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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필요성 Ⅰ 

간호사들은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사고가 요구됨. 

팀 기반 학습이 대학교육에서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음. 

실제로 팀 학습을 통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루어내는 것은 쉽지 않음.  

팀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매개변수를 밝히는 것과 팀 기반 학습에 대한 인식도를 알아보고자 

함. 

연구의 목적 Ⅱ 

첫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팀 기반학습에 대한 인식을 파악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팀 기반 학습과 의사소통 능력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간호대학생의 팀 기반 학습과 팀 효능감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다섯째  간호대학생의 팀 기반 학습과 문제해결 능력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연구의 가설 Ⅲ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은 팀 기반 학습과 정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 능력은 팀 기반 학습과 정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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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팀 효능감은 팀 기반 학습과 정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다. 

용어 정의  Ⅳ 

학습 후 학생의 주관적인 평가, 판단이 학습자의 개인적 특성 및 학습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된 것으로 판단하는 작용 (박귀화, 최창휴, 전양빈, 박국양, 박철현. 2013). 학습자 인
식 

팀 학습을 행한 구성원들이 팀 학습에 대해 어떤 신념이나 태도, 선호도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며 학습에 어떠한 효율성이 있는지 학습자의 인식 정도. 

효율적인 의사소통 체계를 가지고, 팀원들이 비전을 공유해서 최상의 성과를 산출하여 팀원들이  

유의미한 학습에 참여하도록 하는 교수전략 (Michaelsen, Knignt, & Fink, 2004). 
팀 기반  

학습 

팀 활동을 기반으로 토론과 상호작용 통해 학습한 것을 주어진 과제에 적용,  

학습목표를 수행하고 최상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진행해 나가는 학습방법. 

이론적 정의 

조작적 정의 

이론적 정의 

조작적 정의 

개인의 팀의 능력에 대한 신념 (Bandura, 1977; Lindsley, Brass,& Thomas, 1995). 

팀 효능감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나가는 학습과정에서 팀원들과 과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성공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 자신이 속한 팀의 기술과 통찰력에 대해 갖는 개인의 신념. 

의사소통은 생존을 위한 필수 사회화 과정. 개인적 특성과 함께 인간관계를 성립시키고 발전시킴.  

또한 자신 뿐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모든 관계에서 깊은 영향력을 끼침 (김근곤 외 공역, 2008). 의사소통  

능력 

팀 학습 수행과정 속 타인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을 인지, 이를 바탕으로 언어를  

표현, 상대방의 이해 정도를 파악하는 것과 함께 언어를 조절하며 원활한 소통을 이끌어내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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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 설계 

   : 상관관계 조사연구(correlational survey design) 

 2. 연구 대상자 

   ∙ 충청지역 C대학의 간호학과에 재학생 총 154명 

   ∙ 표본의 추출방법 : 임의표본추출 

 3. 자료수집 방법 및 기간 

   ∙ 2016년 3월 1일~ 2016년 4월 1일 

   ∙ 동의 아래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 및 질문지 작성법 설

명,  

     대상자들이 충분히 설문지 내용을 이해한 것을 확인 후 설문지  

작성 

 4. 자료 분석 

   ∙ SPSS 18.0 for windows  

   ∙ 상관분석과 회귀분석 

설계 및 방법 Ⅴ 

연구 결과 Ⅵ 

학습자 인식 팀효능감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 능력 

학습자 인식 1 

팀효능감   .534** 1 

의사소통 능력   .333**    .279** 1 

문제해결 능력 .177* .116 .543** 1 

** p<.01, * p<.05 학습자 인식과 팀 효능감,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의 상관관계  

변수 
B 

(회귀계수) 

SE 

(표준오차) 

β 

(표준화 회귀계수) 
T p F(p) Adj R2 

(상수) 37.775 9.745 3.876 .000 0.322 

팀효능감   1.455  .215 .480 6.753 .000 

의사소통 능력    .234  .104 .188 2.242 .026 23.15 

(<.001) 문제해결 능력    .015  .065 .019   .235 .815 

팀 기반학습의 영향 요인 

논의 Ⅶ 

 

 

 

 

일반적 특성 

 1. 일반적 특성과 팀 효능감과의 관계 

    ∙ 학년, 팀 결정 방법, 수행 횟수, 소요 시간, 수면시간과 팀 효능감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 

    ∙ 수행 기간, 아침 식사는 팀 효능감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 

 2. 의사소통 능력과 팀 기반 학습과의 관계 

    ∙ 의사소통 능력과 팀 기반 학습이 정적인 상호관계가 있음 . 

      → 의사소통 능력이 높을수록 팀 기반 학습이 효율적, 의사소통 능력이 낮을수록 팀 기반 학습이  

          비효율 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음. 

 3. 팀 효능감과 팀 기반 학습과의 관계  

    ∙ 팀 효능감과 팀 기반 학습은 정적인 관계가 있음. 

      → 팀원 간의 신뢰와 지식에 대한 믿음, 자신감 등이 팀 기반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음. 

 4. 문제해결 능력과 팀 기반 학습과의 관계 

    ∙ 문제해결 능력과 팀 기반 학습이 정적인 상호관계가 있음. 

      → 문제해결 능력이 높을수록 팀 기반 학습이 효율적, 문제해결 능력이 낮을수록 팀 기반 학습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음. 

 5. 팀 기반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단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결과,  회귀모형 적합도 F값은 23.15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p<.05),  회귀식의 설명값은 .322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채택된 측정변인들의  

      팀 기반학습에 대한 설명력은  23.15%로 나타남. 

 ∙ 팀 효능감과 일반적 특성 중 학년, 팀 결정 방법, 수행 횟수, 소요 시간, 수면 시간은 정적 상관관계,  

    수행기간과 아침 식사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팀 기반 학습과 학습자 인식에 대한 세 가지 독립변수는(팀 효능감, 문제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모두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 

 ∙ 팀 효능감이 가장 유의하며 의사소통 능력-문제해결 능력 순으로 유의함. 

결론 Ⅶ 

 

 

 

 

제언 Ⅶ 

 

 

 

 

  첫째  본 연구는 일반적 특성 선정 시 상대적으로 여성의 성비가 높은 간호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기준을 C대학 간호대학생에게 맞췄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음. 

  둘째  본 연구는 조사연구를 수행하였으므로  개인이 경험한  팀 기반 학습 활동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음. 

  셋째  학습자 개인의 특성에 따른 팀 기반 학습의 효과의 차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넷째  본 연구는 모든 변수를 일회성으로 조사하여 각 변수들의 관계를 정의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 

  다섯째  팀 기반 학습은 다양한 변수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