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전기 Global MOOC 수강 및 환급 지원 안내
(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

□ 배경
◦Coursera, edX, Udacity, Future Learn 등 세계 유수대학의 강의를 무
료 또는 저렴한 금액으로 수강할 수 있는 MOOC 서비스의 등장
◦전통적 교육방식이 갖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거꾸로 학습법
(Flipped Learning)의 대두

□ 목적
◦UST 제공 강좌 외 수강 희망 과목에 대한 수강권 확대
◦전공 이외 필요한 각종 이론 및 기술 습득을 통한 융합연구 촉진

□ 세부사항
◦수강목적: 전공 보충 및 심화, 융합연구, 창업 등 학업 관련 사유
◦신청자격: 2017학년도 1학기 기준 재학생
◦지원내역: MOOC 강좌의 수강료 및 인증서 발급 비용 실비
◦지원대상 MOOC
- Coursera(https://www.coursera.org): Signature Track
- edX(https://www.edx.org): Verified Course
- Udacity(https://www.udacity.com): Nano Degree
- Future Learn(https://www.futurelearn.com): Statement of Attainment

□ 지원금 지급
◦영수증에 표기된 원화금액을 지원하되 재학기간 전체를 누적하여 아
래와 같이 한정함(지급 횟수는 제한 없음)
·석사 또는 박사과정: 300,000원 이내
·통합과정: 600,000원 이내
◦ 지원 신청 및 환급 신청
- Global MOOC 전기 수강 신청 : 2017년 3월 8일(수) ~ 2017년 7월
21일(금)까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
- 수강 환급 신청
·상시 신청, 단, 8월 18일(금)까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필요 서류
(인증서 등)를 제출해야 함
·환급 신청을 한 과목은 한 달에 한 번 환급 처리가 진행됨(매월 말)

◦ 지원금 지급 세부사항
- 신청 전 이미 수강한 내역은 인정하지 않음(선 신청, 후 수강)
- 소요예산 범위 내에서 수업활용과 개별 수강 구분 없이 신청가능하
나 예산이 한정된 경우 수업 활용을 우선 지원함
- 누적 신청금액이 개인 지원 최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액까지
만 지급함
- 지원금은 반드시 수강 완료 후 영수증과 인증서를 제출한 과목에
한해서만 지급함
- 수강료가 무료이거나, 수강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수강지원금을 지
원하지 아니함
- 수강 승인 후 해당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다음 번 신청 시 경
합이 있을 경우 후 순위로 처리 할 수 있음
- 안내되지 않은 사항은 교무팀장이 정함

□ 신청 방법
◦수강 신청 절차 : [첨부1] 참고
◦신청 가능 기간 : 지원 기간 내 통합정보시스템 수시 신청
(2017.03.07. ~ 7.21.)
◦수강 승인 : 신청 접수 후 1주 이내(접수 내용 검토 후 승인)
※ 승인처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강을 진행하는 경우, 환급 대상에
서 제외함

□ Global MOOC 사이트 별 사용 방법

MOOC

Youtube 링크

edX

https://www.youtube.com/watch?v=3wGRN0w9ul4

coursera

https://www.youtube.com/watch?v=mujTS9Mt8WI

Future Learn

https://www.youtube.com/watch?v=EQIl5G3E8zQ

Udacity

소개

https://www.youtube.com/watch?v=JTTpkEqCico

Nano degree https://www.youtube.com/watch?v=7i4FNk_h-pE

□ 문의사항

○ UST 교무팀 이러닝 지원 담당(042-865-2403 / ctl@ust.ac.kr)

첨부1

Global MOOC 수강 및 환급 신청 방법

□ 접속 방법

○ UST 포탈(https://portal.ust.ac.kr) 로그인 후 상단 학사정보 메뉴 클릭
또는 UST 통합정보시스템(https://edu.ust.ac.kr) 로그인 후 왼쪽
교수학습지원 메뉴 클릭을 통한 수강지원 신청

□ MOOC 수강 지원 신청 프로세스
➀ UST 포탈 또는 통합정보시스템 웹 페이지를 통한 신청 화면 이동
- 서비스 이용을 위해 (UST 통합 계정)로그인 필요

http://portal.ust.ac.kr

➁ 좌측 교수학습지원 메뉴 클릭

https://edu.ust.ac.kr

➂ 교수학습 지원 메뉴 하위의 [MOOC 수강지원신청] 클릭 후 추가 버튼
클릭

➃ 붉은색 신청 정보 모두 입력 후 이상 없는 경우 저장버튼 클릭, 저장
이 완료된 후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MOOC 수강 지원 신청을 완료함

※ 신청 후 최대 1주일 내에 승인 처리되나, 내용을 제대로 입력하지 않는 경우 ‘반려’ 처리됨

□ MOOC 수강비용 환급 신청 프로세스
➀ 좌측 교수학습지원 메뉴 하위의 ❶ [MOOC 수강비용환급신청] 메뉴
클릭 → ❷ 진행정보에서 환급 신청할 강좌명을 클릭 → ❸ 하단 신청
정보에서 붉은색 글씨 입력 및 인증서 파일 업로드 → ❹ 저장 버튼
클릭 → ❺ 신청 버튼 클릭

❹ ❺

❶
❷

❸

➁ 신청내역에 이상이 없는 경우 교무팀의 환급 절차에 따라 환급이 진
행되며, 성적표 표기에 체크한 경우, MOOC 수강내역이 성적표에 표기
됨(신청자에 한하며 평점‧평균에 반영되지 않음)
※ 신청 후 1주 이내에 승인 처리되나, 내용을 제대로 입력하지 않는 경우 또는 허위로 입력하는
경우 ‘반려’ 처리됨

□ MOOC 수강현황 확인
➀ 좌측 교수학습지원 메뉴 하위의 [MOOC 수강현황]을 클릭하면 그 동
안 신청 및 환급받은 MOOC 과목을 확인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