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년
한국실과교육연구학회 춘계학술대회

오시는 길

융합과학관
1층 101호

•한국교원대학교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탑연로 250
•대중교통 이용시
- 고속(시외)버스 이용시: 청주고속(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조치원행(좌석 502번, 일반 511번)이나
한국교원대행(513번)/ 버스 이용(20분 정도 소요)/ 조치원행 버스는 본교를 경유하지 않으므로 강
내(정류장 이름 : 미호 삼거리)에서 하차/ 택시이용시(약 12,000원 정도)
- 오송 기차역 이용시: 오송역 앞에서 청주행(일반511, 517, 520번) 버스 이용(10분정도 소요), 청주
행 버스는 본교를 경유하지 않으므로 강내(정류장 이름 : 미호 삼거리)에서 하차/ 택시이용시(약
10,000원 정도)
•승용차 이용시
- 고속도로 이용시
① 경부고속도로 이용 : 청주 IC를 통과하여 조치원 방면으로 약 2㎞
② 중부고속도로 이용 : 서청주 IC를 통과하여 조치원 방향으로 5.5㎞
- 국도 이용시
① 조치원에서 청주 방면으로 10㎞ 직진 후 미호 삼거리에서 우회전 1.5㎞ 지점
② 청주에서 조치원 방면으로 12㎞ 직진 후 미호 삼거리에서 좌회전 1.5㎞ 지점

｜일시｜ 2017년 5월 20일(토) 13:20~17:30
｜장소｜ 한국교원대학교 융합과학관 1층 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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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는 글

세부일정
13:20~13:50

안녕하십니까?
13:50~14:00

계절의 여왕인 5월 주변에 핀 철쭉과 장미꽃이 우리마음에 강한 열정을 불러

등록 및 접수
개회사｜김형균 (학회장, 공주교육대학교)
축 사｜류희찬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사회｜이건남
(한국교원대학교)

제1부 실과 교육과정과 실과교육의 본질

일으킵니다. 여러분도 이 아름다운 계절에 그간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 주제발표 1 ] 실과교육이 추구하는 지식의 가치 지향성

미완의 꽃망울을 강한 생기로 활짝 피우시기 바랍니다.
2015 개정 실과교육과정은 미래 시대를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발표자｜고인규 (세종시교육연구원)
토론자｜송현순 (경인교육대학교)
점심식사

교육, 발명교육, 로봇기술, 수송기술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간 실과교과는

[ 주제발표 2 ] 실과교육 본질을 통해서 본 교육과정 변화

14:00~15:20

좌장｜정남용
(대구교육대학교)

발표자｜박수진 (광주 중흥초등학교)
토론자｜박광렬 (광주교육대학교)

열 차례에 걸친 교육과정 개정 속에서 내용의 변화가 많았는데, 특히 정보와
기술 분야에서 그 변화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안타깝게도

휴식 및 교류

15:20~15:30

실과의 본질 속에 녹아들고 융합되지 못했습니다.

제2부 실과교육과 교사, 학생

한국실과교육연구학회에서는‘실과의 본질에서 실과교육 다시 돌아보기’

[ 주제발표 3 ] 실과교육 본질을 통해서 본 교사의 실과 수업 만족

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학회에서는 단순히
보이는 실과교과의 외형이 아닌 그 본질에 방점을 두고 실과교육의 넓이와

15:30~16:50

깊이에 대해 진지한 탐구를 하고자 합니다.

좌장｜김정원
(서울교육대학교)

[ 주제발표 4 ] 실과교육을 통한 학생들이 느끼는 행복감
발표자｜김태승 (성신초등학교)
토론자｜이종범 (청주교육대학교)

부디 실과교과의 발전을 위해 뜻 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 모두에

16:50~17:00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식 및 교류

제3부 종합토론 및 총회
17:00~17:15

2017. 5.

한국실과교육연구학회장

발표자｜이두연 (천안성정초등학교), 이건남 (한국교원대학교)
토론자｜김종우 (제주대학교)

김 형 균 拜上

17:15~17:30

• 종합토론
• 논문 및 과제 개발 포스터 발표 및 시상식
• 총회

｜플로어｜ 포스터 발표 및 프로젝트 과제 개발 발표

좌장｜김형균
(학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