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에 운영했던 강의실 강좌 데이터를 새 학기 강좌 또는 동일 강좌 다른 분반에

복사할 수 있습니다. 과목공지, Q&A, 자료실, 토론 게시물은 이관이 안되며, 이관된

강의 자료와 학습활동의 날짜 설정은 새 학기에 맞게 반드시 변경해야 합니다.

※ (주의) 가져오기는 강좌(분반)별 강의실에서 한번만 실행을 권장합니다. 

만약 가져오기를 2번 이상 실행하는 경우 스키마 설정에서 동일한 학습 활동 및 자료는

선택을 해제하고 진행합니다. 선택을 해제 하지 않고 가져오기를 진행하면 해당 강의실에

동일한 항목이 계속해서 추가되어 학습자가 잘못 수강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잘못하여

이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새 학기 강좌 또는 동일 강좌 2분반 외 강의실에서 ’고급설정-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② 최근 학기 운영 강좌 또는 새 학기 강좌 1분반(가져오기 수행 및 날짜 설정 변경 포함)

데이터를 가져올 강좌의 ‘학수번호’, ‘교과목명’, ‘강좌명 약어’을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 강좌명 약어(추천): 2019_20_HALF6020_1 (학년도_학기구분_학수번호_분반) 

※ 학기구분: 1학기(10), 2학기(20), 하계계절수업(11), 하계특별학기(12), 동계계절수업(21), 동계특별학기(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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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강좌리스트가 나타나면 적합한 강좌(최근 1, 2학기, 하계계절수업, 하계특별학기, 동계계절수업,

동계특별학기 또는 새 학기 동일 강좌 1분반)를 1개 선택한 후 ‘계속’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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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백업 설정에 포함할 항목을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보통 기본 체크 그대로 진행하며 상황에 따라 체크를 해제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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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선택한 강좌의 활동과 블럭들이 모두 나타납니다. 

새로 가져오기를 할 학습 활동과 자료를 ‘선택’ 또는 ‘해제’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전체 선택’을 하려면 ‘선택-모두’, ‘전체 해제’하려면 ‘선택-없음’ 클릭)

※ 강의 개요의 과목공지, 질의응답(Q&A) 게시판은 신규 강의실에도 기본적으로 있으므로

반드시 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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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가져오기가 완료되면 주차별 학습활동 강의 콘텐츠 기간이 ‘온라인출석부-온라인 출석부

설정’ 탭에 설정된 기간으로 자동 적용됩니다. 단, 온라인 출석부를 사용하지 않는 강좌는

편집모드로 전환 후 주차별 학습 활동 강의 콘텐츠 톱니바퀴 설정-진도관리 항목에서

학습기간(시작일시, 종료일시)을 반드시 변경해야 합니다.

※ 과제, 퀴즈 등 기간이 설정된 학습활동은 새 학기에 맞추어 날짜를 반드시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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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새롭게 백업 설정 및 포함된 항목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 ‘가져오기’를 수행합니다.

⑦ 가져오기 완료된 강좌의 강의실 홈으로 가기 위해 ‘계속’ 버튼을 클릭한 후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