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차교육과미래연구소워크숍

K-NSSE와UICA를활용한
연구와정책적환류

: 대학생의 학습참여, 조직문화와 풍토, 
그리고 대학혁신

일시 : 2020. 12. 15(화) 14:00 – 16:00

방법 : Webex Webinar (사전신청자에 한해 추후 접속URL 송부)

사전신청 : https://forms.gle/9GbAjYMZom2tzGBQ9
사전신청은 14일(월) 15시까지 진행됩니다.

프로그램

시간 내용 발표자

14:00-14:15

인사말

배상훈 교수학부교육실태조사(K-NSSE)와
대학혁신역량진단도구(UICA) 요인및문항설명

14:15-14:30
대학생의 고효과 프로그램 참여도와 교수-
학생 상호작용이 대학몰입에 미치는 영향

송영명 교수
(대구대)

14:30-14:45
대학생의 학습참여가 학습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례 연구

전영미 교수
(수원대)

14:45-15:00 다양한 학생 집단의 학습참여 유형 비교
변수연 교수
(부산외대)

15:00-15:15
여자대학 교육 환경에 대한 재학생들의
인식과 요구

한송이 교수
(세명대)

15:15-15:30
대학의 조직공정성, 혁신문화, 행정직원의
조직몰입 간 구조적 관계

곽은주 교수
(동명대)

15:30-16:00 연구 및 정책적 활용 방안 토의 전체 참여자

※ 문의사항 : 각 대학 담당 연구원 및 k-nsse@naver.com 

https://forms.gle/9GbAjYMZom2tzGBQ9


Webex접속방법

안녕하세요.

K-NSSE와 UICA를 수행하는 교육과미래연구소 배상훈 교수입니다.

2020년 K-NSSE(학부교육 실태조사)에는 110개 대학이 참여하였고, UICA(대학혁

신역량진단)에는 74개 대학이 참여하였습니다. 많은 대학이 K-NSSE와 UICA 정보

를 중장기 발전계획, 재정지원사업의 성과분석, 대학기본역량진단 보고서 작성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발전, 데이터 기반 교육의 질 관리, 공유와

확산이라는 면에서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한편, 여러 대학의 담당자들이 K-NSSE와 UICA 데이터를 활용해서 연구를 하고, 연

구결과를 토대로 정책을 개선하는 노력도 하고 계십니다.

이에 교육과미래연구소는 제4차 워크숍을 “K-NSSE와 UICA를 활용한 연구와 정책

적 환류: 대학생의 학습참여, 조직문화와 풍토, 그리고 대학혁신”을 주제로 실시하고

자 합니다.

이 분야를 전공하시는 교수님, 관심있는 연구자, 대학에서 행정을 담당하면서 연구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을 초청합니다.

이미 K-NSSE와 대학조직 진단도구로 연구를 수행하신 교수님들이 관련 연구 경험

을 공유하시고, 이를 대학행정과 정책에 접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교육과미래연구소장

배상훈 드림

모시는글

1. 브라우저 주소창에 안내 받은 링크로 바로 접속
(사전접수 종료 후 신청자 대상으로 링크 안내 예정입니다.)

2. 우측 체크버튼 클릭 → 웹 앱 사용 선택 후 미팅 참여하기 버튼 클릭

3. 접속자 정보(성명 / 이메일) 입력 후 다음 클릭

4. 음소거 / 비디오 시작 → 워크숍 참여
(워크숍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반드시 음소거한 후 입장을 부탁드립니다.)

5. 접속 성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