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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Small group discussions are useful tools in medical ethics education. We aimed to assess student satisfaction with specific
components of a small group discussion and to evaluate student self-assessment of the objectives of education.
Methods: A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developed after a literature review and a focus group interview. Components of the small
group discussion were categorized by discussion case (self, other), individual activities (self-study, making materials, presentation 
experience), and group activities (preclass/in-class/postclass/plenary discussion, instructor’s comments). The items for student 
self-assessment were: “To specify ethical issue in actual practice”, “To get new knowledge”, “To consider doctor’s entity”, “Empathy
to others”, “To get multidimensional viewpoint”, “Viewpoint change”, “To deliver my thought clearly”, and “Ability to confront the medical
ethics dilemma in the future”. After the survey, an in-depth interview was performed to determine the reason behind the students’
answers.
Results: A total of 121 students responded, for whom overall satisfaction and self-assessment were high. Students reported greater 
satisfaction with self-case, presentation experience, in-class discussion, and instructor’s comments but less satisfaction with self-study
before class and postclass discussion. Student self-assessment was highest in the ability to specify an ethical issue and lowest
for viewpoint change and self-confidence. After multivariate analysis, higher student self-assessment was associated with greater
satisfaction with the small group discussion.
Conclusion: To improve the quality of medical ethics education, close investigation and monitoring of each component of the small
group discussion and student achievement are essential, as is continuous 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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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교육에서 의료윤리 과목은 실제 임상 현장에서 접하게 

되는 다양하고 복잡한 의료윤리 문제들에 대하여 숙고하게 

하고 의료윤리 규범에 입각하여 사고하도록 훈련하여 의료윤

리관을 확립시키고자 하는 과목이다. 즉, 윤리적 갈등상황에

서 전문직 정신(professionalism)에 입각한 바른 판단을 내리

고 이를 실천하는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과목으로서 교육목

표는 의사로서의 전문성(professionalism), 윤리적 민감성

(ethical sensitivity), 윤리문제에 대한 지식(knowledge), 도

덕적 추론 능력 및 문제해결 능력(moral reasoning and 

problem solving), 도덕적 실천과 용기(moral practice)를 

갖추는 데에 있다[1,2]. Kwon & Chang[3]은 의료윤리 교육

의 네 가지 차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특정 상황

을 윤리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것, 둘째, 그 상황의 도덕적 갈

등 요소를 명료하게 분별하며 각 행위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 셋째, 의료윤리의 원칙과 자신의 가치관, 사회문

화적 관습 등 관련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적인 

도덕적 추론을 하는 것, 넷째, 자신이 내린 결론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이러한 의료윤리 교육목표에 적합한 교육방

법으로서는 강의와 같은 지식 전달에 치중하는 종래의 교육

방법보다는 사례중심학습과 소그룹 토론, 체험학습, 역할극, 

시청각 자료의 활용, 표준화 환자의 활용 등이 보다 효과적이

라는 의견이 많다[1,2,3,4,5,6,7,8]. 특히, 사고력 증진과 문제 

해결능력의 신장을 위해서는 토론식 수업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고 있다[2,9,10]. 토론식 수업은 의료현장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인식하는 단계로부터 문제에 대한 분석과 이해, 

관련 정보의 수집과 분석, 종합, 그리고 비판을 통해 자신의 

도덕적 판단을 형성하고, 그것을 자신의 주장으로서 설득력 

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능력을 신장시키고 훈련하는 

데 목표를 둔다. 다시 말해, 윤리 의식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

달하기보다 나와 타인의 주장을 공정하고 신중하게 고려해 

보고,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펼칠 수 있는 윤리적 성향을 형성

하는 데 목표를 두는 것이다[2]. 

  많은 의과대학의 의료윤리 수업에서 토론식 수업을 진행하

고 있고, 학생들의 전반적인 수업만족도에 대한 연구도 적지 

않다.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토론식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대다수의 연구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수

업 방법에 대한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고, 자발적인 토의와 같

은 개인 활동도 부족하게 나타나 수업 자체에 대한 긍정적 평

가에 비해서 토론 참여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9,11]. 그

러나 의료윤리 교육을 위한 소그룹 토론식 수업의 각 구성요

소와 세부 단계들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

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또한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

는 의료윤리 교육의 효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는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12], 개별 학습목표에 대한 학생들

의 자기 성취도에 대한 연구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교육현장

에서 의료윤리 토론식 수업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토

론식 수업의 각 구성요소들을 면밀하게 평가하고, 동시에 학

습목표에 따른 효과를 직접적으로 측정하여 그 결과를 끊임

없이 수업 개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료윤리 과목에서 토론식 수업의 세

부 단계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통해 각 구성요소와 세부 

단계가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개별 학습목표에 대한 자기성취도를 통해 교육의 효과

를 간접적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의료윤리 과목은 의학전문대학원 1, 2, 3학년 학생들을 대

상으로 매주 화요일 오후에 2시간 또는 4시간 동안 진행되었

으며 학년별로 각각 12~18시간으로 구성되었다. 각 학년별 

교육과정의 편성은 Appendix 1과 같다. 교육과정 중에서 토

론식으로 수업을 진행한 경우는 1학년에서 4회, 2학년에서 8

회, 3학년에서 6회였다.

  본 의학전문대학원의 의료윤리 수업 내용은 크게 의료윤리 

영역, 생명윤리 영역, 전문직 윤리 영역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Kwon & Chang[3]이 제안한 의료윤리교

육의 범주를 약간 변형한 것으로서, 의료윤리 영역에는 환자

의 자율성 존중, 비밀보장과 같은 윤리문제를 포함하였고, 생

명윤리 영역에는 낙태, 안락사 및 의학연구 등의 문제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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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전문직 윤리 영역에는 금전문제, 여러 집단 간의 이해 

상충, 의사의 자기관리 등을 포함하였다. 1학년에서는 주로 

의료윤리에 대한 기초 지식과 의료윤리의 4원칙,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한 고찰 및 토의를 하게 하였고, 2학년에

서는 보다 세부적이고 전문 분과 영역의 의료윤리 문제 및 생

명윤리 영역에 대한 지식과 각종 지침을 습득하도록 하였다. 

임상실습이 시작되는 3학년에서는 전문직 윤리 영역에서 보다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 또한 이와 같

은 의료윤리 교육과정은 ‘의료윤리 교육은 의학교육의 전 단

계를 통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전

체 교과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하

여 구성되었다[6,11]. 저학년에서는 기초학문으로서의 의료윤

리의 원칙에서 시작하여 학년이 높아지면서 생명윤리학 또는 

임상윤리학 그리고 실천과정으로 연결되도록 구성하였다.

  토론식으로 수업을 진행한 방법은 다음과 같았다. 먼저 수

업 1주일 전에 소그룹 별로 학생들에게 사례를 제시하고 학생

들이 스스로 준비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자신의 주

장과 그 근거들을 제시해 보고, 수업시간 전이나 수업시간 중

에 소그룹 토론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주

장에 대한 가능한 반박과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면서, 학

생들 스스로 자신의 사고를 전개시켜 보도록 하였다. 과목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학년당 1명씩의 책임교수를 지정하였

으며 책임교수가 각 수업을 담당한 교수진들의 교육내용을 

조율하였다. 대부분의 수업은 사례중심의 소그룹별 학생 토

의와 수업 시간 중의 소그룹 발표 및 전체 토론, 담당 교수의 

요약 및 정리 강의로 진행되었다. 

  소그룹 토론의 주제는 주로 임상 현장에서 의사들이 흔히 

부딪히는 윤리적 갈등 상황에 대한 것으로(딜레마 토론) 의료 

현실을 실감하고 학생들이 조만간 체험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학생들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례는 각 수업을 다루는 담당교수가 직접 개발하였다. 

Appendix 2는 죽음과 관련된 의료윤리 수업 시간에 사용되

었던 사례의 예이다. 

  토론식 수업을 위하여 전체 학생들을 5~6명씩 소그룹으로 

조를 편성하였고 각 소그룹에는 각각 다른 사례를 주었다. 강

사가 수업 전에 각 소그룹별로 토의할 사례를 미리 제시하고 

자율학습 및 소그룹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경우에 따라

서는 소그룹 토의를 수업시간 중에 진행하기도 하였다. 소그

룹 내에서 토의된 내용은 1인의 서기가 정리하고 구성원들이 

협력하여 발표 자료를 제작한 후 1인의 발표자가 전체 토의에

서 발표하였다. 서기와 발표자는 각 수업마다 소그룹 내부 구

성원들이 돌아가면서 분담하도록 하였다. 전체 토의는 모든 

학생들과 수업을 담당한 강사가 함께 참여하는 토의이며, 각 

소그룹에서 자신의 조에서 토의한 내용을 발표하면 나머지 

학생들이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피력하고 강사가 코멘트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수업을 담당한 교수진들은 모두 

의과대학 교수진이었다. 이러한 토론식 수업 방식의 표준화 

및 체계적인 진행을 위하여 전 학년의 의료윤리 과목이 시작

되기 전에 의료윤리 수업을 담당한 교수진들을 대상으로 토

론식 수업을 위한 교수법 워크숍을 1회 시행하여 토론식 수업

에 대한 기본 교수법을 습득하도록 하였다. 

  소그룹 토론식 학습의 세부요소 및 의료윤리 학습목표 성

취도에 대한 설문 개발을 위해 의학교육 관련 학회지 등을 통

해 문헌조사를 시행하였다. 또한 2008년도 2학년 의료윤리 

과목이 종료된 후 학생 자원자 6명을 연구자가 심층 면담하여 

실제 학생들이 토론식 수업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면서 거친 

각각의 절차들과 의료윤리 수업 이후 자기 성취도에 관련된 

내용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2007년도 의료윤리 수업 후 1학

년,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의료윤리 수업에 대한 

만족도 설문(개방형 설문) 응답 내용을 활용하여 자기 성취도

에 대한 항목을 보완하였다. 토론식 학습의 세부요소로서는 

사례 자체에 대한 요소(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례, 자신이 속

한 조의 사례 학습, 다른 조의 사례 학습), 토론 관련 요소(토

론 전 사전 준비, 토론 시 다른 학생들의 의견 청취, 의견 정리 

및 발표 준비, 수업 후 토론), 강의 관련 요소(이론 강의, 강사

의 경험, 강의록 및 강의자료) 등이 있었다. 이를 연구자들이 

토론을 통해 다시 재분류하여 소그룹 토론 학습의 구성요소

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즉, 토의 사례의 종류(자신이 속

한 소그룹의 사례, 다른 학생들의 사례), 개인 학습요소(자율

학습, 토의 후 발표자료 제작, 전체 토의 시 발표 경험),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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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요소(수업 전/중/후 토의, 전체 토의, 강사의 코멘트)로 

구분하였다. 소그룹 토론의 학습 요소별 만족도 평가에는 5점 

척도의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의료윤리 수업 이후 학생들이 습득한 학습내용 및 자기 성

취도에 관련된 요소는 다음과 같았다. ‘의료윤리와 관련된 딜

레마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실감하였다’, ‘윤리적 사고의 필요

성을 느꼈다’, ‘의료윤리 쟁점에 대한 여러 지식과 법률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 ‘향후 마주칠 의료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사전연습을 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지녀온 일반

인으로서의 관점에 의료인으로서의 관점을 추가하게 되어서 

관점의 폭이 더 넓어졌다’, ‘예전과 다른 관점으로 현실을 보

게 되었다’, ‘토론을 통하여 동료 학생들의 다각적인 관점을 

들을 수 있게 되어 좋았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와는 다른 다양한 대처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게 되었다’, ‘의사

로서의 정체성을 고민하게 되었다’, ‘나의 가치관을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훈

련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여러 학생들 앞에서 발표하는 능

력이 향상되었다’, ‘미래의 의사로서 나의 역할을 연습할 수 

있었다’ 등이었다. 

  이러한 학생들의 자기 성취도 항목을 Kwon & Chang[3]

이 제시한 이상적인 의과대학의 의료윤리 교육의 4가지 차원

을 바탕으로 연구자들의 토론을 통해 다소 변형하여 다음과 

같은 8가지 항목으로 정리하였다. ‘어떤 상황이 의료윤리 문

제에 해당하는지 깨달을 수 있었다’(의료윤리에 대한 민감

도), ‘의료윤리 쟁점들에 대한 새로운 지식, 사례를 습득할 수 

있었다’(지식 습득), ‘환자의 권리, 의사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서 숙고하게 되었다’(의사로서의 정체성), ‘의사로서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공감하는 경험을 하였다’(공감 능

력), ‘다양한 관점에서 의료윤리 문제를 접근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다각적 관점), ‘내가 생각해 오던 의료윤리적 가

치관이 수업 이후 바뀌었다’(가치관의 변화), ‘나의 생각을 정

리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었다’

(전달 능력), ‘수업 후 의료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의료윤리 문제에 대한 자신감)의 항목으로 구성

하였다. 마지막으로 의료윤리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를 질문하였으며 모든 항목에 대한 응답은 5점 척도의 Likert 

척도로 대답하게 하였다. 

  학생들이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기 전의 학부 전공과목

을 이공계, 자연계, 인문사회계, 기타로 응답하게 하였고, 각 

학년별로 의료윤리 수업이 시작되기 전의 의료윤리 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5점 척도로 답하게 하였다. 완성된 설문은 해

당 학기의 의료윤리 수업이 모두 종료된 이후 각 학년 학생 

전원에게 시행하였으며 대상이 된 학생 수는 1학년은 40명, 

2학년은 41명, 3학년은 40명으로 총 121명이었다. 설문을 시

행한 이후 만족도와 성취도 항목별로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3학년 학생 중 21명을 번호 순으로 추출하여 

연구자가 심층면담을 시행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16.0 통계프로그램(SPSS Inc., 

Chicago, USA)을 사용하였으며 학년별 기초 특성의 차이를 

카이제곱 검정 또는 Fisher의 정확 검정 또는 분산분석을 사

용하여 비교하였다. 5점 척도에 대한 응답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각 집단별 응답 경향의 차이는 카이제곱 검정 

또는 Fisher의 정확 검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Likert 척도로 대답한 결과변수를 연속변수로 처리한 경우에

는 각 집단 간의 차이를 t 검정이나 분산분석으로 검정하였다. 

  토론식 수업요소에 대한 만족도 및 의료윤리 학습목표에 

대한 자기 성취도와 관련된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단변량 분

석으로서 만족도 및 성취도를 각각 높은 군과 낮은 군의 2군

으로 나누어 관련 변수들과 카이제곱 검정 또는 Fisher의 정

확검정을 시행하였다.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한 변수들로 다

시 다변량 로짓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총 대상자는 121명으로 남자 57명(41.7%), 여자 64명

(52.9%)이었다. 학생들의 평균 연령은 28.9±3.2세였다. 전공 

분야는 이공계가 총 53명(43.8%)으로 가장 많았고 인문사회

계가 13명(10.7%)이었다. 과거 의료윤리에 대한 관심도는 ‘매

우 많았다’ 또는 ‘약간 있었다’고 대답한 경우 각각 24명

(19.8%), 70명(57.9%)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의료윤리 문제



조희경, 신좌섭: 의료윤리 토론식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 및 성취도

 

247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Grade, No. (%)

1st 2nd 3rd Total p-valuea)

Gender Male 20 (50.0) 20 (48.8) 17 (42.5) 57 (47.1) 0.771
Female 20 (50.0) 21 (51.2) 23 (57.5) 64 (52.9)

Age (yr), mean (SD) 28.0 (3.3) 29.0 (3.0) 29.6 (3.3) 28.9 (3.2) 0.070
Major Engineering 19 (47.5) 16 (39.0) 18 (45.0) 53 (43.8) 0.861

Natural science 14 (35.0) 18 (43.9) 13 (32.5) 45 (37.2)
Liberal arts 5 (12.5) 3 (7.3) 5 (12.5) 13 (10.7)

Others 2 (5.0) 4 (9.8) 4 (10.0) 10 (8.3)
Interest in Very much 18 (45.0) 3 (7.3) 3 (7.5) 24 (19.8) <0.001
  medical ethics Somewhat 19 (47.5) 28 (68.3) 23 (57.5) 70 (57.9)

Average 3 (7.5) 6 (14.6) 10 (25.0) 19 (15.7)
Not interested 0 (0.0) 4 (9.8) 4 (10.0) 8 (6.6)

Clinical experience No 40 (100.0) 41 (100.0) 0 (0.0) 81 (66.9) <0.001
Yes 0 (0.0) 0 (0.0) 40 (100.0) 40 (33.1)

SD: Standard deviation.
a)p-value by chi-square test or Fisher’s exact test for categorical variables or ANOVA for continuous variable.

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학년별로는 1학년에서 ‘관심이 

매우 많았다’고 대답한 학생이 2, 3학년에 비해 더 많았다

(Table 1). 학년이 올라갈수록 의료윤리 문제에 대한 관심이 

감소하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 대상이 된 3학년 학

생의 약 반수(21명)를 대상으로 소그룹별로 면담을 시행하였

다. 의료윤리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 1학년 때와 현재를 비교

하여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이야기하도록 하고 자료를 수집

하였다. 총 21명 중 18명의 학생들이 1학년 때보다 3학년이 

되어 임상실습을 돌고 난 이후에 의료윤리에 대한 관심도가 

더 커졌다고 대답하였고 의료윤리에 대한 중요성을 더 크게 

느낀다고 대답하였다. 따라서 학년별로 의료윤리에 대한 관

심도의 차이가 어떤 이유에서 나타났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힘들었으며, 본 연구 대상이 된 1학년과 2학년, 3학년 학생들 

간에는 기본적인 특성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향

후 의료윤리에 대한 관심도 및 인지가 의과대학 학년별로 또

는 직급별로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토론식 수업의 각 세부 영역에 대한 만족도를 1점에서 5점

까지 Likert 척도화하여 비교하였다(Table 2). 토의사례의 종

류별로는 자신이 속한 소그룹의 사례 토의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학생들의 사례 토의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개인 학습요

소 중에서는 전체 토의 시 발표 경험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자율학습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집단 학습요

소 중에서는 수업 중 토의와 강사의 코멘트 요소에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수업 후 동료들 간의 토의에 가장 낮은 만족

도를 보였다. 토론식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매우 높

다’가 24명(19.8%), ‘약간 높다’가 63명(52%)으로 비교적 높

은 만족도를 보였다. 

  자신의 조의 사례학습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

할 시간이 주어져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같은 조원들의 

의견을 교환하면서 서로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를 느낄 수 있

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한 학생들이 많은 반면, 다

른 조의 사례학습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유로서 “자기 

조 사례를 준비하느라 다른 조 사례에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 

“미리 생각해보지 않고 다른 조의 사례를 듣는 것은 상대적으

로 관심도가 떨어지고 그냥 무덤덤하게 ‘그렇구나’라는 생각

만 갖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수업 시간 중 발표 경험에 대해서는 “자신의 의견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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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tudent Satisfaction with Components of Small Group Discussion

Category Satisfaction score No. (%) Mean (SD) p-valuea)

Case type Self case

Other case

Very much (5) or somewhat (4)
Average (3)
Little (2) or no (1)
Very much (5) or somewhat (4)
Average (3)
Little (2) or no (1)

102
19
0

64
37
20

(84.3)
(15.7)
(0.0)
(52.9)
(30.6)
(16.5)

4.2 

3.5

 

(0.7)

(1.0)

<0.001

Individual activity Self study

Making materials

Presentation experience

Very much (5) or somewhat (4)
Average (3)
Little (2) or no (1)
Very much (5) or somewhat (4)
Average (3)
Little (2) or no (1)
Very much (5) or somewhat (4)
Average (3)
Little (2) or no (1)

56
44
21
63
41
17
87
27
7

(46.3)
(36.4)
(17.4)
(52.1)
(33.9)
(14.0)
(71.9)
(22.3)
(5.8)

3.4

 
3.5

 
3.9

 

(1.0)b)

(0.9)b)

(0.9)c)

<0.001

Group activity Pre-class discussion

In-class discussion

Post-class discussion

Plenary discussion

Instructor’s comments

Very much (5) or somewhat (4)
Average (3)
Little (2) or no (1)
Very much (5) or somewhat (4)
Average (3)
Little (2) or no (1)
Very much (5) or somewhat (4)
Average (3)
Little (2) or no (1)
Very much (5) or somewhat (4)
Average (3)
Little (2) or no (1)
Very much (5) or somewhat (4)
Average (3)
Little (2) or no (1)

68
40
13
99
15
7

62
38
21
65
43
13

101
17
3

(56.2)
(33.1)
(10.7)
(81.8)
(12.4)
(5.8)
(51.2)
(31.4)
(17.4)
(53.7)
(35.5)
(10.7)
(83.5)
(14.0)
(2.5)

3.6 

4.2

 
3.5

 
3.6

 
4.2 

(0.9)b)

(1.0)c)

(1.0)b)

(1.0)b)

(0.8)c)

<0.001

Overall satisfaction Very much (5) or somewhat (4)
Average (3)
Little (2) or no (1)

87
25
9

(71.9)
(20.7)
(7.4)

3.8 (0.9)

SD: Standard deviation.
a)p-value by ANOVA using Duncan correction. For pairwise comparisons within subgroups, means that differ significantly (p<0.05) are noted 
with different superscripts (b, c).

으로써 다시금 말로 나의 생각을 정리하고 타인들에게 설득

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토론식 수업을 통해 발표 능

력을 많이 키울 수 있었다”라고 평가하였고, 만족도가 떨어졌

던 토론 전 자율학습에 대해서는 “다른 과목들의 많은 수업 

양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웠다”, “별로 효율

적이지 못하고 스스로 의료윤리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반면 “의학공부는 주로 복

습 위주였는데 예습을 통해 수업에 임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

고 효과적이었다”라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수업 중 소그룹 토의 시간에 대해서는 “일단 주어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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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tudent Self-Assessment Scores on the Objectives of Medical Ethics Education

         Category   Self-assessment score No. (%) Mean (SD)

Can specify ethical issue

Get new knowledge

Multidimensional viewpoint

Consider doctor’s entity

Experience of empathy

Ability to deliver own thought

Self-confidence

Viewpoint change

Overall satisfaction

Excellent (5) or good (4)
Average (3)
Fair (2) or poor (1)
Excellent (5) or good (4)
Average (3)
Fair (2) or poor (1)
Excellent (5) or good (4)
Average (3)
Fair (2) or poor (1)
Excellent (5) or good (4)
Average (3)
Fair (2) or poor (1)
Excellent (5) or good (4)
Average (3)
Fair (2) or poor (1)
Excellent (5) or good (4)
Average (3)
Fair (2) or poor (1)
Excellent (5) or good (4)
Average (3)
Fair (2) or poor (1)
Excellent (5) or good (4)
Average (3)
Fair (2) or poor (1)
Excellent (5) or good (4)
Average (3)
Fair (2) or poor (1)

106
13
2

103
16
2

100
17
4

98
18
5

80
29
12
61
49
11
48
43
30
35
48
38
96
21
4

(87.6)
(10.7)
(1.7)
(85.1)
(13.2)
(1.7)
(82.6)
(14.0)
(3.3)
(81.0)
(14.9)
(4.1)
(66.1)
(24.0)
(9.9)
(50.4)
(40.5)
(9.1)
(39.7)
(35.5)
(24.8)
(28.9)
(39.7)
(31.4)
(79.3)
(17.4)
(3.3)

4.4 

4.2 

4.1 

4.1 

3.8

 
3.5 

3.2 

3.0 

4.0 

(0.7)

(0.7)

(0.8)

(0.8)

(0.9)

(0.8)

(0.9)

(0.9)

(0.8)

SD: Standard deviation.

속에서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질 때보다 토론에 더 적극적으

로 참여하게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수업 후 동료

들 간의 토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토론을 

하다 보면 자신의 주장을 교환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긍정적

인 의견이 있었던 반면 “수업 이후에는 의견 교환이 거의 없

었다”라는 부정적인 견해가 더 많았다. 

  강사의 코멘트에 대해서는 “실제 임상에서 경험한 사례를 

예를 들어 조언해 주셔서 도움이 되었다”, “주제별로 내용을 

정리할 수 있었다”, “좀 더 정확하고 전문적인 내용을 알 수 

있었다”라는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또한 “수업 방식이 학

생들 토론으로만 끝났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은데 교수님의 

주제별 내용 전달이나 코멘트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한 학생도 있었다. 

  의료윤리 학습목표에 대한 자기 성취도 점수가 가장 높은 

항목은  ‘어떤 특정상황이 의료윤리 문제에 해당하는지를 깨

달았다’는 의료윤리 문제에 대한 인식도 및 민감도였고, 그 다

음은 ‘의료윤리 쟁점들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사례를 습득할 

수 있었다’였다. 가장 점수가 낮은 항목은 ‘수업 후 의료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의 항목과 ‘지금까

지 생각해오던 가치관이 수업 이후 바뀌었다’였다(Table 3). 

의료윤리 학습목표에 대한 전반적인 성취도는 ‘매우 높다’가 

31명(25.6%), ‘약간 높다’가 65명(53.7%)으로 비교적 높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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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Univariate Analysis for Correlates of Student Self-assessment Scores

Satisfaction with discussion Overall self-assessment

Variable
Average

or 
no

Very much
or

somewhat
p-valuea)

Fair
or

poor

Excellent
or

good
p-valuea)

Gender

Grade

Major

Interest on 
  medical ethics
Satisfaction with
  discussion

Male
Female

1
2
3

Engineering
Natural science

Liberal arts
Others

Average or no 
Very much or somewhat 

Average or no
Very much or somewhat

10
24
3

18
13
10
15
4
5

18
16

(29.4)
(70.6)
(8.8)
(52.9)
(38.2)
(29.4)
(44.1)
(11.8)
(14.7)
(52.9)
(47.1)
-
-

47
40
37
23
27
43
30
9
5
9

78

(54.0)
(46.0)
(42.5)
(26.4)
(31.0)
(49.4)
(34.5)
(10.3)
(5.7)
(10.3)
(89.7)
-
-

0.015

0.001

0.144

<0.001

5
20
2

12
11
7

12
3
3

11
14
23
2

(20.0)
(80.0)
(8.0)
(48.0)
(44.0)
(28.0)
(48.0)
(12.0)
(12.0)
(44.0)
(56.0)
(92.0)
(8.0)

52
44
38
29
29
46
33
10
7

16
80
11
85

(54.2)
(45.8)
(39.6)
(30.2)
(30.2)
(47.9)
(34.4)
(10.4)
(7.3)
(16.7)
(83.3)
(11.5)
(88.5)

0.002

0.011

0.339

0.002

<0.001

a)p-value by chi-square test or Fisher’s exact test. 

이었다.

  의료윤리 문제에 대한 인식도 및 지식 습득에 대해서는 “여

러 의료윤리 쟁점들에 대해서 의학공부에 밀려 관심을 가질 

기회가 부족했었는데 수업 시간을 통해 접근해볼 수 있었다”, 

“의료윤리에 대한 다양한 상황을 접해봄으로써 각 경우에 따

라 어떤 점이 윤리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지를 사례를 통해 

많이 보아서 유익했다”, “그 동안 미처 신경 쓰지 못했거나 다

양한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일들과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사례를 통한 간접 경험, 내가 그 입장

이 되어서 생각해 보는 것과 이에 관련된 배경지식을 습득하

는 데에 효율적인 학습이었다. 막연한 지식 습득보다는 사례

지식에 연관된 수업이 많이 도움이 되었다”라는 의견들을 많

이 피력하였다. 

  가치관의 변화에 대해서는 “수업 이후 특별히 바뀐 생각은 

없었다”, “수업만으로 가치관이 바뀌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의료윤리 문제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

었는가?’라는 질문에는 “수업 후 오히려 더 고민하게 되었다”, 

“답이 없는 문제이므로 결론 내리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아직 일치되지 못하는 것 같다”, 

“아직은 학생이므로 임상적인 실제적 경험이 전혀 없고, 자신

감을 가지고 대처하려면 더 많은 배움과 경험이 필요할 것 같

다”, “수업을 들었다고 해서 문제해결 능력이 생겼다는 느낌

은 받지 못했다” 등의 의견들이 많았다. 

  성별과 학년, 학부전공, 의료윤리에 대한 평소의 관심도별

로 토론식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및 의료윤리 학습목

표에 대한 자기 성취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만족도 

및 자기 성취도가 높은 군과 보통이거나 낮은 군의 두 군으로 

나누어서 단변량 분석을 시행한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만족도 및 성취도가 높았고(p=0.015, p=0.002), 학

년별로는 1학년이 2학년과 3학년보다 유의하게 만족도 및 성

취도 점수가 높았다(p=0.001, p=0.011). 학부 전공별로는 만

족도 및 성취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수업 전 의료윤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군이 토론식 수업에 대한 만족도 점수 및 

학습목표에 대한 자기 성취도 점수가 높았다(p<0.001, p= 

0.002). 또한 토론식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점수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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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ultivariate Analysis for Correlates of Students' Self-Assessment Scores 

Variable

Satisfaction 
with discussion

Overall 
self-assessment

ORa) (95% CI) ORa) (95% CI)

Gender

Grade

Interest in medical ethics

Satisfaction with discussion

Male
Female

1
2
3

Average or no
Very much or somewhat

Average or no 
Very much or somewhat

1
0.35 

1
0.11 
0.30 

1
8.57

 

(0.13~0.95)

(0.03~0.46)
(0.07~1.32)

(2.91~25.24)
-
-

1
0.25 

1 
0.46 
0.23 

1
0.25 

1
83.45 

(0.06~1.03)

(0.05~4.08)
(0.02~2.22)

(0.04~1.43)

(16.70~417.01)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a)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by backward method.

을수록 의료윤리 학습목표에 대한 자기 성취도 점수가 높았

다(p<0.001)(Table 4). 단변량 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인 

성별, 학년, 의료윤리에 대한 관심도의 항목으로 다변량 분석

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토론식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군은 남학생인 경우와 평소 의료윤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군이었다(odds ratio [OR], 8.6; 95% 

confidence interval [CI], 2.9~25.2). 학년별로는 1학년에 

비해 2학년에서 관심도가 떨어졌으나 3학년에서는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의료윤리 학습목표에 대한 자기 성취도와 유의

한 관련성이 있는 항목은 다변량 분석 결과 토론식 수업에 대

한 만족도였으며 토론식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군이 의

료윤리 학습목표에 대한 자기 성취도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OR, 83.5; 95% CI, 16.7~417).  

  의학전문대학원생들의 토론식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도 및 학습목표에 대한 자기 성취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

나 토론식 수업의 구성요소별로 그리고 세부 학습목표별로 

만족도와 자기 성취도의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 결과 수업 중의 토의 및 강사의 코멘트에 대한 학생

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나, 수업 전 자율학습이나 수업 후 자발

적 토의, 다른 조의 사례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토론식 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고찰한 기존 연구에서 70% 

이상의 학생들이 수업의 내용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반응한 

반면, 54%의 학생들만이 수업내용에 비추어 교육방법과 매체

사용이 적절하였다고 응답하여 수업 방법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를 보였으며, 학생들의 60%가 본인이 

소그룹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고 응답하여 수업 자체

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 비해서 소그룹 토론 참여 정도가 낮

았다[11]. 또 다른 연구에서 토론식 수업 후 학생들에게 강의 

시간의 적절성, 토론의 준비와 진행, 수업 후 사고의 변화를 

설문한 결과, 토론회 준비에 대해서는 59.5%의 학생이 긍정

적으로 대답하였고 토론의 진행에 대해서는 53.4%, 토론 참

여에 대해서는 46.6%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반면 ‘수업 

준비를 위한 노력 및 시간할애’와 ‘강의실 밖에서의 자발적인 

토론’을 하였느냐는 질문에는 긍정적인 응답이 각각 26.5%와 

22.9%로 부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또한 수업 시간 외에도 인

터넷 웹상에 의료윤리 관련 자료실과 토론방을 운영하였으나 

학생들의 참여는 저조하였다고 보고하였다[9]. 즉, 학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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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의 토의나 전반적인 토론식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높

으나, 수업 전의 준비과정과 수업 후 자발적인 토의와 같은 개

인 활동은 부족하다고 평가되어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

였다.

  기존 의학 교육이 정보 전달이나 지식 중심의 교육에 치중

하는 방식임에 비해, 의료윤리 수업은 문제해결을 위한 학생

들의 자발적이고 독자적인 지식 습득을 요구한다. 하루가 다

르게 엄청난 정보와 지식이 새롭게 생산되는 의료정보화 시

대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능력이며, 과거에 생각하지 못했

던 새로운 의료윤리 문제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할 때 새로운 문제 상황에서 스스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설

계할 수 있는 능력 중심 교육이 지식 중심 교육보다 더 강조되

고 있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학생들의 자율

적인 학습이나 토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그 원인을 파악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 결과 평소 의료윤리에 대한 관

심도가 높은 학생들에서 토론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들의 자율적인 학습과 토

의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평소 또는 수업 전에 

의료윤리 문제에 대한 관심도 및 흥미를 유도하는 단계가 필

수적인 단계라고 생각된다. 둘째, 학년별로 토론식 수업에 대

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1학년이 가장 높았고 2학년에서 유의

하게 만족도가 떨어졌고 3학년은 1학년과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3학년 학생들의 의견 중에는 실습을 마치고 진

행된 3학년 의료윤리 수업에 대해서 실습 동안에 경험했던 상

황 또는 경험했을 수 있는 상황들이 의료윤리적인 관점에서 

어떤 점이 문제인지, 어떻게 그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지 등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된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셋째, 학생들의 의견 중에는 다른 과목들의 바쁜 

일정에 쫓기어 의료윤리에 대한 수업 전 자가학습이 실질적

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웠고 의료윤리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보기가 어려웠다고 대답한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학

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자가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

째, 학생들에게 보다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사례를 실감 있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 임상에서 

발생했거나 이슈화되었던 사례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학생들에게는 직접 임상현장에 파고들어 의료윤리와 

관련된 사례를 수집하도록 과제를 부여하는 방법, 영화나 드

라마와 같이 깊은 인상을 줄 수 있는 매체를 이용한 접근방식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방안은 임상실습 경험이 없

는 저학년 학생들에게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여러 임상과목의 임상실습을 시행하는 고학년 학생들에게도 

의료윤리적인 관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할 수 있기 위해

서는 임상실습 중간에 체계적인 의료윤리 강의와 토론이 이

루어지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특히 학생들의 커리큘럼 구성상 

여러 과목에 대한 수업이 몰려 있는 저학년보다는 실제 환자 

사례를 접할 시간이 충분하고 개인적인 경험이 다양해지는 

고학년에 의료윤리 수업을 더욱 중점적으로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학생들에게 사전 과제

를 부여하는 방식도 보다 체계화되고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

다. 본 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통상 수업 1주 전에 학생들에게 

토의할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시간적인 압박감

과 심리적인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여유 있는 사전 

준비기간을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강사가 학생들에

게 단순히 사례와 그에 대한 토의주제만을 제시하는 것보다

는 학생들이 흥미를 잃지 않고 독자적인 학습을 진행할 수 있

도록 토의주제와 관련된 자료 및 참고 문헌 등을 폭넓고 다양

하게 찾아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합한 환경을 마련해 

주는 등 담당 교수의 세심한 배려와 체계적인 수업 설계가 필

수적일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다른 조의 사례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조의 사례에 대해서 학생

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유로는 미리 생각하고 고민할 여

유가 없어서 관심도가 떨어지고 가치판단을 할 수 있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본 의학전문대학

원에서는 통상 2시간의 수업시간 동안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사례를 가지고 토의를 하는 형식으로 구성하였는데, 사례를 

준비한 조에서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이나 또한 다른 조 학생들

이 충분히 이 문제를 공감하고 숙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가 부족하였다. 수업 후 학생들의 건의사항 중에는 의료윤리 

수업에 대해서 “바쁜 학업에 쫓기어 진지하게 고민할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수업 시간만이라도 

좀 더 윤리문제에 대해 학생들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학생들이 발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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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을 위한 시간, 그리고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좀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례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시간을 안배하기 보다는 사고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하고 적절한 시간 안배 및 학습량의 재조정이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수업 담당 교수진간의 긴밀한 수

업내용에 대한 공유 및 협력적인 역할 분담이 필수적일 것이

다.

  학생들의 학습목표에 대한 자기 성취도가 가장 높은 항목

은 의료윤리 문제에 대한 민감성 및 인식이었고, 가장 성취도

가 낮은 항목은 가치관의 변화 및 의료윤리 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감이었다. 아직까지 의료윤리 교육의 목표 및 의료윤리 

교육의 학습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12,13]. 일부 교육자는 의료윤리 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도덕적 추론(moral reasoning)을 할 수 있으며, 구체적 상황

에서 도덕적인 선택(moral choice)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나아가서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의지(moral will)

에 영향을 주어 바람직한 행동변화가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고 하였다[14].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의료 현장에서 새

로운 윤리적 문제들을 접하게 될 의료인에게는 무엇보다 우

선적으로 무엇이 윤리적인 문제인지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이 필요하고, 아울러 무엇이 의료적 판단의 사안이고 무엇이 

윤리적 판단의 사안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이

다. 자신의 행위가 어떤 윤리적인 문제와 관련되는지 민감하

게 인식할 수 없다면, 규정의 저촉 여부만을 고려하게 되거나 

새롭게 등장하는 윤리적 문제들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

게 만들 것이다[2]. Park et al. [9]의 연구에서 ‘토론식 수업

을 통하여 사회적 관심이 심화되었는가’하는 질문에 ‘매우 그

렇다’ 또는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이 약 55.4%로서 그렇지 

않다는 응답에 비해 조금 더 많았다. 본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는 1학년부터 3학년에 걸쳐 3년 동안 연속적으로 의료윤리 수

업을 진행한 결과 의료윤리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3학년 학생들 중에는 

“1학년 때는 직접 겪어보지 못해서인지 남의 일처럼 느껴지

고 먼 이야기처럼 생각되었는데, 의료윤리 수업을 들으며 여

러 가지 사례를 들음으로써 나 역시 겪게 될 일일지도 모른다

는 생각을 하니 좀 더 관심이 생기고 관련된 내용의 책도 읽어

보게 되었다”, “예전에는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할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환자와 의사 관계를 어떻게 이끌

어나가야 하는지, 또 의사로서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진료에 

임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많아진 것 같다”, “1학년 

때는 직접적으로 환자를 마주칠 기회가 없어서인지 의료윤리

에 대한 관심도가 솔직히 낮았다. 하지만 실제로 환자를 만나

고 이야기하게 되니 의료윤리에 대한 생각도 들게 되고 나는 

과연 옳은 일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

다” 등과 같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의료윤리에 대한 관심도와 

민감도가 증가했다는 소감을 피력한 경우가 많았다. 

  반면, 의료윤리문제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나 자신감에 대

한 성취도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아서 이에 대한 보완책이 고

려되어야 할 것이다. 가치관의 변화 항목은 가장 낮은 성취도 

점수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많은 학생들이 피력한 소감 중에

는 “여러 사례를 접함으로써 생각의 폭이나 관점의 변화가 생

겼다”, “여러 학우들의 의견과 교수님의 코멘트를 들으면서 

나 혼자만의 일방적 사고나 판단이 아닌, 내가 미처 생각지 못

했거나 편견 혹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

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었다”, “의료윤리 쟁점에 대해 내 생각

에 비추어 다른 생각, 의견을 볼 수 있었고 또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의 장단점을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다” 등의 

의견이 많아서 비록 학생들이 가치관의 변화까지는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수업 후 많은 관점의 변화가 일어났고 다각적인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수업 후 의료윤리 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감에 대해서 학생

들이 보인 견해는 “윤리와 실제 생활에 있어서 둘 사이의 관

계를 내가 과연 적절하게 생각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구심

도 들고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확신이 들지 않았다”, “수업 후 오히려 더 고민하게 

되었다”, “수업을 들었다고 해서 문제해결 능력이 생겼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다”, “사례에 대한 생각을 찬성, 반대의 입장

에서 나누기만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결되었는가도 같이 설

명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실제 접해 보지 않아서 자신

감이 생기지는 않았다. 막상 내가 직접 겪게 되었을 때 수업시

간에 들은 내용만으로는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할지 잘 대처

하지 못할 것 같다는 걱정이 생긴다” 등과 같이 부정적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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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상당수 있었다. 학생들에게 보다 의료윤리 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토론식 수업 시 단순히 딜

레마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에 대한 입장 정리에 그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실제적인 과정이나 결과까지 실습을 통해서 

또는 간접경험이나 현장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다. 즉, 의료윤리 수업시간

에 소그룹 토론뿐만 아니라 역할극이나 표준화 환자를 이용

한 실습을 병행하는 방법, 선배나 강사의 경험을 공유하여 간

접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실제 각 학생들이 임상실습 

중에 경험한 의료윤리 문제를 수업 시간이나 토론 시간에 발

표하도록 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방법 등을 제안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대상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갖는 데 가장 

도움이 된 수업방식을 질문하였을 때 첫 번째 순위는 토론식 

수업이었고 두 번째 순위는 이론 강의였다. 그러나 본 연구설

계상 수업 방식 간 효과의 차이를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많

았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관련 연구가 더 심화되어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 사용한 의료윤리 수업의 학습목표 및 토론식 수

업의 구조는 연구자가 관련 문헌 및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

여 자체적으로 구성하였으며, 아직까지 이에 대해서는 통일

된 지침이 없는 실정이다. 보다 효과적으로 의료윤리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학습목표의 제시 및 수업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수적이며, 또한 일선에서 의료윤리 교

육을 담당하는 교수진들의 충분한 이해가 뒤따라야 할 것이

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는 데에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 

  결론적으로 교육현장에서 의료윤리 토론식 수업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토론식 수업의 각 구성요소들을 면밀하게 

평가하고, 동시에 학습목표에 따른 효과를 직접적으로 측정

하여 그 결과를 끊임없이 수업 개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 학생들의 토론식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및 

학습목표에 대한 자기 성취도는 비교적 높았으나 토론식 수

업의 구성요소별로 그리고 세부 학습목표별로 만족도와 자기 

성취도의 차이가 있었다. 토론식 수업에 대한 만족도에 유의

한 영향을 주는 요소는 과거 의료윤리에 대한 관심도였으며 

의료윤리 학습목표에 대한 자기 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

는 토론식 수업에 대한 만족도였다. 향후 학생들의 만족도가 

낮은 세부요소에 대한 보완 및 의료윤리 문제에 대한 관심도

를 높이기 위한 수업 방식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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