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수업 운영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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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원주대학교

비 대 면 수 업 운 영 관 련 Q&A
❖ 비대면수업은 『해람인의 e참뜰』을 통하여 교과목별 수업 운영 방법 공지,
수업자료 탑재, 수강을 진행
➠ PC : 대학홈페이지 → 사용자별 메뉴(우측상단) → 해람인의 e참뜰 접속
➠ 모바일 : 강릉원주대학교 앱 → 해람인의 e참뜰 접속

Ｑ. 비대면수업의 수업 운영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과제물 대체 수업, 원격수업, 집중수업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세부내용 홈페이지 참조 : 2020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 방안

Ｑ. 교과목별 수업운영 방법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담당 교수 및 학생들은 반드시 강릉원주대학교 ‘해람인의 e참뜰’을 활용하여
교과목별 수업운영 방식을 공지하고 확인하여야 합니다.

Ｑ. 비대면수업 기간 동안, 휴강 후 보강일 경우에도 공지해야 하나요?
➠‘해람인의 e참뜰’에 반드시 사전에 공지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강일은
학생들과 일정 조율을 통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휴보강 처리: 통합학사시스템➠수업관리➠휴보강관리➠휴결강입력(보강구분:
개인사유) ⤍사유(기타:휴강)⤍비고(재택수업, 공휴일)으로 작성

Ｑ. 비대면수업의 수강 시간은 정해져 있나요?
➠ 수강 시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재택수업 기간(2020.3.16.~3.27.)에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3월 30일 등교 후 수강을 변경한 학생을 위하여 4월 10일까지는 수강
할 수 있으며, 교과목별로 운영 방법이 다르므로‘해람인의 e참뜰’에서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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Ｑ. 실험실습 교과목일 경우, 비대면수업 기간 동안 ‘안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 실험실습 교과목의 경우 안전교육이 필수이므로, 홈페이지의 온라인 교육 자료(20분
분량의 동영상)와 추가적인 안전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수업 진행이 가능합니다.

Ｑ. 동영상 강의 업로드를 통한 수업 진행 시 학생 출석은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나요?
➠‘해람인의 e참뜰’[강의실알림] 강의자료실에서 강의 교안 업로드 후, 하단의
[학습자별 조회현황]을 클릭하여 학생 접속 현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학생은 반드시‘해람인의 e참뜰’에 로그인 후 교과목별 강의자료실에 접속하여 수강을
진행해야 [학습자별 조회현황]에 명단이 보입니다.

➠ 비대면 수업 주차의 출결은 ‘해람인의 e 참뜰’출석관리에서 입력하여야 합니다.
(기존 전자출결 관리시스템에서 입력하여야 함)

Ｑ. 동영상 강의 업로드를 통한 원격수업 진행 시 피드백 방식은?
➠‘해람인의 e참뜰’[강의실알림] 강의자료실에서 강의 교안 업로드 후, 글쓰기를
통하여 추가적인 보완 설명을 입력하고, 학생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등을
진행함으로서 피드백을 실시하면 됩니다.

Ｑ. 과제물 대체 수업에 대한 피드백은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나요?
➠‘해람인의 e참뜰’의 [강의실알림] 질의응답 또는 [학습활동관리] 과제관리의
피드백 선택등록을 활용하여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Ｑ. 과제물 제출은‘해람인의 e참뜰’만 활용하여야 하나요?
➠ 과제물 제출 등에 대한 공지는 반드시‘해람인의 e참뜰’을 활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과제물 제출 방식 및 경로는 교과목 특성과 과제 내용에 따라 개별적인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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Ｑ. 과제물 대체 수업의 경우, 제출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4월 3일 수강신청 변경과 취소가 확정됨으로, 다음 주차인 4월 10일까지는
제출될 수 있도록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교과목별 특성에 따라 일정 조정은 가능합니다.

Ｑ. 원격수업 강의자료 제작에 대한 지원이 있나요?
➠ 현재 교육혁신원에서 원격수업 강의자료 제작에 대한 블랙 스튜디오(강릉) 및 1인
미니 스튜디오(원주)를 활용, 반디캠(정품 라이센스)사용에 대한 신청·접수를 통해
원격수업 강의자료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원격수업 강의자료 제작 안내 : 강릉원주대학교 홈페이지 공지
※ 원격수업 강의자료 제작 문의 : 교육혁신원 (☎3024, 3042, 3045)

Ｑ. 해람인의 e참뜰에서 강의자료 업로드는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
➠ 해람인의 e참뜰 접속 후 교과목별 강의자료실에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Ｑ. 파워포인트 자료를 더빙해서 자료를 제작할 경우 MP4 형식으로 해야 하나요?
➠ 현재 MP4 형식으로만 가능합니다. (모바일 사용이 가능하도록 MP4 형식이 필요)

Ｑ. 블랙스튜디오 사용시 준비해야 할 사항은?
➠ 파워포인트 자료 등 강의 교안(파일)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Ｑ.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진행하면 편집을 해주나요?
➠ 앞뒤 편집 등 간단한 편집은 제공해 드립니다.

-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