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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K-MOOC 주관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권고사항으로 구속력 있는

법규는 아니지만, 참여 기관의 K-MOOC 강좌 개발 및 운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세부 적용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가급적 본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참조하여

업무 처리할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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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개발 검수 부록개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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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1.� 가이드라인의�목적

Ÿ 본 가이드라인은 K-MOOC 강좌 개발 및 운영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참조할 수 있는

표준안을 제시하고자 개발되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양질의 강좌 생산·유지를 통한

고등교육 및 평생학습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형’ MOOC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강좌의 효과적인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학습자들에게 양

질의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Ÿ 국내외 주요 MOOC 강좌 개발·운영 가이드라인 및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과 실무자를

비롯한 관련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토대로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었습니다.

Ÿ 본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참여 기관에서는 1) 강좌 개발·운영에 대한 필수 요건을 확인

함으로써 K-MOOC 강좌의 최소 기준을 확인할 수 있으며, 2) 강좌 자체 검수를 통하

여 오류를 최소화하고, 품질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3) 권장 사항과

더불어 선도적인 연구 결과 및 우수사례를 확인함으로써 지속적인 강좌 질 관리를 위

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림� 1]� K-MOOC� 강좌� 개발·운영� 가이드라인의�목적� 및� 기대효과



K-MOOC�강좌� 개발·운영을�위한�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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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이드라인의�구성

Ÿ 본 가이드라인은 K-MOOC 강좌 개발·운영에 참여하는 기관이이 고려해야 할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할수 있도록구성하였습니다.

Ÿ 이는 ‘필수’ 사항과 ‘권장’ 사항으로 구분되나, 참여 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필수’ 사항은 최소화하였습니다.

Ÿ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강좌 개발·운영의 전 과정을 ‘설계’, ‘개발’, ‘검수’, ‘운영’으로 구분

하였으며, 각 단계별 체크리스트와 참고사항을 제공합니다.

1.� 설계
Design

2.� 개발
Development

3.� 검수
Test

3.� 운영
Implement

강좌의� 목적과� 목표를�
구체화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평가할�
것인가를�결정하는�

단계

설계� 단계에서� 기획한�
바에� 따라� 실제적인�
강좌를� 제작하는�단계

제작�완료된� 강좌를�
K-MOOC� 플랫폼에�
등록하고� 테스트하는�

단계

강좌를� 개설하여�
학습자에게�양질의�
학습� 경험을� 지원하고�
강좌를� 관리하는� 단계

1.1.� 학습내용�결정
1.2.� 교수설계
1.3.� 상호작용�설계
1.4.� 학습지원�설계
1.5.� 평가� 설계
1.6.� NILE1)� 사전검수

2.1.� 동영상� 개발
2.2.� 기타� 자료� 개발
2.3.� 웹� 접근성
2.4.� 저작권

3.1.� 자체� 검수
3.2.� NILE� 최종검수
3.3.� 사전� 테스트
3.4.� 이용자� 테스트

4.1.� 운영� 준비
4.2.� 운영� 관리
4.3.� 강좌� 활용

<표� 1>� K-MOOC� 강좌� 개발·운영� 가이드라인의�구성

참고 관련된 참고자료나 선행연구 결과 등을 제공합니다.

질문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질의·응답을 제공합니다.

체크리스트 각 단계별로 점검해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사례 관련된 국내외 MOOC의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적용�팁 구체적인 실천 방안 혹은 적용 전략을 안내합니다.

1)� 국가평생교육진흥원(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이하� N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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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MOOC란?

Ÿ K-MOOC는 ‘우수한 강좌를 인터넷을 통해 일반대중에게 공개’하는 대규모 온라인 공개

강좌의한국형모델입니다.

Ÿ 주로 한국어로 강좌가 진행(영어 자막 제공)되며 대학생, 직장인 등 관심 있는 모든 이

가 자유롭게 접속하여 무료로 강좌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Ÿ 수강생은 각 강좌에서 정하는 이수 기준을 충족한 경우, 참여 기관 명의의 이수증

(Certificate)을 받을 수 있습니다.

Ÿ 참여 기관에서는 무크(MOOC)를 활용하여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플립드 러닝

(Flipped Learning) 등최신교수․학습방법을도입할수있습니다.

� � � � � *� 플립드� 러닝� :� 학습� 자료를� 사전에� 온라인으로� 학습하고,� 실제� 수업시간에는� 토론․문제해결� 학습� 등� 학습자�
중심의� 능동적� 활동을� 중심으로�진행하는� 교수‧학습�방법

MOOC란?
질
문

(개념)�수강 인원의 제한 없이(Massive), 모든 사람이 수강 가능하며(Open), 웹 기반으로

(Online) 미리 정의된 학습목표를 위해 구성된 강좌(Course)로 대규모 온라인 공개

강좌를 의미함

(특징)� 짧게 분절된 동영상 콘텐츠를 학습한 후, 질의 응답, 퀴즈, 토론 등의 학습관리와

학습 커뮤니티, 스터디그룹 운영 등 교수자-학습자간, 학습자-학습자간 양방향 학

습이 가능함

(현황)� ’12년부터 미국 Coursera(스탠포드대, 예일대 등 총 114개 기관 강좌 운영), edX(하

버드대, MIT등 총 64개 대학의 강좌 운영), Udacity(스탠포드대, 조지아공대 등 12개

기관의 컴퓨터공학 분야 강좌 운영) 외 영국(FutureLearn), 프랑스(FUN), 독일

(iversity), 중국(XuetangX) 등으로 확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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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OOC� 플랫폼
참
고

K-MOOC�플랫폼은

- 국내 최고 대학의 명품강좌를 한국어(영어자막)를 기반으로 대중에게 제공하는

‘한국형’ MOOC 플랫폼

- 다양한 브라우저 및 운영체제, 기기 지원

구분
브라우저

운영체제
Chrome Safari Firefox IE11 IE10

LMS

windows8 ● ● ● ● ●

Mac OSX Mavericks
or Yosemite

● ● ● ✘ ✘

Studio

windows8 ● ● ● ● ●

Mac OSX Mavericks
or Yosemite

● ● ● ✘ ✘

K-MOOC Insights

windows8 ● ● ● ● ●

Mac OSX Mavericks
or Yosemite

● ● ● ✘ ✘

- 강좌 및 콘텐츠 설계 활동, 평가 활동, 상호작용 활동, 학습관리 및 데이터 관리

등 지원

구분 기능 내용

강좌 및
콘텐츠
설계

제작/활용
Ÿ 동영상 녹화, 저작도구, 소셜미디어 가져오기 등 다양한 학습 자원을 제작
하거나 연계하여 강좌 구성에 활용

강좌 설계
Ÿ 미디어, 텍스트, 퀴즈, 과제, 토론 등 다양한 학습 자원을 활용하여 학습 단계
구성 및 학습 구조 설계

평가

퀴즈
Ÿ 다양한 문제 유형 출제 및 자동/수동 채점 지원
Ÿ 문제별 최대 풀이횟수, 무작위 설정여부, 답보기, 문제비중 등 각종 부가정보
를 추가 제공

과제 Ÿ 과제출제, 채점 가능(그룹 과제 출제 및 채점 가능), 과제 일괄접수 가능

시험
Ÿ 평가문항 설계 및 운영기능, 과제채점(표절검사기능 적용), 평가결과 학습자
전달 기능

상호작용
토론

Ÿ 토론을 위한 기본 정보를 설명하며 토론에 대한 기본 설명, 지시문, 기간,
의견에 대한 점수 설정 등의 관련 기능을 제공

위키 Ÿ 하나의 공통된 주제를 통해 온라인 협력 문서 작성

학습관리

진도 및 출석
관리

Ÿ 학습자의 학습시간, 출결관리, 진도율 등 학습 학습이력 조회
Ÿ 학습자의 접속현황, 토론 참여, 학습자별 강좌 리뷰 상태, 학습활동 등 강좌
진행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가능

학습 독려
Ÿ 학습자의 학습독려를 위한 학습부진(미출결, 과제미제출등) 상태의 시각적
표현 및 학습독려 기능 제공

학습이력 관리 Ÿ 평생학습계좌제 학습이력관리시스템과 계정 연동

이수증 발급 Ÿ 학습자 과정이수 및 참여 기관 승인 시 국/영문 이수증 발급

데이터
관리

빅데이터 관리
Ÿ 강좌 운영 및 학습자의 학습 이력 자료를 분석하여 학습지도와 예측, 교수
학습전략 활용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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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OOC와� 질� 관리

Ÿ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고등교육 기반

공개강좌 운영서비스로서 우리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통해 다양한 학습 요구에

부응하는 것은 물론 고등교육의 혁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K-MOOC는 2015년 이후

참여 기관 및 강좌 수의 확대를 통하여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으며, 앞으로는 질적인

성숙을 도모해야 할 단계에 있습니다.

Ÿ 세계적으로 MOOC의 질적 성숙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와 연구모임이 조성되어 운영

되고 있으나, 국가적 차원에서의 MOOC를 위한 품질관리 체계 및 전략은 아직 마련되

어 있지 않습니다2). 몇몇 국가에서는 기존의 온라인교육 및 이러닝을 위한 품질관리

관점을 MOOC에 도입하고 있으며, MOOC 플랫폼과 참여 기관들은 각자의 질 관리 가

이드라인을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Ÿ MOOC의 질 관리는 학습자들에게 가치 있는 학습 경험을 보장하고, MOOC 제공기관

이 설정한 목표를 도달하는데 필수적입니다. 향후 K-MOOC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다

음과 같은 측면을 더욱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MOOC 강좌 설계 시 차별화된 교수 전략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실제적인 교육 혁

신을 이끌어내는 데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MOOC를 통한 양질의�학습� 경험을�제공

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수� 모형� 및� 교수� 전략을� 고안하는 한편, 학습자들의� 자발성,� 다양성,� 개방

성,�상호작용성�등을�고려하여 진화된 교육 모델을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대부분의 MOOC 강좌는 낮은 이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수율을 MOOC

강좌의 질을 판단하는 척도로 삼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모든 학습자가 MOOC 강좌를

완료할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학습자의�학습�

의도와�동기에�대한�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학습�편의를�높이기�위한�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MOOC 강좌가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

적인가에 대해서는 늘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가적 차원에서 개발되는 강좌인

만큼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경우에도 어떠한 학습 여건에서도 어려움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웹�접근성,�보편적�학습�설계에�대한�지속적인�관심이 필요합니다.

2)� UNESCO(2016).� 『Making� sense� of� MOOCs,� A� Guide� for� Policy-Makers� in� Developing�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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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OC� 질� 관리� 체계3)
참
고

기관�차원에서�고려해야�할� MOOC�질�관리�체계

Ÿ 기관은 MOOC를 위한 포괄적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Ÿ 기관은 양질의 MOOC를 개발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교육과 기술과 관련된 발전 동

향을 연구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Ÿ 기관은 지속가능한 MOOC를 위한 일련의 비즈니스 모델 혹은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이는 해당 기관의 미션과 부합하는가.

Ÿ 기관은 접근성, 지적 재산권, 데이터 보호 등 MOOC의 사회적,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

고 있으며 이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가.

Ÿ 기관은 자체적 질 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는 MOOC의 방향성과 연계되는가.

단일�강좌�차원에서�고려해야�할�MOOC�질�관리�체계

Ÿ 지식과 기능적 측면에서, 학습 성과에 대한 명확한 진술을 제공한다.

Ÿ 학습 성과, 강좌 내용, 교수학습 전략, 평가 방법 간에 합당한 일관성이 있도록 한다.

Ÿ 각 강좌 활동은 학습자들이 스스로의 학습을 구성해나가고, 다른 학습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Ÿ 강좌 내용은 관련성 있고, 정확하며, 최신의 것으로 구성한다.

Ÿ 강좌를 제작하고 전달하는 관리자는 해당 업무를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술과

경험을 보유해야 한다.

Ÿ 각 강좌 요소들은 공개 라이선스(Open license)가 되도록 정확하게 출처표시를 하도록

한다. 학습 자료의 재사용은 포맷과 기준에 있어서의 적절한 선택이 뒤따라야 한다.

Ÿ 강좌의 형태, 제공 및 접근방식과 관련하여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한다.

Ÿ 강좌는 학습자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도록 학습자-학습내용, 학습자-학습자간 상호

작용을 충분하게 포함하도록 한다.

Ÿ 강좌는 학습자에게 자기 평가활동, 테스트, 동료 피드백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피드백

을 제공하도록 한다.

Ÿ 강좌는 학습의 결과로써 이수증 수준에 적합한 형성 및 총괄 평가를 균형 있게 제공

하여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Ÿ 평가는 분명하고, 공평하고,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이수증 수준에 적합하

도록 모방이나 표절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Ÿ 학습 내용은 관련자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지속적으로 검토, 갱신, 개선하도록 한다.

3)� Rosewell,� J.� (2014).� OpenupEd� label,� quality� benchmarks� for� MOO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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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MOOC� 개발·운영� 참여자와�단계

Ÿ 성공적인 K-MOOC 강좌 개발을 위하여 K-MOOC 개발을 위한 구성원의 정의와 역할,

전체 프로세스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아래의 내용은 본 가이드라인의 기준이 되지만,

각�기관의�여건에�맞게�유연하게�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역할 정의�및� 주요� 업무

질관리전문가

K-MOOC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강좌 개발을 총괄하는 자로, MOOC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지며, 질 관리를 위한 평가·피드백 제공 및 관련 학술연구 등을 담당함

☞� k-MOOC의� 품질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역할로� 연구교수� 등�
박사급�인력이� 담당

교수자

K-MOOC의 형태에 맞는 양질의 강좌를 위하여 학습내용을 연구 및 전달하며,
학습활동을 설계하고 지원하는 자로, K-MOOC 개발·운영 전반에 참여하며, 평
가자의 역할도 수행함

☞� 경우에� 따라� 개발교수와� 운영교수의� 역할을�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강좌기
획에서�설계·개발·검수·운영� 전반에�걸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장함

프로젝트관리자

K-MOOC 강좌 설계·개발·운영의 성공적인 완료를 위하여 프로젝트 기획 및
일정을 수립하고 위험 요소를 파악하며, 진행 상황을 확인함

☞� 경우에�따라� 질관리�전문가� 혹은� 교수설계자가� 해당� 역할을� 함께� 담당할� 수� 있음

교수설계자

최적의 K-MOOC를 개발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석을 수행하며 체계적인 전략을
제안하는 자로, 다른 참여 주체들과 소통하며 설계·개발·운영을 지원함

☞� K-MOOC� 설계·개발·검수·운영�전반에� 긴밀하게� 참여함

MOOC개발자

기획한 강좌를 K-MOOC에 맞게 구현해내는 자로, 강좌를 구성하는 멀티미디어
요소들을 개발하고, 각 요소들이 K-MOOC 플랫폼 내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연
동 및 프로그래밍 함

☞� MOOC� 개발자는� 그래픽개발자·동영상개발자·웹� 프로그램� 개발자� 등으로� 세분화될� 수� 있
으며,� 외주·자체� 제작� 여부에� 따라� 역할에� 차이가�존재할� 수� 있음

운영튜터

효과적인 K-MOOC 운영을 위하여 교수자와 학습자를 돕는 자로 세부적인 역
할은 다음과 같음
1) 교수활동 지원 : 준내용전문가로서 교육목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K-MOOC
설계·개발·운영 과정에서 교수자의 업무를 지원함

2) 학습활동 지원 : 학습의 안내자이자 도우미로서 동기 유발과 상호작용을 촉진
하는 활동을 담당함

☞� 학습활동� 지원은� 본래� 교수자의� 역할에� 해당하며,� 운영튜터는� 교수자의� 부담을� 덜어내는� 차원
에서�이를� 도움

모니터요원

잠재적 학습자로 학습자의 시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며, 학습자의 요구를
외부자 관점에서 제공하고, 사용자 테스트나 검수에 참여하여 개발된 K-MOOC
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함

☞� 다양한� 학습자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령·성별을� 고려하며� 외국인·장애인� 학
습자를�포함할� 수� 있음

<표� 1>� K-MOOC� 개발·운영� 참여자의� 정의� 및� 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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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세부�활동
기
간

산출물

K-MOOC� 강좌� 개발·운영�
참여자

A B C D E F G

준
비

강좌� 개발� 의뢰� 혹은� 강좌� 공모

4주 준비계획(서)

◎ ◎ ○

강좌� 개발� 계획� 수립(인력·예산�
투입� 계획)

◎ ◎ ◎ ○

자료� 조사� 및� 벤치마킹 ◎ ○ ◎ ◎ ○

강좌� 주제·아이디어� 협의� 및�
주체별� 역할·규정�등에� 대한�
안내

◎ ○ ◎ ◎ ○ ○

강좌� 설계·개발� 가이드라인�제시 ○ ◎ ◎ ○

설
계

강좌� 개발� 방향·세부�전략� 협의

4-8
주

원고� 초안
강좌� 개발�
계획서
최종� 원고
프로토타입�
스토리보드

○ ◎ ◎ ◎ ○ ○

운영� 방향·세부� 전략� 협의 ○ ◎ ◎ ◎ ○

강좌� 개발� 계획서� 작성 ◎ ◎ ○

프로토타입� 스토리보드� 작성 ◎ ◎ ◎ ○

교수학습�자료·평가도구�설계 ○ ◎ ◎ ◎

저작권� 문제� 검토 ◎ ◎ ◎ ○

프로토타입� 개발·검토·수정 ○ ◎ ◎ ◎ ◎ ○

개
발

리허설·동영상�강의� 녹화� 진행

8-
12
주

모듈별�
콘텐츠

◎ ◎ ○ ◎

동영상� 강의� 모니터링 ◎ ◎ ◎ ○ ○

모듈별� 스토리보드�작성 ◎ ◎ ◎ ○

모듈별� 콘텐츠� 개발 ○ ◎ ◎ ◎ ◎

교수학습�자료·평가도구�개발 ○ ◎ ◎ ◎

웹�접근성·저작권�문제� 검토 ◎ ○ ◎

국/영문� 스크립트(자막)� 개발 ◎ ◎ ○ ◎

강좌� 검수·탑재 ◎ ◎ ◎ ◎

검
수

파일럿테스트·검수

4주
사용성� 평가�
결과

○ ◎ ◎ ◎ ○ ○

플랫폼� 적용� 및� 프로그래밍 ◎ ○ ◎

NILE� 검수·강좌� 개설 ◎

운
영

운영� 준비

-
운영� 성과�
보고서

○ ◎ ○ ○ ◎

수강신청·등록�관리 ○ ◎ ◎

강좌� 정보·수강� 시� 유의사항�
안내

○ ◎ ◎

학습� 진행상황� 점검 ○ ◎ ◎

학습� 안내·참여� 독려 ○ ◎ ◎

질의응답·피드백 ◎ ◎ ◎

교육성과(수료율·만족도·성취도)�
분석

◎ ◎ ◎ ○ ○

강좌� 개선을� 위한� 시사점� 도출 ◎ ◎ ◎ ○ ○ ○

<표� 3>� K-MOOC� 강좌� 개발·운영�단계별� 세부� 활동� 및� 산출물

*� A� :� 질관리전문가,� B� :� 교수자,� C� :� 프로젝트관리자,� D� :� 교수설계자,� E� :� MOOC개발자,� F� :� 운영튜터,� G� :� 모니터요원

*� ◎� :� 세부� 활동에� 필수로� 참여하는�역할,� ○� :� 필요에� 따라� 협업을� 하거나� 부분적으로�참여하는�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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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K-MOOC� 강좌� 개발·운영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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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K-MOOC� 학습자의� 특성과�학습여정

Ÿ 양질의강좌를개발하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학습자에대해이해할필요가있습니다.

<표� 4>� MOOC� 학습자들의� 수강� 목적4)

수강� 목적 학습자들의� 이야기

지적�
호기심�
충족

“K-MOOC의 가장 큰 장점은 '게시판'을 활용하여 교수와 학생 간 자유로운 소통
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매 시간 마다 교수님이 토론 주제를 올려주시면, 학생들은
배운 내용을 활용해 자유롭게 서로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다. 또한 모르는 내용
을 질문하면 교수님, 운영튜터님 또는 다른 학생들이 답변을 달아주었다. 이러한 활
동들을 통해 '능동적'이면서 '양방향적'인 학습이 가능했고, 이는 배운 내용을 더욱
깊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연세대, 『서비스 디자인』 수강생)

수강의�
편의성

“전공수업에서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업을 직접 그
학교에 청강하러 가지 않고도 손쉽게 집에서 듣게 되었다는 점은 시간절약적인 부분
에 있어 굉장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경희대, 『호모 폴리티쿠스 : 우리가 만든
세계』 수강생)

직무�
전문성�
학습

“2015년 11월에 입사했지만 대학원 과정 전공이 인공지능과 기계학습분야가 아니었기
때문에, 업무상의 부담감과 걱정이 있었다. 이런 나에게 K-MOOC는 매우 큰 힘이 되
었다.”(KAIST,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수강생)

진로� 탐색

“한창 진로에 대한 고찰을 하던 시기인 9월에서 10월 즈음, K-MOOC는 내게 꿈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K-MOOC 활동들은 내가 정말 즐겁게
했던 공부임에 한번, 또 건축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고 내 생각을 이야
기 하며 느꼈던 자부심에 두 번, 절대 후회하지 않을 활동이었다.”(한양대, 『건축공
간론』 수강생)

Ÿ 학습자들의목표는곧학습자들의행동패턴으로나타나는데, 다음은MOOC에서의학습자

행동의다섯가지범주를나타낸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능동적참여자범주는MOOC 운영

성과의좋은지표로고려할수있습니다.

<표� 4>� MOOC� 학습자� 유형5)

유형 특성

미접속자 강좌에 등록 후 운영되는 동안 한 번도 학습 페이지에 방문하지 않는 학습자

관찰자
강좌에 접속하여 학습 내용을 읽고 토론방을 훑어보지만, 동영상에 포함된
퀴즈 이외의 다른 평가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학습자

부분적� 참여자
강좌 내 특정 주제에 대해 동영상을 보고 토론방을 훑거나 직접 참여하는 등
의 학습활동을 하지만, 전체 강좌를 완료하려고 하지는 않는 학습자

수동적� 참여자
동영상을 보고 퀴즈를 풀고 토론 글을 읽어보지만, 능동적 참여를 요구하는
과제 등은 수행하지 않는 강좌를 소비하는 역할에 그치는 학습자

능동적� 참여자
강좌 전반에 걸쳐 참여하고자 하며 토론, 대다수의 과제, 모든 퀴즈 및 평가
등에 참여하는 학습자

4)� 교육부(2016).� 『K-MOOC� 시범운영� 성과』

5)� UNESCO(2016).� 『Making� sense� of� MOOCs,� A� Guide� for� Policy-Makers� in� Developing�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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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K-MOOC� 학습자대상� 설문조사� 결과(총� 응답자수� :� 2,691명)6)

6)� 교육부(2016).� 『K-MOOC� 시범운영�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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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이번에는 학습자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학습에 참여하고 성공적으로 학습을 진행하는지

살펴봅시다.

<표� 6>� MOOC에서� 학습자들의� 학습여정7)

단계 학습자들의�이야기

강좌� 선택

강좌�
검색하기

“관심 있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봐요. 전체 강좌를 살펴보면서 실제

도움이 될 것 같거나, 관심 있는 강좌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강좌� 안내�
페이지� 보기

“강좌 안내 페이지를 자세히 읽어보는 편이에요. 강좌 소개하는

영상도 중요한 것 같고, 교수님들의 약력을 통해 담당 교수님께서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고 어떤 연구를 하시는지도 살펴봐요.”

수강�
신청하기

“관심 있는 강좌는 우선 수강 신청해두는 편이에요. 수강을 하다가

반드시 수료를 하겠다고 결심하는 강좌 한 두 개를 제외하고는

중도에 포기하게 되더라구요.”

강좌� 안내�
확인

공지사항�
확인

“이수증을 목표로 하는 강좌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공지

사항을 확인합니다. 주차별 공지사항은 거의 다 읽고, 행정적인 사항

은 수시로 확인합니다.”

안내메일�
확인

“안내메일은 과제 제출일 등을 잊을 뻔하거나 할 때 긴장감을 주는

것 같아요. 메일을 보면 스케쥴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기도 하고,

중요한 내용을 상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학습� 활동�
참여

동영상�학습

“처음엔 전체를 쭉 이어서 보는 편이에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동하면서 보는 경우도 있는데, 동영상 길이가 긴 강좌는 끝까지

학습하는 게 힘들더라구요.”

읽기자료�
보기

“읽기자료를 반드시 다운로드받아서 활용하는 편이에요. 학교 수업

듣듯이 자료를 다운로드받아 필기를 하기도 하고, 추천해주시는 기타

읽기자료도 가능하면 다 읽어보는 편이에요. 심화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미가있는것같습니다.”

퀴즈� 풀기

“퀴즈는 동영상 강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습

니다. 무엇을 이해했고 무엇을 놓쳤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어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과제� 활동

“과제를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더욱 도움이 된다고 느낍

니다. 시간이 지나면 동영상 강의보다 제가 수행했던 과제가 더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토론방�활동
“토론 글을 읽으면서 공부가 많이 됩니다. 사람들이 남긴 게시글

을 보면서 제가 놓쳤던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 종료 이수증�발급
“이수증 발급은 꼭 어디에 활용되는 건 아니더라도 이 강좌를 끝

까지 들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서 즐거운 것 같아요.”

7)� 서승일(2016).� MOOCs� 수료자의� 학습활동에�대한�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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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영역
필수/
권장

구분 내용
연관�
페이지

1.�
설계

학습
내용

권장 타당성

학습내용이 강좌의 목적에 맞게 타당하게 선정·조직되었는가?

☞� 학습자가� 최초� 강좌� 선택� 시� 강좌제목,� 목적,� 대상자� 등의� 기본� 정
보를� 확인� 후� 선택하게� 됨.� 학습� 중에� 기본� 정보에서� 제공한� 목적
과� 학습내용� 간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될� 시� 학습자의� 학습� 의지는�
저하될� 수� 있음

21

필수 정확성

학습내용이 오타나 오류 없이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가?

☞� 오탈자나� 문법적� 오류,� 논리적� 오류�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함.�
학습자가� 관련� 문제를� 발견하게� 될� 경우� 해당� 강좌에� 대한� 신뢰성
이�저하될� 수� 있음

21

권장 구체성

학습내용이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는가?

☞� 교수자의� 언어와� 학습자의� 언어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학습자의� 이해도를� 고려하여� 가능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
현해야� 함

21

권장 학습� 수준

학습내용의 난이도가 대상 학습자의 수준에 적합한가?

☞� 난이도는� 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학습
목적� 등에� 비추어� 적합한� 수준인지� 체크해볼� 필요가� 있음(다양한�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이해를� 돕기� 위한� 용어집이나� 추가�
학습자료,� 위키� 등을� 포함할�수� 있음)

21

권장 학습� 분량

학습자가 성공적인 학습 경험을 하며 학습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절한 학습 분량으로 구성하였는가?

☞� 기본적으로� 전체� 강좌는� 최소� 13주차� 분량으로� 구성하며(교육부�
기본계획�근거),� 각� 주차는� 1-3시간� 미만의� 학습량을� 포함함

21

필수 윤리성

학습내용이 종교, 지역, 이념, 성, 계층, 다문화가정 등과
관련하여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 차별적� 요소,� 편견이나� 폭력적� 표현,� 개인정보� 유출� 등� 교육� 콘텐
츠로서� 적합하지� 못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지� 검토

21-22

7.� K-MOOC� 강좌� 개발·운영�체크리스트

Ÿ K-MOOC 강좌 개발·운영 체크리스트는설계-개발-검수-운영의 4단계, 13영역, 32준거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관련된추가내용은본문내 ‘연관페이지’에서확인하기바랍니다.

Ÿ 본 체크리스트는 참여 기관이 자체적으로 강좌 개발·운영 현황을 점검할 수 있는 도구

로써 활용 할 수 있습니다.

Ÿ 자가진단 도구에서 ‘필수’ 사항은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며, 미적용 시 수정·보완 절차를

거치도록 합니다.

<표� 7>� K-MOOC� 강좌� 개발·운영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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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영역
필수/
권장

구분 내용
연관�
페이지

교수
설계

필수 학습목표

MOOC 이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성과 및 학습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 MOOC� 이수를� 통해� 학습자들이� 얻게� 될� 최종적인� 성과,� 습득하게�
될� 구체적인� 지식·기술� 및� 기대되는� 결과를� 강좌� 안내� 및� 모듈별
로�안내하였는지� 검토

25

권장

교수학습
전략

학습목표를 고려하여 적절한 교수학습 전략을 설계하였는가?

☞� 해당� 강좌가� 설정한� 학습목표에� 부합하도록� 학습활동� 요소가� 관련
성�있게� 구성되었는지�검토

26

권장

학습목표를 고려하여 다양한 학습 요소를 포함하여 설계하
였는가?

☞� 무조건� 다양한� 학습�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학습� 효과를� 높이는� 것
은� 아니지만,� 고차적�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합한� 학습� 요소
를� 다채롭게� 구성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컨설턴트,� 교수자,� 교수설
계자의� 협업� 필요

27-31

권장 동기유발

학습자의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학습
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는가?

☞� 학습자가� 학습동기를� 잃지� 않고�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
록� 유도하였는지� 검토(예� :� 주의를� 집중시키는� 전략,� 친근함·관련성
을� 높이는� 전략,� 자신감을� 유발하는� 전략,� 만족감을� 느끼도록� 하는�
전략� 등)

32-33

상호
작용

권장
학습자-
교수자�

학습자와 교수자간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
였는가?

☞� 학습� 지원� 및� 피드백을� 위하여� 학습자와� 교수자(혹은� 운영튜터)간�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있는지� 검토(예� :� 학습일정� 및� 학습� 진행상황
에� 따라� 공지사항,� 토론방,� 이메일,� SNS� 등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및� 피드백,� 혹은� 추가� 자료� 공유� 등)

34-38

권장
학습자-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
였는가?

☞� MOOC� 학습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유대감을� 얻고,� 생산적인� 상호작
용에�적극적으로� 참여할�수� 있도록�유도하고�있는지� 검토

39-41

학습
지원

권장 학습지원

학습자의 원활한 학습과 성공적 이수를 돕기 위한 학습지원
전략을 수립하였는가?

☞� 학습자의� 원활한� 학습에� 도움이� 되는� 학업적(예� :� 강좌� 기본� 정보,�
학습방법,� 참고자료� 정보� 등),� 행정적(예� :� 수강신청,� 수료처리� 등),�
기술적(예� :� K-MOOC� 플랫폼� 이용방법� 및� 기술적� 문제� 해결방법�
등)� 지원을�받을� 수� 있도록�설계하였는지�검토

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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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영역
필수/
권장

구분 내용
연관�
페이지

평가

권장 평가요소
학습목표를 고려하여 적합한 평가를 설계하였는가?

☞� 학습� 목표� 및� 수료� 기준에� 적합한� 난이도와� 방법의� 평가가� 설계하
였는지�검토

34-38

권장

평가방법

학습 전반에 걸쳐 학습 내용에 대한 형성 평가가 이루어
지도록 설계하였는가?

☞� 학습과정에서� 학습목표� 달성� 수준을� 점검할� 수� 있도록� 각� 모듈별�
평가가� 설계하였는지� 검토(예� :� 각� 모듈별로� 10개� 미만의� 퀴즈를�
포함하는�등)

47-49

권장

최종적으로 학습목표 달성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총괄 평가
를 설계하였는가?

☞� 강좌� 수강을� 마치고� 학습목표� 달성� 수준을� 평가하고,� 학습한� 내용
을� 종합·적용할� 수� 있도록� 총괄평가를� 설계하였는지� 검토(전체의�
학습목표에� 부합하는� 고차원적이고� 포괄적인� 평가문항� 개발을� 권
장함)

47-49

권장 피드백

각 평가요소별로 적합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는가?

☞� 각� 평가요소(퀴즈,� 과제,� 토론� 등)에� 대하여�적합한�피드백(예� :� 정답�
제시,� 오답에� 대한� 교정적� 피드백� 및� 추가·관련� 학습내용,� 우수� 과
제� 혹은� 토론글의�예시� 등)을� 설계하였는지�검토

50

NILE�
사전
검수

필수 사전검수
NILE 사전검수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였는가?

☞� K-MOOC� 콘텐츠� 품질관리위원회에서� 강좌개발계획서� 등을� 검토� 후�
수정� 요청·권고사항을�제공�

51

2.�
개발

동영
상

권장
동영상�
길이�

학습자의 주의집중 시간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할하여
제시하고 있는가?

☞� 동영상은� 의미� 있는� 학습� 단위를� 기준으로� 분할하여� 여러� 유닛으
로�제시하는지� 검토(예� :� 15분� 내외� 분량으로�구성)

54

필수
동영상
재생상태

일관되고 적절한 수준의 동영상과 오디오 품질을 유지하는가?

☞� 모든� 동영상의� 화질과� 오디오� 출력이� 깨끗하고,� 문제없이� 재생이�
되는지� 검토

60

필수

동영상�
자막

모든 동영상은 자막을 제공하고 있는가?

☞�모든� 동영상에� 한글자막과� 영어자막을�함께� 제공하고� 있는지�검토
62

필수
모든 자막은 동영상과 잘 맞게 제시되는가?

☞� 동영상과� 자막의� 싱크가� 문장� 수준에서� 잘� 맞아� 영상과� 자막을� 동시
에�보는� 데에� 어려움이�없는지�검토

62

기타�
자료

필수 텍스트
모든 텍스트 자료는 오류 없이 적절한 품질을 갖추고 있는가?

☞� 모든� 텍스트� 자료를� 오류(오탈자,� 맞춤법� 등)가� 없이� 제공하였는지�
검토

63

필수 이미지
모든 이미지 자료는 오류 없이 적절한 품질을 갖추고 있는가?

☞� 모든� 이미지� 자료를� 오류(이미지� 깨짐� 등)가� 없이� 제공하였는지� �
검토

63

권장 문서� 자료

모든 문서 자료는 오류 없이 적절한 품질을 갖추고 있으며,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는가?

☞� 모든� 문서� 자료가� 오류(오탈자,� 맞춤법,� 이미지� 깨짐� 등)가� 없이� 제
공되며,�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는지� 검토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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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영역
필수/
권장

구분 내용
연관�
페이지

웹�
접근
성

필수 웹�접근성

해당 강좌는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 다양한� 학습자와� 학습�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의� 4개� 원칙,� 13개� 지침,� 24개� 검사항목� 체크리스트�참조

64-77

저작
권�

필수 저작권�

해당 강좌는 포함하고 있는 모든 콘텐츠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국제저작권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있
는가?

☞�인용한� 모든� 저작물에� 대해� 정확한� 정보(예� :� 출처,� 저자,� 일자� 등)를�
국제저작권� 표시방법을� 준수하여� 표시하였으며,� 강좌� 내� 멀티미디어�
저작물� 삽입� 시� 이에� 대한� 계약� 진행� 및� 허락동의서를� 확보하였는지�
검토

78-87

3.�
검수

자체
검수

권장 자체� 검수

본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K-MOOC 강좌에 대한 자체
검수를 수행하였는가?

☞� 본� 체크리스트와� 가이드라인의� 내용,� 사전검수� 결과를� 참조하여� 설
계·개발·운영�과정에서�지속적으로�자체� 검수를�실시하는지�검토

90

NILE�
최종
검수

필수 최종검수

강좌개발 결과에 대한 K-MOOC 콘텐츠 품질관리위원회
의 최종 검수 결과를 검토하여 수정 요청·권고사항을 반
영하였는가?

☞� 개발서버에� 업로드� 된� 강의에� 대하여� 체크리스트� 내� 필수� 영역,� 저
작권�및� 웹� 접근성�중심으로�검토

90

테스
팅

필수

사전테스트

K-MOOC 플랫폼에 탑재된 콘텐츠가 오류 없이 잘 동작
하는지 확인하였는가?

☞�강좌�업로드�후�내용적(오탈자�등)·기능적(퀴즈�등의�학습요소가�문제
없이� 동작하는지,� 콘텐츠의� 다운로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등)�
오류가�발생하지�않는지�검토

91

필수

학습관리시스템과 학습 지원도구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
동하는지 확인하였는가?

☞� 학습자들의� 학습� 현황� 파악을� 위한� 학습관리시스템� 및� 게시판,� 위키�
등의� 학습� 지원도구가�문제없이�작동하는지�검토

91

권장

학습자들의 이용자 테스트 및 모니터링 결과를 확인하였는가?

☞� 강좌� 업로드� 이후부터� 운영� 종료까지� 학습자로부터� 상시� 모니터링�
및� 정기� 모니터링� 결과를� 수렴하여� 오류� 해결·강좌� 개선을� 진행
하는지� 검토

91-92

4.�
운영

운영�
지원

권장

강좌� 안내

강좌를 성공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를 제공했는가?

☞� 교수요목,� 주요� 일정,� 학습활동� 참여� 방법,� 환영� 인사,� 교수자� 및�
운영튜터와의� 소통� 방법� 등을� 강좌� 소개와� 환영� 이메일을� 통해� 안
내했는지�검토

93-99

권장

학습 시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구하는 방법에 대한 설
명을 게시했는가?

☞� 학습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활용할� 수� 있는� FAQ,� 질문게시판�
등의� 사용� 방법을� 안내했는지� 검토

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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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영역
필수/
권장

구분 내용
연관�
페이지

권장 학습자관리

학습자의 진도를 관리하고 참여를 독려했는가?

☞�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진도를� 관리하고� 잊지� 않고� 학습활동에� 참여
할�수� 있도록(예� :� 새로운�학습내용� 게시,� 강좌� 활동� 및� 뉴스에� 대한�
알림� 등)� 공지사항,� 메일�등을� 통해� 참여를�독려하는지�검토

100-
102

권장

학습지원

학습자들이 학습하는 도중 어려움이 없는 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였는가?

☞� 질문게시판� 등을� 통해� 학습자들이� 학습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정기적으로(예� :� 주� 1회� 이상)� 검토하고� 이를� 지원하
는지� 검토

100-
102

권장

학습자의 질문이나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즉시적으로 제공
하였는가?

☞� 학습자들의�질문이나�과제에�대한� 피드백을�즉시적으로(예� :� 이틀� 이내)�
제공하는지�검토

100-
102

필수

평가관리

수료 기준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였는가?

☞� 강좌의� 성적처리� 방침을� 학습활동� 요소별� 반영� 비율�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안내하였는지�검토

100-
102

필수

평가 준거와 기준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였는가?

☞� 토론,� 과제� 등의� 학습활동�요소를� 성적에� 반영할�경우,� 각각에�대한�
평가� 준거(예� :� 독창성,� 유창성,� 이론적�성숙도� 등)와� 기준을� 구체적
으로�제시하였는지�검토

100-
102

필수 수료관리
학습자가 이수결과와 이수증을 출력할 수 있는가?

☞�학습자가�모든� 강좌를�성공적으로�이수하고�난� 후에�자신의�이수결과
를�확인할�수�있으며,� 정확한�이수증을�출력할�수�있는지�검토

100-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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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

1.� 설계� 단계

설계 단계에서는 강좌를 기획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살펴봐야 할 내용을 소개합니다.

� 강좌� 설계� 전� 던져볼� 질문?
질
문

(강좌의�목적)� � “이 강좌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강좌의�목표)� “이 강좌를 수강한 학습자는 무엇을 얻고, 할 수 있게 될 것인가?”

(설계의�방향)� “강좌의 목적과 목표를 토대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그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강좌� 설계·개발·운영에� 걸쳐� 고려해야� 할� 사항
참
고

(팀� 기반)� K-MOOC 강좌 설계·개발·운영에 참여할 교수자, 프로젝트관리자, 교수설계자,

MOOC개발자, 운영튜터, 모니터요원 등으로 구성된 팀이 필요하며, 약 6개월 정도

의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모듈형� 콘텐츠)�MOOC의 특성상 모듈형(Modularity) 콘텐츠가 권장됩니다. 전체 강좌를 여

러 개의 길지 않은(예 : 15분 내외) 동영상을 중심으로 구성하며, 해당 주제와 연계

된 다양한 유형의 학습 요소(예 : 퀴즈, 토론, 과제 활동 등)를 함께 설계합니다.

모듈형 콘텐츠는 학습 내용 탐색을 원활하게 돕고, 개발자에겐 보완·수정이 용이하

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총체적� 관점)� K-MOOC 담당자는 강좌 전체를 하나의 ‘총체적 경험’으로서 간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좌는 단순히 동영상과 평가를 나열해놓은 것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강좌의 ‘목적과 목표’에 맞도록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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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리스트� :� 학습� 내용

학습 내용에 대한 체크리스트는 타당성, 정확성, 구체성, 학습 수준, 학습 분량, 윤리성을

포함합니다. 이 중 정확성과 윤리성은 필수 사항으로 반드시 준수하도록 합니다. 체크리스

트의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과 참고할만한 사항은 이후 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필수/
권장

구분 내용 Yes No

권장 타당성

학습내용이 강좌의 목적에 맞게 타당하게 선정·조직
되었는가?

☞� 학습자가� 최초� 강좌� 선택� 시� 강좌제목,� 목적,� 대상자� 등의�
기본� 정보를� 확인� 후� 선택하게� 됨.� 학습� 중에� 기본� 정보에
서� 제공한� 목적과� 학습내용� 간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될� 시�
학습자의�학습� 의지는�저하될� 수� 있음

필수 정확성

학습내용이 오타나 오류 없이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가?

☞� 오탈자나� 문법적� 오류,� 논리적� 오류�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함.� 학습자가�관련� 문제를�발견하게�될� 경우�해당� 강좌에�대
한�신뢰성이�저하될�수� 있음

권장 구체성

학습내용이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는가?

☞� 교수자의� 언어와� 학습자의� 언어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학습자의� 이해도를� 고려하여� 가능한� 구체적
이고� 명확하게� 표현해야� 함

권장 학습� 수준

학습내용의 난이도가 대상 학습자의 수준에 적합한가?

☞� 난이도는� 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
로� 학습목적� 등에� 비추어� 적합한� 수준인지� 체크해볼� 필요
가� 있음(다양한�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이해를� 돕기�
위한� 용어집이나� 추가� 학습자료,� 위키� 등을� 포함할� 수�
있음)

권장 학습� 분량

학습자가 성공적인 학습 경험을 하며 학습을 완료
할 수 있도록 적절한 학습 분량으로 구성하였는가?

☞� 기본적으로�전체� 강좌는�최소� 13주차� 분량으로�구성하며(교
육부� 기본계획� 근거),� 각� 주차는� 1-3시간� 미만의� 학습량을�
포함함

필수 윤리성

학습내용이 종교, 지역, 이념, 성, 계층, 다문화가정
등과 관련하여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 차별적� 요소,� 편견이나� 폭력적� 표현,� 개인정보� 유출� 등� 교육�
콘텐츠로서�적합하지�못한�내용을�포함하고�있지�않은지�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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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학습� 내용

양질의 강좌 설계를 위하여 먼저 강좌의 목적과 목표를 고려하여 적절한 학습내용을

선정하고 구성합니다.

학습내용의�선정

Ÿ 학습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학습 내용을 선정합니다.

Ÿ 이 때 최신의 정보 및 경향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 � � � � *� 특히,� 교육� 내용의� 최근� 통계� 및� 사례가� 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 최근� 법� 개정된� 내용이� 반영되었는지� 등을� 반

드시� 검토합니다.

Ÿ 내용상의 논리적 오류가 없도록 합니다.

� � � � � *� 강좌� 전반(동영상� 강의,� 참고� 자료,� 퀴즈� 등)에� 걸쳐� 모든� 학습� 활동에� 잘못된� 정보와� 오탈자� 등� 오류가� 없도

록� 하고,� 동영상� 강의와� 함께� 제공되는�스크립트도�꼼꼼하게�검토합니다.

학습내용의�구성

Ÿ 학습목표달성에기여할수있도록전체학습자료, 활동, 평가를일관성있게구성합니다.

즉, 강좌의 개발 의도, 개발 목표, 기대효과 등을 검토하여 학습내용 및 학습활동 요소를

체계적으로조직합니다.

Ÿ 13주차 이상 구성을 원칙으로 하되, 1개 강좌에 한하여 최소 6주 이상으로 구성이 가

능합니다.

� � � � � *� 1개의� 정규교과를� 2개� 이상의� 강좌로� 구성하는� 경우,� 하나의� 강좌로� 간주합니다.� 또한� 하나의� 주차는� 1개� 이상

의� 차시(모듈,� Module)로� 구성하며,� 하나의� 차시는� 다양한� 형태의� 단위(유닛,� Unit)로� 구성을� 권장합니다(상위�

내용은� ‘16� 교육부�기본�계획에� 근거함).

학습내용의�윤리성

Ÿ 종교, 지역, 이념, 성, 계층, 다문화등에대한편견, 차별, 왜곡 없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Ÿ 내용이나 사진, 그림 등에 인권침해적인 소지가 없어야 합니다.

Ÿ 폭력이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미화하거나 부추기는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Ÿ 인간, 생태, 환경 존중의 관점에서 기술되어야 합니다.

� � � � � *� 교육부에서� 보고한� 15년� 시범운영� 현황(’15.10.14.~’16.2.29.누적)에� 따르면� K-MOOC� 회원가입자� 중� 8.9%가�

20대� 미만,� 중고등학생이� 7%인� 것으로� 나타나,� K-MOOC� 수강생이� 청소년인�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Ÿ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 � � � *� 참여기관은� 강좌� 운영,� 학습� 데이터� 분석� 등에� 목적으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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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인� 인권� 및� 프라이버시를�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 � � � � *� 학습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은� 허용되지� 않으며,� 강좌� 운영,� 홍보,� 학습데이터� 분석등의� 업무에� 있어

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합니다.�

� � � � � *� 참여기관은� 개인정보를� 취급(수집,� 보간,� 처리,� 이용� 제공,� 관리� 또는� 파기� 등)하는� 권한이� 있는� 개인정보� 취급

자를�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한정해야� 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취급자� 관리� 및�

교육� 등의� 관리적․기술적�보호대책을�수립하여�운영해야�합니다.�

� MOOC에� 적합한� 학습� 분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질
문

해외 MOOC 플랫폼의 경우 학습자의 학습 참여 시간은 일주일에 적게는 3-4시간에서 많

게는 10시간을 권장하고 있으며 iversity, edX의 경우에도 전체 시간은 25시간에서 125시

간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25시간 정도이지만, 실험 시뮬레이션, 다양한 토론

및 과제가 있을 경우에는 좀 더 긴 학습 시간을 고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동영상 강

의의 경우 학습자의 주의집중 시간을 고려하여 강의 자료를 가능한 작게(예 : 15분 내외)

나누어 제공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표� 8>� 플랫폼별� 권장� MOOC� 동영상� 강좌� 분량8)

구분�
평균� 동영상� 개수
(1개� 강좌당)

� 평균� 동영상� 재생� 시간
(1개당)�

Coursera 47개 14분

Edx 68개 9분� 4초�

8)� Rosewell,� J.,� &� Jansen,� D.� (2014).� The� OpenupEd� quality� label� :� benchmarks� for� MOO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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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교수� 설계

교수 설계는 강좌의 목적과 목표를 고려하여 최적의 내용 구성 및 교수-학습 방법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구체화하는 단계입니다. 학습 목표, 교수 학습 전략, 동기 부여, 상호

작용 등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강좌�구성요소�

본격적으로 강좌를 설계하기 전 K-MOOC 강좌를 구성하는 요소를 살펴봅시다.

<표� 9>� K-MOOC� 강좌� 구성요소

구분 내용

주제
(주차)

Ÿ 강좌에서 가장 상위 범주에 해당하며, 각 주제는 1개 이상의 소주
제를 포함함

Ÿ 강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 목차, 학습 과정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함

Ÿ 주제를 통해 강좌가 진행되는 흐름을 보여줌으로써, 학습자는 전체
강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음

소주제
(차시)�

Ÿ 주제의 하위 범주로 세부 목차에 해당하며, 1개 이상의 학습 요소
를 포함함

Ÿ 소주제를 통해 학습자는 강좌에서 무엇을 중점으로 두는지 이해할
수 있음

학습� 요소
(유닛)

Ÿ 강좌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로, 동영상, 토론, 퀴즈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짐

Ÿ 학습자가 소주제를 클릭하면 한 번에 하나의 학습 요소를 확인할 수
있음

[그림� 4]� K-MOOC� 강좌�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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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하나의 주제(주차, Sections)는 1개 이상의 소주제(차시, Subsections)로 구성하고, 하나

의 소주제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요소(유닛, Units)로 구성할 것을 권장합니다.

� � � � � *� K-MOOC� 강좌는� 주차/차시� 단위보다는�주제/개념� 단위� 설계를� 추구합니다.�

Ÿ 각 소주제별 학습 요소는 학습자가 몰입할 수 있고,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학습해나

가는데 도움이 될 순서와 구조로 설계합니다.

� � � � � *� 하나의� 소주제� 내에서�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고,� 해당� 내용과� 관련한� 다양한� 학습� 요소를� 통해� 학습하며�상호작

용할�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는�것이� 좋습니다.

� 체크리스트� :� 교수설계

교수설계에 대한 체크리스트는 학습목표, 교수학습전략, 동기유발을 포함합니다. 이 중 학

습목표는 필수 사항으로 반드시 준수하도록 합니다. 체크리스트의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과 참고할만한 사항은 이후 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필수/
권장

구분 내용 Yes No

필수 학습목표

MOOC 이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성과 및 학습
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 MOOC� 이수를� 통해� 학습자들이� 얻게� 될� 최종적인� 성과,�
습득하게� 될� 구체적인� 지식·기술� 및� 기대되는� 결과를� 강
좌� 안내� 및� 모듈별로� 안내하였는지�검토

권장

교수학습
전략

학습목표를 고려하여 적절한 교수학습 전략을 설계
하였는가?

☞� 해당� 강좌가� 설정한� 학습목표에� 부합하도록� 학습활동� 요소
가�관련성� 있게� 구성되었는지� 검토

권장

학습목표를 고려하여 다양한 학습 요소를 포함하여
설계하였는가?

☞� 무조건� 다양한� 학습�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학습� 효과를�
높이는� 것은� 아니지만,� 고차적�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합한� 학습� 요소를� 다채롭게� 구성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컨설턴트,� 교수자,� 교수설계자의�협업� 필요

권장 동기유발

학습자의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지속적으로 유지시
켜,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는가?

☞� 학습자가� 학습동기를� 잃지� 않고�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는지� 검토(예� :� 주의를� 집중시키는� 전략,�
친근함·관련성을� 높이는� 전략,� 자신감을� 유발하는� 전략,� 만
족감을�느끼도록�하는� 전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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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Ÿ 교수설계는 학습목표를 수립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며, 좋은 강좌는 좋은 학습 목표를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Ÿ 좋은 학습 목표는 분명하고 명확하며 도전할만한 가치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Ÿ 학습자가강좌를 학습한 후 무엇을 할 수있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합니다.

Ÿ 강좌 전체에 대한 학습목표와 함께 각 주차별 학습목표 설정을 권장합니다.

� 좋은� 학습� 목표란� 무엇인가요?
질
문

쉽게 이해하기 어렵거나, 모호한 학습 목표, 학습자가 아닌 교수자 중심의 학습목표, 단순

히 주요 교육 내용을 진술하는 정도의 학습목표는 적합한 학습목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의 예시를 통하여 좋은 학습 목표 진술 방법에 대하여 확인해봅시다.

<표� 10>� 학습목표의� 예시9)

잘못된� 사례 적절한� 진술� 방법

본 강좌를 학습하고 나면 갈등 관
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잘 알게 될 것입니다.

☞�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모호한� 목표를�
진술

이번 모듈의 학습 활동을 완수한 학습자는 다섯
가지 갈등 관리 기법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세 가지 학습 이론
의 기본적인 차이점과 유사점을 설
명할 것입니다.

☞� 학습자가� 아닌� 교수자,� 교수� 활동� 중심
으로�진술

이번 모듈의 학습 활동을 완수한 학습자는 세
가지 학습 이론의 기본적인 차이점과 유사점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야 하는 10가지
이유

☞� 학습목표가� 아닌� 주요� 학습내용에� 대
하여�진술

이번 모듈의 학습 활동을 완수한 학습자는 빅데
이터를 활용해야 하는 10가지 이유에 대하여 제
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내용을 다룰 것이다.

☞� 학습목표가� 아닌� 학습� 내용이� 포함하
고� 있는� 활동에� 대하여� 진술

이번 모듈의 학습 활동을 완수한 학습자는 스타트
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9)� 김동식,� 조일현,� 권숙진,� 손소영� 역(2008).� 사례� 중심� 웹기반학습�설계개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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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전략

Ÿ MOOC 학습은 학습자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참여가 성패를 좌우합니다.

Ÿ 교수자 중심의 수직적, 일방적, 전달식 학습이 아닌 학습자 중심의 능동적, 창의적 학습을

촉진시킬수있는다양한교수·학습전략을개발·활용하도록합니다.

� � � � � *� 다양한� 학습�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습자들의� 개인별� 맞춤�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교수·학습전략을� 찾아�

적용해�봅니다.

� 다채로운� 강좌� 구성� 사례
사
례

성신여자대학교 『발레 : 융합문화예술의 실제 Ⅱ』 강좌는 총 9주차로 진행되며, 매 주차

발레 주요작품을 중심으로 발레이야기-해설과 함께 하는 발레감상-발레동작 따라하기-백

스테이지-아티스트 인터뷰 등의 7개 모듈로 다채롭게 구성하였습니다.

모듈1 발레�이야기
Ÿ 발레의 역사, 의상, 음악, 감상법 등 발레에 전반적인
상식을 소개

모듈2 백스테이지 Ÿ 화려한 발레의 뒷면을 살펴보는 소소한 이야기

모듈3 작품설명
Ÿ 작품에 대한 설명과 감상포인트 소개
Ÿ 퀴즈

모듈4 작품감상� 및� 시연

Ÿ 작품감상 : 대표적인 발레작품들을 전문단체의 공
연실황으로 감상

Ÿ 시연 : 작품 중 주요 부분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발레리나, 발레리노의 춤으로 감상

모듈5 아티스트� 인터뷰 Ÿ 공연예술 관련 전문가들에 대한 이야기

모듈6 발레� 배워보기

Ÿ 발레의 기초부터 난이도를 조금씩 높여가며 몸의
균형과 바른 자세, 아름다운 바디라인을 만들 수
있도록 안내

Ÿ 자가 체크리스트

모듈7
김주원의� 발레�
이야기

Ÿ 주요 내용 정리 및 디브리핑

[모듈� 4]� 작품� 감상

� �

[모듈� 6]� 자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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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유형 설명 적용� 예시

프레젠테이션

프레젠테이션에 교수
자의 음성을 추가하
여 음성 설명 중심으
로 만든 콘텐츠

edX� 『Electronic� Interfaces� :
Bridging� the� Digital� and� Physical� Worlds』� 강좌� 사례

Ÿ 학습자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애니메
이션 형태로 설명함

동영상� 강의
전통적인 면대면 교육
을 하듯이 교육하는
것을 녹화하여 제공

edX(TU� delft)� 『Product� Design』� 강좌� 사례

Ÿ 다른 학습자들이 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문제해결
과정(Problem-solving)을 그대로 동영상에 담아
생생하게 전달하여 학습자들이 과제수행내용을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함

학습�요소

학습자들의 학습목표 달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형의 학습 요소

를 연결하여 강좌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MOOC에서 도입 가능한 다양한 학습 요소는 이

러닝 설계 전략에서 참조할 수 있는데, 다양한 학습 요소(내용 제시형, 수행형, 연결형)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MOOC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10)

Ÿ 내용 제시형 학습 요소는 텍스트를 읽거나 동영상을 보면서 학습자가 지식을 흡수하도

록 하는 유형입니다. 학습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지식을 효율적으로 확장시키고자 할

때, 학습 동기가 높은 학습자들에게 최적의 전략입니다.

<표� 11>� 학습� 요소별� 설명� 및� MOOC� 적용� 예시(내용� 제시형)

10)� 김세리,� 한승연,� 우영희� 역(2008).� HORTON의� 이러닝�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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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유형 설명 적용� 예시

읽기� 자료

교과목의 학습내용을
텍스트 위주로 제공
(그래픽·이미지·사진
포함)

edX,� 『Solar� Energy』� 강좌� 사례

Ÿ 각 강의 주제별로 읽기 자료를 PDF 파일로 제공
Ÿ 강의와 함께 참고할 수 있는 텍스트 학습 자료를
제공하여 학습을 지원함

시연,�
현장방문

실제적인 맥락을 전달
하기 위하여 실습·시
연·전문가 인터뷰 등
능동적인 영상을 촬영
혹은 애니메이션 형태
로 개발하여 제공

edX,� 『Electronic� Interfaces� :� Bridging� the�
Digital� and� Physical� Worlds』� 강좌� 사례

Ÿ LED에 불이 들어오게 하려면 어떠한 재료가 필
요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시연을 통해
알려줌

Ÿ 시연을 하는 와중에 전기회로는 어떻게 표현되는
지 화면의 한 부분에 제시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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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유형 설명 적용� 예시

연습,� 피드백

학습을 통해 습득한
기술·지식·태도를
적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콘텐츠

edX,� 『Principles� of� Biochemistry』� 강좌� 사례

Ÿ 교육 때 다룬 소프트웨어 활용 화면과 유사한 화
면을 연습문제로 제시하여, 학습한 기술을 적용해
보도록 함

Ÿ 연습에 대한 피드백은 즉각적으로 제공함

실습
(실험,�

시뮬레이션)

학습을 통해
의도하는 수행 목표와
관련된 실제 과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콘텐츠
edX,� 『Principles� of� Biochemistry』� 강좌� 사례

Ÿ 실습을 위하여 분자편집기를 제공함
Ÿ 마우스로 분자편집기 조작이 가능하며, 20회 이내에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야함

토론,� 협력학습
팀/그룹 활동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과제 및 프로젝트

edX(CurrinX),� 『The� Business� of� Mining』� 강좌� 사례

Ÿ reddit AMA라는 사이트를 통해 교수자가 학습자와
실시간으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Ÿ 수행형 학습요소는 학습자가 배운 것으로 무엇인가를 수행해보게 하는 유형입니다. 학

습한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할 때, 호기심을 유발하여 동기유발을

시키고자 할 때, 습득해야 할 정보의 가치를 분명히 하고자 할 때, 탐색·발견에 의한

학습을 유도할 때 적용하면 좋습니다.

<표� 12>� 학습� 요소별� 설명� 및� MOOC� 적용� 예시(수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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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유형 설명 적용� 예시

사고� 활동

학습내용과 관련된
보다 폭넓은 사고와
현장에서의 적용을
유도하는 콘텐츠

edX,� 『Future� Cities』� 강좌� 사례

Ÿ 해당 주제에 관련된 설문 조사와 신문기사를 교육
자료 내에 링크로 제공하여 학습자가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실생활과 연결 짓도록 함

탐구� 활동

학습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학습하고 공유하도록
유도하는 콘텐츠

edX(BerkeleyX),� 『Electronic� Interfaces� :�
Bridging� the� Digital� and� Physical� Worlds』� 강좌�

사례

Ÿ 기존의 정보를 수집 및 편집, 혹은 새로운 정보를
창출하여 다른 학습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위키
활동을 유도함

Ÿ 연결형 학습 요소는 학습자가 배운 것을 업무나 삶, 혹은 이전 학습 경험과 연결시키

도록 하는 유형입니다. 응용이 매우 중요한 상황, 응용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 학습자들이 학습내용의 응용 가능성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 학습

자들이 스스로 연계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표� 13>� 학습� 요소별� 설명� 및� MOOC� 적용� 예시(연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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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유형 설명 적용� 예시

잡� 에이드

현장에 맥락화된
정보 및 적용을
지원하는 참고자료
등의 콘텐츠

Udemy,� 『Build� Responsive� Real� World�
Websites� with� HTML5� and� CSS3』� 강좌� 사례

Ÿ 컬러북이나 참고할 만한 다른 웹사이트를 e-book
으로 제공하여, 배운 내용을 현장에 적용하고자 할
때 학습자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창의적� 활동

실제로 수행 중인
프로젝트에 학습을
통해 습득한

기술·지식·태도를
적용하도록 촉진하는

콘텐츠
edX,� 『Introduction� to� Aeronautical�

Engineering』� 강좌� 사례

Ÿ 매주 학습한 내용을 적용하여 창의적 프로젝트를
하도록 과제를 제시

Ÿ 종이비행기를 만드는 과정을 영상으로 보여주고,
학습자가 직접 만들어 본 후 그 결과물을 게시판
에 올려 다른 학습자와 공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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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유발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전략을 고

려해볼 수 있습니다.

Ÿ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하거나, 학습자 내적인 호기심, 탐구심 등을 자극하여

주의 집중을 유도한다.

Ÿ 스스로 도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동기를 유발한다.

Ÿ 적절한 난이도의 퀴즈를 통해 성공 기회를 지원함으로써 ‘성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는 자신감을 주고 학습에 대한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을 강화시켜 준다.

Ÿ 학습자의 응답에 따라 개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여 만족감을 높여준다.

� Keller의� 학습동기� 유발� 전략
참
고

교육공학자 Keller는 이러닝에서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다음과 같

이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전략을 참조하여 보다 몰입할 수 있는 MOOC를 설계해봅시다.

<표� 14>� MOOC에서의�학습동기�유발� 전략
전략 세부�내용� 및� 예시

주의�집중�
유도� 전략

교수목표와 교수자료에 학습자의 주의를 획득하고 유지하는 전략
Ÿ 주제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 제시
Ÿ 내용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시각을 자극하는 사진이나 비디오
제시

Ÿ 새롭거나 보기 드물거나 흥미로운 콘텐츠 제공
Ÿ 학습자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탐구하는 태도를 유발

관련성�
짓기� 전략

친근함을 느끼게 하거나, 학습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전략
Ÿ 학습자-교수자, 학습자-학습자 상호작용 기회를 통하여 친근감, 소
속감을 느끼도록 지원

Ÿ 학습자 스스로 목적을 설정해보도록 하거나, 자신의 학습 진도를
평가하도록 지원

자신감�
강화� 전략

도전적인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자신의 능력
에 대한 자신감을 얻도록 하는 전략
Ÿ 학습에 필요한 기본 능력 및 기술에 대해 안내하여, 학습을 성공적
으로 마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얻도록 지원

Ÿ 간단한 연습이나 퀴즈를 통해 성공의 기회를 제공
Ÿ 언제든지 재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 불안감을 낮춤

만족감�
증진� 전략

획득한 지식과 기술을 유의미하고 자연스럽게 적용해볼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전략
Ÿ 게임, 시뮬레이션, 실습 등의 기회를 통해 새롭게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을 적용해볼 수 있는 기회 제공

Ÿ 성공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
Ÿ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느끼도록 학습목표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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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기� 유발� :� 탐구적� 주의� 집중� 유도
사
례

[그림� 5]� 동기� 유발� 사례� :� 실험� 시연

학습내용과 관련된 실험을 시연함으로써 학습자의 탐구심을 자극하고 흥미도와 집중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동기� 유발� :� 다양한� 멀티미디어� 활용
사
례

프레젠테이션과�동영상� 강의의� 혼합

�

프로그램�시연과� 동영상� 강의의� 혼합
[그림� 6]� 동기� 유발� 사례� :� 다양한� 멀티미디어�활용

전달 매체를 다양하게 사용함으로써 학습자의 집중도와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위

그림의 왼쪽 사진은 프레젠테이션화면과 동영상 강의를, 오른쪽 사진은 컴퓨터 프로그램

시연화면과 동영상 강의를 혼합한 형태로, 다양한 멀티미디어 요소를 활용함으로써 동기

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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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상호작용

학습자의 학습활동 및 참여를 증진시키고 학습자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학습자, 교

수자, 학습내용 간 등 다양한 상호작용 활동은 중요한 요인입니다.

� 체크리스트� :� 상호작용

상호작용에 대한 체크리스트는 학습자-교수자 상호작용, 학습자-학습자 상호작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본 체크리스트에서 상호작용 영역은 권장사항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MOOC에서 상호작용 요소는 학습자의 학습 동기와 학습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중

요한 요소이므로 양질의 강좌를 위하여 다양한 전략을 고려할 것을 제안합니다.

필수/
권장

구분 내용 Yes No

권장
학습자-
교수자�

학습자와 교수자간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는가?

☞� 학습� 지원� 및� 피드백을� 위하여� 학습자와� 교수자(혹은� 운영
튜터)간�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있는지� 검토(예� :� 학습일정�
및� 학습� 진행상황에� 따라� 공지사항,� 토론방,� 이메일,� SNS�
등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피드백,� 혹은� 추가�
자료� 공유� 등)

권장
학습자-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는가?

☞� MOOC� 학습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유대감을� 얻고,� 생산적인�
상호작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지�
검토

� MOOC에서의� 상호작용의� 의미� 및� 중요성11)
참
고

Ÿ MOOC에서의 상호작용이란 학습자의 능동적 학습 참여를 이끌어 내고, 보다 나은 학

습을 지원하기 위한 쌍방향 의사소통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MOOC를 비롯한 온

라인 학습에서의 상호작용은 개인이 자발적인 학습을 지원하고, 학습 목표를 달성하

며, 학습을 완료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Ÿ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습자, 교수자, 콘텐츠 간의 상호작용이 수강완료에 도움이 되었

다고 합니다. 상호작용은 학습 만족도뿐만 아니라 학습효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게

됨을 꼭 기억합시다.

11)� 최은진,� 최명숙(2016).� 이러닝� 환경에서의�상호작용이�학습효과에�미치는� 영향에� 관한� 메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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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OC 플랫폼에서는 토론 게시판, 위키, 스터디그룹 등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능을제공혹은연계하고있습니다.

<표� 15>� K-MOOC� 플랫폼의� 상호작용� 지원� 기능

구분 내용 예시화면 상호작용� 유형

Discussion
Board

Ÿ 학습자들은 온라인 토론방을
통해 언제나 자신들이 의문
을 가지고 있는 것을 논의의
주제로 올릴 수 있고, 또는
다른 학습자의 질문에 응답
하거나 논의할 수 있음

Ÿ 좋은 글/답변에 투표하기,
허위보고/주제 및 답변 신
고하기, 글 팔로우/언팔로우
하기 등을 활용하여 개인화
지원

학습자-학습자,
학습자-교수자

위키
(Wiki)

Ÿ 사용자들끼리 공동으로 문
서를 작업할 수 있는 대표
적인 협력학습 도구

Ÿ 주어진 주제에 맞게 개인별,
그룹별로 서로 협력하며 하
나의 공통된 주제에 대해
협력적 글쓰기 진행

Ÿ 저장된 문서는 삭제되지 않고
이력 관리를 통해 이전 문서와
비교하며 더 나은 학습 자료를
만들어 가게 되며,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촉진

학습자-학습자

Meet�
up

Ÿ 전 세계의 MOOC 학습자가
온라인 커뮤니티 또는 오프라
인 공간에서 만나 만남을 이
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함12)

Ÿ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나 일반
SNS 플랫폼을 활용하여 강
좌를 수강하는 학습자들의 온
-오프라인 학습모임을 지원
하는 방안을 탐색하는 것도
좋은 방안임

학습자-학습자

12)� https://www.meetup.com/ko-KR/topics/edx/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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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교수자간�상호작용

Ÿ 학습자와 교수자(운영튜터 포함)간 다양한 상호작용 전략을 수립합니다.

� � � � � *� 학습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피드백,� 의사소통,� 자료공유� 등� (피드백� 동영상,� 실시간� 스트리밍,� 서면�

피드백� 등의� 방법� 활용)�

Ÿ K-MOOC 플랫폼의 토론방 및 이메일, SNS와 같은 도구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찾아

적용해 봅니다.

� � � � � *� K-MOOC� 플랫폼에서�제공하는� 기능� 외에도� 구글� 행아웃� 등의� SNS를� 활용하여�학습자들과의� 상호작용을� 촉진

할� 수� 있습니다.

<표� 16>� 학습자-교수자간� 상호작용� 설계� 전략13)

상호작용� 요소 세부� 전략

교수자의� 강의�
스타일

Ÿ 교수자의 움직임과 목소리가 단조롭지 않도록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비언어적 표현 요소를 가미하라.

Ÿ 다른 사람과의 인터뷰, 관련된 짧은 동영상을 첨부하여 지루함을 최소화

하라.

비디오�스타일�

Ÿ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과목 자체에 갖는 거부감을 낮추고,

학습 몰입의 방해요소를 줄일 수 있도록 하라.

Ÿ 강좌 소개에 짧은 애니메이션, 비디오 영상 등을 추가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라.

교수자의� 권위

Ÿ 학습자가 배운 내용을 점검 받을 수 있는 피드백 기회를 제공하라.

Ÿ 학습자가 학습을 시작, 종료 시 학습을 종료한 것에 대한 축하 메시지

영상을 삽입하라. 플랫폼의 단체 메일이나 문자 자동발송 기능을 활용

하여 설계하여 효율성을 확보하라.

운영튜터

Ÿ 강좌 운영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 및 공지를 수시로 업데이트하라.

Ÿ 필요한 경우 자동 메일 및 문자 발송시스템으로 운영튜터의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라.

Ÿ 교수자가 학습자의 과제 해결 및 질의응답 측면에 있어 조력자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

Ÿ 정해진 운영튜터 이외에 강좌의 일정 부분까지 이수한 선행 학습자들의

등급을 달리하여 멘토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설계하라.

13)� 변문경,� 이진호,� 홍석호,� 조하민,� 조문흠(2016).� K-MOOC� 강좌� 개발을� 위한� 상호작용�설계� 전략�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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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작용� 지원� 사례� :� 사이버� 아고라,� 토론방� 운영
사
례

가톨릭대학교 『서양철학의 전통』 강좌는 ‘사이버 아고라’라는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은

해당 주차 학습 내용 중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제에 대하여 토론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설계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Ÿ 해당 토론의 쟁점과 내용을 정리하고, 교수자의 생각을 덧붙여, ‘교수님 답변’(피드백)

을 제시하고, 공지사항에 등록하여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

[그림� 7]� 상호작용� 지원� 사례� :� 가톨릭대학교� 『서양철학의�전통』� 게시판

Ÿ 토론방을 ‘소크라테스의 대화법 방식 Q&A'로 운영하여, 학습자들의 질문을 주기적으

로 모니터링 하여 운영튜터가 답변

[그림� 8]� 상호작용� 지원� 사례� :� 가톨릭대학교� 『서양철학의�전통』�
토론방�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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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작용� 지원� 사례� :� 사전� 질문에� 대한� 전문가� 응답
사
례

울산대학교 『한국 산업의 현재와 미래 : 산업 한류를 꿈꾸며(I)』 강좌에서는 K-MOOC

수강생으로부터 사전 질문을 받아 이에 대한 전문가 응답을 담은 콘텐츠를 구성하여 상호

작용을 지원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Ÿ 전문가 인터뷰를 통하여 전 강좌에서 총 3번에 걸쳐, 수업 내용과 관련한 산업 현장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음. 또한, 사전에 현장 전문가에게 질문하고 싶은 궁금증을 별도

질문게시판에 올리도록 권장함

Ÿ 현장 전문가와 현장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해당 주차에, 사전에 올라온 질문에 대하여

전문가가 직접 답변 동영상을 촬영해 제공함

Ÿ 운영튜터가 수요일까지 질문을 모은 후 금요일까지 전문가에게 질문을 드리고 나서,

주말에 촬영 후 차주 월요일에 플랫폼에 올리는 방식으로 운영함

[그림� 9]� 상호작용� 지원� 사례� :� 울산대학교� 『한국� 산업의�
현재와� 미래� :� 산업� 한류를� 꿈꾸며(Ⅰ)』� 강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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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학습자간�상호작용

Ÿ 학습자간 다양한 상호작용 전략을 수립합니다.

� � � � � *� 학습내용에�대한� 토론,� 투표,� 의견교환,� 학습자� 개인의� 경험� 및� 지식� 교환,� 협동� 활동,� 자료공유� 등

Ÿ K-MOOC 플랫폼의 토론방, 위키, meet up 및 이메일, SNS와 같은 도구 활용 등 다양

한 방법을 찾아 적용해 봅니다.

� � � � � *� 토론활동의� 경우,� 토론� 주제를� 제시할� 때� 해당� 주제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유도� 질문(Leading� questions)을�

제시해주는� 것이� 토론의� 초점과�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학습자� 간� 원활한� 상호작용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 � � � *� 단지� SNS� 페이지를�개설하여�공동학습�창구를�마련해주는�것만으로는�학습자들�간의�상호작용을�성공적으로�유도

할� 수� 없습니다.� 해당� 페이지를� 관리하는� 관리자를� 두어,� 학습자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해당� 페이지가�

강좌�전반의�학습�목표와�일관되게�운영될�수�있도록�합니다.

<표� 17>� 학습자-학습자간� 상호작용� 설계� 전략14)

상호작용� 요소 세부� 전략

강좌�속�
학습자의�
존재감� 및�
토론

Ÿ 강좌를 듣는 학습자 간의 친밀도 및 존재감을 강화하기 위해, 토론 게시판

및 개인 친목교류 게시판은 따로 분류하여 생성하라.

Ÿ Ongoing Course의 경우 학습자들이 제출한 과제물들을 교수자가 직접

검토한 뒤, 다음 강좌 차시에 과제물들을 소개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라.

Ÿ 오프라인 미팅을 생성하고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토론

Ÿ 온라인 토론을 생성하여 학습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교수자가

직접 토론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과 예시자료를 업로드하여, 학습자 간

의 토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라.

Ÿ 학습자가 다양한 채널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Facebook등의 SNS 활용

을 연동하라.

산출물

Ÿ 학습자가 제출한 과제 게시물의 경우, 다른 학습자들 또한 그 게시물

을 직접 보고 평가하며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

Ÿ 산출물을 제출한 뒤 동료의 피드백을 토대로 보완한 2차 산출물을 제출

하게 유도하는 등 학습자 간의 교류를 통해 완성해 갈 수 있는 학습 기회

를 제공하라.

상호평가

Ÿ 학습자가 자신이 제출한 과제물을 다른 학습자와의 공유하며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유도하라.

Ÿ 공유된 타 학습자의 산출물, 저널에 대한 팔로우(Follow) 기능 및 ‘좋아요

아이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학습자의 동기 부여 및 친밀감

형성을 유도하라.

14)� 변문경,� 이진호,� 홍석호,� 조하민,� 조문흠(2016).� K-MOOC� 강좌� 개발을� 위한� 상호작용�설계� 전략�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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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작용� 지원� 사례� :� 상호평가
사
례

K-MOOC강좌에서는 교수자가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개방형 응답 문제나 프로젝트형

과제를 제시할 때, 이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상호 평가와 자기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평가는 강좌 운영 팀이 생성한 채점 기준 표(Rubric)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상호평가의 경

우 다른 학습자의 답변을, 자기 평가의 경우 자신의 답변을 기준 표로 평가하게 됩니다. 개

방형 응답 평가에서는 일반적으로 학습자가 자신의 답변만을 볼 수 있으며 다른 학습자의

답변을 평가하는 경우 해당 학습자의 답변까지만 볼 수 있습니다.

채점 기준 표를 작성할 때 각 평가 등급에 몇 포인트를 부여할지 결정하고 각 평가 등급

에 대한 설명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다음은 평가 항목 1개와 다수의 평가

등급을 구성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평가� 항목

제목 : Origins

프롬프트 : 이 답변은 100년 전쟁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는가? (최대 5점)

포인트 제목 설명

0 전혀� 그렇지�않음 이�답변은� 백년� 전쟁의� 원인을� 논의하지� 않았음.

1 왕위� 계승권�다툼
이�답변은� 잉글랜드와�프랑스� 간의� 왕위� 계승권�다툼을� 암시하고� 있으나�
잉글랜드의� 에드워드� 3세와� 프랑스의� 필립� 6세를� 언급하지� 않았음.

3 에드워드와� 필립
이�답변은� 에드워드� 3세와� 필립� 6세� 간의� 왕위� 계승권� 다툼을� 다뤘으나�
살릭� 법의� 역할을� 논의하지� 않았음.

5 살릭� 법
이� 답변은� 살릭� 법이� 에드워드� 3세와� 필립� 6세의� 왕위� 계승권� 다툼에�
어떤� 식으로�관여하여�백년� 전쟁을�촉발했는지� 설명했음

*� 평가등급� 예시15)

15)�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6).� K-MOOC� 강좌� 개발� 및� 운영�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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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작용� 지원� 사례� :� 오프라인� 특강
사
례

성균관대학교 『창의적 발상』 강좌에서는 K-MOOC 학습자들을 해당 대학으로 초대하여

오프라인 특강을 진행하며, 의사소통의 시간을 가진 바 있습니다.

오프라인 특강에서는 그 동안에 제기되었던 주요 질문들에 대한 답변 시간을 가졌으며, 참석

하지 못한 학습자들을 위해 해당 특강을녹화하여 온라인강좌에업로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림� 10]� 상호작용�지원� 사례� :� 성균관대학교�
『창의적� 발상』� 오프라인�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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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학습내용간�상호작용

Ÿ 학습자가학습내용을쉽게이해하고받아들일수있도록학습내용중간중간에문제풀이등

다양한활동을설계합니다.

Ÿ K-MOOC 플랫폼은 Problem set이나 외부 학습 자료 업로드 및 링크 등 다양한 학습자

원의 제공으로학습내용과 학습자가상호작용을하도록 만들어져있습니다.

Ÿ 각 학습 자료는 해당 학습 내용을 요약하거나 핵심사항을 일러주는 글 또는 동영상과

함께 제시하여 학습방향을 제시해 주도록 합니다.

<표� 18>� 학습자-학습내용간�상호작용�설계� 전략16)

상호작용� 요소 세부� 전략

텍스트

Ÿ 본격적인 모듈이 들어가기 전에, 강좌 소개에서 강좌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영상이나 텍스트로 제공하라.

Ÿ 강좌 개발 시 핸드아웃이나 참고자료, 심화 학습내용들을 제공하고, 추
가 학습 자료를 제공하라(PDF, 심화 유튜브 영상 링크, 비디오 Script,
Reference list, Simulation tool등)

Ÿ 동영상 강의에 대한 학습 정리 및 추가 토론 거리에 대한 내용을 텍스트
및 사진자료로 올려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라.

교육�영상

Ÿ 주제에 따라 다양한 교수자(혹은 관련 전문가)를 섭외하여 제작하라.
Ÿ 한 강좌 안에 다양한 유형의 동영상 강의를 구성하라(인터뷰 방식, 다
른 전문가들과의 대담 방식 등).

Ÿ 학습자가 자신의 실제 생활에서 강좌 콘텐츠와 연계할 수 있는 실제적
인 문제를 제기하거나, 실생활과 관련된 영상을을 삽입하라.

오디오�영상
Ÿ 단순한 영어 자막 파일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학습자에게 직접 교수자
의 육성이 담긴 음성 파일을 팟캐스트 등을 활용하라.

내재적�내용

Ÿ 학습자가 배운 내용을 동시적으로 확인하며 수업을 수강할 수 있도록
Pop Quiz, Pre-Quiz등 다양한 형태의 수행 과제를 제공하라.

Ÿ 학습자 스스로 배운 것을 직접 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문제를 제시
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

교훈적�내용
Ÿ 학습자가 실제로 자신의 실생활과 관련하여, 강좌를 통해 배운 것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라.

학습자-자신과의�상호작용

Ÿ 학습자가 학습한 내용을 자신의 실제 삶에 적용하여 성찰해보고, 유의미한 학습 경험

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을 수립합니다.

� � � � � *� 토론� 주제의� 자유로운�설정� 허용,� 학습자� 개인의� 상황과� 연관될� 수� 있는� 과제� 제시,� 실생활에서� 마주하는� 사람

들과의�토론� 유도� 등

16)� 변문경,� 이진호,� 홍석호,� 조하민,� 조문흠(2016).� K-MOOC� 강좌� 개발을� 위한� 상호작용�설계� 전략�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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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작용� 지원� 사례� :� 자문자답� 토론
사
례

성균관대학교 『생명의 과학』 강좌에서는 SQ(Self-Question) 에세이 과제를 제시하여,

자문자답 형식의 토론이 진행되도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Ÿ 모든 학습자들이 스스로 관련 토론 주제를 제시하고, 다른 학생들이 제시한 토론 주제

에도 참여하면서 그 과정에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방식으로 운영됨

Ÿ 게시판 기능을 활용하였으며, 2016년 운영 당시 토론 주제가 1,300개 정도 올라왔었고,

주제별로 10개 이상의 댓글이 작성되고 토론도 원활하게 이루어졌음

� 상호작용� 지원� 사례� :� 게시글� 작성� 및� 에세이� 과제
사
례

영남대학교 『소통 : 행복과 변화로 가는 길』 강좌에서는 게시글 작성 및 에세이 과제를

제시하여, 자신과의 상호작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였습니다.

Ÿ 강좌의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해보기, 소통 원칙 세우기, 자신/타인과의 소통 증진을

위한 훈련방법 탐색하기 등 학습내용에 대한 성찰 활동을 유도함으로써 학습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삶 속으로의 전이를 지원함

[그림� 11]� 상호작용� 지원� 사례� :� 영남대학교� 『소통� :� 행복과� 변화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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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학습� 지원

학습자의 원활한 학습을 도울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내용 및 기능을 제공해야 합니다.

K-MOOC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학습지원 기능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불편함 없이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체크리스트� :� 학습� 지원

학습지원에 대한 체크리스트 내용은 권장사항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이는 학습자들이 성공

적으로 학습을 수행하고 마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의 내용

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과 참고할만한 사항을 참조하여 적절한 학습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준비하기 바랍니다.

필수/
권장

구분 내용 Yes No

권장 학습� 지원

학습자의 원활한 학습과 성공적 이수를 돕기 위한
학습지원 전략을 수립하였는가?

☞� 학습자의� 원활한� 학습에� 도움이� 되는� 학업적(예� :� 강좌� 기
본� 정보,� 학습방법,� 참고자료� 정보� 등),� 행정적(예� :� 수강신
청,� 수료처리� 등),� 기술적(예� :� K-MOOC� 플랫폼� 이용방법�
및� 기술적� 문제� 해결방법�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
하였는지�검토

지원�내용

Ÿ 학습자의 원활한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을 정보를 학업적 부분, 행정적 부분, 기술적

문제 등으로 체계화하여 정리해 봅니다.

� � � � � *� 【학업적� 부분】� 강좌� 기본정보,� 기타� 참고자료�정보� 등�

� � � � � *� 【행정적� 부분】� 수강� 신청,� 수료� 처리에� 대한� 안내� 등

� � � � � *� 【기술적� 문제】� K-MOOC� 플랫폼� 사용방법,� 기술적� 문제와� 관련된� FAQ� 및� 지원� 방법� 안내� 등� �

지원�기능

Ÿ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강좌의 기본 정보(강좌 운영 계획, 학습 방법 안내, 질문 게시판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Ÿ 자주 묻는 질문을 유목화한 FAQ와 질문·제안·문제점을 보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Ÿ K-MOOC 플랫폼은 학습 현황을 점검할 수 있는 진행�상황 메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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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좌� 정보
사
례

강좌 정보를 통해 학습목표, 주차별 학습내용, 평가방법, 이수기준, 상호작용을 위한 운영

튜터 연락처, 질의응답 게시판 안내 등을 안내하도록 합니다.

또한 주차별 학습내용 제시를 간략하게, 요목화하여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림� 12]� 강좌정보�제공� 사례� :� 울산대학교� 『가족과� 건강� :� 심뇌혈관질환의�예방� 강좌』�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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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평가

평가는 학습자가 학습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점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학

습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적합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평가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평가내용, 평가방법, 평가도구, 평가 피드백 측면에서 알아봅니다.

� 체크리스트� :� 평가

평가에 대한 체크리스트는 평가요소, 평가방법, 피드백을 포함합니다. 모든 영역이 권장사

항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적절한 평가와 피드백을 설계하는 것은 학습의 성과를 좌우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으므로 많은 고민을 통해 설계하도록 합니다. 체크리스트의 내용에 대

한 부가적인 설명과 참고할만한 사항은 이후 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필수/
권장

구분 내용 Yes No

권장 평가요소
학습목표를 고려하여 적합한 평가를 설계하였는가?

☞� 학습� 목표� 및� 수료� 기준에� 적합한� 난이도와� 방법의� 평가
가�설계하였는지�검토

권장

평가방법

학습 전반에 걸쳐 학습 내용에 대한 형성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설계하였는가?

☞� 학습과정에서� 학습목표� 달성� 수준을� 점검할� 수� 있도록� 각�
모듈별� 평가가� 설계하였는지� 검토(예� :� 각� 모듈별로� 10개�
미만의� 퀴즈를� 포함하는� 등)

권장

최종적으로 학습목표 달성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총괄 평가를 설계하였는가?

☞� 강좌� 수강을� 마치고� 학습목표� 달성� 수준을� 평가하고,� 학습
한� 내용을� 종합·적용할� 수� 있도록� 총괄평가를� 설계하였는
지� 검토(전체의� 학습목표에� 부합하는� 고차원적이고� 포괄적
인�평가문항�개발을� 권장함)

권장 피드백

각 평가요소별로 적합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는가?

☞� 각� 평가요소(퀴즈,� 과제,� 토론� 등)에� 대하여� 적합한� 피드백
(예� :� 정답� 제시,� 오답에� 대한� 교정적� 피드백� 및� 추가·관
련� 학습내용,� 우수� 과제� 혹은� 토론글의� 예시� 등)을� 설계하
였는지�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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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Ÿ 학습목표와 교수․학습 활동 및 방법과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 � � � � *� 평가방법과�내용,� 난이도가� 설정한� 학습목표와�부합하지�않는다면�평가� 재설계가�필요합니다.

(퀴즈의� 경우� 난이도� 조정이� 필요하지�않은지,� 문항의� 수가� 충분한지�등을� 검토합니다)

평가�방법

Ÿ 학습자가 강좌를 수강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능력을 확인하고 수강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진단적 사전평가를 제공할 것을 권장합니다.

� � � � � *� 사전평가는�학습자가�강좌� 수강에� 필요한� 지식� 습득을� 위한� 효과적인�교수전략�중� 하나입니다.

Ÿ 형성평가와 총괄평가 모두 제공할 것을 권장합니다.

� � � � � *� 형성평가는� 학습�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하며,� 총괄평가는� 최종적인� 학습� 목표� 달성을�

확인하기�위하여� 설계합니다.

<표� 19>� 형성평가와� 총괄평가

구분 설명� 종류� 비고�

형성
평가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가
주차별 학습목표에 따라
성공적으로 학습하고 있는
지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
하는 평가

Ÿ 학습내용에 대한 학습
자의 비판적 사고와
지속적인 성찰을 촉진
시키는 활동과 과제

Ÿ 점수가 부여되지 않는
성찰보고서, 여러 번 응
시 가능한 퀴즈. 게시판
에서의 토론활동

Ÿ 성찰보고서 및 과제에
대해서는 자기평가와
상호평가 등을 시도할
수 있음

총괄
평가�

한 단위의 학습과제 혹은
한 강좌가 끝났을 때 정해
진 수업 목표의 달성여부
를 종합적으로 판정하기
위하여 치르는 평가

Ÿ 어떤 활동이나 과제든
지 최종 점수나 성적
을 확인하는 평가

Ÿ 추가적인 성찰을 필요
하지 않는 경우 총괄
평가로 간주

Ÿ 응시 기회가 한번 부
여되는 퀴즈, 리포트,
또는 프로젝트

Ÿ 리포트, 프로젝트 등에
대해서는 상호평가를
시도할 수 있음

Ÿ 평가 기준은 명확하고,
명료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제시되어야 함

Ÿ 평가 기준을 명시하는
루브릭은 학습자들의
수행 수준을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됨

Ÿ 모든 총괄평가는 정해
진 기한이 있으며, 기
한이 지난 후에는 정
답, 혹은 우수사례가
제시되어야 함

�



K-MOOC�강좌� 개발·운영을�위한�가이드라인

- 48 -

평가�도구

Ÿ 다양하고 많은 학습자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학습내용 및 학습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평가도구를 적용해 봅니다.

� � � � � *� 시험(중간고사,� 기말고사,� 퀴즈),� 과제물(보고서,� 리포트,� 프로젝트,� 탐구과제,� 숙제),� 참여/출석(출석,� 대화방� 및�

토론방� 참여� 회수),� 토론(온라인� 토론,� 게시판� 토론,� 토론리포트),� 기타(포트폴리오,� 실험/실습,� 발표,� 사례연구)� �

Ÿ K-MOOC에서 평가는 강좌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차시별 또는 중간 및

기말 시험 차시에 문제를 푸는 Problem set을 가지고 있습니다.

Ÿ O/X, 단답형, 선다형, 서술형 등 여러 유형의 시험 문제를 생성·관리 할 수 있는 문항

관리 및 문제 출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Ÿ 개인 의견 기술이나 과제 등 서술식 평가에서 모범답안이나 서술내용에 대한 명확한

평가 기준을 준비합니다.

<표� 20>� K-MOOC� 플랫폼� 평가� 및� 학습활동� 기능

구분 내용

문제

일반

주석 문제, 조건부 모듈, 사용자 정의 JavaScript 문제, 외부 채점
자, 구글캘린더 도구, 구글 드라이브 파일 도구, 구글 Instant
Hangout 도구, iFrame 도구, LTI 구성요소, 개방형 응답 평가, 설문
조사 도구, 응답 맞춤형 힌트가 있는 문제, LaTex 작성한 문제, 학
습자 노트 도구, 텍스트 입력 문제, World Cloud Tool, 맞춤형
Python평가 입력문제

이미지�
기반

Drag & Drop 문제, 전체 화면 이미지 도구, 이미지맵 입력 문제,
이미지 확대/축소 도구

다양한�
유형

체크박스 문제, Drop down 문제, 선다형 문제, 선택형-수식 입력
혼합 문제

STEM
화학공식 문제, 회로도 문제, 유전자탐색기(Gene Explorer) 도구,
수식입력 문제, 분자편집기 도구, 분자 뷰어 도구, 수식입력 문제,
주기율표 도구, Protex 단백질 구성기 도구

상호평가
학습자간 평가가 가능하며, 평가 결과는 자동 관리 기능 제공

☞� 평가� 절차와�방법이� 생소한� 학습자들을� 위해,� 평가� 절차와�기준에� 대한� 상세한�
설명,� 평가� 연습� 기회� 등을� 제공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표절자동
검사

시험, 과제물에 대한 모사답안 표절 자동 검사 기능 제공

� � � � � *� 자세한� 사항은� 『K-MOOC� 강좌� 개발� 및� 운영� 매뉴얼』17)� 참조

� � � � � **� 위� 기능들은� ‘17년� 2월� 기준으로,� 플랫폼� 고도화� 과정에서�일부� 변경될� 수� 있음�

17)� http://kmooc.readthedocs.org/ko/latest/exercises_tools/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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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형� 과제
사
례

연세대학교 『서비스 디자인』 강좌에서는 매 주차마다 개별 프로젝트 과제를 제시하였습

니다. 학습자는 몇 가지의 주제 중 하나를 골라 과제를 수행하고 업로드하였으며, 교수자

는 이를 확인한 뒤, 과제 제시 페이지에 과제 수행 사례를 공유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그림� 10]� 프로젝트형�과제� 사례� :� 연세대학교� 『서비스� 디자인』� 강좌� 프로젝트� 과제� 안내

Ÿ 과제는 학습내용을 현장에 적용하거나, 이론적으로 배운 내용을 직접 적용하여 수행해

볼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Ÿ 과제 제출기한을 정확히 명시하고, 하나의 과제를 몇 단계의 단위로 나누어 학습자가

차례대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Ÿ 과제에 대한 채점 기준을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모범 답안(예시)를 제시하는 것도 좋

습니다.

Ÿ 과제 내용은 강좌 내용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사고를 유발하는 내용으로 구성하고, 질

문을 통해 학습자가 자기성찰의 시간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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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피드백

Ÿ 각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마다 적합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 � � � � *� 평가� 점수,� 정답,� 오답에� 대한� 해설� 등

Ÿ 적시에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 � � � *� 각� 문제,� 평가를� 마치는� 시점에� 피드백� 제공,� 채점자가� 채점을� 마친� 시점에� 피드백� 제공,� 이전� 차시의� 토론/과제

/프로젝트�등에� 대한� 총괄적/부분적인�피드백� 제공� 등�

� � � � � *� ’응답� 맞춤형� 힌트가� 있는� 문제‘� 개발� 시� 학습자의�응답에� 따라� 다른� 힌트를� 제공할� 수도� 있음

� 상호평가
참
고

MOOC의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는 학습자 간 상호 평가(Peer assessment)가 가능하다

는 것입니다.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일방적으로 평가해온 기존 교육법과 다른 점이기도 합

니다. 상호평가 이론에 따르면, 동료 학습자들의 상호 평가를 통해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

성과를 다른 학습자들과 비교하고 벤치마킹하기 때문에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18).

상호평가에 대한 학습자들의 경험은 긍정적인 편인데, 다음의 인터뷰 내용을 참조하기 바

랍니다.

*� 상호평가를�적용하는�방법은� 『K-MOOC� 강좌� 개발� 및� 운영� 매뉴얼>8.25.1.� 개방형� 응답� 평가』� 참조

“상호평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에요. 다른 학생을 평가하는 게 신

기하기도 하고, 새롭고 기분이 좋았어요. 다른 학생들의 과제를 보는 것 자체가 공부가 많

이 되기도 했어요.”

“상호평가는 상당히 좋았어요. 이게 실제로 학교 다니면서 과제 제출하고 거기에 대한 코

멘트를 받는다는 게 신기했어요. 학교 때 교수님들이 코멘트를 안 주시는 경우가 더 많았

거든요. 하루 이틀이면 동료에게서 의견이 전달되는데, 그걸 확인하면서 상당히 좋았어요.”

“상호평가를 하다 보면 과제에 대한 조언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위로까지 주는 경우가 있

어요. 상세하게 피드백을 해주는 경우가 많았고, 잘못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

다고 구체적으로 적어주어 만족스러웠어요.”

18)� 서승일(2016).� MOOCs� 수료자의� 학습활동에�대한�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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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NILE� 사전검수

국가평생교육진흥원(NILE)에서는 K-MOOC 강좌 질 관리를 위하여 MOOC, 저작권, 웹

접근성 전문가들로 구성된 ‘K-MOOC 콘텐츠 품질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K-MOOC에 개설되는 모든 강좌는 K-MOOC 콘텐츠 품질관리위원회의 검수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체크리스트� :� 사전검수

품질검수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강좌 개발 계획에 대한 NILE 사전검수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사전검수를 통하여 본격적인 강좌 개발이 시작되기 전, 설계 단계에서의 점검

및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필수/
권장

구분 내용 Yes No

필수 사전검수

NILE 사전검수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였는가?

☞� K-MOOC� 콘텐츠� 품질관리위원회에서� 강좌개발계획서� 등을�
검토� 후� 수정� 요청·권고사항을�제공�

Ÿ 품질검수는 개발 전 설계 단계에서 진행되는 ‘사전검수’와 개발이 70% 정도 진행된 시점에

서 진행되는 ‘최종검수’로 구분됩니다. ‘사전검수’시에는 교수-학습 설계를 중심으로, ‘최종

검수’시에는 저작권 및 웹 접근성 부문을 중심으로 검수가 이루어집니다.

Ÿ 사전검수는 K-MOOC 콘텐츠 품질관리위원회가 설계 과정의 최종 산출물이라 할 수 있는

‘강좌개발계획서, 스토리보드 등’을 서면 검토하여 향후 설계·개발·운영의 전 과정에서 고려

해야할 사항과 관련된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 � � � *� 사전검수� 시� 대학에서�작성·제출하는�양식은� 추후� NILE에서�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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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2.� 개발� 단계

본 장에서는 실제적인 강좌를 제작하는 단계에서 살펴봐야 할 내용을 소개합니다. 특히

대표적인 콘텐츠 유형인 동영상 및 기타 자료를 효과적으로 제작하는 전략에 대하여 살펴

볼 예정이며, 웹 접근성과 저작권 등 제작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다룰 것입니다.

� 체크리스트� :� 동영상

동영상에 대한 체크리스트는 동영상 길이, 동영상 재생상태, 동영상 자막에 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 중 동영상 재생상태, 동영상 자막은 필수 사항으로 반드시 준수하도록 합

니다. 체크리스트의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과 참고할만한 사항은 이후 페이지를 참조

하기 바랍니다.

영역
필수/
권장

구분 내용 Yes No

동영
상

권장 동영상�길이�

학습자의 주의집중 시간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할하여 제시하고 있는가?

☞� 동영상은� 의미� 있는� 학습� 단위를� 기준으로� 분할하여�
여러� 유닛으로� 제시하는지� 검토(예� :� 각� 유닛은� 15
분� 내외� 분량으로� 구성)

필수
동영상
재생상태

일관되고 적절한 수준의 동영상과 오디오 품질
을 유지하는가?

☞� 모든� 동영상의� 화질과� 오디오� 출력이� 깨끗하고,� 문제
없이� 재생이�되는지� 검토

필수

동영상�자막

모든 동영상은 자막을 제공하고 있는가?

☞� 모든� 동영상에� 한글자막과� 영어자막을� 함께� 제공하
고�있는지� 검토

필수
모든 자막은 동영상과 잘 맞게 제시되는가?

☞� 동영상과� 자막의� 싱크가� 문장� 수준에서� 잘� 맞아� 영상
과�자막을� 동시에�보는� 데에� 어려움이�없는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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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동영상

Ÿ 동영상은 MOOC의 가장 주요한 학습 요소입니다. MOOC를 위한 동영상 콘텐츠 개발

시에는 반드시 모듈화에 대한 고민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체 내용을 어떻게 분

할하여 제시할 지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 강좌를� 무조건� 작은� 단위로� 분절하는� 게� 효과적인가요?
질
문

동영상 강의를 작은 단위로 쪼개어 제공하는 방법이 항상 학습효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

니다. 강의 자료를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학습자가 너무나 많은 학습 유닛을 다루어야하는

경우에는 학습자로 하여금 과부하(Overloading)를 불러 올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동

영상 길이는 15분 내외가 적당합니다. 그 이상이라면 학습자들의 몰입도를 고려하여 의미

있는 단위의 부분 영상들로 분할하도록 합니다.

� 동영상� 콘텐츠의� 효과를� 최대화하려면?19)
질
문

1) 동영상과 함께 Quiz, Discussion 등과 같은 성취도를 확인하기 위한 학습 요소를 함께

넣어주세요.

2) 동영상을 제시할 때에는 항상 한 두 문단 가량의 요약문을 첨부해주세요(해당 동영상

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알려주어야 학생들의 학습과정에 도움이 됩니다. 또

어떤 학생들은 글을 읽으면서 학습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3) 동영상을 시각적 자료와 같이 사용해주십시오. 간단한 도표나 도식, 그림 등을 활용하

면 동영상을 통한 학습이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4) 동영상은 학습자의 감성과 동기를 자극하는데 아주 유용한 매체입니다. 감성적인 동영상

콘텐츠를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학습(기억, 파지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Ÿ 동영상의 화면으로 제시되는 정보와 음성으로 제시되는 정보가 일치되도록 합니다. 시

각 또는 청각 장애 학습자와 그렇지 않은 학습자가 같은 동영상을 통해 학습했을 때,

최대한 동일한 수준으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 � � � *� 이를� 위해서� 교수자는�자신이� 활용하고�있는� 학습� 자료,� 자신이� 취하는� 행동� 등이� 제시하고� 있는� 바를,� 자신의�

말과� 화면에� 모두� 담아낼� 수� 있도록�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오디오가� 제공되지� 않는� 기타� 시각적� 학습� 자료가�

많은� 경우,� 이를� 묘사하거나�담아내고�있는� 오디오� 파일을� 제공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Ÿ 또한 색맹인 학습자나 색깔을 보여주지 못하는 학습기기를 사용하는 학습자를 위해서,

색깔로서 정보를 분별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학습 자료는 지양해야 합니다.

19)� edX� 강좌� :� 『VideoX� Creating� Video� for� the� edX�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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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예시� 화면 특징 체크�사항

교수자� 얼굴�
위주� 촬영�
비디오

Alexander� von� Hum,bolt� Institute�
for� Internet� and� Society,�

Knowledge� Base�

Ÿ 평범한 스타일, 일반적으로
스튜디오에서 촬영함

Ÿ 화면에 나오는 사람과 학
습자 사이의 친숙한 관계
를 형성하기 위해 이용됨

Ÿ 단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중 카메라 앵글을 이용
할 수 있음

Ÿ 오디오 파일만
제공하는 것에
비하여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Ÿ 교수자의개성이
잘드러나는가?

PPT�
슬라이드와�
오디오

Cousera(Ludwig-Maximilians�
Universitat� Munchen),� Competitive�

Strategy

Ÿ 슬라이드를 전체 화면으로
보여주고 오디오를 더하는
(voice-over) 방식

Ÿ 정보를 강조하거나 또는
학습자의 주의를 특정 세
부사항에 집중시키기 위하여
활용

Ÿ 슬라이드 화면위에 주석을
덧붙여 이용할 수 있음

Ÿ 오디오는 슬라
이드의 내용을
적절하게 보조
해주고 있는가?

Ÿ 슬라이드 화면
은 알아보기
쉬우며, 시각
적으로 매력적
인가?

화면� 속�
화면

(Picture-in-
Picture)

Cousera(University� Maryland,�
College� Park),� Developing�
Innovative� Ideas� for� New�

Companies� :� The� First� step� in�
Entrepreneurship

Ÿ 슬라이드와 교수자를 동시에
보여줄 수 있음

Ÿ 슬라이드와 교
수자를 동시에
보여주어야 할
합당한 이유가
있는가?

Ÿ 교수자와 슬라
이드 화면 중
학습자들이 집
중해야할 부분
이 어디인지
어떻게 안내할
것인가?

Ÿ 텍스트와 작은
그림 등이 휴
대 기기를 통
해서 시청하더
라도 문제가
없겠는가?

다음 내용을 통하여 MOOC에서 주로 사용하는 동영상 유형에는 무엇이 있는지, MOOC

에 적합한 동영상제시전략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학습활동요소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표� 21>� MOOC에서� 주로� 사용되는�동영상� 유형20)

20)� 나일주(2015).� (글로벌� 학습시대)� 묵스의� 이해.�

Hansch,� A.,� McConachie� K.,� Schmidt,� P.,� Hillers� L.,� Newman� C.,� Schildhauer,� T.� (2015).� The� Role� of�

Video� in� Online� Learning� :� Findings� From� the� Field� and� Critical� Ref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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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예시� 화면 특징 체크�사항

텍스트�
오버레이
(Text�
Overlay)

Cousera(Universiteit� Leiden),�
Configuring� the� World� :� A� Critical�
Political� Economy� Approach

Ÿ 글 또는 그래픽이 동영상
위에 제시됨

Ÿ 주요한 내용을 요약하거나,
키워드를 강조하고, 논의되
고 있는 주제를 가시화하
는데 이용할 수 있음

Ÿ 텍스트 오버레
이는 이해를
돕고 있는가?
혹은 학습자의
주의 집중을
방해하는가?

Ÿ 텍스트 오버레
이에 제시된
내용의 분량이
적절한가?

판서
(Actual�
Paper/

Whiteboard)

edX(WellesleyX),� Introduction� to�
Grobal� Sociology

Ÿ 디지털 태블릿 캡처에 대
한 대안적 방식

Ÿ 똑바로 세워진 화이트보드
나 책상위에 올려놓은 종
이를 오버헤드 카메라로
촬영하는 방식

Ÿ 칠판 위의 내
용을 학습자가
쉽게 읽을 수
있는가?

Ÿ 내용을 칠판에
담으면서, 그 내
용이 모호해지
지는않았는가?

디지털
판서
(Tablet�
Capture)

Khan-Style� :� Khan� Academy,�
Making� a� KSV

Udacity-Style� :� Udacity� course,�
Artificial� Intelligence� for� Robotics

Ÿ 판서를 교수자의 음성과
실시간으로 맞춰 녹음하는
방식

Ÿ 판서는 교수자의 의도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고 설
명의 흐름에 맞춰서 표현
할 수 있으며, 빠른 수정이
가능함

Ÿ 자연과학의 개념 설명, 수
학의 문제풀이 등에 적합

Ÿ 보통 태블릿(Khan-Style)
이나 디지털 화이트보드
(Udacity-Style)를 활용함

Ÿ 교수자는 일반적으로 대화
하는 방식으로 편안하게
설명하며, 상대적으로 제작
하는 데 저렴하고 손쉬움

Ÿ Udacity-Style 콘텐츠를 제
작할 경우에는 오버헤드
(Overhead) 카메라를 이용
하여 교수자의 손을 담아내
며, 글씨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편집 과정에서 교수
자의 손을 반투명 처리함

Ÿ 판서가 잘 알
아볼 수 있게
작성되었는가?

Ÿ 교수자가 단계
적으로 설명하
는 방식이 학
습자에게 이해
하기 쉬운가?

화면캐스트
(Screen
-cast)

edX(GeorgetownX),� GUIX501-01x�
Terrorism� and� Counterterrorism

Ÿ 기존 자료를 컴퓨터 화면에
실행하면서 교수자의 음성
과 함께 캡처하는 방식

Ÿ 별도의 온라인 자료가 없
어도 동영상 콘텐츠를 만
들 수 있음

Ÿ 프로그래밍 교육이나 컴퓨
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시
뮬레이션 교육 등에 적합

Ÿ 학습자가 화면
에 제시되는
단계들을 쉽게
따라갈 수 있
는가?

Ÿ 학습자가 그들
의 주의를 화면
의 어느 곳에
집중해야 하는
지 안내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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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예시� 화면 특징 체크�사항

애니메이션
(Animation)

Youtube,� What� is� MOOC?

Ÿ 추상적인 개념과 관계 등
을 시각화 하는데 유용함

Ÿ 매우 간단한 것에서부터
아주 정교한 것 까지 그
범위는 다양함(예 : RSA
Animate-style)

Ÿ 애니메이션의
제작비용을 고
려했을 때 그
만한 교육적
가치가 있는가?

교실� 강의�
촬영� 유형
(Classroom�
Lecture) Cousera(University� Maryland,�

College� Park),� Developing�
Innovative� Ideas� for� New�

Companies� :� The� First� step� in�
Entrepreneurship

Ÿ 면대면 수업 장면을 촬영
하고 이를 편집하여 콘텐
츠를 만드는 것

Ÿ 학습자로 하여
금 어떻게 강
의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도
울 것인가?

Ÿ 온라인 학습자
들이 현장의
학습자에 비하
여 소외되거나
관찰자라는 느
낌을 받을 위
험은 없는가?

세미나� 촬영�
유형

(Recorded�
Seminar)

Cousera(Wesleyan� University),�
How� to� change� the� world

Ÿ 주로 교수자와 현재 또는
과거의 강좌 학습자들이
함께 하는 세미나 토론을
촬영하는 것

Ÿ 학습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다른 학습자들과 교실 안
에 함께 있다는 느낌을 주
는데 유용할 수 있음

Ÿ 세미나가 다소
비구조적이거
나 또는 너무
대본을 읽듯
진행되어 복잡
하거나 어색하
지는 않은가?

Ÿ 학습자들이 세
미나 참여자라
는 느낌을 받
겠는가 아니면
동떨어져 있다
는 느낌을 받
겠는가?

인터뷰� 유형
(Interview)

Cousera(Wesleyan� University),�
How� to� change� the� world

Ÿ 특정 분야의 외부 전문가
를 참여시키는 방법

Ÿ 관련한 주제에 대한 전문
가들의 의견과 생각을 접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Ÿ 인터뷰 질문들
은 잘 구조화
되어 있고, 유
의미한가?

Ÿ 인터뷰를 통하
여 학습자들이
다른 곳에서는
얻기 어려운 생
각들과 논의들
을 담아내는가?

대화� 유형
(Conversati
on)

Cousera(Emory� University),�
Understanding� Violence

Ÿ 교수자와 게스트가 특정
주제에 대한 비격식적인
대화하는 모습을 촬영

Ÿ 일반적으로 대본이 없는,
실제의 대화를 촬영하여,
몰입을 유도함

Ÿ 강좌 주제 및 토론에 대해
성찰해보는 하나의 방법으
로 이용할 수 있음

Ÿ 대화 주제가
학습자들을 자
극하고 흥미롭
게 하는가?

Ÿ 비격식적인 동
영상의 활용은
학습에 어떠한
유익을 가져다
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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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예시� 화면 특징 체크�사항

라이브� 영상�
유형

(Live� Video)
Cousera(University� Leiden),� The�

changing� grobal� order

Ÿ 교수자의 꾸미지 않은 생
생한 모습을 라이브로 촬
영하는 방식

Ÿ 교수자가 강좌 내의 자신
의 존재감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Ÿ 구글 행아웃 서비스 등은
외부 전문가를 참여 시키
는데 유용함

Ÿ 학습자들에게 그들의 질문
에 대한 답변을 실시간으
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Ÿ 안정적이고 빠
른 인터넷 연
결망을 갖추고
있는가?

Ÿ 좋은 품질의
마이크와 오디
오 장비를 갖
추고 있는가?

Ÿ 라이브 방송
일정이 학습자
들의 다중 표
준시에서 적합
한 시간대로
잡혀 있는가?

웹캠� 캡쳐�
유형

(Webacam�
Capture)

Iversity(various� universities),� The�
European� Union� in� Global�

Governance

Ÿ 상대적으로 제작비용이 적
고, 웹캠에 쉽게 접근해 이
용할 수 있음

Ÿ 교수자 얼굴 위주 촬영 유
형(Talking Head)과 비슷
하지만, 보다 비격식적이며
스튜디오 촬영이 아님

Ÿ 양질의 영상을
제작할 수 있
는 해상도의
웹캠을 갖추고
있는가?

Ÿ 주위 배경이
주의를 분산시
키지는 않는가?

Ÿ 조명과 오디오
장치는 적절한
수준을 갖추고
있는가?

시범� 유형
(Demonstra
tion) Cousera(UNSW� Australia),�

Mechnics� :� Motion,� Forces,�
Energy� and� Gravity� from�
Practicles� to� Planets

Ÿ 학습자들로 하여금 개념,
활동의 과정 등에 대해 단
지 설명을 듣게 하는 것이
아닌, 직접 볼 수 있도록
지원함

Ÿ 학습자들에게 인공물, 예
술, 기구 등에 특별한 접근
기회를 제공해 줌

Ÿ 학습자들에 다른 경위를
통해서는 보거나 직접 해
볼 수 없을 실험들을 보여
주는데 매우 유용함

Ÿ 학습자들이 시
범의 모든 절
차와 결과들을
충분하게 볼
수 있는가?

Ÿ 시범을 보이는
모습을 촬영하
는 것이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
는 것보다 좋은
것인가?

현장� 촬영�
유형

(On-Locatio
n)

iversity(Open� Online� Academy),�
Contemporary� Architecture

Ÿ 학습자들이 직접 방문하기
어렵고, 기존에는 얻지 못
했던 새로운 관점으로 대상
을 바라볼 기회를 제공함

Ÿ 통제되지 않는 촬영 주변
환경은 위험 요소로 작용
할 수 있음

Ÿ 학습자에게 특
정 장소를 직
접 보여주는
것이 어떤 점
에서 유익한가?

Ÿ 주변 환경의
소음을 피해
깨끗한 음질의
오디오를 획득
할 수 있는가?

Ÿ 악천후나 예기
치 못한 상황
등을 대비한
대비책을 마련
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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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스튜디오

Youtube,� English� on� the� Go

Ÿ 방송 제작 기술의 일종으
로 영상을 합성하는 것을
의미

Ÿ 이러닝 콘텐츠 및 MOOC
과정 제작에 널리 사용됨

Ÿ 크로마(푸른색 혹은 녹색
의 배경) 세트에서 촬영을
진행한 후, 다른 영상이나
이미지를 합성

Ÿ 실제 사건, 환경, 실제 상
황을 다룬 영상, 실사 사진
등의 배경에 교수자의 영
상을 결합한 형태로 실제
감과 현장감 있는 강의가
제공됨

Ÿ 교수자는 스튜
디오에서 필요
한 액션을 해낼
능력이 있는가?

Ÿ 그린 스크린을
사용해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가?

Ÿ 배경에 의해
학습자들의 주
의가 빼앗기는
가, 아니면 학
습자들의 학습
경험에 기여하
는가?

�

어떤� 동영상이� 학습자의� 주의집중을�

효과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을까?21)�
질
문

� 번호 유형 제안

1 짧은 길이의 동영상
Ÿ 설계 단계에서부터, 동영상을 작게 세분화하고
어떻게 하면 짜임새 있게 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 보세요.

2
강의 슬라이드에 교수자가
함께 등장하는 동영상

Ÿ 슬라이드만 제공되는 영상보다는 슬라이드와 교
수자가 함께 등장하는 동영상이 효과가 더 좋습
니다.

3
자연스런 환경에서 촬영한

동영상

Ÿ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촬영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Ÿ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 스튜디오에서 제작할 필
요는 없습니다.

4
교수자가 테블릿을

사용하여 펜을 쓰는 느낌
그대로 판서하는 동영상

Ÿ 즉흥적인 설명과 함께 적절한 움직임(motion)과
시각적 흐름(visual flow)이 제시될 경우 학습자
들은 몰입하게 됩니다.

5

교실상황(수업 장면)을
그대로 녹화․편집하여
제작하는 방법은 권장하지

않음

Ÿ 아무리 고품질로 사전 녹화된 교실수업일지라도
MOOC 강좌 변환을 위해 잘게 쪼개면 학습 몰
입도가 떨어집니다.

6
학습내용을 전달하는

교수자의 적극적인 태도와
열정이 드러나는 동영상

Ÿ 교수자가 자신의 열정을 끌어낼 수 있도록 코치
하고 의도적으로 천천히 말하지 않아도 됨을 알
려주세요.

공통
동영상 요약글 또는
해당 내용의 핵심사항을

일러주는 글

Ÿ 학습 동영상을 제시할 때, 해당 동영상을 통해
학습자가 무엇을 배우게 될지 미리 일러주고,
학습 내용의 핵심사항을 제시해주도록 합니다.

21)� Philip� J.� Guo,� K.� (2014).� How� Video� Production� Affects� Student� Engagement� :� An� Empirical� Study� of�

MOOC� Vide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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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인코딩

Ÿ 최소한 아래의 코덱 및 인코딩 사양에 맞춰 동영상을 제작합니다.

<표� 22>� 동영상� 코덱� 및� 인코딩� 권장� 사양

구분 내용

컨테이너
avi, mov, mp4, mkv, wmv, MPEG, flv, ogg, PCM 등을 모두 지원하며,
avi, mov 포맷을 권장함

오디오�코덱 오디오 출력 : 44100Hz이상 스테레오 채널을 권장함

동영상�코덱 MPEG-1, MPEG-2, MPEG-4, OGG 등 멀티코덱을 지원함

프레임�속도 프레임(Fps) : 30Fps

전송률
(K-MOOC)

유형
동영상
전송률

오디오
전송률

비고

720p
2.5Mbps
(Max 3.5Mbps)

192kbps
StereoHQ

해당 규격은 현재 K-MOOC의 동
영상 스트리밍 규격임

해상도� 및�
가로세로�
비율

720P를 권장 (K-MOOC의 동영상 해상도가 720P임).
- 720P 미만의 영상등은 화면 화질이 다소 떨어짐
- 16:9(1280x720 이상) 비율의 영상이 아닌 경우 플레이어 상하 또는 좌
우 영역에 Black 화면이 구성될 수 있음

원본�영상�
파일� 사이즈

K-MOOC의 원본 영상 사이즈는 최대 4GByte 까지 가능하나, 되도록
2Gbyte 이하의 영상 사이즈를 권장함.
K-MOOC의 웹 규약상 4Gbyte 이상의 사이즈일 경우 업로드가 제한됨.

※원본영상규격권장사항 : 720P 이상의영상으로 아래의표준해상도를 권장합니다.

Ÿ 2160P : 3840x2160

Ÿ 1440P : 2560x1440

Ÿ 1080P : 1920x1080

Ÿ 720P : 1280x720

<표� 23>� 동영상� 인코딩의� 잘못된� 예

구분
인코딩� 후� 발생� 문제

문제 예

720p� 미만의� 해상도
16:9� 비율의� 영상일� 경우

화질 저하가 발생함

720p� 미만의� 해상도�
화면비율이� 16:9가� 아닐�

경우

영상이 풀스크린으로
스트리밍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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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강좌� 개발� 전� 협의해야� 할� 사항22)
참
고

동영상 촬영을 진행하기 전 몇 가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교수자가 영상 촬영에 익숙

해지도록 돕는 사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수자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사안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카메라�화면에�등장할�것인지

Ÿ 교수자가 카메라 화면에 등장할 예정이라면 복장은 가능한 단색으로, 패턴 있는 옷이

나 하얀색 붉은 계열의 옷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학습자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학습

내용에의 몰입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Ÿ 크로마키 촬영을 하는 경우 블루 스크린 앞에서 촬영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파란색

이나 초록색 계열의 의상은 착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Ÿ 스카프는 오디오 녹음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착용하지 않거나, 마이크와 닿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대본을�사용할�것인지

Ÿ 대본을 사용할 것이라면, 대본에 대한 리뷰 및 피드백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Ÿ 대본은 외우는 것이 어렵다면, 큐 카드나 텔레 프롬터(Tele-Prompter)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Ÿ 단, 대본을보는 와중에도카메라를응시하는것이 중요합니다. 학습자로하여금 교수자가

자신과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말투도 발표하는 톤이 아니라

편안하게대화하는톤으로하는것이좋습니다.

촬영팀과�협의해야할�사항

Ÿ 보다 좋은 콘텐츠를 담아내고, 편집자에게 유연한 편집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촬영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즉,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Ÿ 교수자가 촬영 중에 특정 말버릇, 행동 습관 등을 보이게 되면, 자제 요청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가이드라인 부록 내 5.� MOOC� 촬영� 가이드와 6.� 강의� 모니터링� 체크리스트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22)� edX� 강좌� :� 『VideoX� Creating� Video� for� the� edX�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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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설정

Ÿ MOOC 수강생과 그들의 학습 상황이 다양한 만큼 동영상 자막 제공은 필수입니다.

Ÿ K-MOOC 강좌는 한글자막과 영어자막 모두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Ÿ 자막 제작 시, 재생시간이 포함된 SubRip Text (.srt) 포맷을 권장합니다.

� 동영상� 자막� 번역� 노하우
Tip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교수님에게 자막 제작에 대한 임무를 일임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 한·영 자막개발비 1,000만원의 예산 안에서, 대학원생이나 학부 학생에

게 의뢰하여 자막제작을 하고, 검수해서 보내주시는 형태로 운영합니다. 교수님께서 자막

개발에 직접 참여하시는 것이 센터에서 선발하는 것보다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것 같습

니다. 각 분야마다 해당 영역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전문 번역가를 섭외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고려대학교�사례

“번역 작업에 참여할 학생을 모집한다는 공지를 올려, 심사를 통해 선발하여 운영을 했는

데, 학생들이 작업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취감과 만족감이 높아 또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성균관대학교�사례

“동영상 자막을 영어로 번역하는데 전체 3주 가량 소요되었습니다. 먼저, 우리말 강좌를

전공 대학원생들이 한글 스크립트화(받아쓰기 후 어법과 논리에 맞는 문장으로 수정)하고,

전문 용어를 삽입(영문 용어를 괄호 안에 포함)하는 작업이 1주 정도 소요되었고, 전문 번

역 업체에 번역 의뢰(A4장당 2만원 전후)하는 과정이 약 1주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마지

막으로 전공 대학생 중 영어 우수자(유학 경험자 또는 외국인 학생)가 Proofreading 수정,

보완하는데 1주 정도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포항공과대학교�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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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타� 자료

K-MOOC 플랫폼에서는강좌의특징에맞게다양한형태의콘텐츠를업로드할수있습니다.

� 체크리스트� :� 기타� 자료

기타 자료에 대한 체크리스트는 텍스트, 이미지, 문서 자료에 관련된 것입니다. 특히 텍스트,

이미지에 오류가 없이 적절한 품질을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은 필수 사항으로 반드시 준수

하도록 합니다.

영역
필수/
권장

구분 내용 Yes No

기타�
자료

필수 텍스트

모든 텍스트 자료는 오류 없이 적절한 품질을
갖추고 있는가?

☞� 모든� 텍스트� 자료를� 오류(오탈자,� 맞춤법� 등)가� 없이�
제공하였는지� 검토

필수 이미지

모든 이미지 자료는 오류 없이 적절한 품질을
갖추고 있는가?

☞� 모든� 이미지� 자료를� 오류(이미지� 깨짐� 등)가� 없이� 제
공하였는지� � 검토

권장 문서� 자료

모든 문서 자료는 오류 없이 적절한 품질을
갖추고 있으며,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지원하
고 있는가?

☞� 모든� 문서� 자료가� 오류(오탈자,� 맞춤법,� 이미지� 깨짐�
등)가� 없이� 제공되며,�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지원하
고�있는지� 검토

오디오

Ÿ 오디오는 일반적인 모든 형식(MP3, WAV 등)으로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Ÿ 오디오는 일반적으로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Ÿ 오디오 품질은 44.1khz, 16비트, 스테레오여야 합니다.

텍스트�자료

Ÿ 플랫폼은 헤더, 굵은 글씨, 이탤릭체, 글머리 기호 목록, 번호 목록, 구획 인용, 하이퍼

링크 등의 간단한 서식 설정을 이용한 텍스트 자료를 지원합니다.

Ÿ 텍스트 자료의 경우 JPG나 PNG 형식의 ‘대표 이미지’ 하나를 지원하는데, 이 이미지는

크기가 자동으로 조절됩니다(최소 크기 : 가로 646픽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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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리스트� :� 웹� 접근성� 세부� 검토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준수� 여부� 체크리스트

영역 구분 내용 Yes No

1.� 인식의�
용이성

(Perceivable)

1.1�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
는가?

☞�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alt� 사용).

1.2�
멀티미디어�
대체� 수단

동영상, 음성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자막, 대본 또는 수화를 제공하는가?

콘텐츠가 색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도록 색
상구분, 범례를 제공하는가?

지시 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도록 텍스트를 통
하여 명확한 지시사항을 제공하는가?

1.3� 명료성

콘텐츠가 색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도록 색
상구분, 범례를 제공하는가?

지시 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도록 텍스트를 통
하여 명확한 지시사항을 제공하는가?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 간의 명도 대비는 4.5:1
이상을 만족하는가?

동영상 및 콘텐츠가 자동으로 재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가?

이웃한 콘텐츠가 여백, 테두리, 명도대비 등을
이용하여 구별되는가?

웹 접근성에 대한 체크리스트는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기준’을 준수하고 있

는가와 관련됩니다. 다양한 학습자와 학습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

침’의 4개 원칙, 13개 지침, 24개 검사항목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필수 사항이므로 반드시

확인하도록 합니다. 체크리스트의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과 참고할만한 사항은 이후

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2.3.� 웹� 접근성

K-MOOC는 물리적 또는 다른 장애에 상관없이 모든 학습자가 동등하게 정보 및 활동

을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강좌를 만들 때 접근성(Accessibility)을

고려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가능한 많은 학습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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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구분 내용 Yes No

2.� 운용의�
용이성

(Operable)

2.1� 입력장치�
접근성

모든 기능은 키보드로 사용할 수 있는가?

키보드에 의한 초점은 논리적으로 이동해야 하며
시각적으로 구별되는가?

사용자 입력 및 컨트롤의 조작이 가능한가?

2.2� 충분한�
시간� 제공�

시간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는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도록 정지 기능을 제공하는가?

2.3� 광과민성�
발작� 예방�

초당 3～50회 주기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
를 제공하지 않는가?

2.4� 쉬운�
내비게이션�

콘텐츠의 반복되는 영역은 건너뛸 수 있도록
(Skip Navigation) 지원하는가?

페이지, 프레임, 콘텐츠 블록에는 적절한 제목을
제공하는가?

링크 텍스트는 용도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가?

3.� 이해의�
용이성

(Understand
-able)

3.1� 가독성� 웹 페이지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명시하는가?

3.2� 예측�
가능성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기능(새 창, 초점에 의한
맥락 변화 등)은 실행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가?

3.3� 콘텐츠의�
논리성�

콘텐츠는 논리적인 순서로 제공되는가?

표는 이해하기 쉽게 Caption, Summary, th 등
을 사용하여 적절히 제공하는가?

3.4� 입력�
도움�

입력 서식에는 대응하는 레이블을 제공하는가 ?

입력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가?

4.� 견고성
(Robust)

4.1� 문법�
준수

마크업 언어의 요소는 열고 닫음, 중첩 관계
및 속성 선언에 오류가 없도록 하고 있는가?

4.2�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콘텐츠에 포함된 웹 애플리케이션의 접근성을
제공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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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학습자�고려하기

Ÿ 누구나 어떤 환경에서도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강좌를 만들도록 합니다.

즉, 장애를 가진 학습자, 인터넷 속도가 느리거나 오디오 접근이 안 되는 등의 기술적

인 문제를 가진 학습자 및 수행 능력의 문제를 가진 학습자들도 고려합니다.

Ÿ 시각적으로제시되는정보와청각적으로제시되는정보가최대한일치하도록고려합니다.

Ÿ 모든 동영상 학습 자료에는 반드시 자막을 제공합니다.

Ÿ 색깔로서�정보를�분별하거나�확인해야만�하는�학습�자료는�지양합니다.

한국형�웹�콘텐츠�접근성�지침� 2.1�준수(4개�원칙,� 13개�지침,� 24개�검사항목)

Ÿ (4개�원칙)�인식의 용이성, 운용의 용이성, 이해의 용이성, 견고성

- 인식의 용이성 : 모든 콘텐츠는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 운용의용이성 : 사용자인터페이스구성요소는조작가능하고내비게이션할수있어야한다.

- 이해의 용이성 : 콘텐츠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견고성 : 웹 콘텐츠는 미래의 기술로도 접근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만들어야 한다.

Ÿ (인식의� 용이성)�사용자가 장애 유무 등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

츠를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지침(3개) 검사항목(7개)

1.� 대체텍스트
1.1. (적절한 대체텍스트 제공)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대체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2.� 멀티미디어�
대체� 수단

2.1. (자막 제공)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 대본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한다.

3.� 명료성

3.1.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콘텐츠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3.2. (명확한 지시 사항 제공) 지시 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3.3.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대비)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 간의 명도 대비는 4.5대 1
이상이어야 한다.

3.4. (자동 재생 금지) 자동으로 소리가 재생되지 않아야 한다.

3.5. (콘텐츠 간의 구분) 이웃한 콘텐츠는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

<표� 24>�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의� 제� 1� 지침� :� 인식의� 용이성

(1.1)� 적절한�대체텍스트�제공�

Ÿ alt를 사용하여다양한멀티미디어자료에대한대체 텍스트를제공해야합니다. alt 속성

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스크린리더가 해당 이미지의 경로 및 파일명 등의 정보를 읽기

때문에시각장애인학습자는이미지의내용을이해할수없습니다.

Ÿ 이미지내용을이해할수있는대체콘텐츠를제공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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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한� 대체� 텍스트의� 제공
사
례

그래프�이미지 Good Bad
<img alt="2008년 10월 62,983(억원) : 수도
권지역좌수 1,751, 기타지역좌수 931, 2008년 
11월 63,777(억 원) : 수도권지역좌수 1,745, 
기타지역좌수 920, 2008년 12월 63,732(억 
원) : 수도권지역좌수 1,724, 기타지역좌수 904 
src="http://img1.kbstar.com/img/house/graph 
joiner 090123.gif" />

<img alt="수도권 및 기타지역별 좌수 그래프
src="http://img1.kbstar.com/img/house/graph 
joiner 090123.gif" />
☞� 대체텍스트를� 제공하고� 있
으나,� 그래프가� 의미하는�
2008년� 10월~12월별� 수
도권� 및� 기타지역별� 좌수와�
금액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음.

(텍스트가� 아닌� 이미지를� 사용한� 경우)� alt를 사용하여 이미지와 동일한 정보를 제공 단, 소

개 사진 등 의미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공백 처리합니다(예 : alt="") 　　

[그림� 14]� 대체� 텍스트�제공� :� 서울대학교� 『소비자와�시장』� 사례

(퀴즈에서�이미지를�사용한�경우)�시각장애 학습자도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사용한 지문 이미

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퀴즈�지문�이미지에�대한� alt� 제공

<image src="/static/quiz2-1_2.PNG" width="350"

height="300" alt="행렬에서 대각선을 기준으로

한쪽은 모든 데이터가 0이고 다른 한쪽은 모든

데이터가 0이 아니다. 이 때 0이 아닌 데이터가

있는 부분을 삼각 행렬이라고 한다"/>

<개선� 전> <개선� 후>

[그림� 15]� 대체� 텍스트�제공� :� 영남대학교� 『자료구조』� 사례

(학습자료)�이미지가 아닌 텍스트 형태의 pdf를 제작하여 학습자료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수학식의�경우�대체텍스트�제공)�w3c 표준인 MathML을 이용하여표기하는것을권장합니다.

수학식을 일반문자로 제공하거나 이미지로 제공하는 경우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정확한 수

학식을 알 수 없으므로, MathML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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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 <개선� 후>

[그림� 16]� 대체� 텍스트�제공� :� 영남대학교� 『자료구조』� 사례

(참고)� https://www.w3.org/Math/�

� 자막� 제공
사
례

Ÿ 음성 없이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자막을 추가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 � (가장� 좋은� 방법은� 나레이션을�통해� 음성정보도�함께� 제공하는�것입니다)

[그림� 17]� 자막�다운로드�지원� :� 서울대학교� 『상담학� 들어가기』� 사례

Ÿ 동영상에 포함된 참고영상에 대해서도 자막을 추가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 � (참고영상이� ‘영어’일� 경우,� 한글자막에서는�한글로� 번역하여�제공하여야�합니다.)

(2.1)� 자막�제공�

Ÿ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장애유무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자막, 대본 또

는 수화를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소리 없이 영상 정보만을 제공하는 멀티미디어 콘텐

츠의 경우 스크린리더 등을 사용하는 시각 장애인 학습자는 영상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으므로, 자막을 추가하거나, 대체 자료(텍스트)을 별도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Ÿ 현재 K-MOOC는 모든 강좌의 국문/영문 자막을 필수 조건으로 하여 품질검수를 진행

하고 있어, 강좌 영상에 대한 자막 제공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Ÿ 2017년부터는�강좌�소개�영상,�맛보기�영상의�경우에도�반드시�자막이�제공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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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자막�다운로드�지원� :� 서울대학교� 『소비자와� 시장』� 사례

Ÿ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를 함께 제공

[그림� 19]� 수화� 제공� :� 대구대학교� 『함께하는� 장애탐험』� 사례

(3.1)� 색에�무관한�콘텐츠�인식

Ÿ 콘텐츠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특정한 색을 구별할 수 없는 사용자, 흑백 디스플레

이 사용자, 흑백 인쇄물을 보는 사용 및 고대비 모드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제공

해야 합니다.

Ÿ 그래프, 차트, 지도 등을 제공할 때 색상만으로 정보를 식별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경우

색맹, 색약 사용자가 해당정보를 이해할 수 없으므로, 색상이�아닌�패턴,� 외곽선,� 범주�제

공�등�다른�방법으로 해당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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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사
례

<개선� 전> <개선� 후>

<개선� 전> <개선� 후>

[그림� 20]� 색에� 무관한�콘텐츠�인식�지원� :� 경희대학교� 『빅뱅� 콘서트,� 우주‧생명‧문명』� 사례

(3.2)� 명확한�지시�사항�제공

Ÿ 특정 요소를 가리키거나 지시 사항을 전달하는 콘텐츠에 한정해 적용하는 것으로, 여

러 가지 다른 감각을 통해서(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 지시 사항을 인식하

는데 문제가 없도록 콘텐츠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요소를 ‘동그란 버튼

을 누르시오’ 또는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오’라고 가리킬 때, 그 대상이 되는 버튼이 ‘동

그란 버튼’ 또는 ‘오른쪽 버튼’이라는 대체텍스트를 포함하고 있지 않을 경우 시각 장애

이용자는 어떤 요소를 지칭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3.3)� 텍스트�콘텐츠의�명도대비

Ÿ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 간의 충분한 대비를 제공하여, 저시력 장애인, 색각 장애인, 노

인 등도 콘텐츠를 인식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콘텐츠와 배경간의

명도 대비는 4.5대 1이상이어야 하지만, 텍스트 폰트 18pt이상 또는 14pt 이상의 굵은

폰트를 사용하는 경우 명도 대비를 3대 1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Ÿ 콘텐츠의 색상 부분은 한번 제작이후 수정이 어려운 사항이므로 사전 디자인 검토 단

계에서 반드시 체크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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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사
례

Ÿ 글씨에 진한 테두리를 제공하거나, 색상을 진한 색으로 조치

<개선� 전> <개선� 후>

[그림� 21]� 텍스트� 콘텐츠의�명도�대비�지원� :� 서울대학교� 『소비자와� 시장』� 사례

(참고)� CCA(Color� Contrast� Analyzer)�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전경색과� 배경색의� 명도대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http://www.paciellogroup.com/resources/contrastanalyser/).

(3.4)� 자동�재생�금지

Ÿ 웹 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소리(동영상, 오디오, 음성, 배경음악 등 콘텐츠가 제공하는 모

든 소리)가 재생되어 화면 낭독 프로그램 사용자가 콘텐츠를 인식하고 사용하는데 방

해 받지 않아야 합니다. 단, 3초 미만의 소리는 허용합니다.

� 자동� 재생� 금지
사
례

Good Bad

배경음이 정지 상태로 제공되고, 배경음
제어 방법을 제공하는 경우

페이지가 로딩되면 배경음 또는 동영상이
자동으로 재생되는 경우

[그림� 22]� 자동재생�금지�지원:� 연세대학교� 『당신의� 삶을� 위한� 철학의� 에피소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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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콘텐츠�간의�구분

Ÿ 웹 페이지를 구성하는 이웃한 콘텐츠는 시각적으로 구분되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테두

리를 이용하거나, 콘텐츠 사이에 시각적인 구분선을 삽입하거나, 서로 다른 무늬를 이

용하거나, 콘텐츠 배경색 간의 명도대비(채도)를 달리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 콘텐츠� 간의� 구분
사
례

Good Bad

Ÿ (운용의� 용이성)�사용자가 장애 유무 등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

들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련 지침은 아래 표와 같으며, 이

중 ‘7.2 제목제공’과 ‘7.3 적절한 링크 텍스트’를 유념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침(4개) 검사항목(9개)

4.� 입력장치�접근성

4.1. (키보드 사용 권장) 모든 기능은 키보드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4.2. (초점 이동) 키보드에 의한 초점은 논리적으로 이동해야하며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4.3. (조작 가능) 사용자 입력 및 컨트롤은 조작 가능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5.� 충분한� 시간� 제공

5.1. (응답 시간 조절) 시간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5.2. (정지 기능 제공)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는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
야 한다.

6.� 광과민성�발작� 예방
6.1. (깜빡임과 번쩍임 사용 제한) 초당 3∼50회 주기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7.� 쉬운� 내비게이션

7.1. (반복 영역 건너뛰기) 콘텐츠의 반복되는 영역은 건너뛸 수 있어야 한다.

7.2. (제목 제공) 페이지, 프레임, 콘텐츠 블록에는 적절한 제목을 제공해야 한다.

7.3. (적절한 링크 텍스트) 링크 텍스트는 용도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
해야 한다.

<표� 25>�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의� 제� 2� 지침� :� 운용의� 용이성

(7.2)� 제목�제공

Ÿ 페이지, 프레임, 콘텐츠 블록의 제목은 사용자가 웹 콘텐츠를 운용하기 쉽게 도와주며,

제목은 간단명료하고 유일하며 서로 다르게 제공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특수 기호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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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제공
사
례

Ÿ 콘텐츠블록의제목을명시하여제시된멀티미디어자료의내용을미리확인할수있도록

지원할필요가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동영상� 편집기능�사용� 시’� video로� 된� 부분을� 주차별� 소주제에�대한� 제목으로�변경

[그림� 23]� 제목�제공� :� 숙명여자대학교� 『문학과�영화를� 통한� 법의� 이해』� 사례1

Ÿ 퀴즈 제공 시 콘텐츠 블록의 제목을 명시하여 제시된 무엇에 관한 문제인지, 문제유형

(객관식, 주관식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 24]� 제목� 제공� :� 숙명여자대학교� 『문학과� 영화를�통한�법의�이해』� 사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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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적절한�링크�텍스트

Ÿ 주변 맥락을 통하여 용도나 목적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링크 텍스트를 제공합니다.

� 적절한� 링크� 텍스트
사
례

pdf로� 추가정보� 제공 Good Bad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a 
href="guide.html">사이트 이용 방법</a>을 확
인하세요.
<a href="/file/kdf.pdf" title=“2011년 은행계정 
재무상태표”>PDF보기</a>
☞� title� 속성을� 활용하여� 마우스�사
용자는� 툴팁으로,� 화면낭독기� 사
용자는� title을� 읽음으로써� 파일
의�성격을�구분할�수� 있음�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a 
href="here.html">여기</a>를 클릭하세요.
<a href="/file/kdf.pdf">PDF보기</a>

☞�목적이나�용도를�알�수�없는,� 무엇
을� 위한� pdf보기인지에� 대한� 설
명이� 없고� 실제로� pdf를� 열어봐
야�해당�내용을�확인할�수�있음

이미지에� 링크걸기 Good

☞� image� 태그에는� alt를� 이용하여� 설명을,� href� 링크에는� title� 태그를� 이용하여� 설
명제공,� 이미지에� 링크를� 걸어�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title� 태그를� 사용하지� 않아
도� 되지만� 새창으로� 열리는� 경우� 새창열림에� 대한� 안내를� title� 태그를� 사용하여�
제공하여야�함

Ÿ (이해의� 용이성)�사용자가 장애 유무 등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련 지침은 아래 표와 같으며, 이 중

‘10. 콘텐츠의 논리성’을 유념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침(4개) 검사항목(6개)

8.� 가독성 8.1. (기본 언어 표시)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명시해야 합니다.

9.� 예측� 가능성
9.1.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기능(새창, 초점에 의
한 맥락 변화 등)은 실행되지 않아야 한다.

10.� 콘텐츠의� 논리성
10.1. (콘텐츠의 선형 구조) 콘텐츠는 논리적인 순서로 제공해야 한다.

10.2. (표의 구성) 표는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야 한다.

11.� 입력� 도움
11.1. (레이블 제공) 사용자 입력에는 대응하는 레이블을 제공해야 한다.

11.2. (오류 정정) 입력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표� 26>�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의� 제� 3� 지침� :� 이해의� 용이성

(10.1)� 콘텐츠의�선형�구조

Ÿ 웹페이지를구성하는 모든콘텐츠는 학습자가그내용을이해할수 있도록 선형구조로

즉, 논리적인순서로제공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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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의� 선형� 구조
사
례

계층� 구조� 표현하기 Good Bad
<ul> 
<li>감사 
<ul> 
 <li>감사실 
<ul> 
 <li>감사1팀</li> 
 <li>감사2팀</li> 
 <li>청렴전략팀</li> 
 </ul> 
 </li> 
 </ul> 
</li> 
</ul> 
☞� 순서가� 없는� 리스트인� <ul>과�
해당� 리스트인<li>를� 활용하여�
계층구조를�표현� �

<img src=“” alt=“감사 > 감사실 > 감사1팀, 
감사2팀, 청렴전략팀”> 

☞� 감사라는� 업무는� 감사실이� 담당
하고� 감사실은� 크게� 3개의� 팀으
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계층구조�
정보를� 대체텍스트에서는� 나열
식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화면
낭독기� 사용자는� 이해하기� 어려
움.

(10.2)� 표의�구성

Ÿ 표를 제공할 경우, 표의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 및 구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표의 내용, 구조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표의 이용 방법을 예측할 수 있

도록해야하며, 표의셀은제목셀과데이터셀이구분되도록구성해야합니다.

� HTML� 코딩을� 활용하여� 표를� 제공하기
사
례

Ÿ summary : 표의 내용에 대한 설명(항목, 전체목록에 대해 자세히 설명)

Ÿ caption : 표의 제목(간단한 정의)

Ÿ thead(th) : 표의 제목

Ÿ tbody(td) : 표의 내용

적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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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의� 구성
사
례

심미성을 고려하여 콘텐츠를 이미지화하여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단의 사례는 표

콘텐츠를 이미지로 제공하였고, 대체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표 콘텐츠 특성상 이미

지로 제공할 경우, 대체텍스트를 제공하더라도 시각장애인 사용자가 내용을 파악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해당 콘텐츠를 인지하고 탐색하기 쉽도록 <table>요소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table> 콘텐츠 제공시, 다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Ÿ <caption> 요소를 이용하여 표의 제목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예) <caption> 표의 제

목 </caption>

Ÿ 표의 제목 셀과 내용 셀을 <thead>와 <tbody>, <th>와 <td> 요소로 구분하여 내용

셀이 여러 개가 되더라도 해당 내용의 제목이 무엇인지 이해함으로써 셀 간의 상관관

계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 � � � 예)� 제목에� 해당하는�개설시기,� 주제,� 학습활동과�관련된� td를� th로� 변경

서울대학교� 『Fun-MOOC� :� 기계는� 영원하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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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견고성)�사용자가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

니다. 이 부분은 기술적인 사항으로 참고만 하시고, 지원이 필요할 시에 국가평생교육

진흥원에 문의하여 주시면 됩니다.

� 지침(2개) 검사항목(2개)

12.� 문법� 준수

12.1. (마크업 오류 방지) 마크업 언어의 요소는 열고 닫음, 중첩 관계 및
속성 선언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

☞� 마크업� 언어(markup� language)란?� 마크업� 언어는� 텍스트의� 각� 부분에� 의미를� 나
타내는� 정보를� 기술할� 수� 있도록� 정의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말함.� HTML,� XML� 등
이� 해당함

13.�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13.1. (자막 제공) 콘텐츠에 포함된 웹 애플리케이션은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

☞� 웹� 애플리케이션이란?� 웹� 콘텐츠에� 포함되어�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성된� 소
프트웨어의� 일종으로,� Rich� Internet� Application이라고도� 함.� JavaScrip,� Ajax,�
Flash� 등이� 해당함

<표� 27>�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의� 제� 4� 지침� :� 견고성

� 콘텐츠� 접근성� 높이기
참
고

Ÿ 국제 표준과 웹 접근성(W3C WCAG 2.0) 및 보편적인 설계(Universal Design)

원칙을 참고할 것을 권장합니다.

Ÿ 모든 학습자에게 가독성이 높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강좌� 주제,� 소주제,� 학습

활동,� 구성요소� 및� 토의� 주제 등에 중요한 정보를 먼저 넣어, 학습자가 훑어 지나

가며 읽을 때 이해하기 쉽게 만듭니다.

Ÿ 그림, 다이어그램, 지도, 차트, 및 아이콘은 정보를 매우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

지만, 화면 판독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학습자를 포함하여 일부 시각적으로

장애를 가진 학습자는 이러한 이미지에 의해 전달되는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체�텍스트를�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Ÿ 미디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막을� 제공하고�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영상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Ÿ HTML� Markup은 시각 장애가 있는 학습자에게 정보와 기능성을 높여줄 수 있습

니다. 콘텐츠의 유형보다는 콘텐츠의 의미를 설명해주는 html을 사용하고 체계적

인 제목을 활용하여 전체 구조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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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저작권

� 체크리스트� :� 저작권

저작권에 대한 체크리스트는 필수 사항으로 반드시 준수하도록 합니다. 저작권과 관련하여 보

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저작권 헬프센터를

이용하기 바랍니다.

☞� 네이버카페(K-MOOC를� 만드는� 사람들)� -� 저작권� 질의·사례� 공유� 게시판� 참조�

필수/
권장

구분 내용 Yes No

필수 저작권�

해당 강좌는 포함하고 있는 모든 콘텐츠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국제저작권 표시방법
을 준수하고 있는가?

☞� 인용한� 모든� 저작물에� 대해� 정확한� 정보(예� :� 출처,� 저자,� 일
자� 등)를� 국제저작권� 표시방법을� 준수하여� 표시하였으며,� 강
좌� 내� 멀티미디어� 저작물� 삽입� 시� 이에� 대한� 계약� 진행� 및�
허락동의서를�확보하였는지�검토

자료�출처�명시

Ÿ 기본적으로 강좌에 삽입된 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인용한 모든 저작물에

대해정확한정보(출처, 저자, 일자등)를국제저작권표시방법을준수하여표시합니다.

Ÿ 이용되는 저작물들에 대한 다양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

렵지만, 기존의저작물이용에관련자료들을바탕으로그기준을예측해볼수있습니다.

� 저작물� 출처
사
례

[그림� 25]� 저작물� 출처� 명시� :� 부산외국어대학교� 『일본어� 문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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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표기�방법� :�어문�저작물

Ÿ 출처표시방법은 해당 분야의 관행에 따르면 무방합니다.

저자명,� 작품제호,� 서적/잡지명과� 권호,� 출판사,� 발행연도,� 페이지� 기재

Ÿ 가장대표적인출처표시방법은일반적인문헌상의출전표기(주(註, Note) 또는주석(註釋))

방식입니다. 다만 저작권법상의 출처표기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

정되는 방법으로 하면 되는 것으로, 동일한 방식이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서적,� 학술논문) 저작자의 이름, 책의 제호(논문 등의 경우에는 그 제호와 수록된 간행물
의 명칭, 발행기관(출판사 등), 판수, 발행년(월, 일), 해당 페이지를 밝히고 본문 속의 주나
각주 또는 후주 등의 방법을 사용

(소설,� 수필)�인용저작물의 출처표시를 구체적으로 하면 글의 내용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져
가독성이 떨어지는 소설이나 수필 등이라면 피인용 저작물의 저작자, 저작물의 제목, 발행사
정도만 표시해주더라도 무방

(2차적� 저작물)�번역 등 2차적 저작물의 경우 번역자의 등의 표시와 함께 원저작자의 이름과
제호를 표시

(연설)�다른 전거 없이 자신이 직접 들은 연설을 인용할 경우 연설자의 성명 외에 연설이 행
해진 때와 장소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기사,� 논설,� 해설)� 신문 등의 정기간행물의 경우 학술논문의 경우보다는 간략한 표시방법 허
용, 인용부분과 본문이 구별될 수 있는 정도의 식별표시를 하고 출처도 저작자의 이름과 저
작물의 제호만 명시하면 무방

(인터넷상�저작물)�해당 저작물의 명칭, URL 및 최종방문일 표시

저작권�표기�방법� :�동영상·이미지�등의�저작물

Ÿ 그림․사진․시 등과 같이 단일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의 성명, 저작물의 제목, 발행 또

는 공표 연도를 표시해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Ÿ 동영상 자료에 출처를 표시하는 것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

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이루어진 콘텐츠

는 동영상 자체에 표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Ÿ 인터넷상의 공개된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이미지의 출처를 표시할 의무가 발생

합니다.

Ÿ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자유롭게 이용하는 경우라도 출처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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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 출처� 표기
사
례

전문서적,� 학술�논문�이용�시

저자명, 책 또는 논문 제목, 발행기관, (판수), 발행년도, (해당 페이지 표시)

예)� 김윤명,� 이러닝과� 저작권,�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75쪽

번역�등� 2차적�저작물�이용�시

번역자, 번역물의 제목, 발행기관, 발행년도, (해당 페이지), (원저자명), (원 저작물명),

(원 저작물 발행 기관), (발행년도 표시)

예)� 박민식,� 포스트모더니티의�새로운� 조건,� 한물미디어,� 2011,� 42쪽,� 데이비드

연설의�이용�시

연설자성명, 연설이 행해진 때・장소명시
예)� 스티브잡스,� 2005,� 스탠포드대학교�졸업식

신문,� 연속�간행물의�기사,� 논설,� 해설의�이용�시

(기자명), 기사제목, 신문 혹은 연속 간행물이름, 발행년월일, (해당페이지 혹은 URL 표시)

예)� 윤대원,� SW�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세분류� 마련,� 전자신문,� 2014.9.18.,�

http://www.etnews.com/20140917000458

영상�저작물의�이용�시

(감독성명), 영상 저작물의 제목, 제작사, 제작년도

예)� 최재영,� 다큐� 오늘,� EBS,� 2014

인터넷�자료의�이용�시

저자명, 제목, 발행 년도, URL 등표시, (이용일자)

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예술-인문콘서트,� 2014,� http://www.arko.or.kr/,� 201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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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준수�사항� :�폰트�사용

Ÿ 폰트(font) 파일은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해당되어저작권법에따른보호를받습니다.

폰트파일의저작자는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등의저작인격권과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등의저작재산권을가집니다.

Ÿ 강좌 개발에 사용하는 폰트는 무료 폰트 또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구매한 유료 폰트를

사용하여야합니다. 모든폰트에대해폰트저작권자가정한이용범위를확인하고저작권

의위배여부를검토합니다.

<표� 28>� 대표적� 무료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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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준수�사항� :�교과용�도서의�저작물�이용�보상금�기준

Ÿ 문화 체육 관광부에서는 교과용 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을 매년 고시하고 있습

니다. 강좌 개발 시, 타인 또는 타기관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래

보상금 기준을참고하여 개발하도록 합니다.

<표� 29>�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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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준수사항� :�자유�이용�저작물�활용

Ÿ 강좌 개발 시,자유 이용이 가능한 저작물인지 확인하고 사용하도록 합니다. 자유 이용이

가능한 저작물은 크게 국내 공공 누리 저작물과 CCL(Creative Commons License) 저작

물이 있습니다.

Ÿ 공공 누리 저작물 및 CCL 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유형별 이용 범위를

확인하고 유형별 요구 사항을 준수합니다.

<표� 30>� 저작권� 유형별� 사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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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계약서� 작성� 시� 고려사항�
참
고

• 퍼블릭 도메인 : 저작권 소멸된 저작물

- 저작자가 자신의 의사표시로 저작권을 포기한 경우

-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난 경우

- 법령이 특정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소멸을 규정한 경우

• 대한민국법상의 퍼블릭 도메인

-「저작권법」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

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 다만,� 사실을� 그대로� 전달한� 보도기사라� 해도� 소재의� 선택과� 배열,� 구체적인� 용어선택,� 어투,� 문장� 표현�
등에�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권법� 보호를�받는� 저작물이라는�것이� 현행� 판례

-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도과한 저작물

1.「저작권법」제39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은 저작자의 생존 기간 및 사망 후 70년까지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치는 영역에서 보호.

사망 이후의 보호기간은 사망 후 다음 해 1.1부터 기산 (A가 1999.7.1.에 사망시 2000.1.1.

부터 기산해서 2070.1.1 0시=2069.12.31 24시까지 보호)

2. 업무상 저작물은 공표 후 70년,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 창작

한 때부터 70년

3. 영상 저작물의 경우 공표 후 70년,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

창작한 때부터 70년

- 문제되는 경우

저작자가 195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하였거나,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여 발행일을 기

준으로 보호기간이 기산되는 저작물의 경우에 196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되었다면,

2013년 7월1일 시행된 보호기간의 연장이 적용되지 않음

‣ 헤르만 헤세 : 1962년 사망

․보호기간 : 1963. 1. 1. ∼ 2015. 12. 31.

․대표작품 : 데미안, 유리알 유희, 수레바퀴밑에서 등

‣ 염상섭 : 1963년 사망

․보호기간 : 1964. 1. 1. ∼ 2033. 12. 31.

․대표작품 : 만세전, 삼대, 표본실의 청개구리 등

※�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상업적� 용도를� 포함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이� 아닌한� 자유롭게�
이용� 가능,�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http://gongu.copyright.or.kr)사이트를� 방문하면� 저작권� 보호기간
이�만료되었거나,� 저작권자가�자유롭게�이용하도록�허락한�저작물을�확인할�수� 있음



설계 개발 검수 부록개관 운영

- 85 -

저작권�허락동의서�확보�

Ÿ 저작권이 걸려있는 신문기사, 이미지 등의 경우 저작권 허락동의서를 문서로 확보해야

합니다.

� 계약� 조항� 추천� 문구
참
고

「강의자께서 위탁·개발하는 강좌 내 저작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 ‘을은 갑에게 과업을 수행

하기 위해 사용한 저작물의 조달방법 및 사용권 취득 경위 등을 성실히 설명하여야 하고,

저작권 사용 및 취득과 관련한 확인서를 작성·제출한다.」

*� 각� 기관마다� 외주업체들과�맺는� 계약의� 형태가� 다양할� 수� 있어� 표준계약서�양식을� 제공하기는�어려우나,�

문제의� 소지가� 의심되는� 조항들이� 있다면� 계약하기� 전� 계약서(안)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관기관의�

검토�등을�통해�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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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준수를� 위한� 사용가능� 이미지� 필터링� 방법
Tip

구글 검색 시 다음의 방법을 활용하면 저작권 문제에 저촉되지 않는 이미지를 찾아 재사용

할 수 있습니다.

1)� 이미지�검색

2)� 이미지�파일�업로드

3)� 검색�결과�확인

4)� 이미지�필터�기준�설정� :� 재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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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OOC� 강좌� 내� 영화� 및� 드라마� 같은� 영상물�

콘텐츠� 삽입에� 관한� 저작권� 관련� 사항�
참
고

주의사항�

- 국내저작권법 적용

(접속지역에 관계없이 업로드 된 곳이 한국이기 때문에 국내 저작권법 적용)

- 영화제목, 제작사, 감독이름 등 출처 표기

- 강좌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함. 영화가 강좌의 주 내용이 되면 안 됨

- 수정 금지

- 전체 강의에서 비율이 현저하게 적어야 함(아래법안 35조의 3.②-3에 보듯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진 분량은 없음)

• 관련법안

저작권법(시행 2014.7.1.)(법률 제12137호. 2013.12.30. 일부개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

행에 합치되어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 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

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5.3.22.>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

에 미치는 영향

[본조신설 2011.12.2.]

[시행일 : 2016.9.23.] 제35조의 3





설계 개발 검수 부록개관 운영

- 89 -

3
검수

3.� 검수� 단계

검수 단계에서는 제작 완료된 강좌를 K-MOOC 플랫폼에 등록하고 테스트하는 과정에

서 살펴봐야 할 내용을 소개합니다.

자체�검수
NILE� 품질관리위원회� 검수 테스팅

사전검수 최종검수 사전� 테스트 이용자� 테스트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기관 내
자체 점수를
실시합니다.

개발 전 설계
단계에서
교수-학습
설계를 중심으로
사전검수를
진행합니다.

전체 강좌에
대한 70% 분량
수준에서 최종
품질 검수를
진행합니다.

플랫폼에
탑재된 강좌와
학습
지원도구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이용자
테스트를
통하여 원활한
학습 활동 및
학습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합니다.

<표� 31>� K-MOOC� 검수� 프로세스

[그림� 26]� K-MOOC� 강좌� 개발·운영� 프로세스� 내에서� 검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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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리스트� :� 검수

검수에 대한 체크리스트는 자체검수, NILE 최종검수, 테스팅을 포함합니다. 이 중 자체검수

및 이용자테스트는 권장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양질의 학습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영역
필수/
권장

구분 내용 Yes No

자체
검수

권장 자체� 검수

본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K-MOOC 강좌에
대한 자체 검수를 수행하였는가?

☞� 본� 체크리스트와� 가이드라인의� 내용,� 사전검수� 결과를�
참조하여� 설계·개발·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자
체� 검수를�실시하는지�검토

NILE�
최종
검수

필수 최종검수

강좌개발 결과에 대한 K-MOOC 콘텐츠 품질
관리위원회의 최종 검수 결과를 검토하여 수정
요청·권고사항을 반영하였는가?

☞� 개발서버에� 업로드� 된� 강의에� 대하여� 체크리스트� 내�
필수� 영역,� 저작권�및� 웹� 접근성�중심으로�검토

테스
팅

필수

사전테스트

K-MOOC 플랫폼에 탑재된 콘텐츠가 오류 없이
잘 동작하는지 확인하였는가?

☞� 강좌� 업로드� 후� 내용적(오탈자� 등)·기능적(퀴즈� 등의�
학습요소가� 문제없이� 동작하는지,� 콘텐츠의� 다운로드
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등)� 오류가� 발생하지� 않
는지�검토

필수

학습관리시스템과 학습 지원도구의 기능이 정상적
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였는가?

☞� 학습자들의� 학습� 현황� 파악을� 위한� 학습관리시스템�
및� 게시판,� 위키� 등의� 학습� 지원도구가� 문제없이� 작동
하는지�검토

권장

학습자들의 이용자 테스트 및 모니터링 결과를
확인하였는가?

☞� 강좌� 업로드� 이후부터� 운영� 종료까지� 학습자로부터�
상시� 모니터링� 및� 정기� 모니터링� 결과를� 수렴하여�
오류� 해결·강좌� 개선을� 진행하는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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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자체검수

Ÿ 양질의 강좌 개발을 위하여 참여 기관이 자율적으로 K-MOOC 강좌에 대한 검수를 실시

합니다.

Ÿ 자체 검수는 강좌 개발 이후에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가 아닌, 강좌� 설계·개발·

운영의�전� 과정에서�순환적으로�이루어지는�업무이므로, 참여기관에서는 각 단계별 검토위

원회 등을 개최하여 수시 검수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Ÿ 검수및테스트시기준이되는도구(원고, 교수설계, 제작기술, 콘텐츠 품질, 사용성평가

등에관한체크리스트)를개발하여체계적으로검수할수있도록합니다.

Ÿ K-MOOC 콘텐츠 품질관리위원의 사전검수 결과의 수정·보완 요청 사항 들을 검토하고

반영하고자노력하였는지점검하도록합니다.

3.2.� NILE� 최종검수

Ÿ K-MOOC 콘텐츠품질관리위원회에서는사전점검(강좌개발계획에대한검토), 최종점검

(70%개발시점에검토) 두차례에걸쳐검수를진행합니다.

Ÿ 검수 항목은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공하는 체크리스트의 내용과 일부 동일하며, 콘텐츠/

저작권/웹 접근성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별 전문가가 검수를 진행합니다.

Ÿ 필수 영역의 경우 모든 문항이 ‘예’일 경우 적합, 권장 영역의 경우 미흡 문항의 개수에

따라 적합/조건부 적합/부적합으로 판정합니다.

Ÿ NILE 품질관리위원회 검수 후, 최종 승인처리가 되면 강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표� 32>� NILE� 최종검수� 판정� 기준

구분
검수�
판정

검수� 후� 수행� 사항

콘텐츠

권장
영역

‘미흡’ 문항 개수 0개 적합 위원장 승인 후 강좌 오픈

‘미흡’ 문항 개수 1∼2개
조건부
적합

보완 후 개선 여부 확인 후
강좌 오픈

‘미흡’ 문항 개수 3개
이상

부적합 보완 후 별도 재검수 실시

필수
영역

모든 문항 ‘예’ 판정 적합 강좌 오픈

1개 이상의 ‘아니오’ 판정 부적합 보완 후 별도 재검수 실시

저작권�

저작권 이슈사항 없음 적합 강좌 오픈

저작권 이슈사항이 있으며 해당
이슈사항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부적합 보완 후 별도 재검수 실시

웹�
접근성

웹 접근성 이슈사항 없음 적합 강좌 오픈

웹 접근성 이슈사항이 있으며 해당
이슈사항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부적합 보완 후 별도 재검수 실시

모두 적합 판정 시 강좌 운영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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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전� 테스트

Ÿ K-MOOC 플랫폼과 콘텐츠 간 차시별 진도 체크여부를 확인하고 연동 기능을 테스트

합니다.

Ÿ 콘텐츠 내용․기능 오류를 검증하고 오타가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Ÿ 이용자테스트는 각 기관에서 수행하며 검토 결과 및 의견을 반영․처리합니다.

Ÿ 학습관리시스템과 학습 지원도구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Ÿ 모든 검수 및 테스트 작업 후, K-MOOC 플랫폼에서 강좌를 개설합니다.

Ÿ 강좌는 순차적 개설 또는 On demand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3.4.� 이용자� 테스트

Ÿ 이용자 테스트는 강좌 업로드 직후에서부터 강좌 오픈 이전, 일련의 콘텐츠 모니터링

을 실시하여 발견되는 문제에 대하여 내용상 오류, 기술적 오류를 바로잡는 활동입니

다. 모니터링 요원을 별도로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Ÿ 상시 모니터링과 정기 모니터링을 통하여 문제를 발견하는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합

니다. 정기적 모니터링은 콘텐츠 관리팀에서 적어도 주 1회 정도 실시하도록 하고, 비

정기적 모니터링은 운영튜터를 중심으로 매일 1회 이상 모니터링을 통하여 실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학습자� 모니터링단� 운영
사
례

Ÿ 울산대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강좌 설계

단계부터 모니터링단의 참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Ÿ 특히 시각 장애인 학습자를 참여시킴으로써 강좌 수강에 어려움이 없는지, 부족한 부분

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어 웹 접근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을 얻고 있습

니다.



� 이용자� 테스트를� 위한� 모니터링� 양식23)
참
고

분류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학습
내용

학습 내용이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쉽다.

① ② ③ ④ ⑤

학습 분량이 적당하다. ① ② ③ ④ ⑤

교수
설계

학습 목표가 명확하다. ① ② ③ ④ ⑤

학습내용 제시방법이 학습동기를
유발한다.

① ② ③ ④ ⑤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합한
학습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합한
학습 활동이 제공된다.

① ② ③ ④ ⑤

사용자
인터
페이스

궁금한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각 화면의 텍스트, 글자색, 글자
폰트 및 크기가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화면 디자인이 보기에 좋다. ① ② ③ ④ ⑤

원하는 학습 내용에 접근하기 쉽다. ① ② ③ ④ ⑤

23)� 이혜정,� 박경선(2009).� 이러닝� 콘텐츠� 개발의� 질� 관리를� 위한� 학습자� 중심의� 사용성� 평가�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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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영

4.1.� 운영� 준비

교육일정�및�기간

Ÿ 강좌 일정 및 세부사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K-MOOC 진흥본부와 협의

(help_kmooc@nile.or.kr 이메일 또는 유선 통화 활용) 하에 신축적으로 조정 운영할 수

있습니다.

Ÿ 강좌운영기간은 개강일, 종강일, 수업주차 수 등으로 구분합니다.

� � � � � *� 개강일� :� 수강신청� 기간을� 고려하여� 1~3주� 이상� 시간을� 두고� 설정

� � � � � *� 종강일� :� 강좌의� 마지막� 주차가� 끝나는� 시점� 이후로� 1~3주� 이상� 시간을� 두고� 설정

� � � � � *� 수업주차� :� 중간,� 기말고사� 기간까지� 고려하여� 설정� 예)� 강좌는� 총� 13주차이지만,� 중간� 1주,� 기말� 1주를� 포함

하여�총� 15주차로� 설정

� � � � � *� 수업주차는� 강의의� 구성� 주차를� 의미하며,� 강좌가� 실제� 운영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강좌의� 실제� 운영

기간은�수업주차보다�더� 길� 수� 있음

강좌�준비�확인하기

Ÿ Studio에서 강좌 시작 날짜와 시간을 확인합니다. Studio 내 주요�일정�설정하기에 자세한

안내가 있습니다.

Ÿ 채점 규정과 과제 제출 기한을 점검합니다. Studio 내 성적�규정�설정하기에 자세한 안내

가있습니다.

Ÿ “학습 집단 만들기”처럼 강좌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선택 사항을 확인하고 설정합니다.

Studio 내 학습�집단�기능�사용하기에 자세한 안내가 있습니다.

내용�검토하기

Ÿ 게시된 모든 학습활동을 확인합니다. Studio 내 학습활동에 자세한 안내가 있습니다.

Ÿ 모든 과제의 완성도와 제출일을 확인합니다. Studio 내 문제� 구성요소에 자세한 안내가

있습니다.

Ÿ 동영상, 자막, 다운로드 링크 등이 제 위치에서 잘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Ÿ 강좌 운영팀과 이용자 테스트에게서 받은 피드백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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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리스트� :� 운영� 지원

운영에 대한 체크리스트는 강좌 안내, 학습자 관리, 학습 지원, 평가 관리, 수료 관리를 포함

합니다. 이 중 수료 기준 명시는 필수 사항으로 반드시 준수하도록 합니다.

필수/
권장

구분 내용 Yes No

권장

강좌 안내

강좌를 성공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를 제공
했는가?

☞� 교수요목,� 주요� 일정,� 학습활동� 참여� 방법,� 환영� 인사,� 교
수자� 및� 운영튜터와의� 소통� 방법� 등을� 강좌� 소개와� 환영�
이메일을�통해� 안내했는지� 검토

권장

학습 시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게시했는가?

☞� 학습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활용할� 수� 있는� FAQ,� 질문
게시판� 등의� 사용� 방법을�안내했는지� 검토

권장 학습자관리

학습자의 진도를 관리하고 참여를 독려했는가?

☞�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진도를� 관리하고� 잊지� 않고� 학습활
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예� :� 새로운� 학습내용� 게시,� 강좌�
활동� 및� 뉴스에� 대한� 알림� 등)� 공지사항,� 메일� 등을� 통해�
참여를� 독려하는지�검토

권장

학습지원

학습자들이 학습하는 도중 어려움이 없는 지 정기
적으로 확인하였는가?

☞� 질문게시판� 등을� 통해� 학습자들이� 학습과정에서� 어떠한� 어
려움을� 겪고� 있는지� 정기적으로(예� :� 주� 1회� 이상)� 검토하
고�이를� 지원하는지� 검토

권장

학습자의 질문이나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즉시적으로
제공하였는가?

☞� 학습자들의�질문이나� 과제에�대한� 피드백을�즉시적으로(예� :�
이틀� 이내)� 제공하는지�검토

필수

평가관리

수료 기준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였는가?

☞� 강좌의� 성적처리� 방침을� 학습활동� 요소별� 반영� 비율� 등을�
포함하여�구체적으로� 안내하였는지�검토

필수

평가 준거와 기준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였는가?

☞� 토론,� 과제� 등의� 학습활동� 요소를� 성적에� 반영할� 경우,� 각
각에� 대한� 평가� 준거(예� :� 독창성,� 유창성,� 이론적� 성숙도�
등)와� 기준을�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검토

필수 수료관리

학습자가 이수결과와 이수증을 출력할 수 있는가?

☞� 학습자가� 모든� 강좌를� 성공적으로� 이수하고� 난� 후에� 자신
의� 이수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정확한� 이수증을� 출력할�
수� 있는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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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주체
참
고

운영 주체는 크게 교수자, 운영튜터로 구성되며, 강좌 당 운영튜터는 반드시 1인 이상 배치

하도록 합니다. 일반적인 교수자와 운영튜터의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강좌의 성격과 규모를 고려하여 협의 하에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합니다.

<표� 33>� 운영� 참여자별� 역할
구분 내용

교수자

강좌를 설계·개발하는 주체이자, 학습활동을 안내하고 지도하는 강좌 운영의
핵심 주체
- 요구분석 및 강좌개발 계획에 기초하여 강좌 개발 및 운영에 참여
- 학습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학습안내/촉진 활동, 상호작용, 평가활동
- 학습 효과성 제고와 합리적인 평가를 위한 다양한 평가활동 및 성적 처리

운영튜터

수업운영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 지원 인력으로서 교수자와 학습자를 지원
하며, 강좌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함(해당 과목의 성격 및 수강생 수에 따라
운영튜터의 역할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교수자의 강좌 개발·운영 지원
- 교수자의 평가 활동 지원
- 학습자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안내 및 촉진 활동
- 학습자의 과제 관리
- 강좌 모니터링 및 피드백
- 게시판 등 학습자 참여 활동 모니터링 및 피드백
- 기타 교수-학습 지원과 관련된 제반 사항

� 운영튜터� 선정� 시� 고려사항
참
고

Ÿ 개설 강좌와 운영튜터의 전공 적합도는 어느 정도인가?

Ÿ 운영튜터가 강좌 운영에 적합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Ÿ 운영튜터의 이러닝 활용 문화의 성숙도 및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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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운영튜터� 선정
사
례

울산대학교 『한국 산업의 현재와 미래 : 산업 한류를 꿈꾸며(I)』 강좌는 국내 학습자와

더불어 해외에서의 수강을 염두에 두고 개발되었습니다. 때문에 외국인 수강생의 참여 시

원활한 소통 및 지원을 위하여 한국어와 영어가 가능한 외국인 운영튜터와 한국인 운영튜터

를함께임용하여학습및 운영을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림� 27]� 외국인� 튜터� 운영� 사례� :� 울산대학교� 『한국� 산업의� 현재와� 미래� :� 산업� 한류를�
꿈꾸며(Ⅰ)』� 강좌소개� 페이지

� 강좌� 개설� 전� 점검� 사항
참
고

강좌를 본격적으로 개설하기 전 다음 사항을 점검하도록 합니다.

Ÿ 강좌 운영팀, 교수자, 게시판 관리팀 등 모든 강좌 관계자와 연락하는 방법을 확정한다.

예를 들어 강좌별 이메일 주소를 설정한다.

*� 모든� 강좌� 관계자가�업무를� 기록하고,� 문제를� 보고하고�협력해서�일을� 진행하는�방법을� 확인한다.

Ÿ 교수자와 강좌 운영팀이 LMS에서 제대로 역할이 할당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Studio

내 강좌�운영팀�지정하기에 자세한 안내가 있다.

Ÿ 게시판 관리자, 게시판 운영자, 커뮤니티 운영튜터가 등록되었고 계정이 활성화 되어

졌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교수자 대시보드에서 역할이 할당되어 졌는지 확인한다.

Studio 내 게시판�관리자�역할�배정하기에 자세한 안내가 있다.

Ÿ 게시판을 관리하는 방법과 게시판 운영자를 위한 방법을 정하고, 게시판 관리 팀에게

제공한다. Studio 내 토의�조정하기�및�토의�조정자에 자세한 안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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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오리엔테이션

Ÿ K-MOOC에서도 오리엔테이션의 중요성은 오프라인 수업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수업

에 참여하고 의사소통하는 방법이 온라인 수업에서는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해 학생

들에게 자세한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어야합니다.

강좌�소개�및�홍보하기

Ÿ 강좌 시작 전, 본 강좌에 대한 소개가 담긴 1-3분 내외의 간결하고, 학습 동기를 자극

할 수 있는 동영상을 제작합니다.

� � � � � *� 동영상을� 통해� 강좌가� 무엇을� 다루며,� 언제� 시작하고,� 학습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노력이� 요구되는지� 등을� 소개하고,�

강좌의�주제�및�학습�활동의�매력과�학습자들이�강좌를�통해�무엇을�얻고,� 무엇을�할�수�있게�되는지�안내합니다.

� � � � � *� 홍보� 동영상에도�웹� 접근성� 확보를� 위하여� 영상� 안에� 자막� 또는� 나레이션을�추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 영상� 제작� 방법
Tip

인상 깊은 강좌 홍보 영상은 학습자들의 수강 신청을 유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교수자가

직접 자신의 소개 및 함께 본 강좌를 수강해야 하는 이유를 간략하지만 명확하게 소개함으

로써 학습자들이 강좌에 대한 신뢰감을 갖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표� 34>� MOOC� 홍보� 영상� 구성� 요소� 예시

항목 소요시간�예시

1. 기관 대표 문구 또는 로고 3초

2. 교수자 소개 및 환영 인사 20초

3. 강좌 수강 시 이점 20초

4. 강좌 주요구성 20초

5. 적합한 수강 대상 15초

6. 마무리 인사, 수강 촉구 10초

Ÿ 소셜 미디어나 해당 교과목 전공 커뮤니티 등의 경로를 통해 강좌를 홍보하여 잠재적

학습 대상자들에게 접근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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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환영하기

Ÿ 강좌 시작 두 달 전에, 수강하는 학습자들에게 환영 메시지를 보냅니다.

Ÿ 환영 메시지를 작성하고 강좌 안내에 추가 합니다. Studio 내 공지사항�추가하기에 자세한

안내가있습니다.

Ÿ 강좌 계획서와 참고 자료는 학습 자료에서 이용가능한지 확인합니다. Studio 내 학습�

자료�추가하기에 자세한 안내가 있습니다.

Ÿ 강좌 시작 한 달 전에, 현재 등록한 학습자들에게 환영 메시지를 보냅니다.

Ÿ 강좌 시작 일주일 전에, 현재 등록한 학습자들에게 환영 메시지를 보냅니다.

Ÿ 게시판에 “자기 소개를 하세요”라는 주제를 추가합니다. 여러 개의 게시글로 학습자의

응답이 분산되도록 하여 학습자의 응답 수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Studio 내 게시판�

운영하기에 자세한안내가 있습니다.

Ÿ 강좌가 시작되면 현재 등록된 학습자들에게 환영 메시지를 보냅니다. Studio 내 개강일�

인사�메일에 자세한 안내가 있습니다.

� 오리엔테이션� 정보� 제공하기
Tip

교수요목, 강좌일정 등은 강좌가 진행되는 중간에도 학습자들이 주로 참고하여야 할 정보들

이므로, 별도의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0주차 등으로 강좌 안에 별도로 제공하는 것을 권장합

니다. 공지사항을 활용할 경우, 새로운 공지를 할 때 마다 기존 게시글이 아래로 밀려가므로,

학습자들이 관련 정보를찾기어려울수있습니다.

Ÿ 포항공과대학교 강좌는 Week 1 이 아닌 Week 0으로 시작하여, 언제든 강의계획 및

교수자, 학습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함

[그림� 14]� 오리엔테이션�사례� :� 포항공과대학교� 『DNA로� 살펴본� 생물의� 진화』� 강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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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엔테이션에서� 제공되어야� 할� 정보
참
고

오리엔테이션에서 학습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되기를 기대합니다24).

<표� 35>� 오리엔테이션에서� 제공되어야� 할� 정보

구분 내용

교수요목
(syllabus)

Ÿ 강좌 주제와 학습 목표
Ÿ 교수자 및 운영튜터 소개
Ÿ 성적 처리 방법 및 루브릭(성적 처리 기준)
Ÿ 주요 교재 및 학습자료 정보
Ÿ 앞으로 수행하게 될 학습과제
Ÿ 마감기한 및 중요 일정
Ÿ 시험 정보
Ÿ 토론 방법 등과 같은 추가 정보
Ÿ 각 주차에 기대되는 결과물 등

강좌일정

Ÿ 각 모듈(주차)에 다뤄질 주제
Ÿ 각 과제들의 시작 및 마감 기한
Ÿ 시험 등과 같은 중요 일정
Ÿ 모듈(주차)별로 읽어야할 자료 등

협력학습,�
토론활동�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Ÿ 게시판, 행아웃 등에의 참여 방법

환영인사� 및�
앞으로의� 강좌�

예고

Ÿ “Home” 항목에 게시
Ÿ 학습자로 하여금 교수요목 확인케 하기
Ÿ 확인 가능한 정보 보도록 유도하기
Ÿ 토론에 대한 정보 제공
Ÿ (선택적) 자기 진단 퀴즈 및 자기 진단 자료 제공

☞� 강좌가� 운영되는� 중에는,� 격려의� 말,� 진행� 상황� 및� 이전� 주요� 학습� 활동� 확인� 유도,�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학습활동� 마감� 기한� 알림,� 토론글� 중� 주요� 포스트� 공
지,� 반드시� 확인해야할�동영상,� 활동� 공지� 등

이메일

Ÿ 환영 및 앞으로의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교수자/운영튜터의 이메일을
안내

Ÿ 학습자의 참여 및 완료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강좌와 관련한
공지를 간결하고 요점을 담아 주기적으로 보내기

24)� edX� 강좌� :� 『edX101� Overview� of� Creating� an� edX�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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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운영� 관리

강좌�모니터링

Ÿ 매주 4주차앞서 업로드된강좌의 이상유무 확인및문제발생시빠른시간내에수정

합니다.

Ÿ 강좌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강좌를 반복 운영하면서 발견되는

수정사항을반영하여수시로업데이트합니다.

학습안내�및�독려

Ÿ 학습자가 최대한 과정을 안정적으로 수료할 수 있도록 메일, SNS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학습을 안내하고, 주요 일정, 학습활동, 진행 상황, 마감 기한, 필독사항 등을

공지하여 학습을 독려합니다.

� � � � � *� 홈� 화면� 및� 교수요목�페이지에�각� 학습� 요소,� 과제,� 토론� 및� 질문게시판�등에� 연결되는�링크를� 제시합니다.�

<표� 36>� 학습안내� 및� 독려를� 위한� 안내� 메시지의� 내용

구분 내용

개강� 1-2주� 전 수강신청자에게 강좌 개강 관련 공지 및 안내메일 발송

각� 주차� 시작� 2일� 전 해당 주차 학습내용 및 활동에 대한 공지 및 안내메일 발송

상시
학습 진도, 학습상황 등 학습패턴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학습
부진자 대상 학습 독려

� 학습자� 대상� 메일링� 전략
참
고

강좌 운영 과정에서 학습자와의 소통, 학습 참여 독려 등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메일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Ÿ 개강 전 알림 메일, 개강일 인사 메일

Ÿ 주별 학습 주요 사항 안내 메일, 참여 독려 메일, 주요 일정 안내 메일

Ÿ 기술적 문제 관련 메일

Ÿ 종강 안내 및 이수증 안내 메일, 신규 강좌 개설 안내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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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학습내용과관련하여질문이올라왔으나운영튜터가답변을하기어려운경우에는교수자

에게질문이올라온것을알리고 24시간내에답변이제공될수있도록합니다.

Ÿ 과제(토론, 팀 프로젝트, 과제, 퀴즈 등) 안내는 최소한 과제 시작 2주 전에는 안내하고,

과제 시작 시에도 안내 및 과제에 대한 피드백은 가능한 신속하게 제공합니다.

� 피드백� 제공� 전략
참
고

Ÿ 수업설계 과정에서 피드백 제공 항목 및 일정을 계획하고, 강좌개발계획에 명시하여

약속된 일정 내에 응답하도록 합니다.

Ÿ 학습자의 수업에 대한 성찰 및 피드백을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

을 활용하여 매주 강좌에 대한 학습자들의 성찰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자의 강좌 만족

도 및 의견을 개진하도록 함으로써 강좌 개선에 참고합니다. 이를 통해 학습 경험을

학습자간에 공유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Ÿ 또한 학습자의 진행사항을 구체적으로 체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자의 반응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메일과 게시판을 통해 개별적인 피드백과 메시지를 제공하

고, 주차별 학습내용에 대한 학습자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며, 학습자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최소한의 참여도를 제시합니다.

토론방�관리

Ÿ 모든 학습자가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 및 토론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Ÿ 토론방을 항상 모니터링하여 긍정적이고 상호 존중적인 환경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Ÿ 학습자가 제기하는 문제나 이슈, 건의사항 등에 대해 성실하게 답합니다.

Ÿ 흥미로운 토론글을 다른 모든 학습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보다 깊은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Ÿ 학습자들끼리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파악하여, 교수자나 운영튜터가 해당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도움, 힌트혹은해답을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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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전반에�대한�성찰

Ÿ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학습자들의 수업에 대한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

들이 학습의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인지하도록 돕습니다.

Ÿ 강좌 수강에 대한 학습자들의 느낌을 게재하여 다음 학기에 반영할 사항을 도출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학습자들의 학습활동을 치하하고 학습결과 전반에 대한

총평을 제공함으로써 교수자의 수업전반에 대한 성찰 및 결과를 공유하도록 합니다.

강좌�운영�성과�평가�및�개선요소�도출

Ÿ 강좌에 대한 교육 성과를 확인합니다. 교육성과는 학업성취도 평가, 교육방법/매체 및

학습자원, 교수자 평가, 튜터 평가 결과를 통해 확인합니다.

Ÿ 경우에 따라 우수한 교육 성과를 거둔 강좌의 사례를 다른 교수자들과 함께 공유하고,

운영 노하우 등을 공유합니다.

Ÿ 교육성과를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 강좌 운영을 위한 수정/보완 작업을 합니다.

Ÿ 강좌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학습자 만족도 조사(강의평가)를 실시하여, 강좌

개발 및운영에 대한 학생 피드백을수렴합니다.

Ÿ 평가 항목은 강좌 콘텐츠의 질, 강좌의 질, 운영 지원의 질, 학습 활동의 질, 평가의 질,

학습효과의 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 출석� 점수를� 성적에� 반영하는� 방법�
Tip

Q.� 강좌�수강�출석여부에�따라�출석�점수를�플랫폼에�반영할�수�있나요?

출석과 관련하여 K-MOOC를 비롯한 edX에서 출석점수를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출석 점수를 성적에 반영하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적용해보시

기 바랍니다.

Ÿ edX강좌 중 출석점수를 반영하는 강좌의 경우, 자기보고식 설문을 통해 학습자가 강

좌를 수강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전적으로 학습자의 양심에 좌우되

는 부분입니다.

Ÿ 출석점수를 대신하여 학습내용을 제대로 학습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나 과제를

통해 평가하는 것이 좋겠지만, 출석점수를 그대로 확인하고 싶다면, 선다형 문항을 설

문의 형태로 제시해 출석을 체크하시고 자동으로 점수를 반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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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K-MOOC� 강좌� 활용

MOOC 강좌를 실제 수업에서 활용(블렌디드 러닝, 플립드 러닝 등)하는 방안과 기타

활용방안에 대해 알아봅니다.

온·오프라인�혼합�강좌

MOOC 강좌를 활용한 최신 교수․학습 방법인 플립드 러닝 등을 면대면 수업에 접목

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제고 할 수 있습니다.

<표� 37>� 블렌디드�러닝과� 플립드� 러닝
구분 설명

블렌디드� 러닝�

Ÿ 블렌디드 러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학습을 혼합하여 학습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Ÿ 블렌디드 러닝에서 오프라인 학습은 온라인 강좌로 대체되지 않는다.
Ÿ 오히려, 온라인 학습은 연습활동이나 오프라인 학습을 보조하는 방법
으로 활용된다.

플립드� 러닝�

Ÿ 플립드 러닝은 블렌디드 러닝의 또 다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Ÿ 학생들은 수업 전, 학교 밖에서 주로 온라인 프리젠테이션 형태의 새로운
학습자료를 공부하게 된다.

Ÿ 수업시간에는 문제해결 학습 또는 토론을 하면서 집에서 공부한 학습
자료들을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가진다.

온·오프라인�혼합�강좌설계�시�고려사항

Ÿ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의 활동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합니다(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상호작용 활동 가이드라인 등을 일관되게 제시하기).

Ÿ 강좌를 수강하는 학습자들의 접근성 관련 문제를 고려합니다.

Ÿ 해당 강좌 학습 모델에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들을 위해, 혼합강좌의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기 쉽도록 안내합니다.

Ÿ 단지 오프라인수업에서의 강의식수업을진척시키기위한 목적으로학습자료를온라인

에올려학습자의학습부담을가중시키는것을지양합니다.

기타�

Ÿ 고등학생, 유학생, 타대생 등 진학 시 선수과목으로 인정

Ÿ 자교 학생 대상 학점 인정 및 대학간 학점인정과정 운영

� � � � � *� 한양대학교는�서울권역�학점교류� e러닝� 과목으로�채택하여�대학� 간� 학점인정과정으로�운영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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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OOC� 활용� 노하우
사
례

블렌디드형�강좌�운영

“저희 대학에서는 『세상을 바꾸는 스타트업 이야기』 강좌를 예비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한 블렌디드 러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습자들은 1.5시간은 오프라인에서, 1.5시간은

온라인에서 수강하게 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스타트업 이야기』 강좌는 5명의 각 분야

전문가가 운영하는 강좌인데, 각 전문가가 해당 주차에 오프라인 강의도 진행하는 식입니

다. 전체 강좌의 중간과 끝에 5명의 전문가가 모두 참여하여 피드백을 주고받는 시간도

기획하였습니다.”

인하대학교�사례

선수�학습�지원

“정식으로 학점 인정을 하지는 않지만 대학원을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입학하기 전에, 먼

저 선수강 차원으로 강좌를 듣고 오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스쿨에 입학하

는 학생들은 『민법학입문』 강좌를 수강하고 오는 것이지요.”

고려대학교�사례

“신입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예비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K-MOOC 강좌를 추천하여 미리

수강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는 『세계로 통하는 한국어』 강좌

를 소개하여 한국어 활용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성균관대학교�사례

학점�인정

“저희 대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온라인 학습에 대한 특별학점 10학점을 인정해주는데, 특히

K-MOOC의 경우 이수증 발급받은 학생에게 강좌 당 1학점씩 인정해주고, 개인별로 최대

3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수증에 나오는 정보로는 실제 수

강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수증을 스캔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이수증 코드

일련번호와 이수증에 등록한 이메일을 같이 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울산대학교�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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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렌디드� 러닝� 도입� 시� 점검� 사항
참
고

Ÿ 소속 기관에 온라인 학습에 관한 정책(예를 들어, 타인의 자료 사용에 관한 정책 등)

이 있는가?

Ÿ 블렌디드 러닝을 도입했을 때 강좌 자료, 예를 들어 교수요목이나 강좌 소개, 강좌 개발

계획서 등 중에서 수정되어야할 것이 있는가?

Ÿ 추가적으로 제시해야할 자원이 있는가?

� 블렌디드� 러닝� 설계� 전략25)
참
고

잘 설계된 블렌디드 러닝 강좌는 단순히 동영상 강의를 온라인에 올리는 강좌가 아닙니다.

강좌의 목적에 맞도록 온라인과 면대면 교실 수업이 적절하게 조절되어 운영되어야 할 것

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하시기 바랍니다.

Ÿ 강좌를 계획할 때, 학습자의 학습 부담에 대해 생각해주어야 한다. 단지 교실 수업에서

의 강의식 수업을 진척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강좌 자료를 온라인에 올리는 것은 지양

해야 한다. 그 대신, 학습자들이 보다 활발하게 학습 프로젝트 및 활동에 참여할 수 있

도록 교실 수업시간을 활용해야 한다.

Ÿ 온라인과 면대면 교실 수업에서의 학습 경험이 상호 일관성을 갖출 수 있도록 조정해

야한다. 예를 들어, 온라인과 면대면 교실 수업 상황에서 학습자들의 상호작용에 대한

개념 및 가이드라인을 일관되게 설정해주어야, 학습자간 협력과 공동체 형성이 보다

용이해진다.

Ÿ 블렌디드 러닝 강좌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서 교수 요목을 잘 구성해 주어야

한다. 학습 시간, 교실 수업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시간, 과제 완료 기한, 성적 처리

방법, 토론 및 협력학습 가이드라인, 프로젝트 설명 등에 대해 자세히 기술해주면, 학

습자들이 새로운 학습 모델에 적응하는 과정에서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다.

Ÿ 온라인과 면대면 교실 수업에서 동시적으로 진행될 부분과 그렇지 않을 부분에 대해

명시해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온라인에 강좌 전체를 한 번에 올려서 학습자가 자신

의 페이스에 맞게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교실 수업과 동시적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명시해주어야 한다.

Ÿ 만약 학습자가 블렌디드 러닝 형식에 대해 의문을 가진다면, 본 강좌의 형식을 블렌디드

러닝으로채택한이유에 대한 충분한설명을제공해주도록 한다.

Ÿ 온라인에서든 면대면 교실 수업에서든,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을 끊임없이 진행하기 위해

노력한다.

25)� edX� 강좌� :� 『edX� BlendedX� Blended� Learning� with� edX』





설계 개발 검수 부록개관 운영

- 109 -

부록

K-MOOC 강좌 개발운영 과정에서 참여 기관에서 실제 활용하고 있는 양식을

참고하여 샘플양식을 개발하였습니다. 기관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K-MOOC� 개발� 제안서

☞� K-MOOC� 개발을� 위한� 개발� 의뢰·공모� 시� 개발� 제안서를�받아� 계획을�구체화합니다.

2.� 저작권� 및� 강의공개� 참여� 동의서

☞� K-MOOC� 개발을� 본격적으로�시작하게�되면,� 담당� 교수자에게� 저작권�및� 강의공개에� 대한� 참여� 동의서를�받습니다.

3.� 강좌� 개발� 계획서

☞� K-MOOC�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강좌� 개발� 계획서를� 여러� 참여자(교수자,� 교수설계자� 등)가� 함께� 상의하여�
작성하도록� 합니다.

4.� MOOC� 콘텐츠� 번역� 계약서

☞� 외부� 기관에� K-MOOC� 번역을� 의뢰할� 때� 활용할�수� 있는� 번역� 계약서� 양식입니다.

5.� MOOC� 촬영가이드

☞� 동영상� 강의� 촬영� 시� 촬영� 전반에�대한� 안내와�확인요소를� 기술한�문서입니다.

6.� 동영상� 강의�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 동영상� 강의� 촬영� 시� 교수자의�강의� 모니터링에� 활용할� 수� 있는� 양식입니다.

7.� 사후� 설문지

☞� 강좌�운영�성과를�확인하고자�사후�설문을�실시하여�학습자들의�만족도�등을�확인합니다.



K-MOOC�강좌� 개발·운영을�위한�가이드라인

- 110 -

강좌�제목

참여�
교수자

책임� 교수자

외부� 교수자

*� 강좌는� 제안해주신� 교수자의� 책임� 하에� 개발되며,� 외부� 교수자도� 함께� 참여할� 수� 있습

니다.

관련� 강좌

*� 본� MOOC� 강좌와� 연관된� 강좌에는�무엇이� 있습니까?

*� 연관된� 강좌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 유사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기존� MOOC� 강좌가� 있습니까?

*� 유사� MOOC� 강좌의� URL� 주소를� 첨부해� 주시고,� 본� MOOC� 강좌가� 해당� 강좌들과�

어떻게� 다른지에�대해� 기술해주시기�바랍니다.

목표� 학습자
□� 청소년� � □� 예비� 대학생� � □� 학사� � □� 석사� � □� 박사� � □� 전문가� �
□� 일반� 대중� � □� 기타

사용�언어 □� 한국어� � □� 영어� � □� 중국어� � □� 기타

MOOC� 시작일
*� 강좌개발은�약� 6개월� 전후의� 제작기간이�소요됩니다.

MOOC� 기간 ___� 주(weeks)

필요� 학습량 주�기준� ___� 시간,� 총� ___� 시간

본� MOOC에� 대한� 간략한�
설명

1.� K-MOOC� 개발�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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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MOOC� 강좌� 시리즈

*� 동일� 주제에� 관한� 2~4개의� MOOC� 강좌� 시리즈� 개발이� 가능합니다.

*� 개발이� 가능한� MOOC� 강좌� 리스트를� 기술해� 주시고,� 간략한� 커리큘럼을� 구성해� 주

시기� 바랍니다.

학습� 결과

*� MOOC� 학습자가� 강좌� 종료� 시점에� 무엇을� 할� 수� 있게� 될지,� 학습� 결과를� 기술해� 주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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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한� 학습자료

*� 귀하가� 이미� 소유하고� 있어� 본� MOOC에� 사용할� 수� 있는� 학습� 자료(영상,� 데모

(demos),� 애플릿(applet),� 시뮬레이션�등)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에게� 저작권이� 있거나,� MOOC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허가를� 받았거나,�

공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자료들만�사용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바랍니다.

학습� 활동

*� 동영상� 강의� 영상� 사이에,� 학습자들은� 연습활동,� 퀴즈풀이,� 시뮬레이션,� 프로그래밍�

코드� 입력� 등의� 학습활동을�해야� 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주로� 과제로� 제시됩니다.

*� 어떤� 학습활동을�학습자에게�제시하시겠습니까?

*� 학습활동은�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 가능한� 옵션에� 대해� K-MOOC� 개발위원회와�상의해도�좋습니다.

기타� 의견

*� K-MOOC� 개발위원회에�전달할�의견이� 있으시면�무엇이든지�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______________(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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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작권� 및� 강의공개� 참여� 동의서

개발년도 수강인원

강좌명

한글

한자

대표� 신청자 성명 한글

소속

연락처

콘
텐
츠
�
개
요

CCL
(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by� (저작자표시)
□� by-nd� (저작자표시-변경금지)
□� by-sa�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 by-nc� (저작자표시-비영리)
□� by-nc-n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 by-nc-sa�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 ※체크가� 없는� 경우� “by-nd"를� 기본으로� 선택함

주제별�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강좌설명 한글

�
1. 본 강좌는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하지 않았으며, 개발 강좌에 대한 저작권 및 소유권

은 학교와참여교수가공동으로 한다.

2. 본 강좌를 K-MOOC 및 강의공개(KOCW)에 활용하여 재능기부 문화운동에 적극

참여한다.

년 월 일

신청인 : ______________(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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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좌� 개발� 계획서

강좌�기본� 정보

강좌명 대표교수

강좌�유형�및�특성

구분 내용 비고

주차� 운영�
방법

□� 강의� ×� (� � � )주
□� 시험� ×� (� � � )주
□� 오프라인� 간담회� ×� (� � � )회

주요� 학습자�
활동

□� 없음 □� 토의� 및� 토론
□� 개인� 발표� 및� 과제� □� 협력� 학습(발표,� 과제)
□� 프로젝트� 학습 □� 문제기반학습
□� 기타� (� 자가진단,� 문진표� 작성� 등� )

평가� 방법

□� 시험 (� � � %� )
□� 동영상� 진도율� (� � � %� )
□� 토론� � � (� � � %� )
□� 에세이� (� � � %� )� ※� 상호평가� 결과� 포함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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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개발�절차

구분 일정 주요� 내용 비고

1.� 강좌개발� 계획서� 작성

2.�
주차별�
강의�
교안�
제작

2-1.�
교수자

①�
강의�
녹음

②
강의�
자료�
준비

2.�
주차별�
강의�
교안�
제작

2-2.� CTL

①
전사� 및�
교정

②
자료�
매칭,�
디자인

2-3.� CTL

①
대본
작성
②
시나리오�
작성

3.� 동영상� 강의� 촬영

4.� 학습� 도구� 최종� 구성� 및� 배치

5.� 플랫폼� 탑재,� 구동�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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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유형

□� 강의� 영상
□� 뉴스� &� 기사
□� 칼럼� 등�
읽기자료
□� 원고

□� 논문(RISS)
□� 외부� 동영상
□�사진
□� 인포그래픽
□�기타(� � � � � � � � � � )

학습활동�
유형

□� 퀴즈
□� 과제
□� 토론
□� 기타(� � � � � � � � � � )

모듈(주차)별�강의�개발�계획서(상세)

1모듈

강의�주제

유닛� 수 동영상�수
예상

학습�시간

유닛 주제 학습자료/활동� 유형 내용(2줄� 내외� 요약)
학습� 자료�
목록

학습�
시간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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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OOC� 콘텐츠� 번역� 계약서

○○대학교 MOOC 개발센터(이하 구매자)와 번역가 성명(이하 공급자)는 아래와 같이

번역작업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구매자”가 온라인강좌 『 』의 “영문” 콘텐츠 제작을 위한

번역작업을 “공급자”가 프리랜서로서 번역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번역분야 및 계약기간】

1. “공급자”는 “구매자”가 제공하는 텍스트(이하 원고) 『 』 분량을

한국어에서 영어로의 번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칙을 적용하여 수행한

다.

2. 구성은 “홍보영상 녹취록 및 강의 녹취록”이며 녹취록을 제작하여 제공한다.

3. 계약 종료는 『 』의 ○○주차 분량의 번역이 끝나는 시점으로 한

다.

제3조【번역비】

1. 번역비는 한줄당 (A4 1장당 / MS워드 / 맑은고딕 / 25줄 / 글자크기12Point

/좌우여백 각2Cm) 일금 팔백원(￦800)으로 책정한다.

1) A4 1장 25줄 기준 : 1줄당 800원

2. 번역비 지급은 총14주차 분량을 총2회(1회“○주차”, 2회“○주차)로 나누어 “공

급자”가 지정한 국내계좌로 온라인 송금을 통해 “원화”로 지급하며, 소득세법

에 따른 세금(지급액의 4.4%) 차감 후 지급한다.

1) 입금은행 : 은행

2) 계좌번호 :

3) 예금주 : 홍길동

제4조【기일준수】

“공급자”는 “구매자”가 원고를 e-Mail 전송한 일자를 시점부터 15일 이내에 작

업을 완료하여 “구매자”에게 e-Mail로 송부하며 “구매자”의 작업에 차질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한다.

제5조【업무협조】

1. “공급자”는 “구매자”와 상시적 업무연락 체제를 갖추어서 작업의 원활한 진

행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구매자․공급자”는 효과적 작업 진행을 위하여 일정한 작업의 형식 및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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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을 제시 할 수 있으며 상호간에 존중하여 원활한 작업 진행이 이루어지도

록 협조한다.

제6조【비밀유지】

“공급자”는 번역물에 대하여 일체 제3자에게 누설(배포, 복제, 전송 등) 하여서는

아니되며 유출에 따른 모든 손해를 “구매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특약사항】

1. 번역결과물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수정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최종 번역비를 지급한 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2. 수정을 요청한 경우 “공급자”는 책임을 지고 추가 비용 없이 작업을 마무리

하여야 한다.

제8조【분쟁해결】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매자”

와 “공급자”간의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2. 제12조 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구매자”의 주소지 관

할 지방법원을 관할로 재판을 진행한다.

제9조【기타사항】

1.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내용을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서는 일반 상거래 관련 법률 및 관

행에 따르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상호 합의하에 변경 또는

추가 약정을 체결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 후 “구매자”와 “공급자”가 각각 1

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구매자” ○○대학교 “공급자” 프리랜서

국내 “신” 우편번호․주소 국내 “신” 우편번호․주소

주민등록번호

홍 길 동 (인) 홍 길 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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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OOC� 촬영가이드

다음은 교수님들의 원활한 동영상 강의 촬영을 위한 가이드로써 반드시 촬영 이전에

숙지해 주십시오.

1.�전체�촬영�일정�및�진행�개요

테스트�촬영�진행

Ÿ 한 차시 분량의 촬영을 테스트 해보고, 촬영 시 개선해야 할 부분과 진행 방법에 대해

논의하여 본 촬영 진행 방법을 확정합니다.

본�촬영�진행

Ÿ 교수님의 일정을 확인하여 촬영 날짜를 정하고, 촬영을 시작합니다.

Ÿ 촬영은 최종 원고가 완성되어야만 촬영이 가능하며, 반드시 1차시부터 순서대로 촬영

을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 � � � ※� 여러� 명의� 교수님의� 촬영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원고를� 빨리� 완성하여� 스케줄을� 확정하시는� 분이� 자신에게� 맞는�

촬영시간을�확보하실�수� 있으니�빠른�원고�작성을� 부탁드립니다.

� � � � ※� 원고� 작성� 시� 차시명,� 대제목,� 소제목이� 바뀌지� 않도록� 신중하게�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Ÿ 예상 촬영 시간 : 일반적으로 한 개 차시는 30분 영상이며, 30분 영상을 찍으려면 초반

에는 1～1.5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촬영을 거듭하

게 되면 촬영 시간은 많이 줄어드니 촬영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많은 연습과 준비를 부

탁드립니다.

Ÿ 스튜디오로 촬영을 오시게 되면 여러 차시의 분량을 촬영하게 될 것이므로 이에 맞는

원고 준비와 의상 준비를 해주십시오.

2.�촬영�전�사전�준비

Ÿ 테스트 촬영을 하실 때에도 실제 촬영이라 생각하시고, 한 차시 분량의 최종 원고 분량

의 강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테스트 촬영은 교수님의 준비여부에 따라 하루에 끝

날 수도, 여러 날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점 고려하셔서 미리 충분한 연습과 준비하는

마음으로실전처럼 임해 주십시오).

Ÿ 촬영 시이미지나 사진, 그 외 어떠한물건을보여주고자하신다면 촬영 전에 담당설계자

와상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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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상

Ÿ 반드시 정장을 입을 필요는 없습니다. 교수님의 강의 스타일을 살릴 수 있는 의상이면

됩니다. 단,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의상은 입지 말아 주십시오. 사계절 어느 때나 학습

을하게되므로 반팔보다는 긴팔 옷을 준비해 주세요.

Ÿ 칠판촬영일 경우, 칠판색과 동일한 계열 색상의 옷은 피해주세요.

Ÿ 크로마키 촬영 시 블루 스크린 앞에서 촬영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파란색나 녹색 계열

의 의상은 안 됩니다. 가능한 원색 계열의 색상을 입어주세요.

Ÿ 하루에 여러 차시의 촬영을 진행하실 경우는 2～3벌의 의상을 준비해 주십시오. 여성

의 경우 가디건이나 자켓을 준비하셔도 괜찮고, 남성의 경우 넥타이를 2～3개 준비하

거나 자켓을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단, 체크무늬나 지나치게 화려한 의상은 삼가주세요.

4.�동영상�촬영

Ÿ 스토리보드 또는 교안을 참조하시면서 강의를 진행하셔도 되며, NG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멘트

Ÿ 동영상은 ‘시작하는 부분에서의 인사말, 학습내용 전달, 마무리 인사’ 이렇게 3단계로

나뉜다고 생각하셔서 멘트를 준비해 주시고, 평소 강의하시는 속도보다 1.2～1.5배 천

천히 말씀하기 바랍니다.

Ÿ 강의를 시작할 때 : 간단한 목례와 인사말로 강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 � �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 과목의� 000입니다.� 오늘은� 1차시� ***이란� 무엇인가에�대해� 함께� 학습해� 보겠습니다.�

Ÿ 강의를 마무리 할 때 : 해당 교시의 학습이 완전히 끝났음을 알려주고, 수고했다는 멘트

등을 해주시면됩니다.

� � � � 예)� 자,� 오늘� 1차시(주차)� ***이란� 무엇인가를� 학습해� 보았습니다.� 만약�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다시� 한� 번�

강의를� 들으면서�복습하시고,� 자기� 것으로� 만드시기�바랍니다.� 그럼� 다음� 차시(주차)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 � � � ※� 인사말에서�날짜,� 날씨나� 시사적인�문제� 및� 특정� 사건� 등이� 언급되지�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 � � � ※� 특정� 종교� 및� 윤리적인�문제는� 강의에� 꼭�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판서�강의�촬영�시�유의사항

Ÿ 판서를 할 경우, 의식적으로 카메라를 보면서 강의를 진행해 주세요. 카메라를 바라보면

학습자들에게는 교수자와 Eye contact의 효과를 주어 학습에 대한 집중도와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Ÿ 판서를 할 때 몸으로 가리지 않도록 위치를 잘 잡아 판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Ÿ 너무 작은 글씨로 판서를 하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약간 큼직한 크기로 판서를 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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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고, 진하고 깔끔하게 판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크로마키�촬영�시�유의사항

Ÿ 촬영 전 충분히 연습하여 카메라를 자연스럽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합니다. 고개를 너무

자주 숙여 원고를 보거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하는 일이 없도록 카메라를 향해 시

선을 고정해 주십시오.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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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동영상� 강의�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성명 강좌명

제출일 해당�주차/차시

영역� 구분 요소 잘함� ↔� 못함

강의

목소리

목소리� 크기가� 적절한가? 5 4 3 2 1

말하는� 속도가� 적절한가? 5 4 3 2 1

발음이� 분명한가? 5 4 3 2 1

목소리에�변화가� 있는가? 5 4 3 2 1

몸동작

몸동작이�의도적이고� 적절한가? 5 4 3 2 1

서서� 강의할� 경우,� 서� 있는� 자세가� 곧은가? 5 4 3 2 1

교수의� 시선은� 자연스러운가? 5 4 3 2 1

자막

주의력을�끄는가? 5 4 3 2 1

글씨와� 그림의� 크기가� 적절한가? 5 4 3 2 1

배경� 자막의� 내용이� 말하는� 내용을� 보완하는가? 5 4 3 2 1

강의� 내용과� 배경� 자막� 싱크가� 잘� 맞나? 5 4 3 2 1

양이� 적절한가? 5 4 3 2 1

강의�
진행

강의에� 열의가� 느껴지는가? 5 4 3 2 1

강의� 속도가� 적절한가? 5 4 3 2 1

강의에� 필요한� 예시를� 잘� 사용하는가? 5 4 3 2 1

수업
설계

강의
구성

수업은� 수업계획서대로� 진행되었는가? 5 4 3 2 1

시작� 부분에� 목표가� 확실한가? 5 4 3 2 1

호기심을�유도하는가? 5 4 3 2 1

강의에� 끝맺음� 혹은� 연결이� 자연스러운가? 5 4 3 2 1

강의
내용

학습내용의� 양이� 적절한가? 5 4 3 2 1

가장� 중요한� 내용이� 강조되었는가? 5 4 3 2 1

강의내용이� 학습목표에� 일치하는가? 5 4 3 2 1

개념,� 용어,� 사례� 등이� 정확하고�충분히� 제시되었나? 5 4 3 2 1

토론주제�등� 학습자� 참여� 활동을� 제시하는가? 5 4 3 2 1

학습목표,� 학습정리� 등의� 학습요소를�적절히� 제시하는가? 5 4 3 2 1

도식이나�그래프� 등을� 활용하여�시각적으로� 표현하는가? 5 4 3 2 1

전반적으로� 교과목의� 내용이� 유용하였고� 관련분야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는가?

5 4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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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강좌명

제출일 해당�주차/차시

기타사항 ※�강의� 관련� 자유로운� 의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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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후�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조사는 ○○대학교 K-MOOC에 대한 학습자 인식 및 개선점을 파악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향후 보다 나은 K-MOOC 학습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여러분

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자 하오니, 모든 질문에 빠짐없이 응답해주시기를 간곡히 부

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년 월 대학교 K-MOOC 담당자

기본적인� 인적사항� 정보입니다.� 해당사항에� 기입� 및� V�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별 � □� 남 □� 여� 나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본� 강좌의� 학습목표는� 명확하게� 제시되었고�학습활동은� 학습목표�
달성을� 위해� 잘� 설계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
본� 강좌는� 온라인� 수업을� 듣는데� 필요한� 다양한� 학습자료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본� 강좌는� 학습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반복적이고�적절한� 활동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본� 강좌의� 학습목표와� 학습� 활동� 및� 평가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본� 강좌에서는�내용지식,� 태도와� 기술� 등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평가� 방법을�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본� 강좌에서는�정기적인�피드백이�과정� 전반에� 걸쳐서� 시의�
적절하게� 제공된다.�

① ② ③ ④ ⑤

7 본� 강좌를� 공부하게� 된� 것은� 나에게� 가치� 있는� 경험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8 본� 강좌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다른� 사람에게� 본� 강좌를� 수강해� 보라고� 적극적으로�
권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강좌� 개선이� 필요한� 점이나� 제안할� 사항이� 있다면� 자유롭게�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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