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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 길

통일 초등 국어
교과서 개발
기초 연구
학술 대회

주소 (0663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96(서초동 1650번지)
서울교육대학교
전철을 이용하실 경우 2호선 또는 3호선 전철을 이용하여 교대역에서 하차,
3호선 13번 출구 남부터미널 방면으로 200m 지점에 위치
버스를 이용하실 경우 간선(B): 144, 350
지선(G): 3420, 3421, 3423, 4423
마을(G): 서초03, 서초10, 서초21

일시 2017년 8월 25일(금) 13:00~18:00시
장소 서울교육대학교 사향문화관

※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십시오.
※ 행사 관련 문의는 ㈜미래엔 학술대회준비팀(02-3475-4052)으로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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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는 글

통일 국어 교과서 개발 기초 연구 학술 대회 일정표
구분

과거 우리 민족에게 최고의 감격을 안겨 준 날이 일제 강점기에서

접수

내용
등록

시간

13:00 ~ 13:30

벗어난 광복의 날이었다면, 장차 우리가 맞이할 최고의 날은 남북통

국민의례

일이 아닐까요?

인사말

신헌재 (통일국어교육연구회 회장)
김영진 (미래엔 대표이사)

축사

김경성 (서울교육대학교 총장)
박재윤 (한국교육과정 · 교과서연구회 회장)
이지한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이사장)

기조 발표

통일 대비 초등 국어과 교과서 개발 경과 및
향후 계획 [김훈범: ㈜미래엔 교과서개발본부장]

13:45
~ 13:50

북한 국어 교과서 분석을 통한 국어 이질화 양상
연구 [김순희(중국 연변대학교)]
민현식 (서울대학교)

13:50
~ 14 :30

북한 언론 매체 분석을 통한 국어 이질화 양상
연구 [김병수(청주교육대학교)]
이인제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4:30
~ 15:10

통일 초등 국어 교과서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학술 대회는 바로

개회식

이날을 준비하기 위한 모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국어인 우리말과 우리글이 하나 되고, 이를 따라 우리 마음과 혼
이 하나 되고, 이에 맞추어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길, 나아가 온 세계

발표 ➊

에 흩어진 겨레까지 하나 되는 길은 다만 온전한 초등 국어 교과서를

토론

만드는 일에서부터 비롯할 것입니다.
제1부

이러한 소신을 가지고 이 분야의 첫 삽을 뜬다는 심정으로 시작한

발표 ➋
토론

저희 통일국어교육연구회의 일 년여에 걸친 연구 성과를 사계의 동
료 선후배께 공유하고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통일 초등 국어 교

발표 ➌

과서 개발을 위하여 먼저 그에 대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기초

토론

연구에 대한 성과를 공유한 다음에 통일 초등 국어 교과서를 개발하
고자 합니다.)

토론

2017년 8월
통일국어교육연구회장 신헌재
(주)미래엔 대표이사 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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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➎
제2부

감사합니다.

사회: 진용성
(고려대학교)

15:50 ~ 16:00
발표 ➍

초대하오니 꼭 찾아 주셔서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13:30
사회: 이창근
~ 13:45 (전주교육대학교)

통일을 대비한 초등 국어 교육에서 다룰 사고력
15:10
의 범주와 신장 방안 [서현석(전주교육대학교)]
~ 15:50
노명완 (전 고려대학교)

휴식

통일 초등 국어 교과서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학술 대회에 귀하를

비고

남북한 교과서 수록 전래 동요 실태 및 활용
방향 연구 [진선희(대구교육대학교)]
박인기 (전 경인교육대학교)
통일시대 초등 국어 교과서 설계를 위한 남한 ·
북한 · 연변의 초등 국어과 교육내용 비교 [이향근

토론

(서울교육대학교)]
이경화 (한국교원대학교)

발표 ➏

통일 대비 초등 국어 교과서 개발 방안 [한명숙

토론

(공주교육대학교)]
이재승 (서울교육대학교)

폐회사

신헌재 (통일국어교육연구회 회장)

16:00
~ 16:40

16:40
~ 17:20

사회: 김태호
(한국교원대학교)

17:20
~ 18:00
18:00
~ 1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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