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 회

한중일 청소년 라이프스킬 성교육 국제학술대회
The 1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ife Skills Sexuality Education

│일시│  2019년 8월 13일 (화) 오전 9시 - 오후 4시

│Date│  August 13, Tuesday, 2019, 09:00-16:00

│장소│  중앙대학교 102관 (R&D센터) 3층 314호 대강당

│Venue│  3rd Floor Auditorium, 102(R&D Center),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주최│     한국라이프스킬교육센터·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Korean Life Skill Education Center·Chung-Ang University Industry 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후원│     한국연구재단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09:00 - 09:30 등록 Registration

개회식 Opening Ceremony

일본의 청소년 라이프스킬 학교 교육 운영 사례

한국의 청소년 라이프스킬 성교육 학교 적용 사례

한국의 청소년 라이프스킬 성교육 교사연수 운영 사례

중간 휴식 Refreshment Break

질의 응답 Open Questions and Answers

폐회사 Closing Remark

만찬 Banquet

중국의 청소년 라이프스킬 성교육

일본의 청소년 라이프스킬 교육

한국의 청소년 라이프스킬 성교육

점심 Lunch

환영사 Welcome Speech

축사 Congratulatory Remark

09:30 - 09:50 이규영 ( 한국라이프스킬교육센터장 /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교수 )

이규영 ( 한국라이프스킬교육센터장 /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교수 )

양영화 ( 중국 동북사범대학 교육학부 부학장 )

카와바타 테츠로 ( 일본 고베대학교 대학원 명예교수 / *통역 : 송승훈 동양대학교 교수 )

유미숙 ( 문성초등학교 보건교사 )

이규영 ( 한국라이프스킬교육센터장 /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교수 )

황인정 ( 신화중학교 교사 : 가정교과 )

김미숙 ( 예일여자중학교 교사 : 보건교과 )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장소 : 중앙대 정문 102관 ( 약학대학 및 R&D센터 ) 3층 대강당

(지하철)

7호선 : 상도역 (중앙대앞) 5번 출구 하차 후 도보로 10분거리 

4호선 : 동작역 (또는 1호선 노량진역)하차 후 흑석동방향으로 걸어와서 버스타고 10분거리 

신용산역 (또는 1호선 용산역) 하차 후 한강대교 방면 버스타고 10분 거리 

9호선 : 중앙대입구역 (흑석역) 3, 4번 출구 하차 도보 15분거리 

(버스)

간선버스: 151, 360, 361, 362, 363, 640, 642

지선버스: 4511, 5511, 5517, 5524, 5529, 6411

광역버스: 9408, 9411

공항버스: 600

(주차안내)

학술대회 참가시 1일 주차비: 5,000원 (개인부담)

※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희 ( 전라북도교육청 장학사 )

송승훈 ( 동양대학교 교수 )

Moderator : 이다예 ( 한국라이프스킬교육센터 연구원 )

Moderator : 이다예 ( 한국라이프스킬교육센터 연구원 )

조갑출 ( 중앙대학교 간호부총장 )

김원용 (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장 )

09:50 - 10:40

10:40 - 11:20

11:20 - 12:00

12:00 - 13:00

기조 연설 Keynote Session

13:00 - 13:40

13:40 - 14:20

14:20 - 14:40

14:40 - 15:40

15:40 - 15:55

15:55 - 16:00

16:10 -

수업 적용 사례 발표 Classroom Practices Presentations

국제학술대회 관련 문의처 : 

한국라이프스킬교육센터

전화│02-820-5982 이메일│lifeskill2016@hanmail.net

프로그램│Program

찾아오시는 길

Toward New Paradigm of Sexuality Education for Adolescents 

사전등록 https://ko.surveymonkey.com/r/LZJ97M9

Pre-registration * 학회 참가비 : 무료 ( 점심 제공 )  /  등록마감일 : 2019. 07. 31 까지

https://ko.surveymonkey.com/r/LZJ97M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