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쉼’이 있는 삶을 위한
가족자원경영학의 과제
●

일 시 : 2018년 11월 10일 (토)

●

장 소 : 성신여자대학교 미아운정그린캠퍼스 C동 311호

●

주 최 : (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

후 원 : 한국연구재단, 도서출판 신정

2018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초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10일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학술대회의 주제는 ‘쉼’이 있는 삶을
위한 가족자원경영학의 과제‘입니다.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연간근로시간은 OECD 28개 회원국 중 2015년
기준 두 번째로 길어 세계 두 번째 노동국가로 불리고 있으며 국민 대다수가 일중독 사회에서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는 ’일‘을 위해 ’일이 아닌 삶‘을 추구하지 못하는 문제에 주
목하면서 일과 삶의 조화, 일 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자원관리,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가족지원 서비스와 가
족정책 등을 주제로 가족의 일과 쉼의 균형,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논의를 계속 해왔습니다.
2018년 초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주당법정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우
리가 균형 잡힌 삶을 위해 진지하게 고민해왔던 노력을 본격적으로 구체화시켜야 할 사회적 요구가 있음을 일
깨워주는 것입니다. 이제 ‘쉼’이 있는 삶은 모두의 관심사이며 준비해야 할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추계 학술
대회에서는 축적시켜온 연구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삶에서 쉼을 어떻게 추구하고 정착시킬 수 있는지, 그리
고 그 결과로 ‘일’과 ‘일하지 않는 삶’의 조화를 일상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제안하고 가시화시
키는 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추계학술대회가 연구 분야와 실천현장에서 새로운 주제에 대한 참신한 연구관심과 실무경험에서 축적된 소중
한 결실을 거두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2018년 추계학
술대회가 가을의 풍요를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며, 학문적 열정과 정보를 나누는 경험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 11.

(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회장 홍 성 희

Program
일 시
09:3010:00
10:0010:10
제
1

10:1011:00

부
11:0011:50

-

발표 및 내용

비 고

등록 및 포스터 발표논문 게시
개회사 및 학회장 인사(홍성희 회장, 계명대)
기조강연 1
- 발표주제 : 행복한 쉼표, 일과 삶의 조화

사회: 송혜림 부회장

- 발 표 자 : 최석호(서울신학대학교 교수, 한국레저경영연구소 소장)

(울산대)

기조강연 2
- 발표주제 : 일-가정 양립과 가족자원경영학의 과제
- 발 표 자 : 조희금(대구대학교 교수)

11:5012:10
12:1012:20
12:2013:30

연구윤리교육

서지원 편집위원장(방송대)

총회

홍성희 회장(계명대)
점심식사 및 포스터 발표

쉼이 있는 삶을 위한 가족자원경영학
세션 1. 현황과 실태

세션 2. 관련연구

세션 3. 정책, 제도, 프로그램

세션 4. 신진/자유

사회: 김선미(광주대)

사회: 김선희(고신대)

사회: 조영희(서원대)

사회: 이현아(대구대)

발표자: 이윤정(호서대)
발표자: 고
 선강(성신여대)
토론자: 정은미(대전과학기술대) 토론자: 이선형(호서대)

발표자: 송혜림(울산대)
토론자: 김유경(숭의여대)

청소년 한부모의 일과 삶의 실 아동, 청소년의 ‘쉼’이 있는 삶 ‘쉼’이 있는 삶을 위한 가족
태와 현실: 정규직 취업에 미 의 영향 요인 연구
정책동향과 과제
치는 직업교육 경험과 아이돌
봄 서비스 지원의 효과

제
2

13:3016:00

부

발표자: 윤소영(한국문화관광 발표자: 김성희(여주대)
연구원)
최환규(한국워라벨
토론자: 서병기(헤럴드경제
연구소 소장)
신문사 전문기자)
토론자: 정지영(여주대)

발표자: 조성은(한국건강가정
진흥원)
토론자: 박경은(한국건강가정
진흥원)

여가생활주기에 따른 여가
활동의 특성분석

WLB 조직문화가 일과 삶의
균형에 미치는 영향

삶의 균형을 지원하는 가족정
책방향과 현황

발표자: 어
 성연(중앙대)ㆍ백선아
(한영대)ㆍ김인설(전남
대)ㆍ김혜리(중앙대)
토론자: 고선주(서울시

50+재단)

발표자: 서지원(방송대)
토론자: 기은광(서정대)

발표자: 박
 지선(종로구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토론자: 이윤정(서울시건강가
정지원센터)

맞벌이 남성의 일-가정 양립:
계층별, 연령대별 생활시간
50+세대의 문화예술교육 제 분석을 중심으로
약 요인에 대한 탐색연구: 가
족자원을 중심으로
발표자: 박
 미석ㆍ김경아ㆍ김미영 발표자: 강복정(한국건강가정
ㆍ전지원(숙명여대)
진흥원)
토론자: 김
 연화(김포시건강가정· 토론자: 최세영(백석예술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일·가정·생활 균형을 통한 가족
청년세대의 일과 삶의 균형에 영 친화 실천 연구: 가족친화경영
향을 미치는 요소: OECD ‘더 나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은 삶의 지수(Better Life Index)'
와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를 활용한 국가비교

16:0016:30

자유주제

발표자: 권안나(울산여성가족
개발원)
토론자: 이유리(홍익대)
울산지역 근로자의 ‘쉼’이 있는
삶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가족친화인증기업(관)을 중심
으로발표자: 이종희(계명대)
토론자: 박미려(충남대)
부채상환여력의 평가 및 예측
- 중년기가계를 중심으로

발표자: 조혜진(인천대)
토론자: 김민정(충남대)
저소득층가계의 부채특성
결정요인분석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지역
사회 가족지원서비스에 관한
연구: 종로구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사례를 바탕으로
발표자: 김소영ㆍ선보영(한국 발표자: 서종수(대구대)
여성정책연구원)
토론자: 김
 민주(동대문구건강
토론자: 이승미(우석대)
가정지원센터)
노동시간구조 전환중심의
일-생활 균형 정책

폐회식, 시상식 및 경품추첨

대학생의 외모만족감, 스트레
스와 레질리언스가 행복에 미
치는 영향

Location
C동 311호

미아현대아파트

오시는 길
지하철
지하철 4호선 미아역(서울사이버대학교입구) 1번 출구로 나오셔서 300m 정도 걸어오시다가
우회전하여 200m 더 오시면(도보 8분 예상) 성신여대(운정그린캠퍼스) 정문이 보입니다.

●

버스
●

버스(수유시장ㆍ성신여대운정그린캠퍼스)

: 버스 하차 → 한국전력공사 강북성북지사 건물(1층
올리브영)을 끼고 50m 직진 → 성신여대 주자창 입구 → 주차장 들어가서 10시 방향으로 직진 후
안쪽끝까지 들어가기 → C동 출입구 엘리베이터 이용

●

간선버스(파란색)

: 101, 102, 106, 107, 108, 120, 130, 140, 141, 142, 150, 151, 153, 160, 710

●

지선버스(녹

색) : 1144, 8153

학술대회 참가비
사전등록

학술대회 당일 등록

비고

학생/ 현장종사자

30,000

40,000

일반

40,000

50,000

학술대회 당일 등록자의 경우
점심 불포함

(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연회비
●
●

연 회 비 : 50,000원 / 입회비 10,000원
홈페이지 : www.kfrma.kr

Tel: 010-4026-8468

E-mail: kfrma@hanmail.net

www.kfrm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