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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기반 간호교육에서 팀기반학습 적용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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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성인간호학 분야의 심장계 환자간호에서 팀기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간호학생들에게 적용
하여 교과목 학습성과로서 문제해결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학업성취도, 그리고 수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
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방법은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인 유사실험연구이고, G시 4년제 간호학과 2학년 학생들
을 편의표집하여 실험군 52명, 대조군 54명을 대상으로, 실험군은 2014년 2학기 중 주당 3시간씩 2주 동안 팀기반학
습을 적용하고, 대조군은 동 기간동안 강의 및 사례적용 발표수업을 제공하였다. 연구 결과, 팀기반학습을 적용한 실
험군과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의 문제해결능력(F=5.92, p=.017)과 수업만족도 점수(F=5.80, p=.018)는 실험군이 대조군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비판적 사고성향과 학업성취도 점수는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높았으나 통
계적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간호교육에 팀기반학습의 적용은 간호학생들의 중요한 학습
성과인 문제해결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수업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주제어 : 팀기반학습, 문제해결능력, 비판적 사고, 학습성과, 간호 융합교육

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develop and evaluate the effects of Team-Based Learning(TBL) on 
cardiac problem in adult nursing. The study measured problem-solving abilit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cademic achievement and, class satisfaction for learning outcomes of course. Pretest-posttest design with 
nonequivalent control group was utilized to analyze the effects of TBL.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each consisting of 52, 54 participants was picked from the junior students. The experimental group was given 
the TBL for 6 hours and control group was given a lecture and case-based announcement class. In results, 
significant improvements were found in problem-solving ability(F=5.92, p=.017), and class satisfaction(F=5.80, 
p=.018).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of experimental group were improved than 
those of control group, but there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Key Words : Team-based Learning, Problem-solving ability, Critical thinking, Learning outcome, Nu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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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사회  변화의 향으로 임상간호 장도 단순하고 반

복 인 상황에서 복잡하고 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변

화되어가는 추세이며, 이에 응하기 하여 간호사도 

비  사고와 문제해결능력을 통한 임상의사결정을 효

율 으로 할 수 있도록 비시키는 것이 간호교육계의 

도 과제가 되었다[1]. 이러한 변화에 따라 한국간호교육

평가원에서는 간호사가 임상 장의 다양한 직무를 수행

하는데 공통 으로 요구되는 간호사 핵심역량과 졸업시

에 간호학생들이 도달해야 할 비  사고능력 등 12개

의 학습성과를 제시하고 있다[2]. 

졸업시의 간호학생들에게 필요한 학습성과 에 문제

해결능력은 다양한 간호상황에서 간호문제를 통합 으

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간호교육을 통해 이러한 학

습성과를 달성시켜 향후 문 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간호사로 양성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간호 장 실무자들은 신규간호사의 간호지식, 기술, 임상

처능력과 문제해결능력에서 간호역량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고[3], 이러한 역량 부족의 원인으로 학습자

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교육과정이나 교수학습방

법이 제기하고 있다. 

한 비  사고능력은 간호교육 로그램의 학습성

과  가장 빈빈하게 제시되는 능력이며[4] 한국간호교

육평가원은 간호 학 평가인정기 으로 비  사고능

력을 필수 요소로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비  사고는 

간호사가 임상실무에서 사상, 가정, 원리, 신념, 행 를 

검증하는데 사용하는 목 이고 반성 인 추론과정으

로[5], 참여교육과 성찰 인 사고의 기회가 병행되는 경

험이 토 를 이룬다. 이러한 비  사고능력을 향상시

키기 해 국내ㆍ외 간호교육자들은 교수법의 개발이나 

교육의 효과 평가방법을 개발하기 해 많은 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 

학업성취는 모든 학습자  교수자들의 요한 심

사이다. 교육에 있어서는 각 교과의 특성에 따라 ‘어떠한 

수업방식이 그 교과의 학업성취도를 최 한 올릴 수 있

을까?’ 하는 것이 교수법의 주된 심 역이 되어 왔다

[6]. 이에 다양한 교수법에 따른 학업성취도 향상을 확인

하는 연구가 시행되었는데, 특히 기반학습을 용했을 

때 학습자 간의 성 편차가 고, 과목 낙제율이 낮아진

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어 기반학습이 학업성취

도의 향상에 효과가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7]. 이에 국내 

간호교육에서도 기반학습 용시 학업성취도에 차이

가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수업만족도는 수업상황에서 주요한 목표를 성취하

다고 느끼며, 효율 으로 주 의 환경과 잘 응해 정서

으로나 상호작용 으로 수업 상황에서 개인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이다[8]. 학생의 수업만족도는 일

반 으로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향을 미칠 수 있고 

한 기반학습으로 학생들의 수업만족도를 알아보는 것

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통 인 교육에서는 ‘사실과 지식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집 하여, 교수자 심의 일방 인 

달식 교육이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학생들이 어떠

한 교육경험과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성과를 달성해가는

가’에 을 두고 다양한 교육방법을 시도하고 있다[9]. 

이러한 교수학습 략으로 기반학습을 생각해볼 수 있

다. 기반 학습(Team-Based Learning: TBL)은 1970년

 Oklahoma 학의 Michaelsen 교수에 의해 처음 시도

된 교수법으로, 학습자가 학습과정에 참여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해 구성원들이 효율 인 의사소통체

계를 갖추고 상호작용함으로써 성과를 달성하는  체계

에 바탕을 둔 교수학습방법으로써, 사  자가학습, 비

도 확인시험과 학습내용 용의 3단계로 구성된다[10]. 

이러한 특성을 가진 기반학습은 학습자의 지식은 물론, 

문제해결능력, 비  사고력 등 학습성과를 강화시켜 

 뿐 아니라 학업성취도  수업만족도도 증가시켜  

수 있는 학습방법이라 할 수 있다. 

간호학에서 TBL 용한 국내ㆍ외 연구를 살펴보면, 

기 간호학[11]이나 성인간호학[12], 는 모아간호학

[13], 그리고 통합교과목[14]에 기반학습을 용하 고, 

기반학습을 용한 후 종속변수로는 학습자 인식이나 

학업성취도[11, 13, 14], 수업참여도나 만족도[15], 학습동

기나 학습태도[16], 자기주도학습이나 인 계 이해능

력[17], 의사소통능력[11], 그리고 비  사고와 문제해

결능력[12, 18] 등으로 나타났다. 의학교육에서도 TBL 

용 학습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향상되고 수업만족

도가 높아지고 자기주도학습능력 향상이 가능할 것이라

고 하 고 이는 단발 인 TBL 경험으로는 성취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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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운 목표이지만 TBL 교수법이 의과 학에 매우 정

인 역할을 담당해  것을 시사한다고 하 다[19]. 그럼에

도 불구하고 Sisk[20]는 TBL 용 논문을  체계 으로 

분석한 결과, 기반학습의 효과성에 한 증거는 아직 

불명확하다고 하 으며 다양한 교과목에서 실험연구를 

통해 TBL이 수업참여도와 만족도 외에 다른 학습성과에

도 정 인 향을 끼친다는 것을 확인하기 해서는 

더 많은 연구결과들이 필요하다고 하 다.  

TBL은 학생들 스스로 문제에 한 다양한 질문을 제

시하고 극 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새로운 정보와 아이

디어를 평가, 용, 종합하는 성숙된 사고과정을 경험하

여[19] 학습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교육학  장 과 학습

자 심 학습법으로 다른 교수법보다 비용효과 이라는 

장 에도  불구하고 국내 간호 학에서는 아직 TBL 

용이 미비하고 이와 련된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에 본 연구는 간호학 이론교과목인 성인간호학에 기반

학습을 용하여 학습성과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자 

하 다. 

1.2 연구의 목적 및 가설

본 연구는 기반학습 용 후 학습성과인 문제해결

능력, 비  사고성향, 학업성취도, 그리고 수업만족도

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가설

을 설정하 다.

제 1가설 : 기반학습을 용한 실험군은 강의  사

례기반 발표수업을 용한 조군보다 문

제해결능력 수가 더 높을 것이다. 

제 2가설 : 기반학습을 용한 실험군은 강의  사

례기반 발표수업을 용한 조군보다 비

 사고성향 수가 더 높을 것이다. 

제 3가설: 기반학습을 용한 실험군은 강의  사

례기반 발표수업을 용한 조군보다 학

업성취도 수가 더 높을 것이다. 

제 4가설: 기반학습을 용한 실험군은 강의  사

례기반 발표수업을 용한 조군보다 수

업만족도 수가 더 높을 것이다. 

1.3 용어의 정의

1.3.1 팀기반학습(Team-Based Learning, TBL)

기반학습은 소규모  활동의 효과성을 살릴 수 있

는 교수-학습 방법의 하나로, 한 명의 교수가 다수의 학

생들을 이끌고 수업을 진행할 때 학생들을 작은 소그룹

으로 나 어 진행하는  학습과 토론 수업을 병행하여 

체 학생이 동시에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학습모형이

다[21]. 본 연구에서는 6-7명을 한 으로 하여 총 8개의 

으로 구성된 학생들이 사 학습 단계, 비도 확인단

계, 개념 용 문제해결단계를 거치면서 효과 인  활

동과 토론수업을 병행하는 교수방법을 말한다.

1.3.2 학습성과

학습성과는 교과  교과 외 교육과정을 통하여 획득

되어야 하는 능력[22]으로 이를 측정하는 방법은 정기

인 교과과정에서 학생의 수업결과를 측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간호학 교과목에서 획득되어야 하는 

능력으로 문제해결능력, 비  사고성향, 학업성취도를 

의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기반학습을 용한 실험군과 강의  사

례기반 발표수업을 용한 조군 간의 문제해결능력, 

비  사고성향, 학업성취도 등의 학습성과  수업만

족도에 미치는 향을 검정하기 한 비동등성 조군 

후설계 유사실험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역시 일개 4년제 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인 간호학생 106명을 연구 상자로 하여, 2014년 10월 

27일부터 12월 9일까지 수행하 다. 상자 수는 

Erdfelder, Faul과 Buchner[23]에 의해 개발된 G*power 

3.10 로그램을 통해 독립 t-검정에 필요한 최소 표본의 

크기를 구한 결과, 유의수 (α) 0.05, 검정력(1-β) 0.95, 

효과 크기(r)를 0.7로 하 을 때 일개 집단에 최소인원은 

45명으로 산출되었다. 따라서 총 90명으로 제시되어 본 

연구 상자 수는 필요한 표본 수를 충족하 다. 

실험군과 조군의 선정은 2학년 교과목  성인간호

학을 수강하는 2개 분반 학생들을 상으로 하 다. 기

반학습을 용한 실험군은 53명, 조군은 다른 반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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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명이며 실험군  불충분한 자료 1부를 제외하여 분석

에 참여한 상자 수는 실험군 52명, 조군 54명이었다. 

연구 상 학생들에게는 연구목 과 본인의 자발 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단할 수 있고 그 경

우 성 에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으며, 응답내용은 연구 

이외의 목 으로 로 사용하지 않음을 설명하 다. 

그리고 자유롭게 질문하도록 한 후 자발 인 의사에 따

라 서면동의서를 받았다. 

2.3 연구진행 절차 

2.3.1 TBL 운영 

TBL 수업은 강의, 발표로 구성된 총 3학 의 성인간

호학 교과목 수업에서 연구확산에 한 문제 을 감소시

키기 해 간고사가 끝난 후 울 성심부   상동

맥질환 상자 간호를 주제로, 주제별로 각 1주당 3시간

씩 2 주제를 시행하여 총 6시간을 실험군은 기반학습

으로 시행하 고 조군은 같은 주제로 강의  사례기

반 발표수업을 시행하 다. 

수업은 표 화된 TBL 수업의 3단계 로토콜에 따라 

1단계 사  자가학습, 2단계 비도 확인시험과 3단계 사

례기반 학습내용 용 순으로 진행하 다. 

1) 1단계 사  자가학습.

1단계 사  자가 학습과정은 수업 시작 1주 에 교수

자가 학생들에게 TBL에 한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한 후  배정을 하 는데 각 반

별로 무작 로 6-7명씩 8개 으로 나 고 별로 서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게 하 다. 그리고 수업 주제에 

한 사  읽기자료를 웹게시 에 올려 모든 학습자에게 

사  자가학습을 한 뒤 수업을 참석하도록 하 다. 

2) 2단계 비도 확인시험

첫째 주 3시간은 울 성 심부 에 해서, 두 번째 주 

3시간은 상동맥질환에 해서 TBL를 실시하 는데 

각 주제별 2단계 비도 확인시험은 개인 비도 확인시

험(IRAT), 그룹 비도 확인시험(GRAT), 그룹간 학습

평가와 학습결과에 따른 피드백 순으로 진행되었다. 

비도 확인시험 문항은 개인과 그룹 문제가 동일하 으며 

10문항의 5지 선다형 문제이다. 울 성심부 과 상동

맥질환의 학습내용을 평가하기 해 성인간호학 교과서

와 간호사 국가고시 비 문제집 등을 토 로 본 연구자

가 개발하 다. 각 주제당 150분  20분간은 10문항의 

개인 비도 확인시험(IRAT) 실시, 동일문제로 30분간 

그룹 비도 확인시험(GRAT) 실시, 50분간 그룹별로 정

답카드 제시를 활용한 그룹간 학습평가와 교수 피드백이 

있었다. 그룹간 학습평가는 교수의 지도하에 그룹 내에

서 도출한 의견에 입각하여 그룹간 토론을 실시하 다. 

이때 학생은 문항별 정답을 확인하고 틀린 문제에 해 

질문  이의제기를 하 고 교수는 질문사항과 사  읽

기자료 내용에서 어려운 부분에 해 피드백을 제공하

다. 

3) 3단계 학습내용 용

3단계 학습내용 용을 한 그룹토론은 나머지 50분

간 진행되었다. 임상 사례를 바탕으로 개발한 울 성심

부   상동맥질환자 사례를 가지고 그룹 토의 근

방법에 따라 그룹별로 토론을 하고 개념도를 활용하여 

별 발표한 후 그룹간 피드백, 교수 피드백 순서로 진행

하 다. 그룹별 토론 내용은 주제 질환의 험요인과 원

인, 병태생리, 증상과 징후, 진단  검사, 치료와 간호

재에 한 내용이었다. 

2.3.2 대조군 교육 

조군도 사  학습자료를 1주 에 웹게시 에 올려

놓아 습하도록 하 으며 교수자가 각 주제별 3시간 내

에서 2시간은 기존 강의식 수업을 하고 1시간은 실험군

에게 용했던 사례를 가지고 사례기반 발표수업을 하여 

총 2주 동안 6시간을 시행하여 학습내용상 실험군과 차

이가 없도록 하 다.   

2.3.3 사후 조사

실험군과 조군 모두 교육을 제공하고 기말고사를 

치른 후 사 조사와 동일한 도구에 수업만족도 문항을 

포함시켜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과 비  사고성향, 그

리고 수업만족도를 조사하 다. 

 

2.4 연구 도구

사  설문지 구성은 일반  특성 11문항, 비  사고

성향 35문항,  문제해결능력 45문항으로 총 91문항으로 

이루어졌고 사후 설문지는 사  설문지의 일반  특성은 

제외되고 수업만족도의 6문항이 포함되어 총 86문항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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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문제해결능력

문제해결능력이란 문제해결자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

하기 해 문제를 명료화하고 원인 분석을 통해 안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하기 한 계획  그 수행결과에 

한 평가를 체계 으로 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이석재 등[24]이 개발한 

생애능력측정도구  학생/성인용 문제해결능력 진단

지를 사용하 다. 이 도구는 문제인식, 정보수집, 분석능

력, 확산  사고, 의사결정, 기획력, 실행과 모험감수, 평

가, 피드백 등의 9개의 하 역으로 되어 있는데, 를 

들어,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먼  확인한다’, 

‘내 나름 로 정답을 생각하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정보만 찾는다’,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하기로 정

한 것은 끝까지 한다’ 등의 문제에만 집 해서 해결해가

는 과정에 한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각 하 역별 

5문항씩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들은 5

 Likert 척도로 측정하 고, ‘매우 드물게’에 1 부터 

‘매우 자주’에 5 까지 수를 주었다. 수범 는 최소 

45 에서 최고 225 까지이며 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

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석재 등[24]의 연구에서 

Cronbach’s ⍺값은 .920이었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값은 .910이었다. 

2.4.2 비판적 사고성향

비  사고성향이란 개인  는 문 인 일에 있

어서 비  사고를 요히 여기고 이를 사용하는 개인

 성향이다[25].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생의 비  사고

성향을 측정하기 해 권인수 등[1]이 개발한 간호 학

생의 비  사고성향 측정도구를 사용하 다. 이 도구

는 지 통합 6문항, 창의성 4문항, 도 성 6문항, 개방성 

3문항, 신 성 4문항, 객 성 4문항, 진실추구 3문항, 탐

구성 5문항의 5  척도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를 들어 ‘나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노력하는 

일이 재미있다’, ‘나는 의문이 생기면 알아내려고 애를 쓴

다’, ‘나는 나의 의견에 한 비 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등의 어떤 일에 있어서 목 이고 성찰 인 사고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악하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각 문항

은 5  척도로 최  35 에서 최고 175 으로 수가 높

을수록 비  사고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값은 .892 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값은 .912이었다. 

2.4.3 학업성취도

학업성취란 학습의 결과로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는 

과정 는 결과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반학습 

는 강의  사례기반 발표수업 후 이에 한 지식을 성취

한 정도로, 울 성심부 과 상동맥질환자의 간호와 

련된 22문항의 지식 수이며, 100  만 으로 환산하여 

수가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4.4 수업만족도

수업만족도는 학생들이 지각하고 있는 학습에 한 

만족도로서 즉 학습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학습활

동이나 학습내용이 최 로 제공되고 있는 정도[8]이다. 

본 연구에서는 김민경[26]이 개발한 수업만족도 도구로 

측정한 수를 말하며 총 6문항으로 최  6 , 최고 30

으로 수가 높을수록 수업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값은 .924로 나타났다.

2.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구체 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실험군과 조군의 일반  특성에 한 동질성 검

정은 χ2 test, t-test  Fisher’s exact test로 분석하 다.  

2)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해 Cronhach’s ⍺
값을 구하 다.

3) 연구변수에 한 집단 간의 사  동질성 검정은  독

립 t-test를 시행하 다. 

4) 사후 종속변수 검정은 일반  특성에서 두 군별 연

령 차이가 있었으므로 연령을 보정한 공분산분석

(ANCOVA)를 시행하 고 성 은 χ2 test로 분석하 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

연구 상자는 총 106명으로 실험군이 52명(49.1%), 

조군이 54명(50.9%)이었고 연령은 실험군이  21.3세로 

조군(20.2세)보다 더 높았으며 최종 출신학교도 실험군에

서 4년제 학사편입생이 더 많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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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ategories

Experimental group

(n=52)

Control group

(n=54) χ2/t p

N(%)/M±SD N(%)/M±SD

Gender

 

 Male

 Female

 7( 6.6)

45(42.5)

10( 9.4)

44(41.5)
0.50 .329

Age(years) 21.3±2.7 20.2±1.9 -2.66 .009

Education history

  

 High school graduation

 University graduation

43(40.6)

 9( 8.5)

54(50.9)

0( 0)
10.21 .001

*

Personality disposition

 Introverted

 Extroverted

 Don’t know

15(14.2)

20(18.9)

17(16.0)

23(21.7)

11(10.4)

20(18.9)

4.50 .105

Applied motivation on department of 

nursing 

 Employment rate 

 Others solicitation

 Consider aptitude

17(16.0)

18(17.0)

17(16.0)

19(17.9)

19(17.9)

16(15.1)

0.13 .937

Satisfaction on nursing

 High

 Moderate

 Low

12(11.3)

33(31.1)

 7( 6.6)

15(14.2)

38(35.8)

 1( 0.9)

5.15 .076

Satisfaction of campus life  

 High

 Moderate

 Low

 5( 4.7)

40(37.7)

 7( 6.6)

 6( 5.7)

44(41.5)

 4( 3.8)

1.06 .588

Availability of adult nursing
 Very useful

 Moderate

44(41.5)

 8( 7.5)

47(44.3)

 7( 6.6)
0.13 .785

Preferred teaching-learning method

 Lecture only

 Cooperation learning  

 Practice combined lecture

28(53.8)

 6(11.5)

18(34.6)

28(51.9)

 4( 7.4)

22(40.7) 

0.76 .683

Previous semester grade

 A grade

 B grade

 C grade

 4( 4.0)

36(36.0)

10(10.0)

 7( 7.0)

34(34.0)

 9( 9.0)

0.93 .629

*Fisher’s exact test

<Table 1> Homogeneity test of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two groups           (N=106)

가 있었다. 성격성향은 실험군이 외향  성격이 더 많았

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간호학과 지원동

기, 간호학에 한 공만족도, 학교생활 만족도, 성인간

호학 교과목 활용도, 기억에 남는 학습방법, 학기 성  

등에서 두 군 간에 통계 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1>. 

3.2 종속변수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증

실험  종속변수의 동질성 검정은 다음과 같다

<Table 2>. 문제해결능력에서 실험군은 평균 150.27 , 

조군은 153.63 으로 실험군에서 약간 낮았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비  사고성향에서 실

험군은 평균 113.81 , 조군은 114.39 으로 실험군에

서 약간 수가 낮았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

었다. 

3.3 가설검정

제 1가설 ‘ 기반학습을 용한 실험군은 강의  사

례기반 발표수업을 용한 조군보다 문제해결능력 

수가 더 높을 것이다.’를 보면 실험군의 문제해결능력 

수가 159.61 이고 조군은 151.00 으로 실험군이 조

군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F=5.92, p=.017) 제 1가설

은 지지되었다. 

제 2가설 ‘ 기반학습을 용한 실험군은 강의  사

례기반 발표수업을 용한 조군보다 비  사고성향 

수가 더 높을 것이다.’를 보면 실험군과 조군의 비

 사고성향에 한 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실험군은 

115.34 으로 조군 114.40 보다 높았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어 제 2가설은 기각되었다.  

제 3가설 ‘ 기반학습을 용한 실험군은 강의  사

례기반 발표수업을 용한 조군보다 학업성취도 수

가 더 높을 것이다.’는 실험군에서 74.87 , 조군에서 

71.48 수로 실험군의 수가 더 높았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나지 않아 제 3가설은 기각되었다.

제 4가설 ‘ 기반학습을 용한 실험군은 강의  사

례기반 발표수업을 용한 조군보다 수업만족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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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더 높을 것이다.’는 실험군은 20.72 , 조군은 18.62

으로 실험군이 조군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F=5.80, p=.018), 제 4가

설은 지지되었다. 

특성
Exp.(n=52) Cont.(n=54)

t p
M±SD M±SD

Problem-

solving 

ability

150.27±16.99 153.63±14.25 1.105 .272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113.81±15.63 114.39±12.21 0.214 .831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Table 2> Homogeneity test of dependent
           variables between two groups 

(n=106)

Variable

Exp.

(n=52)

Cont.

(n=54) F
*
/χ2 p

N(%)/M±SD N(%)/M±SD

Problem-sol

ving ability
159.61±2.48 151.00±2.43 5.92 .017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115.34±1.80 114.40±1.77 0.13 .716

Academic 

achievement
74.87±1.25 71.48±1.23 3.62 .060

 >80 point

 70-80

 <70 point

14 (26.9)

25 (48.1)

13 (25.0)

11 (20.4)

16 (29.6)

27 (50.0)

7.20 .027

Class 

satisfaction
20.72±0.61 18.62±0.61 5.80 .018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F value of ANCOVA with age as covariate

<Table 3> Comparison of effects after intervention
between two groups          (N=106)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성인간호학 교과목에서 울 성심부   

상동맥질환자 간호에서 기반학습 로그램을 개발, 

용하여 간호 학생이 간호교육을 통해 성취해야 할 학

습성과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해 실시되었다. 

성인간호학에서 기반학습을 용한 이유는 한명의 

교수가 많은 학생들을 가르칠 때 다수의 튜터와 강의실

이 필요치 않고 개별학습과 토론을 겸할 수 있는 비용효

과 일 뿐만 아니라 성과기반 간호교육에서 문  역량

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 기 때문이다.

본 연구결과, 기반학습을 용한 실험군이 강의  

사례기반 발표수업을 용한 조군보다 문제해결능력 

수가 유의하게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을 상으로 한 기반학습이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켰다는 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12, 18]. 이

는 기반학습이 원들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역할

을 분담하고 토의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러

한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간호 학생에게 다양한 교과목에서 기반

학습을 용한다면, 간호 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

시켜 졸업 후 간호실무 장에서 상자들의 문제를 능동

이고 합리 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간호학에서 비  사고는 1983년 미국정부의 공교육  

개  이후 요 화두가 되어 왔는데, 비  사고기술과 

비  사고성향의 두 측면으로 구분된다[27]. 비  사

고능력은 분석, 추론, 평가의 세 역이 기본 틀을 이루고 

비  사고성향은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려는 성향이다. 

훌륭한 비  사고기술이 있어도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

려는 성향이 있어야 비  사고기술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  사고능력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지식, 

기술과 비 으로 사고하려는 태도와 성향을 강화시켜

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기반학습 후 비  사고성향 수는 

실험군이 조군보다 더 높았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

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3학년 성인간호학 교과목에

서 호흡기계 질환 상자 간호를 주제로 주 1회 2시간씩 

총 6회 12시간을 기반학습으로 시행한 최경옥과 박

미[18]의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 다. 그러나 기반학습

을 용하여 간호 학생들의 비  사고성향의 효과를 

확인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본 연구결과를 타 

연구결과들과 상세히 비교 분석하기에는 힘들지만, 이러

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TBL학습이 이루어진 것이 총 6

시간에 불과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이기에는 기간이 짧았

기 때문으로 단된다. 일부 연구[11, 33]에서 단일군 

상으로 2주 4시간이나 2주 6시간을 기반학습으로 용

하여 학습자 인식이나 만족도 는 학업성취도에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지만 본 연구와 같이 기반학습을 2주 

6시간 정도의 단기  용으로 비  사고성향이 향상

되었다는 보고가 아직 나타나지 않아 향후 기반학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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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용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간호 학생들이 

기반학습 경험을 조사한 결과[28]에 의하면 간호학생

들이 기반학습을 처음 했을 때 축되고 힘들어했으

나, 시간이 지나면서 응하게 되었고 자신의 학습능력

을 재발견하는 등 정 인 효과를 나타냈다고 보고한 

바 있고,  Parmelee, Michaelsen, Cook과 Hudes[29]는 

기반학습의 학습유형이 기존 학습유형과는 매우 다르므

로 학습이 시작되기  기반학습을 연습할 수 있는 기

회를 주는 것이 학습자의 극 인 수업참여에 도움이 

된다고 하 다. 따라서 기반학습 용시 교수자가 학

생들에게 충분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거나 , 장기 으로 

제공한다면 간호학생의 비  사고능력을 더욱 향상시

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기반학습이 학업성취도 향상에 효과가 있는지 알아

보기 해 기반학습을 용한 학습내용을 기말시험에 

포함하여 학업성취도를 평가하 는데 실험군이 조군

보다 수가 더 높았지만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

었다. 이는 TBL 수업과 강의식 수업간에 과목 시험 수

에 차이는 없었다는 연구결과[30]와 유사하 다. 그러나 

많은 연구를 통하여 TBL이 더 나은 학업성취도를 보인

다는 보고된 연구결과들[12, 21, 31]과는 차이가 있었다.  

한 다른 연구[19]에서는 학업성취도를 기반학습 

과정에서 시행되는 개인 비도 확인시험, 그룹 비도 확

인시험, 그룹 용학습활동, 동료평가로 구성한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기반학습 시행 후 학기말에 5지 선다형 객

식 문항으로 평가하 기 때문에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즉 본 연구에서 학업성취도 평가는 단순암기

형과 문제해결형으로 구성된 간호사 국가시험 형태의 객

식 문항이어서 학생들의 표 력과 반 인 문제해결

의 진행과정을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이에 학업성취도 

평가도구를 개발할 때 객 식 문항과 함께 개념 용 문

제해결 과제와 비슷한 유형의 주 식 문항을 포함하여 

평가한다면 기반학습을 통한 다양한 학업성취도 평가

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반학습 후 수업만족도는 실험군이 조군보다 더 

높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이는 만성폐쇄

성폐질환 상자 간호에 한 TBL을 시행한 노 숙 외

의 연구[14]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한 의과 학 

학생들에게 용된 TBL이 상호작용, 토론과 임상 문제

해결 진 측면과 워크에 한 정  반응에 의해 수

업만족도가 높았던 결과들[7, 32]과 일치한다. 간호학생

들에게도 기반학습에서 학습자 만족도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사 학습, 교과목 내용, 동료평가, 활동으로 

나타났다[33]. 한 Choi[34]는 동학습의 실시 횟수가 

많을수록 학습자의 학습태도가 정 으로 변화하고 동

료와의 동  학습구조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하 는데, 

다양한 교과목에서 간호학생들에게 충분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활동을 진시킬 수 있는 학습요소를 개발한

다면 학습을 즐기고 극 인 수업 참여로 인해 학습성

과 뿐 아니라 수업만족도도 증가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본 연구는 간호학과 2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성인간

호학 분야의 울 성심부 과 상동맥질환 개념을 주 1

회 3시간씩 총 2주 6시간의 TBL을 용하여 교과목 학

습성과로서 문제해결능력과 비  사고성향, 학업성취

도, 수업만족도를 측정하여 분석하 다. 연구결과, 문제

해결능력과 수업만족도에 있어서 실험군과 조군의 유

의한 차이를 보 고 비  사고성향과 학업성취도는 실

험군이 조군보다 수는 향상되었으나 통계 으로 유

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TBL이 간호

교육에 있어 학습성과의 하나인 문제해결능력의 향상을 

가져온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결과를 토 로 TBL을 

간호교육에 확 하여 도입한다면 학생들의 문제해결능

력, 비  사고 등 학습성과를 증진시켜 간호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 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

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 지역 소재의 학을 상으로 하

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내 간호교육에서 기반학습을 용하여 장단기 효과

를 확인하기 해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간호학생들의 학습성과 성취도를 높이기 해  

문제해결능력 뿐 아니라 비  사고, 자기주도학습능력, 

의사소통능력 등의 교과목에 맞는 다양한 학습성과에 

한 효과를 타 교수학습 략과 비교검증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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