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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원생�

오리엔테이션오리엔테이션

 

r 2018년 2학기 참여대학원생 오리엔테이션

개강 첫째날인 9월 3일(월) 오전 10시 BK21플러스 글로컬다문화교육전
문인력양성사업팀 2018년 2학기 참여대학원생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
습니다. 이번학기에는 박사 10명 석사 2명의 원생들이 비케이 사업에 참
여하였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박미숙 연구교수의 사회로 사업팀장이신 
김영순교수의 인사말과 비케이 원생으로서 지켜야 될 연구실적 및 규정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다문화교육전공

� 개강총회�개강총회

 

r 다문화교육전공 2018년 2학기 개강총회

가을의 문턱에서 9월 6일(목) 오후 6시 30분, 인하대 서호관 228호에서 
다문화교육전공 개강모임이 열렸습니다. 개강모임은 학과대표 채은희 선
생님의 사회를 보고 전공주임교수님이신 정상우교수님의 인사말을 시작으
로 진행되었습니다. 개강모임 기념식에서는 학과 교수님 소개, 내규 소개
가 있었으며 졸업생 상패 수여식과 신입생 소개가 있었습니다. 이번학기 
신입생은 석사 2명, 박사 5명입니다. 마지막으로 과대표 및 총무 선출이 
있었습니다. 이번학기 과대표는 어경준원생(박사 5차)이 선출되었고, 총
무로는 이현주(석사 1차)원생이 선출되었습니다. 

석사과정 신입생: 이현주, 소문달
박사과정 신입생: 한회련, 하종천, 곽미혜, 김조훈, 배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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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가�들려주는

진로특강진로특강

r 참여대학원생을 위한 진로특강

2018년 9월 6일(목) 오후 7시부터 서호관 228호에서 대학원생을 위한 
진로특강이 있었습니다. 본 학과 박사 졸업생인 크리스찬 아카데미 실장
배경임 박사가 “다문화교육 진로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습니
다. 발표를 통해 이주민 다문화 관련 기관 소개 등 원생들에게 보다 넓은 
시각으로 다양한 진로에 대해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참여대학원생�

학술대회참석학술대회참석

r 한국문화교육학회 국제학술대회 참석

2018년 9월 14일(금) 오후 참여대학원생 남혜경원생은 한국문화교육학
회에서 주관하는 제7차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문화, 재현, 생
애사 그리고 평행학습”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 학술대회에서 남혜경원생
은 “재독 한인 국제결혼여성의 문화간 커뮤티케이션”이라는 주제로 발표
를 하였습니다. 발표를 통해서 남혜경원생은 “문화간 커뮤니케이션에 대
한 학문적인 시야가 확대되었다”고 소감을 밝혀주었습니다.

참여교수

학술대회발표학술대회발표

r 한국어교육학회 제286회 전국 학술대회 참석

2018년 9월 15일(금) 학국어교육학회에서 주관한 한국어교육학회 제286
회 전국 학술대회가 홍익대학교 제1공학관에서 열렸습니다. 사업팀장 김
영순교수는 이번학술대회에서 “서구 다문화교육과 언어 교육의 지향과 쟁
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발표를 통해 서구 다문화교육의 
태동을 소개하고 다문화교육의 발전과정적 메커니즘 속에서 언어교육의 
지향과 쟁점에 대하여 언어교육을 다양성 교육의 측면으로 환원시켜야 한
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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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멘토링�

정기간담회정기간담회

r 다문화멘토링 정기간담회 개최

2018년 9월 6일(목)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60주년 기념관 612호에서 
2018 다문화·탈북 학생 멘토링 대학생 멘토 정기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정
기간담회에서는 상반기 멘토링 활동 결산보고와 함께 멘토들의 멘토링 활
동에 대한 조별 토론 및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기간담회를 통하여 멘토들
의 멘토링 활동에 대한 어려운 점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참여대학원생�

월례세미나월례세미나

r 참여대학원생 9월 월례세미나

2018년 9월 19일(수)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서호관 237B호에서 참여대
학원생 9월 월례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남혜경 비케이 실장의 사회로 진행
되었으며 먼저, “재독 한인 국제결혼여성의 문화간 커뮤티케이션”이라는 
주제로 남혜경원생이 발표를 해주고 다음으로 이춘양원생이 “고대 한국 
사회에서의 다문화 사례 및 유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발표
를 마치고 연구생들간의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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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주요일정주요일정

제목 일시 및 장소 내용

 참여대학원생 

월례세미나

일시: 10월 22일 

14시-17시

서호관 237B호

참여대학원생 

논문발표

2018 ICME 

국제학술대회

10월 27일 

정석국제회의실

Transnational 

Immigration, Cultural 

Diversity, an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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