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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모미그란스 휘보

■ 2014년 이주사학회 하반기 학술대회
대회주제: 오늘날 이주사 연구동향
장소: 선문대학교

■ 2015년 이주사학회 상반기 학술대회
대회주제: 유럽과 미국의 이주사
일시 : 2월 9~10일 오후 1시 30분~5시 30분
장소 :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교직원회관 1동
발표
1. 이민경(서강대), 영제국의 확산과 식민지로의 이민을 통해 본 ‘영국인’
2. 신동규(창원대), 1960-70년대 “La vie  ouvriere(노동자의 삶)”지
   (紙)에 나타난 이주노동자의 이미지
3. 박  단(서강대), 프랑스와 미국의 이민사 비교 – 정교분리를 중심으로

■ 2015년 이주사학회 하반기 학술대회 – 창원대 ‘감정정치’ 연구팀 
공동 학술대회 

대회주제: 뉴라이트와 이주-민족정체성과 감정의 정치     
일시: 2015년 8월 28일(금)
장소: 창원대 사회과학대(22호관) 글로벌 다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단 

강의실(2층) 

발표
1. 신동규(창원대), 집단기억과 집단감정에 대한 도전: 프랑스 부정주의

와 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
2. 나인호(대구대), 인류사와 인종주의
3. 정영주(부산대), 영국민족당과 감정의 이주정치
4. 오정은(IOM 이민정책연구원), 반이민 정서 확산과정에서 극우정당

의 역할



■ 2016년 이주사학회 상반기 학술대회 
대회주제: 이주와 젠더     
일시: 2016년 2월 26일(금) 오후 2:00-6:00
장소: 성균관대학교 퇴계인문관  31503호

발표
1. 김지원(명지대학교), 미국의 반일본운동과 한인여성의 이주 (1910-

1924)            
2. 최향란(전남대학교), 프랑스 기업의 이주여성노동자들 
3. 나혜심(성균관대학교), 이주시대와 여성의 깨어나기                                         

   

■ 2016년 이주사학회 하반기 학술대회
대회주제: 식민주의와 디아스포라-부자유 노동, 이주, 문화변동
일시: 2016년 8월 18일(목) 14시
장소: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관 718호

발표
1. 권윤경(서울대), 유색인 여성들과 아이티혁명기 자유의 여정: 이사벨 

아옌데의 소설 <바다 밑의 섬>을 통해서
2. 하영준(한양대), 전체주의의 식민주의적 기원: 한나 아렌트와 흑인 급

진주의 지식인들
3. 윤영휘(광주대), 대서양 노예무역과 영 제국의 식민정책: 도덕자본, 

디아스포라, 종교집단
 
 

■ 2017년 이주사학회 상반기 학술대회/건국대학교 이주·사회통합연구
소 공동 학술대회

대회주제: 난민·강제이주
일시: 2017년 2월 15일 수요일 14:00 ~ 18:00
장소: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 L 403호
 
발표
1. 최경옥(영산대 법률학과),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에 

관한 문제점
2. 박천웅(울산과학기술대 기초교양학부), 최희정(이주·사회통합연

구소), Studying Law Abroad and Practicing Law Home: The 
Abrupt Rise and Fall of Korean Returnee Lawyers from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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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Early 1920s Colonial Korea
3. 권은혜(서강대 사학과), 20세기 미국의 난민정책과 난민의 정치화
4. 이용일(대구교육대 사회과교육과), 독일 사회의 이방인으로서 난민

 

■ 2017년 이주사학회/문화사학회 하반기 공동학술대회
대회주제: 대중(Mass)의 등장, 차이의 정치 그리고 인종주의
일시: 2017년 8월 21일 13시 - 22일 12시
장소: 경성대학교(26호관 별관 104호)

발표
1. 이은영(부산대), 검열시기 지식인의 저항 – 프랑스 반체제 지식인들

의 대중 강연, 1860-1875
2. 김학이(동아대), 나치 폭력 대중 – 폭력 사회학의 전망
3. 문종현(세종대), 귀스타프 르봉(Gustave Le Bon)과 대중사회 – 19세

기 프랑스의 계급적 인종론과 종족적 인종론
4. 나인호(대구대), 제국주의 시대 황화론과 인종주의 담론
5. 김용우(교원대), 식민주의와 이주 – 압델마렉 사이아드(Abdelmalek 

Sayad)의 경우

■ 2018년 이주사학회/서강대 인문학연구소 상반기 공동학술대회

대회주제: 현대사회의 극우정치와 극우주의
일시: 2018년 2월 22일 13시 30분 – 18시
장소: 서강대학교 정하상관 610호

발표
1. 박 단(서강대), ‘68혁명’과 극우학생운동 – 옥시당(L’Occident)의 활

동을 중심으로
2. 이용일(대구교육대), 독일의 극우정치와 난민
3. 김용우(한국교원대), 파시즘의 꿈 – 모리스 바르데슈의 수정주의 파

시즘
4. 심성은(한양대), 극우 정당의 지지율 상승 원인 – 2017년 프랑스 총

선과 2015년 영국 총선을 중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