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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underlying structures of students’ interaction networks to monitor net-
work changes during the year, to verify the relationship with self-directed learning, and to identify the effect of prob-
lem-based learning on interac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Methods: A longitudinal study was designed which 
included 3 parts (A=25, B=27, C=26) with a total of 78 second-year nursing students from 2013 to 2014. Interaction 
indicators used group network centralization and density, and individual in-degree centrality. Results: Group net-
work centralization showed mean reversion patterns, however, centralization and density showed a slight in-
crease from 2013 to 2014 (Centralization of A part from 52.78 to 36.96, B part from 20.56 to 32.20, C part from 
34.40 to 37.24; Density of A part from 0.122 to 0.123, B part from 0.111 to 0.121, C part from 0.109 to 0.121). 
The individual in-degree centrality i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self-directed learning and the correlation co-
efficient increased during the year (r=.274 in 2013, r=.356 in 2014, p<.001). Conclusion: Students share in-
formation more interactively during the year and the more they share the higher the scores of self-directed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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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문제중심학습법(Problem-Based Learning, PBL)은 문제

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문제해결에 필

요한 정보를 찾아 스스로 공부하도록 하는 학습방법이다.1) 

PBL학습과정에서 학생들은 협동학습을 통해 서로 정보수집

의 역할을 분담하면서 개인별, 혹은 그룹별로 자기주도적인 

정보수집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2)

협동학습이 중요시되는 교수-학습에서 상호작용은 핵심적 

요소이다.3)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교육과정에 참여한다는 것

은 상호작용을 전제하는 것이며, 그 결과 긍정적인 학습효과

로 이어질 수 있다.4) 이러한 상호작용은 사회적 관계 속성을 중

심으로 볼 수 있는데, 그 관계를 사회연결망(social network) 

분석으로 규명할 수 있다. 사회연결망은 학습 환경에서 자

원과 지식 교환 통로가 되며 , 협동을 요약하는 작업에 유용

하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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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결망에서 다루고 있는 개념들 중 중심성(centrality)

과 같은 지표는 학습 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6) 중심성은 

개인이 전체 네트워크에서 중심에 위치하는 정도를 표현하는 

지표이다.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한 개인이 다른 개인들과 직

접 연결된 정도를 측정하는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 

다른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 서로 간

의 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인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네트워크 구성원들 사이의 정보흐름과 교환에 중요한 중재 역

할을 수행하는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7) 또한, 중심성과 달리 전체 네트워크의 입장

을 반영하는 지표로 집중도(centralization)가 있는데 집중도

가 높은 것은 구성원 간의 교류가 소수에 집중됨으로써 연결이 

강한 경우이고, 집중도가 낮다는 것은 다양한 교류가 존재하

나 소수에 집중하는 정도는 떨어진다는 것으로 구성원 간의 연

결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8) 

PBL이 강조하는 목표에는 문제해결력, 비판적 사고력, 관

련지식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설명력, 자기주도학습능력 등

의 인지적 측면의 효과와 협동심, 학습동기, 학습태도나 학습

흥미 등의 정의적 측면의 효과가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PBL 

관련 연구들을 분석한 메타분석연구에 의하면 PBL의 효과 측

정 변수로 문제해결능력, 비판적 사고력, 관련지식에 대한 이

해, 설명력, 자기주도학습능력 등이 있었다.9) Hong2)의 메타

분석연구에서 PBL의 학습효과는 학업성취도, 문제해결력, 

ICT활용능력, 창의성, 자기주도 학습력, 학습동기, 학습태도, 

그리고 협동심 등에서 전반적으로 큰 효과크기가 나타난 것으

로 밝혀졌다. 

PBL이 정의적 및 인지적 측면에서 학습효과가 있는 것은 

많은 논문들에서 밝혀진 바 있으나,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에

서 학습자 상호작용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연결망 이론을 적용하여 

PBL이 학습자 상호작용 및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

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PBL을 통하여 간호학 지식을 전달하는 

방법이 간호대 학생들의 학습자 상호작용 및 자기주도학습능

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는데 있다. 그 구체적인 목적은 

아래와 같다. 

 학습자의 상호작용 및 연도별 변화경향을 파악한다.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능력 및 연도별 변화경향을 파악

한다. 

 학습자의 상호작용과 자기주도학습능력 사이의 관계를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PBL이 간호대 학생들의 학습자 상호작용 및 자

기주도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기 위한 종단적 조

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제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일개 대학 간

호학과에서 PBL 간호학 교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2학년 학생

으로, 이 학생들을 2년 추적 관찰하였다. PBL 간호학 교과목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한 학급 당 25~27명으로 5개 조로 편

성되고, 1조 당 5~6명의 학습자로 구성되어 토론, 강의, 실습, 

그룹지도로 진행된다. 본 연구는 사회연결망 분석을 사용하는

데 수집되는 사회연결망 자료는 완전 연결망에 속하며 학급 내

에서 관계를 맺는 모든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구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기 때문에 100%의 회수율을 목표로 한다. 초기 시작 

시점에서 연구에 포함된 대상자는 5개 파트 총 128명이었지

만, 2년 추적관찰 중 파트 구성원 변경, 불완전한 응답내용이 

나온 파트를 제외한 최종 3개 파트, 총 78명이 최종 자료분석에 

포함되었다. 

3. 연구도구

1) 학습자 상호작용 분석도구

본 연구는 사회연결망 분석을 위한 관계 변수를 얻기 위해 

NGQ (Name Generate Questions)을 사용하였다. NGQ란 

응답자로 하여금 다른 응답자의 이름을 적도록 하는 질문 형식

으로 행렬 형태의 자료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연결망 분석을 위한 자료수집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형태

이다.10) 질문 문항은 3명의 교수가 검토한 후 2차례 사전 테스

트와 보완을 거쳐 최종 2개 문항으로 정리하였다. 1) PBL, 

S-PBL 수업을 하면서 학업에 가장 도움이 된 친구는 누구입니

까? 2) PBL수업을 하면서 유용한 정보를 많이 제공해준 친구

는 누구입니까? 이름을 기입할 때 본인이 속한 파트에 있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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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로 제한되며 최대 6명까지 기입하고, 없을 경우 기입하지 

않아도 된다. 

학습자 상호작용은 사회연결망 분석 지표인 연결망의 집

중도(centralization), 도(density), 내향중심성(in-degree 

centrality)을 계산한다. 집중도는 전체 연결망의 형태가 어

느 정도 중앙에 집중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집중도

는 한 연결망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한 점을 중심으로 결속되

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도는 한 연결망에 참여한 사람들 

간의 직접적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것으로, 한 연결망에 속한 행

위자들이 서로 관계가 많을 때 도가 높다고 간주하는데, 이는 

동료들로부터 협력과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내향중심성은 한 개인이 속한 그룹에서 다른 행위자들과 접촉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내향중심성이 높은 것은 다른 행

위자들로부터 관계를 맺고 싶은 대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10)

2) 자기주도학습능력

PBL교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을 측정

하기 위하여11) Park이 개발한 일반적 사용이 허용된 자기주

도학습능력 측정도구에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학습상황 영

역 3개 문항을 제거한 총 3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 

당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

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되

어 점수 범위는 30점으로부터 15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우수함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는 .88이며, 본 연구에서의 1차년도 신뢰도  

Cronbach’s ⍺는 .86, 2차년도 신뢰도 Cronbach’s ⍺는 .89

이었다. 

4. 자료수집

자료수집기간은 1차년도 2013년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2

차년도는 2014년 12월 8일부터 12일까지로 2학기 PBL 수업이 

끝나는 마지막 주에 진행하였다. 처음 시작 시점에서 2학년 총 

10개 파트에서 무작위로 5개 파트를 선정하였고, 이 파트에 속

한 간호학과 학생 1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PBL 교과목 운영에서 Package에 대한 요약 및 평

가가 진행되는 시간에 강의실을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을 설명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하고 동의서에 날짜 및 이름을 

서명한 경우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작성시간은 약 15분 정도 

소요되었다. 2차년도 자료수집은 구성원 변경이 많은 1개 파

트를 제외하고 총 103명 학생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

하였다. 100% 회수율이 이루어지지 않고 불완전한 응답내용

이 나온 1개 파트를 제외하여 최종 3개 파트 78명 자료가 분석

에 활용되었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1.0 프로그램을, 사회연

결망 분석은 넷마이너 평가판(Netminer evaluation version)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구체적인 자료분석방법은 아래와 

같다. 

 학습자 상호작용은 파트별 집중도, 도를 분석하였다.

 학습자 상호작용 중 파트별 집중도는 소시오그램(socio-

gram)을 분석하였다.

 개인별 내향중심성 및 자기주도학습능력은 평균과 표준

편차, 범위로 분석하였다. 

 개인별 내향중심성 및 자기주도학습능력 연도별 차이는 

paired t test로 분석하였다.

 개인별 내향중심성과 자기주도학습능력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학급 별 상호작용 특징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78명이며 A파트 25명, B파트 27명, 

C파트 26명이다. 학급별 상호작용 특성 중 집중도 분석에서 1

차 년도는 A파트 52.78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C파트 34.40, B

파트 20.56 순이었다. 도 분석에서는 A파트가 0.122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B파트 0.111, C파트 0.109 순이었다. 2차년도 

집중도 분석 결과로 C파트가 37.24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A

파트 36.96, B파트 32.20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2차 년도 도 

분석에서는 A파트가 0.123으로 가장 높았고, B, C파트가 모두 

0.121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Study Interaction Network Characteristics by Classes

Classes
2013 2014

Centralization Density Centralization Density

A 52.78 0.122 36.96 0.123

B 20.56 0.111 32.20 0.121

C 34.40 0.109 37.24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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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ndividual in-degree Centrality and Self-directed 
Learning

Variables
2013 2014

t* (p)
M±SD M±SD

Self-directed 
learning

3.31±0.33 3.06±0.52 3.838
(＜.001)

Individual 
in-degree 
centrality*

0.12±0.12 0.14±0.11 1.447
(.153)

*Paired t test.

Table 3.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In-degree 
Centrality & Self-Directed Learning

Variable
Individual in-degree centrality

2013 2014

Self-directed learning .274* .356*

*p＜.001

학습자 상호작용 사회연결망 연도별 변화추이 소시오그램

분석 결과 A학급에서 나타난 1차 년도 특징은 일부 노드를 중

심으로 방사선 형태의 네트워크를 촘촘하게 형성함으로써 높

은 집중도와 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2차년도 

변화를 볼 때 네트워크 형태가 1차 년도와 비교를 하였을 때 형

태는 비슷하지만 연결관계가 상대적으로 느슨하고 퍼져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Figure 1).

B파트에서 나타난 1차년도 특징은 중심이 비어있고 외부로 

퍼져나가며 느슨한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낮은 집중도와 

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2차년도인 경우 1차

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중심을 기준으로 퍼져나가는 형태로 변

화하였고, 학생들 간의 연결관계도 상대적으로 촘촘하게 형성

된 것을 관찰할 수 있다(Figure 2).

C파트인 경우 1차년도 소시오그램은 비교적 균등하게 퍼져

있는 네트워크 형태를 보이고 있고, 2차 년도는 특정 인물이 좀 

더 부각되면서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퍼져나가는 

형태를 볼 수 있으며 학생들 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더 많

은 것을 볼 수 있다(Figure 3). 

2. 개인 별 학습자 상호작용 특징 및 자기주도학습능력 

PBL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개인별 학습자 상호작용 특징

을 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연결망 분석 중 가장 기본

적인 지표인 내향중심성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1차 년도 내향

중심성은 0.12±0.12로, 2차 년도는 0.14±0.11인 것으로, 연도

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p=.153). 자기주도학습능력은 1차년도 3.31±0.33, 2차 년도 

3.06±0.5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도 별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었다(p<.001)(Table 2).

3. 학습자 개인별 상호작용 특징과 자기주도학습능력의 

상관관계

PBL 수업에서 학습자 개인 별 상호작용 특징과 자기주도학

습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Pearson’s 상관계

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 개인 별 내향중심성과 자기주도

학습능력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상관계수는 1차년

도, 2차 년도 각각 0.274, 0.356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 년도 별 변화추이를 관찰한 결과 2차 년도 

상관계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논 의

본 연구는 PBL을 통하여 간호학 지식을 전달하는 방법이 

간호대 학생들의 학습자 상호작용 및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미

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PBL에서는 학생들 간의 토론, 대화, 상호작용을 통하여 다

양한 관점과 시각이 제시되고, 성찰적 학습기회가 제공되며, 

학생들에게는 서로 지식을 구성하고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제

공된다. 또한 PBL 학습과정에서 학생들은 협동학습을 통해 서

로 정보수집의 역할을 분담하면서 개별 혹은 그룹별로 자기주

도적인 정보수집활동을 진행하게 된다.2) 그러므로 PBL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은 매우 중요하다.12) 

PBL그룹 활동에서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은 비공식적이고 다

양한 의사소통의 통로로 이루어진다. 학생이 능동적으로 교육

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상호작용을 전제하는 것이며, 그 결과

는 긍정적인 학습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13) Lee14)의 연구에서

는 학습이 실제로 일어나는가를 결정하는 요소는 학습의 내용

이 아니라 효과적인 상호작용이며, 이는 수업의 효과를 결정

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집단 상호작용 지표인 집중도는 A파트는 1차 

년도 52.78에서 2차 년도 36.96으로, B파트는 20.56에서 32.20

으로, C파트는 34.40에서 37.24로 3학년으로 올라가면서 파트 

구성원들 사이 상호작용이 중심으로의 수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연결망 개념들 중에서 집단 ‘집중도’

가 학습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15) 집단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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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014

Figure 1. Study interaction network sociogram (Class A)

2013 2014

Figure 2. Study interaction network sociogram (Class B).

2013 2014

Figure 3. Study interaction network sociogram (Class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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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상호작용 집중도가 높을수록 높은 학습성과를 낸 것으로 알

려져 있다.16) 하지만 집중도가 높을수록 마냥 좋은 것은 아니

다. Park과 Choi17)의 연구에 의하면 집단 내 구성원들 간의 상

호작용이 집단 내 특정인에 집중되면, 다소 치우친 관계로 인

해 개방적이고 폭넓은 사고가 다소 미흡할 수 있다. 즉, 학생들 

사이의 네트워크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학습과정에 대한 유

의미한 정보를 공유하는데 비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

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네트워크의 중심부에 있는 학생은 학

습활동에 필요한 자원만을 효과적으로 선택함으로써, 구성원

으로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13) 반면에, 네트

워크의 주변부에 있는 학생은 정보 획득 및 공유의 절차에 있

어서 불리한 경우가 발생하거나 관계에서 소외되는 현상으로 

인해 다른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

게 될 가능성이 높다.18) 또한 집단 집중도가 높을수록 높은 학

습 성과를 내고 있지만 그러한 성과들은 주로 ‘정보 공유’와 같

은 낮은 단계의 지식구성의 수준일 경우 보여진 현상으로 밝혀

지기도 했다.19) 따라서 학년을 올라갈수록 단순 정보공유가 아

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지식구성의 단계가 높아지고, 이러

한 환경 속에서 학생들은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하여 적절히 

조절하면서 성숙된 협력관계 패턴을 형성하는 과정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과정에 교수는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의 균형

을 도모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주변 학생들에게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략도 필요할 것이다.

PBL에서 지식의 구성은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한 사고결과

를 토론하고 협상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일어난

다.20) PBL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문제를 파악하고 목표를 정

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협동학습을 통

해 정보를 공유하고 지식을 구성하며 문제 해결책을 고안한

다.21) 이러한 자기주도성이 높은 학생들은 집단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타인과 정보를 공유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협력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는 것이다.22) 즉, 자기주도학습능력은 적

극적 태도로 많은 것을 배우려는 학생의 강한 의지23)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하고 나아가 학생의 만족도는 높을 것이

라 사료된다. 

사회연결망 분석 중 가장 기본적인 분석인 내향중심성은 교

류 방향이 외부에서 자신 쪽으로 들어오는 경우로 노드가 다른 

노드들에 의해 선택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다.24) 특정한 학

생의 내향중심성이 높다는 것은 다른 행위자들로부터 관계를 

맺고 싶은 대상으로 선택된다는 의미24)로 학생간의 커뮤니케

이션에 있어서 해당학생의 아이디어가 영향력이 있고 네트워

크에서 좀 더 큰 관심과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18)

본 연구에서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능력과 개인 별 내향중

심성은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학년이 높아질수

록 그 상관계수가 더 높아졌다(r=.274, r=.356). 주도적으로 타

인과 많은 교류를 한 학생들은 소속 집단에서 중심적인 인물로

서 활동하고,25) 주변 학생들에게 자극을 줌과 동시에 타인으로

부터 많은 접촉을 이끌어 내어 내향중심성을 높일 수 있다.26)

이는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높을수록 정보제공 역할에서 집단 

집중도 및 도가 모두 높아진다고 지적한 Kang 등27)의 연구

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자기주도학습능력은 학생들의 학년이 높아질수

록 오히려 감소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이러한 결과는 PBL이 자기주도학습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기존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결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학년에 따라 문

제의 종류와 단계별 진행방법이 달라져야한다28)는 부분에서

지식수준특성에 적합한 문제 제시가 미흡했던 것으로 추정된

다. 즉, 학생들의 학년이 높아질수록, 지식구성의 각 단계가 고

차원적 단계로 진전될 수 있는 체계적 문제 개발,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와 피드백, 그리

고 학생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교수 역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본 연구는 PBL을 시행하고 있는 일개 대학 간호학과 학생

을 대상으로 2년 추적관찰을 통하여 PBL이 학습자 상호작용 

및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영향을 주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파트 별 상호작용 집중도 및 개인 별 내향중심성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중심으로의 수렴현상을 보였고, 개인 별 

내향중심성과 자기주도학습능력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면

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그 상관성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자기주도학습능력은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

났다.

PBL을 통하여 학생들은 집단 내에서 다양한 상호작용을 

경험하면서 점점 그 집단에 맞는 관계를 형성하는 성숙된 협

력관계를 찾아가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PBL이 학습자 상호작

용에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성공적인 PBL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과 협동학습 활동

과 더불어 교수의 단계별 지식 구성의 교재개발과 다양한 문

제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의 모색, 그리고 그룹 활동의 촉진자

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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