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춘계 통합학술대회

영유아기 영어교육,
어떻게 할까요?
2018. 3. 30 |금| 12:30~17:30

일시

장소 가천대학교 글로벌센터 국제홀
주최 한국보육지원학회, 한국보육학회, 한국아동권리학회 공동개최(가나다 순)

초대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새싹처럼 하루가 다르게 부쩍부쩍 자라고
있습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의 문제는 학회 회원 모두 늘
고민하고 연구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근래 우리 사회에서는 영유아의 학습과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영어교육을
중심으로 아동의 요구, 부모의 요구, 그리고 정책당국의 요구가 서로 교차되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금번 춘계 학술대회에서는 우리 사회 영유아를 위한 영어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각계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을 모시고 생각을 모아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공사다망 하시더라도 시간을 내어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월
한국보육지원학회 회장 이 희 선
한 국 보 육 학 회 회장 이 미 정
한국아동권리학회 회장 이 완 정

세부일정
발표 및 내용
12:30~13:00

등록
사회 : 양승희 교수(서일대학교 유아교육과)
환영사
축 사

13:00~13:30

개회사
13:30~14:10

주제발표1

영유아 뇌 발달과 언어교육
홍선호 교수(서울교육대학교 영어교육과)
휴식 및 포스터 발표

14:10~14:30
14:30~15:10

주제발표2

영유아기 사교육실태(영어교육을 중심으로)
김은영 박사(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15:10~15:50

주제발표3

아동권리와 영유아기 영어교육 논쟁
황옥경 교수(서울신학대학교 보육과)
휴 식

15:50~16:00

좌장 : 조성연(호서대학교 유아교육과)
토론1. 영어 사교육 반대 입장
김영명 원장(서강 어린이집)
토론2. 영어 사교육 찬성 입장
강인숙 원장(중앙 몬테소리 어린이집)
16:00~17:00

종합토론

토론3. 영어 사교육 찬성 입장
안희정 학부모(신영창의 어린이집)
토론4. 영어 사교육 반대 입장
김은향 학부모(하남 초등학교)
토론5. 총괄 및 학회대표
신나리 교수(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시상 및 폐회식

17:00~17:30

등록안내
참가비 사전등록 : 30,000원
현장등록 : 35,000원
등록마감 2017년 3월 19일(월) 18:00까지
등록방법 참가신청서 제출, 계좌입금
- 해당 학회 홈페이지에 및 첨부파일 등록방법 참고 (필히 한 학회에만 등록 요망)
- 참가신청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메일로 접수 및 입금
- 입금시 반드시 성명(소속)을 기재해 주십시오. 예) 홍길동(한국대)
입금계좌안내
- 한국보육지원학회: 신한은행 100-032-677494 / 예금주: 한국보육지원학회
- 한국보육학회: 우리은행 345-071015-02-104 / 예금주: 이미정
- 한국아동권리학회: 하나은행 831-910005-05305 / 예금주: 이완정

학술대회 안내 및 문의
한국보육지원학회 홈페이지 : www.educarechild.com
E-mail : k-childcare@hanmail.net
연락처 : 010-5586-1775
한국보육학회

홈페이지 : www.kcec.or.kr
E-mail : kcec12@hanmail.net
연락처 : 010-2557-1175

한국아동권리학회 홈페이지 : www.kccr.or.kr
E-mail : kccr@hanmail.net
연락처 : 010-3699-2325

오시는 길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42
지하철: 분당선 가천대역(비전타워 전용통로를 이용하여 캠퍼스 진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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