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교육평가 



   보건교육평가의   이해 



1. 보건교육평가의  개념 

평가란  
 

일의 양  또는  가치를  측정하여  어떠한  기준에  따라  성취하는  것을   

비교하는 것 

- 목표행위가  변화되어  새로운 행위가 지지되고  강화 

- 앞으로의  경향을  예측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판단, 기록 

-  직, 간접 으로  관찰하기  위한  지속적인  과정   



1. 보건교육평가의  개념 

교육평가란  
 

- 교육결과가  학습자의  교육요구  및  교육목표와  일치하는  지 

- 교육과정의  구성과  운영은  계획대로  되어있는  지 

- 교육수행이  제대로  실시되었는 지 

- 학습결과가  학습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계획하고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전체 



2. 보건교육평가의  목적 

보건교육을 평가하는 목적  
 

- 교육목표  도달정도를  알아본다 

- 교육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한다 

- 교육방법이나  매체가  적절하였는 지를  확인한다 

- 다음  교육계획의  자료로  삼는다 

 

         평가의  대상 :  교육자,  학습자,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내용, 

                              교육환경 등 



 1단계 – 평가대상  및  기준설정 

  무엇을  평가하며 어떠한  측정기준으로  보건교육을  평가할  것인가 

 2단계 – 평가자료  수집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과  관련된  자료를  평가자료  수집방법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자료  수집 

 3단계 – 비교 

  수집된  평가자료를  분석하여  설정된  보건교육  목표와  현재  이루어진 

   상태를  비교 



 4단계 – 가치 판단 

  보건교육  목표에  도달하였는 지  혹은  어느  정도  도달했는 지  등의  범
위를 판단하고  도달하지  못했다면  그  원인을  분석 

 5단계 – 재계획 

  가치판단  결과를  앞으로의  교육계획에  반영 



3. 보건교육 평가 유형 

1) 기준에  따른  평가  
 

  절대평가(목표지향  평가) 

- 미래에  도달해야  할  목표를  설정해  놓고  교육을  실시한  후  목표에 

   도달되었느냐,  도달되지  않았느냐를  알아보는  평가방법 

-목표자체가  구체화되고  세분화되어야  하며  교육  목표가  대상자의   

   교육요구에  맞는  목표설정이  되어야  함 

  상대평가(기준지향적  평가) 

- 학습자가  학습결과를  미리  만들어  놓은  기준(상대기준)에  비추어  보아 

   그것이  그 기준보다  높다,  낮다,  잘했다,  잘못했다  등을  판정 

-  무엇을  성취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성취했는가가  주요  목표가  됨   



3. 보건교육 평가 유형 

2) 과정에  따른  평가  
 

  진단평가 

- 교육전, 학습장애의  원인을  분석,  진단하고  학습에  필요한  선행지식을 

   확인  

  형성평가 

- 교육 중  교육내용의  구성  또는  전개방법을  수정보완하는 데  필요한  정
보를  수집 

  총합평가 (총괄평가)  

-  교육  후  교육의  성과  및  효율성을   다각적으로  판단  



4. 보건교육 평가 방법 

1) 평가기법  
 

  관찰법 

 

  구두질문 

 

  질문지법 

 

   평정법 



4. 보건교육 평가 방법 

2) 평가도구의  조건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실용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