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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nstrated that the students had a high level of satisfaction in PBL. It might be concluded that PBL was

successfully implemented into the Korean medical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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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문제바탕학습(Problem Based Learning; PBL)이란 교수가 학

습자에게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실제

환자를 진료하면서 접할 수 있는 문제를 학습자에게 제시하고

학습자가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하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교수방법이다
1)

.

문제바탕학습의 근본적인 목적은 학습자의 내재 동기를 증

진시켜 자기 주도로 학습을 유도하고, 인지적으로는 학습자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반성적 및 비판적 사고를 길러

실제 상황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2).

1960년대 중반 Barrows가 캐나다 McMaster대학 의과대학

에서 처음으로 문제바탕학습을 시행한 이래로 북미대륙의 많은

의과대학이 문제바탕학습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으며3), 그에

따른 연구들4,5)에서 문제바탕학습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하였

다. 대표적으로 Norman과 Schmidt
6)

, Hmelo
7)

등은 문제바탕학

습은 전통적인 수업보다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학업성취

및 장기기억의 전이에도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국내 의과대학에서 1990년대 문제바탕학습이 소개된 이후
8,9)

, 점차 확대되어 현재는 28개 이상의 의과대학에서 학교 사정

에 따라 부분적 또는 전격적, 정규적 또는 비정규적으로 시행되

고 있다10). 문제바탕학습 시행 이후 점차 경험이 쌓여가면서 국

내 의과대학에서 문제바탕학습의 단순한 시행 경험 보고 이상의

연구 결과들도 발표되고 있다11-13). 또한 국내 치과대학14,15) 및 간

호대학16) 등 보건의료계열의 교육에서도 문제바탕학습 시행에

따른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중국에서도 1990년대 중반부터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문제바

탕학습 도입에 따른 연구 논문이 보고되기 시작했으며17), 특히

2000년대 중반부터는 중의약대학에서도 문제바탕학습 도입에 따

른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18-20).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은 2007년 교육과정 연구시부

터 한의학교육에서의 문제바탕학습의 도입을 계획하였고
21)

,

2008년 연구를 통해 18개의 문제바탕학습 사례가 개발되었다22).

2010년 각 과별 교수가 임용됨에 따라 사례의 수정 보완 작업이

이루어졌고, 2011년 1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제바탕학습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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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바탕학습 강의를 이수한 한의학전문대학

원생을 대상으로 문제바탕학습 시행에 따른 학생들의 만족도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향후 문제바탕학습의 실행 및 운영에 대한

개선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교과과정에는 4학년 1학기에

『문제바탕학습』수업이 배치되어 있다. 수업은 2학점 총 40시

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1년 1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임

상실습 과정과 병행하여 실시되었다. 학생들은 7명씩 6개조로 나

뉘어, 개발된 18개의 사례 중에서 조별로 6개 사례를 배정받아

학습하도록 구성되었으며, 사례별 3번의 모임을 갖도록 하여 수

업 시행 기간 동안 총 18번의 모임을 갖게 하였다.

1. 조사대상

연구대상은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1기 학생들로

『문제바탕학습』수업을 이수한 42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중 41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2. 문항 구성 및 척도

설문문항은 총 20개 문항으로 크게 문제바탕학습 학생 만족

도 평가에 관한 16문항, 문제바탕학습 수업 운영에 대한 학생들

의 의견을 묻는 3문항, 문제바탕학습 수업과 관련된 의견을 자유

롭게 기술하는 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제바탕학습 평가에 관

한 항목은 ‘사례 및 학습자원에 대한 적절성 평가(5문항)’, ‘튜터

평가(2문항)’, ‘그룹 평가(3문항)’, ‘개인 평가(3문항)’, ‘임상학습

효용성 평가(2문항)’의 5개 항목으로 세분하였고 문제바탕학습

전반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알아보는 1개의 문항을 추가로

배치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Likert) 척도(5: 매우 그렇다,

4: 그렇다, 3: 보통이다, 2: 그렇지 않다, 1: 전혀 그렇지 않다)로

평가되었다. 문제바탕학습 수업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묻

는 문항은 ‘문제바탕학습 수업 시행 시기’, ‘문제바탕학습 사례별

만남 횟수’, ‘문제바탕학습 수업 시수’에 대한 3개의 문항으로 구

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문제바탕학습 수업과 관련하여 건의할 사

항이나 개선사항을 자유롭게 기술하는 1문항이 설문지에 포함되

었다.

결 과

1. 문제바탕학습 만족도 평가

문제바탕학습 평가의 각 문항별 학생들의 만족도는 다음과

같다(Table 1). 문제바탕학습에 대한 전반적인 학생들의 만족도

를 묻는 ‘전체적으로 PBL 수업은 유익하였다.’ 문항의 평균은 4.1

점(표준편차=0.7)으로 응답자의 87.8%가 ‘그렇다(4점)’ 혹은 ‘매우

그렇다(5점)’에 응답하였다(Fig. 1).

문제바탕학습 평가의 총 5개 항목별 평가에서는 사례 및 학

습자원 평가에서 3.5점(표준편차=0.9)의 만족도를 보였고, 튜터

평가 3.1점(표준편차=0.9), 그룹 평가 4.1점(표준편차=0.8), 개인

평가 4.0점(표준편차=0.8), 임상학습 효용성 평가 3.9점(표준편차

=0.8)의 만족도를 보였다(Fig. 2).

Fig. 1. Student's overall satisfaction about Problem-Based Learning.

Fig. 2. Student's categorical satisfaction about Problem-Based

Learning.

1) 사례 및 학습자원 적절성 평가

사례 및 학습자원이 적절하였는지를 묻는 문항은 총 5가지

로 구성되었다. 이들 각각의 문항에서 ‘그렇다(4점)’이상에 대답

한 비율은 ‘사례의 주제와 수준은 적절하였다(M=3.7±1.0)'가

56.1%, ‘사례에 대한 참고자료가 잘 제시되었다(M=3.1±1.0)’가

39%, ‘사례는 한의학 학습을 위한 동기부여에 적절하였다

(M=3.3±0.8)’가 43.9%, ‘과제와 평가는 적절하였다(M=3.3±0.8)’

가 39%, '문제해결을 위해 활용된 학습자원(PBL실, 학습도구)은

적절하였다(M=3.9±0.8)‘가 75.6%였다. 사례 및 학습자원 적절성

항목의 평균 만족도는 3.5점(표준편차=0.9)으로 다른 영역들에

비해 낮은 만족도를 보여 주었다.

2) 튜터 평가

튜터 평가 영역은 총 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튜터가 각

학생들에게 해준 피드백은 적절하였다(M=3.0±0.8)’는 문항에서는

29.3%가 ‘그렇다(4점)’에 대답하였고, ‘튜터의 역할(학습 촉진자로

서)에 만족하였다(M=3.1±0.9)’에서는 36.5%가 ‘그렇다(4점)’ 이상

에 대답하였다. 튜터 평가 영역의 평균 만족도는 3.1점(표준편차

=0.9)으로 모든 영역 중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여 주었다.

3) 그룹 평가

그룹 평가 영역은 총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조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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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tudent's opinion about Problem-Based Learning Curriculum

Questions

What is the optimal grade and subject to apply PBL? 45(100%)

① 1st-2nd(basic medical lectures) 1(2%)

② 3rd(clinical lecture) 7(16%)

③ Clinical Clerkship 36(80%)

④ 4th 1(2%)

What is the optimal time of meeting to discuss the module? 42(100%)

① 2 13(31%)

② 3 29(69%)

③ 4 0(0%)

What is the optimal credit of PBL ? 41(100%)

① Should be reduced. 1(2%)

② Should be current 15(37%)

③ Should be larger (10 or more) 21(51%)

④ Should be significantly larger (20 or more) 4(10%)

Table 1. Student's satisfaction about Problem-Based Learning Curriculum

Items M±SD Strong agree Agree Neutral Disagree Strong disagree

Module & Learning environment 3.5±0.9

1 The case and the level of module was appropriate. 3.7±1.0 92.0) 14(34.1) 13(31.7) 5(12.2) 0(0.0)

2 Reference data about module was well presented. 3.1±1.0 2(4.9) 14(34.1) 10(24.4) 15(36.6) 0(0.0)

3 Modules were appropriate to the motivation for Kmed learning. 3.3±0.9 4(9.8) 14(34.1) 14(34.1) 9(22.0) 0(0.0)

4 Tasks and assessments were appropriate. 3.3±0.8 2(4.9) 14(34.1) 20(48.8) 5(12.2) 0(0.0)

5 Learning environments(PBL room, learning tools) were appropriate. 3.9±0.8 10(24.4) 21(51.2) 7(17.1) 3(7.3) 0(0.0)

Tutoring 3.1±0.9

6 Tutor gave immediate feedback. 3.0±0.8 0(0.0) 12(29.3) 20(48.8) 7(17.1) 2(4.9)

7 The role of Tutor was appropriate. 3.1±0.9 1(2.4) 14(34.1) 18(43.9) 5(12.2) 3(7.3)

Group learning 4.1±0.8

8 All members participated in PBL passionately or positively. 4.4±0.8 21(51.2) 15(36.6) 4(9.8) 1(2.4) 0(0.0)

9 The quality of group learning was appropriate. 4.0±0.8 10(24.4) 24(58.5) 6(14.6) 0(0.0) 1(2.4)

10 Issues of group learning were appropriate. 4.0±0.7 8(19.5) 25(61.0) 7(17.1) 1(2.4) 0(0.0)

Individual learning 4.0±0.8

11 I participated in PBL passionately or positively. 3.8±0.7 6(14.6) 24(58.5) 9(22.0) 2(4.9) 0(0.0)

12 Issues of individual learning were appropiate. 3.9±0.8 8(19.5) 21(51.2) 10(24.4) 2(4.9) 0(0.0)

13 I became aware that the needs of individual learning associated basic with clinical medicine. 4.4±0.7 20(48.8) 17(41.5) 3(7.3) 1(2.4) 0(0.0)

3.9±0.8

14 The whole process has become familiar from the beginning to the termination of treatment. 3.8±0.8 5(12.2) 25(61.0) 8(19.5) 3(7.3) 0(0.0)

15 PBL helped enhance clinical problem-solving skills. 4.0±0.8 12(29.3) 20(48.8) 7(17.1) 2(4.9) 0(0.0)

16 PBL was a useful educational method overall. 4.1±0.7 10(24.4) 26(63.4) 4(9.8) 1(2.4) 0(0.0)

PBL: Problem-Based Learning,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학습에 대한 참여는 적극적이었다.(M=4.4±0.8)’의 문항에서는

87.8%의 학생들이 ‘그렇다(4점)’ 이상에 답하였으며, ‘학생들 간

에 이루어진 학습의 질은 적절하였다(M=4.0±0.8)’는 82.9%, ‘학생

들에 의해 선정된 학습 주제가 적절하였다(M=4.0±0.7)’는 80.5%

가 ‘그렇다(4점)’ 이상에 응답하였다. 그룹 평가 영역의 평균 만

족도는 4.1점(표준편차=0.8)으로 모든 영역 중 가장 높은 만족도

를 보여 주었다.

4) 개인 평가

개인 평가 영역은 총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나의 PBL

학습에 대한 참여는 적극적이었다(M=3.8±0.7)’의 문항에서는

73.1%의 학생들이 ‘그렇다(4점)’ 이상에 답하였으며, ‘스스로 정

한 학습주제로 인하여 흥미와 학습동기가 유발되었다

(M=3.9±0.8)’는 70.7%, ‘기초와 임상이 연계된 개인학습의 필요함

을 알게 되었다(M=4.4±0.7)’는 90.3%가 ‘그렇다(4점)’ 이상에 응

답하였다. 개인 평가 영역의 평균 만족도는 4.0점(표준편차=0.8)

으로 다른 영역들에 비해 높은 만족도를 보여 주었다.

5) 임상학습 효용성 평가

임상학습 효용성 평가 영역은 총 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진

료의 시작부터 종결까지의 전체적인 절차를 숙지하게 되었다

(M=3.8±0.8)’의 문항에서는 73.2%의 학생들이 ‘그렇다(4점)’ 이상

에 응답하였고, ‘이 수업은 임상의 문제해결 능력 배양에 도움이

되었다(M=4.0±0.8)’의 문항에서는 78.1%의 학생들이 ‘그렇다(4

점)’ 이상에 응답하였다. 임상학습 효용성 평가 영역의 평균 만족

도는 3.9점(표준편차=0.8)을 보여 주었다.

2. 문제바탕학습 수업 운영에 대한 의견

1) 문제바탕학습 수업 시행 시기

문제바탕학습 시행 시기에 관한 설문에서 현행 4학년 1학기

임상실습 기간 중에 문제바탕학습 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80.0%, 3학년 임상강의 중 강의를 대체하는 것이 적절하

다는 의견이 15.6%, 1,2학년 기초강의 동안 실시하는 것이 적절

하다는 의견과 4학년 2학기에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각각 2.2%를 차지하였다.

2) 문제바탕학습 사례별 만남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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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바탕학습 사례 구성에 관한 설문에서 현행대로 3번 만

남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69%, 2번 만남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13%였고, 4번 만남으로 만남의 횟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없

었다.

3) 문제바탕학습 수업 시수

문제바탕학습 수업 시수에 관한 설문에서 수업 시수가 확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51.2%로 가장 많았으며, 현행 6개 사례를

경험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36.6%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

다. 또한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9.8%를 차지하였고, 축

소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2.4%에 그쳤다(Table 2).

3. 자유의견

자유의견에서는 문제바탕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느낀 점이나

개선 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자유의견 내

용을 살펴보면 ‘한의학적 정보 제공이 부족했다’는 의견이 15명

로 가장 많았고, ‘튜터의 개입 정도가 튜터 및 사례에 따라 상이

하였다’는 의견이 11명이었다. 수업 전반에 걸친 만족도를 표현

한 의견은 10명이었다. ‘사례에 따른 수준이나 정보제공에 있어

서 차이가 있었다’는 의견은 8명, ‘사례에 따른 만남의 횟수를 조

절하여 사례의 수를 늘리자’는 의견은 7명이었다. ‘사례에 대한

최종 피드백(Feed back)이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의견과 ‘퀴즈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는 의견, ‘PBL실의 전자 액자를 사용하게 해

달라’는 의견이 각각 4명이었다(Table 3).

Table 3. Student's Free Comments

Free Comments Response No.

Lack of Korean medical information 15

Difference between the amount of tutors interaction 11

Satisfaction for PBL 10

Modifications and complements for the module 8

The necessity of reorganization and larger for the module 7

Feed Back 4

Credits and assessment 4

Using electronic picture frame 4

고 찰

본 논문에서는 문제바탕학습 수업 시행 후 학생들을 대상으

로 문제바탕학습에 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향후 문

제바탕학습 수업의 운영에 있어서 개선점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기존 문제바탕학습에 관한 국내 연구의 방향은 문제바탕학

습 과정이 끝난 후 구성원(튜터, 학생)의 설문작성을 통해 문제바

탕학습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하는 것과 문제바탕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나 학업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

등이 있다
12)

. 본 논문에서는 설문을 통해 문제바탕학습 과정 이

후의 학생 만족도를 통해 문제바탕학습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하고자 하였고, 임상실습 과정 중인 학생들에게 문제바탕학습이

임상학습에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지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김
10)

, 소
23)

, 김
24)

, 윤
25)
의 기존 의과대학에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 관한 설문 문항,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참여 수준을 측정

하는 NSSE(National Student Survey of Engagement)의 문항26)

및 교사용 자기주도성 측정도구(selfdirected learning inventory

for teacher)
27)
를 참조하였다.

이들 기존 설문에서는 문제바탕학습 구성요소를 크게 개인,

그룹, 튜터, 사례, 학습자원 등 5가지 항목으로 세분하여 문제바

탕학습을 평가하고 있었는데 이들 항목은 문제바탕학습을 구성

하는 인적 요소와 환경 요소로 분류할 수 있다10). 개인, 그룹, 튜

터가 인적 요소에 해당하고, 사례 및 학습자원은 환경 요소에 해

당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설문에서는 이를 약간 변형하여 사례

및 학습자원 적절성 평가, 튜터 평가, 그룹 평가, 자기 평가, 임상

학습 효용성 평가 등 총 5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기존 설문

과 다른 점은 사례와 학습자원에 해당하는 환경요소를 통합해서

평가했다는 것과, 문제바탕학습이 학생들의 임상학습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알아보는 임상학습 효용성 평가 항목을 추가하였다

는 점이다.

한의학 교육에서 문제바탕학습에 대한 전반적인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았으나, 영역별 만족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문제바탕학습에 대한 전반적인 학생들의 만족도를 묻는 16

번 문항 ‘전체적으로 PBL 수업은 유익하였다.’에서 학생들의 만

족도는 4.1점(표준편차=0.7)으로 응답자의 87.8%가 ‘그렇다(4점)’

혹은 ‘매우 그렇다(5점)’는 긍정적인 대답을 하였다(Fig. 1).

문제바탕학습의 영역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그룹 평가에서

4.1점(표준편차=0.8)으로 학생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개인

평가의 만족도는 4.0점(표준편차=0.8)으로 그 다음으로 높았다.

임상학습 효용성 평가에서 학생들의 만족도는 3.9점(표준편차

=0.8)을 보였으며, 사례 및 학습자원 평가에서는 3.5점(표준편차

=0.9)의 만족도를 보여주었다. 튜터 평가에서 만족도는 3.1점(표

준편차=0.9)으로 문제바탕학습 영역별 평가에서 가장 낮은 만족

도를 보여주었다(Fig. 2).

문제바탕학습의 환경적 요소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는

사례 및 학습자원 적절성에 대한 평가에서 학생들의 만족도는

3.5점(표준편차=0.9)으로 다른 영역들에 비해 낮은 만족도를 보

여주었다. 사례 및 학습자원 적절성 평가는 총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들 각 문항에서 ‘그렇다(4점)’이상에 대답한 비

율은 ‘사례의 주제와 수준은 적절하였다(M=3.7±1.0)'가 56.1%,

‘사례에 대한 참고자료가 잘 제시되었다(M=3.1±1.0)’가 39%, ‘사

례는 한의학 학습을 위한 동기부여에 적절하였다(M=3.3±0.8)’가

43.9%, ‘과제와 평가는 적절하였다(M=3.3±0.8)’가 39%, '문제해결

을 위해 활용된 학습자원(PBL실, 학습도구)은 적절하였다

(M=3.9±0.8)‘가 75.6%로 다른 영역의 세부 문항에서 보여준 긍

정적 응답 비율보다 다소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례에 대한

만족도와 학습자원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해보면 사례에 대한 만

족도가 학습자원의 만족도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사례 만

족도에서도 ‘사례에 대한 참고자료 제시 적절성’, ‘한의학 학습

동기부여에 도움이 되었는지’, ‘과제와 평가의 적절성’ 부분에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자유 의견에서 15명의 학생이 ‘사례별로 한의학적 진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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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이 부족했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학생들은 사례의

자료제시에 있어서 양방 진단적 자료에 비해 한방 진단적 자료

가 문제해결에 있어 부족하다고 느꼈고 이것이 한의학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데 부족함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와 반대

로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학생들의 한의학에 대한 기대치와

학습에 대한 열의가 높기 때문에 적합하게 주어진 한방 진단적

자료도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느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례 만족도는 기존 의과대학 만족도 조사에서도 공통적으

로 문제바탕학습 도입 초기에 낮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다
10,28,29). 김10)은 사례만족도가 낮게 나온 이유를 우수한 사례의 자

체 개발의 어려움과 자체 개발된 사례의 경우에도 충분한 내부

적 토의를 거쳐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미흡하였기 때문이라

고 보고하였다. 김30)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튜터들이 직접 사

례를 운영해 본 후 사례 개발자와 다시 모여서 실제 상황에서는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해 나갔으며 사고의 흐름이 어떠했는

가를 알려줌으로서 사례를 수정하거나 운영방법을 개선할 것을

제시하였다. 향후 사례 개발 및 보완에 있어 이를 참조하여 튜터

와의 협조를 통해 양방 한방 균형이 맞는 사례 개발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사례 만족도와는 달리 학습자원에 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데 이는 의과대학의 문제중심학습 도입 초기에 보

여줬던 기존 연구보고서의 결과와는 다르다23,31,32).이들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PBL실의 부재와 도서관 자료의 부족을 학생들의 만

족도가 낮은 이유로 보았다. 하지만 한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설

립 전 교육과정의 개발 당시 이미 문제바탕학습에 관한 수업 편

성이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10개의 PBL실을 확보할 수 있었고

문제바탕학습이 PBL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었다. 또한 의과대학 및 치의과대학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

는 의생명도서관이 있었기 때문에 한의학적 자료는 물론 서양의

학적 자료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만족도

가 높았다고 생각된다. 이는 구33)가 보고한 초창기 대학 측의 지

원이 문제바탕학습의 성공적 도입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건

이었다는 것에 부합한다.

문제바탕학습의 인적 요소 중 튜터에 대한 평가에서 학생들

의 만족도는 3.1점(표준편차=0.9)으로 모든 영역 중 가장 낮은 만

족도를 보여 주었다. 튜터 평가의 세부 문항에서 학생들은 ‘튜터

가 각 학생들에게 해준 피드백은 적절하였다(M=3.0±0.8)’는 문항

에서는 29.3%가 ‘그렇다(4점)’에 대답하였고, ‘매우 그렇다(5점)’

고 대답한 학생은 없었다. ‘튜터의 역할(학습 촉진자로서)에 만족

하였다(M=3.1±0.9)’에서는 36.5%가 ‘그렇다(4점)’ 이상에 대답하

였다. 자유의견에서는 11명의 학생이 ‘튜터의 개입정도가 튜터에

따라 혹은 사례에 따라 상이하였다.’고 기술하였고, 4명의 학생이

‘사례에 대한 튜터의 피드백이 부족하였다.’고 기술하였다.

튜터는 문제바탕학습의 인적 요소에 해당하며, 지식을 전달

하고 전수하는 지시적인 역할이 아닌 조력자, 촉진자, 안내자로

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34). 튜터의 개입 정도에 대해 Silver와

Wilkerson
35)
은 증례관련분야의 교수가 참여하면 일반적으로 좀

더 지시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학생-학생간의 토론보다는 튜터-

학생간의 토론이 늘어나고 튜터의 말 한마디에 학생들의 의문이

사라져 버리고 이에 따라 튜터에 대한 의존이 높아지게 되어 결

국 문제바탕학습의 장점이 줄어들게 된다고 보았다. 김30)도 튜터

는 가능하면 증례에 관련된 전공과 무관한 교수가 선정되는 것

이 좋다고 주장하였다. 전공교수가 참여할 경우 토론 중에 오류

가 발생할 때 쉽게 교정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으나 자기 자

신의 지식에 자신이 없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의사표현이 자유

롭지 못한 경향이 있어서 오히려 토론에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

는 것이다. 이상적인 튜터의 모습으로 허36)는 학습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다른 학습자들의 의견을 유도하고, 칭찬과 격려를 아

끼지 않으며, 교수자 스스로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인정하고 함

께 배운다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튜터 평가에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낮은 원인은 문제바탕학

습의 도입에 따른 튜터 숙련도의 문제로 보인다. 기존 의과대학

에서 학생들의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살펴보면 튜터에 대한 만

족도는 시행 경험이 많아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성을 볼 수 있는

데
10,23,36)

, 이러한 경향성에 대해 허
36)
는 튜터들이 수업을 거듭할

수록 여러 모듈을 접하고, 교수·학습 방법에 익숙해지면서 가장

적은 개입으로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했기 때문으로 보았고, 소
23)
는 여러 번의 튜터 워크숍을 통

해 튜터들이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튜터의 인식과 기술이 많이

개선된 것을 그 원인으로 보았다. 김10)도 매년 튜터 워크숍을 통

한 튜터의 질적 양적 향상에 노력한 결과라고 보았다. 이러한 튜

터 만족도의 상승 경향성은 단순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만족도

가 상승한 것이 아닌, 튜터 워크샵을 통해 튜터의 교수법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된 결과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앞

으로 문제바탕학습에서 튜터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정립과 지속

적인 튜터 워크샵의 운영이 필요하다.

그룹 평가와 개인 평가는 문제바탕학습의 인적 요소 중 학

습자(그룹, 개인)에 대한 자가 평가에 해당한다. 그룹 평가 영역

의 평균 만족도는 4.1점(표준편차=0.8)으로 모든 영역 중 가장 높

은 만족도를 보여 주었고, 개인 평가 영역의 평균 만족도는 4.0점

(표준편차=0.8)으로 두 번째로 높은 만족도를 보여 주었다.

그룹 평가 영역은 총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조원들

의 학습에 대한 참여는 적극적이었다.(M=4.4±0.8)’의 문항에서는

87.8%의 학생들이 ‘그렇다(4점)’ 이상에 답하였으며, ‘학생들 간

에 이루어진 학습의 질은 적절하였다(M=4.0±0.8)’는 82.9%, ‘학생

들에 의해 선정된 학습 주제가 적절하였다(M=4.0±0.7)’는 80.5%

가 ‘그렇다(4점)’ 이상에 응답하였다.

개인 평가 영역도 총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나의 PBL

학습에 대한 참여는 적극적이었다(M=3.8±0.7)’의 문항에서는

73.1%의 학생들이 ‘그렇다(4점)’ 이상에 답하였으며, ‘스스로 정

한 학습주제로 인하여 흥미와 학습동기가 유발되었다

(M=3.9±0.8)’는 70.7%, ‘기초와 임상이 연계된 개인학습의 필요함

을 알게 되었다(M=4.4±0.7)’는 90.3%가 ‘그렇다(4점)’ 이상에 응

답하였다.

이들 그룹 평가와 개인 평가 영역에서 학생들의 긍정적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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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이 높게 나온 이유는 문제바탕학습이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

을 촉진하고 학습자 개개인에게 책임의식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강의식 수업보다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였고, 또한 이

러한 측면이 학습자 내재동기를 자극하였으며37), 학생 스스로 다

양한 방법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유능감을

높여주었기 때문
38)
으로 생각된다.

기존 문제바탕학습에서 그룹 평가와 개인 평가에 대한 학생

만족도를 살펴보면 소23)는 문제바탕학습이 학습자의 흥미 및 유

능감을 높여주는 데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조별활동

에 대한 그룹 평가에서는 이와 달리 낮은 만족도를 보여줬는데

그 원인을 학생들이 혼자 하는 학습에 익숙해져 있어 그룹 활동

에 대한 부담감이 컸기 때문으로 지목하였다. 반면 김
10)
은 개인

학습만족도와 그룹학습만족도 모두 높게 나왔다고 보고하였는데

그에 대한 이유를 해당 학교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 후 입

학한 신입생들의 평균 연령의 증가 및 학생들의 다양한 학부 배

경 등이 기존의 일방적 수업 방식에 비해 상호 소통을 해야 하는

문제바탕학습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으로 보았다.

학습자 변인은 변화를 실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

로 고려되어야 한다39)는 점에서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배

경을 살펴보면 다양한 학부 배경을 갖고 있고, 다양한 나이대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 경험적 측면에서 다양한 직업적

경험을 쌓은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구성원의 다양성으

로 인하여 문제바탕학습 중 토론 과정이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

었고, 문제 해결에 있어서 다양한 접근법을 시도할 수 있었기 때

문에 그룹 평가 및 개인 평가의 각 문항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

다고 생각된다.

임상학습 효용성 평가는 문제바탕학습에 대한 평가가 아닌

문제바탕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나 학업에 대한 태도

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영역이다. 임상학습 효용성

평가 영역은 총 2문항으로 구성하였는데 평균 만족도는 3.9점(표

준편차=0.8)으로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여 주었다. ‘진료의 시

작부터 종결까지의 전체적인 절차를 숙지하게 되었다

(M=3.8±0.8)’의 문항에서는 73.2%의 학생들이 ‘그렇다(4점)’ 이상

에 응답하였고, ‘이 수업은 임상의 문제해결 능력 배양에 도움이

되었다(M=4.0±0.8)’의 문항에서는 78.1%의 학생들이 ‘그렇다(4

점)’ 이상에 응답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고학년 임상실습 기간 중 문제바탕학습을

실시한 경우가 많지 않아 문제바탕학습이 임상실습 기간 중 학

생들에게 임상학습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측정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김40)의 연구에서는 임상실습 중인 의학과 4학년생들에게

실시하였을 때 문제바탕학습 수업에 대해 교수와 학생들이 부정

적 견해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문제바탕학습의 학습효

과적 측면에서의 부정적 반응이기 보다 문제바탕학습 초기 도입

에 따른 거부감과 의사국가고시와 같은 시기적 요소의 영향이

더 컸다고 판단된다. 반면 노41)의 조사에서는 문제바탕학습 경험

이 임상실습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임상학습에 있어서 절차적 숙지 측면이나 문제해결

능력 배양에 도움이 되었다기보다 동료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했

던 경험이 임상학습에 도움이 되었다고 한 점에서 본 연구 결과

와 다소 차이를 보였다.

문제바탕학습 평가 이외에도 향후 문제바탕학습 수업 운영

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알아보고자 ‘문제바탕학습 수업 시행

시기’, ‘문제바탕학습 사례별 만남 횟수’, ‘문제바탕학습 수업 시

수’에 관한 3개의 문항을 설문지에 배치하였다.

문제바탕학습 시행 시기에 관한 설문에서 현행 4학년 1학기

임상실습 기간 중에 문제바탕학습 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80.0%, 3학년 임상강의 중 강의를 대체하는 것이 적절하

다는 의견이 15.6%, 1,2학년 기초강의 동안 실시하는 것이 적절

하다는 의견과 4학년 2학기에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각각 2.2%를 차지하였다.

기존 의과대학의 경우 문제바탕학습의 도입 초기 4학년 학

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보고가 있었다
40)

.

하지만 이 후 연구에서 임상실습 간 문제바탕학습 도입에 따른

학생들의 반응이 긍정적임을 보고하는 사례도 많았다24,41,42). 한의

학전문대학원의 경우 교과 커리큘럼에 따른 시기적 적합성을 고

려하여 4학년 1학기 임상실습 기간에 문제바탕학습 수업을 개설

하였다. 이에 따른 학생들의 긍정적 반응을 볼 때 현행 시행 기

간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문제바탕학습 사례 구성에 관한 설문에서 현행대로 3번 만

남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69%, 2번 만남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13%였고, 4번 만남으로 만남의 횟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없

었다. 자유의견에서 ‘사례에 따른 만남의 횟수를 조절하여 사례

의 수를 늘리자’는 의견은 7명이 있었다. 이를 볼 때 많은 수의

학생들은 현행 만남의 횟수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였고, 일부의 학

생은 문제바탕학습의 사례만남 횟수를 줄이는 대신 사례의 수를

늘리자는 생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바탕학습 수업 시수에 관한 설문에서 수업 시수가 확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51.2%로 가장 많았으며, 현행 6개 사례를

경험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36.6%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

다. 또한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9.8%를 차지하였고, 축

소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2.4%에 그쳤다. 수업 시수에 관한 의견

에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현행 유지 혹은 확대의 의견을 보였다

는 점에서 문제바탕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음을 간

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고,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 시수의

확대 편성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생각된다.

결 론

한의학교육에서 문제바탕학습의 시행에 따른 학생들의 만족도

를 알아본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다.

문제바탕학습의 만족도에서 그룹 평가 및 개인 평가 영역에

서 높은 만족도를 보여 주었고 학습 효용성 평가 영역에서도 긍

정적 반응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개발된 학습 사례에서 상대적으

로 낮은 만족도를 보여주었고 튜터 평가에서는 가장 낮은 만족

도를 보여 이에 따른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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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바탕학습 수업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4학년 1학기 임상실습 기간 중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

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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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전문대학원 PBL 설문조사

학년 4학년 개설시기 2011학년도 1학기

과목명 PBL 설문일 2011. 5. 30

※ 각 항목별 해당 란에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No. 항목 5 4 3 2 1

01 사례의 주제와 수준은 적절하였다.

02 사례에 대한 참고자료가 잘 제시되었다.

03 사례는 한의학 학습을 위한 동기부여에 적절하였다.

04 과제와 평가는 적절하였다.

05 문제해결을 위해 활용된 학습자원(PBL실, 학습도구)은 적절하였다.

06 튜터가 각 학생들에게 해준 피드백은 적절하였다.

07 튜터의 역할(학습 촉진자로서)에 만족하였다.

08 조원들의 학습에 대한 참여는 적극적이었다.

09 학생들간에 이루어진 학습의 질은 적절하였다.

10 학생들에 의해 선정된 학습주제(Learning Issues)가 적절하였다.

11 나의 PBL학습에 대한 참여는 적극적이었다.

12 스스로 정한 학습주제로 인하여 흥미와 학습동기가 유발되었다.

13 기초와 임상이 연계된 개인학습의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14 진료의 시작부터 종결까지의 전체적인 절차를 숙지하게 되었다.

15 이 수업은 임상의 문제해결 능력 배양에 도움이 되었다.

16 전체적으로 PBL 수업은 유익하였다.

5 4 3 2 1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7. 현재 PBL 수업은 4학년 1학기 임상실습 중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의학교육에서 PBL 수업의 적절한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

능)

① 1,2학년 기초강의 ② 3학년 임상강의 중 강의를 대체하여 ③ 임상실습 중 (현행) ④ 4학년 2학기

18. 현재 PBL 사례는 3번 만남을 기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행처럼 4학년 1학기에 시행된다면, 사례의 구성은 몇 번 만남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십니

까? (복수응답 가능)

① 2번 만남 ② 3번 만남 (현행) ③ 4번 만남

19. 현재 PBL 사례는 학생당 6개씩 경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PBL 수업의 시수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축소해야 한다 ② 적당하다 ③ 확대하여야 한다(10개 이상) ④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20개 이상)

20. 이외에 본 수업과 관련하여 건의할 사항이나 개선사항 등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십시오.(뒷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