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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의자료 등록
강의 자료 등록을 위해서 상단의 [편집] 버튼을 클릭합니다.
편집모드로 전환되면 아래와 같이 [자료 및 활동 추가] 버튼이 나타납니다.

강의 자료를 등록할 주차나 토픽에서, [자료 및 활동 추가] 버튼을 누르면 다양한 강의 자료를 선택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드래그하여 위치 조정

추가한 게시판이나 강의자료 등의 설정을 변경하시려면
❶ 상단의 편집 버튼 클릭하여 편집모드로 전환,
❷ 수정하려는 강의자료나 학습활동의 편집 아이콘을 클릭 후
❸ 설정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삭제나 복제, 감추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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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URL 링크 등록하기
이미지나 문서 등 온라인에서 접근 가능한 모든 자원을 URL을 통해 자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YouTube, SlideShare, Wikipedia와 같은 외부 자료를 학습에 효과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및 활동 추가] 강의자료 모음에서 URL 링크를 클릭하세요.

1) 기본 항목에 제목을 입력하고, [URL 입력] 칸에 링크 주소를 입력합니다.

2) [외부 링크 가져오기]를 클릭하면 외부 Repository 자료의 URL을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YouTube 검색과 Dropbox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3)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자료 등록이 완료됩니다.

이화사이버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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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의자료 등록

3.2 개요 등록하기
웹 에디터를 이용하여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웹문서와 등록방법은 동일하나
클릭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웹문서와는 달리 클릭하지 않아도 강의실 메인화면에서 바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료 및 활동 추가] 강의자료 모음에서 개요를 클릭하세요.

1) 일반 항목의 내용에 에디터를 이용하여 내용을 입력합니다.

2)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자료 등록이 완료됩니다.
3) 등록한 내용이 아래와 같이 학습활동에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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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동영상 자료 등록하기
강의에 필요한 동영상을 손쉽게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등록된 자료는 Core Campus에 개인 라이브러리 형태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강좌에서도
동영상 자료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및 활동 추가] 강의자료 모음에서 동영상을 클릭하세요.

1) 기본 항목의 제목과 설명을 입력합니다.

2) 동영상 선택 항목에서 [동영상 선택] 버튼을 누르면 동영상 선택 창이 열리게 됩니다.

3) 사이버캠퍼스 동영상은 Core Campus와 연동되므로 [My Contents] 탭에는 사이버캠퍼스나
Core Campus 에서 본인이 업로드한 동영상 리스트가 나타납니다.
[Shared Contents] 탭을 클릭하면 본인에게 공유된 자료들을 검색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화사이버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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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의자료 등록

3.3 동영상 자료 등록하기
4) 이미 등록된 동영상 중에 선택하려면 강의리스트에서 강의를 선택한 후, 하단의 [동영상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새로운 동영상을 업로드 하려면 상단의 [동영상 업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이 창이 변경되면 + 버튼을 클릭하여 동영상을 선택하거나 동영상 파일을 드래그 합니다.
선택된 파일은 자동으로 업로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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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동영상 자료 등록하기
6) 동영상 업로드가 완료되면 변환을 시작합니다. 동영상 변환은 동영상 크기가 크거나 사용자가 많을 경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변환 중에는 창을 닫으셔도 작업이 계속 진행됩니다.
< 동영상 업로드 중 >

< 동영상 변환 중 >

7) 변환이 완료된 동영상은 아래와 같이 강의리스트에 나타납니다.
스크롤을 내리면 동영상 제목과 설명을 추가하고, 썸네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변경한 내용을 저장한 후, [동영상 선택]을 클릭합니다 .

이화사이버캠퍼스

33

3. 강의자료 등록

3.3 동영상 자료 등록하기
8) 아래와 같이 선택된 강의가 나타나고, 동영상 재생 시간이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9) 동영상 강의에 대해 진도를 체크하려면 [진도 체크]를 ‘예’로 선택합니다. [시작 일시], [종료 일시]를 지정하면
학생이 해당 기간에 동영상을 학습할 경우에만 진도 체크가 됩니다(진도체크 기간 외에도 동영상은 공개됩니다).
[열람 제한]은 열람으로 두어야 학생들이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모바일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사이버캠퍼스 앱을 사용할 경우에만 진도체크가 됩니다.
10) 동영상 학습 여부를 성적에 반영하려면 [성적] 항목을 클릭한 후, [성적 항목으로 추가]를 예로 설정 합니다.
[학습인정 진도율]은 전체 동영상의 몇 % 를 학습하면 해당 학습을 완료한 것으로 볼 것인지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90으로 설정하면 동영상의 90% 이상을 학습하면 해당 동영상 강의를 이수한 것으로 체크하여 성적에
100점으로 반영됩니다.

11)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자료 등록이 완료됩니다.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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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웹문서 등록하기
별도의 웹문서를 작성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웹문서는 일반 파일과 달리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강좌 내에서 바로 제작하고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료 및 활동 추가] 강의자료 모음에서 웹문서를 클릭하세요.

1) 기본 항목에 제목을 입력합니다.

2) 내용 항목의 웹문서 내용에 웹에디터를 이용하여 내용을 입력합니다.

3)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자료 등록이 완료됩니다.
4) 등록한 내용이 아래와 같이 학습활동에 나타나면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화사이버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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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파일 등록하기
PDF, 한글, PPT 등 다양한 형태의 파일을 업로드하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한번 등록한 파일은
개인 라이브러리 형태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강좌에서도 강의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및 활동 추가] 강의자료 모음에서 파일을 클릭하세요.

1) 기본 항목에 제목을 입력합니다.

2) 내용 항목에서 업로드할 파일을 선택합니다.

3) 아래와 같이 파일 선택 창이 나타나면 원하시는 파일을 선택 후 파일을 업로드 합니다.
새로운 파일 업로드

최근 업로드한 파일 중 선택
My Page > 파일 관리에 업로드한 파일 중 선택
Dropbox 계정에 있는 파일 중 선택

Google Drive 계정에 있는 파일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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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파일 등록하기
4) 업로드한 파일을 변경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업로드 된 파일을 먼저 클릭하고, 팝업창이 나타나면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삭제 후, 다른 파일을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5)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자료 등록이 완료됩니다.

※ 간단하게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파일을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
먼저, 상단의 편집 버튼을 클릭하여 편집모드로 변환합니다 .
업로드 원하는 파일을 찾아 원하는 주차(토픽)에 드래그하시면 기본 다운로드 방식으로 파일이 업로드 됩니다 .
(Internet Explorer 버전 10 이상부터 가능)

이화사이버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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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폴더 등록하기
서로 관련된 내용의 여러 강의 자료를 업로드 할 때 폴더를 만들어서 여러 개의 파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료 및 활동 추가] 강의자료 모음에서 폴더를 클릭하세요.

1) 기본 항목에 제목을 입력합니다.

2) 폴더 첨부 항목에서 업로드 할 파일들을 선택합니다.
파일 추가 버튼을 이용하시면 파일 하나씩, 여러 번 첨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한번에 여러 개 선택하신 후, 드래그 앤 드롭을 이용하시면
좀 더 편하게 파일들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폴더 안에 폴더 추가하기

하위 폴더 내용까지 모두 표시
폴더를 zip 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버튼 표시

3)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자료 등록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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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의자료 등록

3.6 폴더 등록하기
※ zip 압축파일을 이용하여 하위 폴더와 파일을 한번에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폴더에 zip 파일을 업로드 한 후, 업로드한 압축파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압축 풀기> 버튼을 클릭하면 폴더 안에 하위 폴더와 파일들이 나타납니다.
압축 풀기가 완료되면 먼저 업로드한 zip파일은 삭제합니다(Internet Explorer 버전 10 이상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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