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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심 강의와 문제 심학습 방식이 기 의학에서 과학  

추론에 미치는 효과 비교

　　　　서울 학교 치과 학 치의학 교육실1, 서울 학교 치과 학 구강미생물학/면역학교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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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비연구는 강의 심학습 (LBL) 방식 과 문제 심학습 (PBL) 방식이 기 의학 지식의 이해력의 향상에 미치는 향을 

사후-사  검사의 변화량의 차이의 비교를 통해서 그리고 과학  추론을 동반한 반 구조화된 문제해결의 질에 미치는 향

을 사후 검사의 차이의 비교를 통해서 평가하는 것이 목 이다. 이 반 구조화된 문제는 다섯 개- 샘  크기, 원인과 결과의 

연구설계, 험요인 구성, 데이터의 통계 분석, 결과 해석- 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본 실험은 2004년 이 주에 걸쳐 서울 

학교 치과 학 100명의 학부 학생들을 상으로 실시되었다. 상이한 두 학습들이 실시되기  과 후에 감염방지와 방에 

한 48개의 사지 혹은 오지 선다형의 문제가 학생들에게 주어졌다.  두 학습이 종결된 후에 역학 련 반 구조화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과제를 통하여 문제해결의 능력에 미치는 두 학습 방식의 향을 분석하 다. 사 -사후 테스트의 결과 

기 의학 지식의 이해 향상 정도는 두 그룹 간의 유 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반 구조화된 문제해결의 질은 문제

심학습 방식이 유 의미하게 높았으며 (p=.029), 특히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나타난 인과성 연구설계 (p=.000)와 결과 해석 

(p=.001)에 한 과학  추론의 수가 유 의미하게 우수하 다. 결론 으로 동일한 시간 동안 문제 심학습 방식은 강의

심학습 방식에 비해 하  기 지식의 이해를 한 학습 환경에서 불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  인지 활동인 문제해결 

과정에서 과학  추론을 개발하는데 공헌 하 다.

　

주제어 : 루 릭에 의한 분석  평가, 이해, 기 의학의 과학  추론, 문제 심학습 

1)Ⅰ. 서    론

  기존 지식을 수하는데 을 둔 교재를 매체로 

한 강의 심학습 방식이 다른 학습 역과 마찬가지

로 의학 학습에서 특히 요구되는 고차  사고 (임상

능력, 과학  추론, 문제해결 능력)를 개발하는데 한

계가 있음이 오래 부터 지 되어 왔다
1)
. 그 안으

로 제시된 문제 심학습 (Problem-based learning) 

방법의 원칙들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언 되고 

있으나
2-4)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문간의 연

결을 모색한다. 통합 교과  과제를 구성하기 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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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역별 학습목표를 가능한 련시켜 하나의 목

표로 엮는다. 둘째, 단순하거나 혹은 획일 인 사고를 

요하지 않는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의 사고를 요하는 

비 구조 인 문제의 형태를 띄운다. 셋째, 실제 상황

과 연결된 특정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다양한 해결

안이 도출될 수 있는 문제의 형태이다. 넷째, 세분화

되고 계열화된 지식을 학습자가 이해하고 암기하는 

형태가 아니라, 문제를 제기하고 가정을 세우고 아이

디어를 내며 해결안을 제시하는 발견-탐구학습 형태

에 기반을 둔 것이다. 다섯째, 소 그룹 력, 동학습 

상황에 흔히 활용되고 있다. 끝으로 특히 치-의학 

련 PBL 과제는 학습자에게 기 지식과 임상 과학지

식의 통합 인 근을 강조하는 것이 보편화 되어 있

다.

  한편 이 학습 방법의 효과에 한 치-의학 분야 연

구들은 상이한 결과들을 보인다. 를 들면, 첫 째, 

Southern Illinois University의 의과  커리큘럼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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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통 교수 커리큘럼을 이수한 학생들에 비해 PBL 

방법으로 학습한 학생들이 기 과학 지식 혹은 임상

과학 지식 습득의 테스트에서 유 의미한 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5)
. 이와는 조 으로, 두 학습 방법을 

비교했을 때, PBL 커리큘럼을 이수한 학생들이 다양

한 선택 문항 지와 구두시험을 통한 정신 의학 지식 

습득 평가에서는 유 의미하게 우수하 다
6)
. 지식 습

득이란 같은 유형의 인지 활동이지만 학습내용의 

역에 따라 PBL의 효과가 달라 짐을 보인다. 둘째, 하

버드 학 치의학과 박사과정 (1992-2002) 학생들 

상으로 이 두 학습 방법의 효과를 비교하기 해, 

IADR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Dental 

Research)/AADR (American Association for Dental 

Research)에 기고한 논문 요약의 수와 발표 횟수의 

차이를 비교한 연구가 있다7). 이 연구결과 두 학습 방

식 간의 차이가 체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샘  

크기의 한계에서 비롯되었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러

한 결론 외에도 재 검토해야 할 부분으로, 박사과정의 

학생들은 논문발표 능력과 논문요약 능력을 이미 어

느 정도 습득한 수 이라 PBL의 결정 인 향을 기

하기는 힘 든다고 야 하겠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

을 종합 해 볼 때, PBL 방식은 학습 과제의 특성, 과

제 수행 평가 방법 혹은 연구 방법에 따라 학습의 효

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교수-

학습 환경에서 PBL 방식을 효과 으로 용하기 

해서는 먼  PBL 방식에 합한 학습 내용의 모듈을 

개발하는 것과 평가 상의 수 에 합한 평가 기

을 설정하는 것이다.  기존 학습 방식과 비교하여 

PBL의 효과를 평가하기 해서는, 다양한 수 의 인

지활동들 (개념이해, 원리 이해, 문제해결)을 동시에 

비교하여 PBL의 공헌 정도를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하겠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강의 심

의 설명식 강의로 흔히 달되어왔던감염 방과 

방지란 학습 주제를 PBL 형식의 모듈로 개발하여, 

두 방식을 이수한 학생들 간의 학습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 목 이다. 학습 결과 평가는 상이한 두 인지 수

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는 하  수 의 평가로 감

염 방과 방지에 한 지식의 이해 향상 정도를 사

-사후 테스트를 통하여 두 그룹 간의 차이를 분석

하 다. 나머지 상  수 의 평가는 과학  추론을 동

반하는 문제 해결의 질을 비교하는 것으로 반 구조화

된 문제 -역학 (Epidemiology) 연구 설계오류의 수

정-를 해결하는 것이다. 학습자 스스로 문제를 규

명할 뿐만 아니라 해결 략을 해 과학 으로 추론

하여 합당한 논리에 근거하여 안을 제시해야 하는 

문제이다.

 

Ⅱ. 연구 상  방법

　

1. 연구 상

  2004년 5월과 6월에 걸쳐 2 주 동안 서울 학교 치

의학과 1 학년 백 명의 학생들이 본 비 실험에 참여

하 고,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 강의 심학습 그룹 (오

십육 명)과 문제 심학습 그룹 (사십사 명)으로 나뉘

어졌다. 

　

2. 연구 방법

1) 연구 차

  사 -사후 테스트 실시: 개별 이해력의 사 -사후 

검사를 동일하게 60분 동안 각각 실시하 다. 사  검

사 후 강의 심학습과 문제 심학습의 진행은 같은 

시간 에 다른 장소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 

사  검사를 두 독립표본 t 검증으로 분석한 결과 두 

그룹 간의 이해력의 수 은 유 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M (PBL)=13.43; M (LBL)=11.13; 

p=0.067), 두 그룹의 사  지식 수 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사후 테스트의 일부는 성 에 반 되었다.

  강의 심학습 vs PBL 실시: 강의 심학습은 한 

명의 교수가 형 강의실에서 비된 내용을 설명식

으로 달하고 학생들은 강의를 듣는 일반 인 면

면 강의로 진행되었다. 

  첫 PBL 과정은 여섯 그룹의 조원들 (6-8명)이 주

어진 PBL 과제1을 100분 동안 수행하면서 시작되었

다. 두 번째 PBL 과정은 동일한 조원들이 주어진 

PBL 과제2를 160분 동안 수행하 다. PBL 차는 

Fincham 와 Shuler
3)
 가 네 단계로 구별하여 제시한 

모형에 따르도록 하 다. 즉 첫째 단계는 자료에 나온 

모든 사실  (Facts) 들을 정리하는 과정이고, 둘째 단

계는 사실들 에서 문제  (Problems)가 되는 것을 정

리하는 과정이며, 셋째 단계는 문제가 되는 사항을 설

명할 수 있는 기 이나 진단 등을 정리하여 가정  

(Hypotheses)을 끌어내는 과정에 해당된다. 이때 문

제의 규명, 아이디어 내기, 아이디어 조직하기, 필요

한 학습 끌어내기, 필요한 학습 조직하기, 아이디어 

테스트하기가 필요한 과정이다. 넷째 단계는 가정을 

증명하기 해 알아야 할 학습  (Learning needs)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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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규정하고 보충하는 과정이다. 의 과정을 지원

하기 해 튜터 역할을 맡은 한 명의 공 교수와 

PBL 과정의 일반  차를 도우는 보조자가 늘 참석

하 다.

　

2) 연구자료

  사 , 사후 테스트: 사지 선다형 혹은 오지 선다형

으로 된 48 개의 질문들은감염방지  방의 

역에서 다음과 같은 소 주제들에 한 것들이다: 일반

 감염 방지, 치과 감염 방지 차, 바이러스성 간염, 

바이러스와 리온, 면역괴 감염, 면역계, 인간면역결

핍 바이러스 감염, 후천면역결핍증후군, 면역이 약화

된 환자의 감염, 미코박테륨과 지오넬라, 심 계 

감염, 미생물 질병의 병인, 세균의 구조와 분류학, 구

강의 정상균 무리, 구강 생태계와 치태, 면역 반응. 

  학습자료: 강의 심학습에서는치의학을 한 미

생물학8을 주 교재로 사용하 다. PBL 과제는 

의 주 교재에 나와 있는 주제에 기 하여 PBL의 모

듈로 개발되었고, 조원들이 PBL 과제를 수행 할 때 

참고자료로 사용하도록 했다.  

  PBL 조별 과제 1 과 튜터를 가이드: 첫 단계에서 

조원들에게 제시된 PBL 과제 1을 아래와 같이 개발

하 고, 학습 목표는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기존에 치과 치료 에 발생 할 수 있는 일반 인 

감염 방지책들을 이해한다, 2) 이런 특수 상황에 효과

인 새로운 감염 방지책을 구상할 수 있다.  

  올해 50세인 안철수 치과 의사는 개업한 지 벌써 

15년이 된 견 의사이다. 몇 개월 에 B형 간염

에 감염된 환자를 치료한 이 있는데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본인도 B형 간염에 감염된 사실을 알

게 되었다. B형 간염을 치료 인 사실을 본인만 

알고 아무도 모르고 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

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결핵환자들의 충치를 치료

하고 사랑 이를 뽑는 등의 치료를 담하는 실험 

치과로 지정되어 고민이 말이 아니다. 자신의 B형 

간염이 환자에게 옮겨지는 것을 막을 뿐 아니라 환

자로부터 결핵균에 감염 되지 않도록 책을 세워

야 한다. 일반 인 감염 방지책들의 합성을 검토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되 그의 효과

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나 경우에 따라 효과를 증

명하는 실험 계획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조원들이 의 과제 1을 수행하는 , 특히문제 

규명단계에서 튜터에게 도움을 청할 때, 튜터는 다

음의 질문들을 통해서 조원들의 아이디어의 개를 

유도 할 수 있다: 

1) 문제의 규명 단계에서 가정(가설)과 연 된 문제

제기를 하 는가?

2) 감염 방지 책 방법과 방지 책의 의미를 알고 

있는가?

3) 의사의 질병 유형과 련해서 시기(잠복기)에 따

라 진료 여부를 규정하는 standard procedure의 

필요성 여부를 생각해 보았나?

4) B형 간염이 감염 될 수 있는 경로들에 따른 확률이 

입증되었나?

5) 방 종이 모든 사람에게 효과 인가?

6) 감염의 진단, 경로에 한 확진을 해 필요한 사

항들이 무엇인가?

7) 병의 유형에 따른 면역력 차이를 고려하 는가?

8) 기구 소독의 구체  방법을 올바르게 이해하 나?

9) 치과 진료의 형태에 따른 구체 인 감염 경로와 질

병과의 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이에 근거해서 

질병 감염 방지책의 새로운 안을 모색하 는가?

  PBL 조별 과제 2: 두 번째 단계에서 조원들에게 

제시된 PBL 과제 2을 아래와 같이 개발하 고, 학습 

목표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B 형 간염 

바이러스에 한 생물학  이해; 2) 합리  감염 방지 

책 수립; 3)  의료 시스템 내에서 감염방지에 

한 인식 정도를 악하는 것이다. 

  안철수 원장이 간염에 걸린 것을 알게 된 것은, 

근래에 과 같지 않게 피곤함을 많이 느끼고 있었

던 차에 질병에 한 건강보험을 가져야 한다는 권

유로 건강 검진을 받은 후 다. 그의 건강검진 결

과 HBsAg가 양성이라는 결과를 통보 받았다. 그

는 B형 간염에 특별한 치료방법이 있다는 말을 들

어 본 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병원을 찾지는 않

았지만, 이후 한 달 동안 계속되는 피로감에 불안

해져 좀 더 자세한 검사를 받은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HBsAg (positive), HBeAg (positive), Anti-HBc 

(positive), 

Anti-HBc IgM (negative), Mantoux test 

(negative)

  그는 재 건강상태에 따라서만 휴진여부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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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일단 결핵환자 지정의원

으로서의 비를 시작했다. 감염방지에 필요한 정

보를 얻고, 비를 진행 하던 , 보험공단에 감염

방지에 드는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원천 으로 어

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진료 시 필수 인 

감염방지 차를 확립하는 것이 요하다고 생각

하면서도 그 부담을 생각하면서 고민 이다. 

  과학  추론과 련한 문제해결 문제와 평가지

표: PBL 과 강의 심 방식이 상  수 의 인지활동

인 문제해결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하기 해 사

용된 문제는, 역학 분야 연구 설계의 오류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서 과학  추론을 요하는 반 구조화된 문

제이고 Harnadek9) 의 서에서 발췌하 다. PBL 과 

강의 심학습에서 다룬감염방지  방과 유사

하지 않은 내용의 문제를 선택한 이유는, 이 주에 걸

쳐 두 차례 ( 략 260분) 치러진 학습량이 많지 않고, 

학습시기와 테스트 시기 간의 시간  간격이 짧아 

(삼일) 학습의 이를 보다 객 인 타당한 상황에

서 분석하기 해서 다. 이 문제의 일반  학습 목표

는 역학분야 연구방법들  특정요인이 특정 질병에 

미치는 인과성의 검증과 특정요인과 특정 질병의 상

성을 규명하는 것의 차이를 배우는 것이다. 인과성

을 검증할 수 있는 직 인 방법인 실험연구와 간

인 방법인 찰연구, 코호트 연구  환자- 조군 

연구에 해 배운다. 특정요인과 특정 질병의 상 성

을 규명할 수 있는 단면역학, 기술역학에 해 배운

다.

  흡연하는 산모를 계속해서 7년 동안 찰한 후, 

X 교수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담배를 많

이 피우는 산모는 미성숙아 내지 기형아, 혹은 사

생아를 낳는다.’ X 교수는 어제 인터뷰에서 말하기

를, ‘이 결과는 우리나라의 12개 병원에서 태어난 

20000 명의 신생아들에 기  한 것이다. 이 신생아

의 반은, 어도 하루에 담배 반 갑을 피우는 어

머니에게서 태어났다.’ 연구자들은 에 열거한 비

정상 인 것들의 주 요인을 담배 이외에 다른 요인

들이 있는 지를 확인하려고 애썼다. ‘우리들은 교육

수 , 월 , 국 을 조사했다. 담배가 여기서 유일

한 요인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X 교수는 역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산모의 흡연이 신생아

의 성장, 키뿐 만 아니라 기형과 사망률의 비율에

도 향을 다. 흡연하는 산모의 신생아의 몸무게

는, 흡연하지 않는 산모의 신생아 보다 150-200 g 

정도 약할 뿐 만 아니라, 더 작은 체구와 더 작은 

머리를 갖고 일  태어나는 경우가 더 많다. 흡연

하는 산모의 신생아들의 약한 체 의 비율이 그

지 않은 경우보다 4배나 높다. 이 연구 끝 무렵 [신

생아가 7살이 되었을 때], 흡연하는 산모의 아이들

이 그 지 않은 아이들 보다 여 히 더 키가 작고. 

더 머리가 작다는 것을 보여줬다.’

1. 이 기사를 읽고, X 교수의 연구 결과를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말하시오. 

2. 만약 이 연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해 과학 역에서 규명된 

객  지표에 근거하여 단하거나 는 추론

이나 유추를 통한 논리  근거를 통하여 당신의 

생각을 증명하시오. 

　

  구체 인 학습 목표이면서 동시에 과학  추론 능

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 으로, Klopfer10)가 제시한 

과학 역의 학습 목표에 기 하여 본 과제의 목표에 

맞게 다섯 개의 카테고리로 변형하 다: (C1) 모집단

의 정의와 표본 집단의 추출방법, (C2) 인과성 역학연

구에 한 인식과 연구방법의 설계, (C3) 상 성 역학

연구의 Risk factor 설정, (C4) 분석 방법, (C5) X교수

의 반 인 연구 차와 결론에 한 평가. 각각의 

카테고리의 질을 평가하기 해 루 릭 (Rubrique)에 

의한 분석  평가 방식에 기 하여 평가 지표를 0

에서 5까지의 수 분포로 만들었다 (Appendix I). 

　

3) 가정 

  가정1: 감염 방지  방에 한 지식 이해의 향상 

정도는 사후-사  검사의 차이를 통해 비교하 을 

때, PBL 커리큘럼을 이수한 학생들에 비해 강의 심

학습을 이수한 학생들이 더 높을 것이다. 

  가정 2: 과학  추론이 필요한 반 구조화된 문제의 

해결의 질은 강의 심학습을 이수한 학생들에 비해 

PBL 커리큘럼을 이수한 학생들이 더 우수할 것이다.

　

4) 통계분석

  강의 심학습과 PBL 방식으로 학습한 두 그룹들 

간의 이해력의 사후-사  검사의 변화 량 그리고 두 

학습이 끝난 후 두 그룹 간의 문제해결 수의 평균

의 차이를 비교하기 하여 두 독립표본 t 검증을 사

용하 다. SPSS. 10.1의 통계 로그램이 사용되었고 

통계  유 의미 수 은 P<0.05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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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연구결과

　

1. 감염방지  방 지식의 이해 향상의 평가 

　

　감염 방지  방에 한 지식 이해의 향상 정도

인 사후-사  검사 (48개의 문항)의 변화 량이, PBL 

커리큘럼을 이수한 학생들에 비해 강의 심학습을 

이수한 학생들이 더 높을 것이란 가정은 두 독립표본 

t 검증을 통해 증명되지 못했다 (Table 1, Fig. 1).

Fig. 1. Result of pretest-posttest control group: 

development of comprehension

Difference of pretest-posttest
Style of learning 

p-value
PBL group (n=44) LBL group (n=56)

Development of comprehension of

“Infection Control and Prevention”
25.86 ± 6.367 25.25 ± 6.778 ns

ns : non-significant

Table 1. Pretest-posttest control group statistics: development of comprehension

Five components of problem
STYLE OF LEARNING

p-value
PBL (n=44) LBL (n=56)

Simple size 1.80 ± 0.789 2.07 ± 0.704 ns

Cause-effect 2.55 ± 0.624 1.76 ± 0.741 P=0.000

Risk factors 2.65 ± 0.691 2.71 ± 0.594 ns

Statistic analysis 1.84 ± 0.375 2.00 ± 0.302 ns

Interpretation result 2.74 ± 0.902 2.18 ± 0.659 P=0.001

Total 7.73 ± 2.600 6.63 ± 2.485 P=0.029

ns : non-significant

Table 2. Posttest control group statistics: quality of problem solving

2. 과학  추론과 련한 문제해결 수  평가  

　

  학생들이 작성한 답안지를 과학  추론 능력의 평

가 지표 (Appendix I) 에 따라 카테고리 별로 나 고 

수의 등 을 매겨 합산하여 두 독립표본 t 검증으

로 평가 비교하 다. 학생들이 작성한 카테고리 2 

(C2) -인과성 역학연구의 필요성 인식과 연구방법

의 오류를 수정-에 해당한 추론의 들은 다음과 

같다(Table 3).  

Fig. 2. Result of posttest control group: quality of 

problem sol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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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그룹 인과성 역학연구의 필요성 인식과 연구방법의 오류를 수정하기 해 개한 추론의  (C2)

4
LBL 없음

PBL 없음

3

LBL

실험군과 조군을 분류할 때 외부요인에 한 한 통제 조 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보다 더 강력

한 근거를 얻으려면 에서 언 한 통계  요인들에 해 더 생각해 보아야 한다. 를 들어 흡연량을 세분

화 한 후 흡연량과 미성숙아, 기형아, 사산아 출산율 간의 선형 계를 구하는 등의 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

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한 가장 결정 인 근거는 인과  작용기 을 밝히는 것이다. (서ᄋᄋ)

PBL

모두가 동일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신뢰가 안됨 (어머니의 다른 생활 조건이 모두 같을 수는 없다. 담배의 

양이 반 갑 이상 이라고 만 있다. ‘담배 반 갑 이상이 인체의 어떠한 메커니즘을 바꾸는가?’ 에 한 결론

이 먼  내려져야 한다). 흡연이 골(머리) 성장과 인체발달에 미치는 향을 먼  연구하고 직 흡연과 간

흡연을 비교 효과를 나타내는 데이터를 제시해야 한다 (아기들은 간 흡연자 이므로) (손ᄋᄋ)

2

LBL

담배가 정확히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에 한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담배의 어떠한 성분이 어떤 메

커니즘을 통해 산모에게 향을 미치는지에 해서는  연구 결과가 없으며 단지 상만을 찰하고 있

다. 연구의 끝 무렵 ‘신생아가 7살이 되었을 때’ 이루어진 조사에 다른 요인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엄마 

배 속에서 나온 순간부터 아이에게는 여러 가지 환경요인이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이에 한 고려가 필요하

다. (이ᄋᄋ)

PBL

샘  과정에서 얼마나 흡연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제거할 수 있었는지가 의문이다. 한 7살 

때의 키가 몸무게를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7년 동안 흡연 외에 다른 요인이 무나 

많이 작용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안ᄋᄋ)

1

LBL

연구 끝 무렵 더 키가 작고 더 작은 머리: 7년이란 세월 동안 아주 많은 요인이 작용했을 텐데 ‘이 다’라고 

결론만 단정짓기는 힘들다. 작았던 아이들이 여 히 작은 것은 (태어났을 때부터 작았던 이유 때문일 수도 

있고), 아직 성장을 다 말하기에는 기간이 무 짧다. (최ᄋᄋ)

PBL

신생아가 커서 7살이 되었을 때에 비교를 하 는데 성장과정이 같을 수 없을 것이다. 어느 연구에서든지 

under same condition이 아닌 경우에는 그 결과는 논리 이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정확한 데이터와 비교기

을 제시하여야만 그 연구 결과는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ᄋ)

0

LBL 믿을 수 있다. (최형ᄋ)

PBL

믿을 수 있다. 부분의 생물학 분야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가설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왜냐하

면 아직은 그 가설에 한 논리  오류를 발견해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귀납  유추 과정에서 논리  비약

이 존재할 가능성은 엿보이지만 제시문에 주어진 사항만을 고려하여 타당성 여부를 단하는 것은 힘들다. 

따라서 귀납  추론에 의해 도출된 지식도 일단 과학 인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 (권ᄋᄋ)

LBL= 강의 심학습; PBL= 문제 심학습

Table 3.

  과학  추론을 총합산한 결과로서 문제해결의 질은 

강의 심학습을 이수한 학생들에 비해 PBL 커리큘

럼을 이수한 학생들이 유 의미하게 우수하 다 

(p=0.029). 특히 PBL 학생들이인과성 역학연구에 

한 인식과 연구방법의 설계 (p=0.000) 결과 

해석 (p=0.001)에 한 과학  추론의 질이 더 우수

하 다. 그와는 달리 나머지 추론들 - 모집단의 정의

와 표본 집단의 추출방법, 상 성 역학연구의 험요

인 설정, 통계분석 - 의 수는 유 의미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Ⅳ. 총   고찰

  감염방지  방에 한 지식의 이해 향상 테스트 

결과 두 그룹 간의 수 변화의 유 의미한 차이가 없

었다. 이는 동일한 시간 동안 강의 심학습을 이수한 

학생들이 교재에 나와 있는 교수의 강의 내용만을 이

해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높은 수를 받을 것이란 

가정을 검증하지 못했다. 이 결과는 PBL 방식이 강의

심학습 방식과 비교 했을 때 기 이론 지식의 습득 

면에서 불리하지 않은 학습 환경이라는 기존의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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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들과 동일한 결론에 이른다
11-13)

. 한편 두 차

례에 걸친 짧은 학습량 에도 불구하고 강의 심학습

에 비해 PBL 방식이 학생들이 반 구조화된 문제를 

우수하게 해결하도록 지원하는데 효과 인 학습방식

임을 검증할 수 있었다. 특히 문제해결의 가장 핵심

이었던 부분,인과성 역학연구에 한 인식과 연구

방법의 설계에 한 추론 부분에서 더 우수한 수

를 보인 것은, PBL 커리큘럼이 학습자들로 하여  문

제해결 과정에서 발견식 탐구의 근을 강화 함으로 

과학  추론 능력을 강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Vernon, Blake14)의 연구에서처럼 

PBL 커리큘럼은 기   임상 과학 정보의 통합을 

강조함으로써 임상문제해결과 분석을 강화하는데 공

헌한다는 결론과 유사하다. 의 두 결과들을 토 로, 

PBL 방식이 교사의 효과 인 설명식 강의 못지 않게 

학습자들이 PBL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

게 필요한 기  지식을 자발 으로 리하고 습득하

도록 한다고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강의 심 학습에 

비해 PBL 방식이 동일한 시간 동안 기  지식 습득

과 더 나아가 상  인지 활동인 문제해결 능력까지 

개발시키는 데 효과 인 학습 방식이라 도 무방하

리라 본다.

  끝으로, Barrows와 Pickell15)에 의하면 PBL이 익숙

지 않고 틀에 박히지 않은 문제를 통해 임상 자들과 

학생들로 하여  가정 제기하기, 테스트하기, 총합 하

기등과 같은 가정 -연역  추론을 강화하도록 한다

고 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조원들이 PBL 과제1

을 수행하는 과정을 찰했을 때, 학생들의 사고 유형

이 연역  추론보다는 귀납  추론의 형태로 개되

어 나가는 경향을 보 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PBL 과제 유형에 따라 혹은 학생들의 사고 수 과 

사  지식의 정도에 따라 추론의 유형이 다를 수 있

다는 을 감안하여 력 문제해결 과정을 지원하는 

비계를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Ⅴ. 결    론

　

  일반 으로 교수-학습 환경에서 학습자들의 반응

에 따라 크게 피드백과 처방 (remediation)의 형태로 

교사는 학습 과정을 지원 할 수 있다. 피드백은 학습

자의 옳은 반응에 한 강화와 틀린 반응에 한 교

정  정보를 제시하는 것으로 나 다면, 처방은 학습

을 제 로 하지 못한 학습자에게 학습 내용을 다시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16). PBL의 특성

에 비춰 볼 때 PBL과정의 지원 형태로 피드백은 

합하지 않고 처방의 형태가 합하다. PBL이 진행되

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의 합한 수 에 따른 처방  

처방의 합한 시기 등을 아는 것이 요하다. 본 연

구에서 사용된 루 릭에 의한 분석  평가 지표는, 

PBL 진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학습자들의 다양

한 수 의 인지 단계를 튜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웹기반 환경에서 컴퓨터화된 비계

(scaffold)를 설정하는데 유용한 지침들을 제공한다고 

하겠다.

  끝으로 PBL 커리큘럼이 치-의학 학습에 미치는 효

과를 기 한 부분의 연구들에서 사용된 학습내용

은 기 , 임상 과학 지식과 련한임상 모듈이 

부분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기 , 임상 혹은 방 

등 여러 역과 련한연구 모듈그리고 의사가 

실제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 필요한의료 행  모

듈과 련한 PBL 커리큘럼의 개발이 시 하다 하

겠다. 일반 교육 분야에서도 학습자를 한 교육과 교

사양성을 한 교육이 다르듯이, 치-의학 분야에서도 

학습자를 한 PBL 커리큘럼뿐 아니라 미래 의사들

이 행 활동 에 필요한 고차  사고17)의 개발을 

한 PBL 커리큘럼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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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I. 역학연구와 련 과학  추론 수  평가 지표

목표 과학  추론 수  평가 지표 (0 -4 )

(C1) 모집단의 

정의와 표본 집

단의 추출방법

4) 역학 연구에서 표본 집단 (병원, 나라)의 환경 , 지역  특성을 모두 검토하 고, 타당한 표본 집단을 

상되는 결과에 한 통계  유의수 의 크기,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하지 못할 오류의 크

기, 상되는 효과의 크기, 인구집단에서의 질병 유병률, 비교 상 집단의 상 인 크기에 의해서 추

출해야 함을 검토했다. 

3) 역학 연구에서 타당한 표본 집단의 크기 혹은 표본 집단의 환경   지역  특성, 혹은 표본 집단의 

무작  추출 방법에 해 부분 으로 검토하 다.

2) 역학 연구에서 표본 집단의 크기, 표본 집단의 환경   지역  특성, 표본 집단의 선택 방법에 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혹은 검증되지 않은 논리  유추 혹은 일반  사실에 근거하여 부분 으로 검토하

다. 

1) 역학 연구에서 표본 집단의 크기, 표본 집단의 환경   지역  특성, 표본 집단의 선택 방법에 해 

개인 인 생각 혹은 비과학  사례에 근거하여 부분 으로 검토하 다. 

0) 역학 연구에서 타당한 표본 집단의 크기, 표본 집단의 환경   지역  특성, 표본 집단의 선택 방법

의 타당성을 검토를 하지 않았다.

(C2) 인과성 역

학연구에 한 

인식과 연구방

법의 설계

4) X교수의 가설 (산모의 흡연이 비정상아의 출산에 향을 미친다)은 인과 계로 검증해야 함을 인식하

다. 가장 타당한 연구방법은 무작 배정 비교임상시험 (randomized controlled trial or randomized 

clinical trial) (I), 코호트 연구 (II), 환자- 조군 연구 (Case-control studies) (III)의 순임을 지 했다. 

그리고 정확한 무작 배정 임상시험의 설계를 해, 실험 군과 조 군 설정  동질 인 집단 

(homogeneous group)을 한 통제변인의 설정의 를 타당한 로 제시하 다.  코호트 연구의 설

계  찰 연도(7년 후)의 오류를 지 했다. 오류 수정으로 단면조사 (Cross-sectional studies) (IV)

에서 나타난 비정상 인 신생아들을 제외시키고 다시 표본집단을 추출한 뒤 네 가지 그룹 [(II가) 흡

연에 폭로된 신생아군과 비정상 인 요인 발생, (II나) 흡연에 폭로된 신생아군과 비정상 인 요인 미 

발생, (II다) 흡연에 비 폭로된 신생아군과 비정상 인 요인 발생, (II라) 흡연에 비 폭로된 신생아군과 

비정상 인 요인 미 발생]을 설정했어야 함을 지 했다.  환자- 조군 연구 (III)에서 연구 상의 

설정 오류 수정하 다. 를 들어, 특정질병에 걸린 환자를 환자 군으로 하고, 그 질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 가운데 선정된 사람들을 조 군으로 제시했다 [환자 군  요인에 폭로된 경우 (III 가), 환자군 

 요인에 비폭로된 경우 (III나), 조 군  요인에 폭로된 경우 (III 다), 조 군  요인에 비 폭로된 

경우 (III라)]. 

3) X교수의 가설은 인과 계로 검증해야 함을 인식하 고, 무작 배정 비교 임상시험, 코호트 연구, 환자

- 조군 연구들이 타당함을 부분 으로 인식했다. 무작 배정 비교 임상시험의 설계 오류를 지 할 

때, 실험 군과 조 군 설정  동질 인 집단을 한 통제변인의 설정의 오류를 모두 지 했고, 증명

되지 않은 유추, 일반  사실 혹은 상식  정보에 근거하여 수정의 를 제시하기도 했다. 코호트 연

구 혹은 환자- 조군 연구 설계의 오류를 부분 으로 지 했고, 증명되지 않은 유추, 일반  사실 혹

은 상식  정보에 근거하여 수정의 를 제시하기도 했다. 

2) X교수의 가설은 인과 계로 검증해야 함을 인식하 고, 무작 배정 비교 임상시험, 코호트 연구, 환자

- 조군 연구들이 타당함을 부분 으로 인식했다. 실험 군과 조 군 설정 혹은 동질 인 집단을 

한 통제변인의 설정의 오류를 지 하기도 했고, 이때 증명되지 않은 유추, 일반  사실 혹은 상식  

정보에 근거하여 수정의 를 제시하기도 했다.

1) X교수의 가설은 인과 계로 검증해야 함을 인식하지 못했고, 다만 연구설계의 오류를 지 했고, 이때 

개인 인 생각, 비과학 인 정보, 상식  정보, 일반  사실, 증명되지 않은 유추에 근거하여 수정의 

를 제시하기도 했다.

0) X교수의 가설은 인과 계로 검증해야 함을 인식하지 못했고  연구설계의 오류를 인식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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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 상 성 역

학연구의 Risk 

factor 설정

4) 기술연구(Descriptive studies)의 독립변인(교육수 , 국 , 임 수 )들이 어떤 구체 인 가설을 검증

하기 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상황을 악하여 기술하는데 사용됨을 인식하 다.  비정상

인 신생아의 출산에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의 상 성을 찾기 해 흡연 이외의 다른 험요인 (Risk 

factor)을 제시하 다. 그에 따른 질병 유병률을 악하기에 합한 단면연구 (IV)의 설계를 다음 네 

가지로 제시하 다: (IV 가) 산모의 흡연과 비정상 인 신생아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집단, (IV 나) 

산모의 흡연은 있으나 비정상 인 신생아가 없는 집단, (IV 다) 산모의 흡연은 없으나 비정상 인 신

생아가 있음, (IV 라) 산모의 흡연도 없고 비정상 인 신생아도 없음.

3) 기술연구로 특정 질병과 특정 요인과의 상 성을 검증할 수 없다는 것을 지 하고, 단면연구에 합한 

다른 험요인들을 증명되지 않은 유추, 일반  사실, 상식  정보에 근거하여 제시하 나 구체 인 

단면연구 방법을 설계하지 못했다. 

2) 기술연구로 특정 질병과 특정 요인과의 상 성을 검증할 수 없다는 것만을 지 했지만, 단면연구에 

합한 다른 험요인들과 설계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1) 기술연구와 단면연구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나 간 인 험요인들 (교육수 , 국 , 임 수 )로 

X교수의 가설을 검증할 수 없음을 지 할 뿐 단면연구에 합한 다른 험요인들과 설계의 를 제시

하지 못했다.

0) 직 인 험요인과 간 인 험요인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서 어떤 문제 도 검토하지 않았다. 

(C4) 분석 방법

4) 측정 기 과 분석방법이 타당한 통계방법을 따르지 않고 있음을 지 하고 정확한 측정 기 과 분석방

법의 를 제시하 다. 

코호트 연구(I I ): 두 그룹을 비교할 때 비정상 인 요인들 (작은 키와 작은 머리) 의 평균 값을 비교

해서는 안되고, 두 집단의 비정상 인 요인의 율, 즉 [II.가/가+나]와 [II.다/다+라]를 비교해야 한다.

환자군- 조군 (I I I ): 환자군  요인에 폭로되었던 비율(III가/ III가 + III나)과 조군  요인에 

폭로되었던 비율(III다/ III다 + III라)의 차이가 유의한 가를 비교해야 한다.

단면연구 (I V): 즉 흡연 산모와 비정상 인 신생아군의 비율(IV가/ IV가+IV나) 과 비 흡연산모와 비

정상 인 신생아군의 비율(IV 다/ IV 다+ IV 라)을 비교하여 이들 두 비율 간의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 한가를 보아야 한다. 

3) 코호트 연구, 환자군- 조군 연구 혹은 단면연구의 종속변인의 설계가 타당하지 못한 것을 지 하고 

정확한 종속변인의 통계  측정 방법(4)을 부분 으로 제시하 다. 

2) 코호트 연구, 환자군- 조군 연구 혹은 단면연구의 종속변인의 타당한 측정방법에 한 지식은 모르

고, 단지 일반  사실 혹은 상식  정보에 근거하여 개 인 증거가 필요함을 지 하 다. 

1) 코호트 연구, 환자군- 조군 연구 혹은 단면연구의 종속변인의 타당한 측정방법에 한 지식은 모르

고, 단지 종속변인의 측정 오류만 인식하거나 혹은 개인 인 생각이나 비과학 인 정보에 근거하여 

검토하 다. 

0) X 교수의 연구과정에서 종속변인의 측정방법에 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어떤 문제 도 검토하지 

않았다.

(C5) 반 인 

연구 차와 결

론에 한 평가

4) 연구방법의 잘못된 설정으로 연구를 결과를 완 히 신뢰 할 수 없음을 밝혔다. 

3) 연구방법의 잘못된 설정을 부분 으로 이해하면서 연구 결과를 신뢰 할 수 없음을 밝혔다.

2) 연구 방법의 오류를 인식하지 못하고, 단지 연구 차의 오류만 지 하고 결과를 신뢰하지 않았다.

1) 연구 방법의 오류를 인식하지 못하고, 연구 차의 오류를 지 하거나 연구 결과에 해 부분 으로 

수용하 다.

0) 연구 결과에 해 완 히 수용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