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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개최 

2009. 12 02 (수) I 편집진 

한국교양교육학호J 와 대학교앙교육협의회는 12월 11 일(금)부터 12일(토)까지 ‘학부교육 핵심역량 감화 

와 교앙교육 1이란 주제로 경원대학교 국제어학원 국제홀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상새한 행시 일 

정은 아래와 같다 

2009년 12월 11 일 (금) 

.13:00 - 1330 =흐르 
ζ0 ， 

=======二二二二二==============二二二 기j 호|식 二二二二二二二=二========二二二二二二二

사회 초[증칠 (서울대) 

.13:30-13:35 개회사 박증언 (한국교양교육학호l 장) 

.13:35 - 13:40 환영사 강명구 (대학교양교육협의회장) 

.13:40-13:50 축사 이길여 (겸윈대학교 총장) 

二二二二二二二==========二二二二二二 주제 강연 1 ~二二===========二=二二二二二二=======

사회 김종록 (한돔디1) 

.13:50 - 14:30 주제강연 1 교양교육의 새로운 위상과 그 강화밤책 

손동현 (성 균관대 학교 학부디{ 학장) 

.1430-15:10 주저j 강연 2 “商工” 시대의 인문/교앙교육 

김진우 (일리노이대학교 멍예교수) 

’ 15:10 - 15:20 휴 식 二二二二二============二二二二==========二二二二========

= 키초교양교육의 제도적/행정적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심포지움 = 

사회 김영서 (연세디| 

• 15:20- 16:00 키초교앙교육의 제도적 지원방안 

주요 키짐대학 교양교육센터 구축방안 

발표 감명구 (서울대)， 최종칠(서울대) 

• 16:00 - 17:30 기초교앙교육의 행정지원체제 1 현황과 과제 

가톨릭대학교 1 경원대학교 1 한동대학교 오1 (Round Table ) 



===========二=二二二二二二二二---- 논문 발표 Session 1 二二二二二二二二二二二二==============

'<국제화， 다문화 시대의 교양교육〉 

사호l 지인영 (한국체대) 

.15:20-15:50 국제화 1 다문화 시대의 교앙교육 

문학 고전을 활용한 수입 모델을 중심으로 

발표 김윤선(덕성여대) 토론 현경석(한서대) 

.15:50-16:20 생물학 UP 표준교육과정에 대하여 
장수칠(언세대) 토론 김상준 (경희대) H↓~ 

2~ 

.16:20-16:50 한글 글쓰기 교육의 국제화와 그 문제점 

허재영 (단국대) 토론 하병학 (7 f툴럭대) tH 고 
근~ 

• 16:50-17:20 교앙교육으로서의 문학， 그 가지의 재평 J 

문학치료를중심으로 

발표 이봉희 (나사렛대) 토론 임호찬 (나사렛대) 

=======二二二二二===::::::===二二二二 논문발표 Session 2 ===二二二二二二二=======二二二

〈교양교육의 새로운 방향〉 

사회 윤승준(단국대) 

.15:20-15:50 학부교육에서 학습 및 행돔윤리 정립을 위한 제안 

미국 대학사례 연구와 그 시사짐을 중심으로 

발표 선의할 (서울대) 토론 여건증(숙명여대) 

.15:50-16:20 융합 교과목을 통한 교앙 교육 심화의 한 방안 

• 댁성여자대학교 〈정서의 이해와 조정>을 애로 

발표 정미숙(덕성여대) 토론 정명흐I( 안앙대) 

• 16 20-16:50 교양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융합 교과목 개발 

흥병선(중앙대) 로론 점상봉 (건국대) 발표 

• 16:50-17:20 학생설계전공의 윈리와 과제 

발표 김지헌 (서울대) 토론 정희모 (연세대) 

~ 17:20- 17 30 종료및 이동 

~ 17:30- 19:30 경원대학교 층잠 리셉선 (사회 

’ 19:30 숙박장소(서울괴육문화회관)로 이동 

백승우 경원대학교 교앙대학장) 



2009년 12월 12일 (토) 

~ 08:30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경원대학교로 이동 

• 09:00-10:00 한국교앙교육학회/대학교양교육협의회 층획 

.10:50-10:10 폐회식 

’ 10:10-10:40 경원미학교에서 남한산성으로 이돔 

.10:40-11 :40 남한산성 산책 (소설 J남한산성’의 저자 ‘김훈’선생님과 함께) 

• 11 40-13:00 점심식사 (남한산성 두러1 ， 한국교양교육힘의회 제곰) 

.13:00 해산 

가각이1써 11 닌 -h펀 ι λi작시 H시 

!{용〔總행l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 동일초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잉I체 따라 이용힐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