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덕·윤리과교육연구회 공동 주관
2019년도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동계학술대회

도덕·윤리과 교육의 현장 요구와
교육 공동체의 과제

-일시- 2019. 12. 6(금) 13:30-18:00
-장소- 서울대학교 14동 B101호
-주관-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서울시 도덕·윤리과교육연구회
-후원-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韓國道德倫理科敎育學會

모시는 글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본 학회에서는 금번 동계 학술대회를 서울시 도덕·
윤리과교육연구회와 공동 주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제를 “도덕·
윤리과 교육의 현장 요구와 교육 공동체의 과제”로 선정하여 현장 교사들
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전북대학교 윤리교육과의 강두호 교수님의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지향
된 인간상의 존재론적 이념형”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하여 네 선생님들의
발표를 듣고자 합니다. 우선, 양강중 수석교사 허은영 선생님의“2015 교
육과정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와 현장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다음으로 상
계제일중 수석교사 이미영 선생님의 “도덕과 과정중심평가의 사례와 역

량강화 방안”을 발표하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도 준비하였
습니다. 양재고 김병연 선생님께서는 “중학교 도덕과 통일교육 실태와 현
장의 요구”라는 주제로, 도선고 우선하 선생님께서는 “『생활과 윤리』 과
목의 현장 요구 분석과 대응”이라는 주제를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풍

성한 토론과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회원님의 관심을 부탁드리며, 부디
많이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장 윤 건 영 배상

2019년도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동계학술대회 일정
시간

발표 및 내용

사회

13:30-

등 록
14:00
◈ 개회사: 윤건영(본회 회장, 청주교대)

김현수

14:00◈ 기조강연: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지향된 인간상의 존재론적 이념형

(본회 총무이사,

14:30
발 표 자: 강두호(전북대)

부산대)

발표주제: 2015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와 현장의 대응: 과정
중심평가와 서울시교육청 사례를 중심으로
발 표 자: 허은영(양강중 수석교사)
14:30-

정창우
토 론 자: 김민재(충북대), 박형곤(석관중)

15:50

(서울대)
발표주제: 도덕과 과정중심평가의 사례와 역량강화 방안
발 표 자: 이미영(상계제일중 수석교사)
토 론 자: 서강식(공주교대), 장현주(풍성중)

15:50휴 식
16:00
발표주제: 중학교 도덕과 통일교육 실태와 현장의 요구
발 표 자: 김병연(양재고)
16:0017:20

토 론 자: 박균열(경상대), 조희정(효문고)
박병춘
발표주제: 『생활과 윤리』과목의 현장 요구 분석과 대응: 도선고등학
(전주교대)
교 3학년 수업을 중심으로
발 표 자: 우선하(도선고)
토 론 자: 김현수(부산대), 고도란(보성여고)

17:20휴 식
17:30

17:30-

황인표
종 합 토 론

17:50

(춘천교대)

윤건영
17:50폐 회식 및 송년 회

(본회 회장,

18:00
청주교대)

오시는 길

□ 서울대입구역에서 오시는 길
서울대입구역 3번출구 5511승차

관악사 삼거리 정류장 하차
농구장 방향으로 도보 이동 후 좌측 14동으로 이어지는 계단 이용 (14동 B101호)
□ 낙성대역에서 오시는 길
낙성대역 4번 출구 마을버스 02 승차
기숙사 삼거리 정류장 하차
농구장 방향으로 도보 이동 후 좌측 14동으로 이어지는 계단 이용(14동 B101호)
□ 자가용으로 오는 길

서울대 정문 진입 후 76-1 주차타워(나들문12) 주차
서울대 후문 진입후 삼거리에서 우회전 76-1 주차타워(나들문12) 주차
14동 B101호로 이동

송 년 회 장소
□ 낙성대 <시골집>
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낙성대동 1625-5, 인헌초등학교 근처
주차: 가게 내 3대 가능, 낙성대동주민센터, 인헌초등학교 길가 주차 가능
전화번호: 02-874-73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