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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 
제14회 하계워크숍 결과 보고

윤 한 솔
前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지원부 연구원

2016년 6월 28일(화)부터 29일(수)까지 1박 2일 동안 제 14회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 

하계워크숍이 부산 해운대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되었다.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는 전국 

대학에 있는 CTL협의회로서 지난 10여 년간 동계심포지엄, 하계워크숍 운영 및 CTL운영

개선 등 대학 교육 개발의 질적 제고를 위한 연구 사업과 전문가협의회 등을 통해 회원교

의 다양한 정보를 공유해왔다.

이번 하계워크숍은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 사무국에서 주관하였으며 회장교인 서

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가 주최하였다.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 하계워크숍은 매년 

6~7월경에 개최되며, 워크숍과 특강을 통해 관련 실무자들의 전문성을 개발하고 회원교 

간 교수-학습에 대한 실제적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서울대학교는 2014년 1월 ~2015년 12월까지 2년간 회장교를 맡았으며 2015년 12월부

로 임기가 종료되었으나 제 2016-1차 임원회의에서 연임을 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임기가 연장되어 이번 워크숍에 주최교로서 참여하였다.

『MOOC 시대, 대학 교수·학습의 변화 모색』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는 

107개 대학에서 300여 명의 교수, 연구원 등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

다. 첫째 날 일정은 소만섭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 부회장(강원대 교수학습개발원장)의 

개회사로 시작하였으며, 그 후에는 박영택 교수(성균관대)의 기조강연 “K-MOOC 강의로 

본 창의성: 창의적 발상과 대학교육의 혁신”이 이어졌다. 이후에는 6개의 세션으로 나누

어져 각 세션별로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세션1은 “MOOC 개발 및 운영 전략”이라는 주제로 이훈병(건양대 교수학습지원센터

장), 천윤필(이화여대 교육혁신센터 팀장), 서덕진(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PD)의 강연

이 있었다. 총 92명이 참가하였으며,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다. 실질적인 촬영 및 운영 등

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강의였다. 세션2는 “대학 적응력 향상을 위한 지

원”을 주제로 김수연(인천재능대 교수)의 강연이 있었다. 총 44명이 참가하였으며 학습 

분야를 위한 워크숍으로 ‘TQM 기반 학생지도 질 관리 시스템 - EWE 조기경고체계’에 대

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세션3은 “데이터 기반의 교수·학습 질 강화 방안”을 주제로 하

였으며 손유미(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원)의 ‘K-CESA를 활용한 대학생 핵심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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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과 활용‘ 강의와 김규태(고려대 정보전산처장·교수)의 ‘효율적인 교수학습활동을 위

한 빅데이터 분석’강의가 있었다. 77명의 참가자가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세션4

는 <행복수업>, <감정코칭>의 저자로 유명한 최성애 박사의 “감정코칭의 효과” 강연이 있

었으며, 30명이 참석하였다. 세션5는 외화번역가이자 작가인 이미도 선생의 “창조적 상

상력을 BOOK돋우는 NEW ATTITUDE” 강의가 개최되었으며, 22명이 참석하였다. 세션6

은 센터장 워크숍으로 “대학교육 혁신을 위한 교수학습센터의 방향모색”을 주제로 엄우

용(계명대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이 발표를 맡았다. 계명대학교 사례를 공유하고 각 대학 

센터의 사례 및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이 있었다. 각 대학의 센터장 30명이 모여 심

도 있는 토론을 할 수 있었는 자리였다. 

둘째 날은 박주용(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의 “MOOC시대의 새로운 대학 수업모형 : 

강의는 반 이하, 학생참여는 반 이상” 특강과 협의회 총회로 마무리 되었다. 자세한 강의 

주제와 강사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날 : 6월 28일(화)                    

시간 내용 발표자

13:00~13:10 개회사
소만섭(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	부회장,

강원대	교수학습개발원장)

13:20~14:10

기초강연

K-MOOC	강의로	본	창의성	:
창의적	발상과	대학교육의	혁신

박영택(성균관대	교수)

14:40~17:20

주제별 워크숍

워크숍1 MOOC	개발	및	운영	전략
이훈병(건양대	교수학습지원센터장)
천윤필(이화여대	교육혁신센터	팀장)
서덕진(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PD)

워크숍2 대학적응력	향상을	위한	지원 김수연(인천재능대	교수)

워크숍3
데이터	기반의	교수·학습				

질	강화	방안	
손유미(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김규태(고려대	교수)

워크숍4 감정코칭의	효과 최성애(HD행복연구소	소장)

워크숍5
창조적	상상력을	BOOK
돋우는	NEW	ATTITUDE

이미도(작가,	번역가)

워크숍6
대학교육	혁신을	위한	

교수학습센터의	방향	모색	
(센터장	워크숍)

엄우용(계명대	교수학습개발센터장)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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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날 : 6월 29일(수)   

9:30~10:30
워크숍	보고

워크숍	보고	및	평가 김선영(서울대)

10:40~12:00

특강

MOOC	시대의	새로운	대학	수업모형:	강의는	
반	이하,	학생참여는	반	이상	

박주용(서울대	교수)

12:00~12:20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	총회

이번 하계워크숍에서는 참가자들

을 대상으로 간단한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이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미를 도출해낼 수 있었다. 

첫째, 워크숍 참여 동기는 대학교육

개발에 관한 학술정보를 구하기 위

한 경우가 55%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타대학과의 정보 공유

를 위해’가 27%로 뒤를 이었다. 설

문 참여자 114명 중 63명이 ‘대학교

육개발에 관한 정보를 구하기 위해’

에, 31명이 ‘타대학과 정보 공유를 

위해’에 응답하여 참여자의 약 82%

가 다른 대학의 사례를 공유하고 정보를 탐색하기 위해 본 워크숍에 참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협의회의 하계워크숍이 전국의 CTL협의체로서 폭넓은 교류와 발전 

방향 모색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였다. 이를 토대로 향후에 

있을 동계 심포지엄과 하계워크숍에서는 강의뿐 아니라 각 대학 CTL의 실무자들이 모여 

토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본연의 목

적과 취지에 맞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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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개발에	관한	학술정보를	구하기	위해서

회원교이므로

강연의	발표를	맡게	되어서

타대학과의	정보	공유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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