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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년 한국교육공학회∙한국교육정보미디어학회 추계 공동 학술대회 논문모집 안내
주제: “제 4 차 산업혁명 이후 교육의 길을 묻다: 교육공학과 교육 미디어의 현재와 미래”
일시/장소: 2017.10.27(금)-10.28(토)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발표신청마감: 2017.09.14(목)
참가자격: 양 학회 정회원 및 학생회원 가입자
신청서 제출: 2017 추계공동학술대회 프로그램위원회 2017etkorea@gmail.com 신청서 양식: 클릭

AECT 2017 – KSET Concurrent Sessions
주제: LEADING LEARNING for CHANGE
일시/장소: 2017.11.06(Mon.)-11.11(Sat.) Jacksonville, Florida
교육공학 학회 최대 행사인 미국교육공학회 (AECT) 컨퍼런스가 다가오는 11 월 미국 플로리다 잭슨빌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한국교육공학회(KSET)를 대표하여 학회 회원분들의 다양한 연구 주제 발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AECT 사이트 바로 가기 ☞ 클릭

The 1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ducation Research
주제: Lifelong learning for all designing sustainable learning society
주관: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 한국평생교육학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일시/장소: 2017.10.18(수)-20(금)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행사 사이트 바로 가기 ☞ 클릭

NEWS

e-Learning Korea 2017: Conference
주제: e-learning, Happy Encounter with New Technology 이러닝, 새로운 기술로 날개를 달다
일시/장소: 2017.08.30(수)-08.31(목) 코엑스
8 월 30 일부터 31 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이러닝컨퍼런스 행사에서 한국교육공학회를 대표하여 임철일회장
송해덕부회장, 이예경부회장 등 분들게서 사회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번 행사는 실시간 토론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는
혁신대학으로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미네르바 스쿨(Minerva School)의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 벤 넬슨(Ben Nelson)의
기조강연과 더불어 MOOC, OER, Digital text book, future of education, intelligent learning 등 다양한 주제로 발표가
이루어 졌습니다. 행사 사이트 바로 가기 ☞ 클릭

제 2 회 에듀테크포럼-세미나
주제: 4 차 산업혁명과 교육혁명을 이끄는 에듀테크 신서비스 산업 육성
일시/장소: 2017.08.29(화) 코엑스
지난 3 월 국내 최대 에듀테크 포럼이 출범한데 이어 8 월 29 일 제 2 회 에듀테크포럼이 코엑스에서 개최 되었습니다.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신 임철일 한국교육공학회장께서 사회를 진행해 주셨고 김진표 포럼 대표 (국회의원, 전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의 개회 연설을 시작으로 4 차 산업혁명과 에듀테크산업 육성과 관련된 포럼 세미나 및 패널 토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017 LAPA 학습분석 워크숍
주관: 이화여자대학교 LAPA 연구실
일시/장소: 2017.08.18 (금), 이화여자대학교
지난 8 월 18 일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과 교수이시자 교육공학회 이사회원이신 조일현 교수님을 주체로 진행된
2017 년 LAPA 학습분석 워크숍에서는 4 차 학습혁명을 꿈꾸며 학습분석학의 융합에 대한 논의주제와 더불어 지난
1 년간의 연구결과와 시사점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었습니다.

2017 년도 2 차 수업컨설턴트(3 급) 직무연수
주관: 한국교육공학회 자격증 위원회
일시/장소: 2017.08.07(월)-08.10 (목) (총 30 시간), 고려대학교
연수인원: 29명
8월 7일부터 8월 10일까지 총 4일간 수업컨설턴트 직무연수가 진행되었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진행된 본 연수에는
29명이 참석하였으며, 제주도에서도 많은 학습자가 참석하여 수업컨설팅에 대한 열의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