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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코스 둘러보기 

코스 메뉴입니다. 

코스의 기본 설정, 파일 관리, 과제 확인, 사용자 관리를 할 수 있는 제어판입니다. 교수 및 조교

에게만 보여집니다. 

각 메뉴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메뉴 이름 우측에         아이콘이 있다면 

학생에게 보이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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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편집모드 설정하기 

편집모드가 [꺼짐] 상태로 코스의 자료를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없습니다. [꺼짐] 버튼을 한번 

클릭하면 편집모드가 켜집니다. 

편집모드가 [켜짐] 상태로 코스의 자료를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켜짐] 버튼을 한번 

클릭하면 편집모드가 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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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수업메뉴 관리하기 

마우스를 메뉴 위에 가져가면 화살표 버튼이 나타납니다. 드래그하여 메뉴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존 메뉴의 이름을 변경하거나 학생에게 보이지 않도록 숨기고, 필요 없는 경우 삭제합니다. 메

뉴 삭제 시 해당 메뉴에 게시되었던 콘텐츠는 모두 삭제됩니다. 

버튼이 보이지 않으면 편집모드가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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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수업메뉴 관리하기 

새로운 메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강의자료(문서, 동영상, 웹링크 등), 과제, 시험, 협업도구(토론, 블로그, 저널 등) 등을 게시할 

수 있는 메뉴 유형입니다. 

웹링크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는 메뉴 유형입니다. 

버튼이 보이지 않으면 편집모드가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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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공지사항 게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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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을 클릭합니다. 

[공지사항 생성]을 클릭합니다. 



2.4 공지사항 게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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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의 제목을 입력합니다. 

공지사항의 내용을 입력합니다. 

공지사항이 게시될 기간을 설정합니다. 

체크하면 공지사항이 게시되는 동시에 공지사항 내용이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코스 내 메뉴 중 공지사항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링크를 걸어줄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에 파일을 첨부하려면 텍스트 박스의 [클립]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공지사항이 게시됩니다. 

      발신자(교수자)의 이메일이 블랙보드에 설정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옵션은 보이지 않아요! 포털

에서 이메일을 등록해 주세요! 



2.5 강의계획서 확인하기 

코스 메뉴의 [강의계획서] 메뉴를 클릭하면 포털에서 작성한 강의계획서가 연동되어 나타납니

다. 강의계획서 내용은 포털에서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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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조교 및 기타 사용자 등록 

코스에 조교나 청강생 등 다른 사용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수업을 정식으로 수강신청한 학생은 코스에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정식으로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사용자(조교, 청강생, 동료 교수 등)를 등록할 때 사용합

니다. 

      이 메뉴는 학생에게 보이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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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조교 및 기타 사용자 등록 

등록하려는 사용자를 검색합니다. 

사용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등록하려는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코스에 등록될 역할을 선택합니다. 

클릭하면 사용자가 코스에 등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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