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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팀 기반 학습을 기본간호학 실습수업에 적용한 후 간호학생들의 메타인지, 학업성취도, 기본간호술기에 
대한 수행자신감,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G지역 일개대학 간호학과 2학년 학생 
11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기간은 2017년 3월 6일부터 6월 5일까지였다. 연구 자료는 SPSS 21.0 Program을 
이용하여 independence t-test와 one-way ANOVA, 실험처치 후 변수에 대한 효과는 paired t-test,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팀기반 수업 적용 후 메타인지, 기본간호술기에 
대한 수행자신감은 상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통계학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업성취도는 중간정도로 나타났고, 
학습만족도는 높게 나타났으며, 메타인지는 학습만족도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간호현
장에서 요구되고 있는 간호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실습교과목에 자기주도적이고 능동적인 팀 기반 학습법 적
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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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eam-based learning on the practice of 
nursing practice and the effects of nursing students' meta-cognition, academic achievement, confidence in 
performance, self-confidence and learning satisfactio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15 students who wanted 
to participate in the research in the second grade of Nursing Department of G region. The data collection 
period was from March 6 to June 5, 2017. The data were analyzed independence t-test and one-way ANOVA 
by using the SPSS 21.0 program and paired t-test for the effects of variables after the experiment,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for the correlation between the variables. The results showed that meta-cognition 
and the confidence in performance of team-based learning was not only increased but also statistically 
significant. Academic achievement was moderate, learning satisfaction was high, and meta-cognit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learning satisfaction. Therefor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activate the application of self-directed and active learning method in order to improve the nursing practice 
ability required in nursing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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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정보화의 영향으로 자신의

질병에 대해 상당히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대상자들이

증가하면서 의료현장에서는 더욱더 전문성을 갖춘 의료

인과 함께 높은 수준의 돌봄 능력을 갖춘 간호인력들이

요구되고 있다[1].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간호대학

에서는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있는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해 성과기반 간호교육체계와 함께 간호교육과정 중에

필수적으로 학습되고 성취되어야 할 7가지 핵심역량과

핵심기본간호술 20개 항목을달성할수있도록간호교육

을추진하고있다[2]. 이와 함께실제간호현장에서는다

양한 간호 상황과 과정 중에 간호문제를 통합적으로 해

결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기존의 교수자

중심의 전달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 지식을 통

합하고 적용해가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학습자 중

심의 자기주도적 학습방법을 권장하고 있다[3].

기본간호학실습교육은간호실무의기본이되는간호

술을 습득하는 과정으로 모든 간호현장에서 대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실

무능력을 갖추는 과목이다. 더욱이 대상자의 권리와 안

전에대한요구가증가하면서간호사의정확한기본간호

술기 수행은 필수적인 능력으로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간호대학에서 기본간호학 실습수업은 모형을

활용하여 술기수행 순서를 그대로 외워서 단편적, 반복

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실제 임상현장에서 대상자에게

간호술을적용할때높은긴장및불안감과함께자신감

이 떨어지는 결과를 보이는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있다.

이는 기존의 관습적인 실습교육이 기본간호술기의 내면

화를어렵게하기때문이며[4]. 이를 위해서는단순히행

동뿐아니라인지적사고와함께감정이필요로되므로

기본간호학 실습교육에도 인지변화를 통한 내면적 지식

을 습득하도록 하는 학습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5].

메타인지는학습과정에서개인이자신의인지적지식

수준을파악한후지식활동을통제․조절하는정신적활

동을의미한다[6]. 즉 메타인지는학습시학습자스스로

개인의인지과정을이해하고, 사고와문제해결과정을계

획, 수행, 평가, 수정하는기능을갖는것이라고할수있

다[6,7]. 메타인지수준이높은학습자는집중력과학업에

대한흥미, 학습시학습자간상호작용에긍정적인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6,8], 메타인지 수준이 높은

학습자가낮은학습자보다학업성취도가높은것으로나

타나는 등[9], 학습효과를 높이는 변인으로 알려지고 있

다. 또한이러한메타인지는팀기반학습에의해활성화

되어 문제해결과정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0].

팀 기반 학습(Team-based learning; TBL)은 의학교

육분야에서학습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활용하기시작

한 교수법으로[11], 실제적인 문제상황에서 학습자들의

적극적인상호작용을통해새로운정보와아이디어를평

가하고, 적용・종합하는 사고 과정을 경험하게 하므로
실제적지식및임상수행능력뿐만아니라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학습방법으로 인식되

고있다[12]. 이러한 팀기반 학습은 교수자 중심의강의

에서벗어나수업시간의대부분을학습자스스로팀활

동을통해학습자들간의상호작용을촉진하여학습효과

를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동기나 흥미를 높여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자

기주도적학습을가능하게하는여러측면에서효과적인

교수법으로인식되고있다[13]. Parmalee & Michaelsen[13]

는 팀 기반학습은팀워크, 피드백교환등을통해전문

적인핵심역량과임상중심의사고능력을개발할수있고,

실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간호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며, 전통적인 강의식 수업과 비교했을 때 보다

높은 학업성취도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더불어 의

료현장에서 보건의료전문가들과 함께 팀으로써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간호학생들에게 동료와의 상호작용이나

의사소통 및 협동심, 의사결정력 등을 함양하는 데에 효

과적인 학습법이며, 이론과 실무 교육의 갭을 줄여주기

때문에 이론과 실습의 통합적 교육을 통해 역량있는 간

호사를 양성하는 간호학에 적합한 교수법으로 고려되고

있다[14].

이러한 맥락에서 종합하여 보면 다양하고 복잡한 간

호상황에서숙련된간호행위를수행하기위한역량을갖

추는데 간호실무의 기본이 되는 기본간호학 실습수업에

팀기반 학습을 적용함으로써, 인지적 사고과정을 통한

기본간호술기의내면화와더불어간호문제분석, 우선순

위 선정 등 성찰학습의 과정을 통해 메타인지적 기술이

촉진되어임상실무에필요로되는실제적인지식의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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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아니라기본간호실습교육에필수적으로요구되는자

기주도적학습능력을향상시킬수있을것으로사료된다.

최근 성과기반 간호교육체계의 도입과 더불어 팀 기

반 학습이 실무중심의 학습방법으로 인식되면서 기초간

호학[15], 기본간호학[16], 성인간호학[17] 등 대부분 간

호학이론수업에팀기반학습을적용한연구는활발하게

수행되고 있으나, 통합실습과목[18]을 제외하고 실습과

목에 적용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기본간호학 실습수업에 적용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

다.

학업성취는 모든 학습자 및 교수자들의 중요한 관심

사로, 교육에 있어서 각 교과의 특성에 따라 학업성취도

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교수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팀 기반 학습이 학업성취도 향상에 효과적임이

보고되고 있다[19]. Nieder[20]는 간호술기 활동에 대한

자신감과 높은 학습만족도는 간호학생의 기본간호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게 할뿐 아니라

간호문제에맞는적절한간호를제공하게하므로기본간

호 수행능력에 대한 자신감과 실습에 대한 만족감을 향

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기본간호실습수업을팀기반학습을적용해

보고 팀 기반 학습이 기존의 실습식 교육방법과 비교하

여 기본간호학 실습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메타인지, 학

업성취도, 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 학습만족도에 긍정적

인영향을미치는지검정하여기본간호학실습교육의효

과적인 교수학습 전략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및 가설
팀 기반 학습을 기본간호학 실습수업에 적용한 후 간

호학생의 메타인지, 학업성취도, 기본간호술기 수행자신

감,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함이며, 구

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자의일반적특성에따른변수차이를확인

한다.

∙팀기반학습적용전․후간호학생의메타인지, 기

본간호술기 수행자신감의 차이를 확인하고, 수업적

용 후 학업성취도, 학습만족도를 확인한다.

∙팀 기반 학습에서 간호학생의 메타인지, 학업성취

도, 기본간호술기수행자신감, 학습만족도와의상관

관계를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기본간호학 실습수업에 팀 기반 학습을 적

용한후간호학생의메타인지, 학업성취도, 기본간호술기

수행자신감, 학습만족도에미치는효과를검정하기위한

단일군 전·후 실험설계(one group pre-post test design)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G지역에 소재하는 일개대학교 간호학

과재학생중기본간호학실습수업을수강하는 2학년학

생으로, 연구자의 설명을 들은 후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

여하기를 희망하는 학생 1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대상자수는 G power 3.1 program을이용하여산출하

였으며, 본연구가단일군전·후설계로효과크기는낮은

수준인 0.3, 검정력 85%, 유의수준 .05(양측검정)로 정하

고, 상관관계와 paired t-test를 위한 표본크기를 산정하

였는데, 상관관계의 표본크기는 96명, paired t-test의표

본크기는 102명으로 산출되었다. 본 연구의 최종대상자

수는 115명으로 표본크기는 적절하였다.

자료 수집은 기본간호학실습 1학기 수업기간으로 사

전조사는 2017년 3월 6일에실시하였고, 사후조사는 1학

기 수업이 끝나는 시점인 6월 5일 실시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메타인지
학습과정에서개인이자신의인지적지식수준을파악

한 후 지식활동을 통제․조절하는 능력을 말한다. 메타

인지는 Pintrich et.al[21]가 개발한학습동기화전략질문

지(Motivation Strategies for Learning Questionaire

[MSLQ])를 이우미[22]가우리문화에맞게수정․보완한

총 31문항의 인지메타영역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

는 일반인에게 사용이 공개된 측정도구로서, 연습(4문

항), 정교화(6문항), 조직화(4문항), 비판적 사고(5문항),

자기규제(12문항)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아주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점수범위는최소 31점에서최고 15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메타인지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우미[22]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74였으며,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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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Cronbach's ⍺는 .94였다.

2.3.2 학업성취도
팀 기반 학습에서 학업성취도는개인성과, 팀성과, 그

리고팀의성공을위한각팀원들의공헌도등의합산에

기반한다[11]. 본 연구에서는 1학기 중간및기말지필고

사점수와실습점수를말하며, 실습점수는중간고사는한

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제시한 핵심기본간호술 중 입원

관리하기, 기말고사는피하주사술기점수를말한다. 지필

고사와실습점수는각각 100점만점으로환산하여평균

점수를제시하였으며, 점수가높을수록학업성취도가높

음을 의미한다.

2.3.3 기본간호술기 수행자신감
수행자신감은 어떤 일에 대해 뜻한 대로 이루거나 수

행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23]. 수행

자신감 측정도구는 입원관리하기와 피하주사 수행에 대

한주관적인자신감이어느정도인지측정하는것으로서,

이슬기외[24]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한국간호교

육평가원 핵심기본간호술 프로토콜 중에서 *(중요)마크

가지정된항목을중심으로구성하였으며, 입원관리하기

8문항, 피하주사 6문항이다. 도구는전혀자신없다 0점에

서 매우 자신있다 100점의 숫자 평정 척도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수행자신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슬기외

[24]의 연구에서도구의 Cronbach's α .94였으며, 본 연구

에서의 Cronbach's α는 .72이다.

2.3.4 학습만족도
학습만족도는기존의선행연구를바탕으로지예림과

정현미[25]가 수정한 학습만족도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

다. 검사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는 5개 문항과

개방형질문 3개의 문항(장점, 단점, 개선점)으로 구성되

어 있다. 도구는 질문 문항이 자신의 생각과 “매우 불일

치” 1점에서 “매우일치” 5점의척도로측정하였으며, 점

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지예림과

정현미[2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8이었고, 본 연

구에서의 Cronbach's α는 .88이다.

2.4 연구 진행절차
본 연구는 2017년 3월 6일부터 6월 5일까지 수행되었

으며 연구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다[Fig. 1].

2.4.1 수업 설계
팀 기반수업은 2017년 1학기 기본간호학 실습수업에

서 입원 관리하기와 피하주사에 대해 각 1주당 2시간씩

2회에 걸쳐 5개 분반(각 분반별로 A반 23명, B반 23명,

C반 24명, D반 22명, E반 23명)을 대상으로 적용하였다.

15주 수업에서 4주째입원관리하기, 11주째 피하주사의

이론내용에 대해 팀 기반 수업과 강의식을 병행하고, 입

원관리하기와피하주사에대해기본간호술기실습을수

행하였다. 팀기반수업은강의식수업을병행했을때더

좋은 학습 결과를 보인다고제시한 선행연구[26] 결과를

근거로 팀 기반 수업과 강의식 수업을 병행하는 방법으

로 설계하였다.

수업주제별개인준비도확인시험(Individual Readiness

Assurance Test, IRAT)과 팀 준비도 확인시험(Group

Readiness Assurance Test, GRAT)의 시험문항은 사전

에제시했던학습내용을중심으로기본간호학교과서및

문제집등을토대로연구자가학습목표에맞게개발하여,

기본간호학교수 1인으로부터검토를받은후수정․보

완하여 최종 사용하였다.

2.4.2 수업 운영
(1) 수업 오리엔테이션

팀기반수업에대한오리엔테이션은수업시작전팀

기반학습의원리와수업의목적및방법에대해설명하

고, 수업운영에대한계획과함께팀기반학습에서의교

수와 학습자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 설명하였다.

(2) 팀조 편성

팀 기반 수업을 위한 조 편성은 팀 기반 학습을 위한

팀편성조사표를활용하여각각분반별로실시하였으며,

조사내용은 성실성, 성격, 리더십, 자료검색능력, 수업에

대한 의견 등으로 구성하였다[27]. 문양순[28]은 팀 구성

은 5～7명이적당하며, 각팀은무작위배치, 남․녀비율

을고려하는것이좋고, 이질적인집단이더효과적이며,

모든 팀에 비슷한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이론적 근거를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

는 각조 팀 구성을 4-5명, 팀편성 조사표 점수분포를 비

슷하게, 또 조별로남학생및편입생분포를유사하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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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였으며, 이론교육과실습교육에같은팀을활용하였다.

(3) 수업진행

수업진행은 팀 기반 학습의 표준화된 프로토콜에 따

라 사전 자가학습, 개인 및 팀 준비도 확인시험, 팀 준비

도 확인시험 정답 확인 및 팀간, 팀내 토론, 교수 피드백

을하고그다음강의식수업, 실습수업순으로진행하였

다. 수업진행은기본간호학실습실에서이루어졌으며, 이

론강의는 실습실 옆 강의실에서 팀별 책상배치, 각 조별

발표와 토론을 위한 무선마이크, 이동식 화이트보드 및

보드마카, 각 조 표시를 위한 색지 등을 준비하였다.

A. 사전 자가학습

사전학습은수업시작 1주일전에 수업에 참여하기전

학습목표에 따라 사전과제를 미리 자기주도적으로 학습

해올 수 있도록 주제에 해당하는 학습부분의 개념과 내

용을 안내하여 자가학습을 실시한 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업주제와관련한예습내용은기본간호학공유

카페에 올려 모든 학습자에게 공지하였으며, 예습 분량

은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주제별 단원의 내용을 중심

으로 10페이지 정도 제시하였으며, 연구자가 준비한

PPT 수업용 유인물도 함께 제공하였다.

B. 사전학습내용 확인단계

학습주제와학습목표에대해소개한후개인, 팀 준비

도 확인시험을 실시하였다.

∙개인 준비도 확인시험

개인 준비도 시험은 사전 읽기자료의 핵심개념에 대

한 학습자 개인의 이해도를 평가하기 위해 사전에 제시

했던 학습내용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개념을 구성하였으

며, 5～6문항을 5지선다형으로출제하였다. 시험을본후

에는 바로 시험지를 회수하였으며, 시험과정은 5～6분

정도 소요되었고, 정답은 공개하지 않았다.

∙팀 준비도 확인시험

팀 준비도 시험은 개인시험보다 더욱더 종합적인 사

고를요하는난이도의 6∼7문항을 5지선다형으로출제하

였으며, 팀 시험은개인시험후바로실시하였다. 학습자

들은 개인적으로 선택한 답안에 대하여 학습의 주요 개

념에대한이해를강화하거나수정할수있도록팀구성

원과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

정답을 도출해내도록 하였다. 팀 시험을 본 후에도 시험

지는바로회수하였으며, 시간은 8～10분정도소요되었다.

C. 팀 준비도 확인시험 정답확인 및 팀 토론, 교수 피

드백

학생들은 팀 구성원들과의 토론을 통해 팀 준비도 시

험문제를풀었으며, 시험후바로정답확인및문제풀이

에 대한 팀간 토론, 교수 피드백을 통해 시험 문항에 대

한지식을습득하였다. 팀별로정답도출이끝난후각각

의 문항에 대해 미니칠판을 이용해 선택한 답을 동시에

제시하도록하여다른팀과비교할수있도록하였다. 교

수는 오답을 한조부터 팀이 답을 선택한 이유에 대하여

발표하도록 하고, 정답을 제시하였다. 이때 학생은 문항

별정답을확인하고틀린문제에대해질문및이의제기

(Written Appeals)를 하였으며, 교수는 학생들이 문제제

기를 통해 질문한 내용, 준비도 테스트의 결과와 주요개

념 등을 중점적으로 피드백(Instructor feed-back)을 제

공하였다. 또 학습자들이 사전 학습과제에서 궁금했던

점과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부연설명을

하여 확실하게 개념을 정리하도록 하였으며, 이 과정은

10～15분정도 이루어졌다. 매 수업에 이루어지는 개인

및 팀 준비도 확인시험의 성적과 동료평가 점수는 합하

여 중간, 기말 성적에 10% 반영하였다.

D. 강의식 수업

팀기반수업이끝난후단원별주제에대한학습목표

에맞춰개인별그리고팀준비도확인시험내용을포함

한전체내용과시험에서다루지못했던핵심사항을전

통적인 강의식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수업은 입

원관리하기, 피하주사 각 20분씩 제공하였다.

E. 기본간호술기 실습수업

강의식 수업까지 끝난 후 단원별 주제에 대한 학습목

표에맞춰팀기반과강의식수업에다뤘던이론내용을

토대로 기본간호술기 실습수업을 진행하였다. 실습수업

은 입원관리하기, 피하주사 각각 50분씩 제공하였다. 실

습수업은 먼저 간호술기에 대해 동영상을 시청하게 한

후, 그 다음 교수가 직접 술기에 대해 시범을 보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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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팀 조별로 자율스럽게 연습을 하도록 하였다.

(4) 동료평가

동료평가는 학생들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Michaelsen et.al.[29]이 제안한 동료평가 도구를 활용하

여측정하였다. 학생들은팀기반수업 2회가끝난후본

인이 속한 팀에서 다른 구성원들의 기여도를 평가하여

동료평가를 실시하였다.

2.5 자료분석방법 
대상자 자료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일반적특성은실수와백분율로구하

였다.

∙팀 기반 학습적용 후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메타인

지, 학업성취도, 기본간호술기에 대한 수행자신감,

학습만족도는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ce t-test)

과 일원 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

하였으며,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에

서 통계적으로유의성을보인집단은사후검정으로

Duncan을 이용하였다.

∙팀기반학습이대상자의메타인지와수행자신감에

미치는 효과는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으로

분석하였다.

∙팀기반학습적용후학업성취도, 메타인지, 수행자

신감, 학습만족도간의상관관계는피어슨의상관분

석(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을 실시하였다.

2.6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연구자 소속대학

Team-based learning orientation
∙What is Team-based learning?
∙Basic Basic Nursing Skills team-based learning lesson guide
▪Difference between the roles of the learner

<Pre-test>
. Meta-Cognition
. Confidence in Performance of Basic Nursing Skills

▼

Team formation
▪Organized team A, B, C, D and E using the team organizing
questionnaire for team-based learning.
▪4-5 people in one team, 5 teams in total

▼

Prerequisite learning ▪Individual study

▼

Class
operations

•Team
based
learning

▪Prepared for
the validation
steps

▪Individual Readiness Assurance Test(IRAT)

30min
▪Group Readiness Assurance Test(GRAT)

∙Discussion with team members and other teams
∙Checking team test answers
∙Feedback of professor

•Lecture classes ▪Taditional lecture class 20min

•Practice classes ▪Taditional practice class 50min

▼

Peer review ∙ Evaluation of team members

<Post-test>

. Meta-Cognition

. Confidence in Performance of Basic Nursing Skills

. Academic Achievement

. Learning Satisfaction

[Fig. 1] Research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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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구윤리위원회의심의를받았다(승인번호: SHIRB.-

201702 – HR – 028 –01).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 차이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성별은 대부분이 여학생

83명(72.2%) 이였고, 연령은 20세가 40명(34.8%)으로 가

장 많았다.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높다가 45명

(39.1%)으로 대부분 이였고, 기본간호학 실습수업에 대

한 흥미정도는 ‘흥미있다’가 82명(71.3%)으로 높았다

<Table 1>.

일반적인특성에따른변수의차이를살펴본결과, 메

타인지, 학업성취도, 학습만족도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기본간호술기에 대한

수행자신감에서 성별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t=1.993, p<.05), 연령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

으며(F=3.921, p<.05). 사후 분석결과 21세 이상에서 가

장 높은 수행자신감을 나타냈고, 다음 19세 이하였으며,

20세가 가장 낮은 자신감을 나타냈다<Table 1>.

3.2 팀 기반 학습의 적용 효과
팀 기반 학습이 대상자의 메타인지와 수행자신감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메타인지는 교육 전 평균 3.42점에서 교육 후 평균

3.68점으로 0.26점 상승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Characteristics n(%)
Meta-cognition Academic achievement Confidence in performance Learning satisfaction

Mean±SD t(F) p Mean±SD t(F) p Mean±SD t(F) p Mean±SD t(F) p

Sex
Male 32(27.8) 3.57±0.46 -1.397 .165 80.64±6.92 -1.059 .292 86.98±8.43 1.993 .049* 3.95±.59 -1.632 .105
Female 83(72.2) 3.71±0.52 82.61±9.58 83.09±9.72 4.16±.61

Age
19<a 38(33.0) 3.67±0.51 .322 .725 82.36±7.76 .547 .580 80.93±10.60 3.921 .023* 4.29±.56 3.071 .050
20b 40(34.8) 3.64±0.46 82.92±9.72 84.82±8.70 c>a>b 4.03±.63
21>c 37(32.2) 3.73±0.55 80.84±9.27 86.81±8.36 3.97±.60

Major
satisfact
ion

Very high 20(17.4) 3.69±0.52 .135 .939 84.46±7.41 .859 .465 87.67±8.55 1.119 .345 4.05±.65 .398 .755
High 45(39.1) 3.71±0.52 82.34±10.53 83.45±9.24 4.14±.60
Common 39(33.9) 3.64±0.49 80.56±7.94 83.60±10.09 4.12±.66
Low 11(9.6) 3.64±0.51 81.93±7.56 82.79±9.95 3.93±.44

Interest
in basic
nursing
practice
lessons

Interested 82(71.3) 3.69±0.51 .425 .655 82.54±9.32 .481 .619 84.47±9.61 1.287 .280 4.10±.64 .158 .854

Common 29(25.2) 3.61±0.52 80.65±7.91 82.51±9.56 4.06±.56

Not
interested

4(3.5) 3.82±0.14 82.56±8.62 90.17±3.41 4.25±.50

*p<.05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in Variables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15)

Variables
Pre-test Post-test Difference

t p
Mean±SD

Meta-cognition 3.42±.48 3.68±.50 -.26±.61 -4.576 .000***

Rehearsal 3.58±.61 3.74±.57 -.16±.75 -2.247 .027*

Elaboration 3.43±.59 3.77±.56 -.33±.77 -4.630 .000***

Critical thinking 3.32±.51 3.66±.57 -.34±.71 -5.069 .000***

Organization 3.48±.65 3.77±.60 -.30±.83 -3.798 .000***

Self-regulation 3.37±.48 3.60±.54 -.23±.63 -3.984 .000***

Confidence in performance 76.81±10.06 84.18±9.51 -7.37±14.38 -5.496 .000***

Management admission 80.45±15.15 81.76±14.01 -1.32±21.92 -.643 .521
Subcutaneous injection 71.96±15.66 87.40±10.30 -15.44±18.98 -8.724 .000*

Academic achievement 82.06±15.86
Learning satisfaction 4.10±.76
*p<.05, ***p<.001

<Table 2> Comparisons of Dependent Variables between Pre-test and Post-test                          (N=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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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였다(t=-4.576, p<.001).

메타인지에 대한 수행자신감의 하위요인에서 연습은

교육전평균 3.58점에서교육후평균 3.74점으로 0.16점

상승하였고, 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보였으며(t=-2.247,

p<.05), 정교화는 교육 전 평균 3.43점에서 교육 후 평균

3.77점으로 0.33점 상승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보였다(t=-4.630, p<.001). 비판적사고는교육전평균

3.32점에서 교육 후 평균 3.66점으로 0.34점 상승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t=-5.069, p<.001),

조직화는교육전평균 3.48점에서교육후평균 3.77점으

로 0.30점 상승하였고, 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보였다

(t=-3.798, p<.001). 또한자기규제는교육전평균 3.37점

에서교육후평균 3.60점으로 0.23점 상승하였고,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3.984, p<.001).

기본간호술기에 대한 수행자신감은 교육 전 평균

76.81점에서 교육 후 평균 84.18점으로 7.37점 상승하였

고, 통계적으로 유의한차이를 보였다(t=-5.496, p<.001).

기본간호술기에 대한 수행자신감의 하위요인에서 입

원관리하기는 교육 전 평균 80.45점에서 교육 후 평균

81.76점으로 1.32점 상승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보이지않았고, 피하주사는교육전평균 71.96점에

서교육후평균 87.40점으로 15.44점 상승하였고,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8.724, p<.001).

3.3 팀 기반 학습 적용 후 변수 상관관계
팀 기반 학습 적용 후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

석한 결과는 <Table 3>와 같다.

Classification
Academic
achievement

Meta-
cognition

Confidence in
performance

Learning
satisfaction

Academic
achievement

1

Meta-
cognition

.026 1

Confidence in
performance

-.068 .002 1

Learning
satisfaction

-.022 .319** -.026 1

**p<.01

<Table 3> Correlation among Variables after Team- 
based Learning                   (N=115)

학업성취도는메타인지, 수행자신감, 학습만족도와유

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고, 수행자신감 또한 다른

변수들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반면

에메타인지는학습만족도(r=.319, p<.01)와유의한정적

상관관계를보였다. 따라서메타인지가증가할수록학습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 논의 
본 연구는 기본간호학 실습수업에 팀 기반 학습을 적

용한후간호학생들의메타인지. 학업성취도, 기본간호술

기에 대한 수행자신감,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

정하기 위해 시도하였으며, 팀 기반 학습의 적용 효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팀 기반 학습에서 메타인지는 교육 전 평균 3.42점에

서교육후평균 3.68점으로 0.26점 상승하였고,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메타인지를 향상시켰다. 이는 조

미영[5]의 연구에서간호학생들을대상으로블렌디드러

닝(Blended Learning) 수업에서메타인지가성찰일지작

성전 3.42점에서 작성후 3.57점으로 0.15점 상승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본 연구와 같은 흐름을

보였다. 메타인지는 자신의 사고과정을 알고 조절하며,

적절한 전략을 활용하여 이전에 습득한 지식, 기술과 경

험을어떻게적용할지아는개인의생각을의미한다[30].

본 연구대상자들은 팀 기반 학습에서 사전 학습과제를

통해 자신의 학습에 대한 이해정도를 인식하고, 또 준비

도확인단계에서팀원들과다양한토론과정을통해자신

의 지식을 검정하고, 타인의 추론과정을 모니터하면서

메타인지적 기술을 증진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본

연구대상자들은 사전학습과 팀원들과의 토론과정을 통

해성찰과정을경험하면서학습과정에대해자가평가한

후 자신의 단점을 반성하고, 보완하여 향후 학습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습하는동안친구들과서로문제점을파악하고, 실

습중틀린부분을피드백하는등어려움을공유하여도

움이 되었다. 팀기반 수업을 통해 팀원들과 의논하여 부

족했던 지식과 모르는 점을 알게되고, 다른 팀원에게 배

울 수 있어 좋았다. 한 주제에 대해 팀원들의 다양한 의

견들을들을수있었고, 내가모르는부분을친구가문제



Effects of Team-based Learning on Metacogniton, Academic achievement, Confidence in performance, Learning satisfac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369

해결과정에서 얘기 해주어 모르는 정보를 알 수 있게되

고, 내가생각하지못한것을친구들과지식을교류할수

있어 즐거운 시간이었다. 친구들이 열심히 하는 것을 보

고자극을받았고, 다른사람들이공부하는것을보고어

떻게 공부를 하는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더 효율적인지

알 수있게 되어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

또오혜경[31]의 연구에서수술후재활사례를적용한

시뮬레이션연계실습에서실습전메타인지는 3.46점, 실

습 후 3.51점으로 실습후메타인지가 0.5점 상승은하였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메타인지는 연

령이증가함에따라다양한경험과지식을습득함으로써

인지 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학생 2,3학

년대상 조미영외[32]의 연구에서 메타인지는 3.36점, 3,4

학년대상오윤정외[33]연구에서 3.37점, 4학년대상채명

옥[34]의 연구에서 3.43점, 오혜경[31]의 연구에서 3.51점

으로 나타났고, 2학년 대상인 본 연구에서는 3.68점으로

나타나연령이높을수록메타인지능력이높다고보고한

선행연구결과[9]와차이가있었다. 따라서메타인지가인

지과정에중요한변인임을감안할때실제적으로연령이

메타인지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에대한연구를수행하

여 검증해 볼 필요가 있겠다.

메타인지의하위영역도모두팀기반학습적용후상

승하였을뿐만아니라통계적으로도유의한차이가나타

났다. 비판적사고가가장높게상승하였으며, 다음정교

화, 조직화, 자기규제, 연습순으로나타났다. 연구대상자

들은팀기반학습을통해기존의수동적학습에서벗어

나 ‘적극적 수업 참여자’로써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자신이기존에알고있던지식과새롭게알게된지식을

통합하여이해하게됨으로써스스로비판적사고역량을

증진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13]. 또 그룹테스트 상황에

서학습자들끼리적극적인상호작용을통하여새로운정

보와 아이디어를 평가하고 적용, 종합하는 사고 과정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비판적 사고가 높게 향상된 것으로

추정된다[12]. 그러므로빠르게변화하는의료환경에효

율적이고창의적으로대응하고, 다양한간호상황에서간

호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메타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기본간호술기 수행자신감은 팀 기반 학습에 의해 향

상되어여러선행연구[35]들과맥락을같이하였다. 수행

자신감은 어떤 일에 대해 뜻한 대로 이루어지거나 수행

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23],

기본간호술기에 대한 수행자신감은 술기를 많이 수행할

수록[36], 실습에 참여한 시간이 많을수록[37] 증가하는

것으로알려졌다. 또한 학생자신이직접학습에주도적

으로 참여하면서 학습에 대한 흥미와 내적 동기가 유발

되어자기주도성이증가하면서, 술기능력에영향을미치

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38]. 본 연구대상자들은간호학

과 2학년 학생으로 처음으로 전공과목을 접하게 되면서

학습내용에 대해 관심이 증대하면서 학습동기가 증가하

였을뿐아니라준비도확인단계에서수행될개인및그

룹테스트를위해책무성을가지고사전학습과제를자기

주도적으로 수행하면서 학습능력이 향상되어 기본간호

술기에 대한 수행자신감이 향상된 것으로 보여진다.

“수업전예습을통해학습내용에대해확실하게이해

를 하고, 그룹테스트 후 토의시간에 수업내용에 대해 서

로토의하면서다양하게의견을나눌수있고, 모르는것

을공유할수있어서실습을실제로어떻게수행해야할

지 잘 알 수 있어 좋았다. 이론내용에 대해 서로 의견교

환을 하면서 팀으로 공부했던 친구들과 실제 실습까지

같이 하게되니 실습내용에 대해이해가 잘가고, 서로 잘

못된 부분에 대해 피드백을 해주고, 의견교환하면서 협

력적으로실습을할수있어서실습에대한자신감이생

겼다. 공부 한 내용을 직접 친구에게 말로 설명해함으로

써 수업내용이 기억에 더 잘 남았다.”

또 본 연구에서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변수의 차이에

서 기본간호술기에 대한 수행자신감은 성별에서 통계학

적으로유의한차이를보였다. 이는기존연구[39]와일관

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수행된 대부분의 연구

에서 기본간호술기에 대한 자신감은 남학생이 여학생보

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남학생들은 직장

때문에, 여학생들은 적성 때문에 간호학과에 입학하는

비율이높은것으로알려지고있는데[40],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의비율이 27.8%로비교적높고, 복학생과편입생

비율이 10%정도로 높은 편이라 취업 등을 고려하여 학

교생활과 실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남학생의 수

행자신감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이해된다. 또 여학생

은 남학생에 비해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인해 여학생이

남학생에비해상대적으로수행자신감이낮은것으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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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될 수 있다.

기본간호술기에대한수행자신감은연령에따라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대부분의 다른 연구에서[36,39]

연령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다른 결과를 보였

다. 본 연구에서 수행자신감은 21세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냈는데, 연령이 높을 경우 다양한 경험과 지식의 습

득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수행자신감이 중가 한 것으

로 판단된다[41].

팀 기반학습적용후간호학생들의학습만족도는 4.1

점으로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이는 이슬기외

[24]의 연구에서스마트폰동영상을활용한피드백자율

실습의학습만족도 4.27점보다낮고, 기존자율실습의학

습만족도 4.04점보다 높았다. 이슬기외[24]의 연구에서

실험군의경우정규실습시간에는한번밖에하지못하는

간호술기실습을자율실습시자유롭게할수있을뿐만

아니라 동영상을 보면서 반복적으로 자가점검이 가능하

였기 때문에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학

습만족도는 학습에 대한 확신이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

켜 학생들이 학습해야 할 지식과 기술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지도가 이루

어질때학습에대한만족도가높다고한다[42]. 팀 기반

학습에서 간호학생들은 사전예습으로 학습에 대한 이해

도가 증대하였고, 팀 구성원들과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

하는 과정에서 지식교류와 함께 협동심과 친밀감, 팀워

크 등을 통해 학습의 효율성을 경험한 것으로 보여진다.

더불어 팀 기반 학습팀이 함께 실습조를 이루어 실습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수행하면서수업에대한흥미와

함께 수동적인 학습자세에서 능동적으로 학습태도가 변

화하면서 학습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미리 예습할 수 있는 기회가 좋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그 후 수업을 들

으니 더 쉽게 잘 이해되었고, 수업시간에 집중도 잘 할

수있었다. 이론을실제로실습으로할수있어서이해가

잘갔고, 실습을실제로어떻게수행하는지알수있어좋

았다. 팀끼리 서로의 의견에 경청하며, 의견을 좁혀나가

고, 소통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점이 좋았다. 공부에

의욕적으로, 적극적으로참여하여참여율이높아졌다. 우

리팀은문제를잘맞추지는못했지만서로의견을내면

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즐거웠다. 서로 배려하며 문제

에서 틀려도 남탓을 하지 않고 응원했다. 팀기반 학습에

완전 만족한다.”

그러나 기존 강의식 수업에 익숙한 학생들은 팀 기반

학습으로 인한 불편감도 많았다. 팀 기반 수업을 2회 실

시하면서개인시험과팀시험때문에시험에대한부담감

과 함께 무임승차를 하는 구성원들 때문에 억울함을 호

소하는 등 사전예습과 토론, 동료들에 대한 부담감을 다

음과 같이 토로했다.

“공부를매번해야되서너무힘들었어요. 개인으로했

을때보다책임감이생기기때문에다른조원과팀에누

를 끼치지 않기 위해 공부하고, 더 노력하면서 시험스트

레스가 생겼어요. 친하지 않은 친구들과 토론을 하려고

하니서먹서먹하여더잘안되는것같아요. 여전히열심

히하는사람만계속하게되잖아요. 안하는아이들은어

떻게 해요.”등의 불만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학습만족도는 메타인지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메타인지가 높을수록 학습만족도가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메타인지와 학습몰입의

관계에서정적인상관관계를나타낸다른연구들과유사

한 흐름을 보인다[1]. 메타인지는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과정을점검, 조절, 평가하는인지적능력으로[9], 메타인

지가 높은 학습자일수록 스스로의 학습과정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예측할수있다. 팀 기반학습은사전에제시되는학습자

료를학습자가학습목표에맞게스스로자기주도의개별

학습과수업내에서의팀학습을접목시켜진행하는수업

방식이다. 본 연구대상자들은 간호학과 2학년 학생임을

감안할때 3.68점의비교적높은메타인지점수를보유하

고 있어 학생들은 사전학습에 대한 개념을 잘 활용하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제시하고, 팀 구성원끼리 적

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뛰어났기때문에높은학습만족도를보인것

으로 사료된다. 기본간호실습 수업은 특성상 2～3명의

팀조를구성하여수업중실습, 과제, 자율실습등대부분

조별활동으로이루어지므로학생들간의팀구성이중요

하다. 본 연구에서는 팀 기반 학습을 위해 구성된 팀이

팀기반학습활동을통해팀워크가잘구축이된상태에

서 같은 팀 학생들과 협력하여 실습을 수행하였기 때문

에만족도가높게나타난것으로생각된다. 팀 기반학습

뿐만아니라강의식기본간호실습수업에서도팀구성은

기본간호수기 수행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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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되고 있으므로[43], 교수자들은 효과적인 팀구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대학에서의 수업은 교

수자의 활동만이 아닌 학습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인

만큼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능동적인 학습성향은 좋은

수업을 만들어 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44]. 그러므로

간호학전공과목수업에팀기반학습, 협동학습, 시뮬레

이션 교육, 문제중심학습법 등 학생중심의 능동적이고,

자기주도적인 교수법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팀 기반 학습이 기본간호실습에 대한 학업성취도 향

상에효과가있는지알아보기위해학업성취도를평가한

결과 82.06점으로 중간정도로 나타났다. 팀 기반 학습을

적용한 대부분의 연구에서[45] 학업성취도가 향상된 것

으로나타난것과비교하여본연구에서는팀기반적용

후 사후조사만 실시하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분석

하기어렵지만평균점수가 82점으로나타나중간정도의

학업성취도를 보여주고 있다. 팀 기반 학습에서 학생들

은 준비도 확인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위해 학습을

게을리 하지 않으며, 팀 활동 점수는 팀내 구성원 모두

동일한점수로주어지기때문에구성원간에서로모르는

부분에대해알려주고, 알고 있는지식을공유하면서, 상

호작용을 통한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업성취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팀기반

수업에서 개인준비도 시험과 팀준비도 시험을 각각 3%,

동료평가 4%반영하여총 10%를 1학기성적에반영하였

기 때문에 연구대상자들은 점수 확보를 위해 열심히 노

력하였다. 그러나학업성취도는중간정도로나타났는데,

이는 15주수업에서팀기반수업을 2회만운영하여학업

성취도를향상시키는데한계가있었던것으로 보여진다.

또 단일군 전후설계 연구로 팀 기반 학습 적용 후 사후

성취도만 평가하였기 때문에 팀 기반 학습에 대한 정확

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는 데는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볼 때 기본간호학 실

습수업 학업성취도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횟수를 적용하고, 대조군을 두고 실험연구를 수행

하여 효과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핵심기본간호술기 항목 중 난이도가 중인 피하주사, 하

인 입원관리하기를 실시하였으나, 향후 상도 포함하여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이상과 같이 기본간호학 실습수업에 적용한 팀 기반

학습은 간호학생의 메타인지, 기본간호술기 수행자신감

에효과적일뿐아니라학습자의학습만족도를증진시키

는 유용한 학습방법으로 입증되었다. 급격히 변화하는

의료환경에서 의료인력의 전문화가 가속화되면서 간호

인력의 전문성과 함께 역할확대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간호학생에게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간호수행능력

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습교육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간

호사가 되기 위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데가장기초가되는기본간호학실습교육에팀기반수

업을 적용함으로써 간호현장에서 요구되는 간호학생의

역량강화및질적수준향상에기여할수있다는데본연

구의 의의를 둘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팀 기반 학습을 기본간호학 실습수업에 적용한 후 간

호학생의메타인지. 학업성취도, 기본간호술기에대한수

행자신감,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고자 본

연구를실시하였다. 연구결과팀기반수업적용후메타

인지. 기본간호술기에대한수행자신감은상승하였을뿐

만 아니라 통계학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업

성취도는중간정도로나타났고, 학습만족도는높게나타

났으며, 메타인지는학습만족도와정적상관관계를보였

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간호현장에서 요구되

고 있는 간호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본간호실습

수업 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실습교과목에 적용하여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개 지역 소재의 대학만을 대상으

로연구를수행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일반화하는데한

계가 있으며, 연구수행을 위한 설문조사 작성에 있어 가

능한객관적인평가를유도하였으나연구자인교수가학

생들에게 실험처치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후광효과를 배

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제

언을하고자한다. 본 연구에서는팀기반학습을기본간

호학 실습수업에 단기간 적용하여 학업성취도를 향상시

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므로, 추후 팀기

반 학습의 적용기간과 횟수를 늘리고, 또 대조군을 두고

실험연구를 수행하여 학업성취도 향상에 대한 효과검정

을 위한 반복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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