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속의 CTL

서울대 온라인 콘텐츠 공개서비스

허영화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콘텐츠개발제작부

서울대학교는 지속적으로 학내의 우수한 강좌를 온라인 강좌로 개발하여 학내외
에 서비스하고 있으며, 이를 좀 더 폭넓게 서비스하고자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공개서비스 홈페이지(http://ctl.snu.
ac.kr/ snuocw)를 구축하였다. 공개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교수학습개발센터
온라인 강좌와 서울대학교 학술행사 VOD를 만나볼 수 있다.

<서울대 온라인 콘텐츠 공개서비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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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학습개발센터 온라인 강좌 공개서비스
[교수학습개발센터 온라인 강좌]는 강좌 주제별로 교수∙학습, 교양, 기타 강좌로 나
누어져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개발하거나 진행한 워크숍 강좌 중 총 43개의 강좌를 공
개 서비스하고 있다. 저작권 문제나 교수자의 동의가 없어 공개하지 못하는 강좌를 제
외하고 서비스 중이며 더 많은 서울대학교 정규/교양 강좌와 우수한 교수∙학습 프로
그램을 학내 구성원과 일반인에게 공개하고자 노력 중이다. 현재 개발 진행 중인 서울
대 명품강좌 시리즈도 2012년도 1학기 중에 이 사이트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교수학습개발센터 온라인 강좌 공개서비스 홈페이지>

강좌 주제별로 살펴보면 교수∙학습강좌는 교수자가 대학강의를 하는 데 필요한 교
수법 강좌와 우수강의 사례를 제시하는 강좌, 학습자의 대학 공부에 필요한 방향과 방
법을 제공하는 강좌로 이루어져 있다. 교양강좌는 서울대 교양특강 시리즈로 개발한 강
좌와 말하기, 글쓰기 능력을 향상하고 외국어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강좌로 구성되어 있
다. 이 외에 기타 강좌에는 제1회 서울대-매경 전국 대학생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 수
상자의 발표 영상과 프레젠테이션 기법 그리고 리포트 작성법을 배울 수 있는 강좌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은 교수학습개발센터 온라인 강좌 목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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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개발센터 공개서비스 온라인 강좌>

강좌 주제

교수법
교수∙학습강좌
(16강좌)

학습법

교수∙학습법
서울대
교양특강
시리즈

교양강좌
(15강좌)

외국어

기 타

프레젠테이션
기타강좌
(12강좌)

리포트

기 타

강 좌 목 록
서울대 교육상수상자의 강의노하우
교수법 강좌: 교수가 배우는 교수법
이러닝 교수법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사 양성과정
효과적 강의전략 1
효과적 강의전략 2
자기평가를 통한 강의개선 1
자기평가를 통한 강의개선 2
강의 개선 사례 1
강의 개선 사례 2
학습유형검사를 통한 자기학습설계
학습법 강좌: Learn how to learn
Best Learner 시간관리 달인
Best Learner 체력관리 달인
Best Learner 수업관리 달인
eTL 활용법
Human 3.0
뇌의 신비
법률 이야기
경영예술: 경영과 연극
청년기생애설계심리학: 남과 여
중국어 발음 기초
중국어 입문 1
중국어 입문 2
중국어 어법
중국어 작문
대학생활 설계하기
말하기(연설 데이터베이스)
인문학 글쓰기
일본속의 한국, 한국 문화를 찾아서
일반화학실험
제1회 서울대-매경 전국 대학생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
설득력 있는 프레젠테이션
프레젠테이션 기법 1
프레젠테이션 기법 2
프레젠테이션 기법
리포트 지도의 사례
리포트, 이렇게 쓰자
리포트 작성법 코스워크
리포트 지도법
소집단 토론 이끌기 1
소집단 토론 이끌기 2
영어강의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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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학술행사 VOD 공개서비스
중앙도서관은 2001년부터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고 보존적 가치가 있는 학술자료를
제공하고자 세미나, 강연회, 심포지엄, 국제학술대회 자료, 각종 중요 행사나 전시회 자
료 및 교육에 관한 정보를 비디오로 촬영하여 웹을 통하여 VOD(Video On Demand) 서
비스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학술행사 VOD]는 이러한 영상자료를 서비스하기 위해
2006년 8월 11일부터 운영하는 독립된 학술행사 홈페이지(http://event.snu.ac.kr)다. 이
외에도 각 대학, 연구소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디오/오디오 자료는 디지타이징
(Digitizing)하여 웹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저작권 보호 정책에 따라 촬영 및 웹서비스는
강연자의 동의를 얻어 진행되며, 웹상에서의 공개 여부는 강연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완
전 공개 또는 캠퍼스 내 제한공개로 구분되어 서비스한다.

<서울대학교 학술행사 VOD 홈페이지>

홈페이지에서 사용자는 총 5,664개의 VOD 및 AOD(Audio On Demand)를 간략, 상
세, 가나다, 주제별, 유형별, 신청기관별, 행사일로 검색할 수 있으며, 주제별로는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어학, 자연과학, 응용과학, 예술, 문학의 9개 검색 항목이 있고,
유형별은 학술회의, 워크숍, 강연회, 발표회, 교육자료, 전시회, 기타의 7개 검색 항목이
있다. 다음은 주제별 강좌 수와 세부 검색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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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검색 세부 항목>

주제별 항목

강좌 수

총류

628

철학

325

종교

73

사회과학

1,532

어학

240

자연과학

315

응용과학

1,474

예술

301

문학

160

역사

269

세부 항목
총류일반, 서지학, 도서관/정보학, 일반백과사전, 일반연속간행
물/색인, 일반단체/박물관, 뉴미디어/신문/출판, 일반전집/총서,
필사본/희귀본
철학일반, 형이상학, 인식론/원인론/인과관계론, 비과학적인 현
상, 철학의 체계, 심리학, 논리학, 윤리학, 고대/중세/동양철학,
서양철학(현대)
종교일반, 자연신학, 성서, 기독교 교리, 기독교윤리/헌신신학,
지역교회/수도회, 교회, 교회사(역사적,지리적), 각 교파/종파의
교회사, 기타종교/비교종교
사회과학일반, 일반통계학, 정치학, 경제학, 법학, 행정학, 사회
복지, 교육학, 무역, 민속학(관습,태도)/풍습
어학일반, 한국어, 영어/영어고어, 독어, 불어, 이탈리아어/로마
어, 스페인/포르투갈어, 이태리어/라틴어, 헬레닉언어/고대그리
스어, 기타언어
수학일반, 수학, 천문학,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고생물학/고동
물학, 생물학, 식물학, 동물학
기술과학/응용과학일반, 의학, 공학과 관련된 작업, 농업, 가정
학, 경영과 기타서비스, 화학공학, 제조, 특수용도의 제조, 건축
예술일반, 도시/풍경예술, 건축, 조각, 그림/장식예술, 회화, 판
화 및 판각, 사진술, 음악, 레크레이션/대중예술
문학일반, 한국문학, 영국문학, 독일문학, 프랑스문학, 이탈리아
문학, 스페인/포르투갈문학, 라틴문학, 헬레닉/고대그리스문학,
기타문학, 미국문학
지리/역사일반, 지리/여행, 자서전/가계/족보/훈장, 고대세계 역
사, 유럽 역사, 아시아 역사, 아프리카 역사, 북아메리카 역사, 남
아메리카 역사, 기타지역

지금까지 서울대학교에서 공개하는 온라인 강좌 홈페이지를 소개하였다. 교수학습개
발센터를 비롯한 학내 기관은 지식나눔을 실현하고자 서울대학교의 우수한 강좌를 발
굴하고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공개 서비스해 나갈 것이며, 저작권이나 교수자의 공개 동
의 문제도 해결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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