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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학습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가치관에 미치는 효과
김 상 돌
강원대학교 간호학과

Effects of a Blended Learning Program on Ethical Values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Kim, Sang Dol
Department of Nursi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 blended learning program on ethical values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Methods: This study was a one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Seventy-one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who were taking a nursing ethics course at K University in S city were conveniently
selected. The blended learning program was undertaken for 120 minutes one day weekly for 15 weeks. It consisted
of case-based learning through an online method combined with problem-based learning offline. Scores for ethical
value were measured using the ethical values scale. Results: The ethical values score increased significantly in the
students after the blended learning (p=.004). Of the subgroup of ethical values human-life, relationship with collaborator, and nursing job scores increased significantly in students after the blended learning, respectively (p=.034;
p<.001; p<.001), the score for area as relationship with nursing clients decreased significantly in the students after
the blended learning (p<.001). Conclusion: The blended learning program was identified as an educational program
which induces a positive effect on the development of ethical values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and in future
it can be utilized in nursing ethic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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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야 할 도리나 의무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간호계에서
는 나이팅게일 선서문, 간호사 윤리강령, 윤리선언 및 윤리지

1. 연구의 필요성

침 등을 통해 간호전문직에서의 간호윤리의 중요성 및 윤리적
가치관을 강조하고 있다[1,2]. 실제로 간호사들이 간호현장에

최근 국내 ‧ 외에 발생되고 있는 안전사고 사례들을 통해 각

서 간호윤리를 적절하게 준수하기 위해서는 윤리적 딜레마를

전문직에 대한 직업윤리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특

식별할 수 있는 윤리적 가치관이 형성되어야 한다[3-6]. 이것

히 간호사는 인간의 존엄성을 근본이념으로 하여 대상자의 건

은 인간의 도덕적 품성이 어린시기부터 교육 및 사회화 과정

강을 유지 ‧ 증진하고 생명을 돌보는 전문직으로서 윤리적 직

을 통해 형성된 것처럼 간호윤리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을 통

업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간호윤리는 간호사로서 마땅히 지켜

해 가능하다[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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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돌

그러나 우리나라 간호윤리 교육은 일부대학의 경우 별도의

합학습은 간호대학생의 수업만족도, 생명의료윤리의식과 도

교과목으로 개설하는 경우도 있으나 간호학개론 또는 간호관

덕적 민감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13]. 또한

리학 교과목에서 일부 시간을 할애하여 다루고 있다[8,9]. 또

문제중심학습이나 사례기반학습은 간호윤리교육에서 학습자

한 윤리교육은 실제 사례를 통한 질문과 탐구 학습을 장려하

들이 갖춰야 할 선행요건 중 비판적 사고성향, 문제해결능력

고 가치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숙고하게 하기보다는 기존의

및 임상의사결정능력 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제시되어 혼합

검증된 지식이나 기술을 믿고 따르도록 강조하는 주입식 교육

학습 프로그램의 개발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방식으로 인해 학생들의 창의력이나 도덕발달을 억제하는 경

국외에서는 혼합학습(Blended learning)이 간호대학생들

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9,10]. 그러므로 간호학생들

에게 윤리교육 또는 기타 간호교육학습을 위한 비판적 사고분

의 바람직한 간호윤리관 확립을 위한 적절한 교육방법이 적용

석과 문제해결기술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5,

될 필요가 있겠다.

14,15]. 이에 대해 일 연구자는 대만에 있는 한 공립학교의 간

선행연구결과, 수업모형과 관련된 국내 연구에서는 문제중

호학과 2학년 학생 99명을 대상으로 하여 시나리오중심학습

심학습(problem-based learning)이 강의 유형의 전통적인

(scenario-based learnin)과 면대면 교수법을 혼합하여 실시

주입식 교육방법보다 학습자의 비판적 사고성향, 문제해결능

한 결과, 대상자들이 가설적 윤리적 딜레마를 보여주는 시나

력, 학업성취도, 자율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어

리오를 통해 이와 유사한 작업환경에서 임상적 의사결정을 수

간호교육방법의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되고 있다[11,12]. 또

행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제시하였다[6]. 이외에도 일

다른 연구자들은 4년제 간호학과 4학년 61명을 대상으로 간

부 연구자들은 대만에 있는 간호대학 2학년 학생 233명을 실

호윤리 단원에 대한 문제중심학습 패키지를 개발하여 적용한

험군과 대조군에 할당하여 웹기반 중심 혼합학습과 기존의 면

결과, 대상자들의 비판적 사고력과 임상적 추론능력 점수가

대면 강의실 교수법을 비교한 결과, 대상자들의 학습만족도와

유의하게 높아졌다고 보고하였다[8]. 또한 사례기반학습(Case-

학습성취도가 유의하지 않았다고 보고 하였다[14]. 또 다른 연

based learning)이 간호대학생의 임상의사결정능력 및 학습

구자들은 대만에 있는 간호대학 학생 142명을 실험군과 대조

동기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제시되었다[11]. 이외에도 일 연구

군에 무작위 할당하여 문제중심학습과 기존의 강의주입식 교

자들은 4년제 간호학과 3학년 학생 44명을 근접모집단으로 하

육을 비교한 결과, 문제중심학습이 주입식 강의보다 간호윤리

여 사례기반학습과 기존의 강의그룹으로 할당하여 두 개의 교

교육에 있어 효과적이라고 제시하였다[5]. 또 다른 연구자들은

수법을 비교한 결과, 비디오활용 사례기반학습이 기존의 강의

카나다 큐벡에 있는 라발(Laval) 대학의 간호학과 1학년 학생

식 교육보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적 의사결정능력의 향상과 학

102명을 대상으로 하여 사례를 제시하는 인터넷 교수법(inter-

습동기 유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11]. 그들은 또

net-based tutorials)과 주입식 강의방식(face-to-face class-

한 사례기반학습이 추후 변화하는 의료환경에서 정확한 임상

room teaching)을 비교한 결과, 대상자들의 지식습득, 학습

적 판단력을 갖춘 전문직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수학습전

만족도, 자기중심학습 등의 변수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으

략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수업방식과 관련된 연구에서

나 지식을 습득하고자 하는 대상자들의 학습동기부여에는 인

일 연구자들은 3년제 간호과 2학년 학생 132명을 임의추출하

터넷 교수법이 주입식 강의 교수법보다 더 영향을 준다고 하

여 교실의 면대면 수업과 온라인 사이버 학습방법을 조합한 교

였다[15]. 국외 연구결과를 검토한 결과, 기존의 주입식 교수

육방법을 적용한 결과, 혼합학습 수업방식이 대상자들의 학습

법보다는 다른 교수법을 추가하는 혼합학습이 간호윤리 교육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면대면 학습의 실천성을 더욱 견고하게

에 있어 요구되는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분석, 문제해결기

형성하여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시하

술능력 및 임상적 의사결정능력 향상에 효과적이며, 또한 사

였다[12]. 또 다른 연구자들은 4년제 간호학과 3학년 117명을

례기반학습과 문제중심학습이 간호윤리 교육에 효과적임을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누어, 실험군에게 강의, 비디오 시청,

파악할 수 있었다.

사례발표, 문제중심학습, 가상강의 지원지시스템 등을 적용한

혼합학습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다양한 상호작용을

결과,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생명의료윤리의식과 도덕적 민

줄 수 있어 대상자의 적극적인 참여유도, 자기주도적 학습능

감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고 제시하였다[13]. 국내연구

력 향상, 다양한 그룹 활동을 통한 협동심과 친밀감 증진, 그리

를 탐색한 결과, 우리나라 간호윤리 교육에서 혼합학습을 적

고 활발한 의사소통 등을 통한 학습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용한 효과검증 연구는 활발하지 않았으나, 일부 연구에서 혼

[12,14]. Lee[9]는 간호학생들의 도덕적 판단력을 위해서는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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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전문직 교육과정을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체계적인

β)=.80, 효과크기 0.35 로 하여 한 집단의 전 ‧ 후 평균차이를

‘학문탐구’ 방식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또

비교하기 위해서는 67명이 필요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간호학계에서는 간호윤리 교육의 효과가 다양한 교수-학습

본 연구는 강원도 소재 일개 간호학과에 재학중이며 간호윤리

방법을 적용한 경우에 긍정적이라고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교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 중에서 본 연구에 참여하기로

혼합형 교수방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12,14-17]. 아울

동의한 수강생 71명 전수를 대상으로 하였다.

러 선행연구들에서 사례기반학습과 문제중심학습이 윤리적
의사결정에서 요구되는 비판적사고 및 문제해결능력을 향상

3. 연구도구

시키는 것으로 보고된 바,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는 간호대
학생의 윤리교육에서 두 가지 학습모형을 혼합하여 교육을 할

1) 윤리적 가치관

경우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가치관 형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

윤리적 가치관이란 “인간의 행동 방향을 선택하는데 영향

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건전한 간호윤

을 주는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와 해야 할 행위에 대한 일반적

리 가치관의 확립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례

인 생각 또는 개념을 의미하는 것”으로[19], 본 연구에서는

를 통한 비판적인 분석능력이 필수적이므로 혼합학습이 효과

Lee[20]가 개발한 윤리적 가치관 측정도구를 Choi[21]가 수정

적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혼합학습은 국외에서 간호윤리

및 보완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교육에 일부 적용되었으나 국내에서는 극히 한정적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윤리적 가치관 측정도구는 인간생명 영

따라서 본 연구자는 간호대학생의 바람직한 윤리적 가치관

역 8문항, 대상자관계 영역 5문항, 협동자관계 영역 4문항, 업

의 확립뿐만 아니라 간호윤리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방법에 도

무관계 영역 5문항으로 하여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혼합학습 프로그램이 간

문항은 윤리이론의 두 가지 범주 즉 공리주의와 의무주의의

호대학생의 윤리적 가치관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입장에 따라 구분하여 점수화 하였다. “공리주의 입장은 임상
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간호행위의 간호윤리 문제를 초래하는

2. 연구목적

모든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최대의 이득을 가져오는 행위가 도
덕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공리주의에 속하는 13개 문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항에 대해 각각 “찬성” 1점에서 “반대” 5점을 주어 점수화 하

y 혼합학습 전 ‧ 후 대상자의 윤리적 가치관의 정도를 측정

였다”[21]. “의무주의는 임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간호행위의
간호윤리 문제를 초래하는 모든 상황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규

한다.
y 혼합학습 전 ‧ 후 대상자의 윤리적 가치관의 차이를 확인

칙과 도덕을 말하는 것으로 의무주의에 속하는 9개 문항(4, 5,
6, 7, 12, 15, 16, 19, 22)에 대해 각각 “찬성” 5점에서 “반대”

한다.

1점을 주어 점수화 하였다”[21]. Lee 등[7]이 제시한 선행연구

연구방법

기준에 의해 절대적 공리주의 입장을 1점, 절대적 의무주의적
입장을 5점으로 구분하였다. 본 윤리적 가치관 도구의 측정점

1. 연구설계

수가 높을수록 의무주의적 입장을, 점수가 낮을수록 공리주의
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Choi[21] 의 연구에

본 연구는 온라인 방법의 사례기반학습과 오프라인 방법의

서 Cronbach's ⍺는 .65였고, 본 연구에서 .70이었다.

문제중심학습을 혼합한 혼합학습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가치관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단일군 전후설

4. 혼합학습 프로그램

계를 이용한 유사실험연구이다.
혼합학습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학습환경뿐만 아니라 다양

2. 연구대상

한 학습방법과 매체를 결합 ‧ 활용하기 위한 전략이다[22]. 본
연구자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학습효과를 극대

본 연구의 표본크기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화하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학습방법에 문제중심학습

산정하였다[18]. 양측검정으로 유의수준(⍺)=.05, 검정력(1-

과 사례기반학습 등의 수업모형을 혼합한 혼합학습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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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혼합학습 프로그램은

장 및 서기를 선출하도록 하고, 교수자가 제시한 윤리 문제에

Hsu[6]가 제시한 간호윤리 교육의 혼합학습과정과 Choi와

대한 조별 토의를 통하여 자신의 생각과 다른 학생들의 생각

Lee[12]이 수행한 간호대학 수업에서 혼합학습을 활용한 문제

을 비교 및 검토하도록 하였다. 교수자는 토의한 내용을 전체

중심학습 설계 및 운영 사례연구를 참고로 하여 구성하였다.

학습자에게 발표하기를 원하는 그룹에게 10분 동안 조별 발표

혼합학습 프로그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온라인 방법은 윤

를 하도록 제시하였다. 이후 교수자는 그룹이 발표한 내용에

리적 딜레마와 관련된 사례를 동영상으로 제시하는 사례기반

대한 피드백을 주고 그룹토의 한 기록지는 교수자에게 제출하

학습으로, 오프라인 방법은 교수자가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를

도록 하였다. 발표를 하지 못한 그룹에 대한 피드백은 다음 주

자극하여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토의 문제를 제시

에 그룹별로 제공해 주었다(Figure 1).

하는 문제중심학습으로 구성하였다. 사례는 간호윤리 교과목
에서 제시된 간호사와 대상자간의 윤리문제와 간호사와 협력

5. 자료수집

자와 관련된 윤리문제에 관한 사례로 구성되었다. 사례기반학
습은 학습자의 그룹 과제 및 그룹 발표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자료수집 시기는 간호윤리 교과목 수업을 시작하기 전과 종

문제중심학습은 교수자의 강의 및 토의문제 제기, 학습자의 그

강 시간으로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4년 3월 3일부터 6

룹토의 및 발표, 그리고 교수자의 피드백 등으로 구성되었다.

월 20일까지이었으며, 설문지 총 71부를 배부하여 71부가 회

혼합학습 프로그램의 운영은 1회에 120분씩 총 15주에 걸

수되어 총 100 %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71부를 분석하였다.

쳐 진행되었고 그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첫 주에는 교수자가
간호윤리 교과목을 수강한 학습자들에게 본 교과목의 학습목

6. 윤리적 고려

표 및 학습성과, 그리고 학습내용 및 학습방법 등에 대하여 설
명하였다. 그리고 교수자는 윤리 문제와 관련된 주제 및 사례

본 연구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자료를 수집하기 전에 K

들을 제시하고 학습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습자들을 학번

대학교에서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를 받았고, 학습자들에게 연

순으로 14조로 나누어 제비뽑기에 의해 조별 과제를 할당하였

구의 개요 및 개인정보와 익명성에 대한 보장을 설명하고 의무

다. 조별 과제물은 교수자가 윤리 교과목 수업 첫 주에 안내해

적으로 설문지에 응답할 의무는 없으며 연구불참 시 불이익은

준 주제들과 관련된 윤리사례들을 학습자들로 하여금 조사 및

없을 것임을 안내하였고, 연구에 대한 협조를 얻어, 본 연구참

정리하여 10분 분량의 동영상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둘째

여에 대한 서면동의서를 받은 후 설문지 작성법을 설명하였다.

주부터 학습자들이 준비해 온 윤리적 사례 동영상을 매주 1조
씩 10분간 동영상을 시현하고 핵심적인 윤리문제를 10분 동

7. 자료분석

안 발표하도록 하였다. 발표 순서는 간호윤리 교과목에서 제
시된 목차에 따라 진행하였다. 간호사와 대상간의 윤리 부문

수집된 자료는 SAS/WIN 9.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에서는 인공 임신중절, 인공수정, 체외수정, 대리모, 말기 환

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자, 안락사, 뇌사, 장기이식, 생명공학, 인간복제, 유전자 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윤리적 가치관의 차이는 t-test

작, 연구자의 윤리 등 12개이었다. 간호사와 협력자 간의 윤리

로 분석하였다. 혼합학습 전 ‧ 후 대상자의 윤리적 가치관의 정

부문에서는 간호사와 의사 및 관련 직원 간의 윤리와 간호사

도는 평균 및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혼합학습 전 ‧ 후 대상자

와 간호사 간의 윤리 등 2개이었다. 교수자는 조별 과제에서

의 윤리적 가치관의 차이는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제시한 윤리적 핵심문제에 대해 보참과 칠드레스가 제시한 윤
리적 사고단계[1] 즉, 윤리적 판단과 행동, 윤리규칙, 윤리원

연구결과

칙, 윤리이론과 나이팅게일 선서문,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간
호사 윤리선언 및 윤리지침 등을 근거로 하여 전문직 간호사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로 당연히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기준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
이후 교수자는 학습자들에게 윤리 문제에 대해 조별 작업을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령은 평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조별 작업 테이블에 모여 그룹토의 작업

균 21.9±1.67세이었고, 성별은 여성이 87.3%로 다수이었으

을 30분 동안 하도록 제시하였다. 교수자는 학습자들에게 조

며, 종교는 있는 경우가 53.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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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tructor gives blended learning
program with learning objectives,
outcomes, method, and content

▪ Learners make up 10 minutes of online ethical
situational films by group work
▪ Case-based learning
▪ Learners present and watch online ethical situational
films for 10 minutes each

▪ Instructor provide core themes on ethical problems to
students for 30 minutes
▪ Learners can discuss ideas and thoughts with others for
30 minutes
▪ Problem-based learning
▪ Learners present results of group discussion voluntarily
to students for 10 minutes
▪ Instructor gives potential answers and clinical solutions
on ethical problems

Figure 1. Blended learning program process.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N=71)
Variables

Characteristics

n (%)

Gender

Male
Female

9 (12.7)
62 (87.3)

Age (year)

20~30
31~40

70 (98.6)
1 (1.4)

Religion

Yes
None

38 (53.5)
33 (46.6)

M±SD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 =.004). 혼합학습 후 대상자의 윤
리적 가치관의 하위영역별 점수는 인간생명 영역, 협동자관계
영역, 그리고 간호업무 영역은 혼합학습 전에 비해 각각 유의
하게 높게 나타났고(p =.034; p <.001; p <.001), 대상자관

21.9±1.67

계 영역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p <.001).

논

의

간호대학생이 간호학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전문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윤리적 가치관의 차이

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때 윤리적 가치관이 무엇보다도 중
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대해 간호교육인증평가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윤리적 가치관의 차이

원에서는 간호대학생들로 하여금 “간호실무의 법적, 윤리적

는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성별과 종교에 따른 윤리적 가치

기준을 이해하고 간호실무에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간

관은 각각 유의하지 않았다(p >.05).

호학 학사학위 프로그램 학습성과에서 명시하고 있다[23]. 이
에 대해 일부 간호교육자들은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가치관의

3. 혼합학습 전·후 윤리적 가치관의 차이

형성에 대한 교육적 책임을 인식하고 다양한 교육적 방법을
적용할 것을 논의하며 혼합형 교수-학습방법으로 전환되어야

본 연구대상자가 지각하는 혼합학습 전 ‧ 후 윤리적 가치관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16].

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대상자의 윤리적 가치관 점수는 혼

본 연구에서는 간호윤리 교육에서 온라인 방법의 사례기반

합학습 후 3.6±0.27점으로 혼합학습 전 3.4±0.32점에 비해

학습과 오프라인 방법의 문제중심학습을 혼합한 혼합학습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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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fferences of Blended Learning on Ethical Values by Gender and Religion of Participants
Before

After

M±SD

M±SD

Male
Female

3.3±0.32
3.4±0.32

Yes
No

3.4±0.33
3.4±0.31

Variables

Categories

Gender
Religion
†

(N=71)

t†

p

Difference

t‡

p

3.6±0.18
3.6±0.28

2.50
2.33

.036
.023

0.2±0.35
0.1±0.45

1.00

.319

3.6±0.30
3.5±0.24

1.89
2.32

.066
.026

0.1±0.49
0.1±0.38

0.06

.951

‡

Paired t-test; Unpaired t-test.

Table 3. Effects of Blended Learning on Ethical Values

(N=71)

Pretest

Posttest

M±SD

M±SD

3.4±0.32

Area as human-life

Difference

t

p

3.6±0.27

0.1±0.44

2.94

.004

3.0±0.55

3.1±0.48

0.1±0.71

2.16

.034

Area as relationship with nursing client

3.4±0.46

3.1±0.39

-0.3±0.55

4.91

＜.001

Area as relationship with collaborator

3.7±0.44

4.1±0.39

0.3±0.57

5.39

＜.001

Area as Nursing job

3.9±0.54

4.3±0.42

0.4±0.72

4.95

＜.001

Variables
Ethical values

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혼합학습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간호대학
생의 윤리적 가치관 정도는 혼합학습을 적용하기 전보다 유의

마 사례를 적용한 사례기반학습과 오프라인에서 문제중심학
습을 혼합하여 구성한 혼합학습이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가치
관의 형성에 있어 효과적인 학습방법으로 볼 수도 있겠다.

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국내 간호대학생 295명을 대상으로

윤리적 가치관의 하위영역별 분석결과, 인간생명 영역에서

한 연구결과보다 높게 나타났다[21]. 이러한 결과는 연구대상

는 혼합학습을 적용하기 전보다 윤리적 가치관 정도가 유의하

자와 연구기간의 차이를 고려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지식과 기

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학생의 간호윤리 가치관을 측정

술을 강조하여 온 전통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에 비

한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고[21], 간호학생 1,028명을

해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사고를 통한 교육과 윤리이론, 윤리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보다는 높게 나타났다[7]. 선행연구에서

원칙, 윤리규칙 및 윤리적 판단과 행동 등으로 이루어진 윤리

대상자들의 윤리교육 이수 유무와 교수자의 윤리교육 프로그

적 사고와 윤리 사례를 접목한 혼합학습 프로그램에 의한 영

램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

향으로 해석된다. 또한 윤리교육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아

지만,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에서 윤리교육의 효과를 위한 다

니지만, 간호대학생 44명을 대상으로 비디오활용 사례기반학

양한 학습방법을 적용한 것에서 나타나는 차이로 추정된다.

습을 적용한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것처럼[11], 다양한 학습방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도 인간생명 영역에 대한 점수가 높지

법을 접목하여 개발한 혼합학습 프로그램을 적용한 경우 간호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교수자는 자율성의 원칙에 의해 대

대학생들의 임상적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본다.

상자의 자율성 보장에 관한 교육은 물론 인간의 생명을 돌보

이것은 결과적으로 간호대학생들로 하여금 윤리적 딜레마에

는 전문직업인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대면하여 혼동스러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방안

숙지하도록 학생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을 모색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고 본다.

사료된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만에 소재하고 있는 일

대상자관계 영역에서 윤리적 가치관의 점수는 혼합학습을

대학교에서 99명의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적용한 후가 전보다 윤리적 가치관 정도가 유의하게 낮게 나

윤리교육에 있어 혼합학습이 간호대학생들로 하여금 윤리적

타났으며, 선행연구들의 평량평균 점수보다 낮게 나타났다

딜레마에서 긍정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켰다고 보고한

[7,21].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간호의 대상자들이 요구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6]. 그러므로 온라인에서 윤리적 딜레

는 간호에 대해 대상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다수의 선익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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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공리주의적인 사고에서 연유한 것

있었고 그 다음이 협동자관계 영역, 그리고 인간생명 영역 순

으로 생각된다. 인간생명 영역과 마찬가지로 대상자관계 영역

이었다. 그리고 대상자관계 영역이 4개 하위영역 중에서 공리

은 대상자의 의견을 먼저 존중할 것인가와 치료적인 원칙을 준

주의적인 입장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수할 것인가에 따라 임상적 의사결정에 대한 딜레마가 발생하

는 협동자관계 영역이 의무주의로 가장 많이 기울어져 있었

게 된다. 이러한 사례에서 일부 교육자들은 학생들에게는 도덕

고, 인간생명 영역이 공리주의로 가장 많이 기울어져 있다고

적 민감성을 심어주기 위해 의무주의적인 경향의 윤리교육이

보고한 연구들과는 차이가 있었다[7,21]. 이러한 차이는 대상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13]. 그러므로 디지털 네이

자들이 혼합학습을 통해 윤리적인 지식과 판단력 그리고 문제

티브 시대에 살고 있는 학습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명에 대

해결능력의 습득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한 법과 윤리 그리고 원칙을 준수하는 의무론적인 윤리교육을

본 연구에서 간호업무와 협동자관계 영역에서는 반드시 간호

강화하기 위한 교육방법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사로서 지켜야 할 윤리적 책무성이 법적인 차원으로까지 연결

협동자관계 영역에서 윤리적 가치관의 정도는 혼합학습 프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간호대학생들이 주로 의무주의적인

로그램을 적용하기 전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사고를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인간생명과 대상자관계

선행연구들의 평량평균보다 높았다[7,21]. 이러한 차이는 간

영역은 간호대학생들이 미래의 간호사로서 간호 대상자들에

호전문직은 간호대상자를 돌보기 위해 간호분야만이 필요한

대한 인간생명의 가치와 존엄성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갖춰야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직이 함께 협력하여 조화를 이룰 때 대

할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불치의 병으로 고통

상자의 돌봄이 완성되므로 혼합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대상자

받는 사람들에 대한 안락사나 생명을 출산시킬 능력이 없는

에게 협동자와의 관계에서 간호사에 대한 윤리적인 당위성을

임산부에 대한 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윤리적 사례에서 자신

강조하는 의무론적인 입장으로 교육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의 주관적 가치관보다는 대상자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해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의 간호대학에서는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간호대학생들이 인간생명

협동자와의 관계를 비롯한 기타 간호윤리 교육에 있어서 팀중

영역에 대해 의무주의 또는 공리주의로 간단히 평가할 수 없

심학습 방법을 적용한 결과 학습자들의 도덕적 민감성 및 전

는 윤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그러므로

문직업적인 역량이 강화되었다고 보고하였다[24].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인간생명 영역에 대한 긍정적인 윤리적 가치관

교육자는 간호대학생들이 협동자와의 윤리적인 관계를 긍정

형성을 위해 사례기반학습, 문제중심학습 및 기타 플립드 러

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하기 위해

닝(Flipped learning) 등을 포함한 다양한 수업모형 및 학습

팀중심학습과 사례기반학습 그리고 문제중심학습을 함께 병

방법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25].

행하는 혼합학습 프로그램도 윤리교육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간호대학생들은 혼합학습 프로그램을 통하여
의무주의의 윤리적 가치관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더 높게 나

업무관계 영역에서는 혼합학습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에 적

타났다. 하위 영역중에서 간호업무 및 협동자관계 영역에서는

용 전보다 윤리적 가치관 정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높은 수준의 의무주의적인 입장으로 나타났으나, 인간생명 및

이는 선행연구결과의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7,21]. 이러한

대상자 관계영역에서는 낮은 수준의 의무주의적인 경향으로

차이는 본 연구에서 혼합학습 프로그램을 통하여 간호대학생

나타났다. 그러므로 추후 인간생명 및 대상자 관계에 대한 의

들이 미래의 간호사로서 간호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윤

무주의적인 교육을 더욱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

리적 기준을 명시해 준 것에서 점수가 높았던 것으로 생각된

된다. 또한 현 시대의 학습자들의 교육요구도 및 선수학습 수

다. 그러므로 간호교육자는 업무관계 영역에 대해 객관적인

준을 파악하여 윤리적 가치관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

기준을 학생들에게 제시해 주고 의무주의적인 입장을 형성할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학습방법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이 있

수 있는 교육내용 및 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어야 할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가치관을 두 개의 윤리이론 즉 공리주

또한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대조

의와 의무주의로 살펴본 결과,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가치관은

군이 할당되지 않은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조군이 할당되지

의무주의로 기울어져 가는 경향이이었고, 4개의 하위영역도

않아 나타날 수 있는 외생변수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연구대

모두 의무주의로 기울어져 가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4개의 하

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생변수들이 연구결과에 영향

위영역 중 업무관계 영역이 의무주의로 가장 많이 기울어져

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간경과효과이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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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의 윤리적 가치관 성숙도가 혼합학습 프로그램에 의한 것
인지 또는 수업시간의 경과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지 못한 단
점이 있다. 셋째, 본 연구결과의 일반화 문제이다. 본 연구는
일개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
과를 국내 간호대학생 전체로 확대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
다. 상기에서 제시한 제한점을 토대로 추후에는 단일군 전후
설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간경과효과, 성숙의 문제 또는 통
계적 회귀와 같은 요인들을 통제하기 위해 단순 간헐적 시계
열 설계, 다중반복의 간헐적 시계열 설계, 그리고 비동등성 대
조군 유사실험설계 등 다양한 실험설계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수자는 효과적인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 학습자의 다양한 의견을 사전에 확인하여 프
로그램에 반영하고 윤리교육 전문가들의 자문과 프로그램에
서 제시된 사례들을 시나리오로 작성하여 윤리교육에서 시뮬
레이션 수업으로 적용해 볼 것을 제언해 본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혼합학습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가치관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결과, 윤리적 가치관의 정도
가 혼합학습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에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혼합학습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윤
리적 가치관의 형성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교육 프
로그램으로 확인되었으며, 향후 간호윤리 교육에 있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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