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수업 운영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원격수업운영 규정에 따라 온라인 기반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온라인 수업운영절차) ① 온라인 수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교원은 교수학습지원센터에 신

청한다.

  ② 온라인 수업 신청은 원격수업, 블랜디드 러닝, 플립러닝 수업으로 구분한다.  

  ③ 원격수업의 경우 전체 15차시 수업 중 70% 이상을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교과목이며, 개

강 개시일 2주 전까지 원격수업운영위원회주관 콘텐츠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블랜디드 러닝은 15차시 수업 중 70% 이내로 온라인을 운영하는 교과목이며, 이는 해당 

차시 2주전까지 콘텐츠 탑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⑤ 플립 러닝은 온라인 사전학습, 오프라인 학습자 토론 및 협력학습 진행 교과목이며, 이는 

해당 차시 2주전까지 콘텐츠 탑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3조(온라인 수업운영) ① 원격수업의 경우 매 차시 당 강의영상 재생시간 25분과 학습활동을 

포함하여 총 학습시간이 학점 당 50분 이상이어야 한다(1학점: 주당 50분, 2학점: 주당 100분, 

3학점: 주당 150분). 

② 블랜디드 러닝 교과목의 경우 영상 재생시간은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다. 총 학습시간은 학

점당 50분 이상이어야 한다. 

③ 플립러닝은 선수학습으로 영상과 다양한 학습자료 등이 가능하고 영상은 20분 이내로 한다.

④ 매 학기 강의계획서에 학습활동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학생의 학습활동은 담당 교과목 교수가 자체적으로 관리, 감독한다.

⑥ 학습시간으로 인정하는 학습활동은 아래와 같다.

     <학습시간 인정기준)

    

항목 인정 학습시간 비고

동영상 영상재생 시간

매 

차시별 

LMS 상 

등록

수업 내 보고서 작성

(계획서, 제안서, 보고서, 프로그램 설계 등)
3시간

교외 견학 보고서

(견학, 탐방, 현장 조사 등)

견학 당일 전공 교과목 

수업 인정

자료 탐구

(일기, 확인 

자료 등)

A4 10장 · PPT 20장 미만 2시간

A4 10장 · PPT 20장 이상 3시간

문제풀이
OX 퀴즈, 선다형, 단답형 1개당 5분

서술형(인문논술·수리논술) 1개당 10분

토론

주제 1개당 2시간

(모든 수강생 1회 이상 

의견 제시)

  ⑦ 교수는 온라인 수업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학사일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교수학습지원센터로 이를 알려야 한다. 교수학습지원센터는 일정과 콘텐츠 탑재 확인 

후 교무처로 온라인 수업 일정 변경을 알린다.

  제4조(출결관리 및 성적) ① 온라인 수업에 대한 출석은 출석인정 기간 동안 영상, 학습활동 



자료에 대한 학습자 참여를 출석으로 본다.

② 출결관리와 성적은 교내 출결관리 시스템, 대학포털과 연동하여 관리한다.

③ 성적평가 기준은 대학 평가 기준에 따른다.  

제5조(기타) ① 학교 정책 상 필요한 온라인 콘텐츠의 경우 콘텐트 개발·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

다.

② 학교지원을 받아 제작된 콘텐츠의 경우 저작권은 대학에 귀속된다.

③ 학교지원으로 제작된 콘텐츠를 외부에서 활용하고자 할 경우 온라인수업운영위원회의 심의

를 받아야 한다.

④ 이 지침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온라인수업운영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