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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현재 대학은 온오프라인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지식공유 활용이 활발해지고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서서히 사

이버대학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거기에 대학을 졸업한 인력들이 사이버대학으로 U턴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사이버대학

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과 공간에 구애 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사이버대학의 학습평가 방법은 많은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대학의 평가방법중 주관식유형의 평가시스템을 제안한다. 

키워드: 사이버대학(Cyber University), 평가(Evaluation ), 주관식(Subjective )

I. Introduction

2001년 3월 9개교 개교를 시작으로 팽창하고 있는 사이버대학

이 교육의 질적 측면에서도 고등교육기관으로서 확고한 자리 매김

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학업성취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

안들을 연구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사이버대학이 확

고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하여 사이버교육에서의 핵심 성공요인을 

살펴보면, 김현수 등(1999)은 사이버교육의 핵심 성공요인으로 11
가지 요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속적이고도 정확한 강

의평가와 학습 성취 평가’를 들고 있다. 여기서 평가는 강의에 대

한 학생의 평가와 학생의 학업성취에 대한 평가로 구분할 수 있으

며, 이러한 강의평가와 학습 성과에 대한 평가는 향후 강의 내용과 

운영의 질적향상에 기여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Fig. 1. Cyber College qualitative data

그림1은 사이버대학의 2014년 1학기 학생들의 성적 자료이다. 상위 

30%의 학생들까지 90점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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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를 부여할수 있지만 상위 60%의 학생들의 점수가 95점이

었다. 그림 1의 성적자료의 결과는 현재 사이버대학 시험 방식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II. Preliminaries

평가문항들을 오랜 기간 모아서, 다량의 문항 분석 카드를 체계

적으로 분류하고 정리한 문제들을 모아 필요시 사용 할 수 있게 

하는 일련의 조직적인 절차 또는 체제를 문제은행이라 한다. 컴퓨

터가 교육평가에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컴퓨터는 문항제작, 문항저

장, 문항선정, 문제지 편집, 시험 실시 등 평가활동의 전체과정을 

수행하게 되면서 문제은행의 의미와 기능에도 변화가 일어났고, 
성적처리도 문제은행의 기능에 포함되었다[1]. 사이버대학의 학습

평가(중간시험, 기말시험)는 본인확인여부나 네트워크 장애 등 몇 

가지 발생 할 수 있는 문제들 때문에 출석시험을 치르는 경우도 

많다. 원격교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기본적인 학사 개인

정보가 필요하므로 학적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교과과정의 개설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수강관리시스

템에서 수강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수강신청은 수강신청자의 개인 

실명인증을 위해 공신력이 보장된 I-PIN센터에서 발급된 I-PIN 
ID를 등록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평가관리 시스템

에서는 시험 실시 이전에 1차적으로 본인 ID와 패스워드로 인증

을 하고, 2차로 I-PIN에 의한 실명 인증을 실시한다[2].

III. The Proposed Scheme

3.1 시스템 설계

사이버대학의 기존 시험유형은 학생들 간 시험문제의 공유로 

인하여 평가 시 변별력의 어려움이 있다. 그림 2는 사이버대학 주

관식 시험 유형의 평가 시스템 구성도이다.  학생들은 시험에 응시

하기 위해 사이버대학 시험 시스템에 접속 한 다음 본인 인증처리 

절차인 로그인을 한 다음 시험을 선택 할 수 있다. 시험은 이미 

공지된 시험 기간에만 응시 할 수 있다. 중간고사 시험기간에 중간

고사를 선택 한 다음 주관식문제의 Type을 선택해야한다. 각 

Type에는 서로다른 주관식 문제들이 저장되어있다. Type선택후 

시험 문제를 푼 다음 답안을 제출하면 된다.

Fig. 1.Subjective Evaluation of Cyber University System 

Configuration Test Type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대학의 평가 관리를 위한 사이버대학 주

관식 시험 유형의 평가 시스템을 연구하였다. 현재 사이버대학의 

평가시스템의 변별력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이다. 

References 

[1] Baekyounggyun, the design of Web-based learning, 
yangseowon, 2001

[2] Park, Ki - Hong, Jang Hyesook, remote test computer 
literacy authenticity verification study on the answer 
sheet,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2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