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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논문의 목 은 원격교육의 정신보건사회복지교과에서 자기 검  학습방식인 ‘자기평가’를 학습 기

에 실시하고 이를 통해 얻게 되는 학습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여기서 자기평가란 학습 기에 자기 검 

 자기주도성을 강조하는 학습 략이고, 학습효과란 정신장애인에 한 사회  거리감 감소  정  

태도 변화를 의미한다. 이를 해, 온라인 학에서 정신보건사회복지론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202명을 

상으로 조사하 고, 연구변인의 악  검증을 해 빈도분석, t-test, Paired t-test, 상 계 분석을 

실시하 다. 조사결과, 사회  거리감에서는 학습 기 자기평가를 실시한 학습자들이 비실시 학습자들 보

다 통계 으로 유의미한 수 에서 학습내용을 수용하는 정서  변화를 보 다. 정  태도변화에서는 자

기평가를 실시한 집단과 비실시한 집단 모두 사 ‧사후 간의 유의미한 수변화가 있었다. 상 으로 자

기평가의 실시집단이 비실시집단 보다 더 높은 수 의 변화를 보 으나 두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 으로

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습 기의 자기평가의 용은 학습자들의 자기 검을 격려하여 학습효과를 증진

시킬 수 있는 학습 략으로 제시되었다.

■ 중심어 :∣자기평가∣자기점검∣학습효과∣원격교육∣

Abstract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efficacy of cyber education by self-assessment strategy. 

Self-assessment strategy contains self-monitoring function and self-control function. 202 

students of online university attended and analyzed with frequency, correlation, t-test, Paired 

t-test.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The learners who experienced self-assessment in 

the initial stage of class had higher changes in social distance to the mentally disabled people 

positively than the learners who didn't experienced that. This self-assessment strategy can be 

assumed that it is effective strategy to improve e-learning efficacy and it will contribute to 

self-directed education for enhancement of on-lin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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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원격교육의 교육  유용성과 효용가치가 알려

지면서 웹을 기반으로 하는 교수-학습 시스템에 한 

연구 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한 웹기반의 교

수-학습 시스템은 학습자의 주도 인 학습 방식을 지

향하고 있는데[1], 그  학습자의 자기인식  자기

검에 기 한 자기평가는 이상 인 학습형태의 하나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 Vol. 11 No. 2488

서 정 인 평가를 받아 왔다. 사실상, 자기주도학습은 

획일 인 학교 교육의 확산  발 과 산업화 사회로의 

변천과정에서 공 자 주도 인 교육을 추진하면서 그 

가치를 제 로 발휘하지 못해온 경향이 있으나 최근 이

에 한 요성은 ‧ ‧고‧성인 교육의  연령과 계

층을 월하여 다시 부각되고 그 효용성이 주목받고 있

다. 자기주도학습은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하고, 학습자

는 스스로 학습 요구를 규명하여 학습상황을 통제하려

는 책임감도 갖게 하는 이 이 있다[2]. 바로 이러한 자

기주도학습을 실 하기 한 구체 인 방법 의 한 가

지가 자기평가이다. 무엇보다 자기평가는 학습자로 하

여  자신의 수 이나 치를 악하고 자신의 강   

취약성을 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자

신에 한 통찰은 자신이 향후 학습을 통해 을 두

어 습득해야할 지식이나 방향성에 해 민감하게 인식

하게 하고, 자신의 취약성  낮은 학습 비도 상태에 

해 보완하고자 하는 극 인 태도를 수립하게 한다. 

와 같이, 지식 기반의 개방  학습사회에서 이와 

같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주체 으로 단

하고 선별하여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학습자의 능력은 

매우 요하다[3][4]. 

선행연구에서도 자기평가는 요한 학습 략으로 꾸

히 제시되어 왔다[5-7][4][8][9]. 이들의 연구에서 제

시하는 공통 은 무엇보다 자기평가가 학습자로 하여

 자신의 비도, 성실성, 학습동기, 다른 학습자들과

의 계 등에 해 스스로 생각하고 반성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10]. 한 자기평가는 안  평가 

방식의 요한 요소로서, 학습자가 평가에서 주체가 되

므로 학습자들을 학습에 극 으로 참여하도록 유도

하고 학습에 한 인지  능력을 동기와 태도 등의 정

의  능력과 통합할 수 있게 한다는 이다[11].

이상과 같이, 학습자의 자기평가는 자기주도  학습

의 일환으로 매우 유용한 학습 략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미 일선 오 라인 교육에서는 자기평가의 개념이 

1970년 부터 제시되어 국내의 선행연구에서도 1990년 

이후 꾸 히 연구되어 그 효용성이 제시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자기평가의 용은 오 라인 교육에

서만 한정 용되어 왔을 뿐, 최근까지도 원격 학교의 

이러닝 기반의 공 교과목에서는 용된 사례를 발견

하기 어렵고 이에 한 용 효용성에 해서도 알려진 

바가 없다.  사실상, 상 으로 교수자 수에 비해 학생

수가 많은 온라인 교육에서 학생 스스로의 자기 검  

자기주도의 기능이 더욱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자기평가에 한 개념 도입  용이 매우 미비한 상

황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 은 정신보건사회복지라는 온라

인 수업에서 자기평가가 갖는 수업 효과를 악하고자 

한다. 학습자에게 수업 기에 자기평가를 실험군에게

는 실시 / 통제군에게는 비실시하여, 수업수강 후에 

따른 사 , 사후조사 결과를 확인하여 (자기평가 용

에 따른) 학습자의 정서  변화  정 인 태도 변화

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구체 인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평가 용에 따른) 실험군과 통제군의 정

신장애인에 한 사회  거리감의 사 ㆍ사후변화 차

이는 어떠한가?

둘째, (자기평가 용에 따른) 실험군과 통제군의 정

신장애인에 한 정  태도의 사 ㆍ사후변화차이는 

어떠한가?

II. 문헌고찰

1. 자기평가의 개념

자기평가의 사  의미는 개인이 자신의 심리  

는 행동  특성의 크기나 수 을 감정 혹은 추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자기평가는 학습자 자신

이 스스로 하는 평가로, 자신의 학습 비도  학습  

자신의 정서  행동수 을 평가하는 학습과정이다. 이

때 평가의 기 은 수업에서 교수자가 제시하는 구체화

된 질문지로 이에 해 학습자가 스스로 응답한 후, 그 

결과에 따른 자신의 심리 ㆍ행동  수   특성을 인

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교수자가 제시한 이나 

내용에 따라 자기 자신을 검한 후, 자신에 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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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와 함께 자신의 장․단 을 악하고 이를 향후 

학습방향에 구체 으로 반 될 수 있도록 학습계획  

략을 수립한다. 

효과 인 자가학습을 한 최근의 권고는, 학습의 자

기평가와 반성 과정에 학생들을 좀 더 포함시켜야 한다

는 것이다. 학생들이 일생동안 독립 인 학습자가 되는 

것을 돕는 것이 학교교육의 목 이라면 학생들은 스스

로 자신에 한 결정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

들은 한 단력을 개발하기 해 평가에 참여해야 

할 뿐 아니라, 배운 것의 소유자로 발 하기 해 자기

평가에 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지배 인 학습 

방향성이다. 따라서 교수자는 학생들이 활동의 주체가 

되게 하여 자신의 능력을 백분 활용하도록 하며 과제의 

완수를 해 더 많은 노력을 하게 하여야 한다[12]. 

2. 자기평가의 기능

학생들이 자기평가의 기회를 가질 때 가장 큰 장 은 

그들이 자율 인 학습 참여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자신이 스스로를 찰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자

신의 능력과 한계에 한 인식이 증진 될 수 있다.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가 참여하는 것은 학습태도에 변화를 

미칠 수 있고, 자신의 장 과 단 이 무엇인지를 알게 

됨에 따라 결국 자신의 부족한 부분에 해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13]. 

한 일반 으로 자기평가는 학습자로 하여  자신

의 비도, 성실성, 학습동기, 다른 학습자들과의 계 

등에 해 스스로 생각하고 반성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고 평가된다[10]. 한 자기평가는 안  평가 방식의 

요한 요소로서, 학습자가 학습 기에 자기자신의 평

가에서 주체가 되므로 학습자들을 학습에 극 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학습에 한 인지  능력을 동기

와 태도 등의 정의  능력과 통합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이다[11]. 

한편, 학습자 자신이 학습의 주체가 되는 자기평가 

방법은 끊임없는 학습자의 참여와 교사의 격려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교수자는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Ⅳ.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논문은 정신보건사회복지론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을 상으로 2008년 3월에서 6월까지 시행되었다. 

202부의 설문지가 수거되었으나 응답이 락되거나 불

충분한 자료 2부를 제외시켜서 결과 으로 총 200부의 

설문지가 분석되었다. 조사 상자  85%이상이 장

년기의 연령에 해당하는 학생이어서 상당수의 학생이 

장년기에 해당되는 연령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격 학

이 평생교육 차원에서 장년기인 성인에게 교육서비스

를 제공하는 특성이 나타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2. 연구설계

본 논문은 사 사후 측정을 하는 실험설계(pretest- 

posttest control group design)이다. 본 논문은 4단계로 

진행되었다. 첫째, 수업 첫 주에 실험  통제집단의 학

습자들에게 사 평가를 실시하고, 둘째, 그러한 사 평

가 내용에 해 실험군에게만 자기평가를 시행하고, 셋

째, 두 집단 모두에게 13주 동안( 간, 기말고사 기간 

제외) 주 1회씩 본 수업내용을 제공한 후, 넷째, 다시 두 

집단 모두에게 사후조사를 시행하 으며, 다섯째, 마지

막으로 두 집단의 수업효과를 비교‧평가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본 연구 상자는 ‘정신보건사회복지론’ 교과목을 수

강하는 학습자들이고 수강생들에 해 수조사를 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 고 이들  실험군과 통제군을 

분류하 다. 실험군과 통제군을 구성하는 방법으로는, 

사 조사에 한 설문지를 제출한 학생 ,수강생 명단

에서 홀수번은 실험군에, 짝수번은 통제군에 포함시켰

다. 실험군의 학생들에게는 사 평가의 결과를 개별

으로 메일을 보내서 학습자의 정신장애인에 한 지식

수 , 사회  거리감  태도 등에 해 교수자가 피드

백을 주고, 학습자로 하여  자신의 편견  수 정도

를 인식하고 자신에 한 반성과 향후 학습을 한 계

획을 세우도록 격려하 다. 이후 학습계획을 교수에게 

다시 답신하도록 하 다. 반면에, 통제군의 학생들에게

는 사 평가 과정에 해서는 언  없이 단순히 학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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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려하는 메일을 보냈다.  

3. 측정도구

3.1 사회적 거리감

일반인의 정신질환자에 한 사회  거리감을 측정

하기 하여 Westie (1959)가 개발한 도구를 송 재 등

[14]이 번역하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 다. 본 도구는 

일반인이 정신질환자에 해 느끼는 주  거리감을 

‘ ’ ‘아니오’로 응답하는 8문항과 주  친근성을 나타

내는 5  Likert type의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0.91이었다. 

3.2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

정신질환자에 한 태도는 Taylor와 Dear(1981)가 

개발한 Community Attitude Toward the Mentally Ill 

(CAMI)를 이주훈 등[15]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 다. 

CAMI는 권 주의(authoritarianism), 자비심

(benevolence), 사회생활제한(social restrictiveness), 

지역정신보건(community mental health ideology)의 4

개의 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  척도의 

Likert type의 총 40 문항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의 4개의 하 요인  정신장애인에 해 

가장 바람직한 태도라고 볼 수 있는 지역정신보건의 척

도만을 사용하 다. 개발당시 본 도구의 신뢰도는 지역

정신보건개념이 Cronbach's Alpha = 0.88이었다.

지역정신보건(community mental health ideology)의 

기본 개념은 다음과 같다. 정신보건운동의 원리를 구체

화하여 지역사회가 정신장애인과 하는 것 등이 직

으로 련된 내용으로, 정시장애인에 한 사회  

책임을 강조하고 정신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

를 가지고 있으며 정신보건 시설이 지역 내 설치되는 

것에 해 정 인 태도를 갖는다는 견해이다.

4. 조사방법

자료분석을 해 SPSS 15.0을 사용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빈도분석을 하

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사  동질성을 확인하기 

해서는 t-test를 시행하 다. 학습자의 정신장애인에 

한 사회  거리감, 정 인 태도의 계는 실험 , 

후를 Paired t-test와 상 계로 악하 다. 본 연구

의 제한 으로는 본 연구가 1개 학을 상으로 임의

표집을 한 것으로 인한 표성의 문제와 이에 따른 일

반화의 한계이다.

V.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먼 ,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일반  특성을 비교분석

하 다. 체 인원에 있어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략 10% 정도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원격 학생의 체 재학생 수  여성이 

더 많은 것과 유사한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령분포에 있어서도 실험집단  통제집단에서 동일

하게 30 , 40 가 가장 주류를 이루는 연령 로 나타

났다. 실험집단에서는 30 가 43.0%, 40 가 22.0% , 50

   20 가 각각 17.0%와 16.0%로 나타났다. 직업 

분포에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에서 매/서비

스직, 기능/생산직, 주부가 가장 높은 결과를 보 다. 실

험집단에서는 매/서비스직이 23.0%, 기능/생산직이 

30.0%, 업주부가 23.0%이었고, 통제집단에서는 매/

서비스직이 29.0%, 기능/생산직이 26.0%, 업주부가 

20.0%로 나타났다. 이상의 일반  사항에 한 차이 검

증 결과, 4개의 역 모두에서 두 집단의 특성에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한편, 본교생 체가 

학 재학 이상의 학력에 해당하기 때문에 학력 변인은 

일반  특성에서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으로 단된다. 

한편, 월수입 분포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실험집단에

서는 그  200만원 이하(35.0%)와 200만원-300만원 미

만(26.0%)의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통제집단에서는 

200만원 이하(26.0%)와 200만원-300만원 미만(234.0%),  

300만원-400만원 미만(24.0)의 빈도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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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구분
실험집단
(n=100)
명(빈도,%)

통제집단
(n=100)
명(빈도,%)

유의도

성별
남자
여자

45(45.0)
56(55.0)

41(41.0)
60(60.0)

.503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무응답

16(16.0)
43(43.0)
22(22.0)
17(17.0)

3(3.0)

14(14.0)
38(38.0)
31(31.0)
15(15.0)

3(3.0)

.703

가게 총수입

        ~ 200 
만원 미만
200만원 ~ 300 
만원 미만
300만원 ~ 400 
만원 미만
401만원 ~ 500 
만원 미만
500 만원 이상
무응답

35(35.0)
26(26.0)

7(7.0)
17(17.0)
13(13.0)

3(3.0)

26(26.0)
24(24.0)
24(24.0)
13(13.0)
8(78.0)
2(2.0)

.469

직업

농축산업
자영업/가족봉사
판매/서비스직
사무/기술직
기능/생산직
전문/관리직
전업학생
주부
무직
무응답

2(2.0)
2(2.0)

 23(23.0)
2(2.0)

30(30.0)
6(6.0)

10(10.0)
23(23.0)

2(2)
1(1.0)

4(4.0)
5(5.0)

29(29.0)
1(1.0)

26(26.0)
5(5.0)
7(7.0)
20(20)
3(3.0)
1(1.0)

.11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다음의 내용은 [표 1]에서 제시하 다.

2. 실험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동질성 검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 검사 동질성 여부를 살

펴보기 하여 t-test를 실시하 다. 그 결과, [표 2]에

서와 같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정신장애인에 한 

사회  거리감, 정  태도에서 통계 으로 동질성을 

가진 집단으로 [표 2]에서 나타났다. 

구분 N 평균
표
편차

t 자유도
유의
확률

긍정적
태도

실험군
통제군

100
100

2.28
2.29 

0.58
0.52

-.145 99 .885

사회적
거리감

실험군
통제군

100
100

2.62
2.65

0.24
0.22

-1.143 7 .291

*p<.05  **p<.01  ***p<.001

표 2. 사전 두집단의 동질성 검사 결과

3. 자기평가가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감소에 미치는 효과

사회  거리감 역에서는 수업 기에 자기평가를 

시행한 실험집단이 그 지 않은 통제집단 보다 더 높은 

수 의 수변화를 보이고 있고 이는 통계 으로 유의

하 다. 

실험집단의 사 평가에서 사회  거리감의 평균은 

2.62 (SD=0.24)이었다. 이는 8  만 의 척도에서  평균

이하의 수로, 학습자들이 정신장애인에 해 정서

․심리  측면에서 상당한 거리감을 느끼고 있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본 교과목 수업에서는 정신

장애인에 한 사회  거리감을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정신장애인에 한 인권, 클라이언트로서의 권한, 정신

장애인에 한 한국  특성 등에 한 주 인 ․객

인 지식을 제공하 다. 그 결과, 실험집단의 사후검사

시 평균이 3.46 (SD=0.12)까지 향상되었고 이러한 변

화는 통계 으로 매우 유의하 다(p<.001). 

통제집단에서도 사 -사후 평가에서 통계 으로 유

의미한 변화를 보 다(<.01). 그러나 상 으로 실험

집단 수 의 높은 변화정도(<.001)와는 다소 차이가 남

을 알 수 있다. 즉, 통제집단의 경우에는 사 검사에서

는 2.63 으로 나타났는데 사후검사에서는 3.12 으로 

상승되어 통계 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 그러

나 이러한 통제집단 수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회  

거리감에서는 수업 기에 자기평가를 시행한 실험집단

이 자기평가를 비실행한 통제집단 보다 평균 수가 훨

씬 더 높게 상승하는 한 변화를 보 다. 이를 통해, 

수업 기의 자기평가의 효과를 고려해 볼 수 있는 가능

성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의[표 3]을 통해 

알 수 있다.

구분 N 평균
표
편차

t
자유  
 도

유의
확률

사회적
거리감

실험군
사전

100
100
100
100

2.62
3.46
2.63
3.12

0.24
0.12
0.22
0.12

-13.60 7 .000***
사후

통제군
사전

-5.369 7 .001**
사후

*p<.05  **p<.01  ***p<.001

표 3. 자기평가가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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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기평가가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

정  태도변화에서는 자기평가를 실시한 실험집단

과 비실시한 통제집단 모두에서 사 ‧사후 간의 유의

미한 수변화는 있었고 실시집단이 더 높은 수 의 변

화를 보 으나 두 집단 간의 변화정도 차이는 통계 으

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실험집단에서의 사 평가에서 정신장애인에 한 

정  태도 수는 2.38 (SD=0.58)이었다. 본 척도는 

수가 낮을수록 정 인 수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러한 결과는 5  만 의 척도에서 평균 이하의 수를 

나타내서 학습자들이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일반

인들과 함께 공존해야함에 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

는 수 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사 평가의 결과를 바

탕으로 하여, 본 교과목 수업에서는 정신장애인에 한 

지역사회정신건강 이념  사회복귀  사회 응에 

한 정보를 구체 이고 극 으로 제공하 고, 그 결과, 

사후검사시 실험집단의 경우 평균이 1.79 (SD=0.47)로 

나타나 통계 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 다(p<.01).

한편, 통제집단의 경우에도 사 조사에서는 2.34  

이었고 사후평가에서는 평균 1,76 (SD=0.65)로 나타나

서, 정신장애인에 한 정  태도에 해 정 인 

변화를 보 고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p<.01). 이러

한 결과는 두 집단 모두 본 교과목 수업을 통하여 정

인 태도 수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는 반면, 수업

기의 자기평가를 시행한 실험집단과 시행하지 않은 통

제집단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분명한 차이를 보이

지는 않는 것으로 [표 4]에서 나타났다.

구분 N 평균
표
편차

t
자유  
 도

유의
확률

태도

실험군
사전

100
100
100
100

2.38
1.79
2.34
1.76

0.57
0.47
0.52
0.65

2.92 99 0.1**
사후

통제군
사전

2.83 100 0.1**
사후

*p<.05  **p<.01  ***p<.001

표 4.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

VI.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은 원격교육의 공수업에서 수업 기 학습

자의 자기평가가 갖는 수업효과를 확인하 다. 이 때 

수업효과는 정신장애인에 한 사회 거리감  정

인 태도 변화로 측정하 다. 

본 교과목인 정신보건사회복지는 학습자에게 정신보

건사회복지실천에 한 지식을 습득하고 바른 태도를 

함양시켜서, 궁극 으로 정신 보건 실무에서 문 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함양시키는데 

있다. 그런데 이러한 궁극 인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해서는, 학생들에게 최우선 으로 제공해야할 통찰이 

사회취약계층 에서도 가장 심각한 차별을 받고 사회

 편견이 팽배한 집단이 바로 정신장애인 집단이라는 

것[16][17]과 그러한 편견이 학습자 자신에게는 어느 수

으로 작용하는가에 한 인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

라서 교과목 학습을 통해 학습자들의 정신장애인에 

한 편견 인 정서와 태도를 완화하고, 정 인 정서  

거리감  태도를 내제화시키는 것이 매우 요한 학습 

목표이자 과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에게 

정신장애인에 한 비편견 인 입장에서 사회  거리

감, 정 인 태도 등을 조성하기 해 수업 기 시

에서 자기인식  평가를 시행하여 자기수 을 스스로 

인식하게 하여 이러한 자기인식이 변화자극제 는 매

개체가 되도록 격려하고 수업효과를 증진시키고자 하

다.        

본 연구결과에 따른 결론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  변화를 나타내는 ‘정신장애인에 한 사

회  거리감’ 변인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사

‧사후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그러나 자기평가

를 실시한 집단과 비실시한 집단 간에 변화정도의 차이

는 상당한 차이로 제시되어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

이로 나타났다. 둘째,  반면, 정신장애인에 한 태도에

서는 수업 기의 자기평가를 시행한 실험집단과 시행

하지 않은 통제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 -사후 간의 변화 정도에 있어서 

수업 기 자기평가를 실시한 실험집단에서 통제집단 

보다 ‘정신장애인에 한 정서  태도 측면’에서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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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수의 변화 차이가 상 으로 더 큰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자

기평가가 학습자로 하여  학습의 가치나 내용을 정서

인 측면에서 정 , 극 으로 수용하도록 기여할 

수 있다는 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온라인 교육에서의 수업

효과를 증진시키기 한 개인화된 자기 검학습의 한 

방법으로써의 수업 기 학습자의 자기평가 용에 

한 실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업 기에 자기

평가를 실시하는 구조화된 교수설계의 도입이 필요하

다. 면 면 교육이 아닌 원격교육 일수록 학습자 자신

을 스스로 각성시키고 자각시키는 과정이 더욱 필요하

다.  자기평가는 학생 스스로 자기자신의 지식  인식 

변화를 깨닫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하다[18]. 시 에 있어서는 자기평가가 수업

반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나, 특히 학습 기의 

자기평가의 기회는 학습자로 하여  본격 인 학습 진

입에 앞서 자기반성․자기발 의 자료를 수집해 볼 수 

있는 계기를 갖게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스

스로 자기 학습동기를 높이고 자신에 한 강 과 약

을 인식하여 극 으로 수업에 참여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19][20]. 둘째,  자기평가는 각 교과목의 특성을 

반 하여 실시되어야 한다[22][23]. 를 들어, 수학 교

과와 같은 기  교과목과 철학  응용과학 기반의 교

과목에서의 자기평가의 목표와 내용은 상당히 다르다. 

수학  기 교과목은 정답을 정확히 제시하거나 명확

한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 등의 인지 인 요소가 주로 

강조되는 반면, 본 교과는 명확한 지식 뿐만 아니라 자

기반성  요소에 기반한 정서 , 행동  변화를 매우 

시하는 교과목이 이다. 이런 특성을 가진 교과에서는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인지 , 정서 , 행동  측면 등

의 다양한 측면들을 검하는 계기와 시 이 필요하다. 

특히, 본 교과와 같이 사회 으로 편견과 차별을 받는 

특정 상에 해 문 인 시각과 태도를 함양시켜야 

하는 것이 요한 목표인 교과에서는, 학생 스스로의 

자기 검  모니터링 기제를 갖도록 하여 자기 주도하

의 정서  태도를 변화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

야 한다. 이와 같이 교과목 특성에 한 자기주도학습

의 근방식은 다양하고 차별 으로 용되어야 한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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