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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struct the education applying Havruta's method for nursing students 
and to examine its effect on the communication competency, critical thinking competency, and self-leadership. 
Methods: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was used. The participants were 138 nursing 
students at two universities. The experimental group (n=70) received the education applying Havruta's method for 
six weeks. The study was carried out from September 23 to November 8, 2019. Data were analyzed using IBM 
SPSS/WIN 22.0 for the x2 test, Fisher's exact test, and independent t-test. Results: The experimental group had a 
significant increase in communication competency (t=2.44, p=.016).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critical thinking competency (t=1.85, p=.067), and self-leadership (t=1.78, p=.077) between the two groups. 
Conclusion: The education applying Havruta's method is an effective nursing education for communication com-
petency. The result of this study could be a guide for nursing professors at the nursing education field when developing 
education programs that apply Habruta’s method. Based on these results, future studies should be conducted to 
apply Habruta’s teaching method to various nursing maj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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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정보의 다양화, 간호 대상자들의 요구증가 및 과학기술의 발

전으로 임상환경은 나날이 급변하고 있다[1]. 간호사들은 이러

한 복잡한 상황에서 예측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하는 

다양한 요구에 부딪히기 때문에 전공분야 별 간호지식과 술기

를 가르치고 있는 전통적인 간호교육 현장에도 변화가 필요하

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학생들에게 생각의 힘을 키워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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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교육으로[2], 간호학에 하브루타(Havruta) 교수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하브루타 교수법은 현재 간호학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수

업 방식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 즉, 배움이 교

수에게서 나온다고 하는 전제를 유보하고 배움이 학생에게서 

이루어진다고 전제한다[2]. 유대인의 교육법인 하브루타를 통

해 간호교육의 변화를 찾아보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학

생이 학생을 가르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브루타이다. 하브루

타 학습은 학생이 학생을 가르치게 하는 것으로 기존의 토론수

업과 유사한 점이 있으나 토론기법은 아니다[3]. 토론은 주제

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반으로 구분하고, 격렬한 언쟁을 통

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를 제공받지만, 하브루타 

학습은 질문과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며, 자신의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 강요하기보다는 서로 협력하고 사고력

을 계발하기 위한 활동에 집중한다[4]. 이렇게 하브루타는 기

본적으로 교수와 학생과의 관계가 아닌 학생과 학생 간의 관계

로 이루어져 동등한 친구 사이에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말

한다[4]. 

학생이 보다 깊은 이해를 추구하게 되기보다 교수가 제시한 

답을 얻는 방식의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수업구조는[3], 더 이

상 이 시대의 수업방식으로 적합하지 않다[2]. 한국간호교육평

가원은 간호교육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학습

성과를 제시하고, 국내외 의료환경에서 요구되는 전문직 간호

사로 성장하기 위한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

도록 권장하고 있다[5]. 이 중 의사소통능력은 자신의 생각 및 

감정을 자신의 의도대로 타인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

력으로, 임상현장에서 간호사가 대상자와의 치료적 관계 및 다

양한 직종 간의 협력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

고 있지만, 최근 환자 안전과 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 증가와 

간호대학생 수의 증가로 인한 임상실습 장소 부족 현상 등으로 

학생들이 실습 중 효과적인 의사소통능력을 배울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6]. 따라서 하브루타 학습을 통하여 간호대학생

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친구끼리 서로 가

르치고 배우는 하브루타 교수법을[4] 간호학에 적용하면 학생

들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비판적 사고능

력은 증거 혹은 사실에 기초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

하는데, 이는 다양한 간호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판단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이다[5]. 비판적 사고

능력이 높은 학생일수록 주어진 문제를 분석하여 해결하기 위

한 학습자 스스로 주도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이러한 능력은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술기에 근거하여 의사결정을 하게 함으

로써 임상 수행능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7].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대학 시절부터 본인 스스

로 판단하는 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교수자 중심이 아

닌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하브루타 교수법을 도입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8]. 셀프리더십은 바람직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자기지시와 동기부여를 위해 

스스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으로, 자기 주도적이며 책

임 있는 판단과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전문직 간호사의 기본적

인 리더십 자질로 요구되는 역량이다[9]. 간호대학생의 셀프리

더십은 학업에 흥미를 더하여 성과를 나타내고, 학과만족도를 

높임은 물론 개인적 성장과 취업전략에 긍정적 영향을 주게 되

는데[10],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인 하브루타 학습법이 간호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서로 협력하

고 사고력을 계발하기 위한 활동에 집중하는 하브루타 학습법

은[4] 간호대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와 셀프리더십 향상에 도움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하브루타 교수법은 다양한 교육현장에 적용되고 있지

만[3], 대학에서 하브루타 교수법을 적용한 연구는 대학 교양, 

교직과목[11-13], 간호학 적용 연구[8,14]가 일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인간호학에 적용한 선행연구[8]와 달리 간호학 

전공교과목 중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와 간호에 초점을 둔 다른 

교과목과 달리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학생들이 모호

하고 낯설다고 인식하고 있는[15], 지역사회간호학 수업의 일

부에 하브루타 교수법을 적용하여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

력, 비판적 사고능력 및 셀프리더십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확

인하고자 한다. 지역사회간호학의 경우 일방적인 강의보다는 

조별토의와 같이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수업이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15], 해당 교과목에 하브

루타 교수법을 적용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하브

루타 교수법을 통한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은 생각을 공유한다

는 점에서 시야가 넓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며 질문을 통해 

학습내용에 대해 다시 찾고 공부하여 사고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16]. 또한, 지금 간호교육 현장에 하브루타 교수법이 필요

한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하브루타 학습이 상위권 학생

보다 일반 학생들의 효과가 더 크다는 점이다[17].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하브루타 교수법의 지역사회간호학 수업의 적용 효

과를 확인하고, 하브루타 교수법의 간호학 전공교과목 적용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다양한 간호학 전공교과목의 

교수법 변화 방안으로 하브루타 교수법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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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학 전공교과목 중 지역사회간호학 수

업에 하브루타 교수법(이하 하브루타 교수법)을 적용하여 간

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및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효과를 검정하는 것이다. 

3. 연구가설

 가설 1. 하브루타 교수법을 적용한 실험군은 적용하지 않

은 대조군보다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가설 2. 하브루타 교수법을 적용한 실험군은 적용하지 않

은 대조군보다 비판적 사고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가설 3. 하브루타 교수법을 적용한 실험군은 적용하지 않

은 대조군보다 셀프리더십이 향상될 것이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의 설계는 하브루타 교수법이 간호대학생의 의사소

통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및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

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posttest design)이다. 

2. 연구의 개념적 기틀

하브루타 교수법은 두 사람이 짝이 되어 한 사람은 교수자의 

역할을 다른 한 사람은 학습자의 입장에 서서 질문을 던지거나 

설명을 하고, 상대편 학생은 답을 하기도 하고 설명을 듣기도 

한 후 역할을 바꾸어서, 처음 학습자가 되었던 학생이 이번에는 

교수자의 역할을 하고, 다시 상대편 학생에게 설명하고 질문을 

던지는데 이러한 과정이 단순히 정해진 공식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는 과정으로 이어

진다[2].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 전공교과목 하브루타 교수법 적용을 

위하여 우리나라 교육환경에 맞게 제시한 다섯 가지 학습모형

인 1) 질문중심 하브루타 2) 논쟁 중심 하브루타 3) 비교 중심 하

브루타 4) 친구 가르치기 하브루타 5) 문제 만들기 하브루타

[18] 중에서 선행문헌[11-14]을 고찰한 결과와 2개 이상의 하브

루타 학습모형을 같이 적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결

과[19]를 토대로 문제 만들기 하브루타와 친구 가르치기 하브

루타의 혼합 적용으로 구성하였다. 문제 만들기 과정에서 학생

들의 비판적 사고력을 계발하고 토론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의

사소통과 셀프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문제 만들

기 하브루타 이후 남은 수업은 강의식 수업 진행하면서 일부 내

용은 친구 가르치기 하브루타를 병행하여 학생들 간의 의사소

통능력과 셀프리더십 향상을 더욱 극대화 하고자 하였다.

3.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간호학과 3학년 학생 중 본 연구의 목적

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참여에 서면으로 동의한 자로 선

정하였다. 하브루타 교수법을 간호학 전공교과목에 적용한 선

행연구[8,14]에서 단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여 실험

처치의 확산 위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는 제언에 따라 교

과과정이 유사한 B광역시 소재 C대학과 C시 소재 M대학의 간

호학과 학생들로 선정하였다. 실험처치 확산 효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의로 선정한 1개 대학은 실험군으로 다른 대학은 대

조군으로 배정하였다. 2개의 대학 학생들은 2학년 때 수업의 

일부를 하브루타 교수법으로 적용한 전공수업을 접해본 경험

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체계적으로 시행한 하브루타 교수법이

기보다 5~10분 정도 수업내용을 정리해보는 활동을 잠깐 하거

나 짝과 함께 문제를 만들어보는 활동을 2~3회 경험하는 정도

이었다. 

본 연구에 적합한 적정 표본 수 산정을 위하여 G*Power 

3.1.9.2를 사용하였고 간호대학생에게 교수법을 적용한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20] 통계방법은 t-test, 유의수준 .05, 집단 수 

2, 검정력 .80, 효과크기 .5를 적용하였을 때 각 집단에 64명, 총 

128명이 산출되었다. 탈락률 10%를 적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총 140명 중 실험군 70명, 대조군 70명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

다. 탈락자는 대조군에서 사후 조사 시 설문지 작성을 거부한 

대상자 2명을 제외하여, 최종 참여 연구대상자는 실험군 70명, 

대조군 68명으로 총 138명이었다(Figure 1). 

4. 연구도구 

1)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능력 측정을 위하여 Rubin과 Martin [21]이 개발한 

대인 의사소통능력 측정도구(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ICC)에서 제시한 8가지 의사소통능력 구

성개념에 Hur [22]가 7가지 개념을 합하여 수정 ․ 보완한 포괄



340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하재현 · 이현주

Figure 1. Flow diagram of the study participants.

적 의사소통능력 척도(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y Scale, GICC)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 사용 전 

개발자의 사용 승인을 받고 사용하였다. 총 15문항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

수의 범위는 최소 15점부터 최대 7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

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의 도구

의 신뢰도 Cronbach’s ⍺ 값은 .72였으며[22], 본 연구는 .87이

었다.

2) 비판적 사고능력

비판적 사고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Yoon [23]이 개발한 비

판적 사고능력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전자메일로 도구 사

용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았다. 도구는 지적열정/ 호기심(5문

항), 신중성(4문항), 자신감(4문항), 체계성(3문항), 지적공정

성(4문항), 건전한 회의성(4문항), 객관성(3문항)으로 7개 영역 

총 27문항이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능

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값은 .84였으며[23], 본 연구는 .87이었다.

3)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은 Houghton과 Neck [24]이 개발한 셀프리더십 

측정도구(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 RSLQ)를 

바탕으로 Houghton 등[25]이 수정한 단축형 셀프리더십 측정

도구(Abbreviated Self Leadership Questionnaire, ASLQ)을 

사용하였다. 단축형 도구는 한국어로 번역된 문헌이 없어 35문

항의 RSLQ [24]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타당도를 검증한 Shin 

등[26]의 연구를 참조하였으며, 도구 개발자에게 도구 사용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았다. 본 척도는 행동 중심전략 4문항, 건설

적 사고전략 5문항의 총 9개 문항으로 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의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

점까지 총 점수의 범위는 최소 9점부터 최대 45점까지이며 점

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Shin 등

[26]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값은 .87이었

고, ASLQ의 신뢰도는 .73이었으며[25], 본 연구는 .85였다. 

5. 연구진행

간호학 전공교과목의 하브루타 교수법 적용은 한 학기 지역

사회간호학 수업 중 일부인 총 6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구체

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자 준비 및 하브루타 교수법 구성 

본 연구자는 간호학 전공교과목의 하브루타 교수법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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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Procedures of the Nursing Education applying Havruta's Method

Type Theme Activities
Time

(minutes)

Posing 
a question

1. Individual 
activity

Forming questions such as multiple choice answer questions 5

2. Partner 
discussion

Question and answer with a partner; Teaching friend
Choose a good question created by friend

5

3. Group 
discussion

Solve selected questions; Teaching friends
Refining question through group discussion and choosing a good question

5

4. Whole class 
discussion

Question presentation
Professor holds discussion with students

5

Teaching 
friends

1. Individual 
activity

Divide the range of textbooks into two
Study each part thoroughly

3

2. Partner 
discussion

One friend teaches the other first
Changing your position and teaching others

3

3. Whole class 
discussion

Discussion with each other and organizing questions that are not understood
Professor holds a discussion with students

4

적인 적용을 위하여 하브루타 교수법 특강과 콜로키움에 수차

례 참여하여 간호학 수업에 하브루타 적용 방안에 대해 고민해

왔고, 이전에 간호학과 다른 학년을 대상으로 수업 중의 일부를 

하브루타 교수법으로 적용하면서 교수법에 대한 경험을 쌓아

왔다. 간호학 전공교과목 중 지역사회간호학 교과목에서의 하

브루타 교수법 적용을 위하여 하브루타 관련 책을 다수 집필한 

전문가 1인과 지역사회간호학 교수 1인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전문가들은 국가고시 교과목 수업 전체를 하브루타로 적용하

기에는 수업진도에 무리가 있을 수 있고 하브루타 시간이 길어

지면 관심과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수업 중 일부만을 적

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주어 전체 이론 강의의 

절반인 6주의 수업 중 일부에 적용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이

후 하브루타 교수법을 적용한 경험이 있는 다른 간호학 교수 1

인에게 시간 배치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2시간 강의 중 1교시는 

전통적인 강의식 수업을 진행하고, 10분의 쉬는 시간 후 2교시 

시작 시점에 이전 수업에 관한 내용 정리 차원에서 문제 만들기 

하브루타를 적용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2) 간호학 전공교과목의 하브루타 교수법 적용 

간호학 전공교과목의 하브루타 교수법 적용은 문제 만들기 

하브루타와 친구 가르치기 하브루타로 구성하여 적용하였다. 

문제 만들기 하브루타는 1단계 개별 활동, 2단계 짝 토론, 3단

계 모둠 토론, 4단계 쉬우르 총 4단계로 진행하였고, 친구 가르

치기 하브루타는 1단계 개별 활동, 2단계 친구 가르치기, 3단계 

전체설명과 쉬우르 총 3단계로 진행하였다(Table 1). 이러한 

활동은 6주 동안 계속되었다(Figure 1).

(1) 문제 만들기 하브루타 

문제 만들기 하브루타 1단계 개별 활동은 문제 만들기 시간

으로 앞선 이론 수업 동안 학습한 내용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

되는 내용을 선정하여 문제 만들기를 하였다. 2단계 짝 토론은 

서로 만든 문제를 묻고 답하는 시간으로[2], 이 때 만든 문제를 

수정도 하면서, 짝이 만든 문제 중 우수한 문제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3단계 모둠 토론은 선정된 우수 문제를 공유하여 함께 

풀어보는 시간으로[2], 서로 문제를 풀어본 후에는 모둠별 최

고의 문제를 선정하였다. 4단계는 문제발표와 쉬우르 시간으

로, 쉬우르는 교수자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정리하는 것을 말

한다[18]. 이 시간에 모둠별 최고의 문제를 전체 학생들과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며 교수자는 학생들이 잘 못 이해하였거

나 중요한 수업내용이 문제로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보충 설명을 하였다. 

(2) 친구 가르치기 하브루타 

친구 가르치기 하브루타는 공부한 내용에 대해 서로 설명하

는 것으로 수업내용 중 일부를 반으로 나누어 서로 가르치게 하

는 방법으로[2], 1단계 개별 활동 시간에 자신이 맡은 부분 공부

하기, 2단계 짝 활동 시간에 친구에게 가르치기, 역할 바꾸어 친

구에게 설명 듣기, 마지막 3단계 전체설명과 쉬우르 시간에는 

전체 학생 중 한 명이 전체에게 공부한 내용 설명하기 시간을 

가졌다. 말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식을 정리하고 구조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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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친구에게 말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이해하게 되

고, 설명이 막히면 다시 공부하는 과정에서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2]. 이 과정에서 교수자는 전체 학생들이 어떤 부분을 이

해했는지 못했는지 파악하고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부연설명

을 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3) 지역사회간호학의 하브루타 교수법 적용

하브루타 교수법을 적용한 지역사회 간호학 수업은 총 6회

기로 파트는 지역사회간호개론, 지역사회간호과정 및 지역사

회 보건행정의 일부 수업에 적용하였다. 

문제 만들기 하브루타 1단계 개별 활동시간에 국가고시 형

태의 5지선다형 문제를 각 자 두 문제씩 출제하고 2단계 짝 토

론, 3단계 모둠 토론을 거치며 모둠별 최고의 문제를 선정한 후. 

4단계 문제발표와 쉬우르 시간에 전체 학생이 같이 풀어보면

서 학생들이 다른 전공에 비해 더 추상적이고 낯설게 인식하는 

지역사회간호학 수업[15]에 조금 더 쉽게 다가가게 하였다. 

친구 가르치기 하브루타는 학생들이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

도록 스스로 공부하여 친구들을 가르칠 수 있는 내용들을 선정

하였다. 각 주차별 제시한 내용은 1회기에는 지역사회간호사

의 역할 및 기능 파트에서 교육자, 상담자, 변화촉진자, 옹호자

의 역할을, 2회기는 오렘의 자가간호 이론에서 보편적 자가간

호와 건강이탈 시의 자가간호를 나누어 적용하였다. 3회기에

는 간호과정 파트에서 자료수집 중 정보원면담, 참여관찰, 설

문지조사, 차창 밖 조사, 4회기에는 매체활용에서 우편, 유인

물, 방송, 전화를 나누어 적용하였다. 5회기에는 지역보건의료

기관 중 보건소에 관한 수업 후에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나

누어 관련법과 설치기준, 마지막 6회기에는 일차보건의료의 

특성 중 접근성, 수용성, 주민의 참여, 비용부담을 나누어서 친

구 가르치기 하브루타에 적용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및 자료수집

자료수집 전 부산가톨릭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

인(IRB No.: CUPIRB-2019-032)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생명

윤리심의위원회의 최종 승인 후 각 대학 간호학과 학과장에게 

자료수집에 대한 허락을 받고 연구참여 모집공고문을 강의실

과 간호학과 건물 내 휴게실에 부착하였다. 모집공고문에는 연

구보조원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연구와 관련된 의문 사

항에 대해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음을 알렸다. 연구 시행 전 연

구보조원이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 내용과 진행절차, 소요

시간, 연구 참여에 따른 보상, 언제든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설

문 작성을 중단 할 수 있는 점, 설문지의 작성과 유의 사항, 비  

보장에 관한 내용과 함께 자료수집 시 연구보조원이 연구참여

자를 모두 기호화하여 자료수집을 하기 때문에 누가 참여자인

지 알 수 없고 연구 미참여에 대한 불이익은 전혀 없음을 충분

히 설명한 후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 또한, 전통적인 강의법으

로 수업을 진행한 대조군에게는 자료수집이 끝난 뒤 하브루타 

교수법을 수업 일부에 적용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9년 9

월 23일부터 11월 8일까지였으며 2개의 대학을 임의로 실험군

과 대조군으로 구분함으로써 연구의 내적 타당도를 위협하는 

실험처치 확산 효과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사전 조사는 프로그

램을 시작하는 날 연구보조원 2명이 직접 대상자에게 연구목

적을 설명하고 연구참여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은 후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고, 사후 조사는 프로그램 종료 직후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참여자들에게는 설문지 작성 때마다 

소정의 사례를 하였다. 

7.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으

며, 구체적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정은 x2 test로 분석하였다. 사전검사에서 종속변수의 정규성 

분포에 대해 Shapiro Wilk 검정을 실시한 결과 모두 정규분포

하는 것으로 나타나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였다. 하브루

타 교수법을 적용한 간호학 수업의 효과는 independent t-test

로 분석하였다.

연 구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동질성 검정 

1) 일반적 특성의 동질성 검정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실험군 70명

의 성별은 여학생이 88.6%, 평균 나이는 22.56±3.65세이었다. 

형제 관계는 둘째 47.0%, 첫째 40.0% 순이었고 종교는 없는 

경우가 70.0%, 주관적 리더십은 보통인 학생이 60.0%였다. 

대조군 68명 중 여학생이 83.8%, 평균 나이는 21.6±2.2세, 형

제 관계는 둘째 52.9%, 첫째 36.8% 순이었고 종교는 없는 경우

가 70.6%, 주관적 리더십은 보통인 학생이 61.8%였다. 이상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을 검정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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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omogeneity of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Two Group (N=138)

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 (n=70) Cont. (n=68)

x2 p
n (%) or M±SD n (%) or M±SD 

Gender Man
Woman

 8 (11.4)
62 (88.6)

11 (16.2)
57 (83.8)

0.47 .287†

Age (year)
≤20
21
≥22

22.56±3.65
15 (21.4)
31 (44.3)
24 (34.3)

21.59±2.19
12 (17.6)
39 (57.4)
17 (25.0)

2.41 .299

Siblings Only child
The oldest child
Second oldest child
≥Third oldest child 

2 (2.9)
28 (40.0)
33 (47.0)
7 (5.1)

4 (5.9)
25 (36.8)
36 (52.9)
3 (4.4)

2.54 .468 

Religion No
Yes 

49 (70.0)
21 (30.0)

48 (70.6)
20 (29.4)

1.00 .544†

Subjective leadership High
Average
Low

21 (30.0)
42 (60.0)
 7 (10.0)

20 (29.4)
42 (61.8)
6 (8.8)

0.72 .964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Fisher's exact probability test. 

Table 3. Homogeneity of Dependent Variables in Pretest (N=138)

Variables
Exp. (n=70) Cont. (n=68) 

t p
M±SD M±SD

Communication competency  57.94±6.45  58.44±6.29 -0.46  .647

Critical thinking competency   96.33±11.31  96.41±9.30 -0.05  .962

Self-leadership  31.14±6.29  30.99±4.13 0.17  .862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2) 실험 전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정

하브루타 교수법을 적용한 간호학 수업을 시행하기 전 실험

군과 대조군의 사전검사에 대한 동질성을 검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사전검사에서 종속변수의 정규성 분포에 대해 Sha-

piro Wilk 검정을 실시한 결과 의사소통능력(실험군 W=0.99 

p=.613, 대조군 W=0.97 p=.168), 비판적 사고능력(실험군 

W=0.98, p=.423, 대조군 W=0.98, p=.268), 셀프리더십(실험

군 W=0.96, p=.058, 대조군 W=0.97, p=.074) 모두 정규 분포

하는 것으로 나타나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였다. 의사소

통능력은 실험군 평균 57.94±6.45점, 대조군 평균 58.44± 6.29

점으로 두 군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0.46, p=.647). 비판적 

사고능력은 실험군 평균 96.33±11.31점, 대조군 평균 96.41± 

9.30점으로 두 군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0.05, p=.962). 셀

프리더십은 실험군 31.14±6.29점, 대조군 30.99±4.13점으로 집

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0.17, p=.962). 이상으로 실험군

과 대조군의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나 두 집단이 유사한 집단임을 알 수 있다.

2. 가설검정

1) 가설 1

‘지역사회간호학 수업에 하브루타 교수법을 적용한 실험군

은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정한 결과 실험군은 하브루타 교수법 적용 전 

57.94±6.45점에서 61.04±7.10점으로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사전 58.44±6.29점에서 사후 58.28±6.14점이었다.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하브루타 교수법을 적용 후 의사소통능력이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증가(t=2.44, p=.016)하여 가설 1은 지지되었

다(Table 4). 

2) 가설 2

‘지역사회간호학 수업에 하브루타 교수법을 적용한 실험군

은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비판적 사고능력이 향상될 것이

다.’라는 가설을 검정한 결과 실험군은 사전 96.33±11.31점에

서 사후 100.57±10.78점으로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사전 9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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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s of Dependent Variables between Two Group (N=138)

Variables Group
Pretest Posttest Difference

t p
M±SD M±SD M±SD

Communication competency Exp. (n=70) 
Cont. (n=68)

 57.94±6.45
 58.44±6.29

 61.04±7.10
 58.28±6.14

 3.10±5.84
 -0.16±6.22

2.44 .016

Critical thinking competency Exp. (n=70) 
Cont. (n=68)

 96.33±11.31
 96.41±9.30

100.57±10.78 
 97.50±8.59

 4.24±10.18
 1.09±7.68

1.85 .067

Self-leadership Exp. (n=70) 
Cont. (n=68)

 31.14±6.29 
 30.99±4.13

 33.40±5.91 
 31.82±4.33

 2.26±5.55
 0.84±4.35

1.78 .077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9.30점에서 사후 97.50±8.59점이었다.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중재 전보다 중재 후 비판적 사고능력 점수가 증가하였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t=1.85, p=.067) 가설 2는 기각되었다

(Table 4). 

3) 가설 3

‘지역사회간호학 수업에 하브루타 교수법을 적용한 실험군

은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셀프리더십이 향상될 것이다.’라

는 가설을 검정한 결과 실험군은 사전 31.14±6.29점에서 사후 

33.40±5.91점으로 증가하였고, 대조군도 사전 30.99±4.13점에

서 사후 31.82±4.33점으로 증가하였다.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중

재 전보다 중재 후 셀프리더십 점수가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t=1.78, p=.077) 가설 3은 기각되었다(Table 4).

논 의

본 연구는 하브루타 교수법 적용이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및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효과를 검정하

고자 시도하였으며,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한 내용은 다음

과 같다. 

간호학 전공교과목에 하브루타 교수법을 구성하여 적용한 

결과 간호대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하브루타 수업이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27]. Lee [27]는 하브루

타 수업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친구가 

설명을 해주어서 도움이 되며, 무엇보다 대화를 많이 할 수밖

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사소통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

다. 본 연구 대상자들도 문제 만들기 하브루타 중 짝 토론, 모둠 

토론활동은 물론 친구 가르치기 하브루타 활동에서 자신이 이

해한 내용을 짝이나 모둠 친구들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설

명하기 위해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모습들을 보였으

며, 이러한 노력들이 의사소통능력 향상으로 이어져 연구결과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영재들을 대상으로 

하브루타 학습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효과를 입증한 선행연구

도 이를 뒷받침한다[28]. 앞으로 의료인이 될 간호대학생들은 

간호대상자와의 치료적 관계 형성과 유지를 위해서 공감을 바

탕으로 한 의사소통능력이 매우 중요하므로 효과적인 의사소통

을 학부시절부터 키워나가야 한다. 그러나 의사소통능력은 단

기간의 집중훈련으로 함양될 수 있는 역량이 아니므로 체계적인 

교육과 다양한 교수학습 전략이 필요하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플립러닝(flipped learning), 디자인씽킹(design thinking) 등 

새로운 교수법이 일부 간호학 전공교과목에 적용되고 있고, 의

사소통 향상을 위한 SBAR (Situation Background Assess-

ment Recommendation)를 이용한 실습의 효과[6] 등의 보고

를 통해 간호학 교과목에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이 접목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다른 교수법들에 비해 하브루타 교

수법은 교과목의 내용과 관계없이 적용 가능할 뿐 아니라 손쉽

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3]. 하브루타 교수법의 의사

소통 효과는 선행연구[28]는 물론 본 연구에서도 학생들의 의

사소통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제는 대학에

서도 교양교과목은 물론 다양한 전공교과목에서도 학생들이 

의사소통 향상에 효과적인 하브루타 교수법의 적용 방안 모색

이 필요하며, 앞으로 다양한 전공과목에서 하브루타 교수법을 

적용하고 의사소통능력 향상 효과를 경험하는 반복연구가 이

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하브루타 교수법 적용은 간호대학생들의 비판

적 사고능력 점수도 변화하게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는 아니었다. 이는 하브루타 수업이 학습자들의 비판적 사고

력을 기를 수 있다는 선행연구[8,28]와 하브루타 토론을 통해 

비판적 사고능력을 포함하여 관련 태도에서도 유의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한 문헌[29]과도 상이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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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하브루타 교수법을 통하여 형성되는 능동적인 토론과정

이 학습자들의 비판적 사고능력의 향상에 영향을 주지만[29]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점수가 향상되어 나온 결과이다. 비판적 

사고는 사실 혹은 증거에 기초한 판단을 하는 사고로서 전문적

인 책임과 질적인 간호 수행에 필수요소이며, 간호교육의 중요

한 목표이기 때문에[7], 비판적 사고능력 향상을 위하여 어떠

한 노력을 더 해야 하는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서 질적 자료를 따로 수집하지는 않았지만 하브루타 활동지에 

간략하게 기술한 소감을 통해 학생들의 반응을 매주 관찰한 결

과 학생들은 문제 만들기 하브루타를 통해 출제자의 의도를 파

악하고, 수업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하는 효과적인 학습이 되었

으며, 친구 가르치기 하브루타를 통해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상대에게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하브루타 교수법의 목적은 생각의 힘을 키워

주고 사고력을 향상시켜주는 것이다[2]. 다섯 가지 하브루타 

학습모형 중 친구 가르치기 하브루타와 문제 만들기 하브루타

를 6주간 적용한 본 연구와 달리 성인간호학에 질문중심 하브

루타 교수법을 한 학기 동안 적용한 선행연구[8]의 경우 하브

루타 교수법이 간호대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성향을 향상시킨

다고 보고하였기 때문에 하브루타 학습 유형이나 기간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친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반복연구를 통해 비판적 사고에 대한 효과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 측정변수인 셀프리더십도 하브루타 교수법 적용 후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하브루타 수업이 학습자들로 하여금 비판적 사고

력,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동시에 수업을 자기 주도적

으로 이끄는 능력을 비롯하여 협업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게 된

다는 선행연구결과[28]와 상이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서도 하

브루타 학습방법에 따른 차이인지 중재기간의 문제인지 반복

연구를 통하여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하브루타 학습법

의 효과적인 적용방안 마련을 위해 학생들의 생생한 하브루타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참

여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문제 만들기, 짝 토론, 모둠 토론 및 친

구 가르치기 하브루타 활동 전 과정에 횟수를 거듭할수록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모둠 토론에서 우수한 문제로 선정

되기 위해 좋은 문제를 만들고자 더욱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상위권 학생들은 하브루타 적용 수업의 횟수가 늘어나고, 문제 

출제를 위해 고민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수업의 주요 내용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였으며, 사례형 문제 등 우수한 문제

를 출제하여 전체 학생들의 지지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하위권 

학생들은 상위권 학생들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내용을 바탕으

로 수업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되었으며, 자신이 놓친 부분

에 대해 다시 학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학생 대부분

은 우수한 문제로 선정되기 위해 문제 출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토론하는 모습을 보였다. 선행연구에서 하브루타를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내면의 잠재력을 확인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한 것처럼[2],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

들은 친구 가르치기 하브루타 시간에도 내가 친구를 가르친다

는 사실에 흥미를 가지고 즐겁게 참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 학생들이 활발한 토론과 상호작용에 참여하였지만 비판

적 사고력과 셀프리더십 향상에 대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

과를 보이지 않은 점에 대해 추후 반복적인 연구로 그 원인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교육현장에서는 수업내용에 대한 학습자들의 이해

와 기억 정도를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았는데[30], 하브루타 교수법은 학생들의 수업 이해도에 대

한 피드백을 강의시간에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는 간호학 전공교과목 중 지역사회 간호학 수업에 하브루

타 교수법을 적용하였지만 세 가지 변수 중 의사소통능력 향상

의 효과만을 확인한 제한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

구는 간호학 전공교과목에 하브루타 교수법을 적용방안을 모

색하여 실제로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정하였다는 점과 이를 통

하여 하브루타 교수법을 간호학 전공교과목에 활용할 수 있

는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학 전공교과목에 하

브루타 교수법을 적용하여, 의사소통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및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시도한 비동등성 대

조군 전후 설계연구이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

력이 유의하게 증가하여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방

안으로 간호학 전공수업에 하브루타 교수법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후속연구로 다양한 간호학 교과목에서 하브루타 

교수법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정하는 반복연구와 다른 하브

루타 학습모형의 적용이나 적용 기간을 다르게 한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또한, 학생들의 하브루타 교수법 참여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를 통해 효과적인 적용방안을 개발하고, 다양한 간호

학 전공교과목에서 하브루타 교수법이 활용되어 간호교육의 

수업현장에 신선한 공기를 불어 넣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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