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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

체결체결

 

r 키르키즈스탄 케인대학교와의 업무협약(MOU)체결

10월 8일(월) 오전 10시 BK21플러스 글로컬다문화교육전문인력양성사업
팀 단장 김영순교수는 키르키즈스탄 케인대학교 김일호부총장을 만나 상
호 교육과정 소개, 협력, 학생 교환, 연구협력에 대하여 업무협약을 맺었
습니다. 두 대학은 양 기관의 발전 그리고 학문적 교류를 위하여 협력하
기로 하였습니다. 

참여교수

� 해외� 특강�해외�특강

 

r 키르키즈스탄 케인대학교 특강

10월 8일(목) 오후 13시부터 16시, 사업팀 김영순교수는 키르키즈스탄 
케인대학교에서 ‘한국 대중문화 및 한국 유학(korea pipular chlture and 
studying in Korea)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김영순 교수는 
특강을 통하여 한국은 세계 10대 문화수출국 하나로 한류의 영향이 빠르
게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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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학자

교류교류

r 베트남 학자 상호교류기관 방문

2018년 10월 26일(목) 오전10시부터 베트남 국가행정학원 부원장 
Luong Thanh Cuong 외 10여명의 베트남 학자들이 인하대학교 방문이 
있었습니다. 박미숙 사업팀 연구교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김영
순 사업단장, 박수정 교육대학원 부원장, 조영철 아시아다문화융합연구소 
연구교수, 탄프엉 BK 참여원생이 참석해 해외 연구 교류를 기틀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제학술대회�

개최개최

r 다문화교육 국제학술대회 2018 ICME 개최

본교 BK21+ 글로컬다문화교육전문인력양성사업팀(단장·김영순)은 10월 
27일 ‘초국적 이주·문화다양성 그리고 교육’을 주제로 ‘2018 다문화교육  
국제 학술대회(201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ulticulture and 
Education, 이하 2018 ICME)’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2018 ICME’는 세계각국 다문화교육 및 다민족 학자들을 중심으로 구성
된 연례학술대회입니다. 올해도 한국, 미국, 영국, 싱가폴, 일본, 중국 등 
8개국 다문화전문가들이 모여 17건의 구두발표 및 34건의 포스터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한국리터러시학회, 한국언어
문화교육학회 등 다양한 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여 다양한 학문의 융합을 
이루었습니다. 
 기조강연은 Volker H. Schmidt 교수(싱가폴 국립대학)가 ‘전 지구적 근
대성과 반향’을 주제로, 김선정 교수(계명대학교)가 ‘결혼이주여성 및 다
문화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에 대한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다. 
 또한, 문화공연으로 다문화가정 이주어머니와 자녀 합동 팀의 가야금 병
창과 난타공연이 있어 사람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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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점검보고서�

결과결과

r 4, 5차년도 글로컬다문화교육전문인력양성사업팀 성과점검 결과

2018년 10월 29일(월) BK 사업단 4, 5차년도 성과점검보고서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본 사업팀은 교육역량부문 122.35점(총점: 145점), 연구
역량부문 101.05점(총점: 125점), 제도개선부문에서 18.6952점(총점: 30
점)을 획득하여 전체점수 242.0952점을 받았습니다. 심사의견 요지는 아
래와 같습니다. 

심사의견 요지:

글로컬 다문화교육 전문인력 양성 사업팀'은 융복합 연구를 통해 국제적이면서 

국내적인 다문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교육역량과 연구

역량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우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1)교육역량 측면

- 다양한 국적과 배경의 대학원생 충분한 확보와 배출

- 대학원생의 뛰어난 연구실적 및 연구활동

- 다문화교육을 위한 국내와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잘 구비됨

2) 연구역량 측면

- 참여교수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연구활동

- 참여교수의 연구비 수주실적이 우수함

11월

주요일정주요일정

제목 일시 및 장소 내용

 해외학자 

초청특강

일시: 11월 9일 

16시-18시

장소: 서호관 237B호

우크탐교수

우즈벡국립사범대학 

다문화교육전공 

논문발표회

일시: 11월 9일

18시 30분-19시 30분

장소: 서호관 228호

2018년 2학기 학위논문 

예비발표

 한국민속학자 

대회

일시: 11월 10일 

장소: 60주년 기념관

민속과 다문화, 그리고 

스토리텔링 

 – 황해를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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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로 만나는 

한국과 아시아

 참여대학원생 

월례세미나

일시: 11월 19일 

14시-17시

장소: 서호관 237B호

참여대학원생 

논문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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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