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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 배경 및 목적
1)

공학교육은 학문의 특성상 흥미유발이 어렵고, 협동학습 등 

새로운 강의법을 채택한다면 한 학기동안 다루어야 할 내용을 

충분히 다룰 수 없다는 염려 등으로 인하여 대부분 교수 주도

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즉 

학생들을 능동적으로 강의에 참여하게 하는 학습자 위주의 수

업방식이나 최근 주목받고 있는 협동학습, 문제중심학습 등 구

성주의 학습법(최유현, 2008)이 공학교육 현장에서는 제대로 

인식되고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저자들이 속한 홍익대학교(세종)의 경우 저학년 학생들

은 대학입시 공부로 지쳐있고, 학업에 대한 성취동기가 약하며, 

전반적인 면학분위기도 조성되지 못하여 학생들의 수동적 수

강 태도가 강의실을 지배하고 있다(백현덕 외 2012; 백현덕 외 

2009). 이러한 현실은 우리 대학만의 고유의 문제라기보다는 

중하위권 지방 공과대학 저학년들의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것

이 우리의 공학교육에 대한 인식이다. 더욱이 과학이나 공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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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이론을 배운(學) 후 익히는(習) 과정이 배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익히는 과정인 과제물을 통한 학습 또한 제

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학생들이 과

제물을 베껴내는 문제 (한형석, 2012; 주경철, 2003; 백현덕 

외, 2009)와, 한 반의 규모가 30명 이상인 경우가 많아서 교수

가 과제물을 채점해서 돌려주는 피드백 과정 또한 원활하게 이

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교수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

이나 대학당국의 교육에 대한 지원이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신장섭, 2005) 저학년 공학기초  

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노력은 많은 대학의 경우 일부 교수

의 개인적 차원에 머물고 있다.

부실한 공학기초 교육은 이후의 전공교육 과정이나 졸업 후 

취업현장에서 당면할 문제 해결과정에서 심각한 잠재적 취약

점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공학기초 교육 부실의 심각

성은 이전 연구(박진원 외, 2004; 백현덕 외, 2005)에서도 지

적되고 논의된 바 있다. 대부분의 중하위권 공과대학들이 공통

적으로 안고 있는 공학기초 교육의 취약점에 대해 교수들이 인

식은 공유하고 있으나 당장 표면화되어 해결책을 강요받는 상

황은 아니어서 좀처럼 해결될 계기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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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이다. 이와 같은 중하위권 공학교육의 문제점을 강의 진행

방법이나 평가방법의 개선 등을 통해 학업성취도 향상방안을 

찾아보자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전 연구(백현덕･박진원, 2012)

에서 시도된 것이 협동학습법을 공학교육에 적용하는 것이었다. 

팀성취분담 모형 학습법(STAD; Student Team Achievement 

Division)은 학기 중에 여러 번 시험을 치루게 하고 시험 성적이 

향상된 경우 팀별로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팀별 협동학습을 유

도하도록 고안된 학습법이다. 이 학습법이 여러 번의 시험을 

치루는 것을 기본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연관하여 그 

결과를 재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저자가 강의하는 재

료공학부 필수과목인 재료과학 II에 대해 STAD를 적용한 결과 

<Fig. 1>의 성적 분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통적인 방법으로 

강의가 이루어진 2008년 2학기보다 협동학습을 적용한 2009

년 2학기의 성적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팀단위로 문제를 풀고 성적 향상에 대여 팀 단위 가산점 부여

하는 협동학습 효과와 여러 번에 걸친 평가 실시라는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학습동기가 부여되고 결과적으로 

학업성취도가 향상되었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위의 두 가지 

요인 중 어느 요인이 학습성취도 향상에 더 큰 영향을 미쳤는

지는 분석이 가능하지 않았다. 

이후 학교 정책의 변화로 분반을 구성하기 어려워 강의 규모

가 커짐에 따라 강의 중 시험을 자주 치룰 수 있는 여건이 허

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잦은 시험을 기본으로 하는 팀성취분담 

모형 학습법을 더 이상 강의에 적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어진 

몇 학기에 걸친 강의개선 방안으로 약간의 강의진행방법 변경

과 시험 횟수만 증가시켜 얻어진 학업 성취도 향상 정도를  비

교 분석하였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부는 시험을 대비해서 하

는 정도밖에 하지 않는다는 저학년 지방 공과대학의 설문조사 

결과(박진원 외, 2004)를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시험이 학생을 

Fig. 1 Distribution of test scores of final exam before 
and after the adoption of cooperative learning 
model, STAD from the previous study. In 2nd 
semester of 2009, STAD was first introduced

공부하게 한다는 평범한 사실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학

기 중간에 행해지는 평가는 학습효율 제고의 목적을 가지고 있

으므로 형성평가적인 요소를 가지게 된다. 형성평가 과정에서 

교수는 자신의 강의 효과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속되는 강의

에 반영하고, 학생은 자신의 성적이 반에서 어느 수준인지에 

따라 스스로 동기부여를 받을 뿐만 아니라 모르는 부분을 확인

하고 공부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교수가 강조하는 내용에 대한 

재학습의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K.F. Gabriel, 2008; M. 

Weimer, 2002). 이러한 환류 효과(feedback effect)에 의하여 

형성평가는 학업성취도 제고에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유효한 

방안이라는데 착안하여 중간, 기말 고사의 단 2회로 구성되는 

종래의 학기당 2회 평가체제를 벗어나 다수의 간단한 시험을 

추가함으로써 한 학기 학습성과를 종합 평가하는 기말고사 성

적에 다수의 추가시험이 미치는 영향 고찰에 연구의 주안점을 

두었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은 협동학습 등 다른 학습법을 적용하지 

않고 현재의 강의진행 방법을 유지하면서 평가횟수만 추가하

는 비교적 간단한 변화만으로 얻을 수 있는 학업성취도 제고 

효과를 정량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본 논문은 새로운 학

습법의 개발이나 교육학적인 이론의 제시를 위해 기획된 연구

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일련의 공학교육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시도되었던 평가횟수 증가효과를 분석한 실증적 사례연구에 

대한 결과이다.

II. 팀성취분담 협동학습의 성공요인 분석

연구의 첫 단계로, 오로지 추가 시험 시행에 따른 학업성취

도 향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이전 연구(백현덕·박진원, 

2012)에서 시도된 팀 성취분담 협동학습의 성공 요인을 재분

석하였다. 즉,  이전 연구의 팀 성취분담 협동학습의 성공요인

으로 팀단위 학습 효과와 추가로 실시한 다수의 시험 효과가 

복합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이 두 요인 중 주도적인 성공 요

인을 찾기 위한 방안으로 추가 시험만 실시한 반의 성적과 팀 

단위의 협동학습 요소와 추가시험을 동시에 적용한 반의 성적

을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2013년 1학기 강의에서 재료과학(1)을 학생들의 수강신청 

결과에 의해 두 분반(A, B반)으로 나누었다. 일반적으로 군 복

무를 마친 복학생들이 학습동기가 높다고 보이기 때문에 복학

생 비율을 별도로 표시하였다. 즉 A반이 군 복무를 마친 복학

생 비율이 높았고, 직전학기 평점 평균도 A반 3.0, B반 2.6으

로 A반이 학습동기가 높은 학생들로 구성되었음이 확인되었

다. 결과적으로 두 반의 직전 학기 평균성적이나, 복학생 수에 



공학교육에서 평가 횟수 증가와 학업 성취도 향상의 상관관계에 관한 사례연구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19(6), 2016 59

있어 학생 수준 편차가 큰 두 분반이 구성되었다.

공학교육에서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배운 내용을 익히는 과정

이 중요하므로 A반은 문제를 과제로만 부여하고, B반은 협동

학습 요소를 적용하여 강의 중 2인 1조로 문제를 풀어 제출하

게 하고 채점결과를 성적에 반영하였다. B반의 경우 팀 향상 

점수를 부여하지 않은 점이 이전 연구의 팀성취분담 협동학습 

모형과 다른 점이었다. 강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성적분포

는 <Table 1>과 <Fig. 2>에 나타내었다. 강의 후 두 분반 학

생들의 성적을 분석해 보면, A반은 60점 이상의 고득점자 비

율이 높고, B반은 40점미만 하위 득점자의 비율이 높아 A반이 

압도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었다. 강의 중 2인 1조로 문

제를 풀게하는 등의 학습법 변화보다는 학생 구성이 성적을 좌

우하는 결정적 요인임을 보여 준 결과였다.

이와 유사한 결과는 2011년 2학기 강의에서도 관찰되었다. 

즉 이전 2011년 2학기의 경우에도 두 분반으로 나누고, A반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만 치르게 하였고, B반은 매 장을 마친 후 

퀴즈를 보게 한 결과, A반의 성적이 우수하게 나타났으며,

Table 1 Comparison of the two classes with different 
teaching techniques

⦁과목운영: A, B  두 분반으로 강좌운영
⦁대상과목 및 실시시기 : 재료과학 (1), 2013년 1학기

A반 B반

강의방법

⦁전통적 강의법 적용(문제를 
지정하여 개별 과제로 부여
하고 결과를 성적에 반영하
지 않음)

⦁2명 1개조로 강의 중 문제풀
이, 혼자서 문제를 푼 후 2명
의 답이 일치여부 확인. 일치
하지 않으면 서로 상의 후 다
시 문제를 풀게 함. 문제풀이 
결과는 노트 제출/채점

평가방법
⦁중간고사(4회)  + 기말고사(기말고사는 A, B반이 같은 날, 

같은 시험문제)

성적분포

0–19점    5.9%

20-39점   11.8%

40-59점   11.8%

60-79점   41.2%

80점이상  29.4%

0–19점   25.0%

20-39점   25.0%

40-59점   12.5%

60-79점   31.3%

80점이상   6.3%

수강
학생수

(복학생비율
)

17명
(71%)

16명
(19%)

직전학기 
평점평균

3.04 2.61

⦁결론 및 분석
   - 학력 격차가 있는 우열반 형태의 분반이 이루어짐
   - 반 구성 학생들의 차이가 심하여 학습성취도 비교 분석 불가 

Fig. 2 Distribution of test scores of final exam for the 
two classes with different teaching techniques. In 
case of class A, problems were assigned as 
homework, and for class B, problems were solved 
in the class as a team

분석결과 직전학기 성적평균이 A반 3.25, B반 2.90으로 A반

이 우수한 학생으로 구성되어 2013년의 경우와 유사하였다. 

따라서 두 반으로 나누어 평가횟수나 학습법 변경 효과 검토를 

위한 시도는 반 구성 학생의 평균 평점의 차이로 2회 모두 실

패하였다. 두 반으로 분반할 경우 상대적으로 우수한 그룹과 

열등한 그룹으로 나누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즉 복학생 위주의 

학습동기와 성적이 우수한 분반과 1학년에서 그대로 2학년으

로 진급하여 상대적으로 학습동기가 약한 학생이 주를 이루는 

분반으로 나누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비록 상기 연구에서 원하는 결론을 도출하는데 실패하기는 

했지만 잦은 평가 실시나 강의 시간 중 팀별 문제 풀이 등의 

학습법 변경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상대적으로 학습동기가 높지 않은 B반의 경우도 A반에 비

해 저조한 성적을 나타내긴 했지만, <Fig. 2>가 보여주는 B반

의 성적분포가 <Fig. 1>이나 이전 연구(백현덕, 2012)에 나타

난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2회만 시험을 시행한 경우 재료과학

(1) 과목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었던 성적분포와 비교하면 다

소 개선된 성적분포를 보였기 때문이다. 문제풀이 능력을 평가

하는 공학교육 과정에서 문제를 강의시간 중 풀어봄으로써 학

생들이 교수의 출제 경향을 파악하게 되고 문제를 접하는 기회

가 많아지게 되어 학업성취도가 향상되는 것은 충분히 기대되

는 효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종전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성

적 산출이 목적인 총괄평가 형식이지만, 중간에 추가로 시행하

는 시험은 학생들의 이해가 부족한 내용을 추가로 설명하여 전

반적으로 학생들의 교과내용 이해도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기

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반이 우열반의 형태로 구성되어 학습법 차이로 인한 학업

성취도 효과분석은 어려웠지만 시험을 다수 실시 한 효과는 두 

반 성적을 통합하여 분석한 결과로부터 의미있는 해석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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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arison of test score distribution between the 
classes with and without cooperative learning. In 
the case of first semester of 2013, the score 
distribution was shown for the total students for 
the class A and B, together

있었다. 재료과학(1) 및 (2) 강의에서 흔히 보였던 성적분포는 

<Fig. 1>의 2008년 2학기 경우처럼 성적이 양분되는 일종의 

bimodal 형태이거나 50점 미만에서 최대 빈도를 보이는 것이

었다. 그러나 장별 시험만 실시한 2013년 1학기나 성취분담형 

협동학습 모형을 적용했던 2009년 2학기의 성적분포는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60점 이상은 2009년 2학기 52.9%, 

2013년 1학기 54.6%로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40

점미만의 하위권 학생 분포는 2009년 2학기에 25.8%, 2013

년 1학기에 33.4%로 협동학습의 경우 하위권 학생 비율이 낮

았으며, 40점미만 하위권 학생이 40-59점 범위의 점수대로 상

향 이동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는 협동

학습의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 시험 횟수의 증가만으로도 비슷

한 정도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보였으나 하위권 학생들에게는 

협동학습이 학업성취도 향상에 효율적인 방법이었음을 보여주

고 있다. 팀을 이루어 서로 상의하게 하는 협동학습의 장점은 

학습능력이나 학습동기가 낮은 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작용하

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III. 평가 횟수 증가의 효과 분석

2013년 2학기 이후에는 학교 규정 상 일정 학생 수 이하 강

의에 대한 분반이 허용되지 않아 단일 학급으로 강의가 진행되

었다. 2013년 2학기에는 학생 수가 많지 않아 매 장(chapter)

이 끝난 후 시험을 실시하였고, 2014년 1학기에는 학생 수가 

많아 자주 시험을 치룰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되지 못하여 중간

고사와 기말고사 2회만 시험을 치루게 하였다. 다만 학습동기

를 유발함으로써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역량을 강화하기 위

하여, 2013년 2학기에는 다음 두 가지 참고문헌(M. Weimer, 

2002, K.F. Gabriel, 2008)에서 제시한 학습동기 유발을 위한 

학습방안을 적용하였다. 

우선 강의 첫 시간에 전체적인 평가 방법과 취지를 설명하였

고 학습분위기 조성을 촉구하였다. 학생들의 학업성취 의욕을 

자극하기 위해 재료공학도로서 다른 3,4 학년 선택과목 대비 

재료과학 교과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개인별 목표학

점을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이나 학업 자세 등을 기

술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더불어 강의 노트를 작성할 때 각 소

제목의 첫 부분은 풀어야 문제를 서술하게 하여 학생 각자의 

목표의식을 확실히 하고자 하였다. 중간고사 채점 결과를 배부

한 후에는 개인별로 자기분석을 실시하고 본인이 원하면 목표

학점을 재설정할 수 있게 하였다. 2013년 2학기와 2014년 1

학기 기말고사 성적을 비교한 결과를 <Table 2>와 <Fig. 4>

에 나타내었다. 예상대로 2013년 2학기의 경우가 전체적으로 

우수하게 나타났다. <Table 2>에서 퀴즈라 함은 한 문제 혹은 

두 문제 정도의 간단한 시험을 말한다.

<Table 2>에 나타난 성적 분포를 보면 40점미만의 저득점

자 비율은 2013년 2학기에 33.3%에서 2014년 1학기에 

50.9%로 높아졌고, 60점 이상의 득점자 비율은 27.8%에서 

14.6%로 낮아졌다. 퀴즈에 의한 학습동기 부여와 퀴즈 결과의 

Table 2 Comparison of the two classes with different 
numbers of examinations

⦁대상과목 : 재료과학 (2) 및 (1) 

재료과학(2) 재료과학(1)

실시시기  2013년 2학기  2014년 1학기

평가방법
 퀴즈(10회),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중간(1회) 및 기말고사

성적분포

 0–19점  13.9%

 20-39점  19.4%

 40-59점  38.9%

 60-79점  22.2%

 80점이상  5.6%

 0–19점  22.0%

 20-39점  30.9%

 40-59점  34.5%

 60-79점   9.1%

 80점 이상  5.5%

수강
학생 수
(복학생 
비율)

36명
(50%)

55명
(44%)

강의 
특기사항

강의 노트는 교수가 만들어 배부하였으며, 각 소제목 별로 
풀어야 할 문제를 먼저 제시하고 관련 이론을 기술함.

강의 첫 시간 개인별 
목표학점 설정 및 달성을 
위한 방안 기술, 중간고사 
결과 개인별 자기분석 및 

목표 재설정

학생 수가 많아 매장별 
시험을 치룰 수 있는 공간이 

허용되지 않음

⦁분석
  - 2013년 재료과학(1): 퀴즈 형태의 잦은 평가 등 동기부여 효과가 성

적에 잘 반영됨
  - 2014년 재료과학(2): 50점미만의 점수분포가 50%를 초과하는 재료과

학의 전형적 성적분포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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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arison of test score distribution with different 
numbers of examinations. In the 2nd semester of 2013, 
ten quizzes, midterm, and final exam, and in the 1st 
semester of 2014, midterm and final exam were taken.

즉각적 피드백으로 인해 학업성취도 향상을 보인 것으로 분석

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재료공학부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잦

은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협동학습인 팀성취분담 협동학습 

모형에서나, 평가 횟수만 증가시킨 경우 모두에서 성적이 향

상된 결과를 보였다. 좀 더 다양한 경우에 대해 추가적인 평

가실시에 따른 성적변화 양상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되어 같은 캠퍼스 내에 있는 게임학부의 경우를 아래와 같이 

검토하였다.

 저자 중 한 사람이 강의한 게임학부 게임소프트웨어전공 2

학년 필수과목 ‘이산수학’에 대한 성적분포를 <Fig. 5>에 나타

내었다. 2006년~2008년은 다른 교수에 의하여 강의가 이루어

졌기 때문에 2003년, 2004년, 2005년 및 2009년의 강의 결

과를 검토하였으며, 학기 중 시험을 2회와 4회 치른 경우에 대

하여 기말고사 성적을 비교하였다. 2회 시험의 경우 중간고사

와 기말고사이며, 4회 시험의 경우 중간고사 이전에 1회, 중간

고사와 기말고사 사이에 1회씩의 추가 시험을 실시하였다. 

2003년과 2004년은 2회, 2005년과 2009년은 4회 시험을 실

시한 경우인데, 4회 시험을 실시한 경우 고득점자 빈도수가 증

가하여 80점 이상 고득점자 비율이 30%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고 있다. 

<Fig. 6>은 게임학부 게임소프트웨어전공 2학년 선택과목인 

‘통계학’에 대한 2013년과 2014년 성적을 비교한 결과이다. 

2014년에 시험횟수를 4회에서 2회로 줄인 것은 본 연구를 위

해 의도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이 과목의 경우 20점미만 저득

점자의 비율이 4회 시험을 시행한 경우 현저히 감소한 것이 특

징이었으며, 4회 시험을 시행한 경우 성적이 전반적으로 향상

되어 좌우 대칭의 성적 분포를 보였다. 이와 같이 과목에 따라 

성적 분포의 변화 양상은 달랐지만 두 과목 모두 시험횟수를 

증가시킨 경우에 저득점자 비율은 줄고 고득점자 비율이 증가

했다는 공통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Fig. 5 The effect of additional exams for the curriculum 
‘discrete mathematics’ in the school of games. In the 
year 2003 - 2004, two exams were taken, and in year 
2005 and 2009, four exams.

Fig. 6 The effect of additional exams for the curriculum 
‘statistics’ in the school of games. In the year 
2013 and 2014, four and two exams were taken, 
respectively.

IV. 결론 및 제안

재료공학부와 게임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가 횟수 증가를 

통한 학업성취도 향상효과를 수 년 간의 자료를 통해 분석하였

다. 재료공학부의 경우 여러 차례의 평가결과를 학습성취 동기

부여에 활용하는 협동학습 모형인 STAD를 적용한 결과 뚜렷

한 성적 향상 효과를 나타낸 것을 기반으로, 이후 이어진 강의

에서 평가 횟수를 증가시켜 학업성취도 향상효과를 조사 분석

하였다. 게임학부의 경우는 동일한 교수가 강의한 2개 과목들

에 대해 지난 수 년 간의 시험 결과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

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1. 학기 중에 시행되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외에 평가 횟수

를 추가하면 저득점자의 분포는 감소하고 고득점자의 비율은 

증가하여 학업성취도 향상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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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되었다. 학업성취도 향상효과는 재료공학부나 게임학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성적분포 면에서는 모든 과목에서 동

일한 양상을 보이지는 않았다. 장 별 시험 또는 중간고사와 기

말고사 사이에 시험을 추가하는 형태로 평가 횟수를 증가시켰

으며 평가 횟수의 증가는 시험 자체가 학습동기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 평가의 피드백 효과에 의하여 학업성취도 향상

에 효율적인 방안임을 잘 나타내고 있다. 

2. 재료공학부의 경우 강의법 개선에 따른 학업성취도 향상

효과 분석을 위해 동일한 과목을 여러 분반으로 나누어 비교하

려 하였으나 분반 구성이 우열반 형태로 편성되어 직접 비교는 

어려웠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열반의 경우도 성적분포 면에서 

평가 횟수를 증가시킨 경우 2회 평가만을 시행한 전형적인 경

우보다 다소 개선된 성적분포를 나타내었다.

3. 이전 연구에서 팀성취분담 협동학습 모형을 적용한 경우 

관찰되었던 학업성취도 향상 효과는 평가 횟수 증가가 주된 원

인으로 분석되었으나, 학습 의욕이 낮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팀

을 이루어 문제를 푸는 협동학습이 학업성취도 향상에 유효한 

방법임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재료공학부와 게임학부의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제한된 범위의 교과목에 대하여 사례연구의 형태로 이루어졌

지만 일반적인 시험의 학업성취 동기부여 효과를 고려하여 아

래와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즉 공학교육, 특히 중하위권 공과

대학의 경우 공식 시험 횟수를 현행 2회(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에서 4회로 증가시키는 방안이다. 미국 대학들의 경우 11주 기

간의 쿼터(Quarter)제에서 중간고사 2회와 기말고사 1회로 총 

3회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감안하면, 15~16주 기간의 학

기(Semester)제의 경우 4~5회 시험을 실시하는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과대학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서 

시험이 학생을 공부하게 한다는 평범한 사실을 활용하자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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