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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goals, methods and opinions of medical
students on self-directed learning (SDL) and to compare the self-assessments with faculty-evaluations.
Methods: The study group included 90 medical students doing their clerkship in the department of
Laboratory Medicine, Mokdong Hospital, Ewha Womans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from August 2005 to October 2006. Students were asked to review cases, formulate learning
goals, implement appropriate learning strategies and present learning outcomes. Students' opinions on
SDL were collected. Their self-assessments were compared with the faculty evaluation scores using
the same checklist. Three groups were defined according to the faculty scores: scores >12, high;
scores 10～12, middle; scores <9, low.
Results: SDL was helpful in increasing confidence in students’ own learning abilities and in raising
interest in the patient-doctor relationship. Some students had difficulty formulating learning goals on
their own. The mean of the self-assessment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faculty mean
(11.8±2.1 vs. 10.9±2.3, p=.005). Rater agreement by items was approximately 30%. There was
significant interaction between raters and group. Among the ‘high’ group, 55% under-rated their scores
to middle or low levels, whereas 66% of the ‘low’ group rated themselves higher to high or middle
levels. Spearman's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faculty’s and student's scores was r=.219 (p=.038)
and 4.4% of the faculty evaluations was predicted by the self-assessment scores.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SDL is an effective learning tool during clerkship. Since
students' scores did not correlate with those of the faculty’s, students need to develop appropriate
self-assessment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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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하여 학생의 자기평가에 특정한 차이나 경향이 있

론

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자기주도학습이란 학습자 본인이 학습이 필요하
다는 동기를 스스로 유발하여 학습목표를 직접 세

대상 및 방법

우고 학습 과정을 계획하며, 이에 따라 학습에 필요

가. 연구 대상 및 방법

한 자료를 수집하고 적절한 학습활동을 수행한 후,
학습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한

1) 자기주도학습 방법을 이용한 임상실습

다 (Abraham et al., 2005; Ainoda et al., 2005;

본 연구의 대상은 2005년 8월부터 2006년 10월까

Hiramanek, 2005; Levett-Jones, 2005). 특히 자기주

지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이대목동병원에

도학습 과정 중에 포함되어 있는 자기평가는, 학습

서 진단검사의학 실습을 수행하였던 본과 3학년과

자 본인이 자기 성찰을 통하여 본인의 강점과 취약

4학년 학생 90명이며, 한 조는 4～5명의 학생으로

점을 스스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부족한 점을 스스

구성되었다.

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므로, 자기주도

실습 첫날 교수가 염색체 이상 또는 선천성 이상

학습 형태를 지속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요

이 있었던 환자 증례를 선택하여 학생들에게 주었

소 중 하나이다 (Violato & Lockyer, 2006).

다. 학생들이 직접 환자의 차트 전체를 모두 검토하

최근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의사들의 평생 학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도록 하였으며, 같은 조는 동일한 증례를 검토하도
록 하였다.

있다. 자기주도학습은 학습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염색체 이상에 대한 증례는 다운증후군, 터너증후

학습자 본인이 맡게 되므로, 자율적이고 지속적으로

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파타우 증

배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평생 학습의 중요한 기

후군, 삼중 X 증후군 (Triple X)과 비균형 전좌 염색

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평생 학습이 필요한 의사

체 이상을 가진 환자가 포함되었다. 선천성 이상에

들에게 있어 자기주도학습은 꼭 필요한 요건이다.

대한 증례는 선천성 심장기형, 애매한 성기 (ambi-

자기주도학습을 증진시키는 교육방법의 대표적인

guous genitalia), 선천성 부신피질 비대 (congenital

예로 학습포트폴리오 작성법이나 문제바탕학습법

adrenal hyperplasia), 안드로젠 불감증 (androgen insen-

등을 들 수 있다. 국내의 많은 의과대학들이 문제바

sitivity syndrome) 환자가 포함되었다.

탕학습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Chae et al., 2004; Kim

학생이 환자의 차트를 직접 검토 후, 본인이 각자

et al., 2005; Dolmans et al., 2005), 대부분 임상 실

공부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 학습목표를 자유롭게

습을 시행하기 이전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임상 실

세우도록 하였으며, 학습목표의 수는 제한하지 않았

습 중에는 자기주도학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

다. 또한 학습목표 달성을 위해 선택한 학습 전략

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학생들

및 방법을 모두 기록하고, 계획에 따라서 시행한 학

이 임상 실습 기간 중 실제 환자의 차트를 검토하도

습의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실습 마지막 날

록 한 후, 학생 본인이 학습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에는 학생이 각자 준비하였던, 학습목표, 목표 설정

자기주도학습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유,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과 이에 대해 학습한

본 연구의 목적은 진단검사의학 임상 실습 중에

자료 및 내용을 조원들 앞에서 발표하도록 하였다.

자기주도학습을 수행한 후 학생들이 세운 학습목표

또한 발표한 내용에 대해 조원들끼리 자유롭게 질

및 학습 방법을 알아보고,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학

문하거나 토론하도록 하였다.

생들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또한 학생 본인이 자기
평가 한 결과와 교수가 평가한 점수를 비교, 분석함

2) 자기평가 분석 방법

으로써 기존에 일반적으로 행해진 교수 평가에 비

위의 과정을 마친 후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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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 Checklist for Faculty's Evaluation and Student's Self-assessment
Score*

Item

1

2

3

4

5

1. How do you judge your competence in setting a learning goal and in selecting
learning strategies for achieving the goal?
2. Did you implement the learning process according to your learning strategies?
3. Did you perform the self-directed learning to your best?
*Score: 1=very poor; 2=poor; 3=fair; 4=good; 5=excellent.

들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하여 개방형 질문을 제시

이러한 학습 과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얼마나

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적도록 하였다.

성실하게 수집하고 정리하였는지, 또한 학습한 내용

학습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교수와 학생 모두 동
일한 체크리스트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Table I). 체

에 대해 본인의 견해나 의견을 성실하게 잘 정리하
였는지 등을 평가하였다.

크리스트는 5점 척도를 가진 3개 문항으로 구성하

자기주도학습 수준에 따른 비교를 위해서 학습 책

였다. 평가지 문항은 담당 교수가 자기주도학습을

임 및 내용 전문가인 담당 교수의 점수를 기준으로

시행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소들로 구성하였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교수가 평가한 점수를 기준으

는데, 첫째 학습목표 설정 및 전략 수립 능력이 충

로 13～15점인 경우 상위집단, 10～12점은 중위집

분한지 여부 (문항 1), 둘째, 설정한 목표와 전략에

단, 9점 이하는 하위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따라 학습을 실제 수행하였는지 여부 (문항 2), 셋

나. 분석 방법

째, 자기주도학습을 성실하게 시행하였는지 여부

자기주도학습에서 학생들이 설정한 학습목표는 의

(문항 3)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Table I).
또한 각 문항에서 가장 잘한 경우 5점으로 평가

학적 지식분야와 인문사회학적 지식 분야로 나누어

하였으며 총 15점이 만점이었다. 1점은 매우 부족,

서 분석하였으며,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의

2점은 부족, 3점은 보통, 4점은 우수, 5점은 매우 우

견은 장점과 어려웠던 점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수한 경우로 하였다. 학생들도 동일한 체크리스트에

교수 평가 점수와 학생의 자기평가 점수의 차이

동일한 5점 척도로 본인이 평가하도록 하였다. 학생

를 알아보기 위해서 종속표본 t검정 (paired-sample

의 자기평가 점수는 최종 실습 점수에 포함시키지

t-test) 이용하여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각 문

않는다는 것을 미리 공지하였다.

항별 자기평가와 교수 평가를 비교하기 위하여 교

교수가 평가할 때 각 문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

수 평가 점수에서 자기평가 점수를 뺀 차이점수를

은 사항들에 대해 중점을 두어 점수를 주었다. 문항

산출하고 이의 분포를 파악하였으며, 각 문항별 채

1에 대한 평가는 해당 환자에서 중요하고 필요한 학

점의 일치도를 산출하였다. 또한 동일한 대상에 대

습목표를 세웠는지 여부, 학습목표를 세운 동기와

해 채점자를 달리하여 반복 채점된 상황이기 때문

설정한 학습목표 내용이 구체적인지 여부, 전략 수

에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립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절하고 구체적인

고려한 분할구획요인설계 (split-plot factorial design)

지 여부 등으로 평가하였다. 문항 2에 대한 평가는

를 적용하여 자기평가와 교수 평가의 차이를 검증

설정한 목표와 전략에 따라 실제 어느 정도를 수행

하고, 채점 주체의 차이와 집단 간의 상호작용을 검

했는지 여부를 평가하였다. 문항 3에 대한 평가는

증하였다. 두 변수 간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스피

- 125 -

자기주도학습을 도입한 임상실습에서 의과대학생이 설정한 학습목표, 방법 및 의견과 자기평가 점수의 분석

어만 순위 상관계수 (Spearman rank order correlation

천성 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가족들의 역할 (1명), 일

coefficient)를 산출하였으며, 향후 자기평가가 교수

반인들이 인터넷에서 얻는 의학 지식이 올바른지

평가의 대안으로 쓰일 수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하

여부 (1명)에 대한 조사가 학습목표에 포함되었다.

여 자기평가의 교수 평가에 대한 예측력을 단순회

나. 학습목표 달성을 위해 학생들이 선택한 학습방법

귀분석을 통해 추정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학생들은 다양한 학습 방법을 선택하였는데, 교과

15.0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유의확

서, 저널, 인터넷 검색을 기본으로 하였다. 그 외에

률이 .05 이하인 경우 유의한 것으로 보았다.

도 신문기사, 뉴스, 다큐멘터리, 영화, 책 (장애인에

결

관한 소설, 만화), 환자 및 가족 동우회 모임, 의료와

과

가. 자기주도학습을 위해 학생들이 설정한 학습목표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건
강보험공단, 의료보험법 등) 등에서 정보를 얻었다.

학습목표는 의학적 지식 분야와 인문사회학적 분

또한 2명의 학생은 유전질환과 관련 있는 전문의를

야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1명 학생이 여러 개의 학

직접 찾아가서 진단과 치료에 대한 질문과 토론 후

습목표를 설정하기도 하였다.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하였다.
다.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

1) 의학적 지식 분야
90명 학생 중 19명 (21.1%)은 선천성 질환 또는

자기주도학습의 장점에 대한 의견 중에서, 스스로

염색체 이상을 산전에 진단할 수 있는 검사 종류에

공부하는 학문의 즐거움, 성취감 및 자신감을 느낄

대한 목표를 세웠다. 그 외에도 선천성 질환 또는

수 있었던 점이 좋았다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

염색체 이상이 발생하는 원인, 기전, 유전양식 및 빈

다 (70명, 77.8%). 또한 자료 탐색의 중요성을 깨달

도에 관한 내용을 학습목표로 세웠으며 (18명, 20%),

았고 검색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37명, 41.1%), 앞으

이러한 질환들의 임상 양상 및 진단 (18명, 20%)과

로 의사가 되었을 때 환자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알

치료 및 예후 (15명, 16.7%)에 대한 내용들이 목표

게 되었고, 환자-의사 관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

에 포함되었다. 또한 염색체 검사의 결과 해석 방법

게 되었다고 하였다 (34명, 37.8%). 그 외에도 형식

(6명, 6.7%)과 유전학적 상담에 대해 (3명, 3.3%) 목

에 얽매이지 않고 원하는 학습목표를 자유롭게 선

표를 세웠다.

택하고 그 주제를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었던 점
(27명, 30%), 다른 주제에 대해서도 더 공부하고 싶

2) 인문사회학적 지식

은 의욕을 느낄 수 있었던 점 (14명, 15.6%), 같은

9명 (10%)은 선천성 질환 또는 염색체 이상 질환

증례에 대해 여러 학생들이 다양한 학습목표를 가

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삶의 질 (사회 적응 여부, 직

지고 다른 각도에서 공부한 것을 공유할 수 있어서

업 현황, 교육 정도 등)이 어떠한지에 대해 조사하

좋았다고 하였다 (9명, 10%).

는 것을 학습목표로 세웠다. 그 외에도 환자들의 정

자기주도학습에서 힘들었던 점은 학습목표를 본

신학적 문제점 (5명, 5.6%), 낙태법 및 유산의 윤리

인이 직접 세워야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어려웠다

적 문제 (4명, 4.4%), 선천성 질환을 산전에 진단하

고 하였다 (19명, 21.1%). 또한 학습목표를 세우고

기 위한 검사의 윤리적 문제 (3명, 3.3%), 유전질환

계획한대로 실행하기에 시간이 부족하였으며 (17명,

의 치료 비용 및 보험 현황 (2명), 선천성 질환의 정

18.9%), 원하는 자료를 찾을 수 있는 환경 (도서관

부 복지 사업과 의료제도 지원 현황 및 장애인의 등

문을 일찍 닫음, 외국 문헌은 전체 본문을 보기 어

급 (2명), 산전 진단 결과를 알려주는 과정에서 의사

려움 등)이 미흡하다고 하였다 (4명, 4.4%). 그 외에

의 역할과 부모의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 (2명), 선

도 본인이 정한 학습목표 외에 다른 부분을 공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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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I. Comparison of Faculty's Evaluation and Student's Self-assessment (n=90)
Faculty
Checklist

Student

Mean

Standard
Deviation

Mean

Standard
Deviation

t-stat

Item 1
Item 2
Item 3

3.71
3.68
3.53

.81
.83
.88

3.61
3.88
4.24

.87
.83
.78

.877
-1.769
-6.226*

Total

10.92

2.29

11.77

2.09

-2.903*

*p<.05.
지 못하는 점들이 불안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2명,
2.2%).
라. 학생의 자기평가와 교수 평가 결과 비교
1) 자기평가와 교수 평가 점수의 평균 비교
임상실습 중 수행한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학생들
의 자기평가와 교수 평가 점수의 기술통계 분석 결
과에 따르면 (Table II), 학생들의 자기평가 점수의
평균은 11.8점으로 교수가 평가한 점수 평균인 10.9
점 보다 높았으며, 이는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
문항별 평균 점수를 비교해 보면,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목표 및 전략 수립 능력 (1번 문항)에 대한 평
가에서는 교수 평가 점수가 높고, 자기보고의 성격
이 강한 학습수행 능력 (2번 문항)과 자기주도학습
의 성실성 (3번 문항)에 대한 문항에서는 학생의 자
기평가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3번 문항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 자기평가와 교수 평가의 문항별 비교
각 문항별 자기평가와 교수 평가를 비교하기 위
하여 교수 평가 점수에서 자기평가 점수를 뺀 차이
점수를 Fig. 1과 같이 도식화하였다. Fig. 1에서 0에
해당하는 부분은 교수와 학생의 자기평가 결과가
일치한 비율을 나타내며, 차이점수가 양수인 경우에
는 교수가 더 높은 점수를 준 것이고 음수인 경우에
는 자기평가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난 경우이다.
Fig. 1. Distribution of score difference (faculty rating student rating) by item.

그 결과를 문항별로 살펴본 결과, 비교적 객관적
인 평가 기준을 적용하기 용이한 목표 및 전략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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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II. Descriptive Statistics by Group
Faculty
Group*

n

High
Middle
Low
Total

Student

Mean

Standard
Deviation

Mean

Standard Deviation

20
41
29

14.35
11.00
8.45

.75
.77
.87

12.10
11.98
11.24

2.22
1.98
2.12

90

10.92

2.29

11.77

2.09

*Group: level of self-directed learning by faculty evaluation.
Table IV. Repeated Measure ANOVA Table
Source

SS

df

MS

F-stat

Between subjects
†
Group
Error

273.578
244.066

2
87

136.789
2.805

48.760*

Within subjects
‡
Ratings
Ratings* Group
Error

32.089
151.169
187.742

1
2
87

32.089
75.584
2.158

14.870*
35.026*

†
*p<.05, group: level of self-directed learning by faculty evaluation,
rating2=faculty evaluation score.

‡

ratings: rating1=self-assessment score,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에 비하여 학습수행 능력, 수

점으로 비슷하였으나 상위집단의 경우 교수 평가는

행의 성실성에 대한 평가에서 교수보다 학생이 더

14.35점인데 비하여 자기평가 평균은 12.1점으로 낮

높은 점수를 주는 비율이 높았다. 이들 문항은 상대

게 나타났다. 그러나 하위집단의 경우에는 교수 평

적으로 평가에 있어서 주관성이 개입되기 쉬운 문

가 (평균 8.45점)에 비하여 자기평가 점수 (평균

항이고, 이러한 경우 학생들은 교수보다는 관대한

11.24)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기준으로 자신의 자기주도학습을 평가하는 경향이

평가주체와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수준에 따라 평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세 문항의 자기평가와

가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

교수 평가의 일치도는 각각 32.2%, 37.8%, 28.9%로

기 위하여 분할구획요인 설계에 의한 반복측정 분

나타났고, 학습 수행 능력 (2번 문항)에 대한 평가에

산분석을 시행한 결과 (Table IV), 자기주도학습 수

서의 일치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준에 따라 자기주도학습 평가 점수에 유의한 차이
가 있었으며 (F=48.76, p<.05), 채점자에 따라서도

3) 자기주도학습 수준에 따른 자기평가와 교수 평
가의 집단별 비교

자기주도학습 평가 점수가 달랐다 (F=14.87, p<.05).
또한 집단과 채점자에 따른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교수의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자기주도학습 수준

(F=35.026, p<.05). 이는 학생과 교수의 채점 양상

에 따른 집단을 구분하여 집단별 기술통계치를

이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는 의미이며, 이를

Table III에 제시하였다. 중간 수준의 평균은 약 11

도식화 한 Fig. 2를 보면, 상위집단 학생은 교수보다

- 128 -

한국의학교육 : 제 20 권 제 2 호 2008

통해 학생들은 학문의 즐거움과 자신감, 성취감을
가지게 되었으며, 다른 주제에 대해서도 더 공부하
고 싶은 의욕을 느꼈다고 응답하였다. 선행 연구에
서도 자기주도학습을 통하여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는데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의 학습에도 동기유
발이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같은 주제에 대해 자기
주도학습을 시행한 집단과 강의를 들은 집단의 시
험 점수를 비교하였더니, 자기주도학습 후 시험 성
적이 더 높았다고 하였다 (Abraham et al., 2005). 이
와 같은 사실은 자기주도학습을 통해 학습에 대한
동기를 가지고 학습한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학습한
Fig. 2. Interaction between rater and group (High Group:
score >12; Middle Group: score 10～12; Low
Group: score <9).

사람보다 더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음을 뒷받침
해 준다.
또한 본 연구는 문제바탕학습과 같이 가상의 시
나리오가 아니고 실제 환자 차트를 검토하여 자기

낮게 평가하는 반면, 하위집단 학생은 교수보다 높

주도학습을 시행하였는데, 학생들은 이러한 실제 상

은 점수를 주었음을 알 수 있다.

황을 접하면서 앞으로 의사가 되었을 때 환자에 대
한 접근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있어 좋았

4) 자기평가와 교수 평가의 관계 및 예측력

다고 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이 정했던 학습목표 내

학생의 자기평가와 교수 평가 점수 간 서열상관

용을 살펴보면 의학 지식에 대한 분야뿐만 아니라,

계수는 .219 (p=.038)로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즉,

환자-의사 상호 관계, 의사소통 및 윤리에 대한 주

학생의 자기평가에 의한 서열이 교수 평가의 서열

제들이 포함되었는데, 학생들은 자기주도학습을 통

과 어느 정도의 상관이 있다는 의미이다. 보다 구체

해 이러한 분야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

적으로 학생의 자기평가가 교수 평가 점수를 어느

였다. 본 연구에서 학생들에게 주어진 증례가 선천

정도 예측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

성 질환이라서 학생들이 위와 같은 주제에 더 관심

석을 실시한 결과, 학생의 자기평가가 교수 평가의

을 가질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4.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측력은 유의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각자 학습한 것을 교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산출된 회귀식

와 동료 앞에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같은

은 다음과 같았다. 식에 의하면 학생의 자기평가 점

환자 증례에 대해 동료들이 다양한 학습목표를 세

수가 1점 높아질수록 교수 평가 점수가 .23점 향상

우고 학습한 내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해 토의할 수

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있었던 점이 좋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자는 이와 같

faculty rating=8.21+.23 (student rating)

은 과정 이후에 학생들 사이에 질문과 토론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짐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협동 학

고

찰

습을 촉진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다른 동료들이 학습한 것을 관찰하면서 각 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임상 실습 중 환자 증례
를 검토 후, 스스로 학습목표를 세우고 이에 적절한

인의 학습 동기 유발을 촉진시키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학습방법을 선택하여 자기주도학습을 수행한 후 그

본 연구에서 본인이 학습목표를 자유롭게 선택하

결과에 대한 자기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학습한 것이 좋았다고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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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생도 있었지만, 오히려 본인이 학습목표를 직

자기주도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촉진요인 (facili-

접 정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어렵다고 한 학생

tators) 중 하나는 학습결과에 대한 자기평가 과정이

도 있었다. 이는 아마도 교육자 주도 학습에 익숙해

다. 즉, 본인의 강점과 취약한 점을 정확하게 평가하

져 온 학생들이 갑자기 자기주도학습 방법에 적응

는 것은 자기주도학습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반응으로 판단

필수적인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 자기평가와 교수

된다. 다른 문헌에서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육자

평가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학생들의 자기평

중심의 학습 (teacher-centered approach)을 더 선호

가 결과가 유의하게 높았다. 교수 평가와 학생 자기평

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기주도학습 방법에 익숙하지

가 간에 상관성이 있었던 보고도 있었으나 (Mandel

않은 학생들은 교육자에 대해 적대감을 가질 수도

et al., 2005; Pierre et al., 2005), 대부분 문헌에서는

있으며, 이러한 경우 학생들의 좌절과 분노가 심하

학생들의 자기평가는 교수 평가와 차이를 보여 학

여 오히려 학습이 일어나지 못할 수 있다고 하였다

생들의 자기평가가 정확하지 못하다고 하였다 (Das

(Levett-Jones, 2005).

et al., 1998; Sullivan et al., 1999; Rudy et al., 2001;

따라서 자기주도학습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주도학습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

Mattheos et al., 2004; Weiss et al., 2005; Langendyk,
2006).

해서는 이러한 학습의 목적과 방법을 학생들에게

또한 본 연구에서 교수가 상위집단으로 평가한

미리 교육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

학생들의 경우는 오히려 교수보다 본인을 낮게 평

서 학생들이 답한 것처럼 자기주도학습에 있어 학

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교수가 하위집단으로 평가

습 자료를 수집하는 능력이 중요하므로 자료 검색

한 학생들은 교수보다 자기평가를 높게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도 사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경향이 있었다. 또한 교수 평가는 점수의 폭이 8점

고, 학생들이 원하는 자료를 충분히 수집할 수 있는

에서 15점 사이로 넓은데 반해, 학생들의 점수는 11

적절한 교육 환경도 갖추어야 자기주도학습이 효과

점에서 12점 사이로 나와 중립화한 경향을 보였다.

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교육자

이는 교수는 평가시 학생들의 점수를 차별화 하려

는 지식의 전달자라기보다는 학습의 촉진자로서의

는 노력을 하나, 학생들 본인이 평가할 때는 중립화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을 학생과 교육자 모

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두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교육자는 학생

다른 문헌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찾아볼 수 있는

들이 학습에 대한 필요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적

데, 의과대학생중 학습 수행 능력이 낮은 학생들은

절한 학습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본인의 수행 능력을 과대평가하였고, 학습 수행 능

을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수가 중간에 학생들

력이 높은 학생들은 오히려 본인의 능력을 과소평

이 세운 학습목표를 점검해 주지 못하였는데, 교수

가 하였다 (Das et al., 1998; Kruger & Dunning,

가 학습목표를 중간에 검토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1999; Langendyk, 2006).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한

데 도움을 준다면 더욱 효율적으로 학습이 이루어

연구에서도 동료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

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자기평가 점수를 더 높게 평가하였고, 반대로 동

Knowles (1975)에 의하면 학생들이 새로운 주제

료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전문의들은 자기평가

에 관한 과거 경험이나 지식이 거의 없을 때는 자기

를 낮게 하는 경향이 있었다 (Davis et al., 2006;

주도학습보다는 교육자 주도 학습이 더 적절할 수

Violato & Lockyer, 2006).

있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임상실습 중에 시행하

위의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학습 수행 능력이 낮

여 학생들이 이미 강의를 통하여 기존 지식을 어느

은 학생들은 도달하고 수행해야 할 학습목표와 기

정도 가진 상태였으므로 적절한 시기에 시행되었다

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본

고 생각한다.

인의 취약점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지 못함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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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본인의 수행 능력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능력

있었고 자기평가 양상이 상위, 중위, 하위 집단의 수

이 없이는 학생들이 적절한 목표를 세우고, 목표에

준에 따라 교수 평가와 다르게 나타났으며 설명력

도달하기 위한 전략 (strategies)을 세워서 실천하고

도 5% 이내였다. 따라서 자기평가 결과가 교수 평

목표에 도달하였는지 평가하는 자기주도학습 과정

가를 대체하지는 못하며, 향후 자기평가가 부적절한

을 지속시키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자기평가능력이

학생들은 교수가 되먹임을 통하여 이를 개선시킬

부적절한 학생들은 적절한 되먹임을 통해 자기평가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자기평가에서 중립

능력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화 반응을 지양하고 보다 변별력 있게 평가하도록

학습 수행 능력이 높은 학생들이 자기평가를 낮

유도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자기평

게 하는 것은, 학습목표와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 에 대한 경험이 학생의 학습동기 유발과 자기 개

인지하고 있지만, 본인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 본인

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생들을 지도하

의 학습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

는데도 유용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라서 수행 능력이 높은데도 자기평가를 낮게 하는
학생들에게는 긍정적인 되먹임과 격려를 통하여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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