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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문제중심학습이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단일군 사전 –사후 설계로 26명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단검사와 간호 교과목에 총 

4회기 8시간을 적용하였다. 자료수집은 2019년 8월 29일부터 12월 10까지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을 이용

하여 빈도, Kolmogorov-Smirnov, paried t-test, Wilcoxon signed-rank 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문제중심 

학습후 비판적 사고성향(t=-2.16, p=.041)과 학업적 자기효능감(z=-2.36, p=.018)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셀프리더

십(t=-.16, p=.875)은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과목에 문제중심학습을 

적용하여 간호대학생이 간호사 핵심역량을 함양하도록 하여야 할 것을 제언한다.

주제어 : 문제중심학습, 사고, 자기효능감, 리더십, 학생, 간호

Abstract  Purpose :This study intends to test the effects of Problem-based learning 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cademic self-efficacy and self-leadership for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Methods: A 

one group pre-post design was applied to four diagnostic test and nursing for 4 times(eight hours) of 

26 nursing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between August 29 and December 10, 2019.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ies, Kolmogorov-Smirnov, paried t-test, Wilcoxon signed-rank test using SPSS/WIN 

23.0. Results: Problem-based learning was significantly increasing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t=-2.16, 

p=.041) and Academic self-efficacy(z=-2.36, p=.018), but self-efficacy(t=-.16, p=.875) was no 

significantly. Conclusion: Based on this study, it is suggested that nursing students should develop their 

core competency by applying problem-based learning to various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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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사는 임상현장에서 숙련된 간호술 뿐만 아니라 비

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이론적 지식, 실무의 통합능력 

및 효율적인 의사소통으로 대상자의 간호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1]. 이러한 간호사를 배출하기 위해서 간

호교육은 비판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다양한 임상상황의 간호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2]. 한국

간호교육평가원은 간호사의 핵심역량을 전공지식과 간호

술의 통합적용능력과 문제해결을 위한 비판적 사고능력

으로 설정하고 간호교육에서 간호대학생이 간호사 핵심

역량을 달성하도록 성과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

고 있다[3]. 그러나 간호교육현장에서는 간호사 국가고시 

대비와 전공교과목의 강의내용이 방대하여 개념위주의 

정보전달식의 강의식 수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로 이러한 전통적 교수 –학습법으로는 다양한 건강문제

를 가진 대상들의 간호문제에 대해 효율적이고 창의적으

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통합적인 사고를 향상시키기

에는 제한이 있는 상태이다[4]. 이에 간호교육현장에서는 

문제중심학습(PBL)[5-9]과 플립러닝[10] 등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으로 간호대학생이 간호학사 프로그램 학습성

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문제중심학습(PBL)은 임상상황과 관련된 복잡한 간호

문제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이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문제해

결에 참여하면서 필요한 지식을 학습하고, 문제상황을 해

결해 나가는 교수- 학습 방법 중의 하나이다[11]. 문제중

심학습(PBL)은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구성주의에 

입각하여 지식과 경험을 반영하고 그룹활동과 자기 주도

적 학습을 하면서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의 습득하게 된

다[11]. 비판적 사고능력, 의사결정능력 및 문제해결능력

의 향상으로 복잡한 임상현장에서 지식과 기술을 통합적

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하므로 문제중심학습은 간호대학생

에게 매우 효과적인 교수 – 학습법 중의 하나이다[11].

국내에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문

제중심학습이 문제해결능력과 학습동기[5], 비판적 사고

성향과 학습태도[6], 문제해결능력과 학습만족도[7], 간

호과정 수행능력 및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8]과 메

타인지, 자기효능감[2]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PBL 수업방식에 대한 이해, 대인관계의 향상, 교

과수업 및 임상적용의 수월성, 지식의 확대 및 학습능력 

및 태도를 향상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9].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자로 하여금 도전적인 학습

상황에서 끝까지 과제를 완성하도록 유도하는 주요한 동

기이다[5]. 문제중심학습이 학습자로 하여금 스스로 학업

을 수행하게 하고 그 수행과정을 통해 학업적 자기효능

감의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되나[5] 선행연구는 드문 

상태이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학

습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으로[5] 문제중심학

습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태이다.

간호사는 의료현장에서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뿐만 

아니라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

결하는 셀프리더십이 필요하다[12]. 그러므로 간호교육

현장에서는 셀프리더십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

하다. 선행연구에서 문제해결능력에 셀프리더십이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나타나[11] 문제중심학습이 셀프리더십

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문제중심학습이 비판적 사고성향에 미치는 

효과를 본 연구는 많으나 학습자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요소[5]인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셀프리더십의 효과에 대

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 2학년을 대상으로 2

학년 2학기 진단검사와 간호 이론수업 중 위장관계, 간·

담도·췌장, 호흡기계 진단검사와 간호에 문제중심학습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진단검사와 간호 수업에 문제중심학

습을 적용 후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학업적 자

기효능감 및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

는 것이다.

1.3 연구가설  

제 1 가설 : 문제중심학습 적용 전·후 간호대학생의 비

판적 사고성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제 2 가설 : 문제중심학습 적용 전·후 간호대학생의 학

업적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제 3 가설 : 문제중심학습 적용 전·후 간호대학생의 셀

프리더십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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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와 간호 수업에 문제중심학습을 적용 후 비판

적 사고성향,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단일군 전·후 실험설계인 유사실

험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G도 G군 소재 간호학과에 재학 중

이며 진단검사와 간호 교과목을 수강 신청한 2학년 학생 

중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문제중심학습을 적용한 선행

연구[13]을 참고하여 효과크기를 .50, 유의수준 .05, 검

증력 .80로 설정하였을때 집단 당 최소 표본수가 26명으

로 계산되었다[14]. 이에 부실한 응답을 고려하여 총 40

명에게 자료수집을 하였으며, 설문지 응답이 부실한 14

명을 제외하고 최종 2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3 문제중심학습(PBL) 

본 연구자는 J시 H대학 PBL 교육연구원에서 주최한 

1박 2일 하계연수프로그램을 이수 후 2019년 2학기 진

단검사와 간호 교과목에 문제중심학습을 적용하였다. 

진단검사와 간호 교과목 이수학점 2학점, 15주차,  총 

30시간 중 4차시 8시간에 문제중심학습을 적용하였다. 

문제중심학습은 1단계는 임상사례(위장관계-역류성 식

도염, 십이지장궤양, 간·담도·췌장-간경화증, 호흡기계-

만성폐쇄성폐질환)를 제시하였다. 임상사례는 주교재가 

아닌 진단검사와 간호 교과서에 수록된 사례를 활용하였

다. 2단계로 7 ~ 8명으로 조를 구성하여 조별로 제시된 

사례에 대한 사실과 문제를 확인하여 단서를 찾도록 하

였다. 3단계는 찾아낸 사실과 단서를 바탕으로 필요한 가

설로 설정하도록 하였다. 4단계로 가설 설정 동안 나온 

의문점이나 학습해야 할 점을 학습과제로 선정하여 학습

목록을 만든 후 조별로 학습목록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

였다. 5단계로 다음 수업에 학습목록에 대해 학습한 내용

을 조별로 발표하고 질의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였다. 발표는 PPT 발표와 대상자와 간호사로 임의로 

역할을 배정하여 역할극을 하도록 하였다. 6단계로 제시

된 사례에 대한 진단검사와 간호에 대하여 교수자가 강

의를 하였다. 강의 후 조별 발표한 내용에서 추가적인 부

분을 추가하여 최종 조별 과제물로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조별 성찰일지와 개별 성찰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2.4 연구도구

2.4.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간호대학생의 성별, 연령, 대학생활 만

족도, 간호학과 만족도, PBL 경험 유무 등 총 5개의 항목

으로 구성하였다.

2.4.2 비판적 사고 성향 

Yun[15]이 개발한 도구로 객관성 3문항, 지적 공정성 

4문항 체계성 3문항, 자신감 4문항, 신중성 4문항, 지적

열정·호기심 5문항, 건전한 회의성 4문항의 7개 하부영

역으로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의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당시 Cronbach’s α = .84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77이었다.

2.4.3 학업적 자기효능감 

Kim과 Park[16]이 개발한 자기 보고식 학업적 자기

효능감 도구로 과제난이도 선호 10문항, 자기조절 효능

감 10문항, 자신감 8문항의 3개 하위영역 총 28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의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 5점으로 점수가 높

을수록 학업적 자기 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79~.87이며 본 연구

에서는 .79이었다.

2.4.4 셀프리더십

Manz[17]가 개발한 셀프리더십 측정도구(self- 

leadership questionnaire, SLQ)를 Kim[18]이 번안한 

도구로 행동적 전략 9문항과 인지적 전략 14문항의 2개 

하위영역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의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18]의 연구에서 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α = 

.8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78이였다.

2.5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로 2019

년 8월 29일부터 12월 10일까지 수집하였다. 설문을 시

행하기 전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에 대하여 설명하

고,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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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하였다. 연구에 참여 및 연구 진행 도중 참여를 철회

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불이익은 없음을 설명하였다. 

배부된 40부의 설문지 중 문제중심학습 전과 후의 서

명이 일치하지 않은 11부와 불완전한 설문지 3부를 제외

한 26부가 최종분석에 이용되었다.

2.6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3.0 통계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고 

비판적 사고성향,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셀프리더십

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2) 비판적 사고성향,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셀프리더십의 종속

변수에 대한 정규성 가정의 검정은  Kolmogorov-Smirnov

로 분석하였다

3) 문제중심학습 전·후의 효과검증은 비판적 사고성향과 

셀프리더십은 paried t-test로 분석하고, 학업적 자기

효능감은 Wilcoxon signed-rank test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학생이 22명(84.6%), 연령은 20세 이하가 16명(61.5%)

으로 가장 많았다. 대학생활 만족도는 ‘만족한다’와 ‘보통

이다’ 각각 11명(42.3%), 간호학과 만족도는 ‘보통이다’

가 14명(53.8%)으로 가장 많았다. PBL 수업경험은 있다

가 11명(42.3%), 없다가 15명(57.7%)이었다.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Gender
Male 4(15.4)

Female 22(84.6)

Age

≤20 16(61.5)

21~22 9(34.6)

23≥ 1(3.9)

Satisfaction on
College Life

Satisfied 11(42.3)

Neutral 11(42.3)

Dissatisfied 4(15.4)

Satisfaction on
Nursing Major

Satisfied 11(42.3)

Neutral 14(53.8)

Dissatisfied 1(3.8)

PBL experience
Yes 11(42.3)

No 15(57.7)

Table 1. General Caracteristics of Subjects     (N=26)

3.2 문제중심학습 적용 전 · 후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셀프리더십의 

    차이 

문제중심학습 적용 전· 후의 제 변수들의 차이는  

Table 2와 같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문제중심학습 적용 전 3.46±0.36

점에서 적용 후 3.61±0.41점으로 증가하였고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제 1 가설은 지지되었다(t=-2.16, 

p=.041).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적용 전 2.99±0.44에서 적용 

후 3.17±0.47점으로 증가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어 제 2 가설은 지지되었다(z=-2.36, p=.018).

셀프리더십은 적용 전 3.55±0.36점에서 적용 후 

3.56±0.41점으로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어 제 3 가설은 기각되었다(t=-.16, p=.875).

Variables 

Pre Post

t/z pMean±

SD

Mean±

S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3.46±0.36 3.61±0.41 -2.16 .041

Academic 

self-efficacy
2.99±0.44 3.17±0.47 -2.36 .018

Self-leadership 3.55±0.36 3.56±0.41 -.16 .875

Table 2. Effect of Lessons using Problem-based learning 

of Nursing Students                     (N=26)

4. 논의

본 연구는 G도, G군 소재 간호학과 2학년을 대상으로 

진단검사와 간호 이론교과목에 문제중심학습을 적용 후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시도되었다. 

진단검사와 간호 교과목에 문제중심학습을 도입한 이

유는 PBL이 임상사례를 기반으로 구성되어 이론과 실무

를 연결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

며, 임상실습 중에 경험할 실무관련 문제들의 이해에 도

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2] 임상실습 전인 2학년 2학기 

교과목인 진단검사와 간호에 적용하여 향후 임상실습에 

적응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문제중심학습 적

용 전 3.46점(범위 1~ 5점)에서 적용 후 3.61점으로 증

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문제중심학습법

이 비판적 사고성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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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교과과정의 간호학을 수강하는 1학년을 대상으로 

PBL을 적용한 Son 등[19]의 연구와 4학년을 대상으로 

통합실습간호 교과목에서 S-PBL(시뮬레이션 연계 문제

중심학습)을 적용한 Kang 등[8]의 연구, 간호학과 3학년

을 대상으로 아동간호학 신생아 간호에 적용한 Park[6]

의 연구에서도 비판적 사고성향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간호학과 4학년을 대

상으로 통합시뮬레이션실습에 문제중심학습을 적용한 

Kim과 Kim의 연구[7]에서는 비판적 사고성향이 유의하

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문제중심 학습

이 비판적 사고성향 향상에 효과적인 학습법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실제 임상사례

를 제시하고 사례에서 사실과 문제를 바탕으로 질환과 

필요한 진단검사를 유추하도록 하고 학습과제를 정하고 

학습과제에 대한 학습 후 발표하고 동료와 교수자의 피

드백 통해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인식하게 하는 과정

을 통해 비판적 사고성향이 향상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

러므로 다양한 교과목에 문제중심학습을 도입하여 간호

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을 향상시켜 향후 임상에서 비

판적 사고에 근거하여 간호과정을 적용하고 임상추론을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간호사로 배출하여야 할 것으로 생

각된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문제중심학습 적용 전 2.99점에

서 적용 후 3.17점으로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나타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

다. 간호학과 2학년 학생 51명을 대상으로 성인간호학 

임상실습교과목에서 PBL을 적용한 Kang 등[5]의 연구

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

이지 않아 본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다. 문제중심학습의 

효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본 연구가 적은 상태로 자

기효능감의 효과를 본 연구를 살펴보면 PBL통합 교과과

정을 5학기 동안 학습한 간호학과 3학년을 대상으로 한 

Hwang 등[2]의 연구결과 문제중심학습 후 자기효능감

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지

지한다. 본 연구대상자가 임상실습 전인 간호학과 2학년 

학생으로 임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본 PBL 수업

과정을 통해 임상사례를 접하고 문제해결 과정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는 조별활동과 자율학습, 학습과제 발표 등의 

과정을 통해 과제 수행과 실행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향상되어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향상된 것으로 생각된다. 

셀프리더십은 문제중심학습 적용 전 3.55점에서 3.56

점으로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문제

중심학습의 효과로 셀프리더십을 본 연구가 드문 상태로 

직접적인 비교가 힘들지만 선행연구[20]에서 셀프리더십

과 문제해결과정이 강한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나 문제중심학습이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나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간

호학과 2학년을 대상으로 PBL의 조별활동과 유사한 전

학급동료교수법을 10주간 시행한 연구[21]에서 셀프리

더십이 향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학년을 

대상으로 기초간호과학 교과목에 협동동료교수법을 적용

한 연구[22]에서는 셀프리더십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다. 셀프리더십은 개인의 목표달

성을 위해 행동과 생각을 조절하고 자신에게 동기부여를 

통해 노력하는 과정이다[22]. 본 연구 대상자들이 문제중

심학습 경험이 적고, 문제중심학습의 토론과 자율학습, 

발표과정 등이 학생들에게 어려운 학습법으로 인지되어

[2] 개인의 내적 동기 부여에 중점을 두고 자신의 사고와 

감정,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는 자율적인 힘에 영향을 미

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수업 초반에는 대

상자들은 문제중심학습(PBL)을 매우 흥미로워 하였으며 

조별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PBL 수업이 계속되면서 흥미가 조금씩 떨어지는 부분들

에 대해 교수자의 튜터로서의 역할이 미흡하였던 것으로 

생각되므로 교수자의 튜터로서의 전문적인 훈련이 더 필

요하고, 학습과제에 대해 발표하는 방식의 변화(역할극, 

동영상 촬영)등으로 대상자의 흥미를 지속하고 자신감을 

키워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15주

차 중 4차시를 연속적으로 적용하여 조별토론과 자율학

습 등으로 대상자가 소진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므로 향후 

적용시는 이 부분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리고 새로운 교수 –학습법 도입에 대한 부담을 덜 가지게 

하도록 하기 위해 과제를 최소화하고, 조별활동에서 조원

전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원구성도 제비뽑

기로 하고 학습과제에 대한 학습 후 발표자를 미리 선정

하지 않아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였으나 수

업이 진행될수록 조별활동에서 일부 대상자들만 적극적

으로 참여하고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동료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여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였던 대상자들도 동

기부여가 저하되면서 셀프리더십의 향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PBL수업에서 대상자의 셀프

리더십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과 추후 반

복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일개 대학의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태이며, 대조군이 없는 설계로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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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동질성을 확보한 대조군을 설정

하고, 표본수를 확대하여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임상실습 전인 2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사례를 접할 수 있는 PBL 수업을 통해 다

양한 관점에서 문제와 단서를 인식하고 가설을 설정하고 

학습을 하게 하는 문제중심학습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한 것에 있으며 문제중심학습의 비판적 사고성향, 학

업적 자기효능감의 효과를 검증한 것에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학과 2학년을 대상으로 진단검사와 간

호 수업에서 4차시 8시간 문제중심학습을 적용 후 비판

적 사고성향,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시도된 단일군 사전-사후설계 실험연

구이다. 연구결과 문제중심학습이 비판적 사고성향과 학

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셀프리더십은 문제중심학습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나 추후 반복연구와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제중심학습을 설계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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