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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태생리학 사례기반학습이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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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Case-based Learning (CBL) 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ommunication
Ability, Problem Solving Ability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in
Pathophysiology Course
Min Hee Lee, Myung Sook Park
Department of Nursing, Konkuk University, Korea

Purpose: This study is a quasi-experimental study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ase-based learning (CBL) 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ommunication ability, problem solving ability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in a pathophysiology
course. Methods: The development of 3 CBL scenarios of pathophysiology were conducted by nursing faculties & clinical nurses before CBL began. Among the sophomore nursing students who were taking a pathophysiology course, the intervention group (n= 43)
was the nursing students who hope to participate in an extra-CBL program with usual pathophysiology lessons and the control
group (n= 36) was the nursing students who wanted to receive the usual pathophysiology lessons. The intervention group received
additional CBL using 3 different scenarios for 1 hour per week during 4 weeks from May to June, 2016. Data were analyzed by a chisquare test, t-test and ANCOVA using SPSS WIN 18.0 Results: The mean score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F = 11.60, p = .001),
communication ability (F= 4.24, p= .043),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F= 4.75, p= .032)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intervention group than those in control group.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in problem solving ability
(F= 1.59, p= .211). Conclusions: The application of a CBL program during a pathophysiology course was effective in improving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the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f sophomore nursing students.
Key Words: Pathophysiology, Case-based learning, Nursing students
국문주요어: 병태생리학, 사례기반학습, 간호대학생

서 론

해결할 수 있는 간호사의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1].. 학부교육에서 예
비간호사인 간호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통합적 문제해결능력을

1. 연구의 필요성

길러주기 위해 문제중심학습, 협력학습, 액션러닝[2,3], 웹기반 프로그
램, 사례기반학습[4,5] 등 다양한 교수학습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다.

최근 임상현장은 급·만성질환에 대한 의학적 진단과 치료방법이

그 중에서 사례기반학습(case-based learning, CBL)은 현장 재현형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간호문제를 통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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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바탕으로 학습자를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시키며 문제해
결에 초점을 맞춘 학습으로 학생과 교수자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
며 교과서와 강의실에서 배운 지식을 환자에게 적용하는 중요한 교
육방법이다[4]. 의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례기반학습과 문제
중심학습의 2가지 교수법으로 교육하였을 때 학생들은 사례기반
학습을 더 선호하였는데, 그 이유는 사례기반학습이 문제중심학
습보다 초점이 더 명확하고 임상에서 적용할 기회가 더 크다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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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파악한다.
2) 사례기반학습이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효과
를 파악한다.
3) 사례기반학습이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효과
를 파악한다.
4) 사례기반학습이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미치
는 효과를 파악한다.

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 사례기반학습의 효과로 학생들의 분석
력, 문제해결력, 의사결정력과 같은 고등사고능력, 유사상황에 대한

3. 용어의 정의

대처능력 향상, 학습에 대한 흥미와 동기향상[7,8], 의사소통능력 향

1) 사례기반학습(CBL)

상 등이 보고되었다. 국내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사례기반학습을

사례기반학습이란 실제 현장과 유사하게 설정된 사례를 기초로

적용한 결과 문제해결력, 내적동기, 수업만족도[9], 학습동기 및 태

문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문제를 해결해가

도, 자기효능감, 지식, 임상수행능력[5],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

는 과정에서 학습과제나 내용을 습득하게 하는 학습방법을 말한

력[10]과 간호수행능력[11] 향상에 효과적이었다.

다[15]. 본 연구에서는 의학 및 자연과학

그러나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임상실습을 경험하는 3∼4

사례학습을 위해 구축된 미국 국립 과학 분야 사례센터인 Na-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인간호학실습이나 적용한 연구가 대부

tional Center for Case Study Teaching in Science의 사례구성을 참조

분이었고 임상실습전단계인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드

하여 6단계로 구성한 3가지 병태생리학 학습사례를 학습에 적용한

물었다. 특히 임상실습 전 단계에 학습하게 되는 기초간호학은 대

것을 의미한다.

상자의 병태 생리적 변화와 치료의 방향을 알고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정확한 지식에 간호의 임상적용에 필수적인 교과목이다[12].

2) 비판적 사고 성향

그러나 방대한 개념 및 내용전달로 인해 대부분 강의중심의 교육

개인적 또는 전문적 업무에 있어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을 이끌어

이 이루어지고 있고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생물 및 화학을 이수하

내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스스로 판단하는 개인적 성향으로 머리가

지 않는 학생들이 증가하면서 개인별 다양한 선행지식에 맞는 효과

좋고 추론능력이 뛰어난 비판적 사고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이러한

적인 학습이 어려운 상황이다[13]. 특히 병태생리학 교과내용은 단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능력이 발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

순한 이론적 지식이 아니라 간호학의 다양한 전문분야와 연계성을

은 것을 말한다[16]. 본 연구에서는 비판적 사고의 평가도구로서 비

가지고 실제로 적용가능하고 응용될 수 있는 지식체로 개발되어져

판적 사고의 정의적 측면인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Yun [17]이 개발한

야 한다. 기초간호학 이론교과목에서 사례기반학습을 적용한 선행

비판적 사고성향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연구는 인체구조와 기능[14] 교과목에 적용한 연구가 있으나 질병
에 대한 비판적 사고가 필요한 병태생리학 교과목에서 적용된 연

3) 문제해결능력

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병태생리학적 지식체의 통합적

문제해결능력이란 주어진 상황을 탐색하고 이해한 후 체계적 단

학습과 습득을 위해 2학년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례기반학

계에 따라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여기에는 많은 수의 대

습방법을 적용하여 교육중재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안들을 파생할 수 있는 능력, 이들 대안들이 가져올 결과를 예측하
여 긍정적 결과를 최대화하고 부정적 결과를 최소화하는 해결책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임상실습전단계인 간호학과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기초간호과목인 병태생리학 사례기반학습적용이 간

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18].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개발
원에서 Lee 등[19]이 개발한 생애능력측정 도구 중 대학생을 대상으
로 한 문제해결능력 진단지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
도적 학습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의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사례기반학습이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에 미치는 효
www.bionursingjournal.or.kr

4)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능력이란 사람들 간에 언어나 다른 방법으로 그들의 의
사, 정보, 감정, 태도, 개념을 전달하고 반응을 받으면서 상호간의 의
http://dx.doi.org/10.7586/jkbns.2016.18.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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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공유하는 과정이다[20].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여 확산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

Lee 등[19]이 개발한 생애능력측정 도구 중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하여 사례기반학습에서 사용된 사례를 시험 등에 적용하지 않는다

의사소통능력 진단지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는 점을 대상자들에게 공지하고 사례학습자료는 수업 후 바로 수거
하여 대조군학생들과 공유하지 않도록 하였다. 실험군 43명은 연구
종료시점까지 탈락이 없었으나 대조군 37명 중 1명이 학기 중간에

5)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란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계획을 수립하

휴학을 하여 대조군은 총 36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탈락률: 2%).

고 이를 실행하며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성공적인 학습
이 되도록 학습과정을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3. 연구도구

[21].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Lee 등[19]이 개발한 생애

본 연구에 앞서 비판적 사고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원저자에게 이

능력측정 도구 중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진

메일로 연구의 목적을 밝히고 무료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허락

단지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을 받았고,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측
정하기 위해 생애능력측정도구의 저작권이 있는 한국교육개발원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에 유선으로 연구의 목적을 밝히고 도구의 사용 허락을 받았다.
1) 비판적 사고성향

본 연구는 기초간호과목인 병태생리학 과목을 수강하는 2학년

Yun [17]이 개발한 비판적 사고성향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는데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식교수법과 사례기반학습을 병행한 경우

는 총 27문항으로 7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중성 4문항, 지적

와 강의식 교수법만을 적용하는 경우 간호대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열정/호기심 5문항, 자신감 4문항, 체계성 3문항, 지적 공정성 4문항,

성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어떤 차이

건전한 회의성 4문항, 객관성 3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

가 있는지 규명하기 위해 시행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의 유

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이다. 점수의 범위

사 실험 연구이다.

는 최저 27점에서 최고 135점으로 점수의 값이 높을수록 비판적 사
고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

2. 연구대상

= .84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75 이었다.

충청도소재 1개 4년제 간호학과에 재학 중이며 병태생리학 교과
목을 수강하는 2학년 전체 학생 80명 중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학

2) 의사소통능력

생을 최종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표본 수 산정을 위해 G-power

한국교육개발원에서 Lee 등[19]이 개발한 생애능력측정도구 중

3.1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두 집단의 평균비교를 위한 대상자 수를

의사소통능력 진단지를 사용하였다. 해석능력, 역할수행, 자기제시

유의수준 .05, 검정력 .8, 효과크기 .7로 계산한 결과 각 그룹의 대상자

능력, 목표설정능력, 메시지 전환능력의 5개의 하위요인에 대한 총

수가 34명으로 산출되었다. 연구대상자들은 연구자의 수업을 듣는

4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드물게’ 1점에서 ‘매우

학생으로서 연구 윤리적 취약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연구자가 병태

자주’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의 값이 높을수록 의사소

생리학 첫 수업 시간에 본 연구과정에 대해 자세한 서면설명서를 제

통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신뢰도는 Chronbach’s α

공하였고 사례기반학습 참여 여부가 성적 등에 전혀 불이익을 미치

= .80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79 이었다.

지 않음을 알렸다. 교과목을 수강하는 전체학생 80명은 1개 반으로
운영되었으므로 총 4주간 총 4시간의 추가적 사례기반학습에 자발

3) 문제해결능력

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학생 43명은 실험군에, 추가수업에 참여

한국교육개발원에서 Lee 등[19]이 개발한 생애능력측정도구 중

하지 않고 기존의 병태생리학 강의수업에만 참여하기를 원하는 학

문제해결능력 진단지를 사용하였다. 문제해결능력은 문제명료화,

생 37명은 대조군에 배정하였다. 이는 연구 윤리적 취약자인 학생에

원인분석, 대안개발, 계획/실행, 수행평가의 5개의 하위요인에 대한

대한 고려 뿐 아니라 실험군과 대조군을 각각 다른 반으로 분리하여

총 4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드물게’ 1점에서

운영하는 경우 실험단위(분반에 따른 교수자의 특성 등) 효과의 중

‘매우 자주’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의 값이 높을수록 문

첩위험[22]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만 동일한 수업을 받는 학생

제해결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신뢰도는 Ch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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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개발, 사전조사, 4주간의 사례기반학습적용 및 사후조사과정
으로 진행되었다(Figure 1). 연구기간 중 2학년 학생의 수업과목은

4)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병태생리학, 기본간호학, 간호과정, 건강사정, 여성건강 등으로 병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Lee 등[19]이 개발한 생애능력 측정도구 중

생리학 이외의 다른 수업에서는 사례기반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았

자기주도 학습능력 진단지를 사용하였다. 자기주도 학습능력은 학

다.

습계획, 학습실행, 학습평가의 3개의 하위요인에 대한 총 40문항으
1) 사례개발과정

로 구성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학습계획에 해당하는 학습욕구진
단에 대한 10개의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학습욕구진단 10문

사례학습에 사용할 사례는 병태생리학 담당 간호학과 교수 1인

항은 주도적 학습요구와 자기효능감, 과제를 해결하는 성취욕구 및

과 임상경력 10년 이상의 간호사 1인이 병태생리학교과목 학습 목

내적 또는 외적 만족을 얻으려는 행동지표가 가장 잘 드러난 항목

표, 교과수업진도, 임상활용도 및 내용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만성

이다. 각 문항은 ‘매우 드물게’ 1점에서 ‘매우 자주’ 5점까지의 5점 lik-

폐색성 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당뇨

ert 척도이며, 점수의 값이 높을수록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높음을

병 및 합병증과 허혈성 뇌졸중의 3개로 선정하였다. 첫 번째 사례인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40문항 전체에 대한 신뢰도는 Chronbach’s

COPD사례는 질병의 원인 및 증상, 특성에 대한 내용으로, 두 번째

α= .93 이었다. 그 중에서 학습욕구진단 10개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사례는 당뇨병 및 합병증으로 당뇨의 각 유형별 발생기전과 특징

Chronbach’s α= .7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67 이었다.

및 합병증에 대한 내용으로, 세 번째 허혈성 뇌졸중은 기전과 원인
및 증상, 특징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4. 연구진행절차 및 자료수집 방법

사례는 구성방식에 따라 기억의 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본 연구는 2016년 2월 1일부터 2016년 6월 9일까지 이루어졌으며,
Case
development
and
modification

있다[23]는 것에 근거하여 간호학에 적합한 일화로 구성하였다. 본

The goal settings of case-based learning
Primary development of cases in pathophysiology
Consultation of Cases
Modification of cases by consultation
Confirmation of final 3 cases

Case 1 : COPD cases (appendix 1)
Case 2 : DM and complications case
Case 3 : Ischemic stroke case

Pre-test

General characteristic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ommunication ability,
Problem solving ability,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Treatment

Control group

Lecture classes

Experimental group

Lecture classes+CBL application of 3 cases
(Total 4hours: 1 hours per week for 4weeks)

Post-test

1st week

Orientation, Team building
CBL 1-4 steps of Case 1

2nd week

CBL 5-6 steps of Case 1
CBL 1-2 steps of Case 2

3rd week

CBL 3-6 steps of Case 2

4th week

CBL 1-6 steps of Case 3

Critical thinking dispositiotn, Communication ability,
Problem solving ability,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COPD =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DM = Diabetes Mellitus; CBL = Case Based Learning

Figure 1. Process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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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희· 박명숙

연구에서는 일화로 구성된 사례를 만들기 위해 의학 및 자연과학

하고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장과 서기는 매일 다른 학

분야 사례학습용으로 구축된 미국 국립 과학분야 사례센터 Na-

생이 할 수 있도록 제비뽑기를 하도록 하였다. 사례기반학습의 운영

tional Center for Case Study Teaching in Science (http://sciencecases.lib.

과정과 절차는 들어가기, 사례제시, 사례분석, 팀별활동, 결과 발표

buffalo.edu/cs/)의 사례구성 방식을 참조하여 환자를 중심으로 시간

및 토의, 질의응답 및 마무리의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교수자는 사

의 흐름과 상태변화에 따라 각 사례를 6단계로 조직화하였다. 1단

례기반학습 운영전반에 대한 안내를 약 10분간 실시하고 이후 첫

계는 Accident단계로 사건의 발생 내용에 대해, 2단계는 Check Up단

번째 사례(COPD)에 대해 총 6단계 질문 중 1단계를 10분간 토론하

계로 나타난 증상에 대해 필수적 체크 항목에 대해, 3단계는 Some-

고 답을 써보도록 하였다. 이후 다시 2∼4단계를 같은 방법으로 제

thing’s not right단계로 환자에게 보이지 않았거나 향후 나타날 의학

시하여 총 30분간 사례에 대한 토론과 답을 기술하도록 하였다. 이

적 증후나 증상에 대해, 4단계는 Test results단계로 결과에 대해, 5단

후 20분간 각 조에서 조장과 서기가 나와 사례학습결과를 발표하

계는 Reading단계로 검사결과 판독에 관해, 마지막 6단계는 Final

도록 하였다. 첫 번째 시간에 1개 사례전체를 제시하지 않고 부분적

Diagnosis는 최종진단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조직화된 각

으로만 제시한 것은 학생들이 사례학습에 대한 방법을 이해하고

사례에 대해 전문가 집단(간호학과 교수 2인, 임상간호사 3인)에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례기반학습 2주차에는 동일한 방

의뢰 후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3개의 사례와 질문내용을 결정

법으로 첫 번째 사례의 5∼6단계를 각각 10분씩 토론 학습하게 하

하였다.

고 약 10분간 발표하도록 하였다. 이후 두 번째 사례 1∼2단계를 제
시하여 토론하게 하였다. 사례기반학습 3주차 두 번째 사례의 3∼6

2) 사전조사

단계를 한 번에 제시하고 답을 토론하고 각 조별로 발표하도록 하였

병태생리학 교과목 첫 주 수업 시간에 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연

다. 사례기반학습 4주차는 세 번째 사례를 각각 1단계부터 6단계까

구 참여자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자가 기입식 설문지를 통

지 순서대로 제시하고 토론하게 한 후 조별로 발표하도록 하는 방식

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비판적 사고성향, 의사소통능력, 문제

으로 진행하였다.

해결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등을 조사하였다.
4) 사후조사
3) 사례기반학습 적용

본 연구에서 사례기반학습 적용은 간호학과 3학년 학생들을 대
상으로 주 1회 매 50분간 총 3회 동안 3개의 사례를 적용하여 임상

사례기반학습 4주차가 완료된 다음 주인 14주에 실험군과 대조
군 모두를 대상으로 비판적 사고성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대해 사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의사결정능력 등이 향상되었다는 연구결과[6]와 주 1회 100분씩 3
회에 걸쳐 3개의 사례를 적용하여 비판적 사고능력 등을 토대로 한

5. 자료분석

임상의사 결정능력 및 간호수행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선행연구[7]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실험군

를 토대로 총 4주에 걸쳐 주당 1시간씩 총 4시간동안 제공하여 학생

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 및 종속변수는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

들의 시간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준편차로 산출하고, 동질성 검증은 chi-square test, t-test로 분석하였

구체적 내용으로 대조군은 강의가 배정된 시간에 강의식 수업을

다. 본 연구의 경우 실험군과 대조군을 무작위화방법을 통해 할당

들었으며 실험군은 대조군과 동일하게 강의식 수업을 듣고 중간고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험 전 집단간 차이를 조정하여 실험효

사가 끝난 10주부터 13주까지 총 4주간 병태생리학 강의수업 후 추

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실험군과 대조군의 중재

가적으로 1시간씩 토론이 가능한 강의실로 장소를 옮겨 사례기반

전후의 비판적 사고 성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력, 자기 주도적

학습에 참여하였다. 실험군의 적용시기를 10주로 정한 것은 대상자

학습능력의 차이는 공분산분석인 ANCOVA를 이용하여 사전점수

들이 사례학습 할 내용에 대한 선행지식이 습득하고 해당교과목

를 통제한 후 두 집단을 비교하였다.

에 대한 적응이 이루어지며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적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사이의 기간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

사례기반학습 1주차에 교수자가 실험군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7-8명씩 한조가 되도록 조를 구성하게 하고 각 조별로 조장과 서기
를 정하도록 하였다. 이는 모든 학생들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www.bionursingjourna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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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군의 성별(χ2 = 4.99, p = .025)을 제외한 연령, 간호학과 지원동기,

력(F = 4.75, p = .032)에서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

전공 만족도, 학교생활 만족도, 대인관계 만족도, 전 학기 평균성적

하게 증가하였다. 문제해결능력은 중재 후에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

의 일반적 특성은 모두 동질 하였다. 또한 종속변수인 비판적 사고

해 점수상승차이가 컸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성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유의한

(F =1.59, p = .211). 의사소통 능력은 두 군 모두 중재 전에 비해 감소

차이가 없었다(Table 1).

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적게 감소
하였다(F = 4.24, p = .043)(Table 3).

2. 사례기반학습이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의사소통능력,

논 의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대한 효과  

공분산분석의 주요 변수 간 상호작용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F검
정의 결과 상호작용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아 공변량의 값에 관계없
이 반응변수의 차이가 일정함을 가정하였다(Table 2).
분석결과 비판적 사고성향(F =11.60, p = .001), 자기 주도적 학습능

본 연구는 2학년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병태생리학 사례기
반학습방법을 적용하여 교육중재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시도되었
다. 연구 결과 주 1회 1시간씩 4주에 걸쳐 총 3개의 병태생리학사례

Table 1. Homogeneity of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Characteristics

Categories

Gender

Male
Female
< 21
21
≥ 22
Employment
considerations
Advice of others
Suitability Considerations
Etc.
Very high
High
Moderate
Low
Very low
Very high
High
Moderate
Low
Very low
Very high
High
Moderate
Low
Very low
4.0-4.5 ( ≥ A)
3.51-3.99 (B+)
3.0-3.5 (B)
2.51-2.99 (C+)
2.0-2.5 (C)
1.51-1.99 ( ≤ D+)

Age (years)

Motivation of nursing school admission

Satisfaction in nursing major

Satisfaction in school life

Satisfaction in interpersonal relations

Grades in last semester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ommunication ability
Problem solving ability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Exp (n = 43)

Cont (n = 36)

n (%) or Mean ± SD

n (%) or Mean ± SD

1 (2.3)
42 (97.7)
4 (9.3)
26 (60.5)
13 (30.2)
14 (32.5)

6 (16.7)
30 (83.3)
3 (8.3)
20 (55.6)
13 (36.1)
18 (50)

6 (14)
21 (48.8)
2 (4.7)
8 (18.6)
28 (65.1)
6 (14)
1 (2.3)
0 (0.0)
4 (9.3)
25 (58.1)
12 (28)
1 (2.3)
1 (2.3)
8 (18.6)
27 (62.8)
7 (16.3)
1 (2.3)
0 (0.0)
15 (34.9)
16 (37.2)
9 (21)
1 (2.3)
1 (2.3)
1 (2.3)
97.95 ± 7.12
66.37 ± 11.94
62.49 ± 14.09
34.42 ± 4.37

8 (22.2)
8 (22.2)
2 (5.6)
4 (11.1)
18 (50)
12 (33.3)
2 (5.6)
0 (0.0)
2 (5.6)
17 (47.2)
14 (38.8)
2 (5.6)
1 (2.8)
4 (11.1)
18 (50)
13 (36.1)
0 (0.0)
1 (2.8)
6 (16.7)
19 (52.7)
7 (19.4)
2 (5.6)
2 (5.6)
0 (0.0)
94.67 ± 9.05
63.50 ± 14.68
59.11 ± 14.98
32.47 ± 4.72

χ²/t

p

4.99

.025*

0.308

.857

6.04

.110

5.262

.154

2.074

.722

6.363

.174

5.454

.363

1.806
0.959
1.031
1.901

.075
.341
.306
.061

Exp = Experimental group; Cont =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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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한 학습이 간호대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성향, 의사소통능력,

을 향상시키는데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유의한 효과가 있었으나 문

사례를 활용한 역할극 기반 실습교육에서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효

제해결능력에는 효과가 없음을 알 수 있었으며 구체적인 논의사항

과를 나타낸 Kim과 Kim [26]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자기주도

은 다음과 같다.

적 학습은 임상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과 환자간호결과를 학

비판적 사고 성향은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을 위해 자기 조절적 판

습하는 경험을 연결시켜, 학습에 대한 혼돈과 좌절 및 불만족 등을

단으로 간호 학생이 졸업 후에 효과적인 간호업무수행을 할 수 있

없애줄 수 있다. 특히 기초간호학교과목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도록 학교 교육에서 반드시 훈련되어져야 할 요소이다. 본 연구에

수업개선내용으로 수업시간의 증가, 심도 있는 학습의 필요성, 사전

서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의 비판적 사고성향점수가 통계적으로 유

학습의 필요성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13]을 고려해볼 때

의하게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문제중심학습[2], 시뮬레이션 실습,

학생들이 사례기반학습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향상될 수

비판적 사고향상 프로그램, 비디오 교육 프로그램, 사례중심의 역

있으므로 기존의 강의중심의 교육 외에 사례학습이 학생들의 학

할극 적용[24-26], 통합간호 교육과정[17] 등의 방법이 학생들의 비판

습에 대한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하나의 교수법이 될 수 있음을 시

적 사고성향을 증진시키는데 있어 효과적이었다는 선행연구와 유

사한다.

사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각기 중재 방법은 다르지만 비

본 연구대상자인 간호대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은 실험군 대조

판적 사고는 훈련이 가능하며 실질적으로 다양한 학습방법들이 연

군 모두 중재 전에 비해 중재 후에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사

구되고 있으나 실제현장과 유사하게 설정된 사례를 단계별로 제공

례중심학습이 의사소통능력향상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사례를 제

이는 각종 의사소통 훈련을 비교분석한 선행연구[27]에서 이들 훈

공하여 간호 대학생에게 반드시 필요한 비판적 사고성향을 증진시

련프로그램들이 의사소통 훈련프로그램 대상자들의 변화를 가져

키기 위한 효과적인 중재임을 시사한다.

오는 시기가 6-8주정도가 적절한 것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는 중재

본 연구 결과, 사례기반학습이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능력

기간이 4주로 짧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Goh [28]는 간호학을 전공
하는 학생의 경우 저학년 일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다고 보고하

Table 2. Analysis of Covariance for Variables				

였는데 본 연구의 사후 측정시기가 1학기가 끝나는 시점인 학기말

Variables

DF

Type III SS Mean Square F value

Pr > F

로 자신감저하나 시험 준비에 대한 스트레스 등과 같은 심리적 요인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ommunication ability
Problem solving ability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1

51.9054

51.9054

0.43

0.513

이 의사소통능력을 측정하는 주관적 문항에 작용하였을 수 있을

1
1
1

31.3761
413.5305
11.5098

31.3761
413.5305
11.5098

0.24
1.86
0.52

0.624
0.177
0.473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의사소통능력이 실험군과 대
조군 두군 모두 감소하였으나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의 감소폭이 유
의하게 낮은 결과를 볼 때 사례기반학습을 적용함으로써 학년말로
갈수록 감소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주관적 자신감향상

DF = Degrees of Freedom; SS = Sum of Squares.			

Table 3. Differences in Dependent Variables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Variable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ommunication ability

Problem solving ability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Categoires
Pretest
Posttest
Difference
Pretest
Posttest
Difference
Pretest
Posttest
Difference
Pretest
Posttest
Difference

Exp (n = 43)

Cont (n = 36)
Mean ± SD

97.95 ± 7.12
104.91 ± 11.25
6.95 ± 12.61
166.37 ± 11.94
165.93 ± 12.47
-0.44 ± 14.53
162.49 ± 14.09
166.30 ± 15.52
3.81 ± 18.83
34.42 ± 4.37
35.23 ± 5.19
0.81 ± 5.78

94.67 ± 9.05
95.06 ± 10.88
0.94 ± 11.59
163.50 ± 14.68
159.34 ± 11.86
-3.60 ± 13.43
159.11 ± 14.98
160.43 ± 16.07
2.11 ± 15.51
32.47 ± 4.72
32.34 ± 4.25
-0.03 ± 5.78

(N = 79)
F

p

11.6

.001

4.24

.043

1.59

.211

4.75

.032

Exp = Experimental group; Cont =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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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사례기반 학습이 간호 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자기 주도

또한 사례기반 학습이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에 효과가 없

적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 중재로 사용될 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 이론

있을 것이며 의사소통능력향상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수업에서 주 1회 2시간씩 총 12시간 동안 임상 다 빈도 사례를 적용

생각된다.

한 결과 문제해결능력에 효과적임을 나타낸 Kim [4]의 연구와 역할
극 기반 실습교육에서 간호가 필요한 상황 3개의 사례를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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