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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을 통해 대학교육의 혁신과 미래를 모색하다

- 「2022 평생학습, 교육의 미래 국제학술대회」 개최-

주요 내용

□ 9월 26일(월)부터 27일(화) 이틀간, 제주 해비치호텔&리조트에서

「2022 평생학습, 교육의 미래 국제학술대회」 개최 

□ 정부와 대학, 국내외 석학 등이 한자리에 모여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와 대학 플랫폼 혁신방안 논의 및 각국의 사례 공유

□ 국민 누구나 자신에게 필요한 역량을, 생애 언제든 키울 수 있는 평생학습

사회 구현과 고등평생교육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 대학 관계자, 

국내외 석학 등이 한자리에 모인다.

□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을 통한 대학 플랫폼 혁신’을 

주제로 9월 26일(월)부터 9월 27일(화)까지 제주 해비치호텔&리조트에서 

「2022 평생학습, 교육의 미래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9월 26일(1일차)은 대면, 9월 27일(2일차)은 대면·비대면(2분과 회의) 동시 진행 

<2022 평생학습, 교육의 미래 국제학술대회 개요>

v (주최/주관)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ㆍ매경미디어그룹ㆍ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단협의회

v (일정) 9.26.(월) ~ 9.27.(화) (2일간)

v (장소) 제주 해비치호텔&리조트 그랜드볼룸

v (내용) 기조강연, 특별대담, 분과회의* 등으로 구성

   * (1분과) 성인친화형 대학 플랫폼 전환 (2분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고등평생교육 혁신 



 ㅇ 이번 국제학술대회에는 교육부 차관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LiFE) 사업* 등에 참여하는 19개 대학 총장 및 제주

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국내외 평생교육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

하여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혁신방안을 모색한다.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long education at universities for the Future of Education, LiFE) : 

대학 내 성인학습자 친화적인 평생교육체제 구축·확산을 지원하는 사업(2022년 30개교 지원)

 ㅇ 특히, 이번 대회에는 전 생애에 걸친 역량 개발이 강조되고 있는 시기에 

미국·유럽·일본 등 7개국 10여 명의 석학이 참여하여 평생교육을 통한 

대학의 플랫폼 혁신사례 등을 공유하고, 미래사회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 해외 대학의 플랫폼 혁신 사례 >

유럽연합

 ◇ 개인의 학습을 사회적 자산으로 지속 전환하는 학습경험인정제 운영 

 ⇒ 유럽은 개인의 현장 직무 경험 등을 공식적인 학습 경험으로 인정하여 학습과 

직업세계를 지속적으로 연결하는 순환적 인증 체계(Dialogical Validation) 구축 

일본 

◇ 포스트코로나 시대, 일본형 MOOC*를 구축하여 대학의 교육 강화
 ⇒ 일본은 교육·학습 기회의 확대 및 질 향상을 위해 일본형 MOOC를 통한 

소규모 개인형 온라인 강좌를 제공하고 차세대 전자학습환경(NGDLE**)을 구축 
     * MOOC(Japan-Massive Open Online Courses) : 온라인 대중 공개수업

    ** NGDLE(Next Generation Digital Learning Environment) : 차세대 전자학습환경

□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기조강연, 특별강연, 특별대담, 분과회의로 이뤄지며, 

둘째 날 개최되는 분과회의는 △성인친화적 대학교육 전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대학 플랫폼 혁신을 주제로 2개 분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ㅇ 기조강연을 맡은 김도연 울산공업학원 이사장과 데이빗 아초아레나(David 

Atchoarena)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장은 각각 ‘교육의 미래: 대학 그리고 

평생학습’과 ‘평생학습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역할’에 대해 발표한다.

 ㅇ 특별강연은 김미경 MKYU 대표가 ‘공부가 일상이 되는 평생학습의 미래’를, 

제프 카프란 코세라(Coursera)
* 정부고객관리국장이 ‘성공적 경력을 위한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주제로 진행한다.

    * 코세라(Coursera) : 온라인 공개강의를 서비스하는 교육플랫폼 기업 



 ㅇ 특별대담에서는 정종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석좌교수, 강대중 국가평생

교육진흥원장을 중심으로 각각 ‘평생교육을 통한 대학교육 플랫폼 전환’과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발전을 위한 대학 혁신의 리더십’을 

논의한다.

 ㅇ 분과회의는 두 개의 주제로 구분·운영되며, 첫 번째 분과에서는 ‘성인

친화적 대학교육 전환’을 주제로 학습경험인정제*의 확산과 대학과 지역

사회 연계방안 등을 모색한다. 두 번째 분과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대학 플랫폼 혁신’을 주제로 온라인 공개수업(MOOC)
** 등을 통한 온라인 

교육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적인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 학습경험인정제 : 「고등교육법」 제23조제1항제6호 등에 따라 개인이 학교교육 

및 기타 영역에서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 등의 성취 정도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 온라인 대중 공개수업(Massive Open Online Courses, MOOC) 

□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혁신에 따라 급변하는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역량을 함양하는 

재교육과 이·전직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ㅇ “이번 국제학술대회가 성인의 지속적 역량 개발을 위해 그간 국내외 

대학이 추진해 온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대학의 새로운 역할과 이를 

뒷받침할 과제를 논의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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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2 평생학습, 교육의 미래 국제학술대회 포스터



붙임2 2022 평생학습, 교육의 미래 국제학술대회 계획

□ 개요

◦ (목적)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를 위한 국제적 논의의 장 마련

◦ (일시/장소) 2022. 9. 26.(월)~27.(화) / 제주 해비치 호텔&리조트 그랜드볼룸

    ※ 27일 2분과(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고등평생교육 혁신) 회의는 대면‧비대면 동시 진행

하며, K-MOOC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KMOOCtv)을 통해 녹화 영상 공개

◦ (주제) 평생교육을 통한 대학 플랫폼 혁신

◦ (주최/주관)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매경미디어그룹, 일반대학 

ㆍ전문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사업단 협의회

□ 주요 내용

◦ (세부 일정)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둔 기조강연,

특별강연, 특별대담, 분과 회의 등으로 구성

구분 1일차 / 9. 26.(월)
2일차 / 9. 27.(화)

성인친화형 대학 플랫폼 전환 디지털 기술 활용 고등평생교육 혁신

오전 참석 등록 한국형 RPL 적용 워크숍 분과회의 Ⅰ
“온라인 기반 대학의 모습”

오후

개회 행사 분과회의 Ⅰ
“지역연계 대학의 모습”

분과회의 Ⅱ
“MOOC를 통한 대학 혁신 ①”

기조강연
►김도연(울산공업학원 

이사장, 전 교육부장관)

►데이빗 아초아레나
(유네스코 평생교육
연구소장)

분과회의 Ⅱ
“산학연계 대학의 모습”

분과회의 Ⅲ
“MOOC를 통한 대학 혁신 ②”

특별강연
►김미경(MKYU 대표)

►제프 카프란(코세라 
정부고객관리국장)

분과회의 Ⅲ
“성인친화적 교육과정 및 교수법”

발표자 종합 토론
“MOOC를 통한 대학 혁신 ③”

특별대담 Ⅰ
“평생교육을 통한 

대학교육 플랫폼 전환”

특별대담 Ⅱ
“교육의 미래 평생학습-대학 플랫폼 혁신의 리더십”

◦ (특이사항) 2일차(9. 27.)는 ‘성인친화형 대학 플랫폼 전환’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고등평생교육 혁신’의 2개 분과 동시 진행



붙임3 세부 프로그램 운영(안)

□ 1일차(9.26.)

사회 : 여도은 아나운서

DAY 1
9. 26.(월)

시간
프로그램

Grand Ballroom

14:00-14:30 (’30)

개회사

►개회사(장상윤 교육부 차관, 영상 개회사)

►환영사(강대중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서양원 매일경제신문 대표)

►축  사(김희현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 서면축사(유기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민의힘 국민의원)

14:30-15:30 (’60)

기조강연

① 대학 그리고 평생학습(Futures of Education)

►김도연 이사장(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② 고등교육기관의 평생교육에서의 역할
(The Role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for Lifelong learning) 

►데이빗 아초아레나(David Atchoarena, UNESCO 평생교육연구소장)

15:30-15:50 (’20) ►휴식시간

15:50-16:50 (’60)

특별강연

① 공부가 라이프스타일이 되는 평생학습의 미래

►김미경 대표(MKYU)

② 성공적 경력을 위한 평생학습의 중요성
(Lifelong learning is a Career Necessity)

►제프 카플란(Jeff Kaplan, 코세라 정부고객관리국장)

16:50-17:10 (’20) ►휴식시간

17:10-18:10 (’60)

특별대담Ⅰ

- 특별대담 Ⅰ : 평생교육을 통한 대학교육 플랫폼 전환

►좌장 : 강대중 원장(국가평생교육진흥원)

►패널 : 김헌영 총장(강원대학교 / 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이우종 총장(청운대학교 / LiFE 사업 참여 대학)

         이종두 단장(경남도립거창대학 / LiFE 사업 참여 대학)

         고석규 원장(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장박원 위원(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 2일차(9.27.)

DAY 2
9. 27.(화)

시간
주요 내용

Grand Ballroom Session Ⅰ
성인친화형 대학 플랫폼 전환

Grand Ballroom Session Ⅱ
디지털 기술 활용 고등평생교육 혁신

10:00-11:30 (’90)

한국형 RPL 적용 워크숍

사회 : 이성엽 교수(아주대학교)

RPL(VPL) Workshop

►루드 두브콧(Ruud Duvekot, 
유럽선행학습인증센터(EC-VPL)

 : 학습경험인정제의 운영과 실제
(Validation of prior learning 
systematics)

디지털 기술 활용 고등평생교육 혁신

 : 온라인 기반 대학의 모습

사회 : 박세영 아나운서

►쿠미코 아오키(Kumiko Aoki, 일본 
개방대학교수)

 : 일본의 온라인대학 사례

►정민승(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장)

 : 성인친화형 교육의 조건 – 방송 
통신대를 중심으로

►구범준(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대표이사)

 : 반복하면 성장하는 세 가지 공부법 – 
세바시 학습 모임 사례를 중심으로

11:30-13:00 (’90) ►점심

13:00-14:00 (’60)

지역연계 대학의 모습

사회 : 최돈민 교수(상지대학교)

►김형우(동서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 

 : 대학의 특성화 역량을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와의 협업 – 동서대학교와 
부산 기장군의 에버그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차성현(전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광주전남 지역혁신 공유 대학(iU-GJ) 
운영 사례

디지털 기술 활용 고등평생교육 혁신

 : MOOC 통한 대학 혁신 Ⅰ

사회 : 박세영 아나운서
   
►피터 패리첵(Peter Parycek, 

오스트리아다뉴브대학, 크램스 
평생교육 및 디지털 혁신 담당 부총장) 
& 크리스티나 헬(Christina Hell, 
오스트리아다뉴브대학, 크램스 교수 
혁신 및 디지털 역량 개발부서장)

  : 변화하는 사회적 과제 대응을 위한 
대학의 역할 재고와 혁신을 전략 
제안: 다뉴브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왕 샤이궈(WANG Shuaiguo, 중국 
쉬에탕 엑스회장)

 : MOOC 플랫폼을 통한 양질의 
학습자원 공유 및 고품질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

►방용환(건양대학교 교양학부 글로벌 
교육협력단 교수)

 : 지속발전가능한 평생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K-MOOC 기반 디지털 교육 ODA 
프로젝트

14:00-14:20 (’20) ►휴식시간



14:20-15:20 (’60)

산학연계 대학의 모습

사회 : 이민옥 교수(목포과학대학교)

►김태경(동의과학대학교 미래평생교육 
사업단장)

 : 성인친화형 대학 혁신의 산학연계 
패러다임 변화와 성과

►김준형(명지대학교 미래융합대학 
부동산학과 주임교수)

 : 프롭테크 분야 성인친화형 산학연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 명지대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디지털 기술 활용 고등평생교육 혁신

 : MOOC 통한 대학 혁신 Ⅱ

사회 : 박세영 아나운서
   
►시라이 카츠히코(Katsuhiko Shirai, 

일본 온라인 공개 교육 추진 협의회장)

 :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 교육

►진타비 클라이상(Jintavee Khlaisang, 
태국 고등교육과학연구혁신부, 태국 
사이버대학 프로젝트 부국장)

 : MOOC을 통한 고등교육 기관 혁신 
사례: Thail MOOC 사례를 중심으로

►양진건 & 김경주(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 K-MOOC ODA 기반 국제교류활성화 
모델 개발 – 부룬디 최정숙여자과학 
기술원 설립을 중심으로

15:20-15:40 (’20) ►휴식시간

15:40-16:40 (’60)

성인친화형 대학 플랫폼 전환

 : 성인친화적 교육과정 및 교수법

사회 : 정복임 교수(성운대학교)

►김진숙(대구한의대학교 프레이리 
성인학습지원센터장)

 : 성인친화형 대학 혁신의 모델링 - 
대구한의대의 성인친화적 교육과정 
및 교수법 사례를 중심으로

►김정연(서정대학교 평생교육혁신 
연구소장)

 : 서정대학교의 성인친화적 
교육과정 및 교수법 운영사례

디지털 기술 활용 고등평생교육 혁신

 : MOOC 통한 대학 혁신 Ⅲ

사회 : 배영찬 교수(한양대학교)

발표자 종합 토론

►패널

 - 왕 샤이궈(WANG Shuaiguo, 중국 
쉬에탕 엑스회장)

 - 진타비 클라이상(Jintavee 
Khlaisang, 태국 
고등교육과학연구혁신부 태국 
사이버대학 프로젝트 부국장)

 - 키시다 토오루(Toru Kishida, 
일본온라인 교육산업협회 대표이사)

 - 방용환(건양대학교 교양학부 글로벌
교육협력단 교수)

 - 양진건(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16:40-17:00 (’20) ►휴식시간

17:00-18:00 (’60)
특별대담 Ⅱ

- 특별대담 Ⅱ : 교육의 미래 평생학습 - 대학 플랫폼 혁신의 리더십 -

►좌장 : 정종철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석좌교수 / 전 교육부 차관)

►패널 : 정회상 교수(군장대학교 석좌교수 / 전 미국국방외국어대학 교수)

         김월용 원장(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호철 학장(한밭대학교 미래산업융합대학장 / LiFE 사업 참여 대학)

         김미옥 교수(가톨릭대학교 / LiFE 사업 참여 대학)



붙임4  해외 참석자 명단(안)

사진 이름 소속 및 직책 국적 발제 주제

데이빗 
아초아레나
(Dir. David 
Atchoarena)

유네스코 
평생학습

연구소 소장
프랑스

고등교육기관의 
평생교육에서의 역할

(1일차 기조강연)

제프 카플란
(Dir. Jeff Kaplan)

코세라 
정부고객
관리국
국장

미국
성공적 경력을 위한 
평생학습의 중요성

(1일차 특별강연)

루드 두브콧
(Dir. Ruud Duvekot)

유럽선행
학습인증센터

(EC-VPL) 

네덜
란드

RPL(VPL)의 운영과 실제
(2일차 분과회의1)

아오키 쿠미코 
(Prof. Kumiko Aoki)

일본 
개방대학 

교수
일본

일본의 온라인 대학과 
고등 교육의 미래

(2일차 분과회의2)

피터 패리첵
(Dr. Peter Parycek)

다뉴브대학, 
크램스 

평생교육 및 
디지털 혁신 

담당 부총장 오스트
리아

변화하는 사회적 과제 
대응을 위한 대학의 역할 
재고와 혁신을 전략 제안: 

다뉴브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2일차 분과회의2)크리스티나 헬
(Mag. Christina Hell)

다뉴브대학, 
크램스 교수 
혁신 및 디지털 
역량 개발부

부서장

왕 샤이궈
(Mr. Shuaiguo 

Wang)

쉬에탕 엑스 
회장 중국

MOOC 플랫폼을 통한 
양질의 학습자원 공유 및 
고품질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

(2일차 분과회의2) 

시라이 카츠히코 
(Dr. Katsuhiko 

Shirai)

일본 온라인 
공개 교육

추진 협의회
회장

일본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 교육
(2일차 분과회의2)

진타비 클라이상
(Dr. Jintavee 
Khlaisang

태국
고등교육과학
연구혁신부, 

태국 
사이버대학 
프로젝트
부국장

태국
MOOC을 통한 고등교육 
기관 혁신 사례: Thail 

MOOC 사례를 중심으로
(2일차 분과회의2)

키시다 토오루
(Dr. Toru Kishida)

일본온라인
교육산업협회 

대표이사
일본

종합토론 “MOOC 통한 
대학혁신 Ⅲ” 참석

(2일차 분과회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