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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교수방법 호도와 Kolb의 학습유형

우 희, 주
건양 학  간 학

The Preference of Instructional Methods and Kolb's Learning Styles of 

Nursing Students

Chung Hee Woo, Ju-young Park
College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약 본 연 는 간 학생  수  도  학습  하고 들 간  계  하  한 목

 시도 었다. 료수집  2015  10월 19  21 지 D시에 재하는 개 학  간 학생 174  상

 지  통해 시행하 다. 학습  가 60 (34.5%)  가  많았 , 수  59 (33.9%), 합  28

(16.1%), 산  27 (15.5%) 었다. 수  도  살펴보 , 수  7.27  가  았  다

 직 수  7.26 , 동료 수  7.22  았다. 독립학습 수  6.54 , 프 트 수  6.25 , 공

학 심 수  5.77 , 수게  수  5.45  평균 도  시뮬  수  4.23  가  낮았

다. 수  도에  학습  통계  하지 않았 나  특 에  학습  Flipped

learning  경험한 경우는 가 35 (46.1%), 그 지 않  경우는 수 가 46 (46.9%)  나타났다. 간 학

생  상  한 학습   수  수업운  략  계 하는  어 도움   것  다.

주 어 : 학습 , 수 , 간 , 학생, 복합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Kolb's learning style and preference for instructional 

methods of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174 students at a university in D city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from October 19 to October 21 2015. Learning style ratio of nursing students 

was accommodator 34.5%, converger 33.9%, assimilator 16.1%, diverger 15.5% and preference scores for 

instructional methods were discussion 7.27, direct instruction 7.26, peer teaching 7.22, independent study 6.54, 

project 6.25, instruction through technology 5.77, game 5.45, simulation 4.23.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experience of flipped learning between four learning styles groups of nursing students.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reference of instructional methods between the four learning styles groups. 

Most of the students were in the middle range of the learning styles. The assessment of nursing students' 

learning styles is expected to help educator to plan teaching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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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 연  필

가르침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로 하는 지식

이나 기술 등을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으로 정의되며 최

근 교육의 의미를 지식이나 기술이 완성되는 하나의 활

동으로만 볼 것인지, 자신의 삶 는 나아가 조화로운 공

동체를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는 일종의 계 확장의

을 기르는 것으로 볼 것인지에 한 재정의가 필요한

실정이다[1]. 이와 같은교육의 정의를 볼때 재 학에

서는 다양한 유형의 교수학습개발센터를 통해각 학에

합한 교수학습 방법을 연구�개발하여 학교육의 내실

화와 고등교육의질 리에 우선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신동[2]은 한 교실에서 한 가지 교수법만을 용할 수밖

에 없는 상황이며 이런 교육 실은 교육의 책무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요인이 되므로 학생의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한 효과 인 교수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언 한

바 있다. 즉, 학습과정은 인지 과정이므로 다양한 차이

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3]으로 개별 특성이 반 되어

야만 한다.

최근의 간호교육의 동향을 살펴보면, 학습성과 기반

간호교육과정 운 에 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간호교육인증평가의 한 요소로 변하는 임

상 장의 요구를 반 하여 구체 인 학습성과가 제시되

고 있느냐에 한 것이다. 간호교육인증평가[4]의 궁극

인 목 이 국내외 보건의료 장에서요구하는 간호사의

역량을 갖춘 학생을 배출하도록 졸업생역량수 설정을

통해 간호교육 질 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할 때 교육과정 내에서 교수-학습 략의 변화 는 개

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간호학에서도 이러한 교

수-학습 략의 효과 뿐만 아니라 성과가 나타나려면 그

이 에 학생들의 학습유형이 악되어야 하고, 이에

합한 교수법의 선택으로 교수자 주체의 교육이 학습자

주체로 환되고 있음을 교수자와 학습자모두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학습유형이란 새로운 개념과 원리를 학습하는 과정에

서 지식을 이용하는 개인의 독특한 방식으로[5] 이는 학

습자가 학교와 학습주제에 하여 정 인생각을 하면

서도 기억을 오랫동안 하도록 도와주며, 정보를 효과

으로 이용하여 학습성과에 빨리 도달 할 수 있도록 도와

다[6]. 경험주의 학습이론을 체계화시킨 Kolb[7]는 구

체 인 경험, 사려깊은 찰, 추상 인 개념화, 극 인

실험의 4가지 학습방법에 한 개인의 차이를 기 로

극 -사려깊은 행 의 차원을 횡축으로, 구체 -추상

인 감정의 차원을 종축으로 하여 수렴자, 분산자, 융합자,

응자의 4가지 학습유형을 제시하 다.

학습자는 선호하는 교수방법 하에서 더 높은 학업성

취를 이루게 되며[2] 학습자가 교수방법을 경험 할 경우

자신의 학습유형과 합하지 않은 불편한 학습경험이 되

거나 학습에 한 수행과 도 으로나아갈 수 없다[6]. 따

라서 교수방법 선호도에 따른 학습유형을 비교하는 것은

교수자에게 많은 함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부분의 학습유형과 련된 연구들을 살펴보

면[8, 9, 10] 학습유형에 따른 학업성취도의 차이에

을 두었다. 한 간호학 측면에서의 최근 연구들[11, 12,

13, 14]은 각 학습유형에 따른 다양한 학습능력을 평가하

는 지표로써 변수를 규명 하 을 뿐 실제 각 학습자들이

구체 으로 어떠한 교육방법을 선호하며 이에 따라 학습

유형의 차이가 있는지에 한 교수-학습 략은 제시하

고 있지는 못하다. 특히,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학습유

형과 교수방법 선호도 간의 계를 확인한 선행연구[15,

16]가 존재하지만 세 가지 교수방법만을 연구도구로 이

용하 을 뿐만 아니라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이들의

계에 한 지속 규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반복 연구

가 필요하다.

실제 교실에서 학습자를 살펴보면 학습유형은 4년간

의 교육주기 흐름에 따라변화되는 듯 보인다. 따라서 많

은 양의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 간호 교육과정 내에서 학

습유형을 분석하고 학습자의 학습유형의 변화 변형에

한 고려와 교수법의 환 다양하면서도 효율 인

교수법을 개발하고 용한다면 성공 인 성과 심의 간

호교육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일 학의 간호 학생을 상으로 교

수방법 선호도와 Kolb 학습유형을 악하고교수방법선

호도에 따른Kolb 학습유형을 악하여 학습자의 효과

인 학습법을 진시키기 한 교육 로그램을 수립하는

데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2 연 목

본 연구는 일 간호 학생을 상으로 교수방법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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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Kolb 학습유형을 악하고 교수방법 선호도에따른

Kolb 학습유형을 악하여 학습자의 효과 인 학습법을

진시키는 환경 조성을 한 기 자료를제공하기 함

이다. 이를 한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의 교수방법 선호도와 Kolb 학습유형을

악한다.

둘째, 학생의 일반 특성에 따른 Kolb 학습유형을

악한다.

셋째, 학생의 교수방법 선호도에 따른 Kolb 학습유

형의 차이를 악한다.

2. 연  

2.1 연 계

본 연구는 재 일개 간호 학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을 상으로 교수방법 선호도와 Kolb 학습유형을

악하고, 일반 특성에 따른 학습유형과 교수방법 선

호도에 따른 Kolb 학습유형을 알아보기 한 서술 상

계 연구이다.

2.2 연 상    료수집

연구 상자는 2015년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D시에

소재하는 일개 간호 학생을 편의추출 하 으며, 174명

을 상으로 하 다. 표본 수 산정은 간호 학생의 학습

유형과 교수방법 선호도와 련한 선행연구[16]를 참고

하여 χ2 tests를 한 유의수 .05, 검정력 85%, 효과크

기 0.30으로 G-power 3.0 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한

결과 최소 160명을 요구하 으나 174명을 상자로 표출

하여 필요로 되는 표본수를 충족하 다.

2.3 연 도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하여 사용할 도구는 구조화

된 설문문항으로, 문헌고찰을 통하여 상자의 일반

특성으로 나이, 성별, 계열, 공만족도, 주 자기표 ,

인 계, 연구 상자 소속 학의 새로운 교수학습 방

법인 Flipped learning 경험유무의 7개 문항과 교수방법

선호도 60문항, 학습유형 3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3.1 수  도

교수방법 선호도를 측정하기 해 사용한 검사로는

Renzulli, Rizza, 그리고 Smith[17]가 개발한 Measure of

Student Preference for Instructional Techniques를 이신

동[2]이 번역한 검사지를 사용하 다. 이 검사는 총 60문

항으로 하 척도들은 직 교수(10문항), 테크놀러지 활

용 교수(9문항), 시뮬 이션(8문항), 독립학습(8문항),

로젝트교수(7문항), 동료교수(6문항), 토론(6문항), 교수

게임(6문항) 등 8개의 하 검사로 구성되었다. 교수법

선호도 검사의 채 방법은 각 역별 응답한 수를 합

계한 후 검사도구의 ‘ 역별 총 ’표에서 역별로 학습

자의 총 혹은 총 에 속한 역을 표시하 다. 수평

가 방법에 따라 이것을 환 수화 했을 때 9∼10이면 매

우 높음, 7∼8이면 높음, 5∼6은 평균, 3∼4는 낮음, 1∼2

는 매우 낮음으로 선호도 수 을 평가 하 다. 간호 학

생들이 기존의 모든 8가지 유형의 교수방법을 경험하

음을확인후연구를진행하 다. 본연구에서의Cronbach

α는 .94 다.

2.3.2 학습

Kolb의 학습유형 진단 검사지는 네 가지 학습양식은

개인이 경험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를 처리하는가에 따라

네 가지의 기본 인 학습 경험 사이클을 바탕으로 문항

이 구성된다. Kolb의 학습유형 진단검사(LSI) 총 48문항

을 참고로 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36문항으로 번안

과정을 통해 신뢰도 타당도를 거친 명남[9]의 도구를

이용하 다. 첫 번째 학습유형 검사는 4가지 척도 수,

즉 CE(구체 경험), RO(반성 찰), AC(추상 개념

화), AE(활동 실험)의 각 수가 12개 문항에 반응한

각 학습 방식의 수를 합산하여 계산되었다. 두 번째 단

계에서는 AC(추상 개념화)-CE(구체 경험), AE(활

동 실험)-RO(반성 찰)의 차이 수가 계산되었다.

이 두 역의 차이 수에 따라 학습양식이 결정되며,

CE(구체 경험)와 RO(반성 찰)가 우세하면 ‘분산

자’, AC(추상 개념화)와 RO(반성 찰자)가 우세하

면 ‘융합자’, AC(추상 개념화)와 AE(활동 실험)가 우

세하면 ‘수렴자’, CE(구체 경험)와 AE(활동 실험)가

우세하면 ‘ 응자’가 로 분류가 된다. 명남(2004)의 연

구에서 Cronbach α는 .85 으며 구체 경험 .53, 반성

찰 .65, 추상 개념화 .76, 극 실험 .79 다.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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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의 Cronbach α는 .89 으며 구체 경험 .743, 반

성 찰 .76, 추상 개념화 .76, 극 실험 .86 이었다.

2.4 료

수집된자료의 분석은 SPSS WIN 21.0 로그램을 이

용하여 분석하 다.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은 각각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 편차 등의 서술통계를 통해

분석하고, 제 변수간 차이는 χ2 test, ANOVA로 분석하

다. 통계 검증을 한 유의도는 .05로 설정하 다.

2.5 리  고   연  한

본 연구는 K 학병원의 임상연구 윤리심의 원회

(Institution Review of Board, IRB)의 심의를 통과하

으며(IRB No. 2015-08-016), 이와 더불어 연구 상자가

취약그룹에 속하는 학생이므로 자료수집은 학생들과 직

으로 련이 없는 훈련된 연구보조원에의해 이루어

졌다. 연구 상자의 윤리 보호를 해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 고, 해당 내

용이 설명된 서면 동의서에 자필서명 하도록 하 다. 자

가기입식 설문자료에는 상자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무기명으로 작성하도록 하여 익명성을 보장하 다.

한 본 연구는 연구자의 다른 연구일정과 복으로

윤리심의 원회 제안으로 1개 학년으로 연구 상자를 제

한하 으므로 연구 설계시 학년별 차이, 임상실습 경험

유무 이수한 는 재 수강하고 있는 교과의 특성을

충분히 반 하지 못하 다는 제한 이 있다.

3. 연 결과 

3.1 상   특

상자의 일반 특성은 <Table 1>과 같이, 총 174명

의 연령은 평균 19.97세 으며, 여학생이 145명(83.3%),

남학생이 29명(16.7%)이었다. 계열은 문과는 115명(66.1%)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과는 59명(33.9%)이었다. 공

에 만족한다고 한 경우가 125명(71.8%), 자기표 을잘한

다고 한 경우가 88명(50.6%), 주 인 계 한 잘

한다고 한 경우가 125명(71.8%)로 가장 많았다. Flipped

learning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가 98명(56.3%), 경험한

경우가 76명(43.7%)이었다<Table 1>.

Variables Categories
Mean±SD or

N (%)

Age (years) 19.97±1.66(18-29)

Gender
Female 145(83.3)

Male 29(16.7)

High school curriculum
Liberal arts 115(66.1)

Natural sciences 59(33.9)

Satisfaction about major

Dissatisfaction 9(5.2)

Average 40(23.0)

Satisfaction 125(71.8)

Self-expression

Bad 22(12.6)

Average 64(36.8)

Good 88(50.6)

Interpersonal relationships

Bad 8(4.6)

Average 41(23.6)

Good 125(71.8)

Experience of flipped learning
Yes 76(43.7)

No 98(56.3)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74)

3.2 수  도  학습

교수방법 선호도를 살펴보면, 토론교수법이 7.27 으

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직 교수법은 7.26 , 동료

교수법이 7.22 으로 높았다. 독립학습 교수법은 6.54 ,

로젝트 교수법은 6.25 , 공학 심 교수법은 5.77 , 교

수게임 교수법은 5.45 으로 평균정도 으며시뮬 이션

교수법은 4.23 으로 가장 낮았다<Table 2>.

Kolb (1984) 검사지로 측정한 상자의 학습유형은

응자가 60명(34.5%)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렴자 59명

(33.9%), 융합자 28명(16.1%), 분산자 27명(15.5%) 이었

다.

Variables Categories
N(%) or

Mean±SD

Learning

styles

Accommodator 60(34.5)

Converger 59(33.9)

Assimilator 28(16.1)

Diverger 27(15.5)

Preference of

instructional

methods

Discussion 7.27±1.42

Direct instruction 7.26±1.04

Peer teaching 7.22±1.54

Independent study 6.54±1.45

Project 6.25±1.51

Instruction through technology 5.77±1.45

Game 5.45±1.50

Simulation 4.23±1.73

<Table 2> Preference of Instructional Methods 

and Learning Styles             (N=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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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특 에  학습

일반 특성에따른 학습유형은 Flipped learning 경험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lipped learning을 경험

한 경우는 응자가 35명(46.1%), 그 지 않은경우는 수

렴자가 46명(46.9%)으로 나타났다<Table 3>.

Variables
Learning styles

Accomodator DivergerAssimilator Converger χ2 p

Gender

2.24 .111Female 47(32.4) 22(15.2) 24(16.6) 52(35.8)

Male 13(44.8) 5(17.2) 7(13.8) 4(24.2)

High school

curriculum
2.15 .542

Liberal arts 36(31.3) 17(14.8) 20(17.4) 42(36.5)

Natural sciences 24(40.7) 10(16.9) 8(13.6) 17(28.8)

Satisfaction about

major

6.23 .398Dissatisfaction 4(44.5) 1(11.1) 1(11.1) 3(33.3)

Average 5(12.5) 14(35.0) 11(27.5) 10(25.0)

Satisfaction 42(33.6) 21(16.8) 16(12.8) 46(36.8)

Self-expression

2.50 .868
Bad 8(36.4) 3(13.6) 5(22.7) 6(27.3)

Average 21(32.8) 12(18.8) 11(17.2) 20(31.2)

Good 31(35.2) 12(13.6) 12(13.6) 33(37.6)

Interpersonal

relationships

8.44 .207Bad 5(62.5) 0(0.0) 2(25.0) 1(12.5)

Average 13(31.7) 7(17.1) 10(24.4) 11(26.8)

Good 42(33.6) 20(16.0) 16(12.8) 47(37.6)

Experience of

flipped learning
18.10 <.001

Yes 35(46.1) 15(19.7) 13(17.1) 13(17.1)

No 25(25.5) 12(12.2) 15(15.4) 46(46.9)

<Table 3> Differences in Learning Styl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74)

3.4 수  도에  학습  

교수방법 선호도에 따른 학습유형을 비교한 결과, 교

수방법의 선호도별 4가지 모든 학습유형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강의(7.33 ), 동료교수법(7.32 ),

토론교수법(7.64 ), 교수게임 교수법(5.59 )에서는 융

합자가 가장 많았으며, 로젝트 교수법(6.32 )에서는

응자가 가장 많았으며, 테크놀러지 활용 교수법(5.90

), 시뮬 이션 교수법(4.42 ), 독립학습(6.72 )에서는

수렴자가 가장 많았다. 동료교수법과 토론 교수법을 제

외한 모든 교수법에서 분산자는 다른 학습유형의 경우보

다 가장 낮게 나타났다<Table 4>.

4.  

유럽과학재단[18]에서는보고서 'The Professionalization

of Academics as Teachers in Higher Education' 을 통

해 교육의 질을 높이기 해 먼 교수가 변해야 한다는

것을 화두로 던지고 있으며 여기서 가장 큰 심을 기울

이고 있는 것이 교수법이다. 학생 심교육이 이루어질

경우 교육 신이 일어난다는 면을 고려해 볼 때, 교육

신은 교사가 가르치는 방식에서 이 질 수 있을 것이며

그 이 에 학습자의 특성 분석이 우선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본 연구의 주목 은 학습자의 학습유형에 을 두

어 일반 특성에 따른 학습유형과 교수방법 선호도에

따른 학습유형을 확인하 으며 그 연구결과에 해 논의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 상자의 교수방법 선호도를 살펴보면, 교사가

직 언어나 매체를 이용하여 정보를 달하는 교수법

못지않게 교사와 학생 혹은 학생과 학생 간 논의를 통해

Variables

Preference of instructional methods

Direct

instructi

on

F(p)

Instruction

through

technology

F(p)
Simulati

on
F(p)

Independent

study
F(p) Project F(p)

Peer

teaching
F(p) Discussion F(p) Game F(p)

Accommodator 7.32±1.13

0.32

(.810)

5.75±1.35

0.29

(.832)

4.35±1.77

1.02

(.383)

6.51±1.52

1.44

(.232)

6.32±1.38

0.23

(.876)

7.25±1.44

0.18

(.909)

7.27±1.42

1.06

(.364)

5.47±1.53

1.05

(.370)

Diverger 7.11±.80 5.62±1.32 3.86±1.69 6.05±1.17 6.05±1.50 7.29±1.48 7.31±1.27 5.00±1.30

Assimilator 7.33±1.00 5.67±1.88 3.92±1.69 6.71±1.34 6.18±1.38 7.32±1.54 7.64±1.26 5.59±1.39

Converger 7.23±1.00 5.90±1.41 4.42±1.71 6.72±1.54 6.30±1.72 7.10±1.70 7.06±1.74 5.58±1.61

<Table 4> Learning Styles according to Preference of Instructional Methods                 (N=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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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치는 교수법과 학생이 동료 학생을가르치는 교수법

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 상의 학습

자들은 단독으로 학습을 하기 보다는 업을 통해 학습

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아 업이 요한 임상실

무에 비교 합한 교수방법 선호도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 상자들은 시뮬 이션 교수법에

한 선호도는 가장 낮았는데 이는 2, 3학년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선 순[16]의 연구에서 시뮬 이션, 강의, 문

제 심학습법 2학년은 시뮬 이션 교수방법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는 제한된 교수방법을 제시하 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 수업 장에서의 시뮬 이션 교육

은 어떤 강사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따

라 교육의 내용과 질이 매우차이가날 수가 있어학생들

의 선호도에 상당히 큰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되어 이

와 같이 상반되는 결과에 한 추후 반복연구가 필요하

리라 생각된다. 한 본 연구에서 간호 학생들은 교수

자와 학습자 간, 학습자와 학습자간 함께하는 것을 흥미

롭다고 생각하나, 스스로 주제를 선택하고 계획을 세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교수방법이나 다양한매체를 활용

하여 학습문제 교육목표를 달성하는 교수방법 등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임상에서 일부분은 단독 결정

하고 빠른 단을 할 수 있는 역이 필요하므로 독립학

습 교수법 공학 심 교수법에 하여 극 인 심

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간호 학생들이 제한된

교수방법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교수방법을 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 상자의 학습유형은 응자와 수렴자가

68.4%를 차지하며 분산자가 가장 었다. 즉, 본 연구

상자의 학습유형은 부분 능동 실험에서학습을 잘하

며 자신을 응시켜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뛰어난 능

력을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학년이되어서 공

에 입문하고 랩 실습을 통해 다양한 임상상황에 간

으로나마 노출된 결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동

일한 도구로 간호 학생의 학습유형을 측정한박형숙 등

[13]의 연구결과에서 응자가 가장 많고 분산자가 가장

었던 것과 유사하 다. 반면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하주 [19]의 연구에서는 융합자가 33.8%로 가장 많

았으며, 김인경과 성지아[11]의 연구에서는 분산자가

37%로 가장 많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두고 김인경과 성

지아[11]는 융합자형에서 분산자형으로 변화된 이유를

2012년을 기 으로 간호교육이 비 사고능력을 시

하는 교육방식으로 환되는 시 을 반 하는 결과라고

하 으나 본 연구가 2012년 이후의 연구결과임에도 불구

하고 응자가 가장 많았으며 이인숙과 박창승[12]의 연

구에서 한 융합자가 33.11%로 여 히 많은 결과는 간

호 학생의 학습유형이 일 된 결과를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습유형의교육과정별, 지역별, 학년별등

좀 더 심층 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며 학습

유형은 일반화하기 보다는 오히려 개인에 을 맞추어

야 하는 속성임을 알 수 있다.

일반 특성에 따른 학습유형을 살펴보면 성별, 계열,

공만족도, 주 자기표 , 주 인 계에 한

학습유형에서 차이가 없었는데, 이런 결과는 성별, 연령,

유 , 학업성 , 공만족도, 입학동기 등[20, 21]에 따른

학습양식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결과와 유

사하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동 상 사 학습과 수업

동료와 함께 토론을 통해 문제를 풀고 발표하는 형식의

Flipped learning 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 는데,

Flipped learning을 경험한 경우는 응자 학습유형이

많았으며, 그 지 않은 경우는 수렴자 학습유형이 많

았다. 이는 김지윤과 최은 [22]의 연구에서 토론과발표

를 선호하는 학생인 경우 학습유형 응자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던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본 연구자들은

기존의 달식 강의에서 벗어나 학생주도의 Flipped

learning 이라는 새로운 교수방법을 익힌다는 것이 쉽지

는 않은 일임을 고려할 때, 새로운 경험과 험에 과감히

도 하는 응자유형이많았던것으로 단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수방법 선호에 따른 학습유형을 비교한

결과, 학습자의 교수방법 선호에 따라 각각의 학습유형

이 나타났지만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연구결과의

기여도가 낮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 이는 학습

유형도 요하지만 교육환경이 했는지에 한 고민

이 필요하다고 본다. 각 학습유형의 학습자가 한 교

수방법을 선호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학습환경의 설

계가 우선 마련되어야 하며, 사회 환경변화와 련되

어 교수방법을 극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매체나 장비의

사용 등 반 인 교실환경에 한 기 와 요구를 학

차원으로 수용 해결해야할 것이다. 본 연구의단순한

기술통계 결과 직 교수법, 동료교수법, 토론교수법,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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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게임 교수법을 선호하는 경우에서는 융합자가, 테크놀

러지 활용 교수법, 시뮬 이션 교수법, 독립학습 교수법

을 선호하는 경우에서는 수렴자가, 로젝트 교수법을

선호하는 경우에서는 응자가 가장 높았다. 이는 직

교수법에 한 선호도는 융합자가, 독립학습의 교수법

선호도는 수렴자가, 로젝트 교수법 선호도는 응자가

가장 높았던 이재우[23]의 연구와 일치한다. 직 교수법

은 교수자가 일방향의 정보를 제공하고체계 으로 구조

화 된 교수방법이기 때문에 귀납 추리에 익숙하면서도

논리성이 뛰어난 융합자가 간호문제 련과제의 추진을

통한 경험을 가지거나 학습과정에서 교수자나 동료학습

자와의 인간 계를 맺는 등의 느낌에 따라 행동하는

분산자 보다 직 교수를 더 선호한 것으로 해석된다. 독

립학습법은 타인의 도움 유무에 상 없이학습자 스스로

주도 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략을 선정하는 교수방법

이기 때문에 이성에 의존하지만 다른사람들과의 계에

능숙하지 못한 수렴자가 느낌을 지향하면서도다양한 분

야의 정보를 수집할 아는 분산자 보다 독립학습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로젝트 교수법은 문제해결

학습에서 한 단계 나아가 학습자는 계획에 따른 활동을

선택하고 수행하며 구체 인 결과를 산출하는 방법[24]

이므로 직 경험함으로써 지각하고 활동 인실험을 통

해 학습정보를 처리하면서도 모험 이고 감각 인 응

자가 반성 찰을 하는 분산자 보다 로젝트 교수방

법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통해 교수자가

학습유형에 맞는 교수방법을 제공한다면 교수의 효율성

을 기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추가 으로 분산자 학습자는 다른 유형의 학습자들

과 비교해볼 때 동료교수법과 토론 교수법을 제외한 모

든 교수법에서 가장 낮았는데 이는 뛰어나게 선호하는

교수방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성취수 등

기타 추가분석이 요구된다. 마찬가지로, 4가지 학습유형

에서 수렴자 학습자와 조 자 학습자유형들이

응자 , 분산자 학습자 유형보다 더 다양한 교수방법

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결과는 수

렴 학습자와 조 학습자들이 학습활동에 있어 더

극 임을 알 수 있으며 상 으로 소극 인 응 ,

분산 학습자 유형들의 학습활동을 이끌어내기 한 교

수자의 심이 필요하겠다.

결론 으로 Kolb의 학습유형이 실제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교수방법에 있어 개별화 된 학습

지원 환경을 구성해주어야 함을알 수 있다. 다양한간호

문제에 한 문제발견과 문제해결력 등이 요구되는 학습

환경 하에서 본 연구를 기 로 학습유형과 교수방법 간

의 계에 한 재고찰을 통해 수업운 효과를 극 화

시킬 수 있는 략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이상의결과에서 살펴볼 때, 간호 학생의 학습유형은

응자와 수렴자가 다수이며 그 외 다양한 학습유형을

보 으며, 사 Flipped learning 경험에 따라 학습유형의

차이를 보 다. 특히 수렴자 학습자와 조 자 학습

자 유형들이 응자 , 분산자 학습자 유형보다 더 다

양한 교수방법을 선호하고 있다. 즉 간호 학생의 효율

인 학습성과를 얻기 해서는 우선 시기가 하면서

도 정확한 학습유형의 분석과 이에 한 교수법이 개

발 용되어야 할 것이고, 학습활동에 있어학생 보다 교

수가 먼 변해야 한다는 에서 학습유형은 유연하다는

인식 환이 실제 교실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유형의 변화를

유도하기 해서는 학생들에게 몰입을 향상시키고 만

족도에 정 향을 수있는 동학습[25]이나 간호

학 공 학습자들의 자기주도학습력이 학습만족도를

22.1% 설명한다고 알려진 블 디드 러닝[26], Flipped

learning 등과 같은 Active leaning의수업경험 한 요

한 변화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수업 시작 각 수업

방법에 합한 학습성과를 성공 으로 달성하기 한

을 제공하는 등의 학습법 향상 로그램을 개발하여 제

공하여야 할 것이다.

5. 결   언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을 상으로 교수방법 선호도와

Kolb 학습유형을 악하고 교수방법 선호도에 따른

Kolb 학습유형을 악하기 한 연구이다. 연구결과, 교

수방법 선호도에 따른 학습유형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간호 학생의 다양한 학습유형과

교수방법 선호도를 보 으며 일반 특성에 따른 학습유

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특히, 학습자의 일

반 특성 학습특성에 한 고려가 요하다는 근거

를 마련할 수 있으며 아직까지도 부분의 간호교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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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환경이 뒷받침 되지 않은 교실 장에 큰 시사

을 제시한다고 할수 있다. 한, 학습유형이자신만의 지

식, 기능, 태도를 획득하는 습 이라고 정의할 때 학습유

형은 구 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며 학습자 개인은 4가

지 학습유형을 모두 경험해야 균형있고효과 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27] 다양한 교수법의 경험이 무엇

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일반 으로 학습유형은 개인의 유 , 과거의 경험, 그

리고 개인의 성향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7]이라고 알려

져 있어 실제 교실 장에서 한 불변하는 것으로 간주

하고 있다. 그래서 기존 연구의 부분은 횡단 연구에

국한되어 있는 듯하다. 간호 학생의 학습성과에 합한

다양한 교수방법을 용하는 일은 환경 인제약으로 쉬

운 일이 아니겠지만, 입학 당시 일회성으로 학습유형을

분석하는 것과 더불어 성숙에 따른 시기별 학습유형 분

석이 필요하다. 한, 학습자는 성숙과 환경자극에 따라

질 변화가 따를 수 있으므로[15] 간호교육에서 요한

것은 고정 된 교수방법이 아니라 다양한 교수방법을 개

발하는 것이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반응을

도출해 내기 한 교수자 심의 비교 구조화된 수업구

조와 학습자들에게 높은 수 의 자율성과융통성을 강조

하는 학습자 심의 덜 구조화된수업구조의 혼용모형을

개발하고 검증함으로써 학습자의 유연한 학습유형을 경

험할 수 있도록 교육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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