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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간호학 분야 학습자 중심 수업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문제중심학습, 액션러닝, 플립러닝, 팀 기반 

학습을 적용한 연구 84편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간호학 분야 학습자 중심 수업의 전체 

효과크기는 0.624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자 중심 수업이 중간 효과크기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수업모형에 

따라서는 팀 기반 학습, 액션러닝, 플립러닝, 문제중심학습의 순으로 효과크기가 높게 나타났다. 총 15가지의 

종속변인 중 큰 효과크기를 보인 것은 임상수행능력이었다. 간호분야 지식, 창의성, 자기주도학습, 의사소통능

력, 대인관계능력, 문제해결력, 비판적 사고 등의 종속변수에서는 중간 효과크기가 나타났다. 종속변수를 세 가

지 영역으로 묶었을 때, 전공능력의 효과크기가 가장 컸으며, 개인역량과 학습태도의 순으로 효과가 있었다. 이

밖에도 학습자 중심 수업의 운영 방법과 관련된 조절변수에 따른 효과크기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전통적 교수자 중심 수업보다 학습자 중심 수업이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자 중심의 새로운 교육방법을 적용하기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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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미국의 의학협회(the Institute of Medicine)와 약학교육협회(ACPE) 및 세계보건기구

(WHO)와 같은 여러 의료분야 단체에서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전문가의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Whitley et al., 2015). 이에 발맞춰 의료분야 대학교육에서 문제중심학습이나 팀 기반 학습과 

같이 소집단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학습자 중심 교육 방법을 통해 의료인에게 필요

한 역량을 증진하려는 노력이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Rezaee, Moadeb, & Shokrpour, 2016).

또한 국내 대학에서도 교수학습센터를 중심으로 문제중심학습, 팀 기반 학습, 액션러닝 등과 같

은 학습자 중심의 혁신적인 교수법을 확대하여 대학생의 역량을 증진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신종호, 2014). 이와 같은 국내외의 흐름에 따라 국내 간호학 분야에서도 협업 능력과 문제

해결력을 갖춘 의료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적합한 학습자 중심 수업이 개발되고 적용될 필요가 

증대하고 있다.

학습자 중심 수업은 학습자가 학습의 주체가 되어 협력적이고 상황적인 학습 환경에서 성찰

을 통해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게 하는 수업을 말한다(강인애, 2009). 학습자 중심 수업에는 다양

한 유형이 있다. 발견학습, 탐구학습, 토의수업 등의 유형이 이에 해당되나(김인숙, 2003) 고등교

육에서 활발하게 적용되고 연구되는 방법은 문제중심학습, 액션러닝, 플립러닝, 팀 기반 학습 등

이다(신종호, 2014). 또한 고등교육에서 진행된 이들 학습자 중심 수업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진

행되어 왔다. 박지윤과 우애자(2017)는 문제중심학습을 적용한 수업의 효과를 분석했으며, 윤소

희(2018)는 액션러닝의 효과를 분석했다. 조보람과 이정민(2018)은 플립러닝의 학습효과를 분석

했고, 김은정(2017)은 팀 기반 학습을 적용한 수업의 효과를 분석했다. 이들은 그동안 국내에서 

진행된 각기 다른 수업유형을 대상으로 그 효과를 분석했지만 연구방법 중 메타분석을 활용했

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메타분석은 하나의 연구 주제에 대해 서로 다른 결과를 보고한 다양한 연구물을 통계적으로 

통합하여 관심 변수의 효과에 대한 크기와 방향을 알 수 있게 하는 연구방법이다. 즉, 서로 다른 

방법으로 수행된 여러 연구물이 제시하는 결과를 객관적인 양적 방법으로 통합하여 연구 주제

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준다(Shin, & Park, 2012). 메타분석은 기존에 활용되던 연구 통합법의 한

계를 극복한 방법으로, 개별 연구물이 갖고 있는 편견을 통제하여 한 분야의 효과에 대한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Cooper, 1998).

따라서 메타분석은 지금까지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여 단편적으로 연구되어 온 간호학 분야의 

학습자 중심 수업방법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갖게 할 수 있다. 기존의 메타분석 연구들

은 다양한 학교급과 여러 전공분야를 포괄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므로 간호학이라는 특정 영역

에서 이들 수업이 갖고 있는 효과와 그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변수를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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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메타분석을 통해 간호학 분야에서 진행된 학습자 중심 수업의 효과를 

분석하여 효과적인 수업방법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교육 분야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학습자 중심 수업방법인 문제중

심학습, 액션러닝, 플립러닝, 팀 기반 학습을 메타분석하였다. 문제중심학습(PBL; problem

based learning)은 학습자가 갖고 있는 선수지식을 활성화하여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의 차이를 명료화하고, 비판적 사고전략을 강화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소집단 협동학

습의 한 방법이다(Bate, Hommes, Duvivier, & Taylor, 2014). 액션러닝(action learning)은 소집

단 활동을 기반으로 학습자가 교육과 관련된 실제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찰하는 과정에서 

관련 지식과 문제해결능력, 창의성과 협동 등의 역량을 개발하도록 돕는 교수학습 모형이다

(Marquardt, 2011). 액션러닝은 특히 민간기업과 공공부문, 학습조직 등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문

제를 해결하도록 팀 학습을 진행하는 특징을 보인다. 플립러닝(flipped learning)은 사전학습 내

용과 면대면 수업에서 다룰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지어 설계하고 진행하는 수업을 말한다

(Bergmann, & Sams, 2012). 수업에서 학습 내용을 전달받고 집에서 숙제를 했던 전통적인 방식

의 수업을 뒤집어 집에서 사전학습을 진행하고 수업에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는 측면에서 

거꾸로 수업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플립러닝이 적용된 수업은 교실에서 퀴즈, 토론, 실습, 문제

해결 활동, 프로젝트 활동 등의 학습자와 교수자 사이 또는 학습자와 학습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높여주는 활동이 이루어지게 된다(간진숙, 신미숙, 권명순, 2016). 마지막으로, 팀 기반 학습은 

학습자 개인의 선행학습과 팀 구성원 사이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개인과 팀의 성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문제상황을 활용하는 구조화된 교수전략이다. 일반적으로 팀 기반 학습은 한 명의 교

수자가 많은 학생을 지도할 때 소집단을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과 전체 학생이 동시에 

참여하는 방법을 병행하여 대규모 수업에서의 학생 참여를 최대한 높이기 위한 수업방법이다

(Michaelsen, Kinght, & Fink, 2004).

이상과 같은 네 가지 학습자 중심 수업방법이 간호학 영역에서 어떤 교육적 효과를 가지며,

그 효과에 영향을 주는 조절변수는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통해 

간호학 영역에서 학습자 중심 수업이 갖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이해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방법으로 이들 수업을 보다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업의 효과

에 영향을 주는 조절변수에 대한 이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정보를 얻

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간호학 영역 

학습자 중심 수업의 전체 효과크기는 얼마인가? 둘째, 간호학 학습자 중심 수업의 학습효과로 

나타난 종속변수에 따라 효과크기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셋째, 간호학 학습자 중심 수업의 

조절변수에 따라 효과크기에는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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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학습자 중심 수업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본 연구에서는 국내 간호학 분야 학습자 중심 수업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문제중심학습,

액션러닝, 팀 기반 학습, 플립러닝의 네 가지 수업방법을 선택하였다. 최근 여러 대학의 교수학

습센터는 대학생의 역량강화를 위해 대학 교육에 이들 수업방법을 활용하기를 권장하고 있기 

때문이다(신종호, 2014). 따라서 이들 수업방법과 관련한 메타분석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문제중심학습은 최근 고등교육 분야 전반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교육방법이다. 이에 

PBL을 적용한 수업의 효과를 메타분석 한 연구가 여러 가지로 진행되었다. Dochy 등(2003)은 

43편의 PBL 관련 연구물을 메타분석하면서 종속변수를 지식과 기술의 두 영역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PBL은 학습자의 지식 향상에 –0.223, 기술 향상에 0.460의 효과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이밖에도 수업의 특성, 학년, 분석도구 등의 조절변수 효과를 분석

하였다. Gijbels 등(2005)은 Dochy 등(2003)의 연구가 종속변수를 두 영역으로 묶어 분석한 것을 

발전시켜 개념, 원리, 적용의 세 영역으로 분석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 PBL은 원리의 습득에 

가장 큰 효과가 있었으며 다음으로 적용 영역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조절변수

에 대한 분석은 시도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Batdi(2014)는 26편의 PBL 적용 연구물을 메타분석

했는데, 조절변수로 수업 기간, 교과목 분야, 출판유형, 학습자의 교육단계 등을 분석하였다. 간

호학 수업에 적용한 PBL의 효과를 메타분석 한 연구로는 Kong 등(2014)이 있었다. 그들은 실험

집단으로 문제중심학습 수업을, 통제집단으로 전통적 강의를 설정했으며, 종속변수로 비판적 사

고(critical thinking)를 설정한 9편의 연구물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문제중심학습은 

전통적 강의법에 비해 비판적 사고력의 향상에 0.33의 효과크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에서의 액션러닝은 국내의 경우 주로 사범계열과 간호 및 의학계열에서 가장 많이 활용

되고 있다(장경원, 고은현, 고수일, 2015). 그러나 액션러닝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는 아직 찾아보

기 어렵다. 국내외에서 액션러닝 관련 메타분석으로 유일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윤소희(2018)

의 연구이다. 그는 초, 중, 고, 대학에서 진행된 액션러닝 수업 관련 연구물 22편을 메타분석하였

다. 그 결과 전체 효과크기는 0.741로 나타났다. 그는 종속변인을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이 두 영역에서의 효과크기는 모두 중간 크기로 유사하게 나

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조절변수로 출판유형, 학교 급, 교과목, 팀별 학생 수, 팀 구성방식, 성찰

과정 포함여부 등을 설정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팀 기반 학습에 대한 메타분석의 경우에도 국내외에서 김은정(2017)의 연구가 아직은 유일하

다. 이 연구는 대학에서 진행된 다양한 수업에 적용된 팀 기반 학습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총 

20편의 연구물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팀 기반 학습의 전체 효과크기는 0.86으로 크게 나타났

다. 이 연구에서는 종속변인을 학업적 성과, 정서적 성과, 행동적 성과로 영역을 나누어 분석하



간호학 분야 학습자 중심 수업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1053

였다. 그 결과 정서적 성과와 학업적 성과에서 유사한 수준의 큰 효과크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조절변인으로 학년, 학수구분, 전공분야, 팀원 수, 팀 활동 횟수, 팀 구성 방식, 팀원 평

가 및 교수 피드백 유무 등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였다.

플립러닝의 경우에는 보다 많은 메타분석 연구를 찾을 수 있다. Chen 등(2018)은 전통적 강의 

수업을 통제집단으로 하고 플립러닝 수업을 실험집단으로 하는 고등교육 분야 수업 관련 연구

물 46편을 메타분석 하였다. 이들은 전체 효과크기를 산출하는 대신 시험성적, 사전사후검사상

의 변화, 학기 등급 등의 종속변수에 따른 효과크기를 산출하였고, 전공분야, 연구설계 모형, 출

판연도, 출판유형, 국가 등의 조절변수에 따른 효과크기를 분석하였다. 조보람과 이정민(2018)은 

우리나라에서 플립러닝을 적용한 96편의 연구물을 메타분석 하였다. 이 연구에서 플립러닝 적용 

수업의 전체 효과크기는 0.58로 중간 크기로 나타났다. 이들은 종속변수를 인지적, 정의적, 대인

관계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에서 중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절변인으로 출판유형, 연구설계 모형, 학교 급, 교과목 종류를 설정하

여 각각에 대한 효과크기를 분석하였다. 한편, 간호학 영역에서의 플립러닝 효과를 메타분석 한 

연구도 있다. Hu 등(2018)은 중국의 대학 간호교육에서 활용한 플립러닝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총 11편의 연구물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결과, 중국의 플립러닝을 적용한 간호교육의 전체 효

과크기는 1.06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 연구는 종속변수를 이론적 지식 점수와 기술 점수로 구분

하여 효과크기를 분석했으며, 조절변수 분석은 진행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선행 메타분석 연구들은 다양한 개별 연구가 보고하는 종속변수를 몇 가지 영역으

로 묶어 그 효과를 분석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런데 간호학 분야에서 진행된 학습자 중심 수업에 

대한 연구에서 보고하는 여러 종속변수에서는 전공 관련 지식(백명 외, 2017; 양승희, 2016; 조영

희, 2014; 한혜숙, 2012; 황선영, 2003)과 임상수행능력(김원주, 박진희, 2017; 박지은, 2017; 이미

진, 2013; 장금성 외, 2015)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밖에 최근의 교육 영역에서 강조하는 문제

해결력(백명 외, 2017; 서지혜, 2012; 오효숙, 2015; 조영희, 2014), 비판적 사고(송영아, 2008; 오효

숙, 2015; 윤정현, 이은주, 2017; 최희정, 2004), 의사소통능력(고영지 외, 2018; 김윤민, 2012; 이영

식, 은영, 2016; 조영희, 2014), 대인관계능력(고영지 외, 2018; 백명 외, 2017; 장금성 외, 2014;

한현희 외, 2016) 등의 개인적인 역량 관련 종속변수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들을 Dochy 등(2003)

과 같이 지식과 기술로 영역을 구분하거나 Gijbels 등(2005)과 같이 개념, 원리, 적용의 틀로 나누

기는 어렵다. 윤소희(2018)나 김은정(2017)과 같이 인지적, 정의적 영역이나 정서적, 행동적 성과

로 구분하는 것도 적합하지 않다. 역량이란 지식, 기술, 태도를 총합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EbrahimiNejad, 2017). 따라서 간호학 전공분야에서의 역량과 기타 개인적인 역량으로 종속변

수를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학습동기(강승주 외, 2016; 송영아, 2008; 양진주, 2006; 이인

숙 외, 2015; 황윤영 외, 2007)와 학습만족도(김소영, 2017; 김지숙, 김영희, 2016; 손영주 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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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영 외, 2007) 등의 종속변수는 전공능력이나 개인역량과는 구별하여 학습태도로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Ⅲ. 연구 방법

1. 분석대상

본 연구는 국내 간호학 분야에서 진행된 학습자 중심 수업의 효과를 분석한 학위논문과 학술

지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한국학술정보(KISS),

DBpia, 국회도서관의 네 가지 검색엔진을 사용하였다. 자료수집에 사용된 검색어는 “간호”로 제

한하여 “PBL”, “문제중심”, “문제기반”, “플립러닝”, “FL”, “액션러닝”, “action learning”, “팀 

기반”, “team based” 등이었다. 자료검색 결과 총 838편의 논문이 수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선정기준에 따라 수집된 논문을 검토하여 분석대상을 선정하였

다. 첫째, 대학 간호학 영역에서 진행된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를 대상으로 하였

다. 둘째, 연구방법의 측면에서 양적 연구를 수행한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질적 연구

나 문헌연구 등의 방법을 사용한 논문은 제외되었다. 다만,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함께 사용

한 통합 방법론 연구의 경우 양적 연구 부분을 선별하여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셋째, 연구 

설계의 측면에서 두 집단 간의 평균을 비교한 연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즉, 순수 실험조사(통제

집단 전후비교, 통제집단 사후비교)와 유사 실험조사(비동일 통제집단 전후비교) 및 전 실험조사

(단일집단 전후비교) 설계 가운데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한 연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넷째, 문제중

심학습, 플립러닝, 액션러닝, 팀 기반 학습의 교육방법을 사용한 연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다섯

째, 효과크기를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정보를 제시한 연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와 같은 선정기준에 따라 중복 논문 568편, 연구목적이 일치하지 않는 125편, 질적 연구방법

만을 사용한 논문 12편, 문헌연구 4편, 두 집단의 차이를 비교하지 않은 연구 28편, 메타분석에 

필요한 통계수치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논문 7편, 원문을 구할 수 없는 논문 2편, 총 746편을 

제하고 92편이 1차로 선정되었다. 이중 혼합학습, 캡스톤 디자인, 역할극, 웹 기반 학습, 상황학

습, 문학기반 등의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그 효과를 연구한 논문 8편을 추가로 제거하였다.

이는 이들 수업방법은 학습자 중심 수업모형에는 부합하나 관련 연구의 수가 1~3편 정도로 적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운 한계 때문이었다. 이에 본 연구의 최종 분석대상은 84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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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변인 및 자료의 코딩

메타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분석대상 연구의 다양한 변인을 최대한 코딩하고자 하였다. 연구

의 기본정보로 저자 이름과 출판연도를 코딩하였다. 조절변인 관련 정보로는 분석대상 연구물이 

제공하는 모든 사항을 코딩하고자 하였다. 이에 출판유형, 수업모형, 연구설계 방법, 학교 급, 학

년, 참가자 유형, 교육 내용, 조별 인원, 교육 차시, 전체 교육시간, 테크놀로지 및 튜터의 사용 

여부 등을 코딩하였다. 특히 조별 인원과 교육 차시, 전체 교육시간 등은 회귀분석을 위해 원 

자료를 그대로 코딩하거나 여러 값이 주어진 경우에는 평균값을 코딩하였으며, 집단간 분석을 

위해 군집을 만들어 함께 코딩하였다. 마지막으로, 효과크기의 계산을 위해 종속변인의 이름, 평

균, 표준편차, 표본 수 등을 코딩하였다.

종속변수의 코딩과 관련하여, 연구에 따라 유사한 종속변인의 이름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

어 용어를 통일하고, 유사한 것들은 묶어서 정리하였다. 그 결과 간호학 분야 학습자 중심 수업

의 종속변인은 총 15가지로 정리되었다. 이에 따라 원래의 종속변인을 정리된 15가지 중 한 가지

의 이름으로 코딩하였다. 또한 정리된 종속변인을 그 속성에 따라 개인역량, 전공능력, 학습태도 

등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다시 한 번 코딩하였다. 개인역량에는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

능력, 비판적 사고, 문제해결력, 창의성, 메타인지, 자기주도학습 등이 포함되었다. 이들은 현대

사회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이다. 전공능력에는 수업에 대한 지

식과 임상수행 능력이 포함되었다. 학습태도에는 학습동기와 학습만족도가 포함되었다.

본 연구의 코딩을 위해 코딩 매뉴얼과 Excel로 된 코딩표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코딩은 간

호학 박사와 교육학 박사인 연구자 2인이 실시하였다. 코딩은 미리 준비한 매뉴얼에 따라 진행

되었으며, 내용이 모호한 경우에는 연구자들이 같이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협의의 과정 이후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는 없었다.

3. 분석절차 및 방법

본 연구의 메타분석을 위해 Comprehensive Meta Analysis(CMA) 소프트웨어 version 2.2를 

사용하였다. 이밖에도 코딩과 간단한 기술통계를 위해 Excel과 SPSS 21.0을 함께 사용하였다. 또

한 간호학 분야 학습자 중심 수업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은 4단계로 진행되었다.

첫째, 출판편향(publication bias) 검사를 실시하였다. 출판편향은 연구에 사용된 사례의 수나 

결과 값의 유의미 여부에 따라 출판되는 경향에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한다(Borenstein

et al., 2009). 본 연구에서는 출판편향 검사를 위해 먼저 깔때기 도표(funnel plot)를 사용하였다.

이는 그림을 통해 직관적으로 출판편향의 존재 여부를 보여준다. 다음으로 Duval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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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eedie(2000)의 추정치 가감법(trim and fill)을 통해 출판편향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둘째, 동질성 검증을 통해 분석의 모형을 결정하였다. 동질성 검증이란 연구의 분석대상이 설

정하고 있는 모집단의 동질성 여부를 분석하는 것이다. 모집단이 동일한 경우 연구대상 개별 연

구들이 공통의 효과크기를 공유한다고 가정하고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 model)을 사용하여 

효과크기를 분석하게 된다. 반면, 모집단이 이질적인 경우 분석 대상 연구들의 실제 효과크기가 

정상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랜덤효과 모형(random effect model)을 사용하여 효과크기를 분

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동질성 검증을 위해 Cochran(1954)의 Q 검증을 활용하였다. 또한 

총 분산 대비 연구 간 분산의 비율을 나타내는 I2 값을 함께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동질성 검증을 통해 결정된 분석 모형에 따라 전체 평균 효과크기와 하위그룹에 따른 

효과크기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Hedges’ g 효과크기를 산출하였다. Hedges’ g는 표본 

수가 작은 연구의 경우 효과크기가 과대 추정되는 문제를 교정한 효과크기이다(Hedges, &

Olkin, 1985). 효과크기의 해석은 Cohen(1988)의 기준을 따랐다. 이 기준에 따르면 0.8은 큰 효과

크기, 0.5는 중간 효과크기, 0.2는 작은 효과크기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전체 효과크기와 하위그룹 효과크기의 분석을 진행할 때는 분석의 단위 이동(shifting

unit of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였다. 메타분석에서는 개별 연구물의 독립성을 가정하는데, 하나

의 연구가 여러 효과크기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이 가정을 위반하게 된다. 따라서 독립성 가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체 효과크기를 산출할 때는 각 연구를 하나의 단위로 사용하

였으며, 하위그룹 분석을 진행할 때는 각 하위 효과크기를 하나의 단위로 사용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출판편향 및 동질성 검증

일반적으로 연구자들은 연구결과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야만 보고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이 출판편향의 발생 원인이 된다(Rosenthal, & Rosnow, 1991). 이처럼 출판편향이 

발생하게 되면 메타분석 대상 모집단의 특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메타분석 결

과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출판편향 여부를 분석하여 출판편향이 존재할 경우 그 값을 

조정해주어야 한다.

이에 먼저 출판편향 여부를 시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깔때기 도표(funnel plot)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그림 1 참조). 그 결과 약간의 편향이 존재하지만 그것이 효과크기에는 영향을 미치

지 않고 있었다. 전체 효과크기를 나타내는 중앙 수직선의 관찰 값과 조정 값이 일치하고, 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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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위한 연구물 표시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추정치 가감법(trim & fill)을 통해 

출판편향의 교정을 위해 필요한 연구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출판편향

이 존재하지 않아 산출된 전체 효과크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깔때기 도표(funnel plot)를 활용한 출판편향 검증 결과

다음으로, 동질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개별 연구들의 효과크기가 동일한 모집단에서 추출되었

다는 가정을 갖고 동질성 검증을 시행한 결과(<표 1> 참조), Q 값은 2486.413이었다. 이는 자유

도 83에서 0.05 수준의 카이제곱 한계 값보다 매우 큰 것으로 p < .01이어서 개별 연구들의 효과

크기가 이질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I2 값이 96.662로 나타나 약 96.7%의 높은 수준으로 개별 

연구의 효과크기가 높은 수준에서 이질적임을 보여주었다(Higgins, & Green, 2008).

Q df(Q) p I2

2486.413 83 .000 96.662

<표 1> 동질성 검증 결과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의 전체 효과크기가 여러 개별 효과크기의 분산에서 표집된 것으로 

해석되며, 연구 간 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큰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고정효과 모형을 

선택하는 것은 부적절하여(Borenstein et al., 2009), 본 연구에서는 랜덤효과 모형을 사용하여 분

석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2. 전체 평균 효과크기

분석단위의 이동 원리에 따라, 전체 84편의 연구를 각각 하나의 단위로 하여 Hedges's g 효과

크기를 산출하였다. 랜덤효과 모형으로 분석한 전체 효과크기는 0.624였으며, 95% 신뢰구간은 

0.549~0.699로 나타났다. 이는 Cohen(1988)의 해석 기준을 적용하면, 간호학 분야 학습자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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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은 중간 효과크기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표 2> 참조).

k ES(g) 95% CI Z p

84 0.624 0.549~0.699 16.204 .000

<표 2> 랜덤효과 모형을 사용한 전체 효과크기

분석 과정에서 분석 대상인 네 개별 연구물의 효과크기가 2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희정, 노영희(2002)의 연구에서는 효과크기가 31.96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에 이들 연구물

이 전체 효과크기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참조). 그 

결과, 최희정, 노영희(2002)의 연구를 제거하면 전체 효과크기는 0.620으로 적어지며, 한혜숙

(2011), 김수미(2016), 박희숙 외(2017)의 연구를 제거하면 0.552로 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이들 네 연구물이 전체 효과크기에서 차지하는 값은 0.072였으며, 이들의 값을 제거한 후에도 

전체 효과크기는 중간 크기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물
실험집단

N
수업모형 개별 ES(g)

제거 시

전체 ES(g)
전체 ES(g)

차이

전체 - - 0.624 -

최희정, 노영희(2002) 33 PBL 31.968 0.620 0.004

한혜숙(2011) 37 팀 기반 5.076 0.607 0.013

김수미(2016) 53 액션러닝 2.655 0.576 0.031

박희숙 외(2017) 66 팀 기반 2.422 0.552 0.024

<표 3> 전체 효과크기에 대한 민감도 분석

다음으로, 수업 방법에 따라 전체 효과크기를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팀 기반 수업이 0.858로 

가장 높은 효과를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액션러닝 0.678, 플립러닝 0.508, 문제중심 0.469의 순으

로 효과가 나타났다(<표 4> 참조). 간호학 영역의 팀 기반 수업은 큰 효과크기로 해석되며, 액션

러닝과 플립러닝은 중간 크기, 문제중심 수업은 중간 보다 약간 작은 크기로 해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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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모형 k ES(g) SE V 95% CI Z p

문제중심 37 0.469 0.041 0.002 0.389~0.549 11.483 .000

액션러닝 15 0.678 0.152 0.023 0.380~0.977 4.460 .000

팀 기반 25 0.858 0.089 0.008 0.684~1.032 9.660 .000

플립러닝 7 0.508 0.135 0.018 0.243~0.773 3.762 .000

<표 4> 수업모형에 따른 전체 효과크기

3. 하위그룹 분석

1) 종속변수에 따른 효과크기

간호학 분야에서 학습자 중심 수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종속변수의 유형에 따라 

효과크기를 분석하였다(<표 5> 참조). 이는 전반적인 학습자 중심 수업이 어떠한 종속변수를 사

용하여 교육의 효과를 측정하고 있으며, 각 변수에 따라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코딩 과정에서 도출된 종속변수는 총 15가지였다. 이중 가장 높은 효과크기를 보인 

것은 임상수행능력으로, 그 값은 0.995이다. 이는 큰 효과크기로, 학습자 중심 수업을 통해 학습

자의 임상수행 능력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종속변수 k ES(g) SE V 95% CI Z p

개인

역량

가치관 9 0.577 0.151 0.023 0.281~0.873 3.820 0.000

대인관계능력 10 0.593 0.111 0.012 0.377~0.810 5.367 0.000

메타인지 7 0.236 0.076 0.006 0.088~0.384 3.122 0.002

문제해결력 85 0.582 0.049 0.002 0.487~0.678 11.936 0.000

비판적 사고 40 0.540 0.069 0.005 0.404~0.675 7.811 0.000

의사소통능력 22 0.663 0.108 0.012 0.451~0.875 6.131 0.000

자기관리 5 0.281 0.085 0.007 0.114~0.448 3.298 0.001

자기주도학습 47 0.676 0.069 0.005 0.540~0.812 9.769 0.000

자아존중감 6 0.172 0.038 0.001 0.097~0.246 4.529 0.000

창의성 7 0.668 0.142 0.020 0.389~0.947 4.696 0.000

효능감 26 0.396 0.066 0.004 0.267~0.525 6.011 0.000

전공

능력

임상수행능력 38 0.995 0.107 0.011 0.775~1.195 9.188 0.000

지식 29 0.728 0.122 0.015 0.489~0.966 5.980 0.000

학습

태도

학습동기 38 0.238 0.031 0.001 0.177~0.299 7.674 0.000

학습만족도 13 0.577 0.114 0.013 0.354~0.799 5.081 0.000

<표 5> 종속변수에 따른 효과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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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높은 효과가 나타난 것은 수업 관련 지식(g = 0.728), 자기주도학습 능력(g = 0.676),

창의성(g = 0.668), 의사소통능력(g = 0.6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중간보다 큰 수

준의 효과를 보여주었다. 이밖에도 중간 크기의 효과가 나타난 종속변수는 대인관계능력(g =

0.593), 문제해결력(g = 0.582), 간호 전문가로서의 가치관(g = 0.577), 학습만족도(g = 0.577), 비판

적 사고(g = 0.540)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아존중감에 대한 효과크기는 0.172로 나타나 

작은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학습자 중심 수업이 학습자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데에는 큰 영향력이 없음을 보여준다.

간호학 분야에서 학습자 중심 수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다양한 종속변수들을 개

인역량, 전공능력, 학습태도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표 6> 참조). 그 결과 학습자 

중심 수업은 전공능력 영역(g = 0.649)과 개인역량 영역(g = 0.585)에서 중간 효과크기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학습태도(g = 0.365)는 중간보다 조금 낮은 효과가 나타났다.

영역 k ES(g) SE V 95% CI Z p

개인역량 264 0.585 0.027 0.001 0.531~0.638 21.347 0.000

전공능력 67 0.649 0.063 0.004 0.526~0.771 10.360 0.000

학습태도 51 0.365 0.041 0.002 0.285~0.445 8.937 0.000

<표 6> 종속변수의 영역에 따른 효과크기

이들 종속변수 영역의 효과크기가 수업 모형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표 7>

참조). 그 결과, 개인역량 영역에서 큰 효과가 나타난 수업은 액션러닝(g = 0.976)과 팀 기반 학습

수업모형 영역 k ES(g) SE V 95% CI Z p

문제중심

학습

개인역량 147 0.404 0.026 0.001 0.354~0.454 15.781 0.000

전공능력 31 0.443 0.075 0.006 0.296~0.590 5.915 0.000

학습태도 30 0.319 0.045 0.002 0.231~0.408 7.091 0.000

액션러닝

개인역량 44 0.976 0.114 0.013 0.752~1.200 8.531 0.000

전공능력 10 0.499 0.107 0.011 0.290~0.708 4.676 0.000

학습태도 2 1.168 0.677 0.458 -0.158~2.495 1.726 0.084

팀 기반

학습

개인역량 56 0.847 0.079 0.006 0.692~1.003 10.664 0.000

전공능력 17 1.252 0.160 0.026 0.937~1.566 7.799 0.000

학습태도 7 0.412 0.090 0.008 0.236~0.588 4.584 0.000

플립러닝

개인역량 17 0.514 0.108 0.012 0.301~0.726 4.741 0.000

전공능력 9 0.318 0.091 0.008 0.140~0.496 3.494 0.000

학습태도 12 0.286 0.091 0.008 0.107~0.465 3.128 0.002

<표 7> 수업모형별 종속변수의 영역에 따른 효과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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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 0.847)이었다. 플립러닝(g = 0.514)에서는 중간 크기가, 문제중심학습(g = 0.404)에서는 중간

보다 작은 효과크기가 나타났다. 전공능력 영역에서 큰 효과가 나타난 수업은 팀 기반 학습(g

= 1.252)이었다. 액션러닝(g = 0.499)과 문제중심학습(g = 0.443), 플립러닝(g = 0.318)에서는 중간

보다 작은 효과크기가 나타났다. 학습태도 영역에서 큰 효과가 나타난 수업은 액션러닝(g =

1.168)이었다. 팀 기반 학습(g = 0.412)과 문제중심학습(g = 0.319), 플립러닝(g = 0.286)에서는 중

간보다 작은 효과크기가 나타났다.

2) 조절변인에 따른 효과크기

간호학 분야의 학습자 중심 수업은 여러 조절변인에 따라 집단 간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를 살펴보았다. 먼저 출판유형은 학위논문과 학술지로 구분하였다. 학위논문에 실린 연구의 효

과크기는 0.870이었으며, 학술지에 실린 논문의 효과크기는 0.534였다. 출판유형에 따른 학위논

문과 학술지 집단 사이의 효과크기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Q = 9.543, df = 1, p < .01).

학위논문으로 출판된 연구는 큰 효과크기를 나타냈고, 학술지에 실린 연구의 효과크기는 중간 

효과크기를 나타냈다(<표 8> 참조).

변수 k ES(g) SE V 95% CI Qb(df) p

출판

유형

학위논문 33 0.870 0.106 0.011 0.662~1.079
9.543(1) 0.002

학술지 349 0.534 0.022 0.001 0.490~0.578

연구 

설계

단일전후 232 0.366 0.019 0.000 0.328~0.404

78.149(2) 0.000통제사후 39 1.084 0.141 0.020 0.807~1.361

통제전후 111 0.897 0.069 0.005 0.762~1.032

<표 8> 출판유형과 연구 설계에 따른 효과크기

본 연구에서 연구 설계는 단일집단 사전사후와 통제집단 사후, 통제집단 사전사후의 세 가지

로 구분하였다. 통제집단 사후설계를 사용한 연구의 효과크기(1.084)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통제집단 사전사후(0.897)와 단일집단 사전사후(0.366)의 순으로 효과크기가 나타났다. 이들 세 

집단의 효과크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Q = 78.149, df = 2, p < .01). 통제집

단 사후설계 연구와 통제집단 사전사후설계 연구는 큰 효과크기를 나타냈고, 단일집단 사전사후

설계를 사용한 연구는 중간보다 조금 작은 효과크기를 나타냈다(<표 8> 참조).

다음으로 프로그램 운영방법에 따른 효과크기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학습자 중심 수업

의 조별 인원이 몇 명인가에 따라 각 집단별 효과크기를 비교하였다(<표 9> 참조). 조 편성을 

4명 이하로 한 연구의 효과크기(0.573)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5~8명(0.507)과 9~12명(0.42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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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으로 효과크기가 나타났다. 이들 세 집단의 효과크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Q = 24.813, df = 3, p < .01). 조 편성을 4명 이하와 5~8명으로 한 연구는 중간 

효과크기를 나타냈고, 9~12명으로 한 연구는 중간보다 작은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학습자 중심 수업을 총 몇 차시로 진행했는가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각 집단별 효과크기를 

비교하였다(<표 9> 참조). 교육 차시를 5~8회로 한 연구의 효과크기(0.889)가 가장 크게 나타났

으며, 13~16회(0.630), 4회 이하(0.441), 9~12회(0.367), 17회 이상(0.258)의 순으로 효과크기가 나

타났다. 이들 집단 사이의 효과크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Q

= 102.910, df = 5, p < .01). 교육 차시를 5~8회로 한 연구는 큰 효과크기를 나타냈고, 13~16회로 

한 연구는 중간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교육 차시를 4회 이하, 9~12회, 17회 이상으로 교육을 진

행한 연구는 중간보다 작은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변수 k ES(g) SE V 95% CI Qb(df) p

조별 

인원

4 이하 53 0.573 0.057 0.003 0.463~0.684

24.813(3) 0.0005~8 248 0.507 0.025 0.001 0.458~0.555

9~12 35 0.422 0.075 0.006 0.275~0.569

교육

차시

4 이하 79 0.441 0.043 0.002 0.357~0.524

102.910(5) 0.000

5~8 58 0.889 0.081 0.007 0.730~1.048

9~12 45 0.367 0.048 0.002 0.273~0.462

13~16 164 0.630 0.037 0.001 0.557~0.703

17 이상 22 0.258 0.027 0.001 0.204~0.312

전체 

교육

시간

10 이하 59 0.673 0.062 0.004 0.552~0.794

115.063(5) 0.000

11~20 79 0.633 0.064 0.004 0.508~0.759

21~30 115 0.506 0.034 0.001 0.439~0.573

31~40 15 0.540 0.114 0.013 0.316~0.765

40 이상 70 0.264 0.024 0.001 0.216~0.311

<표 9> 프로그램 운영 방법에 따른 효과크기

학습자 중심 수업의 전체 교육시간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각 집단별 효과크기를 비교하였

다(<표 9> 참조). 전체 교육시간이 10시간 이하(0.673)인 연구의 효과크기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

며, 11~20시간(0.633), 21~30시간(0.506), 31~40시간(0.540)의 순으로 효과가 나타났다. 40시간 이

상(0.264)의 경우가 가장 효과크기가 작았다. 이들 집단 사이의 효과크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Q = 115.063, df = 5, p < .01). 교육 시간을 10시간 이하, 11~20,

21~30, 31~40시간으로 한 연구는 모두 중간 효과크기를 나타냈고, 40시간 이상으로 한 연구만 

중간 보다 작은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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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중심 수업이 학교 급에 따라 효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표 10> 참조). 간호

대학은 3년제와 4년제로 나누었다. 4년제 간호대학에서의 학습자 중심 수업 효과크기는 0.659였

으며 3년제에서는 0.297이었다. 이들 집단 사이의 효과크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Q = 84.683, df = 1, p < .01). 4년제 대학은 중간 효과크기를 나타냈고, 3년제 

대학은 중간 보다 작은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표 10> 프로그램 운영 방법에 따른 효과크기

변수 k ES(g) SE V 95% CI Qb(df) p

학교 급
3년제 94 0.297 0.026 0.001 0.246~0.348

84.683(1) 0.000
4년제 288 0.659 0.029 0.001 0.601~0.716

테크

놀로지

사용

사용 143 0.494 0.031 0.001 0.433~0.556
6.418(1) 0.011

미사용 239 0.604 0.030 0.001 0.546~0.662

튜터
있음 75 0.587 0.049 0.002 0.492~0.683

0.378(1) 0.539
없음 307 0.554 0.025 0.001 0.505~0.602

학습자 중심 수업에서 테크놀로지를 사용한 여부에 따라 효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표 10> 참조). 테크놀로지를 사용한 수업의 효과크기는 0.494였으며 사용하지 않은 수업의 효

과크기는 0.604였다. 이들 집단 사이의 효과크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Q = 6.418, df = 1, p < .05). 테크놀로지를 사용하지 않은 수업은 중간 효과크기를 나타

냈고, 사용한 수업은 중간 보다 약간 작은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학습자 중심 수업에서 튜터를 사용한 여부에 따라 효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표 

10> 참조). 튜터를 사용한 수업의 효과크기는 0.587이었으며 사용하지 않은 수업의 효과크기는 

0.554였다. 이들 집단 사이의 효과크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Q = 0.378, df = 1, p > .05).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국내 간호학 분야에서 학습자 중심 수업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 84편을 대상으로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학습자 중심 수업의 종류에는 문제중심학습, 플립러닝, 액션러닝, 팀 기

반 학습의 네 종류가 포함되었다. 동질성 검증 결과, 전체 연구대상 논문은 동일한 모집단에서 

추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전체 효과크기가 여러 개별 효과크기의 분산에서 표집된 것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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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되었다. 이에 랜덤효과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여 0.624의 전체 효과크기가 산출되었

다. 이를 통해 국내 간호학 분야 학습자 중심 수업은 중간 효과크기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이는 

전통적 교수자 중심 수업보다 학습자 중심 수업이 보다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학습자 중심 수업의 방법에 따라 전체 효과크기를 비교한 결과, 팀 기반 수업의 전체 효과크

기는 0.8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액션러닝 수업은 0.678, 플립러닝 적용 수업은 0.508, 문제중

심학습 수업의 전체 효과크기는 0.469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국내에서 진행된 학습자 중심 수업

의 효과를 측정한 선행연구와 유사한 것이었다(구병두, 2014; 김은정, 2017; 윤소희, 2018; 조보

람, 이정민, 2018).

간호학 분야의 학습자 중심 수업은 임상수행능력에서 큰 효과가 있었으며, 전공 지식의 습득

에도 중간보다 큰 효과가 있었다. 이는 학습자 중심 수업이 전통적인 강의에 비해 전공 지식을 

습득하고 더 나아가 지식을 적용하여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효과적임을 보여

준다. 이와 같은 결과는 Gijbels 등(2005)이 문제중심학습을 통해 원리의 습득과 적용 능력에 효

과가 있음을 보여준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팀 기반 학습을 통해 학업적 성과를 높이고(김은정,

2017)나 플립러닝을 통해 성적을 높일 수 있다(Chen et al., 2018)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다양한 고등교육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간호학 영역에서도 학습자 중심 수업

은 전공 지식과 이를 적용한 임상수행능력에 효과가 있는 교육방법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밖에도 간호학 분야 학습자 중심 수업은 학습자의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력, 대인관계능

력, 비판적 사고, 자기주도학습, 창의성 등을 향상시키는 데 중간 효과가 있었다. 즉, 개인역량을 

증진시키는 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1)은 현 시대의 

학습자가 창의력, 문제해결력, 의사소통능력, 테크놀로지, 유연성, 협력, 자기주도성 등을 갖추어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간호학 영역에서 이들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하는 데 

학습자 중심 수업이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윤정은 등(2015)이 학습자 중심 수

업을 통해 지식기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다고 한 주장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간호학 영역 수업에서 전공역량과 개인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들 학습자 중

심 수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효과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변수로서 프로그램 운영 방법 중 조별 인

원, 교육 차시, 전체 교육시간에 따른 효과크기를 비교하였다. 선행 학습자 중심 수업 관련 메타

분석에서는 윤소희(2018)와 김은정(2017)이 팀별 학생 수에 따른 효과크기를 분석했는데 윤소희

(2018)의 연구에서는 팀 인원이 4명일 때 효과크기가 가장 컸으며 6명, 8명의 순으로 효과가 나

타났다. 김은정(2017)의 연구에서도 4~5명일 때 효과크기가 가장 컸고 다음으로 6명 이상일 때

가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역시 조별 인원이 4명 이하일 때 효과크기가 가장 컸으며 5~8명,

9~12명의 순으로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본 연구를 포함하여 학습자 중심 수업을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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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분석 한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조별 학생 수가 4명 정도로 적을 때 그 

교육적 효과가 높다는 것이다. 이는 조별로 4명 정도의 학생이 함께 참여할 때 무임승차의 가능

성이 적어지고 모든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학습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학습자 중심 수업에서는 조 인원을 4명 정도로 하여 수업을 진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진행된 여러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학교 급으로 초, 중, 고, 대학 집단 사이의 차이를 

분석하고 있다(윤소희, 2018; 조보람, 이정민, 2018). 그러나 본 연구는 대학 간호학 분야에서의 

학습자 중심 수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해 모든 연구대상이 대학교에 해당한다.

다만, 국내에는 3년제와 4년제 간호학과들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그에 따른 효과크기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4년제 간호학과에서는 학습자 중심 수업의 효과크기가 중간보다 조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년제 간호학과의 경우에는 효과크기가 중간보다 작게 나타났다. 이 

두 집단의 효과크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을 정확하

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좀 더 상세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다만 학습자 중심 수업은 일반적으로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요구하는데 이를 지원하는 교육 여

건의 차이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즉, 개별 연구들이 대체로 보고하지 않고 

있는 소집단활동이 가능한 여건의 강의실이나 교수 한 사람당 학생 수 등의 교육환경이 수업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학습자 중심 수업을 확대하기 위해 소집단활동이 가능한 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간호학 분야 학습자 중심 수업에서는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즉 컴퓨터나 동

영상으로 제작된 시뮬레이션 문제를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반면 

전통적인 방법으로 소집단 학생들의 역할극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테크

놀로지를 사용한 집단은 중간보다 약간 작은 효과가 나타난 반면 테크놀로지를 사용하지 않은 

집단은 중간보다 조금 큰 효과가 나타났다. 이들 두 집단의 효과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가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간호학 분야 학습자 중심 수업에서 첨단공학적 방법의 사용 자체 

보다는 학습자의 상호작용을 심도 있게 진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알려준다. 한편으로, 조보

람과 이정민(2018)의 연구에 따르면 플립러닝은 대학생보다는 인터넷이나 ICT관련 활동을 어려

서부터 접한 중,고생에게서 더 높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첨단공학적 접근 및 활

용도가 보다 친숙한 연령집단에서는 테크놀로지의 사용이 보다 효과적일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학습자 분석에 기반하여 그들의 특성에 적합한 수업 설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튜터의 유무에 따른 효과크기도 분석하였다. 튜터는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

의 효과가 조금 더 크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는 간호학 분야 

수업이 대학교육이라는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간호 대학생들이 스스로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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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목표와 활동 전략을 수립하고 학습활동을 해나갈 수 있는 역량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교수자 이외의 소집단 활동을 지원할 튜터의 존재 자체가 학습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일 수 있다. 따라서 간호학 분야 수업에서는 굳이 튜터를 사용하기 보다는 학습자가 보다 

주도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동기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으로 본 연구는 학습자 중심 수업 중 문제중심학습, 액션러닝, 플립러닝, 팀 기반 학습 

각각에 대한 비교분석과 각 수업방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를 도출하지 못한 제한

점을 갖는다. 이는 본 연구가 개별 수업방법에 대한 분석보다는 학습자 중심 수업 전반에 대한 

정보를 도출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이들 개별 수업방법에 대

한 비교분석과 그 수업의 효과크기에 영향을 주는 조절변수를 분석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수업

을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네트워크 메타분석

(network meta-analysis)은 본 연구와 같이 세 개 이상의 처치를 비교하는 데 보다 효과적인 연

구방법이다. 본 연구는 새롭게 대두하는 최신 분석방법을 적용하지 못하였다. 이에 후속 연구에

서는 네트워크 메타분석을 통해 본 연구와의 차이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 분야 학습자 중심 수업방법의 전체 효과크기와 수업 방법에 따른 전체 

효과크기를 분석하였다. 또한 학습자 중심 수업방법의 전반에 걸친 종속변수에 따라 효과크기를 

비교하였으며, 연구 관련 변수와 프로그램 운영 방법에 따른 효과크기를 비교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간호학 분야에서 학습자 중심 수업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전통적인 교수자 중심 수

업보다 효과적이라는 실증적 증거를 제공해준다. 또한 보다 효과적인 학습자 중심 수업을 설계

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학 분야에 학습자 중심 수업을 

적용하고 확대해가면서 보다 효과적인 수업모형을 적용해나갈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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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Learner Centered Instruction in Nursing:

A Meta-Analysis
2)3)

Lee, Jung-eun*

Yang, Seung-h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learner centered instruction in the nursing

field by using meta-analysis of 84 studies with problem based learning, action learning, flipped

learning, and team based learning. As a result, the total effect size of learner centered class

in nursing was 0.624. This means that learner centered instruction has a medium effect size.

According to the instructional model, the effect size was higher in order of team based learning,

action learning, flipped learning, and problem based learning. Among the total 15 dependent

variables, the greatest effect size was in clinical performance. The medium effect size was in

the dependent variables such as nursing knowledge, creativity, self directed learning,

communication ability, interpersonal ability, problem solving ability, critical thinking. When

the dependent variables were grouped into three domains, the effect size of the major

competency was the largest, followed by the individual competency and the learning attitude.

In addition, we examined the effect sizes of the moderate variables in learner centered

instruction. This study shows that learner centered instruction is more effective than traditional

teacher centered instruc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propose applying a new

method of learner centered education.

Key words: Learner centered instruction, Problem based learning, Action learning, Flipped

learning, team based learning, Meat-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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