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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온라인 토론 추가하기 

특정 주제에 대해 온라인으로 토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상단의 [편집] 버튼을 클릭합니다. 편집모드로 전환되면 아래와 같이 [자료 및 활동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왼쪽 학습활동에서 [토론방]을 클릭합니다.   

2) 토론 제목과 설명을 입력합니다.  

    활발한 토론을 위해서는 토론 주제나 방법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3)  토론방 유형을 선택합니다. 토론방은 아래 5가지 형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1인 1주제 형식 - 학습자는 오직 한 개의 토론 주제를 등록할 수 있고, 모든 학습자가 답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독 주제 형식 - 교수자가 토론 주제를 미리 제시하고 학습자는 답변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 형식 - 누구든지 자유롭게 주제 글을 등록할 수 있으며 블로그 형태로 운영합니다. 

•일반 형식 - 누구든지 자유롭게 주제 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질의응답 형식 - 주어진 주제(질문)에 대해 답변을 등록해야만 다른 학습자의 답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화사이버캠퍼스        83

7.1  온라인 토론 추가하기 

7. 온라인 토론 

4)  [첨부파일 및 단어 수] 항목을 클릭 하면, 첨부 파일 수와 단어 수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토론 글을 입력 후 저장하면 하단에 단어 수가 표시됩니다(글자 수가 아니라 띄어쓰기 기준의 단어 수).

5) [구독 및 추적] 항목을 클릭하여 구독과 읽기 추적 옵션을 선택합니다. 

    구독 옵션을 선택적 구독으로 설정하면 학습자가 토론에 새로운 글이 등록될 때마다 알림을 받을 지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6)  [토론 잠금] 항목은 특정 기간 동안 토론 글이 올라오지 않은 토론에 새 글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잠금처리하는 기능 

     입니다. 잠금 처리된 토론의 경우 교수자나 조교가 새 글을 등록하면 자동적으로 잠금이 해제됩니다. 

7)  [게시 한도 및 차단] 항목에서는 특정 기간 동안 쓸 수 있는 게시물의 갯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읽기 추적 기능을 사용하면 아래와 같이 학습자가 읽지 않은 토론글을 추적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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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온라인 토론 추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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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수자가 등록된 토론 내용을 평가하여 성적에 반영할 경우에만 성적과 평가 항목을 설정합니다.  

     평가는 교수님과 평가 가능한 역할을 가진 조교들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평가] 항목을 클릭 한 후, 먼저 [집계 유형]을 선택합니다. 집계 유형은 각 평가들이 어떻게 조합되어 성적표의  

     최종 성적에 산출되는가를 정의합니다.

9)  배점, 평가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 설정] 항목의 [팀 모드]는 팀별 토론을 진행할 경우에만 설정하면 됩니다.  

        팀별 비공개 토론은 [폐쇄형 팀], 다른 팀도 내용을 볼 수 있는 공개 토론은 [개방형 팀]을 선택합니다. 

11)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토론방 추가를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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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온라인 토론 관리하기

1)  토론 아이콘을 클릭하여 토론방으로 들어 온 후, 내용을 게시하려면 [주제글쓰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토론방에 등록된 주제글 제목을 클릭하면 토론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  교수자가 [선택적 구독]으로 구독 옵션을 선택한 경우, 학습자들은 토론 주제에 대한 구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교수자는 특정 토론 주제가 상단에 보이도록 고정하거나 다른 토론 방으로 옮기 수 있습니다.

4)  또한 답변 글 중에 새로운 토론 주제로 적합한 내용이 있다면, 교수자가 해당 답글을 새로운 주제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토론 주제 다른 토론방으로 옮기기

<주제글 작성 시 구독 선택하기>                                 <주제글 클릭해서 구독 선택하기>

토론 주제 상단에 고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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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온라인 토론 평가하기 

1)  토론 아이콘을 클릭하여 토론방으로 들어 온 후, 

     토론방에 등록된 주제글 제목을 클릭하면 토론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  교수자의 경우, 토론 설정 시 평가를 선택하였다면 아래와 같이 점수를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나타납니다.

     토론방에 입력된 점수는 자동적으로 성적부에 표기됩니다.

평가는 교수님과 평가 가능한 역할을 가진 조교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