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리형 스터디 올빼미감독관입니다! 빼앰!
최종 스터디 참여자 및 미션 규칙 및 방법 공지드립니다.
1. 최종 스터디 참여자
- 참여자로 선정되신 분들은 8/20(월) ~ 9/16(일)까지 스터디 참여부탁드립니다. (본문 이미지 참고)
2. 스터디 입장하는 방법
1)

로그인 후, 상단 [배우기] 를 클릭하세요.

2) 왼쪽 ‘내 클래스’ 하단에 [내스터디]가 생길 예정입니다. (8/20 오후 6 시 전후)

3) [스터디 카드]를 클릭 하시고 > [스터디 상세 보러가기]를 클릭하세요.
4) 하단의 스터디 회차 및 참여시간을 확인하시고, [스터디 입장] 버튼을 클릭하세요.
-

입장은 참여시간의 20분 전부터 가능합니다. (밤 10시 40분부터 입장 가능)

-

참여시간인 밤 11시 01초 이후 입장하시면, 지각처리됩니다. (출석/지각 기준은 3. 참고)

5) 이후 안내에 따라, 스터디방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

하단 이미지처럼 [스터디 입장하기]하기 버튼을 최초 클릭한 시간이 오늘 스터디 회차의 ‘내
입장시간’으로 기록됩니다. 이후, 재입장을 하더라도 시간은 최초 입장한 시간으로 기록되니
유의하세요.

6)

오늘 공부를 마치시면, 상단의 녹색버튼 > [퇴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

퇴장하기 버튼 클릭 후 나오는 ‘오늘은 이만할래요’ 버튼까지 누르시면, 최종 퇴장시간이
기록됩니다.

7)

퇴장하시게 되면, 오늘 회차의 스터디에는 다시 입장하실 수 없습니다.
-

[퇴장 버튼]이 아닌, 크롬창 닫기 등을 통해 스터디방이 종료되었다면, 다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공부시간은 흐른 상태로 간주됩니다.

-

[스터디 참여 종료 시간] 이후에는 입장이 아예 불가하오니, 이용 시 꼭 유의하세요!

3. 스터디 입장/퇴장에 따른 출결 체크 안내

-

참여 시작 시간 이전에 입장버튼을 누르시고, 참여 종료시간 이후에 퇴장버튼을 꼭 누르셔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

[출석]인 경우에만 미션 달성 및 환급, 장학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결상태
출석

조건
아래 2 가지를 다 만족해야, ‘출석’입니다.
-[내 입장시간]이 [스터디 참여 시작시간]보다 이전인 경우
-[내 퇴장시간]이 [스터디 참여 종료시간]보다 이후인 경우

지각

-[내 입장시간]이 [스터디 참여 시작시간]보다 이후인 경우
-[내 퇴장시간]이 [스터디 참여 종료시간]보다 이후인 경우

조퇴

-[내 퇴장시간]이 [스터디 참여 종료시간]보다 이전인 경우

입장

-[내 퇴장시간]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

결석

-아예 입장 기록이 없는 경우

강퇴

-관리자(올빼미감독관)에 의해 강제 퇴장 처리 당한 경우

-

[참고] 출결상태 > [입장]의 경우 예외사항 : 참여 시간 내에만 재입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새벽
1 시 이후 ‘크롬창 닫기’ 등을 통해 종료되신 후, 다시 입장하지 못해 [퇴장기록]을 입력하지
못하시는 경우에, 상단 메시지 > To 튜터닷컴으로 연락주세요. (새벽 1 시 10 분 이내에
연락주셔야, 미션 실패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입장 기록은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