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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간호학생은 임상실습교육 시 학교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과 

실무사이의 연계성 부족과 괴리감으로 인해 임상환경 적응에 

종종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박경숙, 황윤영, 

최은희, 2003), 간호학 교육과정을 마치고 임상에 배치된 간호

사들도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으며 임상에서의 재교육을 통

해 필요한 업무능력을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간호교육은 체계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다양한 임상상황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임상실무자 양성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교수

법으로 문제중심학습(Problem-Based Learning; 이하 PBL)이 

하나의 대안으로 시도되고 있다.

PBL은 지식전달 중심 교수법의 한계와 단점을 보완하기 위

한 학습법으로,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체험을 강조하면서 

실제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과 그 

결과를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된다(황선영, 장금선, 

2000). 학습자는 대상자의 문제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통합한 후 자율학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며, 토론과 성

찰과정을 거치면서 개인적인 경험을 객관화하게 되고, 이렇게 

객관화된 경험적 지식은 임상에서 유사한 상황에 직면했을 

경우 효과적인 전이를 유발하며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게 된다

(Barrows, 1998). 그러므로 PBL은 대상자의 상황에 대한 체계

적인 분석을 통해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는 통합적 대처능

력이 요구되는 간호학에 매우 적합한 교수법으로 고려될 수 

있다.

최희정(2004)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강의식 수업에 비해 

PBL이 메타인지를 효과적으로 증진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는

데, 메타인지는 문제해결에 유용한 인지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대상자들의 문제해결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Antonietti, Ignazi, & Perego, 2000). 또한 메타

인지는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자기효능감을 갖게 함으로써 

스스로 동기를 유발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이루게 한다(이화도, 2005).

이러한 PBL의 교육적 강점 때문에 간호교육계에서도 교과

목별로 PBL 기반의 토론식 수업이나 PBL통합교과과정의 필

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김선아, 강인애, 김소야자, 남경아, 박정

화, 2000; 김희순, 고일선, 이원희, 배성연, 심정언, 2004; 이성

은, 2003; 이정열 등, 2003; 주민선, 황윤영, 박창승, 2006; 최

희정, 2004; 최희정, 노연희, 2002; 황선영, 2003; 황선영, 장금

성, 2000, 2005; Barrow, Lyte, & Butterworth, 2002; Cooke & 

Moyle, 2002; Darvill, 2003; Tiwari et al., 2006). 그러나 국내

의 선행연구는 기존의 간호학 전공과목을 주입식 방법으로 

교육하면서 일부분 PBL을 적용한 후 효과를 측정하였거나 한 

학기 동안 한 과목에 PBL을 적용한 후 효과를 측정하였으므

로, 단기간의 PBL 수업의 효과만을 확인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결과를 PBL의 전반적인 효과로 고려하기에는 제한

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모든 간호학 전공과목을 통합한 PBL통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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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과정에서 PBL 수업을 경험하고 있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PBL이 학업관련 특성, 메타인지, 자기효능감 및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학기전, 중, 후에 파악하므로써 PBL의 효과를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간호학생에게 효과적인 교수법 개발

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한 구

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한다.

• PBL학습 전, 8주 후, 15주 후 학업관련 특성, 메타인지 및 

자기효능감 정도를 확인한다.

• PBL학습 8주 후, 15주 후 학습동기 정도를 확인한다. 

• PBL학습 8주 후, 15주 후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를 확인한다.

용어 정의

 메타인지

메타인지는 자신의 인지적 지식을 파악하고 그 지식을 통

제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으로(Baker & Brown, 1984), 본 

연구에서는 Klein(1998)이 개발하고 신성균(1999)이 번안한 메

타인지 질문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

력에 대한 신념으로(Bandura & Wood, 1989), 본 연구에서는 

Sherer와 Maddux(1982)가 개발하고 김혜숙(2003)이 수정보완

한 ‘일반적 자기효능감’ 질문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학습동기

학습동기란 주의집중, 관련성, 자신감 그리고 만족감이라는 

측면에서 설명되는 학습행동의 방향과 세기로(Keller, 1983), 

본 연구에서는 Keller(1993)가 개발하고 황선영(2003)이 수정

보완한 질문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PBL이 간호학생의 학업관련 특성, 메타인지, 자

기효능감 및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PBL 학습과

정에 대한 간호학생의 평가를 확인하는 단일군 전후설계이다.

연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제주도 소재 C대학에서 PBL통합교과

과정에 따라 5학기 동안 학습한 간호과 3학년 학생 180명중 

연구자가 수업을 진행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참여에 동

의한 70명을 임의추출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5년 8월부

터 12월까지였으며, PBL 수업을 진행하면서, PBL 시작 전, 

PBL 8주 후, PBL 15주 후에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자

가보고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시 수집된 자료는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임을 설명하였으며, 각 개

인에 대한 판단이나 평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문제중심학습 진행

 PBL통합교과과정

C대학 간호과에서는 PBL 통합교과과정을 2001년도에 개발

하여 운영하고 있다. 개발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과

과정 개발에 앞서서 철학을 확인하여 교육철학을 확립하고, 

이에 따른 교육목표를 설정하였다. 교육목표의 실현을 위하여 

학생들이 학습해야할 학습내용을 개념으로 구분하였고, 졸업

예정 학생들이 성취하기를 바라는 실무 수행능력 정도를 ‘졸

업 후 업무 수행능력’으로 정의하였으며, 학습개념과 업무 수

행능력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문제중심학습방법을 선택하

였다. 그 다음으로는 내적 타당도를 확인하여 간호학생들이 

학습해야하는 지식, 기술, 태도가 모두 포함되어있는지 확인

하였고, 이를 학년, 학기별로 구분하여 저학년에서 고학년으

로 학습하면서 이전에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학습할 수 있게 

하였으며, 간단한 문제에서 시작하여 점점 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구성하여 학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였다. 즉, 교과과정에 대한 내적 타당도를 확인한 후, 

학습해야 하는 학습개념을 학년, 학기별로 구분하였고, 이에 

대한 외적타당도를 확인하였다.

한편, 교과과정 운영을 위하여 매학기 학습자들을 위한 

PBL 모듈을 개발하였다. PBL 모듈 개발은 학습개념에 따라 

개발되었으며 임상상황 재현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여 상황을 

선택한 뒤, 학습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시나리오를 

구성하였고, 학습해야하는 내용 중 토론수업에서 학습해야할 

부분과, 실습에서 학습해야할 부분, 강의로 보충이 필요한 부

분을 세분화한 후, 진행하였다. PBL통합교과과정은 3년간의 

수업연한 동안 간호학 전공과목에서 PBL수업을 진행하며, 전

공과목은 한 학기에 두 과목으로 구성되어있다.

 문제중심학습 수업과정

PBL은 토론과 그룹활동, 자율학습, 발표, 강의로 진행되며, 

구체적 진행은 다음과 같다. 한 반의 정원은 25～30명으로, 

한 반을 5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은 5～6명으로 구성

되었다. 토론식 수업에서는 실제상황으로 구성된 시나리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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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각 시나리오에 제시된 문제해결 접근방식을 통해 

학생들이 학습해야 할 내용(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

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토론은 그룹단위로 정해진 시간 내에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토론 후에는 전체적으로 자율학습이 필

요한 주제들을 일차적으로 선정한 후 각 그룹별로 자율학습 

주제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각 그룹은 그룹활동을 통하여 선

택한 자율학습 주제에 대해 학습한 후 이를 발표하도록 하였

으며, 발표 전에 교수와의 그룹지도 시간을 통하여 그룹별 자

율학습이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받고 필

요한 부분을 더 보완하도록 하였다. 학습개념 중 강의로 다루

어야 할 부분과 학생들의 발표내용 중 강의보충이 필요한 부

분에 대한 강의는 그룹별 발표가 끝난 후에 시행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은 연구기간동안 PBL 수업에 참여하였고, 과

목명은 ‘간호학 321’, ‘간호학 322’로 연구기간동안 개설된 과

목이었다.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학업관련특성 3문항, 메타인지 17문항, 

자기효능감 14문항, 학습동기 26문항, PBL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학업관련 특성은 전공적성, 간호

지식과 임상실습에 대한 흥미를 측정하였으며, PBL학습과정

에 대한 평가에서는 수업내용에 대한 만족도, 수업진행방법에 

대한 만족도, 간호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5점 Likert척도로 측

정하였다.

 메타인지

메타인지 측정도구는 Klein(1998)이 개발하고 신성균(1999)

이 번안한 메타인지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7문

항으로 인지전략 7문항, 계획하기 5문항, 자기점검 5문항의 3

가지 하위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매우 그런편이다’가 4점으로, 점수

가 높을수록 메타인지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성균(1999)

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8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는 .93이었다.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는 Sherer와 Maddux(1982)가 개발하고 

김혜숙(2003)이 수정보완한 일반적 자기효능감 측정검사지 14

문항을 이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자신 없다’가 10점, ‘완

전히 자신 있다’가 10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혜숙(2003)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9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는 .93이었다.

 학습동기

학습동기 측정도구는 Keller(1993)가 개발하고 황선영(2003)

이 수정보완한 27문항 중 본 연구에 부적합한 1문항을 제외

한 26문항을 수정ㆍ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주의력,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의 4가지 하위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아니다’가 1점, ‘매우 그렇

다’가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동기가 높음을 의미한다. 

황선영(2003)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90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는 .85였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0.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연

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실수 및 백분율을 구하였고, 

PBL 전, 8주 후, 15주 후 학업관련특성, 메타인지, 자기효능

감의 차이는 repeated measure ANOVA를 이용하였으며, PBL 

8주 후, 15주 후의 학습동기와 PBL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의 

차이는 대응표본 T-test로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연령, 종교, 휴학경험, 거주상태, 

출신고교 및 전공선택 지원동기를 조사하였다. 평균연령은 

22.0세였으며, 휴학경험이 있는 경우가 7명(10.0%), 없는 경우

가 63명(90.0%)이었고,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통학하

는 경우가 42명(60.0%), 기숙사 또는 자취 등이 28명(40.0%)

이었다. 출신고교는 인문계 57명(81.4%), 실업계 13명(18.6%)

이었으며, 전공선택 지원동기는 본인의사에 의한 경우가 38명

(54.3%), 가족 및 주변인에 의한 경우가 32명(45.7%)으로 나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70)

Characteristics Division n (%)

Age Mean (±SD) 22.14(±1.16)
Religion Christianity 11 15.7

Buddhism 17 24.3
Catholicism 16 22.9
Others 26 37.1

Experience of temporary 
 absence from school

Yes  7 10.0
No 63 90.0

Living quarters Home 42 60.0
Others 28 40.0

High school Academic 57 81.4
Vocational 13 18.6

Motive for course selection Oneself 38 54.3
Recommendation 32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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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the study-related characteristic                                                        (N=70)

Study related characteristics
Pre After 8weeks After 15weeks

F p
Mean±SD Mean±SD Mean±SD

Appropriateness to nursing 3.52±.85 3.65±.76 3.58±.83 1.610 .207
Interest in nursing knowledge 3.68±.68 3.69±.76 3.69±.74 0.029 .971
Interest in clinical practicum 3.65±.78 3.64±.89 3.65±.80 0.014 .986

<Table 3> Comparison of meta cognition and self efficacy                                                       (N=70)

Division
Pre After 8weeks After 15weeks

F p
Mean±SD Mean±SD Mean±SD

Meta cognition  41.39±  6.02  41.80±  7.54   43.90±  7.05 4.569 .012
Self efficacy 966.86±162.07 980.71±170.77 1006.43±129.03 3.583 .033

<Table 4> Comparison of learning motivation                                                                    (N=70)

Division
After 8weeks After 15weeks

t p
Mean±SD Mean±SD

Learning motivation 79.43±10.18 83.43±10.64 -3.897 .000

<Table 5> Evaluation of PBL learning course                                                                     (N=70)

Division
After 8weeks After 15weeks

t p
Mean±SD Mean±SD

Satisfied with teaching content 3.65±.59 3.64±.59 0.217 .829
Satisfied with teaching method 3.52±.68 3.59±.67 -.928 .357
Self-confidence in nursing 3.33±.53 3.42±.58 -1.097 .276

타났다<Table 1>.

대상자의 학업관련 특성

PBL 적용이 연구대상자의 학업관련 특성에 미치는 효과는  

전공적성, 간호지식에 대한 흥미, 임상실습에 대한 흥미에 대

하여 측정하였고, 최소 1점에서 최대 5점으로 표시하도록 하

였다. 전공적성, 간호지식에 대한 흥미 및 임상실습에 대한 

흥미 모두 학습 전, 학습 8주 후, 학습 15주 후 의 측정값에

서 변화가 미미하였다<Table 2>.

대상자의 메타인지 및 자기효능감

PBL 적용이 연구대상자의 메타인지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

는 효과에서 메타인지와 자기효능감 모두 학습 전, 학습 8주 

후, 학습 15주 후 측정값이 점차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 3>.

대상자의 학습동기 및 PBL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

PBL 적용이 연구대상자의 학습동기에 미치는 효과는 학습 

8주 후 79.43±10.18, 학습 15주 후 83.43±10.64로 상승된 값을 

나타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 4>. PBL 학습과정

에 대한 평가에서 수업내용에 대한 만족도, 수업진행방법에 

대한 만족도 및 간호수행에 대한 자신감은 학습 8주와 학습 

15주 후에서 일부 상승된 값을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는 않았다<Table 5>.

논    의

PBL 적용이 전공적성과 간호지식 및 임상실습에 대한 흥미

로 구성된 학업관련 특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

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PBL 후 학습관련 분야의 간호지

식과 실무기술에 흥미를 갖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Happell 

(1998)의 연구결과 및 임상상황을 반영한 PBL이 간호학생의 

임상실습에 대한 기대와 임상추론능력을 촉진시킨 것으로 나

타났다는 Cooke와 Moyle(2002)의 연구결과와는 상이하게 나

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3학년 학생들로서 1학년 

때부터 간호학 전공과목을 PBL로 학습해오고 있으며, 이미 

전공과 관련된 임상실습을 마친 상태여서 최종학기 동안의 

PBL 적용이 간호지식과 임상실습에 대한 흥미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PBL의 적용 효과를 보다 장기

적이고 전반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3년 동안 PBL 통합교

과과정을 경험하였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본 연구의 

결과를 재확인할 수 있도록 연구시기, 기간 및 대상 등을 달

리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전 학년과정에 걸친 추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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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할 수 있는 연구가 우선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하

겠다. 또한 PBL은 실제 임상상황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이론

과 실무를 연결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고려되고 있

으며, 자신의 실무기술이나 임상실습 중에 경험한 실무관련 

문제들의 이해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Barrow, Lyte, & Butterworth, 2002), 추후 PBL과 임상실습을 

연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도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 PBL 적용은 간호학생의 메타인지와 자기효능

감을 유의하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학기 동

안의 PBL이 간호학생의 메타인지를 유의하게 향상시킨다는 

최희정(2004)의 결과를 지지하였으나, 8주간의 PBL이 간호학

생의 메타인지와 자기효능감을 유의하게 향상시키지 못했다는 

결과(주민선, 황윤영, 박창승, 2006)와는 차이를 보였다. 기존

의 연구에서 메타인지는 문제해결과정과 순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목표설정과 실행에 있어서 자기효능

감의 영향을 중재하는 변수로 나타나고 있다(최희정, 2004; 

Akama, 2006).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PBL로 학습하면서 문제

해결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메타인지가 향

상되었으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기효능감의 증진에도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메타인지가 

자기효능감과 같은 동기적인 측면의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이

화도, 2005)를 고려할 때, 메타인지와 자기효능감은 상호보완

적인 작용을 통해 점차 향상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메타인지와 자기효능감은 모두 간호교육의 실제적인 목표인 

문제해결능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으

므로(박현숙, 배영주, 정선영, 2002; 이화도, 2005; 최희정, 

2004), 이를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수법이 개

발되고 적용되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한 학기 동안 이루어진 

간호학적 지식의 습득도 간호학생의 자기효능감 향상에 영향

을 미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PBL을 통해 간호학생은 

이론적ㆍ실무적 지식을 습득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이전의 

학습경험들을 검증하고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면서 

자기효능감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고려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PBL의 적용은 간호학생의 학습동기를 유

의하게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PBL 후 학습동기가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존의 결과(황선영, 

2003; Hwang & Kim, 2006; Tiwari et al., 2006)들을 지지하는 

것으로, 실제 임상상황을 분석하고 토론하며 자율적으로 학습

하는 과정을 통해서 간호학생의 학습동기가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간호학생은 PBL을 재미있고 

흥미로우며 동기를 유발하는 학습법으로 인식했다는 결과

(Cooke & Moyle, 2002)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기존의 

강의식 학습법과 다른 PBL의 특성이 간호학생의 학습동기 유

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간호학생은 PBL과 관련하여 시간 및 과제에 대한 부담감과 

그룹활동에 대한 어려움, 위축감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는데(이정렬 등, 2003; Barrow, Lyte, & Butterworth, 

2002), 이러한 요인들은 자발적인 학습동기 유발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학습동기를 

효과적으로 향상시켜 기대되는 학습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

에 대한 적절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특히 그룹원간의 

강한 유착은 PBL에 대한 그룹원들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PBL에 대한 흥미를 증가시키며, 효과적인 그룹활동은 간호학

생일 때 뿐 아니라 간호사가 된 후에도 임상실무에서 매우 

유용한 기술로 고려되고 있으므로(Barrow, Lyte, & 

Butterworth, 2002; Cooke & Moyle, 2002), 그룹활동을 촉진시

키기 위한 중재가 개발ㆍ적용되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연구

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고학년

인 관계로 저학년 학생에 비해 간호학과 간호학생에 대한 정

체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한 것도 학습동기 유

발에 기여한 요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 PBL은 수업내용 및 수업진행방법에 대한 만족

도와 간호수행에 대한 자신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장기간 동안 

PBL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에서, 7주간의 PBL이 수업내용 및 

진행방법에 대한 만족도와 간호수행에 대한 자신감에 별다른 

변화를 유발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PBL은 토론과 

자율학습, 발표과정 등을 포함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학생들에

게 쉬운 학습방법으로 인식되지 못한 점도 수업진행방법에 

대한 만족도 평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한편 PBL은 간호학생의 메타인지와 자기효능감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PBL의 효과를 평가하

기 위해서는 보다 다각적인 관점에서의 접근과 파악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간호수행에 대한 자신감은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PBL학습 기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

된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결과들(황선영, 장금선, 2005; 

Darvill, 2003)을 일부 지지하였다. 간호학생은 직접적인 책임 

하에 대상자에게 간호를 수행해 본 경험이 없으며, 간호사에 

비해 자기효능감도 낮게 인식하고 있음으로 인해 간호수행에 

대한 자신감이 전반적으로 높지 않게 나타난 것으로 고려된다.

간호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효과적인 문제해결능

력을 갖춘 간호인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PBL은 간호학생의 

문제해결능력과 관련된 메타인지와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며 

학습동기를 유발하는 효과적인 교수법으로 나타났다. 추후 다

양한 상황의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PBL 학습효과에 대한 반복

연구가 이루어지고, PBL의 효과를 교내실습과 임상실습으로 

연계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활용방안이 개발되어 학생중심의 

실무교육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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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학 전공과목을 PBL로 학습하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기 동안의 PBL이 학업관련 특성, 메타인지, 자

기효능감 및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과 PBL 학습과정에 대한 

간호학생의 평가를 확인하여, 간호학생에게 효과적인 교수법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

자는 제주도 소재 C대학 간호과 3학년 학생 70명을 임의표본 

추출하였으며, 자료수집은 2005년 8월부터 12월까지 PBL 시

작 전, 8주 후, 15주 후에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시행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PBL이 학업관련 특성에 미치는 효과에서 유의한 변화가 나

타나지 않았다.

• PBL이 메타인지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PBL이 학습동기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

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PBL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본 연구는 연구적인 측면에서 PBL에 관련된 연구의 범위를 

확대하여 PBL수업방법이 학습자들의 능력에 미치는 다양한 

효과를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교육방법의 개발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교육적인 측면에서 간호학생의 PBL 적

용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간호학생과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교수법의 개발과 적용시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

용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PBL로 학습하고 있는 다양한 시기의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 PBL을 교내실습과 임상실습에 적용할 수 있는 PBL 실습패

키지의 개발과 이에 대한 효과검증 연구가 필요하다. 

• PBL 학습과정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탐색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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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Problem Based Learning(PBL) in Nursing Students 
Studying through PBL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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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evaluate the effects of Problem-Based Learning(PBL) in nursing 
students. Method: Data was collected from 70 junior nursing students who studied through PBL curriculum from C 
college, by 3 times from August to December 2005.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10.0. Results: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 in study related characteristics; appropriateness to nursing, 
interest in nursing knowledge, interest in clinical practicum and evaluation PBL learning course; satisfied with 
teaching content, satisfied with teaching method, and self-confidence in nursing. Bu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 in metacognition, self efficacy and learning motivation. Conclusion: Based on above results 
further research should be doing about subject of diverse nursing students who are studying PBL, development of 
PBL practice package and evaluation it's effects, and exploration to many elements that influenced evaluation PBL 
learning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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