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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경제적, 시간적, 공간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대학교 진학에 어려움을 겪는 김OO
군은 우연히 A대학에서 공개한 무료 온라인 강의를 듣게 되었다. 해당 강의에 흥미
를 느낀 김OO 군은 강의 동영상을 보고, 강좌 사이트에 제시되어 있는 연습문제, 시
험 등을 모두 풀었다. 그 결과, 그는 97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아 이수증을 발급 받
았고, 이후 강좌 담당 교수의 추천서를 받아 A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 위의 이야기
는 실제 사례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인도의 17살 Amol Bhave는 edX에 개설된
MITx의 Circuits and Electronics 강좌를 수강하여 높은 점수를 받았고, 학업 능력을
인정받아 MIT에 입학하게 되었다.
위의 사례에 제시된 A대학이 운영한 강의는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MOOCs로, 이는 Massive Open Online Courses의 약자이며 전 세계 학습자를 대상
으로 온라인 형태로 제공되는 공개 강좌를 의미한다. 이는 기존의 OCW(Open
CourseWare)와 같이 강의 동영상과 수업 노트 등과 같은 자료의 공개에 그치지 않
고, 5주에서 13주 정도의 일정 기간 동안 10분 내외로 분절된 강의 동영상, 연습문제,
교수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토론방, 시험 등을 통하여 온라인 강좌를 운영
한다. 또한, 교수가 정한 이수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에게는 이수증을 발급한다. 뉴욕
타임즈는 2012년을‘The Year of the MOOCs’라고 지칭하며 새로운 교육 방법에 많
은 기대를 표명하였으며, MOOCs의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2012년 미국에서 설립된
edX, Coursera, Udacity 등이 있다. 일례로, edX 설립 기관 중 하나인 MIT가 2012년
에 개설한 Circuits and Electronics에는 194개 국가 150,000명의 학습자가 수강신청
을 하여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Daniel, 2012). 이러한 흐름은 미국에서 그치지 않고,
유럽의 iversity, FutureLearn 등의 등장을 통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서울대학교는 학내 교수학습 발전을 위한 시도와 연구, 대외적인 지식 나눔, 그리
고 대학의 글로벌 위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2013년 5월 21일 MOOCs 기관 중 하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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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X와의 협약을 통해 SNUx로 가입하였다. edX는 하버드대와 MIT가 공동 설립한 비
영리 기업으로, Coursera와 함께 현재 대표적인 MOOCs 기관으로 언급되고 있다.
edX에는 서울대를 비롯해 하버드대, MIT, 버클리대, 북경대, 홍콩과기대, 도쿄대, 코
넬대, 뮌헨공과대 등 전 세계 34개의 유수 대학과 IMF, Linux Foundation, OCW
Consortium 등 14개 유관 기관이 가입하였으며, 현재 175개 강좌에 210만 명이 수강
신청을 하였고 10만 명 이상의 학습자가 이수증을 받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2012년부터 실제 강의실에서 운영되는 정규 강좌를 촬
영, 개발한‘열린강좌’를 통하여 학내 재학생에게 개인 전공을 넘어서서 창의와 융
합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대학의 사회적 책무 이행 차원에서 일반인에게
우수한 교육 콘텐츠를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서울대학교의 지식 및 교육 기회를 나누고자 2014년 3월 28일부터 SNUx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2014학년도에 개설된 SNUx 강좌는 2013학년도 1학기에 촬
영, 개발된 13개의 열린강좌 중 로봇공학입문(Robot Mechanics and Control), 물리
의 기본 1(Introductory Physics), 한반도와 국제정치(International Politics in the
Korean Peninsula) 3강좌이다. 열린강좌는 강의 동영상과 일부 강좌의 연습문제와
자막을 포함하고 있지만, SNUx 강좌는 동영상뿐만 아니라 영문 자막, 연습문제, 토
론주제, 시험 등을 개발하고, 6~8주 단위의 2~3개 하위 강좌로 나누어 운영 완료 또
는 운영 준비 중에 있다. 이 중,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 박종우 교수의 Robot
Mechanics and Control, Part Ⅰ은 2014년 3월 28일부터 2014년 5월 8일까지 운영을
완료하였다.

12

●●●

특집 MOOCs, 전 세계인과 함께 서울대학교 강의를 듣다

Robot Mechanics and Control, Part Ⅰ에는 103개 국가 13,758명의 학습자가 수강
등록을 하였다. 강좌 초기에 실시한 사전 설문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학습자
의 국적 분포는 인도(25%), 미국(10%), 스페인(6%), 브라질(5%), 멕시코(3%)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졸(37%)이 가장 많았으며, 석사학위(21%), 대학 중퇴(대학 경험
자, 20%)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생(51%)과 직장인(32%)이 학습자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18~21세(31%), 22~25세(26%), 31~40세(14%), 26~30세(12%)의 연령
분포를 보였다. 또한, 수강 동기에 대해서는 관련 지식 및 기술 획득(29%), 개인적 도
전(20%), 강의 주제에 대한 흥미(14%), 이수증 취득(13%) 그리고 취업 및 승진(8%)
순으로 나타났다.
해당 강좌는 6주 동안 운영되었으며, 영어 강의 동영상에 영문 자막을 제공하고
영어로 운영되었다. 그리고 5번의 과제 및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점수를 합한 100점
중 50점을 넘는 학습자에게 무료 이수증을 발급하기로 하였으며, 그 외 토론방을 통
하여 학습자의 질문/답변과 조교 답변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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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마지막 주에 실시한 사후 설문(5점 만점)에서 학습자는 강좌 질적 수준(평균
4.5점), 강의 동영상 수준(평균 4.3점), 학습 정도(평균 4.3점), 강좌 수강 경험 정도
(평균 4.2점), 강좌에 대한 기대 충족 수준(평균 4.2점), 시험 수준(평균 4.1점)에 대
하여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반면에 토론방 수준(평균 3.3점), 강의노트 수준(평균
3.9점), 과제 수준(평균 3.9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강좌
를 종료한 결과, 이수 기준을 충족하여 이수증을 취득한 학습자는 총 308명이었으며,
그 중 22명은 만점을 받았다.

2014년 6월 9일부터 2014년 8월 4일까지 Robot Mechanics and Control, Part Ⅱ
강 좌 가 운 영 되 고 있 으 며 , Introductory Physics와 International Politics in the
Korean Peninsula의 첫 번째 하위 강좌는 7~8월 중 개설, 운영될 예정이다. 이러한
서울대학교의 MOOCs 기관 가입 및 강좌 운영을 통하여 재학생뿐만 아니라 대한민
국 국민, 더 나아가 전 세계 학습자에게 수준 높은 고등교육 강의를 무료로 제공함으
로써 국제적 지식 나눔에 동참하고, 글로벌 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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