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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응급구조(학)과 교육은 다

양한 임상실무 능력을 개발 및 향상시키기 위해 단

순 강의와 술기 위주로 이루어진 지식전달 수업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수업은 1급 응급구조

사 자격시험에 대한 전통식 교과목 위주의 주입식 

교육 방식으로 치중해 있는 게 현실이다. 주입식 

교육 방식은 많은 지식 전달과 지식 축적을 시킬 

수 있지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잘 길러주지 못해 졸업 후 다양한 응급 상황에서의 

적용 및 대처방안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소방서에서 구급 관련한 소송 및 

민원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이다. 소송

관련판례 중 2004년 2월과 2004년 7월에 만취자

로 판단 오인하여 적절한 응급처치 미실시와 만취

자에 대한 환자의 비협조적 이유로 응급처치 미 실

시에 대한 소송 사건 사례가 있다1). 이러한 사례에

서도 볼 수 있듯이 병원 전 처치단계에서 질병이나 

사고로 위급한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신속한 병

원으로의 이송은 환자의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

으므로, 1급 응급구조사의 역할은 자신의 기술과 

지식을 활용하여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

어야하며 교육현장에서는 다양한 교육방법이 제시

되어야 한다. 

응급구조(학)과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

는 응급상황에 대한 과학적 의료지식과 그에 따른 

상황별 처치에 대한 실무중심의 술기를 연구하는 

학문 분야를 배운다. 오늘날 급속한 과학의 발달과 

인트라넷(intranet)에 따른 정보의 가속화, 사회경

제적인 환경 변화, 환자 중심의 의료변화 등의 국

내 의료 환경이 변화되고 있다.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사회에서는 질적이고 좀 더 빠른 의

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원한다. 

강의식 교육이나 술기식 수업은 처음 임상실무를 

해야 하는 입문자에게는 아무런 사전 경험 없이 직

접 환자를 대면하게 되면서 종종 환자들이 그야말

로 이들의 첫 실습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 경험

을 통해 배워야 하는 응급구조사들에게는 상당한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배움에 있어 적지 않은 

장해물이 된다. 또한 환자의 안전 보장(patient 

safety)과 오류 절감(error reduction) 및 질 향상

(quality improvement)의 측면에서도 기존 주입식 

방법 교육에서는 많은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

최근 의학 및 간호보건교육계는 통합적인 지식 습

득과 판단 능력 배양 및 임상 실기 수행 능력 제고를 

화두로 하는 변화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교육 혁신

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 교습 방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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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형태의 교육과 다분히 수동적인 임상실습 위주

로 이루어진 기존의 의학 및 간호보건교육이 더 이

상 효율적이지 않다는 공통된 경험과 문제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의료·간호보건교육에서

는 사회적인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교육 혁

신을 위한 시도들이 활발해지고 있다.2) 이러한 배경

에서 대두되고 있는 교육 방법 중 하나가 문제중심

학습방법(problem based learning: PBL)이며, 이

것은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

는 과정을 통해 통합된 지식을 습득해 나가는 능동

적인 학습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중심학습방법

은 기존의 주제 중심학습과 달리 증례 혹은 사례 또

는 문제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되게 되는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의료직이기에 의료적인 오류 및 

실수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PBL을 활용

한 수업을 필요로 하게 되고 있다.

John Dewey의 교육 개념은 경험(experience), 

민주성(democracy), 지속성(continuity), 상호작용

(interaction)으로 정립하였고, 객체(objective)와 

내재적 환경(internal condition)간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즉, 훌륭한 교육이란 경험으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3).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제시하는 ‘문제’에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식, 기술, 태도를 습

득하기 위한 학습방법으로 문제중심학습방법을 새

로운 학습방법으로 도입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문제중심학습방법을 교육학, 의학, 

간호학, 물리치료, 작업치료 분야 등에서 교육과정 

전체 또는 일부를 적용하고 있지만 아직 응급구조

(학)과에서는 미흡한 상태이다. 응급구조(학)과 교

육이 전문 의료직에 맞게 변화 되려면 다양한 상황

에서의 환자 중심의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교

육환경의 변화와 교육부분을 재점검하고 다른 방식

의 교육방법을 마련할 때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교과과정의 변화 및 교수-학습 방법에

서도 변화가 요구된다. 졸업과 동시에 임상에서 요

구하는 숙달된 1급 응급구조사로서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학생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중심학습을 적용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응급구조(학)과 교육에서 

문제중심학습방법은 자발적인 학습방법으로 통하여 

현장에서의 의료적인 오류 및 처치의 실수에 대한 

상황대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비판적 사고 능

력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팀

워크가 중요한 1급 응급구조사 업무 특성상 협동심

과 의사소통능력을 훈련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상황에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에 대한 환

자의 문제를 찾아내고 이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의학적 지식을 찾아낼 수 있는 1급 응급구조

사를 길러내기 위해 문제중심학습방법의 적용을 교

육방법에 적용시킬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현장에서의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여 문

제해결을 할 수 있는 1급 응급구조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응급구조(학)과 교육과정에 문제중심학습 

교육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문제중심학습 패키지 개발의 예시를 

제시하여 응급구조(학)과에서 문제중심학습 교재 

개발 활성화 및 적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시

도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체계적인 문제중심학습 모형을 패키

지 개발절차에 맞게 정립하고 그 예를 제시하여 응

급구조(학)과 교과과정에 문제중심학습방법 적용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 의사

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모듈을 개발한다.

2) 개발한 패키지를 학생들에게 적용 후 패키지 

효과 분석 및 학습자 평가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일부 과목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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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두 집단의 동질성 검사

 집 단 N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문제해결

능력

실험집단 34 153.82 20.860 0.062

통제집단 29 145.17 15.152

의사소통

능력

실험집단 34 167.53 16.595 0.067

통제집단 29 160.45 12.936 　

한 것이므로 전체 교과목에 대한 결과로서 일반화 

하는 것은 제한이 있다. 

4. 용어의 정의

(1) 문제중심학습(Problem-Based Learning: PBL)

학생에게 실질적인 문제를 제시하여 학생이 공

동으로 문제해결방안을 논의한 후 개별학습과 협동

학습을 통하여 학습이 이루어지는 학습방법 및 학

습 환경을 말한다4). 본 연구에서 PBL은 응급구조

(학)과 맥락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상황별에 맞는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그룹 구성원과의 상호작용

을 통해 필요한 지식을 찾아내어 다양한 상황별 대

처 방법을 공부하게 하는 방법을 말한다5).

(2) 문제중심학습 패키지(PBL Learning Package)

문제중심학습에서 학습자들의 학습활동을 지도

하는 학습 도구 모음이다6). 본 연구에서는 이우숙

과 박미영(2001)이 제시한 PBL 패키지 개발 모형

에 따라 개발한 도구로서, 전문심장소생술이 포함

되어 있는 패키지이며, 학습자가 사용하는 학습교

재와 교수자가 사용하는 학습교재 그리고 평가 항

목 및 도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3)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은 송신자와 수신자가 일정한 채널을 

활용하여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며 의사소통능력은 

개인적으로는 효과적이며 사회적으로 적절한 방법

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7).

본 연구에서는 Trenholm과 Jensen7)의 모델을 

기반으로 한국교육개발원8)에서 개발한 도구로써 하

위 5요소(해석능력, 역할 수행능력, 자기제시능력, 

목표설정능력, 메시지 전환능력) 49문항(5점 척도)

으로 구성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측정도구의 점수

로 나타냈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수도권에 위치한 A대학교 응급구조

(학)과 3학년생을 대상으로 학습자의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을 위한 문제중심학습 패키지

를 개발하였고, 3학점 3시수의 전문심장소생술 교

과목에서 일부 적용하였다.

3학년은 A반과 B반 전체 2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을 각각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으로 나누

었다. 일관된 응답과 무응답의 경우를 제외한 실험

집단 34명과 통제집단 29명이 최종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두 집단에 대한 학습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적

용 전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사전 점

수를 이용한 동질성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표 1>

과 같이 집단 간의 유의한 차가 나타나지 않아 동

질성을 확보하였다. 

2. 연구 설계

본 연구자는 적십자간호대학 간호교육이노센터

에서 문제중심학습에 관하여 2008년 11월에서 

2009년 2월까지 5회에 걸쳐 총 10일간 패키지 개

발 워크숍에 참여하였다. 연수내용은 문제중심학습 

교육과정 개발, 부분 또는 전체 통합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진 교과목 개발, 문제중심학습 교과목 운영

에 따른 튜터스킬, 학습교재인 패키지 개발 등이었

다. 2009년 3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의 문제중심학습 패키지를 비교 및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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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 절차

내 용

단 계
공통 내용 강의-실습 수업 문제중심학습

준비단계

▪적용 가능 대학 탐색

▪측정도구 선정

▪관련 문헌 연구

▪학습 내용과 관련된 실습내용 

선정

▪교과와 관련된 패키지 상황 수

집

▪문제중심학습 관련 연수

개발단계

▪2009년 2학기

15주 교육과정 개발

▪강의-실습 계획서 개발 ▪임상 상황을 포함하는 세 개의 

패키지 개발

▪문제중심학습 전문가 및 임상실

무자 자문 후 수정

적용단계

▪3학점 3시수로 적용

▪유사실험연구

▪강의: 대집단 강의

▪실습: 소그룹 실습

▪교수 중심 강의 진행

▪문제중심학습 무경험과 학습자 

난이도를 고려한 패키지의 순차

적 적용

▪소그룹 중심 토론/발표

▪시뮬레이션 적용

평가·피드백 

단계

▪평가 및 피드백 실시 계획 ▪패키지 평가(전용 전후) ▪패키지 평가(적용 전후)

▪전문가 평가(적용 후): 반 구조

화된 질문지

▪학습자 피드백: 면담

<표 3> 연구도구의 문항 구성

영 역 세부능력 하위요소(행동준거) 문항수
영역

문항수
신뢰도

문제해결능력

문제명료화 목표인식, 호기심 5 

45 .735

원인분석 정보수집, 분석능력 10

최적안 선정 확산적 사고, 의사결정 10

계획수립과 실행 기획력, 모험감수 10

수행평가 평가전략, 피드백 10

의사소통능력

해석능력 정보수집 및 종합, 경청 14

49 .839

역할 수행능력
고정 관념적 사고극복, 

창의적/개방적 의사소통
14

자기제시능력 자기 드러내기 7

목표설정능력 주도적 의사소통 7

메시지 전환능력 정서표현, 타인관점 이해 7

합 계 139 .840

였다. 그리고 개발되어 적용한 패키지를 문헌고찰

을 통해 조사, 연구하였으며, 이우숙 외6)가 제시한 

개발절차에 따라 패키지를 개발하여 문헌고찰을 통

해 조사, 연구 및 수정하였다. 개발한 패키지는 

2009년 9월부터 11월까지와 2010년 9월부터 11월

까지 적용하였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전체 절차는 <표 2>과 같다. 

4. 자료수집 및 측정

본 패키지 개발과 관련된 전문가 2인에게 개발

된 패키지 평가를 의뢰하였다. 평가자 A는 문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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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문제중심학습 패키지 개발과정9)

심학습을 위한 교육자양성 교육 경력 10년 이상의 

간호과 교수이고, 평가자 B는 의과대학병원에 재직 

중이며 10년 이상의 임상근무경력이 있고 응급의학

과 교수로 재직 중 이다. 전문가 평가도구는 연구

자가 개발한 자기기입식 질문지로써 평가 내용은 

본 연구에서 개발된 패키지에 대한 연구목적의 적

절성(문제해결능력 및 의사소통 향상)과 활용 가능

성 및 난이도에 대한 질문으로 평가를 통해 차후 

적용을 위한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패키지 효과 검증

패키지 효과의 검증을 위한 자료처리 방법은 다

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문제중

심학습 패키지를 경험한 실험집단과 경험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학습 전후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의 향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일반선형모델(GLM)

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영역 하위요소 중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확인하기 위해 대응표본 t 

검증으로 분석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

로 점수화하였으며, ‘매우 그렇다’ 5점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45문항의 

최고 점수는 225점이며, 최저 점수는 45점이다. 이

때 통계치의 유의도 수준은 p<.05에서 이루어졌으

며 모든 통계처리는 SPSSWIN(ver.12.0) 통계프로

그램을 이용하였다. 

2. 문제중심학습 패키지 개발

본 연구에서 개발한 문제중심학습 패키지 개발

과정은 이우숙 외가 연구에서 제시한 13단계 개발 

절차를 근거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패키지 구성요

소별 개발은 <그림 1>과 같다.

패키지 개요는 해당 패키지와 관련된 내용을 간

략하게 정리해 놓은 것으로 <그림 2>과 같이 학점, 

시수, 패키지명, 패키지에 포함되는 주요 개념, 실

습내용, 대상자를 포함한 상황요약, 관련 학습분야, 

패키지 목적,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다.

 1단계: 패키지에서 다루어야 할 주제와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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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문제중심학습 패키지 개요

구분

본 연구에서는 패키지 주요 개념을 장년층 이상

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고, 현장에서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뇌졸중에 대한 중요성과 처치 알고리즘, 

약물 종류 등으로 구성하였다.

 2단계: 응급상황의 선택과 전반적인 스토리의 

구성

해당 개념과 관련이 있고 뇌졸중 환자에 대한 

현장에서의 빠른 신경학적 검진과 증상과 징후의 

판단, 적용할 수 있는 약물에 대해 임상 사례를 기

반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3단계: 준비된 시나리오에서 지식/기술/태도의 

도출

패키지 시나리오 형식 내에서 뇌졸중에 대한 판

단과 처치, 약물과 같은 지식이 포함되어졌고, 기

본인명소생술과 전문인명소생술에 대한 그룹 토론 

및 활동 방법, 자율학습 방법, 지식통합능력, 평가

능력 등과 같은 통합적으로 포함되어지도록 구성하

였다.

 4단계: 패키지를 통해 학습자가 성취해야 할 

목표설정

학습목표로는 학습결과(Product objective)에 대

한 목표와 학습과정(Process objective)에 대한 목

표로 나누어서 적용하였다. <표 4>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패키지에서 포함하고 있는 학습목표이다.

학습목표 1부터 5까지는 학습결과에 대한 목표

이며, 학습목표 6부터 9까지는 학습과정에 대한 목

표이다. 결과에 대한 목표는 강의식 수업과 같은 

부분도 있으나 문제중심학습에서는 궁극적으로 학

습자의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러

한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목표의 일치를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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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학습목표 설정 예시

1. 환자의 병태생리를 기초로 하여 증상과 징후를 설명할 수 있다.

2. 뇌졸중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원인, 종류, 증상, 치료, 주의점..)

3. 뇌졸중으로 인한 합병증을 설명할 수 있다.

4. 현장에서의 뇌졸중 환자에 대한 신경학적 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5. 뇌졸중 처치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적절한 약물을 적용할 수 있다.

6. 매 토론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1인 1개 이상의 제안을 할 수 있다.

7. 온라인 토론방에 주3회 이상 참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8.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적절히 수용할 수 있다.

9. 자신의 주장을 타인에게 설득할 수 있다.

한다. 과정에 대한 목표는 소그룹 토론을 기본 활

동으로 하는 동안 같은 그룹 내에서부터 의사소통

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다.  

 5단계: 여러 가지 학문적인 관련개념을 확인

본 연구에서는 해부생리병리, 약리, 의학용어, 

전문심장구조술, 뇌영상 등을 포함시켰다.

 6단계: 시나리오를 학습목표에 따라 3파트로 

구성

스토리(가상 상황) 형식으로 요약된 문제부분을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형식으로 학습목표에 따라 3

부분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 형식은 환자의 상황을 인지하고 문진법 

적용과 기본적인 신경학적 검진을 통해 학습자가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두 번째 형식은 첫 번째 형식에서 습득한 내용을 

바탕으로 허열성 뇌졸중(CVA)에 대한 이해와 검진, 

약물에 대하여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세 번째 형식은 패키지 내에서 습득된 의사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당황스럽고 긴박한 상황

에 처해짐으로 인해 낯설고 복잡한 상황이지만 빠

르고 명쾌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을 설정하여 문제

해결능력의 향상을 기대하였다.

 7단계: 현장 시나리오 서술

시나리오란 학습자로 하여금 가상 체험 공간 속

의 상황이 현재 자신의 앞에서 일어나는 듯이 가상

의 시야를 현재형으로 서술한 것을 말한다. 시나리

오에는 환자자의 상태뿐만 아니라 6H 원칙에 의한 

상황 그대로를 묘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나리오

에는 환자의 연령, 성별, 사회경제적·문화적 배경

이 포함되어 학습자가 ‘상황’ 속의 대상자를 총체적 

인간으로 접할 수 있도록 한다6). 시나리오를 기술

하는 방식은 사례분석(사례연구, Case study)에서 

사용하는 형식과 다른 형식으로 기술하였다.

<표 5>는 연구자가 개발한 패키지의 시나리오 

일부이며 이것을 사례연구에서 표현할 때와 비교하

여 제시한 것이다.

성공적인 문제중심학습을 위해 강조되는 시나리

오의 특징과 시나리오가 잘 구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8단계: 필요한 임상자료 준비

패키지 상황을 분석하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

기 위하여 시나리오와 관련된 응급환자 활력징후, 

임상에서 검증을 받은 결과지와 의사처방지가 주어

졌다.

 9단계: 문제해결 접근법 토론

문제해결 접근방법을 제시하여 상황에서 단서가 

되는 정보를 찾고 단서를 통하여 중요한 문제를 끌

어내고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더 학습해야 할 지

식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였다.

문제해결접근방법이란 패키지 내에 분할된 Part

별 학습 논제와 연결하여 학습자가 체계적으로 학

습할 수 있도록 돕는 학습 가이드이다. Part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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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시나리오 기술 사례

구  분 내  용

Case

study

사례

XX님(M/58)은 중년층으로 우측 반신의 힘이 없어서 보호자가 이를 인식하고 소방서에 신고하였다. 

환자는 우측 안면과 안구가 처져있으며 좌측 상지 편마비가 관찰되었다.

환자는 과거에 심방세동으로는 헤파린 치료를 했었다고 한다. 보호자는 1시간 전부터 환자에게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

PBL

시나리오

당신은 OO소방서에 근무하는 2년차 응급구조사이다. O월 O일 O요일, 당신이 근무하는 OO119안전센

터로 급한 목소리의 한 여성으로부터 신고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는 아주 다급하고 떨리고 있으며 몹

시 흥분되어 있다. 당신은 신고자를 안정시키고 무슨 일인지 경청하려고 한다.

당신: 감사합니다. 여긴 OO소방서 OO119안전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부인: (아주 다급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 남편이 죽어가나 봐요. 이상해요

당신: 잠깐 진정하시구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주세요. 

부인: 아..네..우리가 아침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남편의 대화가 논리에 맞지 않고 바닥으로 쓰러졌

어요. 약간씩 움직이기는 하는데 한쪽 눈이 쳐져있고 한쪽 팔도 축 쳐져요.

당신: (재차 확인하기 다시 말한다) 부인의 설명에 의하면 아침식사를 하던 중 남편분의 행동이 이상

해지고 논리에 맞지 않은 대화를 하고 쓰러지셨다고 말씀하셨죠?

부인: 네 맞아요 1시간 전부터 어지럽고 한쪽의 눈이 이상하고 한쪽의 팔도 힘이 좀 빠진거 같다고 했

어요.

 

<표 6> 시나리오의 특징과 체크리스트

▪실제 임상상황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제로 구성

▪해결되지 않은 문제 포함

▪다양하고 많은 가설을 제시하기에 적합

▪학습자의 깊은 사고와 탐색을 유발

▪다양한 임상분야를 효과적으로 통합

▪학습자의 역할 명시

▪학습목표와 학생 수준에 맞는 내용과 난이도

▪학습자가 ‘상황’에 포함되어 있는가?

▪학습자에게 일정 역할을 담당하도록 요구하는가?

▪시간과 장소가 명시되어있는가?

▪상황에 대한 정보를 학습자에게 제공하는가?

▪학습자가 의사결정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취하도록 요

구하는가?

▪학습자에게 대처를 요구하는 상황이 순서대로 제시되

는가?

▪학습자가 주어진 ‘상황’을 재점검하고 학습한 내용을 

‘상황’에 적용할 기회가 주어지는가?

<표 7> 문제해결접근방법 예시

문제해결접근방법 - 예시 1

1. 위 상황에서 중요한 정보를 찾아 밑줄을 그어 봅시다.

2. 환자 신고 접수 시 작성해야 하는 것과 질문해야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 해 봅시다.

3. 위 상황에서 구급대원으로서 해결해야할 의사소통문제를 찾아봅시다.

4. 위 상황에 올바로 대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신이 해결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5. 4의 해결을 위해 당신이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는 무엇입니까?

문제해결접근방법 - 예시 2

1. 신고 접수 시 작성해야 하는 부분과 질문해야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 봅시다. 만약 경험이 

없다면 어떤 내용이 설문지에 있으면 좋을지 생각해 봅시다.

2. 위 상황에서 중요한 정보를 찾아 1급 응급구조사로서 당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와 그 원인에 대해 토론해 봅

시다.

4. 3을 해결하기 위해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아봅시다.

5. 위 상황에 올바로 대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신이 더 알아야 할 지식, 기술, 태도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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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패키지 평가 계획서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출석 20%

 ▪지각 : -1점/회

 ▪결석 : -2점/2h

          -3점/3h

총괄평가 40%
 ▪문제해결형 객관식 및 주관식 평가

 ▷1학기 기말고사에 준함

패키지 평가 10%
 ▪문제해결형 주관식 평가

 ▷각 패키지별 총 3회(10점 만점)의 평점

그룹평가 1

(Tutor에 의한 평가)
10%

 ▪그룹 활동 후 발표점수

 ▷각 패키지별 10점 만점 평점

  : 자료조사방법의 다양성, 주제-내용의 적절성, 패키지와 관련된 결론 유무, 

발표준비도

그룹평가 2

(학습자에 의한 평가)
10%

 ▪개인의 우수팀 선정 평가

 ▷패키지별 우수팀 평가 점수의 평점 

   득표1위-10점/ 2,3위-9점/ 4,5위-8점/ 6위-7점 

개인평가

(과정점수)
5%

 ▪팀 내 그룹 활동 점수 

  = 자가 점수(5) + 팀원평가점수(5)

 ▷패키지별 평가의 평점(3회의 평점)

과제-학습자료 평가 5%
 ▪개별 과제 + 학습자료

 ▷학기 종료 시 토론-발표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모은 파일 제출

학습자 자가평가 0%
 ▪학습자 자가 평가표를 활용하여 개별 및 전체 학습 성취도 파악에 활용

 ▷자가 평가표 : 각 패키지의 학습목표 리스트에 5점 척도로 표시

징, 학습자의 학습경험과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각 

Part별로 다양하게 작성하도록 한다. 논제의 초점

을 제시하고 흥미를 유발하도록 활용하며, 단순한 

질문이 아닌 학습 논제와 연결된 체계적인 학습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해야 한다. <표 7>는 문

제해결접근방식의 다양한 예시이다.

예시2는 예시1보다 난이도가 조금 더 높게 설정

된 것이다.  

 10단계: 시나리오 Part I의 운영 지침서 정리

패키지 운영 지침서는 토론진행가이드로써 시나

리오 소개에서부터 그룹토론 및 발표시간의 안배와 

방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계획서이다. 

학습자 예견반응과 함께 튜터 가이드에 속한다. 

운영 지침서를 작성할 때에는 토론과 발표시간을 

고려하여 시간배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정보를 공

유할 수 있는 기회인 발표방법을 다양하게 활용하

도록 하며, 문제해결접근방법과의 일관된 진행을 

하도록 한다. 

 11단계: 참고문헌, 강의, 실습 등의 계획

문제중심학습에서는 지정된 하나의 교재를 사용

하기보다는 시나리오의 논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자

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자들을 유도한다. 책 

이외에도 학술논문, 웹사이트, 전문가의 명단 등이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12단계: 시나리오 2와 3을 작성하고 그에 따

른 절차를 준비

 13단계: 패키지의 타당성을 전문가와 해당 임

상실무자와 응급의학 전문의의 자문을 통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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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개인평가 예시

< 자가 평가 및 그룹 내 그룹원 평가 >

            조     이름 :  

* 본 패키지를 진행하는 동안 각 항목에 해당되는 팀원의 이름 밑에 O표 하세요.

                     그룹 구성원 이름  

  평가항목 

1 2 3 4 5 6

XX0 XX0 XX0 XX0 XX0 XX0

1. 토론 주제와 적합한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2. 지정된 시간 내 결론도출을 위해 노력하였다.

3. 그룹별 과제 수행 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다.

4. 온라인 토론방을 주 3회 이상 참여하였다.

5. 새로운 아이디어와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시하였다.

총점 (O표 1개 = 1점)

<표 9> 패키지 평가

Package 평가서                         조  성명:           

1-1. ‘뇌졸중’에 대한 증상과 징후는 무엇입니까?

1-2. ‘뇌졸중’의 분류는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2. 당신은 신고 접수 후 출동하여 맨 처음 시행할 수 있는 환자평가는 무엇입니까?

3. 당신은 환자평가 후 적용할 수 있는 1차 처치는 무엇입니까?

4. 당신은 OO환자에게 시행할 수 있는 검사는 무엇이 있습니까?

5. 이러한 환자를 위한 적용할 수 있는 처치 및 약물은 무엇입니까?

및 수정 보완

문제중심학습에서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

한 문제와 어떻게 배울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일치

되는 학습자 중심의 평가를 한다. 무엇이 학습되었

는지 의도된 것을 잘 수행하였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기위해 지식, 기술, 태도를 통합적으로 평가하고 

문제중심학습 과정에서 습득된 비판적 사고, 의사

소통 능력, 문제해결능력 등을 평가한다. 학습자 

자신의 자기평가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여 궁극적으로는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평가의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패키지의 평가항목과 배점, 

방법이 포함된 평가계획서이다. <표 8> 

<표 9>는 위에서 제시한 평가항목 중 패키지 평

가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성취해야 할 결과에 대한 

학습목표와 과정에 대한 학습목표의 성취정도를 각 

패키지 종료 후 총 3회의 평가가 실시한다. 

개인평가는 학습자 개인의 과정평가와 자신이 

속한 소그룹 내 동료가 준 점수의 총점이다. <표 

10>

학습자 자가 평가는 패키지에서 제시한 학습목

표에 대한 성취 정도를 학습자 스스로 평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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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학습자 자가 평가

    1. 뇌졸중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2. 뇌졸중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3. 뇌졸중의 신경학적 검진을 설명할 수 있다.

    4. 뇌졸중의 응급약물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5. 동기화의 원리를 바탕으로 동기화의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7. 위 상황과 유사한 환자에 필요한 응급처치를 선정할 수 있다.

    8. 매 토론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1인 1개 이상의 제안을 할 수 있다.

    9. 온라인 토론방에 주3회 이상 참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0.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적절히 수용하고 자신의 주장을 설득할 수 있다.

   11. 다양한 자원으로부터 정보를 습득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다. <표 11>

3. 패키지 전문가 평가

(1) 문제해결능력 향상에 대한 적절성

본 연구에서 개발된 패키지가 응급구조(학)과 학

습자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적절할지에 

관한 질문에 평가자 A는 ‘매우 적절’하다고 하였고, 

평가자 B는 ‘적절’하다고 평가하였다. ‘매우 적절’

한 이유에 대해 평가자 A는 세 패키지 모두 실제 

상황을 제시하여 상황 분석 후 문제를 도출하고 해

결하는 과정을 갖추었고, 평가자 B는 여러 상황들

이 통합적으로 발생되므로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

한 학습법이 필요하고 본 프로그램의 적용이 도움

이 된다고 평가하였다. 

일부 패키지에서 부족하다고 지적된 학습 자료

를 보충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실습을 추가한다면 

학습자의 문제해결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다.

(2)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대한 적절성

본 연구에서 개발된 패키지가 응급구조(학)과 학

습자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적절할지에 

관한 질문에 평가자 A는 ‘매우 적절’하다고 평가하

였고, 평가자 B는 ‘적절’하다고 평가하였다. ‘매우 

적절’한 이유에 대해 평가자 A는 토론수업 중 학습

자 중심의 토론 및 학습내용 공유 시 발표는 충분

한 의사소통능력 개발에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고 하였다. 평가자 B는 학생이 소극적인 자세를 취

하고, 주어지는 지식이나 논리를 수동적으로 받아

들이게 되는 강의식 수업에 비해 토론과 발표가 중

심이 되는 PBL수업에서는 그룹 간의 토론을 통해 

본인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타인의 의견 또한 

수렴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충분히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3) 학습내용의 활용 가능성

본 연구에서 개발된 패키지가 학습내용과 현장

과의 연계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질문에 

평가자 A ‘매우 적절’하다고 평가하였고, 평가자 B

는 ‘적절’하다고 평가하였다. ‘매우 적절’한 이유에 

대해 평가자 A는 세 개의 패키지 모두 현장상황이

며 각 학습목표의 학습내용과 연계성이 매우 적절

하며, 2, 3번 패키지에서 현장의 실제 자료를 활용

하여 학습내용과 현장과의 연관성을 충분히 활용하

였다고 하였다. 평가자 B는 임상에서 충분히 일어

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학습내용과 현장

과의 연관성이 적절히 제시되었다고 평가된다고 하

였다.

(4) 패키지의 난이도

본 연구에서 개발된 문제중심학습 패키지가 학

습자의 수준에 적절한 난이도로 제공되었는지에 관

한 질문에 평가자 A는 ‘매우 적절’하다고 평가하였

고, 평가자 B는 ‘적절’하다고 평가하였다. ‘매우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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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한 이유에 대해 평가자 A는 세 개의 패키지는 

난이도의 단계별로 단순에서 복잡한 단계로 진행되

었으며, 환자 상황이 지식의 수준도 첫 번째 패키

지의 내용을 통합한 내용이 두 번째 내용이고,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이 세 번째 패키지 내용으로 확

장되었으며, 응급구조(학)과 학습목표에 맞는 적합

한 학습내용을 다루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일부 평가에서 임상실습 경험이 부족한 점이 염

려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패키지의 시나

리오는 실제 표준화 환자에 의한 연기를 동영상으

로 촬영하여 제시하는 방법을 고려해보고자 한다.

이상의 전문가 평가를 종합해 보면 본 연구에서 

개발된 패키지는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며 순차적

인 난이도로 제공되었으며, 학습자 중심의 소그룹 

토론학습을 통해 실제 임상상황의 문제를 해결해가

는 과정에서 졸업 후 임상현장에 대한 응급구조사

로서의 선경험과 학습자의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4. 패키지 적용 결과

패키지 효과의 검증을 위한 자료처리 방법은 본 

연구에서 개발한 문제중심학습 패키지를 경험한 실

험집단과 경험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학습 전후 문

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의 향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일반선형모델(GLM)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영

역 하위요소 중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확인

하기 위해 대응표본 t 검증으로 분석하였다. 통계

치의 유의도 수준은 p<.05에서 이루어졌으며 모든 

통계처리는 SPSSWIN(ver.1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1) 문제해결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문제중심학습을 경험한 실험집단과 경험하지 않

은 통제집단의 학습 전후 문제해결능력의 집단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본 결과는 <표 12>

와 같다. 

<표 12> 집단 별 사전-사후 문제해결능력

집 단 N
사전점수 사후점수

M ± SD M ± SD

실험집단 34 153.82 ± 20.86 154.32 ± 23.62

통제집단 29 145.17 ± 15.15 149.45 ± 18.23

통제집단의 사전 문제해결능력의 점수는 M= 

145.17, 실험집단의 점수는 M=153.83이었으며 실험

집단에는 문제중심학습을, 통제집단에는 일반 강의

식 수업을 실시한 이후 다시 측정한 사후 문제해결

능력의 점수에서 통제집단은 M=145.17, 실험집단은 

M=149.45로 나타났다. 학습 전-후 차이가 통계적

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정에 의한 분산

분석 중 일반선형모델(GLM)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3>에서와 같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과 집단별 

학습전후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

며(p>.05), 집단과 학습전후 간의 상호작용효과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표 13> 실험-통제 집단별 학습 전후 문제해결능

력 통계분석표

SOURCE SS df MS F p

집단 1431.76 1 1431.76 2.13.150

오차(집단) 41010.55 61 672.30 　 　

학습전후 구형성가정 178.49 1 178.49 1.45.233

학습전후 *

집단
구형성가정 111.57  1 111.57  .91 .344 

오차

(학습전후)
구형성가정 7487.15  61 122.74  　 　

본 패키지를 경험한 실험집단에서 이와 같이 학

습전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결과를 분석

하기 위해 하위요소에 대한 대응표본 t 검증을 실

시하였다. 그 결과 <표 14>에서와 같이 모든 하위

요소에서도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패키지 효과 검증에서 본 패키지를 

경험한 집단의 문제해결능력은 향상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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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문제해결능력 하위요소별 학습 전-후 차이

하위요소_전/후 M SD p

문제명료화
전 17.03 2.78

0.416
후 17.47 3.42

원인분석
전 33.18 4.89

0.090
후 34.53 5.60

최적안 선정
전 33.44 5.11

0.575
후 33.91 5.64

계획수립과 실행
전 33.85 6.54

0.481
후 33.29 5.94

수행평가
전 36.32 5.66

0.112
후 35.12 6.29

(2)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문제중심학습을 경험한 실험집단과 경험하지 않

은 통제집단의 학습 전후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집

단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본 결과는 <표 

15>과 같다.

<표 15> 집단 별 사전-사후 의사소통능력

집 단 N
사전점수 사후점수

M ± SD M ± SD

실험집단 34 167.53 ± 16.60 172.53 ± 19.22

통제집단 29 160.45 ± 12.94 161.93 ± 15.14

통제집단의 사전 의사소통능력의 점수는 M= 

160.45, 실험집단의 점수는 M=167.53이었으며 실

험집단에는 문제중심학습을, 통제집단에는 일반 강

의식 수업을 실시한 이후 다시 측정한 사후 측정한 

점수에서 통제집단은 M=161.45, 실험집단은 M= 

172.53으로 나타났다. 실험집단에서 학습 전-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

정에 의한 분산분석 중 일반선형모델(GLM)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6>와 같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과 집단별 학습전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p<.05), 집단과 학습전후 간의 상

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p>.05). 

<표 16> 실험-통제 집단별 학습 전후 의사소통능력 

통계분석표

SOURCE SS df MS F p

집단 2445.95   1 2445.94 5.33 .024

오차(집단) 27981.35  61 458.71 　 　

학습전후
구형성

가정

328.87   1 328.87 4.56 .037

집단 * 

학습전후

구형성

가정

96.80    1 96.80 1.34 .251

오차

(학습전후)

구형성

가정

4402.62   61 72.17 　 　

<표 17> 의사소통능력 하위요소별 학습 전-후 차이

M SD p

해석능력
전 50.12 6.33

.492
후 50.85 6.35

역할 수행능력
전 46.74 5.25

.001
후 50.24 5.34

자기제시능력
전 25.00 4.36

1.00
후 25.00 4.87

목표설정능력
전 22.06 5.30

.677
후 22.26 5.48

메시지 전환능력
전 23.62 3.79

.463
후 24.18 5.08

 

문제중심학습을 경험한 실험집단에서 이와 같이 

학습전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결과의 확인을 위

해 의사소통능력 하위요소에 대한 대응표본 t 검증

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17>과 같이 의사소통

능력 하위 5요소 중 역할 수행능력 요소에서 가장 

높은 신뢰도를 보이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

러나 그 밖의 해석능력, 자기제시능력, 목표설정능

력, 메시지 전환능력 요소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패키지 효과의 검증을 통

해 본 연구에서 개발한 문제중심학습 패키지를 경

험한 집단은 경험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이 나타나 본 패키지는 응급구조(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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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문헌고찰

1. PBL의 개념 

Barrows는 “PBL은 제시된 환자의 문제를 이용

하여 문제해결과 자율학습의 기술을 배우기 위하여 

특별히 고안된 교수학습방법(teaching-learning 

method)이다”라고 정의한 바 있다. 그리고 Walton

과 Mathews10)는 “제시된 상황을 통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해결을 통하여 필요한 지식, 기술 또

는 태도를 배움으로써 앞으로 이와 유사한 상황을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방법이다”라고 정의하

였다. Little11)은 “문제중심학습은 일종의 교과과목 

설계이며 교수학습 전략이다. 또한 고차원적인 사

고를 필요로 하며 학문적 지식토대와 기술을 동시

적으로 개발하는 전략이고 학습자가 문제해결의 적

극적 주체가 되며, 실제 생활을 반영한 상황에 직

면하도록 이루어지기에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적극

적으로 부응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학생에게 실질적인 문제를 제시하여 학생이 공

동으로 문제해결방안을 논의한 후 개별학습과 협동

학습을 통하여 학습이 이루어지는 학습방법 및 학

습환경을 말한다. PBL에 대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Schmidt12)는 PBL이란 “학습자들이 교수자들의 

감독 하에 소집단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실

제 상황에서 접하는 현상들이 포함되어 있고 학습

자들은 소집단에서의 학습을 통하여 문제를 분석하

고 설명하여 사실적 현상의 원리를 이해하는 학습

방법”이라고 하였다. Savery와 Duffy13)는 PBL이

란 “학습과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 교사의 지시

나 강의를 최소화하고, 학습자의 사고를 중심으로 

하는 과제물 발표와 토의를 통하여 학습자 스스로 

개념 또는 해결책을 구성해 나가도록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한다고 하였다. 

Torp와 Sage14)는 PBL이란 하나의 수업 계획이

며 학습되어야 할 내용이 중심이라는 점에서 교수

-학습의 주체가 되는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교수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여 ‘교육과정’과 ‘교수

방법’의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다. 

Liu와 Hsiao15)는 PBL을 문제해결이나 의사결정, 

성찰적 사고와 같은 학습자의 고도의 사고능력을 

개발하고 학습자의 심도 있는 이해를 통한 지식의 

재구성이 가능한 학습 방법이라고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PBL은 응급구조(학)과 맥락에서 학

생들이 스스로 상황별에 맞는 환자의 상태로 구성

된 가상 시나리오를 단계적으로 제시하여 학생들 

스스로 진단하고 그룹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필요한 지식을 찾아내어 다양한 상황별 대처 방법

을 공부하게 하는 방법을 말한다.

2. PBL의 특성

문제중심학습은 1960년대 후반 캐나다 McMaster 

의과대학의 설립과 대학 교육과정에 Barrow 교수에 

의해 처음 도입되었으며, 국내에서도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 교육에서 이를 적용하고 있다. 1960년대 

말 캐나다 McMaster 의과대학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신설의과대학으로 전체 교과과정을 PBL 방식으로 

시작할 수 있었다16). 이후 네델란드의 Maastricht 

의대, 호주의 Newcastle 의대에서 PBL 교육과정을 

시작하였다. 의과 대학 중심으로 개발 적용되어왔으

나, 최근에는 다양한 분야에서까지 적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97년 이후 김희순(1997)18)에 의해 

PBL 개념이 소개되기 시작하였고, 1999년 성균관대

학교 의과대학에서 PBL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7개 의과대학에서 PBL을 정규 교과과목으로 채택하

였다19). 응급구조 분야에서는 유순규(2003)20)에 의

하여 처음으로 전문응급처치 강사 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과정이 처음 논의가 되었고, 이후 이영아21)

는 기본소생술에 PBL을 적용한 패키지를 개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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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였다.

PBL은 문제를 이해하고 서로 힘을 합쳐 문제해

결, 분석, 의사결정, 비판적 사고 등의 사고력의 

증진과 전체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도 스스로 하여 

학습할 수 있으므로 여러 교과목이 연결되어 있다.

PBL의 특징으로는 시나리오 형식의 임상 실제상

황을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학습자 중심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 방법과 협동학습을 지향할 수 있

다22). 학생들은 상황 대처를 위한 기존 지식과 경

험을 기본으로 학습목표를 찾아내어 소그룹 토론과 

자율학습을 통한 스스로 학습을 한다. Savery와 

Duffy22)는 PBL의 네 가지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

시하였다.

첫째, 문제중심학습 환경은 실제적인 문제해결 

행동, 자기주도적 학습, 내용지식획득 그리고 메타

인지 기술의 개발을 학습목적으로 한다.

둘째, 문제중심학습은 실제로 생성된 문제를 기

반으로 한다. 문제중심학습은 진정하고 현실적인 

관련 개념과 원리들을 제기해야하기 때문이며, 실

제적 문제가 지닐법한 복잡함과 다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인위적 문제들을 고안하기란 쉽지 않기 때

문이다.

셋째, 실제적인 문제의 제시방식 역시 문제중심

학습의 중요한 요소이다. 문제는 학습자들이 문제

를 받아들이고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현실감 

있는 방식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그 문제 속에 내

재된 데이터는 주요한 것으로 부가되지 않도록 자

연스럽게 용해되어야 한다. 즉, 학습자들이 무엇이 

중요하고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한다. 이것은 바로 실제적인 직

무수행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넷째, 문제해결 학습과정의 촉진자는 메타인지 

수준에서 학습자들과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 학습

자들이 올바른 질문을 던지도록 그리고 그들 자신

의 학습과정을 관리해나가도록 돕는 일을 하게 된

다. 반면, 촉진자는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거나, 정

보를 주거나 또는 정답으로 유도하는 일을 삼가 해

야 한다. 이들의 역할은 학생들이 문제해결에 도전

하도록 돕는 것이다. 문제중심학습에서는 교수자는 

학습자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비판

적으로 사고하는 기술, 자기주도 학습의 기술, 문

제와의 관계에서 내용지식을 계발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교수자는 지식의 구성을 주

입하기보다는 오히려 학습자들의 사고를 존중하고 

지원해야만 하는 특징을 지닌다.

3. PBL의 장단점

김용진 등5)은 기존의 교과목중심 방법과 문제중

심학습 방법을 비교 제시하였다.

PBL의 장점은 첫째, 학습자들이 5~8명씩 소그

룹으로 나누어지며, 임상 증례는 실제 환자를 대면

하는 것처럼 학습자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학습자 서로간 찾아서 공유할 수 있

다.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이해하고 문제를 이해

하고 해결안을 도출하기 위해 서적, 강의 자료, 인

터넷 환경 즉,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 

둘째, PBL은 협동 학습을 통해 문제 해결이 가능

하다. 학습자 자신들의 생각을 공유하고, 의사소통

하면서 최적의 해결안을 도출하기 위한 협동학습을 

수행하게 된다. PBL은 교수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

심으로, 내용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 추상적인 지

식의 학습에서 실제적인 문제해결중심으로의 변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을 가지는 반면에 PBL의 단점으로는 

그룹 활동 과정에서의 부담감, 팀원 간의 갈등이 

있으며, 교수자는 익숙하지 않은 학습방법으로 인

한 학습효과를 의도한 만큼 성취하지 못하는 경우

도 있다.

4. 응급구조(학)과의 PBL의 도입 목적 

응급구조(학)과 교육은 다양한 임상실무 능력을 

개발 및 향상시키기 위해 강의식 수업과 술기 위주

의 수업으로 대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수업

은 1급 응급구조사 자격시험에 대한 전통식 교과목 

위주의 주입식 교육 방식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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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입식 교육 방식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잘 길러주지 못해 졸업 후 다양한 응

급 상황에서의 적용 및 대처방안에 대해 많은 어려

움을 경험하게 된다. 응급구조(학)과 졸업 후 대다

수는 소방서에서 구급대원으로 근무하려고 한다. 

주입식 교육을 받은 졸업생들이 병원 전 상황에서 

스스로의 판단으로 생명을 다뤄야 하는데 적절하게 

하지 못해 소송 및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소송관련판례 중 2008년 4월 사망 교통사고 환자

에 대한 소극적인 응급조치와 이송에 대한 유족의 

민원사례 제기와 2007년 8월 출동 지연 장비 미사

용과 소극적 응급처치로 인한 민원 제기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병원 전 처

치단계에서 질병이나 사고로 위급한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신속한 병원이송으로의 이송은 환자의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1급 응급구조사의 

역할은 자신의 기술과 지식을 활용하여 상황에 대

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적극적인 응급

처치 시행이 안 되는 것은 배운 지식을 다양한 상

황에 맞게 적용을 잘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많은 지식의 분량과 새로운 지식의 창조 및 활

용 능력을 3~4년제 교과과정을 통해 배우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및 의사소통 능력을 습득하기 위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방법이 필요하다. 

학생들에게 임상 증례를 시나리오화하여 적용함

으로서 학습동기를 부여할 수 있고, 학습내용과 현

장과의 연관성을 제시하며, 사고력에 기회를 제공

할 수 있다. PBL은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자율학

습 능력 등을 지향시킬 수 있고 통합적 문제 적용

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게 한다. 즉, 제시된 임

상 증례 시나리오를 통하여 학생 스스로 문제 핵심

을 찾아내고, 가설을 설정하며, 관련 분야 학습목

표 설정하는 과정을 통해 의사결정, 문제해결능력, 

판단력 등의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응급구조

(학)과의 질적이고 전문적인 학생 창출과 수업을 

위하여 PBL의 도입은 필수적이다.

5. PBL에서 학습자와 교수자의 역할

문제중심학습의 목표는 비판적 논리적 사고, 문제

해결능력, 상황판단 대처 능력, 상황의 지식·기

술·태도의 통합,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제시하고 

설명하거거나 설득할 수 있는 능력, 협동학습능력을 

습득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문

제중심학습에서 교수와 학생의 역할은 기존 강의식 

교과학습과 구분이 되고 있다. 교수의 역할은 문제

중심학습이 시작되기 전과 과정 중, 그리고 과정을 

마친 후로 나누어 과정 중 교수의 역할이 단순히 교

육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이 아닌 조력자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수업 외 시간의 소그룹 면담은 지속적

인 관심으로 지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문제중심학습 패키지(PBL Learning 

Package) 개발

패키지의 개발은 문제중심학습 수업의 성공 중

심 역할을 하며 임상 교수들의 업무에 해당된다. 

패키지는 임상의 현장 실무 상황과 가장 근접한 상

황을 학습자들에게 제시하고 학습자 스스로 그 상

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구성된 

일련의 학습도구 모음이다. 

문제중심학습에서 제시하는 문제는 학습자의 관

심을 글어내고 동기 부여를 할 수 있어야 하고, 학습

자들의 사실, 정보, 논리와 이론적 설명에 근거하여 

의사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문제 해

결을 위한 효과적인 팀원이 협동하도록 복잡하고, 

임상증례와 연관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초기 단계 

질문은 개방적(open-ended), 비구조적(ill- struc‐
tured)이며, 교과지식 및 기술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 문제에 대해 매우 적은 정보만이 제시되기 때

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한 공식이나 지식

을 적용하기보다는 추가적인 정보를 찾고 계속적인 

탐색을 하는 탐구의 과정이 필요하다.  

문제 개발 절차는 내용 및 기술선택, 사용가능한 

자원의 결정, 문제 진술문의 작성, 동기화 활동 선

택, 핵심적인 질문 개발, 평가 전략의 결정의 6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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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패키지 개발절차 모형

계를 거친다24).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알아야 하거나 할 수 있어

야 하는 것을 나열하여 문제의 내용 선택 후, 다음

과 같은 단계를 이용하여 개발한다 <그림 3>.

1단계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학습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내용 및 기술 

선택을 한다. 2단계는 교수자가 학습자들이 문제해

결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발견하도록 도우며, 도서

관이나 인터넷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 절차

를 확인해 주는 사용 가능한 자원의 결정단계이다. 

3단계는 문제는 학습자의 경험에 기초하며, 발달적

으로 적절해야 하며, 교육과정에 기초하면서 비구

조화 되어야 하고, 다양한 교수학습 전략을 허용해

야 하는 문제 진술문의 작성단계이다. 4단계는 학

습자들이 문제에 대해 도전의식을 갖게 만들고, 적

극적으로 활동하기 위한 방법을 결정하는 동기화 

활동 선택 단계이다. 5단계는 학습자들이 문제에 

흥미를 가지게 된 후, 학습과업(learning task)에 

몰두하게끔 질문을 개발하는 핵심적인 질문 개발 

단계이다. 6단계는 평가 전략의 결정으로 내용의 

완전학습은 사전-사후 검사를 활용하여 측정할 수 

있고, 5점 척도로 평점화 되는 체크리스트 사용도 

가능하다.

문제중심학습 패키지의 일반적인 목적은 7가지

로 요약될 수 있다. 패키지는 ① 학습동기를 부여

하고, ② 학습자들에게 학습내용과 현장과의 연관

성을 제시하고, ③ 높은 단계의 사고력과 역할에 

기반을 둔 사고의 기회를 제공하고, ④ 새로운 지

식·기술·태도를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고, ⑤ 새

로운 지식·기술·태도를 적용할 기회를 제공하고, 

⑥ 학습하는 내용을 토의하고 비판할 기회를 제공

하고, ⑦ 학습방법을 익힐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교육이 주로 ④ 새로운 지

식·기술·태도를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는데 초점

을 두었다면 문제중심학습은 위의 7가지 목적을 모

두 중요시한다. 특히, ②, ③과 ⑤를 통하여 응급

구조(학)과 임상 실무의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고, 

①, ⑥과 ⑦을 통해 사고력의 개발과 평생학습능력

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6). 

문제중심학습 패키지의 구성요소는 전체 패키지 

구성요소와 패키지 내 분할된 각 Part별 구성요소

로 나누어진다.  

PBL의 좋은 모듈 개발은 학습자의 인식을 지식

(knowledge)→이해(comprehension)→적용(appli‐
cation)→분석(analysis)→종합(synthesis)→평가

(evaluation) 과정을 통한 하위에서 상위 인식수준

으로 이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7. PBL의 적용 및 국내외 동향

국내 연구로는 강인애 등25)의 연구에서 PBL의 

궁긍적 목적은 학습활동을 체질화하여 평생 학습인

으로서 역량을 기르는 점에 있다 하였다.

응급구조(학)과에서는 유순규에 의하여 처음으로 

전문응급처치 강사자격 교육과정 개발에 논의가 되

었는데, PBL 교육 방법으로 1급 응급구조사 자격

소지자들 대상으로 제시된 상황을 통하여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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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하고 해결을 통한 강의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에 필요성을 제시하였

다. 이영아는 S-PBL을 적용한 패키지를 개발하여 

기본소생술, 응급의학총론, 응급구조 및 이송의 각 

교과목 일부분을 부분 통합하였다. 학생들의 만족

도와 정보 통합 및 활용 능력, 참여도에 대한 만족

도는 높게 나타냈다

국외 연구로는 Bland26)는 통계학에서 PBL에 대

한 질적 연구 결과 전통적 교육방법보다 보건학 통

합과정의 일부분을 PBL로 시행한 방법이 긍정적 

결과를 나타냈다. Furber 등27)은 조산사 전문교육

을 PBL로 구성하여 교육한 결과 협동성에서 학생

과 교수자 모두 만족한 결과를 얻었으며, Van 

Diest 등28)는 정신과와 행동과학에서 의과대학교육 

6년 동안 PBL 교육방법 적용 시 12~58%에서 

28~60% 이상의 지식적 증가량이 나타났다.

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응급구조(학)과 학습자의 문제해결능

력 향상을 위한 문제중심학습 패키지를 개발절차에 

맞게 정립하고 그 예시를 제시하여 응급구조(학)과 

교과과정에 적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문가 평가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한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의 패키지 효과 검증을 위하여 패키지

를 경험한 집단과 경험하지 않은 통제 집단을 

학습 전후 문제해결능력과 의사소통향상 능력 

효과를 검증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

도로 점수화 하였으며 그 결과 유의하지 않게 

나타냈으며 각 요소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

게 나타냈다.

2) 문제중심학습 패키지는 13단계 개발 절차를 

근거로 하여 개발하였다.

3) 개발한 패키지를 학생들에게 적용하기 전 

전문가에게 4가지 부분에 평가를 의뢰하였다. 

첫째, 문제해결능력 향상에 대한 적절성 평가

는 적절하다고 하였다. 둘째,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대한 적절성 평가는 적절하다고 하였

다. 셋째, 학습내용 활용 가능성 평가는 적절

하다고 하였다. 넷째, 패키지 난이도 평가에

서는 적절하다고 하였다.

4) 패키지를 학생들에게 적용 결과 첫째, 문제해

결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문제해결능력은 향상되지 

않았다. 둘째,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

에서 개발한 문제중심학습 패키지를 경험한 

집단은 경험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패키지는 응급구조(학)과 수

업에서 학생들의 문제중심학습의 도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또한 본 패키지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응급구조(학)과 학습자에게 

임상상황과 더욱 유사한 상황으로 패키지를 제공하

고, 모든 상황에 실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

는 것이 필요하였다. 임상실습이 부족한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학습촉진도구가 여러 형태로 제

공되는 것이 중요하며, 개발된 패키지를 적용할 때

에는 학습자 중심의 소그룹 토론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전통적인 수업방식으로는 학생들을 수업에 집중

시킬 수 없으며 수업의 큰 효과를 볼 수 없다. 학

생이 주도적이고 스스로 가능한 문제중심학습 방법

을 교과과정 및 수업에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

다. 학생들에게 문제중심학습을 도입하여 문제를 

인식하고, 협동적 토론과정과 자기 주도적인 학습

에 적극 참여시킴으로써 문제해결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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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1) 교수자들이 문제중심학습 모듈 개발을 위하여 

교수학습센터를 더욱 활성화하고 학생들이 새

로운 학습전략으로 문제중심학습 이해하고 수

업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2) 문제중심학습이 가능한 과목인 경우 문제중심

학습에 필요한 시나리오와 절차를 공동으로 

개발하여 ‘PBL 패키지 표준매뉴얼’ 또는 ‘PBL 

패키지 표준교수지도안’을 개발하여 추후 지

속적으로 발전시키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3) 문제중심학습을 수업 및 교과과정에 적용 후

에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및 평가와 같

은 추후 연구에 대해 필요가 있다.

4) 시나리오 기반 문제해결 학습을 하려면 반드

시 시뮬레이션 교육 방법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제언을 통하여 문제중심학습을 학생

들에게 적용한다면 졸업 후 직업세계에서 다양하게 

발생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

함으로 학생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뿐더

러 자신이 속한 학교의 위상도 높아지고 더 나아가 

응급구조사라는 직업에 대해서도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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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Module Development to Improve Problem Based Learning Ability in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Lecture
- Stroke Package -

Hye-Young Pi*

Purpose: This study was to develop PBL packages geared toward fostering the 

problem-solving ability, self-directed learning capability and communicative competence of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students and to give some suggestions on the development of 

PBL packages of the approach based on the evaluation results of the packages by experts.

Methods: First, real clinical situations that learners would be exposed to after graduation 

should be provided as examples when the packages are developed. Second, a variety of  

learning-facilitating tools should be offered to facilitate their understanding, because they 

don't yet gain plenty of clinical practice experiences. Third, they should be encouraged to 

have an energetic discussion in small group when the developed packages are applied.

Conclusion: First, the packages developed in this study were just incorporated into some 

areas of a single course. In the future, the integration of an entire course or the 

development of a new course is required to attain the multiple learning objectives in the 

provided clinical situations. Second, this study attempted to develop the PBL packages to 

boost the problem-solving ability, self-directed learning capability and communicative 

competence of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students, and follow-up research should be 

implemented to finalize the packages based on the suggestions of the experts who evaluated 

them and to determine the effects of the packages.

Key Words : PBL, Communicative competence, PBL Package

* Dept.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Daewon University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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