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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digm Shift in Higher Education

Massive Education,
Volume Expansion

Quality

질 결정요인
- 이태억, 대학구조개혁백서 2012

정부 정책(자율과 책임, 규제 및 규제 완화, 재정지원, 구조조정)

투입요인 개선
- 중고교 교육 및 입시 개선
- 교수 수 개선
(학생 대 교수 비 개선,
강사비율 및 강의부담 감소)

- 학생 직접 지원 증대
(등록금, 장학금, 대출)

- RA/TA 제도 정착
(등록금+생활비 지원 현실화,
예산, 계약제)

- 교육 시설 및 설비 예산 증대
- 연구사업 예산 증대
- 기업의 대학지원 증대
(산학연구, 인턴쉽, 채용, 기부)

산출요인 개선

- 강의 평가, 성취도 평
가
- 학생만족도 조사/비교
- 기업만족도 조사/비교
- 연구실적 조사/비교
- 대학 평가/비교
- 만족도/평가 정보 공
시

과정요인 개선
- 학습 및 교수 방법 개선
- 학사관리 개선
- 학과 통폐합, 신증설
- 글로벌화(외국인 교수/학생, 

교환학생, 공동학위제)
- 공동/그룹/국제공동 연구 확대
- 연구 자원 배분 개선
- 연구 지원 체계 개선

제도 및 조직 요인
- Governance 체계 개선
(법인화, 이사회, 총장공모/책임제, 평의회, 
테뉴어 심사 및 승진 제도, 학장/학과장
공모제, 학과/학과장 중심제) 

- 인사 및 승진 체계, 평가방법 및 인센티브
(테뉴어, Peer Review, 실적 및 대학평가와
연계, 질 중심 평가)

- 교육 및 연구의 환경 및 지원 체계
(연구비 중앙집중관리, 학과행정전문인력)

- 학과 평가
- 대학 평가 및 인증 체계, 감사, 정보공시
- 대학 재정/재단 및 행정 체계 개선
- 규제 완화(대학/학과/교수 정원, 입시 등)
- 통폐합/특성화

환경 요인
- 산학협력 문화 정착
- 기부문화 정착
- 대학평가에 의한 대학선택
- 대학평가에 의한 채용

- 재정 지원/
중단

- 규제완화

-규제 및 규제 완화, 구조조정,  인증제도

- 대학평가/
인증 제도

- 실적/평가 연계
- 연구비 OH수입/
연구성과 수익

- 교육사업 수입

- 채용
- 기부
- 산학협력

Quality?

수업,
교수+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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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오늘날 교육은 배운 것에서 질문을 만들고 지식을

도출하고 그것을 새로운 상황 및 문제에 적용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

실행하는 데 실패 …

– Harvard Conference on Teaching & Learning,

Feb. 2012

Creative
Synthesiz

ing

Communication, 
Teamwork, 
Leadership

6

지식기반 사회/산업의 인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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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7

Interaction

Self-Learning

Q&A, Discussion

All Lost, Lecturing for Mass Education

Socrates
Confucius

8

Lecturing
One-Way Information Transfer

Limited Interaction
Passive

Lecturer-Centric

Ver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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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학기 학습에 가장 도움이 된 것은?
• 기초필수교과목 연습반 “Tutoring” 클래스 학생들 자체

설문 조사 (2012년 9월 9일)

9

Lecturing
Books in Korean

Textbooks

Group Study

Solving Quizzes

Tutoring
Recitation
Others

10%

기존 강의식 수업

10

Teaching Learning

Lecturi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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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digm Shift in Teaching & Learning
Conventional

• Lecturer-Centric
• Analytic
• Analog

• One-Way
• Lecturing-Centric

• Passive
• Individual
• Repeat/Imitating/Mem

orizing

New
• Student-Centric
• Synthesizing
• Digital

• Bi-Directional
• Interactive(Discussion, 

Q&A, Problem Solving, …)
• Active, Student Participat

ion, Self-Learning
• Group/Team Learning
• Creative Problem Solving

11

12

Personalized
Learning

12

Collaborative
Learning

Active 
Learning

Blended 
Learning

Problem-Based 
Learning

Flipped
Learning

e-Learning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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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not so successful for
replacing or improving
lecturing?

Because most class hours
are consumed for lecturing.
Lecturing is the most convenient for
professors.

PowerPoint is too Powerful! …

單純,
效果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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實踐
勇氣

15

16

상호작용식 수업
-Education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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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in a “class” 

Don’t Lecture

Send lecturing
to Internet!

18

What 
in a class?

Anything
but le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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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3.0 교과목
• 창의성, 종합/설계역량, 리더쉽, 커뮤니케이션, 협력 역량

제고

• 강의(Lecturing)는 e-Learning으로 사전에 학습
– 강의 동영상, 강의슬라이드, 
– 퀴즈, 연습문제, Q&A 등

• 수업시간에는 상호작용식(Interactive) 수업
– 퀴즈, Q&A, 상호작용식 문제풀이(Interactive Problem 

Solving), 토론, 그룹 학습 및 과제 등
– 48명 이하, 주 1회(1/2 수업시간), 그룹당 6명, 15명당 조교 1명

19

Education 3.0 Class Model

20

Interactive Class Online Self-Learning

Team Learning + TA Support

Lecture SlidesLecture Video

Quiz & HWTextbook

Online Interaction
QuierySe

arch
Interactive 
Watching

Authenti
ficationQ&A Evaluation

Interaction in Class
Discussi

on
Team 

Learning/
Task

LabsQ&A Presentation
Interacti

ve
Exercise

Virtual Lab

Evaluati
on

Inform.
Sharing

Discussi
on

Q&A,
Information Sharing,
Social Network Services

No Lecturing

Flipped

Problem-Based, Collaborative, 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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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 Classrooms Now è 1 Classroom at Each Building, Hybrid Model 
for Conventional Lecturing & Interactive Class

Education 3.0 교실

Online Self-Learning System: e-Learning

2222

Personalized,
Interactive,
Intelligent,
Collaborative

e-Learning Technologies – available, evolving

MOODLE기반,
10분단위강의동영상,
Q&A, Quizzes,
SNS, 개념트리, 
스마트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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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3.0 교과목 개설
• 2012 봄: 3 Classes (125명) 

– 기초필수 2과목: Calculus I, General Chemistry,
– Design & Communication (설계)

• 2012 가을: 10 Classes (359명)
– 기초필수 2과목: Calculus II, Introduction to Programming
– 전공 5과목, 미래융합 3과목

• 2013 봄: 20 Classes (664명 예정)   (계절학기 2개 포함)
– Calculus I (206명 신청 80명 선발)
– Introduction to Programming (205명 신청 50명 선발)
– General Biology (183명 신청 90명 선발)

23

Pilots

24

Education 3.0 수업

효과,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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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3.0 수업 피드백 및 성취도

• 자체 설문 피드백 만족도 우수
– 2012 봄:      3과목 평균 4.3: 4.2~4.7 (5점 만점)
– 2012 가을: 10과목 평균 4.1:  3.9~4.5 (5점 만점)

• 수업 초기 기대치와 최종 만족도 큰 차이: 약 1.0 증가

• 강의평가 우수
– 기초필수과목들의 타클래스(8~12개)와 비교시 최상위권(1~3위)

• 타클래스와 부분적 시험성적 비교 결과 우수
– 프로그래밍 기초: 기말시험 12개중 3위
– 미적분학 II: 중간고사 일부 문항 비교 9개 평균보다 10점 높음

• 교수 및 조교 만족도 우수/긍정적
25

Education 3.0 교과목 상호작용 비교

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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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y Low Low Med. High Very High

24

67

106

23

11

2

16

34

109

70

응
답
자

상호작용수준

교수님과의상호작용비교

일반교과목

3.0 교과목

77%의 응답자가 일반 강의와 비교할 때 3.0 수업에서 교수님과의 상호작용

수준이 높다고 응답 (일반교과목 AVE=2.7, Edu 3.0 교과목 AVE=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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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3.0 수업을 한마디로 정의- 학생들

27

§ 학생들이 참여하는 수업, 스스로 배우는 교육 환경, 차세대 교육 시스템

§ 조교님과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공부하는 수업!

§ Dynamic, energetic, interactive class

§ 공부방법에 대한 새로운 접근..

§ 커뮤니케이션에 최적화된 선진국적인 교육 방법

§ 학생이 자율적으로 시간을 분배하여 학습하고 교수님과 의사소통 하는 수업.

§ 효과적인 시스템을 통한 온오프라인 수업의 연계과정

§ 수직적으로 내려 받는 수업이 아닌 입체적인 수업

§ 적극적인 수업 참여가 가능한 현대식 smart한 수업 방식. 낡고 고전적이고
강압적이고 일방향적인 수업과는 다르게 강의자와 수강자, 그리고 수강자들
간 서로의 의사소통이 자유롭고 시너지를 발휘하는 수업입니다.

§ 스스로 열심히 하도록 유도하는 수업, 혁신이다!

UBC 노벨물리학상 수상 Wiemann 교수 실험
• L. Deslauriers, E. Schellew, and C. Wieman, “Improved Learning 

in a Large-Enrollment Physics Class”, Science Vol. 332, May 
2011

• 기초물리학 – 대형강의, 일반강의실, 초보 Postdoc, 상호작용식 수
업 1주일, 비교평가, 월등히 우수

28

상호작용식
협력학습 수업기존 강의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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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ACTION

Active Friendship인성

Concentrat
ion

Long-Term 
Memory

Neuroscience, Brain Research, Cognitive Psychology

Structuring
Knowledge

LearningCreative Synthesizing
Communication, Teamwork, Leadership

Globalization
• iPodia 컨소시움 - 국제공동 수업

– USC, KAIST, 북경대, National Taiwan Univ., Technion, RWTH 
Aachen Univ., IIT-B 

– 2013 봄 Pilot Class(Principles and Practices of Global 
Innovation) 진행 중

• USC 18명, KAIST 18명, 북경대 18명

– Education 3.0과 유사한 상호작용식 수업

• Cyber Dual-Degree Programs
– Denmark Technical University(DTU)와 MOU

• 수리과학, 웹사이언스공학
30

offline off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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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3.0 - 외부 Funding

• 교과부 “Education 3.0 사업” 예산항목 신설: 2013년 7억원

• 이수영 회장(광원산업) 700만불
– 캘리포니아 부동산(연방정부 사용) 사후 유증
– Education 3.0 교과목 개발/운영 (교수학습혁신) 및

Globalization(Joint Interactive Classes) 에 사용
– 현금 1억원 추가 기부

• 배휘열 회장(재일교포) 10억원
– 실감형 원격 상호작용식 교실 Education 3.0 교실 3개 신설 è Edu

3.0 6개 + 실감형 2개
– 실감형 원격 상호작용식 교실(Immersive Interoperable 

Classrooms) 
• 캠퍼스내 교실간, 캠퍼스간, 모바일, 

타대학, 해외대학, 기업과 공동 수업
31

2017년(5년 후) 비젼

• 전체 교과목 중 약 30%(약 800개)를 Edu 3.0으로 전환

• 기초필수교과목 50%~100% 클래스를 Edu 3.0으로 전환

• Education 3.0 (상호작용식) 교실 60개 개설
– 교육 전용 빌딩 신축 검토 – 기존 강의실의 공간/설계 한계

• 전체 강의 중 50% 녹화, e-Learning 컨텐츠 제작, 서비스

• 전 교과목 KLMS에서 호스팅

• 신임, 승진 교수의 Edu 3.0 교수학습법 교육, 강의평가에
Edu 3.0 수업 반영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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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U (Nanyang Technical University)
• 80 Lecture Rooms è “Interactive Classrooms” + …
• Planned a New Building Construction

• Recording all classes
– Centralized monitoring

recording
– Used for Self-Study

• Online Collaborative Teaching(LAMS) – Q&A
• Promoting interactive classes – Flipped Learning

33

34

상호작용식 수업

e-Learning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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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Learning 전략

MOOC for Campus Students?

36

MITx edX Coursera

MOCC(Massive Open Online Courses)

Interactive Classes
- Interactive Exercises
- Discussion, …

Flipped



19

MOOC Fluency 
– some advice for future librarians

• June 27, 2012, Brian Mathews

• MOOC enables the flipping effect. 
• Students read, watch, listen and discover outside of 

the classroom—and then
• use class time for engagement, interaction, and 

clarification—along with a little lecture, sharing, and 
emphasis.

• Library becomes a part of the course 
• fully participate in the total learning process—or at 

least a greater share of it
37

38

e-Learning
for Efficiency

- Space, Time, Cost, Revenue

e-Learning
for facilitating “Interaction”

- Online
- Offline

Enabler for Interactive Teaching & Learning/Edu 3.0

MOOC
MITx, edX, 
Coursera, 

Khan Academy, 
Kaplan 

Flip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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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e-Learning 전략

39

e-Learning 컨텐츠
(온라인강의 등)

Education 3.0
상호작용식 수업 활용

강의/수업 질 개선,
반복학습

MOOC(Coursera, …)
Open Courseware

산학협력 교육

개도국 대학 지원
- 태국, 중동, 동남아

해외 대학과 협력
- 복수학위, 교환학생

재교육/창업
지식인프라

40

e-Learning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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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 Berkeley “e-Learning Librarian 채용 공
고”
• facilitate the use of curriculum-specific information 

resources, 
• provide access to course-specific online materials,
• develop and deliver learning objects, and
• promote use of curriculum-based information 

resources

• liaison to campus's Educational Technology Services
• proactive in selectively and strategically implementing 

and marketing emerging technologies
• development, promotion and assessment of digital 

learning objects and tutorials

41

상호작용식 수업과 온라인학습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

42

MOOC
(Massive Online 
Open Courses)

상호작용식 수업
(Education 3.0 또는

Flipped Classes)

온라인 학습
- 강의비디오, 문제은행

- e-Textbook, e-Book, 전자저널
- 학습컨텐츠

도서관 – 컨텐츠관리/중개
- 컨텐츠 입수/등록, 검색, Access

- 저작권
- 교수/학습의 이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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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이슈

43

구입한 컨텐츠의 외부이용
– MOOC 등 외부 e-Learning학습자

- Fair Use?

내부저작 학습컨텐츠의 외부제공
- MOOC 등

강의/학습컨텐츠 저작시
외부컨텐츠 사용

MOOC – Open Access?
COURSERA – Restricted “Open”, but 

eventually “For-Profit” è Fair Use?
EdX – Open Access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

• Section 512 of the Copyright Act, part of 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

• 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 다른 플랫폼제공자들을 서비스사
용자들의 저작권 침해에서 보호
– YouTube, 대학, …

• “Notice-and-Takedown”요건: 저작권자의 타당한
“Takedown”요구에 응해야 함

• MOOC 플랫폼이 자격이 있는지는 불명확
• 까다롭고 부정확한 “Takedown”요구에 시달릴 가능성

• 도서관의 역할/전문성 필요
44

ISSUE BRIEF: Massive Open Online Courses: Legal and 
Policy Issues for Research Libraries. Brandon Butl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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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의 Accessibility 보장

• 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 e-Learning 컨텐츠를 장애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
해야 할 책임
– 강의비디오에 캡션
– 강사설명을 오디오로 변환: Text-to-Audio 기술/SW
– 텍스트이미지를 기계인식 가능 방식으로 변환

• 우리나라도 장애인 관련 법적 규제 예상

• 도서관의 역할/책임

45

ISSUE BRIEF: Massive Open Online Courses: Legal and 
Policy Issues for Research Libraries. Brandon Butler, 2012

강의비디오/학습컨텐츠의 소유권과 이해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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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도서관
- 컨텐츠저작

MOOC

교수학
습센터
- 컨텐츠저작

외부기관/
/출판사/저자

조교
- 수업준비, 
실습자료, …

교수

학생
- Q&A, SNS, …

- 소유권은 교수
- 배타적 이용권만 대학에 부여 – 자동?
- MOOC과의 관계? -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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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컨텐츠의 Metadata 생성/관리
• e-Books, e-Journals, e-Documents, …
• 강의 비디오 컨텐츠

– 과목별, 주별 강의 비디오
– 강의비디오 주제별 분할(10분 단위 이하)
– 비선형 구조화 – 개념트리

• 문제은행, Q&A, SNS, Assignments, …
• 이미지, 비디오, …
• 외부 강의 컨텐츠: MOOC 등과 호환성/Gateways
• 복잡한 구조, 일관성/표준화 이슈, 지속적 변화, 저작권, 

소유권

• Interoperability/Standards: Dublin Core, IEEE 
LOM(Learning Object Model)로 충분? – 전통적 온라
인 강의? 상호작용식 수업?

47

상호작용식
수업 컨텐츠?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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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컨텐츠

애플리케이션
– LMS, CMS

학습컨텐츠
- MOOC 등

애플리케이션
- LMS, 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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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식 교실과 도서관 – “Library-in-Class”

49

컨텐츠
접근성

호환성/
상호운용성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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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식 수업 확산

e-Learning 확대

e-Learning 컨텐츠의
생산, 운영, 관리 - 도서관

교수학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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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3세기

Samos

16세기

Copernicus

17세기

Galilei Kepler

14세기BC 4~5세기 21세기

Socrates

Confucius

Blackboard, 
OHT, PowerPoint,

Internet, 
e-Learning, …

Le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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