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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관리 기능 매뉴얼

강의 관리 기능에서는 강사관리, 강의 영상 파일 업로드, 링크 영상 업로드, 종합 강의
만들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로드 완료하여 회원에게 판매중인 강의의 리스트를 볼 수 있으며,
강의의 상세 정보를 확인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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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강사관리(등록)
강의 등록 후, 수강하기 화면에 표시될 강사의 프로필을 등록하는 화면

1

① 강사관리를 누릅니다.

1

2

① 혹은 강의관리 > 강사 관리 메뉴로 들어갑니다.
② 목록에서 등록한 강사들을 볼 수 있으며 [강사등록] 버튼을 누르면 강사등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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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2

3

① 강사명을 입력합니다.
② 강사의 프로필을 작성합니다. (이미지 파일로 작성 후 업로드 가능, ④ 버튼)
③ [등록]버튼을 눌러 입력한 정보로 새로운 강사를 등록 합니다.

1
2

① 등록을 완료하면 목록에서 등록한 강사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수정] 버튼을 누르면 강사 프로필을 수정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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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단골

강사님
이미지

2

① 강사명과 강사 프로필을 수정합니다.
② [수정] 버튼을 누르면 강사 프로필 수정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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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화면에 나오는 강사소개 샘플화면>

김단골

강사님
이미지

김단골

강사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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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동영상 등록
1. 동영상 파일을 가지고 있는 경우
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강의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1
2

① 강의관리 > 강의관리 메뉴로 들어갑니다
② 강의 올리기(파일)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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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동영상 시청 화면의
강의 상세 정보에
표시될 내용입니다.

b

영상 파일을 한 번에
최대 10개까지
동시에 업로드
가능합니다.

단골TV 관리자에
대량 영상 업로드
요청한 PD회원만
보이는 화면입니다.
첨부된 매뉴얼을
통해 쉽게 등록이
가능합니다.

c

강의 판매
세부사항을
설정하세요.

d

수강 종료 전,
PD님이 책정한
금액으로 강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허용/비허용 가능

강의 종료 후
재구매 시 PD님이
책정한 금액으로
재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허용/비허용 가능

수강중인 강의의
일시정지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허용/비허용

강의의 최대
재생가능
시간입니다.
예를들면, 강의의
총 재생시간이
20시간 일 경우,
배수 제한을
1.5회로 설정 시
해당 강의를 최대
30시간까지만
재생할 수
있습니다.
허용/비허용 가능

e

f
9

교재가 필요한
강의의 경우 설정
단골도서에
판매하는 교재의
경우 직접 판매
가능

1) 기본정보 등록 a

1
2

3

4
5

① 동영상 리스트에 노출될 강의명을 입력합니다.
② 카테고리선택 버튼을 눌러 동영상이 등록 될 카테고리를 선택하여 카테고리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카테고리 선택 : 제목 옆 숫자가 1일 경우 1차 카테고리, 2일 경우 2차 카테고리 입니다.
1차 카테고리 단독으로도 선택 가능하며 2차 카테고리만 선택 시 자동으로 해당

카테고리의 1차 카테고리도 같이 선택됩니다, 다중선택이 가능합니다 )
③ 강의 안내글을 작성합니다.
④ 총 강의 회차를 등록합니다.
⑤ 사용자가 강의 검색 시 목록에 노출될 키워드를 입력합니다. (입력 후 엔터, 쉼표 버튼을
치면 자동으로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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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상 업로드

b

1

① 해당 영역을 눌러서 파일 불러오기 창이 뜨면 업로드 할 강의파일을 선택합니다.

2

② 혹은 미리 켜둔 파일창에서 해당파일을 누른 상태로 2번 영역으로 끌어서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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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① 관리버튼을 눌러 강의정보를 확인/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② 강의의 회차명을 입력합니다.(ex-제1강 국어의 이해)
③ 첨부할 파일을 불러오기 합니다.
④ 업로드할 영상을 미리보기(무료)로 할지 유료로 할지 선택합니다.

참고 - 단골TV에서는 등록한 영상 개수의 최대 10%를 무료 강의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강으로 구성된 강의일 경우 최대 2강을 무료강의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가 2개 이하일 경우 모두 무료 강의로 등록이 가능하며, 강의 파일이
3개에서 9개일 경우 1개를 무료 강의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강의 순서는 드래그 앤 드롭으로 순서변경이 가능합니다.
1. 순서를 바꾸고자 하는 강의를 선택합니다.

2. 강의를 누른채로(클릭한 채로) 끌어서 원하는 순서로 이동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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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량 영상 업로드 c
일반적인 http 방식으로 접속되는 WWW의 경우 다량의 파일을 주고 받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량의 영상을 업로드 해야하는 PD회원에게 별로도 FTP를
제공하여 대량의 파일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본 기능은 단골TV 관리자가 권한을 부여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FTP 사용이 필요한 PD회원은 단골TV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1. 문의하기를 통해 단골TV 관리자에 <영상 대량 업로드 요청> 으로 문의합니다.

단골TV 관리자가 대량 업로드를 신청한 PD회원에게 FTP 계정을 생성한 후
접속정보와 함께 전달합니다.
2. PD회원은 단골TV의 강의 올리기(파일) 화면에서 영상 업로드를 제외한 다른
부분은 작성하여 등록 완료한 후 강의 리스트에서 대량 영상을 등록하려는
강의의 [관리] 버튼을 통해 상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 FTP 프로그램인 FileZilla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4. 단골TV의 강의 등록 화면에 있는 [프로그램 다운로드] 버튼 눌러서 대량 강의
업로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5. 업로드할 영상이 있는 폴더에서 내려 받은 압축파일의 압축을 푼 뒤
dangoll_conv 파일을 실행하여 영상의 썸네일과 CSV파일을 자동 생성합니다.
6. FileZilla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단골TV 관리자가 전달 해 준 ID, PW 및 FTP
접속정보를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7. 아래와 같이 폴더를 만들어 등록할 영상과 thumb 폴더를 올립니다.

ex) /lecture_XXX
lecture_숫자로 폴더 생성
• 숫자는 강의 마다 자동 지정 됨
8. 단골TV의 강의 등록 화면에 있는 [CSV 파일선택] 버튼을 통해 생성된 CSV를

업로드 합니다.
9. 2번의 영상 업로드화면에서 강의명을 수정하는 등, 강의 상세설정을 작성하여
등록 완료합니다.
10. 다른 강의를 동시 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2번으로 돌아가서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10~20분 후 Transcoding 의 상태가 <서비스>로 전환되면 등록이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영상의 용량에 따라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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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페이지 화면 상단의 <문의하기>를 통해 단골TV 관리자에 <영상 대량 업로드
요청> 으로 문의합니다. 단골TV 관리자가 대량 업로드를 신청한 PD회원에게 FTP
계정을 생성한 후 접속정보와 함께 전달합니다.

1

2

14

2. PD회원은 강의 올리기(파일) 화면에서 영상 업로드를 제외한 다른 부분은 작성하여
등록 완료한 후 등록하려는 강의의 [관리] 버튼을 통해 상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영상업로드 (바이패스)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영역을 작성 한 후
하단의 [확인] 버튼을
눌러서 작성한 내용을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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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TP 프로그램인 FileZilla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① 인터넷에서 FTP 프로그램 중 하나인 FileZilla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 FTP 프로그램이란 대량의 파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 통신

FileZilla 홈페이지에 접속 - https://filezilla-project.org/download.php
순서대로 하단의 [A], [B] 버튼을 순서대로 눌러 FileZilla 프로그램 다운로드 후 FileZilla
프로그램 설치

1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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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골TV의 강의 등록 화면에 있는 [프로그램 다운로드] 버튼 눌러서 대량 강의 업로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1

① [프로그램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첨부된 dangoll_conv.zip 파일을 받은 후, 본인이 쉽게
확인 가능한 폴더(바탕화면, 동영상이 있는 폴더 등)에서 압축을 풉니다.

압축을 푼 후에 dangoll_conv.exe 파일을 더블클릭하여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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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로드 할 영상이 있는 폴더에 내려 받은 압축파일의 압축을 푼 뒤 dangoll_conv
파일을 실행하여 영상이 있는 폴더를 선택합니다.

가. Dangoll_conv.exe 더블클릭하여 실행 영상이 있는 폴더 선택 및 추출작업 완료 후
동영상이 있는 폴더에 dangoll 폴더와 thumb 폴더가 생성된 것을 확인합니다.
dangoll_conv.exe 파일은 영상에서 강의제목과 재생시간(CSV파일), 썸네일(영상
이미지)을 추출합니다.
나. 생성된 dangoll 폴더의 dangoll.csv 파일은 영상들의 파일명과 영상의 재생시간 입니다.
다. 생성된 thumb 폴더에는 영상의 썸네일의 자동 생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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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ileZilla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단골TV 관리자가 전달 해 준 ID, PW 및 FTP
접속정보를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1

2

3

2

① 파일 – 사이트관리자를 눌러서 단골TV FTP 정보를 입력합니다.
② 새 사이트를 선택하여 호스트에는 ftp.dangoll.com을 입력하고 포트에는 20008을
입력합니다.
③ 단골TV 관리자가 PD회원에게 부여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연결버튼을 통해
접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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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아래와 같이 폴더를 만들어 등록할 영상과 thumb 폴더를 올립니다.

1

2

3
4

① 최초 FTP에 접속하게 되면 파란색 영역에는 어떤 파일도 없는 상태입니다.
② ①번 영역에서 우클릭을 하여 <디렉터리 만들고 그 안으로 이동>을 선택합니다.
③ 단골TV 시스템이 강의에 부여한 lecture_숫자 (ex : lecture_285, ④ 참고) 를 /새 디렉터리
칸에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생성한 디렉터리로 이동하게 됩니다. 강의마다 숫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숫자를 확인해 주세요.
④ 강의 등록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업로드 폴더 경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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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 폴더 생성 후 화면

1

① 생성한 lecture 폴더에 강의 영상과 thumb폴더를 끌어와서 업로드 합니다.(Drag & Drop)

ex)lecture_XXX
lecture_숫자로 폴더 생성
• 숫자는 강의 마다 자동으로 지정 됨

FileZilla에서 동영상 파일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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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단골TV의 강의 등록 화면에 있는 [CSV 파일선택] 버튼을 눌러서 전에 생성했던
dangoll폴더의 dangoll.csv를 업로드 합니다.

9. 2번의 영상 업로드화면에서 강의명을 수정, 유/무료 선택, 첨부파일 등록과 같은
강의 상세설정을 작성하여 등록 완료합니다.

10. 다른 강의를 동시 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2번으로 돌아가서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10~20분 후 Transcoding 의 상태가 <서비스>로 전환되면 등록이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영상의 용량에 따라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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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의 상세설정 d

1

2
3

4
5
6
① 강의 가격을 입력합니다.
② 강의를 볼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합니다.
③ 강의기간 연장을 가능하게 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④ 영상 재구매시 할인적용 여부를 선택, 적용할 시 할인율을 입력합니다.
⑤ 영상의 배수제한 여부를 선택합니다.
⑥ 강의 재생 중 일시정지 기능의 허용 여부를 선택합니다.

5) 강사정보 등록 e

1

2

① 강사 선택하기 버튼을 누르면 새 창이 뜹니다.
② 새 창에 뜬 등록된 강사목록에서 원하는 강사를 선택하여 선택 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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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재정보 등록 및 파일 업로드 완료 f
1

① 영상과 관련된 교재정보 입력 부분입니다.
연관된 교재가 있을 경우 off버튼을 눌러 on상태로 만듭니다.

1
3

4

2

① 동록할 강의와 연관된 경우가 있을 경우 on으로 선택합니다.
② 단골도서에서 해당 도서를 검색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③ 도서에 대한 알림말을 입력합니다.
④ 확인 버튼을 눌러 동영상을 동록 합니다.
24

2. 동영상 타 사이트에 있는 경우

1

2

① 강의관리 > 강의관리 메뉴로 들어갑니다
② 강의올리기(링크)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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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등록 화면>

a

b
강의 링크 주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c

강사 등록 메뉴에서
작성한 강사 정보를
불러옵니다.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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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정보 입력

a

1
2

3

4
5
① 동영상 리스트에 노출될 강의명을 입력합니다.
② 카테고리선택 버튼을 눌러 동영상이 등록 될 카테고리를 선택하여 카테고리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카테고리 선택 : 제목 옆 숫자가 1일 경우 1차 카테고리, 2일 경우 2차 카테고리 입니다.
1차 카테고리 단독으로도 선택 가능하며 2차 카테고리만 선택 시 자동으로 해당
카테고리의 1차 카테고리도 같이 선택됩니다, 다중선택이 가능합니다 )
③ 강의안내글을 작성합니다.
④ 총 강의 회차를 등록합니다.
⑤ 사용자가 강의 검색 시 목록에 노출될 키워드를 입력합니다.(입력 후 엔터, 쉼표 버튼을
치면 자동으로 완성됩니다.)

27

2) 강의 링크

b

1

2
3
4
5
6

① 강의추가 버튼을 누르면 강의정보를 추가/변경할 수 있는 새 창이 뜹니다.
② 강의의 회차명을 입력합니다.(ex-제1강 국어의 이해)
③ 등록할 동영상이 있는 사이트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④ 재생시간을 입력합니다.
⑤ 파일선택을 눌러 첨부할 파일을 선택합니다.
⑥ 업로드할 영상을 미리보기(무료)로 할지 유료로 할지 선택합니다.

강의 순서는 드래그 앤 드롭으로 순서변경이 가능합니다.
1. 순서를 바꾸고자 하는 강의를 선택합니다.
2. 강의를 누른채로(클릭한 채로) 끌어서 원하는 순서로 이동시킵니다.
28

3) 강의 상세 설정 c
1
2
3
4
5
6
① 강의 가격을 입력합니다.
② 강의를 볼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합니다.
③ 강의기간 연장을 가능하게 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④ 영상 재구매시 할인적용 여부를 선택, 적용할 시 할인율을 입력합니다.
⑤ 영상의 배수제한 여부를 선택합니다.
⑥ 강의 재생 중 일시정지 기능의 허용 여부를 선택합니다.

4) 강사정보 등록 d

1

2

① 강사 선택하기 버튼을 누르면 새 창이 뜹니다.
② 새 창에 뜬 등록된 강사목록에서 원하는 강사를 선택하여 선택 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29

5) 교재정보 등록 및 파일 업로드 완료 c
1

① 영상과 관련된 교재정보 입력 부분입니다. 연관된 교재가 있을 경우 off버튼을 눌러
on상태로 만듭니다.

1
3
4

2

① 등록할 강의와 연관된 경우가 있을 경우 on으로 선택합니다.
② 단골도서에서 해당 도서를 검색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③ 도서에 대한 알림말을 입력합니다.
④ 확인 버튼을 눌러 동영상을 동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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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강의 만들기
<종합강의 화면>

a

b

c

① 종합강의 만들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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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정보 입력

a
1

2

3

4

① 동영상 리스트에 노출될 강의명을 입력합니다.

② 카테고리선택 버튼을 눌러 동영상이 등록 될 카테고리를 선택하여 카테고리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카테고리 선택 : 제목 옆 숫자가 1일 경우 1차 카테고리, 2일 경우 2차 카테고리 입니다.
1차 카테고리 단독으로도 선택가능하며 2차 카테고리만 선택 시 자동으로 해당
카테고리의 1차 카테고리도 같이 선택됩니다, 다중선택이 가능합니다 )
③ 강의 안내 글을 작성합니다.
④ 사용자가 강의 검색 시 목록에 노출될 키워드를 입력합니다.(입력 후 엔터, 쉼표
버튼을 치면 자동으로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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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묶을 강의 선택 b
1

① 내가 올린 단과강의들의 영상이 목록으로 나타납니다. 종합강의로 묶을 강의들을
선택합니다.

3) 종합강의 상세설정 및 종합강의 생성 완료 c
1

2
3
4
5
6

① 종합강의의 가격을 입력합니다.
② 강의를 볼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합니다.
③ 강의기간 연장을 가능하게 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④ 영상 재구매시 할인적용 여부를 선택, 적용할 시 할인율을 입력합니다.
⑤ 영상의 배수제한 여부를 선택합니다.
⑥ 강의 재생 중 일시정지 기능의 허용 여부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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