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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글로컬다문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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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제34회 글로컬 다문화교육 포럼

2018년 6월 8일(금) 오후 2시-3시 BK21+ 글로컬다문화교육전문인력양
성사업팀에서는 선문대학교 남부현교수를 모시고 “다문화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제34회 국내학자 초청 글로벌 다문화교육 포럼을 진행하였습니다. 
남부현교수는 특강을 통해 문화정체성 발달단계를 제시함으로써 인류의 
보편적 가치 내면화와 세계의 다양한 하위문화 이해가 필요함을 강조하였
습니다. 결과적으로 타자는 개인의 정체성의 형성을 위해 배제되어야 하
는 그 무엇이 아니라, 의존해야 하는 자이며 나와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
재임을 중요시해야 함을 설명하였습니다. 

  [특강중인 선문대학교 남부현 교수]           

대학원생

월례세미나월례세미나

r 대학원생 6월 월례세미나

2018년 6월 8일(금) 오후 3시-4시 30분에 선문대학교 애국관 102호에
서 6월 대학원생 정기월례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먼저 
박사과정 3차인 레일라원생이 '아제르바이잔 한류 팬들이 인식하는 한국
의 음식문화'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고, 이어서 박사과정 1차 최유성원
생이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한 수업모형 개발 연구'에 대한 주제로 발표하
였습니다, 마지막은 박사과정 1차 최원희원생이 '국제청소년 성취포상 상
담관의 이주배경 청소년 지도 경험에 관한 연구'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6월 월례 세미나를 마감으로 2018년 1학기 참여원생 월례세미나가 종료
되었습니다. 

      [참여원생 레일라]            [참여원생 최원희]             [참여원생 최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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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학기

현장답사현장답사

r 2018년 1학기 다문화 공간 현장연구

2018년 6월 9일(토) BK21+ 참여원생들과 신진연구인력, 김영순 단장은 
충남 아산시 소재 선문대학교 다문화센터, 지중해 마을 그리고 현충사로 
현장연구를 다녀왔습니다. 선문대학교는 전국대학 중에서 유학생 비율이 
상위권에 해당하는 대학교로 2018년 재학중인 유학생은 73개국 1,300여
명이었습니다. 다문화 공간 현장연구는 한학기동안의 학문수행의 결실을 
공유하고 친목과 화합을 다질 수 있는 좋은 장이 되었습니다. 

              [현충사에서]                           [선문대학교에서]

제22회�해외학자�

워크숍워크숍

r 제22회 해외학자 초청 워크숍

2018년 6월 12일(화) 오후 3시-4시30분 서호관 237B에서 제22회 해외
학자 초청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특강에서는 미국 Wyoming대
학교 조재식 교수가 ‘Compassion-중심 다문화교육 이론과 실천’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재식 교수는 특강에서 Compassion은 
다문화교육에서 소수자에 대한 동정, 공감을 넘어 불합리함에 분노할 줄 
알고, 인간존엄의 가치를 존중하고 행동하고 변화를 이끌어나가는 것이라
고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은 학생들에게 Compassion의 가치
를 일깨울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인하대 BK21+ 글로
컬다문화교육전문인력양성사업팀이 주최하는  ‘해외학자 초청 특강’은 해
외의 우수한 다문화교육 학자를 초청하여 다문화교육에 대한 해외동향 및 
다문화교육의 새로운 이론을 접할 수 있도록 BK21+ 참여대학원생은 물
론 일반 대학원생 및 박사 후 연구원 등에게 제공하는 특강입니다. 
      

[특강중인 조재식 교수] [특강을 듣고 있는 대학원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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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연구�제11차�

6월�

워크숍워크숍

r 이주민 생애사 연구모형 개발을 위한 제11차 6월 정기 워크숍

2018년 6월 16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BK21+글로컬다문화
교육전문인력양성사업단은 60주년 기념관과 서호관에서 아시아다문화융
합연구소와 공동으로 사회통합과 이주민 생애사 연구 모형 개발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워크숍에서는 먼저 김영순 교수님의 사할린 한
인 생애사 저술작업의 연구 경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디아스
포라 연구소 박봉수 소장이 “CIS지역 재외동포의 포토텔링 생애사 연구 
모형”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다문화융합연구소 조영철 연
구교수의 “생활세계 아카이브 기반 사회통합 모형”, 김정희 전임연구원의 
“생활세계기초 이주민 생애사 모형”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날 워
크숍에서는 임재해(안동대학교), 정희모(연세대학교), 신동흔(건국대학
교) 교수의 토론 겸 자문회의가 있었습니다.

[사할린 경로당 어르신들과 단체사진]  [김영순, 정희모 임재해 신동흔 교수] 

참여교수�

해외학술대회해외학술대회

r 헝가리 부다페스트 END 2018 CONFERENCE 참석

사업팀장 김영순 교수는 2018년 6월 23일(토)-25일(월) 헝가리 부다페
스트에서 개최한 END 2018 CONFERENCE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학
술대회는 ‘교육학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고, 40여 개국 
380여명의 학자들이 모여 발표를 하였습니다. 학술대회에서는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팀 프로젝트기반 수업 설계”, 
“협동학습”, “팀 티칭”. “필드웍”, “토론·토의 수업”, “플립러닝과 브랜디드 
러닝”, “세계시민교육”, “리터러시와 뉴머러시”등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
다. 김영순 교수는 24일 오전 학술대회에서 “A study on cooperative 
learning of students participating in liberal arts class of multicultural 
education”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학술대회 발표중인 김영순 교수] [학술대회에 참가한 해외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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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월

주요일정주요일정

제목 일시 및 장소 내용

인문사회과학기술

융합학회 

하계학술대회 참석

7월 6일

대구광역시 

배재대학교

참석자

장연연 원생

채은희 원생

INTE 2018 

국제 학술대회 

참석

7월 18일-20일

프랑스 파리

참석자

김영순 교수

정기섭 교수

윤현희 원생

장연연 원생

여름휴가 7월 23일-8월 3일 비케이 참여원생

BK21+�소식지는�매달�초에�발간될�예정입니다.�소식지에�실을�내용이�있으시면�이메일� haiying18@inha.ac.kr로�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