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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부인과 임상실습교육에서 초음파 팬텀의 활용과 효과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부인과교실

양승정, 조성희

ABSTRACT

The Use and Educational Effect of Ultrasonic Phantom in
Korean Medicine Obstetrics and Gynecology Clinical Practice Education

Seung-Jeong Yang, Seong-Hee Cho
Dept. of Korean OB & GY, School of Korean Medicine, Dong-Shin University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educational effect of ultrasound
examination training with ultrasonic phantom in the department of Korean Medicine
Obstetrics and Gynecology.

Methods: All 4th grade students in 2021 and 2022 of school of Korean Medicine,
Dong-Shin University must be trained in the department of Korean Medicine
Obstetrics and Gynecology according to ultrasound examination training guideline
including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OSCE). After completing
ultrasound examination training, we distributed questionnaires to them about a
confidence before OSCE and after OSCE, difficulty in using ultrasound, ultrasound
reading, difficulty with probe manipulation and computer operation, ultrasound understanding,
clinical usefulness. And then, we analyzed the related factors including descriptive
statistics, frequency analysis, student’s t-test and paired t-test by SPSS 12.0.

Results: Confidence in using ultrasound showed differences among students by
gender and year, but i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difficulty of ultrasound
use and ultrasound reading was at a moderate level, and the gender difference was
not significant,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practical students by year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difficulty of the operation of the ultrasonic probe was
at a normal level,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students in practice by gender
and year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lthough they answered that they had
a very good understanding of the use of ultrasound, there was a gender difference
and i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practical students by year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y answered that the effect on clinical use was very sufficient, but
i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appropriateness of the practice time was
evaluated at a moderate level.

Conclusions: The use and educational effect of ultrasound examination using
ultrasonic phantom in the department of Korean Medicine Obstetrics and Gynecology
clinical practice education was very effective.

Key Words: Ultrasonic Phantom, OSCE, Korean Medicine Obstetrics and Gynecology,
Ultrasound Examination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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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초음파는 인체를 구성하는 공기, 액체,

고체 등 내부 조직의 물리학적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매질의 경계면에서 반사

되거나 투과되면서 진폭의 변화가 일어

난다1). 이를 이용한 초음파 검사는 골반

내 여성 장기를 검사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비용이 적게

들고 안전하며 태아 상태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얻는 데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2).

부인과 영역에서는 주로 두 종류의 탐촉

자를 사용하여 복부 부인과 스캔과 질식

부인과 스캔을 한다. 복식 초음파 검사

는 골반강을 넘어선 커다란 종괴 구조를

관찰하는 데 유리하고 질식 초음파 검사

는 자궁 및 난소 등 관찰하고자 하는 조

직을 관찰하는데 유리하다2).

초보자가 처음부터 환자에게 직접 사

용하기에 부담이 있고, 남학생이 여학생

에게 시행하는 데에도 어려운 점이 있어서

초음파 인체모형(phantom, 이하 팬텀)을

활용하여 초음파 기술을 습득한다면 초

보자도 초음파 술기 능력이 빠르게 향상

될 수 있다1). 팬텀을 사용한 군과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군을 비교한 연구에서 팬텀을

지속해서 사용하여 교육한 결과 8개월

후에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것과 거의

비슷한 초음파 능력을 갖춘다고 보고되

었다3). 팬텀은 학부 초음파 교육과 졸업

후 수련의 과정의 교육1), 자궁경부암 방

사선 근접 치료처럼 위험도가 높은 초음파

교육4)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다.

초음파 교육은 의대5), 한의대6), 방사

선과7), 치위생과8) 등에서 다양하게 시행

되고 있으며, 한의대에서는 한방부인과 임상

실습교육 중 객관화구조임상시험(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OSCE)

의 골반 장부 형상 검사에 속하며 임상

술기지침서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6).

본 연구는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의

임상술기지침서에 따라 임상실습교육에

참여한 2020~2021년도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OSCE 항목 중 골반장부형상

검사(초음파 검사) 이후 설문 결과를 분

석 정리하여 팬텀을 활용한 골반장부형

상 검사에 대한 난이도, 자신감, 이해도,

임상에의 응용 및 보완점을 고찰해보고

향후 한방부인과학의 임상실습교육에 대

한 기본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Ⅱ.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2020년도에 한방부인과학 임상실습을

한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생 52명 중

골반장부형상 검사를 종료한 후 2020년

12월 4일 설문에 응답한 45명과 2021년

도 한방부인과학 임상실습을 한 동신대

학교 한의과대학 학생 44명 중 골반장부

형상 검사를 종료한 후 2021년 7월 26일

설문에 응답한 44명을 연구 대상으로 총

96명 중 89명을 확정하였다.

2. 연구 방법

1) 골반 장부 형상 검사

골반 장부 형상 검사는 팬텀을 활용한

OSCE로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제

작한 임상술기지침서에 의거하여 학생들

의 임상술기를 교육 및 평가하였다.

2) 팬텀 모형

팬텀은 Kyoto Kagaku 에서 제작한 US-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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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ale Pelvic Ultrasound Phantom을

활용하였다9). 팬텀은 조립 및 분리를 할

수 있는 모형으로 복식초음파와 질식초

음파가 모두 가능하다(Fig. 1). 임상실습

에서는 초음파 탐촉자 중 갖춰져 있는

복식 초음파만 실시하였다. 팬텀 모형은

병태 모델로 자궁근종과 자궁외임신을

진단할 수 있다(Fig. 2).

Fig. 1. US-10 Female pelvic ultrasound
phantom.
a : lower torso manikin, b : phantom holder,
c : ultrasound pathological module, d : ultrasound
pregnancy ectopic module

Fig. 2. Examples of Ultrasound Images.
a : pathological module b : ectopic pregnancy
module

3) 초음파

본원에 비치된 초음파의 모델은 LOGIQTMP9

로 복부 탐촉자로 복부 초음파를 시행하

였다.

4) 골반장부형상 검사 시행 및 학습관리

임상술기지침서에 의거하여 골반장부

형상 검사를 시행하였다. 임상술기지침

서에 골반장부형상 검사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임상실습 전

숙지를 하게 하였다.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초음파에 관한 내용, 초음파

팬텀을 활용한 실습 장면이 나온 사전

제작된 동영상을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

(Learning Management System, LMS)

에 올려 학생들이 실습 전 사전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임상실습 과정 중

학생들의 참여를 확인하고 참여율을 높

이기 위해서 학생들이 골반장부형상 검

사를 시행할 시 조원 중 1인이 시행하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LMS에

올리도록 하였다. 교수는 임상실습지침

서에 나온 점검표를 채점 기준표를 바탕

으로 해서 학생들이 골반장부형상 검사

를 시행할 때 채점을 하였다(Fig. 3).

Fig. 3. Image of student training ultrasound
scan with ultrasound phan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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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6명의 실습 학생에게 실습 종료

후 LMS에 링크된 온라인 설문을 시행

토록 하여 총 89명의 학생이 설문하였

다. 설문지의 항목의 내적 일관성 신뢰

도를 갖는지 알아보고자 분석에 사용된

문항들의 신뢰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검

정 결과,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가 0.678로 나타나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

였다. 설문지는 골반장부형상 검사를 시

행한 실습 내용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학생들이 생각하는 초음파 활

용에 대한 자신감, 난이도, 이해도, 유익

성, 임상 응용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만

들어졌다. 구체적으로는 초음파 활용에

대한 자신감, 초음파 조작에 대한 이해

도, 초음파 영상 분석, 임상실습 시간 배

정 등에 대하여 10점 만점 기준(1점은

“매우 부족하다” 혹은 “매우 쉽다”, 10점

은 “매우 충분하다” 혹은 “매우 어렵다”)

으로 구성된 질문과 향후 OSCE의 좋았

던 점, 개선할 점을 적도록 한 질문으로

나뉘어 있고 시간 배정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1점에서 10점까지 나뉘어 있다.

3) 분석 방법

데이터는 1명의 연구자가 데이터 시트

에 변수별로 입력하였다. 결과치는 항목

별로 10점 만점의 경우 연속변수인 평균

±표준편차 혹은 빈도일 때 빈도(%)로

나타내도록 하였으며 항목과 성별, 연도

별 학생에 따른 결과 차이를 비교하면서

정규분포를 따르는 항목은 독립검정 t-test

를, 자신감의 전후 비교는 대응표본 t-test

를 사용하였다. 통계분석에는 SPSS 12.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

하였다.

Ⅲ. 결 과

1. 일반적 특성

성별에 있어서 남학생이 54명(60.7%),

여학생이 35명(39.3%)였다. 연령의 분포는

20대가 78명(87.6%), 30대가 7명(7.9%),

40대가 4명(4.5%)로 구성되었으며, 평균

27.62세였다(Table 1).

Characteristics Subgroups n (%) Total

Sex
Male 54 (60.7)

89
Female 35 (39.3)

Age

20-29 yrs 78 (87.6)

8930-39 yrs 7 (7.9)

≥40 yrs 4 (4.5)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Trainee Students (n=89)

2. 초음파를 활용할 수 있는 자신감

한방부인과 임상실습을 이수한 학생들

의 초음파를 활용할 수 있는 자신감에

대하여 설문 조사한 결과, 골반장부형상

검사를 시행하기 전의 남학생과 여학생의

자신감은 3.72±2.80와 3.43±2.74로 2020년

도와 2021년도 실습학생의 자신감은 3.07±2.21

와 4.13±3.15로 성별보다는 연도별 차이

가 좀 더 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는 않았다. 골반장부형상 검사를 시행하

고 난 후의 남학생과 여학생의 자신감은

7.23±1.89과 7.98±1.80로 2020년도와 2021

년도 실습학생의 자신감은 7.54±1.95와

7.71±1.78로 나타나 성별보다는 연도별

차이가 좀 더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는 않았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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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Subgroups
Mean
±SD

p-value

Confidence
before OSCE

Male 3.72±2.80 0.627

Female 3.43±2.74 0.625

2020 3.07±2.21 0.069

2021 4.13±3.15 0.068

Confidence
after OSCE

Male 7.23±1.89 0.666

Female 7.98±1.80 0.659

2020 7.54±1.95 0.059

2021 7.71±1.78 0.059

Table 2. Confidence before OSCE and
after OSCE of the Trainee Students (n=89)

골반장부형상 검사를 시행하기 전후의

차이는 자신감은 -4±2.33이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Table 3).

Characteristics
Mean
±SD

p-value

Confidence before OSCE
- Confidence after OSCE

-4±2.33 0.000*

*p<0.01

Table 3. Comparison between Confidence
before OSCE and Confidence after OSCE
of the Trainee Students (n=89)

3. 초음파 사용과 초음파 영상 분석의

난이도

초음파 사용의 난이도는 남학생과 여

학생은 5.26±1.67과 5.17±1.71로 2020년도

와 2021년도 실습학생들은 5.73±1.63과

4.73±1.59로 “1 매우 쉬움에서 10 매우

어려움”의 중간 정도의 난이도로 학생들

이 생각하고 있으며, 성별의 차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연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Table 4).

Characteristics Subgroups
Mean
±SD

p-value

Difficulty
in using

Ultrasound

Male 5.26±1.67 0.881

Female 5.17±1.71 0.812

2020 5.73±1.63 0.005*

2021 4.73±1.59 0.005*
*p<0.05

Table 4. Difficulty in using Ultrasound
of the Trainee Students

초음파 영상 분석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이 5.34±2.03와 5.91±2.05로 보통의

어려움 정도로 나왔으며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높게 나왔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는 않았다. 2020년도와 2021년도 실

습학생들의 평균은 5.89±1.82과 4.56±2.05

로 연도별로 초음파 영상 분석에 대한

난이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5)(Table 5).

Characteristics Subgroups
Mean
±SD

p-value

Ultrasound
Reading

Male 5.34±2.03 0.268

Female 5.91±2.05 0.270

2020 5.89±1.82 0.002*

2021 4.56±2.05 0.002*
*p<0.05

Table 5. Ultrasound Reading of the
Trainee Students

4. 초음파의 탐촉자(probe) 조작, 컴퓨

터 사용 기능

초음파의 탐촉자 조작의 난이도는 남학

생과 여학생의 평균이 5.00±1.82와 5.31±2.45

로 2020년도와 2021년도 학생의 평균은

5.34±2.08과 5.91±2.08로 보통의 어려움 정

도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초음파 영상을 캡처하고 병변의

크기를 측정하며 장기와 병변의 이름을

적는 컴퓨터 사용 기능은 남학생과 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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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 평균이 3.93±1.78과 3.49±2.08로 2020

년도와 2021년도 학생의 평균이 4.16±1.88

과 3.36±1.86로 나타나 보통보다 더 쉽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컴퓨터 사용

기능은 연도별로 사용하는 능력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Table 6).

Characteristics Subgroups
Mean
±SD

p-value

Probe
manipulation

Male 5.00±1.82 0.489

Female 5.31±2.45 0.517

2020 5.34±2.08 0.332

2021 5.91±2.08 0.332

Computer
operation
(freeze,
measure,
comment)

Male 3.93±1.78 0.289

Female 3.49±2.08 0.306

2020 4.16±1.88 0.046*

2021 3.36±1.86 0.046*

*p<0.05

Table 6. Probe manipulation and computer
operation of the Trainee Students

5. 골반장부형상 검사 후 초음파 활용에

대한 이해도, 임상 활용에 대한 효과

골반장부형상 검사 후 초음파 활용에

대한 이해도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이

7.89±1.79와 8.66±1.43로 2020년도와 2021년

도 학생의 평균은 8.00±1.67과 8.38±1.71로

매우 충분한 정도로 나타났으며 성별 차이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Table 7).

골반장부형상 검사 후 초음파의 임상 활용

에 대한 효과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이

7.80±1.97과 8.49±1.76로 2020년도와 2021년

도 학생의 평균이 7.80±1.88과 8.33±1.92로

나타나 매우 충분한 정도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Characteristics Subgroups
Mean
±SD

p-value

Ultrasound
understanding

Male 7.89±1.79 0.036*

Female 8.66±1.43 0.028*

2020 8.00±1.67 0.295

2021 8.38±1.71 0.295

Clinical
usefulness

Male 7.80±1.97 0.096

Female 8.49±1.76 0.088

2020 7.80±1.88 0.185

2021 8.33±1.92 0.185
*p<0.05

Table 7. Ultrasound Understanding
and Clinical Usefulness of OSCE

6. 실습시간의 적절성

골반장부형상 검사에 해당하는 실습시

간은 1명의 학생이 대략 5분에서 10분

정도의 실습시간을 할애해서 실습을 진

행하였고 학생들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실습시간의 적절성이 5.83±2.06으로 보통

보다는 약간 높다는 평가가 나왔다.

7. 실습 과정의 종합적 평가

임상실습 시 좋았던 점에 대해서 학생들

은 ‘초음파를 한 번이라도 해 봐서 좋았다’,

‘초음파를 활용할 수 있는 자신감이 들었

다’, ‘자궁근종을 초음파 수업으로 들었을

때는 느낌은 왔지만 와닿지 않았는데 실습

을 하니 더 선명하고 오래 기억에 남는다’,

‘실제로 환자를 보는 느낌을 경험할 수 있

어서 좋았다’ 등의 의견을 기술하였다.

임상실습 시 개선 및 수정해야 할 점

에 대해서 학생들은 ‘다양한 사례로 실

습을 했으면 좋겠다’, ‘초음파 사용법과

해석에 대한 이론적 해석을 좀 더 실용적

으로 가르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연 영상을 보고 따라 한 느낌밖에 없

어서 아쉬웠다’, ‘실습시간이 턱없이 부

족하다’라는 의견을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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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한방부인과 임상실습교육에는 외래참

관, 병동참관, 객관화구조임상시험(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OSCE),

임상수행시험(Clinical Practice Examination,

CPX) 등이 있다6). 한방부인과 OSCE에

는 유방진찰, 질 분비물 검사, 음부 진찰,

골반 장부 형상 검사(초음파 검사), 분

만 진행 단계 진찰 등이 있고6), 의사국

가시험 실기시험에는 자궁경부 펴바름

검사, 분만 진행 단계 진찰, 질 분비물

검사가 산부인과 진찰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10). 실기시험 이후로 의사들이 설명

을 잘하고 환자와 의사소통이 잘된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실기시험 준비를 함으

로써 의사로서 자신감을 높이고 기본임

상수기를 더 잘하게 한다는 점이 긍정적

인 평가를 받고 있어서11) 향후 한의사국

가시험에도 실기시험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 다양한 준비가 필요

할 것으로 생각한다.

객관화구조시험은 임상실기시험의 한

형태로 수험자들이 임상상황과 유사하게

짜인 스테이션을 돌면서 스테이션별로

특정한 술기를 수행하고, 평가 교수들은

미리 구성된 점검표에 따라 평가하는 실

기시험의 한 유형이다12). OSCE는 1979

년 하덴의 최초 기술 이후13), 임상역량

평가에 학부 수준의 시험과 졸업 후 평

가에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여 OSCE는

절차 술기, 내용 술기, 임상 관리 술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의과대학에서 OSCE

라고 말하는 부분은 주로 임상 기술을

표시하는 임상 관리 술기를 말한다14).

한의학 교육에서 임상술기교육을 한 이

후에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고 임상수행

향상능력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15).

초음파란 인간의 가청 주파수 범위를

초과한 음파를 말하며 의료용 초음파는

1~20 MHz의 주파수가 이용된다. 초음

파 진단은 안전성을 가진 검사로 산부인

과에서는 정상 임신 여부 확인과 태아

발달사항까지 초음파를 사용한다16,17). 복식

초음파는 2~7 MHz의 탐촉자를 이용하여

방광을 채운 후 자궁과 부속기의 형태를

파악한다. 복식 초음파는 비교적 큰 골반

내 종괴를 관찰하거나, 복강 내 종괴가 있

는 경우에 도움이 된다. 질식 초음파는

방광을 비운 상태에서 5~12 MHz의 탐

촉자를 사용하여 골반 내 장기를 자세히

평가할 수 있다. 골반을 벗어난 종괴를

관찰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초음파는

자궁근종의 진단에 매우 유용하며 내진

상 불분명한 근종과 난소 종괴 등의 감

별진단이 가능하며 자궁내막증, 자궁외

임신, 난관 및 난소농양, 골반농양의 진

단에 유용하게 사용된다18).

초보자가 처음부터 환자에게 직접 사

용하기에 부담이 있고, 남학생이 여학생

에게 시행하는 데에도 어려운 점이 있어

서 팬텀을 활용하여 초음파 기술을 습득

한다면 초보자도 초음파 술기 능력이 빠

르게 향상될 수 있다1). 팬텀을 사용한 군

과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군을 비교한 일

본 연구에서 팬텀을 사용하면 초음파 능

력이 빠르게 향상되어 8개월에는 비슷한

초음파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고되었다3).

초음파 교육은 초음파 장비의 구비,

초음파 검사를 위한 공간 확보, 초음파

교육을 위한 시간 확보 등이 기본이 되

며 초음파 참여 횟수를 일정 수준 이상

각 케이스를 시행하도록 하여 인체모형



J Korean Obstet Gynecol Vol.35 No.2 May 2022

23

과 동영상 교육을 보조로 활용하고 있고1),

늑골 골절 촬영을 통한 정밀한 엑스레이

촬영을 위한 팬텀 활용19), 폐부종처럼 초

보자가 처음으로 실습하기 어려운 질환을

초음파로 검사하기 위한 팬텀의 활용20),

방사선을 활용해야 하는 위험한 초음파

교육에 활용하는데 치위생과 학생들의 치

과방사선 팬텀촬영8), 부인과 영역에서의

pelvic floor ultrasongraphy를 습득하기

위한 팬텀의 활용21), 자궁경부암 방사선

근접 치료를 위한 초음파 교육4) 등 영역

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 특히 부인과

영역의 경우에는 환자에게 바로 시행하

기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이

더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실습에 사용된 팬텀은 kyotokagaku

에서 만든 골반 팬텀 us-10의 모형으로

복부 스캔과 질식 스캔이 모두 가능한 모

형으로 복부 스캔을 활용하면 골반 해부

학을 인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팬

텀은 정상과 비정상을 비교하면서 평가

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어서 여성의

골반을 성공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9).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골반장

부형상 OSCE를 시행한 실습 내용에 관

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들이

생각하는 초음파 활용에 대한 자신감, 난

이도, 이해도, 유익성, 임상응용 등을 평

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한방부인과학

이 여성을 다루는 학문의 특성상 실습 학

생들의 인적 정보에 근거하여 성별에 따

른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하여도 알아보

았고, 초음파 기기를 다루는 학생들의 년

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2020년

도 2021년도 학생실습의 설문을 비교하

고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 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남학생이 60.7%로 더 많고, 나

이는 20~29세가 87.6%로 학생 대부분이

속해있다.

학생들의 초음파를 활용할 수 있는 자

신감은 초음파 술기 전에는 보통보다 낮

은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초음파 술기

후에는 보통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평가

하였다.

한방부인과학은 여성의 특성을 다루기

때문에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와 학번

의 차이도 함께 살펴보고자 독립검정을

시행한 결과 초음파 술기 전에는 남학생

이 3.72±2.80로 여학생이 3.43±2.74로 좀 더

자신감이 있었고, 2021년도 학생들이 4.13

±3.15로 2020년도 학생들은 3.07±2.21로

좀 더 자신감이 있었다. 초음파 술기 후에

는 여학생이 7.98±1.80이고 남학생이 7.23±

1.89로 더 자신감이 늘었고, 2021년도 학

생들의 자신감이 7.71±1.78이고 2020년도

학생들이 7.54±1.95로 자신감이 더 있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

았다. 초음파 술기 전에 여학생들의 자

신감이 더 적었고 초음파 술기 후에는

남학생들보다 자신감이 더 커진 것을 보

면 자신감이 더 없었다고 하더라도 초음

파 술기를 경험하고 나서는 오히려 더

많은 자신감이 늘어난 것으로 보아 초음

파는 이론적 학습도 중요하지만, 체험하

는 학습이 교육 효과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

만 연도별로는 2021년도 학생들이 실습

전후에 모두 자신감이 더 크다는 결과가

있어서 초음파 술기 전후의 자신감은 경

험하지 않았던 일에 대한 성별의 성향

차이로도 파악해 볼 수 있다. 초음파 술

기 전후의 교육 효과성을 살펴보기 위하

여 대응표본 t-test를 시행하였는데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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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초음파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던 학생들을 초음파

술기를 통해 향후 초음파에 대한 자신감

이 매우 높아진 것으로 한방부인과학에

서 초음파에 관한 수업은 이론수업 이후

초음파 술기 같은 실제 체험을 하는 것이

교육 효과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초음파의 난이도는

남학생이 5.26±1.67로 여학생의 5.17±1.71

로 조금 더 어렵게 생각했으나 보통의

난이도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2020년도 학생은 5.73±1.63으로 2021년도

학생이 4.73±1.59로 어렵게 생각했지만, 보

통의 난이도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초음파가 의료기기로서 기기에 대한 성

별의 차이보다는 연도별 학생의 인식이

더 작용한 것을 알 수 있다. 학생이 생각

하는 초음파 영상분석의 난이도는 남학

생이 5.34±2.03로 여학생이 5.91±2.05로 보

통의 어려움 정도로 나왔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좀 더 영상분석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2020년 학생

은 5.89±1.82로 2021년 학생은 4.56±2.05로

2020년도 학생이 좀 더 어려움을 느꼈고

초음파 영상 분석에 대한 난이도의 차이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초음파의 난

이도와 초음파 영상분석의 난이도는 모두

성별보다는 연도별 학생의 인식이 더 작

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초음파 탐촉자 조작의 난이도는 남학

생의 평균이 5.00±1.82이고 여학생의 평

균이 5.31±2.45로 여학생이 좀 더 어려움

이 있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

았다. 2020년 학생은 5.34±2.08이고 2021

년 학생은 5.91±2.08로 2021년 학생이 좀

더 어려움이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는 않았다. 2020년 학생이 초음파 실

습이 잘 안되는 학생이 2021년 학생보다

더 적극적으로 실습시간 외에도 보충하

는 적극적인 면이 있었는데 개인적인 초

음파 탐촉자의 능력보다는 적극적인 노

력의 결과가 더 중요한 것으로 예상해

본다. 보통의 어려움 정도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초음파

영상을 캡처하고 병변의 크기를 측정하

며 장기와 병변의 이름을 적는 컴퓨터

사용 기능은 남학생은 3.93±1.78로 여학

생은 3.49±2.08로 여학생이 더 쉽게 생각

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2020년 학생은 4.16±1.88로 2021년 학생

은 3.36±1.86로 나타나 2021년 학생이 더

쉽게 생각했으며 컴퓨터 사용 기능은 연

도별로 난이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

OSCE 후 초음파 활용에 대한 이해도는

남학생은 7.89±1.79로 여학생은 8.66±1.43

로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초음파 활용

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020년 학생은

8.00±1.67으로 2021년 학생은 8.38±1.71로

2021년 학생이 더 초음파 활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OSCE 후 초음파의 임상

활용에 대한 효과는 남학생이 7.80±1.97

로 여학생이 8.49±1.76로 2020년 학생이

7.80±1.88로 2021년 학생이 8.33±1.92로

나타나 2021년 학생이 임상 활용에 대한

효과에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성별과 연도별 모두 초음파 활

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임상 활용

에 대한 효과에 관한 생각도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는데, 특히 성별의 차이는 난

이도, 자신감과 달리 이해도에 있어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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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함을 알 수가 있다.

임상실습 시 좋았던 점에 대해서 학생

들은 ‘초음파를 한 번이라도 해 봐서 좋

았다’, ‘초음파를 활용할 수 있는 자신감

이 들었다’, ‘자궁근종을 초음파 수업으

로 들었을 때는 느낌은 왔지만 와닿지

않았는데 실습을 하니 더 선명하고 오래

기억에 남는다’, ‘실제로 환자를 보는 느

낌을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 등의 의

견을 기술하였다.

임상실습 시 개선 및 수정해야 할 점

에 대해서 학생들은 ‘다양한 사례로 실

습을 했으면 좋겠다’, ‘초음파 사용법과

해석에 대한 이론적 해석을 좀 더 실용

적으로 가르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

다.’, ‘시연 영상을 보고 따라 한 느낌밖

에 없어서 아쉬웠다’, ‘실습시간이 턱없

이 부족하다’라는 의견을 기술하였다.

실습의 종합적 평가를 학생들의 자유

로운 의견 제시를 살펴보면 초음파 술기

좋았던 점은 체험해 보니 자신감이 들었

고 기억에 오래 남아 초음파 학습에 도

움이 된다는 체험형 학습의 효과에 대해

서 의견을 이야기했다. 개선 및 수정해

야 할 점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사례,

실습시간의 부족함, 초음파 사용에 대한

실용적이고 익히기 쉬운 효율적인 학습,

더 많은 모형과 자세한 교육 등으로 다

양한 의견으로 초음파 검사는 체험을 하

는 것이 교육의 효과를 더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다음과 같은 점

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초음파와 관련

된 성적과 초음파 술기 전후를 비교하지

못한 점이 있다. 학생들이 설문으로 난

이도나 이해도에 관해서 이야기했지만,

실제 지식의 측면에서 과연 얼마나 자세

히 이해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

다는 점이다. 둘째, 초음파 병태 모형에

서 자궁근종과 자궁외임신을 예로 들었

는데, 초음파 술기 후 자궁근종과 자궁

외임신 등에 대한 학생들의 지식과 이해

에 대한 부분을 사이 시험 등을 이용했

다면 단순히 초음파 모형으로서가 아니

라 질병을 이해하는 대에도 더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초음파

실습으로 부인과 질환에 대한 이해도 및

교육 효과를 더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초음파 술기 시 실습지침서에 나

온 점검표 점수와 실제 부인과학 성적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이론수업과 체험수업

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것도 추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초음파 탐촉자

를 활용하여 자궁근종 크기를 측정하는

것과 초음파로 총 실시해서 할 수 있는

시간 등 학생들의 능력을 측정해 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V. 결 론

한방부인과 골반장부형상 검사를 이수

한 학생들을 설문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 초음파를 활용할 수 있는 자신감은 성

별과 연도별 학생의 차이가 있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2. 초음파 사용과 초음파 영상 분석의 난

이도는 보통의 수준이었고 성별의 차

이는 유의하지 않았고 연도별 학생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3. 초음파 탐촉자 조작의 난이도는 보통

의 수준이었고 성별 및 연도별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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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고, 컴퓨터 사용 기능은 약간 쉬운 수

준이었고 성별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연도별 학생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

4. 초음파 활용에 대한 이해도는 매우 충

분하다고 답변하였으나 성별의 차이

가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연

도별 학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 임상활용에 대한 효과는 매우

충분하다고 답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5. 실습시간의 적정성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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