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ET-KAEIM 추계 연합 학술대회 워크숍
교육공학연구 아카데미(ETRA) 참여 신청
이번 한국교육공학회와 한국교육정보미디어학회 추계 연합 학술대회의 워크숍은 교육공학연구 편집위원회의 ETRA와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관심있는 연구자와 현장전문가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주최: 한국교육공학회, 한국교육정보미디어학회, 교육공학연구 편집위원회

ETRA 신청 바로가기

≫ 일시: 2018년 11월 09일(금) 오후 14:00 – 오후 18:00
≫ 장소: 목원대학교 사범관
≫ 워크숍 내용
구분
강의명

A 세션
가상현실 학습환경 연구를

B 세션
DBR 방법론과 연구사례

위한 사용자 모형 및 설계요인
강연자

역량모델링과
역량기반 교육체계

류지헌(전남대)

이지연(인하대)

조은순(목원대)

강지혜(인하대), 이재은(고려대)
강의시간

14:00 ~ 16:00

16:10 ~ 18:00

14:00 ~ 17:30

≫ 등록비: (농협 301-0231-5318-11, 예금주: 사단법인 한국교육공학회)
※ ETRA 등록비는 납입 후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접수된 등록비는 환불 불가
A 세션

B 세션

1강좌 등록시

2강좌 등록시

학생회원

2만원

4만원

3만원

일반회원

2만5천원

5만원

4만원

비회원

3만원

6만원

5만원

≫ 인원: 각 강좌당 선착순 30여명 내외
≫ 접수마감: 2018년 10월 31일(수)
≫ 문의: 유지은, 김유리 간사(kset1985@naver.com)

세션 A

1. 워크숍명: 가상현실 학습환경 연구를 위한 사용자 모형 및 설계요인
2. 워크숍 개요
이 워크숍은 가상현실에 대한 연구를 계획하고 있는 연구자, 대학원생 및 현장전문가를 위한
것이다. 가상현실 상호작용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사용자 모형의 특징과 차이점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가상현실 설계 및 개발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설계요인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특히, 가상현실 기반의 시뮬레이션 개발 사례 2종(수업 시뮬레이션과 의학교육
시뮬레이션)을 소개하고 개발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해결과정을 설명할 것이다. 가상현실
학습환경의 설계 및 개발과정 실습을 위해서 설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상황을 고려한
지필형 활동이 제공될 것이다. 이 워크숍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가상현실에 대한 기저이론을
설명하고 있는 K-MOOC 강좌를 미리 듣고 오면 도움이 된다. 워크숍과 관련된 강좌는 한 주차
분량으로 6개 동영상 클립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동영상 클립은 13분 내외이며 전체 강의는
약 75분이다(수강자에게 강좌링크가 제공됨).
3. 강사 소개
류지헌 ( jeeheon@jnu.ac.kr)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미국 Florida
State University에서 교육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는 전남
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소장을 맡아서 대학중점연구소 연구사업
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멀티미디어 인지과정, 인지
부하이론, 학습공학 설계 및 개발이다.

세션 A

1. 워크숍명: DBR(Design-Based Research) 방법론과 연구사례
2. 워크숍 개요
본 워크숍은 연구자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DBR(Design-Based Research)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DBR의 개념과 주요 특징, DBR에 기반한 교육연구의 설계 및 수행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최근 국내에서 DBR을 적용하여 박사학위논문을 작성한 신진연구자 2인의 사례를
소개한 후 DBR 연구를 계획하고 있는 연구자들을 위한 전략과 경험적 조언을 제시하는
상호작용적 세션이다.
3. 강사 소개
이지연 (leejy@inha.ac.kr)
2006년부터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미국
Indiana

University에서

교육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교육학과 조교수를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학습윤리와 학교혁신, 설계기반연구, 휴리스틱 과제
분석 등이다.
강지혜 (kang.jh@inha.ac.kr)
현재 인하대학교 교육혁신지원센터 위촉연구원 및 교육학과 시
간강사로 재직하고 있다. 인하대학교 교육학과에서 교육공학 박
사를 취득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학습자 중심 교수설계 및 평
가(플립드러닝, 팀기반학습), 수업컨설팅, 학교혁신, 설계기반연구
등이다.
이재은 (w_school@naver.com)
현재 여성경력개발 교육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려대학교 교양
교과 시간강사로 재직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에서 교육
공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페미니즘 페다고지, 여
성 경력설계 교육과정 개발, 학습자 중심 교수설계, 설계기반연구
등이다.

세션 B

1. 제목: 역량모델링과 역량기반 교육체계의 연계성
2. 세션 개요
이 워크숍은 교육현장에서 역량개발과 실천에 관심 있는 HRD나 대학 CTL담당자, 역량 관련 교육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자와 대학원생들에게 적합한 세션이다. 본 워크숍은 크게 두 가지 섹
션으로 구성된다. 먼저, 역량모델링의 방법론과 사례로 시작할 것이며, 다음은 역량기반의 교육내용
과 교육체계도 설계 방법과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세션 진행 중 역량기반 교육내용 설계와 개발,
교수-학습방법, 역량중심 평가 등의 세부 주제에 대한 Q&A 기반의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워
크숍은 이론보다 역량개발과 관련된 강사의 현장 경험 사례 및 실제적인 노하우를 상호작용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3. 강사 소개
조은순 (echos@mokwon.ac.kr)
목원대학교 사범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미국 University
of Connecticut 에서 교육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지난 20여
년 동안 기업 및 정부기관의 HRD, 중등 및 고등교육에서의 역량
개발 분야에서 과제와 연구를 해왔다. 최근에는 국제협력분야의
HRD와 역량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