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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오픈코스웨어를 위한 자바 기초 강좌의 인터렉티브한 이러닝 콘텐츠를 설계하고 구현한다.

OCW로 부르는 오픈코스웨어는 MIT 대학에서 2002년 10월에 처음 시작되었다. OCW는 양질의 대학 수준의 교육 자
료로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초를 학습하는 정규
강좌와 D대학의 OCW를 위한 인터렉티브 이러닝 콘텐츠를 설계, 구현하였다. 본 콘텐츠는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
하여 실습화면 동영상과 애니메이션 등과 같은 다양한 멀티미디어 요소로 개발되었다. 또한 이 콘텐츠는 사용자가 직
접 참여하여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인터렉티브한 학습 요소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구현한 이러닝 콘텐츠는 OCW
와 2012년 1학기 정규 강좌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었다.

주제어 : 오픈코스웨어, 이러닝, 학습 콘텐츠,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 상호작용

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interactive e-learning contents for
OpenCourseWare. OpenCourseWare, also known as OCW began at MIT in October 2002. OCW is a free and
open digital contents of high quality college and university level educational materials. In this paper, we have
designed and implemented interactive e-learning contents for a regular course of introduction to java programing
language and OCW of D University. We have developed a variety of multimedia elements, such as screen
videos of practical exercise and animations in order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learning. These e-learning
contents are consist of interactive learning components that users can interact directly with. The e-learning
contents developed in this study has been effectively applied to OCW and a regular course opened in the first
semester of 2012.

Key Words : OpenCourseWare, OCW, e-Learning, Learning Contents, Java Programming Language, Interaction

1. 서론

처음으로 강좌를 공개하게 되었다. 이 독창적인 공개교
육 시도로 인하여, 전 세계의 교육자, 학생, 독학자들은

오픈코스웨어(OpenCourseWare)는 대학이 사회공헌

MIT 교수의 강의 자료를 공유[3]할 수 있게 되었다. 오픈

차원에서 강좌와 관련된 여러 자료를 인터넷에 무료로

코스웨어는 이제 사이트를 통한 제한적 서비스를 벗어나

공개해 누구나 개인 스스로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하는

아이튠즈와 유튜브와 같은 공개된 사이트에도 직접 서비

공개강좌로 간단히 OCW라고도 부른다. 미국 MIT 대학

스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개강좌를 하나의 외부 강좌로

은 정보와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전 세계인에게 교육의

개설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국내에도 고려대학교

혜택을 부여하고자 2002년 처음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등 많은 대학에서 OCW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D대학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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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대학강좌가 유튜브를 통해 서비스되자 유튜브는

다른 OCW와 차별되게 2008년부터 일부 강의를 다양한

새로운 섹션 [교육]으로 여러 동영상을 서비스하고 있다.

콘텐츠와 함께 공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소속된 D대학의 정규강좌와

초기에는 대학에서 올리는 교육 콘텐츠가 주로 구성되었

오픈코스웨어를 위해 개발된 자바 기초 학습을 위한 인

으며 지금은 [대학], [초중고교 교육], [평생학습], [과학],

터렉티브 이러닝 콘텐츠 설계 및 구현에 대하여 알아본

[공학] 등으로 분류하여 서비스하고 있다[7]. 유튜브 교육

다. 특히 본 연구의 오픈코스웨어 콘텐츠는 학습효과를

을 비롯해 교육 영상을 모아놓은 홈페이지는 아이튠즈

높이기 위해 단순한 동영상이 아닌 사용자와 콘텐츠 간

(iTunes), 테드(TED) 등이 있다. 특히 아이튠 대학

의 상호작용을 위한 콘텐츠를 설계하고 개발하였다. 논

(iTunes U)에 접속해 강의 영상을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문 내용을 살펴보면, 연구 배경에서 오픈코스웨어의 국

받으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강의를 활용할 수 있다. 아

내외 동향을 살펴보고 이러닝 콘텐츠 구성 요소와 개발

이튠 대학은 미국, 일본, 중국을 비롯해 세계 23개국의 여

과정을 알아본다. 본 연구의 본론에서는 자바 학습 콘텐

러 대학의 강좌는 물론 영국의 옥스퍼드대, 미국의 예일

츠의 개발 내용과 인터렉티브 콘텐츠 개발 전략을 설계

대 등에서 주최하는 토론회와 컨퍼런스 내용을 다운로드

하여 이를 적용한 개발 콘텐츠의 내용을 알아본다. 본 콘

받을 수 있다.

텐츠의 개발을 위해 고안한 이러닝 콘텐츠 흐름 구성을

2.2 이러닝 콘텐츠 개발과정과 구성요소

살펴보고 콘텐츠 개발 전략으로 개발한 스토리보드 작성,
애니메이션 그림, 사용자 참여 코딩과 실습 동영상, 사전

이러닝 콘텐츠 개발과정 [그림 1]은 요구분석, 스토리

돌발, 학습평가의 객관식 문제, OX 퀴즈, 빈칸 채우기 문

보드 설계, 콘텐츠 제작, 콘텐츠의 실행 및 운영, 평가 과

제로 정리, 간단한 학습도구지원 등 효과적인 학습을 위

정으로 구성된다. 요구분석에서 선택된 학습요소를 표현

한 인터렉티브 콘텐츠 설계 전략을 알아본다. 마지막으

하기 위해 스토리보드를 설계하고 제작에서 적절한 콘텐

로 개발된 콘텐츠가 활용된 오픈코스웨어와 정규강좌를

츠를 개발한다[1].

소개하고 결론을 맺는다.

2. 연구 배경
2.1 오픈코스웨어 동향
국내에서 가장 빠르게 OCW를 제공한 대학은 고려대
학교(ocw.korea.edu)이다. 이후 서울대(ocw.snu.ac.kr),
성균관대(skkolar.skku.edu), 숙명여대(ocw.sookmyung.
ac.kr), 한양대(www.howl.or.kr), 경희대(ocw.khu.ac.kr),
울산대(ocw.ulsan.ac.kr), 동양미래대(ocw.dongyang.ac.
kr) 등에서 OCW를 제공하고 있다. 동양미래대의 OCW
는 대학 내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 교수와 학생들 사이
에서 교류되던 지식을 국내·외 교육자, 학생, 자율학습자
및 산업현장 업무담당자 모두와 나눌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강좌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프로그램으로 대

[그림 1] 콘텐츠 개발 프로세스

학 강좌를 듣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무료로 인터넷에서
강좌 내용을 활용할 수 있는 오픈코스웨어이다. 한국교

이러닝 콘텐츠 개발에 사용되는 주요 구성요소를 살

육학술정보원(KERIS)은 국내외의 공개된 주요 강좌를

펴보면 일반텍스트 위주로 표현되는 학습 내용, 강의 또

활용하여 무료로 대학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사이트를

는 화면의 동영상, 시뮬레이션 등의 애니메이션으로 나

개설하여 서비스[6]하고 있다.

눌 수 있다[2]. 다음 <표 1>은 다양한 콘텐츠의 멀티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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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이러닝 콘텐츠 흐름 구성

어 구성 요소를 설명하고 있다.

대부분의 오픈코스웨어는 강의동영상과 텍스트 위주
<표 1> 멀티미디어 요소
분류

학습내용

구현방법

설명

러닝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사용자와 웹 콘텐츠가 상

HTML

∙웹 서비스를 위한 전통적 방식

호작용[4][5]을 기본으로 하는 실습 동영상, 애니에이션,

플래시

∙애니메이션 및 상호자용 효과

플래시 등의 멀티미디어를 기반으로 한다. 또한 이러닝

∙제작에 편리성

에 효과적인 교수전략을 개발하여 학습 흐름에 따라 적

∙판서 효과를 극대화

절한 교수전략을 활용한다. 콘텐츠는 크게 학습 흐름에

강의동영상

∙교수자의 실제 강의 동영상

따라 [준비->학습->정리->평가->종료]로 구성된다. 준

실습동영상

∙실험장면이나 컴퓨터의 화면의
동영상

비는 다시 학습내용, 동기유발, 사전점검, 학습목표로 구

플래시

∙애니메이션 및 상호작용 효과

애플릿

∙자바의 애플릿 프로그래밍

파워포인트
전자칠판

동영상

애니메이션

의 강의자료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의 콘텐츠는 웹의 이

성된다. 학습은 다시 레슨소개, 레슨내용, 돌발퀴즈로 구
성되며, 정리에서 정오문제로 학습 내용을 요약 및 정리
하고, 평가에서 객관식문제를 구성하여 단원평가를 실시
한다. 마지막으로 학습한 내용과 다음 단원에서 학습할
내용을 간단히 소개한다. 다음 <표 3>은 콘텐츠의 구성

3. 자바 이러닝 콘텐츠 개발

내용을 학습 흐름에 따라 정리한 표이다.

3.1 초보자 대상의 자바 이러닝 콘텐츠
<표 3> 이러닝 콘텐츠 흐름 구성

본 연구의 콘텐츠는 초보자를 위한 자바기초 학습 콘
텐츠로 다음 <표 2>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 콘텐

종류 내용구분

츠는 D대학의 1학년을 대상으로 개설되는 [프로그래밍

학습내용

∙학습 과정의 내용을 소개

언어] 강좌와 오픈코스웨어에 이용되도록 개발하였다.

동기유발

∙해당 학습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여
학습자의 학습동기 유발

사전점검

∙학습을 위한 사전 지식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는데, 전 단원의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한 퀴즈 또는 체크리스트로 구성

학습목표

∙학습을 수행한 후 학습자가 할 수 있는
기능이나 지식 내용을 간결하게 표현

레슨소개

∙학습하기는 보통 2~3개의 레슨과 그 아
래의 소주제로 구성
∙레슨 시작전 레슨에 대한 전반적인 구
성과 간략한 목차 등으로 내용 소개

레슨내용

∙학습 내용은 대 주제별로 구분해서 기
술하며, 텍스트, 그래픽, 이미지, 애니메
이션, 동영상 등이 혼합된 형태로 구성

돌발퀴즈

∙학습 중간 중간 돌발퀴즈를 통해 주의
환기 효과 및 중요 내용에 대해 한번 더
상기시킴

학습요약
및 정리

∙학습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 정
오(O/X) 문제와 빈칸 채우기 문제로 학
습을 요약정리
∙학습자의 학업성취 수준을 평가하기 위
해 객관식 문제 3-5문제로 구성하며, 정
답, 해설, 관련페이지 연결로 구성

준비

<표 2> 이러닝 콘텐츠 구성 내용
단원

강의주제

주요 내용

1

자바 개요

∙자바 소개와 프로그램 환경
∙자바 개발환경 설치와 개발 과정

2

자바 프로그래
밍 기초

∙자바 구조와 문장
∙자료형과 변수

3

연산자

∙연산자 개요
∙다양한 연산자

4

조건과 반복문

∙제어문 개요
∙조건문과 반복문

5

참조형과 배열

∙참조형
∙배열 기본
∙이차원 배열과 래기드 배열

6

객체지향과
클래스 구조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클래스와 객체의 생성

7

상속

∙상속 개념과 구현
∙생성자 호출과 접근 지정자

8

오버로딩과 오
버라이딩

∙상속에서의 업캐스팅과 다운캐스팅
∙오버라이딩과 오버로딩

평가 학습평가

9

추상클래스와
인터페이스

∙추상 클래스
∙인터페이스

종료

10

데이터베이스

∙JDBC 개요, JDBC 프로그래밍

학습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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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마무리

설명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간단히 보이고,
다음 단원에서 학습할 내용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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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사용자 참여 코딩과 실습 동영상

4. 인터렉티브 이러닝 콘텐츠 설계 전략

프로그래밍 언어 강좌의 특성을 살려 학습자가 직접

본 콘텐트는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실습화면

소스를 작성하도록 하는 콘텐츠를 구성하여 흥미를 유발

동영상과 애니메이션 등과 같은 다양한 멀티미디어 요소

시켰으며, 바로 그 결과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

를 개발하였으며, 사용자가 직접 참여하여 상호작용할

[그림 3]과 같이 입력한 코딩이 잘못된 경우, 다시 입력을

수 있는 인터렉티브한 학습 요소를 구성하였다.

유도하며 정답과 함께 상세한 설명을 들려주도록 한다.
또한 이러한 실습과정이나 개발환경 설치와 같이 시스템

4.1 스토리보드 작성

에서 직접 시연과 함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실습 동영

학습 내용을 구성하여 강의 초안을 작성한 후 이를 토

상을 제공하였다.

대로 콘텐츠를 만들어 낼 스토리보드를 작성한다. 스토
리보드 작성 이전에 학습내용 자체인 원고가 필요하며

4.3 애니메이션 그림

이를 기반으로 스토리보드를 작성한다. 이러한 스토리보

플래시로 작성된 애니메이션 그림을 통하여 학습효과

드의 구성은 계획적이며 치밀한 구성의 콘텐츠 개발에

를 극대화하는데 노력하였다. 다음 [그림 4]는 ‘자바의 바

초석이 된다. 다음 [그림 2]는 스토리보드의 예로, 텍스트

이트코드는 플랫폼에 독립적이다‘라는 학습의 효과적인

요소의 내용 구성을 물론, 다양한 콘텐츠 요소의 표현 방

이해를 위한 애니메이션이다.

법을 설명하며, 모든 학습 내용을 들려주는 나래이션을
모두 나타내고 있다.

[그림 2] 조건과 반복의 스토리보드

[그림 4] 애니메이션 그림

[그림 3] 인터렉티브한 코딩 점검과 실습 화면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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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간단한 학습도구 지원

4.6 OX 퀴즈, 빈칸 채우기 문제로 정리

모든 콘텐츠는 기본적으로 성우의 육성으로 설명되는

매 단원을 복습하고 정리하는 방법으로 OX 퀴즈와 빈

데, 이 녹음된 육성은 [스크립트] 기능으로 모두 글자로

칸 채우기 문제를 사용한다. OX 퀴즈는 사용자 정답을

볼 수 있으며, 필요하면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

누르면 바로 정답을 알려주며, 테스트가 종료되면 반드

다. [그림 5ㅣ와 같이 화면에 직접 선을 그을 수 있도록

시 전체 결과와 오답 문제만을 다시 풀 수 있도록 하였다.

색상과 굵기를 선택하여 선긋기가 가능하며, 선 긋기 한

빈칸 채우기는 마우스의 드래그 드롭을 지원하여 학습

내용을 지울 수 도 있다. 또한 모든 요소의 재생 기능을

내용을 학습자에게 스스로 정리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

도구와 버튼을 제공한다.

공하며, 사용자가 선택한 항목이 정답이 아닌 경우 다음
문제로 이동이 되지 못하도록 하여, 가능하면 그 문제의
정답을 알고 점검하고 이동하도록 하였다. 테스트가 종
료되면 해당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핵심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림 7]과 같이 모든 문제를 다시 보
여주도록 하였다. 정리 내용은 인쇄 기능을 지원한다. 단
원을 정리 요약한 강의노트는 PDF 파일로 제공하며 다
운로드 버튼을 통하여 내려 받을 수 있어, 파일로 저장하
여 부교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5] 스크립트와 학습도구 지원

4.5 사전, 돌발, 학습평가의 객관식 문제
본 콘텐츠에서 사전점검, 돌발퀴즈, 학습평가에서 객
관식 문제를 제공한다. 단원을 학습하기 전인 사전점검
에서는 이전 단원의 이해를 점검하여 학습동기를 유발하
도록 3 ~ 5 개의 객관식 문제로 주의를 환기시킨다. 콘텐
츠 중간에 지루함을 잊고 분위기 전환으로 돌발퀴즈를
제공하며, 단원의 마지막에는 학습목표에 부합되는 내용

[그림 7] OX 퀴즈와 빈칸 채우기의 정리

의 평가문제를 객관식 문제로 제공한다. 다음 [그림 6]과
같이 사용자는 마우스를 사용하여 객관식 문제의 정답을
선택할 수 있으며, 바로 정답과 해설을 제시하고 관련학

5. 개발 콘텐츠 활용과 개선점

습 보기 및 다시 풀기 기능을 제공하여 학습이 부족한 부
분을 바로 검토 및 복습할 수 있도록 한다.

2011년 4월부터 2012년 2월까지 개발한 자바학습을
위한 콘텐트는 D대학 오픈코스웨어(ocw.dongyang.ac.
kr)에서 서비스되고 있다. OCW 콘텐츠는 다음 [그림 8]
과 같이 파워포인트로 제작된 강의노트와 플래시로 제작
된 멀티미디어 콘텐츠로 구성된다.
본 연구의 콘텐츠는 전산정보학부 인터넷정보과의
2011년 1학기에서 강좌에서 개발되었으며, 2012년 1학기
1학년 강좌인 [프로그래밍 언어] 정규강좌의 보조 콘텐
츠로 사용되었다. 본 콘텐츠에 대한 강의 평가 결과도
4.40으로 예년에 비해 0.1에서 0.2정도 높게 평가되었다.

[그림 6] 객관식 문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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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OCW는 단순히 강의개요와 해당과목의 홈
페이지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강의노트, 과제내
용, 필수도서목록, 시험문제와 자료 및 선별된 과목의 영
상강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강좌마다 협동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스터디 그룹을 만들 수 있으며, 강좌 대부분을
다운로드하여 스마트폰과 같은 편리한 기기에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 등, 학습자를 위한 여러 방향으로 발전하
고 있다.
현재 D대학의 OCW의 구성은 매우 정형적이며 교수

[그림 8] 이러닝 콘텐츠가 서비스되는 OCW

자와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음<표 4>와 같이 정성적인 설문 만족도도 좋게 평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다양한 콘텐츠

가 되었다. 특히 학습에 이러닝 콘텐츠를 활용함으로서

의 여러 강좌는 공개되었으나 이러한 강좌를 수강하는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를 보다 쉽게 학습할 수 있었다는

사람의 피드백을 받고 이를 반영하는 운영의 개선이 필

평가와 함께, 자율적 학습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평가

요하다. 특히 대학 인지도 측면에서 OCW에 대한 많은

와 같이 긍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그럼에도 프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며, OCW에 대한 외부 사용자의 사

그래밍 언어는 가장 어려운 과목 중의 하나라는 것이 현

용 현황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즉 COW의

실이다.

접속자는 주로 누구이며, 무슨 목적에 의해 접속하는지,
어떠한 용도로 사이트를 이용하는지, 어떠한 긍정적인
<표 4> 정성적 강의 평가 결과

구분

효과가 있는지의 평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즉 D대
학의 OCW의 가장 큰 개선해야 할 점은 OCW에 대한 홍

평가 예

보 그리고 평가와 피드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자바 프로그래밍은 처음 배우지만 기존에 C언어를 배
운 적이 있어서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이러닝 콘텐
츠와 프로그래밍 코딩과제가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후반부 객체지향 부분은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내용

6. 요약 및 결론

1학기 때 배운 것 중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이었지만
교수님께서 적절하고 알려주시고, 과제도 내주시고
인터넷으로 이러닝 콘텐츠도 제공되어 자율적으로 공
부를 하는데 도움을 준 과목인 것 같다. 전반적으로
‘예제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다.

2002년 MIT 대학을 시작으로 많은 국내외 대학에서
정규강좌의 강의 내용을 공개하는 오픈코스웨어가 개설
되어 서비스되고 있다. 교육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OCW
의 웹 사이트를 통하여 국내외 유명대학의 강좌를 바로

처음 배우는 자바에 대해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함께
쉽고 깊게 알려주셔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
학기동안 감사합니다. 다음 학기에 뵙겠습니다.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전 세계인은 OCW를 활용해
유명대학 강좌의 지식과 정보를 무료로 제공받아 세계적

낯설고 처음 배우는 내용이라 항상 수업시간에 긴장
했는데! 결과가 좋아서 정말 기분 좋아요! 교수님이
잘 가르쳐주신 덕분이겠죠!

인 배움의 커뮤니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많은 국
내 대학도 OCW에 동참하고 있으며, D대학도 2008년부
터 OCW를 서비스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학년 대상

강의 내용이 어려웠던 것도 있지만 교수님이 열심히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으로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 기초를 학습하는 정규 강좌
와 오픈코스웨어를 위한 인터렉티브 이러닝 콘텐츠를 설

쉽게 쉽게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잘 되었고 수업은 나
쁘지 않았습니다.
기타

계, 구현하였다. 본 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어려운 과목이지만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좋았어요

OCW의 의미와 국내외 상황을 살펴보고, 이러닝 콘텐츠

그동안 많은 것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성 요소와 개발 과정 등 멀티미디어 학습콘텐츠 개발

프로그래밍에 대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였다.

에 관한 선행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론에서는 연구의 이

수업정말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러닝 콘텐츠의 내용을 살펴보고, 설계한 콘텐츠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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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살펴보았다. 다음 인터렉티브 콘텐츠 설계 전략

강환수

에서는 콘텐츠개발의 주요 전략으로 개발한 스토리보드

․1988년 2월 : 서울대학교 계산통계학
(이학사)
․1991년 2월 : 서울대학교 전산과학전
공(공학석사)
․2002년 2월 :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
과(박사과정 수료)
․1998년 3월 ～ 현재 : 동양미래대학
교 인터넷정보과 교수
․관심분야 : 공학교육, 교수설계, 이러닝, 객체지향
․E-Mail : hskang@dongyang.ac.kr

작성, 애니메이션 그림, 사용자 참여 코딩과 실습 동영상,
사전 돌발, 학습평가의 객관식 문제, OX 퀴즈, 빈칸 채우
기 문제로 정리, 간단한 학습도구지원에 대하여 알아보
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콘텐츠가 활용되는 OCW와
정규강좌를 살펴보고, 운영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지식 생산이 핵심 부가가치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21세기에 있어, OCW는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식
나눔의 장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지식 나
눔 운동은 유네스코가 교육콘텐츠 공개 운동(OER: open

정석용

educational resources)을 전개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1987년 2월 : 서울대학교 계산통계학
(이학사)
․1992년 8월 : 한국과학기술원 정보
및 통신공학(공학석사)
․2004년 2월 : 아주대학교 컴퓨터공학
과(공학박사)
․1996년 3월 ～ 현재 : 동양미래대학
교 소프트웨어정보과 교수
․관심분야 : 공학교육, 실시간시스템
․E-Mail : syjung@dongyang.ac.kr

교수학습 자원 공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점차 세계
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 연
구를 통하여 설계 개발된 인터렉티브 이러닝 콘텐츠는
오픈코스웨어와 교육과정에 효과적으로 활용되리라 본
다. 마지막으로 D대학의 OCW가 널리 홍보되어 다양한
강좌의 학습콘텐츠가 많이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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