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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전문대학의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시험효과를 이용하여 학습자의 집중도를 높이고 긴장감을 유발하며 학업 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실시간 학업성취도 테스트와 피드백 방안을 제안한다. SNS와 간단한 필기구를 활용한 시험으로 교수자는 수업 전과 후의 

학습자의 성취도의 변화를 쉽게 파악하며 학습자는 실시간으로 SNS를 통해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키워드: 학업성취도(Academic achievement), 시험효과, SNS 피드백(SNS 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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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학습한 내용을 기억하는 좋은 방법의 하나가 시험을 치르는 것이다. 

피드백이 없는 시험도 반복 학습보다 더 효과적이며 피드백을 받는 

경우, 오답이 많아도 전체 내용을 다시 읽는 것보다 더 강한 효과를 

보인다. 시험 시행 시간 또한 학습 전, 중간 또는 학습 후 어느 시점에 

도입되든지 모두 학습 내용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된다[1].

본 논문은 전문대학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시험효과를 활용하여 

수업 시작 전과 후에 같은 시험지를 이용한 테스트를 통해 학습자의 

예습을 장려하고 수업 중 집중력을 높이며 교수자는 실시간으로 

수업 성취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SNS를 통해 학습자에게 빠른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II. 시험효과

학습성취도(Academic achievement)는 교육 목표의 달성 정도를 

나타내며 시험과 같은 평가를 통해 측정한다. 학습의 효과를 측정하는 

평가가 거꾸로 학습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시험을 

치르거나 치르지 않은 학습 내용은 같은 정규 분포 형태의 망각률을 

보이나 시험은 망각 분산을 분기시키고 왜곡시켜 망각한계점보다 

학습 내용에 대한 기억 강도를 올려놓는 시험효과가 나타난다[1]. 

이러한 진단과 발전을 목적으로 한 시험의 시행과 함께 피드백을 

통한 학습자의 학습 과정의 개선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더욱 효율적인 평가와 피드백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2][3].

III. 본 론

본 연구는 시험효과를 활용하지만, 시험에 대해 교수자와 학습자의 

부담을 줄이고 간단한 시행만으로 학습자에게 수업 시간 중에 긴장감

을 제공하고 학습자의 예습을 독려하는 시험 모형을 제안한다.

제안 모형에서 교수자는 매시간 예․복습할 내용 및 수업 범위를 

전 시간에 미리 공지하고 학습자들이 예습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학습자는 수업 시간 전과 종료 직전에 같은 시험지로 필기구의 색깔만 

달리하여 테스트를 반복 시행하고 시험지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SNS

를 통해 제출한다. 교수자 또한 SNS를 이용하여 빠른 피드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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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다. 

제안 모형의 적용 테스트를 위해 전문대학 공학계열 47명(2 클래스)

을 대상으로 6주에 걸쳐 매주 프로그래밍 수업에 적용하였으며 다음은 

제안 모형을 수업에 활용한 시나리오이다.

1. 교수자는 학습자가 예습한 내용 및 수준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업에서 학습할 내용을 기반으로 한 시험지와 학습자 수 만큼의 

검은색과 붉은색 필기구를 함께 준비한다. 

2. 수업 시작 시 학습자는 펜을 포함하여 책상 위에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고 1차 테스트 준비를 한다.

3. 교수자는 미리 준비한 검정 펜과 시험지를 나누어 준다.

4. 1차 시험이 끝난 후 교수자는 검정 펜과 시험지를 함께 수거한다.

5. 수업이 끝나기 전에 학습자는 다시 책상 위에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고 2차 테스트 준비를 한다.

6. 교수자는 1차 테스트한 후 수거한 시험지를 각각의 학습자에게 

다시 돌려준다. 이번에는 붉은 펜을 나누어준다.

7. 학습자는 받은 붉은 펜만 사용하여 1차 테스트에서 푼 문제의 

답을 수정하거나 처음에 풀지 못한 문제를 푼다. 

8. 2차 테스트 후 먼저 펜만 수거한 다음 학습자가 휴대전화만 

꺼내어 시험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로 교수자에게 보내도록 한다.

9. 사진을 제출한 학습자는 본인의 시험지를 가지고 퇴실한다. 

10. 교수자는 수업 후 SNS로 학습자의 시험지를 확인하고 간단한 

피드백과 함께 정답을 SNS로 보낸다.

11. 학습자는 정답과 피드백을 SNS로 수신하고 필요할 경우 질의한다.

본 논문의 시험 모형은 학습자 소유의 필기구를 시험 시에 책상 

위에 놓지 못하게 함으로써 학습자는 교수자가 나누어준 한 색깔의 

펜만 사용하게 된다. 수업 시작 전 예습으로 미리 알고 있는 내용은 

1차 시험에서 검은색으로, 수업 중에 습득한 내용은 2차 시험에서 

붉은색으로만 답을 쓸 수 있다. 2차 시험 후에는 펜을 먼저 수거한 

후 휴대전화만 사용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송신하게 함으로써 휴대전화

는 사용할 수 있지만, 책상 위에는 시험지만 있고, 펜은 없으므로 

부정행위를 통한 시험지 수정을 방지할 수 있다.

Fig. 1. The Applied SNS Screen and The Pens used for Testing

그림 1은 수업 전·후에 테스트한 시험지를 SNS로 제출한 것과 

교수자의 피드백 및 정답을 응답으로 보낸 예이다. 또한, 학습자가 

사용하도록 준비된 필기구를 보여준다.

Fig. 2. 수업 전·후 2가지 색상의 필기구를 사용하여 치른 시험지

그림 2는 1차와 2차로 나누어 같은 시험지를 다른 색상의 필기구를 

사용하여 테스트한 시험지의 예를 보여준다.

IV. 결 론

제안 시험 모형의 적용을 통해 교수자는 1차 테스트 시험지를 

간단히 살펴보는 것으로 학습자의 예습 정도와 현재 상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 2차 테스트를 통해 각 학습자가 해당 시간에 성취한 

정도를 바로 측정할 수 있었으며 개별 학습자의 학습 상태변화의 

추이를 살펴볼 수 있었다. 1차 테스트는 이어서 진행되는 수업의 

내용과 난이도 및 진도에 참고로 활용할 수 있었고 2차 테스트 결과는 

다음 수업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었다. 학습자가 제출한 SNS 

상의 시험지에 바로 연결하여 피드백을 줌으로써 피드백 부담이 

크지 않았으며 학습자와 1대1로 소통하는 효과까지 추가로 얻을 

수 있었다. 

학습자는 1차 시험에 대비하여 예습에 충실하게 되며 1차 시험을 

통해 수업할 내용이 무엇인지 더욱 정확히 알 수 있고 2차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수업에도 더 집중하게 되었다. 제안 모형은 수시로 

치르는 시험 모형으로 범위에 대한 부담이 적고, 평소 꾸준한 공부가 

요구되는 프로그래밍 수업에 효과적인 모형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제안 모형의 적용을 통해 활용 방안을 살펴보았으며 

모형의 적용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보완할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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