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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보드 기능 개선
강좌 내 정보제공 방법 개선 -

1
과거강좌조회, 조교/ 청강생 신청 버튼 좌측 메뉴에서 설정

학습모니터링 기능 추가
수강생 분석 - 2

학습모니터링 -

공지 기능 개선

강의실 내 공지 팝업 알림 -

3알림 전송 속도 개선 5-10분 소요

강의실 알림 on/off 버튼 강의실 상단에 배치 강좌 설정 내 메뉴

학습활동 및 자료 추가(편집)
기능 개선

편집 및 추가 버튼 플로팅 지원 우측 상단 고정 버튼
4

모듈 목록 페이지 내 추가 및 편집 지원 -

강의실 간 학습자원 공유
기능 개선

강의자료 공유 (현 학기) -
5

강의자료 가져오기(이전 학기) 버튼 외부 배치 고급 설정 내 기능

이용자 매뉴얼 개선 편집 화면 내 문서, 동영상 매뉴얼 배치 - 6

성적/ 출석 관리 기능 개선

학습이수현황(동영상 외 모든 학습활동 포함) -

7학습진도체크 (O/X로 표기) -

성적부 연동(ON국민에서 가져오기) -

학내 시스템 연동 개선

수업계획서 연동 -

8강의 주차별 개요 연동 -

온라인 출석부 바로가기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전용 어플리케이션 제공 공용 어플리케이션

9반응형 웹 제공
(어플리케이션 내 자료 추가 및 편집 기능 제공) 

전용 모바일 테마

차세대 eCampus 주요 기능 개선 사항
(교수용)



강좌 내 정보 제공 방법
개선
강의실 활동을 한 눈에
확인

과거 강좌 조회, 
조교/청강생 신청
버튼 하나로 편리하게

대시보드

1



수강생 분석
강의를 수강하는 학습자의
특성을 분석· 제공합니다.
(학과(전공), 학년, 전학기
평점 분포 등)

학습모니터링
강의실 내 활동에 대한
수강생의 학습 현황을
모듈 별로 분석· 제공합니다
(활동 별 참여 미진 학습자
조회, 학습 독려 가능)

학습 이력부터 메시지발송까지
한 화면에서 가능하도록 구현
학습 모니터링 및 미 참여 학생
독려 기능 제공

학습 모니터링

2

예술대학 : 1.8%

경영대학 : 3.5%

사회과학대학 : 5.3%

문과대학 : 10.5%

글로벌인문 · 지역대학 : 78.9%

4
22.8%

2
35.1%

3
42.1%



3

강의실 내 POP-UP 공지
중요한 공지는 각 강의실
내의 팝업 공지로
전달하세요. 

알림 발송 속도 개선
PUSH 및 쪽지 발송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강의실 알림 On/Off 
버튼
강의실 자체 알림을
ON/OFF 형태로 쉽게
조절하세요.

1

학습 공지

2

3



4

학습 및 강의자료
편집 기능 개선

학습활동 목록 편집
강의실 좌측 메뉴인
학습활동 목록에서
게시판 형태로
학습활동을 추가 및
편집하세요. 게시판
형태로 활용 가능하여
한눈에 학습활동 현황을
파악하기 용이합니다.  

플로팅 버튼으로
편집을 유동적으로
우측 하단에 따라다니는
편집버튼으로 쉽게 활동
추가 가능

1

2



5

강의실 간 학습자원
공유 기능 추가

강의자료 공유 (해당학기)
강의 자료를 다른
강의실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하여
편집하는 수고가
줄어듭니다. 

강의자료 가져오기
(이전학기)
다른 강의실의 자료 및
활동을 좀 더 쉽게 복사해
올 수 있도록 가져오기
버튼을 강의실 우측 하단에
공유 버튼과 함께
배치했습니다. 

1

2



문서 매뉴얼 영상 매뉴얼

6

각 강의 모듈 별 문서, 
영상 매뉴얼 제공
학습 활동을 추가, 
편집하면서 상단에
배치된 매뉴얼을
확인해보세요. 
각 기능별 상세 설명을
제공합니다. 

이용자 매뉴얼 개선

자료 및 학습활동 추가
화면에서 손쉽게 매뉴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성적/출석 관리
기능 개선

학습이수현황
동영상 외의 학습활동에
대해서도 이수 현황 체크
기능이 제공됩니다.  
과제 제출 여부, 자료
다운로드여부, 퀴즈 응시
여부 등 성적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합니다.  

학습진도현황 O/X 체크
동영상 학습 완료 여부가
O/X로 체크되어 출결
관리에 용이하도록
변경됩니다. 

1

2

성적부 연동
ON국민 학사시스템에서
성적 “가져오기＂로
eCampus 성적을
불러오도록 연동 지원

3



8

학내 시스템
연동 개선

주차별 개요 표기
수업계획서 내 주차별
활동 내용 연동 표기

수업계획서
강의실 내 좌측메뉴에서
수업계획서 바로가기
기능 제공 (팝업창)

1

2

전자출결시스템
(온라인출석부) 바로가기
ON국민 온라인출석부
바로가기 지원

3



9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코스모스가 아닌 eCampus 전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제공됩니다.  

eCampus 전용 어플리케이션 출시
eCampus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더욱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바일 웹 구현
eCampus 어플리케이션 내 모바일 반응형
웹을 구현하여, 자료 추가 및 편집이
자유롭게 가능하도록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