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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 은 화를 활용한 동 상 수업 콘텐츠를 개발하여 임상운동학 수업에 용함으로써 화 활

용 수업의 학습효과를 알아보는데 있다. G시에 소재한 K 학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2학년 학생 47명을 

상으로 12주간 수업을 진행하 다. 화를 활용한 임상운동학 수업 콘텐츠는 근육의 작용을 효과 으로 

달할 수 있는 장면을 선택하여 편집하 고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해 그동안 개 한 

화  으로 리 알려진 화를 이용하 다. 그 결과 화를 활용한 임상운동학 수업이 학생들의 임

상운동학과목의 흥미도(p<0.05)  이해도(p<0.05)를 높이고 학습 효과를 증진시키는 데 효과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Clinical Kinesiology Class Contents(: CKCC) by utilizing movies and investigate 

the effects of its application to clinical kinesiology learning. The developed CKCC were applied to the clinical kinesiology classes 

for 47 second year student of physical therapy and occupational therapy in K college in G City. CKCC includ movie scenes that 

can demonstrate the action of muscles effectively, for better student understanding, as has already been shown widely. The interest 

and understanding of CKCC by the class was analysed. The results show that the developed CKCC is very effective implement 

for stimulating students' interest(p<0.05) and understanding(p<0.05) of clinical kinesiology c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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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컴퓨터와 과학의 발 으로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고 있다[1][2]. 한 컴퓨터 네트워크기술 응용은 

부분의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3]. 이러한 변화에 아울러 학습효

율성을 극 화 할 수 있는 학교수업의 형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물리치료학과와 작업치료학과의 공필수과목인 

“임상운동학”은 기능해부학, 인체역학, 생리학이 결합

된 학문으로 인체 동작에 한 역학  개념과 해부학

 내용이 많아 학년 학생들의 학습동기  흥미를 

http://dx.doi.org/10.13067/JKIECS.2013.8.9.1421



JKIECS, Vol. 8, No. 9, 1421-1426, 2013

1422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인체의 동작을 입체 으로 

보여주면서 설명하기보단 단지 개념과 의미 달식의 

무미건조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학생들의 학습동기와 흥미를 유발하여 즐겁게 

수업에 참여시키기 한 방법으로 신세  학생들의 

정서에 맞는 상매체  화를 통해 상을 보면서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이 두되었다. 

특히 인체동작  근육작용은 책을 보거나 말로 설명

하기보단 유명 화배우가 하는 동작을 보며 이해하

는 게 보다 쉬운데 이는 학습자들이 선호하고 동경하

는 배우들에 의해서 여러 번의 촬 을 통해 아주 극

으로 연출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학습자들의 심을 

유발해 낼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4]. 

화를 포함한 상교육에 해 한 종[5]은 메시

지를 상으로 구체화하여 달함으로써 사고를 풍부

하게 할 수 있다고 하 으며 상매체 속에서 사물의 

움직임은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여러 가지 속도로 변

화시킬 수 있는 특징을 지닌다고 하 다. 김지훈[6]은 

화를 활용한 수업은 학습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수업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고, 보다 구체

이고 실감나는 수업을 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 고, 

기존의 강의식 수업보다는 학습자들이 화를 활용한 

수업을 더 좋아한다고 하 다. 

지 까지 화를 활용한 어[7], 과학[8], 역사[6,9], 

사회[10], 물리[4] 수업 등은 꾸 히 시도되었으나 

화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의 임상운동학 과목

에 활용한 시도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종경과 최재욱[9]의 연구방법을 토 로 화

를 활용한 임상운동학 수업 콘텐츠를 개발하여 실제 

수업에 용해 보고 이에 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업

의 흥미도  이해도를 악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2.1 연구 상 

본 연구는 G시에 소재한 K 학 물리치료학과, 작

업치료학과 2학년 학생 47명을 상으로 하 다. 남자

는 12명, 여자는 35명이었으며 평균연령은 21.34±1.87

세 다. 상자들에게 실험  수업의 목 과 의도를 

설명한 후 동의를 구하 다. 본 연구는 2012년 3월부

터 6월까지 12주간에 걸쳐 실시하 다. 

2.2 동질성 검사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의 학업 이해력 

정도를 알아보기 해 실험 ,후 독립표본 T-test를 

이용하여 동질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두 학과간 학생

들의 이해력 수 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물리치료학과)=13.13; (작업치료학과)=11.42; P= 

.093). 따라서 두 학과 학생들의 사  이해력 수 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험 후 실시한 테스트의 

일부는 학업 성 에 반 하 다.

2.3 동 상 편집

화를 활용한 임상운동학 동 상 콘텐츠는 근육의 

작용을 효과 으로 달할 수 있는 장면을 담기로 하

고,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해 그동안 개 한 화  으로 리 알려진 

화를 이용하 다[14-25]. 동 상 구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 상 도입 부분에는 근육 명칭을 어로 표기 

하 으며 바로 아래에 호표시를 한 후 한 ( 한 의

학용어집 5 , 2009년)로 표기하 다[그림1]. 둘째, 제목 

뒤로 해당 근육의 해부학 그림을 배치하 고, 그림 뒤

로는 근육의 몸쪽부착부, 먼쪽부착부, 신경지배, 작용이 

정리된 표를 배치하 다[그림2]. 셋째, 표 뒤로 해당 

화의 포스터를 배치하고[그림2], 포스터 뒤로는 AVI 

일로 장된 화를 배치하 다[그림3]. 화는 1분에서 

1분 30 간 연속 으로 이어지는 부분을 녹화하 고, 

화에 한 심도를 높이기 해 해당근육의 작용이 

나오는 장면을 마지막에 배치하 다. 넷째, 근육 동작이 

나오는 마지막 장면은 사진 일로 캡처하여 편집한 후 

화 뒤에 붙여넣기 하여 근육작용을 다시 한 번 강조

하 다[그림3]. 다섯째, 동 상 체 길이에 맞게 편집

된 화의 화음악을 삽입하 다. 동 상 한편의 체 

길이는 1분 30 에서 2분 사이가 되도록 하 다[그림4]. 

20개 근육(큰엉덩근, 간볼기근, 엉덩허리근, 넙다리네

갈래근, 뒤넙다리근, 앞정강근, 어깨세모근, 장딴지근, 

가자미근, 팔두갈래근, 팔세갈래근, 긴·짧은노쪽손

목폄근, 척추 세움근, 깊은·얕은손가락굽힘근, 배곧은근, 

넓은등근, 앞톱니근, 등세모근, 배빗근, 목빗근, 엄지발

가락폄근)의 작용과 련된 동 상 콘텐츠 40편(한 근

육당 2개 동 상)을 제작하 고 이를 해 15편의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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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활용하 다.

그림 1. 제목 제작 방법
Fig. 1 Production method of Title

그림 2. 근육 작용 차트  포스터 제작 방법 
Fig. 2 Production method of muscle action chart and 

movie post

그림 3. 근육 작용 표시 방법
Fig. 3 Marking method of muscle action

그림 4. 화음악 삽입 방법
Fig. 4 Insertion method of movie soundtrack

화면 캡처는 공개 소 트웨어 로그램인 “Kalmuri 

10a”(오길호, korea)를 이용하 다. “첫째, 컴퓨터에서 

화를 실행 시킨 후 캡처하고자 하는 부 에서 일시 

정지시켰다. 둘째, “ 역설정”을 선택하여 화화면 크

기에 맞추어 창 크기를 조 한 후 “print screen" 키를 

러 캡처한 장면을 장하 다. 캡처한 그림은 컴퓨터 

"Window XP home edition version"(Microsoft, USA)

의 "그림 "에서 해당 근육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으로 선을 그어 근육 명칭을 어 약자로 기입하 다. 

화 녹화는 "Camtasia 3.0 한 버 "(TechSmith, 

USA)을 이용하 다. 첫째, 컴퓨터를 이용하여 "곰

이어 2.1버 "(Gretech, korea) 상재생 로그램으로 

화가 담겨있는 DVD를 실행시킨 후 녹화하고자 하는 

부 에서 일시정지 시켰다. 둘째, 동 상 녹화 로그램

을 실행한 후 녹화방법  “ 역설정”을 선택하여 화

화면 크기에 맞추어 녹화 창 크기를 조 하 다. 셋째, 

일시정지 된 화를 실행시킴과 동시에 상을 녹화하

고 녹화된 상은 여러 로그램에서 실행할 수 있

는 AVI 일로 변환하 다. 편집은 컴퓨터에 내장된 

"Window movie maker"를 이용하 다. 첫째, “동 상 

편집”에서 “제목 는 제작진 만들기”의 “맨 앞부분에 

제목”에 해당 근육이름을 문과 한 로 표기하고 4

간 근육명이 나오도록 하 다. 둘째, “비디오 캡처”의 

“사진 가져오기”로 동작과 련된 해부학 사진을 불러

와 제목 뒤로 붙여넣기 한 후 6 간 나오도록 하 고, 

근육의 기시(origin), 정지(Insertion), 작용(action)  

신경지배가 정리된 그림 일은 해부학 사진 뒤에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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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기 한 후 6 간 나오도록 하 다. 근육작용이 나오는 

해당 화의 포스터는 마찬가지로 표 뒤에 붙여넣기 한 

후 4 간 나오도록 하 다. 셋째, AVI 일로 장된 

화 일은 “ 일”의 “모음으로 가져오기”에서 불러와 

포스터 뒤에 붙여넣기 하 다. 넷째, “비디오 캡처”의 

“사진 가져오기”에서 캡처한 사진을 화 일 뒤에 

붙여넣기 하고 4 간 나오도록 하 다. 다섯째, “비디

오 캡처”의 “오디오 는 음악 가져오기”에서 해당 

화음악의 오디오 일을 불러와 “스토리보드 ”에

서 체 동 상 이 시간에 맞게 편집하 다. 여섯

째, 작업한 동 상은 “ 일”의 “동 상 일 장”에

서 “내컴퓨터에 장”을 선택하여 제목을 입력하고 

일로 장하 다.

2.4 수업 진행

해당근육의 기본개념(기시, 정지, 작용, 지배신경)을 

먼  설명한 후 련 근육작용이 포함된 화를 활용 

한 동 상 콘텐츠 자료 4편을 매 수업마다 학생들에

게 보여주었다.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동 상 

상  간에 틈틈이 개입하여 이해를 도왔다. 한편의 

동 상이 끝나면 이 에 본 장면에 해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고 답하면서 동작을 이해시키도록 하 다.

2.5 설문 조사

수업의 목 과 의도를 설명한 후 동의를 구한 임상

운동학 수업을 듣는 학생들 47명 상을 상으로 연

구자가 작성한 흥미도와 이해도에 한 설문지를 임

상운동학 수업 첫 주와 마지막 주에 배부하여 직  

작성하도록 하 다. 본 연구는 2012년 3월부터 6월까

지 12주간에 걸쳐 실시하 다. 

임상운동학 과목에 한 흥미도  이해도는 5  

리커트 척도를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1 은 

‘  그 지 않다’, 2 은 ‘그 지 않다’, 3 은 ‘보통

이다’, 4 은 ‘그 다’, 5 은 ‘매우 그 다’로 수가 

낮을수록 흥미도  이해도가 낮고 수가 높을수록 

흥미도  이해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2.6 자료 분석

통계처리는 SPSS 16.0 for Windows를 이용하 다. 

실험  후 흥미도와 이해도 차이를 알아보기 해 

응 t-test를 이용하 다. 유의수 은 .05로 하 다.

Ⅲ. 연구 결과

3.1 화를 활용한 수업의 흥미도 , 후 비교 

화를 활용한 수업의 흥미도 조사 결과(표 1) 임

상운동학 수업의 흥미도는 실험  2.45±1.04에서 실

험 후 3.56±.91로 통계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다

(p<0.05). 이 결과로 보아 화를 활용한 임상운동학 

수업이 학생들의 수업 흥미도를 올리는데 매우 유용

한 콘텐츠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 화를 활용한 수업의 흥미도 후 비교
Table 1. Comparison of interest between pre-test and 

post-test by utilizing movies class

M ± SD t p

Pre-test 2.45 ± 1.04
-4.757 .000

*

Post-test 3.56 ± .91

   * p<.05

3.2 화를 이용한 수업의 이해도 , 후 비교

화를 활용한 수업의 이해도 조사 결과(표 2) 임

상운동학 수업의 이해도는 실험  2.26±.83에서 실험 

후 3.55±.89로 통계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다

(p<0.05). 이 결과로 보아 화를 활용한 임상운동학 

수업이 학생들의 수업 이해도를 올리는데 매우 유용

한 콘텐츠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2. 화를 활용한 수업의 이해도 후 비교
Table 2. Comparison of understanding of pre-test and 

post-test by utilizing movies class

M ± SD t p

Pre-test 2.26 ± .83
-5.487 .000

*

Post-test 3.55 ± .89

   * p<.05

Ⅳ. 고 찰

본 연구에서는 화를 활용한 동 상 수업 콘텐츠

를 개발하여 물리치료학과와 작업치료학과의 임상운

동학 수업에 용함으로써 학생들의 흥미도와 이해도

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하 다. 과거 화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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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수업은 , 고등학교의 과학[4], 역사[11], 지리

[9], 사회 수업[5]등에 폭넓게 활용되어 왔으나 학의 

물리치료학과와 작업치료학과의 공 교과목  임상

운동학 과목에 용된 것은 본 연구가 처음이다. 본 

연구 결과 화를 활용한 임상운동학 수업 후 학생들

의 수업이해력  흥미도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증

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들은 청각을 통하여 체 학습내용의 20%를 

학습하는 반면 시각을 통하여 80%를 학습한다[12]. 

정재진[8]은 화나 TV등의 상화된 문화 환경에서 

자라난 학습자들은 학교에서 시각화 내지는 상화된 

학습 자료를 선호하며 실제 학습한 내용도 상화된 

계열로 기억한다고 하 고, 이종경과 유소정[12], 양희

경[11]은 화는 시각화된 이미지로 학생들의 학습 동

기 유발에 용이하고 추상 이고 불명확 내용을 구체

이고 실제 으로 달해 다고 하 다. 이종경과 

최재옥[9], 양희경[11], 김성미[10]는 화를 포함한 

상교육이 메시지를 상으로 구체화하여 달하기 때

문에 사고를 풍부하게 하고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업

의 만족도, 흥미도, 이해도, 사고력 신장, 그리고 집

도 측면에서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고 하 다. 화를 

활용한 임상운동학 수업 결과 학생들의 흥미도 수

는 실험 과 실험 후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이해도 수에서도 실험 과 실험 후가 통

계 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선행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 다. 동호[13]는 상매체를 이용한 수업

은 학생들과 화와 토론 혹은 세미나 방식으로 진행

하는 것이 요하다고 하 고 이것은 교수들이 일방

으로 학생에게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기보다는 같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창의 인 교육

이 될 수 있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도 화 동 상 

수업  화면을 멈추고 간에 개입하여 학생들과 질

문과 답변을 진행하 고 이것이 화 동 상과 더불

어 학생들의 흥미도와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을 것이

라 여겨진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기존의 수업방식보

다는 화를 이용하여 수업 내용을 달할 때 학생들

의 흥미도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 화를 활용한 수업은 학생들이 어렵게 생각하

는 부분들을 화의 내용과 장면을 심으로 기억할 

수 있는 유용한 학습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

다. 

본 연구의 제한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상운동학

의 여러 학습 부분  근육 작용에 을 맞추어 연

구를 진행하 기 때문에 생체역학에 계된 부분은 

화 활용 수업을 용하지 못하 다. 향후 생체역학

에 한 화 활용 수업의 효과에 한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소수의 모집단에 의한 연

구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더 많은 모집단을 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G시에 소재한 K 학 물리치료학과, 작

업치료학과 2학년 학생 47명을 상으로 화를 활용

한 임상운동학 수업이 학생들의 흥미도와 이해도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화 활용 수업 후 임상운동학에 한 학생

들의 흥미도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다. 

둘째, 화 활용 수업 후 임상운동학에 한 학생

들의 이해도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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