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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liminary Work for Application of Problem-Based Learning in Medical Education

Jeong Ho Seok, MD

Department of Pharmacology, College of Medicin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ee the possibility of application of PBL in medical 

education of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Methods: The questionnaire were given to Chungnam University Medical students and 

professors before and after the preliminary trial of PBL. Before the trial, the questionnaire of 4 

items were asked to the 199 students and the 53 professors. After the trial using 5 modules, the 

questionnaire of 8 items were asked to the 130 students and the 13 professors.

  Results: Before the preliminary trial of PBL, both the students(54%) and professors(93%) 

already knew the concept of PBL. The professors got the information about PBL from the 

Faculty in-service training, and the students got it from the professors. Professors and higher 

grade students wanted to apply PBL in clinical period as soon as possible.

  After the trial, both students and professors agreed that the trial of PBL was helpful and that 

the level of difficulty for modules and the role of tutor were appropriate. Students wanted to 

have the short period of PBL without credits during semester, but professors insisted to give the 

credits to students as a regular lecture.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students and professors of Chungnam Medical 

College, even though they have different point of view in some aspects, have the consensus for 

the application of PBL in regular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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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 부분의 의과 학 교육목표는 의사에

게 필요한 지식, 수기  환자를 하는 태도 등을 

습득하여 임상의나 의학자의 기본 자질을 갖추는 데 

있다. 이런 목표에 이르는 방법에 있어서는 과목 단

의 암기식 교육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

다.  의학은 날로 문화되면서 수많은 의학 정

보를 생산하고 있다. 이 모든 최신 의료 정보를 일정

시간 내에 재의 교육 방식으로 암기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 밝 지면서 새로운 방식의 의학

교육이 필요함이 제기되었다. 최근 10여 년 동안 꾸

히 제기되고 개선되어온 의학교육의 방향은 의사

로서의 책임감  윤리의식, 임상수기 습득, 의료/사

회  문제  악  스스로 평생 교육자로서의 자

질 향상 등에 을 맞춰 진행되는 문제바탕학습

(PBL; Problem-Based Learning)의 도입이다. 

  PBL의 개념은 Barrows와 Tamblyn (1980)에 의해 

발표되었지만, 캐나다의 McMaster 의과 학에서는 

이미 1973년에 의사양성 로그램으로 PBL 교육을 

시작하 고, New Mexico 의과 학(원)은 1979년부

터 일차진료교육과정이라는 문제 심학습을 시작으

로 1994년 임상의학 교육과정까지 포함하는 교육과정

을 의  과정의 학생에게 용하고 있고, Harvard 

의과 학(원)은 1985년부터 문제바탕학습을 시범

으로 운 하다가 1990년  들어  학생에 확 하

여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PBL교육은 1996년 학생수가 비

교  은 울산의 와 구 (효성) 가톨릭 의 에서 

학 단 로 운 되기 시작하 고, 1999년에 8개 

학으로, 2000년도에 17개 학으로 늘어났다 (김용

진 등, 2000). 이 에서 성균 의 는 1999년부터 

모든 과목을 PBL 방식의 교육과정으로 운 하고 있

고 (홍경표, 2001), 국립 학으로는 경북의 가 1994

년부터 시범 으로 운 하다가 1999년 교육과정을 

획기 으로 개편하면서 정규 과목으로 (2학 ) 채택

하여 1～3학년에 용하고 있으며 (장 , 2001; 이

종명 2002), 남의 는 1996년 2학기부터 의학과 

3～4학년을 상으로 증례토의 식으로 1주일에 3 

case를 다루고 있고 (송태복, 2001), 그리고 서울의

는 1999년부터 통합교육과정 과목인 신경학에 

용한 이후 2001년에는 선택과정으로 2학 을 부여

하여 2학년 1학기말에 운 하고, 2학년 2학기에는 

일부 통합과목(신경학, 액종양학)을 PBL 방식을 

도입 운 하고 있다 (성명훈, 2001).

  한편 충남의 에서도 교육과정 개편과 PBL 시행

을 한 비작업으로 교육과정 원회의 꾸 한 

활동과 병행하여 2001년도 제 1차 교수연수회의에

서 (2001년 7월) 의학교육학회를 통해 PBL 개념을 

습득한 교수가 직   교수를 상으로 PBL에 

해 소개하 고, 그 후 2001년도 제 2차 교수 연수회

의에서 (2002년 1월) 의학교육학회의 워크샾에 참가

한 교수가 근거 심의학을 소개하 고, 2001년도 

제 3차 교수연수회의에서 (2002년 2월) 남의  김

용진 교수가 PBL에 한 반 인 내용 (tutor 교육 

포함)을 발표하 고, 이어 PBL 원회 (15명)가 발

족되기에 (2002년 4월) 이르 다.

  따라서 충남의 에서도 의학교육과정에 PBL 방

식이 도입될 필요가 있는지, 도입하기 해서는 어

떤 요건들이 필요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언제 

도입할 것인지 연구할 필요성이 있어 본 과제를 수

행하기 해 자는 PBL에 한 개념 인지도, 필요

성  시행 시기 등에 해 충남의  교수  의학

과 학생을 상 로 설문을 시행하 고, 그 후 발족된 

PBL 원회를 심으로 모듈 개발  tutor 교육 계

획이 이루어져 2002년 1학기 과정이 종료된 2학년 

학생을 상으로 비 PBL 교육을 시행한 후 참여 

학생과 튜터를 상으로 설문을 시행하여 비 PBL 

도입 과 후의 의견을 검토하 다. 

상  방법

가. 연구 상

  PBL 도입에 련 필요성, 도입 시기  필요 요

건 등을 알아보기 해 의과 학생  학년  의과

학 교수를 상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고, 비 

PBL 시행 후에는 PBL 시행에 참여한 의과 학 2학

년 학생과 튜터를 상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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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 Grade 1 2 3 4 Prof*

 Have you ever heard about PBL?

       Yes/No(%) 97.6/12.4 

 

60.0/40.0 

 

 57.8/42.2  

 

 54.4/45.6  

 

92.5/7.5

* Prof : Professor

Table I. The Recognition about PBL

Item ＼ Grade 1 2 3 4 Prof*

Where did you get the information about PBL? 

  ① Workshop associated with medical education

  ② Faculty in-service training

  ③ Homepage of Chungnam Medical College

  ④ Professors

  ⑤ Other

1.5%

0.0

3.0

89.6

5.9

0.0%

0.0

18.2

68.2

13.6

   

4.3%

0.0

34.8

43.5

17.4

0.0%

0.0

16.0

56.0

28.0

34.0%†

71.7‡

3.8

5.7

3.8

* Prof : Professor
†, ‡ : Some professors marked at both item ① and ②.

Table II. The Source of the Information about PBL

나. 연구방법

1) PBL 도입  설문

  PBL을 도입하기 에 크게 5가지 항목으로 분류

하여 설문을 실시하 다. 첫째 PBL에 한 인지도, 

둘째 정보 원천, 셋째 PBL의 필요성과 그 이유, 넷

째 의학교육과정  도입 시기  다섯째 용 상 

학년에 한 내용을 설문지로 만들어 의학과  학

년 (1학년 68명, 2학년 40명, 3학년 45명, 4학년 46

명)과 의학과 교수 53명을 상으로 실시하여 비교 

검토하 다.

  

2) 비 PBL 시행 후 설문

  2학년 학생을 상으로 여름방학 기간에 다섯 개

의 모듈을 가지고 시행한 비 PBL 교육에 참여한 

130명의 학생을 모듈에 따라 5개 그룹 (각 그룹은 3

개의 조로 편성)으로 나 어 8가지 항목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그 답변 내용을 검토하 다. 설문 내용은 

PBL 시행이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 모듈 수 , 진행

속도, 튜터 역할  미래에 실시될 PBL의 모델을 

해 실시 기간, 시기  학 부여 등에 한 것이

었다.

결   과

가. PBL 도입  설문 조사

1) PBL에 한 인식 조사 결과

  PBL에 해 들어본 이 있는지, 그리고 들어봤

다면 무엇을 통해서인지 학생  교수의 응답 결과

를 Table I과 II에 제시하 다.

  PBL에 해서는 설문에 참여한 학생 72% (평균)

가 들어본 이 있다고 하 고, 교수들은 PBL 

(92.5%)에 해 거의 부분 알고 있었다 (Table I). 

학년별로는 4학년 학생들 (54.4%)보다 최근에 의과

학에 올라온 1학년 학생들이 더 많이 알고 있었다

(97.6%). 이는 최근 PBL이 교수연수회를 통해 교수

들한테 소개되면서 강의시간에 학생들에게 PBL에 

한 정보를 제공한 것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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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Grade 1 2 3 4 Prof*

What is the optimal time to apply PBL?

  ① from 2002

  ② as soon as possible

  ③ after providing facilities and tutors 

  

5.7%

39.7

55.6

3.2%

46.8

50.0

   

2.2%

48.9

48.9

4.9%

56.1

39.0

2.9%

54.7

43.4

* Prof : professor

Table III. An Optimal Time to Apply PBL

Item ＼ Grade 1 2 3 4 Prof*

 What is the optimal grade and subject  

   to apply PBL?

  ① 1st-2nd (basic medical lectures)

  ② 3rd-4th (clinical lectures)

  ③ Both 

5.1%

57.6

37.3 

3.2%

54.8

42.0

6.7%

44.4

48.9

4.9%

56.1

39.0

3.9%

60.8

35.3

* Prof : professor

Table IV. An Optimal Grade and Subject to Apply PBL

2) PBL 도입의 필요성  이유

  PBL 교육이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에 해 1학

년은 80.9%, 2학년은 65%, 3학년은 93.3%, 4학년은 

84.8%, 그리고 교수는 94.3%가 필요하다고 답하

여 학생과 교수 모두 PBL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

고 있었다.

  PBL 교육이 필요한 이유로 다음과 같은 4가지 항

목이 제시되었다.

  ① 학생 스스로 교육에 참여하기 때문에 보다 많

은 흥미와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이다.

  ② 교수 심 교육으로는 낯선 환자의 문제를 해

결할 능력이 기 때문이다. 

  ③ 의료정보는 수없이 쏟아져 나오나 교수가 모

든 것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④ 기타 다른 이유

  PBL 교육이 필요한 이유로 세 가지 정도를 제시

하고 있는데, 가장 필요한 이유로는 ① 학생 스스로 

교육에 참여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흥미와 동기부

여가 되기 때문 (학생평균 62%, 교수 55%), ② 교수 

심 교육으로는 낯선 환자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

이 기 때문 (학생평균 30%, 교수 31%), ③ 의료정

보는 수없이 쏟아져 나오나 교수가 모든 것을 제공

할 수 없기 때문 (학생평균 5.5%, 교수 13.5%) 순으

로 답하 다. 그 밖에 기타 의견으로는 외우는데 한

계  기 지식의 임상으로의 용이 용이함 등이 

있었다.

  따라서 교수와 학생 모두 PBL 교육이 흥미와 동

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PBL 시행시기

  PBL 교육 시행 시기는 학년 학생일수록 (1-3학

년) 시설과 튜터가 완비된 후에 해야 한다고 하 으

나 4학년과 교수들은 가능한 빨리 시행해야한다고 

답하 다 (Table III).

4) PBL 용학년

  만일 PBL 교육을 시행한다면 어느 학년에 용

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질문에 한 답변을 

Table IV에 제시하 다.

  PBL교육 용 상과목은 3학년을 제외하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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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 Group*
1

(n=25)

2

(n=26)

3

(n=25)

4

(n=27)

5

(n=27)

Tutor

(n=13)

Was the PBL-trial helpful in your learning?

 ① Yes

 ② So-so

 ③ No

71.4%

28.6

0.0

80.8%

15.4

3.8

   

91.7%

8.3

0.0

74.1%

25.9

0.0

69.6%

30.4

0.0

92.3%

7.7

0.0

 * : Group in students were divided to 5, according to the different module.

Table V. The Result of Preliminary Trial of PBL

Item＼Group 1 2 3 4 5 Tutor

Was the level of difficulty appropriate?

 ① Yes

 ② Too easy

 ③ Too difficult

Was the number of module appropriate?

 ① Enough

 ② Not enough

Was the duration appropriate?   

 ① Enough

 ② Short

 ③ Long

  

71.4%

14.3

14.3

66.7

33.3

61.9

23.8

14.3

  

76.9%

 3.8

19.2

73.1

26.9

38.5

50.0

11.5

  

62.5%

0.0

37.5

87.5

12.5

75.0

20.8

4.2

  

25.9%

0.0

74.1

92.6

7.4

66.7

18.5

14.8

  

30.4%

0.0

69.6

87.0

13.0

52.2

21.7

26.1

  

69.2%

0.0

30.8

30.8

69.2

53.8

46.2

0.0

Table VI. The Appropriateness of the Level of Difficulty and Number of Module, and the duration of PBL

-임상 과목 모두 용) 54.8% 이상의 교수-학생 

모두 임상과목에 우선 으로 용해야 한다고 선

택하 다 (Table IV).

나. PBL 비시행 후 설문조사

1) PBL 교육의 성과

  2002년 1학기 수업을 마친 직후 2학년 학생 131

명을 상 로 PBL 교육을 시행한 후 PBL이 도움이 

되었는지 물어 그 결과를 Table V에 제시하 다.

  사용한 모듈의 종류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었으

나 학생-교수 모두 시행한 PBL이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 다.

2) 사용한 모듈의 수 과 수의 성

  사용한 모듈의 수 의 합성과 1개조가 다룬 모

듈수의 성을 물어 그 결과를 Table VI에 제시하

다.

  학생들은 이번에 시행한 5개 모듈 가운데 3개는 

학생 수 에 합하다 하 고 2개는 어려웠다고 하

으나, 튜터로 참여한 교수들은 반 으로 수 이 

합하다고 답하 다. PBL을 시행 동안 한 조가 

하나씩 다룬 모듈수가 당했는지에 해 학생들은 

당하다는 빈도가 높았으나 교수들은 같은 기간에 

더 많은 모듈을 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교수

와 학생간에 의견 차이를 나타냈다 (Table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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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Group 1 2 3 4 5 Tutor

Was the role of tutor appropriate?

  ① Yes

  ② So-so

  ③ No

Was the tutor helpful to problem-solving?

  ① Yes

  ② A little bit helpful

  ③ No

61.9%

33.3

4.8

19.0

62.0

19.0

80.8%

19.2

0.0

42.3

53.8

3.8

   

79.2%

16.7

4.2

 

20.8

66.7

12.5

81.5%

14.8

3.7

40.7

51.9

7.4

52.2%

47.8

0.0

26.1

65.2

8.7

31.8

69.2

0.0

  

30.8

61.5

7.7

Table VII. The Response to the Role as Tutor of Professor

Item＼Group 1 2 3 4 5 Tutor

When is the appropriate period of 

application of PBL?

  ① During vacation

  ② During semester

 

Should they give credits for PBL?

  ① Yes

  ② No

  ③ Settle after preliminary trial

57.1

42.9

9.5

47.6

42.9

38.5

61.5

 

19.2

26.9

53.8

54.2

45.8

 

16.7

25.0

58.3

40.7

59.3

 

0.0

37.0

63.0

 

21.7

78.3

21.7

4.4

73.9

53.8

46.2

61.5

0.0

38.5

Table VIII. The Application of PBL in the Future

3) 튜터의 역할

  튜터로 참여한 교수들이 원만하게 PBL 교육을 

진행시켰는지 그리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었는지 

질문하여 그 답을 Table VII에 제시하 다.

  참여한 교수의 튜터로서의 역할에 해 학생들은 

비교  원만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했으나 교수들

은 “그  그랬다”고 답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오는 

의견 차이를 보 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었느냐

는 질문에 해서는 학생이나 교수 모두 “약간 도움

을 주었다”고 답하 다.

4) PBL의 시행 기간, 실시 시기  학  부여

  시행 기간, 실시 시기  학 부여 등에 한 질

문에 한 답을 분석하여 Table VIII에 제시하

다.

  먼  1개 그룹 (3개조)이 3일 동안 하나의 과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택한 시행기간에 해 1개 그룹을 

제외한 4개 그룹과 교수들 모두 당하다고 하 고

(Table VI), 실시시기에 해서는 학생 5개 그룹 가

운데 세 그룹은 학기 에 그리고 두 그룹은 방학 

때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하 으나 교수들은 방학

을 약간 더 선호했다 (Table VIII). PBL 교육의 학

부여에 해서 학생 그룹 부분이 학 부여를 원

치 않거나 비시행과 같이 진행하다 정착해야 한

다고 하는 반면 교수들은 학 을 부여해야 한다고 

답하고 있어 (Table VIII) 교수-학생간 의견 차가 

있음이 드러났다. 

고   찰

  먼  충남의 에 새로운 교육방법을 도입하기 

해 PBL에 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질문하 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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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인지도가 낮아지는 경

향을 보 고, 교수들은 부분 알고 있다고 답하

다 (Table I). PBL에 한 교수들의 인지도가 높은 

것은 2001년도에 이루어진 교수연수회를 통한 PBL

에 한 소개의 결과인 것으로 여겨지며 (Table II), 

학생들의 학년이 높아질수록 인지도가 낮은 것은 

최근에 심이 많아진 교수들이 학생들한테 PBL에 

해 강의 에 소개한 결과 1학년 학생들이 더 많

이 알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PBL의 도입이 필요

한 가장 큰 이유로는 “학생 스스로 참여하므로 흥미

와 동기 부여가 되기 때문”을 들었고, 그 다음으로 

“교수 심 교육으로는 낯선 환자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기 때문”이라고 답한 것을 보면 PBL의 

유용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리고 PBL 도입 시기  용학년 (과목)에 해 

질문하 을 때 학년이 낮을수록 “소규모 토론방 시

설과 튜터가 양성되었다고 여겨질 때”라고 한 반면 

4학년과 교수들은 “가능한 빨리”라는 응답이 더 많

았고 (Table III), 용학년과 과목에 해서는 반 이

상의 학생과 교수들이 3～4학년 임상과목에 해 

용해야한다고 답하 다 (Table IV). 

  처음 시범 으로 도입된 PBL 교육 후 이루어진 

설문 결과 시행성과에 해 교수-학생 모두 도움이 

되었다고 정 인 답을 하 다 (Table V). 이는 

앞으로 충남의 에서 PBL 교육을 시행하는데 발

을 마련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몇 가지 세부 인 문

제 들도 노출되었다. 우선 PBL을 실시하는 시기

(학기  는 방학기간)에 한 응답으로 학생들은 

학기 을 선호한 반면 교수들은 방학을 선호하는 

비율이 약간 높았고, 학 부여에 해서는 학생들은 

부정 이거나 이번처럼 운 하는 것을 선호했으나 

교수들은 학 을 부여해야 한다는 비율이 학생들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Table VIII). 이런 결과는 학생

들은 학기 에 학 부담이 없게 시행하여 방학기

간을 그 로 유지하고 싶은 생각을 표출한 것 같고, 

교수들은 학 이 주어져야 더 교육 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 하기 때문인 것 같다. 그리고 몇 가

지 더 제기된 문제는 우선 시설 인 것으로 PBL을 

한 문 소규모 방이 없어 한여름에 냉방장치가 

안 된 산만한 강의실과 실습실에서 시행하기 어려

우니 겨울에 시행해 달라는 주장도 있었고, 그리고 

자료를 찾는데 필요한 새로운 도서자료가 부족했으

며, 제공된 data를 볼 수 있는 시설이 질 으로 떨어

져 해독하기 어려웠다는 도 지 되었다.

  이상의 인지도, 필요성, 도입 시기  용학년 

등에 한 설문 결과, 가능한 빨리 임상과목에 PBL 

교육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공감 가 형성된 것으로 

악되었다. 그 다고 50여명의 입학정원을 가진 소

규모 의과 학에서처럼 PBL을 당장 도입할 수는 없

을 것이다. 한 학년이 120명인 충남의 에 PBL을 

도입하기 해서는 어도 15개 이상의 소규모 토

론방 마련과 수십 명의 튜터를 양성하는데 많은 어

려움이 따를 것으로 상되며 한 재의 교육과

정 에 학생들한테 주어지는 수업 부담을 학교당

국이 여주지 않고는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

을 만들어 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먼  교

육과정 개편을 통해 각 과목 시간을 일부 여 통합

과목에 흡수시키고 여기서 얻어지는 시간을 PBL 교

육시간으로 할당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지나 재 의과 학내에는 많은 학과가 

교육내용을 독자 으로 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을 설득하여 학 과 시간을 조정하는 데 많은 노력

과 시간이 필요하므로 당장 체제를 바꾸어 시행하

기는 어려울 것으로 단된다.

  그 다면 비교  학생수가 많은 국립의 인 경

북의 와 남의 는 어떻게 PBL을 도입할 수 있

었는가? 먼  경북의 는 1996년 이후 철 한 비

과정을 거쳐 1998년 획기 인 교육과정 개편을 통

해 1학년 교육은 기 의학을 총론 심으로 통합강

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그 사이 PBL-I  인문사회

과목을, 2학년은 통합 계통별 질병학을 통해 임상

과목과 PBL-II를, 3학년은 특화과목  학년제 임

상실습(20주)과 PBL-III를, 그리고 4학년은 부분 

선택 임상실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유철, 2002). 

남의 도 새로운 교육과정 (이종은, 2001) 개편을 

통해 1999년부터 1학년 과정에서 기 의학 강의를, 

2학년 과정에서는 계통별 교육을, 3학년에서 임상

과목 강의  실습과 PBL, 그리고 4학년에서 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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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선택)과 PBL을 용하는 등 경북의 와는  

다른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PBL을 정식 과목으로 

채택하여 학사운 하고 있다. 이런 교육과정 개편

은 학교당국과 작업에 참여한 많은 교수들의 숨은 

노력과 각 학과의 양보 없이는 불가능했으리라 여

겨진다.

  충남의 는 어떤 방식으로 PBL을 도입할 것인

가? 충남의 에서도 2001년 집 인 교육과정 

원회 회의를 통해 통합강의와 임상실습 시간을 늘

리기 한 작업을 시도하 으나, 임상실습시간 특

히 핵심과목 (내과, 외과, 소아과, 정신과, 산부인과) 

실습기간 연장과 인문사회 과목을 개설하는 쪽으로 

개편작업을 완결하여 2003년 의학과 1학년 진입생

부터 용하기로 하 다. 이 개편 과정에서 기존 졸

업이수 학 이 160에서 162.5학 으로 늘어나 학생 

부담은 오히려 더 커진 상황에서 경북의 나 남

의 처럼 PBL을 정식 과목으로 도입한다는 것은 

더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교육과정을 그

로 유지하면서 PBL을 도입한다면 충남의 에서 운

하고 있는 통합교육과목 가운데 일부 과목을 서

울의 에서 1999년에 시행한 (신경학) 문제해결형

(성명훈, 2001) 방식을 우리 실정에 맞게 변형하여 

운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 그러나 이 게 

되기 해서는 우선 학과목 책임교수와 담당교수들

의 의견이 일치해야 하고,  많은 교수들이 희생

으로 참여해 주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아

무튼, 의학교육에서 보다 효율 인 결과를 얻기 

해서는 문제를 학생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갖도

록 하는 교육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고, 도입할 때

에는 시행착오를 이기 해 타 학의 시행 경험

(은희철 등, 1997; 이무상 등, 1997; 박은희 등, 2000; 

노연희 등, 2000)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어떻게 도입하느냐는 학교 당국의 강력한 

의지와 교수들의 참여  시설의 뒷받침이 필수

일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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