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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홈페이지(www.gwnu.ac.kr) 접속 후 우측 상단 해람인의 e참뜰 클릭

웹 브라우저 주소 창에 lms.gwnu.ac.kr 입력

http://www.gwnu.ac.kr/
http://lms.gw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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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 학번 (예 : 20210000)
비밀번호 : 인트라넷과 동일한 비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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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수강 과목 및
담당 교수님 확인 가능

Webex 패스워드/사진 변경

과제 및 시험 등
일정 확인가능

각종 FAQ 확인가능

강의실은 수강신청 및 변경 후

다음 날 생성됩니다.

2021학년도 1학기 2021학년도 1학기

수업명 Click하여
강의실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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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6 ~2021-03-222021-03-09 ~2021-03-152021-03-02 ~2021-03-08

2021-03-10 14:00~15:00

동영상 수업

오프라인 수업

실시간 수업

교안 파일 다운이 가능하며
학습주차가 시작되지 않은

경우 학습하기 불가

학사정보에 의해 자동 생성된 시간표

교수님께서 동영상 녹화강의 하실 경우 생성되는 수업

교수님께서 실시간 화상강의 하실 경우 생성되는 수업

학습 하기 클릭하여
동영상 강의 시청

시청 완료한 강의는
복습 하기로 재시청 가능

(단, 교수자가 삭제 시 시청불가)

현재 학습주차

실시간 화상수업 입장
(Webex 메뉴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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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종료 후

반드시 학습종료 클릭!!
재생버튼

X 클릭 시 출석 인정 안 됨

※ 0 배속으로 수강할 경우
출석 인정 시간에 미달할 수
있으니 배속없이 수강하시고
수강 종료 후 출석 여부가
아래와 같이 O로 되었는지
확 인 하 시기 바 랍 니다 .



※자세한 Webex 사용법은 Webex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10일, 수요일

123456

123 456 7890

④클릭하여 수업듣기

123 456 7890②비밀번호 복사 후
참여하기 버튼 클릭

③비밀번호 붙여넣기

2021-03-09 ~2021-03-15

2021-03-10 14:00~15:00

①화상수업 시작 클릭

2주차 강의

반드시 해람인의 e참뜰

개인정보수정에서 계정 활성화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숙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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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6 ~2021-03-222021-03-09 ~2021-03-152021-03-02 ~2021-03-08

2021-03-10 14:00~15:00

동영상 수업

오프라인 수업

실시간 수업

최종 성적 산출 시 사용되는 출석

출석 일시와 시간에 따라 ○ △ X로 확인가능

교수님께서 입력 시 출석 메뉴에서 확인가능

기간 내 학습해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수업 기간 이후 들은 시간

수업 기간 내 들은 시간 출석 기준 시간



○ : 출석기간 내 인정시간을 다 채워서 들은 경우
△ : 출석기간 이후에 듣거나 인정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 : 출석기간 이후에도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

상세보기 : IP, 시작시간, 종료시간 확인가능
다시보기 : 녹화된 강의 교수자 허용 시 다시보기 가능

(Webex 메뉴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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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차 (2021-03-02 ~ 2021-03-08)

2주차 (2021-03-09 ~ 2021-03-15)



교수님께서 출석 입력을 아직
하지 않으신 상태입니다.

※ 성적산출 시 사용되는
최종출석 자료입니다

※ 수업시간의 ¼이상 미달 시 F

※ 오프라인 출석 관련사항은
교수님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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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과제 제출 기간
시작 시 자동생성

② 설명과 첨부파일을
활용해서 과제작성

① 과제 클릭

2021-03-09 00:00 ~ 2021-03-15 23:59

④ 제출 기간 내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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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버튼 클릭

파일명에 학번, 이름 포함

과제 파일 업로드

단, 10MB 초과금지

과제 설명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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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출정보보기 클릭

② 클릭하여 파일 정상
다운로드 확인

③ 문제 발생 시 수정

컴퓨터로 정상제출 여부 확인!!

2021-03-11 21:48

2021-03-09 00:00 ~ 2021-03-15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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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시험 메뉴얼 필독!!

③ 잔여시간 확인가능

④ 수시로 임시저장하고 시험제출

② 응시 클릭 전
팝업차단 해제 확인

2021-04-26 10:00 ~ 2021- ① 시험 시간이 되면

시험 응시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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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 첨부파일
다운가능

조회여부 확인 가능

2021-02-26

2021-03-02

2021-03-02

2021-03-10

2021-03-11

강의소개1

2

3

4

5

1주차 참고자료

1주차 안내자료

2주차 참고자료

2주차 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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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람인의 e참뜰 클릭

Google Play 
Store 및

App Store에서
강릉원주대학교
검색 후 설치

ID : 학번
PW : 인트라넷 비밀번호

강릉원주대학교
어플 실행

강의실 이동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