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차 한국과학교육학회 정기총회 및 하계 학술대회 안내
1. 대회 개요
1)
2)
3)
4)

대회개최일 : 2017년 7월 27일(목) ～ 7월 28일(금) (※ 7월 26일(수), Pre-workshop)
대회 장소 : 경상대학교 통영캠퍼스 해양생물교육연구센터 및 해양과학관
대회 주제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과학교육의 미래지향적 재구조화"
등록비 :
- 사전예비등록 : 30,000원 (2017. 6. 05(월) ~ 6. 20(화))
- 예 비

등 록 : 40,000원 (2017. 6. 21(수) ~ 7. 19(수))

- 현 장

등 록 : 50,000원

※ Pre-workshop은 별도 접수 및 등록 (아래 5번 참조)
※ 학회 당일 현장등록 시 등록시간이 지체될 수 있으니, 사전예비등록 및 예비등록을 권장합니다.

5) 일정 개요(안)
일 시
Preworkshop
(7/26)
수요일

14:00~17:00

발표 및 내용
Pre-workshop 1

Pre-workshop 2

사회네트워크 분석법의
과학교육 연구에의 활용
이준기(전북대)

라쉬 모델의
과학교육 연구에의 활용
하민수(강원대)

09:30~10:30
10:30~12:30

제 1 일
(7/27)
목요일

구두심사1

구두발표2

구두발표3

구두발표4

12:30~13:30

점심

13:30~13:50

개회식 및 축사

13:50~15:10

기조강연1, 2

15:10~15:20

휴식

15:20~17:20

구두발표5

구두발표6

구두발표7

구두심사1

17:20~18:20

포스터 발표1

18:20~19:00

정기총회

09:00~09:30

등록

09:30~11:30

제 2 일
(7/28)
금요일

등록

구두발표8

구두발표9 구두발표10 구두심사2

11:30~12:30

포스터 발표2

12:30~13:30

점심

13:30~14:50 구두발표11 구두발표12 구두발표13 구두발표14
14:50~15:30

박사논문1

박사논문2
워크숍1

워크숍2

워크숍3

폐회

※ 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상세 일정은 추후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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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1

심포지엄2

심포지엄3

2. 초청 강연자 소개
1) 임철일 교수 : 서울대 사범대학 교육학과(교육공학, 교수설계 등)
2) 이강영 교수 : 경상대 사범대학 물리교육과(입자물리학)
※ 초청 강연자가 한 분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3. 발표초록접수 안내
1) 접수기간: 2017년 6월 5일(월) ~ 2017년 7월 7일(금)
2)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학회 홈페이지 http://www.koreascience.org)
- 온라인접수 분야 : 구두발표(국문/영문), 포스터발표, 워크숍, 시범, 심포지움
- 학회 홈페이지 - [학술대회] - [발표 신청] - [신청] 클릭 - 신청 영역, 선택 후 입력.
- 신청을 먼저 클릭한 후 신청 항목을 선택(HWP파일로 탑재).
(※ 포스터 발표자 유의사항 : 포스터 발표자는 반드시 자신의 발표 시간에 발표 자리를 지켜야 하며, 만일 발표자가 본인
의 발표 시간에 부재할 경우, 논문 발표로 인정하지 않으며 학술대회 종료 후 미 발표자에 대하여 공지할 것임.

4. 예비등록 안내
1) 사전 예비등록비 : 30,000원
- 사전 예비등록기간: 2017년 6월 5일(월) ~ 6월 20일(화)
2) 예비등록비 : 40,000원
- 예비등록기간 : 2017년 6월 21일(수) ~ 7월 19일(수)
(※ 학회 기간 중 현장 등록은 50,000원 입니다.)
3) 방법 : [학회 홈페이지]– [학술대회] – [예정 학술대회 안내] – [예비등록 신청].
(이름, 소속을 입력하여 주시면 이름표를 미리 제작합니다.)
홈페이지에 예비등록을 신청한 후에 카드 결재 및 학회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4) 입 금 계 좌 : 농협 306-01-056953 한국과학교육학회(예비등록 전용계좌)
농협 306-01-054418 한국과학교육학회(연회비 전용계좌)
※ 입금 시, 예비등록자 이름으로 입금한 다음 학회 메일(karse@knue.ac.kr)로 입금 내역(예: 홍길동, 3만원,
예비등록비)을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입금 시, 꼭 예비등록 전용 계좌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가입 및 연회비 납부 후 예비등록이 진행됩니다. 입회비 및 연회비를 반드시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드 결제 및 학회 계좌로 예비등록비를 입금한 경우에만 예비등록자로 인정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발표자는 학술대회 등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 꼭 예비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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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re-workshop 접수 및 등록 안내
1) 접수 및 등록 기간: 2017년 6월 5일(월) ~ 7월 19일(수)
(※ 신청 인원수가 넘치는 경우 선착순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2) 등록비 : 10,000원
3) 방법 : [학회 홈페이지] – [학술대회] – [예정 학술대회 안내] – [Pre-workshop 신청].
(이름, 소속을 입력하여 주시면 이름표를 미리 제작합니다.)
홈페이지에 예비등록 신청시 함께 Pre-workshop을 신청해 주신 후에 카드 결제 및 학회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4) 입 금 계 좌 : 농협 306-01-056953 한국과학교육학회(예비등록 전용계좌)
※ 입금 시, 예비등록자 이름으로 입금한 다음 학회 메일(karse@knue.ac.kr)로 입금 내역(예: 홍길동, 1만원,
Pre-workshop 등록비)을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 우수 구두 발표상 심사 및 시상 안내
1) 이번 학술대회부터 학문후속세대의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석박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우수구
두발표상을 시상합니다.
2) 대상 : 석박사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자(포닥, 교사 포함)
2) 신청기간 : 2017년 6월 5일(월) ~ 2017년 7월 7일(금)
3) 방법 :
- 초록은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반드시 접수(예비등록 시, [심사]에 체크)
- 초록 외에 발표 논문을 요약한 요약문(A4 2쪽 이내)을 학회 메일(Karse@knue.ac.kr)로 신청 기간
중에 제출
- 논문요약문을 제출한 회원을 대상으로 연구필요성, 연구문제, 연구방법 및 결과에 따른 결론 및 제언
에 대한 1차 심사 진행
- 구두 발표 시 청중 속의 심사자가 2차 구두 심사 진행
※ 제출한 논문 요약문은 심사에만 활용되며 학술대회발표집(프로시딩)에는 수록되지 않습니다.

7. 주의 사항
1) 구두발표(20분: 15분 발표, 5분 질의)는 발표 수가 한계가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 선착순으로 발표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2) 포스터 크기는 최대 A0사이즈이오니, 포스터 출력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발표는 가급적이면 PPT로 준비하여 주십시오. 기타 다른 물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구사항에 기록
하여 주십시오.
4) 워크숍에서 필요한 물품은 발표자가 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험실에 암막 장치나 다른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만 요구사항에 기록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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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저자 기록 시, 발표자를 맨 앞에 기록하고, 소속이 다른 경우에는 *, **, ***로 구분하여주십시오.
예: 김철수, 박철수*, 신철수*, 이철수** (○○대, *○○교대, **○○대)
6) 워크숍, 시범, Pre-workshop 등은 실제 활동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실
비(100,000원 이내)를 지원하고, Pre-workshop은 200,000원의 강연료를 추가 지원합니다.
7) 7월 28일(금) 폐회식에서 포스터발표 시상, 경품 추첨 등등이 이루어지오니, 학술대회에 끝까지 참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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