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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연차학술대회 초대의 말씀
한국교육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연차학술대회는 본래 6월 26일 ~ 27일에 개최하려고 했으나 메르스 사태로 인해 부득이하게 연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술대회 참가를 위해 준비하셨던 모든 회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송구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한국교육학회는 교육학자들의 학문적
논의의 장으로서 학문과 교육 현장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런데 고희(古稀)를 맞은 우리 교육은 국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새롭게 거듭나야할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이번 연차학술대회의 주제를“광복 70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교육의 재설계”로 정하여 해방 이후 한국 교육의 공과(功過)를 검토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 교육의
과제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1953년 40여명의 교육학자들이 모여 창립했던 한국교육학회는 현재 4,000여명의 회원과 24개의 분과학회로 구성된 대규모
학회로 발전했습니다.“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에서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에 많은 회원님들이 참석하시어 우리
교육의 재설계 방향과 과제 탐색을 위한 풍성한 토론의 장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교육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대학 정책 중점연구소가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부산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한 현장의 교원들이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국 대학에서 우리의 교육학을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대학원생들의 발표와 교육계 밖의 시선으로 교육을 보기 위한 대중예술가의 토크콘서트 등의 특별한
만남의 자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행동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그리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장학재단, 부산광역시교육청은 학술대회
준비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셨으며, (주)학지사와 교육과학사, 박영사 등도 후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학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술대회 개최를 위해 헌신적으로 지원해 주신 부산대학교와 학술대회 준비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준비위원회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의 교육학자와 연구원, 외국인 유학생들을 포함한 학문 후속세대, 그리고 학교 현장의 교원과 행정가가 함께하는 풍성한
학술의 향연을 통해 모두의 지혜가 교류·결집되어 우리 교육의 재도약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원합니다.
2015년 8월
한국교육학회장 진

동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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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1 : 2015년 8월 28일(금)
시 간

프로그램

장소

•연구방법론 workshop
10:00-13:00

12:30-14:00

양적연구 : 김준엽(홍익대) 다층모형 분석의 기초

정보전산원 교육관
301호

질적연구 : 전영국(순천대) 심층면담 기반의 질적 연구 방법 탐구

국제언어교육원 2층
대강당

•등록 및 오찬

상남국제회관

•개회식
•사회 : 정수현(본회 상임이사)

14:00-14:20

- 국민의례
- 개회사 및 학회장 인사 : 진동섭(본회 회장)
- 인사말 : 백순근(한국교육개발원 원장), 조난심(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원장)
- 축 사 : 김석준(부산시교육감), 곽병선(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안양옥(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 환영사 : 정인모(부산대학교 사범대학장)

상남국제회관 2층
효원홀

•기조강연
14:20-14:50

•사회 : 정수현(본회 상임이사)
- 광복 70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교육의 재설계 / 이종각(강원대 명예교수)

14:50-15:00

•휴식
•기획주제발표1 : 이념 및 과제
•사회 : 강기수(동아대)
주제영역

주제

발표자

1주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교육의 근본적 재설계

오인탁(연세대)

2주제

광복 70주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교육의 재설계
-‘시민교육의 일상화’를 제안한다 -

김민호(제주대)

토론자
김정효
(이화여대)

상남국제회관 2층
효원홀

•기획주제발표2 : 내용 및 제도
•사회 : 강현석(경북대)
주제영역
15:00-16:30

주제

3주제

광복 70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한국교육정책
및 제도의 재설계

4주제

광복 70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교육과정(내용)의 재설계

발표자
주철안(부산대)
허경철(전 KICE)

토론자
김용주

상남국제회관 1층
문창홀

(경상대)

•기획주제발표3 : 방법 및 실천
•사회 : 손종현(대구가톨릭대)
주제영역

16:30-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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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발표자

5주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학습의 재설계 :
배움 공동체를 중심으로

김정섭(부산대)

6주제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한 대안적 교육방법 메타포 탐색

김회수(전남대)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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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
조부경
(한국교원대)

국제언어교육원
2층 대강당

학술대회 전체 일정

•기관 발표1 - 국책연구소

16:40-18:00

Session 1
(인문관 206)

Session 2
(인문관 208)

Session 3
(인문관 209)

Session 4
(인문관 217)

Session 5
(인문관 216)

한국교육개발원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1

한국과학창의재단2

Session 6
(인문관 210)

Session 7
(인문관 211 )

Session 8
(인문관 212)

Session 9
(인문관 213)

Session 10
(인문관 214)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에듀데이터 활용1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에듀데이터 활용2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에듀데이터 활용3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에듀데이터 활용4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에듀데이터 활용5

•자유주제 발표1
Session 1
(인문관 307)

18:00

Session 2
(인문관 308)

Session 3
(인문관 309)

Session 4
(인문관 310)

교육심리1

교육과정1

교육과정2

교육행정1

Session 5
(인문관 311)

Session 6
(인문관 312)

Session 7
(인문관 313)

Session 8
(인문관 314)

교육행정2

교육행정3

교육사회1

교육사회2

Session 9
(인문관 317)

Session 10
(인문관 315)

Session 11
(인문관 316)

Session 12
(인문관 215)

교육공학1

초등교육1

교육재정경제

교육정치
상남국제회관

•만찬

Day 2 : 2015년 8월 29일(토)
시 간
09:00-09:30

프로그램

비고

•등록
•토크콘서트1 _ 학자와의 대화(성학관 102)

09:30-10:50

•사회 : 최성욱(한국교원대)
- 주제 :‘교육관의 혼란과 교육학의 과제’
- 강연자 : 장상호(서울대 명예교수)
•토크콘서트2 _ 예술가와의 대화(성학관 101)
•사회 : 김영철(충북대)

10:50-12:10

12:10-13:30

- 주제 :‘영화와 시대정신’
- 강연자 : 김한민(‘명량’영화감독)

학
생
위
원
회
포
스
터

•기관 발표 2 - 국책연구소 및 대학중점연구소
Session 11
(인문관 209)

Session 12
(인문관 210)

Session 13
(인문관 211)

한국교육개발원2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세
션

•점심시간( 상남국제회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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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발표3 _ 교육청
Session 14(인문관 210)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유주제발표 2

13:30-14:50

14:50-15:00

Session 13
(인문관 215)

Session 14
(인문관 307 )

Session 15
(인문관 308)

Session 16
(인문관 310)

평생교육1

교육심리2

교육과정3

교육행정4

Session 17
(인문관 311)

Session 18
(인문관 312)

Session 19
(인문관 211)

Session 20
(인문관 217)

교육행정5

교육행정6

교육사 및 교육철학

비교교육1

Session 21
(인문관 316)

Session 22
(인문관 317)

Session 23
(인문관 309)

Session 24
(인문관 313)

교육평가

교육공학2

초등교육2

통일교육1

Session 25
(인문관 314)

Session 26
(인문관 212)

Session 27
(인문관 315)

Session 28
(인문관 216)

교원교육1

열린교육

학부모학1

외국인1

•휴식
•자유주제발표 3

15:00-16:20

Session 29
(인문관 215)

Session 30
(인문관 308)

Session 31
(인문관 310)

Session 32
(인문관 311)

평생교육2

교육과정4

교육행정7

교육행정8

Session 33
(인문관 217)

Session 34
(인문관 317)

Session 35
(인문관 313)

Session 36
(인문관 307)

비교교육2

교육공학3

통일교육2

통합교육

Session 37
(인문관 314)

Session 38
(인문관 309)

Session 39
(인문관 315)

Session 40
(인문관 216)

교원교육2

영재교육 및 인력개발

학부모학2

외국인2

•총회(인문관 206)
•사회 : 정수현(본회 상임이사)
16:20-17:0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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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생
위
원
회

- 운주논문상 시상
- 교육학박사학위논문상 시상
- 포스터발표상 시상
- 감사패(41대 임원진, 부산대) 수여
- 정기총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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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스
터
세
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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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주제별 발표 및 토론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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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Day 1(14:20-14:50)
사회자 : 정수현(본회 상임이사)
장소 : 상남국제회관 2층 효원홀

발표제목

발표자

광복 70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교육의 재설계
- 국가교육기능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2가지 디카플링의 해소를 중심으로 –

기획주제 발표 1 : 이념 및 과제

이종각(강원대 명예교수)

Day 1(15:00-16:30)
사회자 : 강기수(동아대)
장소 : 상남국제회관 2층 효원홀

발표제목

발표자

1주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교육의 근본적 재설계

2주제

광복 70주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교육의 재설계
-‘시민교육의 일상화’를 제안한다 -

기획주제 발표 2 : 내용 및 제도

토론자

오인탁(연세대)
김민호(제주대)

김정효
(이화여대)

Day 1(15:00-16:30)
사회자 : 강현석(경북대)
장소 : 상남국제회관 1층 문창홀

발표제목

발표자

3주제

광복 70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한국교육정책 제도의 재설계

주철안(부산대)

4주제

광복 70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교육과정(내용)의 재설계

허경철(전 KICE)

기획주제 발표 3 : 방법 및 실천

토론자
김용주
(경상대)

Day 1(15:00-16:30)
사회자 : 손종현(대구가톨릭대)
장소 : 국제언어교육원 2층 대강당

발표제목

발표자

5주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학습의 재설계: 배움 공동체를 중심으로

김정섭(부산대)

6주제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한 대안적 교육방법 메타포 탐색

김회수(전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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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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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발표 1 : 국책연구소 Session Day 1(16:40-18:00)
Session 1. 한국교육개발원(KEDI) : KEDI 연구·사업 성과Ⅰ : 국민 행복 교육을 위한 기반 조성(16:40-18:20)
사회자 : 윤종혁(KEDI 기획처장)
장소 : 인문관 206호

발표제목

발표자

토론자

최상덕(KEDI)

김도기(한국교원대)

정광희, 현주(KEDI)

박상완(부산교대)

박효정(KEDI)

이윤희(이화여대)

전인식, 김소아(KEDI)

최수미(부산대)

자유학기제 전면 확대의 추진 전략 및 정책 방안
초,중등학생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초등 교원 인성교육 연수자료 개발
학교 폭력 실태조사 추이 분석을 통한 학교폭력 실태와 특징
WEE 프로젝트의 성과와 과제

Session 2.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 : 학교 교과교육의 재설계
사회자 : 오상철(KICE)
장소 : 인문관 208호

발표제목

발표자

토론자

이광우(KICE), 정영근(KICE)
이근호(KICE), 백남진(이화여대)
온정덕(경인교대)
김사훈(한국외국어대)

박창언
(부산대)

이화진(KICE), 오상철(KICE)
김태은(KICE), 노원경(KICE)

하봉운
(경기대)

취학 직전 아동의 읽기, 쓰기 기초학습능력 조사에 근거한 초등학교
교육과정 출발점 설정 개선 방안

이승미(KICE), 지성애(중앙대)
박순경(KICE), 홍선주(KICE)

-

취학 직전 아동의 수학 기초학습능력 조사에 근거한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육과정 수준 적합성 제고 방안

권점례(KICE), 지성애(중앙대)
박순경(KICE), 정은주(KICE)

-

국가 수준 초·중등학교 교과 교육내용 및 성취기준 구성 방안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6년간의 성과분석

Session 3.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정보화의 역할
사회자 : 김영애(KERIS 정책연구부장)
장소 : 인문관 209호

발표제목
디지털교과서 활용이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인식 및 학생과 교사의 역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
고등교육 이러닝 활성화 방안 연구
교육정보화 정책의 미래 예측을 위한 데이터 시스템 개선 및 예측 결과 분석

발표자
정광훈(KERIS), 계보경(KERIS)
이수지(KERIS)
구찬동(KERIS), 임완철(바임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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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4. 한국과학창의재단(KOFAC) : 교·사대 교육과정 개선을 통한 창의·인성교육 선도 교원 양성
사회자 : 강충렬(한국교원대)
장소 : 인문관 217호

발표제목

발표자

창의·인성교육 선도 교원 양성 : 광주교대의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자

김용익(광주교대)

창의·인성교육 선도 교원 양성 : 경북대 사범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강현석(경북대)

창의·인성교육 선도 교원 양성 : 고려대 사범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박현숙(고려대)

안성호(한양대)
김정겸(충남대)

Session 5. 한국과학창의재단(KOFAC) : 모델학교 사례로 본 학교와 창의·인성교육
사회자 : 최석민(대구교대)
장소 : 인문관 216호

발표제목
창의·인성 모델학교를 중심으로 본 교육정책 추진과 현장 변화

발표자

토론자

서지연(한국과학창의재단)

강신천(공주대)
박정미(세종 국제고)
홍배식(숭덕여고)

박창언(부산대)

창의·인성 모델학교 교육효과성 분석

Session 6.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에듀데이터 활용 1 : 학업중단
사회자 : 정성수(대구교대)
장소 : 인문관 210호

발표제목

발표자

토론자

단위 학교의 학업중단 영향 요인 분석

김영식(KRIVET), 주현준(대구교대)
이쌍철(KEDI)

엄문영(경인교대)

고등학생의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요인 탐색

장선희(이화여대), 정제영(이화여대)
정예화(이화여대), 김수정(이화여대)
이민숙(이화여대), 이승아(이화여대)

김성기(협성대)

대학생의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요인 분석

선미숙(이화여대), 정제영(이화여대)
정민지(이화여대), 최문정(이화여대)
김보민(이화여대), 정지인(이화여대)

김성기(협성대)

Session 7.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에듀데이터 활용 2 : 학업성취도1
사회자 : 김준엽(홍익대)
장소 : 인문관 211호

발표제목

발표자

토론자

장수연(이화여대), 정제영(이화여대)
학교 특성 변인이 교원의 전문성 계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아진(이화여대), 김여량(이화여대)
강유정(이화여대), 김수진(이화여대)

이쌍철(KEDI)

고등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교육 활동에 대한 구조적 탐색

남창우(동아대), 신수영(아이오와대)

홍창남(부산대)

류민영(경북대)

홍창남(부산대)

학교수준의 특성이 학생의 학업성취 변화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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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8.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에듀데이터 활용 3 : 학업성취도2
사회자 : 박진형(영산대)
장소 : 인문관 212호

발표제목

발표자

토론자

교장공모제 실시여부에 따른 고등학교 간 비교연구

정주영(경희대), 최지혜(고려대)
유은지(고려대)

송영명(대구대)

자율고 유무와 설립유형별 학업성취도에 관한 연구
- 수학성취도를 중심으로 -

안영은(KEDI), 양성관(건국대)

김훈호(KEDI)

최형재(고려대)

김훈호(KEDI)

Do Native English-Speaking Instructors Improve Students’English Performance?

Session 9.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에듀데이터 활용 4 : 대학교육 및 연구
사회자 : 김병주(영남대)
장소 : 인문관 213호

발표제목

발표자

토론자

대졸자 취업확률 분석 : 학교와 학생요인에 의한 분해

민인식(경희대), 최필선(건국대)

김성식(서울교대)

대학의 연구역량이 교육성과에 주는 영향

김혜영(부산대), 김혜진(부산대)
홍창남(부산대)

김성식(서울교대)

주휘정(KRIVET), 김가연(KRIVET)

송영명(대구대)

최근 대학의 학점 인플레이션 실태 분석 연구

Session 10.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에듀데이터 활용 5 : 학교운영 및 정책효과
사회자 : 전제상(공주교대)
장소 : 인문관 214호

발표제목

발표자

토론자

우리나라 초등학교 기관 운영 상대적 효율성 결정요인 분석

권순형(KEDI), 이재덕(KEDI)

주현준(대구교대)

교과교실제 정책이 교육의 투입과 산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우명숙(한국교원대)

주현준(대구교대)

이호준(서울대), 정동욱(서울대)
김영식(KRIVET)

엄문영(경인교대)

김훈호(KEDI), 최혜림(경희대)
홍혜인(천천고)

이쌍철(KEDI)

시·도교육청간 학교기본운영비 배분방식의 차이 및 효과 분석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요인 분석
- 고등학교 동아리 활동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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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발표 2 : 국책연구소 및 대학정책중점연구소 Session Day 2(10:50-12:10)
Session 11. 한국교육개발원(KEDI) : KEDI 연구·사업 성과Ⅱ: 국민 행복 교육을 위한 노력 (10:50-12:30)
사회자 : 황준성(KEDI 연구기획실장)
장소 : 인문관 209호

발표제목

발표자

토론자

류방란, 김경애(KEDI), 김성식(서울교대)

이쌍철(KEDI)

안전한 학교 구축을 위한 학교안전지도사 자격 설계

양승실(KEDI)

이규은(동서울대)

방송통신중학교 운영 현황 및 설치 확대를 위한 과제

금지헌, 양희인, 김동심(KEDI)

김종희(부산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유현숙(KEDI), 변현정(서울여대)
최보금(동덕여대)

이은준(동서대)

박승재, 구자억, 김한나(KEDI)

김희규(신라대)

학업성취도, 참여에 의한 중학생 유형 분류와 유형별 특성

대학교수들의 교수 학습과정에 대한 인식 분석 및 시사점
The Policy Implications of China's Recruitment Program of Global Experts

Session 12.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 : 행복과 인성 :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사회자 : 홍영일(행복연구센터)
장소 : 인문관 210호

발표제목

발표자

21세기 사회 핵심역량 : 인성교육과 행복교육을 중심으로

이경민(동의대)

행복교육 추진 경험과 성과 : 행복수업 효과성 연구

홍영일(서울대)

자유학기제와 행복교육

윤선희(송운중)

Session 13.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학제적 연구
사회자 : 이윤희(이화여대)
장소 : 인문관 211호

발표제목

발표자

학교폭력을 경험하는 학생들의 특성 분석

한유경(이화여대), 김성식(서울교대)*
이희숙(강남대), 이윤희(이화여대)
이주연(KICE)

학교폭력 정책에 대한 학교 현장의 평가

정제영(이화여대), 김성기(협성대)*
김화영(이화여대), 김무영(경운대)
선미숙(이화여대), 이아진(이화여대)

학교폭력 피해·가해학생 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구

오인수(이화여대), 이승연(이화여대)
이미진(이화여대)*, 김무영(경운대)

초등학교 1, 2학년용 학교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정제영(이화여대), 강태훈(성신여대)*
박주형(경인교대), 오인수(이화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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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

박효정(KEDI)
박상완(부산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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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발표 3 : 교육청 Session Day 2 (13:30-14:50)
Session 14. 부산광역시교육청 : 혁신적·창의적 학교운영
사회자 : 정수현(서울교대)
장소 : 인문관 210호

발표제목

발표자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MVP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행복한 학교만들기

권혜선(용수중 교장)

지속적 학교혁신을 촉진하는 학교조직 재설계에 대한 연구 사례

김대성(만덕고 교장)

인성교육중심수업 강화를 위한 토의·토론 수업 운영의 실제

장영우(용호초 수석교사)

자유주제 발표 1 Day 1(16:40-18:00)
Session 1. 교육심리1
사회자 : 김봉환(숙명여대)
장소 : 인문관 307호

발표제목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부모의 성취압력에 의해 조절된 대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

전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 수도권 전문대학의 공학계열학과를 중심으로

발표자
임효진(전북대)
이지은(전북대 박사과정)
한혜영(숙명여대)
송지은(숙명여대)
이예건(숙명여대학생생활상담소)

Session 2. 교육과정1
사회자 : 박한숙(부산교대)
장소 : 인문관 308호

발표제목
‘커리큘럼 전문가’의 의미 탐색

발표자
박승배(전주교대)

내부로부터의 학교변화 : 학교 안 자발적 학습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례 연구

박나실(서울대 박사과정)
장연우(서울대 석사과정)
소경희(서울대)

NCS 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공업계 교원의 관심수준과 실행여건정비에 대한 인식 분석

박창언(부산대)
여상운(부산대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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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3. 교육과정2
사회자 : 박소영(대구대)
장소 : 인문관 309호

발표제목
핵심역량 교육과정의 한국적 적용실태와 발전 방향
중등학교 교사들의 생활지도 경험에 대한 근거 이론적 접근
예비 교사양성 대학의 교육과정 지향점 비판 : 제 4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 지표 분석을 중심으로

발표자
이승미(KICE)
권다남(부산대 석사과정), 길말선(부산대)
남교민(부산대 석사과정), 김대현(부산대)
전호재(경북대), 강현석(경북대)

Session 4. 교육행정1 (자치)
사회자 : 최준렬(공주대)
장소 : 인문관 310호

발표제목
한국의 지방교육자치 헌법정신과 제도원리는 수정되어야 하는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 계획 논평-

발표자
고전(제주대)

국가별 학교 자율성과 교사 자율성 비교 및 효과 분석

정동욱(서울대), 이호준(서울대 박사과정)
유지은(서울대 석사과정)

학교 재정 운용 체계의 변천에 관한 연구

김현숙(경북대 박사수료), 신상명(경북대)

Session 5. 교육행정2 (교원)
사회자 : 김민조(청주교대)
장소 : 인문관 311호

발표제목
지속가능한 학교 구축에서 수석교사의 역할과 한계
과학교사가 경험하는 갈등의 양상과 의미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발표자
김희규(신라대), 주영효(동국대)
유경훈(광주교육정책연구소), 김병찬(경희대)

Session 6. 교육행정3 (학교정책)
사회자 : 이재덕(KEDI)
장소 : 인문관 312호

발표제목
A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딜레마 현상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발표자
조항로(경희대 객원교수), 김병찬(경희대)
박해경(고려대 박사과정), 유은지(고려대 석사과정)

정책담론모형을 적용한 자사고 폐지 관련 정책변동과정 분석

대학생의 입학 유형이 학습 참여 및 대학 몰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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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고려대 석사과정), 홍세영(고려대 석사과정)
변기용(고려대)
배상훈(성균관대), 윤수경(성균관대 선임연구원)
한송이(성균관대 석사과정), 홍지인(성균관대 박사과정)
곽은주(성균관대 석사과정)

세부 주제별 발표 및 토론 일정

Session 7. 교육사회1
사회자 : 이현철(고신대)
장소 : 인문관 313호

발표제목
환경의 취약성과 진로미결정의 관계: 현재지향성의 매개효과와 교육복지 정책의 상쇄 효과

여아들의 이성애 문화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 초등에서 중학교 전이에서

발표자
김경년(서울시교육청)
김현수(이화여대 박사과정)
김안나(이화여대)
오경희(부산대), 정소영(부산대)
한대동(부산대)

Session 8. 교육사회2
사회자 : 주동범(부경대)
장소 : 인문관 314호

발표제목

발표자
김정원(KEDI), 김도훈(트리움연구소)
김지수(KEDI), 이슬기(중앙대)

남북한 교사의 역할 인식 프레임 비교

사회연결망 분석을 활용한 국제학생이동의 추세와 한국의 중심성 분석

한국 청소년의 글로벌 시민성 유형 분석: 학교급별 시민교육에 주는 함의

함자영(이화여대 박사과정)
김안나(이화여대)
이은경(한양대), 오민아(성신여대 박사과정)
김태준(KEDI)

Session 9. 교육공학1
사회자 : 이상수(부산대)
장소 : 인문관 317호

발표제목

발표자

MOOC에서 학습자의 동기 유형별 학습 패턴 분석

변문경(성균관대 박사과정)
김세희(성균관대 석사과정)
조은원(성균관대 석사과정)
조문흠(성균관대)

스마트교육 요소로서의 디터러시 측정 연구

천세영(충남대)
이성은(한국대학교육협의회)
오정훈(모동중)

대학 역전학습의 연계 설계 전략과 특성에 관한 연구

교육공학 분야에서의 질적 연구 방법 탐구

임철일(서울대)
한형종(서울대 석사)
한송이(서울대 박사과정)
박진우(서울대 석사과정)
전영국(순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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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10. 초등교육1
사회자 : 정혜영(이화여대)
장소 : 인문관 315호

발표제목

발표자

토론자

이해를 위한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사례 연구
- 음악교과를 중심으로

최나영 (경인교대)

상상력 중심의 교육과정 고찰
-초등 국어과를 중심으로-

이하영 (성균관대)

초등 교사들의 통합교과 교육과정 전문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탐색

정미화(부산전포초)
온정덕(경인교대)

김정윤 (서울 남성초)

Session 11. 교육재정경제
사회자 : 이광현(부산교대)
장소 : 인문관 316호

발표제목

발표자

토론자

선택의 관점에서 바라 본 초등학생의 인성

박경호(KEDI)

김왕준(경인교대)

교육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재정의 과제

하봉운(경기대)

문보은(KEDI)

신하영(숙명여대 박사과정)
이미영(KEDI)

박상욱(동의대)

정현주(이화여대)
한유경(이화여대)

서재영(KLEI)

누리과정 재정지원정책의 현황과 쟁점: 지방교육재정을 중심으로

지방교육 예산 지출의 결정 요인 분석

Session 12. 교육정치
사회자 : 정수현(서울교대)
장소 : 인문관 215호

발표제목

서울시 무상급식정책에 관한 정책담화모형(Narrative Policy Framework) 분석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 질의와 응답 전략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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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김상철(고려대 박사과정)
김세희(성균관대 석사과정)
박선화(성균관대 석사과정)
한송이(성균관대 석사과정)
유동훈(연세대 박사과정)

세부 주제별 발표 및 토론 일정

자유주제 발표 2 Day 2(13:30-14:50)
Session 13. 평생교육1
사회자 : 박상옥(공주대)
장소 : 인문관 215호

발표제목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본 통일교육 개선 방안 연구

한국 60-70대 노년층의 자기 주도적 학습역량과 가족응집성 및 건강

고등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대학의 가능성과 한계 : 국내대학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발표자
양흥권(대구대)
김태준(KEDI)
오민아(성신여대 박사과정)
정혜령(한국방송통신대)

Session 14. 교육심리2
사회자 : 김정섭(부산대)
장소 : 인문관 307호

발표제목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 시행 효과성 검증 -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디지털 읽기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및 학교수준 특성 : 다층모형을 적용한 국가비교 연구

발표자
김동일(서울대)
박소영(서울대 석사)
조영희(서울대 박사과정)
고혜정(수원여대)
임효진(전북대)
정혜경(KICE)

Session 15. 교육과정3
사회자 : 박창언(부산대)
장소 : 인문관 308호

발표제목
아일랜드의 최근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
리터러시 개념으로 본 교육과정 리터러시 개념 탐구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의 요구조사에 나타난 교육과정적 의미 탐색

발표자
김진숙(KICE)
김세영(경기매탄초)
강현석(경북대)
이지은(대구교대)
전호재(경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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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16. 교육행정4 (리더십)
사회자 : 김성열(경남대)
장소 : 인문관 310호

발표제목

발표자

교사 컬리그십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과 교육현장에서의 교사 컬리그십 개념 정립 모색

권혁미(인천대 박사과정)

국내외 교사 팔로워십에 관한 연구동향분석과 측정도구 개발에 대한 시사

신보현(인천대 박사수료)

학교 내 교사학습모임의 형성과 확산에 관한 연구

맹재숙(대전자운초)

Session 17. 교육행정5 (학교 및 교원평가)
사회자 : 김왕준(경인교대)
장소 : 인문관 311호

발표제목
교원성과상여금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분석과 과제

교원성과급제 운영과정에서의 디커플링 양상과 발생원인 분석 : 서울 A초등학교 사례연구

초등학교 자체평가 도구 개발 연구

발표자
김형선(인천대 박사수료), 이윤식(인천대)
이인수(고려대 박사과정)
강재혁(고려대 박사과정)
최지혜(고려대 석사과정)
김어진(고려대 석사과정)
김한나(KEDI)

Session 18. 교육행정6 (고등교육)
사회자 : 홍창남(부산대)
장소 : 인문관 312호

발표제목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대학구조개혁평가 정책 변동 분석
고등교육 평가인정 정책의 방향 탐색 : 한국 대학 평가를 중심으로

발표자
박지회(성균관대 박사수료)
고장완(성균관대)
류명혜(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Session 19. 교육사 및 교육철학
사회자 : 이상무(KEDI)
장소 : 인문관 211호

발표제목
무엇을 위한 교육인가? -교육목적관을 중심으로플라톤의 대화편『향연』의 교육학적 해석
동계 정온의 제주유배한시에 나타난 교육적의미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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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최관경(부산교대)
최두진(부산대 박사수료)
장지원(경민대)
강동호(제주대 박사과정)

세부 주제별 발표 및 토론 일정

Session 20. 비교교육1
사회자 : 고전(제주대)
장소 : 인문관 217호

발표제목

미국의 STEM과 한국의 STEAM에 관한 비교연구

스웨덴 학교의 교육활동에 내재된 책무성유형(학교내부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분단극복을 위한 북아일랜드 통합교육운동

발표자

토론자

류청산(경인교대)

정지원(경북대 박사과정)
신상명(경북대)

김병찬(경희대)
박상완(부산교대)
이병진(한국교원대)
주동범(부경대)

강순원(한신대)

해방이후 남북한 군정시기 초등교육정책 비교연구

김동원(한국교원대 박사과정)
김정미(한국교원대 박사과정)
권동택(한국교원대)

Session 21. 교육평가
사회자 : 강태훈(성신여대)
장소 : 인문관 316호

발표제목
선다형 문항에서 차등배점을 고려한 IRT능력모수 추정을 위한 탐색적 연구
- 등급반응모형 활용을 중심으로
교육 및 심리검사에서 문항의 중복적 사용에 따른 하위검사 점수의 특성

DINA 모형을 통한 피험자 능력 추정의 정확성 연구: MCMC와 MMLE/EM 알고리듬의 비교를 중심으로

교원의 사기 및 만족도, 개인특성, 학교풍토, 평가정보활용 간의 관계

인지진단모형에 기반한 교과학습 진단평가의 교육적 활용 방안

인성교육을 위한 정의적 영역 평가의 재조명

발표자
김윤주(성신여대)
강태훈(성신여대)
오민아(성신여대)
강태훈(성신여대)
심혜진(성신여대)
강태훈(성신여대)
김성훈(동국대)
김광주(동국대)
정애경(동국대)
곽현석(서울교대)
박세진(건국대)
이유리(건국대)
김명화(K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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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22. 교육공학2
사회자 : 손미(부산교대)
장소 : 인문관 317호

발표제목

발표자

합리성에 기반한 체제 접근의 한계와 대안

홍영일(서울대 강사)
김민정(단국대)
최동연(단국대 박사과정)
유승범(전남대 학부석사통합과정)

청각장애 학생의 직업훈련 기초역량을 위한 몰입형 가상현실 환경 개발

수해양 교육 및 체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프로토타입 설계

허균(부경대)
조재현(부경대 박사과정)
한상준(부경대 박사과정)
원효헌(부경대)

바흐찐의 카니발이론에 의한 초등학교 예술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사례연구

강인애(경희대)
황중원(경희대 박사과정)
안 령(경희대 박사과정)

Session 23. 초등교육2
사회자 : 온정덕(경인교대)
장소 : 인문관 309호

발표제목

발표자

백워드 설계 방식을 통한 단위학교 교육과정 개발

정수경 (경북대)
강현석 (경북대)

초·중·고 학교규칙 비교 연구: D광역시 학교생활규정을 중심으로

이호준(대구교대)
정성수(대구교대)

Shared Reading이 어휘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 저소득층 초등영어학습부진학생 중심으로

김은희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석사과정)

영어 다독 교육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방안 탐색 - 초등학교 현장교육 중심으로

김보연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석사과정)

Session 24. 통일교육1
사회자 : 권성아(성균관대)
장소 : 인문관 313호

발표제목
북한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정책 변화 방향

심미적 체험을 통한 통일인성교육 기초 연구
- 코메니우스의 인간본성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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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토론자

김정원(KEDI)
김지수(KEDI)
한승대(동국대 박사과정)

임상순(동국대)

최민수(광주대)
김기숙(서울여대)

최진경(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교)

세부 주제별 발표 및 토론 일정

Session 25. 교원교육1 (교원양성)
사회자 : 김도기(한국교원대)
장소 : 인문관 314호

발표제목

발표자

교원양성 대학 교육과정 혁신의 저해 요인 분석 :
2013 창의·인성 교육 선도 교원양성대학 사업을 중심으로

강현석(경북대)
전호재(경북대 박사과정)
이지은(경북대 석사과정)

교원양성 대학의 교수법 혁신 사업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
2013 경북대학교 창의·인성 교육 선도 교원양성대학 사업을 중심으로

강현석(경북대)
김필성(경북대 박사수료)
이지은(경북대 석사과정)

융합형 교육과정 운영이 대학교육에 주는 함의 :
K대학의 교양과목 사례를 기반으로

이예다나(고려대 박사과정)
손승현(고려대)

Session 26. 열린교육
사회자 : 신철균(KEDI)
장소 : 인문관 212호

발표제목
21세기 맥락에서의 구성주의의 진화 :
‘카니발 페다고지(Carnival Pedagogy)’에 대한 탐색

학교 밖 청소년의 중학교 학력 취득을 위한 방송통신중학교 청소년반 사례 연구

Eisner의 예술교육론에 기반한 실천가의 전문성 탐구

발표자
강인애(경희대)
장진혜(경희대 박사과정)
금지헌(KEDI)
정수인(KEDI)
김동심(KEDI)
신경애(경북대 박사수료)
강현석(경북대)

Session 27. 학부모학1
사회자 : 주동범(부경대)
장소 : 인문관 315호

발표제목
학부모학의 학문적 특성과 연구범위에 관한 검토

학부모학을 위한 담론: 교육과정의 질문을 중심으로
『교육학연구』에 나타난 학부모 연구의 동향 :
주제 및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발표자
김장중(교육과사회 소장)

길양숙(강원대)

황성희(강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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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28. 외국인1
사회자 : 이길재(충북대)
장소 : 인문관 216호

발표제목
중국대학등록금과 대학재정

발표자
ZHANG YUANYUAN(이화여대 박사과정)

한국 대학생 리더십 연구 동향 분석

사려려, 려군, 주철안(부산대)

해외 한국어 교육 정책 및 몽골의 한국어 교육 현황

BAYANMUNKH TUYA
(연세대 석박 통합과정)

자유주제 발표 3 Day 2(15:00-16:20)

Session 29. 평생교육2
사회자 : 양흥권(대구대)
장소 : 인문관 215호

발표제목
일상학습 연구의 새로운 접근 : 문화적 학습 이론

발표자
이병준(부산대)

평생학습 참여의 역량 효과 : 성향점수매칭을 활용한 ATT 분석

최윤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학습 : H 마을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

김영경(중앙대 시간강사)

연구윤리교육

이병준(한국평생교육학회 연구윤리위원장)

Session 30. 교육과정4
사회자 : 박순경(KICE)
장소 : 인문관 308호

발표제목
한국 다문화교육에서의‘모델 마이너리티 이론화’경향 고찰
학교 봉사활동은 학습의 기회가 될 수 있는가? :
학생들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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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양영자(서울교대)
윤은영(연세대)
홍원표(연세대)

세부 주제별 발표 및 토론 일정

Session 31. 교육행정7 (교육성과)
사회자 : 정성수(대구교대)
장소 : 인문관 310호

발표제목

발표자
하정윤(순천제일대)
나민주(충북대)

중학교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시·도교육청 효과 분석

권순희
(Macro Education & Research)

학교크기와 성적의 상관관계의 진실

변수연(부산외국어대)

초국주의(transnationalism) 관점에서 본 싱가포르 거주 한인들의 자녀 교육 경험 분석

Session 32. 교육행정8 (역사 및 정책)
사회자 : 김도기(한국교원대)
장소 : 인문관 311호

발표제목

발표자

교육행정사(敎育行政史) 연구의 성과와 과제

박수정(충남대)

학교기반 정신건강정책에 대한 학생, 학부모, 정책 담당자의 인식 비교 연구

민혜영(인하대 박사과정)
정석호(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심희연(고려대 연구원)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통한 인재양성 정책의 우선순위 도출

이윤복(대전동명초)
강현석(경북대)

2015 개정 교육과정 관련 언론 보도 내용 분석 및 향후 개정에의 시사점 탐구 : 비판적 관점에서

Session 33. 비교교육2
사회자 : 팽영일(동서대)
장소 : 인문관 217호

발표제목
한국과 핀란드 청소년의 시민·사회적 참여 유형 비교 : ICCS를 중심으로

중국의 학교폭력 실태 및 대책 : 하남성 정주시 사례

아동기 삶의 질 지표 국제 비교 연구

발표자

토론자

김태준(KEDI)
오민아(성신여대 박사과정)
이은경(한양대 Post-Doc)
장리화(대구가톨릭대 석사과정)
정일환(대구가톨릭대)

박창언(부산대)
이수정(단국대)
최돈민(상지대)

김현욱(중원대)
이주영(조치원대동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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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34. 교육공학3
사회자 : 손미(부산교대)
장소 : 인문관 317호

발표제목
Examining college students’Experiences with a MOOC in a Regular Classroom
대학 교수학습센터 평가를 위한 BSC기반의‘CTL-BSC 일반 모형’개발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에 관한 연구

발표자
조문흠(성균관대), 조기순(KAIST)
변문경(성균관대 박사과정)
홍효정(숙명여대 박사수료), 이재경(숙명여대)
한상준(부경대 박사과정), 허균(부경대)

Session 35. 통일교육2
사회자 : 박찬석(공주교대)
장소 : 인문관 313호

발표제목

발표자

토론자

독일통일과정과 이후 평화를 위한 교육교류와 협력에 관한 연구

김상무(동국대)

강구섭(KEDI), 차승주(한경대)

교육학적 관점에서의 통일교육 연구 : 이론적 논의

이병준(부산대)

안승대(대구미래대)

Session 36. 통합교육
사회자 : 이재덕(KEDI)
장소 : 인문관 307호

발표제목
PBL 활용 융복합 수업 연구 : 대학교양미술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STEAM 기반 스토리텔링 과학수업에서 학습자의 흥미와 태도 변화 분석

발표자
강인애(경희대), 이현민(경희대 객원교수)
변문경(성균관대 박사과정)

Session 37. 교원교육2 (교원)
사회자 : 신철균(KEDI)
장소 : 인문관 314호

발표제목

발표자

중학교 교사의 수업에 관한 근거이론적 접근

최류미(부산대 석사과정), 이도영(부산대 박사과정)
김대현(부산대)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교사 간 협력을 매개로 초임교사의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이경(중앙대), 김경현(중앙대 석사과정)
김지혜(중앙대 석사과정), 김현정(중앙대 박사과정)

도덕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관련 변인 : 예비교사와 현직교사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지혜(서원대)

22

2015 한국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세부 주제별 발표 및 토론 일정

Session 38. 영재교육 및 인력개발
사회자 : 박수홍(부산대)
장소 : 인문관 309호

발표제목
CIPP 모형을 적용한 과학영재교육원 운영실태 고찰
일터에서의 인간-로봇 상호작용에 대한 HRD 개입연구

발표자
김단영(경북대 박사과정)
허세진(동의대 시간강사), 안영식(동의대)
박수홍(부산대)

Session 39. 학부모학2
사회자 : 이기석(춘천교대)
장소 : 인문관 315호

발표제목
취학 전·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학교폭력(예방교육)과 인성교육에 대한 인식 연구
학부모 참여 관점에서 인성교육의 탐색

발표자
오경희(부산대 전임대우 강사)
윤경미(강원대 박사수료)

Session 40. 외국인2
사회자 : 이길재(충북대)
장소 : 인문관 216호

발표제목
Proliferation of private schools in international education developmen t:
A critical analysis of the role and impact of private schooling in achieving Education for All
Rousseau's 'Netative Education' Theory and It's Implications
중국 교육과정 개혁 배경 하에 교사의 교수 자주권에 관한 연구

발표자
Su Bin Sarah YEO(Seoul National Univ.)
WEN DA(Kangwon National Univ.)
류팅팅(부산대)

에듀데이터 활용 포스터 발표 Day 2(09:00-16:00)
장소 : 인문관 2, 3층 복도

발표제목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효과성 분석

강연자
이은진(충남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초등학생 영어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김은희(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초등학교 영어 전용교실이 영어 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
- EDUDATA를 활용한 학업성취도 분석을 중심으로

김보연(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고교 선발집단과 평준화집단에서의 동료 효과 분석
대학기관의 특징에 따른 대학교수 연구 성과에 대한 탐색적 연구

이진권(전북대)
전재은(세명대), 강민수(고려대)
서담이(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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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론 workshop Day 1(10:00-13:00)
양적 연구방법론
장소 : 정보전산원 교육관 301호

발표제목

강연자

다층모형 분석의 기초

김준엽(홍익대)

질적 연구방법론
장소 : 국제언어교육원 2층 대강당

발표제목

강연자

심층면담 기반의 질적 연구 방법 탐구

전영국(순천대)

토크콘서트 Day 2(09:30-12:10)
학자와의 대화 Day 2(09:30-10:50)
사회자 : 최성욱(한국교원대)
장소 : 성학관 102호

강연제목

강연자

교육관의 혼란과 교육학의 과제

장상호(서울대 명예교수)

예술가와의 대화 Day 2(10:50-12:10)
사회자 : 김영철(충북대)
장소 : 성학관 101호

강연제목

강연자

영화와 시대정신

주요 회의 총회(Day2 16:20-17:00)
사회자 : 정수현(본회 상임이사)
장소 : 인문관 206호
- 운주논문상 및 박사학위논문상 시상
- 학생위원회 포스터 시상
- 감사패(41대 임원진, 부산대) 수여
-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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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민(영화감독)

기관 부스
•설치장소 : 인문관 2, 3층 복도
•참여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지사, 박영사, 교육과학사
•내용 : 기관 자료 전시, 홍보 영상 상영

Kore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

학생위원회 발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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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9일(토)
09:00~10:30

포스터 게시 완료

15:00~16:00

발표자 없이 포스터 게시

10:30~11:00

발표자 전체 모임

16:20~17:00

시상식

11:00~15:00

포스터 발표(발표자 : 포스터 옆에서 대기)

17:00~

포스터 철수

장소 : 인문관 2, 3층 복도

발표제목
평생교육

교육심리

교육과정

교육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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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장애성인의 대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질적 연구

황순영(부산대), 강승희(부경대), 이후희(부산대 박사과정)
김지은(부산대 석사과정)

중년 여성의 학습과 사회적 활동의 순환적 경험에 관한 연구

정수연(이화여대 박사과정)

위기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 스트레스, 자기효능감의 차이

유효숙(인하대 박사과정), 박영신(인하대)

특성화 고등학교 남학생의 스마트폰에 대한 인식

차연실(인하대 박사과정), 박영신(인하대)

중학생 부와 모의 자녀에 대한 사회적 지원, 부모자녀관계,
자기효능감의 차이 분석

장선욱(인하대 박사과정), 이정헌(인하대 박사과정)
박영신(인하대)

학습습관이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

강보은(부산대 박사수료), 김은빈(부산대 박사과정)
김정섭(부산대)

괴롭힘 참여역할 자기보고의 반응편향 요인 탐색 :
개인특성 및 평가조건 변인을 중심으로

최문영(부산대 석사과정), 이동형(부산대)

STEAM교육 교사연수교재에 반영된 예술을 통한 창의성신장 가능성 탐색

사현주(을숙도초), 김대현(부산대)

국가교육과정에 제시된 다문화교육의 방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가은(서울대 석사과정), 심효선(서울대 석사과정)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인성교육 :
배려공동체 접근을 기반으로

박현정(이화여대 박사과정), 남아영(이화여대 석사과정)
황지현(이화여대 석사과정)

보호시설에 있는 학생 미혼모의 진로교육 참여 경험에 관한 연구

오성은(이화여대 박사수료)

인지과학에서 enactive approach가 교육과정에 주는 시사점

이요바(충남대 박사수료)

창의적으로 재해석한 교직문화와 학교 변화의 관계

위은주(서울대 박사수료)

일반 고등학교의 변화 사례 연구-학생변화를 중심으로

맹재숙(대전 자운초), 진붕(충남대 박사과정)
박선주(충남대 박사과정)

한국 시민대학의 운영 특성 분석: A시민대학을 중심으로

이상호(충남대 석사과정), 박수정(충남대)

비인가 도시형 대안학교에 대한 개방체제론적 분석

최정용(경희대 석사과정), 김병찬(경희대)

대학생의 학업지속과 중도탈락 요인 분석

박영휘(경희대 박사과정), 김병찬(경희대)

교육부 5급 사무관의 핵심역량 모델링

곽은주(성균관대 석사과정), 장창성(성균관대 연구원)
조성범(성균관대 연구원), 배상훈(성균관대)

자유학기제 학생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안희진(경희대 석사과정), 김병찬(경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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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학습조직과 공동체 연구경향 분석

진붕(충남대 박사수료), 방효비(충남대 석사과정)
황흠(충남대 석사과정)

방과후학교 정책의 실효성 분석: 서울교육종단연구 데이터를 중심으로

박예진(고려대 석사과정), 김혜연(고려대 석사과정)

학생의 관점에서 본 자유학기제 학습활동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김이경(중앙대), 이하은(중앙대 학부생)
조윤영(중앙대 학부생), 민소희(중앙대 학부생)
김수연(중앙대 학부생), 원형석(중앙대 학부생)

체계적 문헌 분석을 활용한 초등교사 직무역량 탐색

문영빛(교원대 박사과정), 문영진(교원대 석사과정)
유미라(교원대 석사과정)

성공적인 미래학교를 움직이는 핵심동력 :
미래학교가 요구하는 새로운 교장 리더십과 역량모델

한송이(성균관대 석사과정), 박선화(성균관대 석사과정)
홍지인(성균관대 박사과정), 정성(성균관대 석사과정)
배상훈(성균관대)

정부조직의 변천에 나타난 기능의 변화 : 교육부 조직을 중심으로

박대권 (서울대 강사), 이승호(서울대 박사과정)

대학생의 학업적, 사회적, 신체-심리적 적응과 학업중단의사와의 관계

안나영(부산대 석사과정), 노경훈(부산대 박사수료)
한대동(부산대)

사교육 유발 원인 탐구를 위한 한국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인식 분석

변문경(성균관대 박사과정), 조은원(성균관대 석사과정)
문소라(성균관대 석사과정), 조문흠(성균관대)

조선시대 잡학교재의 변천과정

우현정(충남대 박사과정)

생태리터러시와 상상력교육의 방법

박지원(부산대 석사과정), 김회용(부산대)

죽음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이동윤(고려대 박사수료), 강선보(고려대)

미디어의 관점에서 본 비고츠키 교육이론: 언어와 도구

박고운(부산대 석사과정), 김회용(부산대)

듀이 교육목적과 지성의 관계에 비추어 본 교사상 디자인

권정선(부산대 박사과정)

플라톤 이데아론의 교육 실천적 의미

김환택(부산대 석사과정)

4년제 사립대학의 규모에 따른 교육비 환원률 비교분석

조명근(성균관대 박사과정), 김현철(성균관대)

대학생 학업성취도와 대학입학전형 요소의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

이명훈(성균관대 박사과정), 김현철(성균관대)

보육료 지원 정책 변화에 따른 가계소득수준별 보육시설 이용 변화 양상 분석

권경림(성균관대 박사과정), 김현철(성균관대)

사교육 참여 여부 및 사교육 참여시간이 성적 향상에 미치는 영향
-고등학교 학년별·과목별·성적대별로

박혜연(성균관대 석사과정), 김현철(성균관대)

대학생 문화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과목 개발 및 운영 사례연구

최정아(한양대 석사과정), 홍효정(숙명여대 박사수료)

Exploring ways to improve students self
-regulation in MOOCs?

김세희(성균관대 석사과정), 조은원(성균관대 석사과정)
한아름(성균관대 석사과정), 조준호(성균관대 석사과정)
조문흠(성균관대)

학습용 에이전트의 표정과 제스처의 일치여부가 감정상태의 지각에
미치는 영향

유승범(전남대 석사과정), 류지헌 (전남대)

EBS 수능 연계 정책에 대한 수험생들의 인식과 학습 동기 분석

조준호(성균관대 석사과정), 변문경(성균관대 박사과정)
조문흠 (성균관대)

역사 그림자료에 대한 근접성 원리의 적용이 초등학생의 사회과목
학습성취도와 인지부하에 미치는 영향

신아람(전남대 박사과정), 류지헌(전남대)

Integrating Wiki for Global Collaboration in a College Classroom

한아름(성균관대 석사과정), 문소라(성균관대 석사과정)
조준호(성균관대 석사과정), 조문흠(성균관대)

교육행정

교육사회

교육사

교육철학

교육평가

교육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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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지각한 모 양육태도와 인터넷 중독, 충동성의 관계

신지영(성균관대 박사후 연구원), 함경애(연세대 전문연구원)
오현승(성균관대 석사과정), 김유진(성균관대 석사과정)
이동훈(성균관대)

초중등 특수교사의 장애학생 상담 실태 비교를 통한 장애학생 상담방향 탐색

황순영(부산대), 강승희(부경대)
박지수(부산대 박사과정), 백지혜(부산대 박사과정)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하위유형에 따른 사회정서적 기능의 차이

윤미설(부산대 석사과정), 이동형(부산대)

출소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자의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신지영(성균관대 박사후과정), 이아름(성균관대 석사과정)
윤기원(성균관대 석사과정), 이동훈(성균관대)

사이버 괴롭힘의 피해요인과 도움요인에 관한 학생과 교사의 인식 비교

박경민(이화여대 박사과정)

교육공동체에 대한 특수교사의 인식

황순영(부산대), 강승희(부경대)
이후희(부산대 박사과정)

초등 특수학급 교사의 국어 수업 경험: 근거이론적 접근

박정옥(부여초), 전병운(공주대)
문상진(공주대 박사과정)

교원교육

교사 학습공동체에 관한 질적메타분석

이승호(서울대 박사과정), 이지혜(서울대 석사과정)
허소윤(서울대 석사과정), 박세준(서울대 석사과정)
한송이(서울대 석사과정)

영재교육

World festival - DI(Destination ImagiNation) vs OM(Odyssey of the Mind)

변문경(성균관대 박사과정), 조문흠(성균관대)

열린교육

융합교육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 :
S대학 융합기초 프로젝트 참여 학생들을 중심으로

조은원(성균관대 석사과정), 배상훈(성균관대)

교육재정
경제

대학 구조개혁 평가의 비용 분석

김세희(성균관대 석사과정), 문소라(성균관대 석사과정)
박지회(성균관대 박사과정), 고장완(성균관대)

공업계 고등학교 교사의 직업기초능력평가에 대한 인식 조사

김민웅(충남대 석사과정), 조한진(충남대 박사수료)
김태훈(충남대)

전기·전자·통신교과 초임교사 직무영역 및 요소 도출

조한진(충남대 박사수료), 김민웅(충남대 석사과정)
김태훈(충남대)

대학에서의 생애주기별 교수프로그램 직급별 설계안

송명현(충남대 박사과정), 우현정(충남대 박사과정)

상담교육

통합교육

인력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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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오시는 길
●●●

부산캠퍼스

●●●

김해국제공항에서 오실 때ㅣ

•버스(1시간 소요)
김해국제공항 3번 버스정류장 : 307번 일반버스 탑승 → 광혜병원 정류장 하차 → 121, 130번 → 부산대학교 정문 하차
•지하철(1시간 소요)
김해-경전철 강서구청 방향으로 탑승 → 대전역 하차 → 부산지하철 3호선(수영방면) 환승 → 연산동역 하차 →
부산지하철 1호선(노포동방면) 환승 → 부산대역 하차
•택시-콜밴서비스(40분 소요)

부산역에서 오실 때 ㅣ 지하철 1호선 노포동 방향 열차 탑승 → 부산대역 하차
(탑승시간 : 약 30분 소요, 3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정문까지 약 10~15분 정도 추가 소요. 이용요금: 1,500원)

●●●

●●●

노포동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오실 때ㅣ 지하철 1호선 신평방향 열차 탑승 → 부산대역 하차

(탑승시간 : 약 15분, 이용요금: 1,300원)

버스 안내
•본교 경유 버스노선 안내
연계버스
해운대, 송정, 기장 지역에서 : 100, 100-1, 144, 183
서창, 범어사, 구서동 지역에서 : 29, 49, 51, 80, 131, 301, 1002
김해, 구포, 덕천동 지역에서 : 121,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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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틀버스 안내

지하철 부산대역 1번, 3번 출입구 앞에서 유료셔틀버스를 타실 수 있습니다. (운행시간 06:00 ~ 20:00)
●●●

주차 안내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학술대회 기간 동안 주차 요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일 : 3,000원 | 주차권 구입은 현장등록처에서 하시면 됩니다.
●●●

오찬 및 만찬 안내

•장소 : 상남국제회관
•일시 : 28일 (오찬 12:30-14:00 만찬 18:00) | 29일 (오찬12:10-13:30)

공지 및 안내사항
●●●

학생위 행사 안내

• 내용 : 대학원생 포스터 발표(장소 : 인문관 2층 복도)
• 담당 : 김봉환(학생위원회 위원장, 숙명여대), 최윤정(학생위원회 부위원장, 강원대)
• 포스터발표자 대기실 : 인문관 206
• 학생위원회 심사장 : 인문관 208
• 학생위원회 시상식장 : 인문관 206
●●●

경품 추첨 안내

• 학술대회 참가자 분들께 정보화기기를 추첨하여 드리는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추첨은 8월 29일(토) 정기총회 직후에 진행될 예정이며, 사전접수자에게는 추첨권2매, 현장접수자에게는 1매가 주어집니다.
단, 연구방법론 워크숍만 참석하시는 분들은 추첨에서 제외됩니다.
●●●

학술대회 참가비

한국교육학회 홈페이지(http://www.ekera.org)로 접속 후 2015년 연차학술대회 사전접수 온라인 신청 가능
가. 사전 등록 시 연차학술대회 등록비 할인
종류

학술
사전

구분
회 원
비회원

개인
일반
학생
일반
학생

60,000
40,000
80,000
60,000

학술 & 워크샵
현장

단체
(10인이상)
50,000
30,000
70,000
50,000

워크샵

사전

개인

개인

단체

80,000
60,000
100,000
60,000

90,000
70,000
110,000
90,000

80,000
60,000
100,000
80,000

사전
50,000
50,000
50,000
50,000

    - 참가비는 무통장입금(우리 1005-801-140436 한국교육학회) 또는 홈페이지에서 전자결제가 가능합니다.
    ※ 온라인 사전 접수를 하신 후 참가비는 24시간 이내 무통장 입금 또는 전자결제를 통하여 결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재가 되지 않았을 경우 참가신청이 무효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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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차학술대회 등록비 환불(2015. 8. 3-8. 24 AM. 10)
    - 환불 : 2015년 8월 24일(월) 오전 10시 이전까지는 전액 환불
2015년 8월 24일(월) 오전 10시부터는 학술대회 준비가 완료된 시점이라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환불요청 및 문의 : (☏. 02-572-4696, 02-3460-0451, E-mail. ksse@kedi.re.kr)

다. 기타
    - 참가신청은 사전 등록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등록 시 자료집이 절판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접수를 하시고 학술대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추후 등록비는 환불되지 않으며, 추후 자료집도 배송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전접수 후 학술대회를 참석하지 못할 경우 자료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회원들은 학술대회장에서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학술대회위원회 및 준비위원회
학술대회위원회

학술대회 준비위원회

위원장

김대현(부산대)

위원장

김회용(부산대)

부위원장

신정철(서울대)

부위원장

김정섭(부산대)

위

강기수(동아대)

위

김석우(부산대)

주철안(부산대)

성열관(경희대)

김영환(부산대)

한대동(부산대)

손종현(대구가톨릭대)

박수홍(부산대)

홍창남(부산대)

송경오(조선대)

박창언(부산대)

이경화(부경대)

안경식(부산대)

이규민(연세대)

유순화(부산대)

이영만(진주교대)

이동형(부산대)

이은화(신라대)

이병준(부산대)

허창수(충남대)

이상수(부산대)

원

원

<가나다 순>
●●●

학술대회 관련 문의

• 한국교육학회(http://www.ekera.org)
• 주소 : (0676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1길 35(한국교육개발원 내)
• Tel : 02-572-4696, 02-3460-0451
• Fax : 02-571-7065
• E-mail : ksse@kedi.re.kr

32

2015 한국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교양과 지식의 확산을 위해서
깊이 있는 학문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가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저희

인성교육의 이해와 실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의

심리학

정창우┃사륙배변형판┃446쪽┃23,000원

Ronald B. Adler/Russell F. Proctor Ⅱ 공저┃
정태연 역┃사륙배판┃560쪽┃22,000원

교직과 교사의 전문적 자본

한국 교육의 전환

학교를 바꾸는 힘

드라마에서 딜레마로

Andy Hargreaves, Michael Fullan 저
진동섭 역┃사륙배변형판┃312쪽┃17,000원

오욱환┃사륙배판┃848쪽┃38,000원

평생학습자본의 인문학적 통찰
- 기초자본을 넘어 촉진자본으로 차갑부┃크라운판┃464쪽┃20,000원

수업의 조건
양용칠┃크라운판┃524쪽┃25,000원

경기 파주시 문발동 광인사길 71
전화 031-955-6956, 팩스: 031-955-6037 홈페이지: www. kyoyookbook.co.kr

학교중심의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사철학의 재인식을 위한

안암교육행정학연구회 편

신창호 저

초판 2014.3
변크라운판[양장][438면]
20,000원

변크라운판[양장][372면]
20,000원

교육심리학

질적연구방법의 이해

Bruce W. Tuckman & David M.
Monetti 공저/강갑원·김정희·
김혜진·이경화·최병연 공역

유기웅·정종원·김영석·김한별 공저

초판 2014.7
변국배판[반양장][320면]
20,000원

교육철학

교육철학 및 교육사

초판 2012.3
크라운판[양장][374면]
19,000원

예비 현직 교사를 위한

김정환·강선보·신창호(고려대) 공저

수업모형의 설계
김민환·추광재 공저

개정판 2014.3
변4X6배판[반양장][334면]
23,000원

2012.12
4X6배판[반양장][380면]
18,000원

HRD Essence: 시스템 접근 기반

K 교육학

권대봉·조대연(고려대 교육학과) 공저

고려대 교육문제연구소 편

초판 2013.3
신A5판[양장][216면]
15,000원

초판 2013.12
4X6배판[반양장][742면]
36,000원

교육 및 임상현상 적용을

교육학개론

위한 단일대상연구

김정환·강선보(고려대) 공저

Stephen B. Richards 외 공저
이은경·최양규 공역

제3판 2011.3
신A5판[양장][455면]
19,000원

초판 2012.9
변4X6배판[반양장][286면]
15,000원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

한국교육사의 통합적이해

조대훈 외 5인 공저

신창호 저

초판 2013.8
변크라운판[양장][280면]
18,000원

초판 2011.3
변크라운판[양장][326면]
18,000원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

전화 (02)733-6771

팩스 (02)736-4818

홈페이지 www.pybook.co.kr

E-mail pys@pyb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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