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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블랜디드러닝 성인간호학 교육에 노트필기 전략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고자 시도되었다. 33명

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단일 집단 사전·사후 설계로 하여, 2021년 9월 17일부터 10월 15까지 자료 수집 후 

SPSS/WIN 26.0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로 학습동기는 수업 전 3.27에서 수업 후 3.40점으로 상승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t=-1.501, p=.143), 수업 참여도는 수업 전 2.95점에서 수업 후 3.27점으로 유의하게 상승하였

다(t=-2.669, p=.012). 수업 전 학습동기는 수업 전 참여도(r=.838, p<.001), 수업 후 학습동기(r=.545, p=.001), 수업 

후 참여도(r=.462, p=.007)와 각각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성별(Wilks'λ=.866), 수업 흥미(Wilks'λ=.632)와 

수업 만족도(Wilks'λ=.822)에 따른 학습동기 및 수업 참여도는 모두 유의수준 .05보다 크므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블랜디드러닝 성인간호학 교육에 노트필기 전략을 적용한 것은 수업 참여도를 향상시키는데 효과

가 있었으며, 추후 학업 성취에 따른 맞춤형 노트필기 전략을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간호 교육, 노트필기, 블랜디드러닝, 수업 참여도, 학습동기

Abstract This study was attempted to analyze the effect of a note-taking strategy applied to blended 

learning adult nursing education.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17 to October 15, 2021, and 

analyzed using the SPSS/WIN 26.0 program with a single group pre/post design targeting 33 nursing 

students. As a main result, learning motivation rose from 3.27 before class to 3.40 after class,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t=-1.501, p=.143), and class participation significantly increased from 2.95 

before class to 3.27 after class(t=-2.669, p=.012). Motivation for learning before class was pre-class 

participation(r=.838, p<.001), learning motivation after class(r=.545, p=.001), and class participation 

after class(r=.462, p=.007) and each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Learning motivation and 

class participation according to gender(Wilks'λ=.866), class interest(Wilks'λ=.632), and class 

satisfaction(Wilks'λ=.822) were all higher than the significance level of .05, so they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 Based on these results, applying a note-taking strategy to blended learning adult nursing 

education was effective in improving class participation. In a future study, it is necessary to verify the 

effectiveness by applying a note-taking strategy customized according to academic achie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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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COVID-19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

람들의 일상적인 삶의 패턴과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고 있다[1]. COVID-19로 인해 미래 교육 환경

으로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학교 교육은 정보 통신 기

술과 디지털 환경을 기반으로 빠르게 대응하며 변화하고 

있다[2]. 학교마다 온⋅오프라인 교육을 위한 플랫폼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사, 학생, 학부모 간의 온⋅오

프라인 관계망이 형성되는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2]. 

COVID-19에 의한 펜데믹 상황에서는 비대면 온라인 

교수 방법이 불가피하게 되었고[3], 블랜디드러닝

(Blended learning)은 대면 학습과 이러닝을 결합한 형

태로 교육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했다[4].

블랜디드러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의 장점을 혼

합한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법이다[3]. 국·내외 선행연

구에 따르면 블랜디드러닝을 적용한 수업에서 지식 성취

[4-6], 동기 및 태도[6], 메타인지 전략[3], 자원관리 전략

[3]과 학생 만족도[2,6] 등이 향상되어, 간호 교육에서 활

용되고 있는 블랜디드러닝의 수는 광범위하고 다양하며 

확장되고 있다[7]. 그러나 온라인 학습 환경은 시공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자율성을 제공하였지만 차츰 

자율성과 학업을 위한 자기 통제력 사이의 균형을 잃게 

되면서 학습 관리의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8] 때에 따

라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나태해지기 쉽다는 지적

들이 있다[2]. 디지털 기술의 시스템 속에서 학습자들의 

주도적 학습을 이끌 수 있는 활용 가능한 기술적 장점들

을 잘 파악하여 이를 강화하고 보완해 간다면 온라인 학

습 환경에서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 증진을 위한 전

략적 대안으로 기여할 것이므로[8] 블랜디드러닝을 적용

한 수업에서도 온라인 수업 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간호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대상

자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과정을 통해 창의적인 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강

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9]. 이러한 전문

성을 가진 간호사로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학습자 스스로

가 자신의 학습에 주도권을 갖고, 학습목표를 설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길러내는 것이 

필요하다[9]. 자기주도 학습을 수행할 때 요구되는 효과

적인 학습전략으로는 학습 과정에서의 노트필기 방법, 시

험 준비 방법, 학습 시간 조직 방법, 주의 집중 방법 적용 

등이 포함되는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실제 적용하고 있는 것은 노트필기 전략이

었다[10]. 노트필기는 학습자들이 수업 시간에 보고 들은 

것을 기억할 때 중요한 정보원이 되며, 수업이 종료된 후

에도 필기한 내용을 살펴보면 학습 내용을 회상하는데 

도움을 준다[10]. 여기에 코넬 노트 필기법은 1950년대 

코넬 대학의 교육학 교수인 Walter pauk에 의해 고안된 

노트필기의 한 방법으로, 학습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이

해를 돕고, 학습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11]. 또한 학습 내용을 체계적으

로 정리하고 조직화하는데 도움을 주며, 그 내용을 더 잘 

기억할 수 있게 하고, 계속적인 노트필기 활동을 통해 책

임감 및 동기를 증진시킬 수 있어[11] 본 연구의 블랜디

드러닝 수업에서 학습자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돕기 

위해 적용하고자 한다.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따라 향후 비대면 온라인 환경

이 일상화되고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

할 때, 기존의 오프라인 강의의 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현실이다[1]. 그러나 최근 빠르게 성장하

고 있는 온라인 수업을 병행한 블랜디드러닝의 효과를 

탐색하는 연구들이 있으나 아직 경험적 근거가 부족하고, 

온라인 학습 관리를 보완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

이다. 학습자에게 학습활동의 가치와 의미를 제공하고 학

생 스스로가 책임감을 가지고 자발적인 학습을 촉진시키

는데 도움을 주는 학습동기를[9] 향상시키고 적극적인 수

업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노트필기를 적용하는 

것은 그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게 된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블랜디드러닝 성인간호학 교육에 노트필기 

전략을 적용하여 학습자의 학습동기와 수업 참여도에 미

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학습 관련 특성의 정도를 파

악한다.

2) 대상자의 노트필기 전략 적용 전, 후의 학습동기 및 

수업 참여도의 정도와 차이를 분석한다.

3) 대상자의 노트필기 전략 적용 전, 후의 학습동기 및 

수업 참여도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학습 관련 특성에 따른 학

습동기와 수업 참여도 간의 차이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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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Blended learning adult nursing classes applying note-taking strategy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노트필기 전략을 적용한 블랜디드러닝 성인

간호학 교육의 효과를 분석하고, 효과적인 교수학습 전략

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단일집단 사

전․사후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G군의 일 대학 간호학과에 재학

하는 3학년 학생들로서 「성인간호학(Ⅲ)」 교과목을 수강

하는 전체 학생 중, 본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대해 자발적으로 서면 동의한 자를 대상으

로 하였다. 

적합한 표본의 크기를 구하기 위하여 G-Power 3.1.9.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에 필요한 대상자 수를 유의

수준=.05, 효과크기=.5, 검정력 .7으로 계산한 결과 27

명이었으나, 자발적으로 연구 진행을 거부하거나 자의로 

연구 철회를 요청하거나 수집된 자료가 결측값이 많거나 

불성실하게 설문에 응할 경우 등을 고려하여 전체 수강 

학생 40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그 중 33부가 최종 

수집되어(회수율 82.5%)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

구의 대상자 수는 추정된 최소 표본 수를 충족하였다.

2.3 노트필기 전략을 적용한 블랜디드러닝 성인

    간호학 교육 

본 연구의 노트필기 전략을 적용한 수업은 2021학년

도 3학년 2학기 「성인간호학(III)」 3학점 전공필수 교과

목 수업에서 이루어졌으며, 15주 학사일정 내 4주간 동

영상으로 온라인 수업을 들은 후 노트필기를 하도록 하

였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에는 대면 수업이 이루어졌다. 온라인 수업 운영은 교수

자가 직접 동영상을 녹화하여 G대학교 강의 플랫폼인 

LMS에 주 1회 업로드 하였다(Fig. 1). 노트필기의 서식

은 Kwon 등[12]의 연구에서 제시된 코넬식 노트필기 형

식을 반영하여 구조화한 것으로 노트 서식의 (제목)에는 

일자, 강의 주제, 학습목표를 적도록 하였다. (필기/내용 

정리)에는 강의를 들으면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중요하다

고 판단되는 정보와 아이디어를 적고, 그 다음 (단서/키

워드)에 핵심어를 적도록 하여 이 과정에서 질문이 생기면 

(질문)칸에 작성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약)에는 그

날의 필기 영역의 내용을 한 두 문장으로 요약해서 적도

록 하였다.

2.4 연구도구

2.4.1 일반적 특성 및 학습 관련 특성

본 연구에서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남자, 여자) 1개 문

항이며, 학습 관련 특성은 성인간호학 수업에 대한 흥미 

정도와 성인간호학 수업 만족 정도에 관한 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인간호학 수업 흥미 정도는 전혀 흥미 

없다 1점에서 매우 흥미있다 5점으로 평가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수업 흥미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인간호학 

수업 만족 정도는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점에서 매우 

만족한다 5점으로 평가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수업 만족

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4.2 학습동기

동기는 특정 목표(대상물)로 향한 실제적인 행동에 활

력을 주는 어떤 조건을 지칭하는 용어이다[13]. 본 연구

에서의 학습동기는 김용래가 1993년에 제작 완료한 ‘학

교 학습 동기 척도’를 1995년에 수정·보완한 후 2000년

에 재 타당화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학습동기는 Kim[13]의 도구인 총 25문

항의 5점 척도로 측정한 점수이며, 조금도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가하여, 점수가 높을수

록 대상자의 학습동기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Kim[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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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lables Item contents

Cronbach alpha 

Pre Post

Items Total Items Total

Learning 
motivation

Extrinsic 
motivation

.831

.945

.880

.924

Intrinsic 
motivation

.859 .755

Course  
motivation

.670 .492

Continuous  

motivation
.840 .759

Class  
participation

Instructional 
preparation

.838

.927

.757

.896

Performing  
instructional  

activities
.734 .705

Expressing 
oneself

.886 .807

Extending  
instruction

.867 .803

Instructional 
enthusiasm

.736 .633

Table 1. Cronbach alpha for learning motivation and class

participation                 (N=33)

의 연구에서 요인별 신뢰도 Cronbach alpha는 비본질

(외적)동기 .879, 본질(내적)동기 .846, 수업동기 .835, 

계속동기 .846 이었고, 전체 신뢰도 Cronbach alpha는 

.927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요인별 Cronbach alpha는 

비본질(외적)동기 사전 .831, 사후 .880, 본질(내적)동기 

사전 .859, 사후 .755, 수업동기 사전 .670, 사후 .492, 

계속동기 사전 .840, 사후 .759 이었고, 전체 신뢰도 

Cronbach alpha는 사전 .945, 사후 .924이었다(Table 1).

2.4.3 수업 참여도

참여는 학습자가 수업 관련 활동에 행동적, 정서적, 인

지적 측면에서 능동적 자발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세부

적으로 수업 준비하기, 수업 활동하기, 의사표현 하기, 수

업 확장하기, 수업 열정 등의 다섯 가지 요인으로 구성된 

개념이다[14]. 본 연구에서의 수업 참여도는 Cha 등[14]

이 개발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한 ‘학습자 수업 참

여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업 참여도는 Cha 등[14]의 도구인 총 

16문항의 5점 척도로 측정한 점수이며, 조금도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가하여, 점수가 높

을수록 대상자의 수업 참여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ha 등[14]의 연구에서 요인별 신뢰도 

Cronbach alpha는 수업 준비하기 .83, 수업 활동하기 

.80, 의사표현 하기 .85, 수업 확장하기 .80, 수업 열정 

.78 이었고, 전체 신뢰도 Cronbach alpha는 .90이었

다. 본 연구에서의 요인별 신뢰도 Cronbach alpha는 

수업 준비하기 사전 .838, 사후 .757, 수업 활동하기 사

전 .734, 사후 .705, 의사표현 하기 사전 .886, 사후 

.807, 수업 확장하기 .867, 사후 .803, 수업 열정 사전 

.736, 사후 .633 이었고, 전체 신뢰도 Cronbach alpha

는 사전 .927, 사후 .896 이었다(Table 1). 

2.5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수집 기간은 2021년 9월 17일부터 2021년 10

월 15일까지이며, 온라인 구글 설문지를 구조화하여 조

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학습 

관련 특성, 학습동기와 수업 참여도를 측정하도록 구성하

였다. 대상자의 학습 관련 특성으로는 성인간호학 수업 

흥미 정도, 성인간호학 수업만족도를 조사하였으며, 학습

동기와 수업 참여도는 문항별 조금도 그렇지 않다는 1점,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평가하였다. 설문지는 총 40부 

배부하였고, 82.5%가 회수되어 최종 33부가 분석에 사

용되었다.

설문 조사 시 연구 참여 기준을 충족한 대상자를 확인

한 후 연구 보조원이 제공하는 연구에 관한 설명서와 동

의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동의 서명한 대상자에게 

구조화된 설문지의 온라인 링크를 제공하고 그 자리에서 

자가로 즉시 작성하게 하였다. 설문 작성에 걸리는 시간

은 약 10분 소요되었고, 조사는 온라인 수업 시작 전 1

회, 마지막 수업 종료 후 같은 내용의 사후 조사가 1회 

진행되었다. 

2.6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PC Win 26.0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로 분석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학습 관

련 특성 값은 빈도와 퍼센트를 구하였다. 수업 전·후 학

습동기와 수업 참여도의 정도와 차이는 평균과 paired 

t-test로 분석하였으며, 제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대

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학습 관련 특성에 따른 학습동기

와 수업 참여도의 차이는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2.7 연구 윤리

본 연구는 대학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

(KSU-21-08-001)을 받은 후 실시하였다. 본 연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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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연구자 및 연구 보조원은 연구 윤리에 관하여 최

근 2년 이내 교육을 받은 자이다. 본 연구 시 대상자에게 

목적, 방법, 안정성, 중지, 개인정보와 비밀보장 등에 대

해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하겠다고 동의서에 서명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 작성 시 중간에 자의로 언제

든지 철회를 요구하면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학

교 성적에 반영되지 않음을 알렸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학습 관련 특성

노트필기 전략을 적용한 블랜디드러닝 성인간호학 수

업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학습 관련 특성은 

Table 2와 같다. 대상자들은 남자 12.1%, 여자 87.9%이

었고, 성인간호학에 대한 흥미는 수업 전 흥미있다 

54.5%, 보통이다 42.4%, 매우 흥미있다 3.0% 순이었으

며, 수업 후 보통이다 48.5%, 흥미있다 27.3%, 매우 흥

미있다 21.2%, 흥미없다 3.0% 순으로 나타났다. 성인간

호학에 대한 만족은 수업 전 만족한다 63.6%, 보통이다 

21.2%, 매우 만족한다 12.1%, 만족하지 않는다 3.0% 순

이었고, 수업 후 만족한다 54.5%, 매우 만족한다 24.2%, 

보통이다 15.2%, 만족하지 않는다 6.1% 순으로 나타났

다(Table 2). 

Varilables Category

Frequency

Pre Post

n % n %

Gender
Male 4 12.1 - -

Female 29 87.9 - -

Adult 

nursing 
interesting

Not interested  at all - - - -

Not interested - - 1 3.0

Average 14 42.4 16 48.5

Interested 18 54.5 9 27.3

Very interested 1 3.0 7 21.2

Adult 
nursing 
satisfaction

Not satisfied  at all - - - -

Not satisfied 1 3.0 2 6.1

Average 7 21.2 5 15.2

Satisfied 21 63.6 18 54.5

Very satisfied 4 12.1 8 24.2

Table 2. General and learning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33)

3.2 노트필기 전략을 적용한 블랜디드러닝 성인간호학

   교육 전·후 학습동기와 수업 참여도의 정도와 차이 

블랜디드러닝 성인간호학 교육에 노트필기 전략 적용 

전·후의 학습동기 및 수업 참여도의 정도와 차이에 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본 연구에서 학습동기는 수업 전 3.27±.580점, 수업 

후 3.40±.517점으로 상승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t=-1.501, p=.143). 수업 참여도는 수업 전 

2.95±.676점, 수업 후 3.27±.618점으로 상승하였고,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669, p=.012). 세부적으로 

수업 참여도의 수업 활동하기(t=-2.252, p=.031), 의사

표현 하기(t=-2.549, p=.016), 수업 확장하기(t=-2.080, 

p=.046), 수업 열정(t=-2.768, p=.009)이 수업 전 보다 

수업 후에 유의한 상승을 보였다(Table 3).

3.3 노트필기 전략을 적용한 블랜디드러닝 성인간호학

    교육의 학습동기와 수업 참여도 간의 관계

노트필기 전략을 적용한 블랜디드러닝 성인간호학 수

업 전·후의 학습동기 및 수업 참여도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4).

Varilables
Mean±SD

t p
Pre Post

Learning motivation 3.27±.580 3.40±.517 -1.501 .143

  Extrinsic 
  motivation

3.52±.549 3.58±.610 -.683 .500

  Intrinsic 
  motivation

3.06±.646 3.26±.564 -1.916 .064

  Course  

  motivation
3.28±.667 3.48±.589 -1.548 .131

  Continuous  
  motivation

3.17±.678 3.29±.577 -1.131 .267

Class participation 2.95±.676 3.27±.618 -2.669 .012*

  Instructional 

  preparation
2.67±.881 2.67±.872 0.000 1.000

  Performing  

  instructional  
  activities

3.68±.560 3.98±.635 -2.252 .031*

  Expressing 

  oneself
2.61±.938 3.06±.836 -2.549 .016*

  Extending  
  instruction

2.36±.978 2.73±.866 -2.080 .046*

  Instructional 
  enthusiasm

3.59±.690 3.94±.736 -2.768 .009*

* p<.05

Table 3. Differences in learning motivation and class 

participation of subjects      (N=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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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lables Wilks' λ F p

Gender .866 1.316 .294

Adult nursing 
Interesting

.632 1.462 .221

Adult nursing 

satisfaction
.822 0.585 .740

Table 5. Differences in learning motivation and class 

participation by group to which MANOVA was 

applied       (N=33)

본 연구에서 수업 전 학습동기는 수업 전 수업 참여도

(r=.838, p<.001), 수업 후 학습동기(r=.545, p=.001), 

수업 후 수업 참여도(r=.462, p=.007)와 유의한 양의 상

관관계를 보였다. 수업 전 수업 참여도는 수업 후 학습동

기(r=.421, p=.015), 수업 후 수업 참여도(r=.424, 

p=.014)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수업 후 학

습동기는 수업 후 수업 참여도(r=.799, p<.001)와 유의

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4).

Varilables

Correlations

Pre Post

LM1) CP2) LM CP

r(p) r(p) r(p) r(p)

Pre
LM 1 .838(<.001)* .545(.001)* .462(.007)*

CP 1 .421(.015)* .424(.014)*

Post
LM 1 .799(<.001)*

CP 1

1) LM; learning motivation
2) CP; class participation
* p<.05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learning motivation and 

class participation of subjects             (N=33)

3.4 노트필기 전략을 적용한 블랜디드러닝 성인간호학

   교육의 일반적 특성 및 학습 관련 특성에 따른 

   학습동기와 수업 참여도 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학습 관련 특성에 따른 학습

동기와 수업 참여도의 차이는 사전 점수를 공변량으로 

처리하고 사후 점수로 다변량 분산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집단별(성별, 수업 흥미, 수업 만

족) 종속변수의 공분산 행렬이 동일한지 Box의 M검정을 

실시한 결과 다변량 분산분석의 가정이 만족되었다(Box

의 M=11.07, p=.425). 집단별 학습동기 및 수업 참여도 

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Wilks'λ=.866, F=1.316, p=.294), 수

업 흥미(Wilks'λ=.632, F=1.462, p=.221), 수업 만족

(Wilks'λ=.822, F=0.585, p=.740)의 유의확률이 모두 

.05보다 크므로 성별, 수업 흥미와 수업 만족 정도에 따

른 학습동기 및 수업 참여도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Table 5).

어느 종속변수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

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대상자의 

학습동기는 성별(F=2.783, p=.113), 수업 흥미(F=1.458, 

p=.259), 수업 만족(F=0.107, p=.955)에 따라 유의한 차

이가 없었고, 수업 참여도도 성별(F=1.356, p=.259), 수

업 흥미(F=1.282, p=.311), 수업 만족(F=.602, p=.622)

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6).

Variables Categories
Learning motivation Class participation

M±SD F(p) M±SD F(p)

Gender
Male 3.03±.201 2.783

(.113)

2.92±.252 1.356
(.259)Female 3.44±.110 3.21±.138

Adult 

nursing 
interesting

Not 
interested

3.77±.402

1.458
(.259)

2.91±.504

1.282
(.311)

Average 2.99±.137 2.77±.172

Interested 3.36±.190 3.64±.238

Very interested 3.71±.237 3.26±.298

Adult 
nursing 
satisfaction

Not satisfied 2.96±.269

.107
(.955)

2.60±.338

.602
(.622)

Average 3.07±.174 2.75±.219

Satisfied 3.29±.132 3.19±.166

Very satisfied 3.61±.223 3.42±.280

Table 6. Differences in learning motivation and class 

participation by group to which univariate 

ANOVA was applied       (N=33)

4. 논의

본 연구는 블랜디드러닝 성인간호학 수업에 노트필기 

전략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규명함으로써 간호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먼저, 학습동기는 사전 3.27점에서 사후 3.40점으로 

상승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는 본 

연구에서와 같이 코넬식 노트필기 전략을 적용한 Ahn과 

Park[11]의 연구에서 학습에 대한 책임감과 동기를 증진

시킬 수 있다고 한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 또한 본 

연구의 학습동기 점수는 Lim[15]의 3.37점과 유사하였

고, Kim 등[16]의 72.13점(평점 3.14점) 보다는 높았으

나 Nam과 Kim[17]의 4.01점, Cho와 Kim[18]의 3.53

점 보다 낮았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학습동기는 온라인 

수업을 한 Park과 Han[19]의 내재적 동기 2.97점, 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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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동기 3.31점, Kim과 Kim[20]의 온라인 수업 후 129

점에서 118점으로 학습동기가 감소한 결과와 온라인 수

업의 Kim 등[16]의 72.13점(평점 3.14점) 등의 결과와 

같이 온라인 수업에서 측정된 결과가 대면 수업에서 측

정된 것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온라인 수업에서는 대면 수업에서 사용했던 교수 

전략이 부적합할 수 있으므로 대면 수업과 다른 온라인 

수업 구조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고, 학습자의 온라인 

강의 준비도가 낮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하며, 온라인 프

로그램을 개선하는 것이 추후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자의 

학습동기 향상에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다[16]. 본 연구

도 온라인 수업이 병행되어 진행되었고 블랜디드러닝 수

업에 적용된 노트필기 전략이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향상

시키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지만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는 않았으므로 추후에는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의 

구조를 재조정하거나 노트필기의 양, 형식, 제출 시기, 평

가 및 피드백 등에 대한 세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선행연

구에서 학생들의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

인이 학습동기이고[18,21], 학습동기를 증진시키는 과정

은 궁극적으로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22,23]. 특히 학사 경고 학생들의 노트필기 점

수가 일반 대학생 보다 낮다는 연구가 있으므로[24] 추후 

연구에서는 블랜디드러닝 교육에서 학습동기를 향상시키

기 위해 학업 성취 정도에 따라 맞춤형 노트필기 전략을 

적용하여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 수업 참여도는 사전 2.95점에서 사후 

3.27점으로 유의하게 상승하였다. 구체적으로 수업 활동

하기, 의사표현 하기, 수업 확장하기 및 수업 열정의 하부 

요인이 상승하여, 블랜디드러닝 수업에서 노트필기 전략

을 적용한 것은 수업 참여도를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

었다. 이는 동영상 온라인 강의를 포함하는 플립러닝 수

업에서 예습으로 노트 작성을 하도록 하였을 때 적극적

으로 팀 토의에 참여했다는 결과가 있어 본 연구의 결과

를 지지하고 있다[25]. 또한, 본 연구의 수업 참여도 점수

는 Lee와 Han[21]의 3.10점, Kang[26]의 51.19점(평

점 3.20점)과 유사한 결과이며, 본 연구에서와 같이 Cha 

등[14]의 도구를 사용한 Lee[27]의 4.18점, Kim[28]의 

수업 전 3.25점, 수업 후 3.90점 보다 낮았다. 선행연구

에서 PBL 수업을 적용한 Lee와 Kim[29]의 4.21점, 비

대면 수업을 적용한 Lee와 Kim[30]의 3.81점과 플립러

닝을 적용한 Lee와 Han[21]의 3.37점은 본 연구 결과보

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것이 다양한 수업 방식

에 따른 결과인지 노트필기 전략으로 인한 차이인지 추

후 연구에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COVID-19의 종

식 시기는 아직 단언하기 이르고 비대면 수업 혹은 원격 

수업은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효과적이고 기대할 만한 

교육 형태로 제시되어 왔기 때문에 종식되더라도 비대면 

수업은 모든 교육 환경에서 선택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30]. 비대면 수업을 대면 수업과 견줄만한 수업 

형태로 자리 잡도록 하려면 대면 수업과 비교하여 지적

되는 사항을 파악․해결하고, 확실한 교육 성과를 보일 수 

있어야 하며, 대학과 교수자는 학생이 더 능동적이고 적

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30]. 본 연구에서 과제로 제출된 노트필기는 수업 

참여도를 향상시켰으므로, 앞으로 블랜디드러닝 수업에

서 노트필기 전략을 적극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더

불어 강좌의 특성이나 수업방식, 교수자의 신념, 교수-학

생의 상호작용 등이 학습에 긍정적으로 작동되도록 교수

자와 대학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31]. 선행연구에서 수

업 참여도는 학습만족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

고[26,27] 능동적으로 전공을 선택한 경우 수업 참여도

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2]. 

수업 참여도가 높을수록 형성평가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높고 부정적 태도는 적게 나타났는데[33] 학점이 4.0 이

상인 집단의 학습자 수업 참여도가 학점이 3.0 미만인 집

단의 학습자 수업 참여도 보다 높았으므로 온라인 수업 

운영 시 학업에 관심이 부족하고 성적이 낮은 학생들에

게 수업 참여를 독려하고 이들이 수업에서 소외되지 않

도록 흥미로운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27].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블랜

디드러닝 교육에서 학업 성취 정도에 따라 맞춤형 노트

필기 전략을 적용하고 그에 따른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 노트필기 전략을 적용한 블랜디드러닝 

성인간호학 수업에서 수업 전·후의 학습동기와 수업 참

여도간에는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시뮬레이션 교육을 적용한 Kim[28]의 연구에서도 학습

동기와 수업 참여도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이로써 대상자의 학습동기

가 높을수록 수업 참여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으

며,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학습동기[18,21]와 수업 참여

도[21,26]는 모두 학습 만족도와 유의한 정적 관계에 있

으므로, 학습동기와 수업 참여도를 높이는 것은 간호 교

육의 학습 만족도도 높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온라인 수

업에서 학습자의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수업 후 제출하는 과제물을 들 수 있다[16]. 과제물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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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과 관련이 있으면서 학습자 수준에 적절한 난이도 및 

적당한 분량의 과제 제출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16] 노

트필기 작성 과제는 효과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전 학습동기는 사후 학습동기 뿐만 아니라 

사전 수업 참여도와 사후 수업 참여도와의 관계에서도 

각각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블랜디드러닝 수

업 전 가진 학습동기와 수업 참여도의 의지가 본 연구에

서 노트필기 전략을 적용함으로써 수업 후에도 학습동기

와 수업 참여도를 끝까지 유지·상승 시키는데 기여한 것

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노트필기를 적용한 블랜디드러닝 수업에

서 일반적 특성과 학습관련 특성이 학습동기와 수업 참

여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했을 때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이는 온라인 수업에서 성별에 따른 학습동기와의 차

이를 분석한 Park과 Han[19], Kim 등[16]의 연구에서

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본 연구의 결과와 같았

고, Kang[26]의 연구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수업 참여

도가 유의하게 높아 본 연구와 차이가 있었다. 수업에 대

한 흥미 정도와 전공 만족도는 본 연구에서 수업 후 학습

동기와 수업 참여도와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는데, 이

는 Kang[26]의 연구에서 과목에 대한 흥미 정도와 전공 

만족 시 긍정적인 학습 태도를 형성하고, 수업 참여도를 

높인다고 한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또한 Kim[28]의 연

구에서 수업 만족도가 높을수록 수업 참여 정도가 높고, 

학습동기가 수업만족도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결

과와도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연구마다 측정도구의 차

이가 있고 적용된 프로그램이 다르므로 앞으로 이를 고

려하여 추후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26]. 대면 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통합하는 블랜디드러닝은 점점 더 많이 

채택되고 있다[34]. 최근의 블랜디드러닝 수업에서 본 연

구의 결과와 같이 수업 참여를 향상시킨 것 이외에 높은 

학업 성과[4,35-43], 높은 수업 만족[35,43], 비판적 사

고력 증진[40] 등에 효과가 있으므로 추후에도 그 적용에 

대한 기대가 크다. 하지만 선행연구와의 상이한 결과들

에 대해서는 다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으로 최종적인 분석을 통해 블랜디드러닝 성인간

호학 교육에 노트필기 전략을 적용한 것은 학습자의 수

업 참여도를 유의하게 상승시켰으며, 수업 전·후의 학습

동기와 수업 참여도는 각각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학습 관련 특

성에 따른 학습동기 및 수업 참여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블랜디드러닝 성인간호학 수업

에 노트필기 전략을 적용하여 학습동기와 수업 참여도의 

관계를 규명하여 간호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

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지만, 제한점으로 일 지역 

내 일 대학의 조사 결과이므로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블랜디드러닝 성인간호학 수업에 노트필기 

전략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규명함으로써 간호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보면 첫째, 노트필기 전략을 

적용한 블랜디드러닝 성인간호학 교육에서 학습동기는 

수업 전 3.27±.580점, 후 3.40±.517점으로 상승하였

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1.501, p=.143). 

수업 참여도는 수업 전 2.95±.676점, 후 3.27±.618점

으로 상승하였고,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669, 

p=.012). 둘째, 수업 전 학습동기는 수업 전 수업 참여도

(r=.838, p<.001), 수업 후 학습동기(r=.545, p=.001), 

수업 후 수업 참여도(r=.462, p=.007)와 유의한 양의 상

관관계를 보였다. 수업 후 학습동기는 수업 후 수업 참여

도(r=.799, p<.001)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수업 전 수업 참여도는 수업 후 학습동기(r=.421, 

p=.015), 수업 후 수업 참여도(r=.424, p=.014)와 유의

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셋째, 성별(Wilks'λ=.866, 

F=1.316, p=.294), 수업 흥미(Wilks'λ=.632, F=1.462, 

p=.221)와 수업 만족도(Wilks'λ=.822, F=0.585, 

p=.740)에 따른 학습동기 및 수업 참여도는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노트필기 전략을 적용한 블랜디

드러닝 성인간호학 교육에 노트필기 전략은 수업 참여도

를 유의하게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었으며, 추후 연구에

서 학습동기와 수업 참여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학업 성

취에 따른 맞춤형 노트필기 전략을 수립하여 적용함으로

써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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