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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er Review 절차 안내 

 

컨소시엄에서 시행하는 Peer review는 1차와 2차 두 번에 걸쳐 시행됩니다. 1차 Review의 목적은 소속 대학의 

교수님께서 콘텐츠의 구성을 중심으로 Review Board에 계신 선생님께서 리뷰를 원활하게 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도록 피드백을 주시는 것입니다. 1차 심사를 통과한 콘텐츠는 심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수님들께서 콘텐

츠의 내용을 중심으로 2차 심사를 통해 콘텐츠의 공개 여부를 판단하고 개선이 필요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피드

백을 제공하게 됩니다. 

 

다음은 콘텐츠 심사 결과를 입력하시는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1. 홈페지에 로그인, 콘텐츠 페이지 열기 

 

컨소시엄 웹사이트(www.mededu.or.k)에 로그인 하신 후, 우측 상단의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리뷰]를 

선택합니다. [나의 리뷰자료] 페이지에서 리뷰하실 콘텐츠의 제목을 클릭합니다.  

 

 

 

2. 리뷰하실 콘텐츠 검토  

 

콘텐츠의 제목을 클릭하신 후 콘텐츠 내용을 상세히 검토(심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심사 결과 입력 및 저장 

 

검토가 끝난 후, 화면 하단의 [수정]을 누르고 화면이 전환되면 리뷰 내용을 입력합니다.  

    

http://www.mededu.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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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리뷰 입력 방법 

① 콘텐츠에 대한 전반적인 피드백이나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1차 리뷰]–[내용]칸에 입력합니다. 

② 내용 수정이 필요하지 않으면 “통과”를, 나머지의 경우 “수정요함/게재불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③ [1차 리뷰저장]을 클릭하여 “정상 처리 되었습니다”라는 팝업이 뜨면 리뷰가 완료 된 것입니다. 

 

 

● 2차 리뷰 입력 방법 

① 콘텐츠에 대한 전반적인 피드백이나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2차 리뷰]–[내용]칸에 입력합니다. 

② 내용 수정이 필요하지 않으면 “통과”를, 나머지의 경우 “수정요함/게재불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③ 콘텐츠 공개 여부를 공개여부 메뉴에서 선택합니다. (공개 전 콘텐츠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비공개

를 선택합니다) 

④ 콘텐츠의 난이도 수준을 난이도 메뉴에서 선택합니다. 

⑤ [2차 리뷰저장]을 클릭하여 “정상 처리 되었습니다”라는 팝업이 뜨면 리뷰가 완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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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의과대학 이러닝 컨소시엄 Peer Review시 검토 항목 

 

      

검 토 내 용 

항목 심사 내용 

콘텐츠 개요 

콘텐츠의 제목은 학습내용에 맞게 정해졌는가? 

콘텐츠의 분류는 정확하게 이루어졌는가? 

학습목표가 제시되었는가? 

학습내용에 대한 요약을 제시했는가? 

평가항목은 학습내용에 적합한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콘텐츠 내용 

내용에 오류가 있는가? (있다면, 의견란에 적어주세요) 

내용에 시기적으로 오래된 정보가 있는가? (있다면, 의견란에 적어주세요)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멀티미디어 자료는 충분히 활용되었는가? 

제시된 학습목표 달성에 필요한 학습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는가? 

환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내용이 있는가?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인용은 (적절히) 이루어 졌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