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학교 온라인 시험 유의사항 (학생)

1. 응시 전 필수 확인사항
1) 안정적인인터넷 접속환경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시험인 만큼 안정적인 인터넷 접속 환경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합니다.
크롬으로 접속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일 인터넷접속이 불안정하여 응시 도중 인터넷 접속이 불안하거나 끊어질 경우 제출한
답안이 서버까지 전달되지 않는 등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시험 응시 전 인터넷접속의 이상유무와 충분
한 속도가 나오는지 확인 후 응시 바랍니다.
•

참고) 인터넷 속도 확인 사이트: https://fast.com/ko/# (2Mbps 이상으로 권장)

2) PC 이상 유무점검
평소 PC가 자주 다운되거나 악성코드나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어 PC에 이상이 있을 경우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시험 응시 이전에 PC상태를 충분히 점검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학생 개인별 PC 환경으로 가상대학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학교 중앙에서 제어할 수 없는, 학생 개인 PC의 소프트웨어 환경설정상의 문제인 만큼 최적화된 응시 환경을 구현해 주시
기 바랍니다.
•
•

시험 페이지만 열어놓기
백신 등을 통해 바이러스 검사하기

1. 응시 전 필수 확인사항
3) 시험 이외의타 프로그램종료
메신저 프로그램이나 E-Mail, P2P, 게임 등 시험과 무관한 프로그램은 응시 전 반드시 종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프로그램으로 인해 발생된 에러로 정상적인 시험진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메시지 교환 등은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4) 문제발생 시대응방법
시험과 관련된 문제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자료들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시간이 제한된 시험의 경우, 다시 입장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므로 빠르게 시험에 재 접속하기

2. 시험 중 유의사항
1) 온라인 시험페이지 접속
시험 페이지는 정해진 시간에 공개됩니다.
따라서 시험 시작 시간이 되면 재접속 또는 새로고침 후 시험에 응시바랍니다.

2) 제출 시간엄수(응시 시간 정해져 있을때)
응시 시간이 지나면 답안 입력이 불가능합니다.
제출 마감 시간 전에 문제를 다 풀었을 경우, ‘퀴즈 제출’ 버튼을 눌러서 제출하십시오.
제출 마감 시간까지 ‘퀴즈 제출’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자동으로 저장되어 제출됩니다.
자동 제출 전 남은 시간을 팝업 알림으로 표시합니다. (5분 전, 1분 전에 표시됩니다.)

시험 시간 및 시험 응시 방법 미숙지로 인해 해당 시험을 미응시할 경우 이로 인한 책임은
모두 학생에게 귀속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