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수석교사와 함께하는   페스티벌

1. A강좌 및 부스 - 10월 12일(토) - 천천중학교 (수원)

 1) 강좌 - 최대 2과목 선택 가능

시간 강좌 강사 내용

09:20 등록 및 안내

09:30
(택1)
11:00

1. PDC (학급긍정훈육법) 신영인 PDC- 민주적 학급운영 실습

2. 도서관 자료 기반 프로젝트 수업 고선화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공간의 민주화

3. 학생 활동을 위한 게임 활용 수업 강혜정 학생들이 즐거운 게임 수업 사례 나눔
11:30
(택1)
13:00

4. 수업에 바로 적용하는 ‘토의 토론’ 허성초 생각을 이끌어내는 토의 토론 수업 방법

5. 우박사와 함께 하는 힐링 수업 우장문 다양한 주제중심수업 사례 나눔

 2) 부스 운영         ※ 수석선생님이 직접 설명 및 안내

교과군 체험활동내용

국어, 한문

- 연극 수업 자료
- 프로젝트수업 자료
- 융합수업 자료
- 과정중심평가 자료

사회, 역사

- 백워드 수업설계를 통한 과정중심평가 자료
-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토의토론 수업 자료
- 다양한 주제탐구 프로젝트 수업실천사례 나눔
- 도서관 자료 기반 프로젝트 수업 자료 

과학

- 유전자실험키트 실습 및 나눔
- 하부르타와 백워드 수업설계를 적용한 수업사례(무성생식)
- 종이접기를 활용한 과학수업 사례 10여 종
- 중1 과학수업 재구성 자료
- 신과수(신나는 과학 수업)연구회 실험 자료집(선착순 30권)
- 드론 수업 활동 사례 나눔
- PDC를 활용한 과학 창제 수업사례 나눔
- 생활 속 효소실험 사례 나눔 및 5분 체험
- 디자인 씽킹을 통한 과정중심평가 자료

미술 - 교과융합수업사례(국어, 사회, 수학, 과학, 도덕)
- 다문화 통합수업 사례

기술가정 - 학생참여형 수업 자료
음악 - 표현, 감상, 생활화 영역의 음악과 평가 사례 나눔



※ 기타사항

1. 최대 2과목 수강 가능하며, 강의가 끝난 후 자유롭게 부스를 둘러보시면 됩니다.

2. 실습 위주의 강의로 진행되어 강의 인원을 30명 이내로 제한하고자 하오니, 신청하신 분께서는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3. QR코드를 인식한 후, 수강 과목과 참여 부스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naver.me/xcHKvtsJ

                                                ( 보안 등급 낮추면 연결됩니다.)

2. B강좌 및 부스 - 10월 26일(토) - 심원중학교 (부천)

 1) 강좌 - 최대 2과목 선택 가능

시간 강좌 강사 내용

09:20 등록 및 안내

09:30
(택1)
11:00

6. 비주얼씽킹 수업으로 행복한 수업 
만들기

허성연
수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비주얼씽킹 
기법 실습

7. 도서관 자료 기반 프로젝트 수업 고선화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공간의 민주화

11:30
(택1)
13:00

8. 영화와 교과의 만남을 통한 창의적 
수업

박성은
영화와 교과를 접목하여 창의력과 자기주도력
을 향상시키는 수업 방법 

9. 아이들의 생각에 날개를 달아주는 
토의토론 수업

김남희
미래사회를 대비하고 수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토의토론 수업

http://naver.me/xcHKvtsJ


 2) 부스 운영 

교과군 체험활동내용

국어, 한문

- 연극 수업 자료
- 프로젝트수업 자료
- 융합수업 자료
- 과정중심평가 자료

수학
- 알지오 매쓰와 구글 클래스를 활용한 수업
- 성취기준으로 질문수업 만들기

사회, 역사

- 백워드 수업설계를 통한 과정중심평가 자료
-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토의토론 수업 자료
- 다양한 주제탐구 프로젝트 수업실천사례 나눔
- 도서관 자료 기반 프로젝트 수업 자료 

과학

- 유전자실험키트 실습 및 나눔
- 하부르타를 활용한 백워드 수업사례(무성생식)
- 종이접기를 활용한 과학수업 사례 10여 종
- 중1 과학수업 재구성 자료
- 신과수(신나는 과학 수업)연구회 실험 자료집(총 30권)
- 드론 수업활동 사례 나눔
- PDC를 활용한 과학창제수업사례 자눔
- 디자인 씽킹을 통한 과정중심평가 자료

미술
- 교과융합수업사례(국어, 사회, 수학, 과학, 도덕)
- 다문화 통합수업 사례

※ 기타사항

3. 최대 2과목 수강 가능하며, 강의가 끝난 후 자유롭게 부스를 둘러보시면 됩니다.

4. 실습 위주의 강의로 진행되어 강의 인원을 30명 이내로 제한하고자 하오니, 신청하신 분께서는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3. QR코드를 인식한 후, 수강 과목과 참여 부스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naver.me/54XwabxN  ( 보안 등급 낮추면 연결됩니다.)

http://naver.me/54Xwabx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