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6 Korean Society of Nursing Science www.kan.or.kr  

ISSN (Print) 2005-3673
ISSN (Online) 2093-758X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간호교육은 간호교육인증평가제도 도입과 더불어 급변하는 

실무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적 간호역량을 갖춘 학생을 배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성과와 역량중심 간호교육으로 패러다임

이 변화되고 있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1]이 간호사의 핵심간호역량

과 학습성과를 제시하면서 이를 토대로 각 대학은 고유의 간호교육

철학과 특성을 반영한 교과과정과 학습성과 평가체계 개발 및 학습

성과 달성에 효과적인 다양한 교수학습방법들을 시도하고 있다[2]. 

과거 내용 중심의 강의식 교육에서 자기주도적이며, 실제 현장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학습자 중심 교육

으로의 전환을 요구 받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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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nts were 83 senior students taking the nursing management course in one of the Departments of Nursing at 2 Universities. 

Experimental group (n=42) received a learning portfolio-utilized nursing management class 15 times over 15 weeks (3 hours weekly). 

Self-directed learning abilities, approaches to learning and learning flow of the participants were examined with self-report struc-

tured questionnaires. Data were collected between September 2 and December 16, 2014, and were analyzed using chi-square test, 

Fisher’s exact test, independent t-test and ANCOVA with SPSS/PC version 21.0. Results: After the intervention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significant increases i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ies, deep approaches to learning and learning flow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However,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between groups for surface approaches to learning. Conclusion: 

Learning activities using the learning portfolios could be effective in cultivating the learning competency for growth of knowledge, 

technology and professionalism by increasing personal concentration and organization ability of the nursing students so that they 

can react to the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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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학 교과에서 학습포트폴리오를 활용한 학습활동의 효과

이에 학습자의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역량 강화가 중요해지면서 대

학생의 실천적 지식 구성, 반성적 사고 능력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을 향상시키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포트폴리오(portfolio)

를 활용한 학습활동이 활용되고 있다[3,4].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타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학습활동은 학생들

의 학습 최종결과물을 평가하는 체계적인 과정인 동시에 역동적인 

수업전략으로, 많은 국가에서 간호사의 전문직 개발과정에 대한 기

록과 간호학생들의 학습 성장과정 평가(formative assessment) 및 

성과평가(summative assessment)를 위한 효과적인 접근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5,6]. 

교육 분야에서 사용되는 학습포트폴리오는 증거자료(documenta-

tion/evidence), 성찰(reflection), 협업/멘토링(collaboration/men-

toring) 세 가지로 구성된다[7]. 이 중 증거자료는 단순한 학습과정

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이 아니라 학생이 고심하여 선별한 것이어야 

하며, 증거자료를 선정하기 위해 학생은 자신의 학습경험을 뒤돌아

보고 분석하면서 자신이 성취한 것과 앞으로 성취해야 할 것에 대한 

자기성찰을 하게 된다[8]. 이러한 성찰 과정 속에서 학생들의 학습

은 기계적으로 학습하는 표면적 학습(surface learning)에서 학습내

용의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한 심층적 학습(deep learning)으로 발전

하게 된다[9]. 더불어 학습포트폴리오를 매개로 교수자와 학생 또는 

학생과 학생 간에 협업, 멘토링, 피드백 등의 상호작용이 발생하면서 

학습성과를 향한 진전을 보여주게 된다[7]. 

학습포트폴리오 작성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자기주도학습 능력, 

이론과 실제를 통합하는 능력이 향상되고, 교수자로 하여금 학생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며[5,6,10,11], 학

습자 중심의 학습 유도 및 학습자의 자기성찰 촉진[7,12], 학습과정

과 학습성과의 연결[13], 학습자의 적극성 지지와 학습역량 개발

[14,15] 등이 촉진되게 된다. 즉, 학습포트폴리오는 학습과정과 결

과에 대한 종합적 관리 및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지

원시스템으로, 자신의 학습활동에 대한 성찰을 통해 반성과 책임의

식을 갖고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을 주도해 나간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학습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향상되면, 학습

자는 학습 과정 전체에 대한 긍정적 심리상태라는 내적 보상을 경험

하면서 학습과정에 몰입하게 된다. 학습몰입은 다양한 교육환경에 

노출된 학습자가 학업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학습과정

에 완전히 흡수되어 있는 최적의 심리상태로 학습자의 과정과 결과

를 직간접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학습자 변인으로 제시되고 

있다[16,17]. 또한 학습몰입 경험 자체가 만족감이 되어 내재 동기

를 증진시키고 높은 성취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의 학습몰

입 향상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18]. 

간호관리학은 간호관, 역사의식, 윤리의식, 법적 책무의식, 전문

직관, 리더십 등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인 지식과 가치관

을 제공하는 필수적인 교과목으로 다양한 학문분야의 과목들로 구

성되어 있다[19]. 따라서, 교과목 내의 다양한 학습내용을 습득하

기 위해서는 교수자 중심의 교육방법이 아닌 학습자 스스로 학습목

표 달성 정도를 확인하고, 학습과정을 개선해 나가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수업이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습포트

폴리오를 활용한 학습활동은 학생들에게 학습 과정이 진행됨에 따

라 체계적인 반성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주어 간호대학생들의 

지식, 기술 및 전문직 성장을 위한 학습역량을 배양하는데 효과적

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포트폴리오를 적용한 연구의 경우 과제물 

작성[11], 학생들의 학습성과나 역량들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포트폴

리오를 사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20], 보건의료계열 대학생

을 대상으로 한 포트폴리오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체계적 고찰에 따르

면 그 효과는 지식과 이해 증진, 자기인식 향상과 반성적 사고, 자기주

도적 학습능력 등으로 제시되고 있다[6]. 이들 연구들은 평가자 중심

의 평가 위주 포트폴리오에 중점을 두거나 학생들의 활용 경험이나 성

과에 관한 기초적인 연구들이 대부분이었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12주 이상 수업설계를 통해 학습효과를 비교한 논문은 찾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관리학 교과를 학습포트폴리오를 활용하

여 개발하고 운영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학습포트폴리오 적용

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통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학습접근방식과 학습자의 과정과 결과를 직간접적으로 

예측할 것으로 사료되는 학습몰입 변수를 선정하여 간호대학생에게

도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포트폴리오를 활용한 

간호관리학 수업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포트폴리오를 활용한 간호관리학 수업을 개발한다.

둘째, 학습포트폴리오를 활용한 간호관리학 수업의 효과를 검증

한다. 

3. 연구 가설

가설 1. 학습포트폴리오를 활용한 간호관리학 수업에 참여한 실

험군은 대조군보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점수가 높을 것이다. 

가설 2. 학습포트폴리오를 활용한 간호관리학 수업에 참여한 실

험군은 대조군보다 심층적 학습접근방식 점수가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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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 학습포트폴리오를 활용한 간호관리학 수업에 참여한 실험

군과 대조군의 표면적 학습접근방식 점수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가설 4. 학습포트폴리오를 활용한 간호관리학 수업에 참여한 실

험군은 대조군보다 학습몰입 점수가 높을 것이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학습포트폴리오를 활용한 간호관리학 수업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의 

유사실험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간호관리학 교과목을 수강하는 2개 대학 간호학과 4학년 재학생 

83명으로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로 학습포트

폴리오 작성 경험이 없는 학생 중 편의표출하였다. 실험적 중재는 중

재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실험군과 대조군의 소속 대학을 달리하고, 

각 대학에 연구에 대한 설명과 동의를 구한 후 시행되었다. 먼저, 실

험군으로 선정된 대학의 교과과정과 학생 수, 학교 규모, 입학 수

준, 교육환경, 간호관리학 수업을 제공하는 교수자의 강의 경력 등

이 유사한 대학의 재학생을 대조군으로 선정하였다. 두 개 대학은 

매 학기별로 분반 선정 시, 직전 학기 성적의 등수를 기준으로 고르

게 분포할 수 있도록 배정한 후 수강신청 하도록 지도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간호관리학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관리

학 실습을 모두 마쳤고, 4학년 2학기에 이론 교과목을 이수하였다. 

매주 3시간씩 15주 동안(중간고사, 기말고사 주간 포함) 간호관리학 

수업이라는 실험처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무작위 배정이 어려워 간

호관리학 교과목을 수강 신청한 4학년 학생 중 한 분반 전체인 42명

과 43명을 각각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선정하였다. 실험군에게는 포

트폴리오를 활용한 간호관리학 수업을 15주 동안 진행하였고, 대조

군은 교과서 중심의 강의식 간호관리학 수업을 15주 동안 받았다. 

최종 분석에 사용된 대상자 수는 사후 검사에 응답하지 않은 대조

군 2명을 제외하여 실험군 42명, 대조군 41명으로 총 83명이었다. 

표본의 수를 G*Power 3.1.4를 이용하여 추정해보면, 독립표본 t-

test를 위해 유의수준 α=.05, 집단 수=2, 효과크기 0.65, 검정력 

.80으로 했을 때 총 78명이 필요하다. 표본 크기 선정 시 국내외 선

행문헌 중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12주 이상 수업설계를 통해 학습

효과를 비교한 논문은 찾기 어려웠고, 활용 효과를 질적 분석이나 

빈도와 백분율로 제시하고 있어 효과의 크기를 선정하기 어려웠다. 

이에 간호대학생과 간호사를 대상으로 포트폴리오 활용 효과의 크기

를 파악할 수 있는 선행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0.61~0.70[11,15]이

었고, 이를 토대로 효과의 크기를 선정하였다. 따라서, 최종 대상자

에 대한 표본크기의 적정성을 검증하고자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사후검정력을 확인하였다. 중재 전·후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차이

값은 실험군 0.29±0.23, 대조군 0.08±0.30으로(Table 3), 독립표

본 t-test 시 본 연구의 효과크기는 0.79로 유의수준 5% 수준에서 

양측검정을 하였을 때 93% 정도의 검정력을 보였다(G*Power 

3.1.4). 또한 중재 후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ANCOVA 분석 결과에 

따른 효과크기는 0.67로 나타났다(http://www.uccs.edu/~lbecker/).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표본 수 설정이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3. 연구 도구

1)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Lee 등[21]이 개발한 대학생/성인용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측정 도

구로 원저자의 허락을 받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3개 능력요소로 

구성되고, 이는 다시 8개 하위요소로 구분되어 있다. 자기주도적 학

습능력은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그 결과

를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성공적인 학습이 되도록 학습과정을 주도적

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21]. 능력요소별 하위요소는 

학습계획(20문항), 학습실행(15문항), 학습평가(10문항), 총 45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8개 문항은 부정문항으로 역환산 처리

하여 분석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드물게’ 1점에서 ‘매우 자주’ 5

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1점에서 5점까

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α는 전체 .93, 학습계획 .89, 

학습실행 .78, 학습평가 .69였고, 본 연구에서는 전체 .90, 학습계

획 .85, 학습실행 .76, 학습평가 .75였다.

2) 학습접근방식

Biggs 등[22]이 개발한 R-SPQ-2F (The revised two-factor 

study process questionnaire)를 Hwang [23]이 번안한 20문항의 도

구로 원저자의 허락을 받아 사용하였다. 학습접근방식은 학습자의 

학습 전략 및 학습의도에 도달하기 위한 동기로 주된 학습 스타일을 

의미하며 심층적 학습접근방식과 표면적 학습접근 방식으로 구분된

다[22]. 심층적 학습접근방식은 학습자들의 흥미와 적성을 실현하기 

위해 학습하는 것을 의미하는 심층적 동기(5문항)와 학습자들이 폭

넓게 자료를 읽고 새로운 정보를 선행지식과 연관지어 의미를 극대

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심층적 전략(5문항)으로 구분된다. 표면적 

학습접근방식은 학습자가 성적이나 자격을 얻어 실패에 대한 두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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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벗어나기 위해 학습하는 것을 의미하는 표면적 동기(5문항)와 

학습자들이 좁은 관점에서 기초적인 요소를 기계적인 암기를 통해 

학습하는 것을 의미하는 표면적 전략(5문항)으로 구분된다. 각 문

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측

정되며,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1점에서 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접근방식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α는 심층적 학습접근 .73, 표면적 학습접근 .64였고, 본 

연구에서는 심층적 학습접근 .77, 표면적 학습접근 .71이었다.

3) 학습 몰입

Kim 등[18]이 개발한 성인용 학습몰입 측정도구로 원저자의 허락

을 받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학습몰입은 대학생 이상의 성인들

이 학습을 하는 동안 몰입하는 정도를 의미한다[18]. 본 도구는 학

습몰입 상태에서 일어나는 특징인 도전-기술 균형, 명확한 목표, 구

체적 피드백, 행동-지각 일치, 과제집중, 통제감, 자의식 상실, 변형

된 시간감각(각 3문항), 자기목적적 경험(5문항)의 9개 영역, 총 29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

렇다’ 5점의 Likert척도로 측정되며,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1점에서 

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몰입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α는 구성요인별로 .65~.90이

었고, 본 연구에서는 전체 .92, 구성요인별로는 .67~.93이었다.

4. 학습포트폴리오를 활용한 간호관리학 수업 개발 및 운영

1) 학습포트폴리오를 활용한 간호관리학 수업의 개발

학습포트폴리오를 활용한 간호관리학 수업은 Hwang [23], 

Tompkins와 Paquette-Frenette [24], Zubizarreta [25]의 연구에 

근거하여,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활동과 결과물을 능동적으로 성찰

하고 기록하는 활동 과정 속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역량을 기르고, 학

습과정에 몰입하여 암기 위주의 학습접근이 아닌 학습내용의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 심층적 학습접근방식을 유도할 목적으로 개발하

였다. 학습자용 학습포트폴리오는 총 4주기(cycle)로 구성하였고, 

각 주기별로 학습계획, 학습과정과 활동, 학습결과, 이에 따른 학습

성찰의 4개 구성요인별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여,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매 1주

기 후에는 제출하도록 하여 교수자 점검 후 피드백 받은 내용을 토

대로 다음 주기의 학습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학습포트폴리오 

내 자료는 각 주기별 구성요인과 주차별 학습목표에 따라 강의 내용 

및 학생의 학습활동을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주요 교수-학

습전략으로는 학습포트폴리오 내 자료, 파워포인트, 동영상 자료를 

활용한 강의와 팀 학습(토의, 공유, 발표), 포트폴리오 확인과 팀 

원 간 및 교수자의 피드백을 통한 상호작용 등의 방식을 선정하였다. 

대조군에게 제공되는 수업을 위해서는 실험군의 학습포트폴리오 내 

주차별 강의 내용과 동일한 배포용 강의 자료와 수업용 파워포인트

를 개발하고, 내용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각 주차별 강의 내용을 

분석하여 핵심 전달 내용을 일치시키는 재확인 과정을 거쳤다. 또한 

실험군에게 제공되는 팀 학습, 학습포트폴리오 활용, 팀원 간 및 교

수자의 피드백을 통한 상호작용 방식을 제외한 주차별 수업 내용을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학습활동에 대한 평가방법과 도구를 포함한 

수업 설계 내용에 대해 간호관리학 전공, 강의경력 10년 이상의 교

수 2인에게 타당도 검증을 받았다. 최종적으로 주 1회, 3시간씩 15

주로 구성하였고, 각 주기별 교육내용과 학습포트폴리오 구성 항목 

등은 Figure 1에 제시하였다. 

2) 학습포트폴리오를 활용한 간호관리학 수업의 운영

학습포트폴리오를 활용한 간호관리학 수업은 2014년 9월 2일부터 

12월 12일까지 간호학과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였다. 교수

자는 포트폴리오 작성이나, 팀 토의, 발표, 성찰, 피드백에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구조화된 수행 도구와 서식들을 제공하였으며, 강의 

이외의 팀 학습 중에는 코치로서 학습자들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돕고 과제해결에 필요한 조언과 피드백, 질의에 대한 응답을 제공하

는 역할을 하였다. 매주 수업은 강의와 팀 학습이 각각 1~1시간 30

분씩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였다. 평가는 중간 및 기말고사, 출석, 팀 

토의 태도와 발표 평가, 팀 내 팀원 간 평가, 포트폴리오 2회 평가로 

구성하였고, 평가항목 및 기준에 대한 도구와 사례를 사전에 제시하

였다. 중간 및 기말고사 후에는 정답에 대한 근거 찾기를 통해 개념

을 재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포트폴리오는 각 주기별(4, 8, 12, 

15주차) 수업 후 제출하도록 하여 학습활동 및 성찰 등의 작성내용

을 피드백 하였고, 포트폴리오 최종 제출은 피드백 받은 내용을 수

정한 후 제출하도록 하였다. 

매 주 수업운영은 아이스브레이크, 지난 수업 리뷰, 당일 수업 목

표 제시, 강의, 팀 학습에 따른 주제별 팀 토의와 결과 발표, 팀원 

간 학습포트폴리오 작성내용 점검 및 피드백, 다음 차시 수업 안내 

및 종료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팀원 간 학습포트폴리오 작성내용 

점검 및 피드백은 학습활동 과정 서로 점검하기, 어려움 나누기, 자

신만의 노하우 공유하기 등으로 진행하면서 학생들 간 상호작용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주기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Figure 1).

1주기는 1~4주차로 오리엔테이션과 학습포트폴리오 작성 안내, 

간호관리의 이해, 기획, 조직Ⅰ을 주제로 진행하였다. 학습 팀은 제

비뽑기로 팀당 5~6명씩 8개 팀으로 구성한 후 팀원 소개, 팀 이름

과 규칙 정하고 발표하는 팀 빌딩을 실시하였다. 4주차 수업 후에는 

작성한 학습포트폴리오를 모두 제출하도록 하여 점검한 후 교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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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 부분에 내용을 작성하여 다시 배포하였고, 평가 점수에는 반

영하지 않았다. 

2주기는 5~8주차로 조직Ⅱ, 인사Ⅰ,Ⅱ를 주제로 진행하였다. 7주

차에 시행된 중간고사 후에는 문제의 정답에 대한 근거를 찾아 작성

하도록 하였다. 8주차에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포트폴리오 평

가 항목에 ‘팀원별 의견 제시 빈도가 높은가’를 추가하였고, 팀 토

의 태도 평가 항목에 평가자 자신도 평가하도록 수정하였다. 학습포

트폴리오 제출에 따른 1차 점수 평가를 시행하였다.

3주기는 9~12주차로 지휘Ⅰ,Ⅱ, 통제, 간호단위 관리를 주제로 진

행하였다. 이때에는 피드백에 따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하

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피드백 하였다. 

4주기는 13~15주차로 간호정보시스템, 마케팅, 기말고사 및 문제

의 정답에 대한 근거 찾기를 주제로 진행하였다. 제출된 학습포트폴

리오에 피드백 내용을 작성하여 다시 배포하였고, 4일 후 최종 제출

한 학습포트폴리오의 2차 점수 평가를 시행하였다.

5. 자료 수집 방법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를 위해 H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No. 2013-1)의 

승인을 받고, A, B대학의 승인 절차를 거쳤다. 본 연구 대상자의 권

리보호를 위해 자료 수집 전에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 연구 참여로 

인한 이득과 손실, 사생활과 비밀보장, 자발적 동의와 자율 의지에 

Figure 1. Outline of nursing management course based on learning portfolio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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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연구철회 가능성 및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였다. 수

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과 교과목 성적에 전혀 영향

을 주지 않음을 알려주었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에게는 문

서화된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대조군에게는 중재 시작 

시 실험군의 주차별 강의 내용과 동일한 배포용 강의 자료를, 사후 

조사 종료 후에는 학습포트폴리오 작성법 안내 자료를 배포하였다.

사전 조사는 2014년 9월 2일 간호관리학 수업 시작 전에 미리 실

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학습접근방식, 

학습몰입을 측정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사후 조사는 수업 종료 후 

2014년 12월 16일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일반적 특성을 제외한 종속

변수를 측정하였다. 자료 수집 시 호손효과 및 실험자 효과와 상황

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료 수집자나 피실험자 모두 어떤 집단

에 속하는지 모르도록 하는 이중차단장치를 적용하였으며, 연구자 

부재 하에 연구 보조자가 배부 및 회수하였다. 

6.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대상자가 정규분포하여 모수검증방법을 선택하였다. 두 집단의 일반

적인 특성과 종속변수의 사전 동질성 검증은 Chi-square와 Fisher’s 

exact test, t-test를 실시하였고, 학습포트폴리오를 활용한 간호관

리학 수업의 효과 검증은 t-test, ANCOVA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특성 및 사전 동질성 검증

연구 대상자는 실험군과 대조군이 각각 42명, 41명이었다. 성별은 

실험군은 여학생이 90.5%, 대조군은 모두 여학생이었으나 두 군 간

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평균 연령은 실험군 22.36세, 대조군 

21.80세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고, 편입 여부, 간호학에 대한 만족 

정도, 간호관리학에 대한 흥미 정도에 대해 실험군과 대조군 두 집

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p >.050) 두 집단 간에 동

질성이 확인되었다(Table 1).

수업 실시 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종속변수 사전 점수분포가 모두 

정규분포하여 두 집단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학습접근방식 및 

학습몰입에 대한 평균차이 분석을 위해 모수 검정법인 t-test를 시

행한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p >.050) 두 

집단 간에 동질성이 확인되었다(Table 2). 그러나 반복 설문조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시험효과를 최소화하고, 실험적 처치효과의 정확한 

비교와 종속변수에 대한 대상자의 외생변수 영향을 통계적으로 통

제하기 위해 가설 검증 시에는 각 종속변수의 사전 점수를 공변량으

로 처리하여 통제한 사후 점수를 비교하였다. 

2. 학습포트폴리오를 활용한 간호관리학 수업의 효과 검증

1) 가설 1

‘학습포트폴리오를 활용한 간호관리학 수업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점수가 높을 것이다’를 검증한 결

Table 1. Verification of Homogeneity and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 =83)

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 (n=42) Cont. (n=41)

χ2 or t p
n (%) or M±SD n (%) or M±SD 

Age (yr) 22.36±1.92 21.80±0.84 1.69  .095

Gender Male
Female

4 (9.5)
38 (90.5)

0 (0.0)
 41 (100.0)

 .116*

University transfer Yes
No

 6 (14.3)
36 (85.7)

1 (2.4)
40 (97.6)

 .109*

Satisfaction with nursing ≥Satisfied
Moderate
Unsatisfied

28 (66.6)
12 (28.6)

2 (4.8)

29 (70.7)
11 (26.9)

1 (2.4)

0.38 > .999

Interest in nursing 
administration

≥ Interested
Moderate
Not interested

26 (61.9)
12 (28.6)

4 (9.5)

19 (46.3)
15 (36.6)
 7 (17.1)

2.23  .355

*Fisher’s exact test;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Table 2. Homogeneity Test of Dependent Variables on Pretest 
                                                                                                (N =83)

Variables
Exp. (n=42) Cont. (n=41)

t p
M±SD M±S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3.33±0.38 3.37±0.35 - 0.51 .610

Approaches to learning
Deep approach
Surface approach

3.13±0.30
2.61±0.38

3.15±0.36
2.56±0.41

- 0.33
0.58

.745

.564

Learning flow 2.84±0.48 2.75±0.46 0.78 .435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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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중재 후 실험군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점수는 사전 검사 3.33

±0.38점에서 사후 검사 3.62±0.40점으로, 대조군은 사전 검사 

3.37±0.35점에서 사후 검사 3.45±0.31점으로 증가하였다. 대상자

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사전 점수를 공변량으로 처리한 결과,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F=12.76, p =.001) 가설 1은 지지되었

다(Table 3). 

2) 가설 2

‘학습포트폴리오를 활용한 간호관리학 수업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

조군보다 심층적 학습접근방식 점수가 높을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중재 후 실험군의 심층적 학습접근방식 점수는 사전 검사 3.13±0.30

점에서 사후 검사 3.47±0.36점으로, 대조군은 사전 검사 3.15±0.36

점에서 사후 검사 3.27±0.33점으로 증가하였다. 대상자의 심층적 학

습접근방식 사전 점수를 공변량으로 처리한 결과,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F=7.38, p =.008) 가설 2는 지지되었다(Table 3). 

3) 가설 3

‘학습포트폴리오를 활용한 간호관리학 수업에 참여한 실험군과 대

조군의 표면적 학습접근방식 점수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실험군의 표면적 학습접근방식 점수는 사전 검사 2.61±0.38점

에서 사후 검사 2.64±0.44점으로, 대조군은 사전 검사 2.56±0.41

점에서 사후 검사 2.65±0.46점으로 증가하였다. 대상자의 표면적 

학습접근방식 사전 점수를 공변량으로 처리한 결과, 두 군 간에 유의

한 차이가 없어(F=0.26, p =.637) 가설 3은 지지되었다(Table 3). 

4) 가설 4

‘학습포트폴리오를 활용한 간호관리학 수업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학습몰입 점수가 높을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중재 후 

실험군의 학습몰입 점수는 사전 검사 2.84±0.48점에서 사후 검사 

3.17±0.41점으로, 대조군은 사전 검사 2.75±0.46점에서 사후 검

사 2.87±0.50점으로 증가하였다. 대상자의 학습몰입 사전 점수를 

공변량으로 처리한 결과,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F=8.60, 

p =.004) 가설 4는 지지되었다(Table 3). 

논 의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목표 달성 정도를 확인하고, 스스

로 학습과정을 개선해 나가는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업 설계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학습포트폴리오 작

성을 통해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학습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의 간호관리학 교과목을 운영한 후 그 효과를 확인하였다. 

먼저, 학습포트폴리오를 활용한 간호관리학 교과는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 이는 선행 연구들

[6,10,11]에서 포트폴리오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향

상시킨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주도적 학

습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학습포트폴리오를 학습계획, 학습과정 및 

활동, 학습결과, 학습성찰로 구성하였다. 학습자는 학습계획을 세우

고 학습주제를 파악하여 자료정리를 하면서 예습과 복습, 체계적인 

시간관리 등 자신에게 맞는 학습습관을 스스로 찾게 되고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에 대해 능동적으로 성찰하고 기록하는 활동 과정 속에

서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

구에서는 학습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수업 개발과 학습의 양적 효과 

측정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성찰일지와 종속변수 이외의 

평가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지 못했다. 추후에는 교수학습 방

법 개선을 위한 질적 연구를 통해 학습포트폴리오 작성이 간호관리

학 학습과 관련하여 어떤 경험과 인식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규명하

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자기주도적 학습은 고립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학습이 아

닌 교수자, 동료 등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며 이때 교수자의 역할은 

정보전달자가 아닌 협력자, 조력자, 코치, 촉진자의 역할로 학습능

Table 3. Difference in Dependent Variables between Two Groups  (N =83)

Variables Groups
Pretest Posttest

F* p
Difference

t† p
M±SD M±SD M±S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Exp. (n=42)
Cont. (n=41)

3.33±0.38
3.37±0.35

3.62±0.40
3.45±0.31

12.76 .001 0.29±0.23
0.08±0.30

 3.53 .001

Approaches to learning

Deep approach
 

Exp. (n=42)
Cont. (n=41)

3.13±0.30
3.15±0.36

3.47±0.36
3.27±0.33

 7.38 .008 0.34±0.45
0.12±0.44

 2.32 .023

Surface approach Exp. (n=42)
Cont. (n=41)

2.61±0.38
2.56±0.41

2.64±0.44
2.65±0.46

 0.26 .637 0.02±0.43
0.09±0.45

- 0.68 .497

Learning flow Exp. (n=42)
Cont. (n=41)

2.84±0.48
2.75±0.46

3.17±0.41
2.87±0.50

 8.60 .004 0.33±0.45
0.11±0.51

 2.09 .040

*F score from Analysis of Covariance with pretest scores as covariates; †t score from analysis of independent t-test;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97

http://dx.doi.org/10.4040/jkan.2016.46.1.90 www.kan.or.kr

간호관리학 교과에서 학습포트폴리오를 활용한 학습활동의 효과

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7,26]. 본 연구에서도 학습과정 진행

에 따라 체계적인 반성을 할 수 있는 질문을 구조화하여 성찰일지를 

제공함으로써 학습과정 중 직면한 어려움을 기술한 다음 해결하기 

위한 각자의 방안을 고려해 보게 하였고, 어려운 부분은 담당한 교

수자나 팀원들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나가면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이 향상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본 연구에 접목된 학습포트폴리오 

활용 수업설계의 특징인 학습포트폴리오를 매개로 교수자와 학생 또

는 학생과 학생 간에 피드백 등을 통한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성과를 

향한 진전을 보여주게 된다는 점[7]이 반영된 결과라 생각된다. 따

라서, 학습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수업 참여를 통해 학생들의 자기주

도적 학습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은 이들이 앞으로 자신에게 맞는 

학업 설계를 스스로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신의 평생 학습을 자기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켰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능력을 지속·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학습포트폴리오 활

용 교육이 교과과정 내에서 체계화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학습포트폴리오를 활용한 간호관리학 수업에 참여한 실

험군은 대조군보다 심층적 학습접근방식 점수가 증가하였고, 실험군

과 대조군의 표면적 학습접근방식 점수에는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 

결과는 33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습포트폴리오를 활용한 교육평

가 교과목을 적용한 후 심층적 학습접근방식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고 보고한 Hwang [2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학습포트

폴리오 활용을 통해 학습자들이 자신의 학습을 계획하고, 학습활동

을 정리하며 기록하는 방식이 학습목표를 분명하게 하여 학습 내용

의 이해를 증진시키면서 외적 동기요인이 아닌 내적 동기를 유발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학습포트폴리오 활용을 통해 학습자들이 자

신의 흥미와 적성을 실현하기 위한 내적 학습 동기를 가지게 되면서, 

폭넓게 자료를 읽고, 새로운 정보를 선행지식과 연관 지어 의미를 

극대화하는 심층적 전략을 사용하게 되어 심층적 학습접근방식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반면, 138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Baeten 등[9]의 연구에서는 

표면적 학습접근방식만 유도하였고 심층적 학습접근방식은 유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것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Baeten 등[9]

의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포트폴리오를 통한 학습보다는 평가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었으며, 학생들이 평가 포트폴리오 작성에 대

해 과도한 작업부하를 느끼고, 학습도구가 아닌 보이기 위한 보고서 

정도로 인식하면서 표면적 학습접근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즉, 

학습자로 하여금 성적이나 자격을 얻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

나기 위해 학습하는 표면적 동기를 가지게 하고, 좁은 관점에서 기초

적인 요소를 기계적인 암기를 통해 학습하는 표면적 전략[22]을 사

용하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한 심층적 학습접근방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작업부하를 줄일 수 

있는 적절한 구성항목과 효율적인 작성방법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에 관련된 항목만을 포함한 학습포트폴리오를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필수적 항목에 대한 양식과 사례 제시, 구조

화된 성찰일지 제시 등, 학습자들이 느낄 수 있는 과도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로 인해 표면적 학습접근이 일어나는 것

을 방지하고 심층적 학습접근이 유도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학습포트폴리오의 평가과정과 기준에 대해 

타당성과 투명성을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화소통이 중

요하다는 판단 하에 주관적 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평가표 수

정에 학생들을 참여하게 하였고, 평가항목과 기준에 대해 풍부한 

사례를 예시하여 학생들의 불안을 제거하도록 노력하였다. 포트폴

리오 평가 기준이 정확하지 않거나 학생들이 기대한 만큼 성적을 받

지 못하면 제작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27], 평가방법에 대

해 학생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한 점이 학습활동을 성공적으로 이끄

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실험군의 학습몰입은 학습포트폴리오를 활용한 간호

관리학 교과를 적용한 후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학습몰입은 비교적 최근에 소개된 개념으로 학습자의 과정과 결과

를 직간접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학습자 변인으로 학습효과 

측정에 유용한 변수라 할 수 있으나[16,17], 학습몰입을 학습포트폴

리오를 활용한 학습의 효과로서 검증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

다. 따라서, 선행 연구와 결과를 비교 분석하는 대신 본 연구 결과

의 의의를 기술하고자 한다. 몰입이론이 학습상황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몰입경험 자체가 만족감이 되어 내재적 동기를 증진시키고 높

은 성취로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학습수행 시 몰입은 학습이 

즐겁다는 정서적인 만족감을 얻을 수 있고 동시에 학습의 질을 높일 

수 있다[18]. 이로 인해 학습과정을 스스로 잘 통제하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높은 학습자는 학습과정에 깊게 몰입하게 된다[16,17]. 

즉, 학습포트폴리오를 활용한 학습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 학습전략

을 세워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향상되면

서, 학습자에게 발현된 내적 학습 동기가 원동력이 되어 학습몰입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학습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수업은 학습자가 스스

로 자신의 학습욕구를 진단하고 이에 따른 학습계획과 전략을 세워, 

성찰을 통해 자신의 학습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 외적 평가기준에 의해서가 아니

라 학습자 스스로 이러한 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의 

자기주도 학습을 유도한 점이 학습몰입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생각

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몰입의 경험은 평생학습을 요구받고 있는 대

학생들에게 학습에 대한 의미부여와 함께 즐거움을 주어 자신의 학

습역량을 개발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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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상황에 대한 장애를 극복하고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

도록 하는 다양한 수업전략이 사용된다면 대학수업의 질을 향상시키

고 대학생들의 학습역량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Kim 등[18]은 학습몰입 측정도구 개발 당시 준거타당도 분석을 통해 

학업성취도와 학습몰입 간에 약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나, 교과목 

이수와 내재적 동기 수준의 다양성으로 인해 학업성취 이외의 준거

변인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

수인 학습접근방식이 심층적·표면적 동기를 측정하는 변수로 사용되

었으나, 다양한 학습동기 수준과 글쓰기와 같은 교양교과목 이수 여

부를 사전에 측정하여 통제변인으로 고려하지 못하였다. 이에 종속

변수의 사전 점수를 통제하는 분석 방법으로 중재의 효과를 검증하

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 설계 당시부터 이러한 변인들에 대한 경

향점수를 이용해 짝짓기 표출 방식으로 중재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

가 시행된다면 분석 결과를 좀 더 일반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 개발된 학습포트폴리오를 활용한 교육적 중

재에 따른 효과를 검증하고자 유사실험설계를 선택하였다. 이 설계

의 약점은 주로 명확한 인과성 진술이 어렵다는 점이 있지만, 외생

변수를 통제할 수 있는 통계적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이러한 제한점

을 보완할 수 있어[28], 가설 검증 시에는 각 종속변수의 사전 점수

를 공변량으로 처리하는 ANCOVA 분석 방법을 사용하고, 사후검정

력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인과성을 완전히 검증하기는 

어렵지만, 제시된 개발 과정과 효과 측정 변수들은 최근 간호교육인

증평가로 인해 도입되고 있는 학습포트폴리오 활용과 지도 방법의 

어려움[29]을 개선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학습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수업설계

가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심층적 학습접근방식 및 학

습몰입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교육 방법임이 증명되었으므로, 학

습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수업설계를 도입하고 촉진할 수 있는 근거자

료가 본 연구를 통해 마련되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현재 간호대학

생의 학습역량 증진을 위해 여러 가지 교수학습 방법이[2] 혼용되고 

있는 가운데, 학습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수업설계가 교육현장에서 적

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학습포트폴리오 활용이 학

습자의 인식 향상과 자기주도학습에는 효과적이나 이론과 실제를 통

합하는데 충분하지 않고[30], 새로운 학습방법에 대한 혼란과 부담

감, 작성에 대한 정보의 부족 등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29]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업 전, 중, 

후 학습포트폴리오의 의미, 구성 및 활용방법, 모범사례, 평가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제공과 피드백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

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이론 교과목뿐만 아니라, 임상실습 교과목을 

포함한 학습포트폴리오 활용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면 간호학생들의 이론과 실제 통합적 적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일 간호대학생을 대상

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체 간호대학생에 대한 결과로 일반화하기 어

렵다. 하지만 본 연구는 교수 중심의 수업에서 학습자 중심 교육으로 

변화하고 있는 교육 현장에 학습포트폴리오 활용을 접목하여 교육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21세기가 요구하는 학습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간호교육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결 론

본 연구는 학습포트폴리오를 활용한 간호관리학 교과 운영이 간

호대학생에게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여,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간호

관리학 교육방법론 개발과 학습포트폴리오의 도입 및 활성화를 촉

진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학

습포트폴리오를 활용한 간호관리학 수업이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심층적 학습접근방식 및 학습몰입을 향상시키는데 효과

적임이 확인되었다. 학습포트폴리오를 활용한 학습활동은 학습자 

개인의 학습집중력과 학습조직력을 높여 간호대학생들로 하여금 급

변하는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지식, 기술 및 전문직 성장을 위한 학

습역량을 배양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첫째, 대상자 선택 편중과 학습자 특성을 통제할 

수 있는 경향점수를 이용한 결합표집 방법에 의해 교육효과를 검증

하는 연구를 시행하여, 교육의 효과에 영향을 주는 교과 특성이나 

학습자 특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시행될 필요가 있다. 둘

째, 다양한 교과목에서 학습포트폴리오 활용 수업설계를 적용해 보

고, 종단적 연구를 통해 졸업 시 간호대학생의 역량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국내 간호

교육에서 학습포트폴리오 활용 교육의 효과를 검증하는 실험연구가 

부족하므로 다양한 변인의 효과 검증을 위한 연구와 참여한 학생들

의 질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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