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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모미그란스 휘보

I. 연구회 일정

■ 상반기 학술세미나(2013.4.6/서강대학교)
ㅇ텍스트: Lentin, Alana, and Gavan Titley, The Crises of Multi-

culturalism       : Racism in a Neoliberal Age(London and 
New York: Zed Books, 2011).

ㅇ발제자
  Ch.1 Recited truths: the contours of multicultural crisis - 염운옥
  Ch.2 Let’s talk about your culture: post-race, post-racism - 하영준
  Ch.3 Free like me: the polyphony of liberal post-racialism - 문종현
  Ch.4 Mediating the crisis: circuits of belief - 신동규
  Ch.5 Good and bad diversity: the shape of neoliberal racisms - 김정욱
  Ch.6장 On one more condition: the politics of integration today - 양재혁

■ 상반기 정기 콜로키움 (2013.5.11/한성대학교)
1. 5세기 말~6세기 초 게르만족의 대이동: 침입인가 이주인가?
   발표자: 홍용진(고려대)
2. The British Lady Traveller Isabella Bird in East Asia: A theorist 

of Globalization?
   발표자: Klaus DITTRICH(고려대), “
3. 생시몽과 동양
   발표자: 양재혁(성균관대)

■ 종강모임(2013.6.24)
ㅇ 영화관람: 유지태 감독, <마이 라띠마> (광화문 인디 스페이스)
ㅇ 저녁식사

■ 상반기 워크샵: “영화속의 이주자들” (2013.8.19-20/대명리조트 단
양/후원: 라인프러스)

ㅇ학술발표
1. 콜롬비아, 미국 그리고 ‘불법’ 이민 여성의 신체
   발표자: 권은혜
2. 영화 <영광의 날들(Indigènes)>에 나타난 북아프리카 출신 군인의 

정체성
   발표자: 신동규
3. 켄 로치의 <자유로운 세계>와 침묵당한 동유럽 이주민들의 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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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자: 오승은
4. 독일 베트남 이주민: 이주자의 통합과 교육의 관계
   발표자: 윤용선
ㅇ총회 및 답사

■ 하반기 학술세미나(2013.10.19/서강대학교)
ㅇ텍스트: Etienne Balibar and Immanuel Wallerstein, Race, Nation, 

Class: Ambiguous Identities.
ㅇ발제자  
  Part I. Universal Racism - 황혜성
  Part II. The Historical Nation - 오승은
  Part III. Classes : Polarization and Overdetermination - 신동규
  Parti IV. Displacements of Social Conflict? - 홍용진

■ 하반기 정기 콜로키움(2013.11.9/한성대학교)
1. 이재원, 2차대전기 프랑스의 강제이주노동자: 인도차이나 노동자·군

인의 경우
2. 이찬행, 1965년 이후 미국의 자유주의적 인종주의에 대한 연구
3. 나혜심, 내 책을 말한다: 『독일로 간 한인간호여성』(산과글, 2012)

II. 저서 및 역서 간행

듀보이스, W. E. B., 『니그로』, 황혜성 옮김, 삼천리, 2013.
박단, 『프랑스공화국과 이방인들』, 서강대학교출판부, 2013.
박지현, 『비시 프랑스, 잃어버린 역사는 없다』, 서강대학교출판부, 

2013.

III. 회원동정

김정욱: 인천대학교 역사교육과에 조교수로 임용
신동규: 창원대학교 사학과에 조교수로 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