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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바탕학습의 실시기간이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학습동기와 자기주도학습 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1부산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 2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교육실 및 의학연구소, 
3양산부산대학교병원 가정의학클리닉

윤소정1, 임선주2, 이선희2, 백선용2, 이상엽2,3

Purpose: Problem-based learning (PBL) is an educational approach in which complex authentic problems serve as the context and 
stimulus for learning. PBL is designed to encourage active participation during learning. 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study the 
effects of PBL on academic motiva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in medical school students.
Method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90 students in the 1st and 2nd grade of medical school. The period of the PBL course
was two weeks for Year 1 and five weeks for Year 2 students. Students completed one module over one week. Academic motivation
tests and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tests were performed before and after the PBL cours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were analyzed using paired t-test and repeated measures MANCOVA.
Results: PBL had positive effects on academic self-efficacy (self-control efficacy, task-level preference) and academic failure tolerance
(behavior, task-difficulty preference) as academic motivation. PBL had a mildly positive effect on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In addition, the five-week PBL course had greater positive effects on academic motivation than the two-week course but not with  
regard to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Conclusion: Medical students engage in academic motiva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during PBL, suggesting that the
five-week PBL course has greater positive effects than the two-week course. Future studies are needed to confirm the most effective
periods of P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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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지식기반사회는 문제의 속성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의 다

양한 방안을 활용하며, 쏟아지는 정보를 자원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학교육에

서는 급증하고 있는 방대한 의학 지식을 적절히 활용하여 문

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의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기

존의 주입식, 강의식, 암기식 교육에서 탈피하고 과제 혹은 수

기위주의 교육과 문제해결위주의 교수법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그 중 문제바탕학습(problem-based learn-

ing, PBL)은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기주도학습을 강조

하는 학습이라는 점에서 국내외 여러 의학교육현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PBL은 학습자의 인지적 능력에 의한 지식 습

득뿐 아니라, 학업에 대한 자기주도성[1,2]과 학습동기[3,4,5] 

등의 정의적 영역에 있어서의 변화를 야기하며, 이를 통해 실

제 임상상황을 분석하고 토론하며 자율적으로 학습함으로써 

학습동기가 향상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3,6].

  하지만 이와는 달리 PBL을 하는 동안 시간할당과 과제에 

대한 부담감, 그룹 활동에 대한 어려움, 위축감 등을 경험하거

나[7,8], 학습의 자기주도성이 증진되지 않고[9], 비판적 사고

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다

[1,10]. 이러한 상반된 결과들은 많은 부분 각 연구들이 수행

되는 상황, 즉 연구대상, 실시기간, 전공 등의 차이에 의한 것

으로 일부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연구방법 측면에서 PBL에 의한 학습자의 정의적 특

성의 변화는 양적인 결과만으로는 알기 힘들며, 질적인 분석

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도 있다. 또한 PBL의 효과를 극대화하

여 인지적인 지적 능력 외에도 정의적 영역에서의 학습 능력

이나 동기의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운영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따

라서 저자 등은 PBL의 실시기간에 따라 PBL이 의학전문대

학원생의 학습동기와 자기주도학습 준비도에 미치는 효과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PBL의 효

과를 학습자가 직접 작성한 성찰일지의 내용분석을 통한 질

적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PBL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올

바른 PBL 시행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설계

  2007년 12월 2~5주 동안의 PBL에 참여하고 설문에 응답

한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1학년 100명과 2학년 학생 90명, 

총 19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생들은 조당 11명 이내로, 학

년당 각 12조로 편성되었다. 1학년은 2개의 모듈로 2주간, 2

학년은 5개의 모듈로 5주간 PBL을 시행하였다. 각 모듈은 1

주일에 2번의 만남과 자율학습으로 진행되었다. 1학년은 

PBL 시작 직전과 2주간의 PBL 종료 직후에, 2학년은 PBL 

시작 직전과 5주간의 PBL 종료 직후에 각 1회씩 학년별 총 

2회의 학습동기검사와 자기주도적 학습준비도검사를 실시하

였다. 학년별 PBL이 진행되는 전 과정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만족도와 PBL의 효과에 대해 성찰일지에 자유롭게 서술하도

록 하였다.

2. 연구도구

  학습동기는 Kim[11]의 표준화된 학습동기검사를 사용하

여, 학습자가 자신의 수행능력에 대해 보이는 기대나 신념인 

‘학업적 자기효능감(academic self-efficacy)’과 자신의 실패

경험에 대해 건설적인 혹은 비건설적인 반응 여부를 알아보

는 ‘학업적 실패내성(academic failure tolerance)’을 평가하

였다. 신뢰도(Cronbach’ α)는 0.94였다. 학업적 자기효능감

에는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수준 선호 등의 하위 변인

을, 학업적 실패내성에는 감정, 행동, 과제난이도 선호 등의 

하위 변인을 포함하였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수행 

능력에 대해 보이는 기대나 신념을 의미하고, 학업적 실패 내

성은 자신의 실패 경험에 대하여 건설적으로 반응하는지 혹

은 비건설적으로 반응하는지를 나타낸다. 또한, 자신의 전반

적인 학문적 수행능력 및 학습능력에 대해 보이는 신념 정도

를 평가하는 자신감, 개인이 자기관찰, 자기판단, 자기반응과 

같은 자기조절적 기제를 잘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효능기

대를 평가하는 자기조절효능감, 도전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선택하려 하는지에 대한 과제수준 선호의 하위 변인을 포함

한다. 반면, 학업적 실태 내성 척도는 실패 경험 후 보이는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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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ffects of Problem-Based Learning on Learning Motivation

Variables
Year 1 (n=100) Year 2 (n=90)

p-valuea) p-valueb)

Pre-PBL Post-PBL
∆% 

change
Pre-PBL Post-PBL

∆% 
change

Academic self-efficacy  90.9±10.3  93.1±10.1  3.5±14.6  90.7±15.0  95.0±11.0 10.0±36.8   0.056,  0.018c) 0.013c)

 Confidence  26.1±5.7  24.3±5.8 -5.5±19.0  24.2±6.9  23.9±6.6  3.6±37.1 <0.001c),  0.587 0.018c)

 Self-control efficacy  37.3±6.0  40.1±6.0  9.7±22.8  38.4±8.6  41.6±6.4 15.8±45.5 <0.001c), <0.001c) 0.017c)

 Task-level preference  27.5±3.8  28.7±3.5  5.7±15.5  28.0±5.2  29.5±3.4 11.9±46.0 <0.001c),  0.007c) 0.017c)

Academic failure-resistance  64.9±8.6  66.0±8.8  2.8±15.5  65.6±10.4  67.9±8.0  6.7±25.8   0.229,  0.043c) 0.041c)

 Feeling  26.1±5.7  24.3±5.8 -0.9±27.0  22.8±5.7  22.1±5.5 -0.3±22.8 <0.001c),  0.139 0.613
 Behavior  20.5±5.4  21.8±6.5  7.3±17.3  20.4±3.8  21.9±3.2 10.0±20.8   0.237, <0.001c) 0.188
 Task-difficulty preference  20.5±3.4  21.7±3.3  6.1±27.0  22.4±5.3  23.9±3.6 21.1±80.0 <0.001c),  0.012c) 0.001c)

Total 155.8±17.1 159.1±16.7  3.1±13.8 156.3±24.3 162.9±16.8  8.3±30.9   0.085,  0.020c) 0.016c)

Data are means±SD. ∆% change, the change divided by the baseline value, multiplied by 100.
PBL: Problem-based learning.
a)Paired t-test for within group (p-value in Year 1, p-value in Year 2), b)MANCOVA of differences between groups, c)p-value <0.05.

정반응이 긍정부정 정도를 평가하는 감정 요인과 실패 경험 

후 이를 만회하기 위한 계획 수립, 방안 강구 정도 등의 구체

적이고 현실적 극복 행동 정도를 보는 행동 요인, 개인이 학습

과제난이도에 대해 보이는 인지 정서 행동 측면을 평가하는 

과제난이도 선호 요인으로 구성된다.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검사는 Guglielmino[12]의 자기주

도학습 준비도 검사(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 

SDLRS)를 번안하여 만든 교사용 자기주도성 측정도구(self- 

directed learning inventory for teacher) [13]를 사용하였

으며, 이는 학습에 대한 독창적 접근, 탐구적 접근, 자기 스스

로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자발적 계획, 학습 과정과 결과에 대

한 책임감, 지속적으로 학습하고자 하는 욕구와 학문 탐색을 

즐기는 열정과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며 어려운 상황을 문제

가 아닌 도전으로 대처하는 미래 지향성, 학습에 대한 자신의 

통제 능력에 대한 확신 등 총 58문항 7개의 하위 변인으로 구

성된다. 전체 신뢰도는 0.90이었다.

3. 통계분석

  PBL 사전과 사후의 학습동기와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차이

는 paired t-test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PBL 기간에 따른 

차이, 즉 2개의 모듈(2주간)을 실시한 1학년과 5개의 모듈(5

주간)을 실시한 2학년의 학습동기 및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차

이는 비교하고자 하는 연구대상의 학년이 다르기 때문에 사

전검사 점수가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하여 사전

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는 반복측정 MANCOVA로 검증

하였다. 성찰일지는 1학년 24편, 2학년 120편으로 전체 144

편을 읽고 분류작업을 거쳐 의미단위를 추출한 후, 의미단위

의 타당성을 전문가 2인에게 검증을 받은 후, PBL의 효과, 

PBL의 진행에 있어서의 어려움, PBL 만족도의 영역으로 나

누어 재분석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12.0 for Windows 

(SPSS Inc., Chicago,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통계

적 유의성은 유의수준 5%로 정하였다.

결과

1. PBL이 학습동기와 자기주도학습 준비도에 미치

는 영향

  1) 학습동기

  1학년 학생의 경우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 변인으로 자

기조절효능감, 과제수준선호에서 유의한 증진 효과가 나타났

으며 자신감은 줄었다. 학업적 실패내성 영역의 하위 변인으

로 감정에서 감소효과를, 과제난이도선호에서 유의한 증진효

과가 나타났다. 학습동기 전체 점수에 있어서 차이는 없었다. 

반면, 2학년 학생의 경우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체점수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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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ffects of Problem-Based Learning on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Variables
Year 1 (n=100) Year 2 (n=90)

p-valuea) p-valueb)

Pre-PBL Post-PBL
∆% 

change
Pre-PBL Post-PBL

∆% 
change

Originative characteristics  32.5±3.9  33.0±3.6  2.5±12.8  32.9±4.0  33.1±5.1 1.1±15.6 0.242, 0.781 0.735
Investigative characteristics  10.5±1.8  10.6±1.9  3.5±21.6  10.4±2.2  10.4±2.2 2.5±21.8 0.557, 0.959 0.995
Voluntary planning  15.2±1.9  15.0±2.5 -0.6±15.1  15.1±2.4  15.1±2.5 1.2±17.7 0.402, 0.964 0.611
Responsibility to learning  14.3±2.0  14.9±1.7  5.5±15.7  15.0±1.9  15.3±1.9 3.1±12.3 0.009c), 0.066 0.474
Eager to learning  26.8±2.7  26.7±2.8  0.1±10.7  26.8±3.4  26.9±3.2 1.0±11.0 0.684, 0.776 0.649
Future orientation  15.2±1.8  15.6±1.8  2.7±10.1  15.3±1.8  15.9±2.1 4.2±14.3 0.039c), 0.017c) 0.257
Self-confidence in learning  22.7±2.6  23.1±2.7  2.7±12.6  23.0±2.6  23.0±3.5 0.7±16.3 0.134, 0.953 0.825
Total 137.4±9.0 138.8±9.3  1.2±6.6 138.6±9.7 139.7±11.9 1.0±8.3 0.131, 0.378 0.841

Data are means±SD. ∆% change, the change divided by the baseline value, multiplied by 100. 
PBL: Problem-based learning.
a)Paired t-test for within group (p-value in Year 1, p-value in Year 2), b)MANCOVA of differences between groups, c)p-value <0.05.

하위 변인으로 자기조절효능감, 과제수준선호에서 유의한 증

진 효과가 나타났다. 학업적 실패내성 영역에서도 전체점수

와 그 하위 변인으로 행동과 과제난이도선호에서 유의한 증

진효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학습동기 전체 점수에 있어서도 

유의한 증진 효과를 보였다(Table 1).

  2) 자기주도적 학습 준비도

  1~2학년 모두에서, PBL은 자기주도 학습준비도에 전체적

으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1학년에서 그 

하위 변인 중에 학업에 대한 책임감과 미래지향성에서, 2학년

에서는 미래지향성에서 유의한 증진 효과를 보였다(Table 2).

2. PBL 기간에 따른 학습동기와 자기주도학습 준비

도의 변화 차이

  5주간의 PBL을 시행한 2학년이 2주간의 PBL을 시행한 1

학년보다 학습동기 전체와 그 하위 변인으로 자신감, 자기조

절효능감, 과제수준선호 모두에서 보다 유의한 증대효과를 

나타내었다. 학업적 실패내성 영역에서는 전체점수와 그 하

위 변인 중에 과제난이도선호에서만 2학년이 1학년보다 더욱 

유의한 증진효과를 보였다(Table 1). 반면, PBL 기간에 따른 

자기주도적 학습 준비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나 각각의 하

위 변인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2).

 

3. 성찰일지 분석결과

  1) PBL 효과

  PBL을 통해 학습을 통한 내용의 이해뿐 아니라, 이론적 내

용의 실제적 적용에 대한 이해 역시 높아졌다. 학생들은 토론 

또는 협동학습의 장점을 체험적으로 알 수 있었다. 혼자 공부

할 때보다 더 많은 양의 학습이 가능했으며,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여 사고의 폭이 넓어졌다. 스스로의 학습을 되돌아보

고, 자신의 학습에서 알고 있는 것과 잘 알지 못하는 것을 구

분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습동기가 증진되고 

있었다.

  2) PBL 진행에 있어서의 어려움

  학생들이 처음에는 토론 상황에 익숙지 못한 경우가 많았지

만, PBL을 통해 점차적으로 토론과 발표에 익숙해져 가는 양

상을 보였다. PBL은 토론과 발표에 있어서의 학습자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었다. 그리고, PBL을 진행하는 사

회자나 튜터의 역할에 대해 학생들은 다소 불만을 표시하였는

데, 토론이 침체되었을 때 혹은 지나친 논쟁이 일어날 때 사회

자의 적절한 개입은 요구되나 미흡한 경우도 있었고, 너무 지

나친 개입이 있을 때는 자발적인 토론과 발표가 위축되는 경

향을 보인 경우에 해당된다. 가설과 학습문제 도출에 있어 기

본적인 지식의 부족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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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PBL 만족도

  PBL 방식이 힘든 면은 있었으나, 도움이 된다는 반응들이 

대부분이었다. 

고찰

  본 연구는 PBL이 의학전문대학원생의 학습동기와 자기주

도학습 준비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PBL의 시

행 기간에 따른 효과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

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PBL은 1~2학년 모두 의학전문대

학원생의 학습동기의 학업적 자기 효능감 영역 중 자기조절

효능감과 과제수준 선호에서 유의한 증진효과를 보였으며, 

학업적 실패내성 영역에서는 과제난이도 선호의 하위 변인에

서 증진 효과를 나타내었다. 2학년의 경우에는 학업적 실패내

성 영역 중 행동에서 유의한 증진이 나타났다(Table 1). 즉, 

개인이 스스로 자기조절적 기제를 잘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

한 자기 효능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으며, 도전적이고 구체적

인 과제를 스스로 선택하고자 하는 선호도 역시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실패 경험 후에 이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행동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으며, 

특히, 과제난이도에 대해 보이는 인지 정서 행동적 측면이 긍

정적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기주도학습 준비

도에 있어서는 학업에 대한 책임감과 미래지향성 변인에서의 

유의미한 증진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PBL을 통해 자기주도

학습 준비도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증진 효과는 나타나지 않

았다. 반면 1, 2학년 모두 자기주도학습 준비도의 하위 변인 

중 미래지향성에 있어서는 유의한 증진 효과를 보였다. 이러

한 점에서 볼 때, 학생들은 PBL 상황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정서적 인지적 경험들로 인해 최소한 어려운 상황을 문제가 

아닌 도전으로 간주하고 이를 대처하고자 하는 평생 학습자

로서의 태도는 기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Table 2).

  PBL을 통해 학생들에게 나타난 변화는 PBL을 통해서 학

습자의 자기주도성과 학습동기 등의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

다고 밝힌 선행연구[1,2,4,5,14]들의 결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PBL이 전통적인 수업방식에 비해 효과적인 방법

임을 밝힌 여러 연구[15,16,17]와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결과이다.

  그리고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본 연구에서 분석한 성찰

일지의 내용 분석에서도 마찬가지의 결과로 나타났다. 학생

들은 PBL을 통해 학습 내용의 이해도가 증진되었고, 토론이

나 협동학습 등의 장점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자신을 성

찰하고 학습동기를 증진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수

동적인 강의식 수업이 아니라 능동적인 학습자 중심의 수업

과 실제적인 문제를 통해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학습이 가능

하게 되었으며, 사고의 폭이 넓어졌으며, 자신이 알고 있는 것

과 모르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면

에서 PBL이 효과적이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PBL 진

행에 있어서의 어려움으로 PBL을 진행하는 사회자나 튜터의 

역할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경우도 있었다. 이는 집단의 역동

을 원활하게 유지하고, 활발한 토론을 이끌어가는 사회자의 

역할과 모듈에서 제시하는 문제 해결의 방향이 자칫 엉뚱하

게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튜터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

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

여 가설과 학습과제도출이 가장 어려웠다고 하였지만, 이러

한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부족한 부분

에 대해 인식하고, 학습에 대한 동기가 높아진 것 같다고 학생

들은 기술하였다.

  따라서 PBL은 학생들의 인지적 능력의 향상뿐만 아니라, 

정의적인 학습에 대한 효능감과 실패에 대한 내성을 기르는 

데에도 효과적이며, 스스로 자신의 학습을 주도해 나갈 수 있

는 자기주도학습 준비도를 기르는 데에도 일부 도움이 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습동기의 여러 변인 중 자신감과 실패에 대한 감

정 요인에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선행연구[8]에서도 

보고된 바 있는 결과로, PBL이 운영되는 기본 절차인 토론과 

발표과정 등에 대한 두려움이나 PBL을 통해 학습문제를 도

출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추론해 나가는 상황에서 스스로의 

지식이 부족함을 확인하게 되는 데에서 나타난 결과로 해석

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PBL을 보다 부담 없이 받아들

이고, 이를 통해 학습의 긍정적인 면들을 더 잘 발전시키기 위

해서는 지식의 습득이나 PBL 훈련뿐만 아니라, 토론법, 발표

법, 협동학습의 기본적 기술을 익히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문제해결방법이나 문제발견방법에 대한 훈련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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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PBL 상황

에서 겪을 수 있는 실패 경험을 정서적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

록 도와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BL의 시행에 있어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운영해야 할 것

인가에 대해서는, 적어도 6주 이상은 시행해 보아야 제대로 

경험할 수 있다고 Barrows와 Tamblyn 교수가 보고[18]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국내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단지, PBL이 

한 과목만으로 적용되거나 적용기간의 부족으로 인해 PBL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선행연구[1,10]와 통합교육과정 

내에서 7주간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PBL을 진행한 결과 메타

인지 및 자기효능감, 학습동기에 있어서는 효과가 나타났다

는 연구[14] 등에 근거할 때, 보다 장기간의 운영이 PBL의 교

육목적 달성에 결정적인 한 요소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

구에서도 5주간의 PBL의 운영이 2주간에 비해 학습동기에 

있어서 유의한 효과의 증대를 보였다. 즉, 학습동기 전체와 그 

하위 변인으로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수준선호 모두에

서 더욱 유의한 증대효과를 나타내었고, 학업적 실패내성 영

역에서도 전체점수와 그 하위 변인 중에 과제난이도선호에서 

더욱 유의한 증진효과를 보였다. 하지만, 자기주도학습 준비

도에는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물론, 시행 기간 

이외에도 PBL 모듈의 구성과 진행 방법, PBL 사례의 적절성, 

튜터 역할 교육, 학생의 토론 참여도, PBL 집단 내에서의 역

동 등의 다른 요인들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최소한 5주 이상 PBL을 운영해야 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 PBL은 학생들의 학습동기

와 자기주도학습 준비도를 증진시키는 데 효과적인 교수-학

습 방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PBL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5주 이상의 보다 장기간 시

행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2주와 5주 동안의 PBL 경험만을 비교하

였으며, 동일한 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문제

바탕학습의 학습효과증진을 위한 튜터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

하므로, 정기적인 튜터교육을 시행하여 튜터의 표준화를 의

도하였다. 하지만, 학생들의 반응처럼 튜터 역할에 대한 불만

족이 있는 경우가 있었다. 이 점 또한 연구의 제한점으로 작용

할 수 있으나, 학년별 만족스럽지 못한 튜터는 1~2명에 불과

하여 학년 간의 비교에 미치는 영향은 미흡하였을 것으로 판

단된다. PBL의 조별 인원을 편성할 때 조당 5~7명의 학생이 

적절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튜터의 부족으로 

부득이 11명 이내의 학생으로 조를 구성하였다. 하지만, 상대

적으로 많았던 조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PBL의 긍정적 기대

효과는 관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 추

후 동일한 학년을 대상으로 PBL의 시행 방법에 따른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PBL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PBL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들이 PBL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추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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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성찰일지에서 나타난 PBL 효과

1. PBL 효과

1) 학습내용에 대한 이해

- 평소에 모르고 넘어간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알 수 있었으며,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다. (2학년)
- 호흡기내과 수업을 2학년 1학기 때 배워서, 그 내용이 잘 생각나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토론을 하고 다시 한 번 자료를 보게 

되면서 복습할 수 있게 되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 (2학년)
- 지금까지 배워온 단편적인 지식들을 통합하여 접근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 것 같다. (1학년)
- 단지 병을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에 기초하여 추론하는 과학적 사고가 필요함을 깨달았다. (2학년)
- 처음으로 환자의 병을 추측해 보면서, 지금까지 배운 기초와 임상과목들을 되짚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임상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다. (1학년)
2) 토론/협동학습에 대한 이해

- 계속되는 토론 수업을 하면서 토론에 임하는 자세나 방식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예전에는 이런 

방식에 익숙하지 않았던 것에 비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2학년)
- 서로 잘 모르는 시술이나 검사에 대해 아는 사람이 설명해주면서 토론한 것이 매우 좋았다. 잘 모르는 부분은 서로 가르쳐 

주며 공부하는 것이 정말로 큰 도움이 되었다. (2학년)
- 내가 준비한 학습과제 외에 다른 학우가 준비한 학습과제까지 공부할 수 있어 이해가 더 빠르고 쉽게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어 좋았다. (2학년)
3) 자아성찰 및 학습동기 증진

- 환자의 치료 및 처치 후 양상을 보면서 빠른 진단 및 처치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2학년)
- 솔직히 임상 수업을 들은 후라 나의 실력이 많이 향상되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 PBL 수업을 하면서, 
아직 많이 부족함을 느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의학적 지식수준과 정도를 아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는 것을 느꼈다. (2학년)
- 확실히 알지 못하는 것이 아예 모르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배웠으나 정확히 모르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 도움이 되었다. (1학년)
- 많은 정보들 가운데에서 더욱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의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1학년)

2. PBL 진행에 있어서의 어려움

1) 토론 상황에서의 학습자의 태도

- 토론의 방향이 너무 한 방향으로 치우쳐서 진행되었다. 다들 정신과 질환에 대한 지식이 너무 부족해서 그런지, 모두들 기질적 

문제 또는 신체 이상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다. (2학년)
- 자연스러운 진행을 위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다 보니,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도 발표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겼다. 계속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규제가 필요할 것 같다. (2학년)
- 토론을 하는 중에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혹은 상대방이 말한 것을 반복해서 말하는 경우가 있었다. 자기 의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청하는 자세도 필요한 것 같다. (2학년)
2) 사회자 또는 튜터의 역할

- 토론이 침체되었을 때 적절하게 토론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사회자의 역할이 필요한 것 같다. 무슨 얘기를 언제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서 힘들었다. (2학년)
- 비슷한 수준의 지식을 가진 1학년들이 의견을 나누다 보니 종종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는데, 이때 튜터의 적절한 방향제시가 

있다면 보다 풍부한 PBL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1학년)
- 튜터 교수님이 토론 중 나왔던 과제와는 다른 새로운 학습 과제를 설정해 주셨다. 나중에 퀴즈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허탈한 느낌을 받았다. (2학년)
- 너무나 다양한 의견들이 나온 가운데 합의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사회자나 튜터가 적극적으로 중재하거나 혹은 학생들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유연하게 토론을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 (1학년)
3) 가설과 학습문제 도출과 추론

- 가장 가능한 가설을 세우기가 힘들었다. 임상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일지도 모르지만, 너무나 다양한 병들이 해당되는 것 

같아서 자료를 받고서도 여러 가설들이 떠올라 혼란스러웠다. (1학년)
- 핵심과 학습목표에 맞는 가설 설정, 그리고 학습과제 도출이 아직도 미흡한 것 같다. (2학년)
- 기본적으로 너무 임상적 질환에 대해서 질환명을 알아내는 데 치중하다 보니, 정작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을 간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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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 같다. (2학년)
- 학습과제에만 충실하다 보니, 퀴즈의 내용을 풀어가기가 어려웠다. 퀴즈는 기본적인 문제에 중점을 둔 문제가 나왔고, 우리가 

공부한 학습과제와는 거리가 있었다. (2학년)
- 질병의 진단이 너무 일찍 이루어지면서, 그 질병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다양한 학습과제를 도출하고 추론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2학년) 

3. PBL 만족도

- 매우 만족한다. 일방적인 정보전달에 그친 교실 수업과는 다르게 구성원 스스로가 해답을 찾아가는 점이 새롭고 도움이 되었다. 
(1학년)

- 매우 만족한다. 여러 사람들이 각자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하나의 결론을 이끌어 낸다는 점이 너무 뿌듯하고 즐거웠다. 또한 

자료를 모으고 공부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이를 통해 많은 부분에 대해 보다 더 확실히 알 수 있었다. (1학년) 
- 매우 만족한다. 사례에서 나온 임상증례를 추론하여 나름대로 병명을 생각해보고 가설을 설정하는 과정이 재미있고 도움이 

되었다. (2학년)
- 매우 만족한다. PBL을 통해서 발표력이 향상되었고, 공부해야겠다는 의욕이 생겼다. (1학년)
- 매우 만족한다. 한편의 영화와도 같았다. (1학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