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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4주간 실시한 학습 멘토링의 교육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학습
멘토링에 참여한 27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정서적 안정감의 변화를 사전사후 검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정서적 안정감이 모두 향상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학생들은 학습을 지도해준 멘토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원격 수업 상황에서 소외계층 학생들의
학습 격차를 줄이려면, EBS 학습 멘토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멘토링 기간과 멘토링에 참여하는 학생과

교사의 수도 크게 증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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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analyze the educational effect of learning mentoring conducted for 4 weeks by the Korea

Educational Broadcasting System(EBS)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changes in self-directed learning skills

and emotional stability were analyzed through pre-test and post-test for 27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EBS
learning mentoring.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students'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emotional stability

were both improved. In addition, the students showed high satisfaction with the mentor who guided their learning

and taught them. Therefore, in order to reduce the learning gap of underprivileged students in the distance learn-
ing situation, the EBS learning mentoring project should be continuously promoted, and the mentoring period and

the number of students and teachers participating in mentoring should be significantly increased.

Keywords : EBS, distance learning, mentoring, self-directed skills, emotional stability

본 논문은 ‘2021년 EBS 관리형 서비스(e교사)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지원비로 연구되었음.
교신저자 : 김경리(경희대학교 고등교육연구센터)
논문투고 : 2021-07-31
논문심사 : 2021-08-03
심사완료 : 2021-08-06



240   2021년 정보교육학회 학술논문집 제12권 제2호

1. 서론

코로나19로 인해 시작된 온라인 개학과 전면적으로

도입된 원격수업은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학습 격차를

심화시켰다. 이러한 학습 격차는 계층 간 교육 격차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코로나19

로 인해 저소득 국가에서 전체 학생의 99%가 학습을

중단하였고, 빈곤층이나 농산어촌 거주자 등의 학습 결

손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파악되었다[17].

계층 간 교육 격차는 우리나라에도 발생하고 있어,

교육부는 특수학교나 농산어촌 학교, 소규모 학교 등에

서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격 수업 전환 여부

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2021년 1학기가 종

료된 시점에 5만여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

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수업으로 학생 간

학습 격차가 커졌다는 의견이 79%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러한 학습 격차는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차이가 있는 것(64.92%)으로 조사되었다[1].

문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감염병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또 다시 학교가 문을 닫아야 하는 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격 수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학습 격차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바라보는 것

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생들의 학습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

방송공사(EBS)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대1 멘토링 사

업을 2021년부터 추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대

상으로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하여, 멘토링은 학생들의 자

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정서적 안정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2.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정서적 안정감

2.1. 자기주도 학습능력

21세기 글로벌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자신에게 필요한

지식을 스스로 선택하고 활용하고 창출할 수 있는 자기

주도 학습능력이 핵심역량이다[10]. 자기주도 학습능력

은 Knowles와 Zimmerman의 정의가 가장 널리 인용되

고 있다. Knowles는 자기주도학습이란, 개별학습자가

타인의 조력 여부와는 상관없이 학습자 스스로 학습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의 학습요구를 진단하고

학습목표를 설정하며 학습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적합한 학습전략을 선택, 실행하여, 성취한 학

습결과를 스스로 평가하는 과정과 활동이라고 하였다

[16]. Zimmerman은 자기조절학습자란 자신의 학습과정

에 상위 인지적, 동기적, 행동적으로 적극 참여하는 자

라고 정의하면서 자기조절 학습능력의 구인을 인지적,

동기적, 행동적 요인으로 설정하였다[20].

자기주도 학습능력의 개념을 명료화하기 위해 구성요

인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대표적으로

Guglielmino는 자기주도학습자의 인성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8가지 요인으로 구성하였다[13]. 학습기회에 대

한 개방성, 효율적인 학습자로서의 자아개념, 학습에 대

한 주도성 및 독립심, 자신의 학습에 대한 책임감, 학습

에 대한 애정과 열정, 미래지향성, 창의성, 그리고 기본

학습기능과 문제해결기능을 사용하는 능력 등이다. 또

한 이를 측정하기 위한 자기 주도적 학습준비도 척도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 SDLRS)를

58문항의 5단계 척도로 개발하였다. 이후 유사한 맥락으

로 West와 Bently는 학습에 대한 애착, 학습자로서의

자기 확신, 도전에 대한 개방성, 학습에 대한 호기심, 자

기이해, 그리고 학습에 대한 책임수용으로 요인분석을

다시하여 6개 요인 32문항으로 축소하여 재구성하였다

[19].

우리나라에서는 초4, 중1, 고1 학생의 서울학생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서울교육종단연구(SELS), 경기도 학생들

의 인지적·정의적·사회적 변화 및 성장을 측정하기 위한

경기교육종단연구(GEPS), 아동·청소년들의 개인발달과

발달환경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파악하기 위한 한국아

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에서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구체적으로 측정하고 있다. SELS에서는 학습방법 3문

항, 학습노력 3문항, 학습태도 3문항을, GEPS는 자발적

주도성과 창의성 4문항, 학습자로서의 자기이해 5문항,

KCYPS는 헌신 4문항, 활기 4문항, 효능감 4문항, 몰두

4문항을 구인으로 설정하여 측정하고 있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학생들이 도달하고자 하

는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자원

을 효과적으로 스스로 준비하고, 타인의 도움없이 판단

하여 과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학습 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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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되돌아보고 평가하여 미래를 위해 활용할 수 있

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구성하

는 잠정적 요인의 차원을 자기통제와 학습관리로 설정

하였다.

2.2. 정서적 안정감

정서적 안정감(Emotional Stability)이란 개인이 처한

환경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적응하고 참여하려고 하는

심리적, 신체적 전략체계이며 주어진 환경에 대응을 결

정하는 요소이다[7][12]. 이는 타고난 성향인 선천적인

기질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되는 다양한 환

경에 대한 정상적인 정서반응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9]. 또한 자신이 얼마나 정서적으로 통제되어 있고 안

정감이 있으며 세상이 위협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정

도를 나타내는 자기 확인 및 침착함 등으로 알려져 있

다[2][11].

정서적 안정감은 광범위한 영역에서 다양한 예측요인

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서적 안정감은 대인관계와 직장

일탈을 예측하고 리더의 리더십을 받아들이는 정도를

예측할 수 있고, 정서적 안정감은 건강한 정신건강의 지

표 중 하나로 꼽을 만큼 중요하여 특히 학습자의 정서

적 안정은 작업성과, 스트레스 내성, 자아존중간과 긍정

적 상관이 있다[6].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 즉, 정서적

안정감이 높은 사람의 특성을 살펴보면, 침착하고 차분

하며 개인적인 걱정과 불안에 대해 상대적으로 불평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삶의 만족도, 행복 수준, 자존

감, 자신감, 자신과 타인과 세계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양육만족도 등이 높은 경향이 있다[3]. 또한, 정신적 균

형의 유지 및 감정의 조절과 자신의 삶에 대한 희망과

침착함도 높다[4]. 반면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사람

즉, 정서적 안정감이 낮은 사람의 특성을 살펴보면, 특

히 청소년의 경우 정신적 불안, 자기 무가치, 의존성을

동반하여 자신이 처한 환경에 비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다[8]. 이러한 정서적 안정의 긍정적 기능들은

학습과 또래관계, 학교규율과 규칙의 준수, 종합적인 학

습목표 달성과 같은 스트레스에 직면해 있는 학령기 아

동 및 청소년에게 있어 성공적인 학업과 학교생활을 위

해 반드시 필요한 심리상태이며 나아가 전체 생애과정

에 있어 삶의 성공과 적응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6].

이러한 정서적 안정감을 측정하기 위해 타당도와 신

뢰도가 검증된 척도들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한국적성

연구소에서 개발한 Big five 성격 척도 중 정서적 안정

성 요인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공격성, 열등감, 긴장수

준의 3개 하위요인, 33문항, Llikert 5점 척도)가 있고

[11], Ryff와 Keyes이 개발한 안정감 척도(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PWBS)를 한국어로 번안한 척도(행

복감, 집중감, 만족감의 3개 하위요인, 20문항, Llikert 5

점 척도)가 있으며[17], Keyes가 12-18세 아동을 대상으

로 개발한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

(Subjective Well-Being Scale: SWBS)를 한국어로 번

안한 한국 청소년 안녕감 척도(K-WBSA)(정서적 안녕

감, 심리적 안녕감, 사회적 안녕감의 3개 하위요인, 12문

항, Llikert 6점 척도)가 있다[15]. 또한 John이 개발하고

이은영이 번안한 정서적 안정 척도(Emotional Stability

Scale: ESS)(실망감, 초조감의 2개 하위요인, 20문항,

Llikert 5점 척도)도 있다[5][14].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

에서는 정서적 안정감을 선천적인 심리적 성향과 후천

적인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된 자율성 및 책임

감이라고 하고,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정서적 안정감을

구성하는 잠정적 요인의 차원을 심리 내적. 대인관계,

책임감으로 설정하였다.

3. 설문 조사

본 연구는 초등학생 대상의 4주 EBS 학습 멘토링 서

비스 효과를 확인하고자 서비스 시행 이전의 사전조사

와 서비스 시행 이후의 사후조사를 시행하였다.

3.1. 멘토링 참여 현황

본 연구에서 사후조사에 응답한 초등학생은 총 27명

이었다. 이중에서 17명은 서비스 전, 후 조사에 모두 응

답하였고 10명은 서비스 후 조사에만 응답하였다.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위해서는 표본이 충분히 확보되

어야 하는바, 본 항에서 수행한 분석에는 서비스 후 조

사에 응답한 2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7명 중 남학생은

13명(48.1%), 여학생은 14명(51.9%)이고, 초등학교 1학

년 1명(3.7%), 2학년 1명(3.7%), 3학년 7명(25.9%), 4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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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8명(29.6%), 5학년 3명(11.1%), 6학년 7명(25.9%)이

었다. 사후조사에서는 EBS 학습 멘토 선생님과 주로 어

떤 방법으로 학습하였는지, 1주일에 몇 번 정도 학습하

였는지, 1회에 몇 분 동안 학습하였는지 질문하였고 3개

문항에 대한 빈도 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우선,

멘토링 방법 중 줌 활용이 51.9%로 가장 많았고, 주당

멘토링 횟수는 주 2회가 55.6%로 가장 많았으며, 회당

시간은 6~10분 정도가 40.7%로 가장 많았다.

구분 빈도 비율

멘토링 방법

전화 통화 활용 6 22.2

온라인 클래스 활용 7 25.9

줌 활용 14 51.9

기타 0 0.0

주당 횟수

주 1회 8 29.6

주 2회 15 55.6

주 3회 4 14.8

1회당
멘토링 시간

1~5분 정도 7 25.9

6~10분 정도 11 40.7

11~15분 정도 4 14.8

16~20분 정도 2 7.4

21분 이상 3 11.1

<Table 1> 멘토링 참여 현황

3.2.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변화

4주 EBS 학습 멘토링 서비스 사전·사후조사 모두에

참여한 초등학생은 총 17명이었다. 이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변화는 <표 2>와 같이, “나는 약속한 공부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를 제외한 19문항에 대한 응

답 평균이 사전조사보다 사후조사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20개 문항의 평균 역시 사전조사(3.53/5점만점)에 비해

사후조사(4.11)에서 향상되었다.

3.3. 정서적 안정감의 변화

‘마음가짐’에 대해서는 “나는 내가 좋다.”에 대한 응답

평균이 사전·사후조사에서 같았으며, “나는 지금 행복하

다.”와 “나는 내 일을 스스로 결정한다.”에 대한 응답 평

균이 사후조사에서 낮게 나타났다. 그 외 11문항에 대한

응답 평균은 <표 3>과 같이 사전조사보다 사후조사에

서, ‘마음가짐’을 측정한 14개 문항 응답의 전체 평균 역

시 사전조사(4.06/5점만점)에 비해 사후조사(4.33)에 높

았다.

구분
1차 2차 차

이M SD M SD

1. 나는 공부할 양을 스스로 정한다.3.181.2863.940.966 ▲

2. 나는공부계획을스스로팔수있다.3.710.9853.940.899 ▲

3. 나는 약속한 공부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3.880.9933.881.054 -

4. 나는 공부 시간을스스로조절한다.3.181.4253.881.219 ▲

5. 나는 모르는것은스스로찾아본다.3.651.3204.290.772 ▲

6. 나는 모르는 것은다른 사람에게
물어본다.

4.180.9514.470.874 ▲

7. 나는 공부할 것을 미리 읽어본다.3.181.3343.880.928 ▲

8. 나는 공부한 것을 공책에 쓴다. 3.121.2693.531.179 ▲

9. 나는 공부한 것을 알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한다.

3.291.1604.060.966 ▲

10. 나는 공부 내용이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다.

3.411.2284.181.015 ▲

11. 나는 열심히 하면 어려운 내용도
알 수 있다.

3.941.1974.470.800 ▲

12.나는시험성적에따라공부방법을
바꾼다.

2.761.3003.651.272 ▲

13. 지금공부가내게쉬운지어려운지
안다.

3.881.2194.470.800 ▲

14. 공부는 나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4.181.1314.350.996 ▲

15. 나는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다. 3.241.4374.180.883 ▲

16. 나는 공부를 하면 뿌듯해진다. 3.711.2634.350.862 ▲

17. 나는 하고 싶은 공부가 있으면
끝까지 한다.

3.471.1794.001.000 ▲

18. 나는 공부를 위해 다른 것은
참는다.

2.821.1313.821.237 ▲

19. 나는예전보다공부를점점잘하고
있다.

4.001.0004.350.786 ▲

20. 나는 공부를 잘했을 때 스스로
칭찬한다.

3.761.2004.410.795 ▲

평균 3.53 .964 4.11 .769 ▲

<Table 2>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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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차 2차 차
이M SD M SD

1.나는 내가 좋다. 4.290.7724.290.849 -

2.내가 잘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 4.240.9034.350.786 ▲

3.나는 더멋진 사람이되어가고 있다.4.060.7484.410.712 ▲

4.나는 지금 행복하다. 4.470.6244.350.786 ▽

5.나는 가족과 있으면 즐겁다. 4.240.7524.590.712 ▲

6.우리 가족은 내게 관심이 많다. 4.410.7124.650.702 ▲

7.나는 선생님과 대화하면 재밌다. 4.001.0004.470.717 ▲

8.나는 선생님과 많은 이야기를 한다.3.590.9394.061.144 ▲

9.나는 친구들과 잘 논다. 4.470.6244.590.712 ▲

10.나는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

3.061.2493.880.993 ▲

11.나는 내 일을 스스로 결정한다. 4.290.7724.240.752 ▽

12.친구들은 내 의견을 잘 따라주는
편이다.

3.651.3204.180.809 ▲

13.나는평소에 나의실수를인정한다.4.060.8274.290.772 ▲

14.나는 계획을 세우면 잘 지키려고
노력한다.

4.060.6594.240.831 ▲

평균 4.06 .451 4.33 .621 ▲

<Table 3> 정서적 안정감의 변화

3.4. 멘토링에 대한 만족도

EBS 학습 멘토 선생님과 공부한 것에 대한 만족도는

“나는 학습 내용을 더 잘 알게 되었다.”, “나는 EBS 멘

토 선생님과 더 많은 과목을 공부하고 싶다.” 등 5개 문

항으로 조사하였다. EBS 학습 멘토 선생님과 공부한 것

에 대한 만족 결과는 <표 4>와 같이 EBS 멘토 선생님

과 공부한 것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5개 문항 중 “나는

학습 내용을 더 잘 알게 되었다.”에 대한 응답 평균이

4.26(5점만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체 문항의 평균도

4.1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문항 M SD
1. 나는 학습내용을 더 잘 알게 되었다. 4.26 1.095
2. 나는 공부하는 것이 더욱 재미있어졌다. 4.15 1.167
3. 나는 멘토 선생님과 공부하는 것이 즐겁다. 4.22 1.155
4.나는 EBS멘토선생님과더많은과목을공부하고

싶어졌다.
4.07 1.174

5. 나는앞으로도계속 EBS멘토선생님과공부하고
싶다.

4.22 1.086

평균 4.19 1.085

<Table 4> 멘토링에 대한 만족도

4. 결론 및 제언

코로나 19로 발생되는 계층간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시작된 EBS 학습 멘토링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정서적

안정감의 변화를 사전사후 검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4주간 EBS 학습 멘토링을 받은 학생들의 자기주

도적 학습능력과 정서적 안정감이 모두 향상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학습 멘토링에 대한 만족도 매우 높

게 나타났다.

다만, 정서적 안정감에서 ‘나는 지금 행복하다’, ‘나느

내 일을 스스로 결정한다’ 등은 오히려 소폭 낮아진 것

으로 분석되었는데, 향후 멘토링을 지속하면서 이에 대

한 변화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학부모와 함께

멘토링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학생들이 정

서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가정에서 원격으로 수업을 받

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어린 초등학생들이 스

스로 학습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소외계층 학생들의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EBS 학습 멘토링과 같은 교육 복지

사업을 늘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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