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차 학술대회 준비위원회
·대 회 장 ︱ 김광수(본회 회장, 안동대)
·고

문 ︱ 김영채(한국 FPSP), 양용칠(안동대)

·준비위원장 ︱ 조현철(군산대)

2020년차

·기 획 위 원 ︱ 김정섭(부산대), 김경미(동부산대),
·섭 외 위 원 ︱ 박수홍(부산대), 김창수(포스코)

학술대회

·총 무 위 원 ︱ 강문숙(한국국제대), 정시영(충남도립대), 김두성(군산대)

주제 : 뉴노말시대의 사고력 교육

·홍보위원장 ︱ 왕경수(전북대)

·재 정 위 원 ︱ 유연옥(계명대), 문창현(한국 FPSP)

비대면 학술대회 접속방법
URL 직접접속

https://www.youtube.com/channel/UCysgvSbVGXzCE7CI2eUAIQA

날짜_ 2020. 12. 12.(토)

장소_ 비대면 온라인(Youtube)
주최_ 대한사고개발학회

검색

❶ https://www.youtube.com/ 접속

❷ 검색창에 “대한사고개발학회” 검색
❸ 대한사고개발학회 채널 클릭

대한사고개발학회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1375
안동대학교 사범대학 교육공학과 내
http://www.thinking.or.kr

대한사고개발학회

Invitation Greeting

2020년차 학술대회 Program

인간의 고등 사고능력과 창의성에 관한 연구 성과를 축적해 왔던 우리
대한사고개발학회에서는 이번에 ‘뉴노말 시대의 사고력 교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과 같은 시대 속에서 관련 연구와 실제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를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COVID-19으로 인해 온라인에서 이루어집니다.
사고력과 창의성 개발 및 교육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인간의 고등 사고력 개발과 창의성 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많은 분이 참여하시어 2020년 온라인 학술대회를
빛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0. 12. 12.

대한사고개발학회장 김 광 수

제2부

논문발표

트랙 A How to improve

서성현, 왕경수(전북대)
학습부진 대학생의 학업 수행향상을 위한 수행공학 기반 구글클래스룸 산출물 연구

김영재, 박수홍(부산대)
인공지능 친화적 교육공통체 구축을 위한 DT기반의 AI 교육프로그램 프로토타입 설계
정미선(김천대)
창의력과 창의적 자기효능감의 메타분석
김종옥, 왕경수(전북대)
의사 결정과 반응 시간

배유나(대동대), 박수홍(부산대)
혁신 학습 공동체 형성을 위한 게미피케이션 기반 앙트러프러너십 교육 프로그램 설계에 관한 연구
김윤미, 왕경수(전북대)
대학 플립러닝 운영의 효과성 및 개선방안 연구
조영재(울산과학기술원)
자기설명과 타인설명의 인지부하 비교

이승재, 왕경수(전북대)
대학의 학업부진 학생을 위한 성적향상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트랙 B How to motivate
제1부

개회사 및 기조강연

개회사

김광수 회장
기조강연

왕경수 (전북대학교)

주제_ 문과생을 위한 신경망이론 첫 걸음:perceptron 이란 무엇인가

조현철(군산대)
다면적 유아 인성의 구인타당화 연구
김광수(안동대)
코딩교육에서의 자기설명 효과

박은지, 조현철(군산대)
대학생의 부모양육태도와 성인애착이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정시영(충남도립대)
설득적 글쓰기 경험이 논쟁적 주제에 대한 입장 변화에 미치는 효과

이홍규, 조현철(군산대)
교사가 지각하는 초등학교장의 서번트 리더십이 교사효능감 및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오동주, 박수홍(부산대)
앙트러프러너십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초등학교의 혁신 학습공동체 문화 파급에 미치는 효과
손현정(익산유치원), 조현철(군산대)
유아의 다면적 인성과 창의성 간 관계

김진숙, 박수홍(부산대)
대학생 진로 프로그램의 단계와 내용에 대한 연구

김혜민, 조현철(군산대)
영아반교사 영아지도 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의 문제행동지도전략에 대한 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