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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요

OSCE/CPX 실습 프로그램 개요 (check.mededu.or.kr)


OSCE 및 CPX 시험 평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의과대학 이러닝 컨소시엄에서 자체 개발 및 제작



의과대학 이러닝 컨소시엄 가입 대학 무료 이용 가능

접속 및 로그인

평가차수 생성

이러닝 컨소시엄

OSCE/CPX

가입대학만 가능

기본정보 작성 단계

평가 항목 선택

평가자 배정

응시 학생 배정

체크리스트 작성

현 차수에서 평가할

평가항목 별

평가자에게

평가항목 별

평가항목 선택

평가자 정보 설정

학생 배정

체크문항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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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이용방법
1. 접속 및 로그인
접속화면

1.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check.mededu.or.kr)

관리자 인증 화면

2. 관리자 인증을 합니다.

*** 의과대학 이러닝 컨소시엄 회원 중 교수 또는 직원 가입자만 관리자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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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 차수 생성
평가차수생성

1. 우측 아래에 있는 버튼

을 누릅니다.

(CPX/OSEC 모두 해당)
* OSCE/CPX 정보는 개별
관리됩니다.
* OSCE 와 CPX 를 함께
평가하는 경우, 각각
생성해야 합니다.

*차수 생성 이후에 수정이

2. 빈 항목을 채워 넣습니다.

가능합니다.

★주의: 평가 후에는 수정

화면 설명

불가

①차수생성: 시험 차수 생성 탭
②시험명칭: 시험 명칭 작성(예시: 예방접종을 하러 온 이영남씨)
③시험차수: 시험차수 자동 생성(변경 가능, 숫자만 입력)
④소속대학: 로그인 한 관리자의 소속 대학 자동 반영(변경 불가)
⑤시험날짜: 평가 날짜 작성
⑥작성자: 로그인 한 관리자의 성명 자동 반영(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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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시험진행 여부 선택
진행: 평가 가능
중지: 평가 불가
종료: 수정 불가(시험 종료 후 설정)
⑧학년선택: 평가할 학생의 학년 선택
⑨내용: 기타 작성 내용을 작성
3. 해당 내용 작성을 마치면 반드시
평가차수 정보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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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을 클릭하여 정보를 저장합니다. →

3. 평가 항목 선택
평가차수생성 후 →

1. 현 차수에서 평가할 평가항목을 선택합니다.

평가항목선택

① OSCE/CPX 항목은 가나다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② 평가 할 OSCE/CPX 항목을 선택합니다
③ 사이시험 모드에서 학생이 보는 평가 항목 명칭을 작성합니다.(답안
유추 가능성 배제용)
 반드시 저장한 후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④ 증례명 작성(관리자 참고용)
⑤ 시험 영역을 선택합니다. 총 다섯 가지 영역으로 되어있으며, 기본값은
모두 선택으로 되어있으나, 평가하지 않을 영역을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⑥ 모든 내용을 작성하였으면 반드시 우측 하단의 저장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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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자 배정
평가항목선택 → 평가자배정

1. OSCE/CPX 평가를 할 평가자를 배정하기 위해 “평가자배정” 탭을 누
릅니다.

①
②

① OSCE/CPX 항목을 선택합니다.
② 평가자 아이디 및 비번을 작성합니다. 아이디와 비번은
일회용이며 현 차수에서만 유효합니다.
③ 추가 버튼을 누르면 평가자가 저장됩니다.
④ 해당 항목의 평가자가 여러 명일 경우 평가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평가자 아이디와 비번은 관리자가 시험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
일회용으로 만드는 것으로 쉽게 만드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예: 아이디 a / 비번 bb)

* 평가자가 여러 명일 경우 추가하셔서 다음 과정(학생 배정)에서
평가자에 따라 학생을 나눠 배정하여 운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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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5. 응시학생 배정
1. 평가자를 기준으로 학생을 배정합니다.
★학생 명단은 귀 소속대학
학생 중 컨소시엄에 가입된
학생만이 리스트에 업데이트
되니 이 점 유의바랍니다★

★리스트에 없는 학생은 직접
추가할 수 있습니다.

화면 설명
① 평가자를 선택하면 학생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② 학생 이름 또는 학번을 검색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Ex, “정” 검색 시
“정 xx”, “x 정 x”, “xx 정” / “2017” 검색 시 “2017xxxx”, “xx2017xx”).
③ 등록차수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전 차수에서 시험을 본 학생의
명단을 불러와 자동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④ 드래그하여 추가를 누르면 모두 등록됩니다.
⑤ 이러닝 컨소시엄 홈페이지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학생은 직접
입력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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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체크리스트 작성

1. 평가자에게 학생들을 배당해주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합니다.

화면 설명
① 국시 평가항목을 선택합니다.
② 시험영역을 선택합니다.
③ 항목번호: 자동 입력(변경 가능)
④ 체크항목: 해당 체크리스트의 항목을 작성합니다.
⑤ 척도구분: 체크항목에 맞게 척도를 구분합니다.
⑦ 배점: 문구에 원하는
설명을 작성합니다.
(예: 아주 잘함, 잘함, 보통,
못함...등등)
⑧ 항목설명:
평가항목 중 사이시험에서의
항목설명은 학생에게 노출이
됩니다. 답변을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⑥ 사용자입력형식: 체크항목의 입력방식이 주관식 또는 사이시험 일 경우
선택합니다.
⑦ 배점: 척도구분에 따라 배점이 나뉨
⑧ 항목설명: 배점의 기준 등 기타 설명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작성
⑨ 등록차수불러오기: 기존의 평가항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추가 및
삭제 가능)
⑩ Mobile 미리보기: 태블릿 PC 버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⑪ PC 미리보기: PC 버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⑫ 다운로드: 각 시험영역의 문제를 엑셀 파일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⑬ 저장을 누르면 해당 체크항목이 저장되어 목록에 추가됩니다.
⑭ 저장된 체크항목의 목록을 보여줍니다.

10

7. 사이시험 작성

②
③

①

1. 사이시험의 작성은 체크리스트 작성 방법과 비슷합니다.
2. 평가항목 별 시험영역 중 사이시험을 클릭하여 체크항목 및 배점을
입력합니다. (이미지 파일이 필요한 경우 찾아보기를 통하여 첨부가
가능합니다.)
★ 항목설명 부분은 학생이

3. 항목 설명을 작성한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답안을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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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통계

1. 결과통계의 보기를 클릭합니다.

2. 학생별 점수 통계

 학생 별 환산 점수를
엑셀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별 통계를 엑셀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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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세내역 통계
 시험 영역 별 환산 점수를
엑셀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이시험 통계

① 입력한 점수는 통계에 실시간 반영됩니다.
② 항목별 통계를 개별적으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③ 항목별 점수를 클릭하면 주관식 점수를 입력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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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요

OSCE/CPX 실습 프로그램 개요 (check.mededu.or.kr)


OSCE 및 CPX 시험 평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의과대학 이러닝 컨소시엄에서 자체 개발 및 제작



의과대학 이러닝 컨소시엄 가입 대학 무료 이용 가능

접속 및 로그인

평가자 로그인

학생 선택 및 평가

통계 확인

이러닝 컨소시엄

평가자로 로그인 시

평가학생 선택 후

평가 후 통계 확인

가입대학만 가능

평가 가능

평가 시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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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이용방법
1. 접속 및 로그인
접속화면

1. 평가자를 클릭합니다.

(check.mededu.or.kr)

2. 평가자 소속 대학을 확인하기 위해 평가자 인증을 먼저 합니다.
평가자 인증 화면
(평가자 소속 대학 확인용)

*평가자가 컨소시엄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관리자가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 의과대학 이러닝 컨소시엄 회원 중 교수 또는 직원 가입자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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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자 로그인

1. 소속 확인 후 평가자로 로그인을 합니다.

① 각 학교에서 생성한 시험차수를 선택합니다. (차수정보에서 시험진행이
[진행] 중인 것만 표시됨)
② 해당 차수에 배정된 평가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로그인
합니다.
③ 평가자의 ID/PW는 관리자가 [평가자배정] 에서 생성한 계정을 사용합니
다.
2. 2. 평가자 계정으로 로그인 시 바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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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학생 선택 및 평가
1. 평가할 학생의 이름을 클릭한 후 평가를 시작합니다.
 상단의 평가항목 클릭 시
개별항목별 평가가 가능합니
다.
 평가문항 끝의 물음표를
클릭하면 항목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학생이름을 클릭하면 진한
색으로 변경됩니다.
 학생이름의 좌측 색 설명


평가 완료



평가 중
① 평가 화면의 기본값은 전체모드입니다.



평가 안함

② 평가할 학생의 이름을 클릭한 후 평가에 들어갑니다.
③ 평가 후 저장합니다.
④ 평가 후 저장하지 않고 다른 학생을 선택하면 아래와 같은 경고 창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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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요

OSCE/CPX 실습 프로그램 개요 (check.mededu.or.kr)


OSCE 및 CPX 시험 평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의과대학 이러닝 컨소시엄에서 자체 개발 및 제작



의과대학 이러닝 컨소시엄 가입 대학 무료 이용 가능

접속 및 로그인

사이시험 설정

이러닝 컨소시엄

단말기 또는 PC 에

가입대학만 가능

사이시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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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시험 진행_학생

사이시험 진행

프로그램 이용방법
1. 접속 및 로그인
접속화면

1. 사이시험을 클릭합니다.

(check.mededu.or.kr)

2. 이러닝 컨소시엄 회원 대학 인증 과정을 거칩니다.

*** 의과대학 이러닝 컨소시엄 회원 중 교수 또는 직원 가입자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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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이시험 설정
1. 단말기 또는 PC 에 사이시험을 설정합니다.

① 해당 차수의 사이시험 항목을 조회하여 선택합니다.
② 해당 PC(또는 단말기)에서 진행할 사이시험의 항목을 선택하면 사이시험
이 설정됩니다.
③ 사이시험을 진행할 PC(또는 단말기) 별로 ①, ②번을 반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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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이시험 진행_학생

1. 학생의 학번을 입력합니다.

2. 해당 질문의 답변을 작성합니다.
답안작성이 완료된 경우
학생은 반드시

작성완료**
를 클릭해야 합니다.

① 저장을 클릭하면 작성내용이 저장되며, 내용 수정이 가능합니다.
② 작성완료를 클릭하면, 내용 수정이 불가능하며 다음 학생이 진행 할 수
있습니다.
③ 작성완료를 클릭하여 로그아웃(학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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