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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역사박물관,‘차별과 혐오의 역사 넘어서기’특강 연다 
   -오는 30일(화) 부터 7월 28일까지 매주 1회, 총 6주에 걸쳐 진행

   -서승 우석대 석좌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 강사로 나서

□ 식민지역사박물관은 “차별과 혐오의 역사 넘어서기”를 주제로 시민강

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코로나 19 감염증(COVID) 확산과 조지 플

로이드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전 세계적 현안으로 등장한 ‘차별과 혐

오’ 현상의 확산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조명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강

의는 오는 30일(화)부터 7월 28일까지 매주 1회, 총 6주에 걸쳐 용산구 

식민지역사박물관 1층 돌모루홀에서 진행되며 온라인으도 중계된다.

□ 주차별 프로그램은 ▲(1강)제국주의의 인종차별, 낙인과 폭력의 역사 ▲

(2강)‘차별’로 구조화된 일제강제동원, 강제동원의 역사 ▲(3강)역사정의

와 유럽의 과거청산 ▲(4강)질문으로서의 차별금지법 ▲(5강)자이니치,

혐오와 차별에 맞서다 ▲(6강)식민주의 극복, 동아시아 시민의 투쟁 순

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인종차별의 기원에서부터 현재진행형인 차별의 

실상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흐름을 짚어보고 극복의 방향을 진단해 본다.

□ 강사진으로는 반 차별, 과거청산, 식민주의 극복 등에 관한 연구 및 활

동을 수행한 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가 나섰다. 1강을 맡은 염운옥 고

려대 교수는 인종주의, 젠더, 계급에 대한 연구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남겨왔으며 2강의 김민철 경희대 교수는 일제 강제동원문제를 천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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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제3강의 강사인 이동기 교수는 서양현대

사 전공자로 냉전사와 폭력사, 평화사를 주로 연구해왔으며 4강을 담당

할 ‘인권운동사랑방’ 미류 상임활동가는 반차별 연대활동, 인권문제 등 

다양한 사회운동 영역에서 목소리를 높여왔다. 특히 5강과 6강에서는 

재일조선인으로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학술활동에 매진해온 조경희 성

공회대 교수와 서승 우석대 석좌교수가 일본 내 재일조선인 차별문제

와 식민주의 극복을 주제로 각각 강연에 나선다. 특히 서승 교수는 박

정희 정권 당시 ‘재일교포학생 학원침투간첩단’에 간첩으로 누명을 쓰

고 비전향장기수로 19년간 옥고를 치렀던 희생자이자 한일 현대사의 

체험적 증언자로 동북아평화, 국가폭력 진상규명, 한일 과거사 청산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열렬 활동가이기도 하다.

□ 강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1회당 1만원, 전체 수강(6회)

의 경우 4만원이다. 식민지역사박물관 발기인과 후원회원은 무료로 수강

할 수 있다.

□ 한편, 이번 강좌는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해 현장과 온라인으로 나

눠 진행된다. 현장 강연의 경우 ‘생활 속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20명까

지 선착순 접수를 받는다. 온라인 강연은 별도의 인원수 제한 없이 신

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참가자에게는 강연을 들을 수 있는 비공개 링크

를 문자를 통해 알려드릴 예정이다.

·식민지역사박물관 홈페이지 http://historymuseum.or.kr 

·이 보도자료에 더하여 추가 취재를 원하시면 식민지역사박물관 

학예실로(☎ 02-2139-0437)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mail: museumoch@gmail.com

http://historymuseu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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