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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이러닝 콘텐츠 개발을 담당하는 Learning Design & Development는 현재 34명

의 개발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위에서 보는 것처럼 프로그래머 5명, 영상제작 10명, 멀티

미디어(CG) 9명, 편집 2명(교재편집, 저작권 관리), 러닝 디자이너 8명이 제작에 참여하

고 있으며, 자체제작을 통해 매년 50개의 이러닝 강의를 개발한다. 또한 8개의 외주 제작

사를 두고 150개의 강의를 별도로 개발하여 연간 총 200개의 강의를 개발하고 있다.

온라인 교육 강화를 위한 학습 관리 시스템 개발

난양공대에서는 15년 동안 학습관리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으로 블

랙보드를 사용했다. 교수진들의 수정 개발 요구를 반영하여 1년 반 동안 i-NTULearn을 

개발하였고 2017년 1학기부터 1학년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했다. 추후 LMS가 블랙보

드에서 무들로 바뀌더라도 사용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고려해 홈페이지를 개발했다.

<i-NTULearn>

블랙보드는 과목 위주였으나 i-NTULearn은 과목 간의 벽을 없애고 태스크 위주로 변

화하였다. 강의 자료도 여러 과목에 대하여 한 번에 올릴 수 있도록 개선했다.

LAMS(Learning Activity Management System)에서는 교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과목

을 설계할 수 있도록 템플릿(문제풀이, 팀프로젝트)을 제공하고 있다. 강의 개설 이전에도 

LAMS에서 사전에 강의 구성이 가능하다. 

싱가포르 난양공대 탐방
(Centre for IT Services)

싱가포르 난양공대(南洋理工大學,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in Singapore)

는 3년 연속 아시아 대학 순위(THE Asia University Rankings) 랭킹 5위안에 이름을 올

리고 있는 명문대학으로서, 공학 뿐만 아니라 경영, 과학, 인문학, 예술 및 사회과학 분야

의 33,500명의 학부 및 대학원생을 두고 있다. 또한 Imperial College London과 공동으

로 설립한 의과 대학인 Lee Kong Chian School of Medicine 역시 포함하고 있다. 동 대

학의 CITS(Centre for IT Services)에서는 학교 구성원들이 IT 인프라 및 학습 리소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e-서비스, 솔루션 및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관리·운영

하고 있다.

<외부 전경>

서 덕 진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이러닝콘텐츠개발부

허 성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이러닝콘텐츠개발부

<조직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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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o 소개 

CITS 건물 근처에 있는 3개의 스튜디오를 살펴보았다. 저작도구를 사용하는 방식의 스

튜디오 2개와 크로마키 작업이 가능한 스튜디오 1개가 구축되어 있다. 

<Learning Activity Management System>

The Hive : 협업 및 쌍방향 학습을 위한 원형의 튜토리얼 강의실

The Hive는 협력적이고 상호 작용적인 학습 스타일에 대한 NTU의 새로운 접근 방식

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건물이다. 협업 및 쌍방향 학습 방식을 위한 새로운 학습공간으로

서, 원형의 강의실을 쌓아 놓은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정규수업 편성시 주당 강의 2시간 

외에 튜토리얼 1시간이 포함될 경우 이곳에서 튜토리얼을 진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

되고 있다.

Learn Design & Development 

Multimedia 팀은 9명의 CG인력이 상주하고 있으며 Static / Motion 분야로 나누어 작

업한다.

<작업실 전경>

<Static>

<Motion>

<내·외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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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정실에 구축된 스위칭 장비는 라이브스트림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야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동형으로 보관하고 있다. PGM, PVW 모니터 역시 이동형 형태로 만

들어져 있으며 하단의 작은 인코더로 캡처를 하고 있었다. 교수자 녹화화면도 동일하게 

보이도록 구성하였다.
촬영 시 항상 문제가 되는 에어컨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풍구를 바닥으로 배치하여 

스튜디오를 설계함으로써 촬영 시 획기적으로 오디오 잡음을 줄일 수 있었다. 

                           

스튜디오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플럭스조명 보다 광량이 뛰어난 LED조명

을 슬림 스탠드 형태로 제작하여 설치하였다.

<IReS(Interactive Recording Studios) 스튜디오>

<PGM, PVW 모니터, 레코더>  <교수자 실제 강의 화면>

<태블릿을 활용한 판서형태 강의 촬영>

 <에어컨 환풍구를 바닥으로 배치> <LED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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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촬영 시에는 3명의 인력이 2대의 카메라를 가지고 촬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프로듀서, 카메라맨, 오디오맨 3명이 1개 팀을 구성하여 촬영하고 있다.

그 외 학내 모든 강의실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이를 원격으로 조정 가능하도록 별

도의 컨트롤 룸을 운영하고 있으며 강의녹화 담당조교들을 선발하여 담당 과목을 녹화하

도록 하고 있다.

싱가포르 난양공대의 The Hive와 같은 새로운 강의실 구축, 온라인 교육 인프라 및 인

력 지원은 우리 대학의 교육 정책 방향에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TV스탠드, 태블릿 거치대, 카메라 거치대 등은 기성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제작환경에 

맞게 구축하여 사용중이다.

<사용자 눈높이를 위한 배려와 전자칠판 사용>

<높이 조절 가능한 TV 스탠드>

<흰색, 그린 배경지를 사용해 크로마키 촬영을 위한 별도 스튜디오 구축>

<강의자동녹화 / e-Learning operation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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