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 춘계 학술대회

질적
연구자,
자신의
경험
속으로
들어가다

이번 한국사회복지 질적연구학회 춘계학술대회는 질적 연구자가 경험하는 질적
연구과정은 어떠한 것인가를 들여다보고 탐색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연구 과정에서 질적 연구자는 많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을 마주하게 되며,
연구 참여자와의 관계에서 다양한 상호작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
든 연구자들이 이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품게 되는 이해와 과제,
그리고 딜레마들을 열어놓고 이야기하는 소통의 시간으로 준비
하였습니다. 이번 학회에서는 질적연구의 결과 중심보다는 과정 중
심의 경험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9. 5. 24.(금) 오전 10시 ~ 오후 5시
숭실대학교 베어드홀 103호
█ 대상
학회 회원, 대학(원)생, 대학교수, 연구자 등 관심있는 모든 분
█ 주최/주관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
█ 일시
█ 장소

█ 후원
█ 접수방법

네이버 폼(http://naver.me/55vzeVD8)에서 작성 및 등록비 납부
사전접수기간 : 2019. 4. 25.(목) ~ 5. 19.(일)
사전접수 등록비 : 회원 3만원, 대학(원)생 3만원, 비회원 4만원
일반접수기간 : 2019. 5. 20.(월) ~ 5. 24.(금)
일반접수 등록비 : 회원 4만원, 대학(원)생 4만원, 비회원 5만원
※ 등록비의 회원할인은 2019년 연회비 납부한 회원에 한합니다.
    (신규회원 가입 및 연회비 납부시 회원할인 가능)

█ 입금계좌
█ 문의

국민은행 359301-04-146407 (예금주 : 박지영)
Email : kaqsw@hanmail.net / Homepage : www.kaqsw.or.kr

구분

시간

접수

09:30~10:00

내용

- 사회•좌장 : 이지하 학술위원장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발표 1 : 남이해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석사)

“여성 성소수자의 교회 경험과 대응에 관한 연구”
발표 2 : 이지택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유승현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대학원생
발표세션

10:00~12:00

“자생해외봉사를 경험한 사회복지 전공 대학생의 직업정체성 형성에 관한 사례 연구
– S대학교를 중심으로”
발표 3 : 문영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온라인 환우 커뮤니티 참여를 통한 만성 신장질환자의 역량강화 과정 연구”
토론
- 이지하 교수 (숭실대 사회복지학부)•김희주 교수 (협성대 사회복지학과)•박소영 교수 (세명대 사회복지학과)
휴식시간

12:00~13:30

개회식

13:30~13:50

기조강연

13:50~14:45

휴식시간

14:45~15:00

- 사 회 : 박소영 학술위원장 (세명대 사회복지학과)
- 개회사 : 박지영 학회장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 격려사 : 홍현미라 교수 (제8대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장, 전주대 사회복지학과)
- 김미옥 교수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인간과 사회를 읽는 ‘다른’ 시선에 길들여지기
: 어느 질적 연구자의 두터운 ‘앎’을 향한 고군분투 생존기”

- 좌장 : 홍현미라 교수 (전주대 사회복지학과)
주제발표 1
- 조소연 책임연구원 (사회복지연구소 마실)
15:00~15:50

주제발표

“질적연구자로 사회복지현장 들어가고 나오기”
토론 1
- 은선경 교수 (KC대 사회복지학과)
- 한소정 선임연구원 (성균관대 사회복지연구소)
주제발표 2
- 김현승 연구위원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15:50~16:40

전체토론 및 폐회

“삼각검증법(triangulation)을 활용한 질적연구에서의 인터뷰 설계와 쟁점”
토론 2
- 김혜선 교수 (신구대 사회복지과)
- 서청희 겸임교수 (숭실대 사회복지대학원)

16:40~17:00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