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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요약문>

지원분야의

중요성

(미래가치)

○ 한국사회는 최근 거주 외국인의 증가로 인하여 다민족 국가로 변화해가고 있음.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수는 150만여명에 이르며, 이는 총 인구의 2.8%를 차지하는 비율로 이 비

율은 2020년 5%를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사회를 구성하는 인원은 종전 단순노동을 위해 단기체류하는 이주

노동자에서 유학,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과 그 자녀 등 점점 다원화되고 있음.

○ 그동안 한국의 다문화사회 이해교육은 다문화가정과 외국인의 한국이해와 적응을 돕는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다문화가정과 외국인을 위한 교육뿐

아니라, 내국인의 다문화사회 이해교육도 필요함.

○ 이를 위해 정부는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체계 정비, 국제결혼 중개 관리 및 입국 전

검증 시스템 강화,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및 자립역량 강화, 다문화가정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제고 등 5개 과제를 정부 부처별로 시행하고 있

지만, 각 과제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다문화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노력은 아직 미미

한 상태임.

○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문가보다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구성원에게 맞는 교육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 다문화 전문

인력이 요구됨.

○ 따라서 효과적인 다문화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문화사회의 올바른 이해와 다양

한 대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각 구성원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개발과 그 프로

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글로컬한 다문화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함.

사업 목표

○ 본 사업팀의 목표는 인문학적 성찰능력, 교육학적 실천능력, 사회과학적 탐구능력을 포

괄하는 융합적 관점을 가지고 이론연구와 현장실천 방법론을 접목한 글로벌 수준의 다문화

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있음.

○ 다문화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의 활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다문화교육 시스템을 구축하

기 위한 본 사업팀의 교육 프로그램은 글로컬한 역량, 현장에 기반한 역량, 그리고 미래지

향적 역량별 연구와 영역 간 융합 연구를 수행하며, 국내·외의 다문화 연구와의 비교 연

구, 갈등해결을 위해 접근할 수 있는 초학제적 연구를 전략적 원칙으로 삼음. 이를 세 단

계로 설명하며 다음과 같음. 1단계(기반조성기): 전략 및 목표는 첫째, 다문화교육 전문인

력 양성을 위한 이론과 방법론 구축 및 활용을 실행하고, 둘째, 다문화교육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기반을 조성하는데 있음. 2단계(역량강화기): 2단계의 전략 및 목표는 첫째, 다문

화교육 전문인력 양성의 독창적 시스템 구축 및 네트웍을 확장하고, 둘째, 다문화교육 전

문인력 양성 시스템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있음. 3단계(확대발전기): 3단계의 전략 및 목표

는 첫째, 국제적 수준의 다문화교육 전문인력 양성의 선도적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고자 함.

둘째, 다문화교육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을 확대 발전시키고자 함.

교육역량 영역

○ 현재 다문화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기존 학과 커리큘럼(교육학, 법학, 사회학 등

)의 한 부분으로 운영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기존 학과 중심의 교육 시스템으로는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문화 관련 문제에 대한 처방으로서 일시적이고 표면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문화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다각

적인 관점에서의 창의적인 '솔로몬의 해결책'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문화간 구조적인 갈등과 불평등을 융합적이고 다차원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문제

의 본질을 꿰뚫고 이론과 실천이 결합된 인문학적 성찰능력과 사회과학적 탐구능력, 교육

적 실천능력을 함양한 다문화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이 절실히 필요함. 문화학, 교육학, 사

회학, 철학, 법학, 특수교육학 등의 전공으로 독일, 미국, 영국, 캐나다 등 대표적인 다문

화국가에서 문화적 다양성의 마인드를 익힌 연구자들이 통합된 다문화학과 다문화교육 전

공은 한국 상황에 적합한 다문화교육 시스템 전문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유리한 여

건을 제공할 수 있음.

○ 또한 다문화교육 전문인력 양성 기관은 국내외 다문화교육 정책, 지역사회의 다양한 다

문화교육 공간, 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 콘텐츠, 가정에서의 다문화교육 상담 등 세분화

중심어

지속가능발전교육 다문화 리터러시 다문화가정자녀

글로컬 다문화교육 다문화 상호작용 상호문화이해

글로컬 다문화교육 전문인력 다문화 역량 다문화교육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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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영역에서 지속 가능한 다문화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

성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본 사업팀은 다문화교육 전문인력의 상호문화이해 능력,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능력,

다문화사회 갈등 관리 능력 등의 향상을 통해 ‘다문화 역량(Multicultural

Competency)’을 강화하고, 문화적 다양성과 사회 통합·연대, 사회갈등의 해결 등 다문화

교육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교육·연구 기반과 시스템을 수립하고자 함.

연구역량 영역

○ 본 사업팀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연구역량에 적합한 연구진으로 구성되어 있음. 1)

‘학문적 연구역량’: 본 사업팀은 미국, 독일, 캐나다, 영국 등 대표적인 다문화국가에서

의 교육학, 사회학, 법학, 문화학, 특수교육학, 철학 등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전문

연구진들로 구성되어 있음. 본 사업팀은 이러한 다양한 전문 연구진들을 갖춤으로써 다문

화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다차원적 접근의 연구방법론 활용이 가능함. 2) ‘기술적

연구역량’: 본 사업팀은 다문화교육에 대한 문제를 융합적으로 접근하여 학문적 성취를

다문화적 현실에 실천하고자 ‘도서지역 결혼이주여성의 문화공존에 관한 연구(2009-

2012)’, ‘다문화주의적 교육의 확산을 위한 이론적 연구(2010-2012)’, ‘공립다문화대

안학교 체제 및 운영 연구(2011-2012)’, ‘싱가포르의 한국인 조기유학생들에 대한 추적

조사를 통한 조기유학생의 초국적 이동성에 대한 탐색적 종단연구(2011-2012)’ 등 프로젝

트를 수행함으로써 다양한 전공자들과 초학제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지속 가능한 다문화사

회실현에 기여하고 있음. 3) ‘교육적 연구역량’: 본 사업팀의 다문화학과는 미래 다문화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진단, 예측하는 이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연구자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실천할 수 있는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음. 4) ‘국내외 네트워크 연구역량’: 본 사업팀은 다문화교육

과 관련하여 ‘대학평생교육협의회’, ‘인천다문화교육 연구센터’, ‘인천 다문화교육

지역사회협의회’, ‘다문화 및 탈북학생 멘토링 사업단’ 등 여러 기관과 다양한 프로그

램을 진행할 수 있는 연계시스템이 잘 마련되어 있음. 또한 중국, 베트남, 일본, 대만, 싱

가포르 등 국내 다문화이슈와 관련이 있는 국외 다문화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

협정을 맺고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음.

기대 효과

○ 본 사업팀의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된 다문화교육 전문인력은 인문학적 성찰능력, 사회

과학적 탐구능력, 교육학적 실천능력 등 융합적 마인드를 갖춘 '글로컬 다문화교육 전문가

'로서 가정, 학교, 지역사회, 국가, 초국가에서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 실현을 위하여 활

동할 것임.

○ 본 학과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된 '글로컬 다문화교육 전문인력'은 지역사

회의 사회통합을 뛰어넘어, 국가와 국가간의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다문화교육 '전도자'로

서 역할을 수행할 것임.

○ 본 사업팀에서 도출된 연구결과물들은 다문화사회를 경험하고 있거나 미래의 다문화사

회를 준비하는 모든 국가들에게 지속 가능한 '최상의' 다문화사회를 구축하는데 방향을 제

시할 수 있는 '나침반' 역할을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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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팀 현황

1. 사업팀 구성

1.1 사업팀장

성명 한글 김영순 영문 KIM YOUNGSOON

소속기관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1.2 사업팀 현황

<표 1-1> 사업팀 참여교수 현황                                                 (단위: 명)

산정기간 대학원 학과(부)

환산 참여 교수 수

전임 겸임 계

`18.3.1~`19.8.31 다문화교육학과 7 0 7

<표 1-2> 사업팀 전체 참여대학원생 현황                                        (단위: 명)

산정기간 대학원 학과(부)

참여대학원생 수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 계

`18.3.1~`19.8.31 다문화교육학과 2 16.5 0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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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부문별 - <교육역량 영역>

1. 사업팀의 교육 비전 및 목표

1.1 사업팀의 융ㆍ복합 교육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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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팀의 교육 비전 및 목표 

1.1 사업팀의 융·복합 교육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가.   사업팀의 교육 융·복합 비전 및 목표

○ 본 사업팀의 교육비전은‘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 실현’으로 설정하였음. 이는  BK21 

플러스 사업의“미래기반 창의인재 양성”이라는 목적에 의거한 ‘글로컬 다문화교육 전

문인력 양성’과 맥락을 함께 함.이와 같은 교육비전은 글로벌 시대 다문화사회의 수요

에 부응하기 위해 지금까지 단일민족성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에 대해 문화다양성을 수용

하는 다문화사회로 전환하는데 기여할 것임. 이를 위해 본 사업팀은 글로컬 마인드를 함

양할 수 있도록 다문화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글로컬 다문화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초점을 둠. 이

러한 교육비전을 설정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음.

○ 한국 사회는 최근 거주 외국인의 증가로 인하여 다민족·다문화 공동체로 변화해가고 있

음.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소위 다문화 인구는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외국인 유학

생, 난민 등 점차 다양해지고 있음. 이와 같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현재(2019

년 4월) 약 243만 명에 이르고, 이는 총 인구의 약 4.7%를 차지하는 비율이며 이 비율은 

2020년 5%를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외에도 영주귀국 재외동포 및 북한이탈주

민 등을 포함하면 한국의 다문화 인구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다문화사회를 경험한 다수의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사회문제인 인종, 종교, 민족, 계층 

등에서 나타나는 제반 사회 갈등이 한국사회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으며 점차 복잡한 

양상으로 심화될 것으로 보임. 현재 사회적 이드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문화와 관련된 

문제들은 특정 학문 분과에서 해결할 문제의 범주를 넘어서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보

임.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문화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다각적이며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인문학과 사회과학이 융합한 새로운 모형의 인재 양성 프로

그램이 절실히 요구됨. 

○ 그동안 다문화교육은 한국에 체류하는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등을 위한 한국어와 한

국문화교육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에서의 적응을 돕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음. 그러나 지속

가능한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교육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시민들이 다문화사회의 인식을 확장하고 나아가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함. 보다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다문화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문화사회에 대

한 올바른 이해를 토대로 다양한 대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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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컬다문화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해야 함. 

○ 글로컬 다문화교육 전문인력은 기존의 편향된 관점에 의해 형성된 다양한 문화 간 구조

적인 갈등과 불평등 문제에 대하여 융합적이고 다차원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문제의 핵심

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도모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함. 이 역량에 대해 

본 사업팀은 다문화지식의 이론적 도구 활용능력으로써 인문학적 성찰역량,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통한 다문화관련 쟁점을 포착하여 분석·해석하는 능력으로써 사회과학적 탐구

역량, 다문화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문제들을 인식하고 참여하여 현장에 적용하

는 능력으로써 교육학적 실천역량이라는 세 가지 핵심역량을 함양하도록 함. 

○ 그러므로 본 사업팀은 이러한 교육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학적 토대 위에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융합적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다문화교육 전공 대학원

생들이 융합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도록 함. 아울러 본 사업팀은 가정, 학교, 지역사

회, 국가, 초국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글로컬 다문화교육 전문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도

록 양성하는 것임.

○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본 사업팀의 사업개요를 다음 [그림1]과 같이 제시

하고 사업을 수행함. 

[그림 1] 사업개요

○ 본 사업팀은 인문학적 성찰능력, 사회과학적 탐구능력, 교육학적 실천능력을 포괄하는 

융합적 관점을 가지고 이론연구와 현장실천 방법론을 접목하여 다문화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함. 이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다문화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다문화교육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으로써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였음. 

○ 지속가능한 다문화교육 융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본 사업팀의 교육 프로그램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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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역량과 현장 역량, 미래지향적 역량 향상 프로그램과 국내·외 다문화 비교 연구, 

다문화교육 스토리텔링 연구, 다문화가족과 상담, 다문화 디지털 아카이브 연구 등 초학

제적 연구를 전략적 원칙으로 세우고, 과제 수행단계를 기반조성기, 역량강화기, 확대발

전기라는 3단계로 나누어 과제를 수행함. 

○ 사업 1단계(2013년-2015년)는 기본조성기로 본 사업팀이 한국의 다문화학 핵심 연구기

관으로 발돋움하는데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는 기간으로 활용되었음.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 구체적인 전략으로 다문화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이론과 방법론의 구축, 구체적

인 활용방안의 강구하고, 대학원생의 다문화 기초역량 강화, 다문화교육 기관으로서 역

할 정립 및 양적 확대, 국내 내외국인 대상 다문화교육 시스템 기반 조성하였음.

○ 사업 2단계(2016년-2017년)는 역량강화기로 다문화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독창적 

융·복합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문화교육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의 역량을 강화하는 

단계로 운영하였음. 이 단계에서는 인문학적, 사회과학적, 교육학적 실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독창적 시스템 구축 및 세계수준의 다문화교육 및 연구기관으로 ‘아시아다문화

융합연구소’를 인하대학교 부설 연구소로 승인받아 연구를 진행함. 

○ 사업 3단계(2018년-2019년)는 확대발전기로 다문화학과의 확대발전과 다문화학의 학문

체계를 정립하고 국제적 수준의 다문화교육 전문인력 양성의 선도적 연구기관으로 도약

하고자 노력함. 3단계는 다문화교육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독창적인 융복합 시스템 및 네

트워크를 확장하는 기간으로 다문화구성원의 영역별 생활세계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

는 작업을 수행함. 또한‘아시아다문화융합연구소’를 2019년 3월‘다문화융합연구소’

로 이름을 변경하여 아시아를 넘어 국제적인 연구소로 발돋움하는 기회가 됨. 

나.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 및 결과

○ 본 사업팀은 비전과 목표에 따른 전략을 통해 거둔 성과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

다. 첫째, 다문화교육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독창적 융합 시스템 구축. 둘째, 대학원생들

의 융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활동. 셋째, 다문화교육 기관으로서 역할 정립 및 확대를 

위한 학술활동. 넷째, 다문화 관련 논문 실적 및 학술대회 발표 실적으로 이를 표로 정리

하면 다음과 같음. 

구분 행 사 명 횟수 비고

독창적 융합 

시스템 구축

 융합연구 클러스터 지속적인 운영

융복합 교육과정 운영 113 과목 개설

융합 역량 강화 

교육 활동 

대학원생 주도 월례세미나 44회 108명 발표

다문화현장 답사 7기관

연구방법론 특강 14회 89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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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융합시스템 구축

○ 본 사업팀은 융합시스템 구축을 위해 융합연구 클러스터를 조직함. 융합연구 클러스터 

조직은 사업팀 내에 연구기획팀, 학술지원팀, 국제교류팀 세 개의 팀으로 꾸리고 이들을 

각각 사업팀 내부 클러스터 A, B, C로 운영함. 인천광역시 교육청,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교인 한누리학교, (재)인천가족여성재단 등의 다문화교육 정책과 현장 전문가들의 모

임인 전문 자문 위원단 등이 사업팀의 외부 클러스터로 운영함. 사업팀 내부 클러스터는 

격주 브런치 미팅, 사업팀 전체 교수 회의는 격월 간담회를 통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를 통하여 사업 기획 및 운영에 대한 제 논의를 이끌고 있음. 그 내용은 다음 [그림 2]

와 같음.

다문화교육전공 논문 발표회 12회 104명 발표

지역사회 교육활동 지원 24기관 61명 참여

교육청과 연계한 교육활동 4회 50강좌

다문화교육기관  

학술활동

해외학자 초청 워크숍 개최 40회

글로컬 다문화교육 포럼 개최 42회

국내 학술대회 개최 29회

국제 학술대회 개최 18회

다문화 관련기관 MOU 체결 22기관

재외동포 관련 세미나 개최 4회

다문화관련 

연구실적

학생

국제 학술지 74편

국내 KCI 등재(후보) 학술지 168편

학술대회 발표 349회 국제, 국내포함

저서 6권

교수

국제 학술지 47편 SCI,SSCI 포함

국내 KCI 등재(후보) 학술지 240편

저서 43권

[그림 2] 융복합 클러스터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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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합연구의 학문적·사회적 환원을 위해 연구팀 내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BK21+ 참여

대학원생들이 참여하는 대학원 다문화교육 전공 강의를 팀티칭으로 기획, 운영함. 참여

대학원생의 연구주제에 따라 각기 다른 연구분야를 가진 교수 2인을 참여대학원생의 공

동논문 지도교수로 지정하여 참여대학원생의 융복합 역량을 향상시킴. 또한 내·외부 클

러스터 간 학술대회 및 워크숍을 통하여 사업팀의 성과를 사회적으로 확산함.

○ 다문화교육 지식 함양을 통한 인문학적 성찰역량, 다문화교육 기능 함양을 통한 
사회과학적 탐구역량, 다문화교육 가치·태도 함양을 통한 교육학적 실천 역량을 

바탕으로 가정, 학교, 지역사회, 국가, 초국가 영역에서 다문화교육의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하여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를 실현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 및 현

장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본 사업팀에서는 사업기간동안 다음과 같은 융복합 교육과

정을 운영하였음.

○ A트랙: 가정-학교-지역사회적 차원

○ B트랙: 국가-초국가적 차원

연도 지식 기능 가치·태도

2014

-다문화교육론

-다문화교육의 이해

-다문화사회와 인권교육

-다문화가정자녀교육상담론

-다문화가족의 사회학적 이해

-다문화교육 연구세미나

-다문화가족의 상담과 실제

-다문화가정 사례연구
-Special Education in 

Multicultural  

2015

-다문화가정 아동교육론

-다문화교육철학

-다문화평생교육론

-다문화교육과 학교교육

-다문화교육교재연구

-다문화교육과정연구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실제

-다문화현장사례연구

-다문화중점학교 경영

2016

-다문화교육연구 세미나

-한국어교육론 

-이민법제론

-다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연구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이해

-다문화가정자녀교육상담론

-다문화교육과 학교교육

-다문화사회의 시민교육

-다문화사회와 인권교육

2017

-다문화교육이론연구

-한국어교육론

-다문화교육법규론

-이민 정책론

-다문화가족의 사회학적 이해

-다문화교육과 여가교육

-다문화교육 융합연구방법론

-다문화교육 콜로키움

-다문화사회의 시민교육

-다문화사회와 다종교교육

2018

-다문화가정 아동교육론

-다문화교육교재연구

-다문화교육과정연구

-한국어교육론

-다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

-다문화교육 교재연구

-SPSS와 엑셀의 다문화 양적

분석

-연구제안서 작성법

-이주노동자의 상담과 실제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이해 

-다문화가정여가 교육세미나 

-이주노동자의 상담과 실제

2019
-다문화가정자녀 교육상담론

-한국어교육론

-다문화사회 교수방법론

-이민다문화 현장실습

-다문화교육연구세미나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이해

연도 지식 기능 가치·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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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원생의 융합역량 강화

 

○ 대학원생의 융합 역량 강화 활동은 사업에 참여한 대학원생들이 글로컬 다문화교육 전문

인력으로 역량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수행함. 다문화교육 지식 함양을 통한 

인문학적 성찰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본 사업팀에 참여한 원생들은 정기 학술 세미나를 

자발적으로 조직 운영하기도 하고 다문화교육 이론에 관한 지식 확장을 위해 다양한 주

제의 학술 특강 및 현장 답사 등을 기획함. 이와 더불어 우수논문 발표회의 정기적인 개

최를 통해 지식을 교류하고 반성적 분석능력 제고를 위해 서로 협력하며 연구를 수행함. 

구체적인 활동 사례들은 다음과 같음.

 (1) 대학원생 주도 정기 월례세미나 개최

  

○ 대학원생 월례세미나는 사업팀 내 교차연구를 위하여 연구 클러스터를 활용한 초학제적 

융합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참여대학원생들이 자치적으로 결성하여 월 1회 세미나 진행하

였음. 세미나에서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연구 주제를 탐색·제안하고, 개별 연구 진행 

2014

-이민정책 법제론

-문화다양성 교육특강

- Multiculturalism in North America

-한국속 동남아시아

-다문화교육 콜로키움
-문화다양성 협약과 다문화정책

-다문화기관 경영론
-다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연구

-다문화사회와 법교육

2015

-다문화정책

-문화의 혼종성과 정체성

-이주학연구

-다문화집단 갈등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아프리카 빈곤문제의 이해

-다문화 현장실습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이해

-이민다문화가족복지론

2016

-문화다양성 교육특강

-다문화교육 이론 연구

-다문화교육의 이해

-국제인권법

-다문화교육 해외사례연구

-다문화교육 사회조사방법입문

-다문화사회와 경제법교육연구

-다문화주의다문화교육

-지속가능한 미래사회교육
-다문화와 문화간커뮤니케이션

2017

-다문화교육이론특강

-다문화교육론

-다문화교육 이론과 실제

-다문화교육 해외사례연구

-다문화사회와 법교육

-다문화사회와 경제법교육연구

-다문화관련 서베이조사 활용 

-상호문화이해교육

-다문화교육연구세미나

-다문화사회와 인권교육

2018

-이주사회학 연구

-이민 법제론

-다문화교육 철학

-아시아사회의 이해

-다문화사회론

-다문화교육융합연구방법론

-다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연구

-다문화교육현장 사례연구

-문화 다양성 교육특강

-국제 인권법

-문화연구:이론과 방법론

2019
-다문화주의와 다문화교육
-국제인권법
-다문화가족의 사회학적 이해

-다문화관련 서베이조사 활용 
-다문화사회와 경제법교육연구
-다문화사회 연구조사방법론

-문화다양성 교육특강
-다문화교육 지도자론
-다문화사회와 대중매체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횟수 3 8 8 9 7 7 3 44

발표수 10 21 16 17 15 18 11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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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에 대해 서로 토론하는 등 협업 과정을 통해 다문화교육 관련 지식을 획득하고 연구 

내용을 심화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함. 연도별 구체적인 월례세미나 내용은 다음과 같

음.

○ 월례세미나 개최 내용

연도 발표일 발표자 발표주세

2013

9.24

최보선 결혼이주여성의 법적지원 경험에 관한 연구

전경미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요구 분석

방현희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민기연 이중언어강사의 한국학교 적응 체험 연구

10.29

박미숙 외국인 대학원생들의 학술적 글쓰기 과정에서 경험하는 
딜레마 해결과정

정이화 다문화가정 학생과의 접촉유형이 중학생의 외집단에 대한 
불안감과 자기노출에 미치는 영향

팜티휀짱 베트남 결혼이민여성의 자녀양육 경험에 관한 연구

11.26

김금희 다문화가정 부부간 의사소통과 자녀양육 경험에 관한 연구

장영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종사자의 다문화가족 상담에 관한 
경험 연구

김수경 국내 베트남 유학생의 진로계획에 관한 연구

2014

1.21

최보선 결혼이주여성의 법적지원 경험에 관한 연구

전경미 여성결혼이민자의 부부갈등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동향 
분석

방현희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돗의 활동경험에 기초한 역할과 
교육에 대한 인식

팜티휀짱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 경험에 관한 연구

정이화 다문화가정 학생과의 접촉유형이 중학생의 외집단에 대한 
불안감과 자기노출에 미치는 영향

박미숙 외국인 대학원생들의 학술적 글쓰기과정에서 경험하는 
딜레마

2.20

선곡유화 FOLMEP이 대학생의 다문화 태도에 미치는 효과

알기르마 몽골결혼이주여성의 진로개발에 관한 연구

장영신 다문화사회에서 지역 종교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김금희 결혼이민자의 자녀양육 경험에 관한 연구

최정호 지역별 거주분포를 통해 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연결망

4.10
전영은 민속방법론을 통해 본 문화예술 체험활동을 활용한 

다문화교육

박봉수 한국 고등학생들의 다문화 멘토링 참여 경험과 의미 탐색

5.08

강현민 중앙아시아 출신 유학생들의 한국 대학 초기 적응에 관한 
연구

홍정훈
A Study on Cooperative Learning experience of the 
Educational Play 
in Multicultural Alternative School

6.12
방현희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 지원 멘토링에 참여한 대학생 멘토의 

인식 변화에 관한 연구

민기연 사춘기 초기단계 다문화가정 학생을 지도한 초등학교 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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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8.07

홍유나 애니메이션 영화 <어네스트와 셀레스틴>에 나타난 
다문화 내용 기호학적 분석

남혜경 결혼이민여성의 진로장벽에 대한 
질적사례 연구

10.16
레기영짱 베트남에 대한 소개 –베트남, 문화 다양한 국가

박미숙 결혼이주여성의 국적취득에 관한 연구

2015

3.18

임한나 청소년지도사의 다문화 감수성 및 교수효능감에 대한 
통합연구

최승은 상호문화교육론적 관점에서 본 초등교사의 음악교육 경험에 
관한 연구

4.22

남혜경 결혼이주여성의 진로목표와 진로장벽 그리고 지로준비행동에 
대한 사례연구

박미숙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한 대학생의 상호문화역량 형성에 관한 
연구

5.20
최보선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침해 경험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민기연 자폐장애인의 성인기 성과 영역에서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6.17
레기영짱 베트남의 다문화교육에 관한 연구

히로꼬 한일 국제결혼가정 부모와 자녀의 진로에 관한 인식과 경험

9.16

김금희 다문화가정 부부를 위한 간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박미숙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사회적실천과정에 관한 
근거이론적 접근

10.21
홍유나 애니메이션 영화 <어네스트와 셀레스틴>에 나타난 다문화 

내용에 고나한 기호학적 분석

박봉수 사할린 영주귀국자의 내러티브에 나타난 ‘고향’의 의미

11.18
이미정 중도입국 청소년의 초기 공교육 진입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천지아 중국계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모국어 교육 경험에 관한 연구

12.16

박지인 이주배경아동의 교육권 보호를 위한 연구

양언흠 중국고등학생의 다문화인식 교육에 대한 연구
-중국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2016

3.08
김미순 다문화멘토링과 의사소통경험 

딜노자 고려인 결혼이주여성의 이중언어교육 경험

4.13
아이굴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삶

아이게림 키르키즈스탄 유학생의 문화적응

5.03
황해영 중국동포 사회단체 연구

장연연 중국 사회교과서 문화다양성

3.07
방현희 다문화멘토링 지식 공유

천지아 재한중국동포 경험 

7.12
박지인 미등록이주민 인권침해

히로꼬 다문화가정 자녀 진로

9.19
천지아 다문화가정자녀 계승어 

방현희 다문화멘토링 멘토들의 지식공유

10.18 딜노자 우즈베키스탄 청소년의 한국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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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문영 중국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11.22
피루자 우즈베키스탄 결혼이주여성의 생애사

프엉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한국명절 설 경험

12.16 박지인 미등록이주민의 인권침해

2017

3.22

황해영 중국동포 여성단체장 생애사

프엉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전통명절 경험

4.18
세바라 유학생의 여가경험

딜노자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5.23
피루자 아리랑 요양원 입소경험

이춘양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이중언어교육

6.21

장연연 중국의 ESD교육

최유미 북한이탈주민 사회적 거리감

8.17

박지인  미등록이주배경 아동의 체류자격 

남혜경 국제결혼 한인여성의 정체성

오영섭 다문화청소년 자살

9.29
딜노자 우즈베키스탄 한국문화교육

두문영 한국어경어법

11.30
최희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레일라 아제르바이잔장학생 학업경험

2018

3.30

딜노자 재한 우즈베키스탄유학생들의 내러티브에 나타난 상호문화 
소통의 의미

채은희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재에 나타난 속담 유형 빈도 분석

탄프엉 베트남 소수민족 교육의 현황 및 과제

4.25

피루자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합창단 활동 경험에 관한 연구

남혜경 재독 한인 여성 생애사

윤현희 초등교사의 남한출생 탈북학생 지도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5.24

이춘양 다문화 가족의 집단음악 난타 활동 경험에 관한 연구

오영섭 이야기치료에 관한 해외 연구동향 분석

장연연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중국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효과에 
대한 분석

6.8

레일라 아제르바이잔 한류 팬들이 인식하는 한국의 음식문화

최유성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한 수업모형 개발 연구

최원희 국제청소년 성취포상 상담관의 이주배경 청서년 지도경험에 
관한연구

9.10
남혜경 재독 한인 국제결혼여성의문화간 커뮤니케이션

이춘양 고대 한국사회에서의 다문화 사례 및 유형

10.30
채은희 다문화성을 품은 한국 속담 탐색

탄프엉 한국어 베트남어 거절화행의 비교문화 화용론적 연구

11.26
주용 중국 소수민족 정책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최원희 국제청소년 성취 포상담당관의 이주배경청소년 지도경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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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문화현장 답사

○ 다문화현장 답사를 통하여 다문화교육전문인력의 실천적 역량을 함양하고 다문화현장과 

공간 감각을 통해 전문가로서 실천적인 역량을 현장에서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을 운영함. 현장 답사 후에는 답사보고서를 제출하고 현장과 접목한 다문화교육프로그램

을 제작하여 실행하는 과정을 보임.

관한 연구

2019

3.18

피루자
A STUDY ON THE IDENTITY OF ETHNIC KOREAN 

STUDENTS FROM CENTRAL ASIA

최유성 An Exploratory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Interculturalism in Korean Society

채은희 The Exploratory Study on the Preparation for old age of 
Middle-Aged Marriage Immigrant Women

장연연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General Education In 
Chinese Universities For Cultivating Global Talents

남혜경 The identity negosiation of internationally married Korean  
women in Europe in transnational communication

탄프엉 A Study on Refusal Speech Act of Korean and 
Vietnamese from a Cross-Cultural Pragmatic Perspective

4.8
이춘양 가정해체를 경험한 이주여성의 자녀언어 교육 연구

프엉 한국어·베트남어 거절화행의 비교문화 화용론적 연구

5.16

주용 재중한국인 유학생 대학생활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채은희 전환학습 관점에서 본 중년기 재중동포 결혼이주여성의 
노후준비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이춘양 한부모가정 이주여성의 삶에 관한 혼합 연구

연도 답사일 장소 특강 주제

2014 2.12 춘천 실래마을 김세은(강원대) 현장과 인간을 중심에 둔 연구를 
하려면

2015
4.29 이민사 박물관 연창호(이민사박물관) 미주 한인의 디아스포라 역사 : 

하와이, 멕시코, 쿠바를 중심으로

4.29 인천 개항장 김현옥(문화재해설사) 청일 조계지, 화교학교, 삼국지 벽
화, 차이나타운의 중국 음식 거리

2016
5.03 국경없는마을 박천응(국경없는마을)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실

행

10.21 차이나타운 김영순(인하대)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실
행

2017 5.29 디아스포라영화
제 아트플랫폼 정영태(인하대) 다문화 스토리텔링 및 다문화 현장 

2018 6.09 아산 다문화공간 남부현(선문대) 아산 다문화공간 답사 및 다문화 
스토리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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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구방법론 특강

○ 연구방법론은 본 사업팀이 인문사회융합연구팀인 만큼 융합연구방법론 특강을 중심으로 

개최하였음, 7년간 14회, 연평균 2회 이상 실시하였음.

○ 글로컬다문화교육전문가들이 다문화교육 활동에 역량 강화를 위하여 연구방법론 특강을 

실시함. 질적연구와 양적연구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융합연구방법론에 대한 특강을 개

최하여 연구자로서 자질과 윤리에 대해 역량을 강화하도록 함. 2015년부터는 연구방법론 

특강을 다문화교육전문가들이 이주민의 경험과 사례를 연구하기에 필요한 질적연구방법

론 특강으로 탈바꿈하여 운영함. 이를 통해 다문화교육전문인력으로 실천적 역량을 강화

하기 위하여 매년 2회씩 개최함.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다문화교육 융합연구방법론 특강

○ 질적연구방법론 캠프

연도 일시 강사 소속 주제

2013

10.12 김진희 안동대 좋은 질적연구자되기

11.06 박인옥 강원대 사례연구 특강

11.15 이제영 관동대 Q방법론의 이해

2014
6.27 김진희 안동대 학위논문에서 연구방법

10.18 조창연 서원대 인지기호학의 이론실제

연도 일시 강사 소속 주제

2015

봄캠프
2.24-27

변경원 이화여대 질적연구의 패러다임

김선정 계명대) 구술사와 아카이브

공병혜 조선대 해석학적 접근

심상우 배제대 문화철학과 타자이론

김진영 유니스트 Q방법론 연구사례

박여성 제주대 구성주의이론

이현철 고신대 통합연구

김진희 안동대 포토보이스

김영순 인하대 질적연구와 윤리

이용숙 덕성여대 실행연구의 절차

조상식 동국대 현상학과 질적연구방법론

가을캠프
8.25-27

유혜령 영남대 질적연구의 연구설계

변경원 이화여대 질적패러다임: 포스트모더니즘과 패미니즘

윤택림 한국 구술사연구소 문화기술지 이론과 방법

김정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질적 논문 작성과 글쓰기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횟수 3 2 2 2 2 2 1 14

강사 3 2 16 17 20 17 14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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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 우송대 네트워크 이론을 통한 새로운 분석의 접근법

2016

봄캠프
1.19-21

심상우 백석대 문화철학과 타자

김영순 인하대 질적연구와 IRB

김창아 인하대 박사논문 사례 발표

김정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질적연구와 생애사적 글쓰기

조용환 서울대 교육인류학과 질적연구

김영순 인하대 에쓰노그래피와 스토리텔링

김진희 안동대 네트워크 분석

조상식 동국대 현상학과 질적 연구방법론

8.16-18

홍영숙 중원대 내러티브 탐구

윤희진 인하대 문화기술지, 마을연구, 라포형성 네트웍

김영순 인하대 질적연구와 IRB

정경희 인하대 질적연구 박사논문 사례

신동흔 건국대 ‘이야기’를 축으로 한 생애조사 연구 방향

박현숙 건국대 생애담 질적 조사의 설계와 실행방법

신동흔 건국대 생애담 조사 보고서 점검 평가

조홍윤 건국대 구술자료 전사 및 DB화의 원리와 실제

오정미 건국대 생애담 자료의 질적 연구와 콘텐츠 활용

2017

봄캠프
1.17-19

김영순 인하대 질적연구와 IRB

김영순 인하대 문화기술지1

조진경 해원고 문화기술지2

정지현 인하대 사례연구

정경희 인하대 생애사연구

최승은 경인교대 내러티브

박봉수 인하대 포토텔링

오세경 인하대 근거이론

김창아 서울시 교육청 실행연구

김민규 인하대 델파이 조사

임한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혼합연구

강진숙 중앙대 미디어와 질적 연구방법

가을캠프
7.10-12

김영순 인하대 질적연구자의 삶

손민 인하대 질적연구와 IRB

김영순 인하대 문화기술지의 실제

박봉수 인하대 사진자료수집법: 포토텔링

손민호 인하대 대화 분석

정지현 인하대 사례연구1

양영자 경남대 생애사 연구

조현영 인하대 민속방법론

김민규 인하대 통합 연구

2018

봄캠프
1.29-31

김영순 인하대 질적 연구의 시작

정소민 장신초 현상학 연구

김민규 인하대 델파이조사와 FGI

강진숙 중앙대 질적연구와 패러다임

정경희 동국대 생애사 연구

조현영 인하대 민속방법론

김영순 인하대 문화기술지와 스토리텔링

최승은 경인교대 내러티브 탐구

정지현 인하대 사례연구

가을캠프
8.21-23

김영순 인하대 질적연구와 IRB

조상식 동국대 현상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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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팀은 참여대학원생을 위한 융합연구방법론을 특강으로 제공하였으나 사업팀의 특

성 상 질적연구방법론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참여원생의 학문적인 역량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질적연구방법론 캠프를 진행하여 다양한 질적연구방법론에 대

한 학문적인 지식의 확장을 하고자 하였음. 이를 통해 연구방법론에 대한 역량을 강화

함. 

○ 질적연구방법론 캠프는 연 2회 질적연구방법의 다양한 전문가를 통하여 다문화전문인력

들이 연구활동에 앞서 연구방법에 대한 기초지식 및 분석 및 해석에 대한 이해와 역량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연구방법들의 이론과 사례를 통해 실제 연구에서 연구방법론을 적용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캠프를 진행하였음. 

 (4) 다문화교육전공 논문 발표회

○ 다문화교육전공 논문발표회는 글로컬 다문화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학과차원

에서 발표회를 개최하였으며 7년간 매학기 진행하여 총 12회 개최함. 대학원생의 적극적

인 참여로 다양한 논문주제로 104편이 발표됨. 

정경희 인하대 생애사 연구의 이해

염지숙 건국대 내러티브 탐구

정지현 인하대 사례연구

강진숙 중앙대 미디어와 질적연구

김민규 인하대 통합연구방법

배경임 크리스챤아카데미 박사논문 사례 – 생애사 연구

2019

봄캠프
2.19-21

유혜령 한국교육인류학회 질적 연구설계 방법

김영순 인하대 질적 연구와 IRB

강진숙 중앙대 질적연구 패러다임

염지숙 건국대 내러티브 탐구

윤현희 장도초 박사논문사례1: 내러티브 탐구

윤택림 한국구술사연구소 생애사 연구

고미영 서울신학대 사례연구

오영섭 인하대 박사논문사례2: 사례연구

가을캠프
8.20-22

김영순 인하대 질적연구자 윤리

염지숙 건국대 내러티브 탐구에서의 글쓰기

박휴용 전북대 질적연구를 위한 담화 분석 방법

오세경 인하대 근거이론(Ground Theory)

정지현 인하대 사례연구(Case Study)

배경임 (사) 더불어배움 생애사 연구

딜노자 우즈베키스탄국립대 박사 논문 사례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횟수 1 2 2 2 2 2 1 12

발표자 8 17 18 24 18 12 7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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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발표내용

연도 일자 발표자 차수 발표내용

2013 2학기
12.07

김성영 박사 6차 한국 개신교 목사의 다문화교육 인식에 관한 통합 
연구적 접근

박순덕 박사 6차 미술과 다문화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실
행연구

이영실 박사 6차 인천지역 초등학교장의 다문화교육정책 실천에 관한 
연구

허숙 박사 6차 다문화교육 정책의 효과와 발전방향에 관한 질적 연
구

최정호 박사 5차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분포와 사회적 연결망에 대
한 사례연구 –경기도 시·군 기초자치단체별 거주지 
분포에 따른 요인을 중심으로-

김수경 석사 4차 국내 베트남 이공계 유학생의 취업준비경험에 관한 
연구

알기르마 석사 4차 몽골 여성 결혼이민자의 진로개발에 관한 연구

팜티휀짱 석사 3차 한국 내 거주 베트남 결혼 이민여성 자녀양육 경험
에 관한 연구

2014

1학기
5.16

이영실 박사 7차 초등학교 학교장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에 관한 연구

전영은 박사 5차 다문화교육에서 활용되는 문화예술 체험활동에 관한 
문화인지이론적 연구

임한나 박사 5차 다문화가정자녀의 청소년수련활동 참여 경험에 관한 
통합적 연구

김창아 박사 5차 교육연극 활동에 참여한 다문화대안학교 초등학생의 
협동학습 경험에 관한 연구

알기르마 석사 5차 몽골출신 결혼이주민여성의 진로개발에 관한 연구

팜티휀짱 석사 4차 베트남 결혼이민여성의 영·유아기 자녀양육 경험에 
관한 연구

홍정훈 석사 3차 북한이탈청소년 멘토링에 참여한 멘토의 예비교사로
서의 다문화 경험에 관한 연구

홍유나 석사 3차
애니메이션 영화 <어네스트와 셀레스틴: Ernest & 
Celestine>에 나타난 다문화 내용에 관한 기호학적 
분석

2학기
11.25

김창아 박사 5차 교육연극을 통한 다문화대안학교 초등생의 협동학습 
경험연구

전영은 박사 6차 다문화교육에서 활용되는 문화예술 체험활동에 관한 
문화인지론적 연구

최정호 박사 7차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선택 경험과 사회연결망에 
관한 연구

홍정훈 석사 4차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선택 경험과 사회연결망에 
관한 연구

김금희 박사 4차 부부소통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부부의 의사소통과 
갈등 해결 및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선곡유화 박사 5차 청소년의 다문화 행동과 예언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

정지현 박사 7차 프락시스 중심 다문화 리터러시 교육 참여 고등학생
의 경험에 관한 연구

최승은 박사 5차 초등 음악수업의 교수자체험에 관한 상호문화 교육
론적 해석: 실천적교사를 중심으로

남혜경 석사 4차 결혼이민여성의 진로장벽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2015 1학기 정지현 박사 8차 다문화 리터러시 교육 참여 고등학생의 학습 경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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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나타난 프락시스의 의미

임한나 박사 6차 청소년지도사의 다문화 감수성 및 교수효능감에 대
한 통합연구

최승은 박사 6차 상호문화교육론적 관점에서 본 초등교사의 음악교육 
경험에 관한 연구

남혜경 석사 5차 결혼이주여성의 진로목표와 진로장벽 그리고 진로준
비행동에 대한 사례연구

박미숙 박사 5차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한 대학생의 상호문화역량 형성
에 관한 연구

최보선 박사 5차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침해(차별)경험이 사회통합에 미
치는 영향: 인권교육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민기연 석사 3차 자폐장애인의 성인기 성과 영역에서의 사회적 커뮤
니케이션

레기영짱 석사 3차 베트남의 다문화교육에 관한 연구

2학기
11.17

김금희 박사 6차 다문화가정 부부를 위한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
램 개발 및 효과

박미숙 박사 6차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사회적실천과정
에 관한 근거이론적 접근

홍유나 석사 6차 애니메이션 영화 <어네스트와 셀레스틴>에 나타난 
다문화 내용에 관한 기호학적 분석

박봉수 박사 5차 사할린 영주귀국자의 내러티브에 나타난 ‘고향’의 의
미

이미정 박사 6차 중도입국 청소년의 초기 공교육 진입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천지아 박사 4차 중국계 결혼이주 여성의 자녀 모국어 교육 경험에 
관한 연구

박지인 석사 3차 이주배경아동의 교육권 보호를 위한 연구

양언흠 석사 3차 중국고등학생의 다문화인식 교육에 대한 연구
-중국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이순덕 석사 3차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남한사회 적응 경
험에 관한 연구

히로꼬 석사 3차 한·일 국제결혼가정 부모와 자녀의 진로에 관한 인
식과 경험에 대한 탐색

2016 1학기
5.13

선곡유화 박사 8차 청소년의 다문화 행동 의도와 다문화 인식, 다문화 
자기 효능감 및 다문화 태도의 구조적 관계

민기연 석사 5차 자폐성 장애인의 고용환경에서의 사회적 커뮤니케이
션

히로꼬 석사 4차 한·일 국제결혼가정 부모와 자녀의 진로에 대한 인
식과 경험

박지인 석사 4차 미등록 이주민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양언흠 석사 4차 중국 고등학교 교과서 <사상정치3: 문화생활>의 다
민족교육 분석

장연연 석사 4차 중국의 중학교 <역사와 사회> 교과서에 나타난 문화
다양성 교육 내용 분석

니고라혼 박사 5차
General Education Teachers’ Concerns and 
Perceived Barriers to Implement Inclusive 
Education in Uzbekistan

박봉수 박사 6차 사할린 영주귀국자 통과의례 내러티브에 나타난 의
미

레기영짱 석사 5차 상호문화교육 관점에서 본 베트남의 문화다양성교육
에 대한 연구

이순덕 석사 4차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남한사회 적응경험에 관한 연
구

김양현 석사 3차 국제연애결혼 부부의 한국 사회에서의 가족 경험

 Adylbek 석사 3차 재한 키르기스스탄 근로자의 문화적응과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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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이론적 접근

Aigul 석사 3차
A Study on the Intercultural Communication 
Experience of International Graduate Students 
from Kyrgyzstan

아이게림 석사 3차 주 카자흐스탄 소재 한국기업 종사자들의 문화간 커
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2학기
11.11

방현희 박사 7차 다문화학생 멘토링 참여 대학생 멘토의 지식공유에
서 나타난 의미 탐색

천지아 박사 6차
Heritage language education by married Chinese 
immigrant women in South Korea and their 
experiences

왕금미 박사 7차 콜라주집단미술치료에 참여한 중도입국청소년 학교
생활적응 사례연구

이석란 박사 6차 이야기나누기 중심의 유아다문화교육방법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황해영 박사 5차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의 시집살이 이야기

아이게림 석사 4차 주 카자흐스탄 소재 한국기업 종사자들의 문화간 커
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아이굴 석사 4차 The Intercultural Communication Experiences of 
Graduate Students from Kyrgyzstan in Korea

아들백 석사 4차 재한 키르기스스탄 근로자의 한국 사회문화 적응에 
대한 근거이론적 접근

김미애 석사 4차 보수교육을 통한 다문화교육이 보육교사들의 인식과 
태도변화에 미치는 영향

프엉 석사 3차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전통 명절 설날과 추석
의 경험에 관한 연구

2017

1학기
5.16

강현민 박사 8차
Developing Intercultural Competency Model to 
Shape Curriculum of Transnational Higher 
Education in Korea

왕금미 박사 8차 중도입국 청소년의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참여 경험 사례 연구

황해영 박사 6차 재한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의 생애경험에 나타난 
인정투쟁의 내러티브 탐구

장영신 박사 5차 액션러닝을 활용한 다문화 상담자 교육 효과

조영철 박사 4차 공립학교 교사의 다문화 학교 교육 경험에 관한 연
구

프엉 석사 4차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 전통명절 경험을 통
해 본 문화접촉 사례연구

두문영 석사 3차 중국결혼이주여성의 평생교육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딜노자 박사 5차 재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의 한국문화 경험에서 
나타난 상호문화교육의 의미

최희 박사 4차 북한이탈여성의 문화적응 과정에 나타난 정체성 협
상의 의미

김양현 석사 5차 국제결혼가족의 자녀 교육 경험에 대한 탐색적 연구

강유진 석사 3차 결혼이주여성의 봉사활동이 자기효능감과 삶의 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2학기
11.9

조영철 박사 
11차

공립학교 교사의 다문화 학교 교육 경험에 관한 연
구

최보선 박사 8차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비판적 분석과 발전 방안

박미희 박사 5차 유아교사의 다문화감수성 영향요인 및 증진방안에 
대한 혼합연구

두문영 석사 4차 봉사활동을 통해 본 중국계 결혼이주여성의 삶

주영은 석사 4차 중도입국자녀가 인식하는 한국인 새 아버지와의 관
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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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지역사회 교육 활동 지원

○ 지역사회를 연계한 교육활동은 매년 3-4회 지역사회 현장에서 7년간 총 24회 이루어졌

으며 대학원생들은 다문화교육활동을 통하여 실천적인 다문화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를 가

짐.  

○ 지역연계활동은 본 사업팀에 참여한 많은 대학원생들이 이론과 현장을 접목하여 연구의 

카리모바 
세바라 석사 3차 국내 중앙아시아 유학생의 학습부진 요인 분석 연구

한회련 석사 3차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연
구

2018

1학기
5.17

배경임 박사 9차 이주민 봉사 기관 재직 개신교 성직자의 타자성 실
천에 관한 생애사 연구

딜노자 박사 7차 재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의 내러티브에 나타난 
상호문화소통의 유형분석

전경미 박사 6차 이민자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관한 연구

피루자 박사 5차 재한 고려인 유학생의 상호문화소통에 관한 사례 연
구

오영섭 박사 3차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인문융합치료프로그램 개발
에 관한 실행연구

윤현희 박사 3차 초등교사의 북한배경학생 교육 경험에 관한 상호문
화론적 해석

세바라 석사 4차 재한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의 유학 동기 및 학업경험
에 대한 연구

2학기
11.09

어경준 박사 5차 다문화가정 이혼 부(父)의 자녀양육 경험에 관한 사
례연구

남혜경 박사 5차 재 유럽 한인국제결혼여성의 초국적 커뮤니케이션에 
나타난 정체성 협상

장연연 박사 5차 글로벌 인재양성의 관점에서 본 한국과 중국의 대학 
교양교육 비교연구

안진숙 박사 5차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다문화청소년 문화예술 교육프
로그램 사례연구

황진민 석사 5차 재입국 이주노동자 정주화과정의 생애담 연구

2019 1학기
5.16

주용 석사 3차 재중 한국인 유학생 대학생활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정금심 박사 3차 ‘자립과 통합’ 이론에 기반한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 
모델 연구

융티탄프
엉 박사 4차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요청-거절 화행에 

관한 연구

이춘양 박사 5차 한부모가정 이주여성의 삶에 관한 혼합적 연구
-적응과 대처를 중심으로-

채은희 박사 5차 전환학습 관점에서 본 중년기 재중동포 결혼이주여
성의 노후 준비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박지인 박사 6차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참여 영향요인에 관한 연
구

박정선 박사 6차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의 교육시스템 개선방안
에 대한 혼합 연구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횟수 3 4 1 2 9 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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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적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현장 체험을 통하여 다양한 다문화교

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음. 특히 현장체험은 연구자의 다

양한 소논문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개인적인 역량은 물론 사업팀의 연구실적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함. 

기간 장소 활동명 참여자 대상

2013.09.28-
11.02 

인천 남동구 
하모니센터

청소년 MDPG 
프로그램

박미숙, 정지현, 
전영은 인천시 고등학생 

2013.08-
2014.11

안산시 
국경없는 
마을

다문화유레카프로
그램

정지현, 방현희, 
전경미 안산시 고등학생들

2014.05-
2015.05

출입국외국인
지원센터

한국어와 
한국문화 
자원봉사

전경미, 박미숙, 
강현민 난민

2014.5-11
남동사할린센
터 및 
이민사박물관

사할린동포를 
위한 교육기부 박봉수, 딜노자 사할린 한인

2013.09-
2014.08 인천하나센터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홍정훈, 최희 북한이탈주민

2016.03-07 인천 
대건고등학교 연구방법론 수업 박미숙 일반 고등학생

2016.04-12 인천 
한누리학교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박봉수 중도입국청소년

2017.03-07 인천 
인성여고

다문화교육프로그
램 윤희진, 오영섭 일반 고등학생 

2017.07-08
인천 서구 
육아종합지원
센터

지역사회 
다문화보육 리더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박봉수, 박미숙, 
방현희, 황해영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2017.06.10-
13

인천광역시 
중구청

중구-베트남 
문화교류 
프로그램

프엉 베트남 공무원

2017.07-08 인성여자고등
학교

소논문 동아리 
지도 윤희진, 오영섭 일반고등학생

2017.08.19-
9.16 작전고등학교 외국어 캠프 피루자, 세바라 고등학교 1학년 대상

2017.09.07 인천인수초 세계시민되기 

딜노자, 황해영, 
최희, 남혜경, 
김미순, 피루자, 
세바라, 장연연, 
프엉, 이춘양, 박지인

초등학교 4학년 대상

2017.11.02 인천가정고 감성미술여행 
프로그램 오영섭, 왕금미 중도입국청소년

2017.10.23.-
2018.01.22

이주민사회통
합지원센터 심리지원프로그램 윤희진, 오영섭 중도입국청소년

2017.11.17 강화고 창의융합교과캠프 윤희진, 박미숙, 
피루자, 딜노자, 프엉 고등학교 2학년 

2018.03-09 서구육아지원
센터 다문화캠프 딜노자, 피루자, 

세바라 유치원교사

2018.05.01- 인천 가정고 감성미술여행 오영섭 중도입국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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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지역교육청과 연계 교육활동

 ○ 지역교육청과 연계한 교육활동은 교사 직무연수 및 다문화멘토링 사업 등으로 7년간 11

회 실시함. 교육청과 연계한 교육활동은 교육청 예산에 따라 활동이 이루어짐.

○ 다문화교육 직무연수

   다문화교육 직무연수는 인천 관내 중등교사를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에 필요한 이론과 다

문화교육정책, 다문화현장사례 등을 통하여 일선 학교에서 다문화교육을 확대하고 다문

화학생 지도 및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 또한 교사들과 다문화 사회

현상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들의 삶을 감안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하였음. 

8.30 프로그램

2018.08 인하대학교 너나울어울림캠프
황해영, 이춘양, 
남혜경, 이현주, 
최원희

다문화학생, 대학생

2019.06.03-
2019.07.08

인천시 
미추홀구가족
센터

다문화지원단 
양성과정

김영순, 황해영, 
박미숙, 오영섭, 
박봉수, 이미정

결혼이주민

연도 일시 대상 강사 소속 주제

2015 1.11-15 중등
교사

정기섭 인하대 지속가능발전 교육으로서의 다문화교육

박영신 인하대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관계

김재우
국가평생교육진
흥원 중앙다문화
교육센터

한국의 다문화정책에 대한 이해

오영훈 인하대 다문화교육 방법론

성상환 서울대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전략 및 기법

이영실 인하대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사 역량교육

신숙자 강화군 다문화가
족지원센터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위한 다문화교육

서광석 이주민사회통합
지원센터

외국인 노동자가정 자녀를 위한 다문화
교육

강구섭 한국교육개발원 북한이탈주민가정 자녀를 위한 다문화
교육

김상열 한국이민사박물
관

다문화교육기관 운영사례 - 한국이민
사박물관

이임순 인하대 다문화가정 자녀 생활지도 및 상담

조영철 인천 한누리학교 다문화 대안학교 운영사례 – 인천 한누
리학교

박수정 인하대 다문화학생 진로 체험 프로그램

박덕유 인하대 다문화교육과 이중언어교육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횟수 1 1 2 2 2 1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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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언어강사 역량 강화 연수

   다문화언어강사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함. 다문화언어강사는 중도입국청소년들 대상으로 

이중언어를 지원하고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함. 

김영순 인하대 세계시민을 위한 미래 다문화교육

2016 8.8-8.12 중등
교사

김영순 인하대 한국의 다문화정책과 다문화시민교육

정지현 인하대 다문화사회의 다문화 리터러시

오장근 목포대 문화브리콜라쥬에 대한 단상: 문화적 
다름과 틀림

공숙자 인천시교육청 인천시 교육청의 다문화정책

이영희 단국대 다문화가정의 글로벌교육

오영훈 인하대 다문화교육 방법론

박덕유 인하대 다문화사회 이중언어교육

이미정 인하대 다문화멘토링의 이론과 실제

윤현희 장도초 탈북 교육정책과 학교 사례

김상열 이민사박물관 한국의 이민역사

김창아 강신초 다문화학교를 위한 교육연극사례

신숙자 강화다문화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결혼이주여성

정상우 인하대 다문화사회와 인권교육

2017 8.7-11 중등
교사

김영순 인하대 한국의 다문화정책과 다문화시민교육

이계명 인천시교육청 인천의 다문화교육정책

박덕유 인하대 다문화사회의 이중언어교육

윤현희 장도초 탈북학생교육 정책과 학교(지도) 사례 

김상열 인천시립박물관 한국 이민의 역사와 한국이민사박물관

김영순 인하대 다문화교육을 위한 협동학습 프로그램 
개발 사례

윤희진, 
박미숙 인하대 역지사지(易地思之) 프로그램

연도 일자 대상 강사 소속 강의 주제

2019 7.29
-8.9

다문화
언어 
강사

김영순 인하대학교 다문화사회 및 다문화가정 이해

이진 인천시교육청 인천시 다문화교육 정책과 방향

이미정 인하대학교 다문화교육의 이해와 실천

조영철 담방초 미디어를 활용한 교수학습

정지현 인하대학교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육

왕금미 인하대학교 다문화 상담기법 및 상담윤리

김기화 인하대학교 이주여성의 사회복지

방현희 인하대학교 학생의 학습동기 및 진로탐색

박봉수 디아스포라연구소 한국 이민의 역사 및 배경

이영실 인천다문화연구소 교사의 직업윤리와  행정

최순희 강사 다문화교육 교수자의 역할

배경임 사무국장 상호문화이해와 상호문화교수법

박미숙 인하대학교 인권 및 성인지 교육

안진숙 백석중 스토리텔링을  통한 자기탐색

유혜경 함박초 다문화학생 생활지도 및 학교폭력예방
교육

오영섭 인하대학교 다문화가정 자녀의 이야기 치료

정경희 인하대학교 수업계획서 및 지도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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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탈북멘토링 교육활동

○ 인하대학교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멘토링 사업 진행은 인하대학교 학부생을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멘토로 활동시킴. 2013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총 명이 참여하였으며 다

문화멘토링 활동을 수행함. 멘토매니저는 멘토들의 활동을 조력하고 매니저 역할을 본 

사업팀에 참여한 다문화교육전공 대학원생들이 활동을 함. 이들은 멘토링 활동에 필요한 

기초 교육이 여러 체험활동과 캠프 참여를 통해 이루어짐. 이 과정에서 대학생 멘토들의 

다문화 인식 개선과 다문화 역량 강화를 이룸.

3) 다문화교육 기관으로 역할 정립 및 확대

○ 본 사업팀에서는 참여대학원생의 융·복합 역량을 강화하고 다문화교육기관으로 역할을 

정립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해외학자 초청 워크숍, 국내학자 글로컬 다문화포럼, 국제·

내 학술대회 공동개최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술활동을 진행함.  

 (1) 해외학자 초청 워크숍 개최

○ 해외학자 초청 워크숍은 국제적인 다문화교육의 연구경향과 방향을 탐색하기 위해 7년간 

총 40회 개최하였으며 연평균 5회 이상 실시함.

○ 본 사업팀은 다문화교육 거점 연구기관으로 세계 문화 다양성을 중심으로 해외의 다문화 

사례 및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 러시아, 불가리아, 일본, 독일, 호주, 중국 등

의 해외학자를 초청하여 특강을 실시함. 이를 통해 한국적 다문화교육의 시사점을 도출

하고 한국적 다문화교육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연도 일자 특강자 소속(주제) 주제

2014 2.18 Jinyu Qi 중국
Minzu University of China

동북아 문화경제공동체의 구상, 
과정 그리고 전망

황해영 인하대학교 결혼이주여성의 부모교육 및 상담

최승은 인하대학교 교수자를 위한 마이크로티칭

김영순 인하대학교 다문화감수성 교육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참여멘토 40명 50명 100명 80명 80명 80명 80명 510명

멘토매니저 5명 5명 6명 6명 6명 6명 5명 39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횟수 11 6 6 6 7 4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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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Quan Xinzi 중국
Yanbian University 연변의 선택과 각성

2.21 Chuan-hu 
Hung

대만
Yuan Ze University 대만의 다문화와 다문화주의

5.22 Nancy 
Lesko

미국
Columbia University

The promises of empowered 
girls

6.20 Thang Leng 
Leng

싱가포르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Making ‘traditional’ families in 
transnational settings: Japanese 
women in Balinese-Japanese 
marriages

7.09 Jean Kang
미국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Greensboro

Recommended practices for 
supporting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 from families with 
diverse backgrounds

7.16 Roland 
Richenbach

스위스
Universität Zürich

Neo-Confucian notion(s) of 
learning: A western perspective

8.07 Soyoung 
Kim

불가리아
Sofia University

Korean Wave as a cultural 
phenomenon and the spread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8.28 Alexander 
Fedotoff

불가리아
 Sofia University

East and West: Peering into 
Past (On different approaches to 
the cultural heritage

10.07 Nelly Khan
카자흐스탄

Kazakh Abylai Khan 
University

Korean diaspora in Kazakhstan: 
Their maintenance of cultural 
identity and its implications

12.20
Dhan 

Bahadur 
Kunwar

네팔
Tribhuvan University

Unity in Diversity: Nepal as a 
Multi-ethnic, Multi-religious and 
Multi-cultural Nation

2015

1.12 Jinseok Seo
라트비아 

National University of 
Latvia

The significance of small 
countries on the perspective of  
Baltic States

5.04 Marc 
Bernardot

프랑스
University of Normandy 

Le Havre

Immigration and French 
migratory policy: Between history 
and actuality

5.07 Angela 
Jamie

미국
University of Wyoming

A Reflection on CRM (Culturally 
Relevant Methodologies) in 
Multicultural Education

5.07 Kent Becker 미국 
University of Wyoming

Photovoice: Social Justice 
Research and Advocacy Through 
a Lens of Empowerment

6.08 Tae Hyun 
Baek

키르키즈스탄
Bishkek Humanities 

University

중앙아시아 실크로드의 중요성과 
한국적 
과제

7.14 Junhyoung 
(Paul) Kim

미국
Central Michigan 

University

접촉이론에 대한 이해와 여가 활동 
분석에의 적용 가능성 탐색

2016

5.16 Sonia Nieto
미국

University of 
Massachusetts

Sociopolitical Perspectives in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5.20 Joon K. Kim 미국
Colorado State University

독일과 미국의 이주노동 정책의 
교훈

8.19 Lim Elvira 러시아
사할린 국립대학

사할린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통한 
다문화 능력 형성 연구

8.19 Dal Yong 미국 Ethnic Media and PAN-AS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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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글로컬 다문화교육 포럼 개최

○ 글로컬 다문화교육 포럼은 다문화교육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 다문화교

Jin Simon Fraser University Commodification in North 
America

8. 22 Svetla 
Kartva

불가리아
Sofia University 

Common Elements in Altaic 
Shamanism and Korean Mu-sok

11. 12 Helga 
Forssman

독일
Wiesbadener 

Waldkindergarten

Die Waldkindergartenpadagogik 
in Deutschland

2017

2.2-3 Yeonkwon 
Jung

일본
간사이외국어대학교

Language and culture: a 
discourse analysis approach

5.15 정명렬 독일
세계국제결혼여성총연합회 국제결혼 한인 이주 여성의 삶

7.26 Yonson Ahn
독일

Goethe University of 
Frankfurt am Main

Too foreign for home, too 
foreign for here : “Home" visit 
of Korean nurse “guest workers

8.28 Seong-Chul 
Shin

호주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다문화 사회인 호주의 언어 정책과 
국가사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10.14 Hermann 
Kreutzmann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

Pamirian Knot at the Crossroads 

10.14
Mayinu 

SHANATIBIE
KE

중국
중앙민족대학교

cross-border migration of 
Kazakh people from China to 
Kazakhstan

2018

4.28 김태호 일본
코난대학교

재일교포의 민족문하교육과 
문화정체성

4.28 Huo 
Meichen

중국
동북사범대학교

현대성의 동양적 얼굴: 동북아 
영화문화공동체 구성 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6.12 조재식 미국
와이오밍대학교

Compassion중심 다문화 교육 
이론과 실천

11.18 우크탐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립사범대학교 Ethnic diversity in Uzbekistan

10.27 Volker H. 
Schmidt

싱가포르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Global modernity and its 
repercusion

10.27 Jinyu Qi 중국
중앙민족대학교

Asia community and 
cros-cultural comparative studie

10.27 Yuzo Hirose 일본
Kyoto University

Trusting rather than 
understanding others: Another 
intercultural cosmopolitan

2019

5.17 Douglas 
Macbeth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 현상학과 민속방법론

5.22 Keith C. 
Barton

미국 
Indiana University 

역사학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기여: 국가정체성의 탈중심화

5.22 Li Ching Ho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동아시아를 위한 다문화교육의 
탈식민화 : 싱가포르의 관점

5.27
Roland 

Reichenbac
h

 스위스 
쮜리히대학교 

문화적 반대자와 함께 살아가기: 
은유, 그리고 이해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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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관련 학자를 초청하여 포럼을 실시함. 7년간 42회 개최하였으며 연평균 6회 이상 실

시함. 

연도 일자 특강자 소속 주제

2013

9.30 전신자 중국 연변대
삶에 대한 욕망: 꿈과 현실, 그리고 영향 – 
한국으로 시집간 중국 조선족 이주 여성을 
중심으로

10.12 김진희 안동대 좋은 질적 연구자가 되기 위한 자기 점검

11.06 박인옥 강원대 다문화교육전문가의 사례연구 특강

11.15 이제형 관동대  Q방법론의 이해

2014

2.12 김세은 강원대 현장과 인간을 중심에 둔 연구를 하려면

2.18 전신자 중국 연변대 연변의 선택과 각성

8.27 김진희 안동대 다문화교육 질적연구자

10.18 조창연 서원대 인지기호학의 이론과 실제

2015

1.12 서진석
라트비아 National 

University of 
Latvia

The significance of small countries on the 
perspective of  Baltic States

4.10 홍선기 목포대 섬 생물 다양성, 문화유산의 가치와 활용

6.08 백태현

키르키즈스탄 
Bishkek 

Humanities 
University

중앙아시아 실크로드의 중요성과 한국적 과
제

7.14 김준겸
미국

Central Michigan 
University

Contact theory and its application in 
leisure activity

2016

4.12 손동기 한국외대 한국의 이민자 고령화, 그 위기와 대응

6.07 김성은 휴면경영연구소 문화다양성을 통한 음악이 우리아이의 미래
를 바꾼다

6.09 이영희 단국대 다문화가정 자녀의 글로벌 교육- 미국교육문
화의 이해

6.30 신동흔 건국대 다문화사회 연구를 위한 옛이야기와 자기서
사, 그리고 문학치료

8.18 이병환 순천대 다문화사회의 체험활동과 안전교육

8.25 안도희 중앙대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을 위한 동기이론의 이
해

10.21 남부현 선문대 다문화교육의 나가야 할 방향

11.11 박인옥 강원대 다문화 멘토링의 이론과 실제

11.18 오장근 목포대 문화다양성에 대한 소고

12.12 채형복 경북대 다문화: 다름과 낯섦의 너머에 난민과 세계 
시민

12.16 임선영 국가인권위원회 다문화교육과 인권감수성

2017

4.18 나지영 나사렛대 Talking about Emotions Using Culturally 
Sensitive AAC

4.25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
원

미래문화정책의 방향- 문화 다양성, 휴머니
티, 균형

9.08 김성미
경 아이다마을  이주여성 공간과 젠더정치

9.08 허오영 이주민여성쉼터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지원 현황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횟수 4 4 4 11 6 10 3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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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학술대회 공동 개최

○ 국내 학술대회 공동개최는 다문화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학회와 함께 공동으로 학술대회

를 개최함. 7년간 29회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연평균 4회 이상 실시함. 

숙

9.15 박종도 인천대 디지털 아카이브,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11.24 김효진 서울이주여성디딤
터 다문화 현장이야기: 폭력피해이주여성의 자립

2018

1.19 장한업 이화여대 한국 다문화사회의 교육적 과제

1.19 진정란 사이버한국외대 다문화시대의 한국어교육

2.21 박정희 인천교육연수원 한국 다문화사회의 교육적 과제

4.17 최충옥 경기대 다문화시대의 초국적 이주, 다문화교육의 과
제

4.17 정문성 경인교대 다문화이해교육 교수 · 학습의 실제

5.04 장유정 중앙대 노인의 시민성, 그리고 다문화교육

5.04 장은영 서울교대 제3의 공간-미디어 리터러시와 다문화 교육

6.08 남부현 선문대 다문화 정체성

12.11 최충옥 경기대 다문화교육의 방향과 과제

12.13 박주현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 한국 이민정책 흐름 및 추진방향

2019

3.15 이순영 고려대 다문화교육지도자를 위한 독서교육의 이론과 
실제

4.12 이종일 대구교대 다문화주의와 정치적 올바름 논쟁

5.01 이강옥 영남대 꿈 속의 꿈, 그 서사적 표징과 꿈 수행 치료

연도 일자 학회명 장소 주제

2013

6.21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춘계 공동학술대회 성남시청 국제문화 관광거점 도시의 발전방향

11.22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 인하대 국제화시대의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2014

2.06
 경기다문화교육 포럼, 

한국다문화교육연구학회 
상반기 공동학술대회 

경기대 다문화교육 연구의 동향과 정책적 과
제

4.11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춘계 공동학술대회

대전 
예술의 
전당

초국적시대 건강증진을 위한 산림 치
유문화

12.6

한국다문화교육연구학회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대구가톨릭대학교다문화

연구소

서울교대 글로컬 시대의 다문화교육과 문화교
류

2015

4.11 한국인간발달학회 인하대 다문화 사회와 인간발달

6.19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한국다문화교육연구학회 부산대 지역차원의 국제문화교류와 다문화교

육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횟수 2 3 2 4 8 7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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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제 학술대회 개최

○ 국제 학술대회 공동개최는 다문화교육과 관련하여 4개국 이상 다양한 국가의 학자들이 

참여한 국제학술대회로 7년간 총 10회 개최함.  

○ 한국의 다문화교육기관을 넘어 중국, 일본, 베트남, 중앙아시아 등에서 다문화교육의 세

계적인 동향과 초국가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ICME(International Conference on 

Multiculture and Education) 2회, 기타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한국다문화교육연구학회 등과 국제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함. 이를 통해  다양한 국가의 

2016

6.4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추계예대 문화다양성과 국제문화교류

8.10 한국사회교육학회 강원대 지속가능한 사회와 미래 세대의 시민
교육

10.15 한국국어교육학회 인하대 다문화사회와 국어교육의 과제

10.28 한국이민학회 한양대 Multicultural Society and Cultural 
Diversity

2017

4.14 건국대 
이민사회통합연구소 건국대 다문화교육의 현황과 과제

4.21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안동대 농촌지역 미래 성장 산업화에 기여할 

공동체의 역할

4.22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중앙대 한국어교육에서의 학습자변인-언어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요인

4.29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인하대 동아시아의 문화적 공존과 문화교류

10.14 안동대학교 DHSP 안동대 문화다양성과 지역문화코디네이터의 
역할

10.20 인하대 
다문화생활연구단 인하대 이주민 생활세계 연구를 위한 구술사 

방법 탐색

10.21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인하대 초국적 이주에 따른 문화교류와 다문
화교육

12.19 건국대 
이주사회통합연구소 인하대 초국적 이주와 사회통합

2018

4.28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인하대 초국적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5.19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인하대 문화교류사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교
육

7.23 사할린동포 학술대회 인하대 이주민 사회통합과 사할린 동포 법적
지위

11.09 한국민속학자대회 인천문화재
단 황해의 경계를 넘어선 한민족을 보다

11.10 한독교육학회 인하대 평화, 포용, 그리고 교육

12.15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서울대 병렬말뭉치, 기계 번역, 문화번역

12.15 한국리터러시학회 서울대 미래교육과 융합

2019

5.3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목포대 4차산업혁명과 글로컬문화교육

5.25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연세대 뉴미디어시대의 한국언어문화교육

8.12 인천시의회·고려인문화
적응연구회 인천시의회 고려인 사회통합을 위한 학술토론회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횟수 3 2 4 3 3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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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학자들이 다문화관련 이론과 연구동향, 각국의 다문화정책 등을 고찰하여 한국의 다문

화 사회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민주주의와 다문화사회 발전

에 기여함.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연도 개최일 학회명 주     제

2014

3.09 2014 ICCBL 공동학술대회 문화,인지,생애사 그리고 학습

5.31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제9차 
국제학술대회 한국어 교육학의 연구방법론 탐색

6.28 201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ulticulture and Education Multiculturalism and Ethnicity

2015

10.15
The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chool and 
TEaching

International Comparison of Class 
Culture and Coperation in PDS 

10.16-17 2015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ulticulture and Education

Human Development and Cultural 
Diversity

2016

3.17-19
The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Culture, 
Biography & Lifelong Learning

Culture, Professionalism, Biography & 
Lifelong Learning

7.04-05 2016 시베리아 연구 
국제학술회의

사할린한인과 사회적 기업을 통한 한ㆍ러 
경제협력

11.04-05 2016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ulticulture and Education

Multicultural Society and Cultural 
Diversity 

12.04-05 2016 아시아 미래 지식인 포럼 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한중일의 
역할

2017

06.16-17 20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ulticulture and Education

Multicultural Society and Cultural 
Diversity

8.19-20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Korea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Culture Exchange

Current Status and Tasks of East-West 
Culture Education

9.12-15 제8회 아시아 미래 지식인 포럼 한중일 네트워크를 통한 차세대 인문교육

2018

3.13-15 Cycle of Lectures and 
workshops 4cfu tirocinio

Third Conference on one asoa 
community in Europe

5.21 Koreans in Sakhalin: 
Retrospect and Prospect

Sakhalin Institute of Humanitarian and 
Technological Sciences

10.27
2018ICME(International 
Conference on
 Multiculture and Education)

Transnational, Immigration, Cultural 
Diversity, and Education

2019
1.21-23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제14차 

국제학술대회 언어문화교육을 통한 문화교류

3.26 인하대- 고베대 국제학술대회 Cultural Diversity and Multicultur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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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다문화 관련기관 MOU 체결

○ 다문화관련 기관과 상호 협력하고 교류하기 위해 MOU를 총 22개 기관과 체결함. 해외 7

개 기관, 국내 15개 기관, 총 22개 기관과 협약함.

5.28 카자흐스탄 알마티 한국교육원 
공동워크샵

카자흐스탄 고려인 스토리텔링과 생애담 
워크숍 개최

체결일 일자 국가 기관 협약 내용

2014 9.01 한국 청주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

교육관련 주제 선정 및 학술대회 
개최 

2015

4.17 한국 한국이민사박물관 학술활동, 컨퍼런스 공동개최

8.21 한국 인천외국인인력지원센터  이주노동자 센터 직원의 교육지원

8.28 한국 인천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다문화보육 콘텐츠 개발 및 
학술활동

11.27 불가리아
Center for Asia 

Languages and Outtures, 
Sofia University

학술교류 연구지원활동

12.11 한국  안동대학교 
창조산업연구소

문화분야 대학원생 교류 및 
공동연구

12.11 한국  상명대학교 
글로벌문화예술교육연구소 교육 프로그램 공동연구

2016

04.22 중국 구이저우민족대학교 고등교육 연구 협력 및 컨퍼런스 
공동개최

07.29 한국 남동사할린센터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생애사 연구

11.05 일본 일본한국문화학회 공동 연구 추진 및 연구원(학생) 
교류 

12.12 한국 인성여자고등학교 다문화교육 및 강사파견 등

12.16 한국 건국대학교
이주·사회통합연구소

다문화분야 대학원 교육프로그램 
공동연구 및 운영, 학술행사 
공동개최

2017

04.28 한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지원 및 상호 인적·물적 
교류

10.20 한국 건국대학교 
서사문학치료연구소

한국의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의 
발전 및 다문화구성원의 
생활세계연구

11.24 한국 서울이주여성디딤터
결혼이주여성들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의 
생활세계연구

2018

4.25 중국  제남대학교 대학과의 학생교류, 학술대회 
공동개최 협의, 공동연구 추진

5.21 러시아  사할린주한인회 정보제공, 연구참여자 제공 협의

5.21 러시아 사할린인문기술대학교 대학과의 학생교류, 학술대회 
공동개최 협의 공동연구 추진

10.8 키르키즈
스탄 케인대학교 대학과의 학생교류, 학술대회 

공동개최 협의 공동연구 추진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횟수 1 6 5 3 4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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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재외동포 관련 세미나

○ 본 사업팀은 사업의 특성상 재외동포 관련 연구와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재

외동포 단체들과 세미나를 진행함. 특히 귀환재외동포에 관심을 가지고 고려인, 사할린 

영주귀국한인 등 연구를 위해 사할린한인회와 상호협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의 범위를 확

장해 나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음.

○ 2015년 5월 19일 고려인 모국 방문 기념 민족정체성 워크숍을 인하대학교 정석학술정보

관에서 개최함, 이날 워크숍 주제는 민족 정체성과 민족교육으로 알마티 고려인 노인대

학생 23인과 함께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과 긍지를 함양하기 위한 족 교육에 대한 논의

를 진행함. 이를 통해 매년 본 사업팀과 카자흐스탄 알마티 고려인이 교류하고 다음 방

문시 상호 협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함.

○ 2017년 5월 26일 카자흐스탄 고려인 노인대학에서 모국방문으로 본 사업팀인 인하대학

교 다문화융합연구소에서 기념세미나를 개최함. 이날 세미나에서는 카자흐스탄 노인대학 

학교장과 노인대학 어르신 30여명이 노인대학에서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전승에 대한 

발표함. 이를 통해 카자흐스탄 고려인 생애사 연구에 서로 협력하기로 함.

○ 본 사업팀은 2018년 7월 23일 사할린 영주귀국 한인과 함께 학술대회를 개최함. 학술대

회 주제는 이주민 사회통합과 사할린 동포 법적 지위에 대해 연구소 박봉수 박사가 발표

하고 사할린한인센터장인 신동식 회장의 발표가 있었음. 특히 본 사업팀이 연구한 사할

린 한인의 생애사에 대한 책이 함께 출간하여 사할린 한인 연구에 확장을 도모함. 

○ 2019년 5월 28일 카자흐스탄 노인대학 생애사 출판 기념 세미나를 개최함. 세미나를 통

하겨 고려인들의 생애를 다시 되짚어 보고 고려인들의 생애를 통해 우리사회에 주는 메

시지를 찾고자 함. 현재 인천 남동구 함박마을에 고려인이 5천명가량 거주하고 있으며 

고려인에 대한 연구가 깊이 있게 진행되어야 함을 시사함. 

4) 학술지 게재 실적 및 학술대회 발표 실적

 

○ 본 사업팀의 사업수행기간인 2013년부터 2019년 8월까지 대학원생 국내외 학술지 게재

실적과 저서실적, 참여교수의 국내외 학술지 게재실적과 학술대회 실적은 다음 표와 같

음. 

2019

1.03 한국 부평구청 다문화강사 프로그램 공동 진행

3.19 한국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정 자녀 멘토링 사업 지원 

5.15 한국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다문화언어강사의 역량을 위한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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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팀의 참여교수와 참여원생의 학술지 게재실적과 학술대회 발표실적을 살펴보면 

사업이 수행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몄으며 2018년에는 참여교수들의 저서 실적이 두드

러지게 나타남. 이는 그동안 다문화관련 연구들이 결과물로 산출되었으며 인하대학교 다

문화융합연구소가 다문화전문교육기관으로 견고히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줌.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학생

논문

(국내)
7 28 28 31 27 37 10 168

논문

(국제)
- 7 10 26 22 6 3 74

학술대회 18 95 51 58 74 40 13 349

저서 - 1 3 1 - 1 - 6

교수

논문

(국내)
7 35 37 36 53 53 19 240

논문

(국제)
- 5 6 9 11 13 3 47

저서 2 4 5 8 6 17 1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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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력양성 계획 및 지원 방안

2.1 대학원생 확보 및 배출 실적의 우수성

 가. 대학원생 확보 및 배출 현황

<표 2> 참여교수의 지도학생 확보 및 배출 실적                                      (단위: 명)

대학원생 확보 및 배출 실적

실적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 계

확보

`15년

성과

평가

2013년 3 13 0 16

2014년 8.5 24 0 32.5

2015년 5.5 12 0 17.5

`18년

성과

점검

평가

2016년 28.5 68 1.5 98

2017년 26.5 87 1 114.5

`19년

종합

평가

2018년 7.5 49 1 57.5

2019년 4 21.5 0 25.5

계 83.5 274.5 3.5 361.5

배출

`15년

성과

평가

2014년 2 3 5

2015년 3 5 8

`18년

성과

점검

평가

2016년 10 6 16

2017년 10 3 13

2018년 4 7 11

`19년

종합

평가

2018년 2 7 9

2019년 2 7 9

계 33 38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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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팀의 우수 대학원생 확보 및 지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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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업팀의 우수 대학원생 확보 및 지원 노력

1) 우수 대학원생 확보

○ 본 사업팀의 교육비전은 ‘글로컬 다문화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다문

화사회의 실현’으로,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본 사업팀은 첫째, 교내의 다양한 

장학금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연구 인프라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

써 국내․외 대학원생들을 확보하고, 둘째, 국제학술행사에 참여하여 해외학자들과 교류

함으로써 그들의 우수한 학문후속세대를 확보하고, 셋째, 선이수제를 활용하여 학부생 

때는 체험하기 힘든 교과과정이나 학부-대학원생간 공동 프로젝트 등을 체험함으로써 

다문화교육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을 대학원생으로 확보함. 구체적인 대학원생 확보는 

다음과 같이 운영하였음.

 (1) 교내 장학금 지원 제도 활용

 첫째, 국내 우수 대학원생 확보를 위한 장학금 지원 

○ 본 학과에 입학하는 우수한 학생들에게 인하비전장학금, 정석장학금, 지도교수 추천장

학금, 조교장학금(TA), 연구장학금(RA), 예비대학원생 장학금, 산학연장학금, 인하 

Global Leader Pre-College 장학금, 교환학생 장학금, 학비장학금 등 다양한 교내 장학

금을 지원함. 교내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인하비전장학금은 연구실적 및 성적 우수자인 전일제 박사과정원생에게 지원하는 장학

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주는 장학금임. 본 사업팀 소속 내국인 참여원생중 박미

숙, 전영은, 강현민, 김금희, 배현주, 박봉수, 최희, 남혜경, 오영섭, 김미순원생 등 

다수가 인하비전장학금을 받고 있고, 그 외에 연구장학금(RA)과 조교장학금(TA)은 교외

연구비 수혜실적이 우수한 교수의 지도학생에게 지원되는 장학금으로, 방현희, 최승은, 

최보선, 민기연, 김수민, 이현주 원생 등에게 지원하였음. 

○ 지도교수 추천장학금은 전일제 석사와 박사과정 입학 예정자 중 인하대학교 대학원 입

학 예정 학과 지도교수에게 추천을 받은 자로, 등록금 전액을 면제받게 됨. 이 장학금

은 본교 학부 및 석사과정 출신인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임. 예비대

학원생 제도는 학부 4학년 학생 중 일정한 기준의 성취를 보인 학생들을 전액 또는 반

액 장학금을 통해 대학원으로 유치하는 사업임. 또한 석사과정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학생들을 박사과정으로 유지하기 위해 만든 장학금을 받고 사회교육과 출신 홍정훈 원

생과 김양현 원생이 본 학과에 입학하였고, 최유성 원생이 지도교수 추천장학생으로 전

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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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해외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장학금 지원

○ 인하대학교는 본 학과에 입학하는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정석국제장학금, 교환학

생장학금, 조교장학금 등을 지원함. 

○ 정석국제장학금은 외국인 입학 예정자 중 한국어 토픽 4급이상의 어학능력과 성적우수

자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대부부의 외국인 유학생들은 정석국제장학금 수혜 받고 

본 대학원 다문화교육전공으로 입학함. 본사업팀 소속 외국인 유학생 중 정석국제장학

금을 받은 원생은 갈라노바 딜노자(우즈베키스탄), 아이고자에바 아이게림(카자흐스

탄), 우루쿤치에브 아들벡(키르키즈스탄), 백보예바 아이굴(키르키즈스탄), 이시이 히

로꼬(일본), 선곡유화(일본), 황해영(중국), 천지아(중국), 레기영짱(베트남), 팜티휀

짱(베트남), 장연연(중국), 양언흠(중국), 융티탄 프엉(베트남), 아지조바 피루자(우즈

벸,스탄), 이춘양(중국), 레일라(아제르바이잔), 주용(중국) 등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

이 정석국제장학금을 지원 받았음.

 

○ 외국인 유학생들은 국립국제교육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정부초청

장학금인 GKS(Global Korea Scholarship), 풀브라이트, 한국장학재단, 한국연구재단 등 

다양한 형태의 교외장학금을 지원 받고 있음. 본 사업팀 참여대학원생인 니고라혼 야쿠

보바(우즈베키스탄)은 현재 GKS 장학금을 지원 받고 있음.

○ 2019년 1학기 참여대학원생 12명중 외국인 유학생이 6명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하며, 

외국인 유학생 전원이 정석국제장학금을 수혜 받고 있음. 내국인 6명 중 1명은 인하비

전장학금을 받고 있으며, 다른 1명은 지도교수 추천 장학금을 받음. 나머지 4명은 학업

장학금으로 50% 장학금 수혜를 받음. 이러한 인하대학교의 장학금 제도로 인해 우수한 

내국인 및 유학생을 본 대학원 다문화학과 및 사업팀 인력으로 확보할 수 있었음.

○ 이와 같이 내국인과 외국인 대학원생은 인하대학교 교내 장학금을 지원받음으로써 국내

외 학술대회 발표 및 KCI 등재(후보)지에 많은 논문을 게재하고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논문 발표를 하는 등 탁월한 학문 활동을 수행함.

 

(2) 국제학술행사를 통한 우수 대학원생 확보

첫째, 한-베 영스칼라 포럼(The Korean-Vietnam Young Scholar Forum)을 통해 우수 베트

남 유학생 확보

○ 한-베 영스칼라 포럼은 한국의 신진학자들과 베트남의 대학원생 및 신진학자들의 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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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교류의 장으로 한-베 영스칼러포럼을 개최하여 우수한 베트남 출신 유학생 융티탄 

프엉을 확보함. 융티탄 프엉은 베트남 달랏대학의 한국어학과 강사로 활동한 우수한 인

재임. 한-베 영스칼러포럼을 통해 지속적으로 본 사업단을 홍보하고 우수한 베트남 유

학생을 확보함. 

 

둘째, 지속적인 학문적 교류를 통한 우수 유학생 확보

○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 아제르바인잔 등의 대학교들과 학술 포럼, 워

크숍 등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우수한 외국인 대학원생을 유치함. 특히 우즈베키스탄 

출신 박사과정생 갈라노바 딜노자, 아지조바 피루자원생, 카자흐스탄 석사과정 아이고

자에바 아이게림, 키르키스탄 석사과정 우루쿤치에브 아들벡과 백보예바 아이굴, 아제

르바이잔 박사과정 레일라 등 중앙아시아 출신 외국인 유학생이 다문화학과에 입학하여 

갈라노바 딜노자는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아이고자에바 아이게림과 백보예바 아이굴은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취업 하였음. 우루쿤치에브 아들벡은 인하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임.

셋째, 교환학생 및 인턴 프로그램을 통한 우수한 유학생 확보 

○ 중국 중앙민족대학교 석사 과정생인 곽소군, 박성애, 손덕준 원생이 2014년 2학기에 인

하대학교 대학원 다문화학과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함. 중앙민족대학교는 중국의 56

개 소수민족을 연구하는 명문 대학으로, 본 사업팀의 연구 목표와 부합하는 학교임. 또 

2017년 중앙민족대학교 고완정 원생이 교환학생으로 참여하였으며, 2019년 1학기에는 

카자흐스탄 아디나이 학생이 교환학생으로 참여하여 참여원생들과 함께 발표 및 워크숍

을 진행하였음. 

넷째, 국제학술대회 참여를 통한 학과 홍보 및 대학원생 확보

○ 중국, 동남아시아(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등), 몽

골,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터키, 발틱 3국(라트비

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의 다문화학 관련 국제학술대회 참가하여 본 학과 및 

사업팀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이를 통해 외국인 대학원생 확보를 위해 노력함.

○ 일본 고베대학교와 본 사업팀은 대학원생이 워크숍을 통하여 17편의 다문화교육 및 문

화 관련 연구내용을 발표하고 한국과 일본에서 진행되는 연구에 대해 상호 이해를 높이

는 시간을 가짐. 2019년 11월에는 한-중-일 워크숍을 통하여 해외 출신 학교 대학원생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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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팀은 베트남 국가행정학원과 상호 방문을 통하여 대학원생 교류 및 해외연구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함. 베트남 국가행정학원(한국의 공무원 연수기관과 같은 정부

기관)은 베트남 공무원들이 한국의 대학원에 진입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및 행정체계 

등에 대해 교환함. 이에 2018년 10월 30일 인하대학교 대학원 다문화교육전공 및 교육

대학원 및 교육과정에 대한 소개 및 학술발표를 가졌으며 2019년 10월 24-25일은 베트

남 행정학원에서 주제로 학술행사를 앞두고 있음. 

(3) 학부생-대학원생 공동 프로젝트를 활용한 우수 대학원생 확보

첫째, 학부생 대상 다문화교육 관련 공모전 개최

○ 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에 개설되는 전공 선택 과목인「다문화교육의 이해」강좌에서 수

강생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 현장답사 수기와 사진전 등에 대한 공모전 을 개최함. 

둘째, 각 연구실별 학부생-대학원생 공동 프로젝트 추진

○ 사업팀의 7개 연구실에서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이 함께 ‘다문화공동프로젝트’를 진행

하여 학부생들에게  대학원생으로 선경험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다문화학과 및 

사업팀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

○ 사업팀의 연구실 중 다문화교육정책연구실은 학부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이 함께 다문화 

탈북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부생들이 다문화가정과 다문화학생을 체험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함. 이 과정에서 대학원생들이 학부생의 튜터 역할을 하며 자연스럽게 

다문화교육과 본 사업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대학원 진학의 동기를 부여함.  

넷째,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 활용

○ 본 학과와 인천다문화교육연구센터에서 운영하는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단에서 

멘토로 활동하는 우수 학부생에게 본 대학원 및 BK21 플러스 사업을 소개함. 이를 통해 

사회교육과 홍정훈 원생이 본 학과의 석사과정에 진학하여 학위를 받고 취업함. 다문

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은 예비교사들에게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한 학부생을  

대학원 에 진학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함.

  

2) 우수 대학원생 지원 

○ 본 사업팀은 교내외 장학금 지원, 국제학술대회 참여, 학부-대학원생간 공동 프로젝트 

등을 활용해 국내․외 우수한 대학원생을 확보하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장학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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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교수의 다문화지역 현장연구 참가, 국내 다문화교육기관 자원봉사 참여 지원, 국내 

다문화교육기관의 인턴십 참여 지원, 해외 기관 인턴십 및 연수 지원, 영어논문 작성 

지원, 외국어 학습 지원, 외국어 유학생들에게 한국어 학습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 정

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구체적인 지원 노력은 다음과 같음.

 

(1)  장학금 지원

 

○ 본 사업에 참여하는 풀타임 원생들은 인하대학교의 다양한 장학금을 통하여 국내 학생 

및 우수 유학생 유치하고 있음. 장학금의 유형은 정부초청장학금, 정석국제장학금, 인

하비전장학금, 지도교수추천 장학금 등이 있음. 이를 통해 본 사업에 참여한 대학원생

의 등록금과 연구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 

 

○ 특히, 인하대학교 장학금 대상 선정 시 BK21 플러스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을 우선 

선발하기 위해 대학원 장학금 규정에 맞게 사업팀 장학금 내규를 정비하고 장학금 수혜

대상에 대한 기준을 강화함.

(2) 다문화지역 현장연구 참가

 

○ 우수 대학원생에게는 동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 다문화 공간과  다문화사회 지역 

현장연구에 참여교수와 함께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참여대학원생들

에게 동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 현장연구를 통해 Global-Practice 영역의 학습을 

가능하게 함. 

○ 다문화전문인력들에게 필요한 국제적 차원의 실천 영역을 높이기 위해 원생들에게 이론

뿐만 아니라 현장에 대한 이해 및 사례를 통하여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이

를 통해 한국 상황뿐만 아니라 앞서 다문화사회를 경험한 국가들의 사례를 통하여 세계

적인 다문화적인 상황을 포괄할 수 있는 문화적 기술 및 실천적 사례들을 연구하도록 

지원할 수 있음. 

○ 동남아시아지역의 현지연구 사례를 살펴보면, 김영순 교수와 레기영짱 원생(베트남)이 

하노이 인사대학교 히에우 교수, 베트남 달랏대학교 까오친 교수 등과 함께 다민족 국

가인 베트남 사파지역의 문화적 다양성과 공존의 삶의 살펴보기 위해 문화답사를 수행

하였음. 이를 통해 저서「베트남 문화의 오딧세이」를 개정하는 자료로 활용함. 

○ 중국 현지연구 대표적인 사례는 중국 동북지역 소수민족에 대한 연구로 중국동북사범대

학 훠메이천 교수와 함께 중국 동북 소수 민족의 다양성과 지역의 특수성을 통한 공존

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함. 이러한 결과로 2019년 12월 중국 동북지역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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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야기가 저서로 출판될 예정임.

○ 중앙아시아 지역의 다문화현장을 답사하여 고려인에 대한 정체성 연구를 심도 있게 진

행하고 있음. 구체적인 현장연구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중앙아시아 출신 외국

인 유학생인 갈라노바 딜노자(우즈베키스탄), 아이고자에바 아이게림(카자흐스탄), 백

보예바 아이굴(키르키즈스탄) 3명과 함께 우즈베키스탄 알마티와 카자흐스탄을 방문하

여 고려인 연구를 진행하였음. 현장연구를 통해 소논문은 물론 「카자흐스탄 고려인 생

애사 스토리텔링 연구」가 2019년 저서로 출간 됨

○ 사할린 한인들의 현지연구를 위해 김영순 교수는 박봉수, 박미숙 박사와 함께 사할린 

한인회를 방문하고 사할린 한인에 대한 생애사 연구를 실시함. 이를 위해 러시아 사할

린 한인회와 MOU를 체결하고 사할린 한인들의 이주의 배경과 이주 경험 등에 대한 연구

를 수행함. 그 결과 「사할린 한인의 노스텔지어 이야기 탐구」와 「사할린 한인의 다

양한 삶과 그 이야기」가 저서로 출간됨.

(3) 국내 다문화교육기관 자원봉사 참여 지원

○ 본 사업팀에 소속된 참여대학원생 중 일부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KSL) 자격증 소

지하고 있어 다문화교육 관련 기관에서 한국어를 지도하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함. 또

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련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보조강사 및 튜터로

도 활동함. 이러한 활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방현희, 정지현, 전경미 원생은 경기도 안산시 (사)국경없는마을의 한국다문화학교에서 

진행한 ‘유레카 프로그램’에서 참여 학생들의 조별 활동을 지원하고, 보조강사로 활

동함. 

○ 박미숙, 전영은 원생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하모니센터에서 진행하는 ‘남동구 하모니 

MDPG(Multicultural Dream-Playing Game) 프로그램’을 보조하고, 학생들을 관리하는 

튜터의 역할을 담당함. 

○ 김금희, 박지인, 박미숙, 황해영, 방현희, 박봉수, 홍정훈, 이시히 히로꼬, 이춘양, 최

원희, 남혜경, 이현주 원생 등 사업팀 참여대학원생 다수가 인하대학교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멘토링 사업의 운영진 및 튜터인 멘토 매니저로 활동함. 

○ 박봉수 원생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8월까지 1년 동안 공립형 다문화 대안학교인 인

천한누리학교에서 한국어 및 한국문화를 지도하는 봉사활동을 수행함. 박봉수 원생은 

인천한누리학교의 재학생들과 그 학생들의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에게 초급․중급 한국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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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쳤고, 한국사회에 적응하면서 겪는 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지역사

회와 연계한 다양한 문화다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음. 

○ 홍정훈 원생은 인천하나센터에서 봉사활동 및 공동연구 수행하였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일대 임대아파트에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상담함. 홍정훈 원

생은 연구 범위와 대상을 확대해 James Banks의 문화정체성이론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

여 석사 논문을 작성함. 현재 아산시 삼성고등학교 사회교과 교사로 재직하면서 꾸준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

   

○ 중앙아시아 출신 유학생인 갈라노바 딜뇨자(우즈베키스탄), 벡보에바 아이굴(키르키즈

스탄), 아이고자에바 아이게림(카자흐스탄) 원생은 국내 유일한 한국이민사박물관에서 

중앙아시아 및 사할린 동포 관련 문헌 자료 정리를 돕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함. 

○ 강현민, 박미숙 원생은 2014년 11월부터 12월까지 인천광역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구 

난민센터)에서 주 3회, 1회 2시간씩 난민가족들을 위해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교육과 한

국어를 가르치는 교육기부 활동을 진행함.

○ 박미숙, 방현희, 황해영 원생은 인천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역사회 다문화보육 

리더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의 보조 강사(튜터)로 활동하고 있고, 박봉수 원생은 전

체 프로그램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 사무국의 일원으로 참여함.

○ 박미숙, 윤희진 연구교수와 딜노자 원생은 인천한누리학교에서 중도입국청소년 대상 한

국어 교육을 위한 자원봉사를 실시함. 이들은 자원봉사를 통하여 한국어교육을 한국문

화를 통하여 가르침.

○ 오영섭, 왕금미 원생은 인천 가정고등학교 중도입국청소년을 대상으로 감성미술여행 프

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함. 이 프로그램은 총 6회기로 개발하여 '나와 나무', '과거-현

재-미래', '행복과 불행', '나의 소원', '성장'이라는 6개의 주제에 대해 중도입국청소

년들의 흥미를 이끌어 내고 미술을 통한 자신감을 불어 넣어 주었음. 

(4) 교육기관과 연계한 활동 지원

○ 본 사업팀에 참여한 연구교수와 대학원생은 강화고등학교 창의융합교과캠프를 기획하고 

운영하여 일반 고등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에 대해 소개하고 다문화인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함. 특히 외국인 유학생들인 딜노자, 피루자, 장연연, 프엉 원생이 함께 참여하

여 자신들의 문화를 소개하는 등 고등학생들의 캠프에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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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인수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세계시민되기 프로그램을 진행함. 세계시민되기는 

세계여행’, ‘세계의 전통 옷 체험’, ‘세계의 친구들’, ‘드림캐쳐 만들기’, ‘창

의력 쌓기’ 등의 부스 운영을 통한 세계 시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진행으로 다양한 나

라의 문화와 언어, 놀이 등을 통하여 다양성을 함양하고 세계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

록 함. 이를 위해 본 사업팀 대학원생 전원이 참여하여 활동함.

 ○ 피루자와 세바라 원생은 인천 작전고등학교 외국어 캠프에 참여하여 고등학생을 대상

으로 러시아 문화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함. 러시아 문화의 특성과 러시아어에 

대해 소개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윤희진 박사와 오영섭 원생은 인천 인성여자고등학교 다문화관련 소논문쓰기 동아기 

멘토링을 진행함. 이들은 인천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하여 고등학생 대상 다문화교육프로

그램 개발에 대한 소논문을 완성할 수 있도록 멘토링을 지원함. 

(5) 통번역 활동에 대한 지원

 

○ 본 사업팀에 참여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본국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특

히 모국 사람들이 한국에 파견오거나 통역이 필요한 상황에 통번역을 할 수 있도록 지

원함. 융티탄프엉 원생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이 주관한 베트남 문화교륙 프로그램에서 

국가공무원들의 통번역자로 참여하는 등 활동을 지원함. 이를 통하여 베트남 나짱시 공

무원과 인천시 중구청 공무원들을 통하여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함. 

○ 사업팀에 참여한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피루자, 딜노자, 세바라 원생은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모국방문단 행사에서 문화통역을 담당함. 이들은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기념 고

려인 초청 행사에서 고려인에게 한국문화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언어 및 문화

를 통역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 현재 초급 중국어와 베트남어를 소규모 그룹(2-3명)으로 나누어 현지에서 필요한 일상 

회화 중심의 외국어 학습을 진행함. 이에 대해 사업팀에서는 강사로 활용되고 있는 참

여대학원생에게 인센티브의 기회와 더불어 참여교수와 다문화교육 필드워크를 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함. 

(6) 다양한 국가에 대한 문화 학습기회 마련

○ 다양한 국가의 문화적 다양성을 체험하기 위해 본 사업팀 참여대학원생들을 강사로 활

용하여, 중국, 베트남, 몽골, 일본 등의 문화를 소개하는 기회를 마련함. 이를 통해 참

여대학원생은 상호문화적 역량을 기르고, 국제학술대회 발표 시 문화적응 및 다문화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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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본 사업팀의 특성 상 다양한 국가의 유학생이 많아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음. 따라서 유학생들이 자신의 문화와 언어를 다른 원생에게 가르쳐

주는 언어문화 워크숍을 진행하여 서로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기회를 가짐.

(7)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어 지원 

○  본 사업팀에 참여하는 유학생의 비율이 50%를 차지함. 이들의 한국어 실력은 TOPIC 4

급 이상으로 중 상급이지만, 보다 깊이 있는 학문 수행을 위해 한국어 TOPIC 5급과 6급

에 도전할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음. 이를 위해 학과 한국인 동료들이 멘토가 되어 한국

어를 지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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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참여대학원생의 진로개발 성과

 <표 3> 사업팀 참여대학원생 취업률(진학률) 실적                              (단위: 명, %)

구분

참여대학원생 졸업, 취업 및 진학 현황

취업률(%)

(D/E)×100

진학률(%)

(C/F)×100졸업자

(G)

입대자

(B)

진학자(C)
취업자

(D)

취업

대상자

(E=G-B-C)

진학

대상자

(F=G-B-D)국내 국외

2014년 8월

졸업자

석사 2 0 0 0 2 2

100

박사 1 0 1 1

2015년 2월

졸업자

석사 2 0 0 0 2 2

100

박사 3 0 3 3

2017년 2월

졸업자

석사 2 0 1 0 0 1 2

0 33.33

박사 1 0 0 1 1

2017년 8월

졸업자

석사 2 0 1 0 1 1 1

50 50

박사 1 0 0 1 1

2018년 8월

졸업자

석사 1 0 0 0 0 1 1

0 0

박사 1 0 0 1 1

2019년 2월

졸업자

석사 0 0 0 0 0 0 0

66.67 0

박사 3 0 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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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대학원생의 진로개발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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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참여대학원생의 취업률(진학률) 실적

가. 진로개발 운영 성과

○ 본 사업팀에서는 다문화교육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취업의 질적 우수성을 제고하기 위

하여 다양한 취업지도 프로그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연구자로서 가져야할 윤리, 다

문화교육전문가로 진로 개발할 때 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함.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다문화교육 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

○ 연구실별 진로 컨설팅을 실시함. 각 연구실에서는 본 사업의 참여대학원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역량을 진단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매 학기 오리엔테이션 및 정기적인 미팅을 

진행하며 진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음.

(1) 다문화교육 진로 가이드북 발행

○ 『다문화교육 진로 가이드북』발행하여 참여대학원생들이 다문화교육전문인력으로 다

문화관련 분야 진로를 탐색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신의 진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사업팀이 함께 공동 작업하여 발행함. 『다문화교육 진로 가이드

북』은 현재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문화교육 영역의 직업들에 대한 개념, 특

성, 자격조건, 현황, 전망 등을 중심으로 설명된 소책자로 본 사업팀의 참여대학원생

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진로와 관련된 직업군을 조사하고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둠. 이를 통해 다문화교육에 대한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

(2) 졸업생을 초청하여 진로특강 실시

○ 진로교육 특강은 다문화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다문화교육 전공 졸업자가 대학원생들에

게 현장의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특강으로 직업을 가지기까지 탐색과정과 개발과정에 

대해 전하고 이를 통하여 참여대학원생들의 진로탐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음. 

구체적인 진로특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음.  

연도 특강일 특강자 소속 주제

2014 9.23 서광석 이주민사회통합지원센터 다문화교육 전문가 과정

2015 7.28 오정은 IOM 이민정책연구원 이민, 다문화연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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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학기 참여대학원생에 대한 사업팀장의 개별 진로 상담을 진행함. 사업팀장은 참여대

학원생들의 다문화교육 분야 진로 탐색 및 지도를 위하여 개별 상담을 매 학기 시행하

였음. 상담을 통하여 참여대학원생들은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다문화교육 관련 직업 

및 업무 종사자를 소개받을 수 있었으며 참여대학원생들이 다문화교육 전문가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진로를 확장할 수 있도록 사업팀 차원에서 기획

하고 수행함.

2) 다문화교육 전문가 역량 향상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교육 진로분야의 자격증 취득 및 다양한 교육과정 수료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

램 개발하고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노력을 기울임. 참여대학원생들은 다문화교육

전공 수업을 통하여 졸업과 동시에 법무부에서 발행하는다문화사회전문가 2급국가

공인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이를 통해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한국문화

의 이해’ 과목을 전담하는 강사로 활동할 수 있음. 현재 참여원생 중 다문화사회전문

가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총 12명(방현희, 전경미, 최보선, 박미숙, 히로꼬, 남

혜경, 박지인, 황해영, 채은희, 이춘양, 박봉수, 왕금미)이며 대부분의 참여대학원생

이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관련된 수업을 듣고 현장과 연결하여 실습하여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움. 

○ 이 외에 다문화교육의 대표적인 분야인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부전공 및 ‘한국어교원자격증’ 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함. 현재 한국어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참여대학원생은 총 8명

(박미숙, 방현희, 전경미, 최희, 남혜경, 어경준, 안진숙, 황진민)이며 많은 참여대학

원생이‘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을 부전공으로 선택하여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학점

을 취득함. 특히 외국인 유학생(천지아, 장연연, 황해영, 프엉, 딜노자, 피루자, 레일

라, 이춘양)은‘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을 부전공하여 본국에 돌아가 한국어 교육 확

산을 위해 노력하고자 함.

○ 다문화교육전문가로서 실천적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사업팀에서‘다문화전문가가 

되는 길’이라는 주제로 역량 강화 캠프 운영함. 연구교수들은 참여대학원생이 자신이 

2016 12.24 최정호 인천 여성가족재단 아주 사소한 박사과정 이
야기

2017 11.30 왕금미 에듀인미술심리연구소 나를 찾는 행복한 여행

2018 8.24 배경임 내를 건너 숲으로 도서관 다문화현장이야기

2019 5.30 최보선 법 교육센터 직업인 초청 진로특강

50-284



가진 역량과 능력, 잠재력을 확인하고 그것을 자신이 꿈꾸는 진로분야와 연결할 수 있

도록 역량 강화 캠프를 운영하였음. 캠프는‘나의 꿈’, ‘나를 SWOT분석하기’, ‘나

의 생애와 진로’, ‘노력의 씨앗’등의 참여대학원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됨. 

○ 다문화교육 현장 지원을 위해 참여대학원생들에게 지역사회의 현장성과 다문화교육 직

군의 실무경험을 제공함. 이주민사회통합지원센터, 인천한누리학교, 남동하모니센터 

등 다양한 다문화교육 기관을 연계하여 다문화교육 현장실습 및 자원봉사프로그램을 

지원함. 

○ 참여대학원생들이 자체적으로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함. 2017년 12월 9

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전국 교육청 주최‘다문화너나들이축제’에 본 사업

팀이 참여하여 “다문화전문가가 되는 길”이라는 주제로 부스를 운영함. 모든 참여대

학원생이 함께 참여하여 일반 대중 및 현장 전문가들에게 다문화교육 현장의 현황과 

미래를 안내하여 다문화인식을 개선하고 다문화 감수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다문화교육 

직업을 홍보하며 다문화교육의 미래 직업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현황을 파악할 수 있

었음.

○ 본 사업팀은 인문사회계 연구자가 지켜야하는 연구윤리에 대해 특강을 통하여 주기적

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연구자의 자세와 자질뿐만 아니라 다문화교육자로서 가져야할 

마음가짐에 대해 윤리특강을 실시함. 특히 사회에 팽배해 있는 다문화 사회의 구성원

에 대한 차별과 편견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참여대학원생들

은 다문화교육 전문가로서의 윤리의식을 조사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파악함.

3) 진로와 연계한 프로그램 확대

○ 참여대학원생의 다문화교육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 관련 자

격증 취득 및 경력인증 프로그램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함. 참여대학원생들이 다문

화현장에서 폭넓게 활동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다문화사회 전문가 1,2급자

격증취득 및 법무부의 민간귀화면접관지원, 국립국어원에서 심사하고 문화관광체육부

에서 자격을 부여하는 한국어 교원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시험 준비

를 위한 교재를 후원함. 

○ 참여대학원생들이 한국어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공인된 기관에

서의 500시간 현장교수 경험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본 사업팀과 MOU를 체결한 기관을 

적극 활용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협약을 찾아 학위취득 후 진로와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팀 차원에서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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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참여대학원생을 활용하여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워크숍을 개최

함. 워크숍을 통하여 글로컬 다문화교육 전문 인력들의 외국어학능력을 계발하기 위하

여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하여 러시아어, 카자흐스탄어, 중국어, 일본어, 우즈벡어, 아

제르바이잔어와 그들의 나라 문화를 배울 수 기회를 제공함. 그 내용은 다음 표와 같

음. 

○ 또한 참여대학원생들의 시각을 넓히고 보다 많은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해외 다

문화교육 기관으로의 장·단기연구를 적극적으로 권장함. 중국 북경중앙민족대학의 교

환학생인 박성애, 곽소은, 손덕준, 고완정, 요동위, 송양 원생이 수학하고 돌아갔으며 

지속적으로 해외 교육기관과 교류할 예정임. 그동안 방학을 활용하여 해외기관에서 연

수를 받거나 학생교류프로그램을 통하여 해외 대학의 유관 대학원에서 학점을 이수하

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2) 취업의 질적 우수성

○ 본 학과를 졸업한 참여대학원생들은 다문화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직종에 취업하고 있

음. 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 영역은 크게 ‘다문화교육 현장실무인력’, ‘다문화정책  

전문인력,다문화교육 연구인력등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할 수 있음. 

본 학과의 졸업 후 기대하는 활동 영역은 본 사업팀이 설정한 두 개의 영역, A-Track

(지역적 영역: 지역사회-학교-가정 영역)과 B-Track(국제적 영역: 지역사회-국가-초국

가)임. 이에 따른 취업 사례의 우수성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1) 다문화교육 현장실무 인력

○ 다문화교육 현장실무인력은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다문화교육 관련 지식, 기술, 태도

를 갖추고 다문화교육현장에서 실무적인 업무를 하는 인력으로 구체적인 취업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연도 국가 강사 내용

2015년 2학기 일본 이시이히로꼬 일본 문화 엿보기

2016년 1학기 중국 황해영 중국의 문화와 언어

2016년 2학기 카자흐스탄 아이게림 카자흐스탄 언어와 문화

2017년 1학기 아제르바이잔 레일라 아제르바이잔 문화

2017년 2학기 우즈벡 딜노자 우즈베키스탄의 역사와 문화, 언어

2018년 1학기 러시아 피루자 러시아어와 문화 탐색

2018년 2학기 베트남 프엉 베트남어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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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8월 석사학위를 취득한 알기르마 원생은 부천 부천송일초등학교 이중언어강사

로 활동하고 있음. 이중언어 강사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글로벌 리더 인재양성을 위

한 교육부의 교육지원 사업으로,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문화적․언어적 배경을 고려하여 

두개의 언어를 통한 이중언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도할 수 있는 전문적

인  강사인력을 말함. 이중언어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본, 중국, 필리핀, 베트남, 

몽골, 태국, 중앙아시아, 러시아 지역 출신 등 대졸 이상 학력이 요구되며, 한국외국

어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이중언어 양성 과정을 수료해야 함. 따라서 이중언어 강사인 

알기르마 원생은 상당한 수준의 이중언어 능력과 교수법에 대해 전문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음. 또한 알기르마 원생은 몽골의 동화를 기반으로「아기 얼룩말의 모험」(시와

동화 출판사)을 2015년 4월에 출간하였음.

○ 2014년 8월 석사학위를 취득한 팜티휀짱 원생은 본국으로 돌아가 본교 출신 대학인 베

트남 국립 후에대학교 외국어대 한국어학과에 임용되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지도하고 

있음. 베트남 중부 후에(HUE)시에 위치한 국립 후에대학교 외국어대는 2012년 한국어

학당이 설립되는 등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대학교임.

○ 2014년 2월 박사학위를 취득한 박순덕 원생은 현재 경기도 시흥 은계초등학교 수석교

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박사로서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기교육청에서 주관하

는 다문화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또한 2011년 경기도다문

화 공립학교 추진 T/F 팀으로 활동하였고, 2012년-2013년에는 경기도 다문화거점학교 

자문위원으로, 2014년-2015년에는 경기도 다문화연구학교 자문위원 및 다문화중점학교 

자문위원으로 활동함.

○ 2015년 2월 석사학위를 취득한 홍정훈 원생은 아산시 삼성고등학교 사회과에 정식교사

로 임용됨. 임용과 동시에 다문화교육 석사학위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삼성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전담교사를 맡고 있음.

○ 2015년 2월 박사학위를 취득한 최정호 원생은 인천대학교 교수학습센터의 연구원으로 

취업하여 교재 및 교수법을 개발에 대해 연구하다가 2017년 인천여성가족재단 연구위

원으로 취업하여 인천의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여성 정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2015년 2월 석사학위를 취득한 김수경 원생은 2014년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다문화가

족과에 취업하여, 한국 다문화가정을 위한 여러 정책을 수립하는 업무를 담당함.

○ 2017년 8월 박사학위를 취득한 방현희 원생은 BK21+ 사업팀에 참여하면서 다문화멘토

링 및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음. 이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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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현재는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 등에서 이주노동자를 위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을 시행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 2018년 8월 박사학위를 취득한 최보선 원생은 법교육센터 연구위원으로 임용되어 국내 

이주민관련 법교육, 일반 시민 대상 이주법제교육 다문화교육 등 업무를 담당하고 관

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2019년 2월 박사학위를 취득한 딜노자 원생은 Evergreen Motors Group (주한 우즈베키

스탄 무역대표부)회사에 취직하여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의 무역, 교육과 관련 협력 

프로젝트 참여, 통-번역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2019년 2월 박사학위를 취득한 윤현희 원생은 교육개발원 연구위원으로 임용되어 일반 

업무는 물론 다문화교육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여 다문화사회 미래인재양성을 위

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음.

(2) 다문화교육 연구인력

○ 다문화교육 연구인력은 다문화교육 연구소 및 대학에서 연구와 강의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말함. 구체적인 취업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 2014년 8월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영실 원생은 인천지역의 다문화교육 및 다문화정책 

관련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인천다문화연구소’를 설립하여 이사장직을 맡고, 다양

한 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특히 인하대학교 다문화학과 원생들과 함께 다문화교

육 관련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2015년 2월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영은 원생은 경인교육대학교에서 강사로 임용됨. 특

히 전영은 원생은 박사과정 당시 인천시 남동구 하모니센터의 MDPG 프로그램과 (사)국

경없는 마을의 유레카 프로그램의 보조강사로 참여한 경력을 인정받아 경인교육대학교

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에 공동연구원으로 참여중임. 

○ 2015년 2월 박사학위를 취득한 김창아 원생은 현직 초등학교 교사로, 학위 논문 주제

인 교육연극을 활용하여 재직 중인 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교수 학습방법에 적용하고 

있음. 이를 통해 새로운 다문화교육의 교수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2015년 8월 박사학위를 취득한 정지현 원생은 다문화교육 현장실무가와 다문화교육 연

구자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고 있음. 현재 인하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전임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언어교육원 소속 강사들과 함께 한국어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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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개발함. 

○ 2015년 8월 박사학위를 취득한 최승은 원생은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 연구교수

로 임용됨. 목원대학교와 경인교육대학교의 초빙교수로도 활동을 하며 다문화교육과 

음악교육, 다문화교육철학과 음악교육, 상호문화교육과 음악교육 등과 같이 다문화음

악교육이라는 새로운 연구 분야를 개척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음악을 다문화 상담과 

치료에 활용하는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음.

○ 2016년 2월 박사학위를 취득한 박미숙 원생은 인하대학교 BK21+ 글로컬다문화교육전문

인력양성사업단인 본 사업단에서 연구교수로 재직함. 2013년부터 2015년까지 BK21+ 참

여대학원생으로 참여하면서 20여편의 소논문을 게재하는 등 많은 연구실적을 달성하였

으며 졸업식에서는 인하대학교 대학원장상 이외에도 베스트 연구상을 받음. 또한 

BK21+ 참여원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 참여원생을 독려하고 지지하며 연구교수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음.

○ 2016년 08월 박사학위를 취득한 선곡유화 원생은 일본국적의 결혼이주여성으로 현재 

경인교대와 항공대에서 다문화교육과 일본어 강의를 함. 일반 학생들의 다문화 행동의

도와 자기효능감, 다문화태도와 관련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결혼이주여성

들의 정체성 및 정책과 관련하여 많은 활동을 하고 있음.

○ 2017년 2월 박사학위를 취득한 천지아 원생은 인천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 후 전임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음. 천지아 박사는 결혼이주여성으로 한국으로 이주한 결혼이

주여성의 귀감이 되고 있으며 박사논문을 영어로 작성하고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계승

어 및 이중언어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다문화전문가로서 왕성하고 활동을 하고 있음. 

○ 2018년 8월 박사학위를 취득한 최희 원생은 동북아 연구재단 기간제 연구위원으로 위

촉되어 동북아 지역 역사, 교육, 융합적인 분야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음. 최희 

박사는 북한이탈주민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 협상에 관련된 박사논문을 통하여 북

한이탈주민과 관련된 프로젝트는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2019년 2월 박사학위를 취득한 오영섭 원생은 인하대학교 글로컬다문화교육전문인력

양성사업단 전임연구원으로 임용되어 다문화교육 연구, 다문화 상담 치료분야 강의 및 

연구를 진행함.

○ 2019년 2월 박사학위를 취득한 윤현희 원생은 초등학교에 교사로 복직하여 다문화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탈북학생 교사연수 진행, 다문화교육과정 운영, 다문화 인식개선 수

업, 다문화 학생 지도 및 다문화가정 지원, 다문화 교육주간 운영, 다문화사회 미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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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양성 사업에 기여하고 있음. 2019년 7월에는 교육개발원 연구위원으로 임용됨.

○ 2019년 2월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경미 원생은 인천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한국어 강사

로 임용되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사로 활동하고 있음. 2019년 9월 선문대

학교 강사로 임용되어 다문화교육에 대한 강의를 진행함.

○ 2019년 8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장연연 원생은 중국 재남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어 중국

의 지속가능한 교육을 위한 다문화교육에 대한 수업을 맡아 교수중임. 장연연 박사는 

2019년 1학기 졸업식에서 총장상을 받는 등 우수한 성적과 함께 중국의 다문화교육에 

기여함.

(3) 진학 사례

○ 2016년 8월에 졸업한 박지인, 장연연 석사는 2016년 9월, 인하대학교 대학원 다문화교

육 전공 박사과정에 진학함. 박지인은 석사논문 주제인 미등록 이주민의 인권침해에 

관한 심화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관심분야를 이주민의 인권 및 법제로 확대하고 

있음. 장연연은 중국교과서 분석을 통한 문화다양성 교육 연구에서 확대하여 해외에서

의 다문화교육 사례 및 교육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2016년 8월에 졸업한 민기연 석사는 2016년 9월,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박

사과정에 진학함. 자폐범주성 장애 성인의 고용과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경험에 관한 

다문화교육석사논문을 바탕으로 현재는 특수교육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음.

○ 2016년 8월에 졸업한 레기영짱 석사는 모국인 베트남 하노이 사회과학인문대학교에서 

한국어교육 강사로 재직한 후 현재 프랑스 대학에서 박사과정으로 재학 중임

○ 2017년 2월에 졸업한 우르군치 아드벡은 졸업 후 무역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인

하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데 진학하여 교육학 석사를 이어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

득하기 위해 진학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있음.

○ 2017년 8월에 졸업한 융티탄프엉 석사는 2017년 9월,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에 진학함.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전통명절 경험에 관한 연구를 

하였으며 베트남은 물론 한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과 그의 자녀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음.

○ 2018년 2월에 졸업한 강현민 박사는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대학으로 박사 후 연구과정

으로 재직 중임. 한국 내 고등교육기관의 상호문화교육에 대하여 영어로 박사논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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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였으며 고등교육기관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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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원생 연구역량

3.1 참여대학원생 연구 실적의 우수성

① 참여대학원생 1인당 논문(저서) 환산 편수

<표 4> 대학원생 논문 및 저서 환산 편수 실적

구 분

6년간 실적

전체기간 실적`15년 성과평가 `18년 성과점검평가 `19년 종합평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8년 2019년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논문 환산편수
2.55

12.216

6

11.258

3
15.2 14.2 5.4 15.1 5.5 81.4249

국제저명 학술지

논문 환산편수
0 0 0 0 0 0 0 0 0

기타국제 학술지

논문 환산편수
0 3.75 6.8333 20.05 16 2 2.1 0.8833 51.6166

학술 저서

환산편수

국어 0 0.3384 1.7142 0.2 0 0 0.5 0 2.9526

외국어 0 0 0 0.2 0 0 0 0 .2

총 연구실적 환산편수 2.55 16.305
19.805

7
35.65 30.2 7.4 17.7 6.3833 135.994

1인당 연구실적

환산편수
0.9545 2.3629 1.3018 1.5012

사업팀 참여 대학원생 수 40.5 31 18.5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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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참여대학원생 1인당 논문(저서) 환산 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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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참여대학원생 대표 연구 실적

1. 참여대학원생 대표 실적

2. 참여대학원생 논문 질적 우수성

  본 사업팀에서 게재된 참여대학원생의 논문 및 저서 중에서 연구주제 및 학술지를 중심

으로 질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은 총 14건의 실적을 다음과 같이 기술함.

○ 실적 1 

 - 서지사항: 갈라노바딜노자·박미숙·김영순, 「우즈베키스탄계 고려인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이중언어교육 방식에 대한 사례연구」, 『교육문화연구』 22(2), 2016.

 - 이 연구는 IF 1.48인 등재지 『교육문화연구』에 게재된 논문으로 목적은 우즈베키스탄

계 고려인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융합 경험이 자녀의 이중언어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를 분석한 것으로 본 사업팀의 참여대학원생인 갈라노바딜노자 원생이 주저자로서 

연구를 이끌었음.

 - 이 연구는 고려인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에 능통한 고려인 어머니가 한국에 이주하여 

한국인남편과 한국어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면서 자신의 자녀에게 다중언어교육을 실

시하는 경험을 중점적으로 살펴본 것임. 이 연구는 한국사회에 증가하는 다중문화자들

이 한국어를 비롯한 다중언어교육을 실시할 때 겪는 어려움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연구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님.

연번 저널명(출판사) 논문(저서) 제목

1 교육문화연구
우즈베키스탄계 고려인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이중언어교육 방식에 대

한 사례연구

2 교육문화연구 재독 한인국제결혼여성의 생애사에 나타난 이주의 의미

3 다문화평화 후기 청소년기 중국계 중도입국청소년 체류경험에 관한 연구

4 다문화평화 북한이탈주민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동기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5 다문화사회연구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인식과 경험에 대한 탐색

6 문화교류연구 이주배경 청소년의 발달자산이 공동체주의 시민성에 미치는 영향

7 북코리아 언어, 문화 그리고 비판적 다문화교육

8 북코리아 카자흐스탄 고려인 생애사 스토리텔링 연구

9 여성학연구 재미 국제결혼 한인여성의 문화적응에 관한 사례연구

10 여성학연구 다문화가족의 난타 여가활동 경험에 관한 연구

11 열린부모교육연구 탈북학부모의 자녀 학교교육 참여 실태에 관한 연구

12
예술인문사회멀티

미디어논문지
재한중국동포의 민족정체성의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

13
예술인문사회멀티

미디어논문지
국내 이주민의 정신건강 법률에 관한 연구

14 인문사회 21 우즈베키스탄 가족문화와 효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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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 2

 - 서지사항: 남혜경·김영순, 「재독 한인국제결혼여성의 생애사에 나타난 이주의 의

미」, 『교육문화연구』 24(6), 2018. 667~685.

 - 이 연구는 IF 1.45에 달하는 등재지에 게재된 논문으로 본 사업팀의 참여대학원생 남혜

경원생이 재독 한인국제결혼이주여성의 생애사를 통해 이주의 의미를 탐색한 연구임.

 - 연구는 독일에 간호사로 이주한 후 정착하고 독일 남성과 결혼한 한국여성 6명을 자기

생애기술을 과 심층 인터뷰 자료를 활용하여 Mandelbaum의 생애사 분석법을 활용하여 

분석 함. 

 - 이 연구는 해외이주 한국인 동포 여성들이 해외에서 적응경험을 통해 한국의 다문화사

회 결혼이주여성의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과 다문화관련 기관 및 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음.

○ 실적 3

 - 서지사항: 이춘양·박미숙, 「후기청소년기 중국계 중도입국청소년 체류경험에 관한 연

구」, 『다문화 평화』 11(3), 2017.

 - 이 논문은 IF 0.87인 등재지 『다문화와평화』에 게재된 논문으로 중국계 중도입국청소

년들의 체류와 관련된 경험을 탐색하고 이들의 체류와 관련된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 연구를 통하여 중도입국첨소년들이 한국으로 입국하는 동기와 기대와 다르게 한국에

서의 낯선 삶, 그리고 갈등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음. 중도입국청소년들의 기대감과 

절망, 갈등들이 잘 나타나 있으며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중도입국청소년들에 대

한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음.

 - 이러한 연구결과는 중도입국청소년들에 대한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서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학문적으로 많은 의미가 있으며 학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함. 

○ 실적 4

 - 서지사항: 최희·김영순, 「북한이탈주민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동기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다문화와 평화』 11(1), 2017.

 - 이 논문은 IF 0.87인 등재지『다문화와평화』에 게재된 논문으로 국내 정착하여 수년간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참여경험

을 분석함.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된 동기로 개인적

가치와 보상심리, 이타적 동기등으로 분석하여 연구결과를 이끌어 냄.

 - 연구결과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 겪은 경험과 연계되어 남한사회에서 관심과 나눔이

라는 행위로 이어지고 있었고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서 풍족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아간다고 해도 북한에서 겪었던 경험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이타

적 동기가 발현된다고 해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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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러한 나눔의 행위는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통일된 한국사회에

서 자신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음. 이러한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이 증가

하는 시점에 나눔을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간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우수한 논

문임. 

○ 실적 5

 - 서지사항: 이시이히로꼬·이영선,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인식과 경험에 

대한 탐색」, 『다문화사회연구』 9(2), 2016.

 - 이 논문은 IF 0.88인 등재지『다문화사회연구』에 게재된 논문으로 결혼이주여성으로서 

다문화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참여대학원생인 이시이히로꼬가 주저자로 참여한 것으로서 

한일 국제결혼가정의 청소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녀들의 진로에 대한 인

식과 경험을 탐색하고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진로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였음.

 -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진로경험을 부모와 자녀의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다

문화가정환경 내에서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양상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

으로 자녀, 가정, 학교, 제도의 측면에 대한 각각의 진로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

에서 학문적·실용적으로 의미가 있는 논문임.

○ 실적 6

 - 서지사항: 최원희·이명임, 「이주배경 청소년의 발달자산이 공동체주의 시민성에 미치

는 영향」, 『문화교류연구』 7(4), 2018. 153~178.

 - 이 연구는 이주배경청소년의 발달자산이 공동체주의 시민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됨. 

 - 이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및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이주배경청소년 294명을 

의도적 표집방법으로 표집하여 회귀분석으로 진행하였음. 연구결과로는 공동체주의 시

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지지, 범위와 기대, 사회적 능력, 긍정적 정체감으로 드러

남.

 - 연구를 통해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잠재적 역량 개발을 위하여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에 다층적이고 다각적으로 다가갈 필요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우수한 논문이라고 볼 

수 있음.

○ 실적 7

 - 서지사항: Sonia Nieto. Language, Culture, and Teaching (2nd). Routeldge. 20009. 

김영순·오영훈·이미정·윤희진·강현민·최승은·임지혜·정소민·김창아·박순덕 옮

김, 『언어, 문화 그리고 비판적 다문화교육』, 북코리아, 2016. ISBN 

978-89-6324-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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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역서는 BK21+ 사업팀장과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을 중심으로 미국 메사추세츠 

명예교수인 소냐 니토의 저서를 번역한 것으로 참여대학원생인 강현민은 공동번역자로

서 참여하였음.

 - 이 역서는 비판적 다문화교육에 대해 다룬 개론서로 다문화교육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 특히, 사회문화적·사회정치적 렌즈를 다문화

교육에 구체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실제 교육현장에서의 다문화교육 실천 사례 및 이론을 

다루고 있음.

 - 복잡한 정체성을 지닌 다양한 배경의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한국 사회와 이제 막 

태동기를 지난 다문화교육학계에 이론과 실천을 결합한 중요한 질문들을 던져주고 있는 

본 사업팀의 대표 실적임.

○ 실적 8

 - 서지사항: 『카자흐스탄 고려인 생애사 스토리텔링 연구.』 김영순·최영은·윤희진·

강현민·갈라노바 딜노자·윤현희·김정복·이영우 지음, 북코리아. 2018.

 - 이 저서는 BK21+ 사업팀장과 참여대학원생을 중심으로 알마티 한국교육원 부설 주말 고

려노인대학 어르신들의 자기생애사 쓰기 내용을 바탕으로 심층인터뷰를 통한 그들의 삶

을 담아낸 저서로 갈라노바 딜노자 원생과 윤현희 참여원생이 공동번역자로서 참여하였

음.

 - 이 책은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살아온 삶의 여정을 기록한 책으로 국권을 상실한 시대

에 강제이주로 카자흐스탄으로 간 한인들이 생존을 위한 투쟁, 그리고 자신의 문화와 

글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들을 그들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음. 

 - 책을 통하여 고려인들의 민족정체성의 소중함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을 다시 한 번 정리

해주고, 재외 동포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할 수 있었으며 그들의 삶의 실상을 생생

하게 기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님. 또한, 본 사업팀의 연구 영역이 국내 이주민에서 

해외거주 한인에 이르기까지 확장되었음을 보여주는 본 사업팀의 대표 실적임.

○ 실적 9

 - 서지사항: 남혜경·김영순, 「재미 국제결혼 한인여성의 문화적응에 관한 사례연구」, 

『여성학연구』 26(3), 2016.

 - 이 논문은 IF 0.33인 등재지『여성학연구』에 게재된 논문으로 해외로 이주한 여성 한

인들의 삶을 재구성하는 데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오고 있는 본 사업팀의 남혜경 원생

이 주저자로 참여한 것임.

 - 이 연구는 1990년대 이후 국제 결혼하여 미국으로 이주한 한국 여성들의 유입국에서의 

문화적응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임. 연구를 통하여 미국사회에서 한인여성들이 겪었던 

차별과 배제의 배경에 언어와 역사, 문화, 전승된 편견의식이 있음이 밝혀졌음. 또한 

이주자로서의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개인의 노력은 타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

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였음이 밝혀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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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을 만들어나가는 주요 구성원

이라고 보았을 때 이 연구가 주는 시사점은 크다고 할 수 있음. 특히, 전승된 편견의식

의 경우, 현재 다문화교육에서 논의되고 있는 바가 매우 적음. 이를 밝히고 그 해답을 

찾아가는 연구가 추후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 연구는 한인연구 및 다문화연구의 측

면에서 매우 우수한 연구임.

○ 실적 10

 - 서지사항: 이춘양·김기화, 「다문화가족의 난타 여가 활동 경험에 관한 연구」, 『여

성학연구』 28(2), 2018. 123~147.

 - 이 연구는 IF 0.73에 달하는 등재지에 게재된 논문으로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가족의 난

타 여가 활동이 이주여성 및 자녀의 생활과 다문화 사회 통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함.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족을 위한 여가 문화 프로그램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

음. 본 사업팀의 참여대학원생인 이춘양 원생이 주저자로서 연구를 주도하였음.

 - 본 연구는 질적 연구 중 사례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난타 여가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이주여성 5명을 대상으로 자녀와 함께 여가활동 참여 경험을 중심

으로 심층 인터뷰를 통해 난타 여가 활동은 스트레스 해소, 모 자녀 관계의 증진, 자녀

의 성장 및 역량 개발, 지역 사회와의 교류 촉진, 타문화 이해 증진 및 사회 통합 측면

에서 긍정적 인 효과를 보임을 확인함. 이 연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여가 문화 프

로그램 운영에 있어 충분하지 못한 시간과 공간 사용의 제약, 자녀 역량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의 미흡, 여가활동에 대한 지원체계 미흡이 문제점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

로 다문화가족을 위한 여가프로그램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

님.

○ 실적 11

 - 서지사항: 최희·강현민, 「탈북학부모의 자녀 학교교육 참여 실태에 관한 연구」, 

『열린부모교육연구』 8(3), 2016.

 - 이 논문IF 1.49인 등재지『열린부모교육연구』에 게재된 논문으로 저자들은 본 사업팀

의 참여대학원생으로 3차년도(2015년)에 탈북학생의 학교생활 연구를 실시하던 중 탈북

학생 지도교사가 초등학교 자녀를 둔 탈북학부모들이 자녀교육과 학교교육참여에 ‘비

협조적’이라고 언급한 것에서 이 연구를 시작한 것으로, 이 논문의 목적은 탈북학부모

의 학교교육 참여 실태를 조사하고 탈북학부모 교육을 제안하는 데 있음.

 - 이 연구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진행한 장기간의 참여관찰을 바탕으로 이루

어졌으며, 총 6명의 연구참여자를 사례 연구한 것임. 연구 결과 한국과 북한의 교육이

념, 탈북학부모들이 인식하는 ‘교육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주교육과 보조교육에 

대한 탈북학부모의 인식개선과 탈북학부모가 받아온 교육적 배경에 대한 교사의 이해의 

필요성을 도출하였음.

 - 장기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탈북학부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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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한 이 논문은 탈북이주민 대상 다문화교육의 측면에서 우수한 논문이라고 볼 수 있

음.

○ 실적 12

 - 서지사항: 황해영·천지아, 「재한중국동포의 민족정체성의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 

『예술인문사회멀티미디어논문지』 6(3), 2016.

 - 이 논문은 IF 0.33인 등재지『예술인문사회멀티미디어논문지』에 게재된 논문으로 본 

사업팀의 참여대학원생들이 재한중국동포의 민족 정체성의 변화를 살펴본 것으로 학술

대회에서 발표 후 논문으로 추천받아 게재된 것임.

 - 이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동포 12명의 심층 인터뷰를 통한 자료 수집·분석

을 통하여진행되었음. 연구결과 재한중국동포의 정체성은 ①고국으로의 한국, ②중국 

조선족으로의 회귀, ③융합된 형태로의 재조정이라는 세 단계로 변화하고 있음이 밝혀

졌음. 또한, 국내 거주 중국동포들이 한국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

해서는 동포 단체 등의 연대를 통한 사회적응 노력과 정부차원에서의 지지체계를 이용

한 주류사회와의 공존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 이 연구는 한국사회에 거주중인 이주민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재한중국동포의 

정체성 변화를 학문적으로 밝혔을 뿐만 아니라, 다문화관련 기관 및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음.

○ 실적 13

 - 서지사항: 이발래·오영섭, 「국내 이주민의 정신건강 법률에 관한 연구」, 『예술인문

사회멀티미디어지』 8(12), 2018. 753~760.

 - 이 연구는 IF 0.34에 달하는 등재지에 게재된 논문으로 한국은 산업에 필요한 노동 및 

농어촌지역의 결혼을 위하여 이주민을 수용하였지만, 앞으로 국내 이주민의 삶의 질, 

특별히 정신건강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팀 오영섭 원생이 주저자로 참여한 것임.

 - 이 연구는 국내 이주민의 정신건강 법률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이주민이 선주민보다 정신

건강에 있어서 열악한 상황에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이혼율 및 다문

화청소년의 자살률 등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법적인 부분으로 해결 가능성을 찾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법, 다문화법률, 사회복지법률 등을 살펴보면서, 법률상의 문제점

을 제기함.

 - 연구 결과는 국내 이주민의 정신건강 법률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해 정신건강 복지에서 

정신건강복지의 대상을 이주민까지 확대하며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신건강증진

의 장을 마련하는 관점으로 전환 필요성, 다문화관련 법률에서 이주민의 정신건강복지

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추가해야 할 필요성,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관련 법률에서 이

주민에게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의 문화적 유능성에 관한 요건

을 보완해야 함을 제언함으로 법적 개선 방향을 제언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우수한 연구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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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 14

 - 서지사항: 아지조바피루자·박지인, 「우즈베키스탄의 가족문화와 효 사상」, 『인문사

회 21』 8(4), 2017.

 - 이 연구는 등재지 『인문사회 21』에 수록된 논문으로 우즈베키스탄의 가족문화를 살펴

보고 이러한 전통풍습속에서 나타나는 효사상을 고찰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 이

를 위해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효사상의 분석을 위해 보편 가능한 효 윤리체계를 통해 

분석하였음.

- 이러한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자신의 나라에서 나타나는 효에 대한 개념과 한국에서 

중시하는 효에 대한 개념에 대해 재정립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문화적응에 있어 효

를 통해 정신적인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 있어 학문적으로 의미가 있음.

 

 

66-284



67-284



3.2 대학원생 연구활동 촉진 및 지원 실적(국내·외 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포함)

가. 대학원생 연구활동 촉진 노력

○ 본 사업팀에서는 참여대학원생의 학술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

술·교육지원, 행정지원의 두 측면에서 참여대학원생을 지원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

1) 학술·교육 지원

(1) 융합세미나를 통한 연구역량 강화

○ 본 사업팀에서는 참여대학원생이 교육학뿐만 아니라 인문과학, 사회과학, 기술과학의 

폭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융합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음. 본 사업팀과 서울

대 I-STICJK·ITPP팀과 안동대 문화코디네이터사업단 대학원생들이 함께 인문사회실천

포럼을 실시함. 이를 통해 융합학문 영역에서 대학원생들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함.

 

○ 이를 통해 게재된 논문 실적은 다음과 같음

(2) 다문화교육 논의의 장 조성

○ 다양한 학문영역에서 초청된 참석자들의 다양한 논평과 다른 관점의 견해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한국지역

사회생활과학회 등의 학회들과 연합하여 공동학술대회를 주관하고 참여대학원생들이 발

표할 수 있는 발표의 장을 만들었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들은 수정 보완하여 학

술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지도함.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학생

논문

(국내)
7 28 28 31 27 37 10 168

논문

(국제)
- 7 10 26 22 6 3 74

학술대회 18 95 51 58 74 40 13 349

저서 - 1 3 1 - 1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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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법무부, 교육부,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등 다문화교육 관

련 정부기관과 정책 개발을 위한 공동포럼을 개최함으로써 본 사업팀의 참여대학원생들

이 다문화교육을 위한 정책적 마인드를 제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

(3) 선·후배 멘토링 실시

○ 학술연구가 익숙하지 않은 석사과정 원생들과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동료 멘토링 및 

선·후배 멘토링을 진행되고 있음. 논문 찾는 법, 연구방법, 연구계획서 작성 등에 대

해 박사를 받은 선배가 후배원생의 멘토가 되어 멘토링을 진행하고, 소논문을 공동으로 

작성하는 등 협동학습을 이루고 있음. 또한 질적분석 과정에 대해서도 선후배 및 동료

가 서로 리뷰하는 등 멘토링을 통해 삼각검증을 이루어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

고 한국에서의 학문생활을 돕고 있음. 

(4) 대학원생 요구 조사

○ 매 학기 초/말에 참여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상담을 실시하여 참여대학원생

의 니즈를 파악하여 사업팀의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있음. 사업 초창기인 기반조성기는 

결혼이주여성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역량강화기에는 재외한인 및 이주노동자, 북한이

탈주민으로 해외학자 초청 워크숍 및 국내학자 글로컬 다문화포럼 등의 학술활동 주제

가 변화하였으며 이에 대한 연구실적도 변모되었음. 확대발전기에는 국제적으로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동안 연구한 자료들을 아카이브로 구축하는 등 대학원생들의 요

구에 맞추어 질적인 성장을 도모함. 

(5) 뉴스레터 발간을 통한 학술활동 독려

○ 매달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참여교수의 학술활동 내용이 담긴 소식지를 발간하

여 사업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업구성원들에게 이메일로 전달하고 있음. 현재 2019

년 8월 소식지까지 발행함. 소식지를 통하여 본 사업팀의 학술활동 및 관련 학회 발표 

및 논문 마감일 정보를 전달하여 참여대학원생들의 학술활동 참여를 독려함.

(6) 논문작성 세미나 운영

○ 참여대학원생의 논문 작성을 돕기 위하여 논문작성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음. 특히 인하

대학교에서 운영 중인 도우리 글쓰기 클리닉과 English Lounge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

하고 있음.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지도교수와 대학원생이 공동논문을 영어로 작

성할 경우 번역 및 번역교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에디티지 등 국내 유수의 학술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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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기관을 활용하는 것을 지원함. 천지아 원생과 강현민 원생이 이러한 지원을 받음.

 2) 행정 지원 

(1) 행정 전문인력 활용

○ 인하대학교 내에서 운영중인 BK사업팀 4개를 전담하는 행정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BK사

업팀 행·재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참여대학원생의 행정적 부담을 감소시킴.

(2) 참여대학원생 전용 연구 공간 확보

○ 본 사업팀의 참여대학원생 전용 연구 공간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음. 인하대학교 서호

관 304B호인 참여대학원생 전용 연구 공간은 32.80㎡로 총 15개의 책/걸상, 프린터, 사

물함 등이 마련되어 있음. 또한 본 사업팀의 참여대학원생 전용 교육 공간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음. 인하대학교 서호관 237B호인 참여대학생 전용 교육 공간은 63.20㎡로 

빔프로젝터, 스크린, 칠판, 컴퓨터, 35인용 책걸상 등이 마련되어 있음.

(3) 참여대학원생 연구 기자재 지원

○ 참여대학원생의 원활한 연구를 위하여 참여대학원생 전용 연구 공간에 설치된 프린트의 

토너, A4용지 등을 지원하고 있음. 또한 연구에 필요한 컴퓨터 프로그램 및 바인더, 설

문조사 도구 등을 대여 및 구매하여 지원하고 있음.

(4) 학술논문 발표에 대한 경비 지원

○ 참여대학원생의 학술논문 발표 장려를 위하여 참여대학원생의 학술대회 참석비용 중 일

부를 지원하고 있음. 국제학술대회의 경우 항공권, 숙박비, 등록비 등을 지원하며 국내

학술대회의 경우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음. 국제학술대회와 국내학술대회 경비를 지원받

고 발표한 논문은 이를 수정 보완하여 학술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독려함. 이에 

본 사업팀은 참여대학원생의 학술역량을 강화하고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학술대회 경비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논문 게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

이 지원함. 

○ 국제학술대회 발표 지원 및 실적

① 2013년 12월 8일 중국 베이징에서 김금희원생이 ‘다문화가정부부간 의사소통과 자녀양

육경험에 관한 연구 최승은 원생이 The Research on the Possibility of Multicul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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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in the Elementary School through the Chorus 주제로 발표함

② 2014년 1월 8일부터 10일까지 대만 Yuan Ze University에서 개최된 The 3rd 

International Symposium on Multicultural Society 방현희, 박미숙, 김금희, 알기르

마, 팜티휀짱, 전경미, 이미정, 홍정훈 원생이 8편의 논문을 발표함. 

③ 2014년 5월 1일부터 3일까지 크로아티아에서 개최한 The 5th World Conference on 

Psychology, Counselling and Guidance 학술대회에서 김금희원생은 A Study of 

Experience and Meaning of Mentors Participating in Intercultural Youth Mentoring 

Programs, 박봉수원생은 The Study of the Role of Supervisor on the University 

Students’Mentoring for Multicultural Children, 최승은 원생은 Investigating 

elementary school children’s learning experiences through multicultural chorus 

activities: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approach 주제로 발표를 지원함.

④ 2014년 5월 9일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된 The 30th Pacific Ri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isability & Diversity에서 선곡유화, 전경미, 김금희 원생이 사업팀의 

이영선 교수와 함께 논문을 발표함, 주제는 Multicultural Family and Disability in 

Korea, The Voices of Immigrant Mother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Korea으로 

지원함.

⑤ 2014년 8월 14일-15일 카자흐스탄에서 개최된 The 5th Annu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Korean Applied Linguistics & CIS Korean Studie 

Conference에서 강현민 홍유나 원생이 A Case Study on the Korean Campus Experience 

of University Students from Central Asia 주제로 발표하는데 지원함. 

⑥ 2014년 9월 13일-15일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Shanghai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cial Science에 강현민, 최보선, 박미숙, 천지아 원생이 A Study on Early 

Adaptation to College of Foreign Students from Central Asia,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Filial Duty by Chinese Marriage Migrant Women, A Study on 

Law-related Education for Migrants in Korea 주제로 발표를 지원함.

⑦ 2014년 11월 17일 전영은원생이 European social sciences and the globalisation of 

education and training: toward a new reflexive and critical framework에서 An 

ethnomethodological approach on high school students’ arts and culture 

activities in multicultural education 주제로 발표하는데 지원함.

⑧ 2015년 3월 25일 박봉수, 배현주, 황해영 원생이 중국 베이징에서 4th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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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posium on Multicultural Society: Culture, Ethnicity, and Identity 개최된 학술

대회에서 발표를 지원함. 이날 발표에서는 박봉수원생은 A Study on the life history 

of Dongsik as a Sakhalin Korean, 배현주원생은 Chinese Minority Group’s Culture 

and Cultural Industry, 황해영원생은 The persent status of multicutultural siciety 

and the rise of multiculturalism education in Siuth Korea 주제로 발표함.

⑨ 2015년 5월 14일-16일까지 터어키에서 개최된 6th World Conference on Psychology, 

Counselling and Guidance에 박미숙, 박봉수, 최승은원생이 세편의 논문을 발표함. 주

제는 A study on the academic motivation of immigrant women in graduate school, 

Understanding of life through the biographical study on the old Sakhalin Korean, 

Dong-Sik Shin, Experience and meaning of interaction among childcare center 

teachers, parents and their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임

⑩ 2015년 5월 28일-29일까지 카자흐스탄에서 개최한 Asian Conference on Psychology & 

Sociology에서 강현민, 아이굴, 딜노자, 아이게림 원생의 발표를 지원함. 주제는 강현

민원생은 A study on ethnic identity of Koryo-Saram in Kazakhstan, 딜노자원생은 

Youth global civic competence through multicultural education, 아이게림원생은 

Ethnotelling as a research method for the folks village 이며 발표 후 카자흐스탄 

고려인에 대한 생애사를 인터뷰하고 돌아왔으며 이는 2018년 카자흐스탄 고려인 생애사 

스토리텔링 연구의 기초 작업이 되었음.

⑪ 2015년 7월 6일-8일 홍콩에서 개최된 Hong Kong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cial 

Science 학술대회에서 박지인 원생이 Establishment of the concept of Multicultural 

Educ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in South Korea 주제로 발표하는데 지원함.

⑫ 2015년 8월 17일-18일 강현민 원생이 정기섭교수와 함께 The 1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ducation, Pedagogy, Management, Innovation and Technology에서 발표

함. 발표주제는 

 Intercultural Competency for Teacher at Public Multicultural Alternative School 

for Immigrants and Multicultural Families Student's School Maladjustment in Korea 

임

⑬ 2016년 5월 11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2016 4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Education, Psychology and Social Sciences에서 방현희, 김미순, 딜노자, 최희 원생이 

논문 발표를 하였음. 이에 사업팀에서는 발표를 위한 경비를 지원함. 발표된 김미순, 

딜노자, 방현희, 최희원생의 원고는 2016년 8월『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학술지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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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2016년 7월 4일 러시아 사할린에서 개최된 ‘2016 시베리아연구 국제학술대회’에서 박

봉수 원생이 논문 발표을 함. 이에 사업팀에서는 참가비, 항공권, 숙박료등을 지원함. 

발표된 논문은 수정 보완하여“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의 통과의례에 나타난 고향의 의

미”주제로 『교육문화연구』 22권 6호에 게재됨.

⑮ 2016년 7월 14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INTE 2016- International 

Conference onNew Horizons in Education’의 논문발표에 참여한 강현민, 최희 원생의 

등록비와 항공료, 숙박비 등을 지원함. 이를 통해 강현민, 최희 원생은 “North Korean 

Defector Parents’ Perception of School Activities Participation”주제로 

『Turkish Online Journal of Educational』 학술지에 2016년 12월에 게재 됨.

⑯ 2016년 10월 29일 싱가폴에서 열린 ICLEI 2016 싱가폴 국제학술대회에 박지인, 두문영 

원생이 논문발표에 참가함. 이에 사업팀에서는 등록비 및 항공료, 숙박비, 등을 지원

함. 이중 박지인원생이 발표한 논문은 수정 보완하여 2016년 12월 ‘Study of the 

protection of undocumented migrant children’s right to education’라는 주제로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Invention』 학술지

에 게재하는 성과를 올림. 

⑰ 2017년 2월 9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된 2017 ICESS 일본 요코하마 국제학술대회에 

방현희, 김미순 원생이 논문발표를 함. 이에 해외발표에 등록비 및 항공권, 숙박비 등

을 지원함. 방현희 원생은 발표된 논문을 보완하여 2017년 7월 ‘다문화멘토링의 재개

념화를 통한 시사점 탐색’이라는 주제로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지』에 게재됨.

⑱ 2017년 2월 9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된 ISER 51ST INTERNATIONAL CONFERENCE에 방

현희 원생이 참가하여 ‘A STUDY ON MENTOR'S MULTICULTURAL-KNOWLEDGE FORMED BY 

MULTICULTURAL MENTORING ACTIVITIES’ 논문을 발표함. 이를 위해 사업팀에서는 발표에 

대한 항공권, 숙박비를 지원하였으나 아쉽게도 논문으로 연결되지 못하였음. 

⑲ 2017년 5월 19일까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된 ‘12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cial Sciences’에서 장연연, 오영섭 원생의 논문발표가 있었음. 발표

를 위한 등록비, 항공권, 숙박비등을 지원함. 장연연 원생이 발표한 논문 주제는‘The 

Significance of the Multicultural Education Based on the Experiential’로 2017년 

5월 『European Journal of Social Sciences』 학술지에 게재됨.

⑳ 2017년 5월 22일 ICAANP 베를린 국제학술대회에 오영섭, 장연연 원생이 논문 발표함. 

오영섭 원생은 ‘Vietnamese Indigerous Healing’s Implication for Vietnam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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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an’라는 주제로 발표함. 사업팀에서는 등록비와 항공권을 지원함. 발표한 원고는 

『International Scholarly and Scientific Research & Jnnovation』 학술지에 게재 

됨.

⑳ 2018년 7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INTE 201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ew 

Horizons in Education’국제학술대회에서 윤현희, 장연연, 오영섭 원생의 논문 지원. 

본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은 2018년 11월 『Turkish Online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학술지에 “A Study On The Experiences Of Pre-Service Teachers 

Participating In A Cooperative-Learning-Based Class”라는 주제와 “A Study On The 

Experiences Of Pre-Service Teachers Participating In A Cooperative-Learning-Based 

Class”,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Plan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cluding Global Citizenship”, “ Analyze The Influencing Factors Of 

Self-Reflection On Teacher’s Behavior Through The Activities Of The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Leading Teachers In China”,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Intercultural Education In Chinese Universities For Cultivating International 

Talents”등 4편의 논문이 게재되는 성과를 보임.

○ 국내학술대회 발표 지원 및 실적

① 2013년 한국 다문화교육연구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이미정원생의 논문 발표를 

지원함, 발표 주제는 공공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운영연구: 인천중앙도서관을 사례로 임.

② 2015년 6월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황해영 원생이 중고등학생 자

녀를 양육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스트레스와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 주제로 논문 

발표함. 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함.

③ 2016년 6월 27일 안동대학교 국제교류관에서 실시한 제 11회 디지털로지 인문사회실천

포럼에 많은 참여대학원생 13명(황해영, 최희, 딜노자, 아이굴, 아이게림, 두문영, 피

루자, 프엉, 장연연, 방현희, 천지아, 박봉수, 김미순)이 인문융합적인 학문에 참여하

여 학문의 역량을 넓히는 기회를 가짐. 학술대회 참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

④ 2016년 7월 1일 충남대학교에서 개최 된 ‘예술인문멀티미디어학회 2016년도 하계학술

대회’를 통해 박봉수, 강현민, 황해영 원생의 논문 발표를 지원함. 이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황해영원생의 원고는 수정보완하여 2016년 9월 『예술인문사회멀티미디어논문

지』에 “국내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이중언어교육”이라는 주제로 게재됨. 

⑤ 2016년 8월 10일부터 11일까지 개최한 한국사회과교육학회 학술대회에 참여한 황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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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 딜노자, 피루자 원생을 지원함. 이 학술대회에서 최희 원생은 “세계시민교육과 

연계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현장 적용 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지만 논문실

적으로 이어지지 못했음. 

⑥ 2016년 10월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아이굴, 아이게림, 최희 원생

의 교통비를 지원함. 아이게림이 발표한 논문은 수정 보완하여 2017년 5월 “주카자흐

스탄 한국기업 직원들의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문화교류연

구』 학술지에 게재됨. 

⑦ 2017년 4월 21일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춘계 공동학술대회에 딜노자, 피루자, 남혜경 

원생의 논문발표를 위해 교통비 및 숙박비를 제공함. 딜노자 원생은 “우즈케키스탄 유

학생의 한국문화경험연구”, 피루자 원생은 “타슈켄트주 아리랑 요양원 입소노인이 경

험하는 스트레스에 관한 질적연구”, 남혜경 원생은 “국제결혼 한국여성의 글로벌 공

동체 구성과 역할에 관한 연구”를 발표함. 발표된 원고들은 수정 보완되어 피루자 원

생은 『인문사회 21』 학술지에 게재되었으며, 남혜경 원생은 2017년 12월에 『교육문

화연구』 학술지에 게재됨. 또한 딜노자 원생은 2017년 8월 『문화교류연구』학술지에 

게재됨. 

⑧ 2018년 9월 13일 부산대학교에서 개최한 국제학술대회 ‘Culture, Representation, 

Biography & Lifelong Learning 문화, 재현, 생애사 그리고 평생학습’에서 남혜경 원

생은 “intercultural Communication Study of International Married Koreann Women 

in Germany”라는 주제로 발표함 

⑨ 2019년 5월 3일 목포 호남대학교에서 개최한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춘계 학술대회에 최

유성은 최유성 4차 산업혁명 시대 세계시민교육의 방향과 과제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이

춘양 결혼이주여성 대상 한국어 교육용 한자성어 목록 선정 방안, 김수민 다문화 내담

자를 위한 미술치료에 대한 국내연구동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채은희 다양성을 내포한 

한국속담 탐색, 장연연 세계시민역량의 관점에서 본 중국 교양교육과정의 과제, 이현

주,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국내 지원정책 연구, 피루자 우즈베키스탄 거주 한국인들의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경험에 관한 연구, 남혜경 재 유럽 한인 국제결혼여성의 생애사 

연구,주용 재중 한국인 유학생 동아리 활동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주제로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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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참여대학원생 1인당 논문(저서) 환산 편수

<표 5> 대표실적 증빙 목록

연번 저널명(출판사) 논문(저서)제목 증빙 방법 증빙 확인

1 교육문화연구
재독 한인국제결혼여성의 생애사에 나타난 이주의

의미
온라인

https://www.riss.kr/search/

detail/DetailView.do?p_mat_

type=1a0202e37d52c72d&contr

ol_no=9c7089abf80ae5f74884a

65323211ff0

2 교육문화연구
우즈베키스탄계 고려인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이중

언어교육 방식에 대한 사례연구
온라인

https://www.kci.go.kr/kcipo

rtal/ci/sereArticleSearch/c

iSereArtiView.kci?sereArtic

leSearchBean.artiId=ART0021

02983

3 다문화사회연구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인식과 경험

에 대한 탐색
온라인

https://www.riss.kr/search/

detail/DetailView.do?p_mat_

type=1a0202e37d52c72d&contr

ol_no=058c20dcb0a100f24884a

65323211ff0

4 다문화평화
후기 청소년기 중국계 중도입국청소년 체류경험에

관한 연구
온라인

https://www.riss.kr/search/

detail/DetailView.do?p_mat_

type=1a0202e37d52c72d&contr

ol_no=3e904ba80cc34ca46aae8

a972f9116fb

5 다문화평화
북한이탈주민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동기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온라인

https://www.riss.kr/search/

detail/DetailView.do?p_mat_

type=1a0202e37d52c72d&contr

ol_no=dfe9b51c109a5bf4b7998

d826d417196

6 문화교류연구
이주배경 청소년의 발달자산이 공동체주의 시민성

에 미치는 영향
온라인

http://www.dbpia.co.kr/jour

nal/articleDetail?nodeId=NO

DE07587402&language=ko_KR

7 북코리아 카자흐스탄 고려인 생애사 스토리텔링 연구 온라인

https://book.naver.com/book

db/book_detail.nhn?bid=1377

7327

8 북코리아 언어, 문화 그리고 비판적 다문화교육 온라인

https://book.naver.com/book

db/book_detail.nhn?bid=1061

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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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9c7089abf80ae5f74884a65323211ff0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9c7089abf80ae5f74884a65323211ff0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9c7089abf80ae5f74884a65323211ff0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9c7089abf80ae5f74884a65323211ff0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9c7089abf80ae5f74884a65323211ff0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102983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102983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102983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102983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102983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058c20dcb0a100f24884a65323211ff0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058c20dcb0a100f24884a65323211ff0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058c20dcb0a100f24884a65323211ff0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058c20dcb0a100f24884a65323211ff0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058c20dcb0a100f24884a65323211ff0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3e904ba80cc34ca46aae8a972f9116fb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3e904ba80cc34ca46aae8a972f9116fb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3e904ba80cc34ca46aae8a972f9116fb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3e904ba80cc34ca46aae8a972f9116fb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3e904ba80cc34ca46aae8a972f9116fb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dfe9b51c109a5bf4b7998d826d417196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dfe9b51c109a5bf4b7998d826d417196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dfe9b51c109a5bf4b7998d826d417196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dfe9b51c109a5bf4b7998d826d417196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dfe9b51c109a5bf4b7998d826d417196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587402&language=ko_KR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587402&language=ko_KR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587402&language=ko_KR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3777327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3777327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3777327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0615836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0615836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0615836


연번 저널명(출판사) 논문(저서)제목 증빙 방법 증빙 확인

9 여성학연구
재미 국제결혼 한인여성의 문화적응에 관한 사례

연구
온라인

https://www.riss.kr/search/

detail/DetailView.do?p_mat_

type=1a0202e37d52c72d&contr

ol_no=ede66945554da1e747de9

c1710b0298d

10 여성학연구 다문화가족의 난타 여가활동 경험에 관한 연구 온라인

https://www.riss.kr/search/

detail/DetailView.do?p_mat_

type=1a0202e37d52c72d&contr

ol_no=1871098e603cfaaf4884a

65323211ff0

11 열린부모교육연구
탈북학부모의 자녀 학교교육 참여 실태에 관한 연

구
온라인

https://www.riss.kr/search/

detail/DetailView.do?p_mat_

type=1a0202e37d52c72d&contr

ol_no=c257bf60e5bdfedbb3609

7776a77e665

12
예술인문사회멀티

미디어논문지

재한 중국동포 여성단체장의 생애사에 나타난 소

수자의 인정투쟁
온라인

https://www.riss.kr/search/

detail/DetailView.do?p_mat_

type=1a0202e37d52c72d&contr

ol_no=6647000b2611572c6aae8

a972f9116fb

13
예술인문사회멀티

미디어논문지
국내 이주민의 정신건강 법률에 관한 연구 온라인

https://www.kci.go.kr/kcipo

rtal/ci/sereArticleSearch/c

iSereArtiView.kci?sereArtic

leSearchBean.artiId=ART0024

20733

14 인문사회 21 우즈베키스탄 가족문화와 효 사상 온라인

https://www.riss.kr/search/

detail/DetailView.do?p_mat_

type=1a0202e37d52c72d&contr

ol_no=240a87087875d48c6aae8

a972f9116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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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ede66945554da1e747de9c1710b0298d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ede66945554da1e747de9c1710b0298d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ede66945554da1e747de9c1710b0298d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ede66945554da1e747de9c1710b0298d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ede66945554da1e747de9c1710b0298d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1871098e603cfaaf4884a65323211ff0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1871098e603cfaaf4884a65323211ff0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1871098e603cfaaf4884a65323211ff0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1871098e603cfaaf4884a65323211ff0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1871098e603cfaaf4884a65323211ff0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c257bf60e5bdfedbb36097776a77e665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c257bf60e5bdfedbb36097776a77e665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c257bf60e5bdfedbb36097776a77e665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c257bf60e5bdfedbb36097776a77e665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c257bf60e5bdfedbb36097776a77e665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6647000b2611572c6aae8a972f9116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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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420733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420733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42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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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참여대학원생 1인당 학술대회 발표 논문 환산 편수

<표 6> 참여대학원생 1인당 학술대회 발표 논문 환산편수

구분

6년간 실적

전체기간 실적
`15년 성과평가 `18년 성과점검평가 `19년 종합평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국제 국내 계 국제 국내 계 국제 국내 계 국제 국내 계 국제 국내 계 국제 국내 계 국제 국내 계 국제 국내 계

총 건수 0 19 19 61 33 94 17 33 50 36 22 58 30 44 74 22 16 38 0 13 13 166 180 346

총 환산편수 0
13.9

165

13.9

165

80.0

661

22.6

662

102.

7323

22.9

997

23.1

664

46.1

661

42.0

117

11.7

666

53.7

783

38.6

666

29.9

000

68.5

666

24.83

33

10.40

00

35.23

33

0.00

00

10.3

000

10.3

000

208.57

74

122.11

57

330

.69

1인당 환산 편수 4.0201 3.9466 2.4612 3.6744

사업팀

참여대학원생 수
40.5 31 18.5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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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학원생 연구활동 촉진 및 지원 실적

(국내·외 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포함)

79-284



3.2 대학원생 연구활동 촉진 및 지원 실적(국내·외 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포함)

가. 대학원생 연구활동 촉진 노력

○ 본 사업팀에서는 참여대학원생의 학술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

술·교육지원, 행정지원의 두 측면에서 참여대학원생을 지원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

1)  학술·교육 지원

(1) 융합세미나를 통한 연구역량 강화

○ 본 사업팀에서는 참여대학원생이 교육학뿐만 아니라 인문과학, 사회과학, 기술과학의 

폭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융합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음. 본 사업팀과 서울

대 I-STICJK·ITPP팀과 안동대 문화코디네이터사업단 대학원생들이 함께 인문사회실천

포럼을 실시함. 이를 통해 융합학문 영역에서 대학원생들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함.

 

○ 이를 통해 게재된 논문 실적은 다음과 같음

(2) 다문화교육 논의의 장 조성

○ 다양한 학문영역에서 초청된 참석자들의 다양한 논평과 다른 관점의 견해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한국지역

사회생활과학회 등의 학회들과 연합하여 공동학술대회를 주관하고 참여대학원생들이 발

표할 수 있는 발표의 장을 만들었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들은 수정 보완하여 학

술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지도함.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학생

논문

(국내)
7 28 28 31 27 37 10 168

논문

(국제)
- 7 10 26 22 6 3 74

학술대회 18 95 51 58 74 40 13 349

저서 - 1 3 1 - 1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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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법무부, 교육부,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등 다문화교육 관

련 정부기관과 정책 개발을 위한 공동포럼을 개최함으로써 본 사업팀의 참여대학원생들

이 다문화교육을 위한 정책적 마인드를 제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

(3) 선·후배 멘토링 실시

○ 학술연구가 익숙하지 않은 석사과정 원생들과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동료 멘토링 및 

선·후배 멘토링을 진행되고 있음. 논문 찾는 법, 연구방법, 연구계획서 작성 등에 대

해 박사를 받은 선배가 후배원생의 멘토가 되어 멘토링을 진행하고, 소논문을 공동으로 

작성하는 등 협동학습을 이루고 있음. 또한 질적분석 과정에 대해서도 선후배 및 동료

가 서로 리뷰하는 등 멘토링을 통해 삼각검증을 이루어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

고 한국에서의 학문생활을 돕고 있음. 

(4) 대학원생 요구 조사

○ 매 학기 초/말에 참여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상담을 실시하여 참여대학원생

의 니즈를 파악하여 사업팀의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있음. 사업 초창기인 기반조성기는 

결혼이주여성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역량강화기에는 재외한인 및 이주노동자, 북한이

탈주민으로 해외학자 초청 워크숍 및 국내학자 글로컬 다문화포럼 등의 학술활동 주제

가 변화하였으며 이에 대한 연구실적도 변모되었음. 확대발전기에는 국제적으로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동안 연구한 자료들을 아카이브로 구축하는 등 대학원생들의 요

구에 맞추어 질적인 성장을 도모함. 

(5) 뉴스레터 발간을 통한 학술활동 독려

○ 매달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참여교수의 학술활동 내용이 담긴 소식지를 발간하

여 사업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업구성원들에게 이메일로 전달하고 있음. 현재 2019

년 8월 소식지까지 발행함. 소식지를 통하여 본 사업팀의 학술활동 및 관련 학회 발표 

및 논문 마감일 정보를 전달하여 참여대학원생들의 학술활동 참여를 독려함.

(6) 논문작성 세미나 운영

○ 참여대학원생의 논문 작성을 돕기 위하여 논문작성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음. 특히 인하

대학교에서 운영 중인 도우리 글쓰기 클리닉과 English Lounge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

하고 있음.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지도교수와 대학원생이 공동논문을 영어로 작

성할 경우 번역 및 번역교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에디티지 등 국내 유수의 학술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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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기관을 활용하는 것을 지원함. 천지아 원생과 강현민 원생이 이러한 지원을 받음.

 2) 행정 지원 

(1) 행정 전문인력 활용

○ 인하대학교 내에서 운영중인 BK사업팀 4개를 전담하는 행정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BK사

업팀 행·재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참여대학원생의 행정적 부담을 감소시킴.

(2) 참여대학원생 전용 연구 공간 확보

○ 본 사업팀의 참여대학원생 전용 연구 공간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음. 인하대학교 서호

관 304B호인 참여대학원생 전용 연구 공간은 32.80㎡로 총 15개의 책/걸상, 프린터, 사

물함 등이 마련되어 있음. 또한 본 사업팀의 참여대학원생 전용 교육 공간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음. 인하대학교 서호관 237B호인 참여대학생 전용 교육 공간은 63.20㎡로 

빔프로젝터, 스크린, 칠판, 컴퓨터, 35인용 책걸상 등이 마련되어 있음.

(3) 참여대학원생 연구 기자재 지원

○ 참여대학원생의 원활한 연구를 위하여 참여대학원생 전용 연구 공간에 설치된 프린트의 

토너, A4용지 등을 지원하고 있음. 또한 연구에 필요한 컴퓨터 프로그램 및 바인더, 설

문조사 도구 등을 대여 및 구매하여 지원하고 있음.

(4) 학술논문 발표에 대한 경비 지원

○ 참여대학원생의 학술논문 발표 장려를 위하여 참여대학원생의 학술대회 참석비용 중 일

부를 지원하고 있음. 국제학술대회의 경우 항공권, 숙박비, 등록비 등을 지원하며 국내

학술대회의 경우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음. 국제학술대회와 국내학술대회 경비를 지원받

고 발표한 논문은 이를 수정 보완하여 학술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독려함. 이에 

본 사업팀은 참여대학원생의 학술역량을 강화하고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학술대회 경비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논문 게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

이 지원함. 

○ 국제학술대회 발표 지원 및 실적

① 2013년 12월 8일 중국 베이징에서 김금희원생이 ‘다문화가정부부간 의사소통과 자녀양

육경험에 관한 연구 최승은 원생이 The Research on the Possibility of Multicul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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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in the Elementary School through the Chorus 주제로 발표함

② 2014년 1월 8일부터 10일까지 대만 Yuan Ze University에서 개최된 The 3rd 

International Symposium on Multicultural Society 방현희, 박미숙, 김금희, 알기르

마, 팜티휀짱, 전경미, 이미정, 홍정훈 원생이 8편의 논문을 발표함. 

③ 2014년 5월 1일부터 3일까지 크로아티아에서 개최한  The 5th World Conference on 

Psychology, Counselling and Guidance 학술대회에서 김금희원생은 A Study of 

Experience and Meaning of Mentors Participating in Intercultural Youth Mentoring 

Programs, 박봉수원생은 The Study of the Role of Supervisor on the University 

Students’Mentoring for Multicultural Children, 최승은 원생은  Investigating 

elementary school children’s learning experiences through multicultural chorus 

activities: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approach 주제로 발표를 지원함.

④ 2014년 5월 9일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된 The 30th Pacific Ri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isability & Diversity에서 선곡유화, 전경미, 김금희 원생이 사업팀의 

이영선 교수와 함께 논문을 발표함, 주제는 Multicultural Family and Disability in 

Korea, The Voices of Immigrant Mother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Korea으로 

지원함.

⑤ 2014년 8월 14일-15일 카자흐스탄에서 개최된 The 5th Annu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Korean Applied Linguistics & CIS Korean Studie 

Conference에서 강현민 홍유나 원생이 A Case Study on the Korean Campus Experience 

of University Students from Central Asia 주제로 발표하는데 지원함. 

⑥ 2014년 9월 13일-15일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Shanghai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cial Science에 강현민, 최보선, 박미숙, 천지아 원생이 A Study on Early 

Adaptation to College of Foreign Students from Central Asia,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Filial Duty by Chinese Marriage Migrant Women, A Study on 

Law-related Education for Migrants in Korea 주제로 발표를 지원함.

⑦ 2014년 11월 17일 전영은원생이 European social sciences and the globalisation of 

education and training: toward a new reflexive and critical framework에서 An 

ethnomethodological approach on high school students’ arts and culture 

activities in multicultural education 주제로 발표하는데 지원함.

⑧ 2015년 3월 25일 박봉수, 배현주, 황해영 원생이 중국 베이징에서 4th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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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posium on Multicultural Society: Culture, Ethnicity, and Identity 개최된 학술

대회에서 발표를 지원함. 이날 발표에서는 박봉수원생은 A Study on the life history 

of Dongsik as a Sakhalin Korean, 배현주원생은 Chinese Minority Group’s Culture 

and Cultural Industry, 황해영원생은 The persent status of multicutultural siciety 

and the rise of multiculturalism education in Siuth Korea 주제로 발표함.

⑨ 2015년 5월 14일-16일까지 터어키에서 개최된 6th World Conference on Psychology, 

Counselling and Guidance에 박미숙, 박봉수, 최승은원생이 세편의 논문을 발표함. 주

제는 A study on the academic motivation of immigrant women in graduate school, 

Understanding of life through the biographical study on the old Sakhalin Korean, 

Dong-Sik Shin, Experience and meaning of interaction among childcare center 

teachers, parents and their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임

⑩ 2015년 5월 28일-29일까지 카자흐스탄에서 개최한 Asian Conference on Psychology & 

Sociology에서 강현민, 아이굴, 딜노자, 아이게림 원생의 발표를 지원함. 주제는 강현

민원생은 A study on ethnic identity of Koryo-Saram in Kazakhstan, 딜노자원생은 

Youth global civic competence through multicultural education, 아이게림원생은 

Ethnotelling as a research method for the folks village 이며 발표 후 카자흐스탄 

고려인에 대한 생애사를 인터뷰하고 돌아왔으며 이는 2018년 카자흐스탄 고려인 생애사 

스토리텔링 연구의 기초 작업이 되었음.

⑪ 2015년 7월 6일-8일 홍콩에서 개최된 Hong Kong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cial 

Science 학술대회에서 박지인 원생이 Establishment of the concept of Multicultural 

Educ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in South Korea 주제로 발표하는데 지원함.

⑫ 2015년 8월 17일-18일 강현민 원생이 정기섭교수와 함께 The 1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ducation, Pedagogy, Management, Innovation and Technology에서 발표

함. 발표주제는 

  Intercultural Competency for Teacher at Public Multicultural Alternative School 

for Immigrants and Multicultural Families Student's School Maladjustment in Korea 

임

⑬ 2016년 5월 11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2016 4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Education, Psychology and Social Sciences에서 방현희, 김미순, 딜노자, 최희 원생이 

논문 발표를 하였음. 이에 사업팀에서는 발표를 위한 경비를 지원함. 발표된 김미순, 

딜노자, 방현희, 최희원생의 원고는 2016년 8월『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학술지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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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2016년 7월 4일 러시아 사할린에서 개최된 ‘2016 시베리아연구 국제학술대회’에서 박

봉수 원생이 논문 발표을 함. 이에 사업팀에서는 참가비, 항공권, 숙박료등을 지원함. 

발표된 논문은 수정 보완하여“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의 통과의례에 나타난 고향의 의

미”주제로 『교육문화연구』 22권 6호에 게재됨.

⑮ 2016년 7월 14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INTE 2016- International 

Conference onNew Horizons in Education’의 논문발표에 참여한 강현민, 최희 원생의 

등록비와 항공료, 숙박비 등을 지원함. 이를 통해 강현민, 최희 원생은 “North Korean 

Defector Parents’ Perception of School Activities Participation”주제로 

『Turkish Online Journal of Educational』 학술지에 2016년 12월에 게재 됨.

⑯ 2016년 10월 29일 싱가폴에서 열린 ICLEI 2016 싱가폴 국제학술대회에 박지인, 두문영 

원생이 논문발표에 참가함. 이에 사업팀에서는 등록비 및 항공료, 숙박비, 등을 지원

함. 이중 박지인 원생이 발표한 논문은 수정 보완하여 2016년 12월 ‘Study of the 

protection of undocumented migrant children’s right to education’라는 주제로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Invention』 학술지

에 게재하는 성과를 올림. 

⑰ 2017년 2월 9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된 2017 ICESS 일본 요코하마 국제학술대회에 

방현희, 김미순 원생이 논문발표를 함. 이에 해외발표에 등록비 및 항공권, 숙박비 등

을  지원함. 방현희 원생은 발표된 논문을 보완하여 2017년 7월 ‘다문화멘토링의 재개

념화를 통한 시사점 탐색’이라는 주제로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지』에 게재됨.

⑱ 2017년 2월 9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된 ISER 51ST INTERNATIONAL CONFERENCE에 방

현희 원생이 참가하여 ‘A STUDY ON MENTOR'S MULTICULTURAL-KNOWLEDGE FORMED BY 

MULTICULTURAL MENTORING ACTIVITIES’ 논문을 발표함. 이를 위해 사업팀에서는 발표에 

대한 항공권, 숙박비를 지원하였으나 아쉽게도 논문으로 연결되지 못하였음. 

⑲ 2017년 5월 19일까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된 ‘12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cial Sciences’에서 장연연, 오영섭 원생의 논문발표가 있었음. 발표

를 위한 등록비, 항공권, 숙박비등을 지원함. 장연연 원생이 발표한 논문 주제는‘The 

Significance of the Multicultural Education Based on the Experiential’로 2017년 

5월 『European Journal of Social Sciences』 학술지에 게재됨.

⑳ 2017년 5월 22일 ICAANP 베를린 국제학술대회에 오영섭, 장연연 원생이 논문 발표함. 

오영섭 원생은 ‘Vietnamese Indigerous Healing’s Implication for Vietnam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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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an’라는 주제로 발표함. 사업팀에서는 등록비와 항공권을 지원함. 발표한 원고는 

『International Scholarly and Scientific Research & Jnnovation』 학술지에 게재 

됨.

⑳ 2018년 7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INTE 201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ew 

Horizons in Education’국제학술대회에서 윤현희, 장연연, 오영섭 원생의 논문 지원. 

본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은 2018년 11월 『Turkish Online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학술지에 “A Study On The Experiences Of Pre-Service Teachers 

Participating In A Cooperative-Learning-Based Class”라는 주제와 “A Study On The 

Experiences Of Pre-Service Teachers Participating In A Cooperative-Learning-Based 

Class”,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Plan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cluding Global Citizenship”, “ Analyze The Influencing Factors Of 

Self-Reflection On Teacher’s Behavior Through The Activities Of The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Leading Teachers In China”,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Intercultural Education In Chinese Universities For Cultivating International 

Talents”등 4편의 논문이 게재되는 성과를 보임.

○ 국내학술대회 발표 지원 및 실적

① 2013년 한국 다문화교육연구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이미정원생의 논문 발표를 

지원함, 발표 주제는 공공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운영연구: 인천중앙도서관을 사례로 임.

② 2015년 6월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황해영 원생이 중고등학생 자

녀를 양육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스트레스와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 주제로 논문 

발표함. 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함.

③ 2016년 6월 27일 안동대학교 국제교류관에서 실시한 제 11회 디지털로지 인문사회실천

포럼에 많은 참여대학원생 13명(황해영, 최희, 딜노자, 아이굴, 아이게림, 두문영, 피

루자, 프엉, 장연연, 방현희, 천지아, 박봉수, 김미순)이 인문융합적인 학문에 참여하

여 학문의 역량을 넓히는 기회를 가짐. 학술대회 참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

④ 2016년 7월 1일 충남대학교에서 개최 된 ‘예술인문멀티미디어학회 2016년도 하계학술

대회’를 통해 박봉수, 강현민, 황해영 원생의 논문 발표를 지원함. 이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황해영원생의 원고는 수정보완하여 2016년 9월 『예술인문사회멀티미디어논문

지』에 “국내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이중언어교육”이라는 주제로 게재됨.  

⑤ 2016년 8월 10일부터 11일까지 개최한 한국사회과교육학회 학술대회에 참여한 황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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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 딜노자, 피루자 원생을 지원함. 이 학술대회에서 최희 원생은 “세계시민교육과 

연계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현장 적용 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지만 논문실

적으로 이어지지 못했음. 

⑥ 2016년 10월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아이굴, 아이게림, 최희 원생

의 교통비를 지원함. 아이게림이 발표한 논문은 수정 보완하여 2017년 5월 “주카자흐

스탄 한국기업 직원들의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문화교류연

구』 학술지에 게재됨. 

⑦ 2017년 4월 21일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춘계 공동학술대회에 딜노자, 피루자, 남혜경 

원생의 논문발표를 위해 교통비 및 숙박비를 제공함. 딜노자 원생은 “우즈케키스탄 유

학생의 한국문화경험연구”, 피루자 원생은 “타슈켄트주 아리랑 요양원 입소노인이 경

험하는 스트레스에 관한 질적연구”, 남혜경 원생은 “국제결혼 한국여성의 글로벌 공

동체 구성과 역할에 관한 연구”를 발표함. 발표된 원고들은 수정 보완되어 피루자 원

생은 『인문사회 21』 학술지에 게재되었으며, 남혜경 원생은 2017년 12월에 『교육문

화연구』 학술지에 게재됨. 또한 딜노자 원생은 2017년 8월 『문화교류연구』학술지에 

게재됨. 

⑧ 2018년 9월 13일 부산대학교에서 개최한 국제학술대회 ‘Culture, Representation, 

Biography & Lifelong Learning 문화, 재현, 생애사 그리고 평생학습’에서 남혜경 원

생은 “intercultural Communication Study of International Married Koreann Women 

in Germany”라는 주제로 발표함 

⑨ 2019년 5월 3일 목포 호남대학교에서 개최한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춘계 학술대회에 최

유성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세계시민교육의 방향과 과제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이춘양은 

결혼이주여성 대상 한국어 교육용 한자성어 목록 선정 방안, 김수민은 다문화 내담자를 

위한 미술치료에 대한 국내연구동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채은희는 다양성을 내포한 한

국속담 탐색, 장연연은 세계시민역량의 관점에서 본 중국 교양교육과정의 과제, 이현주

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국내 지원정책 연구, 피루자는 우즈베키스탄 거주 한국인들의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경험에 관한 연구, 남혜경은 재 유럽 한인 국제결혼여성의 생애

사 연구, 주용은 재중 한국인 유학생 동아리 활동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주제로 발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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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우수 신진연구인력 확보 및 지원 실적 

① 우수 신진연구인력 확보 및 지원 실적

 가. 우수신진연구인력 확보

○ 본 사업팀은 신진연구인력을 박사후과정으로 선발하려고 하였으나 사업 초기 연구기반

을 견고히 하고자 실제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우수한 연구자들로 공개 채용하여 

연구교수급으로 2인의 박사를 채용함. 이후 지속적으로 2인의 박사를 채용하여 연구역

량을 강화하고 사업팀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비슷한 규모의 다른 사업팀

은 연구교수 1인을 채용하고 있으나, 본 사업팀은 연구역량 강화 및 융·복합 비전 실

현을 위하여 신진연구인력 2인을 채용하여 지원함. 이러한 지원은 미래인재양성이라는 

사업팀 목적에 부합함. 

○ 신진연구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사업팀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공고

는 인하대학교 홈페이지와 한국연구재단 채용란에 공고한 후 지원자의 연구실적, 연구

계획서, 면접시험을 통하여 2인의 신진연구인력을 채용함.

 ○ 지금까지 선발된 연구교수는 총 6명임. 이들은 다문화교육은 물론 문화경영학, 매스커

뮤니케이션학 등 다문화관련 경력과 국제공동 프로젝트 경험을 가진 박사들로 사업 수

행에 지대한 영향을 발휘함. 연구교수의 구체적인 경력은 다음과 같음. 

 ○ 사업 초기 선발된 이미정 박사는 인하대 대학원 문화경영학과에서 문화정책을 전공하

고 다문화교육 연구 프로젝트를 다년간 경험하였으며, 다문화학 관련 저서와 연구 논문 

등이 다수 있음. 김수미 박사는 미국 미네소타대학교에서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박사논

문으로 매스커뮤니케이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국제 공동 프로젝트의 경험을 가

지고 있음. 

 ○ 2016년 3월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연구교수를 대체하기 위해 

본 사업팀은 새롭게 구성한 연구원을 채용함. 박미숙 박사는 인하대학교 대학원 다문화

교육 석·박사를 전공하였으며 박사과정 중 2년간 본 사업팀의 참여대학원생으로 활동

하였음. 이와 같은 경험으로 신진연구인력이 교체된 4차년도에도 사업팀의 비전과 관련

된 연구 및 사업이 꾸준히 진행될 수 있었음. 윤희진 박사는 인하대학교 대학원 문화경

영학과에서 문화정책을 전공하고 스토리텔링 및 노스탤지어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음. 

황해영 박사는 인하대학교 대학원 다문화교육 박사과정에 장학생으로 입학하여 3년간 

참여대학원생으로 참여하였고 다문화교육관련 유수의 논문을 게재하고, 결혼이주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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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투쟁을 주제로 한 학위논문을 쓰고 우수논문상, 국제학술대회 발표상, 우수졸업생

으로 대학원장 상을 받은 우수한 인력으로 실적을 인정받아 신규 채용되었음. 

○ 신진연구인력들은 참여교수들과 협동하여 사업팀을 협력적으로 이끌고 있음. 두 명의 

신진연구인력은 사업팀 내 기관인 연구기획팀과 국제교류팀에 각각 소속되어 본 사업팀

이 주최하는 다수의 국내 및 국제 학술 활동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아울러 대학원생들의 국문 논문과 영어 논문 작성을 위한 연구 클러스

터를 리드하고 있음.

 

나. 신진연구인력 지원 내용

○ 행정 전문인력 활용

- BK사업팀 행·재정의 전문성을 위하여 인하대학교 내에서 운영중인 BK사업팀 3개를 전담

하는 행정 전문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신진연구인력의 행정적 부담을 감소하고 있음.

○ 전용 연구 공간 확보

- 본 사업팀의 신진연구인력 전용 연구 공간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음. 인하대학교 5호관 

남171호 신진연구인력 전용 연구 공간은 28.80㎡로 책/걸상 및 상담 테이블, 복사기, 

책장 등이 마련되어있음. 

○ 연구 기자재 지원

- 신진연구인력의 원활한 연구 및 사업운영을 위하여 신진연구인력 전용 연구 공간에 설치

된 복사기의 토너, A4용지, 사무용품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인건비 지원

- BK21플러스 사업규정 및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교수 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인건

비와 연구 및 학술지원을 하고 있음. 인건비의 경우 4대 보험 및 법인부담금, 퇴직금을 

포함하여 월 300만원을 지원하였음.

○ 학술 논문 발표 경비 지원

- 신진연구인력의 학술역량 강화를 위하여 신진연구인력의 학술대회 참석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신진연구인력의 학술논문 발표 지원 실적은 다음과 같음

1) 국제학술대회 발표 지원

연도 학술대회명 개최 장소 발표자 발표주제

2014 1월
The 3rd International 

Symposium on 
대만 이미정

A Study of the self-perception 

on the experienc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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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cultural 

Society: Language, 

Culture, and 

Ethnicity

multicultural families home 

educators

3월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f 

Culture, Biography & 

Lifelong 

Learning(Uanze 

University)

부산 이미정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Multicultural Mentoring 

Program Using Logic Model

2015

2월

2014 International 

Workshops on  

Education

제주 이미정

Multicultural Mentoring Program 

Using Logic Model as an 

Integrative Framework

8월

The 7th 2015 

International 

Interdisciplinary 

Workshop Series

제주 이미정

Photovoice for Lived 

Experiences in Rural Korean 

students

2016

7.04
2016 시베리아연구 

국제학술대회
사할린 박미숙

포토텔링 기법을 활용한 

사할린 영주귀국자의 

통과의례 내러티브 탐구

7.14

INTE 2016- 

International

Conference onNew 

Horizons in 

Education

오스트리아 윤희진
고려인 생애에 나타난 

노스텔지어

2017

2.09

ISER 51ST 

INTERNATIONAL 

CONFERENCE

일본

윤희진

,

박미숙

Study on the Participation 

Experience of the 

Multicultural Mentoring 

Program as a Volunteer 

Activity

5.19

12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cial Sciences

네덜란드 윤희진
인물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카자흐스탄 고려인

5.22

ICAANP 2017 : 1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rt 

and Anthropological 

Perspectives

독일 윤희진
고려인 민타지아나의 생애 

이야기 재구성

7.22

INTE20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ew 

Horizons in 

Education

독일 박미숙

Exploring The Meaning Of 

Social Practice Through 

Volunteer Activities Of 

University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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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학술대회 발표 지원  

8.20

2017 

국제문화교류학회 

공동 국제학술대회

우즈베키스

탄
박미숙

A Study on the Experience 

of Multicultural  

Susceptibility in the 

College   Education Class

2018

7.18

INTE 201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ew 

Horizons in 

Education

독일 황해영

A Study On The Motivation 

To Participate In Volunteer 

Activity Of Korean-Chinese 

In South Korea

7.18

INTE 201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ew 

Horizons in 

Education

독일 박미숙

The Exploration of Meanings 

of Study for Married 

Immigrant Women

2019 1.21

2019 

한국언어문화교육학

회 14차 국제 

학술대회

일본 박미숙
Academic Growth of Married 

Migrant Women

연도 일자 학술대회명
개최

장소
발표자 발표주제

2013 9월

한국다문화교육연구

학회 가을정기 

학술대회

서울 이미정

공공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운영연구: 인천중앙도서관을 

사례로

2014

2월

한국언론학회 주관 

제18회 전국 

대학원생 컨퍼런스 

서울 김수미

20대 종합편성채널 시청자에 

대한 이해: 기대가치론적 

접근을 통한 종합편성채널 

시청행태 분석

5월

2014년 

한국언론정보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

서울 김수미

억압된 목소리들의 재발견과 

복귀: 스튜어트 홀, 그의 

진정한 유산

11월

2014년 

한국언론정보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서울 김수미

지구화 시기 주체구성의 물적 

토대 복원을 위한 시론: 

포스트식민주의 이론화 

과정에 대한 리뷰를 중심으로

2015

4월
한국인간발달학회 

춘계 학술대회
인천 이미정

한국 대학원 유학생들의 

진로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6.12

2015년 

인문사회과학기술융

합학회 춘계 

학술대회

전주 이미정

중고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스트레스와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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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실적에 따른 지원 확대

  - 신진연구인력의 실적을 매해 평가하여 이에 따라 이들의 인건비 및 학술 경비의 지원 

범위를 결정하고 있음. 본 사업팀은 신진연구인력 실적을 기준으로 전체 교수회의에서 

채용 재평가를 실시하고 학술논문 발표경비 및 논문 게재료를 확대 지원함. 

○ 참여대학원생 월례발표회 논문지도 및 심사

  - 신진연구인력들은 참여 교수들과 동등하게 전공 강의를 1과목씩 맡고 있으며, 학위 논

문 역시 공동 논문지도, 학위 논문 심사 참여 등을 통해 대학원생 지도를 하고 있으며, 

참여교수들과의 공동 논문 집필, 공동 연구 프로젝트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또한 참여대학원생 월례발표회에 참여하여 원생들의 논문 발표를 듣고 논문 지도를 하

거나 논문 방향을 설정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함.

2016

7.1

2016년 

인문사회과학기술융

합학회 하계 

학술대회

대전 박미숙

The Convergent Research 

Society Among Humanities, 

Sociology, Science and 

Technology

12.19

2016 11th 

International 

Workshop   Series

제주 박미숙
대학생 다문화멘토링을 통한 

사회적 실천

2017

4.22

2017 

한국언어문화교육학

회 제24차 

전국학술대회

서울 박미숙
한국어교사의 중도입국 학생 

교육경험에 관한 연구

2017 

한국언어문화교육학

회 제25차 

전국학술대회

대구 박미숙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합성명사 교육방안 연구

2018

11.10
2018 

한국민속학자대회
인천 황해영

중국 동북지역 민족이야기 

구성을 위한 스토리텔링 모형

11.10
2018 한독교육학화 

정기학술대회
인천 박미숙

학업을 통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포용과 자기성장

2019

5.3

2019 

한국국제문화교류학

회 춘계 학술대회

목포 박미숙
난민의 한국사회 정챡과정에 

관한 연구

5.25

2019 

한국언어문화교육학

회 춘계 학술대회

서울 오영섭

미술 이야기 융합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구계 

중도입국청소년의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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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진연구인력의 1인당 논문(저서) 환산 편수

<표 7> 신진연구인력 1인당 논문 및 저서 환산편수 실적

구 분

6년간 실적

전체기간 실적`15년 성과평가 `18년 성과점검평가 `19년 종합평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8년 2019년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논문 환산편수
0.9 2.5 3.4 5.1857 4.15 1.2 4.4 5.7 27.4357

국제저명 학술지

논문 환산편수
0 0 0 0 0 0 0 0 0

기타국제 학술지

논문 환산편수
0 0 0.5 1.25 1 0 2.5 0.6 5.85

학술 저서

환산편수

국어 0.3555 0.164 0 0.2000 0 2.4000 1.0000 0.4484
4.6255

외국어 0 0 0 0 0 0 0 0.0576

총 연구실적 환산편수 1.2555 2.664 3.9 6.6357 5.15 3.6 7.9 6.806 37.9112

1인당 연구실적

환산편수
4.0798 7.6928 7.353 6.4076

환산참여 신진연구인력

수
1.9166 2 2 5.9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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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연구인력의 1인당 논문(저서) 환산 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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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연구인력 대표 실적

 1. 신진연구인력 대표 실적

2. 신진연구인력 논문 질적 우수성

○ 본 사업팀 신진연구인력이 논문 및 저서 실적 중에서 연구주제 및 학술지를 중심으로 

질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은 10건의 실적을 다음과 같이 기술함.

○ 실적 1

 - 서지사항: Heejin YUN & Youngsoon KIM. Multi-Layered Identity In Life Stories Of 

Koryo Saram. Turkish Online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 December, 2016.

 - 이 연구는 IF지수 0.75에 달하는 scopus급 국제학술지 『Turkish Online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에 실린 논문임.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려인의 생애담에 나타

난 다층적 민족 정체성을 밝히는 것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장기간의 인터뷰, 자

서전 분석, 사진 자료 분석 등을 통하여 연구를 수행한 결과로 신진연구인력인 윤희진

이 주저자인 논문임.

 - 민족 정체성은 생애 이야기의 시간을 기준으로 다양한 민족 정체성이 드러나며, 이러

한 정체성이 현재라는 시점에서 혼종된 형태로 존재함을 밝힘. 또한 민족 정체성은 개

인이 소수자의 범주에 포함됨을 경험하였을 때 그게 대한 반대급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음이 밝혀짐.

 - 이를 바탕으로 재외한인 및 국내 이주민의 정체성을 추론할 수 있으며, 최근 국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재외한인 교육에 시사점을 주는 대표 실적이라 할 수 있음.

연번 저널명(출판사) 논문(저서) 제목

1

Turkish Online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Multi-Layered Identity In Life Stories Of Koryo Saram

2 교육문화연구 중국계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차별 경험을 통한 인권보호 대안모색

3 교육문화연구
질적 연구데이터 기반 다문화 생활세계 아카이브 구축 사례 및 활

용 방안에 관한 연구

4 북코리아 사할린 한인의 노스탤지어 이야기 탐구

5 북코리아 사할린 한인의 다양한 삶과 그이야기

6 북코리아 다문화생활세계와 사회통합 연구

7 북코리아 카자흐스탄 고려인 생애사 스토리텔링 연구

8 언어와 문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자녀모어 교육경험에 관한 연구

9 열린교육연구 대학생 다문화멘토링 참여경험을 통한 멘토링 운영의 개선방안

10
학습자중심교과교육

연구
가정폭력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의 이혼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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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 2

- 서지사항: 박미숙·손영화, 「중국계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차별 경험을 통한 인권보호 

대안모색」, 『교육문화연구』 24(3), 2018. 523-546.

 - 이 연구는 IF 1.45에 달하는 등재지에 게재된 논문으로 신진연구인력인 박미숙 박사가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차별 경험에 대해 탐식하여 그들을 위한 인권보호 방안을 모색

하고자 진행한 연구임.

 - 이 연구는 중국계 노동자 11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들에게서 나타나

는 차별경험을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권리로 분석 함. 연구

를 통하여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대안을 제시함으로 건강한 다문화사회로 

진입을 위한 인권차원의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우수한 논문이라 볼 수 있음.

○ 실적 3

 - 서지사항: 박종도, 오영섭, 「질적 연구데이터 기반 다문화 생활세계 아카이브 구축 

사례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교육문화연구』 25(3), 2019. 813-833.

 - 이 논문은 IF지수 IF 1.45인 등재지 『교육문화연구』에 게재된 신진연구인력 오영섭 

박사가 질적 연구데이터 기반 다문화 생활세계 아카이브 구축과 관련하여 게재된 논문

임. 

 - 이 연구는 다문화사회로 변모해 가는 한국사회를 이해하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서는 다문화 생활세계 아카이브 구축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에스노그래피를 연구방법론

으로 하는 다문화 생활세계 연구에서 생성된 질적연구 데이터를 활용한 다문화 생활세

계 아카이브의 실제 구축 사례를 소개하고, 이의 활용 방안을 제시함. 

 - 이를 위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DSpace를 디지털 아카이브 플랫폼으로서 활용하였으

며, 다문화생활세계 아카이브가 구축된 사례를 단계별로 제시하였으며 더 나아가서 본 

연구에서 구축한 디지털 플랫폼의 활용방안, 향후 구축 단계별 과제, 질적연구데이터

의 활용과제에 대한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실적 4

 - 서지사항: 『사할린 한인의 노스탤지어 이야기 탐구』 김영순·박봉수, 이영실, 박미

숙 지음, 북코리아. 2018.

 - 이 저서는 사할린 한인의 생애사를 중심으로 그들의 이주와 한국 정주의 삶에 이야기

를 담아낸 저서로 BK21+ 사업팀장과 참여원생으로 참여했던 박봉수박사와 신진연구인

력 박미숙가 저자로 참여함.

 - 책의 주요 내용은 한국에 영주귀국한 사할린 한인들의 노스텔지어적 삶에 대한 이야기

를 통하여 주권을 상실한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아픔을 그린 책으로 80년전 일제의 

동원으로 고국 땅에서 이국땅으로 끌려가 힘든 삶을 영위했던 사할린 한인들, 지금까

지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았던 그들의 존재, 그들의 그리움을 기록한 글임. 

 - 책을 통하여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고 있었던 사할린 한인들의 삶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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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잊혀져서는 안 되는 우리나라의 가슴 아픈 역사를 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교

육적 의의가 있음. 

○ 실적 5

 - 서지사항: 『사할린 한인의 다양한 삶과 그이야기』 김영순·박봉수, 박미숙, 정지현, 

조진경 지음, 북코리아. 2018.

 - 이 저서는 BK21+ 사업팀장과 참여원생으로 참여했던 박봉수박사와 신진연구인력 박미

숙박사가 함께 참여하여 발간한 책으로 생애사적 기법을 동원하여 한국에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들의 다양한 사람 이야기를 기록한 책임. 

 - 이책은 척박한 이국땅에서 살아갔던 사할린 한인의 삶을 그들의 이야기로 기록하고 재

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또한, 이주의 시대를 살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주

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삶의 치열함 속에서 살아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강인

한 생명력에 대한 감동을 안겨주는 책임. 책을 통해 우리 역사의 아픈 상처를 보듬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성찰과 감동의 시간을 가져보는 시간이 됨.

○ 실적 6

 - 서지사항: 『다문화생활세계와 사회통합 연구』 김영순·조영철, 김정희, 정지현, 박

봉수, 오영훈, 손영화, 박종도, 이미정, 정경희, 박미숙 지음, 북코리아. 2019.

 - 이 저서는 주류사회에서 소외되고 타자화 되고 있는 다문화구성원의 근원적인 삶과 고

통을 이해하고 이들을 사회의 일원으로 공존할 수 있도록 미래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

한 사회통합 연구에 대한 책으로 박미숙 신진연구인력이 저자로 참여함. 

 - 이 책은 이주배경과 한국사회의 적응양상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고 개인 및 집단 별 맞

춤형사회통합정책과 이주민을 포함한 한국사회 시민 모두를 위한 사회통합 대안을 마

련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구성원들의 개별적 집단적 생활세계를 이해하고 사회통합 총서

를 통하여 다문화구성원을 접하는 현장에서 이를 응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제시함. 특히 한국사회의 사회통합 정책의 방향성 제시하여 지속가능한 다문화

사회를 구현해 나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실적 7

 - 서지사항: 『카자흐스탄 고려인 생애사 스토리텔링 연구.』 김영순·최영은·윤희진·

강현민·갈라노바 딜노자·윤현희·김정복·이영우 지음, 북코리아. 2018.

 - 이 저서는 BK21+ 사업팀장과 참여대학원생을 중심으로 알마티 한국교육원 부설 주말 

고려노인대학 어르신들의 자기생애사 쓰기 내용을 바탕으로 심층인터뷰를 통한 그들의 

삶을 담아낸 저서로 신진연구인력 윤희진박사가 참여하여 저자로 활용함.

 - 이 책은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살아온 삶의 여정을 기록한 책으로 국권을 상실한 시

대에 강제이주로 카자흐스탄으로 간 한인들이 생존을 위한 투쟁, 그리고 자신의 문화

와 글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들을 그들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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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을 통하여 고려인들의 민족정체성의 소중함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을 다시 한 번 정

리해주고, 재외 동포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할 수 있었으며 그들의 삶의 실상을 

생생하게 기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님. 또한, 본 사업팀의 연구 영역이 국내 이주

민에서 해외거주 한인에 이르기까지 확장되었음을 보여주는 대표 실적임.

○ 실적 8

 - 서지사항: 융티탄프엉, 박미숙.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자녀모어 교육경험에 

관한 연구」『언어와 문화』, 14(1), 2018.

 - 본 연구는 IF지수 0.95인 등재지 『언어와문화』에 실린 논문임. 신진연구인력인 박미

숙은 BK 참여대학원생인 융티탄프엉과 공동으로 집필한 논문으로 베트남 출신 결혼이

주여성의 자녀 모어 교육 경험을 탐색한 논문임. 이를 위해 결혼이주여성 5명을 대상

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고 다문화가정자녀들의 이중언어교육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

시함. 

 - 결혼이주여성들의 증가로 인해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우리사회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음. 기존의 연구에서 이들의 학교생활적응에 관심이 집중되었음. 그러나 이들을 

이중언어에 대한 역량을 살려 어머니의 모국과 글로벌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모어교육은 매우 중요한 화두임. 

 - 자녀들에게 자신의 모어교육을 실시한 경험을 통하여 한국에서의 모어교육, 이중언어

교육의 현상을 바라볼 수 있었으며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필요한 이중언어교육의 나

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가 가지는 의의와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

에 우수한 논문으로 선택함.

○ 실적 9

 - 서지사항: 박미숙·김영순, 「대학생 다문화멘토링 참여경험을 통한 멘토링 운영의 개

선방안」, 『열린교육연구』 24(3), 2016.

 - 이 논문은 IF지수 1.54인 등재지 『열린교육연구』에 게재된 신진연구인력인 박미숙과 

본 사업팀의 사업팀장인 김영순교수가 함께 수행한 공동연구로 박미숙이 주저자인 논

문임.

 -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한 대학생 멘토들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탐색하고 멘토링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다문화멘토링에 참

여한 대학생 8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하여 결과를 도출하였음.

 - 연구를 통하여 다문화멘토링 운영에 필요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다문화멘토링 운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더 나아가 다문화멘토링 뿐만 아니라 

대학생 봉사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연구의 사회적 확산 측면에서 우수한 

논문이라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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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 10

 - 서지사항: 황해영·김영순·이춘양, 「가정폭력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의 이혼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23), 2018. 909-927.

 - 이 연구는 IF 1.25에 달하는 등재지에 게재된 논문으로 본 연구는 내러티브 탐구 방법

을 적용하여 국내에서 다중적인 어려움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가정폭력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의 삶을 심층적으로 탐색한 신진연구인력 황해영 박사가 주저자로 집필하

고 사업단장 김영순 교수, 참여대학원생 이춘양 원생이 함께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임.

 - 이 연구는 중국과 필리핀 결혼이주여성 중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가정 세 가정을 섭외

하여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까지 개인별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 함. 

 - 연구 결과로 한부모 결혼이주여성들이 힘든 상황에서도 주변 사람들과 긍정적인 인간

관계를 맺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문제에 봉착했을 때 회피보다는 해결을 위해 적극적

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들에게 이혼은 이주 과정에서 절망의 시기가 아

니라 사회적 생존과 적응을 위해 노력하는 자립 시기로 규정함. 본 연구의 결과는 이

혼한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해 공감과 이해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며, 그들을 위

한 지원체계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의 역할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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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진연구인력의 1인당 논문(저서) 환산 편수

<표 8> 대표실적 증빙 목록

연번 저널명(출판사) 논문(저서)제목 증빙 방법 증빙 확인

1 교육문화연구
질적 연구데이터 기반 다문화 생활세계 아카이브

구축 사례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온라인

https://www.riss.kr/search/

detail/DetailView.do?p_mat_

type=1a0202e37d52c72d&contr

ol_no=a2e9ddc0fcef6d9e47de9

c1710b0298d

2 교육문화연구
중국계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차별 경험을 통한 인

권보호 대안모색
온라인

https://www.riss.kr/search/

detail/DetailView.do?p_mat_

type=1a0202e37d52c72d&contr

ol_no=df514a8126d3b6697f7a5

4760bb41745

3 북코리아 사할린 한인의 다양한 삶과 그이야기 온라인

https://book.naver.com/book

db/book_detail.nhn?bid=1377

7328

4 북코리아 카자흐스탄 고려인 생애사 스토리텔링 연구 온라인

https://book.naver.com/book

db/book_detail.nhn?bid=1377

7327

5 북코리아 사할린 한인의 노스탤지어 이야기 탐구 온라인

https://book.naver.com/book

db/book_detail.nhn?bid=1377

7305

6 언어와 문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자녀모어 교육경험에

관한 연구
온라인

https://www.riss.kr/search/

detail/DetailView.do?p_mat_

type=1a0202e37d52c72d&contr

ol_no=7dcaa52ec53f1aa7d1815

0b21a227875

7 열린교육연구
대학생 다문화멘토링 참여경험을 통한 멘토링 운

영의 개선방안
온라인

https://www.riss.kr/search/

detail/DetailView.do?p_mat_

type=1a0202e37d52c72d&contr

ol_no=2e9fc3af66e2f670b3609

7776a77e665

8
학습자중심교과교

육연구

가정폭력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의 이혼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온라인

https://www.riss.kr/search/

detail/DetailView.do?p_mat_

type=1a0202e37d52c72d&contr

ol_no=81e97cddcd5bf1feb3609

7776a77e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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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a2e9ddc0fcef6d9e47de9c1710b0298d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a2e9ddc0fcef6d9e47de9c1710b0298d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a2e9ddc0fcef6d9e47de9c1710b0298d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a2e9ddc0fcef6d9e47de9c1710b0298d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df514a8126d3b6697f7a54760bb41745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df514a8126d3b6697f7a54760bb41745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df514a8126d3b6697f7a54760bb41745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df514a8126d3b6697f7a54760bb41745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df514a8126d3b6697f7a54760bb41745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3777328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3777328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3777328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3777327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3777327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3777327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3777305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3777305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3777305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7dcaa52ec53f1aa7d18150b21a227875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7dcaa52ec53f1aa7d18150b21a227875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7dcaa52ec53f1aa7d18150b21a227875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7dcaa52ec53f1aa7d18150b21a227875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7dcaa52ec53f1aa7d18150b21a227875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2e9fc3af66e2f670b36097776a77e665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2e9fc3af66e2f670b36097776a77e665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2e9fc3af66e2f670b36097776a77e665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2e9fc3af66e2f670b36097776a77e665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2e9fc3af66e2f670b36097776a77e665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81e97cddcd5bf1feb36097776a77e665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81e97cddcd5bf1feb36097776a77e665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81e97cddcd5bf1feb36097776a77e665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81e97cddcd5bf1feb36097776a77e665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81e97cddcd5bf1feb36097776a77e665


4. 교육의 국제화 전략

4.1 교육 프로그램의 국제화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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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의 국제화 전략

4.1 교육 프로그램의 국제화 실적

가. 교육프로그램의 국제화

○ 글로컬 다문화교육 전문 인력양성을 목표로 하는 본 사업팀은 국제화를 통한 국제적 수

준의 다문화교육 전문 인력양성을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함.

○ 글로컬 다문화교육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국제화 실적은 크게 다섯 가지

로 구분할 수 있음. 첫째, 다문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제교류 협약. 둘째, 

초국가 영역의 인적자원 교류를 위한 다문화교육 분야 해외 학자들과의 교류 확대. 셋

째, 사업팀의 국제화 네트워크를 위한 국제학술대회 개최. 넷째, 참여대학원생의 국제화 

능력을 위한 해외연수. 다섯째,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 이상의 내용을 구체화 하면 다음과 같음.

1) 국제교류 협약 사례

○ 본 사업팀이 소속된 다문화학과는 유럽이나 미국의 대학에 앞서 아시아 소재 대학들과 

교류협정 혹은 긴밀한 교류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는 현재 한국에서 이주

민 거주 인구가 제일 많은 중국과 더불어 한국의 다문화 과정에서 가장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인 베트남, 일본은 물론 민족 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중앙아

시아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기 위함임. 본 사업기간 중 국제교류 협약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중국은 2016년 4월 22일 Guizhou Minzu University와 2018년 4월 25일 중국 재남대학교

와 협약을 통해 고등교육 연구 협력 및 컨퍼런스 공동 개최와 관련된 상호 협약을 맺고 

대학에서의 민족교육과 관련된 공동연구를 수행 중임.

○ 불가리아의 Center for Asia Languages and Outtures, Sofia University 과 2015년 11

월 27일 공동 연구 및 학생 교환, 공동학술대회 개최 등 다양한 업무협약을 통하여 학문

적 교류를 이루고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함.

○ 일본의 The Association for Korean Culture과 2016년 11월 5일 공동 연구 추진 및 연

구원 교류 협약을 맺음. 이를 통해 본 사업팀과 일본의 연구소는 2017년 8월 19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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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까지 우즈베키스탄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민족교육과 다문화교

육에 대해 공동연구를 활발히 진행함.

○ 러시아의 사할린 주한인회 및 사할린 인문기술대학교와 2018년 5월 21일 본 사업팀은 

상호 협약을 통하여 공동 연구 추진 및  정보공유 실시를 통하여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협력하고 학문적 교류를 이룸.

○ 키르키즈스탄 케인대학교와 2019년 10월 8일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연구 추진 및 연구

원 교류 및 교환학생등을 통하여 학문적 교류와 함께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기로 함. 

○ 이외에도 대학원 교육 국제화의 확대를 위해 현재 대만 원지대학의 인문사회학원 원장으

로 재직 중인 Chuan-hu Hung 교수, 미국 와이오밍대학 교육학과 Jeasik Cho 교수, 베트

남 국가행정학원 Dr. Dang Xuan Hoan 원장, 이태리 로마 La Sapienza 대학 Bruno 교수와 

국제교류 협약 체결에 대해 논의 중임.

2) 해외 석학과 워크숍 및 포럼

○ 해외 유수 대학에서 연구와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학자들을 초청하여 다양한 다문화 현

상, 다문화 현상에 대한 접근법들,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연구 수행의 방법론 등을 주제

로 글로컬다문화교육 워크숍과 포럼을 개최. 다문화교육 관련 세계적 학자들의 초청 강

연을 통해 최신 연구동향을 숙지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 능력 신장뿐만 아니라, 국

제적 시야와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함.

○ 다문화학과가 추구해온 학문적 국제협력 및 교류는 다양한 관점과 입장에서 다문화 문제

에 접근하는 국외 석학을 초청하여 특강을 개최하고 학문적 논의를 심화시키는 Glocal 

Multicultural Education Workshop을 주기적으로 진행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연도 일자 특강자 소속(주제) 주제

2014

2.18 Jinyu Qi
중국

Minzu University of 
China

동북아 문화경제공동체의 구상, 과정 
그리고 전망

2.18 Quan Xinzi 중국
Yanbian University 연변의 선택과 각성

2.21 Chuan-hu 
Hung

대만
Yuan Ze University 대만의 다문화와 다문화주의

5.22 Nancy Lesko 미국
Columbia University The promises of empowered girls

6.20 Thang Leng 
Leng

싱가포르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Making ‘traditional’ families in 
transnational settings: Japanese 
women in Balinese-Japanese marriages

7.09 Jean Kang 미국
 University of North 

Recommended practices for supporting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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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olina at Greensboro families with diverse backgrounds

7.16 Roland 
Richenbach

스위스
Universität Zürich

Neo-Confucian notion(s) of learning: 
A western perspective

8.07 Soyoung Kim 불가리아
Sofia University

Korean Wave as a cultural phenomenon 
and the spread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8.28 Alexander 
Fedotoff

불가리아
 Sofia University

 East and West: Peering into Past 
(On different approaches to the 
cultural heritage

10.07 Nelly Khan
카자흐스탄

Kazakh Abylai Khan 
University

Korean diaspora in Kazakhstan: Their 
maintenance of cultural identity and 
its implications

12.20 Dhan Bahadur 
Kunwar

네팔
Tribhuvan University

Unity in Diversity: Nepal as a 
Multi-ethnic, Multi-religious and 
Multi-cultural Nation

2015

1.12 Jinseok Seo
라트비아 

National University of 
Latvia

The significance of small countries 
on the perspective of  Baltic States

5.04 Marc 
Bernardot

프랑스
University of Normandy 

Le Havre

Immigration and French migratory 
policy: Between history and 
actuality

5.07 Angela Jamie 미국
University of Wyoming

A Reflection on CRM (Culturally 
Relevant Methodologies) in 
Multicultural Education

5.07 Kent Becker 미국 
University of Wyoming

Photovoice: Social Justice Research 
and Advocacy Through a Lens of 
Empowerment

6.08 Tae Hyun 
Baek

키르키즈스탄
Bishkek Humanities 

University

중앙아시아 실크로드의 중요성과 한국
적 
과제

7.14 Junhyoung 
(Paul) Kim

미국
Central Michigan 

University

접촉이론에 대한 이해와 여가 활동 분
석에의 적용 가능성 탐색

2016

5.16 Sonia Nieto
미국

University of 
Massachusetts

Sociopolitical Perspectives in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5.20 Joon K. Kim
미국

Colorado State 
University

독일과 미국의 이주노동 정책의 교
훈

8.19 Lim Elvira 러시아
사할린 국립대학

사할린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통한 
다문화 능력 형성 연구

8.19 Dal Yong Jin 미국
Simon Fraser University

Ethnic Media and PAN-ASIAN 
Commodification in North America

8.22 Svetla 
Kartva

불가리아
Sofia University

Common Elements in Altaic 
Shamanism and Korean Mu-sok

11.12 Helga 
Forssman

독일
Wiesbadener

Waldkindergarten

Die Waldkindergartenpadagogik in 
Deutschland

2017

2.2-3 Yeonkwon 
Jung

일본
간사이외국어대학교

Language and culture: a 
discourse analysis approach

5.15 정명렬 독일
세계국제결혼여성총연합회 국제결혼 한인 이주 여성의 삶

7.26 Yonson Ahn
독일

Goethe University of 
Frankfurt am Main

Too foreign for home, too 
foreign for here : “Home" visit 
of Korean nurse “guest workers

8.28 Seong-Chul 
Shin

호주
University of New South 

다문화 사회인 호주의 언어 정책과 
국가사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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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학술대회 개최

○ 사업팀 주관 ICME(International Conference on Multiculture and Education) 개최 

   - 본 사업팀에서 주관하는 ICME(International Conference on Multiculture and 

Education)는 다문화교육 관련 다양한 국가의 학자를 초청하거 세계적인 다문화교육의 

흐름과 방향을 탐색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다문화교육과 교육학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

시하는 국제 학술대회임. 이러한 학술대회를 통해 본 사업팀은 동아시아는 물론 유럽, 

미국 지역 다문화 관련 학자 및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한국의 다문화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다문화교육 전문인력을 위한 다양한 역

량을 함양할 수 있게 함. 

연도 개최일 참여국
가 구두발표수 포스터발표수 주제

2014 6.28 4개국 20 29 Multiculturalism and Ethnicity

2015 10.16-17 10개국 36 63 Human Development and Cultural 
Diversity

2016 11.4-5 8개국 21 34 Multicultural Society and Cultural 
Diversity 

2017 6.16-17 9개국 22 59 Interculturalism, Multiculturalism , 
and Education

Wales

10.14 Hermann 
Kreutzmann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

Pamirian Knot at the Crossroads 

10.14 Mayinu 
SHANATIBIEKE

중국
중앙민족대학교

cross-border migration of Kazakh 
people from China to Kazakhstan

2018

4.28 김태호 일본
코난대학교

재일교포의 민족문하교육과 문화정
체성

4.28 Huo Meichen 중국
동북사범대학교

현대성의 동양적 얼굴: 동북아 영
화문화공동체 구성 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6.12 조재식 미국
와이오밍대학교

Compassion중심 다문화 교육 이론
과 실천

11.18 우크탐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립사범대학교 Ethnic diversity in Uzbekistan

10.27 Volker H. 
Schmidt

Singapor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Global modernity and its 
repercusion

10.27 Jinyu Qi 중국
중앙민족대학교

Asia community and cross- 
cultural comparative studies

10.27 Yuzo Hirose 일본
Kyoto University

Trusting rather than 
understanding others: Another 
intercultural cosmopolitan

2019

5.17 Douglas 
Macbeth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 현상학과 민속방법론

5.22 Keith C. 
Barton

미국 
Indiana University 

역사학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기
여: 국가정체성의 탈중심화

5.22 Li Ching Ho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동아시아를 위한 다문화교육의 탈
식민화 : 싱가포르의 관점

5.27 Roland 
Reichenbach

 스위스 
쮜리히대학교 

문화적 반대자와 함께 살아가기: 
은유, 그리고 이해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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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국제학술대회 개최

4) 참여대학원생의 해외 연수

2018 10.27 7개국 19 34 Transnational Lmmigration, Cultural 
Diversity, and Education

2019 11.23 
예정 7개국 18 미정

Transnational Society,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nd Multicultual 

Education

연도 개최일 학회명 주     제

2014

3.09 2014 ICCBL 공동학술대회 문화,인지,생애사 그리고 학습

5.31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제9차 국
제학술대회 한국어 교육학의 연구방법론 탐색

2015 10.15
The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chool and 
TEaching

International Comparison of Class 
Culture and Coperation in PDS 

2016

3.17-19
The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Culture, 
Biography & Lifelong Learning

Culture, Professionalism, Biography & 
Lifelong Learning

7.04-05 2016 시베리아 연구 국제학술회
의

사할린한인과 사회적 기업을 통한 한ㆍ러 
경제협력

12.04-05 2016 아시아 미래 지식인 포럼 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한중일의 
역할

2017
8.19-20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Korea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Culture Exchange

Current Status and Tasks of East-West 
Culture Education

9.12-15 제8회 아시아 미래 지식인 포럼 한중일 네트워크를 통한 차세대 인문교육

2018

3.13-15 Cycle of Lectures and 
workshops 4cfu tirocinio

Third Conference on one asoa community 
in Europe

5.21 Koreans in Sakhalin: 
Retrospect and Prospect

Sakhalin Institute of Humanitarian and 
Technological Sciences

2019

1.21-23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제14차 국
제학술대회 언어문화교육을 통한 문화교류

3.26 인하대- 고베대 국제학술대회 Cultural Diversity and Multicultural 
Society

5.28 카자흐스탄 알마티 한국교육원 
공동워크샵

카자흐스탄 고려인 스토리텔링과 생애담 
워크숍 개최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횟수 2 9 6 6 5 1 0 29

참여자 3 22 12 11 7 3 0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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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대학원생의 해외연수는 다문화교육 관련 해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수준의 인적 네

트워크 형성을 위하여 본 사업팀에서는 참여대학원생의 해외 연수를 적극 장려함. 국제

적 수준의 인문학적 성찰 역량과 사회과학적 탐구 역량 강화과정을 통하여 국제 학술대

회에서의 발표 기회를 제공함. 국제 학술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참여대학원생의 연수

계획서 및 발표논문, 지도교수의 추천이 필요하며 해외 단기연수 이후에는 연수 보고회

를 개최하여 사업팀의 성과 공유의 장을 만들고 있음.

연도 일자 발표 학회 발표장소 발표자 주제

2013

12.08

제4회 
동북아 
민족문화 
국제포럼

중국

북경
김금희

다문화가정부부간 의사소통과 

자녀양육경험에 관한 연구

12.08

중앙민족대
학교 민족학 

및 
사회과학원 

제7회 
대학원생 
학술포럼

중국

북경

최승은

The Research on the Possibility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 the 

Elementary School through the 

Chorus

최보선

Necessities and Direction of 

Constitutional Education for 

Migrants in a Multicultural Society

2014

1.8-1.10

The 3rd 
Internation

al 
Symposium 

on 
Multicultur
al Society: 
Language, 
Culture, 

and 
Ethnicity

대만 

타이페이

전경미

An Analysis of Preceding Research 

Trends on the Factors Affecting 

Marital Conflict of the Female 

Marriage Immigrants

김금희

A Study on the Child Rearing 

Experience in Married Immigrant 

Women

박미숙

Problems and solutions in academic 

writing of international graduate 

Students

방현희

A Study of the self-perception on 

the experience of multicultural 

families home educators

알기르마

A Study about career development 

for female Mongolia marriage 

immigrants

팜티휀짱
A study on mothering experience of 

Vietnamese marriage immigrant women

홍정훈

A Study on Building a Standard 

Guideline of University Mentoring 

Programs for North Korean 

Adolescent Defectors

5.1-5.3

The 5th 
World 

Conference 
on 

Psychology, 
Counselling 

and 

크로아티아 

두아루브닉

김금희

A Study of Experience and Meaning 

of Mentors Participating in 

Intercultural Youth Mentoring 

Programs

박봉수
The Study of the Role of Supervisor 

on th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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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ance

Students’Mentoring for 

Multicultural Children

최승은

Investigating elementary school 

children’s learning experiences 

through multicultural chorus 

activities: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approach

5.9

The 30th 
Pacific Rim 
Internation

al 
Conference 

on 
Disability 
& Diversity

미국

하와이

선곡유화
Multicultural Family and Disability 

in Korea

김금희,

전경미

The Voices of Immigrant Mother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Korea

5.24

The 2nd 
Internation

al 
Conference 

on 
Education 
and Social 
Sciences

중국

북경
홍정훈

A Study on Cooperative Learning 

experience of the Educational Play 

in Multicultural Alternative School

6.25

한국 
국어교육학
회 제2차 

국제학술대
회

중국

연태
강유진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높임법 화계의 

이론과 실제

8.14-15

The 5th 
Annu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
al Society 
of Korean 
Applied 

Linguistics 
& CIS 
Korean 
Studie 

Conference

카자흐스탄 

알마티

강현민, 

홍유나

A Case Study on the Korean Campus 

Experience of University Students 

from Central Asia

9.13-15

Shanghai 
Internation

al 
Conference 
on Social 
Science

중국

상하이

강현민

A Study on Early Adaptation to 

College of Foreign Students from 

Central Asia

최보선
A Study on Law-related Education 

for Migrants in Korea

박미숙,

천지아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Filial 

Duty by Chinese Marriage Migrant 

Women

11.08-10

ACSSC: 
Annual 

Conference 
on Social 
Studies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

르

최승은

Communication and Education 

Interpretation in terms of critical 

multiculturalism on the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y in 

Korea

11.17
European 
social 
sciences 

프랑스 

파리
전영은

An ethnomethodological approach on 

high school students’ art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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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globalisati

on of 
education 

and 
training: 
toward a 

new 
reflexive 

and 
critical 
framework

culture activities in multicultural 

education

2015

3.25

4th 
Internation

al 
Symposium 

on 
Multicultur
al Society: 
Culture, 

Ethnicity, 
and 

Identity

중국 

베이징

박봉수
A Study on the life history of 

Dongsik as a Sakhalin Korean

배현주
Chinese Minority Group’s Culture 

and Cultural Industry

황해영

The persent status of 

multicutultural siciety and the 

rise of multiculturalism education 

in Siuth Korea

5.14-16

6th World 
Conference 

on 
Psychology, 
Counselling 

and 
Guidance

터키, 

안탈리아

박미숙

A study on the academic motivation 

of immigrant women in graduate 

school

박봉수

Understanding of life through the 

biographical study on the old 

Sakhalin Korean, Dong-Sik Shin

5.28-30

Asian 
Conference 

on 
Psychology 
& Sociology

카자흐스탄 

알마티

강현민
A study on ethnic identity of 

Koryo-Saram in Kazakhstan

딜노자, 

아이굴

Youth global civic competence 

through multicultural education

아이게림
Ethnotelling as a research method 

for the folks village

7.06-08

Hong Kong 
Internation

al 
Conference 
on Social 
Science

중국

홍콩
박지인

Establishment of the concept of 

Multicultural Educ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in South Korea

8.17-18

The 17th 
Internation

al 
Conference 

on 
Education, 
Pedagogy, 

Management, 
Innovation 

and 
Technology

스페인

바르셀로나
강현민

Intercultural Competency for 

Teacher at Public Multicultural 

Alternative School for Immigrants 

and Multicultural Families 

Student's School Maladjustment in 

Korea

7.25-8.0

5

재외동포 
문화정체성 
연구를 위한 

러시아 
사할린 현장 

답사

러시아

사할린
박봉수

사할린 이산 가족회, 사할린 노인회, 

사할린 주한인회, 

이중징용자유가족회에 대한 연구

2016 5.11 2016  4th 일본 방현희 A  Study on Reinforcing the Tu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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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
al 

Symposium 
on 

Education, 
Psychology 
and Social 
Sciences

오사카

Ability in Mentoring Multicultural 

Students

김미순, 

최희

A  research on mentor's experiences 

in providing career support through 

the  multicultural mentoring

5.24

Internation
al 

Symposium 
Society, 
Education 

and 
psychology

중국 

북경

천지아

Difficulties  in Teaching Offspring 

Heritage Language Experienced by 

Chinese Marriage  Immigrants in 

South Korea

장연연

A  Study on Ethnic Identities and 

Cultural Identities of Old-Timers 

Chinese in  South Korea

7.04

2016 
시베리아연

구 
국제학술대

회

러시아 

사할린
박봉수

사할린  영주귀국자의 통과의례 

내러티브에 나타난 고향의 의미

7.14

INTE  2016- 
Internation

al 
Conference 
on New 

Horizons in 
Education

오스트리아 

비엔나

최희
Interclturalism Among Discourses of 

Transnational Higher Education

강현민

North  Korean Defector Parents' 

Perception of School Participating 

Activities

10.29

6th  ICLEI 
(Internatio

nal 
Conference 

on 
Language, 
Education 

and 
Innovation)

싱가포르

싱가포르
박지인,

두문영

Study  of The Protection of Migrant 

Children’s Right to Education in 

South Korea

12.04
제4회 

아시아 미래 
지식인 포럼

중국 

베이징
장연연

分析中学教育课标以及教科书来看中国
文化多样性教育的发展

2017

2.07

ICEEL(Inter
national  

Conference 
on 

Education 
and 

E-Learning)

일본

오사카
김미순

A  Plan For Improving Multicultural 

Citizenship Education For Human 

Rights of  Immigrants of National 

Action Plans in Korea

2.09

ISER  51ST 
INTERNATION

AL 
CONFERENCE

일본 

요꼬하마
방현희

A  STUDY ON MENTOR'S 

MULTICULTURAL-KNOWLEDGE FORMED BY 

MULTICULTURAL MENTORING  ACTIVITIES

5.19

12th 
Internation

al 
Conference 
on Social 
Sciences

네덜란드

암스텔담

오영섭

Study on Reinforcing the Tutor's 

Ability in Mentoring Multicultural 

Students

장연연

Research on mentor's experiences in 

providing career support through 

the  multicultural mentoring

5.21 ICAANP 2017 
: 19th 독일 장연연 A Study on the Nostalgia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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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대학원생들은 해외 연수를 통하여 연구 능력 및 학술 발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

으며 이를 통해 국제학술대회에서 참여대학원생들이 수상한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참여대학원생인 천지아 박사과정생은 IJSER에서 Best Paper Awards로 선정되었음. 선

정 논문은 Heritage Language Education in South Korea and Challenges faced by 

Marriage Immigrant Women으로 중국인 결혼이주여성들이 자녀들에게 부모의 계승어를 교

육하고 전수하는 다양한 과정과 방법에 관한 내용임. 이와 관련하여 7건의 신문기사가 

보도되었음.

  - 참여대학원생인 방현희 박사과정생은 ISER 51st International Conference에 참석하여 

A Study on Mentor’s Multicultural-Knowledge Formed by Multicultural Mentoring 

Activities라는 제목의 연구논문을 발표하여 Best Paper Awards로 선정되었음. 논문의 

내용은 문화와 지식의 속성을 바탕으로 ‘다문화 지식’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 시민 교육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임.

5) 우수외국인 유학생 유치

○ 대학원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동을 위해 사업팀장 김영순 교수가 중앙아시아 유치활

동(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카자흐스탄 알마티, 키르키즈스탄, 아제르바이잔 바쿠), 동

Internation
al 

Conference 
on Art and 
Anthropolog

ical 
Perspective

s

베를린

Analysis of Hometown Alumni in the 

Online Community

오영섭

Vietnamese Indigenous Healing's 

Implication for Vietnamese Women 

Counseling in Korea

7.18-22

The 29th 
World 

Congress of 
the 

Internation
al 

Association 
for Suicide 
Prevention

말레이시아

쿠칭 오영섭

Study  of The Protection of Migrant 

Children’s Right to Education in 

South Korea

2018 7.18-20 INTE 2018:
프랑스

파리

윤현희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Plan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cluding Global 

Citizenship

오영섭

A Study on the Experiences of 

Pre-Service Teachers Participating 

in a Cooperative-Learning-Based 

Class

장연연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Intercultural Education in Chinese 

Universities for Cultivating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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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시아 유치활동(베트남 하노이, 호치민, 캄보디아 프놈펜)에 참가함. 특히 우즈베키

스탄은 현지에 있는 인하대학교 IUT대학을 통하여 우수한 유학생을 선발하고자 노력하였

으며 동남아 지역에서는 인하 동문기업과 인하대 대학원 졸업생들 간의 결연 맺기를 통

해 인하대 동남아 유학생을 위한 장학기금을 마련함. 이 장학금을 통해 인하대에서 성공

적인 학업을 마친 유학생들이 인하동문 기업으로 취직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함. 

○ 사업팀장 김영순 교수의 해외 방문을 통한 대학원생 유치 외에 해외 학자들과 문화관련 

활동가들을 초대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상호 인재 교류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 수렴

을 위해 노력함. 대표적인 사례로 한-베 영스칼라 포럼(The Korean-Vietnam Young 

Scholar Forum)을 통해 베트남 사회과학 행정대학원 소속 베트남 학자들과 본 BK21 플러

스 사업팀이 인하대학교에서 공동 포럼 개최, 이 행사를 통해 본 사업팀에 대해 홍보하

고 양국 간 지속적인 유학생 교환에 대해 논의함.  

○ 이처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역량 있는 외국인 학생들을 유치함으로써 다문화와 다문화교

육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이해의 확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오고 있음. 학

교차원의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힘쓴 결과 다음과 같이 외국인 유학생을 확보하며 

사업을 수행함.

○ 본 사업팀에 속한 많은 외국인 유학생 80%가 인하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정석국제장학금을 

받았음. 이 장학금은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성적을 바탕으로 등록금 100%를 제공하는 것

임. 정석국제장학금을 받지 못한 유학생들은 등록금의 70%, 50%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받

았음.

○ 위의 표와 같이 외국인 유학생은 사업팀의 다양한 노력으로 해외 우수한 유학생을 유치

할 수 있었으며 유학생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업팀의 참여대학원생으로 50%에 

참여대학원생 수 유학생 수 유학생 비율

2013-2 17 3 17.6%

2014-1 22 5 22.7%

2014-2 22 7 31.8%

2015-1 20 11 55%

2015-2 19 10 52.6%

2016-1 17명 11명 64.7%

2016-2 19명 11명 57.9%

2017-1 12명 7명 58.3%

2017-2 14명 9명 64.3%

2018-1 13명 6명 46.1%

2018-2 12명 6명 50%

2019-1 12명 6명 50%

2019-2 13명 7명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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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깝게 구성함. 글로컬 다문화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본 사업

팀은 해외의 다문화교육 현황 파악, 사업팀의 국제화 능력 향상, 한국 학생의 다문화 감

수성 향상을 목적으로 본 사업팀에서는 참여대학원생 중 유학생을 유지하고 있음. 

114-284



5. 우수성과

5.1 연구 부문 종합 우수 대표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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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수성과

5.1 교육 부문 종합 우수 대표성과

가. 교육부분 우수 성과

1) 창의적 융합 활동

○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 실현을 이루기 위해 사업팀 내 교차연구를 위한 연구클러스터를 

활용하여 초학제적 융합연구를 수행함. 또한 참여대학원생들은 자치위원회를 결성하고 

월례세미나를 진행하여 참여대학원생의 연구진행과정을 대학원생들의 자기주도적 방법

으로 점검하고 연구 아이디어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등의 기회를 가짐.

○ 다문화사회의 공간영역이 확장되고 다문화교육 전문 인력의 활동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는 구성원들이 다원화된 사회에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

인 지식, 기능, 가치 및 태도를 형성할 때 가능하다고 봄. 따라서 본 사업팀 운영기간

동안 총 113과목을 개설하여 다문화교육전문가로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제공함. 특히, 사업기간 중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하여 원어(영어) 전공 교과목으로 다

문화교육이론연구와 문화교육 콜로키움 과목 개설하였음.

 

○ 사회학적 관점에서 접근되던 다문화 현상과 교육학적 관점에서만 접근되던 다문화교육

을 다양한 차원의 논의로 확장시키기 위해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인 국내학자(단국대 이

영희, 건국대 신동흔, 순천대 이병환, 중앙대 안도희, 목포대 오장근, 경북대 채형복, 

강원대 박인옥, 인천대 박종도 등)들을 초청하여 다문화교육의 흐름을 파악하고 새로운 

방향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연구역량을 확장하는 기회를 제공함. 

○ 참여대학원생뿐만 아니라 전국의 대학원생들에게 인문학과 사회과학적 연구방법론의 융

합을 이루고 더불어 새로운 테크놀로지 및 디지털문화기술지방법론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구방법론 캠프를 개최하여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탐색하도록 하게 

함. 사업기간 중 캠프 참여자는 총 500여명에 이름. 또한 서울대, 안동대, 그리고 본 

사업팀의 참여대학원생이 자치적으로 구성한 인문사회 디지털로지 포럼을 개최함.

○ 한국의 다문화교육기관을 넘어 중국, 일본, 베트남, 중앙아시아 등의 다문화교육의 세

계적인 동향과 초국가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ICME(International Conference 

on Multiculture and Education) 개최 및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한국언어문화교육학

회, 한국다문화교육연구학회 등과 공동으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함. 이를 통해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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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해외학자들이 다문화관련 이론과 연구동향, 각국의 다문화정책 등을 고찰하여 

한국의 다문화 사회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민주주의와 

다문화사회 발전에 기여함. 

○ 이처럼 본 사업팀은 전 지구적 교류가 가져오는 효과를 연구하는 데 복합적이고 구조적

인 접근방식을 접목시켜 현재의 다문화사회가 구성되는 방식에 대한 대안적 관점을 제

시함. 이를 통해 기존 다문화연구에서 더 나아간 인식 확장 및 창의성 증진을 도모함.

2) 한국형 다문화교육 전문인력 양성 활동

○ 본 사업팀은 다문화교육 거점 연구기관으로 세계 문화 다양성을 중심으로 해외의 다문

화 사례 및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 러시아, 불가리아, 일본, 독일, 호주, 중

국 등 총 12명의 해외학자(Massachusetts대학 Sonia Nieto, Colorado State대학 Joon 

K. Kim, 사할린국립대학 Lim Elvira, Simon Fraser 대학 Dal Yong Jin, 소피아대학 

Svetla Kartva, Wiesbadeher대학 Helga Forssman, 간사이외대 Yeonkwon Jung, 

Frankfurt 대학 Yonson Ahn, New South Wales대학 Seong-Chul, 베를린 자유대 Hermann 

Kreutzmann, Mayinu 대학 SHANATIBIEKE 등)를 초청하여 특강을 실시함. 이를 통해 한국

적 다문화교육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한국적 다문화교육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참여대학원생들이 결혼이주여성이나 다문화가정 자녀, 이주근로자, 유학생 등 한국의 

소수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생활의 적응을 관찰하고 다문화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현

장답사를 진행함. 이와 더불어 참여대학원생들의 진로와 취업에 대해 미리 기획할 수 

있도록 졸업한 선배인 인천여성가족재단의 최정호 연구위원과 에듀윈미술심리연구소 왕

금미 소장을 초청하여 다문화현장의 실질적인 사례와 자신들의 구체적인 진로에 대해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진로특강을 제공함.  

○ 다양한 학회와 연결하여 본 사업팀의 융·복합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국제문

화교류학회, 한국다문화교육연구학회,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와 국내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함. 이를 통하여 한국의 특수성을 반영한 다문화사회의 시

민, 인권, 경제, 종교, 여가, 교육 등의 융합적인연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적 상황에 맞는 다문화정책 수립 및 시스템 구축 토대를 마련함.

○ 본 사업팀은 교육부-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다문화탈북멘토링사업단’을 유치하여 

참여대학원생들이 다문화멘토링의 튜터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

문화가정 학생의 학습 및 정서적인 지원을 함. 다문화멘토링의 튜터로 참여한 대학원생

들은 총 14명(방현희, 황해영, 김미순, 남혜경, 최유미, 박지인, 최희, 장연연, 딜노

자, 프엉, 피루자, 아이굴, 아이게림, 두문영 등)으로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안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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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을 돕고 이를 통하여 학업성취를 높이며 인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큰 역할

을 함.

○ 이외에도 지역의 청소년을 미래 창의인재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활동을 수행함. 공

립다문화대안학교인 인천한누리학교 방과후 지도(신진연구인력 박미숙, 윤희진, 참여대

학원생 딜노자, 피루자, 박봉수)와 청소년 소논문(Research & Education) 지도(김영순

교수, 신진연구인력 윤희진 및 박미숙, 참여대학원생 최희) 활동, 인하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지도 활동(참여대학원생 프엉, 딜노자, 피루자, 장연연, 두문영 원생), 조기적

응 프로그램(신진연구인력 윤희진, 박미숙, 참여대학원생 박봉수, 딜노자, 피루자, 레

일라) 등이 멘토링 및 방과 후 수업 지원을 통해 다양한 지역사회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함.

3) 융·복합연구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

○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의 15곳의 유관기관(남동사할린센터, 

인성여고, 건국대학교 이주사회통합연구소, 고양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울이주여성

디딤터, 다문화사랑회 등)과 MOU를 체결하여 참여대학원생 및 참여교수들이 지역사회의 

다문화 문제를 진단하고 다문화교육전문가로서 다문화사회를 이끌어 갈수 있는 협력의 

장을 제공함.

○ 지역의 다문화교육을 선도하기 위해 참여대학원생과 신진연구인력이 함께 인성여자고등

학교, 강화고등학교, 작전고등학교, 인수초등학교 등 다문화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함. 이

를 통하여 지역사회 초·중·고등학생들의 다문화감수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대학원

생들이 다문화교육 현장을 통해 현실적인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도록 

함. 

○ 다문화가정 자녀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학교 교사들의 다문화역량과 다문화감수

성 함양을 위해 인천지역 중등교사를 대상으로 다문화교육 직무연수 실시 함. 인천지역 

중등교사 30여명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 전문자료와 연구역량을 교육으로 환원시켜 제

공함. 따라서 교사들에게 다문화교육의 실제적인 사례와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학교현장

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본 사업팀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에 법무부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함. 이에 따라 다수의 참여대학원생들이 이 자격증 과정을 

이수하고 있음. 또한, 참여대학원생 대부분이‘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등 부전공을 선

택하거나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함. 이를 통해 외국인 학습자들

에게 한국어를 효율적으로 교수할 수 있는 교수방법 및 교육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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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하게 함. 

4) 연구역량 및 교육역량의 대중적 확산

○ 본 사업팀이 수행한 연구 결과를 사업비전인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문화와 관련된 다수의 다문화교육총서를 2017년도에 북코리아출판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발행하였음. 

- 총서 별책. 언어와 문화 그리고 비판적 다문화교육

- 총서 1. 처음 만나는 다문화교육

- 총서 2. 다문화사회의 국가정체성과 다문화정책

- 총서 3. 다문화 대안학교의 실천과 모색

- 총서 4. 교육연극을 통한 다문화 대안학교 초등학생의 협동학습

- 총서 5. 초등학교의 다문화학교 경영과 다문화교육

- 총서 6. 카자흐스탄 고려인 생애사 스토리텔링 연구

- 총서 7. 사할린 한인의 노스텔지어 이야기 탐구

- 총서 8. 사할린 한인의 다양한 삶과 그이야기

- 사회통합총서 1. 다문화생활세계와 사회통합연구

- 사회통합총서 2. 중국계 이주민의 다문화생활세계 연구

- 사회통합총서 3. 동남아시아계 이주민의 다문화생계 연구(11월 30일 발간예정)

- 사회통합총서 4. 동남아시아계 이주민 생활세계 생애담 연구(11월 30일 발간예정)

- 사회통합총서 5. 결혼이주여성의 주체적 삶에 관한 생애담 연구(11월 30일 발간예정)

○ 상기 다문화교육총서는 다문화교육과 관련 실적들을 대중이 읽기 쉬운 저서로 발간한 

것으로, 이 총서를 통해 대중들이 다문화현상과 다문화교육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이해

할 수 있도록 하였음. 특히, 총서1과 총서2는 21017년 문화관광부의 세종우수도서로 선

정됨.

나. 단계별 성과 

○ 제1단계(2013년~2015년) 기반조성기에 달성 실적은 다문화교육 전문 인력이 실제적으로 

활동할 영역에서 필요한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론 틀 및 방법론 도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였음.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교육내용은 크게 다문화교육의 이론연구와 실천연구의 두 가지 방법론과 지역적이고 국

제적인 두 가지 차원의 연구대상을 축으로 구분될 수 있음. 학생들의 졸업 후 활동 영

역을 고려하여 교과목을 설정하였음. 이를테면, 지역사회를 기준으로 A-Track(지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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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가정-학교-지역사회)과 B-Track(국제적 영역: 지역사회-국가-초국가)으로 구분하

여, 선택한 트랙에 대하여 학점을 집중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적 영역은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다문화교육 관련 문화적 기술 및 실천적 사례, 문

화적 지식 및 철학적 배경 등에 대한 교육에 집중되었고 국제적 영역의 교육은 초국가

적 현상으로서 다문화화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이와 관련된 문화적 지식 및 이론 등에 대

해 주로 이루어짐.

- 대학원생들의 다문화 기초 역량 강화를 위해 질적, 양적, 융합적 연구방법론 특강 개최

와 참여를 통해 다문화 방법론 의 원리와 적용방식을 숙지하도록 하고, 더불어 사회과

학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고양시킴.  

- 다문화 현지답사를 통해 다양한 다문화 관련 연구주제를 탐색하고 보다 현실적인 다문화

교육론의 개발을 추구해오고 있음. 미래 다문화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회문제

들을 진단, 예측하는 이론을 개발하고 더 나아가 적절한 정책 개발을 제시하기 위한 연

구를 이룸.

- 다문화교육 전문 기관으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이민정책연구원, 법무부, 교육개발

원, 인천시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한국이민사박물관과의 공동 콜로키움, 

인천광역시 남구청, 남동구청과 다문화도시포럼 등을 수행해왔음.  

○ 제2단계(2016년-2017년)는 역량 강화 단계로 다문화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독창적 

융·복합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문화교육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의 역량을 강화하였

음. 이 단계에서는 인문학적, 사회과학적, 교육학적 실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독창

적 시스템 구축 및 세계수준의 다문화교육 및 연구기관으로 아시아다문화융합연구소를 

인하대학교 부설 연구소로 승인받아 연구를 진행함. 또한  A-Track(지역사회-학교-가정

영역)에 해당하는 다문화교육기관과  B-Track(지역사회-국가-초국가)에 해당하는 다문

화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해 대학원생들이 현장연구(fieldwork)를 할 수 있는 실습

여건을 마련하고 실천역량을 강화하였음.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다문화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대두되는 이주민 문제에 대한 실태파악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함, 이를 위해 교육과정을 정규 교과 및 

비교과 과정으로 다양화하고 다문화교육 현장 역량 강화에 집중했음. 정규 교과는 다문

화교육 전문가에게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 및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과목을 개설하

여 선택의 폭이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다문화교육 현장 교육역량을 강화하

기 위한 현장체험활동을 지원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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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문화교육기관과의 MOU 체결, MOU 체결 기관 교환학생 프로그램 실행, 대학원생 월례 

세미나 개최, 국내외 다문화교육 전문가 워크숍 및 특강 제공, 다문화교육 전공 졸업자 

중 관련 기관에 취업한 선배 초청 진로특강, 참여대학원생의 다문화교육 현장 자원봉사 

지원 등을 운영함. 구체적인 사례로 교육부가 일산 킨텍스에서 실시한‘2016년 다문화

너나들이 축제’에 본 사업팀이 참여하여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인식

에 대해 일반인들에게 설문을 실시하는 등 한국의 다문화인식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자 노력함.

 - 기존의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 자녀 중심의 연구에서 외국인노동자, 유학생들까지 

확장하여 생활세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이주민들이 당면하고 있는 인권, 교육, 복

지 등에 대한 이슈를 파악하고 이를 법적, 교육적, 사회 정책적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

해 학제적 협업을 이룸.

 - 국가인권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도모하여 외국인근로자 및 북한이탈주민들의 인

권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을 확대하고,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문제해결책 마련에 초석

을 제공하고자 하였음. 

○ 제3단계(2018년-2019년)는 확대 발전 단계로 다문화학과의 확대발전과 다문화학의 학문

체계를 정립하고 국제적 수준의 다문화교육 전문인력 양성의 선도적 연구기관으로 도약

하는 단계로 다문화교육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독창적인 융복합 시스템 및 네트워크를 

확장하고자 다문화구성원의 영역별 생활세계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작업을 수행

함

- 먼저 교수진 및 참여대학원생의 국제활동을 통한 다문화학과의 위상을 정립하고 국제적

인 네트워크 확대 및 구축을 위해 아시아다문화융합연구소를 다문화융합연구소로 변경

하고 연구영역과 활동법위를 아시아에서 전 세계적으로 확대함. 

-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 자녀 중심의 1단계 연구 이후, 2단계에서는 외국인노동자, 

유학생들까지 확장하여 생활세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나아가 3단계에서는 이를 

더욱 확장하여 난민과 고려인과 사할린, 재외동표 등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연구를 진행

함.

- 다양한 인적자원의 활용을 통해 국내·외 다문화관련 네트워크를 확장하여 국제적 수준

으로 확대·발전시킨 결과로 다문화교육 전문 기관으로서 확고히 자리 잡아 유관 기관

과의 상호협력체계를 이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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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팀의 연구 비전 및 달성 전략

6.1 사업팀의 연구 비전 달성 노력 및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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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팀의 연구 비전 및 달성 전략

6.1 사업팀의 연구 비전 달성 노력 및 실적

가. 사업팀의 연구 비전

○ 본 사업팀은 지속 가능한 다문화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다문화교육을 적

극적으로 실천할 전문인력의 다문화교육 연구역량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는 다문화현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를 통해 사회적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학

문적 연구역량’, 유의미한 학문적 성과를 실천의 영역으로 승화시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의 활용 영역을 전환하는 ‘기술적 연구역량’, 실제적으로 전문인력을 양성

하기 위한 교수학습이론, 프로그램개발 등 풍부한 경험을 증명하는 ‘교육적 연구역

량’, 국제적 다문화 현상에 대한 다양한 연구영역을 아우르는 ‘국내외 네트워크 연구

역량’ 강화가 필요함. 따라서 본 사업팀은 학문적, 교육적, 기술적, 국내외 네트워크 

연구역량 강화를 통한 ‘글로컬 다문화교육 전문인력 양성 모델 구축’의 연구 비전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 본 사업팀에서 제시하고 있는 첫 번째 연구역량은 ‘학문적 연구역량’으로 다문화현상

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를 통해 사회적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지식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능력을 의미함. 따라서 다문화교육의 ‘학문적 연구역량’을 향상시킨다는 것

은 다문화교육의 지식을 생산하고 실천하는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과 동일함. 이를 위해 

본 사업팀은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전문 연구진으로 구성되었고, 이러한 연구진에 

의해 다차원적인 접근의 연구방법론을 활용하며, 융합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의 연구를 수

행하고자 하였음.

○ 두 번째 연구역량은 ‘교육적 연구역량’으로 다문화교육의 실제 현장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교수학습이론, 교수학습방법, 프로그램 개발 등의 경험을 의미함. 

따라서 다문화교육의 ‘교육적 연구역량’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다문화교육의 교수방법

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과 동일함. 이를 위해 본 사업팀은 

국내 최초 일반대학원 융합과정으로서 다문화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다문화정책 

및 교육 프로그램, 교수방법 등을 개발하고 다문화현장에서 직접 실천하며 다시 환류되

는 배움과 실천의 순환적 관점의 연구를 수행함.

○ 세 번째 연구역량은 ‘기술적 연구역량’으로서 앞서 거론한 학문적 연구역량에 의해 생

산된 유의미한 학문적 성과를 다문화 교육현장의 실천 영역으로 환원시켜 다문화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의 활용 영역을 전환시키는 능력을 의미함.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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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교육의 ‘기술적 연구역량’을 향상 시킨다는 것은 다문화교육의 문화적 실천 능

력을 강화시키는 것과 같음. 이에 본 사업팀은 다문화교육 문제를 융합적으로 접근하면

서 초학제적 다문화교육 연구를 수행하여 다문화 현실에 실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음.

○ 마지막 네 번째 연구역량은 ‘국내외 네트워크 연구역량’으로 국제적인 다문화현상의 

복잡하고 다양한 연구영역을 총체적인 관점에서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기 위해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업 능력을 의미함. 다문화교육의 ‘국내외 네트워크 연구역량’을 향상

시킨다는 것은 다문화교육의 초국가적 연결망을 조성하고,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을 강

화시키는 것과 같음. 본 사업팀은 다문화기관 및 사업단 간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

문화교육 관련 학회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다문화교육 연구 결과물들에 대한 피드백을 받

으며, 국외 다문화교육 관련 기관과 교류 협정을 맺어 다양한 다문화 쟁점과 이슈에 대

한 사례 비교 연구를 시도하고자 하였음.

○ 이처럼 본 사업팀이 제시하고 있는 ‘학문적 연구역량’, ‘교육적 연구역량’, ‘기술

적 연구역량’, ‘국내·외 네트워크 연구역량’은 다문화교육 전문인력이 갖추어야 할 

인문학적 성찰 역량, 사회과학적 탐구 역량, 교육학적 실천 역량을 지원하고 강화시키기 

위한 추진 동력과 같다고 할 수 있음. 즉 다문화교육 전문인력의 다문화 역량을 향상시

키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와 같다고 할 수 있으며, 그러므로 사업팀의 연구역량을 강화시

킨다는 것은 다문화교육 전문 인력 양성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개념으로 본 과제인 

융·복합 사업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음.

나. 비전달성을 위한 노력과 실적

○ 본 사업팀은 다양한 활동영역에서 다문화교육을 실천할 전문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다각

적으로 노력하였음. 먼저 참여교수들은 다문화교육 전문 인력이 갖추어야 할 전문적인 

역랑을 학문적 연구역량, 교육적 연구역량, 기술적 연구역량, 국내·외 네트워크 연구역

량으로 나누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진행함. 그 결과 다

음과 같은 연구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음.

1. 학문적 연구역량 성과

○ 본 사업팀의 참여교수들은 참여대학원생들이 다문화교육의 지식을 함양하고 전문 인력으

로 능력을 배양하고 연구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 미국, 독일, 캐나다, 영국 등 대

표적인 다문화국가의 교육학, 사회과학, 법학, 문화학, 경제학, 여가학, 상담학 등 다양

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전문연구진들로 구성하였음.

○ 본 사업팀의 참여교수 7명은 다양한 영역의 교수진으로 본 사업팀은 3개의 사업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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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 국제교류부, 학술운영부)로 운영체계를 구성하고 2인 연구교수를 임용하여 사업

팀을 운영함. 3개의 사업부 아래는 다문화교육정책 연구실(김영순 교수), 다문화 평생교

육·HRD 연구실(배을규 교수), 다문화와 장애학 연구실(이영선 교수), ESD 연구실(정기

섭 교수), 다문화법제 연구실(정상우 교수), 다문화여가정책연구실(박수정 교수), 다문

화상담연구실(신주연 교수) 등 7개의 연구실로 운영함. 3개 사업부의 활동현황은 다음과 

같음.

○ 연구기획부는 정상우 교수가 담당함. 연구기획부는 융합적 관점에서 현장연구를 주도하

고 다문화교육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다문화교육연구방법론 개

발연구, 참여대학원생 다문화교육연구 프로젝트 지원 등의 역할을 중점으로 함. 이에 따

라 참여대학원생들의 매월 월례세미나를 1차년도 3회, 2차년도 8회, 3차년도 8회, 4차년

도 9회 , 5차년도 7회, 6차년도에 7회, 7차년도 3회로 총 44회, 108건의 논문발표를 자

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매학기 학과 오리엔테이션과 학위논문 발표회

를 개최하여 학위논문의 예비발표와 본 발표를 진행함. 또 대학원생 연구방법론 캠프를 

매년 2회씩 진행하도록 기획하고 대학원생들이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

원함.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월례

세미나(회)
3 8 8 9 7 7 3 44

발표(건) 10 21 16 17 15 18 11 108

○ 국제교류부는 이영선교수가 담당하고 주로 외국대학과 MOU 체결 및 참여대학원생들의 교

류지원, 외국 장단기 교육연수 지원, 외국의 저명한 학자 및 국제 다문화교육기관과 네

트워크 구축하는 역할을 함. 대표적인 예로 1차년도에서 7차년까지 국내외 다문화교육기

관인 22기관과 MOU를 체결하였음. 또한 국제학술대회 개최에 대한 정보를 참여대학원생

에게 홍보하여 학술대회발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외학자 초청특강을 40차례 

진행하여 참여대학원생들에게 다문화관련 세계의 연구동향을 알리는 역할을 함.

○ 학술운영부는 정기섭교수가 담당하였으며 참여대학원생 선발 및 다문화교육학과 연구에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MOU체결(건) 1 6 5 3 4 3 22

해외학자

초청강연(회)
11 6 6 6 7 4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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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사전교육 실시, 참여대학원생들의 연구윤리에 대한 워크숍, 참여대학원생들의 학술

대회 참여 및 학술지 게재여비 지원, 참여대학원생들의 학술 대회 참여 및 학술지 게재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다문화교육 학술포럼 참여 및 개최 등을 주도하였음. 즉 

매학기 참여대학원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자체 선발규정을 정하고 참여교수 회의를 통하

여 1차년도 2학기 17명, 2차년도 1학기 22명, 2학기 22명, 3차년도 1학기 20명, 2학기 

19명, 4차년도 1학기 17명 , 2학기 19명, 5차년도는 1학기 12명 , 2학기 14명, 6차년도 

1학기 13명, 2학기 12명, 7차년도 1학기 11명, 7차년도 2학기 13명, 총 220명을 공평하

게 선발하였음. 이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은 총 98명이었음. 또한 참여대학원생의 연구윤

리를 강화하기 위해 연구윤리특강을 매년 1~2회를 주도하였으며 다양한 학회와 교류하여 

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다양한 학회에 참여대학 원생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역할을 함.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참여대학원생

(명)
- 17 22 22 20 19 17 19 12 14 13 12 11 13 211

외국인 

유학생(명)
- 3 5 7 11 10 11 11 7 9 6 6 5 7 98

○ 이렇게 조직적으로 참여교수들의 관심 속에 운영된 본 사업팀은 다양한 학문적 배경의 

연구진들을 갖춤으로써 융·복합 관점에서 다차원적 접근과 연구방법론 활용이 가능하였

으며, 융합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의 학문 수행하였음. 그 결과 1차년도에서 7차년도까지 

국내학술지(KCI 등재후보이상) 240편, 국제학술지(SCI, SSCI 포함) 47편, 저서(외국어 

저서 포함) 43편의 연구 성과를 거두었음.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국내학술지

논문(편)
7 35 37 36 53 53 19 240

국제학술지

논문(편)
- 5 6 9 11 13 3 47

저서 2 4 5 8 6 17 1 43

2. 교육적 연구역량 성과

○ 교육적 연구역량을 높이기 위한 비전으로 다문화 현장에서 다문화교육자로 전문성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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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할 수 있도록 내적 교육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음. 이를 통해 글로컬 다문화교육

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음.

○ 본 사업팀은 국내 최초로 일반대학원 융합과정으로 다문화학 전공 석·박사과정을 개설

한 다문화학과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음. 일반대학원 다문화학과(이민다문화학전공, 다문

화교육전공) 참여교수들의 교육적 역량은 다문화교육 관련 다양한 수업을 개설하여 다양

한 사회문제를 진단, 예측하는 이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

을 가지고 있음. 이에 따라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다문화교육전공에서 개설된 교과목은 

다음과 같음. 2013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12개 학기 동안 총 115개 과목, 학기

별 평균 10개 과목을 개설, 제공함으로써 교육적 연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

음.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1 1 2

개설과목

(수)
- 8 10 11 9 8 11 7 11 10 11 8 11 - 115

 

○ 본 사업팀은 다문화교육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일

반대학원 다문화학과로부터 분리·독립하였음. 2020년도 1학기부터 다문화교육 전공 대

학원생을 모집할 예정임.

3. 기술적 연구역량 성과

○ 본 사업팀 참여교수들의 정부 연구비 수주는 1차년도 13건, 2차년도 14건, 3차년도 9

건, 4차년도 3건, 5차년도 4건, 6차년도 8건 등 총 51건의 수주 성과를 보임. 그리고 산

업체 연구비 수주는 3차년도 2건, 4차년도 6건, 5차년도 7건 등 총 15건의 수주 성과를 

보임.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정부연구비

수주(건)
13 14 9 3 4 8 - 51

산업체연구비 

수주(건)
- - 2 6 7 - - 15

○ 본 사업팀 참여교수들의 정부연구비 및 산업체연구비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사업팀장 김영순 교수는 정부 연구비 사업으로 1차년도에 ‘제주도 문화자원의 종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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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텔링화 방안’, ‘지속가능발전교육(ESD) 활용 다문화가정자녀 케어 시스템에 관

한 융합적 연구’, ‘마을만들기를 위한 지역문화자원의 스토리텔링 연구’, 2차년도에 

‘마을만들기를 위한 지역문화자원의 스토리텔링 연구’, ‘베트남 문화의 오디세이’, 

‘지속가능발전교육(ESD) 활용 다문화가정자녀 케어 시스템에 관한 융합적 연구’, 3차

년도에 ‘베트남 문화의 오디세이’, ‘지속가능발전교육(ESD) 활용 다문화가정자녀 케

어 시스템에 관한 융합적 연구’, 4차년도에 ‘초국적 사회관계망을 활용한 글로컬 다문

화 멘토링의 융합연구’, 5-7차년도에 ‘글로벌 시대 에스노그래피를 활용한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및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를 위한 사회통합에 관한 연

구’를 진행하였음. 산업체 연구비 사업으로 3차년도에 ‘세계시민교육과 연계한 지속가

능발전교육 중장기 정책연구’, 4차년도에 ‘수학여행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개

선’, 5차년도에 ‘소래 지명 유래와 스토리텔링 개발 용역’을 진행함.

▶ 박덕유 교수는 정부 연구비 사업으로 1차년도에‘방송언어 청정 지수 개발 사업’, 1-5

차년도에 ‘국어문화원 운영지원사업’, 5차년도에 ‘우리말 가꿈이 운영사업지원’을 

진행하였음. 산업체 연구비 사업으로 1차년도부터 7차년도까지 진행함. 

▶ 박수정 교수는 결혼이주여성 및 유학생, 다문화가정 자녀의 여가문화와 여가활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음. 정부 연구비 사업으로 2-3차년도에 ‘학교 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승

마 여가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4-6차년도에 ‘한국형 번아웃 증후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차원 개입전략 연구’를 진행하였음. 산업체 연구비 사업으로 5차년도에 

‘청소년 융합과학 스포츠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및 운영’을 진행함. 

▶ 배을규 교수는 결혼이주여성의 평생학습과 관련된 연구와 이주노동자의 직업훈련, 외국

인투자 이민 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음. 정부 연구비 사업으로 2차년도에 ‘예술강사 

역량 사전 개발 연구’, ‘제2차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음. 산업체 연구비 사업으로 3차년도에 ‘제2차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기본계

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음. 산업체 연구비 사업으로 5차년도에 ‘부평구 평생학

습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진행함.

▶ 이영선 교수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교갈등문제 및 복지문제 및 학교적응, 사회적응훈

련 등에 대해 폭넓게 연구하였음. 정부 연구비 사업으로 1차년도에 ‘장애청소년을 위한 

보편적학습설계(UDL)기반의 C-STEM 프로그램 개발 및 자기결정교수학습모형(SDLMI)을 적

용한 프로그램의 실행 효과 검증’, ‘ 2-3차년도에‘자폐성장애인의 성인기 성과 영역

에서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장애청소년의 성인기 전환을 위한 근기기반 실제’, 6차

년도에 ‘장애학생 직업교육 전문기관 직무 위탁교육’, ‘전환기 자폐성장애 사용자를 

고려한 사회-정서 지원 프로그램: 리얼타임 어낼리틱스 기반 솔루션’, ‘인천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및 요구조사 연구 용역’,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과제 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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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진행하였음. 산업체 연구비 사업으로 4차년도에‘인간 내면상태의 인식 및 이를 이용

한 인간친화형 인간-로봇 상호작용 기술 개발’, 4-5차년도에 ‘장애학생 직업교육 전문

기관 직무 위탁교육 운영’, 5차년도에 ‘축구장 속 융합인재교육’을 진행함. 

▶ 장경호 교수는 정부 연구비 사업으로 1-2차년도에 ‘경제 관련 고등학생의 인식 및 태도 

조사’, 2차년도에 ‘IUT Post-Opening Consulting Service’를 진행함. 

▶ 정기섭 교수는 다문화교육 전문인력들이 교육학의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철학

을 근간으로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음. 정부 연구비 사업으로 1차년도에 ‘인천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특별교육프로그램 효과분석’, 1-2차년도에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지

표 및 지속가능보고서 가이드라인 개발’, 1-3차년도에 ‘지속가능발전교육(ESD) 활용 

다문화가정자녀 케어 시스템에 관한 융합적 연구’를 진행하였음. 산업체 연구비 사업으

로 1차년도부터 7차년도까지 진행함. 

▶ 정상우 교수는 다문화법제와 이주민들의 인권관련 연구를 진행하였음. 정부 연구비 사업

으로 1차년도에 ‘문화유산 활용 종합계획 수립 및 제도정비 방안 마련 연구용역’, 2-3

차년도에 ‘법교육지원법 개정 방향 및 내용 연구’, 6차년도에‘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제도 개선방안 실태조사’,‘다문화사회전문가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를 진행하였음. 

산업체 연구비 사업으로 4차년도에 ‘근현대문화유산 교육분야 목록화 조사 연구’,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연구용역’,‘문화재 방재 법적기반 강화방안 기초연

구조사 용역’, 5차년도에‘무형문화재법 및 관계법령 개정 연구 용역’을 진행함. 

4. 국내·외 네트워크 연구역량 성과

○ ‘국내·외 네트워크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교육의 초국적 연결망을 조

성하고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총체적인 관점에서 노력함. 국내외 다

문화관련 22개의 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다문화교육 전문가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음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MOU체결(건) 1 6 5 3 4 3 22

▶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10기관)

- 2015년 4월 17일 한국이민사박물관과 학술활동 및 컨퍼런스 공동개최를 위해 상호 협력

하기로 MOU를 체결함

- 2015년 8월 21일 인천외국인인력지원센터와 이주노동자 센터직원의 교육지원을 위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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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협력하기로 MOU를 체결함

- 2015년 8월 28일 인천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와 다문화보육 콘텐츠 개발 및 학술활동을 위

해 상호 협력하기로 MOU를 체결함

- 2016년 7월 29일 사단법인 인천남동구지회 남동사할린센터 사할린경로당회장 신동식 회

장과 한국 사할린 연구의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함

- 2016년 12월 12일 인성여자고등학교 교장 김광준교장과 한국다문화교육의 발전 및 글로

벌 인재양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MOU를 체결함

- 2017년 4월 28일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김승일 센터장장과 다문화가족구성원이 안정

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더록 이들의 삶

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상호 MOU를 체결함

- 2017년 11월 24일 서울이주여성 디딤터 김효진 원장과 결혼이주여성들이 안정적인 가족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

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상호 협력하기로 MOU를 체결함

- 2019년 1월 3일 부평구청과 다문화강사 프로그램 공동진행을 위해서 상호 협력하기로 

MOU를 체결함

- 2019년 3월 19일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가정자녀 멘토링사업지

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MOU를 체결함

- 2019년 5월 15일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와 다문화언어강사의 역량강화연수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MOU를 체결함

▶ 대학기관 연구소와 네트워크 구축(5기관)

- 2014년 9월 1일 청주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과 교육관련 주제 학술대회를 공동개최를 위

해 상호협력하기로 MOU를 체결함

- 2015년 12월 11일 안동대학교 창조산업연구소와 문화분야 대학원생 교류 및 공동연구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MOU를 체결함

- 2015년 12월 11일 상명대학교 글로벌문화예술연구소와 교육프로그램 공동연구를 위해 상

호 협력하기로 MOU를 체결함

- 2016년 12월 16일 건국대학교 이주·사회통합연구소 최윤철소장과 다문화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MOU를 체결함

- 2017년 10월 20일 건국대학교 서사와 문학치료연구소 신동흔 소장과 한국의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 발전을 위하여 다문화 구성원의 생활세계 연구수행에 상호협력하기로 MOU를 

체결함

▶ 해외기관 네트워크 형성(1기관)

- 2018년 5월 21일 사할린주 한인회 박순옥 회장과 정보공유 공동연구 자료제공 등 연구의 

범위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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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대학기관 연구소와 네트워크 구축(6기관)

- 2015년 11월 27일 불가리아 소피아대학교와 학술교류 및 연구지원활동을 위한 MOU를 체

결함 

- 2016년 4월 20일 중국 귀주민족대학교 교장 WEI WEI 교장과 두 학교간 학생교류, 국제적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함

- 2016년 11월 5일 일본 코난대학교 한국문화원장 겸 일본한국문화학회장 김태호 교수와 

두 학교간 학술교류 , 학생 교류 , 국제적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함

- 2018년 4월 20일 중국 제남대학교 Yang Zhaoning 교장과 두 학교간 학생교류, 국제적 협

력을 위한 MOU를 체결함

- 2018년 5월 21일 사할린 인문기술대학교 Nadezhda Kan 교수와 두 학교간 학술교류, 학생 

교류, 국제적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함

- 2018년 10월 8일 키르키즈스탄 케인대학교 김일호 부총장과 상호 교육과정소개, 협력, 

학생 교환, 연구협력, 양 기관의 발전 그리고 학문적 교류를 위하여 MOU를 체결함

○ 또한,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다문화교육연구학회,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한국리터러

시학회 등과 공동으로 국내학술대회를 총 29회를 개최하였으며, 국제학술대회(공동대최 

포함)를 총 18회를 개최여 활발한 학술교류활동을 하였음. 이와 같은 학술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 유학생(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등) 유치를 

도모함. 또한 국제학술대회 개최에 대한 정보를 참여대학원생에게 홍보하여 학술대회발

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외학자들을 특강을 통하여 참여대학원생들에게 다문

화관련 세계의 연구동향을 알리는 역할을 함.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국내학술대회

개최(수)
2 3 2 4 8 7 3 29

국제학술대회

개최(수)
3 2 4 3 3 3 1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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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진의 구성

7.1 참여연구진 구성의 우수성

①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진 구성의 적절성

<표 9> 사업팀장 재임 현황

연번 성명 재임기간(YYYYMM-YYYYMM) 팀장변경 사유

1 김영순 201309-202008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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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진의 구성 

7.1 참여연구진 구성의 우수성 

①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진 구성의 적절성

연번 성명 재임기간 (YYYYMM-YYYYMM) 팀장변경 사유

1 김영순 201309-201908 변경없음

<표 9> 사업팀장 재임 현황

○ 다문화, 다민족 사회로 변해가는 한국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본 사업팀은 다

양한 문화가 공존하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를 인문-사회 융합학문적 접근을 통해 다

차원적으로 진단하고 근본적으로 처방할 수 있는 다문화 역량의 개발과 전수를 연구비전

으로 설정하였음. 다문화 역량의 개발과 이를 함양한 다문화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다문화사회를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됨. 본 사업팀은 2013년 BK21 플러스사업 시작 이전부터 인하대 대학원 융합전공 다문

화학과 내에서 공동연구활동을 해오던 ‘글로컬다문화교육연구회’를 기반으로 구성하였

음. 연구회 회장인 김영순 교수(독일 베를린자유대 문화학 박사, 문화교육전공, 인하대 

사범대 사회교육과 교수)가 본사업의 연구비전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판단되어 사업계획

서 작성 당시부터 연구팀장으로 역할을 수행하였음. 본 사업팀장인 김영순 교수의 연구 

및 행정역량은 다음과 같음. 

1) 사업팀장의 연구 및 행정 역량의 우수성

○ 사업팀장인 김영순 교수는 1987년 중앙대를 조기졸업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하여 해병청

룡부대, 해군교육사령부 등의 군 생활을 통해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해군 부대에서 교육

장교(대위)로 복무하였음. 1995년 전역과 동시에 독일 베를린 공대로 국비유학을 하였

음. 베를린공대에서 문화학, 미디어학, 사회학 등을 수학하여 석사학위를, 베를린자유대

학교에서 문화학, 교육학, 언어학 등을 수학하고 문화변동이론을 연구한 후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음. 2000년에 귀국한 후 조선대 연구교수, 경북대 중등교육연구소 초빙교수(교

육부 학술연구교수)를 거쳐 현재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문화교육 전공 교수로 

재직하고 있음. 

○ 본 사업팀이 자리하고 인하대학교는, 초대 이승만 대통령 당시 하와이 교포들의 성금을 

모아 설립한 ‘인하대 정신’(‘인’은 인천을 의미하고, ‘하’는 하와이를 의미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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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음. 이를 구현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인천시에는 인천이민사박물관이 

설립되고 인하대학교에는 대학원 융합과정에 다문화학과가 설치되었음. 2009년 학과를 

개설할 당시 다문화학 전공의 비전을 연구하고 이를 구현하고자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 

등을 연구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인하대학교 대학원 학과 간 협동과정 다문화학

과의 초대 학과장으로 재직하였음. 

○ 학교 내 보직으로는 사회교육과 학과장(2007-2008, 2018-2019), 정석학술정보관 운영위

원(2006-2009), 인하대 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다문화학과 학과장(2009-2010), 인하대 

다문화교육융합연구사업단(인천다문화교육센터,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사업단, 아시아

다문화융합연구소) 단장(2007-현재)을 맡고 있으며, 대학 본부 보직으로 인하대학교 대

학원 부원장(2011-2013), 인하대학교 교무위원,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장(2015-2019)을 

역임하였음. 또한 기타 활동으로 인하대 교육연구소에서 발간하는 KCI 등재지 <교육문화

연구> 편집위원장(2005-2010, 2013-2018), 사범대 교수회 부의장(2008-2009), 사범대 교

수회 의장(2013-2014), 인하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2014-현재), 인하대 연구기획위원회 

위원(2015-현재) 등의 활동을 하고 있음.

  

○ 연구 프로젝트 수행 경험은 인하대 인문사회 계열의 최우수 교수로 평가받고 있음. 교수 

재직 경력 15년 기간 중 중대형 국책사업 연구책임자 경력으로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디

지털향토문화전자대전(부천, 구로) 집필 및 구축사업, 사회과 창의인성 교수학습모형 개

발 책임, 교과부 범부처범교과체험교육사업단, 법무부 한국사회이해 프로그램 연구, 한

국연구재단 SSK 사회과학 지정주제 지원사업(도서지역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실태 조

사), 한국연구재단의 선도연구자 과제, 한국연구재단의 저술 지원사업, 한국연구재단의 

중견연구자 지원 사업, 인천시 교육청 공립다문화대안학교 설립 용역 연구, 글로벌 시대 

에스노그래피를 활용한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및 지속가능한 다문

화사회를 위한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 등을 들 수 있음. 또한 공동연구원으로서는 ESD 교

수학습지도안 개발 연구, ESD 활용 다문화 통합정보를 위한 웹기반 시스템 구축 연구과

제 등 다문화교육 관련 다양한 연구 과제를 수행한 경험이 있음. 

○ 외부기관의 자문위원으로서는 한국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다문화지도사 과정 주관 교수, 

한국과학창의재단 대학생 교육기부단 자문교수, 한국연구재단 융복합사업단 문제해결 분

야 비상근 전문위원, 2010-2011년 교육부 창의인성 100대 학교 전문가심사 위원장, 2011 

교과부 개정 교과 교육과정 TF위원장,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 전국교육대학

원장협의회 회장 등을 수행하였음.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으로는 인천시 남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장, (재)인천정보산업진흥원 문화정책위원회 위원장, 인천시 여성

가족재단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인천시 교육청 공립다문화대안학교 설립위원장 등을 역

임하고 현재 인천시 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을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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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K21 플러스 사업 참여 기간 중 다문화교육 분야의 사회봉사활동으로는 2013년 자유학

기제 연구학교 컨설팅 외 10건, 2014년 인천시 교육청 교육과정 정상화 위원회 활동 외 

24건, 2015년 교원대 교장자격 연수 다문화교육 특강 외 30건, 2016년 교원대 유치원감 

자격연수 특강 외 14 건, 2017년 한국연구재단 귀국학생특별학급 지도교사 연수 특강 외 

22건, 2018년 교원대 유치원감 자격연수 특강 외 9 건을 수행하였음.

 

○ 학회활동으로는 한국다문화교육연구학회 회장,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부회장, 한국언어

문화교육학회 회장, 한국열린교육학회 감사, 한국교육문제연구 편집위원을 수행하고 있

음. 특히 한국다문화교육연구학회에서 출간한 <다문화교육용어사전>의 총괄 기획/편집위

원장 직을 수행하였으며,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의 <한국어교육사전>의 다문화교육 분야

의 집필위원으로도 참여하였음. 또한 국제적인 학회로는 중국 북경 중앙민족대학교에 사

무국을 두고 있는 동북아민족문화연구회의 한국 측 운영위원장, 아시아 민족학연구 네트

워크의 공동대표직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 SCOPUS 급 국제학술지인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의 지역 편집위원, 태국과 홍콩에 사무국이 있는 Higher 

Education Forum의 한국 측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 연구업적 분야에서는 학술 논문의 경우 문화교육 관련 미디어 교육 분야, 창의적 체험활

동 분야, 사회문화 교육과정 분야, 다문화교육 관련 분야 등에서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이상(KCI) 및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236편, 공동 학술저서, 교과서, 번역서 등 저

서 저술 실적 114권임. 이 실적은 인하대 인문사회 계열 교수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음. 

이 결과로 매 3년에 1회 수여하는 연구대상 3회 수여받았음. 대표적인 연구 활동 실적은 

다음과 같음.

○ 대표 저서로는 2000년 [신체언어 커뮤니케이션의 기호학](커뮤니케이션북스), 공동저서

로서 2001년 [기호학으로 세상 읽기](소명출판), 2002년 [대중문화 낯설게 읽기](문학과 

경계사), [기호학, 철학 그리고 예술], [몸과 몸짓문화의 리얼리티](소명출판), 2003년 

[공간과 도시의 의미들](소명출판), [광고 텍스트 읽기의 즐거움](연극과 인간), [광고

비평의 이해](한울), 2004년 [쌍방향 양방향의 문화](한양대출판부), [문화와 기호], 

[축제와 문화](인하대출판부), [문화, 미디어로 소통하기](논형), [미디어교육과 사귐]

(연극과 인간), [도시와 공간의 의미들](소명출판), 2005년 [학교로 간 미디어], [문화

콘텐츠학의 이해], [겨울연가, 콘텐츠와 콘텍스트 사이], [축제와 문화](다할미디어), 

[패러디와 문화](한양대출판부), [문화와 인간](인하대출판부), 2008년 [대안교육의 모

색과 실천](학지사), 2010년 [초등학교 신문활용교육의 실제](한국문화사), 2013년 [베

트남 문화의 오디세이](북코리아), 2014년 [다문화교육용어사전](교육과학사), 2015년 

[중국민족지 1, 2, 3](한국학술정보),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의 이해](북코리아) 등이 

있음. 특히 한국학술정보에 다문화교육총서 시리즈를 기획하여 2014년부터 현재 까지 1

호 [다문화교육연구의 이론과 적용], 2호 [다문화교육 연구의 경향과 쟁점], 3호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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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결혼이주여성과 문화적응], 2015년 [도서지역 다문화가정 현황조사](한국학술정

보), 2016년 [다문화대안학교의 실천과 모색](북코리아), [다문화사회와 시민교육](북코

리아), [2017 미래전문가가 말하는 서울의 미래](서울특별시), 2017년 [다문화사회와 공

존의 인문학](디비북스),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이론가들](북코리아), 2018년 [2018 미

래전문가가 말하는 서울의 미래](서울특별시),[마을 문화기술지와 스토리텔링 : 검단 사

람들의 생애 이야기](북코리아), [카자흐스탄 고려인 생애사 스토리텔링 연구](북코리

아), [사할린 한인의 다양한 삶과 그 이야기](북코리아), [사할린 한인의 노스탤지어 이

야기 탐구](북코리아), [공유된 미래 만들기 :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세계시민교육](한국

문화사), 2019년 [중국계 이주민의 다문화 생활세계 연구](북코리아), [다문화 생활세계

와 사회통합 연구](북코리아),[Education Applications & Developments IV: Advances in 

Education and Educational Trends Series](InScience Press)을 출간하여 다문화교육학

계를 선도하는 연구자의 역량을 보여주었음.

 

○ 공동번역서로는 [몸짓과 언어 본성](한국문화사, 2004), [화용론 이해](동인출판, 

2005), [민주주의와 다문화교육](교육과학사, 2010), [다문화교육과 인간관계](교육과학

사, 2010), [상호문화이해교육](북코리아, 2014), [교사를 위한 다문화교육](북코리아, 

2015)이 있으며, 2015년 9월말경에 최근 2년간 본 연구팀의 참여교수들과 공동 번역한 

S. Nieto의 [Language, Culture, and Teaching]이 [언어와 문화 그리고 다문화교수법]이 

출간되었음.

 

○ 우수도서로 선정된 저서는 2007년 [미디어와 문화교육: 미디어 읽기를 위하여](한국문

화사), 2009년 [대안교육의 모색과 실천](학지사), 2011년 [문화산업과 문화콘텐츠](북

코리아)가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혹은 문화관광체육부 우수도서로 선정되었음. 

2012년에는 [스토리텔링의 사회문화적 확장과 변용](북코리아)이 문화체육관광부 사회과

학분야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고, 이어 2014년에는 문화기술지 형태를 갖춘 [베트남 

문화의 오디세이](북코리아, 2013)이 우수도서로 선정되었으며, 2017년에는 「처음 만나

는 다문화교육」이 세종도서 학술부문 우수도서로 선정되었음. 또한 [중학교 사회 1,2]

(두산동아)가 교과부 검정 중학교 사회 교과서로 선정되었으며, 이는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의 교과서 검정을 통과한 11개 출판사 중 90점 이상을 받아 최고 컨텐츠를 갖춘 

교과서로 평가받았음. 2017년 9월 교육부 교과용 도서로 참여교수인 김영순교수가 집필

한 중학교 「사회교과서」(두산동아)가 한국교육과정 평가에 통과하여 전국의 중학교에

서 사용하게 됨. 또한 2018년 5월에는 교학사 주관 중등 사회교과서가 추가로 선정되었

음.

 

○ 사업팀장 김영순 교수는 문화교육 전공자로 문화인류학과 민족학을 바탕으로 연구를 수

행하는 바 한국 내 디지털 문화기술지(Digital Ethnography) 방법론을 개발하여, 중

국, 일본, 베트남 등의 학회와 관련 기관에서 수차례 특강과 워크숍을 진행하였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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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는 베트남 사회과학원 기관지인 <Antropology Review>에서 기획 논문으로 에쓰노그

래피와 스토리텔링을 결합한 이론 ‘Ethnotelling‘ 기법이 베트남어로 소개되기도 하였

음. 이 연구방법은 한국학연구원의 디지털향토문화전자대전의 기획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부천 향토문화전자대전>, <구로 향토문화전자대전>을 집대성하

는 데서 파생한 연구방법임. 뿐만 아니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연구재단의 토대기

초연구지원사업으로서 글로벌 시대 에스노그래피를 활용한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및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를 위한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

음. 따라서 사업팀장은 다년간의 현장연구 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며, 자료수집요원, 집필

위원 등 총 100여 명이 넘는 대규모 사업단을 장기간 걸쳐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형 

국책사업 책임자로서 손색이 없는 운영능력을 발휘하였음.

 

○ 다문화교육의 기초가 되는 역량은 'Field Work'에서 비롯된다는 신념 아래 매해 현지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매 겨울방학을 이용 베트남의 라오까

이성 사파와 같은 소수민족 주거지역의 소수민족문화 답사, 중국 윈난성의 차마고도 일

대 소수민족 생활문화 답사 등을 진행하였음. 이런 현지 답사 결과로 [베트남 문화의 오

디세이](북코리아)가 출간 되었음. 이 책을 출간한 이유는 한국으로 유입되는 결혼이주

여성들의 수치가 2013년 이래로 베트남 여성이 1위를 차지하는 데 반해 한국사회에서는 

베트남에 관한 이해가 미흡하여 한국인들에게 베트남 문화를 이해하도록 돕는 데 목표를 

두고 집필되었음. 이 책의 인세 전액은 베트남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도록 하

였음. 또한 중국 북경중앙민족대학의 양성민, 정홍, 기진옥 교수, 연변대학의 전신자 교

수 등과 <중국의 소수민족 생활문화 연구> 공동 저술 프로젝트를 4년간 진행하고 그 결

과로 번역서 <하나의 나라 56개의 영혼, 중국민족지 1, 2, 3권>(한국학술정보, 2015)을 

출간하였음.  

 

○ 국내의‘Field Work’은 <부천 향토문화전자대전>, <구로향토문화전자대전> 집필 사업 

시 부천, 구로 등 지역에 대해 5년 여간 진행하였음. 또 2010년 한국연구재단의 사회과

학지정주제 연구 선정으로 강화도 지역의 결혼이주여성의 문화 적응 조사 연구를 위해 

강화도 지역의 200여 다문화가정에 대해 지역사회의 연대감을 중심으로 현장 연구를 진

행하였음. 이 연구에 대해서는 2015년 한국학술정보에서 <도서지역 결혼이주여성과 문화

적응>으로 출간하였음.

○ 사업팀장 김영순 교수는 본인의 안식년 기간(2회, 2015.03-2015.08; 2019.09-2020.02)

동안에도 사업팀의 국제화 능력을 제고하고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중

국,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터키 등의 대학과 교류활동

을 하였으며, 추진할 예정임. 또 여러 학술회의에 참가하여 좌장, 논문 발표, 참여 학생 

인솔, 현지 조사연구 등을 활발하게 수행하였음. 2015년 안식년 기간 중 국제학술대회 

논문발표 5건, 학술회의 좌장 2회, 초청 특강 2회, 현지연구 3회(인도네시아 발리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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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다양성,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문화정체성, 중국동북지역의 민족 다양성 조사 연구)를 

수행한 바 있음. 

○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사업팀장 김영순 교수는 본 사업팀의 연구비전에 적합한 연구

자로 판단됨. 특히 한국연구재단 ICT 융복합단 문제중심 분야의 전문위원(RB) 수행 역할

에서와 같이 인문사회 융합연구를 선도하고 있음. 무엇보다 2015년 1학기와 2019년 2학

기에 주어진 안식년에도 더욱 왕성한 학문 활동과 BK사업을 추진하면서 국책사업을 수행

하는 연구책임자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있음. 특히 사업 분야인 다문화교육의 학문영역에

서는 국내 명실 공히 최다수 연구실적(논문, 저서, 관련 프로젝트)을 보유하여 다문화교

육 분야의 탁월한 연구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행정 역량 부분에서도 학교의 학과장, 

전공주임, 대학원부원장, 교육대학원장 등의 보직을 수행하였음. 

○ 사업팀장 김영순 교수는 사업기간(2013.09-2019.08) 6년 중 연구실적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음.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이상 학술지 논문 게재 100편, 국제규모 해외학술지 논

문 게재 28편, 학술저서(개인 및 공동) 26편, 번역서(개인 및 공동) 6편, 학술대회 참가 

논문 발표 85건(국내 47건, 국제 38건)을 기록하여 국내 및 아시아의 인문 및 사회과학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성과를 보여주었음.  

2) 사업팀의 연구 역량 및 우수성

 

○ 본‘글로컬다문화교육전문인력양성사업팀’은 다문화사회의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을 이

해하고 이를 교육프로그램에 반영하기 위해 한국,미국, 독일, 캐나다, 영국 등 대표적인 

다문화국가에서의 한국어교육, 교육학, 사회과학 분야, 법학, 문화학, 경제학, 여가학, 

언론학 등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전문 연구진들로 구성되어 있음. 다양한 학문분야

의 연구자들로 구성된 본 사업팀은 앞서 제시한 연구비전 달성과 인문사회 융합 분야 연

구 수행을 위해 최적의 연구인력 풀로 구성되어 있다고 자부함.

 

○ 본 사업팀은 연구비전 달성을 위해 차년별로 참여 연구실의 일부 변경 및 확대 전략을 

활용하였음. 사업팀은 1차년도 사업 출범 당시 3개의 사업부와 7개의 연구실로 구성되었

음. 사업팀은 3개의 사업부(연구기획부, 국제교류부, 학술운영부)로 구성되며, 참여 교

수진은 총 7인의 전임교수와 2인의 연구전담교수로 이루어졌음. 7인의 전임교수들은 다

문화교육정책연구실, 동남아시아 지역연구 및 다문화가족 연구실, KSL 연구실, 다문화교

수법 연구실, 다문화와 장애학 연구실, ESD 연구실, 다문화법제 연구실을 운영함. 우선, 

각 사업국 및 사업 책임 참여교수에 대한 소개는 다음과 같음. 

○ [사업부 1] 연구기획부는 ① 현장 연구를 중심으로 융합적 관점에서 다문화교육연구 주

도 역할, ② 다문화교육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연구, ③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

139-284



발 연구, ④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⑤ 참여대학원생들의 다문화교육 연구관련 

프로젝트 지원, ⑥ 참여대학원생들의 국내 및 국외 학술대회 참여지원, ⑦ 다문화교육 

연구방법론 개발 연구를 주도함. 

 

○ 연구기획부장은 1차년도에는 김지훈 교수가 담당 함. 

 - 김지훈 교수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하였으며, 특히 이주사회학 분야와 

이주민 가족과 자녀 교육 분야를 세부 전공으로 하고 있음. 또한 지난 십여 년 간 동남

아시아 지역연구자로서 동남아시아 사례 연구를 다수 수행한바 있음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장기 현지조사를 통한 연구를 수행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영국, 미국, 스웨

덴 등 서구 국가에서도 방문학자로 체류하면서 국제적인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왔

음. 

 - 국제사회학회, 아시아학회(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영국사회학회, 미국사회학

회 등에서 주관한 주요 국제학술대회에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학술대회발표논문

은 차후에 SSCI급 저널과 SCOPUS 급 저널에 발표되었음. 국내 다문화 인구의 다수를 구

성하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관한 연구 학회인 한국동남아학회에서 연구이사로 활동하였으

며, 초국적 시각에서 동남아시아 지역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국제학술지 TRaNS(캠브

리지대학출판부발간)에서 Associate Editor로 활동하였음. 

 - 사회학 분야 중 이주사회학, 이민자가족 및 세대연구, 이주자 자녀교육 문제 등과 관련

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여 온 바 다문화가족 및 세대연구, 국제적 비교연구(한국과 비

슷한 시기에 유사한 결혼이주자를 새로운 사회구성원으로 맞이한 대만, 일본)를 성공적

으로 수행해 왔음. 

○ 2차년도 부터는 김지훈 교수의 안식년으로 인해 정상우 교수가 운영함.

 - 정상우 교수는 서울대 법대에서 헌법학을 전공한 후 법제연구원에서 다수 법제정 프로젝

트를 수행한 바 있음. 정상우 교수는 현재 다문화교육 전공 주임교수를 맡아 학과 행정

을 맡고 있으며, 인하대 부임 후 다문화 관련법에 관한 다수의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어

서 법학 영역에서 새로운 학문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연구자임. SSK 참여 공동연구원 경

험을 바탕으로 본 사업팀의 연구기획을 선도하고 있음. 

 - 정상우 교수는 사업기간(2013.09-2019.08) 6년 중 연구실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이상 학술지 논문 게재 28편, 국제규모 해외학술지 논문 게재 5

편, 학술저서(개인 및 공동) 4편을 기록하여, 참여교수로서 우수한 연구 성과를 보여주

었음.

○ [사업부 2] 국제교류부는 ① 외국 대학과 MOU 체결로 참여대학원생들의 교류 지원, ② 

참여대학원생들의 외국 장단기교육 연수 지원, ③ 참여대학원생들의 국제 학술지논문 게

재 지원, ④ 외국의 저명한 학자 및 국제 다문화교육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⑤ 국외 다

문화교육 관련 학술지 및 저서들의 번역을 주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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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년도부터 현재까지 국제교류부장은 이영선 교수가 담당함. 

 - 이영선 교수는 한국 연구 재단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신진교수 지원 연구 활동의 일환으

로 University of Colorado의 연구진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정부 및 산업체 연구

로서 장애청소년을 위한 진로교육에 대한 STEM 커리큘럼 개발, 자폐성장애인의 성인기 

성과 영역에서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장애청소년의 성인기 전환을 위한 근기기반 실

제, 장애학생 직업교육 전문기관 직무 위탁교육’, 전환기 자폐성장애 사용자를 고려한 

사회-정서 지원 프로그램: 리얼타임 어낼리틱스 기반 솔루션, 인천 장애인 평생교육 실

태조사 및 요구조사 연구 용역,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과제 개발 연구 등을 진행하였음. 

 - 또한 SSCI급, SCOUPS급 장애학 관련 해외 저널에 여러 편의 연구 논문을 게재하였음. 

이와 같은 국제 학자들과의 공동 연구 및 교류, 국외 학술지논문 게재 등의 경험을 토대

로, 이영선 교수는 국내·외 네트워크 연구 역량과 학문적 연구 역량을 갖추고 국제교류

부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음. 

 - 이영선 교수는 사업기간(2013.09-2019.08) 6년 중 연구실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이상 학술지 논문 게재 39편, 국제규모 해외학술지 논문 게재 6

편, 학술저서(개인 및 공동) 3편을 기록하여 탁월한 연구 성과를 보이고 있음.

○ [사업부 3] 학술운영부는 ① 참여대학원생 선발 및 다문화교육학과 연구에 대한 사전교

육 실시, ② 참여대학원생들의 연구윤리에 대한 워크숍, ③ 참여대학원생들의 학술대회 

참여 및 학술지 게재 여비 지급 지원, ④ 참여대학원생들의 학술대회 참여 및 학술지 게

재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⑤ 다문화교육 학술 포럼 참여 개최, ⑥ 다문화교육 프

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대한 컨설팅 지원, ⑦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워크북 

제작을 주도함.

 

○ 1차년도 학술운영부장은 박선미 교수가 담당함. 

 - 박선미 교수는 고려대 사범대학에서 지리교육학 박사학위 취득 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연구위원으로 재직한 바 있음. [사회과 평가론](학지사, 2009), [한국의 지리교육과정

론](문음사, 2004) 등의 저서와 교과서, 교육과정운영, 다문화교육에 대한 다수의 경험

적인 연구 논문을 산출하였음. 본교에서 2012학년도 제10회 우수교육상을 수상할 정도로 

학생지도와 연구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음. 

 - 또한 2012년부터 1년에 걸쳐 ‘도시공동체를 위한 시민인문강좌’(한국연구재단․인천시 

남구청 지원)를 운영하면서 우수한 프로그램 구성으로 많은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호응

을 끌어낸 바 있음. 박선미 교수는 프로그램 조직과 운영에 탁월한 지도력을 보이고, 융

합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학문적 성취를 이루었으며, 경험 과학적 연구 방법을 토대

로 교육학적 실천 역량을 갖추고 본 사업팀의 1차년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음. 

 - 박선미 교수가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위한 자체평가위원회 책임과 사회교육과 학과장을 

맡으면서 2차년도 이후에는 교육학 전공의 정기섭 교수가 학술운영부장으로서 역할을 수

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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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년도부터 학술운영부장은 정기섭 교수가 담당함.

 - 정기섭 교수는 교육철학의 본향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박사학위

를 받고, 인하대 부임 이후 사범대 부학장, 교육대학원 부원장직, 인경교양연구소장, 프

런티어역량강화센터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인하대 프런티어학부대학장을 수행하고 있

음. 

 - 외부 학술활동으로는 한독교육학회 회장, 인천광역시 교육청 자문위원 등 학문적 실천 

활동을 왕성하게 하였으며, 최근 공동번역서 <상호문화이해교육>을 출간하였음. 특히 

‘다문화교육철학’과목 개설을 통해 참여 대학원생들에게 연구윤리를 강조하고 있음.

 - 정기섭 교수의 사업기간(2013.09-2019.08) 6년 중 연구실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이상 학술지 논문 게재 18편, 국제규모 해외학술지 논문 게재 4

편, 학술저서(개인 및 공동) 4편, 번역서(개인 및 공동) 1편을 기록하여, 참여교수로서 

우수한 연구 성과를 보이고 있음.

 

○ 한편, 각 7명의 참여교수들과 2명의 연구교수들은 지도대학원생들과 연구실별로 씨앗 연

구를 진행해 옴. 참여교수 연구 역량의 우수성과 연구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음. 

 

○ 김영순 사업팀장 겸 참여교수는 앞서 사업팀장의 역량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한국과학창

의재단과 한국연구재단 및 교육부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융합적 관점에서 다수 수행한 바 

있으며, 문화교육학(인류학 및 민족학 기반)을 전공하여 베트남과 중국 및 캄보디아 등 

동아시아 현장을 연구하는데 최적의 적임자임. 김영순 다문화교육 정책 연구실은 다음과 

같은 주요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① 다문화교육 이론 개발을 위한 문화다양성, 민족정체성 연구 

 ② 다문화교육 정책 개발 연구 

 ③ 다문화교육 정책 연구방법 연구 

 ④ 다문화교육 정책 구축을 위한 해외사례 및 현황 연구 

 ⑤ 다문화사회 관련 정책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 김지훈 참여교수는 사회학을 전공하고 동남아시아의 유학생연구 등 다양한 주제들을 사

회과학적 탐구방법으로 연구함으로써 다문화사회에 대비한 여러 가지 주제들을 폭넓게 

다루고 있음. 또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학술대회에 다수 참여하고 학술지에 논문들을 

게재함으로써 본 사업팀의 국제화 전략을 수행하는데 여러 이점을 가지고 있음. 김지훈 

참여교수연구실(동남아시아 지역연구 및 다문화가족 연구실)은 다음과 같은 주요주제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특히 안식년 기간 중에 미국 뉴욕 소재 컬럼비아대학의 낸시 레

스코 교수와 지역사회와 다문화교육에 관한 공동연구를 수행한 바 있음. 

 

  ① 동남아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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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동남아 지역 국가 및 동아시아 국가의 다문화 비교 연구 및 정책 관련 연구

  ③ 다문화 가족 관계 연구

  ④ 다문화 세대 연구 및 자녀 교육 연구

 ⑤ 이민자 및 유학생의 사회적응

○ 박덕유 참여교수는 한국어 보급사업을 주제로 문화체육관광부의 프로젝트에 여러 번 참

여한바있으며, ‘한국어문화원’을 인하대 내에 설치하여 시민들과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보급하고 있음. 또한 한국어 초급교재 및 한국어와 중국어에 관한 다양한 

주제들을 연구함으로써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연구에 집중하고 있음. 박덕유 참여교수연

구실(KSL연구실)은 다음과 같은 주요주제로 연구를 주로 수행하고 있음. 

 ① KSL 방법 연구

 ② KSL을 위한 정책 제안

 ③ KSL 전문 강사 양성

 ④ 이민자 한국어 지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⑤ 한국문화원의 다문화가족 지원 방안

 

○ 박선미 참여교수는 한국연구재단과 인천광역시에서 시민인문학강좌개설을 주도하여 지역

사회와 학교 간의 다문화교육 네트워크 구축에 참여하였으며 연구함으로써 본 사업팀의 

연구주제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연구자임. 특히 인천 차이나타운, 인천 논현동의 탈북집

단거주지역 등 다문화 공간 연구에 집중하고 있음. 2015년 초에 인문학 분야의 반향을 

일으켰던 <빈곤의 연대기>를 공동 저술한 바 있음. 박선미 참여교수연구실(다문화교수법 

연구실)은 다음과 같은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① 다문화교수방법 개발 연구

 ② 다문화교수방법 코디네이터 양성

 ③ 다문화교수방법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④ 다문화공간의 권력, 인간관계 등 연구

 ⑤ 세계화와 다문화 관계 연구

○ 이영선 참여교수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장애인청소년에 관한 연구 및 특수교육과 관련된 

연구들을 수행하면서 다문화가정자녀들의 학교갈등문제 및 복지문제 등을 폭넓게 연구하

고 있음. 특히 전공분야인 특수교육 분야를 다문화가정자녀로 확대하여 융합연구를 수행

하고 있음. 또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학술대회 참여 및 학술지에 논문들을 게재함으로

써 본 사업팀의 국제화전략을 수행하는데 여러 이점을 가지고 있음. 이영선 참여교수 연

구실(다문화와 장애학 연구실)은 다음과 같은 주요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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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다문화사회에서의 특수교육 교수법에 대한 연구

 ② 다문화사회에서의 특수교육 코디네이터 양성 

 ③ 다문화가정 장애자녀를 위한 교육방법 연구

 ④ 다문화가정 장애학생의 사회적응 훈련을 위한 교육실행

 ⑤ 다문화교육과 특수교육의 관계 정립 연구

 

○ 정기섭 참여교수는 교육철학을 전공한 연구자이며 현재 인하대 교양교육원장직을 수행하

고 있음. 특히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상호문화이해교육 등 다양한 주제들을 철학적 관점에

서 연구함으로써 다문화교육의 인문학적 연구를 수행하는데 적합하다고 사료됨. 또한 한

국보다 먼저 다문화사회를 경험한 독일의 사례들을 한국적 상황에 걸맞게 이식할 수 있

는 연구수행자로 판단됨. 정기섭 참여교수 연구실(ESD 연구실)은 다음과 같은 주요 주제

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다문화사회의 코디네이터 양성

 ② 지속가능발전사회를 위한 다문화사회의 해외사례 연구 및 교육방법 제안

 ③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다문화사회의 내국인 및 외국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④ 독일과 유럽의 상호문화교육 전개과정 연구

 ⑤ 다문화 교육철학 정립을 위한 교육철학적 기반 연구

 

○ 정상우 참여교수는 헌법학 전공 연구자로서 한국연구재단과 법무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에

서 법교육과 법률제정연구 등을 수행해 왔음. 특히 본 사업팀에서 외국인과 다문화가정

의 종교법제도와 정책을 연구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됨. 다문화가정에 대한 법률과 관련

된 다양한 정책을 연구하고 있음. 정상우 참여교수연구실(다문화 관련 법제 연구실)은 

다음과 같은 주요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① 다문화 관련 국내 법률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다문화교육 관련 법률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② 다문화사회 관점에서 종교교육에 대한 연구

 ③ 다문화사회 문화관련 법률 현황 분석 및 한계에 관한 연구

 ④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등에 대한 인권 연구

 ⑤ 선진 다문화사회의 이주민에 대한 법제 연구

○ 사업 2차년도에 김지훈 교수의 안식년으로 인해 경제교육 전공의 장경호 교수가 사업팀

에 합류하였음. 장경호 교수는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집필을 했으며,각종 언론에 경제 

관련 칼럼을 기고하는 등 국제경제 전공자로서 SSCI 논문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경

제교육 학자임. 장경호 참여교수 연구실(다문화경제교육 연구실)은 다음과 같은 주요 주

제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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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다문화가정의 경제교육 방법 연구

 ② 결혼이주여성의 소비 패턴에 관한 연구

 ③ 사회경제적 지위(SES)와 계급의 상관성 연구

 ④ 이주민들의 경제활동 연구

 ⑤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 내 경제교육 방법 연구

○ 사업 2차년도에 박선미 교수의 사정(교원양성기관 평가 책임, 학과장 보직)으로 인해 배

을규 교수가 사업팀으로 신규 참여하였음. 배을규 교수는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연구자로

서, 인천시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위원 등 평생교육 분야에서 왕성한 학문 활동을 하고 있

으며, 한국평생교육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연구자임. 배을규 참여교수 연구실(다문화평

생교육 연구실)은 다음과 같은 주요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① 결혼이주여성의 인적자원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② 선진 다문화국가의 인적자원정책에 관한 연구

 ③ 노동인력의 다양성으로 인한 평생교육문화 연구

 ④ 사업목적 외국인 투자 이민자에 관한 HRD 연구

 ⑤ 이주노동자의 직업훈련 내용에 관한 연구 

○ 사업 3차년도에 장경호 교수의 입학처장 보임으로 인해 박수정 교수가 사업팀으로 신규 

참여하였음. 박수정 교수는 국내 여가학 분야를 개척한 연구자 중 한 명임. 인하대 평생

교육원 부원장, 교육대학원 부원장 등을 역임하고 한국여가문화학회 편집위원장직을 수

행하였음. 특히 한국연구재단의 SSK사업인 도서지역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연구 시 

이주여성들의 여가 문화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바 있음. 박수정 참여교수 연구실(다문화 

여가교육 연구실)은 다음과 같은 주요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였음. 

 ① 결혼이주여성 출신국의 여가와 한국의 여가문화 비교 연구

 ② 다문화가정의 여가 패턴 및 여가 소비에 관한 연구

 ③ 선진 다문화국가의 여가정책 및 여가교육에 관한 연구

 ④ 민족 특성에 따른 다양한 여가 전통에 관한 질적 연구

 ⑤ 다문화가정 자녀의 여가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 사업 5차년도에 상담심리 및 심리치료를 전공하고 인하대학교에 부임한 신주연 교수가 

사업팀으로 신규 참여하였음. 신주연교수는 인하대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교수, 일반

대학원 인문융합치료학전공 교수로서 상담심리, 다문화교육, 인문융합치료학 전공 대학

원생들을 지도하였음. 신주연 참여교수는 다음과 같은 주요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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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다문화가정 아동의 진로발달에 관한 연구

 ② 다문화관련 심리척도 개발 및 타당화에 관한 연구

 ③ 다문화관련 직업소명, 진로준비에 관한 연구

 ④ 다문화관련 취업불안감, 자기동정, 생애만족도에 관한 연구

 ⑤ 다문화관련 간병인의 삶의 질, 우울, 불안에 관한 연구

○ 이와 같은 개별 참여교수의 학문적 역량은 사업 기간 중 우수한 연구성과를 보였음. 연

구 논문은 국내학술지 총 240편, 국제학술지 총 47편, 저서 43권이며, 이는 1인당 논문

환산편수 6.38531, 1인당 저서환산편수 1.2978에 이르는 것임. 이러한 연구성과와 우수

성을 바탕으로 본 사업팀이 지닌, 인문사회 융합연구에서 중요하게 간주하는 네 가지 범

주의 연구 역량 우수성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음.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국내학술지

논문(편)
7 35 37 36 53 53 19 240

국제학술지

논문(편)
- 5 6 9 11 13 3 47

저서 2 4 5 8 6 17 1 43

○ 학문적 연구역량의 우수성

 - 본 사업팀은 다양한 학문적 배경의 연구진들을 갖춤으로써 다문화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다차원적 접근의 연구방법론 활용이 가능하고, 융합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의 학문

수행이 가능함. 

 - 최근 연구 실적으로는 독일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생성 및 전개, 국경 없는 

다문화축제 평가에 관한 연구, 다문화시민성을 위한 스토리텔링 활용 문화교육 방안

, 이민자 통합을 위한 문화정책의 기본 방향 연구, 결혼이주여성의 자기문화스

토리텔링 활용 표현교육 사례 연구, 다문화교육의 비판적 관점이 지리교육에 주는 

함의, 교사의 다문화교육 경험이 다문화적 인식에 미친 영향, 유아 다문화교육 

연구 경향 분석,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관점에서 본 상호문화역량 장애학생의 고용성

과 향상을 위한 특수학교-기업체 연계 직업전환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한국어교육

을 위한 한국어와 중국어의 어순 대조 연구, 다문화가정자녀 멘토링사업 참여 대학

생 멘토의 수퍼비전에 관한 연구, 중도입국청소년의 문화적응 중심 재사회화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등과 같은 다문화교육 관련 논문이 게재됨

 - 저술서는 <처음 만나는 다문화교육>, <다문화교육용어사전>, <다문화교육 연구의 경향

과 쟁점>, <다문화교육연구의 이론과 적용>, <도서지역 결혼이주여성과 문화적응>, <다

문화대안학교의 실천과 모색>, <다문화사회와 시민교육>, <다문화사회와 공존의 인문

학>,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이론가들>, <카자흐스탄 고려인 생애사 스토리텔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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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 한인의 다양한 삶과 그 이야기>, <사할린 한인의 노스탤지어 이야기 탐구>, <공

유된 미래 만들기 :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세계시민교육>, <중국계 이주민의 다문화 생활

세계 연구>, <다문화 생활세계와 사회통합 연구>,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교육>, 번역

서 <상호문화교육이해>, <민주주의와 다문화교육>, <다문화교육과 인간관계>, <교사를 

위한 다문화교육> 등을 출간함. 

○ 기술적 연구역량의 우수성

 - 본 사업팀은 다문화교육에 대한 문제를 융합적으로 접근하여 학문적 성취를 다문화적 현

실에 실천하고자 '도서지역 결혼이주여성의 문화공존에 관한 연구(2010-2012)', '다문화

주의적 교육의 확산을 위한 이론적 연구(2010-2012)', '공립 다문화 대안학교 체제 및 

운영 연구(2011-2012)', '다문화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문화예술법제 연구'(2011), 

'싱가포르의 한국인 조기유학생들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한 조기유학생의 초국적 이동성

에 대한 탐색적 종단연구(2011-2012)', '중등 지속가능 발전교육 분야 핵심교원 양성사

업(2012-2013)', ‘지속가능한교육 활용 다문화가정 자녀의 케어시스템에 관한 융합적 

연구(2013-2015)’, ‘인천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사를 위한 다문화교육 프로그

램 운영(2015)’, ‘초국적 사회관계망을 활용한 글로컬 다문화 멘토링의 융합연

구’(2016),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연구용역’(2016), ‘북한이탈주민 신변

보호제도 개선방안 실태조사’(2018), ‘다문화사회전문가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

안’(2018), ‘글로벌 시대 에스노그래피를 활용한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디지털 아카이

브 구축 및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를 위한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2017-2020) 등의 연

구 및 교육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교육학, 소비자학, 사회학, 의학, 여가학, 아동학, 

정책학, 언어학 등 다양한 전공자들과 다수의 초학제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노력해왔음. 

- 또한 이처럼 상기 진술한 다수의 연구수행을 통해 인문, 사회, 기술, 정보, 건강과학 등

의 다양한 학문의 학자들과 공동연구를 하면서 융합연구 능력을 실천 현장에 접목하여 

연구와 실천이 골고루 이루어졌다고 자부함.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정부연구비

수주(건)
13 14 9 3 4 8 - 51

산업체연구비 

수주(건)
- - 2 6 7 - - 15

○ 교육적 연구역량의 우수성 

 - 본 사업팀은 국내 최초로 일반대학원 융합과정으로 다문화학 전공 석·박사과정을 개설

한 다문화학과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음. 현재까지 일반대학원 다문화학과(다문화학전공, 

다문화교육전공)로는 국내 유일이며, 미래 다문화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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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진단, 예측하는 이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연구자와 교

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실천할 수 있는 다문화교육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음.

 - 특히 본 사업팀의 연구진들은 평균 12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국내 문화교육 분야에서 다

수의 연구실적을 있으며, 다문화가정자녀 상담교육, 다문화 여가교육, 다문화 경제교육 

등에 관한 프로그램은 물론 새로운 사회문화 현상으로 대두한 다문화현상을 융합적 시각

으로 해석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지속해왔음. 

 - 이런 맥락에서 본 사업팀에서는 사업기간 내 다음과 같은 수업을 개설하여 참여 대학원

생들에게 다문화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2013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

까지 12개 학기 동안 총 115개 과목, 학기별 평균 10개 과목을 개설, 제공함으로써 교육

적 연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1 1 2

개설과목

(수)
- 8 10 11 9 8 11 7 11 10 11 8 11 - 115

○ 국내·외 네트워크 연구 역량의 우수성 

 - 본 사업팀은 국내·외 다문화관련 22개의 기관과 상호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음. 

지역사회 다문화교육과 관련하여 '대학 평생교육 협의회', '인천 다문화교육 연구센터', 

'인천 다문화교육 지역사회 협의회', '인천시 교육청',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

단', ‘공립 다문화 대안학교 인천한누리학교’, ‘인천시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등의 

여러 기관 및 사업단과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연계시스템이 잘 마련되어 

있음. 또한 국내 다문화교육 관련 학회(한국다문화교육연구학회,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한국다문화교육학회,한국다문화상담학회등) 네트워크를 통해 총 29회의 공동학술대회 개

체를 통하여 학문적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음. 

 - 중국, 베트남,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국내 다문화의 이슈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외 

다문화 관련 교육기관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음. 특히 국내 다문화사회 구성원의 과반

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중앙민족대학교, 연변대학교), 베트남(하노이대학교 인문사회

과학원, 베트남 사회과학원), 중앙아시아(알마티 세계언어대학교)와는 활발한 관계를 유

지하면서 유학생 교류, 교육과정 교류, 국가 간 교차연구 등 상호 발전적인 계획을 공유

하고 있음. 

 - 특히 2014년 8월에 설립한 인하대학교 타슈켄트 캠퍼스(IUT)를 통해 중앙아시아의 다문

화교육 관련 연구의 정보 수집, 우수 대학원생을 모집하는 등 긴밀한 네트워크를 유지하

고 있음. 특히 사업 초기부터 Glocal Multicultural Forum을 40회 진행하여 중앙아시아

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동유럽의 불가리아, 리투아니아의 다문화 관련 전공 학자

들을 초빙하여 문화적 다양성 이해역량을 고양했으며, 네팔, 베트남, 중국, 일본, 미국, 

독일의 학자를 초청하여 해당 국가의 다민족 현황과 다문화교육정책에 대해 논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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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기회를 가졌음. 

 - 또 총 18회의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통해 인문사회 융합학문으로서 ‘다문화학’의 학문

적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처럼 본 사업팀은 국내 다문화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국내·외적 토대를 가지고 있음.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MOU체결(건) - 1 6 5 3 4 3 22

해외학자

초청강연(회)
- 11 6 6 6 7 4 40

국내학술대회

공동개최(수)
2 3 2 4 8 7 3 29

국제학술대회

개최(수)
3 2 4 3 3 3 1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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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구의 국제화 현황 및 계획

8.1 사업팀 비전에 맞는 국제화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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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구의 국제화 현황 및 계획

8.1 사업팀 비전에 맞는 국제화 실적

가. 사업팀 비전에 맞는 국제화 전략

○ 본 사업팀은 학문적, 교육적, 융합지향적 수월성을 지향하는 국제화 전략를 수립하고 실

천하고자 함. 현재 기획,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국제화 전략은 ‘제도적 전략’, 

‘네트워크 전략’, ‘교육 전략’으로, 이 세 가지 전략을 통해 각각의 주요 목표를 실

천, 달성하기 위해 세부적인 사업/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음. 

 

1. 제도적 전략: 지속가능한 제도적 기반 확립

 

○ 지속가능한 제도적 기반의 설립과 확립은 사업팀이 향후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연구를 위

해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런 이유로 국제적인 연구 교류 및 교육 실현을 위하여 인하대

학교 부설연구소인 아시아다문화융합연구소(The Convergence Institute for Asian 

Multicultural Studies)와 글로벌 다문화교육 센터를 설립함. 

 

첫째, 아시아다문화융합연구소(The Convergence Institute for Asian Multicultural 

Studies) 설립

 

○ 다문화 현상은 아시아에 국한되어있지 않지만, 현재 한국의 다문화 현상의 주로 아시아 

지역에 기반을 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문화사회의 전환과 비슷한 시기에 일

본, 대만 등이 다문화사회로 전환한 바, 사업팀의 주요 연구 대상은 아시아 지역에 초점

을 두고자 하였음. 연구의 대상 지역이 아시아 지역이 된다고 해서, 참여하는 해외 연구

자나 수행할 연구 주제가 아시아에 한정되지는 않음. 구체적으로 수행한 과업은 다음과 

같음.

- 참여 교수의 국제적 네트워크에 1차적으로 기반하고, 그 외에 명망 있는 우수 해외학자를 

2차적으로 포함 확대하여 주요 연구 과제 수행

-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 이주노동자 등 기존의 다문화 연구 대상에 대한 지속적 연구 수행 

- 그간 간과해온 기술자, 전문직 종사자, 유학생 등 보다 다양한 이주자 집단에 대한 연구 

수행

- 송도, 청라, 영종 국제도시 등 한국 내 국제도시의 다문화 현상에 대한 연구 수행

- 아시아지역의 글로벌 도시 (상하이, 도쿄, 싱가포르, 타이뻬이 등)에 소재한 연구팀과 

함께 다문화 현상과 문화 비교 연구 수행

151-284



○ 이러한 실천은 궁극적으로 우리 한국을 넘어, 아시아, 그리고 국제적 수준에서의 다문화

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문 연계와 연구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으며 2019년 3월 아

시아다문화융합연구소 명칭을 다문화융합연구소로 개명하여 국제적인 연구소롤 발돋음 

하여 한국의 다문화교육의 선두적인 역할을 함. 

둘째, 글로컬 다문화교육센터 설립

 

○ 본 사업팀이 속한 인하대학교 대학원 다문화교육 전공과 인하대학교 사범대학은 인천다

문화교육연구센터의 설립을 통해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다문화관련 프로그램(멘토링 사업 

등)을 운영하고, 아울러 인천, 경기,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을 주요 대상으로 일반 시민을 

위한 봉사 사업도 수행하였음. 본 사업은 구체적으로 한국이민사박물관 인문학강좌 제

공,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 미술 치료, 인천지역 초등학교 다문화합창단 운

영 및 지도 등을 통해 실시되었음. 그동안 인천, 서울, 경기지역의 다문화교육과 봉사의 

노드(node)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온 인천다문화교육연구센터를 확장 운영하기 위해‘글

로컬다문화교육센터’를 설립하고 수도권 지역 만이 아니라 전국적, 나아가 아시아로 지

역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함. 글로벌다문화교육센터의 구체적인 역할과 기능은 다음과 같

음. 

 

 - 아시아지역의 글로벌 도시(상하이, 도쿄, 싱가포르, 타이뻬이 등)에 소재한 연구 협력 

기관과 함께 ‘글로벌’ 지향적 교육, 실천 프로그램 개발

 - 전국 시군구 단위에 설립된 206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컨설팅 업무 

담당

 - 교육부에서 양성하는 다문화교육 전문인력인 ‘다문화 전담 코디네이터’양성 기관 운영 

 - 현재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인천다문화교육연구센터의 확대 개편: 멘토링 사업 등의 

프로그램을 계속 수행하여 수도권 다문화교육의 노드(node)화 확립

 - 대학원생의 국내외 현장 실습 기회 부여

 - 학부생 중, 고학년(3, 4학년)을 대상으로 예비대학원생 참여 프로그램 개발

 - 인천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와 연계하여 일반 시민과 다문화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시민공동체 프로그램 개발

2. 네트워크 전략: ‘연구 수월성’추구

 

○ 본 사업팀은 연구 수월성의 추구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인적, 기타 자원의 조직화 

전략을 ‘삼각형 연구클러스터’조직 운영과 트랜스내셔널/유연적 조직의 원칙을 통해 

추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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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삼각형 연구 클러스터(Research Cluster) 조직 

 

○ 본 사업팀은 ‘생애주기적 교육과 교육법 연구 클러스터’, ‘다문화 가족과 커뮤니티 

연구 클러스터’, ‘다문화 정책 및 교육 제도 연구 클러스터’의 세 연구 클러스터를 1

단계 사업 동안 구성하여 운영함.

 

○ 사업팀 참여 교수 7인은 세 연구 클러스터 중에서 하나 혹은 두 개의 클러스터에 참여하

여 연구를 수행하여 본인의 세부적인 전공과 관련된 연구 수행뿐만 아니라, 다른 코어 

멤버가 수행하는 다른 연구 클러스터에 참여교수로서 기여함.

 

○ 연구 클러스터의 핵심 연구 인력은 7인의 참여 교수진이지만, 연구 클러스터에 참여하는 

유일한 연구 인력 소스는 아님. 연구 클러스터 Chair와 다른 멤버 교수의 국내외 네트워

크를 활용하여 국제적인 연구진은 적극적으로 연구에 참여함. 즉, 연구 클러스터의 주제 

연구 수행, 국제적 학술대회의 공동 발표, 학술 논문의 공저 등을 수행함. 

둘째, 트랜스내셔널/유연적 조직의 원칙 (Transnational and Flexible Organization 

Principle) 추구

○ 본 사업팀은 1단계 연구 수행을 통하여 융합적인 연구 결과의 산출을 통해서 현재의 연

구 클러스터의 연구 초점과 상이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둠. 다시 말

해서 조직의 참여 구성원이 초국적(transnational)이고 유연할 뿐만 아니라 그 연구 주

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임. 

 

○ 해외의 참여 연구진의 경우 아시아, 유럽, 북미(미국, 캐나다), 대양주(호주, 뉴질랜드 

등) 등 한 대륙/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지역에서 재직하는 교수와 연구원이며 아

울러 연구 주제에 대한 지역별 시각과 논쟁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우리 연구팀이 국제적

인 연구의 중심축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기획하였음. 

 

○ 국제적 수준의 인적, 기타 자원의 조직화와 연구의 수월성을 확보를 위한 통로로 국제학

술대회 등 다양한 학문 교류의 장을 마련해오고 있음. 향후 지속적인 연구 네트워크 구

축과 활용에 이용될 것임. 

○ 국제적 수준의 연구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 학술행사 개최를 적극 추진 중임. 다양

한 국내외 전문연구자 및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본 사업팀의 국제적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 학술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것을 계획함.

3. 교육 전략: ‘글로벌 교육의 수월성’ 추구

153-284



○ 학문 후속세대의 양성, 특히 글로벌 교육으로 시각과 지평을 펼치는 후속세대의 양성은 

우리 사업팀의 교육 전략의 핵심적 목표이며 이는 아래의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통하

여 구현될 것으로 판단됨.

첫째, 대학원생의 국제 프로그램 참여

○ 본 사업팀 소속 대학원생은 각각 7개의 랩실에 속해 지도교수와 함께 연구를 진행함. 대

학원생 전원은 본인의 연구 관심과 유사한 연구 클러스터 팀원으로 참여함. 지도교수와

의 연구를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구클러스터가 추진하는 다양한 국제학술회의 조직 

및 참여, 영어 논문의 국제적 저널의 투고, 국제학술대회 등에 참여함으로써 국제적인 

연구 네트워크에 편입되고 국제적인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양성함. 국제학술대회의 대

학원생 참여는 우리 사업팀이 매년 조직 혹은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것임.

○ 국내에서 조직하는 국제학술대회의 포스터 및 공동 논문 발표에 참여하고, 매년 개최하

는 국제학술대회에서 참여교수와 공동 논문을 발표하고자 함.

나. 사업팀 비전에 맞는 국제화 실적

(1) 제도적 전략의 실천

첫째, 다문화융합연구소 설립 및 확장

○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연구를 위한 지속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원 융복

합 전공인 다문화학과 교수진과 연구인력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인하대학교 부설 아시아

다문화융합연구소(CIAMS: The Convergence Institute for Asian Multicultural Studies)

를 2015년 3월 1일 설립하였음. 더 나아가 아시아를 넘어서 초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 현상을 연구하며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2019년 3월 1일부터 

아시아다문화융합연구소를 다문화융합연구소(CIMS: The Convergence Institute for 

Multicultural Studies)로 개칭하였음. 

둘째, 통합 홈페이지 및 학술지투고시스템의 구축

○ 다문화융합연구소는 2019년에 자체 홈페이지(www.cims.kr)를 개설하고 인하대학교 내 

다문화 관련 연구 및 교육기관(이주민사회통합지원센터, 다문화융합연구소, 인천다문화

교육연구센터,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단, 다문화융합연구사업단)를 통합하였음. 

더 나아가 홈페이지에 다문화교육 영문학술지(JME: Journal of Journal and Education)

를 투고할 수 있는 투고시스템을 추가하여 전 세계 다문화교육 관련 연구기반을 마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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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음. 그러므로 본 사업팀과 인하대학교가 명실공히 다문화교육의 연구 및 인력 양성의 

핵심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하고 있음. 

 

[그림 1] 다문화융합연구소와 논문투고시스템 홈페이지 화면

(2) 네트워크 전략의 실천

○ 국제적 수준의 연구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해외학자 초청강연 및 공동 학술행사 개최를 

적극 추진해 왔음. 이를 통해서 다양한 국내외 전문연구자 및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본 사업팀의 국제적 연구 역량 강화하였음.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해외학자

초청강연(회)
- 11 6 6 6 7 4 40

국제학술대회

개최(수)
3 2 4 3 3 3 18 18

첫째, 국제학술대회 개최(6회)

○ 본 사업팀 주관 ICME(International Conference on Multiculture and Education) 개최 

- 본 사업팀에서 주관하는 ICME(International Conference on Multiculture and 

Education)는 다문화교육 관련 다양한 국가의 학자를 초청하여 세계적인 다문화교육의 

흐름과 방향을 탐색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다문화교육과 교육학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

시하는 국제 학술대회임. 이러한 학술대회를 통해 본 사업팀은 동아시아는 물론 유럽, 

미국 지역 다문화 관련 학자 및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한국의 다문화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다문화교육 전문인력을 위한 다양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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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함양할 수 있게 하였음. 사업기간동안 다음과 같이 매해 1회씩 총 6회를 개최하였

음. 사업기간 동안 ICME를 통해서 10여 개국의 학자들이 다문화교육과 관련하여 구두발

표한 논문은 136편이며, 대학원생들을 포함하여 연구자들이 발표한 포스터의 수는 219건

에 이를 정도로 다문화교육 분야에서 선도적인 국제학술대회로 자리를 잡고 있음.

- 2014년도에 Multiculturalism and Ethnicity라는 주제로 4개국에서 온 학자들이 20편의 

논문을 구두 발표하였으며, 29편의 포스터를 발표하였다. 

- 2015년도에 라는 Human Development and Cultural Diversity라는 주제로 10개국에서 온 

학자들이 36편의 논문을 구두 발표하였으며, 63편의 포스터를 발표하였다. 

- 2016년도에 Multicultural Society and Cultural Diversity라는 주제로 8개국에서 온 학

자들이 21편의 논문을 구두 발표하였으며, 34편의 포스터를 발표하였다. 

- 2017년도에 Interculturalism, Multiculturalism, and Education라는 주제로 9개국에서 

온 학자들이 22편의 논문을 구두 발표하였으며, 59편의 포스터를 발표하였다. 

- 2018년도에 Transnational Lmmigration, Cultural Diversity, and Education라는 주제로 

7개국에서 온 학자들이 19편의 논문을 구두 발표하였으며, 34편의 포스터를 발표하였다. 

- 2019년도에 Transnational Society,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nd Multicultual 

Education라는 주제로 7개국에서 온 학자들이 18편의 논문을 구두 발표할 예정임.

○ 공동 국제학술대회 개최(12회)

- 본 사업팀은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한국인간발달학회, 다양한 

국내외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국제학술대회 및 워크샵을 개최함으로써 융복합 연구의 장

을 마련하고 다문화교육 관련 다양한 국가의 연구자 및 기관장을 초청하였음. 사업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총 12회를 개최하였음. 

- 2014년도 3월 9일에 문화, 인지, 생애사 그리고 학습 이라는 주제로 2014 ICCBL 공동학

술대회를 개최하였음

- 2014년도 5월 31일에 한국어 교육학의 연구방법론 탐색라는 주제로 한국언어문화교육학

회 제9차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음

- 2015년도 10월 15일에 International Comparison of Class Culture and Coperation in 

PDS라는 주제로 The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chool and TEaching를 개최하였

음

- 2016년도 3월 17-29일에 Culture, Professionalism, Biography & Lifelong Learning라는 

주제로 The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Culture, Biography & Lifelong Learning

를 개최하였음

- 2016년도 7월 4-5일에 사할린한인과 사회적 기업을 통한 한ㆍ러 경제협력라는 주제로 

2016 시베리아 연구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음

- 2016년도 12월 4-5일에 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한중일의 역할라는 주제로 2016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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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미래 지식인 포럼을 개최하였음

- 2017년도 8월 19-20일에 Current Status and Tasks of East-West Culture Education라는 

주제로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Korea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Culture 

Exchange를 개최하였음

- 2017년도 9월 12-15일에 한중일 네트워크를 통한 차세대 인문교육라는 주제로 제8회 아

시아 미래 지식인 포럼을 개최하였음

- 2018년도 3월 13-15일에 Third Conference on one Asia Community in Europe라는 주제로 

Cycle of Lectures and workshops을 개최하였음

- 2018년도 5월 21일에 Koreans in Sakhalin: Retrospect and Prospect라는 주제로 

Sakhalin Institute of Humanitarian and Technological Sciences과 공동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음

- 2019년도 1월 21-23일에 언어문화교육을 통한 문화교류라는 주제로 한국언어문화교육학

회 제14차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음

- 2019년도 3월 26일에 Cultural Diversity and Multicultural Society라는 주제로 인하대

- 고베대 국제학술워크샵을 개최하였음

- 2019년도 5월 28일에 카자흐스탄 고려인 스토리텔링과 생애담라는 주제로 카자흐스탄 알

마티 한국교육원 공동워크샵을 개최하였음

둘째, 글로컬다문화교육포럼 해외학자초청강연 시행

○ 다문화교육 관련 국제학술대회 등을 통해 구축된 국내외 초청학자들과의 네트워크를 중

심으로 한국, 베트남, 중국, 대만, 필리핀, 일본 등의 국내외 연구기관을 접촉하고 학술 

교류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켰음. 본 사업팀은 다양한 관점과 입장에서 다문화 문제에 

접근하는 해외 석학을 초청하여 특강을 개최하고 학문적 논의를 심화시키는 Glocal 

Multicultural Education Forum을 총 40회를 진행하였음. 

- 2014년도에 중국, 대만, 미국, 싱가포르, 스위스, 불가리아, 카자흐스탄, 네팔에서 온 

11명의 학자들이 ‘동북아 문화경제공동체의 구상, 과정 그리고 전망’, ‘연변의 선택

과 각성’, ‘대만의 다문화와 다문화주의’, ‘The promises of empowered girls’, 

‘Making ‘traditional’ families in transnational settings: Japanese women in 

Balinese-Japanese marriages’, ‘Recommended practices for supporting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 from families with diverse backgrounds’, ‘Neo-Confucian 

notion(s) of learning: A western perspective’, ‘Korean Wave as a cultural 

phenomenon and the spread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East and West: Peering 

into Past (On different approaches to the cultural heritage’, ‘Korean diaspora 

in Kazakhstan: Their maintenance of cultural identity and its implications’, 

‘Unity in Diversity: Nepal as a Multi-ethnic, Multi-religious and Multi-cul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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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 이라는 주제로 해외학자초청 강연을 진행하였음. 

- 2015년도에 라트비아, 프랑스, 미국, 키르키즈스탄에서 온 6명의 학자들이 The 

significance of small countries on the perspective of Baltic States, Immigration 

and French migratory policy: Between history and actuality, A Reflection on CRM 

(Culturally Relevant Methodologies) in Multicultural Education, Photovoice: Social 

Justice Research and Advocacy Through a Lens of Empowerment, 중앙아시아 실크로드의 

중요성과 한국적 과제, 접촉이론에 대한 이해와 여가 활동 분석에의 적용 가능성 탐색이

라는 주제로 해외학자초청 강연을 진행하였음. 

- 2016년도에 미국, 러시아, 불가리아, 독일에서 온 6명의 학자들이 'Sociopolitical 

Perspectives in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독일과 미국의 이주노동 정책의 교

훈', '사할린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통한 다문화 능력 형성 연구' 'Ethnic Media and 

PAN-ASIAN Commodification in North America', 'Common Elements in Altaic Shamanism 

and Korean Mu-sok', 'Die Waldkindergartenpadagogik in Deutschland'라는 주제로 해외

학자초청 강연을 진행하였음. 

- 2017년도에 일본, 독일, 호주, 중국에서 온 6명의 학자들이 라는 'Language and 

culture: a discourse analysis approach', '국제결혼 한인 이주 여성의 삶', 'Too 

foreign for home, too foreign for here : “Home" visit of Korean nurse “guest 

workers', '다문화 사회인 호주의 언어 정책과 국가사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Pamirian Knot at the Crossroads', 'Cross-border migration of Kazakh people from 

China to Kazakhstan'주제로 해외학자초청 강연을 진행하였음. 

- 2018년도에 일본, 중국, 미국, 우즈베키스탄, 싱가포르에서 온 7명의 학자들이 '재일교

포의 민족문하교육과 문화정체성', '현대성의 동양적 얼굴: 동북아 영화문화공동체 구성 

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Compassion중심 다문화 교육 이론과 실천', 'Ethnic 

diversity in Uzbekistan', 'Global modernity and its repercusion', 'Asia community 

and cross- cultural comparative studies', 'Trusting rather than understanding 

others: Another intercultural cosmopolitan'라는 주제로 해외학자초청 강연을 진행하

였음. 

- 2019년도 상반기에 미국, 스위스에서 온 4명의 학자들이 라는 '현상학과 민속방법론', '

역사학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기여: 국가정체성의 탈중심화', '동아시아를 위한 다문화

교육의 탈식민화 : 싱가포르의 관점', '문화적 반대자와 함께 살아가기: 은유, 그리고 

이해의 한계'주제로 해외학자초청 강연을 진행하였음. 2019년도 하반기에도 해외학자초

청강연을 실시할 예정임.

셋째, 다문화교육 영문학술지(Journal of Journal and Education) 발간

○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통해 마련된 국제적 학술 연구 공조체제를 기반으로 국제저널 발행

하였음. 2015년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ulticulture and Education에 참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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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학자들과 연례 총회를 개최하여 다문화교육 영문학술지(JME: Journal of Journal 

and Education) 발간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을 논의한 것을 계기로, 2016년에 창간호가 

발행되었음. 본 BK21 플러스 사업팀이 다문화융합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국제 저널의 발

행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본 사업팀 연구 역량의 국제화 제고에 크게 도움을 준 것으로 

사료됨.

 

[그림 2] JME 2016년 창간호와 2019년 4-1호

○ 사업기간동안 총 7권이 발행되었으며, 13개국의 학자들이 발표한 37편의 논문을 게재하

였음. 본 사업팀은 2020년 한국연구재단 신규학술지평가에서 JME의 등재후보지 선정을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에 다문화교육 분야에서 SCOPUS급 국제학술지로 성장하는 발

판을 마련하였음.

연도 권호
게제논문

제목 저자 국적

2016 1-1

Changes and Prospects of Music Teacher Education in 

Lithuania: Theoretical and Practical Dimensions

Jolanta 

Lasauskien

ė

Lithuan

ia

‘Ethnotelling’ for the Rural Community Research: 

Korean Hwanggol Village Case

Youngsoon 

Kim
Korea

Cultural Diversity and Multicultural Education: 

Anthropology of Education 30 Years of Experience in 

China(1978-2008)

Jinyu Qi China

Soft Power of Korean Culture in Vietnam and its 

Effects

Dinh Chinh 

Le
Vietnam

The Home of the Unidentified Ethnic Groups in 

China-Case Study: Guizhou Unidentified Ethnic Groups’ 

Today and Tomorrow

Qiaoyang 

Li, Taixia 

Cheng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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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the concept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Misun Lee UK

1-2

New Plans of the future toward Multiple Culture and

Multicultural Society
Jaehae Lim Korea

ICTs for Integration of Immigrants: Case studies from 

South Korea

Enkhtuya 

Seseera, 

Shisir 

Manandharb

Nepal

Cultural Diversity and Multicultural Education: 

Anthropology of Education 30 Years of Experience in 

China

Qi Jinyu China

Issues on Multi-cultural Education in Vietnam and 

Singapore

Eisuke 

Saito

Singapo

re

Nepal as a Multi-cultural N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Dhan 

Bahadur 

Kunwar

Nepal

Social Representation of English Test, English Score, 

English Teacher and English Class among Korean 

Elementary Students

Eunsil 

Park, 

Youngshin 

Park, 

Jihyeon An

Korea

2017

2-1

Is it Dracula Romanian? The Social representations of 

minorities within the cultural space of Eastern Europe

IIeana 

Rotaru
Romania

Implementing GCED in the social studie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mong Korean, Thai and 

Indonesian classrooms

Jungwoo 

Lee et al.
Korea

Inclusion as Innovation - Wisdom for Information 

Society

Shoko 

Suzuki
Japan

Interdisciplinary Suggestion for Sustainable 

Islandness and Improvement of Islander's Economy 

Quality

Sun-Kee 

Hong
Korea

Culturlal Diversity and Religion Identity - The 

Co-existence Research about the Religious Culture of 

Tu Minority in Sanchuan area of Minhe Count

Jinyu Qi China

2-2

Research on cultural intelligence in Korea
In-sil 

Chang
Korea

Oriental Face of Modernity: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Constructing the Cultural Community of Northeast 

Asian Film

Huo 

Meichen, 

Wang Lu

China

The Turkish Influence on Bulgarian Dialects

Vladimir 

Lyubenov 

Zhobov

Bulgari

a

Multucultural Migrant Integration:A Model of 

Coexistence in a Multicultural Society

In-Jin 

Yoon
Korea

The Armenia–Azerbaijan Nagorno-Karabakh Conflict and 

New Threats to the International Security Architecture 

in the Modern Period: Challenges and Responses

Sadir 

Mammadov

Azerbai

jan

2018 3-1 Multicultural Mind versus Multicultural Self: Linking Ying-yi 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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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 전략의 실천

첫째, 참여대학원생의 해외연수 

○ 본 사업팀 소속 참여대학원생은 각각 7개의 랩실에 속해 지도교수와 함께 연구를 진행하

였음. 지도교수와의 연구를 진행하는 것 만 아니라 연구클러스터가 추진하는 다양한 국

제학술회의 조직 및 참여, 영어 논문의 국제적 저널의 투고, 국제학술대회 등에 참여함

으로써 국제적인 연구 네트워크에 편입되고 국제적인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

음. 

○ 사업 기간 동안 총 58명의 참여대학원생은 국내외에서 조직된 29개의 국제학술대회의 포

Culture, Cognition, and Identity Hong Kong

Challenges to Multicultural Korea
Dong-Hoon 

Seol
Korea

The Development of Multicultural Youths and Social 

Integration Policy of Korea

Kyemin 

Yang
Korea

Geo-Cultural Foundation for the formaion of

Northeast Asian Film Culture
Wen Caiyun China

Media City as the Multicultural Urbanism: In the case 

of Incheon Nam-Gu Province

Youngsoon 

Kim
Korea

3-2

Research on Transnational Ethnic Relations:

World Context and Cases in Vietnam

Vuong Xuan 

Tinh
Vietnam

Glocalization: Asian Sense of Community and Its 

Prospects
Jinyu Qi China

In Search of Globally Compassionate 

Multicultural/Intercultural Education: Critical 

Lessons Learned from Rev. Theodore Hesburgh's Vision 

and Social Activism During and Following the Civil 

Rights Movement

Jeasik Cho USA

Local Cadres, Corruption and Villagers’ Protests

in a Red River Delta Village, Vietnam

Nguyen Van 

Suu
Vietnam

Integrated Experience: New Discussion on Media 

Aesthetic Education in the Internet Age

Huo 

Meichen
China

2019 4-1

Perceived Attitudes toward Smoking Ban in Public 

Places and Availability of Smoking Cessation Programs 

among Non-Collegiate Young Working Adults

Sangmin 

Kim
USA

The “Root-seeking” Journey of Chinese Film

In the New Era
Wen Caiyun China

Brief Study of the Reconstruction of Puning Temple in 

Chengde -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politics and 

religion in terms of a Tibetan Buddhism Temple from a 

historical anthropology perspective -

Zhang 

Yahui
China

Ethnic Identity and Nationalism of Chinese Manchu in

Cyberspace

Zhang 

Rongrong
China

Trusting rather than Understanding Others:

Another Intercultural Cosmopolitan Education

Yuzo 

Hirose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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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 및 논문 발표에 참여하고, 참여교수와 공동 논문을 발표하였음.

둘째, 공동번역서 출판

○ 본 사업팀 대학원생의 국제화 역량을 살펴보면, 다수의 원생들이 국제학술대회에서 논문

발표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석박사과정생과 학과 교수들이 협업하여 다문화교육 관련 

원서를 번역하여 「교사를 위한 다문화교육」이라는 번역서를 2013년 11월에 출간하였

음. 또한 본 사업팀의 참여교수와 대학원 박사과정생들이 미국의 다문화교육 분야의 탁

월한 학자인 소냐 니토(S. Nieto)의 저서 <Language, Culture, and Teaching>을 한국어 

번역서 「언어, 문화 그리고 비판적 다문화교육」으로 2015년에 출간하였음.

 

[그림 3] 공동번역서의 앞표지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국제학술

대회(수)
2 9 6 6 5 1 0 29

참여자 3 22 12 11 7 3 0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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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참여교수의 국제화 현황

○ 본 사업팀의 참여교수들은 2013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다양한 국제학술대

회에 참가 및 발표, 국제학술지 관련 활동 및 국제 저술 활동을 통하여 사업팀의 역량을 

발휘하였음. 사업팀 참여교수의 국제화 현황은 다음과 같음. 

1. 국제학회/학술대회 활동

 

○ 2013년 2회, 2014년 17회, 2015년 11 회, 2016년 15회, 2017년 14회, 2018년 6회, 2019

년 3회로, 총 68회의 국제학회 및 국제학술대회 활동에 참여함. 활동내용은 다수의 학술 

대회 발표 및 학술대회 개회사, 사회, 좌장, 기조강연을 하였음.

연도 일시 장소(국가) 참여교수 활동내용

2013

11.13-16
Williamsburgh

(미국)
이영선

The 17th International DCDT Conference 학술발

표

12.12
제주대(대한민

국)
김영순 International Workshop 2013 by FRS 학술 발표

2014

1.10

Yuan Ze 

University(대

만)

김 영 순 , 

정기섭

The 3rd International Symposium on 

Multicultural Society: Language, Culture, and 

Ethnicity 학술 발표

3.15 Phuket(태국) 김영순
201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ducation, 

Economics, Psychology and Society 학술 발표

5.1-3
Dubrovnik(크

로아티아)
김영순

The 5th World Conference on Psychology, 

Counselling and Guidance 학술 발표

5.10
한양대(대한민

국)
이영선 2014 한국다문화교육학회 국제학술대회 학술 발표

5.20
Honolulu(미

국)
이영선

The 30th. Pacific Ri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isability & Diversity 학술 발표

5.22-24 Beijing(중국) 김영순
The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ducation 

and Social Sciences 학술 발표

5.31
동국대(대한민

국)
김영순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제9차 국제학술대회 학술 

발표

6.20
부산대(대한민

국)
김영순

The 6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Locality 

and Humanities 학술 발표

6.25
大连民族大學

(중국)
박덕유 한국 국어교육학회 제2차 국제학술대회 학술 발표

7.22
Lisbon(포르투

갈)
이영선

ISAAC Biannual International Conference 학술발

표

8.14-15
Almaty(카자흐

스탄)
김영순

The 5th Annu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Korean Applied Linguistics & CIS 

Korean Studies Conference 학술 발표

9.13-15
Shanghai(중

국)

김영순
Shanghai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cial 

Science 학술 발표 및 세션사회

김 영 순 , Shanghai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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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우 Science 학술 발표

11.8
류코쿠대(일

본)
정상우 일본 종교법학회 제 69회 종교법학학회 학술 발표

11.8-10
Kuala Lumpur

(말레이시아)
김영순

2014 ACSSC: Annual Conference on Social 

Studies 학술 발표

11.17
Amiens(프랑

스)
정기섭

European social sciences and the globalisation 

of education and training 학술 발표

12.18
제주대(대한민

국)
김영순

2014 International Workshop of Education 학술 

발표

2015

1.17
국립특수교육

원(대한민국)
이영선

2015 한국지체.중복.건강장애학회 국제학술대회 

학술 발표

3.24

B e i j i n g 

Cental Minzu 

University of 

China(중국)

김영순

4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Multicultural 

Society: Culture, Ethnicity, and Identity 기조

강연, 학술 발표 및 좌장

3.25 코난대(일본) 김영순 日本文化學會 第11回 研究会 학술 발표

4.24
한림대(대한민

국)
김영순 2015 시베리아 연구 국제학술회의 학술 발표

5.1
한양대(대한민

국)
이영선 2015 한국다문화교육학회 국제학술대회 학술 발표

5.28-30

K a z a k h 

N a t i o n a l 

Pedagogical 

University(카

자흐스탄)

김영순
Asian Conference on Psychology & Sociology 학

술 발표와 세션 사회 담당

6.17-18

N a t i o n a l 

Academy of 

P u b l i c 

Administratio

n of Vietnam

(베트남)

김영순,

박덕유,

정상우

International Workshop: Formulation,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social 

inclusion and reintegration

policy for disadvantaged groups 학술 발표

7.6-8
Regal Airport 

Hotel(홍콩)
정상우

Hong Kong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cial 

Science 학술 발표

7.21-22

K o r e a n 

C u l t u r a l 

C e n t e r 

Poland(폴란

드)

김 영 순 , 

정기섭

The 6th Annu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Korean Applied Linguistics 2015 학

술 발표

8.17-18

World Academy 

of Science, 

Engineering 

a n d 

Technology(스

페인)

정기섭

The 1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ducation, Pedagogy, Management, Innovation 

and Technology 학술 발표

8.26
ひょうご国際

プラザ(일본)
정상우 한일공동국제학술대회 학술 발표

2016 3.17
부산대(대한민

국)
김영순

The 5 t h I n t e r na t i ona l Con f e rence 

o f Cu l tu re ,

B i og r aphy & L i f e l ong Lea rn i ng ( 

2016 I CCBL ) 학술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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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연세대(대한민

국)
김영순 대학작문학회 국제학술대회 학술발표

5.11 오사카(일본) 김영순
International Symposium on Education,

Psychology and Social Sciences 학술발표

5.12 대만 정기섭
The 22th Taiwan Forum on Sociology of

Education 국제학술대회 학술발표

5.25 중국 김영순
The 6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Society,

Education and Psychology 학술발표

7.4
사할린(러시

아)
김영순 2016 시베리아연구 국제학술대회 학술발표

7.14
빈 (오스트리

아)

김 영 순 , 

정기섭

2016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ew

Horizons in Education 학술 발표

9.29 대한민국 정기섭
제12회 민주시민교육 국제심포지움: 사회적 합의 

형성 기반으로서 의 민주시민교육 학술 발표

10.21 폴란드 김영순

The 15th Ceesok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Studies New Trends in Korean Studies 학

술 발표

10.22 스웨덴 정상우

Current Status of Educational Welfare Acts

and Legislative Evalucation 국제학술대회 학술 

발표

11.4
인하대(대한민

국)
김영순

2016 International Forum of Multicultural 

Urbanism 학술 발표

11.5 
인하대(대한민

국)

김영순
2016 Inter national Conference on

Multiculture and Education 개회사, 학술 발표 

이영선
2016 Inter national Conference on

Multiculture and Education 학술 발표

2017

2.6 고베(일본) 정상우 ISRED 68th International Conference 학술 발표 

2.8 독협대(일본) 김영순
2017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제 12차

국제학술대회 세션좌장 및 학술 발표 

2.9 고베(일본) 박덕유

International Society for Engineers and

Researcher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ducation and Social Science 학술 발표

2.9
요쿄하마(일

본)
김영순 ISER International Conference 학술 발표

2.18 교토대(일본) 정기섭
Internationale Konferrence

Historical Anthropology 학술 발표

5.19
암스텔담(네덜

란드) 
김영순

12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cial Sciences 학술 발표 

5.22 베를린(독일) 김영순
1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ultural Anthropology and Ethnology 학술 발표 

6.16 
인하대(대한민

국)

김영순

2016 Inter national Conference on

Multiculture and Education 개회사, 좌장, 학술 

발표

정상우
2016 Inter national Conference on

Multiculture and Education 학술 발표

7.17
베를린(독일)

정상우 20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ew

Horizons in Education 학술 발표7.18 박덕유

8.19
타슈켄트(우즈

베키스탄)
김영순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Korea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Culture Exchange 

환영사 및 학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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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학술지 관련 활동

○ 김영순 교수는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의 Guest Reviewer로 활동함

(2014.03-현재).

○ 이영선 교수는 American Journal on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의 

Guest Reviewer로 활동함(2013.10-2013.11). 그리고 Asia Pacific Education Review 와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olicy의 심사위원(2017- 현재)으로 활동함 .

3. 국제저술 활동 

○ 본 사업팀 참여 교수들은 사업기간 내 국제저술활동으로 국제규모의 저널에 47편의 논문

을 게재하였으며 2편의 외국어 저서를 출간하였음.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국제학술지

논문(편)
- 5 6 9 11 13 3 47

외국어저서

(편)
- - - - - 1 1 2

9.12
은평구청(대한

민국)
김영순

2017 제8회 아시아미래지인인포럼 한중

일국제학술포럼-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한

중일의 역할- 학술 발표

10.18
북경인민대학

(중국)
김영순

2017年第八届“東北亞民族文化論壇

-中韓關係的現像及未來展望學術硏討會’ 학술대회 

학술 발표

2018

3.13-15
로마(이탈리

아)
김영순

Third Conference on one Asia community in 

Europe 학술 발표

5.21
사할린(러시

아)
김영순

Koreans in Sakhalin: Retrospect and Prospect 

학술 발표

6.29 헝가리 신주연
9th European Conference on Positive Psychology 

(ECPP) 학술 발표

7.22 파리(프랑스)

김 영 순 , 

정 기 섭 , 

정상우

201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ew

Horizons in Education 학술 발표

2019

1.21-23
오키나와 메이

오대(일본)
김영순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제14차 국제학술대회 개회

사 및 기조강연

3.26
인하대(대한민

국)
김영순 인하대- 고베대 국제학술대회 개회사

5.28
인하대(대한민

국)
김영순 카자흐스탄 알마티 한국교육원 공동워크샵 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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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선 교수는 SSCI와 SCIE 급의 국제저명학술지에 3편의 논문을 게재하였음. 2015년 7

월에 <Psychology of Sport and Excercise>에 “Giving and receiving autonomy support 

in a high-stakes sport context: A field-based experiment during the 2012 London 

Paralympic Games”을 게재하였음. 2018년에 <PSYCHIATRY INVESTIGATION>에 

“Reliability and Validity of a New Comprehensive Tool for Assessing Challenging 

Behaviors in Autism Spectrum Disorder”을 게재하였음. 또한 2018년에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에 “Why autonomy-supportive interventions work: Explaining the 

professional development of teachers' motivating style”을 게재하였음.  

 

○ 외국어 저서실적으로는 사업기간 중에 2편이 출간되었음. 박수정 교수가 2018년에“A 

New Paradigm for Spectator Sports in Application of Media”의 북챕터를 출간하였으

며, 김영순 교수가 2019년에 “Education Applications & Developments IV: Advances in 

Education and Educational Trends Series”의 북챕터를 출간하였음. 

 

4. 국제 공동 연구 활동 및 해외 강연

○ 본 사업팀 참여 교수들은 사업기간 동안 14건의 국제 공동 연구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4

건의 국외 학술활동을 하였음.

○ 국제 공동 연구 활동(14건)

연도 일시 참여교수 공동연구자 기관(국가) 활동내용

2013 10.22-26 김영순
쇼일라, 

조철수

우즈베키스탄

대학,

우즈베키스탄 

한 국 교 육 원

(우즈벡)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 후속세대의 민

족정체성에 관한 공동 연구. 이에 대

한 결과로 2018년 6월 ‘카자흐스탄

고려인 생애사 스토리텔링 연구‘발간

2014 8.12-20 김영순 한넬리
세계언어대학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고려인 생애사에 대한 현

지 연구

2015

2.13-27 김영순

까오친, 

히에우, 

틴븅

달랏대, 하노

이 인사대, 

베트남 사회

과학원

베트남 현지 소수민족 문화다양성 조

사연구를 통한 베트남문화의

오디세이(개정판) 출간

5.19-24 김영순 -
일본, 중국 

학술연구팀

인도네시아 발리의 문화다양성 현지 

조사연구

5.26-6.2 김영순 한넬리

세 계 언 어 대

학, 알마티 

한 국 교 육 원

( 카 자 흐 스

탄), 우즈베

키스탄 세종

카자흐스탄 알마티, 키르키즈스탄 비

슈켓 현지 조사연구. 이에 대

한 연구결과들은 “사할린 한인의 

노스텔지어 이야기 탐구” , “사할린 

한인의 사할린 한인의 다양한

삶과 그 이야기”로 2018년 6월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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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학술활동(4건)

학당

6.15-18

김 영 순 , 

박 덕 유 , 

정상우

-
베트남 행정

학원

베트남 행정학원과의 공동 하노이 현

지 조사연구 

7.19-27
김 영 순 , 

정기섭
롤란타

리 투 아 니 아 

교육대학

중유럽 발틱 3국의 다문화교육 현황 

조사연구

8.10-19 김영순 -
어룬춘 자치

현(중국)

고구려 유적지 및 중국 <어룬춘족> 소

수민족 조사연구

6.30-12.

30
이영선

R O G E R 

STANCLIFFE

, Michele 

Wiese

장애연구와정

책센터, 시드

니대학(호주)

 DYING TO TALK: COMMUNITY LIVING 

STAFF HELPING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TO 

UNDERSTAND AND PREPARE FOR THE 

END-OF-LIFE 연구 프로젝트 공동 진행

2013.3-2

015.6
김영순

Seu n g m i n 

Yang, Ding 

Hong, Quan 

Xinzi

C e n t r a l 

Un iv er si ty 

f o r 

Nationalitie

s, Yanbian 

Un iv er si ty 

(중국)

중국민족지: 56개 민족 하나의 나라 

1, 2, 3 출간 공동 작업

2016
4.20 김영순 Wei Wei

귀주민족대학

교(중국)
소수민족 국제공동연구

11.5 김영순 김태호 코난대(일본) 한일문화 국제공동연구

2017

2017.1-2

018-12
이영선 - -

한국교육학회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됨

2017.11-

2022.10
김영순 Qi Jinyu

중앙민족대학

교(중국)

1대1로 도상 각국가 민족지

연구 및 아카이브 구축 연구

연도 일시 장소(국가) 참여교수
활동내용

2014 6.24
오사카대(일

본)
장경호

‘한국의 경제교육에 대한 기회

비용과 합리적 선택’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의

2015

3.25 코난대(일본) 김영순
‘話しとモザイク:生涯史的接近を活用した「転換期」

村の研究方法’에 관한 강연.

5.13
하노이대(베트

남)
김영순

‘Ethnotelling Method for the Rural Community 

Research: Korean Hwanggol Village Case’ 주제로 

강연 

2016 10.14
로마 사피엔자 

대(이탈리아)
김영순

‘Multicultural Scandal of the Baekje era in 

acient Korea: Story on the Empress Soseono’ 

이라는 주제로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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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참여교수 연구역량

9.1 연구비

<표 10> 6년간 참여교수 1인당 정부, 산업체, 해외기관 등 연구비 수주 실적           (단위: 천원)

항 목

수주액(천원)

`15년 성과평가 `18년 성과점검평가 `19년 종합평가

전체기간 실적
`13.9.1~

`14.8.31

`14.9.1~

`15.8.31

`16.3.1~

`17.2.28

`17.3.1~

`18.2.28

`18.3.1~

`19.2.28

`19.3.1~

`19.8.31

정부 연구비 수주

총 입금액

        

129,128

        

986,636

        

154,710

        

264,647

        

230,822

        

0
       1,765,943

산업체(국내) 연구비 수주

총 입금액

        

0

        

0

        

140,910

        

525,333

        

570

        

0
         666,813

해외기관 연구비 수주

총 환산입금액

        

0

        

0

        

0

        

0

        

0

        

0
               0

1인당 총 연구비

수주액

        

18,446

        

140,948

        

42,231

        

112,854

        

33,056

        

0
         115,845

환산 참여교수 수 7 7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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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논문

① 참여교수 1인당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국제저명학술지(SCI(E), SSCI, A&HCI),

   기타 국제학술지 환산 논문 편수(국내·외 학술지 논문 게재 계획 포함)

<표 11> 참여교수 1인당 논문 환산편수 실적

구 분

6년간 실적

전체기간 실적`15년 성과평가 `18년 성과점검평가 `19년 종합평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8년 2019년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논문 환산편수
8.2 15.9 9.4333 18.8 26.025 4.6 20.75 10.55 114.2583

국제저명 학술지

논문 환산편수
0 0 0.3 0 0 0.4 0 0 .7

기타국제 학술지

논문 환산편수
0 2.5 2 3.9 4.75 0.5 5.4833 0.8 19.9333

총 논문 환산편수 8.2 18.4
11.733

3
22.7 30.775 5.5 26.2333 11.35 134.8916

1인당 논문 환산편수 5.4761 8.425 5.369 6.38531

환산 참여교수 수 7 7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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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교수 1인당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국제저명학술지

(SCI(E), SSCI, A&HCI), 기타 국제학술지 환산 논문 편수(국내

·외 학술지 논문 게재 계획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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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논문

① 참여교수 1인당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국제저명학술지(SCI(E), SSCI, A&HCI), 기타국제

학술지 환산 논문 편수(국내·외 학술지 논문 게재 계획 포함)

○ 본 사업팀에서는 참여교수의 논문 중에서 연구주제 및 학술지를 중심으로 총 25건을 대

표논문을 선정하였음.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연번 저널명(주최사) 논문/창작(수상) 제목 증빙 방법 증빙 확인

1 교육문제연구
초등교사의 경험에 기반한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출생 자녀 
교육 지원 개선 방안 연구

온라인

https://www.kci.go.kr/kc

iportal/ci/sereArticleSe

arch/ciSereArtiView.kci?

sereArticleSearchBean.ar

tiId=ART002363838

2 교육문화연구

다문화사회 이주노동자에 대한 

개신교 

교회의 역할 연구-랄프 윈터(Ralph 

D. 

winter)의 개신교 교회의 모델 

중심으로

온라인

http://www.dbpia.co.kr/j

ournal/articleDetail?nod

eId=NODE06281000&languag

e=ko_KR

3 교육문화연구
재한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의 
일상생활에 나타난 인정투쟁 
경험과 의미

온라인

https://www.kci.go.kr/kc

iportal/ci/sereArticleSe

arch/ciSereArtiView.kci?

sereArticleSearchBean.ar

tiId=ART002255097

4 교육문화연구 북한이탈주민 인권교육의 
당위성 고찰 온라인

https://www.kci.go.kr/kc

iportal/ci/sereArticleSe

arch/ciSereArtiView.kci?

sereArticleSearchBean.ar

tiId=ART002301833

5 시민교육연구

다문화가정 학생과의 

접촉유형이 중학생의 외집단 

호감도에 미친 영향 - 불안감과 

자기노출의 매개효과를 중심

온라인

https://www.kci.go.kr/kc

iportal/ci/sereArticleSe

arch/ciSereArtiView.kci?

sereArticleSearchBean.ar

tiId=ART001863834

6 여성학연구 결혼이주여성의 생활영역별 
사회복지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온라인

https://www.kci.go.kr/kc

iportal/ci/sereArticleSe

arch/ciSereArtiView.kci?

sereArticleSearchBean.ar

<표 12> 대표실적 증빙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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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1

- 본 연구는 IF 1.48에 달하는 『교육문제연구』에 게재된 논문임.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

이탈주민의 한국출생 자녀를 지도한 담임교사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의 학교생활을 

탐색하고, 교육 지원을 위한 개선방향을 고찰하는 것임.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출

생 자녀의 학교생활에 관한 심층 탐구를 위해 이들을 지도했던 담임교사들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수행함. 자료 수집을 위해 담임교사 4인을 심층면담 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질적 자료 분석법인 매트릭스 분석법을 활용하여 공간과 대상에 따른 범주화 및 주제 분

석, 코딩의 과정을 거침. 연구결과,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출생 자녀들은 학교생활에서 탈

북학생들과 유사한 문제가 발견되었으며, 가정생활에서도 북한 출신 부 또는 모의 영향

으로 인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출

생’ 이라는 이유로 교육 지원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음. 현장 교사들은 이러한 제도적인 

단점에 대해 언급하며, 이들에게도 적절한 교육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탈북학생 교육 

지원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더불어 이들 학부모 교육의 필요성과 중

요성도 언급하며, 학부모 교육을 통한 학부모의 적응 지원은 자녀의 적응과 정착에도 긍

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라 예상함.

▶ 논문 2

- 본 연구는 IF 1.63에 달하는 <교육문화연구>에 게재된 논문임. 이 연구에서는 교회의 유

tiId=ART002343961

7 특수교육
이중적 어려움: 다문화가정 

그리고 장애
온라인

http://www.dbpia.co.kr/j

ournal/articleDetail?nod

eId=NODE06205410&languag

e=ko_KR

8 학습자중심교과
교육연구

다문화 중점학교 프로그램 
참여자의 다문화 시민성 인식에 
관한 연구

온라인

https://www.kci.go.kr/kc

iportal/ci/sereArticleSe

arch/ciSereArtiView.kci?

sereArticleSearchBean.ar

tiId=ART002106150

9 학습자중심교과
교육연구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이념에서 
본 다문화교육의 과제 온라인

https://www.kci.go.kr/kc

iportal/ci/sereArticleSe

arch/ciSereArtiView.kci?

sereArticleSearchBean.ar

tiId=ART002331491

10 한국가족관계학
회지

다문화가정부부를 위한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 온라인

https://www.kci.go.kr/kc

iportal/ci/sereArticleSe

arch/ciSereArtiView.kci?

sereArticleSearchBean.ar

tiId=ART002129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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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에 따라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각각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

음. 이를 밝히기 위해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교회를 6곳 선정하여 랄프 

윈터(Ralph D. Winter)가 말한 소달리티 교회와 모달리티 교회 및 양자를 절충한 절충형 

교회로 구분하고 각각의 역할과 한계를 살펴보았음. 교회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인터뷰를 한 결과, 교회의 유형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에 대

한 인식과 지원 목적은 유사하지만, 이주노동자를 위한 교회의 역할과 이주노동자 교육 

및 지원에 대한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각각의 한계와 개선방향

에 대해 논의하였음. 

▶ 논문 3

- 본 연구는 IF 1.48에 달하는 『교육문화연구』에 게재된 논문임.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거주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의 결혼 생활 속 인정투쟁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것

임. 연구를 통하여 국내 결혼이주여성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중국동포 결혼

이주여성들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고 공감대 형성을 통해 공존의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 논문 4

- 본 연구는 IF 1.48에 달하는 『교육문화연구』에 게재된 논문임.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의 인권의식 형성에 있어서 특별한 배경과 경험에 주목하여 한국 사회 적응에 있어서 인

권을 보장받고 사회에 통합되며 , 장기적으로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공동체 구성원이 

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인권교육 필요성을 논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논문 5

- 본 연구는 IF 2.44에 달하는 <시민교육연구>에 게재된 논문임. "외집단과의 직접접촉이나 

확장접촉이 외집단에 대한 태도 개선에 효과가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경기도 안

산시 단원구와 인천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

음.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직접접촉집단, 확장접촉집단, 비접촉집단 

간 외집단 호감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직접접촉집단이 비접촉집단에 비하여 

외집단 호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둘째, 직접접촉과 확장접촉이 외집단 호감도에 

미친 영향에서 불안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직접접촉과 확장접촉 모두 불안감을 

낮춰 외집단 호감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음. 마지막으로 직접접촉과 확장접

촉이 외집단 호감도에 미친 영향에서 자기노출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직접 접촉의 

경우 자기노출이 매개효과를 보인 반면, 확장접촉의 경우 자기노출의 매개효과가 없었

음.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다문화 사회 구성원들 간의 관계 맺기 양상이 조화로운 사회 발

전에 갖는 여러 함의를 밝혀냄으로써 향후 다문화 관련 정책 수립에 사회 집단 간 상호

작용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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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6

- 본 연구는 IF 0.73에 달하는 『여성학연구』에 게재된 논문임. 이 연구의 목적은 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한 이주여성들의 한국사회 적응과정을 3개 생활영역(결혼생활과 가족

관계, 취업 및 경제활동, 사회적관계)으로 구분하여 탐색 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가

족 복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연구는 참여관찰 및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연구에서는 중국 결혼이주여성들의 생활 속에 나타난 복지와 관련

된 의미 있는 경험들을 주제화함으로 이를 통해 향후 다문화 사회 구현에 필요한 실질적

인 내용을 제공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에 유입된 결혼이주여성과 그들이 속한 다문화가족

의 복지를 담보하는 것은 사회통합에 있어 수반되어야 하는 필수요인임을 확인함.

▶ 논문 7

- 본 연구는 IF 1.39에 달하는 <특수교육>에 게재된 논문임. 본 연구에서는 낯선 환경과 문

화권에서 장애자녀를 양육하며 이중적 소외를 경험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부모, 특히 여

성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을 시작으로 장애 자녀의 양육, 특수교육 및 지원프로그램 

참여 등 장애가정으로서의 경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함.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장애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의 부모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서울, 경기, 인천, 경북에 거주하는 다

문화가정의 부모 2쌍과 여성결혼이민자 9명을 포함한 총 13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

음. 심층인터뷰는 개별로 이루어졌고 면대면 또는 전화인터뷰로 진행되었음. 분석 자료

는 전사 작업을 통해 요인별, 영역별로 정리하여 범주화 되었으며, 이 결과는 “다문화

가정 그리고 장애자녀의 부모”, “학교라는 높은 벽 그리고 작은 나”라는 주제로 정리

되었음.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자녀를 둔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정이 직면한 어

려움에 대한 이해와 특수교육 현장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되었음. 

▶ 논문 8

- 본 연구는 IF 1.29에 달하는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에 게재된 논문임. 이 연구의 목

적은 다문화교육 중점학교 참여자의 인식을 다문화 시민성 개념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 

의미를 밝히려는 것임. 연구는 참여관찰 및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참여 

인식의 의미를 ‘다문화 감수성’,‘협동의식’, ‘공동체의식’의 세 가지 다문화 시민

성 요소를 기준으로 살펴 봄. 연구를 통해 다문화중점학교 프로그램은 다문화에 관한 인

식 개선 교육 , 다문화 이해 교육활동 확대 등을 통해 다문화 감수성 신장 및 협동의식 

고취 , 공동체의식 확산 , 세계시민의식이 함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따라서 날로 증가하는 다문화학생의 현황에 맞추어 그들의 정체성 회복 , 건강한 정체성 

수립을 위한 교육적 프로그램의 활용의 폭을 넓혔다는 것에 의의가 있음

▶ 논문 9

- 본 연구는 IF 1.29에 달하는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에 게재된 논문임. 연구는 사회

적 지속가능성의 이념에서 다문화교육의 과제를 살펴보면서 다문화교육 논의 및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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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수 있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함. 연구는 먼저 지 속가능성을 실천적 차원의 지속가

능발전 과정을 규제하는 이념으로 파악하고, 지속 가능성의 한 부분인 사회적 지속가능

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틀에서 다문화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관계를 규정함. 

▶ 논문 10

- 본 연구는 IF 1.11에 달하는 『한국가족관계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임. 이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가정의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으로 인한 갈등의 심화 ,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가정 

해체에 대한 대안책으로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부부의 의사소통과 

부부갈등, 부부적응, 그리고 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진행됨. 연구를 통해 관

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부부의 의사소통, 부부갈등 해결 , 부부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연구를 통해 다문화가정의 다양한 문제에 입각

하여 소통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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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참여교수 1인당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국제저명학술지(SCI(E), SSCI, A&HCI),

   기타 국제학술지 환산 논문 편수(국내·외 학술지 논문 게재 계획 포함)

<표 12> 대표실적 증빙 목록

연번 저널명(주최사) 논문/창작(수상)제목 증빙 방법 증빙 확인

1 교육문제연구
초등교사의 경험에 기반한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출

생 자녀 교육 지원 개선 방안 연구
온라인

https://www.kci.go.kr/kcipo

rtal/ci/sereArticleSearch/c

iSereArtiView.kci?sereArtic

leSearchBean.artiId=ART0023

63838

2 교육문화연구

다문화사회 이주노동자에 대한 개신교  교회의 역

할 연구-랄프 윈터(Ralph D.  winter)의 개신교

교회의 모델 중심으로

온라인

http://www.dbpia.co.kr/jour

nal/articleDetail?nodeId=NO

DE06281000&language=ko_KR

3 교육문화연구
재한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의 일상생활에 나타난

인정투쟁 경험과 의미
온라인

https://www.kci.go.kr/kcipo

rtal/ci/sereArticleSearch/c

iSereArtiView.kci?sereArtic

leSearchBean.artiId=ART0022

55097

4 교육문화연구 북한이탈주민 인권교육의 당위성 고찰 온라인

https://www.kci.go.kr/kcipo

rtal/ci/sereArticleSearch/c

iSereArtiView.kci?sereArtic

leSearchBean.artiId=ART0023

01833

5 시민교육연구

다문화가정 학생과의 접촉유형이 중학생의 외집단

호감도에 미친 영향 - 불안감과 자기노출의 매개

효과를 중심

온라인

https://www.kci.go.kr/kcipo

rtal/ci/sereArticleSearch/c

iSereArtiView.kci?sereArtic

leSearchBean.artiId=ART0018

63834

6 여성학연구
결혼이주여성의 생활영역별 사회복지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온라인

https://www.kci.go.kr/kcipo

rtal/ci/sereArticleSearch/c

iSereArtiView.kci?sereArtic

leSearchBean.artiId=ART0023

43961

7 특수교육 이중적 어려움: 다문화가정 그리고 장애 온라인

http://www.dbpia.co.kr/jour

nal/articleDetail?nodeId=NO

DE06205410&language=ko_KR

8
학습자중심교과교

육연구

다문화 중점학교 프로그램 참여자의 다문화 시민

성 인식에 관한 연구
온라인

https://www.kci.go.kr/kcipo

rtal/ci/sereArticleSearch/c

iSereArtiView.kci?sereArtic

leSearchBean.artiId=ART0021

06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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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363838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363838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363838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363838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363838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281000&language=ko_KR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281000&language=ko_KR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281000&language=ko_KR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255097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255097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255097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255097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255097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301833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301833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301833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301833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301833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863834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863834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863834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863834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863834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343961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343961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343961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343961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343961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205410&language=ko_KR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205410&language=ko_KR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205410&language=ko_KR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106150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106150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106150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106150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106150


연번 저널명(주최사) 논문/창작(수상)제목 증빙 방법 증빙 확인

9
학습자중심교과교

육연구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이념에서 본 다문화교육의

과제
온라인

https://www.kci.go.kr/kcipo

rtal/ci/sereArticleSearch/c

iSereArtiView.kci?sereArtic

leSearchBean.artiId=ART0023

31491

10
한국가족관계학회

지

다문화가정부부를 위한 관계중심 부부소통 프로그

램
온라인

https://www.kci.go.kr/kcipo

rtal/ci/sereArticleSearch/c

iSereArtiView.kci?sereArtic

leSearchBean.artiId=ART0021

29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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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331491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331491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331491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331491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331491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129986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129986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129986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129986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129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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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논문

② 국내‧외 학술지 논문 게재 지원 계획 대비 실적

가. 참여교수에 대한 국내·외학술지 논문게재 지원계획

○ 본 사업팀은 다음과 같은 BK21 플러스 사업 규정 준수, 사업팀 내규를 통해 사업 참여 

교수들이 국내외 저명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있도록 지원 계획을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음.

○ 인하대학교는 국내외학술대회에 참가하여 논문발표, 좌장 등의 학술활동에 대해 항공료

를 포함한 일부 경비를 제공하는 제도가 있음. 본 사업팀 교수들은 이를 적극 활용하여 

국내외 저명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학술 지원 기반을 가지고 있음.

○ 이와 더불어 본 사업팀은 BK21 플러스 사업 규정에 근거하여 본 사업팀 국제화활동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참여 대학원생과 해당 지도교수 공동으로 국제학술대회 논문 발표시 

출장비를 지원함. 년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우수 연구실에 대해 사업팀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2회 가능하도록 함.

○ 본 사업팀은 BK21 플러스 사업의 교비 대응자금으로 운영되는 우수 교수 인센티브에 대

해 국제적인 연구활동(논문 발표, 좌장, 자료 수집, 현지조사 등)을 위한 경비로 전환하

여 지원함. 

○ 사업팀 소속 교수들의 활동 학회의 국내학술대회, 국제학술대회시 사업팀 주제에 적합한 

학술행사 개최시 본 사업팀이 공동주관으로의 역할을 전제로 학술대회 경비 일부를 지원

하도록 함.

○ 이와 같은 지원활동을 통해 참여 교수들이 관련 학회에서 적극으로 학술활동을 할 수 있

도록 함.

나. 참여교수에 대한 국내·외학술지 논문게재 지원계획 대비 실적 

○ 본 사업팀의 연구주제인 글로컬 다문화다문화 교육에 관한 융복합적 연구 결과를 게재할 

수 있는 전문학술지가 미흡한 관계로 본 연구팀은 교육학 일반, 사회과학 일반 분야에 

주로 투고를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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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팀의 참여교수들이 국제학술지에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제학술대회 등록

비 및 항공료 등 출장비를 지원하였음. 국제학술대회 발표원고는 수정 보완하여 국제학

술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독려함. 또한 국내학술대회발표를 위한 연구활동비를 지원하였

음. 하지만 참여교수들의 국내학술지 게재지원은 인하대학교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중복

지원은 하지 않았음. 이에 대한 결과는 매우 우수한 편임. 

○ 참여교수 7명의 국내학술지(KCI 등재 후보 이상) 게재편수는 240편이며, 국제학술지 게

재편수는 47편임. 참여교수는 7인의 1인당 환산편수는 6.38531임. 저명학술지 우수 논문 

향상 계획 대비 달성 정도는 매우 우수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국내학술지

논문(편)
7 35 37 36 53 53 19 240

국제학술지

논문(편)
- 5 6 9 11 13 3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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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저서

① 참여교수 저서 환산 편수 실적

<표 13> 참여교수 1인당 저서 환산편수 실적

구 분

6년간 실적

전체기간 실적`15년 성과평가 `18년 성과점검평가 `19년 종합평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8년 2019년

학술 저서

환산편수

국어 0.3888 1.3268 1.7737 2.6916 5.5079 2.7928 11.7166 0 26.1982

외국어 0 0 0 0 0 0 1 0.0576 1.0576

학술저서 총 환산편수 0.3888 1.3268 1.7737 2.6916 5.5079 2.7928 12.7166 0.0576 27.2558

1인당 학술저서 환산편수 0.4984 1.5703 1.8248 1.2978

환산 참여교수 수 7 7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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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교수 저서 환산 편수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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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저서

① 참여교수 저서 환산 편수 실적

○ 본 사업팀에서는 참여교수의 논문 중에서 연구주제 및 학술지를 중심으로 총 12편을 대

표저서로 선정하였음.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연번 출판사 저서명 증빙 방법 증빙 확인

1 교육과학사 다문화교육 용어사전 온라인

https://book.na

ver.com/bookdb/

book_detail.nhn

?bid=7519711

2 디자인블룸 다문화 사회와 공존의 인문학 온라인

https://book.na

ver.com/bookdb/

book_detail.nhn

?bid=12198838

3 박문사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교육 연구 온라인

https://book.na

ver.com/bookdb/

book_detail.nhn

?bid=7449685

4 북코리아 교사를 위한 다문화교육 온라인

https://book.na

ver.com/bookdb/

book_detail.nhn

?bid=7368827

5 북코리아 언어, 문화, 그리고 비판적 다문화교육 온라인

https://book.na

ver.com/bookdb/

book_detail.nhn

?bid=10615836

6 북코리아 처음 만나는 다문화교육 온라인

https://book.na

ver.com/bookdb/

book_detail.nhn

?bid=11356003

7 북코리아
상호문화교육의 이해: 교사를 위한 교수

-학습 방법
온라인

https://book.na

ver.com/bookdb/

book_detail.nhn

?bid=8111931

8 북코리아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이론가들 온라인

https://book.na

ver.com/bookdb/

book_detail.nhn

<표 14> 대표실적 증빙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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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팀 소속 교수들이 출간해온 우수 저서의 예는 다음과 같음. 

▶ 저서 1 다문화교육 용어사전(김영순 외 지음, 2014년 4월 출간)

- 국내 다문화교육의 역사가 짧은 만큼,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다문화교육과 관련된 용어가 

동일한 대상임에도 일관되게 사용되지 않고 있음. 특히 다문화교육 용어에 대한 개념을 

소개한 사전이 없어서 다문화교육을 담당하는 관계자들의 용어사용에 혼란을 가중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한국 다문화교육 학계에서도 다문화교육과 관련된 용어는 번역서에 

의존한 형태로 도입되어 왔기 때문에 통일성과 전문성 및 객관성이 결여된 채 사용되고 

있음. 따라서 공공성이 확보된 표준화된 용어, 학문적으로 접근한 전문적인 용어, 다문

화교육에 필요한 공식적인 용어 등의 정립이 시급한 실정임.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사업팀장인 김영순 교수를 비롯하여 국내 5개 대학교의 다문화교육 전공 교수진과 박사

과정 학생들, 그리고 한국다문화교육연구학회의 교수 회원 80여명이 참여하여 한국 최초

의 ‘다문화교육 용어사전’을 출간하였음. 이 용어사전은 표제어, 표제어 유형(개념, 

현상, 사건, 법과 제도, 기관 및 단체, 인종 및 민족, 장소 및 지명), 용어의 정의, 특

성, 연구사, 참고문헌 등 다양하고 주요한 정보들을 엄선해서 기록하고 있음. 따라서 다

문화교육을 연구하는 대학원생은 물론 다문화교육 현장에서 실천하는 관계자들의 용어에 

대한 이해 및 정확한 사용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임.

▶ 저서 2 다문화 사회와 공존의 인문학(김영순 지음, 2017년 3월 출간)

- 본 저서는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한국 사회의 증가하는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해 기획되었

음. 특히 공존을 위해 필요한 개인, 사회, 문화 등의 개념적 영역을 탐색하고 나나가 공

존을 실천할 수 있는 다문화 감수성, 협동의식, 세계시민성 등을 탐색하고, 다섯 가지의 

학습영역 - 공존의 조건, 공존의 맥락, 공존의 둘레, 공존을 위한 시민성, 공존의 인문

학 실천 –을 제시함. 본 저서는 인하대 MOOC 교양강의 교재이며, 대중적인 다문화관련 

도서로서 다문화가 불편하거나 두려운 것이 아닌 설레임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의도하였

음.

▶ 저서 3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교육 연구(박덕유 외 지음, 2014년 02월 출간)

- 본 저서는 그간 한국어 교육 전문가들의 학문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KSL(Korean as 

Second Language)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효율적으로 익히는 것을 돕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음. 경제 발전, 한류열풍 등과 함께 한국의 국가적 위상이 상승하면서 제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자의 수는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한국에 거주하는 

?bid=14295015

9 북코리아 중국계 이주민의 다문화 생활세계 연구 온라인

https://book.na

ver.com/bookdb/

book_detail.nhn

?bid=14474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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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효율적으로 습득하기 

위한 실천적 지식이 절실한 상황임.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효율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는 대조분석을 활용하는 것인데, 본서는 중국인 학습자가 어려움을 호

소하는 어순과 종결 표현, 그리고 보조용언과 추측 표현에 초점을 두고 효과적으로 기존 

학습방식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게 함. 더불어 문장 단위의 표현을 넘어 단락 단위의 담

화 표현, 그리고 작품 단위의 문학교육까지 학습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 기존의 KSL 관련 저서와는 차별화됨. 특히 한국의 유학생들이 학업을 수행할 때 많

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발표 기법을 담화 분석 결과에 근거한 발표 기법으로 제시하고 있

는 것이 이 책이 갖는 가장 큰 장점임. 또한 이 책은 국내의 중국인 유학생은 물론 국내

에 거주하는 중국 출신 이민자들에게도 자기 의사 표현 기술의 향상과 문학작품의 향유

를 통한 삶의 질의 제고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임.

▶ 저서 4  교사를 위한 다문화교육(Carl A. Grant , Christine E. Sleeter 지음, 김영순, 

배을규 옮김, 2013년 11월 출간)

- 최근 문화적 다양성과 공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교사들은 다문화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확장과 함께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됨.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다문화교육을 이끌어갈 교사 양

성을 위한 교육과정이나 운영 경험 등이 매우 부족한 상황임.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본 

저서는 교사의 능력과 높은 수준의 교수 비전 및 학생의 성취, 학교와 사회에서의 형평

성 문제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한국 사회에의 

적응을 위한 지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교사들

의 다문화 역량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교사의 다문화 전문성을 신장시키

는 데 이 책은 상당한 가치가 있음. 무엇보다 저자인 Grant와 Sleeter는 미국 다문화교

육 분야에서 최고의 학문적 권위를 갖는 연구자임. Grant는 미국 다문화교육학회장을 역

임했으며 다문화 교육과정과 교사교육 연구 작업에 주력하는 세계적인 학자임. Sleeter 

역시 세계다문화교육학회장을 역임했으며, 다문화교육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전 세계에 

많은 강연과 연구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이 저서를 통해 다문화교육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의 연구결과물을 한국 실정에 맞추어 재해석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서의 우수성이 돋보임.

▶ 저서 5 언어, 문화, 그리고 비판적 다문화교육(김영순 외 역, 2016년 5월 출간)

- 본 저서는  김영순 교수와 대학원 박사과정생들이 미국의 다문화교육 분야의 탁월한 학자

인 소냐 니에토(S. Nieto)의 저서 <Language, Culture, and Teaching>을 번역한 것임. 

푸에르토리코 계 가난한 미국 이주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난 저자의 경험을 통해서, 언어

와 리터러시, 문화가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교육현장에서 학문적으로 정

립하려고 한 저서임. 본 저서를 통해서 저자가 경험한 실제 교육현장 사례를 통해서 다

문화 교육 현장의 교사와 행정가들이 교육설계, 교수법, 학교 경영에 대한 길잡이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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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음. 

▶ 저서 6 처음 만나는 다문화교육(김영순 외 지음, 2016년 10월 출간)

- 본 저서는 대학교의 다문화교육이나 다문화관련 전공분야에서 반드시 필요한 다문화교육 

관련 내용을 담은 것임. 본 저서는 4부 15장으로 구상되어, 1부에서 일반적인 문화다양

성, 2부에서 한국 내 소수자의 문화다양성, 3부에서 국가별 다문화교육 정책과 시사점, 

4부에서 다문화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교수법을 다루었음. 본 저서는 2017 세종도서 

학술부문 사회과학 분야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됨. 

▶ 저서 7 상호문화교육의 이해: 교사를 위한 교수-학습 방법(정기섭 외 역, 2014년 8월 

출간)

-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는 우리의 사고와 태도의 변화를 함께 요청하고, 그로 인한 차이와 

다름에 대한 인정, 이해 존중과 같은 교육의 본질적인 가치들을 요청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상호문화교육은 모든 인강이 존엄하다는 토대 위에서 다른 문화권의 인간과 그

들의 가치관, 삶이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사고와 태로로의 전화을 가져오도록 하

여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교육임. 본 저서는 교수를 위한 교수 - 학습방법에 대해 다룬 

저서임. 학문과 교육실습, 그리고 주체의 발전 간의 긴장관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동

기를 부여함. 자아상과 타자상의 사회적 역동성, 학교와 이주, 학교개방을 통한 상호문

화학습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음. 

▶ 저서 8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이론가들(김영순 지음, 2017년 12월 출간)

- 본 저서는 우리나라에 소개된 다문화교육 이론서들에서 나온 개념들을 유형화하고 체계적

으로 정리했음. 다문화교육에 입문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가이드 역할을 해줄 것으로 사

료됨. 다문화교육학계에서는 상당한 수의 다문화교육 논문들이 출간되고, 교육선진국에

서 출판한 다문화교육 이론서들이 잇따라 번역되어 쉽게 접근할 수 있음. 하지만 다문화

사회의 형성 배경이 다른 나라에서 연구된 다문화교육 연구물들이 과연 우리나라에 얼마

만큼 작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함. 본 저서는 북미와 유럽에서 출간된 몇몇 

다문화교육 이론서를 번역하고 이를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 정책이나 다문화교육 프로그

램에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도출되었음. 그러므로 본 저서는 우리나라에 도입된 다문화교

육 이론의 지형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음.

▶ 저서 9 중국계 이주민의 다문화 생활세계 연구(김영순 외 지음, 2019년 1월 출간)

- 본 저서는 김영순 교수의 연구팀이 2017년 한국연구재간의 인문사회토대연구지원사업에

서 선정된 연구과제인 ‘글로벌 시대 에스노그래피를 활용한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디지

털 아카이브 구축 및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를 위한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집필된 것임. 본 저서는 중국계 이주민의 집단적 특성이나 개별적 내러티브를 이해하여 

우리의 문화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간됨. 다문화 구성원을 하나의 집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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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바라보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기존의 관점을 넘어 그들의 개별적·집단적 생활세계에 

대해 이해의 지평을 넓혀가야 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이러한 다문화사회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우리 사회를 진정한 사회통합의 길로 들어서도록 해줄 것임. 본 저서를 통해 주

류사회로부터 각종 사회제도에서 소외되고 타자화되어 있는 이주민의 근원적인 삶과 고

통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이들 역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공존할 수 있도록 하여, 

미래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사회통합 모형을 구축함. 특히 이 

모형에서는 이주민의 생애사 이해를 넘어 각 생활세계에서의 문화적응이 어떠한지를 확

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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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참여교수 저서 환산 편수 실적

<표 14> 대표실적 증빙 목록

연번 출판사 저서명 증빙 방법 증빙 확인

1 교육과학사 다문화교육용어사전 온라인

https://book.naver.com/book

db/book_detail.nhn?bid=7519

711

2 디자인블룸 다문화 사회와 공존의 인문학 온라인

https://book.naver.com/book

db/book_detail.nhn?bid=1219

8838

3 박문사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교육연구 온라인

https://book.naver.com/book

db/book_detail.nhn?bid=7449

685

4 북코리아 상호문화교육의 이해: 교사를 위한 교수-학습방법 온라인

https://book.naver.com/book

db/book_detail.nhn?bid=8111

931

5 북코리아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이론가들 온라인

https://book.naver.com/book

db/book_detail.nhn?bid=1429

5015

6 북코리아 중국계 이주민의 다문화 생활세계 연구 온라인

https://book.naver.com/book

db/book_detail.nhn?bid=1447

4795

7 북코리아 언어, 문화, 그리고 비판적 다문화교육 온라인

https://book.naver.com/book

db/book_detail.nhn?bid=1061

5836

8 북코리아 교사를 위한 다문화교육 온라인

https://book.naver.com/book

db/book_detail.nhn?bid=7368

827

9 북코리아 처음 만나는 다문화교육 온라인

https://book.naver.com/book

db/book_detail.nhn?bid=1135

6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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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7368827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7368827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1356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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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참여교수 융·복합 연구실적의 학문적 선도성 및 사회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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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참여교수 융·복합 연구실적의 학문적 선도성 및 사회 기여

○ 다문화사회가 심화됨에 따라 다문화사회의 공간영역이 확장되고 다문화교육 전문인력이 

활동하는 영역의 범위가 넓어짐. 다문화사회의 심화란 한 사회에서 외국인 인구가 차지

하고 있는 비율이 늘어남을 의미하는 양적인 개념이기도 하지만, 사회구성원들이 다문화

적 역량을 함양함으로써 다문화사회에 적응하고 원활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의미하는 정성적인 개념이기도 함.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는 구성원들이 다원화된 사회

에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 지식, 태도, 가치 등을 형성할 때 가능함. 이러한 

지식, 태도, 가치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국가, 초국가적 차원에서의 다문화교육을 통

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음.

○ 본 사업팀은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글로컬 다문화교육 전문인

력’양성을 목표로 세우고, 이의 달성을 위해 초학제적 융합연구를 수행해오고 있음. 사

업팀 소속 교수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연구실 내 특화된 다문화관련 융합연구와 더불어 

연구실 간 협업을 통해 보다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다문화연구 결과의 산출을 위해 노력

하고 있음. 사업팀 내 연구실 간 교차 연구를 위해 구축된 연구클러스터를 통해 세미나, 

워크숍, 특강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이를 통해 연구진행 과정에 대한 점검 및 연구 

아이디어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등의 기회를 가지며, 클러스터 참여자들이 정기적으로 개

최되는 국제학술대회에서 연구 결과물을 발표하고, 그 결과물들을 다양한 연구 논문과 

학술 저서로 발전시켜옴.

○ 본 사업팀 참여교수들이 생산해온 융·복합 연구실적의 학문적 선도성은 다음과 같음.

1) 융·복합 연구실적의 학문적 선도성

(1) 다문화 관련 융합 연구를 통한 연구 영역/시각의 확장과 융합적 연구방법론 개발

- 본 사업팀 참여교수들은 다문화연구와 제도·정책 연구, 다문화연구와 동남아시아 지역 

연구, 다문화연구와 교수방법, 프로그램 개발 연구, 다문화연구와 특수교육 연구, 다문

화연구와 지속가능발전교육(ESD)연구, 다문화연구와 법제도연구, 다문화연구와 경제교육 

연구, 다문화연구와 평생교육 연구, 다문화연구와 여가학 연구, 다문화연구와 언어학 연

구의 융합을 통해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교육에 대한 연구를 간학제적 영역으로 확장시킴.

- 본 사업팀은 인문학과 사회과학적 연구 방법론의 융합과 더불어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이

용한 연구 방법론의 개발을 시도해오고 있음. 특히 사업팀장 김영순 교수는 문화교육 전

공자로 문화인류학과 민족학을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며, 한국 내 ‘디지털문화기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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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Ethnography)’ 방법론을 개발하였음. 한국을 넘어 중국, 일본, 베트남 등의 학

회와 관련 기관에서 수차례 특강과 워크숍을 진행하며 ‘디지털 문화기술지’ 방법론을 

해외 학계에 소개해오고 있음. 2015년에는 베트남 사회과학원 기관지인 <Antropology 

Review>의 기획으로 김영순 교수의 에쓰노그래피와 스토리텔링을 결합한 이론 

‘Ethnotelling’ 기법이 베트남어로 소개되기도 하였음. 이런 연구의 결과물은 저서 

「마을문화기술지와 스토리텔링」, 「인문콘텐츠와 인물스토리텔링」로 출간됨.

- 김영순 사업팀장은 다문화교육정책연구실을 운영하여 다문화교육 이론개발 및 다문화교육 

정책을 연구하고 다문화정책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 및 국내외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해

외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연구영역을 확장함. 중앙아시아 고려인뿐만 아니라 사할린에 거

주하는 재외동포, 독일의 결혼이주여성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한 연구주제를 확장함. 또한 

사업팀에 참여하는 원생들의 학문적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중국의 제남대학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대학 , 이탈리아의 로마대학, 러시아의 사할린 인문기술대학교, 러시아의 

사할린 주한인회, 키르키즈스탄의 케인대학교 등 해외 다문화교육기관과 MOU를 체결하는 

등 중앙아시아 물론 유럽으로 연구영역을 확장함. 김영순 교수는 문화교육 전공자로 문

화인류학과 민족학을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며, 이주민 생활세계를 기반으로 한 사회통

합 연구를 수행하였음. 이런 연구의 결과물은 저서 「중국계 이주민의 다문화 생활세계 

연구」. (북코리아. 2019), 「다문화 생활세계와 사회통합 연구」. (북코리아, 2019) 저

서로 출간됨. 이밖에도 해외 동포 연구로도 영역을 확장하여 사할린 한인 연구를 수행함

으로 「사할린 한인의 다양한 삶과 그 이야기」. (북코리아. 2018), 「사할린 한인의 노

스텔지어 이야기 연구」. (북코리아. 2018) 저서로 출간됨.

- 본 사업팀은 다양한 차원에서의 전 지구적 교류가 가져오는 효과를 연구하는 과정에 복합

적이고 구조적인 접근방식을 접목시키려 노력하고 있음.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업팀 

참여교수인 박선미 교수는 저서 「빈곤의 연대기: 제국주의, 세계화 그리고 불평등한 세

계」를 2015년 5월 출간하였음. 본 저서는 개별 지역 사회에서 행해지는 일상적 실천들

이전 지구적 차원에서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세계 경제체제의 불공정한 작

동 방식으로 인해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수준에서 가난한 나라들이 가난의 굴레를 쉽게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과정을 장기간의 심층적 연구를 통해 밝혀냈음. 본 연구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소비하고 향유하는 문화 상품들의 이면에 숨겨진 빈곤의 역사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공하고, 현재의 다문화 사회가 구성되는 방식에 대한 대안적 관점을 제시하면

서 기존 다문화 연구에서의 인식의 확장에 지대한 기여를 함.

- 본 사업팀 소속 정상우 교수는 다문화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새로이 대두되는 이슈로서 

이주민 인권 문제에 대한실태 파악과 이의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융합 연구를 주도

해오고 있음. 특히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들이 당면하고 있는 인권 침해의 문제를 

법적, 교육 제도적, 사회 정책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과정에 간학제적인 협업과 국가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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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등의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도모함. 이러한 융합 연구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인

권 개선을 위한 교육제도 분석및 개선 방안’,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침해와 사회통합’

등의 논문을 생산하고 있음. 또 2015년 8월 31일‘다문화사회와 이주인권 학술대회’개

최를 주도하면서 이주민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의 장을 확대하고,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

한 문제 해결책 마련을 위한 초석을 제공했음. 특히 4차년도에 정상우 교수는 결혼 이주

민을 넘어서 난민, 탈북민, 이주배경 아동의 인권침해와 인권교육에 대한 연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인권교육의 당위성 고찰’, ‘헌법교육의 성격 재정립과 실천과제’, 

‘청소년 정치참여의 소통 플랫폼으로서 청소년의회 고찰: 청소년의회 조례 분석과 평가

를 중심으로’, ‘통일과 문화국가원리의 실현’등의 국내공인학술지 논문을 생산하고 

있음.

- 본 사업팀이 운영하는 KSL(Korean as Second Language) 연구실을 책임지고 있는 박덕유 

교수는 특히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효율적으로 익히는 것을 돕는 구체적인 방안들

을 제시해오고 있음. 기존의 KSL 저서들이 제시한 학습방법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외국

인들이 제2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보다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돕고자 「중국인 학습

자를 위한 한국어교육」을 출간하였음. 본 연구의 결과물은 문장 단위의 표현을 넘어 단

락 단위의 담화 표현, 그리고 작품 단위의 문학교육까지 학습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확

장하고 있다는 점이 기존의 KSL 관련 저서와는 차별화됨. 외국인들의 한국어를 통한 자

기 의사 표현 기술의 향상뿐만 아니라 한국 문학작품의 향유를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크게 넓힐 수 있게 돕는다는 점에서 다문화 융합연구를 선도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음.

(2) 다문화 관련 융합 연구를 통한 학술역량의 리더쉽 구축

- 본 사업팀의 참여교수들이 융합연구를 통해 생산해온 결과물들은 다문화교육학계에서 선

도적인 위치를 차지함. 다수의 논문 이외에 2013년 [베트남문화의오디세이], 2014년 [다

문화교육용어사전], [상호문화이해교육], 2015년 [교사를 위한 다문화교육], [중국민족

지 1, 2, 3], 2016년 「언어, 문화 그리고 비판적 다문화교육」,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이론가들」, 「처음만나는 다문화교육」, 2017년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이론가들」, 

「다문화 사회와 공존의 인문학」, 2018년 「사할린 한인의 다양한 삶과 그 이야기」, 

「사할린 한인의 노스텔지어 이야기 연구」, 「카자흐스탄 고려인 생애사 스토리텔링 연

구」, 2019년 「다문화 생활세계와 사회통합연구」, 「중국계 이주민의 다문화 생활세계 

연구」 등과 같은 저서들을 출간해오고 있으며, 특히 한국학술정보에 다문화교육총서 시

리즈를 기획하여 2014년부터 현재 까지 1호 [다문화교육연구의 이론과 적용], 2호 [다문

화교육 연구의 경향과 쟁점], 3호 [도서지역 결혼이주여성과 문화적응]을 출간하였음. 

이를 통해 참여교수들은 다문화교육학계를 선도하는 연구자로서의 역량을 보여주었음. 

이 외에 다수의 우수학술상 등을 수상하였음. 이를 통해 참여교수들은 다문화교육학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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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하는 연구자로서의 역량을 보여주었음. 그 대표적인 사례들은 다음과 같음.

첫째, 우수학술도서선정 및 저술지원사업 선정

○ 한국연구재단 우수학술도서선정

- 한국연구재단에서 이미 출간된 인문사회분야의 우수한 교양서를 지원함으로써 연구자들의 

저술 의욕을 고취시키고 대중들이 교양을 쌓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포상 성격으로 지원

하는 사업인 ‘한국연구재단 사후 저술지원 사업’에서 김영순 교수가 베트남을 다년간 

현지 연구 경험과 결과를 바탕으로 베트남 현지 학자들과 공동으로 「베트남문화의 오디

세이」(북코리아)가 2014년 5월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됨.

- 「처음 만나는 다문화교육」(북코리아)이 2017 세종도서 학술부문에 선정됨. 한국출판문

화산업진흥원은 출판 활동을 고취하고 지식기반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1년 간 국내에 초

판 발행된 학술도서를 대상으로 세종도서 학술부문을 선정하고 있음. 2017년도에는 2016

년 3월부터 2017년 2월 기간 중 국내 초판 발행된 학술도서 4,013종 중 기술과학, 예술, 

사회과학 등 10개 분야에서 총 320종을 선정하였는데 그 중 김영순교수의 저서인 「처음 

만나는 다문화교육」이 세종도서 학술부문 사회과학분야에서 2017년 우수학술도서로 선

정됨. 

○ 한국연구재단 저술지원사업 선정

- 한국연구재단 저술지원 사업으로 김영순 교수의 「다문화대안학교의 모색과 실천」이 선

정되어 다문화관련 대안학교에 대한 저서를 출간하였음. 다문화대안학교에 근무하는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2013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공립형 다문화대안학교의 교

육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다문화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을 제시하고자 함. 향후 

다문화대안학교의 교육과정및 운영 연구를 위한 교육적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주민과 한국인 상호간의 문화와 가치를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환

경조성에 이바지할 것임.

- 김영순 사업팀장은 한국연구재단 특별연구비 지원사업(저서발간)으로 선정되어 「다문화

교육의 이론과 이론가들」을 출간하였으며, 박덕유교수와 정기섭교수 역시 한국연구재단 

특별연구비 지원사업(저서발간)으로 선정되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음운교육론」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교육」을 집필하였음.

둘째, 교육부 교과용 도서 선정

○ 2014년 3월 교육부 교과용 도서로 BK21 플러스 참여교수인 김영순, 박선미 교수 등이 

집필한 중학교 ‘사회교과서’(두산동아)가 선정되어 전국의 중학교에서 사용되었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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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교과서 검정을 통과한 11개 출판사 중 90점 이상을 받아 최고 

컨텐츠를 갖춘 교과서로 평가받았음. 또한 정상우 교수 등의 고등학교 ‘법과 정치’(금

성출판사), 고등학교 ‘국제법’(인천광역시 교육청), 김영순, 김지훈 교수 등의 고등학

교 ‘미래의 인간사회’(인천광역시 교육청)가 선정되어 전국의 중·고등학교에서 교재

로 사용되었음.

○ 2017년 9월 교육부 교과용 도서로 참여교수인 김영순교수가 집필한 중학교 「사회교과

서」(두산동아출판사)가 한국교육과정 평가에 통과하여 전국의 중학교에서 사용하게 되

었음. 또한 2018년 5월에는 교학사 주관 중등 사회교과서가 추가로 선정되었음 .

셋째, 사업팀장의 한국연구재단 감사장 및 학술공로부문 대상 수상

○ 사업팀장인 김영순 교수는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ICT·융합연구단 전문위원으로 

재임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재단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5년 6월 

30일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상함.

○ 사업팀장인 김영순 교수는 2015년 12월 23일 ㈜이십일세기뉴스‧민주신문 등이 공동 주최

한 제20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상’ 시상식에서 학술공로부문 대상을 수상

하였음. 김영순 교수는 교수 재직기간동안 KCI 등재후보이상 학술지 120편, 학술저서 60

권 저술하였으며, 23명이 넘는 박사 인력 배출하고, 교육부 창의적 체험활동 사업단장 

등을 역임하였음. 또한 한국 다문화교육학의 학문적 토양을 형성하는 데 있어 다문화학 

대학원 설치, 아시아다문화융합연구소 설립 운영, 다문화대안학교인 한누리학교 설립 연

구 등 다문화교육학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음.

2) 융·복합 연구의 사회적 기여

- 본 사업팀은 융·복합 연구를 통해 이루어진 다문화 현실 진단에 기초해 사업팀의 연구역

량을 다양한 차원에서 사회에 환원하고자 노력해오고 있음. 사업수행과 관련된 우수 사

례는 다음과 같음.

○ 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 사업을 통한 다문화 인재 기초교육

- BK21 플러스 ‘글로컬 다문화교육 전문인력 양성 사업팀’ 구성원들이 주축이 된 인하대

학교 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사업단은 2011년부터 교과부로부터 멘토링사업기관으로 선정

되어 현재까지 운영되어오고 있음. 본 멘토링사업단은 인하대학교 학생들(멘토)과 대학

원생들(튜터)을 중심으로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탈북가정의 중/고등학생들에게 학

습과 인성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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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지도 활동

- 본 사업팀 참여교수인 박덕유 교수는 인하대학교에서 학업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자치기구로 ‘인하해외유학생회(Inha Overseas Students Society)’를 조직하여 지도교

수로 활동하고 있음. IOS는 외국 유학생들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학위 과정을 무

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단체로서 유학생 가족 야유회, 지역 문화 탐방, 체육

대회, 문화축제, 무료 의료진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인하대학교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주말 한국어교실’ 운영

- 본 사업팀 참여교수인 박덕유 교수는 인하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외국 유학생들의 한

국의 실력 향상을 위해 2007년 3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주말 한국어교실’을 운영하였

음. 본 한국어교실은 매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며, 초급, 중

급, 고급반으로 나누어 능력별 수업을 실시하였음. 한국어교육을 돕는 자원봉사자 3명과 

함께 직접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박덕유 교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실력 향상과 

함께 전반적인 한국생활에의 적응에 많은 도움을 주었음.

○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한국어교실’ 운영

- 본 사업팀 참여교수인 박덕유 교수는 국어 학습이 필요한 소외 계층 초등학생과 문해 교

육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국어교실’을 운영하였음. 공공기관, 교육기

관, 지역 단체 등에서 지역민들을 위한 국어 교육 요청이 있을 때 강사를 파견하여 수준

별 국어 교육을 실시하였음.

○ 청소년소논문(Research & Education) 지도 교수로 활동

- 본 사업팀장 김영순 교수는 2013년부터 2019년 8월 현재까지 청소년소논문 활동인 R&E 

지도 교수로 활동하고 있음. R&E는 고등학생들이 대학과 연계해 진행하는 연구프로젝트

로 학생들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조사 및 연구를 하고 이를 보고서나 논문으로 발전

시키는 활동을 말함. 스스로 주제를 정하고 연구하는 것은 물론 자신이 해답을 찾아가는 

자기주도적 학습법으로 과학고와 영재학교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과정임. 김영순 교수는 

2013년 10월 30일부터 2013년 12월 23일까지 인하대학교 대학원생과 미추홀외국어고등학

교 학생들 간 논문지도 멘토링 활동의 지도교수 역할을 담당하였고, 2015년 인천 신송고

등학교의 지도교수로 활동하고 있음. 김영순 교수는 2016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인

하대학교 참여대학원생인 오영섭, 최유성 원생과 함께 인성여자고등학교와 숭덕여자고등

학교 학생들에게 논문지도 멘토링 활동의 지도교수로 활동하고 있음. 청소년소논문 지도

활동은 청소년들의 연구 활동 역량 증진과 자기 진로 개발의 기회를 마련해줌.

○ 인천시 ‘한국이민사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특강 진행

- 본 사업팀장 김영순 교수는 ‘한국이민사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에 무료 인문학 강의를 

진행하였음. 한국이민사박물관은 인천시 월미도에 위치한 국내 유일의 이민역사박물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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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문화가 있는 날’로 정하여 박물관 개관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 전시 관람과 아울러 인문학 강좌를 운영하였음. 광복 70주년을 맞아 해외한인들의 

삶을 되돌아보고자 본 사업팀과 공동으로 ‘디아스포라와 노스텔지어’강좌를 개설하고, 

매월 각각의 소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였음. 김영순 교수는 2015년 4월 29일, ‘초

국가적 한민족 공동체와 세계시민성’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음. 이러한 교육 강

좌를 통해 인천 시민들의 다문화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활동

- 사업팀장 김영순 교수, 에듀인미술치료연구소 왕금미 소장, 참여대학원생들은 2016년 3

월 1일부터 2018년 8월 30일까지 가정고등학교 중도입국학생을 대상으로 미술-이야기융

합치료프로그램을 개발 실행하였음.

- 또한, 사업팀장인 김영순교수는 매년 학교장 특강을 통하여 “다문화사회에서의 학교 역

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고 있고 인천지역 중등교사를 대상으로 다문화교육 직

무연수를 매년 시행하였음. 이 행사에 참여교수인 정상우, 박수정교수 등이 참여하여 다

문화교육과 관련된 법과 인권, 여가교육에 대하여 강사로 참여함. 다문화교육직무연수를 

통하여 지역사회 중등교사 들의 다문화인식을 개선하고 학교에서 다문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사례를 제시함.

- 사업팀장 김영순 교수, 신진연구인력 박미숙, 황해영은 사업참여 대학원생들과 함께 

2018년 8월 10일(금) 인천지역 초·중·고등학교 다문화가정 학생 60여명과 가천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인하대학교 대학생 멘토 60명이 함께하는 너나울 어울림 캠프를 진행하

여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정서지도, 대학생 멘토의 다문화감수성 향상, 세계시민의식 함

양에 좋은 기회를 제공함.

- 6차년도에는 다문화사회 이주민 사회통합을 위한 디지털아카이브 작업에 공동참여하여 외

국인 근로자,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유학생 등 영역별 이주민 생애사 그리고 체류유형에 

맞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위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진행하였음.

- 본 사업팀은 지역사회 유관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 활동의 지속적 확장을 위해 BK21 플

러스 사업팀 소속 인하대학교 아시아다문화융합연구소는 2016년 2월 <다문화 사랑회> 그

리고 <인천한누리학교>와 각각 MOU를 체결하고 , 2016년 7월에는 <남동사할린센터 사할

린 경로당』과도 MOU를 체결함. 2017년 4월 <고양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7년 11월 

<서울 이주여성 디딤터>과 MOU를 체결함으로 학문적 성과를 통한 정책적 제언, 지원체계 

수립 등 실질적인 활용을 도모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지역기관과 MOU를 통한 교류를 기획

하고 있음.

198-284



- 사업팀장인 김영순교수 및 신진 연구인력 박미숙, 윤희진 외 사업참여대학원생들은 2016

년 12월 09-10일 일산시 킨텍스홀에서 “2016 다문화 너나들이 축제”에 참가함 . 전국 

각지의 다문화 기관 , 대학교가 대거 참여한 이 행사를 통해 정보 교류 , 상호 교류 , 

소통 ,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다문화 인식 향상에 도움을 주고 학교 및 지역센터 상호 

발전에 도움이 됨.

- 사업팀장인 김영순교수 외 사업참여대학원생들은 2017년 03월 08일 - 2017년 07월 19일

까지 인성여자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총 14회기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실행하

였으며 또한 학생들에게 인천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고등학생대상 다문화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소논문을 지도하여 2017년 인하대학교 ICME에서 수상하는 등 학생들이 사회

적 문제에 관심을 갖고 민주주의 시민성 함양에 적극적으로 활동함.

- 또한, 사업팀장인 김영순교수는 인천지역 중등교사를 대상으로 다문화교육 직무연수를 매

년 시행하였음. 이 행사에 참여교수인 박덕유 , 정상우 , 박수정 교수 등이 참여하여 다

문화교육과 관련된 법과 인권, 한국어교육 , 여가교육에 대하여 강사로 참여함. 다문화

교육직무연수를 통하여 지역사회 중등교사들의 다문화인식을 개선하고 학교에서 다문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사례를 제시함.

- 사업팀장 김영순교수, 신진연구인력 박미숙, 윤희진 외 사업참여대학원생들은 2017년 11

월 17일에 인천강화고등학교 ‘ 2017 창의융합 교과캠프 ’를 기획 및 운영함. 다양한 

체험과 강의를 통하여 다문화사회 세계 시민성 함양에 좋은 기회가 됨.

- 사업팀장 김영순 교수, 신진연구인력 박미숙, 윤희진 외 사업참여대학원생들은 2017년 

09월 07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과 인천인수초등학교와 공동으로 ‘ 너나울 세계문화 시

민되기 축제 ’를 개최함 . 외국인 유학생들이 대거 참여하여 세계 각국의 문화를 경험

하게하고, 축제를 통해 아이들에게 다문화감수성을 증진시키는 좋은 기회가 됨.

○ 학문의 대중적 확산

- 연구 결과의 사회 환원을 위하여 다문화와 관련된 다수의 논문 및 다문화연구총서를 시리

즈로 발행하였음. 특히 사업팀장 김영순 교수는 다문화생활세계연구 저서를 집필하여 한

국사회 이주민들을 유형별로 그들의 삶과 문화적응전략에 대해 서술함으로 대중들에게 

다문화감수성 함양에 도움을 주었음. 

- 그 외에 논문으로 출판된 다문화교육과 관련 실적들을 대중이 읽기 쉬운 저서로 발간함으

로써 대중들이 다문화현상과 다문화교육을 쉽게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함. 이러한 작

업은 2018년 6월에 ‘사할린 한인의 노스탤지어 이야기 탐구’, ‘사할린 한인의 다양한 

삶과 그 이야기’, ‘카자흐스탄 고려인 생애사 스토리텔링 연구’, 2019년 1월에 ‘다

문화생활세계와 사회통합연구’, ‘중국계 이주민의 다문화 생활세계 연구’등의 저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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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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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우수성과

10.1 연구 부문 종합 우수 대표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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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우수성과

10.1 연구 부문 종합 우수 대표성과

가. 연구부분 우수성과

○ 본 사업팀에 참여하는 교수들은 다문화교육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과 관

련된 수업을 개설하고 커리큘럼 및 환경을 조성하여 다양한 연구 성과를 거둠.

1) 학문적 연구역량 성과

○ 본 사업단의 참여교수는 총 7명으로 참여교수들은 다문화사회에서의 제도·정책연구, 교

수방법 및 프로그램 개발연구, 특수교육연구, 지속발전교육연구, 법제도 연구, 다문화와 

평생교육연구, 여가학 연구, 언어 및 한국어 교육 연구, 다문화 상담 등 다양한 영역에

서 간학제적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였음. 그 결과 국제학술지 47편(SCI, SSCI 포함)

과 국내학술지 240편(KCI 등재후보이상)이 게재됨. 이런 실적을 1인당 환산점수로 계산

하면 사업기간 중(2013.9.1.-2019.8.31.) 1인당 연구실적은 6.38531점으로 처음 설정한 

목표치 6점보다 높은 점수를 달성하였음. 

○ 특히, 사업팀장 김영순 교수는 사업기간 중에 국내학술지 논문 100편, 국제학술지 28편

을 게재하고, 저서 26권을 출간함으로서 명실공히 국내외 다문화교육 분야에서 최정상급 

연구성과를 가진 연구자 및 교육자로서 탁월한 역량을 보여주었음. 또한 이영선 교수의 

논문 3편이 SSCI와 SCIE 급의 국제저명학술지에 게재되는 성과를 보였음. 

○ 참여교수들의 사업기간 중에 총 43편의 저서를 발간하였으며, 1인당 연구실적은 3.8점

임. 본 사업팀의 참여교수들이 융합연구를 통해 생산해온 결과물들은 다문화교육학계에

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함. 다수의 논문 이외에 2013년 [베트남문화의오디세이], 2014

년 [다문화교육용어사전], [상호문화이해교육], 2015년 [교사를 위한 다문화교육], [중

국민족지 1, 2, 3], 2016년 「언어, 문화 그리고 비판적 다문화교육」,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이론가들」, 「처음만나는 다문화교육」, 2017년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이론가

들」, 「다문화 사회와 공존의 인문학」, 2018년 「사할린 한인의 다양한 삶과 그 이야

기」, 「사할린 한인의 노스텔지어 이야기 연구」, 「카자흐스탄 고려인 생애사 스토리

텔링 연구」, 2019년 「다문화 생활세계와 사회통합연구」, 「중국계 이주민의 다문화 

생활세계 연구」 등과 같은 저서들을 출간해오고 있으며, 특히 한국학술정보에 다문화교

육총서 시리즈를 기획하여 2014년부터 현재 까지 1호 [다문화교육연구의 이론과 적용], 

2호 [다문화교육 연구의 경향과 쟁점], 3호 [도서지역 결혼이주여성과 문화적응]을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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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음. 이를 통해 참여교수들은 다문화교육학계를 선도하는 연구자로서의 역량을 보여

주었음. 

○ 특히, 사업팀장 김영순 교수의 저서인 「베트남문화의 오디세이」(북코리아)가 2014년 

5월 한국연구재단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으며, 「처음 만나는 다문화교육」(북코리아)

이 세종도서 학술부문 사회과학분야에서 2017년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음. 또한 김영

순 교수의 「다문화대안학교의 모색과 실천」(북코리아)이 한국연구재단 저술지원사업에

서 선정되었으며, 김영순 교수의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이론가들」, 박덕유 교수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음운교육론」, 정기섭 교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교육」

(강현출판사)이 한국연구재단 특별연구비 지원사업(저서발간)에 선정되었음. 이러한 결

과는 본 사업팀 참여교수들의 우수한 연구역량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음 

2) 교육적 연구역량 성과

○ 본 사업팀은 국내 최초로 일반대학원 융합과정으로 다문화학 전공 석·박사과정을 개설

한 다문화학과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음. 현재까지 일반대학원 다문화학과(다문화학전공,

다문화교육전공)로는 국내 유일이며, 미래 다문화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진단, 예측하는 이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연구자와 교

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실천할 수 있는 다문화교육전문가를 양성하였음. 

○ 특히 본 사업팀의 참여교수들은 평균 12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국내 문화교육 분야에서 

다수의 연구실적을 있으며, 다문화가정자녀 상담교육, 다문화 여가교육, 다문화 경제교

육 등에 관한 프로그램은 물론 새로운 사회문화 현상으로 대두한 다문화현상을 융합적 

시각으로 해석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지속해왔음. 이런 맥락에서 본 사업팀

에서는 사업기간 내 12개 학기 동안 총 115개 과목, 학기별 평균 10개 과목을 개설, 제

공함으로써 교육적 연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3) 기술적 연구역량 성과

○ 참여교수들은 정부 기관과 산업체기관을 통하여 다양한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였음. 66

건(정부연구 51건, 산업체 연구15건)의 연구수주를 통해서 참여교수들이 수주한 연구비

는 총 2,368,399 (천원) 으로 다양한 연구영역에서 왕성한 활동을 수행하였음.

○ 본 사업팀은 다문화교육에 대한 문제를 융합적으로 접근하여 학문적 성취를 다문화적 현

실에 실천하고자 '도서지역 결혼이주여성의 문화공존에 관한 연구(2010-2012)', '다문화

주의적 교육의 확산을 위한 이론적 연구(2010-2012)', '공립 다문화 대안학교 체제 및 

운영 연구(2011-2012)', '다문화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문화예술법제 연구'(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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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한국인 조기유학생들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한 조기유학생의 초국적 이동성

에 대한 탐색적 종단연구(2011-2012)', '중등 지속가능 발전교육 분야 핵심교원 양성사

업(2012-2013)', ‘지속가능한교육 활용 다문화가정 자녀의 케어시스템에 관한 융합적 

연구(2013-2015)’, ‘인천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사를 위한 다문화교육 프로그

램 운영(2015)’, ‘초국적 사회관계망을 활용한 글로컬 다문화 멘토링의 융합연

구’(2016),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연구용역’(2016), ‘북한이탈주민 신변

보호제도 개선방안 실태조사’(2018), ‘다문화사회전문가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

안’(2018), ‘글로벌 시대 에스노그래피를 활용한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디지털 아카이

브 구축 및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를 위한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2017-2020) 등의 연

구 및 교육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교육학, 소비자학, 사회학, 의학, 여가학, 아동학, 

정책학, 언어학 등 다양한 전공자들과 다수의 초학제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노력해왔음. 

4) 국내·외 네트워크 연구역량 성과

○ 본 사업팀은 국내·외 다문화관련 22개의 기관과 상호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음. 

지역사회 다문화교육과 관련하여 '대학 평생교육 협의회', '인천 다문화교육 연구센터', 

'인천 다문화교육 지역사회 협의회', '인천시 교육청',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

단', ‘공립 다문화 대안학교 인천한누리학교’, ‘인천시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등의 여러 기관 및 사업단과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연계시스템이 잘 마련되었음. 

○ 또한 국내 다문화교육 관련 학회(한국다문화교육연구학회,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한국

다문화교육학회,한국다문화상담학회등) 네트워크를 통해 총 29회의 공동학술대회 개체를 

통하여 학문적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음. 중국, 베트남,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국내 다문화의 이슈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외 다문화 관련 교육기관과 활발하게 교

류하고 있음. 

○ 특히 사업 초기부터 Glocal Multicultural Forum을 40회 진행하여 중앙아시아의 카자흐

스탄, 키르기스스탄, 동유럽의 불가리아, 리투아니아의 다문화 관련 전공 학자들을 초빙

하여 문화적 다양성 이해역량을 고양했으며, 네팔, 베트남, 중국, 일본, 미국, 독일의 

학자를 초청하여 해당 국가의 다민족 현황과 다문화교육정책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

회를 가졌음. 

○ 또한 총 18회의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통해 인문사회 융합학문으로서 ‘다문화학’의 학

문적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이처럼 본 사업팀은 국내 다문화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국내·외적 토대를 확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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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팀은 운영위원회에서 우수한 연구성과를 거둔 참여교수들에게 국제학술대회에서 

논문발표 시 연구활동비를 지원하도록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국제 저명학술대회 발표 

및 국제저명학술지 논문게재를 적극 장려하였음. 그 결과 참여교수들은 총 68회의 국제

학회 및 국제학술대회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학술 대회 발표 및 학술대회 개회사, 사회, 

좌장, 기조강연 등으로 활동하였음.

나. 단계별 성과

○ 본 사업팀은 다문화교육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의 기반을 조성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최종

적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단계별 연구 모형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다문화사회

를 실현시킬 다문화교육 시스템으로서 '글로컬다문화교육 전문인력 양성 모델 구축‘을 

연구비전으로 제시하였음.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전략으로 다문화교육 연구역량 향상

을 위한 가정, 학교, 지역사회, 국가, 초국가적 차원에서의 인문학적 성찰 역량 강화, 

사회과학적 탐구 역량 강화, 교육학적 실천 역량 강화 등을 제시하였음. 다음과 같은 단

계별 성과를 이루었음.

○ 제1단계(2013년~2015년) 기반조성기에 인문학적 ‘성찰’, 사회과학적 ‘탐구’, 교육

학적 ‘실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커리큘럼을 정비하고, 이 역량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교수진 공동 교수법 세미나, 이 세 가지 역량을 융합할 수 있는 융합연구방

법론 개발하였음.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인문학적 성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문화사회의 핵심 구현원리로서 인권, 개인성, 

사회정의, 민주주의 등의 개념과 다문화적 관점을 이해하고, 다문화주의의 정의와 유형

으로서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와 비판적 다문화주의, 다문화환경과 다문화주의 담론 등

을 학습하고 다문화주의 유형의 분석 틀을 이해함. 또한 네이티비즘, 용광로이론, 민족

교육, 집단 간 교육 및 인종차별 폐지와 같은 서구(미국, 유럽, 독일 등)의 다문화 주

의와 다문화교육의 전통의 이론을 비교하고 학습함.

- 사회과학적 탐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주민의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문화

교육의 내용요소를 밝히고, 다문화교육 이론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적용·평가

할 수 있는 연구방법론을 확대함. 또한 우리 사회의 법과 정치, 행정을 이주민이 이해

할 수 있는 교육 체계의 기반이 마련되었는지 분석하고, 다문화교육기관으로서 지역사

회와 연계해 다문화교육 자료를 구축하여 사례를 구조화함. 다문화교육 정책, 법규, 인

권 실태 등을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교육 유형별 사회과학 방법론을 다양하게 

적용하여 다문화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연구 역량을 강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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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학적 실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론과 실천의 동반 발전과 비교적 관점 확대를 

위한 국내외 인적·물적 자원을 파악하여 전문가 그룹의 네트워크를 구축함. 또한 교육

전문가, 상담전문가, 운영전문가, 교수전문가로서의 역할과 관계된 국내외 연구 동향과 

성과를 분석하고, 정신과학적 연구방법과 경험과학적 연구방법을 이해 및 적용하여 정

신과학적-경험과학적 연구방법의 융합 모형을 개발함.

○ 제2단계(2016년-2017년) 역량 강화기에 인문학적 ‘성찰’, 사회과학적 ‘탐구’, 교육

학적 ‘실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독창적 시스템 구축 및 세계적 수준의 다문화교

육 및 연구 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한 교수진 및 참여 대학원생들의 연구 역량 강화하였

음.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인문학적 성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1단계 다문화교육의 개념과 관점 연구에 대한 후

속연구로서 뱅크스의 다문화교육과정 개혁 접근법, 베넷의 다문화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종합적 개념모형, 포드와 해리스의 다문화교육을 위한 수업 설계 및 평가 모형 등 다문

화교육교육과정 개발모형을 학습·이해하고, 문학·영화·의생활 등을 다양한 유형의 

다문화교육 방법을 연구함.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및 이론을 심화 개발하여 국내외 다문화교육 네트워크를 통해 논의되고 검토 받음.

- 사회과학적 탐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주민의 유형 중 다수인 이주노동자와 결혼이

주여성, 다종교 국가인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다문화교육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책-현장-연구기관으로 연결된 네트워크를 구축함. 또한 다문화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다문화 관련 학교를 관찰하고 이주민 출신 국가별, 유형별로 

연구하며, 다문화사회 시민·인권·여가·경제·종교·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심화하여 

연구함.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외국의 다문화사회 문제 해결방식과 비교하고, 다문화

교육 연구 및 실천결과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DB로 구축함.

- 교육학적 실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1단계 다문화교육 연구동향 성과 분석과 정신과

학적-경험과학적 연구방법의 토대 구축에 대한 후속연구로서 실천적 역량의 하위 역량

들의 범위에 대한 타당성 확보 및 실천적 역량의 습득과 계발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

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타 국가에서의 다문화교육과 관련된 정책, 프로그램, 이론, 

전문가양성과정, 관운영 등을 비교적 관점에서 연구하여 역량을 강화함. 또한 현재 교

육현황을 분석하여 그에 적합한 대책 수립을 위한 발견적 연구방법을 이해하고 적용함.

- 인하대학교 부설 교육연구소 다문화교육센터를 전신으로 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

인 연구를 위한 지속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원 융복합 전공인 다문화

학과 교수진과 연구인력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인하대학교 부설 아시아다문화융합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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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MS: The Convergence Institute for Asian Multicultural Studies)를 2015년 3월 1

일 설립하였음. 

-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통해 마련된 국제적 학술 연구 공조체제를 기반으로 국제저널 발행

하였음. 2015년 ICME(International Conference on Multiculture and Education)에 참

가하는 해외학자들과 연례 총회를 개최하여 다문화교육 영문학술지(JME: Journal of 

Journal and Education) 발간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을 논의한 것을 계기로, 2016년에 

창간호가 발행되었음. 

○ 제3단계(2018년-2019년) 확대 발전기에 교수진 및 참여대학원생의 국제 활동을 통한 다

문화학과의 위상 정립 및 글로벌 다문화연구센터로서 발돋움 하였으며, 국제규모의 정

기적인 학회 개최, 국제적 수준의 학술지 발간 등 연구 역량 극대화하였음. 이를 통한 

다문화학의 학문적 위상 정립하고자 하였음.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인문학적 성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간문화적 역량 개발, 사회행동 기술의 개발 등 

국내외 다문화교육의 다양한 역사적 관점 형성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한 스터디를 

운영하고, 국내외 다문화교육 거점기관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다문화 다문화교육 사

례연구 DB를 구축하며, 국내외 다문화교육 비교연구를 통한 통합적 다문화교육 모델이

론을 개발하고 그에 합당한 인력양성 모델을 구축함.

- 사회과학적 탐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문화교육 전문인력 양성체제 확립을 위해 정

책 및 제도 시스템을 마련하여 지역과 연계하고 실천하며, 민주주의와 다문화사회 발전

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인력을 적극적으로 진출시킴. 또한 다문화교육 거점 연구기관

으로서 교육콘텐츠 개발 및 공급을 선도하고 유네스코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을 중심으

로 문화다양성과 해외의 다문화 사례들을 연구함. 다문화교육 실천 결과 환류 및 국제

비교연구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여 한국적 다문화교육 연구 모델을 구축함.

- 교육학적 실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제적 교류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론적, 실천

적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이해 지평을 넓히고, 특정 국가 체험을 통한 지역 전문가

로서의 역량을 강화함. 또한 실천역량 강화를 위한 이론 정립과 이론의 실천적 적용을 

통한 보완의 순환적 관계로서의 조건을 탐색하여 이론과 실천의 순환적 관계 모형을 수

립하고, 한국 상황에 적합한 교육실천적 역량 모형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

- 아시아다문화융합연구소는 아시아를 넘어서 초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 현상을 연

구하며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2019년 3월 1일부터 아시아다문화융합

연구소에서 다문화융합연구소(CIMS: The Convergence Institute for Multicul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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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es)로 개칭하였음. 

- 다문화융합연구소는 2019년에 자체 홈페이지(www.cims.kr)를 개설하고 인하대학교 내 다

문화 관련 연구 및 교육기관(이주민사회통합지원센터, 다문화융합연구소, 인천다문화교

육연구센터,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단, 다문화융합연구사업단)를 통합하였음. 더 

나아가 홈페이지에 다문화교육 영문학술지(JME: Journal of Journal and Education)를 

투고할 수 있는 투고시스템을 추가하여 전세계 다문화교육 관련 연구기반을 마련하였음. 

그러므로 본 사업팀과 인하대학교가 명실공히 다문화교육의 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의 핵

심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하고 있음. 

-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연구재단의 토대기초연구지원사업으로서 ‘글로벌 시대 에스

노그래피를 활용한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및 지속가능한 다문화사

회를 위한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이에 대한 결과물로서 사회통합 총

서가 발간되고 있으며, 이주민생활세계 다지털 아카이브가 구축되고 있음.

- 결혼이주 여성과 자녀 중심의 1단계 연구이후에, 2단계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들

까지 확장하여 생활세계를 연구하였으며, 더 나아가서 3단계에서는 난민, 고려인, 사할

린 한인, 재외동포 등으로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연구를 진행함.

- 다문화교육 영문학술지(JME: Journal of Journal and Education)는 사업기간동안 총 7권

이 발행되었으며, 13개국의 학자들이 발표한 37편의 논문을 게재하였음. 본 사업팀은 

JNME가 2020년 한국연구재단 신규학술지평가에서 등재후보지에 선정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차후에 다문화교육 분야에서 SCOPUS급 국제학술지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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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사업팀 대학원 학과(부) 소속 전체 참여교수 현황

산정기간
소속대학원 학과

(부)

성명
직급 성별

연구자
등록번호

전임/겸임 교욱/분교/기금 외국인/내국인
참여기간

(YYYYMMDD~
YYYYMMDD)

총 참여
개월 수(A)

환산 참여 교수 수
(A/18)

한글 영문

`18.3.1~`
19.8.31

사회교육과 김영순
KIM

YOUNGS
OON

정교수 남 10038498 전임 내국인
20180301-
20190831

18 1

`18.3.1~`
19.8.31

스포츠과학과 박수정
PARK
SOO

JUNG
정교수 여 10008673 전임 내국인

20180301-
20190831

18 1

`18.3.1~`
19.8.31

교육학과 배을규
EUL

KYOO
BAE

정교수 남 10050321 전임 내국인
20180301-
20190831

18 1

`18.3.1~`
19.8.31

교육대학원 신주연
Shin joo

yeon
조교수 여 11228618 전임 내국인

20180301-
20190831

18 1

`18.3.1~`
19.8.31

교육학과 이영선
YOUNGS
UN LEE

정교수 여 10162508 전임 내국인
20180301-
20190831

18 1

`18.3.1~`
19.8.31

교육학과 정기섭
CHUNGKI

SEOB
정교수 남 10017581 전임 내국인

20180301-
20190831

18 1

`18.3.1~`
19.8.31

사회교육과 정상우
CHONG

SANGWO
O

부교수 남 10168779 전임 내국인
20180301-
20190831

18 1

사업팀 현황

전체 참여 교수 수
(교육, 분교, 기금 제외)

전임 7

환산 참여 교수 수
(교육, 분교, 기금 제외)

전임 7

겸임 0 겸임 0

계 7 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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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산정기간 내 사업팀 전체 참여대학원생 현황

산정기간
소속 대학원

학과(부)
성 명

학번
연구자

등록번호
성별

생년월일
(YYYYMMDD)

지도교수 성명 학위과정 학기 수
한글 영문

2018년 1학기 다문화학과
갈라노바딜노

자
Kalanova
Dilnoza

22151770 11458729 여 19890324 이영선 박사 7

2018년 1학기 다문화학과 남혜경
Nam Hye
Kyeong

22162151 11318232 여 19670415 배을규 박사 4

2018년 1학기 다문화학과
레일라 마시므

리
MASIMLI

LEYLA
22171733 11697249 여 19910103 신주연 박사 3

2018년 1학기 다문화학과 오영섭
Youngsub

Oh
22171096 11660745 남 19770104 김영순 박사 3

2018년 1학기 다문화학과 윤현희
Yoon

Hyunhee
22171098 11824846 여 19800924 김영순 박사 3

2018년 1학기 다문화학과 융티탄프엉
DUONG THI

THANH
PHUONG

22172311 11547821 여 19881010 박수정 박사 2

2018년 1학기 다문화학과 이춘양
LI

CHUNYANG
22171732 11695377 여 19830101 이영선 박사 3

2018년 1학기 다문화학과 장연연
ZANG

JUANJUAN
22162375 11458748 여 19880330 정기섭 박사 4

2018년 1학기 다문화학과 채은희
Chae, eun

hie
22161090 11770074 여 19711111 신주연 박사 3

2018년 1학기 다문화학과 최원희
CHOI WON

HEE
22181058 11840921 여 19630127 배을규 박사 1

2018년 1학기 다문화학과 최유성
Choi Yu
Seong

22181470 11840915 남 19741011 정상우 박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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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학기 다문화학과 최희 Choi, Hee 22152123 11536462 여 19710416 정기섭 박사 6

2018년 1학기 다문화학과 피루자
AZIZOVA
FIRUZA

22161804 11583946 여 19901103 박수정 박사 5

2018년 2학기 다문화학과 이현주
LEE HYUN

JOO
22182026 11901636 여 19940131 김영순 석사 1

2018년 2학기 다문화학과 주용 ZHU LONG 22181721 11893417 남 19920810 김영순 석사 2

2018년 2학기 다문화학과 남혜경
Nam Hye
Kyeong

22162151 11318232 여 19670415 배을규 박사 5

2018년 2학기 다문화학과 배정순
PEIZHENSH

UN
22182277 11892363 여 19650414 이영선 박사 1

2018년 2학기 다문화학과 오영섭
Youngsub

Oh
22171096 11660745 남 19770104 김영순 박사 4

2018년 2학기 다문화학과 융티탄프엉
DUONG THI

THANH
PHUONG

22172311 11547821 여 19881010 박수정 박사 3

2018년 2학기 다문화학과 이춘양
LI

CHUNYANG
22171732 11695377 여 19830101 이영선 박사 4

2018년 2학기 다문화학과 장연연
ZANG

JUANJUAN
22162375 11458748 여 19880330 정기섭 박사 5

2018년 2학기 다문화학과 채은희
Chae, eun

hie
22161090 11770074 여 19711111 신주연 박사 4

2018년 2학기 다문화학과 최원희
CHOI WON

HEE
22181058 11840921 여 19630127 배을규 박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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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학기 다문화학과 최유성
Choi Yu
Seong

22181470 11840915 남 19741011 정상우 박사 2

2018년 2학기 다문화학과 피루자
AZIZOVA
FIRUZA

22161804 11583946 여 19901103 박수정 박사 6

2019년 1학기 다문화학과 이현주
LEE HYUN

JOO
22182026 11901636 여 19940131 김영순 석사 2

2019년 1학기 다문화학과 주용 ZHU LONG 22181721 11893417 남 19920810 김영순 석사 3

2019년 1학기 다문화학과 김수민 sumin kim 22191313 12403209 여 19900413 김영순 박사 1

2019년 1학기 다문화학과 남혜경
Nam Hye
Kyeong

22162151 11318232 여 19670415 배을규 박사 6

2019년 1학기 다문화학과 레일라
MASIMLI

LEYLA
22171733 11697249 여 19910103 신주연 박사 5

2019년 1학기 다문화학과 융티탄프엉
DUONG THI

THANH
PHUONG

22172311 11547821 여 19881010 박수정 박사 4

2019년 1학기 다문화학과 이명엽
LEE MYUNG

YEOB
22191314 12424628 여 19640810 정기섭 박사 1

2019년 1학기 다문화학과 이춘양
LI

CHUNYANG
22171732 11695377 여 19830101 이영선 박사 5

2019년 1학기 다문화학과 장연연
ZANG

JUANJUAN
22162375 11458748 여 19880330 정기섭 박사 6

2019년 1학기 다문화학과 채은희
Chae, eun

hie
22161090 11770074 여 19711111 신주연 박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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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학기 다문화학과 최유성
Choi Yu
Seong

22181470 11840915 남 19741011 정상우 박사 3

2019년 1학기 다문화학과 피루자
AZIZOVA
FIRUZA

22161804 11583946 여 19901103 박수정 박사 7

참여대학원생 수(명)

석사 2

박사 16.5

석박사통합 0

계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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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사업팀 전체 신진연구인력 현황

산정기간 소속대학원 학과(부)
성명

성별 연구자등록번호
참여기간

(YYYYMMDD~YYYYMMDD)
총 참여 개월 수(B) 환산 참여 신진연구인력 수(B/18)

한글 영문

180301-
190831

다문화학 박미숙
Park, Mi

suk
여 11321983 20180301-20190228 12 0.6666

180301-
190831

다문화학 황해영
Huang,
Haiying

여 11386110 20180301-20190831 18 1

180301-
190831

다문화학 오영섭
Youngsu

b,Oh
남 11660745 20190301-20190831 6 0.3333

전체 신진연구 인력 수 3 환산 참여 신진연구인력 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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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4] 최근 1년 6개월간 참여교수의 지도학생 확보 실적 (연도별/학기별 재학생 현황)

연도 기준일자 연번
성 명

학번 성별 외국인/내국인
생년월일

(YYYYMMDD)
지도교수 성명 학위과정

한글 영문

2018년 4월 1일 1 강유진 KANG YUJIN 22141523 여 내국인 19850620 박덕유 석사

2018년 4월 1일 2 김미애 kim-mi-ae 22141524 여 내국인 19700905 정기섭 석사

2018년 4월 1일 3 두문영 DU WENYING 22161836 여 외국인 19920310 배을규 석사

2018년 4월 1일 4 세바라
KARIMOVA

SEVARA
22162387 여 외국인 19890215 이영선 석사

2018년 4월 1일 5 주영은
JUYOUNGEU

N
22151558 여 내국인 19920305 김지훈 석사

2018년 4월 1일 6 한회련
HWAERYEON

HAN
22162067 여 내국인 19830228 정상우 석사

2018년 4월 1일 7 황진민
HWANGJINMI

N
22162195 여 내국인 19731019 김영순 석사

2018년 4월 1일 8 강귀례 Kang KwiRye 22181466 여 내국인 19840223 박사

부문별

<교육역량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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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1일 9 김나영
KIM NA
YOUNG

22181467 여 내국인 19730926 박사

2018년 4월 1일 10 김상섭
Kim,

Sangseob
22151126 남 내국인 19670829 정영태 박사

2018년 4월 1일 11 김솔 Sol Kim 22151127 남 내국인 19860218 정영태 박사

2018년 4월 1일 12 김승일 KIM SEUNG IL 22141120 남 내국인 19650315 정영태 박사

2018년 4월 1일 13 김정숙
Kim Joung

Suk
22172022 여 내국인 19650615 박사

2018년 4월 1일 14 김태훈
KIM TAE
HOON

22181057 남 내국인 19830320 김영순 박사

2018년 4월 1일 15 남혜경
Nam Hye
Kyeong

22162151 여 내국인 19670415 배을규 박사

2018년 4월 1일 16 니고라혼
YAKUBOVA

NIGORAKHO
N

22141811 여 외국인 19900519 이영선 박사

2018년 4월 1일 17 딜노자
KALANOVA
DILNOZA

22151770 여 외국인 19890324 이영선 박사

2018년 4월 1일 18 마시므리
MASIMLI

LEYLA
22171733 여 외국인 19910103 신주연 박사

2018년 4월 1일 19 박미희 park me he 22152135 여 내국인 19660923 정기섭 박사

2018년 4월 1일 20 박정선
Park Jung

Sun
22162131 여 내국인 19730809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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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1일 21 박지인 Park Jiin 22162128 여 내국인 19880830 정상우 박사

2018년 4월 1일 22 배경임
BAE

KYUNGIM
22122051 여 내국인 19640331 김영순 박사

2018년 4월 1일 23 배경환
BAE KYUNG

HWAN
22171095 남 내국인 19760929 박선미 박사

2018년 4월 1일 24 신희정
SHEENHIJEO

NG
22172025 여 외국인 19650110 박사

2018년 4월 1일 25 안진숙 AHN JINSUK 22162221 여 내국인 19730929 김영순 박사

2018년 4월 1일 26 어경준
EO

KYEONGJOO
N

22162143 남 내국인 19640519 김영순 박사

2018년 4월 1일 27 오영섭
YOUNGSUB

OH
22171096 남 내국인 19770104 김영순 박사

2018년 4월 1일 28 윤영주
YOON YOUNG

JU
22112041 여 내국인 19810321 정상우 박사

2018년 4월 1일 29 윤현희
YOON HYUN

HEE
22171098 여 내국인 19800924 김영순 박사

2018년 4월 1일 30 융티탄프엉
DUONG THI

THANH
PHUONG

22172311 여 외국인 19881010 박수정 박사

2018년 4월 1일 31 이명희
LEEMYOUNG

HEE
22161088 여 내국인 19760114 김영순 박사

2018년 4월 1일 32 이성령
LEE SUNG
RYOUNG

22171100 여 내국인 19880803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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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1일 33 이왕정
LEEWANGJU

NG
22172023 남 내국인 19710806 박사

2018년 4월 1일 34 이재창
LEE JAE
CHANG

22171101 남 내국인 19830411 손민호 박사

2018년 4월 1일 35 이정민
Lee

Jeongmin
22172024 여 내국인 19800610 박사

2018년 4월 1일 36 이춘양 LI CHUNYANG 22171732 여 외국인 19830101 이영선 박사

2018년 4월 1일 37 장연연
ZANG

JUANJUAN
22162375 여 외국인 19880330 정기섭 박사

2018년 4월 1일 38 장영신
Jang young

shin
22131407 여 내국인 19870225 이영선 박사

2018년 4월 1일 39 전경미
KYUNGMI

CHUN
22131433 여 내국인 19710417 정기섭 박사

2018년 4월 1일 40 정금심
JUNG KUM

SIM
22181468 여 내국인 19720815 박사

2018년 4월 1일 41 정보영
JEONG

BOYEONG
22151123 여 내국인 19750812 박덕유 박사

2018년 4월 1일 42 정훈 cheong hoon 22181469 남 내국인 19770123 박사

2018년 4월 1일 43 조형규
JO HYUNG

KYU
22151128 남 내국인 19711025 윤홍식 박사

2018년 4월 1일 44 채보근 chae bo geun 22171102 남 내국인 19610722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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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1일 45 채은희 Chae, eun-hie 22161090 여 내국인 19711111 신주연 박사

2018년 4월 1일 46 최보선 BOSUN CHOI 22131581 여 내국인 19840629 정상우 박사

2018년 4월 1일 47 최원희
Choi Won-

hee
22181058 여 내국인 19630127 배을규 박사

2018년 4월 1일 48 최유미 Choi yumi 22161091 여 내국인 19841002 정상우 박사

2018년 4월 1일 49 최유성
CHOI YOU

SUNG
22181470 남 내국인 19741011 정상우 박사

2018년 4월 1일 50 최정이
JUNGLEE

CHOI
22162126 여 내국인 19720126 김영순 박사

2018년 4월 1일 51 최충호
CHOI

CHOONGHO
22152132 남 내국인 19610220 김영순 박사

2018년 4월 1일 52 최희 CHOI HEE 22152123 여 내국인 19710416 정기섭 박사

2018년 4월 1일 53 피루자
AZIZOVA
FIRUZA

22161804 여 외국인 19901103 박수정 박사

2018년 4월 1일 54 허숙 HEO SOOK 22111118 여 내국인 19721121 김영순 박사

2018년 4월 1일 55 황재동
HWANG JAE

DONG
22151130 남 내국인 19660110 김영순 박사

2018년 4월 1일 56 주용 ZHU LONG 22181721 남 외국인 19920810 김영순 석박사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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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일 1 김미애 kim-mi-ae 22141524 여 내국인 19700905 정기섭 석사

2018년 10월 1일 2 김정미
KIM

JEONGME
22141525 여 내국인 19701003 차태근 석사

2018년 10월 1일 3 두문영 DU WENYING 22161836 여 외국인 19920310 김영순 석사

2018년 10월 1일 4 소문달 SU WENDA 22182278 남 외국인 19930206 정기섭 석사

2018년 10월 1일 5 양순심
YANG

SOONSIM
22182135 여 내국인 19710502 석사

2018년 10월 1일 6 이현주
LEE HYUN

JOO
22182026 여 내국인 19940131 김영순 석사

2018년 10월 1일 7 주영은
JU

YOUNGEUN
22151558 여 내국인 19920305 김지훈 석사

2018년 10월 1일 8 황진민
HWANGJINMI

N
22162195 여 내국인 19731019 김영순 석사

2018년 10월 1일 9 강귀례
KANG

KWIRYE
22181466 여 내국인 19840223 정상우 박사

2018년 10월 1일 10 곽미혜 KWAK MI HYE 22182116 여 내국인 19681223 박사

2018년 10월 1일 11 김나영
KIM NA
YOUNG

22181467 여 내국인 19730926 정상우 박사

2018년 10월 1일 12 김미순 Kim mi soon 22152218 여 내국인 19870426 김영순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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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일 13 김승일 KIM SEUNG IL 22141120 남 내국인 19650315 정영태 박사

2018년 10월 1일 14 김정숙
Kim Joung

Suk
22172022 여 내국인 19650615 박사

2018년 10월 1일 15 김태훈
KIM TAE
HOON

22181057 남 내국인 19830320 김영순 박사

2018년 10월 1일 16 남혜경
Nam Hye
Kyeong

22162151 여 내국인 19670415 배을규 박사

2018년 10월 1일 17 니고라혼
YAKUBOVA

NIGORAKHO
N

22141811 여 외국인 19900519 이영선 박사

2018년 10월 1일 18 딜노자
KALANOVA
DILNOZA

22151770 여 외국인 19890324 김영순 박사

2018년 10월 1일 19 마시므리
MASIMLI

LEYLA
22171733 여 외국인 19910103 신주연 박사

2018년 10월 1일 20 박미화 PARK MIHWA 22161092 여 내국인 19831013 이진영 박사

2018년 10월 1일 21 박미희 PARK ME HE 22152135 여 내국인 19660923 정기섭 박사

2018년 10월 1일 22 박정미
PARK JEONG

MI
22161087 여 내국인 19690810 박사

2018년 10월 1일 23 박정선
Park Jung

Sun
22162131 여 내국인 19730809 정상우 박사

2018년 10월 1일 24 박지인 PARK JIIN 22162128 여 내국인 19880830 정상우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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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일 25 배경환
BAE KYUNG

HWAN
22171095 남 내국인 19760929 박선미 박사

2018년 10월 1일 26 배정순
PEI

ZHENSHUN
22182277 여 외국인 19650414 이영선 박사

2018년 10월 1일 27 송원영
SONG WON

YOUNG
22112040 남 내국인 19601220 조병준 박사

2018년 10월 1일 28 신희정
SHEENHIJEO

NG
22172025 여 외국인 19650110 차태근 박사

2018년 10월 1일 29 안진숙 AHN JINSUK 22162221 여 내국인 19730929 김영순 박사

2018년 10월 1일 30 어경준
EO

KYEONGJOO
N

22162143 남 내국인 19640519 김영순 박사

2018년 10월 1일 31 오영섭
YOUNGSUB

OH
22171096 남 내국인 19770104 김영순 박사

2018년 10월 1일 32 윤현희
YOON

HYUNHEE
22171098 여 내국인 19800924 김영순 박사

2018년 10월 1일 33 융티탄프엉
DUONG THI

THANH
PHUONG

22172311 여 외국인 19881010 박수정 박사

2018년 10월 1일 34 이명희
LEEMYOUNG

HEE
22161088 여 내국인 19760114 김영순 박사

2018년 10월 1일 35 이미정 LEE MIJUNG 22131587 여 내국인 19720506 정기섭 박사

2018년 10월 1일 36 이성령
LEE SUNG
RYOUNG

22171100 여 내국인 19880803 정기섭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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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일 37 이왕정
LEEWANGJU

NG
22172023 남 내국인 19710806 박사

2018년 10월 1일 38 이정민
Lee

Jeongmin
22172024 여 내국인 19800610 정기섭 박사

2018년 10월 1일 39 이춘양 LI CHUNYANG 22171732 여 외국인 19830101 이영선 박사

2018년 10월 1일 40 장연연
ZANG

JUANJUAN
22162375 여 외국인 19880330 정기섭 박사

2018년 10월 1일 41 전경미
KYUNGMI

CHUN
22131433 여 내국인 19710417 정기섭 박사

2018년 10월 1일 42 전창엽
JEON

CHANGYUP
22182099 남 내국인 19610112 박사

2018년 10월 1일 43 정금심
JUNG KUM

SIM
22181468 여 내국인 19720815 정상우 박사

2018년 10월 1일 44 정보영
JEONG

BOYEONG
22151123 여 내국인 19750812 박덕유 박사

2018년 10월 1일 45 정훈 cheong hoon 22181469 남 내국인 19770123 박사

2018년 10월 1일 46 조형규
JO HYUNG

KYU
22151128 남 내국인 19711025 윤홍식 박사

2018년 10월 1일 47 채보근
CHAE BO

GEUN
22171102 남 내국인 19610722 정상우 박사

2018년 10월 1일 48 채은희 CHAE EUNHIE 22161090 여 내국인 19711111 신주연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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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일 49 최영일
CHOI YOUNG

IL
22151129 남 내국인 19700221 이진영 박사

2018년 10월 1일 50 최원희
Choi Won-

hee
22181058 여 내국인 19630127 배을규 박사

2018년 10월 1일 51 최유미 CHOI YUMI 22161091 여 내국인 19841002 정상우 박사

2018년 10월 1일 52 최유성
CHOI YOU

SUNG
22181470 남 내국인 19741011 정상우 박사

2018년 10월 1일 53 최정이
JUNGLEE

CHOI
22162126 여 내국인 19720126 김영순 박사

2018년 10월 1일 54 최충호
CHOI

CHOONGHO
22152132 남 내국인 19610220 김영순 박사

2018년 10월 1일 55 피루자
AZIZOVA
FIRUZA

22161804 여 외국인 19901103 박수정 박사

2018년 10월 1일 56 하종천
HA JONG

CHUN
22182092 남 내국인 19591218 박사

2018년 10월 1일 57 한회련
HWAERYEON

HAN
22182088 여 내국인 19830228 정상우 박사

2018년 10월 1일 58 허숙 HEO SOOK 22111118 여 내국인 19721121 김영순 박사

2018년 10월 1일 59 주용 ZHU LONG 22181721 남 외국인 19920810 김영순 석박사통합

2019년 4월 1일 1 김순혜
KIM

SOONHYE
22191223 여 내국인 19640805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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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일 2 김은희 Kim Eun Hui 22191211 여 내국인 19810908 석사

2019년 4월 1일 3 두문영 DU WENYING 22161836 여 외국인 19920310 김영순 석사

2019년 4월 1일 4 이종선
LEE,

JONGSUN
22191438 여 내국인 19661008 석사

2019년 4월 1일 5 이현주
LEE HYUN

JOO
22182026 여 내국인 19940131 김영순 석사

2019년 4월 1일 6 주영은
JU

YOUNGEUN
22151558 여 내국인 19920305 김지훈 석사

2019년 4월 1일 7 주용 ZHU LONG 22181721 남 외국인 19920810 김영순 석사

2019년 4월 1일 8 황진민
HWANGJINMI

N
22162195 여 내국인 19731019 김영순 석사

2019년 4월 1일 9 강귀례
KANG

KWIRYE
22181466 여 내국인 19840223 정상우 박사

2019년 4월 1일 10 곽미혜 KWAK MI HYE 22182116 여 내국인 19681223 박사

2019년 4월 1일 11 김나영
KIM NA
YOUNG

22181467 여 내국인 19730926 정상우 박사

2019년 4월 1일 12 김미순 KIM MI SOON 22152218 여 내국인 19870426 김영순 박사

2019년 4월 1일 13 김수민 SUMIN KIM 22191313 여 내국인 19900413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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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일 14 김승일 KIM SEUNG IL 22141120 남 내국인 19650315 정영태 박사

2019년 4월 1일 15 김정숙
Kim Joung

Suk
22172022 여 내국인 19650615 박사

2019년 4월 1일 16 김태훈
KIM TAE
HOON

22181057 남 내국인 19830320 김영순 박사

2019년 4월 1일 17 남혜경
NAM HYE
KYEONG

22162151 여 내국인 19670415 배을규 박사

2019년 4월 1일 18 니고라혼
YAKUBOVA

NIGORAKHO
N

22141811 여 외국인 19900519 이영선 박사

2019년 4월 1일 19 레일라
MASIMLI

LEYLA
22171733 여 외국인 19910103 신주연 박사

2019년 4월 1일 20 박미화 PARK MIHWA 22161092 여 내국인 19831013 이진영 박사

2019년 4월 1일 21 박정미
PARK JEONG

MI
22161087 여 내국인 19690810 박사

2019년 4월 1일 22 박정선
PARK JUNG

SUN
22162131 여 내국인 19730809 정상우 박사

2019년 4월 1일 23 박지인 PARK JIIN 22162128 여 내국인 19880830 정상우 박사

2019년 4월 1일 24 배경환
BAE KYUNG

HWAN
22171095 남 내국인 19760929 박선미 박사

2019년 4월 1일 25 송수현
Song Su
Hyeon

22191312 여 내국인 19810116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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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일 26 신희정
SHEENHIJEO

NG
22172025 여 외국인 19650110 차태근 박사

2019년 4월 1일 27 안진숙 AHN JINSUK 22162221 여 내국인 19730929 김영순 박사

2019년 4월 1일 28 어경준
EO

KYEONGJOO
N

22162143 남 내국인 19640519 김영순 박사

2019년 4월 1일 29 융티탄프엉
DUONG THI

THANH
PHUONG

22172311 여 외국인 19881010 박수정 박사

2019년 4월 1일 30 이남형
Lee Nam-

hyung
22141117 남 내국인 19820506 정상우 박사

2019년 4월 1일 31 이명엽
Lee

Myeongyeop
22191314 여 내국인 19640810 정기섭 박사

2019년 4월 1일 32 이명희
LEEMYOUNG

HEE
22161088 여 내국인 19760114 김영순 박사

2019년 4월 1일 33 이미정 LEE MIJUNG 22131587 여 내국인 19720506 정기섭 박사

2019년 4월 1일 34 이성령
LEE SUNG
RYOUNG

22171100 여 내국인 19880803 정기섭 박사

2019년 4월 1일 35 이왕정
LEEWANGJU

NG
22172023 남 내국인 19710806 박사

2019년 4월 1일 36 이재창
LEE JAE
CHANG

22171101 남 내국인 19830411 손민호 박사

2019년 4월 1일 37 이춘양 LI CHUNYANG 22171732 여 외국인 19830101 이영선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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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일 38 장연연
ZANG

JUANJUAN
22162375 여 외국인 19880330 정기섭 박사

2019년 4월 1일 39 정금심
JUNG KUM

SIM
22181468 여 내국인 19720815 정상우 박사

2019년 4월 1일 40 정보영
JEONG

BOYEONG
22151123 여 내국인 19750812 박덕유 박사

2019년 4월 1일 41 정훈
CHEONG

HOON
22181469 남 내국인 19770123 정상우 박사

2019년 4월 1일 42 조형규
JO HYUNG

KYU
22151128 남 내국인 19711025 윤홍식 박사

2019년 4월 1일 43 채보근
CHAE BO

GEUN
22171102 남 내국인 19610722 정상우 박사

2019년 4월 1일 44 채은희 CHAE EUNHIE 22161090 여 내국인 19711111 신주연 박사

2019년 4월 1일 45 최영일
CHOI YOUNG

IL
22151129 남 내국인 19700221 이진영 박사

2019년 4월 1일 46 최원희
CHOI

WONHEE
22181058 여 내국인 19630127 배을규 박사

2019년 4월 1일 47 최유성
CHOI YOU

SUNG
22181470 남 내국인 19741011 정상우 박사

2019년 4월 1일 48 최정이
JUNGLEE

CHOI
22162126 여 내국인 19720126 김영순 박사

2019년 4월 1일 49 피루자
AZIZOVA
FIRUZA

22161804 여 외국인 19901103 박수정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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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일 50 하종천
HA JONG

CHUN
22182092 남 내국인 19591218 박사

2019년 4월 1일 51 허숙 HEO SOOK 22111118 여 내국인 19721121 김영순 박사

지도학생
(수)명

석사

2018년 15

석박사통합

2018년 2

2019년 8 2019년 0

전체 11.5 전체 1

박사

2018년 98 총계
(연도별 참여교수의

지도학생 수)

2018년 57.5

2019년 25.5432019년

전체 83전체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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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5] 최근 1년 6개월간 대학원생 배출 실적 (졸업, 취업 및 진학 실적)

연도 기준월
연
번

성 명

학번 성별
생년
월일

취득
학위

입학년월
(YYYYMMDD)

사업참여여부

구분

취업정보

한글 영문 2013.9~
2016.2

2016.3~
2019.8

취업일자
(YYYYMMDD)

회사명 전화번호
취업
구분

근무
지역

2018년 8월 1 김솔 SOL KIM
22151

127
남 860218 박사 20150302 참여 미참여 기타

2018년 8월 2 세바라
KARIMO

VA
SEVARA

22162
387

여 890215 석사 20160829 미참여 참여 기타

2018년 8월 3 장영신
22131

407
여 870225 박사 20130304 참여 미참여 기타

2018년 8월 4 최보선
BOSUN

CHOI
22131

581
여 840629 박사 20130304 참여 미참여 기타

2018년 8월 5 최희
CHOI
HEE

22152
123

여 710416 박사 20150831 참여 참여 기타

2018년 8월 6 배경임
BAE

KYUNGI
M

22122
051

여 640331 박사 20120903 미참여 미참여

2018년 8월 7 윤영주
YOON

YOUNG
JU

22112
041

여 810321 박사 20110829 미참여 미참여

2018년 8월 8 한회련
HWAERY

EON
HAN

22162
067

여 830228 석사 20160829 미참여 미참여

2018년 8월 9 황재동
HWANG

JAE
DONG

22151
130

남 660110 박사 20150302 미참여 미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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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1 오영섭
YOUNGS

UB OH
22171

096
남 770104 박사 20170227 미참여 참여 취업 20190301 인하대학교

0328618
741

정규직 인천

2019년 2월 2 윤현희
YOON

HYUNHE
E

22171
098

여 800924 박사 20170227 미참여 참여 취업 20190601
한국교육개

발원
0435309

114
정규직 이천

2019년 2월 3 딜노자

KALANO
VA

DILNOZ
A

22151
770

여 890324 박사 20150302 참여 참여 기타

2019년 2월 4 전경미
KYUNGM
I CHUN

22131
433

여 710417 박사 20130304 참여 미참여 기타

2019년 2월 5 박미희
PARK ME

HE
22152

135
여 660923 박사 20150831 미참여 미참여

2019년 8월 1 장연연
JANG
JUAN
JUAN

22162
375

여 880330 박사 20160829 참여 참여 기타

2019년 8월 2 안진숙
AN JIN

SUK
22162

221
여 730929 박사 20160829 미참여 미참여

2019년 8월 3 주영은
JU

YOUNG
EUN

22151
558

여 920305 석사 20150302 미참여 미참여

2019년 8월 4 황진민
HWANG
JIN MIN

22162
195

여 791019 석사 20160829 미참여 미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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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2018년

석사 2

2019년

석사 2

전체기간

석사 4

박사 7 박사 7 박사 14

계 9 계 9 계 18

취업
2018년 8월

졸업자

석사 1

국내 진학자 소계 0

2019년 2월

졸업자

석사 0

국내 진학자 소계 0

국외 진학자 소계 0 국외 진학자 소계 0

입대자 소계 0 입대자 소계 0

취업자 소계 0 취업자 소계 0

박사 1
입대자 소계 0

박사 3
입대자 소계 0

취업자 소계 0 취업자 소계 2

232-284



[첨부 6-1] 최근 1년 6개월간 참여대학원생 국내학술지(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논문 게재 실적

연도 연번 논문제목

게재정보 총 저자 저자 중 사업팀 참여대학원생

가중치
(P)

환산
편수

게재
학술
지명

ISSN 권 호 쪽

연월
(YY
YY

MM)

주저
자수
(m)

기타
저자
수(n)

총
저자
수(T)

주저자 기타저자

총
저자

수
성명

연구
자등
록번

호

수(A) 성명

연구
자등
록번

호

수(B)

2018년 1

중국계 결혼이
주여성의 자녀
모어 교육에 관

한  연구

예술인문사
회융합멀티
미디어논문

지

2383-
5281

8 3 367
20180

3
2 1 3 이춘양

1145872
9

1 이춘양
116953

77
1 2 1 0.6

2018년 2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관점에
서 본 중국 고

등 교육의 핵심
역량 개발에 관

한 연구

예술인문사
회융합멀티
미디어논문

지

2383-
5281

8 3 357
20180

3
1 1 2 장연연

1145874
8

1 0 1 1 0.5

2018년 3

재한 우즈베키
스탄 유학생들
의 한국 대학생
활 적응에 관한

연구

예술인문사
회 융합 멀티
미디어 논문

지

2383-
5281

8 4 517
20180

4
1 0 1

아지조바
피루자

1158394
6

1 0 1 1 1

2018년 4

한인국제결혼
여성의 공동체
활동에 나타난

정체성 협상

문화교류연
구

2287-
2825

7 2 131
20180

5
2 0 2 남혜경

1131823
2

1 0 1 1 0.5

2018년 5

Analysis of
Suicide

Research on
Multicultural

Youth in

예술인문사
회융합멀티
미디어논문

지

2383-
5281

8 5 269
20180

5
1 0 1 오영섭

1145872
9

1 0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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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2018년 6

삶과 죽음에 대
한 고찰: 지두
크리슈나무르

티의 테마 에세
이 시리즈를 중

심으로

인문사회21
2093-
8721

9 3 571
20180

6
1 0 1 채은희

1177007
4

1 0 1 1 1

2018년 7

초등교사의 경
험에 기반한 북
한이탈주민의
한국출생 자녀
교육 지원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육문
제연구

1598-
8317

36 2 49
20180

6
2 0 2 윤현희

1182484
6

1 0 1 1 0.5

2018년 8

베트남 출신 결
혼이주여성의
문화접촉 경험
에 관한 연구-
한국 전통명절

을 중심으로

예술인문사
회융합멀티

미디어지

2383-
5281

8 7 861
20180

7
1 1 2

융티탄프
엉

1154782
1

1 0 1 1 0.5

2018년 9

이야기치료의
국제적 연구동
향에 관한 탐색

적 연구

문학치료연
구

1738-
3854

48 3 41
20180

7
1 2 3 오영섭

1145872
9

1 0 1 1 0.5

2018년 10

베트남 출신 결
혼이주여성의

한국 설과 추석
경험에 관한 연

구

여가학연구
2233-
8179

16 3 21
20180

8
2 1 3

융티탄프
엉

1182484
6

1 0 1 1 0.4

2018년 11

세계시민교육
연계 지속가능
발전교육 활성
화를 위한 지원

방안 탐색

교육문화연
구

1598-
9283

24 4 33
20180

8
2 0 2 윤현희

1182484
6

1 0 1 1 0.5

234-284



2018년 12

우즈베키스탄
거주 한국인 교
원들의 문화적
응에 관한 연구

인문회 21
2093-
8721

9 4 1527
20180

8
1 1 2

아지조바
피루자

1158394
6

1 0 1 1 0.5

2018년 13

아제르바이잔
한류 팬을 통한
음식문화에 관

한 연구

인문사회21
2093-
8721

9 5 823
20181

0
2 0 2 레일라

1169724
9

1 0 1 1 0.5

2018년 14

교육 데이터마
이닝를 활용한
E-learning 모
델 개발 활성화

방안

예술인문사
회융합멀티
미디어논문

지

2383-
5282

8 11 613
20181

1
1 1 2 장연연

1177007
4

1 0 1 1 0.5

2018년 15

국가통계포털
(KOSIS) 『전
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동

향 분석

예술인문사
회융합멀티
미디어논문

지

2383-
5281

8 11 11
20181

1
1 0 1 채은희

1177007
4

1 0 1 1 1

2018년 16

다문화 가족의
난타 여가 활동
경험에 관한 연

구

여성학연구
1598-
950X

28 2 123
20181

1
1 1 2 이춘양

1169537
7

1 0 1 1 0.5

2018년 17

베트남 중도입
국 청소년의 이
주초기 적응에

관한 연구

국제문화교
류연구

2287-
2825

7 4 79
20181

1
1 1 2

융티탄프
엉

1154782
1

1 0 1 1 0.5

2018년 18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속담 유

형 분석

학습자중심
교과교육연

구

1598-
2106

18 21 851
20181

1
1 1 2 채은희

1177007
4

1  0 1 1 0.5

2018년 19

이주배경청소
년의 발달자산
이 공동체주의
시민성에 미치

는 영향

문화교류연
구

2287-
2825

7 4 153
20181

1
1 1 2 최원희

1184092
1

1 0 1 1 0.5

235-284



2018년 20
중도입국 청소
년을 위한 한국

어 교재 분석

예술인문사
회융합멀티
미디어논문

지

2383-
5281

8 11 551
20181

1
1 1 2 이춘양

1169537
7

1 0 1 1 0.5

2018년 21
FGD 활용 교육
선진국의 미래
교육 동향 탐색

열린교육연
구

1229-
8379

26 4 1
20181

1
1 1 2 윤현희

1182484
6

1 0 1 1 0.5

2018년 22

가정폭력을 경
험한 결혼이주
여성의 이혼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학습자중심
교과교육연

구

1598-
2106

18 23 909
20181

2
2 1 3 윤현희

1182484
6

1 이춘양
116953

77
1 2 1 0.6

2018년 23
국내 이주민의
정신건강 법률
에 관한 연구

예술인문사
회융합멀티
미디어논문

지

2383-
5281

1 1 0.2
20181

2
1 1 2 남혜경

1131823
2

1 오영섭
114587

29
1 2 1 1

2018년 24

재독 한인국제
결혼여성의 생
애사에 나타난

이주의 의미

교육문화연
구

1598-
9283

24 6 269
20181

2
1 1 2 남혜경

1131823
2

1 0 1 1 0.5

2018년 25
중국 소수민족
정책에 관한 연

구동향 분석
인문사회21

2093-
8721

9 6 1
20181

2
1 1 2 주용

1189341
7

1  0 1 1 0.5

2019년 1

문화번역 개념
을 통한 상호문
화 한국어 교육
패러다임 탐색

언어와문화
1738-
3641

15 1 1
20190

2
2 0 2 최유성

1184091
5

1 0 1 1 0.5

2019년 2

재독 한인 국제
결혼여성의 문
화 간 커뮤니케
이션에 관한 연

구

다문화사회
연구

2005-
2553

12 1 45
20190

2
2 0 2 남혜경

1131823
2

1 0 1 1 0.5

2019년 3
중년기 결혼이
주여성의 노후
준비에 관한 탐

문화교류연
구

2287-
2825

8 1 203
20190

2
2 0 2 채은희

1177007
4

1 0 1 1 0.5

236-284



색적 연구

2019년 4
고대한국사회
에서의 다문화
사례 및 유형

학습자중심
교과교육연

구

1598-
2106

19 5 739
20190

3
2 0 2 이춘양

1145872
9

1 0 1 1 0.5

2019년 5

초등교사의 탈
북학생 교육 경
험에 관한 내러

티브 탐구

교사교육연
구

2005-
1484

58 1 21
20190

3
2 0 2 윤현희

1182484
6

1 0 1 1 0.5

2019년 6

학문목적 외국
인 유학생의 한
국 속담 인지에

관한 연구

예술인문사
회융합멀티
미디어논문

지

2383-
5281

9 3 241
20190

3
1 0 1 채은희

1177007
4

1 0 1 1 1

2019년 7

결혼이주여성
대상 교육용 한
자성어 목록 선

정 방안

한국콘텐츠
학회논문지

1598-
4877

19 5 381
20190

5
2 0 2 이춘양

1145872
9

1 0 1 1 0.5

2019년 8

국제청소년성
취포상제 포상
담당관의 봉사
경험에 나타난
다문화인식에

관한 연구

다문화와 평
화

2092-
576x

13 2 126
20190

8
2 0 2 최원희

1184092
1

1 0 1 1 0.5

2019년 9

다문화 내담자
를 위한 미술치
료의 국내 연구
동향에 대한 탐

색적 연구

학습자중심
교과교육연

구

1598-
2106

19 16 471
20190

8
2 0 2 김수민

1240320
9

1 0 1 1 0.5

2019년 10
외국인 유학생
을 위한 국내

지원 정책 연구
인문사회21

2093-
8721

10 4 235
20190

8
2 0 2 이현주

1190163
6

1 0 1 1 0.5

논문 총
환산편수

2018년 15.1 2019년 5.5 총계 20.6

237-284



[첨부 6-2] 최근 1년 6개월간 참여대학원생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연도 구분 연번
논문
제목

게재정보 총 저자 저자 중 사업팀 참여대학원생

가중치
(P)

환산
편수

게재
학술지명

학술지
구분

ISSN 권 호 쪽

연월
(YY
YY

MM)

주저
자수
(m)

기타
저자
수(n)

총
저자
수(T)

주저자 기타저자

총
저자

수
성명

연구
자등
록번

호

수(A) 성명

연구
자등
록번

호

수(B)

2018년
기타국
제학술

지
1

A Study
On The

Experien
ces Of

Pre-
Service

Teachers
Participa
ting In A
Coopera

tive-
Learning
-Based
Class

Turkish
Online

Journal
of

Educatio
nal

Technolo
gy

기타국
제학술

지

2146
-

7242

Spe
cial
Issu

e
for
INT
E -

ITIC
AM -
IDE

C
201

8

1 90
20181

1
2 1 3 윤현희

11824
846

1
오영

섭
11660

745
1 2 1 0.6

2018년
기타국
제학술

지
2

A Study
On The

Revitaliz
ation

Plan Of
Educatio

n For
Sustaina

ble

Turkish
Online

Journal
of

Educatio
nal

Technolo
gy

기타국
제학술

지

2146
-

7242

Spe
cial
Issu

e
for
INT
E -

ITIC
AM

1 104
20181

1
2 0 2 윤현희

11824
846

1 0 1 1 0.5

238-284



Develop
ment

Includin
g Global
Citizensh

ip
Educatio

n

-
IDE

C
201

8

2018년
기타국
제학술

지
3

Analyze
The

Effective
ness Of

Intercult
ural

Educatio
n In

Chinese
Universit

ies For
Cultivati

ng
Internati

onal
Talents

The
Turkish
Online

Journal
of

Educatio
nal

Technolo
gy

기타국
제학술

지

2146
-

7242
11 1 188

20181
1

1 1 2 장연연
11458

748
1  0 1 1 0.5

2018년
기타국
제학술

지
4

Analyze
The

Influenci
ng

Factors
Of Self-

Reflectio
n On

Teacher’
s

Behavior
Through

The
Turkish
Online

Journal
of

Educatio
nal

Technolo
gy

기타국
제학술

지

2146
-

7242
11 1 196

20181
1

1 1 2 장연연
11458

748
1 0 1 1 0.5

239-284



The
Activities

Of The
Global

Citizensh
ip

Educatio
n

Leading
Teachers
In China

2019년
기타국
제학술

지
1

Explorin
g the

Meaning
of Care
in the

Teaching
Case of
North

Korean
Defector
Element

ary
School

Students

Advance
d

Science
Letters

기타국
제학술

지

1936
-

7317
25 1 147

20190
1

2 0 2 윤현희
11824

846
1 0 1 1 0.5

2019년
기타국
제학술

지
2

Explorin
g the

Narrativ
es on

Domesti
c

Violence
Experien

ced by
Married
Immigra

Advance
d

Science
Letters

기타국
제학술

지

1936
-

7317
25 1 143

20190
1

2 3 5 0
오영
섭,이
춘양

11660
745,11
69537

7

2 2 1 0.1333

240-284



nt
Women
in Korea

2019년
기타국
제학술

지
3

A Case
Study on
Emotion

al
Change

of
Immigra

nt
Youths in

Korea
after the
Collage

Art
Therapy

Educatio
n and

Informati
on

Technolo
gies

SCOPU
S

1360
-

2357
 24

 
1115

20190
3

1 2 3 0
오영

섭
11458

729
1 1 1 0.25

국제저명학술지
총 환산편수

2018년 0 2019년 0 총계 0

기타국제학술지
총 환산편수

2018년 2.1 2019년 0.8833 총계 2.9833

241-284



[첨부6-3] 최근 1년 6개월간 참여대학원생 학술저서 실적

연도 구분 연번 저서명

학술저서 정보
총

저자
수(T)

저자 중 사업팀
참여대학원생

국어/
외국어

저서
가중치

(P)

신간/개정
환산편수

(A*P*S/T)
성명

연구자
등록번호

수
(A)출판사명 ISBN 권 호 쪽

연월
(YYYMM) 구분

가중치
(S)

2018년 국어 저서 1
카자흐스탄 고
려인 생애사 스
토리텔링 연구

북코리아

978-
89-

6324
-506-

5

332 201806 8
윤현희,갈
라노바딜

노자

1182484
6,114587

29
2 2 신간 1 0.5

총 환산편수

국어 저서 2018년 0.5 2019년 0 총계 0

외국어 저서 2018년 0 2019년 0 총계

242-284



[첨부 7] 최근 1년 6개월간 참여대학원생 학술대회 발표 논문 실적

구분 연번 학술대회명 개최국가
개최일

(YYYYMMDD)
주관기관 발표논문명

총 저자 수
(T)

저자 중 사업팀
참여대학원생 전문/

초록
가중치

(P)
환산평수
(P/T)*A

성명
연구자

등록번호
수(A)

구두/포
스터
발표

2018년 국내 1

인문사회과
학기술융합
학회 학술대

회

한국 20180406
인문사회과
학기술융합

학회

국내이주민을
위한 정신건강
관련 법률에 관

한 연구

1 오영섭 11660745 1 초록 0.8 0.8

구두/포
스터
발표

2018년 국내 2

한국언어문
화교육학회
2018년 춘
계(제26차)
전국학술대

회

한국 20180519
한국언어문
화교육학회

다문화가족 난
타 집단음악 자
조 여가프로그
램 참여경험 연

구

1 이춘양 11695377 1 초록 0.8 0.8

구두/포
스터
발표

2018년 국내 3

한국언어문
화교육학회
2018년 춘
계(제26차)
전국학술대

회

한국 20180519
한국언어문
화교육학회

다문화사회에
서의 세계시민
성 함양을 위한
수업 모형 개발

1 최유성 11840915 1 초록 0.8 0.8

구두/포
스터
발표

2018년 국내 4

한국언어문
화교육학회
2018년 춘
계(제26차)
전국학술대

회

한국 20180519
한국언어문
화교육학회

독일거주 파독
한인간호사의
생애사 연구

1 남혜경 11318232 1 초록 0.8 0.8

구두/포
스터
발표

2018년 국내 5

한국언어문
화교육학회
2018년 춘
계(제26차)
전국학술대

회

한국 20180519
한국언어문
화교육학회

베트남 소수민
족교육의 현황

및 과제
1 탄프엉 11547821 1 초록 0.8 0.8

구두/포
스터
발표

2018년 국내 6
한국언어문
화교육학회
2018년 춘

한국 20180519
한국언어문
화교육학회

아제르바이잔
한류 팬들이 인
식하는 한국의

2 레일라 11697249 1 전문 1 0.5

243-284



계(제26차)
전국학술대

회
음식문화

구두/포
스터
발표

2018년 국내 7

한국언어문
화교육학회
2018년 춘
계(제26차)
전국학술대

회

한국 20180519
한국언어문
화교육학회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의 대학
생활 적응을 위
한 언어리터러
시 경험의 의미

2
아지조바 피

루자
11583946 1 초록 0.8 0.4

구두/포
스터
발표

2018년 국내 8

한국언어문
화교육학회
2018년 춘
계(제26차)
전국학술대

회

한국 20180519
한국언어문
화교육학회

우즈베키스탄
에서의 한국어

교육 역사
2

갈라노바 딜
노자

11458729 1 전문 1 0.5

구두/포
스터
발표

2018년 국내 9

한국언어문
화교육학회
2018년 춘
계(제26차)
전국학술대

회

한국 20180519
한국언어문
화교육학회

이야기 치료에
관한 해외의 연

구동향 분석
2 오영섭 11660745 1 초록 0.8 0.4

구두/포
스터
발표

2018년 국내 10

한국언어문
화교육학회
2018년 춘
계(제26차)
전국학술대

회

한국 20180519
한국언어문
화교육학회

최치원의 중국
유학시절 문학

작품 분석
1 장연연 11458748 1 초록 0.8 0.8

구두/포
스터
발표

2018년 국내 11

한국언어문
화교육학회
2018년 춘
계(제26차)
전국학술대

회

한국 20180519
한국언어문
화교육학회

학문목적 유학
생의 한국속담
인지에 관한 탐

색

1 채은희 11770074 1 초록 0.8 0.8

구두/포
스터
발표

2018년 국내 12
한국언어문
화교육학회
2018년 춘

한국 20180519
한국언어문
화교육학회

한국출생 북한
이탈주민 자녀
의 학교생활에

1 윤현희 11824846 1 초록 0.8 0.8

244-284



계(제26차)
전국학술대

회

관한 초등교사
의 경험연구

구두/포
스터
발표

2018년 국내 13

인문사회과
학기술융합
2018년도

하계학술대
회

한국 20180706 배재대학교

대학 학부교육
을 활성성화된
교양교육프로
그램 개선방안

2 장연연 11458748 1 초록 0.8 0.4

구두/포
스터
발표

2018년 국내 14

인문사회과
학기술융합
2018년도

하계학술대
회

한국 20180706 배재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의 한국 속담

인지에 관한 연
구

1 채은희 11770074 1 초록 0.8 0.8

구두/포
스터
발표

2018년 국내 15
2018 한국
민속학자대

회
한국 20181109

한국구비문
화교육학회

중국 동북지역
민족이야기 구
성을 위한 스토

리텔링 모형

2 장연연 11458748 1 전문 1 0.5

구두/포
스터
발표

2018년 국내 16
2018 한국
민속학자대

회
한국 20181110

한국구비문
화교육학회

생활세계 기반
다문화 스토리
텔링의 필요성

과 그 방향

2 오영섭 11660745 1 전문 1 0.5

구두/포
스터
발표

2018년 국제 1

Internatio
nal

Conferenc
e on

Education
and New

Developm
ent (END)

헝가리 20180623

World
Institute

for
Advanced
Research

and
Science(WI

ARS)

A Study on
Cooperative
Learning of

Students
Participating

in Liberal
Arts Class of
Multicultural

Education

3 오영섭 11660745 1 초록 1.5 0.5

구두/포
스터
발표

2018년 국제 2

Internatio
nal

Conferenc
e On New
Horizen In
Education

프랑스 20180718
TOSET`s
CONFERE

NCES

A Study On
The

Experiences
Of Pre-
Service

Teachers

3
윤현희,오영

섭
11824846,11

660745
2 전문 2 1.3333

245-284



Participating
In A

Cooperative-
Learning-

Based Class

구두/포
스터
발표

2018년 국제 3

Internatio
nal

Conferenc
e On New
Horizen In
Education

프랑스 20180718
TOSET`s
CONFERE

NCES

A Study On
The

Revitalizatio
n Plan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

t Including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2 윤현희 11824846 1 전문 2 1

구두/포
스터
발표

2018년 국제 4

Internatio
nal

Conferenc
e on New
Horizons

in
Education

프랑스 20180718
SAKARYA

UNIVERSIT
Y

Analyze the
influencing
factors of

self-
reflection on

teacher’s
behavior

through the
activities of
the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leading
teachers in

China

2 장연연 11458748 1 전문 2 1

구두/포
스터
발표

2018년 국제 5

Internatio
nal

Conferenc
e on New

프랑스 20180719
SAKARYA

UNIVERSIT
Y

ANALYZE
THE

EFFECTIVEN
ESS OF

2 장연연 11458748 1 전문 2 1

246-284



Horizons
in

Education

INTERCULTU
RAL

EDUCATION
IN CHINESE

UNIVERSITIE
S FOR

CULTIVATIN
G

INTERNATIO
NAL

TALENTS

구두/포
스터
발표

2018년 국제 6

Culture,
Represent

ation,
Biography
& Lifelong
Learning
문화, 재현,
생애사 그리
고 평생학습

한국 20180913 부산대학교

intercultural
Communicat
ion Study of

International
Married
Korean

Women in
Germany

2 남혜경 11318232 1 전문 2 1

구두/포
스터
발표

2018년 국제 7

2018
Internatio

nal
Conferenc

e on
Multicultur

e and
Education

한국 20181027 인하대학교

A Case Study
on the Effect
of bilingual
education

utilizing the
role-play of

fairy tales on
the Self-

confidence
of Immigrant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s

1 배정순 11892363 1 초록 1.5 1.5

247-284



구두/포
스터
발표

2018년 국제 8

2018
Internatio

nal
Conferenc

e on
Multicultur

e and
Education

한국 20181027 인하대학교

A Case Study
on the

Participation
Process of
Immigrant

Youths in an
Art-Narrative

Therapy
Program

2 오영섭 11660745 1 초록 1.5 0.75

구두/포
스터
발표

2018년 국제 9

2018
Internatio

nal
Conferenc

e on
Multicultur

e and
Education

한국 20181027 인하대학교

A study on
communicat

ion
experience

of uzbek
students in
college life

1
아지조바 피

루자
11583946 1 초록 1.5 1.5

구두/포
스터
발표

2018년 국제 10

2018
Internatio

nal
Conferenc

e on
Multicultur

e and
Education

한국 20181027 인하대학교

A Study on
Communicat

ion
Experiences

of
International

Marriage
Korean

Women in
Germany

2 남혜경 11318232 1 초록 1.5 0.75

구두/포
스터
발표

2018년 국제 11

2018
Internatio

nal
Conferenc

e on
Multicultur

e and
Education

한국 20181027 인하대학교

A Study on
the

Adaptation
of Immigrant
Adolescents

in Korea

1 탄프엉 11547821 1 초록 1.5 1.5

248-284



구두/포
스터
발표

2018년 국제 12

2018
Internatio

nal
Conferenc

e on
Multicultur

e and
Education

한국 20181027 인하대학교

A Study on
the Effects of

Middle
School

students'
Multicultural
Susceptibilit
y Education

Program
Using Film

Media

4
이현주,배정

순,최원희

11901636,11
892363,1184

0921
3 초록 1.5 1.125

구두/포
스터
발표

2018년 국제 13

2018
Internatio

nal
Conferenc

e on
Multicultur

e and
Education

한국 20181027 인하대학교

An
Exploratory

Study on
Citizenship

and
Citizenship

Education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1 최유성 11840915 1 초록 1.5 1.5

구두/포
스터
발표

2018년 국제 14

2018
Internatio

nal
Conferenc

e on
Multicultur

e and
Education

한국 20181027 인하대학교

An
Exploratory

Study on the
Improvemen

t of
Multicultural

Sensitivity
for Citizens

4 최유성 11840915 1 초록 1.5 0.375

구두/포
스터
발표

2018년 국제 15

2018
Internatio

nal
Conferenc

e on
Multicultur

e and

한국 20181027 인하대학교

Analysis of
Trends of 'An
Investigation

on
Multicultural

Families in

1 채은희 11770074 1 초록 1.5 1.5

249-284



Education
Korea' at the

KOSIS

구두/포
스터
발표

2018년 국제 16

2018
Internatio

nal
Conferenc

e on
Multicultur

e and
Education

한국 20181027 인하대학교

Analyze the
influencing
factors of

self-
reflection on

teachers
behavior

through the
activities of
the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leading
teachers in

China

2
장연연,이현

주
11458748,11

901636
2 초록 1.5 1.5

구두/포
스터
발표

2018년 국제 17

2018
Internatio

nal
Conferenc

e on
Multicultur

e and
Education

한국 20181027 인하대학교

Multi-
cultural

cases and
types in
ancient
Korean
Society

Focusing on
the

[Samguksagi
] and the

[Samgukyus
a]

1 이춘양 11695377 1 초록 1.5 1.5

구두/포
스터
발표

2018년 국제 18

2018
Internatio

nal
Conferenc

e on

한국 20181027 인하대하교

Research
Trends on

Chinese
Minority

Policy

1 주용 11893417 1 초록 1.5 1.5

250-284



Multicultur
e and

Education

구두/포
스터
발표

2018년 국제 19

2018
Internatio

nal
Conferenc

e on
Multicultur

e and
Education

한국 20181027 인하대학교

The Impact
of

Multicultural
Youth's

Developmen
t Assets on

Multicultural
Citizenship

1 최원희 11840921 1 초록 1.5 1.5

구두/포
스터
발표

2018년 국제 20

2018
Internatio

nal
Conferenc

e on
Multicultur

e and
Education

한국 20181028 인하대학교

A Case Study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Jumma

Refugee
Children

2 오영섭 11660745 1 초록 1.5 0.75

구두/포
스터
발표

2018년 국제 21

2018
Internatio

nal
Conferenc

e on
Multicultur

e and
Education

한국 20181029 인하대학교

A Study on
Program

Developmen
t for Adult
Citizen's

Multicultural
Sensitivity

4
오영섭,남혜

경
11660745,11

318232
2 초록 1.5 0.75

구두/포
스터
발표

2018년 국제 22

2019한국언
어문화교육
학회 제14회
국제학술대
회 문화접촉
과 언어문화

교육

일본 20190121
일본 오키나
와 메이오대

학교

다문화 생활세
계 디지털 아카
이브 구축에 관

한 연구

2 오영셥 11660745 1 전문 2 1

251-284



구두/포
스터
발표

2019년 국내 1

2019년 한
국국제문화
교류학회 춘
계 공동 학술

대회

한국 20190503
한국국제문
화교류학회

4차 산업혁명
시대 세계시민
교육의 방향과
과제에 관한 탐

색적 연구

1 최유성 11840915 1 초록 0.8 0.8

구두/포
스터
발표

2019년 국내 2

2019년 한
국국제문화
교류학회 춘
계 공동 학술

대회

한국 20190503
한국국제문
화교류학회

결혼이주여성
대상 한국어 교
육용 한자성어
목록 선정 방안

1 이춘양 11695377 1 초록 0.8 0.8

구두/포
스터
발표

2019년 국내 3

2019년 한
국국제문화
교류학회 춘
계 공동 학술

대회

한국 20190503
한국국제문
화교류학회

다문화 내담자
를 위한 미술치
료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에 대
한 탐색적 연구

1 김수민 12403209 1 초록 0.8 0.8

구두/포
스터
발표

2019년 국내 4

2019년 한
국국제문화
교류학회 춘
계 공동 학술

대회

한국 20190503
한국국제문
화교류학회

다양성을 내포
한 한국속담 탐

색
1 채은희 11840921 1 초록 0.8 0.8

구두/포
스터
발표

2019년 국내 5

2019년 한
국국제문화
교류학회 춘
계 공동 학술

대회

한국 20190503
한국국제문
화교류학회

세계시민역량
의 관점에서 본
중국 교양교육

과정의 과제

1 장연연 11458748 1 초록 0.8 0.8

구두/포
스터
발표

2019년 국내 6

2019년 한
국국제문화
교류학회 춘
계 공동 학술

대회

한국 20190503
한국국제문
화교류학회

외국인 유학생
을 위한 국내

지원정책 연구
1 이현주 11901636 1 초록 0.8 0.8

구두/포
스터
발표

2019년 국내 7

2019년 한
국국제문화
교류학회 춘
계 공동 학술

대회

한국 20190503
한국국제문
화교류학회

우즈베키스탄
거주 한국인들
의 문화 간 커

뮤니케이션 경
험에 관한 연구

1
아지조바 피

루자
11583946 1 초록 0.8 0.8

252-284



구두/포
스터
발표

2019년 국내 8

2019년 한
국국제문화
교류학회 춘
계 공동 학술

대회

한국 20190503
한국국제문
화교류학회

재 유럽 한인
국제결혼여성

의 생애사 연구
1 남혜경 11318232 1 초록 0.8 0.8

구두/포
스터
발표

2019년 국내 9

2019년 한
국국제문화
교류학회 춘
계 공동 학술

대회

한국 20190503
한국국제문
화교류학회

재중 한국인 유
학생 동아리 활
동에 관한 내러

티브 탐구

1 주용 11893417 1 초록 0.8 0.8

구두/포
스터
발표

2019년 국내 10

2019년 한
국국제문화
교류학회 춘
계 공동 학술

대회

한국 20190503
한국국제문
화교류학회

한국어 베트남
어 거절화행의
비교문화 화용

론적 연구

1 융티탄프엉 11547821 1 초록 0.8 0.8

구두/포
스터
발표

2019년 국내 11

2019년 한
국국제문화
교류학회 춘
계 공동 학술

대회

한국 20190503
한국국제문
화교류학회

Developmen
t plan a

Korean(KSL)
reading

textbook

1 이명엽 12424628 1 초록 0.8 0.8

구두/포
스터
발표

2019년 국내 12

2019 한국
언어문화교
육학회 제
28차 춘계

전국 학술대
회

한국 20190525
한국언어문
화교육학회

가정해체를 경
험한 이주여성
의 자녀 언어

학습 경험 연구

2 이춘양 11695377 1 전문 1 0.5

구두/포
스터
발표

2019년 국내 13

2019 한국
언어문화교
육학회 제
28차 춘계

전국 학술대
회

한국 20190525
한국언어문
화교육학회

미술 이야기 융
합치료 프로그
램에 참여한 중
국계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험
에 관한 사례연

구

1 오영섭 11660745 1 전문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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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제
총 건수 22

2019년

국제
총 건수 0

전체
기간

국제
총 건수 22

총 환산 편수 24.8333 총 환산 편수 24.8333총 환산 편수 0.0000

국내
총 건수 16

국내
총 건수 13

국내
총 건수 29

총 환산 편수 10.3000 총 환산 편수 20.7000총 환산 편수 10.4000

계
총 건수 38

계
총 건수 13

계
총 건수 51

총 환산 편수 35.2333 총 환산 편수 45.5333총 환산 편수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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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8-1] 최근 1년 6개월간 신진연구인력 국내학술지(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논문 게재 실적

연도 연번 논문제목

게재정보 총 저자 저자 중 사업팀 신진연구인력

가중치
(P)

환산
편수게재

학술
지명

ISSN 권 호 쪽
연월

(YYYY
MM)

주저
자수
(m)

기타
저자
수(n)

총
저자
수(T)

주저자 기타저자
총

저자
수성명

연구자
등록번호

수
(A)

성명
연구자

등록번호
수
(B)

2018년 1

중국계 결혼이
주여성의 자녀
모어 교육에 관

한  연구

예술인문사
회융합멀티
미디어논문

지

"2383- 8 3 367
20180

3
1 1 2 박미숙 11321983 1 0 1 1 0.5

2018년 2

국내외 인권정
책을 통한 이주
민 인권보호의

방향 모색

문화교류연
구

2287-
2825

7 2 69
20180

5
2 2 박미숙 11321983 1 0 1 1 0.5

2018년 3

<온달설화>의
서사적 구조를
활용한 결혼이
주여성을 위한
문학치료 방안

탐색

예술인문사
회융합멀티
미디어논문

지

2383-
5281

8 6 695
20180

6
2 2 황해영 11386110 1 0 1 1 0.5

2018년 4

중국계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차별 경험을 통

한

교육문화연
구

1598-
9283

24 3 523
20180

6
2 2 박미숙 11321983 1 0 1 1 0.5

2018년 5

한·중 색채어
관련 관용구 대
조분석: ｢‘검다
’, ‘⿊’｣, ｢‘희다
’, ‘⽩’｣를 중심

으로

인문사회21
2093-
8721

9 4 1377
20180

8
1 1 황해영 11386110 1 0 1 1 1

2018년 6

텍스트성을 활
용한 다문화 멘
토링 활동에서
의 수업비평 탐

색

예술인문사
회융합멀티
미디어논문

지

2383-
5281

8 9 563
20180

9
2 2 황해영 11386110 1 0 1 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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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

아제르바이잔
한류 팬을 통한
음식문화에 관

한 연구

인문사회21
2093-
8721

9 5 823
20181

0
2 2 박미숙 11321983 1 0 1 1 0.5

2018년 8

가정폭력을 경
험한 결혼이주
여성의 이혼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학습자중심
교과교육연

구

1598-
2106

18 23 909
20181

2
2 1 3 황해영 11386110 1 0 1 1 0.4

2019년 1

중년기 결혼이
주여성의 노후
준비에 관한 탐

색적 연구

문화교류연
구

2287-
2825

8 1 203
20190

2
2 2 박미숙 11321983 1 0 1 1 0.5

2019년 2

학업을 통한 결
혼이주여성의
자기성장과정
에 관한 연구

교육문화연
구

1598-
9283

25 2 833
20190

4
1 1 박미숙 11321983 1 0 1 1 1

2019년 3

재한 중국동포
출신 결혼이주
여성의 취업경
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학습자중심
교교육연구

1598-
2106

19 10 101
20190

5
2 2 황해영 11386110 1 0 1 1 0.5

2019년 4

필드웍 수업 참
여 대학생의 협
동학습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열린교육연
구

1229-
8379

27 2 1
20190

5
2 1 3 0 오영섭 11660745 1 1 1 0.2

2019년 5
난민의 인권의
식과 인권교육
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21
2093-
8721

10 2 383
20190

6
2 2 박미숙 11321983 1 0 1 1 0.5

2019년 6
난민의 한국사
회 정착과정에

관한 연구

다문화사회
연구

2005-
2553

12 2 217
20190

6
1 1 박미숙 11321983 1 0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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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
외국에서의 인
권침해와 강제
송환금지원칙

법과 정책연
구

1598-
5210

19 305
20190

6
2 2 박미숙 11321983 1 0 1 1 0.5

2019년 8

질적 연구데이
터 기반 다문화
생활세계 아카
이브구축 사례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교육문화연
구

1598-
9283

25 3 813
20190

6
2 2 오영섭 11660745 1 0 1 1 0.5

2019년 9

국제청소년성
취포상제 포상
담당관의 봉사
경험에 나타난
다문화인식에

관한 연구

다문화와 평
화

2092-
576x

13 2 126
20190

8
2 2 박미숙 11321983 1 0 1 1 0.5

2019년 10

전환학습 관점
에서 본 이주민
설화조사 연구
자의 다문화감
수성 발달에 대

한 연구

문화교류연
구

2287-
2825

8 3 47
20190

8
2 2 오영섭 11660745 1 0 1 1 0.5

논문 총
환산편수

2018년 4.4 2019년 5.7 총계 10.1

257-284



[첨부 8-2] 최근 1년 6개월간 신진연구인력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연도 구분 연번
논문
제목

게재정보 총 저자 저자 중 사업팀 신진연구인력

가중치
(P)

환산
편수게재

학술지명
학술지

구분
ISSN 권 호 쪽

연월
(YYYY
MM)

주저
자수
(m)

기타
저자
수(n)

총
저자
수(T)

주저자 기타저자
총

저자
수성명

연구자
등록번호

수
(A)

성명
연구자

등록번호
수
(B)

2018년
기타국
제학술

지
1

A Study
On The
Motivati

on To
Participa

te In
Voluntee
r Activity

Of
Korean-
Chinese
In South

Korea

Turkish
Online

Journal
of

Educatio
nal

Technol
ogy

기타국
제학술

지

2146
-

7242
12 1 97 201812 1 1 황해영

1138611
0

1 0 1 1 1

2018년
기타국
제학술

지
2

Explorin
g The

Meaning
Of Social
Practice
Through
Voluntee

r
Activities

Of
Universit

y

Turkish
Online

Journal
of

Educatio
nal

Technol
ogy

기타국
제학술

지

2146
-

7243
12 2 590 201812 2 2 박미숙

1132198
3

1 0 1 1 0.5

2018년
기타국
제학술

지
3

The
Explorati

on of
Meaning

Turkish
Online

Journal
of

기타국
제학술

지

2146
-

7243
12 2 722 201812 1 1 박미숙

1132198
3

1 0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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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of
Study for
Married
Immigra

nt
Women

Becomin
g

Universit
y

Students

Educatio
nal

Technol
ogy

2019년
기타국
제학술

지
1

Explorin
g the

Narrative
s on

Domesti
c

Violence
Experien

ced by
Married
Immigra

nt
Women
in Korea

Advance
d

Science
Letters

기타국
제학술

지

1936
-

6612
25 143 201901 2 3 5 황해영

1138611
0

1 0 1 1 0.4

2019년
기타국
제학술

지
2

A case
study on

the
collage

art
therapy

for
immigra

nt
youths

Educatio
n and

Informati
on

Technol
ogies

SCOPU
S

1360
-

2357
24 1115 201903 2 1 3 0

오영
섭

1166074
5

1 1 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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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총 환산편수

국제저명학술지 2018년 0 2019년 0 총 계 0

기타국제학술지 2018년 2.5 2019년 0.6 총 계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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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8-3] 최근 1년 6개월간 신진연구인력 학술저서 실적

연도 구분 연번 저서명

학술저서 정보
총

저자
수(T)

저자중 사업팀
신진연구인력

국어/
외국어

저서
가중치

(P)

신간/개정
환산편수

(A*P*S/T)
성명

연구자
등록번호

수
(A)출판사명 ISBN 권 호 쪽

연월
(YYYMM) 구분

가중치
(S)

2018년 국어 저서 1
사할린 한인의
노스탤지어 이

야기 탐구
북코리아

978-
89-

6324-
605-5

271 201806 4 박미숙
1132198

3
1 2 신간 1 0.5

2018년 국어 저서 1
사할린 한인의
다양한 삶과 그

이야기
북코리아

978-
89-

6324-
616-2

285 201806 4 박미숙
1132198

3
1 2 신간 1 0.5

2019년 국어 저서 1
다문화 생활세
계와 사회통합

연구
북코리아

978-
89-

6324-
616-1

472 201901 11 박미숙
1132198

3
1 2 신간 1 0.1818

2019년 국어 저서 1
중국계 이주민
의 다문화생활

세계 연구
북코리아

978-
89-

6324-
616-2

531 201901 15
박미숙,황

해영

1132198
3,113861

10
2 2 신간 1 0.2666

2019년 외국어 저서 1

Education
Applications

&
Developmen

ts IV:
Advances in
Education

and
Educational

Trends

inScience
Press

978-
989-
5431
2-3-6

114 201906 52 오영섭
1166074

5
1 3 신간 1 0.0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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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

총 환산편수

국어 저서 2018년 1.0000 2019년 0.4484 총계 1.4484

외국어 저서 2018년 0 2019년 0.0576 총계 0.0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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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9-1] 최근 1년 6개월간 참여교수의 정부 연구비 수주실적

연도
연
번

주관
부처

사업명
연구

과제명

연구
책임자

성명

참여
교수
성명

연구자
등록
번호

연구기간
(YYYYMMDD)

연구
형태

총연구비
(천원)

(A)

총 연구비
중 입금액

(천원)
(B)

사업
참여교수
지분(%)

(C)

총 입금액
중 참여교수

지분액
(천원)

(D=BxC)

연구비
입금일
(YYYY

MMDD)시작일 종료일

180301
-

190228
1

국가인권
위원회

학술(기술
)연구용역

사업

북한이탈주
민 신변보호
제도 개선방
안 실태조사

정상우 정상우 10168779
2018-05-

10
2018-12-

10
단독 44,341 44,341 30 13,302 20180615

180301
-

190228
2

인천광역
시교육청

학술(기술
)연구용역

사업

2018 장애학
생 직업교육
전문기관 직
무 위탁교육
(진로소양과

정)

이영선 이영선 10162508
2018-04-

27
2018-12-

31
단독 19,998 19,998 30 5,999 20180725

180301
-

190228
3

한국연구
재단

일반공동
연구지원

사업

전환기 자폐
성장애 사용
자를 고려한
사회-정서 지
원 프로그램:
리얼타임 어
낼리틱스 기

반 솔루션
(1차년도)

이영선 이영선 10162508
2018-07-

01
2019-06-

30
단독 77,880 77,880 30 23,364 20180731

180301
-

190228
4

한국연구
재단

토대기초
연구지원

사업

글로벌 시대
에스노그래
피를 활용한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디
지털 아카이
브 구축 및

김영순 김영순 10038498
2018-09-

01
2019-08-

31
단독 258,463 258,463 30 77,538 20180905

<연구역량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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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
를 위한 사회
통합에 관한
연구(2차년

도)

180301
-

190228
5 법무부

학술(기술
)연구용역

사업

다문화사회
전문가 활성
화를 위한 개

선방안

정상우 정상우 10168779
2018-08-

21
2018-12-

15
단독 15,000 15,000 30 4,500 20181012

180301
-

190228
6

한국연구
재단

일반공동
연구지원

사업

한국형 번아
웃 증후군 문
제해결을 위
한 다차원 개
입전략 연구
(3차년도)

박수정 박수정 10008673
2018-11-

01
2019-10-

31
단독 98,800 98,800 100 98,800 20181105

180301
-

190228
7

(재)경기
도평생교
육진흥원

학술(기술
)연구용역

사업

장애인 평생
교육 정책과
제 개발 연구

이영선 이영선 10162508
2018-04-

24
2018-11-

30
단독 20,000 20,000 30 6,000 20181210

180301
-

190228
8

인천광역
시교육청

학술(기술
)연구용역

사업

2019 장애학
생 직업교육
전문기관 직
무 위탁교육
(진로소양과

정)

이영선 이영선 10162508
2019-06-

03
2019-12-

31
단독 21,990 4,398 30 1,319 20190711

총 수주 건수

2018.3.1 ~ 2019.2.28 8

정부 연구비 수주
총 입금액

2018.3.1 ~ 2019.2.28 230,822

2019.3.1 ~ 2019.8.31 0 2019.3.1 ~ 2019.8.31 0

계 8 계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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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9-2] 최근 1년 6개월간 참여교수의 산업체(국내) 연구비 수주실적

연도
연
번

산업
체명

산업체
구분

지역
구분

연구
과제명

연구
책임자

성명

참여
교수
성명

연구자
등록
번호

연구기간
(YYYYMMDD)

연구
형태

총
연구비
(천원)

(A)

총
연구비

중 입금액
(천원)

(B)

사업
참여
교수
지분
(%)
(C)

총 입금액
중

참여교수
지분액
(천원)

(D=BxC)

연구비
입금일
(YYYY

MMDD)시작일 종료일

180301-
190228

1
(재)인천
인재육성

재단
기타

인천 장
애인 평
생교육
실태조
사 및

요구조
사 연구

용역

인천 장애인 평생
교육 실태조사 및
요구조사 연구 용

역

이영선 이영선
1016250

8
2018-08-

16
2018-12-

14
단독 19,000 1,900 30 570 20180911

총 수주 건수

2018.3.1 ~ 2019.2.28 1

산업체 연구비 수주
총 입금액

2018.3.1 ~ 2019.2.28 570

2019.3.1 ~ 2019.8.31 02019.3.1 ~ 2019.8.31 0

계 1 계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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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9-3] 최근 1년 6개월간 참여교수의 해외기관 연구비 수주실적

연도
연
번

해외
기관

명
국가명

연구
과제명

연구
책임자

성명

참여
교수
성명

연구자
등록번호

연구기간
(YYYYMMDD)

연구
형태

총
연구비
(천원)

(A)

총연구
비 중 입

금액
(천원)

(B)

사업
참여교수

지분
(%)
(C)

총
입금액

중
참여교수

지분액
(천원)

(D=BxC)

환산
입금액
(천원)

(E=D*2)

해외
재원

(단위)

연구비
입금일
(YYYY

MMDD)
시작일 종료일

총 수주 건수

2018.3.1 ~
2019.2.28

0
해외기관

연구비
총 입금액

2018.3.1 ~ 2019.2.28 0
해외기관

연구비 수주
총

환산입금액

2018.3.1 ~
2019.2.28

0

2019.3.1 ~
2019.8.31

02019.3.1 ~ 2019.8.31 0
2019.3.1 ~
2019.8.31

0

계 0 계 0 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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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0-1] 최근 1년 6개월간 참여교수 국내학술지(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논문 게재 실적

연도 연번 논문제목

게재정보 총 저자 저자 중 사업팀 학과(부) 참여교수

가중치
(P)

환산
편수게재

학술
지명

ISSN 권 호 쪽
연월

(YYYY
MM)

주저
자수
(m)

기타
저자
수(n)

총
저자
수(T)

주저자 기타저자
총

저자
수성명

연구자
등록번호

수
(A)

성명
연구자

등록번호
수
(B)

2018년 1

‘사회적 지속가
능성’의 이념에
서 본 다문화교

육의 과제

학습자중심
교과교육연

구

1598-
2106

18 6 919
20180

3
1 0 1 정기섭 10017581 1 0 1 1 1

2018년 2

근현대문화유
산 보호를 위한
법정책학적 연

구

법학연구
1229-
6910

21 1 357
20180

3
2 0 2 정상우 10168779 1 0 1 1 0.5

2018년 3

대학교 전임교
원의 역량 모델
개발 및 생애주
기별 교육요구

도 분석

Journal of
Education

al
Technolog

y

1225-
424X

34 1 133
20180

3
1 2 3 0 이영선

1016250
8

1 1 1 0.25

2018년 4

장애 유아의 초
등학교 전환 관

련 국내 연구
동향 분석

유아특수교
육

1598-
4303

18 1 143
20180

3
2 0 2 이영선 10162508 1 0 1 1 0.5

2018년 5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관점에
서 본 중국 고

등 교육의 핵심
역량 개발에 관

한 연구

예술인문사
회융합멀티
미디어논문

지

2383-
5281

8 3 357
20180

3
1 1 2 0 김영순

1003849
8

1 1 1 0.5

2018년 6
학업크래프팅
척도 타당화

Journal of
Education

al
Technolog

y

1225-
424x

34 1 73
20180

3
2 0 2 신주연 11228618 1 0 1 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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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

IT중소기업 구
성원의 무형식
학습 활동과 적
응수행의 관계
에서 학습민첩
성의 조절 효과

기업교육과
인재연구

1598-
396X

20 2 35
20180

3
1 1 2 0 배을규

1005032
1

1 1 1 0.5

2018년 8

결혼이주여성
의 생활영역별
사회복지경험

에 관한 사례연
구

여성학연구
1598-
950X

28 1 155
20180

4
2 0 2 김영순 10038498 1 0 1 1 0.5

2018년 9

중국계 결혼이
주민의 자녀 이
중언어 교육 경
험에 관한 연구

한국언어문
화학

1738-
2793

15 1 93
20180

4
2 0 2 김영순 10038498 1 0 1 1 0.5

2018년 10

중국계 결혼이
주민의 진로개
발 경험에 나타
난 전환학습 탐

색

교육문화연
구

1598-
9283

24 2 727
20180

4
2 0 2 김영순 10038498 1 0 1 1 0.5

2018년 11
한국판 학업의
미척도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
회지

1229-
067x

15 1 1
20180

4
1 1 2 0 신주연

1122861
8

1 1 1 0.5

2018년 12
헌법교육의 성
격 재정립과 실

천 과제

법과인권교
육연구

2005-
9000

11 1 151
20180

4
1 0 1 정상우 10168779 1 0 1 1 1

2018년 13

대학생과 일반
인의 MOOC정
보품질, 서비스
품질, 시스템품
질 및 만족도에
대한 차이분석

평생학습사
회

1738-
0057

14 2 83
20180

5
1 1 2 이영선 10162508 1 0 1 1 0.5

2018년 14
사회통합적 접
근에서 본 재한
중국 유학생의

여가학연구
2233-
8179

16 2 45
20180

5
2 0 2 김영순 10038498 1 0 1 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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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 경험의 의
미 분석

2018년 15

재한 키르기즈
스탄 근로자의
문화적응에 대
한 근거 이론적

접근

여가학연구
2233-
8179

16 2 23
20180

5
2 0 2 박수정 10008673 1 0 1 1 0.5

2018년 16
직장인의 여가
소비유형별 여

가제약 연구
여가학연구

2233-
8179

16 2 67
20180

5
2 0 2 박수정 10008673 1 0 1 1 0.5

2018년 17

한인국제결혼
여성의 공동체
활동에 나타난

정체성 협상

문화교류연
구

2287-
2825

7 2 131
20180

5
1 1 2 0 김영순

1003849
8

1 1 1 0.5

2018년 18

<온달설화>의
서사적 구조를
활용한 결혼이
주여성을 위한
문학치료 방안

탐색

예술인문사
회융합멀티
미디어논문

지

2383-
5281

8 6 695
20180

6
2 0 2 김영순 10038498 1 0 1 1 0.5

2018년 19

국민여가활성
화기본법의 선
진화를 위한 방

안 제시

한국여가레
크리에이션

학회지

1598-
0413

42 2 11
20180

6
2 0 2 박수정 10008673 1 0 1 1 0.5

2018년 20

중국인 유학생
들의 대학교육
서비스 경험에

대한 연구

교육문화연
구

1598-
9283

24 3 547
20180

6
2 0 2 김영순 10038498 1 0 1 1 0.5

2018년 21

초등교사의 경
험에 기반한 북
한이탈주민의
한국출생 자녀
교육 지원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육문
제연구

1598-
8317

36 2 49
20180

6
2 0 2 김영순 10038498 1 0 1 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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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2

한국판 소명수
행척도(LCS-

K)의 타당화 연
구

진로교육연
구

1598-
9291

31 2 239
20180

6
1 1 2 신주연 11228618 1 0 1 1 0.5

2018년 23

베트남 출신 결
혼이주여성의
문화접촉 경험
에 관한 연구-
한국 전통명절

을 중심으로

예술인문사
회융합멀티

미디어지

2383-
5281

8 7 861
20180

7
1 1 2 0 김영순

1003849
8

1 1 1 0.5

2018년 24

이야기치료의
국제적 연구동
향에 관한 탐색

적 연구

문학치료연
구

1738-
3854

48 41
20180

7
1 2 3 0 김영순

1003849
8

1 1 1 0.25

2018년 25

대학 산학협력
단 직원의 리더

-구성원
(LMX)와 직무
열의의 관계에
대한 무형식 학
습 활동의 매개

효과

Andragogy
Today :

Internatio
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1229-
3075

21 3 1
20180

8
2 1 3 0 배을규

1005032
1

1 1 1 0.2

2018년 26

베트남 출신 결
혼이주여성의

한국 설과 추석
경험에 관한 연

구

여가학연구
2233-
8179

16 3 21
20180

8
2 1 3 김영순 10038498 1 박수정

1000867
3

1 2 1 0.6

2018년 27

세계시민교육
연계 지속가능
발전교육 활성
화를 위한 지원

방안 탐색

교육문화연
구

1598-
9283

24 4 33
20180

8
2 0 2 김영순 10038498 1 0 1 1 0.5

2018년 28

스포츠복지문
화 활성화를 위
한 정책요인의
우선순위 산정

교육문화연
구

1598-
9283

24 4 633
20180

8
2 1 3 박수정 10008673 1 0 1 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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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9

우즈베키스탄
거주 한국인 교
원들의 문화적
응에 관한 연구

인문회 21
2093-
8721

9 4 1527
20180

8
1 1 2 0 박수정

1000867
3

1 1 1 0.5

2018년 30

청소년 정치참
여의 소통 플랫
폼으로서 청소
년의회 고찰:

청소년의회 조
례 분석과 평가

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
구

1598-
9283

24 4 539
20180

8
2 0 2 정상우 10168779 1 0 1 1 0.5

2018년 31

치매 문제해결
을 위한 스포츠
정책 요인 탐색
; 치매관리법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체
육학회지

1229-
358X

73 25
20180

8
2 1 3 0 박수정

1000867
3

1 1 1 0.2

2018년 32

대학에서 교수
학생 면담 프로
그램 개발을 위
한 시사점 탐색

한국교육문
제연구

1598-
8317

36 3 107
20180

9
1 2 3 신주연 11228618 1 0 1 1 0.5

2018년 33

장애아동 부모
의 양육스트레
스와 삶의질 및
회복 탄력성의
관계모형 검증

특수아동교
육연구

1229-
8301

20 3 45
20180

9
2 0 2 이영선 10162508 1 0 1 1 0.5

2018년 34

원격대학 성인
학습자의 학습
참여동기 유형
과 학습몰입 수
준의 관계에서
자기주도학습

능력의 매개 효
과

교육문화연
구

1598-
9283

24 5 155
20181

0
2 1 3 0 배을규

1005032
1

1 1 1 0.2

2018년 35
1948년헌법

영토조항의 도
입과 헌정사적

1948년헌법
영토조항의
도입과 헌정

1598-
1304

19 4 271
20181

1
1 0 1 정상우 10168779 1 0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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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사적 의미

2018년 36

교육 데이터마
이닝를 활용한
E-learning 모
델 개발 활성화

방안

예술인문사
회융합멀티
미디어논문

지

2383-
5282

8 11 613
20181

1
1 1 2 0 김영순

1000867
3

1 1 1 0.5

2018년 37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속담 유

형 분석

학습자중심
교과교육연

구

1598-
2106

18 21 851
20181

1
1 1 2 0 김영순

1000867
3

1 1 1 0.5

2018년 38
중도입국 청소
년을 위한 한국

어 교재분석

예술인문사
회융합멀티
미디어논문

지

2383-
5282

8 11 613
20181

1
1 1 2 0 김영순

1000867
3

1 1 1 0.5

2018년 39
FGD 활용 교육
선진국의 미래
교육 동향 탐색

열린교육연
구

1229-
8379

26 4 1
20181

1
1 1 2 0 김영순

1000867
3

1 1 1 0.5

2018년 40

가정폭력을 경
험한 결혼이주
여성의 이혼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학습자중심
교과교육연

구

1598-
2106

18 23 909
20181

2
2 1 3 김영순 10008673 1 0 1 1 0.4

2018년 41

재독 한인국제
결혼여성의 생
애사에 나타난

이주의 의미

교육문화연
구

1598-
9283

24 6 667
20181

2
1 1 2 0 김영순

1000867
3

1 1 1 0.5

2018년 42

평생교육강사
의 프로티어 경
력태도와 주관
적 경력성공의
관계에서 셀프
리더십의 매개

효과

직업교육연
구

1225-
4762

37 6 85
20181

2
1 2 3 0 배을규

1005032
1

1 1 1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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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

2000년 이후
독일의 학교개

혁 동향:
Baden-

Württember
g 주를 중심으

로

문화교류연
구

2287-
2825

8 1 25
20190

2
1 0 1 정기섭 10017581 1 0 1 1 1

2019년 2

다문화 청소년
을 위한 문화예
술 스토리텔링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례 연구

문화교류연
구

2287-
2825

8 1 85
20190

2
2 0 2 김영순 10008673 1 0 1 1 0.5

2019년 3

문화번역 개념
을 통한 상호문
화 한국어 교육
패러다임 탐색

언어와문화
1738-
3641

15 1 1
20190

2
2 0 2 김영순 10008673 1 0 1 1 0.5

2019년 4

재독 한인 국제
결혼여성의 문
화 간 커뮤니케
이션에 관한 연

구

다문화사회
연구

2005-
2553

12 1 45
20190

2
2 0 2 김영순 10008673 1 0 1 1 0.5

2019년 5
3･1운동과 민
주공화국의 탄

생
헌법학연구

1229-
3784

25 1 1
20190

3
1 0 1 정상우 10168779 1 0 1 1 1

2019년 6

스리랑카 이주
집단의 적응 전
략과 다중적 정

체성

국제지역연
구

1226-
5810

23 1 123
20190

3
2 0 2 김영순 10008673 1 0 1 1 0.5

2019년 7

초등교사의 탈
북학생 교육 경
험에 관한 내러

티브 탐구

교사교육연
구

2005-
1484

58 1 21
20190

3
2 0 2 김영순 10008673 1 0 1 1 0.5

2019년 8

균형잡힌 교양
교육을 위한

I대학 교양역량
진단도구 개

교양교육연
구

1976-
3212

13 2 397
20190

4
1 2 3 0 정기섭

1001758
1

1 1 1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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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및 타당화
연구

2019년 9

대학에서의 봉
사학습을 위한
교육과정 재설
계와 적용 성과

분석

교육문화연
구

1598-
9283

25 2 295
20190

4
2 0 2 이영선 10162508 1 0 1 1 0.5

2019년 10

여가복지 활성
화를 위한 정책
요인의 우선순

위 산정

한국체육학
회지

1738-
9666

58 3 275
20190

5
2 1 3 박수정 10008673 1 0 1 1 0.4

2019년 11

재한 중국동포
출신 결혼이주
여성의 취업경
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학습자중심
교과교육연

구

1598-
2106

19 10 101
20190

5
2 0 2 김영순 10008673 1 0 1 1 0.5

2019년 12

한국형 번아웃
증후군 자가진
단 척도개발 및

타당도 검증

여가학연구
2233-
8179

17 2 39
20190

5
2 5 7 박수정 10008673 1 0 1 1 0.4

2019년 13

다문화 스토리
텔링 프로그램
에 멘토로 참여
한 청소년의 다
문화 멘토링 경
험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문
제연구

1598-
8317

37 2 87
20190

6
2 0 2 김영순 10008673 1 0 1 1 0.5

2019년 14

다문화교육론
수업 참여 대학
원생의 학습 경
험에 대한 자문
화기술지 연구

교육문화연
구

1598-
9283

25 3 795
20190

6
2 0 2 김영순 10008673 1 0 1 1 0.5

2019년 15

사회통합적 관
점에서 본 동남
아시아계 결혼
이주여성의 여

문화교류연
구

2287-
2825

8 2 169
20190

6
2 0 2 김영순 10008673 1 0 1 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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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경험과 의미

2019년 16

전환기 장애청
소년의 미래 계
획 수립을 위한
개인중심계획
프로그램 적용

지적장애연
구

1229-
5531

21 2 73
20190

6
2 0 2 이영선 10162508 1 0 1 1 0.5

2019년 17

카렌족 재정착
난민의 이동과
적응 경험에 관

한 연구

디아스포라
연구

1975-
9908

13 1 135
20190

6
2 0 2 김영순 10008673 1 0 1 1 0.5

2019년 18

다문화 내담자
를 위한 미술치
료의 국내 연구
동향에 대한 탐

색적 연구

학습자중심
교과교육연

구

1598-
2106

19 16 471
20190

8
2 0 2 김영순 10008673 1 0 1 1 0.5

2019년 19

전환학습 관점
에서 본 이주민
설화조사 연구
자의 다문화감
수성 발달에 대

한 연구

문화교류연
구

2287-
2825

8 3 47
20190

8
2 0 2 김영순 10008673 1 0 1 1 0.5

2019년 20

포커스 그룹 인
터뷰를 통해 살
펴본 초등교사
의 정서지능에
대한 인식 및

정서지능 관련
연수에 대한 경

험

초등교육연
구

1229-
3938

32 3 169
20190

8
2 0 2 신주연 11228618 1 0 1 1 0.5

논문 총
환산편수

2018년 20.75 2019년 10.55 총계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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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0-2] 최근 1년 6개월간 참여교수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연도 구분 연번
논문
제목

게재정보 총 저자 저자 중 사업팀 학과(부) 참여교수

가중치
(P)

환산
편수게재

학술지명
학술지

구분
ISSN 권 호 쪽

연월
(YYYY
MM)

주저
자수
(m)

기타
저자
수(n)

총
저자
수(T)

주저자 기타저자
총

저자
수성명

연구자
등록번호

수
(A)

성명
연구자

등록번호
수
(B)

2018년
기타국
제학술

지
1

A New
Paradig

m for
Spectato
r Sports

in
Applicati

on of
Media

informati
on

Science
and

Applicati
ons 2018

기타국
제학술

지

978-
9811
2105

53

spri
nge

r
115 201807 1 2 3 박수정

1000867
3

1 0 1 1 0.5

2018년
기타국
제학술

지
2

Expandi
ng

Autonom
y

Psycholo
gical
Need

States
from
Two

(Satisfac
tion,

Frustrati
on)

JOURNA
L OF

EDUCATI
ONAL

PSYCHO
LOGY

기타국
제학술

지

0022
-

0663
111 4 685 201807 1 6 7 0

이영
선

1016250
8

1 1 1
0.083

3

2018년
기타국
제학술

지
3

“Will I
find a job

when I
graduate

?”:

Internati
onal

Journal
for

Educatio
nal and

기타국
제학술

지

0251
-

2513
19 2 239 201808 1 0 1 신주연

1122861
8

1 0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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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
ment

anxiety,
self-com
passion,
and life

satisfacti
on

among S
outh

Korean
college

students

Vocation
al

Guidanc
e

2018년
기타국
제학술

지
4

A Study
On The

Experien
ces Of

Pre-
Service

Teachers
Participa
ting In A

Cooperat
ive-

Learning
-Based
Class

Turkish
Online

Journal
of

Educatio
nal

Technol
ogy

기타국
제학술

지

2146
-

7242

Spe
cial
Issu

e
for
INT
E -

ITIC
AM -
IDE

C
201

8

1 90 201811 2 1 3 김영순
1003849

8
1 0 1 1 0.4

2018년
기타국
제학술

지
5

A Study
On The

Revitaliz
ation

Plan Of
Educatio

n For
Sustaina

ble

Turkish
Online

Journal
of

Educatio
nal

Technol
ogy

기타국
제학술

지

2146
-

7242

Spe
cial
Issu

e
for
INT
E -

ITIC
AM -

1 104 201811 2 0 2 김영순
1003849

8
1 0 1 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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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
ment

Includin
g Global
Citizensh

ip
Educatio

n

IDE
C

201
8

2018년
기타국
제학술

지
6

An
Evalatio

n Of
Korean
Cultural
Diversity
Policies
Related
To The
Unesco

Convven
tion On

The
Protectio

n And
Promoti

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

on

The
Turkish
Online

Journal
of

Educatio
nal

Technol
ogy

기타국
제학술

지

2146
-

7245
11 1 156 201811 1 1 2 정상우

1016877
9

1 0 1 1 0.5

2018년
기타국
제학술

지
7

Analyze
The

Effective
ness Of

Intercult

The
Turkish
Online

Journal
of

기타국
제학술

지

2146
-

7242
11 1 188 201811 1 1 2 정기섭

1001758
1

1  0 1 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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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al
Educatio

n In
Chinese

Universit
ies For

Cultivati
ng

Internati
onal

Talents

Educatio
nal

Technol
ogy

2018년
기타국
제학술

지
8

Analyze
The

Influenci
ng

Factors
Of Self-

Reflectio
n On

Teacher’
s

Behavior
Through

The
Activities

Of The
Global

Citizensh
ip

Educatio
n

Leading
Teachers
In China

The
Turkish
Online

Journal
of

Educatio
nal

Technol
ogy

기타국
제학술

지

2146
-

7242
11 1 196 201811 1 1 2 김영순

1003849
8

1 0 1 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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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타국
제학술

지
9

Educate
d Human
Figure In
School
Mottos

Of
Korean

High
School

The
Turkish
Online

Journal
of

Educatio
nal

Technol
ogy

기타국
제학술

지

2146
-

7243
11 1 453 201811 1 2 3 정기섭

1001758
1

1 0 1 1 0.5

2018년
기타국
제학술

지
10

The
Ordinanc
e Of The

Local
Governm

ent For
Multicult

ural
Educatio

n In
South
Korea

The
Turkish
Online

Journal
of

Educatio
nal

Technol
ogy

기타국
제학술

지

2146
-

7244
11 2 780 201811 1 1 2 정상우

1016877
9

1 0 1 1 0.5

2018년
기타국
제학술

지
11

Calling,
Career

Preparati
on

Behavior
s, and

Meaning
in Life

Among
South

Kore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

ment

기타국
제학술

지

0897
-

5264
59 6 734 201812 1 2 3 신주연

1122861
8

1 0 1 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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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타국
제학술

지
1

Explorin
g the

Narrative
s on

Domesti
c

Violence
Experien

ced by
Married
Immigra

nt
Women
in Korea

Advance
d

Science
Letters

기타국
제학술

지

1936
-

6612
25 143 201901 2 3 5 김영순

1003849
8

1 0 1 1 0.4

2019년
기타국
제학술

지
2

A case
study on

the
collage

art
therapy

for
immigra

nt
youths

Educatio
n and

Informati
on

Technol
ogies

SCOPU
S

1360
-

2357
24 1115 201903 2 1 3 김영순

1003849
8

1 0 1 1 0.4

논문
총 환산편수

국제저명학술지 2018년 0 2019년 0 총 계 0

기타국제학술지 2018년 5.4833 2019년 0.8 총 계 6.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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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0-3] 최근 1년 6개월간 참여교수 학술저서 실적

연도 구분 연번 저서명

학술저서 정보
총

저자
수(T)

저자 중 사업팀
학과(부) 참여교수

국어/
외국어

저서
가중치

(P)

신간/개정
환산편수

(A*P*S/T)
성명

연구자
등록번호

수
(A)출판사명 ISBN 권 호 쪽

연월
(YYYMM) 구분

가중치
(S)

2018년 국어 저서 1 전문가의 조건 박영Story

979-
11-

8804
0-74-

2

343 201803 1 배을규 10050321 1 2 신간 1 2

2018년 국어 저서 2
승마여가교육

의 이론과 실제
디자인장이

979-
11-

8507
3-13-

2

116 201805 3 박수정 10008673 1 2 신간 1 0.6666

2018년 국어 저서 3 일의 심리학 박영사

979-
11-

8900
5-13-

9

350 201805 4 신주연 11228618 1 2 신간 1 0.5

2018년 국어 저서 4
장애청소년을
위한 전환계획

학지사

978-
89-

997-
1598-

3

255 201805 1 이영선 10162508 1 2 신간 1 2

2018년 국어 저서 5
중도중복장애

학생 교육의 이
해

학지사

978-
89-

997-
1641-
6 93

428 201805 8 이영선 10162508 1 2 신간 1 0.25

2018년 국어 저서 6 해양레저관광
인천시 교

육청

978-
89-

6960-
047-9

285 201805 5 박수정 10008673 1 2 신간 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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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어 저서 7
다문화 생활세
계와 사회통합

연구
북코리아

978-
89-

6324-
616-1

472 201806 4 김영순 10038498 1 2 신간 1 0.5

2018년 국어 저서 8
마을교회 마을

목회
북코리아

978-
89-

6817-
680-7
9330

0

279 201806 10 김영순 10038498 1 2 신간 1 0.2

2018년 국어 저서 9
사할린 한인의
노스탤지어 이

야기 탐구
북코리아

978-
89-

6324-
616-1

271 201806 4 김영순 10038498 1 2 신간 1 0.5

2018년 국어 저서 10
사할린 한인의
다양한 삶과 그

이야기
북코리아

978-
89-

6324-
616-2

285 201806 10 김영순 10038498 1 2 신간 1 0.2

2018년 국어 저서 11
중국계 이주민
의 다문화생활

세계 연구
북코리아

978-
89-

6324-
616-2

531 201806 4 김영순 10038498 1 2 신간 1 0.5

2018년 국어 저서 12

공유된 미래만
들기: 지속가능
발전교욱과 세

계시민교육

한국문화사

978-
89-

6817-
680-7
9330

0

331 201809 1 김영순 10038498 1 2 신간 1 2

2018년 국어 저서 13
카자흐스탄 고
려인 생애사 스
토리텔링 연구

북코리아

978-
89-

6324-
506-5

332 201809 1 김영순 10038498 1 2 신간 1 2

2018년 외국어 저서 1

A New
Paradigm for

Spectator
Sports in

Internatio
nal

Conferen
ce on

978-
981-
13-

1055-

115 201807 3 박수정 10008673 1 3 신간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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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Media

Informati
on

Science
and

Applicati
ons

3

2019년 외국어 저서 1

Education
Applications

&
Developmen

ts IV:
Advances in
Education

and
Educational

Trends
Series

inScience
Press

978-
989-
5431
2-3-6

114 201906 52 김영순 10038498 1 3 신간 1 0.0576

총 환산편수

국어 저서 2018년 11.7166 2019년 0 총계 11.7166

외국어 저서 2018년 1 2019년 0.0576 총계 1.0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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