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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추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원고 제출 안내

목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5년 한국가정과교육학회 추계 학술 대회 포스터 논문을 공모합니다.
포스터 신청은 1)초록만 심사와 2) 초록 및 전문 심사가 가능합니다. 제출하신 포스터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학술지 평가를 대비하는 것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학회 개최 일시: 2015년 11월 7일(토) 10:50∼17:00
○ 장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층 다산홀
○ 학회 주제: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한 2015 가정과교육과정의 이해
○ 포스터 신청 대상: 한국가정과교육학회 회원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가입하고 승인확인 후 포스터 신청을 하여야 함)
○ 포스터 신청서, 초록 및 전문 제출 마감: 2015년 10월 5일(월)
○ 포스터 초록 분량: B5 1매 이내
○ 포스터 전문 분량: A4 5매 이상
○ 신청 주소 : www.khomedu.or.kr
(포스터 신청 및 심사를 온라인시스템으로 운영 함. )
붙임 1. 학술대회 일정 1부.
2. 포스터 신청서 1부.
3. 포스터 초록 작성 지침 1부.
4. 포스터 전문 작성 지침 1부.
5. 학술대회 당일 포스터 발표 작성 지침 1부.
3. 특전: 포스터 전문 논문(서론, 이론적 배경, 연구방법, 결과, 결론, 참고문헌 등 포함)을 제
출하는 경우 학술대회 발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한국가정과교육학회에 투고 시 심사위원 1인이 면
제 됩니다. 따라서 포스터 전문 논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투고 시 1인 심사 면제 대상이 아닙니
다.

끝.

사단법인 한국가정과교육학회

기안자
노희연
회장
조재순
협조자
시행 한가교 -150013 (2015.09.18)
접수

(

우 361-892 충북 청주시 흥덕구 태성탑연로 250. 한국교원대학교 응용관 213호(가정교육과) / homedu@hanmail.net
전화 (0505) 565 - 7891 / 전송 (043)230-3607 / 기안자 homedu@hanmail.net /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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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15년 한국가정과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개최

‧ 주제 :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한 2015 가정과교육과정의 이해
‧ 일시 : 2015년 11월 7일(토) 10:50∼17:00
‧ 장소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층 다산홀
‧ 추계 학술대회 논문발표(포스터 발표) 신청 일정
일정

내용

2015년 09월 18일∼10월 05일

학술대회 논문 발표 신청 및 초록 마감

2015년 10월 06일∼10월 26일

학술대회 논문 심사

2015년 10월 27일∼11월 02일

학술대회 수정 논문 마감

2015년 11월 07일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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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포스터 발표 신청서

본인은 2015년 추계학술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포스터 논문을 발표하고자
신청합니다.
2015년

월

일

논문제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발표자의 경우, ( ) 안에 ✔표시해주십시오.
저자(1)이름: ________

소속 및 직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저자(2)이름: ________

소속 및 직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저자(3)이름: ________

소속 및 직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저자(4)이름: ________

소속 및 직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포스터 전문 제출 여부: 예(

)

아니오(

발표자 연락처 : 이름
전화번호
핸 드 폰
E-mail

■위 사항을 빠짐없이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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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포스터 초록 작성 지침
o 프로그램: 한글(2002 이상)
o 편집용지: B5,위쪽(20mm), 아래쪽(15mm), 오른쪽(30mm), 왼쪽(30mm), 머
리말(15mm), 꼬리말(15mm), 제본(0mm) 장평(95) 자간(-5)
o 줄간격: 160%
o 글자모양, 크기: 제목 - 휴먼명조(진하게), 13
저자 - 휴먼명조, 11, 이름 및 소속, 발표자 이름 다음에 *표
내용 - 휴먼명조, 11, 들여쓰기 3cm
o 제목과 저자 사이, 저자와 내용 사이는 각각 1줄씩 띄우시기 바랍니다.
o 내용은 서론(연구의 의의), 연구 방법, 결과 및 결론을 포함하되, 표나 그림
없이 1쪽을 초과하지 않도록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기>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만족도와 사회문화적 태도가
사회적응능력 및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름 소속
발표자 이름 소속
*

(

)

(

)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사회적응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아 외모에 대한 건전
한 사회문화적 태도 및 만족도를 형성 하고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만족도와 사회
문화적 태도 및 사회적응 능력에 따른 학교생활 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아 사회적응성을 향상
시켜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PASW
Statistics v18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의 분석방법으로는 평균과 표준편차, 빈도
분석,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t-test, 일원분산분석(ANOVA), 다변량 분산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 통계적 변인으로 가정형편과
부모의 직업에 따라 외모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문화적 태도 중
내면화는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 인식은 어머니의 국적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둘째, 사회적응능력 중 공동 작업은 외모에 대한 만족도와 사회문화적 인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인관계는 외모에 대한 만족도와 사회문화적 인식이 정적
영향을 미친것에 반하여, 내면화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응능력
중 책임감은 사회문화적 인식이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생활만족도 중
학업수행은 책임감과 공동작업 수행능력이 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사회적 능력이 높을수록 학
업수행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그러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중 내면화는 부적인 영
향을 미쳐 이상적인 외모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할수록 학업수행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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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포스터 전문 작성 지침
1. 편집규정
o 프로그램: 한글(2002 이상)
o 편집규정: 한국가정과교육학회 투고규정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2. 논문 요약본 작성
다음의 내용을 A4용지 5매 이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o 국문: 국문요약, 주제어(Key Word), 서론, 이론적 배경 또는 관련문헌고찰, 연
구방법, 결과 및 해석고찰(또는 결과 및 고찰), 결론, 참고문헌
o 영문: 국문요약, 주제어(Key Word), Introduction, Review of Literature, Rese
arch Methods, Results and Discussion, Conclusion, References, Abstract
3. 표와 그림 작성
투고규정 제12조에 따라 모든 표 및 그림, 사진의 제목과 설명은 영문으로 한다. 제목은
표의 경우 Table 1., 그림 및 사진의 경우 Figure 1. 등의 순서로 표기하며 본문을 참조하
지 않아도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간결, 명확하게 기재한다. 본문에 인용 할 때는
<Table 1>, <Figure 1> 등으로 표시한다. 도표는 정확하고 선명하게 그려서 제출하며 위,
아래 가장자리 선은 굵은 직선으로 하고 세로선은 사용하지 않는다.
※ 영어로 표기하기가 불가능하거나 내용의 전달을 위해 표나 그림의 내용을 한글 또는 원
어와 영어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경우에는 논문 제출 시 사유를 첨부하고, 편집위원회
에서 이를 인정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2.6 참고문헌 기재
정기간행물의 경우는 제 1저자, 공동저자 (출판년도). 논문제목. 간행물명, 권(호), 면. 의
순으로, 도서의 경우는 제 1저자, 공동저자 (출판년도). 도서명. 출판지역: 출판사명. 순으
로 기재한다.(간행물명, 권, 도서명은 이탤릭체로 한다.)
※ 참고문헌은 본문 뒤에 일괄 기재하며 영문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단, 영문표기가 불가
능한 단행본이나 보고서 신문 및 잡지 등의 기사 및 기고 등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기타
기재 방법은 APA Style을 따른다.

※ 예 시(학술대회집)
변경 전

배현영, 박미정, 이혜자 (2009). 한(韓)문화 인식 증진을 위한 가정과교사 연
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2009 가정과교육학회 동계학술대회
(pp.259-260)

변경 후

Bae H-Y, Park M-J, &Lee H-J (2009).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Home Economics Teacher Training Program for Elevating The
Recognition of Han Culture - Based on Clothing Life Culture in Three
Kingdoms Period. Proceedings of the 2009 Winter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Conference.(pp.259-260)

- 5 -

논문 제목
저자 이름
소속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관련 문헌 고찰
Ⅲ. 연구방법

Ⅳ.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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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학술대회 당일 포스터 발표 작성 지침
1. 포스터 규격 : (A0사이즈) 폭 900mm × 높이 1200mm
2. 포스터 발표 내용
o 연구의 목적
o 방법
o 결과 및 고찰
o 결론
o 참고문헌(10개 이내)
o 표와 그림: 가급적 5개 이내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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