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딩 과제 



코딩 과제 

1. ‘강의 자료 및 학습활동 추가’ – 코딩 과제 

‘강의 자료 및 학습활동 추가’ – 코딩 과제 선택  



코딩 과제 제목과 설명을 입력하고,  
제출 기간 탭에서 제출 시작/마감일을 설정합니다. 

과제에 대한 안내문 입력 

2. 코딩 과제 설정 - 제목 입력 및 제출 기간 설정 

코딩 과제 

과제 제출 기간 설정 



과제 제출 시 코딩 결과 파일을 업로드 하여 실행 결과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2. 코딩 과제 설정 – 제출 조건 설정 

코딩 과제 

•업로드 가능한 파일 수 : 실행은 단일 파일만 테스트 가능 

•제출 방식 : 개인 / 팀 설정 

•테스트 여부 : 웹 상에서 테스트 후 과제 제출이 가능하도록 허용 



3. 과제 세부 설정 – Test cases (1) 

코딩 과제 



3. 과제 세부 설정 – Test cases (2) 

코딩 과제 

입력받는 텍스트(input)과 결과출력 텍스트(output) 을 미리 설정하여  
학생들이 과제 제출/테스트 시 input/output 결과에 따라 자동 채점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3. 과제 세부 설정 – Test cases (3) 

코딩 과제 

•언어 선택 : 다양한 코딩 언어 지원 

                    (C, C++, C#, JAVA, PHP, PYTHON 등) 

•실행 : 과제 제출 시 학생이 작성한 코딩 내용을  

           실행하여 결과를 확인해볼 수 있음 

•디버그 : 과제 실행 시 디버깅 모드 제공 

 

•자동 평가 : test cases 에 의해 설정된  

                   input/ouput 값으로 자동 평가(채점) 

코딩 과제에 대한 세부 옵션을 설정합니다. 



4. 코딩 테스트  

코딩 과제 

설정된 옵션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미리 테스트해볼 수 있습니다. 



4. 코딩 테스트  

코딩 과제 

입력한 과제물이 Test Cases 와 일치하는지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딩 과제 

5. 과제 평가 

최종 제출일을 클릭하면 상세 제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제 제출 내용 
과제 제출 내용 실행 / 디버그 / 자동 평가 

제출 횟수 : 과제 제출까지 편집한 
횟수를 의미하며 과정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개인 단위 채점이 아니라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 전체를 자동 채점을 할 수 있습니다. 

코딩 과제 

5. 과제 평가 (자동채점) 

채점 결과를 확인 후 추가 코멘트를 할 수 있고 
재채점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채점 결과를 토대로 개인별 최종 평가를 통해 채점을 하여 성적부에 반영합니다. 

코딩 과제 

5. 과제 평가 (최종 평가) 

채점 후 [성적] 버튼을 클릭하거나 채점결과를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