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명 분야 강좌명 교수자명 수강신청시작일 수강신청마감일 개강일 종강일 비고

가톨릭관동대학교 인문 한국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 축제와 신화 황루시 2017-10-02 2018-01-15 2017-10-16 2018-01-29

가톨릭대학교 인문 서양철학의 전통 박승찬 2017-08-07 2017-11-26 2017-08-28 2017-11-26

건국대학교(글로컬) 의약 바이오헬스 미래융합기술의 세계 염경진∙황성원 2017-10-09 2018-01-12 2017-10-23 2018-01-26 10월 첫주 연휴로 한주 연장

건국대학교(글로컬) 인문 바이오헬스 빅데이터마이닝 노영희 2017-10-09 2018-01-12 2017-10-23 2018-01-26 10월 첫주 연휴로 한주 연장

건국대학교(서울) 인문 다시 찾는 조선의 역사와 인물 신병주 2017-09-04 2017-10-31 2017-09-11 2017-12-29

건국대학교(서울) 의약 반려동물과 행복나눔 박희명 2017-09-04 2017-10-31 2017-09-11 2017-12-29

건국대학교(서울) 예체능 아트플레이: 이미지로 생각하다 이주은 2017-09-11 2017-11-03 2017-09-18 2018-01-12

건양대학교 의약 의료인을 위한 현대적 리더십 안상윤 2017-09-11 2018-01-14 2017-09-25 2018-01-14

건양대학교 의약 인체해부학-뼈대와 근육 김철태 2017-08-28 2017-09-25 2017-09-25 2018-01-14

경남대학교 사회 Reading North Korea in a Global Era(세계인의 북한 읽기) 허은경, 올렛딘조셉 2017-08-16 2017-09-15 2017-09-04 2017-12-31

경남대학교 자연 결혼과 가족 김진희 2017-08-15 2017-09-03 2017-09-01 2017-12-14

경남대학교 사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심리학 고재홍 2017-08-15 2017-09-03 2017-09-01 2017-12-14

경남대학교 사회 세계인의 북한 문화읽기(Reading North Korean Culture in a Global Era ) 윤대규,김성경 2017-08-15 2017-09-03 2017-09-01 2017-12-14

경남대학교 사회 저출산 고령화와 다문화 사회 강인순,권현수 2017-08-16 2017-09-15 2017-09-04 2017-12-31

경북대학교 인문 동서고전의 만남 김규종 2017-10-09 2017-11-30 2017-10-16 2017-12-16

경북대학교 인문 초기불교 임승택 2017-08-01 2017-10-31 2017-08-07 2017-11-13

경성대학교 인문 러시아를 읽는 열세개의 창 권융 2017-10-02 2018-01-17 2017-10-16 2018-01-19

경성대학교 인문 발해제국의 역사와 문화 한규철 2017-10-02 2018-01-24 2017-10-16 2018-01-26

경일대학교 공학 소화약제학 김명철 2017-09-11 2017-10-10 2017-09-25 2018-01-07

경희대학교 공학 21세기의 놀이하는 인간 : 컴퓨터게임 개론 서덕영 2017-09-08 2017-11-30 2017-09-18 2017-12-21

경희대학교 자연 빅뱅콘서트, 우주, 생명, 문명 김성수 2017-08-15 2017-10-31 2017-09-11 2017-11-30

경희대학교 인문 세계시민교육, 지구공동사회의 시민으로 살기 김 현 2017-08-15 2017-10-31 2017-09-04 2017-12-30

경희대학교 공학 솔직한 원자력 이야기 김명현 2017-08-15 2017-10-31 2017-09-11 2017-12-15

경희대학교 인문 진화와 인간 본성 전중환 2017-09-04 2017-11-20 2017-09-11 2017-12-17

경희대학교 해외무크연계 한국어를 부탁해 : 한국어 중급 Ⅰ 박동호 2017-09-20 2017-11-30 2017-10-09 2017-12-17

경희대학교 해외무크연계 한국어를 부탁해 : 한국어 중급 Ⅱ 박동호 2017-10-01 2017-12-15 2017-10-23 2017-12-31

경희대학교 해외무크연계 한국어를 부탁해 : 한국어 중급 Ⅲ 박동호 2017-11-01 2017-12-31 2017-11-13 2018-01-21

경희대학교 인문 한국철학사, 한국지성사의 거장들을 만나다 전호근 2017-08-15 2017-10-31 2017-09-11 2017-11-30

경희대학교 의약 한의학이야기, 전통 속의 우리 의학과 미래가치로서의 한의학 차웅석 2017-09-20 2017-12-21 2017-10-09 2018-01-18

경희대학교 사회 호모 폴리티쿠스 : 우리가 만든 세계 유정완 2017-08-15 2017-10-31 2017-09-04 2017-12-30

고려대학교 공학 Machine Learning for Data Science 정태수, 주재걸, 석준희 2017-09-17 2017-11-10 2017-10-01 2018-01-30

고려대학교 공학 Mathematical Fundamentals for Data Science 정태수, 주재걸, 석준희 2017-09-17 2017-11-10 2017-10-01 2018-01-27

고려대학교 자연 Physics for Everybody 정재호 2017-09-18 2018-01-21 2017-10-09 2018-01-21

고려대학교 공학 Quantum Mechanics for IT/NT/BT 김대만 2017-08-21 2017-11-19 2017-09-04 2017-11-19 10월 첫주 연휴로 한주 연장

고려대학교 인문 고전문헌과 역사문화Ⅰ 심경호 2017-09-18 2017-11-12 2017-10-09 2017-11-12

고려대학교 인문 고전문헌과 역사문화Ⅱ 심경호 2017-10-30 2017-12-17 2017-11-13 2017-12-17

고려대학교 인문 대운하를 통해 본 중국의 정치경제사Ⅰ 조영헌 2017-09-04 2017-11-05 2017-09-18 2017-11-05 10월 첫주 연휴로 한주 연장

고려대학교 인문 대운하를 통해 본 중국의 정치경제사Ⅱ 조영헌 2017-10-16 2017-11-05 2017-11-06 2017-11-05

고려대학교 사회 모두를 위한 사회학입문Ⅰ 김윤태 2017-09-18 2017-11-26 2017-10-09 2017-11-26 10월 첫주 연휴로 한주 연장

고려대학교 사회 모두를 위한 사회학입문Ⅱ 김윤태 2017-11-13 2018-01-14 2017-11-27 2018-01-14

고려대학교 사회 민법학입문 명순구 2017-08-21 2017-12-17 2017-09-04 2017-12-17 10월 첫주 연휴로 한주 연장

고려대학교 자연 생물학적 인간Ⅰ 나흥식 2017-08-21 2017-10-29 2017-09-04 2017-10-29 10월 첫주 연휴로 한주 연장

고려대학교 자연 생물학적 인간Ⅱ 나흥식 2017-10-16 2017-12-17 2017-10-30 2017-12-17

고려대학교 인문 셰익스피어 박용남 2017-08-21 2017-12-17 2017-09-04 2017-12-17 10월 첫주 연휴로 한주 연장

고려대학교 인문 우리 시대 한국의 시인들 오형엽 2017-08-31 2017-12-24 2017-09-11 2017-12-24 10월 첫주 연휴로 한주 연장

고려대학교 공학 이동통신공학Ⅰ 고영채 2017-08-21 2017-10-29 2017-09-04 2017-10-29 10월 첫주 연휴로 한주 연장

고려대학교 공학 이동통신공학Ⅱ 고영채 2017-10-16 2017-12-17 2017-10-30 2017-12-17

고려대학교 인문 인문브리꼴레르프로젝트Ⅰ 전승환 2017-09-18 2017-11-26 2017-10-09 2017-11-26 10월 첫주 연휴로 한주 연장

고려대학교 인문 인문브리꼴레르프로젝트Ⅱ 전승환 2017-11-06 2018-01-14 2017-11-27 2018-01-14

고려대학교 교육 한국 교육의 시대적 요청Ⅰ 신창호 2017-08-22 2017-10-29 2017-09-04 2017-10-29

고려대학교 교육 한국 교육의 시대적 요청Ⅱ 신창호 2017-10-16 2017-12-24 2017-10-30 2017-12-24

고려대학교 인문 한국, 세계와 만나다 최덕수 2017-09-11 2017-12-10 2017-10-10 2017-12-10

공주대학교 4차 산업 쉽게 배우는 소프트웨어 공학 김치수 2017-10-08 2017-10-28 2017-10-15 2018-01-27

공주대학교 인문 역사문화의 블루오션 바로보기 이해준 2017-08-21 2017-10-09 2017-09-18 2017-12-17

공주대학교 기초·지역특화 한국수어 이해와 기초 실습 최상배 2017-10-08 2017-10-28 2017-10-15 2018-01-27

국민대학교 공학 자동차-SW-디자인 융합 기술의 기초 이성욱 등 5인 2017-10-18 2018-01-19 2017-10-19 2018-01-27

금오공과대학교 공학 열역학 박준영 2017-08-21 2017-11-17 2017-09-04 2017-12-22 10월 첫주 연휴로 한주 연장

금오공과대학교 공학 유체역학 박준영 2017-08-21 2017-11-17 2017-09-04 2017-12-22 10월 첫주 연휴로 한주 연장

단국대학교 인문 과학적 사고와인간 이영희 2017-08-15 2017-12-29 2017-09-04 2017-12-29

단국대학교 교육 교육심리 윤미선 2017-08-15 2017-12-29 2017-09-04 2017-12-29

단국대학교 공학 디자인씽킹을 통한 통찰훈련 서응교, 김태형 2017-10-10 2017-12-31 2017-10-23 2018-01-15

단국대학교 교육 장애, 다양성 그리고 함께 사는 사회 한경근, 최승숙 2017-10-10 2017-01-15 2017-10-23 2018-01-29

대구가톨릭대학교 기초·지역특화 음악과 미술 사이 정우진 2017-10-16 2018-01-08 2017-10-23 2018-01-28

대구가톨릭대학교 인문 인간과 삶 유혜숙 외 2명 2017-10-16 2018-01-08 2017-10-23 2018-01-28

대구가톨릭대학교 공학 제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의 이해 김병창 외 4명 2017-10-16 2018-01-08 2017-10-30 2018-01-28

대구대학교 사회 사회복지발달사 이준상 2017-09-01 2017-11-23 2017-09-01 2017-12-22
10월 첫주 연휴로 9.1~9.8 한주 오리엔테이션으로

진행

대구대학교 사회 사회복지정책론 이진숙 2017-08-21 2017-11-23 2017-09-01 2017-12-22

대구대학교 교육 성인학습 및 상담 양흥권 2017-09-01 2017-11-23 2017-09-01 2017-12-22
10월 첫주 연휴로 9.1~9.8 한주 오리엔테이션으로

진행

2017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신규 개발 강좌 하반기 운영 목록 



대학명 분야 강좌명 교수자명 수강신청시작일 수강신청마감일 개강일 종강일 비고

2017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신규 개발 강좌 하반기 운영 목록 

대구대학교 교육 수어의 이해 권순우 2017-09-13 2017-12-05 2017-09-20 2018-01-03

대구대학교 교육 함께하는 장애탐험 김용욱 2017-08-21 2017-11-23 2017-09-01 2017-12-22

대구한의대학교 의약 인문학을 품은 한의학 이봉효, 송지청 2017-09-25 2017-11-20 2017-10-16 2018-01-28 10월 첫주 연휴로 한주 연장

대전대학교 예체능 그림으로 듣는 한국 음악 조석연 2017-09-25 2018-01-06 2017-10-16 2018-01-27

동국대학교 자연 삶은 화학물질과의 소통이다: 웰빙 사이언스 여인형 2017-08-14 2017-10-01 2017-08-28 2017-12-10

동국대학교 사회 예술과 경영의 만남 정달영 2017-10-10 2017-12-03 2017-10-16 2018-01-28

동명대학교 사회 창업과 벤처 노성여, 임채관 2017-08-29 2017-09-03 2017-09-01 2017-12-22 10월 첫주 연휴로 한주 연장

동신대학교 사회 다문화사회의 이해 조원탁 2017-10-01 2017-12-31 2017-10-16 2018-01-26

동신대학교 사회 여론조사의 이해 조지현 2017-08-07 2017-09-30 2017-09-04 2017-12-31

동아대학교 인문 고전과 현실경영 김용운 2017-09-18 2017-10-22 2017-10-16 2018-01-28

동아대학교 인문 문학예술과 광기 함정임 2017-09-18 2017-10-22 2017-10-16 2018-01-28

목원대학교 사회 고령사회와 노인복지 권중돈 2017-08-07 2017-12-08 2017-08-28 2017-12-10 ·

목원대학교 예체능 재즈 연주개념을 통한 음악의 이해 정재열 2017-10-09 2018-01-27 2017-10-23 2018-01-29

배재대학교 자연 알기쉬운영양학 김정현 2017-09-18 2017-09-30 2017-10-09 2017-12-15 10월 첫주 연휴로 한주 연장

부경대학교 인문 해양도시 부산의 역사와 문화 박화진 2017-10-02 2017-12-25 2017-10-02 2017-12-29

부경대학교 인문 해양인문학의 이해 윤홍주∙김진구 2017-09-11 2017-12-03 2017-09-11 2017-12-10

부산대학교 자연 R을 활용한 통계학개론 김충락 2017-08-07 2017-12-09 2017-08-28 2017-12-09

부산대학교 인문 결혼과 행복 김세환 2017-08-01 2017-12-09 2017-08-28 2017-12-09

부산대학교 공학 고체역학 안득만 2017-08-01 2017-12-09 2017-08-28 2017-12-09 교내 학점 연계

부산대학교 사회 국제사회란 무엇인가 진시원 2017-08-07 2017-12-09 2017-08-28 2017-12-09

부산대학교 사회 사회적기업, 아름다운 경영 이야기 조영복 2017-08-01 2017-12-09 2017-08-28 2017-12-09 교내 학점 연계

부산대학교 인문 언어, 세상의 지문 김종수 2017-08-07 2017-12-09 2017-08-28 2017-12-09

부산외국어대학교 사회 인적자원관리 윤갑호 2017-10-01 2017-11-03 2017-10-23 2017-12-08 10월 첫주 연휴로 수강신청기간 길게 계획함

부산외국어대학교 인문 중국고전명시의 이해와 낭송 김진영 2017-10-01 2017-10-27 2017-10-18 2018-01-03 10월 첫주 연휴로 한주 연장

삼육대학교 인문 중독상담 서경현 2017-08-21 2017-12-01 2017-08-28 2017-12-15
10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추석연휴로 인해

6주차 강의 시작을 연휴 다음주인 10월 9일로 변경

상명대학교(서울) 사회 My major & Big data 이명호 2017-08-25 2017-12-08 2017-09-01 2017-12-08

상명대학교(서울) 4차 산업 영상처리와 패턴인식 이의철 2017-10-02 2017-01-28 2017-10-16 2018-01-28

상명대학교(서울) 예체능 올댓 Song, 노래 is 정의근 2017-11-01 2017-02-04 2017-11-06 2018-02-04

상명대학교(서울) 자연 일반인을 위한 첨단 과학기술의 세계 강상욱 2017-08-25 2017-12-08 2017-09-01 2017-12-08

상명대학교(천안) 예체능 디자인천일야화 원유홍 2017-09-26 2017-12-04 2017-10-10 2018-01-29

상명대학교(천안) 자연 스마트파밍 김영식 2017-09-26 2017-12-04 2017-10-10 2018-01-29

상명대학교(천안) 공학 아두이노,IT인들의it템 홍대기 외6 2017-09-26 2017-12-04 2017-10-10 2018-01-29

상명대학교(천안) 공학 컴퓨터구조 박병수 외1 2017-08-16 2017-09-14 2017-09-01 2017-12-14

상명대학교(천안) 인문 한국의 세계유산 장영숙 2017-08-16 2017-09-14 2017-09-01 2017-12-14

상명대학교(천안) 인문 호모링구아  김미형 외2 2017-08-16 2017-09-14 2017-09-01 2017-12-14

서강대학교 사회 미래창업을 위한 창의성과 창의경영 김진화 2017-09-25 2018-01-19 2017-10-16 2018-01-19

서강대학교 사회 세계는 무엇으로 움직이는가 이근욱 2017-09-25 2018-12-08 2017-10-16 2017-12-08

서강대학교 인문 융복합 프론티어 글쓰기 김경수 외 2017-09-25 2018-01-19 2017-10-16 2018-01-19

서울과학기술대학교 4차 산업 로보틱스 김종형외 3명 2017-09-25 2017-12-01 2017-09-25 2018-01-15

서울과학기술대학교 4차 산업 전기자동차 구동제어 이영일 2017-09-25 2017-12-01 2017-09-25 2018-01-15

서울대학교 사회 경제통계학1 : 그림과 수치를 이용한 자료의 정리 류근관 2017-08-21 2017-11-19 2017-09-04 2017-11-19

서울대학교 사회 경제학 들어가기 이준구 2017-08-21 2017-12-17 2017-09-04 2017-12-31

서울대학교 사회 경제학원론: 미시경제학 이준구 2017-09-25 2018-01-07 2017-10-10 2018-01-21

서울대학교 교육 상담학 들어가기 김창대 2017-08-21 2017-12-03 2017-09-04 2017-12-17

서울대학교 자연 소비자와 시장 김난도 2017-08-21 2017-12-24 2017-09-04 2018-01-07

서울대학교 인문 언어와 인간 남승호 2017-08-14 2017-11-19 2017-08-28 2017-12-03

서울대학교 자연 우주와 생명 김희준 2017-08-21 2017-12-03 2017-09-04 2017-12-17

서울대학교 자연 인간 뇌의 이해 정천기 2017-09-25 2018-01-14 2017-10-10 2018-01-28

서울대학교 인문 종교 상징의 이해 유요한 2017-10-03 2018-01-14 2017-10-17 2018-01-28

서울대학교 사회 행복심리학 최인철 2017-09-25 2018-01-07 2017-10-10 2018-01-21

서울대학교 사회 흔들리는 20대: 청년 심리학 곽금주 2017-08-14 2018-01-01 2017-08-28 2018-01-01
중간고사(10/16~10/29) 중

8주차 오픈(10/23)

서울대학교(SKP) 공학 Fun-MOOC: 기계는 영원하다! 이건우 외 2017-08-21 2017-12-03 2017-09-04 2017-12-17

서울대학교(SKP) 자연 화학: 세상의 거의 모든 것! 김성근 외 2017-08-21 2017-10-22 2017-09-04 2017-11-05

서울시립대학교 인문 고려의 유산 이익주 2017-10-16 2017-12-17 2017-10-23 2017-12-18

서울시립대학교 사회 민주주의: 역사, 현재, 그리고 미래 임동균 2017-10-16 2017-12-17 2017-10-23 2017-12-18

서울시립대학교 공학 반도 채 몰라도 들을 수 있는 반도체 소자 이야기 신창환 2017-09-19 2018-01-09 2017-09-26 2018-01-09 10월 첫주 연휴로 한주 연장

서울시립대학교 사회 쉽게 이해하는 FTA 성한경 2017-08-31 2017-11-15 2017-09-14 2017-11-16 10월 첫주 연휴로 한주 연장

서울시립대학교 공학 시민을 위한 도시학 개론 정석 2017-08-31 2017-11-15 2017-09-14 2017-11-16 10월 첫주 연휴로 한주 연장

서울시립대학교 사회 시민을 위한 정부회계 최원석 2017-09-19 2018-01-09 2017-09-26 2018-01-09 10월 첫주 연휴로 한주 연장

서울여자대학교 자연 건강과 식생활 노봉수 2017-09-18 2017-12-15 2017-10-10 2018-01-31

서울여자대학교 인문 한국생활사 정연식 2017-09-18 2017-12-15 2017-10-10 2018-01-31 10월 첫주 연휴 후 개강

선문대학교 공학 4차산업혁명에 필요한 인터넷윤리
박정호,이경오,이현,안혜선,이영

한,김봉재,김정동,최재성
2017-10-11 2017-12-07 2017-10-23 2017-12-08

성결대학교 기초·지역특화 Popology: 대중문화로 인문학하기 윤영훈 2017-09-20 2017-11-18 2017-09-25 2018-01-07

성균관대학교 교육 A bridge to the world : Korean Language for Beginners 2 김경훤 외 2017-09-11 2017-11-17 2017-09-18 2017-11-17

성균관대학교 해외무크연계 가칭) 한국어 고급 1 김경훤 외 2017-10-23 2018-01-19 2017-11-06 2018-01-19

성균관대학교 해외무크연계 가칭) 한국어 고급 2 김경훤 외 2017-11-20 2018-02-16 2017-12-04 2018-01-26

성균관대학교 사회 글로벌 경제사 송병건 2017-10-11 2017-12-17 2017-10-23 2017-12-17

성균관대학교 인문 맹자(孟子), 사람정치의 철학자 김도일 2017-10-11 2018-01-28 2017-10-23 2018-01-28



대학명 분야 강좌명 교수자명 수강신청시작일 수강신청마감일 개강일 종강일 비고

2017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신규 개발 강좌 하반기 운영 목록 

성균관대학교 자연 미적분학 II 채영도 2017-08-21 2017-12-24 2017-08-28 2017-12-24

성균관대학교 자연 미적분학Ⅰ-활용을 중심으로 채영도 2017-08-14 2017-12-24 2017-08-28 2017-12-24

성균관대학교 자연 생명의과학 - 생명, 그 신비에의 도전 이우성 2017-08-14 2017-12-24 2017-08-28 2017-12-24 10월 첫주 연휴로 한주 연장

성균관대학교 자연 선형대수학 이상구 2017-09-04 2018-12-08 2017-09-18 2018-12-22

성균관대학교 공학 열전소재 및  소자입문 김성웅 2017-10-23 2018-01-28 2017-11-06 2018-01-28

성균관대학교 인문 장자(莊子), 변신에서 자유를 찾다 신정근 2017-10-11 2017-12-31 2017-10-23 2018-12-31

성균관대학교 인문 중국 팔자(八字) 명언과 한자의 이해 전광진 2017-10-11 2017-12-31 2017-10-23 2018-12-31

성균관대학교 사회 차이나마케팅: 중국 내수시장 공략하기 김용준 2017-08-21 2017-11-03 2017-09-04 2017-11-03 10월 첫주 연휴로 한주 연장

성균관대학교 자연 창의적발상: 손에 찹히는 창의성 박영택 2017-08-14 2017-12-24 2017-08-28 2017-12-24 10월 첫주 연휴로 한주 연장

성균관대학교 사회 컬러리더십 신완선 2017-10-10 2017-12-22 2017-11-06 2017-12-22

성균관대학교 예체능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변혁 2017-10-23 2017-12-22 2017-11-06 2017-12-22

성신여자대학교 예체능 발레 : 융합문화예술의 실제 Ⅰ 김주원 2017-08-14 2017-09-30 2017-09-01 2017-10-22

성신여자대학교 예체능 발레 : 융합문화예술의 실제 Ⅱ 김주원 2017-10-10 2017-11-30 2017-10-23 2017-12-17

성신여자대학교 사회 설득의 과학Ⅰ 소현진 2017-09-05 2017-09-30 2017-09-05 2017-10-29 학사일정 관계로 수강신청 기간이 짧음

성신여자대학교 사회 설득의 과학Ⅱ 소현진 2017-10-10 2017-11-30 2017-10-30 2017-12-17

성신여자대학교 의약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환경Ⅰ 김동희 2017-09-05 2017-09-30 2017-09-05 2017-10-22 학사일정 관계로 수강신청 기간이 짧음

성신여자대학교 의약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환경Ⅱ 김동희 2017-10-10 2017-11-30 2017-10-23 2017-12-17

성신여자대학교 인문 우리 문화 속의 한자어 Ⅰ 김용재 2017-08-14 2017-09-30 2017-09-01 2017-10-22

성신여자대학교 인문 우리 문화 속의 한자어 Ⅱ 김용재 2017-10-10 2017-11-30 2017-10-23 2017-12-17

성신여자대학교 예체능 패션 스튜디오Ⅰ 염미선 2017-10-02 2017-10-31 2017-10-02 2017-11-19

성신여자대학교 예체능 패션 스튜디오Ⅱ 염미선 2017-11-06 2017-11-30 2017-11-20 2018-01-14

세종대학교 공학 게임인공지능 김경중 2017-08-13 2017-10-15 2017-08-28 2017-12-17

세종대학교 예체능 모빌리티 디자인 방법론 김진성 2017-08-13 2017-10-15 2017-08-28 2017-12-17

세종대학교 공학 웨어러블 컴퓨터 디자인 김숙진,권유미 2017-08-13 2017-10-15 2017-08-28 2017-12-17

세종대학교 예체능 콘텐츠산업의 비즈니스 전략 한창완 2017-08-13 2017-10-15 2017-08-28 2017-12-17

세종대학교 공학 파이썬을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 유성준 2017-08-13 2017-10-15 2017-08-28 2017-12-17

숙명여자대학교 사회 문학과 영화를 통한 법의 이해 홍성수 2017-08-07 2017-10-31 2017-09-01 2017-12-22

숙명여자대학교 사회 범죄행동의 심리학 박지선 2017-08-07 2017-10-31 2017-09-01 2017-12-15

숙명여자대학교 교육 진로지도와 상담 김봉환 2017-09-25 2017-11-30 2017-10-10 2018-01-30

숙명여자대학교 사회 통계학의 이해 Ⅰ 여인권 2017-09-25 2017-11-30 2017-10-10 2018-01-30

숙명여자대학교 자연 화학으로 본 세상이야기 박동곤 2017-09-25 2017-11-30 2017-10-10 2018-01-30

순천향대학교 사회 모르고 지나친 심리학 이신동 2017-10-02 2017-10-17 2017-10-23 2018-01-28

순천향대학교 사회 법 on Air 최한준 2017-10-02 2017-10-17 2017-10-23 2018-01-28

숭실대학교 사회 4차 산업혁명과 창업(창업 리스크를 줄이는 법률이야기) 전삼현, 최자영 2017-09-25 2018-01-20 2017-10-16 2018-01-21

숭실대학교 공학 바이오메디컬비전 및 응용 이정진 2017-09-25 2018-01-20 2017-10-16 2018-01-21

숭실대학교 자연 생명정보개론 김상수 2017-09-25 2018-01-20 2017-10-16 2018-01-21

숭실대학교 인문 시민교양을 위한 정치철학: 한나 아렌트 김선욱 2017-09-25 2018-01-20 2017-10-16 2018-01-21

안양대학교 기초·지역특화 강화 역사 특강 김형우 2017-09-18 2018-02-15 2017-10-16 2018-02-16 10월 연휴 지난 후 시작

연세대학교 사회 The Korean Economic Development(한국경제발전론) 이두원 2017-08-25 2018-01-28 2017-09-01 2018-01-28

연세대학교 사회 경제학 첫걸음 Part 2: 거시경제 정갑영 2017-08-25 2017-12-17 2017-09-01 2017-12-17

연세대학교 인문 문학이란 무엇인가 정명교 2017-08-25 2018-01-28 2017-09-01 2018-01-28

연세대학교 사회 서비스디자인 김진우 2017-08-25 2017-12-24 2017-09-04 2017-12-24

연세대학교 예체능 운동은 약이다: 이론과 실제 전용관 2017-10-23 2018-01-29 2017-10-23 2018-01-29

연세대학교 인문 창조의 시대, 르네상스 김상근 2017-10-23 2018-01-28 2017-10-23 2018-01-28

연세대학교 공학 텍스트 마이닝 실전 및 분석 송민 2017-11-03 2018-01-28 2017-11-03 2018-01-28

연세대학교 자연 활과 리라: 생물학과 철학의 접점 찾기 김응빈, 김동규 2017-10-23 2018-01-28 2017-10-23 2018-01-28

연세대학교(원주) 기초·지역특화 생명과 문학의 미학, 박경리의 토지 이인재, 최유찬 2017-11-01 2017-12-10 2017-11-13 2017-12-31

연세대학교(원주) 기초·지역특화 지역에서 시작하는 지속가능한 국제개발: 새로운 모형, 새로운 사례Ⅰ 한상일, 김장생 2017-11-01 2017-12-14 2017-11-17 2018-01-04

연세대학교(원주) 기초·지역특화 지역에서 시작하는 지속가능한 국제개발: 새로운 모형, 새로운 사례Ⅱ 한상일, 김장생 2017-11-10 2017-12-26 2017-11-29 2018-01-23 추석 연휴로 인해 수강기간 1주 연장

영남대학교 공학 객체지향형 프로그래밍과 자료구조 김영탁 2017-09-25 2017-12-17 2017-09-25 2017-12-24

영남대학교 예체능 발레의 이해와 아름다운 몸 만들기 우혜영 2017-09-25 2017-12-17 2017-09-25 2017-12-24

영남대학교 교육 소통, 행복과변화로가는길: 효율적 상담대화 이윤주 2017-08-21 2017-09-04 2017-09-04 2017-12-23

영남대학교 공학 자료구조 조행래 2017-08-21 2017-09-04 2017-09-04 2017-12-23

영남대학교 예체능 테너 이현의 오페라 사랑방 이현 2017-09-25 2017-12-17 2017-09-25 2017-12-24

우송대학교 사회 Internet Marketing Awan Mahmood 2017-10-10 2018-01-31 2017-10-16 2018-01-31

우송대학교 공학 현대철도의 이해 정찬묵 외 6명 2017-10-30 2018-01-21 2017-11-06 2018-01-21

울산대학교 의약 가족과 건강: 알기 쉬운 간호학 이복임 외 6명 2017-09-25 2017-12-11 2017-10-17 2017-12-18 추석(명절)로 개강일 연장

울산대학교 의약 가족과 건강: 정신건강 바로알기 김성윤 외 5명 하반기 운영 일정 협의중

울산대학교 사회 기업가정신: 누가 기업을 만들어 내는가 김해룡 외 2명 하반기 운영 일정 협의중

원광대학교 사회 상인들이 만든 르네상스 예술이야기 성제환 2017-09-18 2017-10-31 2017-10-02 2018-01-19

원광대학교 의약 한방의학콘서트 윤용갑 2017-09-18 2017-10-31 2017-10-02 2018-01-19

이화여자대학교 공학 건축으로 읽는 사회문화사 임석재 2017-08-07 2017-12-21 2017-09-01 2017-12-21

이화여자대학교 사회 과학적 예술로서의 광고심리 양윤 2017-08-07 2017-12-21 2017-09-01 2017-12-21

이화여자대학교 사회 기업경영과 법 오수근 2017-10-09 2018-01-21 2017-10-09 2018-01-21

이화여자대학교 사회 빅데이터의 세계, 원리와 응용 신경식 2017-08-07 2017-12-21 2017-09-01 2017-12-21

이화여자대학교 교육 아동의 신비한 언어 습득력 임동선 2017-10-09 2018-01-21 2017-10-09 2018-01-21

이화여자대학교 예체능 애니메이션의 이해 최유미 2017-08-07 2017-12-21 2017-09-01 2017-12-21

이화여자대학교 예체능 음악과 과학/기술 여운승 2017-08-07 2017-12-21 2017-09-01 2017-12-21

이화여자대학교 자연 인간은 왜 병에 걸리는가 : 질병의 생태와 진화 최재천 2017-10-09 2018-01-21 2017-10-09 2018-01-21



대학명 분야 강좌명 교수자명 수강신청시작일 수강신청마감일 개강일 종강일 비고

2017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신규 개발 강좌 하반기 운영 목록 

이화여자대학교 사회 인간행위와 사회구조 함인희 2017-08-07 2017-12-21 2017-09-01 2017-12-21

이화여자대학교 인문 포스트휴먼 인문학 신상규/천현득 2017-10-09 2018-01-21 2017-10-09 2018-01-21

이화여자대학교 인문 한국인의 말과 글 그리고 얼 박창원 2017-08-17 2017-12-21 2017-09-01 2017-12-21

이화여자대학교 자연 현대물리학과 인간사고의 변혁 김찬주 2017-08-07 2017-12-21 2017-09-01 2017-12-21

인하공업전문대학 공학 스크래치와 스마트 코딩 허태성 2017-09-18 2018-01-25 2017-10-11 2018-01-25

인하대학교 의약 금연과 건강한 삶 손민 외 2017-09-04 2017-12-10 2017-09-18 2017-12-31

인하대학교 인문 문화심리 김의철 2017-09-04 2017-12-10 2017-09-18 2017-12-31

인하대학교 인문 부와 빈곤의 글로벌 지도 박선미 2017-08-28 2017-12-10 2017-09-11 2017-12-24

인하대학교 사회 생각보다 가까운 FTA(1) 정인교 2017-08-14 2017-10-15 2017-08-28 2017-10-22 10월 첫주 연휴로 한주 연장

인하대학교 사회 생각보다 가까운 FTA(2) 정인교 2017-10-16 2017-12-17 2017-10-30 2017-12-24

인하대학교 사회 세상을 바꾸는 스타트업 이야기 손동원 외 4명 2017-08-14 2017-12-10 2017-08-28 2017-12-17 10월 첫주 연휴로 한주 연장

인하대학교 자연 현대인을 위한 물리의 이해 차동우 2017-08-14 2017-12-10 2017-08-28 2017-12-17 10월 첫주 연휴로 한주 연장

전남대학교 공학 서비스 로봇 박종오 2017-10-02 2017-10-13 2017-10-16 2018-01-24

전남대학교 자연 잃어버린 30억년을 찾아서 허민 2017-10-02 2017-10-13 2017-10-16 2018-01-24

전북대학교 인문 동양고전에서 얻은 삶의 지혜 진성수 2017-10-01 2017-11-10 2017-10-16 2017-12-22

전북대학교 예체능 판소리Ⅰ : 자연을 노래한 한국의 소리 정회천 2017-08-21 2017-10-23 2017-09-01 2017-12-26
- K-MOOC 플랫폼에서 정규학기, 군이러닝 실시

- I과 II를 수강해야 학점 인정 및 이수증 발급

전북대학교 예체능 판소리Ⅱ : 소리길 순례 정회천 2017-08-21 2017-10-23 2017-09-01 2017-12-26
- K-MOOC 플랫폼에서 정규학기, 군이러닝 실시

- I과 II를 수강해야 학점 인정 및 이수증 발급

전북대학교 사회 한식의 과학과 문화 차연수 2017-10-01 2017-11-10 2017-10-16 2017-12-22

전북대학교 공학 한옥Ⅰ: 우리 한옥 이야기 남해경 2017-08-21 2017-10-23 2017-09-01 2017-12-26
- K-MOOC 플랫폼에서 정규학기, 군이러닝 실시

- I과 II를 수강해야 학점 인정 및 이수증 발급

전북대학교 공학 한옥Ⅱ : 한옥 느끼기(실습편) 남해경 2017-08-21 2017-10-23 2017-09-01 2017-12-26
- K-MOOC 플랫폼에서 정규학기, 군이러닝 실시

- I과 II를 수강해야 학점 인정 및 이수증 발급

전북대학교 인문 행복론 김요한 2017-10-01 2017-11-10 2017-10-16 2017-12-22

전북대학교 인문 호남지역의 역사와 문화 하태규 2017-10-01 2017-11-10 2017-10-16 2017-12-22

제주대학교 사회 계량경제학 강기춘 2017-07-01 2017-11-30 2017-08-01 2017-12-31

제주대학교 기초·지역특화 그 섬에 유배된 사람들 양진건 2017-09-26 2017-12-31 2017-10-16 2018-01-31

제주대학교 자연 알기 쉬운 해양 생명과학 최광식 2017-09-26 2017-12-31 2017-10-16 2018-01-31

제주대학교 인문 유네스코 무형유산 제주해녀 이야기 유철인 2017-09-26 2017-12-31 2017-10-16 2018-01-31

조선대학교 인문 문학사를 통해 본 인간상 신형철 2017-10-02 2018-01-12 2017-10-16 2018-01-19

중앙대학교 사회 4차산업혁명과 특허 오세훈 2017-10-01 2018-01-28 2017-10-16 2018-01-28

중앙대학교 의약 내 안의 우주: 인체구조와 기능1 이무열 2017-08-28 2017-11-19 2017-09-11 2017-11-19 10월 첫주 연휴로 한주 연장

중앙대학교 의약 내 안의 우주: 인체구조와 기능2 이무열 2017-11-06 2018-01-28 2017-11-20 2018-01-28

중앙대학교 기초·지역특화 뇌졸중의 재활치료 1 김돈규 2017-09-25 2017-12-10 2017-10-16 2017-12-10

중앙대학교 기초·지역특화 뇌졸중의 재활치료 2 김돈규 2017-11-20 2018-01-28 2017-12-04 2018-01-28

중앙대학교 사회 디지털 비지니스와 보안관리 김정덕 2017-09-25 2018-01-28 2017-10-16 2018-01-28

중앙대학교 교육 미래교육을 디자인한다 송해덕 2017-09-18 2017-12-24 2017-10-16 2017-12-24

충남대학교 인문 백제속의 동아시아 박순발 2017-10-23 2017-11-30 2017-11-06 2018-02-02

충남대학교 자연 수사는 과학이다 정희선 2017-08-01 2017-10-20 2017-09-01 2017-12-22 10월 첫주 연휴로 한주 연장

충남대학교 사회 심리학 START 전우영 2017-08-01 2017-10-20 2017-09-01 2017-12-22 10월 첫주 연휴로 한주 연장

충남대학교 인문 양명학, 돌봄과 공생의 길 김세정 2017-10-23 2017-11-30 2017-11-06 2018-02-02

충북대학교 사회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송양훈 2017-09-18 2017-11-24 2017-09-25 2018-01-12 10월 첫주 연휴로 한주 연장

충북대학교 사회 시스템 사고와 창의 김상욱 2017-08-28 2017-11-17 2017-09-04 2017-12-22 10월 첫주 연휴로 한주 연장

평택대학교 인문 그리스 로마 신화와 문학 세계 유호전 협약진행중, 11월 6일 개강 예정

평택대학교 사회 디지털 시대의 커뮤니케이션 이시화 협약진행중, 11월 6일 개강 예정

포항공과대학교 사회 간단한 모형으로 따라잡는 금융공학 트랜드 장봉규 2017-09-25 2017-12-15 2017-10-16 2018-01-29

포항공과대학교 자연 알고 보면 쉬운 미적분의 이론 최윤성 2017-09-25 2017-12-15 2017-10-16 2018-01-29

포항공과대학교 공학 의공학: 생명과 공학의 만남 김철홍 2017-09-25 2017-12-15 2017-10-16 2018-01-29

포항공과대학교 자연 DNA로 살펴본 생물의 진화 김상욱 2017-08-28 2017-10-31 2017-09-01 2017-11-24

포항공과대학교 공학 디지털통신시스템: 변복조와 전력 스펙트럼 조준호 2017-08-28 2017-10-31 2017-09-01 2017-11-24

포항공과대학교 공학 빅 데이터 첫 걸음 유환조 2017-08-28 2017-10-31 2017-09-01 2017-11-24

포항공과대학교 자연 전자기학 입문 - 일반물리  II 정윤희 2017-08-28 2017-10-31 2017-09-01 2017-11-24

포항공과대학교(SKP) 공학 재료공학과 함께 하는 세상 김도연, 조욱 2017-08-28 2017-10-31 2017-09-01 2017-11-24

포항공과대학교(SKP) 공학 재미있는 화학공학
강인석, 이건홍, 이진우, 전상민,

차형준 (외 8인)
2017-08-28 2017-10-31 2017-09-01 2017-11-24

한국과학기술원 공학 계면현상의 이해와 적용 김종득 2017-09-25 2017-12-17 2017-10-10 2017-12-17

한국과학기술원 공학 동역학 Ⅰ 김양한 2017-06-27 2017-11-11 2017-07-10 2017-11-12 동역학 2 종강일까지 운영

한국과학기술원 공학 동역학 Ⅱ 김양한 2017-08-21 2017-11-12 2017-09-04 2017-11-12

한국과학기술원 공학 바이오에너제틱스 김세윤 2017-09-25 2017-12-31 2017-10-10 2017-12-31

한국과학기술원 사회 소셜벤처 창업과 펀딩 이병태 2017-07-24 2017-10-14 2017-08-07 2017-10-15

한국과학기술원 공학 알기 쉬운 원자력 에너지 이야기 이정익 2017-09-25 2017-12-10 2017-10-10 2017-12-10

한국과학기술원 공학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오혜연 2017-08-28 2017-11-04 2017-09-11 2017-11-05 2017년 2회차 운영

한국과학기술원 공학 창업의 첫걸음 안성태 2017-09-25 2017-12-24 2017-10-14 2017-12-24 1주차 오프라인 특강 개최

한국과학기술원 공학 헬리콥터 비행의 이해 : 한계 그리고 도전 이덕주 2017-08-28 2017-11-18 2017-09-11 2017-11-19

한국과학기술원(SKP) 자연 생명과학의 세계 김준외 8 2017-07-24 2017-11-18 2017-08-07 2017-11-19

한동대학교 예체능 세계 10대 미술관 여행 강두필 2017-09-11 2017-10-20 2017-09-18 2017-12-25

한동대학교 사회 중독의 심리학 신성만 2017-09-04 2017-11-03 2017-09-25 2018-01-05
10월 첫째 주 연휴 및 과제제출 기간 연장으로 인한

주차연장

한동대학교 공학 파이썬 프로그래밍 김경미 2017-09-11 2017-10-20 2017-09-18 2017-12-25

한성대학교 4차 산업 4차 산업혁명과 현대조직 이창원, 조문석 2017-09-01 2017-09-30 2017-09-01 2017-12-21

한양대학교 예체능 공연을 만드는 사람들
권용, 반능기, 조한준, 김경원,

최보윤, 김경아
2017-09-04 2018-01-07 2017-09-18 2018-01-14



대학명 분야 강좌명 교수자명 수강신청시작일 수강신청마감일 개강일 종강일 비고

2017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신규 개발 강좌 하반기 운영 목록 

한양대학교 예체능 과학기술혁신시대의 디자인이슈 현은령 2017-09-04 2018-01-07 2017-09-18 2018-01-14

한양대학교 인문 과학철학, 인간중심 과학기술 기반사회를 꿈꾸며 이상욱 2017-10-02 2018-01-24 2017-10-16 2018-01-29

한양대학교 자연 생활속의 화학 김민경 2017-08-28 2017-12-06 2017-09-04 2017-12-06

한양대학교 사회 재무제표 작성 : Step-by-Step Guide 송창준 2017-09-04 2018-01-07 2017-09-18 2018-01-14

한양대학교 사회 정책학개론 김정수 2017-08-28 2017-12-18 2017-09-04 2017-12-18 이수증 발급 無

한양대학교 인문 채움과 비움 : 나이 듦의 인문학적 이해 윤성호 2017-10-02 2018-01-24 2017-10-16 2018-01-29

한양대학교(ERICA) 인문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분석 박기수 2017-09-20 2018-01-07 2017-09-26 2018-01-15

한양대학교(ERICA) 사회 혁신 마케팅 CASE STUDY 문준연 2017-10-10 2018-01-20 2017-10-16 2018-01-28

홍익대학교 공학 디자인 프로세스 지해성 2017-10-16 2017-10-27 2017-10-18 2018-01-24

홍익대학교 공학 현대건축의 흐름 유현준 2017-09-01 2017-09-22 2017-09-01 2017-12-29

 ※ 개강일정은 대학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일정은 강좌 운영 대학으로 문의하시면 확인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