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동학회 2018년 추계학술대회 안내

모시는 글
한국아동학회 회원님들께,
안녕하십니까? 유난히 더웠던 여름을 지나 어느덧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형형색색의 단풍이 물들 아름다운 계절
에 한국아동학회에서는 ‘미래 아동의 역량: 창의성, 동기, 놀이’를 주제로 2018년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지난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초연결, 초지능, 자동화로 특징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동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조
명해 보았으며, 이어서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여러 전문가를 모시고 미래의 기둥인 아동에게 요구되는 창의성, 동기, 놀이
등의 역량과 관련 쟁점들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나라 아동들이 신체적, 인지적, 사회정서적으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학문의 장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뜻깊은 학술대회에 꼭 참석하셔서 아동학 연구와 교육을 통합
하는 유익한 학문적 교류와 즐거운 만남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2018년 10월 9일
한국아동학회 회장 도 현 심 올림

▍주제 ▍ 미래 아동의 역량: 창의성, 동기, 놀이
▍일시 ▍ 2018년 11월 3일(토) 9:30 ~ 17:00
▍장소 ▍ 이화여자대학교 ECC(이화캠퍼스복합단지) B4 이삼봉홀
▍주최 ▍ 한국아동학회
1. 등록
사전등록

정회원 40,000원

비회원 45,000원

당일등록

정회원 45,000원

비회원 50,000원

* 자료집, 점심식사 및 다과 포함
* 사전등록 기간: 10월 9일(월)부터 10월 25일(목)까지
* 사전등록 방법: 한국아동학회 홈페이지 – 학술대회 – 온라인 사전등록 (본 메일 하단 클릭하여 이동)
* 이수증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분과발표까지 참석하셔야 이수증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2. 사전입금
* 계좌번호: 신한은행 140-009-502807 예금주: (사)한국아동학회
* ‘홍길동(이름)-사전’의 형식으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사전등록 후 바로 입금 바랍니다. 환불규정에 의해 11월 3일(토) 이후에는 환불해드리지 않습니다.

3. 일정
시간

내용

강연자/발표자

09:30-10:00

사회자

등록
도현심 교수
(한국아동학회 회장)

10:00-10:10

개회사

10:10-11:00

주제발표 Ⅰ
알파고로 키울 것인가,
이세돌로 키울 것인가

최인수 교수
(성균관대 아동·청소년학과)

11:00-11:50

주제발표 Ⅱ
Motivation, Engagement, and
Motivating Style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Johnmarshall Reeve 교수
(고려대 교육학과)

송하나 교수
(성균관대
아동·청소년학과)

대의원 회의(차차기회장 선거)
11:50-13:30
점심 및 포스터발표
한국아동학회 학술위원회
13:30-14:20

주제발표 Ⅲ
오늘의 놀이, 그 다양성과 미래

서주현
송승민
채진영
한세영

교수(상명대 가족복지학과)
교수(수원대 아동가족복지학과)
교수(전북대 아동학과)
교수(이화여대 아동학과)

좌 장: 이강이 교수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황혜신 교수
(상명대 가족복지학과)

토론자:성은현 교수
14:20-15:20

(호서대 유아교육과)

종합토론

신나리 교수
(충북대 아동복지학과)

임여정 원장
(푸르니 반딧불 어린이집)

15:20-15:40

한세영 교수
(이화여대 아동학과)

정기총회 및 시상식

분과 발표
15:40-16:50

16:50-17:00

1분과: 아동발달

2분과: 보육/교육 프로그램

3분과: 아동상담
(공개사례발표)

좌 장: 강민주 교수
(연세대 아동가족학과)

좌 장: 전효정 교수
(동아대 아동학과)

좌 장: 이진숙 교수
(전북대 아동학과)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