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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컴퓨터기반 평가(CBA)의 효율 사용 제고와 수업설계를 하여 학생들의 CBA 인지유형과 학업성취도,

성격 5 유형, 컴퓨터 효능감과의 련성을 알아보았다. 이를 해 온라인학습기반 시스템(LMS)을 바탕으로 CBA를 도입

하고 있는 한 학에서 CBA 수업을 50%이상 수강한 4학년 학생 5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그 결과, CBA

인지유형별로 학업성취도 (4년 평균학 )와 5 성격 유형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CBA 응추

구 유형의 학업성취도(GPA)가 가장 높았고 CBA 불만형/지필선호형의 평균평 이 가장 낮았다. 이와 비슷하게 성격 측면에

서 CBA 응추구형이 CBA 불만형보다 성실성 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 성실성, 친화성, 신경성이 높을수록 평균학

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CBA인지유형과 학업성취도, 성격 등의 연 성에 한 최 의 시도라는 연구 의미가 있다.

주제어 : 컴퓨터기반평가(CBA), 인지유형, 5 성격, 학업성취, 컴퓨터효능감

Abstract The purposes of the present study were finding out educational implications and enhancing the efficient 

use of computer-based assessments (CBA) in class designes. This paper examined associations of CBA perceptional

typology, academic achievement, personality, and computer efficacy. Participants were fifty senior students who took 

more than 50% of CBA classes in a university that introduces online learning-based system (LMS) with CBA. As 

a resul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CBA types and GPA and between CBA types and personality. 

In other words, the CBA adjustment type showed the highest GPA score and CBA dissatisfaction/paper test 

preference type showed the lowest GPA. Similarly, in terms of personality, CBA adjustment typology was 

significantly higher conscientiousness than other types. CBA dissatisfaction type had the lowest score of 

conscientiousness. In addition, the higher the level of conscientiousness, agreeableness and neuroticism, the higher 

the GPA scor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is the first attempt to seek links CBA type with academic 

achievement and pers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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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학습자들에 한 학업수행 평가는 교육과정에서 핵심

인 요소이다. 이는 학업에 한 이해도와 성취도 평가

채 , 학습 동기나 로그램 응력 등 다양한 방법으

로 이루어 질수 있다[1]. 이러한평가를지원하는 IT기술

의 용은 이미 교육 장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특히 온라

인과 오 라인 수업이 병행되는 블랜디드(Blended) 수업

이나 온라인 기반 수업에서는 정보기술이교육의 요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2]. 컴퓨터 기반 평가(Computer

Based Assessment: 이후 ‘CBA’로 명명함)는 학생들의

학업에 한 참여도나 출석율에 정 인 향을 끼치고

있다고 알려졌다[3]. 따라서 최근 서구에서는 교육의 각

분야에서 CBA 용과 이와 련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

어지고 있다.

컴퓨터기반 평가 즉, CBA는학습자 개인의 학업에

한 자율 평가, CBA의유용한 피드백, 학습공간과 시간

의 유연성, 멀티미디어의 활용가능성 등 여러 면에서 유

용하고 신 인 평가방법이다[4]. 이 듯 많은 이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교육 장에서는 지필시험

(Paper-based) 평가방식이 일반 이며 CBA의 발 은

더딘 상황이다[5].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CBA

를 안정 으로 정착시키기 한 다양한 학문 , 기술

논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에 한 CBA

의 정 인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이에 한 연구는 많

은 컴퓨터기반 교육[6]에 비해 매우 제한 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뒤, 본 연구는 컴퓨터기반 평가의 효율

사용 제고를 한 목 과 수업설계 등 교육 함의를 알

아보고자 학생들의 CBA 인지유형과 학업성취도, 성격,

컴퓨터 효능감과의 련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CBA를 활용한 수업설계와 교육모

델개발, 교과목 재설계와 CBA의 효율 인 도입에 공헌

을 하는 면도 있을 뿐 아니라 연구 상과 환경에 있어서

도 장 을동시에가지고 있다. 즉, 온라인수업을 듣고 있

는 트타임의 비정규학생들을 상으로 그들의 인식과

을연구하는 것이아니라 정규 학에서 CBA를 도입

한 블랜디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을 상으로 실

시하기 때문이다.

2. 연

2.1 CBA 정  형

CBA는 학생들의 학업을 평가하기 해 웹이나 컴퓨

터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7]. 이는 수업자료 수업시

간과 장소 등에 유연성을 주면서 자율 , 독립 인 학습

을 통해 교수에 한 의존성을 감소시키고 있다[8]. CBA

는 “컴퓨터를 이용한 달, 표기, 과제 는 테스트의 분

석등을 모두 포함하는 행 ”(p.217)등을 가리킨다[9]. 이

러한 CBA는 크게 형성평가와 총합평가로 나뉘어진다

(formative and summative assessments). 형성평가란 학

생들의 학업증진을 목 으로, 학습이 형성되는 시기인

학업과정에 참여하여 수업자료제시, 과제, 퀴즈, 피드백

을 주면서 학업을 모니터하고 통제하는 평가를 말한다.

이는 수업개선의 목 도 가지고 있다. 반면, 총합평가란

학업을 마치고 나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고 수를 부과

하기 해 행해지는 평가방식을 일컫는다[10].

2.2 CBA에 대  식과 형

CBA에 한 그동안의 논문들은, CBA의 효율 인

용 략[7,11], 교육 효과[12], CBA의 명료성ㆍ신뢰성

[13], CBA에 한 태도[14], 상호작용과 피드백[15], 그리

고 기술 문제[16] 등 다양하게 논의가 되고 있다. 를

들면, 불충분했던 컴퓨터 피드백이 많이 개선되었다거나

[2] CBA를 통한 형성평가의 활용이 학업성취도에 도움

이 되었다는 결과[12] 등이 있다. 하지만 빈번한 총합평

가는 학생들의 학업동기를 오히려 떨어뜨린다는 연구도

있다[17]. , 효과 인 CBA 도입 략으로는 정하고

한 컴퓨터 하드웨어와 인 라가 필요하며 확실한 평

가목 의 정립, 시험문제의 유출방지를 한 보완문제,

한 피드백 제공과 교수들의 훈련, CBA에 한 사후

평가, 문제은행의 사용 등이 제기되고 있다[5]. CBA를

활용하는교수들의인식과태도에 한 연구를 살펴보면,

먼 CBA의 질문 유형에 한 의견들이 항상 거론되고

있다. 즉, CBA 평가에서는 선다형 질문이 세를 이루고

있고 학생들의 이해도를 보다 깊이있게 측정하는 에세이

평가 같은 것이 부족하다는 것이다[16]. 물론, 양질의 선

다형 질문을 작성하는 것도 여 히 어려운 과제이기는

하지만 CBA에서는 하나의 정답이 있는 객 식 문항에

한 평가 이외에도 다양한 질문, 분석이나 통합능력 같

은 수 높은 능력이 측정될 수 있는 평가를 도입해야한

다는 과제가 여 히 남아있는 것이다[13].

이러한 연구들을 기반으로 Kim은 개인들의 주 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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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는 Q방법론을 활용하여 CBA에 한 학생들의 인

지유형을 연구하 다[18]. 연구결과, CBA 인지 유형은 4

가지로 나타났으며 이 유형들을 CBA 친근형, CBA 불만

족형/지필선호형, CBA 불안형, CBA 응추구형으로 명

명하 다.

2.3 컴퓨터효능감, 격, 업 취도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자기주도 학습과 교육 모델에

서 학습자들의 심리 인지 성향(자아 효능감, 학습유

형, 동기 등)과 성격특성은 학업성취도에 요한 향을

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를들면, Landers & Lounsbury

는 성격 유형과 인터넷이용간의 계에서외향성과 성실

성은 인터넷이용의 측변인임을 밝혔다[19]. 한, 외향

성 성격은 면 면 수업을 선호하고 내향성이 강한 학생

들은 온라인수업을 선호한다는 연구도 있었다[20].

이와 비슷하게 컴퓨터 효능감은 컴퓨터이용이나 온라

인 교육에서 주요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21]. 컴퓨터기

반평가 (CBA) 수용모델을 검토한 연구에 따르면[22], 컴

퓨터이용 효능감은 CBA 이용 용이성과 사용의향에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BA 유형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향에 한 기존

연구는 재까지는 없지만 CBA 인지유형은 학습자들의

특성 변인으로서 이는 학업성취에 향을미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와같은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본 연구

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학생들의 CBA 인지유형은 학업성취도

(GPA)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학생들의 CBA 인지유형은 성격특성과

컴퓨터 효능감과 어떤 계에 있는가?

연구문제 3: 학업성취도, 성격, 컴퓨터효능감은어떠한

상 계에 있는가?

3. 연 방법

3.1 조사대상

본 연구는 온라인학습기반 시스템(LMS)을 바탕으로

다양한 온라인수업과 CBA를 도입하고 있는 한 학의

학생들을 상으로 실시하 다. 참여 상자는 졸업을 앞

둔 4학년 학생들로서 학 재학 동안 CBA과목을 50%

이상 이수한 학생들이 참여 상이었다. 본 연구를 해

2018년 가을학기에 학생들을 모집하여 설문조사하 다.

최종참여자는 50명으로 남녀 성비는 남학생 58% (N =

29) 여학생은 42% (N=21) 다.

3.2 척도  정

3.2.1 CBA 지 형

CBA 인지유형을 측정하기 해서는Kim (2015)의 인

지유형 연구를 바탕으로 측정하 다[18]. Q방법론을 이

용한 CBA 인지유형연구에서 나타낸 4가지 유형을 측정

하기 해서는 각 유형별 표 인 질문들 ( : “CBA는

학생들의 부정행 등으로 신뢰하기 힘들다”)을 문항으

로 제시하여 리커트 5 척도로 측정하 다. 조사 상자

들의 인지 유형은 다음과 같다:

CBA 불만족형/지필선호형 (Type I, N= 16, 32%),

CBA 친근형(Type II, N=9, 18%),, CBA 응 추구형

(Type III, N= 17, 34%), CBA 불안형(Type IV, N=8,

16%)

3.2.2 격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 신경성을측정하는성

격 5요인 분석을 해 본 연구에서는 John & Srivastava

의 5 성격 홈페이지에 속하여 개별 으로 측정하

다. 성격 5 요인은 총 44개의 문항을 사용하여 리커트 5

척도로 각각의 문항을 측정하고 있다[23]. 각 하 요

인별 성격 5요인의 평균 수는 개방성 33.64(SD=20.38),

성실성 53.6(SD=22.62), 외향성 50.86(SD=28.09), 친화성

52.12(SD=23.62), 신경성 33.52(SD=19.23)로 나타났다.

3.2.3 컴퓨터 효능감

컴퓨터 자기효능감은 기존의 문헌연구의 척도를 사용

하 다[22]. 3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 본 연구 참여자들의 컴퓨터 효능감

평균은 10.44(SD=2.04)이다.

3.2.4 업 취도 (GPA)

연구 참여자(4학년 졸업 상자)들의 학업성취도는

학 4년 동안의 학 평 (GPA, 만 = 4.3)을 측정하

다. 본 연구의 참여한 응답자들의 평 의 평균은

3.422(SD=.3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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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먼 , 본 연구의<연구문제 3> 각 변수들간의 상

계 분석을 하여 Pearson R 이변량 상 계분석을 실

시하 다. 그 결과, 학 4년 동안의 평균 학 (학업성취

도)과 5 성격유형간의 유의미한 상 계가 밝 졌다.

즉 본 설문참여 학생들의 성격 요인 에서 성실성(r=

.42, p.<.01), 친화성(r= .28, p.<.05), 그리고 신경성(r= .35,

p. <.05)이 평균 학 과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컴퓨터 효능감과 학업성취도, 컴퓨터 효능

감과 성격특성과는 통계학 으로 유의미한 상 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Table 1 참조).

한, CBA 유형별로 성격, 컴퓨터 자기 효능감, 학업

성취도간의 계를 알아보는 <연구문제 1>과 <연구문

제 2>를 해서 일원변량분산분석 (One-way ANOVA)

을 실시하 다(Table 2 참조). 그 결과, 컴퓨터기반 평가

(CBA)의 인지유형별로 학업성취도간에는 통계학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F = 4.267, p <.05).

Variables df F value p value

Grade (GPA)

49

4.267 .010*

Openness .563 ns

Conscientiousness 3.024 .039*

Extraversion .500 ns

Agreeableness 1.385 ns

Neuroticism .662 ns

Com. efficacy 1.001 ns

*p<.05

Table 2. ANOVA analyses of CBA typology

CBA 유형별로 학 평균의 차이를 알아보는사후분석

결과(Table 3 참조), CBA 불만족/지필선호형과 CBA

응추구형 간 통계학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ifference = -.377, p < .05). 즉, CBA 응추

구형이 학 평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CBA 불만족형의

4년간 학업성취도가 가장 낮았다.

한, CBA 인지유형과 5 성격 성실성 수에서

통계학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F = 3.024, p

<.05). 이 분산분석의 사후분석 결과, 4가지 유형 에서

CBA 응추구형의 성실성 수가 가장 높았으며 CBA

불만족 유형의 성실성 평균 수가 가장 낮음을 보여주었

다(difference = -22.279, p < .05).

Type M
Differenc

e
p

value

CBA dissatisfaction (I) 3.28

I vs III
(-.377)

.022*
CBA friendly (II) 3.29

CBA adjustment seeker(III) 3.65

CBA apprehensive (IV) 3.36

*p<.05

Table 3. Post-hoc analysis of GPA

Type M Difference
p

value

CBA dissatisfaction (I) 42.25

I vs III
(-22.279)

.040*
CBA friendly (II) 54.78

CBA adjustment seeker(III) 64.53

CBA apprehensive (IV) 53.60

*p<.05

Table 4. Post-hoc analysis of Conscientiousness

Gender Openness Conscientious Extraversion Agreeable Neuroticism Com. efficacy GPA

Gender 1

Openness -.13 1

Conscientious .01 .24 1

Extraversion .05 .42** .06 1

Agreeable .12 .11 .09 .04 1

Neuroticism .24 -.14 .04 -.18 -.05 1

Com. efficacy -.06 .02 -.05 .08 -.12 -.04 1

GPA .13 .23 .42** .05 .28* .35* .06 1

*p<.05, **p<.01, ***p<.001

Table 1.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Personality, gender, computer efficacy, and G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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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

본 연구는 컴퓨터기반 평가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학교 4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CBA 인지유형을 4가지로

나 고 이 CBA 유형이 4년간 학 평균(졸업학 )과 성

격에 미치는 향 등을 검토하 다.

연구 결과, 4 가지의 CBA 인지유형은 학업성취도(학

평균 평 )나 성격(성실성) 측면에서 차이를 보 다.

그러나 컴퓨터효능감은 CBA 인지유형간에 유의미한 차

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CBA 응추구 유형은 컴퓨터기

반평가의 장 ( 신 , 자기주도 학습에 도움, 시간과 공

간의자율성)을인정하지만 각과목 특성과 학습목표 등

에 맞게 용을 해나가야 한다는 시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CBA 응추구형의 졸업학 평균이 가장

높게나타난반면, 지필시험의 선호, 면 면 수업선호

CBA불만족형의학생들의학 평균이가장낮게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컴퓨터기반 평가나 온라인 수업

비 이커지는 학교육 장에제기하는함의 이 있다.

즉, 컴퓨터 기반 인지유형을 포함한 학생들의 태도나 인

지가 학생활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변수가 된

다는 이다. 따라서 성공 인 수업설계 는 교육 로

그램 디자인을 해서는 그 수용자인 학생들의 인지나

태도, 만족등에 한 고려가우선되어야한다. 그동안 학

습자들의 심리 태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주요변수

임을 밝히는 연구들은 많았지만 주로 학습자 만족도, 학

습동기, 자아효능감 등의 연구들이었다. 본 연구는 CBA

인지유형의 학업성취도에 한 최 시도라는 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컴퓨터 자기 효능감이 온라

인 교육이나 컴퓨터 기반 수업에 요한 변수로 알려졌

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변수가 아니라는 것이 밝

졌다. 그 이유로는, 본 연구가행해진연구환경이원인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참여 학생들은 이공계

특성화 학의 학생들로서 기본 으로 컴퓨터에 한 효

능감이 학생별로 큰 차이가 없거나 다른 일반 학교보

다 효능감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 변인이 학업성

취도에 요한 변수가 아니었을 수 있다. 이의 단을

해서는 컴퓨터 효능감에 한 후속연구에서 더 의미 있

는 연구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한다.

CBA 련수업을 50% 이상 수강한학생들의학 평

균, 즉 학업성취도에서 성격이 미치는 향을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5 성격 유형 에 성실성, 친화성, 신경

성이 체 학업성취도와 상 계가 있음을 알아냈다.

이는 성격이 학업에 미치는 향에 한 기존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컴퓨터기반 평가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특정과목

는 한 학기 평균 수등이 아니라 보다 장기 인 에

서 즉, 학교 졸업학 을 상으로 연구했다는 의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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