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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대학교 LMS 시스템 접속 방법(ID: 학번, PW: 주민번호 뒷 7자리)

1. PC 웹사이트 > 도메인 주소(eclass.yit.ac.kr) 입력 후 접속

2. 여주대학교 대표 홈페이지 접속 > 하단 원격교육시스템 클릭

3. 검색창에 [여주대학교 그룹웨어] 검색 > 로그인 > 종합정보시스템 상단 LMS 클릭

4. 모바일 코스모스 App 설치 > 여주대학교 검색 > 로그인

1. 접속방법(PC) 4. 접속방법(모바일)2. 접속방법(PC) 3. 접속방법(PC)

LMS 접속 및 로그인 방법



1. 여주대학교 LMS 시스템에 접속 후 로그인 합니다.

2. 로그인 아이디는 여주대학 그룹웨어 접속정보와 동일합니다.

3. 여주대학 종합정보와 연동되어 본인이 수강 신청한 강좌가 LMS에 자동으로 생성되고, 좌측 대시보드 > 나의 강좌에서 수강

강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코스모스 앱을 활용하면 수강한 강좌의 공지 및 과제제출, 시험 등 학사 안내 알림을 손쉽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웹 접속 모바일 접속

코스모스 App 설치 > 여주대학교 검색 > 로그인PC > LMS(https://eclass.yit.ac.kr) 접속 후 로그인

LMS 접속 및 로그인 방법

https://eclass.yit.ac.kr/


▪ 지하철 등 이동 중 학습 시 무선 네트워크가 불안정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모바일로 학습을 완료한 후에는 반드시 온라인

출석부에서 출결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 웹으로 접속한 경우에는 강의 동영상 시청 결과가 출석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출석 체크를 위해서는 반드시 PC 또는

모바일 앱(코스모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PC를 이용한 웹 접속 코스모스 접속 모바일 웹 접속

모바일 기기 시청 시 주의사항



FAQ

※ 수강

▪ 수강신청을 했으나 LMS 내 강좌에 뜨지 않는 경우

→ 지도교수 승인 > 학과장 승인 > 학사 연동 완료 후 수강이 가능합니다.

▪ 동영상 강의 시청을 이수했으나 결석 또는 지각으로 뜨는 경우

1. 인터넷 연결 프로그램을 Chrome / Microsoft Edge를 이용하여 접속해야 합니다.

2. 동영상 강의 시청 후 우측 상단 X 표시를 눌러 창을 닫지않은 경우 진도현황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3. 출석인정 기간이 아닌 지각인정 기간 또는 그 외 기간에 이수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동영상 전체의 80% 이상 시청해야만 이수가 됩니다.

→ 해당 경우 출석인정 권한은 강좌 담당 교수님께 있습니다.

▪ 모바일(코스모스)로 강의영상 시청 중 재난문자 수신 시 영상이 처음으로 돌아가는 경우

→ 재난 문자 수신 시 앱에서 진도 처리 종료 Api를 보내지 않아 발생하는 오류로 재난문자의 경우 시스템상 제어가 불가하여 해당 내용은

조치가 어렵습니다.  재난 문자 수신 설정을 끈 후 시청해주세요. 가급적 PC로 영상 시청을 권장합니다.

▶ IOS : 설정 > 알림 > 재난 문자수신 설정 > 해제

Android : 메시지 > 우측상단점 표시 > 설정 > 긴급 알림 설정 > 해제



※ 화상강의

▪ 화상강의 접속 시 [An unknown error occured] 오류 코드 발생

→ 여주대학 그룹웨어 > 종합정보시스템 > 학적 > 학적종합정보 > E-mail 주소 입력 > 저장 > 새로고침 후 화상강의 접속

▪ 화상강의 접속 시 [미팅 구성요소를다운로드하는동안 올바른파라미터를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오류 코드발생

→ LMS 좌측 대시보드 > 이용안내 > FAQ 1번 참고하여 첨부파일 설치

교수학습지원센터

☎ 031-880-5631, 174

FAQ

▶ 기타 문의는 LMS 시스템 내 학습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MS 시스템 좌측 대시보드 > 이용안내 > 매뉴얼 > 학습자 매뉴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