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1, No. 1 pp. 494-503, 2020

https://doi.org/10.5762/KAIS.2020.21.1.494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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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전통적 강의식 교수학습방법과 액션러닝 교수학습방법을 활용한 수업이 간호대학생들의 간호
리더십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효과 차이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연구대상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리더십 교과명 2학점, 15주 학사일정 중 주 2시간 8주간 액션러닝 학습방법을 통해 그에 따른 효과를 보기 위해
간호리더십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셀프리더십을 측정하였다. 일반 강의식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한 집단을 대조군으로 하
였고, 액션러닝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한 집단을 실험군으로 선정하였다. 자료 분석은 실험군과 대조군의 간호리더십, 학
업적 자기효능감, 셀프리더십과 각각의 하위영역의 차이는 독립표본 t-test로 분석하였으며, 사전, 사후 비교는 대응표본
t-test로 분석 하였다. 연구결과는 액션러닝 교수학습방법 적용 후 학업적 자기효능감(t=.828, p<.000), 셀프리더십
(t=8.92, p<.000)은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으로 간호리더십에서는 리더
십 발휘(t=5.06, p<.000), 학업적 자기효능감에서는 자신감(t=2.04, p<.043), 자기조절 효능(t=.126, p<.000)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셀프리더십에서는 행동중심적 전략(t=8.74, p<.000), 인지적 전략(t=7.70, p<.000) 모두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론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액션러닝 교수학습방법을 교과과정에 적용하여 그 효
과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액션러닝 교수학습방법을 다양한 환경의 교과과정과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적용하고, 그에 따른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와 다양한 변수들을 추가하여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Abstract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compare the effectiveness of imparting education to nursing 
college students, using traditional teaching methods and action learning teaching methods. The target of
the study was to measure nursing leadership, academic self-efficacy, and self-preservation of the 
students, and determine the effects of action learning method imparted 2 hours daily for 8 weeks, out
of the 15-week study schedule. Ed. Notes: There is a lot of repetition, and the highlighted statement 
lacks clarity. I am unable to understand the study period. Does the author mean 2 hrs daily for 8 weeks?
I have suggested the edits as per my understanding. Please review and revise appropriately, if required.
Differences obtained between nursing leadership, academic self-efficacy, and self-leadership when 
comparing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were analyzed by independent sample t-test. Pre and 
post comparisons of the domains were analyzed with a paired t-test. The study result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cademic self-efficacy and self-preservation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after application of the action learning teaching method, leadership in nursing as a lower area,
confidence in academic self-efficiency, and self-control efficacy. Our results indicate that the recently 
emerged action-learning teaching is an effective method to apply in existing curriculums. 

Keywords : Action Learning, Nursing College Student, Nursing Leadership, Self Leadersh, Academic Self–
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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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보건 의료 환경은 건강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로 

간호요구도가 증가되고 간호 전문직 역할이 확대됨에 따
라 간호사에게 전문적 역량이 필요한 상황이다[1]. 한국 
간호교육평가원에서는 간호교육인증평가 인증기준에 간
호사의 핵심간호 역량으로 비판적 사고 능력, 문제해결능
력, 리더십 능력, 의사소통과 협력능력 등을 포함한 학습
성과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교육에서는 성과기반 
간호교육이 강조됨에 따라 무엇을 가르치느냐보다는 간
호직무를 제대로 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초점을 두게 되었다. 간호지식을 많이 가르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습자가 지식 습득을 위한 방법을 스스로 
찾아서 터득하고, 비판적 사고와 참신한 아이디어로 창의
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능력과 리더십을 향상시켜주는 것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이에 따라 간호교육은 급
변하는 실무현장에서 요구하는 간호역량을 갖춘 간호사
를 배출할 수 있도록 역량중심 교육으로 변화되고 있으
며, 졸업 후 임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능동
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험 중심교육을 실천하는 노력의 
일환으로[2], 액션러닝이 간호교육에서 활용되고 있다.

액션 러닝은 학습자들이 팀을 구성하여 실존하는 문제
점을 찾아내고, 러닝코치와 함께 주어진 과제에 대한 해
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지식습득, 질문, 피드백 및 
성찰 등으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학습방법[3]으로, 새로운 
지식 습득과 경험에 대한 성찰을 통해 행동을 변화시키
고 문제해결능력을 신장하고, 리더십 개발과 팀을 만들어 
가는 역량 강화, 그리고 학습조직을 구축하는 효과를 기
대할 수 있다[4]. 액션러닝은 개인의 간호역량 향상과 자
기관리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등을 개발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며[5], 의사소통 및 동기부여 등의 역량 
향상에 공헌하고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서[6], 간호
교육에서 액션러닝 활용은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학습방법은 예비간호사인 간호대학생에게 문
제인식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산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
능력과 임상현장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에 효과적으
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 본다.

간호리더십이란 간호사가 개인성장과 협력으로 간호
의 탁월성과 창의적 문제해결을 통해 영향력을 이끌어내
는 것[7]으로 최근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른 간호리더
들은 공식적․비공식적으로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접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모든 간호사들은 안전과 양
질의 간호제공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변화에 참여해야 
하며[8],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고 적응해 나가는 능력으
로서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실제로 간호학 
학사학위 프로그램에서는 간호관리학 교과목을 통하여 
지휘 기능의 주요 영역으로 간호리더십을 다루고 있거나, 
별도 과목으로 간호리더십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
어 간호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중요한 역량임을 강조
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리더십은 간호대학생부터 시작하
여 간호사 경력에 따른 간호직무 리더십이 개발되어 간호
에 대한 가치와 전문 직업적 태도를 명확히 취하고 직무수
행 과정에서 간호리더십이 발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9].

셀프리더십은 개인이 자기 행동에 대하여 스스로 영향
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며, 누구나 어느 정도는 셀프리더십
을 발휘하고 있으나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10]. 셀프리더십은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미쳐 목
표를 설정하고 보상을 스스로 정하여 이루지 못한 성취
목표에 대해 자아비판 또는 처벌을 하는 자율성을 말하
는 것으로 구성원들의 열정으로 업무를 높이는데 효과적
이다[11]. 셀프리더십이 높은 직원은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어 긍정적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자신을 창의적이라 인
식하여 근무지에서 혁신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한다[12]. 
따라서 간호대상자를 직접 돌보는 역할을 수행하는 의료
기관내 간호사는 즉각적인 대처능력과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셀프리더십 향상을 위한 간
호교육이 필요하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스스로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
다는 신념이나 기대를 말하는 것으로[13] 자신감, 자기조
절효능, 과제난이도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자신감은 
어떠한 것을 할 수 있다거나 어떤 것을 성공적으로 수행
해 낼 수 있다는 자신의 느낌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
적 확신을, 자기조절 효능은 학습자가 자기관찰, 자기 판
단 자기반응과 같은 자기 조절적 기제를 생각하거나 계
획한대로 잘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가지는 효능기대
를 말하며, 과제 난이도는 자기효능감의 수준에 따른 차
이가 학습자가 선택하는 행동상황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14].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액션러닝 학습방법이 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관련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1,15,16]. 또한 셀프리더십에 대한 선행 연구를 보면, 대
학생의 셀프리더십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긍정적인 상
관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7-19], 셀프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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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이 참여하지 않은 대학생보다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체 및 하위 요인인 과제난이도 선
호, 자기조절 효능감, 자신감 등이 모두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20,21].

이와 같이 살펴 본 결과, 액션러닝 교수학습방법을 활
용한 수업은 학생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
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리더십 함양과 학업적 자기
효능감, 셀프리더십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액션러닝에 관한 연구는 간간히 보고 
되고 있지만[1,16,22], 일부 변수만으로 진행되어 설명하
였고 액션러닝과 간호리더십, 셀프리더십에 관련된 연구
는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다양한 방법의 연구가 절실하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액션러닝 교수학습방법을 활용한 수

업이 간호대학생들의 간호리더십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효과 차이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
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액션러닝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한 학생과 강의식 학습 

방법 전, 후에 따른 간호리더십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셀프리더십의 차이를 확인한다.

2) 액션러닝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한 학생과 강의식 학습 
방법을 적용한 학생의 간호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
감, 셀프리더십의 효과 차이를 확인한다.

2. 본론

2.1 연구 방법
2.1.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리더십 교과목을 수강하는 간호대학생 

중에서 팀 기반 액션러닝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한 학생과 
강의식 학습방법을 적용한 학생의 간호리더십, 학업적 자
기효능감, 셀프리더십의 효과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두 
집단 사전, 사후 시차 유사실험 설계이다. 시차 설계로 나
타날 수 있는 실험의 효과 확산 통제를 위해 1개의 집단
은 일반 강의식 교수학습방법을 대조군으로 하여 먼저 
적용하였으며, 도 다른 집단은 액션러닝 교수학습방법을 
실험군으로 하여 후에 적용하였다(Table 1).

Viewpoint1 Viewpoint 2

Pre Interv
ention Post Pre Interv

ention Post

Experiment
al

group
Y1 X1 Y2

Control 
 group Y1 X2 Y2

Y1: Pre-nursing leadership, Academic self-efficacy, 
Self-leadership

X1: Action learning teaching method
Y2: Post-nursing leadership, Academic self-efficacy, 

Self-leadership
X2: General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Table 1. Research design

2.1.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전남에 소재한 4년제 대학 간호학

과 간호리더십 교과목을 수강신청 한 1학년 학생 2개 반
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 할당은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같은 교수자에게 수업을 받았으며, 같은 학
년에 다른 방식의 수업을 진행할 수 없기에, 2017년도 1
학년 학생에게는 일반 강의식 수업 방식으로 적용하였고, 
2018년도 1학년 학생은 팀학습 기반 액션러닝 프로그램 
수업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일반 강의식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한 집단을 대조군으로 하였으며, 액션러닝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한 집단을 실험군으로 선정하였다. 대조군 2
개반, 실험군 2개반을 대상으로 대조군은 2017년도, 실
험군은 2018년도에 각각 2학기 첫 주와 마지막 주에 자
료 수집을 하였다. 대상자수 는 G*power 3.1을 이용하
여 산출하였다. 검정력 .80, 효과크기 .15일 때 집단 최소 
표본수는 64명이었다. 사전조사에 참여한 학생은 모두 
214명으로 실험군은 105명, 대조군은 109명이었다. 이 
중에서 휴학이나 군휴학 등으로 사전 사후 조사에서 누
락된 자료와 불완전하게 응답한 자료 14부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실험군 98명(93.3%), 대조군 102명(97.1%)으
로 총 200명(93.5%)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2.1.3 연구 도구
1) 간호리더십 측정도구
간호리더십이란 모든 간호대상자들로 하여금 건강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식, 기력, 의지와 자원을 갖추도록 지
도하거나 이끌어 가며, 개인과 조직의 목표를 위하여 구
성원이 자발적으로 집단 활동에 참여하여 이를 달성하도
록 유도하는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뜻하며[23], 한국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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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평가원이 제시한 프로그램 학습성과에서 간호리더십
은 “간호리더십 원리를 이해하고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발휘한다.” 로 설정하였다. 또한 간호리더십을 평가하기 
위한 팀 및 개인과제 형태의 직접평가방법과 간호학생 
개인별로 실제적으로 ‘간호리더십’에 대한 경험을 물어 
보는 설문조사 등의 간접평가방법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2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과 교수 4인이 내용과 
구성타당도를 검토하여 개발한 설문도구로 간호리더십 
원리의 이해와 리더십 발휘의 2개 하위영역으로 구성하
였다. 점수의 범위는 문항평점 1점~5점으로 점수가 높을
수록 간호리더십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도구의 신뢰도
는 Cronbach’s α .93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는 리더십 
원리 이해가 .94, 팀 내 리더십 발휘가 .85였다.

2) 셀프리더십 측정도구
셀프리더십이란 개인이 스스로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스스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행동을 발견하고 긍
정적인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영향력을 미쳐 건설적인 사
고를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통제하고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
하는 것으로, Manz[10]가 개발하고 Lee[24]가 사용한 도
구를 사용하였다. 행동중심적 전략과 인지적 전략의 2개 하
위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의 범위는 문항평점 1점~5
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
다. 도구의 신뢰도는 Lee[24]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5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3이었다. 하위영역별
로는 행동중심적 전략이 .92, 인지적 전략이 .88이었다.

3) 학업적 자기효능감 측정도구
학업적 자기효능감이란 과제 상황에서 요구되는 자신

의 전략적인 수행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구체적인 상황
에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판단[25]과 신념이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 행동을 조직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26]을 말하는 것으로, Kim과 Park[14]이 개발하여 
타당도가 검증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 과제난이도 선호의 3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의 범위는 문항평점 1점~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
기효능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Kim과 
Park[14]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0였으며, 본 연구
에서의 신뢰도는 .83이었다. 하위영역별로는 자신감이 .87, 
자기조절효능 .85, 과제난이도 선호가 .78이었다. 

2.1.4 연구진행 절차

1) 액션러닝 프로그램
본 연구의 팀학습 기반 액션러닝 프로그램은 

Rothwell[27]의 액션러닝 모델과 간호리더십 과정 학습
목표를 토대로 8회 차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과제 진행방식은 학습 팀별로 각각의 과제를 선정해서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액션러닝 운영 시 팀 
인원은 4∼8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데 그 
이유는, 4명 이하일 경우에는 다양성과 창조성이 저하되
고, 8명 이상인 경우에는 액션러닝에 참여하지 않고 무임
승차하는 참여자가 생길 수 있어 액션러닝의 진행이 어
려워지기 때문이다[23,28]. 이에 따라 본 연구의 팀 인원
은 5명으로 구성하였다. 과제선정 기준은 장금성 외[3]가 
제시한 9가지 준거를 참고하여 선정하도록 하였다. 첫째, 
실질적이고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 둘째, 실현 가
능한 과제, 셋째, 참가자들에게 매우 관심 있는 과제, 넷
째, 수수께끼가 아닌 실존의 과제, 다섯째, 의사결정이 아
직 내려지지 않은 문제, 여섯째, 참가자들에게 학습의 기
회를 제공할 수 있는 복잡한 과제, 일곱째, 조직의 다른 
부분에도 적용이 가능한 과제, 여덟째, 외부 전문가의 표
준화된 해결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 아홉째, 문
제 본질에 있어 기술적이기보다는 조직적인 과제를 선정
하도록 한다. 주제선정은 아이디어 발산 기법을 통해 자
유롭게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과제해결을 위해 팀 회의와 
더불어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고, 도출한 지식과 자료
를 토대로 문제해결을 통해 과제를 수행하고 발표 하도
록 하였다. 팀학습 활동은 매 차시 마다 아이스브레이크, 
아젠다 합의, 그라운드 룰, 팀회의, 성찰의 순서로 진행되
었다. 아이스브레이크는 팀학습 시작 전 팀원 간의 서먹
한 분위기를 깨고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어 회의에 집중
할 수 있게 해준다. 아젠다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모임 진
행 시간 계획을 말하며 그라운드룰은 모든 팀원들이 자
발적으로 지키기 위한 기본 규칙을 말한다. 성찰은 팀 학
습 종료 시 사물에 대한 시각과 통찰력을 얻게 하고 성찰
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상호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교수자는 액션러닝의 개념, 팀
학습 방법과 브레인스토밍, 명목집단법, 마인드맵핑 등 
아이디어 발산 기법에 대해 알려주고 러닝코치로서의 역
할을 수행하였다. 

2) 교과운영
간호리더십 교과목은 간호학과의 전공 교과목으로 1

학년 2학기에 편성된 2학점 2시수 과정으로 15주 학사
일정으로 운영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같은 교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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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 Learning content Learning method

1 Orientation and teaming
Team building and team building activities and presentations Discussion and presentation

2 Team activities : Theme selection using idea dissipation techniques Literature research and discussion
Create reflection journal

3 Team activities : Status analysis and clarification of problem Discussion , Create reflection journal

4 Team activities : Cause analysis and solution Collecting data
Discussion , Create reflection journal

5 Team activities : Establish action plan by choosing the best alternative Information collection
Discussion , Create reflection journal

6 Team activities : Action activities Action activities (including external activities)
Discussion , Create reflection journal

7 Team activities : Action activities Action activities (including external activities)
Discussion , Create reflection journal

8 Final result presentation and discussion Discussion and presentation
Feedback

Table 2. Action learning schedule and content

에게 수업을 받았으며 2017년도 1학년 학생에게는 일반 
강의식 수업 방식을 적용하였고, 2018년도 1학년 학생
은 팀학습 기반 액션러닝 프로그램 수업 방식으로 진행
하였다. 두 군 모두 주 2시간 15주간의 학사일정 중 1주
는 오리엔테이션, 2주간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4주간
은 리더십에 대한 이론 강의를 진행하였다. 7주를 제외하
고 주 2시간 8주간 실험군에게는 액션러닝 교수학습 방
법을 적용하였고, 대조군에게는 교재를 바탕으로 내용에 
따라, 리더십에 대한 이론 외에 팔로워와 팔로워십, 리더
십의 핵심역량 등에 대해 교수자가 제작한 PPT 강의안
으로 일반 강의식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였다. 실험군의 
액션러닝 학습방법은 1회 차 수업에서 수업진행 과정, 학
습활동 규칙, 학습자와 교수자의 역할 등 액션러닝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팀구성을 하
였다. 팀은 출석부 순서대로 5명씩 구성하고 구성된 팀이 
팀학습 수업동안 계속 이어지도록 하였다. 팀 구성 후 팀
별 사회자와 서기, 팀명과 팀 구호, 팀 모토, 그라운드 룰
을 정하는 팀 빌딩을 시작하게 하였다. 매 차시별 시작과 
마무리에 팀 구호를 외치게 하였으며, 성찰일지를 작성하
도록 하였다. 또한 매 차시별 사회자와 서기를 팀원이 돌
아가면서 하도록 하였다. 교수자는 러닝코치로서 언제든 
학습자가 피드백을 원하면 즉시 해 주었다. 1회 차 수업 
후에 액션러닝 팀 학습을 위한 과제를 미리 생각해서 오
게 하였고, 2회차에는 액션러닝기반 팀학습 활동을 통해 
각 팀 별로 주제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주제 선정을 위해 
교수자가 주제선정 준거에 대해 설명하고 팀원들 스스로 
아이디어 발산 기법을 통해 자유롭게 선정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교수자는 학습자의 질문에 피드백과 아울러 

성찰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주제 선정 과정을 학
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다. 3회차부터 7회
차 까지는 선정 된 주제를 가지고 단계별로 구체적인 방
법을 통해 실제적인 활동을 하게 하였다. 1단계는 현황분
석을 통한 문제를 파악하고, 2단계는 정보수집과 자료를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3단계는 원인이 명확해지면 창의
적인 해결 방안을 찾고 우선순위에 따라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여 세부 실행계획을 세우도록 하였다. 4단계는 실
행계획에 따라 직접 수행하도록 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서는 스마트폰, 교재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매 
회차 마다 일단 강의실에서 만나 팀원간의 토론, 일정 계
획 수립, 교수자의 피드백 등이 이루어 진후, 필요 시 팀
별 외부 활동을 허용하였다. 8회차는 액션러닝 팀활동 결
과를 발표하게 함으로써 학습자들과 공유하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
하게 함으로써 토론을 하게 하였다. 또한 서로 다른 팀의 
다양한 사례와 비교하여 문제 해결 방법이 어떻게 다른
지 성찰하게 하고 교수자의 피드백을 끝으로 과정을 마
무리 하였다(Table 2).

2.1.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s 20.0 Program을 이

용하여 전산통계처리 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
였으며, 두 집단의 동질성 검사는 χ²-test, t-test, 연구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로 분석하였다. 둘째, 사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간호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감, 
셀프리더십과 각각의 하위영역의 차이는 독립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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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erimental group(n=98) Control group(n=102)
χ² or t p

N(%) or M(SD)

Gender
M 22(22.5) 25(24.5)

6.541 .088
F 76(77.5) 77(75.5)

Grade 
1 98(100) 100(98.1)

.498 .259
2 0(0) 2(1.97)

 Average
grade

< 2.5 6(6.1) 12(11.8)

4.757 .313
2.5 ∼ < 2.9 15(15.3) 23(22.5)
3.0 ∼ < 3.5 44(44.9) 42(41.2)
3.5 ∼ < 4.0 25(25.5) 19(18.6)

4.0 < 8(8.2) 6(5.9)
   Nursing Leadership 2.96(.53) 2.91(.52) .597 .551
   Academic Self -Efficacy 2.87(.31) 2.82(.30) .805 .609
   Self leadership 2.52(.56) 2.55(.46) .512 .900

Table 3. General characterization of subjects and homogeneity of variables

t-test로 분석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간호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감, 셀프리더십과 각각의 하위영역의 사전, 사후 
비교는 대응표본 t-test로 분석 하였다.

2.1.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대상자 보호를 위해 연구 시작 전, 연구의 

내용과 목적을 설명한 후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자발적
인 참여로 진행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
어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임을 설명한 후 피험자 자
료수집에 서면 동의한 학생들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
포하고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2.2 연구 결과
2.2.1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증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두 집단의 동질성 검증에 

대한 분석한 결과 <Table 3>과 같다. 먼저, 일반적 특성
에서 참여한 대상자 수는 실험군 98명, 대조군 102명이
며 성별, 학년, 학업 성적 모두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χ²= .498∼6.541, p=.088∼.313).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성별은 여성이 실험군 77.6%, 대조군 75.5%로 남성
보다 많았으며, 학년은 1학년이 실험군 100%, 대조군 
98.1%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은 평점 3.0∼3.5이하가 실
험군 44.9%, 대조군 41.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
다. 다음으로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액션러닝 학습방법 적용 전 두 집단간의 간호리더십
(t=.597, p=.551), 학업적 자기효능감(t=.805, p=.609), 
셀프리더십t=.512, p=.900)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어 두 집단 간의 동질성을 확인하였다(Table 3).

2.2.2 액션러닝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한 효과 검증
액션러닝 학습방법 적용전, 후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학업적 자기효
능감은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
났으며(t=.828, p<.000), 셀프리더십도 실험군과 대조군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8.92, 
p<.000). 그러나, 간호리더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948, p=.344).

각 변수의 하위영역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간호리더십에서 리더십 발휘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t=5.06, p<.000), 학업적 자기효능감에서
는 자신감(t=2.04, p<.043), 자기조절 효능(t=.126, 
p<.000)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셀프리더십에
서 행동중심적 전략(t=8.74, p<.000), 인지적 전략
(t=7.70, p<.000) 모두 액션러닝 교수학습방법 적용전, 
후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3 논의
본 연구는, 액션러닝 교수학습방법을 활용한 수업이 

간호대학생들의 간호리더십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셀프
리더십에 미치는 효과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었으
며, 그 결과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액션러닝 교수학습방법 적용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간호리더십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
다(t=.948, p=.344). 하지만, 하위영역별로 분석한 결과
를 보면, 리더십 발휘에서 실험군(M=3.53)이 대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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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omponent Category
Pre Post

t₁ p Difference
(post - pre) t₂ p

M(SD) M(SD)

Nursing
leadership

Understanding 
principle 

Experimental group 2.73(.71) 3.64(.55) -9.69 .000* .91(.09)
.915 .361

Control group 2.72(.61) 3.71(.46) -9.17 .000* .98(.08)

Leadership exercise 
Experimental group 3.22(.53) 3.53(.55) 4.15 .000* .31(.08)

5.06 .000*
Control group 2.94(.36) 3.06(.34) -5.85 .000* .12(.05)

Academic 
self

-efficacy

Confidence 
Experimental group 2.90(.45) 3.06(.62) 1.94 .147 .16(.08)

2.04 .043*
Control group 2.93(.55) 2.98(.69) 1.66 .099 .05(.08)

Self-regulation effect 
Experimental group 2.68(.53) 3.26(.65) 5.84 .000* .58(.08)

.126 .000*
Control group 2.63(.53) 2.86(.45) 3.46 .001* .23(.07)

Homework difficulty 
preference 

Experimental group 2.96(.34) 3.02(.42) 3.89 .367 .05(.05)
1.32 .189

Control group 3.01(.34) 2.94(.36) 2.69 .008* .12(.05)

Self
leadership

Behavior-centered 
strategy 

Experimental group 2.37(.67) 3.39(.99) 8.42 .000* 1.0(.12)
8.74 .000*

Control group 2.31(.72) 2.46(.57) 1.58 .011* .14(.09)

Cognitive      
strategy 

Experimental group 2.61(.59) 3.26(.70) 6.77 .000* .65(.08)
7.70 .000*

Control group 2.50(.63) 2.61(.48) 1.34 .018* .10(.07)
t₁ : paird t-test within group t₂ : Independent t-test between group

Table 5. Differences in the sub-areas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Variables Category
Pre Post

t₁ p Difference
(post - pre) t₂ p

M(SD) M(SD)

Nursing
Leadership

Experimental group 2.96(.53) 3.65(.45) 9.14 .000* .69(.07)
.948 .344

Control group 2.91(.52) 3.59(.48) 9.12 .000* .68(.05)

AcademicSelf 
-Efficacy

Experimental group 2.87(.31) 3.07(.34) 5.12 .000* .20(.05)
.828 .000*

Control group 2.82(.30) 3.0(.34) 4.21 .000* .17(.04)

Self
leadership

Experimental group 2.52(.56) 3.31(.77) 8.03 .000* .80(.09)
8.92 .000*

Control group 2.55(.46) 2.55(.46) 1.56 .012* .12(.08)
t₁ : paird t-test within group t₂ : Independent t-test between group 

Table 4. Differences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M=3.06)에 비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t=5.06, p<.000). 이는 선행연구에서 액션러
닝 교수학습방법 적용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간호리더십 
차이를 보고한 연구 결과를 찾아 볼 수 없어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Han과Lee, 
Hong[1]의 연구에서 액션러닝 교수학습방법 적용 후 실
험군과 대조군의 리더십을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리더십 발휘에서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
인 것은 팀학습 과정에서 매 차시별 사회자와 서기를 팀
원이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였기에 이러한 과정에서 리더
십 발휘 기회가 주어지고 따라서 리더십 능력이 발휘되
었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간호 리더십 원리 이해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며 오히려 대조군(M=3.71)이 실험군
(M=3.64)보다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

는 본 연구에서 간호리더십에 대한 개념과 원리에 대해
서는 4주간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같은 내용으로 학습하
였고, 대조군에서는 이론 중심으로 강의식 학습방법만으
로 진행하였기에 간호리더십 원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사료된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유의한 차
이가 있다고 나타났다(t=.828, p<.000). 하위영역별로는 
자신감(t=2.04, p<.043), 자기조절 효능(t=.126, p<.000)
에서 실험군(M=3.06, 2.98)이 대조군(M=2.98, 2.86)보
다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예
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Bu[15]의 연구에서 액션러닝 
수업 실시 이후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인 자기조절 효능
감, 자신감에서 사전점수에 비해 사후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과제난이도 선호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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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액션러닝 교수학습
방법이 자신감과 자기조절 효능감 향상에는 효과가 있지
만, 과제난이도 선호에는 별다른 효과 차이가 없음을 시
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자가 1학년으로 학업에 대한 
방법과 대학 생활 적응에 대한 부담감과 아울러 과제에 
대한 부담감이 교수학습 방법과 상관없이 이러한 결과로 
나타났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추후에는 액션러닝 교수학
습 방법을 보다 폭 넓게 학년별로 적용해보고 비교 연구 
해 볼 필요가 있다.

셀프리더십은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t=8.92, p<.000). 또한 셀프리더십의 
하위영역인 행동중심적 전략(t=8.74, p<.000), 인지적 전
략(t=7.70, p<.000) 모두 액션러닝 교수학습방법 적용 
후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행연구에서 액션러닝 교수학습
방법 적용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셀프리더십 차이를 보
고한 연구 결과를 찾아 볼 수 없어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앞서 문헌 고찰 시 셀프리더십은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미쳐 목표를 설정하고 자기 행동에 대하여 스스로 동기
부여가 되어 긍정적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자신을 창의적
으로 인식한다고 본다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Han
과Lee, Hong[[1]의 연구에서 액션러닝 교수학습방법 적
용 후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창의성이 높게 나타난 결과
와 유사한 결과라 볼 수 있다. Kim[29]의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증가할수록 학습 몰입 또한 
증가되어 학습몰입에 있어 셀프리더십이 중요한 요인이
라고 하였다. 또한 Han[30]의 연구에서는 셀프리더십이 
사회적 책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에
게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키
워주는 것이 대학의 역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선행
연구와 본 연구를 토대로 볼 때 액션러닝 교수학습방법
이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을 향상시키고 창의성과 학
습몰입, 사회적 책임에도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위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은 각 학교의 교
과과정과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다양한 교과목에서 액션
러닝 수업을 적용한다면, 간호대학생의 간호리더십과 학
생 스스로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
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신념인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효과
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학 차원에
서 학생 개인 스스로 동기부여 할 수 있는 행동과 영향력
을 행사할 수 있는 셀프리더십을 측정하고 이를 함양하
게 함으로써 창의성과 학습에 대한 열정을 높여 나가도
록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3. 결론

본 연구는, 전통적 강의식 교수학습 방법과 액션러닝 
교수학습방법을 활용한 수업이 간호대학생들의 간호리더
십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효과 차이
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으며, 액션러닝 학습
방법 적용전, 후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
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셀프리더십은 실험군과 대조군에
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호리더십에
서는 하위영역인 리더십 발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은 
액션러닝 교수방법을 각 학교의 교과과정과 학생들의 수
준에 맞게 적용한다면, 간호대학생의 간호리더십과 학업
적 자기효능감, 셀프리더십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액션러닝 교수 기법을 
교과과정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개 대학의 간호학과 1학
년을 대상으로 일부 이론 수업이 이루어진 후, 액션러닝 
기법을 진행하였기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
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환경의 학년과 교과목으로 일반
화하기 위한 반복연구가 필요하겠다. 둘째, 본 교과목의 
평가는 상대평가이고 팀 별 평가가 성적에 반영됨에 따
라 학생들이 성적을 높이기 위해 팀 활동에 집중하여 결
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따라서 수업 설계 시 평가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의 팀 구성
은 번호 순대로 구성하였으므로 팀 학습을 해 나가는데 
팀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에 향후에는 팀원들 간
의 장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성격유형검사나, 행동유
형검사 등의 결과를 통한 팀 구성이 필요하리라 본다. 넷
째, 본 연구는 시점이 다름에 따라 두 집단 간에 나타날 
수 있는 실험효과 확산을 통제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
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 방법이 필요하다. 다섯
째, 간호 분야에서 액션러닝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들을 추가하여 광범위한 연
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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