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훈련진행가이드(훈련생용) -

1. 메인 화면

(1) 메인메뉴바 : 교육원 소개, 일반과정 교육, 직장인환급교육, 수강신청, 교재구입, 고객지

원, 교육안내, 나의 강의실 바로가기 등 에듀플러스의 중심 메뉴입니다.

(2) 로그인창 : 학습회원인증을 위한 로그인, 회원가입 및 ID/PW 찾기를 할 수 있고, 로그

인 후에는 회원정보 관리 및 마이페이지 메뉴가 활성화 됩니다.

(3) 커뮤니티센터 : 에듀플러스 운영에 관한 공지사항과 교육뉴스, 학습후기를 확인할 수 있

습니다.



2. 회원가입

(1)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2)본인인증이 완료되면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3) 회원약관의 내용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 체크 후 회원가입을 클릭합니다.

(4) 회원가입 안내에 따라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회원가입을 완료합니다.

(5) 회원가입 절차가 완료 되면 가입메일이 기재한 메일주로소 발송이 되며 메일을 확인하

여 회원가입을 완료합니다.



3. 수강신청

(1) 수강신청 메뉴에서 고용보험과정을 클릭하면 수강신청이 가능한 훈련과정 목록이 보입

니다. 자신이 선택하고자 하는 과정을 선택하여 입장하기를 클릭합니다.

(2) 샘플강좌보기를 통해 강의를 미리 체험이 가능하며 수강신청을 클릭하면 수강신청 창이 

팝업 됩니다.



(3) 에듀플러스와 수강업체관리자와의 계약을 통해 코드가 부여되면 수강단체코드와 인증번

호를 입력해서 수강신청을 완료 합니다.

4. 학습하기

(1) 수강신청이 완료되면 메인화면에서 마이페이지를 클릭하여 학습이 가능한 과정이 나열

된 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학습을 원하는 과정의 입장하기를 클릭합니다.

수강기간이전에 수강신청이 될 경우에는 수강신청중인 강좌에 목록이 표시가 되고, 수강기

간이면 학습중인 강좌에 목록이 표시됩니다. 

(2) 본인확인을 위하여 자신의 계정암호를 2번 입력합니다.



(3)나의 강의실에 입장을 하여 강의정보와 훈련생 유의사항을 확인합니다.

(4) 강의실 탭에서 학습하기를 클릭하여 학습을 진행합니다. 1일 8강까지 수강이 가능합니

다.



(5)팝업창이 생겨 학습진행창이 보여집니다.

- 학습목표 : 차시에 해당하는 학습목표를 보여줍니다.

(6)학습내용 : 차시에 해당하는 학습내용 및 강의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7)학습하기 : 차시에 해당하는 내용을 동영상과 PPT를 통해 학습할 수 있습니다.

(8)학습정리 : 차시에서 배운 내용을 가려진 단어를 통하여 정리합니다.



(9)문제풀이 : 차시에 해당하는 문제풀이를 통해 복습합니다.

(10)학습소감 : 마무리 단계에서 학습소감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창닫기를 클릭하면 학

습창은 종료가 됩니다.

5. 학습평가

(1)과제제출 : 학습을 완료한 후 과제제출을 통해 평가를 진행합니다. 과제제출과 진단/수료

평가는 진도율이 80%이상이 되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2)과제작성 : 팝업창으로 과제를 작성할 수 있다. 제한시간 안에 입력폼에 입력을 하거나 

첨부파일을 등록하여 작성이 가능하고 임시저장을 통해 수정이 가능하며 제출하기를 클릭하

면 더 이상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제출된 과제는 교강사에게 전달이 되고, 훈련생모드에서

는 과제완료로 바뀌어집니다.

(과제 완료 후 교강사 평가전)



(교강사 평가완료)

(3)진단/수료평가 : 수료평가는 25문제를 30분안에 풀어야 하는 선다형으로 진행이 됩니다. 

과제와 마찬가지로 임시저장기능이 있고 제출완료를 클릭하면 더 이상 수정이 되지 않습니

다. 제출된 평가는 시스템자동채점이 됩니다.



(4)시험실 : 선다형문제로 출제가 되며 문제은행에서 랜덤하게 출제가 됩니다.



(5)성적확인 : 진단/수료평가와 과제를 모두 제출한 후에는 점수가 합산이 되어 최종 수료

가 결정되게 됩니다. 수료가 결정이 되면 수료증을 출력할 수 있고, 노동부 환급규정에 의

해 환급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6. 출결관리 안내

(1) 훈련생의 출결관리는 강의진도율로서 수강 차시별 기록에 의해 평가됩니다.

나의 강의실에서 HOME 하단에 전체적인 진도율이 표시됩니다.

(2) 세부적인 출결사항을 확인하려면 강의실에 있는 차시별 강의의 우측에 있는 보기를 통

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7. 모사답안 처리기준 및 처리프로세스 안내

(1) 과제제출시 모사답안 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및 처리가 되니 반드시 숙지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모사답안 방지를 위해 과제/평가의 모든 창에서는 오른쪽 마우스 클릭이 안되며, 복사 및 

붙여넣기를 할 수 없습니다.

- 과제 제출의 경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스트링 비교를 하며, 모사답안으로 의심(모사율 

90%)되는 경우에는 제목이 빨강색으로 표시됩니다.

- 모사답안 최종평가는 교강사가 판단하며 모사답안으로 인정시 0점 처리 됩니다.



(모사답안 처리 예시)

1. 사용자 2명 이상이 아래와 같이 같은 답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스트링 검사를 하여 90% 이상이 일치할 경우 제목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3. 교강사 페이지에도 제목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모사답안임을 알려줍니다. 교강사가 

확인을 하게 되어 모사답안으로 인정될 경우 0점 처리 됩니다.

4. 관리자페이지에서도 모사답안임이 체크가 되어 모사답안자임을 알려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