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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액션러닝 기반 간호대학생
중환자실 실습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본 연구의 목적은 중환자실 실습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경험학습이론을 개념적 
기틀로 하고 액션러닝의 문제해결과정을 중재적 기틀로 하여 임상실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한 후 지식, 문제해결능력, 실습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문헌 고찰을 통해 개발되었으며, 전문가의 내용 타당도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비 동등성  대조군 전 
후 시차설계를 적용하였다. 연구대상자는 M시 일개 간호학과의 재학생 중인 4학년 
학생 중 중환자실에 2주간 임상실습이 배정된 학생을 편의 표집 하였으며, 실험군 
20명, 대조군 19명으로 총 39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연구기간은 2017년 2월 
24일부터 3월 25일까지로 대조군은 간호과정 중심의 임상실습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실험군은 본 연구에서 개발된 액션러닝 기반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고,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 동질성 검정은 independent 
t test와 chi-square test, Fisher's exact test, Mann-Whitney U test로,  
종속변수의 정규성 검정은 Shapiro-wilk test로 검정한 후 동질성 검사는 
independent t test를 실시하였다. 가설 검정은 두 군 간의 지식, 문제해결능력 
변화량의 차이와 실습 후 만족도에 대한 두 군 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independent t test로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선행연구에서 문제해결능력에 영향 변인인 비판적 사고 성향과 셀프 
리더십, 일반적 특성 등은 사전 실험군과 대조군이 통계적으로 동질하였으며, 연구 결과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문제해결능력(t=4.006, p<.001)과 실습 만족도(t=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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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41)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액션러닝 기반 중환자실 실습 프로그램은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 향상 및 실습 만족도에서 간호과정 중심의 임상 실습 
프로그램에 비해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중환자실 
실습 간호대학생들이 액션러닝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의 임상실습의 경험이 의미 있는 
학습으로 변환되는 과정을 배우고, 학생 중심의 현장의 문제해결과정을 통해 학습 
성과를 증진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향 후 중환자실 및 성인간호학 실습 교육 
영역에서 적용가능성을 위한 반복 및 확대 연구가 요구되며, 다양한 교수 설계 및 
교육 전략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핵심이 되는 말 : 간호대학생, 중환자실 실습 프로그램, 액션러닝, 문제해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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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의료 환경과 건강관리시스템의 변화와 발달은 간호사에게 과학적 지식에 근거한 지
식과 기술의 습득 뿐 아니라 대상자 및 다양한 현장의 요구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역량을 요구하고 있다(Bremner, Aduddell, Bennett, & VanGeest, 2006; 
Institute of Medicine, 2011). 국내에서도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은 2~3년차 간호사에
게 필요한 7가지 핵심역량을 도출하고, 학사학위프로그램에서 학습성과 달성을 통해 
성취하도록 제시하고, 성과기반의 교육과정으로 변화하고 있다(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2012). 21세기의 간호교육은 전통적 패러다임에서 벗
어나 시대의 변화 및 요구에 따라 전환 중이며, 이에 간호학생들이 핵심 간호 역량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정 및 교육전략의 개발 및 개선이 필요하다(Kim, 
& Ko, 2015; Mackintosh-Franklin, 2016; Park, Kim, Kim, An, & Pyo, 2015). 
  간호학에서 임상실습은 이론에서 배운 지식을 직접 실무환경에 적용은 물론 실무에
서 대상자의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 및 태도를 습득하여 간호사로서 직업적 사회화를 
성취하기 위한 필수적 과정이다(Cho, & Kwon 2007; Patterson, Boyd, & 
Mnatzaganian, 2017). 그러나 임상실습의 환경은 직접간호 수행의 기회가 감소되고, 
관찰 경험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임상실습 교과목의 학습목표 달성을 위한 실습 내
용을 직접 경험하고 학습하기에 어려운 현실이다(Cho, & Kwon 2007; Lim, 2011; 
Nielson, Noone, Voss, & Mathews, 2013). 특히 중환자실 실습에서 간호학생들은 
위중한 환자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직접 간호와 생소한 기계 등으로 인한 불안감과 환
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어 무력감과 부적응을 느끼게 되며(Park, Hwang, & 
Choi, 2003), 임상실습 현장에서 많은 시간을 간호사의 업무 수행을 관찰하는데 보내
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학생을 위한 실습교육은 현장 실무 강화 교육(Lee, 
Kim, & Kim, 2011), 임상시험평가(Gil, Oh, Shin, Park, Lee, & Park, 2015), 시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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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션 기반 교육(Harris, Pittiglio, & Moore, 2014; Maruca, Diaz, Kuhnly, & 
Jeffries, 2015; Yang, & Whang, 2013)등과 같이 임상실습 현장 밖에서 주로 학습한 
지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직접간호 수행의 경험을 제공하여 훈련하는 교육방법 및 전
략에 관심을 가져왔다. 
  임상 현장은 단순히 학습한 지식과 기술의 적용을 넘어 복잡한 상황에서 비판적 사
고력과 환자뿐 아니라 주위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해결능력을 요구한다
(Kaufman, 2003). 비판적 사고에 근거한 문제해결능력은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본인의 지식을 이용하여 정보를 통합 및 활용하는 기술로 전문직 간호사에
게 요구되는 필수적 역량이다(Park, & Kwon, 2007). 따라서 간호학생은 임상실습 
현장에서 복잡한 건강 관련 문제를 가진 환자의 문제 해결을 위해 문제해결능력의 학
습 활동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Kim, 2010; Kim, & Choi, 2014), 이를 위한 교육
적 설계와 전략이 필요하다(Kim, 2017; Kim, Kwon, & Lee, 2017; Kim, & Park, 
2012).   
  액션러닝 교육법은 학습자들이 소그룹을 구성하여 촉진자와 함께 정해진 시점까지 
과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지식습득, 질문, 피드백 및 성찰을 통하여 과제의 내용적 측
면과 과제수행의 과정을 학습한다(Bong, 2011). 액션러닝은 다른 학습법과 달리 현
장의 경험에서 직접 해결할 과제를 결정하고, 선정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장 기
반에서 일련의 문제해결과정을 적용하는 학습이다. 또한 액션러닝은 효과적인 학습을 
자극하기 위한 성찰적 질문과 비판적 사고 과정을 통해 문제해결능력 증진시키는 방
법으로(Lamont, Brunero, & Russell. 2010), 최근 교육 영역에서 학습자 중심의 교
육방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간호학에서 액션러닝 교육법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외국의 경우 액션러닝 프로그
램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Christianse, Prescott, & Judith, 2014; Hewison, Badger, 
& Swani, 2011; Machin, & Pearson, 2014; Walia, & Marks-Maran, 2014)가 주를 
이루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간호관리학, 정신간호학, 모성간호학, 노인간호학 등의 
전공이론 및 실습과목에 적용되어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협력능력 등(Ja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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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2012; Kim, & Park, 2014; Kwon, Kwon, & Park, 2016)에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한편, 간호학생의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셀프 리더십과 비판적 
사고 성향이 보고되고 있다. 간호학생의 셀프 리더십이 문제해결과정에 영향력을 미
치는 변수이고(Kim, & Park, 2012; Lee, & Cho, 2012), 두 변수 간 상관성(Kim, 
2017; Lee, & Choi, 2017)이 있었다. 또한 간호사의 임상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비판
적 사고 성향과 문제해결능력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며(Choi, & Kim, 2007; 
Chung, 2011; Ma, 2009; Woo, Yoo, & Park, 2015), 문제해결능력 영향요인분석에
서 비판적 사고 성향이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주는 주요변수임을 보고하였다(Kim, 
& Choi, 2014). 이상의 문헌고찰을 통해 비판적 사고 성향과 셀프 리더십의 문제해
결능력에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액션러닝의 주요 학습 효과인 문제해결능력 측
정 시 통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국내 선행연구들은 주로 팀 기반 활동으로 진행되는 액션러닝을 통해 문제를 해결
하는 과정 중에서 획득할 수 있는 일반적 역량들을 결과 변수로 보아 왔다. 결과 변
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적 특성 외에 영향변수를 통제하고, 간호학생이 해당 
임상실습 현장에서 습득해야 할 간호의 내용적 측면과 실습 만족도를 포함한 임상실
습 후 획득해야 할 성과를 측정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지금까지 국내의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교육은 간호과정 중심의 사례보고서 작성 
및 집담회와 같이 결과물 평가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성인간호학실습 영역에
서 임상실습의 경험을 학습과정의 영역에 포함하여 학생 중심의 활동을 통해 교육적 
성과를 성취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설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인간호학 실습에서 가장 높은 간호실무역량이 요구되는 영역 
중 하나이며 직접 간호 실습이 제한되는 환경인 중환자실 실습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액션러닝 기반 중환자실 실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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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액션러닝 기반 중환자실 간호대학생 임상실습 프로그램을 개발하
고, 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함으로 구체적 목적은 아래와 같다. 

첫째, 액션러닝 기반 중환자실 간호대학생 임상실습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둘째, 액션러닝 기반 중환자실 임상실습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지식, 문제해결능   
      력, 실습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다. 

C. 연구의 가설

  액션러닝 기반 중환자실 임상실습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액션러닝 기반 중환자실 간호대학생 임상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중환자 간호 지식이 더 증가할 것이다. 
가설 2. 액션러닝 기반 중환자실 간호대학생 임상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문제해결능력이 더 증가할 것이다.               
가설 3. 액션러닝 기반 중환자실 간호대학생 임상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실습 만족도가 더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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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용어 정의

1. 액션러닝 기반 중환자실 실습 프로그램

이론적 정의: 액션러닝은 학습자들이 소그룹을 구성하여 촉진자와 함께 정해진 시점  
             까지 과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지식습득, 질문, 피드백 및 성찰을 통하여  
             과제의 내용적 측면과 과제수행의 과정을 학습하는 과정이다(Bong,     
             2011). 
조작적 정의: Chang, & Ko(2014)가 제시한 액션러닝의 문제해결 4단계인 과제의    
             명확화, 과제의 연구, 해결안 도출 및 타당성 검증, 실행 또는 최종 결  
             과물 도출 및 성찰의 4단계를 중재적 기틀로 하여 개발된 1차시 당     
             120분, 5차시로 구성된 총 10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의미   
             한다. 

2. 지식

이론적 정의: 지식이란 어떤 대상에 대하여 배우거나 실천을 통하여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를 의미한다(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2017).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2주간 중환자실 임상실습 후 습득한 지식의 정도로서    
             연구자가 중환자실 실습 학습목표에 근거하여 구성한 지식 질문지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질문지는 혈역학적 모니터링, 인공호흡기 적     
             용 환자 간호, 검사결과 해석, 약물계산, 심폐소생술, 위관영양 환자     
             간호, 억제대 적용 환자 간호, 지속적신대체요법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중환자 간호 지식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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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해결능력

이론적 정의: 문제해결능력은 현재 상태와 도달해야 하는 목표상태의 차이를 신      
              속하고 효과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지적이며 창의적인 능력을 말    
              한다(Lee, Chang, Lee, & Park,  2003).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Lee, Chang, Lee, & Park(2003)이 개발한 문제해결     
              능력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문제의 명료화, 원인분석, 대    
              안개발, 계획/실행, 수행평가의 영역으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4. 실습 만족도

이론적 정의: 학생들은 임상실습동안 다양한 심리사회적 환경 특성을 임상실습 환    
             경으로 인식하게 되고, 임상실습 환경에서 학습 환경은 학생들이 중    
             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궁극적인 반응이다(Chan, 2003). 실      
             습 만족도는 학생들의 임상실습 환경에 대한 다양한 요인과 관련 된    
             다(Papathanasiou, Tsaras, & Saratis, 2014).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선행연구와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개발한 설    
             문지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흥미, 실습지도, 성취도의 하부영역    
             으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실습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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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 헌 고 찰

  액션러닝 기반 간호대학생 중환자실 실습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선행 문헌을 고찰
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의 이론으로 구성한 경험학습이론과 액션러닝을 
이해하고 둘 간의 개념적 연관성을 확인하고, 국·내외 간호 교육에서 액션러닝 교육법
을 적용한 프로그램과 효과변수를 확인한 후 결과변수에 미치는 주요 영향요인을 확
인하고자 한다. 

A. 경험학습 이론과 액션러닝의 이해

  경험학습이론은 경험에 의한 학습을 강조하는 이론으로, Kolb(1984)는 구체적 경
험(Concrete experience), 성찰적 관찰(Reflective observation), 추상적 개념화
(Abstract conceptualization), 적극적 실험(Active experimentation)의 4가지 요인과 
순환을 통해 경험이 변환되어 지식이 창출되는 과정인 경험학습모델을 개발하였다. 
그는 경험학습을 학습자가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분석적인 관찰과 반성을 통해 이들 
경험으로부터 행동으로 일반화 할 수 있는 원리를 도출하는 추상적인 개념화를 바탕
으로 새로운 행동을 시도하여 새로운 시각을 갖고 새로운 경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면서 학습자의 행동변화와 성장을 가져오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Kolb의 경험학습이론
은 학습에 대한 다음의 6가지 가정에 기초하고 있는데, 첫째 학습은 과정이고, 둘째 
경험에서 도출되고, 셋째 변증법적 과정이고, 넷째 전체적이고 통합적이며, 다섯째 개 
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이고, 여섯째 지식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Kolb(1984)는 학습자의 구체적 경험(Concrete experience, CE), 선행한 구체적 경
험에 대한 분석적인 관찰과 반성을 의미하는 성찰적 관찰(Reflective observation, 
RO), 성찰적 관찰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한 가설 또는 이론으로 연결하는 추상적 개
념화(Abstract conceptualization, AC), 도출한 가설이나 이론을 적용하는 적극적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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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Active experimentation)의 경험학습의 개념을 순환형 모형으로 제시하였다. 경험
학습이론에서 학습자는 모든 교육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각 단계를 성취하
고, 그 과정에서 학습자의 경험이 의미 있는 학습으로 변환되는 과정을 강조한다
(Akella, 2010). 직접 환자 간호의 경험이 중요하고, 실무영역이 존재하는 간호학의 
특성상 경험학습이론은 다양한 간호교육(Chmil, Turk, Adasibm, & Larew, 2015; 
Lisko, & O’Dell, 2014; Oh, Im, & Roh, 2014; Poore, Cullen, & Schaar, 2014; Pai, 
2016; Sewchuk, 2005)에 적용되고 있다. 

간호교육에서 학생들의 임상실습의 경험은 필수적이어서 이러한 경험들을 효과적 
학습으로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경험학습이론의 4단계는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를 증진시키기 위한 학습에 개념틀을 제공하며(Lisko & O’Dell, 2014), 
의사소통과 협력을 위한 시뮬레이션 기반 수업(Poore, Cullen, & Schaar, 2014), 
수술실 간호사를 위한 수술 간호 교육코스(Sewchuk, 2005) 등에 사용되었고, 
임상실습 관련된 경험이 아니더라도 영화치료의 경험을 통한 아동성장발달의 이해를 
위한 교수방법에도 경험학습이론이 개념적 기틀을 제공하며(Oh, Im, & Roh, 2014), 
간호교육 분야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경험학습이론의 원리와 모델을 사용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상자, 과목이나 적
용분야에 상관없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개인의 경험에서 시작된 학습이 의
도적으로 각 단계를 거쳐 구체적 행동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전개되는 학습의 결과가 
아닌 과정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학습자들의 적극적 참
여 의지와 상호작용, 학습결과에 책임이 요구되며, 교수자는 일방적인 지식의 전달에
서 벗어나 학습자들이 각 학습의 단계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학습자들을 조
직화하고 도와주는 촉진자로서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Kim, & Cheong, 
2001). 
  최근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강조되면서 액션러닝 교육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액션
러닝에서 학습자는 팀을 이루어 실제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내용과 문제해결 절
차를 학습하게 되고, 교수자는 러닝코치로서 촉진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Bong, 
2011). 즉, 액션러닝은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을 경험으로 간주하고, 비판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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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에 근거한 성찰적 관찰(reflection observation)을 중요한 활동으로 보고 경험학습
의 단계를 반복적으로 거치면서 지식이 창조되는 경험학습의 원리(Kolb, 1984)와 일
맥상통한다(Marsick, & O'Neil, 1999). 이렇듯 액션러닝은 소규모로 구성된 학습팀이 
실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성찰을 통해 문제해결능력 향상, 리더십 개발, 팀 
형성에 기여한다(Marquartdt, & Banks, 2010). 
  Marquardt(2011)는 조직에서 효과적인 액션러닝을 위한 여섯 가지의 구성요소를 
설명하였다. 첫째, 과제(problem, challenge, task, issue, project)이다. 과제는 팀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이면서, 팀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지식을 축적하고, 개인과 
팀, 조직의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학습팀(team, group, set)이다. 액
션러닝에서 중심은 학습팀으로, 팀 당 4명에서 8명이 적절하며, 참신하고 다양한 시
각과 의견을 획득할 수 있도록 경험과 배경이 다양한 구성원이 필요하다. 셋째, 통찰
적인 질문과 성찰적 경청의 과정이다. 액션러닝에서는 올바른 정답보다 올바른 질문
을 강조함으로써 아는 것보다 모르고 있는 것에 중점을 두고, 가능한 해결책을 확인
하고 성찰한다. 질문은 팀 내 대화,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사고, 학습결과를 강화시키
는 역할을 한다. 넷째, 문제에 대한 실행이다. 액션러닝에서 학습팀은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계획이 적용되기까지는 효과적인지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이
다. 다섯째, 학습에 대한 약속이다. 액션러닝에서 발생하는 학습으로 문제 해결로 얻
는 조직의 즉각적 이익뿐아니라, 학습팀에 참여한 개인과 팀도 얻게 되는 학습적 이
익으로 전략적 가치가 더욱 크다. 여섯째, 액션러닝 코치이다. 러닝코치는 팀구성원이 
무엇을 학습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성찰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일련의 
질문을 통해 구성원이 질문을 어떻게 재구조화하고, 어떻게 서로 피드백을 제공하고, 
찾기 어려운 것은 무엇인지 등을 도와준다. 
  액션러닝을 조직이 아닌 교육영역에서 적용할 때 학습자들이 문제해결의 학습과정
마다 몰입할 수 있도록 교수자의 촉진을 강조하였고, 전통적인 촉진자의 역할 뿐 아
니라 교수설계와 학습과정 및 결과평가 등의 교수자로서 역할도 수행해야 하므로 교
수의 전문역량 개발이 중요하다(Koh, 2013). Chang(2011)은 액션러닝을 대학수업에
서 적용하기 위한 모형 연구 결과 수업준비, 수업운영, 수업정리의 세 단계를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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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먼저 수업준비단계에서 액션러닝의 적용을 위해 과목의 특성을 분석하고 적절
한 학습목표를 수립하여 이의 달성을 위한 적절한 과제 선정과 과제 범위 및 과제 해
결을 위한 적절한 프로세스 개발을 강조하였다. 또한 교수가 러닝코치로서 어떤 활동
을 할 것인지 활동전략을 개발하고, 학생들이 수업 중 활용할 워크북을 개발한다. 수
업운영단계에는 오리엔테이션, 러닝코치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학습자의 학습과정 
분석을 실시하고, 마지막 수업정리단계에서는 수업 및 설계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액션러닝의 일반적인 교수설계모형과 구별된 특성으로, 교수자
의 액션러닝을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사전준비, 수업 중 필요한 방법과 내용
을 담은 워크북의 사전 개발, 교수자의 러닝코치로서 역할 수행, 프로그램 진행 동안 
학습자, 프로그램 설계, 러닝코치 활동에 대한 분석, 마지막 평가단계에서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평가와 우수사례를 정리하여 다음 교육에 활용하는 활동을 보고하였다. 

B. 간호교육에서 액션러닝의 적용 및 효과

  외국의 연구를 살펴보면 액션러닝은 간호교육 보다 주로 간호실무 영역에서 적용되
고 있다. Young et al.,(2010)은 영국의 간호 상담가(consultant)를 대상으로 액션러
닝을 실시하여 환자를 위한 새로운 clinical pathway를 개발하였고, 조직 간 상호 협
력 등 환자에서 조직, 국가의 다양한 수준의 효과를 보고하였으나, 객관적 지표로 제
시하지는 않았다. 또한 너싱홈의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임종간호 향상을 위해 학습팀
을 구성하여 상호 의견공유와 성찰 및 실행을 통해 액션러닝 과정을 진행한 결과 지
속적인 간호계획 사용, 가족의 임종간호 참여 등과 같이 간호실무적 측면의 향상을 
보고하였다(Hewison, Badger, & Swani, 2011). 또한 신규 간호사와 조산사의 리더
십 향상을 위해 액션러닝을 적용하고, 프로그램 참가자와 준비자에게 실시한 온라인 
조사결과를 질적 방법으로 긍정적 결과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참가자의 
실행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긍정적으로 촉진할 것, 학습방법론의 혼선을 피하기 위
한 이름을 변경할 것과 실무에 영향을 미치는 근거에 기초한 평가의 필요성을 제언하
였다(Machin, & Pearso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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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정신과에 근무하는 간호사 대상 연구에서 지지적이고 변화적인 환경에서 액
션러닝으로 비판적 사고와 성찰적 탐구, 문제해결능력에 효과가 있으며(Lamont, 
Brunero, & Russell, 2010), 액션러닝의 학습팀 활동과 진행과정을 통해 간호학생들
이 임상경험을 공유하며 지지적 환경에서 배움을 촉진하는 성찰이 작용함을 보고하
였다(Heidari, & Galvin, 2003). 또한 간호학생의 주요 커리큘럼의 변화 및 준비를 
위한 다학제간 학습팀으로 구성된 액션러닝 적용을 통해 실용적 방법으로 문제해결
을 도모하는 간호교육을 위한 전문적 발전 모델을 제안하였다(Marlow, Spratt, & 
Reilly, 2008). 영국의 4학년 간호대학생 연구(Christianse, Prescott, & Judith, 
2014)에서 임상실습시 6명~8명으로 팀을 구성하여 환자 안전 향상 프로젝트 수업 
후 개인 16명과 5 그룹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질적 연구 결과 ‘가능한 환경을 창
조’, ‘활동과 성찰을 통한 배움’, ‘환자 안전 실무의 출현’의 3가지 주제를 도출하고, 
액션러닝 과정을 통해 자기효능감, 개인적 리더십과 역량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국내에서 액션러닝은 기존의 교수자 중심의 수업방식에서 벗어나 학생중심수업의 
교수설계방식으로 일환으로 대학교육에 적용되면서 관심을 받고 있다(Chang, 2011; 
Chang, & Park, 2011; Ko, & Chang, 2014; Kim & Kim, 2014). 특히 국내 간호학
에서 액션러닝은 대학의 교과과정에 적용되어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간호사의 핵심역
량과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결과변수로 하는 양적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Kim, & 
Park, 2014; Kwon, Kwon, & Park, 2016; Kim, & Park, 2016). 
  Kim, & Kim(2010)은 간호관리학의 2주간 실습 동안 1)상황인식, 2)과제선정, 3)
팀발표 및 액션러닝과제 확정 4)액션러닝과제 연구 5)문제해결을 위한 대안 도출 및 
적용 6)결과평가의 6단계를 진행하고, 실습 현장에서 이슈인 간호생산성 향상과 간호
서비스 마케팅 영역에 대한 학습주제를 3~4명의 학습팀이 전체적으로 4번의 미팅을 
통해 지도를 받았으며, 문제해결과정 점수가 실습 전에 비해 향상됨을 보고하였으나, 
단일군 실험으로 결과의 제한이 있었다. 
  Jang, & Park (2012)은 간호관리학 과목과 실습을 모두 액션러닝을 수업설계를 하
고 적용하였는데, 실습의 경우 2주간의 기간 동안 1)문제파악 2)원인분석 3)해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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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4)실행 및 검토의 4단계의 문제해결단계에 따라 진행하고, 매주 2회를 팀 촉진
자로서 역할을 하고, 이메일, 전화 등으로 학습팀을 지원하였다. 강의와 실습시작 전, 
중, 후의 문제해결능력, 팀효능감, 수업만족도의 결과변수 모두가 유의하게 증가하였
다. 특히 문제해결능력 중 분석과 평가능력은 강의수업을 통해, 실행능력은 실습교육
을 통해 향상되었음을 보고하였으나, 대조군이 없는 실험설계의 제한이 있었다. 
  노인간호학 실습이 1주간 예정된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병원에 따라 실험군과 대조
군을 배정하여 비동등성 대조군 실험을 수행하였다. 학습팀은 3~4명으로 구성하였고, 
진행단계는 1)문제발견 2)원인분석 3)해결안 개발 4)실행 및 검토의 단계로 진행하
였고,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문제해결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은 유의하였으나, 팀효능
감은 짧은 1주의 기간의 영향으로 효과가 없음을 보고하였다. 연구에서는 이메일, 
SNS,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교수자가 학생들의 학습을 지지하였으나, 도출된 학습주제
가 무엇이었으며, 교수자가 촉진자로서 실제 활동을 몇 번 지도한 것인지에 대한 자
세한 기술은 없었다(Kwon, Kwon, & Park, 2016). 
  Kim, & Park (2014)은 2주간의 모성간호학 실습 학생을 대상으로 비동등성 대조
군 유사실험을 진행하였다. 대조군은 간호과정(사정, 간호진단, 간호계획, 간호수행, 
간호평가)의 5단계로 적용하고, 실험군은 액션러닝을 활용하여 1)문제파악 2)원인분
석 3)해결안 개발 4)해결안 실행 5)해결안 검토와 성찰의 5단계를 적용하였다. 실험
군이 대조군에 비해 문제해결과정, 과제만족도, 창의성, 비판적 사고에서 유의하게 점
수가 높았으며, 액션러닝에 의한 문제해결이 간호과정에 비해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
와 수행력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Kim, & Park (2016)은 정신간호학 이론 교과목에 1학기 동안 전통적 강의를 적용
한 대조군과 액션러닝을 적용한 실험군으로 진행한 결과 실험군에서 비판적 사고 능
력,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능력 모두가 유의하게 증가됨을 확인하였다. 
  그 외에도 비전공 과목인 창의적 문제해결(Jang, Kim, & Park, 2014), 다문화간호
(Kim, & Kim, 2014), 간호전문직관과 윤리(Kim, 2012), 영적간호(Hong, 2016), 근
거기반간호(Jang, Kim, & Park, 2015) 등에 액션러닝법이 적용되어 각 과목에서 의
도하는 학습결과 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보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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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현재 액션러닝의 적용은 국외보다 국내의 간호교육에서 더욱 활발하였으
며, 그 범위 또한 간호학 전공 이론 및 실습, 비전공 교과에까지 확대되고 있었다. 하
지만 임상실습 학점이 많은 성인간호학 특히 중환자실 실습 분야에서 적용된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으로 액션러닝의 주요 효과변수인 문제해결능력을 포함하여 지식, 실
습 만족도와 같은 학습성과를 측정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 간호학
생 대상 액션러닝 적용 실험연구 정리는 <부록 3>과 같다.

C.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 관련 변수
  

1. 셀프 리더십  

  셀프 리더십은 과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기방향을 설정하고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자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으로(Manz, 1986), 셀프 리더십이 
높은 경우 자신을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성향으로 인식하게 되어 업무수행에서 창의적
인 수행결과를 도출하게 되는(DiLiello, & Houghton, 2006), 문제해결능력과 관련이 
된다. 
  문제해결능력과 셀프 리더십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Kim, & Park(2012)은 임상실
습하는 간호대학생 511명을 대상으로 한 문제해결과정에 영향변수 셀프 리더십, 자기
주도학습 준비도, 임상실습기간 및 전공 만족도의 설명력을 검증한 결과  셀프 리더
십이 문제해결과정에 52.6%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요인임을 보고하였다. Lee, & 
Cho (2012)는 셀프 리더십, 비판적 사고 성향과 문제해결과정 간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에서 비판적 사고 성향과 셀프 리더십이 문제해결능력에 영향변수 임을 확인하였
다. 한편, 간호대학생 대상 실험연구에서 셀프 리더십 수준이 평균 이상인 학생이 시
뮬레이션 교육 후 문제해결능력, 비판적 사고 성향의 점수 향상이 높음을 보고하였다
(Lee, & Choi, 2017). Kim(2017)은 간호학생의 셀프 리더십이 비판적 사고 성향과 
문제해결능력과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특히 셀프 리더십이 문제해결능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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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보고하였다. 주로 국내 연구에서 셀프 리더십과 문
제해결능력에 연관성에 대한 연구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교육현장에서 문제해결능력을 상승시키는 교육법으로 알려진 액션러닝과 셀프 
리더십과 관계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Kim, & Park (2014)은 2 주간 모성간
호학 실습에서 실험군에 액션러닝 교육법 적용하고, 대조군에 간호과정을 적용하여 
셀프 리더십을 결과 변수로 확인하였으나, 통계적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국외
의 선행연구에서 액션러닝 문제해결과정을 통한 일반적 리더십과 연관성이 보고되고 
있었고 주로 질적 연구의 결과로 제시되고 있었다. 일반 조직에 적용 후 리더십에 효
과(Kim, 2003; Leaonard, & Lang, 2010; Marquart, 2003), 임상실습 시 환자 안전 
향상 프로젝트를 액션러닝으로 진행 한 후 개인의 리더십 개발에 도움이 된다는 간호
학생 대상 인터뷰 내용을 보고 한 연구(Christianse, Prescott, & Judith, 2014), 간호
사를 대상으로 1년 간 리더십 개발을 위한 액션러닝을 적용 후 혼합 방법을 통해 액
션러닝이 리더십 지식, 기술 개발에 긍정적 도움과 가치를 보고한 연구(Walia, & 
Marks-Maran, 2014)가 그 예이다. 이상과 같이 외국의 액션러닝 연구의 경우 주로 
셀프 리더십이 아닌 리더십에 초점을 두고 연구되고 있었다. 

2. 비판적 사고 성향

  비판적 사고 성향은 업무에 있어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한 목적적
이고 자기 조절적인 판단을 결정하는 사고가 중요하며 이를 사용하는 개인적인 성향
과 습관이다(Facione, Facione, & Sanches, 1994). 간호사에게 비판적 사고는 현장의 
문제를 변화시켜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요소이다(Boychuck Duchscher, 
2001). 
  Shin, Hwang, & Shin(2008)은 임상적 비판적 사고능력에 대한 개념분석에서 간호
사의 임상적 비판적 사고능력을 임상에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
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성향의 차원에서는 호기심, 
개방성, 지적 성실성, 체계성, 창조성, 맥락적 관점으로 성찰하려는 정의적 성향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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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 능력은 임상 간호사의 문제해결능력과 임상적 의사결
정과 관련 있다(Chang et al., 2013; Seo, 2013). 
  비판적 사고 성향과 문제해결능력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국내 간호 대학생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 비판적 사고 성향과 문제해결능력이 유의한 상관관계가 보고되었다
(Choi, & Kim, 2007; Ma, 2009). 또한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 성향이 높을수록 
자신의 문제해결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비판적 사고 성향 중 자신감, 분
석, 호기심이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요인이었다(Yang, 2010). Chung(2011)은 간호학생
의 비판적 사고 성향과 문제해결능력 간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고하고, 비판적 사고 
성향과 문제해결능력이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다고 하였다. Woo, Yoo, & Park, 
(2015)은 비판적 사고 성향과 문제해결력은 69%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비판
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의 높은 관련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간호학생의 문제해결능
력 영향요인 분석을 통해 전문적 자기 개념과 함께 비판적 사고 성향이 주요한 변수
임을 보고하였다(Kim, & Choi, 2014). Kanby, & Okanli (2017)은 간호학생 대상 
실험연구에서 비판적 사고 증진 교육 후 실험군에서 문제해결능력이 유의하게 상승함
을 보고하였다. 
  이상의 문헌고찰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비판적 사고 성향은 문제해결
능력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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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의 개념적 기틀 

  본 연구에서는 Kolb(1984)의 경험학습이론의 모형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이론적 
기틀로 하여 구성하였다. 경험학습이론(Experiential Learning Theory)은 교육적 활동
에서 학습자의 참여가 중요하고, 경험이 의미 있는 학습을 만들어 가는 개념을 설명하
고 있다(Akella, 2010). 경험학습이론의 각 단계를 살펴보면, 먼저 구체적 경험
(Concrete experience, CE)은 학습과정의 기본이 되고, 이때 상황 또는 문제에 대한 
전체적 접근 보다는 개인에 의한 열린 마음과 적응성을 강조하였다. 성찰적 관찰
(Reflective observation, RO)의 단계에서는 개인이 경험한 경험들이 왜, 어떻게 발생하
였는가에 대해 언어로 명확화 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발생한다. 학습자들은 여러 관점에
서 그들의 경험을 관찰, 비판 및 성찰한다. 추상적 개념화(Abstract conceptualization, 
AC)는 성찰적 관찰 동안 이루어진 관찰과 성찰을 이론 또는 주관적 개념으로 연결하
는 단계이다. 이때 학습자는 상황과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감정이 아닌 논리와 아이
디어를 사용한다. 적극적 실험(Active experimentation, AE)의 단계에서 학습자는 현
장을 예측할 수 있도록 생성한 이론을 테스트하고 행동하게 된다(Kolb, 1984; Kolb, 
& Kolb, 2017).  
  액션러닝과 경험학습이론은 경험이 학습에서 중요한 수단이고, 비판적 사고에 근거
한 성찰(reflection)이 중요한 학습 활동이며, 일련의 단계를 진행하면서 학습되고, 지
식이 창조되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Marsick, & O'Neil, 1999). 
  한편 본 연구의 실습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중재의 틀은 Chang, & Ko(2014)의 액
션러닝 문제해결의 4단계인 과제의 명확화, 과제의 연구, 해결안 도출 및 타당성 검
증, 실행 또는 최종 결과물 도출 및 성찰의 단계에 따라 구성하였다. 액션러닝은 현장
에 존재하는 해결이 필요한 문제(과제)를 선정하고, 그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에
서 학습이 이루어지며, 문제해결능력을 비롯한 팀원의 역량이 개발된다. 이러한 액션
러닝의 학습팀 활동과 진행과정을 통해 간호대학생들이 임상경험을 공유하며 지지적 
환경에서 배움을 촉진하는 성찰이 작용한다(Christianse, Prescott, & Judith,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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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idari, & Galvin, 2003). 액션러닝의 학습은 팀 학습으로 진행되고, 팀원 간의 과제
에 대한 의지적 활동과 협력적인 상호 이해가 필요하므로(Marlow, Spratt, & Reilly, 
2008), 프로그램 시작에 팀 빌딩의 단계를 추가하였다. 
  액션러닝의 문제해결과정을 경험학습이론의 순환형 모형에 따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환자실 임상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중환자실 환자 간호의 구체적인 
경험을 하과 경험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 대한 질문과 성찰을 통해 팀의 간호 문제(과
제)를 명료화한다. 다음으로 선정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재안 형성을 위한 다양
한 연구 활동을 실시한다. 연구에 근거한 중재 도출 후 중재안의 현장 적용성을 검증
하고, 최종적 중재안을 적용하거나 도출하며 최종 성찰을 진행한다. 이상의 경험학습
이론의 4가지 요소와 액션러닝의 단계를 연결하면 <Figure 1>과 같다.  
  본 연구에서 중환자실 실습 동안 학생들은 액션러닝 기반 프로그램을 통해 임상현
장의 경험이 실행으로 변환되어 다시 경험이 되는 과정을 능동적으로 학습하고, 현장
의 지식을 획득하며, 문제해결과정의 적극적 활동을 통해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액션러닝 기반 중환자실 실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제 
환자의 간호문제를 과제로 선정하고 간호중재안을 도출하는 문제해결과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고 그 효과로 지식, 문제해결능력, 실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때 문헌 고찰 결과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요
인으로 확인된 셀프 리더십(Kim, 2017; Kim, & Park, 2012; Lee, & Cho, 2012; 
Lee, & Choi, 2017)과 비판적 사고 성향(Choi, & Kim, 2007; Chung, 2011; Kim, 
& Choi, 2014; Ma, 2009; Woo, Yoo, & Park, 2015) 변인은 통제하고자 한다. 이상
의 기술을 근거로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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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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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본 연구는 액션러닝 기반 중환자실 실습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법론적 연구와 개
발된 프로그램이 지식, 문제해결능력, 실습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비동등
성 대조군 전후 시차 설계를 이용한 유사 실험 연구로 평가하는 2단계로 구성되었다
<Figure 2>. 

<Figure 2> Process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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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액션러닝 기반 중환자실 실습 프로그램 개발 
    
   액션러닝 기반의 중환자실 실습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내외 문헌고찰을 
통해 내용과 전략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 초안은 전문가 타당도 검토 후 
수정 보완하여 확정하였다. 

1. 프로그램 초안 개발을 위한 문헌고찰 

  액션러닝 기반 중환자실 실습 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을 구성하기 위해 액션러닝을 
적용한 교육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실험연구를 위주로 국내외 문헌고찰을 
실시하였다. 

검색에 사용한 데이터베이스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http://riss.kr),한국의학논문데이
터베이스(htt://kmbase.medric.or.kr), Pubmed(http://www.ncbi.nlm.nih.gov/pubmed/), 
Google 학술검색(https://scholar.google.co.kr), CINAHL with Full Text  
(http://www.ebscohost.com/public/cinahl-with-full-text)이었다. 

검색어는 Nursing education(간호교육), Action learning(액션러닝), Experiential 
learning theory(경험학습이론) 등이었고, 논문은 한국어와 영문으로 발표된 논문으로 
제한하였다. 그 외 국내의 액션러닝으로 수업하기(Chang, & Ko, 2014)와 간호리더십 
개발을 위한 액션러닝과 창의적 문제해결(Jang, Jung, Back, Park, & Choi, 2016) 도
서 및 기타 양식 개발을 위해 액션러닝 관련 교재 등을 포함하여 고찰하였다. 

2. 전문가 내용 타당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의 의견으로부터 내용 타당도 지수(Content Validity Index, 
CVI)를 산출하여 내용 타당도 검증을 시행하였다. 연구자가 본 프로그램의 개발 
목적과 의의, 적용 대상 및 상황, 기대 효과 등을 기술하고, 프로그램의 각 차시별로 
내용의 타당성을 1점(전혀 적절하지 않다), 2점(적절하지 않다), 3점(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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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매우 적절하다)척도로 평가하고, 비고란에 보완 의견을 기술하도록 하였다. 
교육학 박사 및 수료자 2인, 액션러닝을 적용한 경험이 있는 간호학과 교수 3인, 
성인간호학 교수 1인의 총 6명을 대상으로 항목 별 내용 타당도 지수(Item Content 
Validity Index, I-CVI)를 의뢰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한 CVI 값이 0.8이상인 
문항만을 집단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였다(Polit, Beck, & Owen, 2007).

 
3. 액션러닝 기반 중환자실 실습 프로그램의 수정 · 보완 및 최종안 구성

  본 연구에서는 Kolb의 경험학습이론(1984)의 구체적 경험(concrete experience), 
성찰적 관찰(reflective observation), 추상적 개념화(abstract conceptualization), 
적극적 실험(active experimentation)의 4가지 핵심 요소와 Chang, & Ko(2014)의 
과제의 명확화, 과제의 연구, 해결안 도출 및 타당성 검증, 실행 또는 최종 결과물 
도출 및 성찰로 진행되는 액션러닝 문제해결의 단계를 중재적 기틀로 프로그램의 
초안을 개발한 후 전문가 내용타당도를 거쳐 수정한 후 프로그램의 최종안을 
완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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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액션러닝 기반 중환자실 실습 프로그램의 적용 및 효과 평가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액션러닝 기반 중환자실 실습 프로그램을 간호대학생에게 적용하여 지
식, 문제해결능력, 실습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 
후 시차설계이다<Figure 3>. 

<Figure 3> Research design

C1, E1 : General characteristics, critical thinking deposition, self leadership, knowledge,
          problem solving ability
X1 : Critical care practicum program based on nursing process 
X2 : Critical care practicum program based on action learning
C2, E2 :  knowledge, problem solving ability,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um

 Group Pre 
test Intervention Post 

test
Pre 
test Intervention Post 

test
Control C1 X1 C2
Experimental E1 X2 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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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일 지역 간호대학생을 표적모집단으로 설정하고, 일개 대학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이면서 중환자실 실습이 예정된 학생을 근접모집단으로 하여 임의 
표출하였다. 2017년 2월 27일부터 3월 24일까지 M시의 1개 4년제 대학의 간호학과 
4학년으로 성인간호학 실습 교과목으로 2주간 중환자실 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을 대상
으로,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서면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임상실습계획표에서 해당기간의 성인간호학 실습 대상자는 총 48명이었고, 해당 기
간 중 일반 병동에서 실습이 진행되는 8명의 학생은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였다. 1
개 대학에서 표집되므로, 프로그램 확산의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첫 1~2주에 실습이 
예정된 대상자 20명을 대조군으로 3~4주에 예정된 대상자 20명을 실험군으로 배정
하였다. 대조군에서 1명이 사후 조사에서 탈락하여. 최종적으로 대조군 19명, 실험군 
2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3.1.8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간호대학생의 모성간호학 
실습에 액션러닝을 적용한 선행연구(Kim, & Park, 2014)를 근거로 문제해결과정 변
수의 효과 평균값과 표준편차로 산출한 효과크기 0.7과 유의수준 0.05, 검정력 0.8, 
집단 수 2그룹, 단측 검정, independent t test로 설정하여 산출한 결과 연구에 필요
한 표본 수는 각 군당 26명이었다. 그러나 임상실습은 임상실습계획표에 의해 진행되
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샘플 크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였다<Figur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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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Flowchart of participants analysed in this study

3. 연구도구 

1) 독립변수(실험처치) 
  실험군은 본 연구에서 개발한 액션러닝 기반 팀 빌딩, 과제의 명확화, 과제의 연구, 
해결안 도출 및 타당성 검증, 실행 또는 과제의 결과물 도출 및 성찰의 5단계로 구성
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대조군은 전통적 임상실습에서 적용되는 간호과정의 단계
인 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에 따른 개인별 사례보고서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공하
였다. 실습지도 시간은 두 군에서 10시간으로 동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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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구 
  본 연구에서 개발한 액션러닝 기반의 중환자실 실습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
해 지식(15문항), 문제해결능력(45문항), 일반적 특성(9문항)과 문제해결능력 관련 
영향변수로 비판적 사고 성향(27문항)과 셀프 리더십(35문항)으로 구성한 자가보고
식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대상자의 성별, 연령, 지각하는 학교 성적, 토
론이나 발표에 대한 태도, 전공 만족도, 성격, 팀 학습 수업 경험, 지각하는 의사소통
능력에 관한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에 사용한 도구는 개발자 및 번역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다. 

(1) 비판적 사고 성향 
  Yoon(2004)이 개발한 간호학생의 비판적 사고 성향 도구로 측정하였다. 도구는 5
점 Likert 척도, 총 27문항으로 지적열정/호기심, 신중성, 자신감, 체계성, 지적 공정
성, 건전한 회의성, 객관성의 7개 요인으로 구성된다. 최저 27점에서 최고 135점까지
로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 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
도 Cronbach's alpha는 .84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92이었다. 

(2) 셀프 리더십      
  Houghton, & Neck (2002)이 개발한 셀프 리더십 도구 RSLQ(Revised Self 
Leadership Questionnaire)를 Shin, Kim, & Han(2009)이 번안하여 우리나라 대학생
을 대상으로 타당도와 신뢰도를 보고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도구는 5점 Likert 척도로 
행동 중심적 전략(18문항), 자연적 보상 전략(5문항), 건설적 사고 전략(12문항)의 
상위항목과, 자기목표설정, 자기보상, 자기관찰, 자기단서, 자기처벌, 자연적 보상, 성
공적인 수행 상상하기, 자기대화, 신념과 가정 분석의 9개 하위항목의 총 35문항으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 리더십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Shin, 
Kim, & Han(2009)의 연구에서 .70~.87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93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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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속변수 

(1) 지식
  중환자실 실습 관련 지식은 본 연구자가 개발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혈역학적 모니
터링, 인공호흡기 적용 환자간호, 검사결과 해석, 약물계산, 심폐소생술, 위관영양 환
자 간호, 억제대 적용 환자 간호, 지속적신대체요법으로 구성한 15문항의 객관식 질
문지로 구성하였다. 정답인 경우 1점, 오답인 경우 0점으로 최저 0점에서 최고 15점
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는 성인간호학(Cho, et al., 
2013), 최신중환자간호학(Kim, et al., 2014) 등의 문헌을 바탕으로 구성하여 전문가 
8인(성인간호학 교수 6인, 중환자실 책임 및 수간호사 2인)에게 내용타당도 후 
CVI(Content Validity Index)를 확인하였다. CVI가 모든 항목에서 .80 이상이었다.

(2) 문제해결능력
  Lee, Chang, Lee, & Park(2003)이 개발한 문제해결능력 도구로 측정하였다. 도구
는 5점 Likert 척도로 문제의 명료화 5문항, 원인분석(정보수집 5문항, 분석 5문항) 
10문항, 대안개발(확산적 사고 5문항, 의사결정 5문항) 10문항, 계획/실행(기획력 5
문항, 실행과 모험 감수 5문항) 10문항, 수행평가(평가 5문항, 피드백 5문항) 10문항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사전조사 
Cronbach's alpha .93이고, 사후조사 Cronbach's alpha는 .94이었다. 

(3) 실습 만족도 
  본 연구자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학습흥미 4문항, 실습지도 3문항, 성취도 3문항
의 하부영역으로 구성하여 개발한 설문지를 간호대학 교수 6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거
친 도구로 측정하였다. 내용타당도 계수 CVI(Content Validity Index)는 .80이상이었
다. 본 도구는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실습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84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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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수집 절차 

  사전 조사의 자료 수집은 두 군 모두에서 임상실습 시작 전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이루어졌으며, 지식, 문제해결능력, 일반적 사항 및 학습 관련 변수인 비판적 사고 성
향, 셀프 리더십이 포함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사후 조사는 실습이 종료된 
후 컨퍼런스 직 후에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17년 2월 24일부터 3월 25일까지로, 먼저 대조군의 자료를 수집 한 후 실험군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대조군은 개인이 간호과정(사정, 진단, 계획, 중재, 평가) 중
심의 환자사례를 학습하는 실습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실험군은 팀 학습으로 본 연
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은 공식 프리셉터가 없는 동
일한 종합병원의 성인 중환자실에서 실습하였다.  
  먼저 대조군의 경우 대상자 20명을 실습 계획표에 따라 1팀 8명이내의 3팀으로 구
분하여, 각 팀 당 4차시를 지도하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1차시는 실습 시작 전 
오리엔테이션 때 2시간, 2차시는 첫째 주 수 또는 목요일에 2시간 30분, 3차시는 둘
째 주 화 또는 수요일에 2시간 30분, 4차시는 둘째 주 금 또는 토요일에 3시간 동안 
실시하였다. 직접 지도 외에 학생들의 실습 중 질문, 사례보고서 및 사례 환자의 간호
과정의 진행에 대한 피드백과 의사소통을 이메일, 문자, Social Network 
Service(SNS) 등을 이용하였다.
  실험군은 대상 학생을 2주간 실습 계획표에 따라 A군과 B군으로 구분하였다. 각 
군당 실습 부서에 따라 3팀 총 10명으로 구성하여, 각 군당 동일한 5차시 프로그램을 
2번 진행하였다. 각 군당 3팀(3명, 3명, 4명), 총 6개 팀이 실험에 참여하였다. 동일
군의 3개 팀은 각 실습부서는 다르지만, 실습시간은 같아 프로그램 진행과 조 학습활
동이 용이하도록 운영하였다. 각 차시는 2시간으로 운영하였고, 1차시는 실습 시작 
전, 2차시는 첫째 주 수요일, 3차시는 첫째 주 금요일, 4차시는 둘째 주 수요일, 5차
시는 둘째 주 금 또는 토요일에 진행하였다. 각 차수 모임 시간 안에 팀 학습활동이 
정리되지 못한 경우는 팀 별 추가적 활동을 통해 차시·의 학습목표를 달성하고, 이메
일 및 SNS로 교수 및 팀원과 공유하여 각 단계의 학습활동이 마무리된 후 다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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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1차시에 미리 정해진 각 차수 당 리더는 학습활동의 진
행을 담당하고, 팀 결과물의 정리 및 공유는 서기가 담당하도록 하였다. 또한 워크북 
양식을 파일로도 제공하여, 필요한 경우 학생들이 수기 또는 컴퓨터를 통해서 학습 
활동 및 과제를 정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였다. 프로그램 진행 동안 연구자는 
각 차시 모임에서 학생 중심의 팀 기반 학습 활동을 지지하는 촉진자의 역할에 중점
을 두었으며, 팀 학습과정에서 문의 및 질문사항에 대해 이메일, 문자, 전화, Social 
Network Service 등을 이용하여 도움이 필요한 학생 개인과 팀에게 피드백을 제공하
고 지지하였다. 

5. 연구자 준비 

  본 연구자는 연구책임자로서 팀 학습, 시뮬레이션 수업과 같은 팀 토론 수업 운영
의 경험이 수년간 있으며, 액션러닝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한국액션러닝학회의 액
션러닝코치 양성과정을 수료하였고, 대학교육협의회의 소통과 동기유발을 위한 액션
러닝 강의전략과정 이수 및 관련 학술대회 등을 참석하였다. 한편 연구보조원은 동의
서, 설문지 회수 및 연구 진행기간 동안 대상자의 참여 중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보조적 역할을 하였으며,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Y대학교 간호대학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부록 1>을 받은 
후(IRB 승인번호 2016-0041) 진행하였다. 
  연구자가 임상실습 오리엔테이션을 위해 모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명문의 내용을 
토대로 연구의 필요성, 목적, 방법, 과정 등에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 및 포기에 대한 
의사결정은 학생의 자유이고, 성적 등에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동안 
중도포기를 원할 경우 연구보조원에게 연락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핸드폰 번
호를 제공하였다. 또한 설문지는 무기명으로 처리되고, 모든 연구결과는 연구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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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이용하며, 3년간 봉된 상자 및 잠금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한 후 이후 자료를 삭
제할 예정임을 설명하였다. 
  대상자의 연구 참여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한 연구보조원
이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배부하고, 수거 한 후 사전 질문지를 배부하고 수거하였으며, 
사후 질문지의 수거와 배부도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에 대한 답례
품으로 사전 조사시 3천원 상당의 문구와 사후 조사시 5천원 문화상품권을 두 군 모
두에게 제공하였다. 실험군의 처치가 끝난 후 대조군에게도 희망하는 경우 액션러닝
학습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7. 자료 분석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자세
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2)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의 동질성 검사는 Chi-square test, Fisher‘s      
    exact test,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하였다. 
3) 실험군과 대조군의 지식, 문제해결능력, 실습 만족도와 학습 관련 변수인 비판적   
    사고 성향과 셀프 리더십의 정규성 검사는 Shapiro-wilk test로 실시한 후, 동질  
    성 검사는 independent t test로 분석하였다. 
4)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사전 및 사후에 지식, 문제해결능력 변화의 차이를 검증하  
    기 위해 사전·사후 점수의 차를 이용하여 independent t test로 분석하였다. 또한  
    두 군 간 사후 실습 만족도 점수의 비교도 independent t test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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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결과

A. 액션러닝 기반 중환자실 실습 프로그램 개발

1. 액션러닝 기반 중환자실 실습 프로그램 초안 개발

  본 연구는 액션러닝 기반 중환자실 실습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Chang, & 
Ko(2014)의 액션러닝 문제해결의 4단계인 과제의 명확화, 과제의 연구, 해결안 도출 
및 타당성 검증, 실행 또는 최종 결과물 도출 및 성찰의 4단계의 진행을 바탕으로, 팀 
기반으로 진행되는 학습활동인 점을 감안하여 팀 빌딩을 할 수 있는 1차시를 시작에 
추가하였다. 또한, Kolb의 경험학습이론(1984)의 구체적 경험(concrete experience), 
성찰적 관찰(reflective observation), 추상적 개념화(abstract conceptualization), 적
극적 실험(active experimentation)의 4가지 핵심 요소를 이론적 기틀로 하여 프로그
램을 구성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중환자실 실습을 진행하는 2주간의 실습기간 동안 진행되므로, 비
교적 짧은 실습기간을 감안하여 실습 전 진행하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팀 빌딩과 
프로그램 소개 시간으로 활용하였다. 국내 간호대학생 대상 선행연구 중 2주간 4회
의 전체 팀 모임으로 차시를 구성한 선행연구(Jang, & Park, 2012)와 1주일에 2회, 
회당 2시간의 지도시간에 근거(Kim, & Park, 2014)하여 총 5차시, 10시간으로 구
성하였다. 
  모든 차시는 도입, 전개, 정리로 진행되는데, 도입부분에서는 팀 학습의 어색함을 
깨기 위한 아이스브레이크(Ice-Break)로 간단한 게임과 팀 구호 외치기를 실시하고, 
각 차시의 구체적 진행 계획인 아젠다(Agenda)설명을 실시한다. 전개 부분은 본격적
인 학습팀 활동이 진행되며, 학습에 필요한 간단한 도구 및 양식 설명과 학습에 필요
한 짧은 강의를 포함하였다. 정리부분은 다음 차시에 대한 소개와 다음 학습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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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짧은 강의, 필요 양식 및 과제를 설명하고, 차시 마지막에는 개인성찰일지 작성 
및 팀 성찰의 시간으로 구성하였다. 
  차시의 전개는 액션러닝의 문제해결 단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중환자
실 실습 현장에서 학생들이 구체적 경험에 근거하여 먼저 개인수준에서 과제(간호문
제)를 경험하여 확인하고, 팀 모임에서 성찰과 질문을 통해 과제를 명확화한 후 과제
연구의 진행하고, 해결안 도출 및 타당성 확인 후 적극적 실험을 반영하기 위해 실행 
또는 과제의 결과물 도출 및 성찰로 진행되는 단계들이 각 차시에 반영되도록 프로그
램을 구성하였다. 이 단계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학생들이 팀 학습 활동에 지
침으로 사용하면서, 각 차시의 학습목표 달성을 위해 적합한 액션러닝의 양식들을 배
치하였다.
  팀 활동의 역동성을 증가시키고, 팀 학습에서 무임승차를 방지하여 팀 과제 달성에 
대한 책무성 증진을 위해 차시마다 리더와 서기의 역할을 정하도록 하였다. 2주간의 
실습에서 문제해결과정을 통해 결과물이 도출되어야 하는 점과 실습 계획표에 배치된 
팀당 학생수가 3~4명으로 비교적 적은 것을 감안하여 한 팀이 한 개의 과제를 연구
하는 팀 과제(Single project)의 운영방법을 선택하였다.     
  팀이 과제를 선택하는 기준은 액션러닝 기반 대학교 수업의 과제 선정 기준의 5요
인 모델에 근거하여, 성인간호학 실습 중 중환자실 실습 영역의 학습목표를 충족하면
서, 개인과 팀의 역량 개발에 기여하고, 실무 현장과 관련되고, 난이도가 적정하고, 평
가의 용이성을 감안하였다(Kim, & Bong, 2016). 이에 과제의 범위는 중환자실 환자
의 주요 간호문제로 설정하였다. 먼저 학생들이 개인 사례 환자의 간호문제를 파악한 
후 팀 활동을 통해 팀의 과제(간호문제)를 선택하고, 최종결과물은 선택한 과제에 대
한 근거기반의 최신 간호중재안을 도출하는 것으로 하였다. 
  액션러닝 기반 문제해결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Marquart(2011)의 액션러닝
의 6가지 구성요소인 과제, 학습팀, 실행의지, 과제와 해결과정에 대한 지식습득, 질
문과 성찰, 러닝코치 역할을 프로그램 설계에 고려하여 계획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각 
차시마다 주제, 학습목표, 학습팀 활동, 교수자 활동 및 방법에 대한 프로그램의 초안
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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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가 타당도 검증과 수정 
   
  차시 별 프로그램 초안에 대해 각 차시별 주제, 시기, 학습목표, 학습팀 활동, 교수
자 활동, 학습도구 등을 포함한 방법으로 구분하여 전문가 내용 타당도 CVI를 실시 
한 결과 1차시 CVI 0.98, 2차시와 3차시 CVI 0.99, 4차시와 5차시는 CVI 1.0으로 
프로그램 전체 내용타당도 CVI는 0.99로 높은 수준의 합의를 이루었다. 
  추가적 의견에 따른 수정은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의 학습목표 영역에서 2차시의 
‘중환자실 간호현장의 간호문제를 인식한다.’에 대한 간호문제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제언을 받아 ‘간호현장’을 ‘환자’의 간호문제로 수정하였다. 또한 과제기술서 작성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한 차시 활동으로 완료되지 않을 수 있다는 피드백에 따라, 2
차시에는 과제기술서 초안을 작성하고, 3차시 초반에 과제기술서를 완성하는 것으로 
학습목표 및 학습활동을 변경하였다. 
  학습팀 활동에서는 차시 초반에 있던 팀 내 역할 선정을 1차시에 모든 차시의 팀 
내 역할을 미리 정하여 시간을 절약하고 활동을 계획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1차시
를 제외하고 기타 차시에서는 해당 항목을 삭제하였다. 또한 매 차시 마지막에 작성
하는 개인성찰을, 마지막에는 프로그램을 마치며 전체 학습활동에 대한 종합 성찰의 
기록이 적절하다는 의견에 따라 5차시에는 개인종합성찰일지를 작성하는 것으로 수정
하였다. 

3. 프로그램 최종안 개발 

  경험학습이론을 이론적 근거로 하고, 액션러닝의 문제해결과정을 중재의 틀로 적용
하여 개발한 프로그램은 총 5차시로 구성되었다. 각 차시별 주제를 살펴보면 1차시는 
프로그램 소개 및 팀 빌딩, 2차시는 과제의 명확화, 3차시는 과제의 연구, 4차시는 해
결안 도출 및 타당성 검증, 5차시는 실행 또는 과제의 결과물 도출 및 성찰의 단계로 
구성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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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액션러닝 기반 중환자실 실습 프로그램 개발 과정 

단계 내용 

1. 분석

· 문헌고찰 
- 경험학습이론 및 액션러닝 이해 
- 액션러닝 기반 교육 및 프로그램 
- 액션러닝 기반 교육 및 프로그램의 효과
- 액션러닝 기반 교육 및 프로그램의 교수학습 방법 

2. 설계

· 프로그램 내용 구성
- 중환자실 실습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의 목적 
- 경험학습이론 요인과 액션러닝 단계의 개념적 연결
- 액션러닝 단계에 따른 차시별 학습목표 
- 차시별 학습자 활동, 교수자 활동, 학습 도구, 필요 양식

3. 개발

·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 내용타당도
· 프로그램 수정 후 최종 프로그램 확정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자료 개발
- 차시별 교육안
- 각종 양식
- 학생용 워크북 및 강의용 파워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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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시

  1차시는 실습 시작 전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이용하여, ‘프로그램 소개 및 팀 빌딩’
의 주제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의 목적을 알고 이해하며, 팀원 간의 관계형성 및 화
합을 도모하는 것이 학습목표이다. 
  연구자는 미리 개인 당 1개 워크북과 팀 활동을 위한 네임펜 등의 문구류를 팀 별로 
준비해 놓았고, 학생들이 팀 별로 자리에 앉은 후 간단하게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제공
하였다. 이후 학생들이 모두 일어나 참여하는 반전, 역전 게임을 이용한 아이스브레이
크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게임이 종료 된 후 자리에 착석한 후 연구자는 준비한 
파워포인트를 이용해 1차시 아젠다(Agenda)를 설명한 후, 순서에 따라 전개 I 부분인 
팀 빌딩 시간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팀 빌딩을 위해 실습 팀끼리 네임텐트를 
이용하여 본인 이름을 적고, 존경하는 인물, 꼭 여행가고 싶은 곳을 추가로 적은 후 자
유롭게 이야기하게 하여, 팀원들 상호간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팀 구호 및 
본 프로그램 동안 지킬 팀 규칙(Ground rule)을 구체적으로 정하게 하여 학습팀 내 개
인의 실행 의지와 참여도를 증가시키도록 하였다. 이후 전체 모임에서 팀명과 규칙을 
결정한 이유를 이야기 하도록 하여, 마음을 열고 다른 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시
간을 가졌다. 또한 프로그램 5차시 전부에 대한 리더와 서기를 정하되 역할이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결정할 것을 강조하였고, 실습지침서를 이용하여 중환자실 실습에 대
한 이해와 주의점을 포함한 일반적 실습 오리엔테이션을 함께 진행하였다. 
  전개 II 부분에서는 본 프로그램의 이해 및 진행에 대해 강의를 실시하였으며, 액션
러닝, 팀 학습 활동, 경청 및 칭찬 기술, 실습 진행 및 과제, 필요한 학습도구 등을 파
워포인트와 워크북을 이용해 설명하였다. 특히 강의는 학생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해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해 분량을 조정하여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꼭 필요한 정
보만을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정리 부분에서는 다음 차시 활동에 필요한 과제선정범위와 임상질문 작성에 대한 
강의를 하였다. 학생들이 개인의 사례 환자의 간호문제들 중에서 중환자실 질 관리의 
주요 이슈인 섬망, 낙상, 욕창, 감염 등을 포함한 과제를 선정하도록 범위를 제공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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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주제와 관련한 환자에 대한 구체적 경험을 근거기반간호의 임상질문인 배경
질문, 구체적 질문, PICO (Patient Intervention Comparison Outcome)형식을 기술하
는 워크북의 양식1을 설명하였다. 다음 차시 미팅 시에 개인이 사례의 환자에서 발견
한 간호문제를 양식에 따라 작성하는 것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는 개인이 임상현장
에 경험한 구체적 경험인 환자의 간호문제를 개인 수준에서 질문과 성찰을 통해 진행
하여, 다음 차시의 학습목표 달성을 팀 활동에서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가이드
를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 기타 다음 차시에 대한 안내와 설명 후 개인성찰일지 작성 
후 리더의 진행에 따라 명목집단법을 이용하여 이번 모임을 통해 배운점, 느낀점, 실
행다짐에 대한 팀 성찰을 실시하고, 전체 팀에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명목집단법
(Nominal Group Technique: NGT)은 소규모 그룹 토의에서 합의를 얻기 위한 방법
으로, 집단의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의 영향을 받지 않고 본인의 아이디어를 포스트잇
에 적어 의견을 제시한다. 명목집단법 학습도구를 이용하여 전원이 아이디어를 제시
하고, 아이디어를 쉽게 정리할 수 있고, 주제에 대한 구성원들의 활발한 논의를 유도
하는 등의 장점이 있다(CDC, 2006). 명목집단법은 액션러닝에서 팀원의 의견 수합과 
의사결정시 많이 사용하는 학습도구로, 주의 사항을 설명한 후 1차시부터 사용하도록 
하였다. 프로그램 중 개인양식 외에 팀 내 활동 기록들은 해당 차시의 서기가 사진을 
찍어 두어 최종 파워포인트에 삽입하도록 하고, 각 차시마다 팀 과제의 최종 정리는 
차시 당 서기가 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팀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문이나 질문은 이메일, 문자,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교수에게 문의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음을 공지하고, 질의 및 응답 시
간을 가졌다. 

2) 2차시

  2차시는 실습 시작 3일째인 수요일에 진행하였고, 주제는 ‘과제의 명확화’ 이었다. 
학습목표는 중환자실 환자의 간호문제를 파악 후, 팀 과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과제의 
과제기술서의 초안을 작성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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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아이스브레이크로 간단한 게임을 실시하고, 팀 구호를 외친 후 학습목표와 아
젠다를 설명하였다. 
  첫 단계로 중환자실 환자의 간호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별 과제 양식 1의 수집
한 자료를 가지고, 양식 2의 형식에 따라 리더가 팀 학습활동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양식 1은 학생 개인이 월요일과 화요일의 실습 동안 사례 환자에서 인식한 간호문제 
2가지 주제와 관련한 임상질문들, 가능한 간호진단, 환자 정보 조사를 기록한 것으로, 
관심이 있는 1가지 주제를 선택하여 토의하게 하였다. 양식 2는 개인의 관심 주제에 
대한 성찰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첫째 이 과제를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환자의 현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데이터는 무엇인가? 셋째, 현장에서 이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의 질문으로 개인이 발견한 간호 문제에 대한 팀 
내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팀 별로 논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질문과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두 번째로 각 팀은 팀 과제 선정을 위한 활동을 실시하였다. 팀 내 개인들이 수집
한 간호문제 중 1가지를 팀의 과제로 선정하는 것이다. 팀 과제선정 기준으로 첫째는 
중환자실 환자에서 실제 발생한 간호문제이고, 둘째로 중환자실 환자에게 발생하는 
주요 간호문제, 최종 간호중재안을 고려한 난이도, 실행용이성, 기여도, 흥미 등을 고
려하게 하였다. 최종 과제물은 팀이 선택한 주제에 따른 간호중재안임을 강조한 후 
각 팀은 의사결정그리드(Decision gird) 학습도구를 통해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해결
하고자 하는 팀 과제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의사결정그리드 방법은 X축과 Y축에 과제
의 실행 결과가 미칠 2개의 기준(영향력, 실행가능성, 학습흥미도 등)을 팀 토의를 통
해 결정한 후, 포스트잇에 적는 명목집단법을 통해 먼저 개인이 생각하는 기준에 부
합하는 해당 영역에 모두 붙이게 한 후 조별 논의를 통해 두 기준 모두에서 높은 구
역에 배정된 주제가 팀의 과제로 선정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선정된 각 팀
의 주제는 섬망 예방 2팀, 욕창 2팀, 심부정맥혈전증 예방 1팀, 낙상 1팀이었고, 프로
그램 학습 활동을 함께하는 동일한 군에서는 주제가 겹치지 않도록 지도하였다. 
  선택한 팀 과제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한 방법으로 팀 별로 질문트리 학습도구를 이
용하였다. 질문트리는 Big question, 안내질문, 상세핵심질문을 만들어 가는 단계의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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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실시에 가이드를 제공한다. 섬망 예방 과제 팀의 경우 Big question은 ‘어떻게 하
면 중환자실 섬망 환자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까?’ 이고 이에 대한 안내질문은 
‘중환자실의 섬망 환자 현황은 어떠한가?’ 이에 연결된 상세질문은 ‘현재 중환자실의 섬
망 환자 발생률은 어떠한가?’ 가 그 예이다. 질문트리의 단계는 과제명에 해당하는 Big 
question인 큰 질문에서 안내질문, 상세핵심질문으로 점차 범위를 좁히는 질문을 이용한 
학습도구로, 최종의 상세핵심질문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여 과제와 관련된 환
경을 분석할 수 있는 가이드 틀을 제공한다(Jang, Jeong, Back, Park, & Choi, 2016).
  이후 선정된 과제기술서 양식에 따라 팀 과제를 기술하여 초안을 작성하도록 하였
다. 과제기술서는 팀에서 선정한 간호문제인 팀 과제의 선정 배경(현황 및 문제점, 중
요성, 이해관계자의 요구), 과제 결과물, 추진 내용과 방법, 과제 해결 시 기대효과, 
과제 해결 성과지표를 계획하여 기술하는 것으로 과제의 해결을 위한 지침이 된다. 
연구자는 과제기술서의 예를 설명한 후, 팀 별로 차시 리더의 진행에 따라 팀 토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들을 서기가 양식에 기술하도록 하였고, 팀 활동 동안 촉진자로서 
학생들의 질문에 응답 및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습활동이 원활하도록 하였다. 다음 차
시 전까지 완성되지 못한 과제기술서를 추가적 팀 활동으로 정리 후 서기가 이메일로 
보내면, 이메일로 피드백 할 것임을 공지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음 차시 안내와 개인성
찰일지 작성과 팀 성찰, 질의 및 응답으로 정리하였다. 

3) 3차시

  3차시는 실습 첫 주 금요일에 진행하였고, 주제는 ‘과제의 연구’였다. 학습목표는 
교수에게 피드백 받은 과제기술서를 최종 완성하고, 선정한 과제의 발생 원인을 파악
하여, 원인 파악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먼저 팀 토의를 통해 교수의 피드백을 받은 과제기술서를 수정하여 최종 완성하도
록 하였다. 과제 결과물은 팀에서 선정한 과제의 간호중재안으로 하도록 하였고, 이후 
원인분석 및 검증을 위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것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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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기술서를 완성 후 과제(간호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검증의 방법에 대한 
자세한 실행계획을 위해 양식5 원인분석 검증 계획서를 이용도록 하였다. 과제기술서
의 과제 해결을 위한 추진내용과 방법과 관련을 기반으로, 과제가 발생한 원인을 검
증하기 위한 자료원, 조사방법, 기한, 담당, 결과물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하도록 하였
다. 적어도 팀 내 1인이 1개 항목의 검증을 담당하도록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섬망
예방 중재안 팀은 자료원으로 환자사례조사, 현재 중환자실의 섬망 관련 현장 조사
(사용 도구, 섬망 발생 현황, 사용하는 섬망에 대한 중재), 자료 연구(교과서, 지침, 
논문 등)을 조사하는 것을 결정하고 계획하였다. 
  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재안으로 일반적 교과서 외에 현장의 최신 근거기반 중
재안이 포함되므로, 이의 검색을 돕기 위해 근거기반간호 중재의 검색 방법과 검색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을 강의하였다. 
  다음 차시 전까지 검증계획서에 따라 개인별 조사 및 양식6에 따른 검증결과서를 
팀 내에서 공유하고, 교수에게 검증 계획서와 결과서를 이메일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검증결과서는 팀에서 검증하기로 결정한 자료에 따라 내용과 양식이 달랐다. 환자 사
례 고찰, 면담/인터뷰, 문헌 및 논문 검색 등에 대한 결과물 정리가 공통적이었으므
로, 이에 대한 양식을 제공하였고, 워크북에 없는 양식이 필요한 경우는 교수가 결과
물의 정리가 정형화 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음 차시 안내를 하고, 개
인 및 팀 성찰 후 차시를 정리하였다.
    
4) 4차시
   
  4차시는 실습 둘째 주 수요일에 진행하였고, 주제는 ‘해결안 도출 및 타당성 검증’
이고, 학습목표는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해결안을 도출하고, 과제 해결안의 타당성
을 검증하는 것이다. 
  아이스브레이크로 시작하는 도입 부분이 끝난 후 지난 차시에 과제의 원인 확인을 
위해 분담했던 개인별 학습 및 검증 결과서(양식6)를 팀 내에서 공유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진행하였다. 큰 흐름은 과제의 간호 문제가 있는 환자의 사례를 나누고, 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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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실 현황 조사 결과, 문헌 연구를 통한 간호문제 이해 및 중재안 등에 대한 결과의 
학습 내용을 책임 학생이 다른 사람에게 주도적으로 설명하고, 자유롭게 질문 및 응
답하는 형식이었다. 
  검증결과서 토의 후에 팀의 과제에 대한 해결안을 도출하도록 하였다. 이 때 해결
은 간호중재안으로 해당 환자에게 해당하는 구체적 내용과 교과서 수준 외에 최신 간
호중재안을 문헌 검색으로 찾은 중재안이 포함되도록 지도하였다. 팀의 간호중재안의 
초안을 잡고 팀 토의에서 수정 및 보완에 시간이 부족한 경우 추가적 팀 활동을 통해 
완성하도록 하였다.  
  이후 도출된 간호중재안이 실제 현장의 환자에게 적용성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
한 방법을 양식7을 이용하여 계획하도록 하였다. 팀에서 도출한 해결안의 타당성 검
증은 현장의 수간호사 및 간호사의 의견 및 피드백 등과 같이 현장의 검증 방법을 사
용하도록 지도하였다. 중재안의 내용 중 환자에게 무해하고, 상황이 허락한다면 실제 
학생들이 적용 가능한 부분은 수간호사의 동의하에 찾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를 위
해 수간호사에게 협조를 구하였다. 예를 들어 섬망 예방 중재안의 경우 수간호사의 
승인과 담당간호사의 도움으로 중재안의 일부인 수면안대와 귀마개를 밤 동안의 수면
시간에 적용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즉 가능한 실행을 통한 타당성 검증 후 수정 및 
보완하여 최종 해결안을 도출하도록 할 것을 지도하고, 필요한 병동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다음 차시 안내를 한 후 성찰 시간, 질문과 답변 시간으로 정리하였다.  

5) 5차시
   
  5차시는 실습 둘째 주 토요일에 진행하였고, 주제는 ‘실행 또는 최종결과물 도출 및 
성찰’이고, 학습목표는 최종 과제 결과물을 발표하고, 중환자실 실습 및 학습 경험을 
나누고 성찰하는 것이다. 
  도입부분인 아이스브레이크와 팀 구호, 팀 규칙 확인 후 팀 별로 파워포인트를 이
용하여 실습 동안의 학습활동을 단계별로 정리한 결과물을 파워포인트로 발표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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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각 팀의 발표 후에는 학생과 교수가 팀에게 질문하고 답변하면서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팀 발표가 끝난 후 2주간의 실습을 되돌아보며 개인 학생은 개인종합
성찰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개인별 성찰일지 작성이 끝난 후 2주간의 실습 경험 
및 학습활동에 대한 디브리핑을 진행하였다. 연구자가 준비한 디브리핑 4가지 질문은 
첫째, 새로운 프로그램의 학습 경험은 어떠하였는가? 둘째, 프로그램 동안 어려운 점
은 무엇이었는가? 셋째, 프로그램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넷째, 기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이었다. 
  본 프로그램의 최종안은 <표 2>이고, 각 차시별 프로그램의 상세내용은 <부록  
5>에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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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액션러닝 기반 간호대학생 중환자실 최종 실습 프로그램 

차
시 시기 단계 학습목표 학습자 활동

및 과제 양식 교수자 활동 시간

1
실습 전
오리엔테
이션

프로그램 
소개 및 
팀 빌딩

1.프로그램 목적을 알고 
이해한다.
2.팀원 간의 관계형성 및 
화합을 도모한다. 

·아이스브레이크
·팀 빌딩
 (네임텐트)
·프로그램 이해
·성찰(개인,팀)
☞과제: 양식1

·개인성찰일지
·양식1
(임상질문    
 개인학습    
 기록지)

1.아이스브레이크             
(반전역전게임) 
2.아젠다 설명
3.강의(프로그램 소개, 
학습도구 등)
4.설명(다음 차시 안내 및 
양식, 과제)
5.촉진자 역할 및 정리

2

2 실습
1~3일

과제의 
명확화

1.중환자실 환자의 간호
문제를 파악한다.
2.과제선정기준에 따라 
적절성을 검토하여 팀 과
제를 선정할 수 있다. 
3.선정된 팀 과제의 과제
기술서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아이스브레이크
·팀 구호 및 규칙
·임상질문개인학습  
 과제 토의
·팀 과제 선정
·팀 과제 명료화
·과제기술서 작성
·성찰(개인, 팀)

☞과제: 양식4 

·개인성찰일지
·양식1
·양식2
(토의 지침)
·양식3
(질문트리)
·양식4
(과제기술서)

1.아이스브레이크 
(슈퍼스타 인터뷰)
2.아젠다 설명
3.설명 
(과제선정 기준, 토의 지침, 
양식 및 학습도구, 다음 차시 
안내 등)
4.촉진자 역할 및 정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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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시 시기 단계 학습목표 학습자 활동

및 과제 양식 교수자 활동 시간

3 실습
4~5일

과제의
연구

1.과제기술서를 완성한다.
2.선정한 과제의 발생 원
인을 파악한다.
3.과제의 원인 파악을 위
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할 수 있다. 

·아이스브레이크
·팀 구호 및 규칙
·과제기술서 완성
·원인분석 검증 계  
 획서 작성
·근거기반 간호    
 자료 검색 이해
·성찰(개인, 팀)
☞과제: 양식6

·개인성찰일지
·양식4
(과제기술서)
·양식5
(원인분석 
검증 계획서)
·양식6
(원인분석 
검증 결과서)

1.아이스브레이크
(점블퀴즈)
2.아젠다 설명
3.강의(근거기반 간호 자료 
검색)
4.설명(양식 및 다음차시 안내 
등)
5.촉진자 역할 및 정리  

2

4 실습
6~8일

해결안 
도출 및 
타당성 
검증

1.과제해결을 위한 구체
적 해결안을 도출할 수 
있다. 
2.과제해결안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다. 

·아이스브레이크
·팀 구호 및 규칙
·원인분석검증결과  
 토의
·해결(중재)안     
 도출 
·타당성 검증 계획  
 서 작성
·성찰(개인, 팀)
☞과제: 팀 발표   
  파워포인트 및   
  워크북 정리 

·개인성찰일지
·양식6
(원인분석 
검증 결과서)
·양식7
(타당성 검증
계획서)

1.아이스브레이크 
(절대로 오목이 아닙니다.)
2.아젠다 설명
3.설명
(양식 및 다음차시 안내 등)
4.촉진자 역할 및 정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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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시 시기 단계 학습목표 학습자 활동

및 과제 양식 교수자 활동  시간

5 실습
9~10일

실행 
또는 
최종결과
물 도출 
및 성찰

1.최종 과제 결과물을 발
표한다.
2.중환자실 실습 및 학습
경험을 나누고 성찰한다. 

·아이스브레이크
·팀 구호 및 규칙
·팀 발표 
(파워포인트)
·질문 및 답변
·성찰
(개인종합성찰일지
, 디브리핑 참여) 

·양식8
(개인종합성
찰 일지)

1.아이스브레이크 진행
(알파벳 점블퀴즈)
2.아젠다 설명
3.팀 발표 진행
4.디브리핑 진행
5.촉진자 역할 및 정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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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액션러닝 기반 중환자실 실습 프로그램 효과 평가

1. 집단 간 동질성 검증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문제해결능력 관련 학습 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증
  
  본 연구에 참여한 실험군 20명과 대조군 19명의 일반적 특성 동질성 검증 결과 
성별, 연령, 대상자가 지각하는 학교 성적, 토론이나 발표에 대한 태도, 전공만족도, 
성격, 팀 학습 수업의 경험, 대인관계 만족도, 의사소통능력은 대조군과 실험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3-1>.  
  실험군과 대조군의 문제해결능력 관련 영향 변수인 비판적 사고 성향과 셀프 
리더십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실험군의 
비판적 사고 성향은 3.66±0.47점이고, 대조군은 3.54±0.53점으로 두 군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0.697, p=.490). 하부 영역의 점수를 살펴보면 
실험군의 경우 지적 공정성이 가장 3.98±0.54점으로 점수가 가장 높았고, 객관성, 
자신감, 건전한 회의성, 지적 열정/호기심, 체계성, 신중성의 순이었다. 대조군은 
객관성이 4.01±0.55점으로 가장 높았고, 지적 공정성, 건전한 회의성, 지적 
열정/호기심, 자신감, 체계성, 신중성의 순이었다. 두 군 모두 총점 평균은 5점 만점을 
기준으로 중상 정도였고, 가장 점수가 높은 두 개 하부영역은 객관성과 지적 
공정성이었고, 가장 낮은 점수의 하부 영역은 신중성으로 동일하였다. 한편 셀프 
리더십 점수는 실험군 3.74±0.42점, 대조군 3.57±0.35점으로 두 군 사이에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t=1.354, p=.184). 두 군의 셀프 리더십 평균 점수는 5점 만점 기준 
중상 정도였고, 하부 영역의 점수에서 행동 중심적 전략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건설적 사고 전략, 자연적 보상 순이었다<표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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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증               (N=39)  

 a Mann-Whitney U test ; b Chi-square test 

변수
n(%) or M±SD χ2 

or t p실험군
(n=20)

대조군
(n=19)

성별 남자 5(25.0) 3(15.8) .695
여자 15(75.0) 16(84.2)

연령 평균 22.35±1.53 22.37±1.89 -0.296a .776

지각한 학교성적
상 6(30.0) 3(15.8) 2.182 .356
중 13(65.0) 16(84.2)
하 1(5.0) 0(0.0)

토론 또는 
발표에 대한 
태도

매우 좋아함 4(20.0) 6(31.6)

2.236 .814
좋아함 6(30.0) 4(21.1)
보통 8(40.0) 7(36.8)
싫어함 1(5.0) 2(10.5)
매우 싫어함 1(5.0) 0(0.0)

전공만족도
만족 12(60.0) 7(36.8)

2.116 .451보통 6(30.0) 9(47.4)
불만족 2(10.0) 3(15.8)

성격 내성적 11(55.0) 10(52.6) 0.022b .882
외향적 9(45.0) 9(21.1)

팀 학습 수업 
경험

있음 13(65.0) 15(78.9) .695
없음 7(35.0) 4(21.1)

대인관계 만족도
만족 14(70.0) 10(52.6)

1.553 .648보통 5(25.0) 8(42.1)
불만족 1(5.0) 1(5.3)

지각한 
의사소통능력

상 4(20.0) 9(47.4) 4.115 .082
중 14(70.0) 10(52.6)
하 2(1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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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대상자의 문제해결능력 영향 변수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증     (N=39) 

변수
 M±SD

 t p실험군
(n=20)

대조군
(n=19)

비판적 사고 성향 3.66±0.47 3.54±0.53  0.979 .334
지적 열정/호기심 3.49±0.95 3.54±0.71 -0.192 .849
신중성 3.39±0.77 3.11±0.72 1.181 .245
자신감 3.66±0.58 3.53±0.65 0.691 .494
체계성 3.40±0.71 3.26±0.79 0.568 .574
지적 공정성 3.98±0.54 3.83±0.48 0.888 .380
건전한 회의성 3.65±0.69 3.66±0.65 -0.037 .971
객관성 3.83±0.86 4.01±0.55 -0.791 .434

셀프 리더십 3.74±0.42 3.57±0.35 1.354 .184
행동 중심적 전략 3.81±0.50 3.57±0.48 1.502 .141
자연적 보상 전략 3.59±0.61 3.39±0.52 1.107 .276
건설적 사고 전략 3.70±0.60 3.64±0.49 0.315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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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종속변수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증

   대상자의 종속변수인 지식, 문제해결능력은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표 4> 대상자의 종속변수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증                      (N=39)

변수
n(%) or M±SD

t p실험군
(n=20)

대조군
(n=19)

지식 7.20±1.64 6.63±1.98   0.979 .334
문제해결능력 3.46±0.44 3.48±0.41 -0.135 .893

 문제명료화 3.65±0.44 3.68±0.60 -0.202 .841
원인분석 3.43±0.49 3.45±0.42 -0.155 .878

정보수집 3.38±0.58 3.40±0.56 -0.109 .914
분석 3.48±0.73 3.51±0.56 -0.121 .904

 대안개발 3.39±0.42 3.40±0.48 -0.069 .945
확산적 사고 3.14±0.37 3.07±0.54  0.451 .654
의사 결정 3.64±0.60 3.73±0.55 -0.466 .644

계획/실행 3.32±0.46 3.33±0.55 -0.070 .945
기획력 3.52±0.61 3.51±0.57  0.078 .939
실행과 모험 감수 3.11±0.67 3.15±0.65 -0.177 .860

수행평가 3.62±0.65 3.64±0.53 -0.144 .910
평가 3.66±0.76 3.66±0.54 -0.015 .988
피드백 3.57±0.68 3.61±0.62 -0.195 .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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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 검증

1) 가설 1. 액션러닝 기반 중환자실 간호학생 임상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중환자 간호 지식이 더 증가할 것이다. 

   
  실험군의 지식 점수는 사전 7.20±1.64점에서 사후 9.10±2.10점으로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사전 6.63±1.98점에서 사후 7.63±2.29점으로 증가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
의 지식 점수의 증가량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1.185, p=.252). 따라서 가설 1은 
기각되었다<표 5>.  
  
<표 5> 두 그룹의 지식 차이                                           (N=39)  

 

변수 그룹 M±SD t p설험 전 실험 후 전·후 차이

지식 
실험군
(n=20) 7.20±1.64 9.10±2.10 1.90±1.68 1.185 .252
대조군
(n=19) 6.63±1.98 7.63±2.29 1.00±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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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 2.  액션러닝 기반 중환자실 간호학생 임상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문제해결능력이 더 증가할 것이다. 

  실험군의 문제해결능력은 사전 3.46±0.44점에서 사후 3.83±0.06점으로 증가하였
고, 대조군은 사전 3.48±0.41점에서 사후 3.47±0.45점으로 약간 감소하였다. 두 군
간의 문제해결능력 점수의 증가량에 대해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유의미한 차
이가 있었다(t=4.006, p<.001). 따라서 가설 2는 지지되었다<표 6>.
  실험군은 문제해결능력의 모든 하부 영역에서 실험 전에 비해 점수가 상승하였으
나, 대조군과 비교하여 점수량의 변화가 정보수집 능력은(t=0.561, p=.578)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문제명료화(t=1.756, p=.087), 기획력(t=1.771, 
p=.085)은 유의한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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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두 그룹의 문제해결능력 차이                                    (N=39)  

 

변수 그룹 M±SD t p설험 전 실험 후 전·후 차이
문제해결능력 실험군(n=20) 3.46±0.44 3.83±0.40 0.37±0.34 4.006 <.001

대조군(n=19) 3.48±0.41 3.47±0.45 -0.01±0.24
 문제명료화 실험군(n=20) 3.65±0.44 3.81±0.46 0.16±0.39 1.756 .087

대조군(n=19) 3.68±0.60 3.61±0.55 -0.07±0.44
 원인분석 실험군(n=20) 3.43±0.49 3.80±0.45 0.37±0.46 2.402 .022

대조군(n=19) 3.45±0.42 3.52±0.38 0.06±0.31
정보수집 실험군(n=20) 3.38±0.58 3.60±0.64 0.22±0.75 0.561 .578

대조군(n=19) 3.40±0.56 3.51±0.59 0.11±0.50
 분석 실험군(n=20) 3.48±0.73 3.99±0.41 0.51±0.51 2.686 .011

대조군(n=19) 3.51±0.56 3.53±0.40 0.02±0.62
대안개발 실험군(n=20) 3.39±0.42 3.84±0.38 0.45±0.28 4.759 <.001

대조군(n=19) 3.40±0.48 3.37±0.56 -0.03±0.35
확산적사고 실험군(n=20) 3.14±0.37 3.61±0.52 0.47±0.41 2.532 .016

대조군(n=19) 3.07±0.54 3.14±0.67 0.06±0.58
의사결정 실험군(n=20) 3.64±0.60 4.07±0.56 0.43±0.47 4.087 <.001

대조군(n=19) 3.73±0.55 3.60±0.54 -0.13±0.37
 계획/실행 실험군(n=20) 3.32±0.46 3.72±0.56 0.40±0.45 2.786 .008

대조군(n=19) 3.33±0.55 3.36±0.66 -0.04±0.35
 기획력 실험군(n=20) 3.52±0.61 3.92±0.76 0.40±0.64 1.771 .085

대조군(n=19) 3.51±0.57 3.57±0.63 0.06±0.53
 실행과    
 모험 감수

실험군(n=20) 3.11±0.67 3.51±0.50 0.40±0.58 2.222 .032
대조군(n=19) 3.15±0.65 3.16±0.86 0.01±0.51

 수행평가 실험군(n=20) 3.62±0.65 3.98±0.49 0.37±0.52 2.087 .008
대조군(n=19) 3.64±0.53 3.56±0.53 -0.08±0.47

 평가 실험군(n=20) 3.66±0.76 4.09±0.49 0.43±0.65 2.462 .019
대조군(n=19) 3.66±0.54 3.57±0.57 -0.09±0.68

 피드백 실험군(n=20) 3.57±0.68 3.87±0.62 0.30±0.62 2.064 .046
대조군(n=19) 3.61±0.62 3.55±0.62 0.06±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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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설 3. 액션러닝 기반 중환자실 간호학생 임상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실습 만족도가 더 증가할 것이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임상 실습 후 실습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t=2.117, 
p=.041), 가설 5는 지지되었다<표 7>. 하부영역을 살펴보면, 실습지도와 성취도는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흥미 영역의 점수는 실험군이 대조
군에 비해 상승하였으나, 그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 7> 두 그룹의 실습 만족도 차이                                     (N=39)

변수 그룹 실험 후 t p
M±SD

실습 만족도 실험군(n=20) 4.19±0.33  2.117 .041대조군(n=19) 3.87±0.59

    흥미
실험군(n=20) 3.83±0.46

 1.067 .293
대조군(n=19) 3.61±0.79

    실습지도
실험군(n=20) 4.60±0.40

 2.117 .041
대조군(n=19) 4.25±0.63

    성취도
실험군(n=20) 4.27±0.46

 2.350 .024
대조군(n=19) 3.84±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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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본 연구는 액션러닝 기반 중환자실 실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한 후 지식,  문
제해결능력, 실습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장에서는 본 
프로그램의 개발과 프로그램을 적용한 효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A. 액션러닝 기반 중환자실 실습 프로그램 개발

  본 프로그램은 국·내외 문헌고찰을 통해 개발하여 전문가 내용타당도를 거쳐 최종안
을 개발하였다. 학습자의 경험이 의미 있는 학습으로 변환되는 과정을 강조한(Akella, 
2010) 경험학습이론을 이론적 기틀로 액션러닝의 문제해결과정을 중재적 기틀로 하여 
간호대학생이 중환자실 실습기간 동안 구체적 경험, 성찰적 관찰, 추상적 개념화, 적극
적 실험을 거치면서 학생들이 각 각의 변환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학습을 성취하
는 팀 기반의 학습자 활동 중심의 중환자실 임상실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논의
에서는 성인간호학 실습에서 액션러닝 적용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선행연구 프로그램의 
차이점과 향후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간호학의 임상실습에서 액션러닝 학습법을 통한 문제해결과정을 적용한 선행 연구
들은 주로 국내 연구들로 간호관리학 실습 2주(Jang, & Park, 2012; Kim, & Kim, 
2010), 노인간호학 실습 1주(Kwon, Kwon, & Park, 2016), 모성간호학 실습 2주
(Kim, & Park, 2014)의 실습 기간에 실시되었다. 위 선행연구들은 문제를 파악한 후 
해결안을 도출하는 순서로 진행되는 액션러닝 학습법의 문제해결과정에 따라 프로그
램을 개발하였고, 이론적 모델에 기반을 두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실습 
현장에서 경험한 실제 환자의 간호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성취되는 학습현상을 
Kolb’의 경험학습이론의 4가지 요소에 근거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 
  대학교육에 활용되는 액션러닝은 조직의 문제해결을 위해 적용하는 경우와 달리 문
제해결과 동시에 교과목의 학습목표도 달성해야 하므로 과제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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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 2011; Chnag, 2013; Kim, & Bong, 2016). 선행연구에서 과제선정의 기준
을 제시한 연구는 간호관리학 임상실습의 간호생산성 향상과 간호서비스 마케팅 서비
스 개발과 같이 창의적 문제해결방법(Kim, & Kim, 2010) 범위에서 진행한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Chang(2013)은 액션러닝에 경험이 많은 교수는 학습목표를 반영하
여 과제선정 기준을 먼저 결정하고 학생들에게 제시한 후 학생들이 과제를 선정하게 
하였음을 보고하였는데, 즉 과제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하면 과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액션러닝 기반 대학교 수업의 과제선
정기준의 5요인 모델에 근거하여, 중환자실 실습 학습목표와 부합하면서 개인과 팀의 
역량 개발에 기여하고 실무현장의 문제이면서 난이도가 적정하고 평가의 용이성을 감
안하여(Kim, & Bong, 2016), 중환자실 환자의 주요 간호문제로 과제선정범위를 제
공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성인간호학의 중환자실 실습의 학습목표에 부합하도록 간호사로서 
중환자실 환자의 간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거기반의 간호중재 포함한 간호중재안
을 도출하는 문제해결과정으로 구성하였다. 실습 첫 1~2일 동안 학생 개인이 경험하
는 환자의 간호문제에 중 과제선정범위에 포함되는 주요 간호문제에 대해 근거기반
실무의 임상질문을 성찰을 개인 수준에서 실시하도록 하였다. 실습 3일 째인 2차시
에 개인이 성찰한 문제를 질문과 학습도구를 이용한 다양한 측면의 팀 성찰 활동을 
통해 팀 과제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간호문제를 다양한 측면의 현장 
활동과 문헌 검색 등으로 연구하고, 도출한 간호중재에 대해 현장에서 타당성을 확
인한 후 최종 간호중재안을 도출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경험학습이론과 액션러닝
학습법에서 성찰은 학습과정에서 중요 요소이다(Kolb, 1984; Marquardt, 2011). 성
찰은 개인의 경험이 개인적 성장과 교육적 학습으로 변환을 촉진시키며(Ash, & 
Clayton, 2004), 간호교육에서 이론과 실무의 연결하는 역할을 통해 전문직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한다(Dube, & Ducharme, 2015). 본 프로그램에서도 매 차시 마지
막에 개인 성찰 일지 작성 및 팀 성찰 나눔 시간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자기 성찰과 
더불어 수용적인 분위기에서 팀 성찰을 진행하여 서로에 대한 이해 및 팀 역동을 증
가시키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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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근거기반 간호를 수강하지 않은 학생으로 간호중재
안 도출을 위해 근거기반간호에 대한 기본적 지식 습득이 필요하였다. 이에 근거기반
간호 개념, 임상질문 형성, 정보검색 등의 필요한 부분을 한 번에 강의하지 않고, 효
과적 전달과 이해를 위해 필요 차시에 맞추어 해당 부분을 강의한 후 팀이 관련 학습
활동을 진행하도록 차시를 구성하였다. 또한 환자의 근거기반간호 단계를 모두 프로
그램에 적용하지 않고, 대조군이 간호과정의 틀에서 학생들이 작성했던 교과서 수준
의 간호중재와 다르게 실험군의 경우 현장의 간호 간호문제를 해결하는 문제해결과정
에서 임상질문 형성, 데이터베이스로 검색한 결과를 팀 과제의 최종결과물에 근거기
반의 간호중재를 포함하는 수준으로 조정하였다. 근거기반실무는 환자에게 질적이고 
안전한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 요소로서(Stevens, 2013), 학부수준에서부터 체
계적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간호학생들은 실무와 연계성 부족으로 근거기반간호에 
대한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므로(Billings, & Kowalski, 2006; Newton & 
Mckenna, 2007), 임상실습교육에서 근거중심의 실무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는 것이 중요하다(Aglen, 2016; Park, 2011). 중환자실은 근거기반 실무가 중요하
고 관련 연구가 상대적으로 활발한 실습환경으로 간호학생이 근거기반 간호에 대한 
학습을 경험하기에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Maddison, & Strang(2017)는 액션러닝
의 성찰활동이 실무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촉진하여 근거 기반의 최선의 간호 실무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결과변수로 측정하지는 않았지만, 액
션러닝 학습법이 중환자실 실습 중 근거기반 간호실무의 학습경험을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본 연구의 프로그램을 기초
로 중환자실 실습 중 학생의 근거기반간호 선행학습 정도에 따라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프로그램은 팀 당 3~4명으로 구성한 소규모의 팀 기반의 액션러닝 문제해결과
정을 적용하였다. 팀 기반 학습(Team Based Learning, TBL)은 팀원이 모두 동일한 
내용을 학습하지만, 팀 기반 문제해결과정에서는 팀 구성원이 내용을 분담하여 준비
하여야 하므로 책임감 있는 학습 참여와 적극적 활동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개인
은 다양한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다(Chang, 2015). 본 연구에 참여한 4학년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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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학년부터 동일한 반으로 4학년까지 진급하고, 3학년부터 임상실습 스케쥴의 배정 
상 같은 팀으로 실습한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팀 학습의 경험이 비교적 적고 액션러
닝 교육 경험이 없었다. 이에 팀 빌딩 시간 및 매 차시 시작의 아이스브레이크 시간
을 통해 팀의 화합과 학습의지를 고취하고, 워크북을 이용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
여 프로그램 목표, 진행 방법 및 과제물 형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새로운 학
습 방법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자 하였다. 또한 다음 단계 학습활동을 위해 필요한 간
략한 강의를 실시하여, 학습에 가이드를 제공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하며, 이메일 등을 
이용한 필요한 지지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교수자의 치 한 프로그램 계획과 운영은 
팀 학습에서 집단지성이 발휘되기 위해 중요한 조건으로 간주되고 있다(Chang, 
2015; Jeon, 2013). 액션러닝 프로그램 진행시 촉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선행연구
에서 간호사와 조산사의 직업적 발전과 액션러닝을 통한 학습을 연결 해 주는 촉진자
의 역할이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Machin, & Pearson, 2014). 또한  
학습팀이 문제의 발견에서 해결 방법을 찾는 학습의 여정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성찰
을 촉진하고 지지하는 촉진자의 활동은 성공적인 액션러닝을 위한 필수 요소 중 하나
이다(Marquartdt, 2011). 따라서 향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과 더불어 촉진
자로서 전문적 역량 개발을 위한 촉진자 수준에 따른 훈련 프로그램이 간호교육 영역
에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전통적 임상실습 시 간호학생은 현장의 간호사에게 배정되고, 그 간호사가 담당한 
환자의 간호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의 학습 기회는 학생의 요구도 
보다는 배정된 환자의 진단명에 의해 제한을 받게 된다(LeFlore, Anderson, Michael, 
Engle, & Anderson, 2007). 또한 실습현장에서 학생들은 비판적 사고나 임상적 판단
력이 요구되지 않는 환자의 안전에 해를 미치지 않는 단순한 간호행위를 수행하거나 
주로 간호사를 따라다니면서 관찰 경험에 의지하는 수동적 학습이 진행되고 있는 현
실이다. 그러나 간호학생 시절의 임상실습 경험은 자신감, 소속감, 직업적 발전의 동
기, 간호사가 되기 위한 준비 등에 영향을 미치는(Edwards, Smith, Courtney, 
Finlayson, & Chapman, 2004; Murphy, Rosser, Warner, & Jordan, 2012) 중요하고 
필수적인 학습과정이다. 따라서 임상 실습 교육 영역에서 다양한 전략 개발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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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은 향후 중환자실 및 성인간호
학 임상실습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액션러닝의 프로그램에서 차시 미팅의 시간은 개인과 팀의 성찰 시간이
면서, 문제해결과정의 학습 측면에서는 각 차시의 학습목표를 완성하기보다는 현재까
지의 학습을 완성하거나 다음 단계를 위한 계획 수립의 활동 시간으로 구성된다. 실
습 기간 안에 문제해결과정이 진행되며 결과물이 산출되어야 하므로, 본 프로그램에
서도 관련 선행연구(Kim, & Kim 2010; Kwon, Kwon, & Park, 2016)와 같이 학생
들이 추가적인 학습 활동을 하였고, 연구자도 팀 학습을 지지하기 위해 이메일, SNS 
등의 매체를 이용하였다. 액션러닝 학습 운영에서 차시 모임의 시간 부족에 관한 어
려움이 보고되고 있으며(Dinkin, & Frederick, 2013; Kwon, Kwon, & Park, 2016; 
Stark, 2006), 컴퓨터 기술을 이용한 가상공간을 팀 구성원 간의 소통 및 성찰을 위
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Cho, & Egan, 2009; Currie, Biggam, 
Palmer, & Corcoran, 2012). 현재 간호학생들은 SNS 등을 통한 의사소통에 친숙한 
세대이므로 임상실습 교육에서 여러 병원에서 실습을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의 가상공간을 활용한 액션러닝 교육법은 지역적 거리와 시간적 제한적 요인에 대한 
보조적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향 후 가상공간의 플랫폼 활용을 포함한 프
로그램 개발에 관심이 필요하다. 

B. 액션러닝 기반 중환자실 실습 프로그램 효과 평가

  간대호학생을 대상으로 액션러닝 기반 중환자실 실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한 
결과 본 프로그램은 문제해결능력과 실습 만족도에 효과적이었으며, 이에 본 장에서
는 결과 변수에 따른 효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의 지식에 미치는 통계
적 유의성은 없었다.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사전 사후 점수가 증가하였지만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본 연구에서 실험 처치 기간이 비교적 2주로 짧았고, 적은 
샘플크기, 학생들이 관련 지식을 정확히 습득한 후 시험 본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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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실습하면서 경험한 간호 상황 지식에 근거하여 답을 유추하여 시험을 본 영향이 
작용 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대학생 대상 관련 액션러닝 선행연구에서 지식을 
측정한 연구가 없어 결과를 직접적으로 비교는 어렵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경험학
습모델에 근거한 학습이 성찰적 활동은 물론 관련 지식과 기술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가 있고(D'Amour & Guilmond, 2010), 비슷한 맥락에서 팀에서 과제로 정한 주제에 
대해서는 지식 및 기술의 향상은 가능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액션러닝에
서 학생들의 성찰 활동과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활동이 팀 과제 내용 지식 외의 기
타 경험지식의 향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대상자 수를 확대한 후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 결과 프로그램 적용 후 실험군의 문제해결능력은 유의하게 상승한 반
면, 사례의 간호과정을 적용한 대조군의 경우 사전과 사후 점수에 변화가 거의 없었
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 대상으로 액션러닝교육법을 적용한 이론 및 실습 교육 
후 동일한 도구로 측정한 연구(Jang, Kim, & Park, 2014; Jang, & Park, 2012;  
Kwon, Kwon, & Park, 2016), 다른 도구를 사용한 연구(Kim, & Kim, 2010; Kim, 
& Park, 2014)결과와 유사하다. 본 연구의 대상자의 사전 문제해결능력 평균 점수는 
5점 만점 중 실험군 3.46점과 대조군 3.48점으로, Jang, & Park (2012)의 4년제 대
학 4학년의 사전 조사의 대조군 3.48점으로 3.46점, Jang, Kim, & Park (2014)의 4
년제 대학 2학년의 실험군 3.50점, 대조군 3.59점, Kim (2017)의 3.59점과 비슷하
고, Kwon, Kwon, & Park (2016)의 3학년 대상으로 실험군 2.91점, 대조군 3.11점
보다는 높았다. 본 연구 대상자의 사전 점수 중 낮은 2개 하위 요소는 실험군과 대조
군 모두에서 실행과 모험 감수, 확산적 사고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장 낮은 점수가 확
산적 사고였던 선행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Jang, Kim, & Park, 2014; Jang, & 
Park, 2012). 문제해결능력에서 확산적 사고는 추상적 상황에 대한 아이디어 도출의 
개념으로 창의성과 관련된 부분이다(Lee, Chang, Lee, & Park, 2003). 따라서 간호
학의 특성 상 창의적 학습보다 전공과목 위주의 국시 대비 암기 학습 또는 지식 및 
기술 습득 위주의 교육방법의 영향일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간호는 근거 및 과학적 
학문일 뿐 아니라 대상자의 상황에 따른 최선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창의성에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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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판단 및 추론 능력이 필요하므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학부 교육 방법의 다양성에 
대한 지속적 관심 및 개발이 요구된다. 한편, 본 연구의 문제해결능력의 5개의 하위 
능력 요소 중 문제명료화와 원인분석 능력의 하위 요소인 정보수집 점수는 상승하였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문제명료화와 정보수집에서 통계적 결과
는 동일한 도구로 간호관리학 이론과 실습 교육에 적용한 연구(Jang, & Park, 2012)
와 유사하였다. 또한 다른 도구로 측정한 문제 발견의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던 연구의 결과(Kim, & Kim, 2010; Kim, & Park, 2014)도 확인할 수 있어 학
생들이 프로그램 시작에서 문제 선정 및 명료화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시사한다. 한
편 본 연구의 결과 타 연구에 비해 문제명료화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향을 보인 
것은, 명료화 단계에서 임상질문 형성이 환자의 문제 인식 및 체계화에 일부 긍정적
으로 작용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향후 반복 및 확대연구에서는 문제명료화 
단계부터 교수의 지도 외에 현장 지도자의 조언과 지도를 포함한다면(Kim, & Kim, 
2010),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적절한 난이도의 타당한 문제 선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원인분석 능력 중 정보수집 항목이 유의하지 않았던 
이유는 실험군 학생들에게 익숙하지 않았던 근거기반 자료 검색 방법과 관련된 어려
움이 반영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또한 간호대학생 대상 선행연구에서 비판적 사
고 성향은 문제해결능력에 가장 큰 영향요인이고(Kim, 2010), 셀프 리더십과 비판적 
사고 성향이 두 변수가 문제해결과정(Lee, & Cho, 2012)과 문제해결능력(Kim, 
2017)에 주요 영향 변수임이 보고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두 영향변인에 대해 실
험군과 대조군 간 사전 동질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문제해결능력을 측정하여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진된 결과를 확인한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학 실습에서 비판적 사고에 근거한 간호문제해결을 위해 주로 
사용하고 있는 간호과정의 일률적인 간호진단과 중재에 대한 성찰의 필요성을 주장한 
Chang et al., (2013)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학생은 스스로 질문 및 질문 생성의 
촉진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연습은 문제해결능력을 상승시킬 수 있다
(Woo, Yoo, & Park, 2015). 또한 실험군의 개인 및 팀 성찰과 환자의 사례에 따른 
간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성에 근거한 다양한 측면의 분석과 의사결정 훈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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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능력 중 특히 대안개발 능력에 특히 유의한 통계적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생
각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실습 만족도가 유의하게 상승하
였다. 단 실습 만족도의 하부영역 중 흥미는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높았으나,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실험군의 경우 프로그램 동안 
지속적으로 과제활동이 진행되어 대조군에 비해 과제물에 대한 부담이 스트레스로 작
용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되고, 관리학 실습에서 2주의 기한 동안 과제 완성에 대한 부
담(Jang, & Park, 2012)과 비슷한 맥락이다. 국내 간호학생에게 임상실습에서 과제물
이 임상실습 스트레스 요인으로 보고되었다(Lee, You, & Park, 2015). 한편, 선행연
구에서 중환자실 실습 후 실습만족도는 간호학생의 중환자 간호 수행능력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며(Yang, 2011), 실습 만족도가 높을수록 중환자 간호역량 중 간호기
술이 증가됨(Kim, Kim, & Lim, 2016)이 보고되고 있다. 특히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는 간호사로 역할이행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실습 불안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임상실습 만족도는 향상시키고 실습 불안은 감소시키는 다
양한 교육적 전략이 요구되므로(Lee, Uhm, & Lee, 2014), 이에 대한 액션러닝 교육
법이 효용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 실습 만족도는 측정 도구에 
따라 여러 하부 영역으로 구성되는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흥미, 실습지
도, 성취도의 영역으로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지만, 향 후 다른 하위 개념을 포함한 
다른 연구에 사용된 도구로 측정한다면 결과의 일반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실험군과 대조군이 실습한 중환자실은 공식적인 프리셉터가 없는 
곳으로, 측정하지는 않았지만 학생들은 현장 멘토십의 부족(Ralph, Walker, & 
Wimmer, 2009)과 질문을 잘 할 수 없는 등의 의료진과 관계의 어려움(Lee, You, & 
Park, 2015)을 중환자실의 특성 상 더 경험할 수 있다. 임상실습 영역에 적용된 액션
러닝 학습법은 기존의 관찰 중심으로 의료인을 따라다니는 수동적 실습 방법에서 탈
피해서 정해진 기한까지 현장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계에 따라 학습 활동에 참여
하고, 문제의 원인 분석 및 도출안의 타당성 검증에서 정도에 차이는 있으나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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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조사 및 현장의 피드백을 받게 된다. 그 과정 동안 교수자는 촉진자로서 지지적
인 역할을 제공하는 틀을 기본으로 한다. 이러한 액션러닝 교육의 특성들은 실습 학
생에게 지지적이고,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교육적 임상 환경 조성에 일부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곧 긍정적 임상 환경은 학생의 실습 불안을 감소
시키고, 미래의 간호사로서 역할 정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Melincavage, 2011). 또
한 Walker, Rossi, Anastasi, Gray-Ganter, & Tennent(2016)는 간호대학생의 학습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임상 실습 시 경험하는 교육적 학습 경험에 
적극적 참여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액션러닝에서 진행되는 현장 실무와 접한 관
련성 및 학생의 적극적 활동과 일맥상통한다. 이에 본 프로그램이 학생들이 경험하는 
임상 실습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향 후 질적 연구의 방법과 양적 연구의 방법으로 진
행되어 확인이 필요한 영역이다. 

C. 연구의 의의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 실무 측면에서 학부의 실습 현장에서 훈련되는 근거기반 간호의 적용 
및 문제해결능력의 증진은 향 후 실무 간호사로서 간호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실습 현장에 대한 간호 문제 이해 및 해결을 위한 활동의 경험
은 간호학생의 실습지에 대한 소속감 증가 및 간호사로서 이행에 도움이 되어 신규 
간호사로서 적응과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간호 실무의 인력 관리에 기여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간호 교육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액션러닝 기반 중환자실 임상실습 
프로그램은 직접 간호의 경험과 학습이 어려워지고 수동적인 간호학생의 실습 교육 
환경에서 임상 현장에서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과제를 해결하는 동안 간호
의 지식과 실무의 연계를 직접 경험하며 학습 목표 달성 및 간호 역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교육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본 프로그램은 간호교육의 임상 실습 
교육 발전을 위한 교수 학습 전략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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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향상과 교수의 임상 현장과 학생 학습 활동 진행을 위한 긴 한 협조 활동을 
통해 임상과 교육 현장과의 이해와 협력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간호 교육법으로 활용
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임상실습 교육에서 학습이 필요한 근거 기반 간호
를 임상 실습과 연계 할 수 있는 교육적 전략의 예를 제시하였다.  
  셋째. 간호 연구 측면에서 중환자실 및 성인간호학 실습 영역에서 액션러닝 학습법
을 적용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여러 임상 실습 과목에서 본 프로그램의 중재 요소를 
참고하여 다양한 후속 연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D.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일개 대학의 중환자실 실습에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대상자 선정을 무작위로 배정하지 못하여 선택편의를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실험처치의 차이로 자료수집절차에서 이중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없었고, 호
손효과의 가능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자 수가 적은 제한점이 있으므로, 향 후 대상자 수를 확대하여 
반복 및 확대연구를 통해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참여 학생의 액
션러닝과 근거기반간호에 대한 숙련성 부족이 실험의 효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셋째, 본 프로그램은 팀 학습으로 운영되는데, 임상 실습 계획에 따라 진행되므로 
팀 구성에 제한이 있었다. 따라서 개인의 성격 변인, 팀의 학습 분위기와 역동성에 차
이가 존재 할 수 있으며 이는 실험의 효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유의한 효과를 보인 문제해결능력은 실제 상황에서 객관적 자료
로 측정한 것이 아니라 자가 보고식 설문지의 결과를 보고한 한계가 있다.
  다섯째, 동일한 연구자가 실험군과 대조군의 처치를 진행하였지만, 실험자 효과가 
나타났을 수 있으며, 연구자 개인의 새로운 교육법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연구 결과
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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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Ⅶ. 결론 및 제언

A. 결론 

  본 연구는 액션러닝 기반 간호학생 중환자실 실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한 후 
지식, 문제해결능력, 실습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프
로그램은 문헌 고찰을 통해 개발되었으며, 전문가의 내용 타당도를 거쳐 최종 확정되
었다. 효과 평가를 위해 문제해결능력에 영향 변인인 비판적 사고 성향과 셀프 리더
십을 통제한 후 비 동등성 대조군 전 후 시차설계를 이용하였으며, 결과 분석은 
SPSS-WIN 21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액션러닝 기반 간호대학생 중환자실 실습 프로그램의 효과로 지식의 변화는 실험  
   군과 대조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액션러닝 기반 간호대학생 중환자실 실습 프로그램의 효과로 문제해결능력의 변화  
   는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았다. 
3) 액션러닝 기반 간호대학생 중환자실 실습 프로그램의 효과로 실습 만족도는 실험  
   군이 대조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간호학생 중환자실 실습 프로그램은 문제해결능력
과 실습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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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제언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연구 측면에서 먼저 실험 연구로서 성인 간호학 및 중환자실 임상실습에서 
표본 크기를 확보하여 적용한 후 종속 변수의 효과를 확인하는 반복 및 확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질적 연구로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의 학습 경험과 지도한 현장 실무
자의 관점을 측정하여 교육적 임상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바를 탐색하는 연구가 이루
어져야 하겠다. 
  둘째, 실무 측면에서 중환자실 실습시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결과물을 완성하
는 과정에서 교수의 촉진자 역할 외에 현장 지도자의 학생 활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협조와 피드백이 요구된다. 실무 현장의 협조 정도에 따라 학생이 임상실습에서 경험
하는 이론과 실무를 연결하는 학습 경험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실습 
전 현장 간호사, 프리셉터 및 수간호사의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협조가 요구되며, 
지원을 요청하는 학교와 실습 현장 간의 협력적 관계 도모가 필수적이다. 또한 프리
셉터가 있는 실습지의 경우 교수자의 촉진자 역할에 현장의 프리셉터를 포함시킨다면 
학생의 성찰 및 학습 활동에 긍정적 영향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정책 측면에서 간호학에서 좀 더 효과적이고 내실 있는 임상실습을 위한 다
양한 교수 학습 방법 및 교육적 전략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다.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능력 증진을 위해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간호과정 틀 외에 3~4학년 동안 경험하
는 1,000시간의 임상 실습에서 실습 교과목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단계적이고 다양한 
교육적 방법의 적용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역량 및 학습 성과에 대한 연구와 활동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책적 연구 지원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타 영역의 다양한 교수 학습법을 간호학 실습 영역에 접목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
원과 연수 기회를 포함한 교육을 체계화 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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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양적
·간호전문직관
·의사소통능력

-질적
·내용분석

·집단역동성

장금성과 
박순주 2012

간호관리학 
강의 및 

실습

·강의: 1학기   
         

2학점  
·실습: 2주 

단일군 전후 
설계

·문제해결능력
·팀효능감

·수업만족도
장금성, 

김남영과
박현영

2014 창의적 
문제해결 1학기 2학점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
·문제해결능력

·창의성
·팀구성원교환관계

김연순과 
김진영 2014 다문화간호 1학기 2학점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 ·문화적 역량

김정효와 
박미경 2014 여성건강간

호학 실습 실습기간 2주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

·셀프리더십
·팀효능감

·문제해결과정
·창의성

·비판적사고

홍세훈 2016 영적간호 1학기 1학점 단일군 전후 
설계

·영적요구
·영적안녕

·영적간호역량
장금성, 

김은아와 
박현영

2015 근거기반
간호 1학기 1학점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
·근거기반수행역량

·정보활용능력
·문제해결적극성

권상민, 
권말숙과 
박지연

2016 노인간호학 
실습 실습기간 1주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팀효능감
김소명과 
박상연 2016 정신간호학 1학기 2학점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
·비판적 사고 능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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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도구 사용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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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프로그램 차시별 교육안

차시 1
주제(기간) 프로그램 소개 및 팀 빌딩(실습 전 오리엔테이션)
학습목표 1. 프로그램의 목적을 알고 이해한다.

2. 팀원 간의 관계형성 및 화합을 도모한다. 
활동명

(배정시간)    학습팀 활동 교수자 활동 준비물

도입
(15분)

·조별 착석 및 인사
·Ice-Break 게임
·1차시 아젠다 이해

·Ice-Break 게임 소개(반전
역전게임) 및 촉진
·학습목표 및 아젠다 설명

·PPT
워크북

전개 I
(35분)

·팀 빌딩(15분)
 -자기소개(네임텐트)
 -팀 이름 결정(네임텐트) 
 -팀 구호 및 규칙 결정
 -차시별 역할 정하기
   (팀장, 서기)
·중환자실 실습 이해(20분)

·촉진자 역할 및 진행
 
·중환자실 실습 안내
 

·A4 
·네임펜
·포스트잇
·실습
 지침서

  휴식 (10분)

전개 II
(20분)

·프로그램 이해(20분)
-목적, 진행 방법, 단계,  
 양식, 학습도구 등

·프로그램 및 액션러닝 소개
·진행 및 단계(차시) 설명
·양식 및 도구 사용 설명
(명목집단법, 
 의사결정그리드) ·PPT

·A4 
·네임펜
·포스트잇  
·이젤패드
·워크북정리

(40분)
 
·개인 및 팀 성찰(15분)
·Q & A(5분)

·다음 차시 안내(20분)
-학습활동
-강의: 과제선정범위, PICO  
        등 
☞과제(양식 1) 
·촉진자 역할 및 정리



- 97 -

차시 2
주제(기간) 과제의 명확화(실습 1~3일)

학습목표
1. 중환자실 환자의 간호문제를 파악한다.
2. 과제선정기준에 따라 적절성을 검토하여 팀 과제를 선정할 수 있  
   다.
3. 선정된 과제의 과제기술서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활동명
(배정시간)    학습팀 활동 교수자 활동 준비물

도입
(10분)

·Ice-Break 게임
·이번 차시 팀 역할 확인
·팀 구호 외치기
·2차시 아젠다 이해

·Ice-Break 게임 소개
(슈퍼스타 인터뷰)및 촉진
  
·학습목표 및 아젠다 설명

·PPT
·워크북
·A4

전개 I
(50분)

·양식2: 개인학습과제 토의
(20분)
·의사결정그리드를 이용한  
 팀 과제 선정(10분) 
·양식3: 질문트리를 이용한  
 과제 명료화(20분) 

·팀 과제 선정기준 설명
·개인과제 토의 지침 설명
·양식 및 도구(의사결정 그
리드, 질문트리)설명 
·촉진자 역할
(질문 및 피드백) 

·A4
·B4
·네임펜
·포스트잇

휴식 (10분) 

전개 II
(25분)

·양식4: 과제기술서 초안  
 작성

·과제기술서 예시 및 작성  
 법 설명
·촉진자 역할
(질문 및 피드백)

 
·PPT
·A4 
·네임펜
·포스트잇  
·이젤패드
·워크북정리

(25분)
·성찰(15분)
-개인성찰일지
-팀 성찰

·다음 차시 안내(10분)
-설명:학습활동,원인분석  
  검증 계획서(양식5)
☞과제(양식4 완성)
·촉진자 역할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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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3
주제(기간) 과제의 연구(실습 4~5일)

학습목표
1. 과제기술서를 완성한다.
2. 선정한 과제의 발생 원인을 파악한다.
3. 과제의 원인 파악을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다. 

활동명
(배정시간)    학습팀 활동 교수자 활동 준비물

도입
(10분)

·Ice-Break 게임
·이번 차시 팀 역할 확인
·팀 구호 외치기
·3차시 아젠다 이해

·Ice-Break 게임 소개(점
블퀴즈) 및  촉진
·학습목표 및 아젠다 설명

·PPT
·워크북
·A4

전개 I
(40분)

·양식4: 과제기술서 완성
 (20분)
·양식5: 원인분석 검증계획  
 서 작성(20분)

·촉진자 역할
(질문 및 피드백)
·원인분석 검증 계획서
 설명

·A4
·네임펜
·포스트잇

휴식 (10분) 

전개 II
(35분)

·양식5: 원인분석 검증계획  
 서 작성 계속(15분)

·촉진자 역할
(질문 및 피드백)
·강의: 근거기반 간호 자료  
 이해 및 검색 (20분)

·PPT
·A4 
·네임펜
·포스트잇  
·이젤패드
·워크북정리

(25분)
·성찰(15분)
-개인성찰일지
-팀 성찰

·다음 차시 안내(10분)
-학습활동
☞과제(양식6)
·촉진자 역할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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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4
주제(기간) 해결안 도출 및 타당성 검증(실습 6~8일)

학습목표 1.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해결안을 도출할 수 있다. 
2. 과제해결안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다. 

활동명
(배정시간)    학습팀 활동 교수자 활동 준비물

도입
(10분)

·Ice-Break 게임
·이번 차시 팀 역할 확인
·팀 구호 외치기
·4차시 아젠다 이해

·Ice-Break 게임 소개(절
대로 오목이 아닙니다) 및
촉진
·학습목표 및 아젠다 설명

·PPT
·워크북
·A4

전개 I
(50분)

·양식6: 검증결과서 토의
(30분)
·해결안 도출(20분)

·촉진자 역할
(질문 및 피드백)

·A4
·네임펜
·포스트잇

휴식 (10분) 

전개 II
(25분)

·양식7: 타당성 검증을 위
한 실행방법 계획 (25분)

·촉진자 역할
(질문 및 피드백) ·PPT

·A4 
·네임펜
·포스트잇  
·이젤패드
·워크북정리

(25분)
·성찰(15분)
-개인성찰일지
-팀 성찰

·다음 차시 안내(10분)
-다음 차시 학습목표
☞과제(팀 발표 PPT)
·촉진자 역할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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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5
주제(기간) 실행 또는 최종결과물 도출 및 성찰(실습 9~10일) 

학습목표 1. 최종 과제 결과물을 발표한다.
2. 중환자실 실습 및 학습경험을 나누고 성찰한다. 

활동명
(배정시간)    학습팀 활동 교수자 활동 준비물

도입
(10분)

·Ice-Break 게임
·이번 차시 팀 역할 확인
·팀 구호 외치기
·5차시 아젠다 이해

·Ice-Break 게임 소개(알
파벳 점블퀴즈) 및 촉진
·학습목표 및 아젠다 설명

·PPT
·워크북
·A4

전개 I
(40분)

·팀 발표  
·질문 및 답변

·촉진자 역할
(질문 및 피드백)

휴식 (10분) 

전개 II
(20분)

·팀 발표
·질문 및 답변

·촉진자 역할
(질문 및 피드백)

·워크북
정리

(40분)
·양식8:개인종합성찰일지  
 작성(15분)
·전체 디브리핑(25분)

·촉진자 역할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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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학생 워크북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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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강의 자료(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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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and evaluation a critical care
 practicum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based on 

action learning

                                                        Han, Mira
                                                        Dep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intends to develop and apply critical care clinical practicum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based on experiential learning theory within an interventional 
framework of the problem solving process of action learning, and to subsequently 
measure its effectiveness in developing nursing students’ knowledge, problem 
solving ability and increasing their satisfaction with practicum learning. 
  An extensive review of the literature regarding program development was 
conducted, and the draft version was finalized through the content validity 
verification by experts.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non- 
synchronized design was us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is program. The 
study was conducted from February 24 to March 25, 2017 on senior nursing 
students of a four-year university in M city who were scheduled to take an 
adult critical care practicum for two weeks. Data of 20 participants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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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al group and 19 participants for the control group were analyzed. The 
control group received a conventional program using nursing process regarding 
the case. On the other hand, the experimental group received the program a total 
of 5 sessions program based on action learning. A structured self-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the participants prior to beginning the first session and 
immediately after the final session. 
  The data were analyzed with SPSS/WIN 21.0. and independent t test were 
used for hypothesis testing. Self leadership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were 
found to be influence variables of problem solving ability through literature 
review. Those two factors were controlled before hypothesis testing using 
homogeneity testing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Results of the 
study were that the experiential group reported significantly higher the level of 
problem solving ability(t=4.006, p<.001) and satisfaction(t=2.117, p=.041) than 
control group.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value of problem solving process of action learning 
applied in the critical care practicum area compared with the conventional 
program. In the future, more studies need to be conducted in the same group 
with more participants to validate the effectiveness of dependent variables. 
Further studies should be explored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pproaches to 
verify the effects of action learning method as educational strategies in the 
critical care practicum area for nursing students.

Key words: nursing students, critical care practicum program,  action learning,
            problem solving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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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요약

Development and evaluation a critical care 
practicum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based on 

action learning

                                                        Han, Mira
                                                        Dep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I. Introduction

1. Background
  The change and development in medical environments and healthcare systems 
require nurses not only to acquire knowledge and skills based on scientific 
knowledge, but also to develop nursing competencies to perform tasks according 
to the needs of patients and various fields(Bremner, Aduddell, Bennett, & 
VanGeest, 2006; Institute of Medicine, 2011). Nursing curricula are becoming 
more outcome-based(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2012).  
Nursing education of the 21st century breaks from the traditional paradigm and 
transforms itself according to the changes in and needs of this era. To this end, 
continuous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curricula and education strategies 
are required for nursing students to acquire key nursing competencies(Kim, & 
Ko, 2015; Mackintosh-Franklin, 2016; Park, Kim, Kim, An, & Pyo,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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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nursing science, clinical practicum is an essential course for nursing 
students to achieve professional socialization because it allows them to apply 
knowledge learned from theory courses in practical environments and to acquire 
skills and attitudes to solve the problems of patients(Cho, & Kwon 2007; 
Patterson, Boyd, & Mnatzaganian, 2017). The reality is that it is difficult for 
them to have direct experience and learn the content of the practice to achieve 
the learning objectives of a clinical practicum course(Cho, & Kwon 2007; Lim, 
2011; Nielson, Noone, Voss, & Mathews, 2013). In particular, for critical care 
practicum, nursing students feel anxiety when faced with various direct nursing 
tasks to perform for critically ill patients and unfamiliar equipment, and they also 
feel helpless and maladjusted when they cannot help patients (Park, Hwang, & 
Choi, 2003). 
  A clinical field requires not only the simple application of learned knowledge, 
but also critical thinking ability in a complex situation and problem solving ability 
to solve the problems of patients and surrounding environments(Kaufman, 2003). 
Problem solving ability based on critical thinking is an ability to integrate and 
utilize information by using one’s knowledge in a complex and unpredictable 
situation, and it is an essential ability that professional nurses are required to 
have(Park, & Kwon, 2007). Nursing students should be allowed to not only 
perform specific skills of practical nursing tasks but also perform learning 
activities for problem solving in a clinical practicum field(Kim, 2010; Kim, & 
Choi, 2014), and this requires educational design and strategies(Kim, 2017; Kim, 
Kwon, & Lee, 2017; Kim, & Park, 2012).   
  Action learning is a process in which learners form a small group to solve a 
task by a set point in time with the help of a facilitator, while learning the 
content aspect of the task and the process of task performance through 
knowledge acquisition, questioning, feedback and reflection(Bong, 2011).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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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 learning method, unlike other learning methods, a task to be solved is 
decided through field experiences and learners apply a series of problem solving 
processes on the field basis to solve the tasks selected. 
  Self leadership(Kim, 2017; Kim, & Park, 2012; Lee, & Cho, 2012; Lee, & 
Choi, 2017)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Choi, & Kim, 2007; Chung, 2011; 
Ma, 2009; Kim, & Choi, 2014; Woo, Yoo, & Park, 2015)were found to be 
influence variables of problem solving ability through literature review. For this 
reason, there’s need to be controlled those two factors before hypothesis testing.  
  In Korea, the clinical practicum education for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revolves around outcome evaluation such as a conference and the preparation of 
case reports focused on nursing processes. Particularly, insufficient research has 
been undertaken in the field of adult nursing practicum to develop various 
instructional designs that include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in the learning process 
area to help achieve educational outcomes through student-centered activities
  In this context, this study intends to develop and apply a critical care 
practicum program, which is a part of adult nursing science for nursing students,  
based on action learning, and then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2. Purpose of study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critical care practicum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based on action learning and confirm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The specific purposes are as follows: the first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critical care practicum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based on action 
learning, and the second purpose is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critical 
care practicum program based on action learning in developing nursing students’ 
knowledge, problem solving ability and increasing their practic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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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Methods

 Phase 1. Development of a critical care practicum program based on             
             action learning for nursing students

1) Literature review to develop a draft for the program 
For the purpose of constructing detailed content of the critical care nursing 

practicum program based on action learning, a domestic and overseas literature 
review was carried out mainly on education courses that apply experiential 
learning theory and action learning; practicum program that apply experiential 
learning theory; and related experimental research.

2) Content validity verification by experts
In this study, content validity verification was performed by calculating the 

content validity index(CVI) based on experts’ opinions. A collective agreement 
was considered to have been reached only when a questionnaire item had a CVI 
of 0.8 or higher(Polit, Beck, & Owen, 2007). 

3) Revision and supplement of the program and construction of the final draft
In this study, the first draft was developed within an interventional framework, 

which is comprised of the four key factors of Kolb’s experiential learning theory 
(1984)-concrete experience, reflective observation, abstract conceptualization and 
active experimentation-, and a sequence of the stages of action learning problem 
solving presented by Chang, & Ko(2014) that begins with task clarification and 
proceeds through research on the task, intervention elicitation and validity 
verification, and implement or elicitation and reflection of task outcome. The first 
developed draft was revised through the content validity verification by experts 
to produce the final draft for th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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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2. Evaluation of a critical care practicum program based on action learning  
         for nursing students

1) Design

C1, E1 : General characteristic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elf leadership,    
             knowledge, problem solving ability

X1 : Critical care practicum program based on nursing process
X2 : Critical care practicum course based on action learning
C2, E2 : knowledge, problem solving ability,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um 

2) Participants
  The target population was nursing students in a community and the accessible 
population was students enrolled in a university who were scheduled to take a 
critical care practicum course. Convenience sampling was used to select study 
participants. The test was conducted from February 24 to March 25 on senior 
nursing students of a four-year university in M city who were scheduled to take 
an adult critical care practicum for two weeks. Because the sample was collected 
in one university, there was a need to prevent the diffusion effect of the 
program. Accordingly, those scheduled to take the course in the first and second 
weeks were set as the control group, while those scheduled to take the course 
in the third and fourth weeks were set as the experimental group. G-Power 
3.1.8 was used to calculate the number of study participants. The number of 
study participants needed was estimated to be 26 for each group by using a 
one-tailed independent t-test for the two groups at an effect size of 

 Group Pre 
test Intervention Post 

test
Pre 
test Intervention Post 

test

Control C1 X1 C2

Experimental E1 X2 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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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calculated by using the mean effect value of problem solving process 
variables and standard deviations on the basis of a previous study that applied 
action learning to a maternal nursing practicum for nursing students(Kim, & Park, 
2014), a significance level of 0.05 and a power of 0.8. A total of 20 nursing 
students for each group were selected from among those who were scheduled to 
take the practicum course according to the clinical practicum schedule, except for 
those who would not work in an intensive care unit. One student was excluded 
from the control group in a post-test, and, in the end, the data of 19 students 
in the control group and 20 in the experimental group were analyzed.

3. Tools
1) Dependent variables
(1) Knowledge
  Knowledge related to the critical care practicum was measured by using a tool 
developed by the present researcher. The questionnaire was constructed of 15 
multiple-choice questions regarding hemodynamic monitoring, care of patients on 
a ventilator, interpretation of lab results, drug calculation,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CPR), care of patients who receive gavage feeding, care of 
restraint-applied patients and 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CRRT). One 
point was assigned for each correct answer, and a zero point for each incorrect 
answer. The total score ranged from 0 to 15, with a higher score indicating 
higher knowledge. This tool was constructed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s and 
content validity was evaluated by eight experts(six professors of adult health 
nursing and two nurses who were the chief of or in charge of intensive care 
unit) and the questionnaire items were revised for higher CVI values. The CVI 
of all items was found to be .80 or hig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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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oblem solving ability
  Problem solving ability was measured by using the tool developed by Chang, 
Lee, & Park (2003). The tool consisted of a total of 45 questionnaire items that 
were categorized into different areas: clarification of the problem (5 
questionnaire items), causal analysis(10), development of alternatives(10), 
planning/execution(10) and performance evaluation(10). The items were scored 
on a 5-point Likert scale, with a higher score indicating higher problem solving 
ability. When the tool was developed, the instrumental reliability measured by 
Cronbach's alpha was .94. In this study, the Cronbach's alpha of the pre-test 
was .93 and the Cronbach's alpha of the post-test was .94.

(3)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um
  Satisfaction with the clinical practicum was measured by using a tool developed 
by the researcher. The tool consisted of three sub-categories: learning interest 
(4 questionnaire items), practicum instruction(3) and achievement(3). And the 
content validity of the tool was verified by six professors at nursing colleges 
and the CVI was found to be .80 or higher. The items were scored on a 5-point 
Likert scale, with a higher score indicating higher satisfaction with the clinical 
practicum. In this study, the Cronbach's alpha was .84.

2) The influence variables on problem solving ability
(1)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was measured by using the measurement tool of 
nursing student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developed by Yoon(2004). The tool 
consisted of a total of 27 questionnaire items that were scored on a five-point 
Likert scale in seven factors: intellectual enthusiasm/curiosity, prudence, 
confidence, systemicity, intellectual fairness, sound skepticism and obje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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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otal score ranged from 27 to 135, with a higher score indicting higher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When the tool was developed, the instrumental 
reliability measured by Cronbach's alpha was .84. In this study, the Cronbach's 
alpha of the pre-test was .92 and the Cronbach's alpha of the post-test was 
.91.

(2) Self leadership
  Self leadership was measured by using the adapted version of the revised self 
leadership questionnaire(RSLQ), which was developed by Houghton & Neck 
(2002). Shin, Kim, & Han(2009) adapted the RSLQ when conducting research 
with Korean university students, and reported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tool. The tool consisted of a total of 35 questionnaire items that were 
categorized into behavior-focused strategies(18 questionnaire items), natural 
reward strategies(5) and constructive thought strategies(12). The items were 
scored on a 5-point Likert scale, with a higher score indicating higher self 
leadership. The instrumental reliability measured by Cronbach's alpha ranged from 
.70 to .87 in the study by Shin, Kim, & Han(2009). In this study, the 
Cronbach's alpha of the pre-test was .93 and the Cronbach's alpha of the 
post-test was .94.

4. Program provision
  The data collection of the pre-test was performed during the orientation time 
by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with questions regarding general 
characteristics, self leadershi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knowledge, problem 
solving ability. The post-test was performed immediately after the end of the 
practicum by using a questionnaire with questions regarding knowledge, problem 
solving ability, and satisfaction with the clinical practic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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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rogram developed in this study was implemented among the nursing 
students in the experimental group, while a general practicum program, or the 
individual learning with case reports mainly on nursing processes was 
implemented among the nursing students in the control group. The data collection 
was performed from February 24 to March 25, 2017.
  When the program was implemented among the nursing students of the 
experimental group, the students were divided into Group A and Group B; each 
group of 10 people had three teams. The same five-session program was 
implemented in Group A and Group B. Three to four students of the same division, 
who have the same schedule, were formed into one team. In other words, a total 
of six teams(three teams for each group) participated in the experiment. Three 
teams of the same group had the same practicum schedule, although their 
practicum divisions were different. This was to ensure that program 
implementation and learning activities in teams were conveniently operated.
  While the program was implemented, the present researcher served mainly as 
a facilitator to support student-centered, team-based learning activities in 
session meetings. Regarding inquiry and questions raised in the learning process 
of a team, the researcher provided feedback via email, text message, phone call 
and SNS to individual students and teams in need of help. 

5. Data analysi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using the SPSS/WIN 21.0 program.
  (1) Regarding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the frequency, 
percentage,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were calculated. 
  (2) The homogeneity between the control and experimental groups in terms of 
general characteristics was tested through Chi-square test, Fisher‘s exact test 
and Mann-Whitney U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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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The normality of the knowledg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elf 
leadership, problem solving ability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um among 
the control and experimental groups was tested through Shapiro-wilk test, 
followed by analyzing the homogeneity test through an independent t-test.
  (4) To verify the differences in knowledge, and problem solving ability shown 
in pre-and post-tests between the control and experimental groups, independent 
t test was performed. And an independent t-test was performed to verify the 
difference in satisfaction with the clinical practicum shown in pre-and post-tests 
between the two groups. 

Ⅲ. Results

1. Development of a critical care practicum program based on action learning  for 
nursing students

  The program was implemented during the two-week period of critical care 
practicum. Given the relatively short period of practicum, the orientation time 
before the practicum was utilized for team building and program introduction. A 
total of 10 hours during five sessions were planned for the program based on 
two previous studies with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in Korea: a study 
(Jang, & Park, 2012) in which a total of four team meetings were set during a 
two-week period; and the other study(Kim, & Park, 2014) that established two 
sessions of instruction for a week, each lasting two hours.
  The sessions progressed through introduction, development and wrap-up. In 
the introduction part, a simple game and team slogan chanting were used as ice 
breakers to avoid awkwardness, and the detailed plan of each session, or agenda, 
was explained. In the development part, learning activities in teams began in 
earnest and students were provided with an explanation on simple tool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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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s as well as a short lecture necessary for learning. In the wrap-up part, 
students were provided with an introduction to the next session, a short lecture 
for the next learning activities and an explanation on necessary forms and tasks. 
At the end of a session, students wrote a reflection log individually and then, 
they were given the time for team reflection. 
  Forms of action learning were arranged for a smooth progress of each phase. 
The forms were used as guidelines for learning activities of a team, and 
appropriate forms to achieve the learning objectives of each session were 
deployed.
  The roles of the leader and the clerk were decided in each session so as to 
increase the dynamism of team activities and ensure that every member 
participates in team learning. Outcomes had to be elicited through the problem 
solving process during the two-week period of practicum, and there were a 
relatively small number of students, ranging from three to four students, in each 
team. Considering such a condition, a single-project operation method was 
adopted; in the single-project, a team had only one task to research.
   The task selection standards for a team were based on the five-factor model 
of the task selection standards in university classes based on action learning. 
The task selection standards for a team were prepared considering the 
achievement of learning objectives in the area of critical care practicum within 
the adult nursing science; contributions to the competency development of 
individuals and teams; relevance to the field of practical tasks; appropriate levels 
of difficulty; and the ease of evaluation. And tasks were set within the range of 
major nursing problems with critical care patients. The nursing problems of 
individual students’ patients were collected first, and then a team’s task(nursing 
problem) was selected through team activities. The final outcome was a latest 
nursing intervention elicited based on the selected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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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valuation of program effectiveness 
  Independent t test were used for hypothesis testing. Results of the study were 
that the experiential group reported significantly higher the level of problem 
solving ability(t=4.006, p<.001) and satisfaction(t=2.117, p=.041) than control 
group. 

Ⅳ. Discussion

1. Development of a critical care practicum program based on action learning for 
nursing students

   In the area of clinical practicum in nursing science, previous studies that 
apply the problem solving process through the action learning method were 
mostly conducted in Korea. In these studies, the clinical practicum was conducted 
for two weeks in the nursing management practicum(Jang, & Park, 2012; Kim, & 
Kim, 2010); for a week in the elderly nursing practicum (Kwon, Kwon, & Park, 
2016); and for two weeks in the maternal nursing practicum (Kim, & Park, 
2014). In these previous studies, the course development was not based on a 
theoretical model. This study intends to explain the learning phenomenon, which 
occurs while students solve the nursing problems of real patients that they 
experience in the practicum field, based on the four key factors of Kolb’s 
experiential learning theory.
  Unlike when applied to solve problems of an organization, the action learning 
aims to solve problems and achieve the learning objectives of the course at the 
same time when utilized for university education. Therefore, task selection is 
very important when action learning is utilized for university education (Chang, 
2011, 2013; Kim, & Bong, 2016). Tasks were set within the range of major 
nursing problems of critical care patients, and the range of task selection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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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s delirium, a hurt from a fall, bedsore and infection was provided to 
students. The task selection standards were based on the five-factor model of 
the task selection standards in university class that is based on action learning. 
And considerations were given to the conformity to the learning objectives of 
critical care practicum; contributions to the competency development for 
individuals and teams; relevance to the field of practical tasks; appropriate levels 
of difficulty; and the ease of evaluation(Kim, & Bong, 2016).
  Reflection is an important factor of a learning process in both experiential 
learning theory and the action learning method(Kolb, 1984; Marquardt, 2011). 
Reflection facilitates the transformation of personal experiences to the personal 
growth and educational learning(Ash, & Clayton, 2004) and enables one to 
contribute to professional development through a role to connect theories with 
practical tasks in nursing education(Dube, & Ducharme, 2015). At the end of 
each session in this course, students were given the time to write a reflection 
log individually and share reflections in teams for the purpose of increasing the 
dynamism of teams through self-reflection as well as an understanding of other 
team members.
  Passive learning occurs in the practicum field as nursing students rely on 
observations most of the time or perform simple nursing actions that do not 
require critical thinking or clinical judgment or do not undermine the safety of 
patients. In addition, nursing students are affected by clinical practicum in terms 
of confidence, a sense of belonging, a motivation for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preparation to become a nurse(Edwards et al., 2004; Murphy et al., 2012).   
Therefore, continuous attention and development of strategies are required for 
the clinical practicum education. The course developed in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clinical practicum courses for critical nursing 
care and adult nursing science.



- 133 -

2. Evaluation of program effectiveness 
  To begin with, the program developed in this study showed no statistical 
significance that affects the knowledge of the experimental group,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t=1.185, p=.256).  No domestic research has been carried out 
to measure nursing students’ knowledge and thus, such results cannot be 
compared with those of other studies. However, the results are in accordance 
with the finding of a study(D'Amour, & Guilmond, 2010) conducted abroad that 
learning based on experiential learning model can help increase reflective 
activities as well as knowledge and skill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problem solving 
ability of the experimental group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after the 
application of the program. Such results are in accordance with the findings of a 
study(Jang, Kim, & Park, 2014; Jang, & Park, 2012; Kwon, Kwon, & Park, 
2016) that measured the problem solving ability with the same tool as that used 
in this study after theory and practicum education was provided to nursing 
students by applying the action learning method, and another studies(Kim & Kim, 
2010; Kim, & Park, 2014) that used a different tool to measure the problem 
solving ability. There was an increase in the score of the problem clarification 
ability, one of the five sub ability factors of problem solving ability and in the 
score of information collection, a sub-factor of causal analysis, but the increas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se statistical results shown in the 
clarification of the problem and information collection are similar to those of the 
research that applied the same tool in the nursing management theory and 
practicum education(Jang, & Park, 2012). In this study,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tendency in the clarification of the problem. The reason could be that 
the formation of clinical questions in the state of the clarification stage may 
have had positive effects on recognition of patients’ problems and curio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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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ousal to some degree. On the other hand, it can be inferred that the control 
group was not familiar with the data research based on grounds and experienced 
difficulties, which may have been reflected in the information collection factor.
  The program developed in this study was implemented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experimental group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in the 
satisfaction with clinic practicum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t=2.117, 
p=.041). The experimental group displayed a higher score in interest, one of the 
sub-areas of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um,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but it was not a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The reason could be that the 
experimental group, unlike in the control group, had to continuously perform task 
activities while the program was implemented and the burden of assignment 
turned out to be stressful. This assumption is in accordance with the finding of 
the study by Lee, You, & Park(2015) that assignments are one of the factors 
that cause stress during the clinical practicum for nursing students. In particular, 
nursing students’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um has a positive effect on 
playing their role as a nurse, while their anxiety about the clinical practicum has 
a negative effect. Various educational strategies are required to increase their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um and reduce their anxiety about the clinical 
practicum(Lee, Uhm, & Lee, 2014). The action learning method can be one of 
the educational strategies and further research on its utility is needed.
   
Ⅴ. Limitation of study
  First,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students in a university who were 
scheduled to take a critical care practicum program; there were limitations in 
selecting participants. The small number of participants may have affected the 
effectiveness of the experiment. Second, the program was operated in a 
team-based structure; there were limitations in forming teams because it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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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ed according to the clinical practicum plan. Due to this, there may have 
been differences in the learning atmosphere and dynamism between teams, 
affecting the effectiveness of the experiment. Third, this study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iveness regarding problem solving ability. However, 
the problem solving ability was not measured using objective data in an actual 
situation but the results of a self-report survey were used. This finding has 
limitations in this sense. Fourth, the possibility cannot be excluded that the 
researcher’s personal passion and interest in the new education method may have 
affected the results of the study, although the same researcher gave treatments 
to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Ⅵ. Conclusions
  This study intends to develop and apply a critical care clinical practicum 
course for nursing students based on experiential learning theory within an 
interventional framework of the problem solving process of action learning, and 
to subsequently measure its effectiveness in developing nursing students’ 
knowledge, problem solving ability and increasing their satisfaction with 
practicum. The program was developed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finalized 
through the content validity verification by experts. When the course developed 
in this study was implemented,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in problem solving ability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um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There were no official preceptors in the intensive care unit where the nursing 
students of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had clinical practicum experience. 
They may have experienced a lack of mentorship in the field(Ralph, Walker, & 
Wimmer, 2009) and difficulty regarding the relationship with the medical team 
because they could not ask them questions and for other reasons(Lee, Yo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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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2015), to a stronger degree,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ensive 
care unit. The action learning method applied in the clinical practicum area 
breaks from the existing passive practicum pattern in which nursing students 
follow medical personnel to observe them. Action learning has a basic framework 
in which nursing students participate in phased learning activities to solve a task 
in the field by a set point in time and receive examination or feedback from the 
field regarding causal analysis of a problem and validity verification of their 
conclusion to varying degrees, and in the meantime, instructors play a supportive 
role as a facilitator. These characteristics of action learning education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creating an educational clinical environment that offers 
students with supportive and positive experiences. A positive clinical environment 
will ultimately help reduce nursing students’ anxiety about clinical practicum and 
establish their future role as a nurse(Melincavage, 2011). In the future, 
qualitative research also needs to be conducted to examine and measure the 
learning experience of students participating in the course and the perspective of 
hands-on instructors, in order to explore how it contributes to creating an 
educational clinical environ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