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N V I T A T I O N
한국진로교육학회 제47차 추계학술대회

청년 고용, 진로교육에서 길을 찾다

일시 :

2018. 11. 21 WED 12:30~17:30

장소 :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2층 무궁화홀)
주최 :
주관 :

한국진로교육학회

한국진로교육학회 제47차 추계학술대회 세부일정

시간

발표 및 내용

12:30~13:30

제1부

【접 수】
사회 장현진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13:30~14:40)

【개회식】
개회사

이지연 (한국진로교육학회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가진로교육연구본부장)

13:30~13:50

20′

축 사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이재흥 (한국고용정보원장)
송병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13:50~14:30

40′

【기조강연】 청년

고용(취업), 진로교육에서 길을 찾다
강연자 : 박영범(한성대학교 교수)

14:30~14:40

10′

제2부

휴 식
좌장 양종국 (한국복지대학교 교수)

(14:40~16:40)

14:40~15:10

30′

【주제발표 1】 국가

청년 일자리 정책의 빛과 그림자, 그리고 진로교육의 역할
발표자 : 채창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미래인재·자격연구본부장)

15:10~15:40

30′

【주제발표 2】 청년 실직의 예방적 접근 진로교육:
초중등단계를 넘어 고등단계와 공공고용서비스로 확대
발표자 : 김한준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전략실장)
【주제 토론】

15:40~16:30

50′

16:30~16:40

10′

제3부

•주제1 토론 : 문승태

(순천대학교 농업교육과 교수)
주휘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교육센터장)
•주제2 토론 : 박주형

(경인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정현주 (곡정고등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휴 식

(16:40~17:30)

【사례 발표】
16:40~17:10

30′

•온라인 기반 청년정책 전달체계
발표자 : 정동열 (한국고용정보원 온라인청년센터구축TF팀장)
•청년 취업 관련 실패 및 부적응 사례
발표자 : 김희수 (한세대학교 대학원 상담학과장 교수)

17:10~17:30

20′

17:30~

【종합 토론】 좌장 : 이지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가진로교육연구본부장)

【폐 회】
※ 상기 일정은 발표자의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도 있음.

오시는 길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낙성대동 239-1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2층 무궁화홀)
Tel (02) 880-0300 홈페이지 http://www.hoam.ac.kr

교통편
•지하철 이용 시
2호선 낙성대역(4번출구) → GS주유소 → [장블랑제리]제과점 앞에서 마을버스
[관악-02번] 승차 → 호암교수회관 하차(5분거리)
* 마을버스[관악-02]는 2~3분 간격으로 운행됩니다.

•버스 이용 시
461, 641, 643, 5413, 5424, 5520, 5524, 5528 이용 낙성대하차 → GS주유소
→ [장블랑제리]제과점 앞에서 [관악-02번] 승차 → 호암교수회관 하차(5분 거리)

•자가용 이용 시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서초IC에서 사당방면으로 P턴 → 남부순환도로에서
낙성대(이정표 : 서울대후문) 방면으로 좌·우회전 후 1.5km 직진하여 좌측 위치
* 네비게이션 이용 시 입력주소 :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구주소 : 봉천동) 239-1

사전등록 안내
•참가비 안내
구분

사전등록

일반

2만원

학부생

1만원

비 고
발표 자료집, 다과 제공

•방법: 사전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하고 참가비 입금
·사전등록 기간: 2018년 10월 29일(월)부터 11월 16일(금)까지
·제출처: 학회 사무국 이메일(careeredu1@hanmail.net)
·입금계좌: 신한 140-011-698728 (예금주: 한국진로교육학회)
※ 신청서 송부 및 참가비 입금이 확인되면 사무국에서 사전등록 완료 메일을 발송하며,
신청서 접수 이후 이틀 이내로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록은 자동 취소됩니다.
•학술대회 개최장소의 수용인원에 따라 사전등록을 통해 선착순으로 인원을 제한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전등록기간이라 하더라도 인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등록(현장등록 포함)이 마감됩니다.
•안내 및 문의: 한국진로교육학회 사무국
·문의: 사무국 간사 김재희(044-415-3765)
·E-mail: careeredu1@hanmail.net
·홈페이지: www.careeredu.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