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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7th Roundtable Meeting of Asia-Pacific Network for Holistic Education

John(Jack) Miller
1.  Professor with the Department of Curriculum, Teaching and Learning at The University of Toronto

2.  Research Interest : Holistic Education, Spirituality in education, contemplation in educational 
settings, and curriculum orien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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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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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9:10~9:30 외국인 참가자 등록 : CS Perimer Hotel 305호 세미나실        •총괄 : 이승범 교수(경인교육대학교)

9:40-17:00 학교방문 (안양신기초등학교, 철산초병설유치원, 철산초등학교, 충현중학교)

18:00~20:30
환영식 (저녁만찬 : CS Premier Hotel) •환영식 사회 : 백준형 교수(경인교육대학교)      
경기도 교육감 감사패 증정                                                                                                                         

10/25
(금)

9:30~10:00 등록 : 행정관 7층 세미나실 입구

10:00~10:30
개회식 •Ice Breaking : 민경자
 •개회사 : 송민영 박사, 김복영 교수 (국제학술대회 공동추진위원장) •인사말 : 이대형 회장(홀리스틱융합교육학회)
 •환영사 : 고대혁 총장(경인교육대학교) •축    사 : 이재정 교육감(경기도교육청)

10:30-12:00 
기조연설 :  행정관 7층 세미나실 - 주제 : The Tao of Teaching and Learning
 •John(Jack) Miller 교수(University of  Toronto) •통역 : 박현주 교수(조선대학교) 

12:00-13:30 점심

Session A (영어) : 교사교육센터 101호
좌장 : 강정진 교수(경인교육대학교)

Session B (영어) : 교사교육센터 308호
좌장 : 유생렬 교수(경인교육대학교)

Session C (일본어) : 교사교육센터 309호
좌장 : 공병호 교수(오산대학교)

13:30~14:00
(30mins) A1. Mrs. Sunisa Chuencharoensook

(Roong Aroon School, 태국)
불교 수도승의 강의자로부터 일반적인 수업을 
마음챙김으로 변화시키는 조력자로의 개선하기

B1. Dr. William L. Greene/Dr. Younghee M. Kim 
(Southern Oregon Universit, 미국)
1000개의 얼굴을 가진 영웅 : 교사교육에서 
전일성(Wholeness) 예우하기 

C1. 천호성 교수(전주교육대학교,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민주시민교육 위기

14:00~14:30
(30mins)

C2. 김세곤 교수(동국대학교, 대한민국)
Zen Master Thich Nhat Hanh's 의 연민 명상과 인생의 
평화생각

14:30~15:00
(30mins)

A2. Dr. Robert (Bob) London
(California State University, San Bernardino, 미국)
세속적 홀리스틱 평화교육에서 정신적 관점 통합하기

B2. Mr. Lee Hon Chuen
(The Education University of Hong Kong, 홍콩)
진정, 강함, 그리고 평화로운 삶 건설: 학교에서의 Life 교육 
케이스

C3. Ms. Hanako Ikeda/Mr. Hioyuki Oyama/Ms. Yoko 
Okumoto/
Ms. Hiroe Kido/Ms. Mihaeng Sohn/Prof. Atsuhiko 
Yoshida/Dr. Momoko Kono
(Tenri University, Jumonji University, Osaka Prefecture 
University, Gihu Shotokugakuen University, Bunkyo 
University, 일본)
홀리스틱 교육: 2019년 학회보고를 초점으로한 일본의 
돌봄 연구

15:00~15:30
(30mins)

A3. Dr. Ellen M. Ehlers(캐나다)
자신과 평화와의 만남: 너 자신을 이야기를 바꿀수있다. 

B3. Dr. Masayuki Hachiya
(Hiroshima University, 일본)
20세기로부터 학생들의 예술표현을 통한 연결

15:30~16:00
(30mins)

휴식

16:00~16:30
(30mins)

A4. Wang Ping Ho 
(The Education University of Hong Kong, 홍콩)
고독을 통한 자기수양 : 중국인의 예

B4. Mr. Jason Bender/Ms. Lindsay Bender 
(Roong Aroon School, 태국)
발현적 교육과정과 명상을 통한 자기성찰적 교수-학습 

C4. 신현정 교수(중부대학교, 대한민국)
일본대학교의 세계시민교육에 관한 연구

16:30~17:00
(30mins)

A5. Dr. Nimrod Sheinman(The International Soul of 
Education Initiative & Israel Center for Mindfulness in 
Education, 이스라엘)
교육에서의 홀리스틱 관점과 마음챙김: 교수, 학습, 
아이들의 내면세상에 대한 이해 

C5. 한용진 교수(고려대학교, 대한민국)
한국의 전인적 인간교육 개념의 전환

17:00~17:30
(30mins)

A6. Cheng Tak-lai(The Hong Kong Institute of 
Vocational Education, 홍콩)
이야기로부터 내적평화까지: 홍콩의 맥락에서 전통적 
이야기를 통한 예비 유아교사의 전문가적 성장 접근

B5. 차미경 소장(아시아교육문화연구소, 대한민국)
변화에서의 나은 교육을 위한 글로벌 사람들의 기억과 기록 
네트워크 

C6. 윤희철 교수/Sugajima Yasuhiro교수/Kato Takeru 
교수(Asahi Univrsity, 일본)
스포츠세계에서의 평화는 무엇인가? Kant's의 
스포츠세계에서 윤리적행동교육 철학에 대한도전

17:30~18:00
(30mins)

B6. Anba Rathnam(Whole Teacher Institute, 
말레이시아)
변화적 교수학: 교육자와 교육을 받은 사람의 핵심적가치를 
접촉하는 교육학

C7. 이성철 교수 (Namseoul University, 대한민국)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북동아시아에서의 평화와 번영

10/26
(토)

Session A (영어) : 교사교육센터 101호
좌장 : 신재현 교수(경인교육대학교)

Session B (영어) : 교사교육센터 308호
좌장 : 최훈 대표(꼬망세)

Session C (영어) : 교사교육센터 309호
좌장 : 김현미 박사(경기평화교육연수원)

09:00~09:30
(30mins)

A7. Ms. Apisada Thongsard / Dr. Rudjanee Engchun / 
Dr. Woralak Chookamnerd(Arsom Silp Institute of the 
Arts & Prince of Songkla University, 태국)
이해를 위한 학습, 접근가치, 평화를 향한 조상들의 유산 
보전

B7. Dr. Patrick Murphrey(World Wise/Teikyou, 일본)
직장에서의 홀리스틱 학습의 영향

C8. Ms. Yoko Okumoto/Ms. Hanako Ikeda
(Osaka Prefecture University & Tenri University, 일본)
 자기 변화를 위한 대화식 관계 만들기 

09:30~10:00
(30mins)

A8. Dr. Ayako Nozawa / Mr. Gen Morita / Eriko 
Ichikawa(Rasur Foundation International & The forest 
kindergarten, 일본/미국/일본)
일본교육에서 관련성 실천 통합 : 
공감과 회복탄력성을 개발하여 평화 만들기와 우리의 
마음의 지혜를 연결하기

10:00~10:30
(30mins)

B8. Haley Moore(Eastman School of Music, 미국)
교사와 학생과의 연결을 위한 코어반성 

C9. 유생열 교수(경인교육대학교, 대한민국)
행동변화를 위한 신체활동 카운셀링을 통한 학생지원하기 

10:30~11:00
(30mins)

휴식

11:00~11:30
(30mins)

A9. Dr. Somsit Asdornnithee
(Mahidol University, 태국)
 우리가 정말로 자연을 보았을때: 2개의 홀리스틱 교실에서 
통찰력있던 순간들 B9. Megumi Shibuya 교수

(Meiji Gakuin University, 일본)
당신의 리듬을 찾기:  자신과, 지역사회와, 자연의 
홀리스틱이해를 향하여 

C10. Ms. Nancy Lee Ming See
Ms. Subashini Thuraisingam
(Taylor’s University, 말레이시아)
대학생들을 위한 라이프스킬을 통한 감성적 지식 
발달시키기11:30~12:00

(30mins)

A10. Dr. Ngar-sze Lau
(The Education University of Hong Kong, 홍콩)
교실에서 회복탄성력 만들기: 
교사와 학생을 위한 학교기반 마음챙김과 자기자비 
프로그램으로 홀리스틱 교육촉진하기

12:00~12:20 추후 계획과 네트워크 토론  •진행자 : Dr. Nakagawa Yoshiharu

12:20~12:30 폐회식 (단체사진)

13:00~14:00 점심 : 교사교육센터

14:00~16:00 
홀리스틱 유아교육 워크샵 1.  홀리스틱 관점을 통한 미국 유아놀이교육 •발표자 : William Greene 교수, 김영희 교수(Southern Oregon University)
  •총   괄 : 안명숙, 나영란, 박미숙, 장미숙 박사

16:10~16:40 홀리스틱 유아교육 워크샵 2.  미국 Kindergarten(유아교육기관)놀이를 통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소개 •발표자 : 이승범, 백준형 교수(경인교육대학교)

Program overview

Holistic Education for Peace 평화를 위한 
홀리스틱 교육

•사회 : 백준형 교수(경인교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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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6일

Saturday

홀리스틱 유아교육 워크샵

우리 아이들은 각자의 자기다움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삶속에서 자신의 성취능력이 방해받지 않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과 

발달을 이루도록 하려면 이 시기의 행복한 경험들이 상호 관련성 있게 연계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홀리스틱 교육사상은 아이들의 즐거운 놀이성을 통해 

긍정적인 자아정체성과 생태학적 유대감을 갖도록 돕습니다. 

2019년 국제 워크샵에서는 개정된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미국에서의 사례를 중심으로 교실에서의 놀이와 자연에서의 놀이가 균형적이고 

통합적이며 상호 연관성의 의미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을 홀리스틱 유아교육 워크샵에 초청하오니 많이 참석하시여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여는 뜻 깊은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13:00 ∼ 14: 00 Break Time.			Sandwich	&	Chicken

14:00 ∼ 16: 00 워크샵 1.	 홀리스틱	관점을	통한	미국	유아놀이	교육

16:10 ∼ 16:40 워크샵 2.	 	미국	kindergarten(유아교육기관)놀이를	통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소개
	 경인교육대학교 체육교육학과 이승범 / 백준형 교수

William L. Greene
교육 심리학 박사
Southern Oregon University (USA)
교육학과 교수

김영희 박사
아동 발달 전문가
Southern Oregon University (USA)
교육대학원 교수



(BTL생활관)
❶ 정문, 수위실
❷ 인문사회관
❸ 자연과학관
❹ 학생문화관
❺ 학생회관
❻ 교사교육센터

❼ 체육관
❽ 음악관
❾ 행정관
❿ 도서관
⓫ 예림생활관
⓬ 운동장
⓭ 교직원 테니스장
⓮ 학생 테니스장
⓯ 골프학습장

❶

❷

❸
❹

❺

❻❼

❽
❾

❿ ⓫

⓬

⓭

⓮

⓯

교 통 편

1. 안양버스 이용시
 ● 마을버스 6-2번(4호선 범계역 → 비산사거리 → 대림대학 → 관악역 → 경인교대 경기캠퍼스정문/배차간격 : 8분)

 ● 시내버스 20번(만안구청 → 중앙시장-본백화점(안양역앞) → 안양대교 →  관악역 →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정문/ 배차간격 : 20분)

2. 서울버스 이용시
 ● 5529번(화계사 → 삼막사거리) (배차간격 : 5.5분)

 ● 5412번(강남역 → 삼막사거리) (배차간격 : 5분)

 ● 5711번(서강대교입구 → 삼막사거리)(배차간격 : 7분)

 ● 삼막사거리(삼막지하차도 위에서 유턴) 안냥해솔학교 건너편 버스승강장 하차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후문

3. 전  철
 ● 국철(수원선) 관악역 하차 → 2번 출구 → 큰길건너서 버스 6-2, 20번 →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정문

4. 고속철도(KTX) 광명역 이용시
 ● 1-2번 철도 셔틀버스 → 국철(관악역) 2번출구 → 큰길 건너서 안양버스 20번, 6-2번 승차 → 경인교대 정문

 ● 1-1번 마을버스 → 국철(관악역) 2번출구 → 큰길 건너서 안양버스 20번, 6-2번 승차 → 경인교대 정문

5. 고속도로 이용시
 ● 인천출발 : 제2경인고속도로(안양방면 종점) → 삼막사거리 직진 →  삼막사 입구(경기캠퍼스)

 ● 서울출발 : 서울외곽고속도로 → 안현분기점 →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방향 종점삼막사입구 → 경인교대 정문

 ● 부산기준 : 중부내륙고속도로 → 여주분기점 →  영동고속도로 → 신갈 → 안산분기점 →  서서울톨게이트 → 

                       일직분기점 → 제2경인고속도로 종점(안양방향) →  삼막사 입구 → 경인교대 정문

 ● 목포기준 : 서해안고속도로 → 일직분기점 → 제2경인고속도로(안양방향)종점 → 삼막사입구 → 경인교대 정문

학술대회 개최 장소 등록비 안내

경인교육대학교 경기캠퍼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막로 155 

▶ 행정관 7층, 교사교육센터 

 사전등록시   2019. 10. 20.(일)까지 

▶ 정회원 30,000원 / 비회원 40,000원

 현장등록시   ▶ 정회원/비회원 : 50,000원

✽신청서는 학회 홈페이지(http://holistic.med1dev.net/html/)를 

  참고하세요.

✽문의전화 : 010-3342-72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