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신은 아직 가장 유능한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 아카스타
내일배움 학습안내



학습 전 꼭! 확인해주세요.

내일배움카드는 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을 위해 정부에서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교육으로

본인이 직접 학습을 진행하여야하며, 미수료 발생 시 패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기간

교육기간은 1개월로, 기간 연장은 불가하오니 정해진 기간 내 학습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정 〮 허위 수강 방지를 위한 인증

학습 전 1일 1회 본인인증과 학습 및 평가 응시 시 자동등록방지(CAPTCHA) 인증이 진행됩니다.

학습(진도율)

1일 학습 진도는 1일 제한차시인 8차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학습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한 차시의 모든 페이지 학습 및 일정 시간 이상 학습시간이 충족되어야 학습 완료 처리 됩니다.

진도율 80% 이상 달성 시 평가 응시 가능합니다. (단, 중간평가는 진도율 50% 달성 시 진행됩니다.)

평가

진도율 80% 이상 달성 시 응시 가능하며, 평가 합산 60점 이상 달성 시 수료 됩니다.

평가는 제출 후에는 수정 및 재응시가 불가하오니 응시 전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평가는 교육기간 종료 후 첨삭이 진행됩니다. (교육종료일 기준 3~5일 이내 성적확인 가능합니다.)



부정 〮 허위 수강 방지를 위한 인증

본인인증

- 학습 시작 전 1일 1회 본인인증이 진행됩니다.

- 본인명의의 휴대폰 또는 아이핀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캡차인증

- 학습 진행 중, 평가 응시 및 제출 시 캡차 인증이 진행됩니다.



나의 강의실

클릭!

로그인 후 나의강의실에서 수강 내역을 확인 및 강의실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강의실 > 홈

수료기준 및

진행현황 확인

학습내역 확인 / 학습알림 등록

학습 관련 공지사항 확인

진행관련 문의

북마크/학습노트 확인



학습환경설정

Internet Explorer

- 도구 > 인터넷 옵션 > 호환성보기 > “acastar.co.kr” 주소 추가

Chrome

- 설정 > 고급 > 콘텐츠 설정 > Flash > 허용

추가

허용



원격학습지원

학습진행 중 문제가 발생한 경우 운영자가 PC 또는 모바일에 접속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원격학습지원 연결 전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원격학습지원 가능 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공휴일 제외)

PC 모바일

- 프로그램 저장 및 실행 필요 - “이지모바일-모바일지원” 다운로드, “ezMobile” 열기



강의실 > 학습

원활한 학습진행을 위해 학습 전 및 내용을 꼭!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의실 > 학습

학습이 완료된 페이지는 하얀색으로 표시되며, 일정 시간 이상 학습 시 학습이 완료됩니다.



강의실 > 학습

북마크

- 학습 중 표시하고 싶은 페이지가 있을 때 활용해보세요!

학습노트

- 학습 중 메모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때 활용해보세요!



강의실 > 학습

학습내용문의

- 학습내용 중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문의해주세요!

1:1 문의

- 학습이 원활히 진행되지않을 때 문의해주세요!



강의실 > 중간평가

중간평가는 진도율 50% 달성 후 PC에서 응시 가능합니다.

중간평가 는1회 제출만 가능함으로 제출 후 수정 및 재응시 불가합니다. 

중간평가는 제출 후 바로 성적확인이 가능하며, 총점의 10% 반영됩니다.



강의실 > 시험

시험은 진도율 80% 이상 응시가능하며,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크롬을 통해 응시 가능합니다. (시험창이 열리지 않을 경우 팝업설정을 확인해주세요.)

1회 제출 가능하며 제출 후 수정 및 재응시 불가하므로 응시 전 유의사항 내용을 꼭! 확인해주세요.

시험은 제한시간이 있으며 제한시간 종료 시 자동제출 됩니다. (응시 후 창을 닫아도 제한시간은 흘러갑니다.)



강의실 > 과제

과제문항 확인은 진도율과 관계없이 가능하나, 저장 및 제출은 진도율 80% 이상 달성 시 가능합니다.

과제는 1회 제출만 가능하며, 제출 후에는 수정 및 변경이 불가하므로 제출 전 유의사항 내용을 꼭! 확인해주세요.

과제는 학습내용 및 요약본 다운로드 자료를 바탕으로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해야합니다.



강의실 > 성적확인

교육기간 종료 후 3~5일 이내 성적확인이 가능합니다.

평가유형별 첨삭확인을 클릭하시면 문항별 상세 확인 및 수강후기와 첨삭 만족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료증은 수료한 과정에 한해 출력 가능합니다.



당신이 가장 빛날 때,
아카스타가 함께 하겠습니다.

교육 문의 / 0505-890-4525 / acastar@acasta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