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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gsaw 협동학습법 적용이 자기주도 학습능력, 학습과제 해결

능력 및 수업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엄지연1), 신미경2)

The effect of Jigsaw cooperative learning method on the self-led
learning capabilities, task solving ability and class satisfaction
Ji Yon Eom1), Mee-Kyung Shin2)
요 약
본 연구는 Jigsaw 협동학습법의 적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간호 대학생에게 12주 동안
수업 교수법으로 활용하여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학습과제 해결 능력 및 수업만족도를 비교 분석한
단일군 사전 사후 유사 실험 연구이다. 연구진행절차는 기본간호학수업 내용인 영양, 배변, 활동과 운
동, 피부통합성, 개인위생, 투약에 관한 사전 학습 후 jigsaw 협동학습법을 적용하였다. 학습과제 확
인, 그룹별 과제 분담하기, 학습활동 계획하기, 전문가집단 협동학습, 그룹 내에서 협동학습, 조별 발
표, 교수자의 학습내용 정리, 질의시간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학습과제 해결 능력의 하위항목 중
계획성(t=2.849, p=.007) 항목에서 그리고 대상자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의 하위항목 중 자율성(t=2.625,
p=.01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 수업만족도에서도 평균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p=.001). 간호사의 임상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율성과 계획성을 양성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협
동학습의 간호교육에 적용이 요구된다.
핵심어: Jigsaw 협동학습, 학생, 자기주도 학습능력, 과제 해결 능력, 수업만족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12 weeks application of Jigsaw collaborative
learning study method on self-led learning capabilities task solving ability and class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This study is based on an experiment on a subject of a single group. The research procedure was
applied to the basic nursing class contents such as nutrition, bowel movements, activity and exercise, skin
integration, personal hygiene, and medication after learning jigsaw collaborative learning method. The study
group consisted of confirmation of learning tasks, assignment of tasks by group, planing of learning
activities, expert group collaborative learning, cooperative learning in group, group presentation,
organizational learning contents and query time. The average of ‘Planning action plan’ on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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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category of ‘Task solving ability ’(t=2.849, p=.007) and the average of ‘Solving the tasks needed for
the lesson more autonomously’ one of the subcategory of ‘Self-led learning capabilities’ had been
improved (t=2.625, p=.012). Also the average of the total score for class satisfaction increased (p=.001). To
improve the nursing ability we should apply the Jigsaw learning collaborative study method to nursing
education continuously.
Key words: Self-led learning capabilities, Student, Jigsaw collaborative learning method, Task solving
ability, class satisfaction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전문직 사회화란 전문직 특성을 나타내는 지식, 기술, 가치, 태도 규범 등을 내면화하여 직업적
정체성을 습득하는 것[1]으로 개인 자신들이 선택한 직업에 적합하고 수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되어지는 지식, 행위, 기술, 태도, 가치, 역할, 및 규범들을 자신들의 삶 속으로 획득해서 통합하는
과정이다[2]. 교육은 사회화의 의미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교육의 개념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에 반해서 사회화는 어 게 배우느냐에 관심을 두고 있다. 현
대 사회는 교육현장에서 사회화가 이루어진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교육의 패러다임이 어떻
게 가르치냐에서 어떻게 배우냐로 개념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학습자가 단순히 지식을 얼마
나 많이 알고 있느냐 보다는 학습자 스스로가 수많은 정보들 중 유용한 정보만을 골라 재조직하고
적용할 수 있는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이 더 요구되고 있다.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양의
지식을 습득하는 것보다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인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더욱 절실히
필요하며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3-6]. 자기주도 학습능력이라 함은 개인 학습자가 자주적으로
행하는 학습활동능력으로 처음에는 성인학습 방법으로 사용되다가 최근 학교교육에도 적용하여 사
용하고 있다. 이는 자신이 자신의 학습에 리더가 되어 학습의 책임을 스스로가 지며 수행해 나가
는 것이다. 전통적인 의미의 학교 학습이 학습 목표, 학습 수준, 학습 내용, 학습 방법, 학습 평가
기준 등이 미리 사전에 규정되어 있는 구조화된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반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은
모든 것이 처음부터 학습자에 의해서 학습이 결정되고 그 결정의 기초는 학습자 개인의 가치 욕구
선호 등에 두는 비 구조화된 학습 형태이다[7].
임상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수많은 정보를 재구조화하여야 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정보를 활
용하여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한다. 이러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단시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 현장에서부터 자기 주도적 학습 습관을 기름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 자기주도 학습능력
을 향상시키는 학습법으로 과제학습은 자기 주도적, 자율적 학습방법의 일종으로 학습자에게 예습
을 시도해 봄으로써 필연적인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새로운 과제 장면에 의문점, 문제점, 곤란점
을 명확히 하며, 학습의 능률을 극대화하는 활동으로서 학생들에게 학습할 요소를 과제로 제시하
고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게 하는 학습의 형태이다. 이러한 과제학습은 자주적, 의욕적인 학습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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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을 중요시하고 있다. 즉, 학생들이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가고 그
것에 도전해 가는 의욕이 넘치는 태도 형성을 통하여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육성하는 데 영향을
준다. 따라서 제시되는 과제도 복습 위주에서 예습 과제 위주로 바뀌어야 하고, 내용도 학습하는
방법을 스스로 체득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6]. 이러한 과제학습법으로

Jigsaw 협동학습법은 미국의 texas대학에서 Aronson, Blaney, Stephan, Sikes, 과 Snapp[8]이 개발
한 협동학습 모형으로 학생들이 적절히 배분된 학습 과제에 대해 전문가가 되는 형식을 취한다.

Jigsaw 협동학습법에 있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학생들이 한 가지 소주제에 대해 전문가가 되고
자기 팀의 다른 학생들에게 책임지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7]. Jigsaw 협동학습법은 집단 내 동
료로부터 배우고 동료를 가르치는 모델이다. 이 모델은 보상구조를 통해서가 아니라 학습과제의
부담, 즉 작업분담주고를 통해서 집단구성원들이 상호 의존하고 협동하도록 하는 것이다[9]. 이후
어느 학자들이 학습자들과의 상호작용 그 자체가 학업성취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고 동기적 관
점에 있는 학자는 상호작용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상호작용을 최대화할 수 있는 ‘집단보상’과 개별
적 책무성‘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0]. 이를 보완한 학습법이 Jigsaw II 협동학습법으로
소집단 평가를 통하여 소집단 경쟁을 유발시켜 구성원들 간의 결속을 다지게 함으로써 공동 목표
와 성공기회의 균등 배분을 제공한 것으로 Jigsaw I 에 성취 과제 분담 학습의 요소를 첨가한 학
습법이다[7].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과 학과 대상으로 하여 간호현장에서 경쟁적인 구조보다 팀워크
를 접목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요구되기에 Jigsaw I 협동학습법을 적용한 수업의 효과를 알아보
고자 하였다.

1.2 연구의 목적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본다.
2. 대상자의 Jigsaw 학습법을 적용한 사전 사후 자기주도 학습 능력정도, 학습 과제의 해결 능력
정도 및 수업 만족도 차이를 알아보고 개인적인 소감을 알아본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12주간의 Jigsaw 학습법 적용을 통한 대상자의 자기주도 학습능력 신장과 학습 과제
의 해결 능력 정도 및 수업 만족도에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시도된 단일집단의 전후설계를 적용
한 유사실험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윤리적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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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대상자는 1개 대학 기본간호학 수업에 참여하는 간호 대학생으로 연구의 목적, 방법,
기간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연구 참여에 동의를 한 4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수업시 Jigsaw 협동학습법을 적용하기 힘들 경우 중도에 참여 철회할 수 있다는 것과 이로 인하여
개인적인 불이익은 절대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을 충분히 하였다. 참여 대상자 모두에게 소정
의 선물을 지급하였다. 표본 수 선정을 위해 G-power 3.1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두 집단의 평균
비교를 위한 대상자 수를 유의수준(α) 0.05, 검정력(1-β) 0.9, 효과크기(d) 0.8로 계산 한 결과 각 그
룹의 대상자 수가 42명으로 산출되었다. 이에 탈락자를 고려하여 47명을 대상자로 하였다.

2.3 자료 수집기간과 방법
연구대상자에게 기본간호학 수업 전 자기주도 학습능력, 학습과제의 해결 능력 정도에 대한 설
문을 하고 12주 동안 Jigsaw 협동학습법 적용을 시행한 후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학습과제의 해결
능력 정도에 대한 설문을 재실시하였다. 아울러 사전사후 수업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개인적인 소감 또한 개방형 질문으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기본간호학 수업 2015년 9월 2일 부
터 12월 2일까지 이루어졌다.

2.3. 연구진행절차
본 연구를 위한 프로그램의 시행은 2015년 9월 2일부터 12월 2일까지 총 12주간 시행되었다. 학
습법 적용 전 6-7명으로 이루어진 총 7팀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기본간호학 한 학기 수업 내
용 중 영양, 배변, 활동과 운동, 피부통합성, 개인위생, 투약에 관한 내용을 2시간 12주 동안 나누
어 학습하였다. Jigsaw 협동학습법을 적용한 후 교수자가 브리핑과 질문을 받는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2.3.1 Jigsaw 협동학습법 적용 절차
본 수업 절차는 Jigsaw 협동학습법 적용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1.학습 과제 확인(학습문제 파악) 2. 그룹별 과제 분담 전문가 정하기(그룹별 학습계획 세우기,
같은 과제끼리 전문가 집단 정하기) 3. 학습 활동 계획하기(전문가 집단) 4. 전문가 집단 협동학습

(전문가 집단) 5. 그룹내에서 협동학습 (전문가의 전달 교육 실시) 6. 조별 발표 7. 교수자의 학습
내용 정리 8. 질문 및 응답 시간

2.4 연구도구
1) 자기주도 학습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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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은 Lee[11]가 완성한 Jigsaw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학습
과제의 해결 능력을 검증한 문항 4문항과 (학습 과제의 수행성, 계획성, 학습방법인지도, 자료활용
능력), 자기주도 학습 능력 신장을 검증하기 위한 6문항(준비성, 학습목표인지도, 적극성, 자율성,
전문성, 자신감),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응답 방법은 각 문항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
는 정도에 따라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본 도구의 Chronbach’s alpha는 .82 이었다.

2) 수업 만족도
본 연구의 수업 만족도 평가는 학습 목표 성취 여부 및 수업 내용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하기
위하여 Likert식 5점 척도를 사용하여 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업에 대한 만족
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수업 소감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하라는 개방형 질문으로 Jigsaw 협
동 학습법에 대한 의견 수렴도 하였다.

2.5 연구진행 방법
1) 자기주도 협동학습
6-7명으로 구성된 7조의 자기주도 학습법 진행은 사전 학습법 교육을 실시하고 2시간의 12주간
학습 내용을 분류하여 그룹별 해당 주 학습 내용을 7개로 분류하여 학습내용 학습계획 목표에 따
라 설정하고 전문가 집단의 학습 후 카페에 자료를 업로드 한 후 수업시간에 전문가에 의한 조별
교수 후 교수자의 단원 요약 강의를 듣고 학습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2.6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8.0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Jigsaw 협동학습법을 적용한 사전 사후 자기주도 학습능력학습, 과제의 해결 능력
및 사전사후 수업 만족도는 paired t-test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결과는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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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모두 2학년 학생이었으며 남학생이 대상자의 19.1%를 차지하였다. 자신의 건강상태를
모두 보통이상으로 생각하였으며 53.2%가 기숙사에 거주하였다. 61.7%가 경제수준을 보통이라고
평가하였으며 74.5%의 학생이 학업성취도 수준을 중간으로 평가하였다. 모두 학교생활에는 보통이
상으로 만족하였고 교우관계는 59.6%가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3.2 대상자의 Jigsaw 협동학습법 적용 사전사후 자기주도 학습 능력, 학습 과제의 해결 능력

및 수업 만족도 차이
대상자의 Jigsaw 협동학습법 적용 사전사후 자기주도 학습 능력의 차이는(t=.761, p=450)으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기주도 학습 능력의 하위 항목인 자율성(t=2.625,

p=.01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상자의 Jigsaw 협동학습법 적용 사전사후 학습
과제의 해결 능력의 차이는 (t=.566, p=574)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습 과
제의 해결 능력의 하위 항목인 계획성(t=2.849, p=.007)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수업만족
도 사전 평균점수 3.95±.58점에서 사후 4.36±.62점으로 .41±.77점으로 증가하는 소견을 보였으며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Table2.

-Jigsaw 협동학습법으로 대상자에게 유익하였던 소감:
친구들과 사전 예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 서로 도움이 되고 혼자 공부하여 어려웠던
점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좋았다.
미리 예습 하는 습관이 생겨서 좋았다.
친구에게 설명을 해줌으로써 학습내용이 한 번 더 복습이 되어 좋았다.

-Jigsaw 협동학습법으로 대상자에게 아쉬웠던 소감:
내가 맡은 부분은 이해가 되었지만 다른 친구의 설명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 Jigsaw 협동학습법 적용 후 교수님의 수업시간이 짧아 정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다.
- 준비를 해오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겨 어려웠다.

4. 논의
본 연구는 Jigsaw 협동학습법을 적용함으로써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학습 과제 해결 능력, 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단일군 사전 사후 유사실험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
학과 2학년 기본간호학을 이수하는 학생 47명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중 남학생이 19.1%를 차지하
였다. 학교생활 만족도는 모두 만족하는 편이었고 59.6%의 대상자가 교우관계에서도 만족하는 것
으로 평가하였다. 교우관계는 또래로 부터 제공받는 지지가 높으면 학업 자아 효능감이 높아져 결
과적으로 학업성취도가 향상된다는 Kim[12]의 연구결과에 따라 중요한 변수로 대상자의 만족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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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다. 본 연구의 목적인 Jigsaw 협동학습법 적용으로 인한 자기주도 학
습 능력과 학습과제의 해결 능력에서는 Jigsaw 협동학습법 적용한 후 평균이 높은 결과였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는 Park[13]와 Lee and Kim[14] 연구에서는 Jigsaw 협동학습을 적
용하여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유의하게 향상된 결과와 상반된 결과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대상자
들이 개인적 소감에서 언급하였던 내용에 의하면 준비를 해오지 않는 대상자가 있었기 때문인 것
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고려하여 Jigsaw I 협동학습법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집단보상’과 ‘개별적 책무성’이 부여되지 않음으로 초래된 결과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자기주도 학습능력의 하위항목인 자율성 항목과 학습과제의 해결 능력의 하위항목인 계획성 항목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상을. 이는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학습과제의 해결 능력의 하위 항목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 분석하기는 어려우나 간호 현장에서의 자율성과 계획성의 의미를 논한
다면 다음과 같다. 즉, 자율성이란 외부의 환경에 의해 영향이 있을 때조차도 자신의 가치와 흥미
에 근거하여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조절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15]. 임상간호현장은 여러 부서
와 업무 협조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때 간호는 여러 부서의 중재의 역할을 해야 함과 동시에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독자적인 업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여러
역량 달성이 바탕이 되어야 하겠지만 자율성을 근거로 자신의 논리적 주장을 바탕으로 한 행동의
통제 및 조절이 요구된다. Wade[16]는 전문직 수행의 본질적 요소로 자율성으로 꼽았고 Wiens[17]
는 자율성이란 법적, 윤리적 및 실행의 표준범위 내의 자발적인 결정으로 전문직의 의무를 행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간호전문직에서도 요구되는 역량으로 인식되어 교육계에서는 자율성 역량
강화를 위하여 문제 중심 학습방법 적용으로 자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18].
아울러 임상적 결정 능력에 자율성이 주요한 영향요인이라는 것이 최근 연구결과에서도 입증되고
있다[19].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서 보여준 자율성 역량 함양을 위하여 Jigsaw 협동학습법 적용을
간호교육에 고양하는 바이다. 또한 Jigsaw 협동학습법 적용으로 과제 실천의 계획성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간호 업무는 대체로 3 교대로 근무마다 정해진 업무가 있다. 그러나 환자의 상태
변화와 잦은 입퇴원, 수술 환자 간호 등으로 계획되지 않는 업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
황에서 간호사는 업무를 주요도 순서와 급한 업무 순서로 계획성 있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런
계획성 역량은 간호사가 업무 적응에 반드시 필요로 하는 역량이다. 한국간호사의 직무표준에서
간호과정을 간호직무로 보고 있는데 이것이 계획성을 요구하는 직무역량이다. 이처럼 Jigsaw 협동
학습법 적용으로 간호사가 필요로 하는 자율성, 계획성의 역량이 달성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따
라서 지속적인 협동학습 적용의 수업 경험을 통하여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간
호교육의 장을 열릴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수업만족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
이는 학생들의 개인적 소감에서 밝힌 것처럼 Jigsaw 협동학습법의 협동학습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
과라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단일군의 실험 연구로 Jigsaw 협동학습법에 대한 효과 검증에 제안이 있다는 것과
학생들의 동기 유발이 미흡하였던 점, 아울러 12주간의 수업 모두에 학습법을 적용함으로써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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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보상체계를 갖춘 피드백의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점에서 후속 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5. 연구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Jigsaw 협동학습법을 적용함으로써 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단일군 사전 사후 유사
실험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Jigsaw 협동학습법을 기본간호학 학습에 적용함으로써 자율성, 계획
성이라는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학습 과제 해결 능력의 하위항목인 자율성과 계획성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이에 Jigsaw 협동학습법은 간호사의 역량을 갖추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발판이
되는 학습법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지속적인 적용으로 간호사의 역량 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간
호교육에 본 교수법을 적용해야 할 것을 건의하는 바이며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검증을 위한 추
후 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47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Variable
Year
Gender
Self perceived health status

Resident

Economical status

School achievement

College life

Friend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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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Sophomore year
Male
Female
very good
good
moderate
live home
live apart
dormitory
Difficult
Average
Affluent
Very affluent
low rank
moderate-low rank
moderate
moderate-high rank
high rank
moderate satisfied
satisfied
much satisfied
much unsatisfied
unsatisfied
moderate satisfied
satisfied
much satisfied

N
47
9
38
11
21
15
19
3
25
10
29
7
1
4
35
8
19
21
7
1
1
11
28
6

%
100
19.1
80.9
23.4
44.7
31.9
40.4
6.4
53.2
21.3
61.7
14.9
2.1
8.5
74.5
17.0
40.4
44.7
14.9
2.1
2.1
23.4
59.6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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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자기주도 학습능력, 학습과제 해결능력, 수업만족도의 차이
[Table 2] Comparison of self-led learning capabilities, task solving ability and class satisfaction

N=47

Paired difference
Mean
.191
.361

Std.Deviation
2.318
.870

t
.566
2.849

Sig.
(2-tailed)
.574
.007

-.042

.883

-.330

.743

.000

.978

.000

1.000

Doing job more faithfully
Self-led learning capabilities

.212

.805

1.810

.077

.425

3.832

.761

.450

Preparing study materials

.191
.063
.106

.850
1.008
.840

1.543
.434
.868

.130
.666
.390

.297

.777

2.625

.012

.085

.951

.613

.543

-.021

.920

-.158

.875

.410

.770

.3.420

.001

Task solving ability
Planning action plan
Knowing how to solve the learning
task
Using related materials to solve
learning tasks

Understanding study goal
More active in class work
Solving the tasks needed for the
lesson more autonomously
Having confidence in solving
learning tasks
Having professional pride
Class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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