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전인교육학회 추계 학술대회

앎과 삶이 일치되는 전인교육: 명상과 교육

2019.11.21.THU 13:30~17:00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파이퍼홀

행사일정

사회 박경숙(전인교육학회 학술이사)

13:30-14:00 등록

14:00-14:10 개회사

            이덕주(전인교육학회 회장, KAIST 명예교수)

14:10-14:20 축사

            류은정(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학장)

14:20-15:00 미래교육의 방향, 전인교육

            조윤정(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

15:00-15:30 마음빼기명상과 교육

            이경재(전인교육센터 원장)

15:30-15:50 휴식

15:50-16:20 자기성찰을 강화한 의료커뮤니케이션 수업의 효과

            전민영(성신여자대학교 글로벌의과학과 교수)

16:20-16:50 마음으로 교감하는 수업: 수학과 명상의 만남

            김주희(압구정고등학교 교사)

16:50-17:00 종합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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