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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성과기반 교육의 핵심인 효율 인 학습성과 평가 리를 해 웹 기반 학습성과 리시스템을 개발하기 

해 시행되었다. 이에 시스템 개발 생명 주기(System Development Life Cycle)모델에 근거하여 분석-설계-구 -평가의 과정
에 따라 사용자의 요구를 분석하여 컨텐츠와 시스템을 구성하고 설계하여 리시스템을 개발하 으며, 시스템 구  후 사용

자의 만족도를 분석하 다. 개발된 시스템을 통해 졸업 시 에 이른 학생들의 학습성과 평가결과를 학습성과 별, 학생 개인 
별로 달성목표가 성취되었는지를 한 에 모니터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일정한 목표수 에 도달하지 못한 학습성과 

항목  학생들의 원인 분석과 필요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됨으로써 효율 인 학습성과 평가 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web-based database system to manage effectively data collected
to evaluate program learning outcomes (PO) in a nursing school. The database management system (DBMS) was 
developed using a software development life cycle method: Analysis, Design,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The 
demands for the content and system of users were collected. The system structure, database using an 
entity-relationship modeling, and user interface were designed based on the demands. The designed DBMS was 
created using GWT, Java and Apache HTTP server. The expert group and users evaluated the implemented DBMS. 
Problems derived from them were modified. The average of end-user computing satisfaction evaluated by 8 nursing 
faculty and 5 teaching assistants was 4.14 (SD =.44). The web-based PO DBMS makes it possible for nursing faculty
members to access and use much of the information needed for analysis and decision-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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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보건의료기 들은 의학기술의 발달과 지식 공유 

 환자의 권리 시, 건강보험 재정 삭감 등의 다양한 
도 에 직면하고 있다[1].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기 의 

고용주들은 신규간호사들이 안 한 간호를 제공하고 다

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비 되어져 있기를 기

한다[2]. 이에 간호 교육에 있어 서도 이러한 변화에 
응할 수 있는 문가를 양성할 있도록 과거 주입에 기반

한 교육(input-based education)보다 어떠한 역량을 갖춘 
졸업생을 배출하는가에 이 맞추어진 성과 기반 교육

(outcome-based education)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3,4]. 
성과 기반 교육이란 교육과정에 한 결정들이 졸업

시 에서 학생들이 보여주는 출구학습성과(exit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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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come)에 주도되는 교육 근법이다[5,6]. ‘성과(outcome)’
는 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이 달성해야 하는 역량

(competency)을 의미하고, 교수는 학생들에게 평가를 통
한 재 수 에 한 지속 인 피드백을 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성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7.8]. 간호교육
의 질을 평가하는 간호교육인증평가의 방향 역시 학습성

과에 기반한 교육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각 학교의 교

육목표 아래 졸업생의 학습성과를 설정하고 수행 거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즉, 간호 학생들이 일반간호
사의 직 간호 수행능력을 갖추기 하여, 반드시 갖추
어야 할 7가지의 핵심역량과, 로그램을 이수하는 학생
이 졸업 시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의미하는 교육의 

직  목표인 로그램 학습성과 12가지를 달성하여야 
하고 이를 한 구체 인 학습성과 기간의 교육과정 운

과 로그램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

다[3]. 이러한 평가체계 안에서 각 로그램 학습성과 항
목별로 하나 이상의 직․간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학생

들의 학습성과를 측정하여 달성 정도를 단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각 학습성과 별 지속  품질 개선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CQI)을 통해 간호교
육의 질을 개선하게 된다[3,9]. 
성과기반교육에서 체계 인 학생들의 학습성과 평가

는 핵심사항으로 수행과정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학생 

별, 학습성과 평가도구 별 자료들이 생성된다[7,10]. 일
반 으로 학년별 100명 이상의 학생들을 상으로 각 
로그램 학습성과 별 하나 이상의 평가도구를 이용해 

평가한 수는 수기 는 다양한 일 방식으로 장되

고 리된다. 그러므로 지속 이고 효율 인 학습성과 

성취수  리를 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평가 자료

의 체계 인 리가 우선시 된다. 특히, 학과 로그램의 
성과 달성 정도를 확인하고 목표 수 에 미달하는 학습

성과 항목이 있을 경우 그에 한 원인을 분석하여 필요

한 개선방안을 찾아낼 수 있도록 자료는 학생 개인별이

나 학습성과 별로 정리되고 통합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이러한 평가는 매년 지속 으로 시행되고 비교 평가됨으

로써 매년 안 하게 장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재 각 평가도구 별 입력되는 

자료는 일정한 규칙  형태가 없고, 자동화 데이터베이
스 리시스템이 없는 계로, 각 로그램 성과 담당교
수의 주 에 따라 자료는 장되고 리되는 실정이다. 
특히, 수기방식의 종이기록의 경우 성취평가  자료 

리 시 기록이 분실될 수 있고, 별도의 보  장소가 필요

하며, 장기간의 보 에 어려움이 있다. 한 실시간 기록
의 근  공유가 어려우며, 연속 이고 종합 인 정보

리가 되지 않는다[11]. 결국 이러한 내용은 신뢰성이 
부족하여 지속 인 개선활동을 실 하기 해 목표를 달

성하지 못한 학생들을 찾아내고 별도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효율 으로 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 리시스템을 용하면 자료를 논리 으

로 조직화하여 원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다. 무
엇보다도 자료 복을 최소화하면서 일 성을 가진 정돈

된 자료를 가질 수 있으며 조직 내에서 부서 간에 는 

력하는 기  간에 모든 데이터를 보 하지 않고도 필

요한 경우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고 이는 더 많은 정보

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12-14]. 더불어, 서로 자료
를 공유하기 해서 입력되는 자료의 이름, 수집 형태 등
을 표 화 하게 되어 자료 리가 보다 용이하게 될 것

이다[11]. 
간호교육에 있어서 학습성과 리시스템에 한 선행

연구로는 핵심기본간호술에 국한해서 개발된 성취평가 

리시스템[14] 사례만 있으며, 학습성과 반을 다루는 
리시스템 개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이에 
한 연구가 필수 이며, 아주 시 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개 간호 학 학생의 로그램 학습

성과(program outcome, PO) 리를 한 웹 기반 학습

성과 리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개발된 

로그램의 활용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 은 일개 간호 학 학생의 로그램 학

습성과를 측정, 평가, 리하는데 있어 보다 지속 이고 

효율 으로 수행하기 해 웹 기반 학습성과 리시스템

을 개발하는데 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일개 간호 학의 로그램 학습성과 평가

결과를 리할 수 있는 웹 기반 학습성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개발하고, 개발된 시스템에 하여 사용자들을 
상으로 만족도를 평가하는 시스템 개발 연구이다. 이
에 선형의 순차 인 흐름에 따라 시스템 개발 과정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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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는 시스템 개발 생명 주기(System Development 
Life Cycle)모델에 근거하여 분석-설계-구 -평가의 과
정에 따라 순차 으로 이루어 졌다[15]. 

2.1 요구사항 분석: 시스템 분석과 요구사항 

정의

이 단계에서는 학습성과 리 시스템의 목 이 무엇

이며, 어떠한 특성을 지니며, 어떠한 수행해야 하는지를 
정의하고 최종 사용자(end-user)의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단계이다[15]. 본 연구에서는 일개 학의 학습성과 
리를 담당하고 있는 학습성과 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간

호학과 교수 3명, 담당 조교 1명을 비롯하여 간호정보학 
교수 2명, 시스템 문가 1명이 참여하여 시행되었다. 첫
째, 기존의 12개의 로그램 학습성과 별 평가체계, 도
구  자료의 장 형식을 검토하 다. 둘째, 사용자(간
호학과 교수  조교)의 요구사항을 확인하 다. 셋째, 
학습성과 원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 실제 학습성과 리

시스템을 통해 얻고자 하는 구체 인 정보를 확인하고 

결정하 다.

2.2 시스템 설계

설계 단계의 목 은 시스템 구성요소,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를 설계하는 것이다. 
분석단계에서 정리한 서비스 구 방식의 내용을 기반으

로 하여 웹 기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구성요소를 찾

아서 설계하 다. 학습성과 별 평가도구, 평가기   시

스템 사용 상자 정의 등을 토 로 데이터베이스 테이

블로 작성되어야 하는 정보를 개체 계 다이어그램

(entity relationship diagram, ERD)의 논리  수 으로 

설계하 다.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시스템 기능을 정리
한 목록을 바탕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을 설계하

다. 

2.3 시스템 구현 

이 단계는 설계 단계에서 만들어진 시스템 구성도, 데
이터베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를 토 로 웹 기반 

학습성과 리 시스템을 구 하 다. 연구자가 설계한 
내용을 산개발 문가가 로그램을 구 하며, 연구자
가 테스트 한 후 수정 내역을 제시하고, 다시 이를 반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4 시스템 평가

평가 단계에서는 개발된 시스템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단계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사용자인 간호 학 교수 8명
과 조교 5명을 상으로 2014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시스템 사용자 만족도를 조사하 다. 사용자 만족도 평
가도구로는 Doll & Torkzadeh(1988)이 개발한 후 조은
미(2014)가 번역하여 사용한 사용자 만족도 평가도구
(end user computing satisfaction)를 학습성과 리시스
템의 컨텐츠와 구조를 고려하여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 다

[14,16]. 
본 도구는 개발된 시스템이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요

구를 충족시켜주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실제 학습
성과 평가 리를 시행하는 교수와 조교를 상으로 시행

하 다. 조사내용은 콘텐츠(contents), 정확성(accuracy), 
형식(format), 사용용이성(ease of use), 시성(timeliness)으
로 구성된 5개 요인과 12개 문항으로 나뉘어진다.  자료
의 분석은 SPSS 21을 이용하 으며, 평가자의 일반  

특성  각 문항과 분류 별 만족도 수는 평균과 표

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14,16]. 

3. 연구결과 

3.1 분석

학습성과 리시스템의 궁극 인 목 은 효율 인 학

습성과 평가자료 리를 통해 성과의 일정한 수 에 도

달하지 못한 학생들을 한 재교육 혹은 보강교육시스템

을 마련하기 해 성공 인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를 해 로그램 졸업시 에 이른 졸업 정자들의 PO 
별, 학생 별 성취수 을 즉각 보여주고 설정된 달성목표

가 성취되었는지 여부를 보여주도록 하 다. 이에 우선 
콘텐츠 구성에 있어 본 학과 12개의 학습성과 평가체계
에 근거하여 2014년 졸업생의 학습성과 평가도구 별 모
든 평가 결과를 입력하도록 하 다.
구체 인 요구사항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체 학습성과의 목표 달성 수 을 한 에 악하기 

해 체 학생들의 학습성과 별 목표 달성도를 한 화면에 

나타내어 12개의 학습성과  미달성 성과와 각 성과 별 
미달성 학생의 수와 이름을 바로 악하기를 요구하

다. 둘째, 각 학습성과 별 성취도를 분석하기 해 수행
수 (상, , 하)에 따른 학생들의 분포와 학생들의 개별
정보를 얻고자 하 다. 마지막으로 학생 별 성취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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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보로 각 학생 개인별 12개의 학습성과 평가 수

와 통합 평균 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과 개인별 미달

성 된 학습성과의 수를 확인하고자 하 다. 사용자 인터
페이스에 하여서는 학생들 개인 정보 보호를 한 패

스워드 로그인 기능이 필요하며, 체 12개의 학습성과
를 보여 주는 총  학습성과 평가화면은 달성 정도를 한 

에 보여  수 있도록 그래 와 미달성 학생들의 이름

과 성 을 바로 출력하도록 요구하 다. 개별 학습성과 
별 평균과 문항별 평균은 채 기 표의 형태로 보여지기

를 원했다. 더불어, 사용자의 근성과 사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웹 기반 시스템으로 구 되기를 요구하 다.

3.2 시스템 설계 

3.2.1 시스템 구성도

간호 학 학생들의 로그램 학습성과를 효율 으로 

측정, 평가, 리하기 한 학습성과 리시스템을 만들

기 해 구축된 학생 데이터베이스와 학습성과 데이터베

이스를 검색기와 계산기를 통해 해당 학생의 학습성과 

수 데이터가 웹을 통해 사용자에게 보여지게 된다. 시
스템 구성도는 Fig. 1과 같다.

Fig. 1. System Architecture

 
Fig. 2. Entity Relationship Diagram

3.2.2 개체 관계도 

시스템에 필요한 주요 개체(entity)를 표시하고 객체
가 지닌 속성간의 계를 그림으로 표 한 개체 계도

(entity relationship diagram, ERD)는 Fig. 2와 같다.

3.2.3 테이블 명세서 

다음은 ERD를 구성하고 있는 테이블의 상세 명세서
이다[Table 1].

DB Table 
name Field name Type Description

Student 
DB Student

Student_ID Number Primary key

Name Text Name

Student_No Text Text even though 
student no is number

Affiliation Text Affiliation

Assessment
tool DB

Assessment
tool

Tool_ID Number primary key

Title Text  Title of assessment 
tool

Good_criteria Number The minimum score 
to achieve “Good”

Average_criteria Number The minimum score 
to achieve “Average”

Bad_criteria Number Cut-off score to 
decide “bad”

Goal Number The student rates of 
below “average”   

Assessment
question

Question_ID Number Primary key

Tool_ID Number
Foreign key referring 
to the primary key in 
the assessment table

Question_No Number The question number 
of the assessment tool

Question text The contents of 
question

Results 
DB

Performance
Score

Student_ID Number
Foreign key referring 
to the primary key in 

the student table

Tool_ID Number
Foreign key referring 
to the primary key in 
the assessment table

Question_ID Number

Foreign key referring 
to the primary key in 

the assessment 
question table

Score Number

the score which the 
student got in a 

specific question of a 
specific question

Achievement 

Student_ID Number
Foreign key referring 
to the primary key in 

the student table

Tool_ID Number
Foreign key referring 
to the primary key in 
the assessment table

Achievement Number

Achievement level 
which the student 

acquired in a specific 
assessment tool

Table 1. Data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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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자료 흐름도 

본 로그램의 자료 흐름도는 Fig. 3과 같다.  

Fig. 3. Data Flow Diagram

3.3 시스템 개발

3.3.1 시스템 개발 환경 및 도구

본 시스템은 웹 기반 시스템으로 웹 서버 에서 작동

한다. Google Web Toolkit (GWT) 2.6.1을 사용하여 
Graphic User Interface (GUI)를 구 하 으며, 테이블 
 차트 등의 복잡한 GUI를 구 하기 해 부가 으로 

GWT-chart 0.9.10 라이 러리를 사용하 다. 

3.3.2 시스템 개발 과정

Eclipse 개발도구를 사용하여 GWT 로젝트를 생성

하 으며, Java 언어를 이용하여 GUI  내부 엔진 구
하 다. GWT 컴 일러를 이용하여 HTML 일과 Java 
Script 일 생성하 다. Apache HTTP server를 작동시
켜 상기 생성된 HTML과 Java Script를 웹 서버의 홈 디
토리에 복사하 다. 

3.4 시스템 주요 화면

학습성과 리시스템은 직  웹에서 구 된다(URL: 
http://147.46.70.42:9999/nurse/). 홈 화면과 총  학습성

과, 총  학생, 개별 학습성과 화면으로 구성된다. 

3.4.1 로그인 & 홈 화면

정보 보안을 해 아이디와 비 번호를 설정하여 로

그인 하도록 구성하 다. 홈 화면은 체 인 학습성과

의 구성  내용을 설명하는 화면이다[Fig. 4]. 학습성과 
명칭, 평가 교과목, 평가도구, Rubric, 달성목표, 달성률 
등을 나타낸다.

Fig. 4. Home Screen

3.4.2 총괄 학습성과 화면

다음은 총  학습성과 화면으로 체 학습성과 달성

목표와 달성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학습성과 별 달성목
표 미달 학생 명단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Fig. 5].

Fig. 5. Total program outcome screen

3.4.3 총괄 학생 화면

다음은 총  학생 화면으로 체 학생들의 학습성과 

평균 수, 미달 학습성과 개수와 각각의 학습성과 취득
수를 함께 제시하고 있으며, 미달 학습성과의 수를 
색으로 표시하여 나타내고 있다[Fig. 6].

Fig. 6. Total student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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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개별 학습성과 화면

다음은 개별 학습성과 화면으로 개별 학습성과 명칭

과 각각의 달성기 , 달성목표, 달성률, 평균 수를 나타

내고 있으며, 학습성과 평가항목의 상세내용  해당 배
을 보여주고 있다. 하단에 학생들의 상세 항목별 취득
수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Fig. 7]. 학습성과 달성기
을 ‘ 체’, ‘상’, ‘ ’, ‘하’ 에서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
으며, 하단에 해당 학생명단과 수를 함께 보여주고 있다.

 

Fig. 7. Individual program outcome screen
 

3.5 사용자 만족도 평가

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평가는 2014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총 15일간 개발된 시스템의 실제 사용자인 간
호학과 교수 8명과 조교 5명을 상으로 하 다. 그 결
과는 Table 2와 같다. 사용자 만족도의 5개 요인  시스
템의 형식이 5  만 에 4.31 으로 가장 높은 수를 

받았고, 사용 용이성이 3.88 으로 가장 낮은 수를 받

았다.

Construct Mean SD Min Max
Contents 4.21 0.41 3.75 5
Accuracy 4.11 0.58 3.00 5
Format 4.31 0.33 4.00 5

Ease of Use 3.88 0.77 3.00 5
Timeless 4.12 0.58 3.00 5

Total 4.14 0.44 3.58 5

Table 2. Satisfaction of users

4. 논의

본 연구는 일개 간호 학의 효율 인 학습성과 평가

리를 한 웹 기반 학습성과 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사용자의 만족도를 평가하기 하여 시행되었다. 이를 
해 학습성과 평가 리 시스템의 개발과정을 소개하고, 
시스템의 운  시로 구 된 시스템의 몇 가지 출력화

면을 제시하 다. 2주기 간호학과 교육인증평가의 주요 
특성으로 학습성과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과정 운   

평가체계 용을 권고한 후[3] 학습성과 평가와 련된 
연구는 아직 기단계이다. 부분의 연구는 평가체계 

구축에 이 맞추어져 있고[9], 지 까지는 학습성과 

평가결과 자료의 체계 인 리에 한 연구가 없는 실

정이다. 이에 산화된 성과 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도

입한 사례를 보여  연구로써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시스템 생명 개발주기 각 단계에 따라 개발된 학습성

과 리시스템은 사용자의 요구도 분석에 근거하여 시스

템의 필요 기능을 탑재하도록 하고 이를 웹 기반으로 구

하 다. 그 결과 설정된 목표수 에 따른 체 12개의 
학습성과 달성정도를 한 에 악할 수 있도록 하 고, 
각 학습성과 별 성취수 과 미달성 학생들을 용이하게 

선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생 별 학습성과 미달성 정
도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개발된 학습성과 리
시스템을 통해 체 학습성과의 통합 인 찰이 이루어

지고 목표 수 에 미달하는 항목을 가려내어 그에 한 

원인 분석을 시행하여 필요한 개선방안을 찾아내도록 함

으로써 학습성과 평가의 극 인 목 인 교과과정의 지

속 인 선순환  개선(CQI)을 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
게 되었다. 더불어 자료를 리 함으로써 지속 인 

자료 리를 통해서 학습성과 평가의 방향성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사용자 만족도 평가 결과에서 체 5  만 에 4.14
으로 반 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여 주었으며, 시스
템의 출력물이 사용자에게 유용한 형태인지 정보가 명확

한지를 묻는 형식에 있어 가장 높은 수를 보 다. 이는 
사용자들이 학습성과 리를 산화함으로써 기존의 수

작업으로 분석할 때 생기는 해석의 오류  자료의 소실

이 게 되고, 불필요한 반복을 이고 지속 인 리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시간  비용 면에서 효율 이라고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업과 연구의 부담
이 큰 교수들이 설정된 평가체계에 따라 매년 로그램

의 학습성과를 리하고 성취 정도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여 스트 스를 받고 있어 학

습성과 평가 리와 련된 업무 부담을 여 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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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17]. 간호교육보
다 앞서 성과기반 교육과정 운 에 을 둔 교육인증

제를 시행하고 있는 공과 학의 경우 역시 학습성과 

리시스템의 이러한 장 을 인지하고 여러 학교들이 학습

성과 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학인증 과정의 운 에 

필요한 각종 통계지표의 쉽게 얻음으로써 큰 효과를 얻

고 있다[17,18].
성과 리를 해 필요자료를 도출할 수 있는 검색기

능을 강화하고 웹 기반으로 구 함으로써 사용자의 근

성과 사용 용이성을 높 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만족도 

평가에서 사용 용이성 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개발된 학습성과 리시스템이 교내 학사 행정정보시스

템과 연계된 것이 아니라 독립 인 시스템으로 개발되었

기에 학생정보  평가 결과를 복 으로 입력해야 하

는 어려움 때문이라고 단된다. 따라서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고 효율 인 학습성과 리 활성화를 해 산화

된 학습성과 리시스템의 계속 인 보완  확장이 필

요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12개의 학습성과 별 구성화면에 해당 값을 직  

입력하고 장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설정
된 달성기   달성목표를 기반으로 하여 자동 으로 

달성률, 미달학생 목록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
록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각 과목 개별평가 시 학습성과 평가해당 여부를 

표시하고, 해당 평가 내용  수를 학습성과 화면에 자
동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교육과정  학습성과 평가체계는 개선활동을 

통해 변화될 여지가 있으므로 학습성과 별 요소를 추가, 
변경, 삭제할 수 있는 Editor가 필요하며 이 작업을 하

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넷째, 재 시스템 사용자 리 기능이 없기 때문에 

학생 개인정보에 한 보안 문제 는 데이터 무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리자 모드를 통해 사용자 
계정 리, 리자  일반 사용자 등 사용자 종류에 따른 
근 권한을 포함한 리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웹 기반 구  시 학생 개인정보의 보안 측면

에서뿐만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해서는 기존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부 그룹웨어

에서 구동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성과기반 교육에서 학생들 스스로 자신

들의 학습성과 성취도를 검하고 학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학생들도 사용자로써 학습성과 리시스템에서 

본인의 학습성과 평가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개

발하여야 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성과기반 교육의 핵심인 효율 인 학습성

과 평가 리를 해 웹 기반 학습성과 리시스템을 개

발하기 해 시행되었다. 시스템 개발 생명 주기에 따라 
사용자의 요구를 분석하여 컨텐츠와 시스템을 구성하고 

설계하여 리시스템을 개발하 으며, 시스템 구  후 

사용자의 만족도를 분석하 다. 개발된 시스템을 통해 
졸업 시 에 이른 학생들의 학습성과 평가결과를 학습성

과 별, 학생 개인 별로 달성목표가 성취되었는지를 한 
에 모니터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일정한 목표수
에 도달하지 못한 학습성과 항목  학생들의 원인 분

석과 필요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됨으로써 효율

인 학습성과 평가 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변화하는 보건의료계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문직 간

호사의 역량을 보장하기 해서는 간호 교육에서 성과기

반 교육은 필수 요건이다. 따라서 성과기반 교육에서 
로그램 학습성과 평가자료를 체계 으로 리하여 효과

인 교과과정 개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돕는 

산 로그램은 필수 이라고 할 수 있다. 
핵심역량을 갖춘 졸업생 배출을 목 으로 하는 성과

기반 교육과정에서 졸업시 의 학생들의 학습성과 평가

는 핵심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생성되는 평가결과 자료
를 효율 으로 리하기 하여 본 시스템은 개발되었

다. 즉, 개발된 시스템의 용도는 로그램 학습성과 평가
결과를 장하고 리하는 시스템이다. 재 개발된 시

스템을 통해 해당 간호 학의 교육과정에 반 되어 있는 

12개의 학습성과 평가결과를 통합 으로 찰하고 목표

수 에 미달하는 항목을 학생별, 학습성과 별로 조회함
으로써 이에 한 원인분석을 시행하여 피드백을  수 

있도록 하 다. 
더 나아가 학습성과 평가의 궁극 인 목 인 교과과

정의 지속 인 개선을 한 자료를 효율 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즉, 간호 학 교육과정 속에서 학습성과

를 어떻게 반 하고 있는 지, 학습성과를 평가하는 도구
는 무엇인지, 그 구체 인 평가내용  기 에 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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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 으로 조정함으로써 학

습성과 심으로 교육과정을 개편을 할 수 있게 되며, 학
습성과 평가를 통해 학습 성취와 교육의 질 개선을 한 

교육방법의 개선  새로운 방법의 도입도 지속 으로 

시도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학습성과 기반의 교과과

정 운   개선을 해 추후 표 화된 학습성과 리시

스템을 개발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간호교육의 질 개선
을 한 질 리 시스템으로의 연계 는 확장이 요구된

다. 한 산화된 학습성과 리시스템의 계속 인 개

발과 보완을 통해 보다 효율 인 학습성과 리를 도모

함으로써 성과기반 간호교육의 발 을 더욱 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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