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차 한국국어교육학회 전국학술대회

국어교육 이론의 보편성과 독자성
주최: 한국국어교육학회·한국교육과정평가원 후원: 서울교대 초등국어교육연구소·역락출판사
일시: 2020년 7월 25일(토)~2020년 7월31일(금)(비대면 온라인 학술대회)
<1부>
[1분과]
사회: 김태호(춘천교대)

일시

[2분과]
사회: 박혜진(서울대)

[3분과]
사회: 최송화(울산대)

실감형 콘텐츠를 활용한 ‘읽기 교육에서 질문하기
시적 체험을 위한 ‘신체’
고급 한국어 교육 방안
방법’ 연구의 동향과 과
개념의 이론적 고찰
-<함께 배워요 한국어> 교재를 중심으로
제
발표: 천시우시우(동국대)
토론: 한용혁(가톨릭대)

발표: 권이은(인천단봉초)
토론: 류수경(이화여대)

텍스트 읽기 과정에서 독
자 자아에 대한 이해
국어 교과에서 교과서의
-들뢰즈 철학의 시뮬라크
활용 양상에 대한 내러티
2020.7.25.(토)
르(simulacre) 개념을 기
브 탐구
~2020.7.31.(금) 반으로
발표: 오윤주(인천대)
발표: 여수현(부천서초)
토론: 최세용(동산초)

토론: 천은숙(수원대)

발표: 김혜진(서울대)
토론: 박주형(서울대)

언어유희 동시 감상에서
학습자의 ‘기표 누빔점
(parol quilting point)’ 양
상 연구
발표: 박용우(금빛초)
토론: 김정은(가원초)

국어 교과서 보완 미디어
리터러시 콘텐츠 목록 개 초·중·고 국어과 사과 교 혐오의 정서에 대한 서사
육 내용의 개선 방향
교육의 방향 탐색
발 연구
발표: 배재훈 외(한국교원
대)
토론: 신윤경(봉은초)

발표: 구영산(충남대)
토론: 최영인(서울교대)

발표: 강서희(신흥초)
토론: 방은수(대구교대)

<2부>
일시

기조 강연

사회: 이향근(서울교대)

국어교육의 이론적 진단과 발전 방향
2020.7.25.(토)
~2020.7.31.(금)

최지현(서원대)

<3부>
일시

[1분과]
(한)국어 교육 이론의 현황과 창의적 확장
사회: 김인규(서울대)

[2분과]
국어교육 평가의 현황과 창의적 확장
사회: 서수현(광주교대)

문학교육의 확장으로서 소멸에 대한 상상 초등학교 1학년 읽기 유창성 진단 검
과 문학교육적 의의
사 도구 개발 연구
발표: 이상아(한국교육과정평가원)
토론: 권대광(공주대)

한국어 교육 이론의 현황과 지평 확장

발표: 이소라·이경남(한국교육과정평가원)
토론: 정효선(서울선유초)

초등 고학년 문식성과 평가의 방향

2020.7.25.(토)
~2020.7.31.(금)

발표: 조형일(가톨릭대)
토론: 심상민(경인교대)

문법 교육 이론의 현황과 지평 확장

발표: 이창근(전주교대)
토론: 최규홍(진주교대)

일시

종합 토론

발표: 김도남(서울교대)
토론: 김상한(한국교원대)

자기 평가 방안으로서 성찰일지의
토픽 모델링 분석 연구
발표: 이슬기(한국교원대)
토론: 박찬흥(전주대)

좌장: 이경화(한국교원대)

개회사 : 이승후 (학회장, 인천재능대)
종합토론
· 기조 강연: 최지현(서원대)
2020.7.25.(토)
~2020.7.31.(금)

· 주제 발표: 이상아(KICE), 이소라·이경남(한국교육과정평가원), 조형일(가톨릭대),
김도남(서울교대), 이창근(전주교대), 이슬기(한국교원대)
· 발표 토론 : 권대광(공주대), 심상민(경인교대), 정효선(서울선유초),
김상한(한국교원대), 박찬흥(전주대), 최규홍(진주교대)
연구윤리교육(편집위원장, 김상태(청주대))
폐회사 : 이승후(학회장, 인천재능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