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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21년 5월 교육방송 eduTV 대학 방송 시청 안내 

 (재)스마트교육재단 

           1. 귀 대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eduTV 대학 방송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협력을 받아 회원대학교와 교육방송 eduTV가 공동 제작한 

‘2021년 5월 eduTV 대학 방송 프로그램’을 <붙임>과 같이 방영하오니 귀 대학교에서 많은 분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교육방송 edu TV 시청 안내

              < IPTV >                                       

          

            
  붙임 : 2021년 5월 교육방송 eduTV 대학 방송 시청 안내. 1부.   끝. 

(재) 스 마 트 교 육 재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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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2021년 5월 교육방송 eduTV 대학 방송 시청 안내 
 

         

 ① 2021 교육기획 “대한민국 교육을 세우다” - 5월 방송 

방송 시간 방송 내용 출연자

5/22(토) 

본방송

오전10시

(50분)

part 1

주제 강연

논쟁문제 수업에서 교사의 역할은?

 ○ 논쟁문제 수업의 개념, 필요성과 목표 

 ○ 효과적인 논쟁문제 수업의 유형

 ○ 논쟁문제 수업에서의 교사의 역할

 정창우 교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5/23(일) 

재방송

토크 (진행자 ↔ part 1 강연자)
 조영달 교수

 (서울대학교)

part 2

주제 강연

과학교육, 논증을 말하다!

 ○ 과학자와 논증에 대한 이미지, 중요성

 ○ 학교 과학 수업과 논증

 ○ 논증 수업에서의 문제와 극복 등

 김희백 학장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5/29(토) 

재방송 토크 (진행자 ↔ part 2 강연자)

 

  ※ 이 방송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과 서울교육대학교가 후원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임    

② eduTV “공감” 강연 5월 방송

방송 시간 강연 주제 강연 교수

5/8(토)

낮 12시25분

(15분) 

<동요를 통해 본 경제이야기>

(1강) 동요경제 - 일제치하 동요와 경제

                이야기

• 대구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김상규 교수 

5/9(일) 재방

5/15(토)  (2강) 동요경제 – 해방 후부터 6.25까지

                 동요 5/16(일) 재방

5/22(토) (3강) 대중가요경제 - 일제하 대중가요

                     경제5/23(일) 재방

5/29(토) (4강) 대중가요경제 - 6.25 전쟁 시기 

                     대중가요와 경제5/30(일) 재방

  

  ※ 이 방송은 교육방송 eduTV가 제작하고, 대교협 회원대학교 교수님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