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MS  학습자 사용 안내
           (학습관리시스템) 

 안녕하십니까! 교무처 원격교육지원센터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19의 확산방지를 위해 2020학년도 2학기 비대면 수업을 LMS를 통해 현재까지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유의 사항에 대해 안내합니다.

1 “LMS 학습자 매뉴얼”확인 안내

 - “LMS 학습자 매뉴얼”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으며, 매뉴얼을 미리 숙지하면 LMS를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교수자의 교과목 설정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음)

[매뉴얼 경로]

➊ LMS 홈페이지

➋ 이용안내 클릭

➌ 매뉴얼 클릭

➍ 학습자 매뉴얼 클릭

➎ LMS 학습자 항목 확인

➏ 학습관리시스템 학습자 

   매뉴얼(PDF파일)확인 가능

2 주차별 학습활동(동영상 강의, 과제, 퀴즈 등)은 인정기간 내에 수행해야 출석에 반영

 - 동영상 강의 및 과제, 퀴즈 등 학습활동은 해당 주차별 제시된 인정기간 내에 수강 및 제출해야 출석 인정됨



3 PC 또는 휴대폰(코스모스 앱)을 통해 동영상 강의 수강시 이외 일체 다른 작업 자제

 - 동영상 강의 수강중 동시에 강의 이외에 다른 작업(예: 카톡, 인터넷 서핑 등) 등으로 강의 수강 관

련 오류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강의 수강시 멀티태스킹은 권장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수강 기

록 오류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영상 수강시 다른 작업으로 인한 불인정 사례

4 동영상 강의 시청시 진도체크 재확인

 - 개인 PC 및 휴대폰 환경(개인 네트워크, 와이파이 환경 / PC 및 휴대폰의 하드웨어 환경)에 의해 

오류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수강 이력이 정상적으로 기록되고 있는지 재확인해보시길 권장합니다.

※ 동영상 강의 진도체크 방법(PC 기준)



※ 확인 전 윈도우 창 “새로고침(F5)”실행(데이터 리뉴얼)

 ➊ “교과목 강의실” 입장

 ➋ “성적/출석관리”클릭

 ➌ “학습진도현황” 클릭

 ➍ “해당 주차 및 교시별 현재 학습시간(진도) 현황” 확인

 ➎ “상세보기”클릭시 세부 학습현황 확인 가능

 ➏ “해당 주차 및 교시별 동영상 강의 수강 여부”확인 가능

※ 동영상 강의 수강시 1분 단위로 시청 기록이 서버에 전송되며, 수강 완료 후 정상적으로 창 닫기

( )를 해야 최종 수강 이력이 정상적으로 저장됨(동영상 강의창 종료시 팝업되는 “정상적

으로 저장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는 LMS와 무관한 인터넷 브라우저상 표출되는 것으로 

팝업메시지는 종료시 발생하는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4. 기타 교과목 수업 운영(동영상 강의, 과제제출, 퀴즈 등)과 관련된 사항은 담당 교수님 또는 학과에 문의

해주시기 바라며, LMS시스템 사용과 관련한 문의는 LMS 홈페이지 “이용 안내 > Q&A”에 작성해주시거

나 원격교육지원센터(062-958-786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원격교육지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