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말 우리글이 바로 서는 국어교육의 새 길을 여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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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과 자율연수 참여 협조 요청
1.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모임에서는 국어과 자율연수를 다음과 같이 엽니다.
3. 이에 귀교의 선생님이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연수명: 함께여서 힘이 센 국어수업
나. 연수종별: 자율연수
다. 이수시간: 17시간
라. 때: 2019년 1월 23일~25일 (2박 3일)
마. 장소: KT인재개발원(대전시)
바. 대상: 전국 중등 교원

붙임: 1. 연수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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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연수 안내문

2019 전국연수 '함께여서 힘이 센 국어수업'
1. 주제: 함께여서 힘이 센 국어수업
2. 연수종별: 자율연수, 17시간(이수시간 인정 안 됨)
3. 기간: 2019년 1월 23일(수)~25일(금), 2박 3일
4. 장소: KT인재개발원 제1연수관, 대전시 서구 갈마로160(괴정동)
5. 연수비: 자료회원/온라인회원 20만원(통학 15만원), 정회원 18만원(통학 13만원)
6. 입금계좌: 농협 029-01-304861 전국국어교사모임
7. 입금기한: 신청 후 사흘
8. 인원: 중학교 80명, 고등학교 80명
9. 신청마감: 1월 11일(금)
10. 시간표
날짜

시간
1교시
14:00~16:30

16:30~17:50
1/23
(수)

분반
전체
정회원
일반회원

연수과정
학교 단위 수업 성장을 위한 과제 –수업 성찰과 비평
이혁규(청주교대)
전국국어교사모임 정기총회
숙소에서 짐 풀기

17:50~18:50

저녁식사
중

2교시
19:00~22:00

나눌 수업: 중2, 문법, ‘유의어 탐구하기’
진행 황인복(경기 안성여중), 수업자 이상민(서울 삼정중)
나눌 수업: 고2, 문학,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필요한 태도는 무엇

고

일까’
한민수(경기 용인삼계고)

07:30~08:30

아침식사
중A

1교시
09:00~11:30

중B

고A

1/24
(목)

고B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마곡중 민주시민 교육
장은주, 전종옥(서울 마곡중)
빛나는 꿈을 안고 함께 성장하는 신가중, 월곡중 이야기
양승현(광주 월곡중)
우리가 만들려는 것은 혁신학교일까 대안학교일까
김병섭(인천 영종고)
책, 생각, 토론, 글쓰기 그래서 ‘고진감래’ 수행평가
권향연, 신택용(경기 광동고)

11:30~12:30

점심식사
중A

2교시
12:30~15:00

중B

빛나는 꿈을 안고 함께 성장하는 신가중, 월곡중 이야기
양승현(광주 월곡중)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마곡중 민주시민 교육
장은주, 전종옥(서울 마곡중)

고A

고B

1반

3교시

2반

우리가 만들려는 것은 혁신학교일까 대안학교일까
김병섭(인천 영종고)
책, 생각, 토론, 글쓰기 그래서 ‘고진감래’ 수행평가
(권향연, 신택용(경기 광동고)
시 수업, 교육연극으로 디자인하다
서호필(담양 한빛고)
연극에 빠진 소설
정진경(인천 선학중), 이진(서전고)

15:20~18:20
(중/고 구분 없음)

3반

4반

1/25(
금)

학생 이야기로 극 만들기
양은영(인천 관교여중)
옛이야기 속에서 상상하며 이야기 나누고 놀며 살아보기
김종욱(음성교육지원청), 조기영(진천교육지원청)

18:20~18:50

저녁식사

18:50~

휴식

07:30~08:30

아침식사

1교시
09:00~12:00

혐오의 말을 넘어 공존의 사회로 <말이 칼이 될 때> 저자 특강 – 혐오
전체

표현은 무엇이고 왜 문제인가
홍성수(숙명여대)

11.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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