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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비  사고성향, 자기효능감  학습태도에 한 시뮬 이션 연계 문제 심학습

(S-PBL)의 효과를 악하고 분 회귀분석을 통해 비  사고성향의 상이한 분 에 따른 설명변수의 효과

크기를 비교, 분석하 다. 연구 상자는 일개 3년제 간호학과 1학년 학생으로 '기본간호학 실습' 교과목을 

수강하는 143명으로, 상자들은 조군과 실험군에 무작  할당되어 조군 66명, 실험군 77명이었다. 연

구결과, 실험군은 재 후 조군에 비해 비  사고성향과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비  

사고성향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최소자승법으로 분석했을 때 학습법과 자기효능감으로 나타났고 이들 변

수의 비  사고성향에 한 설명력은 41.0%로 나타났다. 분 회귀분석에서 학습법은 비  사고성향 

수의 0.1분 에서 0.7분 까지의 학생들에게, 자기효능감은 모든 분 에서, 학습태도는 0.4, 0.6  0.7분

의 학생들에게 유의한 향을 미쳤다. 결론 으로 S-PBL은 간호학생들의 비  사고성향과 자기효능

감을 증진시키데 유용한 학습방법으로 볼 수 있다. 한 비  사고성향을 증진시키기 해서는 수업에서 

S-PBL을 극 으로 활용하고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 중심어 :∣비판적 사고∣시뮬레이션∣문제중심학습∣간호학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Simulation as a Problem-Based 

Learning (S-PBL) 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elf-efficacy, and learning attitude and to 

compare an ordinary least square and a quantile regression method in impacting factors 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143 students from six classes were randomly selected from a total 

of ten fundamental classes were assigned 66 in the control group and 77 in the experimental 

group. The results were that the experimental group received S-PBL and improved their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efficacy compared to the traditional learning method. In ordinary 

least square, affecting factors on critical thinking were the learning method and self-efficacy and 

these variables explained 41.0% in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The results of the quantile 

regression method showed that affecting factors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were learning 

attitude of 0.1 quantile to 0.7 quantile and self-efficacy of all quantiles, and learning attitude of 

0.4, 0.6, and 0.7 quantiles. Conclusion: The S-PBL is an effective method for nursing students 

who have low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core to increas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instructors can actively use S-PBL to enha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s well as 

self-efficacy in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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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끊임없이 변화하는 임상환경과 측하기 어려운 임

상 장은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능력을 갖춘 간호

사를 요구하고 있다. 간호교육은 이러한 역량을 갖춘 

간호사를 양성하기 해 학생들의 비  사고능력을 

강화시켜나가야 한다[1]. 한국간호평가원은[2] 간호학

생의 핵심역량으로 ‘간호문제 해결을 한 비  사고

능력’을 제시하고 학이 이를 해 노력할 것을 독려

하고 있다. 한 선행연구에서 비  사고는 임상  

의사결정능력  간호수행능력과 유의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도 보고되고 있어[3][4] 간호교육에서 큰 비

을 두고 다루어야할 부분임을 짐작할 수 있다. 

학생들의 비  사고성향은 교수-학습 략에 의해 

개발  발 될 수 있는 것으로[5-8] 간호교육자들은 

학생들의 비  사고를 개발하고 진시키기 해 다

양한 교수-학습 략을 시도하고 그 효과를 확인할 필

요가 있다. 선행연구는 비  사고성향을 증진시키는 

효과 인 학습 략으로 문제 심학습(Problem-Based 

Learning; PBL)과 시뮬 이션 연계 문제 심학습

(Simulation as a Problem-Based Learning; S-PBL)을 

제시하 다[5-7]. 이  S-PBL은 효과 인 문제해결과

정을 학습하는 PBL과 실제 간호 수기술을 훈련하기 

한 시뮬 이션의 장 을 연계한 방법으로 문제해결 과

정에서 학습자의 극 이고 자발 인 사고를 진하

고 학업 성과  자신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에서

[9] 간호학생의 비  사고성향을 증진시키는데 효과

인 학습 략으로 볼 수 있다.  

한 Phan[10]은 자기효능감과 같은 비  사고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비  사고를 향상시키기 

한 학습 략에 포함시킬 것을 제언하 다. 따라서 비

 사고성향 외에 비  사고를 증진시키는데 직  효

과가 있고 선행연구에서 비  사고의 향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는 자기효능감[10][11]과 비  사고뿐 만

아니라 자기효능감과도 유의한 상 계가 있는 학습

태도[8][12][13]를 포함하여 S-PBL의 효과를 규명하고 

이들 변수가 비  사고성향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를 살펴보는 것은 비  사고성향에 한 학습 략을 

구축하는데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 까지 비  사고성향에 한 효과는 주로 PBL

을 용한 연구에서 보고되었고[5][7][8] 시뮬 이션을 

활용한 연구는 부분 고학년 간호학생을 상으로 이

루어졌으며[14][15] 국내에서 기본간호학을 수강하는 

학년 간호학생들을 상으로 비  사고성향에 

한 S-PBL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

이다. 한 이들 연구는 S-PBL의 효과에 해 일 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어[16][17] S-PBL의 효과를 검

증하는 연구들이 지속 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 국내에서 자기효능감과 학습태도는 PBL을 용하

여 효과를 규명한 경우는 있으나 S-PBL에서의 효과를 

규명한 연구는 없어 이들 변수에 한 S-PBL의 효과

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 우리나라는 학습자별 학습능력 차이를 무

시한 획일 인 교육의 문제 을 지 하며 학생들의 학

습능력의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18]. 즉, 특정 학습 략이 학습자의 학습수 에 따라 

미치는 효과가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지 까지 간호학 연구는 종속변수에 한 향요인

을 규명하기 해 부분 통계방법에서 최소자승법

(Ordinary Least Square; OLS)을 사용하 다. OLS는 

설명변수가 외생 으로 주어졌을 때 종속변수의 평균

값에 미치는 한계 효과에 한 좋은 추정량이지만 종속

변수 값의 상이한 분 에 따른 설명변수의 개별 효과를 

추정하기는 어렵다. 반면, 분 회귀분석(Quantile 

Regression; QR)은 종속변수 값의 상이한 분 에 따른 

설명변수의 개별 효과를 추정할 수 있어 학생들의 비

 사고성향의 상이한 분 에 따라 설명변수의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를 악할 수 있다[19][20].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OLS와 QR 분석법을 병행하여 체집단에 

한 비  사고성향의 향요인과 학습자의 학습수

에 따른 향요인의 차이를 비교, 분석함으로서 맞춤

형 교수-학습 략으로 S-PBL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

하고 보다 효과 인 재 략을 구축하는데 기 자료

를 제공하고자 한다.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 Vol. 13 No. 111038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 은 간호학생들의 비  사고성향, 자

기효능감  학습태도에 한 S-PBL의 효과를 악하

고 비  사고성향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데 있으며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1) S-PBL이 비  사고성향, 자기효능감  학습태

도에 미치는 효과를 악한다.

2) OLS 분석법을 용하여 비  사고성향에 향

을 미치는 요인을 악한다.

3) QR 분석법을 용하여 비  사고성향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S-PBL이 간호학생의 비  사고성향, 자

기효능감  학습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악하는 비동

등성 조군 사 -사후 유사 실험설계와 재 후 비

 사고성향의 수 에 따른 향요인의 차이를 조사하

는 서술  조사연구가 함께 실시되었다. 

2. 연구 대상 
연구 상자는 경상북도 A시에 소재한 일개 3년제 간

호학과 1학년 학생으로 2학기 '기본간호학 실습' 교과

목을 수강하는 학생 143명을 상으로 하 다. 기본간

호학 실습 10개반  추첨을 통해 3개 반씩 조군과 

실험군을 배정하 으며, 도탈락자는 발생하지 않아 

조군 66명, 실험군 77명 총 143명을 최종분석 상으

로 하 다. 연구 상자 수는 G*power 3.1.5 로그램을 

사용하여 산출하 으며, 유의수  .05, 효과크기는 간

효과크기 .15, 검정력 95%를 기 으로 하 을 때, 다

회귀분석을 해 필요한 상자 수는 107명으로 산출

되었다[21]. 한 선행연구들은  QR 분석을 용하는데 

100 이상의 표본 수가 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22][23] 본 연구 상자 수는 추정된 최소 표본 수를 충

족하 다.

3. 실험처치:S-PBL(Simulation as a Problem- 
Based Learning) 
실험군에는 5주 동안 매주 2시간씩 S-PBL 수업을 진

행하 고 조군에는 실험군과 동일한 학습주제와 시

간동안 교수의 강의식 교육과 소그룹별 간호 수기술을 

실습하는 통  학습방식으로 수업을 실시하 다. 

실험군에 용한 S-PBL 로그램은 선행연구[7][9]

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내용을 구성하 다. 학습 시나리

오는 기본간호학 교수 2인과 내과 트의 임상간호사 1

인이 개발하 으며, 내과 문의 1인에게 구성 타당도 

 내용 타당도를 감수 받았다. 

시나리오 내용은 임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 배설 

련 문제인 변비, 변실 , 신체상장애, 우울 등’을 주제

로 하여 임상상황, 시나리오별 학습목표, 환자정보(병

력  개인력 등), 간호정보조사지, 의사처방, 검사결과, 

학습목표에 따른 핵심질문, 평가체크리스트, 디 리핑

으로 구성하 다. 핵심기본간호술에는 활력징후측정, 

청결 장, 리세린 장이 포함되었다. 

표 1. S-PBL 프로그램 세부내용 

주
(시간)

내   용

1(2)
5주 수업 과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장배설 관련 신체기관에 대한 해부·생리에 대한 강의
-교수의 강의식 교육, 토론, 발표 피드백

2(2)
∼
3(2)

소그룹중심의 S-PBL적용
학습주제: 장배설 관련 문제
-사전지식 확인
-시나리오 중심 대상자 문제 찾기
-발견한 문제와 관련된 간호진단(NANDA와 연계) 설정
-간호목표 및 목적(대상자, 해결시기 및 행동목표가 반
영) 수립

-간호문제 해결을 위한 간호계획(NIC와 연계) 수립
-모형을 이용한 간호수행 
(핵심기본간호술인 활력징후, 청결관장, 글리세롤관장 
중심)

4(2)
핵심기본간호술의 반복학습을 통한 간호기술 습득
-핵심기본간호술 수기체크리스트에 의한 반복 연습 (본 
연구의 대상자가 핵심기본간호술을 익혀야 하는 1학
년 학생임을 감안하여 배정함)

5(2)
전체 과정과 학습내용에 대한 요약정리
-학생들의 소감발표
-사후평가

반별로 4-5명으로 구성된 4개의 소그룹을 편성하여 

총 5주 동안 1개의 시나리오와 활력징후, 청결 장, 

리세린 장의 3개의 핵심기본간호술을 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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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BL 수업은 3년 이상의 기본간호학 강의 경험이 있

고 PBL과 시뮬 이션에 한 기본교육을 이수하 으

며 고학년의 시뮬 이션 기반 통합간호수업을 담당한 

경력이 있는 연구자가 실시하 다.  

로그램의 주차별 내용은 [표 1]과 같다. 

4.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2011년 9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이루어

졌다. 연구자는 연구의 목 과 방법, 연구로 인하여 발

생되는 험과 이득, 상자의 익명성 보장, 자발 인 

연구 참여와 언제든지 단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불이

익이 없다는 것과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 으로만 사용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서면 동의한 상자

에게 자료 수집을 실시하 다. 

두 군 모두에게 일반  특성, 비  사고성향, 자기

효능감  학습태도에 한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사용

하여 1주차 수업 시작 에 사 조사를 실시하 다. 실

험군은 5주간의 S-PBL 수업이 종료된 시 에서 사

조사와 동일한 설문지를 사용하여 사후조사를 실시하

다. 조군은 실험군과 동일한 시 에서 사후조사를 

실시하 다. 

5. 연구도구 
5.1 비판적 사고성향
비  사고성향을 측정하기 해 한국교육개발원

[24]이 개발한 비  사고성향 도구를 임동우[25]가 수

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 다. 이 도구는 총 20문항이며 

건 한 회의성 4문항, 지  정직성 4문항, 객 성 4문항, 

체계성 4문항, 유보성 4문항의 5개 하 역으로 구성

되어있다. 각 문항은 5  Likert 척도이며 수가 높을

수록 비  사고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임동우

[30]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7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83.이었다. 

5.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Sherer 등[26]이 개발하고 홍혜 [27]

이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하 다. 이 도구는 

총 23문항으로 일반  자기효능 17문항과 사회  효능 

6문항으로 구성된 5  Likert 척도이며 수가 높을수

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홍혜 [27]의 연

구에서 Cronbach's alpha는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86이었다.

5.3 학습태도
학습태도란 학습 는 공부와 련된 습 , 신념  

환경 등이 나타내는 행동유형으로서 학생들이 학교 환

경 내에서 겪는 변화의 경험을 통해 얻는 지속 이고 

규칙 인 반응 경향을 의미한다[24]. 본 연구에서는 한

국교육개발원이 개발한[24] 도구를 손 주 등[8]이 수

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 다. 이 도구는 총 16문항으

로 5 의 Likert 척도이며 수가 높을수록 학습태도가 

좋음을 의미한다. 손 주 등[8]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8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74이었다. 

 

6.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TATA 12.0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

여 분석하 다. 실험군과 조군의 일반  특성과 사  

측정한 종속변수의 동질성 검정은 χ2 test, Fisher’s 

exact test,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비  사고

성향, 자기효능감, 학습태도에 한 S-PBL의 효과검증

은 Repeated measures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비  사고성향의 평균값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OLS 분석법을 사용하여 분석하 고, 비  사고성향

의 상이한 수 에 따른 설명변수의 효과 검증은 QR 분

석법을 사용하 다. 

식 (1)에서 y는 종속변수를 의미하고 x:는 설명변수

들의 벡터이며, β는 각 설명변수에 한 계수들의 벡터

이다. 분 회귀분석은 식 (1)에서처럼 종속변수 y와 

설명변수에 향을 받는 양에 의해 결정되는 k의 값인 

x:가 만나는 지 인 θ번째 분 (0<θ<1)의 값을 추정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 Vol. 13 No. 111040

변수 구분

조군
(n=66)

실험군
(n=77)

합계
(n=143) χ2 　p

n % n % n %

 성별 여성 58 87.9 67 87.0 125 87.4 0.24 .541
남성 8 12.1 10 13.0 18 12.6

 고등
 학교

인문계 60 90.9 64 83.1 124 86.7 1.87 .131
실업계 6  9.1 13 16.9 19 13.3

 재수 예 8 12.1 11 14.3 19 13.3 0.14 .449
아니오 58 87.9 66 85.7 124 86.7

 부모
 결혼
 상태

결혼 58 87.9 72 93.5 130 90.9 3.68* .159
이혼 5  7.6 5  6.5 10  7.0
기타 3  4.5  0  0.0 3  2.1

경제
상태
(만원)

150이하 8 12.1 10 13.0 18 12.6 7.23 .124
151-200 7 10.6 12 15.6 19 13.3
201-300 20 30.3 18 23.4 38 26.6
301-400 24 36.4 18 23.4 42 29.4
401이상 7 10.6 19 24.7 26 18.2

 종교 기독교 16 24.2 17 22.1 33 23.1 3.51* .318
가톨릭 9 13.6 4  5.2 13  9.1
불교 12 18.2 15 19.5 27 18.9

　 무교 29 43.9 41 53.2 70 49.0 　 　

변수
조군
(n=66)

실험군
(n=77) t p

Mean±SD Mean±SD
비판적사고성향 65.45±10.68 66.52±9.08 -.62 .531
자기효능감 3.30±.49 3.35±.53 -.21 .833
학습태도 3.30±.46 3.32±.47 -.64 .520

할 수 있어[24][25], 비  사고성향 수의 서로 다른 

분 (0.1, 0.2, 0.3, 0.4, 0.5, 0.7, 0.8, 0.9)에 한 설명변수

의 이질 인 향을 살펴 볼 수 있다. 

Ⅲ.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동질성 검증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  두 군의 동질성 검증에 

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상자는 부분 여학생이었

고(87.4%), 인문계열 고등학교를 졸업하 다(86.7%). 경

제 상태는 301만원 이상이 가장 많았고(47.6%), 종교는 

무교가 가장 많았다(49.0%). 두 군의 일반  특성에 한 

동질성 검증 결과,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동질성 검증      (N=143)

*Fisher’s exact test

2. 두 군의 비판적 사고성향, 자기효능감 및 학습
태도에 대한 동질성 검증 
재  두 군의 비  사고성향, 자기효능감  학

습태도에 한 동질성 검증결과는 [표 3]과 같다. 두 군

의 비  사고성향(t=-.62, p=.531), 자기효능감(t=-.21, 

p=.833)  학습태도(t=-.64, p=.520)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3. 두 군의 비판적 사고성향, 자기효능감 및 학습태도에 
대한 동질성 검증                                    (N=143)

 

3. S-PBL의 효과검증
재 후 두 군의 비  사고성향, 자기효능감  학

습태도의 변화를 비교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비  

사고성향은 그룹 간(F=15.00, p<.001), 시  간(F=19.84, 

p<.001)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그룹과 시  간의 교

호작용(F=15.22, p<.001)이 있었다. 자기효능감은 그룹 

간(F=15.68, p<.001), 시  간(F=11.42, p=.001)에 유의

한 차이가 있었고, 그룹과 시  간의 교호작용(F=11.72, 

p=.001)이 있었다. 학습태도는 시  간(F=4.30, p=.040)

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그룹과 시  간의 교호작용

(F=2.61, p=.109)은 없었다.

주 효과 검증에서 비  사고성향(F=35.56, p<.001)

과 자기효능감(F=15.68, p<.001)의 주 효과는 ‘그룹’에

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4. S-PBL의 효과검증                          (N=143)

변수 시기 대조군 (n=66) 실험군 
(n=77) 항목 F p

M±SD M±SD
비판적 
사고
성향

사전 65.45±10.68 66.51±9.20 집단 15.00 <.001
사후 66.00±10.34 74.76±7.66 시기 19.84 <.001

집단*
시기 15.22 <.001

자기
효능감

사전 3.30±.49 3.37±.52 집단 15.68 <.001
사후 3.30±.43 3.71±.40 시기 11.42  .001
　 　

　
　
　

집단*
시기 11.79  .001 

학습
태도

사전 3.30±.46 3.32±.47 집단 2.34  .128 
사후 3.33±.41 3.53±.76 시기 4.30  .040 

집단*
시기 2.61  .109 

4. 비판적 사고성향에 대한 영향요인 
비  사고성향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해 OLS 분석법과 QR 분석법을 사용하 다. 비  

사고성향을 종속변수로 두고 선행연구에서 비  사

고성향에 향을 미치는 변수로 보고된바 있는 학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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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비판적 사고성향 분위

　OLS Q0.1 Q0.2 Q0.3 Q0.4
Coef(SE)

학습법 0.16*

(1.25) 
9.57* 
(4.84)

7.49**

(1.99)
7.65**

(1.45)
8.25**

(1.24)
자기효능감 0.59*

(0.59) 
15.70*

(6.93)
13.55**

(2.47)
15.70*

(6.93)
13.61**

(1.48)
학습태도 0.07

(1.57) 
5.58 
(6.77)

2.40 
(2.59)

5.58
(6.77)

4.72**

(1.58)
R Square 0.41** 

변수
비판적 사고성향 분위

Q0.5 Q0.6 Q0.7 Q0.8 Q0.9
Coef(SE)

학습법 5.37*

(2.66)
4.46*

(1.886)
3.45* 

(1.377)
0.71 

(2.528)
-3.99 
(4.69)

자기효능감 15.78**

(3.07)
14.29**

(2.265)
12.98**

(1.657)
13.94**

(2.460)
14.15**

(4.23)
학습태도 5.23 

(3.38)
4.95*

(2.312)
4.11*

(1.715)
2.07 
(2.82)

0.77
(6.70) 

R Square 

자기효능감  학습태도를 설명변수로 투입하 다. 명

목변수인 학습법(S-PBL과 통 학습)은 더미 코딩하

여 분석하 다. 

OLS 분석에서 비  사고성향의 평균값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습법과 자기효능감이었으며 이들 변

수는 비  사고성향을 41.0%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QR 분석을 통해 비  사고성향 수의 상이한 분

에 따른 설명변수의 효과크기(coefficients)를 분석한 

결과, 학습법은 비  사고성향의 0.1, 0.2, 0.3, 0.4, 0.5, 

0.6  0.7분 에서 유의한 효과를 보 으며, 그 효과크

기는 각각 9.57, 7.49, 7.65, 8.25, 5.37, 4.46  3.45로 나

타났다. 자기효능감은 비  사고성향의 모든 분 에

서 유의한 효과가 있었고, 학습태도는 0.4, 0.6  0.7분

에서 유의한 효과가 있었으며, 그 효과크기는 각각 

4.72, 4.95,  4.11로 나타났다[표 5]. 

 

표 5. 비판적 사고성향에 대한 영향요인              (N=143)

OLS: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 Q: 분위(Quantile), Coef: 효과크
기(Coefficient), SE: 표준오차(Standard Errors),**p<.01, *p<.05. 

Ⅳ. 논 의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비  사고성향, 자기효능감 

 학습태도에 한 S-PBL의 효과를 악하고, 상자

의 비  사고성향의 상이한 분 에 미치는 학습법, 

자기효능감  학습태도의 효과를 비교, 분석하 다. 

연구 결과, 상자들의 비  사고성향은 실험군이 

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간호학생의 비

 사고성향은 손 주, 송 아[6]의 연구에서 S-PBL과 

PBL을 함께 용하 을 때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PBL

만 용한 경우에는 최희정[28]과 배 숙 등[29]의 연구

에서 유의한 변화가 없었고 손 주 등[8]의 연구에서는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나 단일군을 상으로 하여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데 제한 이 있다. 이와 같이 비  

사고성향에 한 PBL의 효과가 일 되지 않고 비  

사고성향에 한 S-PBL과 PBL의 효과를 직 으로 

비교한 선행연구가 없어 정확한 비교는 어려우나, 본 

연구 결과와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S-PBL은 

간호학생의 비  사고성향을 증진시키는데 우선 

용 가능한 교수-학습 략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간호

교육에서 S-PBL 활용에 한 근거를 강화하기 해 

S-PBL과 PBL의 효과를 비교, 분석하는 후속연구가 필

요하겠다.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그룹과 시  간의 교호작

용이 유의하게 나타나 S-PBL이 자기효능감을 증진시

키는데 효과 인 학습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기효

능감은 실제 인 수행경험과 타인의 칭찬과 격려 등을 

통해 형성되고 수기술 심의 실습과목에서 학습 성과

를 높일 수 있는 개인의 내 자원이다[35]. 본 연구에서 

학생들은 문제해결과정에서 학습자의 수 에 맞춘 교

수의 즉각 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고 시뮬 이션 과

정을 통해 실제 인 간호수행을 경험하고 그에 따른 성

취감을 얻게 되어 자기효능감이 향상되었다고 생각된

다. 

상자들의 학습태도 수는 재 후 향상되었으나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 S-PBL의 효과를 확인

할 수 없었다. 이는 PBL 수업 후 학습태도가 유의하게 

향상된 송 아[7]와 손 주 등[8]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

었다. 학습태도는 경험과 학습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다[7]. 따라서 송 아[7]와 손 주 등[8]은 15주

에 걸쳐 PBL을 진행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5주간 

S-PBL을 진행하여 상 으로 재기간이 짧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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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차이가 있었다고 본다. 한 본 연구 상자들은 

여 히 고등학교의 주입식 교육에 익숙한 학 1학년

이었던 과 주입식 교육에 익숙한 학습자의 경우 무 

다른 수업방식에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는 을 감안할 

때[8], S-PBL 수업은 학생들에게 흥미보다는 부담으로 

인식될 수 있어 학습태도를 개선하는데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간호교육에서 

S-PBL의 활용범 를 확 하고 지속 , 반복 으로 

용해 나간다면 학습태도에 해서도 정 인 효과를 

기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비  사고성향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해 OLS와 QR 분석법을 사용하 다. 먼  

OLS 분석에서 비  사고성향에 향을 미치는 요인

은 학습법과 자기효능감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 략

이 비  사고를 향상시키는데 향을 미친다고 보고

한 Phan[10]의 연구와 자기효능감이 비  사고성향

에 해 36.7%의 설명력을 가진다고 보고한 이정인[11]

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한편, QR 분석에서 효과크기는 비  사고성향의 

향요인들의 비  사고성향에 미치는 정도를 의미

한다. 학습법의 경우 비  사고성향 수의 0.1분

에서 효과크기가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비  사

고성향에 한 학습법의 효과가 0.1분 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상 그룹으로 갈수

록 차 효과크기가 감소하여 0.8분  이상에서는 비

 사고성향에 한 학습법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나 상  20%에서는 비  사고성향에 한 

S-PBL의 정 인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비

 사고능력에 한 학습법의 효과는 비  사고능

력이 낮은 집단에서 보다 큰 상승효과가 있음을 보고한 

Steadman[3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S-PBL은 비  사고성향이 낮은 집단에서 비  사

고성향을 향상시키는데 유용한 학습법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비  사고성향이 높은 학생들의 경우 이를 유

지시키는 것을 교육 목표로 삼는 것이 하므로 반복 

연구를 통해 유지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기효능감은 비  사고성향의 모든 분 에서 유

의한 효과가 있고 효과크기 한 10미만인 학습법과 학

습태도에 비해 부분 15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어 

그 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비  사고성향에 

한 교육  재는 자기효능감에 한 재 략이 함

께 포함되었을 때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학습태도는 OLS 분석에서 비  사고성향의 평균

값에 향을 미치지 않았고, QR 분석에서는 비  사

고성향의 일부 분 (0.4, 0.6  0.7분 )에서만 유의한 

향을 미쳤다. 즉, 하 그룹의 비  사고성향은 학습

태도를 개선하는 것만으로 향상되기 어렵고 S-PBL과 

같은 효과가 검증된 학습법이나 자기효능감 증진 략

이 수반되어야 한다. 비  사고는 단편 인 강의와 

일시 인 경험보다는 다양한 경험과 장기간의 교육에 

의해 개발될 수 있다[31]. 따라서  기반으로 S-PBL을 

용할 때  내 하 그룹에 속한 학생들에 한 교수

의 집 인 훈련과 극 인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S-PBL은 간호학

생들의 비  사고성향과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데 

유용한 교수-학습 략으로 볼 수 있다. 한 비  

사고성향을 증진시키기 해서는 수업에서 S-PBL을 

극 으로 활용하고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S-PBL 수업에 익숙하지 않은 학년 간호

학생들을 상으로 S-PBL의 활용 가능성과 근거를 제

시하 고 간호학 연구에서 QR 분석을 용하여 학습자

의 상이한 학습능력을 고려한 교육  근을 시도하

다는 에서 간호학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일개 학의 간호학생들을 상으로 하여 

연구 결과를 확  해석하는데 신 을 기할 필요가 있

다. 한 본 연구에서 S-PBL의 효과를 자가보고식 설

문지로만 측정한 은 연구의 제한 으로 고려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기본간호학실습 교과목에서 비  사고

성향, 자기효능감  학습태도에 한 S-PBL의 효과를 

악하고 재 후 상자의 비  사고성향의 상이한 

분 에 미치는 학습법, 자기효능감  학습태도의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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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교, 분석하 다. 

연구 상자는 일개 학 간호학과의 '기본간호학 실

습'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143명으로 조군 66명실험

군 77명이었다. 실험군에는 매주 2시간씩 5주 동안 

S-PBL 수업을 실시하 고 조군에는 통  방식으

로 수업을 진행하 다. 재효과는 구조화된 자가보고

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수업 시작 과 종료 후에 각각 

측정하 다. 

연구 결과, S-PBL은 통  학습방식에 비해 학생들

의 비  사고성향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데 효

과가 있었다. 한 비  사고성향의 평균값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습법과 자기효능감이었고 이들 변수

는 비  사고성향에 한 설명력은 41.0%이었다. 비

 사고성향의 상이한 분 에 향을 미치는 요인  

효과크기를 분석한 결과, 학습법은 0.1∼0.7 분 에서 

유의한 효과를 보 고, 효과크기는 상 분 로 갈수록 

차 감소하 다. 자기효능감은 비  사고성향의 모

든 분 에서 유의한 효과가 있었고, 학습태도는 일부 

분 (0.4, 0.6, 0.7분 )에서만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이상으로 본 연구는 S-PBL이 간호학생들의 비  

사고성향과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데 유용한 학습법

임을 제시하고 있다. 한 비  사고성향을 증진시키

기 해서는 효과 인 학습법을 용하는 것뿐 만아니

라 비  사고성향의 모든 분 에 유의하게 향을 미

친 자기효능감에 한 재가 수반되어야 함을 시사하

고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S-PBL의 장기효과를 확인하기 해 시간간격을 두고 

효과변수의 변화를 측정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자

가보고식 설문도구 이외에 실제 행 에 한 평가 지표

를 포함하여 S-PBL의 효과를 측정하는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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