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시대, 역사 및 유산 교육의 현재와 미래
국제학술대회: 2019년 경인교육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국제 협력연구 지원 사업 후원
2019. 11. 7 . 목
경인교육대학교 경기캠퍼스(안양) 행정관 501호

시간
8:30-9:00

내용

발표자

토론자

강선주/경인교육대학교

청중 질의 응답

정선모

오병수

/중국, 난징대학교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개회 및 환영 인사

9:00-09:20

사

회 : 김호 / 경인교육대학교

환영사 : 고대혁 / 경인교육대학교 총장
1부 사회 : 김호 / 경인교육대학교

09:20-10:00
10:00-11:00

11:00-12:00
12:00-13:20

역사교육에서 유산의 재구성
중국 역사교육의 현황과 과제 : 역사교육
과정 기준 분석을 중점으로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한 영국의 수업 방식:
주요 쟁점 및 향후 과제

스튜어트 포스터
(Stuart Foster)
/영국, 런던대학교

김한종
/교원대학교)

오찬

2부 사회 : 강선주 / 경인교육대학교

13:20-14:20

비정형적인 만남 : 인류를 위한 세계사 교
육
이주 시대의 유산 교육은 모순인가? 스위

14:20-15:20

스의 예에서 보이는 국가 내러티브의 포함
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15:20-15:30

남한호
/안동대 겸임교수

마커스 퓨레

박주현

(Markus Furrer)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스위스, 루체른대학교

휴식
세계화 시대의 역사 교육 : 국가 내러티브

15:30-16:30

송재윤
/캐나다, 맥마스터대학교

의 의미는 무엇인가? (아메리카 식민지화
사례)

마리오 카레테토
(Mario Carretero)
/스페인,
김호

16:30-17:10

역사가의 읽기: 정조 독살설

17:10-17:20

휴식

/경인교육대학교

종합토론
17:20-18:20

좌장: 강선주
토론: 참가자 전체 및 방지원(경북대학교) 윤세병(동북아역사재단)

18:20

폐회

박구병
/아주대학교

청중 질의 응답

경인교대 경기 캠퍼스(안양) 행정관 5층

오시는 길
지하철
국철 (수원/병점/천안행) 1호선 관악역 하차 2번출구
큰 길 건너서 버스 ( 6-2, 20번 : 경인교대 후문 / 정문 하차, 6-3번 : 경인교대 후문 하차)
시내버스
안양에서 오시는 방법
20번군포역 → 금정역 → 만안구청 → 안양역·안양1번가 → 관악역 → 경인교대 후문 → 경인교대 정문 (배차간격:15분)
6515번양천공영차고지 → 서울대입구역(관악구청) → 경인교대 후문
서울에서 오시는 방법
152번수유중학교·혜화여고 → 서울역 → 노량진역 → 신림사거리 → 경인교대 후문 (배차간격: 평일 3~8분, 공휴일 6~8분)
6515번양천공영차고지 → 서울대입구역(관악구청) → 경인교대 후문
마을버스
안양에서 오시는 방법
6-2번범계역 → 비산사거리 → 대림대학 → 관악역 → 경인교대 후문 → 경인교대 정문 (배차간격:6분)
6-3번관악역 → 경인교대 후문 → 금천구 벽산아파트 (배차간격:15분)
서울에서 오시는 방법
6-2번범계역 → 비산사거리 → 대림대학 → 관악역 → 경인교대 후문 → 경인교대 정문 (배차간격:6분
6-3번악역 → 경인교대 후문 → 금천구 벽산아파트 (배차간격:15분)
자가용 이용
제2경인고속도로
삼막IC → 경인교육대학교 정문
제3경인고속도로
목감IC → 일직JC(안양) → 삼막IC → 경인교육대학교
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안현JC(안양) → 삼막IC → 경인교육대학교
성남조남JC(성산대교) → 일직JC(안양) → 삼막IC → 경인교육대학교
안양
경수대로 → 삼막사거리 우회전 → 삼막지하차도 옆길 지나 우회전 → 경인교육대학교
서울
호암로 → 호암2터널 → 삼막삼거리 좌회전 → 경인교육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