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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Computer-Based Test (CBT) and Student Recognition Survey on C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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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student recognition of CBT as well as 

its strengths and weaknesses, and to explore the improvement methodologies for the effectiv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CBT.

  Methods: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twice (before and after implementation of 

CBT) with a total of 17 multiple-choice and 2 essay-type questions. The multiple-choice ques-

tions were analyzed by frequency analysis and the essay-type questions were coded by content 

analysis.

  Resul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overall satisfaction with CBT was shown to be 

high. Second, students listed the merits of CBT as follows: simple correction of answers (before: 

89.4%; after: 80.8%), presentation of realistic materials (before: 72.9%; after: 84.7%), prompt 

feedback on grades (before: 60.3%; after: 71.1%), shortened exam time and effective time 

scheduling (before: 86.5%; after: 66.4%), accurate estimation of abilities (before: 70.2%; after: 

36.6%), and assistance in academic improvement (before: 70.9%; after: 22.1%). Drawbacks of 

CBT were: inconvenience of review (before: 70.9%; after: 22.1%), inconvenient screen organi-

zations (before: 0%; after: 48.1%), possibility of cheating (before: 73.9%; after: 31.8%), and 

equality issue of test (before: 47.3%; after: 17.3%).

  Conclusion: Assessment paradigms are currently shifting from summative evaluation to forma-

tive evaluation, from one-off assessment to continuous assessment, and from output assessment 

to process assessment. Therefore, CBT must be expanded to move from result-oriented sum-

mative evaluation to formative evaluation continuously monitoring the student learn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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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컴퓨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의학교

육 분야에서도 Computer-Based Test (CBT), Compu-

terized Test (CT), Computerized Adaptive Test (CAT) 

등 컴퓨터를 이용한 검사 제작  시행의 빈도가 

차 증가하고 있다. 일반 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모

든 검사를 컴퓨터 이용 검사 (Computer-Based Test, 

CBT)라고 하고, 지필검사와 동일한 내용과 순서로 

시행되는 검사를 컴퓨터화 검사 (Computerized Test, 

CT)로, 피험자의 개별 능력에 따라 다음 문항을 선택

하여 제시하는 개별 인 응검사를 컴퓨터를 이용한 

개별 응검사 (Computerized Adaptive Test, CAT)로 

칭하고 있다 (Baek & Chae, 1998). 

  기존의 지필검사와 비교해 볼 때, 컴퓨터를 이용

한 검사 (CBT)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장 을 지닌

다 (Wise & Plake, 1989; Seong, 1992; Jung, 2007). 

첫째, CBT에서는 응답결과나 검사결과에 한 즉각

인 피드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습능력에 한 

신속한 진단이나 교정이 용이하다. 한 컴퓨터를 

통해 검사 수나 합격여부가 통보되므로 채 과 결

과 통보에 걸리는 인력과 시간, 경비를 약할 수 

있다.  

  둘째, 컴퓨터 화면을 통하여 여러 가지 색상과 

자, 사진, 동 상 등 다양한 문항제시가 가능하여 지

까지 지필검사로는 측정하지 못했던 능력들을 측

정할 수 있다. 특히 교과 내용의 많은 부분을 사진

이나 그림과 같은 ‘이미지’로 학습해야 하는 의학교

육의 특성상 지필검사보다는 정확한 이미지 달이 

가능한 CBT가 학생들의 능력을 더 정확하게 평가

할 가능성이 높다. 사진과 그림 등이 많이 포함된 

문제일수록 지필검사보다 컴퓨터 멀티미디어를 이

용한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구인을 보다 타당하

게 잴 수 있다.

  셋째, CBT는 검사의 시기와 장소에 있어서도 유

동성이 있으므로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검사를 실

시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네트워크를 이용하면 

굳이 검사장에 입실하지 않아도 컴퓨터만 있다면 

어디에서든지 응시가 가능하다.

  넷째, 문항과 피험자에 한 다양한 정보가 지속

으로 제공, 장, 리되기 때문에 문항의 성

을 평가하거나 학습자의 능력을 정확하게 악하는 

데에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수 있다. 지필검사

에서는 피험자의 응답 자료만을 얻을 수 있지만, 

CBT에서는 학생이 체 검사를 치르는데 소요한 

시간  문항별 응답시간, 문항의 재검토나 수정 여

부 등 피험자와 련된 다양한 정보들이 제공되므

로 피험자의 능력에 한 정확한 추정이 가능할 수 

있다.

  이외에도 CBT는 지필검사보다 인쇄, 시험감독, 

채  등 체 인 평가 시스템을 리하기가 훨씬 

간편하며, 검사내용에 한 비 보장도 용이하다는 

장 을 지닌다. 한 CAT 도입으로 인해 개인의 학

습능력이나 진도에 따른 개별 평가가 가능해졌다는 

도 컴퓨터 검사의 장 이 될 수 있다. 미국의 의

사자격시험인 USMLE (United States Medical Licen-

sing Examination)와 간호사자격시험인 NCLEX-RN 

(National Council Licensure Examination for Regis-

tered Nurses)에서는 이미 CBT를 도입하여 시행하

고 있고, 재 국내에서도 의사국가고시에 CBT를 

도입하자는 주장들이 지 않게 제기되고 있는 상

황이므로, 앞으로는 CBT와 련된 연구  개발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 의학 문 학원에서는 학 실정에 맞는 CBT 

평가 시스템 정립이라는 목표 하에 2006년 CBT 소

트웨어를 자체 으로 개발하여 재까지  학년 

부분의 시험을 CBT로 시행해 오고 있다. 소 트

웨어 개발 당시, 우리 연구진은 컴퓨터 시험 상황에

서 발생할 것으로 상되는 문제들 ( 컨  기술  

문제, 보안 문제, 부정행  문제)이나 CBT에 한 

학생들의 반응에 해서도 불확실한 상태 으나, 

CBT 도입의 필요성에 더 비 을 두고 계속 개발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CBT의 올바른 시행과 정착을 

해서는 CBT에 한 학생들의 반응을 비롯하여 

CBT의 장단  등에 한 경험  검증이 지속 으

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는 CBT 개

발과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CBT의 장단   CBT

에 한 학생들의 인식을 악하고, 나아가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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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process of CBT development.

인 CBT 개발  시행을 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 이 있다. 

상  방법

  이 연구는 크게 1) CBT 개발  시행 과정과, 2) 

CBT에 한 학생들의 인식 조사, 두 부분으로 나

어 진행되었다. 먼  CBT 개발  시행의 과정은 

체제  교수설계 (Instructional System Design, ISD) 

모델에 따라 이루어졌다. 우리 의학 문 학원은 컴

퓨터 검사와 련된 국내외 자료들에 한 문헌분

석을 통해 CBT 개발을 한 이론  틀을 수립하고, 

총 6회에 걸쳐 CBT 소 트웨어 개발을 한 원

회 모임을 가졌다. 소 트웨어 개발을 한 원회 

모임에서는 Web or Client/Server version, 구성요소

( 리자용, 교수용, 학생용, 감독 용), 시험유형 (A

형, K형, R형, 주 식), 시험결과의 DB화 방안 등을 

인스토  방법을 통해 설계하고 결정하 다. 

  그 다음으로는 총 3회 (모의고사 1회, 학과시험 2

회)에 걸쳐 임시 으로 개발된 CBT를 의학과 2학년 

134명을 상으로 시범 시행해 보는 과정을 거쳤으

며, 시범 시행 후 CBT에 한 학생들의 체 인 

만족도, 문제 , 지필시험과 비교했을 때의 장단  

등을 설문조사하 다. 시범 시행을 통해 지 된 문

제 에 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해 소집된 

후속 모임에서는 server의 성능 체크  PC 오작

동에 한 처 방안과 부정행  방지책 등이 강구

되었다.

  CBT 시행 1년 후, CBT에 한 학생들의 만족도 

 문제 에 한 설문조사가 다시 시행되었다. 설

문 상은 지필시험과 CBT의 경험을 모두 갖고 있

는 2학년 130명을 상으로 하 다. 설문지는 객

식 문항과 주 식 문항을 병행하여 사용하 으며, 

설문 문항은 총 17개의 객 식 문항 (만족도 문항 3

개, 정형 문항 7개, 부정형 문항 7개)과 2개의 서

술형 주 식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객 식 문항의 통계처리는 SPSS 12.0 로그램을 

사용하여 백분율로 표기하 으며, 사 과 사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해서 χ
2-test를 

사용하여 통계  유의성을 검증하 다. 주 식 문항

에서 기술된 CBT의 장단 은 내용분석 (content ana-

lysis) 방법을 통해 주제별로 코딩하여 정리하 다.

결   과

가. CBT 개발  시행 과정

1) CBT 개발 과정

  우리 의학 문 학원의 CBT 소 트웨어 개발 과정

은 체제  교수설계 (ISD)의 표 인 모델인 ADDIE 

모델에 따라 이루어졌다. 1단계 ‘분석’ (Analysis)의 

단계에서는 CBT 도입의 필요성  환경  맥락의 분

석, 선행연구들에 한 분석, 교내 시스템에 한 분

석, 과업 분석 등이 이루어졌다. 2단계 ‘설계’

(Design) 단계에서는 version을 결정하고, CBT의 구

성요소  문항유형 등을 반 으로 설계하 다. 3

단계 ‘개발’ (Development) 단계에서는 CBT 소 트

웨어 개발을 한 원회 모임을 통해 실제 인 개발 

작업을 진행해 나갔으며, 4단계 ‘시행’ (Implementa-

tion)의 단계에서는 학생들을 상으로 개발된 CBT

를 시범 으로 시행해 보는 pilot test의 과정을 거쳤

다. 마지막 5단계 ‘평가’ (Evaluation) 단계에서는 시

범 시행을 통해 나타난 문제 들을 분석하고, 문제로 

지 된 server 성능 체크  PC 오작동에 한 처

방안을 포함하여 부정행  방지책이 강구되었다.

  CBT 소 트웨어 개발을 한 연구진들은 로그

램 운 자와 학습자, 평가 리자 간의 유기 인 상

호작용에 주안 을 두고 개발을 추진해 나갔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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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reen for test design. Fig. 3. Screen for item input.

Fig. 4. Screen for students.

구진들은 웹을 통한 단순한 텍스트 제시 방식을 지

양하고 동 상, 소리, 애니메이션, 사진 등을 활용한 

다양하고 사실 인 문항들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 

로그램 운 자, 평가 리자들 간의 동 인 상호

작용 구 에 을 맞추었다. CBT 소 트웨어 개

발의 체 인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Fig. 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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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creen for supervisors.

Fig. 5. Screen for checking scores. Fig. 7. Screen for item analysis.

2) CBT 구성

  CBT는 크게 교수용, 학생용, 리자용, 감독 용, 

4가지의 요소로 구성되어졌다. 이 에서 교수용에 

해당되는 시험설계  문제입력 화면, 학생용에 해

당되는 시험문항  성 확인 화면, 감독 용 화면 

 리자용 문항분석 화면을 제시해 보면 Fig. 2～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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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 Decision on the general affairs of test


Manager Decision on the number of item and the time scheduling


Professor Input items (type A, type K, type R, essay type)


Manager Preparation of the test and the pilot test 


Student Implementation of the CBT 


Manager Grading and informing of the score, item analysis

Fig. 8. The process of CBT implementation.

3) CBT 시행 과정

  CBT 시행 과정에는 교과목별 강좌 책임/간사 교

수를 비롯한 문제출제 교수, 리자, 학생 등 다양한 

계자들이 참여하 다. CBT 시행의 체 인 흐름

과 각 시행 단계별 담당자  담당 업무를 요약 정

리해 보면 Fig. 8과 같다.

나. CBT에 한 학생들의 인식

1) 체 인 만족도

  분석결과에 따르면, CBT는 학생들에게 반 으

로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  

조사에서는 체 학생의 66.9%가, 시행 후 이루어

진 사후 조사에는 체 학생의 75.3%가 CBT에 

해 체 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용법

만 숙달된다면 이후에도 계속 CBT를 시행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CBT의 장

  학생들은 CBT의 장 으로 정답  답안 수정의 

간편성 (사 : 89.4%, 사후: 80.8%), 실감 있는 자

료 제시 (사 : 72.9%, 사후: 84.7%), 성  결과에 

한 즉각 인 피드백 (사 : 60.3%, 사후: 71.1%), 시

험시간 단축  시간 배정의 효율성 (사 : 86.5%, 

사후: 66.4%), 정확한 능력 추정 (사 : 70.2%, 사후: 

36.6%), 학습 향상에 도움 (사 : 72.9%, 사후: 53.2%)

을 들었다 (Fig. 9).

3) CBT의 단

  학생들은 CBT의 단 으로 답안 재검토의 불편성

(사 : 70.9%, 사후: 22.1%), 화면 구성상의 불편 (사

: 0%, 사후: 48.1%), 부정행 의 가능성 (사 : 

73.9%, 사후: 31.8%), 시험의 형평성 (공정성) 문제

(사 : 47.3%, 사후: 17.3%)를 지 하 다 (Fig. 10).

4) CBT에 한 학생들의 의견

  CBT에 한 반 인 의견이나 장단  등을 자

유 기재하도록 한 주 식 문항에서는 다양한 의견

들이 제시되었다. 제시된 의견들을 주제별로 코딩하

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a. 동기유발  흥미

   ▪흥미로웠다.

   ▪컴퓨터로 시험을 치니까 재미도 있고 지루하

지 않아 좋았다.

  b. 기술  문제

   ▪문제 지문이 긴 경우, 지문이 분할되게 하지 

말고 하나의 화면에 지문이 다 실리도록 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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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trengths of CBT.

Fig. 10. Weaknesses of CBT.

면 좋겠다.

   ▪시험 도  컴퓨터가 다운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c. 시행의 문제

   ▪익숙하지 않아서 집 도가 떨어지고 불편하다.

   ▪컴퓨터 화면으로 보니까 확실히 집 도가 떨

어지고 의 피로가 심한 것 같다.

   ▪계산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종이와 필기

구를 제공해 주면 좋겠다. 

  d. 난이도 문제

   ▪다양한 이미지, 사진 등이 많아 문제가 더 어

려웠던 것 같다.

   ▪문제가 어렵다. 이  시험형태로 돌아가면 3～ 

4 문제는 더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e. 결과의 활용 문제

   ▪시험치고 돌아서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기

억이 안 난다. 

   ▪시험치고 난 뒤 자신이 틀린 문제를 알 수 있

도록 시험지가 배포되었으면 좋겠다.

고   찰

  컴퓨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CBT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학들이 차 늘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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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연구는 CBT의 올바른 도입과 정착을 해

서는 CBT의 효율성  장단  등에 한 경험  검

증이 필요하다고 단하고, CBT에 한 학생들의 

인식  CBT의 장단 을 악하는 데 연구의 목

을 두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CBT에 한 학생들의 체 인 반응은 

정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일반

으로 피험자들이 지필검사보다 컴퓨터화된 검사

(CT)를 더 선호한다는 선행연구(Westrom, 1991; 

Kang, 2002)의 결과와도 일치하며, 의과 학 학생 

 지던트들은 컴퓨터 시험의 활용을 선호한다는 

선행연구 (Butzin et al., 1984; Legler & Realini, 

1994; Ogilvie et al., 1999)의 연구결과를 지지해 

다. 물론 소수의 학생들이 의 피로나 집 력 하 

등을 호소하면서 CBT에 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으나, 부분의 학생들은 컴퓨터로 시행되는 시험

에 해 흥미롭게 생각하고 있어 향후에도 계속 

CBT를 시행해 나가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단되었다.

  둘째, CBT의 장 으로는 정답  답안 수정의 간

편성, 실감 있는 자료 제시, 성  결과에 한 즉

각 인 피드백, 시험시간 단축  시간 배정의 효율

성, 정확한 능력 추정, 학습 향상에 도움을 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컴퓨터 시

험이 지필시험에 비해 학생들의 시험시간 배정  

학습속도를 자율 으로 조 하는 데 도움을  수 

있다는 Miller et al. (1997)의 연구결과를 지지해 

다. 그러나 사  검사와 사후 검사의 결과를 비교해 

볼 때, ‘ 실감 있는 자료 제시’와 ‘성  결과에 

한 즉각 인 피드백’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에서 학

생들의 만족도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CBT에 한 홍보 부족으로 인해 실제로 치

러진 시험에서는 기존의 지필시험과 별로 차이가 

없는 문항 유형들이 출제되어 CBT의 장 을 충분

히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악된다. 특히 

가장 인식 차이가 많이 난 ‘정확한 능력 추정’에 

한 문항은 평가가 과연 평가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능력을 제 로 평가하고 있느냐는 평가의 타당성과 

직결된 문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 차이가 나게 

된 원인에 한 체계 인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CBT의 단 으로는 답안 재검토의 불편, 화

면 구성상의 불편, 부정행 의 가능성, 시험의 형평

성 (공정성) 문제가 지 되었다. ‘화면 구성상의 불

편’ 문제가 사후 검사에서 새롭게 지 되었으나, 이

는 비교  해결이 간단한 기술 인 문제라서 신속

한 시일 내에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사

과 사후 검사 결과를 비교해 볼 때, CBT와 련된 

부분의 문제들은 사후 조사에서 상당한 정도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시범 시행 (pilot 

test) 이후 PC 오작동에 비한 처 방안  시험 

화면 외 PC 창 활성화 방지 등 기술 인 보완이 이

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악된다. 부정행 의 가능

성 역시 ‘시험 직  자리 바꿔 앉기’와 ‘문제 순서를 

달리한 4가지 유형의 시험을 좌석별로 다르게 용

하기’와 같은 부정행  방지책을 통해 상당 부분 감

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 로 효율 인 CBT 개발 

 시행을 한 개선방안을 제언해 보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총 평가뿐만 아니라 형성평가에서도 CBT

를 극 활용하여, CBT가 학생들의 학습과정을 

진시키는 총체 인 평가 시스템으로서 활용될 필요

가 있다. 외국의 경우, CBT가 형성평가와 총 평가

를 포 하는 종합 인 평가 시스템으로서 많이 활

용되고 있으며, 형성평가에서도 CBT가 정  효

과를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이미 보고된 바 있다. 이

러한 연구들은 학생들이 형성평가를 통해 수업 도

에 자신들이 알고 모르는 것에 한 즉각 인 강

화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형성평가로서의 

CBT는 교과목에 한 학생들의 이해를 더욱 진

시켜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

에서는 CBT가 총 평가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

을 진시키는 형성평가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

는가에 해서도 세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컴퓨터를 활용한 학습과 CBT를 연계시킨 

종합 인 학습 리시스템 (Learning Management 

System, CB-LMS)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

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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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self-directive 

learning)을 진시키기 하여 CAT (Computerized 

Adaptive Test)에 한 연구  개발이 극 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Kim et al. (2005)의 연구에 

따르면, 국내 의과 학들 가운데서는 한림의 가 처

음으로 종합시험에서 CAT를 도입, 시범 시행한 후 

지필검사와 CAT 간의 상 계를 분석한 바 있다. 

특히 CAT는 평가의 합격 , 문항 난이도, 시험시간 

배정  진행 속도 등을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능력

에 맞추어 설정할 수 있는 장 이 있기 때문에, 형

성평가에서는 개인의 능력과 속도에 따른 CAT가 

더 타당한 것으로 단된다. Kim et al. (2002)과 Jo 

(2006)는 자기주도  학습을 돕는 형성평가로서 

CAT의 활용을 제안하 으며, Kim et al. (2005)은 

학습계약 (learning contract)과 CAT를 용하여 자

기주도  학습  성취 수 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한 바 있다. 따라서 재 CBT를 시행하고 있는 국

내 의과 학들도 형성평가의 일환으로 CAT를 극 

도입하여 학생들이 하나의 과목을 이수하는 동안 

능력에 맞게 자기주도 인 학습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한 평가 리자

는 평가보다 학습자의 학습 수행과정에 주안 을 

둘 수 있도록 평가 시스템을 리하고 이용안내, 메

일, 평가 련 정보 등을 제공하여 운 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학습  

평가 로세스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셋째, CBT의 형평성  공정성에 한 신 한 고

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CBT 시행 경험이 오래된 외

국 의과 학의 경우에도 보안  부정행 , 형평성

(equality), 공정성 (fair testing practices)의 문제는 계

속 지 되고 있는 문제들이다 (Kreiter et al., 2003).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해서는 미국의 ETS 

(Educational Testing Service)처럼 교실 칸막이의 높

이, 컴퓨터의 사양 등을 세 하게 규정하여 가능한 

한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시험환경에서 시험을 치

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우리 의학 문

학원의 경우 부정행  방지를 해 동일한 시험문

제의 순서를 변경시킨 4가지 유형의 시험을 실시하

고 있으나, 이 4가지 문제유형에 한 형평성은 아

직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난이도가 높은 

문제부터 풀기 시작한 학생은 시험 불안도 (test 

anxiety)가 증가하여 이후의 쉬운 문제조차도 자기

의 능력을 제 로 발휘하기가 어렵다는 선행연구들

에 비추어 본다면, 상이한 순서로 제시되는 문제유

형이 과연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시험상황을 제

공하는가에 해서는 심도 깊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문항반응이론 (Item Response Theory, IRT)

에 입각한 문항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문항에 

한 분석은 양질의 CBT가 되기 한 필수조건이다. 

특히 CAT를 실시하려면 문항반응이론에 의한 출제 

문제의 모수들을 계량해야만 하며, 이러한 분석결

과를 토 로 문제들이 뱅킹되어야 한다 (Lee et al., 

2001). 그러나 재 우리 의학 문 학원에서 사용

되고 있는 문항분석은 고 검사이론에 근거한 분석

이기 때문에, 피험자 집단의 능력에 따라 문항 모수

치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문항 고유의 모수치를 추

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문항반응

이론에 근거한 문항분석을 통해 CBT 문항에 한 

분석과 뱅킹이 체계 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섯째, CBT가 단지 지식 역만을 측정하는 데 

국한되지 않고 임상수행능력과 같은 다양한 역

을 평가하는 데까지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 국내 의과 학  의학 문 학원에서 시행되

고 있는 CBT는 학생들의 ‘지식’ 역 측정에 사용

되는 경우가 부분이다. 이에 반해 미국의 USMLE 

Step 3은 2일 동안 시험이 치러지는데, 하루 반에 

걸친 객 식 시험과 반나 의 컴퓨터 시뮬 이션 

증례시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CBT가 단지 지

식 역만을 측정하는 객 식 시험의 유형을 벗어

나 다양한 역을 측정하는 시험 유형으로도 활용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해 다. CBT가 지식만을 

측정하는 일회성 평가가 아닌 다양한 역에 한 

지속 인 평가가 되기 해서는 연속측정 (Continuous 

Measurement, CM)과 같은 고 화된 컴퓨터 검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연속측정이 가능해지면, 학생

들의 임상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임상수행능력평가

(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CPX)에서도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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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터를 이용한 검사의 도입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

이다. 

  재 교육평가의 큰 흐름은 총 평가에서 형성평

가로, 일회성 평가보다는 지속 인 수시 평가로, 결

과평가보다는 과정평가를 지향해 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감안해 본다면, CBT 역시 학생들의 학업성

취 결과만을 평가하는 일회성의 총 평가에만 머무

를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과정을 지속 으로 

검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 형성평가로까지 기능과 

범 가 확 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후속연구에서

는 학생들의 지식 역뿐만 아니라 실제 인 임상

수행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더욱 향상된 CBT 시스

템에 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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