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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9: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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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회사 및 행사소개  강창일ㆍ이종걸 의원, 문치웅(홍익재단 이사장)

 축사/내빈소개

 제1부 [10:00-12:00] 기조강연 (제1소회의실)         사회: 장우순(성균관대)

 기조강연 [10:00-12:00] 바람직한 한일관계를 위하여 

                       「제국주의사관」의 하나의 지주인 고대국가 이야기 

                                                    - 하마다 고사쿠(규슈대)

 중식 [12:00-13:00]

 I. 독도와 동북공정 (제1소회의실)

 제2부 [13:00-17:10] 발표 및 토론                  사회: 이권희(고려대)

 제1발표 [13:00-14:00] 고구려와 당의 전쟁과 돌궐(설연타)  

                                      - 서영교(중원대)  토론: 이승호(동국대)  

 제2발표 [14:00-15:00] 동북공정을 둘러싼 정치이념적 충돌 

                      -민족주의 우파 대 세계시민주의 우파

                                  - 정형욱(아주대)  토론: 박순우(한국교통대)

    휴식 [15:00-15:10]

 제3발표 [15:10-16:10] 야마자 엔지로를 통해 본 일본의 ‘대륙정책’과 독도침탈 

                                    - 황용섭(강원대)  토론: 김수희(독도재단)

 제4발표 [16:10-17:10] 소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이후 울릉도와 독도의  

                      명칭문제 

                              - 김영수(동북아역사재단)  토론: 최보영(동국대)

 제3부 종합토론 [17:15-18:15]                      사회: 남상구(동북아역사재단) 

 발표자: 서영교, 정형욱, 황용섭, 김영수 

 토론자: 이승호, 박순우, 김수희, 최보영 

프 로 그 램



 II. 임나일본부와 교과서 왜곡 (제2소회의실)

 제2부 [13:00-16:15] 발표 및 토론                  사회: 박남수(동국대)

 제1발표 [13:00-14:00] 임나일본부 문제와 한국고대사

                                      - 이근우(부경대)  토론: 홍성화(건국대)

 제2발표 [14:00-15:00]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역사관

                                      - 나행주(건국대)  토론: 서보경(부경대)

    휴식 [15:00-15:15]

 제3발표 [15:15-16:15] 일본근대역사학의 성립과 역사교과서  

                                      - 송완범(고려대)  토론: 이기원(강원대)

 

제3부 종합토론 [16:20-17:20]                      사회: 정효운(동의대)

 발표자: 이근우, 나행주, 송완범

 토론자: 홍성화, 서보경, 이기원

 차기 일정과 주제 소개 및 폐회 [18:15-18:20]       사회: 장우순(성균관대)

 2019년 6차례 발표대회와 시민대토론회 내용과 일정, 식민사관 비판과 바른

 역사관 정립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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