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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대효과

리포트 표절을 예방하는 바람직한 교육환경 및 학사관리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정
착시키며, 교육역량강화 및 학습윤리 확보를 위한 실제적 도구를 마련할 수 있다.

리포트 표절 과제물 및 내용 평가로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제고하며, 학내 학습 문
화 개선 및 학문적 양심 고취를 통한 대학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평가자들의 업무효
율화를 통해 이러닝시스템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캠퍼스 속의 CTL

CTL Jump Start: IT활용역량향상을위한워크숍

● ● ●

박 소 현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습지원부 연구원

1. 프로그램 소개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습지원부는 서울대 구성원의 매체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프
로그램을 기획하여 2012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 기획에 앞서 프레젠테이션 워크숍에 참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요구 조
사를 실시하였다. 설문결과 98%의 응답자가 IT 활용 역량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
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이중 95%가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에 수업이나 일상
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키노트, 무비메이커, 프레지, 아이
패드, SPSS 등의 소프트 웨어 실습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다.

본 프로그램은 교수학습개발센터 컴퓨터 실습실에서 실습 강좌의 형식으로 진행되
기 때문에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와 동시에 직접 실습을 통해 소프트웨어 기능
을 익히고, 이를 통해 프레젠테이션 발표 자료 제작, 보고서 작성, 논문 작성 등에 바
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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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학기 프로그램 일정

3. 프로그램 참여 후기

실습 강좌가 끝난 후 교육 만족도 및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
시하고 있다.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프로그램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중‘다양한 시간대 강좌 개설 요청’에 따라 야간강좌 개설, ‘프로그램 과정 세분화
요청’에 따라 엑셀, 파워포인트, 키노트 강좌를 초급, 심화로 나눠 운영하면서 참여
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여자들의 후기는 다음과 같다.

일시 시간 실습 강좌명 소프트웨어

9월

9월 26일(목) 14:00~17:00 스마트한 대학생활 아이패드 활용법 아이패드

9월 26일(목) 18:30~20:30 수업 자료 제작 A~Z 파워포인트

9월 27일(금) 16:00~18:00 동영상 소스 100% 활용 무비메이커

10월

10월 1일(화) 14:00~16:00 쉽고 간단한 보고서 MS워드

10월 24일(목) 13:30~15:30 스마트한 대학생활 아이패드 활용법 아이패드

10월 24일(목) 16:00~18:00 스토리텔링 프레젠테이션 프레지

10월 24일(목) 18:30~20:30 수업 자료 제작 A~Z 파워포인트

10월 25일(금) 13:30~15:30 엑셀 메뉴 A~Z 엑셀

10월 25일(금) 15:30~17:30 데이터 분석과 그래프 엑셀

11월

11월 18일(월) 13:30~15:30 키노트를 활용한 발표자료 제작 1 키노트

11월 18일(월) 15:30~17:30 키노트를 활용한 발표자료 제작 2 키노트

11월 19일(화) 13:30~15:30 수업 자료 제작 A~Z 파워포인트

11월 19일(화) 16:00~18:00 쉽고 간단한 보고서 MS워드

12월

12월 18일(수) 14:00~15:00 스마트한 대학생활 아이패드 활용법 아이패드

12월 19일(목) 13:30~15:30 엑셀 메뉴 A~Z 엑셀

12월 19일(목) 15:30~17:30 데이터 분석과 그래프 엑셀

12월 20일(금) 13:30~15:30 동영상 소스 100% 활용 무비메이커

12월 20일(금) 16:00~18:00 스토리텔링 프레젠테이션 프레지

현재 더 많은 학내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법을 모색하고 있
으며, 학부생부터 전문 강사까지 유능한 강사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교육비 없이 무료로 제공되고 매월 4~5회 실습 강좌의 형태로 진행
되고 있으며 프로그램 신청은 교수학습개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파워포인트
피피티를 실제 만들 때 하는데 한 번쯤은 맞닥뜨렸던 내용들이라 유용한 정
보를얻어갈수있었다.

프레지
“처음 배우는 사람도 잘 할 수 있게 해줬고, 하나의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
있을정도로강의가진행되어좋았다."

아이패드
iPad를 사용하면서몰랐던 app들을알게되어좋았고, Upad의 세부기능들
을설명해주셔서도움이되었다. 

MS워드 문서작성에매우유용한기술들을간결하게배울수있어서좋았다.

무비메이커
동영상편집툴에대해조금익숙해졌고, 편집툴을사용하는기초적인방법
에대해배울수있어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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