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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편집 모드’ 상태에서 해당 주차(일)의 ‘자료 및 활동 추가’를 클릭합니다.

② 학습 활동 ‘토론방’ 을 클릭합니다. 

③ 제목과 설명을 입력하고 ‘토론방 유형’을 선택합니다.

• 1인 1주제 형식: 학습자는 한 개의 토론 주제만 등록하고, 모든 학습자가 답변을 등록

할 수 있는 토론

• 단독 주제 형식: 교수자가 토론 주제를 제시하고, 학습자는 답변만 등록할 수 있는 토론

(‘단독 주제 형식’에서 토론의 주제 및 사전공지는 ‘주제글쓰기’를 눌러 작성합니다.)

• 블로그 형식: 블로그 형식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주제 글을 등록할 수 있는 토론

• 일반 형식: 누구나 자유롭게 주제 글과 답변을 등록할 수 있는 토론 (기본 설정)

• 질의응답 형식: 제시된 주제에 학습자가 답변을 등록해야 다른 학습자의 답변을 볼 수

있는 토론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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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성적과 평가내용을 선택하고 설정합니다.

• 성적에서 ‘카테고리 선택’은 ‘참여도, 기타’ 또는 ‘해당 항목‘을 선택합니다.

• 평가에서 ‘집계 유형’은 ‘평균~평가 합계’ 중 선택1, ‘척도 유형’은 ‘점수’(권장)를 선택합니다.

- 평균: 모든 평가 집계 점수의 평균

- 평가 개수: 평가를 받은 집계 개수

- 최고 평가: 평가 집계 중 최고점을 성적으로 인정

- 최저 평가: 평가 집계 중 최저점을 성적으로 인정

- 평가 합계: 모든 평가 집계 점수를 합산(합산 점수는 최고 점수 100을 초과할 수 없음)

⑤ 접근 제한-제한 추가 클릭-날짜를 선택해서 토론기간을 설정하여 등록합니다.

편집하려면 대상의 ‘톱니바퀴-설정’을 통해 등록한 설정을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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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토론방을 신규로 개설 할 때, ‘평가 옵션의 집계 유형’을 ‘평가 없음’으로 선택하고 저장하면, 

이후에 토론방 설정 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성적 옵션이 사라집니다.  

이런 경우, 개설한 토론방 설정 페이지에서 평가옵션 집계 유형(평균, 평가 개수, 최고 평가,

최저 평가, 평가 합계)을 한 개를 선택하여 저장한 후, 다시 설정 페이지에 들어가면 성적 옵션이

표시되어 토론 글 또는 성적부에서 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평가 기간 제한을 체크하고, 시작 일시, 종료 일시를 설정하면 평가 기간에 등록된 토론글에

대해서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 평가기간 이전(또는 이후)에 등록된 토론글은 점수 입력 불가능

- 평가 기간 내에 등록된 토론글은 점수 입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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