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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우리 나라에서 간호교육은 전통적으로 교과목 중심 교수자,

위주의 수업방식을 적용해 왔으며 학습과정은 이론위주로 기

초과목에서부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명제화된 지식을 축적해

가도록 선형적으로 조직화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 위.

주의 일방적 지식전달의 수업방식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

회환경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어려우며홍경자 등, ( , 1998),

결과적으로 교육과 간호실무와의 연계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다 즉 년 또는 년동안 대학과정을. , 3 4

통해 학습자가 보편적 지식을 습득하지만 다양하고 전문적인,

임상 간호상황에서 학부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습득한 다양한 이론적인 지식을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실무에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면에 있어서는 아직도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순발력 있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 필요한 비판적 능력과

문제해결능력에 있어서도 아직도 향상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 획일성과 보편성보다는 개별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현대 사회적 경향이 교육영역에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

며 교수자 중심의 규칙화 명제화된 지식을 전달하는 기존의,

교수방법으로는 새로운 사회환경에 적합한 문제해결능력을 양

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대두되고 있다 주로 의학 및.

경영학과 간호학과와 같은 응용학문 분야에서 새로운 형태의,

학습체제 및 교과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져왔는

데 그 중 하나가 문제중심학습 이하, (Problem-Based Learning,

이다PBL) .

은 교과과정설계이자 교수학습전력으로 학습자 스스로PBL ,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으로 그 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를

통해 기술 및 지식의 습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학습자 중심

의 집단 학습 강인애 으(Morales-Mann & Kaitell, 2001; , 1999)

로써 상대주의적 인식론에 근거하고 있다 상대주의적 인식론.

은 한 개인의 지식 습득과 형성은 그 개인의 사회적 배경 내

에서 발생하는 인지적 활동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며 이에 근

거한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 개인의 경험과 지식 기술을PBL ,

학습의 출발점으로 한다 따라서 기초학문과 실무학문의 접목.

을 통한 문제해결 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는 간호학에서 더욱

적용의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간호학교육에서는 여년 전부터 캐나다 영국 호주 등의15 , ,

일부 대학에서 채택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간호학 분야에서,

학습의 효과를 평가한 연구로PBL Morales-Mann & Kaitell

은 캐나다 오타와 대학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년 과정(2001) 2

으로 을 실시한 후 자율적 학습능력 비판적 사고 문제PBL , , ,

해결능력 및 의사소통 능력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국내에서도 의과대학과 간호대학을 중.

심으로 이 시범 실시되기 시작하였고 현재 국내 간호학분PBL

야에서는 제주한라 대학교가 전 교과에 학습방법을 적용PBL

하고 있다 연세 대학교 간호대학의 경우 과정에서. RN-B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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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문제와 간호 과목에 을 한 학기 동안 실시하고‘ I' PBL

학습군과 강의 수업군을 비교 분석한 결과 학생들의 수PBL

업에 대한 참여도 협동 및 토론 능력 문제해결과정 학습 만, , ,

족도 등에서 학습과정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PBL

타났다김희순 이와같이 국내외적으로 간호학에서( , 2001).

학습을 오랫동안 적용해 오면서 경험적으로 학습PBL , PBL

효과를 크게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학습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증명해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교 간호대학 학부과정 학년이Y 3

수강하는 간호학 영양 조절 배설 을 한 학기 동안 전면적‘ I( , , )’

으로 방법으로 진행하면서 의 학습효과를 학습과정과PBL PBL

학습 성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대학교 간호대학 학년이 수강하는 간호학, Y 3 ‘ I'

교과목에 방법을 적용한 후 학습과정과 학습성과를 분석PBL

함으로써 추후 학부과정에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PBL

제언을 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학습과정을 평가한다PBL .∙

적용 후 학습성과를 평가한다PBL .∙

용어의 정의
문제중심학습 간호 실무 상황과 가장 근접한 상황을 학습:

자들에게 제시하고 학습자 스스로 그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구성된 일련의 학습 로 학package

습 모듈의 형태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영양 조절 배설기. , ,

능과 관련된 대상자의 문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개발된 학습모듈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학습을 말한다.

문헌고찰
은 간호 실무 상황과 가장 근접한 상황을 학습자들에게PBL

제시하고 학습자 스스로 그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구성된 일련의 학습 로 구성된 학package

습 모듈의 형태이다 교수는 이 학습 모듈에 포함된 대상자.

상황을 이용하여 학습자들의 학습활동을 가이드하게 된다 따.

라서 학습의 핵심은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 개선되어야PBL ‘ ’ ‘

할 요구를 가지고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론에서 실제로’ . ,

하나의 상황에서 또 다른 상황으로 학습자가 학습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이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하급 촉진물들이 가,

능한 실제 상황과 가깝도록 조성 되어져야 한다 상황은 대. ‘ ’

부분의 경우 시나리오의 형식으로 구성되지만 기타 다양한,

형태로 제시될 수 있다 호주의. University of Western Sydney,

에서는 동영상이나 정지 화면 형태 대University of Newcastle ,

상자와의 대화나 면담의 녹음 등의 시청각 자료들 전문가가,

대처하는 방식의 컴퓨터 보조 학습 프로그램 모의 환자를 활,

용하여 실제 상황과 거의 유사한 상황 연출 그리고 여러 명,

의 대상자가 등장하는 복합적인 상황제시와 같은 다양한 형

태의 상황을 활용하고 있다‘ ’ (Hengsterberger-Sims & McMillan,

1993).

이와 같이 학습은 제시된 상황을 통하여 대상자들의PBL

건강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그 문제 해결을 통하여 필요한 지,

식 기술 또는 태도를 배움으로써 앞으로 이와 유사한 상황, ,

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 방법(Walton and Mathews,

으로 학생들이 소그룹 학습을 통해 문제를 분석하고 설1989)

명하여 임상적 현상의 원리와 기전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문

제 해결과 자율학습의 기술을 배우게 된다(Barrows, 1986;

Schmidt, 1993)

한편 호주 대학교의Newcastle PROBLARC(Problem Based

은 은 교육과정Learning Assessment and Research Center) PBL

설계이며 동시에 교육전략으로 높은 단계의 사고력과 학문의,

지식과 기술을 촉진시키는 방법이라고 정의하면서 교육과정,

과 전략이 통합된 학습의 특성을 강조하였다PBL (Little,

2000)

학습에서 학습자들은 제시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기PBL

존 지식과 경험을 동원하고 필요한 학습내용을 규명한 후 소,

그룹 토론과 자율학습을 통해 독립적으로 학습을 진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다학문적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습. , ,

득하게 되며 시나리오와 관련된 주어진 자료를 분석하고 가

설을 세우면서 문제를 규명하고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문제

분석 문제 해결 의사결정 비판적 사고 능력이 향상되게 된, , ,

다 총체적으로는 여러 유형의 시나리오를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간접경험의 기회를 가지,

게 되어 변화하는 환경에 자신을 노출시켜 대처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증진시키게 된다(Creedy, Horsfall & Hand, 1992).

이에 실무를 중요시하는 학문분야를 중심으로 과정을 적PBL

용하고 최근에는 의 학습 효과를 증명하는데 관심이 증가PBL

되고 있다.

국내에는 의학분야에서 김용진 이 처음으로 하버드 의(1992)

대에서의 새로운 의학교육과정이란 논문으로 학습 방법PBL

을 소개한 이래 의학 간호학에서 새로운 학습방법으로, , PBL

을 점차 확대 적용해 오고 있지만 여전히 학습 효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평가 연구는 부진한 실정이다.

이종태 최장석 김상효 및 백낙환 은 호주의, , , (1998) Newcastle

의대의 모듈에 기반하여 개의 모듈을 개발하고 주동안 적4 2

용한 후 학습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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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설문조사 방법을 이용하여 학생과 를 대상으로 교Tutor

육일정의 마지막 날에 실시하였는데 학생들은 적용에 대PBL

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였고 특히 소그룹 내에서 담당 교수의

직접적인 지도에 대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한편 교수.

들은 학습 계획 실행 평가 단계에 직접 참여하게 됨으로써, ,

교육에 대한 자신감을 얻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PBL

하였다 즉 만족도 평가 외에 학습과정과 학습의 성과에 대한.

심도 있는 학습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PBL .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 학부과정에 학습모듈을 개발하여PBL

적용한 후 학습의 효과를 학습과정과 학습성과 측면에서 총

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교육과정 평가 연구이다.

연구 대상자
본 연구 대상자는 대학교 간호대학 학년에 재학 중이며Y 3

간호학 을 수강하는 학생 전수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I 81 .

학습모듈PBL
단원 구성•

학습모듈은 간호학 의 학습내용을 중심으로 년PBL I 2003 1

월부터 월까지 개월에 걸쳐 개발되었다 간호학 은 인간의2 2 . I

발달 주기에 따라 영양 조절 배설 기능에 변화를 초래하는, , ,

발생요인과 병태 생리를 이해하여 영양 조절 배설 기능과, , ,

연관된 간호문제를 지적하고 적절한 간호 중재를 계획하며,

그 성과를 평가하는 능력을 함양시키는 학점으로 운영되는3

과목이다 학습모듈의 단원은 과목 목표에 기준하여 영양단원. ,

조절단원 배설단원의 총 단원으로 구성하였다 각 단원별로, 3 .

병태생리개념 간호진단개념 간호중재개념 간호기술을 규명, , ,

한 후 주요개념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총, 6

사례로 개발하였다 표< 1>.

시나리오 구성•

실제 환자의 임상자료를 기반으로 본 교과목의 학습목표와

단원 내용에 맞추어 자료를 수정 보완하여 단원별 사례의 시

나리오를 개발하였다 각 시나리오는 간호사가 처음으로 만나.

게 되는 급성기 상황과 그 후 진행되어 안정되거나 퇴원을

앞둔 상황으로 구성된 연계상황으로 개발하였다.

추가 정보•

임상에서 사용되는 환자 챠트의 형태로 구성하여 경과기록,

간호정보기록 임상검사기록지 처방 및 투약기록지 활력증후, , ,

기록지 등으로 개발하였다.

교수 지침서•

학생들이 각 시나리오를 통해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PBL

필수적으로 학습해야 할 개념을 문제 진단 개념과 문제 해결

개념으로 구분하여 문제 해결 과정 단계별로 교수들이 활용

할 수 있도록 교수지침서를 개발하였다.

운영PBL
수업 운영•

총 학점의 과목 수업운영은 년 월 일부터 월3 PBL 2003 3 5 6

일까지 한학기 동안 일주일에 시간씩 회에 걸쳐 총 시12 2 2 4

간동안 시나리오를 이용한 사례적용시간이 이루어졌으며 강,

의는 일주일에 한 시간씩 병태생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담당 교수 배정•

총 인의 교수로 아동간호학 성인 간호학 기본 간호학 전3 , ,

공 교수가 총 명의 학생을 세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씩81

배정 받은 후 다시 명으로 구성된 소그룹 조를 담당하게6-8 4

하였다.

소그룹 운영•

교수 일인당 개 교실 총 개의 교실에서 수업이 이루1 , 3 PBL

어졌으며 한 교실 내에 조의 소그룹이 배정되었고 각 조마4 ,

다 칠판 펜 가 각각 제공되었다 각 그룹은 조 이름을, , OHP .

결정하고 매시간 사회자 서기를 돌아가며 담당하였으며 사회,

자에 의해 학습이 진행되었다 사회자는 문제 해결단계PBL .

대로 조원의 생각을 유도해 내고 조원들이 제안한 자율학습

과제를 분배하는 등 협동학습을 진행시켰다 서기는 수업동안.

토의되는 내용을 기록하여 조원들이 공유할 수 있게 하였다.

표 학습모듈의 단원별 사례< 1> PBL
단원 사례의 특성 사례명

영양 설사 환자 생후 개월4 축처진
위궤양 환자 세40 속앓이
황달 환자 세55 노래요

조절 당뇨 환자 세7 설탕공주

배설 신부전증 환자 세64 퉁퉁이
신결석 환자 세52 나살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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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역할•

교수는 수업 전에 학습에서 활용될 시나리오 추가정PBL ,

보 교수 지침서를 개발하였다 매 수업시간 학생들에게 조별, .

진행속도에 맞춰 시나리오나 추가정보 자료를 제공하고PBL

조별 학습분위기를 촉진시키고 안내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 .

한 조별로 학습이 진행되는 동안 순회하면서 문제해결과PBL

정이 잘 진행되는지 점검하고 필요시 질문을 던져 학생들의,

생각을 진전시키거나 선회하는 등 비판적 사고를 유도하였다.

문제 해결단계PBL•

수업은 시나리오를 통해 다음의 단계로 문제를 결정PBL 9

하고 해결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단계 팀명 정하기1 :

단계 문제에 대한 탐색2 :

어떤 상황인지- ?

개인적 경험 활용-

이 상황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 ?

단계 찾기3 : Cue

상황으로부터 알 수 있는 정보사실- /

다른 출처로부터 이미 알 수 있는 정보-

단계 일차문제 설정4 :

설정한 문제에 대한 가설 설정-

탐구-

단계 학습과제 및 추가 정보5 :

더 알아야 할 정보 사실- ,

학습해야 할 내용-

단계 가설 검증6 :

추가정보에 의한 가설 검증-

최종 문제 정의-

단계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 기술 태도의 습득 및 보완7 : ,

단계 문제 해결 학습 성과 평가8 : ,

단계 사례의 전반적 요약 및 검토9 :

연구 도구
연구도구는 학습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교육학적 평PBL

가기준과 학습과정 평가 기준을 근거로 하여 연구자가PBL

개발한 자가 보고형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문항 학습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교수의4 ,

역할 문항 그룹활동 수행 능력 문항 자율학습태도 문7 , 14 , 30

항의 총 문항과 학습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학습과정만족도55

문항 학습방법만족도 문항 학업성취도 문항의 총 문7 , 10 , 9 26

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학습5 .

과정과 학습성과 평가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 =

이었다.84~.95 .

기타로 학습준비개인의 사전학습시간 학습자료수집경로( , ,

학습자료의 충분성 학습자료의 두움정도 학습 전과정, ), PBL

동안 경험한 내용을 지침에 따라 성찰하여 개방형으로 기록

하도록 하였다.

자료 수집기간 및 방법
학습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자료수집은 년 월PBL 2003 6

일에서 년 월 일까지 총 일동안 이루어졌다 자료16 2003 6 20 5 .

수집 방법은 학습과정이 종료된 직후 교수가 학생들에게PBL

평가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설문지를 나누어 주고 작성

되는대로 담당 조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총 부를 배부하여. 81

부를 회수하였으며 회수된 부를 모두 분석에 사용하였다78 78 .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을 이용하여 전산 통계처리 하였SPSS 11.0

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학습성과와 학. ,

습성과의 각 문항은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학생들.

의 학습준비와 성찰 기록은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학습 과정 평가PBL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는 여학생이 로 대부분이었고 연령은 최소96.1% , 20

세 최대 세 평균 세로 세가 로 가장 많았27 , 21.6 20~22 77.6%

으나 평균연령보다 많은 세도 이었다 표23~27 22.4% < 2>.

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
특성 인수(%)

성별 남 3( 3.9)

여 73(96.1)

연령 세20-22 59(77.6)

세23-27 17(22.4)

입학유형 정시 33(44.6)

수시 16(21.6)

편입 20(27 )

기타 5( 6.8)

학년 학년3 74(96.1)

학년4 3( 3.9)

무응답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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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과정 평가•

학습과정은 교수역할 그룹활동 수행 능력 자율학습태도, ,

및 기타로 학습 준비를 평가하였다.

교수의 역할∙

교수의 역할에 대한 개 문항에 대해 점 만점에 평균은7 5

점으로 학생들이 학습에 있어 교수의 역할에 대해 비3.0 PBL

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학생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협동학습촉진 다양한 문제해결 방법을 시도하도록 격려(3.3),

문제 해결 과정 중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단서 제공(3.2),

학생들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적절한 도움제공(3.2), (3.2),

학생들의 학습동기 유발 의 개 역할에서 점이상의 긍(3.0) 5 3.0

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반면 학습해야 할 내용에 대한 명확한.

제시와 학습 준비 확인에 대해서는 중간정도의 평가를 한 것

으로 나타났는데 표 이는 전통적으로 교수가 주도하는 학< 3>,

습 방법에 익숙해져 있는 학생들이 여전히 학습에서도PBL

학생들이 주도하기보다는 교수에게 의존하고자 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여겨진다.

표 교수의 역할 평가 점수< 3> (n=78)
항목 mean ± SD

학습해야 할 내용에 대한 명확한 제시 2.8 ± 1.1

학습준비도 확인의 정확성 2.7 ± 1.1

학생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협동학습 촉진 3.3 ± 1.0

다양한 문제 해결방법을 시도하도록 격려 3.2 ± 1.0

문제 해결과정 중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단서제공 3.2 ± 0.8

학생들의 학습동기 유발 3.0 ± 1.0

학생들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적절한 도움제공 3.2 ± 1.0

계 3.0 ± 1.0

그룹 활동 수행 능력 평가∙

그룹 활동 수행 능력에 대해서는 점 만점에 평균 점으5 3.6

로 그룹활동 수행 능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는데 학PBL

습을 통해 학습의 참여도 기여도 협동력 리더쉽의 능력을, , ,

발휘하는 기회가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협동력에 있어.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반응하는 것 각자의 가치관과,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그룹 구성원 각자의 권리를 존중해

주는 것을 가장 잘 수행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표< 4>.

자율학습 태도평가∙

자율학습 태도에 대한 평가는 점 만점에 평균 점으로5 3.3

자율학습태도를 비교적 높게 평가하였다 자신의 학습에 대해.

서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 배우고 있는 것을 자신의 장기적,

목표와 연관지으려고 노력하는 자율 학습태도는 높게 평가

한 반면 다른 사람들에 비교하여 학습 능력의 우수성 정확한,

답이 없는 질문을 싫어하는 것 기본 학습능력에 대해서는 자,

신의 학습 능력을 낮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따라서 학습과 같은 수업과정을 통해 자율학습 능력5>. PBL

을 증진시키고 자신의 장단점을 알고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

으로 인지하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학습준비∙

학습준비는 개인의 사전학습시간 학습자료 수집경로 학습, ,

자료의 충분성 학습자료가 문제해결에 도움을 준 정도를 파,

악하였다.

개인의 사전 학습시간은 평균 시간으로 시간에서 시간3.3 1 2

이 이었고 시간에서 시간이 로 비슷한 분포를40.5% 3 4 41.9%

보였다.

학습자료수집 경로는 교과서 인터넷 도서관(100%), (94.8%),

교수 임상간호사 저널 기타(80.5%), (33.8%), (14.3%), (11.7%),

의 순으로 교과서 외에도 다양한 경로로 학습자료를 수(3.9%)

집하였다 학습자료의 충분성에 대해서는 충분하다 충. (50.0%),

분하지 않다 로 문제해결에 필요한 적절하고 충분한 정(50.0%)

표 그룹 활동 수행 능력 평가점수< 4> (n=78)
항목 세부항목 Mean ± SD

참여 그룹의 학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3.8 ± 0.8

주어진 학습과제를 충실히 준비하고 발표하였다. 3.6 ± 0.8

학습과정 중 발표 토론 등에 활발히 참여하였다, . 3.6 ± 0.8

그룹 학습의 목표를 수립하는데 기여하였다. 3.6 ± 0.8

그룹원들이 주어진 학습내용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였다. 3.6 ± 0.7

학습과정동안 그룹 구성원을 도와주었다. 3.6 ± 0.8

건설적인 피드백을 주었다. 3.4 ± 0.8

그룹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적인 행동을 취하였다. 3.4 ± 0.8

그룹 구성원으로부터 그룹활동에 참여하도록 격려받았다. 3.8 ± 0.7

그룹 내에서 합의된 대로 주어진 업무를 완수하였다. 3.7 ± 0.8

협동 자신의 아이디어와 정보에 대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였다. 3.7 ± 0.8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반응을 하였다. 3.9 ± 0.7

각자의 가치관과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그룹 구성원 각자의 권리를 존중해 주었다. 3.9 ± 0.8

리더쉽 나는 사회자 서기 등으로 여러학생을 학습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며 그룹활동을 이끌어 갔다, . 3.6 ± 1.0

계 3.6 ±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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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찾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학습자료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 정도는 많이 도움이 되었

다 보통이다 로 대부분이 학습자료가 문제해결(50.5%), (27.0%)

에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의 대상자는 학습자14.9%

료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평가하였다 표< 6>.

학습 성과 평가PBL
학습성과의 평가는 학습과정에 대한 만족도 학습내용PBL ,

에 대한 만족도 학업성취도로 평가하였다, .

학습과정에 대한 만족도•

학습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점 만족에 평균은 점으로 만5 2.9

족도가 높지 않았다 항목별로는 의미있는 자료와 간호 문제.

를 찾는 것의 용이성이 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표3.4 <

수업시간이 연속적으로 배정되어 자율학습시간이 적7>. PBL

표 자율학습 태도평가 점수< 5> (n=78)
항목 Mean ± SD

나는 내가 무엇을 학습하고자 할 경우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 3.1 ± 0.8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교하여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이 우수하다. 2.9 ± 0.9

나는 학습과정의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는데 참여하기를 좋아한다. 3.2 ± 1.0

내가 흥미를 느낀다면 어려운 공부라도 추진한다. 3.4 ± 1.0

나는 나 지신의 학습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 3.8 ± 0.8

나는 배우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서 더 많은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3.5 ± 1.1

나는 내가 배우고자 결심한 것이 있다면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낸다. 3.3 ± 1.0

내가 무엇인가에 관해 더 많이 배워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안다. 3.1 ± 1.0

만일 내가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만큼 무엇인가에 관해 잘 안다면 그 내용에 관해서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다.

3.1 ± 1.1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은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이다. 3.6 ± 1.0

나는 새로운 주제에 관해 다양한 학습방법을 생각해 낼 수 있다. 3.0 ± 1.0

나는 내가 배우고 있는 것을 나의 장기적 목표와 연관지으려고 노력한다. 3.6 ± 1.1

나는 질문의 답에 대해 철저히 탐색하는 것을 즐긴다. 3.3 ± 1.0

나는 정확한 답이 없는 질문은 싫어한다. 2.2 ± 1.1

나는 사물에 대해 호기심이 많다. 3.6 ± 0.9

나는 학습을 마칠 때 기쁨을 느낀다. 3.6 ± 1.0

나는 기본 학습능력이 탄탄하다. 2.7 ± 0.9

나는 결과가 불확실한 경우라도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좋아한다. 3.1 ± 1.1

나는 일을 진행할 때 독특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선호한다. 3.0 ± 1.1

나는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좋아한다. 3.5 ± 1.0

나는 내가 직면한 문제들을 새로운 도전으로 생각한다. 3.4 ± 1.0

내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3.6 ± 0.9

나는 문제를 탐구하는 동안에 행복함을 느낀다. 3.1 ± 0.9

나는 학습상황에서 그룹을 이끌어간다. 3.0 ± 0.9

나는 나의 생각에 대해 다른 사람과 토론하기를 즐긴다. 3.1 ± 1.0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열망이 강하다. 3.4 ± 0.9

나는 배우면 배울수록 삶에 대해 더욱 큰 희열감을 갖는다. 3.4 ± 0.9

학습이 재미있다. 3.2 ± 0.9

학습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나에게 중요하다. 3.5 ± 0.8

나는 수업시와 자율 학습시 효과적인 학습자이다. 3.1 ± 0.8

계 3.3 ± 0.6

표 학습준비 분포< 6>
항목 구분 실수 비율( )*

개인 사전 준비 시간 시간1.0-2.0 30( 39.1)

시간3.0-4.0 31( 41.9)

시간5.0-10.0 13( 16.2)

학습자료수집경로** 교과서 77(100.0)

도서관 62( 80.5)

저널 9( 11.7)

인터넷 73( 94.8)

선배 17( 22.1)

교수 26( 33.8)

임상간호사 11( 14.3)

기타 3( 3.9)

학습자료의 충분성 예 38( 50.0)

아니오 38( 50.0)

학습자료의 도움정도 매우 도움되지 않음 1( 1.4)

도움되지 않음 10( 13.5)

보통 20( 27.0)

많이 도움 37( 50.0)

매우 많이도움 6( 8.1)

무응답 제외 중복 응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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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학생들이 학습준비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추후, PBL

학습과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향후 적어도 1-2

일의 시간 간격을 두고 수업시간을 배정하는 수업PBL PBL

시간에 대한 조정이 요구된다.

학습 방법에 대한 만족도•

학습방법에 대한 만족도는 점 만점에 평균 점으로 만족5 3.0

도가 보통이었다 항목별로는 학생들간의 자유로운 의견교환. ,

다양한 형태의 의견제시 및 공유 발표 토론에의 활발한 참,

여 토론이 학습에 도움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았,

다 반면에 자율학습 시간 토론 참여에 대한 부담감 학습 의. , ,

욕의 증진 등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낮았다 표< 8>.

학업성취도•

학습성취도는 자가평가와 시험에 의한 평가 및 성찰기록지

에 대한 내용분석으로 이루어졌다.

학업성취도 자가 평가∙

자가 평가에 의한 학업 성취도는 점 만점에 평균은 점5 3.14

으로 비교적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항목별로.

는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전달하고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는

의사소통능력의 향상 자신의 강점과 약점의 인식 논리적 사, ,

고능력의 향상에 대한 성취도는 높았다 반면에 간호 수행 능.

력의 향상에 대해서는 성취도가 낮았는데 이는 학습 과, PBL

정이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학습하는

것이므로 실제 간호수행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었

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습과정에 에서의 학습기회 제. PBL Lab

표 학습 과정에 대한 만족도 평가 점수< 7> (n=78)
항목 Mean ± SD

의미있는 자료와 간호문제 찾는 것의 용이성 3.4 ± 0.8

제시된 개념으로 관련 지식의 습득과 탐색의 용이성 2.8 ± 0.8

간호문제의 규명 가능성과 적절한 우선순위의 설정 가능성 2.9 ± 0.9

설정된 문제의 우선순위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 발견의 용이성 2.9 ± 0.9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중재 방안의 탐색 가능성 2.9 ± 0.9

중재내용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 확인의 용이성 2.8 ± 0.9

간호중재 성과 확인 방법과 그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제시의 용이성 2.6 ± 0.9

계 2.9 ± 0.7

표 학습 방법에 대한 만족도 평가 점수< 8> (n=78)
항목 Mean ± SD

모든 학생들이 발표 토론에 활발히 참여하게 되었다. 3.4 ± 1.1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교환을 하게 되었다. 3.6 ± 1.0

다양한 형태의 의견제시와 공유가 이루어졌다. 3.6 ± 1.0

다른 학생과의 토론이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 3.2 ± 1.1

수업 중에 지속적으로 토론에 참여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2.7 ± 1.1

협동학습이 증진되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 3.2 ± 0.8

투입한 시간과 노력에 비해 학습이 비효율적이었다. 2.3 ± 1.1

간호문제에 효율적으로 접근하게 되었고 간호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2.9 ± 0.9

학습 의욕이증진되었다. 2.5 ± 1.0

전공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2.6 ± 1.0

계 3.0 ± 0.7

표 자가 평가에 의한 학업 성취도 평가 점수< 9> (n=78)
항목 Mean ± SD

나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3.4 ± 0.9

자율학습 능력이 향상되었다. 3.0 ± 0.8

논리적 사고 능력이 향상되었다. 3.2 ± 0.8

비판적 사고 능력이 향상되었다. 3.3 ± 1.0

논리적 사고 능력이 향상되었다. 3.3 ± 1.0

리더쉽이 향상되었다. 2.8 ± 1.0

나의 생각을 분명히 전달하고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는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었다. 3.4 ± 1.0

다양한 자료수집의 결과로 지식이 심화되었다. 2.8 ± 1.0

실제 간호 수행 능력이 향상되었다. 2.5 ± 1.0

계 3.1 ± 0.7



김 희 순 외

402 아동간호학회지 년 월10(4), 2004 10

공을 포함하여 간호 수행을 간접 경험하도록 하는 방안이 요

구된다 표< 9>.

시험 성적에 의학 학업 성취도 평가∙

수업 진행 후 시험성적에 의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PBL

중간고사 평균 점 기말고사 평균 점이었다 이를 간62.4 , 63.7 .

호학 을 강의 중심으로 진행한 학년의 성적과 비교하였을 때I

중간고사 성적 평균 점으로 강의로 진행한 학생들의 성적62.4

평균 점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59.2 .

한편 기말고사는 두학년의 성적이 거의 유(t=-1.659, P>0.05)

사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를 볼 때 에서 학생들이 주도적. PBL

으로 수업을 한 것과 교수가 강의로 수업을 진행한 것 모두

학업성취도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표 시험 성적에 의한 학업 성취도 비교< 10>
강의 학년(n=80) 학년PBL (n=78)

값t 값p
Mean ± SD Mean ± SD

중간고사 59.2 ± 11.7 62.4 ± 8.3 -1.7 .102

기말고사 62.1 ± 0.6 63.7 ± 10.5 -0.9 .391

p<.05

성찰기록지에 의한 학업성취도 평가∙

학습 전 과정 동안 경험한 내용을 지침에 따라 성찰하PBL

여 개방형으로 기록한 것을 내용분석하여 학업성취도를 평가하

였다 이 평가는 지식과 사고태도의 두 측면으로 분석하였다. / .

문제 중심 학습 과정에 대한 것-

학습에 대해 긍정적 측면은 지식적으로는 실제성과PBL ‘ ’

문제해결과정이었으며 사고태도에서는 논리적사고 경험 수‘ ’ / ‘ ’, ‘

업 참여과정과 협동학습으로 인한 생각과 태도를 지적하였다’ .

반면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지식적으로 병태생리에 대한 지, ‘

식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과 자율학습에 대한 지식의 양과’ ‘

정착성에 대한 불안감을 제시하였다 사고태도의 측면에서는’ . /

점차 수업에 익숙해지면서 해이해지는 분위기와 시행‘ PBL ’ ‘

착오적 학습과정에 대한 시간 부담감 수업시간 배정에 따른’, ‘

부담감을 언급하였다’ .

개인적 특성과 수업과정에 대한 것-

긍정적인 측면으로 분석적 성격 적극적인 자기 표현 능‘ ’, ‘

력 타인의 의견존중과 자기 감정 조절을 강화할 수 있었다’, ‘ ’

는 점이었다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의견 피력이나 급한 성격. ‘

으로 인한 토론 분위기의 부정적인 영향을 언급하고 있어’

의 협동학습 과정에서 자신의 장단점을 인지하고 팀원과PBL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의 여지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새로 습득한 아이디어 통찰력 개념 이론들에 대한 것, , ,∙

학습 과정에서 지식측면에서는 간호과정 대상자 중PBL ‘ ’, ‘

심 간호 학문적 토론 방법 다양한 문제를 추론하는 능력’, ‘ ’, ‘ ’

을 습득하게 되었으며 사고태도 측면에서는 논리적인 사고/ ‘

과정 능력 타인배려 능력 협동 학습의 유익성’, ‘Mapping ’, ‘ ’, ‘ ’,

조직 행동에 대한 경험 습득을 나열하였다‘ ’ .

논 의

간호학에서 문제 중심학습은 학생들이 실무에서 직접 응용

할 수 있는 학습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학생들은 환자의 문

제를 사정하여 무엇이 문제인지를 결정하며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적절한 활동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임상적 추론 내지 문

제해결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핵심이다 즉 학생은 특유한 임.

상적 상황을 제시받게 될 때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

게 되고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상황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 ,

상황을 좀 더 좋게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들을 하게 된

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 대상 학생(Little & Ryan, 1988).

들이 학업성취도에서 문제해결능력 통찰력 논리적 사고 능, , ,

력이 점 이상으로 보통이상으로 성취하였다고 보고한 것과3.0

일치한다고 하겠다.

문제 중심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은 무엇을 배

워야 하며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에 대하여 더 많은 학생들의,

참여와 책임감이 요구되는 능동적인 학습 태도이다 즉 문제.

중심 학습에서 학생은 강의 중심 교육에서의 역할과는 달리

학생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문제 중심 학습에

서의 기본적인 요건이다(Schmidt, Dauphinee & Patel, 1987).

본 연구에서도 학생들의 자율학습 태도가 평균 점으로 학3.3

습에 대한 학생들 스스로의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문제 중심 학습에 대한 성찰을 통한 학업성취도에 있어서

도 자율적 학습 태도와 동료를 배려하고 함께 그룹활동에 참,

여하고 그룹활동에 기여하려는 사고 및 태도를 갖게 되었다,

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그룹 학습과정에서 학생들의 협동력. ,

리더쉽이 크게 함양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와 같이 학. PBL

습 과정에서 학생 스스로 끊임없이 자신의 학습 목표를 세우

고 임상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을 습득해 가는 과정에서 더욱

자율학습 능력과 동기 부여가 이루어 질 것으로 교육학자들

은 예측한다 이는 본 대상 학생들의 지식습득 경로가 교과서.

외에도 인터넷 교수 임상간호사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학생, ,

주도적으로 학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 수업 전에 평균,

시간정도를 사전 학습한다고 응답한 것에서도 스스로 학습3.3

에 대한 동기화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자율학습 능력이 축적,

되어 갈 것을 기대할 수 있겠다 반면에 학습에 대한 부담과. ,

자율적인 학습과정에 대한 불안 부담감 학습내용과 방법에, ,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김동헌 정진섭 정대수. , , (1999)

는 우리나라에서 시행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에PBL

대해 공감대 형성의 부족 시행할 중심 교수의 부족 사례의, ,

부족 학생의 토론 능력부재 시간부족 학생 수 과다 소그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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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위한 공간의 부족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

러한 점을 완전히 보완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학습과정이 많은 부담을 주었을 것이다.

한 교실에서 조의 소그룹을 배정하고 학습하도록 한 것 또4

한 소그룹별 수업을 위한 공간배치 소그룹별 교수담당 배치,

의 어려움에 대한 대안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학습환경이

다소 산만하게 진행되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 학습을 더. PBL

욱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수 학생 모두의 에, PBL

대한 충분한 이해와 효율적 운영과 소그룹 중심의 학습공간

배치 등에 대한 제도 보완이 절실히 요구된다.

학습에서는 체계적으로 계획된 일련의 문제 해결 상황PBL

들을 통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론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

게 되며 학년이 거듭되면서 그 복잡성이 더해지게 되면서 임,

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실제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경험하

는 가운데 이론과 실무를 자연스럽게 통합하게 된다, (Little &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문제 중심 학습에서 교수Ryan, 1988).

의 촉진자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교수의 좋은 촉진자.

역할은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도록 도,

와주는 것이며 학생의 학습활동을 유도하여 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교수 역할에 대한(Wilker & Maxwell, 1988).

학생들의 인식이 학생간의 상호작용과 협동학습을 촉진시키

고 다양한 문제 해결방법을 시도하도록 격려하며 문제 해결, ,

과정 중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어,

려움에 직면했을 때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며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교수강의에 의한 학습성적과 학생 스스로 습득한 학습 성적

간에 차이가 나지 않음을 증명해 줌으로써 학습과정에, PBL

서 학생들이 가장 불안하게 생각하는 지식습득 정도는 더 이

상 이슈화 될 수 없음을 보여준 결과라 하겠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 실무 상황과 가장 근접한 상황을 학습자들

에게 제시하고 학습자 스스로 그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구성된 일련의 학습 모듈의 형태로 진행되

는 문제 중심 학습의 효과를 학습 과정과 학습 성과 두 측면

에서 평가하고자 수행되었다 그래서 인간의 발달 주기에 따.

라 영양 조절 배설 기능에 변화를 초래하는 발생요인과 병, ,

태 생리를 이해하여 영양 조절 배설 기능과 연관된 간호문, , ,

제를 지적하고 적절한 간호 중재를 계획하며 그 성과를 평가,

하는 능력을 함양시키는 학점으로 운영되는 간호학의 일개3

교과목을 문제 중심 학습으로 진행하고자 학습모듈을 개발하,

여 년 월부터 년 월까지 학기 동안 적용한 후 연2003 3 2003 6 1

구자가 개발한 질문지를 이용하여 학습과정과 학습성과PBL

를 평가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학습과정은 교수 역할 그룹 활동 수행 능력 자율PBL , ,∙

학습 태도를 평가한 결과 학습에 있어 교수의 역할PBL

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는데 학생간의 긍정

적인 상호작용과 협동 학습을 촉진하고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을 시도하도록 지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그.

룹 활동 수행 능력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학, PBL

습을 통해 학습의 참여도 기여도 협동력 리더쉽의 능력, , ,

을 발휘하는 기회가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자율 학습 태도.

를 비교적 높게 평가하였는데 자신의 학습에 대해서 스스

로 책임을 지는 것 배우고 있는 것을 자신의 장기적 목표,

와 연관지으려고 노력하는 자율 학습 태도를 높게 평가하

였다 또한 다양한 학습경로를 통해 학생 스스로 지식을.

습득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성과의 평가는 학습과정에 대한 만족도 학습내PBL ,∙

용에 대한 만족도 학업 성취도로 평가한 결과 학습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았고 학습 방법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었다 학업성취도는 자가평가와 시험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자가평가에 의한 학업 성취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학습에 의한 학생성적과 교수강의법에 의한 학생 성PBL∙

적 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학습과정에서PBL

학생이 주도하는 지식습득정도가 교수에 의해 주어지는

지식습득과 유사했음을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와 같이 학습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문제PBL

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자율학습능력을 촉진시킬 수 있, ,

었으며 그 결과 학생 스스로 리더쉽 비판적 사고능력 문제, ,

해결 능력이 향상됨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식습득,

정도에 있어서도 교수 주도적 강의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었

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추후 학습 평가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PBL .

표준화된 학습평가 도구를 이용한 사전 사후 비교 연구를,

통해 의 학습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요구되며 학습PBL , PBL

의 장기적 효과평가 요소로 졸업 후 실무에서의 수행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및 임상추론 능력을 포함시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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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evaluate the application of the Problem-Based Learning(PBL) in

nursing with regard to the learning process and learning outcomes. Method: PBL modules were provided to the

students so that they could identify the nursing problems related to nutrition, regulation, and elimination, and

implement appropriate nursing interventions according to the problems. PBL was also used to develop ability to

use self-evaluation for nursing intervention outcomes. The modules were developed by the authors for the course,

Nursing 1(3 credits) at Y university, and used during one semester, March to June 2003. Evaluation of the

learning process and learning outcomes was done by self-report questionnaires and a semi-structured self -report

developed by the authors. Result: The PBL evaluation included role of the facilitators, group work process, and

self-directed learning attitude. The students evaluated the facilitator's role positively in fostering positive interactions

and cooperative study among students and stimulating students to apply various problem-solving strategies.

Students evaluated their own group work performances as a good opportunity to improve their group work

participation, contribution, cooperation, and leadership through the PBL session. Their responsibility for their own

learning and develop self-directed learning attitudes to connect present learning to long-term goals. Conclusion:

Critical thinking, problem solving skills, self-directed learning and group work accomplishments in undergraduate

student nurses were fostered and improved through the PBL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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