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3

4

5

11

2

3

4

5

1

2021년 2학기
충북대학교 학점인정
K-MOOC 강좌안내

K-MOOC 이란? (http://www.kmooc.kr/)

K-MOOC는 온라인을 통해서 누구나, 어디서나 원하는 강좌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온라인 
공개강좌 서비스로 2015년에 시작된 한국형 무크입니다. 무크(MOOC)는 Massive, Open, 
Online, Course의 줄임말로, 오픈형 온라인 학습 과정을 뜻합니다. 

    수업기간 
    
     2021. 09. 01.~2021. 12. 10. 

    강의

     K-MOOC 홈페이지에서 수강 가능하며, 
     주차별 약 50분~75분 학습 분량 (13주차)

    시험/과제

1) 이수증 발급
     K-MOOC 홈페이지에 탑재되어있는 주차별 퀴즈를 풀고,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60점 이상 충족 시 이수증 발급

2) 학내 성적 평가 방법

  
     

   *강좌별 오리엔테이션 시 자세한 안내 예정

   강의평가
  
    학기 종강 후 매학기 학생들의 의견(만족도)을 조사하기 위하여 
    K-MOOC 홈페이지에서 실시하고 있음 (성적반영과 무관) 

   유의사항

    1) 강의 첫 주 오리엔테이션 필수 출석 (시간 및 장소 별도 공지)
    * 코로나 확산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음, 이메일 확인 필수
    2) 강의안, 시험문제 무단복사 및 배포 불가
    3) 각종 공지사항 및 이메일을 수시로 확인

 > K-MOOC 수업 및 평가 (충북대학교)   > K-MOOC 수강신청 (충북대학교)

출석시험

교과목명

시스템사고와 창의 김 상 욱 교양선택

교양선택

교양선택

교양선택

(일반교양-사회와역사)

(확대교양-국제화)

(일반교양-인간과문화)

송 양 훈

정 세 근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다문화와 세계종교 기행

(일반교양-자연과과학)

교양선택

교양선택

교양선택

(일반교양-자연과과학)

(일반교양-자연과과학)

(일반교양-인간과문화)

신 원 섭

김 용 기

김 종 연

박 보 람

숲으로 떠나는 건강여행

우주로의 여행

한국 지형 여행

불교가 묻고 내가 답한다

영역구분담당교수

중간고사

20% 30% 10% 20% 20%

기말고사 주차별 퀴즈 과제출석(이수증)

K-MOOC 온라인 학습활동

    개신누리에 등록되어있는 이메일 및 연락처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이메일주소로 K-MOOC 홈페이지 ID 사용 및 강의 관련 정보 전송

    수강신청 

    가. 수강신청: 2021. 08. 02. ~ 2021.08. 06.
    나. 수강신청 변경(제1차): 2021. 08. 17. ~ 2021. 08. 18.
    다. 수강신청 변경(제2차): 2021. 09. 01. ~ 2021. 09. 07.
    라. 수강신청 취소: 2021. 09. 13. ~ 2021.09. 14.

    수강기간
 
    2021. 09. 01.~2021. 12. 10.
    * 중간 및 기말고사 필수 응시

    수강신청 관련
 
    가. 인원 : 강의 당 50명 정원
    나. 학점 수 : 교양선택 3학점 공통 (수강신청 학점 제한 없음)
    다. 폐강 기준 : 30명

    K-MOOC 과목 목록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