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평생학습, 교육의 미래 콘퍼런스
(2022 LiFE Conference)
Lifelong learning for Future of Education Conference
• 기간 2022 년 9 월 26 일 ( 월 )~9 월 27 일 ( 화 )
• 장소 제주 해비치 호텔 & 리조트 그랜드볼룸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 도래, 초고령사회 진입 등 사회·경제 전 분야에 걸친
변화 및 불확실성 심화에 따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사회 혁신 및 지역 경제 활성화의 주체로서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 및 평생교육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향후 평생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지속적인 사회 번영을 도모하고자 처음으로 마련한
「2022 평생학습, 교육의 미래 콘퍼런스(2022 LiFE Conference)」에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개요
≥ 주제

평생교육을 통한 대학 플랫폼 혁신

≥ 주최

교육부

≥ 주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매경미디어그룹 , 전국일반 / 전문대학 LiFE 사업단협의회

≥ 후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일정
≥ Day 1 - 9. 26.(월)

사회 여도은 아나운서

시간

프로그램

13:30-14:00 (’30)
Registration

등록
개회사(장상윤 교육부차관)
환영사(강대중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환영사(서양원 매일경제신문 대표)
축 사(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축 사(유기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축 사(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축 사(김병욱 국민의힘 국회의원)

14:00-14:30 (’30)
Opening Ceremony

Futures of Education 대학 그리고 평생학습
김도연 이사장(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14:30-15:30 (’60)
Keynote Speech

Promoting Lifelong Learning in Higher Education and Local Communities
Dir. David Atchoarena(UNESCO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

15:30-15:50 (’20)

휴식
공부가 라이프스타일이 되는 평생학습의 미래
김미경 대표(MKYU)

15:50-16:50 (’60)
Special Lecture

Lifelong Learning is a Career Necessity
Dir. Jeff Kaplan(Coursera)

16:50-17:10 (’20)

휴식

특별 대담Ⅰ 평생교육을 통한 대학교육 플랫폼 전환
좌장 강대중 원장(국가평생교육진흥원)

17:10-18:10 (’60)
Special TalkⅠ

패널 김헌영 총장(강원대학교 / 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이우종 총장(청운대학교 / LiFE 사업 참여 대학)
박유동 총장(경남도립거창대학 / LiFE 사업 참여 대학)
고석규 원장(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장박원 위원(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 Day 2 - 9. 27.( 화 )
시간

Session 1
성인친화형 대학 플랫폼 전환

09:30-10:00 (’30)
Registration

Session 2
디지털 기술 활용 고등평생교육 혁신
등록

한국형 RPL 적용 워크숍

온라인 기반 대학의 모습

사회 이성엽 교수(아주대학교)

10:00-11:30 (’90)
General Session

Validation of Prior Learning Systematics
Dir. Ruud Duvekot(European Centre for Valuation of
Prior Learning)

사회 박세영 아나운서
Online Universities in Japan and Future of Higher
Education
Prof. Kumiko Aoki(The Open University of Japan)
성인친화형 교육의 조건 – 방송 통신대를 중심으로
정민승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반복하면 성장하는 세 가지 공부법
– 세바시 학습 모임 사례를 중심으로
구범준 대표이사(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11:30-13:00 (’90)

중식

MOOC 통한 대학 혁신 Ⅰ

지역연계 대학의 모습
사회 최돈민 학장(상지대학교)

Quality and Innovation of Lifelong Learning in Austria:
The Case of Danube University Krems (University for
Continuing Education) -'REFINED' & 'CACE'
Dr. Peter Parycek(Vice-Rector, Educational
Affairs / Academic Continuing Education and
Digital Transformation, Danube University Krems)
& Mag. Christina Hell (Head, Teaching Innovation
and Digital Competence Development, Danube
University Krems)

대학의 특성화 역량을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와의 협업
– 동서대학교와 부산 기장군의 에버그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김형우 교수(동서대학교)

13:00-14:00 (’60)
General Session

사회 박세영 아나운서

광주전남 지역혁신 공유 대학(iU-GJ) 운영 사례
차성현 교수(전남대학교)

Share High-quality Resources and Build a Highquality Lifelong Learning System with Platforms
and Technologies
Mr. Shuaiguo Wang(President, XuetangX)
지속발전가능한 평생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K-MOOC 기반 디지털 교육 ODA 프로젝트
방용환 교수(건양대학교)

14:00-14:20 (’20)

휴식

MOOC 통한 대학 혁신 Ⅱ

산학연계 대학의 모습
사회 이민옥 교수(목포과학대학교)
성인친화형 대학 혁신의 산학연계 패러다임 변화와 성과
김태경 단장(동의과학대학교)

14:20-15:20 (’60)
General Session

프롭테크 분야 성인친화형 산학연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 명지대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준형 교수(명지대학교)

사회 박세영 아나운서
What is Sustainable Education for Future?
Dr. Katsuhiko Shirai(President, Japan Massive Open
Online Education Promotion Council)
ThaiMOOC as a Case Example for Innovating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through MOOC
Dr. Jintavee Khlaisang(Deputy Director, Thailand
Cyber University Project, Ministry of Higher Education,
Science, Research and Innovation, Thailand)
K-MOOC ODA 기반 국제교류활성화 모델 개발
– 부룬디 최정숙여자과학 기술원 설립을 중심으로
양진건 교수 & 김경주 교수(제주대학교)

15:20-15:40 (’20)

휴식

MOOC 통한 대학 혁신 Ⅲ

성인친화적 교육과정 및 교수법
사회 정복임 교수(성운대학교)

15:40-16:40 (’60)
General Session

16:40-17:00 (’20)

성인친화형 대학 혁신의 모델링 - 대구한의대의
성인친화적 교육과정 및 교수법 사례를 중심으로
김진숙 교수(대구한의대학교)

좌장 배영찬 교수(한양대학교)
발표자 종합 토론
패널 Mr. Shuaiguo Wang(President, XuetangX)

서정대학교의 성인친화적 교육과정 및 교수법 운영사례
김정연 교수(서정대학교)

Dr. Jintavee Khlaisang(Deputy Director,
Thailand Cyber University Project, Ministry
of Higher Education, Science, Research and
Innovation, Thailand)
Dr. Toru Kishida(Chairman, Japan Online
Education Industry Association)
방용환 교수(건양대학교)
양진건 교수(제주대학교)

휴식

특별 대담 Ⅱ 교육의 미래 평생학습 - 대학 플랫폼 혁신의 리더십 -

17:00-18:00 (’60)
Special Talk Ⅱ

좌장 정종철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석좌교수 / 전 교육부차관)
패널 정회상 교수(군장대학교 석좌교수 / LiFE 사업 참여 대학)
김월용 원장(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호철 학장(한밭대학교 / LiFE 사업 참여 대학)
김미옥 교수(가톨릭대학교 / LiFE 사업 참여 대학)

※ 「Session 2 - 디지털 기술 활용 고등평생교육 혁신」은 온라인 생중계 예정 https://bit.ly/3xluDX1

오시는 길
≥ 약도

제주 해비치
호텔&리조트

•주

소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민속해안로 537

≥ 셔틀버스
• 탑승장소 제주공항 1 층 대형버스 주차장 B 구역

≥ 대중교통
• 탑승장소 제주공항 Gate 1~2 번 사이 급행버스 정류소 1 운행노선 : 121, 122
• 하차장소 제주민속촌 정류소 하차 후 호텔까지 도보로 이동 ( 약 7 분 )
※ 셔틀버스 시간 및 교통편 등 참고 https://www.haevichi.com/jeju/ko/lo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