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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최근 노령환자나 만성질환자의 증가, 재원일수의 단축, 의

료지식과 기술의 문화 등으로 보건의료 환경이 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간호를 둘러싼 상황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 Technology 

in Japan [MEXT], 2011;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in Japan [MHLW], 2011). 따라서 이러한 시  변화에 응

할 수 있는 간호사의 육성이 매우 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의료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간호

학생이 제한된 시간 내에 배워야 하는 지식량은 증가하는 반

면에, 재원일수의 단축으로 인해 임상실습을 통해 직  체득

할 수 있는 유용한 경험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MHLW, 

2011). 한 일본 간호학생들이 공통 으로 내보이고 있는 생

활경험의 부족이나 커뮤니 이션 능력의 부족, 지식의 구체

인 활용방법에 한 이해력 부족 등이 그들의 학습활동에 

지 않은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Unesawa, 

Oosawa, & Tomisawa, 2012).

그러나 노령환자나 만성질환환자의 증가, 의료지식과 기술

의 문화가 일본에만 국한된 상은 아니다. 이는 한일　양

국의 공통 인 사회  배경이자 양국이 공통 으로 경험하고 

있는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서 간호에 한 개념을 학생이 스스로 이해하고 학습해 나가

는 힘을 육성하는 것이 간호기 교육의 가장 요한 목표가 

되었다 (Ha, 2011). 달리 말하면, 간호교육에서 가장 요한 

핵심 과제가 이론 심의 지식습득이 아니라 문제해결을 

해 능동 으로 사고하여 실천하고 개선해 나가는 역량을 양

성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Park & Bae, 2008; Yang & Moon, 

2007). 가령, 일본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 학의 간호인재양성

에 한 검토회 보고서’에서 자기주도학습능력 육성의 요성

을 강조하고 있다는 이나 (MEXT, 2011), 한국에서 자기주

도학습능력을 육성하기 하여 각 학이 다양한 교수학습방

법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에서(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KABONE], 2012) 오늘날의 간호교육에서 

요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자기주도학습능력이란　주도 으로　배우고자　하는 의지, 

태도, 능력을 가리킨다(Hashimoto & Hashimoto, 2005). 간호

교육에서는 자기주도학습능력을 수업지도를 받으면서 자기평

가  타자평가를 토 로 자신의 과제를 인식하고 처하는 

능력,　장기 인 에서 스스로 학습을 계획하고 그 의의에 

하여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MEXT, 

2011). 특히 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인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건강 문제에 처하고 그들의 요구에 응하자

면 간호학생의 평생 학습 역량이 필수 이며(Hattori et al., 

2015), 평생 학습 역량은 자기주도학습의 방식으로 간호를 처

음 배우기 시작하는 시기부터 습득되어야 한다. 그런데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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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학습능력, 즉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을 계획하고 실천에 

옮긴 다음 학습내용과 결과에 하여 평가하고 성찰하는 능

력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교육 담당자의 지속 인 지도가 

필요하며(Ha, 2011), 더불어 교수주도의 수업이 아니라 학생

주도의 수업을 많이 제공하고, 학생들이 학습과정과 성과를 

스스로 되돌아보고 평가하는 교육방법이 요구된다(Koiso & 

Nagashima, 2013). 자기주도학습능력 증진을 한 교수학습

략으로는 문제 심학습이나 근거- 심간호, 표 화환자를 활

용한 실습교육 등의 교수방법이 시도되어 그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Eom, Kim, Kim, & Seong, 2010; Koiso & Nagashima, 

2013). 한　선행연구에서 발표되었듯이 자기효능감과 자존

감은 자기주도학습능력 육성에 필수 인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Hori et al., 2006; Makino et al., 2009; Takushima et al., 

2005). 따라서 커리큘럼은 물론 자기효능감과 자존감 등을 종

단 으로 조사하여 이러한 요인들이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어떤 

련성이 있는지를 종합 으로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자기주도학습능력의 육성과 련하여 교육학 분야에서는 수

년 부터 학습포트폴리오 평가방법에 주목해 왔으며, 그 방

법의 활용 빈도  용 역도 확 시켜 왔다. 원래 ‘종이 

집게’를 의미하는 포트폴리오란 학생들의 학습과정을 보여주

는 성과물, 제출물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학교교육에서는 그 

포트폴리오를 보 하여 교육 으로 활용하고 있다(Kato, Ago, 

Ago, Nada, & Yamashita, 2005). 학습포트폴리오의 목 은 자

기 실천에 하여 객 으로 평가하는 태도를 육성하는 데 

있다. 한 지도자가 학생이 획득한 지식, 기술, 사고나 문제

해결 로세스 등을 악하고 구체 으로 평가, 지원하는데 있

어서도 학습포트폴리오는 요한 자료이다. 학습자가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는 과정은 성과의 가시화, 다른 사람들과의 정

보공유, 자주  평가와 분석, 그리고 구체 인 행동계획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학습지도자는 종래 행처럼 시행되었던 

수에 의한 상 평가가 아니라 학생의 학습 로세스와 성과

를 개별 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학습포트폴리오

는 자기성찰 인 논의가 내포된 학생들의 작품을 조직 인 

방법으로 모으는 다차원 , 서류화된 수집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습포트폴리오는 학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학생 스스로 체계 인 자기성찰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조

성하는 것이며, 그것이 결과 으로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이

라는 성과로 이어지는 것이다(Zubizarreta, 2004). 즉, 목표설

정, 자기평가, 자기성찰 과정을 포함하는 학습포트폴리오는 

자기주도학습능력을 배양하기 한 주요한 학습방법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개 의 흐름에 맞춰 간호교육학 분야에서도 학

습포트폴리오의 도입이 시도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특정 간호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으므로 폭 넓은 역에서

의 응용이 기 된다(Kojima, 2012). 학습포트폴리오는 학력의 

상 평가뿐만 아니라 배움의 질을 측정하는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특히 임상실습은 실 인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사

고 방식을 되돌아보고 스스로 배워 가는 힘을 육성하는 요

한 교육이다. 다시 말해, 구체 인 경험 속에서 추상 인 개

념화가 이루어진 후, 그것이 능동  실천으로 이어지는 과정

이 바로 임상실습으로, 자기성찰이 그 과정의 요한 단계로 

등장한다 (Waguri, 2010). 그러나 이제까지의 임상실습은 환자

의 질환 이해나 간호과정을 기록하고 평가하는 방법에만 치

하 기 때문에 체계 인 자기주도학습능력의 육성에 소홀한 

경향이 있었다.

사실 간호교육 분야에서 학습포트폴리오에 한 연구는 아

직 미미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간호

학생 1, 2 학년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새로운 

학습 패턴의 작성과 자신들의 학습목표를 향한 비 의 재구

성을 통해 학습포트폴리오가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Park & Byun, 2014). 한 간호 리학 수업에 학습포트폴리

오를 활용한 경우에 한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향상되고 심층  학습 근방식이 개선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학습포트폴리오를 활용한 학습 활동은 

학습자 개인의 학습집 력과 학습조직력을 강화하고 변하는 

환경에 처할 수 있는 지식, 기술, 문가로서의 성장을 

한 학습능력을 육성하는 효과가 확인되었다(Choi & Kim, 2016).

그러나 한국에서는 의 두 연구에서처럼 강의에서는 학습

포트폴리오가 도입되고 있지만 의료 장에서 간호를 실천하는 

임상실습에서 학습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사례에 한 연구가 

아직 활성화 되지 않았다. 일본의 선행연구에서도 임상실습에 

학습포트폴리오를 도입한 효과에 한 연구는 매우 고

(Nagamori et al., 2013), 학습포트폴리오와 자기주도학습능력

과의 련성도 아직 밝 지지 않았다. 이러한 실을 고려하

여 일본 K간호 문학교에서는 간호학생들의 스스로 생각하고 

배워가는 힘, 즉 자기주도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해 간호과

정을 심으로 하는 종래의 교수방법을 개선하여 임상실습에 

학습포트폴리오를 도입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K간호 문학교에서 실행하고 있는 임

상실습을 바탕으로, 학습포트폴리오를 이용한 임상실습에서 

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을 악하고 특히 간호교육에서 자기

주도학습능력 향상을 한 효율 인 교육방법 개발에 필요한 

기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　목

본 연구는　학습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임상실습을 경험한 학

생들의 자기주도학습능력에 한 실태 악  련요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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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oncept of learning portfolio.

분석을 목 으로 하며,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임상실습을 경험한 학생들

의 자기주도학습능력과 특성  자기효능감의 수 을 특정의 

도구와 척도를 이용하며 악한다. 한 자기주도학습능력과 

특성  자기효능감의 상 계를 악한다. 둘째, 간호학생이 

학습포트폴리오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가에 하여 텍스트마이

닝 수법을 이용해서 분석한다. 셋째, 간호학생의 자기주도학

습능력과 학습포트폴리오에서 배운 내용을 분석하여　학생별 

자기주도학습능력의 차이를 확인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임상실습에 학습포트폴리오를 활용한 간호학생

의 자기주도학습능력과 특성  자기효능감, 학생이 배운 내용

을 밝히는 서술  조사연구이다.

연구 상

본 연구는 학습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임상실습에 참여한 K

간호 문학교 3학년 학생들 가운데 본 연구의 취지와 목 , 

방법에 한 설명을 듣고 참여에 동의하는 자로 목  표집

으로 하여 총 84명을 상으로 조사하 다. 

K간호 문학교는 근처의 약 50개 시설에서 임상실습을 진

행하고 있다. 2013 년도부터는 경험 심실습(Experience-Based 

Learning)을 도입하여 학생들은 간호사와 함께 행동하고, 간호

사가 담당하고 있는 여러 명의 환자에 한 간호를 함께 실

천하고 있다. 

학습포트폴리오의 운

● 학습포트폴리오의 구성요소

  ∙비  골 시트

비  골 시트란 “무엇을 하여 어떤 것을 달성할 것인가”

를 명확히 하기 해서 비 (미래상: 장기 목표)과 골(목표: 

단기 목표)를 써 넣는 목표달성 시트이다. 이 목표달성 시트

는 임상실습이 시작하는 에 학생들이 기입하여 도달하고 

싶은 목표를 명확히 하고, 임상실습 진행 과정  수시로 이 

시트를 검하여 학습의욕을 유지하는 데 그 목 이 있다

(Suzuki, 2010). 

 ∙자기성찰 노트(리 션 시트)

자기성찰, 즉 리 션이란 “되짚어보기”, “반성  실천”, 

“스스로 알아차리는 힘”을 의미하며,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악하여 자율 으로 개선,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말한다.　

학생 개개인의 능력에 맞추어 자기성찰을 실행할 수 있도록 

임상실습 기록량을 이고, 자기성찰 노트에 스스로 배운 것

을 자유롭게 기재해 나가도록 한다(Suzuki, 2010). 

 ∙학습성장보고서

학습성장보고서에는 다음의 3가지 사항을 기록한다. “1. 임

상실습 경험을 통하여 본인이 성장했다고 생각되는 은 무

엇입니까? 세 가지를 써 주세요”, “2. 귀하가 임상실습을 통해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3. 임상실습 에 획득한 역량은 무

엇입니까?”(Suzuki, 2010).

● 학습포트폴리오의　운 방법

학습포트폴리오의 구성항목과 운 방법은 Figure 1에 제시

되어 있다. 우선 해당 임상실습의 비  골 시트를 작성하고, 

이어서 목표를 달성하기 해 수집한 자료나 임상실습 기록, 

자신의 성과물 등을 시간 경과 순으로 학습포트폴리오에 

일로 축 한다. 한 자신이 배운 내용과 매일매일의 성찰 내

용은 자기성찰노트에 기록한다. 임상실습이 끝난 후에는 임상

실습에 참여한 모든 학생과 각 담당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각 

학생이 자신의 학습포트폴리오의 내용을 요약하여 발표한다. 

발표는 개인별로 발표시간 5분과 피드백 3분이 주어지고, 2일

간에 걸쳐 진행된다. 교수는 피드백 에 학생들의 피드백이 

정 인 내용의 피드백이 되도록 유도하고, 피드백 에도 

그 피드백이 단순한 비  의견에 치우치지 않고 건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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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 될 수 있도록 내용을 확인하면서 조언한다. 각 학생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피드백 내용은 학습성장보고서에 기

입하고 학습포트폴리오에 추가한다. 임상실습이 끝난 후에 이

루어지는 개별 면담에서 학생은 담당교수와 함께 학습포트폴

리오를 보면서 평가한다. 

임상실습은 1 명의 임교수가 4-5개의 시설을 담당하여 실

시된다. 임상실습을 시작하기 에 학습포트폴리오의 활용방

법에 해 담당교수들 간의 면 한 논의를 통해 지도내용의 

통일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 다. 임상실습 진행 에는 다른 

간호 역에 한 실습으로 넘어가기 에 각 담당교수의 지

도 내용과 학생들의 학습 상황을 확인하여 교수간의 지도내

용과 방법이 일치하도록 하 다.

연구 도구

● 자기주도학습능력

간호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을 측정하기 하여 Nishimura

등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 다(Kudou, 2009). 타당화 과정을 

거친40개 항목으로 구성된 이 도구는 ‘성장·발 으로의 지향’, 

‘자기 객 화와 통제’, ‘학습의 기능과 기반’, ‘자존감·자부심·

안정성’ 등 4개 역으로 구성되었다. 각 역은 10개 항목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질문은 “ ”는 2 , “아니요” 

는 1 의 2 척도로 측정하 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는 반

분법으로 .7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75이었다. 

● 특성  자기효능감

특정 과제나 문제에 국한되는 가변 인 자기효능감이 아니

라 반 인 역에서 일반화 된 자기효능감을 일반  자기

효능감(Generalized Self-Efficacy)이라고 한다. 그러나 Narita등

(1995)은 일반 이라는 말의 의미가 다의 일 수 있다고 지

하면서 “특성  자기효능감”이라는 명칭의 도구를 개발하

다. 본 연구에서는 Narita등이 개발한 특성  자기효능감척도

를 이용하 다. 이 도구는 2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Narita et al., 1995), 각 문항은 5  리커트(Likert) 척도(‘  

그 지 않다’: 1  / ‘매우 그 다’: 5 )으로 구성 되어 있다. 

수가 높을수록 특성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8 이었고 우울성

척도, 자존심척도, 건강에 한 주 평가 등과의 상 계

에서 구성개념타당도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4 이었다. 

● 질문 

“귀하가 학습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임상실습을 통해 배운 것

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하여 자유기술로 답하도록 하

다.

자료 수집 방법

조사일은 2015년 12월 임상실습의 과정이 끝난 그 다음 주

의 하루를 설정하여 무기명 집합식 설문지조사를　실시하

다. 연구자가 본 연구의 계획서와 설문지를 배포한 다음 상

자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 다. 조사참여에 동의한 상자

에게 30분 정도의 기입시간을  후 그 자리에서 회수하 다. 

회수율은 97.6 % (82명), 유효응답률은 89.3 % (75명)이었다.

자료 분석 방법

∙자기주도학습능력 척도와 특성  자기효능감 척도에 

하여 기본 통계량을 산출하 다. 한 두 척도의 련성에 

하여 산포도를 작성하 다. 각 척도의 총 수, 4개 역과의 

상 계는 Spearman의 순 상 계수를 이용해서 검정하 다. 

분석에는 SPSS ver.23을 사용하 다．

∙자유기술로 수집 한 데이터는 텍스트마이닝 수법을 이용

해서 분석을 하 다. 텍스트마이닝이란 계량  분석법의 하나

로 텍스트형 데이터를 정리 는 분석하고, 아울러 내용분석

(content analysis)도 하는 방법이다(Higuchi, 2014). 이 텍스트

마이닝 수법은 량의 텍스트 데이터를 체, 혹은 클러스터 

별로 모아 단어의 군집 경향이나 특징, 요어, 키워드를 추

출하고 그 출  빈도나 동시 출 계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연구 수법이다. 한 컴퓨터 로그램을 통해 형태소 해석(말

을 의미 있는 최소 단 로 나눠서 품사를 별 하는 해석)을 

하고 단어의 출  빈도나 단어와 단어와의 계를 통계 으

로 분석하는 수법이기도 하다.

분석 순서는 우선 데이터를 엑셀(Excel)에 입력해서 자유기

술 데이터를 텍스트화하 다. 분석에는 KH Coder (ver. 2.00, 

Kyoto, Japan) (Higuchi, 2014)를 이용하 다. 한 ‘학생이 임

상실습에서 배운 것’을 살펴보기 해서 체 텍스트에 하

여 응분석을 실시하 다.

∙연구 상자를 자기주도학습능력 총 의 앙치를 기

으로, 앙치에 해당하는 상자(n=4)는 제외하고 고 수군

(n=36)과 수군(n=35)으로 나 었다. 각군의 분포는 정규성

을 충족하지 못해 Mann-Whitney's U 검정에서 유의차가 확인

되었다(p<.001). 각 군에서 출 회수가 3회 이상인 단어에 

하여 계층  클러스터분석을 하 으며, 그 결과와 자유회답의 

내용을 연구자 3명이 검토하고 학생이 배운 내용을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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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Study Variables   (N=75)

Variables Mean±SD Min Max

Generalized self-efficacy 68.37±11.56 40 90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60.89±5.28 47 73 
　 Orientation toward self-growth 17.05±2.04 11 20 
　 Self-objectification and self-control 16.27±1.66 12 19 
　 Skills and foundation in learning 14.41±2.13 10 19 
　 Self-confidence and stability 13.16±2.17 10 19 

Table 2. Correlation of Generalized Self-Efficacy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N=75)

Variables
Generalized 

self-efficacy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Domain 　 　

Orientation　

toward 

self-growth

Self-objectificati

on and 

self-control

Skills and 

foundation in 

learning

Self-confiden

ce and 

stability

　 r(p) r(p) r(p) r(p) r(p) r(p)

Generalized self-efficacy 1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72 1

(<.001)

　
Orientation toward 
self-growth

.46 .70 1
(<.001) (<.001)

　
Self-objectification and 
self-control

.30 .45 .29 1
(.008) (<.001) (.011)

　
Skills and foundation 
in learning

.51 .71 .30 .15 1
(<.001) (<.001) (.008) (.187)

　
Self-confidence and 
stability

.46 .66 .31 .02 .33 1
(<.001) (<.001) (.007) (.872) (.003)

화 하 다. 질  연구를 실행한 경험이 있는 교수 1인에게 의

뢰하여　도출된 주제의 타당성을 확인하 다. 그 후 고 수군

과 수군의 내용을 비교 하 다.

윤리  고려

본　연구는 K 학 윤리심사 원회(IRB No. 2014-290)의 승

인을 받았다. 연구 상자에게 조사 실시 에 연구취지와 조

사방법, 자발 참여의 원칙, 데이터의 수집・분석상의 익명성 

보장과 비 보장, 연구자는 실습지도를 담당하는 교수가 아니

라 연구만을 진행하는 교수라는 사실, 본 조사가 성 에는 일

체 계가 없다는 , 연구의 참여・불참여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는  등을 설명하 다. 연구에의 자발 인 참여와 고지

에 입각한 동의는 질문지에 기입란을 마련해서 체크하도록 

하여 확인 하 다. 조사를 통해 얻어진 데이터는 부 통계

으로 처리했으며, 자료 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 다. 한 

척도 도구 사용에 해서는 각 원 자에 직  연락하여 본 

연구의 목   연구방법을 설명한 후 도구 사용에 한 허

가 승인을 받았다. 

연구 결과

자기주도학습능력과 특성  자기효능감의 수 과 

상 계

자기주도학습능력의 총 의 평균치는 60.89±5.28 , 앙치

는 61 이었다. 각 평가도구  자기주도학습능력의 4가지 

역에 하여 기본 통계량을 산출하고 그 결과를 Table 1에 제

시하 다. 자기주도학습능력과 특성  자기효능감의 총  사

이의 상 계를 확인 하 다. 자기주도학습능력 총 , 자기

주도학습능력의 4개 역, 그리고 특성  자기효능감 총  사

이의 상 계수는 Table 2에 제시하 다.

Table 2에서 보듯이, 자기주도학습능력과 특성  자기효능

감의 총  사이에서 유의한 상 성을 확인하 다(r=.72, p<.00

1)．자기주도학습능력의 각 역별 모든 항목과 특성  자기

효능감과의 상 계 역시 확인되었다． 한 자기주도학습능

력의 총   4개 역과의 상 계에서는 ‘학습의 기능과 

기반'의 상 성이 4 개 역 에서 가장 높았다’(r=.7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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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orrespondence analysis of open-ended 

questions.

Table 3. Cluster Analysis of High Group and Low Group 

High group

Cluster 1

Clarification of a subject 

Reflection 6
Next time 3
Clear 3

Cluster 2

Patient's understanding

Grasp 3
Patient 6
Study 4

Cluster 3

Arrangement of information

Record 9
Arrangement 5
Information 5
Nursing 5

Cluster 4

Recognition of growth

Growth 4
Person 3
Portfolio 7
Oneself 20
Reexamination 15
Practice 5
Step by step 4
Practice 7

Cluster 5

Importance of goal setting

Action 4
Deliberation 4
Goal 7
Plan 4
Important 10
Learn 20
Possible 12
Think 10

간호학생이 학습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임상실습을　

통해서 배운 내용

자유응답의 텍스트는 문장 수 85개, 총 추출 어휘 수 1869

어, 분석 상 어휘 수는 348어가 되었다. 이에 한 응분

석을 실시하 다. 응분석에서는 단어의 상 계가 높을수

록 가까운 치에 롯되며, 따라서 가까이에 롯된 빈출어

를 확인 해 나가는 것으로 학생이 배운 내용의 특징을 악

할 수 있다(Figure 2)．추출된 단어의 체 　배치를 살펴보

면 ‘기록’은 제 1성분의 마이 스 측 제 3사분면에 치하고 

있으며, ‘환자’는 제 2성분의 기여율이 높은 러스 측 제 1

사분면에 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임상실습을　통해서 배운 

내용의 자기주도학습능력 수군별 차이

● 자기주도학습능력 고 수군

고 수군의 텍스트는 문장 수 50 개, 총 추출 어휘 수 1149

어, 분석 상 어휘 수는 267어가 되었다. 출  회수 3회 이

상의 단어에 하여 계층  클러스터분석을 실시한 결과 27

개 단어가 추출되었으며, 계성의 강도에 따라 5개의 클러스

터로 분류하 다. 원문의 내용을 확인하고 각 클러스터의 카

테고리화를 실시한 결과 ‘1. 과제의 명확화’, ‘2. 환자 이해’, 

‘3. 정보 정리’, ‘4. 성장의 인식’, ‘5. 목표 설정의 요성’으

로 정리되었다(Table 3).

● 자기주도학습능력 수군

수군의 텍스트는 문장 수 35 개, 총 추출 어휘 수 720

어, 분석 상 어휘 수는 201어 이었다. 계층  클러스터분석

에서 19개 단어가 추출되었으며, 계성 강도에 따라 4개의 

클러스터로 분류하 다(Table 3). 각 클러스터의 기술 내용을 

확인한 결과 ‘1. 목표의 명확화’, ‘2. 간호원조’, ‘3. 질환 이

해’, ‘4. 자기성찰의 요성’으로 정리되었다. 

논    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의 평균치를 보면, 선행연구인 간호학 학

사과정 2학년의 조사(Hattori et al., 2015) 에서는 61.40±5.3 ,　

간호 문학교 2학년의 조사에서는 62.50±4.54 으로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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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 group

Cluster 1

Clarification of a target 

Goal 3
Possible 4
Portfolio 4
Practice 9
Next time 4

Cluster 2

Nursing care 

Care 4
Oneself 13
Practice 10
Need 3
Think 6
Patient 8
Important 4

Cluster 3

Grasp of disease 

Disease 4
Study 3

Cluster 4

Importance of reflection

Arrangement 4
Understanding 3
Nursing 5
Learn 12
Reflection 12

A number is the frequency of occurrence of each word.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60.89±5.28 으로, 선행연구보다 낮게 

나타났다. 자기주도학습능력 총   각 역과의 상 계에

서 ‘성장·발 으로의 지향’은 나머지 3개 역 부와 그 상

성이 확인되었다. 선행연구에서 자기주도학습능력은 입학 

시에 가장 높고 1 학년 후반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Makino et al., 2009). 임상실습 후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을 

측정한 조사에서는 ‘성장·발 으로의 지향’이 유의하게 감소

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Takushima et al., 2005). 이와 같은 

변화는 학생이 임상실습을 통하여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으면

서 자신감을 상실한 것이 그 원인으로 지 되어 왔다(Makino 

et al., 2009; Takushima et al., 2005). 본 연구에서는 임상실습 

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을 측정하지 못하 으므로 능력의 변화

에 해서는 단할 수 없었다. 그러나 실습 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습포트폴리오를 이용하며 자기 실천을 자세히 되돌

아 보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부족한 을 깨닫게 되면서 그

로 인해 일시 으로 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

고 ‘성장·발 으로의 지향’이 나머지 3개 역과 상 성이 있

으므로, 그 결과 총 이 낮게 나타났을 것으로 단된다. 

한 선행연구(Hattori et al., 2015; Makino et al., 2009)에서는　

자기주도학습능력이 과제의 목 이나 목표, 교육방법, 교육환

경 등에 따라 변화하는 것은 물론 교과과정이나 교육방법이 

동일하더라도 해당 학년의 특징에 따라 자기주도학습능력의 

향상에 차이가 난다는 사실이 시사되어 있다. 그러므로 교육

방법이나 교육환경, 연구 상자의 특징에 따라 수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이에 한 

종단 , 횡단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 결과에서 특성  자기효능감의 평균치는 68.37± 

11.56 이었다. 선행연구의 경우, 간호 학생 3학년을 상으

로 진행한 연구(Ohto & Nakashima, 2015)에서는　70.8±8.9 , 

한 Narita 등(1995)의 조사에서는 18-24세 여성의 평균치는 

76.47±10.57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주도학습능력과 특성

 자기효능감의 상 성이 확인되었으며, 이것이 본 연구의 

자기주도학습능력 수가 선행연구보다 낮게 나타난 이유로 

볼 수 있다. 각 역별 수에서는 ‘성장·발 으로의 지향’이 

가장 높고 ‘자존감·자부심·안정성’은 가장 낮게 나타나 선행연

구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Makino et al., 2009; Masumoto 

& Tanabe, 2012). ‘자존감·자부심·안정성’은 자기주도학습능력

의 다른 3개 역을 지지하는 토 이며, 그 유무가 자기주도

 특성을 결정한다고 한다(Masumoto & Tanabe, 2012). 다시 

말해, 수행결과에 하여 인정받기를 기 하는 승인욕구를 충

족시켜주는 것이 요하며, 학생은 그를 통해 심리 　안정감

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존감·자부심·안정성’의 

역을 강화하는 교육이 필수 으로 요구된다. 특히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자존감·자부심·안정성’ 역은 특성  자기효능감

과의 상 성이 강하다고 시사되어 있으며(Makino et al., 2009; 

Takushima et al., 2005), 간호학생의 특성  자기효능감은 다

른 학과학생과 비교하여 낮은 경향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Takushima et al., 2005; Ohto & Nakashima, 2015). 본 연

구결과에서 특성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상

계를 통해 서로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자기주

도학습능력 육성에서 특성  자기효능감의 개인차를 측정하는 

것은 개인의 행동을 측하고 제어하는데 있어서 매우 요

한 의미를 가진다고 단된다.

앞으로의 간호교육에서는 과제의 명확화와 구체 인 처를 

자기평가에 통합하여 학습기술과 학습기반을 주도 으로 습득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Hattori et al., 

2015). 본 연구에서 도입한 학습포트폴리오는 임상실습이 끝

난 후 학습한 내용을 되돌아보고 정리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기평가와 교수나 다른 학생이 제공하는 객 인 피드백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자료다. 그러므로 학생이 임상실습에

서 배운 내용을 심화하기 해서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한 이해를 토 로 개별  지도 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임상실습이 시작되기 에 간호학생의 특성  자기효

능감을 측정하여 학생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요하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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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바탕으로 학생 개개인에게 유효한 맞춤형 지도가 가

능해질 것이다. 한 학습포트폴리오를 통해 각 학생의 사고

유형을 단할 수 있고, 각 학생의 성장을 가시 으로 확인할 

수 있어 학생별 학습 로세스  성과에 해 개별 인 평

가가 가능하다.

응분석에 의한 특징어의 체  배치를 보면 제 1성분으

로 ‘기록’의 기여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기록’에 한 

기술 내용은 “매일 자기성찰이나 기록을 통해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다”, “기록하는 것으로 담당 환자나 자기가 생각한 것

들을 되짚어 보면서 학습할 수 있었다”, “기록으로 정보 정리

가 되었으며 한 자기를 되돌아 으로 인해 간호의 시야가 

넓어졌다” 등, 스스로의 행동이나 생각을 되짚어보고 기록하

는 과정에서 가르침을 얻었다고 하는 내용이다. 

지 까지의 임상실습은 간호과정에 한 기록에 특화된 것

으로, 자기 성찰에서 얻은 내용이 다른 사람과 공유되지 않고 

오로지 학생 개개인의 역량에 맡겨져 있었다. 그러나 학습포

트폴리오를 활용하면 날마다 자기성찰을 기록함으로써 무엇을 

학습했는가가 가시화되고, 그 내용을 교수나 지도자와 충분히 

공유할 수가 있다(Kato et al., 2005). Park과 Byun (2014)은 

간호학생의 학습 포트폴리오 활용 경험은 새로운 학습방법에 

한 응  힘든 훈련 과정, 자기성찰 등을 통해 자기주도

학습을 한 역량을 개발하면서 그 이후 다른 학습과정을 

하더라도 그 과정에 한 인식을 새롭게 패턴화 시킴으로써 

학생활과 자신의 학습 목표에 한 비 을 스스로 찾아 재

구성할 수 있게 한다고 지 한다. 결과 으로 기록을 통해 자

신의 생각을 가시화 하는 것이 그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

는 요인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제 2성분은 ‘환자’가 특징 이었으며, 기술된 내용을 보면 

“자기가 환자에게 실시한 간호를 재평가하고 그 간호가 정말 

환자에게 필요한가에 해 생각하게 되었다”, “환자 개개인에 

맞춘 커뮤니 이션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등으로 집약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환자의 개별성을 고려하는 것이 단히 

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임상

실습의 목 은 학생의 체험을 통해서 이론과 임상실천을 하

나로 이어지게 하는 데 있다. 사고의 출발 으로서의 실

인 경험이 필요한 이유는 임상실습 에 얻은 경험을 통해 

‘어떤 간호를 할 것인가’ 하는 간호에 한 자기성찰과 스스

로 배워가는 힘을 키워갈 수 있기 때문이다(Nagata et al., 

2009). 이런 의미에서 자기의 경험을 되짚어 볼 수 있는 학습

포트폴리오는 이론과 실천의 통합을 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고 수군과 수군의 텍스트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고

수군에 비해 수군에서는 어휘수가 게 나타났다. 원문의 

응답내용을 살펴보면 고 수군이 학습 내용을 잘 표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결과는 학생의 경험이나 학습

에 있어서 표 하기, 즉 ‘쓰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요한 

것인지를(Maeda et al., 2012) 다시  확인하게 해주었다. 자기

주도학습능력을 획득하기 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언어화하거

나 자기 성찰로 이어가는 힘이 필요하다.

계층  클러스터 분석결과를 보면 두 그룹에서 ‘되돌아보

다’라는 단어가 높은 빈도로 추출되었다. ‘되돌아보다’라는　

단어가 포함된 문장에 같이 쓰인 출 단어를 종합해 보면 고

수군의 경우, 되돌아 으로써 ‘사람으로서의 성장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내용으로 집약되어 있었다. 이에 비해 수군

은 ‘자기가 실천한 간호를 되돌아볼 수 있었다’는 내용에 그

쳤다. 그러므로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높은 군은 자기를 되돌

아 으로 인해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객 이고 종합

인 시각에서 악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달

리 수군에서는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그쳤다. 따

라서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낮은 학생에 한 지도는 학생이 

학습 내용을 구체 인 언어로 표 하고 스스로를 객 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교수의 지도와 학습지원이 필수 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일본의 K 간호 문학교만을 상으로 자료를 수

집했다는 한계 때문에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하지

만 텍스트마이닝 수법으로 학습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임상실

습에서 학생이 무엇을 배웠는가를 밝힌 본 연구 결과는 앞으

로의 교육 방법을 검토하는데 상당한 의의가 있을 것으로 

단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습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

호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능력과 특성  자기효능감의 실태를 

악하여 자기주도학습능력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하여 시도된 연구이다. 량의 텍스트 데이터 속에서 반

 경향이나 요 을 악하는 텍스트마이닝 수법으로 학습

포트폴리오의 효과를 조사한 연구가 없다는 사실에서 텍스트

마이닝 수법을 이용한 본 연구는 나름의 독창성을 지닌 연구

라 할 수 있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학습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임상

실습은 간호학생이 자기성찰을 하는데 도움이 되며, 간호실천

에서 조심해야 할 요한 시 이 언제인지, 자기 자신을 되돌

아 보는 습 을 배울 수 있으므로 자기주도학습능력육성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둘째, 자기주도학습능력의 육성에는 ‘자

존감·자부심·안정성’과 ‘성장·발 으로의 지향’에 한　 근 

방법이 요하다는 것을 확인하 다. 셋째, 자기주도학습능력

이 낮은 학생에 하여는 ‘구체  언어화’와 ‘객  평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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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는 시사를 얻었다.

앞으로의 간호교육에서는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성장·발

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서는 

교수 심이 아니라 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수업 기회를 늘리

고, 자기성찰을 통한 자기평가 방법에 해 이해하고 이를 습

화하여 자발 으로 자기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요하다. 교수는 학생들이 경험한 것을 끌어내고, 그것을 

학생 스스로가 성찰, 개념화하여 실천으로 이어가는 로세스

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년 진 에 따른 변화를 

악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상으로 하는 조사가 향후 연구

를 통해 지속 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학습포트폴리오에 

향을 주는 교수의 교육내용이나 태도 등에 한 연구도 함

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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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ese Nursing Students’ Learning Experience, Self-dir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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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learning experience,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self-efficacy of Japanese nursing students undergoing portfolio-based clinical practicums. Methods: The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were examined using two scales. And using a text-mining 
approach, we constructed correspondence analysis followed by cluster analysis of open-ended responses forms. 
Results: The mean score of the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was 60.89±5.28 and the generalized self-efficacy was 
68.37±11.56. Moreover, the scores in the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scores in the 
generalized self-efficacy. In correspondence analysis, the distribution of extracted words showed that record was 
located on the negative side of the third quadrant, to the first principal component and that patient was located on 
the positive side of the first quadrant, contributing greatly to the second principal component.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tribute to approaching to “confidence, pride, stability,” “growth and intention to 
development'’ offers a key in developing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Students record what they see and learn the 
importance of visualizing it in learning portfolios. “Expression in detail of the learned contents” and “concerning 
to which objective evaluation is suggested” are important to the students.

Key words: Education, Nursing students,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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