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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의 글

프로그램

무더위가 맹위를 떨치는 한 여름의 절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한양대

인사말 ‥‥‥‥‥‥‥‥‥‥‥‥‥‥‥‥‥‥‥‥‥ 2:00 ～ 2:05

SSK 다문화연구센터의 제116회 콜로키움이 8월 24일(토) 한양대 사회과

김두섭 (한양대)

학관에서 개최됩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콜로키움은 Marriage Migration in South Korea, Taiwan and
Hong Kong: Looking Backward, Looking Forward 라는 제목으로 지난
30여 년 동안 한국, 대만과 홍콩에서 이루어진 혼인이주 관련 연구들을
뒤돌아보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조망해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그 동안 대만과 홍콩은 혼인이주자의 규모나 비중이 한

논문발표 ‥‥‥‥‥‥‥‥‥‥‥‥‥‥‥‥‥‥‥‥ 2:05 ～ 6:30
Marriage Migration in Asia: Looking backward, looking forward
발표: 김두섭 (한양대)
Marriage Migration in Hong Kong: Changes over Time and Space
발표: Mengni Chen (Catholic University of Louvain)

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번 콜로키움에는 대만과 벨기에
로부터 발표자 두 분을 초청하여 대만과 홍콩의 혼인이주 연구동향과 앞
으로의 전망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 연구센터의
연구진 세 분이 국내의 혼인이주 연구를 기반으로 한 발표를 하게 됩니
다. 아울러 혼인이주 관련 방송영상물 두 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Educational Performance of Marriage-Migrant Women's Children in
Asia
발표: 함승환 (한양대)
Recent Trends in Cross-Border Marriage and the Well-Being of
Marriage Migrants and Their Families in Taiwan
발표: Yu-Hua Chen (National Taiwan University)

이번 콜로키움이 성공적으로 치루어지면, 앞으로 일본, 싱가포르, 베트
남 등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로부터 연구자들을 초청하여 해당 국가들의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혼인이주에 관한 국제협력연구를 추진할 계획을 가
지고 있습니다. 혼인이주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폭 넓은 참여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Labor Market Discrimination against Immigrant Wives in South Korea
발표: 양경은 (성공회대)
Video 상영:
∙ Vietnamese Brides: How Marrying Foreign Men Impacts the
Women’s Families Back Home (ChannelnewsAsia.com)
∙ Cafe Tong for Marriage Migrants in Korea (Arirang TV)

감사합니다.
2019년 8월 7일

김 두 섭

저녁식사 ‥‥‥‥‥‥‥‥‥‥‥‥‥‥‥‥‥‥‥‥ 7:00 ～ 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