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시는 글

2018년차 학술대회 행사장

안녕하십니까?

·

경성대학교 누리생활관 디지털 이미지홀, 법정대 5호관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기독교정신에 입각하여 각 학술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연구·교수하고, 능력과 인격을 갖추고 국가, 나아가 인류사회에 봉사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63년 전통의 경성대학교에서 대한사고개발학회 2018년
차 학술대회를 경성대학교 유아창의·인성교육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하게 된

경성대학교 오시는 길

·

지하철 이용
2호선 경성대·부경대역에서 4번 또는 6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경성대 정문입니다.

점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8년차 대한사고개발학회 학술대회

인간의 사고와 문제해결력을 연구·개발하여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개인 잠재
전포

력을 신장하고 산업체 등 각종 조직의 생산성과 직무만족에 기여하며, 그로서
관련 학문의 발전과 인간 복지의 향상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매해 학술대회를 개
최하고 있는 대한사고개발학회와 유아의 창의성 및 인성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

문전

문현

지게골

뭇골

대연

경성대

남천

금련산

광안

수영

민락

센텀시티

(3호선환승)

·

창의적 사고과정과

자가용 이용

하면서 해마다 현장의 선생님에게 도움이 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는 경성대

연구접근

학교 유아창의·인성교육연구소가 공동으로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연속
적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2018년차 학술대회는 '창의적 사고과정과 연구접근'이라는 주제를 정하
고, 이 분야의 이론적 탐구 및 교육적 실제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발표하는 장에
회원님들과 현장 선생님을 모시고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다양한 분
야에게 연구한 소중한 연구물들을 학술대회에서 발표해 주시는 회원님 및 전문
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발표되는 이론적 탐구 및 현장연구가 공유와
토론을 통해 진일보하기를 기대합니다. 독백이 아닌 대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2018년차 학술대회에 관심 있는 많은 분이 참여하시어 학술대회를 더욱 빛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현장등록(25,000원) : 11/3(토)

대한사고개발학회장 김 경 미
경성대학교 유아창의·인성교육연구소장 홍 순 옥

2018년차 학술대회 준비위원회

고문

1. 참가비 : 논문집, 중식, 간식, 기념품 제공
- 사전등록(20,000원) : 10/24(수),~11/2(금)

2018. 11. 03

대회장

학술대회 등록안내

김경미(본회 회장, 동부산대)
김영채(한국 FPSP), 곽병선(전 한국장학재단)

2. 참가비 입금방법 : 부산은행 057-02-030219-6 김경미(대한사고개발학회장)
- 참가비 입금 시 성함 뒤에 소속을 기입해 주십시오. 참가비는 환불이 불가하오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예: 김경미, 동부산대).
- 입금 후, 명찰 제작에 필요하오니 학술대회 참가신청서(아래양식 참고)를 작성하여
toystory486@naver.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모든 발표자는 사전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차 대한사고개발학회 학술대회 참가 신청서>

준비위원장 김광수(안동대)
홍보위원장 조현철(군산대)
기획위원

양용칠(안동대), 홍기칠(대구교대), 박수홍(부산대), 조덕주(건국대),
정혜영(이화여대)

섭외위원

홍순옥(경성대), 왕경수(전북대), 이영만(진주교대), 김정섭(부산대),
조주연(서울교대)

재정위원

조연순(이화여대), 유연옥(계명대), 김경희(동부산대), 문창현(한국 FPSP)

총무위원

강문숙(한국국제대), 배성옥(동부산대), 김정민(계명대)

성함

소속

핸드폰

이메일

입금일

주제

창의적 사고과정과 연구접근

일시

2018. 11. 03.(토) 9:30~17:30

장소

경성대학교 누리생활관 디지털 이미지홀, 법정대 5호관

주최

대한사고개발학회

공동주관
대한사고개발학회 학술부: toystory486@naver.com
문의전화 : 간사 김정민 : 010-4815-636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운봉길 60 동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내
http://www.thinking.or.kr ☎ (051) 540-3867

후원

대한사고개발학회와 경성대학교 유아창의·인성교육연구소
영유아학습과학연구회

구분

시간

내용 및 순서(1부) / 누리생활관 디지털 이미지홀

1

9:30 ~ 9:50

등록

2

3

4

10:20 ~10:30

2

13:30~15:00

플립러닝 기반의 액션러닝 수행지원체제 모형 개발

대학에서 창의 수업: 가능성 분석
양용칠, 허소현(안동대학교)

시간

트랙 논문발표 / 2부

4

황재규(영남이공대학교)

최윤지(아이행복연구소), 유연옥(계명대학교)

유명숙, 홍순옥(경성대학교)

정보그림책에 대한 영유아교사들의 인식 및 요구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중심으로

15:10~16:30

성취평가제 기반 과정중심평가에 있어 서술형 평가 실태
및 개선점

STEAM과 연계한 수학교육 활동이 유아의 수학적 문제해결
력 및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

예비교사의 사교육 경험에 대한 연구
강문숙(한국국제대학교)

트랙E. 기타 학습자 사고력 영향요인들 / 사회: 배성옥(동부산대) / (법정대 5호관 214호)

노승빈(백석대학교)

아동의 또래압력과 창의적 인성과의 관계에서 창의적
가정환경의 조절효과

1

트랙C.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 사회: 홍순옥(경성대) / (법정대 5호관 209호)

이아름, 김소연, 정정희(경북대학교)
2

13:30~15:00

인성교육프로그램의 유아인성 요소별 효과 분석

1

조현철, 손현정(군산대학교)

김정희, 정정희(경북대학교)

지역인적자원개발 측면에서 숙의 의미 고찰
김미호(아이행복연구소), 박수홍(부산대학교 )

Rohrer의 교차 수학 연습(Interleaved Mathematics
practice) 시험치기에 대한 연구 고찰

3

류지민(대구제일중학교)

2

13:30~15:00

교육학 연구 지평 확대의 일환으로서 교육신경학의 정립
가능성 고찰

2

13:30~15:00

유아 숲 교육기관의 교육역량지표 개발 연구
허우정(동부산대학교)

조주연, 이은정(서울교육대학교)

양용칠
(안동대),
조연순
(이화여대)

하위 단계 레이블링이 프로그래밍에 미치는 효과

3

김광수, 허소현(안동대학교)

김광수
(안동대),
홍기칠
(대구교대)

자기설명 촉진 유형이 인지적 기능의 획득에 미치는 효과

최윤희(수성대학교)

Break time / 15:00~15:10

5

황재원, 김점희(군산대학교)

5

5

15:10~16:30

유치원 수업연구대회 참여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 분석
김경미, 배성옥(동부산대학교)

예비유아교사의 보육실습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연구

6

강문숙(한국국제대학교), 이영만(진주교육대학교)

종합토론 및 정기총회(누리생활관 디지털 이미지홀)
1

16:40~17:00

종합토론

사회: 김경미(동부산대)
종합토론자/김광수(안동대)

2

17:00~17:30

정기총회/사업보고 및 안건협의

사회: 강문숙(한국국제대)
대한사고개발학회 이사 및 전체참석자

예비교사의 다문화 고정관념이 다문화교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 교직인성의 매개효과
김근혜(한국국제대학교)

조현철
(군산대),
정혜영
(이화여대)

조현철(군산대학교)

김경이(가톨릭대학교), 민혜리(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15:10~16:30

그림책을 활용한 표현활동이 중학생의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효과

RIASEC 모형에 따른 고등학생의 직업흥미 유형과
직업성격 유형 탐구

4

인성교육에서의 사고력 개발을 촉진하는 교육방법론 연구

4

김광수(안동대학교)
15:10~16:30

Break time / 15:00~15:10

유아환경교육 적용을 위한 델파이 연구

3

Break time / 15:00~15:10

4

왕경수
(전북대),
김영채
(계명대)

김정민(계명대학교)

6

한국대학생들의 영어읽기와 컨셉맵 활용에 관한 연구

토론자

트랙A. 창의성과 사고력의 향상 / 사회: 유연옥(계명대) / (누리생활관 디지털 이미지홀)
1

실천지향적인 유아 환경교육 방안 탐색

어린이집 원내 수업 컨설턴트 양성

전문대학생용 온라인 학습전략진단척도 개발 및 적용

5

구분

13:30~15:00

장혜영, 박정민, 김태현, 김석우, 차재은(부산대학교)

김영채
(계명대 명예교수)

점심식사 / 누리생활관 1층

12:00 ~13:20

정미선(김천대학교), 정세영(계명대학교)

4

5

15:10~16:30
2

대학생의 지역사회문제해결 학습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3

박수홍
(부산대),
조덕주
(건국대)

토론자

트랙D. 현장 사례연구 / 사회: 강문숙(한국국제대) / (법정대 5호관 210호)

Break time / 15:00~15:10

환영사
홍순옥(유아창의·인성교육연구소장)

“창의(력)의 사고과정”

트랙 논문발표 / 2부

조영재(부산대학교 글로벌 HR 개발협력센터), 박수홍(부산대학교)

Break time / 15:00~15:10

10:30 ~12:00

시간

1

기조강연
1

순번

2

3
5

토론자

조영재(UNIST), 김광수(안동대학교)

환영사
전영갑(경성대 문과대학 학장)

10:10 ~10:20

트랙 논문발표 / 2부

대학 교수자를 위한 플립드 러닝 수업설계 가이드 개발

1

인사 말씀
대한사고개발학회 회장님

10:00 ~10:10

시간

트랙B. 수업설계 및 교육방법의 적용 / 사회: 노승빈(백석대) / (법정대 5호관 206호)

개회사
조현철(군산대)

9:50 ~ 10:00

순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