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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문제은행

문제은행 접근 방법

1

2

3

3
- 문제은행에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① 강의실 메뉴의 ‘시험’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상단 탭에서 ‘문제은행‘을 선택합니다.
② 또는 우측 상단에 로그인 사용자 사진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마이페이지에서 ‘문제은행’ 메뉴를 선택
합니다.
③ 나타난 화면에서 ‘추가’를 눌러 만들거나 조회 할 수 있습니다.

[4]

문제은행 생성

1

2

- 문제은행 생성 방법입니다.
① 문제은행 목록 화면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② 나타난 팝업창에 제목을 입력하고 ‘저장’버튼을 클릭하면 추가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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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조회 화면
1

2

3

4
5

- 문제은행 조회화면입니다.
① 해당 문제은행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며, 권한이 있을 경우’

‘ 버튼을 클릭하여 문제은행 이름을 변

경하거나 삭제, 공유권한 추가 등이 가능합니다. 문제은행 삭제는 소유자(생성자)만 가능합니다.
② 카테고리 정보가 나타나며, 각 카테고리에 속한 문제들만 추려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권한이 있을
경우 카테고리 편집이 가능합니다.
③ 문제를 검색할 수 있는 영역이며, 문제의 등록자 이름이나 문제 내용(제목)으로 키워드 검색을 하거
나 난이도 또는 정렬순서를 지정하여 조회 할 수 있습니다.
④ 문제를 추가, 가져오거나 다수의 문제를 선택해서 복사 또는 이동이 가능합니다.
⑤ 문제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며, 정답률 조회나 권한이 있을 경우 편집이 가능합니다.

[6]

문제은행 카테고리 편집
1

3
4

2

- 문제은행 카테고리 편집방법입니다.
① 톱니바퀴 버튼을 클릭하면 카테고리를 편집할 수 있는 팝업이 나타납니다.
② ‘카테고리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텍스트 편집모드로 변경되며, 카테고리 제목을 입력 후 엔터 혹은
‘
③ ‘
④ ‘

’ 버튼을 클릭하면 카테고리가 추가됩니다.
‘ 버튼을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하면 카테고리 순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 버튼을 클릭하여 카테고리 이름을 수정할 수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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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을 통해 삭제가 가능합니다.

문제은행 문제 추가/수정
1

2

- 문제은행 조회화면입니다.
① ‘추가’버튼을 클릭하면 문제 추가 팝업화면이 나타나며, 내용 입력 후 하단의 저장 버튼을 누르면 추
가됩니다.
②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문제 추가와 동일한 팝업 화면이 내용이 입력된 상태로 나타나며, 내용 수정
후 하단의 저장 버튼을 누르면 수정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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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문제 가져오기(기출문제)
1

2

3

- 기존에 등록한 시험에서 문제은행으로 시험문제를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① ‘문제 가져오기’버튼을 클릭하면 문제 가져오기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② ‘기출문제’ 탭이 선택된 상태에서 목록에 있는 리스트에서 원하는 시험을 선택합니다.
③ 해당 시험에 등록된 문제에서 원하는 것들을 선택한 다음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한 문제들
이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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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문제 가져오기(문제은행)
1

2

3

- 다른 문제은행에 등록된 문제를 지금 들어와있는 문제은행으로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① ‘문제 가져오기’버튼을 클릭하면 문제 가져오기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② ‘문제은행’ 탭이 선택된 상태에서 목록에 있는 리스트에서 원하는 문제은행을 선택합니다.
③ 해당 문제은행에 등록된 문제에서 원하는 것들을 선택한 다음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한 문
제들이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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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문제 복사/이동
1

2

3

- 현재 문제은행에서 다른 카테고리 혹은 다른 문제이동으로 문제를 이동/복사 하는 기능입니다.
① 가져올 문제들을 체크한 다음 ‘복사’ 혹은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 문제 하단의 ‘이동’버튼을 통해서 해당 문제만 바로 이동 할 수도 있습니다.
② 다른 문제은행을 선택하고 싶을 경우 팝업창의 상단 네비게이션에 ‘문제은행‘을 클릭하면 다른 문제
은행 목록이 나타나며, 원하는 문제은행의 카테고리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③ 나타난 카테고리 목록에서 원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해당 카테고리로 이동/복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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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공유
1

2

3

4

- 문제은행 공유설정입니다. 원하는 사용자에게 문제은행을 읽기, 쓰기 권한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① 문제은행 조회 화면에서 상단의 ‘공유’를 클릭하면 공유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②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사용자 추가 창으로 이동됩니다.
③ 원하는 사용자의 이름을 입력하여 검색한 후, 검색된 목록 안에 있는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공유자
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용자가 문제은행에 문제를 추가하거나 카테고리를 편집할 수 있게 하
려면 ‘쓰기허용’을 체크한 후 추가하면 쓰기권한이 함께 부여됩니다.
④ 공유 화면으로 돌아오면 추가한 사용자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삭제’ 버튼을 눌러 삭제하거나 쓰기권
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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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문제 정답률 조회

1

2

3
4

- 문제은행 문제 정답률 조회 화면입니다.
① 문제 하단의 ‘정답률‘ 버튼을 클릭하면 정답률을 상세 조회할 수 있는 팝업이 나타납니다.
② 시험 답안 점수 채점 상태에 따라 정답/부분정답/오답 으로 퍼센티지 비율이 도표로 나타납니다.
※ 채점 점수가 배점과 동일할 경우 정답, 채점 점수가 0점일 경우 오답, 점수를 일부만 인정했을 경
우 부분정답 으로 분류됩니다.
③ 해당 문제가 출제된 시험 정보와 각 문제를 푼 응시자들의 정답률이 나타납니다.
④ 시험제목을 클릭하면 응시자들이 어떤 답안들을 선택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팝업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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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시험문제 구성

교수자 직접 출제(기존과 동일방식)

1

2
3

-

최초에 등록한 온라인 시험은 시험문제 출제에 앞서서 구성방식을 선택합니다.
기존과 동일한 문제 등록 방식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① ‘교수자에 의한 직접 출제’를 클릭하면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문제 출제가 가능합니다.
② ‘시험지 초기화’를 통해 구성방식 선택 전의 단계로 초기화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시험에 응시자 또는 채점내역이 있을 경우 초기화가 불가능합니다.
③ ‘문제 가져오기’를 통해 기존 시험 또는 문제은행에서 문제를 선택하여 가져오거나, ‘문제추가’ 버튼을 눌
러 문제를 하나씩 새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시험에서의 ‘문제 가져오기’는 문제은행의 화면과 동일하나, 배점을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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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자동 출제 (1)

1

2

3
-

문제은행에 등록된 문제를 랜덤으로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① ‘문제은행을 이용한 자동 출제’를 클릭하면 자동출제 설정을 위한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② 문제은행 목록에서 원하는 문제은행을 선택합니다.(※ 문제은행 복수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③ 카테고리 목록에서 원하는 카테고리들을 체크박스로 선택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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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자동 출제 (2)

1

2

3

-

문제은행에 등록된 문제를 랜덤으로 등록하는 방법입니다.(이전 페이지에서 이어짐)

① 선택된 카테고리들의 상세 목록에서 원하는 유형별로 출제할 문제의 ‘선택개수‘와 ‘문제당배점’을 입력합
니다.
② ‘생성’버튼을 누르면 목록에 입력한 설정값을 토대로 문제가 자동 출제됩니다.
※ 시험에 자동 출제된 문제는 개별적으로 삭제 또는 추가가 불가능합니다.
※ 시험에 자동 출제된 문제를 수정해도 문제은행에 있는 원본 문제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③ ‘재생성＇버튼을 클릭하면 이전에 입력한 자동출제 설정 팝업이 나타나며, 출제 범위를 변경하거나 다른
문제은행으로 바꿔서 시험 문제를 재생성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시험에 응시자 또는 채점내역이 있을 경우 재생성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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