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창의력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프로그램 일정

시간 내용 사회자

12:30-13:00 온라인 접속 확인

13:00-13:10 개회사 한국창의력교육학회장 한기순 교수

김누리

13:10~13:20 환영사 선문대학교 황선조 총장

13:20~14:00
기조강연: 집단 창의성의 사회심리학
최훈석 교수(성균관대학교)

14:00:~14:40
주제발표: 미디어 집단지성- 사용자간에서 언택 
콜라보와 AI 큐레이션
노가영 작가(유튜브 온리, 콘텐츠가 전부다) 

14:40~15:20
주제발표: 애플의 혁신과 건양대학교 창의융합대학
유성하 교수(건양대학교)

15:20~15:30 휴식 1

15:30~16:50

논문발표
Session 1: 학생성공과 창의교육
Session 2: 교사역량과 창의성
Session 3: 놀이와 창의교육
Session 4: 발명과 창의성
Session 5: 대학혁신과 창의성: 선문대학교

김효원
조은별
김명섭
최현준
유지현

16:50~17:00 휴식 2
17:00~17:20 대학생창의력경진대회 시상식 이용민
17:20~17:30 폐회사 및 이사회 한국창의력교육학회장 한기순 교수 김누리

연번 세션명 발표자 발표주제

1

학생성공과 창의교육

권유선(청강문화산업대)
표정민(광주대)
조희정(청강문화산업대)

교수자-학습자 인식 차이1 : 온라인 
교육 동상이몽

2 권유선(청강문화산업대) 교수자-학습자 인식 차이2 : 온라인 
교육에서 창의교육이 힘든 이유

3
최현준(목포해양대)
박혜리(목포해양대)
김누리(목포해양대)

도시재생 프로그램 활동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4 최금미(광주대) 퍼실리테이션 역량 강화 비대면 프로그
램 개발 및 효과



연번 세션명 발표자 발표주제

5

교사역량과 창의성

황연주(부경대)
이새별(부경대) 
황희숙(부경대)

유아교사의 놀이성과 창의적인성이 놀이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6 이빈(유평초)
이선영(서울대)

교사의 해석 수준에 따른 학생의 창의적 
산출물 평가의 차이

7 김희영(인천대)
안동근(인천대)

유아교사의 프로티언 경력태도, 무형식
학습경험, 교수창의성 및 주관적 경력
성공의 구조적 관계 분석

8 이새별(부경대)
황희숙(부경대)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한 조직창의성에 
대한 유아교육기관 조직구성원의 인식

9

놀이와 창의교육

우숙정(인천대)
안동근(인천대)

유아교사의 놀이성이 놀이교수효능감과 
교수몰입을 매개로 창의적 교수행동에 
미치는 영향

홍희선(경희대)
한지수(경희대)

보육교사의 창의성,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및 놀이교수효능감 간의 관계10

11
박미현(부경대) 
이새별(부경대)
황희숙(부경대)

유아교사의 놀이교수효능감과 창의적 인성
이 교사-유아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12 정단비(인천대)
안동근(인천대)

유아교사의 성격특성, 교수메타인지, 
전문성 발달 및 창의적 교수행동의 
구조적 모형 검증

13

발명과 창의성

최지미(대구 침산초) 찾아가는 발명체험교실 운영 성과 및 
개선방안 탐색

14 이승원(대전 변동초) 진로교육 연계 초등학교 발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15 이민혜(연신초) 원격교육 플랫폼을 활용한 발명영재교육
의 가능성 탐색

16 김영민(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재학생의 지식재산
과 창업에 대한 인식과 교육요구도 분석 
: KAIST 학부생을 중심으로

17
대학혁신과 창의성:

선문대학교 
특별 세션

강지량. 심현애(선문대) 대학 서비스러닝 운영 사례 및 개선 방안

황찬승(선문대) 실천적 3단계 창의력 접근법-TBL교과목
을 중심으로18

유지현, 오용선(선문대) Design Thinking을 적용한 글로컬 
Citizenship 프로그램 운영 사례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