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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메인페이지 

2. 강좌정보 제공 확대 

3. 학습페이지 UI개선 

- Key Concept 

- '묶음강좌' 과정 제공 
- '유사강좌' 목록 제공 
- '우수강좌' 정보 공개 

- 학습페이지 UI 개선 
- 학습자 맞춤형 시간대 설정 
- 모바일 최적화 UI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4. 강좌 소식 및 알림 기능 제공 
- 알림 기능 
- 관심강좌 기능 



-  강좌 검색에 집중한 직관적 설계 

-  아이콘을 사용한 심플한 레이아웃 

1. 메인페이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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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검색 기능 
- 이제 강좌명, 교수자 성명, 운영기관,  
  키워드 등 다양한 형태로 검색해보기 Key Concept 

배너 영역 확대 
- K-MOOC 소식을  한 눈에 확인하기 

주요 ‘테마강좌’ 바로가기 추가  
- 4차 산업혁명, 묶음강좌 등 
   주요 ‘테마 강좌’를 빠르게 찾기 

‘신규강좌’ 및 ‘인기강좌’  추가  
- 최근 개설된 ‘신규강좌’,  
  많은 학습자들이 신청한 ‘인기강좌’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2. 강좌정보 제공 확대 

선택한 강좌와 특성이 유사한 강좌를  
확인할 수 있어요.  
(강좌소개페이지 내 하단) 

‘유사강좌’ 목록 제공 ‘묶음강좌’ 과정 제공 

특정 분야에 대해 심도 있게 공부하고자 한다면 
복수의 강좌로 구성된 ‘묶음강좌‘ 메뉴 클릭해 보세요! 

‘우수강좌’ 공개 

K-MOOC 우수 강좌는  
‘블루리본’을 받게됩니다. 
  

우수강좌를 듣고 싶다면?  
- 블루리본을 찾아보세요. 

_ 강좌에 대해 보다 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고, 원하는 강좌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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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습페이지 UI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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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보다 직관적인 UI로 학습에 집중할 수 있어요. 

학습자 맞춤형 시간대 설정 
- 학습자 PC설정 (Time Zone)에 따라 강좌 일정, 
퀴즈 마감시간 등이 학습자에 맞게 바뀌어 보여요. 

학습페이지 UI 개선(1) 
-강좌 내 첫 페이지에서 ‘강좌콘텐츠 목록’,  ‘공지
사항’, ‘강좌 주요 일정’ (개강일, 종강일 등)을 바로 
볼 수 있어요 



3. 학습페이지 UI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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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영역 확장 

학습페이지 UI 개선(2) 

학습 주차 및 위치 확인 

_ 보다 직관적인 UI로 학습에 집중할 수 있어요. 

모바일 최적화 UI  
 

모바일 웹 환경에서 원활한 학습을 위한 
강좌 내  반응형 웹이 적용되었어요 

학습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학습영역이 
확장됐어요 



4. 강좌 소식 및 알림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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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알림을 통해 중요한 강좌일정, 댓글 등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알림 기능 

- 강좌 내 알림기능으로 꼭 필요했던 정보를 알려줍니다.  
   (공지사항 등록 시, 개강일/종강일, 퀴즈/시험 제출 마감일 등) 
  

- 게시판에 ‘관심글’ 등록하여 새 댓글이 추가되면 알려줘요. 
 

원하는 강좌를 ‘관심강좌’로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어요. 
- 등록 : 강좌 소개페이지 내 ‘별’아이콘 클릭 
- 관리 : [내 강의실-관심강좌] 탭 
   ※ 재개강시 이메일로 안내 받음 

관심강좌 기능 (3월 내 적용 예정) 



이 외에도 다양한 추가 기능이 `19년 4월 중 추가로 공개됩니다.  

이제 직접 K-MOOC를 함께 경험해볼까요? 

http://www.kmooc.kr/ 

http://www.kmoo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