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동 온라인 추계학술대회 개최 안내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정과삶의질학회와 한국인간발달학회는 2020년 10월 24일(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탐색 – 다문화 속 숨은 그림 찾기” 라는 주제로 온라인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합
니다. COVID-19 사태로 오프라인 학술대회 개최가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회원 여러
분들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온라인에서 마련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논문 발
표를 원하시는 회원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발표신청서와 포스터 논문을 제
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공동 온라인 추계학술대회 개최 안내
주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탐색 – 다문화 속 숨은 그림 찾기

일시

2020년 10월 24일(토) 오후 1시 - 5시 30분

장소

유튜브(YouTube) 동영상 (비공개 영상으로 학술대회 등록자에게 링크 제공)

공동주최

가정과삶의질학회, 한국인간발달학회

순서
개회사
- 민하영 (가정과삶의질학회장, 대구가톨릭대학교)
- 임정하 (한국인간발달학회장, 고려대학교)
제 1부
기조강연
- 주제: 한국에서, 다문화 가정으로 산다는 것
- 발표자: 이다도시 (숙명여자대학교 프랑스언어문화학과 교수)
제 2부

연구윤리교육
주제 1: 지속가능성과 문화적 다양성
⦁제1발표: 가족이민제도와 이주민의 한국 사회적응: 결혼이주여성 가족초청을
중심으로
- 발표자: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 토론자: 유재언 (가천대학교)
⦁제2발표: 지속가능한 부모교육을 위한 고려: 문화적 감수성

제 3부

- 발표자: 이보람 (대구대학교)
- 토론자: 김정민 (대구가톨릭대학교)
주제 2: 지속가능한 삶과 교육
⦁제1발표: 지속가능한 삶과 교육에 대한 담론
- 발표자: 김진희 (한국교육개발원)
- 토론자: 심우정 (한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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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발표: 비전형적인 아이 키우기: 학습과 발달장애에 대한 새로운 고찰과
지속가능한 부모교육에의 가능성
- 발표자: 이로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토론자: 전숙영 (나사렛대학교)
주제 3: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지원
⦁제1발표: 다문화 가족 대상 금융소비자교육
- 발표자: 김민정 (충남대학교)
- 토론자: 차경욱 (성신여자대학교)
⦁제2발표: 공감의 도시, 창조적 디자인
- 발표자: 이석현 (중앙대학교)
- 토론자: 이현정 (충북대학교)
시상식 및 폐회사
제 4부

- 우수포스터논문상
- 정기총회, 차차기회장 선거(가정과삶의질학회)
- 폐회사

◎ 학술대회 등록안내
2020년 9월 14일(월) - 10월 19일(월) 18:00 까지
등록기간

* 동영상 시청 승인 절차가 필요하니 필히 등록기간 내 등록을 해주시기 바라며,
등록기간 이후에는 사무국 이메일(khma17@naver.com)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대회 등록 신청 링크(https://moaform.com/q/r6-5jV)를
등록방법

통해 등록하시거나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국 이메일
(khma17@naver.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15,000원

등록비

⦁비회원: 20,000원
⦁가정과삶의질학회 이사: 등록비 면제
* 회원여부 문의 및 가입 안내: khma17@naver.com

등록비
입금
안내

⦁계좌번호: 국민은행 488401-01-173773 사단법인 한국가정관리학회
⦁등록비 입금 시 유의사항
- 성명_소속으로 입금자명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길동_한국대)
- 신청자와 입금자명이 다를 경우 학회로 확인요청 바랍니다.

◎ 기타사항
자료집
다운
학술대회
참가
이수증

⦁2020년 온라인 추계학술대회 자료집은 책자 형태로 발간되지 않으며 학술대
회 당일 참여 링크와 함께 첨부파일로 발송된 것을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술대회 당일 강연 또는 포스터 발표 등에 자유롭게 댓글 참여 후 해당 장
면을 캡처 후 사무국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발급 드립니다.

- 2 -

◎ 학술대회 문의처
홈페이지

www.khma.kr

이메일

khma17@naver.com

전화

010-9627-0422
*통화가 어려울 경우 문자 남겨주시면 추후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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