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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수강생에게 e-mail 보내기 

[이메일 보내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기본 세팅에서 이 메뉴는 학생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코스에 등록된 모든 사용자 또는 코스 내 역할에 따라 메일을 일괄 전송합니다. 

개별 사용자 또는 개별 그룹을 선택하여 메일을 개별 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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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수강생에게 e-mail 보내기(단일/사용자 선택) 

메일을 받는 사용자를 선택하여 오른쪽 박스로 이동시킵니다. 

메일 제목을 입력합니다. 

메일 내용을 입력합니다. 

체크하면 메일을 발송 할 때 나에게도 사본을 발송합니다. 

메일에 첨부할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메일을 일괄 전송 할 때는 [받는 사람]을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별 발송 할 때만 받는 사람(또

는 그룹)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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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동영상 학습현황 설정하기 

동영상 콘텐츠를 업로드 하고 학생들의 학습 현황(동영상 시청 시간)을 확인하는 기능입니다. 

동영상 콘텐츠를 업로드 하기 전에 폴더를 먼저 생성하고, 폴더 안에 동영상 콘텐츠를 업로드 합니

다. 

[강의자료 > 콘텐츠 생성 > 폴더]를 클릭합니다. 

      폴더를 생성하지 않고 동영상 콘텐츠를 

바로 업로드 하면 영상 출석 설정을 할 수 없

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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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동영상 학습현황 설정하기 

폴더의 제목을 입력합니다. 폴더의 제목에는 순서를 반영한 ‘1’, ‘2’와 같이 숫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폴더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폴더 제목에 ‘1주차’, ‘1주’, ‘1번째’와 같이 숫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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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동영상 학습현황 설정하기(commons 동영상) 

[콘텐츠 생성]을 클릭합니다. 

commons(자이닉스 콘텐츠)에 게시된 동영상을 업로드 하려면 [영상출석 설정(commons)]

을 클릭합니다. 

commons 동영상 을 업로드 하기 위해서 생성한 폴더를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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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동영상 학습현황 설정하기(commons 동영상) 

[자이닉스 컨텐츠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commons에 업로드 되어 있는 동영상 목록입니다. 게시하려는 동영상이 없다면 먼

저 commons(https://kucom.korea.ac.kr)에서 동영상을 업로드합니다. 

블랙보드에 게시하려는 동영상의 [선택]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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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동영상 학습현황 설정하기(commons 동영상) 

학습 완료로 인정할 시간을 설정합니다. 

출석으로 인정할 기간을 설정합니다. 

설정한 영상을 체크하고 [생성]을 클릭합니다. 

동영상 학습현황 설정이 완료되면 [생성됨]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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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동영상 학습현황 설정하기(Youtube 동영상) 

[콘텐츠 생성]을 클릭합니다. 

[Youtube 비디오]를 클릭합니다. 

동영상 콘텐츠를 업로드 하기 위해서 생성한 폴더를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commons 이외의 동영상은 동영상을 먼저 업로드 하고 [영상 출석 설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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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창에서 동영상을 검색합니다. 

업로드하려는 동영상의 [선택]을 클릭합니다. 

11.2 동영상 학습현황 설정하기(Youtube 동영상) 

동영상의 제목과 설명을 입력합니다. 

클릭하면 Youtube 동영상이 게시됩니다. 11 



11.2 동영상 학습현황 설정하기(Youtube 동영상) 

동영상을 업로드한 폴더에서 [콘텐츠 생성 > 영상 출석 설정(그외)]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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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동영상 학습현황 설정하기(Youtube 동영상) 

학습 완료로 인정할 시간을 설정합니다. 

출석으로 인정할 기간을 설정합니다. 

설정한 영상을 체크하고 [생성]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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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동영상 학습현황 설정하기(그외 동영상) 

[콘텐츠 생성]을 클릭합니다. 

[항목]을 클릭합니다. 

동영상 콘텐츠를 업로드 하기 위해서 생성한 폴더를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commons 이외의 동영상은 동영상을 먼저 업로드 하고 [영상 출석 설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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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동영상 학습현황 설정하기(그외 동영상) 

동영상 제목을 입력합니다. 

텍스트 박스에서 [내장된 미디어 삽입/수정] 아이콘을 클릭하고 동영상을 업로드 합니다. 

클릭하면 동영상이 게시됩니다. 

동영상을 [첨부파일]로 올리면 [영상 출석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꼭 텍스트 박스에서 내장된 미디어로 삽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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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동영상 학습현황 설정하기(그외 동영상) 

동영상을 업로드한 폴더에서 [콘텐츠 생성 > 영상 출석 설정(그외)]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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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동영상 학습현황 설정하기(그외 동영상) 

학습 완료로 인정할 시간을 설정합니다. 

출석으로 인정할 기간을 설정합니다. 

설정한 영상을 체크하고 [생성]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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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동영상 학습현황 확인하기 

학생들의 동영상 학습현황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제어판 > 영상 출석 설정 > 온라인 출결 상세보기]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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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동영상 학습현황 확인하기 

학습현황을 엑셀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명을 클릭하면 해당 학생의 상세 학습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 출석 진도율(%)]을 표시합니다. 

[통과한 콘텐츠 수 / 전체 영상 출석 콘텐츠 수]를 표시합니다. 

교수자가 설정한 학습시간에 따라 [Pass/Fail]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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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Qwickly 활용하기 

교수자 및 조교로 등록된 여러 개의 코스에 공지사항, 이메일, 강의자료, 과제, 캘린더 등록을 한번

에 작업 할 수 있습니다. 

[코스]를 클릭합니다. 

[Qwickly] 모듈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Qwickly]에서 활용한 기능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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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Qwickly 활용하기(Course Availability) 

블랙보드 코스에 교수자 및 조교로 등록되어 Qwickly 기능을 활용 할 수 있는 코스 목록이 나타

납니다. 

[ON]을 클릭하여 설정을 끄면 Qwickly 기능을 해당 코스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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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Qwickly 활용하기(Post Announcement) 

공통된 공지사항을 게시할 코스를 선택합니다. 

공지사항 제목을 입력합니다. 

공지사항 내용을 입력합니다. 

공지사항 게시가 시작될 날짜를 설정합니다. 

공지사항 게시가 만료될 날짜를 설정합니다. 

공지사항을 게시하는 동시에 이메일로 공지사항 내용을 발송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발신자(교

수자)의 이메일이 블랙보드에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발송할 수 없습니다. 포털에서 이메일을 등

록해 주세요! 

클릭하면 선택한 코스에 공통된 공지사항이 게시됩니다. 

만약 선택한 코스에 공지사항 메뉴가 없다면 학생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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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Qwickly 활용하기(Send Email) 

공통된 이메일을 발송할 코스를 선택합니다. 

이메일을 수신할 사용자의 역할을 선택합니다. 

이메일을 자신에게도 발송합니다. 

이메일 제목을 입력합니다. 

이메일 내용을 입력합니다. 

이메일에 첨부할 파일을 선택합니다. 

클릭하면 선택한 코스에 공통된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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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Qwickly 활용하기(Post Content) 

공통된 콘텐츠를 게시할 코스를 선택합니다. 

콘텐츠 제목을 입력합니다. 

콘텐츠내용을 입력합니다. 

첨부할 파일을 선택합니다. 

콘텐츠를 게시할 코스 메뉴를 선택합니다. 각 코스에 동일한 이름의 메뉴가 없다면 [Post to 

different locations for different Courses]에 체크하여 메뉴를 따로 설정합니다. 

클릭하면 선택한 코스에 공통된 콘텐츠가 게시됩니다. 

[Create New Content Area]를 선택하고 [Qwickly Content]란에 

메뉴명을 입력하면 새로운 메뉴가 생성되고 그 메뉴에 콘텐츠가 게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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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Qwickly 활용하기(Post Link) 

공통된 웹링크를 게시할 코스를 선택합니다. 

웹링크 제목을 입력합니다. 

웹링크 URL 주소를 입력합니다. 

웹링크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웹링크를 게시할 코스 메뉴를 선택합니다. 각 코스에 동일한 이름의 메뉴가 없다면 [Post to 

different locations for different Courses]에 체크하여 메뉴를 따로 설정합니다. 

클릭하면 선택한 코스에 공통된 웹링크가 게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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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Qwickly 활용하기(Create Assignment) 

공통된 과제를 게시할 코스를 선택합니다. 

과제 제목을 입력합니다. 

과제 배점을 입력합니다. 

과제 마감일을 입력합니다. 

학생이 과제를 블랙보드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가져오게 할지 선택합니다.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과제에 대한 설명 및 지시사항을 입력합니다. 

과제와 관련된 파일이 있다면 첨부합니다. 

과제를 게시할 코스 메뉴를 선택합니다. 각 코스에 동일한 이름의 메뉴가 없다면 [Post to 

different locations for different Courses]에 체크하여 메뉴를 따로 설정합니다. 

클릭하면 선택한 코스에 공통된 과제가 게시됩니다. 26 



11.4 Qwickly 활용하기(Create Calendar Event) 

캘린더에 일정을 표시할 코스를 선택합니다. 

일정 제목을 입력합니다. 

일정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일정의 시작 및 종료 일자를 설정합니다. 

클릭하면 캘린더에  일정이 표시됩니다. 

      [Personal]을 선택하면 내 캘

린더에만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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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Qwickly 활용하기(Needs Grading) 

채점이 필요한 항목이 있는 코스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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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대학교육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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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tl.korea.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