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한국현장과학교육학회 학술대회
가. 일시 : 2018년 8월 25일(토) 09시 ~ 18시
나. 장소 : 경인교육대학교 경기캠퍼스
다. 주제 : 『과학지식을 바탕으로 안전한 삶과 과학실험을 위한 방안 모색』
08:30-09:30
09:30-09:40

등 록
개회식 (경인교육대학교, 인문사회관 103호)

09:40-09:45
09:45-10:25
10:25-11:05

(사회 : 박정웅)

축사
기조 강연: 기후변화와 안전 (조천호 전원장, 국립기상과학원)
(좌장: 박정웅, 숭문고)
초빙강연1: 화산재해와 방재(윤성효 교수, 부산대학교)

11:05-11:15

(좌장: 박정웅, 숭문고)
휴식
초빙강연2: 소방과 과학의 연계교육을 통한 초등학생 소방과학교실 개발

11:15-11:55

(현성호 교수, 경민대학교)

11:55-12:35

(좌장: 류광수, 교원대)
초빙강연3: 실험실 안전사고와 대처 요령 (송영호 교수,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좌장: 류광수, 교원대)

12:40-13:30

점심 (교직원 식당)

13:30-15:00

포스터 발표 / R&E 발표
심포지움 I

심포지움 II

(안전한 과학실험)

(안전한 삶을 위한 과학적 지식 활용)

인문사회관 103호
(좌장: 최혁준, 교원대)

15:00~15:30

15:30~16:00

16:00~16:30

인문사회관 104호
(좌장: 임희준, 경인교대)

방사선과 안전 이해하기

화학지식과 생활안전

(최윤석, 한국원자력아카데미)

(양성호, 교원대)

과학실험실 안전사고 사례 및 관계 법령

산소의 두 얼굴

(정찬규, 부산광역시교육청)

(박동선, 교원대)

안전하고 효과적인 초등과학 수업에의 예

재난안전과 위기관리능력

(박일우, 서울교대)

(문윤섭, 교원대)

종합토론, 인문사회관 103호 (사회: 홍훈기, 서울대)

16:30~16:45

1. 안전한 과학실험을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2. 안전한 삶을 위해 과학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16:45-17:00

휴식

신진연구자 발표
제1분과(103호) 좌장: 고준태
인지적 자원 기반 반응적 교수법이 고등학생의

17:00~17:50

제2분과(104호) 좌장: 홍명수
환경과 교육과정에서의 핵심역량과 인식론적

인식론적 프레이밍과 논변에 미치는 영향

관점에 대한 연구

(홍준희, 교원대)
학습조력자 경험이 예비교사들의 교수실습에서

(서은정, 광주고등학교)
과학과 교육과정 중 지구과학 영역의 과학적

교수실천에 미치는 영향

소양 요소 분석

(강호군, 교원대)

(조미선, 교원대)

좌 동

구두발표

워크숍 I

워크숍 II

인문사회관 204호
(좌장: 정대홍, 서울대)

인문사회관 205호
(좌장: 임혁, 문정고)

인문사회관 206호
(좌장: 권홍진, 판곡고)

과학교육에서 Python을 이용한

15:00~15:25

기호연산, 시각화, 그리고
확률적 시뮬레이션의 활용방안
(채승철, 서울대)
위성자료를 활용한 과학 영재

15:25~15:50

물질의 순환 주사위 놀이

비주얼 씽킹을 활용한 과학
수업 사례 소개

(서윤희, 한성과학고)

(진연자, 신곡중)

대상 R&E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박경애, 장재철 서울대)

15:50-16:00

16:00~16:25

휴식
디지털 탐구도구의 어포던스
(손미현, 서울대)
문제인식과정을 강조한 캡스톤

16:25~16:50

디자인 수업 개발: 움직이는

인체 학습 키트를 활용한 개별

페이퍼 서킷을 활용한 LED

맞춤형 학습과 과정중심평가

별자리 만들기

(김은경, 인천과학예술영재고)

(오병현, 경기북과학고)

장치 만들기
(이경택, 교원대)

16:50-17:00

휴식
고등학교 생명과학 Ⅰ 교과서에

17:00~17:25

17:25~17:50

제시된 ‘식물 군집 조사법’ 분석
및 오류 수정을 위한 제안

적외선을 이용한 과학탐구자료

(이은혜, 김재근, 서울대)
과학영재는 윤리적으로

개발 적용
(서원호, 여주 북내초 운암분교)

백탄(숯)을 이용한 건전지
만들기와 산화-환원 반응과
STEAM 교육에서의 활용방안

연구하는가?
(이지원, 교원대)

17:50-18:00

휴식

18:00-18:30

총회 및 우수 포스터상 발표

18:30-20:30

리셉션 (장소, 교직원 식당)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오남, 안산 경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