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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기반 학습법이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 성향,
문제해결 능력, 간호과정 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
황혜영1), 전열어2)

The Effects of Project-Based Learning 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blem Solving Ability, Nursing Process Performance
for Nursing Students
Hye-Young Hwang1), Yeol-Eo Chun2)
요 약
오늘날 환경의 변화에 따라 대학교육에 대한 개선요구도가 점차 커지면서, 과거 지식전달 중심 교
육에서 실제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 중 프로젝트
기반 학습법은 학생들의 문제해결과 의사결정 능력과 종합적 사고를 길러주는 학습법으로 본 연구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법을 간호과정 수업에 적용하여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문제해결 능력,
간호과정 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간호과정 교과목을 수강하는 간호 대학
생 2학년 107명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기반 학습법 적용 전후의 차이를 측정한 단일군 전후 유사실험
설계로 진행되었다. 연구결과 프로젝트 기반 학습법을 적용한 후 비판적 사고성향, 문제해결능력, 간
호과정 수행능력이 증가하였으며, 간호과정 수행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 기반 학습법이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 성향, 문제해결 능력, 간호과정 수행능력을 증진
하는 효과적인 학습법임을 확인하였다.
핵심어 : 프로젝트 기반 학습, 비판적 사고성향, 문제해결 능력, 간호과정 수행능력, 간호 대학생

Abstract
In this paper due to the demand of improvement in university education, teaching methods are changing
from simply information conveyance to student centered problem identifying and solving. Thus to identify
the educational effect of creative project based teaching method, nursing classes were held to clarify the
changes 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blem solving and ability of accomplishment in nursing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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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thod was held on a total of 107 sophomore students of the nursing department using one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indicating the difference 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blem solving and ability
of accomplishment in the nursing program. The result clarified a positive effect on all three units after
using the creative project based teaching method and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refore, the effect of
creative project based teaching method used in nursing subjects was verified and indicates significance in
increasing competency of the nursing department university students.
Keywords : project based learning,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blem solving ability, nursing process
competency, nursing students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 사회는 다양해진 상황에 대하여 끊임없이 사고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며 새로운 문제
들에 대한 문제해결 능력을 요구하면서 교육현장도 교수자 중심의 전달방식에서 학습자 중심의 학
습법으로 전환되면서 여러 가지 학습자 중심 학습법이 활성화 되고 있다.
다양한 학습법 중 프로젝트 기반 학습(Project-Based Learning, PBL)은 단순히 지식의 학습 뿐
만 아니라 프로젝트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과 프로젝트의 결과를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면서 구체적
활동을 행하게 되는 학습방법으로써 학생들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자 질문과 토론을 통해 적극
적으로 참여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다른 학생들과 공유함으로써 스스로 학습이 되게 하는 학습법이
다. 그동안 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학생들의 문제해결과 의사결정 능력과 종합적 사고력을 길러주
며[1]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결과[2]를 보였다.
한편 간호현장에서는 비판적 사고와 간호사의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과 종합적인 결정 능력이
필요하며[3] 이러한 능력을 갖추기 위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요구된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전문
적 업무에서 문제해결과정, 의사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목적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려는 동
기나 바람을 뜻하는 것으로[4] 간호사가 간호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가
필수적인 요소라고 주장하고 있으며[5] 비판적 사고성향을 가진 간호사일수록 간호업무를 잘 수행
한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되고 있다[6][7].
또한 간호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비
판적 사고가 요구되며[8]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 과정이 간호업무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9]를 통해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은 간호업무 수행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간호교육에서도 간호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며 이러
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간호교육과정 중 간호과정 교과목 수업은 창의적이고 다양한 간호를 수
행하는데 있어 문제해결이 요구되고 있어 토의 중심의 프로젝트 기반의 학습법이 필요하다. 프로
젝트 기반의 학습법은 질의·응답과 토론 등의 학습활동으로 학생들의 수업의 참여도를 높이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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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해결을 통한 깊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10]. 또한 학습자 스스로 필요한 지
식과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 및 활용함으로서 비판적 사고를 통한 창의성과 문제해결 능력을 길러
줄 수 있는 학습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간호과정은 간호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대상자의 문제를 파
악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한 필수적이고 과학적인 간호사의 수행방식인 간호전문 활동의 영
역을 수행하는 과정으로[11] 간호 대학생은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임상실습을 통해 전문직 간호
사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지식, 기술, 행위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배우게 된다[12].
이에 본 연구는 간호과정 수업에 프로젝트 기반 학습법이 간호학생의 비판적 사고 성향과 문제
해결과정 및 간호과정 수행 능력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효과를 분
석하고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프로젝트 기반 학습법을 간호과정 수업 적용하여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성
향과 문제해결 능력 및 간호과정 능력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 문제해결 과정, 간호과정 수행 능력 수준을 파악한다.
▪ 대상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 문제해결 과정, 간호과정 수행능력의 차이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프로젝트 기반 학습 적용전과 적용 후의 비판적 사고성향, 문제해결 과정, 간호과
정 수행 능력의 차이를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법의 수업 적용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프로젝트 기반 학습법 전
후의 차이를 측정한 단일군 전후 유사실험 설계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일개 대학 간호학과 2학년 재학생 중 간호과정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으
로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 참여의사를 보인 107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언제든지 참여 철회를 요구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음을 사전에 알리고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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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구도구

2.3.1 프로젝트 기반 학습법(Project-Based learning, PBL)
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복잡하고 실제적인 문제를 대상으로 주의 깊게 설계된 결과물과 과제
들을 둘러싼 집중적인 탐구과정을 통하여 학습자들이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게 되는 체계적인 교수
방법[13]을 말하며, 본 연구에 적용된 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다음과 같다. 간호과정 수업에 프로젝
트 기반 학습법을 활용하기 위하여 1개 반에 40명 내외로 편성된 3개의 반을 6개 팀(팀별 5-6명)으
로 구성하였다. 문제해결 프로젝트 기반 학습법을 활용하여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한 액션
플랜 작성과 계획에 따른 실천을 1~3주차 진행하였으며,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프로젝트 기반
학습법을 통해 간호과정에 대한 사례중심 수업을 4~15주차 운영한 학습방법이다.
2.3.2 비판적 사고성향
비판적 사고는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을 이끌어내는 인지적 원동력으로 목적적, 자기창조적 판
단과정[14]을 말하며, 비판적 사고성향의 측정도구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Yoon[15]이 개발한 것으
로 건전한 회의성 4문항, 지적 공정성 4문항, 객관성 3문항, 체계성 3문항, 신중성 3문항, 지적열정
/호기심 5문항. 자신감 4문항으로 7개 영역 27개 문항으로 구성된 5점 척도 도구로 점수가 높을수
록 비판적 사고 성향이 높음을 의미하고 개발당시와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844이
었다.
2.3.3 문제해결 능력
문제해결이란 문제해결자의 현재 상태와 도달해야 하는 목표 상태의 차이를 인식하고 그 차
이를 유발시키는 장애물을 해소시키는 활동으로[16], 본 연구에서는 Lee, Park과 Choi[17]가 개발한
도구로 문제의 명료화, 해결방안 모색, 의사결정, 해결책 수행, 평가 및 반영의 5개 영역 각 6개의
문항씩 총 30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 과정 수행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 .93이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4 이었다.
2.3.4 간호과정 수행 능력
간호과정 수행능력은 포괄적인 의미의 ‘임상수행능력’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모든 임상적 상황
에서 그 수행과 관련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총체적으로 포함한 내용을 의미한다[18]. 본 연구에
서는 Kim과 Lee[19]가 개발한 도구로 간호과정 적용능력으로 사정, 진단, 계획, 중재, 평가와 관련
된 13개 문항과 간호사의 자질과 관련하여 간호과정 수행의 창의성과 호기심, 문화적 역량, 기술과
관련된 4문항의 총 17개의 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과정 수행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 .95이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4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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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자료수집과 자료분석 방법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간호과정 수업 전에 사전조사를 하였고, 15주간의 정
규수업을 마친 후 사후조사를 시행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7년 9월 4일~12월 22일 이다. 수집
된 자료는 SPSS 21.0 Version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
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비판적 사고성향, 문제해결능력, 간호과정 수행능력은 평균
과 표준편차 및 변수에 따라 T-test와 ANOVA로 검증을 시행하였다. 연구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로 산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비판적 사고성향, 문제해결능력, 간호과정 수행능력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평균 20.64±2.92 세로 성별은 여학생 93.4%로(87명)
남학생 6.6%(20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교는 ‘있는 경우’가 35.5%(38명)로 ‘없는 경우’
64.5%(69명)보다 적게 나타났으며, 성적은 ‘중위권’ 71.1%(76명)이 ‘상위권’ 12.1%(13명)와 ‘하위권’
16.8%(18명)보다 많았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법을 적용하기 전 비판적 사고성향은 평균 3.56±.49점
이며, 문제해결 능력은 평균 3.57±.45점, 간호과정 수행능력은 평균 3.35±.62점 이었다[표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비판적 사고성향, 문제해결능력, 간호과정 수행능력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blem solving ability, nursing process
competency
(N=107)
특성

세부특성
25세 미만
25세 이상
남
여
유
무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연령
성별
종교
성적

비판적 사고성향
문제해결능력
간호과정 수행능력

ISSN: 2383-5281 AJMA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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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M±SD
100(93.4)
7(6.6)

20.64±2.92
20(18.7)
87(81.3)
38(35.5)
69(64.5)
13(12.1)
76(71.1)
18(16.8)
3.56±.49
3.57±.45
3.3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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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 문제해결능력, 간호과정 수행능력
프로젝트 기반 학습법을 적용하기 전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과 문제해결능력,
간호과정 수행능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으며, 연령은 ‘25세 미만’이 ‘25세 이상’보
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종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비판적 사고성향과 문제해결능
력, 간호과정 수행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 문제해결능력, 간호과정 수행능력
[Table 2] The relationship among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blem solving ability, nursing process
competency
(N=107)
특성

연령

성별

종교

성적

세부특성

비판적
사고성향
M±SD

문제해결
능력
M±SD

간호과정
수행능력
M±SD

25세 미만

3.56±.49

3.57±.45

3.36±.62

25세 이상

3.30±.53

3.55±.46

3.28±.64

남

3.62±.50

3.66±.43

3.40±.58

여

3.55±.49

3.55±.45

3.34±.63

유

3.61±.40

3.57±.47

3.40±.64

무

3.53±.53

3.56±.44

3.33±.61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3.61±.41
3.52±.47
3.70±.62

3.67±.40
3.54±.37
3.60±.74

3.26±.53
3.35±.54
3.43±.96

＊

비판적 사고성향

＊＊

t or F

p

.326＊
.084＊＊
.330＊＊＊
.582＊
.977＊＊
.349＊＊＊
.770＊
.086＊＊
.552＊＊＊
1.078＊
.459＊＊
.248＊＊＊

.745＊
.933＊＊
.742＊＊＊
.562＊
.331＊＊
.728＊＊＊
.443＊
.932＊＊
.582＊＊＊
.344＊
.633＊＊
.781＊＊＊

문제해결능력

＊＊＊

간호과정 수행능력

3.3 프로젝트 기반 학습법 적용 전과 후의 비판적 사고 성향, 문제해결 능력, 간호과정 수행능
력의 차이
프로젝트 기반 학습법을 적용하기 전과 후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문제해결능력, 간호과정 수행
능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프로젝트 기반 학습법을
받기전보다 받은 후 비판적 사고성향이 증가하였으며, 비판적 사고 성향 중 체계성(F=-1.916,
p<0.5)과 신중성 영역(F=-1.988, p<0.5)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문제해결능력은 학습법을 받기전보다 받은 후에 문제해결능력이 증가하였고 문제해결 능력
중 명료화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F=-2.785, p<0.006)를 보였다.
간호과정 수행능력은 프로젝트 기반 학습법은 받기전보다 받은 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간호
과정 수행능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t=-5.030, p<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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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프로젝트 기반 학습법 적용 후 비판적 사고 성향, 문제해결 능력, 간호과정 수행능력의 차이
[Table 3] Differences i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blem solving ability, and nursing process
performance after application project-based learning method
(N=107)
특성

비판적
사고성향

문제해결
능력

간호과정
수행능력

세부특성
건전한회의성
지적공정성
객관성
체계성
신중성
지적열정/호기심
자신감
전체
명료화
해결방안 모색
의사결정
해결책수행
평가 및 반영
전체
간호과정적용능력
간호사의 자질
전체

전
M±SD
3.63±.53
3.49±.55
3.41±.63
3.40±.60
3.30±.65
3.36±.42
3.77±.52
3.45±.55
3.16±.68
3.62±.48
3.39±.54
3.39±.62
3.57±.52
3.46±.57
2.77±.75
3.00±.80
2.88±.78

후
M±SD
3.73±.53
3.52±.55
3.52±.56
3.56±.61
3.47±.63
3.45±.44
3.80±.57
3.56±.55
3.41±.67
3.69±.53
3.47±.63
3.52±.64
3.61±.55
3.57±.60
3.35±.59
3.36±.72
3.35±.66

t or F
-1.347
-.342
-1.439
-1.916
-1.928
-1.491
-.435
-1.716
-2.765
-.983
-1.069
-1.525
-.634
-1.734
-6.230
-3.460
-5.030

p
.179
.732
.152
.05＊
.05＊
.137
.664
.088
.006＊
.327
.286
.129
.527
.084
.000＊*
.001＊*
.000**
*P<0.05, **p<0.01

4. 결론 및 논의
21C를 살아가는 지금의 대학생은 새롭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이에 맞는 지
식과 기능이 필요한데, 이것은 교육을 통해 준비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의 일환으로 프로젝트 기
반 학습이 지속적으로 보급되고 대중화되고 있다. 이처럼 대학의 교육은 교수자 중심의 교수법에
서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수학습법이 시도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법을 간호과정 수업에 적용한 후 비판적 사고, 문제해결능력,
간호과정 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시도되었으며, 프로젝트 기반 학습법을 받기 전
후의 비판적 사고성향, 문제해결능력, 간호과정 수행능력에 차이를 비교하는 단일군 전후설계 유사
실험 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G대학 간호학과 간호과정 교과목을 수강하는 107명의 간호 대학생으
로 하였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법 적용 전 비판적 사고 성향은 3.56점으로 Lee[20]의 3.55점과 비슷한 결과
를 보였고 Choi and Cho[9]의 간호사 대상 연구결과 3.64점 보다는 낮았다. 이는 31세 이상 간호
사군과 대학원 이상의 학력자 및 총 근무기간 10년 이상 간호사가 비판적 사고 성향이 높고 간호
업무 수행을 잘 한다는 연구 결과[9]에 비추어볼 때 임상에서 일정 기간 이상 간호업무를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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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비판적 사고성향이 증가할 수 있음을 뒷받침해준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법 적용 후 전체적인
비판적 사고 성향이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Lee[20]의 연구결과와 비슷하였다. 그
러나 비판적 사고 성향 중 하부영역인 체계성과 신중성 영역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
은 간호과정 수업 중 프로젝트 기반 학습법 적용이 학습자 스스로 활동적으로 경험하고, 해석하고,
창조하는 과정을 통해 더 많이 반응함으로써[1] 임상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들에 대한 체계적 접근
과 신중함이 증가되었다고 사료된다.
문제해결 능력은 프로젝트 기반 학습 적용 전 3.57점에서 적용 후 3.57점으로 증가하였으며
Lee[21]의 3.36보다는 높고 Kim[22]의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그램 적용 대상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
하게 높은 결과와 비슷하다. 그러나 문제해결 능력 중 명료화 영역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본
연구와 달리 Kim[22]의 5개 영역 모두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인 것은 시행된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
한 대상자 수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간호사의 문제해결 과정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업무
수행을 잘한다는[9] 결과를 볼 때 학부과정에서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프로젝트
기반 학습법을 적용한 간호과정 수업을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 중의 하나로 여겨진다.
간호과정 적용 능력은 3.35점으로 Park[23]의 간호대학생 3.4학년 3.51점과 간호사 대상 Kim
and Lee[19]의 3.39점 보다 낮았으나, 프로젝트 기반 학습 적용 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되었
음을 확인하였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전공에 만족도가 높을수록, 통계수업을 이수한 경우 간호과
정 적용 능력이 높아지고[23], S-PBL을 적용한 통합실습 교과목 운영 후 간호과정 수행능력이 향상
[24]되는 것을 감안할 때 학생들의 간호과정 적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
다.
본 연구결과 프로젝트 기반 학습법을 적용하기 전과 후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문제해결능력은
학습법을 받은 후 증가하였고, 간호과정 수행능력은 창의적 프로젝트기반 학습법은 받기전보다 받
은 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간호과정 수행능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추후 간호사로서
비판적 사고 성향과 문제해결 과정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방안[25]으로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
효과가 있고, 간호실무에서 간호과정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부에서부터 간호과정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26]는 결과를 지지하였다.
이로써 본 연구는 간호과정 교과목에 프로젝트 기반 학습법을 적용하여 비판적 사고성향, 문제
해결 능력, 간호과정 수행능력이 증진함을 확인하였으며, 차후 간호학과 대학생의 역량증진에 효과
적인 학습법을 확인하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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