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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수 피드백이 제공된 성찰일지 작성이 학습동기, 학습태도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2018년-2019학년도 건강사정 및 실습수업을 이수한 간호
대학생 19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후향적 조사연구이다. 교수피드백이 적용된 성찰일지 작성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학
습동기,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독립표본 t 검정으로 분석하였고 학습태도는 사전점수를 공변량 처리하여 공분산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학습동기(t=2.10, p=.037), 학습태도(t= 4.54, p=.034)에서 시행군과 대조군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간호대학생의 교과목에 교
수의 피드백이 제공된 성찰일지 작성을 적용한다면 학습동기, 학습태도 향상을 가져온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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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effects of nursing students' learning motivation, learning 
attitude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their application of reflective journal with teaching feedback. 
For this retrospective comparative study data from 190 undergraduate students in the health assessment 
skills course from 2018 to 2019.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chi-square test, independent 
t-test, Ancova. After writing reflection journal with teaching feedback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in 
learning motivation(t=2.10, p=.037) and learning attitude (t= 4.54, p=.034) compared to writing reflection 
journal without teaching feedback. However,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between reflection 
journal with teaching feedback and reflection journal without teaching feedback. These results suggest 
writing reflection with teaching feedback is an effective strategy for improving learning motivation and 
learning at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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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구성주의 학습 환경의 부각과 자기주도학습의 향상을 

목적으로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과 방법 중 성찰활동이 
실제 수업 및 평가활동의 일환으로 사용되어 그 효과가 
다양하게 입증되고 있다[1]. 성찰(reflection)은 학습자
가 지식을 재구성하는 고차원적인 사고활동으로, 학습자
가 새로운 지식을 습득, 적용할 때 학습자 본인이 사고하
는 지적이고 감정적인 활동을 말한다[2].  이러한 활동은 
Kolb의 경험학습모형의 학습사이클(learning cycle)을 
통해서 학습과정으로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3]. 학습
사이클은 추상적 개념화, 구체적 경험, 능동적 실험, 성찰
적 관찰인 4가지 학습형태로 구성되며 학습자가 외부에
서 들어오는 정보를 지각, 처리할 때 이 4가지 학습형태
가 지속적으로 순환하며 학습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학
습자가 구체적인 경험을 할 때, 그 경험이 학습으로 연결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찰이 필요하므로 성찰은 학습성
과를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4].

이러한 성찰활동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는 멘
토링, 소그룹 활동, 포트폴리오, 성찰일지가 있으며[5] 이 
중 성찰일지는 학습자가 성찰을 목적으로 정기적 또는 
교수자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는 일지를 가리킨다[6]. 
Moon[7]은 성찰일지가 학습의 기록이며 학습자가 성찰
과정을 통해 이루어낸 학습내용의 총체라고 하였다. 따라
서 올바른 성찰활동이 되기 위해서 즉, 학습자의 성찰일
지 작성이 유의미한 교육적 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전략
이 필요하다. 성찰일지 작성이 학생 일인칭 입장에서 시
행하는 성찰활동이지만 교수자가 성찰과정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기 위해 성찰일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추가
적인 성찰을 유도하면 학생들의 성찰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교수자의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8]. 
학습과 관련한 피드백의 개념은 학자마다 다르지만 일반
적으로 ‘학습자에게 일정한 학습 과제를 수행하게 한 후 
그 결과의 옳고 그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그 이유를 
설명하거나 학습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부가적
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다[9]. 피드백은 교수-학습이
론에서 효과적으로 학습을 촉진시킬 수 있는 필수적 요
소로 학습자에게 학습에 대한 동기를 유발시켜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한다[10]. 이
러한 피드백을 교수자가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면 학생의 학습동기가 향상될 뿐만 아니라 학습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학습목표를 달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된다. 
학습자 개인이 갖는 학습동기는 학습행동뿐만 아니라 

학습의 능률과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며[11] 학
생들이 학습과 관련된 변화의 경험을 통해 얻는 지속적
이고 규칙적인 반응이기에 학습상황에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변수이다[12]. 또한 학습태도는 한번 형성되면 변
화하기 어렵고 장기적인 지속성을 가지기에 학습태도가 
형성되는 초기인 저학년에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
다[13]. 그리고 간호대학생은 현재의 학습상황에서 주어
진 학습과제를 현재보다 향상시키고 성공적으로 완수해
야 하므로 학업적 수행능력에 대한 자신의 기대나 신념
인 자기효능감이 필요하다[14]. 특히 학업적 자기효능감
은 학습자가 학습을 잘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15] 성찰이 
자기효능감과 관련이 있다고 나타나[16] 교수의 피드백
이 제공된 성찰일지를 적용하여 학업적 자기효능감 효과
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교수의 피드백이 제공된 성찰일지 작성에 대한 선행연
구를 살펴보면, 이공계 학생의 글쓰기 교과목에서 성찰일
지 작성 후 교수의 피드백이 제공되어 학습태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주었고 자기효능감이 향상되었다[17]. 또한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교내실습 교과목에서 성찰일
지 작성 후 교수의 피드백이 이루어졌을 때 학습동기가 
향상되고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18].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교수의 피드백이 
제공된 학습자의 성찰일지 작성은 학습동기와 자기효능
감을 향상시키고 학습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학
생들의 학습역량을 배양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나 피드백과 관련된 성찰일지 연구는 주
로 공학이나 교육학에서 수행되었으며 간호대학생을 대
상으로 교수피드백을 적용한 성찰일지 효과에 대한 연구
는 찾기 어려웠다. 간호학에서는 성찰일지를 문제중심학
습[19], 블렌디드 러닝[20], 팀 기반학습[21]과 같은 교수
학습방법에 연결시켜 효과를 규명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이는 교수학습방법 효과 측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성
찰일지 효과에 대한 연구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교수피드백이 적용된 성찰일지 작
성이 간호대학생의 학습동기, 학습태도 및 학업적 자기효
능감에 미치는 교육적 효과를 분석하여 간호교육에 적합
한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간호교육은 이론교
육과 실습교육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이론교육과 교내실습이 한 교과목 안에서 이
루어지는 건강사정 및 실습에 교수피드백이 적용된 성찰
일지 작성을 적용하여 효율적인 교육전략 개발에 기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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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수 피드백

이 제공된 성찰일지 작성이 건강사정 및 실습수업에 미
치는 효과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2.1 교수피드백이 적용된 성찰일지 작성이 간호대
학생의 학습동기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1.2.2 교수피드백이 적용된 성찰일지 작성이 간호대
학생의 학습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1.2.3 교수피드백이 적용된 성찰일지 작성이 간호대
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파
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교육방법 비교를 위한 후향적 조사연구이

다. 교육방법 효과를 확인하고자 선행연구를 근거[22]로 
성찰일지 작성 후 교수피드백을 받은 시행군과 성찰일지 
작성 후 교수피드백을 제공받지 못한 대조군과 비교연구
를 계획하였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G광역시에 위치한 S대학교 2학년 간호

학과 학생을 근접모집단으로 하여 2018학년도, 2019학
년도 1학기 기준 건강사정 및 실습 교과목 수업을 수강
하고 본 연구에 참여인 설문지 작성에 동의하는 학생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교과목 학습방법 연구로 연구
자의 학생을 대상자로 선정 할 수밖에 없어 연구의 참여
인 설문작성에 동의하지 않아도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
으며 성적에 관련된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도중 설문지 작성을 중단을 원하는 철회라는 의사표
시를 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한 
후 서면동의서를 받았다. 서면동의서 회수방법은 연구자
가 강의실에서 퇴실 후 조교가 무기명 봉투에 넣어 회수
하여 대상자들의 연구 참여 의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
였다. 연구대상자 표본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statistical power analysis 결과(t-test)
를 적용하여 유의수준 .05에서 검정력 .80, 효과크기 0.5

를 기준으로 양측검정 하였을 때[23] 각 군당 64명, 총 
128명이 산출되었다.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여 
설문지를 작성한 학생은 2018학년도 1학기 기준 96명, 
2019학년도 1학기 기준 97명으로 산출된 표본 수를 충
족하였으며 2018학년도 1학기 기준 96명은 대조군에, 
2019학년도 1학기 기준 97명은 시행군에 배정하였다. 

그러나 연구진행 도중 2018년도 1학기 2명, 2019년
도 1학기 1명이 휴학을 하여 총 3명이 탈락하였다. 최종
적으로 대조군인 2018년도 1학기 94명, 시행군인 2019
년도 1학기 96명의 자료가 본 연구를 위해 분석되었다. 

2.3 연구도구
2.3.1 학습동기
학습동기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 도구는 Pintrich 등

[24]이 개발한 학습동기전략 검사지를 Park과 Sung[25]
이 학습동기와 관련된 변인만으로 재구성한 후 타당도 
검증을 한 학습동기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학습동기 도
구는 내적목표 4문항, 외적목표 4문항, 과제 인식 6문항, 
학습신념의 통제 4문항, 자기효능감 8문항, 시험불안 4
문항 등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점수가 높을
수록 학습동기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Park과 Sung[25]
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6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
도는 .89였다

2.3.2 학습태도 
학습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 도구는 Leem과 

Sung[26]의 연구에서 사용한 교과태도 검사 도구를 
Park과 Sung[25]이 대학생에게 맞게 수정하여 내용타당
도 검증을 한 학습태도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학습태도 
검사 도구는 학습에 임하는 태도 및 자세 6문항, 해당 과
목에 대한 개인적 가치와 신념 8문항 등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태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Park과 Sung[2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7이었고 본 연구에서도 신뢰도는 .87이었다.

2.3.3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 도구는 

Kim과 Park[27]이 개발한 척도를 통해 측정한 점수이며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
한다. 학업적 자기효능감 검사도구는 과제난이도 선호도 
10문 항, 자기조절 효능감 10문항, 자신감 8문항 등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개발 당시 도구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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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nbach’s ⍺는 .79였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89였
다.

2.4 연구절차
2.4.1 성찰일지 작성 후 교수피드백 적용: 시행군
G시 소재 간호학과의 2019년 2학년 1학기 건강사정 

및 실습 교과목 수업을 수강신청 한 학생에게 수업 후 매
주 성찰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수업 오리엔테이션이 
이루어지는 첫 주와 중간, 기말고사를 제외한 12주간 성
찰일지를 작성하였으며 보다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성찰
일지 작성을 유도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근거로[20,28] 
사전에 구조화된 성찰 질문을 제시하였다. 구조화된 성찰
일지는 ‘학습내용’과 ‘학습과정’ 으로 구분한 6개의 문항
으로 구성되었다. 학습내용관련 질문은 ‘오늘 강의와 실
습을 통하여 정확하게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더 공
부할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오늘 실습한 내용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고 학습과정관
련 질문은 ‘오늘 강의와 실습에서 나는 어떠한 활동을 하
였나요?’, ‘오늘 강의와 실습에서 내가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오늘 나의 학습 태도는 어떠했나
요?’ 이다. 학생들은 수업 첫 주인 교과목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성찰일지를 의미 있게 작성하기 위해 작성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교수피드백은 선행연구[29]를 
근거로 제공되었다. 첫 번째, 적절한 시기에 피드백을 준
다. 시간이 오래 지나 피드백이 제공 된다면 학생들이 행
동을 교정할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
에서는 학생들이 수업 후 성찰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교수는 학생들의 성찰일지에 피드백 내용을 작성하여 다
음 수업 전에 피드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돌려주었다. 
두 번째, 성찰일지에 기재된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명확
하고 구체적인 용어로 피드백을 준다. 본 연구에서는 교
수가 기존에 인식하고 있는 학생의 인상이 아닌 성찰일
지를 근거로 내용의 정확성을 알려주고 오류를 교정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간호, 의학용어를 사용하
여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세 번째, 비난, 비판하는 
내용으로 피드백을 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는 학습태도 측면에서 학생의 개선점을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4.2 성찰일지 작성(교수피드백 미 적용): 대조군
대조군에게는 시행군과 동일한 수업이 진행되고 성찰

일지를 작성하였으나 교수피드백이 제공되지 않았다.

2.5 자료수집: 사전, 사후조사
2018학년도, 2019학년도 1학기 기준 건강사정 및 실

습 교과목에 수강신청 한 2학년 학생 중 연구에 동의한 
학생에 한하여 학습동기, 학습태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자료수집 기간은 
2018년 3월 5일~ 6월 8일, 2019년 3월 4일~ 6월 7일 
이었다. 설문지 작성은 수업 첫 주 오리엔테이션과 마지
막 수업 후(14주 후) 실시하였으며 설문지 작성 소요시간
은 약 15분 이었다. 본 연구자가 자료를 직접 수집하여 
호손효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호손효과를 최소
화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학
번 등 개인식별 자료는 연구보조원이 부호화하여 코딩됨
을 설명하였다. 또한 설문지 내용으로 성적과 관련된 어
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2.6 자료분석
SPSS/WIN 23.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분석은 기술 통계로 
하였고, 시행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증은 t-test, x 2 
test를 이용하였다. 교수피드백이 적용된 성찰일지 작성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학습동기,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였고 학습태도는 사전검
사 결과가 동질하지 않아 사전점수를 공변량 처리하여 
공분산분석(ANCOVA)로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연구대상자의 동질성 검증
3.1.1 일반적 특성의 동질성 검정
Table 1 과 같이 시행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시행군 
22.55±7.42, 대조군 21.90±5.82세였으며 본 연구대상
자는 총 190명으로 남학생은 27명(14.2%), 여학생은 
163명(85.8%)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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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Groups

Pre 
test

(n=96)

Post test
(n=94) Difference

t 
or 
F

p
mean
±SD

mean
±SD

Learning
motivation

Exp.1) 113.26
±11.81

117.72
±11.72

4.46
±10.54 2.10 .037

Cont.2) 114.50
±11.69

115.49
±15.44

0.98
±12.12

Learning
attitude

Exp.1) 45.47
±6.04

47.58
±6.79

2.11
±5.49 4.54 .034

Cont.2) 48.43
±6.69

48.05
±7.26

-0.37
±5.62

Academic
self-efficacy

Exp.1) 88.21
±13.47

86.97
±13.94

-1.23
±10.07 0.67 .504

Cont.2) 85.78
±12.06

85.43
±12.17

-0.36
±8.64

1) EXP.: Reflection journal with teaching feedback group
2) Cont.: Reflection journal without teaching feedback group    

Table 3. Changes in Learning Motivation, Learning 
Attitude and Academic Self-Efficacy between 
Two Groups.

(n=190)

Variables Categories

Exp.1) 
(n=96)

Cont.2) 
(n=94) x2 

or 
t

pn (%) or 
mean 
±SD

n (%) 
or 

mean±
SD

Age 22.55 
±7.42

21.90±
5.82 0.67 .504

Gender
Male 18

(18.8)
9

(9.6) 3.28 .096
Female 78

(81.2)
85

(90.4)

Club 
activities 
experience

Yes 39
(40.6)

44
(46.8) 0.73 .465

No 57
(59.4)

50
(53.2)

Volunteer 
experience

Yes 57
(59.4)

54
(57.4) 0.07 .883

No 39
(40.6)

40
(42.6)

Satisfaction 
with major

Satisfaction 60
(62.5)

50
(53.2) 1.69 .240

Moderate 36
(37.5)

44
(46.8)

1) EXP. : Reflection journal with teaching feedback group
2) Cont. : Reflection journal without teaching feedback group

Table 1. Homogeneity Test of General Characteristics 
 (n=190)

  

3.1.2 사전 종속변수의 동질성 검정
Table 2 와 같이 시행군과 대조군의 학습동기, 학습

태도,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사전 동질성을 검정한 결과 
학습동기,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학습태도는 시행군, 대조군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여 두 집단이 동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t=-3.19, 
p=.002). 

Variables

Exp.1) 
(n=96)

Cont.2) 
(n=94)

t p
mean
±SD

mean
±SD

Learning 
motivation

113.26
±11.81

114.50
±11.69 -0.73 .468

Learning 
attitude

45.47
±6.04

48.43
±6.69 -3.19 .002

Academic 
self-efficacy

88.21
±13.45

85.78
±12.06  1.30 .194

1) EXP. : Reflection journal with teaching feedback group
2) Cont. : Reflection journal without teaching feedback group  

Table 2. Homogeneity of Dependent Variables
 (n=190)

 

3.2 교수 피드백이 적용된 성찰일지 작성 효과 검증
3.2.1 학습동기
교수피드백이 제공된 성찰일지를 작성한 시행군의 학

습동기 점수는 성찰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Table 3 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2.10, 
p=.037). 시행군에서 학습동기 점수는 성찰일지 작성 전 
113.26점이었고 교수피드백이 제공된 성찰일지 작성 후 
117.72점으로 증가하였다. 하위영역에서는 과제인식
(t=2.04, p=.042)에서 시행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높
았으나, 내적목표(t=1.82, p=.070), 외적목표(t=0.77, 
p=.439), 학습신념통제(t=0.48, p=.628), 자기효능감
(t=1.90, p=.058), 시험불안(t=1.08, p=.278)은 시행군
과 대조군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2.2 학습태도
학습태도 점수는 시행군과 대조군의 사전 값이 동질하

지 않아 사전 값을 공변량으로 처리하여 사전 값 차이 효
과를 통제한 후 검정한 결과, 시행군과 대조군에 Table 3 
와 같이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4.54, p=.034). 
시행군에서 학습태도 점수는 성찰일지 작성 전 45.47점
이었고 교수피드백이 제공된 성찰일지 작성 후 47.58점
으로 증가하였다. 하위영역에서는 학습에 임하는 태도 및 
자세(t=4.36, p=.038)에서 시행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하
게 높았으나, 과목에 대한 개인적 가치와 신념(t=2.58, 
p=.110)은 시행군과 대조군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2.3 학업적 자기효능감
교수피드백이 제공된 성찰일지를 작성한 시행군의 학

업적 자기효능감 점수는 성찰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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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비해 Table 3 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과제난이도 선호도(t=-0.76, p=.448), 자
기조절 효능감(t=0.51, p=.610), 자신감(t=-0.77, p=.439)
인 모든 하위영역에서 시행군과 대조군 간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4. 논의

본 연구는 교수피드백이 적용된 성찰일지 작성이 간호
대학생의 학습동기, 학습태도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
치는 효과를 조사하여 효율적인 교육전략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간호대학 2학년 교과목인 건강사정 및 실습에서 성찰
일지 작성 후 교수피드백을 받은 시행군과 교수피드백을 
제공받지 못한 대조군에서 학습동기에 유의한 차이가 있
었으며 특히 하위영역 중 과제인식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대상자인 간호대학생들이 성찰일
지 작성 후 제공되는 교수의 피드백을 중요하게 인식하
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학습동기의 나머지 5개 영
역인 내, 외적 목표, 자기효능감, 학습신념통제 및 시험불
안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교내 실습교
과목에 교수 피드백이 적용된 성찰일지를 작성하여 간호
대학생의 학습동기 변화를 연구한 결과를 찾을 수 없어 
선행연구 중 팀학습의 학습동기 향상을 위한 전략으로 
교수의 피드백이 제공된 성찰일지 작성 효과 연구를[18] 
본 연구와 비교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방법과 학습동
기를 측정하는 도구가 다르므로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지
만 선행연구[18]에서 팀학습 후 교수의 피드백이 제공된 
성찰일지를 작성한 경우 학습동기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한 향상을 보여 본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적용된 팀학습이라는 교수학습방법이 원인
이라고 여겨진다. 팀학습은 교수와 팀원 간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학습참여와 학습에 대한 동기
부여를 기대할 수 있어[30] 팀학습 후 성찰일지를 작성하
고 정기적으로 교수 피드백이 제공된다면 학습동기 향상
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그렇지만 전통적인 방법
으로 이론과 실습이 함께 이루어지는 교내 실습교과목에 
교수 피드백이 제공된 성찰일지 작성만으로도 학습동기
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학생들에게 개별적인 교수 피드
백의 적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건강사정 및 실습 교과목에 성찰일지 작성 후 교수피
드백을 받은 시행군과 성찰일지 작성 후 교수피드백을 

제공받지 못한 대조군에서 학습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
었으며 특히 하위영역 중 학습에 임하는 태도 및 자세에
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구방법과 학습태도를 측정
하는 도구가 달라 본 연구와 선행연구를 직접적으로 비
교하기 어렵지만 선행연구[17] 중 이공계 학생의 글쓰기 
교과목에 교수의 피드백만 실행한 군 보다 성찰일지 작
성 후 교수  피드백을 받은 군의 경우 학습태도가 유의하
게 향상되었다.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수업에 성찰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군과 교수 피드백이 제외된 성찰일지를 
작성한 군 간 학습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31]. 이
는 성찰일지가 학습자의 반성적 사고를 이끌어내지만 성
찰일지 작성에만 중점을 두기보다 교수의 개별적인 피드
백까지 제공된다면 학습자가 학습과정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는 태도 변화를 보이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 학습의 적극적인 태도가 해당 교과목의 가치와 
신념 변화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여 이를 위해 
다른 교육전략을 탐색해볼 필요가 있겠다. 

건강사정 및 실습 교과목에 성찰일지 작성 후 교수피
드백을 받은 시행군과 성찰일지 작성 후 교수 피드백을 
제공받지 못한 대조군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선행연구 중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론
과 실습이 병행되는 교과목인 기본간호학 실습에 성찰일
지를 작성하여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향상을 보인 
결과가 있었다[32]. 선행연구에서는 교수의 피드백이 제
공되지 않아 직접적인 비교하기 어렵겠지만 종속변수만
을 고려하여 비교한 결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향상되어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성찰일지 유형이 
원인이 되었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성찰일
지가 적용되었지만 선행연구에서 협력적 성찰일지가 적
용되었다. 대부분 이론과 실습이 병행되는 교과목에는 팀
별 활동이 있으므로 팀 구성원들 간의 토의를 거쳐 성찰
일지를 작성하는 협력적 성찰일지가 간호대학생의 학업
적 자기효능감을 상승시켰다고 판단된다. 협력적 성찰일
지는 타인과의 토의 및 토론을 통해 자신이 알고 있는 내
용을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으며 타인과의 의견을 조율
하면서 성공을 느끼고 이러한 반복적 경험이 자기효능감 
향상에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33]. 따라서 이론과 실습이 
병행되는 교과목에는 교수 피드백이 제공된 개인적 성찰
일지 작성보다는 교수 피드백이 제공되지 않더라도 팀 
활동으로 작성되는 협력적 성찰일지가 시간 대비 효과적
인 면에서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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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 저학년인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이론과 실습이 함께 이루어지는 건강사정 및 실습 교과
목에 교수 피드백이 제공된 성찰일지 작성을 적용하여 
학습동기, 학습태도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여 분
석하였다. 연구결과, 학습동기, 학습태도에서 시행군과 
대조군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유
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
를 기반으로 간호대학생의 교과목에 교수의 피드백이 제
공된 성찰일지 작성을 적용한다면 학습동기, 학습태도 향
상을 가져온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학업적 자기효능
감 향상이 주 목적이라면 교수 피드백 없이 팀 활동으로 
작성되는 협력적 성찰일지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 지역 소재의 대학을 대상으로 하
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성찰일지 작성 후 교수피드백의 적용은 현실적
로 대학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학습전략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 교수자 1인 대 45명이 넘는 학급별 학생 수 비율은 
개인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하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었다. 따라서 성찰일지 작성 후 교수가 
피드백을 제공할 때 교수자의 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 제시가 필요하고 이와 관련된 학습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한다.

셋째, 교과목 교수인 중재 제공자가 설문지 자료를 수
집하여 호손효과와 실험자 효과를 배제할 수 없다. 추후 
자료수집 시 연구와 관련이 없는 제 3자가 자료수집에 
관여하기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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