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교수법 세미나

2. 제 1회 학문분야별
특화된 PULL 맞춤형 교수법
연구 개발 및 동료장학
프로그램 적용

3. 교원연수지원사업
4.교원연수지원사업(기타기
관연수)

교수법특강은
교수학습이론을기반으로
정보와지식을제공함으로써
교수법향상에기여하고자

계획된프로그램이다. 

교수법개발실천모임이란
대학의효율적강의운영에
관심이있는교수들이소규모로
모여서 PULL 맞춤형교수법에
따라서학과및학부에맞는
교수법을개발하고동료장학을
통해교수법정보를공유한다. 

교육역량강화및강의개선을
위하여시행하는선도교수제의
적용사업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교육에도움이되는다양한
형태의대학교수법학습을
지원하는프로그램이다. 연수
후에는전체교원을대상으로
전달연수를실시한다. 

교육역량강화및강의개선을
위하여시행하는선도교수제의
적용사업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외
타기관에서교육에도움이되는
다양한형태의대학교수법
학습을지원하는프로그램이다. 
연수후에는전체교원을
대상으로전달연수를실시한다. 



4. 교수법 토론까페

교수법토론까페는
신임교수에게교수법을
공유하고발전시키기위한
프로그램이다. 

5. Teaching Tips 

교수와관련한노하우를
공유하는가이드를만드는
프로그램이다. 

6. 플립러닝

거꾸로수업인플립러닝을
연구하고적용하여수업을
설계하고운영한후그결과를
공유하는프로그램이다.

7. 하브루타

하브루타방식으로수업을
연구하고운영한후그결과를
공유하는프로그램이다.  



세미나 일시 장소 강사 주제 비고

73차
2019.03.25.

10시~11시
패치홀 김성완교수 PULL 맞춤형 교수법

74차
2019.04.01.(월)

10시~11시
국344

김성완교수 플립러닝 교수법 세미나

대학혁

신지원

사업

75차
2019.04.01.(월)

11시~12시

우수모

임, 

기타기

관연수

76차
2019.04.15.(월)

10시~12시
국344

강지언교수 개발실천모임
수업을 살리는

유쾌한 교수법

대교협

정혜경교수 동료장학

창의력 기반

콘텐츠

크리에이터 양성

김철현교수 강의컨설팅 방송촬영실습

김철현교수 기타기관

파이썬입문 및

웹 크롤링을

활용한 다양한

자동화

어플리케이션

77차
2019.05.20.(월)

9시~11시
국344

장영창교수
나사렛대학교 유쾌한
교수인생살기 기타기

관김정모교수
스마트폰과 PC을 활용한
강의콘텐츠 제작

78차
2019.06.03.(월)

10시~12시
국344

김성완교수
디자인씽킹 : 혁신적 문제해결

Toolkit

대학혁

신지원

사업이준석교수 다층모형분석

79차

2019.06.1

0.(월)

10시~12시

패치홀

김성
완교
수

플립러닝 교수법 세미나

이재
환교
수

하브루타 교수법 세미나

81차

2019.08.2

0.(화)

10시~12시

패치

홀
유숙영교수

진리, 경건, 사랑의

전문가를 키우는

Service Learning

대학혁

신지원

사업

82차

2019.09.0

2.(월) 

10시~11시

경건

관
이종문대리

LMS(학습플랫폼) 

소개

대학혁

신지원

사업

83차

2019.09.0

6.(금) 

13시~15시

국34

4

강혜경교수
사례연구의 이론과

실제 기타기

관
유장순교수

효과적인 사례연구

방법의 실천

84차

2019.09.2

3.(월)

10시~12시

10분

경건

관

김성완교수
캡스톤디자인

교수법 세미나
대학혁

신지원

사업정해용 교수
봉사학습 교수법

세미나

85차

2019.09.2

4.(화) 

16시~18시

국34

4

유비온

이종문대리

LMS(학습플랫폼) 

소개

대학혁

신지원

사업

86차

2019.10.1

4.(월)

10시~12시

경건

관
석말숙교수

통합수업 교수법

세미나

대학혁

신지원

사업



87차
2019.10.22.(화)

16시~18시
국344 명재형 대표

교육콘텐츠 저작도구 안내

및 교육

대학혁신

지원사업

88차
2019.11.04.(월)

09시30분~12시
국344 김성완교수

KNU 캡스톤디자인

교수법(혁신적 문제해결

기법으로서의 Design 

Thinking) 

대학혁신

지원사업

89차
2019.11.11.(월)

10시 40분~12시
경건관 권혁진교수 연구윤리 우수사례

대학혁신

지원사업

교비대응

90차
2019.11.18.(월) 

9시~10시
국344

김대룡교수 유튜브 환경 및 강의활용

대교협
2019.11.18.(월) 

10시~11시 30분
국516

91차
2019.12.03.(월)

9시~12시
국344

안희정교수
전달력 높이는 프리젠테이션

스킬

대교협
김병건교수 파워포인트 활용

이현정교수 파워포인트 활용

92차
2019.12.06.(금)

10시~11시
국344 박계신교수 질적연구 용맹정진 프로그램 기타기관

93차
2019.12.23.(월)

14시~15시 10분
패치홀 석말숙교수 통합수업 교수법 세미나

대학혁신

지원사업



2019

1

Study of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for 
the content creator 

training

콘텐츠 크리에이터
양성을 위한 교수법

연구

플립러닝, 
하브루타, 
캡스톤디자
인

박진옥

정혜경

홍윤주

2 We-grow
좋은 질문은 많은
질문에서 하브루타

교수법
하브루타

안희정

성준모

이필은

3
문해교육-멋지게
즐겁게 해보자

디자인 씽킹
학습법을 활용한

(장애인 및
비장애인) 
문해교육과
평생교육 연구

캡스톤디자
인

(디자인씽킹)

장영창

나지영

양은아

4
캡스톤디자인 교수법

연구모임

캡스톤디자인
교수법 연구 개발

및 적용

캡스톤디자
인

김태형

박경남

이세정

5 하베르
하브루타를 활용한
창의적 토론수업

하브루타

김정모

김낙복

김정아

박상규

2. 제 1회학문분야별특화된 PULL 맞춤형교수법연구개발및동료장학프로그램적용
-운영모임및최종보고서



구분 연수과정명 참석교원

2019-1
수업 단계별 전달력을 높이는 교수법 프리젠테이션 스킬

과정
안희정 교수 외 2명

2019-2
파워포인트와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교수능력 향상과정 외

1건

김성훈 외 1명

구분 연수과정명 참석교원

2019-1 상반기 질적연구 마스터 과정 외 1건 강혜경 교수 외 1명

2019-2 Mplus 통계프로그램 외 2건 우주영 교수 외 3명

4. 교원연수지원사업 (기타기관연수) –연수인원및강좌명

3. 교원연수지원사업 –연수인원및강좌명



구분 모임명 모임주제 참석교원

2019-1 GCS(Group Communication Study) 시뮬레이션 교과목 김연정, 심규식, 안희정

2019-2 장애인 평생교육연구 장애인 평생연구 김대룡, 김옥기, 장영창

구분 연수과정명 참석교원

연간 5대 교수법 가이드라인 김성완, 이재환

6. Teaching Tips

5. 교수법토론까페



구분 교과목명 참석교원

2019-1 방송제작의 기초 김철현

인적자원관리론 노영

ABA기반 자폐성장애유아교육 박계신

발표와 토론 장영창

2019-2 논리적 사고와 글쓰 장영창

미디어 영상영어 양현철

8. 하브루타

7. 플립러닝

구분 교과목명 참석교원

2019-1 병리학 강지언

스포츠리더십 김지영

자율설계 전공실기1 김태형

리더십과 팔로워십 박상규

성인간호학 II 신미경

관광영어회화 양현철

스포츠 사회학 이재환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이준석

2019-2 미술의 이해와 감상 홍윤주

고객행동론 노영

경영현장실습II 이서구

직업개발 및 배치 조성열



CTL 주관학습법특강

•학습법특강은재학생
들의학습마인드및
학습효율성을제고하
고자계획된프로그램
으로총 4회에걸쳐학
습법특강을개최하였
다.

학습공동체

• 학습공동체란, 공동의
목표를가진다수의

학생들간의협동학습

을통하여창의적학

습능력을향상시키고

학습과정속에서서

로의문화를공유하고

이해함으로써개인의

인격도약및사회성

강화를목적으로계획

된프로그램이다. 

튜터링

•튜터링이란, 특정교
과목이나학습주제에
대해지식과경험을
갖춘 1인의튜터(선수
학습자)와해당주제
의학습에도움을원
하는 3~4인의튜티들
이그룹을형성하여
일정시간자율적인협
동학습을하고이를
통해개인의학업성
취도향상및대인관
계능력향상을목적
으로계획된프로그램
이다

학업성공어울모임

• 학업성공어울모임이

란, 1인의지도교수와

2인의학생이그룹을

형성하여일정기간동

안지도교수가체계적

이고전문적인학습법

으로담당학생들의교

과과목을지도하여계

획적이고내실있는학

업관리를할수있도

록이끌어주는학습

프로그램이다.



사제동행어울모임

•사제동행어울모임이
란, 1인의지도교수와
3~4인의학생이소그
룹을형성하여독서토
론(전공토론), 지역사
회봉사활동, 진로탐색
체험을주제로활동하
는공동체프로그램으
로전공탐색, 지속적
인진로설계등을목
표로하는프로그램이
다. 이중, 외부대회에
참가하는팀은피움으
로구분된다.

창의로봇제작소

• 창의로봇제작소란, 3~4
인의학생이소그룹을
형성하여로봇을활용하
여창의적문제해결을
통한학습의효율성을
극대화하는프로그램이
다.

창의발전소

• 협동학습기회통해협

동역량과문제해결역량

향상을도모. 경험중심, 
문제기반, 지역사회기
반학습통합프로젝트이

다.

어깨동무프로그램

• 1) 어깨동무프로그램(학
습공동체) : 새터민과다
문화학생들이협동학습
을통해문화공유, 인성
함양, 사회성강화, 협동
적․창의적학습능력을
향상하는프로그램이다. 

• 2) 어깨동무프로그램(튜
터링) : 튜터와튜티1-4
인의소수집단학생(새
터민, 다문화가정)이소
그룹을형성하여일정기
간자율적인협동활동을
통해개인의학업성취도
및대인관계능력을향
상시키는프로그램이다.



에세이공모전

•에세이공모전은유익
한에세이자료공유
와활용을통하여재
학생들의소양과학문
역량을향상시키고자
계획된프로그램이다.

학업성공프로젝트(Re-St
art Rainbow Project)

•학사경고자및학업부
진자대상으로학교생
활과학습에대한동기
부여및실제적인배움
의전략을익히게함으
로써학습혁신역량을
향상시키는프로그램
이다.

대학생활성공프로젝트
(New Start Pioneer Proje

ct)

• 신입생을대상으로ML
ST(학습전략검사) 실시
및결과를바탕으로학

과를선정하여, 학습전
략세부영역(시간관리, 
노트필기, 읽기전략, 시
험전략등) 학습능력
증진상세전략을익히

게함으로써대학생활

의질을향상시키는프

로그램이다.

Learning Tips 제작/배포

• Learning Tips란, 학업에
필요한여러기술적인
부분들을이해와적용
이쉽도록요약·정리한
유인물(또는동영상)로
써학생들에게체계적
이고효용성있는학습
방법을제시해주기위
하여제작되었다.





<학습공동체시상명단>

2019년도총 5팀

리더 : 김민주, 송유진, 남준아, 황나리, 
이현지

<튜터링시상명단>

1학기튜터 –최우수 : 이하림
우수 : 박세빈, 이윤희
장려 : 채정욱, 김화수

2학기튜터 –최우수 : 김한이
우수 : 유승미, 제진웅, 백영광

<학업성공어울모임시상명단>

1학기총 2팀교수 –김성훈, 강지언
2학기총 2팀 교수 –김지영, 김창휘

<사제동행어울모임시상명단>

2019년총 4팀

리더 : 박나라, 용범중, 유승미, 이준형
교수 : 김수진, 박희동, 김금희, 박희동



<창의로봇제작소시상명단>

2019년도총 1팀

리더 : 이다미

<창의발전소시상명단>

2019년도총 2팀

리더 : 정채은, 김예찬

<어깨동무시상명단>

2019년도총 1팀

리더 : 박은비

<에세이공모전시상명단>
1학기 -최우수 : 전지은

우수 : 이세진
장려 : 윤효정, 문나연, 최혜원

2학기 –최우수 : 이선주
우수 : 안수진, 박효정
장려 : 장민혜, 전지은, 한은서, 박하은



12) Learning Tips



1) 교내이러닝강좌
첨단콘텐츠제작 기법을적용한양질의학습콘텐츠를개발하여시공간을초월한고품질교육및 반복교육이가능한
양질의교육서비스를학습자에게제공하는프로그램이다.

2) KNU 강의 컨설팅 Ⅰ(자율지원교원)
교수들의 강의를 비디오로 촬영, 강의 전반에 관한 진단 및 분석을 통하여 효과적인 교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된 프로그램이다.

3) KNU 강의 컨설팅 Ⅱ
대상교수자의강의스타일및학생들의반응, 수업분위기를살펴봄으로써교수자스스로문제점을파악하고전문가분석을
통하여교수법향상을유도하는프로그램이다.

4) KNU 강의 컨설팅 Ⅲ
신임교수자의 강의를 촬영하고 자가 분석 또는 전문가분석을 통해 교수자의 강의를

5) 사진공모전
매년주제에따라 학교의여러가지모습을사진으로구성해서공모하는방식을통해학생들의디지털콘텐츠활용능력을
향상시키기위한프로그램이다. 



구분 개발구분 강좌명 교수명

2019-1

신규강좌

성공취업코칭 이재범

교육과정 김성완

장애와 재활 육주혜

의료사회사업론 성준모

재활치료학 공진용

장애인의 이해 류재연

재활용 강좌

졸업작품(종합설계) 장병옥

나눔리더십 박지애

재활의학 정동훈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김정진

2019-2

신규강좌

일상생활보조공학 육주혜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김성완

기독교와 사회 신언혁

현대사회와 복지 성준모

장애와 테크놀로지 공진용

재활용 강좌

나눔리더십 박지애

NLE 제작실습 김철현

콘텐츠 기획론 장병옥

휠체어 및 이동기기 공진용

장애인의 이해 류재연



구분 강좌명 학과명 교수명

2019-1 색채와 디자인 방송영상콘텐츠학과 홍윤주

2019-2 - - -

구분 선정 인원

2019-1 총 5명

2019-2 -



구분 강좌명 교수명

2019-1 스포츠생리학 윤진호

2019-2 혈액학 김성훈

2019-2 정서및행동장애유아교육 김병건

2019-2 외과진료보조학 안희정

2019-2 서양음악기초이론 이현정



<장려상> 최예선

<우수상> 박정혜 <장려상> 최예선<최우수상> 장지욱

<장려상> 최승현 <장려상> 박연수





연번 사업명 세 부 내 용

1

학문분야별 특화된 5대 중점 교수법 연구 개발 및

동료장학 프로그램 적용

(신규)

<2020학년도 연간 사업>

-접 수 : 3월 중순 예정

-운영기간 : 3월 말~6월 중순

-선 정 : 8모임 예정

2 교수법 토론카페

<2020-2학기>

-접 수 : 8월 말 예정

-운영기간 : 9월 초~12월 중순

-선 정 : 1모임 예정

3 교수법 세미나

<2020-1학기> <2020-2학기>

-운영기간 : 3월 말~8월 중 (8회 이상)
-운영기간 : 9월 초~12월 중순 (8회

이상)

5 교원연수지원사업(대교협) -하계 및 동계 : 총 5명 예정(신임교원)

6
교원연수지원사업

(기타기관연수)
-하계 및 동계 : 총 3명 예정

7
Teaching Tips/

Learning Tips

<2020-1학기> <2020-2학기>

-운영기간 : 7월 (Teaching Tips)

7월 (Learning Tips)

-운영기간 : 11월 (Teaching Tips)

11월 (Learning Tips)



8 플립러닝 지원사업

<2020-1학기> <2020-2학기>

-접 수 : 3월 초 예정 -접 수 : 8월 중순 예정

-운영기간 : 3월 초~6월

중순
-운영기간 : 8월 말 ~12월 중순

-선 정 : 5명 예정 -선 정 : 5명 예정

9 하브루타 지원사업

<2019-1학기> <2019-2학기>

-접 수 : 3월 초 예정 -접 수 : 8월 중순 예정

-운영기간 : 3월 초~6월

중순
-운영기간 : 8월 말 ~12월 중순

-선 정 : 5명 예정 -선 정 : 5명 예정

10
이파일럿

(신규사업)

<2020-1학기>

-접 수 : 5월초 예정

-운영기간 : 5월 초~6월 말

-선 정 : 40 ~ 50강좌 예정



연번 사업명 세 부 내 용

1 전공연계 학습공동체

<2020-1학기> <2020-2학기>

- 운영기간 : 4월 초~6월 중 - 운영기간 : 9월 초~11월 말

-선 정 : 55팀 예정 - 선 정 : 30팀 예정

2 전공연계 사제동행 어울모임

<2020학년도>

-운영기간 : 4월 초~6월 중 / 9월 초~11월 말

-선 정 : 20팀 예정

3
피움 프로그램

(외부 대회 참가)

<2020-1학기> <2020-2학기>

- -운영기간 : 9월 초~11월 말

- -선 정 : 사제동행 어울모임 참가팀 중 5팀 선정

4 튜터링

<2020-1학기> <2020-2학기>

-운영기간 : 4월 초~6월 중 -운영기간 : 9월 초~11월 말

-선 정 : 20팀 예정 -선 정 : 10팀 예정

5 전공연계 학업성공 어울모임

<2020-1학기> <2020-2학기>

-운영기간 : 4월 초~6월 중 -운영기간 : 9월 초~11월 말

-선 정 : 10팀 예정 -선 정 : 10팀 예정

-비 고 : Re Start Rainbow Project와 연계 운영 예정

6
학업성공 프로젝트

(Re Start Rainbow Project)

-목 적 : 학사 경고자 및 학업 부진자 대상으로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 및 실제적인 배움의 전략을 익히게

함으로써 학습혁신역량을 향상

-비 고 : 학업성공 어울모임과 연계 운영 예정



7 창의로봇제작소

<2020학년도>

-운영기간 : 4월 초~6월 중 / 9월 초~11월 말

-선 정 : 2팀 예정

8 창의발전소

<2020학년도>

-운영기간 : 4월 초~6월 중 / 9월 초~11월 말

-선 정 : 4팀 예정

9 어깨동무프로그램

<2020-1학기> <2020-2학기>

-운영기간 : 4월 초~6월 중 -운영기간 : 9월 초~11월 말

-선 정 : 1팀 예정 -선 정 : 1팀 예정

10 학과 지원 특강(신규)

<2020학년도>

-운영기간 : 3월 초~5월 말 / 9월 초~11월 말

-선 정 : 5팀 예정

11 학습법 특강 CTL -운영기간 : 5월 ~ 12월

12
전공연계 학생대상 교수법 학습공동체

(신규)

<2020학년도>

-운영기간 : 9월 초~11월 말

-선 정 : 5팀 예정

13 전공연계 학생 대상 교수법 특강 CTL -운영기간 : 9월 초~11월 말

14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기간 : 9월 초~11월 말

15 에세이 공모전
-목 적 : 유익한 에세이 자료 공유와 활용을 통한 학습능력 향상

-접수기간 : 3월 초~6월 말 / 9월 초~11월 말

16
대학생활 성공프로젝트

(New Start Pioneer Project)

-목 적 : MLST(학습전략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과를 선정하여, 학습전략 (시간관리, 노트필기, 읽기전략, 시험

전략 등)을 익히게 함으로써 대학생활의 질을 향상 -운 영 : 6월 예정(총 1회) 



연번 사업명 세 부 내 용

1 교내 이러닝강좌

<2020-1학기> <2020-2학기>

-접 수 : 직전학기 12월 말 -접 수 : 6월 말 예정

-운영기간 : 1월 중순~6월 중순 -운영기간 : 7월 초~12월 중순

-선 정 : 10강좌 예정 -선 정 : 10강좌 예정

2
KNU 강의컨설팅Ⅰ

(자율지원교원)

<2020-1, 2학기>

-접 수 : 2월 말 예정 -접 수 : 8월 말 예정

-운영기간 : 3월 초~6월 중순 -운영기간 : 9월 초~12월 중순

-선 정 : 1명 예정

3
KNU 강의컨설팅Ⅱ

(강의 성공 프로젝트)

<2020-1학기> <2020-2학기>

-접 수 : 2월 말 예정 -접 수 : 8월 말 예정

-운영기간 : 3월 초~6월 중순 -운영기간 : 9월 초~12월 중순

-선 정 : 대상자 -선 정 : 대상자

4
KNU 강의컨설팅Ⅲ

(신임교원)

<2020학년도>

-접 수 : 2월 말 예정 / 8월 말 예정

-운영기간 : 3월 초~6월 중순 / 9월 초~12월 중순

-선 정 : 5명 예정

5 사진공모전

<2020-1학기> <2020-2학기>

-접 수 : 3월 초~4월 말 예정 -접 수 : 9월 초~10월 말 예정

-운영기간 : 3월 초~6월 중순 -운영기간 : 9월 초~11월 말

-우수선정 : 5명 예정 -우수선정 : 5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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