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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글로컬다문화교육�

� � � � � � 포럼� � � � � � 포럼

 

r 제30회 글로컬 다문화교육 포럼

  4월 17일 오후 2시 BK21+ 글로컬다문화교육전문인력양성사업팀에서
는 경기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최충옥교수님을 모시고 “초국적 이주시대 다
문화교육의 과제”라는 주제로 제30회 국내학자 초청 글로벌 다문화교육 
포럼을 진행하였습니다. 최충옥교수님은 특강을 통해 초국적 이주가 증가
하는 현시대 상황에서 이주민의 새로운 문화적 정체성에 주목하고 사회통
합을 위해서는 이주자와 한국인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범국민정책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최충옥교수]                      

제31회�

글로컬다문화교육

� �포럼포럼

r 제31회 글로컬 다문화교육 포럼

4월 17일 오후 3시30분 BK21+ 글로컬다문화교육전문인력양성사업팀은 
경인교육대학교 정문성교수님을 모시고 “다문화 교수방법론: 내 몸에서부
터 접근하기”라는 주제로 제 31회 국내학자 초청 글로벌 다문화교육 포
럼을 진행하였습니다. 정문성교수님은 특강을 통해 다문화 교육 현장에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협동학습을 통한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사가 힘써야 하며 이에 따른 교수방법을 적절히 사용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정문성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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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

체결체결

r 중국 제남대학교와 MOU체결

중국 제남대학교에서 4월 24일 인하대학교 BK21+ 글로컬다문화교육전
문인력양성사업팀 팀장 김영순 교수와 중국 제남대학교 교육과 심리 과학
원 원장 Yang ZhaoNing(楊昭寧)교수는 상호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두 대학은 공동 연구, 학생 교환, 공동학술대회 개최 등 다양한 업무협약
을 통하여 학문적 교류를 이루고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영순교수와 Yang ZhaoNing(杨昭宁)교수]

해외특강

중국�제남대중국�제남대

r 참여교수 해외 특강

2018년 4월 25일(수) 사업팀 김영순교수는 중국 제남대학교에서 ‘지속가
능개발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이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김영순교수님은 특강을 통하여 초국적 이주시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 
위하여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세계시민성을 함양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김영순교수]

대학원생

월례세미나월례세미나

r 대학원생 4월 월례세미나

4월 25일(금) 14:00-16:00에 인하대학교 서호관 237A에서 4월 대학원
생 정기월례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먼저 박사과정 5차
인 피루자 아지조바원생이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합창단 활동 경험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고 이어서 박사과정 4차이신 남혜경원
생이 '재독 한인 여성 생애사'에 대한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마지막은 
박사과정 3차이신 윤현희원생이 '초등교사의 남한출생 탈북학생 지도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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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사례연구'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발표에 따라 참여원생과 연구
진들은 연구 주제, 연구 방법, 연구 결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코멘트와 
함께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학술대회

학술대회학술대회

공동개최공동개최

r 교육연구소 공동 학술대회 

인하대학교 BK21+글로컬다문화교육전문인력양성사업팀과 인하대학교 교
육연구소,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한국다문화교육연구학회는 4월 28일
(토) 10:00-17:30까지 인하대학교 서호관 331, 328호에서 춘계 공동 학
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기조강연은 일본 코난대학교 김태호교수님이 
“재일교포의 민족교육과 문화정체성”이라는 주제로, 또 중국 동북사범대
학교 훠메이천 교수님이 “현대성의 동양적 얼굴”이라는 주제로 각각 주제
발표를 해주었습니다. 학술대회는 문화분과와 교육분과로 나뉘어서 모두 
16개 주제의 구두발표가 진행되어 다양한 토론을 통하여 학문 교류의 장
을 만들었습니다. 

05월

주요일정주요일정

제목 일시 및 장소 내용

국내 학자 

초청특강
2018년 5월 4(금)

서호관 237B

특강자: 

장은영(서울교육대학교), 

장유정(중앙대학교)

다문화교육전공 

2018-1학기 

논문발표회

2018년 5월 17일(목)
서호관 228호

학위논문 프로포절 및 

본 발표 

한국언어문화교육

학회 춘계학술대회

2018년 5월 19(토)
인하대학 

정석학술정보관

구두발표: 
딜노자, 피루자, 레일라원생

포스터발표: 
BK21+ 참여원대학원생 9명

BK21⁺참여대학원생 

월례세미나

2018년 5월 24일(목) 
인하대학교 서호관 

237B

발표자:

장연연, 이춘양, 최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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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