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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blem-based

’

learning(PBL) is a process of aCQuiring understanding ，knowledge skills and altiludes in Ihe con!ext

이

an

un amifiar si!ualion and applying such learning to lhe silualion. PBL can make studenls thinking more efficiently lhan lhey can
do in the traditional methods 01 medical
aclion plan/need to know and learning
elforts 10 seltle 1he curriculum of PBL in
graduarty because of ils effective res 미Is
Key Words

education. PBL has the standardized stnuclure compesed 01 fact/problem ，hypothesis ，
issue. After introduction 이 PBL 10 Korea in 1992. many colleges 이 medicine made
medical education. Although a practice of PBL have some pro 비ems. PBL 에11advance
in medical educalion. (J Med 미e SCi 2009;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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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PBL이란 problem based leaming 의 약어로
로 표현되는데

의학교육은

시대에

전해 가고 있으며

따라 다양한

그 중 PBI운

어 있을 만큼 의화교육의

교좌 및 학숨방법을

。
101 전국

한 방법으로

의과대학에서

자리 잡고 있다

PBL 본연의 취지에 맞게 많은 노력융 기융여 시행하고
과대학도

있지만

교과과정의

일환으로

몽해 발

포팔적으로는

원 상횡에서

기쌀 또는 태도를 배용으로써

문제정올

의 학슐에서

이고 있다

슐하는 방업으로서

이러한 교육 현실에서

의학쿄육의

한 방법으로

인정

개녕과 현황， 그리고 발전 빙빵

에 대해 알아보교， 또한 계주의대의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해 논

수학

그 해결을 봉하여

말한다

탈피하여 복장하고

정형화된

기존의

~

1. PBL의 정의

학습과정으로서

현실적인 문제뜯 중심에 놓고 학

윌리학， 법학，경영학 등에서 이미 시용

소집단이

환자의

하여 교수가

많은 학생들에게

학슐내용을

명가하는

으로 지식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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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교육방법인

주져|륜중심으로

기시험으로

。

대처환

PBL은 교과서 중심

이러한

용해 명가

2. PBL의 과정

자기주도적

주체가
전달하고

교과옥

일련의

푸는 과정을

학송전략

의마하게
중심희승이

되고 강의틀

학습

되었다
하냐의

흉해 동시에

그 내용의 슐득여부플

벨

것잉에 비해. PBI응 중혜나 문제룹 중싱으

주체가

형성해

;;-t는

문제깥

둥올 배양하는 학슐설계룹

전풍적인

로 하여 학생이

Address for ∞rrespandence : Woo-Jeong Kim
Depa미me미 이 EmergencyMedicine，Jeju Nalional Universily SCh∞1
f Medicine.66 Jejudaehakno.690-756. Jeju. Korea
E-mail: gurum21@iejunu.ac.kr

휠요한 지식，

되고 있던 쿄육방법이었으나， 이등 의학 분야에 도입하여

동기， 혐력학숨능력

PBL 의 개념

학습방법으

앞￡로 이와 유사한 상횡에

흉해 임상적 지식. 임상적 추론능력

의해보고자한다

L

발견하고

수 있도록 하는 학승방법을

는 경우도 있어 대학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PBL 운영 심태룹 보

받고 있는 PBL에 대해 기본적인

、

있는 의
있

1

Walton 과 Mathe NSI)에 의하연 PBL-은’‘제시

하지만，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문제중심학슬 으

1

되어 문제틀 팡구하

는 과정윤 봉해 몽함된 문제 중심의 지식을 습득하는
로 정의펼 수 있다

갱착되

학생이 중심이

되고 토론 및 자윤학습을

냐가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의

것으로 비교될 수 있다

2)

흉하여

소그룹

태도 관창을

끼1e

PBJ" 은 보몽 문제정을 찾아 학숨 목표륭 정하는 1 단계 학생틀

principle. practice and futurc of PBL in Medical Education

해 학생틀의 학숭동기될 잘 유도할 수 있디~)

이 각자 맏은 학숨목표등 학습하고 정리하는 2 단껴l 각자 학습한

3단계로 구성이

내용을 받표하고 토론하여 지식을 재조합하는
된다 하지만
는데

H8lVaro

많은 의과대학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

PBL'을 실제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와 노력이 요구된

의과대학에서는 문제 시나리오 제시하기 문제 정

다.우선 PBL'이 적쩡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하는 모윤이 휠요하

의하기 학슐옥표 설정하기

개연적으로 학숭목표 학습하기

재모임을 풍해 새로운 지식 발전시키기

6단쳐l

약하기 풍의

4. PBL 의 실제 운영

그룹

다 전체 모윤에는 적절한 중혜，참고자료， 내용의 요약，학숨꽉

학송내용을 똥합하고 요

표，진행요령 둥이 포항되어야 하며，이러한 내용은 학생틀을 위

앙식을 몽해 학습내용의

한 자료이기도 하지만. PB밍l 진행을 감독하고 지도할 교수틀

일반회풍 강조하고

있다 반연에 MaastrichL 의과대학에서는 문제 시나리오의 기술
된 내용을 영료화하기
시냐리오에서

문제 정의하기‘ 학숭옥표 설정하기

문제

관쌀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브레인스토밍하기

위한것이기도하다.
중혜는 학생틀의 사고뜯 정진적으로 구체화활 수 있도록 구성
되어야 하며，실제로 환자가 병원에 왔을 때의 상황과 진행되는

t

문제에 대해 결론내리기， 학습목표 재설정하기， 학습결괴윌융 위

과정융 그대로 제시하는 것이 좋다

해 개별적으로 학습하기， 토론을 위해 고곱모임 실시하기 풍의 8

성하.2 자 한다연 c‘첫sesslOn 에서는 현병력，과거력.가촉력을 제

단계 방식올 흥해 브레인스토멍을 포함하기도 한다에

시하고， 시간에 따라 진첼소견올 포함시킬 수 었으며，두 번째

현재 대부분의

시행하고 ;있는 PBL은

sesslon 에서는 검사소견 동융 제시하고， 경우에 따라 추가 진장

5-8 명의 학생으로 소그홉융 구성하여 하냐의 문제 모윤 당
2-3 회의 학습을 하고 있으며， 이룹 위해 매번의 학습마다
2-3장의 자료지와 문제와 관련된 검사결과나 영상자료가 주어

소견을 포함할 수도 었다 마지막 seSSlon 에서는 치료 방정 및

지게 된다

국내 의과대학에서

즉， 3번의 학습모임으로 구

학숨시간동안

원 논리구조플

따르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련의 정형화
되는데

fact/problem(

hypothesis( 가성) - action plan/need

사싱/문제) -

자료에서 사섣과 문제를 파악하고

되고， 자윤학숨이냐
재명가하면서

발생하는

그룹환통을

주어진

시

한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도서등 지정해 주는 것이 좋다 책이
나 문현을 져l샤하는 것 외에 J 관련 분야의 r 진문을 받아 중 수 있
지도하는 것도 ‘좋은방볍이다

위해 뭔요한 정보룹을
학슐과제틀윤

’^，

는 교수듣의 영단과 연락방법. 시간 퉁을 안내하여 직접 학숨융

이를 바탕으로 가능한 가설

옴 설정하고， 이러한 가섣을 확정하기
이러한 과정에서

즉

1

장고자료로는 학생룹이 정한 회얘욕표필 공부하는 동안 장고

know( 추가갱보요구)

issue{ 학습과제)가 일반적인 과정이다

- leaming

정리하고

ω

견과，수싼 소견，환자 교육 내용 동융 제시하여 시간에 따른진
행을 그대로 단계열로 제시하게 된다

내용의 요약은 주로 '.pBL'융 운영할 튜터(교수)룹위한 것이

도흉하게

다 、대부분의 쿄수들이

용해 과제휠 공유하고 운쳐1룰

학습하게 되는 것이다

전공과 무관한一충혜를 담당하게

되어

증혜가 너무 생소항 경우 진행에 오류를 벙항 수 있기 때문에
충혜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충으로써 전체 진행에 도웅

-~

을출수있다

ι

1

‘"1 .;

학슐목표는 모플올 깨 ~l
한 교수가-학생듣。1 일。엠，환 얘들

3. PBL의 효과
새로운 의학교육방법으로 PBL'이 도입되면서 기존의 주입식 강

음 제시 SI는 것이다、PBL 과정운 용해 학생틀이 도춘해 낸 학습

의 형태의 학슐방법에 비해 학생들이 재미있어 하고，오래 기억

목표가 의도한 바와’너무 차이가 나거나 중요한 학슐목표가 빠져

에 남고，논리적 사고와 추콘 능력이 향상되고. 통합적인 지식월

있다연，이러한 제시된 회융목표윌 f!1 준으로 튜터가 학생룹을 지

갖게 되고， 리더십과 협력성이 길러지는 등의 장갱이 부각되었

도함 수 있도록 해 준다

￥‘
A

모툴 개발과 함께 PBL.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튜터와 학

다 반연에‘새로운 교육방법에 대한 적절한 준비가 없다연 학생
틀이 조직화된 지식체계휠 발달시키는데 실패할 수 있고‘교수플

생 모두에게 적절한 교육이 휠요하다

은 전봉적인 수엽과는 다른 형태의 튜터 역항을 하는 데 어려움

수엽융 이팔어 왔던 교수플이며. 대부분의‘교수틀이 새로운 PBL

튜터는 기존의 전풍적인

을 느끼게 될 수 있다 또한，PBl 운 모률윤 만틀기가 어렵고 시

의 학슐법융 제대로 이해하지 ;뭇하고있어 PB 댐l 개냄과 구생，

간과 자원 연에서 많은 비용이 요구되는 단정이 있다

진행 방법.튜터의 역항 등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어느 정도 균

PBL에 대한 여러 가지 효괴들이 제시되고 있지만，일반적으로

형 잡힌 PBL 융벼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학생들도 수동적이

다음과 감은 장정틀이 부각혜고 었다’l 일상적앙로 자주 발생하는

고 암기 위주의 학슐에 적응이 되어‘있기 때문에 토환 형태의 자

임상적 문제를 학술주제로 구조화함으로써

기주도적 회슐을 항 수 있도특 적절한 지도가 필요하다

교과일 내용간의 연

이외에도 소규모 그융 형태로 이푸어지는 PB 밍} 특성에 맞게

관성올 향상시킬 수 있으며，학생들이 학슐해야 하는 핵심내용윤
규정하고， 학숨해야 하는 지식의 과부하등 줄일 수 있다 또한，

운영될 수 있는 다수의 그룹토의실， 자료 검색을 위한 전산 시설

문제 해결 의사소통 빛 팅 작업에 필요한 일반적인 능력을 슐득

풍 대학 내 하드웨어도 제대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한수

있게 하며 학생틀로 하여금 학습에 대해 좀 더 많은 책임

감음 갖도록 하여 명생회않자로서의
숨을 촉진한 수 있다 특히

능력을 함양시키고

전동적인 회승에

"1 해

c=

심화학

재띠있고 흥

1-. PBL의 도입

미홉게 느껴 학생틀을 동기화시킬 수 있어，섣제 잉상사혜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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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L

의 현황

Woo-JeongKim
의학교육에서의

PBL 은 캐나다의

。

McMaster

따라 2005 학년도 1학년부터 교과과정으로 도입되었다

의과대학의

이전에도

Howard Baπ w가 1960 년대 중반에 처음 개발하였고， 1980 년

2002 학년도부터 소아괴덤 중심으로 입상실습과 함께 PBL을 시

Harvard 의과대학을

행하고 있었으며， 2004 학년도 2학기에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포함하여， 1995 년부터 세계의 의과대학에

정형외과 등에서도 PBL음 일부 시행하였다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992 년 Kim4l이 하버드 의대의 교육과정을 소

구회가 주관핸

개공뜯 논문에서 구체적으로 얄려지게 되었고， 이후 한국의학교

교과과정 도입에 앞

서 PBL 모율개발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2004 년부터 PBL연
문제은행 협약에도 참여따

시작하였다

육학회 차원에서 연구 전파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1995 년 한국의

현재에는 1학년 l 학기， 2학기와 2학년 1학기에 1주 동안 하나

학교육학회 산하에 PBL연구회가 조직되어 체계적인 준비 과정을

씩의 모률을 가지고， 총 3회의 PBL이 시행되고 있으며，모률은

갖게 되었다

PBL연구회의 문제은행을 중심으로 통합교육과정의

Kim 등 2)의 1999 년 PBL 현황 조사 당시에는 7개 대학만 정규

선행학습으로

선정하여 운영되고있다
이리한 PBL의 도입은 주제멸，장기별 통합강의의 새로운 교육

과목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13개 대학이 향후 실시 계획을 가지
고 있었지만， 현재는 의과대학 인정평가의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

과정의 도입과 의학전문대학원

는 상황으로 전국의 의과대학에서 PBL이 실시가 되고 있다

된 것으로， 기존의 주입식 강의 위주의 교육방법에서

체제로 전환되는 변화들이 고려
벗어나 학

생 스스로가 문제를 찾고 이를 해결하도록 유도하며， 참여토론
형식의 학습을 통해 학습효과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2 여러 대학들의 시행 노력
국내 의과대학에 PBL이 도입되기 시작하연서， 초기에 시행한
의과대학에서는

PBL 의 발전 방항

각 대학의 경험을 관련 학회지에 보고하여 다른

대학의 PBL 정착에 도움을 주었다
인제 의대의 경우，준비， 실행， 평가의 세단계로 구분하여 개

1. PBL 운영의 문제접

국내 의과대학의 PBL 도입 초기에 나타난 문제점들은 현 시점

발을 하고， 1997 년 의학과 2학년 2학기에 105 명을 13개 조로
나누어 처음 PBL을 2주 동안 시행하였다

‘

학생들은 4 개의 모

에서도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는 부{분이기도하다

대부분의 대

율을 다루었는데， 주당 3일간，오전 2시간 통안 시행하여 모율

학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문제들을 보연 구성원들의 공감대 형

당 2 일 내지 3 일을 배정하였다

성이 부족하고， PBL.을 담당할 책임교수와 튜터 확보가 어려우며，

전체 과정을

19명의 교수로

사용할 모률 개발도 어렵다는 점이다 2) 도입 초기에 제기된 문제

구성된 PBL 연구회가 주도하여 준비하였고， 모두 직접 튜터로
참여하였다

접 중에 소그룹 학습을 위한 공간 및 시설의 확보 등은 PBL 학

PBL에 대한 학생과 튜터의 평기는 대체로 긍정적

으로 나타났다 5l

습이 보편화된 요즘에는 대부분 어느 정도 해결된 상태이나， 지
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들은 여전히 문제점 3로 남아 있다

충북 의대의 경우에는 1996 년부터 PBL을 r 시범적으로 시행하
여 오다가 1998 년 정규파목으로 편성하였는데， 3학년 51명을 대

교육 과정에 적합한 모률 확보의 경우， 대학마다 PBL이 시행

상으로 7-8 명의 7개조로 나누어 2주간 2 증례를 학습하도록 하

되는 시기가 다르고， 그에 따라 필요한 모율이 다를 수 있다

였다 증례 토의는 월，수，토요일 오전 2시간 동안 시행하였고，

PBL 연구회의 문제 은행에 겨1통별로 다수의 모율이 있긴 하지

학생들의 평가는 두 사람의 지도괴수가 동시에 애 증려1토의 시간

만，한 번 사용한 모률은 학생틀을 통해 내용이 전달되므로 학슴

마다 평가하여 이를 함산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로는 구체적 학

효과를 위해서는 매번 다른 모률을 사용해야 한다 문제 은행의

습 기술의 향상보다는 학습태도나 자율성 등의 측연에서 더 좋은

모률도 대학마다의 교과과정 및 학습 내용에 따라 적절한 수정

반응을~보였고，지도교수의 역할에 대해 보완적， 지지적인 역할

작업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을 PBL 담당 교수에게만 요구하는

만을 당당해주기를 원하였디냉)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튜터 확보의 정우에도， 반복적인 소그룹 토론 학습의 특성에

건국 의대에서는 1998 년 의학과 1학년을 대상으로 자체개발한
웹용 PBL 모률을 이용하여 7주간 PBL.을 시행한 바가 있는데，

따라 한 변의 PBL 시행을 위해 다수의 교수가 필요하지만， 임상

환자 진료，국가고시 유형의 시험문제， 설문조사 등으로 구성된

교실 교수들의 여건을 고려하면 、쉬운일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

모율을 통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하

다

였다 7l 하지만， 1999 년 3학년 41 명을 대상으로 전통적인 면대변

되고，결국 전체적인 공감대 형성에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일부 교수틀만 반복적으로

PBL에 참여하게

PB피↓ 웹기반의 사이버 PBL을 비교한 결과에서 학생들은 토론

2. PBL 운영의 개선 노력

이 상대적으로 더 용이한 면대면 PBL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아
보완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PBL 운영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플에 대한 다각적인 노

이외에 계명 의대 9)와 경북 의대 101도 PBL 도입 과정의 경험을

력이 필요하며， 특히 대학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은 대부「분의

보고하고， 학생과 교수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대해 소개하였다

PBL 담당 교수틀의 공통된 바램이다

3 제주의대의 현황

를 이팔기 위한 정기적인 교육 표로그램의 도입，그리고 모율 개

PBL 수엽을 위한 기본적

인 공간 확보와 시설의 확충을 비롯하여， 전체 구성원의 공감대
제주 의대의 PBL은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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