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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해부학 실습 교육과정에 해부설명회를 도입에 따른 의학전문대학원생들의 자기평가요

인(만족도, 전공 연계성, 운영 적절성, 의사소통)과 학업성취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2008-2009

학년도 1학기 해부학 실습 교육을 받은 의학전문대학원생들(n=102)이 일부 수업시간을 활용하여 해부

설명회에 참가하였고, 보건 의료 계통의 학부생들에게 사체를 활용하여 인체 구조에 대한 설명과 토

론을 마친 후 설문지와 소감문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자기 평가 요인들을 분석하였고,

2008-2009 학년도 해부학 성적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설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

평가 요인을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 과거 경험 유무 등의 일반적 특성과 상관없이 만족도, 전공 연

계성, 운영 적절성, 언어적 및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모두에서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자기 평가

요인 중 학업성취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요인은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었다(p<0.05). 또한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도 높은 상관관계를 가졌다(r=0.580, p<0.01). 결론적으로 커

뮤니케이션 기법을 활용한 해부설명회의 도입은 의전원 학생들에게 심화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학습동기를 유발시키며, 적극적인 학습태도를 갖게 하였다. 아울러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중요성을 깨

닫게 되었고, 타 전공자와의 상호교류를 통한 학문적 이해의 폭이 확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한다면 해부학 실습의 개선 방안으로서

해부설명회의 활용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었다.

1. 서론

‘커뮤니케이션 이론’은 언론학에서 유래된 용어지

만, 의료계에서도 의학지식의 폭발적 증가와 의료서

비스에 대한 환자의 요구 변화로 인해 의료인들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올바른 개념정립 및 기술 습득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다. 특히 환자-의사

관계에 있어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의료서비스에 대

한 환자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치료효과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Epstein & Hundert,

2002; Haq et al., 2004; Shaw et al., 2007). 또한 국

내에서도 정규 교육과정에 커뮤니케이션 개념을 가

르치고 기존 과목에 이를 접목하고자하는 시도가 이

루어지고 있다(Hahn & Kim, 2009). 의과대학 및 의

전원 학생과 의예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커뮤니케이

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시행한 결과, 의료커뮤니케

이션의 필요성을 깨닫고, 올바른 의사소통기술을 습

득하였으며, 미래 의료인으로서의 가치관을 정립하

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Choi et al.,

2004; Kim et al., 2006; Lee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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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Variables N %

Gender

Male 52 51.0

Female 50 49.0

Age (Years)

20~24 46 45.1

25~29 50 49.0

30~34 6 5.9

Previous 
Experience

No 67 65.7

Yes 35 34.3

      Total 102 1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8-2009 학년도 해부학

실습 교육을 받은 의전원 학생들이 해부설명회에 참

가하여 건강-의료 계통의 학부생들에게 사체를 활용

하여 인체 구조에 대한 설명과 토론을 마친 후 설문

지와 소감문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자

기 평가 요인들을 분석하였고, 이들의 해부학 성적

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하여 해부학

실습교육의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서, 의사소통기술

을 활용한 해부설명회의 도입 및 확대 적용 가능성

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해부설명회 준비 및 진행과정
해부학 강의 및 실습을 마친 의전원 1학년 학생을 대상

으로 정규 실습시간을 활용하여 동일대학교에 소속된 건

강-의료 관련 전공 학부생(간호학과, 스포츠과학부, 응급

구조학과, 치위생학과)들에게 본인이 실습한 사체를 활용

하여 설명, 토론하는 해부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해부설명

회의 전체과정은 해부설명회의 도입배경 설명(1시간), 의

료 커뮤니케이션 강의(1시간), 해부실습용 사체 준비(4시

간), 해부설명회 리허설(2시간), 해부설명회 개최(4시간),

사후 설문조사 및 소감문을 통한 평가 등으로 진행하였다.

참가자 4명과 설명자 1명이 실습조가 되어 사체 각 1구당

20-30분 동안 설명, 질의응답 및 토론을 하였다. 설명회

종료 후 의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

고 소감문은 추후 제출받아 분석하였다.

2.2 조사도구 및 자료의 처리
본 연구 대상의 설문조사를 위하여 해당 전공자

들에 대한 의사소통 교육효과를 평가 하는 선행연구

(Kim et al., 2006; Kim et al., 2007b; Lee et al.,

2007)를 참조하여 설문문항을 자체 개발하였고, 해

부설명회가 완료된 직후에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 문항은 총 25문항이며, ① 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성(성별, 연령) 및 과거 경험여부 ② 만족

도 ③ 전공 연계성 ④ 운영 적절성 ⑤ 언어적 커뮤

니케이션 ➅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등으로 구성되

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에는 1점, ‘그렇지 않다’에는 2점, ‘보통

이다’에는 3점, ‘그렇다’에는 4점, ‘매우 그렇다’에는

5점을 배정하였다.

자료는 전산입력 후 SPSS WIN(ver. 13.0)프로그

램을 사용하여 통계분석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

적 특성은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

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만족도, 전공 연계성, 운영

적절성, 언어적 커뮤니케이션(non-verbal

communication) 및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non-verbal communication) 등 각각의 점수를 비

교, 검증하고자 t-test 및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만

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찾고자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단계적 선택방법과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2. 연구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 일반적 특성과 자기 평가 요인과의 상관관계
일반적 특성과 자기 평가 요인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로 보면, 여자는 남자에 비해 만족

도, 운영 적절성,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서 낮게 나타났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연령별로는

20~24세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25~29세는 만족도와 전공

연계성과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낮게 나타났으며, 30~34

세는 만족도, 운영 적절성,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낮은

관련성을 보였다. 또한 해부용 사체에 대한 과거 설명경

험이 없는 학생이 있는 학생보다 만족도, 전공 연계성, 운

영적절성,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서 높게 나타났다(표 2).

3. 자기 평가 요인과 학업성취도의 개별 상관관계
각 요인별 상관관계를 보면, 성별로는 여자들이 남자보

다 과거 설명 경험이 적었고(r=-0.213, p<0.05), 운영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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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일반적 특성과 자기 평가 요인과의 상관관계

Variable

Satisfaction Linkage with major Suitability of management Verbal communication Non-verbal communication

Estimate

d 

regressi

on 

coefficie

nt

p
parameter 

estimates

Estimate

d 

regressi

on 

coefficie

nt

p
parameter 

estimates

Estimated 

regressio

n 

coefficien

t

p
parameter 

estimates

Estimate

d 

regressi

on 

coefficie

nt 

p
parameter 

estimates

Estimate

d 

regressio

n 

coefficien

t

p

paramete

r 

estimate

s

Gender

Male 1 1 1 1 1

Female -0.711 0.072 0.491 0.105 0.832 1.110 -1.192 0.439 0.304 -0.202 0.768 0.817 -0.011 0.983 0.989

Age (Years)

20~24 1 1 1 1 1

25~29 -0.116 0.746 0.891 -0.675 0.198 0.509 0.401 0.488 1.494 -0.610 0.371 0.543 0.340 0.520 1.405

30~34 -0.383 0.563 0.682 0.320 0.738 1.377 -0.612 0.612 0.542 -0.843 0.578 0.429 -0.592 0.611 0.553

Previous 
Experience

No 1 1 1 1 1

Yes -0.286 0.419 0.751 -0694 0.210 0.500 -0.391 0.514 0.676 -0.334 0.633 0.716 0.412 0.442 1.510

〔표 3〕자기 평가 요인과 학업성취도의 개별 상관관계
Gender Previous

Experience
Score

Linkage with

major

Suitability of

management

Verbal

communication

Previous Experience -0.213*

Score 0.182 0.009

Linkage with major -0.085 -0.163 -0.002

Suitability of

management
-0.232* -0.132 0.076 0.436**

Verbal communication -0.093 0.048 0.196* 0.170 0.265**

Non-verbal

communication
-0.079 0.003 -0.012 0.255* 0.270** 0.580**

*p<0.05, **p<0.01

성에 대해 높은 점수를 주었다(r=-0.232, p<0.05). 해부학

성적은 언어적 커뮤니케이션(r=0.196, p<0.05)의 자기 평가

가 높을수록 상관성이 있었다.

전공 연계성은 운영 적절성(r=0.436, p<0.01),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r=0.255, p<0.05)에 대한 평가가 높을수록 상

관성을 보였다. 운영 적절성은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r=0.265, r<0.01)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r=0.270,

p<0.01)이 높을수록 상관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언어

적 커뮤니케이션 또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r=0.580,

p<0.01)이 높을수록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다((표 3).

4. 결론

결론적으로 설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 평가 요인을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 과거 경

험 유무 등의 일반적 특성과 상관없이 만족도, 전공

연계성, 운영 적절성, 언어적 및 비언어적 커뮤니케

이션 모두에서 높은 수치를 나타내어 해부설명회의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부설명회의 진행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간다면 기존의

해부학 실습의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를 통하여 해부설명회가 해부학 교육에 있어 의전원

학생들의 학습욕구를 충족시키고 교육의 질적 향상

을 도모하며, 미래 바람직한 의사상을 구현하는 데

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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