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대 학생 여러분들께,

2020년 1학기 신입생이 캠퍼스에 발을 들이기도 전에 일어난 코로나19 팬더믹은 우리 모
두가 혼돈과 착오속에서 불확실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1학기를 마친 학생 여러분들에게 수고했다는 위로와 현명하게 시간을 보내자는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2020년 2학기를 준비하면서 1학기와 동일하게 2학기도 실시간 온오프라인 병행 수업을 기
본으로 진행하기에 온라인 강의 지원 시스템의 전체적인 점검과 새로운 솔루션(Zoom)을 
도입하였습니다. 8월 둘째주 3일간 실시한 ‘온라인교수법 및 솔루션 사용법 워크숍’에 약 
1,200명의 교수님과 수업을 지원하는 대학원 조교선생이 참여하여 실시간 온라인 수업준비
를 시작했습니다. 혼돈을 최소화하고 개강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하
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수업 준비 : 강의계획서 확인(수업방법, 사용 솔루션 등) ⇒ 공지사항 또는 이메일 확인 ⇒ 
과목별로 수업형태와 블랙보드에서 사용하는 솔루션 파악 필수

실시간 강의 원칙 : 강의시작 10~15분전 접속 ⇒ 출석, 수업진도 참여 등 확인

온라인 수업 환경에서 수강에 도움을 주고자 제공하는 카드뉴스, 사전점검을 위한 체크리스
트를 유효하게 사용하기 바랍니다.

[2020년 2학기 온라인 강의 준비 안내]

◑ 강의방식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학부·대학원 실시간 온오프라인 병행수업 기본

             제한적 대면수업 형태로 진행

◑ 공지 및 안내 : 블랙보드 및 이메일 개강 1주일 전부터 공지사항과 이메일 확인 필수

                 개강전과 수강신청 정정기간 후 강의계획서도 다시한번 확인

◑ 실시간 강의 수강 : 실시간 강의 수강 전, 사전 체크리스트 확인

                     교수님이 주신 URL을 통해 온라인 강의실에 입장하는 경우

                     (본인의 실명+학번으로 입장 > 예시: 홍길동2020000212)

◑ 청강생 등록 요청 :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교수님께 ‘학습자’ 등록(학번/포털 아이디 제공) 요청

                    (수강신청 정정기간 후 수강신청을 하지 못한 청강생은 자동 삭제됨)



◑ 교수자 허락 없는 강의녹화 및 배포 불가: 불법 녹화, 타인과 공유 및 판매 시 법적처벌

◑ 꿀팁사이트(kultips.korea.ac.kr) 확인 : 솔루션 매뉴얼 및 학사/이러닝 관련 공지사항 수
시 확인

온라인 강의 지원을 위한 Help Desk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캠퍼스: 02-3290-5021(온라인강의 전용), 02-3290-1585(이러닝지원팀)

              elearning@korea.ac.kr

 - 세종캠퍼스: 044-860-3866(온라인강의 전용), 044-860-1496(교수학습지원센터)

              sjctl@korea.ac.kr

하루 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어 캠퍼스에서 학생 여러분들을 마주하길 고대하고 있습
니다. 건강 관리 잘하시고 온라인 강의 열심히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려대학교 교수학습개발원 이러닝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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