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is pleased to announce the
2013-2nd term Teaching Portfolio & OCW sign-up information.
1. Supported Professors: Professors teaching courses for the 2nd term of 2013
2. Program Types
Type
Required Public
Data

A Type

B Type

C Type

Syllabus
Lecture Notes

Syllabus
Lecture Notes
Audio Lectures

Syllabus
Lecture Notes
Video Introduction
Video Lectures

500,000 won

1,000,000 won

3 million won

(10 weeks or
more)
Honorarium
New Info

For courses in English, customized courses and tutoring are
available in addition to student portfolio links
(for more information, please see pg. 4)

3. Guidelines
1) Materials from lectures should be uploaded to the Portfolio system
2) Lecture materials will be made public through the Korea Open Course Ware System
 Required Public Materials: Lecture notes, audio, and/or video
(30 min per week or a total of 300 min or more)
 Materials that do not qualify:
-Lecture Notes: Student presentations, references, summaries and tables of contents
-Audio/Video Lectures: Student presentations and debates, videos
-Lecture notes, audio, or video that is unavailable due to copyright
3) Existing OCW, Teaching Portfolio lecture support of 50% or more if there
has been a change in content
4) The honorarium will be paid after screening of the 16 week term

4. Eligibility: Full-time faculty
5. Application Period: until 6. 28
6. Application Info: Submit the application along with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appropriate dean
7. Criteria: Approved application, curriculum, college and course information
8. Notification: Individual notification
9. Contact: Prof. Hahn Jungsun (0901; realcontact@khu.ac.kr)

The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supports the development of a wide variety of courses.
In 2013, we hope to expand the regular curriculum to include opportunities for global learning
experiences and collaboration with international faculty. We would like to thank participating
professors for their support.
1. Target: Outlined in the 2013-2 Course Listings
2. Information


Lecture Languages: Primarily English, but also Korean and other languages



Teaching Method: Real-time video lectures



Target Region: Local audiences, via real-time lectures scheduled to account for time differences

3. Operating Instructions


International professors may apply directly to the program



Teaching materials (including lecture notes and videos) can be uploaded to the Teaching
Portfolio system



After the semester ends the information is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through the Korea OCW
system

4. Procedure
Recruitment and
Selection
(2013 June-July)

Syllabus and Role
Development
(2013 July August)

Lectures
(2013 September -

Evaluation and
Reporting

December)

(2013 January)

5. Honorarium: up to 3,000,000 won
6. Eligibility: Reknowned scholars from universitis outside Korea who have made outstanding
contributions to their field
7. Application Period: until 6. 28
8. How to Apply: Submit an application
9. Selection: The selection committee will choose based on joint courses and participants will be
notified individually

10. Criteria: Curriculum, feasibility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other general college arrangement
feasibility
11. Contact: Ryu Seunghyun (0901; khctl@khu.ac.kr)
(More information can be provided by individual contacts)

The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is recruiting students for customized
English course student portfolio support and tutoring.
1. Eligibility: 2013-2nd term course s

2. Qualifications
Role
Professor

-Full-time faculty only
-Submit the lesson plan for this program
-Manage tutors and help maintain student learning

Course
Tutor

-Graduate students only
-Help support earning through portfolios
-Monitor and report portfolio results

English
Tutor

-Must speak native or near native level English
-Help support English learning through portfolios
-Monitor and report portfolio results

Students

-Must be enrolled full-time
-Upload and maintain a portfolio of learning journal (6 times or more)
and final journal according to the lesson plan

3. Support Amount
1) Tutors: From 500,000 won to 1 million won in scholarships
(depending on class size)
2) Student: The top 10% of portfolios will receive gift card & 100,000 won
scholarship
4. Application Period: until 6. 28
5. Application Info: Submit the application(Teaching Portfolio & OCW)
6. Criteria: Approved application, curriculum, college and course information
7. Notification: Individual notification
8. Contact: Prof. Hahn Jungsun (0901; realcontact@khu.ac.kr)

교수학습지원센터는 교내 Teaching Portfolio와 교외 Korea OCW 시스템을 통해
OCW 강의자료를 개발하는 2013-2학기 Teaching Portfolio & OCW 지원 교과목
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지원 대상: 본교에 개설된 2013-2학기 교과목
2. 지원 유형
구분

A Type

B Type

C Type

필수
공개자료
(10주차 이상)

강의계획서
강의록

강의계획서
강의록
강의 음성 파일

강의계획서
강의록
강의소개 동영상
강의 동영상 파일

지원금액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비고

교수-튜터-학생 연계 포트폴리오 중복 신청 가능

3. 지원 지침
1) 수업에 사용한 강의자료를 Teaching Portfolio 시스템에 업로드
2) 경희 OCW 및 Korea OCW 시스템을 통해 강의자료 공개
 필수공개자료: 강의록, 강의음성·동영상 10주차 이상(1주차 30분, 총 300분 이상)
 필수공개자료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강의록: 학생 제작자료, 참고자료, 개요 및 목차 수준 자료
-강의음성·동영상: 학생 발표 및 토론, 동영상 감상
-강의록, 강의음성·동영상이 저작권 문제로 공개될 수 없는 경우
3) 기존 OCW, Teaching Portfolio 강좌는 강의자료 50% 이상 수정 시 차등 지원
4) 지원금은 16주차 모든 강의자료 업로드 완료 후 심사를 통해 지급
(우수 교과목 별도의 추가 지원금 제공)
4. 신청 방법
1) 신청 자격: 전임교원
2) 신청 요령: 지원신청서 제출 (단과대학장 사인 첨부)
3) 심사 기준: 지원신청서 충실도, 교과목 공개적합성, 단과대학·교과목별 안배
5. 심사 결과: 개별 안내
6. 문의: 교수개발부 한정선(0901; realcontact@khu.ac.kr)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강좌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규교과를
통해 글로벌 학습경험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외교수와의 공동강좌를 모집하
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교수님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본교에 개설된 2013-2학기 교과목
2. 사업 내용


강의 언어: 영어 원칙(일부 한국어 또는 기타 외국어 가능)



강의 방식: 실시간 화상강의



대상 지역: 시차 고려, 실시간 화상강의가 가능한 지역

3. 운영 지침



해외 교수자 섭외는 신청교수자가 직접 진행



강의자료(강의노트, 동영상)는 Teaching Portfolio 시스템에 업로드



학기 종료 후 KHOCW 시스템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

4. 운영 절차
모집 및 선발
(`13.5~`13.6월)

Syllabus 개발
및 역할 분담
(`13. 7~8월)

강의 운영
(`13.9~12월)

평가 및 결과보고
(`14.2월)

5. 지원금: 3,000,000원(해외교수자는 별도 강사료 지급)
6. 신청자격: 전임교원
7. 신청방법: 지원신청서 제출
8. 선정방법: 해외공동강좌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
9. 심사기준: 교육과정 충실도, 해외공동강좌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 단과대별 안배
10. 문의: 유승현(0901; khctl@khu.ac.kr)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는 튜터의 온라인 학습 지도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수-튜터-학생 연계포트폴리오 교과목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지원 대상: 본교에 개설된 2013-2학기 교과목
2. 자격 및 역할
구분

역할

교수

-자격 : 전임교원
-역할 : 운영계획안 작성, 튜터의 튜터링 관리, 학생의 학습 관리 및 평가

전공튜터

-자격: 담당 교수가 추천한 해당 전공 분야 대학원생 혹은 학부생
(단, 해당 과목을 수강 중인 학부생 제외)
-역할: 학습 포트폴리오 모니터링, 학습일지에 대한 피드백, 보고서 작성

영어튜터
(영어/부분영어
강의에 한함)

학생

-자격: 원어민 또는 원어민 수준의 영어 가능한 자
-역할: 학습 포트폴리오 모니터링, 학습일지에 대한 피드백 및 영어 관련 지원,
보고서 작성
-자격: 해당 과목 수강생 전체
-역할: 학습일지 6회 이상 학습포트폴리오에 업로드

3. 지원 금액
1) 교수: 별도 지원금 없음, Teaching Portfolio & OCW 참여 시 지원금 추가 지급
2) 전공튜터: 수업지원 조교 장학금 50-100만원 (강좌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3) 영어튜터: 수업지원 조교 장학금 50-100만원 (영어/부분영어 강의에 한함,
강좌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센터에서 영어튜터 추천가능)
4) 학생: 모범 및 우수 포트폴리오 선정 및 지원금 지급
(단, 모범 및 우수 포트폴리오는 교내 공개)
4. 신청 방법
1) 신청 요령: 신청서 센터 제출
2) 심사 기준: 지원신청서 충실도, 교과목 및 튜터 적합성, 단과대학·교과목별 안배
3) 심사 결과: 개별 안내
5. 문의: 교수개발부 한정선(0901; realcontact@kh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