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대 장

다사다난했던 2018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19년 새로운 해를 준비해야 하는 이 때,
본 학회에서는 ‘도덕적·시민적 인성, 어떻게 기를 것인가’라는 주제로
동계학술대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도덕적·시민적 인성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풍성하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회원님들께서는 많이 참석해주시어, 학술향연의 장을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장

박 병 춘

배상

서울대학교 인성교육연구센터 공동 주관

2018년도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동계학술대회

도덕적·시민적 인성 역량, 어떻게 기를 것인가
■ 일시 : 2018. 12. 12(수) 13:30-18:30
■ 장소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12동 401호, 501호
■ 주관 :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서울대학교 인성교육연구센터
■ 후원 :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시간

발표 및 내용

13:30-14:00

사회

등 록
◈ 개회사 : 박병춘(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회장, 전주교대)

14:00-14:00
[401호]

◈ 격려사: 윤건영(청주교대 총장)
◈ 환영사: 정창우(서울대 교수, 인성교육연구센터장)
◈ 축사: 김병환(서울대 교수, 한국공자학회장)

14:00-14:30
[401호]

기조강연

이재호
(본회
총무이사,
광주교대)

발표주제: 기로에 선 도덕교육
발 표 자: 추병완(춘천교대,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장)

14:30-14:40

이 동
제1주제: 도덕적·시민적 인성 역량 교육을 위한 이론적 토대
◦ 인성교육을 위한 실존적 성숙

14:40-15:50
[401호]

발표자: 황종환(한남대)
토론자: 추정완(목포대)
◦어린이 철학을 통한 도덕적, 시민적 인성 향상 방안 연구
발표자: 박찬영(진주교대)
토론자: 박대호(한국교원대)

15:50-16:10

휴 식
◦21세기 역량 함양을 위한 초학문적 융합 패러다임 제안: 실행 연구 기반
발표자: 김영은(평가원)
토론자: 이영문(춘천교대)

16:10-17:20
[401호]

◦도덕적 역량의 실용주의적 토대
발표자: 이청호(세종대)
토론자: 조주현(목포대)
◦맹자 사상에 기초한 인성교육 실천 방안 연구
발표자: 황인석(서울대)
토론자: 이경무(춘천교대)

황인표
(춘천교대)

제2주제: 도덕적·시민적 인성 역량 교육을 위한 실천적 연구
◦시민적 인성 함양을 위한 도덕과 교수・학습 및 평가 방안: 의사소통역
량을 중심으로

발표자: 이혜진(망포중)
14:40-15:50
[501호]

토론자: 김혜진(전주교대)
◦게오르그 린트(Georg Lind)의 도덕적 역량 증진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발표자: 강민겸(신반포중)
토론자: 박균열(경상대)
◦희망 향상 프로그램 개발 연구

발표자: 최윤정(천마초)
토론자: 김완수(이리부송초)
15:50-16:10

김형렬
휴 식

(서울대)

◦탈북청소년의 도덕적·시민적 역량 함양을 위한 도덕성 진단 도구 개발
및 적용

발표자: 박형빈(서울교대)
토론자: 차승주(통일부)
16:10-17:20
[501호]

◦고등학생의 인성과 정치 참여의 관계 분석: 자기표현의 가치와 학급토
론 개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발표자: 손경원(서울대)
토론자: 이혜경(서울대)
◦교육공동체의 핵심 가치․역량 측정을 위한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발표자: 오유진(창덕여중), 김준구(창덕여중), 이은상(창덕여중)
토론자: 장유정(인천검단고)
17:20-17:30
17:30-18:00
[401호]
18:00-18:20
[401호]
18:20-18:30
[401호]

휴식
종 합 토 론

노희정
(광주교대)

정기 총회
이재호
(총무이사)
감사보고
박병춘

18:30
[401호]

폐 회 식

(본회
회장,
전주교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