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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들
아래의 미리 준비된 답변을 확인하여 어려움을 빠르게 해결!

Q1. 온라인강의실에 로그인을 할 수 없습니다.

Q2. 수강 변경 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되어 있어요.

수강 신청 및 변경 내역은 실시간으로 연동되지 않습니다.

다음 날 06:00에 최신의 정보로 1회 업데이트 됩니다.

Q3. 수강 신청한 과목이 나의 코스에 보이지 않아요.

먼저 학수번호를 확인해주세요.

5-----
          5로 시작된다면?

6-----
          6로 시작된다면?

세종사이버대학교 강의입니다.

개강일 이후에 아래 사이트 접속

https://portal.sjcu.ac.kr/

문의: 02-2204-8000

서울권역(SELC) 강의입니다.

개강일 이후에 아래 사이트 접속

http://www.selc.or.kr/

문의: 02-2220-1405, 1455

1. 먼저, 학사포털 비밀번호를 확인하여 주세요.

2. 앱을 처음 이용할 경우, PC 크롬에서 온라인강의실 접속 후 화면에 보이는 

    모바일 App을 위한 비밀번호 설정을 해주세요. 

3. 학적상태에 따라 접속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제적 및 졸업 등)

교과목명을 확인해주세요.

K-MOOC:-----
                   K-MOOC로 시작된다면?

K-MOOC 강의는 온라인강의실에서 진행되지 않습니다.

개강일 이후에 아래 사이트 접속

https://www.kmooc.kr/ 문의: 02-3408-3854



Q4. 이전 학기 코스를 볼 수 없어요.

이전 학기 코스의 경우 학기 종료 시점에 맞춰 자동으로 비활성화 됩니다.

필요하신 강의자료는 미리 백업해두시기 바라며, 강의를 복습하고자 한다면 

다음학기 동일과목에 대하여 교수님에게 청강생 등록 요청을 해주세요.

Q5. 핸드폰번호 또는 이메일주소가 바뀌었어요!

변경된 프로필 정보는 학사정보시스템에서 바꿔주세요.

다음 날 온라인강의실에 반영됩니다.

기억해주세요. 프로필 정보는 항상 최신의 정보로 유지하기!

대학생활 시 중요한 정보나, 좋은 소식을 빠르게 알릴 수 있답니다.

Q6. “일시적으로 모듈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라고 나옵니다.

화면에서 오류 메시지가 뜰거예요.

확인을 누르시면 Internet Explorer 가이드를 보시고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Q7. addClassName 오류 메시지가 나와요.

[ 01. 온라인강의실 톺아보기-접속환경 구성 및 온라인강의실 접속 ] 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세요.

온라인강의실 운영팀 
  운영지원: 02-3408-4481 / 시스템지원:02-6935-2542
  CTL@SEJONG.AC.KR

빠른 지원을 받으시려면, QR코드를 스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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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실 

톺아보기

1. 접속환경 구성 및 온라인강의실 접속  1

2. 온라인강의실 화면 구성 알아보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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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가이드



1온라인강의실 톺아보기

1. 접속환경 구성 및 온라인강의실 접속
온라인강의실을 이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가. 크롬 설치하기

나. Internet Explorer 설정하기

다. 온라인강의실 접속하기

온라인강의실은 PC 또는 모바일 디바이스에 설치되어 있는 브라우저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강의실 운영팀에서는 최신 버전의 크롬 이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향상된 웹표준 준수를 

위하여 Internet Explorer 하위 호환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Internet Explorer 11이상 버전이 필요합니다.

Internet Explorer 11 크롬(Chrome)

가. 크롬 설치하기

1) 검색창에 “크롬” 또는 “Chrome”을 검색 하거나, https://www.google.com/chrome 

    경로에 들어갑니다.

기본



2 온라인강의실 톺아보기

2) 크롬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파일을 실행하여 크롬 설치를 마무리 합니다.  

Chrome

! 바탕화면에 크롬 아이콘이 보인다면 설치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 입니다.

눌러줍니다.

화
면

전
환



3온라인강의실 톺아보기

나. Internet Explorer 설정하기

1) Internet Explorer을 실행한 후 오른쪽 상단의 톱니바퀴 아이콘을 눌러준 후 

    [ 호환성 보기 설정(B) ]에 들어갑니다.

2) 호환성 보기 설정이 보인 후, “호환성 보기에 추가한 웹 사이트(W)” 목록을 아래의 

    그림과 같이 설정해줍니다.

! 추가한 웹 사이트 목록 중 sejong.ac.kr이 있다면 선택 후

[ 제거(R) ] 버튼을 눌러 삭제해줍니다.

[ 호환성 보기 설정(B) ]

나. Internet Explorer 설정하기

1) Internet Explorer을 실행한 후 오른쪽 상단의 톱니바퀴 아이콘을 눌러준 후 

    [ 호환성 보기 설정(B) ]에 들어갑니다.

sejong.ac.kr

기본



4 온라인강의실 톺아보기

다. 온라인강의실 접속하기

1) 크롬을 실행하고, 주소창에 https://www.emba.ac.kr 을 입력하고, 사이트에 오른쪽    

    상단의 “LOGIN”을 누른 후 부여 받은 학번의 정보로 로그인 합니다.

2) 로그인이 완료된 후 [강의실등교] 버튼을 눌러 온라인강의실에 접속합니다. 

학번 또는 통합ID

비밀번호

초기비번: 생년월일 8자리

기본

 www.emba.ac.kr

  

   LOGIN



5온라인강의실 톺아보기

3) 로그인이 완료되면 온라인강의실에 처음 오신 것을 환영하는 안내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온라인강의실 톺아보기

2. 온라인강의실 화면 구성 알아보기
온라인강의실의 화면 레이아웃 구성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가. 마이페이지 구성

나. 나의 코스 구성

다. 코스 맛보기

가. 마이페이지 구성

1) 마이페이지는 온라인강의실을 접속할 때 가장 먼저 만나보는 화면입니다. 레이아웃 

    구성은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A영역은 온라인 학습법 특강 또는 교내 행사의 배너를 게시하는 공간입니다.A

A
B
C

D E
홍보배너

Qwickly

공지사항

나의코스

커뮤니티

안내가이드 서비스지원

링크 모음

기본



7온라인강의실 톺아보기

B영역은 여러 개의 코스에 공지사항을 한 번에 게시하거나, 학습자에게 바로 

이메일을 보내는 기능을 하는 Qwickly 공간입니다.

C영역은 코스에서 게시한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학기에 신청한 

코스의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학생으로 있는 코스 목록을 누르면 해당 코스로 

이동합니다.

B

C

D영역은 온라인강의실의 가이드 문서 및 홍보용 동영상 콘텐츠가 위치합니다.D
E영역은 온라인강의실 이용중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운영팀에 연락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 바로가기 링크 모움이 있는 곳입니다. 불편한 점이나,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편하신 채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운영지원은 주로 블랙보드 이용방법, 코스 운영중에 발생된 민원처리를 

•    맡고 있으며

• - 시스템지원은 온라인강의실 이용이 어렵거나, 시스템 상의 문제를 

•    원격으로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E



8 온라인강의실 톺아보기

나. 나의 코스 구성

1) 나의 코스에 등록된 목록 중 하나의 코스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코스 화면 구성을 볼 수 

    있습니다.

A

A영역은 온라인강의실을 이용하기 위한 기본 메뉴 구성 및 각 주차별 강의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B영역은 교수자가 올린 강의자료 및 과제 등의 콘텐츠가 학습자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B

B
코스메뉴 콘텐츠 게시 영역

기본



9온라인강의실 톺아보기

다. 코스 맛보기

1) “강의자료 및 학습(이러닝)”을 눌러보면 각 주차별 학습기간과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화
면

전
환

!
각 주차별 “학습기간을 꼭 확인”하여 주십시오.

해당 기간이 지나면 온라인 출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02
학기 시작하기

1. 나의 코스 목록 정리하기    13

2. 온라인에서 강의 시작     14

3. 온라인 출석 확인하기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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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의 코스 목록 정리하기
마이페이지의 복잡한 나의 코스 목록을 학기 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학기별 그룹화

학기 시작하기

학기별 그룹화

1

2

1) 나의 코스 모듈에 마우스를 갖다대면 톱니바퀴 옵션을 누릅니다.

2) 화면이 전환되면 학기별 그룹화 체크박스를 눌러주고, 화면 아래의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마이페이지 내 나의 코스 모듈 오른쪽 상단 톱니바퀴 누름

화
면

전
환

3

v

기본



14 학기 시작하기

2. 온라인에서 강의 시작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강의입니다. 항상 공지사항의 변경 내용을 확인하세요.

가. 공지사항 확인하기

나. 강의 영상 시청하기

가. 공지사항 확인하기

마이페이지 나의 코스 코스 메뉴 공지사항

코스 메뉴에서 공지사항을 눌러줍니다. 공지사항이 수시로 게시될 수 있으므로, 항상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전
환

기본



15학기 시작하기

나. 강의 영상 시청하기

XIN 으로 시작하는 각 주차별 콘텐츠는 강의영상입니다. 해당 콘텐츠를 누른 후 미디어 

플레이어에서 재생 버튼을 눌러줍니다.

기본

화
면

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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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라인 출석 확인하기
강의 영상을 학습기간 내 시청하면 자동으로 출석이 확인됩니다.

온라인 출석 확인하기

온라인 출석 확인하기

학습기간 내 정상적으로 강의 영상 시청이 되었다면, 자동으로 출석이 확인됩니다. 

학기 시작하기

  
   

   

   
            화면

전
환

마이페이지 나의 코스 코스 메뉴 온라인출석

1

2



17학기 시작하기

각 주차별 강의 영상 콘텐츠를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였다면 “온라인 출석 상태”가 P로 

변경되며, 정상 출석처리 됩니다.

단, 아래와 같이 “지금은 출석인정기간이 아닙니다.”라는 메시지가 표시될 때, 강의 

영상 콘텐츠를 처움부터 끝까지 시청하여도 “복습으로 인정”되어 정상 출석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