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제7차 CNU 교수법 워크숍 실시 안내
- 온라인 실재감 극대화를 위한 줌(zoom) 활용 수업 유형별 실전 팁 1편 (실시간 온라인 강의 실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라, 집합식 워크숍을 지양하고 온라인
교수법 워크숍 운영(코로나19 대응 비상대책위원회 결정사항)
- ZOOM을
2시간

1

활용해 실시간 온라인 교수법 워크숍을 실시(교수법 워크숍

참여로 인정)

주요 내용

□ 목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라, 집합교육이 어려우므로
비대면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고 관련 워크숍에 대한 주
제로 교수법 워크숍 제공
※

CNU 6대
<CNU 6대

교수자 핵심역량

PRIMER

중

R1, I, M, R2

역량과 관련 있음

교수자 핵심역량-PRIMER>

확고한 교육철학)
R (Readiness, 철저한 수업준비)
I(Interaction, 소통하는 상호작용 및 상담)
M(Management, 체계적 수업운영 및 방법)
E(Evaluation, 다면적 학생평가)
R (Reflection, 발전적 수업성찰)
P(Philosophy,
1

2

□ 대상: 충남대학교 교수자 선착순

100명(사전

신청자만 참여 가능)

□ 강사: 홍영일 박사(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
□ 주제: 온라인 실재감 극대화를 위한 줌(zoom) 활용 수업 유형별 실전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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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및 세부내용

구분

일시

주제

· 동영상강의와 화상강의의 최적의 조합
2021. 5. 27.(목) · 줌 활용 수업유형별 실전 팁 1편
1편
- 몰입이 있는 강의형 수업에서의 활용 기법
15:00~17:00
· OBS를 활용한 동영상 강의 녹화
사전 1편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참여 교수자에게 줌 활용과 관련한 질문을 받을 예정(네이버 폼 ‘참여후
질문 기’ 활용). 빈도가 높고 적합성이 높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2편 강의 내용에 일부 반영하고자 함

※ 상기 일정 및 내용은 기초교양교육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온라인 워크숍 접속 링크: 사전 신청자에게 하루 전 별도 배부

2

운영 방법 및 추진 일정

□ 사전신청 기한:

2021. 5. 25.(화) 18:00

까지

□ 사전신청 방법: 온라인 링크(http://naver.me/xbw9wakT)를 통해
사전 신청(선착순
□ 운영방법:

100명)

ZOOM을

활용해 실시간 온라인 교수법 워크숍을 실시. 사

전 신청자에게

ZOOM

접속 링크를 제공하여 실시간으로

온라인 강의에 참여하고 참여 후 참여후기(소감 및 수업
활용 계획)를 기한내 제출할 시 교원업적 평가 및 교육연
구학생지도비 지급 기준 중 교육영역

-

교수법 워크숍 2시간

참여로 인정
※ 참여 실적 승인은 통합정보시스템에서

2021. 6. 28.(월)

이후 개인별

확인 가능

□ 참여후기 작성 기한:
※

6. 23.(수)

2021. 6. 22.(화) 23:00

까지

부터 작성한 내용은 워크숍 참여 실적으로 인정 불가

□ 참여후기(50자 이상) 작성:

http://naver.me/I5FBhkFu

□ 참여특전: 교원 업적평가 및 교육·연구·학생지도비 지급 기준 중
‘교육영역-기초교양교육원

교수지원 프로그램 이수 및 적용’에

교수법 워크숍 2시간 참여 실적 인정
□ 문의: 기초교양교육원(042-821-6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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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uctl@cn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