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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영상 업로드

(1) 강의실 우측 ‘편집‘을 클릭합니다.

(2) 업로드하려는 주차 우측 하단에 있는 ‘자료 및 활동 추가’를 클릭합니다.

(3) 팝업 창에서 ‘동영상’을 클릭합니다.

(4) 제목을 입력합니다. (입력하지 않을 경우 동영상의 저장 이름이 제목으로 표시됩니다.)

1

2

3

4



(5)‘동영상 업로드‘를 클릭합니다.

(6)  로 업로드할 영상을 선택 후 로 업로드를 시작합니다. 

※ 1회 4GB까지 업로드 가능합니다.
※ 지원가능한 확장자 : asf, asx, avi, flv, f4a, m2v, mkv, mov, mp4, m4a, mp3, mpeg, mpg, rm, vod, wmv 
  (호환이 안 되는 경우엔 mp4로 변환하여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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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업로드가 완료되면 해당 영상을 클릭합니다.

(8) 초록색 바가 움직이며 동영상이 변환됩니다.

※ 동시간대에 변환되는 영상이 많을수록 대기시간이 길어지므로 최소 1일 전 업로드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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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변환이 완료되면 ‘동영상 선택‘을 클릭합니다.

(10) ‘진도 관리’의 ‘시작 일시’ ‘종료 일시‘ 를 지정하여 출석 인정 기간을 설정합니다.

진도 체크-’예’, 열람 제한-’열람’은 변경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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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하단의 ‘접근 제한‘ 에서 ‘제한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12) ‘날짜’를 클릭합니다.

(13) 접근 제한의 ‘시작 일시’를 진도 관리의 ‘시작 일시‘ 와 동일하게 설정합니다.

※ 접근 제한을 설정하면 학생들은 ‘시작 일시‘ 전에 영상을 클릭할 수 없습니다. 

※ 접근 제한을 설정하지 않으면 출석 인정 기간 전에 영상을 클릭한 학생의 수강 기록은 누락되므로 반드시 설정해야 합니다.

(14) ‘저장’을 클릭합니다.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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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파일 업로드

(1) 강의실 우측 ‘편집‘을 클릭합니다.

(2) 업로드하려는 주차 우측 하단에 있는 ‘자료 및 활동 추가’를 클릭합니다.

(3) 팝업 창에서 ‘파일’을 클릭합니다.

(4) 파일을 소개할 제목을 입력합니다. (예: 1주차 강의 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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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우스로 파일을 끌어서 등록하거나 버튼을 클릭합니다.

(6)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창이 뜨는데 을 클릭하여 파일 선택 후 ‘파일 업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 파일은 1회 1개씩 업로드 가능하며 파일 1개당 1GB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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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표시 형식 ‘자동 다운로드‘가 기본 값이며 학생들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8) 표시 형식을 ‘팝업창으로’로 변경 후 다운로드 허용을 ‘아니오‘ 로 변경하면 학생들이 파일을 다운받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단, 문서 변환 가능 확장자만 ‘팝업창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음성이나 영상이 들어간 PPT 파일 형식은 팝업창으로 설정 시 음성이나 영상이 재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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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하단의 ‘접근 제한‘ 에서 ‘제한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10) ‘날짜’를 클릭합니다.

(11) 학생들에게 파일을 공개하고 싶은 일시를 접근 제한 ‘시작 일시‘로 설정합니다. 

※ 접근 제한을 설정하면 학생들은 ‘시작 일시‘ 전에 파일을 클릭할 수 없습니다. 

※ 접근 제한을 설정하지 않으면 파일 업로드와 동시에 학생들이 파일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12) ‘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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