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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lass 사용방법에 관하여 아래의 문의처를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빈치학습혁신원 교수학습개발센터

02)881-7310~7321로 문의(상담시간 오전9시~오후6시까지)

■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교수자 튜토리얼 학습 웹사이트

- https://kbase.learningx.kr/catalogs/cau

- 온라인 시험 가이드 동영상 참고

e-class 이용방법 관한 문의 및 참고자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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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e-class를 활용한 온라인 시험 운영 가이드



마스

온라인 시험 구성 및 운영 방법 안내

❶시험 전

교수자



(1) 시험 출제 메뉴 결정

[강의콘텐츠] 또는 [시험및설문] 메뉴에서 시험을출제할 수있습니다. 

메뉴에 따라다소다른성격의시험을 출제할 수있으니아래내역을확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강의콘텐츠]
에서 시험 출제

[시험 및 설문]
에서 시험 출제

주차학습순서에따라
주차내에시험출제가능

특징
주차순서와상관없이
개별시험출제가능

주차의출석인정기간을따라
시험기간기본설정

(시험일시에맞게조정)
기간

시험기간자동설정되지않음
(별도로지정)

[강의콘텐츠]에서시험출제시
[시험및설문]에서확인가능

교차
[시험및설문]에서시험출제시

[강의콘텐츠]에서확인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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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 응시 옵션 설정

① 시험풀이시간제한

•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제한 시간을 설정하여 시험 응시 시작 후 제한된 시간 내에
풀이하도록 설정합니다. 

• 풀이 도중 네트워크 문제 등으로 퀴즈 창에서 퇴장해도 타이머는 계속 진행되므로
반드시 시험 시간 내에 참여 재개해야 합니다.

② 재시도 허용안함

• 일반 퀴즈는 여러 번 재시도를 하용함으로써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으나, 시험의 경우에는 재응시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1회성 시험으로 설정합니다.

③ 답변비공개

• 일반 퀴즈는 여러 번 시도를 하고 본인이 오답 여부를 확인하거나 풀이 후
피드백이나 정답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지만, 시험의 경우 답변도 비공개하거나
특정 일자 이후 공개하는 등 답변 표시 여부 및 공개 일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④ 응시가능일시설정

•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시작 일시/종료일시를 설정하여 제한된 시간 내에
실시간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5월 1일 오후 6시에 시작하는 60분 동안의 중간고사를 치를 경우,
다음과 같이 일정 설정하여 제한된 시간 내에 모두 동시 응시 가능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시작일시 : 5월 1일 오후 6시

• 마감일시/열람종료일시 : 5월 1일 오후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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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시험 시간에 정확히 맞추어 설정하면
불가피한 사정으로 조금 지각한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을 할당 받게 됩니다.

시험 시각에 지각하면 패널티가 주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온라인 시험의 특성상
5~10분 정도 유연하게 연장하여 운영하시는 방안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시험 출제 시 시간 설정 관련 tip

예) 시간 제한을 30분으로 입력한 뒤 "시작시간: 7시 / 종료시간: 7시 30분"으로 설정하면
7시 5분에 접속하는 학생은 25분동안 시험을 치뤄야 함

예) 시간 제한을 30분으로 입력한 뒤 시험 응시 기간을 "시작시간: 7시 / 종료시간: 7시 40분"으로 설정하면
7시 5분에 접속한 학생도 30분 동안 충분히 시험을 치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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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지 설정

⑤ 객관식 답안순서섞기

• ‘답변 순서 섞기' 기능을 체크하면 객관식 문제의 보기 순서를
학생별로 무작위 표시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⑥ 한번에 한문제만표시+ 답변후문제잠금 (필요시선택)

• 한 번에 한 문제만 표시되도록 하여 한 문제씩 풀이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 ‘답변 후 문제 잠금’을 설정하면 한 번 풀이한 문제로 되돌아오지 못하도록
잠글 수 있습니다. 

• 해당 기능이 동작하면 서로 다른 PC에 로그인해서 시험을 보려 해도
한 번 푼 문제는 잠기므로 동시에 여러 PC에서 여러 문제를 볼 수 없게 됩니다.

⑦ 접근코드요구 (비밀번호 입력)

• 일종의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항목으로서 학생들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시험
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⑧ 문항순서섞기및문제은행에서 랜덤출제

• 문제은행에 시험 문제를 출제해 둔 후, '문제그룹에서 추가' 기능을 이용하여 출제
하면 문제 표시 순서가 랜덤하게 생성되어 응시하게 됩니다.

• 문제은행에 문항 수를 시험 문제 수의 2배수로 넣고 랜덤 출제하는 방식으로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30문제 시험을 위해 60문제를 문제은행에 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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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식 퀴즈(정답 하나/정답 다수) 출제 방법

(4) 문제 출제 방법

Click

 참/거짓(O/X) 출제 방법 Click

 빈 칸 채우기(단답형) 출제 방법 Click

 복수 빈 칸 채우기 출제 방법 Click

 목록에서 선택 (드롭다운) 출제 방법 Click

주로 사용하는 문제 유형을 간추렸습니다.
Click을 눌러 시험 문제 출제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짯직기 출제 방법 Click

 작문(서술형 주관식) 출제 방법 Click

 텍스트(문제 아님) 출제 방법 Click

※ [파일 업로드] 유형 문제의 경우 iOS 등 스마트폰 기기에서는 이용할 수 없으므로, 

이런 유형의 문제가 포함된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반드시 모바일이 아닌 PC에서 응시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https://kbase.learningx.kr/oer/contents/5e44ebd30d9ef5359b109fa3
https://kbase.learningx.kr/oer/contents/5e44ec0fc4f6e86a57142dd3
https://kbase.learningx.kr/oer/contents/5e44ec3da3999c1cb44678d3
https://kbase.learningx.kr/oer/contents/5e44ec709838e0308835f763
https://kbase.learningx.kr/oer/contents/5e44ecf8b752342b0116c653
https://kbase.learningx.kr/oer/contents/5e98392fe10d3f24817b61d8
https://kbase.learningx.kr/oer/contents/5e983a5c7d07c9684b2daca3
https://kbase.learningx.kr/oer/contents/5e983b6285a13b2df1265152


(5) 시험 공개 여부 확인

시험출제완료후에시험요소가공개상태인지확인하여주세요.

• 혹은필요에따라시험시작일시에맞추어직접공개로바꾸어주셔도좋습니다.

• 시험을공개상태로두어도시작일시가되어야응시가가능합니다.

• 시험이비공개상태이면학생들은시험에응시할수없으며, 

시험시작일시가되어도공개상태로자동전환되지않으므로유의바랍니다.

[강의콘텐츠] 메뉴에시험을출제할경우
주차와시험요소가전부공개상태인지확인

[시험및설문] 메뉴에시험을출제할경우
시험요소가공개상태인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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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테스트 시험 실시

실제시험을원활히진행할수있도록시험날짜전주에미리테스트시험을실시해주시기바랍니다.

실제시험과유사한유형의문제를일부출제하여응시하도록해주시면학생들이보다효과적으로
온라인시험에적응할수있으며학생PC 및인터넷환경을미리점검해볼수있는기회가됩니다.

실제시험실시기간보다앞서테스트시험을미리응시하도록설정함으로써
학생들이온라인시험에원활하게적응할수있으며PC 및인터넷환경을
미리점검해볼수있는기회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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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시험준비체크리스트

□ 테스트시험을실시하였는가?

□ 시험응시옵션및시험지설정이올바르게체크되어있는가?

□ 시험응시기간이올바르게설정되어있는가?

□ 시험문항수와점수가정확하게입력되어있는가?

□ 시험공개여부를확인하였는가?

□ 학생이불가피하게시험에정상응시하지못할경우, 구제방안이마련되어있는가? 

(예: 재응시기회부여를위해증빙서류제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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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

온라인 시험 구성 및 운영 방법 안내

❷시험 중

교수자



 각 시험의 응시 상태와 시도 횟수 등 시험 응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시험 화면 우측의 [퀴즈 관리]를 선택하여 각 학생 별 응시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아래 그림 참조). 

 [퀴즈 관리] 메뉴는 시험을 공개/게시한 후 나타나므로 비공개 상태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시험 응시 모니터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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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즈 관리]를 클릭하여 나타나는 화면에서, 각 학생 별 응시 상태가 나타납니다. 

 학생이름 옆에 시도 횟수, 시간이 표시됩니다.

 진행 중일 때는 시계 아이콘과 잔여 시간이 표시됩니다.

 제출 완료하면 몇 분 안에 마쳤는지와 자동 계산된 점수가 나타납니다. (아래 그림 참조) 

시험 응시 모니터링 방법

: 시험 응시 완료

: 시험 응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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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

온라인 시험 구성 및 운영 방법 안내

❸시험 후

교수자



특정 학생에게 시험 재시도 허용하는 방법

시험 후 재응시 기회 부여 방법

※시험운영시부득이한상황으로인해특정학생에게재응시기회를부여해야할경우가있습니다.

온라인시험이진행된후,혹여학생의네트워크문제나기타부득이한상황으로인해시험종료시각까지정상제출이어려운상황이인정되어,시험재시도를허용해주어야하는경우가있을수

있겠습니다.그런경우다음과같은방법으로특정학생단위로재시도를허용해주실수있으므로참고하시기바랍니다.

① 시험우측 [퀴즈관리] 상에서, 재시도를 허용해 줄학생이름우측의 '연필'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아래그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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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학생에게 시험 재시도 허용하는 방법

시험 후 재응시 기회 부여 방법

② '추가시도횟수’를 2로 지정하고, 하단의 '다음 시도에대비해, 이퀴즈를 수동으로 퀴즈잠금해제'를 선택한 후 '저장'합니다.

• 추가시도횟수

:이미기본으로시도횟수를1회가지고있으므로2를입력하여야재응시가가능합니다.

• 다음시도에대비해,이퀴즈를수동으로퀴즈잠금해제

:이용종료일이지난후재응시를허용해야할경우이항목을반드시체크해야합니다.이용종료일

설정은그대로유지된상태에서해당학생에게만재응시를다시허용합니다.

• 모든시도에대한시간연장

: 본 항목에 여분 시간을 추가 입력하면 「추가 시도 횟수에 포함된 시간+여분의 시간」으로

제공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원래 시험 제한 시간이 50분일 때, 추가 시도 횟수 추가 + 여분 시간

30분을추가하면해당학생에게추가시도횟수에대한 50분과여분시간 30분이합쳐져총 80분,

즉 1시간 20분의 시간이 부여되는 방식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여분의 시간까지 지정하실

필요는없습니다.

• 시도횟수를추가하지않고여분의시간만추가할경우재응시가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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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시도 허용 후 학생에게 표시되는 방식

시험 후 재응시 기회 부여 방법

이렇게 설정해주면,해당학생에게는 시험화면에 아래와같이 '퀴즈재시도' 버튼이나타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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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ZOOM을 활용한 비대면 시험 감독 가이드



ZOOM을 활용한 비대면 시험 감독 가이드

❶시험 감독 관련 중요 사항



시험 감독 관련 중요 사항

사전
유의사항

• 시험을치르기전수업시간또는따로시간을정하여학생들과사전모의시험을반드시진행하여야합니다.

• 본시험을위하여ZOOM을활용한시험전과정을진행하면서학생들의PC 상태, 적응도, 교수자의감독수준등을점검하여
야합니다.

• ZOOM을활용하여 시험과정을감독하는것과별개로학생들이시험도중부정행위를하지않도록올바른인식을갖게하여
야합니다(우리대학은시험윤리관련안내문을확인요청하는등양심적인시험응시를유도할계획임).

시험 전

• 교수자(Host)는 시험 전주 혹은 별도로 시간을 정하여 학생들과 Zoom 접속 및 시험 응시 전 단계를 테스트하는 것이 좋습니

다. Zoom에 접속하여 본인의 모습을 촬영하도록 하고 지켜야 할 규칙 하에 시험에 응시하는 과정이 예상보다 익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이를 통해 학생 중 PC 또는 스마트폰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교수자의 감독수준을 점검할수

있습니다.

• 학생들의 비디오는 가급적 랩탑의 내장카메라, 혹은 웹캠보다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랩탑 내장카메

라나웹캠사용시PC가느려지거나각도가제대로잡히지않는다는의견이있습니다.

• Zoom은반드시비밀번호를설정하는등보안조치를하여시험미대상자가접근하지못하도록해야합니다.

• 수강생이많다면여러명의조교와함께학생들을함께모니터링하는것이좋습니다.이를 위해조교들을대체호스트로등록

하여놓아야합니다.



시험 감독 관련 중요 사항

시험 중

• 교수자(Host)는 비공개, 학생(Participant)는 공개로 설정하여 학생들의 시험 응시 현황을 프록터링하기 용이

하도록 합니다. 학생들은 마이크를 전부 비활성화하되 스피커를 켜두어 교수자의 공지 등을 들을 수 있도록 합

니다.

• 교수자는 Zoom 촬영본을 녹화하여야 합니다.

• 학생들을 모니터링하는 비디오 각도는 교수자 재량과 학생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학생 얼굴, 모니터

등)

• 학생들의 모습을 모니터링하는 동안에는 이어폰 사용과 키보드 타이핑을 엄격히 금지하여야 합니다.

• 교수자는 학생 중 입이 움직이거나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학생의 마이크를 활성화하여 감독할 수 있습니다. 

교수자는 Host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체 음소거 처리 및 특정 학생의 마이크만 활성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가

집니다.

• 교수자는 시험 종료 시간 알림, 기타 공지사항을 마이크를 통해 안내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반드시 볼륨을 높이도록 설정하여야 합니다.

시험 후

• 시험 응시를 종료한 학생이 먼저 퇴장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는 반드시 카메라 앞에

머물러 정자세로 대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시험 종료 후 녹화된 영상을 반드시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는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학생에 대한 증빙 자료로 활

용될 수 있습니다.



ZOOM을 활용한 비대면 시험 감독 가이드

❷ Zoom 라이선스 신청



① Zoom을 한 번도 사

용한 적이 없는 교수

님께서는 교수학습

개발센터에 라이선

스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세한 내용

은 교수학습개발센

터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② 라이선스 발급 후에

교수님 메일로 계정

활성화를 위한 체크

메일이 도착합니다.

해당 메일을 통해

[Zoom 계정 활성화]

를 누릅니다.



①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로그인을 누릅니다.



① 이름, 성,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계속]을 누

릅니다.



① 계정 등록이 완료되었

습니다. 이제 [내 계정

으로 가기]를 눌러 회의

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ZOOM을 활용한 비대면 시험 감독 가이드

❸접속/회의 개설



① 인터넷 창에 zoom.us

를 입력하여 접속합니

다.

인터넷 창에 https://zoom.us 입력하여 접속
1



① 로그인 버튼을 누릅니

다.

② 계정 정보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1

2



① Zoom.us에 접속하여 로

그인한 뒤 [회의] 메뉴를

누릅니다.

② [새 회의 예약]을 눌러

새로운 회의를 생성합니

다.

1 2



① 회의 제목, 설명을 입력

합니다.

② 회의(시험)가 시작될 일

시를 설정합니다.

1

2



① 회의 ID를 자동으로 생

성할지, 전용 ID를 생성

할지 결정합니다. 이는

학생들이 접속을 위해 필

요한 주소입니다.

② 반드시 회의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학생들에게 안

내함으로써 비밀번호를

안내 받은 수강생들만 접

속하도록 설정합니다.

③ 비디오는 교수자(호스트)

는 끄고, 참가자(학생)는

활성화합니다. 이는 비디

오 화면으로 학생들을 감

독하기 위함입니다. 반대

로 교수자 화면은 꺼놓는

등의 방법을 통해 감독자

의 상태를 학생들이 인지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1

2

3



① 입장 시 필요에 따라 학

생들의 마이크가 기본

음성 켜지도록 설정합

니다.

② 자동으로 회의가 기록되

도록 설정합니다. 가급적

로컬 컴퓨터에 저장하도

록 지정하여 회의 녹화

파일을 안전하게 관리하

는 게 좋습니다.

1

2
※ 기타 옵션은 교수자 계획

에 따라 재량껏 설정하여 주

시면 됩니다.



① 마지막으로 조교가 보조

감독관으로 참여할 경우,

대체 호스트에 조교 계정

을 입력합니다. 조교는

교수자와 같이 호스트 역

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② 모든 설정을 완료하였으

면 [저장]을 눌러 회의

개설을 완료합니다.

2

1



① 회의 개설 완료 후 [초대

복사]를 누르면 회의 입

장을 위한 상세 정보가

나타납니다.

② [회의 초대 복사]를 눌러

이클래스 공지사항 게시

판에 올리거나 별도 메시

지를 발송하여 학생들에

게 안내하셔야 합니다.

③ Zoom 회의에 참가

할 수 있는 접속 주소

④ 회의 참석을 위해 필

요한 비밀번호

2

1

3

4



ZOOM을 활용한 비대면 시험 감독 가이드

❹시험 실시



① 시험 시간 전 미리 [시작]

을 눌러 회의를 오픈하여

놓습니다. 학생들도 시간

에 맞추어 입장하기 시작

할 것입니다.
1



① 하단 메뉴 중 [참가자]

를 누르면 우측에 참가

자 명단에 표시됩니다.

② 각 학생 이름 오른쪽에

마이크, 카메라 아이콘

이 표시됩니다. 비활성

화된 기기는 빨간 빗금

이 그어진 상태로 표시

됩니다. 즉, 홍길동 학

생은 마이크는 비활성

화, 비디오는 활성화상

태임을 나타냅니다.

1

2



① [갤러리 보기]를 누르면

여러 학생들의 비디오

를 모아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시험 감독

을 실시합니다.

② 교수자 비디오는 비활

성화하였습니다.

③ 학생 중 웅얼거리거나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

는 학생의 경우, 음소거

해제를 눌러 학생이 ‘확

인＇버튼을 누르면 학

생의 소리를 들을 수 있

습니다.

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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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과 감독자 선생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