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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브루타 학습법을 활용한 성인간호학 교육이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학습몰입 및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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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Adult Nursing Education on the Critical 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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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하브루타는 사고의 과정개발을 위한 최상의 교수학습방법으로, 다양한 학생활동 중심의 교육방법이다. 본 연구는
하브루타 학습법을 활용한 성인간호학 교육을 간호 대학생에게 적용하여 비판적 사고성향, 학습몰입, 학습만족도에 미치
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U시 소재한 일개 대학의 재학 중인 2학
년 간호 대학생 96명 중 실험군 47명, 대조군 49명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비동등성 유사실험 연구이며, 자료 분석
은 SPSS 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χ2-test, t-test, Two-way repeated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연구결과, 하브루타 학습법을 활용한 성인간호학 교육을 시행한 실험군과 시행하지 않은 대조군의 비판적 사고성
향, 학습몰입, 학습만족도가 집단과 시점간의 교호작용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하브루타 학습법을 활용한 성인간호
학 교육을 시행한 실험군는 교육 후, 비판적 사고성향(md=.14, p=.045), 학습몰입(md=.27, p=.025), 학습만족도
(md=.30, p=.031)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따라서 하브루타 학습법을 활용한 성인간호학 교육은 간호 대학
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학습몰입, 학습만족도를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한 학년 및 교과목에 적용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Havruta is the best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for developing the process of thinking, and 
it is a method of education centered on a range of student activities.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adult learning nursing education using the Havruta learning method on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learning commitment, and learning satisfaction. Data collection was carried out from 
September to December, 2017 in 96 second grade nursing college students attending a university in U 
city.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χ2-test, t-test, and two-way repeated ANOVA 
using the SPSS WIN 23.0 program.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learning commitment, and learning 
satisfaction were similar in the experimental group, who performed the adult nursing education using 
the Havruta learning method, and the control group. On the other hand, after the adult nursing 
education using the Havruta learning method, the critical thinking tendency (md=.14, p=.045), learning
commitment (md=.27, p=.025), learning satisfaction (md=.30, p=.031) increased significantly. Therefore, 
adult nursing education using the Havruta learning method is an effective program to improve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learning commitment, and learning satisfaction of nursing colleg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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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대학 졸업 이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의 필

요성이 강조되면서, 대학교육을 평가하는 주요기준이 점
차 대학교육의 질적 측면과 학습 성과에 집중되고 있다
[1]. 간호학 교육에서도 간호 대학생들의 능동적인 임상
적응을 돕기 위해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고 학
습역량을 최대한 신장시킬 수 있는 교육활동이 요구되고 
있다[2]. 이에 간호학 교육에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강의
중심 교육을 지양하고, 비판적 사고능력, 문제해결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제중심학습, 사례기반학습, 액션러닝 
등 다양한 교수학습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다[3]. 

하브루타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방법 중 하나로, 짝
을 지어 질문, 대화, 토론, 논쟁하면서 사고의 과정을 개
발하는 최상의 교수학습방법이다[4, 5]. 하브루타의 대표
적인 수업모형은 질문중심 하브루타 수업, 논쟁중심 하브
루타 수업, 비교중심 하브루타 수업, 친구 가르치기 하브
루타 수업, 문제 만들기 하브루타 수업의 다섯 가지 방법
으로 구분할 수 있다[5, 6]. 

현재, 하브루타 학습법은 교육문화의 한계점에 대한 
대안 뿐 아니라 미래사회를 위한 인성과 창의성을 겸비
한 융합형 인재육성의 방안[7]으로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대상자와 교과목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하브루타 학습
법에 대한 국내 연구는 시작하는 단계이며, 간호학에서의 
적용은 아직 전무한 상황이다. 국내에서 대학생을 대상으
로 시행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하브루타식 토론 학습법
을 적용한 이후, 비판적 사고능력, 문제해결능력이 향상
되었고[8], 하브루타 학습법이 포함된 플립러닝을 적용한 
수업에 참여한 학생의 비판적 사고능력과 학습만족도가 
향상되었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9]. 또한, 학
생의 질문의 수준이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9].  

비판적 사고는 어떤 소견을 받아들이고 어떤 행동을 
결정하기 위해 근거, 방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최상의 판
단을 내리는 능력이다[2]. 간호 대학생은 미래의 간호사
로 빠르게 변화하는 대상자의 임상요구에 효과적으로 대
처하기 위하여 비판적 사고가 요구된다. 더욱이 국내 간
호교육평가에서 간호교육의 성과로 비판적 사고능력이 
제시되면서 점차 비판적 사고를 위한 간호교육이 강조되
고 있다[10]. 이러한 비판적 사고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간호 대학생부터 본인 스스로 판단하는 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교수자 중심이 아닌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

정을 도입하고 적용하는 것이 시급하다.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학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학습몰입이 중
요하다[11, 12]. 학습몰입은 학습자가 학습상황에서 주어
진 과제에 완전히 몰두하여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최적의 경험으로[13], 학습몰입은 학업성취뿐만 아
니라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14, 15]. 

최근 들어 간호학 전공이론교과목 내에서 다양한 교수
법의 활용이 요구되고, 수업에 있어서 학습자 중심의 교
육과정과 비판적 사고와 학습몰입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
에서 간호학 수업에서의 하브루타 학습법의 효과를 검증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주요 전공교과목에서 많이 
시행하는 사례기반학습이나 문제중심학습이 아닌 새로운 
교수법을 이용하여 비판적 사고를 강화시키고, 학습자가 
주도적인 학습태도의 형성을 위하여 학습몰입, 학업만족
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한 시
도라 할 수 있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하브루타 학습법을 성인간호학 교육에 적용

함으로써 간호 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학습몰입 및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시도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간호학 교육에서 하브루타 학습법을 활용한 
군이 활용하지 않은 군 보다 비판적 사고성향 점수가 높
을 것이다

둘째, 성인간호학 교육에서 하브루타 학습법을 활용한 
군이 활용하지 않은 군 보다 학습몰입 점수가 높을 것이
다.

셋째, 성인간호학 교육에서 하브루타 학습법을 활용한 
군이 활용하지 않은 군 보다 학습만족도 점수가 높을 것
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전공교과목인 성인간호학 과목을 수강하는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브루타 학습법을 활용한 후 
비판적 사고성향, 학습몰입 및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Non-equiva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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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를 이용한 유
사실험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U시 소재한 일개 대학의 재학 중이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2학년 간호 대학생 96명 중 실험군 47명, 
대조군 49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크기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G-power 3.0 analysis 
software를 이용하였다. 선행연구[16]를 근거로 효과크
기 .8, 유의수준 .05, 검정력 .9로 계산하였을 때, 각 군은 
21명씩 총 42명의 대상자가 산출되어 본 연구는 필요한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2.3 연구기간 및 절차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간호학과 2학년을 대상으

로 주당 2시간씩 성인간호학 이론교육이 실시되었다. 
성인간호학 교육의 목표 및 내용은 수술환자문제, 응

급환자문제, 면역이상, 체액·전해질 불균형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성인간호학 총론을 학습하였다. 

성인간호학 수업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Fig 1). 먼저, 
실험군과 대조군은 동일하게 강의가 배정된 시간에 강의
식 수업을 진행하였다. 모든 수업내용은 실험군과 대조군
에게 동일하게 제공되었고, 50분의 강의식 수업을 시행
하였다. 

강의식 수업 이후, 실험군에게는 질문중심의 하브루타 
수업을 시행하였다. 학습자는 당일 학습한 내용에 대하여 
10분 동안 개인별로 질문을 만들었다. 질문의 내용은 강
의된 교육내용을 확인하는 질문, 사고확장질문, 임상적용
질문 등 크게 3가지로 구별하여 질문을 만들도록 하였다. 
개인별로 만든 질문은 먼저 짝과 일대일로 묻고 답하는 
형식의 1차 토론을 10분간 시행하였다. 서로의 질문을 
공유하고, 가능한 다양한 관점에서 답을 찾도록 토론을 
진행하였다. 교수자는 단답형의 질문이 되지 않도록 지도
하며, 학습한 내용이 모두 포함될 질문을 선정하고 토론
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일대일 질문식 토론이 끝난 후, 7∼8명이 한 조가 되
도록 조를 구성하여 조별토론을 다시 질문식으로 10분간 
시행하였다. 조별토론은 일대일 토론에서 좋은 질문을 뽑
아 이에 대하여 답변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 중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조별토론에서 
가장 좋은 질문을 하나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교수자는 
각 조를 다니면서 모든 학습자가 참여할 수 있고 적극적

인 질문식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자의 역할을 
하였다. 

조별토론 이후, 각 조에서 최종 선정된 질문을 교수자
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각 조에서 선정된 질문을 교수
자가 학습자에게 질문하고 학습자가 답을 할 수 있도록 
집단토론을 10분간 시행하고, 질의응답으로 마무리하였
다. 이와 같은 질문중심의 하브르타 학습법을 적용한 성
인간호학 교육은 수업 첫 주인 오리엔테이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제외하고 총 12주 동안 진행하였다. 

대조군에서는 강의식 이론수업 이후, 8∼9명의 한 조
가 되도록 조를 구성하여 본 수업에 대하여 30분간 토론
하도록 하였다. 조별토론이후, 교수자가 10분간 간단하
게 최종요약정리 및 질의응답을 시행하였다. 

사전조사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비판적 사고성향, 학습몰입, 학업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사후 조사는 13주간의 교육과정이 모두 종
료된 후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 학습몰입, 학업만족
도를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Lecture 
(50mim)

Lecture
(50mim)

↓ ↓
Write 

individual questions
(10min)

Group question 
discussion

(3min)
↓ ↓

One-to-one question 
discussion

(10min)

Summary
Q&A

(10min)
↓

Group question 
discussion

(10min)
↓

Whole question 
discussion

Q&A
(10min)

Fig. 1. Program process

2.4 연구도구
2.4.1 비판적 사고성향
비판적 사고성향은 윤진[17]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

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지적열정/호기심(5문항), 신중
성(4문항), 자신감(4문항), 체계성(3문항), 지적 공정성(3
문항), 건전한 회의성(5문항), 객관성(3문항)의 7개의 요
인, 총 2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Likert 5점 척도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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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17]의 Cronbach`s alpha는 .84이었으
며, 본 연구에서는 .87이었다. 

2.4.2 학습몰입
학습몰입은 김아영 등[18]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도전-기술균형(3문항), 명확한 목
표(3문항), 구체적 피드백(3문항), 행동-지각일치(3문항), 
과제집중(3문항), 통제감(3문항), 자의식 상실(3문항), 변
형된 시간감각(3문항), 자기 목적적 경험(5문항)의 9개의 
요인, 총 2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Likert 5점 척도로 점
수가 높을수록 학습몰입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김아영 
등[18]의 Cronbach`s alpha는 .78이었으며, 본 연구에
서는 .95이었다. 

2.4.3 학습만족도
학습만족도는 이소영[19]이 개발하고, 최경민[20]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
을수록 학습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최경민[20]의 
Cronbach`s alpha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3
이었다. 

2.5 연구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

처리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과 종속변수
의 동질성 검정은 χ2-test와 t-test로 분석하였다. 성인
간호학 교육에 적용한 하브루타 학습법에 대한 비판적 
사고성향, 학습몰입 및 학습만족도에 대한 가설검정은 이
원배치 분산분석(Two-way repeated ANOVA)을 실시
하였다.

2.6 윤리적 고려
연구자가 설문지를 배포하기 전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

적과 방법 등을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의
사를 밝힌 대상자에 한하여 서면동의서를 받은 뒤, 설문
지를 제공하였다. 작성된 설문지는 익명으로 처리하여 응
답내용이나 개인정보의 비밀이 보장되고 연구목적 외에
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설명하였다. 또한, 대상자에게 연
구 참여를 중단 혹은 거부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강요나 
불이익이 없음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하였고 설문지
에 명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사전 동질성 검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학업성취도 정

도, 성인간호학 수업에 대한 기대도를 확인하였으며, 전
체 항목에서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
어 대상자의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χ2=.01∼13.66, 
p=.241∼.917),[Table 1]. 

Table 1. Homogeneity of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Characteristics
Exp.

(n=47)
Cont.
(n=49) χ2 p

N(%) N(%)

Gender
Male 10(21.3) 10(20.4)

  .01 .917
Female 37(78.7) 39(79.6)

Age
(year)

 ≥ 22 26(55.3) 34(69.4)
13.66 .399

23 ≤ 21(44.7) 15(30.6)

GPA

4.0 ≤  1( 2.1)  4( 8.2)

 1.88 .3913.0∼3.9 39(83.0) 37(75.5)
 ≥ 2.9  7(14.9)  8(16.3)

Classes 
expectations M±SD 8.04±1.67 8.12±1.62  7.96 .241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3.2 대상자의 종속변수의 사전 동질성 검증
종속변수인 비판적 사고성향(t=89.99, p=.421), 학습

몰입(t=67.33, p=.296), 학습만족도(t=24.01, p=.519)는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동질한 것
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Homogeneity of independent variable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Variables
Exp.

(n=47)
Cont.
(n=49) t p

M±SD M±S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3.69±.46 3.65±.31 89.99 .421

Learning 
commitment 2.94±.81 2.84±.56 67.33 .296

Learning 
satisfaction 3.90±.78 3.97±.73 24.01 .519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3.3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 변화
제 1가설인 “성인간호학 교육에서 하브루타 학습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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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한 군이 활용하지 않은 군보다 비판적 사고성향 점
수가 높을 것이다”를 검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구형성 가정이 성립되어 단변량 분석 결과, 두 집단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F=.06, p=.808), 
두 시점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F=11.50, p=.001), 
집단과 시점간의 교호작용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F=.30, p=.587). 

상호작용을 통제한 상태에서 각 군을 따로 분석한 결
과, 대조군은 교육 전(M=3.51)보다 교육 후(M=3.69)의 
비판적 사고성향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고(md=.14, 
p=.045), 실험군은 교육 전(M=3.50)보다 교육 후(M=3.69)
에 더 큰 폭으로 유의하게 증가(md=.19, p=.007)되어 
제 1가설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Table 3. Comparison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Division
Before After

Source F p
M(SD) M(SD)

Exp.
Group
Time

Group*Time

  .06
11.50

  .30

 .808
 .001

 .587

md=.19 
p=.007

3.50(.30) 3.69(.46)

Cont. md=.14, 
p=.045

3.51(.28) 3.69(.46)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md= mean difference

3.4 대상자의 학습몰입 변화

Table 4. Comparison of learning commitment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Division
Before After

Source F p
M(SD) M(SD)

Exp.
Group
Time

Group*Time

 .00
3.84

1.74

 .974
 .053

 .191

md=.27
p=.025

2.68(.57) 2.95(.82)

Cont. md=.05
p=.645

2.79(.46) 2.84(.56)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md= mean difference

제 2가설인 “성인간호학 교육에서 하브루타 학습법을 
활용한 군이 활용하지 않은 군보다 학습몰입 점수가 높
을 것이다”를 검정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구형성 가정이 성립되어 단변량 분석 결과, 두 집단 간
(F=.00, p=.974), 두 시점 간(F=3.84, p=.053), 집단과 
시점간의 교호작용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1.74, 
p=.191). 

상호작용을 통제한 상태에서 각 군을 따로 분석한 결
과, 대조군은 교육 전(M=2.79)보다 교육 후(M=2.84)의 
학습몰입 점수가 증가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고(md=.05, p=.645), 실험군은 교육 전(M=2.68)보다 
교육 후(M=2.95)에 더 큰 폭으로 증가되었고, 통계적으
로 유의하여(md=.27, p=.025) 제 2가설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3.5 대상자의 학습만족도 변화
제 3가설인 “성인간호학 교육에서 하브루타 학습법을 

활용한 군이 활용하지 않은 군보다 학습만족도 점수가 
높을 것이다”를 검정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구형성 가정이 성립되어 단변량 분석 결과, 두 집단 간
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F=1.73, p=.191), 두 시점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F=3.10, p=.015), 집단과 
시점간의 교호작용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44, 
p=.511). 

상호작용을 통제한 상태에서 각 군을 따로 분석한 결
과, 대조군은 교육 전(M=3.79)보다 교육 후(M=3.97)의 
학습만족도 점수가 증가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md=.17, p=.199), 실험군은 교육 전(M=3.60)보
다 교육 후(M=3.90)에 더 큰 폭으로 증가되었고, 통계적
으로 유의하여(md=.30, p=.031) 제 3가설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Table 5. Comparison of learning satisfaction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Division
Before After

Source F p
M(SD) M(SD)

Exp.
Group
Time

Group*Time

1.73
3.10

 .44

 .191
 .015

 .511

md=.30
p=.031

3.60(.55) 3.90(.78)

Cont. md=.17
p=.199

3.79(.66) 3.97(.73)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md= mean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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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2학년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브루타 학
습법을 활용한 성인간호학 교육을 적용한 후 비판적 사
고성향, 학습몰입, 학습만족도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여 
간호교육의 질적인 발전과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시도되었다. 

하브루타 학습법을 활용한 성인간호학 교육을 적용한 
간호 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정도는 교육 전 3.50점에
서 교육 시행 후 3.69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대조
군에서도 교육 전 3.51점에서 교육 시행 후 3.69점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하브루타식 토론방법을 대학생에게 시
행한 선행연구와 유사하여 본 연구를 지지한다[8]. 하브
루타 학습법의 목적은 사고력을 기르는 것으로 학습자의 
뇌를 자극해 사고력을 높여 비판적 사고를 길러주는데 
있다[6]. 본 교육에 적용되는 하브르타 학습법은 서로에
게 질문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고, 답변에 대하여 서
로에게 설명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대상자의 비판
적 사고가 향상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 하브루타 학습법을 활용한 실험군가 활용하지 않은 
대조군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의 대
상자가 간호 대학생 2학년으로 비판적 사고관련 이론 교
과목을 2학년 1학기에 이수하였고, 기존의 다른 전공교
과목을 통하여 비판적 사고에 대한 기본역량이 갖추어져
있어 이론과 실제가 접목되는 성인간호학 교육 이후, 실
험군과 대조군 모두에게 비판적 사고성향이 향상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비판적 사고는 간호 실무에서 올바른 
평가와 판단을 통해 문제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이며 논리
적인 사고로 간호 대학생에게 필요한 핵심역량이다[21]. 
추후 다른 학년이나 다른 전공교과목에도 하브루타 학습
을 적용하여 비판적 사고에 대한 효과를 확인해 볼 필요
가 있다. 

하브루타 학습법을 활용한 실험군에서의 학습몰입정
도는 교육 전 2.68점에서 교육 시행 후 2.95점으로 유의
하게 증가하였고, 대조군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 하브루타 학습법을 활용하여 학습몰입을 측정한 기
존의 선행연구가 없어 논의하는데 제한이 있으나, 자기주
도 학습프로그램을 시행한 후 학습몰입정도가 향상되었
다는 서은정[22]의 연구가 본 연구를 지지한다. 본 연구
에서 시행한 하브루타 질문은 학습자가 학습자에게 하는 
질문으로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 학습 중 하나이다. 학습
자 서로에게 질문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설명하기 위
하여 학생들은 강의에 집중하게 되고, 강의에 대한 집중

이 학습몰입의 향상을 이끈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학
습자에 의해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학습법은 학습과정 중
에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여 목표 도
달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행동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학
습몰입에 효과적이라 사료된다. 

하브루타 학습법을 활용한 성인간호학 교육을 적용한 
간호대학생의 학습만족도는 교육 전 3.60점에서 교육 시
행 후 3.90점으로 증가하였으나, 대조군에서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 하브루타 학습법을 활용하여 학습만
족도를 측정한 기존의 선행연구가 없어 논의하는데 제한
이 있으나, 한수정과 한경훈[22]의 연구에서 학습만족도
의 중요한 요인이 자기주도 학습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
의 결과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우정희, 유재용, 박
주영[23]의 연구에서 학습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기존의 전통적 수업방식 보다 질문중심 수업이 인지적 
혼란을 낮추어 주며 학업 및 전공 만족도가 향상되었다
고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교수자와의 거리
감, 질문에 대한 부정적인 교수자의 반응 등으로 인하여 
실제 학습자들이 의문점이 있거나 하고 싶은 질문이 있
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질문을 하지 않아[23], 학습만족
도가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하브르
타 학습법은 교수자가 직접 질문을 하거나 학습자가 교
수자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닌 학습자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동료 학습자에게 직접 설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학습과정 중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주요부분들
을 동료뿐만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가 해결하여 학습에 
대한 만족도가 상승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개 지역의 
일개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에 전체 대학
생으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짧은 기간 동안
의 중재효과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향후 장기적인 하브루
타 학습법의 중재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 대학의 대학생을 
동일한 기간에 진행하여 실험처치의 확산 위험의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에는 전국의 다양한 대학 
및 학년 등의 대상자를 확보하여 장기간동안 객관적인 
학습법의 중재 효과를 검증하고 외생변수의 통제를 철저
히 하여 연구결과의 타당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기존의 
간호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실습교육에
서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간호학 전공이론교육에서의 새
로운 교수법 적용으로 이에 따른 연구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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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하브루타 학습법을 활용한 성인
간호학 교육이 비판적 사고성향, 학습몰입 및 학습만족도
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간호 대학
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학습몰입 및 학습만족도를 향상시
키기 위해 하브루타 학습법을 포함하는 교육을 다양한 
학년 및 교과목에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전공이론
교육 시, 간호 대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
며,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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