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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의 말씀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회원 여러분,
이제 완연한 봄과 함께 우리 학회의 춘계 학술대회를 이화 캠퍼스에서 개최하게 됨을 기쁘게 생
각합니다. 아마도 우리 학회가 가장 먼저 춘계 학술대회를 진행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사회
에서 가족의 개념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가족은 저마다 다른 욕구들을 가지고 있
습니다. 가족은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가장 중요한 사회적 단위이지만, 변화하는 사회에서 그
역할 또한 변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다양한 가족을 위한 새로운 가족정책과 실
천이 필요한 때 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함께 새로 출범한 정부는 가족정책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면 사회복지현장은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사회복지현장의 실천방안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먼저 여성가족부 이기순 실장님의 “새정부의
가족복지정책변화와 실천과제”라는 기조발제를 듣고 이에 대한 학계와 현장의 다양한 토론을
통해 실천과제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또한 2부에서는 최근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워라벨”,
다시 말해 “일생활균형”의 방법을 여성과 남성의 입장에서 각각 찾아보고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어떤 서비스적 대안을 마련할지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에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학회에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 사회 가족
과 가족정책의 변화, 그리고 사회복지적 실천대안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번 논의의 자리는 오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월 포럼으로 이어져 현장에서 좀 더 실현가
능한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
립니다.
2018년 4월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회장 정순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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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일정
일시

내용

13:00~13:30

접수 및 포스터 세션
개회식

13:30~13:50

사회 남성희(총무위원장)

개회사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회장 정순둘(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환영사 김혜숙(이화여자대학교 총장)
축 사 정현백(여성가족부 장관)
제1부 새 정부의 가족복지정책 및 실천과제

13:50~14:20

기조강연
제 목 새 정부의 가족복지정책 변화와 실천과제
발 표 자 이기순(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

14:20~14:50

토론
송다영(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병오(하안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조숙현(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14:50~15:10

1부 종합 토론

15:10~15:30

휴식
제2부 일생활균형과 서비스

15:30~15:50

발표주제 남성의 일가정양립과 사회복지의 과제
발 표 자 김진욱(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5:50~16:10

발표주제 일·가정 양립과 보육서비스
발 표 자 유해미(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16:10~16:30

발표주제 빈곤여성의 자활을 위한 통합 서비스: 뷰티풀라이프
발 표 자 홍진주(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 센터장)

16:30~17:00

토론
김영주((재)일생활균형재단 WLB연구소 소장)
류연규(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양소남(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7:00~17:30

2부 종합토론 및 폐회

17:30~18:00

임시 총회

참가비
회 원 사전등록 30,000원/ 현장등록 40,000원
비회원 사전등록 40,000원/ 현장등록 50,000원
학 생 학부생 무료(자료집 별도구입)/ 대학원생 10,000원

회원가입안내
정 회 원 연회비 30,000원
신규회원 학회가입비 30,000원, 연회비 30,000원
(입금계좌: 신한은행 100-032-629301
예금주: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회원가입 시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홈페이지
(www.kafsw.or.kr) 가입 필요

좌장 신은주(평택대학교 교수)

좌장 엄명용(성균관대학교 교수)

사전등록: 4월 6일(금)까지
※ 사전등록절차 안내
1

참가비
입 금 신한은행 100-032-629301
예금주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2

신청서 (홈페이지에서 다운) 작성 후 학회 이메일
(kafsw2018@naver.com)로 발송 및 확인
문 의 총무간사 최성문(kafsw20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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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장소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신세계관 101호(서울 서대문구 성산로 500)

약도

이화신세계관
101호

교통편
지하철역
신촌역 경의중앙 | 2번 출구 도보 6분
버스정류장
이대부중(13118) | 76m

간선
지선

이대후문(중)(13016) | 150m

간선
지선
광역
공항
일반
좌석
직행

이대역

| 2번 출구 신촌역 2번 출구 도보 6분

751
7017 | 7024
272 | 470 | 601 | 606 | 672 | 673 | 700 | 707 | 710
6714 | 7737
M7106 | M7111 | M7119
6011
567
770			
2200(산내마을중심상가-서울역, YTN) | G7111

자가용 이용 시
ECC B5 & B6 주차 ▶ 2번 엘리베이터 탑승 후 지하 2층 하차 ▶ 좌측 박물관방향 ▶ 안내표지판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주차권 구매안내
종일권 4000원 / 4시간권 2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