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학기
『 Math 레벨업 』 수강 안내
◆ 수강 신청
1) 수강 신청 가능 기간: 2020.09.21 (월) ~ 2020.12.04 (수) 23:59까지
2) 일반수학1, 일반수학2 교과목을 듣는 학생은 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영웅스토리에 업로드를
할 예정으로 따로 영웅스토리에서 신청할 필요 없음
3) 그 밖의 수강생들은 영웅스토리로 신청을 하면, 신청 날짜별로(약 2주 간격) 센터에서
(구)이러닝에 명단을 업로드를 한 이후 (구)이러닝에서 강의 시청 가능
4) 신청 방법: 단국대 PORTAL → 웹정보(학사서비스) → 영웅스토리(학생역량관리) →
비교과프로그램 → 개인비교과 [“Math” 검색] → 희망 프로그램 [Math 레벨업1 또는 Math
레벨업2] 각 회차 클릭 및 신청

◆ 강의 시청
1) (구)이러닝에서 강의 시청
2) 강의 시청 가능 기간: 전 회차 2020.12.17 (목) 오전 11시까지
3) 일반수학1 교과목을 듣는 학생은 Math 레벨업1을 (구)이러닝에서 9/28 (월)부터 바로 시청 가능
4) 일반수학2 교과목을 듣는 학생은 Math 레벨업2을 (구)이러닝에서 9/28 (월)부터 바로 시청 가능
5) 그 밖의 수강생들은 영웅스토리로 신청을 하면, 신청 날짜별로(약 2주 간격) 센터에서
(구)이러닝에 명단을 업로드를 한 이후 (구)이러닝에서 강의 시청 가능
6) 포털 → 이러닝 → (구)이러닝캠퍼스 (http://lms.dankook.ac.kr) →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 강의실 입장 → 강좌(Math 레벨업) 클릭 → 강의 보기 →
수강 후 반드시 상단의 “학습종료” 버튼 클릭
** 동영상이 잘 안보인다면, 다음과 같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환경을 점검

*** 강의 업로드 일정
프로그램

Math
레벨업1
(일반수학1)

회차

강의 업로드 날짜

1, 2

2020.09.28 (월)

3, 4

2020.10.12 (월)

5, 6

2020.10.26 (월)

7, 8

2020.11.09 (월)

9, 10

2020.11.23 (월)

11, 12

2020.12.07 (월)

프로그램

Math
레벨업2
(일반수학2)

회차

강의 업로드 날짜

1, 2

2020.09.28 (월)

3, 4

2020.10.12 (월)

5, 6

2020.10.26 (월)

7, 8

2020.11.09 (월)

9, 10

2020.11.23 (월)

11, 12

2020.12.07 (월)

◆ 출석 확인
1) (구)이러닝캠퍼스 → 학습활동 → 출석 → 출결상태

2) 이러닝캠퍼스 출석 확인(○ , √ , △, ×)
○ : 강의기간 안에 학습시간을 충족하였으며, 수강 완료된 상태 [인정]
△ : 강의기간 이후에 수강하거나 학습시간이 부족한 경우 → 재수강하여 학습 시간을
충족하면 “○”로 변경 [미인정]
√ : 강의기간 후에 학습시간을 충족하였으며, 수강 미완료 [미인정]
× : 한번도 접속 안한 경우
※ [ ○ ] 으로 체크된 것만 출석 및 수강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3) 다음과 같은 경우 출석 시간 체크가 중지되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강 시 메인페이지 창이 다른 인터넷 페이지로 넘어간 경우
- 수강 시 메인페이지 닫을 경우
- 강의수강 중 새로고침(F5) 할 경우 출석 시간 체크 중지 됨
※ 출석이 ‘○’ 안된 경우는 재수강해야 합니다.

◆ 설문조사
1) 설문조사 기간: 2020.12.17. (목) 오후 3시까지
2) 설문조사 방법: 포털 → 웹정보(학사서비스) → 영웅스토리(학생역량관리) → 비교과프로그램
→ 개인비교과 → 개인비교과 신청내역 → 설문조사
3) (구)이러닝캠퍼스에서 강의를 다 듣고 출석으로 표기가 되더라도 11,12회차는 반드시
영웅스토리에서 설문조사에 참여를 해야지만 확인 후 출석으로 인정
4) Math 레벨업1 수강생들은 11,12회차 설문조사를 반드시 해야 출석으로 인정
5) Math 레벨업2 수강생들은 11,12회차 설문조사를 반드시 해야 출석으로 인정
6) 일반 수강생들도 11,12회차 설문조사를 반드시 해야 출석으로 인정

※ 문의사항 : 퇴계도서관 309-1호 BSM센터 (031-8005-2713) / 카카오톡: jjbs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