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시험전준비사항

가. 10분 정도 여유시간 필요

- 시험 환경에 예기치 못한 문제(컴퓨터 사양, 인터넷 오류 등)가 발생할 수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진행합니다.

나. 시험 중 오류 발생을 대비한 증빙자료 안내하기

- 시험 중 오류가 발생할 경우, 해당 화면을 캡쳐 또는 촬영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합니다.

2. 과제를활용한시험

가. [필수] “메인화면에 설명보이기＂는 체크하지 않습니다.

- 시험내용 노출 방지

비대면 시험시 유의사항 (교수자)

체크하지마세요



나. [필수] “접근제한” 설정을 추가합니다.

- 시험시간 전에 시험내용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설정

다. [필수] 제출기간을 설정하여 시간내 제출하도록 합니다.

- “활성화”를 체크하여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제출차단”이 활성화 되어있지 않으면 종료일시 이후 제출은 “제출 늦음“

으로 표시됩니다. 차단이 활성화되면, 차단시간 이후로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라. 자세한 사항은 LMS 좌측메뉴▶이용안내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퀴즈를활용한시험

가. “퀴즈 기간 설정＂ 시작일시,종료일시,시간제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 “시작일시”와 “종료일시”는 퀴즈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며, 

활성화를 체크하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시간제한”은 퀴즈 응시 시간을 제한합니다.

- 시간을 30분으로 제한하고 싶다면 시간제한을 30분으로 설정합니다.

나. 페이지당 문제 개수 및 문제이동 유형 설정이 가능합니다.

- 응시중인 페이지는 답안 저장이 안될 수 있으므로, 페이지당 문제를

최소화하여 설정 바랍니다.

- 문제이동 방식은 2가지 입니다.

① 자유로운 이동 : 원하는대로 문제를 이동하면서 응시

② 순서대로 이동 : 교수가 출제한 문제 순서대로만 응시



다. 점수 공개가 가능합니다.

- “퀴즈 마감 이후＂에 공개하고 싶은 항목을 체크하면, 시험 종료시간 이후에

성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점수 체크시, 시험문제 공개 없이 시험 점수만 보여집니다.

- 응시내역 체크시, 시험문제가 공개됩니다.

- 정답을 공개시, 응시내역 체크 후 정답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라. 퀴즈 및 문제 출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LMS 좌측메뉴 이용안내▶FAQ 44번

“(교수자) 퀴즈 및 문제은행(퀴즈유형)사용법 매뉴얼＂과

공지사항의 “[교수자]LMS 문제은행 기능을 활용한 시험 출제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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