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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수 확인 사항
eCampus



1. 학생의 시험 환경
1) 스마트폰이 아닌 PC의 사용과 Wifi(무선) 보다는 안정적인 Lan(직접 꽂는 통신선)을 권장합니다.
2) Chrome 최신버전을 사용하여 eCampus에 접속하여 응시하여야 합니다.

2. 교수님이 출제한 시험에 대한 정확 경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1) 배포된 시험문제의 경로(예를들어, 해당 과목 왼쪽에서 시험 메뉴에 기말고사라는 이름의 시험에 응시할 것)
2) 시험 입장시간
3) 시험에 대한 설명 및 지시사항 확인(시간제한, 마감시간 등)

3. 시험을 응시할 때 다른 기기로 동시 접속을 할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교수님께서 설정하신 응시횟수가 1회이고, 강제완료(시험창을 나갈 시 시험종료)인 경우,
학생이 시험을 응시할 때 시스템 오류, 학생 컴퓨터 문제, 실수 등으로 인해 시험이 중단되었을 때,
교수님께서 1. 재응시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 및 2. 잘못 제출된 시험에 대한 삭제를 해주셔야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5. 시험 중 e캠퍼스 내에서 1시간 이상 아무 동작을 하지 않을 시 자동 로그아웃이 될 수 있습니다.



2. 시험 보기
eCampus



2. 시험 보기

[시험] 클릭01

02 해당 시험 클릭

※ 시험이 업로드된 해당 메뉴와 시험제목을 사전에 확인하셔야합니다



2. 시험 보기

시작03

※ 강제 완료가 설정되어있을 경우에 주의 사항

• 해당 시험이 [강제 완료] 설정이 되어있을 경우 -> 화면이 나가지면 시험 재응시 불가능

(응시횟수가 1회인 경우, 교수님께 문의해 재응시 허가를 받아야 함, 교수님께서 기존 제출물 삭제해야 재응시 가능 )

시험의 설명 및 지시사항을 확인합니다.



2. 시험 보기

답안 작성 및 답변 저장05

해당 시험의 설명, 지시 사항 등을 꼼꼼히 숙지04



2. 시험 보기

최종 제출06



2. 시험 보기

시험 완료 확인07



3. 점수 및 피드백 확인
eCampus



[나의성적] 클릭01

02 해당 시험 클릭

3. 점수 및 피드백 확인



3. 점수 및 피드백 확인

03 점수 확인 및 클릭

시험 전체 피드백 확인

시험 문항별 피드백 확인

※ 교수님이 피드백을 제공했을 경우에만 확인 가능

※ 문항별 피드백은 성적을 눌러야 확인 가능



04 교수자가 문항별 피드백을 주었다면 해당 위치에서 피드백 확인 가능

3. 점수 및 피드백 확인



-시험 응시 관련하여 eCampus 관련 문의사항
교육혁신본부 교수학습혁신센터

043) 249-1330, 1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