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는 길

서울테크노파크

2018

▼ 후문

(사)
▲ 정문

버스

Korea Institute of Youth Facility & Environment

지선버스(초록버스) - 1136번, 1141번, 1224번, 1227번

Spring Symposium 2018

마을버스 - 03번
노 선 : 석계역(1,4,6번 출구) - 공릉역(2번 출구)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문 - 하계동
운행시간 : 첫차 05:30 / 막차 00:10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테크노파크 6층 스마트ABC홀
2018. 5. 11(금) 13:30~17:30

교내 경유 마을버스 - 13번
노 선 : 석계역(1,4,6번 출구) - 공릉역(2번 출구) - 서울과기대(교내 : 정문 - 다산관 - 붕어방 다산관 - 주차로터리)

운행시간 : 첫차 05:30 / 막차 00:10

지하철
7호선 공릉(서울과학기술대학교)역 2번 출구( 7호선 공릉역 홈페이지 바로가기)
도보 15분 / 마을버스 03번, 교내 경유 마을버스 13번 이용(5분 소요)
1호선, 6호선 석계역 1번, 4번, 6번 출구
마을버스 03번, 교내 경유 마을버스 13번 이용(15분 소요)

주제:

청소년분야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논의
주 최: (사)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SSK 정신건강과 지역사회 연구단
주 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글로벌건축연구소
후 원: 한국연구재단

www.kyouth.or.kr
서울시 구로구 중앙로 23, 205호 Tel.02-374-9241 Fax.02-374-9247

초대의 글

일정 소개

「2018 춘계학술대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3:00~13:30 등록 및 접수
13:30~14:00 개회식
사회 : 오준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 교수)

우리 학회에서는 2018년 ‘청소년분야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논의’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계층인 청소년들이
내·외부적인 사회 현상으로 인하여 신체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에서

개회사 주

범 청소년시설환경학회 회장

환영사 주

범 청소년시설환경학회 회장

축

사 방혜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장

축

사 홍영균 청소년시설환경학회 명예회장

14:00~15:30 발표
좌장 : 이명재 (한국교통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고 있습니다.

1. 청소년지도자의 은퇴 후 삶
전명기 (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지도자 연수센터장)

금번 학술대회는 이러한 청소년들이 당면한 현황을 사회적, 물리적

2. 청소년수련관의 어려움과 극복

환경의 측면에서의 논의하고,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 ‘청소년 희망도시 서울’ 정책을 통한 청소년수련관 개선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백기웅 (보라매청소년수련관 부장)

생각합니다.

권준근 (보라매청소년수련관 관장)
3. 가출청소년의 사회복귀 경험 연구
- 단기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을 중심으로

또한 관련 전문가의 발표와 이어지는 토론 그리고 여러분들과의

서보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논의를 통하여 미래 우리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을 위한 건강한
환경조성방안 도출을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윤나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15:30~15:45 휴식
15:45~17:00 발표

여러분들과 함께 미래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청소년들의

좌장 : 이명재 (한국교통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건강한 모습과 이를 위한 건강한 성장발달 환경구축을 위하여 함께

4. 청소년 수련시설 옥외 컨텐츠 개발
-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를 사례로

논의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차영두 (연암대학교 환경조경과 교수)
구태익 (연암대학교 환경조경과 교수)
5. “눈물의 땅, 팔레스타인에서 희망을 꿈꾸다”
- 해외 청소년센터 건립 및 운영에 대한 평가와 과제

(사)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회장 주 범

김

민 (순천향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 교수)

17:00~17:30 종합토론
좌장 : 이명재 (한국교통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토론 : 오승근 (명지전문대학 청소년교육복지과 교수)
17:30

폐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