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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팀 기반 학습이 간호대학생의 학습동기와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간호교육에 
보다 효과적인 새로운 교수법을 제시하며, 간호교육과정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대
상은 일개 대학교의 간호학과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1년 10월4일부터 11월11일까지 시행되었으며, 최종 40명
의 자료를 SPSS 1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팀 기반 학습은 대
상자의 학습동기와 학습태도를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 팀 기반 학습을 간호교육에 새롭게 도입하였고, 학생들
에게 학습동기 및 학습태도를 높여주는 교수법임을 제시한 것이 본 연구의 의의이다. 후속연구에서는 학습동기와 학
습태도 외에도 학업성취도, 비판적 사고력 및 창의력 등의 복합적인 변수들을 고려한 팀 기반 학습의 효과를 검증하
는 연구를 제언한다.

주제어 : 팀 기반 학습, 학습동기, 학습태도, 간호, 학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Team-based learning(TBL) program on 
learning motivation and learning attitude in nursing students. This study was an one-group pretest-posttest 
design. Nursing students were participated. TBL program was carried out for 100 minutes a week for 4weeks. 
Data were collected by questionnaires from nursing students from 4, October to 11, November, 2011. Data 
were analyzed by paired t-test. After TBL program, significant improvement was found in learning motivation 
and learning attitude. Therefore, the programs based on TBL are effective for enhance learning motivation and 
learning attitude, they will be used widely in the nursing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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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끊임없이 생성되고 가공되는 

사회는 지식기반 정보화시  이기에 변화에 극

으로 처하기 해서 지식과 정보를 효율 으로 처리하

고, 응용하기 한 능력이 요하다[1]. 이러한 변화는 교

수자 심의 일방 인 달식 교육이 아닌 학습자 심

으로 교육의 패러다임도 변화시켰으며, 학생들이 어떠한 

교육경험과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성과를 달성하는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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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갖고 다양한 교육방법을 시도하게 하 다[2-3]. 

간호학에서도 외가 아니어서 어떤 사실을 아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간호 장에서 다양한 간호 상황과 과

정 에 간호문제를 통합 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기존의 학습방식은 변하는 의료환경에

서 융통성 있고 창의 으로 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

시켜주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다양한 교육방법을 

탐구하고 있으며[4], 학생들이 스스로 지식을 통합하고 

용해 나아가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방

식의 도입을 극 검토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시 에

서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실제 인 문제 상황에서 비된 

연습 기회를 제공해  수 있다고 알려진  기반 학습의 

용에 한 논의가 의학교육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3]. 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교

육패러다임은 학습자간 혹은 학습자와 교수자 간의 긴

한 유 계를 기반으로 하고, 학습자간의 력과 동이 

학습 활동의 주축이 된다. 한 지식을 교수자와 학습자

가 공동으로 구성해 나가며 학습자는 지식을 극 으로 

구성해가고 발견하고 창조하는 능동 인 입장이 된다[5].

 기반 학습은 원래 의과 학생들의 학습흥미를 유

발하고 자기 주도  학습을 권장하고자 개발되었으며, 

최근 국내 몇 개 의과 학에서는  기반 학습을 시도하

고 있다[6].  기반 학습이 학생들 스스로 문제에 한 

다양한 질문을 제시하고 극 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새

로운 정보와 아이디어를 평가하고 용, 종합하는 성숙

된 사고과정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비  사고역량

의 함양에 효과 이라는 연구결과를 토 로 의학교육에

서의 정  역할이 기 되고 있다[3]. 일반 으로 소규

모  학습은 학습자의 능력과 특기에 맞는 역할 수행을 

통해 서로를 학습자원으로 삼아 학습의 시 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교수-학습 략임에도 불구하고 무임승차 등

의 부정  인식과 더불어 학습결과의 모호성 등을 이유

로 활용이 주 되는 경향이 있다[7]. 한 튜터 간 평가의 

비일 성, 튜터 간 개입 수 의 차이 등도 단 으로 지

되고 있다[6]. 이러한 을 보완해 주기 해 개발된  

기반 학습은 강의식 수업장소에서 학생들이 사 지식을 

습득한 후 소규모 에서 문제해결을 해 토론하는 것

으로 개인  학습과 동학습을 통한 개인학습의 보완, 

반복학습, 교사의 핵심내용 정리가 가능한 미니강의 등

을 통해 지속 으로 피드백과 응용문제해결이 가능한 수

업구조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시도는 사  읽기 자료를 

제공하여 학습의 범 를 설정해 주기 때문에 보다 명확

한 학습 방향을 제시해 주고, 토론 간에 학습한 내용에 

한 퀴즈를 실시함으로서 학생들의 이해수 을 검하

고 피드백 함으로써 학생들의 극 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 된다[6-7].

국내에서  기반 학습에 해 연구한 [3]등은 의학과 

학생들의 수업만족도가 높아져 일반 강의식 수업에 비해 

시간과 노력을 들일 만큼 가치가 있는 경험이라고 주장

하 다. [6]등은 공업계 고등학교에  기반 학습을 활용

한 학습자와 교사를 상으로 형성  연구방법론

(formative research)를 활용하여 학습의 타당성을 제고

한 결과  기반 학습은 학습자의 동기나 흥미를 높이는 

심리  효과가 있었으며, 기존 강의식 수업방식과 달리 

학습자의 극 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며 다양한 발

표기회를 보장한다는 에서 의의가 크다고 하 다. [8]

은 공업계 고등학교에서 통 인 강의식 수업, 토론 

심의 소집단 학습 방법   기반 학습들과의 비교를 통

하여 학습자의 과제수행, 학습활동, 동기수 의 차이를 

비교분석하 다. 과제이해도는 강의식 방법보다는 유의

미한 효과가 있었으나 토론식 소집단 방법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학습활동의 경우 리

더십, 의사소통, 피드백, 조원 간 력 등의 변인들의 경

우  기반 학습 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

다. [1]는 등학교 재학생을 상으로  기반 학습이 

창의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일개 

등학교 4,5학년 재학습 13명을 상으로  기반 학

습을 기반으로 하는 창의  문제해결 교육 로그램을 개

발하고 용하 다.  기반 학습은 등학교 재학생

의 창의  문제해결력을 향상시켰으며, 특히 지식, 사고, 

동기 등 모든 역에서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 다. [9]는  기반 학습이 학습자의 태도, 학습동기, 

자기 주도  학습능력, 그리고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향에 해 살펴보았다. 치 생학과 1학년 32명을 상으

로 실시한 연구에서  기반 학습을 사용한 학습자의 경

우 학습태도가 유의미하게 좋아졌으며, 정  자아개념

에 보다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동기의 경우도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고 하 다. 

한 자기 주도  학습능력과 학업성취도에서도 통제집단

보다 유의하게 높아진 결과를 보 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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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연구의 경우, Koles 등은  기반 학습은 의학과 

학생의 학습에 정 인 향을 주었으며, IRAT의 경우 

학생들이 독립 으로 수업을 비하도록 하는 동기를 부

여하 으며, GRAT 과 교수의 피드백 등은 학생들의 학

습  활발한 상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Parmelee와 Michaelsen과 Parmelee는 미국에서 의

학교육에 용된 것이 1990년 으며, 20년 조  더 되

었는데 지식을 증가시키고, 에서의 학습자의 태도와 

인 계 등을 강화시킨다는 결과들이 도출되고 있음을 

지 하면서 문제 심학습과 달리  기반 학습은 튜터가 

필요하지 않아서 학생  교수의 비율이 120명 이상까지

도 효과가 있는 학습방법이라고 주장하 다[11-1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반 학습은 , , 고교의 

수업환경과 학교육의 의학과  소수 학과의 수업에 

용되어 사용되고 그 효과성에 해 연구되고 있었으나 

간호학과 수업에 용되어 수업의 효율성을 살펴본 연구

를 극히 미비하 다. 그러므로 변하는 간호교육환경에

서 효과 인 교수학습방법에 한 탐색이 요구되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기반 학습은 기존의  학습의 

단 을 보완하는 안으로 선택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

 학습과 동학습을 통한 반복학습, 교사가 핵심내용 

정리를 해주는 미니강의 등을 통해 지속 으로 피드백을 

주며, 사  읽기 자료를 제공하여 명확한 학습 방향을 제

시해 다는 과 토론 간에 학습한 내용에 한 퀴즈

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이해수 을 검하고 피드백 해주

어 학생들의 극 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한다는 은 통 인 학습법에 한 안으

로 선택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기반학습이 효과 으

로 배우고 익히기 한 학습활동에서 태도를 정 으로 

변화시키며, 기존의 강의식 수업에서보다 더 학습자의 

동기와 흥미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을 고

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간호학과 학생들을 한  기반 학습 로

그램을 개발하여 간호학과 학생들의 수업에 용하고, 

참여 학생들의 학습동기  학습태도의 변화를 탐색하는 

것은 간호학계의 통 인 교수법에 한 안마련을 

한 기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 은 간호학생에게  기반 학습을 용

한 후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며 구체 인 목 은 다음

과 같다.

첫째,  기반 학습이 간호 학생의 학습동기에 미치

는 효과를 검증한다.

둘째,  기반 학습이 간호 학생의 학습태도에 미치

는 효과를 검증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단일군 ·후 실험설계이다. 연구 상자에

게  기반 학습을 용하기  일반  특성, 학습동기와 

학습태도를 측정하 고, 실험처치 후 학습동기와 학습태

도를 반복 측정하 다<Table. 1>.

<Table 1> Research design

Group Pretest Treatment Posttest

Experimental group Ye1 X Ye2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상은 K 학 간호학과 2학년 40명을 상

으로 하 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1년 10월 4일부터 11월 

11일까지 으며,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 다. 표본

의 크기는 G*Power 3.1.2 porgram을 이용하여 t-test에 

필요한 최소 표본크기를 구한 결과 유의수  .05, 검정력 

.90, 효과크기 .50을 기 으로 했을 때 표본 수가 36명이

었다. 본 연구의 상자 수는 하 다.

2.3 연구도구

2.3.1 학습동기

학습동기란 학습에 참여하게 하는 학습자의 목표지향

인 행동을 일으키는 내 인 상태를 말한다[9]. 본 연구

에서는 [14]의 “The Course Interest Survey"를 [15]가 

번안한 학습동기 검사지를 수정보완한 [9]의 도구를 사

용하 으며, 주의력 8문항과 련성 9문항으로 총 17문

항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도구는 교육경력 10년 이상

의 간호학과 교수 2인에게 내용 타당도 검증을 받았으며, 

5  Likert 형 척도로 ‘매우 그 다’ 5 , ‘  아니다’에 

1 을 부여 하 으며 가능한 수의 범 는 17 에서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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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수가 높을수록 학습동기가 좋음을 의미한다. 

[9]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주의력 .82, 련

성 .81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값은 주의

력 .79, 련성 .70이었다. 

2.3.2 학습태도

학습태도란 학교와 학습과제를 정 으로 보거나 부

정 으로 보는 하나의 지속 인 심리  경향성이다[16]. 

학습태도는 [17]에서 제작한 학습태도 검사지를 수정보

완 한 [9]의 도구에서 과목에 한 자신감과 우월감을 알

아보는 5개 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도구는 교육경

력 10년 이상의 간호학과 교수 2인에게 내용 타당도 검증

을 받아서 사용하 으며, 5  Likert 형 척도로 ‘매우 그

다’ 5 , ‘  아니다’에 1 을 부여 하 으며 가능한 

수의 범 는 1 에서 25 이었다. 수가 높을수록 학

습태도가 좋음을 의미한다. [9]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60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값은 .64이었다.

2.4 연구진행

2.4.1 프로그램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될 로그램은 개인의 선행학습과 

 구성원 간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과 의 성과를 극

화하기 한 구조화된 교육방법으로서, 개념학습을 통해 

획득한 정보를 실제 상황에 용하면서 개인과 의 역

량을 제고할 수 있게 되는[7],  기반 학습 로그램이다.

과목은 2학년을 상으로 한 성인간호학 I 으로서 성

인간호학 총론 부분에 해당하는 수업이다. 그 에서 수

술간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기반 학습으로 운 하 다. 

수술  간호, 수술  간호와 수술 후 간호로 구성되었

으며, 사 계획단계에서 2시간 분량의 사이버강의 3개가 

제작되었고, 학습자료  IRAT(Individual Readiness 

Assurance Test)과 GRAT(Group Readiness Assurance 

Test) 문항이 개발되었다. 본 로그램은 타당도를 높이

기 해 성인간호학 공 교수 1인과 수간호사 1인의 자

문을 받아 수정`보완 하 다.

2.4.2 프로그램 적용

 기반 학습의 수업과정은 4단계에 따라 이루어진다

[18]. 첫 번째는 사 계획단계로서  기반 학습을 활용

하여 수업을 하기 한 비를 하는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선행학습단계로서 학습자들은 선행 읽기 과제를 

통해 수업시간에 학습하게 될 주요한 개념들을 악하는 

단계이다. 선행학습에서는 해당 내용에서 가장 요한 

개념들에 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된다. 세 번째 단계는 

학습자의 비도 확인 단계로서, 선행학습을 통해 개념

을 습득한 학습자들이 이러한 내용을 하게 학습했는

지 개인별 혹은 별 검을 통해 확인하고 피드백을 제

공하는 단계이다. 네 번째 단계는 개념 용 문제해결 단

계로서, 선행학습과 비도 확인단계를 통해 악한 개념

들을 심으로 학습자가 실제 상황에서 하게 되는 실생

활의 문제들을 응용문제 형태로 하게 되는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업과정을 진행하 다. 

 기반 학습을 실시하기 1주 에 오리엔테이션 기간을 

가졌다. 학생들에게  기반 학습의 목 과 방법에 해 

설명하고 일반  특성  학습태도와 학습동기에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본격 인 수업은 5회로 이루어 

졌으며, 주 1회 2시간씩 운 되었다. 각 수업주제는 수술 

 간호(1회), 수술  간호(2회), 수술 후 간호(2회)이다. 

수업시간은 2시간 분량으로 수업 1주일 에 사이버강의

가 업로드 되며, 읽기자료가 제시되었다. IRAT은 해당 

수업내용 선행학습이 제 로 되었는지를 평가하기 해 

지식확인 수 의 MCQ 문항 10개 내외에서 시험을 치

다. 시험 동안 학생들이 읽기자료를 보지 못하게 하 다. 

IRAT 후에 시험지를 모두 걷고, 강의실내에서 소집단별

로 원형으로 둘러앉게 하 으며, 집단 간 거리는 최 한

으로 멀리 두었다. 이때 7-8명 정도의 작은 그룹으로 나

어 앉아 토론을 하여, 공동의 의견에 입각하여 집단시

험을 보고 답안지를 작성하도록 하 다. IRAT과  같은 

문제로 이루어진 GRAT 시험지를 나눠  후 조별 표

를 선정하여 문제별로 토론을 이끌도록 하 다. 조별 

표는 돌아가면서 하도록 지도하 다. IRAT 시험지는 학

생들 집단 토론 시간 내에 채 이 이루어져 학생들에게 

되돌려 주었다. 학생들은 자신의 답에 근거하여 서로 토

론한 후 GRAT 시험지를 풀게 된다. GRAT 이 끝나게 

되면 집단별로 번호가 힌 패드를 나 어주고 GRAT 

시험문제를 교수와 함께 정답을 맞추었다. 교수는 정답

을 제시한 조와 다른 답을 제시한 조에게 각각 집단의 의

견을 학생들에게 제시하도록 발표 기회를  후 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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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을 제시하여 피드백을 제공하 다. 학생들은 IRAT 

수와 GRAT 수를 동시에 확인하게 된다. 개념 용 

단계에서는 학습정리를 해 미니 강의를 하 으며 실제

사례를 제시하여 소집단이 토론할 수 있도록 하 다. 

2.4.3 진행자 준비

연구자는 사 에  기반 학습과 련된 교수법을 2차

례 수강하 으며, 사 계획단계에서 사이버강의를 도입

하여 2시간 분량의 사이버강의 3개를 제작하 고, 학습

자료  IRAT(Individual Readiness Assurance Test)과 

GRAT(Group Readiness Assurance Test) 문항을 개발

하 다. 한, 선행연구의 자료수집   기반 학습에 

해 의학교육학교실 교수의 자문을 통해 문성을 높이기 

해 비하 다. 

2.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윤리  고려를 해 연구의 목 과 자료의 

익명성, 비 보장에 해 설명하고 자발 으로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 으며, 연구참여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

다. 연구 도 에 자신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 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 으로만 

사용될 것을 설명하 다. 

2.6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5.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

석하 다.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과 학습 련 특성

은 빈도, 백분율과 평균으로 분석하 다. 실험 ·후의 학

습태도와 학습동기의 변화에 한 차이는 paired t-test

로 분석하 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상자의 특성은 <Table 2>와 같

다. 평균 연령은 22.28세로 20세부터 30세의 분포를 보

다. 성별은 남학생이 20.0%(8명), 여학생이 80.0%(32명) 

이었다. TBL에 다시 참여하고 싶은 정도에 해서는 

55.0%(22명)이 참여하고 싶다고 하여 가장 많은 분포를 

보 으며, 그 다음으로는 보통이다 32.5%(13명), 매우 참

여하고 싶다 10.%(4명)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N=40

Variables Categories n(%)/Mean±SD

Gender Male 8 (20.0)

Female 32 (80.0)

Age(years) 22.28 ± 1.85

Re-engaged in TBL Very want 4 (10.0)

Want 22 (55.0)

Moderate 13 (32.5)

Not want 1 (2.5)

Very not want -

3.2 학습동기

실험 ·후의 학습동기의 차이에 한 분석결과는 

<Table 3>과 같다. 학습동기는  기반 학습 로그램을 

용하기  3.90 에서 사후 수 4.37 으로(p<.001) 유

의하게 증가하 다. 

<Table 3> Pretest and Posttest Differences in 
Learning Motivation

N=40

Variables
Pre Post Difference

t (p) 
M(SD) M(SD) M(SD)

Learning 

Motivation
3.90±.39 4.37±.39 -.47±.34

-8.82 

(<.001)

3.3 학습태도 

실험 ·후의 학습태도의 차이에 한 분석결과는 

<Table 4>와 같다. 학습태도는  기반 학습 로그램을 

용하기  3.01 에서 사후 수 3.97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다(p<.001). 

<Table 4> Pretest and Posttest Differences in 
Learning Attitude

N=40

Variables
Pre Post Difference

t (p) 
M(SD) M(SD) M(SD)

Learning 

Attitude
3.01±.63 3.97±.39 -.85±.57

-9.47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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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기반 학습을 용한 상자의 학습동기는 실험 후

에 유의한 증가가 있었다. 학습동기 유발은 학습의 의욕

을 일으키고, 몰입되며, 더 열성 으로 더 많은 학습을 하

게 되며, 학습활동의 능률을 높여주는 동시에, 학생들의 

학교 응에 향을 주는 단히 요한 개념이다[19-20]. 

[10]은  기반 학습은 학생들에게 정 인 학습효과를 

유발하며, 특히  기반 학습 시작에서 IRAT은 학생들로 

하여  학습과제에 포함된 지식을 독립 으로 습득하도

록 학생들을 동기부여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 다.  기

반 학습에서 사  학습 자료를 배부한 후 개인 학습을 통

해 IRAT을 치르게 되는데, 이 과정은 일반 인 강의식 

학습에서 보다는 개인 간 경쟁을 유발하는 스트 스 상

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은 부모나 교사의 높은 기

나 학습자들 개인 간의 경쟁과 같은 인 계 요인 스트

스를 가진 학습자가 더 놓은 학습동기를 가질 가능성

이 있다고 하면서 이런 인 계 요인에 의한 갈등  스

트 스를 하게 활용하는 교수 략이 효과 이라고 

하 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기반 학습은 사  학습 

자료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IRAT

에서는 학습주제들의 련성을 확인하여 학습에 한 유

용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한 GRAT을 통해 IRAT 보

다 높아진 성과를 경험하면서 정 인 기 감을 형성시

킬 수 있으며, 인정이나 보상  내재  즐거움을 지원하

여 학습의 만족을 유도할 수 있는 동기가 유발되는 학습

략이라 단된다. 

 기반 학습을 용한 상자의 학습태도는 실험 후

에 유의한 증가가 있었다. 효과 으로 배우고 익히기 

한 학습활동에서 태도는 요한 요인이 된다. 학습태도

는 학교와 학습과제를 정 으로 보거나 부정 으로 보

는 하나의 지속 인 심리  경향성이다. 학생의 학습태

도가 정 일 때 학교생활에 응을 잘 할 수 있다[16]. 

[21]는 문제 심학습과 주제 심학습 집단 간의 학습태

도  동기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문제 심학습 집단에

서 태도  동기가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 다. 그 이유

는 문제 심학습의 학습자들은 그들의 선수지식, 심으

로부터 출발하여 학습의  과정에서 주도권을 갖기 때

문에 학습에 한 흥미와 동기가 증가한 것이라고 보았

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7]은  기반 학습 상자에게 

인터뷰한 결과 일반 인 강의식 수업과 달리 자신의 의

견을 표 하고 토론할 수 있었으며, 잘하는 학습자 주

로 수업이 진행되지 않고, 학습자 심으로 진행되어 수

업참여도가 높았으며, 원 간의 의견 교환이 재미있고 

즐거웠다는 정 인 학습태도를 보 다고 하 다. 이

듯  기반 학습은 학습자의 학습태도를 정 으로 변

화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반 학습을 치 생 

교육과정에 용한 [2]는 강의식 학습을 하더라도 학습

태도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나,  기반 학습이 정

인 학습태도 변화에 더 큰 향을 주었다고 하 으며, 학

습자가 스스로 학습하고 소그룹 토론으로 진행되는 교수

법의 정 인 측면이 작용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기존 강의식 교육은 간호실무능력을 향상시켜

야 할 학습자들의 인지  사고를 자극하고, 많은 양의 지

식과 정보를 자율 으로 학습하도록 이끌어 내는데 한계

가 있으므로[21], 학습자들에게 자율학습 능력을 고취시

키고 학습동기  학습태도를 향상시키는 새로운 교수학

습방법으로  기반 학습을 간호교육에 용하는 것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효과 인  기반 학습을 해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한 사 과제를 비하고 배포해

야 하며, 진행과정  교수자는 원들이 모두가 조

인 의사소통을 하며 건설 인 피드백을 주고받을 시간을 

별도로 확보해주는 것이 요하다. 이 피드백은 학생들

의 학습을 강화시켜 주는 필수 인 과정으로 학업성취는 

물론 자기효능감 향상에도 매우 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고 하 다[1-3][10].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기반 학습을 기반으로 하여 간호 학생

에게  기반 학습 로그램을 용하여 학습동기와 학

습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시도 되었다. 본 연

구 결과,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기반 학습은 

상자의 학습동기와 학습태도를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

었다.  기반 학습은 교수학습방법에서 학생들에게는 

학습동기  학습태도를 높여주는 새로운 교수학습방법

임을 제시한 기존의 타 학문분야의 연구결과를 재검증한 

결과로서 간호교육에 용하는 새로운 시도 다는 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제한 으로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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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군 후설계로 제3변수의 개입을 통제하지 못하 다는 

것이다. 본 연구와 같이 단일군 후 실험설계가 불가피

하게 가지는 낮은 연구의 내 타당도를 보완하기 해 

연구자는 연구에 참여한 상자를 한 학교에서만 모집하

고, 제 3변수의 개입을 통제하기 해 연구 기간 에 

학습태도와 학습동기를 향상시킬 만한 다른 로그램에 

상자가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 다. 후속연구에서는 외

생변수의 통제  표본의 무작 화를 고려하여야 할 것

이다. 한 학업성취도, 비  사고력, 창의력과 학업 만

족도 등의 복합 인 변수들을 고려한  기반 학습의 효

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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