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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한국가정관리학회 회원여러분 어느덧 한 해가 저물고 새해를 기다리
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저는 짧은 1년간의 학회여정을 마무리하였습
니다. 우리 학회는 올 해 총회 의결에 의해 학회명칭을 ‘가정과삶의
질학회’로, 학술지명을 ‘가정과삶의질 연구(Journal of’ Families and
Better Life)‘로 변경을 결정하였습니다. 2년간 TF팀, 상임이사회, 임원
회의를 수 없이 거치고 총회에서 결정을 하는 과정은 ‘여럿이 모여
하나’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학회 임원 및 회원들의 사랑과
지원을 듬뿍 받았고 그 분들과 함께 학회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했
던 순간들을 잊지 못합니다.
우리 학회는 이미 42년의 오랜 시간 동안 한국의 가정의 행복과 삶의 질을 위한 연구와 실천을 해 왔습
니다. 사회에서는 가정이 파괴되고 가족이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만 인간의 서사에서 가정은 언
제나 인간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대상이자 공간이자 매개가 되어 왔습니다. 미래에는 다양한 형태의 가정
이 존재할 것이고 어떠한 형태든 가정은 여전히 개인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합니다. 더불어
우리 학회의 연구 및 지역사회 실천은 더 다양하고 풍부해 지며 가정의 가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우리 학회는 미래 비전으로 삶의 질, 가족공동체, 융합, 지역사회(커뮤니티) 실천, 가족정책, 열린 가정
을 주요 키워드로 선정하였습니다.

2020년은 학회 43주년으로 우리는 사회의 다양한 주제와 가치에 대한 개방성, 기술ㆍ보건ㆍ운동ㆍ공공서
비스 등 이질적인 주제와의 융합,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에 대한 포용 등 외연을 확장하겠습니다. 회원여러
분, 2020년에도 우리 학회를 더욱 많이 사랑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1년간 진심으로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새해 회원님들께서 하시는 연구가 더욱 발전하고 가정이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2019년 12월
(사)한국가정관리학회장 김성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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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학술대회
2019년 공동 춘계학술대회 보고
○ 주 제: 오늘이 행복한 삶, 최근 이슈는?
○ 일 시: 2019년 5월 25일(토) 9:30-17:00
○ 장 소: 서울대 83동 멀티미디어 강의동
○ 주 최: 대한가정학회, 한국가정관리학회, 한국가족관계학회,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한국아동가족복지학회

2019년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보고
○ 주 제: ‘같이 만드는 가치: 지속가능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 일 시: 2019년 10월 26일(토) 130:00-17:30
○ 장 소: 상명대 밀레니엄관 국제회의실
○ 주 최: 한국가정관리학회

2019년 방법론 워크숍
제 1차 방법론 워크숍
○ 주 제: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덱스트마이닝과 SNA의 이해와 실습
○ 일 시: 2019년 6월 26일(수) 10:00-17:00
○ 장 소: 경북대 글로벌플라자 201호

제 2차 방법론 워크숍
○ 주 제: 질적 연구: 근거이론 기초
○ 일 시: 2019년 6월 27일(목) 10:00-16:00
○ 장 소: 경북대 글로벌플라자 201호

제 3차 방법론 워크숍
○ 주 제: R 활용 데이터 분석 실전
○ 일 시: 2019년 7월 5일(금) 13:00-17:00
○ 장 소: 서울대 생활과학대학 최병오홀

제 4차 방법론 워크숍
○ 주 제: PROCESS를 활용한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 검증
○ 일 시: 2019년 9월 28일(토) 13:00-16:00
○ 장 소: 상명대 미래백년관 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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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KHMA AWARDS
우수논문상
- 아동청소년학 분야
한혜림, 이지민(영남대학교),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관한 잠재성장모형 연구
(36권 1호)
- 가족학 분야
허청아, 그레이스정(서울대학교), 다문화 청소년의 차별경험, 스트레스, 자아존중감의 잠재
프로파일 분류 및 영향요인 검증(36권 4호)

우수학위논문상
- 석사학위 부분
변지혜(서울대학교), 노년기 건강상태 및 우울이 배우자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종단적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 박사학위 부분
김정희(연세대학교), 혼인 코호트와 가구 소득 분위에 따른 한국 초혼 커플의 파트너
선택 양상

공모전논문상
- 근거이론 활용 연구
강부자, 최연실(상명대학교),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내 한국출생 성인초기 자녀의
성장과정과 사회적응 : 근거이론접근
- 빅데이터분석기법 활용 연구거이론
안수빈, 이강이, 이재림, 김경은(서울대학교),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양육스트레스 의미
네트워크 분석
이종희(계명대학교), 의사결정나무분석(Decision Tree Analysis)을 이용한 중년층
차입자의 가계부채 상환연체 예측

우수포스터논문상
- 공동춘계학술대회
이기쁨(동신유치원), 민하영(대구가톨릭대학교), 청소년의 정서지능과 대인간 스트레스 대처
행동이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 추계학술대회
석재경, 김정민(대구가톨릭대학교), 보육교사의 주관적 안녕감과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 직
무스트레스 간의 관계 구조분석
이현정, 김진영(충북대학교), 민간임대주책 거주 청녀 임차가구의 임차유형과 지역에 따른
주거비 및 주거불안정 문제 경험 실태

- 4 -

NEWSLETTER 제16호 2019년 12월

공지사항
학회명칭 변경, 학문분류, 정관 변경 승인 안내
- 1차 학회발전방안 연구TF 운영(2018년) 결과 논문 게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19년 6월
호. [한국가정관리학회, 또 다른 시작을 위한 발전방안]
- 2차 학회발전방안 연구TF 및 제 3차 상임이사회에서 학회명칭 3개 안(가정과삶의질학회, 가
족과커뮤니티학회, 가정융합학회) 선정, 4차 상임이사회에서 최종 1개 안(가정과삶의질학회)
선정
- 2019년 정기총회 최종안 승인(정관변경 승인)
- 학문분류 변경(2018년 상임이사회 승인), 학회명칭 정관변경완료 후 추진 예정(연구재단 복
합학)
- 최종안: 가정과삶의질학회(Association of Families and Better Life)
학술지명: 가정과삶의질연구(Journal of Families and Better Life: JFBL)
학회 회비 안내
- 개인 연회비: 40,000원 (가입비: 10,000원)
- 단체 연회비: 100,000원
- 평생회비(50세 이상): 400,000원

평생회원제 안내
- 한국가정관리학회에서는 만50세 이상 회원을 대상으로 평생 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평생회원이 되고자 하시는 분은 학회 계좌로 40만원을 송금하시고 E-mail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비납부 요청
- 연회비를 미납하신 회원께서는 학회 계좌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회비는 당해에만 해당이 됩니다.
- 회비가 미납된 회원께는 학회지 우송이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학회지 투고 안내
- 한국가정관리학회지를 다음과 같이 온라인 발행할 예정이오니 많은 투고 바랍니다.
- 한국가정관리학회지는 37권4호(2019년 12월호)부터 온라인 발행되고 있습니다.
권/호

원고마감일

출판일

38권 1호

2019년 12월 31일

2020년 03월 31일

38권 2호

2020년 03월 15일

2020년 06월 30일

38권 3호

2020년 06월 15일

2020년 09월 30일

38권 4호

2020년 09월 15일

2020년 12월 31일

학회사무실 연락처
[사무국]
주
소 : (03016) 서울시 종로구 홍지문2길 20 상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가족복지학과 내
전화번호 : 010-9624-0422 이 메 일 : khma17@naver.com
계좌번호 : 국민은행 488401-01-173773 (사)한국가정관리학회
[편집국]
주
소 :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222동 생활과학대학 403호
전화번호 : 010-9731-7422 이 메 일 : jkhma@hanmail.net
계좌번호 : 신한은행 100-022-282490 (사)한국가정관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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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대 임원소개
임원
직 위
회

성 명

소

속

장

김성숙

계명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

차기회장

민하영

대구카톨릭대 아동학과

이승미

우석대 아동복지학과

성미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생활과학과

이민아

군산대 공간디자인융합기술학과

서주현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최새은

한국교원대 가정교육과

이종희

계명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

이재림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전상민

충북대 소비자학과

진미정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임지영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정지영

여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고선강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구혜경

충남대학교 소비자학과

권미경

육아정책연구소

김민정

충북대 소비자학과

손서희

숙명여자대학교 가족자원경영학과

서미정

제주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부

서지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생활과학과

이현정

충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

장영은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전효정

동아대학교 아동학과

조유현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차경욱

성신여대 소비자생활문화산업학과

영 남 지 부 장

전효정

동아대학교 아동학과

호 남 지 부 장

이민아

군산대학교 공간디자인융합기술학과

충 청 지 부 장

이현정

충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

홍성희

계명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

성영애

인천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 회 장
총무이사
학술이사
사업이사
편집이사
재무이사
기획이사

상임이사

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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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편 집 위 원 장

진미정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고선강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민정

충북대학교 소비자학과

서미정

제주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부

손서희

숙명여자대학교 가족자원경영학과

이민아

군산대학교 공간디자인융합기술학과

이지민

영남대학교 가족주거학과

장경은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장영은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편집위원

2019년 함께 해주신 임원 및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제 26대 회장 및 임원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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