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TO STUDY IN PIC’s VIRTUAL
CLASSROOM?
PIC 온라인학습방법

Hello! This guide will explain how to study in PIC’s Virtual Classroom.
Please take note that once you have successfully enrolled in PIC, you will
receive a username and password to login the Virtual Classroom to your
registered email address.
PIC 온라인 강의실에서 학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PIC 에 신입생으로 등록이 완료되면, 귀하는 학교로부터 온라인 강의실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을 것입니다.
LET’S GET STARTED!
이제 시작합니다.

STEP 1.
To open the PIC V-classroom page, you can type this address on the search bar:
www.pic.edu.ph/Vclassroom
www.pic.edu.ph/Vclassroom 에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메인화면으로 연결됩니다.

If you click the “iCAMPUS LOGIN” button which is on the upper left side of the cover page, you
will be directed to the login page. Please make sure that you use the same ID and Password that you
already have when you are logging in.
메인 화면 좌측상단에 있는 로그인 버튼(위 사진의 빨간색 원)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로그인
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기존에 학교로부터 발급받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그대로 입력하여
로그인 하십시오.

STEP 2.

After you have logged in, you will enter into PIC I-Campus. There are new menus such as Library,
Professors' news, Alumni news, Community etc. in the I-campus, which will be continuously updated
with other various contents.
이제 PIC I-campus 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아이캠퍼스에서 도서관/교수동정/동문소식/커뮤니티
등 새로운 메뉴를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곳에 다양한 소식과 자료가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Click on the “Virtual Classroom” button to enter into your classrooms.
바로 강의실로 접속하시려면, 중간의 초록색 버튼 중 Virtual Classroom 버튼(위 사진의 빨간색
원)을 누르십시오.

STEP 3.
Once done, it will direct you to the Virtual Classroom Login Page. In order to enter into your
classroom, you will need to login again. You can use your ID and Password that you used when you
logged into the cover page. After logging into the Virtual Classroom, you will see the contents of
your classroom.
아래와 같이 다시 한번 로그인 페이지가 나옵니다. 강의실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한번 더
하여야 합니다. 같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다시 한번 입력하시면, 강의실로 연결됩니다.

STEP 4
If you have entered the correct login information, your PIC V-classroom’s “My Courses” webpage
will open.
로그인에 성공하면, 아래와 같은 “마이페이지(my Courses)”가 등장합니다.

This is the homepage of your V-classroom account. You can see a list of the courses that you are
currently enrolled in. Each course has a corresponding syllabus. To begin a lesson, click the course
and the lecture you want to begin.
이것이 “마이페이지”의 모습입니다. 등록한 과정의 커리큘럼 및 각 과정에 해당하는
강의계획서가 나타납니다. 강의계획서에 따라 강의 콘텐츠가 제공됩니다. 특정한 강의를
수강하기 위해서는 위 이미지의 붉은색 박스와 같이 각 강의 제목을 클릭하십시오.

STEP 5.
After clicking your course, the browser will direct you to the Lesson’s Main Page. To start
studying, click the “Start Lesson” button located on the upper left part of the screen.
강의를 선택하면 브라우저는 강의의 메인페이지로 안내할 것입니다. 공부를 시작하려면
스크린의 왼쪽 상단에 있는 “Start Lesson”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STEP 6.
This is the lesson’s content page. You can now read and study the lesson. Sometimes there are links
for you to download the relevant PowerPoint presentations. Click it to download the file.
강의 콘텐츠 페이지입니다. 이제 위 콘텐츠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강의 자료가
제공됩니다.

If you can’t find any link to download the file inside of the lesson’s content page, simply return to the
lesson’s main page. In the main page, you can see the “Shared files” box where you can see the list
of downloadable modules of that Lesson. Click the download icon (The icon highlighted by red
square in the image below) to download it.
다운로드 링크를 찾을 수 없다면 강의 과목 메인 페이지의 “Shared files” 박스로 돌아가 강의
콘텐츠 파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의 붉은색 표시된 부분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STEP 7.

If you have finished reading the contents of the lesson and/or you already have downloaded all of the
modules for that lesson, click the “Set the unit as completed” button located at the bottom of the
page, in order to confirm that you are done with that particular lesson. You can still re-access your
lessons if you want to return to it and review it again.
강의 콘텐츠를 모두 읽고 모든 강의를 다운로드하여 수강하였다면, “Set the unit as
completed” 버튼을 클릭하여 수강 완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강 완료 후에도 언제든지
돌아가서 복습할 수 있습니다.

Once you have finished one of your lessons, return to step 4 and repeat the same procedure for other
lessons. That’s it! It’s very easy right? If you have any questions, don’t hesitate to contact us. We
would be happy to help you out through the duration of your studies. Enjoy your lessons and thank
you for choosing Pacific InterContinental College for your study! Don’t forget to tell your friends
how easy it is to study in PIC. Thank you!
한 강의를 끝내면 위와 같은 순서대로 다음 강의를 수강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강의실 이용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학교로 연락바랍니다.
PIC 가상 캠퍼스에서 즐거운 학습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acific InterContinental College
www.pic.edu.p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