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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1) to compare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ple choice test

(MCT) and problem-based learning (PBL) achievement, and (2) to determine whether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DLR) factors influenced PBL achievement by SDLR levels in a hybrid PBL course. 

  Methods: The subjects were 2nd year students (N=113) in a Hematology PBL cours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For the study analysis, data were collected on PBL, MCT 

and SDLR scores. The SDLR instrument developed by West & Bentley consisted of 32 items and 

6 factors. The SPSSwin® program was used to analyze the data and statistics including correlation, 

F-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Firstly, the results showed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PBL and SDLR scores 

(r=.583; p<.05). Meanwhile, the relationships between MCT and PBL (r=.145), and between MCT 

and SDLR scores (r=-.067) were insignificant. Secondly, the PBL score by SDLR levels (high, 

middle, low)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F=15.98; p<.05). Thirdly, it was proved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at the SDLR factors and PBL score by SDLR levels could be 

explained by the following three factors: love of learning (R2=18.8%; high level), self understanding

(R2=17.2%; middle level), inquiry to learning (R2=19.0%; low level).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PBL score and SDLR levels. It showed that the higher the SDLR scores, the more successful one 

is in independent situations such as PBL. Further study is needed so that suitable instructional 

methods for medical students can be conducted in an integrated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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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문제바탕학습 (이하 ‘PBL'이라 함)은 문제를 해결

하는데 필요한 정보수집 능력을 함양하는 학습방법

으로 교수자는 안내자, 조정자 는 진자의 역할

을 하며, 학습자 스스로가 주도 으로 학습을 이끌

어 가는 학습방법이다. 이러한 학습방법에서 학생은 

학습의 주체자로서 학습의  과정에서 주도권을 

가지며 학습을 한 인 ․물  자원을 스스로 

악하는 능동 인 행동이 강조된다 (Knowles, 1975). 

스스로 자신의 학습욕구를 진단하고, 학습목표를 결

정하고, 학습에 필요한 인 ․물  자원을 탐색하

고, 한 학습 략을 선택․시행하고, 학습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을 ‘자기주도학습' (self-directed lear-

ning; SDL)이라고 할 때, 자기주도학습 능력은 PBL 

수업의 성공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이 될 것

이다. 

  서울 학교 의과 학에서는 1995년에 처음으로 

PBL 도입의 필요성이 언 된 이래로, 4년 동안 

‘PBL 과정’을 실시하 으며, 신경학 통합교육과 

액학 통합교육 수업에서 PBL을 부분 으로 시행하

고 있다 (채수진 외, 2003). 2001년부터 액학 통합

교육에서는 선택형 지필고사 (multiple choice test; 

MCT)만을 학생평가방법으로 채택했던 통 인 의

과 학 평가방법을 지양하고 PBL 성 을 일부 반

하고 있다. 강의만을 듣고 암기 정도를 평가하는 선

택형 지필고사와는 달리 PBL 평가는 자율학습을 통

한 자신의 성장을 평가한다 (의학교육실, 2001). 

통  교육과정에 PBL을 일부 이식한 혼합형 통합교

육 수업에서 기존의 암기식 학습 방법에 익숙한 학

습자들의 학업성취도와 자기주도학습을 강조하는 

PBL 수업의 성취도를 비교하고 그 차이를 밝히는 

일은 요하다고 본다. Guglielmino & Guglielmino 

(1991)의 연구에 의하면,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학습욕구를 결정하고 계획  시행

하는 데 책임을 질  알며, 자신의 학습욕구를 해

결하기 해 다양한 근과 자원을 사용할  아는 

유능한 자기 평가자의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과연 

객 식 선택형 지필시험을 잘 보는 학생이 자기주

도학습을 강조하는 PBL 수업에서도 좋은 수를 얻

는지, 만약 두 평가간에 차이가 있다면, PBL 평가에 

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한 물음에서부터 

출발한다.    

  본 연구의 목 은 PBL을 용한 통합교육수업에

서,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따라 선택형 지

필고사 수와 PBL 수간에 차이를 검증하고, 

PBL 수에 향을 미치는 자기주도학습의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데에 있다.  

상  방법

가. 연구 상

  본 연구는 총 224명의 본과 2학년 학생 에서 자

기주도학습 비도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DLR) 검사를 받은 113명의 학생을 상으로 하

다. 2003년도 액학 통합교육 수업은 10월 13일부

터 10월 25일까지 2주 동안 실시되었고 그  PBL 

수업은 14일, 17일, 21일 3일 동안 3시간씩 총 9시

간 시행되었다. PBL 수업은 25조로 나 어 진행되

었고 각 조는 8～9명으로 구성되었다. 자기주도학습

비도 검사는 PBL 수업이 있기 하루 에 실시되

었으며 224명 에서 113명 (50.4%)의 학생들이 검

사에 응하 다. 

나.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Guglielmino의 자기주도학습 비

도 검사로서 SDLRS로 알려져 있는 척도를 우리나

라 말로 번역한 성인용 자기주도학습 비도 검사

(정지웅, 김지자, 1991형)를 한국의 사회교육계 학자

들 12명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한국 성인의 정서

에 가장 잘 어울리도록 문장을 가다듬고 실험 조사 

과정을 거쳐 수정한 SDLRS-K96 (유귀옥, 1997)을 

사용하 다. SDLRS-K96 검사도구는 총 32개의 문

항이며, 이 문항은 학습에 한 열정, 학습자로서의 

자신감, 도 에 한 개방성, 학습에 한 탐구심, 

자아에 한 이해, 학습에 한 책임인식 등 6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신뢰도는 .73이며 각 문항

별 신뢰도는 Table Ⅰ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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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Ⅰ.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Factors

             Factors Number of items Score of items Reliability of items 

Love of learning 8 40 .88

Self-confidence as a learner 8 40 .77

Openness to challenge 8 40 .60

Inquiry to learning 4 20 .61

Self-understanding 2 10 .69

Responsibility for one's own learning 2 10 .73

             Total 32 160 .73

Table Ⅱ. Types and Contents of PBL Evaluation 

Types Points Criteria

Attendance 30 lateness (-2 point), absence (-5 point) 

Tutor evaluation 50
discussion (10), communication (10), critical analysis (10), 

information processing (10), Closer Use Group activity (10) 

Reflective journal 10

- Did the students recognize the problems and submit the 

corresponding hypotheses?

- Did the students reflect upon envisaged problems and submit 

new solution?

- Did the students adequately reflect upon the problems and ideas 

concerning solutions, made in their classes?

- Did the students properly utilize data related to learning issues?

Concept mapping 10 relationship, hierarchy, cross links, examples 

Total 100

  PBL 평가 유형  수 기 은 Table Ⅱ와 같다. 

PBL 평가는 출석 (30 ), 튜터에 의한 평가 (50 ), 

개념도 그리기 (10 ), 성찰일기 쓰기 (10 ) 등의 

수를 합산하여 산출하 다. 출석은 튜터평가 다음으

로 비 을 차지하기 때문에 튜터는 엄격하게 리

해야 한다. 지각의 경우 2 , 결석의 경우 5 을 감

한다. 튜터는 ① 토론참여도, ② 의사소통기술, ③ 

문제에 한 논리  근, ④ 정보수집능력, ⑤ 온라

인상에서의 참여도 등의 평가 거를 토 로 하여 

수를 부여하는데, 평가 거에 따라 10 부터 1

까지 수를 매긴다. 튜터평가 만 은 50 이다. 튜

터는 우수는 8～10 , 보통은 5～7 , 부족은 2～4

을 평가표에 기재한다.

  액학 통합교육 기말시험은 오지선택형으로 구

성된 104개의 문항이었으며, 소요시간은 2시간 30

분이었다.    

  다. 분석 방법

  자기주도학습 비도 분석은 먼  총 32개의 문항

에 의한 각 사람의 총 수를 구하고, 수별로 높음, 

간, 낮음 3개의 집단으로 나 었다. 자기주도학습

비도 수와 같이 집단화하는데 경계 을 결정하

는데 사회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경우, 통계

인 방법의 분수 를 이용하여 집단화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따라 선택형 지필고

사 수와 PBL 수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해서 F검정을 실시하 다. PBL 수와 

자기주도학습능력 간에 상 계가 있는지를 알아

보고, 단계선택 (stepwise) 방법으로 다 회귀분석을 

하여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따라 PBL 수에 미치는 

자기주도학습의 요인을 알아보았다. 단계선택은 

련된 변인들 가운데 설명력이 높은 요한 변인순

으로 투입되다가 새롭게 투입되는 변인이 설명하는 



문제바탕학습을 용한 통합교육 수업에서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따른 학업성취도 비교

- 284 -

Table Ⅲ. Correlations Among Scores: PBL, MCT, SDLR 

PBL score MCT score  SDLR score

1. PBL score 1.00

2. MCT score .145 1.00

3. SDLR score .583** -.067 1.00

** p< .01

Table Ⅳ. Descriptive Statistics for SDLR Scores by SDLR Level

Frequency (%) Mean SD Minimum Maximum F

Low 34 (30.1%) 96.7 7.529 73 104

157.158*Middle 42 (37.2%) 107.7 2.142 105 111

High 37 (32.7%) 118.4 6.135 112 131

* p< .05

Table Ⅴ. Comparison of PBL Score and Multi-Choice Test Score by SDLR Level

Low N=34 Middle N=42 High N=37
F p-value

M±SD M±SD M±SD

PBL

Post hoc test* 

81.6±4.05

a

85.3±4.15

b

86.9±3.78

b
15.985 .000

MCT

Post hoc test

77.5±10.00

a

77.9±9.52

a

75.7±11.00

a
.526 .592

* The same letters indicate insignificant difference groups based on Scheffé test.

정도가 유의수  .05에서 유의하지 않을 때 변수 투입

이 단되는 방법이다. 수집된 모든 자료는 SPSSwin® 

10.0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결   과

가. PBL 수, 선택형지필고사 수, 자기주도학

습 비도 수간의 상 계

  PBL 수, 선택형지필고사 수와 자기주도학습

비도 수간의 상 계는 Table Ⅲ과 같다. PBL 

수와 자기주도학습 비도 수간의 상 계수는 

.583으로 두 수간의 상 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p< .01). 반면, PBL 수와 선택형지필고사 수의 

상 계수는 .145, 자기주도학습 수와 선택형지필고

사 수의 상 계수는 -.067로 서로 상 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나. 자기주도학습 비도 수 분포

  113명의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비도 평균 수

는 107.9 지만 높음, 간, 낮음 3개 집단의 수분

포는 Table Ⅳ와 같다. 평균 수가 높은 집단의 평

균 수는 118.4, 간 집단의 평균 수는 107.7이

었으며 낮은 집단의 평균 수는 96.7이었다. 각 집

단의 평균 수가 통계 으로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

보기 해서 F검정을 실시한 결과 .05수 에서 유의

미한 차이가 있었다.  

다.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따른 PBL 수와 선택형

지필시험 수 비교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따라 PBL 수와 

선택형 지필고사 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해 F검정을 실시하 다 (Table Ⅴ). PBL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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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Ⅵ.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SDLR Factors and PBL Score: SDLR High Level 

Factor Adjusted R2 
Standardized 

coefficients β
t p-value

love of learning .188 .433 2.84 .007*

* p< .05

Table Ⅶ.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SDLR Factors and PBL Score: SDLR Middle Level 

Factor Adjusted R2 Standardized 

coefficients β
t p-value

self-understanding .172 .461 2.99 .005*

love of learning .105 .350 2.27 .028*

* p< .05

Table Ⅷ.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SDLR Factors and PBL Score: SDLR Low Level

Factor Adjusted R2 
Standardized 

coefficients β
t p-value

inquiry to learning .190 .463 2.95 .006*

* p< .05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p<.001). Scheffé 사후 검정 결과 자기주

도학습능력이 낮은 집단과 간 집단, 그리고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

다 (p<.05).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따른 선택형 지필고사 수

를 보면, 낮은 집단은 77.5 , 간 집단은 77.9 으

로 큰 차이가 없는 반면, 높은 집단의 경우에는 75.7

으로 다른 두 집단에 비해서 오히려 낮았다. 

라.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따른 PBL 수와 자기주

도학습 요인과의 계 

1)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높은 집단에서 PBL 수

에 향을 미치는 자기주도학습 요인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높은 집단에서 PBL 수에 

향을 미치는 자기주도학습 요인을 알아보기 해

서 단계선택 방법으로 회귀분석을 한 결과, 자기주

도학습 6개의 요인 즉, 학습에 한 열정, 학습자로

서의 자신감, 도 에 한 개방성, 학습에 한 탐

구심, 자아에 한 이해, 학습에 한 책임인식 

에서 PBL 수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습에 한 열정이었으며 (p<.05), PBL 수의 총

변화량의 18.8%를 설명해주고 있다 (Table Ⅵ).  

2) 자기주도학습능력이 간 집단에서 PBL 수

에 향을 미치는 자기주도학습 요인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간 집단에서 PBL 수에 

미치는 자기주도학습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해 회귀분석을 한 결과, 6개의 자기주도학습 요인 

에서 향을 가장 미치는 것은 자아에 한 이해 

요인이었으며, 다음으로는 학습에 한 열정 요인으

로 나타났다 (p<.05). 자아에 한 이해 요인은 PBL 

수의 총변화량의 17.2%를, 학습에 한 열정 요

인은 10.5%를 각각 설명해 주었다 (Table 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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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낮은 집단에서 PBL 수

에 향을 미치는 자기주도학습 요인

  단계선택방법으로 회귀분석을 한 결과,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하인 집단에서 PBL 수에 미치는 자기

주도학습 요인은 학습에 한 탐구심이었다 (p<

.05). 학습에 한 탐구심 요인은 PBL 수 총변화

량의 19.0%를 설명해 주었다 (Table Ⅷ). 

고   찰

   사회는 정보화 사회로서 과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다양화․ 문화되어 가고 있다. 정보와 지식

의 홍수 시 에 살고 있는 인간은 사회에 능동 으

로 처할 수 있고 많은 정보와 지식 에서 자신에

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악하여 선택할 수 있

는 능력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시  요구에 따라 

오늘날의 학교교육은 자기 스스로 능동 으로 학습

하고 동료들과의 역동 인 력을 통해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자를 양성하는 것을 과

제로 삼게 되었다. 이것은 의학에서도 외가 아니

다. 의학지식을 단편 으로 많이 알고 있는 의사보

다는 의학지식을 자율 으로 찾아 소화하고 환자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를 창조 으로 응용할 수 있

으며 스스로 배움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의사가 요

구되고 있다 (박은경, 2003). 

  서울의 는 1971년 통합교육을 도입한 이후 30년 

가까운 운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행 통합

교육은 취지와는 달리 교과목간 교육내용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시 변천에 따른 교육내용

의 변화에 어려움이 있으며 오로지 강의에 의존하

여 천편일률 인 교육을 한다는 지 을 받았다. 특

히, 평가가 일회 이며 암기 주여서 학생들은 2주 

단 로 강의록을 암기하고 치우는 하루살이 식의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 이었다 (신좌섭, 

2000). 2001년부터 액학 통합교육은 이러한 문제

을 인식하고 극복할 방안으로 학습자의 극 인 

참여와 문제해결능력의 함양에 을 둔 문제바탕

학습 방법을 도입하 다. 문제바탕학습은 수동 인 

암기 주의 통 인 의학교육 방식과는 반 되는 

것으로서 실제 환자를 만나는 것처럼 체계 으로 

만들어진 가상의 시나리오를 학생들에게 단계 으

로 주어서 학생들이 소집단 토론을 통해 환자를 진

단하고 치료계획을 세우는 과정을 경험하게 하고 

그에 필요한 지식을 찾아내어 스스로 공부하도록 

한다 (채수진, 2003).

  본 연구는 강의 주로 수업을 진행하는 통합교

육에 PBL을 용했을 때,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알아보는 데에 그 목 이 

있었다.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은 자기주도학

습을 성공 으로 달성하는 원동력이 되며 학습자가 

학습과정에 들어가기 에 미리 갖추어야 하는 

비도로 자기주도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제조건이 

된다 (Guglielmino, 1975). 따라서 자기주도학습으로 

알려져 있는 PBL과 타인주도학습으로 볼 수 있는 

강의법 모두를 실시하는 통합교육에서 학생들의 자

기주도학습능력에 따라 학업성취도가 어떻게 다른

지 알아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학업성취도 (academic achievement)라 함

은 일련의 교육활동이 이루어진 뒤 학습자가 무엇

을 얼마나 학습했는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교

육심리학 용어사 , 2000). 학업성취도의 정의에 비

추어 볼 때, 학업성취도에는 학생들이 통합교과목에

서 성취한 학습결과와 학생들이 PBL 수업을 통해서 

성취한 학습결과 모두가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PBL 수업에서 요구하는 정의  능력들, 

컨  의사소통력이나 토론참여도와 같은 정의  

능력이 학생들의 요한 학습결과가 된다는 을 

제로 하여 선다형 지필고사 수와 PBL 수를 

그 비교 상으로 하 다. 이 은 본 연구가 갖는 

한계이기도 하지만, PBL과 교육결과 간의 련성을 

다루는 연구가 갖는 한계라고도 말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먼  자기주도학습 비도 수, PBL 

수와 선택형 지필고사 수간의 상 계를 알아

보았다. 자기주도학습 비도 수와 PBL 수는 상

계수 .583으로 다소 높은 정  상 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난 반면, PBL 수와 선택형 지필고사 수, 

선택형 지필고사 수와 자기주도학습 비도 수

는 거의 상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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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학습능력이 높은 학생이 체로 PBL 수가 높으

며, 선택형 지필고사를 잘 본다고 해서 반드시 PBL 

성 이 좋다고는 말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선택

형 지필고사와 PBL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거가 동

일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연구 결과에서 주목할 

은 자기주도학습 비도 수와 선택형 지필고사 

수와의 계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지만 상

계수 -.067로 두 수간에 상 이 없다는 이다. 

즉,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높은 학생에게는 문제의 정

답을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암기 주의 선택형 시험

방식보다는 학생 스스로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

고 학습의 과정 (process)을 요시하는 PBL 평가방

식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F검정을 통해서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따른 (높음, 

간, 낮음) PBL 수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통계

으로도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p<.05). 이러한 연

구결과는 Grow의 자기주도학습 단계모형 연구결과

를 지지한다 (Grow, 1991). Grow는 자기주도성은 

단계를 통하여 진보하며 자기주도성의 단계에 따라 

교사의 역할과 교육방법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말하

자면, 자기주도성이 낮은 1단계의 학습자는 의존

인 학습자로서 이 단계의 학습자를 해서는 명백

한 방향을 제시하는 권 인 지도자가 강의 심으

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 이라는 것이다. 반면, 3단

계-4단계의 자기주도성이 높은 학습자는 학습에 열

하는 자세로 과제를 탐구할 비가 되어 있고 자

율 인 분 기에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권 인 교사에게 항을 한다는 것

이다. Grow는 자기주도성이 높은 단계의 학습자에

게는 덜 구조화된 토론이나 개별 연구 등의 교육방

법이 더 효과 이라고 말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기주도학습능력과 PBL 

수간에 인과 계가 있다고 보고, 회귀분석을 통해

서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따라 PBL 수에 향을 미

치는 자기주도학습 요인을 알아보았다. 자기주도학

습능력이 높은 집단 경우, PBL 수에 향을 주는 

요인은 학습에 한 열정, 학습자로서의 자신감, 도

에 한 개방성, 학습에 한 탐구심, 자아에 한 

이해, 학습에 한 책임인식 등으로 이루어진 6개의 

자기주도학습 요인 에서 학습에 한 열정이 PBL 

수에 유의미한 향을 미쳤다. 다시 말하면, 자기

주도학습능력이 높은 학생들 에서 PBL 수를 높

게 받은 학생들은 학습에 한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것에 한 학습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자기주도학습능력이 간 집

단에서 PBL 수에 향을 미친 요인은 자아에 

한 이해와 학습에 한 열정 두 개의 요인이었다. 

즉, 자기주도학습능력이 간인 학생들 에서 PBL 

수를 높게 받은 학생들은 학습에 한 강한 욕구

를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것에 한 학습을 선호하

는 경향이 강할 뿐만 아니라 평생학습자라는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며 어려운 상

황을 문제가 아닌 도 으로 처하는 미래지향 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기

주도학습능력이 낮은 집단에서는 학습에 한 호기

심 요인이 PBL 수에 유의미한 향을 미쳤다. 학

습에 한 호기심은 학습을 외  보상이나 벌 때문

이 아니라 그 활동 수행 자체에서 오는 만족감 때문

에 하게 되는 내재  동기와 그 의미가 같다. 즉, 자

기주도학습능력이 낮은 학생들 에서 PBL 수를 

높게 받은 학생들은 자발 , 능동 으로 학습에 임

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토 로 하여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① PBL 수업과 자기주도학습능력 간

에는 상 계가 있으며, ② PBL 수업에 주로 향

을 미치는 자기주도학습 요인으로는 학습에 한 

열정, 학습에 한 탐구심, 자아에 한 이해 요인이

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습자가 학습하는 동안 

자기주도학습에 한 비상태가 높을수록 좋은 학

습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뜻한다. 즉, 자기주도성

이 높은 학생들이 강의식 수업보다는 형식에 얽매

이지 않고 유연성이 있는 PBL 수업에서 그들의 학

습능력을 더욱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통합

교육을 강의로만 진행할 것이 아니라 PBL과 같이 

학생 스스로 수업에 참여하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

할 수 있는 교육방법을 함께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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