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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바탕학습을 접목한 문제바탕학습 운영 경험

가천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1의학교육실, 2흉부외과학, 3내과학, 4신경외과학

박귀화1, 박철현2, 정욱진1,3, 유찬종4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implementation of problem-based learning (PBL), in combination with 
team-based learning (TBL), in an integrated curriculum at Gacho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Methods: The study methods included in-depth interviews and an open questionnaire. The subjects of the study comprised 5 faculty
members and 38 second-year graduate students. 
Results: PBL, combined with TBL, was not helpful in enhancing student ability with regard to reasoning and self-directed learning.
This program also had negative effects, increasing student tension and interfering with the dynamics of discussions due to frequent
tutor intervention. 
Conclusion: Overall, PBL that is combined with TBL was a less useful method than PBL only. We recommended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rogram and attempting to develop better programs that mix the positive aspects of TBL and P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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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의과대학생들의 학습 흥미를 유발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을 

권장하고자 많은 의과대학이 강의식 수업 이외에 다양한 수

업방법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 하

나가 문제바탕학습(problem-based learning, PBL)이며, 최

근 국내 몇 개 대학에서는 팀바탕학습(team-based learning, 

TBL)을 시도하고 있다.

  PBL은 튜터(tutor)가 이끄는 소규모 학습방법으로서 임상

의 실제 상황을 단계적으로 학생들에게 제시하여 학생 스스

로 문제를 만들고 학습목표를 도출하게 함으로써 공부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1]. 학생들은 PBL에서 제시된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을 하면서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배

양할 수 있지만, 튜터 간 평가의 비일관성, 튜터 간 개입 수준

의 차이, 학습활동에서의 무임승차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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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반면 TBL은 강의식 수업장소에서 학생들이 사전지식

을 습득한 후 소규모 팀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토론하는 것으

로 개개인 및 그룹 간의 협동 등을 판단하는 데 적절하다는 

장점이 있으나[2,3], 특정 지식만을 실제문제에 적용함으로

써,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단점

이 있다.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통합교육과정에 대한 동기 유발을 촉

진하고자 통합교육과정 이전에 해당 통합강의와 관련된 PBL

을 진행하고 있다. PBL에서 학생들이 지적한 공통된 문제점

은 토론 과정에서 도출된 학습목표가 사례에서 의도했던 목

표와 일치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었다. 또한 그룹에서 도출

된 학습목표를 위주로만 학습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 과정에

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학습목표 중 누락된 것은 없는지, 과연 

학습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었

다. 그리고 사전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PBL 토론과정에 진

척이 없거나, 핵심을 겉도는 피상적인 진행이 지속된다는 것

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보고자 TBL 과정 중

에 사전 읽기자료 제공과 학습목표 사전 제시 활동을 기존 

PBL 과정에 접목하여 보고자 하였다. 왜냐하면 TBL에서는 

사전 읽기 자료를 제공하여 학습의 범위를 설정해 주기 때문

에 PBL 보다는 학생들에게 보다 명확한 학습 방향을 제시해 

주는 장점이 있고, 학생들이 충분한 사전 지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

시험(individual readiness assurance test, IRAT)으로 학습 

수준을 평가하여 피드백이 가능하다. 따라서 TBL의 사전학

습과제 제시와 IRAT를 PBL 진행과정에 도입한다면 PBL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여러 대학들이 PBL을 시행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

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여 왔지만[4,5], PBL에 TBL과 같

은 다른 교육방법을 접목하여 시도해 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

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시도는 미리 학습목표를 명확히 제시

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습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토

론 중간에 학습한 내용에 대한 퀴즈를 실시함으로써 학생들

의 이해 수준을 점검하고 피드백 함으로써 학생들의 적극적

인 참여를 유도하고, 토론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대상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의학전문대학원 2학년 교

육과정 중 PBL에 참여한 학생 38명과 튜터 5명을 연구 대상

으로 하였다. 학생의 분포는 남학생이 24명, 여학생이 14명이

고, 튜터로 참여한 교수는 모두 교내에서 개최하는 PBL 워크

숍에 참석한 경험이 있으며, 전공은 각각 신경외과학, 내과학, 

소아과학, 신경과학, 안과학이었다.

2. PBL과 TBL을 접목한 진행과정

  2009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2학년 신경과학 통합강의 시

작 전인 8월 17일~21일 1주 동안 PBL을 진행하였다. PBL을 

위해 무작위로 7~8명으로 5개 조를 편성하였다. 그리고 이번 

PBL 진행을 위해 튜터는 별도의 사전 오리엔테이션에 참석

하였다.

  구체적인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사례개발 및 수정

  사례의 내용은 신경과학 통합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동

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사례로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던 

중증 뇌손상 환자’ 사례를 개발하였으며, 사실과 문제, 가설, 

학습과제 등에 대한 튜터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 가이

드라인에는 학생들의 사전지식이 부족하여 토론이 원활하지 

못하였던 기존의 PBL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TBL 운영방식인 사전 학습과제, 읽기자료, 참고문헌, 퀴즈를 

추가하였다.

  사례개발은 신경외과학 교수가 주축이 되어 재활의학, 감염

내과학, 응급의학 교수 및 사회사업전문가의 협력 하에 10여 

차례의 회의를 거치면서 다각적인 측면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사례는 2회의 PBL 위원회 회의를 통

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2) 튜터 오리엔테이션

  PBL을 진행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사례개발의 취

지 및 기본 정보 제공 등 구체적인 소개를 하였고, 본 연구의 

PBL 진행방식을 소개하였다. 이 과정은 기존 PBL과 달리 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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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역할이 강조되기 때문에 진행방식에 대한 심도 있는 논

의가 이뤄졌다.

  3) 진행과정

  PBL을 시작하기 일주일 전에 TBL에서와 같이 학생들에게 

학습과제를 제시하고, 조별 또는 개인별로 자율 학습을 하도

록 하였다. 학습한 과제물은 첫날 PBL 시작 전에 제출하게 

하였다. PBL 진행과정은 동일하게 진행되었으나, 다른 점은 

TBL의 개인시험(IRAT)에 착안하여 둘째 날 진행되는 4면과 

5면(수술 및 경과)에 그룹학생들의 학습 수준을 체크하기 위

해 구두시험(퀴즈)을 실시하였다. 구두시험은 객관식과 단답

형 주관식 형태로 구성되었으며, 튜터가 학생들에게 무작위

로 질문을 하고, 그룹구성원 중 3명까지 답을 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총 20개의 문항이었다.

3. 자료 수집

  1) 튜터의 의견 청취를 위한 면담

  튜터로 참여한 교수들과 PBL 전후 2회의 면담을 진행하였

다. 면담은 연구자의 의견을 개진하지 않고, 의학교육실의 도

움을 받아 면담하면서 즉시 기록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면

담은 PBL 위원장과 사례개발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번 PBL

이 지닌 장단점, 진행상의 어려운 점, 진행 후 느낀 점, 개선점

을 튜터와 자유롭게 묻고 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2) 학생 의견 조사

  학생들의 의견 조사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PBL 

학생세미나 시간에 사례개발자가 모든 학생들에게 이번 방식

의 장단점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기록하는 방식과 의학교

육실에서 제작한 설문지로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었다. 설

문지는 기존에 사용해 오던 PBL 과정 평가지를 본 연구목적

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응답의 

중앙집중화 현상을 보완하고 변별을 높이기 위해 각 항목의 

점수는 4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면담 등 비구조화 설문 결과는 응답 주제별로 범주화한 후 연

구자 4명이 범주화가 타당한지를 검증하였다. 둘째, 학생들의 

구조화 설문 결과(Cronbach' α=0.723)는 각 항목에 대해 한

글판 SPSS version 17.0 (SPSS Inc., Chicago, USA)을 이용

하여 빈도,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결과

1. PBL 진행방식의 변화에 대한 튜터 면담 결과 

분석

  PBL에 TBL을 접목한 방식에 대한 튜터의 면담 자료는 학

습과제의 사전 제시, 튜터 역할, 퀴즈, 사례의 4가지 측면으로 

요약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TBL에서와 같이 주요 학습항목과 참고자료를 미리 

나눠주었기 때문에 학생이 외상이라는 사례의 답을 알고 

PBL을 시작하였다. 따라서 문제에 접근하고 학습해 가는 과

정을 중요시하는 PBL의 근본적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고 하

였다. 반면, 미리 주어진 주요 학습항목과 참고자료로 인해 학

생들의 사례 접근 및 토론이 쉬웠고, 시간적인 소비가 적었다

고 하였다.

  둘째, PBL 두 번째 모임에서 TBL의 IRAT와 유사한 학생

들의 학습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중간 퀴즈가 있어 튜터의 개

입이 많았기 때문에 PBL에서의 튜터의 역할과는 상반되었다

는 것이다. 즉, 주어진 중간 퀴즈 문제를 숙지하여야 하고, 퀴

즈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있어야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전공이 아닌 튜터에게는 다소 부담이 되었다.

  셋째, 학생들은 퀴즈로 인해 다소 긴장을 하였고, 이로 인해 

PBL 과정에서 경직된 상태가 유발되어 토론이 매끄럽지 못

하였다. 

  넷째, 본 사례가 입원에서 퇴원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임상적 지식습득과 더불어 인구사회학적 관점과 행동

과학적 관점의 학습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토론과정에서 

이에 대한 폭넓은 학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다.

2. 학생 의견 청취 및 설문 평가 결과

  1) 학생 의견 청취 결과

  학생 의견 청취 결과는 PBL과 TBL 접목 방식에 대한 장점

과 단점 측면으로 요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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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tudent Evaluation of PBL Combined with TBL

 

Items Mean±SD Strongly 
agree Agree Disagree Strongly 

disagree
Was the student orientation for PBL appropriate? 2.94±0.64 6

(16.2)
21

(56.8)
 8

(21.6)
0

(0.0)
Was the prelearning task helpful during the course of 

the PBL? 
2.95±0.62 5

(13.5)
26

(70.3)
 5

(13.5)
1

(2.7)
Was one week enough time to do prelearning task? 2.95±0.91 10

(27.0)
19

(21.4)
 4

(10.8)
4

(10.8)
Was the quiz (20 items) helpful in this PBL? 2.57±0.68 1

(2.7)
17

(45.9)
10

(27.0)
2

(5.4)
Was this PBL helpful in developing medical reasoning 

abilities? 
2.24±0.83 3

(8.1)
 9

(24.3)
19

(51.4)
6

(16.2)
Was this PBL helpful in developing self-directed study 

abilities? 
2.81±0.78 6

(16.2)
20

(54.1)
 9

(24.3)
2

(5.4)
Was this PBL helpful in enhancing discussion abilities? 2.65±0.79 4

(10.8)
19

(51.4)
11

(29.7)
3

(8.1)
Do you think this PBL was more effective than the previous 

PBL? 
2.59±0.69 2

(5.4)
20

(54.1)
13

(35.1)
2

(5.4)

PBL: Problem-based learning, TBL: Team-based learning, SD: Standard deviation.

Table 2. Student Evaluation of PBL Combined with TBL after Neurology-Integrated Curriculum

Items Mean±SD Strongly 
agree Agree Disagree Strongly 

disagree

Is PBL that precedes the integrated curriculum helpful in 
understanding the subjects of the integrated curriculum? 2.70±0.79 2

(6.7)
21

(70.0)
 3

(10.0)
4

(13.3)

Is PBL combined with TBL more effective in developing an 
understanding of neurology than a PBL-only program? 2.27±0.83 2

(6.7)
 9

(30.0)
14

(46.7)
5

(16.7)

PBL: Problem-based learning, TBL: Team-based learning, SD: Standard deviation.

  이번 방식의 가장 큰 단점은 학생들이 학습방향을 설정하

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학습목표를 사전에 제시한 것이 오히려 

학생들의 사고의 폭을 제한함으로서 문제 및 가설 설정 과정

에서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다. 또한 

퀴즈 실시, 튜터 개입 수준 등 튜터 간 이해도에 상이한 차이

가 있었다는 것이다. PBL이라기 보다는 증례토의였다는 의

견이 있었다. 

  반면, 장점은 학습과제의 제시로 방대한 학습량을 체계적

으로 정리하면서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고, 필요한 중요한 지

식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용이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학

습과제의 제시로 미리 공부를 해 오기 때문에 오히려 활발한 

토론을 유도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2) 학생 설문 결과

  PBL에 TBL을 접목한 방식에 대한 학생 설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첫째, PBL에 TBL을 접목한 방식을 운영하기 위한 학생 오

리엔테이션이 적절하였는지, 미리 학습과제를 제공한 것이 

도움이 되었는지, 1주일이 사전학습과제를 학습하기에 충분

한 시간이었는지,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증진에 도움이 되었

는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그러나 토론 참여 

기술을 증진시켰는가, PBL 도중 퀴즈가 학습에 도움이 되었

는가, 의학적 추론 능력을 개발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들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PBL

에 TBL을 접목한 방식이 기존 PBL에 비해 효과적이라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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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낮은 편이었다(Table 1). 

  3) 신경과학 통합교육의 후 설문 결과

  PBL에 TBL 접목 방식을 실시하고 통합교육을 운영한 후, 

학생들에게 다시 한 번 설문을 실시하였다. 통합교육 이전에 

실시한 PBL은 이후 진행되는 통합교육 수업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76.7% (30명 중 23명)로 긍정적

이었으나, PBL에 TBL을 접목한 방식은 효과적이지 못하다

는 의견이 63.4% (30명 중 19명)로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Table 2). 모르겠다고 응답한 학생(8명)은 결과 분석에서 제

외하였다. 

고찰

  본 연구에서는 진단적 접근이 용이한 외상 환자 사례를 중

심으로 학습 과제를 미리 제시하고 개별시험(퀴즈)을 치르는 

TBL 방법을 접목하여 PBL을 운영한 경험에 대한 튜터 및 학

생들의 설문 결과를 분석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

고자 하였다. 

  먼저, 튜터 면담 결과와 학생들의 면담 결과 및 설문 조사결

과에서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것은 학습 과제의 사전 제

시 부분이었다. 

  PBL 진행 전 학습과제와 목표의 사전 제시는 장점이 동시

에 단점으로 작용하였다. PBL 진행 전 사전 학습과제와 목표

가 주어짐으로 인해 불필요한 논쟁으로 시간을 소비하는 비

효율적인 토론을 막을 수 있었고, 사례에서 요구하는 정확한 

지식을 빠른 시간 내에 획득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는 장점

이라고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학습 목표를 분명하게 파악하

는 데에는 도움이 되었을 뿐 아니라 주어진 지식 중에서 임상

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었고 질병의 

전반적인 진행 상태, 입원 중 유발될 수 있는 많은 내과적 문

제를 학습함으로써 단편적인 지식이 아닌 종합적인 지식의 

획득으로 사례를 통한 간접적 임상 경험을 극대화 할 수 있었

다. 그러나 사전 학습과제의 제시로 인해 사고의 폭이 제한될 

뿐 아니라 토론을 통한 다양한 학습과제의 도출을 방해하고 

학습량의 축소를 가져왔다. 학생들의 설문조사에서도 사전 

학습과제를 제시하는 것은 PBL 과정에 도움이 되긴 했지만, 

학생들의 의학적 추론 능력 향상, 토론 능력 향상, 자기 주도

적 학습능력 증진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습과제의 사전제시가 갖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사례를 통해 스스로 학습과제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논리적, 비판적 사고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PBL의 

중요한 목적과 상반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6,7]. 

  TBL 진행방식의 하나였던 사전 학습과제와 학습목표를 제

시함으로써 학습 범위가 명확하게 제시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예습이 철저히 된다. 그래서 충분한 사전 지식을 토대로 PBL 

토론과정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다양한 사고와 추론

을 통해 토론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어긋났다. 결과적

으로 학습과제 사전 제시와 학습목표 제시는 충분한 사전 지

식이 사고의 확장을 가져오기 보다는 사례의 진단명을 찾는 

데에만 집중하도록 만들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에 학습과제와 목표를 첫째 날과 두 번째 날 학생들이 충

분한 토론을 한 후 스스로 학습과제를 정하게 한 뒤, 참고자료 

차원에서 준다면, 사고의 다양성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학생

들이 정한 학습과제를 보완하고 학습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

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튜터의 잦은 개입이 불가피하였다는 것이

다. 즉, 튜터가 진행 중간에 퀴즈를 실시하고 평가하는 과정에

서 잦은 개입을 하게 되어, 토론의 역동성을 방해하면서 경직

된 분위기를 형성하였다. 튜터의 입장에서도 기존의 PBL 방

식에 비해 튜터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사례 관련 비전공 튜터

는 과정 진행과 피드백 제시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새로운 

진행 방식에 대한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통한 충분한 숙지와 

이해의 부족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4,8]. 

  그리고 퀴즈 실시로 인한 문제가 있었다. 퀴즈를 실시한 이

유는 학생들이 학습과제를 얼마나 잘 학습하였는지를 중간 

점검하기 위한 것이었다. 기존의 PBL에서는 학생들의 과제

물 발표로만 학습 정도를 확인하였는데, 이 방법은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TBL에서와 같이 

IRAT을 적용해 본 것이다. 그러나 학습 상황을 체크하고 피

드백을 주고자 한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시험이라는 이미지

를 주어 학생들 간에 긴장감을 유발시켰고, 구성원 간 경쟁 분

위기를 조성하는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향후

에 학생들에게 퀴즈의 성격을 잘 이해시키고, 개별 평가보다



Kwi Hwa Park, et al : Implementation of a Problem-Based Learning Program Combined with Team-Based Learning

 

230 Korean J Med Educ 2010 Sep; 22(3): 225-230.

는 그룹 구성원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퀴즈를 제시하고 토론 

시간을 준다면, 구성원 간 협동학습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PBL에 TBL을 접목한 진

행방식은 기존 PBL의 단점을 보완하는 데 미흡한 점이 있었

다. PBL과 TBL 각각의 목적과 진행방법의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두 교육방법을 동시에 진행함으로 인해 

오히려 각각의 장점을 희석시키는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할 

수 있다. 두 교육방법의 특성을 이해하고 각각의 장점을 최대

한 부각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계획이 된 후 시뮬레이션

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려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일개 의과대학에서 일회 운영 후 

경험을 분석한 것으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더군다나 교수 및 학생 면접과 설문 결과만으로 시행상의 문

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해 본 것이어서 추후에는 방법에 따

라 집단을 나누어 학생들의 지식수준이나 행동에 변화와 차

이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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