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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강의평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된 이용자인 학생들에게 수업에 앞서 강의에 대한 전반적인 

학습 분위기와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의 평점을 제안한다. 이 시스템은 강의평가를 효율적으로 보여주어 수강

신청의 접근성을 최대화하고, 각 강의의 안내와 정보를 취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이 시스템은 네 가지

의 평점을 부여하여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평점을 할당한다. 이때 강의평가에 대한 평가를 곁들이면서, 평

점을 제시하여 강의평가를 보려는 다른 이들에게 뚜렷한 정보력과 어떤 강의가 좋은지 잘 보여준다. 본 논문

에서는 동적 웹 페이지를 사용하여 가시성이 뛰어난 강의평가 시스템을 제공하는 면에서 우수함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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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추천과 강의평가, 사용자의 

데이터를 동적 웹페이지인 jsp를 이용한 강의평가 시스템에서 사용하

고 있다. 회원가입을 통해 로그인하여 강의평가 시스템에 접근하도록 

하고, 화면에서 강의평가의 작성과 원하는 제목별, 추천 수별 검색, 

강의의 평가내용과 평가에 대한 추천 수를 보여주도록 한다. 일반적으

로 대부분 학교는 학기마다 강의가 끝나면 학생들이 강의평가를 

하는데. 강의평가 내용을 학생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지는 

않고 오직 교수님들만 그 평가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다음 학기 때 수강신청을 할 때 내가 신청하려는 

강의가 어떠한 강의인지에 대해서는 쉽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나타난다. 따라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막론하고 어디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강의평가 웹 사이트를 개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웹 사이트를 고안했다.

II. 프로그램 설계 및 구현

1. 시스템 설계

1.1 시스템 구성도

본 개발 시스템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용자는 로그인 

및 회원가입, 강의평가 작성 및 삭제, 조회 및 추천을 진행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그림 2와 같이 사용자 관리, 평가관리, 신고내용 

접수를 진행할 수 있다.

Fig. 1. 사용자 웹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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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관리자 웹 구성도

1.2 ERD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시스템은 총 5개의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다.

Fig. 3. ERD(논리)

2. 구현

본 시스템은 크게 강의평가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화면과 강의평가의 검색 및 작성, 추천과 신고 기능으로 

볼 수 있다.

3. 개발환경

시스템 개발 환경

OS Window 10

사용언어 Java (jdk1.8)

웹 프레임워크 BootStrap

데이터베이스 MYSQL 8.0.24

웹 컨테이너 Tomcat9

Table 1. 시스템 개발환경

4. 실행화면

그림 4은 시스템의 실행 화면이다. 그림 4에서는 강의평가를 작성 

및 검색할 수 있으며, 강의평가를 등록하여 찾아볼 수 있다.

Fig. 4. 강의평가

III. 결론

본 논문에서 구현한 시스템은 낯선 강의를 수강하려는 학생들에게 

그 강의에 대한 수강생들의 평가와 정보를 얻어 수강하려는 강의가 

학생에게 잘 맞는지에 대해 도움이 되는데 목적을 두었다. 또한, 

많은 학생과 교수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 웹 사이트를 제공 

및 배포하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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