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추계 학술대회

놀이중심 개정 누리과정
현장적용의 실제와
어린이집 평가제
일시 2019년 10월 12일(토) 09:00 ~ 17:00 (8시간 연수이수증 발급)
장소 서울교육대학교 종합문화관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96. 서초동)
주관 한국보육학회
후원 에듀케어 아카데미
'www.bo6in.com 보육인을 위한 유일한 통합 솔루션'

인사말
무더운 여름이 물러가고 어느덧 시원한 바람이 느껴지는 가을입니다.
청명한 계절에 한국보육학회에서는 2019 놀이중심 개정누리과정의 현장 적용의 실제적인 부분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영유아에게 놀이가 가지는 본질적 힘을 깊히 고찰하고, 놀이중심의
교육과정을 어떻게 현장에 적용하며 그 실제적인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새로운 교육과정인 누리과정과 어린이집 의무평가제의 밀접한 연계성도 함께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현장과 학교 현장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보육의 본질에 접근해 보는 시간
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초청하오니 많이 참석하시어 보육 발전에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발표 및 내용
9:00~9:30

등록 및 접수

9:30~9:40

학회장 인사

이미정(여주대학교 교수)

9:40~10:00

축사

곽노의(서울교대 명예교수)

사회: 서혜전(대구한의대학교 교수)

10:00~11:00

놀이의 본질과

김명순(연세대학교 교수)

놀이의 힘
놀이중심 2019

11:00～12:00

임부연(부산대학교 교수,

개정 누리과정의 적용

개정누리과정 책임연구원)

: 실행 – 평가 – 계획

12:00～13:00

점심식사
사회: 남궁선혜(대전보건대학교 교수)

13:00～14:00

개정 누리과정과 어린이집 평가제
놀이중심 누리과정의

14:00～14:50

: 어린이집 적용의 실제 종합

김은희(한양여자대학교 교수,

현장 적용의 실제 Ⅱ

시범운영 컨설턴트)

: 유치원 적용의 실제
놀이중심 누리과정의
16:00～16:50

시범운영 컨설턴트)

휴식 및 간식
놀이중심 누리과정의

15:10～16:00

평가사업국장)
우현경(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장,

현장 적용의 실제 Ⅰ

14:50～15:10

이원선(한국보육진흥원,

신윤승(서경대학교 교수,

현장 적용의 실제 Ⅲ

시범운영 컨설턴트)

: 어린이집 적용의 실제
16:50～17:00

폐회 및 질의응답

◆ 본 추계학술대회는 워크샵 형태로 진행하며, 각 발표자의 발표 후 간단한 질의응답이 진행됨

등록안내
◆ 참가비 : 사전등록(정회원: 40,000원, 비회원: 50,000원)
당일등록(60,000원)
** 중식, 자료집, 간식 포함
** 본 학회 임원이사 및 평이사는 본 학회 학술대회 참가비 무료
◆ 사전등록 기간 : 2019년 8월 27일 ~ 10월 8일(선착순 450명 마감)
◆ 사전등록 계좌번호 : 하나은행 636-910248-19507 (예금주: 남궁선혜)
**송금 후 첨부파일로 보내드린 참가신청서를 이메일(kcec12@hanmail.net)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실 임원이사 및 평이사께서도 참가신청서를 사전에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는 길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96

전철을 이용할 경우
2,3호선 전철 이용. 교대역에서 하차 3호선 13출구 남부터미널 방면으로 200m 지점
버스를 이용할 경우
간선(B) 144, 350
지선(G) 3420, 3421, 3423, 4423
마을(G) 서초03, 서초10, 서초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