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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민족문제연구』 게재논문 총목록

발간호 수록내용

1

(2001년)

◆발간사 (한일민족문제연구 창간호 : 2001년) 김광열

◆1920년대 초기 재일 조선인의 사상단체 -흑도회, 흑우회, 북성회를 중심으로- 김명섭

◆1920 ~ 30년대 조선인 도일의 요인 -조선내에서의 취업환경을 중심으로– 김광열  

◆1930년대 초기 오사카(大阪) 지역 협동조합과 조선인운동   정혜경

◆8·15전후 재일조선인의 생활상과 민족의식 -김달수의 초기 단편들의 유형화와 경개梗槪 정대성

◆제2차 세계대전 직후, GHQ의 재일조선인정책   홍인숙

◆‘자주학교’형 조선학교에 대한 일고찰 -阪神朝鮮初級學校의 사례(1945~1960년) 마

쓰다 도시히코

◆서평 : 재일 조선인 학자의 나라 사랑 - 윤건차, 『현대 한국의 사상흐름 』을 읽고  김인덕

◆창립기념 강연록 : '민족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윤건차

◆자료소개 1 : '평양학병의거사건' 판결문  표영수

◆자료소개 2 : The Letter from Shigeru Yoshida to Douglas MacArhtur (undated)

and Letter (Draft , undated) enclosure to Mem orandum for General MacArthur

from W . J . Sebald, 9 September 1949 김태기

◆창립취지서 (한일민족문제연구 창간호 : 2001년)

◆회칙 (한일민족문제연구 창간호 : 2001년)

2

(2002년)

◆특집/전후보상과 한일관계 : 왜 한·일 양국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가  윤건차

◆특집/전후보상과 한일관계 :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보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국제

사회의 논의 박홍규

◆특집/전후보상과 한일관계 : 1990년대 일본에서의 ‘전후보상론’과 한국인의 소송 -역사 

인식의 거울- 김광열

◆특집/전후보상과 한일관계 : 남북한·일·중·대만의 역사교과서 속에 표현된 ‘전후책임’과 

역사교육    신주백

◆1920~30년대 일본의 사회정책 -일본 거주 조선인에 대한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허광무

◆일제의 ‘신공신화’ 해석과 역사교육 -동화주의와 침략주의를 중심으로- 동선희

◆역사교과서를 통해 본 일본군‘위안부’ 문제 -한·일 중등학교 역사교과서 서술을 중심

으로- 이아연

◆서평 : 小熊英二 著, 『日本人の境界』 (동경 : 신요사, 1998) 박진우

3

(2002년)

◆일제 강점기 제주도민의 오사카(大板) 이주   이준식

◆조선공산당재건투쟁협의회 일본출판부의 조직과 활동    김인덕

◆공문서의 미시적 구조 인식으로 본 남양농업이민(1939-1940) 정혜경

◆일제말기 병력동원정책의 전개와 평양학병사건    표영수

◆일본에서의 한·일조약 반대운동 –1960년대를 중심으로- 요시자와 후미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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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내셔널리즘’과 ‘조선적’ 재일조선인 -재일조선인 3세의 ‘조선적’ 개념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권준희

◆번역논문 : 조선인 강제운행과 광고모집   고쇼 다다시

◆서평 : 樋口雄一(히구치 유이치), 『일본의 조선, 한국인』(동성사, 2002년)을 읽고 

오오타 타카코

◆자료소개 : 朴慶植 編, 『在日朝鮮人關係資料集成(戰後編)』전10권(不二出版, 2000) 이연식

4

(2003년)

◆특집 : <일제말기(1939-45년) 강제연행의 송출과정과 관련자료> ; 홋카이도(北海道)

지역의 "조선인" 강제연행 자료에 대하여    박맹수

◆특집 : <일제말기(1939-45년) 강제연행의 송출과정과 관련자료> ; 식민지시대 노무

동원 노동자의 송출과 철도·연락선    김민영

◆특집 : <일제말기(1939-45년) 강제연행의 송출과정과 관련자료> ; ‘강제연행’에서의 

공출구조 -1939·40년의 조선총독부 정책과 부산직업소개소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혜인

◆朴烈·金子文子의 반천황제 투쟁과 아나키즘 인식    김명섭

◆전간기 일본거주 조선인의 생활상과 귀향     김광열

◆식민지하 조선에서의 언어지배-조선어 규범화 문제를 중심으로- 미쓰이 다카시

5

(2003년)

◆한국 내셔널리즘에 대한 고찰-내셔널리즘 이론에서 본 한국 ‘민족주의’- 오오타 타카코

◆근대 중국의 국적법과 조선인 귀화정책    권영준

◆일본 미디어가 표상(representation)하는「재일」상  양인실

◆특집〈‘재외동포법’과 재일조선인의 법적 지위〉: ‘재외동포법’의 개정 문제 이종훈

◆특집〈‘재외동포법’과 재일조선인의 법적 지위〉: 재일조선인이 본 ‘재외동포법’과 

향후의 과제   김경득

◆쟁점논단 : ‘해방 후 재일조선인’에 대한 국내의 연구성과와 대중서 서술 이연식

◆서평 : 廣瀨厚宗(히로세 고조), 『隣國』(동경 : 근대 문예사, 1997) 최영호

◆자료소개 : 「日亡後 相談 經歷事」 정혜경

6

(2004년)

◆『매일신보(每日申報)』를 통해 본 1910년대 일본시찰단    조성운

◆전후 일본의 재일조선인 법적지위에 대한 정책 –1991년 ‘특별영주(特別永住)’제도를 

중심으로– 김광열

◆한국인 원폭피해자(原爆被害者)에 대한 제연구와 문제점   허광무

◆해방직후 조선인 귀환연구(歸還硏究)에 대한 회고와 전망   이연식

◆도일 초기의 윤학준(尹學準) -밀항·법정대학·귀국사업– 다카야나기 도시오

◆쟁점논단 : 일본의 대한(對韓) 내셔널리즘   강덕상

◆자료소개 : 구연석(具然錫) 유골송환 문제 관련 내용 -외무성(外務省) 소장 「태평양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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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에 의한 구 일본국적인의 보호인양 관계, 조선인 관계, 유골송환관계」 - 정혜경

7

(2004년)

◆해방 직후에 귀환한 어느 재일조선인 3세의 경계체험(境界體驗) 이연식

◆국내 강제연행 연구, 미래를 위한 제언    정혜경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사회의 인식–1990년대를 중심으로– 윤명숙

◆‘재외동포법’ 개정을 둘러싼 담론분석 -조선족에 관한 쟁점을 중심으로– 오오타 타카코

◆재일조선인 ‘다양화’의 일배경 -‘민족’·‘조국’·‘생활’을 중심으로– 고바야시 도모코

◆쟁점논단 : 역사교과서 문제에 관한 하나의 시도 -《일·한 합동 역사연구 심포지엄》의 

성과와 과제– 미쓰이 다카시

◆서평 : 이치바 준코(市場淳子), 『한국의 히로시마』(역사비평사, 2003년) 허광무

◆자료소개 : 일본인 운동참가자의 수기를 통해 본 하의도(荷衣島) 토지회수운동 -아

사히 겐즈이(朝日見瑞), ‘〈가에멘〉 어느 조선농민쟁의 기록’- 이규수

◆자료소개 : 引揚援護局 자료에 나타난 仙崎에서 귀환하는 조선인 -『仙崎引揚援護

局史』(厚生省仙崎引揚援護局), 1946년 12월- 최영호

8

(2005년)

◆1910년대 전북지역 일본인 이주어촌의 존재형태와 구조    김민영

◆패전 직후 천황제 존속과 재일조선인  박진우

◆특집논단 : 태평양 전쟁 희생자의 유골문제와 일본 ; 日鐵輪西製鐵所朝鮮人殘留遺

骨と北海道の戦後遺骨処理問題 시라토 히토야스

◆특집논단 : 태평양 전쟁 희생자의 유골문제와 일본 ; 1950년대 재중일본인, 재일화

교 및 유골 송환에 대한 연구 -재일조선인 북송문제의 거울- 오일환

◆특집논단 : 태평양 전쟁 희생자의 유골문제와 일본 ; 일제말기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

문제의 본질과 해결을 위한 제언   정혜경

◆쟁점논단 : 한국정부의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 과정   최영호

◆서평 : 일본에게 〈他者〉란 누구이며 〈戰後〉란 언제인가? -와타나베 카즈타미(渡

邊一民), 『〈他者〉としての朝鮮文學的考察』(岩波書店, 2003)- 정대성

◆자료소개 : 일제말기 북해도로 강제동원된 전북 출신 노무자 213명의 명부 -희생자 

16명을 포함해서- 박맹수

9

(2005년)

◆양석일의 다양한 문학세계    이한창

◆김학영 문학론 -작가적 고뇌의 원질(原質), 그로부터의 해방구 모색- 김환기

◆작가 김석범의 인생역정, 작품세계, 사상과 행동 –서론적인 소묘(素描)로서- 정대성

◆朝鮮女子勤労挺身隊の動員と鉄工業への朝鮮人男子の戦時動員との比較検討-日本

「内地」の工業分野への朝鮮人戦時動員方式の特徴について-　 야마다 쇼지

◆일제말기 조선인 군사교육 –1942.12.~1945- 신주백

◆전후 일본 정부의 「전몰자」 유골 정책 -「한국인 전몰자」유골문제를 중심으로   남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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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한일어업협정(韓日漁業協定)을 둘러싼 양국 외교의 허와 실   김태기

◆자료소개 : 신문을 통해 보는 해방직후 재일조선인의 동향 -「민중신문」 특집호

(1945년 10월 15일자)- 최영호

10

(2006년)

◆만주지역 친일언론 ‘재만조선인통신’의 발행과 사상통제의 경향     황민호

◆조선총독부 비밀기록 관리의 식민지적 특징 -현존 조선총독부 경무국(警務局) 자료를 

중심으로- 박성진

◆해방 공간 재일본조선인연맹의 결성에 대한 연구 -결성 대회의 역사적 사실을 중

심으로    김인덕

◆해방 후 일본인의 귀환과 중앙일한협회    노기영

◆잠재주권과 ‘재일’의 딜레마 -점령 초기 오키나와의 지위와 정체성- 임성모

◆1940년대 일본의 도일한인 규제정책에 관한 연구   김광열

◆문학에 나타난 ‘재일제주인’ 인식 고찰    강영기

11

(2006년)

◆기억의 서사교육적(敍事敎育的) 함의 -유미리의 『8월의 저편』을 중심으로– 변화영

◆사기사와 메구무의 문학 세계    김환기

◆1955년 남북통일촉진협의회에 관한 연구   나주현

◆한일간 역사대화의 탐색과 협력모델 찾기(1982~1993) 신주백

◆특집 : 부관연락선과 일본의 식민지배 ; 부관연락선 시말(始末)과 부산부 일본인 인구

변동   홍연진

◆특집 : 부관연락선과 일본의 식민지배 ; 개항기 부산에서 본 일본의 조선인식   박진우

◆특집 : 부관연락선과 일본의 식민지배 ; 제국과 식민지의 경계와 월경 -부관연락선과 

「도항증명서」를 중심으로- 류교열

◆특집 : 부관연락선과 일본의 식민지배 ; 일본의 패전과 부관연락선: 부관항로의 귀

환자들    최영호

◆쟁점논단 :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한국    김태기

12

(2007년)

◆관동대지진과 조선총독부의 재일조선인 정책 –총독부의 ‘진재처리’ 과정을 중심으로–

노주은

◆1950년대 재중일본인 인양 문제를 둘러싼 중일간 협상 - ‘3단체방식’의 형해화과정을 

중심으로– 오일환

◆동아시아 역사논쟁과 미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 논의 -최근의 동향과 미·일관계에

의 함의를 중심으로– 조양현

◆역사 매체로서의 유골 -홋카이도 슈마리나이의 유골 발굴운동을 사례로– 안도간

◆기획논단 : 강제연행에 관한 역사인식과 일본의 내셔널리즘   우쓰미 아이코

◆기획논단 : 일본의 전후처리와 국적문제    다나카 히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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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 『岩波講座、 ァジァ太平洋戰爭』시리즈  박진우

13

(2007년)

◆전시기 조세이(長生)탄광과 조선인 노무동원 -생존자증언에 의한 수몰사고의 재구

성과 노동실태- 허광무

◆일본 우익의 사상과 활동에 관한 사적 고찰   김태기

◆사기사와 메구무(鷺澤萠) 문학을 통해 본 재일문학의 다양성과 변용   김환기

◆김석범의 『화산도(火山島)』論 -친일파와 공산주의자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김학동

◆특집 : 재일한인 정치사회운동과 대외연대 ; 재일한인 민족교육운동에 나타난 대외

연대·네트워크   최영호

◆특집 : 재일한인 정치사회운동과 대외연대 ; 재일한인 지방참정권운동에 나타난 연

대·네트워크    강재호

◆특집 : 재일한인 정치사회운동과 대외연대 ; 재일한인 통일운동에 나타난 연대·네

트워크 -통일운동의 시기별 특징과 관련을 중심으로- 정용하

◆쟁점논단 : 개정판 일본 근현대사 교과서를 통해 본 재일한인  김광열

◆쟁점논단 : 일제말기 조선인 특공대원의 ‘지원’과 ‘특공사(特攻死)’ 배영미

◆서평 : 『역사 교과서 재일 코리언의 역사(在日コリアンの歷史)』읽기   김인덕

14

(2008년)

◆1944년에 일본 본토로 ‘전환배치(轉換配置)’된 사할린(樺太)의 조선인 광부 정혜경

◆1943~1944년 팔라우(Palau)지역 조선인 노무자 강제동원 -『조선인 노무자 관계철』

분석을 중심으로- 김명환

◆총동원체제와 근로보국대를 통한 ‘국민개로(國民皆勞)’ -조선에서 시행된 근로보국

대의 초기 운용을 중심으로(1938~1941)- 김윤미

◆해방 직후 38이북 일본인 거류환경 변화 -‘전쟁피해자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연식

◆한국의 역사청산 법제화 운동에 대한 연구 -일제강제동원피해 규명운동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광열

◆쟁점논단 : 조선인 군인·군속 관련 ‘공탁서’·‘공탁명세서’ 기초분석 표영수·오일환 

·김명옥·김난영

◆쟁점논단 : 재일조선인총련합회의 역사교재 서술체계에 대한 소고 -『조선력사』

(고급 3)를 중심으로- 김인덕

◆서평 : "부락해방운동"의 허상을 부수는 재일조선인의 사자후 -김정미(金靜美) 저,

『수평운동사연구(水平運動史硏究)-민족차별비판-』, 현대기획실, 1994- 최경순

15

(2008년)

◆해방 후 일본인 송환문제를 둘러산 남한사회와 미군정의 갈등 -구 조선총독부 고관 

‘내조설소동’의 역사적 배경- 이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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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한일관계와 천황제 –천황의 ‘사죄’ 발언과 방한 문제를 중심으로- 박진우

◆특집 : 한신지역 민족교육투쟁 60주년 기념 ; 해방직후 재일한인 민족교육의 특징

과 한계 –한련의 ‘본국’ 로컬리티 성향 교육을 중심으로- 최영호

◆특집 : 한신지역 민족교육투쟁 60주년 기념 ; 1948년 한신교육투쟁과 재일조선인 

역사교육 -재일본조선인연맹의 민족교육운동 전술과 관련하여- 김인덕

◆특집 : 한신지역 민족교육투쟁 60주년 기념 ; 전후 동북아 국제관계와 재일한인 -

미국의 대한반도정책과 한신교육사건- 김태기

◆기획논단 : 1948년 한신교육투쟁은 우리말을 지키기 위한 투쟁    김경해

◆기획논단 : 재일조선인민족교육에 관한 한 고찰 -현황과 과제의식을 중심으로- 김덕용

◆서평 : ‘귀국사업’ 반세기의 심묵을 여행하다 -Tessa Morris-Suzuki, EXODUS TO

NORTH KOREA: Shadows from Japan`s Cold War,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07(田代泰子 譯), 『北朝鮮へのエクソダス: 「歸國事

業」の影をたどる』, 東京: 朝日新聞社, 2007- 윤정환

16

(2009년)

◆특집: 조선인 이주, 강제동원 역사의 연구 : 식민지시기 조선인의 남양군도 이주실

태(1914~1938) 김명환

◆특집: 조선인 이주, 강제동원 역사의 연구 : 일제강점기 국내 노무동원에 대한 연

구: 전북지역의 사례   김민영

◆특집: 조선인 이주, 강제동원 역사의 연구 : 국내 소장 전시체제기 조선인 인적동

원 관련 명부자료의 실태 및 활용방안  정혜경

◆특집: 조선인 이주 ,강제동원 역사의 연구 : 기업 자료 중 각종 명부류의 기술내용

에서 알 수 있는 조선인 강제연행자에 관한 사실    모리야 요시히코

◆특집: 조선인 이주,강제동원 역사의 연구 : 강제연행기 조선인 명부 조사 현황과 

과제    다케우치 야스토

◆서평 : 1940년대의 ‘재일’, ‘패전 후’와 ‘해방 후’ -김광열·박진우·윤명숙·임성모·허광

무 저(著), 『패전 전후 일본의 마이너리티와 냉전』, 제이앤씨, 2006- 조경희

◆서평 : 吳圭祥, 『ドキュメント在日本朝鮮人連盟 1945~1949』, 岩波書店, 2009 최영호

◆자료소개 : 篠田六三 저, 『滿州國軍』(작성시기 미상) -일본인 만주국 장교가 쓴 

‘만주국군’의 활동과 패전- 조건

17

(2009년)

◆일제의 ‘만주개척’ 정책과 조선인 동원     김윤미

◆1930~1940년대 조선인의 만주이주에 관한 연구 –전라북도 사례- 박인철

◆전시체제기 일본 본토 조선인노무자의 ‘전환배치(轉換配置)’ -광산 명부를 중심으로-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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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전 후 한반도에서 돌아간 일본인 여성의 귀환체험 -남북간의 지역차를 중심으로-

이연식

◆쟁점논단 : 총동원체제기 조선총독부의 ‘유흥업’ 억제정책과 조선의 접객업 변동 

박정애

◆쟁점논단 : 강제동원 사망자 유골봉환을 둘러싼 한일 정부 간 협상에 관한 소고 

-1969년, 제3차 한일각료회의를 중심으로- 오일환

◆쟁점논단 : 한국전쟁 전사자 추도·기념시설 고찰    남상구

18

(2010년)

◆한국병합과 재일조선인 이주 양상 -김달수 초기작품을 중심으로- 박정미

◆1930년대 일본의 ‘민족’ 개념과 정치의 교착(交錯) 박양신

◆한국전쟁 전후, 대일강화조약 논의에 의한 아시아 내에서 일본의 안보와 위상 -한

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류지아

◆디아스포라와 로컬리티 연구 -재일코리안을 보는 새로운 시각- 리상봉

◆전시체제기 조선인 ‘만주개척청년의용대’에 관한 연구   김윤미

◆일제말기 남양척식주식회사의 조선인 동원실태    김명환

19

(2010년)

◆植民地朝鮮の治安對策と社會事業 -1920年代における警察官僚の社會事業構想を中心

に- 조경희

◆중일전쟁기(1937~1940) ‘조선군사령부보도부’의 설치와 조직구성    조건

◆1945년 전반의 일본육군 농경근무대(農耕勤務隊)와 피동원 한인 -나가노(長野)현 

배치 부대를 중심으로- 김광열

◆귀국해난사고를 통해 본 강제동원과 귀환   정애영

◆김종한의 친일시와 시론 연구    심원섭

◆한일회담에 있어 한국정부의 재일조선인인식    김현수

◆일본민주당과 재일영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 -하토야마 유키오의 의욕과 좌절-

김태기

◆서평 : 도노무라 마사루 지음, 신유원·김인덕 옮김, 『재일조선인 사회의 역사학적 

연구』, 논형, 2010 최영호

20

(2011년)

◆전시기 조선인 노무자 강제동원과 원폭피해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지역적 특징을 

중심으로- 허광무

◆제2차세계대전기 인도네시아로 동원된 조선인 여성의 간호부 편입에 관한 연구 –

유수명부를 중심으로- 강정숙

◆한인 귀환자의 눈에 비친 해방직후 부산의 이미지    최영호

◆川上健三의 국제법적 지위 조작에 관한 연구 -평화선 선언 시기 일본정부의 ‘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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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竹島)=일본영토’ 논리조작- 최장근

◆전후 沖繩의 출입관리정책과 출입수속 거부운동    정신혁

◆조선총독부의 대중문화정책 –대중가요를 중심으로- 박순애

◆쟁점논단 :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동원된 조선인노무자의 경험과 서사    정혜경

21

(2011년)

◆재일조선인사회에 대한 일제의 감시체제 -헌병대의 역할과 그 한계를 중심으로-

이승희

◆식민지기 재일조선인의 참정권에 관하여 –지방선거를 中心으로- 동선희

◆1970년대 ‘재일교포유학생 국가보안법 사건’ 연구 -‘11,22사건’을 중심으로- 전명혁

◆한국 국정참정권과 재일한국인 모국수학생의 정치참여의식  김웅기

◆제2차 세계대전 말기 일본의 조선인 포로감시원 강제동원    조건

◆한국정부의 ‘일제강제동원 피해지원’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해결모색    하승현

◆한반도 거주 일본인의 귀환 후 단체 결성과 재산권 보상 요구    최영호

◆아베 미츠이에(阿部充家)의 한, 일 불교 관련 활동 -신자료 「中央學林學生諸君」

(1915), 「朝鮮佛敎の今昔」(1918)의 공개와 더불어- 심원섭

◆쟁점논단 : 關東大震災時朝鮮人虐殺事件をめぐる戰後日本人の運動 -朝鮮人犧牲者の

追悼,調査から朝鮮人虐殺の國家責任の追及へ- 야마다 쇼지

22

(2012년)

◆1930년대 전반 일본노동조합전국협의회와 한인노동자 -나고야 지역의 운동을 중심

으로- 김광열

◆식민지 시기 조선 사회의 외지 인식 -대만과 남양군도 신문기사 논조 분석- 정혜경

◆디아스포라적 공간으로서의 오사카(大阪) 코리안타운의 로컬리티    이상봉

◆유아사 가쓰에(湯淺克衛) 『간난이』의 정치적 알레고리 읽기    조정민

◆일제말기 거문도 요새화와 조선인 동원    김윤미

◆쟁점논단 : 재일 코리안 사회 속의 제사의 변용과 ‘한’의 분석   이유숙

◆해외논단 : 조선의 해방 전 1년사 -전시노동동원을 中心으로- 히구치 유이치

◆서평 : 『스기야마 토미(杉山とみ), 1921년 7월 25일생』 최영호

◆자료소개 : 『愛國班家庭用 諺文防空讀本』 김혜숙

23

(2012년)

◆식민지 시기 일제의 조선소운(朝鮮小運) 송업 통제 과정    정희윤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수학여행 조성운

◆1930년대 전반기조선의 ‘방공정책’ 선전보급 －방공전람회를 중심으로－ 이대화

◆1937~1939년 식민지 조선의 가정방공과 가정용 대피시설의 특징   김혜숙

◆사망 기록을 통해 본 하시마(端島)탄광 조선인 사망자 피해실태(1925~1945) 윤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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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일점령정책과 재일한인의 경제적권리    김태웅

◆쟁점논단 : 천황제 이데올로기와 식민지조선 －식민지조선과 ‘식민지근대성’론에 

대한 연구 동향을 中心으로－ 박진우

◆해외논단 : 아시오 구리(足尾)광산, 조선인 전시동원의 기업책임 －무라카미 야스

마사(村上安正)의 비판에 답하다－ 고쇼 타다시

24

(2013년)

◆개항기조선에서 사망한 일본군의 야스쿠니(靖國)신사 합사 –강화도사건부터 청일

전쟁까지- 송경섭·김광열

◆조선철도 황해선 연선시장의 물류구조-철도화물수송통계의 고찰을 중심으로- 다

케우치 야스토

◆[구일본해군 조선인군속 관련자료(2009)]의 미시적분석     심재욱

◆전후 한인유골국내봉환을 위한 일본인유골수습, 송환에 관한 연구-1970년대초까지 

일본인 유골수습·송환사례를 중심으로- 오일환

◆김 마스미(金眞須美)의 『LosAngeles의 하늘(羅聖の空)』에 나타난 ‘재일’ 3세의 정체성의 

변용   최순애

◆쟁점논단 : 디아스포라적 정체성과 차이의 정치 -재일코리안의 국적, 언어, 이름을 

통한 접근- 이상봉·박수경

◆서평 : 최영호, 『일본인 세화회 ; 식민지 조선 일본인의 전후』, 논형, 2013 이연식

◆자료소개 : Foreign Affairs of South Korea, August 1945 to August 1950 (윌리엄 

게인, 노스웨스턴대학 박사학위논문, 1951) 최영호

25

(2013년)

◆동학농민전쟁의 연구현황과 과제 -제2차 동학농민전쟁을 중심으로- 조성운

◆식민지근대문화의 혼종성(混種性) -1920년대 목포극장과 동춘(東春)서커스- 위경혜

◆일제말기 경북지역 출신 강제동원 노무자들의 저항    정혜경

◆쟁점논단 : 한국정부 수립 직후 주일한국외교대표부와 재일한인 -정환범 대사의 역

할을 중심으로- 김태기

◆쟁점논단 : 1970년대 ‘북부대륙붕협정’에 관한 일본국회의 논쟁 -일본국회의사록을 

통한 검증- 최장근

◆書評 : 戰爭遺跡保存全國ネットワ一ク, 『日本の戰爭遺跡』, 平凡社, 2004 안해룡

◆자료소개 : 히로시마(廣島) 구레(吳) 해군공창 조선인 징용공들에 대한 군법회의 판

결을 읽고   곤도 노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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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014년)

◆군산거주 일본인의 귀환과정에 나타난 지역적 특성 -세화회의 조직과 활동을 중심

으로- 최영호

◆해방 후 귀속재산 처리의 전개과정과 귀결    배석만

◆러시아 지역 사할린 한인 기념 공간의 현황과 과제 방일권

◆쟁점논단 : 구마모토 시대의 아베 미츠이에(阿部充家) 심원섭

◆쟁점논단 : 재일여성동인지 『봉선화(鳳仙花)』연구 -수록 내용의 주제별 분류 및 

분석을 중심으로- 최순애

◆쟁점논단 : 일제말기 강제동원 기록의 수집과 활용을 위한 제언 -기록화 전략

(Documentation Strategy)과 문화콘텐츠 구축 방법론- 권미현

◆자료소개 : 「나나쓰다테 갱 함몰 재해 보고서(七ツ館坑陷沒災害報告書)」 -외무성 

소장 하나오카광산 나나쓰다테 관계 자료에 관하여- 차타니 주로쿠

27

(2014년)

◆동양협회에 따른 ‘식민학교’의 교육과 변천 －대만협회학교부터 식민전문학교까지－

오쿠마 토모유키

◆일제시기 도평의회와 지역 －경상남도평의회를 통해 본 지역의 위계관계와 지역정치－

전성현

◆아나키스트 박열과 해방 후 재일한인 보수단체    김태기

◆한반도의 일본인 유골 수습,발굴,송환에 관한 한일 정부 간 협력 －1970년 덕적군도 등 

서해안 일대 일본인 유골 발굴·송환 사례를 중심으로－ 오일환

◆쟁점논단 : 한국에서 일본의 강제동원에 대한 연구 현황과 방향   신주백

◆해외논단 : 경성일보·매일신보와 일본불교 －大谷光瑞, 後藤瑞嚴을 중심으로－ 심

원섭

◆자료소개 : 한국정부 생산 일본진재시피살자명부[일본진재시피살자명부(日本震災時

被殺者名簿)] 우영송

28

(2015년)

◆구 조선총독부 경찰관료와 사상범의 ‘식민지 조선’ 회고와 남·북한 인식 이연식

◆전후 한일 양국의 재조일본인 재산처리과정 -이케다 스케타다(池田佐忠)의 사례-

배석만

◆식민지주의 지식구조의 부메랑현상에 대하여 -재조일본인의 사례를 중심으로- 신호

◆고착되는 경계, 트랜스로컬리티의 불가능성 -한국 영화에 재현된 조선족을 중심으로-

문재원

◆최근의 한일 관계와 식민지책임의 추궁    하종문

◆쟁점논단 : 일본에서의 한인 사회운동과 민족 차별 -1930년대 노동운동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광열

◆쟁점논단 : 일본에서의 한인 사회운동과 민족 차별 -1930년대 노동운동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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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015년)

◆메이지(明治)후기 일본인으로서의 척식교육론    오쿠마 토모유키

◆일본의 전쟁 인식화 -동학농민전쟁·청일전쟁 시기를 중심으로- 강효숙

◆일제 말기 관동군(關東軍)의 한인(韓人) 동원과 피해 실태    조건

◆日本大衆文化とナショナリズム －プロレスラ一力道山を中心として－ 박순애

◆‘평화선’ 피해 일본인 어민에 관한 영상자료   최영호

◆해외 한국민주화운동 －‘민주민족통일해외한국인연합’을 중심으로－ 조기은

◆21세기 동북아 역사대화와 한국사회의 시선 -1960,70년대 서독의 경험을 참조한 비

판적 검토- 신주백

◆자료소개 :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동원된 조선인 관련 통계 자료   정혜경

30

(2016년)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금강산 관광개발   조성운

◆일제말기 홋카이도(北海道) 스미토모(住友) 고노마이(鴻之舞) 광업소 조선인 노무자 

노동재해 관련 기록물 연구   정혜경

◆야스쿠니문제와 일본의 보수정치－수상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를 중심으로－

박진우

◆1945년 전후 사할린 거주 한국인들의 민족적,문화적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의 다양

성 연구－이회성의 『백년동안의 나그네』분석을 중심으로－ 민병은

◆쟁점논단 : 식민지향수의 역설－「나쓰카시이 조선」담론을 통한 ‘식민자 의식’의 

부정－ 신호

◆해외논단 : 조선인 강제동원 연구의 현황과 과제    히구치 유이치

31

(2016년)

◆관동대지진 이후 일본의 제도(帝都)부흥사업과 한인 노동자 －건축자재 자갈의 공

급을 중심으로－ 김광열

◆일제 말기 조선 주둔 일본군의 `전쟁미담` 생산과 조선인 군인 동원  조건

◆해방 후 재일조선인과 암시장 －주요 취급물자를 중심으로－ 박미아

◆종전 후 한·일 양국 귀환자의 모국 정착과정 비교 연구 －포스트콜로니얼 관점에

서 본 식민자와 피식민지민의 전후실태 비교－ 이연식

◆김달수의 `일본어 창작론`을 통해서 보는 재일조선인 사회의 <민족>과 <언어>

민동엽

◆쟁점논단 : 한수산 『군함도』를 읽다 -조선인 징용갱부의 시점에서- 김정훈

32

(2017년)

◆재조일본인자본가 다테이시 요시오(立石良雄) 일가의 기업 활동    배석만

◆식민지시대 한국 `신종교` 단체의 동향과 특징 -『朝鮮の類似宗敎』(村山智順,

1935)의 재검토를 중심으로– 김민영

◆해방 직후 재일조선인사회의 `공익`옹호운동 (1945~1947) -재일본조선인연맹의 재

산세투쟁을 중심으로- 강정훈

◆재조일본인을 둘러싼 권력관계 형성에 대하여 -내지일본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신호

◆1957년 한일 억류자 상호석방 각서의 경위와 결과      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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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트스피치의 피해자인 재일코리안의 반응과 대응 -조총련계 조선적자를 중심으

로- 김웅기

◆재일여성동인지 『봉선화』 연구Ⅱ - 재일여성 계층에 나타난 소외담론 분석을 중

심으로(2001~2013) - 최순애

◆자료소개 : 기록물로 보는 근현대 인천(1) 일제강점기 금속류 헌납 사진으로 본 인

천지역사 -기록물 이름: 인천 경정 제1정회 동유기 헌납 기념사진– 손민환

◆자료소개 : 日本政府が新たに入手した「慰安婦」の强制連行を示す文書について

고바야시 히사토모

33

(2017년)

◆『육군운수부군속명부』를 통해 본 태평양전쟁기 일본육군운수부의 조선인 군속 

동원     심재욱

◆태평양전쟁 말기의 수인(囚人) 동원 연구(1943~1945)－형무소 보국대를 중심으로－

이종민

◆전후 연합국번역통역국(ATIS)의 일본인 귀환자 심문과 공산권 첩보활동   이상호

◆‘한일체제’와 가지무라 히데키 －그 현실인식과 초극의 비전－ 야마모토 코쇼

◆국내 소재 아시아태평양전쟁유적 활용 방안    정혜경

◆21세기 일본의 ‘헤이트스피치’와 1923년 관동대지진 시 한인 학살범의 논리 고찰 

김광열

◆1923년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 사건이 재일한인 사회에 주는 현재적 의미－민단과 

총련의 주요 역사교재와 『민단신문』의 기사를 중심으로－ 김인덕

◆쟁점논단 : 일본 내 관동대지진 때의 학살사건 진상 규명 운동의 현황   다나카 

마사타카

◆서평 : 최영호 지음, 『한일관계의 흐름 2015-2016 일본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재

조명』, 논형, 2017 오일환

◆자료소개 : 기록물로 보는 근현대 인천(2) 일본병기제조기관변천일람표를 통해 본 

인천지역사     김정아

34

(2018년)

◆1910년대 전후 전남 영광지역의 종교지형과 민족사회·경제운동   김민영

◆해방 공간 재일조선인 어린이 잡지 『어린이통신(通信)』의 서술 경향 －주요 기

사와 연재물을 중심으로－ 김인덕

◆해방 직후 남한 귀환자의 해외 재이주 현상에 관한 연구 －만주 ‘재이민’과 일본 

‘재밀항’ 실태의 원인과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1946~1947－ 이연식

◆해방 직후 재일조선인의 암시장 활동 －오사카시(大阪市) 우메다(梅田) 지역의 사

례를 중심으로－ 박미아

◆일본의 배외주의 ‘헤이트스피치’에 대항하는 다국적 시민들 －‘노리코에 네트워크’

의 설립을 중심으로－ 김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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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논단 : 「대일항쟁기 중대인권침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기초가 되

는 국제법 원칙     신희석

◆쟁점논단 : 전후일본의 친미내셔널리즘과 문화보수주의 －에토 준의 전후민주주의 

비판론을 중심으로－ 서동주

◆해외논단 : ‘협화회(協和會)’ 연구의 성과와 과제     기무라 겐지

◆서평 : 砂上昌一 『北陸3縣における在日朝鮮人の定住過程(戰前·戰間期)─人口推移

と職業から見た基礎的考察─』 미쓰이 다카시

◆자료소개 : 기록물로 보는 근현대 인천(3) 히로나카상공(弘中商工)의 부평공장 운영 

현황 －기록물 이름: ‘동양척식(주)의 히로나카상공(주) 대부금에 관한 건’ 외 (‘東

拓ノ弘中商工株式會社貸付金ニ關スル件’ 외)－ 손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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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말기 제주도 군사시설공사에 전환배치된 조선인 광부의 경험 세계 –한반도내 강제

동원 피해에 대한 인식과 배경을 중심으로 - 정혜경

◆일제말기 경찰기록으로 본 일본지역 강제동원 조선인노무자의 관리와 단속 -‘도주’노무자 

수배가 갖는 역사적 의미를 중심으로- 허광무

◆전후 재일잡지미디어 지형과 재일사회 –1959년까지의 태동기를 중심으로- 이승진 

◆다큐멘터리 영화와 트라우마 치유 -오충공 감독의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 다큐멘터리를 

중심으로- 주혜정

◆쟁점논단 : 전시체제기 중층적 구조로 본 강제동원       김경남 

◆쟁점논단 : 2012년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의 의의 　　　　김창록 

◆서평 : 朴敬珉 저,『朝鮮引揚げと日韓国交正常化交渉への道』 (2018년, 慶應義塾大

学出版会)를 읽고      최영호 　　　　　　　

◆서평 : 박기석 저, 『보쿠라노 하타-우리들의 깃발』①②, 도서출판 품, 2017(朴基碩,

『ぼくらの旗-君はあの頃(都立)の東京朝高生を知っているか?』, 上, 中, 下, 総合企

画舎ウイル, 2008) 박미아

◆자료소개 : 『대일배상요구조서』 　　이상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