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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의 실시간 온라인 시험 경험 및 공정성

김경숙
KC대학교 간호학과

Real-time Online Test Experience and Fairness at a University

Kyung Sook Kim
Department of Nursing, KC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실시간 온라인 시험방식을 고안하여 K대학교 간호학과 4학년 33명을 대상으로 2020년 1학기에 7차
례의 시험을 실시한 결과를 공유하고, 실시간 온라인 시험에서의 공정성 확보방안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
서의 실시간 온라인 시험은 zoom cloud meetings를 활용하였다. 학생들이 PC나 노트북 중 한 가지 기기와 휴대폰으
로 동시에 회의에 참여하도록 하였고, 교수자는 한 문제씩 화면에 실시간으로 띄워주며 비공개톡을 활용하여 답안을 수
거하였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학생들의 모니터 화면과 키보드, 마우스, 자세를 모니터링하고 통제하였다. 실시간 온라인 
시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93.8%의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되었고 만족스럽다고 응답하였고, 90.6%의 학
생들은 온라인 시험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하였다. 다가오는 미래에는 원격강의와 온라인 시험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므로 보다 공정하고 체계적이며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시험방식을 개발함으로써 점차 다른
시험으로도 확대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share the results of real-time online tests in online classes conducted 
by 33 students in the 4th grade of the department of nursing, K University, and to suggest ways to secure
fairness in real-time online tests. Real-time online testing in this study utilized zoom cloud meetings. 
Students were invited to participate in the meeting at the same time with a desktop or laptop, including
a mobile phone, and the instructor displayed a single question in real time on the screen and collected 
answers using private talk. Through this method, students' monitor screen, keyboard, mouse, and posture
were monitored and controlled. As a result of the survey on the real-time online test, 93.8% of students
answered that they were fair and satisfied overall, and 90.6% said they were willing to recommend the 
online test to others. In the upcoming future, remote lectures and online tests will become more active, 
so efforts should be made to gradually expand to other tests by developing a fairer, more systematic and
easy-to-use online test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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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중동, 미주,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2019년 말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

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점차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그로 인해 2020년 6월 9일 현재, 전세계적으로 약 700
만 명 이상의 확진자와 약 4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정도로 코로나19는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1만 명 이상의 확진자와 274명의 사망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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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였고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
들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후 5월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1].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도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자
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정부 정책에 따라 개별 마
스크 착용, 시설에서의 손소독제 비치, 모임 자제 등을 자
발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 아니라, 종전에는 대부분의 교육이 집합
교육으로 시행되던 우리나라 교육 운영 방식에도 전반적
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교육부에서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 2월, 대학에 개강 연기를 권고하였
고[2], 대부분의 대학들은 개강을 무한정 연기하기 어려
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3월 중순경부터 온라인 개강을 
시도하였다. 따라서 수업방식도 등교에 의한 대면수업이 
아닌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수업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이처럼 국내 모든 대학의 교수자와 학생들은 자신의 의
지와는 상관 없이 온라인을 활용한 수업을 이어나가야 
하는 상황에 노출되었고, 교육 현장에서의 교수자의 실제 
수업운영 방식은 동영상이나 녹취파일을 활용하거나 실
시간 원격강의를 하거나 과제물로 대체하는 방식을 활용
하고 있다[3].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개강 후 
약 2주 또는 한시적으로 일정 기간만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려던 당초 계획과는 달리 온라인 상황이 계속 이
어지게 되었고, 결국 기말고사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까
지 이르게 되었다. 일부 대학에서는 온라인 시험이 공정
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인해 중간고사를 아예 안 
보거나 과제물로 대체하기도 하고, 1학기만큼은 상대평
가가 아닌 절대평가 적용을 채택하기도 하는 등 대학별
로 또는 교수자별로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평가 실시 여
부 결정 및 대체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4, 5]. 대학
생 대상의 한 연구[6]에서는 학생들이 투입하는 시간, 노
력 등에 대비해서 대학으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가 공정
하다고 지각할 경우 대학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에 긍정
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수강하고 
있는 교과목에서의 평가에 대한 공정성이 해당 교과목과 
담당 교수자, 그리고 대학에 대한 신뢰도로도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기존 오프라인 상황에서 일
정 장소에 모여 시험지나 온라인을 활용하여 문제를 푸
는 평가방식이 아닌, 모두가 다른 장소에서 온라인을 활
용하여 평가를 시행하는 온라인 시험에서의 공정성 확보
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국내 대부분의 간호학과 3학년과 4학년은 한 학

기 내에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이론수업과 외부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임상실습을 모두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으로 구분하여 두 가지 수업을 병행 운영하고 있다. 
즉 이론수업 8주와 임상실습 8주를 운영하거나 이론수업
과 임상실습을 교차하는 방식 등을 활용하여 이론수업과 
임상실습을 집중이수할 수 있도록 학사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론수업이 상반기 8주 이내에 모두 종
료되는 대학의 간호학과에서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진
행 여부 및 진행 방식에 대해 더 일찍 고심할 수밖에 없
는 상황에 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zoom cloud 
meetings(이하 zoom)를 활용한 실시간 원격강의를 진
행하면서 이론수업에 대한 평가를 위해 zoom의 장점을 
활용하여 공정한 실시간 온라인 시험방식을 고안하게 되
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자가 고안한 실시간 온라인 
시험방법 공유 및 공정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로 구체
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자가 고안한 온라인 시험 방식을 구체적
으로 기술하여 공유한다. 

둘째, 온라인 시험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
한 시험의 공정성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다. 

셋째, 향후 온라인 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향성
을 제시한다.  

1.2 이론적 배경
1.2.1 온라인 시험의 문제점
그동안 많은 대학에서 주로 활용되던 평가방식은 일정 

강의실에 학생들이 모여서 시험지를 각자 수령한 후 문
제를 푸는 방식이었으나, 가상대학에서는 오프라인에서
의 출석평가와 온라인에서의 오픈북 형태의 시험평가 방
식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리시험을 치른다
거나 여러 학생들이 모여 협동하며 문제를 풀거나 메일
이나 메신저, 채팅 등을 활용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
으로 문제를 푸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7]. 이
는 가상대학이라는 진정한 의미를 잃고 단지 학점을 취
득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의 온라인 시험은 국내 모든 대학
들과 학생들에게 공정성 확보라는 커다란 과제를 안겨주
었다. 즉 온라인 시험에서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기말고사까지도 과제로 대체하거나 감염 위험을 감수하
고서라도 대면시험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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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공정성 확보를 위한 온라인 시험 방식
따라서 시험에서의 학생들의 담합행위를 방지하고자 

학습자 개개인별로 무작위 문항을 제시하고 문항마다 개
별 시간을 부여하며 IP를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성하여 
온라인 시험을 운영하는 방식을 활용하기도 하였다[7]. 
그 결과 동일한 장소에 있던 학생들의 답안을 비교한 결
과 80% 정도 담합을 방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문
항당 답안작성 시간이 긴 경우와 단답형 문항에서 학생
들의 담합 비율이 더 높게 확인되어 문항당 시간이 길거
나 단답형인 경우에서 답안을 공유하는 것이 더 용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의학교육에서 웹 기반으로 시험을 시행한 한 연구[8]
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를 활용하여 문제를 출제한 
후 서버에 업로드하면 자동으로 웹 문서로 변환되어 시
험을 치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시험은 각 학
생이 개인용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실에서 
이루어졌으며 시험 시작 직전 ID와 비밀번호를 학생들에
게 발급한 후 웹에 접속하여 문제를 풀도록 하였다. 또한 
시험 도중에 컴퓨터 이상 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면 
시험감독의 승인 하에 다시 로그인하여 시험을 보고, 문
제를 다 풀면 답안 제출 버튼 클릭으로 시험을 종료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방식의 시
험은 학생들이 동일한 장소에 모여 시험을 보기 때문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보완이 필요하고 보안과 부정행
위 방지를 위해 주위에 앉은 학생들과 문제를 다르게 하
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적용되었다. 시험 종료 후 학생
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학생들은 기존
의 필기시험과 마찬가지로 가독성이 떨어지지 않고 시험
의 편의성과 선호도는 비슷하나, 집중력이 다소 감소되
고, 부정행위 가능성이 필기시험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
다고 하였다.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를 경우 대리시험이 행해진다고 
해도 그에 따른 본인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단점을 보
완하기 위하여 한 연구[9]에서는 실시간 화상회의 인증 
시스템을 활용하여 원격제어하는 방식으로 시험을 운영
하였다. 즉 기존 PC 카메라에 모션컨트롤 기능을 내장시
켜서 감독자가 다양한 각도에서 응시자의 영상을 촬영하
여 카메라 입력에서 얻어진 영상으로부터 응시자의 얼굴
을 실시간으로 추출하여 인증하는 방식을 고안하였다. 또
한 시험 응시 중에는 시험에 대한 채팅창을 통해 질의응
답을 하고, 총 시험 시간 중 남은 시간이 상단에 표시되
는 등 응시자의 편의를 돕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PC 카
메라를 이용하여 시험을 치른 방식을 연구한 다른 연구

[10, 11]에서는 PC 카메라의 위치를 정면 중앙 위쪽에 
두어 응시자가 고르게 검출되도록 하고, 온라인 시험 도
중에 응시자가 자리를 이탈하거나 두 명 이상의 얼굴이 
검출되는 경우에 오류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 응
시자의 얼굴이 연속 검출되는 경우에는 응시자가 지속적
으로 시험을 보고 있다고 인정하는 방식이다. 

온라인 시험은 응시자가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를 타
인에게 공개할 수 있어서 부정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보완하고자 수행한 한 연구[12]에서는 학습자
가 평소에 온라인 강의에 로그인할 때 자신의 아이디를 
입력할 때의 패턴으로 Key Pattern Score를 추출하여 
시험에 응시할 때와 비교하여 본인임을 인증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다른 연구[13]에서는 시
험 전에 키보드와 카메라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인증한 
후 시험 도중에 개인정보나 학과 관련 정보 문항을 제시
하여 답변하도록 함으로써 재인증하는 방법을 고안하기
도 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하여 고안되어 적용된 실시간 온라인 시

험방식은 2020년 3월 16일부터 5월 2일까지 K대학교 
간호학과에서 15주차 과정으로 운영된 ‘호스피스와 영적
간호’ 및 ‘지역사회간호학1’ 교과목에서 적용되었고, 온라
인 시험 적용에 대한 공정성 조사는 해당 교과목의  실시
간 원격강의에 참여한 간호학과 4학년 33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두 교과목 모두 이론수업 이후에 예정된 임
상실습 일정을 고려하여 일주일에 2회씩 집중이수 방식
으로 진행되었으며, 연구자인 한 명의 교수자가 zoom을 
활용하여 원격강의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였다. 원격강
의 도중 실시한 온라인 시험은 ‘호스피스와 영적간호’ 교
과목에서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실시하였고, ‘지역사
회간호학1’ 교과목에서는 수시평가를 3주차, 8주차, 11
주차에 걸쳐 총 3회 실시하였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까
지를 포함하여 두 교과목에서 총 7차례의 시험을 실시하
였다(Table 1). 또한 온라인 시험 종료 후에는 온라인 시
험 과정과 온라인 시험의 공정성 등에 관한 질문으로 구
성된 5점 리커트 척도 9문항과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과 
개선할 점에 대한 서술형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3명의 
학생들에게 설문조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한 후 동의절
차를 거쳐 구글퀴즈 방식을 활용하여 무기명으로 설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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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시행하였으며, 33명 중 32명이 응답(97.0% 응답률)
하였다.

Subjects Hours Tests

Hospice and 
Spiritual Nursing 1hr 1 midterm exam, 1 final exam

Community Nursing 3hrs 3 occasional evaluations, 1 
midterm exam, 1 final exam

Table 1. Overview of Subjects and Tests

2.2 연구 설계
본 연구를 위하여 연구자가 진행한 실시간 원격강의 

도중 zoom을 활용한 온라인 시험 방법을 고안하여 실시
간 온라인 시험을 실시하였고, 모든 시험이 종료된 후에
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시험 과정에서의 공정성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Fig. 1). 

Fig. 1. Study design

2.3 실시간 온라인 시험 운영 
2.3.1 zoom 활용 실시간 온라인 시험 고안 배경
특정한 사유로 인하여 일정 공간에 모여서 시험지를 

활용하거나 온라인을 통하여 시험을 볼 수 없는 상황에
서, 즉 시험 응시자가 모일 수 없어 각자의 개별 환경에
서 온라인을 활용하여 시험을 본다는 것은 공정성 확보
도 어려울 뿐 아니라, 공정성과 관련한 수많은 논란을 불
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시험에서의 공정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연구자는 
대면 시험을 볼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 시험에서
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고, 그간
의 대면 시험에서의 경험을 참조하여 첫째, 학생들이 시
험을 치르는 주변 환경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고, 둘째, 학
생들이 시험에 활용하는 PC나 노트북 화면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셋째, 학생들이 사용
하는 키보드와 마우스를 통제함으로써 부정행위 가능성
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물론 
학생들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학생

들이 부정행위에 대한 유혹에서 최대한 벗어날 수 있도
록 가능한 모든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하여 실시간 온라인 시험방식을 고안하여 적용하고자 시
도하였다. 

실시간 온라인 시험방식을 고안한 배경에는 zoom을 
활용한 원격강의 경험이 큰 역할을 하였다. zoom을 활
용한 원격강의에서는 실시간으로 강의자료를 화면에 띄
워놓고 화상을 통해 학생들의 반응을 살피거나 비공개 
채팅을 통하여 교수자와 학생 간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설정 과정에서 학생들
끼리의 채팅을 방지하도록 미리 설정해두고 수업 영상과 
채팅 내용이 교수자에게만 자동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소회의실 기능이 있
어서 학생들끼리 조별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격강의 시에 
활용했던 zoom의 다양한 기능들을 온라인 시험에서도 
활용하였고, 원격강의 초기에 휴대폰으로도 동시 접속하
여 강의 모니터링을 했던 경험을 참조하여 온라인 시험
에서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휴대폰으로 하는 방식을 착안
하여 본 연구를 고안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온라인 시
험의 공정성을 위해 활용한 zoom 기능은 Table 2와 같다.

Menu Function Methods used in online 
tests

Small 
meeting 
room

Divide meeting 
participants into 
separate smaller 
meeting rooms

Two people in pairs to 
check the other 

person's environment

Screen 
sharing Screen can be shared Sharing test questions 

on the screen

Chatting Recipients can be 
selected 

Send answers to 
professors through 

private chat

Private 
Chat

Allow meeting 
participants to send 

private 1:1 messages to 
other participants

Not Allowed

Save Chat 
Automatica

lly

Host automatically 
saves chat text

Analyzing student's 
answers and calculating 

scores

Table 2. Zoom cloud meetings functions utilized for 
fairness

2.3.2 실시간 온라인 시험 시행 절차
zoom을 활용한 전체적인 온라인 시험 절차는 Fig. 2

와 같다. 우선 온라인 시험 전 준비과정에서 교수자는 한
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시험문제를 출제한다. 둘째, 파
워포인트 화면에 출제한 문항을 띄웠을 때의 가독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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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PDF 파일로 전환한다. 셋째, PDF로 변환된 파일을 
캡쳐하여 파워포인트 한 페이지에 한 문항씩 붙여 넣는다. 

다음은 실제 시험을 위하여 시험시간에 맞추어 zoom 
회의실을 연 후 학생들을 초대하여 학생들이 회의실로 
입장하도록 한다. 이 때 학생들은 PC나 노트북 중 하나
의 기기와 휴대폰으로 동시에 입장하도록 하고, 이 때 휴
대폰은 소회의실 내에서 자신의 주변 환경을 상대방에게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따라서 소회의실에서의 
휴대폰을 활용한 학생 간 상호점검을 위하여 휴대폰에서 
자신의 이름을 변경하도록 한다(예, 홍길동(휴대폰)). 그
리고 시험을 보기 전에는 전체 학생에게 책상 위의 책을 
치우는 등의 주변 환경 정리나 유의사항에 대해 공지하
고, 휴대폰이라고 명시된 학생의 이름으로만 2명씩 짝을 
지어 소회의실을 구성한 후 소회의실을 열어 휴대폰을 
활용하여 학생 간 상호점검을 수행하도록 한다. 즉 소회
의실에서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자신의 휴대폰을 활
용하여 책상 주변이나 모니터 화면 등을 보여주고, 점검
하는 학생은 상대방에게 부정행위 가능성이 있는 곳을 
자세히 보여달라고 요청함으로써 실시간 온라인 시험에
서의 부정행위 발생을 최소화시킨다. 이처럼 학생들 간 
상호점검이 완료된 후 학생들 모두가 메인화면으로 복귀
하면 모니터링을 위해 휴대폰은 자신의 모습과 키보드가 
보이는 곳에 세워두도록 한다. 이후 학생들에게 비공개톡
을 활용하여 간단한 문장(예, 교수님, OOO입니다)을 교
수자에게 보내라고 안내한다. 이는 답안 전송 시 공개적
으로 답안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테
스트 목적으로 수행한다.

비공개톡으로 답안을 보내는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판
단될 경우 시험문제가 제시된 파워포인트 화면을 한 페
이지 당 1분씩 보여주며 비공개톡으로 답안(예, 문항번호
-답안번호)을 보내라고 한다. 또한 1분이 종료되기 10초 
전에 시간 알림을 해주어 학생들이 시간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답안을 입력하는 잠시 동안만 키
보드에 손을 대고, 그 외에는 손을 무조건 얼굴 근처에 
두도록 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답안 입력 방식을 통일하
여 키보드만을 사용하여 답안을 입력하여 비공개톡으로 
전송하도록 하였으므로 마우스 사용은 불필요한 상황이
기 때문에 마우스에는 손을 대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문
항당 1분씩 모든 문항을 한 차례 보여준 후에는 다시 30
초씩 한 차례 더 보여주며 10초 전 시간알림을 해준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시간알림 없이 10초씩 문제를 
한번 더 보여주는 것으로 시험을 마무리한다. 이때 문항
의 난이도에 따라 약간씩 추가 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가

능하다. 또한 문항을 두 번째 보여줄 때부터는 답안 수정
이 가능함을 공지하되, 이전과 마찬가지로 키보드를 활용
하여 문항의 답안(문항번호-답안번호)만 보내라고 한다. 
zoom에서는 학생들이 비공개톡으로 보낸 내용이 시간
대별로 모두 기록에 남아있으므로 굳이 불필요한 문장
(예, O번을 수정합니다. 등)을 추가하지 않고 수정답안만
을 보내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키보드 사용을 방지하여 
부정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만약 시험 종료 후 비
공개톡이 안전하게 저장이 되지 않을까봐 염려스럽다면 
답안 전체를 복사(CTRL+A, CTRL+C)하여 다른 한글 
파일 등에 미리 복사(CTRL+V)해 두어도 좋다. 

Fig. 2. Online test procedure

 

이러한 실시간 온라인 시험 과정을 모두 마쳤다면 온
라인 시험을 위해 열어둔 회의실을 종료하고, 회의실 종
료 후에는 모든 내용이 기록되는 과정이 자동으로 진행
되므로 저장이 완료될 때까지 그대로 두면 된다. 모든 기
록이 저장이 된 이후에는 저장된 채팅 파일을 열어 복사
(CTRL+A, CTRL+C)한 후 엑셀파일에 붙여 넣고
(CTRL+V), 학생별로 점수를 산정하는 등 필요한 분석절
차를 거치면 모든 시험과정이 마무리된다. 참고로 본 연
구에서 실시한 온라인 시험방식에서는 학생들이 답안을 
수정한 이력도 남게 되는데, 학생들이 수정한 답안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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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M±SD1) Yes Ordinary No
N % N % N %

Overall smooth 
progress 4.50±0.62 30 93.8 2 6.3 0 0.0

Overall fair 4.34±0.70 30 93.8 1 3.1 1 3.1 

Contribution to 
fairness in 
problem 

presentation using 
screen sharing

4.47±0.72 30 93.8 1 3.1 1 3.1 

Contribution to 
fairness in the 

mutual inspection 
method in small 
meeting rooms 
using mobile 

phones

4.44±0.67 29 90.6 3 9.4 0 0.0 

Contributing to 
the fairness of 
installing the 

phone so that you 
can see the 

keyboard and 
yourself

4.47±0.67 29 90.6 3 9.4 0 0.0 

Contribution to 
the fairness of 
examination 

supervision by the 
professor using 

zoom

4.66±0.55 31 96.9 1 3.1 0 0.0 

Adequacy of 
presentation time 
and number of 

presentations per 
question

4.31±0.78 28 87.5 3 9.4 1 3.1 

Overall 
satisfaction with 
real-time online 

testing using 
zoom

4.34±0.70 30 93.8 1 3.1 1 3.1 

Willingness to 
recommend in 
case of online 

class situation in 
the future

4.38±0.83 29 90.6 1 3.1 2 6.3 

1) M±SD=Mean±Standard Deviation

Table 3. Results of the survey on fairness and satisfaction 
(n=32)

답일 확률을 분석한 결과 수정답안의 정답율은 47.4%였
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실시간 온라인 시험방식을 활용
하여 시험을 진행할 경우 30문항 기준으로 약 1시간 정
도 소요되었으나, 처음 시험을 보는 경우에는 상호 점검 
등의 시간을 조금 여유롭게 배정하면 좋다. 

2.3.3 온라인 시험 감독 방법
zoom을 활용한 온라인 시험 절차에 따라 주요 감독 

내용은 위에서 언급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점검 및 감독
방법은 Fig. 3과 같다. 즉 1차적으로 교수자가 시험 전에 
주변 환경을 정리하도록 하고 모니터상의 카카오톡 등 
SNS 로그아웃, 모니터에는 zoom 이외의 모든 화면을 
닫게 하고, 휴대폰은 무음으로 설정하도록 한다. 

Fig. 3. Online test supervision method

또한 2차 점검에서는 2명의 학생끼리 상호 점검할 수 
있도록 소회의실을 구성하여 상대방의 주변 환경이나 부
정행위가 가능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한 후 메인 메뉴로 
복귀한다. 이때 교수자는 학생의 휴대폰에 키보드와 학생 
모습이 비춰지도록 학생의 옆쪽에 휴대폰을 설치하도록 
요청하여 학생의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그리고 휴대폰을 
통해 모니터링한다. 즉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교수자는 
학생의 시선이 PC나 노트북의 화면에 고정되어 있는지, 
불필요하게 자세를 변경하는지, 답안입력 시에만 키보드
를 사용하는지, 답안 입력 외에는 손을 얼굴 근처에 두는
지, 마우스를 사용하는지 등을 감독한다. 또한 학생은 
zoom을 통해 PC나 노트북의 화면을 시험문제를 보고 
풀면서 화면에 비춰지는 동료들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
문에 학생들끼리 상호 감독하는 효과도 있다. 

3. 연구결과

3.1 공정성 및 만족도 조사결과
본 연구에서는 zoom을 활용한 실시간 원격강의 시에 

실시한 총 7차례의 온라인 시험이 모두 종료된 후 학생
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5점 리커트 척
도로 조사한 결과 중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는 ‘그렇다’
로, ‘매우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는 ‘아니다’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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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N %

Satisfact
ory 

points

Securing fairness 7 25.9 
Monitoring through mutual 

inspection 6 22.2 

No risk of deleting answers 4 14.8 
Focus on the problem 3 11.1 

Problems can be reviewed 
repeatedly 2 7.4 

Sufficient time given 2 7.4 
Others(best method, 

presentation of questions in 
Korean file, etc.)

3 11.1 

Total 27 100.0 

Suggesti
ons for 
improve

ment

No improvement opinion 21 70.0 
Need to reduce test time 2 6.7 

Others(disconnected, visible 
on-screen, etc.) 7 23.3 

Total 30 100.0 

Table 4. Satisfactory points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하였고, 분석결과는 Table 3과 같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학생 32명 중 ‘zoom을 활용한 온라인 시험이 전반적으
로 원활하게 진행되었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한 평균은 
4.50점이었고, 온라인 시험이 원활하게 진행되었다고 응
답한 학생은 93.8%(30명)였다. ‘zoom을 활용한 온라인 
시험이 전반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문항
은 평균 4.34점이었고,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응답한 
학생은 93.8%(30명)였으며, ‘화면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 공정성에 기여했는지’에 대한 문항
의 평균은 4.47점이었고, 93.8%(30명)의 학생은 화면 공
유 방식이 공정성에 기여했다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휴대폰을 활용하여 소회의실에서의 상호 점검’ 
방식과 ‘키보드와 자신의 모습이 보이도록 휴대폰을 설치
하는 방식이 공정성에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두 
문항 모두 90.6%(29명)였고, 각각의 평균 점수는 4.44점
과 4.47점이었다. ‘zoom을 활용하여 교수자가 감독하는 
방식이 공정성에 기여했다’는 학생은 96.9%(31명)였고, 
평균은 4.66점으로 가장 높았다. ‘문항 당 문제를 보여주
는 시간과 횟수가 적절했다’는 학생은 87.5%(28명)였고, 
평균은 4.31점으로 가장 낮았다. 또한 ‘zoom 활용 실시간 
시험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학생은 93.8%(30
명)였고, 만족도 평균 점수는 4.34점이었다.

끝으로 ‘또다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는 학생은 
90.6%(29명)였고, 평균 점수는 4.38점이었다.

3.2 만족스러운 점과 건의사항
온라인 시험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점에 대한 질문에는 

공정성 확보(25.9%), 상호 점검 등을 통한 감시(22.2%), 
답안 자동 기록으로 삭제될 우려가 없음(14.8%), 문제에 
집중할 수 있음(11.1%) 순으로 답변하였다. 또한 온라인 
시험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70.0%의 학
생이 ‘현재 방식 외에 별다른 개선의견이 없다’고 응답하
였고, 시험시간이 단축되면 좋겠다(6.7%)는 응답이 있었
고, 끊김 현상이나 다른 학생의 모습이 잘 나오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Table 4).

4. 결론

본 연구는 2020학년도 1학기에 K대학교 간호학과 4
학년 33명을 대상으로 ‘호스피스와 영적간호’와 ‘지역사
회간호학1’ 수업을 zoom을 활용한 실시간 원격강의 형
태로 진행하면서 실시간 온라인 시험을 7차례 실시한 경
험을 공유하고 온라인 시험에서의 공정성 확보방안을 제
시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실시간 온라인 시험 
방식은 zoom 활용 원격수업 진행경험을 참조하여 기존 
연구에서 활용하던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시험 방
식을 고안하여 적용하였고, 온라인 시험 후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 중 93.8%의 학생들이 본 연구에서 시
도한 온라인 시험방식이 전반적으로 공정하고 만족스러
운 방식이라고 평가하였고, 실시간 온라인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공정성과 만족도 모두 평균 4.34점으로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하였다. 즉 본 연구자가 고안한 실시간 온라
인 시험 방식이 온라인 시험에서의 공정성 논란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특히 간호학 이외의 타 전공에서도 활용 가능한 시험 방
식이므로 본 연구에서의 온라인 시험 방식을 타 분야로
도 확장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새롭게 고안한 실시간 온라인 시험 방식
은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문제를 한 문항씩 파워포
인트 화면에 삽입하여 그 화면을 공유함으로써 학생들이 
동시에 한 문제씩 풀고, 답안을 비공개톡으로 교수자에게 
보내는 방식이었다. 또한 학생들이 문제를 더 볼 수 있는 
기회를 두 차례 더 제공하였고, 필요시 답안을 수정해서 
보내도록 한 후 최종 보내온 답안을 학생의 답안으로 인
정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온라인 시험을 감독하는 방식
은 교수자와 학생이 함께 점검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는데, 
우선 zoom 회의에 입장할 때 PC나 노트북 중 한 가지 
기기와 휴대폰으로 동시에 들어오도록 하여 휴대폰으로
만 2명씩 소회의실을 구성하여 휴대폰을 활용하여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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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변 환경과 모니터 등을 점검하도록 하였다. 또한 휴
대폰은 무음으로 설정하고 학생의 키보드와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학생 옆쪽에 설치하도록 하여 교수자가 학생
들의 시선과 자세, 키보드 입력과 손 위치, 마우스 사용 
여부 등을 감독하였고, 학생들도 zoom 화면에 보여지는 
동료들의 모습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와 같
은 방식은 학생이 보는 모니터 화면과 키보드와 마우스 
사용 등을 통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온라인 시험에서 부
정행위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고안하였다. 물론 처음에는 
파워포인트 화면에 직접 글자를 입력했다가 학생들의 가
독성을 위해 한글파일에 작성 및 PDF 변환 후 캡쳐하는 
등 학생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가장 합리적이고 
만족스러운 방법을 찾고자 시도한 결과였다. 

2020년 1학기는 코로나19로 인해 교육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온라인 시험에서의 
공정성 문제 발생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는 원격수업이 보다 활발하게 운영될 것
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므로 그러한 환경에서도 온라
인 시험을 공정하게 볼 수 있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물
론 기존 연구에서 키보드나 얼굴 인식 등의 시스템을 활
용하여 온라인 시험을 보려는 시도는 있었으나, 전산 관
련 전공자가 아닌 교수자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제약이 
많기 때문에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
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인터넷 환경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는 실시간 온라인 시험을 원활하게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안정된 인프라가 구축된 환경에서 시도되어야 
한다. 또한 zoom을 활용한 온라인 시험 방식에서는 학
생별 점수산출을 수동으로 하여야 하나, 이를 자동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접목 또는 개발이 필요하다. 즉 향후에
는  본 연구에서 적용한 실시간 온라인 시험방식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보다 체계적이면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
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한 온라인 시험방식이 개발되
어 교육기관 뿐 아니라, 자격증이나 어학점수 취득, 공공
기관에서의 시험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점점 확대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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