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문화원 글로벌교육포럼 2015

“디지털 기술과 고등교육의 미래”
2015 년 2 월 26-27 일
JW 메리어트호텔 그랜드볼룸 (서울 동대문 소재)

영국문화원은 매년 아시아 및 북미지역 등에서 글로벌교육포럼(Global Education Dialogues: GED) 시리즈를
개최하고, 정부, 교육기관, 기업의 리더들을 초청하여 고등교육 분야의 글로벌 현안을 발굴, 이를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한영국문화원이 주최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JEI English TV 가 후원하는 글로벌교육포럼 2015 가 오는
2 월 26 일과 27 일, 양일간 JW 메리어트호텔 그랜드볼룸(서울 동대문 소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포럼에서는
‘디지털 기술과 고등교육의 미래’를 주제로 디지털 기술의 도입과 발전이 고등 교육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또한 미래의 대학에는 어떠한 도전과 혁신의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인지에 대해 논의 할 예정입니다.
양일간의 포럼에서는 아래 세가지 소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세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리더십 - 기회인가? 도전인가?
디지털기술과 교수학습연구 모델의 진화



‘I’-Generation(아이제너레이션)과 대안적 고등교육기관

영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대만, 한국에서 총 100 여명의 국내외 연사 및
참석자가 초청될 예정입니다. 포럼에서는 연사와 청중간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실시간 의견 교환 및 질의 응답 시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활발한 논의와 토론의 장이 될 영국문화원 글로벌교육포럼 2015 에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영국문화원 글로벌교육포럼(GED) 웹사이트: www.britishcouncil.kr/programmes/education/GED2015
▌참가 및 일반 문의: 이메일 ged.korea@britishcouncil.or.kr 또는 전화 02 3702 0637
▌본 포럼은 동시 통역이 제공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프로그램 개요
2 월 25 일(수)

VIP 리셉션 (JW 메리어트호텔 그리핀 바, 11F/18.30-20.30)

2 월 26 일(목)

개회 및 세션 (JW 메리어트호텔 그랜드볼룸, B1)

09.00-09.15

개회식

마틴 프라이어 주한영국문화원장 개회사
이원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축사

09.15-10.30

세션 1
(기조세션)

패널 토론
10.45-12.15

세션 2

발표/토론
12.15-13.30

오

13.30-15.00

세션 3

패 널 ▪ 황선혜,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 라제이 닉 (Rajay Naik), 영국 오픈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
▪ 민 꽝 담 (Minh Quang Dam),
베트남 기술 진흥 지원 대학교 (Financing and Promoting Technology University) 총장
좌 장 ▪ 할리마 비검 (Halima Begum), 영국문화원 동아시아 교육총괄본부장

디지털기술과 교수학습연구 모델의 진화
발표자 ▪ 킹 L. 차우 (King L. Chow), 홍콩 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앤더스 칼슨 (Anders Karlsson), 엘세비어 부사장
▪ 앤디 미아 (Andy Miah), 영국 살포드 대학교 교수
좌 장 ▪ 김성제, 한양대학교 교무처장

찬

발표/토론
15.15-16.45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리더십 – 기회인가? 도전인가?

세션 4

발표/토론

세션 3A 미래의 대학

세션 3B 기술과 교수. 연구자 교류 상관관계

발표자
▪ 황 훈 증 (Huang Hoon Chng),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교학 부처장
▪ 쿠미코 아오키 (Kumiko Aoki),
일본 오픈대학교 교수
▪ 앤디 천 (Andy Chun),
홍콩시립대학교 최고정보관리책임자
좌 장 ▪ 어윤일, 경희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

발표자
▪ 오스만 탈립(Othman Talib),
말레이시아 푸트라 대학교 교수
▪ 박홍석,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본부장
좌 장 ▪ 앤디 미아 (Andy Miah),
영국 살포드 대학교 교수

대학 vs. 기업 – 지식과 기술
발표자 ▪ 오베르트 호센토(Obert Hoseanto), Microsoft 인도네시아 공공부문 교육프로그램 매니저
▪ 이재령, 인텔코리아 상무
▪ 이태억, 한국과학기술원 교수학습혁신센터장
▪ 마이클 스티븐슨 (Michael Stevenso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문위원, 영국 국립산학협력센터 상임연구원
좌 장 ▪ 송해덕, 중앙대학교 교수학습센터장

18.30-20.30

만

2 월 27 일(금)

세션 및 폐회 (JW 메리어트호텔 그랜드볼룸, B1)

09.00-10.30

세션 5

찬
묵스(MOOCs)를 넘어서
발표자 ▪ 사이먼 넬슨 (Simon Nelson), 퓨처런 대표이사
▪ 허준, 연세대학교 오픈 & 스마트 에듀케이션 센터장

발표/토론
10.50-12.20

세션 6

▪ 토오루 이요시(Toru Iiyoshi), 일본 교토대학교 교수
좌 장 ▪ 배상훈, 성균관대학교 대학교육혁신센터장

미래의 인재, 아이제너레이션(iGeneration)
발표자 ▪ 이혜주, 참샘초등학교 교장
▪ 파디 칼렉 (Fadi A Khalek), 피어슨 전략적 파트너십 및 벤처 사업 담당부장
▪ 클레어 피클스 (Clare Pickles), 영국 리버풀 대학교 온라인 교육학 박사과정 학과장

발표/토론
12.20-13.50

오

13.50-15.20

세션 7

▪ 부 응옥 응우옌(Vu Ngoc Nguyen), 베트남 호치민 교육대학교 영어학과장
좌 장 ▪ 권정민,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찬
디지털 세상의 글로벌 인재 전쟁 – 정부, 대학, 기업 대토론
패 널 ▪ 권오성, 한국에이온휴잇컨설팅(Aon Hewitt Korea) 대표이사
▪ 오삼균, 성균관대학교 교수 겸 학술정보관장

패널 토론
15.20-15.30

폐회식

▪ 팀 블랙맨 (Tim Blackman), 영국 오픈대학교 총장 대행
▪ 조코 산토소 (Djoko Santoso),
인도네시아 반둥공과대학교 상임연구원, 전 인도네시아 교육부 고등교육국장
▪ 한석수, 교육부 대학정책실장
좌 장 ▪ 김병주, 김리앤드파트너스(KL&P) 대표이사

마틴프라이어 주한영국문화원장 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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