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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 Curriculum Vita, Korean

연구 업적

저서

근대역사학의 황혼 (서울: 책과함께, 2010)

식민지근대의 패러독스 (서울: 휴머니스트, 2007; 서울대 인문대 2008년 우수학술도서)

지배와 자치 (서울: 역사비평사, 2006; 문화관광부 2007년 우수학술도서)

식민지의 회색지대 (서울: 역사비평사, 2003)

편저 및 공저

 

‘韓國倂合’ 100年を問う (東京: 岩波書店, 2011; 國立歷史民俗博物館編)

인터뷰-한국인문학 지각변동 (서울: 그린비, 2011; 김항, 이혜령 기획 15인 인터뷰집)

식민지공공성 (서울: 책과함께, 2010: 황병주와 공편저/문화관광부 2011년 우수학술도서)

역사학의 세기-20세기 한국과 일본의 역사학 (서울: 휴머니스트, 2009; 도면회와 공편저)

근대동아시아지식인의 삶과 학문 (서울: 성대출판부, 2009)

근대를 다시 읽는다 ⅠⅡ (서울: 역사비평사, 2006; 천정환, 허수, 황병주, 이용기, 윤대석 

공편저)

근대의 경계에서 독재를 읽다 (서울: 그린비, 2006)

한국 근대성 연구의 길을 묻다 (서울: 돌베개, 2006)

植民地近代の視座 (東京: 岩波書店, 2004; 4인 편저)

국사의 신화를 넘어서 (서울: 휴머니스트, 2004)

우리 안의 이분법 (서울: 생각의 나무, 2002)

인텔리겐차 (서울: 푸른역사, 2002)

사회사로 보는 우리 역사의 7가지 풍경 (서울: 역사비평사, 1999)

한국현대사 강의 (서울: 돌베개, 1998)

빼앗긴 조국, 끌려간 사람들-7백만 조선인 강제동원의 역사 (서울: 아세아문화사, 1995)

청산하지 못한 역사 (서울: 청년사, 1994)

친일파 99인 (서울: 돌베개, 1993) 

남북한 역사인식 비교강의 (서울: 일송정출판사, 1989)

자료집

 

이정박헌영 전집 1-9 (서울: 역사비평사, 2004; 책임편집)

일제하 전시체제기 정책사료총서 1-98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1: 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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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서

조선농촌의 ‘식민지근대’ 경험 (서울: 논형출판사, 2011/ 원저는 松本武祝, 朝鮮農村の‘植  

                               民地近代’經驗, 社會評論社, 2005)

국민을 그만두는 방법 (서울: 역사비평사, 2009; 방기헌과 공역/ 원저는 西川長夫, 地球  

                        時代の 民族=文化理論, 新曜社, 1995)

아리랑 그후 (서울: 동녘, 1993; 공역)

논문

｢동아시아 식민주의의 근대적 성격｣, 아시아문화연구 22집(2011, 6)

｢에피고넨의 시대, 내재적 발전론을 다시 묻는다｣, 민족문화논총 47집(2011, 4)

｢植民主義と近代｣, ‘韓國倂合’ 100年を問う(2011, 3, 岩波書店; 國立歷史民俗博物館編) 

｢정치 주체 개념의 분리와 통합-박명규⋅박찬승의 개념사 연구｣, 개념과 소통 제6호( 

2010, 12)

｢일본에서의 한국민중사연구 비판-조경달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4호(2010, 

9) 

｢言葉の難しさー近代国家と協力｣ 國際日本文化硏究センタ，日文硏 45號(2010, 9)

｢トランスナショナル・ヒストリーの可能性―韓国近代史を中心に｣, 季刊日本思想史 76號( 

2010, 6)

｢식민지근대와 공공성-변용하는 공공성의 지평｣, 사이 8호(2010, 5)

｢植民地官僚から見た帝國と植民地｣, 東洋文化硏究 第11号(2009, 3)

｢트랜스내셔널 히스토리의 가능성 - 한국근대사를 중심으로｣, 역사학보 200호(2008, 12)

｢왜 식민지공공성인가｣, 내일을 여는 역사 31호(2008년 봄호)

｢식민지 인식의 회색지대를 위한 변증 - 아래로부터의 근대 연구를 위하여｣, 역사와 현실
66호(2007, 12)

｢殖民地认识的“灰色地带”—日帝统治下的“公共性”和“规训式权力”｣, 广州市社会科学院, 开放

时代(Open Times),(双月), 2007年 06期  

｢日本帝國の國民統合と植民地朝鮮｣, 立命館言語文化硏究 19卷 1號(2007, 9)

｢친일ㆍ협력자 조사의 윤리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2집(2007, 9)

｢지금 여기, 역사란 무엇인가 - 근대역사학과 나｣, 내일을 여는 역사 28호(2007, 6) 

｢‘진보라는 욕’에 대하여 - 메타역사학적 비판｣, 문학과 사회 78호(2007, 5)

｢‘기억을 둘러싼 내전’-한국에서의 기억 연구와 그 과제｣, 월간 NEXT 2007년 2월호

｢‘숨은 신’을 비판할 수 있는가? - 김용섭의 내재적 발전론｣, 한국사학사학보 14호, 

(2006, 12)

｢나의 근대 - 연관된 아이러니의 세계｣, 한국 근대성 연구의 길을 묻다, 돌베개(2006,10)

｢‘대중독재’론과 한국의 민주주의｣, 근대의 경계에서 독재를 읽다, 그린비(2006, 8)

｢일제기시 면제 실시와 근대적 관료행정제도의 도입｣, 한국사학보 24호(2006, 8)

｢일제시기 촌락 재편과 촌락의 관습법적 성격｣, 대구사학 84집(2006, 8)

｢식민지기 촌락 지배와 ‘중간지배층’(Colonial Village Administration and the ‘Domin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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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Class’), 대동문화연구 54집(2006. 6) 

｢식민지 말기 촌락에서의 ‘총동원체제’ 구축(1937년-1945년), Establishment of 'the Total 

Mobilization System' in Villages by the End of Colonial Age (1937-1945)｣ 민족문화

논총 33집(2006, 6) 

｢문명의 사다리 혹은 사다리 걷어차기 - 이광수와 박정희의 경우｣, 본질과 현상 3호

(2006, 3)

｢국체와 국민의 거리｣, 역사문제연구 15호(2005, 12)

｢교차와 대립-박헌영 사상의 위상｣, 사림 35호(2005, 12)

｢민족주의는 괴물이다｣, 기억과 전망｣ 2005년 가을호(2005, 8) 

｢8ㆍ15광복의 역사적 의의｣, 경기도 박물관 박물관대학 강의자료집(2005, 4)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 월간 NEXT 2005년 신년호

｢국가와 비극｣, 문학-판 2004년 겨울호

｢식민지 근대와 대중사회의 등장｣, 임지현 이성시 편, 국사의 신화를 넘어서, 2004. 2, 휴

머니스트(｢植民地近代と大衆社會の登場｣, 宮島博史, 李成市, 林志弦, 尹海東 編, 植民地近代

の視座, 2004, 岩波書店 번역 게재)

｢한국에서의 식민지연구와 탈식민주의｣ 인문논총 59(2003, 8)

｢連帶와 排除-동아시아 근대 민족주의와 지식인｣ 역사문제연구 10(2003, 6)

｢親日과 反日의 閉鎖回路에서 벗어나기｣ 당대비평 21(2003, 2)

｢항상 주변화시켜라. 그리고 낯설게｣(대담) 인텔리겐차 2002. 11, 푸른역사

｢植民地認識の ‘グーレーゾン’｣ 現代思想 2002年 5月號, 靑土社

｢억압된 주체와 맹목의 권력 : 동아시아 역사논쟁과 국민국가｣ 기억과 역사의 투쟁, 2002

년 당대비평 특별호 2002.4 

｢식민지 인식의 회색 지대 : 일제하 공공성과 규율 권력｣ 당대비평 13호

(2000,12) 

｢內破하는 민족주의｣ 역사문제연구 제5호(2000, 12) 

｢일제잔재청산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한국 근현대사와 친일파 문제, 아세

아문화사(2000, 8) 

｢한국전쟁의 미시적 분석 : 인민군 여자군의관으로 겪은 한국전쟁｣, 역사비평 51(  

2000,5)  

｢한국 민족주의의 근대성 비판｣, 역사문제연구 제4호(2000, 4) 

｢친일파 청산과 탈식민의 과제｣, 당대비평 10(2000, 3) 

｢한국 역사에서 사회사란 무엇인가｣, 사회사로 보는 우리 역사의 7가지 풍경(1999, 8)

｢'統監府設置期' 地方制度의 改正과 地方支配政策｣, 韓國文化 20(1997, 12)

｢대담 : 혁명과 박헌영과 나｣,  역사비평 37호(1997, 5)

｢한말 일제하 天道敎 金起田의 '近代' 수용과 '民族主義'｣, 역사문제연구 창간호(1996, 12) 

｢일제의 지배정책과 촌락재편｣, 역사비평 28호(1995, 2) 

｢민족부르주아지에서 황국신민으로｣,  역사비평 22호(1993, 8)     

｢日帝下 物産獎勵運動의 背景과 그 理念｣, 韓國史論 27(1992, 6)    

｢한일협정에서의 청구권, ‘배상’인가 ‘구걸’인가｣, 역사비평 16호(1992, 2)

｢실종된 진상,日帝下 한국인 徵用｣ 月刊中央 175호(199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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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발표

<동아시아 ‘기억의 터’ - '만보산사건'에 대한 한국인들의 기억을 중심으로>, 25th 

BIENNIAL AKSE CONFERNCE, Moscow, June 17-20, 2011.

<식민지 조선, 오래된 미래인가>, 허수 저, 식민지 조선, 오래된 미래(푸른역사, 2011)에 

대한 서평, 푸른역사 아카데미 주최 인문학 강좌, 2011년 5월 9일. 

<‘예’로부터 ‘피’로의 이행 - 동아시아 식민주의의 근대적 성격>, 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

소 트랜스내셔널 인문학 강좌, 2011년 3월 25일

<정치 주체 개념의 분리와 통합 - 박명규⋅박찬승 교수의 개념사 연구>, 한림대학교 한림

과학원 ‘제30차 동아시아 개념소통 포럼’/ 2010년 11월 11일

<植民主義と近代>, 國際シンポジウム　 ＜｢韓國倂合｣100年を問う＞,　 主催 國立歷史民俗博

物館, 東京大學農學部內 弥生講堂一條ホール, 2010年 8月 7-8日　

<에피고넨의 시대, ‘내재적 발전론’을 다시 묻는다>, 성대 동아시아학술원 <동아시아포럼>, 

2010년 7월 2일

<일본에서의 한국근대사연구 - 민중사연구와 식민지근대론을 중심으로>, 국제한국사학회 

창립기념 제1회국제학술회의 <21세기 한국사연구 : 쟁점과 전망>, 2010년 6월 19일, 외국

어대학교 대학원 BRICS국제포럼장

<不作爲的立法機構としての朝鮮總督府中樞院> 國際日本文化硏究センタ共同硏究會 <植民地

帝國日本における支配と地域社會> 2009年度第6回硏究會, 2010年3月13日

｢‘植民地近代’と公共性-‘植民地公共性’再論｣, 朝鮮史硏究會關西部會, 2010年 1月例會, 2010. 

1. 23 

<포섭과 갈등 - 조선상업회의소와 식민지자본가 ‘사회’의 형성> 식민지근대연구회, 2009년  

10월  25일, 서울、연세대학교

＜読むことの快楽と思惟の悩ましさー日本思想史学の新たな模索＞ 立命館大學コリア硏究セン

タ第27回月例硏究會,（桂島宣弘　東アジア自他認識の思想史に対する批評）2009年  10月  

21日

｢‘武斷’과 ‘文化’의 사이 - 3.1운동과 식민지근대(성)｣,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주최 

3-1운동 9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발표문, 2009. 2,  

｢트랜스내셔널 히스토리의 가능성 - 한국근대사를 중심으로｣, 역사학보 200호 기념 학술심

포지움, 21세기 역사학의 쟁점과 전망, 2008. 11. 21

｢식민지기 조선의 사회주의적 근대화 지향과 침략적 ‘지역주의’ - 印貞植의 트랜스내셔널리

즘｣, 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 立命館大學 國際言語文化硏究所 공동학술회의, 지구화 시

대의 트랜스/내셔널리즘 Transnationalism and Nationalism in the Era of Globlaization, 

2008. 11. 14 

｢부작위적 입법자들 - 조선총독부 중추원의 조선인 관료｣, 성대 동아시아학술원, 學習院大

學 東洋文化硏究所 공동 워크샵 제국과 식민지관료, 2008. 10. 17 

｢식민국가로서의 조선총독부와 근대적 동아시아질서｣, 성대 동아시아학술원 인문한국사업단 

국제학술회의, 국가체제와 동아시아 질서 The State System and Transnational Order 

of East Asia, 2008. 8. 22-23

｢제국의 욕망에 용해된 한 세계주의자의 꿈 - 현영섭의 경우｣, 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 

국제학술회의 근대한국, 제국과 민족의 교차로 Modern Korea at the crossr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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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Empire and Nation, 2008. 8. 8-9

｢근대역사학으로서의 민족주의역사학｣, 제10회 한국고대사학회 하계세미나 민족주의 사학

과 한국고대사연구, 2008. 7. 24-25

｢植民官僚で見た帝國と植民地｣, 學習院大學東洋文化硏究所 特別講演會 近代朝鮮硏究の 現

在, 2008. 02. 23

｢동아시아 기억의 터 - '만보산사건'에 대한 한국인들의 기억을 중심으로｣(The Site of 

East Asian Memory-Centered on the Korean Memories of the Wanbaoshan In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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