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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침상 교육을 한 교수설계 모형은 실제 진료맥락에서 학습자를 총

체 으로 지원해 수 있는 여러 환경 요소를 어떻게 분석하고 구성

하며 개발할지에 한 구체 정보를 포함한다.따라서 침상 의학교

육을 한 학습환경 설계모형의 개발은 임상 의학교육의 개선이라는 실

천 측면과 ‘실습 장’,‘직업교육’,‘의학교육’맥락에서 학습환경 심의

교수설계를 탐색하는 이론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교수설계 모형개발의 연구방법론에 따라 다음의 차로 수

행되었다.첫째,문헌 연구를 통해 침상 교육의 설계모형과 설계 략

의 안을 도출하 다.둘째,실무 문가 검토를 통해 안을 수정·보완

하 다.셋째,교수설계 문가 상의 1차 타당도 검사와 임상 교육자

상의 2차 타당도 검사를 통해 내 타당화를 시행하 다.넷째,침상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여 운 하고,학습자 교수자 상의 사용

성 평가를 통해 외 타당화를 시행하 다.다섯째,타당성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최종 설계모형과 설계 략을 제시하 다.

연구결과 침상 교육의 학습환경 구성요소는 ‘학습활동(Activity)’,

‘진료맥락(Context)’,‘학습과제(Task)’,‘학습자원 지원(Resourceand

Support)’,‘상호작용(Interaction)’이다.학습활동은 학습자가 침상 교

육 로그램을 통해 수행해야 하는 구체 인 활동단계를 의미한다.진료

맥락은 침상 교육이 이루어지는 진료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물리

구성,진료 내용 참여하는 의료진의 특성이 고려된다.학습과제는

학습자가 학습활동을 통해 습득해야하는 학습내용으로 진료맥락의 특성

과제와 문직업성 과제로 구분된다.학습자원 지원은 교육 로그램

을 운 하는데 필요한 교육 도구와 장치를 의미한다.상호작용은 침상

교육의 과정에서 학습자가 만나게 되는 여러 상들과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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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침상 교육을 한 학습환경 설계의 개념모형은 침상

교육의 맥락과 학습환경 구성요소 이들의 계를 구조화하여

RI-ACT 모형으로 명명하 다.침상 교육의 차 단계는 1단계 제

한요소의 확인,2단계 학습표 의 설정,3단계 활동 략의 고안,4단계

학습자료 지원도구의 개발,5단계 로그램 운 과 평가로 구성된다.

설계활동은 단계별로 순차 으로 시행되나 계속 이고 순환 인 수정과

보완이 가능하다.학습환경 설계의 차모형은 각 설계 차 단계 단

계별 활동을 제시하여 실제 인 설계 과정을 안내하도록 구조화하 다.

침상 교육의 학습환경 설계 략은 설계의 구성요소 5가지에 설계

략이 필요한 8가지 역으로 개발되었다.과제요소에는 ‘문직업성’,‘학

습자 자기주도’,학습활동 요소에는 ‘시공간 이동’,‘학습활동 과정구성’,

‘집 교수’가 있으며,진료요소에는 ‘물리 ▪사회 특징’과 ‘환자안 ’

의 설계 략이 있다.학습자원 지원요소에 ‘학습지원’상호작용 역

의 ‘상호작용 진’이 포함된다.학습환경 설계 략은 각 역별 설계

략(1-2개)과 이를 실행하기 한 구체 지침으로 구성된다.그 결과 총

9개의 설계 략과 26개 설계지침이 개발되었다.

개발된 설계모형 설계 략을 활용하여 W 학의 부속병원에서 외래

진료실 기반의 침상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여 운 하 다.교육에

참여한 학습자 상의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로그램평가의 문항별

결과는 2.9(상호작용 진)에서 4.8(안 )에 분포하며,학습효과성 문항별

결과는 3.8(술기수행)에서 4.5( 문직업성)에 분포한다.지원요소유용성

문항별 결과는 4.1(수행일지 설정가이드)에서 4.9(진료보장)에 분포한다.

학습자 교수자 면담을 통해 로그램의 효과와 실질 인 활용방법

제한 이 도출되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침상 교육의 학습환경 모형의 이론 측면과

실천 측면이 논의되었다.침상 학습환경 모형은 ‘경험지향’의 학습

환경 설계의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으며,‘장기반’학습환경의 설계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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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학습환경 설계모형 략을 활용한 임상 의학

교육의 개선내용으로 ‘침상 교육의 제약조건의 극복’,‘학생-의사-환

자 모두를 한 교육’,‘모형 활용의 실제 인 략’이 논의되었다.

주요어:침상 교육,학습환경 설계,임상 의학교육

학 번:2009-30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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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론

1.연구의 필요성 목

침상 교육은 병동,외래 진료실,수술실,처치실 등의 진료장소에서

의사가 실제 환자를 진료하면서 동시에 그 자리에 동석해 있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방법을 의미한다(World Federation MedicalEducation,

2003).침상 교육은 말 그 로 환자가 워있는 침상 에서 시행되

기 때문에 환자가 진료를 받은 장소와 상황이 교육맥락이 된다.

침상 교육의 요성은 의학이 시작 된 이래 여러 학자들에 의

해 강조되어 왔다.학습자들은 실제 진료의 참여를 통해 의사-환자의 치

료 계를 보다 더 잘 수립할 수 있으며(Aldeen& Gisondi,2008),바

쁜 의료 맥락에서 제한된 자원을 활용하여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Jenkins,Page,Hewamana& Brigley,2007; Qureshi

& Maxwell,2012;Ramani,Orlander,Strunin& Barber,2003).다양한

진료 상황에서의 의사들의 문가 역할 모형(rolemodel)은 의학의 문

직업성(professionalism)을 학습하는 좋은 기회이다(Nair,Coughlan &

Hensley,1997;Ramani,2003).학습자는 침상 교육을 통해 조기에 다

양한 환자 군을 하면서 자신의 병력청취와 신체진찰 등에 한 교수자

의 즉각 인 피드백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상 수행능력의 향상에

도 요하다(Aldeen & Gisondi,2006;Ramani,Orlander,Strunin &

Barber,2003).

그러나 1990년 이후 의료가 산업화되고,환자의 인권이 강조되면서

침상 교육을 통한 의학교육은 차 소홀해지기 시작하 다.환자 수

가 격하게 증가하면서 의사들의 업무 부담이 크게 증가하 으며,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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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 산업화되면서 병원의 의사들은 교육보다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

는 의료 업무에 보다 치 하게 되었다.의과 학 교수들의 인사평가 제

도는 교육보다는 진료와 연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 으며,의료

가 서비스업이라는 인식의 확 되고 환자 권리가 강조되면서 침상 교

육을 통한 학생의 진료참여는 차 제한되게 되었다.

그 결과 최근 문헌에서 보고하고 있는 침상 교육의 실태와 교육

효과는 회의 이다(Crumlish,Yialamas & McMahon,2009;Miller,

Greeneet,Baier& Nowlin,1992;Shankel& Mazzaferri,1986).문헌에

따르면,의과 학 학생들은 침상 교육이 임상수행능력을 배양하는

요한 기회라는 것에 100% 동의하지만 오직 48%정도의 학생만이 학습의

기회가 충분하다고 보고하 다(Nair,Coughlan& Hensley,1997).미국

의 경우 1960년 임상 의학교육에서 19%정도를 차치하던 침상 교육

은 2000년 후반 8% 정도로 감소하 다(Williams,Ramani,Fraser&

Orlander,2008).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임상

실습은 주로 학생들이 진료를 참 하거나 교수자의 강의를 수강하는 형

태이다(양은배,서덕 ,이윤성,이수곤,김석화,이은일,채규태,조 주,

안덕선,2007). 재의 임상 장의 교육 형태는 물리 ,사회 ,교육

제약조건 때문에 학습자의 직 경험을 지원하고 진하데 미흡하며,학

습자들은 반복 경험과 한 피드백을 통한 수행역량의 함양에 어려

움이 있다.의과 학 졸업생들은 자신의 병력청취와 임상수행 기술이 부

족하다고 느끼고 있으며(Mandel,Rich,Luxenberg,Spilane,Kern &

Parrino,1998),침상 교육의 기회가 부족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Fitzgerald,1993).침상 교육기회의 하는 은 의사들의 임상수행

의 능력이 낮아진 하나의 원인으로 지 되기도 하 다(Mangione,

Nieman,Gracely& Kaye,1993).El-Bagir와 Ahmed(2002)는 침상

교육이 소홀해지고 체계 인 개발과정 없이 시행되면서 학생들의 흥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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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하고 참여를 진하는데 실패하고 있고,그 결과 공의와 신진 의

료 인력의 임상수행능력이 낮아지고 있다고 지 하 다.

임상 교육의 담당자들은 의과 학 교수들의 업무평가에서 진료나 연구

에 비해 교육이 평가되면서 병원 장에서 교육이 외면 받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Ranmi& Leinster,2008;Williams,Ramani,Fraser&

Orlander,2008).미국의 보스턴 학의 임상 교육 담당자 상의 집

단 인터뷰에 따르면,교수자들은 ‘시간의 제약’,‘과 한 업무부담’,‘종종

상불가능하고 비하기 어려운 임상상황’,‘다양한 수 의 학습자를 가

르치는 일’,‘환자의 안 에 련한 문제’,‘교육에 한 보상의 미비’,‘교

육에 합하지 않은 물리 인 임상환경’등을 어려움으로 토로하 다

(Ranmi& Leinster,2008).임상 교수자들은 과거와 비교하여 교수자들

의 침상 교육의 교수능력이 떨어지고 있으며,교수자의 침상 교육

경험 한 많이 부족하다고 평가한다.교수동기가 충만한 교수자의 부족,

침상 교육을 공의나 은 교수자만의 역할로 보는 일부 임상 교수

들의 시각도 교육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 되었다(Ramani,Orlander,

Strunin& Barber,2003;Williams,Ramani,Fraser& Orlander,2008).

이밖에도 의료 테크놀로지의 발달(Cox,1993;Kroenke,2001),환자 심

의 진료요구,경 심의 병원환경, 안 교육매체의 등장,연구 심의

교수업 평가,교수방법과 교수 략의 미흡 등이 침상 교육을 부진하

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목된다(El-Bagir& Ahmed,2002;LaCombe,

1997;Miller,Greeneet,Baier& Nowlin,1992;Thibault,1997).

침상 교육의 쇠퇴와 의학교육에서 임상수행 능력의 하락에 한

우려 속에서 의료계의 많은 학자들은 임상 교수자들의 교육 책무와 이

를 수행하기 한 교수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김 ,임철일,

2014;Doshi& Brown,2005;Harden & Crosby,2000;Ranmi&

Leinster,2003;Searle,Hatem,Perkowsk& Wilkerson,2006;Willi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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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ani,Fraser& Orlander,2008).임상 의사들은 의료 장에서 환자

를 돌보는 것과 더불어 환자 비 의사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책무

가 있다(Irby& Bowen,2004).의사의 ‘doctor’는 라틴어 docere에서 유

래한 것으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Shapiro,2001).그러나 부분의

의사들은 임상에서 의료의 수행에 해서는 강도 높은 교육과 수련을 통

해 숙련의 과정을 거치지만,실제로 교육자로서의 훈련의 기회는 미흡하

다(Steinert,2005).침상 교육의 의미와 요성은 공감하나 학습자를

지원하기 한 략은 미흡하고,진료라는 특정한 맥락에서 교육을 한

교수설계에 한 근방식 한 부족한 형편이다.이와 련하여 Ramini

와 그의 동료들은(2003)은 침상 교육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침상

교육의 효과를 증진하기 해 교수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하 으며,

Williams와 그의 동료들(2008)도 교수설계 교수 략에 한 교육자들

의 노력과 이를 용하는 과정에서의 임상 교수자의 헌신이 요하다고

강조하 다.

그러나 재까지 침상 교육을 한 교수설계 모형이나 설계 략에

한 정보는 미흡한 편이다.몇몇 연구자들이 임상 교육을 효과 으로

수행하기 한 교수모형 략들을 제안하 으나 이들 모형은 병동의

회진맥락(Janicik& Fletcher,2003;Ramni,2003;Rees,1987)이나,외래

진료실(Ferenchick,Simpson,Blackman,DaRosa,& Dunnington,1997;

Regan-Smith,Young &,Keller,2002;Wolpaw,Wolpaw & Papp,

2003),지역사회 의료기 (Seabrook,Lawson,Malster,Solly,Rennie,&

Baskerville,1998)등과 같이 특정한 임상 상황에 제한되어 있거나,술기

수행(George & Doto,2001),문제해결능력(O’Neill,Willis & Jones,

2002)와 같은 일부 역량에만 이 맞춰져 있다. 한 이러한 교수방법

이나 략에 한 논의들은 침상 교육이 수행되는 진료맥락,진료에

참여하는 구성원 이와 련한 사회 ,정서 ,물리 환경 요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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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려가 미흡하여 가변 인 진료상황을 교수학습활동의 방해요인으로

인식하거나,교수학습활동으로 인해 진료권이 침해되어 학습활동이 축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교수설계의 측면에서 볼 때,침상 교육은 실제 진료 장에서 ‘환

자와 환자의 불편’을 상으로 한다는 에서 구성주의 의 ‘학습환

경’설계이론이나 모형만으로 구체화하기 어려운 요소를 가지고 있다.학

습자의 학습과제는 의료수행에 필요한 의학 추론이나 문제해결력,조

직 리나 윤리 의사결정과 같은 고차원 사고와 방 한 의학 지식

과 숙련을 필요로 하는 수행기술의 통합 형태이다.학습자는 교육상황에

서 의료기 의 구성원으로 소속되지 않으면서 다양한 이해 계 속에서

‘학습’을 해 진료를 활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교수자 측면에서 볼

때,의사는 같은 시공간에서 환자에게는 의료 문가,학습자에게는 교수

문가로서의 이 역할이 요구된다.침상 교육이 이루어지는 맥락에

는 다양한 이해 계를 가진 환자나 보호자, 공의,간호사 의료인력

등이 동석해 있으며,교수학습활동은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진료내용의

제약을 받는다.침상 교육을 한 장소 한 본래 학습을 해 설계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을 한 공간의 구성과 활용이 필요하다.학

습의 측면에서는 학습자 주도의 경험학습이 강조되며,다양한 인력과의

사회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침상 교육의 특징을 고려한다면,침상 교육의 교수설계

는 학습의 지원과 진을 강조하는 구성주의 과 진료 장의 물리

,사회 ,조직 요소가 강조된 ‘학습환경’의 설계가 안이 될 수 있

다.침상 교육의 학습환경 설계는 실제 인 맥락에서 학습자가 지식

을 습득하는 과정을 총체 으로 지원해 수 있도록 구성요소들에 한

구체 인 정보를 포함한다.따라서 임상 교육자들은 침상 교육의 학

습환경 설계모형을 통해 자신의 진료맥락을 어떻게 분석하고 설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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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교육 장치를 구성하여 제공할 지에 한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침상 교육 로그램의 개선이라

는 실제 인 요구와 학습환경 심의 설계모형의 개발과 용이라는 이

론 탐색의 측면에서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구체 인 내

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의사들이 직 교육 로그램을 설계하고 학습활동의 진자로

참여할 수 있는 침상 교육의 학습환경 설계모형의 필요이다.진료

장의 의사들은 의료의 문가이지만 교수설계나 교수 략에 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의학의 학문 특성과 진료맥락의 상

황성을 고려하면, 문 인 교수설계자가 다양한 진료맥락의 침상 교

육 로그램을 모두 설계하고 개발하기는 쉽지 않다.따라서 침상 교

육 로그램의 설계모형 설계 략은 의사들이 자신의 진료맥락에서 교

육 로그램을 보다 용이하게 설계하도록 도와 으로써 교육 참여를

진할 수 있다.

둘째,진료기반,경험기반,환자기반 방식의 침상 교육의 학습환경

설계모형이나 략이 필요하다.침상 교육의 요성과 역할은 계속

으로 강조되어 왔고,그 동안 몇몇 학자들은 침상 교육에 활용 수 있

는 교수모형이나 략들을 제안해 왔다(Cox,1993,Janicik& Fletcher,

2003:Ramani,2003).이러한 교수모형들은 교수자의 활동과 구체 인

교수 략에만 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진료환경과 교육환경을 체계 으

로 반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의학교육에서 침상 교육은 특정한

지식이나 기술에 국한되지 않고 진료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역량

을 학습하도록 변화하고 있으며,학습의 방법은 학습자 주도의 진료 경

험이 강조되고 있다.따라서 침상 교육의 설계 방식으로 진료실에서

의 교수설계 역을 벗어나 진료맥락,경험 진,환자활용의 제한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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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고려한 학습환경 설계가 필요하다.

셋째,임상 장기반의 학습환경 설계모형의 개발과 용의 필요성이

다.교수설계의 은 구성주의 인식론에 근거하여 교수자 심의 수

업설계에서 학습자의 학습활동과 지원 략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변화되

어 왔다.임철일(2012)은 이러한 변화를 교수설계 역의 확장으로 평가

하며,학습환경을 심으로 하는 교수설계는 창의성,문제해결능력 등의

고차원 학습과제에 보다 합하다고 지 하 다.그러나 학습환경에

을 두고 있는 교수설계는 아직까지 웹기반 교육환경의 설계나 문제

해결,창의성 등 특정한 역으로 제한되어 있어 그 의미와 활용의 형태

에 한 논의가 불충분한 형편이다.의학교육은 학교육,직업교육,

문가 교육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학습자의 자기주도 학습을 통

한 임상역량의 배양을 목표로 한다.학습을 통해 성취해야 하는 교육의

목표는 문제해결능력,추론능력, 리역량 등의 고차원 과제를 포함한

다.따라서 임상 의학교육은 실무기반 교육, 문가 교육의 설계 지식을

개발하고 용하여 교수설계의 이론과 모형을 탐색할 수 있는 좋은 장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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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문제

본 연구는 진료 장에서 침상 의학교육을 한 학습환경 설계모형

략을 개발하는 것이 목 이다.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침상

의학교육을 한 설계의 구성요소를 밝히고,설계의 단계와 활동을 포함

한 학습환경 설계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이와 더불어 실제 의사들이

자신의 진료맥락에서 침상 교육을 설계하기 해 사용할 수 있는 구

체 인 실천방법으로 학습환경 설계 략과 지침을 개발하고자 한다.이

러한 연구목 을 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１.침상 의학교육의 학습환경 설계모형은 무엇인가?

1-1.침상 의학교육을 한 학습환경 설계의 구성요소는 무엇인가?

1-2.침상 의학교육을 한 학습환경 설계의 모형은 무엇인가?

2.침상 의학교육의 학습환경 설계 략 지침은 무엇인가?

2-1.침상 의학교육을 한 학습환경 설계 략은 무엇인가?

2-2.침상 의학교육을 한 학습환경 설계 략을 실행하기 한

지침은 무엇인가?

3.침상 의학교육의 학습환경 설계모형 략에 한 사용자

반응은 어떠한가?

3-1.침상 의학교육 로그램에 한 학습자 반응은 어떠한가?

3-2.침상 의학교육 로그램에 한 교수자 반응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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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구의 의의

본 연구의 목 은 진료 장에서 의과 학 학생들을 지도하는 임상

의사들이 자신의 진료맥락에서 침상 교육 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

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학습환경 설계모형 략을 개발하는 것이다.

설계모형 략의 개발과 활용은 임상 의학교육에서 침상 교육을

개선하는 실천 측면과 의학의 진료맥락에서 학습환경 설계모형을 탐색

하는 이론 측면의 의의가 있다.

첫째,진료 장의 의사들이 의과 학 학생들을 한 침상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는 실질 모형으로 활용할 수 있다.진료 장의 의사

들은 교수설계나 교수 역의 문성보다는 진료 분야의 문성이 우선된

다.그럼에도 임상 장의 의사들에게 비 의사를 양성하는 교육 책

무는 의학의 발 과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해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다.그러나 재 의사들이 침상 교육 로그램을 설계하기

해 사용할 수 있는 설계이론과 모형은 미흡한 형편이며(김 ,임철일,

2014;정성수,김선 ,2011), 로그램을 시행한 의사들은 진료의 제약조

건과 학습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과 문제 을 토로하고 있다(Ramani,

Orlander,Strunin& Barber,2003;Ramni& Leinster,2008;Williams,

Ramani,Fraser& Orlander,2008).침상 교육의 학습환경 설계모형

략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근 방법으로,의사들이 자신의 맥

락에서 교육 로그램을 설계하고 운 하는 실제 인 정보를 제공한다.

둘째,학습환경 설계모형 략을 통한 침상 교육 로그램의 개

선이다. 재 침상 교육의 방식은 학생들이 의사의 진료를 수동 으

로 찰하고,교수자는 따로 시간을 마련하여 학생들에게 진료내용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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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그러나 이러한 근방법은 교실환경에서 습

득한 지식정보를 진료맥락에서 직 용하고,진료의 비 수행 경험을

통해 의학의 직업 문성과 수행역량을 함양하고자하는 교육의 본래 목

을 달성하는데 미약하다(정성수,김선 ,2011).침상 교육이 본래의

목 을 달성하기 해서는 학습의 과제는 질병의 진단과 치료를 한 의

학 지식과 기술뿐만 아니라 문직업성 역인 의료 리,의료윤리,의

사소통 역을 포함해야 한다.학습활동 한 문가학습과 경험학습의

특성을 반 하여 반복 인 경험과 성찰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본 연구

를 통해 개발된 침상 교육의 설계모형 략은 임상 수행능력의 함

양과 더불어 문직업성 역의 학습활동을 강조하며,학습자 심의 학

습활동을 기반으로 이를 지원하고 진하기 한 실습 장,경험학습,환

자기반 학습의 설계 략을 반 한다.따라서 침상 교육의 학습환경

설계모형 략의 사용은 교육 로그램의 운 과 학습자 경험의 질

인 향상을 기 할 수 있다.

셋째,특정맥락에서의 학습환경 설계모형 개발을 통한 설계이론의 탐

색과 처방 근방식을 통한 교수설계 이론의 활용과 확장이다.기존의

교수설계모형은 분석,설계,개발,평가의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되는 경

향이 있다.다른 한편으로는 특정한 교수학습 상황에서 최 의 교수 략

을 도모하기 한 구체 설계 정보나 지식을 창출하는데 심을 두기도

한다(임철일,1996).실제 으로 설계의 문제가 발생할 때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지식은 교수설계 역의 처방 성격을 보다 분명히

드러낸다.본 연구는 침상 교육의 실제 인 문제를 해결하기 해 기

존에 밝 진 다양한 설계모형,설계 략 등을 변형,통합, 용하여 최

의 교수 략을 창출하기 한 새로운 설계모형을 개발한다.이러한 근

방식은 교수설계이론의 에서 지식의 활용을 통하여 유용성을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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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새로운 설계지식을 창출하는 과정으로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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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용어의 정의

1)침상 교육(BedsideTeaching)

침상 교육(bedsideteaching)은 넓은 의미에서 실제 환자가 존재하

는 임상 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을 의미한다(World

FederationMedicalEducation,2003).학습자들은 병동,외래 진료실,수

술실 응 실 등의 다양한 장소에서 의사 감독 아래 환자 진료에 직·

간 으로 참여한다.학습의 형태는 교수자의 진료를 단순 찰하는 것

에서부터 교수자의 감독아래 환자를 직 찰하고 처치하는 일련의 모

든 진료 행 를 포함한다.학습의 과제는 의료의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태도 의학의 문직업성과 련한 의사소통,의료윤리,의료

리의 내용을 포함한다.

2)학습환경(LearningEnvironment)

학습환경은 학습이 이루어지는 장소(place)혹은 공간(space)에서 이루

어지는 모든 상호작용의 맥락을 지칭하는 것으로 학습자가 학습을 해

상호작용하는 학습과제,학습도구와 장치,교수자,학습지원 체계 등을

모두 포함한다(Wilson,1995).침상 교육은 교수학습 활동을 해 새

로이 교육장소가 구성되기 보다는 실제 진료 장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형태이다.학습의 과제는 진료 장에서 만나게 되는 ‘환자와 환자의 불

편감’을 주축으로 형성되며,학습의 도구와 지원체계는 진료 장치 도

구와 진료에 참여하는 의료인의 환경 향을 받는다.학습방법은 진료

와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황 특성상 찰,모델링 수행과 피

드백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 침상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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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 학습환경은 학습의 에서 재설정된 진료맥락을 포함하여 학

습자들이 참여하는 진료활동이 의미 있는 학습경험이 되도록 학습자를

지원하거나 진하는 학습과제,학습도구,사회 상호작용 상,학습지

원 체계를 포함한다.

3)학습환경 설계모형(LearningEnvironmentDesignModel)

학습환경 설계는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실제와 같은 복합 이고 역

동 인 상황과 문제가 제시되고 다양한 을 개발하고 평가할 수 있는

조체계가 있으며,학습을 안내할 수 있도록 지 지도 계가 가능한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Honebein,Duffy& Fishman,1993).침

상 교육의 학습환경은 이미 진료에 최 화 된 물리 공간요소와 진

료맥락이 특징이다.따라서 침상 교육을 한 학습환경의 설계는 학

습이 일어나는 제한 환경요소와 구성 가능한 환경요소를 분석하고,학

습자의 학습을 지원  진하는 학습과제,학습도구,사회 상호작용

상,일련의 학습지원 체계를 설계,개발,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

다.따라서 본 연구에서 학습환경 설계모형은 설계의 구성요소와 차

단계 설계활동의 구체 인 내용을 포 하는 것으로 구체 인 표 방

식에 따라 개념모형, 차모형,설계 략이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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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 배경

본 연구의 목 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는 침상 맥락에서 의과 학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지원하고 진하기 한 학습환경의 설계모형과

략을 개발하는 것이다.이러한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해 다음의 사항응

ㄹ 심으로 선행문헌을 고찰하 다.첫째,침상 교육의 요성과 한

계를 탐색하여 교수설계의 조건과 특징을 악하고자 하 다.침상

교육의 교수모형과 미세 략의 문헌고찰을 통해 학습환경 설계의 주요

구성요소를 악하고자 하 다.마지막으로 학습환경의 설계를 하여

구성주의 의 개념과 설계원리,임상의학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장

학습,경험학습,환자기반 학습의 설계 략을 고찰하 다.

1.침상 교육의 요성과 한계

1)침상 교육의 요성

의학교육의 질은 의사가 제공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하게

련되어 있다.의학교육에서 임상교육은 비의사의 임상수행 역량을

함양하는 과정으로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임상교육에서는 의학 지

식과 추론을 한 강의식 교육,문제기반 학습,사례기반 소그룹 토의,

모형을 이용한 술기1)교육,시뮬 이션을 통한 교육 등 다양한 교수방법

이 활용된다.이러한 임상교육의 교육방법 실제 환자를 상으로 하

1)  의학교육에서는 의료에 련된 ‘기술(skills)에 해당하는 내용을 ‘술기’라고 표 하는

것이 일반 이다.본 연구에서는 의학교육의 맥락을 반 하여 의술의 기술 역은 ‘기

술’용어를 신하여 ‘술기’로 표 한다.교수법의 기술 측면을 의미할 때는 본래 사

용맥락에 맞게 ‘기술’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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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침상 교육(bedsideteaching)은 의사양성의 필수 인 교육방법이

다.침상 교육은 말 그 로 환자가 워있는 침상 에서 시행되는

교육으로,실제 환자가 진료를 받는 곳이 교육장소가 되는 진료기반

(patient-based)의 교육,환자기반(patient-based)의 교육이다(Aldeen&

Gisondi,2006).

침상 교육의 요성은 근 의학이 시작된 이후 꾸 히 강조되어

왔다.Osler(1905)는 ‘환자를 교과서로 삼지 않는 교육은 있을 수 없으며,

최선의 교육은 환자가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강조하 다.1987년 세계 의

학교육 총회에서는 임상교육의 원칙의 하나로 ‘환자에 한 감독 하에

학습에 을 두고,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한 직 인 경험’을 강조

하면서 수련을 받는 학생 수와 개별 환자의 침상 교육 계를 설정할

것을 주장하 다.

침상 교육은 ‘실제 의료 장에서’,‘환자의 불편’을 해결하기 해

학습자가 직 진료에 참여한다는 에서 과학 사실의 객 화된 지식

을 습득하던 통 교육방식과는 확연히 구분된다.학습경험의 질 측

면에서 볼 때,침상 교육의 역할은 ‘체 불가능한 학습경험의 제공’,

‘문직업성 역할모형(rolemodel)학습’,‘임상수행능력의 배양’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 꾸 히 강조되어 왔다(Aldeen& Gisondi,2008;Dent,

2001;Fitzgerald,1993:Jenkins,Page,Hewamana& Brigley,2007;La

Combe,1997;Qureshi& Maxwell2012;Ramani,2003;Ramani,

Orlander,Strunin& Barber,2003).

구체 인 내용을 살펴보면,첫째,침상 교육은 다른 방식으로 체

불가능한 학습경험을 제공한다.지난 20여 년간 의학교육에서는 학습방

법이 다양화되고 학습지원도구의 기술 측면이 발달하면서 인체모형을

이용한 학습이나 시뮬 이션 교육,웹기반 상자료 등 진료 상황이나

환경을 가정한 다양한 교육 근이 시도되었다.이러한 교육 방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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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강의식 통교육과 병원 장에서의 실습교육으로 양분되던 기존의

의학교육에서 실습교육의 주된 교육방법인 침상 교육을 신하는 방

법으로 활용되었다(Cox,1993;Kroenke,2001).그러나 침상 교육은

강의식 교육이나 인체모형 혹은 시뮬 이션 등의 다른 교육방식으로

체하기 어려운 독특한 학습경험을 제공한다. 표 인 는 의사와 환자

의 치료 계의 형성과 개발이다(Aldeen& Gisondi,2008).학습자는

진료 장에서 환자 심의 진료와 보살핌을 경험하면서 문직업인으로서

어떻게 질병과 련된 인간의 고통을 평가하고 받아들일지를 학습하게

되며,환자에 한 공감능력을 배양하고 치료 계 형성을 계발하게

된다(Jenkins,Page,Hewamana& Brigley,2007;Qureshi& Maxwell,

2012:Ramani,Orlander,Strunin& Barber,2003).침상 교육을 체

할 수 없는 다른 요소는 환자를 가정한 연기나 교육용으로 마련된 의

료 상황의 본2)등을 통해서는 모방하기 어려운 역동 인 진료환경을

경험하는 것이다.환자진료에는 제한된 시간과 자원,경제 인 문제 등

의학 지식이나 추론만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된

다.특히 시간 압박에 시달리는 의료 환경에서 환자를 진찰하고 평가

하려는 의사들의 노력은 다른 교육 방법으로 보완하기 어려운 학습경

험이다(Qureshi& Maxwell,2012).

둘째,의학의 문직업성(medicalprofessionalism)의 계발이다.의학에

서의 문직업성은 ‘최우선 과제로서 환자의 안녕(principleofprimacy

ofpatientwelfare)’,‘환자의 자율성(principleofpatientautonomy)’,‘사

회정의(principleofsocialjustice)’의 원리로 구성된다(Americanboard

ofinternalmedicine foundation.American college ofphysicians–

Americansocietyofinternalmedicinefoundation.Europeanfederation

2) 의학교육에서는 실제 환자와 같이 훈련된 일반사람(표 화 환자)을 활용하여 실제

환자로는 근하기 어려운 교육 상황을 만들어 교육에 이용하거나,모의 환자를 이

용한 역할극을 통해 환자와 환자의 불편을 신 경험할 수 있는 간 인 방식의 환

자기반 교육이 제한 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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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internalmedicine,2002).의학에서 문직업성을 함양하기 해서 학

생들은 방 한 의학 지식이나 정확하고 정교한 술기 능력뿐 만 아니라

실제 진료를 수행하기 해 필요한 의료면담,의료윤리,조직 리 등의

다양한 역량에 한 훈련이 필요하다.Fitzgerald(1993)는 침상 교육

기회의 감소로 학생들을 한 의료수행의 역할모형 부족하다고 지 하면

서,침상 교육만이 의사와 환자의 치료 의사소통과 계형성의

요한 교육방법이라고 강조하 다.최근 국내 의과 학에서는 문직업성

을 개발하기 해 의료면담,의료윤리,의료 리와 의료법 ‘환자-의사

-사회(patient-doctor-society:PDS)’와 같은 교육 로그램을 만들어 제

공하고 있다(박완범,김아름,서미성,신좌섭,이윤성,2008;박용익,박일

환,2009).그러나 재의 교육방식은 강의실에서 교수자가 내용을 설명

하는 일방 인 지식 달로,수행을 통한 실습의 기회가 부족하여 교육의

효과성을 기 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박용익,박일환,2009).

셋째,임상수행능력의 함양이다.학생들은 침상 교육의 과정에서

여러 환자의 병력을 청취하고,신체를 진찰하면서 자신의 수행에 한

교수자의 피드백을 통해 진료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정성수,김선 ,

2010;Aldeen& Gisondi,2006;Dent,2001;Ramani,Orlander,Strunin

& Barber,2003).신체진찰은 시각,청각, 각 등의 다양한 감각기 을

활용한 포 인 근이 필요하다.임상의학에서 환자가 호소하는 문제

의 56%는 반 인 병력청취로 진단될 수 있으며,여기에 신체진찰이

행해질 때 진단율은 73%에 달하게 된다(El-Bagir& Ahmed,2002;

Saunder,1980).병력청취와 신체진찰은 질병진단에 필요한 부분의 정

보를 제공하는 요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의학의 테크놀로지가 발달

하면서 많은 의사들이 이러한 과정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여 은 의사

들의 임상수행능력이 떨어지고 있다(Mangione,Nieman,Gracely &

Kaye,1993).침상 교육은 조기에 학생들이 다양한 환자 군을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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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병력청취와 신체진찰 등을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임상수행능력을 함

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Aldeen & Gisondi,2006; Ramani,

Orlander,Strunin& Barber,2003). 공의를 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

면,체계 으로 개발된 침상 교육 로그램을 통해 공의들이 심장

의 잡음을 해석하는 능력이 월등하게 향상되었다(Favrat,Pecoud,&

Jaussi,2004).침상 교육을 통한 임상수행 능력은 경험의 기회가 많

을수록 학습자의 수행에 한 자신감을 높여 수 있다(Fincher&

Lewis,1994).실제 국내에서 발표된 침상 교육 경험에 한 연구에

서도 학습자들은 침상 교육을 통해 임상 술기를 시행할 수 있는 기회

가 보다 많아졌고,교육 후에 술기 수행에 한 자신감이 향상하 다(정

성수,김선 ,2010).학습자들의 경험을 통한 학습은 학습동기를 고양시

키는 방법이기도 하며,의료 의 일원으로 소속감을 느끼고 의사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이기도하다.

2)침상 교육의 한계

가.교수학습의 어려움

부분 의과 학 학생들은 2년에서 2년 6개월가량의 임상 교육

(pre-clinicalcourse)을 마친 후, 학의 부속병원 등의 의료기 에서 1

년 6개월에서 2년가량의 실습교육을 받는다.의과 학 학생들의 임상실

습은 4-5인이 한 조를 이루어 1주에서 3주의 기간 동안 특정 진료과목

이나 의료기 이 제공하는 교육 로그램을 이수하는 형태이다.침상

교육은 주로 임상실습 교육과정 에 수행되는 교육 형태로 의료기 에

서 환자의 진료를 해 마련된 물리 ,사회 ,정서 환경 요소를 배경

으로 한다.

국내에서 발표된 교육에 한 황조사에 의하면 임상실습에서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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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사용하는 교육방식은 소규모 강의(17.0%),외래참 (15.7%),세미나

(12.9%),수술실 찰 지원(12.4%),병동회진(12.1%)순이다(양은배,

서덕 ,이윤성,이수곤 등,2007).학습자들은 주로 외래참 ,수술실

찰,병동회진 등을 통해 침상 교육을 경험하게 된다.

침상 교육이 이루어지는 의료기 은 본질 으로 직무를 심으로

구성된 일터이기 때문에 교수학습이 수행되는데 몇 가지 측면에서 어려

움이 있다.Teunissen와 Westerman(2011)에 의하면 학생들은 임상실습

을 해 병원 장에 나오면서 ‘교육받기(tobeeducated)’를 상하지만

실제 진료환경에서는 보다 실험 이고 자기주도 인 학습을 요구한다.

VanderHem-Stokroos등(2001)의 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은 임상실습

기간 상당한 시간을 교육 의미가 은 활동이나 기다림 혹은 다른

사람들의 술기 수행을 수동 으로 찰하면서 시간을 보낸다.임상실습

교육은 학생에 따라 교육상황에 한 노출 정도의 편차가 심하고,경험

한 비구조화 된 우연 인 과정이기 때문에 실습교육의 핵심 사항인 교

수자의 피드백과 감독이 체계 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국내 한 의과 학의 임상실습의 황에 한 연구에서,학습자들은 ‘학

생의 신분으로 환자를 해야 하는 어려움(37.9%)’,‘비효율 인 시간

리(32.8%)’,‘체계 이지 못한 실습 스 (13.8%)’,‘오리엔테이션의 부재

는 불충분(6.9%)’,‘학생에 한 무 심(5.2%)’,‘강의실과 다른 분 기

인 병원 시스템에의 응(3.4%)’등을 어려움으로 지 하 다(박주 ,김

선,2004).임선주(2012)는 교수자들은 학습자들이 임상실습과 련하여

지식과 술기의 습득과 같은 학습활동과 연 된 어려움을 호소할 것이라

짐작하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호소하는 어려움은 ‘실습에서 학생의 역할

과 의무에 한 명확한 지침이 없다는 것’,‘자의무기록과 같은 달시

스템에 한 정보부재’,‘임상과의 잦은 순환’과 같은 외 인 요인이라고

지 하 다.학습자를 상으로 하는 다른 면담에 따르면,학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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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환자 수와 빠른 회 ’,‘시간의 부족’,‘진료와 연구 등의 다양한 책

무압박’,‘교육에 한 기 나 인센티 가 부족’,‘교육에 한 인식의 부

족’,‘테크놀로지의 발달에 따른 임상 술기의 평가 하’등의 학습환경 요

인과 ‘진료 의 여러 방해요소’,‘다인 병실 환자들의 사생활 보호미흡’,

‘환자 진료 공간부족’,‘여러 부가 인 소음’등의 진료환경을 침상 교

육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Williams,Ramani,Fraser&

Orlander,2008).

나.교수설계의 제약조건

침상 교육은 병동,외래진료실,각종 처치실,응 실,수술방,분만

실, 환자실 등 환자가 존재하는 의료기 시설의 어디에서도 가능

하다. 부분의 침상 교육은 진료 장에 학생들이 추가 으로 참여

하면서 진료와 동시에 교수학습이 실행되는 형태이다.따라서 학습의 과

제는 학습자가 경험하게 되는 ‘환자가 호소하는 문제’가 주축이 되며,학

습의 도구와 지원체계는 진료 장의 물리 ,사회 ,정서 ,환경 요

소의 향을 받는다.교수학습방법은 의사의 진료를 참 하며 모델링을

하는 간 인 방법에서 학생이 의사의 감독 아래 직 환자를 진료하고

이를 보고하여 피드백을 받는 방식까지 다양한 수 이 있다.

침상 교육이 성공 으로 수행되기 해서는 임상 장에서 직면하

게 되는 환경 제약조건과 교육 로그램 운 상에서 발생하는 여러 어

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략이 필요하다.침상 교육의 어려움 혹은

문제 과 련하여 교수설계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물리 측면에서,침상 교육의 공간은 교육을 해 마련된

것이 아니라 외래진료,입원,수술방,처치실 등 진료를 해 제공된 장

소에서 수행된다.학습에 참여하는 환자를 비롯하여 학습의 도구나 장치

로 활용되는 많은 요소들 한 이미 진료를 해 최 화된 것으로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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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 새로 구성되기는 어려운 특징이 있다.시간 측면에서 보면,침

상 교육은 진료에 학습이 부가 으로 일어나는 형태를 지니기 때문에

학습활동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진료시간과 교육시간의 충돌과 진료시간

으로 인한 교수학습 시간의 제약이 있다(Ende,1997;Ramni2003).침상

교육의 설계활동에는 이러한 제한 요소들을 어떻게 분석하고,설정

할 지,활용가능한 부분에 한 재조정과 재구성이 필요하다.

둘째,학습과제의 측면에서,학습자가 경험하게 되는 과제의 특성과 내

용은 우연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특성이 있다.학습의 내용은 매일의

진료 장에서 학습자가 면하게 되는 환자나 환자들이 호소하는 증상에

따라 다소 무작 인 특징이 있다(Dolmans,Wolfhagen,Heineman,&

Scherpbier,2002;Grant,Kilminster,Jolly&Cottrell,2003).실제 연구

에 의하면 진료 장에서 같은 교육 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이라도 학

습자가 만나는 환자들은 서로 다르며,학생들이 수행하는 술기에도 학습

자간 차이가 크다(Van der Hem-Stokroos, Scherpbier, Van der

Vleuten,DeVries,& Haarman,2001).교수설계의 과정에서 학습자의

학습경험의 차이를 어떻게 표 화하고,이들을 통해 얻은 성과를 어떻게

극 화 할 수 있는 지가 주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셋째,상호작용의 측면에서,침상 교육의 진료맥락에는 다양한 이해

계와 의학 수 을 가진 여러 상이 간 으로 참여한다([그림 Ⅱ

-1]).진료실에는 의사인 교수자와 학습자뿐만 아니라 환자와 환자의 보

호자 간호사와 의료기사를 비롯한 다양한 의료 인력이 있다.병동과

같은 상황에서는 학습자와 해당 환자를 제외하고도 같은 병실을 사용하

는 다른 환자와 보호자까지 직간 으로 교육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다.

의학에 한 이해의 수 이 상이하고 요구가 다양한 구성원들이 학습의

과정에 직간 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학습환경의 설계에는 각각의

학습자 참여자의 요구를 어떻게 충족시킬 지에 한 문제가 두된다



-22-

(Ende,1997).따라서 침상 교육이 효율 이고 효과 으로 이루어지

기 해서는 진료실 진료과정에서 여러 상들의 계와 활동에 한

리가 요하다(Ramani,2003;Skeff,1988).

[그림 Ⅱ-1]침상 교육맥락의 구성원(<Ramani,2003>을 시각화)

넷째,교육의 이상 과 실상의 충돌이다.학문과 교육의 입장에서 의학

과 의료는 ‘환자의 안 ’와 ‘국민건강’을 최고의 목표로 제시한다.그러나

의료가 행해지는 의료기 은 경제 이득을 고려하는 산업의 특성을 가

지고 있어 실제 진료의 내용과 형태는 교육의 목표와 차이가 있다(Kim,

Kim,Joo,Kim,& Kim,2009).침상 교육은 교수자인 의사의 역할모

형을 통해 문가 혹은 리자로서의 의사의 조직 리,의사소통,윤리

의사결정 등을 학습하는 기회이기도 하다.교육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역

할모형은 의사로서의 문직업성을 배양하는 요한 기회로 작용한다.

그러나 경제 가치와 효용과 효율이 우선시 되는 진료환경은 ‘교과서 ’

교육의 지향 과 실 진료의 한계와 문제 을 경험하는 장소이기도 하

다. 컨 ,의료면담 역에서 학교에서는 환자의 말을 경청해주고 인정

하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으나 실제 장에서는 환자와의 면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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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형 질문으로 이루어지고 환자가 말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은 혼동된 메시지(mixedmessage)를 경험하게 된다(이 미,

2012).따라서 교수설계의 측면에서는 교육의 지향 과 실제 진료의 상

황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한 문제가 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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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침상 교육의 교수모형 략

1)침상 교육의 교수모형3)

침상 교육의 표 인 교수모형은 경험순환(experiencecycle)과 설

명순환(explanationcycle)으로 구성된 Cox모형(Cox,1993)과 Janicik과

Fletcher(2003)가 개발한 ‘최선의 교수학습 모형(Bestteachingpractice

model)’,Ramani(2003)가 고안한 ‘침상 교육을 향상하기 한 12가지

의 (Twelvetipstoimprovebedsideteaching)’이다.

가.경험순환과 설명순환의 Cox모형

Cox모형은 ‘구체 경험-반성 성찰-추상 개념화-행동 실험’이

기반이 되는 경험학습 원리에 기인한다.Cox모형의 구조는 기본 으로

경험(experience)순환과 설명(explanation)순환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숫자 “8”의 모양이다([그림 Ⅱ-2]).경험순환 과정은 학생의 지식경험을

악하는 비과정단계(preparation),환자의 정보를 제공하여(briefing)

학생들의 경험을 시작하는 단계,환자와 상호작용(clinicalinteraction)을

통해 진료를 경험하는 단계,환자진료 후에 이를 확인하는 수행보고

(debriefing)의 단계로 구성된다.설명순환(explanation cycle)은 학습한

경험의 성찰단계(reflection),교수자 해설 주의 임상지식의 해석단계

(explication),검증된 경험으로 얻어낸 실용지식의 확인단계(working

knowledge),다음 환자를 비하는 단계(preparationforpatient)로 구성

된다.

3) 학자들에 따라 ‘교수모형’과 ‘교수설계모형’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본 연

구에서 ‘교수모형’은 교수학습활동에 을 둔 모형으로 사용하 으며,‘교수설계모

형’은 교수학습의 제반 여건에 한 설계의 활동 즉,분석,설계,개발 운 의 체계

인 근을 강조한 모형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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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경험순환과 설명순환 모형(Cox.1993)

경험순환(experiencecycle)과 설명순환(explanationcycle)은 ‘학습활

동을 시작하기 에 원하는 것을 찾아내고,멈추어 실행하고,실행한 후

에 성찰’하는 기본 인 교수 략을 활용한 것이다(Cox,1993).본 모형은

경험학습의 학습 원리를 기 로 하여 오랜 기간 동안 자의 침상 교

육의 경험과 교육자 직 이 반 된 임상실습의 표 인 교수모형이

다.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동이나 처치실의 회진 맥락에서 침상 교

육을 실행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나.최선의 교수학습모형(BestTeachingPracticeModel)

Janicik와 Fletcher(2003)는 6차례에 걸쳐 135명의 의사들이 참여한 워

크샵을 통해 환자의 안 (attendtopatient’scomfort),선택 집 교수

(focusedteaching),집단역동(groupdynamics)의 세 개의 역으로 구성

된 ‘최선의 교수학습모형(Bestteachingpracticemodel)’을 제안하 다

(<표 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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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1:환자의 안

기술

환자에게 미리 양해 구하기

환자에게 다른 사람 모두를 소개시키기

환자를 돌보는 사람이 환자에 해 간단히 안내받기

반 상태를 의학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설명하기

환자에 한 자료(상태)에 기반하여 가르치기

진심으로 격려하며 마무리하기

오해나 의문을 해소하기 해 다시 돌아와 확인하기

역 2:교수의 선택과 집

기술:침상에 용 가능하도록 변형한 마이크로스킬

• 환자진단

• 학습자진단

찰

질문

• 목표를 정하고 가르치기

역할모델

수행

일반 인 개념을 가르치기

피드백 제공하기

역 3:그룹 활동

기술

시간과 목표를 제한하기

가르치는 것과 피드백에 모든 사람을 포함시키기

<표 Ⅱ-1>최선의 교수학습모형(Janicik& Fletcher,2003)

첫 번째 역인 ‘환자의 안 (attendtopatient’scomfort)’ 역은 환

자 심,환자존 의 근을 통해 환자를 보호하며,학생들의 학습의 효과

를 최 화하는 것이 목표이다.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교수 략은 ‘진료

시작 환자의 동의’,‘학습의 과정에 환자가 심이 되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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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용어를 사용하지 않기’,‘환자와 련이 없

는 상황을 가정한 토의의 지’로 환자의 평안과 만족을 우선시 한다.의

사는 교육의 과정이 끝나면 교수학습에서 생길 수 있는 환자의 오해를

해결하기 해 다시 환자에게 돌아와 환자가 의문 이나 불편함이 없는

지를 확인한다.

두 번째 역은 제한된 시간에 교수학습을 효과 으로 수행하기 해

‘임상교육의 5단계 미세기술(The micro-skills ofteaching)’(Neher,

Gordon,Meyer& Stevens,1992)을 활용하여 가르치는 과정이다.의사

는 우선 환자의 상황을 진단하고, 찰과 질문기법을 통해 학습자를 분

석한다.학습자에게 설명이 필요한 경우 짧은 시간에 정보를 달한다.

환자 진료와 련한 교수 략으로는 의사가 직 진료하는 것을 찰하

는 방법과 학생이 직 진료를 수행하는 것이 있다.학생이 직 진료를

수행하는 경우 교수자는 수행 유의사항에 하여 설명하고,수행 후

에는 학습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여 잘못을 교정하도록 한다.

세 번째 역은 ‘그룹 활동의 역동(groupdynamics)’이다.이 역에

서 그룹에는 학습자들을 포함하여 침상 교육이 이루어지는 맥락에 직

간 으로 같이 참여하게 되는 공의,간호사,의료기사 다른 의료

직군을 사람들 같은 병동의 다른 환자와 보호자를 모두 포함한다.그

룹의 역동에서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요소는 ‘시간 효율을 고려하여 학

습활동의 목표를 제한’하는 것과 ‘교수학습활동에 여하는 모든 구성원

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의사와 학생 심의 교수학습활동 때

문에 환자나 다른 의료 인력이 소외되지 않도록 분 기를 조성하고,가

능하면 모든 구성원들이 진료와 교육에 히 참여하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할 것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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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침상 교육을 향상하기 한 12가지의

Ramani(2003)의 ‘침상 교육을 향상하기 한 12가지의 (Twelve

tipstoimprovebedsideteaching)’에서는 회진을 학습단 로 설정하고

침상 교육의 환경을 회진 ,회진,그리고 회진 후로 활동을 구성하

여 각각의 략을 제시하고 있다(<표 Ⅱ-2>).회진 (pre-rounds)단계

는 비(preparation),계획(planning),안내(orientation)의 활동이 이루어

진다.학습과제와 학습매체,학습자 등을 분석하고 학생들에게 안내하며

조율하는 단계이다.회진단계는 소개(introduction),상호작용(interaction),

찰(observation),교수(instruction),정리(summarization)활동이 수행된

다.환자에게 학생 구성원을 소개하고,의사가 먼 진료하여 학생들의

역할모형(rolemodel)이 된다.교수자는 학생의 직 진료를 찰하며 필

요한 정보나 술기를 가르친다.회진 후에는 환자가 없는 자리에서 학습

을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수행보고(debriefing),피드백(feedback),성찰

(reflection),다음의 비(preparation)의 단계로 구성된다.

침상 교육을 한 핵심 략은 회진을 심으로 하여 회진 비

단계와 회진 맥락,회진 후 마무리의 세 역을 구분하여 각각의 단계와

단계별 교수 략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회진을 하나의 교육단 로 교

수학습활동을 제시했다는 , 비-경험-성찰의 경험학습 과정을 활용한

것은 앞서 제시한 교수모형과 유사하다.그러나 교수설계의 측면에서 볼

때,Ramani(2003)가 제시한 략은 실질 인 교수설계자가 의료 장에서

활동하는 의사이자 교수자인 것을 고려하여 교수활동 이 의 교육환경의

비와 개발 단계를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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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단계 략

회진
비

계획

안내

효과 지도를 해 주요 요소를 비하기

학습자와 회진을 통해 얻고 싶은 것을 논의

학습의 목 과 목표를 상하고 공유하기

회진

소개

상호작용

찰

교수

정리

환자에게 자신과 자신의 을 소개하기

의사-환자 상호작용을 통한 역할모델 되기

학습자 심의 지도를 한 세심하게 찰

인격 인 모욕을 피하여 학생에게 질문하고

가르치기

환자를 통해 가르치고 배운 것을 정리하기

회진

후

수행보고

피드백

성찰

다음 비

질문,명료화,추가학습과제 부여

잘된 것과 부족한

경험을 평가하며 되돌아보기,반성

다음 회진을 한 비

<표 Ⅱ-2>침상 교육을 한 핵심 략(Ramani,2003)

Ramani(2003)는 침상 교육이 성공 으로 수행되기 해서는 교수

자가 침상 교육에 익숙해져야 하고,교육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교

수 략을 사용할 수 있어야한다고 주장한다.따라서 교수자로서의 자신

의 비상태를 확인하고 교수개발을 통해 침상 교육을 비하는 것이

필수 인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계획단계에서는 교수자가 시간과 노

력을 들여 무엇을 가르치고,어디에 을 둘 것인지,어떤 특정한 교수

학습 략을 사용할 것인지,환자선택 시간조율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해 비할 필요가 있다.교수자가 미리 교육목표,교수 략,환자선택,

시간 리 등의 요소는 계획하고 비할 때 교육 로그램은 변화하는 진

료상황에 맞춰 탄력 으로 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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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제시한 세 가지 모형은 침상 교육의 교수학습활동을 단계

으로 구성하고 각 단계별로 사용할 수 있는 교수 략을 구체 으로 제시

하고 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세 가지 모형은 모두 경험과 성찰,침

상 교육이 시작되기 이 과 이후의 단계 근,환자의 동의나 허락,

찰,역할모형 피드백을 통한 교육(Cox,1993;Janicik& Fletcher,

2003;Ramni,2003)을 강조하고 있으며,시간 효율 교수 략(Jacik&

Fletcher,2003;Ramni,2003),그룹 활동의 역동(Janicik & Fletcher,

2003)등이 침상 교육에 주요하게 고려하 다.

2)침상 교육의 미시 략

침상 교육의 미시 략은 역동 인 진료 상황에서 짧은 시간에 학

습의 효과를 최 화하기 해 사용할 수 있는 간략한 교수 략을 말한

다.임상 의학교육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 인 미시 략은 5단계 미세

기술(Neher,Gordon,Meyer& Stevens,1992;Neher& Stevens,2003)

이다.이 밖에도 술기교육을 한 ‘간편 5단계 임상술기 교수법(Simple

five-stepmethodforteachingclinicalskills)’(George& Doto,2001)과

외래 기반에서 의학 지식과 추론을 교육하기 한 SNAPPS 모형

(Wolpaw,Wolpaw & Papp,2003)이 있으며,지역사회 의료기 에서 의

사의 진료 시간을 확보하기 한 략을 반 한 WAVE 모형

(Ferenchick,Simpson,Blackman,DaRosa& Dunnington,1997)이 있다.

가.임상교육의 5단계 미세기술

표 인 미시 략으로 제안된 미세기술은 실제 교육이 시행되는 짧

은 시간이 강조되어 1분 리셉터(1minutepreceptor)라고도 불린다

(Neher,Gordon,Meyer& Stevens,1992;Neher& Stevens,2003).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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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술은 일상 인 임상 교육에서 환자의 진료와 병행하며 사용할 수 있

는 기본 교수 틀로 제안되었다.교수의 차는 ‘학생의 의견듣기’,‘학생

의 의견과 생각을 지지하는 증거를 찾아내기’,‘일반 인 원리 가르쳐주

기’,‘옳은 것을 강화하기’,‘실수 교정하기’의 5단계이다.첫째 단계는 환

자의 상황에 한 학생의 진단 혹은 앞으로 진단 치료를 한 계획을

물어보는 것이다.교수자는 이 과정을 통해 학습자의 추론과 의사결정

내용을 빠르게 악하여 교수의 방법과 략을 결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

다.둘째 단계는 교수자가 학생의 지식이나 추론과정을 평가하는 단계로,

학생의 의견이나 생각에 한 지지증거를 찾아낸다. 정강화의 략으

로 학습자의 지식이나 추론내용에 한 피드백과 평가를 제공하는 단계

이다.셋째 단계는 앞서 경험한 사례를 일반화할 수 있는 원리를 교육하

는 단계이다. 재의 경험이 의료수행에 일반화 될 수 있도록 의학의 원

리를 가르친다.넷째 단계는 학생이 잘한 것,옳은 것을 강화하는 단계이

다.학생은 우연히 옳게 반응하 거나 추론 과정의 요한 내용을 과소

평가하면 경험한 내용을 쉽게 잊어버리게 된다.잘한 것에 해 정

인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지식이나 태도 혹은 의학 정보를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한다.마지막 단계는 실수를 교정하는 단계

이다.학생이 잊고 있었거나 틀린 부분에 해 내용과 이유를 설명하여

교정한다.

나.간편 5단계 임상술기 교수법

침상 교육은 학생들이 조기에 다양한 환자 군을 통해 여러 진료

상황에서 병력을 청취하고 신체진찰 등의 학습할 수 있도록 해 다

(Aldeen& Gisondi,2006;Ramani,Orlander,Strunin& Barber,2003).

학습자는 실제로 임상수행 필요한 환경에서 술기 학습에 보다 동기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침상 교육은 임상 술기 교육에 보다 한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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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운동기술 습득의 3단계 (Fitts& Posner,1967)

단계 목표 활동

인지 과제를 습득하기 설명하기,보여주기

통합
원리와 과정을 이해하고

수행하기
의도 수행연습,피드백

자동화
빠르고 효율 이고

정확하기 과제를 수행하기

수행의 정 성에 을 두고

인지 인 자극 없이 자동화된 수행

다.

의료 술기와 수술 기법의 수련과 련하여 가장 리 받아들여지고 있

는 이론은 Fitts와 Posner(1967)가 제시한 운동기술 습득의 3단계이다

(<표 Ⅱ-3>).첫째 단계는 인지과정으로 술기수행과 련된 요소들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단계이다.교수자는 술기 수행에 필요한 요소를 직

보여주고,주요한 요소들의 구성과 작용을 설명한다.둘째 단계는 통합의

과정으로,연습과 피드백을 통해 개념 으로 이해한 요소들을 실제 움직

임으로 실 하는 단계이다.학습자는 술기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부분

인 수행단계를 반복 으로 연습하여 숙련의 과정에 도달하게 되고,이

과정에서 교수자는 하고 즉각 인 피드백을 통해 잘못을 교정한다.

마지막 단계는 자동화 과정이다.이 단계는 의도 이고 반복 인 수행

연습(deliberatepractice)을 통해 수행의 차나 질이 자동화되는 수 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학습자의 수행은 차 정확성이 높아지면서 수행

을 해 추가 으로 사고를 하지 않아도 필요한 요소를 능숙히 할 수 있

는 수 에 도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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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rge와 Doto(2001)는 운동기술 습득의 3단계 이론을 용하여 임상

장에서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간편 5단계 임상술기 교수법(A simple

five-stepmethodforteachingclinicalskills)을 개발하 다.George와

Doto(2001)는 외래에서 임상술기 교육을 해 운동기술 역의 특성과 학

습자와 교수 략을 고려하여 개념화,시각화,언어화,연습,교정과 강화,

술기 완성,술기 자동화의 7가지 원리를 추출하 다.구체 인 내용은 다

음과 같다.첫째,학습동기를 유발하는 단계로 학습자에게 왜 해당 술기

가 필요하고 어떻게 진료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 안내한다.학습자들은

자신이 사용할 술기의 용도와 효과에 해 인식하기 되고 이를 통해 보

다 학습에 동기화 될 수 있다.둘째,교수자가 술기에 한 설명 없이 술

기 수행을 재 한다. 자들은 설명 없이 제공되는 재 이 학습자가 올

바른 수행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릴 수 있고,추후 스스로의 수행을 평

가하는 기 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셋째,술기의 과정을 단계 으로

설명하면서 수행 과정을 체를 보여주고 설명하는 단계이다.이 단계는

학습자가 차를 회상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메모리 과정이 형성되

도록 도와 다.넷째,학습자가 직 술기를 수행하며 각 차를 설명하

는 단계이다.직 수행을 통해 발견된 어려움과 의문들을 해소하며 추가

인 설명과 교정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다섯째,직 수행 단

계로 학습자가 원하는 숙달수 에 도달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 으로 연

습한다.이 단계에서 교수자는 학습자의 수행을 면 히 찰하며 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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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교수법 내용

1단계 개요
교수자:의료술기 습득의 이유와 환자 진료에 어떻게 쓰

이는 지 설명하며 학습 동기 유발

2단계 시연
교수자: 과정을 설명 없이 정확하게 시연

학습자:기억이미지(mentalimage)생성

3단계
시연

설명

교수자: 과정을 각 단계 별로 설명하면서 시연

학습자:술기단계의 순차 인 연결을 확인

질문을 통한 의문 해소,명료화

4단계
묘사

실습

학습자:각 단계를 묘사하며 단계 으로 술기 수행

교수자:단계별로 질문하고 확인하며 교정 보완

5단계 수행
학습자:숙달단계까지 반복 인 연습

교수자:학습자의 수행 찰 후 피드백 제공

<표 Ⅱ-4>간편 5단계 임상술기 교수법(George& Doto,2001)

다.외래 진료 시 학습자 심의 교수모형-SNAPPS모형

SNAPPS모형은 외래 진료 맥락에서 학습자 심의 진료경험을 제공

하기 해 개발된 교수모형이다(Wolpaw,Wolpaw,& Papp,2003).

Wolpaw와 그의 동료들(2003)은 외래 진료실의 침상 교육의 학습환경

은 병동에서의 침상 교육의 학습환경과 다르다고 주장하 다.교육시

간의 측면에서 보면,병동은 의사가 자신의 시간을 내어 학습자가 일하

는 곳(병동)으로 가는 반면에,외래 진료의 경우 의사는 진료를 하고 있

고 학생이 시간을 내어 참여하는 형태라는 것이다.따라서 외래 진료 환

경에서 침상 교육의 학습은 학습자가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SNAPPS모형은 외래 환자 진료에서 학생이 진료한 환자 사례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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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는 다음의 활동을 하게 된다.

1.병력과 진찰결과 요약하기

2.2-3개의 련 질환으로 감별의 범 좁히기

3.가능한 감별진단을 비교하고 조하면서 감별 분석하기

4.불확실한 것이나 어려운 것, 안 방법에 하여 질문하면서 탐색하기

5.환자의 의학 문제를 리하기 한 계획세우기

6.자기주도학습을 한 사례 련 학습과제를 선택하기

수자에게 설명하는 6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Ⅱ-5>).학습자

는 먼 병력과 진찰결과 요약한다(Summarizebrieflythehistoryand

findings).다음으로 2-3개의 련 질환으로 감별 진단의 범 를 좁히고

(Narrow thedifferentialtotwoorthreerelevantpossibilities),가능성

이 있는 진단내용을 서로 비교하고 조하여 분석한다(Analyze the

differentialbycomparingandcontrastingthepossibilities).그 다음은

병력과 진찰을 통해 얻어낼 수 없는 불확실한 것이나 어려운 것, 안

방법에 해 질문하면서 탐색한다(Probe the preceptor by asking

questionsaboutuncertainties,difficulties,oralternativeapproaches).

이후에는 환자의 의학 문제를 리하기 한 계획을 세우고(Plan

managementforthepatient’smedicalissues),자기주도학습을 한 사

례 련 학습과제를 선택하여(Select a case-related issue for

self-directedlearning)학습하는 것이다.SNAPPS모형의 여섯 단계는

실제로 의료 장에서 직면하게 되는 의료의 문제들에 한 의사들의 추

론이나 의사결정 과정을 잘 반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학습자의 직

인 진찰과 추론,경험한 사례를 확장하여 학습의 과제를 선택하고

학습의 범 와 깊이를 확장하는 형태는 학습의 동기를 자극하는 좋은 방

법이다.

<표Ⅱ-5>SNAPPS모형 (Wolpaw,Wolpaw & Papp,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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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외래진료 상황에서의 WAVE모형

WAVE모형은 학생이 단독으로 직 환자를 진료하고,다시 교수자

와 함께 진료하면서 진찰한 내용에 해 피드백을 받는 형태이다

(Ferenchick,Simpson,Blackman,DaRosa& Dunnington,1997).의사와

학생이 서로 다른 진료실에서 각기 환자를 진료하면서 학생의 진료가 끝

나면 학생은 의사의 진료실에 들어와 진료내용에 해 간단히 보고한다.

의사는 학생이 진료했던 환자를 학생과 함께 다시 진찰하면서 환자의 상

황에 해 토의를 하는 형태이다(<표 Ⅱ-6>).이러한 모형은 진료 도

에 교육을 한 시간을 따로 할애할 수 없는 상황 어려움을 극복하기

하여 제안된 방법으로 학습자가 환자를 직 진료하는 동안 의사는

기 인 환자를 진료함으로써 시간 방해를 최소화하는 장 이 있다.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환자를 처음부터 직 진료하여 보다 자기주도 으

로 진료경험에 노출될 수 있는 장 이 있고,이후 의사와 함께 진료를

병행하며 진료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김경곤과 그의 동료들(2005)은 WAVE모형이 학생이 진료에서의 일

정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학생 자신이 진료한 환자를 직 의사에게 설

명할 기회가 제공되고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면서 락된 병력 청취 부분

이나 신체 검진 의무 기록을 첨가하는 것을 보여 수 있다는 에서

기존의 찰 주 실습 방법보다 훨씬 강력한 피드백을 수 있다고 평

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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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6> WAVE모형의 진료스 시(Ferenchick,Simpson,

Blackman,DaRosa& Dunnington,1997)

08:00～08:20 학생은 환자 A를 보고,의사는 환자 B를 진료한다.

08:20～08:40 환자 A를 학생과 의사가 함께 진료한다.

08:40～09:00
학생은 환자 A의 진료내용을 기록하고,의사는 다른 환자 C

를 진료한다.

09:00～09:20 학생은 환자 D를 보고 의사는 환자 E를 진료한다.

09:20～09:40 환자 D를 학생과 지도 교수가 같이 진료한다.

이러한 패턴이 환자 진료시간동안 계속 으로 수행될 수 있다.

침상 교육의 미시 략에서 논의되고 있는 네 가지 략들은 시간

효율 교수활동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미시 략들은 공통 으로

한 피드백을 통한 임상 수행역량의 향상을 고려하 으며

(Ferenchick,Simpson,Blackman,DaRosa& Dunnington,1997;George

& Doto 2001;Neher,Gordon,Meyer& Stevens,1992;Neher&

Stevens,2003;Wolpaw,Wolpaw & Papp,2003),의사의 진료시간의 보

장,환자안 의 확보,학습자의 자기주도 진료 경험을 강조하 다

(Ferenchick, Simpson, Blackman, DaRosa, & Dunnington, 1997;

Wolpaw,Wolpaw & Papp,2003).학습과제의 특성에 따라 교수 략을

제안한 것도(George& Doto2001;Wolpaw,Wolpaw & Papp,2003)미

시 교수 략의 활용에 있어 요하게 고려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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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침상 교육의 학습환경 설계

1)학습환경의 개념과 설계원리

가.학습환경의 개념

학습환경은 개념 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는 공간과 상황을 의미하며,

구체 으로는 맥락을 구성하면서 학습에 향을 미치는 요소를 지칭하기

도 한다.Pieters,Breuer와 Simons(1990)는 학습환경을 ‘학습을 진하는

물리 ,인지 요소’라고 개념화하고 있다.그러나 학습환경의 의미는

학문분야와 학습이론 혹은 연구자나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조 씩 다른

의미로 이해되어 왔다.

학교교육과 련하여 ‘학습환경’은 물리 환경이나 학습과 련한 정

신 ,정서 특징을 강조하여 사용하기도 한다.학습환경을 물리 측면

에서 논의한 연구에서는 건물이나 교실의 구조 학습자가 앉는 자리나

거리,학습자의 동선이나 채 ,교실 공간에서의 가구배치 등에 을

두고 설계 요소를 논의한다(유효 ,박지해,김정수,김형태,김 ,김

동찬,2012;최욱,2009;Hiemstra& Sisco,1990;White,1972).물리

학습환경과 학습효과에 한 연구에서는 효과 인 환기와 습도(Johnson,

2005),마이크와 스피커를 활용한 음향 (한찬훈,2005),채 이나 학습공

간의 색조(Knirk,1992)가 학습에 향이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환경의 의미를 보다 확장된 의미로 사용하는 학자들은 정신 요소

(psychologicalcomponent)나 정서 인 요소(emotionalcomponent)를 학

습환경의 주요한 요소로 언 하기도 한다.Galbraith(1990)는 학습환경을

물리 측면과 정서 측면으로 구분하면서,지지 ,도 ,친화 ,비

공식 ,열린 환경의 요성을 강조하 다.Pappas(1990)에 의하면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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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은 공간 특성,빛과 온도,소리,냄새,가구배치 등을 포함한

물리 특징, 통 습,학습자가 학습에 해 상하게 하는 정서

경험 등의 4가지이다.

성인학습의 학문분야에서 학습환경은 조직 심의 사회 인 맥락을 강

조하여 정의한 경향이 있다.Belsheim(1988)은 교육과 련하여 조직의

환경에서 성인학습에서의 학습환경을 문화와 정책,경제,기술 으로 축

된 정보, 지리 치 등을 고려하여 논의하 다. Fellenz와

Conti(1989)는 교육환경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해서 성인학습과 련

하여 차별,고용 비 사고와 같은 사회 인 요소들이 고려되어 한

다고 주장한다.

임상 의학교육에서 학습환경의 개념은 부분 교육의 효과성의 에

서 교육기 의 정책이나 역할,학습에 향을 미치는 교수자 측면이 논

의되고 있다.미국 의학교육 회(AmericanMedicalAssociation:AMA,

2007)는 ‘의학교육에서 학습환경의 변화를 한 략(Strategies for

transformingthemedicaleducationlearningenvironment)’의 연구보고

에서 학습환경을 교육기 이나 교육의 맥락 안에서의 문화(institutional

culture),교육과정(curriculum,bothformalandinformal/hidden),교육

분 기(educationalclimate)에 향을 미치는 요소로 개념화하 다.교육

기 의 문화(institutionalculture)는 의과 학이나 교육병원이 가지고 있

는 규정이나 과정 혹은 수행에 내재되어 있는 요소를 말한다.교육과정

(curriculum)은 교육 로그램의 목표와 역량을 포함하여 분명하게 제시

되어 있는 교육경험 평가 도구 등을 의미한다.교육과정에는 명문화

되어 있지는 않은 교수자들의 태도와 교육방식,주어진 교육여건 병

동의 구성원 등과 같이 숨겨져 있는 조건들도 포함한다.교육 분 기

(educationalclimate)는 학습자들이 지각하는 요소이다.의학의 문가란

무엇이고 이를 해 무엇을 수행해야하며 가장 요한 요소는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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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구성주의 학습환경 설계를 한 모형(Jonassen,1999)

가 고려된다.

구성주의 시각에서 학습환경 설계의 구성요소를 개념 으로 제시한

사람은 Jonassen(1999)이다.그는 학습환경을 문제와 맥락,표상, 용공

간을 포함한 로젝트의 배경을 심에 두고 련사례.정보자원,인지도

구, 화와 동을 한 도구,사회 맥락 지원이 둘러싸는 구조로 표

하 다([그림 Ⅱ-3]).Hannafin과 그의 동료들(1999)은 학습환경을 구

성하는 최소한의 요소로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맥락’,학습과 학습을 지

원하기 한 ‘자원 도구’,그리고 진이나 지원 략으로서 ‘스캐폴딩’

을 강조하 다.

구성주의 맥락뿐 만 아니라 폭넓은 의미의 학습환경에서 구성요소를

구체 으로 제시한 사람은 Sandberg(1994)이다.그는 학습환경의 구성요

소를 교수자, 찰자,동료학습,학습자료,정보자원,학습도구 등 6가지

로 구분하여 각각의 역할을 설명하 다.교수자는 교수설계나 학습과제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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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에서 제공자의 역할을 하는 인물을 말한다.교수자는 일반 교실 공

간에서 사람일 수도 있고 웹기반 학습에서 특정 로그램이 될 수도 있

다. 찰자는 학습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교수

자이거나 학생 자신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로그램이 될 수도 있다.동

료학습은 학습의 과정을 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동료학습자일

수도 있으나 설계 상태에서 제작된 도구가 역할을 할 수도 있다.학습자

료(혹은 과정)은 학습해야할 것을 포함한 객체를 의미한다.여기서 학습

자료는 웹기반 로그램 혹은 시뮬 이션 로그램,과제해결 환경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될 수 있다.외 정보자원은 학습자료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종류의 자원을 의미한다.추가 인 자료나 매뉴얼 등이 포함

될 수 있다.도구는 학습자료 보다는 학습의 과정을 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계산기나 의사소통 도구 등이 포함된다.

이상에서 보면 학습환경 설계에서 포함하고 있는 역은 교수자의 설

명 행 를 포함하여 학습활동의 체 과정,필요한 자원과 자료 인터

넷 기반의 각종 도구의 설계를 포함하여 보다 범 하다(임철일,2012).

따라서 실제 인 교수설계의 에서는 다양한 학습의 조건과 맥락을

고려하여 학습환경 설계 요소 무엇을 설계할 지에 한 설계 상의

선정과 집 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임철일,2012).침상 교육이 병

원시설의 기 이나 조직으로서의 물리 ,사회 환경요소와 교수학습활

동의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침상 교육의 학습환

경 설계를 해서는 학습환경의 구성 요소들이 교육 효과에 어떤 향

을 미치는지,실제 설계활동에서 환경요건과 새로이 개발해야하는 요소

들은 무엇이 있는지에 한 보다 구체 인 분석이 필요하다.

나.학습환경의 설계원리

구성주의에 의하면 학습은 학습자가 지식의 내 인 표상을 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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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으로 경험에 의해 독특하게 개발되는 개인 인 해석이다.따라서 학

습설계의 은 교수자에 의해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서의 학습의

을 벗어나 학습자의 주도 이고 극 인 학습을 진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임철일,2012).구성주의 학습환경 설계는 첫

째,상황에 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설계하고 둘째,학생의 문

제해결 과정에 을 두어야 하며 셋째,학생의 문제해결 과정에서 교

사는 학습 과정과 략 안내자 역할을 수행하며 넷째,개념 연 성에

기 해 다양한 으로 학습 내용에 근하며 다섯째,학생의 요구와

필요를 고려하여 교수 목표를 조정하고 설정하며 여섯째,학생 스스로

자아 성찰 인 실천이 가능하도록 평가를 실행하며 일곱째,학생의 다양

한 의 해석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도구를 제공하며,끝으로 학

생의 내재 동기에 의한 자발 학습을 진시킬 수 있도록 설계 개발

된다(Jonassen,1999).

한편 Driscoll(2005)은 학습환경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할 요소로서 다

음의 다섯 가지를 언 하고 있다.첫째,복잡하며, 실 이고, 한 환

경에서 학습이 포함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학습자들은 풍부한 학습내

용,학습도구,복잡한 학습에 참여하고 경험할 만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

받아야한다.둘째,학습의 통합의 요소로서 사회 상을 제공해야 한

다.학습환경에 있어서 동은 문화를 공유하고 다양한 이나 이들의

변형을 공유하고 이하는 있어 필수 인 요소이기 때문이다.셋째,다양

한 표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을 가질 수 있도록 제

공해야 한다.학생들은 다양한 감각기 을 통해 정보를 받아들일 때 동

시에 다른 정보를 얻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되었을 때 보다 효과 으

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넷째,학습에 있어서 주인의식을 고양시킨다.

여기서 학습환경의 구성은 학습자에게 보다 실제 인 맥락을 제공하는데

을 두어야하며 교수자는 자원이나 코치의 역할을 한다.다섯째,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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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성되어가는 과정에 해 학생들이 지각하도록 지원한다.학습자는

성찰을 통한 메타인지를 통해 제한되어 있는 맥락에서 보다 확장된 의미

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임상의학에서 학습환경 교수설계와 련하여 요하게

두되는 문제는 앞서 논의된 학습환경의 설계원리를 어떻게 구체화할 수

용의 방법이다.실제 의료의 임상교육에서 각각의 원리들이 어떻게 실

될 수 있고,어떠한 효과를 내고 있는 지에 한 실증 인 연구도 부

족한 편이다.이와 련하여 Ende(1997)는 입원 환자 교육에 한 교수

설계 략에 한 논의에서 교수자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설계지

식이나 략들이 증거기반(evidence-based)이 아님을 지 하 다.연구

자들이 논의를 통해 주장하고 있는 설계의 원리나 략이 실제 교수설계

가 필요한 맥락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처방의 도구로 사용되기 해서는

설계의 원리를 구 할 수 있는 구체 인 지식과 정보 등이 필요하며,실

제 용의 연구를 통해 그 효과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Ende(1997)는 임상교육의 교수설계가 학습에 한 기본 인 원리에 근

거해야 한다고 지 하면서,입원환자의 학습에 한 4가지 원리와 그에

응하는 략들을 제안하 다.첫째,지식은 축 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

된다.따라서 교수자들은 학습자의 개념화를 시작으로,질문(의문)을 해

결해가는 과정을 이용하며,성찰을 진하도록 해야 한다.둘째,원리는

문가들은 사례의 경험에 기반 한다.따라서 학습자는 환자에 해 논

의하는 것에 을 두고,교수자는 환자의 병상 에서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유사하거나 반 되는 다양한 사례에 한 비교와 조가 필요하

다.셋째,학습원리는 학생이 스스로 학습내용과의 련성을 자각할 때

학습한다는 것이다.따라서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도 과제를 주고 이를

해결하는 것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흥미를 자극시켜,진료가 재미있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넷째,학습은 개인 인 과정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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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 과정이라는 것이다.따라서 학습 커뮤니티를 만들고,오리엔테

이션을 제공하도록 한다.진정성을 동반한 신뢰로 학습에 생기를 불어넣

으며,교수자가 자신의 학습자에 해 보다 많이 알아갈 것을 강조한다.

2)임상의학의 학습환경 설계 략

침상 교육은 진료 장을 맥락으로 한다는 에서 실습 장학습

(workplacelearning)의 특성을 반 하며,학생이 진료를 경험하면서 학

습을 구성한다는 에서 경험학습(experience-basedlearning)을 바탕으

로 한다.환자가 호소하는 불편을 심으로 실제 환자를 상으로 교수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에서 환자기반 학습(patient-based learning)의

설계 략도 주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본 장은 침상 교육의 학습환경

설계모형의 구성요소 구체 략을 탐색하기 하여 실습 장 설계

략,임상의학에서 논의되는 경험학습의 설계 략,환자기반 학습의 설

계 략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가.실습 장 설계 략

실습 장(workplace)은 실제 인 경험을 제공하는 곳으로 문직업인

양성 교육에 필수 이다.병원을 비롯한 다양한 의료기 은 학습자가 다

양한 환자 군과 의료의 문가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곳으로 풍부

한 학습자원과 지원요소를 가진 학습환경이다(Dornan,Boshuizen,Kind

& Scherpbier,2007).Eraut(2004)는 직무를 기반으로 하는 학습이 일어

나기 어려운 이유를 직무수행에서 일어나는 학습에 한 개념 복잡성

에 기인한다고 설명한다.의료 장과 같이 많은 수행 작업들이 벌어지는

장에서 학습의 과제나 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당연하게 발

생하는 일상 인 일들로 받아들여지면서 학습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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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그리고 업무 수행을 통해 얻어지는 지식들이 묵시 이거나 개인

의 일반 인 역량으로 인식될 뿐 학습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라는 인식이

없는 것도 직무 장에서 학습을 제 로 발견하지 못하는 원인이라고 지

하 다. 부분의 장 실습은 이러한 제한 때문에 직무종사자의 일을

찰하거나 강의실에서 배운 과제를 확인하는 수 에 그칠 수 있다.병

원 의료기 의 장을 맥락으로 하는 의학교육의 임상실습 한 교실

학습의 연장으로 교수자의 수업을 수강하거나 외래나 수술실 등을 참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실이다(양은배,서덕 ,이윤성,이수

곤 등,2007).

실습 장의 학습환경 설계와 련하여서는 비록 임상 장을 특정화한

것은 아니나 직업교육에서 직무 장을 기반으로 하는 설계원리로 Barab

과 Duffy(2000)가 제시한 실습 장 설계원리를 여겨 볼 필요가 있다.

Barab과 Duffy(2000)는 실습 장의 설계원리(practice filed design

principle)로 다음의 8가지를 제시하 다.

첫째, 역과 련된 활동하기(doing domain-related practices)이다.

학습자들은 실습 장에서 좋은 평가 수로 연결될 수 있는 과제와 이와

는 무 하지만 실제로 습득해야 하는 학습과제에 련한 문제를 모두 경

험하게 된다.그러나 학생들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수행의 문제보

다는 학습 역과 련한 실습을 했을 때 학습에 보다 능동 이며 동기화

된다(Schoenfeld,1996).침상 교육의 내용에는 교육 로그램을 마친

후 수행평가나 의사국가고시를 통해 평가 결과에 직 으로 련한 내

용이 있는 반면에,시험으로 평가받지 않지만 비의사로서 경험하고 학

습해야하는 활동들이 주어질 수 있다.침상 교육의 실습환경은 학생

들이 이러한 평가와 련된 수행에만 집 되지 않고 실제 인 의료과제

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

둘째,학습자들이 질문에 한 주인의식(ownershipoftheinquiry)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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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의료와 같은 비 문가 교육이나 성인학습에서는 학생의 자율성과

학습과제에 한 주인의식은 학습 로그램의 필수 인 요소이다(Dunn,

DeSaintonge& Chaput,1999).직무 장에서 학생은 해결해야할 문제

를 직면하게 되고,각자의 방식으로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임상교육 장에서의 교육이 학교나 강의실의 교육과

다른 것은 학생이 가진 의문 과 학습과제의 해결의 주체가 학생이라는

것이다.학습자의 학습을 진하기 한 학습환경은 학습자들이 자신이

직면하게 되는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성되어야 한다.임상의학 교육에 한 일련의 연구들도 학습과 진료에

한 학생의 책임감을 증가시키는 것이 효과 인 임상실습에 요한 요

소임을 밝히고 있다(Kliminster, Cottrell, Grant & Jolly, 2000;

Riesenberg,Biddle& Erney,2001).학습자는 환자의 불편감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자신의 직무라는 것을 인식하고,자신의 진단하는 환자의

문제와 의료의 평가과정 치료방법이 환자의 건강에 향을 미친다는

책임감은 학습에 한 동기를 증가시키고 학습의 효과 한 높일 수 있

을 것으로 기 된다.

셋째,실습 장에서 교수자의 역할은 학습자가 사고하는 기술을 코칭

하거나 모델링하도록 하는 것이다(coachingandmodelingofthinking

skills).임상 교육 장에서 제기된 문제 의 하나는 여 히 교수자가

학습자를 일방 으로 ‘가르쳐야 할 상’으로 여기는 것이고(Dornan,

Scherpbier& Boshuizen,2009),학습자는 ‘가르쳐 주기’를 기 하고 있

다는 것이다(Teunissen & Westerman,2011).Dornan과 그의 동료들

(2009)은 실습 장에서 학습자는 교수자가 가르쳐주는 것 이상의 내용과

과제를 경험하며 학습한다고 설명한다.따라서 교수자의 역할을 가르치

는 것에 한정하지 않고,학습자의 학습에 을 맞춰 이를 지원하거나

진하는 코칭이나 모델링이 실습 장에서 벌어지는 ‘가르치는 것’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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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것’사이의 차이를 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다.임상 장에서

교수자는 내용 문가로서 역할뿐만 아니라 학습과 문제해결의 문가로

서 역할을 하게 된다.따라서 교수자의 역할은 문가가 스스로에게 물

어볼 만한 의문에 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Savery& Duffy,

1995).

넷째,성찰의 기회(opportunityforreflection)를 제공한다.성찰은 자신

의 생각과 학습행동을 지속 으로 검하는 활동이며 새로운 학습을

해 자신의 경험을 탐색하는 지 과정이기도 하다(Boud,Keogh &

Walker,1985;Schön,1983,1987).성찰의 유형은 학습과정에 한 성찰

(reflectioninaction)과 학습결과에 한 성찰(reflectiononaction)로 구

분될 수 있다(Schön,1983,1987).학습과정에 한 성찰은 학습을 하는

동안 자신의 학습활동을 검하고 평가하는 활동을 말한다.학습자는 성

찰을 통해 재의 문제 에 한 안을 찾고,다시 이에 따라 수행하는

순환 인 활동을 하게 된다.학습의 성찰은 학습이 과 학습이후에 해

숙고하는 것을 뜻한다(이승희 & 유 만,2002).학습자는 학습결과의 성

찰을 통해 학습과정에서 경험한 활동들에 해 최종 으로 반추하게 된

다.학습결과에 한 성찰은 ‘결과로서의 성찰(reflectionasproduct)’을

의미한다.자신이 수행한 과제에서 한발 뒤로 물러나 지 까지 무엇이

진행되었고 무엇을 경험하 는지 검토하면서,경험의 결과로 발생한 학

습을 이해하고 학습과정에서 경험한 결정 사건에 해 되돌아보는 활

동을 의미한다(이승희,유 만,2002).

실습 장을 설계하는데 ‘성찰’의 기회나 방법,이를 지원하기 한 도

구와 장치는 학습자의 학습에 요한 향을 미칠 수 있다.그러나 학습

자의 성찰을 진하는 연구는 주로 웹기반 환경에서 이루어졌으며,면

면 상황에서의 수업 성찰을 지원하는 략이나 도구는 부족한 형편이

다(임철일,김성욱,최소 ,김선희,2013).임철일과 그의 동료들(2013)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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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이 끝난 후에 성찰일지를 작성하거나 학습내용을 상기하는 등의

결과로서의 성찰은 기억에 한 왜곡과 재성의 하락으로 성찰이 가진

교육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 다.실습 장에서의 학습자의

성찰은 학습활동 과정 속에서 수행되는 순환 성찰이 되도록 제공될 필

요가 있다.

다섯째,비구조화 문제(dilemmasareill-structured)의 제공이다.학습

자가 경험하는 문제는 비구조화 되어 있어 학생들의 자신의 문제 구조를

스스로 찾고 재조직화하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Savery& Duffy,1995).

임상 실습 장에서 학생들이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은 맥락 속에서 의학

,사회 ,윤리 ,문화 역에서 다양하게 얽 있는 실제 인 상황

인 경우가 부분이다.학생들은 그들이 직면하게 되는 문제가 ‘정답 찾

기’방식의 단순계산이나 추론이 아니라 보다 복잡한 사고와 단이 필

요하다고 단할 때 보다 나은 해결책이나 안을 찾기 해 조 더 긴

시간을 투자하거나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그리고 이러한 비구조화 문제

를 통해 생기는 의문들과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실제 인 경험의 질

과 내용은 학생이 학습하게 하고 학습과정에 참여하게 하는 요한 요소

이기도 하다.

여섯째,문제를 단순화하기보다는 학습자를 지원한다(support the

learnerratherthansimplifythedilemma).단순화된 비 실 인 문제는

실제 세계를 변하지 않고 오히려 통 인 강의실 교육을 반 한다.

강의실 교육의 정보 달식 교육은 실제로 학생들이 의료 장에서 직면하

게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실

습 장에서 교육 근은 학생들의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방식은 스 폴

딩(scaffolding)이 되어야한다.스 폴딩은 학습자의 문제가 자신의 발달

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실습 장에서 학습자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Duffy& Cunningham,1996).스 폴딩은 처음에는 교수자나 동료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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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같은 타인의 안내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학습자

는 차츰 스스로 스 폴딩을 설정하며 학습이나 과제를 주도 으로 수행

하게 된다(Cazden,1988;Smith,& Ragan,2005;Tharp& Galimore,

1998).스 폴딩을 활용한 학습자의 지원방식은 실습 장에서 학습자의

자기주도 학습양식을 진하는 하나의 근 방법으로 활용될 수도 있

다.

일곱째,직무는 동 이고 사회 이다. 부분의 업무 장에서 직무

는 다양한 상호작용 상자와의 상과 논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상과 논의의 깊이와 질은 직무의 사회 환경과

련되어 있다.실습 장에서 을 기반으로 하는 학습활동은 학생들이

토론과 의를 통해 과제를 달성하는 과정을 학습하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각각의 학습자는 자신의 사고와 이해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논

의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성찰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한다.더불어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Scardemalia& Bereiter,1996).

여덟째,학습의 맥락은 동기화되어야 한다(the learning contextis

motivating).학습의 과제로 주어지는 모든 문제는 문제의 맥락과 련하

여 주어져야 하며 학생의 학습 동기를 자극하거나 진할 수 있는 방식

으로 주어져야 한다.임상 장에서 학생들은 실습을 수행하면서 습

으로 내려오는 교수자의 빈정거리는 말투와 인격 모독으로 인해 수치

심을 느끼게 되고 이것은 동기 하와 우울과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Haglund,aanhetRot,Cooper,Nestadt,Muller,Southwick&Charney,

2009;Metcalf& Matharu,1995).

나.경험학습 설계 략

경험학습은 경험을 통해 학습하는 것을 의미한다.성인은 구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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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learningbyfeeling)을 통해 정보를 인식하고 반성 성찰(learning

bywatching)을 통해 정보를 받아들이게 된다.그 다음으로 추상 인 개

념화(learningbythinking)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드리고 능동 실

험(Learningbydoing)으로 정보를 처리하게 된다.이 게 능동 실험

을 통해 정보(지식)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다시 구체 인 경험을 통해 새

로운 정보를 인식하게 된다(Kolb,1984).

Kolb(1984)는 경험이 변화하여 지식을 이루는 과정을 ‘구체 경험

(concreteexperiences)’,‘반성 찰(reflectiveobservation)’추상 개

념화(abstractconceptualization)’,‘능동 실험(activeexperimentation)’

의 네 가지 과정의 순환 활동으로 설명하 다(❲그림Ⅱ-4❳).Kolb에

의하면,구체 경험(concreteexperience)은 학습자가 주변의 상황 는

환경에서 받는 자극을 지각하고 수행하는 과정이다.학습자는 감정

단에 의해 외부의 자극을 인식하게 된다.두 번째 반성 찰단계

(reflective observation)와 세 번째 추상 개념화 단계(abstract

conceptualization)는 개개의 학습자가 지 활동을 통해 변화하는 과정

을 의미한다.반성 찰은 자신이 경험한 세계와 환경의 의미를 이해

하는 단계이다.외 자극에 한 감각 인식이 자신의 내 지 활동

으로 변환되는 단계이다.반성 찰은 기존의 방식이나 이론보다는 새

로운 방법이나 원리를 도출하는데 을 둔다(Kolb,1984).학습자는 추

상 개념화를 통해 찰과 반성 사고의 결과를 활용한다.학습자는

주로 분석 이고 추론 방법을 사용하여 하나의 가설이나 개념 등을 생

성하며 자신만의 이론을 만들어간다.마지막으로,능동 실험 단계

(activeexperimentation)는 개개의 학습자가 다시 경험 세계로 들어와

추상 개념화를 통해 형성된 이론이나 가설을 구체 상황에 용하는

단계이다.이 모델에서 각 단계는 다양한 요소로 연결되어 있는데 구체

경험은 이론이나 추상 개념을 검증하고 확고히 하기 하여 사용된



-51-

[그림 Ⅱ-4]Kolb의 경험학습모형 (Kolb,1984)

다.이것은 각 상황으로부터 피드백이 가능한 일련의 순환 움직임으로

행해지며 실제로 이러한 단계들은 동시에 순간 으로 일어난다(Kolb,

1984).

교수학습의 설계의 측면에서 볼 때,임상 교육에서 경험학습의 이론은

‘경험하게 되는 맥락’즉,경험의 장(fieldofexperience)을 어떻게 설계

할 것인지와 경험학습의 각각의 단계를 진하고 지원하기 해 무엇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한 문제가 고려될 수 있다.

첫째는 ‘경험의 장(fieldofexperience)’은 학습자가 경험하는 구체

단계와 능동 실험 단계를 염두 해 둔 설계 활동을 의미한다.여기서는

어떠한 경험을 어떻게 얼마나 제공할 것인지,의도된 경험과 우연 경

험은 어떻게 제공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두된다.경험의 내용의 측면

에서 Dennick(2012)는 인지 인 요소와 기술 측면 감성 요소를

포함하도록 하 다.경험의 과정은 사회 맥락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다

양한 상호작용과 활동,활발한 토의가 가능한 환경에서 제공될 때 보다

경험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와 이를 통한 학습으로의 변환이 보다 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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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의 방식에 해서 Dornan과 그의 동료들(2007,2009)은 침상

교육환경에서 학습자-환자-의사의 계에서 학습자의 참여방식은 수동

찰자(passiveobserver), 극 찰자(activeobserver),연습과정

의 수행자(actorinrehearsal),실제 수행자(actorinperformance)로 구

분하 다([그림 Ⅱ-5]).수동 찰자는 임상 의사나 환자가 학습자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방문하는 형태를 말한다. 등학교 학생

들이 병원 장을 경험하기 해 외래 진료실이나 수술방을 구경하는 것

과 비슷한 형태이다. 극 찰자의 형태는 학습자가 의사의 진료를

찰하고 의사는 진료가 마친 후 학습자에게 내용을 설명하며 서로 토의

하는 형태를 말한다.침상 교육에서 학습자의 ‘참여’는 학습자가 환자

와의 상호작용이 시작될 때를 의미한다.연습과정의 수행자 역할은 학습

자가 이미 의사가 악하고 있는 환자에 하여 병력을 청취하고,신체

진찰 등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학습자의 실제 수행자 역할은 학습자의

진료내용이나 방식이 환자를 진단,평가,치료, 리하는데 향을 미치

는 것을 말한다.학습자는 그 수 에 따라 실제 환자의 문제를 진단하고

평가하며,치료와 리를 하는데 참여할 수 있다.따라서 임상 경험의 참

여의 방식은 학습자의 수행수 과도 련한다.

[그림 Ⅱ-5]학습자-환자-의사 계(Dorna,Scherpbier& Boshui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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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두 번째는 학습자가 경험을 통해 수행하게 되는 반성 찰단계

(reflectiveobservation)와 추상 개념화(abstractconceptualization)단

계에서 벌어지는 인지 ,정서 활동을 어떻게 지원하고 진할 것인지

에 한 문제이다.모든 학습자가 모든 경험에 하여 ‘학습’을 하지는

않는다.학습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나 내용도 학습자마다 다르고 여기에

향을 미치는 요인도 다르다.특정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학습이 다른

맥락으로 이될 수 있기 해서는 한 지원이 필요하다(Dornan,

Scherpbier& Boshuizen,2009).Dornan과 그의 동료들(2009)은 지지

인 환경을 통해 학습자에게 도 인 과제를 제공할 때 학습자들이 보다

자신의 학습에 해 책임감을 느낄 수 있고,학습에 해 동기화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학습환경의 설계의 요소를 정서 지원(affective

support),교육 지원(pedagogicalsupport),조직의 지원(organizational

support)의 세 가지로 제안하 다.정서 지원의 핵심은 학습자들이 진

료 상황 에 쓸모없는 존재로 인식되거나 환자-의료진의 계 속에서

소외되고 무기력하게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학습자를 그룹의 구성

원으로 인식하고 환 하며,부정 인 감정에 해 충분히 화가 가능하

도록 조성할 필요가 있다.교육 지원은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고,유용

한 술기를 직 보여주며, 한 피드백을 으로써 술기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것이다.조직 인 지원은 임상의사의 참여의 기회를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침상 교육과 련하여 임상 교수자가 자신의

교육기회를 확보하기 해서는 진료와 교육에 한 일정과 차,개개인

의 교수자 스 학습자 그룹의 크기 등의 문제를 조정하고 조율하

는 과정이 필요하다.임상 교수자들이 보다 극 으로 침상 교육에

참여하기 해서는 교육과정의 개발 설계과정에서의 역할이 강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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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의학의 임상교육에서 경험학습의 실 을 한 학습환경의 구성요소를

구체 으로 제시한 사람은 Dennick(2012)이다.Dennick(2012)은 경험을

통한 학습을 가능하기 해 설계에 필요한 요소를 경험하기(have

experiences),성찰하기(reflect),피드백(feedback),정신모형과 실제 인

기술 태도(mentalmodels,practicalskillsandattitudes),가정의 수

립과 액션 (hypothesistestingandactionplanning),로그북과 포트

폴리오(logbooks& portfolios)로 정리하 다.

경험이 학습으로 이행되는데 요한 요소로 강조되는 것은 성찰이다.

직업교육에서 ‘성찰 실천’은 직업 문성을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이기도

하다(Hillier,2002;Kember,2001;Schön,1983).경험을 통한 성찰은 인

지 측면에서 정신모형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실제 인 기술이나 태도

를 구성하기도 한다.학습자는 교과서나 다른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다

른 경험들 속에서 자신의 경험의 지 지도를 구성하고,이것이 외부세계

의 지식과 사회 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Dennick,2012).

따라서 경험학습을 활용한 학습활동은 성찰을 통한 지 능력과 수행역

량의 성장을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성찰은 형성 평가의 역할을 하는 피드백에 의해 강화될 수 있다.임

상 교육에서 피드백은 효과 인 학습을 한 필수 인 요소이다

(Kilminster,Cottrell,Grant& Jolly,2007).보다 효과 인 감독과 피드

백은 비록 학습자가 장에서 경험이 제한 이라 하더라도 이를 보상하

고 이에 향을 수 있는 요한 요소이자 수행 역량을 직 으로 강

화할 수 있는 가장 요한 요소로 평가받는다(Wimmers,Schmidt&

Splinter,2006).그러나 여러 연구에 의하면 임상 진료 장에서 학습자

는 교수자로부터 충분한 피드백과 지도를 받지 못하고 있다(Dolman,

Wolfhagen,Heineman& Scherpbier2008;Grant,Kilminster,Jo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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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ttrell,2003).피드백의 종류는 보다 정서 으로 지지 이고 공감 인

피드백이 부정 이거나 피드백이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학습자의 정서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van der Hem-Stokroos,

Daelmans,vanderVleuten,Haarman& Scherpbier,2003).

학습자는 경험학습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신이 경험하게 되는 내용에

한 가정을 갖게 되고 문제나 과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자신이 발견

하고 개발한 아이디어를 확인하게 된다.경험학습의 활동에는 직 인

경험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신이 설정한 가정이나 아이디어를 테스트하여

실제 인 경험을 비할 수 있도록 학습환경을 구성해야 한다.

학습활동이나 과정은 학습의 지원체계로서 로그북이나 포트폴리오가

사용될 수 있다.바쁜 임상 장에서 만약 교수자의 감독이나 리가 없

다면 학생이 무엇을,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악되지 않고,심지어

는 학생이 교육 인 상황이 잊 질 수 있는 험이 있다.Dennick

(2012)는 학습자가 실습 장에서 학습자가 반드시 해야 하는 수행목표나

과정 등을 자세히 제시한 로그북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가 장에서 경

험해야할 내용이나 과정 등에 한 정보를 제공하여 경험을 진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Reigeluth(2012)는 학습자의 학습을 추 하고 기록할

수 있는 장치의 내용을 표 목록(standardsInventory),개인 성과목록

(personalattainments inventory),학습자 개인의 특성목록(personal

characteristicsinventory)으로 나 어 제시하 다.표 목록(Standards

Inventory)은 학습자에게 기 되는 필수목록으로 교수자나 학습자 혹은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교육표 을 말한다.표 목록에서 학습자의

학습수 의 진행 정도를 확인 할 수 있다.개인이 성취한 성과 목록은

학습자 개인이 성취한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다.개인의 성 목록에는 각

각 학습의 요약된 내용이나 산출물 등의 형식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요소를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한다.학습자 개인의 특성 목록은 학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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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주는 학습유형,다 지능의 로 일,특별한 요구,학생의 흥미나

목 ,삶의 요한 사건 등을 의미한다.로그북이나 포트폴리오는 표 목

록이나 개인 성과목록,학습자 개인의 특성목록 등을 포함한 내용으로

학습자의 실제 인 학습목표,학습의 내용이나 성과의 자료,학습자가 학

습환경에서 자신의 학습을 추 하는 경험의 증거이자 성찰의 자료로 사

용될 수 있다(Dennick,2012).교수자는 포트폴리오를 통해 학생들이 무

엇을 알고 어떻게 학습하고 있는 지에 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

에 포트폴리오는 교육 로그램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다.환자기반학습 설계 략

환자기반 학습은 실제 환자를 활용하여 임상술기를 교육하는 것이다

(Doshi& Brown,2005;Spencer,2003).임상의학교육에서 환자는 체

교육과정의 설계,개발,교수과정 평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된다

(Gordon,Hazlett,TenCate,Mann,Kilminster,Prince,O'Driscoll,Snell

& Newble,2000).따라서 실제 환자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의 요성은

반복 으로 강조되어 왔으며,교육의 효과성도 여러 학자들에 의해 보고

되었다.

인지 측면에서 보면,Hartley와 그의 동료들(2003)은 의료술기 습득

과 련하여 학습자가 진료맥락 속에서 습득한 술기는 그 지 않은 것과

비교하여 교육내용의 회상을 보다 쉽게 한다고 주장하 다.Dent(2001)

는 한 명의 환자에게 습득한 술기는 다른 환자들을 진료하는데 이가

가능하다고 보고하고 있다.교육과제의 측면에서는 환자의 직 인

은 의사소통을 학습하거나(Janicik& Fletcher,2003;Rees,1987),임

상추론이나 의사결정능력(Jolly,Harris & Peyton,1998),의료윤리

(Seigler,1978),의료인의 태도(LaCombe,1997)에 한 역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이다.Bell과 그의 동료들(2009)은 학습자가 실제 환자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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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통해 학습하게 될 때,진료와 연 된 지식,태도 기술의 수행수 을

높이는 것과 더불어 의사로서의 자신감과 학습동기를 불러일으키며 소속

감을 갖게 하는 등의 정 인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환자를

통한 교육은 수행능력의 향상과 정서 고양을 통해 학습자 자신이 의사

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한다(Yardley,Teunissen& Dornan,2012).

Doshi와 Brown(2005)은 환자기반 학습을 통해 학습자가 얻을 수 있는

장 을 맥락에서의 학습,역할모델링의 기회, 이 가능한 기술의 교육,

학습자의 동기고양, 문가 사고의 함양,임상술기와 의사소통능력 함

양,문제해결 능력과 의사결정 윤리 인 도 과제의 통합을 경험이라

고 주장한다.

환자기반 교육의 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 장에서는 참여할 수

있는 환자가 고 있고,환자기반 교육만으로는 의학의 모든 교육과정을

다 소화할 수 없으며,실제 교육상황에서 교수자의 달방식과 교수 략

이 부족하고,교육과 치료의 두 가지 쟁 이 갈등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

는 것이 문제 으로 지 된다(Doshi& Brown,2005).

환자기반 교육의 이러한 한계와 련하여 학자들은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면서 환자를 어떻게 윤리 이고 사회 으로 용인되는 체계 안에서

참여시킬 수 있는 지에 해 논의해왔다.Spencer(2000)등은 환자가 참

여하는 학습활동의 교수설계와 련하여 교육의 참여자이자 상으로서

환자 선택의 틀을 제안하 다.그가 제안한 환자 기반 설계모형은 어떤

환자(who)를,어떻게 참여시키고(how),어디서(where),무엇을(what)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환자는 실제 환자,환자역할을 하

는 배우, 문화된 환자나 시뮬 이션 등 다양하다.환자를 만나는 방법

은 시간 제약여부,교육자의 동석여부,사용하는 교수 략 등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는 데 이들 일부는 주어지는 상황이기도 하나,교육의

목 이나 여건에 따라 미리 설계를 고려해야하는 부분도 있다.학습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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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만나는 장소는 진료환경마다 다양하다.환자기반 교육이 시행되

는 장소 즉,수술방,외래 진료실,병동 등의 다양한 환경은 교육의 목표

나 과제에 따라 설계 개발될 수 있다.학습자가 환자와의 상호작용을 통

해 학습해야 할 과제 한 미리 설계된 문제인지 아니면 진료 상황

에서 인지된 문제 상황인지 등이 고려되어야 하고 학습의 과제 한 지

식,기술,태도 역과 의료계의 세부 공과목이 설계에서 고려될 수 있

다.

Doshi와 Brown(2005)은 교수학습의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략들을

제안하 다.환자기반 교육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수모형은 그림자행 ,

환자 심 교육,되돌아 보고하기,직 찰,비디오 면담,사례컨퍼런스

등이다.그림자행 는 역할모형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우수한 수행자의

사례를 찰하며 학습하는 형태이다.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시간효율

인 측면에서는 장 이 있을 수 있으나,잘못된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답

습하거나,소극 인 자세로 학습을 기회를 놓칠 수 있는 한계가 있다.여

기서 학습이 강화되기 해서는 학습자의 강한 동기와 성찰이 필요하다.

환자 심 교육은 학습자가 의사가 되어 환자를 직 평가하고 경과를 추

하는 활동이다.학습자가 극 으로 활동에 참여한다는 에서 장

이 있으나 진료의 흐름이나 리에서 교수자나 임상가의 시간 리가 필

요하다.되돌아 보고하기는 학습자가 홀로 환자를 일부 진료한 후 교수

자에게 보고하면 학습자의 추론이나 리에 해 피드백을 받는 형태이

다.직 찰은 교수자가 환자와 함께 학습자를 바라보며 앉아서 학습자

에게 이미 제공된 학습과제의 수행을 지켜보는 형태로,학습자와 환자의

면담이 끝난 후에 피드백을 주기 때문에 특정화 된 의료술기를 교육하는

데 합하다.학습자와 환자의 면담을 녹화한 후 이를 후에 같이 시청하

면서 논의하는 방법이 있다.이러한 방법은 의사소통과 진의뢰(컨설

)을 학습하는 좋은 방법이다.사례컨퍼런스는 보다 많은 청 들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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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례를 발표한 후 흥미로운 부분이나 어려운 문제 상황에 해 논의

하는 방법으로 쓸 수 있다.

Spencer(2003)는 환자기반의 임상 교육 장에서 고려해야 할 설계원리

를 다음의 7가지로 제안하 다.첫째,환자의 직 인 이 필요한 부

분인지 단하는 것이다.환자의 직 이 필요 없이 모형이나 시뮬

이션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경우라면,이러한 도구를 이용한 학습을

통해 수행능력을 향상한 후 환자진료의 경험을 갖도록 하는 것이 환자안

의 측면이나 시간효율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둘째,교육활동 에 환

자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다.침상 교육은 환자의 진료를 기반으로 하

기 때문에 진료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진다.환자를 교육의 도구나 매체

로 활용하기 해서는 윤리 인 측면에서 환자의 동의와 허락은 요하

게 강조된다.셋째,학생들이 환자와 련한 정보의 비 보장을 존 하도

록 교육하는 것이다.의사와 환자의 치료 계에서 진료과정에서 습득

한 정보에 한 비 보장은 요한 요소이다.진료과정 에 환자의 인

권과 진료권을 보장하기 해 진료 에 습득한 비 은 보장되어야 한

다.넷째,세션을 시작하기 에 교육의 목 ,학생경험의 수 ,학생이

참여 수 에 해 환자에게 미리 고지하는 것이다.환자는 학습자가 자

신을 진료하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해서는 자신이 참여하는 교육 로그

램의 교육목표나 학습자의 수행수 에 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환

자가 이러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다섯째,교육에

한 경우라면 환자를 가능한 많이 교육에 참여시키는 것이다.여섯째,

환자에게 의사소통,의료술기,자세 태도에 한 피드백을 구하기,일

곱째,세션이 끝난 후 환자가 가질 수 있는 질문이나 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안에 해 설명하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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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7>환자기반교육의 교수 략(Doshi& Brown,2005)

교수 략 내용

그림자행 (역할모형)

Shadowing

(role-modelling)

학습자는 교수자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찰을 통해 배운다.

환자 심교육

(Patient-centredteaching)

학습자에게 각각의 환자가 할당되며,학습자는

환자가 내원하는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경과를

따라가며 학습한다.

되돌아 보고하기

(Thereport-backmodel)

학습자는 환자를 평가하고 결과를 교수자에게

다시 보고한다.

직 찰

(Directobservation)
교수자는 학습자의 수행을 직 찰한다.

비디오 면담

(Videotapedinterviews)

학습자와 환자의 면담을 녹화하여 후에

사례컨퍼런스에서 시청한다.

사례컨퍼런스

(Caseconferences)

사례가 발표되며 다양한 청 이 사례를

논의한다.

앞서 언 한 실습 장 설계원리,경험기반 학습의 설계원리,환자기반

학습의 설계원리는 비록 각각 장,경험,문제를 심으로 논의되고 있

으나,학습자의 경험을 시하고 교수활동이 이를 진하고 지원하는 것

에 을 두고 있다는 에서 구성주의 시각에 기반하고 있다.구성

주의 인식론에서 학습의 결과는 의미의 구축과 재창조이기 때문에 학

습자의 실천 경험이 시된다(Jonassen,1999).따라서 학습자 심의

학습환경을 설계할 때에는 학습자에게 유의미한 경험을 제공하도록 인간

의 학습과 교육에 한 이론을 근거로 설계를 해야 한다.앞서 언 한

실습 장의 설계(practice filed design)와 경험학습(experience based

learning),환자기반 학습(patient-basedlearning)은 침상 교육이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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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문제해결의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모두 합당한 설계원리로 받아

들여진다.실제 인 맥락과 학습자 주도의 학습활동,학습의 지원체계 등

은 모두 공통 인 요소를 강조하고 있으며 침상 교육의 학습환경을

설계하는데도 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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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구방법 차

1.연구방법 차

Richy와 Klein(2007)은 연구의 유형을 모형 개발(modeldevelopment),

모형 타당화(modelvalidation),모형 사용(modeluse)의 3가지로 구분하

다.모형 개발은 설계 혹은 개발의 구성요소와 차를 구조화하여 모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모형 타당화는 모형 자체에 한 내 타당화

(internalvalidation)와 모형이 용된 산출물에 따른 향을 평가하는

외 타당화(externalvalidation)로 나뉜다.내 타당화는 모형의 개발

과정 산출된 모형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으로,주로 모형의 설명력,

용이성,보편성 등을 평가한다.외 타당화는 모형을 용하여 나타난

산출물의 효과나 향을 의미한다.교수설계 모형의 경우 설계모형이

용된 교육 로그램의 장단 ,효과,매력성 등이 주로 논의된다.모형사

용은 모형을 사용하는 데 향을 미치는 내외 조건,설계자의 의사결

정,설계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 등을 확인하는 연구 유형이다.

Richy,Klein와 Nelson(2004)은 개발연구의 유형을 연구의 특수성과 일

반성에 따라 맥락 의존 인 연구유형 Ⅰ과 일반화 원리를 탐구하는 연구

유형 Ⅱ로 구분하 다.연구유형 Ⅰ은 개발된 과정이나 결과가 특정한

과목이나 로그램의 개선,교수자료의 개발을 목 으로 하는 연구이다.

따라서 연구유형 Ⅰ은 그 과정 결과를 모형의 설계와 개발에 한 이

론으로 일반화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이와 비교하여 유형 Ⅱ는 모형의

설계,개발,평가 등의 과정 자체에 심을 갖는 연구이다.연구과정

결과를 통해 새로운 원리나 이론의 탐구,개발된 모형의 일반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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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한다.

최근 국내에서는 교수설계의 구성요소 요소들 간의 계,설계의

차를 구조화 한 개발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김선 ,2013;박

경선,2010;연은경,2013;이 태,2013;이지 ,2012;임철일,홍미 ,

이선희,2011;홍미 ,2012).교수설계의 모형개발 연구는 교수설계 이론

을 탐색하는 개발유형 Ⅱ에 해당하는 것으로,공통 으로 다음의 연구

차를 따르고 있다.첫째,연구문제를 정의한다.둘째,선행문헌의 고찰,

문가 면담,사례분석 등을 통해 개발하고자 하는 모형의 구성요소를

도출한다.셋째,앞서 도출한 구성요소를 구조화하여 새로운 설계모형

략을 개발한다.넷째, 문가 평가를 활용한 내 타당화를 시행한다.

다섯째,모형을 용한 산출물의 사용자의 평가를 활용한 외 타당화를

시행한다.마지막으로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교수설계의 원리를 탐색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방법으로 Richy와 Klein(2007)이 논의하고 있

는 세 가지 유형 모형 개발과 모형 타당화의 내 타당화,외 타당

화와 련한 연구방법을 사용하 다.모형개발을 한 연구방법으로 문

헌연구와 사 문가 검토의 방법을 사용하 으며,내 타당화를 해

타당화 검사 도구를 이용한 문가 평가를 시행하 다.모형을 용한

로그램을 개발하여 운 한 후 면담과 설문의 사용성 평가를 통해 외

타당화를 수행하 다.각 단계별로 사용한 구체 인 연구방법은 <표 Ⅲ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Richy와 Klein(2007)의 모형연구(modelresearch)의 연

구방법과 Richy,Klein그리고 Nelsin(2004)이 논의한 개발유형 Ⅱ의 연

구 차를 본 연구의 목 에 맞게 재구성하여 다음의 5단계 차로 연구

를 수행하 다(〔그림 Ⅲ-1〕).첫째,연구문제를 정의하는 단계이다.연

구의 필요성과 목 을 확인하고 연구문제를 진술하 다.둘째,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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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의 개발단계이다.선행문헌 연구를 통해 침상 교육의 학습환경

설계모형 략의 안을 도출하 다.임상의학의 교수설계 문가의

사 검토를 통해 침상 교육의 학습환경 설계 모형 략을 수정·

보완한다.셋째,개발된 모형 략의 내 타당화 단계이다.이 단계

의 목 은 앞서 개발된 모형 략의 타당성을 객 으로 평가하는

것이다.앞서 문가 검토에 참여했던 문가를 포함하여 보다 확장된

수의 임상의학 교수설계 문가 실질 인 사용자로서 임상 의학자들

을 상으로 설계모형 략의 도출과정 내용에 한 타당성 평가

를 시행한다. 문가 타당도 평가의 결과를 반 하여 제안된 설계모형

략을 수정한다.넷째, 로그램 개발과 사용성 평가이다.앞서 개발

된 수정 모형 략을 활용하여 교육 로그램을 설계하여 운 한 후

최종 사용자인 교수자와 학습자를 상으로 반응을 평가하 다.그 결과

최종 으로 침상 교육의 학습환경 설계 모형 략이 제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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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단계 방법 산출물

침상

교육

의

학습

환경

설계모형

략의

개발

문헌

연구
선행연구 고찰 설계모형 략

문가

검토
사 문가 검토

설계모형

설계 략의 수정

보완사항

설계모형

략의

타당화

내

타당화

교수설계 문가

타당도 평가

-설계모형

설계 략의 타당도

-설계모형 략의

수정사항

임상의학 교수자

타당도 평가

외

타당화

교수자 학습자

설문 집단면담

교수자 반응

학습자 반응

<표 Ⅲ-1>학습환경 설계모형 개발의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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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차/방법 주요활동

연구문제

정의

연구문제

도출

연구의 필요성 목 확인

연구문제 진술

모형개발

선행연구

고찰

침상 교육 설계 략 탐색

-침상

교육의

요성과

한계

- 표

교수모형

-미세 략

� 학습환경의 설계원리

� 임상 의학교육 학습환경 설계

-경험학습 설계

- 장학습 설계

-환자기반학습 설계

학습환경 설계모형 략의 안 도출

문가

검토

목 :설계모형 략의 수정 보완사항 도출

방법:심층인터뷰

상:임상 교수설계 문가(3인)

학습환경 설계의 수정모형 수정 략 도출

모형

내

타당화

문가

평가

목 :설계모형 략의 도출과정 타당도 확보

문가 검토 내용의 반 확인

방법:타당도 검사 도구

상: 문가 검토참여자 3인과

교수설계 문가 2인(총5인)

임상교육

담당자

평가

목 :설계모형 략의 내용 타당도 확보

방법:타당도 검사도구/면담

상:임상교육 담당자 3인

모형의

외

타당화

모형의

용

교육 로그램의 개발과 운

목 :최종 사용자의 사용성 평가

방법:교수자 학습자 설문 면담

최종 침상 교육의 학습환경 설계 모형 략

〔그림 Ⅲ-1〕 학습환경 설계모형 략의 개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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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내용 문헌 고찰 결과

침상

교육

교수모형

침상 교육의 요성

침상

교육의

구성요소
침상

교육의

학습환경

설계의

구성요소

침상 교육의 한계

침상 교육의 교수모형

침상 교수의 미세 략

학습환경

설계

학습환경의 개념과

구성요소

학습환경

설계의

구성요소

임상의학 학습환경 설계

-실습 장 설계

-경험학습 학습

-환자기반학습 설계

문헌의 핵심 아이디어
학습환경

설계모형

학습환경

설계 략

[그림 Ⅲ-2〕선행문헌 고찰 역

2.설계모형 략의 개발

1)선행연구 분석

침상 의학교육을 한 학습환경 설계모형 략을 개발하기

하여 [그림 Ⅲ-2와 같이 침상 교육과 학습환경 설계 역의 문헌을

고찰하 다.침상 교육의 역은 침상 교육의 요성,침상 교

육의 한계,주요 교수모형 미시 교수 략의 문헌이다.학습환경 설

계 역에서는 학습환경의 개념과 구성요소,임상의학 학습환경 설계 략

이며,구체 으로 실습 장 설계,경험기반 설계,환자기반 학습의 설계

략을 고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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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상 교육의 학습환경 설계모형 략이 개발되기 해서는 먼

학습환경 설계를 한 구성요소를 확인해야 한다.침상 교육의 학습

환경 설계의 구성요소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근이 가능하다.첫째

는 침상 교육에 한 선행문헌의 분석으로 침상 교육의 특징과 교

수설계의 한계,주요한 침상 교육의 교수모형 략에 한 문헌

을 비 으로 고찰하여 도출할 수 있다.두 번째 근은 임상의학 학습

환경 설계에 한 선행문헌을 분석하는 것이다.학습환경 설계의 에

서 구성주의 학습환경의 구성요소 원리를 고찰하 으며,임상의학

학습환경 설계원리로 활용할 수 있는 장학습,경험학습,환자기반학습

의 설계원리 략들의 요소를 분석하 다.침상 교육의 학습환경

설계의 구성요소는 침상 교육의 구성요소와 임상의학 학습환경 설계

의 구성요소들을 계와 의미에 따라 통합,재분류하여 도출하 다.

침상 교육의 학습환경 설계 모형은 그 구성요소들의 의미와 하 구

성요소 실제 인 차과정과 활동의 내용을 구조화하여 제시하 다.

설계 략은 앞서 도출된 학습환경 설계의 구성요소를 분류의 틀로 사용

하여 선행연구에서 밝 진 연구결과와 기존에 문헌에서 논의된 설계원리

략들을 비 으로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개발되었다.침상 교

육의 학습환경 설계모형 원리가 도출되는 과정에서 설계의 구체 인

단계와 략 지침들이 각 요소별로 재분류되었고,동시에 앞서 도출

된 침상 교육의 학습환경의 구성요소들의 용어가 수정되거나 내용이

보완되었다.그 결과 문헌 분석을 통한 침상 교육의 학습환경 설계의

구성요소,침상 교육의 학습환경 설계모형 략의 안이 제안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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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문가 사 검토 참여자

구

분
직업

최종학력

자격

경력

(년)
문분야

A
원격교육

연구원

교육공학박사

임상심리석사
8

교육공학,교수설계

원격교육,사례설계

B

의과 학

의학교육

임교수

교육학석사/

의학석사

문의

10
의학교육,교수설계

인문사회의학

C

의과 학

의학교육

임교수

교육심리박사 12
의학교육,교수설계

심리상담

2) 문가 사 검토

문가 사 검토는 앞서 문헌연구를 통해 개발된 침상 교육의 학습

환경 설계모형 설계 략의 이론 ,논리 측면을 평가하고 모형

설계의 안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과정이다.사 검토는 연구자와 문

가의 일 일 면담으로 진행되었으며,참여 문가 인 사항은 <표 Ⅲ

-2>와 같다.

문가 면담은 2013년 10월-11월에 수행되었으며,각 면담에는 2시간

에서 2시간 30여분이 소요되었다.면담은 연구자의 방문에 의해 이루어

졌으며 다음의 순서로 진행하 다.연구자는 먼 연구의 목 과 연구문

제를 설명하 다.이후 분석한 선행연구 문헌을 요약하고,선행 연구의

분석과정과 그 결과로 도출된 내용을 설명하 다.그리고 설계모형

략의 타당도 검사에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사용되었던 도구(김선 ,

2013;나일주,정 미,2001;이형태.2013;연은경,2013;홍미 ,2012)의

문항을 면담의 항목으로 활용하여 모형 각 설계 략에 한 문가의

평가를 확인하 으며,결과 으로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들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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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역 질문

1
탐색문헌의

성

침상 교육의 학습환경 설계 모형( 략)을 개발

하기 해 탐색한 문헌은 하 는가?

2 용어의 성
선정된 용어가 침상 학습환경 설계를 모형을

설명하는데 하게 사용되었는가?

3
문헌 고찰의

성

선행문헌은 침상 교육의 학습환경 설계모형

략을 개발하기 해 하게 해석되고 고

찰되었는가?

4
문헌고찰 결과

반 의 성

침상 교육의 학습환경 설계모형 략은 탐

색한 문헌의 고찰결과를 하게 반 하고 있는

가?

5
모형 조직화의

성

침상 교육의 학습환경 설계모형은 구성요소와

차 등이 논리 으로 하게 조직화되었는가?

6
략 서술의

성

침상 교육의 학습환경 설계 략은 논리 으로

하게 서술되었는가?

출하 다.학습환경 설계 략에 해서는 도출과정에 한 타당성 평가

로 ‘탐색문헌의 성’,‘문헌 고찰의 성’,‘문헌고찰 결과 반 의

성’,‘략 서술의 성’측면에 해 문가 의견을 수렴하 다(<표

Ⅲ-3>). 문가들은 각각의 설계 략 지침에 해서 평가를 의뢰받고

설계 략의 구조, 계,내용,표 방식의 구체 인 수정 보완사항에

한 의견을 제시하 다.연구자는 문가의 의견과 구체 인 수정 지

사항을 반 하여 침상 교육의 학습환경 설계모형 략을 수정▪보

완하 다.

<표 Ⅲ-3>설계 략의 도출과정 사 검토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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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내 타당화

문가를 상으로 하는 내 타당도 평가는 객 인 타당도 검사를

통한 타당성의 확인 문가 의견을 통한 기 개발물의 수정 보완

이 목 이다.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가 타당화 방법은 문가 사 검

토에서 논의된 사항에 한 수정여부의 확인과 추가 으로 구성된 문

가가 포함된 문가 그룹의 타당도 검사이다.참여 문가 평가의 구

체 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문가 참가자

문가 타당도 평가에는 의학교육 교수설계 문가를 상으로 하

는 1차 타당성 평가와 임상 교수자를 상으로 하는 2차 타당성 평가가

시행되었다.1차 문가 선정의 기 은 교육학 박사 학 이상의 소지자

로 교수설계에 한 경험이 있거나,의학교육의 실무자 교육학 석사

학 이상의 소지자로 실제 임상 의학의 교수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이다.학자들이 제안하는 문가 타당성 평가의 정 문가 수는 최소

3명에서 10명 수 이다(Rubio,Berg-Weger,Tebb,Lee,& Rauch2003;

Yaghmaie,2003).국내 교수설계 모형 개발에 한 연구에서도 부분 3

명에서 5명의 문가가 타당성 평가에 참여하 다(김선 ,2013;나일주,

정 미,2001;연은경,2013;이형태,2013;홍미 ,2012).본 연구에서 1

차 문가 타당도 평가에는 앞서 시행한 사 검토에 참여한 임상의학 교

수설계 경험자 실무자 교육학 학 소지자 3인을 포함하여 교육공

학 박사학 소지자이자 교수설계 문가인 2인이 추가하여 총 5명이 참

여하 다.

2차 타당도 평가는 재 다양한 의료맥락에서 진료와 교육을 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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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구

분
직업

의료

면허
최종학력 경력 문분야

기

타

1차

타당도

평가

A
원격교육

연구원

교육공학

박사
8년

교육공학 교수설

계,원격교육,사

례설계

é

사

검

토

참

여

자

ê

B
의학교육

조교수

신경과

문의

교육학 석사

의학석사
10년

의학교육 교수설

계, 인문사회의

학.신경과

C
의학교육

조교수

교육심리

박사
12년

의학교육, 교수

설계,교육상담

D
교육공학

교수

교육공학

박사
20년

교육공학, 교수

설계,원격교육

E
의학교육

교수
의사

교육공학

박사/

의학석사

14년

PBL, 임상의학

교수설계, 문

직업성

2차

타당도

평가

F 부교수

가정의학

방의학

문의

의학박사 10년
방의학/가정의

학/의료통계

G 교수
정신과

문의
의학박사 30년

정신과/

의료면담

I 임상교수
소아과

문의
의학박사 5년 소아과

있는 교수자를 상으로 사용성을 평가하 다.본 연구에서 임상의학 교

육 담당자 타당성 평가는 연구 당시 재 2013년 12월에서 2014년 4월

W 학의 부속병원 가정의학 외래 진료,정신과학 병동환자 진료,소아

과 신생아실 진료 장에서 환자 진료와 의과 학 학생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교수자 3인이다. 문가 타당성 평가에 참여한 문가들의 인 정

보는 <표 Ⅲ-4>와 같다.

<표 Ⅲ-4>타당도 평가 참여 문가



-73-

<표 Ⅲ-5>학습환경 설계모형 타당도 문항

역 내용

타당성
본 모형에서 제시된 하 요소들은 침상 교육 로그램

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하는 요소로 타당하다

이해성
본 모형에서 제시된 단계 과정은 침상 교육의 학습

환경을 설계하는데 이해하기 쉽게 표 되어있다.

설명력
본 모형의 침상 교육 로그램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하

는 요소와 그 계를 잘 설명하고 있다.

유용성
본 모형은 침상 교육을 설계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보편성
본 모형은 침상 교육을 해 로그램을 설계할 때 보

편 으로 이용할 수 있다.

2) 문가 타당도 검사

타당도 검사는 개발된 설계모형 략에 한 문가의 지 사항이

제 로 반 되었는지 확인하기 하여 개발된 모형 략에 한 타당

도 검사를 시행하 다. 문가 타당도 검사는 앞서 사 검토에 참여한

문가 3인에 추가 인 의학교육 교수설계 문가 2인이 참여하여 총 5

명이 수행하 다.설계모형의 타당성 평가 문항은 여러 연구자들이 사용

했던 도구(김선 ,2013;나일주,정 미,2001;연은경,2013;이형태,

2013;홍미 ,2012)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 다.도출된 모형에

한 타당도 평가는 타당성,이해성,설명력,유용성,보편성의 역에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항목을 제시하여 각 항목을 4 척도로 평가하

다.설계모형의 타당성 평가의 항목은 <표 Ⅲ-5>와 같다.설계 략의

내용 타당성 평가는 각 항목에 해 타당한 정도를 4 척도로 평가하고

수정할 내용을 직 표기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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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타당도 검사로 시행된 교수자의 사용성 평가는 임상 교수자가 직

자신의 진료맥락에서 침상 교육 로그램을 설계하는 상황을 가정

한 후 설계의 내용과 상황을 묘사하는 기법을 이용하여 모형과 략의

사용성을 평가하 다.연구자는 먼 교수자에게 개발된 침상 교육의

학습환경 설계모형 략에 해 설명하고,실제 임상의학의 교수자가

침상 교육의 학습환경 설계모형의 차단계에서 무엇을 고려하고 개

발하는지에 해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면담이 진행되었다. 문

가는 설계모형의 차 방식에 따라 자신이 고려하는 내용들을 이야기

하고,각각의 설계 략이 실제 자신의 진료맥락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해 평가하 다.교수자 사용성 평가는 항목별로 5 척도(5

-매우 유용하다,4 -유용한 편이다,3 -보통이다,2 -별로 유용하지

않다,1 - 유용하지 않다)로 평가하도록 하 다.

3)타당도 검사의 자료 분석

1차 문가 타당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Rubio와 그의 동료들(2003)

제안한 내용 타당도 지수(ContentValidityIndex,CVI)와 평가자간 일치

도 지수(Inter-RaterAgreement,IRA)를 사용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분석하 다.내용 타당도 지수(CVI)는 각 설문 항목에 한 문가의 평

가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통하여 항목의 타당성 정도를 나타낸다.

Rubio와 동료들(2003)의 연구에 따르면 타당도 평가의 척도는 4 척도

(4:매우 그 다,3:그 다,2:그 지 않다,1:매우 그 지 않다)이다.

타당화 항목에 하여 문가의 응답이 3과 4인 경우에는 정 인 응답

으로,1과 2인 경우에는 부정 인 응답으로 결과를 처리한다.여기에서

정 인 응답을 한 문가 수를 체 문가 수로 나 값을 내용 타당

도 지수(CVI)라 하며,이 값이 0.80이상이면 해당 내용이 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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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한다.평가자간 일치도 지수(IRA)는 문가 평가에 한 신뢰도를

보여 다.평가자간 일치도 지수(IRA)는 평가자 간 정 으로 평가한

항목수를 체 항목수로 나 값이다.평가자간 일치도 지수(IRA)는 내

용 타당도 지수(CVI)와 같이 0.80이상이면 문가의 평가를 신뢰할 수

있다고 단한다.2차 임상 교육 담당자를 상으로 하는 타당도 검사를

통해 수집한 설계모형에 한 평가의 내용은 <표 Ⅲ-5>의 항목에 따라

그 내용을 분류하 으며,각각의 항목의 개별 값과 응답자 평균을 제시

하 다.설계 략 지침에 해서는 각각의 항목의 평가결과를 표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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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외 타당화

침상 의학교육의 학습환경 설계모형 략의 외 타당를 해

본 연구에서는 침상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여 운 하고,학습자

교수자를 상으로 사용성을 평가하 다.외 타당화의 구체 인 내용

은 다음과 같다.

1)설계모형 략의 용

본 연구에서 침상 교육의 학습환경 설계모형 략을 활용하여

개발된 교육 로그램은 W 학 의과 학 4학년(총 76명)이 이수하는 가

정의학 임상실습이다.2014년도 W 학의 가정의학과 임상실습 기간은

2013년도 12월 30일에서 2014년도 6월 14일까지이며,학사일정에 의해

다른 교육활동에 참여하거나 휴가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총 17주가 학

생들의 임상실습으로 계획되었다.학생들은 매주 4-5명이 한 그룹이 되

어 가정의학과에 실습을 나오고, 정된 1주가 끝나면 다른 진료과로 이

동한다.

침상 교육 로그램의 개발에는 W 학의 임상의학 교수자 1인이

참여하 다. 로그램을 설계한 교수자는 8년 동안의 자신의 진료맥락에

서 임상 의학을 가르친 경력이 있으며 자신의 외래 진료실을 침상 교

육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었다.연구자는 먼 기존에 교수자가 기존에

운 한 임상실습의 교육 형태에 해 기술하도록 요청하 다.그 다음으

로 침상 교육 로그램 개발의 차를 안내할 수 있는 개발자료(부록

5)를 교수자에게 제공하여 모형 략을 활용하여 침상 교육 로

그램을 개발하도록 하 다. 로그램 설계과정을 통해 산출된 구체 인

내용은 침상 교육의 진료실 기구 장치의 배치,학생 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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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진료실 확보,학생용 진일지 침상 ,침상 ,침상 후 성찰일

지이다(부록 4).

침상 교육 로그램은 가정의학 문의 참여 공의가 해당과목

의 교수자로 참여하는 2013년 12월에서 2014년도 3월까지 총 12주에 걸

쳐 외래 진료실 기반으로 운 되었다.학생들은 2013년 12월 30일부터

매주 4-5인이 한 조를 이루어 총 12주 동안 61명이 학생이 참여하 다.

로그램의 형태는 침상 안내,침상 참여교육,침상 후 그룹토의의

형태이다(부록 4).

2)사용자 반응평가

학습자 반응평가에는 가정의학 임상실습의 침상 교육 로그램에 참

여했던 학생들 설문 면담의 참여의사를 밝힌 10명이 참여하 다.

학습자들은 먼 로그램 평가 6개 항목,학습의 효과성 자가 평가 5개

항목,학습환경 지원요소의 평가 역의 16개의 항목(총 27문항)에 해

5 척도(5 -매우 그 다,4 -그런 편이다,3 -보통이다,2 -그 지

않다,1 -매우 그 지 않다)로 평가하도록 하 고(부록 2),응답의 결과

는 평균을 산출하 다.연구자는 2014년도 4월에 각각 5명으로 구성된

학습자 두 개의 집단과 각기 다른 시간에 설문 문항을 기 로 반 구조화

그룹면담을 시행하 다.면담의 결과는 항목을 기 으로 정리하여 제시

하 다.

교수자 반응평가는 2014년 4월 ,교육 로그램이 모두 끝난 후 연

구자와 교수자의 일 일 면담으로 진행되었다.연구자는 교수자에게 침

상 교육의 모형과 략을 용한 로그램 운 의 장단 매력성

과 한계를 질문하 고,그 결과는 항목별로 응답내용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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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연구결과

1.학습환경 설계모형

침상 의학교육의 학습환경 설계모형은 크게 세 가지 단계를 걸쳐

개발되었다.먼 선행연구를 통해 침상 교육의 학습환경의 이론

구성요소를 도출하 다.둘째,학습환경 설계의 차 단계와 그 내용을

밝 이를 구조화하여 모형으로 제시하 다.마지막으로 문가 검토와

내 타당도 평가를 통해 내용을 수정,보완하 다.셋째,수정모형을 활

용하여 침상 교육 로그램을 설계하고 운 하 으며,그 결과를 반

해 최종 모형을 제시하 다.다음의 내용은 문헌을 통해 도출한 학습

환경 설계의 구성요소 안과 문가 사 검토를 통해 수정한 내용이

다.

1)학습환경 설계의 구성요소

침상 교육의 학습환경을 설계하기 해서는 무엇을 설계할 것인가

와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가 두된다.이를 해서는 먼 설계

의 원리로서 침상 교육의 학습환경을 이해하는 것과 설계의 상으로

학습환경의 구성요소를 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문헌을 통해 도출한 침

상 교육의 핵심 아이디어는 ‘문가 역할모형’,‘임상수행력’,‘경험과

성찰의 순환’,‘병동 외래 맥락’,‘시간효율 략’,‘학습과제별 지원

략’,‘찰,설명 피드백’,‘학습자간 상호작용’,‘교수자 의료인력과

상호작용’,‘환자기반 교수 략,환자동의’의 10가지 요소이다(<표 Ⅳ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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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선행연구의 구성요소 분석
침상 교육의 구성요소 련문헌 요소 설계요소

문가 역할모형(Fitzgerald,1993:Jenkins,Page,Hewamana& Brigley,2007;
LaCombe,1997;Qureshi& Maxwell,2012;Ramani,2003;Ramani,Orlander,
Strunin& Barber,2003).

학습
과제 ▪지식/기술/태도 설정

▪학습자 주도 설정
임상수행력(정성수, 김선 , 2010; Aldeen & Gisondi, 2008; Dent, 2001;
Fitzgerald,1993:Jenkins,Page,Hewamana& Brigley,2007;LaCombe,1997;
Qureshi& Maxwell2012;Ramani,2003;Ramani,Orlander,Strunin& Barber,
2003).

침상 경험과 성찰의 순환
(Cox,1993;Janicik& Fletcher,2003:Ramani,2003)

학습
활동

▪ 비-경험-성찰 단계
▪경험 범 의 설정

병동맥락(Cox,1993;Janicik& Fletcher,2003:Ramani,2003;Rees,1987).외래
맥락(Ferenchick,Simpson,Blackman,DaRosa& Dunnington,1997;Wolpaw,
Wolpaw,& Papp,2003)

진료
맥락

▪진료장소
▪참여의료인력
▪진료내용

시간효율 략(Ende,1997;Janicik & Fletcher,2003;Ramni,2003;Neher,
Gordon,Meyer& Stevens,1992;Neher& Stevens,2003)

학습
자원
▪
지원

▪과제 응 미시 략
▪학습자료의 제공
▪학습활동 도구개발

학습과제별 지원 략(George&Doto,2001;Wolpaw,Wolpaw & Papp,2003)

찰,설명(Cox,1993;Janicik& Fletcher,2003;Ramni,2003)
피드백(Kilminster,Cottrell,Grant,& Jolly,2007; Wimmers,Schmidt &
Splinter,2006).

학습자간 상호작용(Janicik& Fletcher,2003:Palincsar,1998;Scardemalia&
Bereiter,1996).

상호
작용

▪그룹역동
▪상호작용 상/방식
▪환자안

교수자 의료인력(Cox,1993;Janicik& Fletcher,2003;Ramani,2003)

환자기반 교수 략 (Doshi& Brown,2005)
환자동의(Cox,1993;Janicik& Fletcher,2003;Ramani,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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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침상 교육의 구성요소

■ 문가 역할 모형

침상 교육은 교수자인 의사의 역할모형을 통해 문가로서의 의사

의 조직 리,의사소통,윤리 의사결정 등을 학습하는 기회이다.침상

교육에서는 풍부한 역할모형의 제공,바람직한 역할 모형의 설정,역

할모형을 통한 학습 성찰의 기회제공이 교수설계에 요하게 고려된다.

■ 임상수행력

임상수행력은 환자가 호소하는 불편을 해결하기 한 의학 추론역

량,술기수행 역량, 문가 태도를 의미한다.침상 교육은 학습자의

임상수행력 향상을 교육의 목표로 설정하며,이를 성취할 수 있는 학습

활동과제의 선택과 과제별 미시 교수 략이 사용된다.

■ 경험과 성찰의 순환

침상 교육의 학습활동은 비,경험,성찰의 계속 인 순환이다.

비단계는 진료 참여에 필요한 지식과 술기 태도를 미리 습득하는

단계이다.경험단계는 직 진료 장에 참여하여 직간 으로 진료를

수행하는 단계이다.성찰단계는 진료를 통해 학습한 내용에 한 반성과

추가학습을 의미한다.효과 인 침상 교육을 해서는 비,경험,성

찰 단계의 학습자 활동 지원 략에 한 설계가 필요하다.

■ 병동 외래맥락

침상 교육은 병동,외래,처치실,수술방,응 실 등 다양한 진료맥

락에서 수행된다.침상 교육은 수행되는 맥락에 따라 학습자가 경험

하게 되는 환자사례,교수학습의 활용시간,이용 가능한 도구와 장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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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다.침상 교육의 효과 인 교수설계를 해서는 진료 맥락

의 물리 ,사회 ,정서 요소의 분석과 설정 활용 략에 한 고안

이 필요하다.

■ 시간효율 략

침상 교육을 시행하는데 가장 큰 제약조건 의 하나는 진료에 따

른 교육 시간의 부족이다.따라서 침상 교육의 설계에서 학습과제에

따른 시간 효율 미시 교수 략의 활용과 진료 의 시간 활용 략이

고안될 필요가 있다.침상 교육을 한 시간 효율 교수 략의 개발

과 활용,교육활동을 한 시간 리 등이 학습환경 설계에서 요한 요

소이다.

■ 학습과제별 지원 략

학습자가 침상 교육을 통해 습득하게 되는 학습과제는 지식,기술,

태도 역별로 다양하며 수행역량의 특성 즉,의학 추론,술기수행,의

사소통,의료윤리,의학연구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침상 교육에서

는 학습과제를 보다 효율 이고 효과 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 략

이 고안되어야 한다. 를 들어 추론학습을 해 문제해결학습 략을

사용하거나,수행기술의 습득을 한 시뮬 이션과 인체모형의 활용,의

사소통의 학습을 한 역할극 등이 고려될 수 있다.

■ 찰,설명,피드백

침상 교육에서 가장 요한 교수학습활동은 교수자의 진료수행의

찰,진료내용에 한 교수자 설명,학습자의 수행에 한 교수자의 시

의 한 피드백이다.학습자는 진료를 직 찰함으로써 흥미를 고양

할 수 있으며,교수자 설명을 통해 찰의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습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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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학습자와 문답내용이나 술기수행에 해서는 하게 피드백

을 제공될 때 학습의 효과를 증진할 수 있다.

■ 학습자간 상호작용

침상 교육이 이 지는 임상실습 교육은 4-5명의 학습자 그룹의 활

동으로 구성된다.침상 교육에서 동료학습자는 학습을 진하는 상

이자 교수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학습활동의 비,경험,성찰 단

계에서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의 방식과 내용에 한 설계를 통해 개별

학습자의 학습내용을 공유하고,서로의 학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성되

어야한다.

■ 교수자 의료 인력과 상호작용

학습자는 병원 장에서 학습자는 의사 뿐 만 아니라 간호사,임상 병

리사,물리치료사 등의 다양한 의료 인력들과 상호작용하게 된다.다양한

인력들은 학습자원의 제공,학습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이들과의 상호작용의 방식과 내용이 교수설계에 포함될 수 있다.상호작

용의 방식에는 타 직무자의 진료권 보장,환자안 등의 원칙이 고려되

며,다양한 인력들이 교육이나 진료로 인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진료

구성원의 사회 ,심리 상태가 고려된다.

■ 환자기반 교수 략,환자동의

침상 교육은 환자와 환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교육의 내용이다.환

자기반 교수 략은 환자선택,환자의 참여범 활동 내용에 한

략을 의미한다.진료맥락과 학습과제,학습의 여건 등에 따른 환자 참여

의 내용과 활동이 설계될 수 있으며,이 과정에서 환자 동의의 사 확

보는 필수 인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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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학습환경 설계 구성요소

나.침상 교육의 학습환경 설계요소

본 연구에서 침상 교육의 학습환경 설계의 구성요소는 침상 교

육의 구성요소 10가지를 설계 요소별로 구분하여 학습과제,학습활동,진

료맥락,상호작용,학습지원을 설정하 다.

■ 학습과제

학습과제는 일차 진료의사로서 진료 수행에 필요한 문직업성 역의

의학 지식과 술기 태도 역을 포 한다(Barab& Duffy,2000;

Dennick,2012).Barab와 Duffy(2000)는 실습 장을 설계하는데 가장

요한 요소로 역과 련된 활동을 강조하 다.따라서 병원의 임상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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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침상 교육을 통해 학습자가 학습해야 할 과제는 원칙 으로 ‘환

자의 불편’을 심으로 이와 련된 진단,치료, 리, 방에 필요한 의

사의 역량이다.진료가 인지 사고와 숙련된 술기, 문가 태도가 모

두 포함된 요소임을 고려할 때,학습과제는 인지 측면과 기술 측면,

감성 측면을 포함하도록 구성한다(Dennick,2012).

■ 학습활동

학습활동은 침상 교육을 후로 비,경험,성찰의 단계 활동으

로 구성된다(Janicik& Fletcher,2003;Ramani,2003).

비 단계는 학습과제 설정,과제수행 학습, 비수행 평가 단계가 포

함된다.학습자는 진료 경험에 노출되기 련 역의 경험을 한 학

습과제를 선정한다.과제수행 학습은 선정된 과제를 수행하는 단계이다.

비수행 평가는 설정된 과제의 성공 인 학습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학

습자 자가 평가,체크리스트 등이 있다.

경험 단계는 진료 의 학습활동으로 참여 찰,수행과 피드백,설명이

포함된다(Kilminster,Cottrell,Grant& Jolly,2007;Wimmers,Schmidt

& Splinter,2006).참여 찰은 의사와 참여 의료 인력의 진찰,평가,치

료 과정에 직 참여하여 찰하는 것을 말한다.수행은 의사의 리 아

래 학습자가 환자를 직 면담하거나 진찰,평가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이때 의사는 학습자의 수행을 찰하며 피드백을 제공한다.설명은 환자

와 학습자를 상으로 의사가 침상 교육과정에서의 진료와 학습의 내

용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단계를 말한다.

성찰단계는 진료 경험 후에 학습자가 자신의 성찰을 통해 학습경험을

분석하여 추가학습과제를 도출하고 보충학습을 한 후 평가하는 과정이

다.학습경험 분석은 설정과제가 했는지,진료 경험을 통해 의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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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지만 학습하게 된 획득과제는 무엇인지,경험의 과정에서 필요성이

확인된 추가 학습과제는 무엇인지를 분석하며 진료 경험을 반성 으로

성찰하는 과정이다.보충학습은 추가 으로 확인된 학습과제를 수행하는

단계이다.마지막 단계는 학습활동을 평가한다.

■ 진료맥락

진료의 시간 ,물리 환경 요소는 진료 시 을 기 으로 비단계와

침상이 있는 진료장소,진료를 마친 시공간으로 구분되어 구성된다

(Janicik& Fletcher,2003;Ramani,2003).

진료 단계는 의사와 환자의 진료가 시작되는 이 시기로 학습자

가 진료에 참여하기 해 비하는 시간이다.물리 으로는 주로 학습자

의 병원 내외부에 별도로 마련된 학습공간이다.

진료실 시공간은 시간 으로는 진료가 시작되어서 끝나는 시각까지를

말한다.환자를 직 면하기 에 의사가 환자의 진료 기록을 확인하

는 과정에서 직 면하는 진료과정과 진료 후 추후 계획을 논의하는

과정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물리 으로는 병동,외래진료실,수술방

등의 병원 내 특정 진료 공간이다.

진료 후의 요소는 시간 으로 진료가 끝난 시 부터 학습자의 학습이

마무리 되는 시 까지를 의미한다.학습자가 학습경험을 분석하고 추가

학습 과제를 학습하며 평가받는 기간이 여기에 해당된다.물리 인 공간

은 병원 내외부의 학습공간이나 웹기반 로그램을 이용한 학습환경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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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작용

학습자의 사회 상호작용은 동료학습자,환자,의사,타 의료인 등의

상과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된다(Ramani,2003).침상 교육을

통해 학습자는 동료학습자,환자,의사,다른 직종의 의료인과 활발한 상

호작용을 하게 되나 그 방식과 주요한 상호작용의 형태는 학습활동의 과

정에 따라 차이가 있다.원칙 으로 침상 교육은 4-5인의 학생 실습

조를 기본으로 하는 으로 이루어진다.학습의 과정에서 학습자-학

습자 상호작용은 교수자, 진자,평가자의 역할을 한다.환자는 학습의

주요 자원이자 상이다(Doshi& Brown,2005).학습자-환자의 상호작

용은 원칙 으로 의사-환자의 계이다.그러나 환자는 학습자의 학습과

제,의사의 설명을 듣는 다른 학습자,학습활동의 평가자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의 방식은 비정형 이고 역동 으로 구성될 수

있다.학습자와의 계에서 다른 의료 인력은 교수자이자, 진자,정보

제공자 역할을 한다.학습자의 이러한 상호작용 형태는 다방향의 다층

이며,가변 인 역동성을 갖는다(Ramani,2003).

■ 학습자원 지원

학습자원 지원은 학습자의 학습활동의 상,매체 도구,지원

략을 모두 포함한다.학습자원 지원의 역은 학습 상,학습매체

도구,지원 략으로 구성된다.학습 상은 진료에 직면해서 만나게 되는

‘환자’와 ‘환자가 호소하는 불편’이다.따라서 학습활동은 이러한 상을

심으로 하여 이를 평가하고,진단하고 치료하는 모두가 진료과정에

련한다.학습자는 학습과제를 도출하고 수행하게 되는데 이를 효과 이

고 효율 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매체와 도구이다.매체는 진료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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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표출되는 정보를 담은 달체이다.의료기기,환자의 진찰기록,각

종 의학 검사 결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도구는 학습과제를 수행하

는데 도움이 되는 각종 서책자료, 상자료,의료술기를 연습할 수 있는

도구나 기구,모의환자,환자사례,인체 모형 등이 해당된다.지원 략은

학습자의 학습을 진하고 지원하기 한 환경 ,물리 요소를 의미한

다.학생 친화 인 분 기나 학생 진료실 같은 환경 요소와 로그램

안내, 로그램 매뉴얼,성찰일지 양식 등의 지원 략과 스 폴딩,모델

링,질문의 유도와 같은 교수 략(Savery& Duffy,1996;Schoenfeld,

1996)이 여기에 포함된다.

2)학습환경 설계의 차단계

문헌 연구를 통해 도출한 기의 설계 차의 안은 분석,설정,구

성,개발,실행의 5단계이다.학습환경 설계의 5단계는 교수설계자(혹은

교수자)의 설계활동과 내용을 기 으로 구분된다.

■ 분석-제한요소의 확인

분석은 침상 교육을 수행하기 해 주어진 제한조건을 확인하는

단계이다.분석의 역은 교육요구와 진료환경이다.교육요구는 지향하는

바와 재의 차이를 확인하는 단계이다.침상 교육에서 교육이 지향

하는 목표는 의과 학 졸업생이 갖춰야 할 필수 인 역량들이다.의과

학 학장단 의회는 1995년부터 의과 학 학습자가 학습해야할 ‘학습목

표’를 정기 으로 발간해 왔으며,2006년에는 기 의학과 임상의학을 통

합한 학습목표집을 발간하여 학습목표의 표 을 제시하 다.2012년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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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 생이 졸업 후 갖춰야 할 핵심 직무역량을 105개의 주요 임상표

을 심으로 정리하여 ‘기본의학교육 학습성과:진료역량 심’(한국의과

학 학장단 의회,2012)을 발간하 다.학습성과는 의학교육 로그램

을 이수한 결과로 학생들이 졸업 당시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여 주기를

바라는 일종의 졸업 역량으로 각 의과 학의 역사와 통,구성원의 차

이와 계없이 의학 분야를 공한 학생이라면 분명히 졸업 에 학교에

서 배우고 나와야 하는 최소한의 능력과 자질을 의미한다(Harden,

2000).교육의 바람직한 상태에 한 분석은 의과 학 졸업생에게 기

되는 역량,학습성과,의과 학의 교육목표 등이 고려될 수 있다.학습자

분석은 학습자의 재 상태를 악하는 단계이다.의과 학 교육의 지향

은 일정부분 표 화되어 있으나 다양한 의료기 진료맥락에서 학

습자의 요구와 실제 인 경험은 개인마다 다양하게 표출될 수 있다.침

상 교육을 한 교육요구 분석에는 표 화된 교육의 지향 과 더불어

실제 교육 상이 되는 학습자들의 교육요구도 포함된다.진료환경 분석

은 침상 교육이 이루어지는 의료기 의 물리 .사회 ,정서 환경

요소를 포함하여,진료내용 교육 여건을 상으로 한다.침상 교

육이 가능한 병의원이나 의료 련 기 이 제한되어 있다. 부분의 의과

학은 부속병원이 있고,학생교육의 상당부분은 부속병원에서 시행한다.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병의원 의료기 이 물리 시설,진료

내용, 가 어떻게 교육에 참여하고 지도할 수 있는지에 한 교육 경험

을 악한다.

시)의과 학 3학년 신경계 질환의 침상 교육 설계 분석 항목

A1-1.신경계 질환의 진단,치료,평가, 리의 의과 학 학습역량은 무엇

인가?

A1-2.학생들은 신경계 질환 환자들의 침상 교육을 통해 무엇을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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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는가?

A2-1.신경계 질환 환자의 입원,검사 처치,외래의 진료시간,진료 장

소,의료진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A2-2.신경계 질환을 가진 환자의 주된 호소 증상에 한 진단,처치,검

사 시술은 가 어떻게 하는가?

A2-3.의료기 은 침상 교육을 해 무엇을 어떻게 비했는가?

■ 설정-표 학습분야의 설정

설정은 설계의 한 요소로,분석단계에서 악한 내용 에서 침상

교육을 통해 학습하고자 하는 과제와 과제를 학습하기 해 경험해야 할

진료맥락을 선택하는 단계이다.설정의 역은 두 가지이다.첫째는 침상

교육을 통해 경험하기를 기 하는 학습과제의 설정이다.학습과제는

참여하는 진료내용 진료기 의 역할을 고려한 특성과제와 의사로서

갖춰야 할 문직업성 학습과제가 있다.침상 교육을 설계하고 수행

하는 교수자는 세분화된 의료의 특성상 특정 진료과(내과,외과,소아과)

에 소속되어 있거나 문 질병이 분야나( -결핵 문병원,암환자병동)

장소(응 실,건강검진,호스피스)에서 진료를 수행한다.학생들의 학습과

제는 이러한 진료과목의 주된 환자군,진료내용의 특징이 반 된다.학습

과제의 다른 요소는 모든 진료 과목이나 진료맥락에 용 가능한,의

료의 문가로서 의사가 갖춰야할 기본요소인 문직업성 역이다.

문직업성 교육의 표 인 역은 의료 화,의료윤리,의료법,의료행정

등이다.이러한 요소의 학습과제는 학습자의 경험과 이를 성찰하는 내용

에 따라 학습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가변 인 요소이며,역동 인 진

료에 참여하는 방식이므로 진료의 내용에 따라 상치 못한 경험을 하게

되는 변수가 있다.진료맥락은 설정한 학습과제를 가장 잘 경험할 수 있

으리라 기 하는 진료장소 시간,진료방식,참여의료진,참여환자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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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정하는 단계이다.의료기 은 다양한 진료맥락에서 다양한 세부

문 의료인이 24시간 진료를 수행하는 곳이다.진료맥락의 설정은 활용

가능한 맥락 에 한 내용을 설정함으로써 의미 있는 학습경험을 마

련하는 방법이기도 한다.

시)의과 학 3학년 호흡기계 질환의 침상 교육 설정

B1-1.호흡기계 증상으로 호소하는 환자의 진찰 감별진단,다양한 호

흡음 구분하기

B1-2.환자면담-검사 동의서 받기,올바른 의무기록의 작성

B2-1. )오 9시-12시,호흡기내과 진료실에서 호흡기내과 00교수님

의 진료에 참 , 진환자의 진보기

■ 구성-학습활동 략의 고안

구성은 설계의 한 단계로,앞서 설정한 진료맥락을 활용하여 설정한

학습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활동 략을 고안하는 단계이다.구성의

상은 침상 비,침상 진료,침상 후 학습의 단계별 활동 차

차별 주요한 지원 략이다.[그림 Ⅳ-2]는 병동기반 침상 교육의

학습활동의 구성의 시이다.학습활동의 내용은 학습자들이 언제,어디

서,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반 한다.학습의 단계에는 주요하게 활

용되는 사회 상호작용의 포함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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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차
내용

학습활동 학습지원 진

침상

비

학습과제

설정
비학습 과제 설정.

• 학습성과,병동환자의 주요 호소 증상/주요 진단명,입원환자에게 빈번하게 시행

되는 술기 정보를 제공
• 학습자에게 학습과제 설정 표 제공

ê

설정과제

수행

과제별 특성에 따라

비학습과제 수행

• 과제의 특성에 따라 교과서,강의록, 상자료,인체모형,사례 등 지원

• 학습의 수행내용,수행방법,수행에 활용한 자료 등을 학습수행일지에 작성

ê
비

수행평가
설정과제의 학습 성과 평가

• 수행일지의 내용 내용을 확인하는 문답평가
• 설정과제의 수행에 하여 피드백 제공

ê ê

침상

진료

참여 찰 의사의 환자 진료를 찰.
• 병동 스테이션에 모여서 환자진료의 특이사항 주의 안내

• 학생들은 교수자의 진료를 찰
ê

수행과

피드백
의사의 감독 하에 직 진료

• 환자에게 미리 동의 구하기
• 진료내용 특이 의료면담,의학 추론,술기수행을 지원

• 과제 역에 따른 교수 략을 사용하여 학생의 환자진료를 교육
ê

설명 의사의 설명과 문답
• 질문-답변-정리로 진료 마무리

• 학생들의 추가 학습과제 제안
ê ê

침상

후

성찰

 

성찰 학습성찰과 추가과제 도출 • 학습과제 분석 틀을 포함한 성찰일지 표 제공

ê

추가학습 추가 학습과제 수행 • 학습 과제의 특성에 따라 교과서, 상자료,인체모형,사례 등을 지원

ê

평가 학습 성과 평가 • 포트폴리오 평가,수행/성찰일지 평가

[그림 Ⅳ-2]병동기반 학습활동 구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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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학습자원 지원요소의 제공

개발의 내용은 이 단계에서 설정한 침상 학습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학습자원 학습을 지원하는 도구와 장치이다.침상 교육을

한 학습환경에서 학습자원 지원요소는 일차 으로 설계과정의 첫

단계인 분석과정에서 확인되며,설정 구성단계를 통해 조직화되고 구

체화 된다.개발단계는 이 의 단계를 통해 필요성이 확인되었으나 갖춰

지지 않은 요소들을 새로이 만드는 단계이다.개발단계에서 만들어지는

부분의 요소들은 학습활동 학습지원 도구 장치이다.필요에 따

라 교수자를 한 교수 략 로그램 운 의 요소들이 개발에 포함될

수 있다.

시)가정의학과 외래에서의 침상 교육을 한 개발 자료 목록

1.학생들의 환자 진 진료 기록지

2.학습자 수행 성찰 일지 서식

3.학습자 평가 서식

4.학습성과 목록 이와 련된 교육자료

5.웹기반 학습자료 보 장치 등

■ 실행-침상 교육의 로그램의 운 과 평가

침상 교육을 한 학습환경 설계과정의 마지막 단계는 로그램의

실질 인 운 이다. 로그램의 운 은 학습자와 진료실의 의사에 의해

시행되며 필요에 따라 별도의 교수자 로그램 운 자가 참여할 수

있다.침상 학습환경은 진료 맥락의 상황 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의 설계과정을 통해 로그램이 설정,구성,개발되었다 하더라도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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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학습환경 설계 차모형 안

한 요소만으로 로그램을 완벽하게 비하기는 쉽지 않다.학습환경의

설계에서 운 의 단계는 실제로 로그램을 운 하며 직면하게 되는 문

제 ,개선사항을 확인하며 동시 으로 이 의 설계과정을 빠르게 반복

으로 되풀이 하면서 동시 으로 수정․보완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의과 학 임상 교육의 특성상 침상 교육은 일련의 그룹별 학생들이

계속 으로 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운 을 통해 계속 으로 수정된

로그램이 특정 학습그룹의 특정 진료맥락의 침상 교육을 통해 최

화될 때 로그램의 설계는 마무리된다.[그림 Ⅳ-3]은 침상 교육의

설계요소와 차 단계를 구조화하여 제시한 침상 교육의 학습환경

설계 기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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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가 사 검토

문헌 연구를 통해 도출한 침상 교육의 학습환경의 구성요인 이

를 구조화한 모형에 해 교수설계 문가 임상의학 교수설계 경험자

3인은 모형의 타당성,이해성,설명력,유용성,보편성 역을 평가하

다.심층 면 을 통해 논의된 3인의 문가들의 의견 수정사항은 다

음과 같다.

가. 문가 의견

문가들은 학습환경의 구성요소 이를 구조화 한 기 모형에 해

타당성,이해성,설명력,유용성,보편성의 측면에서 의견을 제시하 다.

■ 타당성

문가들은 문헌연구를 통해 도출한 침상 교육의 학습환경의 구성

요인과 차 구성단계 이를 구조화된 모형은 교육 로그램을 설계

하는데 고려해야하는 요소로 타당하다고 평가하 다.

■ 이해성

문가들은 차 모형에서 침상 교육의 설계 모형의 단계 과

정은 침상 교육의 학습환경을 설계하는데 이해하기 쉽게 표 하고 있

다고 평가하 다.다만,“구성요인으로 언 한 내용이나, 차 모형의

내용요소는 의학교육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다.

교수공학의 교수설계 경험만으로는 직 으로 이해되는 표 은 아니다



-95-

( 문가 B)”의 의견이 있었다.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다른 문가는

“주요한 교수설계자가 문 교수설계자가 아니라 의과 학 임상을 담당

하는 교수자고 그들이 이해할수 용어라면 용납할 수 있는 부분이다( 문

가 A)”라는 의견이 있었다.

■ 설명력

문가들은 침상 교육의 학습환경 설계의 차 모형이 침상

교육 로그램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하는 요소와 계를 잘 설명하고 있

다고 평가하 다.“분석-설정-구성-개발-시행의 차 단계는 (교수설

계의 일반 차인)분석-설계-개발-시행-평가의 차 단계와는 차별

화되어 있다.(나의)임상 실습 교육의 경험을 보면 제시된 모형의 차

단계가 보다 더 실제 설계과정을 잘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후략)

( 문가 C).”는 의견이 있었고,반면 문가 A는 환자가 학습과제,진

료,학습활동,학습자원 지원,상호작용의 어떤 역에 속하는지 물으

면서 “5가지 구성요소가 첩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진료맥락에서

어떤 요소를 어떻게 활용하고 해석하느냐에 구분이 다를 것 같다.이를

반 하여 모형을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 다.

■ 유용성

문가들은 모형이 침상 교육의 교수설계를 하고자하는 교수자와

교수설계자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하 다.그럼에도

실제로 임상의학을 담당하는 교수자가 이러한 모형을 찾아보고 활용할

것인지에 해서는 회의 인 반응을 보 다( 문가 B, 문가 C).“의학

교육을 특별히 공부하는 의사가 아니면 ....( 략)..설계라는 말 자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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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운 단어라는 것은 확실하다.모형의 설계 단계 에 ‘구성’의 시가

실제로 어떻게 가르칠 지를 보여줘서 더 잘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문

가 B).”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보편성

문가들은 침상 교육의 학습환경 설계모형이 임상의학의 여러 진

료과나 진료맥락에서 침상 교육을 설계하는데 보편 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평가하 다.“임상 실습을 설계할 때,어느 (진료)과에서나 사용

할 수 있는 모형이다( 문가 C).” 문가 B는 “보편성이라는 이야기는

어디서나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 를 나타내는데, 재 임상 교

육을 생각하면 회의 이다.기존의 다년의 임상교육 경험이 있는 임상

교수들은 잘 설명할 수 없지만 자신만의 교육의 방식이 있다.보편성이

확실하게 확보되려면 이들의 방식이 모두 포 되어야한다.”는 추가 인

의견을 제시하 다.

나.수정사항

문가들은 구성요소의 계와 차 모형에 해 다음의 사항에

해 수정을 요구하 다. 문가 의견을 반 하여 수정한 내용은〔그림 Ⅳ

-4와 같다.

■ 구성요소의 표

침상 교육의 학습환경의 개념 구성요소 5가지가 서로 첩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표 하도록 수정하 다.사회 상호작용의 주체에

서 의사가 아닌 교수자의 역할을 고려하고,교수학습의 맥락을 강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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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수정 후

[그림 Ⅳ-4]학습환경 설계요소의 수정 후

해 교수자 “T”를 추가하고,의사와 의료 인력을 통합하여 ‘M’으로 표

하 다.사회 상호작용의 은 기존의 환자 심에서 학습자 심

으로 수정하여 학습자 “S”를 앙에 두고 이들과 계가 학습환경 구성

요소 5가지가 역에 따라 변화하도록 조직하 다.

■ 차 모형의 용어 수정

구성요소를 구조화 한 기모형에서 문가들은 차 모형에서 사

용하는 단어와 실제 인 의과 학 임상 교수자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차

이를 고려하여 일부 문구의 수정을 요구하 다([그림 Ⅳ-5]).분석단계의

교육요구에서는 ‘의과 학의 학습목표’를 최근의 의과 학 학장단 의회

에서 제안한 ‘의과 학 학습역량’으로 수정하도록 하 다.학습자 교육요

구는 본래 분석 단계의 활동내용을 그 로 반 한 ‘학습자 분석’으로 수

정하도록 하며,진료환경에서 ‘진료여건’은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 을 받아들여 ‘교육경험’으로 수정하 다.선정단계에서는 침상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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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차 모형 수정지 사항

�  의과 학 학습목표-> ‘의과
학 학습역량’으로 수정
�  학습자 교육요구-> ‘학습자
분석’으로 수정
� 교육 여건-> ‘교육경험’으
로 수정

� 진료내용 특성과제->‘진료맥
락 특성과제’로 수정

수정사항 없음

수정사항 없음

‘평가’를 반 하도록 수정

[그림 Ⅳ-5]학습환경 설계의 차모형 1차 수정사항

육이 특정한 임상 진료과목에 국한하여 진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진료과’ 신 ‘진료맥락’으로 수정하도록 하 고,실행단계에 ‘평가’가 포

함하도록 수정을 요구하 다.[그림 Ⅳ-6]은 수정지 사항을 받아들여

도출한 침상 교육의 학습환경 설계의 차모형 1차 수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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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6]학습환경 설계의 차모형 1차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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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습환경 설계 략

1)설계 략 안

기 설계 략은 침상 교육의 교수 략,구성주의 학습환경 설계,

경험학습 설계,실습 장 설계,환자기반학습의 설계에서 논의된 내용들

을 학습환경 설계의 5가지의 구성요소를 분석의 틀로 사용하여 재해석하

고 분류하는 과정을 통해 도출되었다.검토한 주요 문헌의 설계원리

략과 이를 통해 도출한 설계 략은 <표 Ⅳ-2>와 같다.

선행연구를 통해 개발한 기 설계 략은 학습과제 설계요소로서 ‘

문직업성’ 역과 ‘학습자 자기주도’ 역이며 학습활동 설계 요소에서

‘시공간의 물리 이동’ 역과 ‘학습활동의 주체’ 역 ‘학습자 진료

범 ’역,진료맥락 요소에서 ‘진료의 물리 사회 환경’ 역,학습

자원 지원 요소에는 ‘학습 략’,‘학습자료 이용’,‘수행도구’ 역,사

회 상호작용 요소에는 ‘상호작용 진 도구 장치’와 ‘상호작용 추

도구 장치’역의 11개 설계 략과 이를 실행하기 한 28개 설계지침이

다(<표 Ⅳ-3>).



-101-

<표Ⅳ-2>설계 략 안 도출과정

주요 선행문헌의 설계원리 략 학습환경 설계 략

구성성주의
학습환경 설계원리

실습 장설계
경험학습
설계

환자기반
학습 설계

구성
요소

개발된 기
설계 략

◾학생의 문제해결

과정에 (Jonassen,

1999).

◾환자의 불편 심

문제기반학습(Dent,

2001)

◾ 역과 련된

활동(Barab,

Duffy,2000)

◾비구조화된 문

제의 제공

(Barab, Duffy,

2000)

◾직무기반으로

학습 (Dent,

2001)

◾의료 장의 의

직무기반 (Cox,

1993,Janicik,

Fletcher,2003:

Ramani,2003)

◾의사소통(Rees,

1987;Janicek&

Fletcher,2003),

◾임상추론,

의사결정능력(Jolly

etal.,1998),

◾의료윤리 (Seigler,

1978),◾의료인의

태도(LaCombe,

1997)

학습
과제

1.학습과제는
진료과의 학습목표와
문직업성 역을

포함하도록 설계하라

◾학생의 요구와 필요를

고려하여 교수 목표를

조정,내재 동기에

의한 자발

학습 진(Jonassen,

1999).

◾학습에 있어서

주인의식(Driscoll,2005)

◾질문에 한

주인의식(Barab,

Duffy,2000)

◾학습의 맥락을

동기화(Barab,

Duffy,2000)

◾자신이 설정한 가

정이나 아이디어를

테스(Dennick,2012)

2.학습자가 직
자신의 학습과제를
설정하고 성찰하도록

설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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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경험-성찰
의 단계 근
(Cox,1993;Dent,
2001;Janicik&
Fletcher,2003;
Ramani,2003,
Dennick,2012)

학습
활동

3.진료시 을 기
으로 시공간의 이동
을 설계하라

◾다양한 으로 학습
내용에 근(Jonassen,

1999).
◾다양한 표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으로
근하도록 지원
(Driscoll,2005),

◾교사는 학습 과정과
략 안내자

역할(Jonassen,1999).

◾교수자의

코칭/

모델(Barab&

Duffy,2000)

◾ 화된

교수 략

◾ 찰,역할모형

(Janicik&

Fletcher,2003).

◾환자의 참여범

역할에 따른

다양한 교수 략(

Doshi&Brown,

2005)

4.학습활동 차에
따른 교수학습활동의
주체를 설계하라

◾환자안 (Janici
k& Fletcher,
2003;Ramani,

2003)

◾환자의 안 과 동
의
(Spencer,2003)

5.학생의 진료참여
범 를 설정하라

◾상황에 한

환경제공(Jonassen,

1999)

◾병동,

외래진료실 등의

실제 진료 장

진료

맥락

6.진료장소 진

료행 의 물리 ,사

회 환경을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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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며, 실 이고,

한 환경 제공

(Jonassen,1999;

Driscoll,2005)

(Cox,1993,

Janicik,&

Fletcher,2003:

Ramani,2003)

여 설계하라

◾학생의 다양한 의

해석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도구를 제공

(Jonassen,1999).◾학

생 스스로 자아 성찰

인 실천이 가능 하도록

(Jonassen,1999).

◾지식이 구성되어가는

과정을 학생들이 지각하

도록 지원(Driscoll,

2005)

◾성찰의

기회(Barab&

Duffy,2000),

◾학습자

지원(Barab,&

Duffy,2000)

◾로그북,

포트폴리오(Davis

&Dent1994;

Dennick,2012)

◾학습가이드라인

제공(Dent,2001)

◾의사소통(Rees,

1987;Janicek&

Fletcher,2003),

◾임상추론,

의사결정능력(Jolly

etal.,1998)

◾의료윤리 (Seigler,

1978)

◾의료인의태도(LaC

ombe,1997)

학습

자원/

지원

7.학습과제에 응

인 학습 략을 설

계하라

8.학습자료의 계속

인 축 과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라

9.학습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설

계하라

◾학습의 통합의

요소로서 사회 상을

제공(Driscoll,2005)

◾ 동 이고

사회

활동(Barab,

Duffy,2000)

◾그룹역동

(Janicik&

Fletcher,2003;

Ramani,2003))

◾환자의

참여/피드백

구하기(Spencer,

2003)

사회

상호

작용

10.상호작용을 진

할 수 있는 물리

사회 구성장치를

설계하라

11.상호작용을 확인

하고 추 할 수 있는

도구와 장치를 설계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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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과제

� 1.학습과제는 진료과의 학습목표와 문직업성 역을 포함하

도록 설계하라

학생들이 침상 교육을 통해 경함하게 되는 학습과제는 환자의 진

료수행이다(Cox,1993,Janicik& Fletcher,2003;Ramani,2003). 재

우리나라의 진료형태가 의원 을 심으로 하는 1차 진료의 형태와 문

의 세부 문의에 의한 진료과목 별 혹은 특정 질병 형태( ,암센타,

호흡기센터,결핵 문 등)의 진료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면 학습

자가 침상 교육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학습과제는 진료 련 역이

나 내용의 특성이 고려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Barab& Duffy,2000).그

러나 이러한 세분화된 진료맥락이라고 하더라도 그 환경이 진료라는 공

통 인 맥락이라는 것을 고려하면,학습자가 경험하게 되는 학습과제는

의료에 있어서 비구조화 된 형태의 실제 인 문제인 것(Barab& Duffy,

2000)을 고려해야 한다.침상 교육의 학습과제는 진료과나 진료맥락

의 특성과 더불어 의료의 인지 ,정서 ,사회 요소가 모두 포함해야

한다(Dennick,2012).

� 2.학습자가 직 자신의 학습과제를 설정하고 성찰하도록 설계

하라

학습자는 임상실습을 해 병원 장에 나오면서 ‘교육받기(to be

educated)’를 기 하지만 실제 진료환경에서는 학생들이 보다 실험 이

고 자기주도 인 학습을 요구하고 있다(Teunissen& Westerman,2011).

그러나 실제 임상실습 장에서 학생들은 상당한 시간을 교육 가치가

은 활동에 소모하며 기다리거나 다른 사람들이 임상기술을 수행하는

것을 찰함으로써 시간을 보내게 된다(Van der Hem-Stokro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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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rpbier,VanderVleuten,DeVries&Haarman,2001).임상 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는 자신만의 고유한 교육요구와,교육경험,학습상황에

한 학습 략 도구를 가지고 참여하게 된다.침상 교육의 학습환

경은 학습자의 이러한 요구나 경험 혹은 학습자 특성에 따른 특징 인

학습 략 도구를 교수설계에 반 해야하며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에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Grabinger,1996).

◼ 학습활동

� 3.진료시 을 기 으로 시공간의 이동을 설계하라

침상 교육은 경험학습에 기반한다(Yardley,Teunissen& Dornan,

2012).Kolb(1984)는 경험이 변화하여 지식을 이루는 과정을 구체 경

험(concreteexperiences),반성 찰(reflectiveobservation),추상

개념화(abstract conceptualization), 능동 실험(active

experimentation)의 네 가지 과정의 순환 활동으로 설명하 다.따라

서 침상 교육에서 학습활동의 설계는 경험을 한 맥락의 설계와 더

불어 경험을 지원하고 진하기 한 경험 과 후의 시공간 물리

환경 학습자원과 지원의 설계가 필요하다(Cox,1993;Dennick,2012;

Janicik& Fletcher,2003;Ramani,2003).

� 4.학습활동 차에 따른 교수학습활동의 주체를 설계하라

침상 교육을 한 주요 교수설계모형들은 침상 비 단계에서

의 활동과 침상 환자의 진료수행,침상 후 학습활동의 구분하여 설

계하고 있다(Cox,1993;Dennick,2012;Janicik & Fletcher,2003;

Ramani,2003).침상 교육에서 교수자의 역할은 학습자의 학습 과정

과 략을 안내하는 것으로(Jonassen,1999)코칭 혹은 모델링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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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다(Barab& Duffy,2000).교수자는 학습자가 다양한 으로 학

습 내용에 근하도록 해야 하며(Jonassen,1999),다양한 표상의 방법

을 사용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을 갖도록 제공되어야 한다(Driscoll,

2005).진료상황에서는 환자의 참여범 역할에 따른 다양한 교수

략이 필요하다(Doshi& Brown,2005).따라서 학습환경의 설계에 있어

서 침상 교육 이 과 교육상황,교육이후의 교수자,환자,학습자의

역할과 활동은 학습환경 설계에 주요하게 고려된다.

� 5.학생의 진료참여 범 를 설정하라

침상 교육에서 주요하게 심을 가지고 있는 요소 의 하나는 교

육활동이 실제 진료에 어떠한 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Doshi

& Brown,2005).실제 연구에 의하면 부분의 환자들은 학생들의 학

습에 참여하는 것이 환자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평가하고 있으며(이해

균,이상엽,이정규,김윤진,2003;Doshi,Acharya & Wall2006;

Mavis,Vasilenko,Schnuth,Marshall& Jeffs,2006),교수학습 활동으

로 인해 진료에 방해를 받고 있지 않다고 보고하고 있다(Coleman&

Murray,2002;Wright,1974;O’Flynn,Spencer& Jones,1997;Lefroy,

2008).침상 교육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환자의 안 과 동의를 확보

하기 해서는 실제 학습자가 시행하는 의술의 내용(이해균,이상엽,이

정규,김윤진,2003)과 학습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료에 한 의문들을 해

소하는 단계가 포함되어야한다(Janicik& Fletcher,2003;Ramani,2003;

Spencer,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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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

� 6.진료장소 진료행 의 물리 ,사회 환경을 분석하여 설

계하라

학습에 한 구성주의 에서,학습은 상황에 한 환경을 제공

할 때 가능하며(Jonassen,1999),복잡하며 실 이고 한 환경일 때

보다 바람직한 학습경험이 일어날 수 있다(Jonassen,1999;Driscoll,

2005).실제로 침상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습환경은 실제 이며 상황

인 병동,외래진료실,수술방 등의 진료 장이다(Cox,1993,Janicik&

Fletcher,2003:Ramani,2003).진료를 한 환경 요소가 학습경험으로

제공되기 해서는 학습이 이루어지는 진료맥락에 한 물리 ▪사회

학습환경 요소의 분석과 설정 개발이 필요하다.

� 7.학습과제에 응 인 학습 략을 설계하라

침상 진료경험은 여러 진료 상황에서 병력청취와 신체진찰 등의

학습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Aldeen& Gisondi,2006;

Ramani,Orlander,Strunin& Barber,2003).이 밖에도 침상 교육을

통해 학습자가 성취할 수 있는 학습내용은 의료 의사소통(Rees,1987;

Janicek& Fletcher,2003),임상추론,의사결정능력(Jollyetal.,1998),

의료윤리(Seigler,1978),의료인의 태도(LaCombe,1997)등의 여러

역을 포함한다.그러나 이러한 역의 학습은 그 학습과제의 특성상 인

지 ,기술 ,수행의 요소가 통합 으로 련한다.진료맥락에서 학습

과제에 응 인 학습 략의 개발과 용은 학습의 효율과 효과성을 높

일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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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지원

� 8.학습자료의 계속 인 축 과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라

(Dent,2001)

진료환경은 학습을 해 마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습활동을 수

행하기 해서는 학습활동을 지원하고 진할 수 있는 도구가 설계 개

발될 필요가 있다.경험학습에서는 경험의 과정을 추 하고 학습경험을

성찰할 수 있는 학습활동의 도구가 필요하다(Jonassen,1999).학습자의

학습과정은 웹이나 문서화된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학습과정을 추

할 수 있는 장치는 진료환경에서 학습자를 리할 수 있는 기능과 학습

활동의 평가도구의 기능을 한다.로그북이나 모바일 기구 컴퓨터와

같은 기구들은 환자 진료를 기록하거나 학습활동을 추 하거나 리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Davis& Dent,1994).

� 9.학습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도구를 설계하라

학습자가 하나의 맥락에서 경험한 학습의 다른 맥락으로 이가 되기

해서는 한 지원이 필요하다.로그북이나 포트폴리오는 표 목록이

나 개인성과 목록,학습자 개인의 특성목록 등을 포함한 내용으로 학습

자의 실제 인 학습목표,학습의 내용이나 성과의 자료이나 학습자가 학

습환경에서 자신의 학습을 추 하는 경험의 증거이자 성찰의 자료로 사

용될 수 있다(Dennick,2012).진료참여의 경험에 해서는 경험을 성찰

하며 추가 인 학습과제를 도출할 수 있는 도구(Jonassen,1999)와 지식

이 구성되어가는 과정에 해 학생들이 지각하도록 지원(Driscoll,2005)

이 필요하다.학습자의 학습과제를 수행하기 한 학습평가는 학생 스스

로 자아 성찰 인 실천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Jonassen,1999),

학생의 다양한 의 해석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추 하고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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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Jonassen,1999).

◼ 상호작용

� 10.상호작용을 진할 수 있는 물리 사회 구성장치를 설계

하라

진료를 통한 실습 장의 교육은 동 이고 사회 활동이다(Barab&

Duffy,2000).따라서 학습을 통합하고 재구성하기 해서는 화나 논

의, 상의 과정을 통한 학습의 통합과정이 제공되어야한다(Driscoll,

2005).침상 교육의 사회 상호작용은 학습자를 기본 축으로 하여

학습자 그룹내의 학습자-학습자간 상호작용,진료맥락에서 의사-학습자-

환자의 상호작용,학습활동 과정의 학습자-환자 학습자–의료인력의

다양한 사회 상호작용의 내용이 고려되어야한다(Dent,2001).

� 11.상호작용을 확인하고 추 할 수 있는 도구와 장치를 설계하

라.

임상교육의 특성상 부분 동일한 진료맥락에 2-5명의 학생이 을

이 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하면(Dent,2001),학습자간의 상호작용

은 학습을 진하고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따라서 학습자간 토

의와 다자간 피드백 경험의 공유를 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확보하

는 것이 필요하다(Janicik& Fletcher,2003;Ramani,2003).특히 학습경

험에 참여하게 되는 환자의 참여범 와 학습의 과제이자,학습의 진자

역할을 하는 환자의 참여범 와 역할에 한 설계과정은 학습환경 설계

에 요하게 고려된다(Spencer,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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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기 설계 략 지침

학습

과제

1.학습과제는 진료과의 학습목표와 문직업성 역을 포함하도록

설계하라

1-1:진료과별 학습목표 호소 증상 질병에 한 자료를 제공하

라

1-2: 문직업성의 구성요소(의료윤리,의료 화,의료법 등)에 한 학

습과제 목록을 제공하라

1-3:학습과제는 지식,술기,태도 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라.

2.학습자가 자신의 학습과제를 직 설정하고 성찰하도록 설계하

라

2-1:학습과제 분석 표 을 제공하여 학습자가 직 설정과제,획득과

제,추가학습과제를 설정하고 분석하도록 설계하라

2-2:학습자가 설정한 학습과제에 해 자가평가와 동료피드백을 제공

하도록 설계하라

학습

활동

3.진료시 을 기 으로 시공간의 이동을 설계하라

3-1:침상 비와 침상 경험,침상 후 성찰 단계의 시공간을 구

분하여 설계하라

3-2:학습활동의 단계별 장소와 소요시간을 악하여 설계에 반 하라

4.학습활동 차에 따른 교수학습활동의 주체를 설계하라

4-1:침상 비는 학습자 그룹 활동으로 학습과제 설정,설정과제

수행, 비수행평가로 구성하라

4-2:침상 경험은 의사 주도의 교수활동,진료의 참여 찰,수행과

피드백,교수자 설명으로 구성하라

4-3:침상 후 성찰은 개별 학습자의 학습활동으로 학습경험분석 성찰,

추가학습,평가의 단계로 구성한다.

5.학생의 진료참여 범 를 설정하라

5-1:침상 에서 학생이 실제 시행할 수 있는 진료참여(보조)의 구체

내용과 수 을 사 에 설정하라

진료

맥락

6.진료장소 진료행 의 물리 ,사회 환경을 분석하여 설계하

라

6-1:진료장치 도구:학생이 활용 가능한 진료도구,진료장치 환

자정보 범 를 분석하라

<표Ⅳ-3>설계 략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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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환자선택:학생교육의 극 참여 가능 환자와 배제 상

을 확인하라

6-3:의료인력:진료에 참여하는 다른 의료인력(간호자, 공의)구성과

이들의 역할을 분석하라

6-4:진료장소:진료 공간의 물리 구성요소(책상,의자,진료도구,의

사 간호사 동선)를 분석하라

학습

자원/

지원

7.학습과제에 응 인 학습 략을 설계하라

7-1:술기과제는 동 상자료,모형이용 학습도구 등을 활용한 학습 략

을 설계하라

7-2:의학 지식과 추론과제에는 교과서,논문 연구 자료 등의 학습

략을 설계하라

7-3:윤리 의사결정,의사소통 등의 과제는 사례 심의 학습 략을

설계하라

8.학습자료의 계속 인 축 과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라

8-1:기본 학습자료와 학생들이 활용한 부가 자료를 계속 으로 열

람 가능하도록 설계하라

9.학습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도구를 설계하라

9-1:과제 역 과제특성을 구분한 성찰도구를 설계하라

9-2:학습내용 방법과 시간을 포함한 학습일지를 설계하라.

9-3:자가평가,동료평가 포트폴리오 형태의 학습평가 도구를 설계

하라

사회

상호

작용

10.상호작용을 진할 수 있는 물리 사회 구성장치를 설계하

라

10-1:학습자간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학습공간과 시간을 제공하

라

10-2:학습공간은 가능한 진료공간과 가까운 곳에 마련하라

10-3:환자 공의 혹은 간호사의 면담가능 시간과 장소를 악하

라

10-4:침상 학생의 의사와 동일한 선상에서 환자와 가능한 가깝게

설정하라

11.상호작용을 확인하고 추 할 수 있는 도구와 장치를 설계하라

11-1:학습 성찰도구에 상호작용의 주체와 시간과 내용을 반 하라

11-2:학습 평가에 동료평가나 진료에 참여하는 의료인이 평가에 참여

하도록 설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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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가 사 검토

문가 3인은 설계 략을 안에 해 ‘탐색문헌의 성’,‘문헌 고찰

의 성’,‘문헌고찰 결과 반 의 성’,‘략 서술의 성’측면에

서 사 검토를 시행하 다.검토과정에서 논의된 수정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 탐색문헌의 성

3인의 문가는 본 연구에서 탐색한 문헌의 역으로 침상 교수학

습 모형 략,구성주의 학습환경의 개념과 설계원리,임상의학 학

습환경 설계 략으로 경험학습 학습설계 략, 장학습 학습설계 략,

환자기반학습 학습환경 설계 략 연구가 타당하다고 평가하 다.일부

의견으로 ‘학습환경’의 개념에 하여,구성주의 개념만을 반 하는 것

은 부족하며 ‘학습환경’의 물리 ,사회 요소를 포함하는 학습환경의

개념이나 의미에 한 추가 인 탐색이 필요하다( 문가 A)는 의견이

있었다.

■ 문헌고찰의 성

문가들은 연구문헌에서 논의하고 있는 설계원리나 략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이를 침상 교육의 맥락에서 재해석하는 과정의 요성을 강

조하 다. 문가들은 하나의 시로 침상 교육의 교수학습모형에

한 문헌 연구에서는 ‘문직업성’ 역이 주요하게 다 지고 있지 않은

것을 지 하며( 문가 B),침상 교육의 의미와 요성에 한 논의를

고려하면 학습과제로서 ‘문직업성’은 도출 가능한 결과라고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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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 B). 문가들은 의료수행의 의학 지식과 술기를 포함한 ‘의료

수행역량’을 포 하는 의미로 ‘문직업성’을 학습과제 역으로 도출한

것은 하다고 평가하 다( 문가 B,C).그러나 학습환경 설계 략

의 문헌연구에서 ‘실습 장학습’,‘경험학습’,‘환자기반학습’에서 주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설계 략들이 타당한 지에 한 의문이 제기되었다.“주

요한 설계 략들 한 문헌 연구를 통해 도출한 것들이 부분이다.이

것들이 실제 실험을 통해 증명된 것인지,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인

지에 해 비 으로 고민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문가 B)”고 언

하 다.

■ 문헌고찰 결과반 의 성

문헌 고찰 결과 반 의 성에서는 고찰한 문헌들이 침상 교육의

학습환경 설계요소를 고려하여 한 역으로 재구성되었는지 논의되

었다.구제 인 평가 내용을 보면,“학습활동요소에는 학습자의 구체 인

학습활동 단계와 교수자가 주요하게 사용하는 교수 략 요소를 구분하

여 제시하라.”( 문가 A)는 요구가 있었으며,“학습과제에 응 인 학습

략’에 한 설계 략들은 문헌고찰의 결과로 하지 않다.”( 문가

A)는 의견이 있었다.“침상 교육에서 교수자가 사용할 수 있는 미시

략들이 논의되었으나 설계 략에는 반 이 되지 않았다.”( 문가 C)는

평가와 “진료맥락에서 ‘환자 안 ’ 역들을 추가 으로 구성하고 련내

용을 재조직하라.”( 문가 B)는 의견도 제기되었다.기존의 문헌연구에서

논의하고 있는 학습장치나 도구,방법들을 각각의 내용을 포 하는 상

역으로 재조직하고( 문가 A),“선행문헌에서 지지증거가 약한 략들

은 재검토하여 삭제하라”( 문가 C)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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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략 서술의 성

략 서술의 성에 한 문가 검토에서는 교육학 맥락에서 사용

하는 용어의 성과 의학교육 맥락의 내용이 반 된 용어진술이 논의

되었다.‘학습과제’를 학습목표와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다.설정과제,획

득과제,추가학습과제란 용어는 연구자가 임의로 만든 단어라는( 문가

A)는 의견과 학습과제 표 ,학습일지 등의 용어는 일반 인 용어로 재

설명이 필요,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성찰도구 장치’들로 일반화하

여 진술,하나의 략에는 하나의 내용이 서술되도록 내용을 재진술(

문가 A)하라는 수정요구가 있었다.침상 교육에서는 여러 임상 진료

과가 련한 진료맥락에서의 교육을 포함한다고 지 하면서 진료과를 진

료맥락으로 수정하여 표기하라( 문가 B)는 의견이 제시되었고,의사들

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의 수정과 쉬운 표 의 사용( 문가 B)도 제기

되었다.교육 로그램에 의료의 다양한 인력이 참여하는 것을 고려하여

이들을 상호작용의 상을 표기하라( 문가 B)는 지 도 있었다.

<표 Ⅳ-4>는 앞서 논의한 설계 략의 타당성 논의과정에서 각각의

략에 해 문가들의 논의사항과 수정 요구사항을 구체 으로 표기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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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설계 략 안의 사 검토

요소 기 설계 략 논의 지 사항

학습

과제

설계

1.학습과제는 진료과의 학습목표와

문직업성 역을 포함하도록 설계

하라.

-‘진료과’는 의학의 세부분

야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차

진료의 양성이라는 의학교

육의 목표에 합하지 않음

-여러 진료과를 포 하는

진료맥락에서의 실습을 고

려하여 ‘진료과’를 ‘진료맥

락’으로 수정

-침상 교육의 학습과제

는 고차원 사고나 복합

수행과제이므로 ‘지식,술기,

태도 역’의 구분할 수 없

거나 구분하여 제시할 필요

가 없는 경우가 많음 ->

수정하거나 삭제

1-1.진료과별 학습목표 호소 증상

질병에 한 자료를 제공한다.

1-2. 문직업성의 구성요소(의료윤리,

의료 화,의료법 등)에 한 학습과

제 목록을 제공하라.

1-3.학습과제는 지식,술기,태도 역

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도록 한다.

2.학습자가 직 자신의 학습과제를

설정하고 성찰하도록 설계하라.

-‘학습과제표 ’의 의미가

불명확함.‘성찰도구 장

치’를 개념으로 하는 일반

인 용어로 수정

-학습자의 자기주도 학

습을 지원하거나 진할 수

있는 교수 략에 한 추가

인 설계 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학습자원 지원도구에

서 ‘학습수행에 필요한 도

구’ 역으로 재분류 고려

2-1.학습과제 분석 표 을 제공하여

학습자가 직 설정과제,획득과제,

추가학습과제를 설정하고 분석하도록

설계한다.

2-2.학습자가 설정한 학습과제에

해 자가평가와 동료피드백을 제공하

도록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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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활동

설계

개발

3.진료시 을 기 으로 시공간의 이

동을 설계한다.

3-1.침상 비와 침상 경험,침

상 후 성찰 단계의 시공간을 구분하

여 설계한다.

3-2.학습활동의 단계별 장소와 소요

시간을 악하여 설계에 반 한다.

4.학습활동 차에 따른 교수학습활

동의 주체를 설계하라.

-학습자의 ‘학습활동’과 교

수자가 사용하는 ‘교수 략’

을 구분하여 핵심내용을 재

진술

-‘교수학습의 주체’를 ‘학습

활동’으로 수정.진료 참여

시 을 기 으로 학습활동

의 구성요소를 명확히 제시

- 7번 항목의 학습 략의

내용을 고려하여 집 교수

략을 새로운 역으로 구

분하여 제시하도록 함

4-1.침상 비는 학습자 그룹의

별 활동 심으로 학습과제 설정,

설정과제 수행, 비수행평가로 구성

한다.

4-2.침상 경험은 의사 주도의 교

수활동,진료의 참여 찰,수행과 피

드백,교수자 설명으로 구성한다.

4-3.침상 후 성찰은 개별 학습자의

학습활동으로 학습경험분석 성찰,추

가학습,평가의 단계로 구성한다.

5.학생의 진료참여 범 를 설정한

다. ‘진료맥락’요소에서 ‘환자 안

’ 역에 한 설계 략을

재도출하여 진술

5-1.침상 에서 학생이 실제 시행할

수 있는 진료참여(보조)의 구체 내

용과 수 을 사 에 설정한다.

진료

맥락

분석

6.진료장소 진료행 의 물리 ,

사회 환경을 분석하여 설계한다.

“진료 공간 내 물리 /사회

학습공간을 설계하라”로

수정

6-1.진료장치 도구:학생이 활용

가능한 진료도구,진료장치 환자정

‘‘진료장치 도구:’문구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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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범 를 분석한다.

6-2.환자선택:학생교육의 극 참

여 가능 환자와 배제 상을

확인한다.

‘환자 안 ’ 역으로 재분

류

6-3:의료인력:진료에 참여하는 다른

의료인력(간호자, 공의)구성과 이들

의 역할을 분석한다.

진료환경 내 물리 학습공

간,사회 학습공간을 구분

하여 재진술

-‘구성요소를 분석하라’를

‘제한 요소와 설정 가능한

요소를 분석하라’로 수정하

여 진술

6-4:진료장소:진료 공간의 물리 구

성요소(책상,의자,진료도구,의사

간호사 동선)를 분석하라.

학습

자원/

지원

설계

개발

7.학습과제에 응 인 학습 략을

설계하라.
삭제

7-1:술기과제는 동 상자료,모형이용

학습도구 등을 활용한 학습 략을 설

계한다.

‘학습활동’과 ‘교수 략’을 구

분하여 재분류함.

-교수 략 역에서 ‘시간효

율과 과제특성을 고려한 교

수 략 개발로 수정’

7-2:의학 지식과 추론과제에는 교

과서,논문 연구 자료 등의 학습 략

을 설계한다.

7-3:윤리 의사결정,의사소통 등의

과제는 사례 심의 학습 략을 설계

한다.

8.학습자료의 계속 인 축 과 이용

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라.

삭제
8-1:기본 학습자료와 학생들이 활용

한 부가 자료를 데이터화하여 이후

에도 계속 인 열람 가능하도록 설계

한다.

9.학습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도구를

설계하라

9-1:과제 역 과제특성을 구분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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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찰도구를 설계하라

9-2:학습내용 방법과 시간을 포함

한 학습일지를 설계하라.
‘성찰도구’로 수정

9-3:자가평가,동료평가 포트폴리

오 형태의 학습평가 도구를 설계하라.

‘자가평가,동료평가 포트

폴리오 형태의 학습평가 도

구’를 ‘학습의 과정과 내용

의 평가도구’로 수정

사회

상호

작용

설계

10.상호작용을 진할 수 있는 물리

사회 구성장치를 설계하라.

상호작용의 상을 학습자

간,환자,의료인 인력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도록 수정

10-1.학습자간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학습공간과 시간을 제공한다.

10-2:학습공간은 가능한 진료공간과

가까운 곳에 마련한다.
삭제

10-3:환자 공의 혹은 간호사의

면담가능 시간과 장소를 악하여 제

공한다.

의료에 참여하는 인력은

공의,간호사,의료기사,임

상심리사,사회복지사 등 다

양하므로’이러한 인력에

한 일반 용어를 사용

10-4:침상 학생의 치는 진료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 에서 의사와

동일한 선상에서 환자와 가능한 가깝

게 설정한다.

‘진료에 방해가~가깝게 설정

하라’를

“학습자의 효과 학습활동

을 한 침상 학습자

치를 설정하라”로 수정.

11.상호작용을 확인하고 추 할 수

있는 도구와 장치를 설계하라.
‘상호작용의 내용과 상을

악할 수 있는 장치 설계’

로 수정
11-1:학습 성찰도구에 상호작용의 주

체와 시간과 내용을 반 한다.

11-2:학습 평가에 동료평가나 진료에

참여하는 의료인이 평가에 참여하도

록 설계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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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5>사 검토 결과를 반 한 수정사항

요소 기 설계 략 역 수정 설계 략

학습

과제

1.학습과제는 진료과의 학

습목표와 문직업성 역을

포함하도록 설계하라.

문

직업성

1.학습과제는 진료내용을

고려한 문직업성 역을

포함하도록 설계한다.

1-1.진료과별 학습목표 호

소 증상 질병에 한 자료

를 제공한다.

1-1.진료과별 학습목표

호소 증상 질병에 한

자료를 제공하라.

1-2. 문직업성의 구성요소

(의료윤리,의료 화,의료법

등)에 한 학습과제 목록을

제공하라.

1-2. 문직업성의 구성요소

(의료윤리,의료 화,의료

법 등)에 한 학습과제 목

록을 제공하라.

1-3.학습과제는 지식,술기,

태도 역으로 구분하여 설정

하도록 한다.

1-3.학습과제는 지식,술기,

태도 역으로 구분하여 설

정하도록 한다.

2.학습자가 자신의 학습과

제를 직 설정하고 성찰하

도록 설계하라.

학습자

자기

주도

2.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과제를 직 설정하고 성

찰하도록 설계하라.

2-1.학습과제 분석 표 을 제 2-1.(수정)학습자가 학습

3)설계 략 수정

문가 면담 내용을 반 하여 수정한 결과 5가지 구성요소에 총 9개

설계 략과 27개의 설계지침 도출되었다.설계 역은 학습과제요소의 ‘

문직업성’,‘학습자 자기주도’,학습활동 요소에는 ‘시공간 이동’,‘학습활

동 과정구성’,‘집 교수’가 있으며,진료요소에는 ‘물리 ▪사회 특징’

과 ‘환자안 ’의 설계 략이 있다.학습자원 지원요소에 ‘학습지원’상

호작용 역의 ‘상호작용 진’이 포함된다(<표Ⅳ-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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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여 학습자가 직 설정과

제,획득과제,추가학습과제를

설정하고 분석하도록 설계한

다.

할 과제를 직 설정하고,

진료경험을 성찰할 수 있는

도구를 설계하라.

2-2.학습자가 설정한 학습과

제에 해 자가평가와 동료피

드백을 제공하도록 설계한다.

삭제

2-2.(추가)학습자의 자기

주도 학습을 진하고 지

원할 교수 략을 개발하라.

학습

활동

3.진료시 을 기 으로 시

공간의 이동을 설계한다.

단계

의

구성

3.(수정)진료 참여 시

을 기 으로 시공간의 이

동을 구성하라

3-1.침상 비와 침상

경험,침상 후 성찰 단계의 시

공간을 구분하여 설계한다.

3-1.침상 비와 침상

경험,침상 후 성찰 단계

의 시공간을 구분하여 구성

한다.

3-2.학습활동의 단계별 장소

와 소요시간을 악하여 설계

에 반 한다.

3-2.학습활동의 과정별 수

행 장소와 소요시간을 악

하여 설계에 반 한다.

4.학습활동 차에 따른 교

수학습활동의 주체를 설계하

라.

과정

구성

4.(수정)진료 참여 시

을 기 으로 학습 활동 과

정을 구성하라

4-1.침상 비는 학습자

그룹의 별 활동 심으로

학습과제 설정,설정과제 수

행, 비수행평가로 구성한다.

4-1.(수정)침상 비

단계는 학습과제 설정,설정

과제 수행을 포함한다.

4-2.침상 경험은 의사 주

도의 교수활동,진료의 참여

찰,수행과 피드백,교수자 설

명으로 구성한다.

4-2.(수정)침상 교육

단계는 진료의 참여 찰,학

습자 수행,교수자 설명을

포함한다.

4-3.침상 후 성찰은 개별 학

습자의 학습활동으로 학습경

4-3.(수정)침상 후 성찰

단계는 진료경험의 성찰,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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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분석 성찰,추가학습,평가

의 단계로 구성한다.
가학습 과정을 포함한다.

5.학생의 진료참여 범 를

설정한다.

(이동)‘환자 안 ’역으로 이동
5-1.침상 에서 학생이 실제

시행할 수 있는 진료참여(보

조)의 구체 내용과 수 을

사 에 설정한다.

(추가)

집

교수

5.시간 효율을 고려한 집

교수 략을 설계하라

5-1.진료 시간 내 침상

에서 교육해야 할 필수 교

육과제를 설정하라

5-2.침상 교육 과제 유

형에 합한 시간 효율

교수 략을 개발한다.

진료

맥락

6.진료장소 진료행 의

물리 ,사회 환경을 분석

하여 설계한다.

물리

/사회

구성

요소

6.(수정)진료 공간 내

물리 /사회 학습공간을

설계하라.

6-1.진료장치 도구:학생

이 활용 가능한 진료도구,진

료장치 환자정보 범 를

분석한다.

6-1.(수정)진료 공간의 물

리 구성요소(진료장치

진료 보조도구)의 제한

요소와 설정 가능한 요소를

분석하라.

6-2.환자선택:학생교육의

극 참여 가능 환자와

배제 상을 확인한다.

(이동)환자 안 역

(이동)6-2.학습자의 효과

학습활동을 한 침상

학습자 치

6-3:의료인력:진료에 참여하

는 다른 의료인력(간호자,

공의)구성과 이들의 역할을

분석한다.

6-3.(수정)교육에 참여 가

능한 의료인력(간호사, 공

의 등)인의 교육역할을 설

정한다.

6-4:진료장소:진료 공간의 6-1.항목과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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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 구성요소(책상,의자,

진료도구,의사 간호사 동

선)를 분석하라.

(추가)

환자

안

(추가) 7.환자의 안녕을

보장하기 한 장치를 설

계하라

(추가)7-1.침상 교육의

극 참여 가능 환자와

배제 상을 확인한

다.

(추가)7-2:학습자가 진료

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법 ,

윤리 지침을 숙지하도록

설계하라

(이동)7-2.학생이 직 수

행할 수 있는 진료참여의

구체 내용과 수 을 사

에 설정하라

(추가)7-3:침상 교육에

서 환자의 참여범 와 역할

을 설정하라

학습

자원

/지

원

7.학습과제에 응 인 학

습 략을 설계하라.
삭제

7-1:술기과제는 동 상자료,

모형이용 학습도구 등을 활용

한 학습 략을 설계한다.

삭제

7-2:의학 지식과 추론과제

에는 교과서,논문 연구 자료

등의 학습 략을 설계한다.

7-3:윤리 의사결정,의사소

통 등의 과제는 사례 심의

학습 략을 설계한다.

8.학습자료의 계속 인 축 8.학습수행도구에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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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

계하라.

통합한 후 삭제
8-1:기본 학습자료와 학생들

이 활용한 부가 자료를 데

이터화하여 이후에도 계속

인 열람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9.학습을 수행하는데 필요

한 도구를 설계하라

지원

도구

장치

제공

8.학습을 수행하는데 필

요한 도구를 설계하라

9-1:과제 역 과제특성을

구분한 성찰도구를 설계하라

(통합 수정) 8-1:학습의

과정을 추 할 수 있는 장

치를 설계하라

9-2:학습내용 방법과 시

간을 포함한 학습일지를 설계

하라.

(통합 수정)8-2:진료경험

을 성찰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라

9-3:자가평가,동료평가

포트폴리오 형태의 학습평가

도구를 설계하라.

(통합 수정)8-3:학습의 과

정과 내 용을 평가할 수 있

는 도구를 설계하라.

사회

상호

작용

10.상호작용을 진할 수

있는 물리 사회 구성장

치를 설계하라.

상호

작용

진

9.상호작용을 진할 수

있는 물리 사회 구성

장치를 설계하라.

10-1.학습자간 상호작용을 가

능하게 하는 학습공간과 시간

을 제공한다.

9-1.학습자간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과 시간

을 확보하라.

10-2:학습공간은 가능한 진

료공간과 가까운 곳에 마련한

다.

삭제

(삽입)9-2:가능한 다양한

환자들의 진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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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환자 공의 혹은

간호사의 면담가능 시간과 장

소를 악하여 제공한다.

9-3:(수정)의사를 비롯한

의료지원 인력의 면담가능

시간과 장소를 악하여 제

공하라.

10-4:침상 학생의 치는

진료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

에서 의사와 동일한 선상에

서 환자와 가능한 가깝게 설

정한다.

(이동)6.2 역

11.상호작용을 확인하고 추

할 수 있는 도구와 장치를

설계하라.

(통합)9-4:상호작용의

상과 내용을 악할 수 있

는 장치를 설계하라.

11-1:학습 성찰도구에 상호

작용의 주체와 시간과 내용을

반 한다.

11-2:학습 평가에 동료평가

나 진료에 참여하는 의료인이

평가에 참여하도록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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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내 타당화

내 타당화는 모형의 구성요소와 단계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Richy& Klein,2007).침상 교육의 학습환경 설계모형의 타당성 평

가는 학습환경 설계 요소 이를 구조화한 차 모형에 한 문가 검

토 결과이다. 문가 검토는 의학교육 교수설계 문가를 상으로 1

차 문가 타당도 평가와 임상 의학교육 담당자를 상으로 한 2차 타당

성 평가를 구분하여 시행하 다.

1)설계모형의 타당도

가.1차 교수설계 문가 타당도 평가

침상 교육의 학습환경 설계 기 모형에서 3인의 문가 타당성 평

가 결과를 반 하여 수정하여 제시한 침상 교육의 구성요소 차

모형에 한 1차 문가 타당도 검사 결과는 <표 Ⅳ-6>과 같다.5인

의 각 항목에 한 타당도 평가 결과는 3-4 으로 분포한다.타당성 평

가의 각각의 항목에 하여 내용 타당도 지수(CVI)는 모두 1값이며,

체 항목의 평가자간 일치도 지수(IRA)는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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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설계모형에 한 교수설계 문가 평가

역 문항
문가

CVI IRA
A B C D E

타당성

본 모형에서 제시된 하 요소들

은 침상 교육 로그램을 설

계할 때 고려해야하는 요소로 타

당하다.

44444 1

1

이해성

본 모형에서 제시된 단계 과

정은 침상 교육의 학습환경을

설계하는데 이해하기 쉽게 표

되어있다.

43344 1

설명력

본 모형의 침상 교육 로그램

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

소와 그 계를 잘 설명하고 있

다.

34444 1

유용성

본 모형은 침상 교육을 설계

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

다.

34444 1

보편성

본 모형은 침상 교육을 해

로그램을 설계할 때 보편 으

로 이용할 수 있다.

33343 1

나.2차 임상교육 담당자 타당성 평가

임상 교육 담당자 타당성 평가는 담당자들이 모형의 구성요소 차

단계를 구조화 한 모형에 해 타당성,용이성,유용성,보편성을 평

가하 다.각각의 항목에 한 임상 교육 담당자의 반응 평가 결과 값은

<표 Ⅳ-7>과 같다.다음의 내용은 각 항목에 한 응답자의 검토내용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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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당성

임상의학 담당자들은 학습환경 설계의 차 모형([그림 Ⅳ-3])의

차 단계와 과정이 임상 교육에서 침상 교육 로그램을 설계하는데

고려해야 하는 요소로 타당하다고 평가하 다.그러나 임상 교육 담당자

F는 “개발된 모형은 침상 교육에만 해당하는 모형은 아닌 것 같다.

3-4학년 학생들이 우리 과에 실습을 나올 때,일주일짜리 교육 로그램

을 만드는데도 그 로 용된다고”고 평가하 다.분석과 설정과정에서

임상 의학 담당자들은 ‘교육을 통해 최종으로 도달해야하는 목표’에 해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 다.한 담당자는 “(교육 으로 맞는지 논의의

여지는 있으나)의사 국가고시가 의과 학생의 일차 인 목표인 것을 생

각하면 침상 교육 로그램의 학습역량을 제시한 것은 잘한 것”( 문

가 H)이라고 평가한 반면,이와 반 문가를 양성하는데 ‘학습역량’으

로 제시된 내용에만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문가 G)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 용이성

임상 교육 담당자들은 설계모형의 차 단계 과정이 침상 교

육의 학습환경을 설계하는데 이해하기 쉽게 표 되어 있다고 평가하

다.임상 교수자들이 경험을 통해 직 으로 시행하고 있는 교수계획의

차와 과정이 그 로 드러나 있어 내용을 이해하기 쉽다고 평가하 다.

학습활동과 학습단계,사회 상호작용의 내용은 구성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요소를 잘 드러내고 있고( 문가 F),사용자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료나 진료환경을 교육환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설정,구성 단

계가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교육 로그램을 해 개발의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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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되는 시간이 다( 문가 F)는 의견이 제시되었다.따라서 의료맥락

을 잘 악하고 있는 설계자 입장에서는 쉽게 근할 수 있는 모형일 수

는 있으나 설계자가 활용하고자하는 의료기 의 진료맥락에 익숙하지 않

다면 진료환경이나 맥락을 악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

려운 측면이 있다고 상하 다( 문가 H).

■ 유용성

임상 교육 담당자들은 본 학습환경 설계의 차 모형이 침상 교

육을 설계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평가하 다.임상 교육의

특성상 로그램을 한 번 개발하면,계속 으로 담당 진료맥락에 실습을

나오는 학생들을 계속 으로 교육하는데 활용할 수 있으며( 문가 F),

교수계획 에 반드시 확인해야할 내용들을 잘 제시하고 있다( 문가 G)

고 평가하 다.구성단계에서 ‘학습활동’,‘학습단계’,‘사회 상호작용’의

구성방식과 내용을 구체 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설계자는 실제 인 교육

로그램에서 학습자의 이동,활동,상호작용에 한 시뮬 이션이 가능

한 것이 장 이다( 문가 G)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보편성

서로 각기 다른 임상 맥락에서 설계를 경험한 임상 교육 담당자들은

모두 자신의 진료맥락에 유용하게 용할 수 있다고 평가하 다( 문가

F,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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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7>설계모형에 한 임상 교육 문가 평가

역 문항

사용자 반응
평

균F G H

타당성

본 모형에서 제시된 하 요소들은 침상 교

육 로그램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하는 요소

로 타당하다.

5 4 5 4.7

용이성

본 모형에서 제시된 단계 과정은 침상

교육의 학습환경을 설계하는데 이해하기 쉽게

표 되어있다.

4 3 4 3.7

유용성
본 모형은 침상 교육을 설계하는데 유용하

게 활용될 수 있다.
5 5 5 5.0

보편성
본 모형은 침상 교육을 해 로그램을

설계할 때 보편 으로 이용할 수 있다.
5 5 5 5.0

2)설계 략의 타당도

가)1차 문가 타당도 검사

사 문가 검토를 통해 수정된 학습환경 설계 략 설계지침의 각

각의 항목에 한 문가 타당도 평가 결과는 <표 Ⅳ-8>과 같다.각각

의 항목에 해 문가의 타당도 지수(CVI)값은 두 개의 설계지침 항

목 1-3.‘학습과제는 지식,술기,태도 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

라’(CVI값 0.4)의 설계지침과 9-4.‘상호작용의 상과 내용을 악할

수 있는 장치를 설계하라’(CVI값 0.4)를 제외하고 모두 1.0값이었다.

체 항목의 평가자간 일치도 지수(IRA)는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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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8>설계 략에 한 문가 타당도

요

소 역
설계 략 지침

문가
CVI IRA

A BCD E

학

습

과

제

문
직
업
성

1. 학습과제는 진료내용을 고려한
문직업성 역을 포함하여 설계하라

444 44 1

0.94

1-1.진료맥락의 주요한 학습목표 호
소 증상 질병에 한 자료를 제공하
라

444 44 1

1-2. 문직업성의 구성요소(의료윤리,
의료 화,의료법 등)에 한 학습과제
목록을 제공하라

434 44 1

1-3.학습과제는 지식,술기,태도 역
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라

242 24 0.4

학
습
자
기
주
도

2.학습자가 자신의 학습과제를 직
설정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

444 44 1

2-1.학습자가 학습할 과제를 직 설정
하고,진료경험을 성찰할 수 있는 도구
를 설계하라

444 44 1

2-2.학습자의 자기주도 학습을 진
하고 지원할 교수 략을 개발하라

444 44 1

학

습

활

동

시
공
간
이
동

3.진료 참여 시 을 기 으로 시공간
의 이동을 구성하라

444 44 1

3-1.침상 비와 침상 경험,침상
후 성찰 단계의 시공간을 구분하여 구성
하라

444 44 1

3-2.학습활동의 과정별 수행 장소와 소
요시간을 악하여 설계에 반 한다.

444 44 1

학
습

4.진료 참여 시 을 기 으로 학습 활
동 과정을 구성하라

444 4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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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동
과
정

4-1.침상 비 단계는 학습과제 설
정,설정과제 수행을 포함하라

444 44 1

4-2.침상 교육 단계는 진료의 참여
찰,학습자 수행,교수자 설명을 포함

하라
444 44 1

4-3.침상 후 성찰 단계는 진료경험의
성찰,추가학습 과정을 포함한다

443 44 1

집

교
수

5.시간 효율을 고려한 집 교수 략
을 설계하라

344 44 1

5-1.진료 시간 내 침상 에서 교육해
야 할 필수 교육과제를 설정하라

444 44 1

5-2.침상 교육 과제 유형에 합한
시간 효율 교수 략을 개발하라

444 44 1

진

료

물
리

◾
사
회

특
징

6.진료 공간 내 물리 /사회 학습
공간을 설계하라

444 44 1

6-1.진료 공간의 물리 구성요소(진료
장치 진료 보조도구)의 제한 요소
와 설정 가능한 요소를 분석하라

444 44 1

6-2.학습자의 효과 학습활동을 한
침상 학습자 치를 설정하라

444 44 1

6-3:교육에 참여 가능한 의료인력(간호
사, 공의)인력의 교육역할을 설정하라

444 44 1

6-4:진료 공간 내 학생이 활용 가능한
진료도구,진료장치 환자정보 범 를
설정하라

444 44 1

환
자
안

7.환자의 안녕을 보장하기 한 장치
를 설계하라

444 44 1

7-1.침상 교육의 극 참여 가능
환자와 배제 상을 확인하라

444 44 1

7-2:학습자가 진료에 참여하는데 필요
한 법 ,윤리 지침을 숙지하도록 설
계하라

444 4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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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학생이 직 수행할 수 있는 진료
참여의 구체 내용과 수 을 사 에 설
정하라

444 44 1

7-4:침상 교육에서 환자의 참여범
와 역할을 설정하라

444 44 1

학

습

자

원

지

원

자
원

지
원

8.학습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도구를
설계하라

444 44 1

8-1:학습의 과정을 추 할 수 있는 장
치를 설계하라

343 44 1

8-2:진료경험을 성찰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라

344 44 1

8-3:학습의 과정과 내용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설계하라

444 44 1

상

호

작

용

상
호
작
용

진

9.상호작용을 진할 수 있는 물리
사회 구성장치를 설계하라.

434 44 1

9-1.학습자간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
는 공간과 시간을 확보하라

444 44 1

9-2:가능한 다양한 환자들의 진료에 참
여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

444 44 1

9-3:의사를 비롯한 의료지원 인력의 면
담가능 시간과 장소를 악하여 제공한
다.

444 44 1

9-4:상호작용의 상과 내용을 악할
수 있는 장치를 설계하라

224 2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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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소
역 설계 략 지침

사용성
평균

F G H

학

습

과

제

문

직업성

1.학습과제는 진료내용을 고려한

문직업성 역을 포함하여 설계하라
5 5 5 5.0

1-1.진료맥락의 주요한 학습목표

호소 증상 질병에 한 자료를 제공

하라

5 5 5 5.0

1-2. 문직업성의 구성요소(의료윤리,

의료 화,의료법 등)에 한 학습과제

목록을 제공하라

5 5 3 4.3

1-3.학습과제는 지식,술기,태도 역

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도록 하라
4 5 3 4.0

학습자

자기

주도

2.학습자가 자신의 학습과제를 직

설정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
5 5 3 4.3

2-1.학습자가 학습할 과제를 직 설

정하고,진료경험을 성찰할 수 있는 도

구를 설계하라

5 5 3 4.3

2-2.학습자의 자기주도 학습을 진

하고 지원할 교수 략을 개발하라
5 5 3 4.3

학

습

활

동

시공간

이동

구성

3.진료 참여 시 을 기 으로 시공간

의 이동을 구성하라
5 5 5 5.0

3-1.침상 비와 침상 경험,침

상 후 성찰 단계의 시공간을 구분하여

구성하라

5 5 5 5.0

3-2.학습활동의 과정별 수행 장소와 5 5 5 5.0

나.2차 임상교육 문가 담당자 평가

학습환경 설계 략이 임상 교육의 맥락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지를 알아보기 3명의 임상 교육담당자에게 자신의 진료맥락에서 직 침

상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 고,각각의 항목에 해 유용성

여부를 5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 다.그 결과 각 항목의 사용 평가 값

은 3-5 에 분포하며 평균값은 4.0-5.0이다(<표 Ⅳ-9>).

<표 Ⅳ-9>설계 략에 한 임상교육 담당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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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을 악하여 설계에 반 하라

학습

활동

과정

4.진료 참여 시 을 기 으로 학습

활동 과정을 구성하라
5 5 5 5.0

4-1.침상 비 단계는 학습과제 설

정,설정과제 수행을 포함하라
5 5 5 5.0

4-2.침상 교육 단계는 진료의 참여

찰,학습자 수행,교수자 설명을 포함

하라

5 5 5 5.0

4-3.침상 후 성찰 단계는 진료경험의

성찰,추가학습 과정을 포함하라
5 5 5 5.0

집

교수

5.시간 효율을 고려한 집 교수 략

을 설계하라
5 5 5 5.0

5-1.진료 시간 내 침상 에서 교육해

야 할 필수 교육과제를 설정하라
5 5 5 5.0

5-2.침상 교육 과제 유형에 합한

시간 효율 교수 략을 개발하라
5 5 5 5.0

진

료

물리

사회

구성

요소

6.진료 공간 내 물리 /사회 학습

공간을 설계하라
5 5 5 5.0

6-1.진료 공간의 물리 구성요소(진료

장치 진료 보조도구)의 제한 요소

와 설정 가능한 요소를 분석하라

5 5 5 5.0

6-2.학습자의 효과 학습활동을 한

침상 학습자 치를 설정하라
5 5 5 5.0

6-3:교육에 참여 가능한 의료인력(간

호사, 공의)인력의 교육역할을 설정하

라

5 5 5 5.0

6-4:진료 공간 내 학생이 활용 가능한

진료도구,진료장치 환자정보 범 를

설정하라

5 5 5 5.0

환자

안

7.환자의 안녕을 보장하기 한 장

치를 설계하라
5 5 5 5.0

7-1.침상 교육의 극 참여 가능

환자와 배제 상을 확인하라
5 5 5 5.0

7-2:학습자가 진료에 참여하는데 필요 5 5 5 5.0



-135-

한 법 ,윤리 지침을 숙지하도록 설

계하라

7-3.학생이 직 수행할 수 있는 진료

참여의 구체 내용과 수 을 사 에

설정하라

5 5 5 5.0

7-4:침상 교육에서 환자의 참여범

와 역할을 설정하라
5 5 5 5.0

학

습

자

원

지

원

학습

지원

8.학습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도구를

설계하라
5 5 5 5.0

8-1:학습의 과정을 추 할 수 있는 장

치를 설계하라
5 5 5 5.0

8-2:진료경험을 성찰할 수 있는 도구

를 제공하라
5 5 5 5.0

8-3:학습의 과정과 내용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설계하라.
5 5 5 5.0

상

호

작

용

상호

작용

진

9.상호작용을 진할 수 있는 물리

사회 구성장치를 설계하라.
5 5 5 5.0

9-1.학습자간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

는 공간과 시간을 확보하라
5 5 5 5.0

9-2:가능한 다양한 환자들의 진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
5 5 5 5.0

9-3:의사를 비롯한 의료지원 인력의

면담가능 시간과 장소를 악하여 제공

한다.

5 5 5 5.0

9-4:상호작용의 상과 내용을 악할

수 있는 장치를 설계하라
5 5 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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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외 타당화

외 타당화는 모형과 략을 활용하여 로그램을 운 하여 사용의

향을 평가하는 과정이다.외 타당화는 주로 장에서 설계모형을 활

용한 로그램 개발,운 결과를 통해 확인한다.침상 교육의 학

습환경 설계모형 략의 외 타당도 평가는 모형을 활용한 침상

교육의 운 과 최종 사용자로서 학습자 교수자의 사용성 평가의 결과

이다.침상 의학교육을 한 학습환경 설계모형 략은 외 타당

화 과정을 통해 최종 으로 수정,보완되었다.

1)교육 로그램의 개발과 운

가.외래 진료실 구성

침상 교육에 사용한 공간은 의사의 진료 참 을 한 주 진료실과

학습자가 독립 으로 진료할 수 있는 독립 진료실이다.의사가 직 진

료하는 주 진료실에서 학생의 치는 환자의 시선이 분산되지 않으며,

학습자가 의료기록을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의사 에 치하도록

하 다.학습자는 진환자가 오는 경우 진료실과 내부로 통하는 입구를

통해 바로 에 있는 독립 진료실로 이동하여 진료를 하도록 하 다([그

림 Ⅳ-7]).진료실 입구에는 의과 학 학생이 진료에 참여하고 있다는

안내문을 붙 고,환자가 원하는 경우 학생의 참 을 제한할 수 있다고

공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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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기존 외래 진료실(A)

침상 교육의 진료실 구성(B)

주 진료실(학생의 진료참 ) 진 진료실 (학생 독립진료)

[그림 Ⅳ-7]외래 진료실 구성

나.교수학습활동의 운

가정 의학의 외래 진료실 기반의 침상 교육 로그램은 매주 월요

일에서 수요일까지(필요한 경우 목요일까지)오 ,오후로 구성된 2인의

교수자의 외래 진료에 1-2명의 학생이 순서 로 참여하는 형태이다([그

림 Ⅳ-8]).교육 로그램은 학습자 그룹과 교수자가 참여하는 교육

비단계,학습자 개별 진료참여,학습자 그룹과 교수자의 그룹 토의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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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8]주 단 교육 로그램 일정

■ 교육 비 단계

학습자들은 로그램 일주일 에 가정의학 임상실습의 기본스

주요 학습활동,주요학습과제가 정리된 교육 자료를 제공받았다(부록

3).학습자들은 교육이 시작되기 까지 교육 자료에서 제시된 주요 학

습과제를 참고하여 학습자 본인이 직 학습과제를 선정하고 학습한 내

용을 학습과제 비 수행일지에 작성하도록 하 다.학습자 그룹은 교육

이 시작되는 월요일 오 8시까지 작성한 비수행일지를 기 로 교수자

의 피드백을 받았다.[그림 Ⅳ-9]는 교수자가 일주일 제공한 교육자

료와 학습과제 비수행일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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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상 교육자료 학습과제 비수행일지

[그림 Ⅳ-9]교육 비자료

■ 교육 로그램의 교수학습활동

⑴ 진료 참여 확인 :진료가 시작되기 인 해당 주 월요일 오 8

시에 교수자 2인과 4명에서 5명으로 구성된 학습자 그룹은 학습자들이

개별 으로 작성한 비수행일지를 공유하고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수자는 학습자가 설정한 주요 학습과제 학습내용에 하여 피드백

을 제시하 으며,필요한 경우 추가 으로 수행할 학습과제를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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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0] 진료 참여 활동 자료

⑵ 진료 참여 :진료는 월요일에서 수요일(혹은 목요일)까지 정해진 시

간에 2인의 의사들의 진료일정에 맞춰 각 의사 진료실 별로 한 명의 학

습자가 참여하는 형태이다.학습자들은 최소 1회 이상 외래 진료에 참여

하도록 하 으며,진료참 에는 수행일지를 쓰도록 하 다.진료참여

의 형태는 재진환자와 진환자를 구분하여 구성하 으며,SNAPPS모

형(Wolpaw,Wolpaw & Papp,2003)의 외래 진료기반 학습자 심모형

의 의학 추론 모형을 활용하여 학습활동을 구성하 다.학습자의 학습

참여를 확보하기 한 방법으로 WAVE 모형(Ferenchick,Simpson,

Blackman,DaRosa& Dunnington,1997)을 활용하여 재진환자의 찰과

진환자의 진료를 구분하여 구성하 다.



-141-

□ 재진환자

-의사는 진료 계획에 따라 환자를 진료하고,학습자는 진료를 참

하며 다음 과정을 수행한다.

① 의사-환자가 들어오기 에 학습자에게 환자 병력의 특이사항

에 해 간단히 설명한다.

② 학습자-환자가 들어오면 학습자는 의사의 진료를 찰한다.궁

한 사항이나 특이한 내용은 수행일지에 기록한다.

③ 의사-환자가 나간 후 의사는 방 경험한 사례에 해 학생

에게 설명하거나 학생은 궁 한 을 질문을 한다.

④ 학습자-환자 사례를 통해 추가 으로 학습해야할 내용을 선정

한다.

[그림 Ⅳ-11]학습자 수행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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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환자

-의사는 계획된 진료를 수행하며,학습자는 진 시 진료실

로 이동하여 다음의 활동을 수행한다.

① 학습자-환자에게 학생의 신분을 밝히고 진의 의미를 설명한다.

② 학습자- 진일지를 기본으로 병력과 신체진찰을 통해 진단과 추

후 검사 평가 계획을 수립한 후 진의 내용은 일지에 작성한다.

③ 학습자- 진이 끝나면 다시 의사의 진료실로 돌아와 진료를 참

한다.

④ 학습자-의사의 진료실에 진을 수행했던 환자가 들어오면 교수

자에게 진일지를 보여 후 간단한 병력과 진찰내용을 보고한다.

⑤ 학습자-의사의 진찰을 찰한다.

⑥ 의사-환자의 진료를 마친 후 환자에게 학생진료 불편한 내용

이 없는 지 확인한다.

⑦ 의사-환자가 나간 후 학생진료의 내용에 해 피드백을 제시한

다.

⑧ 학습자-진료 경험 피드백 과정에서 추가 으로 공부할 학습

과제를 선정한다.

⑶ 진료 참여 후 토의:학습자는 진료 참여 에 도출한 추가 인

학습과제에 해 자율 으로 공부한다.이때 도출한 과제와 학습의 내용

은 침상 후 성찰일지에 작성하도록 하 다.목요일 오 에 학습자 그룹

과 교수자는 학습자가 경험했던 인상 인 진료사례나 특정한 주제에

해 각각 10여분씩 워포인트 자료를 활용해서 발표하고 토의하는 시간

을 갖는다.여기서 학습자들은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던 환자사례나 추가

인 학습이 필요한 의학의 주제에 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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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2]교육 후 성찰활동

2)학습자 반응

침상 교육의 학습환경 설계모형 략에 한 학습자 반응은 가

정의학과 임상실습을 마친 4학년 학생 설문 면담에 응한 10명의

설문 면담 결과를 활용하 다.

가. 로그램 평가

학습자들은 로그램 평가의 각 항목 즉,‘자기주도성’,‘안 ’,‘문직

업성’,‘상호작용’,‘경험성찰’,‘집 -선택 학습’항목에 하여 5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 다.각 항목의 응답내용에 한 평균은 자기주도학습

(4.5),안 (4.8), 문직업성(4.2),상호작용의 진(2.9),경험성찰(4.3),집

-선택 학습(4.2)이다.<표 Ⅳ-10>은 제공된 로그램에 한 평가 결

과이다. 로그램 평가에 한 면담에서 학습자들은 로그램의 매력으

로 ‘학습동기의 향상’,‘학습자 주도의 학습과제 도출’,‘시간의 효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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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설문문항 평균

로그램

평가

1.본 로그램은 학습자가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도

록 설계되어 있다.
4.5

2.본 로그램은 학생과 환자의 안 을 침해하지 않도록

구성되어 있다.
4.8

3.본 로그램은 의사의 문직업성 역을 학습하도록

제공되었다.
4.2

4.본 로그램은 환자 다른 의료인력과의 상호작용이

보다 쉽고 극 으로 일어나도록 배려하 다.
2.9

5.본 로그램은 병원에서의 나의 임상경험을 진하고

이를 성찰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4.3

6.본 로그램은 시간 효율을 고려해 필수과제의 집

학습과 개별 선택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4.2

용’을 언 하 다.학습자들은 학습경험을 성찰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었고,보충해야 할 학습내용을 확인하면서 스스로 학습계획

을 세워서 공부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 다.

“다른 의국에서는 그냥 자습인데,실제 뭘 어떻게 공부해야할지 난감할

때가 많았다.그런데 여기서는 뭘 공부해야할지 계획이 스스로 잡힌다.”

“(교육 로그램 에)어디서 언제 공부하든지 제한을 두지 않아 공부하

고 싶은 때에 (도서 등에서)필요한 자료를 찾아 공부할 수 있었다”

“환자 진료를 찰하거나 직 진료하고 나면 공부하고 싶은 것이 뭔지

알 것 같다”

“교육이 끝난 후 내가 더 보충해야할 것이 뭔지 보이고,더 알고 싶어서

바로 공부를 하게 된다”

<표 Ⅳ-10>학습자 로그램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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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학습자들은 면담을 통해 ‘환자안 ’항목이 높고,‘상호작용 ’항

목의 결과가 낮은 이유가 학습자가 환자를 직 극 으로 진료할 기회

가 거나 혹은 없어서 오히려 환자의 안 을 침해할 기회가 없었기 때

문이라고 하 다.의료 인력과의 상호작용에 해서는 실제로 교육이 일

어나는 상황에서만 할 수 있었고,다른 학습과정에서는 필요를 실감하

지 못했다고 평가하 다.

“ 진환자가 오면 교수님 보시기 에 진할 수 있었는데 는 기회가

없었어요.”

“ 진을 좀 잘 해보고 싶었는데 그러면 진료가 지연되니까 그냥 간단한

것만 했어요.”

“그냥 안 물어 도...( 략)그냥 책보고 공부했어요.간호사나 공의 선

생님 만날 이유가 별로 없었어요.”

참여를 통한 학습의 기회의 측면에서 학습자들은 학습자간 교육내용이

나 경험이 참여한 진료내용에 따라 달라 학습의 내용에 학습자가 차이가

큰 것을 로그램의 특징이자 한계로 언 하 다.

“자율 인 분 기는 있지만 조마다 (공부한 내용이나 양이)편차가 클

것 같아.”

“제가 참여한 외래에는 환자가 온통 비만뿐이어서 실제로 다른 것은 배

울 기회가 없었어요.( 략)다른 선생님 외래에 참여한 학생은 다양하게

봤다고 하는데 학생마다 조 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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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1>학습의 효과성 자가 평가

역 설문문항 평균

학습의

효과성

1.나는 이 실습을 통해 해당 과목에 한 진단,치료,

리에 한 의학 지식과 추론능력을 향상할 수 있었다.
4.4

2.나는 이 실습을 통해 해당 과목의 진료에 필요한 술기

수행 능력을 개발하고 향상할 수 있었다.
3.8

3.나는 이 실습은 통해 비의사로서 필요한 자질(인간

존 , 화능력,윤리 태도)을 개발하고 향상시킬 수 있었

다.

4.5

4.나는 이 실습에서 학습을 계획하고 성찰하는 경험을

통해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배양하 다.
4.4

5.나는 이 실습에서 활동,의료인력과 상호작용을 통

해 문가 학습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었다.(연구,논문작

성,컨설 을 통한 교류,발표 등)

3.7

나.학습의 효과성

교육 로그램을 마친 후 학습효과에 한 학습자의 자가 평가 결과는

각 항목에 해 3.7에서 4.4까지 분포하 다(<표 Ⅳ-11>).분석결과 학

습자들은 교육 로그램을 마친 후 의학 지식과 추론능력을 향상할 수

있었고,술기능력 문직업성 수행 능력,자기주도 학습역량을 향상할

수 있었다.

그러나 면담을 통해서 학생들은 다른 항목에 하여 상 으로 술기

수행능력과 문가 학습역량에 한 평가 결과가 낮은 것에 하여 학습

자들은 의료술기를 수행하거나 연구 등의 활동을 수행할 기회가 부족했

기 때문이라고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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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과는 우리한테 어려운 최신 논문 등을 발표하는 컨퍼런스에 참여하

게 되는데 뭔 말인지도 잘 모르고 앉아있는 경우가 있다.여기는 우리에게

직 필요한 내용을 우리가 비하고 발표하면서 그때그때 피드백을 주니까

시간낭비라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침상 교육 수행일지를 먼 작성하고 실습을 돌아서 가정의학과에서

다루는 질환을 찾아보고 공부하는데 훨씬 수월했어요.

“ 는 외래진료에 참여하면서 교수님이 진료하시는 모습이 인상 이었어

요.불만이 많았던 환자에 해서 환자마다 다른 방식으로 하시는데...(

략)진정한 라뽀(환자의사 계)를 형성하는 것이 인상 깊었다.나라면...잘

못할 것 같지만 따라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환자교육자료 만들고 발표한 것이 나 에 어떤 과든 의사로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자료 비와 발표교육)을 하고 나니까 더 막막하다.

( 략)그래도 보다 나아지긴 했는데..(후략)”

“과 특성상 별로 술기를 수행할 기회가 없었어요.신경과나 이런 곳은 진

단 술기를 직 수행해야 하는데 가정의학과는 면담을 통해서도 충분히 진

료하니까..( 략)그래도 보기도 하고 직 해보기도 하니까 말하는 능력이

나 환자 보는 것이 늘기는 했겠죠?(웃음)”

“수행일지 쓰면 내가 뭘 모르는지 아는지 보이니까 ..( 략)여기서는 뭘

공부해야할지 계획이 스스로 잡혔어요.

“하다보면 더 알고 싶은 것이 생겨서 책이나 논문 찾아보고 그랬다.(

략) 수 잘 받고 싶어서 그 게 한다고 (다른 학생들이)하는데...( 략)..궁

하니까 이왕 한 김에 그냥 하고 싶은 로 공부했다”

학생면담을 통해 드러난 교육의 효과성에는 미처 상하지 못했던 ‘진

료과목에 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학습자들은 교육 으로 효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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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을 거친 후 가정의학과의 역할과 이미지에 해 우호 으로 변

화하 으며,추후 가정의학과를 진로를 고려하겠다는 내용을 밝히기도

하 다.

“가정의학과를 강의로 들었을 때는 그냥 진료과목 에 기 인 내용

을 진료하는 과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진료에 참여해 보니)가정의학과

문성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가정의학과는 ( 공진로과목으로)생각 안했는데,하고 싶다는 생

각이 들었어요. 다른 것을 경험하면서 바 겠지만,지 은 마음이 있어

요.”

다.학습환경 지원요소 평가

학습자들은 학습활동을 한 지원요소 정보의 유용성 평가 항목의

결과는 4.1에서 4.9까지 분포하 다(<표 Ⅳ-12>).학습자들은 학습활동

을 지원요소 수행일지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 다.일지를 작성하

며 자신의 학습상태를 악할 수 있었고 의학 지식뿐 만 아니라 의료

사회에 한 인식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하 다.

“수행일지 쓰면 내가 뭘 모르는지 아는지 보이니까 ..( 략)여기서는 뭘 공

부해야할지 계획이 스스로 잡혔어요.

오리엔테이션 때 수행일지에는 뭐든 다 써도 된다고 하셔서..일기처럼 느낌

같은 것을 었는데 그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그냥 모르고 지날 뻔 했던

것들 ..( 략)말하는 태도나,의료문제나 업 이런 것들도 연 해서 생각

할 수 있었어요.

교과서랑 약 쓰는 것이 달라서 여쭤보니까 보험이랑 그런 거 이야기해주셨

는데,수행일지 쓰면서 그걸 다시 생각해보고 찾아봤어요.그냥 사람들이 이

런 이야기하면 내 일이라고 생각 안했는데..(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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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2> 학습환경 지원요소 유용성 평가

구성요소 설문문항 평균

학습과제

제공된 수행일지 설정 가이드는 자기주도학습에 유용하
다. 4.1

학습과제의 설정과 분석은 문직업성 역량개발에 유용
하 다. 4.3

학습활동

비단계의 학습은 임상 실습을 비하는데 유용하 다. 4.3

학습성찰 분석은 의사의 진료를 보다 세 하게 찰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4.9

진료참여(보조)의 구체 내용과 수 을 미리 알고 있어
진료참여가 보다 용이하 다. 4.6

침상 후 성찰을 통한 추가학습은 의사로서 역량을 키우
는데 도움이 되었다. 4.8

학습자원
지원

제공된 학습자료 교육자료는 효과 인 학습을 가능하
게 하 다. 4.9

학습자료 창고(축 된 학습자료 데이타)는 학습에 도움
이 되었다. 4.6

제공된 학습성찰 표 은 경험을 보다 면 하게 하는데
유용하 다. 4.6

상호작용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4.4

본 실습에서는 비교 환자를 가까이(자주)경험할 수
있었다. 4.3

의료인력( 공의,간호사,행정직원 등)과의 이 학습
에 도움이 되었다. 4.5

학습성찰 분석은 나의 상호작용을 진하 다. 4.7

진료

진료시의 내 치는 진료를 방해하지 않는 범 에서 학
습하기에 바람직한 곳이었다. 4.8

나의 학습은 진료의 수행을 방해하지 않았다. 4.9

나의 학습참여는 환자의 안 에 해가 되지 않았다.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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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설문에서 학습활동 지원도구나 장치 요소 자료,교육자료

상호작용을 한 정보들이 유용하다고 평가하 으며,학습과 진료의

충돌은 경험하지 못했다고 보고하 다.그러나 면담에서 학생들은 들은

‘학습자료 창고’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그 이유로 기존에 학

생들이 교류하는 웹기반 장치가 따로 있었고,학습자 별로 서로 필요한

정보가 달라 학습자료 데이터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학습자

료 창고’와 련하여 학습자들은 자신들이 공유하는 내용이나 학습자료

의 출처나 자료의 수 등이 교수자나 교수설계자에게 공개되는 것에

해 경계하 다.

“그냥 희 카페(웹상의 공간)이 있어서 필요한 정보는 거기서 하구요.단체로

톡( 화를 이용한 메시지)하면 되니까.야 (시험문제모음집,학습자들이 정리한

학습자료)같은 것은 교수님 아시면 혼나니까 몰래 돌려보기도 하고,( 략)그것

까지 교수님께 공개되면...( 략) 희들만 했으면 좋겠어요.”

3)교수자 반응

침상 교육의 학습환경 설계모형 략을 활용하여 침상 교육

을 진행한 후 교수자로 참여했던 2명의 임상 교수자는 로그램 운 의

어려움,교육의 어려움, 로그램의 효과성의 측면에서 면담을 시행하

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로그램 운 평가에서는 설계와 운 이 비교 용이하 다고

평가하 다.다른 의료인이 참여에 해서는 교수자 역할을 분담할 수

있어서 좋았으나 학생들의 경험이 표 화되지 못한 것은 단 으로 지

되었다.

어려울 알았는데 실제로 그동안 폴리클(임상실습학생)교육 때 사용하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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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략들을 이용하는 것이라 기존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그동안 안한 것 하

려니까 처음에는 시간이 더 드는 것은 있는데 어차피 해야 하는 것이니까....처음

이라 시간이 많이 걸려서 부담은 되었는데 몇 주 하니까 (뭘 어떻게 해야 할 지)

응이 되었다.(임상교수A).

(침상 교육을)하라고 하니까 했는데...크게 부담은 안 되었다.그냥 더 많이 못

가르쳐 까 그게 걱정이었는데 모르며 같이 찾아보자 그러면서 같이 찾아보고,

공부도 하고( 공의B)...(하략).

에 공의 선생이 참여했는데 ....나 에는 잘 안되었다.이번에 공의도 참여

하게 되니까 그나마 일이 좀 분산될 수 있어서 좋았다(임상교수A).

그런데 환자 군이 다르고,진료내용도 달라서 학생들이 배우는 것이 차이가 나는

것이 있어서 아쉬웠다.(임상교수A)

둘째,교육의 어려움과 한계에 해서는 ‘업무 부담과 시간 제약’이

언 되었다.환자의 반응에 해서는 부정 인 반응을 경험한 이 없다

고 보고하 다.학생들의 직 진료의 기회가 은 것에 해 교수자는

환자의 불편에 한 우려보다는 교수자의 업무 부담을 원인으로 꼽았다.

솔직히 시간은 많이 든다.할 일이 많아서 학생들 주고 싶어도 못 다.

에는 내 시간 여가면서 했는데 ...지 은 얼마큼 하는 것이 좋을지 감이 생겼는

데 할 일 많아서 새벽 6시부터 학생발표 시키고 있다.학생들도 힘들고 나도 힘든

데 하기는 해야 돼서..(임상교수A).

(학생들이) 진환자 보면 좋지만 그동안 그러면 내가 진료하는 것을 볼 수도(참

할 수도)없으니까 공부할 기회도 없고, 진한 것 다시 내가 보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게 더 시간도 많이 들고 힘들다.(환자들 에)지 까지 불만을 이야기

하는 사람은 없었다(임상교수A).

셋째,학습의 효과성에 해서는 ‘침상 교육’의 강 이 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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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들은 침상 교육을 통해 학습자가 비할 수 있었고,교수자가

이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 분석이 이루어져서 이를 기반으로

로그램 교육을 탄력 으로 운 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 다.교수자 측면

에서는 부가 으로 교육에 참여하면서 의사로서의 자신의 문성을 개발

하는 것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 다.

에는 오리엔테이션 때 이번 주 일정만 소개하고 끝났는데 ..미리 학생들이

공부해 온 내용을 확인하게 되니까 뭘 더 가르쳐야할지,학생들도 악이 되고,

뭘 더 가르쳐야 할지 감도 잡힌다. 비했다고 했는데 잘 모르거나 그러면 그걸

침상 후 교육으로 더 공부하게 시킨다(임상교수A).

내 논문이나 교과서에 없는 논문 같은 것 찾아서 보고 온 학생이 있었는데 왜

그런 공부하고 싶은지 등을 질문하면서 학생들한테 더 심이 더 생겼던 도

있다.( 략)이번에 교육에서는 이런 걸 미리 악할 수 있으니까 좋았다.더

공부할 주제도 학생들에 맞게 수도 있었다(임상교수A).

학생들이 질문해서 모르면 같이 찾아보면서 공부도 같이 했다.환자가 물어

도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고 같이 찾아보는 것도 좋다.모든 것을 다 아는

의사는 없고,환자도 이과 과(여러 진료과)문제를 다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좀

어색했는데 같이 공부하니까 나도 더 찾아보게 되었다( 공의B).

학생들이 있으면 좀 더 조심해지는 것은 사실이다.모범이 보여야 되니까 슬쩍

더 신경이 쓰인다.나쁜 것 보고 배울까 내가 더 조심하는 것 같다 ( 공의B).

학생들이 우수하면 교수를 공부시킨다.일 년에 한 번 그런 일이 있는데

한 학생들 보면 더 가르쳐 주고 싶고 나도 더 찾아보고 한다.환자 보다가 학생

들 모르는 것,최신 지견 같은 것은 같이 발표하면서 많지는 않지만 나도 공부

하게 된다(임상교수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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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최종 설계모형 설계 략

침상 교육의 최종 설계모형은 문헌연구를 통한 기모형의 도출,

문가 평가를 통한 1차 수정과 내 타당도 평가를 통한 2차 수정을

거친 후, 로그램의 운 과 사용성 평가를 반 하여 최종 으로 도출

한 결과이다.본 장에서는 먼 모형의 활용맥락을 제안하 다.그 다음

최종 으로 도출한 설계의 구성요소를 제시하 으며 구성요소 이들

의 계를 구조화 한 학습환경 설계의 개념모형을 제안하 다. 차모

형에 해서는 로그램의 운 과 사용성 평가 결과에 따른 수정사항을

제시하고,최종 결과를 설명하 다.마지막으로 최종 으로 도출한 침상

교육의 학습환경 설계 략을 제시하 다.

1)모형의 활용맥락

침상 교육의 학습환경 설계모형은 실제 환자가 방문하는 병원을

교육 장으로 활용하는 비 의료인 교육에 활용될 수 있다. 부분의

의과 학은 졸업 시 에 도달해야 하는 학습성과(learningoutcome)4)를

교육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이를 성취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하

고 있다.의과 학 총 6년(혹은 4년)5)의 교육과정은 기 의학,임상의학,

임상실습을 순차 으로 이수하는 형태를 갖는다.여기서 침상 교육

4)한국 의과 학•의학 문 학원 의회는 국내 의과 학(혹은 의학 문 학원.이하

의과 학)학생이 졸업시 에 성취하기를 기 하는 학습성과(혹은 학습목표)를 선정

하여 제공하고 있다.학습성과의 항목들은 의과 학 졸업생 혹은 졸업 정자에게 주

어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 평가의 기본이 된다.따라서 국내 각 의과 학은 학장단

의회에서 발간한 ‘학습역량(혹은 학습목표)’을 고려하여 의과 학 교육과정을 개발,

운 하고 있다.

5) 재 고교졸업생 혹은 졸업 정자를 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의과 학은 6년의 교

육과정으로 구성되나,학부 졸업생을 상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의학 문 학원은

의학 문 학 4년 과정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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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임상 실습(clerkship)에서 주로 활용된다.

의과 학 3-4학년 학생들은 기 의학 임상과목을 통해 의학에

한 일반 인 지식정보를 습득한 후 임상실습에 들어가게 된다.임상실

습은 총 1년에서 1년 6개월 동안 4명-5명으로 구성된 학생 실습조가 1

주-2주를 단 로 여러 진료과목을 순환하며 해당 진료과목의 교육내용

을 이수하는 형태이다.학생들은 임상실습에서 해당 진료과의 특성에

따라 진료참 ,컨퍼런스 발표,강의,환자 사례토의 등의 학습활동을

하게 된다.침상 교육은 각각의 학습활동에서 병동회진,외래 진료,

응 실 진료,수술 방 등의 공간에서 실제 환자를 곁에 두고 수행하는

교수학습 방식을 의미한다.본 모형은 침상 교육이 이 지는 진료맥

락에 해 충분한 정보를 가고 있는 의사들이 자신의 실습학생을 교육

하기 한 로그램을 설계하고자 할 때 활용 가능한 것으로,의과 학

3-4학년의 실습교육 로그램 설계에 합하다.

2)구성요소 개념모형

침상 교육의 학습환경 설계의 주요 구성요소는 학습활동,학습과

제,진료맥락,학습지원,상호작용의 5가지이다.학습자는 침상 교육

을 통해 이미 배운 지식이나 술기를 진료맥락에 용하고,추가 인 학

습을 통해 지식의 깊이와 폭을 확장하며,술기의 숙련도를 높인다.침상

교육의 학습활동은 교수자의 지도를 통한 비,침상 진료 상황

의 경험,성찰을 통한 추가 학습으로 구성된다.학습활동을 한 설계

에는 학습자의 학습경험을 진하기 한 과제설정,진료맥락의 구성,

학습지원,상호작용의 설계와 구성이 필요하다.각 구성별 설계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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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과제

학습과제는 진료맥락의 특성과제와 문직업성 과제로 구분된다.

► 진료맥락 특정과제는 임상 진료과목의 문 내용을 포함하여,진료

기 환자의 주요 질병군,진료장소(수술방,처치실,응 실 등)에서

학습자가 주요하게 경험하게 되는 내용으로 지식정보,술기,태도 역

을 포함한다.

► 문직업성 과제는 의료를 수행하는 활동과제이다.의료기록의 작성,

환자교육,시술 수술의 환자 동의서 작성, 진의뢰 등과 같은 수행

역으로 의학에 한 구체 인 지식과 기술을 용하기 해 필요한

지식정보와 술기 태도 역을 포함한다.

학습과제는 학습활동의 비단계에서 설정되어 비수행 과정을 거치

며 경험하게 되는 진료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특성이 있다.학습자의 경

험하는 환자의 상과 학습자 심 선호에 따라 학습자간 차이를 보

일 수 있고,경험의 내용과 성찰에 따라서 추가 으로 과제가 도출되기

도 한다.

■ 학습활동

학습활동은 학습자가 침상 교육 로그램을 통해 수행해야 하는 구

체 인 단계를 의미한다.학습활동의 하 구성요소는 비,경험,성찰

이다.

► 비단계에는 교수자의 침상 교육의 안내와 학습자의 비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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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피드백이 포함된다.교수자는 비단계에서 학습자가 진료에

참여할 지식과 기술 태도의 비가 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고,만약

추가 인 비과정이 요구된다면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경험단계는 학습자가 환자를 마주하게 되는 단계를 의미한다.경험

단계에서 수행되는 활동의 주요 요소는 시간효율과 집 교수 략을 활

용한 ‘미세 략’과 ‘환자안 ’이다.미세 략은 특정학습과제를 짧은 시

간 안에 가르칠 수 있는 교수 략으로 과제의 성격과 시간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부분의 미세 략은 진료의 직 찰,학습자

직 수행,교수자 피드백을 공통 으로 포함한다.환자안 은 교육으

로 인해 진료권을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이다.교수자는 환자가 학

습자의 교육내용이 되는 것에 해 환자의 동의를 얻고,진료와 교육

내용에 해 설명하며,교육 후에 환자가 가진 의문이나 불만을 확인한

다.

► 성찰의 단계는 학습자의 경험이 의미 있는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

도록 반성하고 마무리하는 단계이다.성찰의 단계에는 학습자의 학습

내용 활동에 한 반성과 추가학습의 도출,그룹토의가 있다.

■ 진료맥락

진료맥락은 침상 교육이 이루어지는 진료 상황을 의미한다.학습환

경 설계요소로서 진료의 맥락은 진료실 공간과 진료 방식,의료진 역할,

환자선택,학습용 진료기록 양식과 진료도구 장치가 있다.설계의 요

소로서 진료공간은 학습자의 치 이동,학습자 진료 도구 장치

의 구성이 고려된다.진료참여 방식은 수술,처치,면담,교육 등의 진료

에 학습자가 참여하는 형식 즉,참 ,보조,직 진료 등의 참여 수

을 의미한다.진료맥락의 설계에는 교육을 한 환자의 선택,학습용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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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양식,학습자가 사용할 수 있는 진료 도구나 장치의 설계도 주요하게

고려된다.

■ 학습자원

학습자원은 교육 로그램을 운 하는데 필요한 도구와 장치로 부분

교수학습활동을 해 새로이 개발되어 제공되어야 하는 요소이다. 비

단계에서 제공되는 교육자료 비수행의 도구와 침상 진료 경험

에서 주요하게 사용될 있는 수행도구 활용지침서,교수자를 한 시

간 효율 교수 략의 활용방법 성찰단계에서 주요하게 사용되는 성

찰도구 등이 필요하다.

■ 상호작용

상호작용은 학습자를 심에 두고 침상 교육의 과정에서 학습

자가 만나게 되는 주된 상들과의 계와 방식을 의미한다.학습자는

학습활동 단계마다 활동 방식과 내용에 따라 다양한 상과 서로 다른

방식의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보다 효과 이고 효율 인 상호작용을

해서는 학습활동의 단계 성격에 따라 상호작용의 상과 방법이

설계될 수 있다.

[그림 Ⅳ-13]은 외 타당성 평가 과정을 거쳐 수정된 침상 교육의

주요 요소 설계의 하 요소와 이들의 계를 나타낸 것이다.침상

교육의 학습환경 설계의 개념 모형은 모형의 활용맥락을 가정하여

그 구성요소를 구조화 한 것으로 본 연구의 학습환경 설계의 구성요소

에 한 최종 연구 결과로 제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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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3]침상 교육의 개념모형(RI-AC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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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모형

침상 교육 로그램의 개발과 운 을 통한 사용성 평가의 결과를 반

한 차 단계의 2차 수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그림 Ⅳ-14]).

◼  차 단계의 수정

- 기존의 분석-설정-구성-개발-실행의 설계단계에서 ‘설정’과 ‘구성’의

과정을 통합하여 ‘설계’로 용어를 수정하 다.그 결과 최종 인 설계의

단계는 분석에 해당하는 제한요소의 확인,설계에 해당하는 표 학습 분

야설정과 활동 략 구안 개발에 해당하는 자원 지원 도구의 개발과

로그램 운 평가의 5단계이다.

►분석 :제한요소의 확인

►설계 :표 학습 분야설정,활동 략 구안

►자원 지원 도구의 개발

► 로그램 운 평가

-실행 후 평가 결과를 통한 로그램의 계속 인 수정이 가능하도록

차의 과정을 순환 으로 표기하 다

◼  단계별 하 구성요소의 수정

► 분석-제한요소의 확인

교육여건과 진료여건을 구분하여 제시하 으며 기존에 사용한 용어를

수정하 다.

►설계–표 학습 분야설정

하 요소는 학습과제와 진료맥락이다.학습과제는 문직업성 과제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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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정 수정 모형 내용수정

►분석

-제한요소

확인

� 차 단계의

하 요소의 제시

►설계

-표 학습

분야설정

-활동 략

구안

� 하 구성요소

표 방식 보완

� 활동 략

구안의 내용제시

►개발
� 분석-설계-개발

-운 평가의

순환성 표►운 평가

〔그림 Ⅳ-14〕 차모형의 2차 수정사항

료맥락 특성과제를 구분하여 제시하 으며,진료맥락은 시공간,진료방

식,참여의료진 참여환자를 제시하 다.

►설계–활동 략 구안

수정 모형에서 시각 으로 표 한 하 요소를 학습활동단계,상호작

용방식,시간효율 략,공간구성으로 나 어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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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5]침상 교육의 학습환경 설계의 차모형(최종)

침상 교육 로그램의 문가 타당도 검사결과와 로그램 개발

운 의 사용성 평가 결과 최종 으로 개발한 침상 교육의 학습환경

설계의 차모형은 [그림 Ⅳ-15]와 같다.

■ 1단계

1단계는 침상 교육을 실행하기 한 제안요소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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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 해당하는 과정이다.학습의 과제와 내용을 설정하기 해 이미

제공되고 있거나 합의한 내용으로 의과 학 학습역량 임상 의학교육

과정에 한 분석이 필요하다.진료 여건으로는 진료방식,환자특성,의

료인력,의료기 의 규정에 한 제한요소를 확인한다.

■ 2단계

표 학습 분야설정은 학습자가 학습하게 되는 학습의 내용과 진료의

맥락을 설정하는 단계로 분석이후의 설계단계에 해당한다.학습과제 설

정에는 진료맥락에 특성화 된 과제와 문직업성 과제가 있다.진료맥락

의 설정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진료시간,진료공간,진료방식,참여의료진

참여환자를 선택하는 과정이다.

■ 3단계

이 단계는 학습자의 학습활동의 략을 고안하는 설계단계이다.교수

학습표 학습분야가 설정되면 학습활동의 구체 인 략과 방법에 한

략을 고안한다.학습자의 비-경험-성찰의 학습활동 단계를 구성하고

각 단계별로 학습자-의사-환자 등의 다양한 상호작용의 상과 그 방식

을 구성한다.학습자 학습활동 과정에서의 시간효율 략 교수학습을

한 공간 장치의 재구성도 시행된다.

■ 4단계

4단계는 학습활동을 수행하는 필요한 학습자료 지원도구를 개발하

여 제공하는 단계이다.침상 교육의 학습활동은 기존의 진료맥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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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도구 장치를 활용하나 교수학습활동을 해 새로이 개발되어야

하는 요소들이 있다.이는 학습의 자원 지원의 요소로 학습자료,학습

도구,학습장치가 해당된다.

■ 5단계

실행의 단계는 침상 교육 로그램을 운 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말

한다.여러 학생들이 순환 으로 참여하는 침상 교육 로그램의 특

성을 고려하면, 로그램의 운 과 평가는 계속 인 반복의 과정이다.

침상 교육은 진료환경 교육환경의 변화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설

계의 과정을 빠르게 반복할 수 있으며, 로그램 평가 결과에 따라

혹은 특정 문제나 어려움이 발생하 을 때 필요한 단계로 이동하여 설계

활동을 시행할 수 있다.

4)설계 략

문헌연구, 문가 검토, 문가 타당도 평가,임상교육 담당자 타당성

평가 결과를 반 한 결과로 최종 침상 교육의 학습환경 설계 략

지침은 <표 Ⅳ-13>과 같다.직업 문성 역의 설계지침 1-3이 삭제되

고 일부 문구의 수정이 있었다.최종 도출된 침상 교육의 학습환경

설계 략 지침은 설계의 구성요소 5가지에 8가지 역,9개 설계 략

과 이를 실천하기 한 26개 설계지침이다.다음의 역은 8개 역의 9

개 설계 략에 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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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역 설계 략 지침

학습

과제

문직업성

1.학습과제는 진료내용을 고려한 문직업성

역을 포함하라

1-1:진료과별 학습목표 호소 증상 질병에

한 자료를 제공하라

1-2: 문직업성의 구성요소(의료윤리,의료 화,의

료법 등)에 한 학습과제 목록을 제공하라

학습자

자기주도

2.학습자가 자신의 학습과제를 직 설정하고 성

찰할 수 있도록 하라

2-1:학습자가 학습할 과제를 직 설정하고,진료경

험을 성찰할 수 있는 도구를 설계하라

2-2:학습자의 자기주도 학습을 진하고 지원할

교수 략을 제공하라

학습

활동

학습단계의

설정

3.진료 참여 시 을 기 으로 시공간의 이동을

구성하라

3-1:침상 비와 침상 경험,침상 후 성찰 단

계의 시공간을 구분하여 구성하라

3-2:학습활동의 과정별 수행 장소와 소요시간을

악하여 설계에 반 하라

4.진료 참여 시 을 기 으로 학습 활동 과정을

구성하라

4-1:침상 비 단계는 학습과제 설정,설정과제

수행을 포함하라

4-2:침상 교육 단계는 진료의 참여 찰,학습자

수행,교수자 설명을 포함하라

4-3:침상 후 성찰 단계는 진료경험의 성찰,추가학

<표 Ⅳ-13>침상 교육 학습환경 설계 략(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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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과정을 포함하라

집 교수

5.시간 효율을 고려한 집 교수 략을 설계하라

5-1:진료 시간 내 침상 에서 교육해야 할 필수

교육과제를 설정하라

5-2:침상 교육 과제 유형에 합한 시간 효율

교수 략을 개발하라

진료

물리 /

사회

구성요소

6.진료 공간 내 물리 /사회 학습공간을 설계

하라

6-1:진료 공간의 물리 구성요소(진료장치 진

료 보조도구)의 제한 요소와 설정 가능한 요소를

분석하라

6-2:학습자의 효과 학습활동을 한 침상 학

습자 치를 설정하라

6-3:교육에 참여 가능한 의료인력(간호사, 공의)

인력의 교육역할을 설정하라

6-4:진료 공간 내 학생이 활용 가능한 진료도구,진

료장치 환자정보 범 를 설정하라

환자 안

7.환자의 안녕을 보장하기 한 장치를 확보하

라

7-1:침상 교육의 극 참여 가능 환자와

배제 상을 확인하라

7-2:학습자가 진료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법 ,윤리

지침을 숙지하도록 설계하라

7-3:학생이 직 수행할 수 있는 진료참여의 구체

내용과 수 을 사 에 설정하라

7-4:침상 교육에서 환자의 참여범 와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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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라

학습

지원

학습

지원도구

장치 제공

8.학습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도구를 설계하라

8-1:학습의 과정을 추 할 수 있는 장치를 설계하

라

8-2:진료경험을 성찰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라

8-3:학습의 과정과 내용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설계하라

상호

작용

상호작용

진

9.상호작용을 진할 수 있는 물리 사회 구

성장치를 설계하라.

9-1:학습자간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과 시

간을 확보하라

9-2:가능한 다양한 환자들의 진료에 참여할 수 있

도록 설계하라

9-3:의사를 비롯한 의료지원 인력의 면담가능 시간

과 장소를 악하여 제공하라

9-4:상호작용의 상과 내용을 악할 수 있는 장

치를 설계하라

■ 문직업성

1. 문직업성 학습과제는 진료내용을 고려한 문직업성 역을

포함하라(Janicik & Fletcher,2003;Jolly,Harris & Peyton,1998;

LaCombe,1997;Rees,1987;Seigler,1978).학습과제의 내용과 역은

원칙 으로 ‘환자의 불편’을 심으로 하여 이와 련된 진단,치료,

리, 방에 필요한 의사의 역량이다. 문직업성 학습과제는 해당 진료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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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의 주요 질병과 련된 의학 지식과 술기를 핵심으로 일차 진료에

필요한 의학 지식,의료기술,의학 추론,의사소통,의학연구,의료윤

리,의료 리,의료법 역이 모두 포함된다.

■ 학습자 자기주도

2.학습자가 자신의 학습과제를 직 설정하고(Barab & Duffy,

2000;Dennick,2012;Driscoll,2005),성찰하도록 설계하라(Barab &

Duffy,2000;Cox,1993;Dennick,2012;Janicik & Fletcher,2003;

Ramani,2003;Skeff,1988).침상 교육이 성공 으로 이루어지기

해 가장 요한 요소 의 하나는 학습자가 무엇을 어떻게 스스로 비

하는 것이다(Ramani,2003).학습자는 자신만의 고유한 학습요구,교육경

험,학습상황에 한 학습 략 도구를 가지고 참여하게 된다.무엇을

어떻게 가 학습해야 할지에 한 학습자의 자기 주도 방식은 학습에

한 학습자 책임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침상 교육의 교수

설계에서는 학습자의 이러한 요구나 경험 혹은 학습자 특성에 따른 특징

인 학습 략 도구를 교수설계에 반 해하여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에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Grabinger,1998).

■ 학습단계의 설정

3.진료참여 시 을 기 으로 시공간의 이동을 구성하라(Cox,1993;

Janicik,Fletcher,2003;Ramani,2003).침상 교육은 침상 진료경

험을 기 으로 비학습,진료참여 경험,성찰학습의 시공간이 구분된다.

침상 교육을 한 학습환경을 설계하기 해서는 진료의 시공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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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각각의 학습활동의 내용을 고려하여 활동을 한 장소와 소요시

간이 설계에 반 되어야 한다. 부분 진료경험이 이루어지는 물리 공

간은 정해져 있고 이들의 소요시간도 제한되어 있는 특성이 있다.침상

교육을 한 학습환경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학습자의 이동경로 학

습활동의 소요 상 시간은 실제 진료를 한 시공간 문제를 침해하지

않거나 이를 극복하기 해 분석,설정,구성되어야 할 요한 요소이다

(Dent,2001).

4.진료 참여 시 을 기 으로 학습활동 과정을 구성하라(Cox,

1993;Janicik& Fletcher,2003;Ramani,2003).학습자는 침상 교육

을 해 비단계에서는 학습해야할 내용을 설정하고 설정한 과제를 수

행하여 진료에 참여하여 수행할 수 있는 의학 역량을 비하는 단계가

필요하다.침상 교육의 단계에서는 진료를 참 하여 찰하거나,직

진료 수행,수행에 한 피드백을 비롯하여 교수자 심의 설명과정이

필요하다.침상 후 성찰단계는 진료의 직간 인 경험을 성찰하며 추가

으로 학습할 내용을 확인하여 학습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 집 교수

5. 시간 효율을 고려한 집 교수 략을 설계하라(Janicik,&

Fletcher,2003).의료를 수행하기 해서는 방 한 의학지식과 기술

다양한 의료 역의 수행 역량을 필요로 한다.침상 교육은 이러한 의

사의 수행을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는 하나 진료환경의 제약조건

으로 모두를 교육하기에는 불가능하다.교수설계자는 제한된 시간에 필

수 인 과제를 효율 으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략을 설계할 필요

가 있다(Janicik& Fletcher,2003).교육과제를 선택할 때는 해당 진료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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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에서 환자의 직 진료 경험이 필수 이거나,직 진료를 통한 교수학

습의 효과가 큰 경우,특정한 교육내용에 해 가장 일반 인 사례일 때,

의학 으로 드문 경우이나 진료의 직간 인 참여를 통해 학습함으로써

다양한 경험의 양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 등을 고려할 수 있다.교수

략은 과제의 성격을 고려한 시간효율 인 미세 략을 선택한다.

■ 물리 ,사회 공간 구성

6.진료공간 내 물리 ,사회 학습공간을 설계하라(Cox,1993;

Dent,2001;Janicik& Fletcher,2003:Ramani,2003).진료 참여 경험은

진료의 물리 공간 내에서 이루어진다.학습환경 설계과정에서는 진료

환경의 물리 ,사회 구성요소를 분석,설정,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하

다.실제 병동이나 진료실에서는 담당 의사를 비롯하여 간호사,의료기

사, 공의 등의 다양한 인력이 참여한다.이러한 진료 환경을 학습환경

으로 설계하는 과정에는 주요하게 고려될 있는 요소는 진료 의 학습자

의 치와 역할의 설정이다.진료 공간 내에 학생이 활용 가능한 진료

도구,진료 장치 학생에게 노출 가능한 환자 정보 범 를 설정하여

이를 설정,구성할 필요가 있다.

■ 환자안

7. 환자의 안녕을 보장하기 한 장치를 설계하라(Janicik &

Fletcher,2003;Monica& Nick,2005;Ramani,2003).침상 교육에

참여할 환자를 선정,참여,교육하기 해서는 먼 침상 교육에 참여

할 환자 선택의 기 이 필요하다(Spencer,2003).원칙 으로는 모든 환

자는 교육의 참여가 가능하다.그러나 학습환경을 설계하는데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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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 한 윤리 ,법 ,정서 인 문제를 고려하여 극 참여 상

과 배제 상을 확인해야 한다. 극 인 참여 상자로는 침상

교육의 의미와 환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극 인 참여의사를 보이는 자,

학생의 진료 참여로 인해 얻게 되는 이득 즉,의료진과의 보다 긴 진료

시간을 확보,자신의 질병과 재 건강상의 문제에 한 개방 인 토의

를 원하는 경우이다. 배제 상자는 학생의 진료에 해 극 으

로 거부 의사를 밝힌 자이다. 인 배재 상자는 아니나 학생의 진

료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는 즉각 인 조치가 필요한 응 환자,정신신

경학 으로 불안정한 자,감염에 한 노출 험이 높은 자이다.환자가

선택되면 침상 교육의 교육과제 교수 략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에

환자가 참여할 수 있는 범 와 역할을 설정해야 한다.환자는 단순히 의

료문제의 제공자로서 학생 교육을 한 객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경

우에 따라서는 학생들의 의료수행에 한 피드백을 제공하고,자신과

련한 의학 문제에 해 의사-학습자-환자의 그룹을 형성하여 극

으로 토의할 수도 있다(Dent,2001).학생들이 직 진료를 하는 경우

재 수행 수 을 고려하여 진료참여의 구체 인 내용과 수 을 사 에 설

정해야 한다.처치실에서 환자는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인력으로 참여

할 수 있고,경우에 따라 의사의 감독아래 직 처치를 담당할 수 있다.

외래 진료실에서 학습자는 진 환자의 진을 통해 기 인 질병력과

신체진찰을 담당하며 추후 의사의 진료를 참 하는 경우도 설계가 가능

하다.

■ 학습지원

8.학습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도구를 설계하라(Barab & Duffy,

2000;Driscoll,2005;Jonassen,1999).침상 교육의 학습자원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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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는 기본 으로 진료맥락의 자원과 장치 도구를 사용한다.그

러나 진료환경은 학습을 해 마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습활동을 수

행하기 해서는 추가 인 도구와 장치의 개발이 필요하다.학습을 수행

하는 데 필요한 도구는 학습의 과정을 추 할 수 있는 장치이다.학습자

의 학습과정은 웹이나 문서화된 도구를 이용하여 공개될 수 있다.학습

과정의 추 결과는 학습활동의 질과 양에 한 평가 자료이며,진료환경

에서 학습자를 리할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하다(Davis& Dent1994;

Dennick,2012).진료참여의 경험에 해서는 경험을 성찰하며 추가 인

학습과제를 도출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학습환경의 설계에는 이러

한 경험을 보다 효과 으로 성찰할 수 있는 도구가 개발 지원되어야한

다.침상 교육의 평가는 학습자의 성취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뿐만

아니라 로그램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로그램

설계 단계에서는 로그램의 목 과 특징을 고려하여 교육 로그램과 학

생들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상호작용 진

9.상호작용을 진할 수 있는 물리 ,사회 구성장치를 설계하라

(Driscoll,2005;Janicik& Fletcher,2003;Ramani,2003;Spencer,2003).

침상 교육의 사회 상호작용은 학습자를 기본 축으로 하여 학습자

그룹 내의 학습자-학습자간 상호작용,진료맥락에서 의사-학습자-환자의

상호작용,학습활동 과정의 학습자-환자 학습자와 의료 인력의 다양

한 사회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임상 교육의 특성상 부분 동일한

진료맥락에 4-5명의 학생이 을 이 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하면,

학습자간 상호작용은 학습을 진하고 공유를 해 요한 기회이다.

따라서 학습자간 토의와 다자간 피드백 경험의 공유를 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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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자가 문가가 되기 해서는

의료맥락에서 일반화된 진료의 지식과 기술을 반복 으로 수행하는 진료

의 반복 연습(deliberatepractice)이 필요하다.학습자는 비의사의 입

장에서 다양한 의료 인력과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의료 인력과의 상호

작용은 환자에 한 정보를 얻거나,진료에 필요한 도구나 장치에 한

정보,진료 의 의사결정에 토의에 참여하거나,환자사례에 한 집단

컨퍼런스의 참여와 같은 공식 인 일정이외에도 학습활동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필수 인 요소이다.그러나 이러한 의료 인력은 부분

시간 제약 때문에 학생교육에 극 으로 참여를 기 하기는 어렵다.

의사를 비롯하여 의료지원 인력의 면담 가능시간과 장소를 악하여 학

습환경 설계에 반 함으로써 학습자와 의료 인력의 상호작용을 보다

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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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논의 결론

1.논의

본 연구의 목 은 의사들이 자신의 진료 맥락에서 침상 교육을 직

설계하고 운 할 수 있는 모형과 략을 개발하는 것이다.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침상 교육의 학습환경의 특징,교육의 제약조건과 문

제 ,학습환경 설계 략들을 탐색하여 설계의 구성요소와 차 단계,

설계 략의 안을 도출하 다.문헌 고찰을 통해 도출한 내용은 사

문가 검토를 통해 수정하 으며, 문가 타당도 검사를 통한 내 타

당화, 로그램 운 과 사용성 평가를 통한 외 타당화 과정을 통해 계

속 으로 보완하 다.그 결과 최종 인 학습환경 설계의 차모형과 설

계 략이 개발되었고,침상 교육의 구성요소 설계요소를 반 한

개념모형을 제안하 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연구과정 결과를 기반으로 침상 교육의 학

습환경의 구성요소와 설계의 차 단계가 주는 이론 함의와 침상

교육의 학습환경 설계 략 로그램 운 의 실천 함의를 논하고자

한다.

1)학습환경 설계모형의 이론 함의

가.학습환경 설계의 구성요소

침상 교육의 학습환경 구성요소는 ‘학습과제’,‘학습활동’,‘진료맥락’,

‘학습자원 지원’,‘상호작용’의 5가지이다.침상 교육의 설계 역은

학습과제의 ‘문직업성’,‘학습자 자기주도’,학습활동의 ‘학습단계’와 ‘집

교수’,진료맥락의 ‘물리 ,사회 구성’,‘환자안 ’,학습지원의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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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장치’와 상호작용의 ‘상호작용 진’이다.

본 모형의 개발과정 결과에 의하면 침상 교육의 학습환경의 구

성요소는 ‘경험지향’교수설계의 특징을 갖는다.교수설계의 방식 특

정한 역량이나 학습과제를 성취하는 것에 을 맞춘 설계의 근방식

을 ‘목표지향’ 설계라고 한다면,실무 장에서 학습자가 경험을 통해

수행 역량을 배양하는 것에 을 둔 근방식은 ‘경험지향’ 설계이

다.목표지향 설계방식은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해 가 무엇을 어

떻게 비할 것인가’가 설계활동의 핵심이다.이를 한 학습환경 설계에

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학습과제의 선택,과제 수행을 한 교수 략

과 지원방법 도구가 요하게 고려된다.그러나 학습자가 성취하고자

하는 역량이 이미 다른 문가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실무 환경에서는

‘어떤 업무를 어떠한 방식으로 경험하고’,‘경험을 해 무엇을 어떻게 활

용할 것인지’가 설계의 주된 심사이다.따라서 학습환경 설계의 주요

요소는 경험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공간,자료,재료 인력이며,활

용을 진하거나 활용을 제한하게 하는 물리 요소,기 의 규범, 장

의 활동 도구들의 구성과 설정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경험지향의 학습환경 설계의 요소는 교육

의료 기 의 ‘조직의 요소’,경험의 맥락을 구성하는 ‘물리 요소’,경험

의 상이 되는 ‘사회 요소’,의미 있는 학습경험을 한 ‘지원요소’이

다.침상 교육의 학습환경에서 조직의 요소는 교육기 이나 의료기

의 가치와 규범, 습 등을 의미한다.침상 교육의 학습환경 설계모형

의 분석과 설계 단계에서 제시된 진료여건이나 교육여건,학습과제 등은

의료기 이나 교육기 등의 조직에서 지향하는 목표나 규범 기 의

특성이 반 된 것이다.특히 학습과제의 요소 ‘문직업성’은 의학의

윤리,규범,역량,사회기여 등에 한 의사 문가 집단의 사회 인 합

의로,침상 교육의 학습과제와 교육의 목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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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 요소는 시간,공간 장에서 학습자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객

체(사물)을 의미한다.침상 교육의 학습환경 설계요소 에는 진료맥

락과 학습활동의 흐름이 여기에 해당한다.사회요소는 경험의 과정에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주체(사람)와 상호작용의 방식을 의미한다.침상

교육에서 상호작용의 상은 의사,환자,의료인력 동료 학습자이

며,경험의 방식은 찰,설명,문답,직 진료 등의 다양한 수 이 있

다.마지막으로 학습을 한 지원요소는 학습자의 경험이 의미 있는 학

습이 되도록 경험을 진하거나 지원하는 학습도구 장치,교수 략

등을 의미한다.침상 교육의 학습환경 설계에서는 진료 과정 에 교

수자가 사용하는 미세 략의 고안과 학습활동 도구 장치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 해당된다.

나.학습환경 설계 차의 특징

침상 교육의 학습환경 설계의 차 단계는 교육 로그램을 개발

하기 한 선행 단계로서의 ‘분석’과 ‘설계’의 과정보다는 이미 개발되어

있는 실무 장을 활용하기 한 설계의 세부 차로서 ‘제한조건의 확

인’,‘표 학습분야의 설정’,‘활동 략의 고안’이 강조된다.이러한 설계

활동은 교실환경이나 웹기반 환경에서 교육목표 심의 설계활동이나 내

용 심의 설계활동과는 구분되는 ‘장 심’의 설계활동의 특징이다.

교수설계의 에서 볼 때,진료실과 같은 실무 장은 학습의 결과로

성취해야 할 교육목표가 제시되고,학습과제가 제공되며,학습을 지원하

고 진하는 다양한 인력과 도구 장치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로그

램의 원형(prototype)이 된다.따라서 효과 인 학습활동을 한 교수설

계의 방법은 장에서 주어진 자원을 악하고,활용할 맥락과 내용을

설정한 후,활용에 한 구체 인 방법과 략을 산출하는 것이다.이러

한 방식으로 도출된 교수학습의 형태는 장과의 계속 인 상호작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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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수정되기 때문에 설계활동은 동시 이고 순환 인 성격을 갖는다.

장 심의 설계활동에서 주요하게 고려되는 문제는 장의 제약조건

으로 인해 교육이 축되거나,반 로 교수학습활동으로 인해 실무 장

이 훼손되는 것이다.과거 침상 교육에서는 학습자 교육을 해 환자

의 안 이 빈번하게 침해 되었고,근래의 의학교육은 환자의 진료권이

강조되면서 교육활동의 축이 문제시 되고 있다.실무 장의 업무와 이

를 활용한 교육의 문제는 장의 상황에 한 구성과 제반 여건의 조율

이 요하기 때문에 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장 문

가에 보다 합한 설계활동이다.

설계모형의 형태와 련하여,최근 국내 교수설계모형의 개발연구를

통해 나타난 모형들은 설계의 상과 목 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표 된

다.주요한 구성요소들 이들의 계를 표 하거나(박경선,2010;박소

화,2012;임철일,홍미 ,이선희,2011),설계의 차와 차에 따른 내

용이 제시된 형태도 있다.설계 차에 을 둔 모형들은 ‘교수학습활

동’에 을 두고 각 단계별로 활동내용을 소개하는 형태가 있으며(김

혜경,2013;임철일,김성욱,최소 ,김선희,2013)‘설계자의 활동’에

을 두고 수업이나 학습활동의 개발하는 과정을 제시한 것이 있다(이지

,2012;이 태,2013;임철일,최소 ,홍미 ,2010).설계 차는 개

분석-설계-개발-실행-평가(ADDIE)의 차를 미리 상정하고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고려할 내용을 제시한 형태가 있으며(이지 ,2012;이

태,2013), 등학교 임 교사를 한 교수체제 설계모형(임철일,최소

,홍미 ,2010)과 같이 설계의 차 활동 과정의 동시성을 고려하여

분석-설계-개발-실행-평가를 재조직하여 제시한 연구도 있다.

본 연구에서 침상 교육의 학습환경의 설계모형은 분석-설계-개발-

실행 평가(ADDIE)의 차 단계를 고려하고 있으나,제시된 내용은

설계자의 활동 내용에 집 하여 설계자의 구체 인 활동과 목 이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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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록 제시한 특징이 있다.이러한 형태는 분석-설계-개발-실행 평

가(ADDIE)의 일반 인 차와 비교하여 보다 구체 이고 사실 인 설

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2)학습환경 설계모형의 실천 함의

가.설계 략을 통한 제약조건의 극복

침상 교육의 어려움은 선행연구에서 여러 가지 요소가 논의되었다.

교수자들이 주로 호소하는 어려움은 많은 업무로 인한 교육의 ‘시간

제약’,진료에서의 ‘환자안 의 침해’의 우려와 ‘교수자의 략의 부재’이

다(Ramani,Orlander,Strunin,& Barber,2003;Ranmi& Leinster,

2008;Williams,Ramani,Fraser& Orlander,2008).학습자들은 ‘비효율

시간 리’,‘무 심이나 방치’혹은 ’제한 인 피드백과 감독’,‘새로운

환경과 역할에 한 부담감’등을 학습의 어려움으로 토로하 다(박주 ,

김선,2004;임선주,2013;VanderHem-Stokroos,Scherpbier,Vander

Vleuten,DeVries&Haarman,2001).진료맥락과 련하여서는 ‘다병실

환자들의 사생활의 보호의 미흡’,‘환자 진료공간의 부족’,‘여러 부가 인

소음’등이 침상 교육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제시된다(Williams,

Ramani,Fraser& Orlander,2008).그러나 부분의 침상 교육의 제

약조건들은 실제로 임상 장의 학습환경의 체계 인 분석과 교육맥락의

설정 교수학습의 략을 통해 미리 조율할 수 있는 부분으로,교수설

계자 교수자인 임상의사의 노력과 헌신이 요구된다(Rees,1987).

본 모형은 앞서 지 한 교육환경의 문제 과 제약조건을 극복하기

한 설계 략이 제안되었다.교수자 측면에서는 시간 효율을 고려한 교수

략의 활용(집 교수)과 환자의 안녕을 고려한 윤리 ,사회 ,법 요

건을 고려하도록 하 고(환자안 ),교육으로 인해 진료시간이 침해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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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도록 진료맥락의 구성 략을 반 하 다.학습자 측면에서는 침상

교육의 비,경험,성찰의 체계 인 구성을 통해 비효율 인 이동과 시

간낭비를 최소화 하 으며(학습단계설정),학습자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와 장치를 개발하여 제공하도록 하 고(학습 지원도구 장치 제공),병

원 장에 만나게 되는 다양한 환자나 의료 인력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하

여(물리 사회 구성요소,상호작용의 진),학습자가 병원에서 소외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하 다.진료맥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간 활

용의 문제와 부가 인 소음의 발생,다른 환자들에게 발생 가능한 문제

를 최소화하기 해 진료 공간내의 물리 ·사회 학습공간의 설계를 강

조하 다.

그러나 문헌들에서 언 하고 있는 침상 교육의 어려움 즉,환자

심의 진료요구,경 심의 병원환경과 연구 심의 교수업 평가 등

(El-Bagir& Ahmed,2002;LaCombe,1997;Miller,Greeneet,Baier&

Nowlin,1992;Thibault,1997)과 같은 조직의 규범이나 가치와 련한

문제와 교수자의 교수동기의 부족,침상 교육을 공의나 은 교수

자만의 역할로 보는 일부 교수자들의 시각(Ramani,Orlander,Strunin,

& Barber,2003;Williams,Ramani,Fraser,& Orlander,2008)등과 같

은 교수자의 인식의 부재는 앞서 개발된 모형이나 략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교육병원과 교수자의 교육에 한 인식의 환과

교육에 한 한 보상의 문제는 보다 구조 인 근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

나.교육 로그램의 효과

본 연구에 참여했던 교수자들은 침상 교육이 자신의 문성을 계발

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 다.교수자들은 자신의 진료에 참여하는 학

생들에게 보다 한 역할모형이 되기 하여 의료수행에 필요한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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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이나 의료 규정 등을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 고,학생들과의

질문-답변의 과정에서 최신 의료지식이나 연구논문 등을 함께 찾아볼

수 있었다고 평가하 다.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존의 문헌에서 학습자로

서의 교수자에 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이해균,이상엽,이정규,김윤

진,2003;Kim,Kim,Joo,Kim,& Kim,2009;Wenrich,Jackson,Ajam,

Wolfhagen,Ramsey& Scherpbier,2011).학습자들은 침상 교육의

로그램이 학습동기를 향상시키고,학습자 주도의 학습을 가능하게 하

으며,시간을 효율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고 평가하 다.

학습의 효과성과 련하여서는 의학 지식과 추론능력을 향상할 수 있

었으나 환자를 상으로 하는 술기수행의 기회는 부족하다고 평가하

다.면담결과 학생들은 교육 로그램이 체계 으로 구성되고,교수자의

감독과 피드백이 하게 제공되면서,침상 교육을 시행한 임상 진

료과목에 한 인식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밝혔다.이러한 결과는 침상

교육 로그램의 시행경험을 보고한 문헌(정성수,김선 ,2011)의 결

과와 다르지 않다.

환자들은 학습자의 진료에 해 불만을 표 한 이 없었으며,오히려

긴 기시간에 학생의사를 먼 만나 지루해하지 않은 것을 정 으로

생각하 다.자신을 진료하는 의사가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의과 학

교수’라는 것에 의사를 보다 신뢰하게 되었다는 정 인 면이 발견되었

다.환자들의 정 인 평가 한 환자기반 교육에서 환자반응에 한

기존의 문헌연구의 결과(정성수,김선 ,2011)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설계모형 략의 활용

임상 의학교육을 포함하여 특정한 맥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설계모형

이 제시되어 있는데도 제 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그 이유는 모형이

있다는 것을 모르거나 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이다.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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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임상 교수자들이 자신의 진료맥락에서 효과 인 교수학습

을 해 ‘교수설계’를 하거나 ‘교수방법이나 략’을 활용하여 침상 교

육을 시행한다는 인식자체가 없는 상황이다.기존 의학에서 임상 교육의

방식은 문가의 수행을 찰하면서,경험이 기회가 생기면 찰한 내용

을 그 로 답습하는 도제식 교육 방식이다.도제식 교육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배워야 할지’에 한 체계 인 지식이나 정보보다는 ‘훌

륭한 수행자’의 역할모형에만 심을 두기 때문에 실제 으로 침상

교육은 제 로 시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재 국내 의학교육에서는 몇몇의 연구자들에 의해 임상교육의 실태조

사(양은배,서덕 ,이윤성,이수곤 외,2007)나 임상 교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교수방법이나 략을 소개한 문헌(김 ,임철일,2014;임

선주,2012)이 있으나,의사들이 자신의 진료맥락에 직 교육 로그램

을 설계하고 운 할 수 있는 실제 인 정보는 부족한 형편이다.침상

교육이 보다 효과 으로 수행되기 해 임상 교수자들의 교수개발의 기

회가 확 되고,침상 교육의 제약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실질 인 교

수설계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

침상 교육의 제약조건과 련하여 실제 임상 교수자들이 제일 많이

거론하는 두려움은 ‘환자의 불만’이다.비록 선행문헌과 본 연구결과에서

는 의사들의 우려와는 달리 환자들이 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정 으로

평가하지만 환자들의 부정 인 반응과 불만의 호소는 의사들이 침상

교육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다.이를 극복하기 해

필요한 몇 가지 장치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외래 진료실 등의 장소에

학생교육 임을 미리 안내하기’,‘기 시간이 긴 환자들의 학생 진’

‘환자에게 학생 진찰내용에 해 평가 기회제공’등이다.학생의사가 자

신의 진료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게 되면 환자들은 마음의

비를 하고,진료 상황에서 학생의 진료를 허락할 지 생각할 시간을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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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질 수 있다. 기 시간이 긴 외래의 진환자의 경우 오히려 긴 기

시간 동안 의료진을 더 볼 수 있어서 기다림의 지루함을 극복할 수 있으

며,의료진을 더 오랜 시간 만났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진료의 만

족도를 높일 수 있다.마지막으로 환자들에게 학생의사의 진료에 해

피드백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이 교육을 한 도구

로만 쓰 다는 느낌에서 벗어나 교육에 참여했다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

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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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요약 결론

1)요약

의과 학의 교육과정은 기 의학,임상의학,임상실습을 순차 으로 반

복하는 나선형의 방식으로 구성된다.침상 교육은 체 교육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임상 실습(clerkship)에서 수행되는 하나의 교육방법으로,

실제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 장이 곧 학습환경이 된다.침상 교육의

학습환경 설계모형은 임상 교수자들이 자신의 진료맥락에서 침상 교

육을 시행하기 해 고려해야 할 설계의 요소와 역 략을 제시한

것으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침상 교육의 학습환경 설계의 주요 요소는 학습활동,진료맥락,학

습과제,학습자원 지원,상호작용의 5가지이다.학습활동(Activity)은

학습자가 침상 교육 로그램을 통해 수행해야 하는 구체 인 단계를

의미한다.학습활동의 하 구성요소는 비,경험,성찰이다. 비과정은

진료경험을 한 학습자 비수행과 비수행에 한 교수자 피드백으로

구성된다.경험단계의 주요 요소는 시간 효율 ‘미세 략’과 진료권 보

장을 한 ‘환자안 ’이다.성찰의 단계는 학습자의 반성 마무리와 추

가학습의 수행이 있다.진료맥락(Context)은 침상 교육이 이루어지는

진료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진료실 공간의 물리 구성,진료방식

의료진 역할 설정,환자선택,학습용 진료기록 양식과 진료도구 장치

의 개발과 제공이 필요하다.학습과제(Task)는 학습자가 학습활동 과정

에 수행해야 하는 과제로 진료맥락의 특성과제와 문직업성 과제로

구분된다.진료맥락의 특정과제는 해당 임상 진료과목의 문 내용이며,

문직업성 과제는 일반 으로 의료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활동과제를 의

미한다.학습자원 지원(ResourceandSupport)은 교육 로그램을 운



-183-

하는데 필요한 도구와 장치를 의미한다. 비단계에서 제공되는 교육

자료 비수행의 도구와 침상 진료경험에서 주요하게 사용될 있는

수행도구 활용지침서,교수자를 한 시간 효율 교수 략의 활용방

법 성찰단계에서 주요하게 사용되는 성찰도구 등이 필요하다.상호작

용(Interaction)은 학습자를 심에 두고 침상 교육의 과정에서 학

습자가 만나게 되는 주된 상들과의 계와 방식을 의미한다.학습자가

상호작용하게 되는 상은 의사,환자,동료 학습자이며,그 방식은 학습

활동의 단계별로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다.

침상 교육의 교육맥락 학습환경의 설계의 5가지 요소와 하 구

성요소 요소별 계를 고려하면 침상 교육의 설계모형은 RI-ACT

모형으로 구조화 될 수 있다.침상 교육의 차 단계는 1단계 제한

요소의 확인,2단계 학습표 의 설정,3단계 활동 략의 고안,4단계 학

습자료 지원도구의 개발,5단계 로그램 운 과 평가로 구성된다.설

계활동은 단계별로 순차 으로 시행되나 계속 이고 순환 인 로그램

운 의 특성을 고려할 때,계속 인 수정과 보완이 가능하다.침상 교

육의 학습환경 설계 략 지침은 설계의 구성요소 5가지와 설계 략이

필요한 8가지 역은 다음과 같다.과제요소에는 ‘문직업성’,‘학습자

자기주도’,학습활동 요소에는 ‘시공간 이동’,‘학습활동 과정구성’,‘집

교수’가 있으며,진료요소에는 ‘물리 ·사회 특징’과 ‘환자안 ’의 설계

략이 있다.학습자원 지원요소에 ‘학습지원’상호작용 역의 ‘상호

작용 진’이 포함된다.각각의 역에 따라 1-2개의 설계 략과 설계

략 지침이 개발되었다.9개 설계 략에 이를 실 하기 한 26개 설

계지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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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결론

침상 교육의 학습환경 설계모형은 학습자들이 의료 장에서 보다

효과 이고 효율 으로 진료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의사들이 자신의 진료

맥락에 교수학습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이

를 해 본 연구의 과정 결과를 통해 도출한 설계요소,설계의 차

단계,설계 략에 한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침상 교육의 학습환경은 교육 의료 기 의 ‘조직의 요소’,

경험의 맥락을 구성하는 ‘물리 요소’,경험의 상이 되는 ‘사회 요

소’,의미 있는 학습경험을 한 ‘지원요소’를 갖는다.따라서 침상 교

육을 한 학습환경의 설계는 조직,사회,물리 요소의 제한 여건에

한 분석과 이를 활용하기 한 구성요소의 설정 략이 고안되며,

학습자의 의미 있는 경험을 한 지원요소가 개발되는 형태이다.

둘째,침상 교육의 학습환경 설계모형은 경험 지향 , 장기반의

학습환경 설계의 특성을 갖는다.일반 으로 목표 지향 설계에서는 도

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설정되면 이를 성취하기 한 방법이나 략이 모

색되는 과정이다.그러나 경험 지향 설계방식은 ‘어떤 업무를 어떠한

방식으로 경험하고’,‘경험을 해 무엇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설계

의 주된 심사이다.따라서 설계의 과정은 활용을 진하거나 활용을

제한하게 하는 여러 요소들의 분석과 설정이며,경험으로 활용할 수 있

는 시간,공간,자료,재료 인력에 한 략의 고안이다.교실환경이

나 온라인 환경에서 논의되는 학습환경은 제약조건의 분석보다 학습활동

을 한 개발이 보다 요하게 고려된다.그러나 장기반의 학습환경

설계는 이미 개발되어 있는 실무 장을 활용하기 한 설계의 세부

차로서 ‘제한조건의 확인’,‘표 학습분야의 설정’,‘활동 략의 고안’이

강조되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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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침상 교육의 학습활동은 경험학습이론에 근거하여 비-경험

-성찰의 3단계로 구성된다.침상 교육은 임상 교육을 통해 이론

내용에 한 교육을 마친 학생을 상으로 임상수행의 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따라서 학습자들은 진료경험에 앞서 경험해야 할 내

용이나 과제에 한 비수행이 필요하며,경험의 과정에서는 교수자의

피드백과 설명을 통해 자신의 수행을 교정하게 된다.마지막 성찰단계를

통해 수행역량의 정확성과 수 을 높일 수 있다.

넷째,침상 교육에서 가장 주요하게 고려하는 설계 략은 시간효율

을 고려한 교육내용의 선택 집 과 시간효율을 고려한 미세 략이다.

학습환경 설계의 주요한 략은 환자의 안 과 진료권의 보장이다.바쁜

진료환경은 그 자체가 교육의 맥락이지만 효과 인 교육의 측면에서 보

면 제약여건이 되기도 한다.이러한 환경 요소를 극복하게 해 학습

과제는 필요한 몇 가지 요소로 제한하며,이를 가르치기 한 시간효율

인 미세 략의 사용이 필요하다.진료의 측면에서 볼 때,침상 교육

의 학습활동은 진료의 방해요소로 인식될 수 있으며,환자의 진료권 침

해의 소지가 있다.교육의 과정에서 환자 안 과 다른 직무 종사자들의

진료권을 보장하기 한 설계 략이 요하다.

마지막으로 침상 교육의 설계모형 략을 활용하여 로그램을

운 한 결과 학습자뿐만 아니라 교수자에게도 정 인 효과가 확인되었

으며,환자들의 불편이나 불만은 확인되지 않았다.환경 제약요소의 확

인과 이를 고려한 학습환경의 설계는 침상 교육을 보다 효과 이고

효율 으로 개발,운 할 수 있는 지식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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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한 과 후속연구의 제안

본 연구는 몇 가지 측면에서 연구의 제한 이 있다.

첫째,침상 교육의 학습환경 설계모형 략을 개발하기 해 선

행문헌을 검토하고 분석하 으나 이러한 문헌이나 연구가 실제 인 문제

와 해결책에 한 정보를 모두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특히 국내 문헌의

경우 침상 교육에 한 연구가 거의 없는 형편임을 고려할 때, 부

분의 문헌들은 미나 유럽을 기반으로 연구된 것이라 국내 상황을 제

로 변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둘째,타당도 평가에는 1차 5인의 문가 평가와 2차 임상 교수자 사

용성 평가가 시행되었다.침상 교육의 학습환경 설계모형 략에

한 타당성 평가는 교수설계모형 략에 한 문가 지식과 더불

어 의학에서 교수설계자 교수자로서의 실제 인 경험이 요하게 고

려된다.그러나 실제 으로 국내에서 임상의학과 교육공학을 모두 연구

하고,활용하는 연구자가 많지 않아 참여 문가가 제한 인 한계가 있

다.

셋째,교수설계모형과 설계 략은 실제 맥락에서 다양한 교수자에 의

해 개발되고 운 되면서 그 특징과 한계 개선사항이 드러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목 으로 로그램을 개발하여 운 하여 사용성 평

가 과정을 거쳤으나, 용의 실제 사례가 충분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보

다 다양한 임상맥락의 용을 통해 계속 인 모형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 을 극복하고 성공 인 침상 교육의 로그램

개선을 해 후속연구로서 다음의 연구를 제안한다.

첫째,병동맥락,응 실,지역사회 의료기 등의 다양한 맥락에서 활

용을 통한 모형의 계속 인 수정과 보완이다.본 연구에서 개발된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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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교수설계의 차와 방법에 한 연구물이다.이러한 설계모형의 단계

와 차가 구체 인 진료맥락에 용될 때에는 맥락에 응 인 구체

인 략과 방법,활용의 특징들이 드러날 수 있다.이를 해 ‘회진기반

의 침상 교육’혹은 ‘응 실에서의 침상 교육’과 같은 보다 특정화

되고 세분화된 교수설계모형 략의 개발로 침상 교육이 보다 활

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둘째,침상 교육에 용될 수 있는 웹기반,모바일 기반의 교육장치

교육도구의 개발이다.침상 교육은 진료 장의 맥락에서 수행되지

만,교육 학습활동은 교육이 과 이후의 학습환경이 요하게 고려된

다.이러한 학습환경은 웹기반을 통해 효율과 효과를 개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침상 교육을 한 웹기반 학습환경 설계에 한 이론

연구와 실제 인 용은 침상 교육을 보다 효과 으로 시행하는데 도

움이 될 것으로 기 된다.

마지막으로 요한 것은 본 모형을 계속 으로 용하여 실제 인 효

과를 보고하고 계속 으로 개선하는 연구 활동이다.본 모형을 침상

교육의 학습환경 설계의 기 모형으로 아직 밝 지지 않은 특징과 개선

사항이 잠재해 있다.모형을 활용한 로그램의 개발과 효과성에 한

연구를 통해 모형의 가치와 개선사항을 발견하고 이를 발 시켜 보다 개

선된 침상 교육의 학습환경 설계모형이 제안될 수 있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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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ResearchonBedsideTeaching

LearningEnvironmentDesignModel

YoungjonKim

Advisor:Cheolim 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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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NationalUniversity

Bedsideteaching(BST)hasbeenemphasizedsincethebeginningof

modernmedicine.Buttheresultsofexistingstudiesoneducational

opportunityandeffectivenessofBST areskeptical.Theresearchon

design and practice how to prepare and to develop learning

environmentofBSTisinsufficient.

BSTiscarriedoutinactualclinicalfieldwithatargetof"thepatient

and the patient's discomforts. In this respect, the learning

environmentofBST hasseveralcharacteristicswhichcouldnotbe

putin shape only by constructivism–based learning environment

designtheoriesandmodels.Thelearningtaskisanintegralform of

performances such as clinicalreasoning,medicalskills,problem

solving,organization-managementand ethicaldecision-making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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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necessary to practice a medicine.The learners have to face

difficultiestotakeadvantageoftheclinicforlearning.Doctorsare

requiredtoperform dualroles,anexpertinmedicineforpatientsand

aninstructorforstudents.Sinceseveralsubjectswithavarietyof

different interests and level of medical knowledge directly or

indirectly participatein BST,theconflictsofinterestsarealways

latent.Thediscrepancybetweenidealsineducationandrealitiesof

practiceinclinicisalsoaenvironmentalfeaturetoovercome.

Theknowledgeand information abouthow todesign thelearning

environmentwhichclinicalprofessorscouldapplytotheir clinical

contextsareessentialtoimproveclinicaleducation.Thedevelopment

researchonBST learningenvironmentdesignmodelcouldbealsoa

goodopportunitytoexploreinstructionaldesigntheoryandmodelin

thefieldofvocationaleducation,andfield-basededucation.

Basedonamethodologyofinstructionaldesignmodeldevelopment,

BST environmentdesignmodelwasdevelopedasfollows.First,a

draftofthemodelandstrategiesisderivedfrom literaturereview

and refined through field experts’pre-review.Second,an internal

validationwascarriedbyexperts’validitytestandusers’response

examination.Third,abedsideteachingprogram wasdevelopedand

runfor 4th yearmedicalstudentsinfamilymedicineclerkshipofa

medicalcenter,anexternalvalidationwascarriedbyusabilitytests

from learnersandinstructers.

Asresults,thedesigncomponentsofthelearningenvironmentare

'learning tasks','learning activity','health carecontext','learning

resourcesandsupport',and'subjectsinteraction'.Designproces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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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sedasafive-stepactivity:toidentifylimitingfactors,toset

thefieldoflearning,todeviceteaching-learningactivities,todevelop

learningresourcesandsupportingmaterials,toimplantandevaluatea

BSTprogram.TheBSTlearningenvironmentmodelisproposedwith

thedesigncomponentsandthedesignsteps.And9strategiesand26

design guidelines for BST learning environmentare developed:

Medical professionalism, Self-directed learning, Space-time

configuration,Learningactivityconfiguration,Time-efficientteaching

strategies,Learningspacedesign,Patientwell-being,Studytoolsand

devices,and Facilitating interaction.A BST program has been

developedandrunin4thyearfamilymedicineclerkshipinW medical

center.Theuserresponseonprogram evaluation,theeffectivenessof

learningandusefulnessofsupportfactorswerepositive,andactual

utilizationandlimitationsofthemodelandstrategieswerederivedby

interviewswithusers.

TheBST learningenvironmentdesignmodelcanbecharacterizedas

'experience-oriented' design components, 'field-based' design

activities.In respect of improving BST program with learning

environment design model, the topics such ‘overcoming the

constraintsofa bedsideteaching’,and ‘a modelforallstudents,

doctorsandpatients’are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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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문가 타당성 평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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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침상 교육의 학습환경 구성요소 도출을 한 선행연구의 구성요소 분석

침상 교육의 구성요소 련문헌

임상의학 학습환경 구성요소

침상

교육의

학습환경

구성요소

학습활동 학습맥락 학습자원 학습지원

과

제 차

평

가

물

리

진

료

인

력

자

료

도

구

교수

략

지원

략

문직업 역할모형(Fitzgerald,1993:Jenkins,Page,

Hewamana & Brigley,2007; La Combe,1997;

Qureshi& Maxwell2012;Ramani,2003;Ramani,

Orlander,Strunin& Barber,2003).

√ √ √ √

�

의학의

직업

문성

임상수행능력(Aldeen& Gisondi, 2008;Dent, 2001;

Fitzgerald,1993:Jenkins,Page, Hewamana &

Brigley,2007;LaCombe,1997;Qureshi& Maxwell

2012;Ramani,2003;Ramani,Orlander,Strunin &

Barber,2003).

√ √ √ √

침상 경험과 성찰의 순환

(Cox,1993;Janicik& Fletcher,2003:Ramani,2003)
√ √ √ √ √ �

교수학

습활동

의

단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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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동맥락(Cox, 1993; Janicik& Fletcher, 2003:

Ramani,2003; Rees, 1987). 외래맥락(Ferenchick,

Simpson, Blackman, DaRosa, Dunnington, 1997;

Wolpaw,Wolpaw,& Papp,2003)

√ √ √ �

진료맥

락의

물리

특징

시간효율 략(Ende,1997;Janicik & Fletcher,2003;

Ramni;Neher,Gordon,Meyer& Stevens,1992;Neher

& Stevens,2003)

√ √ √ √

�

학습자

원

지원

학습과제별 지원 략(George & Doto, 2001;

Wolpaw,Wolpaw,& Papp,2003)
√ √ √ √ √

찰,역할모형(Janicik& Fletcher,2003),

피드백(Kilminster, Cottrell, Grant, & Jolly, 2007;

Wimmers,Schmidt,Splinter,2006).

√ √

학습자간 상호작용(Janicik& Fletcher,2003:Palincsar,

1998;Scardemalia& Bereiter,1996).
√ √ √ √ √

�

사회

상호작

용

교수자 의료인력(Cox,1993;Janicik & Fletcher,

2003:Ramani,2003)
√ √ √

환자기반 교수 략 (Doshi&Brown,2005)

환자동의(Cox,1993,Janicik& Fletcher,2003:Ramani,

20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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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침상 교육 학습환경의 개념 모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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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   한 학습 경 계  차 모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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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상   한 학습 경 계 략 

상   

학습 경 

계 략   

상   

계 략 

(Cox. 1993: 

Janicik & 

Fletcher, 2003 

Ramni, 2003; 

Wolpaw, Wolpaw 

& Papp, 2003)) 

학습 경 계

(Driscoll, 2005)

실습 장  

계 

(Barab & 

Duffy2000)

경험  

학습 동

(Dennick, 

2012)

학습 

계

 (spencer, 

2003) 

학습

과

-비

 공 

- 탈모 과 

실  술

과 태도

� 직업   

 

-학습 주 식
-질 에 

주 식

� 학습  

주도 

학습

동

경험  

학습 동 

  

수 략 (George 

& Doto, 2000; 

-가  

수립과 액  

플

- 목 /학

생수 /참여 수

 에게 

고지하

� 

비/경험/ 찰  

단계  근

- 찰  -경험하 / -  피드

4) 상   한 학습 경 계 략 도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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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her& Stevens, 

2003; Wolpaw, 

Wolpaw & Papp, 

2003)

찰/피드   하  
- /모

링

� 초   

수 략

진료

병동, 래진료실 
 -복잡하 , 

실 , 한 경

- 역  

동

-동

맥락

- 질 /

해

-  직

  필

요한 여  단

- 동 하

/  비

보장

� 진료맥락  

시공간    

안 �  안

학습

원 

 

지원

-다양한 상 법

-지식  

과  지각  지원

 

- 그 , 

포트폴리

� 학습 원  

지원도   장  

공

상

작용 
그룹 동

-학습  

통합  사  

동

- 동  

직 태

-  가능

한 많  에 

참여시키

� 상 작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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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역  계  핵심 
아 어  계 략   

상   미  요  
 상   미
 상   요  

è
-통합과 , 직업   
- 과  택과 장
-학습  주도

è

학습
과  

-통합과 , 직업   
-비   
-학습  주도 학습능  / 타 지 
-경험 / 맥락

 상   수학습 모  
 -Cox 모  

 -Best Teaching Practice Model

 -12 tips to improve bedside 

teaching
 -마 크 스킬 5단계, 
 -SNAPPS model
 -Five Steps to Teaching  Clinical 
Skills

è

-진료 , 진료, 진  후  
단계
-  학습 
-학습  주도 
-시간 효  수 략
- 과  택과 집
-  안 /
-다  학습  고
-진료지원  용
-학습과 별 수 략 
- 찰과 피드  지원 략
-학습 진 략 

학습
동 

-진료 , 진료, 진료 후  단계
-학습  주도,  학습 
- 별
-경험, 찰, 동
-경험  평가
-경험  추 과 평가

진료

-진료 , 진료, 진  후  시공간
 요  

-  안 /비 지
-진료지원  용
-비    맥락 
- 리 , 사  경 요  

상   학습 경 계
1. 주  학습 경  개 과 

계원리 
 1) 학습 경  개   요
 2) 학습 경 계원리

è

-학습  주도
- 해결 심
- 리 , 사  경 요  
- , 보, 지  도 , 

동체 , 사  맥락

학습
원 
 

지원

- 해결 심
- 리 , 사  경
- / 보/ 지  도 / 동
체
- 찰과 피드  지원 략
-학습 진 략 
-시간 효  수 략

2. 상 학 학습 경 계 원리 
1) 경험 학습  학습 경 계 
2) 장학습  학습 경 계 
3) 학습  학습 경 계

è

-학습  주 식
-비    맥락
-경험, 찰, 동
-경험  평가
-경험  추 과 평가
-실  진료 
-  안 /   

상
작용

-다  학습  고
- 동 , 사  직
-진료지원  용
-  안 /   
-실  진료 
-사  경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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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학습 동

학습과  
사  

상 작용
학습 원  지원 략

단계 내용 

상 

비 

학습과  
상  진료에 참여하  해 학습해야 할 과  한

다. (학습과   학습 법  찰내용   학습 지 

작 ) 진료과 

특

과

- 학지식

- 료술  

-그룹 과

-개  과  

• 진료과별 학습목 , 주요증상  주

요 진단 , 료 열람

• 진료과별 학습과   공 
ê •

과

 수행
과 별 특 에 라 학습  수행 한다

•학습 역에 라 과 , 상 료, 

체모 , 사  등  용

ê •

비 

수행평가
과  학습 과  평가한다.

•학습 지 평가

• 평가지, 체크리스트 공

• 과  수행에 해 피드  공

ê ê

상 

진료

참여 찰 사   진료  찰한다.
경험  통한 

득과   

- 학지식

- 료술  

- 료 담

- 료 리  

• 병동 진, 래진료, 수술참여 등  

ê
수행과 

피드  
학습 가 지도  감독 하에 직   진료한다. 

• 료 담, 학  추 , 술 수행 

• 과 역에  수 략  사용
ê

지도  학습 에게 필요한 내용  한다. 
• 질 -답변- 리  진료 마 리

• 추가  학습과  안 

ê ê

상 

후 

찰  

 

찰 

학습 는 진료경험  과  학습, 경험  통한 득

과  학습   찰하고 추가  학습할  결

한다. 찰  통한

경험  

-지식

-술

-태도

학습   주도  

학습 

• 학습과   틀  포함한 찰 지 

 공

ê  

추가학습 추가과  수행한다.  
•학습 역에 라 과 , 상 료, 

체모 , 사  등  용
ê

평가 상   학습 과  평가한다.  •포트폴리  평가, 찰 지 평가 

5) 학습 동 심  수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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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역  상   학습 경 계 략

학습

과

직

업    

1. 학습과 는 해당 진료과 특  고 한 직업  역  포함하도  계하라

1-1: 진료과별 학습목    증상  질병에 한 료  공하라

1-2: 직업  요 ( 료 리, 료 , 료법 등)에 한 과  목  공하라 

 

학습  

주

도 

1-3: 학습과 는 지식, 술 , 태도 역  하여 하도  한다.

2. 학습 가 신  학습과  직  하고 찰할 수 도  계하라  

2-1: 학습 가 학습할 과  직  하고, 진료경험  찰할 수 는 도  계하라

2-2: 학습  주도  학습  진하고 지원할 수 략  개 하라

학습

동

비/

경험/

찰  

단계  

근

3. 진료 참여 시   시공간  동  하라

3-1: 상  비  상  경험, 상 후 찰 단계  시공간  하여 하라

3-2: 학습 동  과 별 수행 장  요시간  악하여 계에 하라

4. 진료 참여 시   학습 동 과  하라

4-1: 상  비 단계는 학습과  , 과  수행  포함하라

4-2: 상   단계는 진료  참여 찰, 학습  수행, 수   포함하라

4-3: 상 후 찰 단계는 진료경험  찰, 추가학습 과  포함하라

시간

효

5. 시간 효  고 한 집 수 략  계하라

5-1: 진료 시간 내 상 에  해야 할 필수 과  하라

6) 상   학습 경 계 략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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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5-2: 상   과  에 합한 시간 효  수 략  개 하라 

진료

진료  

리  

요

 

 6. 진료 공간 내 리 /사  학습공간  계하라.     

6-1: 진료 공간  리  요 (진료장   진료 보 도 )  한  요   가능한 

요  하라
6-2. 학습  효과  학습 동  한 상  학습   하라 

6-3: 에 참여 가능한 료 (간 사, 공 )  역할  하라
6-4: 진료 공간 내 학생  용 가능한 진료도 , 진료장   보 범  하라

  

안

 7.  안  보장하  한 장  계하라 
7-1. 상   극  참여 가능    상  하라

7-2: 학습 가 진료에 참여하는  필요한 법 , 리  지  숙지하도  계하라 

7-3. 학생  직  수행할 수 는 진료참여  체  내용과 수  사 에 하라 
7-4: 상  에   참여범  역할  하라 

학습

원 

 

지원

원 

지원

도  

 장  

공

8. 학습  수행하는  필요한 도  계하라 

8-1: 학습  과  추 할 수 는 장  계하라

8-2: 진료경험  찰할 수 는 도  공하라 

8-3: 학습  과 과 내용  평가할 수 는 도  계하라.

상

작용 

상 작

용 촉진

9. 상 작용  촉진할 수 는 리  사  장  계하라

9-1: 학습 간 상 작용  가능하게 하는 공간과 시간  보하라 

9-2: 가능한 다양한 들  진료에 참여할 수 도  계하라 

9-3: 사  비 한 료지원  담가능 시간과 장  악하여 공하라 

9-4: 상 작용  상과 내용  악할 수 는 장  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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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학습 동

단계 내용 

상 

비 

학습과  
상  진료에 참여하  해 학습해야 할 과  

한다. (학습과   학습 법  찰내용   

학습 지 작 )

    ê

과

 수행
과 별 특 에 라 학습  수행 한다

    ê

비 

수행평가
과  학습 과  평가한다.

ê  ê

상 

진료

참여 찰 사   진료  찰한다.

ê

수행과 

피드  
학습 가 사  감독 하에 직   진료한다. 

ê

사는 학습 에게 필요한 내용  한다. 

ê ê

상 

후 

찰  

 

찰 
학습 는 진료경험  한 후 추가  학습할  

결 한다. 

ê

추가학습 추가 학습과  수행한다.  

ê

평가 상   학습 과  평가한다.  

7) 학습 동 단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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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질 지는 상   학습 경 계모  개 과   결과

에 한 가 타당  사  해 작 었습니다. 생님께  평

가하신 내용과 언  보다 나  모 개  해  필요한 작업  

가 평가  뢰 드립니다. 쁜 시간내시어 해주  감사합니

다. 

울 학  학과 공학 공 

연락처: youngjonkim@snu.ac.kr 

가 보 

 

공

야
실   연  

야 

최 학

  직책

타 사항 

〔  2〕 가 타당  평가 항 

‘ 상   학습 경 계모 ’  가 타당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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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항 4 3 2 1

탐색 헌  상   학습 경 계 모  개 하  

해 탐색한 헌  하 는가? 

용어  

 

 용어가 상  학습 경 계  모  

하는  하게 사용 었는가? 

헌 고찰  

 

행 헌  상   학습 경 계모  

개 하  해 하게 해 고 고찰 었는가? 

헌고찰 

결과 

 

상   학습 경 계모  탐색한 

헌  고찰결과  하게 하고 는가?

모  

직  

  

상   학습 경 계모  요  

차 등  리  하게 직 었는가? 

추가  

가 견 

가 타당도 검사 항 

1. ‘ 상   학습 경 계모 ’  도출과 에 한 타당

 ‘ 상   학습 경 계모 ’   행 헌  고찰  통해 도출

었습니다.  본 계모  도출과  타당한 지 가  견  여쭙고  합니

다. 질  시고 4단계 평 척도에 라 해당하는 곳에 √ 시해 주시  

랍니다.  (4: 매우 그 다, 3: 그 다, 2: 그 지 않다 1:  그 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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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항 4 3 2 1

타당  

본 계모  요   개  모  상 에  

상   프 그램  계할  고 해야하는 요

 타당하다. 

해
본 계모  요   개  모  상  

 학습 경  계하는  해하  쉽게 어 다. 

본 학습 경 계모  상  프 그램  계할 

 고 해야 하는 요  그 계  잘 하고 다. 

용
본 학습 경 계모  상   계하는  

용하게 용  수 다. 

보편  
본 학습 경 계모  상   해 프 그램

 계할  보편  용할 수 다. 

가 

견 

2.  ‘ 상   학습 경 계모 ’  내용 타당  

1) 상   학습 경 계  개  모 에 한 가 타당  

다   항  ‘ 상   학습 경 계모 ’  요   개  

모 에 한 타당  는 것 니다. 타당 에 한 평가 척도  살펴보시고 해

당하는 곳에  √ 시해 주시  랍니다.

(4: 매우 그 다, 3: 그 다, 2: 그 지 않다, 1:  그 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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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항 4 3 2 1

타당  

본 계모  차  단계  과  모  상

에  상   프 그램  계할  고 해야하는 

요  타당하다. 

해
본 계모  차  단계  과  상   

학습 경  계하는  해하  쉽게 어 다. 

본 학습 경  차  계모  상  프 그

램  계할  고 해야 하는 요  그 계  잘 

하고 다. 

용
본 학습 경 계  차  모  상   

계하는  용하게 용  수 다. 

보편  
본 학습 경 계  차  모  상   

해 프 그램  계할  보편  용할 수 다. 

가 

견 

2) 상   학습 경 계  차  모  타당  

 다   항  ‘ 상   학습 경 계모 ’  차  모 에 

한 타당  는 것 니다. 타당 에 한 평가 척도  살펴보시고 해당하는 곳

에 √ 시해 주시  랍니다.

(4: 매우 그 다, 3: 그 다, 2: 그 지 않다, 1:  그 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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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항 4 3 2 1

탐색 헌  상   학습 경 계 모  개 하  

해 탐색한 헌  하 는가? 

헌 고찰  

 

행 헌  상   학습 경 계모  

개 하  해 하게 해 고 고찰 었는가? 

헌고찰 결과 

 

상   학습 경 계모  탐색한 

헌  고찰결과  하게 하고 는가?

략 술  

  

상   학습 경 계 략  리  

하게 술 었는가?

추가  

가 견 

3. ‘ 상   학습 경 계 략’  도출과 에 한 타당

‘ 상   학습 경 계 략’   행 헌  고찰  통해 도출 었

습니다.  본 계모  도출과  타당한 지 가  견  여쭙고  합니다. 

질  시고 4단계 평 척도에 라 해당하는 곳에 √ 시해 주시  랍니

다.  

(4: 매우 그 다, 3: 그 다, 2: 그 지 않다, 1:  그 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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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역   상   학습 경 계 략

타당

4 ~1

학습

과

직업

   

1. 학습과 는 해당 진료과 특  고 한 직업  역  포함하도  계하라

1-1. 진료과별 학습목    증상  질병에 한 료  공하라

1-2. 직업  요 ( 료 리, 료 , 료법 등)에 한 학습과  목  

공하라 

1-3. 학습과 는 지식, 술 , 태도 역  하여 하도  하라

2) 상   학습 경 계 략에 한 가 타당  

 다   항  학습 동  심  개  ‘ 상   학습 경 계모 ’  학습 동 차에  

계 략  타당  는 질 니다. 타당 에 한 평가 척도  살펴보시고 해당하는 곳에  √  시해 주시

고, 수 할  해주시  랍니다. 

(4: 매우 그 다, 3: 그 다, 2: 그 지 않다, 1:  그 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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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  

주도 

2. 학습 가 신  학습과  직  하고 찰할 수 도  계하라 

2-1. 학습 가 학습할 과  직  하고, 진료경험  찰할 수 는 도  계

하라

2-2. 학습  주도  학습  진하고 지원할 수 략  개 하라

학습

동

비/경

험/ 찰

 

단계  

근

3. 진료 참여 시   시공간  동  하라

3-1. 상  비  상  경험, 상 후 찰 단계  시공간  하여 하라

3-2. 학습 동  과 별 수행 장  요시간  악하여 계에 하라

4. 진료 참여 시   학습 동 과  하라

4-1. 상  비 단계는 학습과  , 과  수행  포함한다. 

4-2. 상   단계는 진료  참여 찰, 학습  수행, 수   포함하라

4-3. 상 후 찰 단계는 진료경험  찰, 추가학습 과  포함하라

집 수

시간효

략

5. 시간 효  고 한 집 수 략  계하라

5-1. 진료 시간 내 상 에  해야 할 필수 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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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상   과  에 합한 시간 효  수 략  개 하라 

진료

진료  

리  

요  

6. 진료 공간 내 리 /사  학습공간  계하라    

6-1. 진료 공간  리  요 (진료장   진료 보 도 )  한  요   

가능한 요  하라  

6-2. 학습  효과  학습 동  한 상  학습   하라

6-3: 에 참여 가능한 료 (간 사, 공 )  역할  하라

6-4: 진료 공간 내 학생  용 가능한 진료도 , 진료장   보 범  

하라

  

안

7.  안  보장하  한 장  계하라 

7-1: 상   극  참여 가능    상  한다.

7-2: 학습 가 진료에 참여하는  필요한 법 , 리  지  숙지하도  계하라 

7-3. 학생  직  수행할 수 는 진료참여  체  내용과 수  사 에 하라 

7-4: 상  에   참여범  역할  하라 

학습

원  

학습 원 

 
8. 학습  수행하는  필요한 도  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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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원도  

 장  

공

8-1: 학습  과  추 할 수 는 장  계하라

8-2: 진료경험  찰할 수 는 도  공하라 

8-3: 학습  과 과 내용  평가할 수 는 도  계하라.

상

작용 

상 작

용 촉진

9. 상 작용  촉진할 수 는 리  사  장  계하라

9-1. 학습 간 상 작용  가능하게 하는 공간과 시간  보하라 

9-2: 가능한 다양한 들  진료에 참여할 수 도  계하라 

9-3: 사  비 한 료지원  담가능 시간과 장  악하여 공하라 

9-4: 상 작용  상과 내용  악할 수 는 장  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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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항 

수

(1-5) 

 

1. 본 프 그램  학습 가 주도  학습  가능하도  

계 어 다. 

2. 본 프 그램  학생과  안  해하지 않도  

어 다. 

3. 본 프 그램  사  직업  역  학습하도  

공 었다. 

4. 본 프 그램    다  료 과 상 작용  보다 

쉽고 극  어나도  하 다.

5. 본 프 그램  병원에  나  상경험  진하고 

 찰하도  계 어 다. 

6. 본 프 그램  시간  효  고 해 필수과  집 학

습과 개별 택학습  가능하도  어 다. 

〔부록 3〕 학습자 사용성 평가

다   항  ‘ 상   학습 경’  계 모 에 라 개  프

그램  학생 사용  평가 항 니다. 평가 항  계원리가 었는지 

는 프 그램 평가  계지 별 용  평가  학생 장에  평가 지  

 내용 니다. 각 항목에 하여 효과  평가해주시  랍니다. 평가 척도  

잘 보시고 해당하는  √  시해 주시  랍니다.  

1. 프 그램 평가 

(5: 매우 그 다, 4: 그런 편 다, 3: 보통 다, 2: 그 지 않다, 1:  

그 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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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항 
수

(1-5) 

효과  

1. 나는  실습  통해 해당 과목에 한 진단, 료, 

리에 한 학  지식과 추 능  향상할 수 었

다. 

2. 나는  실습  통해 해당 과목  진료 필요한 술

수행 능  개 하고 향상할 수 었다. 

3. 나는  실습  통해 비 사  필요한 질(

간 , 능 , 리  태도)  개 하고 향상시킬 

수 었다. 

4. 나는  실습에  주도  학습  계 하고 찰

하는 경험  통해 주도학습 역량  양하 다.

5. 나는  실습에  동, 료 과 상 작용  

통해 가 학습  역량  개 할 수 었다. (연 , 

작 , 컨  통한 ,  등)

2. 학습  효과  

(5: 매우 그 다, 4: 그런 편 다, 3: 보통 다, 2: 그 지 않다, 1:  그 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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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항( 시) 
평가

5 4 3 2 1

학습과

공  학습과   가 드는 주도학습에 용하 다. 

학습과  과  직업  역량개 에 용하 다.  

그룹학습과 는 별 동  보다 하는  용하 다.  

진료 경

진료실  진료 에 한 사  보는 용하게 용 었다. 

나  학습  진료  크게 해가 지 않았다. 

료 ( 공 , 간 사, 직원 등)과   학습에 도움  

었다.  

학습 원 

 

지원 

공  학습 료  료는 효과  학습  가능하게 하

다. 

학습 료 창고(축  학습 료 타)는 학습에 도움  었다.

공  학습 찰  경험  보다 하게 하는  필요했다. 

상 작용 

학습 경 

본 실습에 는 비   가 ( 주) 경험할 수 었다.

 생  보는 학습  비하는  도움  었다. 

진료시  내 는 진료  해하지 않는 범 에  학습하 에 

람직한 곳 었다. 

학습 찰  나  상 작용  진하 다.

학습 동 

비단계  학습  상 실습  비하는  용하 다. 

학습 찰  과 비 하여 사  진료  보다 하게 

찰하는  도움  었다. 

진료참여(보 )  체  내용과 수  미리 알고 어 진료참여

가 보다 용 하 다.  

상 후 찰  통한 추가학습  사  역량  키우는  도움

 었다.

타 

상   학습 경 계  지 에   개 하거나 보 해야할 사항  

엇 니 ?

3. 학습 경 지원요  용   

(5: 매우 그 다, 4: 그런 편 다. 3: 보통 다, 2: 그 지 않다, 1:  그 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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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가정의학 외래기반 침상 교육 자료

1)실습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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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 사 초진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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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습  수행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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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상   한  항목 

A1-1. 진단, 료, 평가, 리  과 학 학습역량  엇 가?

A1-2. 학생들  상   통해 엇  학습하고  하는가? 

A2-1.  원, 검사  처 , 래  진료시간, 진료 장 , 료진  

어떻게 는가?  

A2-2.  주   증상에 한 진단, 처 , 검사  시술  누가 어

떻게 하는가? 

A2-3: 료  상   해 엇  어떻게 비했는가? 

〔부록 5〕 학습환경 설계 워크시트

가.  

 상   수행하  해 주어진 건들  악하는 단계 니다. 

 역  요  진료 경 , 요 는 지향하는  재  차

 하는 것 니다. 상  에   지향하는 목 는 과 학 업

생  갖춰야 할 필수  역량들 니다. 다  시는 과 에  해야할 

내용에 한 질 니다. 사한 질  용하여 해당 진료과목 나 진료맥락에

 필요한 내용  하도  합니다. 



-247-

시) 과 학 3학  계 질  상    

B1-1. 계 증상  하는  진찰  감별진단, 다양한  

하

B1-2. 담-검사 동  ,   작

B2-1. )  9시-12시, 내과 진료실에  내과 00 수님  진

료에 참 , 진  진보  

나. 

  단계에  악한 내용 에  상   통해 학습하고 하

는 과  과  학습하  해 경험해야할 진료맥락  택하는 단계 니다. 

 역  크게  가지 , 첫째는 상   통해 경험하  하

는 학습과  니다. 학습과 는 참여하는 진료내용 특 과  사  

갖춰야 할 직업  학습과  모  합니다. 진료맥락  한 학습과

 가장 잘 경험할 수 리라 하는 진료장   시간, 진료 식, 참여 료

진, 참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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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차 
내용 

학습 동 학습지원  촉진 략 

상 

비 

학습과  

ê
과

 수행

ê
비 

수행평가

ê ê

상 

진료

참여 찰

ê

수행과 

피드  
ê

ê ê

상 

후 

찰  

 

찰 

ê

추가학습

ê

평가

다.  

  앞  한 진료맥락  용하여 한 학습과  수행할 수 도

 상   학습 경  직 하는 단계 니다.  상  상  

비, 상  진료, 상 후 학습  단계별 동 차  차별 주요한 지원

략 니다. 다  는  병동  상   학습 동   본 틀 니

다. 학습 동  내용  학습 들  언 , 어 , 엇  어떻게 할 것 지  

한다. 학습지원  진 략  수 나 병원  학 가 비해야 할  

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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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가 학과 래에   상   한 개  료 목   

1. 학생들   진 진료 지   

2. 학습  수행  찰 지 식 

3. 학습  평가 식

4. 학습 과 목     료 

5. 웹  학습 료 보  장  등 

상   한 개  료 목   

라. 개  

개  내용   단계에  한 상  학습 동  수행하는  필요한 

학습 원  학습  지원하는 도  장 니다. 상   한 학습 경

에  학습 원  지원요 는 차  계과  첫 단계  과 에  

,   단계  통해 직 고 체 니다. 개 단계는  

단계  통해 필요  었 나 갖춰지지 않  요 들  새  만드는 단계

니다. 개 단계에  만들어지는  요 들  학습 동  학습지원 도  

 장 니다. 필요에 라 수  한 수 략  프 그램 운 에 요 들

 개 에 포함  수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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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실행 

상   한 학습 경 계과  마지막 단계는 프 그램  실질  

운 니다.  상  학습 경   진료  맥락 고 상  특징  

 에  계과  통해 프 그램  , , 개  었다 하 라도 

러한 요 만  프 그램  벽하게 비하 는 쉽지 않습니다. 학습 경  

계  에  운  단계는 실  프 그램  운 하  직 하게 는 

, 개 사항  하  동시   계과  빠 게 복  

 하  동시  수 ․ 보 하는 단계 도 합니다. 과 학 상  

특 상 상    그룹별 학생들  계  프 그램에 참여하게 

니다. 운  통해 계  수  프 그램  특  학습그룹  특  진료

맥락  상   통해   프 그램  계는 마 리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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