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동 주관

2019년도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도덕과 교육과
민주시민교육 과제

 일시 2019. 4. 12(금) 13:00-18:00
 장소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10-1동(교육정보관) 101호
 주관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후원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韓 國 道 德 倫 理 科 敎 育 學 會

모시는 글
본 학회에서는 금번 춘계 학술대회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공동 주
최합니다. 학술주제는 “도덕과 교육과 민주시민교육 과제”로 선정
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과정에 대비할 수 있는 자리로 준비하였
습니다.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정을 맡고 계신 신두철 과장의 기조강
연을 시작으로 하여 ‘민주시민교육의 토대’, ‘교과서에서의 공화
주의 개념 혼재와 해결방향 모색’, ‘민주시민교육 관점에서 본
2015년도 도덕과 교육과정’, ‘포용적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제 논의’를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신진학자들의 학술 연구 성과를 함께하는 자리도 마련하였습
니다. 최근 서울대학교에서 학위를 수여한 세 발표자의 박사 학위 논
문의 요지인 ‘사회적 직관주의 이론에 대한 비판적 해석 가능성 연
구’, ‘ 탈북학생 교육 경험의 통일교육적 의의 연구’, ‘칸트 실
천철학에서 나타나는 균열의 해소에 관한 연구’ 등을 함께 논의하고
자 합니다. 도덕과 교육의 다양한 주제가 폭넓게 다루어지는 만큼, 금
번 학술대회가 풍성한 토론과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회원님의 많
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부디 참석하셔서 고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
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4월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장 윤 건 영 배상

2019년도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일정
시간

발표 및 내용

13:00-13:30

사회

등 록
김현수

◈ 축사: 정창우(서울대, 인성교육센터장)

(본회 총무이사,

13:30-14:10

◈ 개회사: 윤건영(본회 회장, 청주교대)

◈ 기조강연: 신두철(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장)

부산대)

발표주제: 민주시민교육의 토대에 관한 성찰-시민성의 아프리오
리(a prior)로서 윤리와 도덕을 중심으로

14:10-14:40

발 표 자: 장준호(경인교대)

윤영돈

토 론 자: 김형렬(서울대)
발표주제: 포용적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제 논의

14:40-15:10

(인천대)

발 표 자: 신호재(한국교육과정평가원)
토 론 자: 허윤회(서울대)

15:10-15:20

휴 식
발표주제: 민주시민교육의 관점에서 본 2015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15:20-15:50

발 표 자: 김상범(한국교육과정평가원)
토 론 자: 임상수(경인교대)
발표주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나타난 공화주의 개념 혼재와

15:50-16:20

황인표
(춘천교대)

해결 방향 모색
발 표 자: 신종섭(군포고)
토 론 자: 김근호(청주교대)

휴식

16:20-16:30

◦

신진학자 발표
발표주제: 사회적 직관주의 이론에 대한 비판적 해석 가능성 연구
발 표 자: 양해성(서울대)

16:30-17:20

발표주제: 탈북학생 교육 경험의 통일교육적 의의 연구
발 표 자: 이슬기(서울대)

노희정
(광주교대)

발표주제: 칸트 실천철학에서 나타나는 균열의 해소에 관한 연구
발 표 자: 차승한(예당중)

박병춘
17:20-17:50

종합토론

(본회 전 회장
, 전주교대)
윤건영

17:50-18:00

폐회식

(본회 회장,
청주교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