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노우보드 온라인출석부 사용 안내

1. 출석부 메뉴 생성

○ 스노우보드 강의실 > 강좌관리 > 강좌설정
이수/진도 설정에서 ‘온라인출석부 사용여부’를 “예”로 선택한 후 저장

※ 주 2회 수업을 각각 출석체크 진행할 경우, 강좌 형식에서 강좌포맷과 주차/토픽 수
도 함께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좌포맷: 토픽형식, 주차/토픽 수: 30 선택)

2. 출석체크 기간 설정 확인

○ 성적출석관리 > 온라인출석부 > 온라인출석부 설정

매 주차 출석체크를 위한 ‘시작일’과 ‘출석인정기간(종료일)’을 확인한 후 [저장]

Ÿ

온라인출석부 기간은 개강일로부터 1주일 단위로 기본 설정되어 있습니다.

Ÿ

온라인출석부에서 설정하는 기간은 출결여부 자동반영을 위하여 강의영상의 학습진도율을
체크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Ÿ

출석부 설정 기간 이전/이후에도 강의영상 공개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출석체크 기간 수정

○ [방법1] 날짜 입력 칸 클릭 → 달력에서 해당 일자 선택

○ [방법2] 날짜 부분 드래그 선택 복사 → 수정할 날짜 입력 칸에 붙여넣기
(※ 크롬브라우저에서만 가능)

※ 주 2회 수업, 토픽을 30개로 설정한 경우, 15주차 운영 기간에 맞추어 날짜를 수정
해야 합니다. 1~30주 중 2개씩 한 주차 기간으로 설정합니다.
[예시] 2021-1학기 온라인출석부 설정 기간 참고표
주차

토픽

시작일

출석인정기간

1주

1, 2

2021-03-02

2021-03-08

2주

3, 4

2021-03-09

2021-03-15

3주

5, 6

2021-03-16

2021-03-22

4. 일괄출석 인정

○ 온라인출석부 설정 → 일괄출석인정의 [출석인정] 버튼 클릭

Ÿ

[출석인정] 버튼을 클릭하면 모든 학생이 해당 주차가 출석으로 반영됩니다.

※ 1주차 일괄출석인정은 해당 주차의 출석인정기간이 지난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진행하게되면 이후 수강정정하여 추가된 학생의 출석인정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5. 출석 현황 확인
온라인출석부는 출석체크 기간 동안의 학습진도율을 기준으로 출결여부를 자동 반영합니다.
설정한 출석체크 기간 이내에 강의 수강을 진행한 결과에 따라 출석(○)과 결석(X)으로 구분하며,
지각은 체크하지 않습니다.

Ÿ

전체 학생의 출석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엑셀파일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Ÿ

해당 주차(토픽)에 등록된 모든 강의영상을 수강하여 완료한 경우에만 해당 주차에
출석으로 표시됩니다.

Ÿ

강의영상이 등록된 주차는 강의수강 완료 전까지는 X로 표시되고, 강의수강을 완료
하면 ○로 바뀝니다.

○ 학생별 세부 학습현황 확인: 출석 현황 → 학생 이름 클릭

Ÿ

해당 학생의 매 주차 상세 학습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Ÿ

각각의 강의영상에 대하여 학습 진행한 시간과 학습한 횟수 확인이 가능합니다.

Ÿ

학생도 동일한 형태로 본인의 학습기록, 출석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출석인정요구시간
: 총 강의재생시간 중 출석 인정에 필요한 시간
(온라인출석부 설정에서 출석인정범위 %로 계산)
 총 학습시간
: 학생이 실제로 학습을 진행한 시간 (출석 반영 시간)
강의를 재생하는 시간과 학습 범위를 반영하여 계산함
재생 중 일시정지, 이전에 학습한 부분을 다시 재생하는 시간 등은 포함하지 않음
 열람 횟수
: 강의영상을 클릭하여 재생한 횟수
열람 횟수를 클릭하면 횟수별로 학습을 진행한 세부기록 확인 가능

6. 출석 인정 수동 관리
출석 인정 수동 관리 기능은 다음의 경우에 사용합니다.
1) 자동 출석 반영 결과 오류 수정 (결석을 출석으로 변경 시)
2) 실시간 화상수업의 출석여부 반영
3) 온라인 시험 주차의 출석여부 반영
○ 출석현황 → 학생 이름 클릭 → 출석 인정할 콘텐츠 부분의 [출석인정] 버튼 클릭

7. 출석부 확정

출석부 확정은 학기 말 최종성적 입력 시 모든 주차의 출결 여부가 입력 완료 상태에서 진행합니다.
출석부를 확정하기 전에 다음의 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모든 주차의 출결여부가 O, X로 체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시간 화상수업, 시험 등 자동출석 반영 기록 없는 주차는 수동 관리로 입력한 후 진행합니다.
2) 출석횟수 + 결석횟수의 총합이 15 또는 30 이어야 합니다.
전체 주차/토픽 수는 15주 또는 30개 토픽(주 2회 수업 설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 출석현황 → [출석부 확정] 버튼 클릭

출석부 확정을 진행하면 출석부 확정 일시가 표시되며,
출석횟수, 결석횟수와 결석시간이 성적입력시스템으로 이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