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대의 말씀 

 

동국대학교 다르마교양교육연구소가 제4회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다르마교양교육연구소는 융합적 사고력, 글로벌 시민정신, 집단적 창의력, 그리고 생산적 

소통능력을 갖춘 교양인을 기르고자 하는 다르마칼리지의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

를 수행하고 있으며, 미래 환경에 대응하는 교양교육의 내용과 방법론 개발을 위한 연구, 4

차 산업혁명과 AI로 대표되는 문명의 대전환 시대를 대비하는 교양교육 연구를 수행합니다. 

 

  이번 제4회 정기학술대회는 한국연구재단 ‘사회적 혐오와 시민교육’ 연구팀과 공동으로 개

최하며, “공존의 시민교육과 교양교육의 미래”라는 대주제 아래 전반부에는 ‘코로나19’ 시대

에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른 사회적 혐오문제를 문명사적 시각에서 검토하고 혐오문제에 대

응하는 공존의 시민교육과 교양교육의 가능성을 탐구해보며, 후반부에는 디지털 전환 시대

로 불리는 오늘날 교양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우리 연구소가 추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양교육 혁신 문제를 소프트웨어 교육을 중심으로 논의해보며, 시대적 요

청으로 밀려오는 디지털 대전환의 이론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 시대가 가

야 할 교양교육의 미래를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코로나19’가 오미크론 변이까지 나오며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학술대회

도 실시간 원격회의로 진행됩니다만, 교양교육에 관심을 가진 많은 분들이 이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우리 시대 교양교육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함께 논의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국대학교 다르마교양교육연구소 소장 손윤락 배상 

다르마교양교육연구소 제4회 정기학술대회 

- 후원:  



다르마교양교육연구소 제4회 정기학술대회 

시간 내용 

12:30- 등록 (ZOOM 회의실 open)                                   Opning 사회: 정윤길(동국대) 

1:00-1:10 
개회사: 윤재웅(동국대학교 다르마칼리지 학장) 

환영사: 곽채기(동국대학교 교무부총장) 

1부. 사회적 혐오와 시민교육 

 사회: 정윤길(동국대) 

1:15-1:45 
발표1: 김덕수(서울대) 

*로마의 사회적 혐오 문제와 열린 시민권 제도-클레오파트라 사례를 중심으로 

1:45-2:15 
발표2: 전종윤(전주대) 

*프랑스의 혐오 문제와 리쾨르적 대안-용서의 교양교육 가능성 탐구- 

2:15-2:45 토론: 성백용(한남대), 김세원(목원대) 

2:45-3:00 휴식 

2부. 디지털 전환과 교양교육의 미래 

 사회: 김일환(동국대) 

3:00-3:30 
발표3: 남진숙(동국대) 

*디지털 전환 시대, 교양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3:30-4:00 
발표4: 정진우(동국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양교육 혁신-SW교육 중심으로- 

4:00-4:30 
발표5: 손윤락(동국대), 김동규(성균관대) 

*디지털 전환의 이론과 방법, 그리고 교양교육의 미래 

4:30-5:00 토론: 조혜경(대구대), 손윤식(동국대), 윤혜경(동의대) 

5:00-5:30 *연구윤리교육: 정윤길 『리버럴아츠』(Liberal Arts) 편집위원장 

5:30 폐회사: 손윤락(다르마교양교육연구소장) 

공존의 시민교육과 교양교육의 미래 
- 일시·장소: 2021년 12월 17일 (금), 오후 1:00~5:30, ZOOM 회의실 

 ZOOM 회의실: https://snu-ac-kr.zoom.us/j/83558244500 

 회의 ID: 835 5824 4500 

- 주최: 동국대학교 다르마교양교육연구소 & ‘사회적 혐오와 시민교육’ 연구팀 

- 주관: 동국대학교 다르마칼리지 

- 후원:  

https://snu-ac-kr.zoom.us/j/83558244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