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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의실 생성: 개강 전에 새 학기 교과목의 강의실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개강 전 강의를 설계할 강좌를 선택하여 입장합니다.

(2) 강의 설정: 왼쪽 메뉴 ‘기타 관리’의 ‘강좌설정’을 클릭합니다.

(3) 알림 설정: 화면 아래쪽에 위치한 ‘기타 설정’ 탭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알림 사용여부'를

‘아니오’로 변경한 다음 화면 아래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해두면 개강 전에 등록

하는 자료와 학습활동에 대한 알림이 학습자에게 전송되지 않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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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의 설계 전 준비



수강신청을 통해 강좌를 수강하는 학습자와 청강생, 조교 등 강좌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좌 왼쪽 메뉴의 ‘강의정보’ – ‘참여자목록’을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이 참여자 목록을 확인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학습자의 화면에서는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별표(*)로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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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자 목록 확인하기



‘강의 개요’란은 강의를 소개하는 글, 또는 강의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눈에 잘 띄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강의실 오른쪽의 아이콘을클릭한뒤, 아래이미지에표시된위치의 톱니바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요약’ 부분에소개글을 작성한뒤화면아래쪽에위치한 을클릭합니다.

소개글이 ‘강의 개요’ 아래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 다른 파일의 문장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할 경우 불필요한 태그가 함께 저장될 수 있으니 키보드의

‘Shift+Ctrl+V’ 조합 단축키(동시 입력)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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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의 소개 남기기



강의 개요와 마찬가지로 각 주차별 학습목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을 클릭하여
편집 모드인 상태에서 아래의 이미지와 같이 각 주차별 섹션에 위치한 톱니바퀴 아이콘을 클
릭합니다. 

‘요약’ 부분에 주차별 학습목표 내용을 작성한 뒤 화면 아래쪽에 위치한 을 클릭합니다.

주차별 섹션의 상단에 작성한 내용이 나타납니다.(톱니바퀴를 다시 클릭하여 수정 가능)

* 이미지 또는 영상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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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차 별 학습목표 작성하기



이러닝캠퍼스의 온라인 출석부는 영상 시청 기록으로 출결 여부를 관리합니다.

(※ 온라인 출석부는 주차별로 업로드된 동영상에 한하여 출결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강의실 왼쪽 메뉴의 ‘성적/출석관리’ – ‘온라인 출석부’ – ‘온라인 출석부 설정’을 차례로

클릭합니다. (‘기타 관리’ – ‘온라인출석부설정’도 가능)

 주차별 시작일과 기간은 해당 교과목의 수업 요일에 맞춰 자동 설정되어 있습니다.

 출석인정기간은 주차별 시작일로부터 8일간, 지각인정기간은 출석인정기간 종료로부터 7일간

 출석인정범위와 지각인정범위는 업로드 된 영상의 총 길이 중 어디까지 시청해야 출석/지각을 인정할 것인지를 설정합니다. 

기본적으로 90%로 자동 설정되어 있습니다.(예를 들어 90%일 때 100분짜리 영상은 90분 이상 시청해야 합니다.)

 설정을 변경한 후에는 화면 하단에 위치한 을 반드시 클릭해야 합니다.

-13-

5) 온라인 출석부 설정하기



출석인정기간을 늘리고 싶을 경우, 주차별 출석인정기간 종료일을 선택하여 날짜를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별 시작일이 지난 후에는 해당 주차 시작일을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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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온라인 출석부 설정하기



다음 학기/연도에 동일한 교과목이 있을 경우, 이전에 설계했던 강좌의내용을 복사해서 편리하

게 강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설정 기간 등이 과거 시점 그대로 복사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 맞

춰 다시 설정하신 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강의실왼쪽메뉴아래 ‘고급 설정’에서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검색창에 지난 학기 강좌명을 입력한 후 해당 강좌를 선택한 다음 ‘계속’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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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져오기(강의실 복사하기)



가져올 자료/활동을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백업 설정 중 ‘활동 포함’이 선택되도록 한 뒤 ‘다음’을 클릭합니다.

* 강좌 전체를 그대로 복사하려면 ‘마지막 단계로 건너뛰기’를 클릭합니다.

* 퀴즈를 가져오려고 할 경우, 문제도 같이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문제은행 포함’을 체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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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져오기(강의실 복사하기)



선택한 자료/활동을 한 번 더 확인한 후 ‘가져오기 수행’을 누르면 가져오기가 완료됩니다.

‘계속’ 버튼을 눌러 강의실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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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져오기(강의실 복사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