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주차(일)의 온라인 퀴즈(시험: 중간, 기말고사 포함)를 평가합니다.

① 퀴즈(시험)가 종료되면 해당 퀴즈(시험) 제목을 클릭합니다.

② ‘응시자 수’가 표시된 버튼을 눌러 퀴즈(시험) 평가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온라인 시험은 대학 이러닝 지원 센터, 군 복무 중,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 운영의

원격수업 강좌만 가능하고 그 외 강좌는 오프라인 출석 시험만 가능함. (교육부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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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습자들의 응시 상황에 따라 '진행 중' 또는 '종료됨' 등으로 표시됩니다.

‘OX, 선다형, 주관식 단답형’ 등의 문제의 경우 ‘자동’으로 채점되어 바로 점수가 표시되며,

‘서술형’ 문제는 ‘미채점’을 클릭하여 작성한 답을 확인한 후 ‘수동’으로 ‘채점’을 진행합니다. 

- 미응시자 확인: 응시 대상자에서 ‘퀴즈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등록한 수강생)’을 선택한 후

보고서 보기를 클릭하면 명단 파악과 출결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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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학습자 이름의 '응시내역 검토'를 클릭하면 각 문제의 응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문제에 대한 채점 ‘예’를 선택하고
‘보고서 보기’ 버튼 클릭했을 경우 표시



⑤ ‘서술형’ 문제에 대해 채점을 진행하기 위해 ‘미채점’을 클릭합니다. 

‘댓글 작성 또는 점수 덮어쓰기’를 클릭하여 팝업창이 나타나면 학습자가 작성한 답을

확인하고 ‘표식’란에 ‘점수’을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누르면 채점이 완료됩니다.

만약 학습자에게 문제에 대한 ‘구체적 피드백’을 주시려면 ‘댓글’ 작성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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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차(일)의 온라인 퀴즈(시험: 중간, 기말고사 포함)를 평가(수동채점)합니다.

① 수동 채점 할 해당 퀴즈(시험)의 ‘제목’ 또는 ‘편집-설정’을 클릭합니다. (방법1)

② 좌측 고급 설정의 ‘퀴즈 관리-결과-수동 채점’을 클릭합니다.

③ 문제별 ‘재점할’에 있는 ‘성적’을 누르고 ‘이미 채점한 문제를 재채점할 때’는 ‘이미 채점됨’

의 ‘성적 업데이트’를 클릭합니다.

④ ‘자동 채점된 문제’를 ‘수동 채점’하는 경우 우선 ‘자동으로 채점된 질문 보여주기’를 누른 후

‘자동으로 채점됨’에 있는 ‘성적 업데이트’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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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채점한 문제를 재채점할 때신규로 문제를 채점할 때

이미 자동으로 채점한 문제를
재채점할 때



⑤ ‘페이지당 질문(표시 개수)’ 입력과 ‘시도 정렬’를 선택하고 ‘옵션 변경’ 버튼을 클릭합니다.

⑥ 학생들의 답을 확인한 후 정답으로 인정하고자 할 경우 ‘표식’란에 부여하고자 하는 점수

(문제 배점 범위내)로 변경합니다.

⑦ 페이지당 질문 학생들의 답과 정답 인정을 동일하게 처리한 후 ‘저장하고 다음 페이지로 가기’를

클릭해서 수동 채점을 반복하여 응시 학생 전부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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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채점된 처리 결과를 ‘자동으로 채점된 질문 보여주기’, ‘자동으로 채점된 질문 숨기기’를

클릭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별 수동 및 자동채점 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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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퀴즈 관리-결과-성적’을 클릭하고 ‘응시내역 검토’를 누르면 점수 할당, 정오답, 응답 이력

(제출 상황, 정답 유무, 점수, 수동 채점 등)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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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차(일)의 온라인 퀴즈(시험: 중간, 기말고사 포함)를 평가(수동채점)합니다.

① 수동 채점 할 해당 퀴즈(시험)의 ‘제목’ 또는 ‘편집-설정’을 클릭합니다. (방법2)

② 좌측 고급 설정의 ‘퀴즈 관리-결과-응답’을 클릭합니다.

③ 퀴즈(시험) 문제의 응답 목록을 확인하고 수동채점 할 학생의 각 문제 ‘응답 내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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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퀴즈(시험) 문제 응답내역 창에서 ‘댓글 작성 또는 점수 덮어쓰기’를 클릭합니다.

팝업창이 나타나면 학습자가 작성한 답을 확인하고 ‘표식’란에 ‘점수’을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누르면 채점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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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채점 창을 닫고 퀴즈(시험) 문제에 대한 응답 목록에서 동일하게 수동 채점을 반복하여

응시 학생 전부를 진행합니다.



해당 주차(일)의 온라인 퀴즈(시험: 중간, 기말고사 포함)를 평가(재채점)합니다.

① 강의실 홈 ‘고급설정-문제은행-문제’에 등록되어 있는 잘못 출제된 문제를 수정합니다. 

ex) 문제 정답 잘못 설정, 정답 추가 등록

② 재채점 할 해당 퀴즈(시험) 제목을 클릭합니다.

③ ‘응시자 수’가 표시된 버튼을 눌러 퀴즈(시험) 평가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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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퀴즈(시험) 평가 페이지 하단에서 ‘전체 선택’ 하신 후 ‘선택된 시도 재채점’을 클릭하시면

재채점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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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재채점을 진행하여 완료되면 ‘계속’을 클릭합니다. 해당 문제 응시 재채점 학습자의 경우

재채점 항목에 완료가 표시되며 성적점수에도 반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