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 전국 과학교사 컨퍼런스

    
        ◦ 일시 : 2006. 2. 17(금) ~ 18(토) - 1박2일
        ◦ 장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구대학교

  주최 : 전국과학교사협회(Korea Science Teachers Association:www.k-sta.org)
         한국과학교육학회

  후원 : 대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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