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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CoB
(APEC Learning Community Builders)

  알콥은 자율, 이해, 협력, 봉사의 정신을 바탕으로 APEC 학습공동체(APEC Learning Community,
ALCom)를 함께 만들어 가는 APEC 회원국 교사, 학생, 후원가들의 커뮤니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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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교육동향(APEC Educational Issues)

본 연구는 e-러닝 학습자의 특성과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품질 인식 간

의 상호관계를 알아봄으로써 성공적인 e-러닝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모형은 e-러닝 학

습자의 인지적 공감, 자기조절 효능감, 자기조절 학습전략, 그리고 학습 환경에 대한 만족감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학습 환경은 e-러닝 과정에서 제공되는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학습관

리시스템과 학습내용도 포함한다.  

정보 시스템인 e-러닝의 속성은 학습자의 특성과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가정 하에  본 연구

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와 시스템 품질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증명하고자

했다. 정보 시스템 성공 모형에서 독립변인은 e-러닝 학습자의 인지적 공감, 자기조절 학습

전략, 자기조절 효능감, 학습내용에 대한 만족감, 시스템 품질, 교사와 학습자간의 상호작용

이 되며, 종속변인은 e-러닝 학습자의 기대되는 수행과 교수자 평가에 의한 실제 수행 수준

과의 차이가 된다. 

본 연구는 인지적 공감과 자기조절 학습전략과 같은 e-러닝 학습자

의 특성은 e-러닝 수행 수준에 중요한 변인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게

다가 LMS 품질 또한 중요한 변인이 된다. 이 연구의 타당성 모형은 경

험적 근거를 통해 증명가능하다.

The effects of learning management system quality
and learner's characteristics regarding scholastic performance

학습관리시스템 품질과 
학습자의 특성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www.acecjournal.org
APCJ(Asia-Pacific Collaborative Education Journal)는
APEC을 대표하는 인적자원개발 및 국제교육협력에 관한 전문 학술지로

서 2004년 1호, 2005년 2호, 2006년 3호, 4호, 2007년 5호, 2008년 6

호, 2009년 8호, 9호, 2010년 10호, 11호, 2011년 12호가 발간되었습니다. 

* 이 글의 원문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acecjournal.org/archives)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APEC 교육동향’을 위해 애써 주시는 세계화교육재단에 감사드립니다.

기고자 ㅣ Jong-Ki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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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국제교육협력단 파견(ALCoB Internet Volunteers, AIV)

교류의 가장 좋은 영매(매개)는 만남이다.
러시아 사하(Sakha)공화국 야쿠츠크, 대부분의 사

람들에게 생소하게 들릴 이 국가는 우리가 이번에 국
제교육협력단(AVI)에서 가게 될 나라였다. 비행기를
갈아타기만을 3번, 반나절에 걸쳐서 도착한 우리를 맞
이한 것은 한국의 기후와는 정반대의 쌀쌀한 새벽바람
이었다. 확실히 사전 교육을 받을 때 들은 그대로 사하
의 공항은 쓸쓸할 정도의 작은 공항이었다.
그리고 그 공항으로 우리를 마중 나온 버스와 10일

간 우리들을 인솔해 주실 알렉세이라는 분이 숙소로
안내해주셨다. 마침내 우리들의 길다고 하면 길고 짧
다면 짧을 러시아에서의 생활이 시작된 순간이었다.
그 다음날 두근대는 가슴을 안고 사하의 아이들을 만

나러 야쿠츠크대학으로 향했다. 우리가 조금 빨리 도
착했던 모양인지 아직 사하의 학생들은 많이 보이지
않았지만 한눈에 보더라도 대부분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잠시 동안 당황했다. 게다가 우리
들은 사하 측에서 한국의 학생들 숫자에 맞추어서 인
원을 보내 올 것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20명 안팎
의 인원이 올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
들어오는 학생은 60명이나 되고 대부분 여성이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한다
는 부담감과 함께 우리나라가 극지방의 사하라는 국가
에서 이렇게나 인정받고 있구나 하는 왠지 모를 기쁨

도 느껴졌다. (여기에 온 사하 학생들은 각 학교에서
엄선되어 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 후로는 각 교수님들
의 축하 말씀과 함께 우리 단체의 활동, 목적들을 소상
하게 발표하기 시작했다. 발표가 끝난 뒤에는 바로 우
리 팀의 활동 기획을 발표하고 팀을 정하는 순간이 다
가왔다. 우리 팀의 활동은 한국, 사하 학생의 교육환경
과 배우는 과목을 정리, 비교하여 U.C.C(User Cre-
ated Contents)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팀을 정
하는 순간, 처음에는 우리 팀이 너무 진부한 주제를 꺼
내서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면 어떡하나하는 불안감을
느꼈지만 많은 사하 학생들이 팀에 참여해 주어 그들
과 함께 진행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몇몇 학생들을 뺀
나머지 학생과는 조금 어색했다. 나 역시 외국인이라
는 일종의 울타리에서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
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들에게 우리들에 대한 소개와
우리들이 지금부터 시작할 프로젝트에 대해 말해주고,
그들과 사하라고 하는 나라에 대하여 이야기 하는 동
안 우리들의 벽이 조금씩 조금씩 없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그때 나는 깨달을 수 있었다. 아무리 그
들의 나라와 말에 대해서 조사한다고 해도 사람들과
가장 좋은 교류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만
남’, 즉 대면하고 이야기하며 서로 웃으
며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것이 최고라는
것이었다.

공동 작업이란?
좋은 첫 만남을 가진 뒤 셋째 날부터 본격적으로 사

하 학생들과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일단 처음
으로, 슬로건과 목표를 정하였다. 슬로건은 우리들은
모두 같은 지구촌에 살고 있다는 의미를 담아서 정했
으며 주제(subject)는 이미 정했기 때문에 쉽게 넘어
갈 수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U.C.C를
만들기 위하여 영상의 큰 틀을 잡아야 하는데 그 과정
에서 의견이 맞지 않아 20분 가량 한국 학생들 사이에
서 말싸움을 한 것이다. 전체적인 시간흐름 속에서 영
상을 제작할 것인지 아니면 시간 파트별로 영상을 제
작할 것인지 정하지 못하였고, 그사이 사하 학생들의
참여도가 낮아지게 되어 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벌
어지게 되고 말았다. 결국 절충안을 거치고 한국 학생
이 아닌 사하 학생에게 의견을 받고 그것을 중심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하 학생들이 의논해서 낸 의견(한
국 학생이 사하 학교에 유학하게 되어 벌어지는 헤프
닝, 특히 양 나라의 교육 차이점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주제로 동영상을 제작)은 확실히 재미있어 보이고 양
쪽에서도 납득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큰 수정 없이 진행
되었다. 그러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아직 싸운 여
파가 없어지지 않았으며 팀의 분위기도 원래대로 돌아
오지 않았다. 이번 일로 한국 학생이 사하 학생을 리드
하지 못할망정 한국 학생들 안에서 팀 내분이 일어나
면 안 된다는 것 즉, 지도층이 내분을 일으키면 팀이
한순간에 와해된다는 뼈저린 교훈을 얻었다.

전통, 사람들 
프로젝트는 약간의 갈등도 있으면서 착실하게 진행

되어 갔다. 프로젝트를 진행 하면서 우리는 대학교뿐
만이 아니라 보석 박물관, 맘보스 박물관 등을 갔으며
중간에는 사하 학생들이 안내하는 구도시도 가 보았
다. 평소에는 우리들이 지도하는 입장이었는데 이번

에는 사하 학생이 지도하는 것을 보니 신선한 기분이
었다. 사하 학생들과 섞여 진짜 러시아의 거리를 걸으
며 대화를 하며 고풍스러운 건물도 볼 수 있었다. 이러
한 것들이 정말로 나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다. 현지
의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며 박물관과
는 또 다른 감상을 느낄 수 있게 하였다.      
드디어 마지막 날 폐회식을 시작했다. 이번 10일 동

안의 우리들의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순간이 왔다. 이
를 위해 지금까지 만든 동영상을 밤을 새워 편집하고
자막을 입히고 리허설 준비도 하는 등 많은 대비를 하
였다. 우리는 동영상 상영에 앞서 우리들이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취지와 목적들을 간단히 설명한 후에 한국
학생 한명의 나레이션과 함께 영상을 시작했다. 모든
영상이 끝난  후 조금 어색한 면도 있었지만 대단히 성
공적이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기다리던 시상식이 열
렸다. 시상식의 상은 4개가 준비되어 있었다. 수상자
(팀)가 점점 불리어지면 불리어질수록 우리 팀의 이름
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초조해져만 갔다. 하지만 마
지막상에 우리 팀의 이름이 불리어졌고 우리는 곧 일
등상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마지막 날이
지나가고 그 후에 체육대회를 하게 되었다. 체육대회
는 간단하게 한국에서 하던 릴레이, 축구 등과 사하의
학생들이 놀던 것으로 이루어져 간단하게 하였다. 이
렇게 체육대회도 성공적으로 끝마치고 이제 아이들과
헤어질 날이 되었다. 그리고 이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있었다. 우리가 새벽에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
해 공항에 도착할 무렵, 그 공항에서 사하의 아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새벽의 늦은 시간에
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아이들에게
는 무척 감동을 받았고 보이지 않는 유대감을 느꼈다.
이것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
던 우리들의 사하 여
행기는 끝이 났다. 그
리고 우리들을 위해
서 많은 것들을 해주
신 대학생 형들, 교수
님들, 사하 측 관련의
모든 사람들에게 감
사를 전하고 싶다. 

공항모습, 버스에 오르는 우리들

We Live Under The One S.K.Y

권 민 재
ALCo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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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제8차 국제알콥컨퍼런스
에세이/미디어 경진대회 & 알콥활동 아이디어 경진대회

2010년도 APEC 미래교육포럼과 국제알콥컨퍼런스의 부대행사로 에세이/미디어

경진대회와 알콥 활동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에세이/미디어 경

진대회는 회원국 청소년들의 상호 교류를 증진하고 자기 주변의 다양한 성공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도전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나의

부모님 이야기’, ‘나의 미래 직업 이야기’, ‘우리나라의 경제와 교육이야기’를 세부

주제로 진행된 ‘우리들의 성공이야기’의 공유를 통해 미래의 리더인 청소년들이 각

국의 역사적, 개인적 유익한 경험을 공유하고 학습하는 멋진 장이 마련되었다. 또한

활동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알콥 정신을 구현한 창의적인 알콥 활동 아이디어를 발굴

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 국내외 알콥 교사, 대학생, 고등학생들이 제시하는 알콥의

혁신적 활동과 홍보물에 대한 아이디어는 향후 알콥 활동의 다양한 영역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 두 경진대회를 위해 학생들은 포토에세이, 파워포인트, UCC 등을 제

작하고 이를 APEC미래교육컨퍼런스 행사장에 전시하고 현장 발표를 진행했다. 이

중 온라인 투표 와 현장 평가를 거쳐 최종 선발된 작품들을 다음에서 소개해 본다.

IamSahngHyunJun, allthgradeof thePalma high school. I have taught many students in
elementary and high schools in Philippines and Indonesia when I was 16~17 years old. My
favorite subject is psychology, computer and robot. I’m interested in psychology because I
like playing magic. These days I learm computer programming such as C++. I’m also much
interested in robot assembling and programming with C++.
Currently, I’m participating in robot club activities as a robot team leader at the asme time.
My hobby is designing fashion style. I want to try fashion model job. 

In this photo essay, I will talk about my future job. 
I want to be a robot designer. First of all, I’ll explain robot and design.

에세이 / 미디어 경진대회 부분

Few months ago I visited Sakha for the ALCob. Our Sakha AIV team did many activities
and made many friends there. We are warmly received by Sakha friends. The friends of
Korea and Sakha exchange the cultures and understand each other very well. During
those days, our team share and learned many things such as global leadership, interna-
tional etiquette, collaborating mind, and creativity. Sakha friends liked Korean singers,
actors. They enjoyed Korean music, dramas,
movies They knew Korean culture very much.
They asked about our country. They liked us
just because we are from Korea. So I could know
that Korea became an advanced country.

The story of future job
to share with APEC friends
Jin, JeHyeong - Korea

여러 APEC 회원국들을 방문하고 많은 경험을 한 후 한국이 많은 아시아 국가

들의 경제적 롤 모델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외교관이라

는 미래 직업을 꿈꾸게 되었고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담았다.

My future - Robot Designer
Sang Hyun Jun, Korea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디자인의 매력과 현대사회 로봇에 대해 설명하고 로봇 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노

력을 표현하였다. 그러한 노력을 통해 심리학과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마크 저커버스가 페이스북을 개발했

듯이 심리학과 디자인, 컴퓨터 공학을 통해 훌륭한 로봇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꿈을 담았다.

APEC 미래교육포럼 & 국제알콥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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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미래교육포럼 & 국제알콥컨퍼런스

ALCoB-U Joint e-Magazine
Maria Maximova - Sakha

이 프로젝트는 e-간행물 발행과 디자인 기술이

요구되는 창의적 개발활동과 APEC 회원국에 대

한 재미있고 유용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

ALCoB-U Joint e-Magazine은 2달에 한번 발행되며 알콥-U 전자 매거진

(AJeM)의 각 호는 회원국에 대한 한 가지 테마와 모든 회원국들에 흥미로운 내

용으로 이루어진다. 발행된 AJeM은 알콥-U 웹사이트에 업로드 될 것이다.

APEC 역내의 각 국에서 모인 알콥-U들이 팀을 이루어 AJeM을 발행하며 모

든 팀들은 매거진의 구조와 내용 구성을 위한 논의에 참여한다. 주요 활동은 정

보 수집과 분석, 논의, e-매거진 편집과 디자인 등 이다.

APEC ALCoB Snakes 
and Ladders Game
Emika Somsab - Thailand

게임을 하는 동안 APEC과ALCoB 등에 대해 학

습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연령이 즐기기 적합하며 특히 ALCoB-L에게 알맞다.

이 게임은 어린이를 위한 전통적인 보드게임으로 인종, 언어, 문화에 관계없이

전 세계에서 즐길 수 있다. 2명 혹은 그 이상의 사람이 주사위와 보드를 가지고

게임을 진행하며 말이 APEC 회원국의 국기에서 멈췄을 때는 그 국가와 관련된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해야 한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이 게임을 통해 많은 아

이들이 APEC과 ALCoB에 대해 학습 할 수 있을 것이다.

Blooming Global Digital Citizen Through
Social Learning Network
Pyoenghee Kim - Korea

트위터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가 각광받는 현재, 이러한 많은 소셜 네트워크

도구들을 혁신적 교육에 어떻게 적절하게 적용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인터넷과 연결

된 커뮤니티를 통해 혁신적 교육학을 소셜 네트워크와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The story of future job to share with APEC friends
Nadezda Gabysheva, Russia

경제학자가 되기 위해 자신에게 알맞고 가치있는 직업 선택과 가까운 미래를 위해 경력 취득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목표달성을 위한 대학생활, 자신이 살고 있는 사하공화국, 자신

의 활동들을 사진을 통해 설명하였다.

One fine day of Mr. BoCLA
Suppalert Likitchatchavankun, Thailnad

Mr. BoCLA라는 가상의 인물을 설정하여 그가 ALCoB을 통해 한국과 태국

과의 많은 교류가 있음을 알고 이러한 교류를 다른 회원국들에도 확대하기 위

해 수행하는 ALCoB활동 모습들을 담았다.

We are sad & We are happy
Jo, SungBong, Korea

한국은 일제 식민지, 6.25 전쟁, 1997년 경제위기, 천안함 사태와 같은 많은

시련을 겪었다. 또 1950년대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1970년 산업화를 거쳐 지

금에 이르기까지 인적자원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인적자원의 중요

성을 알기에 교육의 긍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UCC를 제작하였다.

활동 아이디어 경진대회 부분

사하 수상자들 태국 수상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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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e-ICON 세계대회

e-ICON 세계대회는 “글로벌 교육 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이러닝 세상”이라는 큰 비전 하

에 「국제사회가 함께 활용 가능한 이러닝 교육 콘텐츠 개발(글로벌)」, 「최고 글로벌 이러닝

인재들의 교류협력의 장(참여와 협력)」, 「글로벌 이러닝 민·관·학이 함께하는 교류 공동체

(커뮤니티) 구현」을 세부 주제로 진행된다.

‘05년 이후 우리나라는 꾸준하게 국제 이러닝 교류협력 및 연수, 국제컨퍼런스 등을 통해 한

국 이러닝의 ‘세계적 브랜드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이번 대회는 ‘09년 11월, MS의 스

티브 발머 사장이 교과부를 방문하여 교사와 학생 대상의 이러닝 콘텐츠 경진대회 개최에 전

격 합의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e-ICON 세계 대회는 교육현장 이러닝 우수 인재에게 국제 교류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러닝 선진국 한국의 주도하에 세계대회를 개최한다는 데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

라 이러닝 분야의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글로벌 민·관·

학 협력을 이끌어낸다는 점에서도 뜻깊은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세계대회 위상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각국 대표 우수 교사나 학생을 초청하여 이

러닝 콘텐츠 공동 개발 및 활용 방안 도출을 위한 연수, 기업 간 교류확대 및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Biz-Matching, 글로벌 이러닝 활성화와 정책적 담론 형성을 위한 각국 정책가

SUMMIT 운영, 이러닝에 대한 관심 유도를 위한 대학생 공모전을 계획하고 있다.

제1차 e-ICON 세계대회는 글로벌 교육 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이러닝 세상을 향한 첫 걸

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The 1st e-ICON 
World Contest 

오는 2011년 2월, “제1회 e-ICON 세계

대회”가 한국 교육과학기술부 주최,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와 APEC국제교육협력원

주관으로 열릴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16

개 시도교육청을 비롯하여 한국교육학술

정보원, 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알콥기업

인연합회가 함께 후원한다. 

"Are You R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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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사우디 이러닝 위탁연수

2010 사우디아라비아 대학교수 이러닝 위탁연수 프로그램이

사우디아라비아 고등교육부 국가이러닝센터(NCEL)와 APEC국

제교육협력원(IACE)의 주관아래 2010년 10월 2일부터 13일까

지 12일간 부산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연수에 참가한 사

우디아라비아 대학교수 24명은, 고등교육영역은 물론, 항만서비

스 등의 영역에까지 한국 이러닝 사례 체험, ICT 및 이러닝 콘

텐츠 솔루션 관련 기업과 활용 현장 탐방의 기회를 가졌으며, 이

를 바탕으로 참여 교수진들의 현업에서 직면한 과제 해결을 위

한 PBL 기반 공동연구 등에 참여하였다. 그간 IACE와 사우디

아라비아 국가 이러닝센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이러닝 핵심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지난 2008년부터 총 3회에 걸

쳐 대학교수 대상 이러닝 연수를 실시해왔다. 본 연수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참여자들은 한국의 선진 이러닝

활용현장을 폭넓게 살펴보고 이러닝정책 및 활용 측면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벤치마킹할 수 있었으며, 또한 한국의

이러닝이 중동으로 홍보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알코벡, 해외 교육용 
IPTV Pilot 시스템 구축 TFT 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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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콥기업인연합회(알코벡) 5개 회원사가 공동으로 개

발하고 있는 IPTV 기반 교육솔루션 PILOT 시스템 구

축에 관한 협의회가 지난 10월 13일 새하이엔에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알콥기업인연합회를

중심으로 그동안 추진되었던, IPTV 교육용 솔루션에

대한 평가회를 가졌고, 향후에 시범운영할 설치계획안

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한편 해외

교육용 IPTV PILOT 시스템은 10월 27일 한국산업융

합협회 창립발대식에서 대외에 공개되었다. 

APEC국제교육협력단(알콥)
3기교사 모집

APEC 역내 유일의 교육공동체인 국제교육협력단(알콥) 활동에 참여할 국내 초․중․고 현직 교사를 모집하고자 ‘11년 APEC국

제교육협력단 선발과 관련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선생님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 대상

   가. 초․중․고등학교 교사로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현재 재직중인 선생님

   나. ICT 활용 국제교육협력 활동에 관심이 높은 선생님

   다. 학교 간 국제교육협력 활동의 기획 및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선생님

   라. 국내외 봉사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선생님

   ※ 활동의 지속성을 위해 기간제 / 계약직 선생님의 지원은 받지 않음

   ※ 한국 전통문화 관련 특기자, ICT 활용 수업능력 우수자, 국내외 지속적 봉사 경험자 우대

□ 원서접수 : 2011년 4월 4일 ~ 13일, 17:00시 마감

□ 연간 주요활동 : APEC 역내 교사/학생들과의 국제교육협력 및 교육봉사 활동

   가. 해외 교사, 전문가들과 국제교육협력프로젝트 활동을 기획/운영

   나. 담당 학생들과 해외 학생들 간의 프로젝트 등을 통한 교류활동 지도

   다. 알콥 국제교육협력 해외봉사단 참여

   라. 국제교육교류 전문가 자질 함양을 위한 워크숍 및 교사 스터디 

   마. APEC 미래교육포럼 및 컨퍼런스 등 국제 행사 참여

   바. APEC 에듀테인먼트 교류 프로그램 참여 (학생 인솔 및 멘토링 활동)

   ※APEC국제교육협력원 홈페이지(www.goiace.org) 및 알콥카페(cafe.alcob.com/new3) 참조

선발과 관련된 모든 양식 및 문의는 APEC 국제교육협력원 홈페이지 알콥카페(cafe.naver.com/alcob)의 게시판
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0년 10월 7~8일, 양일간 2011년 이러닝 세

계화 사업 전략 워크숍이 경기도 양평 한화콘도에서 교

과부 이러닝 지원과의 주관 하에 개최되었다. 이번 워

크숍에는 교과부를 비롯하여 이러닝 세계화사업 추진

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등

이 참여하였으며, 본원에서는 차중찬 사무국장, 이승진

실장이 참석하였다. 

워크숍에서는 지식서비스사업 해외진출방안, 아랍문

화의 이해와 기업진출방안에 대한 강의, 이러닝 세계화

사업 전략수립을 위한 관계기관 간 논의 등의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10년도 이러닝 세계

화 사업의 성과를 알리고 개선방안을 도출함은 물론,

중장기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도 가졌다. 이러닝 세

계화 사업은 한국의 이러닝 관련 경험, 노하우와 동 분

야 한국 기업의 해외진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이다. 

APEC국제교육협력원은 APEC 이러닝 연수 프로그

램, 이러닝 게이트웨이 등의 이러닝 세계화 중점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11년에는 ODA, 국제교육협력 프로

젝트 등의 양자, 다자간의 국제협력을 확대해 나아가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2011년 
이러닝 세계화 사업 전략 워크숍



APCJ
(Asia-Pacific Collaborative education Journal) 

제13호(Vol.7, No.2)
원고 모집 
APCJ는 APEC 역내 국제교육협력 학술지입니다. APEC 회원국

교육 전문가들의 국제교육협력 관련 지식 창출을 자극하고, 관련

분야 지식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자 미래교육 관련 회원국 대표

및 학자의 연구물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유수 학자 및 학회가 발간에

참여함으로써 APEC 교육 사업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

되고 있는 만큼 APCJ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04년 1호, 2005년

2호, 2006년 3호, 4호, 2007년 5호, 2008년 6호, 7호, 2009년 8호, 9호, 2010년 10호, 11호, 2011년 12호에 이어 13호 원고를 모집합

니다.

□ APCJ 발행 목적 
   가. APEC 교육 전문가들의 국제교육협력 및 미래교육 관련 지식 창출 자극 
  나. APEC 교육 전문가들의 국제교육협력 및 미래교육 관련 분야 지식 데이터베이스 구축
  다. APEC 교육 관계자들 간의 원활한 소통 증진 및 교수법 공유 

□ 원고 마감일 : 2011년 9월 30일 

□ 연구논문 모집개요 
   가. 주제영역: 
   1. 국제교육협력 및 미래교육
   2. 인적자원개발 관련
   3. ICT 기반 교육 수범사례
   4. 기타 제영역 교육을 위한 국제협력 등
   나. 논문분량: 워드 (MS Word) 11pt 20매 이내
   다. 논문작성방법: APCJ 홈페이지에 안내된  ‘APCJ 게재원고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 

□ 원고 제출 및 문의처 
   가. 이메일 : 담당자 이지연 실장 researcher@goiace.org
   나. 전화 및 연락처 : Tel. 051-515-8617
   다. 홈페이지 : www.acecjournal.org
   다. 주소 : (609-735)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30번지 부산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 3층 APEC국제교육협력원

원고모집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드립니다.  

국제교육협력연구 
제7호(제4권 2호)
원고 모집
2008년 1월, APEC국제교육협력원(IACE)은 「국제교육협력연구」

를 창간했고, 현재 7호 원고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국제교육협력연구」는 우리나라의 국제교육협력과 미래교육을

위한 사업, 정책 및 제도와 학계의 연구 및 현장 사례 등을 결집하고

국내 관련 분야의 학자, 전문가, 행정가간 정보 공유체제를 마련,

국제교육협력 발전을 위한 연구 활성화의 목적을 띠고 있습니다. 

학술지 제6호에 게재할 논문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응모 바랍니다.

□ 학술지 발행 목적
   가. 우리나라 국제교육협력 및 미래교육 발전에 기여 
   나. 국제교육협력 및 미래교육 관련 연구 활성화와 정보교류 촉진 
   다. 국제교육협력 관련 우수 연구물 발굴을 통해 지적 기반 확보

□ 원고 마김일 : 2011년 9월 30일

□ 연구논문 모집개요 
   가. 주제영역: 
   1. 국제교육협력 및 미래교육 관련 정책, 제도, 사례 
   2. 인적자원개발 관련 
   3. 미래교육을 위한 국제협력 
   4. 기타 제영역 교육을 위한 국제협력 등 
   나. 논문분량: 최대 A4용지 11pt 25매 이내 
   다. 논문작성방법: 첨부 또는 사무국 홈페이지에 안내된 학술지 게재원고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 

□ 원고 제출 및 문의처 
   가. 이메일 : 담당자 김병근 연구원 qudrms1024@naver.com
   나. 전화 및 연락처 : Tel. 051-515-8617
   다. 홈페이지: www.acecjournal.org
   라. 주소: (609-735)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30번지 부산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 3층 APEC국제교육협력원

원고모집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