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ve최선
알림장 확인 및 숙제 제출 가이드



[로그인 - My Class 메인 페이지 ‘My Study Room 자세히보기’ - 알림장 내용 확인 - ‘숙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숙제를 할 수 있습니다.

1. 알림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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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습, 복습, 읽기, 암기와 같이 제출물이 없는 숙제로 숙제 후, ‘Done’ 버튼을 누르면 숙제 제출이 완료됩니다. 

제출 유형이 없는 숙제

['Choose file' 버튼 -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업로드 - ‘Submit’ 버튼]을 누르면 숙제 제출이 완료됩니다. 
숙제 제출 시 해당 영역은 파란색으로 채워집니다.   
(* 최대 10개의 이미지 파일 업로드 가능  * 한 파일당 최대 가능 용량: 10MB)

이미지_제출방법

2. 숙제 제출 방법

2



['V' 선택 - 업로드한 파일의 'X' 버튼 - 선택한 파일 삭제 - 수정파일 재업로드 - ‘Re-submit’ 버튼]을 선택하면 재등록됩니다. 

이미지_수정방법

2. 숙제 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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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바로 녹음
[‘녹음시작’ 버튼 - ‘팝업 허용’ - 녹음 진행 - ‘중단하기’ 버튼]

을 누르면 녹음 파일이 생성됩니다. 

* 권한요청 팝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경우, 

아래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support.google.com/chrome/answer/2693767?co=GENIE.Platform%3DDesktop&hl=ko

② 파일 업로드 
['Choose file' 버튼 -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업로드 - 

‘Submit’ 버튼]을 누르면 숙제 제출이 완료됩니다. 

숙제 제출 시 해당 영역은 파란색으로 채워집니다.    

* 한 파일일당 최대 가능한 용량: 10MB

오디오(녹음)_제출방법

2. 숙제 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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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바로 녹음
['V' 선택 - 업로드한 파일의 'X' 버튼 - 선택한 파일 삭제 - ‘녹음하기’ 버튼 - 재녹음 - ‘Re-submit’ 버튼]을 선택하면 재등록됩니다. 

② 파일 업로드 
['V' 선택 - 업로드한 파일의 'X' 버튼 - 선택한 파일 삭제 - 수정파일 재업로드 - ‘Re-submit’ 버튼]을 선택하면 재등록됩니다. 

오디오(녹음)_수정방법

2. 숙제 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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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박스에 내용입력 - ‘Submit’ 버튼]을 클릭하면 숙제 제출이 완료됩니다. 
숙제 제출 시 해당 영역은 파란색으로 채워집니다. 

텍스트(작문)_제출방법

['V' 선택 - 내용수정 - ‘Re-submit’ 버튼]을 선택하면 재등록됩니다.

텍스트(작문)_수정방법

2. 숙제 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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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버튼을 눌러 시험을 진행합니다. 
* 선생님이 미리 시험 입장을 공개했을 때부터 입장이 가능합니다.
* 만약 선생님이 시험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시험 시간이 아닙니다' 라는 알람을 확인하게 됩니다.

3. 시험 입장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