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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goals, methods and opinions of medical 

students on self-directed learning (SDL) and to compare the self-assessments with faculty-evaluations.

  Methods: The study group included 90 medical students doing their clerkship in the department of 

Laboratory Medicine, Mokdong Hospital, Ewha Womans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from August 2005 to October 2006. Students were asked to review cases, formulate learning 

goals, implement appropriate learning strategies and present learning outcomes. Students' opinions on 

SDL were collected. Their self-assessments were compared with the faculty evaluation scores using 

the same checklist. Three groups were defined according to the faculty scores: scores >12, high; 

scores 10～12, middle; scores <9, low.

  Results: SDL was helpful in increasing confidence in students’ own learning abilities and in raising 

interest in the patient-doctor relationship. Some students had difficulty formulating learning goals on 

their own. The mean of the self-assessment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faculty mean

(11.8±2.1 vs. 10.9±2.3, p=.005). Rater agreement by items was approximately 30%. There was 

significant interaction between raters and group. Among the ‘high’ group, 55% under-rated their scores 

to middle or low levels, whereas 66% of the ‘low’ group rated themselves higher to high or middle 

levels. Spearman's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faculty’s and student's scores was r=.219 (p=.038) 

and 4.4% of the faculty evaluations was predicted by the self-assessment scores.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SDL is an effective learning tool during clerkship. Since 

students' scores did not correlate with those of the faculty’s, students need to develop appropriate 

self-assessment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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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자기주도학습이란 학습자 본인이 학습이 필요하

다는 동기를 스스로 유발하여 학습목표를 직  세

우고 학습 과정을 계획하며, 이에 따라 학습에 필요

한 자료를 수집하고 한 학습활동을 수행한 후, 

학습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한

다 (Abraham et al., 2005; Ainoda et al., 2005; 

Hiramanek, 2005; Levett-Jones, 2005). 특히 자기주

도학습 과정 에 포함되어 있는 자기평가는, 학습

자 본인이 자기 성찰을 통하여 본인의 강 과 취약

을 스스로 악하고 평가하여 부족한 을 스스

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므로, 자기주도

학습 형태를 지속시키고 발 시키는 데 요한 요

소  하나이다 (Violato & Lockyer, 2006). 

  최근 계속 으로 변화하고 발 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의사들의 평생 학습의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자기주도학습은 학습에 한 일차 인 책임을 

학습자 본인이 맡게 되므로, 자율 이고 지속 으로 

배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평생 학습의 요한 기

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평생 학습이 필요한 의사

들에게 있어 자기주도학습은 꼭 필요한 요건이다.

  자기주도학습을 증진시키는 교육방법의 표 인 

로 학습포트폴리오 작성법이나 문제바탕학습법 

등을 들 수 있다. 국내의 많은 의과 학들이 문제바

탕학습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Chae et al., 2004; Kim 

et al., 2005; Dolmans et al., 2005), 부분 임상 실

습을 시행하기 이 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임상 실

습 에는 자기주도학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

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학생들

이 임상 실습 기간  실제 환자의 차트를 검토하도

록 한 후, 학생 본인이 학습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자기주도학습을 수행하도록 하 다.

  본 연구의 목 은 진단검사의학 임상 실습 에 

자기주도학습을 수행한 후 학생들이 세운 학습목표 

 학습 방법을 알아보고, 자기주도학습에 한 학

생들의 의견을 조사하 다. 한 학생 본인이 자기

평가 한 결과와 교수가 평가한 수를 비교, 분석함

으로써 기존에 일반 으로 행해진 교수 평가에 비

하여 학생의 자기평가에 특정한 차이나 경향이 있

는가를 악하고자 하 다. 

상  방법

가. 연구 상  방법 

1) 자기주도학습 방법을 이용한 임상실습

  본 연구의 상은 2005년 8월부터 2006년 10월까

지 이화여자 학교 의과 학 부속 이 목동병원에

서 진단검사의학 실습을 수행하 던 본과 3학년과 

4학년 학생 90명이며, 한 조는 4～5명의 학생으로 

구성되었다.

  실습 첫날 교수가 염색체 이상 는 선천성 이상

이 있었던 환자 증례를 선택하여 학생들에게 주었

다. 학생들이 직  환자의 차트 체를 모두 검토하

도록 하 으며, 같은 조는 동일한 증례를 검토하도

록 하 다. 

  염색체 이상에 한 증례는 다운증후군, 터 증후

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타우 증

후군, 삼  X 증후군 (Triple X)과 비균형 좌 염색

체 이상을 가진 환자가 포함되었다. 선천성 이상에 

한 증례는 선천성 심장기형, 애매한 성기 (ambi-

guous genitalia), 선천성 부신피질 비 (congenital 

adrenal hyperplasia), 안드로젠 불감증 (androgen insen-

sitivity syndrome) 환자가 포함되었다. 

  학생이 환자의 차트를 직  검토 후, 본인이 각자 

공부하고 싶은 부분에 해 학습목표를 자유롭게 

세우도록 하 으며, 학습목표의 수는 제한하지 않았

다. 한 학습목표 달성을 해 선택한 학습 략 

 방법을 모두 기록하고, 계획에 따라서 시행한 학

습의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하 다. 실습 마지막 날

에는 학생이 각자 비하 던, 학습목표, 목표 설정 

이유, 목표 달성을 한 계획과 이에 해 학습한 

자료  내용을 조원들 앞에서 발표하도록 하 다. 

한 발표한 내용에 해 조원들끼리 자유롭게 질

문하거나 토론하도록 하 다.

2) 자기평가 분석 방법 

  의 과정을 마친 후 자기주도학습에 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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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 Checklist for Faculty's Evaluation and Student's Self-assessment

Item
Score*

1 2 3 4 5

1. How do you judge your competence in setting a learning goal and in selecting 

learning strategies for achieving the goal?

2. Did you implement the learning process according to your learning strategies?

3. Did you perform the self-directed learning to your best?

*Score: 1=very poor; 2=poor; 3=fair; 4=good; 5=excellent.

들의 의견을 조사하기 하여 개방형 질문을 제시

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도록 하 다. 

  학습에 한 평가에 있어서 교수와 학생 모두 동

일한 체크리스트를 이용하도록 하 다 (Table I). 체

크리스트는 5  척도를 가진 3개 문항으로 구성하

다. 평가지 문항은 담당 교수가 자기주도학습을 

시행할 때 필요하다고 단되는 요소들로 구성하

는데, 첫째 학습목표 설정  략 수립 능력이 충

분한지 여부 (문항 1), 둘째, 설정한 목표와 략에 

따라 학습을 실제 수행하 는지 여부 (문항 2), 셋

째, 자기주도학습을 성실하게 시행하 는지 여부

(문항 3)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 다 (Table I). 

  한 각 문항에서 가장 잘한 경우 5 으로 평가

하 으며 총 15 이 만 이었다. 1 은 매우 부족, 

2 은 부족, 3 은 보통, 4 은 우수, 5 은 매우 우

수한 경우로 하 다. 학생들도 동일한 체크리스트에 

동일한 5  척도로 본인이 평가하도록 하 다. 학생

의 자기평가 수는 최종 실습 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공지하 다. 

  교수가 평가할 때 각 문항에 해서는 다음과 같

은 사항들에 해 을 두어 수를 주었다. 문항 

1에 한 평가는 해당 환자에서 요하고 필요한 학

습목표를 세웠는지 여부, 학습목표를 세운 동기와 

설정한 학습목표 내용이 구체 인지 여부, 략 수

립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에 하고 구체 인

지 여부 등으로 평가하 다. 문항 2에 한 평가는 

설정한 목표와 략에 따라 실제 어느 정도를 수행

했는지 여부를 평가하 다. 문항 3에 한 평가는 

이러한 학습 과정을 해 필요한 자료들을 얼마나 

성실하게 수집하고 정리하 는지, 한 학습한 내용

에 해 본인의 견해나 의견을 성실하게 잘 정리하

는지 등을 평가하 다.

  자기주도학습 수 에 따른 비교를 해서 학습 책

임  내용 문가인 담당 교수의 수를 기 으로 

구분하여 비교하 다. 교수가 평가한 수를 기 으

로 13～15 인 경우 상 집단, 10～12 은 집

단, 9  이하는 하 집단으로 구분하 다. 

나. 분석 방법

  자기주도학습에서 학생들이 설정한 학습목표는 의

학  지식분야와 인문사회학  지식 분야로 나 어

서 분석하 으며, 자기주도학습에 한 학생들의 의

견은 장 과 어려웠던 으로 나 어서 분석하 다.

  교수 평가 수와 학생의 자기평가 수의 차이

를 알아보기 해서 종속표본 t검정 (paired-sample 

t-test) 이용하여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 으며, 각 문

항별 자기평가와 교수 평가를 비교하기 하여 교

수 평가 수에서 자기평가 수를 뺀 차이 수를 

산출하고 이의 분포를 악하 으며, 각 문항별 채

의 일치도를 산출하 다. 한 동일한 상에 

해 채 자를 달리하여 반복 채 된 상황이기 때문

에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분할구획요인설계 (split-plot factorial design)

를 용하여 자기평가와 교수 평가의 차이를 검증

하고, 채  주체의 차이와 집단 간의 상호작용을 검

증하 다. 두 변수 간 상 성을 알아보기 해 스피



자기주도학습을 도입한 임상실습에서 의과 학생이 설정한 학습목표, 방법  의견과 자기평가 수의 분석

- 126 -

어만 순  상 계수 (Spearman rank order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산출하 으며, 향후 자기평가가 교수 

평가의 안으로 쓰일 수 있는가를 검증하기 하

여 자기평가의 교수 평가에 한 측력을 단순회

귀분석을 통해 추정하 다. 자료의 분석은 SPSS 

15.0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분석하 으며, 유의확

률이 .05 이하인 경우 유의한 것으로 보았다. 

결   과

가. 자기주도학습을 해 학생들이 설정한 학습목표 

  학습목표는 의학  지식 분야와 인문사회학  분

야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1명 학생이 여러 개의 학

습목표를 설정하기도 하 다.

1) 의학  지식 분야

  90명 학생  19명 (21.1%)은 선천성 질환 는 

염색체 이상을 산 에 진단할 수 있는 검사 종류에 

한 목표를 세웠다. 그 외에도 선천성 질환 는 

염색체 이상이 발생하는 원인, 기 , 유 양식  빈

도에 한 내용을 학습목표로 세웠으며 (18명, 20%), 

이러한 질환들의 임상 양상  진단 (18명, 20%)과 

치료  후 (15명, 16.7%)에 한 내용들이 목표

에 포함되었다. 한 염색체 검사의 결과 해석 방법

(6명, 6.7%)과 유 학  상담에 해 (3명, 3.3%) 목

표를 세웠다.

2) 인문사회학  지식

  9명 (10%)은 선천성 질환 는 염색체 이상 질환

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삶의 질 (사회 응 여부, 직

업 황, 교육 정도 등)이 어떠한지에 해 조사하

는 것을 학습목표로 세웠다. 그 외에도 환자들의 정

신학  문제 (5명, 5.6%), 낙태법  유산의 윤리

 문제 (4명, 4.4%), 선천성 질환을 산 에 진단하

기 한 검사의 윤리  문제 (3명, 3.3%), 유 질환

의 치료 비용  보험 황 (2명), 선천성 질환의 정

부 복지 사업과 의료제도 지원 황  장애인의 등

(2명), 산  진단 결과를 알려주는 과정에서 의사

의 역할과 부모의 의사 결정에 미치는 향 (2명), 선

천성 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가족들의 역할 (1명), 일

반인들이 인터넷에서 얻는 의학 지식이 올바른지 

여부 (1명)에 한 조사가 학습목표에 포함되었다.

나. 학습목표 달성을 해 학생들이 선택한 학습방법

  학생들은 다양한 학습 방법을 선택하 는데, 교과

서, , 인터넷 검색을 기본으로 하 다. 그 외에

도 신문기사, 뉴스, 다큐멘터리, 화, 책 (장애인에 

한 소설, 만화), 환자  가족 동우회 모임, 의료와 

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건

강보험공단, 의료보험법 등) 등에서 정보를 얻었다. 

한 2명의 학생은 유 질환과 련 있는 문의를 

직  찾아가서 진단과 치료에 한 질문과 토론 후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하 다.

다. 자기주도학습에 한 학생들의 의견

  자기주도학습의 장 에 한 의견 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문의 즐거움, 성취감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던 이 좋았다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

다 (70명, 77.8%). 한 자료 탐색의 요성을 깨달

았고 검색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37명, 41.1%), 앞으

로 의사가 되었을 때 환자에게 근하는 방법을 알

게 되었고, 환자-의사 계에 해서도 심을 가지

게 되었다고 하 다 (34명, 37.8%). 그 외에도 형식

에 얽매이지 않고 원하는 학습목표를 자유롭게 선

택하고 그 주제를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었던 

(27명, 30%), 다른 주제에 해서도 더 공부하고 싶

은 의욕을 느낄 수 있었던 (14명, 15.6%), 같은 

증례에 해 여러 학생들이 다양한 학습목표를 가

지고 다른 각도에서 공부한 것을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하 다 (9명, 10%).

  자기주도학습에서 힘들었던 은 학습목표를 본

인이 직  세워야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어려웠다

고 하 다 (19명, 21.1%). 한 학습목표를 세우고 

계획한 로 실행하기에 시간이 부족하 으며 (17명, 

18.9%), 원하는 자료를 찾을 수 있는 환경 (도서  

문을 일  닫음, 외국 문헌은 체 본문을 보기 어

려움 등)이 미흡하다고 하 다 (4명, 4.4%). 그 외에

도 본인이 정한 학습목표 외에 다른 부분을 공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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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I. Comparison of Faculty's Evaluation and Student's Self-assessment (n=90)

 Checklist
Faculty Student

t-stat
Mean Standard 

Deviation Mean Standard 
Deviation

Item 1

Item 2

Item 3

 3.71 

 3.68 

 3.53 

 .81 

 .83 

 .88 

 3.61 

 3.88 

 4.24 

 .87 

 .83 

 .78 

   .877

-1.769

 -6.226*

Total 10.92 2.29 11.77 2.09   -2.903*

*p<.05.

Fig. 1. Distribution of score difference (faculty rating - 
student rating) by item.

지 못하는 들이 불안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2명, 

2.2%).

라. 학생의 자기평가와 교수 평가 결과 비교 

1) 자기평가와 교수 평가 수의 평균 비교

  임상실습  수행한 자기주도학습에 한 학생들

의 자기평가와 교수 평가 수의 기술통계 분석 결

과에 따르면 (Table II), 학생들의 자기평가 수의 

평균은 11.8 으로 교수가 평가한 수 평균인 10.9

 보다 높았으며, 이는 유의수  .05에서 통계 으

로 유의하 다. 

  문항별 평균 수를 비교해 보면, 자기주도학습을 

한 목표  략 수립 능력 (1번 문항)에 한 평

가에서는 교수 평가 수가 높고, 자기보고의 성격

이 강한 학습수행 능력 (2번 문항)과 자기주도학습

의 성실성 (3번 문항)에 한 문항에서는 학생의 자

기평가 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3번 문항에 

해서만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 자기평가와 교수 평가의 문항별 비교

  각 문항별 자기평가와 교수 평가를 비교하기 

하여 교수 평가 수에서 자기평가 수를 뺀 차이

수를 Fig. 1과 같이 도식화하 다. Fig. 1에서 0에 

해당하는 부분은 교수와 학생의 자기평가 결과가 

일치한 비율을 나타내며, 차이 수가 양수인 경우에

는 교수가 더 높은 수를  것이고 음수인 경우에

는 자기평가 수가 더 높게 나타난 경우이다. 

  그 결과를 문항별로 살펴본 결과, 비교  객

인 평가 기 을 용하기 용이한 목표  략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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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II. Descriptive Statistics by Group

Group* n

Faculty Student

Mean
Standard 

Deviation
Mean Standard Deviation

High

Middle

Low

20 

41 

29 

14.35 

11.00 

 8.45 

 .75 

 .77 

 .87 

12.10 

11.98 

11.24 

2.22 

1.98 

2.12 

Total 90 10.92 2.29 11.77 2.09 

*Group: level of self-directed learning by faculty evaluation.

Table IV. Repeated Measure ANOVA Table

Source SS df MS F-stat

Between subjects

Group
†

Error

273.578 

244.066 

 2

87

136.789 

  2.805 

48.760*

Within  subjects

Ratings
‡

Ratings* Group

Error

 32.089 

151.169 

187.742 

 1

 2

87

 32.089 

 75.584 

  2.158 

14.870*

35.026*

*p<.05, †group: level of self-directed learning by faculty evaluation, ‡ratings: rating1=self-assessment score, 

rating2=faculty evaluation score.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에 비하여 학습수행 능력, 수

행의 성실성에 한 평가에서 교수보다 학생이 더 

높은 수를 주는 비율이 높았다. 이들 문항은 상

으로 평가에 있어서 주 성이 개입되기 쉬운 문

항이고, 이러한 경우 학생들은 교수보다는 한 

기 으로 자신의 자기주도학습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세 문항의 자기평가와 

교수 평가의 일치도는 각각 32.2%, 37.8%, 28.9%로 

나타났고, 학습 수행 능력 (2번 문항)에 한 평가에

서의 일치도가 상 으로 높게 나타났다.

3) 자기주도학습 수 에 따른 자기평가와 교수 평

가의 집단별 비교

  교수의 평가 결과를 기 으로 자기주도학습 수

에 따른 집단을 구분하여 집단별 기술통계치를 

Table III에 제시하 다. 간 수 의 평균은 약 11

으로 비슷하 으나 상 집단의 경우 교수 평가는 

14.35 인데 비하여 자기평가 평균은 12.1 으로 낮

게 나타났다. 그러나 하 집단의 경우에는 교수 평

가 (평균 8.45 )에 비하여 자기평가 수 (평균 

11.24)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평가주체와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수 에 따라 평

가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통계 으로 검증하

기 하여 분할구획요인 설계에 의한 반복측정 분

산분석을 시행한 결과 (Table IV), 자기주도학습 수

에 따라 자기주도학습 평가 수에 유의한 차이

가 있었으며 (F=48.76, p<.05), 채 자에 따라서도 

자기주도학습 평가 수가 달랐다 (F=14.87, p<.05). 

한 집단과 채 자에 따른 상호작용이 유의하 다

(F=35.026, p<.05). 이는 학생과 교수의 채  양상

이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는 의미이며, 이를 

도식화 한 Fig. 2를 보면, 상 집단 학생은 교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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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nteraction between rater and group (High Group: 

score >12; Middle Group: score 10～12; Low 
Group: score <9). 

낮게 평가하는 반면, 하 집단 학생은 교수보다 높

은 수를 주었음을 알 수 있다. 

4) 자기평가와 교수 평가의 계  측력

  학생의 자기평가와 교수 평가 수 간 서열상

계수는 .219 (p=.038)로 유의한 상 이 있었다. 즉, 

학생의 자기평가에 의한 서열이 교수 평가의 서열

과 어느 정도의 상 이 있다는 의미이다. 보다 구체

으로 학생의 자기평가가 교수 평가 수를 어느 

정도 측할 수 있는가를 악하기 하여 회귀분

석을 실시한 결과, 학생의 자기평가가 교수 평가의 

4.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측력은 유의

수  .05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 고 산출된 회귀식

은 다음과 같았다. 식에 의하면 학생의 자기평가 

수가 1  높아질수록 교수 평가 수가 .23  향상

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aculty rating=8.21+.23 (student rating)

고   찰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임상 실습  환자 증례

를 검토 후, 스스로 학습목표를 세우고 이에 한 

학습방법을 선택하여 자기주도학습을 수행한 후 그 

결과에 한 자기평가를 실시하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학문의 즐거움과 자신감, 성취감을 

가지게 되었으며, 다른 주제에 해서도 더 공부하

고 싶은 의욕을 느 다고 응답하 다. 선행 연구에

서도 자기주도학습을 통하여 학습에 한 자신감을 

가지는데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의 학습에도 동기유

발이 되었다고 하 다. 한 같은 주제에 해 자기

주도학습을 시행한 집단과 강의를 들은 집단의 시

험 수를 비교하 더니, 자기주도학습 후 시험 성

이 더 높았다고 하 다 (Abraham et al., 2005). 이

와 같은 사실은 자기주도학습을 통해 학습에 한 

동기를 가지고 학습한 사람들이 수동 으로 학습한 

사람보다 더 효과 인 학습을 할 수 있음을 뒷받침

해 다.

  한 본 연구는 문제바탕학습과 같이 가상의 시

나리오가 아니고 실제 환자 차트를 검토하여 자기

주도학습을 시행하 는데, 학생들은 이러한 실제 상

황을 하면서 앞으로 의사가 되었을 때 환자에 

한 근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있어 좋았

다고 하 다. 그리고 학생들이 정했던 학습목표 내

용을 살펴보면 의학 지식에 한 분야뿐만 아니라, 

환자-의사 상호 계, 의사소통  윤리에 한 주

제들이 포함되었는데, 학생들은 자기주도학습을 통

해 이러한 분야에 더욱 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 학생들에게 주어진 증례가 선천

성 질환이라서 학생들이 와 같은 주제에 더 심

을 가질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각자 학습한 것을 교수

와 동료 앞에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같은 

환자 증례에 해 동료들이 다양한 학습목표를 세

우고 학습한 내용을 공유하고 이에 해 토의할 수 

있었던 이 좋았다고 하 다. 본 연구자는 이와 같

은 과정 이후에 학생들 사이에 질문과 토론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짐을 찰할 수 있었으며, 동 학

습을 진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 다른 동료들이 학습한 것을 찰하면서 각 개

인의 학습 동기 유발을 진시키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본인이 학습목표를 자유롭게 선택하

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학습한 것이 좋았다고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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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생도 있었지만, 오히려 본인이 학습목표를 직

 정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어렵다고 한 학생

도 있었다. 이는 아마도 교육자 주도 학습에 익숙해

져 온 학생들이 갑자기 자기주도학습 방법에 응

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반응으로 단

된다. 다른 문헌에서도 부분의 학생들은 교육자 

심의 학습 (teacher-centered approach)을 더 선호

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기주도학습 방법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교육자에 해 감을 가질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학생들의 좌 과 분노가 심하

여 오히려 학습이 일어나지 못할 수 있다고 하 다

(Levett-Jones, 2005).

  따라서 자기주도학습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상으로 자기주도학습을 효율 으로 시행하기 

해서는 이러한 학습의 목 과 방법을 학생들에게 

미리 교육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 본 연구에

서 학생들이 답한 것처럼 자기주도학습에 있어 학

습 자료를 수집하는 능력이 요하므로 자료 검색 

방법에 한 교육도 사 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고, 학생들이 원하는 자료를 충분히 수집할 수 있는 

한 교육 환경도 갖추어야 자기주도학습이 효과

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교육자

는 지식의 달자라기보다는 학습의 진자로서의 

역할이 더욱 요하다는 인식을 학생과 교육자 모

두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교육자는 학생

들이 학습에 한 필요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한 학습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을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수가 간에 학생들

이 세운 학습목표를 검해 주지 못하 는데, 교수

가 학습목표를 간에 검토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다면 더욱 효율 으로 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Knowles (1975)에 의하면 학생들이 새로운 주제

에 한 과거 경험이나 지식이 거의 없을 때는 자기

주도학습보다는 교육자 주도 학습이 더 할 수 

있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임상실습 에 시행하

여 학생들이 이미 강의를 통하여 기존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진 상태 으므로 한 시기에 시행되었다

고 생각한다. 

  자기주도학습에 있어서 요한 진요인 (facili-

tators)  하나는 학습결과에 한 자기평가 과정이

다. 즉, 본인의 강 과 취약한 을 정확하게 평가하

는 것은 자기주도학습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필수 인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 자기평가와 교수 

평가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학생들의 자기평

가 결과가 유의하게 높았다. 교수 평가와 학생 자기평

가 간에 상 성이 있었던 보고도 있었으나 (Mandel 

et al., 2005; Pierre et al., 2005), 부분 문헌에서는 

학생들의 자기평가는 교수 평가와 차이를 보여 학

생들의 자기평가가 정확하지 못하다고 하 다 (Das 

et al., 1998; Sullivan et al., 1999; Rudy et al., 2001; 

Mattheos et al., 2004; Weiss et al., 2005; Langendyk, 

2006). 

  한 본 연구에서 교수가 상 집단으로 평가한 

학생들의 경우는 오히려 교수보다 본인을 낮게 평

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교수가 하 집단으로 평가

한 학생들은 교수보다 자기평가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 교수 평가는 수의 폭이 8

에서 15  사이로 넓은데 반해, 학생들의 수는 11

에서 12  사이로 나와 립화한 경향을 보 다. 

이는 교수는 평가시 학생들의 수를 차별화 하려

는 노력을 하나, 학생들 본인이 평가할 때는 립화

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른 문헌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찾아볼 수 있는

데, 의과 학생  학습 수행 능력이 낮은 학생들은 

본인의 수행 능력을 과 평가하 고, 학습 수행 능

력이 높은 학생들은 오히려 본인의 능력을 과소평

가 하 다 (Das et al., 1998; Kruger & Dunning, 

1999; Langendyk, 2006). 문의들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동료평가에서 낮은 수를 받은 사람들

이 자기평가 수를 더 높게 평가하 고, 반 로 동

료평가에서 높은 수를 받은 문의들은 자기평가

를 낮게 하는 경향이 있었다 (Davis et al., 2006; 

Violato & Lockyer, 2006). 

  의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학습 수행 능력이 낮

은 학생들은 도달하고 수행해야 할 학습목표와 기

에 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본

인의 취약 을 제 로 평가하고 있지 못함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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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본인의 수행 능력을 정확하게 단하는 능력

이 없이는 학생들이 한 목표를 세우고, 목표에 

도달하기 한 략 (strategies)을 세워서 실천하고 

목표에 도달하 는지 평가하는 자기주도학습 과정

을 지속시키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자기평가능력이 

부 한 학생들은 한 되먹임을 통해 자기평가 

능력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학습 수행 능력이 높은 학생들이 자기평가를 낮

게 하는 것은, 학습목표와 기 에 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만, 본인에 한 기 치가 높아 본인

의 학습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

라서 수행 능력이 높은데도 자기평가를 낮게 하는 

학생들에게는 정 인 되먹임과 격려를 통하여 본

인의 수행능력에 한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

하다. 

  자기평가는 성별의 차이도 있는 것으로 보고하

는데, 여자가 남자보다 자기평가를 더 낮게 하는 경

향이 있다고 하 다 (Das et al; 1998; Lind et al., 

2002; Bryan et al. 2005; Minter et al., 2005; Chaves 

et al., 2006). 본 연구자의 경우는 연구 상이 모두 

여자 으므로, 성별의 차이는 알 수 없었으나 여학

생 사이에서도 수행능력이 낮은 학생들이 과 평가

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 다.

  정확한 자기평가 능력은 로 습득되어 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우고 향상시켜야 하는 기술 

 하나이다. 의사에게 자기평가 기술이 부족할 경

우, 이는 그 로 환자 진료에 향을 미치게 되어 

큰 문제를 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의과 학교 교육

과정 목표는 임상  기술, 지식, 태도 습득 외에도 

정확한 자기평가 기술을 익힐 수 있는 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한다. 

  결론 으로 임상 실습  환자 증례를 통해 자기

주도학습을 시행한 결과, 학생들이 학문에 한 자

신감을 가질 수 있었으며, 환자-의사 계에도 심

을 가질 수 있었다. 교수가 학생들이 한 학습목

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료 검색 방법에 

한 교육과 환경을 보완한다면, 더욱 효과 으로 

자기주도학습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한 자기평가와 교수 평가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자기평가 양상이 상 , , 하  집단의 수

에 따라 교수 평가와 다르게 나타났으며 설명력

도 5% 이내 다. 따라서 자기평가 결과가 교수 평

가를 체하지는 못하며, 향후 자기평가가 부 한 

학생들은 교수가 되먹임을 통하여 이를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자기평가에서 립

화 반응을 지양하고 보다 변별력 있게 평가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자기평

가 에 한 경험이 학생의 학습동기 유발과 자기 개

선에 도움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생들을 지도하

는데도 유용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감사의  

  진단검사의학과 실습  자기주도학습  자기평

가에 참여했던 모든 학생들에게 감사의 을 합

니다.

참 고 문 헌

Abraham, R.R., Upadhya, S., & Ramnarayan, K. 

(2005). Self-directed learning. Adv Physiol Educ, 

29(2), 135-136. 

Ainoda, N., Onishi, H., & Yasuda, Y.(2005). Defini-

tions and goals of “self-directed learning” in 

contemporary medical education literature. Ann 

Acad Med Singapore, 34(8), 515-519.  

Bryan, R.E., Krych, A.J., Carmichael, S.W., Viggiano, 

T.R., & Pawlina, W.(2005). Assessing professio-

nalism in early medical education: experience 

with peer evaluation and self-evaluation in the 

gross anatomy course. Ann Acad Med Singapore, 

34(8), 486-491. 

Chae, S.J., Shin, J.S., & Lee, Y.S.(2004). Compa-

rison of the academic achievement by self- 

directed learning readiness levels in a hybrid 

problem based learning course. Korean J Med 

Educ, 16(3), 281-288.

Chaves, J.F., Baker, C.M., Chaves, J.A., & Fisher, 



자기주도학습을 도입한 임상실습에서 의과 학생이 설정한 학습목표, 방법  의견과 자기평가 수의 분석

- 132 -

M.L.(2006). Self, peer, and tutor assessments of 

MSN competencies using the PBL-evaluator. J 

Nurs Educ, 45(1), 25-31. 

Das, M., Mpofu, D., Dunn, E., & Lanphear, J.H. 

(1998). Self and tutor evaluations in problem- 

based learning tutorials: is there a relationship? 

Med Educ, 32(4), 411-418. 

Davis, D.A., Mazmanian, P.E., Fordis, M., Van 

Harrison, R., Thorpe, K.E., & Perrier, L.(2006). 

Accuracy of physician self-assessment compared 

with observed measures of competence: a 

systematic review. JAMA, 296(9), 1094-1102.

Dolmans, D.H., De Grave, W., Wolfhagen, I.H., & 

van der Vleuten, C.P.(2005). Problem-based 

learning: future challenges for educational prac-

tice and research. Med Educ, 39(7), 732-741. 

Hiramanek, N.(2005). Self directed learning and 

continuing medical education. Aust Fam Physician, 

34(10), 879-880. 

Kim, J.Y., Son, H.J., Kim, J.H., & Hong, K.P.

(2005). Does tutor evaluation in the PBL course 

assess different aspects of learning from what 

written examination assesses? Korean J Med 

Educ, 17(1), 37-47.

Knowles, M.(1975). Self directed learning: a guide for 

learners and teachers. New York: Association 

Press.

Kruger, J., & Dunning, D.(1999). Unskilled and 

unaware of it: How difficulties in recognizing 

one's own incompetence lead to inflated self- 

assessments. J Pers Soc Psychol, 77(6), 1121- 

1134. 

Langendyk, V.(2006). Not knowing that they do not 

know: self-assessment accuracy of third-year 

medical students. Med Educ, 40(2), 173-179. 

Levett-Jones, T.L.(2005). Self-directed learning: impli-

cations and limitations for undergraduate nursing 

education. Nurse Educ Today, 25(5), 363-368.

Lind, D.S., Rekkas, S., Bui, V., Lam, T., Beierle, E., 

& Copeland, E.M. 3rd(2002). Competency-based 

student self-assessment on a surgery rotation. J 

Surg Res, 105(1), 31-34. 

Mandel, L.S., Goff, B.A., & Lentz, G.M.(2005). 

Self-assessment of resident surgical skills: is it 

feasible? Am J Obstet Gynecol, 193(5), 1817- 

1822.

Mattheos, N., Nattestad, A., Falk-Nilsson, E., & 

Attstrom, R.(2004). The interactive examination: 

assessing students' self-assessment ability. Med 

Educ, 38(4), 378-389. 

Minter, R.M., Gruppen, L.D., Napolitano, K.S., & 

Gauger, P.G.(2005). Gender differences in the 

self-assessment of surgical residents. Am J Surg, 

189(6), 647-650. 

Pierre, R.B., Wierenga, A., Barton, M., Thame, K., 

Branday, J.M., & Christie, C.D.(2005). Student 

self-assessment in a paediatric objective struc-

tured clinical examination. West Indian Med J, 

54(2), 144-148. 

Rudy, D.W., Fejfar, M.C., Griffith, C.H. 3rd, & 

Wilson, J.F.(2001). Self-and peer assessment in a 

first-year communication and interviewing course. 

Eval Health Prof, 24(4), 436-445.

Sullivan, M.E., Hitchcock, M.A., & Dunnington, 

G.L.(1999). Peer and self assessment during 

problem-based tutorials. Am J Surg, 177(3), 266- 

269. 

Violato, C., & Lockyer, J.(2006). Self and peer 

assessment of pediatricians, psychiatrists and 

medicine specialists: implications for self-directed 

learning. Adv Health Sci Educ Theory Pract, 

11(3), 235-244. 

Weiss, P.M., Koller, C.A., Hess, L.W., & Wasser, 

T.(2005). How do medical student self-assessments 

compare with their final clerkship grades? Med 

Teach, 27(5), 445-449.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901a8fc7684c976262535370673a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8fdb884c9ad88d2891cf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ef5728684c9762537088686a5f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4e0a73725f979ad854c18cea7684521753706548679c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6c00e60073006e0069006e0067002e002000440065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c00200076006f006e002000640065006e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8006f00630068007700650072007400690067006500200044007200750063006b006500200061007500660020004400650073006b0074006f0070002d0044007200750063006b00650072006e00200075006e0064002000500072006f006f0066002d00470065007200e400740065006e002000650072007a0065007500670065006e0020006d00f60063006800740065006e002e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5006e006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4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ESP <FEFF005500740069006c0069006300650020006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6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6f006e007300650067007500690072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5006e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20006500730063007200690074006f00720069006f00200079002000680065007200720061006d00690065006e00740061007300200064006500200063006f00720072006500630063006900f3006e002e0020005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64006f0073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FRA <FEFF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63006500730020006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6100660069006e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e90070007200650075007600650073002000650074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730020006400650020006800610075007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73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1006e0074006500730020006400650020006200750072006500610075002e0020004c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e900e90073002000700065007500760065006e0074002000ea0074007200650020006f007500760065007200740073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610069006e007300690020007100750027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74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73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73002e>
    /ITA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7a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40069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730075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6e0074006900200065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740069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JPN <FEFF9ad854c18cea51fa529b752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c730b930af30c830c330d730d730ea30f330bf3067306e53705237307e305f306f30d730eb30fc30d57528306b9069305730663044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370c2a4d06cd0d10020d504b9b0d1300020bc0f0020ad50c815ae30c5d0c11c0020ace0d488c9c8b85c0020c778c1c4d560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voor kwaliteitsafdrukken op desktopprinters en proofers.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6006f0072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100760020006800f80079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0007000e500200062006f007200640073006b00720069007600650072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3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6006f0072006d00610020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5006d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0006500200064006900730070006f00730069007400690076006f0073002000640065002000700072006f00760061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900610064006f0073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6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f5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b00e40079007400e40020006e00e400690074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90061002c0020006b0075006e0020006c0075006f007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40065006a00610020006c0061006100640075006b006100730074006100200074007900f6007000f60079007400e4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6a00610020007600650064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760061007200740065006e002e00200020004c0075006f006400750074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9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69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3a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9006c006c0061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f006d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600f60072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6500720020007000e5002000760061006e006c00690067006100200073006b0072006900760061007200650020006f006300680020006600f6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2e002000200053006b006100700061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30068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tru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tru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LeaveUntagged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