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dle 계정 오픈하기>
1) Moodle 은 센트럴의 모든 온라인 수업은 물론 모든 수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과제물 제출은 물론 수업관련 자료들을
다운받을 수 있는 학교 시스템입니다.
2) 무들 계정과 비밀번호 등은 학생 본인이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2-3) CBTS 학교 이메일 계정 오픈 및
활성화”에서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먼저 학교 이메일 (Web Mail)에 로그인하여 활성화를 먼저 해야 합니다.
3) 이제 무들 페이지로 이동하기 위해서 학교 홈페이지 (cbts.edu) 상단에 빨간 박스로 표시한 “Korean 한국부”를 클릭하시면
아래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무들, 파퓰리, 학교이메일로 들어갈 수 있는 버튼이 보입니다. “무들 들어가기”를 클릭합니다
(혹은 moodle.cbts.edu 로 이동).

4) 아래와 같이 Moodle 첫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오른 쪽에 있는 “Create new account”를 클릭합니다 (빨간 박스).

5) 아래 화면과 같이 이제 본인의 아이디 (Username)와 비밀번호 (Password)를 입력합니다. 이때 아이디는 CBTS
이메일 주소와 동일하게 설정해 주시고, 비밀번호는 1) 적어도 8 글자 이상이 되어야 하고, 2) 적어도 한 개의
숫자, 3) 적어도 한 개의 소문자, 4) 적어도 한 개의 대문자, 그리고 5) 적어도 한 개의 특수문자 (*-# 등등)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금 복잡합니다).
6) 이메일을 입력하는 부분에서는 반드시 CBTS 이메일을 기입해야만 승인이 됩니다.
7) First name 과 Surname (Last name)은 영문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8) 거주하시는 도시 (City)와 국가 (Country)를 기입합니다.
9) Security Question 에서 본인의 화면에 보이는 대로 두 개의 단어를 중간에 한 칸을 띄고 그대로 입력합니다.
혹시 잘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Get another CAPTCHA”를 클릭하면 새로운 글자가 보입니다.
10) 입력이 끝나면 파란색 버튼으로 된 Create my new account 을 클릭하면 계정이 만들어집니다.

11) 이제 본인의 Moodle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Moodle 에 로그인을 합니다.

12) 로그인을 하신 후에 빨간색 박스로 표시된 “My courses”를 클릭하시면, 본인이 등록된 수업 목록이 보이고,
해당 수업을 클릭하시면 각 수업의 무들 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13) 이제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무들 아이디를 Mary Kim 에게 이메일로 발송합니다 (mkim@cbts.edu)
14) 무들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셨을 경우 무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셨읍니까를 클릭하시고

Search by email address (이메일 주소로 찾기) 에서 학교 이메일을 작성하시면 비밀번호 다시 셋업하라는 컨펌
이멜일이 학교 이메일로 보내집니다.
(학교 이메일이 아닌 다른 이메일로는 비밀번호셋업 컨펌이메일이 안보내집니다)
학교 이메일 첵업하시고 비밀번호 다시 입력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