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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시험개요

(학생으로) 온라인시험풀어보기

시험지생성하기

문제유형파악하기

시험지배포하기

학생이점수및피드백확인하기

학생점수확인하기

LockDown Brow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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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유형 A 세트

O/X
양자택일
객관식(단일정답)
객관식(복수정답)
계산식
숫자
순서정하기
짝짓기

(학생으로) 온라인시험풀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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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유형 B 세트

단답형
논술식
파일응답
빈칸채우기
여러빈칸
문장완성하기
의견스케일/리커트방식
핫스팟

(학생으로) 온라인시험풀어보기





온라인시험개요



001 온라인시험활용

개별시험 (정시) 개별시험강의실단체시험



시험문제

생성

시험지

배포

시험지

준비

002 온라인시험생성과정



시험문제

생성

시험지

배포

시험지

준비

002 온라인시험생성과정

제어판 > 코스도구 > 시험

[과제및시험] 메뉴 > 평가 > 시험



온라인시험풀어보기



001 온라인시험샘플

[학생미리보기] 실행 > [과제및시험] 메뉴 > [시험을보아요!]

1. 학습자 미리보기 모드로 전환

2. [과제 및 시험 메뉴] 클릭

3. [시험을 보아요!] 클릭

4. 지시 사항 확인

5. 비밀번호 blackboard 입력

6. 시험 실시 (주어진 시간 2분)

7. 시험 제출 후 ‘성적보기’ 확인



002 학습자미리보기모드로전환

학습자미리보기시작



003 지시사항확인

교수자가설정및입력한지시사항확인



004 비밀번호입력

교수자가설정한비밀번호입력



005 시험지모습

타이머

문제풀이상태



006 시험지모습

문제답안선택시, 답변은자동으로저장



007 시험완료모습

타이머완료시강제종료



008 시험피드백확인



009 시험피드백확인

정답

오답

모든보기

정답/오답피드백

점수



010 시험제출후재응시화면

시험에여러번응시가능하도록설정했다면,
[새로운제출시작]을클릭하여다시응시가능



011 시험성적및피드백확인

학생은 [성적보기] 메뉴에서퀴즈의성적과피드백확인가능



011 시험성적및피드백확인

그동안응시한시험내역과성적을클릭하면설정된피드백확인가능



012 학습자미리보기모드종료



시험지생성하기



001 시험지생성



002 시험추가



003 시험정보



003 시험정보–학생화면



문제유형파악하기



001 문제유형

자동채점

수동채점

O/X
객관식(단일정답)
객관식(복수정답)
계산식
문장완성하기
빈칸채우기
순서정하기
숫자

양자택일
여러빈칸
의견스케일/리커트방식
짝짓기
퀴즈보울
핫스팟

논술식
단답형
파일응답



002 문제유형설명

문제유형 설명 예시

O/X O/X 중 정답을 고르는 유형

객관식(단일정답, 복수정답) 여러 개 보기 문항 중 정답을 고르는 유형

빈칸채우기 빈칸에 정답을 입력하는 유형

여러빈칸 여러 개의 빈칸에 정답을 입력하는 유형 대한민국의 수도는 [X]이고, 중국의 수도는 [Y]입니다.

문장완성하기
문장 중간에 보기 문항이 주어진 빈칸이 있고, 보기 문항
중 정답을 고르는 유형

계산식
수학 연산식을 만들어 계산하는 유형 (변수에는 랜덤으로
수가 대체)

작은 잔에는 물 [x]그램, 큰 잔에는 물 [y]그램이 담겨
있다면 작은 잔 3컵과 큰 잔 4컵에 담겨 있는 물은 총 몇
그램입니까?

순서정하기 여러 개 보기 문항의 각 순서를 고르는 유형

숫자 정답을 숫자로 입력하는 유형

양자택일
두 가지 보기(예/아니오, 맞음/틀림) 중 정답을 고르는 유
형

의견스케일/리커트방식
설문조사에서 많이 활용되는 객관식 유형 (매우 만족, 만
족, 보통…)



002 문제유형설명

문제유형 설명 예시

짝짓기 양쪽의 보기 문항을 서로 짝지어 고르는 유형

퀴즈보울
문제에는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주어져 있고, 주어진 의문사
(who, what, where..)를 사용하여 해당 질문을 만들어 내는 유
형

대륙 하나로 구성된 유일한 나라입니다. 
정답: 호주는 어떤 나라입니까?

훈민정음을 창제한 조선시대 왕.
정답: 세종대왕은 누구인가?

핫스팟 주어진 이미지 중 정답이 되는 영역을 클릭하는 유형

파일응답 답변을 파일에 작성하여 업로드 하는 유형 수동 채점

단답형 답변을 1~6행 길이로 입력하는 유형 수동 채점

논술식 단답형보다 답변의 길이가 긴 유형 수동 채점



003 많이사용하는문제유형

1. 객관식(단일정답)

2. 객관식(복수정답)



003 많이사용하는문제유형

4. 빈칸채우기

3. 단답형



003 많이사용하는문제유형

6. 파일응답

5. 논술식



003 많이사용하는문제유형

8. 짝짓기

7. 순서정하기



003 많이사용하는문제유형

9. 문장완성하기



004 문제생성

[빈칸채우기] 문제생성

문제: 결심한마음이사흘을가지못하고곧느슨하게풀어진다는뜻의사자성어

는무엇인가?

정답: 작심삼일

作心三日



004 문제생성

[빈칸채우기] 의패턴일치

점(.), 대괄호([]), 다시(-)을활용하여답안입력

예) 문제: b로시작하여 t로끝나는 3글자의영어단어를적으시오.



실습해보세요.

잠깐!



시험지배포하기



001 시험게시



001 시험게시



002 시험배포옵션

1. 시험을복습을위한수단으로사용하고싶어요.

2. 시험시간을제한하고싶어요.

* ‘타이머’는 학생 개별로 시험을 시작한 시점 부터의 시간을 재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동시에 시험을 종료

하도록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002 시험배포옵션

4. 시험종료후무엇이틀렸는지, 왜틀렸는지피드백을제공하고싶어요.

3. 시험응시기간을제한하고싶어요.



002 시험배포옵션

6. 정식시험시간에시험을보지못한학생만따로시험을치르게하고싶어요.

5. 옆학생의답안을베끼지못하게막고싶어요.



실습해보세요.

잠깐!



점수및피드백확인하기



001 나의성적보기

학생은 [성적보기] 메뉴에서자신의시험점수와피드백을확인



001 나의성적보기



001 나의성적보기



002 시험피드백확인

1. 틀린문제표시

2. (학생이) 선택한답안

3. 정답

4. 모든답안

5. 피드백

6. 문항별점수

①

②

③

④

⑤

⑥



점수채점하기



001 시험점수확인



002 시험제출정보확인



003 시험응시정보확인

학생이시험을시작하여답안이저장된기록을확인



004 학생답안확인

수동채점문제의경우점수를직접채점해야함



LockDown Browser



001 LockDown Browser

Lockdown browser(락다운브라우저)란온라인시험부정행위방지를위한솔루션

참고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7J1K8-R20ao



002 LockDown Browser 사용하기

Step 01. 시험문제생성

Step 02. [코스도구] > [Respondus Lockdown Browser] 클릭



003 LockDown Browser 설정하기

①

1. [V] 클릭후, [Settings] 클릭
2. LockDown Browser의사용설정
3. 설정저장

②

③



003 LockDown Browser 설정하기–추가옵션

1. 시험을종료(제출)할때까지 LockDown Browser 종료금지
2. 아이패드로시험응시가능
3. 특정웹사이트에접속허용
4. LockDown Browser의계산기사용가능
5. LockDown Browser의인쇄기능사용가능



004 LockDown Browser 설정완료

LockDown Browser 설정후에는시험문제의어떤설정도수정하면안됨

LockDown Browser 사용설정완료



005 LockDown Browser 학생용

LockDown Browser 설정후에는시험문제의어떤설정도수정하면안됨

1. LockDown Browser 다운로드 및 설치

2. LockDown Browser 앱(프로그램) 실행

3. LockDown Browser에서 블랙보드에 로그인

4. 코스 접속에 접속하여 시험 응시

<LockDown Browser 아이콘>



006 LockDown Browser 다운로드

LockDown Browser 설정후에는시험문제의어떤설정도수정하면안됨



참조



001 다양한문제생성방법

문항
생성

17가지유형으로
새로운문제생성

문제
재활용

문제
업로드

이전에제출했던문제및
문제은행문제재활용

다수의문제를엑셀에
작성하고일괄로업로드



002 문제은행활용하기

[시험생성]과 [문제은행]의생성과정

시험지 배포
문제은행
가져오기

시험지 생성
문제은행의
문항 생성

문제은행
생성

시험지 배포
문제은행
가져오기

시험지 생성시험
생성

문제
은행

문제은행



003  시험문제업로드



004 시험문제업로드

양식에맞춰작성한문서를업로드



005 이전학기시험복사

이전학기에생성한시험을 zip 파일로다운로드



006 이전학기시험복사

다운로드한 zip 파일을이번학기코스에업로드



007 Zoom 활용하여감독하기

꿀팁사이트(kultips.korea.ac.kr)에가이드안내예정

LockDown Browser에서블랙보드시험을볼때, Zoom의카메라를통해감독하는방법

① 시험 생성 및 게시

② ①번에서 만든 시험에 LockDown

Browser 설정

③ Zoom에서 Schedule a New Meeting 

버튼을 클릭하여 시험 시간에 맞춰

세션 생성

④ 세션에 접속 후 실시간 감독 진행

① 블랙보드 안내 페이지에서 LockDown

Browser 설치

② 시험 볼 과목의 코스에 들어가

Zoom에서 교수자가 만든 세션에

접속

③ Zoom에서 카메라 켬

④ ①번에서 설치한 LockDown Browser 

실행

⑤ 실행된 LockDown Browser에서

블랙보드 로그인 후 시험 시작

교수자 학생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