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L을 활용한 비대면 수업 진행 절차 안내
□ eTL을 기반으로 수업 진행 및 eTL에서 출석 확인
1) 동시간 온라인 강의(zoom)
2) 동영상 강의 업로드
3) SNUON 강의 및 서울대 K-MOOC
4) 과제물 부여와 토론을 이용한 수업
□ 수업 전 준비사항
1) 비대면 수업 계획을 강의계획서에 반영(예시 참조)
주차

강의진행

1주차

동시간 온라인 강의

2주차

동시간 온라인 강의

3주차

동영상 녹화(촬영 업로드)

4주차

PPT 활용 수업

5주차

동영상 녹화(촬영 업로드)

6주차

동시간 온라인 강의

7주차

동시간 온라인 강의

8주차

과제물 부여와 토론을 이용
한 수업*

9주차

동시간 온라인 강의

10주차~
15주차

대면수업

접속사이트

비고

eTL 내 과목 강의실

1주차 주차별 학습에
화상강의 개설
2주차 주차별 학습에
화상강의 개설
3주차 주차별 학습에
동영상 업로드
4주차 주차별 학습에
PPT 동영상 업로드
5주차 주차별 학습에
동영상 업로드
6주차 주차별 학습에
화상강의 개설
7주차 주차별 학습에
화상강의 개설
8주차 주차별 학습에
과제 부여 또는 토론
학습방 개설
9주차 주차별 학습에
화상강의 개설

지정된 강의실에서 강의

* 과제와 토론을 활용한 수업은 가급적 1～2회 정도로 하며, 강의를 대체하기에 충분한 양의
과제 부여, 제출한 과제물과 토론 진행에 충실한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함.

2) eTL에 접속하여 과목 강의실에 각 주차별로 진행할 학습활동을 위 예시와 같이
기재, 계획된 주차에 화상강의 개설, 동영상 업로드, 토론방 등 개설
3) eTL에서 수강 안내 문자를 수강생에게 전송하여 강좌계획 안내(수강생 정보 연동,
다만, 초안지 활용한 수강신청 변경 학생 정보는 학과에서 입력 후 다음 날 반영)
4) 학습계획에 따라 학습을 진행하고 수업활동 후 출석을 체크하여 출석부에 반영

수업 전까지 실시간 화상강의 프로그램(zoom) 설치 및 etl 연동한 테스트 실시

1. 동시간 온라인 강의 매뉴얼
1. 기기준비: 마이크, 웹캠이 설치된
데스크탑, 노트북, 태블릿 등 활용
2. ZOOM 회원가입: zoom.us → 회원가입

part 1

사전 준비

→

서울대이메일

주소

입력

(snuID@snu.ac.kr) → 인증메일 확인,
계정 활성화
3. zoom 설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설치
후 학교 이메일, pw 넣고 로그인

↓

↓

↓
4. eTL 접속: 포털 로그인 → eTL →
본인 강의 클릭 → 편집모드 켜기 →

part 2

강의정보 등록

자료 및 활동 추가 버튼 클릭 → 강의
자료 및 학습활동 팝업창 → 화상강의
클릭, 강의 개설 정보 입력 → 화상
강의 시작하기 또는 Joint Link 클릭

↓

↓

part 3

강의진행

↓

↓

↓
5. eTL 접속하여 강의실시

↓
6. 화면 우측 하단의 회의 종료 누르기
7. 출석확인 : eTL 접속 → 해당 화상강의

part 4

강의종료

선택 → 출석확인 클릭(강의종료 후
30분~1시간 후에 확인 가능) → 참여자
확인하여 출석부 기록하기

붙임 1. 동시간 온라인 강의 SW 사용법 PC버전, 모바일버전 각 1부.

2. 동영상 녹화 활용(동영상 업로드 안내)
1. eTL 접속: 포털 로그인 → eTL → 본인
강의 클릭 → 편집모드 켜기 → 자료
및 활동 추가 버튼 클릭 → 팝업창에서
동영상 클릭 → 촬영한 동영상 등 자료
업로드, 저장

part 1

※
강의정보등록

저장 후 아래쪽의 상세정보에 진도체크

여부:

예

종료시간

, 시작/

확인해서 입력

1-1. 파워포인트의 PPT기반 동영상 강의를
탑재 할 경우에는 PPT 파일 자체
에서 직접 동영상 파일로 변환 가능,
그 외 업로드 절차는 동일

↓

↓

part 2

강의진행

↓

↓

↓
2. 업로드 된 강의를 종료시간 내*에 들으면
출석 인정

↓
3. 출석확인 : eTL 접속 → 과목 강의실

part 3

진도 확인

→ 성적/출석관리 클릭 → 학습진도
현황 확인 → 학생별로 진도율(%) 확인
→ 출석부 기재

* 종료시간은 교원 설정 가능, 해당 주차가 올라간 주말까지 듣도록 시간 설정
(접속 과부하 방지)

붙임 2. 동영상 eTL 업로드 매뉴얼 1부.

3. SNUON 강의 및 서울대 K-MOOC 활용

1. 강의에 활용하고자 하는 SNUON
강좌 및 서울대 K-MOOC 강좌 지정
→ 활용 주차 및 활용 주수 표기 회신

part 1

강의 지정

(학사운영 안내 공문 참조(3.6.))
※ 표시하여 회신하면 CTL에서 해당
활용 주수에 강의 이관

↓

↓

↓
2. 업로드 된 강의를 종료시간 내에 들으면

part 2

강의진행

출석 인정

※

저장 후 아래쪽의 상세정보에 진도체크

여부:

↓

예

, 시작/

종료시간

↓

확인해서 입력

↓
3. 출석확인 : eTL 접속 → 과목 강의실

part 3

진도 확인

→ 성적/출석관리 클릭 → 학습진도
현황 확인 → 학생별로 진도율(%) 확인
→ 출석부 기재

4. 과제물 부여와 토론을 이용한 수업 안내

1. eTL 접속: 포털 로그인 → eTL → 본인
강의 클릭 → 학습활동 → 편집모드

part 1

강의 설정

켜기 → 토픽 또는 주 표 아래 자료
및 활동 추가 → 팝업창에서 과제 또는
토론방 선택 → 강좌 설정(기간/ 유형
/성적 등) → 저장

↓

↓

part 2

강의진행

↓

↓

↓
2. 과제 부여 및 피드백(과제, 턴잇인 기능
활용)

↓
3. 출석확인 : eTL 접속 → 과목 강의실

part 3

진도 확인

→ 성적/출석관리 클릭 → 학습진도
현황 확인 → 학생별로 진도율(%) 확인
→ 출석부 기재

질의응답사항(FAQ)
Q1. 온라인수업 진행 시 강의시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동시간 온라인 강의는 강의시간표에 기재된 시간에 수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1시간 기준 50분 수업, 10분 휴식)
A2. 동영상 녹화, SNUON, 서울대 K-MOOC 등을 활용하여 온라인 수업을 진행
하시는 경우 1시간 수업에 온라인 수업은 최소 25분 이상 진행되도록 구성
하고 그 외 질의응답과 토론을 합쳐 50분 이상 학습이 되도록 구성해주
시면 됩니다. 질의응답과 토론은 꼭 eTL을 이용하여 진행해주셔야 추후
학생들의 수업활동 및 출석 확인 가능합니다.
온라인 강의라 하더라도 대면수업에 버금가는 강의수준과 양은 잘 유지
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Q2. 과제물 부여나 토론을 이용하는 수업은 어떻게 해야 하며 모든 수업을 이
런 방식으로 진행하여도 될까요?
가급적 대면강의와 유사한 동시간 온라인 강의를 통해 수업을 진행하여
주시고 과제물 부여 또는 토론을 이용하는 수업은 최소화(1~2회)하여 주
시기를 권장합니다.
과제물 부여 또는 토론을 이용하는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eTL을 통해 과제
부여→ 제출 → 제출과제 유사성 검사(과제 턴잇인 기능 활용) → 피드백
/ 토론방 개설(교원) → 토론 자료 등록(교원) → 피드백의 과정(교원)으로
이루어지며, 반드시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물과 토론 내용에 대한 피드백과
추가질문이 필요합니다.
또한 충분한 양의 과제 부여와 토론방 개설 시간을 통하여 수업을 진행
하시면 수업 효과를 제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Q3. 동영상 녹화를 etl에 올려서 활용하고자 하는데, 해당 녹화를 언제까지 수강
하게 해야 하나요?
녹화영상이기 때문에 수업시간표 상에 정해진 수업 시간에 들을 필요는
없으나 충실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1주차에 올린 수업 녹화분은 1주차
주말까지, 2주차에 올린 수업 녹화분은 2주차 주말까지에 확인이 가능하
도록 해주십시오.
(시스템 동시접속자 과부하 방지 목적, 종료시간은 교수별 설정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