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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국이민학회 전기 학술대회
초국가적 이민
| 주최 한국이민학회 | 주관 전남대학교 BK21+글로벌 디아스포라 사업팀, 전남대학교 다문화사회 연구소 | 후원 한국이민재단 |

초대의 글
안녕하십니까? 한국이민학회에서는 2019년 6월 21일(금)-22일(토)에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서 전기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이민학회가 주최하고, 전남대학교 BK21+글로벌 디아스포라 사업팀, 전남대학교 다문화 연구소가 공동 주관하며,
한국이민재단이 후원합니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고, 재외동포법 제정 20주년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성찰하면서, 미래 20년과
100년을 설계하는 작업이 긴요합니다. 이점에 착안하여 학술회의의 대주제를 ‘초국가적 이민’(transnational migration)이라 설정하
였습니다.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해 현대사회의 이민 양상은 과거와는 양적·질적으로 크게 달라졌고, 또 한국사회에서도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이민 수용과 통합의 필요성은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재한조선족동포, 이민의 정치경제, 이민과 소통, 이주노동자, 이주아동, 유학생 등 여섯 개 세션에서 16편의 논문이
발표됩니다. 이민 현상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해석을 담은 발표를 토대로, 열띤 토론의 장이 마련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6월
한국이민학회 회장 설동훈

PROGRAM
JUNE 21, FRIDAY
13:00 - 13:20

학술대회 등록

13:20 - 13:30

개회사 및 축사

13:30 - 15:30

세션1 재한조선족동포

장소 교수회의실

/

사회 이정은 (창원대학교)

중국동포 밀집지역의 변화와 최근 이슈들
발표 김용필 (동포세계신문)

토론 송영호 (IOM이민정책연구원)

중국 동포 밀집지역 자율방범대 활동과 역할
발표 황용화 (중국동포 밀집지역 자율방범대)

토론 한준성 (한양대학교)

국내 중국동포 차세대 실태
발표 강미선 (서울대학교)

토론 박천웅 (전북대학교)
장소 135호실

세션2 이민의 정치경제

/

사회 김경학 (전남대학교)

재미한인의 주류화
발표 윤인진 (고려대학교)

토론 이창원 (IOM이민정책연구원)

미국 - 멕시코 장벽 건설의 이민 정치경제학적 함의: 국경안보와 국경협력을 중심으로
발표 김영술 (전남대학교)

토론 이충훈 (전북대학교)

Recent trends of Migration to Rwanda: Policy and contribu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발표 Ntegamaherezo Emmanuel (전남대학교)

토론 김철효 (전북대학교)
장소 136호실

세션3 이민과 소통

/

사회 한건수 (강원대학교)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한국의 언론 뉴스 내용분석: 외국인 고용허가제 기사를 중심으로
발표 안형준 (전북대학교) 설동훈 (전북대학교)

토론 신지원 (전남대학교)

페이스북 그룹 중심으로 본 다국적 이주여성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연구
발표 Ines Miranda de Dios (전남대학교)

토론 신난딩 (전남대학교)

사이버공간에서 '맞는 장소' 찾기: 온라인 공동체의 이주 사례 연구
발표 윤지원 (서울대학교)

15:30 - 15:50

휴식

15:50 - 17:50

세션4 이주노동자

토론 최서리 (IOM이민정책연구원)

장소 교수회의실

/

사회 이혜경 (배재대학교)

이주노동자 고용주 제재 방안
발표 김철효 (전북대학교) 최서리 (IOM이민정책연구원)

토론 서선영 (연세대학교)

계절노동자제도의 현황과 쟁점: 캐나다와 한국의 비교
발표 송영호 (IOM이민정책연구원) 한준성 (한양대학교)

토론 최서리 (IOM이민정책연구원)

농촌지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실태와 시사점
발표 엄진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토론 한준성 (한양대학교)
장소 135호실

세션5 이주아동

/

사회 윤인진 (고려대학교)

아동친화도시는 다문화(이주) 아동을 고려하고 있는가?: 놀이권과 놀이공간을 중심으로
발표 백일순 (서울대학교)

토론 선봉규 (전남대학교)

이주배경 청년의 배움터를 거쳐 일터에서 겪은 경험
발표 최희진 (서울대학교)

토론 박천웅 (전북대학교)
장소 136호실

세션6 이주청년

/

사회 정기선 (IOM이민정책연구원)

초국적 연결망과 학생 이동성: 한국 지방 대학으로의 유학을 중심으로
발표 김도혜 (대구대학교) 최희정 (전북대학교)

토론 전의령 (전북대학교)

한국 내 인도출신 연구자의 노동 경험: 노마드성 인재인가 불안정한 노동자인가?
발표 현채민 (성균관대학교) 이상지 (서울대학교)

17:50 - 18:10

토론 지충남 (전남대학교)

총회

JUNE 22, SATURDAY
10:00 - 14:00

광주 고려인 마을 현장답사

오시는 길
BTL생활관 ●
●

예술대

- 고속버스·시외버스 이용시

사범대 ●

사회대

종합버스터미널에서 풍암26, 첨단30, 상무64, 518 탑승 → 전남대 정류소(정문) 하차

인문대 ●
●

생활관

도서관

농생대

- 철도편(광주역) 이용시

공과대

경영대 ●

●

봉지
역사관

●

첨단30, 금남57, 두암81(상행), 일곡 180, 518 탑승 → 전남대 정류소(정문) 하차
1학생회관
대강당

2학생회관

자연대
●

약학대
●

대학본부

●

법학대
개최장소

사회대

후문▶
●

용지

●

종합운동장
▲
정문

●

생활대

- 철도편(KTX-송정역) 이용시
송정리역 정류장에서 좌석02, 송정19, 일곡 38 탑승 → 전남대 정류소(정문) 하차
※ KTX를 이용하실 분들은 송정역에서 전남대까지 대중교통으로는 1시간 이상 소요되므로
송정역에서 환승하여 광주역까지 오시는 철도편을 추천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