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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교육용 성균관대 의과대학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학생 교육 방법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의 스마트 폰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는 실기시험 항목 40여 개를 

포함한 190여 개의 임상술기 동영상과 실습 지침서 등 학생 임상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으니 학생

교육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안드로이드�(�A�n�d�r�o�i�d�2�.�2이상�)� 마켓에서� 『성균관대� 의과대학』검색하세요�!�!� 

성균관대 의과대학 스마트 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① 아이폰용 어플리케이션 오픈 (2011년 3월 3일)
  ② 안드로이드폰용 어플리케이션 오픈 (2011년 5월 16일)

 성균관대 의과대학 스마트 폰 안드로이드용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화면 (의과대학 홈페이지)

성균관의대 주관 『의과대학 이러닝 컨소시엄』 어플리케이션 (www.mededu.or.kr)

  ㆍwww.mededu.or.kr 홈페이지 우측 아이콘 클릭

  ㆍ임상술기 동영상: 실기시험 항목 40여 개를 포함한 190여 개의 임상술기 동영상 보유

  ㆍ증례: 400여 개의 증례 볼 수 있음

의학교육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거나 의학교육과 관련된 좋은 사례를 알고 계시다면 성균관대학교 의학교육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지는 교수님의 메일로도 발송되며 정보지의 내용은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홈페이지와 싱글 홈페이지의 의과대학 게시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 02-2148-9922, mededu@med.skk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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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중심 학습(Problem Based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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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교육 방법

참고자료 : 『PBL의 구성과 진행방법』 송윤미, 손희정, 서지영 등, 2011,성균관대학교 PBL튜터 워크숍 발표자료

『하워드 배로우스의  문제중심 학습법』 2005, 하워드 배로우스 지음, 서정돈 안병헌 옮김,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Davis M. H., & Harden R. M. (1998). AMEE Medical Education Guide No.15: Problem-based learning: a practical guide. Medical Teacher,21(2), 130-140.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은 문제중심학습 (Problem Base Learning,이하 PBL)을 도입하여 국내에서 PBL을 

활용하는 대표적 의과대학으로 자리를 굳혔습니다. 우리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제중심학습의 절차와 튜터의 

역할에 대해 다루고 교수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McMaster의과대학의 Howard Barrows가

1960년대 중반 의학 내용을 심화 교육하기 위해 임

상진료의 절차와 유사한 형태의 토론식 수업을 개발

ㆍ학생: 조직화된 지식체계 발달에 실패할 수 있음

ㆍ교수: 전통적인 수업과는 다른 역할을 어려워함

            PBL 모듈제작이 어려움

ㆍ진행: 강의 식 수업에 비해 시간과 자원이 필요 

문제중심학습(PBL)이란? 성균관대학교 G2과정 문제중심학습(PBL) 절차  

 튜터 활동 TIP

문제중심학습(PBL)의 단점

문제중심학습(PBL)의 장점

문제중심학습(PBL)과 관련된 Q & A 

     학생의 지식 탐색, 적극적 토론 독려
 ㆍ학생이 아는 것을 깊이 있게 탐색, 아는 것을 표현하게 함 

 ㆍ학생의 생각, 용어, 설명을 듣고 정확한 지식을 알도록 함

 ㆍ학생의 답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표현을 사용

 ㆍ학생에게 생각할 충분한 시간을 줌

     학생의 문제 해결 역량 강화
 ㆍ문제 해결 과정에서 질문을 도출하고 생각하도록 자극

 ㆍ의견 옳고 그름 관계없이 '왜' 질문 반복, 이해정도 파악

 ㆍ학생 발표 시 자료를 자신의 말로 재구성하여 발표 유도

 ㆍ질문 던져 명확성 요구, 문제 간 관계 감안하여 심층토론

     토론 시 튜터의 태도
 ㆍ주제 관련 지식 직접 제공 금지

 ㆍ열띤 토론 시, 의자를 뒤로 물러 학생 시선 밖에 위치

관련성    자주 발생하는 임상 문제를 학습주제
   구조화. 교과목 내용간 연관성 향상

핵심의 규정
   자주 발생하는 임상 문제를 학습주제
   구조화. 교과목 내용간 연관성 향상

일반적인 능력    문제해결, 의사소통 및 팀 작업에 필요
   한 일반능력 습득에 기여

통합
   문제 해결 과정중 기초의학 지식을 
   임상과 연계, 통합 하는 사고력 배양

심화학습접근    정보수집이나 이론적 접근에서 더 많은
   학습자료 활용.

동기화    임상사례가 학습동기 유발

학습자중심    학습에 대해 책임감 갖도록 하고 평생
   학습자 능력 함양, 심화학습 촉진 

Q) PBL주제와 관련 강의 혹은 임상 실습 후 PBL을 진행하면

    더 쉽고 효율적으로 PBL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Q) 튜터는 반드시 PBL주제와 관련된 의학 전문가여야 하나요?

  PBL의 목적은 비 구조화된 문제 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임상적 

추론 능력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미리 관련내용을 알고 있으면 

다양한 가설 도출, 탐구, 토론 하는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관련 

주제에 대해 미리 강의를 듣거나 임상실습을 하는 경우 임상적 

추론 능력을 고취하고 자기 주도학습을 유도하는 PBL의 장점을

살릴 수 없습니다.

    순위로 따지면 가장 좋은 튜터는 수업과 교육과정을 이해하며 

적합한 그룹촉진기술을 갖고 있는 내용전문가입니다.  두번째는 

주제영역 전문가는 아니지만 수업과 교육과정을 이해하며 

적합한 그룹촉진기술을 갖고 있는 의과대학 교수입니다. 세 

번째는 교과과정을 이해하고 그룹촉진기술을 갖고 있지만 의학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순위와 상관 없이 여러 

연구에서 모듈에 대한 내용 비전문가나 비의학 전문가들도 

효과적으로 그룹촉진을 하고 있다는 사례들이 있으며 PBL

튜터로서 중요한 것은 그룹촉진기술이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Schmidt,1994)

첫 번째 Tutorial 두 번째 Tutorial Colloquia

ㆍ토론을 통해 개념 잡기

ㆍ다양한 가설설정 탐색질문, 
    자료분석, 문제종합

ㆍ전 과정 반복 및 우선순위
    결정

ㆍ첫 번째와 동일하게 HCP 
    위주로 복습

ㆍLI 도출시점에 지식을
    공급(발표) - 학습내용 요약
    및 지식통합

ㆍ학습자원 비판, 문제의
   재평가

ㆍCase Writer
   주관

ㆍCase map
   발표

ㆍ문제점 해결,   
   학습내용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