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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온라인) 수업 콘텐츠 시청 안내



3. 수강한 과목 강의실 선택 
 - 대체수업의 콘텐츠 시청할 교과목 선택

4. 학습목차 -> 강의목록
 - 콘텐츠 목록 확인하여 강의보기

 - 온라인 콘텐츠의 차시명과 학습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콘텐츠 시청 및 학습종료
 - 시청완료 후 반드시 학습종료 클릭합니다.

6. 학습종료 후 시간확인하기 
 - 출석정보(기간내) 본인의 학습시간을 확인합니다.

 - 왼쪽의 학습시간을 충족했는지 확인하여 부족하다면 다시 듣습니다.



7. 콘텐츠(동영상) 학습결과 확인하기
 - 콘텐츠(동영상) 학습 결과 확인하기 

 - △, X 경우 다시 4. 학습목차 -> 강의목록에서 다시 시청합니다.

8. 학습정보 메뉴
  - 공지사항 : 교과목 담당교수가 학생들에게 강의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   

              안내 및 퀴즈, 과제 등을 공지하는 게시판

  - 질의응답 : 교과목 담당교수와 수강생의 질문과 답변을 등록하는 게시판

  - 자료실 : 교과목 교수와 학생들의 자료 게시판

 학습활동∨출석  [동영상시청] = 출석:○  학습중: △ 미수강: X



9. 학습활동 메뉴
  - 과제 : 제출기간, 제출여부를 확인하여 과제를 제출합니다.

     제출기간의 기간 및 마감시간 이후에는 과제를 제출할 수 없음

    

  - 토론 : 토론주제를 확인하고 토론글 목록을 클릭하여 입장합니다.

     토론기간의 기간 및 시간 이후에는 토론방에 입장할 수 없음

    

  - 토론방 입장 : 토론글 등록을 클릭하여 글을 게시합니다.

    



  - 시험 : 토론글 등록을 클릭하여 글을 게시합니다.

     시험기간의 기간 및 시간 이후에는 토론글을 등록할 수 없음

  

  - 시험응시 : 정답을 체크하여 시험제출합니다

   ※ 남은시간을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시험임시저장을 클릭합니다. 

   

   ※ 시험제출 후 확인하면 다시 응시할 수 없습니다.(응시가능횟수 확인)

  



10. 출석 확인

- 원격(온라인)수업의 출결 인정:  온라인 컨텐츠(동영상) 학습 및 퀴즈, 토론,  
  질의 응답, 과제학습 등 각 강좌별 제시된 학습방법에 참여한 경우 출석   
  인정

- 출결확인 방법:  스마트출결 앱에서 확인

 ◦ 완전 또는 부분사이버 운영 강좌(종전부터 운영하는 강좌)
    : 각 강좌별 교원이 공지한 시기(종전처럼 학기 중 또는 학기말 확인) 

 ◦  수업대체 원격(온라인) 수업(2020-1학기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강좌)
    : 수업 실시 주 일요일 24시 이후부터        
 
     

         

※ 스마트 출결앱 출결 확인 방법은 스마트 출결관리 사용법(학생)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