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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학과 학생의 PBL수업과 학업성취도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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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PBL is a teaching method to learn problem-solving process.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redictors of 
academic achievement when PBL is applied to students of physical therapy.
 Method : We Performed in-depth interviews and analyzed using the qualitative analysis by randomly assigning 5 of twenty 
four students who attended the class.
 Result : The results are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and six sub-subjects. Based on two system of classification, PBL 
showed the learning effect through problem-solving methods because students directly participated in these processes. Also, 
students need to clearly comprehend communication method and decision-making process in order to progress the class 
smoothly.
 Conclusion : Therefore, futher studies will be continuously needed on how we apply PBL to various curriculums of physical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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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물리치료사는 다양한 임상영역에서 임상가, 교육자, 행

정인, 상담가, 연구자로써 복합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위치에 있어야 하며, 이에 합당한 전문적인 자격을 갖줘야 

한다(WCPT, 2007). 과거 물리치료사는 병원을 중심으로 

손상에 한 단순한 처치만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지역사회 환경 내에서 환자 중심의 건강 증진을 

강조하는 새로운 치료 모델로 변화하고 있다(Edwards 등, 

2004).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물리치료학과 교과과정도 많

은 변화가 생겼다. 이론 중심의 학습에서 임상 중심의 실

습이 강조되고 있으며, 단순한 지시수행을 위한 위험요소

와 금기증을 외우는 학습 위주에서 임상 상황에 맞게 판

단하고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학습으로 변화되고 있다. 

하지만 부분의 물리치료학과가 학교육과정에서 실제 

환자를 상으로 하는 실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의식 수업방식이 주로 진행되고 있다. 임상 실습은 

실제 병원에서 약 320시간 정도 진행되고 있지만, 실습 병

원마다 진행방식과 내용이 다르고, 학교 교육과 연계가 잘 

되지 않아 이론과 실기의 통합이 어려운 실정이다. 

문제중심학습법(problem-based learning; PBL)은 구성주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학습자의 존재를 능동적으로 보며 접

근하는 교수법이다. 전통적인 교수법과는 완전히 다르게 

학생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스스로 문제에 한 정의를 내

리고, 가설을 정하고, 자료를 찾고, 해결책을 개발하고 결

과를 평가하는 형태로 진행된다(Barrows & Tamblyn, 

1980). PBL은 전통적인 교수 접근과 근본적으로 달라서 

결과보다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학습과정 그 자체가 초

점이 되는 학습법이다(서혜정, 2012). 따라서 자기주도적

인 학습이 가능하고 실제 상황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판단

력, 비판력, 유연성 등을 키우기에 유리한 학습 방식이다

(Camp, 1996). PBL방식은 캐나다 McMaster 학 의과 학 

수업에서 처음도입이 되었으며, 그 이후 전 세계에서 활발

하게 적용되고 있다. 물리치료 교육과정은 1990년 에 캐

나다 McMaster 학에서 개발하였으며 연구를 통하여 전

통적인 교육 방식과의 차이를 검증하여 밝혔다(Saarinen- 

Rahika & Binkley, 1998). 하지만 국내 물리치료 교육과정

에서는 이에 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물리치료학과에서 PBL에 따른 수업을 진행

하였을 때, 참여 학생들이 학업성취도와 관련되어 경험하

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물리치료학과에서 PBL 수

업 적용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고자 진행하

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2014년도 1학기에 Y 학교 물리치료학과 

전공 과목인 스포츠 물리치료학 3학점 수업을 PBL로 설

계하여 운영하였다. 15주 동안 표 1과 같이 수업을 진행한 

후에 수강자 24명 중에서 남학생 2명, 여학생 3명 총 5명

을 무작위로 선정하였으며, 연구 목적을 충분히 설명한 후

에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질적 분석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신경림 등, 2004). 심층면접은 각 

상자와 개별면담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연구원이 구조

화된 질문지를 중심으로 인터뷰를 주재하고 응답자들은 

이에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심층 면접에 필요한 질문 목록을 개발하기 위하여 문헌

연구를 통해 수업에 한 성취도를 PBL 수업 성과와 관련

된 연구를 기초로 질문지를 구성하였다(서혜정, 2012; 정

진욱, 2008). 질문지 내용은 수업목표 달성을 위한 내용뿐

만 아니라, 수업 진행방식의 이해, 그리고 다른 교과목에 

적용 가능성을 묻는 질문들을 포함하였다. 심층 면접에 사

용된 질문의 범주와 유형의 예는 표 2와 같다. 

심층 면접은 1인당 20~30분 정도 연구자의 연구실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 면담이 진행되기 전에 간단한 면

담 지침을 안내하였다. 면담 진행은 가능한 편안한 분위기

에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여자들에게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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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순서 수업 내용

1주 오리엔테이션

2주 팀구성, 재활 중 치유과정의 이해와 관리

3주 재활에서의 중심 안정화 훈련, 과제1 제시 및 과제 구체화작업

4주 허리부 손상 예방을 위한 중심 안정화 훈련의 적용, 조별 과제 해결

5주 조별 과제(중심 안정화 훈련) 발표

6주 신경근 조절의 재설정

7주 어깨 손상에 한 신경근 조절 훈련 방법, 과제2 제시 및 과제 구체화 작업

8주 중간고사

9주 조별 과제(어깨 손상 및 신경근 조절 훈련) 발표

10주 발목 손상의 신경근 조절 및 근력 강화 훈련 방법

11주
근력과 근지구력 강화에 한 요약 강의

과제2-1 제시 및 과제 구체화 작업, 문제 해결

12주 조별 과제(발목 손상의 신경근 조절 및 근력강화 훈련) 발표

13주 무릎 손상에 한 재활, 과제3 제시 및 과제 구체화 작업 및 과제 해결

14주 조별 과제(무릎 손상에 한 자세 조절능력 과 균형 능력 향상) 과제 발표

15주 기말고사

표 1. 스포츠물리치료 PBL 수업 순서 및 내용

질문의 범주 질문 내용

수업 방식에 한 이해

1. 수업을 진행하면서 좋았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2. 반 로 불편하거나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3. 실제 임상에서 얼마나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수업 성취도

4. 수업 내용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까?
5. 수업에 한 집중도와 참여도는 어떠했던 것 같습니까?
6. 전반적인 수업 내용에 해서는 얼마나 정리가 된 것 같습니까?

다른 교과목에 한 적용
7. PBL 수업 방식이 다음 학기 수업에 적용이 된다면 수강하시겠습니까?
8. 과거에 들었던 교과목 중에서 어떤 과목이 PBL 수업 방식에 적합할 것 같습니까?

표 2. 심츰 면접 질문의 범주와 질문 내용 

담 내용이 녹음이 되고 녹음된 내용은 나중에 전사되어 

연구에 사용됨에 하여 안내하였다. 녹음된 면담자료를 

제 3자에 의하여 전사하였고, 연구자가 녹음 내용과 전사

본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모든 면

담 내용의 전사된 양은 A4용지 약 30장으로 전사하였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심층 면접 내용에서 획득된 원

자료를 기초로 하여 질적 분석방법의 하나인 연속적 비교

법(constant comparative method)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김

두섭, 2002). 연구자는 첫 번째 전사본을 독립적으로 읽으

며 흥미로운 구절을 범주화(category)하였다. 두 번째 전사

본은 첫 번째 전사본에서 정리된 범주에서 새롭게 생성된 

범주를 추가 하거나 조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모든 

전사본은 연구자가 분류하여 최종적으로 2개의 주제와 6

개의 하위주제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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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본 연구는 PBL 수업 방식으로 진행된 스포츠물리치료

학의 학업성취도 고취와 확  적용에 한 방향을 살펴

보기 위하여  수강생을 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수업에 몰입하기 

PBL 수업 방식이 수업시간의 많은 부분을 문제 해결

을 위한 의견조율과 논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수업에 

한 강의식 수업 방식에 비하여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그리고 스스로 주도적으로 나서서 문제해결을 하려는 

모습으로 결과가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강의식 수업은 수업시간에 조는 경우도 있고, 딴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수업은 방식 자체가 참여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잖아요. 수업

에 몰입하지 않으면 조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니까

요” 학생3.

“저 혼자하면 정해진 제 틀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데, 다섯 명이 모여서 하니까 다른 애가 문제를 던져

주면 고민하게 되요. 자기 생각과 집중을 더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학생2.

“저희 조에 있는 ㅇㅇ은 항상 뒷자리에 앉아서 가만

히 듣다가 가는 스타일이라서 처음에는 별로 말도 안

하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의견을 개 많이 활발하게 

제시하면서 마지막 조별 과제는 걔가 주도적으로 했어

요.” 학생1. 

2. 학습 성취도

PBL 수업이 문제 해결의 결과에 한 지식 전달보다

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전달하는 수업 방식이기 때

문에 많은 양의 지식을 해결할 수는 없었다. 아직까지 학

생들은 문제해결의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요시하는 경향

이 강하다 보니 직접 해결한 결과가 너무 적어서 불안해 

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스스로 문제를 정리하고 해

결해 나가는 과정에 해 학습한 것에 해서는 어느 정

도 인지하고 있었다. 

“한 학기에 사례 해결을 3~4개로 하는 거잖아요. 만

약에 그걸 강의식 수업 방식으로 했다면 책을 한권 다 

나가는 걸로 치며, 몇 백 페이지는 했을텐데. 중간고사

나 기말고사 기간이 되었을 때만 시험범위 체크해서 

줄치면서 단기 암기해서 내일 시험 잘 봐서 성적 잘 

받아야지 하고 생각하고 하는데, 그건 나중에 몇 일만 

지나면 다 까먹어버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례를 해

결하는 문제는 제가 직접 인터넷에서 찾고 제가 직접 

실습도 해보고 운동도 해보고 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

런 거는 절 로 까먹을 수가 없는 게 서로 장단점이 

있는 거 같아요. 많은 양의 내용이냐 아니면 적은 양

이지만 확실히 자기 것으로 만드느냐 이 차이인 것 같

아요.” 학생1.

“문제 해결하면서 그 팩트에 한 집중도는 확실히 

다른 수업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 이 수업을 이쪽 한

군데만 집중하다 보면 하나의 집중력은 좋은데 전체적

으로 다 볼 수는 없다는게, 전체적인 것을 못 보니까. 

좀 이해가 가끔 안 될 때가 있어서 그게 조끔만 불편

했던 것 같아요.” 학생2.

“운동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방법은 알겠는데, 상세하

게 근육에 해서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 같은 상세

한 내용은 책을 봐야하니까 정확하게 바로 말은 못하

겠어요.” 학생5. 

3. 조원들과의 유대관계

조원들과의 관계는 조별로 차이가 있었다. 상담을 실시

한 5명 중에서 4명은 유 관계 형성에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하였고, 그 중 2명은 관계가 더 좋아졌다고 얘기하였으나, 

나머지 1명은 오히려 관계가 좋지 않아졌다고 하였다. 

  
“저희 조에 있는 ㅁㅁ와 ㅇㅇ은 기숙사에 살고 있어

서 만날 기회가 적었어요. 그래서 안 친했거든요.. 그

런데 조별 과제를 하다보니 개 많이 활발해져서 서

로 많이 웃고, 지금은 많이 친해졌어요.” 학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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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조는 확실히 별로 티가 나지 않던 학생 두명

이 있었는데, 친하기는 해도 말을 서로 많이 안했었어

요. 확실히 말을 많이 하다보니까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학생2

“저희 조는 처음부터 다 친한 사람들로 구성되서 처

음부터 재밌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조 얘기

를 들어보니까. 다 그런건 아니더라구요. 서로 별로 안

친했는데, 더 사이가 안좋아진 것 같아요. 우리 조가 

아니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그런 얘기

를 들었어요. 솔직히 복불복인 것 같아요. 조원을 잘 

만나면 진행도 잘 되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학생5

4. 의견 조율과 집단의사결정

각 조에 조장을 선발하고 조별 규칙을 마련하였지만, 

학생들이 실제로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과정에서는 의견 

조율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무래도 복학생 선배들은 말도 잘하고, 자기 생각

만 말하고,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별로 였던 것 

같아요.” 학생4. 

“조별 과제를 해결하려고 수업시간 전이나 전날에 

모이는 경우가 있는데, 조원이 다 스케줄이 맞는게 아

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못 간다고 하면 왜지 

학기 끝날 때 조원들끼리 평가하는데 그런데서 마이너

스가 될 거 같고....” 학생1. 

“수업 시간에 토론을 할 때, 제 생각을 말하고 있다 

보면 꼭 한 두 명은 제 얘기를 안 듣고, 딴일을 하다

가 자기 생각 막 던지고, 체계가 확실히 안 잡히는 것 

같아요.” 학생1. 

5. 과목 특성에 따른 수업방식의 적용

PBL 수업 방식에 적합한 과목에 해서는 크게 물리치

료사 국가면허시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과

목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과 다른 과목과

의 연계가 필요한 과목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스포츠 물리치료는 국시과목

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례형으로 하는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국시과목은 책 한권이 다 국시범위이기 때

문에 다 떼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목은 잘 모

르겠어요.” 학생1. 
“기능해부학 같은 기초 과목을 했으면 좋겠어요. 약

간 동 떨어져 있는 분야는 너무 어려워서 하기 힘들 

것 같아서요. 지난 학기 때 들었던 작업치료학이 그랬

어요. 아는게 하나도 없는데 하려니까 너무 어려웠어

요.” 학생5. 

6. 발표와 보고서 작성

많은 학생들이 아직까지 앞에 나서서 발표하는 것에는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4~5명 앞에서 

소규모로 발표하는 것에 해서는 긍정적이었으며, 물리치

료사라는 직업과도 잘 맞는 것 같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1명이서 앞에 나가서 발표하는 건 너무 부담이 커

서 저는 싫었어요. 마지막 과제 때 했던 것처럼 소규

모로 돌아가면서 조원이 다 발표하는게 더 좋은 것 같

아요.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기는 하지

만 그래도 한 사람한테 부담을 주는 것 보다는 나아

요.” 학생5.

“발표하는게 싫어요.. 특히 앞에 나가서 하는 건 하

기 싫어서 스트레스 받았어요. 내가 싫은데 다른 조원

들 때문에 그냥 막 제가 하라고 하는 바람에...” 학생4. 

“과제가 끝나고 확실하게 마무리가 잘 안된 것 같아

요. 다른 조 꺼는 그냥 우리랑 좀 다르구나 라고만 생

각하고, 그냥 ‘다음 과제 하자’ 이렇게 넘어갔던 것 같

아요. 자기성찰 보고서도 그냥 우리가 한 걸로만 해서 

내고 다른 조 것은 잘 보지 않는 것 같아요.” 학생5.

이상의 결과를 정리해보면, 2개의 범주와 6개의 하위 

주제로 요약할 수 있다. 2개의 범주는 ‘직접적인 학습목표

에 한 성취’와 ‘사회성과 조직문화 적응력 성취’이다. 6

개의 하위 범주는 수업에 몰입하기, 학습 성취도, 과목 특

성에 따른 수업방식의 적용, 조원들과의 유 관계, 의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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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하위 주제

1. 직접적인 학습목표에 한 성취 

1. 수업에 몰입하기

2. 학습 성취도

3. 과목 특성에 따른 수업방식의 적용

2. 사회성과 조직문화 적응력 성취

4. 조원들과의 유 관계

5. 의견 조율과 집단 의사 결정

6. 발표와 보고서 작성

표 3. 심츰 면접 분석 결과

율과 집단 의사 결정, 발표와 보고서 작성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표 3). 

Ⅳ. 고 찰

PBL에 한 연구는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간

호학과 학생을 상으로 PBL의 효과를 측정한 연구에서, 

PBL 집단이 PBL을 경험하지 않은 학습 집단에 비하여 

메타인지 및 문제해결과정의 점수가 향상된다고 하였고, 

메타인지의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과정 점수가 높다

고 주장하였다(최희정, 2004). 간호학과 학생을 상으로 

진행한 다른 연구에서는 임상수행능력이 학습에 한 자

기 주도성, 비판적 사고성향, PBL참여도와 정적 상관관

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이숙희 등, 2007). 김설희와 김

동기(2009)는 치위생학과 학생을 상으로 PBL의 효과성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PBL 집단이 비교집단보다 

학습동기와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

고 보고하였다. 정영란 등(2009)은 구강보건 교과를 위한 

PBL 패키지를 개발하고 적용하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를 통하여 학습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의미를 해석하고 

적절한 PBL과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장기완 등(2009)

은 치의학교육과정에서 전면PBL을 실시하는 것이 문제

해결과정, 메타인지, 내적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한 연

구를 진행하면서, 전학년 동안 전면 PBL을 실시하는 것

보다 일정 기간 동안만 전면 PBL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

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강의식 수업과 병행을하

거나 웹기반 PBL을 함께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

하였다. 최은영과 이우숙(2010)은 간호학과 학생을 상

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강화한 혼합형 PBL에 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학생들의 요구도와 선호도를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학습방법을 적용한 교수법이 시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리치료학과에서 PBL 수업 적용과 관련된 연구는 매

우 제한적이다. 문옥곤과 왕중산(2013)은 물리치료학과 

정형물리치료학 수업에 참여한 학생을 두 집단으로 나눈 

후에 PBL을 적용한 집단과 강의 중심의 수업을 적용한 

집단에 하여 학습동기와 학업성취도를 검사하였다. 그 

결과, 학습동기는 PBL집단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학업성

취도에서는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는 4주간의 짧은 시간 동안 4개의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결과의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저자도 한 한기이상의 장기간의 연구가 필요하

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 이 연구 외에는 물리치료학과에

서 PBL을 실시한 연구는 국내에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의 PBL 경험을 바

탕으로 향후 연구의 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물리치료학과에서 PBL 수업을 적용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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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학생들의 수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현상학적으로 

살펴보고자 수업을 수강한 학생을 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제 해결의 과정에 해서 직접 참여하고 해결

해 나가기 때문에 문제 해결 방법에 한 학습 효과는 좋

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물리치료학과에서 배

워야하는 지식이 전문분야이고 그 양이 매우 많기 때문

에 PBL 수업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

다. 따라서 PBL 수업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물리치

료학과 교과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PBL 수업방식

으로 효과성이 증 될 수 있는 과목에 해서 선택적으

로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PBL 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학생들

이 집단에서의 의사소통 방법과 의사 결정의 과정에 

해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리치료 

학과의 특성상 많은 전문지식을 전달해야하기 때문에 조

직행동이나 의사소통에 한 훈련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

고 있다. 하지만 물리치료사라는 직업도 보건의료 조직의 

한 일부분으로 활동해야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지식과 훈련도 반드시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원활한 PBL 수업의 진행을 위해서 교수자가 팀 빌딩에 

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는 것

이 짧은 시간에 효율적인 수업목표 달성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생각된다. 

2015년도 물리치료사 국가면허시험부터는 사례형 문제

가 출제될 예정이다. 또한 향후 3년간 계속 사례형 문제

의 비중이 증가될 예정이다. 따라서 물리치료학과 교육과

정에 전문지식을 전달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이

용하여 분석하고 통합하는 과정에 한 지식을 쌓게 해주

는 것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아직까지 국내 물리치료

학과에서 PBL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보편화되지

는 않았지만(문옥곤과 왕중산, 2013), 해외에 있는 많은 

학교에서는 PBL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그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다(김현우와 강인애, 2013). 물론, 

PBL 수업이 장점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시간적, 공간적

인 제약이 많이 따르며, 참고자료의 부족 문제도 있다(최

은영과 이우숙, 2010). 따라서 물리치료학과의 다양한 교

과목에 해서 PBL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에 한 연구와 웹기반 학습이나 면 면 학습 방식을 혼

합한 방식에 한 다양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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