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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블로그 생성하기 

새로운 블로그를 생성하기 위해 [강의자료]나 [과제] 메뉴를 클릭합니다. 또는 [블로그]라는 새로

운 메뉴를 생성합니다. 

[협업]을 클릭합니다. 

[블로그]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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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블로그 생성하기 

해당 코스 내에서 생성한 모든 블로그의 목록을 볼 수 있는 페이지의 링크를 게시합니다. 

이미 생성된 블로그 중 하나의 블로그를 선택합니다. 

새로운 블로그를 생성합니다. 이 매뉴얼에서는 [새 블로그 생성]을 클릭하여 새로운 블로그를 

생성합니다. 

클릭하면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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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블로그 생성하기 

블로그의 제목을 입력합니다. 

지시사항 등의 내용을 입력합니다. 

블로그를 학생에게 공개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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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블로그 생성하기 

블로그를 학생에게 공개할 기간을 설정합니다. 설정하지 않으면 계속 공개됩니다. 

학생 개별로 자신의 블로그 페이지를 갖게 할 것인지, 코스의 모든 학생이 함께 하나의 블로그 페

이지를 공유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작성된 블로그를 월별 또는 주별로 분류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학생은 자신이 작성한 블로그나 코멘트를 삭제할 수 없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해야 자신의 글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를 평가 도구로 사용하려면 채점 옵션을 선택해야 합니다. 채점을 선택하고, 배점을 입력

합니다. 

클릭하면 블로그가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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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블로그 모니터링 및 평가하기 

블로그를 평가하기 위해 블로그 제목을 클릭합니다. 

      블로그에 게시된 글의 개수와 내가 읽지 

않은 글의 개수를 확인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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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블로그 모니터링 및 평가하기 

[게시물을 작성한 코스의 구성원]을 클릭합니다. 

채점하려는 학생의 이름을 클릭합니다. 

블로그에 새로운 글을 작성했다면              아이콘이 표시되며, 블로그 채점이 

필요한 학생은 노란색 느낌표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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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블로그 모니터링 및 평가하기 

학생이 작성한 블로그 글을 확인합니다. 

학생의 성적을 입력합니다. 

피드백을 입력합니다. 

클릭하면 평가 및 피드백 내용이 저장됩니다. 

모든 학생이 볼 수 있는 피드백을 제공하고 싶다면 블로그 글 하단의  

[코멘트]를 작성합니다. 

9 



9.3 저널 생성하기 

새로운 저널을 생성하기 위해 [강의자료]나 [과제] 메뉴를 클릭합니다. 또는 [저널]이라는 새로운 

메뉴를 생성합니다. 

[협업] 을 클릭합니다. 

[저널]을 클릭합니다. 

10 

저널은 다른 학습활동과는 다르게 비공개 도구입니다. 

학생들은 다른 학생이 작성한 저널 글을 볼 수 없으며, 교수자와 조교만 볼 수 있습니다. 



9.3 저널 생성하기 

해당 코스 내에서 생성한 모든 저널의 목록을 볼 수 있는 페이지의 링크를 게시합니다. 

이미 생성된 저널 중 하나의 저널을 선택합니다. 

새로운 저널을 생성합니다. 이 매뉴얼에서는 [새 저널 생성] 을 클릭하여 새로운 저널을 생성합

니다. 

클릭하면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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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저널 생성하기 

저널의 제목을 입력합니다. 

지시사항 등의 내용을 입력합니다. 

저널을 학생에게 공개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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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저널 생성하기 

저널을 학생에게 공개할 기간을 설정합니다. 설정하지 않으면 계속 공개됩니다. 

작성된 저널을 월별 또는 주별로 분류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학생은 자신이 작성한 저널이나 코멘트를 삭제할 수 없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해야 자신의 글이

나 코멘트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저널은 비공개 도구로 학생은 자신이 작성한 글만 볼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해야 다른 학생

의 글을 볼 수 있습니다. 

저널을 평가 도구로 사용하려면 채점 옵션을 선택해야 합니다. 채점을 선택하고, 배점을 입력합

니다. 

클릭하면 저널이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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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저널 모니터링 및 평가하기 

저널을 평가하기 위해 저널 제목을 클릭합니다. 

      저널에 게시된 글의 개수와 내가 읽지 않

은 글의 개수를 확인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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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저널 모니터링 및 평가하기 

[이름]을 클릭합니다. 

채점하려는 학생의 이름을 클릭합니다. 

저널에 새로운 글을 작성했다면              아이콘이 표시되며, 저널 채점이 

필요한 학생은 노란색 느낌표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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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저널 모니터링 및 평가하기 

학생이 작성한 저널 글을 확인합니다. 

학생의 성적을 입력합니다. 

피드백을 입력합니다. 

클릭하면 평가 및 피드백 내용이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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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위키 생성하기 

새로운 위키를 생성하기 위해 [강의자료]나 [과제] 메뉴를 클릭합니다. 또는 [위키]라는 새로운 메

뉴를 생성합니다. 

[협업]을 클릭합니다. 

[위키]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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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위키 생성하기 

해당 코스 내에서 생성한 모든 위키의 목록을 볼 수 있는 페이지의 링크를 게시합니다. 

이미 생성된 위키 중 하나의 위키를 선택합니다. 

새로운 위키를 생성합니다. 이 매뉴얼에서는 [새 위키 생성]을 클릭하여 새로운 위키를 생성합

니다. 

클릭하면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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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위키 생성하기 

위키의 제목을 입력합니다. 

지시사항 등의 내용을 입력합니다. 

위키를 학생에게 공개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위키를 학생에게 공개할 기간을 설정합니다. 설정하지 않으면 계속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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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위키 생성하기 

학생이 위키 페이지를 수정할 수 있게 합니다. 

학생이 위키 페이지에 댓글을 작성할 수 있게 합니다. 

위키를 평가 도구로 사용하려면 채점 옵션을 선택해야 합니다. 채점을 선택하고, 배점을 입력합

니다. 

클릭하면 위키가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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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위키 모니터링 및 평가하기 

위키를 평가하기 위해 위키 제목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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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 페이지에서 [참여도/채점]을 클릭합니다. 

9.6 위키 모니터링 및 평가하기 

만약 위키의 [성적 채점] 옵션이 ‘성적 없음’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참여도/채점]은 [참여도]로 보이고, 참여도 모니터링은 할 수 있으나 평가는 할 수 없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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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위키 모니터링 및 평가하기 

해당 위키에 참여한 학생들의 목록과 학생별 참여도를 확인합니다. 

학생 이름을 클릭하면 해당 학생의 자세한 위키 참여 부분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위키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공통의 점수를 부여합니다. 

학생 개별로 점수를 부여합니다. 

위키에 참여한 학생 모두에게 공개할 피드백을 작성합니다. 

클릭하면 채점 및 피드백 내용이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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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위키 모니터링 및 평가하기 

위에서 학생 이름을 클릭했을 때 아래와 같이 해당 학생의 위키 참여도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면 어떤 부분을 추가, 수정, 삭제했는지 자세한 사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위키 페이지를 수정한 학생 기록과 새로 수정한 학생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추가, 수정, 삭제한 내용을 각기 다른 하이라이트로 표시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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