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 중심 학습 (PBL)을 대비한 교안개발

문제해결에 바탕을 둔 학습 (Problem- based

lear - ning : 이하 PBL로 줄임)에서는 임상에 기초

를 둔 실제상황과 유사한 문제를 이용하여 학습과

토론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의 형태로 독립적인 학

습능력을 배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함양하며 관련임 상문제를 이해하는데 자신이 부족

한 점을 스스로 판단하며 이후 유사한 임상상황에

서 배운지식을 이용할 수 있다.2 PBL은 1960년대

중반 캐나다의 McMaster의과대학에서 처음 도입

된 이후 급속히 확산되어 의학교육을 포함한 생명

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건축, 경영, 법학, 공학, 사회

학, 교육학등 다른 분야의 교육에도 광범위하게 사

용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의과대학의 80%

이상이 임상교육을 위하여 PBL을 이용하고 있으며
3 ,4 국내에서도 효과적인 의학교육의 방법으로 몇몇

대학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 전체적으로 확산되

지는 못한 단계이다.

문제해결을 통한 학습에 있어서 좋은 문제의 작

성이 핵심요소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실제상황과 관

련이 없는 것 같은 문제는 학생들에게 학습의 동기

를 유발하지 못한다. 따라서 저자들은 PBL의 교안

개발에 대한 문제점과 실례를 들어 기술하고자 한

다.

연구대상 및 방법

PBL의 교안 개발을 위하여 유의해야할 기본원칙

을 제시하고 PBL에 이용되는 case의 통의과정을 예

시함으로써 PBL 교안개발시 유의할 점을 제시하고

자 한다.

결과 및 고찰

1. PB L의 목표

PBL이 의학교육에서 학습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목적을 알아보는 것이 PBL에 이용되는 문제가 어떤

특성을 가져야 하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이다.

1) 주어진 문제에 제시된 임상상황을 토대로 앞

으로 논의하거나 공부해야 하는 주제를 스스로 도

출하는 능력을 함양

2) 환자의 진단 및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동안

도출되는 문제와 함께 고려해야할 기전의 상호관련

성을 인식하는 능력개발

3) 환자의 건강문제를 물리적, 정서적, 사회적 측

면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개발

4) 문제합성, 가설설정, 제시된 정보의 평가, 자료

분석 및 결정을 포함한 임상적 판단과정의 개발을

강화

5) 자기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배양함으로서 각

개인 및 group member의 학습필요성을 인식하고 이

용가능한 학습재료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을

배양

6) 소그룹활동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능동적 참여

자가 되는 방법을 터득

7) 임상의로서 필요한 개인적 특성과 태도를 인식

하고 개발하며 유지하는 능력함양

개개인의 장점, 한계 및 감정적 반응의 인식, 책

임감와 상호의존성, 다른사람과 관계하고 관심을 가

지는 능력개발, 자신, 그룹내 다른 사람 및 group

process의 발전의 평가

2. 이상적인 P BL문제의 요건

이상적인 PBL의 문제는 위에서 열거한 PBL의 목

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어야 하고 학생들에

게 학습동기를 유발하는데 사용된다. 따라서 PBL의

성공의 중요한 요인은 문제자체이다. 따라서, PBL

을 위해 이용될 수 있는 좋은 문제들의 일반적 원칙

은 다음과 같다.

1) 효율적인 문제는 학생의 흥미를 유발해야하고

학생이 개념의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

낄 수 있도록 해야한다. 따라서 문제는 실제상황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문제해결에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학생들은 문제가 임상에서 실제로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느낄 때 강력한 동기를 가지게 된다. PBL

에 사용되는 문제들은 해결책을 찾는데 긴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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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므로 동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타당한 문제를 사용함으로서 그들이 얻은 지식이나

문제해결능력들을 교실밖의 실제상황해결에 사용할

수 있게 한다.

2) 좋은 문제는 학생이 사실 및 정보, 합리성에

기초를 두고 결정이나 판단을 내리도록 요구해야한

다. 학생들은 모든 결정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배운 지식에 기초를 두어 제시할 것을 요구받게 되

고 문제에는 학생이 어떤 가정이 요구되는 지 그리

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어떤 정보가 이에 관련이

있는 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단계나 과정

이 필요한지를 요구해야 한다.

3) 문제해결을 위해 각 학생들간의 협동이 필요하

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문제의 길이나 복잡성이 적

절히 조절되어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고 토의해야할

필요성을 느끼도록 해야한다. 교과서의 각 chapter

를 요약하는 식의 일련의 직설적인 질문으로 구성

된 문제들은 문제가 각 구성원들에게 할당되어 해

결됨으로서 학습효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

4) 문제의 초기 질문들은 각 group의 학생들이 하

나의 정답에 제한되지 않는 개방된 논의를 할 수 있

고 이전의 지식과 연결하고 다양한 의견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이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학생들이

서로의 지식과 생각을 끌어내어 한 group으로 행동

하도록 한다.

5) 각 과정의 세부목표가 문제로 통합되어 이전의

지식과 새로운 개념을 연결할 수 있고 새로운 지식

을 다른 과정 이나 분야의 개념으로 연결할 수 있어

야 한다. 임상적인 문제는 기초과학 (해부학, 생리

학, 약리학 및 병태생리학등)과 이와 관련된 임상과

학분야에 대한 논의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상

적으로는 역학적, 사회학적 및 윤리적 측면도 논의

될 수 있는 문제를 포함하는 것이 좋다. 문제는 환

자의 평가와 처치와 관한 연속적이고 상호의존적인

결정이 가능하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6) 학생들이 고도의 사고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복잡성을 가져야 한다. 많은 학생들은 주어진 재료

를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상의 사고를 하는 능력

이 결여되어 있다. Bloom (1956)5은 학생의 사고수

준을 단순사고에서 복합사고로 분류하였다. PBL의

문제들은 학생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Bloom level

에서 사고하도록 해야한다.

Bloom의 인식수준 학생의 활동

평가 (Evaluation)

합성 (Synthesis)

분석 (Analysis)

적용 (Application)

이해(Comprehension)

지식 (Knowledge)

이미 확립된 기준에 의거 판단

하는 것

부분으로부터 독창적이거나 새

로운 것을 만드는 것

문제를 구성성분으로 분해하여

상호관련성을 알아내는 것

개념과 원리를 이용하여 문제

를 해결하는 것

재료의 의미를 설명하고 해석

하는 것

사실, 용어, 개념, 정의, 원리를

기억하는 것

좋은 PBL의 문제는 문제해결을 위해 Bloom의 인

식수준분류에서 분석, 합성 및 평가가 요구되는 것

이다. 이는 실제상황과 관련있고 문제에 모든 정보

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학생은 연구와 새로운 재

료의 획득, 획득한 정보로부터 판단과 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받는다. 문제는 학생이 내린 가정에 따라

한가지 이상의 답을 가질 수 있다.

7) 여러영역에서의 깊고 넓은 정보에 기초하여 문

제들이 교과과정의 모든 필수학습주제를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에 기초과학, 윤리적 문제, 법적

문제, 영양학, 역학, different practice constraints ,

리학적 issue등을 포함하도록 한다. 이상적으로는

주요주제들이 여러 case에서 반복되어 나타날 수 있

게 한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이 기초과학적 지식을

실제적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8) 문제의 format은 가능한 일정한 형태를 유지한

다. 이는 학생들이 매번 다른 format에 노출됨으로

서 느낄 수 있는 혼란감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 다음사항을 고려한다.

a ) 서론에서는 문제를 요약하는 문장으로 시작하

고 배경과 관련 (타당성)를 주어 학생의 흥미를 유

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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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본문에서는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학생의 입장

에서 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하고 문제

해결에 직접적으로 요구되는 직업적인 지식뿐만 아

니라 그 과학적 근거, social issue, 윤리적 측면, 역

사등에 탐색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c ) 학습목표가 분명해야 한다

d) 풍부한 설명재료가 제공되어야 하고 문제해결

을 위한 허용시간 및 다른 제한 조건들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9) T utor는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보다는 학생들의

학습을 도와주는 조언자로서 역할을 해야한다. 각

문제는 문제의 논의과정동안 다루어야할 주제의 범

위를 정한 tutor guide를 포함하고 특정문제에 대한

논의가 끝난 후 요약해서 설명한 주제의 list를 포함

한다.

10) 각 문제는 학생의 사전지식정도에 따라 2주- 3

주간에 걸쳐서 제시될 수 있다. 초기의 임상소견의

제시후 학생들에게 학습에 필요한 시간을 제공하고

부가적인 조직검사소견, 이학적 소견의 변화, 치료

에 대한 반응에 대한 정보들이 이차적으로 제공되

고 다시 논의된다.

적절하며 관련된 시청각 재료들이 문제에 첨부되어

야 한다. (예를 들어, 조직사진, 검사결과지, ECG,

X- ray등)

3 , PB L의 문제개발절차

위에서 제시한 것은 일반적인 원칙에 불과하며

실제 PBL을 운영할 경우 그외에 추가적으로 고려해

야할 사항들이 있을 것이다. 대학에 따라 PBL을 실

제 교육에 적용하는 방법이 다양하여 McMaster의과

대학처럼 전교과과정을 PBL중심으로 운영하는 대

학이 있는가 하면 기존의 강위위주 학습방법과 병

행하는 경우도 있다. 일리노이의대에서 실시하는 것

처럼6 PBL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되 각 단계별로

상세한 학습목표, 중심단어, 학습자료, 그리고 달성

해야할 학업능력의 수준등을 제시하고 이를 이해하

기 위하여 필수적인 지식을 필요에 따라 강의를 통

하여 보충하는 방법도 있다. 물론 이러한 방법은

PBL의 중요한 요소인 독립학습을 저해할 소지가 있

으나 PBL을 기초지식을 처음 경험하는 학생이나

기초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할 때는 유용한 접

근방법이 될 수 있다.

어떤 경우든 교육목표에 따라 통합적인 교과과정

을 고안하고 PBL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학습목표를

전체교과과정에서 명확히 한 후 이 목표에 맞는 문

제개발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며 각 문제가 개별

적인 차원에서 논의되어서는 안되며 PBL과정에 이

용될 문제들이 통합적이며 체계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문제개발의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의 조직 (계획, 문제개발, 평가에 관여할)

2) 표준교과과정의 개발

3) Discipline- dependent criteria에 따라 학습주제개

4) 전 교과과정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각 theme에

내용 (교육항목, learning issue) 할당

5) 각 theme별로 문제의 개발, test 및 출판을 담

당할 team을 구성한다. 각 t eam의 구성원은 여러분

야에서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t eam은 앞에서

열거한 일반원칙고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문제를

개발한다.

a ) Case가 주어질 학년 및 난이도 결정

b) 제공되는 material이 각 case에만 이용될지, 아

니면 다른 case에도 다시 이용될지에 따라 materia

의 통합성과 난이도 결정

c) 각 case에 포함될 subtopic의 결정

d) Context (부가적인 사회심리학적 isssue나 경제

적 issue등)

e) 각 material을 cover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상

황을 선정하고 정해진 criteria를 충족하는 상황을

선택

f) 문제작성; 각 section에서 어떤내용을 다루어야

하는 지를 명기

g) 학생이 문제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peripheral information을 취합 (예를 들어, 환자

interview , laboratory data, 이학검사, 검사결과 판

임상의, 약사, 간호기록에 대한 답)

h) Case를 reviewer에게 보냄

I) Pilot test

j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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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tutor guide작성

4 . 소그룹에 주어진 실제 문제해결과정을 예로

P BL에 적합한 문제

소그룹의 단위는 6∼7명의 학생과 2명의 tutor로

구성된다. 문제를 제시하기 전에 주어진 course의

목표가 분명히 알려져야 한다. 이러한 목표가 문제

해결방향을 제시하고 논의의 방향을 제시한다. 그리

고 환자의 주증상에 대한 자료가 주어진다.

7 2세의 남자환자가 부인에 의해 응급실로 왔고

주증상은 흉통과 호흡곤란이었다.

알려진 정보를 정리한다. 이는 group의 토의진행

을 용이하게 하고 보다 빨리 문제를 분석할 수 있게

한다. 앞으로 토의의 진행과정동안에 논의된 학습주

제, 환자의 상태와 관련된 자료등을 기록하는 학생

을 정한다. 해당 학생이 증상을 읽고 주요한 정보를

칠판에 적는다. 그 후 학생들은 환자의 증상에 관련

된 가능한 가설을 열거한다. 첫단계는 이 환자와 증

상 (호흡곤란)과 관련될 수 있는 기관계를 열거하는

것이다. 다음에 기관계가 열거될 수 있을 것이다.

심맥관계, 호흡계, 소화계, 근육계, 신경계

이 과정에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으며 학생

들은 그들의 가설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해

야하고 적어도 한 개이상의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

록 유도하고 tutor는 논의가 주제를 벋어나지 않도

록 도와준다.

다음 단계는 각 기관계에 대한 보다 특이적인 문

제를 확인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이를 위해 환자에

게 물어보아야할 항목을 열거한다. 질문이 정해지면

학생들에게 환자의 병력을 포함한 자료가 제공된다.

학생들이 열거한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

한다.

병력은 다음과 같다.

환자는 응급실침대에 신음을 하며 누워있고 머리

가 헝클어져 있고 다소 약하게 보였다. 또한 정신상

태가 혼동상태에 있어 문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

러나, 환자는 약 3일전부터 기침을 시작했으나 가

래는 나오지 않았다 고 말했다. 가슴의 한쪽이 심

하게 아팠고 공기를 들어마실 수 없는 것처럼 느껴

졌다 고 했다. 흉통은 심호흡시 더 심해졌고 오늘

부터 가래가 나오기 시작했다 고 말했다. 환자는

이전에는 동일한 증상이 없었고 건강했으며 병원

에 입원한 적도 없었다 고 했다. 그는 최근에 어떠

한 호흡기 감염증상은 없었고 다른 병도 없었고 가

벼운 hay fever"가 있었으나 다른 allergy질환은

없었다 고 했다. 그는 현재 복용중인 약도 없고 지

난 40년간 매일 반갑의 담배를 피웠고 가끔 술을 먹

었다 고 했다. 환자는 결혼한지 44년째였고 3명의

자식는 모두 건강하게 지내고 있으며 규칙적으로

가족들을 만나고 있었다. 환자는 7년전 항공사에서

정년퇴직하였다.

이단계에서 학생들은 초기의 가설을 검정하고 환

자의 상태가 호흡기 질환과 관련있는 것으로 결론

내린다. 가래가 나오는 것은 호흡기 감염을 의심하

게 하였고 폐렴, 결핵 및 기관지염을 의심하였다. 이

학적 검사로 진행하기로 하고 환자의 체온, 맥박수,

혈압, 호흡수, 청진, 폐주위의 타진을 실시하고 심장

질환을 배제하기 위하여 심음을 청진하고, 복부촉진

과 사지에 부종이나 청색증이 있는지를 검사하기로

하였다. 이 과정동안 학생들은 이학검사소견을 받게

된다.

혈압: 170/ 70 mmHg, 맥박수: 92, 규치적 호흡수

20회 체온: 37.8 C

신장/체중 = 178 cm. 70 kg 피부: 발한, 그외 정상

HEENT : 충치

심맥관계: 4번째 늑골간의 mid- clavicular line에

PMI, S1과 S2는 정상, no gallops , murmurs , or r

Chest : 폐의 좌측상엽에 percussion시 dullness , 청

상에 pleural friction rub, 양측에 diffuse, hi

pitched rhonchi

복부: bow el sound는 정상, 복부는 soft하고 le

upper quadrant 및 left lower rib에 mild tendern

사지: no cyanosis , clubbing or edema

나머지는 특이한 이학적 소견없음

학생들은 체온상승, 맥박수증가, 호흡수증가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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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중심 학습 (PBL)을 대비한 교안개발

목하고 감염을 의심하였다. 심장검사와 복부검사상

에 특이한 소견이 없었으나 흉부검사에서 학생들에

게 익숙하지 못한 용어들이 있었고 이를 교과서 및

참고서적에서 확인한 결과 diaphoretic sw eating은

단순한 열에 의한 정상발한임을 알았고 HEENT 의

의미등을 확인하였다. 또한 교과서에서 타진상의

dullness는 흉곽내 mass난 감염에 의한 fluid의 축

적에 의한 것임을 알게되고 더욱 감염을 의심하게

되었다. 또한 friction rub은 염증의 sign이며 high

pitched rhonchi는 기도평활근의 수축이나 삼출물

의 축적에 의한 기도가 좁아져서 생긴 것임을 알게

된다. 학생들은 clubbing의 의미에 대해 tutor에게

질문하고 tutor는 어디에서 그것에 대해 알 수 있는

지를 알려준다. 학생들은 이를 통하여 clubbing이

만성호흡기질환의 증상임을 알게되고 환자의 상태

가 만성보다 급성질환에 의한 것임을 확인한다. 심

각한 심장질환을 배제하기 위하여 학생들은 ECG를

요청하기로 결정하고 ECG검사결과를 받게된다. 이

를 검사하고 심장은 정상임을 확인한다

학생들은 호흡기감염을 확인하기 위하여 chest

X- ray를 요청하기로 결정하고 tutor는 학생에게 fil

을 제공한다. 학생들은 film을 검사하고 좌측폐에

의심스러운 음영을 확인하나 이분야에 전문가가 아

니므로 방사선과 의사의 판독결과를 요구한다.

흉부 X선 검사결과 m u lt ip le ar ea의

cav it at ion 을 동반한 p a t ch y in f ilt r a t ion 이

좌측폐의 상엽의 p o st s eg m en t 에 관찰됨

이를 기초로 하여 학생들은 환자의 증상이 좌측

폐의 감염에 의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후 학생들

은 이 환자와 관련하여 학습할 제목을 토의한다. 환

자는 흐흡기에 문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학생들은

폐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자세한 지식을 가지고 있

지 않으므로 호흡기의 해부학및 조직학에 대해 공

부하기로 하였다. 이후 다른 학생이 폐의 발생학에

대한 공부를 제안하였으나 더 중요한 문제가 많으

므로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호흡의 역학에 대해 공

부하기로 하였다. 또한 환자가 감염에 의한 열이 있

으므로 열발생기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였다. 다른

학생이 환자가 호흡수 및 맥박수 증가가 있으므로

호흡 및 순환의 조절에 대하여 공부하자고 하였으

나 이미 충분한 학습분량이 되었으므로 다음에 다

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학생들

은 제안된 학습목표를 중요성에 따라 순서를 정하

고 각 학습주제의 목표를 결정한다. 이를 group전

체로 할 것과 각 개인별로 할당할 것으로 분류한다.

학생과 tutor는 학습을 위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어디서 얻을지를 논의하고 학습주제를 공부하기 위

한 시간과 다음 모임약속을 한다. 학생들이 학습할

주제를 적고 group토의의 진행과정에 대한 자체평

가를 하였다.

개별학습기간동안 학생들은 주어진 과제의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재료 (text , 논문, interne

등)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의 발표시에 각자 준

비한 자료의 출처 및 중요성을 제시해야 한다. 개별

학습을 진행한 뒤 group의 meeting을 하여 문제를

처음부터 재분석한다. 학생들은 이전의 학습주제를

재검토하고 그동안 얻은 새로운 지식을 문제와 관

련하여 설명한다. 학생들은 이를 진행하면서 새로운

학습주제를 도출하게 되고 PBL이 진행되는 과정임

을 이해한다. 토의가 끝난 후 각 member들은 서로

및 자신을 평가한다.

이상의 예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각 교과과정

과 단계에 맞는 문제형태의 개발을 통하여 환자의

증상에 대한 예비지식이 없이도 학생들 스스로 공

부할 주제를 결정하고 학습목표에 합당한 지식을

효율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PBL을 효과적으로 적용

할 수 있다.

요 약

PBL은 교수중심이 아닌 학생중심의 강의이며 적

절한 문제를 개발하여 효율적으로 적용할 경우 기

존의 교과개념을 넘어서서 의학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PBL을 중심으로한 통합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교과과정의 개편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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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고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PBL을 적용할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며 유용한

학습자료의 확보, 교수진의 수와 학생의 수, 예산등

기타요인도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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