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
추계 학술 대회
주제 : 포노 사피엔스 시대,
청소년 정책과 사업의 방향

2019. 11. 1

■일 시 :

(금) 13:00-18:00

■ 장 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로캠퍼스 역사관 2층 세미나실
■ 주 최 :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초대의 글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정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항상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2007년 스마트폰의
등장 이후 인간의 일상생활이 스마트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종족 포노 사피엔스들은 놀라운 혁신성으로 인류문명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포노들에 의한 거대한 혁신과 변화의 흐름은 청소년정책 현장에서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은 이미 신체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문화변동과 시
대적 흐름을 청소년계에서는 어떻게 읽고 해석해야 할 것인가? 포노 사피엔스가 만들어내고 있는 변화들
이 청소년계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포노 사피엔스 문명시대에 필요한 청소년정책의 전략적 접근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는 청소년계에 중요한 문제이기에 이번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집중
적으로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포노 사피엔스 시대, 청소년정책과 사업의 방향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생
각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며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10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 회장 김진호

프로그램
일 시

발표 및 내용

13:00~13:30

비 고

등록
• 개회사 : 김진호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 회장)

13:30-14:00

제1부
13:00
~16:10

14:00~14:30

14:30~15:30

• 축 사 : 류수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송병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김성벽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장)

❖ 제1주제 : 스마트폰과 청소년
- 발표자 :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부 사회자 : 장미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제2주제 : 앱 제너레이션과 청소년교육
- 발표자 : 전영욱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휴식

16:00
~17:20

16:00~17:20

• 종합토론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 예정)
- 토론자 1 :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 토론자 2 : 이정민 (광진아이윌센터장)
- 토론자 3 : 박찬열 (전, 마포청소년문화의집 관장)
- 토론자 4 : 김현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총회

17:40~

제2부

(시립강북청소년센터 관장)

• 기조강연
: 포노 사피엔스와 청소년
- 강연자 : 전승화 (포노 사피엔스 경제학 저자)

15:30~16:00

[휴식]

사회 : 조남억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 총회

찾아오시는 길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86
•주
• 교통안내 : 지하철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로 나와 마로니에 공원을 지나 50m 도보
• 주차안내 : 학회에서 주차 지원을 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 :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 010-4066-6111
•문

2부 사회자 : 김신영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 : 총무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