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캠퍼스LMS 이용 안내서
(PC 및 인터넷 앱)



1. 로그인 하기



PC에서 URL입력을 이용한 로그인1

1

2

인터넷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 또는 크롬[Chrome)을 실행합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myclass.ssu.ac.kr을 입력합니다. 

3 학번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 합니다. (아이디는 학번, 비밀번호는 u-Saint와 동일]

인터넷 실행

주소창에
URL 입력

(다른 브라우저의 경우, 오류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번 입력

비밀번호 입력



PC에서 u-Saint를 이용한 로그인하기2

1

2

인터넷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 또는 크롬[Chrome)을 실행합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saint.ssu.ac.kr를 입력하여 u-Saint에 접속합니다. 

3 학번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 합니다. 

4 우측 Quick Link에서 스마트캠퍼스LMS를 클릭합니다. (별도의 로그인 필요없음) 

인터넷 실행

학번 입력

비밀번호 입력



모바일에서 URL을 입력하여 로그인하기3

1

2

인터넷 앱을 실행합니다. (Safari 또는 Google] 

3 학번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 합니다. (비밀번호는 u-Saint와 동일]

Safari 또는 Google
실행

검색창에
주소 입력

학번 입력

비밀번호 입력

로그인 클릭

인터넷 주소창에 myclass.ssu.ac.kr 을 입력합니다. 



모바일에서 u-Saint를 이용하여 로그인하기4

1

2

인터넷 앱을 실행합니다. (Safari 또는 Google] 

3 학번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 합니다. 

Safari 또는 Google
실행

검색창에
주소 입력

인터넷 주소창에 saint.ssu.ac.kr를 입력하여 u-Saint에 접속합니다. 

4 우측 Quick Link에서 스마트캠퍼스LMS를 클릭합니다. (별도의 로그인 필요 없음) 

학번 입력

비밀번호 입력

로그인 클릭



1

스마트캠퍼스LMS는 u-Saint의 ID/PW를 사용하므로.. 

2 스마트캠퍼스LMS의 로그인을 5회 이상 실패 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30분 동안 사용이 불가합니다. 

스마트캠퍼스LMS의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u-Saint에서 비밀번호 찾기를 이용합니다.  

3 u-Saint에서는 로그인이 가능하나 스마트캠퍼스LMS에서
로그인이 불가능한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필독!!
주의사항



2. 기본 정보 확인하기



기본메뉴 확인하기1
홍길동

현재 수강중인 강좌 내역

공지사항

시스템 관리자
연락처

언어 변경,
개인정보 및
알림 수신 기록
(모바일에서는
언어변경 없음)



언어 설정하기2

1

2

로그인 후, 첫 화면에서 우측 상단의 메뉴를 확인합니다. 

언어 메뉴를 클릭하여 중국어, 영어 중 하나의 언어를 선택합니다.
(모바일에서 인터넷 앱으로 접속시, 언어변경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변경하기3
1

2

좌측 메뉴 [My Page → 개인정보 수정] 또는
우측 상단 [사람모양 아이콘 ( ] →개인정보 수정] 을 클릭합니다.  

명시된 개인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3 명시된 개인정보 중, 수정이 필요하다면 u-Saint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합니다. 
(스마트캠퍼스LMS에서는 개인정보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GilDongHong 홍길동

GilDongHong 홍길동

4 사진을 등록할 경우, 사람 모양 아이콘 ( ]에 등록한 사진이 나타납니다. 



1 언어를 변경하였더라도 시스템 전체 언어가 바뀌지 않으므로
변경되지 않은 한국어 숙지를 요청 드립니다. 

(예: 과목명, 교수명, 과목 소개 등 교수자가 기록한 내용 등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가 불확실할 경우 긴급 연락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공지사항은 긴급 사항 혹은 안내 내용이 많으므로
가능한 꼼꼼히 읽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필독!!
주의사항



3. 온라인 강의실 알아보기



온라인 강의실 입장하기1

1

2

스마트캠퍼스LMS 로그인 첫 화면에서 My Page→Dashboard를 클릭합니다. 

강좌 전체보기에 현재 수강중인 강좌가 확인됩니다. 

3 강좌 전체보기에서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명을 클릭합니다. 



온라인 강의실 구성 알아보기2

스마트캠퍼스LMS 안내 (21500000)

나숭실 교수

1

1 과목 및 담당 교수정보

2

2 강좌소개 및
과목 공지, Q&A 모듈 등

3

3 이번주에 진행할 강의 및
학습모듈 확인

4

4 강의 전체의 각 주차별
강의 및 학습 모듈 확인



온라인 강의실 학습 모듈 알아보기3
스마트캠퍼스LMS에서 학습을 위해 사용되는 시스템을 학습모듈이라고 합니다. 
모듈의 아이콘을 클릭하여 해당 학습활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 
일반적인 게시판과 동일

조별 게시판: 
팀이 구분된 강의의 경우, 
팀끼리 사용하는 게시판

과제: 
교수자가 요청한 과제를
작성하여 제출

퀴즈: 
교수자가 출제한 퀴즈로
문제의 답을 제출

동영상: 
강의 영상이거나 혹은
강의 이해를 위하여 시청해야 할 동영상

동영상: 
강의 영상이거나 혹은
강의 이해를 위하여 시청해야 할 동영상

파일: 
강의 자료 등의 문서로 된 파일

위키: 
주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

과목공지: 
공지된 내용을 확인

Q&A: 
강좌와 관련한 의문사항을 문의



4. 출석 및 출석 확인하기



온라인 강좌 출석하기1

출석 방법

온라인 강좌는 강좌를 담당하는 교수님께서 스마트캠퍼스LMS에 올려주신 콘텐츠를
교수님이 설정하신 출석인정기간 내에 90%이상 시청해야 출석이 인정됩니다.  

출석 인정 기간

출석인정기간은 담당교수님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로 각 콘텐츠의 출석인정 기간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차 별 학습 활동

1 주차 [3 월 16 일 – 3월 23일]

2020-03-16 00:00:00~2020-03-23 23:59:59  (지각:2020.03.2423:59:59)    50:00 

주차 일정 (교수자에 따라 다름)

출석인정기간. 
반드시 상기 일시 이내 콘텐츠를 시청해야 함

지각인정기간:
출석인정기간이 지나고 이 일시 내에
콘텐츠를 시청하면 지각으로 인정
교수자가 지각을 설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콘텐츠 재생시간
이 시간의 90%를
시청해야 출석으로 인정



온라인 강좌 출석 확인하기2
1

2

스마트캠퍼스LMS에 접속하여
해당 강좌의 온라인강의실 입장

좌측 메뉴의
[성적/출석관리→온라인 출석부] 클릭

3 출석현황을 확인 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면
[총 학습시간]에 표시된 [N회 열람] 클릭
(출석: O,  지각: △,  결석: X 로 표시)

4 각 콘텐츠의 로그기록 확인

O

O



실시간 화상강의 참여하기3
1

2

스마트캠퍼스LMS에 접속하여
해당 강좌의 온라인강의실 입장

해당 주차에 개설된 화상강의 클릭

3 [화상강의 참여]를 클릭하여
실시간 화상강의 접속

4 접속한 pc, 스마트폰에 <ZOOM>은
최초 1회 설치해야 합니다



1 기록전학습(예습)은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습을 개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나 출석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출석인정기간에 콘텐츠를 시청하셔야 합니다. 

필독!!
주의사항

2 한번에 두 개 이상의 강좌 동영상을 함께 시청하면
모두 출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정수강처리)

3 처음 시청하는 콘텐츠는 반드시 정상속도(1배속)으로
시청하셔야 합니다.  

4 출석인정은 시청한 시간의 총 합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시청한 영상의 시점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부분만 여러 번 시청하여 출석인정시간을 채웠다고 해서
출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5. 질의하기



시스템 관리자에게 질의하기1

1

2

스마트캠퍼스LMS 로그인 후, 첫 페이지에서 좌측 메뉴에 이용안내→Q&A를 클릭합니다. 

우측 하단의 쓰기를 클릭합니다. 

3 항목을 입력합니다. 
내용에 [과목명, 오류 내용(영상의 경우, 영상의 제목) 등의 정보를 상세히 기록합니다. 

본 메뉴는 스마트캠퍼스LMS 시스템과 관련된 문의에 해당합니다 (영상 재생 불가능 등)



교수자에게 질의하기2
본 메뉴는 강좌와 관련된 문의에 해당합니다 ( 시험일정, 휴강, 과제 제출, 수업 내용 문의 등 )

Q&A 모듈

강의개요에서 확인되는
질의응답 모듈에

문의사항을 등록합니다. 

메시지 탭

온라인 강의실에서
담당교수자의 이름 아래의

메시지를 클릭하여 문의합니다. 

E-Mail 

나숭실 교수

강의계획서에서
E-mail 주소를 확인 후

메일로 문의합니다. 

나숭실 교수



1

2

스마트캠퍼스LMS 로그인 후, 첫 페이지에서 좌측 메뉴에 이용안내→수업건의게시판을
클릭합니다. 

우측 하단의 쓰기를 클릭합니다. 

3 내용에 [과목명, 과목번호, 문제사항(학습동영상 불량 및 업로드 시기, 수업방법 공지) 등의
정보를 상세히 기록합니다. 

본 메뉴는 비대면으로 운영되는 강좌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정정을 요청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수업건의게시판3

본 게시판은 비공개로 작성 가능하며, 

원격교육혁신팀에서 담당 교수님께 문제 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고, 관리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