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Society for Adult & Continuing Education Studies

2019년 한국성인계속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한국사회의 변동과 성인교육 과제’
다문화, AI, 통일, 환경 등 한국사회는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개인과 사회에 미칠 영향에 낙관하는
모습도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도 지금의 현실입니다. 희망과 기대, 우려가 교차하는 지금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은
미래의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러한 변화가 삶과 개인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적절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 본 학회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전망하고 성인교육이 어떠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생각하
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미래 사회 지혜를 모으기 위해 마련된 이 자리에 적극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성인계속교육학회 회장 고장완 올림

일

시 2019년 4월 27일 (토요일) 13:00~18:00

장

소 성균관대학교 경영관 33505호

주

최 한국성인계속교육학회

주

관 한국성인계속교육학회 ·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BK21+ 교육인포매틱스 기반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팀

참 가 비 회원 20,000원/비회원 30,000원 (자료집 제공)

세부 일 정

13:00~13:30

등록 및 개회
학회장 인사말씀 : 고장완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사회 : 강구섭 (전남대학교 윤리교육학과 교수)

▣ 1부 기조강연
13:00~

한국의 사회변동과 성인교육의 과제

14:00

기조강연자 : 이병준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2부 사회변동과 성인교육 (Ⅰ) : 직업능력개발과 시민교육

사회 : 강구섭 (전남대학교 윤리교육학과 교수)

전자 포트폴리오 : 개인, 학문, 전문적 성장을 위한 대학생의 체험 학습 관리
발표자 : 박화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14:00~
14:50

토론자 : 송영숙 (숭실대학교 베어드학부 교수)

세계시민교육 관련 교육패러다임 간 연구추이
발표자 : 박경희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BK 21 + 연구교수)
토론자 : 오명숙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 연구교수)

휴식

14:50~15:00

▣ 3부 사회변동과 성인교육 (Ⅱ) : 다문화 & 통일

사회 : 조성란 (고려대 교육문제연구소 연구교수)

평생교육 영역에서의 다문화교육의 방향과 과제
발표자 : 조현정 (한양대학교 다문화교육학과 박사과정)
15:00~
15:50

토론자 : 황치석 (조선왕조문화예술연구소 소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인력의 교육 실태 및 요구 분석 : 통일기반 구축 차원을 중심으로
발표자 : 전연숙 (남북하나재단 기획조정부 부장)
토론자 : 강구섭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휴식

15:50~16:00

사회 : 송영숙 (숭실대학교 베어드학부 교수)

▣ 4부 자유 발표

평생학습도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 발터 벤야민의 도시담론을 기반으로
발표자 : 박진희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BK 21 + 연구원)
토론자 : 김소희 (한국교통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16:00~
17:00

사회연결망 분석기법을 통한 지역사회 평생교육 네트워크 분석
발표자 : 이선영 (상명대학교 교육학과 석사)
토론자 : 장소은 (경성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직업훈련과정에서의 문화적 전환에 관한연구
발표자 : 김지현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토론자 : 권정숙 (청운대학교 교직학부 교수)

17:00~

종합토론

17:30

장지은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연구교수)

17:30~

연구윤리교육 및 폐회

18:00

좌장 : 임세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HRD학과 교수, 연구윤리위원장)

학술대회장 오시는 길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경영관 33505호

대중교통 지하철

지하철 4호선 혜화역 4번출구

시내버스 간선(파랑버스) 102, 104, 106, 107, 108,109, 140, 143, 149, 150, 151, 160, 162, 171, 172, 272, 273, 301
		

지선(초록버스) 2112

마을버스 마을버스 종로 02번 (왕복, 수선관위 후문 앞 옥류천정류장 출발)
		

마을버스 종로 08번 (편도, 양현관 앞 출발)

		

마을버스 대학로 07번 (4호선 혜화역 1번출구 출발)

※ 자가용 이용 시 접수처에서 주차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학술대회 참가비 및 연회비 안내
학술대회 참가비(자료집 제공)

2019년 입회비 및 연회비 안내
입회비(2만원)

회원(3만원) / 학생회원(2만원)

회원(2만원) / 비회원(3만원)
학회계좌 : 우리은행 1002-953-946220(고장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