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의 글

〔대구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

학회장 찾아오시는 길

여러 회원님들을 모시고 ‘사회과 교육에서의
수업전문성’이라는 주제로 2016년 한국사회교과
교육학회 하계학술대회 및 한일학술교류회를 개최
하고자 합니다. 사회과교육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

대구대학교(경산 캠퍼스) 주소:
- (38453)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 승용차 이용: 경부고속도로 경산 I.C⇒ 진량 방면으로 10분 소요
‣ 기차 이용: 출발지-동대구 KTX ⇒ 무궁화 환승 ⇒ 하양역, 하양에서
버스(818, 808, 814, 급행5번)나 택시 이용(5000원정도).

‣ 지하철 이용
- 1호선 : 동대구역 출발 안심역에서 하차(4번 출구)하여 818, 808,

의 참석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814, 급행5번 버스 이용

2016년

8월

6일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장 박 남 수 拜上

버스 이용.

‣ 고속버스 이용: 동대구 고속 터미널에서 하양방면 708번 버스를
서 대구대 방면 버스 이용.

‣ 시내버스 이용: 대구시내에서 708, 808, 814, 818, 840, 급행5,

학술대회 참가비
현장 접수:

남산2, 진량1 버스 이용.

참가비: 15,000원(자료집 및 점심식사 포함)

① 홈페이지: 학회홈페이지(kasse.or.kr) 접속 후,
회원가입 – 가입안내 - 가입신청 후 연회비 온라인
입금

학회 회비 안내
연회비 연간 3만원, 평생회비 50만원

② 기관

연간 10만원

〔문의처〕

※납부계좌: 농협 302-1038-5424-51(예금주: 허수미)

일시

2016년 8월 6일(토) 09:30~17:30

장소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강당 / 강의실

주최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주관

대구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초등특수교육과

학술대회 등록시 회원등록 및 연회비 제출

① 개인

사회과교육에서의 수업전문성
Teaching Professionalism in
Social Studies Education

대구대학교 서문으로 들어오셔서 바로 우회전 W1-7관(사범대 1호관)

학회 가입 방법

② 현장:

The Annual KASSE Summer
Conference & the 6th International
Exchange Meeting with JERASS

- 2호선 : 임당역(5번 출구)이나 영남대역 하차(4번 출구)하여 840번

타고 종점까지 오시거나, 지하철을 타고 안심역까지 오셔

학회 회원가입 안내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하계학술대회 및
제6회 한․일 학술교류회

‣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학회장 박남수 ☏ 010-5396-1576
‣ 학회 운영사무국장 허수미

☏ 010-4363-9652

제6회 한․일사회과교육 학술교류회
(第6回韓日社会科教育学術交流会)

행사안내(行事案内)
開会

10:00～10:30

장소: 사범대학 강당

사회: 오연주/충북대

개회식(10:00～10:30)

사회: 박승규(朴承奎)/춘천교대(春川敎大)
통역: 김종성(金鍾成)/広島大学 博士課程

발표: 竹中伸夫(타케나카 노부오)
/熊本大学(쿠마모토대)

국민의례
개회사

박남수(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장)
최성규(대구대학교 사범대학장)

사

장소: 사범대학 강당

原田智仁(하라다 토모히토)
/兵庫教育大学(효고교육대학)
/全国社会科教育学会長(전국사회과교육학회장)

第1部(学術交流会 Ⅰ)
장소: 사범대학 강당

10:30～12:00

사회: 박승규(朴承奎)/춘천교대(春川敎大)
통역: 이정희(李貞姫)/광주교대(光州敎大)

토론: 남호엽(南昊燁)
/서울교대(ソウル敎大)

‘좋은 수업’의 의미 탐색과 수업전문성 평가준거로서의 활용 방안: 사회과
수업을 중심으로
〔‘よい授業’の意味探索と授業の専門性の評価準拠としての活用
方案: 社会科授業を中心に〕
발표: 허수미(許壽美)
/한국교원대(韓國敎員大)

토론: 山田秀和(야마다 히데카즈)
/岡山大学(오카야마대학)

휴식(休息)

15:00～15:20

第3部 夏季学術大会

15:20～17:10

발표: 梅津正美(우메즈 마사미)
/鳴門教育大学(나루토교육대)

토론: 천호성(千鎬誠)
/전주교대(全州敎大)

고통을 이야기하는 방식에 대하여: 두 초등 예비교사의 수업 실천 사례를 통
한 사회과 수업의 전문성 성찰
〔苦痛の語り方について－二人の初等予備教師の授業実践事例を通
じた社会科授業の専門性の省察〕
발표: 류현종(柳顯鍾)
/제주대(濟州大)

토론: 川口広美(카와구찌 히로미)
/滋賀大学(시가대학)

사회: 박용조/진주교대

社会科における思考モデルの分析:「社会科学科」に基づく教授書
を事例に
〔사회과에서 사고 모델의 분석: 「사회과학과」에 근거한 교수서를 사례로〕
발표: 井上奈穂(이노우에 나호)
/鳴門教育大学(나루토교육대)

토론: 심정보(沈正輔)
/서원대(西原大))
토론: 임용덕/안산원일초

내러티브와 사회과 수업지도안 구성
발표: 홍미화/춘천교대

장소: 사범대학 1122호
사전조사가 사회과 탐구적 답사에 미치는 영향
발표: 송언근/대구교대

12:00～13:30

토론: 심광택/진주교대

미국 다문화 교육의 현황: palo alto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 박현호/대구대 대학원

토론: 양현서/경기과학고

남한 사회에서의 새터민 1.5세대의 자아정체성 인식에 관한 사례 연구
발표: 박호은/충북대 대학원·오연주/충북대

토론: 강은경/수원태장초

제 4분과
장소: 사범대학 1120호

사회: 손병노/한국교원대

초등사회과 교과서의 선거 관련 기술에서 본 시민성 교육의 변천
발표: 박남수/대구대

토론: 정호범/진주교대

역사적 사건이 학생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토론: 윤길복/서울은빛초

초등학생들의 다관점 형성과정 프로젝트: 삼국통일을 중심으로
발표: 윤정근/대구구암초·주웅영/대구교대

토론: 곽병현/창원남산초

제 5분과
장소: 사범대학 1121호

토론: 이방글/수원매화초

제 2분과

발표: 유종열/공주대

사회: 허수미/한국교원대

토론: 한춘희/부산교대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사회과 교사의 관심 수준 분석
발표: 강운선/대구대

토론: 류현종/제주대

사회과 교사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 유형

장소: 사범대학 1123호

사회: 김영석/경상대

발표: 강운선/대구대·김종혜/대구대 강사

토론: 김신희/경북대 강사

초등 사회과 교실 역사 수업의 목표 설정과 수행 표준의 기능
발표: 주웅영/대구교대

토론: 이동원/경인교대

綜合討論・閉會

사회과 사회문제 중심 논술교육 교사 연수 모듈 개발

점심시간(昼食時間)

사회: 김용신/서울교대

위험사회에서의 민주시민 교육의 방향

어린이관의 유형과 초등학교 역사교육에의 적용
발표: 김주택/서울오현초

제 3분과

발표: 이해영/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 1분과
장소: 사범대학 강당

教員養成教育における社会科授業力形成: 社会科教育関連科目の構
造化と協働による授業力形成の省察
〔교원양성교육에서의 사회과 수업력 형성: 사회과교육 관련 과목의 구조화
와 협동을 통한 수업력 형성에 대한 성찰〕

(2006年韓国社会教科教育学会夏季学術大会)

13:30～15:00

ねらいについての議論(aim-talk) ができる実践家の育成を目指した
学部社会科教員養成プログラム
〔목적에 대한 논의(aim-talk)를 할 수 있는 실천가 육성을 지향한 학부 사
회과 교원 양성 프로그램〕

등 록(09:30～10:00)

축

第2部(学術交流会 Ⅱ)

2016년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 전희옥/이화여자대학교 강사

토론: 박성윤/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카운터 내러티브 양식으로서의 수업비평탐색: 사회과를 중심으로
발표: 이승연/청주교대 교육연구원

토론: 김응현/세종시교육청

장소: 사범대학 강당

17:10～17:30
사회: 오연주/충북대

토론: 박용조(朴龍祚)/진주교대(晋州敎大)
木村博一(키무라 히로카즈)/広島大学(히로시마대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