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회 전국과학교사큰모임

 

대한민국 과학교사 교류 선언

일시: 2007년 10월 13일(토)

장소: 국립중앙과학관 

      2층 실험실 및 정약용 홀

주최: (사)과학교사과학문화협회, 전국과학교사협회

참가단체: 강원과학교육연구회/경기도과학교과교육연구회/대구화학교사연구

회/대전과학교사모임/부산어메니티과학교육연구회/사랑의과학나

눔터(3S키트연구회)/신나는과학을만드는사람들/인천과학사랑교사

모임/전남중등물리교육연구회/전북과학교사연합회/화학을사랑하

는교사들의모임(화사모)/울산생활교과연구회/참과학/경북과학교

사모임/제주청소년과학탐구연구회  총 15개 단체

후원: 국립중앙과학관



인사말씀

임웅묵(wmook@hanmail.met)1)

  안녕하십니까?

  후텁지근했던 여름이 지나가고 우리고유 명절인 추석을 뒤로하고 남북정상회담을 

보면서 평화통일이 한층 다가온 것 같습니다. 청명한 날씨의 가을 학기 한가운데 

2007년 10월 13일 토요일 전국의 15개 교과연구모임 단체회장님과 활동가 선생님을 

뵐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가슴이 벅찹니다. 4년 동안의“전국과학교사컨퍼런

스”를 “제5회 전국과학교사 큰모임”으로 이름을 바꾸고 개최함으로써 우리 자신

에게는 열정을 통한 보람과 희망을 갖게 하고,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과학교육발

전과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둥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1세기에 가장 큰 변화는 컴퓨터의 사용과 그 속도입니다. 컴퓨터는 생산성을 높

이고 커뮤니케이션 및 연구를 활성화하는데 역할을 합니다. 교과연구회 즉, 지식공

동체(CoP, Community of Practice)는 지식을 네트워킹하고 변화를 모색함으로써 새

로움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 Skill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를 문화로 성장하

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모임이 퇴직 후에도 탐구 실험을 함께 할 수 있는 전

국과학교사협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과학교사 교류에 관한 시스템을 만들고 실천함

으로써 인생의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동반자와 커뮤니케이션이 잘되고 즐거우

면 경쟁에서 힘으로 발휘합니다. 즉 과학교사가 과학문화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15개 단체가 각각 준비한 실험을 보시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실

제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실에서 동시에 실험을 하니까 11개 단체 회원들

은 2명씩만 참관하셔도 8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발표시간이 30분 정도 밖에 되지 

않으니 가능하면 두세 분씩 실별도 이동하셔서 보고, 지역모임에서 토론하실 수 있

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과연구회장님이 처음으로 윤리강령으로 선택한 대한민국 과학교사 교류선언을 

통해 전국과학교사협회 5년 동안의 위상을 재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확

신합니다. 교육은 선언으로만 해결되지 않고 실천을 통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모

든 과학 선생님들이 자신감과 용기가 충만하며 글로컬 마인드(Glocalizational 

mind)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학교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오늘 국립중앙과학관에서는 “사이언스 데이”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와주시는 관계자분들도 부족합니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 때문에 점심 드시는 것이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강인 “과학발전과 미래사회”에 대해 과거와 미래의 교육을 연결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유엔미래포럼의 박영숙 대표님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통해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

다.  

  건강하십시오.

1) (사)과학교사과학문화협회 및 전국과학교사협회 회장, 전남외국어고등학교(현) 



대한민국 과학교사 교류 선언  

(Korea Science Teachers Exchange Declaration) 

2007.10.13.(토), 전국과학교사큰모임, 국립중앙과학관(대전)

一. 과학교사(우리)는 새로운 학습 자료를 개발 ․ 공유함으로써 학생들을 이

롭게 한다.

  To be able to benefit students by developing new teaching 

materials & sharing them. 

一. 과학교사(우리)는 각 지역교과연구회에서 제안한 프로젝트의 충돌을 완

화하고 공익을 우선한다.

  To prioritize public interest about proposed projects by 

each team. 

一. 과학교사(우리)는 기초자연과학의 교수 ․ 학습 지도방법과 평가의 전문

성을 확보한다.

  To establish professional teaching methods & assessment 

tools. 

一. 과학교사(우리)는 학생과 학부모와 더불어 과학과 교육과정의 질 향상

에 노력한다.

   To upgrade the quality of science education curriculum 

together with students & parents. 

一.  과학교사(우리)는 학교 및 사회에서 올바른 과학교육 문화 확산에 최선

을 다한다. 

  To do our best to disseminate a culture of science 

education in our society.

(사)과학교사과학문화협회(STSC) 및 전국과학교사협회(KSTA)
  (Science Teachers Science Culture association 

& Korea Science Teachers Association) 



시간 내용

장소
A실(물리실)

좌장 : 민재식

B실(화학실)

좌장 : 이용구

C실(생물실)

좌장 : 조영남

D실(지구과학실)

좌장 : 박금재

09:00-10:00 접수 및 등록

10:00-

10:30

인천과학사랑
신나는 과학을 

만드는 사람들
전북과학교사연구회 경기도중등과학연구회

눈으로 보는 

정상파(임익섭)

 Homopolar 전동기

( 류성철)

한지로 만드는 목걸이

(이현근)

토론으로 여는 과학논술

(이명선)

10:40-

11:40

초청 강연
과학발전과 미래사회

( UN미래포럼 대표 박영숙) 

11:40-13:00 점 심

13:00-14:10
전국과학교사협회 총회

(개회식, 지역모임 소개, 과학교사 교류 선언문)

14:10-14:20 휴 식

14:20-

14:50

인천과학사랑
신나는 과학을 

만드는 사람들
전북과학교사연구회 경기도중등과학연구회

주사기 활용 실험

(박상대)

개방형탐구의 

실제-필름통폭발

(백종민) 

학습동기유발을 위한 

과학과 동영상 수업자료

(박만호)

퍼즐로 배우는 영양소의 

소화(조광근)

14:50-

15:20

대전과학교사모임 사랑의 과학나눔터
신나는 과학을 

만드는 사람들
부산어메니티

신나는 과학 수업을 위한 

동기 유발 자료(김경숙)

microscale chemistry

(홍종화)

 논술독서지도를 연계한 

서술형 평가

(한문정)

전기는 물질에서 온다. 

(김민화)

15:20-15:30 차와 커피

15:30-

16:00

전남중등물리교육연구회 사랑의 과학나눔터 경북과학교사모임 부산어메니티
간이 사진기를 응용한 

멀티 광학실험장치 

(채희진)

동티모르 과학교사 

세미나 보고

(이선희)

날 잡아봐!

(정성헌) 

만물은 자성을 띤다.

(조현주)

16:00-

16:30

울산생활교과연구회
화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강원과학교육연구회 참과학

전기 포석정

(윤대혁) 

이산화탄소 상평형 

시각화장치 활용 실험과 

응용사례

(박영철)

3차원 광선가시화

 장치에 대한 연구

(김경호)

열전소자, 발전소자

(이준구)

16:30-

17:00

울산생활교과연구회
화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강원과학교육연구회 참과학

간편 전동기

(이성현)

천연재료를 이용하여 

화학전지 만들기

(홍경환)

태양관측용 필터의 

특성에 관한 연구

(엄태호)

누드 스피커

(오교선)

17:00-19:00 (사)과학교사과학문화협회 및 전국과학교사협회 이사회 

참가단체

강원과학교육연구회, 경기도과학교과교육연구회, 경북과학교사모임, 대구 화학교사연구회, 

대전 과학교사모임, 부산 어메니티 과학교육연구회, 사랑의 과학나눔터, 신나는 과학을 만

드는 사람, 울산과학연구회, 인천과학사랑교사모임, 전남중등물리교육연구회, 전북과학교

사연합회, 제주청소년과학탐구연구회, 참과학, 화학을 사랑하는 사람들 15개 단체

제5회 전국과학교사큰모임 일정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