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출석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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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온라인 출석부 설정하기  

온라인 과목의 경우 영상 콘텐츠 시청이 출석으로 자동 인정됩니다. 이 때 주차별 기간 

(시작 및 종료 일시)과 늦게 학습한 학습자의(지각) 처리 방안을 설정합니다.

1) 강좌 왼쪽의 [강의실 홈] -> [기타관리] 에서 [온라인 출석부 설정]을 클릭합니다. 

2) 온라인 강좌의 주차별 출석/지각 인정기간을 설정합니다. 



1. 온라인 출석부 설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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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온라인 출석부 설정하기  

메뉴 토론방 유형 설명

시작일 한 주차가 시작하는 날짜 

출석인정기간
각 주차를 마감하는 날짜로, 이 기간 내 동영상 또는 이러닝콘텐츠를 시청한 

학습자는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출석인정범위 출석으로 인정되기 위한 (영상의 길이 대비) 최소 시청 비율입니다. 

지각인정기간
출석인정기간을 경과한 시점에서 동영상/이러닝콘텐츠를 시청한 학습자를 
지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지각인정범위
지각으로 인정되기 위한 (영상의 길이 대비) 최소 비율입니다. 
단, 지각인정기간 내 학습이어야 지각으로 처리됩니다. 

일괄출석인정 해당 주차의 박스를 선택·저장 시, 학습자들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3) [성적/출석관리]의 [온라인출석부]로 이동하여 출석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석 현황 탭에서 각 학습자별 이수율을 바탕으로 해당주차의 출결(○, X, ▲)을 표기합니다. 

출석부 관리에 대해서는 [학습자 관리] 매뉴얼의 [온라인 출석 관리하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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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온라인 출석부 설정하기  

4) 온라인 출석부는 온라인 강의 과목에 한해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온라인 출석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강좌 설정]의 [이수/진도 설정]에서 온라인 출석부 사용여부를 

‘예’로 설정하신 후 을 클릭해주세요. 



2. 온라인 출석 관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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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온라인 출석부 관리하기  

온라인 과목의 출석은 기존 오프라인 강좌와는 다르게 ‘온라인 출석부’를 통해 관리하게 됩니다.

온라인 출석부란, 주차별 동영상 또는 이러닝 콘텐츠의 진도 관리를 일괄 적용 및 변경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1) 강좌 왼쪽의 [강의실 홈] -> [기타관리] 에서 [온라인 출석부 설정]을 클릭합니다. 

2) 해당 강좌 내 전체 수강생의 출석 현황이 표시됩니다. 

특정 학습자의 이름을 클릭하여 개인별 출석 현황에 접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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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온라인 출석부 관리하기  

3) 화면 오른쪽의 [지각인정] 또는 [출석인정]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학습자의 출석을 수동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지각인정]을 선택한 경우, 해당 학습자는 결석 상태에서 지각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4) 수동 출석 인정이 완료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