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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중심학습을 경험한 학생들이 인식하는 효과적인
튜터의 역할-Focus group을 중심으로

The Role of Effective Tutors Recognized by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Problem-Based Learning-Focused on Focus Group Interview

최은영*

Eun-Young Choi*

요 약 본 연구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문제중심학습을 경험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효과적인 튜터의 역할에 대

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질적 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PBL을 경험한 적이 있는 간호학과 4학년 학생이며, 총 21명

을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자료는 의미 있는 주제를 찾기 위해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

구결과 2개의 주제(동기적 측면과 지식적 측면)와 허용적 분위기 형성, 상호작용촉진을 위한 격려, 학생들의 고른 참

여 유도, 동료 참여자, 학습속도 조절, 학습목표에 부합하는 시나리오 및 문제 개발, 학습과정의 진행에 대한 길잡이,

피드백을 통한 지식확장 등의 8개 범주로 분석되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문제중심학습에서 학생들이 인식하는 효과

적인 튜터의 역할을 정리하면, 첫째는 학생들이 생각을 자유롭게 펼치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허용적인 분위기

를 조성한다. 둘째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셋째는 모든 학습자가 참여하도록 한다. 특히 참여가 저조한 학습

자에게는 질문을 하여 적극적인 토의를 촉진시켜야 한다. 넷째는 불필요한 개입은 피하며 토론에 함께 참여한다. 다

섯째는 학습속도를 조절하며, 시간을 잘 관리하여야 한다. 여섯째는 목표에 부합하는 시나리오를 개발하며, 일곱째는

학습자의 사고를 촉진할 수 있는 질문을 중심으로 수업을 운영하고, 여덟째는 학습자의 응답에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

공하여 지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주요어 : 문제중심학습, 교수자, 역할

Abstract This study is a qualitative study to grasp the meaning of the effective role of tutors of college 
students experiencing problem-based learning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4th grade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Nursing who had experienced PBL, and a total of 21 people were 
divided into 3 groups and interviewed. Data were analyzed in content to find meaningful topic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nalyzed into two subjects and eight categorie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if we summarize 
the role of effective tutors recognized by students in PBL. 1) Create a permissive atmosphere so that students 
can express their ideas freely and interact. 2) Give praise and encouragement. 3) Encourage all learners to 
participate. In particular, learners with low participation should be asked questions to promote active discussion. 
4) Avoid unnecessary intervention and participate in the discussion together. 5) Adjust the learning speed and 
manage the time well. 6) Develop a scenario that meets the goals. 7) Classes are run around questions that can 
promote learners' thinking. 8) It plays a role of helping to form knowledge by providing positive feedback to 
learners' responses.

Key words :  Problem-based learning, Tutor,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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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문제중심학습(Problem based learning, PBL)은 학습

자에게실질적인문제를제시하고학습자들은그문제를

해결하기위해상호공동으로문제해결방안을모색하며,

개별학습과 협동학습을 통해 공동의 해결안을 마련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학습이 일어나는 교육 방법 중 하나이

며[1], 특히 창의적문제해결력, 자기주도적학습능력, 협

동능력등을기르기위한효과적인학습방법으로알려져

있다[2,3]. PBL에서 학습을구조화시키는 초점은문제이

며, 학생들은 소규모 그룹을 이루어, 토의를 진행하면서

문제 상황을 확인하고, 다른 그룹과 의사소통하며, 주어

진문제에대하여학생들이다룰수있는학습주제로재

구성한다[4].

모든 수업에서교수자는학생들의학습경험을의미있

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PBL에서는 좀

더 전문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이 요구된다[3]. 즉 PBL은

학습자가중심이되어문제를해결하는과정에서학습이

이루어지지만, 이 과정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교수자

는 학습과정을 안내하는 튜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튜터란 학습자의 학습을 도와주고, 학습자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를 상담해 주고, 나아가 진로 및 인생의 선배

역할까지 해주는 중재자를 뜻한다. PBL에서 가장 보편

적으로사용되는튜터의정의는 PBL을구성하는소집단

학습과 자율학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촉진하는 사

람으로 정의된다[5]. PBL에서 튜터의 역할을 교육과정

설계자, 안내자, 평가자로 요약되는데, Barrows와

Tamblyn[6]은 토론과정에서의촉진자역할을강조하였

으며, Schmidt와Moust[7]는 인지적역할과사회적역할

로 구분하였고, Grave 등[8]은 보다 구체적으로 정교화

촉진, 학습과정 감독, 지식의 통합 촉진, 상호작용 촉진

역할로 구분하였다. PBL의 성공여부는 튜터가 그 역할

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달려 있고, 효과적인 튜터는 모든

영역에서 훌륭한 수행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많은 교수자들은 PBL을 도입하는 주체가 되면서 동

시에 PBL에서튜터역할을맡게되는데, PBL에대한충

분한안내및사전준비의불충분으로인해 PBL에서 교

수자역할에대한정체성의혼란및 PBL 실행을위한교

수자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9]. 전통

적 강의 방식에 익숙해 있는 교수자들은 PBL에서의 튜

터 역할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학습상황에서 수동적 자세를 취하거나, 거의 참여하지

않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10]. PBL에서수업의성패는

교수자와학습자의역할수행의정도에따라서영향을받

는다[11]. 그러나일반적으로 PBL에대한정보는학습자

역할과 학습과정을 중심으로 소개되고 있고, 교수자가

어떤역할을수행해야하는지에대해서는다소간과하고

있는경향을볼수있다. Kim 등[12]의 연구를보면학생

들이잘된 PBL의이유로 ‘모듈과튜터의운영’을, 잘못된

PBL의 이유도 ‘튜터가 잘못 운영하여서’로 답하여 튜터

가실제성공적인 PBL 운영의열쇠를지고있음을알수

있다. 따라서 PBL을 설계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교수자

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안내가 필요하다[9].

이에 본 연구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이용한 개방적

논의를 실시하여 ‘효과적인 튜터의 역할’의 의미를 밝히

고자하였다. 즉, PBL을 경험하고있는대학생들을포커

스 그룹으로하여 그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논의한 후

효과적인 튜터의 역할에 대한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는 PBL을 운영하는 튜터 자신의 수업평가

와튜터의역할개발시활용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방법 및 설계

본 연구는 PBL을 경험한 간호학과 대학생을 대상으

로 효과적인 튜터의 역할에 대해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포커스 그룹 논의는 질적

연구의한방법으로일반적으로그룹의주제와관련하여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는 6-10명의 참가자로 구성된

다. 포커스 그룹 논의는 연구자가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면담을진행하여단기간에참여자들로부터주제에초점

을 맞추어 많은 양의 집중적인 대화를 유도해내는 것이

며 그룹 내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들의 경험, 감정 및 신

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 PBL에서 효과

적인튜터의역할을탐색하기위해서는 PBL을경험하는

학생의생생한경험을기반으로하여동료들간의상호작

용을통해의견을교환하고, 서로의견해에대한반박, 지

지, 보충 등으로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

해낼수있다는점에서포커스그룹이적절하다고판단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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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의 참여자는 PBL을 적용하고 있는 일개 대학

에 재학 중인 간호학과 학생들이었다. 본 연구의 적절성

을위해참여자의선정기준은 1년이상 PBL을경험한적

이 있는 학생으로 의사소통에 장애가 없고 그룹토론이

가능한 자로 하였다. 자료수집하기 전에 연구자가 연구

의 목적과 방법을 충분히 설명하여 연구에 대한 동의를

받음으로써 이루어졌고 각 포커스 그룹 수행 3∼4일 전

과 하루 전에 전화를 하여 그룹 토론 참여를 확인, 독려

하였다. 연구자가 하나의 포커스 그룹을 마친 직후 분석

을실시한후에분석결과를근거로그다음포커스그룹

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참여자 모집을 지속하여 자료가

포화상태에 도달하기까지 총 21명이 선정되었다.

3.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참여자모집과정에서연구참여자들의윤리적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연구의 목적과 포커스 그룹에 대하여 설

명하였으며그룹토론내용과참여관찰을녹음하고기록

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토론 내용은 연구이외에 다른

목적으로사용되지않을것이며참여자가원하면언제든

지 토론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주어 참여자의

권리를 보장하였다. 이후 연구 보고서에 사적인 내용이

나 이름을 밝히지 않을 것임을 설명하였다. 참여자들은

이모든설명내용을듣고충분히이해한후본연구에자

의로 동의함을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4.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 자료수집 방법으로는 포커스 그룹을 사

용하였으며, 자료수집은 2019년 5월 13일부터 6월 4일까

지로 3개의포커스그룹으로진행되어총 21명이본연구

에 참여하였다. 토론 장소는 회의실이 구비되어 있는 커

피숍이었고, 자료수집 시간은 대체로 1시간 30분에서 2

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토론내용 자체가 곧 연구 자료가 되기 때문에 연구과

정에서 토론진행이 되기 위한 좋은 질문의 준비가 중요

하여 연구자가 포커스 그룹 진행을 위한 질문을 개발하

였는데, 주요 질문내용은 “어떤 교수의 역할을 원하는

가?” 이었고, 보조질문은 “어떤 교수자의 특성을 원하는

가?”, “교수자가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은가?”, “왜 좋은

가?”, “왜 어려운가?”, “효율적인 학습이 뭐라고 생각하

는가?”, “어떤 학습을 원하는가?” 등 이었다.

질문은시작질문, 도입질문, 전환질문, 주요질문, 마

무리 질문으로 구성하였고, 연구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

해서 연구자가 함께 질문의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한 브

레인스토밍을 하였고, 질문들의 초안을 만들어본 후 질

문에대한예비조사로연구자간에질문하고서로응답해

봄으로써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포커스그룹의진행은연구자가담당하였으며그룹진

행절차와토론에관한설명등진행지침을만들어서진

행하였다. 모든내용은녹음기에녹음하였고, 현장노트를

준비하여 기록하였다. 또한 포커스 그룹 토론이 끝난 후

일부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개별 면담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졌다. 토론내용은 녹음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하여

들으면서 연구자가 직접 필사하였다.

5.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자료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 단계는

연구자가포커스그룹의녹음내용을반복하여있으면서

참여자들 간에 반복적으로 진술되는 내용, 강조되는 내

용, 연구자가 판단하기에 경험의 본질적인 의미를 나타

내고있다고판단되는부분에밑줄을그어의미있는진

술을추출하였다. 두번째단계는추출된의미있는진술

을일반적이고추상적인진술로만들어의미를구성하였

다. 세 번째 단계는 범주화 단계로 의미 있는 진술을 개

념화 한 후 이 개념들 중 서로 관계있거나 유사한 것을

묶어서범주화하였다. 마지막으로범주를주제로결집하

였다.

Ⅲ. 연구결과

1. 동기적 측면에서의 역할

1) 허용적인 분위기 형성

PBL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생각을 자유롭게 펼치고,

상호작용을할수있도록, 중간에끼어들지않고, 편안하

게 분위기를 이끌어주기 원하고 있었다.

· 토론수업은 아무래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아요.

· 우리가토론하는것을그냥옆에서조금더기다리면서지

켜 봐주시면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떤 교수님은 ‘애들아 더

활발하게해야하지않니? 또 틀렸다고 너틀렸어’ 이렇게

말 해버리면 다시는 말을 못 말하잖아요, ‘**의 의견도 좋

아. 근데 이런 방법도 좋지 않을까?’ 그런 말 한마디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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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 같아요.

· 강의는분위기를 딱 잡아주시는 수업이집중이 되지만, 그

런 분들이 토론수업을 하시면 그런 분위기 때문에 생각이

날듯 말듯 하다가도 이야기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분이

‘그건아니야 ’이렇게이야기하면하루는아무말도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풀어줘야 하는 것 같아요..

· 토론시간만큼은우리가지식적인내용에구속받지않고주

어진 상황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 편안하게 분위기를 이끌어주시는 교수님이 좋아요.

· 발표를하는데중간에교수님이끼어들지않았으면좋겠어

요.

· 강의 때는 딱 잡아주시는 교수님이 좋지만 토론은 우리가

생각을자유롭게펼치고, 상호작용을할수있도록풀어주

셔야 해요.

2) 상호작용촉진을 위한 격려

학생들의 생각을 신기해하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며, 구체적으로 표현해주기를 원하고 있었다.

· A교수님은 우리생각을 너무 신기해 하셨어요..

· 저희가 이런 말을 하면 ‘왜 그런게 나오지?’ 하면 저희가

‘저희는 이렇게 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요!’ 그러면 ‘아! 그런방법도있었구나! 그런것도생각못

했네. 이건내가배워 가야겠다’ 하니깐 그럼 저희는더신

났던 것 같아요.

· 몰랐던 지식에 접근한다는 것에 대해 신기했고, 교수님이

되게 옆에서 ‘맞아 맞아’, ‘잘했다 잘했어,’ ‘너무 잘한다’,

‘이런 것도 생각해봐’, 이렇게 칭찬해주시니 좋았어요.

· 교수자에게가장중요한것은칭찬에인색하지않아야된

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수업시간에 자기의 의견을 말하고,

생각하고 말해야 되는데 칭찬이 없으면 동기유발이 안 되

는 것이 당연하고, 또 하기가 싫어 질 것 같아요..

· 칭찬하는법도여러가지인것같아요. ‘잘했어’ 이렇게그

냥간단한말한마디보다는진짜너를알고있다. 그때학

생입장에서 자기를 알고 있다는 것만큼 위로가 된다는 것

없거든요.

· B교수님은우리가얘기하면눈이동그래지면서같이알아

가요. 칭찬을 되게 많이 해 주세요..

· C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표현할 때 저희가 정말 잘한다는

이야기를 되게 표현을 잘해주셨거든요.

3) 학생들의 고른 참여 유도

학습자의 반응을 살피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든

학생들이할수있도록토론을유도해주기를바라고있

었다. 특히 참여가 저조한 학습자에게는 질문을 하여 적

극적인 토의를 촉진시키고, 학생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바라고 있었으며, 흥미를 주기 위해서 보상을 주는 것도

원하고 있었다.

· A교수님은 이렇게 보다가 조용히 다가와 ‘**은 어떻게 생

각해?’ 부담스럽긴 한데 그럼 이야기 하게 되요.

· 토론하고 있으면 말을 안 한 아이가 보이면 스르륵 가서

‘그것도좋다. **은 어떻게생각하니?’ 친구가말하라고하

면 안하는데 교수님이 물어보면 한마디라도 해야되고 부

담스럽긴 하지만 말을 하게 되요.

· 수업하시다보면분명누가봐도하루종일말안하고있는

학생이 있잖아요. ‘너는 왜 말을 안하니?’, ‘**는 컨디션이

안좋구나!’ 이렇게 말을 하면 토론을 안 하니깐 점수가 깍

일까? 이런생각을하거나교수님이나를되게걱정해주시

는구나! 나도빨리나도토론해서교수님한테잘보여야겠

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게 되요.

· 다 같이 할 수 있게끔 해줘야죠.

·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이해가 되게끔 학생들에 참여 유도

를 시켜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 B교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존중해주셔서 의욕적으로 토론

을 하기도 했지.

· 우리에게 너무 옳은 길로만 유도하지 말고 우리의 생각을

더 존중해보면서 토론을 유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C교수님은참여도가좋으면 상품을준다는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그때 참여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흥미를 주기위해서 경우에 따라 보상을 주시는 분도 좋아

요.

· 누구 한번 말해볼래? 학생들에서 자기 이름 불러 준다는

게 정말 좋거든요.

· 토론 수업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려면 교수님이 학

생들이름을알아서 ‘** 발표해볼래?’ 이렇게교수님이선

택하게끔해서그분위기는좋게하고, 한편으로는 불안하

면서도 좋은 것 같아요.

4) 동료 참여자

토론에 함께 배운다는 자세로 같이 참여하기를 바라

고 있었다.

· A교수님은 각 조마다 들어가서 조사한 내용을 듣고, 같이

참여하시기도 했어요.

· 교수님도 같이 칠판에 적어주면서 말하고 우리도 말하고,

이렇게 했던 수업도 기억에 남아요.

· 교수님은 돌아다니면서 모르는 것은 같이 물어보고, 설명

도 해주셨어요..

5) 학습속도 조절

시간을 잘 관리해서 정해진 시간 내에 토론이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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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 토론시간에 시간배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 시나리오 분량 조절이 필요해요.

· 토론 시작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잘 지켜야 해요..

· 시간활용을 잘 분배해야 할 것 같아요. 교수님들은 시나리

오를보면쉬운부분과어려운부분이나오잖아요. 쉬는시

간도 주어야 흥미있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2. 지식적 측면에서의 역할

1) 학습목표에 부합하는 시나리오 및 문제 개발

실제상황처럼 몰입될 수 있도록 잘 만든 시나리오와

생각할 수 있는 문제를 원하고 있었다.

· 교수님이 시나리오를 만들 때 정말 PBL을 진행을 한다면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시나리오가잘만들어져야할것같아요. 그게그상황에서

질문에맞추어토론을하는거잖아요. 그 상황에서정말우

리가이런상황이면어찌할까? 진짜그환자가막우리앞

에있다면, 우리가뭘해줄까이런생각을하면서토론했던

수업이 좋았어요.

· CPR 시나리오에 맞게 수업을 하고 응급실에 실습을 갔는

데 정말 같은 상황이 터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내가 간

호사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면서

다음 수업부터는 더 잘 이야기하게 되더라구요.

· 시나리오에 있는 문제도 너무 쉬운 것보다는 흥미를 유발

하는, 생각할 수 있게 만드셨으면 해요.

2) 학습과정의 진행에 대한 길잡이

토론학습에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답을

제시하기보다는질문을통해서방향을이끌어주기를바

라고 있었다.

· 우리가잘못생각했으면또그거에대해서다른쪽으로한

번 해 보라고 말해줘요.

· 거기에 대한 토론을 잘못하고 있으면 좀 잘못된 상황으로

가고있으면애들한테직접말해주지않고질문을해요. 이

때는이게중요한건가? 아니면이상황은호흡을못하고

있으니깐 뭐라고 할까?

· 교수님이 원하는 대답이 있잖아요. 교수님이 유도를 하면

서 답을 가르쳐주지않고요. 교수님 질문에 저희들은심각

하게 고민하고,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 학생들이나가야할방향을주는역할만하고나중에지켜

보다학생들이잘나가고있으면그냥놔두고만약에옆길

로새고있다고생각되면뭐힌트라도주면서이렇게방향

으로나가야될것같다. 그 정도역할이주어져야될것같

아요..

· 이 환자가 이런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A교수님은 ‘아! 그

러니?’ 이렇게말한다음에 ‘근데이것도이런다른문제도

있지않았을까? 어떻게생각해?’ 이렇게질문해주시는분

이였어요. 그러면 아! 그것도 그렇구나! 그렇게 이야기 하

다가또 어긋나면 교수님이또 와서, 저희 모르면물어 보

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근데 다른 방법도

있지 않을까?’ 라고 질문을 해요.

· 교수님이 확실한 정답을안주셨어요. 그래서아~ 교수님의

의도가이런것인가? 생각하면서여러가지생각을하면서

토론도 하고 공부도 했어요.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 B교수님은우리의의견을존중해서그방향만이아니더라

도 다른 방향으로도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도 했어

요.

· 한번은학생이진행자역할을했는데효율적이었다는생각

이들지않았어요. 왜냐하면그때지식을습득할수있도록

진행을해야하는데그냥분위기만좋게하는역할을한거

예요. 교수님에게 의지하는게 아니라 진행하면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 답을가르쳐주진않고교수님이질문을하여우리가생각

하여 답을 찾을 수 있게 하시는 교수님이 좋아요.

· 편하게우리를대해주시긴하지만빗나가면바른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는게 좋아요.

3) 피드백을 통한 지식확장

수시로 평가 결과에 대한 솔직하고 구체적인 피드백

을 원하고 있었다.

· 발표후에 교수님이 박수 치고, 잘했다고칭찬도 해주시는

데그것보다더좋은것은 ‘임상에서는~~ 이러한다른점도

있단다.’ 이렇게 피드백 해주시고, ‘그럼 다음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이렇게 질문도 해주시면 좋아요.

· 교수님이 피드백을 많이주냐, 안 주냐에따라서 토론시간

이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 교수님의피드백에따라서저희는더잘하려고하지만, 피

드백이 없는 발표시간이 제일 지루했던 것 같아요.

· 발표 후에 교수님이 ‘너희 조는 5점 만점에 4점인데 그 이

유는이걸안했기때문이야’ 라고피드백을주시면다음발

표 때 더 준비해서 만점 받고 싶어서 잘하게 되요.

· 그룹지도 받을 때마다 결과를 피드백해주시면 좋았던 것

같아요.

Ⅳ. 논의

본연구는포커스그룹인터뷰를통해 PBL 수업을경

험하면서학생들이생각하는효과적인튜터의역할을분

석하여 이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

구결과, 효과적인 교수자의 역할은 2개의 범주와 8개의

주제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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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범주는 동기적 측면에서의 역할이었다. 학생

들이인식하는효과적인튜터의역할은허용적인분위기

에서, 특정 학생이 그룹에서 소외되거나 독점하지 않고,

모든 학생이 소그룹 토론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있었다. 또한튜터가토론의중심에서지않고,

학습자들에게 그들의 논의를 발전시켜나갈 충분한 시간

을 허용해주고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먼저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있는분위기를형성할수있도록, 튜터가허용적인분

위기를 이끌어주기를 원하고 있었다. 이는 Barrows와

Myers[13]가친근감형성을위한초기활동을 PBL 과정

의중요한첫번째단계로제시한것과같은맥락에서해

석할수있다. 즉 PBL은학습자와튜터가서로친근하고

허용적인 분위기를 형성한 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학습

방법으로, 가능하면학습활동이즐겁고도전적이고비권

위적이며 자율적이 될 수 있도록 학습환경을 구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이런 학습환경으로부터 학

습자는 학습에 대한 전적인 통제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주인의식과 동시에 책임감도

느끼게 된다[14].

두 번째로 학생들은 튜터의 칭찬과 격려를 통해 동기

유발이 되고 신나게 토론에 임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의

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Hur와 Kim[11]의 연구에서도

격려와 유머의 사용은 수업진행과 수업환경 뿐 아니라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칭찬의 방법도 학생입장에서

자기를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도록, 신기하다는 표현 등

을사용하여친근감을형성하기위한노력을통해상호작

용이 활발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로 학생들은 튜터가 학습자의 반응을 살피며

모든학생들이소집단토론에참여하도록독려하기를원

하고있었다. Choi와 Jang[15]은바람직한토론의모습은

한학습자가자신의생각이나의견을말하면, 이말을들

은다른학습자들이그의견에대해자신이가진다른생

각이나 관점을 발표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이러한 활동

이이루어질수있도록튜터는논의되는모든내용과생

각에 대해 모든 학생들이 다른 사람의 의견에 관해서도

논평을 하도록 촉진해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소극

적인 학생에게는 ‘어떻게 생각하니?’, ‘왜 말을 하지 않

니?’, ‘컨디션이안좋구나!’, ‘**한번말해볼래?’와같이토

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표현이나 질문을 통해 발표

를 독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네 번째로 Barrows[16]가 제시한 튜터로서의 역할수

행을위한원칙들에서튜터는학습자들의의견이나그룹

에서의어떠한역할에대해서도자신의의견을표현해서

는 안되고, 학습자들에게 정보제공을 하지 않아야 한다

고하였으나, 학생들은동료참여자로서의튜터의역할을

효과적으로바라보고있었다. 학습의초기에학습자들의

상호작용만으로는사회적인교류가힘들며, 튜터의적절

한 개입이 있어야만 학습자들의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간의 의견 교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는 튜터가 토론에서 중심이 되지 않도록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학생들의 시야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로 학생들은 시간 관리를 잘 하기를 바라고 있

었다. 간호학과 학생들은 전공필수 과목이 PBL로 이루

어지는 경우에 시간적 압박과 과제에 대해 부담을 갖고

있다[17]. 따라서튜터는인내를갖고학습자들에게그들

의논의를발전시켜나갈충분한시간을허용해주고기다

려야 한다. 너무 천천히 진행하거나 너무 쉬우면 지겨워

하며, 너무 광범위하고 복잡해서 배울 것이 지나치게 많

으면 학습자들은 지치기 때문에, 긴장을 높이고 흥미를

유발하는 말과 도전 강도를 완화시키는 말 등을 활용하

여 학습의 균형을 조절해야 한다. 또한 전문대학생을 대

상으로 한 연구[18]에서 문제가 어렵고 제시되는 문제의

양이많아문제를해결하기에시간이촉박하였다는의견

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제시하는 문제의 구조화와 난이

도 조절 등을 통하여 학습속도를 조절하여야 하겠다.

두 번째 범주는 지식적 측면에서의 역할이었다. 학생

들이인식하는효과적인튜터의역할은학습목표에부합

하는시나리오및문제개발, 학습과정의진행에대한안

내, 구체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먼저학생들은실제상황처럼잘만들어진시나리오와

흥미와동기를유발할수있는질문을만드는것이중요

한 튜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PBL 환경에서

학생들이문제에직면한후해결해야할문제가무엇인지

발견하고 문제해결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것은 발문의

힘이다. 적절한 발문은 수동적인 학습자가 능동적이고

자기주도적인학습자가되도록학습동기를높이고, 학습

자 상호 간 그리고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의사소통과정

을 원활하게 하며, 창의적 사고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촉

진시킬수있다[3]. 따라서가능한다루려는주제가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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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와 관련된, 학습자들로 하여금 무엇이 필요하며, 어

떤 정보가 관련되어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단계를거쳐야하는지를학습자스스로결정하도록요구

하는 복잡하고, 비구조적인 문제를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로 학생들은 학습과정의 진행에 대한 안내와

촉진을 위해 튜터가 적절한 질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

고 있었다. 이는 Grave 등[8]이 제시한 정교화를 촉진하

는 튜터의 역할에 해당되며, 이를 위해 튜터는 ‘왜 그런

가?’, ‘그것이무슨뜻인가?’, ‘이것이중요한것인가?’, ‘다

른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고 물어보았다. 이러한 질문

에 대답을 해나가면서 학생들은 한번 더 심사숙고하고,

반성적 사고를 취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세번째로학생들은자신들의학습과정과학습결과에

대해솔직하고구체적인피드백을원하고있었다. 즉, ‘잘

했어요’, ‘좋아요’ 등의 평가보다는 ‘~~한 부분을 고려한

점이좋았어요’, ‘~~을제시한것에대해구체적인설명을

듣고 싶어요’, ‘~~한부분이 부족한 것같아요’ 등과 같이

튜터가교육향상정도를모니터링하여평가하기를기대

하였다. 또한 피드백 여부에 따라 토론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지기도하였는데, Kwon[19]은 학습자가학습과정에

몰입하고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서 학습단원별 목표를 정확히 제시하고, 학습활동에 대

해 즉각적인 피드백을 하며, 학습 난이도에 맞도록 개별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상의연구결과와논의를토대로 PBL에서학생들이

인식하는 효과적인 튜터의 역할을 정리하면, 첫째는 학

생들이 생각을 자유롭게 펼치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

록, 허용적인분위기를조성한다. 둘째, 칭찬과격려를아

끼지않는다. 셋째, 모든학습자가참여하도록한다. 특히

참여가저조한학습자에게는질문을하여적극적인토의

를촉진시켜야한다. 넷째, 불필요한개입은피하며토론

에 함께 참여한다. 다섯째, 학습속도를 조절하며, 시간을

잘 관리하여야 한다. 여섯째, 목표에 부합하는 시나리오

를개발하며, 일곱번째, 학습자의사고를촉진할수있는

질문을 중심으로 수업을 운영하고, 여덟 번째, 학습자의

응답에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여 지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다음을 제언한다. 첫째, 교수

ㆍ학습은 교수와 학생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

에 교육과정을 설계한 교수의 의도와 학습에 임하는 학

생 간 수업 의미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수업이 좋은 수업인가에 대한 정의는 수업에 직접 참여

한학습자와교수자사이에다르게정의내려질수있다.

본연구는학습자들이인식하는효과적인튜터의역할을

제시하였지만, 차후 진행되는 포커스 그룹 논의에서는

PBL을운영하고있는교수자들이인식하는효과적인튜

터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본 연구결과와 비교한

다면 PBL 운영을위한방향을제시해줄수있을것이라

본다. 둘째, 본연구는포커스그룹학생들이인식하는효

과적인 튜터의 역할을 조사하였으나, PBL에서 튜터의

역할은 PBL의각과정에서강조점이달라질수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보다 의미있게 제시되기 위해서는 PBL

과정에따른튜터의역할변화도함께분석되어야할것

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튜터의역할은면대면환경에서

학습자의학습과정을어떻게조력해야하는지를알려주

는 것이므로, 차후에는 웹기반 환경에서 학습과정에 참

여를 촉진하는 역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PBL을 경험한 간호학과 4학년 학생을 대

상으로 효과적인 튜터의 역할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질적 연구이다. 자료수집 방법으로는 포커스 그룹

을 사용하였고, 3개의 그룹으로 진행되어 총 21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결과 2개의 주제와 8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동기적 측면에서의 역할은 허용적

인 분위기 형성, 상호작용촉진을 위한 격려, 학생들의

고른 참여유도, 동료참여자, 학습속도 조절이 도출되었

다. 지식적인 측면은 학습목표에 부합하는 시나리오 및

문제 개발, 학습과정의 질행에 대한 길잡이, 피드백을

통한 지식확장이 도출되었다. 교수ㆍ학습은 교수와 학

생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설

계한 교수의 의도와 학습에 임하는 학생 간 수업 의미

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습자들

이 인식하는 효과적인 튜터의 역할을 제시하였지만, 차

후 진행되는 포커스 그룹 논의에서는 PBL을 운영하고

있는 교수자들이 인식하는 효과적인 튜터의 역할에 대

한 논의를 통하여 본 연구결과와 비교한다면 PBL 운영

을 위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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