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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

진행자를위한 Collaborate Ultra시작하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관한제품관리팀의특별참고사항:수업을완전히온라인
코스로진행하는학교가많아짐에따라해당팀에서는상당히증가한트래픽에대비하는

데도움이되도록몇가지예방적인인프라조치를수행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계속
면밀히모니터링하면서원활한서비스를제공하는데필요한추가단계를수행할

것입니다.

Collaborate를처음사용하거나잘기억나지않으십니까?

Class collaborateTM는교육및훈련을위해개발된간단하고편리하며신뢰할수있는웹

회의솔루션입니다.교수자가자료를활용할수있도록하십시오.강력한공동작업및
회의도구를활용하여모든사람이위치와장치와관계없이한장소에모여있는느낌이

들도록할수있습니다.

Watch a video tour

The following narrated video provides a visual and auditory representation of some of the
information included on this page. For a detailed description of what is portrayed in the
video, open the video on YouTube, navigate to More actions, and select Open transcript. 

Video: Class collaborate with the Ultra experience user interface tour shows you Class
collaborate with the Ultra experience in action.

 



브라우저지원에대한자세한내용

Collaborate의접근성에대한자세한내용

세션사용방법익히기

공동작업에딱맞는룸으로들어간다고상상해보십시오.관심을갖고캡처할수있는
도구는무한히많을수있습니다.모든교실이나스튜디오공간과마찬가지로정리정돈을
잘해야합니다.

Blackboard에서는모든기능을세가지편리한영역인미디어공간,세션메뉴및
Collaborate패널로구성했습니다.

접근가능한제품내설치및실행튜토리얼을사용하여귀중한세션시간을

절약합니다. 세션 메뉴에서 Collaborate에대해설명하기를선택하고안내할기능을
선택합니다.

Collaborate사용방법알아보기

프로필사진추가

성공적인온라인학습경험을위해모임내에서의존재감이중요할수있습니다.프로필
이미지를추가하는것만으로도학습자의온라인참여에더편안함을줄수있습니다.

1. 내설정을엽니다.프로필사진과이름을선택합니다.또는 Collaborate패널을

열고 내설정을선택합니다.
2. 프로필사진을가리켜선택합니다.
3. 이미지를업로드하거나장치카메라를사용해사진을찍으세요.모든세션에이
프로필사진을사용하도록선택할수있습니다.

PNG, JPEG및 JPG는지원되는파일형식입니다.

4. 이미지영역을조정합니다.



5. 확인을선택합니다.

Collaborate에는선택사항이저장됩니다.캐시를지우지만않으면동일한장치나
브라우저에서이동작을다시수행하지않아도됩니다.

코스대신게스트웹링크를통해참여한경우에는참여하는새세션마다이미지를
업로드해야합니다.

오디오및비디오를사용하도록설정하기

오디오및비디오는해당설정을한번이상완료해야사용할수있습니다.

일부브라우저의경우오디오를재생하려면말할계획이없더라도마이크에대한접근
권한을부여해야합니다.세션에있는다른사람들의말을들으려면브라우저에마이크에
대한접근권한을부여하십시오.

설정을마치고나면회의중언제라도마이크및비디오카메라아이콘을선택하여해당

기능을켜거나끌수있습니다.키보드에서 Alt + M을눌러마이크를켜거나끕니다. Alt +
C를눌러카메라를켜거나끕니다.

Collaborate에는선택사항이저장됩니다.캐시를지우지만않으면동일한장치나
브라우저에서이동작을다시수행하지않아도됩니다.

오디오및비디오사용에대한자세한내용

상태및피드백

상태를자리비움으로변경하거나세션에서이루어지는대화또는공유되는내용에대한

느낌을표현할수있습니다.피드백을사용하여프레젠테이션에반응하십시오.

기본영역에서프로필사진을선택합니다.

피드백이 기본영역에있는 참석자의프로필사진과함께 참석자 패널및 채팅에
나타났다가 30초후에피드백이사라집니다.



자리비움 상태는돌아올때까지유지되므로 돌아왔습니다.를선택합니다.

선택한피드백의요약이패널제목아래에나타납니다.피드백요약에는현재피드백과
피드백을사용중인참석자의수가함께표시됩니다.

참석자 패널에서피드백을통해참석자를정렬할수있습니다.예를들어,대화내용에

만족한사용자를알고싶으면 참석자 제목아래에서 만족을선택하십시오.만족한
사용자만나타납니다.

Chatbot support

Have an issue? Get support from Collaborate's chatbot during sessions. The chatbot is always on
and responds to commonly asked Collaborate questions and issues. You can ask Chatbot your
questions or select from a pre-populated list. Select Chat Support in My Settings to open the
Chatbot.

준비를마쳤습니다.

이제 Collaborate가설정되었고사용방법을숙지하였으므로사용할준비가되었습니다.

코스에서 Collaborate를사용하여학생들이가상교실에참여할수있도록하십시오.세션
예약을시작하고콘텐츠를공유하며학생들과공동작업을진행하십시오.

Collaborate정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관한제품관리팀의특별참고사항:수업을완전히온라인
코스로진행하는학교가많아짐에따라해당팀에서는상당히증가한트래픽에대비하는

데도움이되도록몇가지예방적인인프라조치를수행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계속
면밀히모니터링하면서원활한서비스를제공하는데필요한추가단계를수행할

것입니다.



Class collaborateTM는교육및훈련을위해개발된간단하고편리하며신뢰할수있는웹

회의솔루션입니다.
세션에빠르게참여하십시오.
Java나시작관리자를설치할필요가없습니다.브라우저기반세션에쉽고빠르게참여할
수있습니다.
현대적인감각의미를느껴보십시오.
세련되고직관적인인터페이스로,모든기능을손끝으로이용할수있는혼란없는환경이
지원됩니다.이것이 Ultra환경입니다.
학습에주력하십시오.
사용하기쉬운인터페이스덕분에소프트웨어를어떻게사용해야할지살펴보기보다

세션의교육목표에집중할수있습니다.



참석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관한제품관리팀의특별참고사항:수업을완전히온라인
코스로진행하는학교가많아짐에따라해당팀에서는상당히증가한트래픽에대비하는

데도움이되도록몇가지예방적인인프라조치를수행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계속
면밀히모니터링하면서원활한서비스를제공하는데필요한추가단계를수행할

것입니다.

참석자는 Ultra환경에서진행자,발표자,참가자,자막작성자가될수있습니다.

누가누가인지궁금하다면참석자패널을열어확인하십시오.

진행자

진행자는공유하고있는모든컨텐츠에대해완전한제어권한을가집니다.진행자는
참석자,발표자또는진행자를만들수있습니다.진행자는손을든통지를볼수있고손을
내릴수있습니다.또한세션에서참석자를제거할수있습니다.그러나다른진행자를
제거할수는없습니다.진행자는참여자가할수있는역할을결정하는작업을비롯하여
세션을설정할수있습니다.

진행자에대한자세한내용

발표자

발표자역할은학생이완전한진행자권한을부여받지않아도발표할수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발표자는컨텐츠를업로드,공유,편집및공유중지할수있습니다.또한
사용자가손을들었다는알림을볼수있고손을내리게할수도있습니다.

발표에대한자세한내용

참여자

참여자는참석자가세션에입장하거나세션에서떠날때또는누군가채팅에무엇인가를

게시했을때등의통지를활성화및비활성화할수있습니다.진행자는참가자가오디오



및비디오를공유하거나,채팅하거나,화이트보드또는공유파일에무언가를그리게
할지를결정합니다.

참가자에대한자세한내용

캡션작성자

캡션작성자는모국어가진행자의언어와다른학생과청각장애인또는청각에문제가

있는학생이접근가능한학습환경을제공하도록설계되었습니다.진행자가참석자에게
이역할을지정합니다.캡션작성자는대화를입력할수있는영역을제공받습니다.다른
참여자는캡션작성자가입력하는내용을실시간으로확인할수있습니다.여러언어를
위해여러캡션작성자를둘수있습니다.

자막작성자에대해자세히알아보기

참석자를찾을수있는위치

모든참석자를보려면 참석자 목록을엽니다. Collaborate패널을열고 참석자를
선택합니다.

각참가자의역할을

● 각참가자의역할을확인할수있습니다. Blackboard에서는세션에서누가무엇을
할수있는지쉽게확인할수있도록역할별로참석자를그룹화했습니다.

● 손을든참석자를확인할수있습니다.손을든참가자는역할목록상단에
나타납니다.

● 참석자상태또는피드백.
● 마이크가켜진상태의참석자.

참석자목록을살펴보거나패널상단에서 추가옵션을열고 검색을

선택하십시오. 참가자 및 발표자 목록을숨길수있습니다.

네트워크연결등자세한정보를확인하려는참석자를가리키십시오.진행자는참석자의
이름옆에있는 참석자컨트롤을선택하여 참석자를승격하거나, 음소거하거나, 제거할수
있습니다.



키보드탐색을사용하는경우에는패널상단에서 Tab키를눌러 '참석자목록에

접근하기'를찾으십시오. '참석자목록에접근하기'에초점이맞춰져있지않다면보이지
않습니다.스페이스바를눌러활성화합니다.진행자가 Tab키를사용하여각
참석자의 컨트롤 간에이동할수있습니다.

참석자패널항상열어두기

참석자 패널을항상열어둘수있습니다.다른사람들과채팅하면서동시에세션의모든
사람을확인할수있습니다.자리를비웠거나,마이크가켜졌거나,네트워크연결문제가
있는사용자를파악할수있습니다.세션에참여하여채팅하면서이모두를확인할수
있습니다.

참석자 패널을열어두려면패널을분리해야합니다.두가지방법을사용할수있습니다.

1. Collaborate패널을엽니다. 참석자 아이콘을기본영역으로끌어서놓습니다.

2. Collaborate패널을열고 참석자를선택합니다.패널상단에있는 추가옵션을

선택합니다. 패널분리를선택합니다.

모든내용을볼수있도록기본영역이조정됩니다.공유된비디오,콘텐츠,화이트보드및
애플리케이션을왼쪽으로옮겨패널을위한공간을만듭니다. Collaborate패널에는
이제 채팅, 콘텐츠공유 및 내설정 탭만있습니다.

언제든지패널을닫을수있습니다.참석자패널을선택하고 Collaborate패널로다시
끌어다놓습니다.또는참석자패널의상단에서 추가옵션을선택하고 패널병합을
선택합니다.



브라우저지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관한제품관리팀의특별참고사항:수업을완전히온라인
코스로진행하는학교가많아짐에따라해당팀에서는상당히증가한트래픽에대비하는

데도움이되도록몇가지예방적인인프라조치를수행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계속
면밀히모니터링하면서원활한서비스를제공하는데필요한추가단계를수행할

것입니다.
Collaborate Ultra를사용하려면WebRTC를지원하는최신웹브라우저가필요합니다.
Collaborate를원하는대로사용하려면특정권한이필요합니다.예를들어,오디오와
비디오를사용할수있으려면 Collaborate에카메라와마이크에액세스할수있는권한이
있어야합니다. Collaborate에서요청할때권한을부여하거나브라우저기본설정에서
권한을설정하거나두작업을모두수행합니다.
Collaborate에서는플러그인을요구하거나사용하지않습니다.지원되는브라우저중
하나만있으면됩니다.
Blackboard의브라우저지원접근방식에대해알고싶으십니까? 브라우저지원정책을
참조하십시오.

지원되는브라우저
Collaborate에서는브라우저의안정적인최신채널릴리즈두가지만지원합니다.

브라우저 데스크톱 모바일

Google ChromeTM Windows®, macOS, Ubuntu AndroidTM

Firefox®

Firefox ESR은지원되지

않음

Windows, macOS 지원되지않음

Safari® macOS 10.13이상버전 iOS® 14이상버전, iPadOS



Microso� Edge®(Chromium) Windows, macOS Android, iOS

인증된브라우저및운영체제
Class collaborate는다음과같은브라우저와운영체제의조합에대해정기적으로인증을
받고있습니다.이러한조합을통해가장강력한지원영역도알수있습니다.

브라우저 데스크톱 모바일

Google Chrome
Windows 10, 11, macOS 10.14이상

버전

Android 9이상

버전

Firefox
Windows 10, 11, macOS 10.14이상

버전
지원되지않음

Safari macOS 10.14이상버전 iOS 14이상버전

Microso� Edge(Chromium) Windows, macOS Android, iOS

macOS, iOS, iPadOS의경우각운영체제의최신주요릴리즈두가지만
인증되었습니다(각시스템에서는 Safari의안정적인최신릴리즈를사용).
Windows의경우Windows 10만인증되었습니다.
Chrome또는 Firefox는안정적인최신채널릴리즈두가지만인증되었습니다.새로운
버전의운영체제나브라우저를사용할수있게되면이전버전에대한지원은임시적인

것으로축소됩니다.
특히 iOS및 ChromeOS장치의경우제공자가날짜를설정하기도하는데,이날짜
이후에는장치를최신버전의애플리케이션및브라우저(Safari및 Chrome등)로
업그레이드할수없습니다.안타깝게도이러한부분은 Blackboard에서바꿀수없습니다.



지원되지않는 이전브라우저를계속사용하는경우에는 Collaborate사용시영향을받게
됩니다.이경우세션에참여하지못하게될수있습니다.장치의수명주기를고려할
때는 이러한영향에유의해야합니다.
Google에서는 ChromeOS장치의업데이트만료날짜를사전에게시합니다.

임시로지원되는브라우저및운영체제
다음과같은브라우저와운영체제의조합은가끔테스트됩니다.이러한조합이
지원되기는하지만사소한기능을사용할수없는경우도있으므로인증된조합을

사용하는것이가장좋습니다.

브라우저 데스크톱 모바일

Google Chrome Windows 8, macOS 10.13이상버전,
Ubuntu

Android 8, Chromebook

Firefox Windows 8, macOS 10.13이상버전  

Safari macOS 10.13이상버전 iOS 13, iPadOS

기타 Linux배포판은 Chrome및/또는 Firefox와함께사용할수도있지만테스트가
이루어지지않았으며지원도되지않습니다.
가상머신은위의운영체제와브라우저의조합중하나로작동될수있지만테스트및

지원되지는않습니다.

지원되지않는브라우저
지원되지않는브라우저가 Class collaborate에서제대로작동할수있습니다.문제가
발생하면브라우저및운영체제를최신버전으로업데이트하십시오.업데이트한후에도
여전히동일한문제가발생하는경우관리자에게 Class Collaborate & Support에서지원
사례를제출하도록요청할수있습니다.
제공자가자체브라우저및운영체제에대한지원을종료하기로결정한경우에는
Blackboard도그렇게해야합니다.



● Internet Explorer에대한지원은 Flash플러그인에대한지원이축소됨에따라

2019년 3월 21일에축소되었습니다.

● Windows 7에대한지원은Microsoft의모든지원이 2020년 1월에종료됨에따라

2021년 1월 1일에종료됩니다.

● Firefox ESR은지원되지않습니다.

애플리케이션공유
애플리케이션공유는 Chrome, Firefox, Microsoft Edge(Chromium)에서플러그인없이
사용할수있습니다.안정적인 Safari릴리즈에서는아직사용할수없지만,향후의
안정적인 Safari릴리즈에서사용할수있게될것입니다.
모바일장치및태블릿에서는애플리케이션공유를사용할수없습니다.화면이나
애플리케이션을공유하려면데스크톱컴퓨터를사용해야합니다.

비디오
비디오를공유하는경우항상비디오의미리보기가표시됩니다.이는모든브라우저와
모든장치에서동일합니다.
다른참석자가자신의비디오를공유하는경우볼수있는비디오의개수는브라우저와

장치에따라다릅니다.

● Chrome, Safari, Microsoft Edge(Chromium):최대비디오 25개(갤러리보기)

현재 iOS또는 iPadOS의 Safari®에서는갤러리보기를사용할수없습니다.

● FireFox:비디오 2개

● 250명이넘는세션:비디오 2개

지원되는해상도

● 참석자비디오:최대 640 x 360(최소 320 x 180)

● 카메라공유:최대 1280 x 720(최소 640 x 360)

카메라공유기능을사용할때는최상의경험을위해최대해상도를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카메라공유기능에대해자세히알아보십시오.

화면리더의브라우저지원
화면리더를통해최상의 Class collaborate환경을경험하려면Windows® 시스템에서는
ChromeTM 및 JAWS를사용하고, Mac®에서는 Safari® 및 VoiceOver를사용하십시오.

● Windows



o JAWS와함께 Chrome사용

● macOS

o VoiceOver와함께 Safari사용

o VoiceOver와함께 Chrome사용(임시)



Collaborate브라우저지원정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관한제품관리팀의특별참고사항:수업을완전히온라인
코스로진행하는학교가많아짐에따라해당팀에서는상당히증가한트래픽에대비하는

데도움이되도록몇가지예방적인인프라조치를수행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계속
면밀히모니터링하면서원활한서비스를제공하는데필요한추가단계를수행할

것입니다.

Class collaborate에서는지원되는모든브라우저에서일관된온라인수업및학습환경을

만들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브라우저지원

지원되는브라우저

지원의정의

지원이란지원되는브라우저의최신두버전에서 Collaborate릴리스를테스트했으며해당
버전에서만경험을확인했음을의미합니다.

전체적으로각릴리스는브라우저유형,버전및컴퓨터운영체제의순열을고려하여
수십가지의구성으로테스트됩니다. Blackboard에서설정할수있는목표는기본
브라우저의최신두버전을지원하면서합리적인릴리스주기를유지하는것입니다.더
많은버전이추가될수록테스트시간은늘어나며,이에따라나중에는모든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기능이릴리스됩니다.

대부분의경우최신두버전보다오래된일부버전을통해세션에참여할수있지만,
최상의환경이구현되지않을수있으며 Collaborate를함께사용하지못할수있습니다.

이전브라우저버전의사용자는발생하는문제에대해여전히지원요청을제출할수

있습니다. Blackboard지원팀에서는지원되는브라우저에서문제를재현하려고
시도합니다.문제가재현되지않는경우에는브라우저를최신버전으로업데이트하여
문제를해결하는것이좋습니다.

버전지원



모든브라우저에서일관된환경을제공하려는노력의일환으로 Collaborate에서는가장
안정적인최신두개의브라우저채널릴리스만지원합니다.

이전브라우저버전에서는브라우저를릴리스한회사에서해결할수있는문제또는

해결할수없는문제가발생할수있습니다.

● 성능:이전브라우저버전에서는 Collaborate의성능에영향을주는문제가발생할
수있습니다.

● 보안:이전브라우저버전에는알려진보안문제및결함이있을수있습니다.
이러한문제는악용될수있으며 Blackboard와사용자를위험에처하게합니다.

● 오래된기술:이전브라우저버전은오래되어 Collaborate에필요한기술과기능이
없을수있습니다.

브라우저회사에서는최신릴리스에서문제를해결하고결국에는이전버전에대한

지원을중단하는경우가많습니다.따라서 Collaborate에서는지원되는브라우저의가장
안정적인최신두버전을테스트하고확인합니다.

비활성화된버전

일부이전브라우저로는 Collaborate에접근할수없도록해야하는경우도있습니다.
Blackboard에서는브라우저를업그레이드하는워크로드가교육기관을나타낼수있다는
점을이해하고있으므로이러한결정을결코가볍게내리지않으며,최대한미리경고를
제공합니다.이러한결정은브라우저가심각한문제를일으키는경우에만내려집니다.

● 사용자환경이일관되지않은경우 -사용자가다른브라우저에서중요한기능을
사용할수없음

● 사용자가세션에온전히참여할수없도록연결이끊기는비율이높은경우

● 이전브라우저에서해결하거나해결방법을찾지못한중요한문제가최신

브라우저버전에서해결된경우

● 잠재적인보안위험이있는경우

전체교육기관의브라우저를업그레이드해야하는것은불편할수있지만,
Blackboard에서브라우저를비활성화하는것은언제나궁극적으로사용자가이
브라우저에서상당히나쁜사용자경험을하는상황에처하지않도록하기위함입니다.



사용방법익히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관한제품관리팀의특별참고사항:수업을완전히온라인
코스로진행하는학교가많아짐에따라해당팀에서는상당히증가한트래픽에대비하는

데도움이되도록몇가지예방적인인프라조치를수행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계속
면밀히모니터링하면서원활한서비스를제공하는데필요한추가단계를수행할

것입니다.

Collaborate사용방법을알아보십시오. Blackboard에서는모든기능을세가지편리한
영역인콘텐츠프레젠테이션영역,세션메뉴및 Collaborate패널로조직화했습니다.

콘텐츠프레젠테이션영역

Collaborate의콘텐츠프레젠테이션영역,미디어공간또는기본영역에는세션콘텐츠가
표시됩니다.이공간의크기는어떤화면크기에서나딱맞는전체화면환경을
조성하도록최대화됩니다.

초점을전환하려면화면속화면창을선택하십시오.기본화면이화면속화면이되고,
화면속화면이기본화면이됩니다.

공유된콘텐츠가없으면참석자비디오와프로필사진이표시됩니다.표시할비디오의
수와그러한비디오를 갤러리보기, 타일식보기 및 발표자보기에서얼마나눈에띄게
할지를결정합니다.

현재 iOS또는 iPadOS의 Safari®에서는갤러리보기를사용할수없습니다.

표시되는비디오의수는 브라우저,장치및세션크기에대한지원에따라다릅니다.
또한 세션메뉴 또는 Collaborate패널을열어놓은경우에는더적은수의비디오가
표시됩니다.

갤러리보기



발표자보기

타일식보기

참가할때보게되는기본보기는 발표자보기입니다.보기사이를전환하려면화면
오른쪽상단의 보기변경 버튼을선택합니다.

참석자가비디오를켜놓지않았다면참석자의프로필사진이비디오공간에대신
표시됩니다.

콘텐츠프레젠테이션도구

콘텐츠프레젠테이션영역에나타나는도구는 해당순간에세션에서진행되고있는
작업과직접적으로연관되어있으며,진행자가설정한권한에따라달라지기도합니다.

도구 설명

오디오 오디오를켭니다.마이크아이콘에선이그어져있으면마이크가꺼져

있는것입니다.오디오를켜려면 오디오 공유를선택합니다.

키보드에서 Alt + M을눌러마이크를켜거나끕니다.

비디오
비디오를켜십시오.카메라에선이그어져있으면마이크가꺼져있는

것입니다.비디오를켜려면 비디오공유를선택합니다.

키보드에서 Alt + C를눌러카메라를켜거나끕니다.



손들기
질문에답하거나다른진행자의주의를끌려면손을드십시오. 손들기를

선택합니다.

키보드에서 Alt + H키를누릅니다.

Collaborate
패널 Collaborate패널을엽니다.

세션메뉴
세션메뉴를엽니다.

화자팔로우

보기 화자팔로우보기로전환합니다.

그리드보기
그리드보기로전환합니다.

그림속그림
화면의초점을변경합니다.기본화면에공유컨텐츠가있으면화자

보기로전환됩니다.그림속그림을선택하면해당콘텐츠가기본화면에

표시됩니다.

상태

상태를자리비움으로표시합니다.아바타이미지옆에있는녹색확인

표시를가리켜 자리비움으로설정을선택합니다.자리로

돌아오면 돌아왔습니다를선택합니다.

세션도중피드백을제공하기위해상태를업데이트할수도있습니다.

세션메뉴



세션메뉴는고급세션동작과정보가통합된공간입니다.화면상단왼쪽에있는세션
메뉴버튼을사용하여이공간을열수있습니다.

세션메뉴도구

세션동안한두번정도만사용하는도구및기능은여기에서편리하게그룹화됩니다.

도구 설명

레코딩시작
진행자가세션메뉴에서세션레코딩을시작할수있습니다.

전화사용 세션동안오디오용으로전화기를사용하도록전화번호및

고유한 PIN을확보합니다.

문제신고하기
세션문제를보고합니다.

도움말 help.blackboard.com의 Class collaborate도움말로

이동하십시오.



Collaborate사용법

알아보기 Collaborate사용법에대한튜토리얼을엽니다.

세션나가기 세션을종료하고간단한설문조사를완료하여경험에대해

말씀해주십시오.

닫기
세션메뉴를닫습니다.

Collaborate패널

Collaborate패널은더나은세션경험을제공합니다.이제한곳에서유용한 Collaborate
도구를사용하여다른참석자와상호작용할수있습니다.

Collaborate패널도구

도구 설명



채팅

세션에서모든사람과채팅합니다. Collaborate패널을열고 채팅

열기를선택합니다.

진행자는채팅을끌수있습니다.

Collaborate(Ultra)의이모티콘팩에서는다양한이모티콘및유니코드 8

문자를지원합니다.

사람이모티콘에서지원되는 5가지피부색중하나를사용해보십시오.

입력할때이모티콘에밑줄,색및지원되는색번호(1~5)를추가합니다.

이모티콘텍스트의양쪽끝에콜론을입력하는것을잊지마십시오.

예: :wave_tone5:

Collaborate의채팅내역에는어느시간을선택하든지 50개의메시지만

표시됩니다.

참석자패널 참석자목록을확인합니다. Collaborate패널을열고 참석자목록

열기를선택합니다.

콘텐츠

공유하기

진행자와발표자는빈화이트보드,애플리케이션, PDF,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및이미지를 GIF, JPEG및 PNG형식으로

공유할수있습니다.

내설정
프로필이미지를추가하고,오디오및비디오를설정하고,통지를

지정합니다. Collaborate패널을열고 내설정을선택합니다.이미

사용한이름또는이메일주소는변경할수없습니다.

닫기 Collaborate패널을닫습니다.



화이트보드

공유
진행자와발표자는 컨텐츠공유 패널에서빈화이트보드를공유할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공유
진행자와발표자는 컨텐츠공유 패널에서전체데스크탑또는열려

있는단일애플리케이션을공유할수있습니다.

파일공유 진행자와발표자는 PDF,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및이미지를 GIF,

JPEG및 PNG형식으로공유할수있습니다.

설문조사
진행자가세션도중설문조사를시작하고실행할수있습니다.

브레이크아웃

그룹 진행자가브레이크아웃그룹을시작하고실행할수있습니다.

타이머
진행자는타이머작동을시작할수있습니다.

옵션
참석자옵션메뉴를엽니다.

보조기술을사용하여 Collaborate탐색하기

보조기술을사용하여 Collaborate를탐색하는방법자세히알아보기

스케줄러



Class collaborate에처음접근하면 Ultra환경에서세션을예약하고녹화물을볼수있는
직관적인디자인이펼쳐집니다. Blackboard에서는이를 Collaborate스케줄러라고합니다.

Collaborate스케줄러는 Blackboard Learn및 LTI호환 LMS코스에서사용하거나웹
링크에서바로사용할수있습니다. Collaborate스케줄러는 Blackboard Open LMS
Collaborate활동모듈에서는사용할수없습니다.

세션의날짜를설정하고시작및중단시간을지정한다음,학생에게해당세션을찾는
방법을알려주십시오.

스케줄러또는세션목록에서다음내용을확인할수있습니다.

● 코스룸:페이지의시작부분이코스룸입니다.코스룸은코스전용의공개
세션입니다.

이는코스내부에서 Collaborate로이동할때만사용할수있습니다.

● 세션생성:새세션을생성할수있습니다.생성한세션은코스룸과 세션생성 버튼
다음에나타납니다. 

● 세션옵션: 세션옵션 메뉴를열어세션에참여하거나세션을수정또는삭제할수
있습니다.게스트링크를복사하고이세션에대한보고서를볼수도있습니다.

● 메뉴:메뉴를열어세션의목록과세션녹화물의목록간에전환할수있습니다.



세션참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관한제품관리팀의특별참고사항:수업을완전히온라인
코스로진행하는학교가많아짐에따라해당팀에서는상당히증가한트래픽에대비하는

데도움이되도록몇가지예방적인인프라조치를수행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계속
면밀히모니터링하면서원활한서비스를제공하는데필요한추가단계를수행할

것입니다.

학생들과온라인으로만나십시오.

교육기관에따라웹링크,코스,휴대폰에서바로세션에참여할수있습니다.

● 웹링크의경우:관리자가진행자에게개별세션에참여하거나 Collaborate

스케줄러에로그인할수있는링크를전송했습니다.브라우저에서링크를열고

세션에참여하거나 스케줄러에로그인합니다

● 코스의경우:코스내에서 Collaborate를엽니다.그러면 Collaborate가학습관리
시스템에서열립니다.

● 휴대폰의경우:교육기관에서전화통신기능을제공하는경우이를사용하여다른
사용자와커뮤니케이션할수있습니다.

● Blackboard Instructor앱의경우:링크가코스에서제공되는경우 Blackboard
Instructor에서세션을시작할수있습니다.

링크의경우

관리자가세션에참여하거나 스케줄러에로그인할수있는링크를제공할수있습니다.이
링크를받으면진행자권한이부여된것입니다.

세션역할에대해자세히알아보기

브라우저에서링크를여십시오.화면리더를통해최상의 Class collaborate환경을
경험하려면Windows® 시스템에서는 ChromeTM 및 JAWS를사용하고, Mac®에서는

Safari® 및 VoiceOver를사용하십시오.



페이지가로드되면이름을입력하고 세션참여를선택합니다.

세션에처음참여하는경우오디오및비디오설정을완료하고프로필사진을

추가하십시오.전화통신기능이활성화되어있다면이를사용하여다른사용자와
커뮤니케이션할수있습니다.

모바일장치사용자는앱에서세션에참여하는경우오디오커뮤니케이션을위해원격
회의를사용할수없습니다.이는앱에서기본적으로세션오디오를사용하기때문입니다.

스케줄러또는웹링크에서참여하는방법자세히알아보기

코스의경우

코스에 Collaborate가있는경우,코스에서직접코스룸에참여하거나새세션을만들수
있습니다.세션의내용은교수자에게달려있습니다.세션은일대일세션,학급강의또는
학생이스터디그룹세션을주관하기위한장소가될수있습니다.

코스에서 Collaborate로이동합니다.세션이름을선택하고참여옵션을 선택합니다.

교육기관에서제공하는경우전화번호를사용하여세션에익명으로참여할수있습니다.
자세히알아보려면 휴대폰에서세션참여를참조하십시오.

Blackboard Learn코스에서참여

다른코스에서참여

휴대폰의경우

교육기관에서전화통신기능을제공하는경우이를사용하여다른사용자와

커뮤니케이션할수있습니다.

세션에연결하기위해 Blackboard Student또는 Blackboard Instructor앱을사용중인
모바일장치사용자는세션중에커뮤니케이션을위해앱오디오와원격모임전화접속을
동시에사용할수없습니다.



세션에는최대 25명의참석자가휴대폰으로전화를걸수있습니다.최대전화접속
참석자수에도달하면추가로다른사람이전화를걸수없습니다.

전화접속을사용할수있는 Collaborate세션에전화를거는방법으로는세가지방법이
있습니다.

● 세션에서전화걸기: 브라우저에서세션에참여했으며휴대폰을사용하여

오디오를들으려는경우 세션 메뉴를열고 휴대폰을사용하여오디오듣기를
선택합니다.나열된번호를선택하고임시 PIN(개인식별번호)을입력합니다.

iPhone에서는 PIN이자동으로입력되므로이를먼저받아적을필요가없습니다.

이개인 PIN을사용하면세션에자신이나타납니다.이 PIN은개인계정과
연결되어있습니다.누구와도이를공유하지마십시오.

● 세션목록에서전화걸기: 전화를걸세션의이름을선택합니다.메뉴에서 익명

전화접속 정보를선택합니다.장치에서세션에전화를겁니다.그러면세션에서
다른참석자에게익명통화자로나타납니다. 

● 수신한전화접속정보로전화걸기: 해당번호로전화를걸고수신한 익명전화

접속 PIN을입력합니다.그러면세션에서다른참석자에게익명통화자로
나타납니다. 

제공된번호가아닌다른번호가필요하십니까?아니면 Collaborate원격회의기능에대해

자세히알아보시겠습니까? Collaborate원격회의를참조해주십시오.

Blackboard Instructor앱의경우

Blackboard Instructor는교수자가코스콘텐츠를확인하고,과제를채점하고,학생들과
토론하고, Class collaborate세션을시작할수있도록돕는모바일앱입니다.이앱은 iOS및
Android모바일장치에서사용할수있습니다.

링크가코스내에서제공되는경우사용자는 Blackboard Instructor에서 Collaborate Ultra
세션을시작할수있습니다.사용자는세션에참여할수있도록웹브라우저로
이동됩니다.



Blackboard Instructor정보및다운로드



스케줄러에서세션예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관한제품관리팀의특별참고사항:수업을완전히온라인
코스로진행하는학교가많아짐에따라해당팀에서는상당히증가한트래픽에대비하는

데도움이되도록몇가지예방적인인프라조치를수행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계속
면밀히모니터링하면서원활한서비스를제공하는데필요한추가단계를수행할

것입니다.
관리자가세션에참여하거나 Collaborate 스케줄러에로그인할수있는링크를전송할수
있습니다.이링크를받으면진행자권한이부여된것입니다.
세션역할에대해자세히알아보기

브라우저에서링크를여십시오.
화면리더를통해최상의 Class collaborate환경을경험하려면Windows® 시스템에서는
ChromeTM 및 JAWS를사용하고, Mac®에서는 Safari® 및 VoiceOver를사용하십시오.
페이지가로드되고나면세션에참여하거나 스케줄러에로그인합니다.
Class collaborate에처음접근하면 Ultra환경에서세션을예약하고녹화물을볼수있는
직관적인디자인이펼쳐집니다. Blackboard에서는이를 Collaborate스케줄러라고합니다.
Collaborate스케줄러는 Blackboard Learn및 LTI호환 LMS코스에서사용하거나웹
링크에서바로사용할수있습니다. Collaborate스케줄러는 Blackboard Open LMS
Collaborate활동모듈에서는사용할수없습니다.
세션의날짜를설정하고시작및중단시간을지정한다음,학생에게해당세션을찾는
방법을알려주십시오.
스케줄러또는세션목록에서다음내용을확인할수있습니다.

● 코스룸:페이지의시작부분이코스룸입니다.코스룸은코스전용의공개

세션입니다.

이는코스내부에서 Collaborate로이동할때만사용할수있습니다.

● 세션생성:새세션을생성할수있습니다.생성한세션은코스룸과 세션생성 버튼

다음에나타납니다. 

● 세션옵션: 세션옵션 메뉴를열어세션에참여하거나세션을수정또는삭제할수

있습니다.게스트링크를복사하고이세션에대한보고서를볼수도있습니다.

● 메뉴:메뉴를열어세션의목록과세션녹화물의목록간에전환할수있습니다.

세션필터링및검색하기
표시되는세션의목록을모든예정된세션,모든이전세션및특정날짜범위의세션으로
필터링할수있습니다.필터를사용하면원하는세션을찾는데도움이됩니다.



찾고있는세션의이름을알고있으면 세션검색을선택하고세션이름을입력합니다.

세션참여
각세션에서사용자를확인하는데도움이되도록 Class collaborate(Ultra)에서고유한세션
링크가생성됩니다.각링크는개별세션및해당세션의특정사용자와연결됩니다.즉,
링크는그순간해당사용자에게만작동합니다.따라서세션에다시참여하기위해이
링크를사용할수도,다른사용자와링크를공유할수도없습니다.세션링크는 5분후에
만료됩니다.
교육기관에서전화통신기능을제공하는경우이를사용하여다른사용자와

커뮤니케이션할수있습니다.자세히알아보려면 Collaborate원격모임으로참여하기를
참조하십시오.

1. 스케줄러에서참여할세션을선택합니다.

2. 세션참여를선택합니다.

세션만들기

스케줄러 세션목록에서 세션생성을선택합니다. 세션생성 패널은탭별로조직화되어
있습니다.
표시되는탭은코스내부에서세션을생성하는지여부에따라달라집니다.세션을생성할
때는이벤트세부사항만있으면됩니다.다른탭은선택사항입니다.

●

 이벤트세부사항:세션에필요한기본정보입니다. 이벤트세부사항에대해

자세히알아보기.

●

 초대:원하는경우이메일초대를특정참석자에게보냅니다. 초대에대해자세히

알아보기.

이기능은스케줄러웹페이지에서만사용할수있습니다. LMS코스내부에서는
초대를보낼수없습니다.

●

 세션설정:원하는경우사용자가녹화물을다운로드하고오디오나비디오를

공유하고채팅메시지를게시하는등의작업을수행할수있는지여부를

결정합니다. 세션설정에대해자세히알아보기.

●



 출석보고:원하는경우세션출석데이터를 Blackboard Learn코스에서

공유합니다. 출석보고에대해자세히알아보기.

이기능은 Blackboard Learn에서만사용할수있습니다.

이벤트세부사항
이벤트세부사항으로는세션의이름,날짜및시간등이있습니다.세션이 개방형인지
또는 반복되는지를결정하십시오.
12시간넘게지속되는세션은 연결이끊어집니다. 또한녹화는 8시간으로제한됩니다.
의미있는이름을지정하여참석자가세션의목적을알수있도록하십시오.
Collaborate에서는세션시작및종료시간으로사용자컴퓨터의현지시간대를
사용합니다.
이벤트세부사항 탭에서게스트접근을허용할수도있습니다.

반복세션수정하기

반복세션은시리즈의첫번째세션을기반으로합니다.전체시리즈의시간을변경하려면
첫항목에서업데이트하십시오.개별항목을업데이트할수도있습니다.

1. 스케줄러에서반복세션을찾습니다.

2. 세션을펼쳐서모든항목을확인합니다.

3. 세션옵션메뉴를선택하고 항목수정을선택합니다.

4. 항목을수정하고저장합니다.

매우오랫동안실행된세션의연결이자동으로끊어짐

기본적으로 12시간넘게지속되는세션은연결이끊어집니다.종료날짜가없는경우를
포함하여시간에관계없이세션을예약할수있지만한번에세션에서 12시간넘게머무는
경우는일반적이지않습니다.이경우에는의도치않은상황으로간주되어룸의연결이
끊어집니다.참석자는필요하면세션에다시참여할수있습니다.

게스트접근
게스트는세션에로그인하거나코스에등록하여세션에참여할필요가없는

참석자입니다.게스트는인증이필요없습니다.
게스트접근을허용하면세션에게스트링크를사용할수있습니다.이링크는링크를
가지고있는누구나사용하고공유할수있는공개링크입니다.게스트링크가있는
사용자는누구나세션에참여할수있습니다.



게스트접근은인증된참석자에대한접근을제한하기위해기본적으로꺼져있습니다.
세션의보안을유지하려면게스트링크를사용하지마십시오.
세션보안에대해자세히알아보기

게스트접근을허용한후에는게스트에게부여할권한에따라게스트의역할을

선택하십시오. 게스트에게역할과권한을할당하기전에다양한역할과권한을이해해야
합니다.
역할및권한에대해자세히알아보기

참석자가세션에서원격모임을진행할수있도록허용하는경우익명전화접속정보도

사용할수있습니다.게스트링크와마찬가지로,전화접속정보를가지고있는모든
사용자가이정보를사용할수있습니다.또한참석자가익명으로유지되므로참석자가
누구인지알수없습니다.세션의보안을유지하려면익명전화접속정보를공유하지
마십시오.참석자는여전히원격모임을진행할수있지만참석자를인증하는전화접속
정보를사용합니다.
Collaborate원격모임에대해자세히알아보기

게스트접근제거하기

게스트접근을허용하고나중에변경하는경우세션의 이벤트세부사항 탭에서 게스트

접근 확인란의선택을취소합니다.이전에공유했던게스트링크는더이상작동하지
않습니다.세션은여전히활성상태이지만게스트링크가끊어져있습니다.참석자는코스
또는 이메일초대를통해참여해야합니다.

그룹세션
그룹세션을통해비판적사고,문제해결,적응성및커뮤니케이션능력을높이십시오.
그룹세션을설정하는방법에는세가지가있습니다.

● 브레이크아웃그룹:공동작업시세션중에 브레이크아웃그룹을사용할수

있습니다.

● 여러세션: 여러세션을생성합니다.예를들어학생들이가상스터디룸으로

사용할수있도록여러세션을동시에실행하려는경우서로다른그룹이참여할수

있도록여러세션을생성할수있습니다.

● 코스그룹도구: 장기적인그룹과제용인경우코스에서그룹을생성하고

Collaborate세션에대한접근권한을부여합니다.

참석자초대하기



세션을선택하여세션의세부정보를여십시오.세션에참여하거나세션을공유하는데
필요한정보는세션명바로다음에있습니다. 
다음과같은두가지방식으로사용자를초대할수있습니다.

● 공개게스트링크보내기

● 개인초대보내기

LMS(학습관리시스템)코스에서는세션으로초대를보낼수없습니다.코스를등록한
모든사용자는세션에접근할수있습니다.코스에없는사람을초대하려면게스트링크를
보내십시오.

게스트링크
게스트링크는누구든지사용및공유할수있는공개링크입니다.
세션의보안을유지하려면게스트링크를사용하지마십시오.자세한내용은 세션보안을
참조하십시오.
게스트접근은기본적으로꺼져있습니다.게스트접근을켜려면 게스트접근 확인란의
선택을취소합니다. 
게스트링크의사본을복사하여학생이나다른게스트에게보내십시오.
세션링크가길면전송시손상될수있습니다.따라서 URL단축
서비스(예: TinyURLTM 또는 Bitly)를사용하여세션에대해짧은별칭을생성합니다.

이링크를통해참여하는사람은모두똑같은게스트역할로참여하게됩니다.게스트가
참가자,발표자또는진행자로참여할지결정합니다.
어떤사람에게어떤권한을부여해야할지잘모르시겠습니까?걱정하지마십시오.강의
도중에도권한을설정할수있습니다.
게스트를진행자로설정하기전에다양한역할을이해해야합니다.모든진행자는세션
전체를컨트롤할수있는권한을갖습니다.
역할및권한에대해자세히알아보기

초대
LMS(학습관리시스템)와통합된 Collaborate를사용하고있지않은경우에는개인적으로
초대를보내십시오. 
이기능은스케줄러웹페이지에서만사용할수있습니다. LMS코스내부에서는초대를
보낼수없습니다. 대신게스트링크를보내십시오.
진행자로초대받은사람은세션전체를컨트롤할수있는권한을갖게되며,이메일을
통해녹화물링크도받게됩니다.

1. 초대에서 초대옵션 메뉴를 선택합니다.

2. 참석자초대를선택합니다.



3. 참석자의이름과이메일을입력합니다.

4. 참석자에게부여할역할을선택합니다.

5. 세션에추가를선택합니다.

참석자일괄초대하기
쉼표로구분된(CSV)파일을생성하고한번에최대 500명의참석자를초대할수
있습니다.
Collaborate세션에서는한번에최대 250명의참석자를지원합니다.관리자는웹세미나
모드를켜서최대 500명의참석자가참여하는대규모세션을지원할수있습니다.
세션에서지원하는인원보다더많은참석자를초대하는경우초대된사람중일부는
참여할수없게됩니다.
CSV로시작하고, CSV파일을 500명의참석자로제한하십시오. CSV파일에서는다음
순서대로아래와같은필드를사용해야하며,아래와같이작성된열머리글을사용해야
합니다.

● displayName(필수)

● email(필수)

● role(선택사항)

o moderator

o presenter

o participant

role이비어있으면기본적으로참가자가할당됩니다.
CSV열머리글은여기에나와있는것과정확히똑같이작성되어야합니다.예를들어
'Display Name'이아니라 'displayName'이사용되어야합니다.또한머리글은영어로되어
있어야합니다.번역된머리글은작동하지않습니다.

파일업로드하기

1. 세션설정에서 초대를선택합니다.

2. 참석자가져오기를선택합니다.

3. 새참석자가져오기를선택하고 CSV파일을찾은다음, 업로드를선택합니다.

4. 문제가없으면 확인을선택하여참석자업로드를마칩니다.오류가발생하면 CSV

파일에서오류를해결하고파일을다시업로드합니다.



5. 세션에추가를선택합니다.

6. 저장을선택하여초대를보냅니다.

초대이메일
Collaborate에서는참석자만사용할수있는고유한세션링크등참석자가세션에
참여하는데필요한모든내용이담긴개인초대장을이메일로보냅니다.

● 세션정보

● 참여할고유세션링크

두사람이동일한초대링크를사용할수는없습니다.링크는초대된참석자마다
고유합니다.

● 전화접속정보(사용할수있는경우)

참석자가세션이름을통해세션의목적을분명하게알수있도록하십시오.
참석자가초대장을받지못했거나분실한경우초대장을다시보낼수있습니다.또한
초대한참석자를삭제할수도있습니다.그러면해당참석자는고유한링크를통해참여할
수없게되지만,게스트링크로는계속참여할수있습니다.
초대장은수정할수없습니다.초대장에서이메일주소와같은내용을변경해야하는경우
초대장을삭제하고새초대장을만드십시오. 
등록된사용자(Collaborate에사용자계정이있는사용자)를초대하려면 등록된사용자

검색을선택하십시오.
 

초대제거하기

세션의 초대 패널에서개인또는모든사용자에대한초대를제거할수있습니다.

● 개인:초대를취소할참석자를찾아 초대제거를선택합니다.

● 모든사용자: 초대옵션 메뉴를열고 모든초대제거를선택합니다.



Blackboard Learn에서세션예약하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관한제품관리팀의특별참고사항:수업을완전히온라인
코스로진행하는학교가많아짐에따라해당팀에서는상당히증가한트래픽에대비하는

데도움이되도록몇가지예방적인인프라조치를수행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계속
면밀히모니터링하면서원활한서비스를제공하는데필요한추가단계를수행할

것입니다.

Class collaborate에접근하기

어렵게느껴지십니까? 코스에서 Class collaborate를찾는방법에대한 "Ultra"도움말로
이동합니다.
관리자는 Class collaborate(Ultra)를 Blackboard Learn코스에추가할수있습니다. 코스

도구에서 Class collaborate를찾을수있습니다.
전용코스룸이제공되며,원하는수만큼새세션을예약할수있습니다.

세션필터링및검색하기
표시되는세션의목록을모든예정된세션,모든이전세션및특정날짜범위의세션으로
필터링할수있습니다.필터를사용하면원하는세션을찾는데도움이됩니다.
찾고있는세션의이름을알고있으면 세션검색을선택하고세션이름을입력합니다.

세션참여
각세션에서사용자를확인하는데도움이되도록 Class collaborate(Ultra)에서고유한세션
링크가생성됩니다.각링크는개별세션및해당세션의특정사용자와연결됩니다.즉,
링크는그순간해당사용자에게만작동합니다.따라서세션에다시참여하기위해이
링크를사용할수도,다른사용자와링크를공유할수도없습니다.세션링크는 5분후에
만료됩니다.
교육기관에서전화통신기능을제공하는경우이를사용하여다른사용자와

커뮤니케이션할수있습니다.자세히알아보려면 Collaborate원격모임으로참여하기를
참조하십시오.

1. 스케줄러에서참여할세션을선택합니다.

2. 세션참여를선택합니다.



세션중에코스보기
Collaborate세션은브라우저설정에따라새창이나탭에서열립니다.세션중에코스
콘텐츠를보려면코스탭이나창으로이동합니다.

코스룸
코스룸은코스전용의공개세션입니다.
이를통해코스에서 Collaborate Ultra환경을보다쉽게사용할수있습니다.또한사용자
및학생들은수업또는즉석회의를위한편리한시작지점을얻을수있습니다.
코스룸은기본적으로켜져있지만끌수도있습니다.자세한내용을알아보려면 코스룸
끄기를참조하십시오.
코스에서 Class collaborate가어디에있는지모르시겠습니까? 세션참여를참조하고
LMS를선택하십시오.
세션이름또는 세션옵션 메뉴를선택하여세션에참여합니다.그러면다음과같이
세션에참여하는데필요한정보가담긴패널이열립니다.

● 세션참여링크가계정에연결되었습니다.이링크를선택하여세션을엽니다.각

링크는개별세션과해당세션의사용자에게고유하게생성됩니다.즉,링크는해당

세션의사용자자신에게만작동합니다.따라서세션에다시참여하기위해이

링크를사용할수도,다른사용자와링크를공유할수도없습니다.세션링크는 5분

후에만료됩니다.

● 전화접속정보(가능한경우)

전용코스룸끄기
학생들이공개코스룸세션을보거나해당세션에참여하지못하게하려면코스룸을

끄면됩니다.

1. 코스룸의 더보기 메뉴를엽니다.

2. 코스룸잠금을선택합니다.

코스룸이비활성화되면교수자를비롯하여누구도코스룸에참여할 수없습니다.

코스룸이보이지않거나열리지않으면관리자가코스룸을비활성화한것입니다.



제가없어도학생들이룸을사용할수있습니까?
예.룸은끌때까지켜져있습니다.자세한내용을알아보려면 코스룸끄기를
참조하십시오.

코스룸이있는경우새세션을생성해야하는이유는

무엇입니까?
코스룸이있는경우예약된세션을생성해야하는여러가지이유가있습니다.두가지
예를들면다음과같습니다.

● 공개된세션: 코스룸이잠금해제된경우누구나언제든지세션에참여할수

있습니다.학생을세션에참석시키기위해교수자가출석해야할필요는없습니다.

학생을공개되지않은세션에참여시키지않으려면코스룸을잠그고예약된

세션을생성합니다.

● 한번에여러세션실행: 예를들어학생들이가상스터디룸으로사용할수있도록

여러세션을동시에실행하려는경우서로다른그룹이참여할수있게여러세션을

생성할수있습니다.

세션생성및편집

스케줄러 세션목록에서 세션생성을선택합니다. 세션생성 패널은탭별로조직화되어
있습니다.
표시되는탭은코스내부에서세션을생성하는지여부에따라달라집니다.세션을생성할
때는이벤트세부사항만있으면됩니다.다른탭은선택사항입니다.

●

 이벤트세부사항:세션에필요한기본정보입니다. 이벤트세부사항에대해

자세히알아보기.

●

 초대:원하는경우이메일초대를특정참석자에게보냅니다. 초대에대해자세히

알아보기.

이기능은스케줄러웹페이지에서만사용할수있습니다. LMS코스내부에서는
초대를보낼수없습니다.

●



 세션설정:원하는경우사용자가녹화물을다운로드하고오디오나비디오를

공유하고채팅메시지를게시하는등의작업을수행할수있는지여부를

결정합니다. 세션설정에대해자세히알아보기.

●

 출석보고:원하는경우세션출석데이터를 Blackboard Learn코스에서

공유합니다. 출석보고에대해자세히알아보기.

이기능은 Blackboard Learn에서만사용할수있습니다.

이벤트세부사항
이벤트세부사항으로는세션의이름,날짜및시간등이있습니다.세션이 개방형인지
또는 반복되는지를결정하십시오.
12시간넘게지속되는세션은 연결이끊어집니다. 또한녹화는 8시간으로제한됩니다.
의미있는이름을지정하여참석자가세션의목적을알수있도록하십시오.
Collaborate에서는세션시작및종료시간으로사용자컴퓨터의현지시간대를
사용합니다.
이벤트세부사항 탭에서게스트접근을허용할수도있습니다.

반복세션수정하기

반복세션은시리즈의첫번째세션을기반으로합니다.전체시리즈의시간을변경하려면
첫항목에서업데이트하십시오.개별항목을업데이트할수도있습니다.

1. 스케줄러에서반복세션을찾습니다.

2. 세션을펼쳐서모든항목을확인합니다.

3. 세션옵션메뉴를선택하고 항목수정을선택합니다.

4. 항목을수정하고저장합니다.

매우오랫동안실행된세션의연결이자동으로끊어짐

기본적으로 12시간넘게지속되는세션은연결이끊어집니다.종료날짜가없는경우를
포함하여시간에관계없이세션을예약할수있지만한번에세션에서 12시간넘게머무는
경우는일반적이지않습니다.이경우에는의도치않은상황으로간주되어룸의연결이
끊어집니다.참석자는필요하면세션에다시참여할수있습니다.

게스트접근



게스트는세션에로그인하거나코스에등록하여세션에참여할필요가없는

참석자입니다.게스트는인증이필요없습니다.
게스트접근을허용하면세션에게스트링크를사용할수있습니다.이링크는링크를
가지고있는누구나사용하고공유할수있는공개링크입니다.게스트링크가있는
사용자는누구나세션에참여할수있습니다.

게스트접근은인증된참석자에대한접근을제한하기위해기본적으로꺼져있습니다.
세션의보안을유지하려면게스트링크를사용하지마십시오.
세션보안에대해자세히알아보기

게스트접근을허용한후에는게스트에게부여할권한에따라게스트의역할을

선택하십시오. 게스트에게역할과권한을할당하기전에다양한역할과권한을이해해야
합니다.
역할및권한에대해자세히알아보기

참석자가세션에서원격모임을진행할수있도록허용하는경우익명전화접속정보도

사용할수있습니다.게스트링크와마찬가지로,전화접속정보를가지고있는모든
사용자가이정보를사용할수있습니다.또한참석자가익명으로유지되므로참석자가
누구인지알수없습니다.세션의보안을유지하려면익명전화접속정보를공유하지
마십시오.참석자는여전히원격모임을진행할수있지만참석자를인증하는전화접속
정보를사용합니다.
Collaborate원격모임에대해자세히알아보기

게스트접근제거하기

게스트접근을허용하고나중에변경하는경우세션의 이벤트세부사항 탭에서 게스트

접근 확인란의선택을취소합니다.이전에공유했던게스트링크는더이상작동하지
않습니다.세션은여전히활성상태이지만게스트링크가끊어져있습니다.참석자는코스
또는 이메일초대를통해참여해야합니다.
어렵게느껴지십니까? 세션추가에대한 "Ultra"도움말로이동합니다.
Class collaborate Ultra 도구를사용하는경우코스콘텐츠에직접 Class collaborate를
추가할수있습니다.

1. 콘텐츠영역에서 도구 및 추가도구를선택합니다.

2. Class collaborate Ultra를선택합니다.기본적으로링크이름은 Class collaborate

Ultra입니다.

코스콘텐츠에 Class collaborate를추가하면특정세션이아니라도구에
링크됩니다.학생들이가입해야할세션을찾을수있도록도와주십시오.링크이름
또는콘텐츠편집기에있는세션이름을알려주십시오.

3. 제출을선택합니다.



Class collaborate 도구를사용하는경우 코스도구에서 Class collaborate로

이동합니다. 코스에링크추가의날짜제한옵션을사용하여코스에세션을추가합니다.
컨텐츠영역에세션을표시할시간과세션의지속기간을선택합니다.
세션을놓치지않도록세션에대한알림장을추가하십시오.자세한내용을
알아보려면 알림설정을참조하십시오.

그룹세션
그룹세션을통해비판적사고,문제해결,적응성및커뮤니케이션능력을높이십시오.
그룹세션을설정하는방법에는세가지가있습니다.

● 브레이크아웃그룹:공동작업시세션중에 브레이크아웃그룹을사용할수

있습니다.

● 여러세션: 여러세션을생성합니다.예를들어학생들이가상스터디룸으로

사용할수있도록여러세션을동시에실행하려는경우서로다른그룹이참여할수

있도록여러세션을생성할수있습니다.

● 코스그룹도구: 장기적인그룹과제용인경우코스에서그룹을생성하고

Collaborate세션에대한접근권한을부여합니다.

Blackboard Learn코스에서그룹생성에대한자세한내용

세션레코딩보기
어렵게느껴지십니까? 레코딩보기에대한 "Ultra"도움말로이동합니다.
학생들이필요한경우언제든지프레젠테이션내용을확인할수있도록세션을

녹화하십시오.
레코딩된세션은MP4로저장됩니다.레코딩에는오디오,모든공유컨텐츠또는활성
화자비디오및라이브세션중입력된캡션이포함됩니다.
사용자가레코딩을다운로드하게하려면각세션에대해세션레코딩다운로드를

허용해야합니다.세션의 세션설정을열고 녹화물다운로드허용을선택합니다.
다운로드가허용되는동안에는이세션에서만들어진모든녹화물을다운로드할수

있습니다.

● Class collaborate Ultra 도구에서도구메뉴를선택합니다.모든레코딩목록에

대해 레코딩을선택합니다.

● Class collaborate도구에서코스룸아래에레코딩이나열됩니다.

세션레코딩에대한자세한내용



출석보고
출석정보를코스와공유하는기능은 Blackboard Learn에서만사용할수있습니다.
Blackboard Learn이없는경우여전히 세션출석보고서에서출석정보를확인할수
있습니다.
Collaborate에서출석이자동으로확인되도록하십시오.출석을직접추적하지않고도
Blackboard Learn코스에서 Collaborate세션을주관할수있습니다.
출석보고기능은기본적으로꺼져있습니다.출석을추적하려는세션마다출석보고를
켜야합니다.
출석보고는종료일및시간이있는세션에서만사용할수있습니다.코스룸에서는
출석을추적할수없습니다.

1. 세션을생성하거나수정하고 LMS와출석정보공유확인란을선택하여출석보고

기능을켭니다.

2. 원하는경우지각,결석및세션필수시간임계값을변경합니다.

o 다음시간이후지각:입력된시간(분)이지난후세션에참여하는참석자는

지각으로표시됩니다.기본적으로예정된시작시간보다 6~20분늦게

세션에참여하는참석자는지각입니다.

o 다음시간이후결석:입력된시간(분)이지난후세션에참여하는참석자는

지각으로표시됩니다.기본적으로예정된시작시간보다 21분이상늦게

세션에참여하는참석자는결석입니다.

o 세션필수시간:참석자는선택된비율의시간동안또는그보다오래세션에

머물러야출석으로표시됩니다.기본적으로참석자는최소한예정된세션

시간의절반에해당하는시간동안세션에머물러야출석으로표시됩니다.

3. 저장을선택합니다.

교수자가설정하는기준에따라 Collaborate에서학생이세션에출석,지각또는
결석했는지를추적합니다.그런다음 Collaborate에서는해당정보를 Blackboard Learn
코스의 출석 페이지로바로전송합니다.
Collaborate세션의출석은코스내각학생의평균출석에포함되며,학생성적을계산하는
데사용될수도있습니다.
Blackboard Learn코스에서의출석에대해자세히알아보기



ULTRA: Class collaborate에접근하기
어렵게느껴지십니까? Class collaborate에액세스하는방법에대한 "Original"도움말로
이동합니다.
관리자는 Class collaborate(Ultra)를 Blackboard Learn코스에추가할수있습니다.
코스 세부사항및동작 아래에서 Class collaborate를찾을수있습니다. Class

collaborate 옆에있는 Collaborate에대한추가옵션 메뉴를엽니다.
이메뉴에서코스룸게스트링크를받고,코스룸설정을수정하고,코스룸출석보고서를
확인하고,코스룸을비활성화할수있습니다.
또한예약된모든세션을보고녹화물을시청할수도있습니다.
Collaborate는학생이코스를사용할수있을때만표시됩니다. Class collaborate가
표시되지않는경우학생이코스를사용할수있도록설정해야할수있습니다.도움이
필요하면교육기관관리자에게문의하십시오.

Ultra:세션참여
각세션에서사용자를확인하는데도움이되도록 Class collaborate(Ultra)에서고유한세션
링크가생성됩니다.각링크는개별세션및해당세션의특정사용자와연결됩니다.즉,
링크는그순간해당사용자에게만작동합니다.따라서세션에다시참여하기위해이
링크를사용할수도,다른사용자와링크를공유할수도없습니다.세션링크는 5분후에
만료됩니다.
교육기관에서전화통신기능을제공하는경우이를사용하여다른사용자와

커뮤니케이션할수있습니다.자세히알아보려면 Collaborate원격회의를통해참여를
참조하십시오.

1. 코스 세부사항및활동 아래에서 세션참여를선택합니다.

2. 참여할세션을선택합니다.

ULTRA:코스룸
어렵게느껴지십니까? Class collaborate에액세스하는방법에대한 "Original"도움말로
이동합니다.
코스룸은코스에전용으로사용되는열린 Collaborate세션입니다.이를통해코스에서
Collaborate Ultra환경을보다쉽게사용할수있습니다.또한사용자및학생들은수업
또는즉석회의를위한편리한시작지점을얻을수있습니다.



코스룸은기본적으로켜져있습니다.사람들이 Collaborate룸에서활성상태이면
교수자와다른코스구성원이이사실을알수있도록 Collaborate카메라아이콘이
자주색으로표시됩니다.
세션참여 및 코스룸을차례로선택하여세션에참여합니다.그러면세션에서사용자를
확인하는데도움이되는고유한링크가생성됩니다.
각링크는개별세션과해당세션의사용자에게고유하게생성됩니다.즉,링크는해당
세션의사용자자신에게만작동합니다.따라서세션에다시참여하기위해이링크를
사용할수도,다른사용자와링크를공유할수도없습니다.세션링크는 5분후에
만료됩니다.

ULTRA:코스룸끄기
어렵게느껴지십니까? 코스룸끄기에대한 "Original"도움말로이동합니다.
코스룸을비활성화하려면 Collaborate에대한추가옵션 메뉴를엽니다. 코스룸

비활성화를선택하여학생및다른코스학습자가접속하는것을차단합니다. 세션

참여 링크화면이 룸이비활성화됨으로바뀝니다.같은메뉴에서코스룸을다시활성화할
수있습니다.

ULTRA:코스콘텐츠에세션추가
어렵게느껴지십니까? 세션예약에대한 "Original"도움말로이동합니다.

1. Collaborate에대한추가옵션 메뉴에서 모든세션관리를선택합니다.

2. 원하는세션을찾은후 세션옵션 메뉴를엽니다.

3. 세션게스트링크를복사합니다.

4. 코스콘텐츠에서 추가를선택합니다.

5. 만들기를선택하고 링크를선택합니다.

6. 링크의이름을지정하고 링크 URL 필드에세션링크를붙여넣습니다.

7. 저장을선택합니다.

ULTRA:세션레코딩보기
어렵게느껴지십니까? 레코딩보기에대한 "Original"도움말로이동합니다.



메뉴에서세션녹화물을찾을수있습니다. Collaborate에대한추가옵션 메뉴를열고 모든

녹화물보기를선택합니다.



LTI코스에서세션예약하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관한제품관리팀의특별참고사항:수업을완전히온라인
코스로진행하는학교가많아짐에따라해당팀에서는상당히증가한트래픽에대비하는

데도움이되도록몇가지예방적인인프라조치를수행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계속
면밀히모니터링하면서원활한서비스를제공하는데필요한추가단계를수행할

것입니다.
학급에서학생들과실시간으로직접커뮤니케이션할수있습니다.
Class collaborate에처음접근하면 Ultra환경에서세션을예약하고녹화물을볼수있는
직관적인디자인이펼쳐집니다. Blackboard에서는이를 Collaborate스케줄러라고합니다.
Collaborate스케줄러는 Blackboard Learn및 LTI호환 LMS코스에서사용하거나웹
링크에서바로사용할수있습니다. Collaborate스케줄러는 Blackboard Open LMS
Collaborate활동모듈에서는사용할수없습니다.
세션의날짜를설정하고시작및중단시간을지정한다음,학생에게해당세션을찾는
방법을알려주십시오.
스케줄러또는세션목록에서다음내용을확인할수있습니다.

● 코스룸:페이지의시작부분이코스룸입니다.코스룸은코스전용의공개

세션입니다.

이는코스내부에서 Collaborate로이동할때만사용할수있습니다.

● 세션생성:새세션을생성할수있습니다.생성한세션은코스룸과 세션생성 버튼

다음에나타납니다. 

● 세션옵션: 세션옵션 메뉴를열어세션에참여하거나세션을수정또는삭제할수

있습니다.게스트링크를복사하고이세션에대한보고서를볼수도있습니다.

● 메뉴:메뉴를열어세션의목록과세션녹화물의목록간에전환할수있습니다.

세션필터링및검색하기
표시되는세션의목록을모든예정된세션,모든이전세션및특정날짜범위의세션으로
필터링할수있습니다.필터를사용하면원하는세션을찾는데도움이됩니다.
찾고있는세션의이름을알고있으면 세션검색을선택하고세션이름을입력합니다.

세션참여



각세션에서사용자를확인하는데도움이되도록 Class collaborate(Ultra)에서고유한세션
링크가생성됩니다.각링크는개별세션및해당세션의특정사용자와연결됩니다.즉,
링크는그순간해당사용자에게만작동합니다.따라서세션에다시참여하기위해이
링크를사용할수도,다른사용자와링크를공유할수도없습니다.세션링크는 5분후에
만료됩니다.
교육기관에서전화통신기능을제공하는경우이를사용하여다른사용자와

커뮤니케이션할수있습니다.자세히알아보려면 Collaborate원격모임으로참여하기를
참조하십시오.

1. 스케줄러에서참여할세션을선택합니다.

2. 세션참여를선택합니다.

코스에서 Collaborate가어디에있는지모르시겠습니까? 교육기관관리자에게문의하여
찾으십시오.

코스룸
코스룸은코스전용의공개세션입니다.
이를통해코스에서 Collaborate Ultra환경을보다쉽게사용할수있습니다.또한사용자
및학생들은수업또는즉석회의를위한편리한시작지점을얻을수있습니다.
코스룸은기본적으로켜져있지만끌수도있습니다.자세한내용을알아보려면 코스룸
끄기를참조하십시오.
코스에서 Class collaborate가어디에있는지모르시겠습니까? 세션참여를참조하고
LMS를선택하십시오.
세션이름또는 세션옵션 메뉴를선택하여세션에참여합니다.그러면다음과같이
세션에참여하는데필요한정보가담긴패널이열립니다.

● 세션참여링크가계정에연결되었습니다.이링크를선택하여세션을엽니다.각

링크는개별세션과해당세션의사용자에게고유하게생성됩니다.즉,링크는해당

세션의사용자자신에게만작동합니다.따라서세션에다시참여하기위해이

링크를사용할수도,다른사용자와링크를공유할수도없습니다.세션링크는 5분

후에만료됩니다.

● 전화접속정보(가능한경우)

전용코스룸끄기



학생들이공개코스룸세션을보거나해당세션에참여하지못하게하려면코스룸을

끄면됩니다.

1. 코스룸의 더보기 메뉴를엽니다.

2. 코스룸잠금을선택합니다.

코스룸이비활성화되면교수자를비롯하여누구도코스룸에참여할 수없습니다.

코스룸이보이지않거나열리지않으면관리자가코스룸을비활성화한것입니다.

제가없어도학생들이룸을사용할수있습니까?
예.룸은끌때까지켜져있습니다.자세한내용을알아보려면 코스룸끄기를
참조하십시오.

코스룸이있는경우새세션을생성해야하는이유는

무엇입니까?
코스룸이있는경우예약된세션을생성해야하는여러가지이유가있습니다.두가지
예를들면다음과같습니다.

● 공개된세션: 코스룸이잠금해제된경우누구나언제든지세션에참여할수

있습니다.학생을세션에참석시키기위해교수자가출석해야할필요는없습니다.

학생을공개되지않은세션에참여시키지않으려면코스룸을잠그고예약된

세션을생성합니다.

● 한번에여러세션실행: 예를들어학생들이가상스터디룸으로사용할수있도록

여러세션을동시에실행하려는경우서로다른그룹이참여할수있게여러세션을

생성할수있습니다.

세션만들기

스케줄러 세션목록에서 세션생성을선택합니다. 세션생성 패널은탭별로조직화되어
있습니다.
표시되는탭은코스내부에서세션을생성하는지여부에따라달라집니다.세션을생성할
때는이벤트세부사항만있으면됩니다.다른탭은선택사항입니다.

●



 이벤트세부사항:세션에필요한기본정보입니다. 이벤트세부사항에대해

자세히알아보기.

●

 초대:원하는경우이메일초대를특정참석자에게보냅니다. 초대에대해자세히

알아보기.

이기능은스케줄러웹페이지에서만사용할수있습니다. LMS코스내부에서는
초대를보낼수없습니다.

●

 세션설정:원하는경우사용자가녹화물을다운로드하고오디오나비디오를

공유하고채팅메시지를게시하는등의작업을수행할수있는지여부를

결정합니다. 세션설정에대해자세히알아보기.

●

 출석보고:원하는경우세션출석데이터를 Blackboard Learn코스에서

공유합니다. 출석보고에대해자세히알아보기.

이기능은 Blackboard Learn에서만사용할수있습니다.

이벤트세부사항
이벤트세부사항으로는세션의이름,날짜및시간등이있습니다.세션이 개방형인지
또는 반복되는지를결정하십시오.
12시간넘게지속되는세션은 연결이끊어집니다. 또한녹화는 8시간으로제한됩니다.
의미있는이름을지정하여참석자가세션의목적을알수있도록하십시오.
Collaborate에서는세션시작및종료시간으로사용자컴퓨터의현지시간대를
사용합니다.
이벤트세부사항 탭에서게스트접근을허용할수도있습니다.

반복세션수정하기

반복세션은시리즈의첫번째세션을기반으로합니다.전체시리즈의시간을변경하려면
첫항목에서업데이트하십시오.개별항목을업데이트할수도있습니다.

1. 스케줄러에서반복세션을찾습니다.

2. 세션을펼쳐서모든항목을확인합니다.

3. 세션옵션메뉴를선택하고 항목수정을선택합니다.

4. 항목을수정하고저장합니다.



매우오랫동안실행된세션의연결이자동으로끊어짐

기본적으로 12시간넘게지속되는세션은연결이끊어집니다.종료날짜가없는경우를
포함하여시간에관계없이세션을예약할수있지만한번에세션에서 12시간넘게머무는
경우는일반적이지않습니다.이경우에는의도치않은상황으로간주되어룸의연결이
끊어집니다.참석자는필요하면세션에다시참여할수있습니다.

게스트접근
게스트는세션에로그인하거나코스에등록하여세션에참여할필요가없는

참석자입니다.게스트는인증이필요없습니다.
게스트접근을허용하면세션에게스트링크를사용할수있습니다.이링크는링크를
가지고있는누구나사용하고공유할수있는공개링크입니다.게스트링크가있는
사용자는누구나세션에참여할수있습니다.

게스트접근은인증된참석자에대한접근을제한하기위해기본적으로꺼져있습니다.
세션의보안을유지하려면게스트링크를사용하지마십시오.
세션보안에대해자세히알아보기

게스트접근을허용한후에는게스트에게부여할권한에따라게스트의역할을

선택하십시오. 게스트에게역할과권한을할당하기전에다양한역할과권한을이해해야
합니다.
역할및권한에대해자세히알아보기

참석자가세션에서원격모임을진행할수있도록허용하는경우익명전화접속정보도

사용할수있습니다.게스트링크와마찬가지로,전화접속정보를가지고있는모든
사용자가이정보를사용할수있습니다.또한참석자가익명으로유지되므로참석자가
누구인지알수없습니다.세션의보안을유지하려면익명전화접속정보를공유하지
마십시오.참석자는여전히원격모임을진행할수있지만참석자를인증하는전화접속
정보를사용합니다.
Collaborate원격모임에대해자세히알아보기

게스트접근제거하기

게스트접근을허용하고나중에변경하는경우세션의 이벤트세부사항 탭에서 게스트

접근 확인란의선택을취소합니다.이전에공유했던게스트링크는더이상작동하지
않습니다.세션은여전히활성상태이지만게스트링크가끊어져있습니다.참석자는코스
또는 이메일초대를통해참여해야합니다.

그룹세션



그룹세션을통해비판적사고,문제해결,적응성및커뮤니케이션능력을높이십시오.
그룹세션을설정하는방법에는세가지가있습니다.

● 브레이크아웃그룹:공동작업시세션중에 브레이크아웃그룹을사용할수

있습니다.

● 여러세션: 여러세션을생성합니다.예를들어학생들이가상스터디룸으로

사용할수있도록여러세션을동시에실행하려는경우서로다른그룹이참여할수

있도록여러세션을생성할수있습니다.

● 코스그룹도구: 장기적인그룹과제용인경우코스에서그룹을생성하고

Collaborate세션에대한접근권한을부여합니다.

참석자초대하기
코스를등록한학생은사용할수있게된세션에대한접근권한을자동으로갖게됩니다.
학생이발표자또는진행자로참여하도록하지않으려면 세션설정의 기본참석자

역할을 참가자로설정하는것이좋습니다.
학생이항상새로운세션을인식하지못할수도있으므로학생에게참여시기및방법을

알려주십시오.

Collaborate원격회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관한제품관리팀의특별참고사항:수업을완전히온라인
코스로진행하는학교가많아짐에따라해당팀에서는상당히증가한트래픽에대비하는

데도움이되도록몇가지예방적인인프라조치를수행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계속
면밀히모니터링하면서원활한서비스를제공하는데필요한추가단계를수행할

것입니다.
교육기관에서전화통신기능을제공하는경우이를사용하여다른사용자와

커뮤니케이션할수있습니다.
세션에연결하기위해 Blackboard Student또는 Blackboard Instructor앱을사용중인
모바일장치사용자는세션중에커뮤니케이션을위해앱오디오와원격모임전화접속을
동시에사용할수없습니다.
세션에는최대 25명의참석자가휴대폰으로전화를걸수있습니다.최대전화접속
참석자수에도달하면추가로다른사람이전화를걸수없습니다.



전화접속을사용할수있는 Collaborate세션에전화를거는방법으로는세가지방법이
있습니다.

● 세션에서전화걸기: 브라우저에서세션에참여했으며휴대폰을사용하여

오디오를들으려는경우 세션 메뉴를열고 휴대폰을사용하여오디오듣기를

선택합니다.나열된번호를선택하고임시 PIN(개인식별번호)을입력합니다.

iPhone에서는 PIN이자동으로입력되므로이를먼저받아적을필요가없습니다.
이개인 PIN을사용하면세션에자신이나타납니다.이 PIN은개인계정과
연결되어있습니다.누구와도이를공유하지마십시오.

● 세션목록에서전화걸기: 전화를걸세션의이름을선택합니다.메뉴에서 익명전화

접속 정보를선택합니다.장치에서세션에전화를겁니다.그러면세션에서다른

참석자에게익명통화자로나타납니다. 

● 수신한전화접속정보로전화걸기: 해당번호로전화를걸고수신한 익명전화

접속 PIN을입력합니다.그러면세션에서다른참석자에게익명통화자로

나타납니다. 

제공된번호가아닌다른번호가필요하십니까? 국제전화회의번호로이동합니다.

휴대폰음소거및음소거해제
장치키패드에서 *6을선택하여휴대폰을음소거하거나음소거를해제할수있습니다.
이기능은진행자가사용자또는세션의모든참석자를음소거한경우에도작동합니다.
소리를들으려면 *6을선택하십시오.

세션중에휴대폰을사용하여오디오듣기
브라우저에서 Collaborate세션에참여한경우휴대폰을사용하여오디오를듣도록선택할
수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참여하지않고세션으로전화를걸려면 익명전화접속을참조하십시오.
세션 메뉴를열고 휴대폰을사용하여오디오듣기를선택합니다.나열된번호로전화를
걸고임시 PIN(개인식별번호)을입력합니다. iPhone사용자의경우 PIN이자동으로
입력되므로 PIN을복사하지않아도됩니다.
이임시 PIN은개인계정과연결되어있습니다.이를사용하면세션에서사용자를
확인하는데도움이됩니다.이 PIN을입력하면휴대폰의오디오와프로필사진이
연결됩니다.이렇게하면모든참가자가현재말하고있는사람이누구인지파악할수
있습니다.



개인 PIN은누구와도공유하지마십시오. 이는현재세션에한해본인에게만작동합니다.
따라서다른세션에서이 PIN을사용하거나다른사용자와 PIN을공유할수없습니다.
세션이종료되면개인 PIN도작동이중지됩니다.
브라우저에서세션을열어두는한,모든세션도구에접근할수있습니다.마이크
아이콘은전화기아이콘으로변경됩니다.다른사람들의 참석자 패널에있는자신의이름
옆에전화기아이콘이표시됩니다.

처음전화를걸면음소거설정이되어있지않습니다.모든사람이바로목소리를들을수
있습니다.전화아이콘을선택하여브라우저에서오디오를켜거나끕니다.
키보드에서 Alt + M을눌러전화기오디오를켜거나끕니다.휴대폰에서는계속음소거
기능을사용할수있습니다.다른사람들이자신의말을듣기원하는경우에는
브라우저에서오디오가켜져있는지확인해야합니다.또한진행자는세션중언제든지
참석자를음소거할수있습니다.진행자가참석자를음소거하면해당내용이해당
참석자에게통지됩니다.
전화접속후브라우저를닫아도계속해서세션및대화내용을들을수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세션을열어놓지않으면어떤내용도채팅하거나공유할수없습니다.
전화를끊으면어떻게됩니까?
세션을나가지않고전화를끊으면세션에계속연결된상태로유지됩니다.전화는
끊기지만,브라우저에서도세션을열어놓았다면인터넷을통해계속듣고말할수
있습니다.
내브라우저를닫으면어떻게됩니까?
브라우저를닫아도전화는계속연결된상태로유지됩니다.세션및대화내용은전화로
계속들을수있지만,브라우저에서세션을열어놓지않으면어떤내용도채팅하거나
공유할수없습니다.
참석자 패널에서휴대폰으로만연결된것으로확인되는경우에는다른참석자와
비공개로채팅할수없습니다.

전화를사용하면서계속비디오를공유할수있습니까?
예.브라우저가열려있는경우,세션에서동일한도구에모두액세스할수있습니다.
진행자권한이있는경우비디오를공유하고채팅에참여하고컨텐츠를공유할수

있습니다.
'휴대폰을사용하여오디오듣기'를선택하면번호를확인할수없게되는이유는
무엇입니까?
최대 25명의참석자가휴대폰으로세션에전화를걸수있습니다.최대참석자수에
도달하면추가참석자에게는전화를걸전화번호가제공되지않습니다.

익명전화접속



익명전화접속을사용하면휴대폰으로만세션에참여할수있습니다.즉,브라우저에서
세션에참여할필요가없습니다.
누구든지똑같이 익명전화접속을사용할수있습니다. 익명전화접속을사용하면
휴대폰이계정또는세션프로필사진과연결되지않으므로세션에서다른참석자에게

익명통화자로나타납니다.
이경우 진행자세션출석보고서에서도 출석이추적되지않습니다. 익명전화접속을
사용하면 Collaborate에서참석자가누구인지파악하거나참석자를추적할수없습니다.
오디오가세션의프로필사진및비디오와연결되게하려면 세션중에휴대폰을사용하여
오디오듣기를참조하십시오.

익명전화접속을사용할때도채팅과같은세션도구를계속사용할수있습니까?
세션도구를사용하려면브라우저에서세션에참여해야합니다.
익명전화접속을사용하면서브라우저에서도세션에참여하는경우참석자는세션에서

두번표시됩니다(익명발신자로,그리고브라우저에서세션에참여할때사용한
이름으로).
누구든지똑같이 익명전화접속을사용할수있으므로휴대폰이계정또는세션프로필
사진과연결되지는않습니다.오디오가세션의프로필사진및비디오와연결되게
하려면 세션중에휴대폰을사용하여오디오듣기를참조하십시오.
익명전화접속이작동하지않는이유는무엇입니까?
익명전화접속을통해전화를걸수없는이유로는두가지가있습니다.

● 원격모임서비스의인원이가득찼기때문입니다. 세션에는최대 25명의참석자가

휴대폰으로전화를걸수있습니다.최대전화접속참석자수에도달하면추가로

다른사람이전화를걸수없습니다.그대신브라우저에서세션에참여해야합니다.

● 세션에다른참가자가없기때문입니다. 웹브라우저에서세션에접속한참석자가

1명이상있어야전화를걸수있습니다.전화를걸수없는경우몇분기다렸다가

다시시도하십시오.

세션에서나가기
세션에전화로접속했다가세션에서나가려면전화를끊어세션과의연결을끊습니다.
전화를끊으면통화시간(분)또는장거리전화요금이더이상적용되지않습니다.
브라우저에서도세션을열어놓았다면세션에계속연결된상태로유지되지만전화

연결은끊깁니다. 세션에서나가기를선택하거나브라우저탭을닫아브라우저의
세션에서나갑니다.



전화를끊기전에 '세션에서나가기'를선택하면어떻게됩니까?
브라우저에서 세션에서나가기를선택하면 자동으로세션에대한전화연결이끊기고더
이상아무소리도들리지않으므로전화만끊으면됩니다.
익명전화접속을사용중인경우세션과의연결을끊으려면전화를끊어야합니다.
익명다이얼인을끌수있나요?
참석자가전화기를사용하여세션에참여하도록허용하는경우익명다이얼인이

기본적으로켜집니다.관리자는 Class Collaborate & Support(영어로만제공)에서이기능을
끄도록요청을제출할수있습니다.
익명다이얼인끄기요청은단일세션이아니라전체로그인그룹을대상으로합니다.

전화기를사용하는참석자의참여허용

세션을만들거나편집할때 세션설정에서참석자가자신의전화기로전화를걸수있도록

허용할수있습니다. Collaborate패널을열고 내설정을선택합니다. 세션

설정 및 사용자가전화통신을사용하여세션에참여하도록허용을선택합니다.

원격모임서비스
통합전화통신을사용하면원격회의제공업체가필요하지않습니다.원격회의서비스는
Class collaborate에서제공합니다.원격회의전화번호및 PIN은세션을만들때자동으로
생성됩니다.누구든세션에전화로접속하여세션과원격회의브리지간연결을시작할
수있습니다.
미국및캐나다의경우버지니아-미국전화번호를,유럽의경우영국전화번호를,호주의
경우시드니전화번호를제공합니다.장거리및국제전화요금이부과될수있습니다.

원격모임전화번호
원격모임전화번호는세션을생성할때자동으로생성됩니다.누구든세션에전화로
접속하여세션과원격회의브리지간연결을시작할수있습니다.
미국및캐나다의경우버지니아-미국전화번호를,유럽의경우영국전화번호를,호주의
경우시드니전화번호를제공합니다.
유럽또는호주데이터센터에서호스팅된 Collaborate를사용하는관리자는 Collaborate
로그인그룹에대한기본번호로다음번호중하나를요청할수있습니다.이렇게하면
해당로그인그룹과연결된모든세션에대해대체번호가표시됩니다. Class Collaborate
& Support에서요청을제출하십시오(영어로만사용가능).
Collaborate세션에나열된것과는다른번호가필요한경우이러한대체번호중하나를
대신사용하십시오.
PIN(개인식별번호)은변경되지않습니다.새번호와함께세션에제공된 PIN을
사용하십시오.
장거리및국제전화요금이부과될수있습니다.



호주데이터센터전화번호

국가 지역/도시 번호

호주
시드니

호주데이터센터의기본번호

+61 2 8520 1004

호주 애들레이드 +61 8 7100 1859

호주 브리즈번 +61 7 3188 2549

호주 다윈 +61 8 7905 7043

호주 멜버른 +61 3 8362 3382

호주 퍼스 +61 8 6225 2653

중국 베이징
+86 (10)
5822-4426

일본 도쿄 +81 3-4540-0931

싱가포르 국내 +65 3163 8037

대한민국 국내 +82 70 4784 4326

뉴질랜드 오클랜드 +64 9 801 0547



유럽데이터센터전화번호

국가 지역/도시 번호

영국
국내

유럽데이터센터의기본번호

+44 20 33189610

핀란드 국내
+358 75 325 25
47

프랑스 국내 +33 9 77 55 44 57

독일 국내 +49 6980 883466

이탈리아 국내 +39 0694807509

네덜란드 국내 +31 85 2084955

스페인 국내 +34 911 235 756

스웨덴 국내 +46 108 887 439

미국데이터센터전화번호

국가 지역/도시 번호



미국
버지니아

미국데이터센터의기본번호

(571)
392-7650

미국 미국(샌프란시스코)
(415)
343-7693

캐나다데이터센터전화번호

국가 지역/도시 번호

캐나다
미국(버지니아)

캐나다데이터센터의기본번호

(571)
392-7651

캐나다 앨버타
(587)
570-5603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236)
200-5296

캐나다 매니토바
(431)
244-0321

캐나다 뉴브런즈윅
(506)
305-5847

캐나다 뉴펀들랜드및래브라도
(709)
200-0495



캐나다 노스웨스트준주,누나부트,유콘
(867)
988-1610

캐나다 노스웨스트준주,누나부트,유콘
(867)
991-0047

캐나다
노바스코샤,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782)
201-0210

캐나다
노바스코샤,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782)
823-4261

캐나다 온타리오
(226)
408-5317

캐나다 퀘벡
(418)
887-0212

캐나다 서스캐처원
(639)
299-0694



Blackboard Instructor의 Collaborate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관한제품관리팀의특별참고사항:수업을완전히온라인
코스로진행하는학교가많아짐에따라해당팀에서는상당히증가한트래픽에대비하는

데도움이되도록몇가지예방적인인프라조치를수행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계속
면밀히모니터링하면서원활한서비스를제공하는데필요한추가단계를수행할

것입니다.

Blackboard Instructor앱이없으십니까? Blackboard Instructor앱도움말을참조해
주십시오.

Bir kursta bağlantı sağlanmışsa Blackboard Instructor uygulamasından Class collaborate Ultra
oturumlarını başlatabilirsiniz. Oturuma katılmak için bir web tarayıcısına yönlendirilirsiniz.

Collaborate aşağıdaki cihazlarda ve tarayıcılarda desteklenmektedir:

● Android: Chrome tarayıcısı
● iOS 11 ve yeni sürümleri: Safari tarayıcısı

Collaborate Ultra, yüksek kaliteli sanal sınıflar ve toplantılar için senkronize bir web konferansı
çözümüdür. Eğitmenler sınıfla etkileşimde bulunurken dosya ve video paylaşabilirler. Bir
oturuma katılmak için ayrıca bir şey yüklemenize gerek yoktur.

Collaborate Orijinal deneyimi, mobil tarayıcılarda desteklenmemektedir.

Otomatik uygulama güncelleştirmelerini almıyorsanız Collaborate oturumları bağlantılarının
amaçlandığı gibi işlev görmesini sağlamak için lütfen şimdi güncelleştirin. Collaborate,
Blackboard Instructor 2.8.3 sürümünde güncelleştirildi.

Oturuma kurstan katılma

Collaborate Ultra oturumları, uygulamadaki kursların içinde listelenir. Bir kursa erişin, Kurs
Malzemeleri altından Collaborate'e dokunun ve bir oturum seçin.

● Kurs Odası, Collaborate Ultra'da varsayılan bir oturumdur. Eğitmeniniz bu odayı devre
dışı bırakırsa oda, uygulamada Kilitli olarak görünür.

● Cihazınızın mobil tarayıcısında mevcut bir oturuma dokunarak oturumu başlatın.
Oturuma moderatör olarak girersiniz.

● Collaborate cihazınızın kamerasını ve mikrofonunu kullanmak için sizden izin isteyebilir.
Oturuma devam etmek için erişim izni verin.



● Yinelenen oturumlarda her oturum örneği gösterilir.

Mümkünse oturumunuza erkenden katılın ve etrafta gezinerek öğrenin.

Verilen bağlantıyı kullanarak oturuma katılma

Bir Collaborate Ultra oturumuna katılmak için herhangi bir kursa kaydolmanız gerekmez.
Oturum bağlantınız varsa artık kullanımınıza hazırdır. Mobil cihazınızda bağlantıya erişip
dokunun, oturum mobil web tarayıcınızda başlar.

Oturuma bir bağlantıdan katılma

Canlı ve kayıtlı Collaborate oturumlarını izleme

Şimdi, canlı Collaborate oturumlarına, Ultra kurs görünümü içindeki Canlı oturumlar bildirimine
dokunarak katılabilirsiniz. Ayrıca, Blackboard Instructor uygulamasının içindeki kayıtlı tüm
Collaborate oturumlarınıza da erişebilirsiniz. Collaborate kayıtlarınızı görüntülemek için:

● Ultra kurs görünümü içinde Collaborate'e dokunun
● Kayıtları Görüntüle ögesine dokunun

Canlı oturum bildirimi ve kayıtlı collaborate oturumlarına erişim, yalnızca Ultra kurslarında
kullanılabilir ve Learn'ün minimum 3900.12.0 sürümünü gerektirir.

Collaborate özellikleri

Class collaborate, bu özelliklerle birlikte daha fazlasını içeren gerçek zamanlı bir video
konferans aracıdır.

● Dosya ekleme
● Uygulama paylaşımı
● Sanal beyaz tahta
● Sohbet
● Anket
● Özel oda grupları

Collaborate özellikleriyle ilgili daha fazla bilgi edinin





스케줄세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관한제품관리팀의특별참고사항:수업을완전히온라인
코스로진행하는학교가많아짐에따라해당팀에서는상당히증가한트래픽에대비하는

데도움이되도록몇가지예방적인인프라조치를수행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계속
면밀히모니터링하면서원활한서비스를제공하는데필요한추가단계를수행할

것입니다.

참석자들과실시간으로직접커뮤니케이션하기

Class collaborate에처음접근하면 Ultra환경에서세션을예약하고녹화물을볼수있는
직관적인디자인이펼쳐집니다. Blackboard에서는이를 Collaborate스케줄러라고합니다.

Collaborate스케줄러는 Blackboard Learn및 LTI호환 LMS코스에서사용하거나웹
링크에서바로사용할수있습니다. Collaborate스케줄러는 Blackboard Open LMS
Collaborate활동모듈에서는사용할수없습니다.

세션의날짜를설정하고시작및중단시간을지정한다음,학생에게해당세션을찾는
방법을알려주십시오.

스케줄러또는세션목록에서다음내용을확인할수있습니다.

● 코스룸:페이지의시작부분이코스룸입니다.코스룸은코스전용의공개
세션입니다.

이는코스내부에서 Collaborate로이동할때만사용할수있습니다.

● 세션생성:새세션을생성할수있습니다.생성한세션은코스룸과 세션생성 버튼
다음에나타납니다. 

● 세션옵션: 세션옵션 메뉴를열어세션에참여하거나세션을수정또는삭제할수
있습니다.게스트링크를복사하고이세션에대한보고서를볼수도있습니다.

● 메뉴:메뉴를열어세션의목록과세션녹화물의목록간에전환할수있습니다.

코스룸

세션생성및수정

참석자초대하기

세션설정





코스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관한제품관리팀의특별참고사항:수업을완전히온라인
코스로진행하는학교가많아짐에따라해당팀에서는상당히증가한트래픽에대비하는

데도움이되도록몇가지예방적인인프라조치를수행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계속
면밀히모니터링하면서원활한서비스를제공하는데필요한추가단계를수행할

것입니다.

코스룸은코스전용의공개세션입니다.

이를통해코스에서 Collaborate Ultra환경을보다쉽게사용할수있습니다.또한사용자
및학생들은수업또는즉석회의를위한편리한시작지점을얻을수있습니다.

코스룸은기본적으로켜져있지만끌수도있습니다.자세한내용을알아보려면 코스룸
끄기를참조하십시오.

코스에서 Class collaborate가어디에있는지모르시겠습니까? 세션참여를참조하고
LMS를선택하십시오.

세션이름또는 세션옵션 메뉴를선택하여세션에참여합니다.그러면다음과같이
세션에참여하는데필요한정보가담긴패널이열립니다.

● 세션참여링크가계정에연결되었습니다.이링크를선택하여세션을엽니다.각
링크는개별세션과해당세션의사용자에게고유하게생성됩니다.즉,링크는해당
세션의사용자자신에게만작동합니다.따라서세션에다시참여하기위해이
링크를사용할수도,다른사용자와링크를공유할수도없습니다.세션링크는 5분
후에만료됩니다.

● 전화접속정보(가능한경우)

전용코스룸끄기

학생들이공개코스룸세션을보거나해당세션에참여하지못하게하려면코스룸을

끄면됩니다.

1. 코스룸의 더보기 메뉴를엽니다.

2. 코스룸잠금을선택합니다.



코스룸이비활성화되면교수자를비롯하여누구도코스룸에참여할 수없습니다.

코스룸이보이지않거나열리지않으면관리자가코스룸을비활성화한것입니다.

제가없어도학생들이룸을사용할수있습니까?

예.룸은끌때까지켜져있습니다.자세한내용을알아보려면 코스룸끄기를
참조하십시오.

코스룸이있는경우새세션을생성해야하는이유는

무엇입니까?

코스룸이있는경우예약된세션을생성해야하는여러가지이유가있습니다.두가지
예를들면다음과같습니다.

● 공개된세션: 코스룸이잠금해제된경우누구나언제든지세션에참여할수
있습니다.학생을세션에참석시키기위해교수자가출석해야할필요는없습니다.
학생을공개되지않은세션에참여시키지않으려면코스룸을잠그고예약된

세션을생성합니다.

● 한번에여러세션실행: 예를들어학생들이가상스터디룸으로사용할수있도록
여러세션을동시에실행하려는경우서로다른그룹이참여할수있게여러세션을

생성할수있습니다.



세션생성및수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관한제품관리팀의특별참고사항:수업을완전히온라인
코스로진행하는학교가많아짐에따라해당팀에서는상당히증가한트래픽에대비하는

데도움이되도록몇가지예방적인인프라조치를수행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계속
면밀히모니터링하면서원활한서비스를제공하는데필요한추가단계를수행할

것입니다.
스케줄러 세션목록에서 세션생성을선택합니다. 세션생성 패널은탭별로조직화되어
있습니다.
표시되는탭은코스내부에서세션을생성하는지여부에따라달라집니다.세션을생성할
때는이벤트세부사항만있으면됩니다.다른탭은선택사항입니다.

●

 이벤트세부사항:세션에필요한기본정보입니다. 이벤트세부사항에대해

자세히알아보기.

●

 초대:원하는경우이메일초대를특정참석자에게보냅니다. 초대에대해자세히

알아보기.

이기능은스케줄러웹페이지에서만사용할수있습니다. LMS코스내부에서는
초대를보낼수없습니다.

●

 세션설정:원하는경우사용자가녹화물을다운로드하고오디오나비디오를

공유하고채팅메시지를게시하는등의작업을수행할수있는지여부를

결정합니다. 세션설정에대해자세히알아보기.

●

 출석보고:원하는경우세션출석데이터를 Blackboard Learn코스에서

공유합니다. 출석보고에대해자세히알아보기.

이기능은 Blackboard Learn에서만사용할수있습니다.

이벤트세부사항
이벤트세부사항으로는세션의이름,날짜및시간등이있습니다.세션이 개방형인지
또는 반복되는지를결정하십시오.
12시간넘게지속되는세션은 연결이끊어집니다. 또한녹화는 8시간으로제한됩니다.
의미있는이름을지정하여참석자가세션의목적을알수있도록하십시오.
Collaborate에서는세션시작및종료시간으로사용자컴퓨터의현지시간대를
사용합니다.



이벤트세부사항 탭에서게스트접근을허용할수도있습니다.

반복세션수정하기

반복세션은시리즈의첫번째세션을기반으로합니다.전체시리즈의시간을변경하려면
첫항목에서업데이트하십시오.개별항목을업데이트할수도있습니다.

1. 스케줄러에서반복세션을찾습니다.

2. 세션을펼쳐서모든항목을확인합니다.

3. 세션옵션메뉴를선택하고 항목수정을선택합니다.

4. 항목을수정하고저장합니다.

매우오랫동안실행된세션의연결이자동으로끊어짐

기본적으로 12시간넘게지속되는세션은연결이끊어집니다.종료날짜가없는경우를
포함하여시간에관계없이세션을예약할수있지만한번에세션에서 12시간넘게머무는
경우는일반적이지않습니다.이경우에는의도치않은상황으로간주되어룸의연결이
끊어집니다.참석자는필요하면세션에다시참여할수있습니다.

게스트접근
게스트는세션에로그인하거나코스에등록하여세션에참여할필요가없는

참석자입니다.게스트는인증이필요없습니다.
게스트접근을허용하면세션에게스트링크를사용할수있습니다.이링크는링크를
가지고있는누구나사용하고공유할수있는공개링크입니다.게스트링크가있는
사용자는누구나세션에참여할수있습니다.

게스트접근은인증된참석자에대한접근을제한하기위해기본적으로꺼져있습니다.
세션의보안을유지하려면게스트링크를사용하지마십시오.
세션보안에대해자세히알아보기

게스트접근을허용한후에는게스트에게부여할권한에따라게스트의역할을

선택하십시오. 게스트에게역할과권한을할당하기전에다양한역할과권한을이해해야
합니다.
역할및권한에대해자세히알아보기

참석자가세션에서원격모임을진행할수있도록허용하는경우익명전화접속정보도

사용할수있습니다.게스트링크와마찬가지로,전화접속정보를가지고있는모든
사용자가이정보를사용할수있습니다.또한참석자가익명으로유지되므로참석자가
누구인지알수없습니다.세션의보안을유지하려면익명전화접속정보를공유하지



마십시오.참석자는여전히원격모임을진행할수있지만참석자를인증하는전화접속
정보를사용합니다.
Collaborate원격모임에대해자세히알아보기

게스트접근제거하기

게스트접근을허용하고나중에변경하는경우세션의 이벤트세부사항 탭에서 게스트

접근 확인란의선택을취소합니다.이전에공유했던게스트링크는더이상작동하지
않습니다.세션은여전히활성상태이지만게스트링크가끊어져있습니다.참석자는코스
또는 이메일초대를통해참여해야합니다.

그룹세션
그룹세션을통해비판적사고,문제해결,적응성및커뮤니케이션능력을높이십시오.
그룹세션을설정하는방법에는세가지가있습니다.

● 브레이크아웃그룹:공동작업시세션중에 브레이크아웃그룹을사용할수

있습니다.

● 여러세션: 여러세션을생성합니다.예를들어학생들이가상스터디룸으로

사용할수있도록여러세션을동시에실행하려는경우서로다른그룹이참여할수

있도록여러세션을생성할수있습니다.

● 코스그룹도구: 장기적인그룹과제용인경우코스에서그룹을생성하고

Collaborate세션에대한접근권한을부여합니다.



세션에참석자초대하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관한제품관리팀의특별참고사항:수업을완전히온라인
코스로진행하는학교가많아짐에따라해당팀에서는상당히증가한트래픽에대비하는

데도움이되도록몇가지예방적인인프라조치를수행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계속
면밀히모니터링하면서원활한서비스를제공하는데필요한추가단계를수행할

것입니다.
세션을선택하여세션의세부정보를여십시오.세션에참여하거나세션을공유하는데
필요한정보는세션명바로다음에있습니다. 
다음과같은두가지방식으로사용자를초대할수있습니다.

● 공개게스트링크보내기

● 개인초대보내기

LMS(학습관리시스템)코스에서는세션으로초대를보낼수없습니다.코스를등록한
모든사용자는세션에접근할수있습니다.코스에없는사람을초대하려면게스트링크를
보내십시오.

게스트링크
게스트링크는누구든지사용및공유할수있는공개링크입니다.
세션의보안을유지하려면게스트링크를사용하지마십시오.자세한내용은 세션보안을
참조하십시오.
게스트접근은기본적으로꺼져있습니다.게스트접근을켜려면 게스트접근 확인란의
선택을취소합니다. 
게스트링크의사본을복사하여학생이나다른게스트에게보내십시오.
세션링크가길면전송시손상될수있습니다.따라서 URL단축
서비스(예: TinyURLTM 또는 Bitly)를사용하여세션에대해짧은별칭을생성합니다.

이링크를통해참여하는사람은모두똑같은게스트역할로참여하게됩니다.게스트가
참가자,발표자또는진행자로참여할지결정합니다.
어떤사람에게어떤권한을부여해야할지잘모르시겠습니까?걱정하지마십시오.강의
도중에도권한을설정할수있습니다.
게스트를진행자로설정하기전에다양한역할을이해해야합니다.모든진행자는세션
전체를컨트롤할수있는권한을갖습니다.
역할및권한에대해자세히알아보기

초대
LMS(학습관리시스템)와통합된 Collaborate를사용하고있지않은경우에는개인적으로
초대를보내십시오. 



이기능은스케줄러웹페이지에서만사용할수있습니다. LMS코스내부에서는초대를
보낼수없습니다. 대신게스트링크를보내십시오.
진행자로초대받은사람은세션전체를컨트롤할수있는권한을갖게되며,이메일을
통해녹화물링크도받게됩니다.

1. 초대에서 초대옵션 메뉴를 선택합니다.

2. 참석자초대를선택합니다.

3. 참석자의이름과이메일을입력합니다.

4. 참석자에게부여할역할을선택합니다.

5. 세션에추가를선택합니다.

참석자일괄초대하기
쉼표로구분된(CSV)파일을생성하고한번에최대 500명의참석자를초대할수
있습니다.
Collaborate세션에서는한번에최대 250명의참석자를지원합니다.관리자는웹세미나
모드를켜서최대 500명의참석자가참여하는대규모세션을지원할수있습니다.
세션에서지원하는인원보다더많은참석자를초대하는경우초대된사람중일부는
참여할수없게됩니다.
CSV로시작하고, CSV파일을 500명의참석자로제한하십시오. CSV파일에서는다음
순서대로아래와같은필드를사용해야하며,아래와같이작성된열머리글을사용해야
합니다.

● displayName(필수)

● email(필수)

● role(선택사항)

o moderator

o presenter

o participant

role이비어있으면기본적으로참가자가할당됩니다.
CSV열머리글은여기에나와있는것과정확히똑같이작성되어야합니다.예를들어
'Display Name'이아니라 'displayName'이사용되어야합니다.또한머리글은영어로되어
있어야합니다.번역된머리글은작동하지않습니다.

파일업로드하기

1. 세션설정에서 초대를선택합니다.



2. 참석자가져오기를선택합니다.

3. 새참석자가져오기를선택하고 CSV파일을찾은다음, 업로드를선택합니다.

4. 문제가없으면 확인을선택하여참석자업로드를마칩니다.오류가발생하면 CSV

파일에서오류를해결하고파일을다시업로드합니다.

5. 세션에추가를선택합니다.

6. 저장을선택하여초대를보냅니다.

초대이메일
Collaborate에서는참석자만사용할수있는고유한세션링크등참석자가세션에
참여하는데필요한모든내용이담긴개인초대장을이메일로보냅니다.

● 세션정보

● 참여할고유세션링크

두사람이동일한초대링크를사용할수는없습니다.링크는초대된참석자마다
고유합니다.

● 전화접속정보(사용할수있는경우)

참석자가세션이름을통해세션의목적을분명하게알수있도록하십시오.
참석자가초대장을받지못했거나분실한경우초대장을다시보낼수있습니다.또한
초대한참석자를삭제할수도있습니다.그러면해당참석자는고유한링크를통해참여할
수없게되지만,게스트링크로는계속참여할수있습니다.
초대장은수정할수없습니다.초대장에서이메일주소와같은내용을변경해야하는경우
초대장을삭제하고새초대장을만드십시오. 
등록된사용자(Collaborate에사용자계정이있는사용자)를초대하려면 등록된사용자

검색을선택하십시오.
 

초대제거하기

세션의 초대 패널에서개인또는모든사용자에대한초대를제거할수있습니다.

● 개인:초대를취소할참석자를찾아 초대제거를선택합니다.

● 모든사용자: 초대옵션 메뉴를열고 모든초대제거를선택합니다.





세션설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관한제품관리팀의특별참고사항:수업을완전히온라인
코스로진행하는학교가많아짐에따라해당팀에서는상당히증가한트래픽에대비하는

데도움이되도록몇가지예방적인인프라조치를수행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계속
면밀히모니터링하면서원활한서비스를제공하는데필요한추가단계를수행할

것입니다.
세션설정을사용하면세션에서허용하려는항목을제어할수있습니다.세션이시작되기
전에설정해야하는일부설정입니다.세션이전또는 세션중에언제든지변경할수있는
기타설정입니다.

세션시작전에준비할설정
대부분의설정은세션중에언제든지변경할수있지만,일부설정은사용하려면세션을
시작하기전에지정해야합니다.

● 게스트접근

● 기본참석자역할

● 채팅메시지익명처리

● 세션전화통신활성화

● 비공개채팅설정

● 불경한언어필터

● 250명이상의참석자가참여할수있도록허용

이대규모세션옵션이표시되지않으면통합에서이옵션을사용하지못할수
있습니다.이옵션은관리자가설정할수있습니다.

세션중에변경할수있는설정
세션중에변경할수있는일부설정입니다.세션중에설정을변경하려면 Collaborate

패널을열고 내설정을선택한후 세션설정을엽니다.

● 기본설정언어선택

● 진행자프로필사진만표시

● 갤러리보기

● 참가자권한



Watch a video about session settings
The following narrated video provides a visual and auditory representation of some of the
information included on this page. For a detailed description of what is portrayed in the
video, open the video on YouTube, navigate to More actions, and select Open transcript. 
Video: Session settings shows you session settings that must be set before a session and settings
you can change during a session.
 

게스트접근
게스트는세션에로그인하거나코스에등록하여세션에참여할필요가없는

참석자입니다.게스트는인증이필요없습니다.
게스트접근을허용하면세션에게스트링크를사용할수있습니다.이링크는링크를
가지고있는누구나사용하고공유할수있는공개링크입니다.게스트링크가있는
사용자는누구나세션에참여할수있습니다.
게스트접근에대해자세히알아보기

기본참석자역할
기본적으로모든사용자는세션에참가자로참여하게됩니다.세션소유자와코스
교수자는진행자로참여합니다.게스트및학생의기본값을변경하려면 기본참석자

역할 메뉴를사용하십시오. 
세션중에는기본값을변경할수없습니다.그러나세션종료날짜가없는경우다음번에
사용하기전에기본값을변경할수있습니다.
역할과권한을기본값으로설정하기전에다양한역할과권한을이해해야합니다.
역할및권한에대해자세히알아보기

세션녹화물설정

● 녹화물다운로드허용:세션소유자는녹화물을다운로드하기위해이옵션을켤

필요가없습니다.세션소유자,코스교수자및관리자는항상녹화물을다운로드할

수있습니다. 녹화물다운로드허용 확인란을선택하면다른사용자가녹화물을

다운로드하도록허용할수있습니다.참석자와학생이녹화물을다운로드할수

있도록하려면이옵션을선택하십시오. 

세션이종료된후에이설정을켤수있습니다.세션이종료되었으면세션종료
날짜를오늘이후의날짜로변경하고저장을선택합니다.
Collaborate다운로더 Chrome Extension을사용하면녹화물다운로드허용확인란을
선택하지않은경우에도녹화물을다운로드할수있습니다.



● 채팅메시지익명처리:세션중에게시된채팅메시지가녹화물에익명게시글로

나타납니다.세션을녹화하기전에이옵션을미리계획하고켜야합니다.녹화가

시작되면생각을바꿀수없습니다.이옵션은되돌릴수없습니다.

기본설정언어선택
지금까지 Collaborate에서는브라우저의기본언어세트를사용했으며이는기본설정
언어가아니었을수있습니다.이제는세션설정에서세션중에 Collaborate에서지원하는
모든언어를기본언어로선택할수있습니다.그런후다음세션을위해이장치의이
브라우저에서이언어선택사항을저장합니다.

보안을개선하고이릴리즈를지원하기위해 Blackboard에서는 Collaborate통합의보안을
강화할제품변경사항을구현합니다.이변경사항은예정된릴리즈기간이내에
자동으로릴리즈의일부로공개됩니다.

진행자에게만프로필사진표시하기
세션의보안을유지하고부적절한프로필사진에방해를받지않으려면진행자만사진을

표시하도록허용하십시오.이옵션을선택하면세션에서프로필사진이표시되는
어디에도참가자프로필사진이나타나지않습니다.여기에는 참석자 목록,채팅,
브레이크아웃그룹및기본영역이포함됩니다.대신참가자의기본아바타가나타납니다.

갤러리보기
갤러리보기를사용하면한번에가장많은학생을볼수있습니다.이보기를사용하면한
페이지에서최대 25명의참석자를볼수있습니다.비언어적인시각적피드백을자세히
파악할수있는페이지당최적의비디오수는 25개입니다.
갤러리보기 설정에서는다음을결정할수있습니다.

● 세션내모든사람이 갤러리보기를사용하도록허용

● 진행자만 갤러리보기를사용하도록허용

● 모든사람에대해 갤러리보기 끄기

갤러리보기를비활성화하면최대 4개의비디오를볼수있습니다.참석자는더많은
비디오를보도록선택할수없습니다.

참가자권한



참가자가 250명미만인세션의경우기본적으로모든참가자권한이설정되어있습니다.
참가자는오디오및비디오를공유하고채팅메시지를게시하고화이트보드및파일에

그림을그릴수있습니다. 이권한을끄려면 확인란의 선택을 취소하십시오.

세션을시작하기전이나세션중에언제든지참가자의권한을변경할수있습니다.이러한
설정은모든참가자에대해권한을켜거나끕니다.한명의참가자에대한권한만변경할
수는없습니다.특정참석자에게다른권한을부여하려면 해당참석자의역할을
변경하십시오.
참가자권한을변경해도진행자및발표자가수행할수있는작업은변경되지않습니다.
대규모세션의경우모든참가자권한은기본적으로꺼져있으며변경할수없습니다.
자세히알아보려면 웹세미나모드의설정으로이동하십시오.

세션전화통신활성화

참석자가세션원격모임에전화로접속하는것을허용하려면 참석자가전화기를

사용하여세션에참여하도록허용을선택하십시오.세션에는최대 25명의참석자가
휴대폰으로전화를걸수있습니다.최대전화접속참석자수에도달하면추가로다른
사람이전화를걸수없습니다.
세션중에는이설정을변경할수없습니다.참석자가전화로접속하는것을허용하려면
세션이시작되기전에이확인란을선택하십시오.
Collaborate원격모임에대해자세히알아보기

비공개채팅설정
참석자간의비공개채팅은기본적으로켜져있지만진행자는비공개채팅이사용되는

방법을제한할수있습니다.
● 참가자는진행자와만채팅가능: 이옵션을선택한경우,참가자는진행자와만
비공개로채팅할수있습니다.이옵션을선택하지않은경우,참가자는세션에
있는기타모든이들과비공개로채팅할수있습니다.

● 진행자가모든비공개채팅감독: 이옵션을선택하는경우진행자는참석자들이
비공개채팅채널에서대화한내용을모두확인할수있습니다.비공개채팅채널
상단에는참석자에게채팅이감독되고있음을알리는경고가나타납니다.이
옵션을선택하지않은경우,비공개채팅채널이표시되지않습니다.

비공개채팅에대해자세히알아보기

채팅의불경한언어필터
누군가가채팅에서부적절한단어를사용하는경우해당단어를라이브세션과

녹화물에서모두필터링할수있습니다.해당단어는별표로대체됩니다.
불경한언어 필터는주로인종/국적및성정체성/표현과관련하여불쾌감을주는
용어뿐만아니라신체부위또는성행위에대한경멸적인속어중가장일반적으로



사용되는일부용어를필터링합니다.이필터는영어,프랑스어,스페인어를지원하며,
주로미국초중고교에서사용하도록만들어졌습니다. 이기능은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어있습니다. Blackboard에서는이러한목록이그특성상완전하지않으며
너무많거나적은내용을포함하고있을가능성이크다는점을이해하고있습니다.
진행자는 세션설정에서이기능을켤수있습니다.

1. 채팅메시지에서불경한언어숨기기 옆의확인란을선택합니다.

2. 현재세션을종료합니다.

3. 새세션을시작하여변경된설정을적용합니다.변경사항은이후의세션

녹화물에도적용됩니다.

세션을다시로드하는것으로는충분하지않습니다.

대규모세션
기본적으로세션에서는최대 250명의참석자를지원합니다.최대 500명의참석자를
지원하도록세션을설정할수있습니다.세션이시작되기전에세션설정에서 250명

이상의참여자참여허용을선택하십시오.
이대규모세션옵션이표시되지않으면통합에서이옵션을사용하지못할수있습니다.
이옵션은관리자가설정할수있습니다.
이옵션을선택하면세션이최대 500명의참석자를지원하는웹세미나로설정됩니다.웹
세미나모드에서는일부기능을사용할수없습니다.다음과같은기능은꺼져있습니다.

● 비디오: 참석자에게는한번에최대 2개의비디오가표시됩니다.

● 참가자권한: 참가자는오디오또는비디오를공유하거나채팅메시지를

게시하거나화이트보드및파일에그림을그릴수없습니다.

진행자는세션도중에채팅을켤수있습니다.진행자권한은변경되지않습니다.

● 브레이크아웃그룹: 웹세미나모드에서는브레이크아웃그룹을사용할수

없습니다.

● 세션은예약된종료시간에닫힘: 참석자는예약된종료시간에세션에서

제거됩니다.

참가자가채팅하거나오디오를사용할수있도록하려면어떻게해야합니까?
한명의참가자가오디오또는비디오를공유하거나채팅메시지를게시하거나

화이트보드및파일에그림을그릴수있도록설정하려면해당참가자를발표자로

승격하십시오.
참석자를관리하는방법자세히알아보기





세션진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관한제품관리팀의특별참고사항:수업을완전히온라인
코스로진행하는학교가많아짐에따라해당팀에서는상당히증가한트래픽에대비하는

데도움이되도록몇가지예방적인인프라조치를수행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계속
면밀히모니터링하면서원활한서비스를제공하는데필요한추가단계를수행할

것입니다.

세션모범사례

오디오

콘텐츠공유하기

채팅

브레이크아웃그룹

설문

참석자관리

라이브선택자막

비디오

레코드

세션참여인사이트

다른기능



세션모범사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관한제품관리팀의특별참고사항:수업을완전히온라인
코스로진행하는학교가많아짐에따라해당팀에서는상당히증가한트래픽에대비하는

데도움이되도록몇가지예방적인인프라조치를수행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계속
면밀히모니터링하면서원활한서비스를제공하는데필요한추가단계를수행할

것입니다.

최상의환경을위한모범사례

● 가능한경우 유선인터넷(이더넷)연결을사용합니다.가능하지않은경우WiFi

연결을사용합니다. WiFi를사용중인경우에는라우터에최대한가까운곳에

있도록합니다.자신을비롯한세션내모든참석자의 연결상태를확인할수

있습니다.

네트워크연결문제해결을위한도움말더보기

● 다른프로그램을닫습니다. Collaborate세션을위해사용중인브라우저를제외하고

컴퓨터에서모든프로그램및스트리밍서비스를닫으십시오.

● 브라우저를최신상태로유지합니다. Class collaborate가 지원하는최신인터넷

브라우저만사용하십시오.  

● 비디오사용을제한합니다.세션도중에는필요한경우에만비디오를

사용하십시오.

● 지원되는모바일브라우저를사용합니다.모바일장치의경우 지원되는모바일

브라우저를사용하십시오.최상의경험을위해 iOS장치에서는 Safari를, Android

장치에서는 Chrome을사용하시기바랍니다.

● 헤드폰을사용합니다.주변소음을줄이고헤드폰을사용하십시오.

● 광고차단기를비활성화합니다.브라우저광고차단기를사용하면오디오및

비디오가꺼지고버튼이나타나지않을수있습니다.

● 필요할때만녹화합니다.필요한경우에만세션을녹화하도록제한하십시오.

● 애플리케이션공유를제한합니다.필요할때만애플리케이션과화면을

공유하십시오.

● 프레젠테이션을 PDF로변환합니다. PDF는최소한의네트워크만필요로합니다.

PDF로공유하려는항목을변환하여 Collaborate에업로드하십시오.



● 세션을짧게유지합니다.프레젠테이션을녹화하고참석자와미리공유하십시오.

참석자에게생각할시간을주고세션을사용하여토론합니다.

스마트예약

● 일찍참여할수있도록합니다. 참가자가세션에일찍참여할수있도록하십시오.

그러면새참가자가강의실과무엇을할수있고없는지에대해파악할기회를가질

수있습니다.스스로세션에일찍참여해도구를사용하는방법을연습하십시오.

● 참가자권한을선택합니다.세션을생성할때 세션설정에서허용할참가자권한을

선택할수있습니다.즉,참가자가채팅하거나비디오또는오디오를공유하거나

공유된파일이나화이트보드에그림을그릴수있도록설정하거나그렇게할수

없도록제한할수있습니다.권한은세션의모든참가자에대해해제되어있습니다.

참가자가 세션에서 대화를나누거나채팅을할수있도록하려면

참가자를 발표자로 승격하십시오.

● 참석자에게예상되는내용을알려줍니다.참석자에게세션을찾는방법과세션

내용을알려주고,세션도중에는참석자에대한기대사항을공유하십시오.

● 게스트화자를초대합니다.게스트화자가있는경우세션에서발표자로

지정하십시오. 발표자는자신의화면을공유하고이미지나 프레젠테이션파일을

업로드할수있지만,진행자처럼다른사용자의권한을수정할수는없습니다.

진행자권한을공유하거나링크에참여할때는신중해야합니다.

● 게스트링크는신중하게공유합니다.게스트링크는공용링크이므로링크가있는

사람이라면누구나세션에참여할수있습니다.소셜미디어와같은공공장소에서

링크를공유하지마십시오.참석자초대기능을사용하면공유할수없는보안

링크를생성할수있습니다.세션이코스에있으면코스의모든사용자는공유할수

없는세션에안전하게접근할수있습니다.

세션준비

● 프레젠테이션을 PDF로변환합니다. PDF는최소한의네트워크만필요로합니다.

PDF로공유하려는항목을변환하여 Collaborate에업로드하십시오.



● 공동작업세션으로설정합니다.프레젠테이션을녹화하고참석자와미리

공유하십시오.참석자에게생각할시간을주고세션을 사용하여토론합니다.

● 설문조사텍스트를준비합니다. 설문조사를할계획인경우복사하여붙여넣을수

있도록사용할텍스트를준비하십시오.

● 일찍참여합니다.오디오및비디오를사용할계획이라면 오디오및비디오를

확인하는시간을가지십시오.공유하려는 파일을업로드하고,도구를사용하는

방법을연습합니다.

● 참석자가참여할수있도록몇분의시간을줍니다.참석자는다른세션에서실행

중이거나연결문제를겪고있거나 Collaborate를사용하는방법을처음으로배우는

중일수있습니다.참석자가참여하여자리를잡을수있도록잠시시간을

주십시오. 

접근성고려사항

● 콘텐츠에접근할수있게설정합니다.무엇을공유하든지해당콘텐츠에접근할수

있게설정하십시오. Blackboard Ally의접근성확인목록을사용하시기바랍니다.

● 세션전에콘텐츠를공유합니다.세션전에공유하려는콘텐츠에대한접근권한을

참석자에게부여하십시오.사용자가세션이진행되는동안더욱온전히참여할수

있도록자료를검토할기회를주십시오.예를들어프레젠테이션파일이나강의

녹화물을공유합니다.참석자에게자료에대해생각할시간을주고세션을

사용하여토론하십시오.

● Collaborate에프레젠테이션을업로드합니다.화면리더사용자는세션에서

공유되는 PowerPoint및 PDF파일에서텍스트에접근할수있습니다.슬라이드가

바뀌어도내용을쉽게따라갈수있습니다.진행자와발표자는화면리더에서

텍스트에접근할수있도록 파일공유를선택하고 Collaborate에파일을업로드해야

합니다.

● 주석을설명합니다.파일또는화이트보드를공유하는경우참석자가파일또는

화이트보드에표시할수있도록할수있습니다.시각장애가있는참석자를위해

수정내용을설명하십시오.



● 자막을제공합니다.세션에서말한내용의 자막을제공하십시오.라이브세션을

진행할때는누군가를자막작성자로지정하거나나중에녹화물에자막을

추가하십시오.

● 세션의자료를바로공유합니다.녹화물,프레젠테이션파일및스크립트를

참석자가찾고검토할수있는곳에두십시오.자료는바로공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세션또는퀴즈,시험등을진행하기전에학생이검토할시간을최대한많이

주십시오.

역동적인세션지원하기

● 모든참석자가참여하도록장려합니다.비디오및채팅은참석자를세션에

참여시키는좋은방법입니다.

● 접근성모범사례를따릅니다.모든참석자가참여할수있도록합니다.

● 참석자패널을열어둡니다. 그러면자리를비운참석자,마이크를켠참석자또는

네트워크연결문제를겪고있는참석자를파악할수있습니다. 참석자의연결

상태를모니터링하여내용을놓칠수있는참석자가있는지확인합니다. 

● 자신을소개합니다. 참가자가여러분의목소리를알아볼것이라고단정하지

마십시오.처음몇번은이야기할때자신의이름을밝히십시오.이렇게하면

참가자가여러분을알아볼수있습니다.

● 게스트화자소개.게스트화자를초대하거나참여자를발표자또는진행자로

승격하여코스에서그룹이공동으로작업하도록할수있습니다.발표자는자신의

화면을공유하고이미지나 프레젠테이션파일을업로드할수있지만,진행자처럼

다른사용자의권한을수정할수는없습니다.

● 프레젠테이션에서요점을강조표시합니다.사용가능한화살표를

이용하여 프레젠테이션을살펴보십시오.화이트보드나프레젠테이션의 주석

도구를사용하여텍스트,포인터또는다른모양을추가합니다.

● Q&A포함.참가자가질문을하도록유도합니다.여러참가자가말하는경우 Class

collaborate의 Ultra환경에서는자동으로리더를팔로우해현재화자의이름을

화면에표시합니다.



● 말하지않는경우음소거합니다. 타이핑소리또는옆에서대화하는소리와같은

외부소음만큼주의를방해하는것도없습니다.

● 참석자를음소거합니다. 대규모세션에서 참석자를음소거합니다.필요한

경우 세션설정에서참가자가비디오를공유하지못하도록설정할수도있습니다.

● 시선을맞춥니다. 비디오를공유하는경우세션이아니라카메라를바라봅니다.

어색하게느껴질수있지만,이렇게하면참가자가세션에참여하고있다는느낌을

더강하게받고고립된느낌은덜받을수있습니다.

● 원치않거나방해가되는참석자를제거합니다. 참석자 패널에서참석자를

가리키고 참석자컨트롤을 선택합니다. 세션에서제거를 선택하십시오.

● 참가자권한을제거합니다.모든참가자가오디오,비디오또는채팅을사용하거나

화이트보드에글씨를쓰지못하도록하십시오.모든참가자는동일한권한을

가집니다.권한을해제하고한명의참가자가말하도록하려면 참가자를 발표자로

승격합니다.

우수한후속조치

● 세션의자료를바로공유합니다.녹화물,프레젠테이션파일및스크립트를

참석자가찾고검토할수있는곳에두십시오.자료는바로공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세션또는퀴즈,시험등을진행하기전에학생이검토할시간을최대한많이

주십시오.

소스

“Web Conferencing에티켓:중요팁." - Adobe Connect 사용자커뮤니티. N.p., n.d.웹.
2015년 9월 11일.

강의실관리
관리인터페이스또는 API를사용하여 Class collaborate세션을생성하면 URL을지닌모든
사용자가해당세션에접근할수있습니다.게스트 URL이외의제한이설정되지않았기
때문에이는정상적인동작입니다.사용자는세션에참여하기전에이름을자유롭게
추가할수있습니다.

접근제한하기

관리자는세션에대한접근을제한할수있습니다.방법은다음과같습니다.



1. 세션설정에서사용자권한을제거합니다.사용자권한은진행자내부세션에서

활성화할수있습니다.권한을제한하면사용자가참여시아무런동작도수행할수

없기때문에방해를받지않게됩니다.

권한은세션의모든참가자에대해해제되어있습니다.한명의참가자가세션에서
말또는채팅을하도록허용하려면 참가자를발표자로승격합니다.

2. 관리자스케줄러에서초대기능을사용합니다.이경우직접동작을수행해야

하지만,인증된사용자만세션에참여하도록할수있습니다.

온라인코스의세션을예약하려는교수자는이기능을사용할수없습니다.코스의
모든사용자는공유될수없는세션에안전하게접근할수있습니다.

3. LMS(학습관리시스템)통합을활용합니다. LMS에서사용자는자신의성명과

사진을사용하여 SSO를통해세션에참여합니다.학생이인증되지않은외부

사용자와 URL을공유하려고하는경우외부사용자가세션에접근하려고하면

오류가발생합니다.

4. 다음을허용하도록 현재포털을개선합니다.

1. API를통해사용자를추가합니다. Collaborate사용자를양식을통해

생성하고기록에대해검증하여유효한사용자만세션에접근하도록할수

있습니다.

2. API를통해등록을추가합니다.필요한사용자만적절한세션에접근할수

있어야합니다.



오디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관한제품관리팀의특별참고사항:수업을완전히온라인
코스로진행하는학교가많아짐에따라해당팀에서는상당히증가한트래픽에대비하는

데도움이되도록몇가지예방적인인프라조치를수행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계속
면밀히모니터링하면서원활한서비스를제공하는데필요한추가단계를수행할

것입니다.

오디오를사용하는이유
오디오는학생과대화하려고할때유용합니다.오디오를활용하면어조를통해가르치는
내용을열정적으로전달할수있습니다. 또한학생이오디오를공유하면학생의표현을
통해학생이어떤태도로수업에참여하고있는지도파악할수있습니다.
오디오를사용하는경우 세션에서비디오도사용해보십시오.
학생들이오디오를켜고싶어하지않으면어떻게합니까? 괜찮습니다.오디오를바로
켜는것을 불편해하는학생도있을수있습니다.오디오는학생과대화하는한가지
방법일뿐입니다. 채팅, 설문조사, 피드백 등으로도학생과소통할수있습니다.
오디오를 켜고시작해 보십시오. 

오디오켜기
오디오및비디오를설정한후카메라와마이크를모두켜서자신의모습이보이고

목소리가들리도록하십시오.
진행자는세션도중언제든참석자를음소거할수있습니다.진행자가참석자를
음소거하면해당내용이해당참석자에게통지됩니다.말하지않을때는마이크를끄는
것이좋습니다. 세션모범사례에서더많은팁을알아보십시오.
기본영역또는콘텐츠프레젠테이션영역의하단에있는마이크및카메라아이콘을

사용합니다.키보드에서 Alt + M을눌러마이크를켜거나끕니다. Alt + C를눌러카메라를
켜거나끕니다.

마이크는켜야활성상태가됩니다.

오디오설정
세션에서마이크및카메라를사용하려면브라우저에마이크및카메라를사용할권한을

부여해야합니다.
일부브라우저의경우오디오를재생하려면말할계획이없더라도마이크에대한접근
권한을부여해야합니다.세션에있는다른사람들의말을들으려면브라우저에마이크에
대한접근권한을부여하십시오.

이메시지는세션에처음참가하거나처음 오디오를켜는 경우에표시됩니다.언제든지
오디오및비디오설정을실행하려면다음단계를따르십시오.



1. 내설정을엽니다.프로필사진과이름을선택합니다.또는 Collaborate패널을

열고 내설정을선택합니다.

2. 카메라및마이크를설정하십시오를선택합니다.

3. 사용하려는마이크를선택합니다. Collaborate는오디오가수신되면수신상태가

좋다는메시지를표시합니다. 예 -잘작동함을선택하여계속합니다.

4. 사용할카메라를선택합니다. Collaborate에서는사용자의비디오가수신될때잘

보인다는메시지를표시합니다. 예 -잘작동함을선택하여계속계속합니다.

비디오는자신에게반대방향으로표시되는데,이는정상적인작동입니다.

기본적으로설정을완료하고나면음소거됩니다.준비되면 오디오를켜십시오.
JAWS및 VoiceOver를통해오디오및비디오를설정하는데문제가있으십니까? 문제해결
도움말을참조하여브라우저에대한지원페이지를확인하십시오.

참석자음소거하기
진행자는세션에서개인참석자또는모든참석자를음소거할수있습니다. Blackboard앱
또는 Blackboard Instructor앱을사용하는참석자도음소거할수있습니다.

● 개인참석자음소거: 오디오를켠상태로참석자를가리킵니다. 참석자

컨트롤을 선택하고 음소거를선택합니다. 

● 모든참석자음소거: 참석자 패널상단에있는 추가옵션을선택합니다. 모두

음소거를선택합니다.

음소거된참석자는진행자가마이크를음소거했다는통지를받게됩니다.
참고:참석자는음소거된후다시마이크를켤수있습니다.

오디오및비디오문제
오디오또는비디오문제가발생한경우세션및브라우저설정을확인하십시오.

● 오디오또는비디오컨트롤이켜져있습니까?아이콘에선이그어져있으면장치가

비활성화된것입니다.

● 최신버전의브라우저를사용하고계십니까?브라우저를업데이트하십시오.

● 브라우저에카메라와마이크에대한접근권한이있습니까?

선택한브라우저의오디오및비디오문제를해결하는방법자세히알아보기



동적조정
Collaborate는인터넷연결품질에따라송수신연결대역폭을동적으로변경합니다.
연결이개선되거나저하되면비디오에대한대역폭사용이그에따라조정됩니다.
일부환경에서는추가조정이필요할수있습니다. Collaborate에서는더욱광범위한
일시적인연결문제를수용하기위해환경을명시적으로변경합니다.
환경이변경되면통지가표시되고이유가설명됩니다.

네트워크연결에대해자세히알아보기

FAQ
소리가들리지않습니다.볼륨을조정할수있습니까?
내설정에서마이크및스피커볼륨을조정합니다.아바타이미지를가리켜 내설정을

엽니다. 오디오및비디오설정을선택합니다.
오디오버튼을찾을수없습니다.오디오를켜려면어떻게해야합니까?
진행자는세션중에오디오를끌수있습니다.진행자는세션에서오디오,비디오,채팅및
수정도구기능을끌수있습니다. 



콘텐츠공유하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관한제품관리팀의특별참고사항:수업을완전히온라인
코스로진행하는학교가많아짐에따라해당팀에서는상당히증가한트래픽에대비하는

데도움이되도록몇가지예방적인인프라조치를수행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계속
면밀히모니터링하면서원활한서비스를제공하는데필요한추가단계를수행할

것입니다.
말하지마십시오.보여주십시오.
Class collaborate의 Ultra환경으로지식을쉽게공유할수있습니다.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을비롯한컨텐츠를업로드하거나데스크탑화면을공유하여
자세한내용을표시할수있습니다.
Collaborate패널을열고 콘텐츠공유를선택한후참석자와의공유및공동작업을
시작합니다.
Collaborate패널이어디에있는지잘모르십니까? 사용방법익히기를참조하십시오.
총파일크기가 125MB를넘지만않으면세션에서여러프레젠테이션을업로드할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공유하기
데스크톱또는소프트웨어애플리케이션을공유하여특정주제에관해학생을가르쳐

보십시오.학생에게는애플리케이션또는데스크톱에서진행되는내용이항상자동으로
표시됩니다.
데스크탑이나애플리케이션을공유하면라이브세션에서모든사람이보게되고이후

누구나레코딩을볼수있습니다.공유를시작하기전에다른사람이보면안되는창과
애플리케이션을모두닫았는지확인하십시오.
프레젠테이션중에채팅메시지를놓치지마십시오. PowerPoint와같은다른
애플리케이션에있을때는채팅알림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통지설정에서 브라우저
팝업통지를선택하십시오.
현재 Class collaborate에서는모바일장치나화면리더에서애플리케이션공유를
지원하지않습니다.모바일장치나화면리더를사용중인경우에는파일및빈
화이트보드를참석자와공유할수있습니다.애플리케이션은공유할수없습니다.

오디오및비디오스트림및파일공유

오디오와비디오를공유하려면 ChromeTM을사용하십시오.
YouTubeTM와 같은사이트의비디오를공유하거나새 Chrome탭에서데스크톱에
있는 비디오및오디오파일을열어공유해보십시오. 

1. Chrome 브라우저에서 Collaborate패널을열고 콘텐츠공유 탭을선택합니다.

2. 애플리케이션/화면공유를선택합니다.



3. Chrome탭 옵션을선택합니다.

Windows를사용중인경우에는 '전체화면'을선택할수도있습니다.

4. 오디오공유 확인란을선택합니다.

5. 목록에서공유할탭을선택합니다.

6. 공유를선택합니다.

카메라공유하기

카메라공유 옵션을사용하면두대이상의카메라를공유할수있습니다.비디오를
공유하고컴퓨터에연결된다른카메라를공유하십시오.학생은진행자와진행자가보여
주려는기타항목을볼수있습니다.진행자는컴퓨터의 USB포트수와카메라수만
제약을받습니다.
비디오는미리보기에서반대방향으로표시되는데,이는정상적인작동입니다.비디오는
세션및녹화물에서다른사람에게올바르게표시되며,다른참석자에게또는
녹화물에서는반대방향으로표시되지않습니다.비디오는미리보기창에서만
미러링됩니다.

모바일장치의카메라를콘텐츠로사용

진행자는또한모바일장치의카메라를화면에서콘텐츠로공유할수있습니다.참석자가
화면의하단을따라주요도구를사용하여비디오를공유할때전면카메라가

사용됩니다. 모바일장치의카메라를콘텐츠로공유할수있다는것은이제진행자가후면
또는후방카메라도사용할수있다는것을의미합니다.
모바일장치에서는한번에한개의카메라만공유할수있습니다.이미공유된모든
비디오는종료되고새카메라의비디오가표시됩니다.

파일공유하기
크기가 60MB이하인 JPEG및 PNG이미지, PDF파일또는 PowerPoint프레젠테이션을
세션에업로드합니다.여러프레젠테이션을업로드할수있지만특정세션에대해
허용되는총크기는 125MB이하입니다.
PDF및프레젠테이션을 500페이지/슬라이드로제한하십시오. 
화면리더사용자는세션에서공유되는 PowerPoint및 PDF파일에서텍스트에접근할수
있습니다.슬라이드가바뀌어도내용을쉽게따라갈수있습니다.진행자와발표자는화면
리더에서텍스트에접근할수있도록 파일공유를선택하고 Collaborate에파일을
업로드해야합니다.



Windows및 Mac장치에공통된글꼴을사용하여최상의보기환경을제공하십시오.다른
글꼴을사용하면일부사용자에게간격과줄바꿈이다르게표시될수있고,녹화물에도
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Helvetica, Arial, Courier, Georgia, Impact, Open Sans, Tahoma,
Times New Roman또는 Verdana를사용하여모든사용자에게최상의환경을제공하십시오.
여기에파일추가를선택하거나파일을상자로끌어와업로드합니다.학생에게파일을

보여줄준비가되면 지금공유를선택합니다.
주초또는학기초에도클래스를준비할수있습니다!세션에참여한다음공유하려는
파일을로드합니다.이러한파일은진행자가삭제할때까지세션에남아있습니다.파일은
한번만로드하면원하는만큼재사용할수있습니다.
파일에서작성한주석과수정한내용은세션항목을닫으면지워집니다.
파일을업로드하려는세션에참여할수없다면세션을수정하여지금바로시작하도록

시간을변경합니다.파일을업로드합니다.시작시간은다시원래시간으로변경해야
합니다.참석자에게다른초대를보내지않는한참석자는변경사항을볼수없습니다.
세션설정에서세션도중참가자가공유한파일에표시하도록허용할수있습니다.

Collaborate패널을열고 내설정을선택합니다. 세션설정으로이동하여원하는항목을
선택합니다.
세션을녹화중인경우녹화물에공유파일이담기도록 8초동안기다린후계속하십시오.

파일을삭제하거나파일이름바꾸기

파일을삭제하거나파일이름을바꾸려면 Collaborate 패널에서 파일공유로이동합니다.

파일을찾고 파일옵션 메뉴를연다음, 파일제거 또는 파일이름바꾸기를선택합니다.

PowerPoint슬라이드의경우
PowerPoint파일을 Collaborate에서바로공유하거나 PowerPoint애플리케이션에서공유할
수있습니다.
어떤것을사용하지어떻게알수있습니까?그럼,결정할수있도록도와드리겠습니다.

● 파일공유: 최상의전체환경을구현하려면 파일공유를사용합니다.

o 업로드한각슬라이드가최적화되면모든참석자는 네트워크연결 상태와

관계없이뛰어난품질의슬라이드를볼수있습니다.

o 파일공유를사용하여세션에서사용할수있도록여러개의

프레젠테이션을한번에업로드할수있습니다.

o 업로드한파일은진행자가삭제할때까지세션에남아있습니다.이렇게

하면검토가필요한경우쉽게슬라이드로되돌아올수있습니다.



o 프레젠테이션을업로드하면슬라이드와함께 Collaborate편집도구를

사용할수있습니다.

o 세션도중 참가자가공유한파일에표시하도록허용할수있습니다.

o 화면리더사용자는세션에서공유되는 PowerPoint및 PDF파일에서

텍스트에접근할수있습니다.슬라이드가바뀌어도내용을쉽게따라갈수

있습니다.

진행자와발표자는화면리더에서텍스트에접근할수있도록파일공유를
선택하고 Collaborate에파일을업로드해야합니다.

● PowerPoint파일공유에대한자세한내용

● 애플리케이션공유: 프레젠테이션에애니메이션이있거나물리적공간및

온라인에서실시간으로동시에프레젠테이션을진행하는경우 애플리케이션

공유를사용합니다.

PowerPoint애플리케이션공유에대한자세한내용

PowerPoint파일공유

크기가 60MB이하인 PowerPoint프레젠테이션을사용할경우 파일공유를선택합니다.
이렇게하면귀하와귀하의참석자가최상의환경을구현할수있습니다.
PowerPoint를업로드하고 지금공유를선택합니다.슬라이드탐색기패널이열리고모든
슬라이드가표시됩니다.슬라이드를선택해공유를시작합니다.언제든지프레젠테이션
이름을선택하면슬라이드탐색기패널이다시열립니다.
프레젠테이션에애니메이션이있는경우 PowerPoint파일을업로드하는대신 PowerPoint
애플리케이션을공유합니다.

PowerPoint애플리케이션공유
원한다면 PowerPoint에서프레젠테이션을실행하고 Collaborate에서애플리케이션을
공유할수있습니다.
Collaborate에서 애플리케이션공유를선택하기전에프레젠테이션이공유하려는
화면에서설정되어실행되고있는지확인합니다.
가능하면발표중에채팅을모니터링할수있도록 Collaborate창을보이게설정하십시오.
또는다른진행자에게채팅을모니터링해달라고요청하십시오.
최상의환경을구현하려면프레젠테이션에대한일반또는전체화면보기를사용하지

않습니다.이러한보기에서는귀하와귀하의참석자가모든내용을보지못할수
있습니다.대신크기조정이가능한창에서슬라이드를공유합니다.

1. PowerPoint에서 슬라이드쇼 메뉴를열고 쇼설정을선택합니다.

2. 개별창으로열기를선택하고 확인을선택합니다.



3. 프레젠테이션을시작합니다.

4. 프레젠테이션창을원하는크기로조정합니다.이제 Collaborate에서슬라이드를

공유할준비가되었습니다.

5. 애플리케이션공유를선택하고 PowerPoint애플리케이션또는공유하려는화면을

선택합니다.

화이트보드공유하기
화이트보드를사용하여학생과공동으로작업해보십시오.빈화이트보드를열어그림을
그리거나메모를적으십시오.
완료하면장치또는컴퓨터화면캡처도구를사용하여 화이트보드를저장하십시오.

세션설정에서세션중에본인뿐만아니라참가자가화이트보드와도구를사용할수

있도록할지를결정하십시오. Collaborate패널을열고 내설정을선택합니다. 세션

설정으로이동하여원하는항목을선택합니다.

주석도구
파일또는빈화이트보드가세션에서공유된경우에는라이브세션중에주석도구를

사용하여문서를수정하고마크업할수있습니다.주석도구는화면상단에서찾을수
있습니다.이러한도구는진행자가 세션설정에서해제하지않는한,진행자및참가자가
모두사용할수있습니다.
진행자는기본룸에서주석이달린파일을브레이크아웃그룹과공유할수
있습니다. 브레이크아웃그룹과파일을공유하는방법자세히알아보기

문서보기설정

● 이동:페이지에서화이트보드또는공유된파일을이동합니다.

● 확대/축소 및 맞춤:페이지를확대/축소하거나페이지또는너비에맞게보기를

조정합니다.

주석

● 그리기, 브러시 및 지우개:다양한색상,두께및불투명도로페이지에자유롭게

그림을그립니다.주석을제거하려면지우개를선택합니다.자유롭게그린그림의

일부를지우개로지우거나 삭제 아이콘을선택하여전체그림을삭제할수

있습니다.



● 텍스트:페이지에서바로텍스트를추가합니다.텍스트를이동,수정및변경하고

텍스트의글꼴,크기,정렬및색상을선택할수있습니다.

● 도형: 선, 화살표, 직사각형, 타원, 다각형 및 폴리라인을선택합니다.각도형에는

색상,너비,불투명도등을변경할수있는고유한설정이있습니다.

● 주석지우기:주석은세션에저장됩니다.새로운내용을공유하거나새슬라이드로

이동하거나공유를중지할수있습니다.주석은그대로유지됩니다.진행자는 주석

지우기를사용하여모든페이지에서모든주석을삭제할수있습니다.

● 형광펜:공유된파일에서강조표시할영역을선택합니다.페이지에서텍스트를

강조표시하면추가메뉴가열립니다.강조표시된섹션에서강조표시,취소선,

밑줄,물결선또는코멘트를추가할수있습니다.형광펜은공유된파일에서만

사용할수있고,화이트보드에서는사용할수없습니다.

페이지가여러개인화이트보드를사용하려면여러페이지로된빈파일을
업로드합니다.

● 포인터:참석자의관심을콘텐츠의요점으로가져옵니다.도구모음에서포인터를

선택하고강조표시하고싶은항목으로커서를이동하기시작합니다.모든

참석자가실시간으로이동되는부분을볼수있습니다.가리키는것을

중지하려면 포인터 버튼을다시선택하거나다른도구를선택합니다.

진행자및발표자에게만포인터가있습니다.

● 주석지우기및공유중지:진행자및발표자만주석을지우고공유를중지할수

있습니다.

화이트보드및주석이있는문서다운로드
세션참석자는 PDF형식으로모든전체파일(주석포함)또는공유된화이트보드를
다운로드할수있습니다.
화이트보드또는파일다운로드를허용하는방법:

1. 세션에참여합니다.

2. 오른쪽패널로이동하고 콘텐츠공유 탭을선택합니다.

3. 파일공유 옵션에서화이트보드또는업로드된파일을공유하도록선택합니다.

4. 콘텐츠가공유되면 다운로드 버튼이상단도구모음에나타납니다.

o 다운로드버튼은기본룸과브레이크아웃그룹에서사용할수있습니다.



파일공유옵션에서업로드된파일은공유된후에만다운로드할수있습니다.참석자가
파일을다운로드하지않게하려면특정애플리케이션또는화면을공유하십시오.
프레젠테이션의콘텐츠중일부만공유하려면 PowerPoint® 또는이와유사한도구의
'슬라이드숨기기'옵션을사용하여공유할파일을업로드하십시오.참석자는
프레젠테이션을다운로드할수있지만숨겨진슬라이드는볼수없습니다.



채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관한제품관리팀의특별참고사항:수업을완전히온라인
코스로진행하는학교가많아짐에따라해당팀에서는상당히증가한트래픽에대비하는

데도움이되도록몇가지예방적인인프라조치를수행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계속
면밀히모니터링하면서원활한서비스를제공하는데필요한추가단계를수행할

것입니다.

채팅을사용해세션을더욱재미있게만들어보십시오.

대다수의학생은텍스트기반의커뮤니케이션양식에매우익숙합니다.따라서
오디오/비디오설정하에서는말하기를주저하는학생들이텍스트로는한층더활발하게
참여하기도합니다.

Collaborate패널을열고 채팅열기를선택하여채팅을시작합니다.

Collaborate패널이어디에있는지잘모르십니까? 사용방법익히기를참조하십시오.

세션에서채팅허용

세션에처음들어가면채팅이꺼져있을수있습니다.이러한경우채팅을켜야합니다.

새채팅코멘트가있는경우통지를받는방법

Collaborate에서는 통지를사용하여세션에서발생하는일에대해알려줍니다.이러한
통지는새채팅코멘트가있는경우표시됩니다.

● Collaborate팝업통지는화면에몇초동안표시되었다가사라지며,새채팅
메시지가있는지,메시지가두개이상인지,해당코멘트가어느채팅채널에
있는지알려줍니다.

● 새채팅메시지가있거나자신이멘션된경우오디오통지가제공됩니다. 소리를
들으려면오디오통지관련내용을참조해주십시오.



● 브라우저팝업통지는다른브라우저창또는애플리케이션이열려있고활성

상태인경우표시됩니다.채팅메시지를보려면팝업을닫고세션으로돌아갑니다.

채팅패널이열려있으면새코멘트에대한알림이표시됩니다.

보조기술을사용하여코멘트알림을받는방법자세히알아보기

채팅에서누군가가입력중일때도확인할수있습니다. 채팅 패널을열고 누군가가
질문이나코멘트를하려고하는지확인해보십시오.

채팅이모티콘

강의실역학에서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은중요한부분입니다.누군가의표정을보거나
어조를들으면그들이수업을어떻게따라가고있는지에대해많은것을알수있습니다.
이모티콘을사용하면가상환경에서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을사용할수있습니다.
원하는바를정확히전달하는 이모티콘을찾아보거나검색해보십시오.

Collaborate(Ultra)의이모티콘팩에서는다양한이모티콘및유니코드 8문자를
지원합니다.

사람이모티콘에서지원되는 5가지피부색중하나를사용해보십시오. 피부색

선택 버튼을사용하면모든사람이모티콘의피부색을한번에변경할수있습니다.또는
유니코드문자를사용하여이모티콘을사용할때이모티콘의피부색을설정하십시오.

● 피부색선택: 피부색선택버튼을선택하고원하는색을선택합니다.

● 유니코드 8문자:입력할때이모티콘에밑줄,색및지원되는색번호(1~5)를
추가합니다.이모티콘텍스트의양쪽끝에콜론을입력하는것을잊지마십시오.
예: :wave_tone5:

보조기술및바로가기키로이모티콘을사용하는방법자세히알아보기



채팅내역

Collaborate의채팅내역에는어느시간을선택하든지 50개의메시지만표시됩니다.
메시지를스크롤합니다.또는키보드를사용하여탐색하려는경우채팅패널상단에
숨겨져있는키보드컨트롤을사용합니다.

보조기술을사용하여채팅내역을확인하는방법자세히알아보기

녹화물의채팅메시지

세션이레코딩되고있는경우 모든사용자 채널의채팅메시지도동시에레코딩됩니다.
브레이크아웃그룹의채팅메시지및비공개메시지는녹화되지않습니다.

녹화물의채팅메시지에대해자세히알아보기

비공개채팅

세션의다른사람들은알수없게비공개로채팅합니다.

기본적으로 채팅을처음열면 모두가보입니다. 모두 머리글옆의 이전패널을
선택합니다.그다음채팅하려는상대방의이름을입력하고채팅을시작합니다.

비공개채팅에서언사를조심하십시오!진행자는부적절한언어나괴롭힘을
모니터링하기위해참가자사이의비공개채팅을감독할수있습니다.진행자가감독하는
경우경고가나타납니다.

진행자는어떤참여자가비공개로채팅하는지를제한할수있습니다.진행자는참여자가
진행자와비공개로만채팅하도록선택할수있습니다.

또한진행자들에게는진행자용비공개채팅이있습니다.참가자는진행자채팅채널을볼
수없습니다.



진행자는비공개채팅을감독하려는경우세션이시작하기전에옵션을선택해야합니다.
세션시작전과세션동안에설정할수있는내용에대해서는 세션설정을확인하십시오.

모두채팅만세션레코딩에포함됩니다.

보조기술을사용하여비공개채팅을진행하는방법자세히알아보기

비공개채팅설정

진행자는참석자가채팅할수있는대상을제한할수있습니다.진행자는모든비공개
채팅을감독할수도있습니다.

비공개채팅을감독하거나참가자가진행자와만채팅할수있도록하려면,세션이
시작되기전에 세션설정에서각옵션을선택해야합니다.

● 참가자는진행자하고만비공개로채팅가능: 비공개채팅은기본적으로사용할수
있습니다.이옵션을선택한경우,참가자는진행자와만비공개로채팅할수
있습니다.이옵션을선택하지않은경우,참여자는세션에있는기타모든이들과
비공개로채팅할수있습니다.

● 진행자가모든비공개채팅감독:이옵션을선택한경우,진행자는비공개채팅
채널에서대화한모든내용을확인할수있습니다.비공개채팅채널상단에
사용자에게채팅이감독을받고있음을알리는경고가나타납니다.이옵션을
선택하지않은경우,비공개채팅채널이표시되지않습니다.

채팅모니터링

오디오/비디오설정에서는말하기를주저할수있는학생이채팅에는참여할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누군가가새채팅메시지를게시하면진행자는통지를받게됩니다.채팅
통지가표시되지않거나들리지않으면 내설정에서 통지설정을확인합니다.

채팅을모니터링하여누군가가질문이나코멘트를하려고하는지

확인하십시오. Collaborate 패널을열고 채팅열기를선택합니다.



진행자는모든 비공개채팅을감독할수도있습니다.

비공개채팅을감독하거나참가자가진행자와만채팅할수있도록하려면,세션이
시작되기전에 세션설정에서각옵션을선택해야합니다.

프레젠테이션중에채팅메시지를놓치지마십시오. PowerPoint와같은다른
애플리케이션에있을때는채팅알림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통지설정에서 '브라우저
팝업통지'를선택하십시오.

채팅의불경한언어필터

누군가가채팅에서부적절한단어를사용하는경우해당단어를라이브세션과

녹화물에서모두필터링할수있습니다.해당단어는별표로대체됩니다.

불경한언어 필터는주로인종/국적및성정체성/표현과관련하여불쾌감을주는
용어뿐만아니라신체부위또는성행위에대한경멸적인속어중가장일반적으로

사용되는일부용어를필터링합니다.이필터는영어,프랑스어,스페인어를지원하며,
주로미국초중고교에서사용하도록만들어졌습니다. 이기능은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어있습니다. Blackboard에서는이러한목록이그특성상완전하지않으며
너무많거나적은내용을포함하고있을가능성이크다는점을이해하고있습니다.

진행자는 세션설정에서이기능을켤수있습니다.

1. 채팅메시지에서불경한언어숨기기 옆의확인란을선택합니다.
2. 현재세션을종료합니다.
3. 새세션을시작하여변경된설정을적용합니다.변경사항은이후의세션
녹화물에도적용됩니다.

세션을다시로드하는것으로는충분하지않습니다.

세션이시작되기전에 세션설정에서불경한언어필터를켭니다.

보조기술을사용하여채팅탐색하기

보조기술을사용하여채팅하는방법자세히알아보기



브레이크아웃그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관한제품관리팀의특별참고사항:수업을완전히온라인
코스로진행하는학교가많아짐에따라해당팀에서는상당히증가한트래픽에대비하는

데도움이되도록몇가지예방적인인프라조치를수행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계속
면밀히모니터링하면서원활한서비스를제공하는데필요한추가단계를수행할

것입니다.
소규모그룹공동작업을촉진하기위해메인룸에서분리된브레이크아웃그룹을만들고

참석자를할당할수있습니다.
세션참석자가 250명이상인경우,브레이크아웃그룹이설정해제됩니다.

브레이크아웃그룹에는자체오디오,비디오,화이트보드,애플리케이션공유및채팅
기능이있습니다.한그룹에서발생하는공동작업은메인룸(및다른그룹)과별개입니다.
브레이크아웃룸에서말하거나본내용은녹화물에캡처되지않습니다.

브레이크아웃그룹시작
Collaborate가생성되고브레이크아웃그룹을무작위로할당하도록선택할수있습니다.
또는그룹을직접만들수있습니다.브레이크아웃그룹은세션도중에할당되며,미리
만들어놓거나저장할수없습니다.

1. Collaborate 패널에서 콘텐츠공유 패널을엽니다.

Collaborate패널이어디에있는지잘모르십니까? 사용방법익히기를
참조하십시오.

2. 브레이크아웃그룹을선택합니다.

3. 그룹을할당합니다.다음옵션중하나를선택합니다.

o 무작위할당: Collaborate에서그룹을생성한후참석자를무작위로

할당합니다.

룸에 4명이상이있을경우에만무작위로할당할수있습니다.

▪ 그룹에포함되기원할경우 그룹할당에진행자포함을선택합니다.

▪ 각그룹에포함되는참석자수를변경할수있습니다. 그룹

수 메뉴에서그룹수를선택합니다.

▪ 참석자그룹화방식을바꾸고싶으면 참석자재할당을선택합니다.

o 사용자지정할당: 자체그룹을생성합니다.

그룹의이름은변경할수있습니다.



최대 20개의그룹을생성할수있습니다.브레이크아웃그룹은참석자가
250명미만인세션에서만사용할수있습니다.각그룹에포함시킬수있는
참석자수에는제한이없습니다.그러나그룹에균일하게참석자를
분배하는것이좋습니다.

▪ 참석자를그룹에할당합니다.참석자옵션메뉴를선택하고그룹을

선택할수있습니다.참석자를선택하고오른쪽그룹으로끌어올

수도있습니다.

▪ 새그룹생성을선택하여그룹을더추가합니다.

o 코스그룹세트: Blackboard Learn코스에서생성한그룹을사용합니다.

코스그룹세트는 Collaborate와 Blackboard Learn통합에서만사용할수
있습니다.

▪ 사용할그룹세트를선택합니다.

▪ 원하는경우,참석자를선택한다음다른그룹으로끌어올수도

있습니다. Collaborate에서참석자를다른그룹으로이동해도코스내

그룹구조에영향을주지않습니다.

▪ 그룹세트에는최대 20개의그룹만포함될수있습니다.

4. 경우에따라참석자가스스로다른그룹으로이동할수있게하려면 참석자가

그룹을전환하도록허용을선택합니다.

5. 시작을선택합니다.

Blackboard Learn그룹통합
Blackboard Learn코스에서생성한그룹으로브레이크아웃그룹을시작합니다.
브레이크아웃그룹을미리생성하고시간을절약하려면기존의코스그룹을

사용하십시오.기존의학생공동작업을기반으로구축합니다.
Collaborate와 Blackboard Learn통합에서학생은교수자를위한추가작업을수행하지
않고도동일한그룹에머무를수있습니다.또한 Collaborate세션에서교수자는 Learn의
그룹에영향을주지않고도필요에따라유연한기능일부를활용하고그룹을조정할수

있습니다.예를들어, 참석자간그룹의균형을맞출수있습니다.
Collaborate와 Blackboard Learn그룹통합을 SaaS배포에서사용할수있습니다.이는다음
환경에모두적용됩니다.

● Original코스환경그룹세트(독립실행형그룹아님)

● Ultra코스환경코스수준그룹

브레이크아웃그룹을시작하는경우 그룹할당 메뉴로이동하고 코스그룹세트를
선택합니다.사용할그룹세트를선택하고브레이크아웃을시작합니다.



Watch a video about sharing files to breakout groups
The following narrated video provides a visual and auditory representation of some of the
information included on this page. For a detailed description of what is portrayed in the
video, open the video on YouTube, navigate to More actions, and select Open transcript. 
Video: Share files to breakout groups explains how to share files to breakout groups.
 

브레이크아웃그룹에파일공유하기
하나이상의브레이크아웃그룹과파일을공유할수있습니다.

1. 브레이크아웃그룹을시작한후 파일공유를선택합니다.

2. 공유할파일의 파일옵션 메뉴를엽니다.

3. 그룹과공유를선택합니다.

4. 파일을공유할그룹을선택합니다.

5. 지금공유를선택합니다.

그러면브레이크아웃그룹에파일의첫번째슬라이드가표시됩니다.

그룹파일을저장하여나중에사용할수도있습니다.세션에서로그아웃하기전에
브레이크아웃그룹파일을찾아기본룸에저장하십시오.
브레이크아웃그룹파일을저장하는방법자세히알아보기

타이머
타이머가일시적으로비활성화되었습니다. 자세한내용은 Class Collaborate & Support의
지원게시판에서확인하십시오.
타이머를설정하여참석자가예정된시작시간및남은시간을알수있도록

하십시오. Collaborate패널을열고 콘텐츠공유를선택한다음, 타이머를시작합니다.
브레이크아웃그룹을사용중이라면기본룸에서타이머를설정합니다.타이머는모든
사용자에게표시됩니다.사용자가어느그룹에속해있는지는상관없습니다.

참석자가브레이크아웃그룹에서수행할수있는작업
브레이크아웃그룹은그룹공동작업용으로설계되었습니다.그룹의모든
참석자가 발표자입니다.즉,모든참석자는나머지그룹구성원과화이트보드,파일및
애플리케이션을공유할수있습니다.
브라우저가애플리케이션공유를지원하는지확인합니다.



발표자권한에대한자세한내용

그룹모니터링

브레이크아웃그룹이시작된후에그룹간을이동하면서모니터링할수있습니다.한
그룹에스스로할당된경우해당그룹의다른구성원이수행하는작업을보고들을수

있습니다.여기에는공유콘텐츠,오디오,비디오및채팅이포함됩니다.
다른그룹이수행하는작업방식을보려면해당그룹에참여해야

합니다. 참석자 패널에서 그룹참여를선택합니다.
그룹채팅은해당그룹에만공개됩니다.모두채팅방은소속된그룹에관계없이모든
사람에게열려있습니다.진행자에게는진행자전용채팅방도있습니다.
다른진행자가브레이크아웃그룹을업데이트하고있는경우에는그룹간에이동할수
없습니다.

참석자를다른그룹으로이동하기

진행자는참석자패널에서 그룹참여를선택하여그룹간을직접이동할수있습니다.
다른출석자를이동할수도있습니다.

1. 출석자 패널에서출석자를찾고 출석자컨트롤을선택합니다.

2. '다른그룹으로이동'을선택합니다.이렇게하면브레이크아웃그룹패널이

열립니다.

3. 참석자를다른그룹으로이동합니다.두가지방법을사용할수있습니다.

o 참석자옵션메뉴를선택하고그룹을선택합니다.

o 참석자를선택한후새그룹으로끌어옵니다.

4. 업데이트를선택합니다.

진행자가브레이크아웃그룹을업데이트하고있는경우에는진행자또는참석자가그룹
간에이동할수없습니다.

세션에서누군가를제거할수있습니까?
예.메인룸이나다른그룹으로다시이동하도록선택할수도있습니다.또는세션에셔
완전히제거하도록선택할수도있습니다.참석자패널에서참석자옵션메뉴를
엽니다. 세션에서제거를선택합니다.



다른진행자가그룹을변경하면어떻게됩니까?
업데이트를선택하기전에다른진행자가그룹을변경하면변경사항이손실됩니다.다른
진행자가변경을수행하면통지가제공됩니다.진행자가브레이크아웃그룹을수정하고
있는동안에는누구도그룹간에이동할수없습니다.

브레이크아웃그룹종료하기
브레이크아웃그룹을중지하고모든참가자를메인룸으로복귀시키려는

경우 브레이크아웃그룹종료를선택합니다. 참석자 패널상단또는 콘텐츠

공유 패널의 브레이크아웃그룹 옆에서이옵션을찾을수있습니다.

브레이크아웃그룹종료를선택하면모든참석자가메인룸으로복귀됩니다.
그룹이모든작업을종료하면그룹에서공유되던모든항목을메인룸에서는사용할수
없게됩니다.참석자에게몇분의시간을주고브레이크아웃그룹이종료될것임을
경고합니다.그룹을종료하기전에진행중이던내용을남길수있도록참석자에게화면을
캡처하거나다른방식으로녹화할시간을주십시오.

브레이크아웃그룹의파일저장하기
그룹파일을저장하여나중에사용할수도있습니다.세션에서로그아웃하기전에
브레이크아웃그룹파일을찾아기본룸에저장하십시오.

1. 브레이크아웃그룹을종료한후세션에서나가기전에 파일공유를선택합니다.

2. 그룹폴더를엽니다.

3. 저장할파일의 파일옵션 메뉴를엽니다.

4. 기본룸파일로이동을선택합니다.

그러면그룹파일이기본룸에저장되어다시사용할수있게됩니다.
파일에서작성한주석과수정한내용은세션항목을닫으면지워집니다.

녹화물및브레이크아웃그룹
브레이크아웃룸에서말하거나본내용은녹화물에캡처되지않습니다.모든참석자가
기본룸에서나가브레이크아웃그룹에참여하는경우에는 Collaborate에서세션녹화를
중지합니다. 
한명이상의참석자가기본룸으로돌아오면 세션메뉴에서녹화를다시시작할수
있습니다.



유용한팁

화이트보드에서하나의항목을삭제하는방법:지우기버튼을사용하면

보드/슬라이드에서모든주석이삭제됩니다. 선택 도구를 사용하여하나의주석을선택한
다음,키보드에서백스페이스키(Delete키아님)를눌러선택한항목을삭제하십시오.

화이트보드에서콘텐츠를회전하는방법: 선택 도구를사용하여객체를선택한다음,선택
상자의오른쪽에아주작게표시되는상자를선택하여끌어서회전하십시오.

한번에두명이상의참석자를그룹에할당하는방법:브레이크아웃그룹을직접채우는
경우키보드에서 Shift키를누른상태로한번에여러참석자를선택할수있습니다.그런
다음,선택한참석자를관련그룹에끌어다놓으십시오.각참석자의행에있는 "..."를
선택하고같은방식으로해당하는그룹을선택할수도있습니다.

늦게참여하는사람들이브레이크아웃그룹에참여하도록허용하는방법:늦은

참석자들이브레이크아웃그룹에참여하도록허용하려면 참석자가그룹을전환하도록

허용을선택하십시오.

유용한팁에도움을주신분

Amy Eyre(e러닝지원담당자) | Programme Design and Learning Technology
Team | University of York, UK
Helga Gunnarsdottir(학습전문가) | Learning Innovation Unit | The University of the West of
England, UK

설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관한제품관리팀의특별참고사항:수업을완전히온라인
코스로진행하는학교가많아짐에따라해당팀에서는상당히증가한트래픽에대비하는

데도움이되도록몇가지예방적인인프라조치를수행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계속
면밀히모니터링하면서원활한서비스를제공하는데필요한추가단계를수행할

것입니다.



설문조사는참석자들의참여를유도하고관심을지속시키는데도움이됩니다.또한
용도가매우다양합니다.

예: 참여할기회를줌으로써참석자의관심을이끕니다.참석자의의견을구하여토론을
시작합니다.질문을제시하여발표한내용을얼마나잘이해했는지확인합니다.또는
돌아보기질문을사용하여발표한내용을기억하도록도와줍니다.

참석자는최대 5개의답변중하나를선택하여설문조사에응답합니다.참석자가볼수
있는선택항목개수를결정합니다.

Bb Student앱에서는설문조사가지원되지않습니다. Bb Student를사용하는학생은설문
조사에참여할수없습니다.

Watch a video about polls

The following narrated video provides a visual and auditory representation of some of the
information included on this page. For a detailed description of what is portrayed in the
video, open the video on YouTube, navigate to More actions, and select Open transcript. 

Video: Polling in Class collaborate with the Ultra experience shows you polling in action.

 

설문조사만들기

설문조사를사용하여참석자에게피드백을제공할기회를주십시오. 

1. Collaborate 패널을엽니다.

Collaborate패널이어디에있는지잘모르십니까? 사용방법익히기를
참조하십시오.

2. 콘텐츠공유를선택합니다.

3. 설문조사를선택합니다.

4. 객관식(정답하나) 또는 예/아니요선택을선택합니다.



5. 원하는경우설문조사문항을입력하거나비워둘수있습니다.설문조사문항의
글자수는 110자로제한되어있습니다.

6. 객관식(정답하나)을 사용하는경우최대 5개의답안을제공할수있습니다.답안을
입력하거나비워두십시오.답안의글자수는 90자로제한되어있습니다.답안을
비워두면참석자에게는선택항목의번호가표시됩니다.

화면리더를통해서는각선택항목의번호만알수있습니다.화면리더를
사용하는참석자가있거나선택항목을비워둘경우참석자가각번호에해당하는
선택항목이무엇인지를알고있는지확인해야합니다.

7. 시작을선택합니다.

설문조사모니터링

설문조사를시작한직후에설문조사답변의개요를볼수있습니다.이개요는각선택
항목의응답수를표시합니다.아직응답하지않은참석자수도확인할수있습니다.각
참석자의응답방식또는응답하지않은참석자에대해서알고싶은경우, 참석자 패널로
이동합니다.

진행자도설문조사에응답할수있습니다.이러한이유로,진행자가 무응답 수에
포함되기도합니다.

설문조사개요는열린상태를유지하지않습니다. 설문조사를선택하여엽니다.

여기에서 모든참석자에게응답을표시하려면설문조사잠금 또는 설문조사중지를
선택할수있습니다.

참석자에게응답을표시하려면설문조사잠금

설문조사를선택하여설문조사개요를엽니다. 설문조사잠금을선택하여모든
참석자에게응답을표시합니다.참석자는응답의대략적인수만볼수있습니다.



참석자가볼수없게결과를숨기고새응답을허용하려면 설문조사잠금해제를
선택합니다.

참석자는무엇을확인합니까?

설문조사를시작하면참석자는답변을선택하라는요청을받습니다.참가자는자신이
응답한선택지만볼수있습니다.

메인단계에서는어떤항목도차단할수없게선택항목이표시되지않습니다.
참석자는 설문조사를선택하여선택항목을다시열수있습니다.

참석자는선택을수행한후에자신의선택을확인할수있습니다. 응답을공유하지않으면
설문조사결과를볼수없습니다.참석자는다른사람의응답을절대볼수없습니다.

설문조사를중지하려면어떻게해야합니까?

설문조사를선택하여설문조사개요를엽니다. 설문조사종료를선택하여설문조사를
중지합니다.

설문조사결과다운로드

진행자,교수자및관리자는세션의설문조사보고서를다운로드할수있습니다.이
보고서에는설문조사문항과각참석자가응답한방법이포함됩니다.

세션에서나간후 세션옵션 메뉴를열고 보고서보기를선택합니다.

● 참석자의연결이끊어지면설문조사답변이보고서에저장됩니다.
● 진행자가설문조사질문또는옵션을업데이트할경우,설문조사보고서에
업데이트가포함되고이전버전은포함되지않습니다.





참석자관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관한제품관리팀의특별참고사항:수업을완전히온라인
코스로진행하는학교가많아짐에따라해당팀에서는상당히증가한트래픽에대비하는

데도움이되도록몇가지예방적인인프라조치를수행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계속
면밀히모니터링하면서원활한서비스를제공하는데필요한추가단계를수행할

것입니다.

참석자를찾을수있는위치

모든참석자를보려면 참석자 목록을엽니다. Collaborate패널을열고 참석자를
선택합니다.

각참가자의역할을

● 각참가자의역할을확인할수있습니다. Blackboard에서는세션에서누가무엇을

할수있는지쉽게확인할수있도록역할별로참석자를그룹화했습니다.

● 손을든참석자를확인할수있습니다.손을든참가자는역할목록상단에

나타납니다.

● 참석자상태또는피드백.

● 마이크가켜진상태의참석자.

참석자목록을살펴보거나패널상단에서 추가옵션을열고 검색을

선택하십시오. 참가자 및 발표자 목록을숨길수있습니다.
네트워크연결등자세한정보를확인하려는참석자를가리키십시오.진행자는참석자의
이름옆에있는 참석자컨트롤을선택하여 참석자를승격하거나, 음소거하거나, 제거할수
있습니다.
키보드탐색을사용하는경우에는패널상단에서 Tab키를눌러 '참석자목록에

접근하기'를찾으십시오. '참석자목록에접근하기'에초점이맞춰져있지않다면보이지
않습니다.스페이스바를눌러활성화합니다.진행자가 Tab키를사용하여각
참석자의 컨트롤 간에이동할수있습니다.

참석자패널항상열어두기

참석자 패널을항상열어둘수있습니다.다른사람들과채팅하면서동시에세션의모든
사람을확인할수있습니다.자리를비웠거나,마이크가켜졌거나,네트워크연결문제가
있는사용자를파악할수있습니다.세션에참여하여채팅하면서이모두를확인할수
있습니다.



참석자 패널을열어두려면패널을분리해야합니다.두가지방법을사용할수있습니다.

1. Collaborate패널을엽니다. 참석자 아이콘을기본영역으로끌어서놓습니다.

2. Collaborate패널을열고 참석자를선택합니다.패널상단에있는 추가옵션을

선택합니다. 패널분리를선택합니다.

모든내용을볼수있도록기본영역이조정됩니다.공유된비디오,콘텐츠,화이트보드및
애플리케이션을왼쪽으로옮겨패널을위한공간을만듭니다. Collaborate패널에는
이제 채팅, 콘텐츠공유 및 내설정 탭만있습니다.
언제든지패널을닫을수있습니다.참석자패널을선택하고 Collaborate패널로다시
끌어다놓습니다.또는참석자패널의상단에서 추가옵션을선택하고 패널병합을
선택합니다.

참석자컨트롤

참석자컨트롤을 사용하여참석자를 비공개채팅으로보내거나 승격하거나 음소거하거나
세션에서 제거하십시오.
참석자의비디오를가리키면 참석자컨트롤이표시됩니다. 참석자 목록에서각참석자에

대한 참석자컨트롤을찾을수도있습니다. 

통지

누군가세션에참여하거나세션에서나갈때통지를받으시겠습니까?채팅메시지를
게시할때어떻게하시겠습니까?오디오또는시각적통지를받으시겠습니까?
Collaborate패널을열고 내설정을선택합니다. 알림설정을선택합니다.
기본적으로모든설정이켜져있습니다.이러한설정은통지배너및소리만켜거나
끕니다.

통지를끄더라도다음은계속표시됩니다.

● 참석자 패널에표시되는참여자의참여상태

● 채팅아이콘의새메시지개수

● 참석자 패널에표시되는손들기알림

● 레코딩중레코딩아이콘위에표시되는빨간색표시등



이러한설정은개인설정입니다.모든사람이자신의통지를설정합니다.진행자및
발표자만누군가손을들었을경우에대한통지를설정할수있습니다.

통지유형
어떤유형의통지를원하십니까?눈으로확인하고싶으십니까?아니면소리를통해
새로운항목에대한알림을받고싶으십니까?원하는통지유형을선택하십시오.다음과
같은세가지옵션이있습니다.

● Collaborate팝업: Collaborate의콘텐츠프레젠테이션영역에표시되는시각적

통지입니다.이러한통지를확인하려면세션창이열려있고활성상태여야합니다.

● 오디오:새로운항목에대해알려주는소리입니다.통지마다각기다른소리가

납니다.

o 세션참여통지:튕기는듯한소리가들립니다.

o 새채팅통지:탁치는듯한소리가들립니다.

o 손들기통지: '두다'같은소리가들립니다.손들기통지소리는진행자만

들을수있습니다.

o 세션나가기통지:종을치는듯한소리가들립니다.

o 채팅멘션: '바둔'같은소리가들립니다.

접근성페이지에서각소리들어보기

● 브라우저팝업:브라우저창상단에표시되는시각적통지입니다.브라우저팝업

통지는세션창이열려있고활성상태인경우에는표시되지않습니다.이통지는

다른브라우저창또는애플리케이션이열려있고활성상태인경우에만

표시됩니다.

채팅모니터링
오디오/비디오설정에서는말하기를주저할수있는학생이채팅에는참여할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누군가가새채팅메시지를게시하면진행자는통지를받게됩니다.채팅
통지가표시되지않거나들리지않으면 내설정에서 통지설정을확인합니다.
채팅을모니터링하여누군가가질문이나코멘트를하려고하는지

확인하십시오. Collaborate 패널을열고 채팅열기를선택합니다.
진행자는모든 비공개채팅을감독할수도있습니다.



비공개채팅을감독하거나참가자가진행자와만채팅할수있도록하려면,세션이
시작되기전에 세션설정에서각옵션을선택해야합니다.
프레젠테이션중에채팅메시지를놓치지마십시오. PowerPoint와같은다른
애플리케이션에있을때는채팅알림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통지설정에서 '브라우저
팝업통지'를선택하십시오.

참석자음소거하기
진행자는세션에서개인참석자또는모든참석자를음소거할수있습니다. Blackboard앱
또는 Blackboard Instructor앱을사용하는참석자도음소거할수있습니다.

● 개인참석자음소거: 오디오를켠상태로참석자를가리킵니다. 참석자

컨트롤을 선택하고 음소거를선택합니다. 

● 모든참석자음소거: 참석자 패널상단에있는 추가옵션을선택합니다. 모두

음소거를선택합니다.

음소거된참석자는진행자가마이크를음소거했다는통지를받게됩니다.
참고:참석자는음소거된후다시마이크를켤수있습니다.

손을든참석자관리
참석자는세션중에언제라도손을들수있습니다.이를통해주의를끌거나질문을할수
있습니다.진행자는손을든참가자를바로부를수도있고통지를닫은후나중에부를
수도있습니다.
누군가가손을들면통지를받도록해당설정을켜십시오.손을든참석자옆에는손을든
사람이미지가나타납니다. 또한진행자가잊지않고쉽게찾을수있도록손을든
참석자는 참석자 패널의해당역할목록상단에표시됩니다.

진행자는 참석자 패널에서손을내릴수있습니다.손을든참석자를가리키고 참석자

컨트롤을선택한다음, 손내리기를선택합니다.

기본적으로누군가가손을들면진행자는통지를받게됩니다.참석자가손을들때손
들기통지가표시되지않거나들리지않으면 내설정에서 통지설정을확인합니다.

● 오디오통지: '두다'같은경고소리가들립니다.

● Collaborate팝업통지:미디어공간위에팝업이표시됩니다.참석자의손을

내리려면통지에서 손내리기를선택합니다.참석자의손을내리지않고나갔다가

나중에다시돌아오려면통지를닫습니다.



● 브라우저팝업통지:팝업이브라우저창상단에표시됩니다.브라우저통지는다른

브라우저창또는애플리케이션이열려있고활성상태인경우에만표시됩니다.

참석자의손을내리지않고나갔다가나중에다시돌아오려면통지를닫습니다.

참가자권한

게스트화자가발표할때역할이참가자인모든사람을음소거하시겠습니까?참가자가
화이트보드를사용할수있습니까?
세션이전이나진행중에언제든 세션설정에서누가무엇을할수있는지를

결정합니다. Collaborate패널을열고 내설정을선택합니다. 세션설정을선택합니다.

Collaborate패널이어디에있는지잘모르십니까? 사용방법익히기를참조하십시오.
기본적으로역할이참가자인사람은프로필사진을표시하고,오디오및비디오를
공유하며,채팅메시지를게시하고,화이트보드및공유된파일에무언가를그릴수
있습니다.
세션설정에대한자세한내용

참석자승격하기
프레젠테이션의누군가와진행자또는발표자역할을공유하고있습니까?언제든지
참석자를다른역할로승격할수도있습니다.
누군가를승격하기전에다양한역할을이해해야합니다.예를들어,승격된진행자는
세션전체를컨트롤할수있는권한을갖습니다.
다양한역할에대해자세히알아보기

참석자를가리키고 참석자컨트롤을선택합니다. 참석자에게지정하려는역할을

선택합니다.
승격된참석자가말하거나참여하기전에몇 초간진행이중단 될수있습니다.

모든참석자승격

모든참석자를발표자나진행자로참여시킬수도있습니다. 세션 목록에서세션을

찾습니다. 세션옵션 및 설정편집을선택합니다. 게스트

역할 메뉴에서 발표자 또는 진행자를선택합니다.
현재스케줄러에대한진행자액세스권한을가지고있고, LTI호환 LMS에서
Collaborate를사용하며, Blackboard Learn코스에서 Class collaborate Ultra를이용하는
사용자만접근할수있습니다.어떤것을사용하는지잘모르시겠습니까? 세션
예약하기를참조해주십시오.



각역할이하는일
사용자는 Ultra환경에서진행자,발표자,참가자,자막작성자가될수있습니다.

● 진행자: 진행자는공유되고있는모든콘텐츠를완전히제어할수있습니다. 

● 발표자: 발표자역할은학생이완전한진행자권한을부여받지않고도발표할수

있도록고안되었습니다. 

● 참가자: 참가자가세션중에수행할수있는작업은 진행자가결정합니다.허용되는

경우참가자는채팅을하고오디오및비디오를사용하는등의작업을수행할수

있습니다. 

● 자막작성자 : 자막작성자역할은청각장애또는청각에문제가있는학생과

모국어가진행자의언어와다른학생을위해접근하기쉬운학습환경을

제공하도록고안되었습니다. 

다양한역할및수행할수있는작업에대해자세히알아보기

참석자제거하기
필요하면언제든지참석자를제거할수있습니다.
참석자를가리키고 참석자컨트롤을선택합니다. 세션에서제거를선택합니다.

참석자는다시참가할수있습니까?
참석자가 게스트링크를통해참가한경우에는게스트링크를사용하여바로다시참가할
수있습니다.
참석자가코스또는 개인초대를통해참가한경우에는연결이끊겼다는통지를받은후
다시연결할수없습니다.세션이코스룸처럼개방형인경우진행자가나갔다가세션에
다시참가하면참석자가다시참가할수있습니다.참석자는다음번에진행자가참여할때
세션에다시참여할수있습니다.
다른진행자를제거할수있습니까?
아니요.진행자는제거할수없습니다.참여자,발표자,캡션작성자만제거할수있습니다.
 

출석
Collaborate에서출석이자동으로확인되도록하십시오. Collaborate에서는참석자가
세션에참여하고세션에서나가는시간이추적됩니다.또한참석자가세션에평균적으로
얼마나오래머물렀는지도표시됩니다.
각세션에대해 세션출석보고서를확인할수있습니다.



Blackboard Learn코스의출석
Blackboard Learn코스에서 Collaborate를사용중인경우 Collaborate에서 Blackboard Learn
코스의 출석 페이지로학생출석정보가전송되도록선택할수있습니다.
이는세션이시작되기전에설정해야합니다.
Collaborate출석정보를코스와공유하는기능은 Blackboard Learn에서만사용할수
있습니다. Blackboard Learn을사용중인지잘모르시겠습니까? 모임일정예약을
참조하여자신에게해당하는학습관리시스템이무엇인지확인하십시오.
출석보고에대해자세히알아보기

Watch a video about attendee management
The following narrated video provides a visual and auditory representation of some of the
information included on this page. For a detailed description of what is portrayed in the
video, open the video on YouTube, navigate to More actions, and select Open transcript. 
Video: Attendee management explains how to manage your session attendees in Class
collaborate.
 



라이브선택자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관한제품관리팀의특별참고사항:수업을완전히온라인
코스로진행하는학교가많아짐에따라해당팀에서는상당히증가한트래픽에대비하는

데도움이되도록몇가지예방적인인프라조치를수행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계속
면밀히모니터링하면서원활한서비스를제공하는데필요한추가단계를수행할

것입니다.

라이브선택자막
Ultra환경에라이브선택캡션기능이포함됩니다.따라서모국어가진행자의언어와
다른학생과청각장애인또는청각에문제가있는학생이접근가능한학습환경이

제공됩니다.
진행자는참석자중에서자막작성자를지정해야합니다.캡션작성자는세션중의대화를
입력합니다.다른참석자는입력된내용을실시간으로확인할수있습니다.여러언어를
위해여러캡션작성자를둘수있습니다.
진행자를위해참석자중에서캡션작성자만들기에대한자세한내용

세션레코딩시라이브세션동안입력한캡션이포함됩니다.세션에캡션트랙이두개
이상있는경우사용가능한첫번째캡션만캡처됩니다.
참여자를위한세션레코딩에대한자세한내용

캡션작성자되기

캡션작성자는세션에서다른사람에게캡션을제공할수있습니다.이는진행자가
사용자에게할당하는역할입니다.
한세션에여러캡션작성자가있을수있습니다.캡션작성자는참석자패널에서 CC(선택
캡션)아이콘으로식별됩니다.
라이브선택캡션은일본어,중국어간체,중국어번체및한국어를지원하지않습니다.이
언어로설정된브라우저를사용하는사용자가브라우저를시작하면오류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시작하기

캡션작성자로지정되면이제캡션을제공할수있다는알림을받게됩니다.
준비되었으면 시작하기를선택합니다.그러면캡션을사용할수있다는알림이다른
참석자에게전달됩니다.자막은입력시실시간으로화면에표시됩니다.
또한 시작하기를선택하면텍스트필드가열려서세션중에들리는내용을입력할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자신의이름이자막의제목으로사용됩니다.다른사람이캡션을보고인식할
수있도록제목을변경하는것이좋습니다.예를들어선택자막또는스페인어자막으로
변경할수있습니다.



공유중인콘텐츠가보이며,화자를보고싶으십니까?화면속화면을선택하면활성
상태의화자가보입니다.

중국어,일본어,한국어브라우저
중국어,일본어,한국어로설정된브라우저에서는라이브선택자막의입력프로세스가
지원되지않습니다.즉,입력한내용이제대로나타나지않을수있습니다.참석자는
결과로나오는단어만이아니라모든키입력을보게됩니다.

예:일본어 "河口"를입력하려면캡션작성자가 "kakou"라고입력합니다.그러면 "kかkこ
う"라고나타납니다.이러한문자는수동으로 "河口"로변환됩니다.캡션을보는
참석자에게는입력된문자와변환된문자가둘다보이므로캡션을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브라우저를영어로설정하면중국어,일본어,한국어로캡션을입력할수있습니다.

Add captions to your recordings
If you used live closed captioning in your session, there are captions with your recording
already!
Add captions to your videos to engage all learners. Captioning video creates accessible content
for individuals who are deaf or hearing impaired. Captions can help all students consume the
video content. The uses for captions are limitless.
Examples

● Anyone working in a noisy environment can read captions.

● Non-native speakers can read captions in their own language.

● Students learning to read can follow along with the speaker.

● Students can see the spelling of terms that will be on a test. 

● Anyone can search the session for key terms.

You can upload Video Text Tracks (VTT) caption and SubRip Subtitle (SRT) files to add or
replace captions in recordings.
To learn more about VTT caption files, visit W3C WebVTT and Mozilla WebVTT.
To learn more about SRT files, visit the SubRip topic on Wikipedia and How to Create an SRT
File by 3Play Media.
Sample VTT file

1. From Collaborate scheduler, select Recordings and find the recording you want.

The Collaborate Scheduler is available in Blackboard Learn and LTI compliant LMS
courses. The Collaborate Scheduler is not available in the Blackboard Open LMS
Collaborate activity module.

2. Select the Recording options menu, and select Add caption source.

3. Browse for the VTT file and upload it.

Overwrite captions



Recordings with captions have a Closed caption options menu. Open that menu if you want to
overwrite the captions.

1. From Recordings, find the recording you want.

2. Select the Closed captions options menu, and select Overwrite caption source.

3. Browse for the VTT file and upload it.

자동라이브자막
실시간자막이필요한데라이브자막작성자에게부탁할수없는경우자동자막을대신

사용할수있습니다. Class collaborate에는현재자동라이브자막기능이포함되어있지
않지만,나중에이기능이추가될계획입니다.이기능이추가될때까지는타사의자동
라이브자막을사용할수있습니다.예를들어 Google에서는일부오디오파일,비디오용
자막을생성해주거나교수자가자막을직접작성할수있게해주는무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있습니다.이서비스에대한자세한내용을확인하려면 Google에직접
문의하십시오. Blackboard에서는 Class collaborate와함께또는달리사용할타사의자동
자막서비스를홍보하거나추천하지않습니다.또한타사의자동자막서비스가 Class
collaborate와함께사용하기에적합하다거나관련법률및규정을준수한다거나의도된
목적또는필요한목적을충족할것임을보장하지도않습니다.타사의자동자막서비스를
사용할경우책임은사용자본인에게있습니다. Blackboard에서는타사의자동자막
서비스를활용하는경우최종사용자인학생및교수자가자막이실제로사용가능한지,
해당서비스가오디오콘텐츠를정확하게해석하는지를확인하기위해서비스사용을

연습할것을적극적으로권장합니다.녹화물의자막과관련하여 Class collaborate에서는
교육기관이직접자막을업로드할수있게해주는몇가지솔루션을제공하며,
3playmedia와계약을체결한교육기관을위해 3playmedia와의통합기능을제공합니다.

Collaborate의비디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관한제품관리팀의특별참고사항:수업을완전히온라인
코스로진행하는학교가많아짐에따라해당팀에서는상당히증가한트래픽에대비하는

데도움이되도록몇가지예방적인인프라조치를수행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계속
면밀히모니터링하면서원활한서비스를제공하는데필요한추가단계를수행할

것입니다.

비디오를사용하는이유는무엇일까요?
원격으로수업할때사용가능한모든도구를원하는대로사용하여학생들을참여시켜

보십시오.비디오를활용하면제스처및기타비언어적신호를통해가르치는내용을
열정적으로전달할수있습니다.또한학생들이비디오를공유할경우학생들의웃는
표정,눈동자굴리기,고개끄덕임등을통해실시간으로피드백을얻을수도있습니다.



이러한이유로 Collaborate는그러한시각적피드백을자세히파악할수있게해주는
최적의비디오수를조사했습니다. 갤러리보기, 타일식보기 및 발표자보기에서는한
번에볼수있는학생의수를제어할수있습니다.
현재 iOS또는 iPadOS의 Safari®에서는갤러리보기를사용할수없습니다.
학생들이비디오를켜고싶어하지않으면어떻게합니까? 괜찮습니다.비디오를바로
켜는것을불편해하는학생도있을수있습니다.비디오는학생을참여시키는한가지
방법일뿐입니다. 채팅, 설문조사, 브레이크아웃그룹, 화이트보드공동작업 등으로
학생들을참여시킬수도있습니다.
비디오를켜고 시작해보십시오.한명이비디오를켜면다른사람들도똑같이할
가능성이커집니다.

비디오켜기
오디오및비디오를설정한후카메라와마이크를모두켜서자신의모습이보이고

목소리가들리도록하십시오.
진행자는세션도중언제든참석자를음소거할수있습니다.진행자가참석자를
음소거하면해당내용이해당참석자에게통지됩니다.말하지않을때는비디오는켜두되
마이크는끄는것이좋습니다. 세션모범사례에서더많은팁을알아보십시오.
기본영역또는콘텐츠프레젠테이션영역의하단에있는마이크및카메라아이콘을

사용합니다.키보드에서 Alt + M을눌러마이크를켜거나끕니다. Alt + C를눌러카메라를
켜거나끕니다.

마이크는켠후바로활성상태가되지만비디오는다른사람들에게표시되기전에미리

볼수있습니다.
비디오는자신에게반대방향으로표시되는데,이는정상적인작동입니다.세션의다른
사람들에게,그리고녹화물에서는올바르게표시되며반대방향으로표시되지않습니다.
비디오는미리보기창에서만미러링됩니다.

비디오를켜면기본콘텐츠영역하단에있는축소판에자신의모습이표시됩니다. 
발표자의모습을볼수없는참석자들에게는비디오에서보여주는제스처나항목을
설명하십시오. 세션모범사례에서더많은접근성팁을알아보십시오.

다른사람들보기
Collaborate는교육용으로제작되었습니다.따라서 Blackboard는교수자들에게원하는
기능이무엇인지질문했으며,그러한기능은다음과같습니다.

● 학생들이집중하고있는지,참여하고있는지,헷갈려하고있는지등을확인하는

방법중하나로비디오를사용합니다.

● 학생들을빠르게찾습니다.

● 모든참석자가발표자와프레젠테이션되는콘텐츠에집중하게합니다.



이러한이유로 Collaborate는사용자의요구사항및선호사항에맞게조정되는개별화
학습환경을제공합니다.표시할비디오의수와그러한비디오를 갤러리보기, 타일식
보기 및 발표자보기에서얼마나눈에띄게할지를결정합니다.
현재 iOS또는 iPadOS의 Safari®에서는갤러리보기를사용할수없습니다.
표시되는비디오의수는 브라우저,장치및세션크기에대한지원에따라다릅니다.
또한 세션메뉴 또는 Collaborate패널을열어놓은경우에는더적은수의비디오가
표시됩니다.

갤러리보기

발표자보기

타일식보기

참가할때보게되는기본보기는 발표자보기입니다.보기사이를전환하려면화면
오른쪽상단의 보기변경 버튼을선택합니다.
참석자가비디오를켜놓지않았다면참석자의프로필사진이비디오공간에대신
표시됩니다.

갤러리보기
라이브자막작성자가입력한자막은 현재갤러리보기를사용중인참석자가볼수
없습니다.라이브자막은향후릴리즈에서볼수있습니다.자막이필요한경우 발표자
보기로전환하십시오.

현재 iOS또는 iPadOS의 Safari®에서는갤러리보기를사용할수없습니다.
갤러리보기를사용하면한번에가장많은학생을볼수있습니다.이보기를사용하면한
페이지에서최대 25명의참석자를볼수있습니다.비언어적인시각적피드백을자세히
파악할수있는페이지당최적의비디오수는 25개입니다.
표시되는비디오의수는 브라우저,장치및세션크기에대한지원에따라다릅니다.
Firefox®는한번에 2개의비디오만표시합니다.또한 세션메뉴 또는 Collaborate패널을
열어놓은경우에는더적은수의비디오가표시됩니다. 

참석자 비디오는알파벳순으로정렬됩니다.진행자는첫번째페이지의목록시작부분에
나타납니다.참석자의비디오를목록의상단에표시하려면 참석자를진행자로
승격하십시오.

갤러리보기도구

갤러리양쪽에있는화살표를사용하면더많은비디오를볼수있습니다. 페이지사이를
오갈때는 발표자의 비디오가 기본콘텐츠영역의오른쪽하단에축소판으로
나타납니다.  

표시되는비디오의수를조정하려면화면왼쪽의확대/축소컨트롤을사용합니다.



참석자를가리키고 참석자컨트롤을선택하여참석자를 비공개채팅으로
보내거나 승격하거나 음소거하거나세션에서 제거하십시오.

갤러리보기설정

세션설정의 갤러리보기 설정을사용하여진행자와학생이한번에볼수있는비디오
수를결정할수있습니다.
모든사람이모든비디오를볼수있도록허용하거나,본인에대해서는전체보기를
유지하되 참가자에대해서는방해요소를제한하고 4개의 비디오만볼수있도록
허용하십시오.이렇게설정하면진행자는모든학생을마주보지만학생들은진행자와
한두명의다른학생을마주볼수있습니다.이는모든학생에게익숙한강의실환경과
비슷합니다.비디오수를줄이면화상회의로인해피로감을느끼는학생의스트레스를
다소덜어줄수있습니다.  
갤러리보기설정에서다음을결정할수있습니다.

갤러리보기끄기또는켜기

스트리밍비디오는네트워크연결또는시스템에많은것을요구할수있습니다.비디오
수가 25개면스트리밍비디오가많은것입니다.로드할양이너무많아환경을개선할수
없는경우 Collaborate에서갤러리보기를끌수있습니다.원하는경우에도갤러리보기를
끌수있습니다.

1. 내설정으로 이동하여 오디오및비디오설정을여십시오. 

2. 갤러리보기켜기(권장됨) 또는 최대비디오수표시 확인란의선택을취소하십시오.

세션에참여하기전에최대비디오수를표시하는기능을끄는옵션이나타날수도

있습니다.

타일식보기및발표자보기
현재 iOS또는 iPadOS의 Safari®에서는타일식보기를사용할수없습니다.

타일식보기및발표자보기에서는발표자가강조됩니다.이두보기에서는최대 4개의
비디오가표시되며,하나의비디오가나머지보다크게표시됩니다.더큰비디오에서는
발표자가표시되므로발표자를더명확하게볼수있습니다.토론이진행되는동안
발표자가바뀌면제일큰화면에해당발표자가표시됩니다. 
두보기중하나에서참석자를가리키고 참석자컨트롤을선택하여참석자를 비공개
채팅으로보내거나 승격하거나 음소거하거나세션에서 제거하십시오.
타일식및발표자보기의유일한차이점은바로레이아웃입니다.두보기를모두사용해
보고더마음에드는보기를선택하십시오.



발표자보기

타일식보기

비디오고정하기
Blackboard는세션에서집중할대상을선택하는것이중요하다는점을잘알고있습니다.
교수자는코스에서어려움을겪고있는학생을예의주시하고싶을수있습니다.학생은
수화통역사를계속지켜보고교수자에게집중하거나스터디친구를보고싶어할수

있습니다.비디오가보기에항상표시되도록비디오를고정하십시오.
비디오를고정하면해당비디오가목록의맨위로이동하여고정됩니다.표시되는
비디오의수는변하지않고보는순서만바뀝니다.
초점의범위를더좁히려면확대/축소컨트롤을사용하십시오.

두개이상의비디오를고정할수있습니다.고정된비디오는고정된순서대로
표시됩니다.고정한첫번째비디오는항상처음에표시됩니다.활성상태인발표자의
비디오는 타일식보기및발표자보기에서고정된비디오다음에옵니다.
누구를고정했는지는고정한당사자만이압니다.비디오는자신의보기에서만
고정됩니다.고정된사람에게별다른알림이전송되지않기에다른사람은사용자가
누구를고정했는지알수없습니다.
고정된비디오는비디오의고정을해제하거나세션에서나갈때까지고정된상태로

유지됩니다.고정된비디오는 브레이크아웃그룹으로이동하는경우에도고정되어
있습니다.
참석자 목록 또는비디오의오른쪽하단모서리에있는 참석자컨트롤을사용하여
비디오를고정하거나비디오의고정을해제하십시오.

비디오를켠상태에서프레젠테이션하기
비디오를사용중인참석자수에관계없이 프레젠테이션이진행중인경우에는해당 공유
콘텐츠로화면이채워집니다.발표자의축소판은콘텐츠아래에나타납니다.축소판을
사용하여콘텐츠와비디오사이를전환하십시오.
비디오축소판을선택하여화면을참석자비디오로채우면이제축소판에공유콘텐츠가

표시됩니다.비디오는 갤러리, 타일식 또는 발표자 보기중선택한보기로표시됩니다.
 공유콘텐츠로돌아가려면콘텐츠축소판을선택합니다.
현재 iOS또는 iPadOS의 Safari®에서는갤러리보기를사용할수없습니다.
갤러리보기에서발표자를더분명하게보려면확대/축소컨트롤을사용하십시오.

비디오설정하기
세션에서마이크및카메라를사용하려면브라우저에마이크및카메라를사용할권한을

부여해야합니다.



일부브라우저의경우오디오를재생하려면말할계획이없더라도마이크에대한접근
권한을부여해야합니다.세션에있는다른사람들의말을들으려면브라우저에마이크에
대한접근권한을부여하십시오.

이메시지는세션에처음참가하거나처음 비디오를켜는 경우에표시됩니다.언제든지
오디오및비디오설정을실행하려면다음단계를따르십시오.

1. 내설정을엽니다.프로필사진과이름을선택합니다.또는 Collaborate패널을

열고 내설정을선택합니다.

2. 카메라및마이크를설정하십시오를선택합니다.

3. 사용하려는마이크를선택합니다. Collaborate는오디오가수신되면수신상태가

좋다는메시지를표시합니다. 예 -잘작동함을선택하여계속합니다.

4. 사용할카메라를선택합니다. Collaborate에서는사용자의비디오가수신될때잘

보인다는메시지를표시합니다. 예 -잘작동함을선택하여계속계속합니다.

비디오는자신에게반대방향으로표시되는데,이는정상적인작동입니다.

비디오는세션및녹화물에서다른사람에게올바르게표시되며,반대방향으로표시되지
않습니다.비디오는미리보기창에서만미러링됩니다.
기본적으로설정을완료하고나면자신의모습이숨겨지고음소거됩니다.
준비되면 비디오를켭니다.
JAWS및 VoiceOver를통해오디오및비디오를설정하는데문제가있으십니까? 문제해결
도움말을참조하여브라우저에대한지원페이지를확인하십시오.

비디오문제
오디오또는비디오문제가발생한경우세션및브라우저설정을확인하십시오.

● 비디오를다시설정해봅니다.

● 갤러리보기 대신 타일식또는발표자보기를 사용하십시오. 갤러리보기를

꺼서 네트워크의부담을줄일수도 있습니다.

● 브라우저에카메라에대한접근권한이있는지확인합니다.자세히

알아보려면 브라우저의문제해결페이지를참조하십시오.

● Collaborate세션용으로사용중인브라우저를제외하고컴퓨터에서모든

프로그램을닫습니다.

● 가능한경우유선인터넷(이더넷)연결을사용합니다.가능하지않은경우WiFi

연결을사용합니다.

● Class collaborate가지원하는최신인터넷브라우저만사용하십시오.



● 세션도중에는필요한경우에만비디오를사용하십시오.

● Collaborate지원챗봇을사용하면문제를해결하는데도움이됩니다.

문제가계속되면교육기관관리자에게문의하십시오.교육기관의 Help Desk에문의하는
방법을모르는경우 Blackboard지원서비스를통해해당대학교를찾으면 됩니다.

동적조정
Collaborate는 인터넷연결 품질에따라송수신연결대역폭을동적으로변경합니다.
연결이개선되거나저하되면비디오에대한대역폭사용이그에따라조정됩니다.
일부환경에서는추가조정이필요할수있습니다. Collaborate에서는더욱광범위한
일시적인연결문제를수용하기위해환경을명시적으로변경합니다.
환경이변경되면통지가표시되고이유가설명됩니다.
네트워크연결에대해자세히알아보기



레코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관한제품관리팀의특별참고사항:수업을완전히온라인
코스로진행하는학교가많아짐에따라해당팀에서는상당히증가한트래픽에대비하는

데도움이되도록몇가지예방적인인프라조치를수행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계속
면밀히모니터링하면서원활한서비스를제공하는데필요한추가단계를수행할

것입니다.
되감기및반복

학생들이필요한경우언제든지프레젠테이션내용을확인할수있도록세션을

녹화하십시오.필요할때마다중지및다시시작하고,녹화를마치면녹화물을학생과
공유합니다.
녹화된세션은압축되고MP4로저장됩니다.녹화물에는라이브세션에서의활동이
포함됩니다.

● 오디오

● 모든공유된콘텐츠또는활성상태인화자의비디오.세션동안두가지모두

공유되는경우공유된컨텐츠만레코딩됩니다.

● 진행자가라이브세션도중입력했거나나중에추가한자막.자막트랙은하나만

사용할수있습니다.세션에캡션트랙이두개이상있는경우사용가능한첫번째

캡션만캡처됩니다.

● 모든사용자 채널의채팅메시지.브레이크아웃그룹의채팅메시지및비공개

메시지는녹화되지않습니다.

진행자만세션에서녹화기능을켤수있습니다.
모든사용자는원할때마다어느장치에서나녹화물을볼수있습니다.보기제한은
없습니다.
레코딩을보려면재생가능한형식으로변환해야합니다.레코딩에처음액세스하면
변환이시작됩니다.몇분가량소요될수있지만한번완료되면누구나레코딩을볼수
있습니다.
레코딩에서채팅메시지를익명으로처리하려면세션을시작하기전에세션설정에서
해당옵션을선택하십시오.자세한내용을알아보려면 세션설정을참조하십시오.
세션중사용가능한캡션이두개이상있는경우레코딩시첫번째캡션만캡처합니다.
자세한내용을알아보려면 라이브선택자막을참조하십시오.

세션녹화하기
녹화는 8시간으로제한됩니다.



한세션중에여러번녹화할수있습니다.중지한이후에도세션을계속해서
레코딩하도록선택하면새레코딩이저장되고세션의레코딩목록에추가됩니다.
세션메뉴를열고 레코딩시작을선택합니다.레코딩이진행중인동안레코딩카메라에
빨간색점이표시됩니다.
레코딩을완료하려면 세션메뉴를열고 레코딩중지를선택합니다.
파일을공유중인경우녹화물에공유파일이담기도록 8초동안기다렸다가
계속하십시오.

녹화미리알림
Collaborate에서는통지를사용하여녹화를시작하라고미리알려줍니다.미리알림은
녹화를시작하거나닫을때까지표시됩니다.

녹화물을찾는방법
등록한코스에서레코딩을볼수있습니다.레코딩을다운로드할수있습니다.진행자가
각세션에대해세션녹화물다운로드를허용해야합니다.
Collaborate로이동하여 메뉴를열고 녹화물 또는 모든녹화물보기를선택합니다.

녹화물필터링및검색하기
표시되는녹화물의목록을최근 30일동안의모든최근녹화물및특정날짜범위의
녹화물로필터링할수있습니다.필터를사용하면원하는녹화물을찾는데도움이
됩니다.
찾고있는녹화물의이름을알고있으면 녹화물검색을선택하고녹화물이름을
입력합니다.

코스에서 Collaborate녹화물이어디에있는지모르시겠습니까? 세션에
참여하기 도움말을참조하고 LMS로이동하여자세히알아보십시오.

녹화물이메일

Collaborate에서는녹화물에대한링크를진행자에게이메일로전송합니다.그러려면
올바른이메일주소가필요합니다.세션을소유하고있거나 개인초대장을통해참여한
진행자는이이메일을받게됩니다.이이메일은 게스트링크를통해참여했거나 세션중
승격된 진행자에게는전송되지않습니다.



Collaborate세션이코스에서 생성된경우에는녹화물이메일이전송되지않습니다.
교수자와학생은코스의녹화물에안전하게 접근할수있습니다.

녹화물플레이어

레코딩플레이어는외관과느낌이 Collaborate세션과동일합니다.라이브세션과녹화
재생컨트롤의 세션 메뉴와비슷한 녹화 메뉴가있습니다.

● 녹화메뉴: 화면왼쪽상단에있는녹화메뉴를엽니다.여기에서전체레코딩,캡션

내용또는채팅내용을다운로드하거나,추가도움말을확인하거나,레코딩문제가

있을경우문제를보고할수있습니다.

● 자막: 진행자가나중에자막을추가했거나세션도중라이브선택자막을사용한

경우자막을사용할수있습니다.선택자막은기본적으로녹화물에서켜져

있습니다.재생컨트롤에서 선택자막을선택하여자막을끄거나자막글꼴의

크기를조정할수있습니다.

녹화물메뉴에서자막의내용을다운로드할수도있습니다.

● 재생컨트롤: 직관적인재생컨트롤을사용하여원하는방식으로녹화물을탐색할

수있습니다.

o 일시정지: 키보드의스페이스바를눌러녹화물을일시정지하거나재생할

수있습니다.

o 반복/앞으로이동: 키보드의오른쪽또는왼쪽화살표키를눌러녹화물을

10초단위로반복하거나건너뛸수있습니다.

o 진행률: 진행률표시줄에서마커를밀어녹화물을이동할수있습니다.

키보드의 Shift +왼쪽화살표또는 Shift +오른쪽화살표를눌러레코딩을

10초단위로반복하거나건너뛸수있습니다.

o 볼륨: 키보드의위쪽또는아래쪽화살표키를눌러볼륨을 5%씩높이거나

낮출수있습니다.

o 재생속도:녹화물재생속도의범위로 0.5x, 0.75x, 1x, 1.25, 1.5, 2x중에서

하나를선택합니다.



o 선택자막: 녹화물과함께자막을보려면 선택자막을선택합니다.녹화물

메뉴에서자막의내용을다운로드할수도있습니다.

● 채팅메시지: 화면오른쪽하단의채팅패널을열어녹화된세션의전체채팅내역을

볼수있습니다.자세한내용을알아보려면 레코딩의채팅메시지를참조하십시오.

걱정하지마십시오.안내해드리겠습니다.레코딩플레이어를처음열면필요한모든
항목의위치가표시됩니다.

녹화물의채팅메시지

화면오른쪽하단의채팅패널을열어레코딩된세션의전체채팅내역을볼수있습니다.
모든사용자 채널의채팅메시지만녹화됩니다.비공개메시지및브레이크아웃그룹의
채팅메시지는녹화되지않습니다.
레코딩이재생될때채팅메시지가강조표시되어게시되므로해당순간의대화내용을볼

수있습니다.채팅메시지타임스탬프를선택하여레코딩의특정위치로이동할수도
있습니다.메시지가흐리게표시되면레코딩의해당위치에아직도달하지않은것입니다.
채팅내용은 녹화물 메뉴에서다운로드할수있습니다.
채팅녹화물및대화내용은 HTML5녹화물플레이어에서만확인할수있습니다.
진행자는세션설정에서녹화물의채팅메시지를익명으로처리할수도있습니다.라이브
세션을시작하고레코딩하기전에이작업을완료해야합니다.자세한내용을
알아보려면 세션설정을참조하십시오.

녹화물및스크립트다운로드하기

진행자가세션녹화물다운로드를허용한경우,녹화물플레이어의 녹화물 메뉴에서
녹화물및스크립트를다운로드할수있습니다.
화면왼쪽상단에있는 레코딩 메뉴를엽니다.

● 전체레코딩다운로드

● 캡션내용다운로드

● 채팅내용다운로드

기본 녹화물 목록에서자막을다운로드할수도있습니다.

1. 녹화물에서 CC(선택자막)가있는녹화물을찾습니다.

2. 선택자막옵션 메뉴를선택하고 자막다운로드를선택합니다.



다운로드한녹화물에서자막을보는방법
플레이어에서다운로드한MP4를엽니다.플레이어에서자막또는자막트랙을선택하여
표시되게합니다.일부플레이어는기본적으로자막이켜져있습니다.나머지플레이어는
자막이켜져있지않습니다.

녹화물다운로드및채팅메시지의익명처리허용하기

Collaborate스케줄러에서세션의 세션설정을열어녹화물에대한설정을확인하십시오.

● 녹화물다운로드허용:세션소유자는녹화물을다운로드하기위해이옵션을켤

필요가없습니다.세션소유자,코스교수자및관리자는항상녹화물을다운로드할

수있습니다. 녹화물다운로드허용 확인란을선택하면다른사용자가녹화물을

다운로드하도록허용할수있습니다.참석자와학생이녹화물을다운로드할수

있도록하려면이옵션을선택하십시오. 

세션이종료된후에이설정을켤수있습니다.세션이종료되었으면세션종료
날짜를오늘이후의날짜로변경하고저장을선택합니다.
Collaborate다운로더 Chrome Extension을사용하면녹화물다운로드허용확인란을
선택하지않은경우에도녹화물을다운로드할수있습니다.

● 채팅메시지익명처리:세션중에게시된채팅메시지가녹화물에익명게시글로

나타납니다.세션을녹화하기전에이옵션을미리계획하고켜야합니다.녹화가

시작되면생각을바꿀수없습니다.이옵션은되돌릴수없습니다.

녹화물의이름수정하기
Collaborate스케줄러는 Blackboard Learn및 LTI호환 LMS코스에서사용할수있습니다.
Blackboard Open LMS Collaborate활동모듈에서는 Collaborate스케줄러를사용할수
없습니다.
녹화물에새이름을지정합니다.

1. Collaborate스케줄러에서 녹화물을선택하고원하는녹화물을찾습니다.

2. 녹화물옵션을열고 녹화물설정을선택합니다.

3. 이름을변경한후 저장을선택합니다.

레코딩명은항상세션명으로시작합니다.이름을수정해도백슬래시(/)다음의텍스트만
변경합니다.



녹화물삭제하기
Collaborate스케줄러는 Blackboard Learn및 LTI호환 LMS코스에서사용할수있습니다.
Blackboard Open LMS Collaborate활동모듈에서는 Collaborate스케줄러를사용할수
없습니다.

1. Collaborate스케줄러에서 녹화물을선택하고원하는녹화물을찾습니다.

2. 녹화물옵션을열고 삭제를선택합니다.

3. 예,삭제합니다. 버튼을선택하여확인합니다.

'삭제됨'으로표시된녹화물은서버(채팅,자막등포함)에서자동으로지워지며('영구
삭제'),해당유예기간이지나면지원기능을통해복원을요청할기회가없습니다.

녹화물공유하기
학생은코스에서세션녹화물을찾을수있습니다.녹화물의위치는교육기관마다
다르므로학생들에게이를알려주어야합니다.
녹화물을코스에있지않은모든사용자와공유하려면녹화물을공개해야합니다. 녹화물

설정을열고 접근 메뉴에서 공용을선택합니다.

녹화물페이지에서는녹화물이공개되어있는지,아니면코스구성원에게만제공되고
있는지를한눈에파악할수있습니다.

공용접근권한을활성화한후에는녹화물링크를누구에게나보낼수있습니다.세션
녹화를중지하는경우녹화물링크는이메일에서확인하십시오. 녹화물 페이지에서
녹화물링크를복사할수도있습니다.
녹화물링크는알기쉬운파일이름대신임의의문자를사용하여읽기어렵게
처리됩니다.이에따라사용자는링크만있으면녹화물을볼수있습니다.게스트가
녹화물을볼수있도록녹화물에대한접근은제한되어있지않으며녹화물을볼때
입력해야하는비밀번호도없습니다.즉,링크에접근할수있는사람은누구나녹화물을
볼수있으며그링크를다른사람과공유할수도있습니다.기밀일가능성이있거나
민감한콘텐츠가포함된녹화물의링크를공유하려는경우에는이점에유의해주십시오.

1. 녹화물 페이지로이동합니다.

2. 공유할녹화물을찾은후 녹화물옵션 메뉴를엽니다.

3. 링크복사를선택합니다.

4. 어떤사람과든공개링크를공유할수있습니다.



자막
세션에서 라이브선택자막을사용했다면녹화물에이미자막이있는것입니다! 
비디오가포함된자막은학생이필요로하거나원하는방식으로필요한정보에접근할수

있는또다른기회를제공합니다.그리고자막은청각장애가있거나듣는데어려움을
느끼는개인의콘텐츠접근성을향상시키면서동시에모든사용자에게유용합니다.  
예 

● 시끄러운환경에서작업하는사람이자막을읽을수있습니다.

● 모국어화자가아닌사람이이해력을높이기위해자막을읽을수있습니다. 

● 읽기를배우는학생이화자를따라할수있습니다. 

● 학생이시험에나올용어의맞춤법을확인할수있습니다. 

컴퓨터생성자막을만들거나자체적인자막파일소스를업로드하십시오. VTT(Video
Text Tracks)및 SRT(SubRip Subtitle)파일이지원됩니다.  

자동자막생성

이옵션이표시되지않으면교육기관에서해당옵션을켜지않은것입니다.이기능을
사용하면계약에따라교육기관에비용이발생할수있습니다. 
Collaborate는 AI가제공하는음성-텍스트인식을활용하여세션중에말하는내용의
스크립트를생성합니다.자동자막은사람이생성한자막과일치하지않지만시작하기에
쉬운솔루션입니다.
음성-문자서비스및결과자막은 Collaborate세션과동일한데이터센터에서
호스팅됩니다.
자동생성자막을사용하여세션소유자로사용자용자막을생성하십시오.

1. Collaborate스케줄러에서 녹화물을선택하고원하는녹화물을찾습니다.

2. 녹화물옵션 메뉴를선택하고 녹화물설정을선택합니다.

3. 아직설정되지않은경우, 자막활성화를선택합니다.

4. 자동자막생성 및 저장을선택합니다.

자동자막이생성되는데시간이걸릴수있습니다.화면에서나갔다가나중에다시
와서화면을보고공유할수있습니다.

자막이생성되고나면녹화물목록에서자막을사용할수있는것을확인할수있습니다.
또한자막은녹화물에접근할수있는권한을가진모든사용자의녹화플레이어에즉시

나타납니다.
진행자는자막을검토할수있습니다.자막의내용을개선하거나수정하려면자막파일을
다운로드하여수정하십시오.작업을완료하면새파일을업로드하십시오.



고유한자막파일업로드

Collaborate는 VTT(Video Text Tracks)및 SRT(SubRip Subtitle)파일을지원합니다. VTT및
SRT파일은사용자가생성하는단순텍스트파일이며일반적으로다음요소를
포함합니다.

● 자막의수

● 자막의타임스탬프

● 세션에서말한내용의텍스트

VTT자막파일에대해자세히알아보려면 W3C WebVTT 및 Mozilla WebVTT를
참조하십시오.
SRT파일에대해자세히알아보려면 Wikipedia의 SubRip주제 및 3Play Media로 SRT
파일을생성하는방법을참조하십시오.
Sample VTT file

1. Collaborate스케줄러에서 녹화물을선택하고원하는녹화물을찾습니다.

Collaborate스케줄러는 Blackboard Learn및 LTI호환 LMS코스에서사용할수
있습니다. Blackboard Open LMS Collaborate활동모듈에서는 Collaborate
스케줄러를사용할수없습니다.

2. 녹화물옵션 메뉴를선택하고 녹화물설정을선택합니다.

3. 아직설정되지않은경우, 자막활성화를선택합니다.

4. 자막업로드/덮어쓰기를선택합니다.

5. VTT파일을찾아서업로드합니다.

저장 버튼이비활성화되어있지만걱정하지마십시오.자막은자동으로업로드및
저장됩니다.

자막덮어쓰기

자막이있는녹화물에는 선택자막옵션 메뉴가있습니다.자막을덮어쓰려면해당메뉴를
엽니다.

1. 녹화물에서원하는녹화물을찾습니다.

2. 선택자막옵션 메뉴를선택한다음, 자막소스덮어쓰기를선택합니다.

3. VTT파일을찾아서업로드합니다.

녹화물사용량



녹화물사용량 탭에서학생이세션의녹화에어떻게참여하고있는지,각녹화를시청하고
다운로드하는학생수및마지막으로이작업을수행한시간에대한개요를확인할수

있습니다.
이러한메트릭을사용하여아카이브를위해보관,삭제또는다운로드할녹화물을데이터
중심으로결정할수있습니다.

1. 내 녹화물에서

2. 녹화물사용량 탭으로이동하십시오.

3. 모든녹화물목록다음에나오는항목:

o 조회 수

o 마지막보기 날짜

o 각녹화물이보유한 다운로드 수

o 마지막다운로드 날짜

녹화물및저장소
Class Collaborate & Support의 Collaborate Ultra환경파일및레코딩저장소에대한자세한
내용(영어로만제공)

녹화물및브레이크아웃그룹
브레이크아웃룸에서말하거나본내용은녹화물에캡처되지않습니다.모든참석자가
기본룸에서나가브레이크아웃그룹에참여하는경우에는 Collaborate에서세션녹화를
중지합니다. 
한명이상의참석자가기본룸으로돌아오면 세션메뉴에서녹화를다시시작할수
있습니다.

FAQ
내세션에서두개이상의녹화물을생성하려면어떻게해야합니까?
세션메뉴에서녹화시작및중지옵션을사용하십시오.중지를선택하면녹화가
종료됩니다.시작을선택하면새녹화가시작됩니다.
어느정도시간이흘러야자신또는다른사람이녹화물을볼수있습니까?
몇분만지나면녹화물을확인할수있게됩니다.





세션참여인사이트
세션참여인사이트 패널은세션이진행되는동안대상이어떻게참여하는지데이터와
함께보여주는진행자를위한도구로,세션의분위기를유지하거나개선하는데도움이될
수있는행동에대해생각할수있는공간을마련해줍니다.현재진행자는손을든수,
발송된채팅메시지수등가장대표적인참석자의상호작용을한눈에볼수있습니다.
세션참여인사이트 패널은진행자에게만표시됩니다.데이터는 15초마다자동으로새로
고쳐집니다.
세션참여인사이트는다음내용을이해하고답하는데도움이됩니다.

● 세션중에손을든사람의수는총몇명입니까?

● 세션중에손을든참석자의비율은얼마나됩니까?

● 세션중에발송된채팅메시지의수는총몇개입니까?

● 세션중에채팅메시지를발송한참석자의비율은얼마나됩니까?

세션참여인사이트를통해학생참여유도하기

1. 세션참여분포한눈에보기:세션내내손을드는참석자의비율은세션참여가

얼마나광범위하게진행되고있는지에대한질적인관점을제공합니다.이비율이

100%에도달하면현재룸에있는모든참석자가특정시점에손을들어참여했다는

것을의미합니다.

2. 세션참여수행및성과추적하기: 세션참여인사이트의각세션이끝날때마다

기록하고다음세션에서의참여도를개선할수있는지확인하십시오.

3. 세션참여인사이트 패널을사용하면세션에대한실시간조정이참여에어떻게

영향을줄수있는지이해하는데도움이됩니다.참석자와함께참여하기위해더

효과적인방법을알아보십시오.

 

세션참여인사이트에접근하기

기본적으로세션에참여할때 세션참여인사이트 패널이열립니다.

세션참여인사이트 패널닫기:

1. 왼쪽하단모서리에서 세션참여인사이트 패널닫기아이콘을선택하십시오.



 
세션참여인사이트패널열기:

1. 왼쪽하단모서리에서세션참여인사이트패널열기를선택하십시오.

손올림

세션중에참석자는진행중인토론에참가하기위해손을듭니다. 세션참여

인사이트 패널의 손올림 섹션에서진행자에게표시되는내용:

● 세션내내참석자가손을올린총횟수

● 세션내내손을올린참석자의비율또는백분율

고려사항:

● 손올림 섹션에포함되는내용:

o 세션에참석한모든역할.이는진행자가포함됨을의미합니다.

o 기본룸및브레이크아웃룸에서의상호작용.

● 참석자의비율은세션의현재참석자수를기준으로합니다.참석자가세션에서

나가는경우:

o 참석자가손을올린횟수는손을올린총횟수에남아있습니다.

o 참석자는더이상세션내내손을올린참석자비율에포함되어계산되지

않습니다.

데이터해석

세션참여인사이트 패널내부의 손올림 섹션의이예에서표시하는내용:

● 세션내내 2명이손을올림

● 현재세션참석자의 22%가손을올림

 

채팅메시지

세션중에참석자는채팅메시지를통해상호작용할수있습니다. 세션참여

인사이트 패널의 채팅메시지 섹션에서진행자에게표시되는내용:



● 세션내내참석자가발송한채팅메시지의총수

● 세션내내채팅메시지를발송한참석자의비율또는백분율

고려사항:

● 채팅메시지 섹션에포함되는내용:

o 세션에참석한모든역할.이는진행자가포함됨을의미합니다.

o 기본룸,브레이크아웃룸및모든채팅채널에서의상호작용.

● 참석자의비율은세션의현재참석자수를기준으로합니다.참석자가세션에서

나가는경우:

o 참석자가손을올린횟수는손을올린총횟수에남아있습니다.

o 참석자는더이상세션내내손을올린참석자비율에포함되어계산되지

않습니다.

데이터해석

세션참여인사이트 패널내부의 채팅메시지 섹션의이예에서표시하는내용:

● 세션내내 1개의채팅메시지가전송됨.

● 현재세션참석자의 11%가채팅메시지를발송함.

데이터상태

데이터상태는데이터가특정시간에어떤상태인지를표시합니다. 세션참여

인사이트에서의데이터상태는다음과같습니다.

● 데이터로드중:데이터가처리되는중이며몇초이내에표시됩니다.

● 초기데이터:사전설정초기카운트값은 0으로설정됩니다.이값은손을올리거나

채팅메시지가발송되기전의상태를나타냅니다.

● 아직데이터없음:데이터서버와연결을설정하는중이거나로드할데이터가

없습니다.

● 데이터를사용할수없음:데이터를로드하는동안오류가발생했습니다.



참여팁
 
세션참여인사이트 패널의일부이며,각세션의세션내내참여를촉진하는방법에대한

다양한팁을제공합니다.세션중에각팁을사용해보고각팁이 세션참여인사이트에
미치는영향을이해하십시오.



다른기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관한제품관리팀의특별참고사항:수업을완전히온라인
코스로진행하는학교가많아짐에따라해당팀에서는상당히증가한트래픽에대비하는

데도움이되도록몇가지예방적인인프라조치를수행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계속
면밀히모니터링하면서원활한서비스를제공하는데필요한추가단계를수행할

것입니다.

타이머

타이머가일시적으로비활성화되었습니다. 자세한내용은 Class Collaborate & Support의
지원게시판에서확인하십시오.

타이머를설정하여참석자가예정된시작시간및남은시간을알수있도록

하십시오. Collaborate패널을열고 콘텐츠공유를선택한다음, 타이머를시작합니다.

브레이크아웃그룹을사용중이라면기본룸에서타이머를설정합니다.타이머는모든
사용자에게표시됩니다.사용자가어느그룹에속해있는지는상관없습니다.

활동이없는세션

30분동안활동하는참석자가없으면세션이종료되고참석자가제거됩니다.이는녹화물
끝부분에말이나활동이없는상태가오래지속되지않도록하기위함입니다.

다음과같은활동이있으면세션이활성상태로유지됩니다.

● 참석자가마이크를켠상태로말함

● 채팅메시지

● 사용자가세션에참여하거나세션에서나감

● 설문조사

● 화이트보드수정및슬라이드업데이트

● 손들기

● 콘텐츠활동(업로드,변환,삭제등)
● 브레이크아웃룸활동



● 타이머

활동이없는세션의진행자에게는세션이열려있으며잠시후닫힌다는미리알림이표시

및재생됩니다.무언가가튀어오르는소리또는스프링이튕기는소리와같은오디오
경고가들립니다.

휴식시간이필요한긴모임을호스팅하는경우에는타이머를사용하여세션을활성
상태로유지하십시오.



Collaborate세션보고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관한제품관리팀의특별참고사항:수업을완전히온라인
코스로진행하는학교가많아짐에따라해당팀에서는상당히증가한트래픽에대비하는

데도움이되도록몇가지예방적인인프라조치를수행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계속
면밀히모니터링하면서원활한서비스를제공하는데필요한추가단계를수행할

것입니다.

세션보고서보기
Class collaborate도구의세션목록에서보고서를볼수있습니다.

1. 보고서를보려는세션을찾은후 세션옵션 메뉴를선택합니다.

2. 보고서보기를선택합니다.

보고서보기메뉴가표시되지않으면시스템에서사용할수없는것입니다.
관리자는모든세션의보고서를볼수있습니다.자세한내용을알아보려면 관리자의세션
참석자보고서를참조하십시오.

세션출석보고서
이보고서에서는 UTC/GMT(00:00)표준시간대를사용합니다.
세션출석보고서에는참석자가세션에참여하고세션에서나간시간이간략히

표시됩니다.또한참석자가세션에평균적으로얼마나오래머물렀는지도표시됩니다.
모든참석자는브라우저및모바일앱중어디에서참여하는지와상관없이모두
추적됩니다.
세션을 2번이상사용하면사용할때마다보고서가생성됩니다.

전체보고서를보려면 보고서보기를선택합니다.각참가자가세션을참여한때와나간
때를확인합니다.그런다음,이내용을바탕으로개인참가자가기술적인문제를
겪었는지아니면발표및토론된내용을빠르게살펴보아야하는지를확인합니다.

설문조사결과다운로드
진행자,교수자및관리자는세션의설문조사보고서를다운로드할수있습니다.이
보고서에는설문조사문항과각참석자가응답한방법이포함됩니다.
세션에서나간후 세션옵션 메뉴를열고 보고서보기를선택합니다.

● 참석자의연결이끊어지면설문조사답변이보고서에저장됩니다.



● 진행자가설문조사질문또는옵션을업데이트할경우,설문조사보고서에

업데이트가포함되고이전버전은포함되지않습니다.

보고서내보내기및인쇄하기
전체보고서의인쇄가능한버전을다운로드합니다.

1. 다운로드할보고서를찾고 보고서보기를선택합니다.

o 인쇄가능을선택하고페이지를인쇄합니다.

보고서의인쇄가능한버전에는선택한날짜범위의모든참가자가

포함됩니다.보고서를사용자별로필터링하고 인쇄가능을선택해도인쇄
가능한버전에는계속모든사용자가표시됩니다.

o CSV로내보내기를선택하여보고서를내보냅니다.

iPhone및 iPad사용자는장치에 Microsoft Excel을설치해야보고서를
제대로볼수있습니다.

CSV내보내기열이름
이보고서에서는 UTC/GMT(00:00)표준시간대를사용합니다.

● 이름:고유한참석자의이름

● 사용자 ID:참석자의고유한사용자 ID

o LMS에서참여:사용자 ID는 LMS에서사용되는참석자의고유한학생사용자

ID입니다.

o 게스트링크:참석자가 LMS에서학생으로참여하고있지않으므로사용자

ID는이름열과동일합니다.

● 역할:참석자의역할

o 진행자

o 발표자

o 참가자

● 참석자유형:참석자의유형(참석자가사용자계정으로로그인했는지아니면

게스트로참여했는지)

● 처음참여: 참석자가세션에처음참여한날짜및시간입니다. UTC/GMT(00:00)표준

시간대를사용합니다.

● 마지막나감:참석자가세션에서마지막으로나간날짜및

시간입니다. UTC/GMT(00:00)표준시간대를사용합니다.



● 총시간:참석자가세션에참여한총시간

● 참여횟수:참석자가세션에참여하거나세션에다시연결한횟수

참여횟수가많다면참석자에게연결이슈가있었던것일수있습니다.

보고서필터링
날짜범위및참석자별로보고서목록을필터링합니다.

● 날짜범위별: 기본 보고서 페이지의 보고서표시 메뉴에서 범위내보고서표시를

선택합니다.

● 참석자별: 전체보고서페이지에서 검색을선택합니다.찾으려는참석자이름을

입력합니다.

세션 ID
보고서의세션 ID는고유한세션식별자입니다.여기에는 Blackboard지원서비스에서
세션문제를해결하는데사용할수있는정보가포함되어있습니다.

1. Class Collaborate & Support(영어로만제공)에서사례를제출합니다.

2. 문제를자세히설명합니다.설명은자세할수록좋습니다.

3. 설명에다음과같은세부사항을적습니다.

o 세션식별자

o 세션이름

o 시작및종료날짜/시간



세션보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관한제품관리팀의특별참고사항:수업을완전히온라인
코스로진행하는학교가많아짐에따라해당팀에서는상당히증가한트래픽에대비하는

데도움이되도록몇가지예방적인인프라조치를수행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계속
면밀히모니터링하면서원활한서비스를제공하는데필요한추가단계를수행할

것입니다.

방해를받지않고세션의보안을유지하고싶으십니까? 다음과같은모범사례를
따르십시오.

참가자권한제한하기

권한을제한하면방해가되는참가자가어떠한동작도수행할수없게됩니다. 세션

설정으로이동하여다음과같은참가자권한이세션을시작할때해제되어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오디오:참가자는 오디오공유 확인란의선택이취소되어있는경우세션도중에
오디오를사용할수없습니다.

● 비디오:참가자는 비디오공유 확인란의선택이취소되어있는경우세션도중에
비디오를켤수없습니다.

● 채팅:참가자는 채팅메시지게시 확인란의선택이취소되어있는경우세션중에
채팅메시지를게시할수없습니다.

대신원하는경우 채팅메시지에서불경한언어를필터링할수있습니다.

● 그리기:참가자는 화이트보드및파일에그림그리기 확인란의선택이취소되어
있는경우화이트보드또는공유된파일을수정할수없습니다.

참가자권한은모든참가자에대해설정하거나해제할수있지만,개별참가자에대해서는
설정하거나해제할수없습니다.개별참가자에게더많은권한을부여하려면 참가자를
발표자로승격하십시오.

다양한역할및해당권한에대해자세히알아보기



참가자권한은참가자역할이할당된참석자에게만적용됩니다.기본적으로세션에는한
명의진행자가있으며,다른모든사용자는참가자입니다.잘모르겠는경우세션
도중에 참석자 패널에서역할을확인할수있습니다.참가자가아닌데참가자가되어야
하는모든사용자의 역할을변경하십시오. 

모든사람이코스에참여하도록하기

Collaborate가 LMS(학습관리시스템)와통합된경우코스룸을사용하거나코스에서새
세션을생성하십시오.세션에참여하는가장안전한방법은코스에서참여하는것입니다.

코스내세션의경우참석자는코스에로그인해야세션에접근할수있습니다.
LMS에서는사용자를인증하며,각세션에서사용자를확인하는데도움이되는고유한
세션링크를생성합니다.각링크는개별세션및해당세션의특정사용자와연결됩니다.
즉,링크는그순간해당사용자에게만작동합니다.세션에참여하는링크는다시사용할
수도,다른사용자와공유할수도없습니다.세션링크는 5분후에만료됩니다.

세션설정에서초대제한하기

학습관리시스템코스에서는세션으로초대를보낼수없습니다.코스를등록한모든
사용자는세션에접근할수있습니다.코스에없는사람을초대하려면게스트링크를
보내십시오.

참석자가코스에참여할수없다면초대가차선책입니다. 

1. 세션의설정으로이동합니다.

2. 초대를펼칩니다.

3. 참석자초대를선택합니다.
4. 해당사용자의이름및이메일주소를입력합니다.

해당사용자가참여할때사용할이름을사용하십시오.

5. 원하는경우해당사용자에게참가자역할을할당하고 참가자접근을제한합니다.

6. 참석자초대를선택합니다.



참여링크가포함된이메일이입력한주소로전송됩니다.초대링크는대상참석자에게만
작동하며,초대받은사람은사용자지정이름을입력할수없습니다.

게스트접근제한하기

게스트링크는링크가있는사람이라면누구나사용할수있는공용링크입니다.예를
들어학생에게링크를보내고학생이링크를공유하면해당학생이링크를공유하는모든

사용자가참여할수있습니다.세션의보안을유지하려면게스트링크를사용하지
마십시오.게스트링크를사용하기로결정하는경우에는게스트에게참가자역할이
할당되었는지확인하고 참가자의접근을제한하십시오.

게스트접근권한은해제할수도있습니다.

1. 스케줄러에서세션을찾고 세션옵션을선택합니다.

2. 설정수정을 선택합니다.

3. 게스트접근 확인란의선택을취소합니다.

게스트접근권한이해제되면게스트링크가있는모든사용자가더이상세션에참여할

수없게됩니다.

참석자가세션에전화접속할수있도록허용하는경우에도익명전화접속은계속사용할
수있습니다.보안세션의경우익명전화접속정보를공유하지마십시오.참석자는
진행자가익명전화접속정보를공유할때만해당정보를사용할수있습니다.또한
브라우저에서세션에참여할수있으며,안전한 '세션'메뉴에서전화접속정보를사용할
수있습니다.자세히알아보려면 Collaborate원격모임을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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