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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학교 비대면 원격수업 관련 FAQ

1. 기자재 관련 FAQ

1-1. 본교 비대면 촬영실 이용 문의는 ?  

위치 강의실명 관리부서 연락처(구내) 신청방법

스마트강의실
수원 종합강의동 502, 503 대학혁신지원사업단 1454
서울 본관 1501 관광문화대학 5211

비대면
교육지원
강의실

수원

1강의동 1501,1502,1503,1504 진성애교양대학 9497

【그룹웨어】 - 
【자원관리】에서 신청 
(관리부서 승인 후 
사용 가능)

2강의동 2307,2308 예술체육대학 9907
4강의동 4201 인문대학 9102
5강의동 5101 사회과학대학 9303
6강의동 6401

융합과학대학 96027강의동 7512
8강의동 8003 
9강의동 9503 예술체육대학 9907

제2공학관 2공 105 창의공과대학 9661
2공 210 

종합강의동

종합 504 교수학습개발센터 8844
종합 506
종합 509 대학혁신지원사업단 1454종합 510

서울 본관 1502,1506,1508 관광문화대학 5211
OCW
강의실

수원 종합강의동 201,206,209 교수학습개발센터 8844

전화 또는 방문 
신청

서울 본관 1319,1801 관광문화대학 5211
유튜브
촬영실

수원 이스퀘어 인성교육실4개실 감성SW교육센터 9496
서울 본관 2층 KFC 2실 미디어영상학과 5103

스튜디오 수원
종합강의동 610,611A,611B,612B 원격교육지원센터 8737
복지관 3층 On-tact Job Studio Zone 취업관리지원팀 8881

1-2. 비대면 개인 촬영 기자재 대여 문의는 ?

구분 지원 내용 대여장소 연락처(구내)

노트북 22대 * 단과대학(원) 2대씩
 - 8개 단과대학, 일반, 교육, 행정사회복지대학원 해당 교학팀

웹캠(구입) 55대 * 단과대학(원) 5대씩
 - 8개 단과대학, 일반, 교육, 행정사회복지대학원 해당 교학팀

마이크 55개 * 단과대학(원) 5대씩
 - 8개 단과대학, 일반, 교육, 행정사회복지대학원 해당 교학팀

판서패드
(액정 타블렛) 16대 * 단과대학 2대씩

 - 8개 단과대학 해당 교학팀



- 3 -

1-3. 비대면수업 지원 문의는 ?

1-4. LMS 및 콘텐츠제작 온라인 교육은 ?

비대면수업 지원 문의

LMS 및 콘텐츠제작 온라인 교육

구분 내용 연락처(구내)

온라인 민원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민원센터 글 작성 → 해당 단과대 확인 후 조치 각 단과대 교학팀

전산정보원 Google MEET 8891

원격교육지원센터 LMS(동영상 강의 및 ZOOM) 8707, 8737

학사혁신팀 전자출결 8734

코로나19 대책본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정책 1508

제공사항 내용 제공 위치 및 방법

2021-2
이러닝 워크숍

(교수용)

1. LMS 사용 방법 기초
2. Everlec 사용 방법
3. 영상 편집 방법
4. LMS 팀 과제
5. Zoom 활용 방법 및 Zoom 활용 사례

LMS 로그인 → “KG-MOOC” 클릭 →
→ 수강 신청 → 강좌명 ‘2021-2 이러닝 
워크숍‘ 클릭 후 수강신청 → 강의실 입장 
후 콘텐츠 시청

LMS 매뉴얼
(교수용/학생용) LMS 사용 매뉴얼

LMS 로그인 → 이용안내 
→ 매뉴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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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verLec 저작툴 관련 FAQ

2-1. Everlec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방법은?

☞ ① LMS 홈페이지 로그인하여 메인페이지 메뉴 중 “ContentsMaker“ 항목 클릭

☞ ② “ContentsMaker“ 항목 메인페이지입니다. 메뉴 중 ”엠 스퀘워“ 클릭하여 EverLec 

설치 파일을 다운 받아 설치합니다.

☞ ③ “EverLec“ 설치 후 바탕화면에 아이콘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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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바탕화면 “EverLec“ 아이콘 클릭(실행) 후, Commons서비스 사용자 클릭 ->

“경기대학교” 설정 후 로그인 버튼 클릭 -> Commons 로그인은 본교 교직번호와 비밀번

호 입력 후 로그인

☞ ⑤ “EverLec“ 메인 화면 

▶ 콘텐츠 제작시 유의사항
   - 콘텐츠 제작 중에는 동영상 편집 불가
   - 녹화의 경우 일시중지/종료만 지원

▶ 장치 설정하기
   - 마이크, 웹캠 장치를 연결한 상태에서    
      “장치 설정하기” 클릭

 1

 2

 3



- 6 -

☞ ⑥ ”장치설정“ 메인 화면                       ”프로필 설정“ 메인 화면

☞ ⑦ “EverLec“ 녹화

▶ 입력 테스트
   - 장치 설정에서 “보유한 장치” 설정 
     후 “입력 테스트” 클릭 하면 테스트
     진행
   - 테스트 화면 정상 작동하면 설정
     저장 클릭

▶ 녹화 테스트
   - 마이크 입력 게이지가 중간정도까지
     올라와야 정상적으로 소리가 녹음
   - 게이지가 안올라올 경우 오디오 입력
     장치 재설정

▶ 녹화 유의사항
  1) 오디오만 사용하기
    : 웹캡 없이 음성만 이용하여 녹화
  2) 비디오 사용하기
    : 웹캠과 음성을 이용하여 녹화

▶ 녹화
   - 파워포인트 녹화 “시작하기” 클릭
   - 강의에 사용할 파워포이트 파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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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EverLec“ 녹화 제어 도구 설명

☞ ⑨ “EverLec“ 녹화 제어 도구 설명

▶ 저장 방법(파일 보관 필수)
  1) Commons에 등록하기 클릭 -> ContentsMaker에 저장 후 LMS 연동
  2) 동영상 파일로 내보기 버튼 클릭 -> “MP4” 파일 형태로 저장 후 파일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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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Everlec 콘텐츠 녹화 유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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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Everlec 녹화 제어 도구 상세 설명

☞ 녹화 제어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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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Everlec 녹화 판서 도구 상세 설명

☞ 녹화 판서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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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P4 파일 ContentsMaker 작업 업로드 방법

2-2. LMS 주차에 콘텐츠 강의 연동 방법은?

☞ ① LMS 운영 교과목 강의실 메인 화면

▶ MP4 업로드 방법
  - 콘텐츠 파일 업로드 클릭 -> 강의 녹화 콘텐츠 클릭 -> 강사 영상“파일  
   선택” 클릭 -> 강의 녹화 콘텐츠 업로드

▶ 콘텐츠 업로드 방법
  - 우측 상단의 “편집” 버튼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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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LMS 운영 교과목 강의실 메인 화면

▶ 주차 업로드 
  -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서 해당   
    주차 “자료 및 활동 추가” 클릭

▶ 콘텐츠 제작 도구 활용
  - Commons 업로드 콘텐츠를 불
러오기 위해 “콘텐츠제작도구” 클릭

▶ 강의 콘텐츠 제목 입력 
  - 제작한 콘텐츠 등록하기 위해 
“검색” 클릭

▶ 콘텐츠 선택
  - 팝업 창이 뜨면 목록에서 콘텐
츠 “선택”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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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콘텐츠 공개시점 설정 방법

  

* 유의 사항 : 접근제한(공개시점) 설정은 출석인정기간과 다른 사항으로 출석과 관계없이 강의시

청이 가능한 기간임.

▶ “접근제한” 클릭
  - 강의 영상 공개시점 설정

▶ “제한추가” 클릭

▶ 공개시점 설정 후 하단 저장 클릭
  - 선택한 날짜부터 강의 영상 시청

▶ 공개시점 설정
  - 시작 일, 종료 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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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주차 콘텐츠 구성 화면

☞ ④ 주차 콘텐츠 업로드 종료 방법

3. LMS 홈페이지 관련 FAQ

3-1. LMS 강의실 출석 인정 기간 변경 방법은?

☞ ① LMS 운영 교과목 강의실 메인 화면에서 “온라인 출석부” 클릭

▶ “편집 종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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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온라인 출석부 설정” 클릭

☞ ③ 주차별 출석기간 변경

▶ 해당 주차인정기간 변경 : 출석인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입력 후 저장 클릭

▶ 유의 사항 : 출석인정기간내에 콘텐츠 전체 분량의 학습을 완료할 시 출석 인정,
               1배속 초과 학습시 학습시간 부족으로 출석 불인정
 - 시작일 이전 학습 : 시작일 이전 학습 시 콘텐츠 재생은 가능하지만 학습인정(진도체크) 불가
 - 시작일 ~ 출석인정기간 학습 : 콘텐츠 전체 분량의 “출석인정범위” 이상 학습시 학습인정
 - 출석인정기간 이후 학습 : 콘텐츠 재생 가능, 학습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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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LMS 강의실 과제물 등록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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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oogle Meet 관련 FAQ

4-1. Google Meet 교수자 사용 방법은?

 * Google Meet 참고 동영상 링크 주소

  : https://sites.google.com/kyonggi.ac.kr/help/g-suite-기능-안내/실시간-화상-교육기본

☞ ‘구글 미트’를 이용한 개설 방법은 ? (* 크롬 브라우져에서 Google Meet 실행)
  1. ‘Google 앱’ 이용 방법     2. ‘URL’ 이용 방법    3. ‘Gmail’ 이용 방법     4. 갤린터 이용 방법

1-1. ① ‘Google 앱’ 이용 
          : 구글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한 후 우측상단에 보이는 ‘Google 앱’을 클릭
       ② ‘Google 앱’ 매뉴에서 아래의 ‘Meet’ 클릭

   
       ③ 아래의 화면에서 ‘회의 시작 또는 참여’을 클릭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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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① ‘회의 시작 또는 참여’ 선택 → ② 입력 없이 ‘계속’ 클릭 → ③ ‘지금 참여하기’ 클릭
       ※ 주소는 회의시작 전, 회의 시작 후, Meet 실행화면 왼쪽 아래 ‘회의 세부정보’에서 확인 가능

    ※ 주소를 LMS 과목 공지사항이나, 기타 메신저로 전달해서 접속하게 안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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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① ‘URL’ 이용 방법

 1-2-1. ① ‘회의 시작 또는 참여’ 선택 → ② 입력 없이 ‘계속’ 클릭 → ③ ‘지금 참여하기’ 클릭
       ※ 주소는 회의시작 전, 회의 시작 후, Meet 실행화면 왼쪽 아래 ‘회의 세부정보’에서 확인 가능

    ※ 주소를 LMS 과목 공지사항이나, 기타 메신저로 전달해서 접속하게 안내 할 수 있습니다.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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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① ‘Gmail’ 이용 방법 : Google Gmail을 통해서도 Google Meet 개설 가능
 

 1-3-1. ① ‘회의 시작 또는 참여’ 선택 → ② 입력 없이 ‘계속’ 클릭 → ③ ‘지금 참여하기’ 클릭
       ※ 주소는 회의시작 전, 회의 시작 후, Meet 실행화면 왼쪽 아래 ‘회의 세부정보’에서 확인 가능

    ※ 주소를 LMS 과목 공지사항이나, 기타 메신저로 전달해서 접속하게 안내 할 수 있습니다.

     

1-4. ‘구글 캘린더‘ 이용 방법 : 일정(수업)을 정기적으로 자동 개설하는 방법

가. 구글 캘린더 실행 및 일정 만들기
   ※ 캘린더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정기적으로 일정(수업)을 만들고, 참석자를 초대할 수 있습니다.

① ‘Google앱’을 클릭합니다. ② ‘캘린더’를 실행합니다. ③ 캘린더에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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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정(수업) 정보 입력
① 일정명(과목명)을 입력합니다. ② 일정을 입력하고 참석자 추가를 선택합니다. 

   

다. 일정(수업) 참석자 추가
① ‘참석자 추가’를 선택하고 과목명 혹은 교수님 성명 등을 입력하면, ②,③과 같이 검색어가 포함된 개인주소

록, 수강 그룹 등이 표시됩니다. (참석자는 추가는 언제든지 수정 가능하며, 참석자·수강인원의 변동이 생기면 
개별로 삭제 및 추가를 해야 합니다.)

   ※ 수업그룹은 “2020-2_교수명_강좌명_학과(전공)명”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수업그룹은 최종수강정정 이후
(2020.9.14.) 정상 사용이 가능합니다. ‘1. Google 앱’으로 개설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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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표시된 명단을 확인하고, 일정을 입력하기 위해 ‘옵션 더보기’를 클릭합니다.

 

라. 일정(수업) 반복주기 설정
① 반복 형태를 선택하기 위해 ‘맞춤...’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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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반복일정(주기, 요일, 반복 횟수) 선택 ③ 선택 후 ‘완료’ 클릭

  ※ 입력한 사항은 언제든지 수정 가능합니다.

마. 완료 및 메일보내기
① 참석자, 반복주기, 시간의 입력이 완료되면 ‘저장’버튼을 클릭해서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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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각 참석자(학생)의 캘린더로 일정이 표시되나, 추가로 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 최종 수강신청이 완료된 후 수강그룹, 반복 설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참석자(수강인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추가/삭제를 별도로 해 주셔야 합니다.  

2. 참석자(학생)의 화면(캘린더, 메일)
가. 참석자(학생) 캘린더 화면

① 캘린더의 해당 일정 선택, ②‘Google Meet으로 참여’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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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구글 미트에서 ‘지금 참여하기’ 클릭 후 참여

나. 참석자(학생) 메일 화면
①, ② 메일 제목에서 바로 참석여부 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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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메일 내용에서 주소를 클릭해서 참석가능

  

4-2. Google Meet 기능은?

☞ ① 음성 버튼으로 음성을 On/Off 할 수 있음

    ② 비디오 버튼으로 비디오 화면을 On/Off 할 수 있음 
 ③ 말풍선을 클릭하면 텍스트 채팅이 가능함

☞ 학생이 발표를 하고 있다면 음성을 Off하여 발표에 집중하게끔 할 수 있음

☞ 본인의 모습을 숨기고 싶으면 비디오를 Off하면 더 이상 모습이 보여지지 않음

 1  2

 3

 옵션

 발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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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시작’ 클릭하면 화상회의 시작이 가능

☞ ① ‘내 전체 화면’을 클릭하면 본인의 화면 전체를 공유

    ② ‘창’을 클릭하면 어느 창 하나를 선택하여 공유
 ③ ‘Chrome 탭’을 클릭하면 창 하나에서 그 창에서 나는 소리와 함께 화면을 공유
   * 위의 두 경우는 본인 음성을 제외한 PC내의 소리는 들리지 않음

☞ ‘옵션’  ⵗ  클릭하면 아래의 기능 설정 가능

⬤  회의 녹화 시작
   - ‘회의 녹화 시작’ 클릭하면 회의 내용을 녹화합니다. 
   - 녹화 파일 저장 경로는 구글 드라이브-내 드라이브-MeetRecording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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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아웃 변경

   - 자동 : Meet 자체에서 레이아웃을 선택
   - 타일식 : 진행 중인 발표가 없다면, 최대 16명의 회의 참여자를 표시
     1) 마우스를 움직이면 참여자의 이름 확인
     2) 회의가 시작된 후 새로운 사람이 참여하면 화면 하단에 추가
     3) 발표를 하면 가장 큰 타일로 표시되며, 가장 활동이 많은 참여자가 옆에 표시
   - 스포트라이트 : 하나의 피드 내용으로 창이 채워 짐. 그 피드 사람의 음성과 화면만 나옴
   - 사이드바 : 화면에서 발표자의 피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옆에 나머지 참여자들 표시

* Google Meet 참고 동영상 링크 주소

  : https://sites.google.com/kyonggi.ac.kr/help/g-suite-기능-안내/실시간-화상-교육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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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시간 온라인 화상강의(ZOOM) 관련 FAQ

5-1. 실시간 화상강의(ZOOM) 사용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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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LMS 수업 관련 FAQ

6-1. 수업 동영상 강의를 다운로드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모든 온라인 동영상 강의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이를 무

단으로 복제하거나 촬영, 배포, 공유 등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

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엄금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개인 간의 공유도 문

제가 되므로 이 점도 함께 참고해 주세요.

6-2. 동영상 재생을 눌렀는데 재생이 되지 않아요

☞  원격교육지원센터 031-249-8707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6-3. 강의 콘텐츠를 수강하라고 하셨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  담당교수님이 해당 콘텐츠를 공개여부를 “공개”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일 수 있으니 

담당교수님 또는 원격교육지원센터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6-4. 수강신청과목을 변경했는데 수강과목이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 적용이 되

나요?

☞  LMS DB와 KUTIS 동기화 시간은 매일 새벽 5시입니다.

6-5. 수업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나요?

☞  강의계획서 또는 주차 별 수업 일정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담당 교수님께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 수업 동영상 콘텐츠 학습 진도 체크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진도(출석)체크를 하도록 설정한 동영상 콘텐츠는 이미지처럼 진도 체크 기간이 표시

됨

진도(출석)체크 기간표시

 ☞ 설정된 진도(출석)체크 기간 외에 시청한 동영상은 진도율 기록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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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의동영상을 중도에 끊고, 다시 시청할 경우 이어 보기가 가능함

 ☞ 동시간에 한 강좌의 동영상만을 재생하여야 정상적으로 진도율이 기록 됨.

    (동시간에 두 과목이상 시청이 부정행위로 판단 함.)

 ☞ 강의 동영상을 재생시키고 다른 브라우저 및 다른 작업(서핑, 게임 등)을 동시에 진  

    행했을 경우, 또는 여러 강좌에서 다수의 동영상을 한꺼번에 재생하는 경우에도 진도  

    율 기록이 되지 않음.

 ☞ 진도(출석)체크를 완료한 동영상의 경우, 다시 듣기나 복습을 하더라도 진도율이 재  

    산정되지 않으므로 언제든 복습이 가능함.

6-7. 수업 동영상 콘텐츠 학습 배속 기능이 가능한가요?

 ☞ 처음 재생한 동영상은 정배속 시청만 가능함. 정배속으로 재생을 완료한 이후에는 배  

    속 조절 기능 사용 가능(모바일앱에서는 불가능)

 ☞ 진도체크를 완료하지 동영상의 경우 학습하지 않은 앞부분으로 이동이 불가함. 진도  

    체크가 완료된 동영상은 원하는 구간으로 자유롭게 이동 가능

6-8. 원격교육지원센터에서 제공한 무료 PPT 템플릿 자료는 어디에서?

 ☞ 원격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 커뮤니티 -> 자료실 -> ‘이러닝 PPT 교수설계 샘플’  

    클릭 하여 자료 다운로드 

 ☞ 링크 주소 : https://ctl.kyonggi.ac.kr/ko/community/dataroom/view/12200?p=1

https://ctl.kyonggi.ac.kr/ko/community/dataroom/view/12200?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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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기대학교 출결 시스템 관련 FAQ

7-1. 전자출결 APP 설치는?

☞ 안드로이드 : ‘Play 스토어’에서 ‘경기대학교 전자출결’ 검색 후 어플을 설치

☞ I Phone : ‘사파리’ 혹은 ‘인터넷 창’에 아래의 URL을 입력

   -> 링크 주소 : http://attend.kyonggi.ac.kr/app

① 안드로이드 설치 및 설정

② iOS(아이폰)용 설치 및 설정

   * iOS가 12.1 이상인 경우 기기 이름을 반드시 학번 혹은 사번으로 변경

http://attend.kyonggi.ac.kr/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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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S(아이폰)용 블루투스 상태가 비정상으로 나오는 경우 설정 방법 1.

   * iOS가 12.1 이상일 경우 설정 필요.

☞ iOS(아이폰)용 블루투스 상태가 비정상으로 나오는 경우 설정 방법 2.

   * iOS가 12.1 이상일 경우 설정 필요.

③ 출석 알림 상태가 비정상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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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교수자용) 온라인 강의 진행시 출석체크 설정 및 출석하는 방법은?

☞ 온라인 강의 출석체크 설정(교수자)
  
  ① [설정] 클릭 
  ② [전체수업] 클릭
  ③ 온라인 강의를 진행할 과목의 설정을 선택
  ➃ 온라인 강의 선택 후 저장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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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강의 출석체크 진행(교수자)   
  ① [출석체크] 클릭 
  ② 인증번호가 발생하면 학생에게 알려줍니다.
  ③ 출석체크를 마감하고 싶으면 출석체크 완료 버튼을 클릭
  ※ 주의 : 출석체크 완료 버튼을 누르면 학생들은 더 이상 출석체크를 할 수 없습니다.

7-3. (학생용)온라인 강의 출석체크 하는 방법은?

  ① [출석체크] 클릭 
  ② 교수자가 알려준 인증번호를 입력후 출석체크 버튼을 클릭
  ③ 동일한 번호가 확인되면 출석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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