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를 공부합시다!

카잔연방대학교
한국학연구소

PROGRAM
제 3 회 러시아 교사 세미나
«러시아 카잔 지역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한국 사회와
문화 교육세미나: 양국 교과서 개선 방안»
III Международный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ий семинар для
учителей школ Республики Татарстан по корееведению
ИМО КФУ
«Татарстан-Корея: Развитие шко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2018. 10. 27(토) 10:00-18:30
장소: 러시아 카잔, 로바쳅스키 리체이 2 층 IT 교실

«이 결과물은 2018 년도 대한민국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의 해외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지원금으로 수행된 연구결과물임»

주최 단체: 카잔연방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주소: 카잔, 푸쉬키나 1/55, 410 호
전화번호: +79869049219, 이메일: cis.korean@gmail.com

PROGRAM
9:30-10:00

«러시아의 중등 학교 "사회" 관련

종이 교육 등록
한국전통문화 종이접기 교육 (강사과정)

10:00-12:30

논문발표

교사 20 명, 학생 20 명

구분

세미나 등록
주제

발표자

한국의 경제 발전 반영에 대한

Gibadullin Marat

카잔연방대
경제학 교수

화제적 논점»

강사: 김준혁 김영일
13:00-14:00

교육과정의 "경제"부분에서의

소속

논문발표

«한국인의 생애 첫 잔칫상:

김영숙

돌 잔치»

카잔연방대
한국어 교수

대한민국
개회식

한국학중앙연구원

안병욱

원장

논문발표

«러시아 학교에서의 한국어
학습과 K-POP 문화»

Talmanov Andrey

카잔 19 김나지움 교장

축사

사회:
Skobeltsyna Elena

Gafurov Ilshat

카잔연방대학교 총장

(로바쳅스키

논문발표

리체이 교장)

«KFU IT-Lyceum 과 한국의 협력:

Samerkhanov

문제점과 전망»

Timerbulat

카잔 IT 리체이 교장

박사과정 Valieva Julia,
장학금 수여식

석사과정 Gavrilova Anastasia,
4 학년 Dranishnikova Elizabeth, Zaykova Anastasia

논문발표

논문발표

논문발표
논문발표

«세 번의 이천 년»

이형모

한국 재외동포신문 대표

«교사의 교과 준비 과정에서의

Nugumanova

따따르스탄 국립

한국 역사와 문화»

Lyudmila

교육개발원 원장

Skobeltsyna Elena

로바쳅스키 리체이 교장

«러시아 교과서에서 한국에 관한
정보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
«러시아에서 사용하고 있는

논문발표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한국문화의 내용과 개선방안»

카잔연방대 한국어과
고영철

개요와 전망»

Martynov Dmitry

카잔연방대학교
역사학 교수

17:00 질의 응답

사회: Khabibullina Elmira (카잔연방대 국제학부장)
논문발표

«러시아 교과서에서의 한국역사:

발표

«한국 전통 종이접기 문화예술과
창조교육»

종이접기

한국 전통 꼬깔 만들기 및 세계평화기원

세계화 한마당

소망의 종이비행기 날리기 이벤트

노영혜

폐회사 - 고영철

교수 및

17:30-18:30

한국학연구소장

만찬 (로바쳅스키 리체이 식당)

종이문화재단·세계종이
접기연합 이사장

김준혁, 김영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