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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컬다문화교육전문인력양성사업팀 글로컬다문화교육전문인력양성사업팀 글로컬다문화교육전문인력양성사업팀 2019년 4월 뉴스레터뉴스레터뉴스레터
2019년 5월 1일  작성자: 오영섭, 황해영

제38회 

글로컬다문화교육

  포럼포럼

r 특강 “다문화주의와 정치적 올바름 논쟁”

4월 12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대구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이종일 

교수님을 모시고 “다문화주의와 정치적 올바름 논쟁”이라는 주제로 제

38회 국내학자초청 글로컬다문화교육 포럼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종일교수님은 특강에서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정치적 올바름 담론의 형

성과 발전과정을 소개하였습니다. 본 특강을 통해서 단일문화인식론에서 

다문화인식론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상적 배경과 이론가들을 정리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종일 교수님과 참가자들]

다문화멘토링사업

사전교육사전교육

r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사업 사전교육

4월 25일 저녁에 인하대학교 60주년 기념관 월천홀에서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4월 5일에 70여 명의 대학

생 멘토를 선발하였으며, 선발된 멘토들은 이 날 열린 사전교육에 참여하

여 2019년 사업에 대하여 안내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영순 교수님은 사전교육 특강에서 “대학생들이 다문화멘토링 활동을 

통해 멘티와 동반 성장을 이루고 경험의 확대 및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멘토들을 격려하였습니다.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은 대학생 멘토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

니라, 재능기부를 통해 다문화감수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사회적 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여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

고 있습니다. 

[김영순 교수님과 대학생 멘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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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월례세미나월례세미나

r 대학원생 4월 월례세미나

4월 1일(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인하대학교 서호관 237B에서 4월 대학

원생 정기월례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박사과정 5차인 

이춘양 원생이 ‘가정해체를 경험한 이주여성의 자녀언어 교육연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고 이어서 박사과정 4차인 탄프엉 원생이 ‘한국어∙베
트남어’거절화행의 비교문화 화용론적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습니

다. 발표에 따라 참여원생과 연구진들은 연구 주제, 연구 방법, 연구 결과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코멘트와 함께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5월

주요일정주요일정

제목 일시 및 장소 내용

국내학자

초청특강

2019년 5월 1일(수)

서호관 237B호

강사: 

이강옥(영남대학교) 

국제문화교류학회 

학술대회

2019년 5월 3-4일

(목포대학교)

김영순 교수님 기조강연

참여원생 포스터발표

BK21⁺참여대학원생 

월례세미나

2018년 5월 13일(월) 

서호관 237B호

발표자:

남혜경, 채은희

다문화교육전공

2019-1학기

논문발표회

2018년 5월 16일(목) 

서호관 228호

학위논문 프로포절 

및 본발표

해외학자

초청특강

2019년 5월 22일(수)

(장소 추후공지)

강사: 

K. Barton(인디애나대) 

L.C. Ho(위스콘신대)

한국언어문화교육

학회 학술대회

2019년 5월 25일(토)

(연세대학교)

김영순교수님, 이춘양 

원생, 오영섭 전임연구원 

구두발표

BK21+ 소식지는 매달 초에 발간될 예정입니다. 소식지에 실을 내용이 있으시면 이메일 yesoh@inha.ac.kr.로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