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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국내학자특강국내학자특강 ��

 

r 제35회 글로컬 다문화교육포럼

본 사업팀은 12월 11일(화) 오후 18시 서호관 237B호에서 제 35회 국
내학자 초청 글로컬 다문화교육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경기대학교 명예
교수이신 최충옥 교수는 “다문화교육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최충옥교수님은 이날 특강에서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는 일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다문화교육 학문 수행은 소수자 
입장의 세계관을 형성해 가야 하는 과정이기에 소수자 입장의 교육관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36회�

국내학자특강국내학자특강

 

r 제36회 글로컬 다문화교육포럼

12월 13월(목) 오후 18시 BK21플러스 글로컬다문화교육전문인력양성사
업팀과 일반대학원 다문화교육전공에서는 공동으로 36회 글로컬 다문화
교육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정상우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
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박주현 사무관이 “한국 이민정책 흐름 및 추진
방향: 불법 체류자 관리 대책 포함”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였습니다. 특
강을 통해서 이민정책의 변화과정 그리고 관련 추진 체계 및 유관부서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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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한국언어문화한국언어문화

교육학회�교육학회�

학술대회학술대회

 

r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제27차 전국학술대회 공동 개최

12월 15월(토) 오후 14시 BK21플러스 글로컬다문화교육전문인력양성사
업팀과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는 서울대학교 교육정보관에서 공동으로 한
국언어문화교육학회 제27회 전국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언어·문화 대
조와 한국어문화교육: 병렬말뭉치, 기계번역, 문화번역”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문화번역과 함께 언어번역에 초점을 맞추어 병렬말
뭉치를 활용한 언어 대조에 집중함으로 언어대조연구의 영역을 확장하고 
학습자 중심의 한국어 교육의 지경을 넓히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김영순 사업단장의 “문화번역을 통한 한국어교육의 방향”
이라는 주제특강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9대 회
장으로 사업단장 김영순교수가 선출되었습니다.

워크숍

다문화교육다문화교육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

 

r 다문화교육 정책연구실 워크숍

12월 20월(금) 오후 14시 BK21플러스 글로컬다문화교육전문인력양성사
업팀 다문화교육정책연구실 워크숍이 서호관 237B호실에서 열렸습니다.  
11명의 참여원생들이 학기 중 진행한 소논문에 대해 발표하였고 선배 박
사들과 연구교수들의 열띈 토론과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워크숍을 통하여 
선후배간의 학문의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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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 후속사업

설명회설명회 ��

r BK21 후속사업 대응을 위한 논의

2018년 12월 20일(토) 오전 11시부터 본관 435호실에서 BK 21 후속사
업 대응을 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신수봉 부총장은 2020년 9월~2027
년 8월까지인 BK21 FOUR 후속사업의 주요 개편내용에 대한 설명과 대
학교의 지원방안에 대하여 소개하였습니다. 많은 학과 교수들이 참여하여 
사업 신청에 대한 다양한 질의 응답시간도 있었습니다.  

2019년� 1월

주요일정주요일정

제목 일시 및 장소 내용

BK 사업단 시무식
일시: 1월 5일 14시

장소: 서호관 228호

참여원생 

학위논문 

주제발표 및 

시무식

한국언어문화

교육학회 제14차 

국제학술대회

일시: 1월 21일 ~23일

    장소: 일본 오키나와

  메이오대학

언어문화교육을 

통한 문화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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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