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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 기능 활성화하기
관리 --->기능 을 선택하고, 퀴즈 선택사항 옆의 체크상자를 클릭하십시오

퀴즈 만들기
퀴즈 메뉴에서 퀴즈 관리 선택사항을 클릭하십시오, 퀴즈 만들기/편집 페이지가 표시될 것입니다:

퀴즈 설정 선택사항
위의 관리 서식에서 선택사항 전부를 함께 살펴봅시다:
Option

Explanation

이름

퀴즈의 이름. 이 이름은 퀴즈와 결과를 추척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설명

여기서 질문에 대한 설명 및/또는 퀴즈의 테스트 목적을 설명을 하는 곳입니다.

범주화

티키의 범주 시스템을 이용하여 컨텐의 세트와 퀴즈를 연관키기게 합니다

게시 날짜

첫 날짜는 사용자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사용자는 올바른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아
래의 내용 참고)

만기 날짜

퀴즈가 사용자에게 더 이상 제공되지 않게되는 날짜. 기본값은 게시 날짜로부터 1년

퀴즈는 반복될 수 있 사용자가 퀴즈를 한 번 이상 치룰 수 있도록 함. 이것이 활성화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퀴즈를
습니다
두 번째 치루려 시도할 때 오류 메시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익명사용자가 퀴즈를 한 번 이상 치
르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한 번만 규칙을 반드시 집행되도록 해야하는
경우, 퀴즈 권한을 등록된 사용자에게 제한하도록 하십시오.
퀴즈 결과 저장

이 선택사항을 체크한 경우, 퀴즈의 결과가 사용자가 퀴즈를 치른 매번마다 저장이 될 것이며 각
특정 퀴즈 인스턴스의 답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선택사항을 체크하지 않는 경우, 퀴즈에
대한 일반적인 통계만이 저장됩니다 (각 질문의 각 선택사항에 대한 횟수의 백분율, 퀴즈에 대
한 평균점수, 각 퀴즈결과에 대한 점수, 등등)

즉각적인 피드백

아직 구현되지 않았습니다

정답 표시

아직 구현되지 않았습니다

질문 섞기

아직 구현되지 않았습니다

응답 섞기

아직 구현되지 않았습니다

퀴즈는 시간제한이 이 선택사항이 체크된 경우, 이 선택사항 바로 밑의 최대 시간 드롭다운 상자에서 퀴즈에 대한
있습니다
시간 제한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한은 퀴즈를 한 번만 치르도록 허용된 사용자들에 대하
여 효과적입니다. 이 제한은 퀴즈를 여러 번 치를 수 있게되었을 때 실행되지 않습니다.
최대 시간

사용자가 퀴즈를 풀 수 있는 분단위로 된 최대 시간. 이 시간제한의 끝에서는 현재 응답이 자동
으로 제출됩니다.

통과 백분율

이는 제공되는 최대 점수에서 점수의 백분율을 세어서 계산됩니다. 각 질문은 다른 총점이 할당
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질문 만들기 를 참조), 그러므로 최종점수에 어떤 질문을 더 중요하게 반
영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웹인터페이스에서 퀴즈 질문 만들기
웹인터페이스에서 한 번에 하나의 질문을 만드려면, 퀴즈 관리 페이지로 가서, 만들고 싶은 퀴즈에 대하여 "질문"을 클
릭하십시오. 퀴즈 질문 편집 페이지를 열게될 것입니다:

관련:
퀴즈 질문 가져오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