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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해부학 실습에 사용되었던 사체와 인체 모형을 활용하여 해부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의학전문대학원생들이 간호학과, 응급구조학과, 스포츠 과학부 등 3개 학과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사체

내부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하고, 상호 질의응답과 토론을 진행한 후, 설문조사와 소감문을 통하여 학

습 효과를 분석하였다.

해부학 설명자 요인, 설명 및 설명회 전체 만족도, 학습도움정도에 있어서 참가자가 설명자보다 유

의하게 높은 수치를 보였다. 기반시설이나 교육여건이 아니라 설명 자체의 만족도가 설명회 전체 만족

도를 결정하였으며, 학습에 도움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해부학 설명자 요인으로 태도, 방법, 설명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참가자들은 낯선 수업방식에도 불구하고 이론수업을 통해 얻은 해부학 지식을

체계화하는데 도움을 받았고, 설명자는 참가자를 위해 적절한 용어, 설명속도, 질의응답 등 의사소통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건강-보건-의료 분야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부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부학 실습에 대한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였고, 의사소통을 통한 정보 전달과정에서 학습내용을 체계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문 간의 연계성, 타 전공자와의 상호교류를 통한 학문적 이해의 폭이 확대되었음을 확

인하였다.  최근 건강-의료 분야의 학과 신설 및 전공자가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해부학 교육의 질

적 향성 및 학습자의 학습효과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강의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부학 과목이 전공필수로 포함되어 있는 강원대학교 2개 학과(간호학과, 스포츠과학부) 전

공자들을 대상으로 해부학 강의를 위하여 강원대학교 e-러닝 센터와 함께 가상강의 컨텐츠를 개발 과

정에 있어 담당교수의 역할을 분석하고, 정규교육과정에서 적용한 후, 학생들의 설문 조사와 가상강의

실 운영 성과를 평가하였다.

1. 서론

사체를 이용한 해부학 실습은 해부학 이론 수업을

통한 지식을 계통별 체계화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

한 교육과정이다(McLachlan & Patten).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해부학 실습은 이론요약에 이

은 실습 진행, 표본 관찰, 혹은 가상 해부실습 등과

같이 기존 수업방식에 머물러 있거나 일부 보건의료

계열의 해부학 수업에서는 교원, 교육시설 및 예산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실습수업이 제대로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

의사소통(커뮤니케이션)은 인문학 중 언론학에서

주로 다루어지던 분야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사회 전 분야를 걸쳐 그 필요성이 급격히 대두되고

있다. 의료계에서도 환자-의사 관계에 있어 효과적

인 의사소통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뿐

만 아니라 치료효과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Shaw et al., 2007). 보건의료 커뮤니케이션

에서 다루고 있는 대상은 의사와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인력, 환자, 학생, 일반인 등 의료와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대다수이다. 이들 간의 의사소통이 일

방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쌍방향적, 다방

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Kim et al., 2004). 이들

대상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

우, 의학정보의 전달 오류, 질병 오진, 처방 오류, 치

료효과 감소, 건강에 대한 오개념 등 심각한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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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

에서는 이와 같이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인식하

고 예비의료인들에게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과 기술

을 습득하도록 점차 정규교육과정에 신설하거나 기

존 교육과정에 접목시키고 있으나 아직까지 초기단

계에 불과하다(Yang,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론 중심의 해부학 교육을

받고 있는 간호학과, 응급구조학과, 스포츠 과학부

등 3개 학과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의학전문대학원생

들이 해부학 실습용 사체와 인체 모형을 활용하여

주요 구조와 기능을 설명하고, 상호 질의응답과 토

론을 진행하였다. 이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와 소감문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분석하여 실습교육

에 있어서 의사소통기술을 활용한 해부설명회의 활

용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이를 통하여 해부학 강의

를 수강하는 학생들 간의 학문적인 교류 및 심화학

습의 기회를 부여하고, 향후 의료계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종사할 전공자들 간에 상호 의사소통의 중요성

을 일깨우는 데 목적이 있었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해부설명회 준비

해부학 강의 및 실습을 마친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대표, 학과장, 담당교수가 학사일정에 무리가 없는

일시를 논의한 후 결정하였다. 해부설명회 개최 이

전에 해부설명회의 도입배경, 일정 및 장소, 진행방

법, 설문조사 및 소감문을 통한 평가,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해부설명회의 설명자와 참가자 전원을 대상

으로 각 학과별로 정규 수업시간을 활용하여 설명하

였다. 해부실습용 사체와 인체 모형을 적절한 동선

에 따라 배치하였고 설명자는 모의 설명회를 통하여

해부학 지식의 전달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의사

소통기술을 습득하였다. 참가자 4명과 설명자 1명이

실습조를 구성하였고, 남녀 사체 각 1구씩 관찰하고

질의, 응답 및 토론 시간을 가졌다. 설명회 종료 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소감문

은 추후 제출받아 분석하였다.

해부학 가상강의는 계통별로 구분하여 강의 주제를

정하고 2007년 1학기 총 16주에 걸쳐 교육과정이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는 가상강의 9회, 대면강의 3

회, 실습 2회, 중간 및 기말시험 2회가 포함되어 있

다. 가상강의 운영을 위한 해부학 가상강의 컨텐츠

제작을 위하여 강원권역 e-러닝 센터에서 공모한

2006년 e-러닝 컨텐츠 개발 지원 사업에 지원하게

되었고 지원과제로 선정되어 진행하게 되었다. 개발

된 가상강의 컨텐츠는 강원대학교 디지털 캠퍼스의

가상강의실에 탑재하였으며, 공지사항 알림, 출석 점

검, 질의응답, 과제물 제출 등도 가상강의실에서 이

루어졌다. 성적 평가는 중간 및 기말시험 각각 40%,

출석 및 가상강의실 활동 10%, 과제물 10%로 비율

로 배분하였다. 중간 및 기말시험은 이론시험으로

단답식 및 객관식 문항을 출제하였다. 가상강의의

출석여부는 최소 30분 이상 강의를 시청할 경우 자

동으로 출석으로 인정되도록 설계된 가상강의실 시

스템을 활용했다.

2.2 설문조사 대상

본 연구를 위하여 2007학년도 1학기 강원대학교 의

과대학 간호학과 및 스포츠과학부 교육과정 내에 전

공필수과목으로 포함되어 있는 해부학 강의를 가상

강의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학과별로 별도 운영된

이 강의에는 간호학과 48명, 스포츠과학부 27명이

수강하였으며, 강의기간은 2007년 3월에서 6월까지

4개월 이었다. 이 중 설문지에 응답한 간호학과 42

명 및 스포츠과학부 26명, 총 68명 학생들을 대상으

로 본 강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항목 참가자 설명자 전체

성별
남자

여자

51(36.4)

89(63.6)

30(52.6)

27(47.4)

81(41.1)

116(58.9)

연령

20~25세

26~30세

31세 이상

125(89.3)

1( 0.7)

14(10.0)

25(43.9)

30(52.6)

2( 3.5)

150(76.1)

31(15.7)

16( 8.1)

경험

없다

1~2회

3회 이상

69(49.3)

69(49.3)

2( 1.4)

38(66.7)

14(24.6)

5( 8.8)

107(54.3)

83(42.1)

7( 3.6)

2.3 조사도구 및 자료의 처리

자료 분석은 SPSS 14.0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였으

며, 정확한 코딩데이터의 입력확인을 위해 데이터클

리닝(data cleaning) 작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신

뢰도와 타당도를 검정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exploratory factor analysis)과 Cronbach's ɑ 검증
을 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

하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

였으며, 각 요인에 대한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해부설명회 요인에 대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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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와 설명자의 차이는 t-test를 실시하였으며, 해

부설명회 요인이 만족도와 학습도움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해부설명회 수

업의 좋은 점, 어려운 점, 개선점에 대한 차이는 다

중응답분석에 의한 chi-square test를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치의 유의수준은 ɑ=.05로 설정하였다.

3. 연구결과

3.1 요인별 참가자 및 설명자에 따른 차이분석

[표 ]] 참가자 및 설명자에 따른 차이 분석

참가자 설명자 T p

해부학 설명자

구성, 역할 적합성

일시, 장소 적합성

설명 만족도

4.19±0.49

4.08±0.55

3.95±0.57

4.26±0.54

3.74±0.44

4.04±0.39

3.94±0.49

4.06±0.42

5.993

.692

.090

2.797

.000

.490

.928

.006

***

**

설명회 만족도

학습 도움정도

4.21±0.67

3.49±0.50

4.00±0.60

3.14±0.35

2.125

5.607

.036

.000

*

***

* p<.05 ** p<.01 *** p<.001

해부학 설명회 요인별 참가자와 설명자에 따른 차

이를 분석한 결과, 해부학 설명자 요인(p=.000<.05),

설명만족도요인(p=.006<.05), 설명회 전체 만족도

(p=.036<.05), 학습도움정도(p=.000<.05)는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부학 설명자 요인은

참자가가 4.19로 설명자의 3.74보다 높았으며, 설명

만족도 요인인 참가자가 4.26으로 설명자의 4.06보다

높았다. 설명회 전체 만족도 역시 참가자가 4.21로

설명자의 4.00보다 높았으며, 학습 도움정도는 참가

자가 4.39로 설명자의 3.14보다 높게 나타나, 해부학

설명회가 참가자의 해부학 설명회 만족도와 학습도

움정도가 설명자보다 높았다.

해부학 설명회 요인별 참가자 및 설명자의 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점수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존 전공별 강의방식을 탈피하여 의학과 인접 전공

학과의 해부학 실습이 가진 한계성 등을 새롭게 보

안하여 설명자인 의학과와 참가자인 인접학과의 학

생들의 동시 수업참여와 실습 참여로 인하여 만족도

자체가 전반적으로 균일하게 높은 점수로 평가한 결

과로 판단된다.

3.2 요인별 해부설명회 전체 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

[표 3] 해부설명회 요인별 해부설명회 전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참가자 설명자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β)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β)

상수

설명자

구성, 역할 적합성

일시, 장소 적합성

설명 만족도

1.168

.064

.236

-.073

.492

.047

.194

-.062

.398

*

*

***

-.700

.230

.569

-.079

.456

.168

.373

-.065

.323

**

**



F(p)

.284

13.383(.000
***
)

.328

6.355(.000
***
)

* p<.05 ** p<.01 *** p<.001

해부학 설명회 요인이 설명회 전체 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참가자는 구성, 역할

적합성(p<.05), 설명만족도(p<.001)가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구성, 역할 적합성이 높을수록(B=.236), 설

명 만족도 요인이 높을수록(B=.492) 설명회 전체 만

족도가 높아지며, 설명력은 28.4%로 나타났다. 또한

설명만족도의 표준화 계수 =.398로 가장 높게 나타

나, 설명만족도가 전체 만족도에 가장 높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자에서는 참가자와 마찬가지로, 구성, 역할

적합성(p<.01), 설명만족도(p<.01)가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구성, 역할 적합성이 높을수록(B=.569), 설

명 만족도 요인이 높을수록(B=.456) 설명회 전체 만

족도가 높아지며, 설명력은 32.8%로 나타났다. 설명

자에서는 구성, 역할 적합성의 표준화 계수 =.373

으로 설명 만족도의 =.323보다 높아 구성, 역할 적

합성이 전체 만족도에 더 높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요인별 학습도움정도에 미치는 영향

[표 4] 해부설명회 요인이 학습도움정도에 미치는 영향

참가자 설명자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 )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β) )

상수

해부학 설명자

구성, 역할 적합성

일시, 장소 적합성

설명 만족도

1.269

.270

.171

-.086

.172

.264

.188

-.098

.187

**

**

*

*

2.362

.085

-.010

.038

.086

.106

-.011

.053

.104

**



F(p)

.261

11.901(.000***)

.031

.412(.799)

* p<.05 ** p<.01 *** p<.001

해부설명회 요인이 학습도움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참가자는 해부학 설명자 요인(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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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역할 적합성(p<.05), 설명 만족도요인(p<.05)이

학습도움 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어, 해부학 설명

자 요인이 높을수록(B=.270), 구성, 역할 적합성이

높을수록(B=.171), 설명 만족도 요인이 높을수록

(B=.172) 학습도움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도움정도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26.1%로 나타났

다. 해부학 설명자 요인의 =.264로 학습도움정도에

가장 높은 영향을 주는 요인은 해부학 설명자 요인

이었으며, 구성, 역할 적합성은 =.188, 설명만족도

는 =.187로 비슷한 영향을 주지만, 구성, 역할 적합

성이 더 높은 영향을 주었다.

설명자에서는 학습도움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및 제언

해부설명회에 참여한 3개 학과의 학부생들은 익숙

하지 않은 수업방식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

존 이론수업에서 얻은 해부학 지식을 설명회를 통해

체계화할 수 있었고 전공 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되

었다고 하였다. 그동안 해부학 실습을 대체하기 위

해 가상현실 시스템을 개발하고 인체 모형을 제작하

였으나, 사체를 이용한 실습을 대체할 만한 교육효

과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이 기자재들은 단지

보조적인 도구로만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학생 참

가자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기존 대학 내

해부학 실습실의 시설 및 인력을 보완하여 해부학

교육에 있어 학생들의 학습욕구를 충족시키고 교육

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설명자인 의학전문대학원생들은 해부설명회를 통

해 참가자의 관심과 수준에 맞는 적절한 용어를 사

용하여 설명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고 정보 전달자로

서 올바른 정보전달 기술 습득에 많은 도움이 되었

다고 하였다. 최근에 인문사회의학 교육과정이 도입

과 더불어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에 의사소통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뒤따르고 있다. 국

내에서도 의사소통을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도입하

였고, 일부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학생과 의

예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결과 의료커뮤니케

이션의 필요성을 깨닫고, 올바른 의사소통기술을 습

득하였으며, 미래 의료인으로서의 가치관을 정립하

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해부학 실습수업에 의사소통 개념을 도

입하여 적용한 첫 사례이며, 추후 의사소통과 관련

된 교육과정과의 접목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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