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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건강-의료 분야의 학과 신설 및 전공자가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해부학 교육의 질적 향성 및

학습자의 학습효과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강의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부학 교육에 있어 면대면 강의에 사용한 내용을 바탕으로 가상강의 컨텐츠를 자체개발하였고,

2007-2009년 간호학과 및 스포츠과학부의 전공필수 과목인 해부학 강의를 가상강의 방식으로 실시하

였다. 이 과목을 수강한 2개 학과 231명을 대상으로 강의 종료 후 가상강의실 게시판 및 컨텐츠 활용

빈도, 개별 설문조사, 학기말 성적을 확보하여 가상강의실 활용도, 만족도 및 학업성취도 상호간의 상

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학생들의 만족도, 난이도, 흥미도, 평가의 적절성, 전공연계성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한

가상강의실의 로그인 횟수와 게시판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학업성취도는 난이도

(r=0.411, p<0.01)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만족도-흥미도(r=0.407, p<0.01), 만족도-전공연계성

(r=0.507, p<0.01), 흥미도-전공연계성 간에도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흥미도-전공연계성(r=0.474,

p<0.01) 등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건강-의료 분야의 전공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요구하

고 있는 해부학 강의수요를 효과적으로 흡수함과 아울러 해부학교육에 있어 새로운 지평을 열수 있는

가상강의에 대한 연구로서, 향후 해부학 교육에 있어 충분한 활용가치가 있는 효과적인 교수법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1. 서론
강원대학교는 지난 2006년 3월 삼척대학교와 통

합하여 통합 강원대학교로 거듭남에 따라 상호 교육

및 연구 분야의 교류-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해부학 교

수들은 기존 춘천캠퍼스 뿐만 아니라 삼척캠퍼스의

건강-의료 전공자들에게도 강의 지원을 해야 하는

당위성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양 캠퍼스가 지리적

으로 거리가 멀고 이동시간이 간 장애요인 때문에

학생 교육에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2009년부터는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물리치료학과,

안경공학과, 방사선학과가 강원대학교 제 3캠퍼스인

도계캠퍼스에 추가 신설되면서 해부학 교육에 대한

수요는 더욱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해부학 교육에 있어 면대면

강의에 사용한 내용을 바탕으로 가상강의 컨텐츠를

자체개발하였고, 2007-2009년 간호학과 및 스포츠과

학부의 전공필수 과목인 해부학 강의를 가상강의 방

식으로 실시하였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설문조사 대상은 2007-2009년 해부학

가상강의를 수강한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및 스포츠과학부 학부생이며, 학과별로는 간호학과

143명, 스포츠과학부 88명으로 총 231명이다. 가상강

의의 자기 평가를 위하여 선행연구(Kim 등, 2007;

Kim 등, 2006)를 참조하여 설문문항을 자체 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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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가상강의가 완료된 직후에 조사하였다.

3. 연구결과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설문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학

과별 남녀 비율은 각각 간호학 전공자는 남자 4명

(2.1%), 여자 139명(97.9%), 스포츠과학 전공자는 남

자 76명(86.4%), 여자 12명(13.6%)으로 학과에 따라

남녀의 비율에 큰 차이가 있었다. 과거 가상강의 경

험 유무에 대해서는 간호학과의 88명(61.5%), 스포

츠과학부 74명(84.1%)이 가상강의 경험이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3.2 전공에 따른 학업성취도, 자기 평가요인 및 로그인 
횟수 분석 
전공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가상강의에 대한 학

생들의 만족도는 간호학과 및 스포츠과학부 학생이

각각 3.9 ± 0.6, 3.8 ± 0.6로 나타나 높은 수준을 나

타냈으며 학과간의 차이는 없었다. 가상강의에 활동

지표 중의 하나인 가상강의실 로그인횟수는 간호학

과 및 스포츠과학부 학생이 각각 43.3 ± 18.46, 30.0

± 16.2로 나타나 간호학과 학생들의 로그인 횟수가

높았다. 또한 동일학과 내에서도 학생별 로그인 휫

수의 편차가 높게 나타났다. 학업성취도 평균점수를

보면, 간호학과 83.2 ± 6.8점, 스포츠과학부 55.7 ±

15.5점으로 나타났다. 평가의 적절성에서는 학과에

상관없이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3.3 로그인 횟수, 자기 평가 요인, 학업성취도 간의 상
관관계
학생들의 성적을 각 과별로 3분위 수로 구분하

여 최종 분석에서는 각각 동일한 범주 안에 포함시

킨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로그인 횟수는 상위권 학

생들이 중, 하위권 학생들보다 유의하게 많았다. 난

이도는 상위권 학생들이 중, 하위권 학생들보다 어

렵지 않다고 답하였다. 흥미도와 평가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는 상위권 학생들이 하위권 학생들보다 유

의하게 높은 점수를 주었다. 만족도, 동영상의 유용

성, 전공과의 연계성은 성적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

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얻었다.

3.4 가상강의실 운영과 학업성취도의 상관관계
가상강의실 내에 자료실에 있는 수업 관련 자료

에 대해 하위권과 중위권 학생들은 충분하다고 응답

한 반면, 상위권 학생들은 중위권 학생보다 유의하

게 낮은 점수를 주었다. 가상강의실 게시판을 통한

공지사항 전달, 과제물의 주제 및 제출, 질의응답의

속도는 성적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로부터 높은 점

수를 얻었다.

3.5 자기평가요인 및 학업성취도의 상관관계
자기평가요인들 상호간의 상관성 및 학업성취도

와의 상관관계를 비교한 결과, 학업성취도는 학습내

용이 어렵지 않다고 응답할수록(r=0.411, p<0.01), 흥

미도가 높을수록(r=0.205, p<0.01), 전공연계성이 높

다고 응답할수록(r=0.177, p<0.01) 상관관계를 나타

내었다. 만족도는 흥미도(r=0.407, p<0.01)와 전공연

계성(r=0.507, p<0.01)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

고 있었다. 난이도는 흥미도(r=0.225, p<0.01)와 전공

연계성(r=0.130, p<0.05)과 상관관계를 보였다. 흥미

도는 동영상 유용성(r=0.277, p<0.01) 및 전공연계성

(r=0.474, p<0.01)과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동영상 유

용성은 전공연계성(r=0.294, p<0.01)과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Table 5).

3.6 가상강의 컨텐츠 및 가상강의실의 개선사항
가상강의 컨텐츠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동영상을 포함한 멀티미디어 자료의 보강(23.0%),

폭넓은 학습내용의 추가 (21.3%), 가상강의 제작기

술 개선 (20.4%)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상강의실

운영과 관련한 개선사항으로는 잘 모르겠다

(27.0%), 강의 자료의 수정 및 보완(23.9%), 참고자

료 추가 (21.3%) 등으로 응답하였다. 공통적으로 가

상강의 컨텐츠 내용에 관련된 요구사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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