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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공모전 



1 2064년 대학교 캠퍼스의 모습은? 

경희사이버대학교 

64년여의 역사와 경희 학원의 이념을 품고 있는 
‘경희 사이버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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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자료 : 사이버대학 및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현황 

학교를 방문하고 학교에서 어울리지 못하더라도 선 세계 어디
에 있건 ‘New 디자이스’를 통한 학습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와 시대가 변한다고 하여 ‘경희사이버대학교’의  
모습이 바뀌거나 하진 않을 것 입니다. 



2 2064년 대학생의 생활은 어떠할까? 

교육 서비스를 기반으로 시장 확대 

구분 Market Customer 

Early Stage Education Market 상호작용을 원하는 사용자 

Take-off  Stage Entertainment Market 상호작용을 통한 즐거움을 원하는 사용자 

Extend Stage 

Smart Contents Creative Market 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원하는 사용자 

Public Market 대화형 공공서비스 사용자 

Welfare Market 건강 및 복지서비스 사용자 

N-Screen for All Market 



2 2064년 대학생의 생활은 어떠할까? 

New 디바이스를 통한 학습 

 

- 자신의 의지와 학교, 교수님의 의지에 맞는 실시간 학습 

- 양치를 하면서도 잦은 학습, 복습 학습 추구 

- 장소의 제약 없이 단순 사이버가 아닌 쌍방향 소통 시스템으로 교수님, 학우, 학교와의 소통  

 

<영상 디바이스를 통한 실시간 학습> <학습의 실시간>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학습> 



3 2064년에 경희사이버대학교가 세계인들이 모두 입학하고 싶어 하는 학교가  
되었다. 과연 무엇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64년의 전통 속 할아버지에서 아버지 아버지에서 나에게로 

- 경희사이버대학교는 단순 대학교를 넘어선다. 

- 학사 학위와 회사에 필요한 자기개발을 위해 공부하는 아버지 

- 경희 출신이시지만 꾸준히 공부하시고, 삶의 질을 추구하는 할아버지 

- 의무교육과 대학교 진학을 위해 공부하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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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for you 



3 2064년에 경희사이버대학교가 세계인들이 모두 입학하고 싶어 하는 학교가  
되었다. 과연 무엇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출처: 2012년 이러닝산업 실태조사> 

1 이러닝 시장 규모 

 점차 확장되고 필요로 하는 이러닝 시장 

 이러닝 시장은 단순 학사 학위 취득 뿐 아니라 다양한 학습을 

추구 할 것 이다. 

다양한 커리큘럼 

많은 관리 포인트 

시스템 별 개별 운영 환경 

다양한 학습 디바이스 

다양한 OS와 Upgrade 

학습 별 다양한 개발 환경 

학습 별 보안환경 

고등,평생,기업 학습 시스템 

학사 취득 및 석사 취득 

커리큘럼 자격증 취득 

높은 수준의 학습 

통합 시스템 모니터링 

PUSH Service: SNS/IM 

KHCU As-Is To-Be 

Any OS/Any WA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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