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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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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여는
사회통합교육 시행 10년 · 성과와 과제

토론

조남철

손주희

전 국립한국
방송통신대학교 총장

성결대학교 교수
사회통합교육전문가

I 주소
●

반월아트홀주소 : 경기도포천시군내면청성로111(하성북리610)

●

포천시설관리공단 주소 :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청성로 112

포천반월아트홀
청성역사공원
한내사거리

제5회 다문화교육포럼

반월아트홀입구 삼거리

포천일고등학교
포천경찰서

I 자가용이용
●

중부고속도로 → 퇴계원 IC → 47번국도

●

동부간선도로 진입 → 의정부에서 포천방향 43번국도

●

3번국도 → 창수면에서 37번국도 진입

●

47번국도 진입 → 내촌면사무소에서 포천방향 → 87번국도

식 순

안녕하십니까.

제5회 다문화교육포럼

오는 6월 14일 금요일 사단법인 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 주최로 포천

미래를
여는 사회통합교육 시행 10년
통합교육 시행 10년 · 성과와 과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9년은 재한외국인이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 성과와 과제

13:00~13:20

등록

13:20~13:35

1부 사회 : 이형노(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 이사)

반월아트홀에서 개최되는 ‘제5회 다문화교육포럼 - 미래를 여는 사회

<개회식>

기본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는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행

개회사 : 신상록(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 이사장)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사단법인 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는

축ㅤ사 : 박윤국 시장(포천시)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의 제1호 법인으로 2009년 사회통합프로그램

격려사 : 조용춘 의장(포천시의회)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이래 10년간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하며 사회통합교육의 미래적 대안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공유하고 조언을 듣는 5번째

13:35~13:40

<기념촬영>

13:40~14:40

<주제강연>
“다문화사회의 시민정신” :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

포럼의 장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자리를
14:40~14:50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 이사장 신

<축하공연>
“오늘같이 기쁜 날에” : 최철 교수(서경대학교)

상록

14:50~15:30

2부 사회 : 조항록 교수(상명대학교)
<발제>
“법무부 사회통합교육의 성과와 과제”

제5회 다문화 교육 포럼

: 유복근 단장(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

주 제 I 미래를 여는 사회통합교육 시행 10년 · 성과와 과제

: 최용기 교수(몽골민족대학교 부총장)

“이중언어교육의 중요성과 이주민 활용 방안”

일 시 I 2019. 6. 14. (금) 13:00~16:00
장 소 I 포천 반월 아트홀 소극장

15:30~15:50

<종합토론>

주 최 I 사단법인 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 포천다문화국제학교

조남철 교수(전 국립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문 의 I 031-544-0611, kiip123@naver.com

손주희 교수(성결대학교, 사회통합교육 전문가)

협 력 I 포천시 · 포천시의회 · 포천 미래포럼 · 포천 다문화국제학교 운영위원회
후 원 I 농협중앙회 포천시지부 · 양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 · 경기다문화뉴스
(주)삼진일렉스 · 포천버섯개발주식회사

15:50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