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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문제 심학습(Problem-based Learning)에 기반한 새로운 인터넷 윤리 학습 모델

을 수업에 용하고 윤리의식의 변화를 조사하 다. 이 모델은 토론과 쓰기를 통한 학습자 참여 

심의 수업으로 이루어진다. 새로운 모델의 효과를 검증하기 해 이를 용한 실험집단과 강의

식 수업을 용한 통제집단을 구성하고 수업을 진행하 다. 수업 후에 두 집단 간의 인터넷 윤리

의식의 변화를 통계 으로 분석하 다. 분석 결과, PBL 모델을 용한 실험집단의 윤리의식 향상

이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인터넷 윤리의식의 4개 역 에서 가장 크게 

향상된 것은 책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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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PBL Model on Ethics Awareness in 

Internet Ethics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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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thesis focuses on developing an appropriate model for teaching internet ethics based 

on problem-based learning, and studying its effect on morality. The PBL model is focused 

on encouraging participation from students through discussion and essay-writing. To test 

the validity of the new model, the control group was constructed and was assigned an 

existing lecture-based model. The research applied the new method at class and compared 

changes in Internet ethics between two group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BL model 

was more effective in enhancing internet ethics among students than the lecture-based 

model, and they were statistically valid. Especially, the “responsibility” part within the 

internet ethics showed the biggest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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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술 발 에 따른 정보통신 환경의 변화와 함

께 인터넷 역기능 발생 상이 심화됨으로써 인

터넷 윤리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건

한 인터넷 윤리의식은 학생에게 요구되는 필수 

조건이 되고 있으며, 최근에 많은 학교에서 인

터넷 윤리 련 교과목을 개설하여 학생들의 건

한 인터넷 윤리의식 함양에 기여하고 있다.

재까지 인터넷 윤리 련 교육은 교수자 

심의 개념 설명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인터넷 

윤리 교육은 학습 내용이 범 하며 학습 주제

에 한 해석이 학습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

는 특성이 있다. 인터넷 윤리 교육은 통 인 윤

리와는 다른 새로운 개념, 가치 , 도덕성을 요구

하는 것으로 기존의 이론 심의 학습 방법으로

는 학습효과를 증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학습효

과를 높이기 해서는 교과목의 특성을 반 한 

새로운 교수․학습 모델이 개발되고 용되어야 

한다. 

문제 심학습(PBL: Problem-based Learning)의 

특성을 반 한 인터넷 윤리 교육을 수행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극 화할 수 있다. PBL의 특성에는 

①학습자 심의 학습 방법, ②비구조화 된 형태

의 문제를 다루며, ③문제해결능력을 개발하는 학

습과정, ④자율  학습과정과 별 동학습과정

을 모두 수용하는 것 등이 있다. 이러한 특성은 

인터넷 윤리 교육을 ①학습자가 인터넷 윤리 

련 문제의 주제에 한 사례조사, 토론, 쓰기 

형태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②문제에 한 

다양한 해결책  의견을 제시하고, ③문제에 

한 개인별 는 별 찬반 의견을 제시하고, ④개

인별 정보검색, 자료분석, 략선택을 수행하고, 

⑤ 별 토론, 문제에 한 해결방안 모색, 쓰기 

방식의 수업을 수행함으로써 반 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토론과 쓰기를 통해 학습자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학습효과를 증진할 수 있는 

PBL 기반의 인터넷 윤리 교육 모델을 수업에 

용하고, 인터넷 윤리의식의 향상도를 측정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PBL 모델에서는 학습자가 

인터넷 윤리 련 문제의 주제에 한 자신의 

을 토론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의견을 로 표

하고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개별 학습과 별 토론을 통하여 학습 주제에 

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문제해결능력, 창

의력, 의사 표 력의 신장을 통해 인터넷 윤리의

식을 향상시킬 수 있다. 

2. 관련 연구

재까지 인터넷 윤리 교육과 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며, 학습 효과를 높이기 한 

다양한 새로운 교수․학습 모델들이 제안되었다

[1-11]. 김성식(2008)은 교원양성 학에서 체계

인 정보윤리교육을 한 교육과정 모델을 설계하

다. 정보윤리 교육의 문제 을 학에서의 정보

윤리 교육과정 모델 제시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

하 다. 정보화 역기능 주의 내용을 완화하기 

해 정보윤리 5가지 역을 구성하여 교육과정 

모델을 제시하 다.

유상미(2010)는 통합교과에서의 정보윤리 교육

을 한 표 화된 교수․학습 모델 개발에 한 

연구에서 청소년을 한 정보윤리교육의 실천효

과를 높이기 한 방안으로 표 화된 교수․학습 

모델을 제안하 다.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보문

화지수, 수업만족도, 실천의지 측면에서 통계 으

로 유의미한 결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손유경(2010)은 정보통신윤리 교육에서 사고력 

신장도구를 활용한 로젝트 학습의 효과 분석 

연구에서 사고력 신장 도구를 활용한 로젝트 

학습 모형을 제안하 다. 그리고 이 모형을 컴퓨

터일반 교과목에 포함된 정보통신윤리 단원의 수

업 설계에 반 하 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로

젝트 학습이 학생들의 정보통신 윤리의식과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류지민(2010)은 리코나의 통합  인격을 용한 

정보통신윤리 수업 설계 연구에서 통합  인격을 

용하여 설계된 수업의 효과성을 검증하 다. 검

증방법으로 정보통신윤리 의식 검사문항을 사용

하 고, 그 결과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더 큰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박정미(2012)은 PBL 기반의 인터넷 윤리 학습 

모델을 제안하고 수업에 용한 후 인터넷 윤리의식

의 변화를 분석하 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율,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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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단계 주요 활동 PBL 수업 모델 

<단계 1>

사  활동 ․․․

․문제 심학습 이해

․학습자의 역할 이해

․상호 동 기술 이해

․인터넷 윤리 련 토론 주제 개발

․학습과정 설계

▽ <단계 2>           ▼

문제 제시 ․․․

․학습 문제 제시

․ 의 구성

․평가 방법 제시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는 찬반 토론 주제

․인터넷상에서 발생된 사회  이슈

․주제별 찬반 의견에 따른  구성

․평가 방법  항목 제시

▽ <단계 3>           ▼

모둠 해결 계획 ․․․

․하  과제의 도출

․ 원의 역할 분담

․다양한 아이디어 수용

․토론 주제의 세분화

․개인별 자료 검색  조사할 내용 분담

․토론 진행 시나리오 작성

▽ <단계 4>           ▼

자기주도

문제 해결 모색
․․․

․개별 학습 계획

․개별 자료 검색․조사

․개별 학습 정리

․개인별 담당 분야의 자료 검색  조사

․개인별 토론 자료 정리

․토론 진행 시나리오 확정

▽ <단계 5>           ▼

동  

문제 해결 모색
․․․

․다양한 견해 수용

․정보의 재조직

․문제의 재조명

․주제에 한 찬반 별 토론 수행

․토론이 종료되면 학습자가 의견 제시

․교수자는 토론에서 사회자 역할 수행

▽ <단계 6>           ▼

결과

정리  발표
․․․

․문제 해결 결과의 정리

․문제 해결 결과의 발표

․ 간 결과 피드백

․ 별로 토론에 한 정리  발표

․ 별 부족한 부분과 잘된 부분 발표

▽ <단계 7>           ▼

성찰  평가 ․․․

․자기 학습 평가

․ 동 학습 평가

․학습 과정 반추

․개인별 평가지 작성

․ 별 활동 평가지 작성

<그림 1> 토론 기반의 PBL 수업 모델

, 참여, 책임 역에서 학습자의 인터넷 윤리의식

이 향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성희(2013)는 학 인터넷윤리 교육 후의 

작권 침해에 한 학습자의 인지․정의․행동 

역별 변화를 분석하 다. 학습자의 지식과 정의

 역에서 교육 후 유의미한 증가가 나타났으

나 행동  역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권정인(2013)은 등학교 실과교과서 정보통신 

윤리 역에 창의  문제해결 모델을 용하 으

며, 정보통신 윤리교육의 새로운 교수학습 과정을 

제시하 다. 새로운 모델을 용한 실험집단의 윤

리의식이 통제집단보다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까지 발표된 다양한 PBL 련 연구를 통

해 인지  측면과 감성 ․사회  측면의 발달에 

이르기까지 학습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한 

PBL 용의 제한 이 기술의 발 과 이러닝의 

보편화를 통해 화와 사회  합의를 통한 구성

주의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됨으로써 

e-PBL이 두되었다[12][13]. 재까지 해외에서

도 학습콘텐츠 구축과 같은 다양한 e-PBL 련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인터넷 윤리

의식의 변화에 한 본 연구와 연 성이 어 선

행연구에 이들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3. 연구 내용

<그림 1>과 <그림 2>는 본 논문에서 개발하여 

수업에 용한 인터넷 윤리 문제에 한 수업 유

형별 수업 모델을 나타낸 것이다. 수업 모델은 토

론 유형 수업 형태와 쓰기 유형 수업 형태로 

구성된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윤리교육에서 PBL 수업 

모델과 강의식 수업의 효과를 비교하기 하여 3

학  수업인 ‘정보통신윤리  실습’ 교과목 수강

생 19명으로 구성된 2개 반을 연구 상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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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단계 주요 활동 PBL 수업 모델 

<단계 1>

사  활동 ․․․

․문제 심학습 과정 이해

․학습자의 역할 이해

․상호 동 기술 이해

․인터넷 윤리 련 논술 주제 개발

․학습과정 설계

▽ <단계 2>           ▼

문제 제시 ․․․

․학습 문제 제시

․ 의 구성

․평가 방법 제시

․인터넷상에서 발생된 사회  이슈

․논술 평가 방법  항목 제시

․논술 공유를 한  구성

▽ <단계 3>           ▼

모둠 해결 계획 ․․․
․하  과제의 도출

․다양한 아이디어 수용

․논술 주제의 세분화

․개인별 자료 검색  조사할 내용 분담

▽ <단계 4>           ▼

자기주도

문제 해결 모색
․․․

․개별 학습 계획

․개별 자료 검색  조사

․개별 학습 정리

․개인별 담당 분야의 자료 검색  조사

․개인별 조사 결과의 논술 작성(1차)

▽ <단계 5>           ▼

동  

문제 해결 모색
․․․

․다양한 견해와  수용

․정보의 재조직

․문제의 재조명

․  구성원의 논술 공유

․개별 논술에 한  구성원 의견 교환

․개인별 논술 작성 완료(2차)

▽ <단계 6>           ▼

결과

정리  발표
․․․

․문제 해결 결과의 정리

․문제 해결 결과의 발표

․ 간 결과 피드백

․ 별로 쓰기 샘  발표

․ 별로 쓰기 결과물에 한 의견 교환

▽ <단계 7>           ▼

성찰  평가 ․․․

․자기 학습 평가

․ 동 학습 평가

․학습 과정 반추

․개인별 활동 평가지 작성

․ 별 활동 평가지 작성

<그림 2> 쓰기 기반의 PBL 수업 모델

다. 강의식 수업은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학습내

용을 달하는 기존의 방식이며, PBL 방식에서는 

인터넷 윤리 련 다양한 주제에 해 토론  

쓰기를 수행하 다. 서로 다른 수업방식을 통해 

학습자가 인터넷 윤리의식을 함양하도록 하 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정보통신윤리  실습’ 교

과목의 강의식 수업은 다른 공 교과목과 유사

한 형태로 강의가 진행되었다. 임교수의 강의와 

학습자의 과제 수행  발표가 이루어졌으며, 인

터넷 윤리와 련된 기말고사와 간고사가 시행

되어 학습자들이 수업에 극 으로 참여하 다.  

PBL에 기반한 학습자 심의 수업에서는 인터

넷 윤리와 련된 주제에 한 토론과 쓰기를 

수행하 다. 토론을 한 의 인원은 6~7명으로 

구성되며, 토론 주제에 한 찬반 인원을 50% 내

외로 조정하 다. 토론과 쓰기의 주제는 4개이

며, 평가는 개별 평가로 이루어지고 교수와 학생

이 평가에 참여한다. 본 연구의 상 교과목은 주

별로 4시간씩 10주 동안 수업이 진행되었다. 수강

생들은 인터넷 윤리 문제의 주제에 하여 자신

의 찬반의견을 결정하고, 련 자료를 검색하고 

분석한 후 토론에 참여한다.

본 연구에서는 토론에 한 평가에서 동료(학

생)평가 기법을 용하 으며, 수업 시간에 토론 

 발표 후 그에 한 평가를 즉시 시행하 다. 

쓰기에 한 평가는 인터넷 윤리 문제의 각 주

제에 한 쓰기 결과를 교수가 평가한다. 쓰

기에 한 평가를 해 4가지 기 인 이해분석력, 

논증력, 창의력, 표 력을 각각 20%, 30%, 30%, 

20% 용하 다.

3.1 실험 설계  용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PBL 모델이 인터넷 윤

리의식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해 실험 처

치 과 후에 인터넷 윤리의식 수 을 검사하고 

두 집단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인터넷 윤리의식 수 의 검사는 웹에서 한국인

터넷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윤리의식 자가

진단표(www.nethics.kr/new_intro.jsp)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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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다. 학생․일반용의 자가진단표는 5  

척도의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들은 자

율, 존 , 책임, 참여의 4개 역으로 분류되어 있

다. 자가진단표에서 문항의 수는 각 역이 30

이며, 총 120  만 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실험 설계는 <표 1>과 같다.

     차

 집단
사  검사 실험처치 사후 검사

실험집단 O1 X1 O2

통제집단 O1 X2 O2

<표 1>  윤리의식 변화 연구를 한 실험 설계

본 논문에서 제안한 새로운 학습 모델의 용

에 따른 인터넷 윤리의식의 변화가 유의미한 것

인지를 단하기 하여 통계 분석을 실시하 다. 

새로운 학습 모델의 효과를 검사하기 해 경북 

A시에 소재한 학교 학생들을 상으로 실험을 

용하 다. 

학생들은 PBL 모델을 용한 실험집단과 강의

식 수업을 용한 통제집단으로 분류하 으며, 한 

학기 동안 수업을 진행하 다. 학과의 정원에 따

른 교과목 수강생 수의 부족으로 각 집단의 학생 

수는 19명으로 제한되었다.  

두 가지 수업방식을 용한 수강생의 동질성 

검사를 해 인터넷 윤리의식 수 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SPSS로 통계분석 하 다. <그림 3>은 

두 집단의 윤리의식 사 검사 결과를 나타낸 것

이며, <표 2>는 동질성 검사의 결과를 나타낸 것

이다. 

<그림 3> 인터넷 윤리의식 사 검사

<표 2>는 합계 평균값을 유의수  95%에서 독

립표본-t검정을 실시한 결과이며, 유의확률 .331로 

두 집단에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 다(p=.331, 

p>.05). 

N 평균 표 편차

PBL 사 검사 19 85.63 6.361

강의식 사 검사 19 83.26 8.312

차이 PBL 검사 - 강의식 검사

차이 추정치 2.37

독립표본 T검정 0 (  <) : p-값 = .331

<표 2> 사 검사에서 윤리의식 동질성 결과

4. 연구 결과

본 논문에서는 PBL을 용하여 수업을 진행한 

후 인터넷 윤리의식 수 에 미치는 향을 알아

보았다. 연구방법에 의거하여 검증한 결과는 아래

와 같다. 

4.1 연구 결과 분석

사후검사를 통하여 두 가지 수업방식이 수강생

의 윤리의식 향상에 어떤 변화와 차이가 있는지 

검사하 다. PBL 수업의 사후검사 학생별 수 

분포는 74 에서 109 이며, 평균 수는 94 으

로 나타났다. 강의식 수업의 사후검사 학생별 

수 분포는 70 에서 100 이며, 평균 수는 87

이다. PBL 수업의 사후 검사 수가 강의식 수업

보다 약 7  높게 나타났다. <그림 4>는 두 집단

의 사후검사 학생별 수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4> 사후검사에서 학생별 수 분포

<그림 5>는 두 집단에 한 학기 동안 수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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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후 사후검사에서 두 집단의 윤리의식 수

 하 역별 평균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5> 사후검사에서 윤리수  역별 평균

인터넷 윤리의식 수 은 자율, 존 , 참여, 책임

의 4개 역으로 분류되며, 각각 30 으로 총 120

 만 이다. 두 집단의 윤리수  하  역별 평

균은 PBL 수업 방식이 강의식 수업방식보다 자

율, 존 , 참여, 책임에서 각각 1, 2, 2, 3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PBL 모델은 공 교과목 강의에 

용하 으며, 최근에 인터넷에서 사회 으로 이슈

가 되었던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한 학기 동안 

자료검색, 토론, 쓰기를 수행하 다. 이러한 시

간을 통해 평소에 방 하 던 인터넷 윤리와 

련된 주제에 해 주체 으로 참여하여 논의해 

으로써 인터넷 윤리의식의 변화가 가능하 던 

것으로 단된다.

PBL 방식과 강의식 방식이 두 집단 간에 유의

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을 해 SPSS로 통계

분석을 실시하 다. 두 집단의 사후검사 합계 평

균값을 유의수  95%에서 독립표본 t-검정을 실

시하 다. 검정 결과를  나타낸 <표 3>에 따르면 

유의확률 .015로 두 집단의 결과값에 유의미한 차

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p=.015, p<.05). 자율, 존

, 참여, 책임 각 역의 사후검사 결과 값은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책임 역에서 두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 고(p=.042, p<.05), 

그 외 나머지 역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p=.213, .135, .112, p>.05).

책임 역에서 발생한 이러한 결과는 토론과 

쓰기에서 선택한 주제와 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수업에서 다룬 인터넷 윤리 련 주제

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사회 인 효과가 매

우 커서 토론이나 쓰기 과정에서 개인의 책임

감에 한 인식이 상 으로 크게 느껴졌을 것

으로 단된다. 한 학습자가 토론 주제에 한 

개인별 검색 결과를 별로 인터넷에서 공유하고, 

토론 비에서 참여와 평가까지 개인별 역할이 

의 토론 승패에 요한 향을 주었다. 이러한 

이유로 학생들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게 되고 

책임감이 요구되는 학습 환경이 만들어진 것으로 

단된다.

N 평균 표 편차

PBL 사 검사 19 93.95 9.324

강의식 사 검사 19 86.58 8.408

차이 PBL 사 검사 - 강의식 사 검사

차이 추정치 7.37

독립표본 T검정 0 (  <) : p-값 = .015

<표 3> 사후검사에서 윤리의식 결과

N
자율

(평균)

존

(평균)

참여

(평균)

책임

(평균)

PBL 사 검사 19 24.11 24.68 20.11 25.05

강의식 사 검사 19 22.95 23.00 18.16 22.47

차이 PBL 사 검사 - 강의식 사 검사

차이 추정치 1.16 1.68 1.95 2.58

독립표본 T검정
0(  

<):

p-값=

.213

p-값=

.135

p-값=

.112

p-값=

.042

<표 4> 사후검사에서 윤리수  하 역 결과

<표 5>와 <그림 6>은 두 가지 수업방식에 따

른 윤리의식 수 에 한 사후검사 결과를 각각 

역별 상자그림과 수치를 나타낸 것이다. <표 

5>에서 앙값, Q1, Q3, 최소값, 최 값에서 반

으로 PBL 방식이 강의식 방식보다 더 높은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PBL 방식의 수강생이 강의식 

방식의 수강생보다 윤리의식 수  사후검사에서 

더 높은 수를 나타내었다. IQ범  값은 자율과 

책임 역에서는 PBL 방식이 더 작게 나타났고, 

존 역은 같았으며, 참여 역에서는 강의식 방

식이 더 작게 나타났다. 

두 방식 모두 수업 종료 후 수강생들의 윤리의

식이 반 으로 향상되었으나 몇몇 학생들의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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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구분

자율 존 참여 책임

PBL 강의식 PBL 강의식 PBL 강의식 PBL 강의식

Q1 : 제1사분 22 20 22 21 18 16 24 20

수 : 앙값 25 23 26 23 20 18 26 23

Q3 : 제3사분 26 26 26 25 24 20 27 26

IQ범  : Q3-Q1 4 6 4 4 6 4 3 6

최소값, 최 값 18,27 17,27 19,29 13,30 12,27 14,25 16,29 13,29

N 19 19 19 19 19 19 19 19

<표 5> 윤리의식 하  역별 수  분포 

리의식은 오히려 감소하여 수강생간의 윤리의식

의 격차는 넓어지는 상을 보 다. 수강생  윤

리의식이 감소된 수강생의 문제 을 악하여 수

강생간의 격차를 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

요가 있다.

<그림 6> 윤리의식 하  역별 수

본 연구에서는 PBL의 특성을 반 할 수 있도

록 토론과 쓰기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 윤리교

육 모형을 설계하고 이의 용을 통해 윤리의식

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 다. 인터넷에

서 사회 으로 크게 이슈가 되었던 토론 주제 선

정, 자료 검색  공유, 별 토론 시나리오 작성, 

활동 평가지 작성 등을 통해 윤리의식이 향상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4.2 연구의 제한

본 연구의 제한 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학교의 한 학과를 심으로 실험한 결

과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둘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학생 수가 각각 

19명으로 한정되어 실험한 것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셋째, 자율, 존 , 참여, 책임 역 모두에서 윤

리의식의 향상이 이었으며, 특히 책임 역에서 

통계 으로 두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

다. 향후 연구를 통해 책임 역의 이러한 변화

에 한 요인을 자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와 연계하여 토론과 쓰기 심

의 PBL 기반 학습콘텐츠를 구축하고 수업에 

용하는 것도 학습자들의 심과 흥미를 불러일으

킬 수 있을 것으로 단되어 향후 연구과제로 제

안한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윤리의식을 향상시키기 

해 PBL 기반의 학습자 심 수업 모델을 개발

하 다. 새로운 모델의 성능을 비교하기 해 실

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하고 수업을 진행하

다.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윤리의식의 

변화에 한 두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자율, 존 , 참여, 

책임 역별 윤리의식의 변화를 분석하 으며, 이

들 에서 책임 역에 가장 큰 변화가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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