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퀴즈 모니터링, 평가비율관리, 토론평가, 학습자 성적 열람, 가져오기)



1. 퀴즈 모니터링 
 
2. 평가 비율 관리 
 
3. 토론 평가 
 
4. 학습자 성적 열람 
 
5. 가져오기 



퀴즈모니터링은 강좌에서 등록한 시험을 관리하는 페이지입니다. 
 
‘전체 시험일정 확인’을 통해 타 강좌의 시험 일정 또한 확인 할 수 있어  
시험 일정이 겹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시험수정, 문제수정 등 교수자가 해당 강좌에 등록한 시험을 한 눈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시험수정: 시험일자, 응시 횟수. 제한시간 등을 수정 
*문제수정: 시험에 등록한 문제를 수정  



‘전체 시험일정 확인’에서 시험 기간 날짜 별로 타강좌에 어떤 시험이 등록되었나 검색 가능합니다. 
 
이를 참고하여 시험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강의실의 성적 카테고리 점수비율을 관리하는 페이지 입니다. 
출석, 토론, 과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시고사, 기타 카테고리가 기본값으로 
생성되어 있으며 새로운 카테고리를 추가하여 점수비율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평가 비율은 카테고리의 총합이 100이 되도록 구성해주세요.) 
 
각 카테고리 비율을 설정하고 ‘전체 저장’버튼을 누르면 성적부에 반영됩니다. 
(※ 해당 카테고리 성적을 숨기려면 비공개 체크) 

성적 카테고리 추가 입력 후, 
‘추가’ 버튼 클릭 

개별 항목 비율  
변경사항 저장 시, 
‘수정’ 버튼을 클릭 



진행된 토론에서 학습자 별로 점수와 피드백을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평가하기’ 버튼을 눌러 각 학습자 별 토론 참여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학생 현황과 토론에 참여한 학생의 현황을 분류하여 열람하거나 
점수 및 피드백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글 조회’ 버튼을 누르면 학습자 별로 활동 내역을 열람합니다. 



학습자 별 활동내역을 확인합니다. 
 
‘전체 참여글’에서는 해당 학습자가 쓴 모든 글(주제글, 댓글)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제글 – 글 제목 + 글 내용 형식 
*댓글 – 주제글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보임 

주제글 

댓글 



‘참여글’은 해당 학습자가 작성한 모든 주제글을 중심으로 
 
그 주제글에 달린 댓글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제글 

주제 글에 달린 댓글 



‘참여 댓글’에서는 해당 사용자가 남긴 모든 댓글만 따로 볼 수 있습니다. 



강좌 메인 왼쪽 메뉴 ‘고급 강좌 관리 – 설정 – 화면구성’에서 
 
학생의 성적부 열람 허용 – ‘예’로 설정해주세요.  

성적부는 학습자가 열람 할 수 없게 기본값이 설정 되어있습니다. 
때문에 학습자에게 성적부 공개를 하려면 수동으로 열람 여부를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가져오기를 통해 지난 강의실을 복사하여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붙여 넣을 강좌에 접속하여 메인 왼쪽 메뉴 ‘고급 강좌 관리 –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강좌명 약어(영문)’으로 복사할 강좌를 검색합니다. 
검색한 강좌를 체크하고 ‘계속’을 눌러 진행합니다. 



강좌명 약어(영문)는 해당 강의실에 접속하여 ‘고급 강좌 관리 – 설정 – 기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져오기’는 교수자가 담당했던 강좌만 검색하여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강좌명 약어가 헷갈린다면 해당 연도를 입력하여 가져올 강좌를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백업 설정을 합니다.  
활동, 블록, 필터, 일정, 문제은행, 팀 및 팀 분류 모두를 체크합니다. 
  
가져올 강의실의 학습활동이나 콘텐츠를 직접 선택하려면 ‘다음’을 눌러 진행합니다. 
선택하지 않고 모두 가져오려면 ‘마지막 단계로 건너뛰기’를 선택합니다. 



전 단계에서 ‘다음’을 눌러 진행 시에는 각 주차 별 학습활동,  
콘텐츠를 선택하여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져올 콘텐츠에 체크하고 하단의 ‘다음’ 버튼을 눌러 가져오기를 수행합니다. 



선택한 콘텐츠를 확인하고 하단                  버튼을 눌러 가져오기 작업을 수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