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수자 및 지원 인력의  

디지털 전문성 개발을 통해  

최고 수준의 수업 및 학습 표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디지털 수업 및 학습 시리즈

21세기 교육을 위한 전문성 개발



디지털 수업 및 학습 시리즈 개요

Blackboard의 수업 및 학습 시리즈는 21세기 학습자의 도전 과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Blackboard의 디지털 수업 및 학습 시리즈는 교수자 및 수업 지원 인력에게 디지털 학습 테크놀로지 사용 

방법에 대해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성 개발 및 인증을 제공합니다.

eTeacher 로 알려진 전문성 개발을 위한 3개의 코스는 교수자들이 21세기 학생들의 디지털 교육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 시리즈는 3개의 코스로 구성됩니다

특정 학습 플랫폼과 
관계 없습니다

 » 교육학 및 실습

 » 디지털 학습 접근법

 »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수업 및 학습

특정 학습 플랫폼과 
관계 있습니다*

 » 교육학 및 실습에 집중

 » Blackboard Learn

 » Blackboard Open LMS

 » Blackboard Collaborate
 

*Blackboard 라이선스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정 학습 플랫폼과 
관계 없습니다

 » 모범 코스 설계

 »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수업 및 학습에 대한 고급 

접근법

Blackboard Certified 

Associate

Blackboard Certified 

Practitioner 

Blackboard Certified 

Specialist 

Blackboard Certified Expert

위의 인증을 취득하려면 교육 참여자는 각 코스 마지막에 실시되는 인증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인증 시험에 합격한 분들에게는 Blackboard 사에서 인증서를 수여합니다.

디지털 수업 및 학습 시리즈



교육 참여자 혜택

디지털 수업 학습 자료 접근 및 세계적인 Blackboard Academy에 등록

각 코스에서 교육 참여자는 Blackboard Academy의 디지털 수업 및 학습 교육 자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코스 시작일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합니다.

Blackboard Academy

Blackboard Academy는 교육 참여자에게 다음을 제공합니다.

 » 온라인 코스 자료

 » 인증시험

 » ‘디지털 수업 및 학습의 실제’ 코스의 온라인 실습 환경

 » 각 코스 워크북 교재

코스 및 교재 주요 사항

각 코스는 40 시간의 수업 참여 및 110 시간의 자기 

주도 학습(self-directed study)을 요구합니다. 또한 각 

코스는 강의실 수업, 온/오프라인 혼합 수업, 동시적 

또는 비동시적 온라인 형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Blackboard 사에서 공인한 학문적 지식 및 수업 전달 

전문가인 전문 퍼실러레이터가 코스 진행을 담당합니다. 

코스 교재는 Blackboard 컨설팅의 전문 교수진이 

집필한 최신의 학습 콘텐츠 및 실습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언어 옵션 : 각 코스는 아랍어, 한국어, 스페인어, 불어 및 영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 포르투갈어, 터키어도 곧 제공 예정)

Graham Holden 박사 
Sheffield Hallam University 수업 및 학습 부서 책임자

“고등 교육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수업 수월성의 
관련성을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면서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입니다”

디지털 수업 및 학습 시리즈



코스 전달 방법

교육기관의 요구에 기반한 두 가지 코스 전달 방법

공인된 전달 방법

교육기관의 직원이 코스를 전달합니다

 » Blackboard Academy 의 인증을 받은 클라이언트가 

모든 코스를 진행합니다.

 » Blackboard 교육을 마친 교육기관 직원이 ‘공인된 코스 

퍼실러레이터’가 됩니다.

 » 교육기관의 Blackboard 공인 코스 퍼실러레이터는 

각자의 교육기관에서 코스를 전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 Blackboard사가 학습환경, 모든 인증 시험 및 인증과 

관련된 이슈를 관리합니다.

“온라인 교육에서 
교수자의 발전은 
학생의 성공을 
증진 시킵니다”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대학 

학술위원회

강의실 수업 

현장 강의실 수업  

(4일 또는 5일)  

예: 여름 학교 

1 2 3 4
온/오프 혼합 수업

현장 강의실 수업 2 일 

+ 온라인 수업 6 회

비동시적 온라인 수업 

40 시간의 자기 주도 

학습, Blackboard 사가 

학습 관리 및 조정 담당

동시적 온라인 수업

강사 주도로 진행되는 10

회의 실시간 온라인 수업

Blackboard에 대하여

Blackboard사는 혁신적인 테크놀로지와 서비스를 활용하여 교육기관 및 

학생의 성공에 기여하는 글로벌 교육 커뮤니티와 파트너가 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Blackboard 컨설팅은 테크놀로지 및 교육을 선도하는 

조직입니다. Blackboard Academy 의 회원은 수업 및 학습을 전달하는데 

있어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각자의 전문적인 교육 경험에 기반한 

최고의 교육 서비스 전달 방식을 전 세계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추가 정보

Blackboard가 어떻게 귀하가 속한 교육기관의 학업에 도움을 주는 파트너가 

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려면, blackboard.com/consulting/eteacher.html

을 방문하십시오.

저작권에 관한 모든 권리와 법은 Blackboard에게 있습니다. 모든 브랜드 보기 blackboard.com/ip 

저작권(Copyright) © 2018. Blackboard Inc. All rights reserved.

모든 형식의 강의에는 코스 당 40 시간의 수업 (+ 110 시간의 개인 학습)이 포함됩니다.

디지털 수업 및 학습 시리즈

표준적인 전달 방법

Blackboard사가 코스 전체를 전달합니다

 » 모든 코스가 Blackboard Academy에서 

전달됩니다. 

 » 모든 코스가 Blackboard 컨설팅 또는 

Blackboard 공인 코스 퍼실러레이터에 의해 

전달됩니다.

 » Blackboard사가 학습환경, 모든 인증 시험 및 

인증과 관련된 이슈를 관리합니다.

blackboard.com/consulting/eteacher.html
www.blackboard.com/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