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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한림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Ha l l ym Hyb r i d Lea r n i ng 심포지엄』
개최

한림대학교에서는 Hybrid Learning 수업모델에 대한 경험 공유를 위한 『Hallym Hybrid Learning
심포지엄』을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

음-

1. 사 업 명: 『Hally m Hy bri d Lear ni ng 심포지엄』 개최
(부

제: Hallym Hybrid Learning [AI-AL(인공지능 적응형 학습), e+PBL(온·오프라인 프로젝트

기반 학습) & HA-FL(온택트 플립러닝)] 수업모델 확산 및 공유)

2. 목

적

- AI를 활용한 학생별 전공지식 진단, 개인 맞춤형 학습 진행, 학생주도적 원격수업 진행으로
대학의 Hybrid형 교육 확산
- 한림대학의 선도적 Hybrid Learning 수업모델 확산 및 공유

3. 사업내용
-일

시: 2020. 11. 5.(목) 10:00 ~ 12:00

-장

소: 한림대학교 국제회의관(온라인 생중계로 진행 <ht t p://hally m.mlive.k r>)

- 주최·주관: 한림대학교 대학혁신사업단/교육혁신센터
- 심포지엄 구성

시간

주제 및 내용

발표 및 진행

10:00~10:05

개회사

최성찬 / 한림대학교 교무처장

10:05~10:15

환영사

김중수 / 한림대학교 총장
HT HT 대학 컨소시엄 운영위원장

기조강연
이주호 / 아시아교육협회 이사장,
10:15~10:35

“하이터치 하이테크 : 코로나 이후 교육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의 방향”
간진숙 / 한림대학교 교수 (교육혁신센
10:35~10:50

“Hally m Hybrid Learning”소개

터장)

AI-AL 수업 사례 및 토론

이기원 / 한림대학교 교수

“인공지능 적응형 학습”

(데이터과학융합스쿨)

e+PBL 수업 사례 및 토론

진인기 / 한림대학교 교수

“온·오프라인 프로젝트 기반 학습”

(언어청각학부)

H A-FL 수업 사례 및 토론

한우재 / 한림대학교 교수

“온택트 플립러닝”

(언어청각학부)

폐회식

-

10:50~11:10

11:10~11:30

11:30~11:50
11:50~12:00

4. 대

상: 전국대학 교수, 교육 개발기관 관계자, 한림대학교 교수 및 학생

5. 참여신청 방법: 온라인 사전신청(선착순 500명) <ht t p://hally m.mlive.k r>
※신청기한: 2020. 10. 20.(화) ~ 11. 3.(화)

6. 문

의: 한림대학교 교육혁신센터(메일:ctl@ hally m.ac.k r/전화:033-248-3041~2)

붙임. 2020년도 한림대학교 『Hally m Hy bri d Lear ni ng 심포지엄』 포스터 1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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