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회대학과미래포럼

대학평가의미래를논하다

일시 : 2021. 04. 13(화) 15:00 – 17:00

방법 : ZOOM Webinar (사전신청자에 한해 추후 접속URL 송부)

사전신청 : https://forms.gle/Ck5kvV5tFQM1jw917
사전신청은 12일(월) 15시까지 진행됩니다.

프로그램

시간 내용 발표자

15:00-15:10 인사말 민경찬대표(연세대)

15:10-15:40
왜, 이 시점에서 대학평가를 논하는가?
고등교육체제 혁신과 대학평가의 역할

변기용 교수(고려대)

15:40-16:05
대학평가, 대학교육 선도의 순기능을
살리려면

손동현 부총장(우송대)

16:05-17:00
토론
대학평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좌장: 배상훈 교수
(성균관대)

https://forms.gle/Ck5kvV5tFQM1jw917


ZOOM 접속방법

안녕하세요? 새로운 생명력과 활기를 북돋아 주는 봄입니다.

2년여 전 “대학의 변화”와 “미래를 향한 혁신”을 늘 꿈꾸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

고 이 모임을 <대학과 미래>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작년 코로나 상황으로 주춤하다가,

올해부터 여러 생각들을 주위의 분들과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팬데믹 시대라는 대전환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여러 큰 과제들에 직

면하고 있으며, 많은 변화, 빠른 혁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제들은

결국 ‘사람’이 풀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새로운 지식

과 지혜를 창출해야 하는 ‘대학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대학은 저출산에 따른 입학생 수 급감, 장기간 쌓여온 재정 악화, 졸

업생들의 일자리 어려움, 그리고 코로나 사태에 따른 갑작스런 비대면 환경 적응 등에

갈수록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대학은 어느 때보다도 자신의 존

재 이유와 역할, 생존 방식을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학과 미래>는 우리 고등교육의 생태계를 미래의 시각에서 새롭게 성찰하며,

대학과 사회가 극복해나가야 할 핵심 이슈들을 찾아내고, 공론의 장을 통해 대안을 제

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대학 구성원이 마음에는 품고 있어도, 이해관계 등 여러 이유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슈와 내용도 과감하게 드러냄으로써 실질적인 변화를 촉

발시키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번에 개최하는 제1회 포럼은 현재 대학이 가장 관심을 쏟고 있는 “대학평가”에 대한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대학평가의 미래를 논하다”라는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에 초청하오니 부디 참여하여 주셔서 좋은 의견도 많이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학과미래 대표

민경찬 드림

모시는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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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ZOOM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ZOOM Meetings 열기’ 클릭

3. ZOOM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금 다운로드’ → ‘설치 파일’을 클릭하여 프로그램
설치 → 설치 완료 후 ‘회의시작‘ 버튼 클릭하여 입장

4. 이름 입력 후, 음소거 / 비디오 시작 → 포럼 참여
(포럼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반드시 음소거한 후 입장을 부탁드립니다.)

5. 접속 성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