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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수업
운영 안내 
콜센터 

코로나19  확산 및 감염 예방을 위하여 당초 7주간 실시하기로 하였던 재택(온라인) 수업 기간을, 제 13차 교무회의 결정에 따라

1학기 동안 운영하기로 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구성원 여러분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

교육혁신원 e-Edu센터 콜센터 운영 
- e-루리 활용한 온라인 강의 운영 상담

- 온라인 강의를 위한 강의 촬영 예약 

09:00 ~ 18:00 (제외: 12:00~13:00)운영시간

250-7543, 7544, 7545, 7546 문의

●

2020-1
온라인
강의
운영을
위한
교수법
워크숍
운영 완료

비대면 강좌 운영을 준비하는 교수의 수업운영 전략에 대한 지원과 실무적 지원을 위해 사회적 거리를 두고 교수학습센터에서는
2020학년도 1학기동안‘온라인 강의 운영을 위한 교수법워크숍’을 운영하였습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란?

코로나19의 장기유행에 대비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보장하면서,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한

감염 예방 및 차단 활동이 함께 조화되도록 전개하는

생활습관과 사회구조 개선

* 코로나19 확산 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전환하는 등 유연한 대응

ZOOM 활용법 및 온라인 동영상 강의 자료 만들기●

●

횟수 주제
ZOOM 활용법 및 온라인 동영상 강의

자료 만들기  

강사 일시 장소

1회 이상훈 대표
(쿨디자인) 

2020년 4월 14일(화)
10:00~13:00, 14:00~17:00

사범대학 4호관 106호
(협동강의실 3호관)

ZOOM 활용법 및 온라인 동영상 강의
자료 만들기 

2회 이상훈 대표
(쿨디자인) 

2020년 4월 20일(월)
10:00~13:00, 14:00~17:00

삼척캠퍼스
그린에너지연구관 204호

ZOOM 활용법 및 온라인 동영상 강의
자료 만들기

3회 이상훈 대표
(쿨디자인) 

2020년 4월 29일(수) 
10:00~13:00, 14:00~17:00

삼척캠퍼스
그린에너지연구관 204호

ZOOM 활용법 및 온라인 동영상 강의
자료 만들기

4회(8차수) 운영 (춘천 2회, 삼척 2회)

운영 횟수 전체 프로그램 만족도
4.76 (0.45)

참여인원 (신청인원)
112명 (120명) 

응답인원 (응답률)
94명 (83.93%)

3회 이상훈 대표
(쿨디자인) 

2020년 5월 12일(화)
10:00~13:00, 14:00~17:00

경영대학 2호관 110호
(협동강의실 2호)

온라인 강의 운영을 위한
교수법워크숍 1회

2020.4.14.(화)

온라인 강의 운영을 위한
교수법워크숍 3회
 
2020.4.29.(수)

교수법
연구모임

기존의‘줄탁동시교수법연구회’를 ‘교수법연구모임’으로 프로그램명을 변경하고 대상자별로 유형Ⅰ, Ⅱ, Ⅲ로 나누어 운영하며, 

교수·학습에 관심 있는 교원 간 협동학습을 통해 학습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교수법연구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임교원의 경우 별도의 지원기간 및 선정기간이 없으므로, 6월 30일까지 e-루리에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활동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양식은 e-루리에 업로드 되어있음 

● 지원내용
교연비‘교수법 연구’와 연계 150,000원 (개별지원)

●

주제선정
교수-학습 관련 자유주제  

● 구성인원
3 ~ 5인 구성 (연구모임 중복활동 불가(1인 1모임))

●

제출방법●

K-Cloud e-루리 자율강좌 2020-1 [교수법연구모임(유형Ⅰ)

유형Ⅰ 유형Ⅱ 유형Ⅲ
대상

지원

선정

전임교원 강사 및 비전임교원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외국인 교원

활동기간 내 자발적 참여

[~20.06.30.(화)까지]

2020.

06.

프로그램명 2020학년도 1학기 온라인교수법특강

(강원대 자체개발) 

2020학년도 1학기 온라인교수법특강 

운영 기간 시행안내(문) 발송일 ~ 2020. 6. 30. (화) 시행안내(문) 발송일 ~ 2020. 6. 30. (화)

수강 인증 시간 소요 시간 : 약  3시간 50분

수강 인증 시간 : 최대 3시간 50분

소요 시간 : 약  7시간 50분 

수강 인증 시간 : 최대 4시간 30분 

참여 방법 스마트캠퍼스 e-루리→ KNU-MOOC→

 [2020-1 온라인 교수법 특강

(강원대자체개발)] 

스마트캠퍼스 e-루리→ KNU-MOOC→

[2020-1 온라인 교수법 특강] 

콘텐츠 주제 1강 : 수업준비와 설계

2강 : 강의식 수업(직접교수법) 

3강 : 효과적인 수업의 과정과 방법 

4강 : 핵심적인 수업의 기술

5강 : 교수매체 선정 및 제작 

6강 : 합리적인 학습평가

7강 : CQI  보고서 작성 기반 수업 질 개선

1강 : 성공적인 대학강의를 위한 7가지 교수법

2강 : 성공적인 대학강의를 위한 강의전단 Skill

3강 : 성공적인 대학강의를 위한 학생 중심의 강의법

4강 : 성공적인 대학강의를 위한 학습의 이해

5강 : 성공적인 대학강의를 위한 이러닝 설계 및 활용

6강 : 효과적인 수업참여를 위한 소셜러닝툴 사용법

7강 : 상담기법을 활용한 학생과의 상호작용

8강 : 영어강의를 위한 교수법

※ 교수법 인증의 경우, 교수학습센터에서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여인원 중 전임교원에 대한 업적 및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과 강사에 대한 가산점 등과 같은 제도에 대한 증빙자료를 위해 자체적으로 관리를 위해 마려한 인증제도

아래와 같이 교수학습센터에서는 2개의 온라인교수법 특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강인증시간 및 소요시간은 각기 다르므로, 확인하시어 6월 30일까지 반드시 수강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

선정결과

온라인
교수법
특강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과 지침 안내

핵심 수칙 메시지(안)코로나19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과 지침 안내

제1수칙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제3수칙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제4수칙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제5수칙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제2수칙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