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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What Written Examination Ass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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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rpose: This study was aimed to examine whether tutor evaluation in the PBL course ass-

esses different aspects of learning from what written examination assesses.

  Methods: 89 medical students were assessed by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 

(SDLRS) and Learning Orientation Scale (LOS) in March 2004. Their tutor evaluation and writ-

ten examination scores in the 1st semester of 2004 PBL units were collected in August 2004. 

Data analyses were conducted using t-test, correlation analysis, and linear regression.

  Results: SDLRS scores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utor evaluation scores, but not with 

written examination scores. Both schoolwork orientation and academic orientation scores on LO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utor evaluation and written examination scores. Tutor eva-

luation scores were explained significantly by all predictors, such as SDLRS, schoolwork 

orientation, and academic orientation scores. However, written examination scores were explained 

significantly by academic orientation only.

  Conclusions: Tutor evaluation in the PBL assessed student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and 

academic orientation, but written examination did not. The findings show a crucial possibility 

that tutor evaluation may overcome shortcomings of the written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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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 의과 학에 문제바탕학습 (Problem-based 

learning, 이하 PBL)이 소개된 지 10여년이 지났고 

28개 이상의 의과 학이 이를 시도하고 있다 (서울

의  의학교육연수원, 2004). PBL은 지식습득 주

로 이루어지는 통 인 교육과정과는 달리 학습자

의 사고과정과 문제해결과정에 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PBL에서의 평가도 그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방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김선과 이무상, 

1997). 

  PBL의 과정을 평가하기 한 방법으로 가장 보

편 으로 사용되는 방법이 튜터에 의한 학생평가인 

튜터평가이다. 튜터평가의 성 반  방식이나 비율

에는 차이가 있지만 PBL을 운  인 우리나라 

학들은 모두 튜터평가를 학생의 학습과정을 평가하

는 핵심 인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종태 등, 

1998; 정인원 등, 1999; 박은희 등, 2000; Fallows & 

Chandramohan, 2001; 장  등, 2001; 김석 , 2004; 

서울의  의학교육연수원 등, 2004). 그러나 튜터평

가는 PBL 학생평가 체제의 아킬 스건 (Des Marchais 

& Vu, 1996)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키는 평가방식이기도 하다. 

  지 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튜터평가에 한 논

의는 주로 튜터평가의 객 성을 심으로 이루어졌

다 (박은희 등, 2000; 장  등, 2001). 그러나 튜터

들 간의 평가의 일 성의 문제는 평가문항의 체계

인 개발 (Hébert & Bravo, 1996; Valle et al., 1999)

과 평가 가이드라인의 설정 (Schor et al., 1997) 등을 

통해 상당히 많이 극복할 수 있으며, 실제로 여러 

학들이 튜터평가에서 만족할만한 평정자간 일치

도를 얻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Hébert & Bravo, 1996; 

Schor et al., 1997; Olson et al., 2003). 한 소그룹 

간의 평균과 표 편차의 차이를 고려한 표 수를 

활용하는 등의 통계 인 조정과정을 통해 튜터들의 

평가기 의 차이에 의해 집단들의 수에 차이가 

나타나는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도 있다 (성균

학교 의과 학, 2003). 

  튜터평가의 활용에서 더 큰 문제는 타당도의 문

제, 즉 통 인 형태의 시험으로는 측정하지 못하

는 학습의 과정을 평가하기 해 도입된 튜터평가

가 과연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Des 

Marchais & Vu, 1996). 튜터평가가 시험과는 다른 

학습의 양상을 측정하고 있음을 검증한다면, 학생평

가방법으로서의 튜터평가의 가치와 유용성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성균 의과 학은 국내 의과 학으로서는 유일하

게 본과 1~2학년 과정 체에서 PBL을 심 교육과

정으로 운 하고 있어 (김용일, 2004; 김주희 등, 

2004), PBL의 평가가 학생평가에서 차지하는 비  

한 클 수밖에 없다. 성균 의  PBL에서는 시험, 

퀴즈, 튜터평가, 동료평가, 그룹평가 등 다양한 평가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이  필기시험은 해당 Unit

의 성 의 50%로, 튜터평가는 해당 Unit 성 의 20%

로 반 되는데, 성 반 비율과 평가의 범 를 고려

해볼 때 시험과 튜터평가는 성균 의  PBL의 가장 

요한 평가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균 의  PBL 교육과정에서 이

루어지는 학생평가의 두 축을 이루는 시험과 튜터

평가가 측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기주도 

학습 비도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와 학습

지향성 (learning orientation)이 시험성 과 튜터평가 

수에 미치는 향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자기주도학습 비도란 자기주도  학습과 련

된 기술과 자세, 즉 학습자로서의 자기주도성 (self-

direction)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나타낸다. 자

기주도  학습이란 학습자 스스로가 교육의  과

정을 자발  의사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고, 조

하고, 통제하게 되는 학습형태로서 학교육을 포함

한 성인교육의 핵심 인 특성 의 하나이다 (한국

교육심리학회, 2000). 

  평생학습의 토 가 되는 자기주도  학습은 의사

를 비롯한 문직교육의 핵심이므로, 자기주도성의 

개발은 의과 학의 가장 요한 교육목표 의 하

나이자 PBL을 비롯한 교육과정 개 의 요한 목표

이기도 하다. 그 기 때문에 PBL 교육과정의 효과

를 검증하기 한 여러 연구들이 PBL을 통한 학습

자 변화의 요한 측면으로 자기주도학습 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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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을 다루고 있다(Shokar et al., 2002; Harvey et 

al., 2003).

  학습지향성은 학에서의 학습에 한 근방식

을 나타낸다. 학습지향성은 두 가지 요인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 하나는 학교의 공식 인 교육과정을 

얼마나 성실하게 이수하 는가를 나타내는 학업지

향 (schoolwork orientation)이고, 다른 하나는 지 이

고 학술 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해 얼마나 노력

하는가를 나타내는 학문지향 (academic orientation)

이다. 이 두 가지 지향성은 학시 에 이루어지는 

정신  성숙과 깊은 련이 있는 것으로 밝 져 왔

다 (Spickelmier, 1983; Deemer, 1987; Rest & Narv-

aez, 1991; McNeel, 1994). 

  본 연구는 학습자의 학습에 한 태도를 반 하

는 세 가지 변인인 자기주도  학습 비도, 학업지

향, 학문지향이 튜터평가 수와 시험성 에 미치는 

향을 살펴 으로써, 이 두 가지 형태의 평가가 서

로 다른 학습자의 특성을 측정하고 있는지를 확인

하기 한 것이다. 이를 통해 튜터평가가 측정하고 

있는 특성이 무엇인지를 탐색하고, 나아가 PBL에서

의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고찰해 보

고자 한다. 

상  방법

가. 연구 상

  연구 상은 2004년에 성균 의  PBL 교육과정

에 참여하고 있는 본과 1학년과 2학년 재학생 89명

이었다. 이  남학생이 60명 (67.4%), 여학생이 29

명 (32.6%)이었고, 본과 1학년이 51명 (57.3%), 본과 

2학년이 38명 (42.7%)이었다. 

나. 연구도구

1) 자기주도학습 비도검사

  자기주도학습 비도검사 (self-directed learning rea-

diness scale; SDLRS)는 개인들이 자기주도학습과 

련된 기술과 자세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검사이다. 이 검사는 1977년에 Guglielmino

가 개발한 이후, 장기간의 검증  수정보완 과정을 

거쳐 성인들의 자기주도학습과 련된 연구들에서 

범 하게 활용되어 왔으며, 의학교육분야에서도 

학생들의 자기주도성을 측정하기 한 도구로서 활

발하게 활용되어 왔다 (Shokar et al., 2002; 채수진 

등, 2003; Harvey et al., 2003). 

  Likert식 5  척도를 사용한 58개의 문항으로 이

루어진 이 검사는, (1) 학습기회에 한 개방성, (2) 

효과 인 학습자로서의 자기개념, (3) 학습자로서의 

주도성과 독립성, (4) 자신의 학습에 한 책임의 수

용, (5) 학습에 한 애착, (7) 미래에 한 정 인 

지향성, (8) 기 인 학습과 문제해결 능력 등 8개 

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Gugliemino의 검사를 유귀옥 (1997)

이 한국 성인들에 맞게 개작한 검사를 사용하 다. 

이 검사는 Gugliemino의 검사를 한국말로 번안한 

후, 요인분석과 문가 검토를 통해 간략화한 것인

데, ‘나는 새롭게 무언가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있을 때 그 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 등 자신의 학

습에 한 태도와 욕구 등을 묻는 32개 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문항 당 수가 1 에서 5 까지 분포

하기 때문에, 총 은 최  32 에서 최고 160 까지 

분포가 가능하다. 신뢰도 (Cronbach α)는 유귀옥

(1997)의 연구에서는 .73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

에서는 .89로 나타났다.   

2) 학습지향성 척도

  학습지향성 척도 (Learning orientation scale: LOS)

는 김지 (2004)이 학생을 상으로 개발한 가치

지향척도  학습과 련된 부분만을 재구성한 것

이다 (부록 1 참조). 이 검사는 두 개의 하 요인으

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학교의 공식 인 교육

과정에 얼마나 충실하게 임했는지를 나타내는 학업

지향 (schoolwork orientation)이고, 다른 하나는 학문

인 욕구를 얼마나 가지고 있으며 이를 충족하기 

해 얼마나 노력해왔는지를 나타내는 학문지향

(academic orientation)이다. 

  이 척도의 두 개 하 요인은 각각 3개의 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고, 문항 당 수는 최  1 에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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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분포하기 때문에, 요인 당 수는 최  3

에서 최고 15 까지 분포가 가능하다. 신뢰도 (Cro-

nbach α)는 김지 (2004)의 연구에서는 학문지향이 

.75, 학업지향이 .80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학

문지향이 .74, 학업지향이 .76으로 나타났다. 본 연

구에서 나타난 두 개 하 요인간 상 (Pearson γ)은 

.47이었다.  

3) 튜터평가지

  튜터평가지는 1999년 PBL의 도입과 함께 제작되

어 2004년 1학기까지 활용되었다. 이 평가지는 개념

이해와 가설설정 능력, 학습의 깊이와 넓이, 력학

습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20개의 Likert식 5  척도 

문항과 학생 반에 한 의견을 자유롭게 을 수 

있는 한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당 수는 

최  0 에서 4 까지 분포하기 때문에, 총 은 0

에서 80 까지 분포가 가능하다. 

  튜터간의 평가기 의 차이를 교정하기 해서 표

수를 만들어 활용하는데, 표 수를 구하는 공

식은 다음과 같다 (수식 1).

         

(Χ- Χ)
S

+μ

Χ=개인점수
Χ=조평균

S=조표준편차
μ=전체집단의 평균

  먼  개인 수에서 조평균을 빼고 조의 표 편차

로 나 어 Z 수를 산출한 후 체평균을 더한다. 

이 수는 체집단의 평균을 심으로 개인의 

수가 어떤 치에 있는지를 보여 다. 

  2004학년도 1학기에 본과 1학년에 3개의 Unit, 본

과 2학년에 4개의 Unit가 개설되었다. 두 개 학년 

모두에서 Unit 간에 튜터평가 수의 유의미한 차이

가 나타났기 때문에 (p<.001), 본 연구에서는 Unit들

의 튜터평가의 평균을 50으로 하고 표 편차를 10

으로 환산한 T 수를 학년별로 구하여 최종 분석에 

활용했다. 

4) 시험

  시험은 Unit별로 치러지며, Unit당 130~170개 정

도의 문제가 출제된다. 이  주 식 문제가 10~20

문항 정도 포함된다. 객 식 문항의 배 은 1 씩이

며 주 식 문항의 경우 비 에 따라 1~2 으로 조

정된다. 필기시험의 성 반 율은 50%이기 때문에 

학생개인이 얻은 수를 총배 으로 나  후 50을 

곱한 수가 성 에 반 된다. 

  이 수 역시 Unit간의 수분포의 차이를 반 하

고 있지 않으므로, 튜터평가 수와 마찬가지로 학

년별로 T 수를 구하여 최종 분석에 활용했다. 

다. 자료수집

  본 연구의 목 이 자기주도학습 비도와 학습지

향성이 튜터평가와 시험에 미치는 향을 밝히는 

것이었기 때문에 2004년 1학기 인 3월 둘째 주에 

자기주도학습 비도 검사와 학습지향성 검사를 먼

 실시하 다. 연구 상인 학생 89명  2명이 검

사에 불참했다. 한 자기주도학습 비도 검사와 

학습지향성 검사에서 극단 인 반응을 보인 각 1명

씩의 검사결과를 분석에서 제외하 는데, 이 두 명

은 서로 다른 학생이었다. 따라서 최종분석에는 자

기주도학습 비도와 학습지향성 모두 86명의 수

가 활용되었다. 

  튜터평가 수와 시험성 은 1학기가 종료된 후 

1학기에 개설된 모든 Unit의 결과를 받아 분석에 사

용될 수 있는 형태로 변환 수를 구했다. 3학년 학

생 1명이 첫 번째 Unit에서 튜터평가 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학생의 경우에는 두 번째 Unit와 

세 번째 Unit에서 받는 튜터평가 수의 평균을 분

석에 활용하 다. 시험성  분석에는 모든 연구 상 

학생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었다.

라. 자료분석

  먼  자기주도학습 비도와 학습지향성, 튜터평

가, 시험성 이 성과 학년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 확

인하기 해서 t검증을 실시하 다. 다음으로 튜터

평가와 시험성  간의 련성을 알아보기 해 상

분석을 실시했다. 마지막으로 자기주도학습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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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Ⅰ. Mean Differences for SDLRS* Score, Schoolwork Orientation, Academic Orientation, Tutor Evaluation and 
Written Examination by Gender and Grade

Gender Grade
Total

Male Female 1st 2nd

SDLRS

  N 57 29 51 35 86

  mean(SD) 110.736(11.737) 114.758(12.310) 110.392(12.528) 114.571(10.926) 112.093(12.014)

  t(p-value) -1.478(.143) -1.599(.114)

Schoolwork orientation

   N 57 29 51 35 86

   mean(SD) 2.889(.730) 3.218(.736) 3.000(.769) 3.000(.719) 3.000(.744)

   t(p-value) -1.974(.052) .000(1.000)

Academic orientation 

   N 57 29 51 35 86

   mean(SD) 3.135(.713) 3.356(.777) 3.157(.726) 3.286(.759) 3.209(.738)

   t(p-value) -1.325(.189) -.793(.430)

Tutor evaluation

   N 60 29 51 38 89

   mean(SD) 48.220(7.340) 53.515(7.322) 49.906(7.992) 49.999(7.414) 49.945(7.708)

   t(p-value) -3.192(.002) -.056(.956)

Written examination

   N 60 29 51 38 89

   mean(SD) 48.273(8.594) 53.572(8.787) 50.000(9.183) 50.000(8.779) 50.000(8.962)

   t(p-value) -2.707(.008) .000(1.000)

* SDLRS: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

도와 학습지향성이 튜터평가 수와 시험성 을 설

명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하여 선형회귀분석을 실

시하 다. 자기주도학습 비도는 총 만을 사용하

기 때문에 단순회귀분석을 했고, 학습지향성은 두 

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  변수입

력방법을 사용한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회귀

분석 시 결측자료는 사례별 제거 (listwise deletion)

방법으로 제거하 다. 통계  분석을 해서 SPSS 

11.0을 활용하 다.

결   과

가. 성과 학년에 따른 자기주도학습 비도와 학습

지향성, 튜터평가, 시험성 의 차이

  자기주도학습 비도와 학습지향성의 두 개 하

요인에서는 성차와 학년차가  나타나지 않았으

나, 튜터평가와 시험성 은 여학생이 유의하게 높았

다 (Table Ⅰ). 튜터평가와 시험성 은 학년별로 표

화된 T 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학년 간 차이는 

없었다. 튜터평가의 평균이 50이 아닌 것은, M3 여

학생 1명이 한 개 Unit에서 튜터평가를 받지 않아서 

그 학생의 경우 두 개 Unit에서 받은 튜터평가 수

만을 표 화에 사용했기 때문이다. 사례수의 차이는 

결측자료에 의한 것이다.  

나. 튜터평가와 시험성  간의 계

  PBL 평가에 사용된 평가방법 간의 계를 확인

하기 하여, 튜터평가와 시험성  간의 상 을 구

했다. 튜터평가와 시험성  간의 상 계수 (Pearson 

γ)는 .44로 통계 으로 유의미했다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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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Ⅱ. Regression Coefficients of Tutor Evaluation Scores in Model 1 and Model 2

B(S.E) β t(p-value) R R2(adjusted R2) F change(p-value)

Model 1 .150 .022(.011) 1.922(.169)

  (constant) 37.673(8.979) 4.196(.000)

  SDLRS* .110(.080) .150 1.386(.169)

  

Model 2 .559 .312(.295) 18.824(.000)

  (constant) 30.215(4.056) 7.450(.000)

  Schoolwork orientation 6.685(1.229) .559 5.439(.000)

  Academic orientation -.014(1.240) -.001 -.012(.991)

* SDLRS: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

Table Ⅲ. Regression Coefficients of Written Examination Scores in Model 1 and Model 2 

B(S.E) β t(p-value) R R2(adjusted R2) F change(p-value)

Model 1 .483 .234(.225) 25.612(.000)

  (constant) 15.666(6.858) 2.284(.025)

  SDLRS* .308(.061) .483 5.061(.000)

  

Model 2 .418 .175(.155) 8.773(.000)

  (constant) 34.863(3.781) 9.221(.000)

  Schoolwork orientation 2.636(1.146) .259 2.301(.024)

  Academic orientation 2.348(1.156) .229 2.031(.045)

* SDLRS: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

다. 자기주도학습 비도와 학습지향성이 튜터평가

와 시험성 에 미치는 향

  자기주도학습 비도와 학습지향성의 두 개 하

요인이 튜터평가와 시험성 을 설명하는 정도를 확

인하기 하여, 자기주도학습 비도를 회귀변수로 

투입한 회귀식 (모델 1)과 학업지향과 학문지향 두 

개 요인을 동시투입한 회귀식 (모델 2)에 의한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튜터평가에 한 분석에서는 모델 1과 모델 2 모

두 통계 으로 유의했고, 세 변수에서 유의한 회귀

계수가 나타났다 (Table Ⅳ). 그러나 시험성 에 한 

분석에서는 모델 2만 유의했고, 모델 2에서도 학업

지향에서만 유의한 회귀계수가 나타났다 (Table Ⅴ). 

고   찰

  본 연구의 결과는 PBL에서 튜터평가가 시험으로

는 측정할 수 없는 학생의 특성을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 다. 이는 다음 세 가지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첫째, 튜터평가 수와 시험성  간에는 명확한 정

 상 이 있었으나, 상 계수 (r=.44)는 두 가지 평

가가 동일한 것을 측정하고 있다고 간주할 수는 없

는 수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튜터로부터 좋은 평

가를 받는 학생이 시험을 잘 보는 경향이 있기는 하

나, 튜터평가는 시험으로 측정할 수 없는 학습의 측

면을 상당부분 측정하고 있음을 보여 다. 

  둘째, 자기주도학습 비도 수를 회귀변수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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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회귀분석에서, 튜터평가 수에 한 분석에서

는 통계 으로 유의한 회귀계수가 나타났으나, 시험

성 에 한 분석에서는 유의한 회귀계수가 나타나

지 않았다. 

  자기주도학습 비도에 의해 튜터평가 결과를 어

느 정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튜터평가가 시험으

로는 측정해낼 수 없는 학습자의 PBL에 한 비

도와 응도를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임상지도교수 (clinical preceptor)의 

학생에 한 평가가 자기주도학습 비도 수와 

상 이 있다는 선행연구 (Shokar et al,, 2002)의 연

구결과와도 일치되는 것이다. 

  셋째, 학업지향과 학문지향이 튜터평가와 시험성

을 설명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었다. 학업지향은 

튜터평가 수와 시험성  모두에 유의미한 향을 

미쳤으나, 학문지향은 튜터평가에만 유의미한 향

을 미치고 시험성 에는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는 재 의과 학에서 실시되고 있는 필

기시험만으로는 학습자의 학문 인 욕구를 충분히 

측정해낼 수 없으며, 튜터평가가 이러한 필기시험의 

약 을 보완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

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지향성의 두 요인인 학업지향

과 학문지향 간에는 명확한 정  상 이 나타났으

나, 상 계수의 크기는 두 가지 하 요인이 동일한 

것을 측정하고 있다고 간주할 수 없는 수 (r= .47)

이었다. 이는 학습지향성 척도의 두 개 하 요인이 

별개의 심리  구인을 측정하고 있다는 김지

(2004)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로, 학 으로 

표되는 의과 학에서의 학업성취도에 의해 그 학

생이 가지고 있는 학문 인 욕구를 완벽하게 유추

해 낼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 다. 

  이상의 결과들을 통해 시험과 같이 지식수 만을 

평가하는 도구가 측정하지 못하는 학생의 특성을 

PBL에서의 튜터평가가 측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처럼 튜터평가와 시험이 측정하는 역이 다

르기 때문에, 튜터평가와 같은 수행평가는 시험의 

약 을 보완할 수 있는 유용한 평가도구가 될 수 

있다. 

  최근 들어 수행평가의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시험으로는 도 히 측정할 수 없는 학습의 

역이 존재하며, 이러한 학습의 역이 교육 으로 

매우 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PBL과 같이 학습의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 

한 시하는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의 다양한 인지

 능력과 학습태도를 평가할 수 있는 수행평가의 

활용의 폭은 더 넓다고 할 수 있다.  

  한 본 연구의 결과는 튜터평가 결과를 학생지

도를 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해서도 시사

를 다. 다수의 의과 학에서 시험성 을 기 으

로 학업성취도를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학생의 성

실성이나 잠재능력을 단한다. 그러나 시험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학생의 학습능력이나 학습태도를 

평가하는 튜터평가의 결과를 활용한다면, 보다 포

으로 학생의 발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

이다. 

  튜터평가가 학생평가와 지도를 해 활발하게 활

용되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조건들이 먼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보다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튜터평가 도

구가 개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튜터평

가지의 경우에도 활용 과정에서 많은 문제 들이 

발견되어 개정과정을 거치고 있다. 튜터들이 이해하

기 힘든 용어나 측정하고자 하는 요인들을 정확하

게 반 하지 못하는 문항들이 개정되어야 튜터평가

를 통해 보다 정확하게 학생들의 특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튜터들을 한 평가 련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PBL을 도입한 모든 학들에서 튜터들을 

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시간의 제약 등으로 인

해 평가에 련된 교육은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

하는 선에서 그치게 되기도 한다. 잘 구조화된 심리

검사지도 장시간의 사용자 교육을 받아야만 사용권

한을 부여하는데 비해, 튜터평가의 경우 평가 당일 

평가지를 배부 받아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이 평가

지가 어떤 이론  근거에 의해 개발되었고, 어떤 요

인을 측정하고 있으며, 수는 어떻게 산출되어 반

되는지에 한 상세한 정보의 제공과 활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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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상의 조건보다도 요한 것은 튜터평가

를 왜 사용하는지에 한 공감 의 형성이다. 왜 

PBL을 통한 학습을 시험만으로 평가하면 안 되는

지, 왜 튜터평가와 같은 교수에 의한 수행평가가 함

께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한 공감 가 먼  형성

되어야 한다. 교육방법은 PBL을 채택하면서도 공정

성의 보장이나 운 상의 편리함을 이유로 평가는 

선다형이나 단답형의 시험에만 으로 의존한다

면, 문제해결능력과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향상시

킨다는 PBL의 목 은 달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러한 공감  에서 튜터평가를 통해 무엇을 측정

할 것인가에 한 합의가 도출될 때 튜터평가의 효

용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 로 튜터평가를 포함한 PBL

에서의 평가와 련된 후속연구의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주도학습 비도와 학습

지향성이 튜터평가 수에 미치는 향을 통해 튜

터평가가 측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자

기주도학습 비도와 학습지향성이 PBL을 통해 향

상시키고자 하는 능력과 많은 련이 있기는 하나, 

튜터평가가 측정하는 모든 측면을 포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학습스타일이나 메타인지능력 등 학

습과정과 결과에 향을 미치는 다른 평가도구들을 

통해 얻은 결과들을 활용한다면 PBL에서 튜터평가

가 평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

을 것이다. 

  나아가 종단 인 연구를 통해 PBL에서 튜터들에

게 높은 평가를 받은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자기주

도 인 학습자로서 살아갈 가능성이 더 높은지를 

밝 낸다면, PBL에서의 다양한 수행평가방법 활용

에 한 이론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성균 의과 학에서 사용한 

한 가지 튜터평가지에 의한 결과만을 분석에 활용

하 다. 그 기 때문에 엄격하게 말하자면 본 연구

의 결과는 튜터평가가 측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 다기보다는 성균 의과 학의 튜터평가지가 

측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PBL을 도입한 부분의 의과 학들이 자

기 학의 형편에 맞는 튜터평가 도구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튜터평가 도구의 하 요인과 문항

구성, 수산출기  한 다양하다. 그 기 때문에, 

튜터평가가 측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기 해서는 여러 도구를 사용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기주도학습 비도

를 PBL에 의해 변화하는 특성이 아니라, 개인이 이

미 가지고 있는 요인으로 간주하 다. 이는 PBL 교

육과정을 통해 자기주도성이 반드시 향상되는 것은 

아니라는 선행연구들의 결과 (Miflin et al., 1999; 

Harvey et al., 2003)에 기 한 연구설계이다. 본 연

구의 자료에서도 본격 인 PBL 교육과정을 아직 경

험하지 않은 본과 1학년과 1년간의 경험이 있는 본

과 2학년 간에 자기주도학습 비도 검사 수의 유

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PBL 교육과정이 자기주도학습 비도의 

상승을 일으킨다는 연구결과 (Shokar et al., 2002)도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의과 학에서 도입한 

PBL이 자기주도  학습에 어떠한 향을 미치고 있

으며 이러한 향이 PBL 교육과정의 형태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한 보다 체계 인 연구가 

필요하다. 

  사용된 도구가 완 히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직

인 비교는 어려우나, 본 연구와 국내 일개 의과

학생들을 상으로 한 선행연구 (채수진 등, 2003)

에서 SDLRS로 측정한 한국 의과 학생들의 자기주

도학습 비도는, 미국 의과 학생들 (Shokar et al., 

2002; Harvey et al., 2003)에 비해서 낮으며 국내의 

일반 인 성인학습자 (유귀옥, 1997)보다도 낮은 편

이다. 이러한 낮은 자기주도학습 비도가 PBL에 

한 학생의 응도와 PBL의 교육효과에 향을 미

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Colliver (2000)는 메타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PBL 

교육과정의 효과에 해 분석한 연구를 통해,  PBL

의 효과처럼 보이는 것은 실제로는 PBL 교육과정을 

선호하는 학생들의 특성을 반 한 것뿐이라고 주장

하 다. 이 연구의 결론에 한 논쟁 (Farrow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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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an, 2003)이 계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교육방법과 

학습자의 특성은 상호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PBL

의 성공 인 도입을 해서는 우리나라 의과 학생

의 특성을 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련하여 연구가 필요한  하나의 주제는, 

우리나라 의과 학생들의 상 으로 낮은 자기주

도학습 비도가 의과 학 입학 에 이미 형성된 

것인지, 아니면 의과 학 입학 이후의 경험을 통해

서 형성되는 것인지 하는 것이다. 만약 의과 학생

의 낮은 자기주도학습 비도가 교수 심의 수업 

운 이나 암기 주의 시험 같은 의과 학 특유의 

학습 분 기에 의해서 으로 형성되는 것이라면, 

교육과정의 개선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는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주도  학습에 한 

비가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이 의과 학에 입학하

고 있다면, 변화하는 의학교육 과정에 맞는 학생들

을 선발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기 한 노력이 있

어야 할 것이다.    

  모든 교육방법이 소기의 효과를 달성하기 해서

는 그에 맞는 평가방법이 뒤따라야 한다. 의학교육

의 개 을 해 의사국가시험의 개 을 먼  논의

하는 것처럼 교육개 에 한 논의의 심에 반드

시 평가방법의 개선에 한 논의가 자리 잡는 것도, 

교육과정 운 에서 평가의 요성을 보여주는 상

이라 할 수 있다. 

  PBL이 학습자 심 인 교육이라는 본래의 정신

을 제 로 실 하기 해서는 PBL다운 평가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 까지 많은 국내 의과 학이 

PBL을 다른 교육과정을 보완하는 형태로 도입했기 

때문에 PBL에서의 평가에 한 논의도 개 이상

인 형태의 평가방법을 탐색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왔

다. 그러나 앞으로 의과 학 교육과정에서 PBL을 

비롯한 개 인 교육과정이 차지하는 비 은  

높아질 것이고, 통 인 필기시험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평가방법의 용을 한 보다 실제 인 논

의의 필요성도  커질 것이기 때문에, 실제 자료

에 근거한 연구와 학 간의 정보교류가 보다 활성

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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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요인 문항

학업지향

지 까지 학생활을 하면서 나는

   1. 학업에 충실한 편이었다.

   2. 만족할만한 학업성취를 한 편이다.

   3. 나에게 맞는 학업계획을 세워서 실천했다.

학문지향

지 까지 학생활을 하면서 나는

   1. 독서와 연구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

   2. 학술 인 활동이 성에 맞는다고 느끼게 되었다.

   3. 졸업 후에도 학문 인 탐색을 계속 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게 되었다.

부록 1. 학습지향성 척도의 구성과 문항 

PBL 학생평가서(Tutor용)
                                                                 

    Unit            평가일           PBL(   )조    평가자             

  평가항목 평가 상 학생이름 / 평가

  평가표시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나쁨

                      4       3       2       1      0

 1. 출석 / 시간 지키기

 2. 동료들에 한 의를 지킨다.

 3. 활발하게 참여한다.

 4. 도와주고 동한다.

 5. 스트 스에 한 반응과 처가 우수하다.

 6. 내용을 잘 이해한다.

 7. 내용을 다각 으로 분석하고 문제를 제기한다.

 8. 진행에 도움이 되는 질문과 발언을 한다.

 9. 가설을 잘 세우고 이유를 잘 설명한다.

10. 지식을 용하고 책을 수립하는 응용력이 있다.

11. 체를 종합하고 핵심을 정리한다.

12. 지식이 많고 깊이가 있다.

13. 의학용어를 정확하고 유용하게 사용한다.

14. 알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하게 추구한다.

15. 동료에게 도움이 되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

16. 한 학습항목을 도출한다.

17. 참고서 을 폭 넓고 깊이 있게 잘 활용한다.

18. Resource Person과 계기 을 잘 활용한다.

19. 학습내용을 충실하게 잘 정리하여 발표한다.

20. 동료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1. 총평

부록 2. 튜터평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