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유아교육학회 광주∙전남지회
2019년 추계학술세미나

유아교육愛 사랑 실천하기

놀이에 愛착 갖고 들여다보기

▪ 일시: 2019년 10월 12일(토) 09:00~12:30
▪ 장소: 조선대학교 본관 2104 강의실
▪ 주최: (사)한국유아교육학회 광주ㆍ전남지회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초대의 글
한국유아교육학회 광주·전남지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명한 가을하늘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회원님들의 어린 시절을 아련하게 떠올려 보면, 황금빛으로 물들었던 가을 들녘을 뛰어 놀면서 무
엇이 그리 한없이 즐거운지 배를 움켜쥐고 깔깔거리면서 웃고 놀았던 모습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
렇게 우리는 어린 시절 놀이 속에 흠뻑 빠져서 새로운 놀이를 만들기도 하고, 놀이를 바꿔가면서

해가 저무는 줄도 모른 채 삶 속에서 세상을 배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놀면서 자란다고 하는데, 유아교육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은 ‘진짜 놀이’를 하면서
자라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유아교육愛 사랑실천
하기-놀이에 愛착 갖고 들여다보기」라는 주제로 ‘놀이중심 교육과정에서 놀이와 배움의 의미’를
찾아보고자 2019년 추계학술세미나를 준비하였습니다.
놀이가 삶이었고, 삶이 놀이었던 회원님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2019년 추계학술세미나

「유아교육愛 사랑실천하기-놀이에 愛착 갖고 들여다보기」에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합니다.
이번 추계학술세미나에서 아이들에게 놀이가 최고의 배움이 될 수 있도록 놀이에 대한 본질과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놀이중심 교육의 실천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학술세미나에 가을 들판을 마음껏 뛰놀던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0월
사단법인 한국유아교육학회 광주∙전남지회
지회장 서 현

일 정

▪ 강의주제 : 1. 놀이중심 교육과정에서 놀이와 배움의 의미 -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2. 어린이의 목소리가 살아있는 교실 운영하기 - 놀이 관찰과 기록을 중심으로

▪ 강사 : 정선아(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교수), 김송이(숙명여대 부속 풍무숙명유치원 교사)

시

간

내

용

08:30~09:00

등

록

09:00~09:10

축하연주

실내악단

국민의례

사회: 박미자(동강대 교수)

09:10~09:20

개회사 및 인사말
서현(광주∙전남지회장, 조선대 교수)

09:20~10:50

놀이중심 교육과정에서 놀이와 배움의 의미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정선아(숙명여대 교수)

10:50~11:00

11:00~12:30

휴

식

어린이의 목소리가 살아있는 교실 운영하기
-놀이 관찰과 기록을 중심으로김송이(숙명여대 부속유치원 교사)

12:30~12:40

폐회 및 추첨권 행사

등록안내
1) 참가 등록비 입금

▪
▪

구분

등록기간

사전등록
당일등록

참가비
일반

학생

9/2~10/2

25,000원

15,000원

10/12

30,000원

30,000원

자료집, 간식 등의 준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등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등록 시에는 입금자명과 소속을 함께 기입해 주시고, 단체 입금하
시는 분은 입금자 명단을 ksece-gj@hanmail.net으로 보내주시기 바랍
니다.

2) 등록비 입금계좌
광주은행 1121-021-474264 (서현, 광주·전남지회 한국유아교육학회)
※ 문의전화 : 장수연 간사 (010-6642-0613)

찾아오시는 길

▪

주

소 :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조선대학교

▪

시내버스 :

▪

교내운행
: 419, 금남57, 매월61, 석곡87
시내버스

순환01, 지원15, 진월17, 봉선27, 일곡28, 운림35, 금호36,
금남55, 문흥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