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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rofessional Graduate Medical School (PGMS) was established in 2003 in South Korea to train doctors that 
had better humanities and various educational backgrounds. By comparing the learning styles between students of the Medical
College (MC) and PGMS, we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students. 
Methods: The Kolb Learning Style Inventory (LSI) is used to determine learning preferences. It is composed of 12 statements 
on concrete experience, reflective observation, abstract conceptualization, and active experimentation. Six hundred nine 
students from all years of the 2 medical schools completed the Kolb LSI between June 1st and June 30th, 2008 (response 
rate: 91.4%). 
Results: MC students preferred Kolb's 'assimilator (56.3%)' and 'diverger (25.6%)', and PGMS students preferred Kolb's 
'assimilator (61.2%)' and 'converger (19.3%)'. PGMS students showed a higher preference for abstract conceptualization 
compared with MC students (adjusted Odds Ratio=2.191; 95% Confidence Interval=1.115~4.306).
Conclusion: This study showed that the learning styles of PGMS and MC students differed. We can use this result not 
only in developing curricula and teaching strategies, but also in providing support to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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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지식기반사회는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영

역의 특성화된 인력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

하여 자연과학, 인문·사회과학 등의 다양한 학문적 배

경을 가진 사람들이 의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의학전

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되었다[1]. 이러한 의학교육제도

의 변화는 교육의 목적, 교육방법 및 전략, 교육평가, 그

리고 학생 지원체계 등의 변화를 요구한다[2].

  학습자는 교육활동의 최종적인 주체이며, 교육활동은 

활발한 학습활동을 촉진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의학교

육제도 변화에 따른 교육과정의 변화는 학습자의 학습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

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의 특성을 파악할 필

요가 있다.

  지금까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는 의과대학 학생과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의 배경

특성과 의료가치관에 관한 인식의 차이를 비교·분석

한 연구[2,3,4], 의과대학 학생과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의 학업성취도를 비교·분석한 연구[5], 그리고 학업성

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특성 및 입학전형요소

의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6]가 있었다. 이 중 학업성취

도는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중요

한 요소로서 연구의 주요한 주제가 되어왔으며, 이러한 

학업성취도에 학습양식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연구결과[7,8]를 비추어 볼 때 학습자의 학습양식을 

중요한 변인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학습양식이란 특정한 학습이나 수업활동에 대한 개인

적 선호도를 의미한다. 학습양식 이론의 기본 전제는 학

습자 개개인마다 독특한 자신의 학습양식이 있으며, 그

에 알맞은 교수 방법이 적용될 때 학습 효과가 증진된다

는 것이다[9].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학습양식 검사지

는 Felder와 Silverman 그리고 Kolb가 개발한 것이다

[10,11]. Felder와 Silverman 검사지는 이공계열 학생

을 포함한 여러 전공 대학생의 특성을 반영하는 학습 양

식 모델을 구축하는 데 이용되었고, 여러 학습상황에서

의 학습정보처리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10]. Kolb

는 학습과정에서 학습자가 사용하는 정보지각 방식과 

정보처리 방식에 의해 학습양식이 결정된다고 보았다. 

정보지각 방식은 구체적 경험을 통해 지각하는 유형과 

추상적으로 개념화하는 유형으로 나눠지고, 정보처리 

방식은 반성적으로 관찰하는 유형과 활동적으로 실험

하는 유형으로 나눠진다. Kolb 학습양식 검사지는 정보

지각 방식과 정보처리 방식에 따라 학습양식을 분류하

며, 의과대학 학생이나 임상의의 학습양식을 분류하고 

적용하는 데 많이 이용되어 왔다[11,12,13,14,15].

  현재 학습양식에 관한 의학교육 분야의 국내 연구로

는 의과대학 학생들의 학습양식을 파악한 몇몇 연구

[8,16,17]가 있고,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습양식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학습양식은 학습자의 과거와 현재의 교육적 경험과 

관련이 크기 때문에[18] 이 연구에서는 의과대학과 의

학전문대학원 체제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학습양

식의 차이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학습자 특성에 맞는 

수업과 학습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

학원 학생 간 그리고 학년에 따라 Kolb의 4가지 학습양

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둘째, 의과대학과 의학

전문대학원 학생 여부가 Kolb 학습양식의 두 축인 정보

지각 방식과 정보처리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

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2005년도부터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

원 체제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는 두 개 대학의 재학

생 217명과 449명이었다. 두 개 대학의 공동연구자가 

2008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총 609명의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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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stribution of Study Subjects According to Medical 
Education System and Grade 

No. (%)

Grade
Medical 
college

Professional graduate 
medical school

Total

1
2
3
4

Total

 28 (17.8)
 68 (49.6)
 78 (55.3)
 80 (54.8)
254 (43.7)

 129 (82.2)
  69 (50.4)
  63 (44.7)
  66 (45.2)
 327 (56.3)

157 (100.0)
137 (100.0)
141 (100.0)
146 (100.0)
581 (100.0)

이 참여하여 응답률은 91.4%였다. 이 중 자료가 불충한 

학생을 제외한 총 581명이 최종 분석 대상이 되었으며, 

의과대학 학생이 254명으로 43.7%이고, 의학전문대학

원생이 327명(56.3%)이었다(Table 1).

  학습양식을 파악하기 위해 Kolb의 학습양식 검사지

(learning style inventory, LSI)를 사용했다[11]. 총 12

개 문항으로 구성된 검사지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

양식을 가장 잘 특징짓는 문장에 4점, 그 다음으로 잘 

특징짓는 문장에 3점, 2점, 1점 순으로 점수를 부여하였

다. 검사지 각 질문의 첫 번째 열은 구체적 경험(con-

crete experience, CE)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반성

적 관찰(reflective observation, RO), 세 번째는 추상

적 개념화(abstract conceptualization, AC), 그리고 네 

번째는 활동적 실험(active experimentation, AE)에 관

한 것이다. 각 열별로 합산을 한 뒤, 추상적 개념화(AC)

에서 구체적 경험(CE)을 뺀 점수(AC-CE)와 활동적 실

험(AE)에서 반성적 관찰(RO)을 뺀 점수(AE-RO)를 계

산하며, 이들은 각각 Kolb 학습양식의 두 축인 정보지

각 방식과 정보처리 방식에 관한 점수이다. 정보지각 방

식과 정보처리 방식을 두 축으로 하는 학습양식 그리드

(learning-style type grid)를 이용하여 학습자의 유형

을 확산자(diverger), 동화자(assimilator), 집중자(con-

verger), 융통자(accommodator)로 분류하였다.

  확산자는 구체적인 경험과 반성적 관찰을 통해서 학

습하며, 다양한 관점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관찰하는 학

습을 선호하며, 폭넓은 자료 수집에 능하다. 상상력이 

뛰어나고, 열린 마음, 개방적 사고를 가지고 한 가지 상

황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다. 동화자는 추

상적으로 개념화하여 지각하고 반성적으로 관찰하며 

정보를 처리한다. 다양한 정보를 통합하고 그것을 간결

하고 논리 정연한 형태로 조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집중자는 추상적으로 개념화하여 지각하며, 활동적으로 

실험하면서 정보를 처리하는 특성을 가진다. 이들은 지

식과 이론들의 실제적인 활용을 잘하고, 적극적 실험, 

한정된 정답이나 해결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학습을 

잘 한다. 마지막으로 융통자는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지각하고 활동적인 실험을 통해 정보를 처리하는 유형

이다. 직접 경험해 보면서 깨달음을 얻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잘한다[11].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 연령, 학사학위 

유무, 그리고 입학 전 직업 유무를 조사하였으며, 직업 

유무 조사에서는 학업 생활과 병행한 시간제 노동은 제

외하였다.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간 그리고 학년에 

따른 학습양식의 분포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카이제

곱검증(Chi-square test)을 실시했다. 그리고 의과대학

과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여부가 Kolb 학습양식의 두 축

인 정보지각 방식과 정보처리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위해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성, 연령, 

학사학위 유무, 직업 유무를 보정하여 비차비(odds 

ratio)와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CI)을 구

하였다. 연구의 통계처리 방법은 SPSS for Windows 

14.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했다.  

  성별 분포를 보면 의과대학 학생은 남자가 75.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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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No. (%) or Mean±SD

 Variables Medical college Professional graduate medical school χ2 or t p

Gender
    Man
    Woman
Age
Baccalaureate degree
    Yes
    No 
Employment history
    Yes
    No

191 (75.5)
 62 (24.5)

25.55±2.50
 

 64 (25.8)
184 (72.2)

  
       9 (4.0)

218 (96.0)

136 (41.6)
191 (58.4)

28.06±2.80

322 (98.8)
             4 (1.2)

 
 75 (25.3)
222 (74.7)

 66.696

 11.146

340.474

 43.315

<0.001

<0.001

<0.001

<0.001

Table 3. Comparison of Learning Styles between Medical College Students and Professional Graduate Medical School Students

 No. (%)

  Accommodator Diverger  Converger Assimilator χ2 (p)

Total
  Medical college
  Professional graduate medical school
Medical college
  1st grade
  2nd grade
  3rd grade
  4th grade
Professional graduate medical school
  1st grade
  2nd grade
  3rd grade
  4th grade

 
20 (7.9)
19 (5.8)

 
 1 (3.6)
 6 (8.8)
 5 (6.4)
 8 (6.3)

 
 7 (5.4)
 3 (4.3)
 5 (7.9)
 4 (6.1)

 
65 (25.6)
45 (13.8)

11 (39.3)
14 (20.6)
20 (25.6)
20 (25.0)

19 (14.7)
 7 (10.1)
 9 (14.3)
10 (15.2)

 
  26 (10.2) 
  63 (19.3)

  1 (3.6)
  6 (8.8)

  10 (12.8)
   9 (11.3)

  18 (14.0) 
  16 (23.2)
  12 (19.0)
  17 (25.8)

143 (56.3)
200 (61.2)

 15 (53.6)
 42 (61.8)
 43 (55.1)
 43 (53.8)

 85 (65.9)
 43 (62.3)
 37 (58.7)
 35 (53.0)

19.654 (<0.001)

6.582 (0.681)

6.780 (0.660)

많았고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은 여자가 58.4%로 많았으

며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001). 평균 연령은 의과대학 학생은 25.55±2.50, 의

학전문대학원 학생은 28.06±2.80으로 두 군 간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의 98.8%가 학사학위 소지자인 반면 의과대학 학생

은 25.8%만이 학사학위 소지자였으며(p<0.001), 의학전

문대학원 학생의 25.3%, 의과대학 학생의 4.0%가 입

학하기 전에 다른 직업에 종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

였다(p<0.001) (Table 2).

  Table 3은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학

습양식 분포 결과이다.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학

생들의 학습양식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는데(p<0.001), 의과대학 학생의 학습양식은 동화자

가 56.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확산자가 

25.6%였고,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의 학습양식은 동화자

가 61.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집중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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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djusted Odds Ratios for Two Dimensions of Kolb Learning Styles
 

Dimension  Group Crude OR (95% CI) Adjusted OR* (95% CI)

Perception (CE:0, AC:1)
Medical college (Ref)
Professional graduate medical school

1.000
2.067 (1.417~3.015)

1.000
2.191 (1.115~4.306)

Transformation (AE:0, RO:1)
Medical college (Ref)
Professional graduate medical school

1.000
0.661 (0.440~0.991)

1.000
0.502 (0.226~1.117)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CE: Concrete experience, AC: Abstract conceptualization, AE: Active experimentation, RO: Reflective 
observation.
* Adjusted for sex, age, baccalaureate degree, employment history.

19.3%였다.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모두 학

년에 따른 학습양식의 분포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여부가 Kolb 학습

양식의 두 축인 정보지각 방식과 정보처리 방식에 영향

을 미치는지 알기 위해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보지각 방식의 경우 성, 연령, 학사학위 유무, 직

업 유무를 보정한 비차비는 2.191 (95% CI=1.115~ 

4.306)로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이 의과대학 학생에 비하

여 추상적 개념화 성향을 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처리 방식의 경우는 성, 연령, 학사학위 유무, 직업 

유무를 보정한 비차비는 0.502 (95% CI=0.226~1.117)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4).

  이 연구는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의 학습자 특

성을 분석하여 학습자 특성에 맞는 수업 및 학습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간 학습양식에 있

어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었다. 의과대학 학생의 가

장 흔한 학습양식은 동화자였고, 그 다음은 확산자였으

며, 모든 학년에서 동화자, 확산자, 집중자, 융통자 순으

로 비슷한 분포를 나타냈다. Kolb 학습양식 검사지를 

이용한 의과대학 학생의 학습양식을 분석한 Kim & 

Rho의 연구[16]에서는 동화자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융통자였으며, 학년별로는 의학과 1학년

은 동화자, 확산자, 융통자, 집중자 순이었고, 의학과 2

학년은 동화자, 융통자, 집중자, 확산자 순이었으며, 의

학과 3학년은 동화자, 확산자, 융통자, 집중자 순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의과대학 학생에서 가장 흔한 학

습양식이 동화자라는 결과는 Kim & Roh의 연구[16]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동화자 다음으로 흔한 학습양식이 

이 연구에서는 확산자인 반면, Kim & Roh의 연구[16]

에서는 융통자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 연구의 대상으로 

포함된 의학과 4학년 학생들이 Kim & Roh의 연구[16]

에는 제외되어 있어서 연구대상의 차이 때문으로 유추

할 수 있다.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의 학습양식은 동화자

가 61.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집중자가 

19.3%였으며, 학년에 따른 학습양식의 분포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모두

에서 가장 흔한 학습양식은 동화자인 경우가 가장 많았

으며, 그 다음 흔한 학습양식이 의과대학 학생은 확

산자인 반면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은 집중자였다. 

Becher[19]에 의하면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선호하는 

학습양식은 그들이 배운 학문 영역의 틀과 관련이 있다

고 하였다. 예를 들어 순수학문을 공부한 학생들은 동

화자나 확산자 유형을 선호하는 반면, 응용학문을 공부

한 학생들은 집중자나 융통자를 선호한다고 하였다. 즉, 

자연과학이나 수학 등의 학문 영역을 공부한 학생들은 

동화자 유형을,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등의 학문 영역을 

공부한 학생들은 확산자 유형을, 공학 등을 공부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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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은 집중자 유형을, 그리고 교육학이나 법학 등을 

공부한 학생들은 융통자 유형을 더 선호한다고 하였다

[19]. 따라서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학습양식에서 

의과대학 학생들보다 집중자 비율이 높은 것은 의학전

문대학원에 들어오기 전에 배운 학문 영역과 관련이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간 Kolb 학습양식

의 두 축인 정보지각 방식과 정보처리의 차이는 다음과 

같았다. 학습양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 연령, 학사

학위 유무, 그리고 직업 유무를 보정하고도 의학전문대

학원 학생이 의과대학 학생에 비하여 정보를 지각하는 

방식에서 추상적 개념화 성향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흔한 학습양식이 동

화자와 집중자로 이들 모두 정보를 지각하는 방식에서 

추상적 개념화 성향을 보이는 반면, 의과대학 학생에서 

가장 흔한 학습양식은 동화자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그 다음으로는 정보를 지각하는 방식에서 구체적 경험

을 선호하는 성향을 보이는 확산자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이 의과대학 학생에 

비하여 정보를 지각하는 방식에서 추상적 개념화 성향

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개인이 정보를 지각, 수집 및 처리하는 독

특한 성향을 설명하는 학습양식은 학습자마다 다르므

로 특별히 선호하는 학습 양식을 파악하여, 그에 알맞

은 교수 학습 방법이 적용될 때 학습 효과가 증진된다. 

교수방법 측면에서는 교수자는 학습자의 학습양식이 

다양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학습을 증진시킬 다양한 교

수 전략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정보를 지각하는 방식에서 의학전문대학원 학

생이 의과대학 학생보다 추상적 개념화 성향을 보였다. 

추상적 개념화는 느낌보다는 논리와 아이디어를 사용

하여 학습하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며, 추상적인 

생각이나 개념을 통해 이론화하는 특성을 말한다. 교수

자는 이러한 학습자에게 보고서 제출 등 결과물이 있는 

활동이나 심사숙고하여 결론 도출이 필요한 활동 등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학습방법 측면에서는 학습양식

에 대한 정보를 학습자에게 제공하여 학습자 스스로 자

신의 강점이나 주요 학습능력을 파악하여 학습양식에 

따라 적절한 학습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

다.

  이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이 분야 연구를 위한 시

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2008년 현재 의

학전문대학원과 의과대학 체제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는 두 대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했지만, 전체 의학전

문대학원과 의과대학 학생의 결과로 일반화하는 데에

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둘째, 이 연구는 의학전문

대학원과 의과대학 학생의 학습양식을 비교·분석하

였는데, 이 분야의 후속 연구에서는 의학전문대학원과 

의과대학 학생들의 학습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좀 더 파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의과대학생의 

학습양식이 졸업 후의 전공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국외 연구[13,14,15]가 있는데, 학습양식이 학

업성취도나 전공 선택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추적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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