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학년도 1 학기 경희 MOOC를 위한

경희OCW(Open CourseWare) 모집 안내
교수학습지원센터(국제C)에서는 경희 MOOC를 기반으로 한 OCW(Open

CourseWare) 제작강좌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교수님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OCW(Open CourseWare)는 한 학기 동안의 강의자료를 교내 수강생 뿐 아니라 전세계 학습자에게 공개하는 지식공유와
나눔 운동의 일환입니다.
이를 통해 교수자는 교수포트폴리오 시스템을 활용하여 교수(teaching)활동에 수반되는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
고 양질의 강의자료를 개발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자기 성찰자료로의 활용을 돕고자 하는 교수활동 시스템입니다.

사업 안내

■ 신청자격 : 본교 전임교원
■ 지원대상 : 2015학년도 1학기 학부 개설 강좌(국제캠퍼스)
■ 참여기간 : 2015년 3월 ~ 8월
■ 운영사이트 : KLAS(경희러닝아카이브시스템) http://klas.khu.ac.kr
※ OCW로 제작된 KLAS 강의자료는 KHOCW(http://khocw.khu.ac.kr)와
KOCW(www.kocw.net)에 업로딩하여 대외적으로 공개합니다.

지원 유형

강의자료 type

강의영상 type

강의록(문서자료)

강의동영상 콘텐츠
(총 450분)

지원금액

50만원

200만원

제작규모

6강좌

10강좌

필수
공개자료
(10주차이상)

※변동가능

※ OCW 제작 강좌는 「교수-튜터-학생 연계포트폴리오」, 「명품강좌」 개발과 중복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지침

■ 강의음성 · 동영상 파일은 10주차(콘텐츠 주제 기준) 총 450분 이상 제작을 원칙으로 합니다.
■ 학생 제작자료및 참고자료, 발표 및 토론음성 · 동영상, 기타 영상 감상, 저작권침해로 인한 공개불가 자료는
공개자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기존 공개강의교수포트폴리오 제작 지원 강좌는강의자료의 최소 50% 이상을 수정하는조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 공개강의 제작지원금은 학기 종료 후 업로드 된 자료의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됩니다.

신청 안내

■ 신청기한 : 2015년 3월 2일(월)
■ 신청방법 : 제출서류(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online@khu.ac.kr)으로 신청
■ 선정결과 : 개별 안내
■ 문의 : 031) 201-3950~5 / online@khu.ac.kr

교수-튜터-학생 연계 포트폴리오

2015학년도 1학기

교수-튜터-학생 연계포트폴리오 모집 안내
교수학습지원센터(국제C)에서는 교수-튜터-학생 연계 포트폴리오 활동
강좌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업 안내

교수-튜터-학생 연계 포트폴리오는 수강생의 학습포트폴리오 운영(학습노트 작성)
을 통해 자기주도 및 성찰적 학습 태도를 함양하고, 교수와 튜터가 이를 관리·지도함으로
써 상시학습 및 소통적 학습 문화를 형성하고자 하는 교수-학습활동 시스템입니다.
■ 신청자격 : 본교 전임교원
■ 지원대상 : 2015학년도 1학기 학부 개설 강좌(국제캠퍼스)
■ 참여기간 : 2015년 3월 ~ 8월
■ 운영사이트 : KLAS(경희러닝아카이브시스템) http://klas.khu.ac.kr

자격 및 역할

전임교원의 학부 개설 강좌

교수

사업운영전반 및튜터관리, 학생학습관리및평가
※학습포트폴리오평가반영의무(강의계획서/OT시수강생공지요)

튜터 지원
(별도 지원금 없음)

학생

튜터

해당 과목 수강생 전체
학습포트폴리오학습노트4회이상작성

해당 전공 분야대학원생 또는 학부생 *교수추천
학습포트폴리오모니터링및학습피드백, 보고서작성

강좌규모에 따라
활동지원금 차등 지원
(50만원~150만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안내

■ 신청기한 : 2015년 3월 2일(월)
■ 신청방법 : 제출서류(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online@khu.ac.kr)으로 신청
■ 선정결과 : 개별 안내
※ 선정 강좌 교원 및 튜터 대상 사업설명회 진행 예정

문의

■ 문의 : 031) 201-3950~5 / online@kh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