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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rpose: Cardiopulmonary bypass (CPB) is one of the most fundamental and important 

subjects in cardiovascular surgery. Thus, it is insufficient to understand CPB through only 

traditional education methods as a comprehensive knowledge based on anatomy and physiology 

of the circulating system and surgical techniques is essential.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multimedia CPB　teaching program for a more rewarding learning experience.

  Methods: Among all teaching materials, text and picture-based lectures, movies on surgical 

procedures, and animations were chosen to be included in the teaching programs. Firstly, we 

made lecture notes and a powerpoint lecture with narration. Secondly, we made and edited 

movie files on surgical procedures, and incorporated sound in the movies. Thirdly, we developed 

animation files including all CPB procedures using flash 5.0. Finally we made a CD ROM and 

a web page for CPB and other basic surgical techniques. A basic wurgical procedures Self-test 

was also included. Questionnaires were given to medical student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and the ease of use of this program.

  Results: The developed CPB educational program was distributed in a CD-ROM. An internet 

homepage (http://surgery.chungbuk.ac.kr) for basic surgical procedures was constructed with the 

multimedia CPB lecture.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s were positive, Proving the improved 

understanding of CPB. 

  Conclusion: This multimedia education program on CPB not only can help medical students 

to easily understand the structures and principles involved in CPB, but also give indirect 

experience of this surgica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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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w chart of screen design and programming technique.

서   론

  심장 질환과 동맥 질환을 포함한 심  수술

은 근본 으로 인체에서 가장 요한 장기인 심장

을 일차 으로 다룰 뿐만 아니라 뇌, 폐, 신장, 그리

고 간 등의 여러 필수 장기들이 필연 으로 연 되

는 분야이다. 이러한 심 질환의 수술에 있어 가

장 기본 이며 요한 시술인 체외순환을 시행함에 

있어 기본 인 원리나 해부학  구조 그리고 기능 

등을 잘 숙지하여야 한다. 하지만 쉽게 하기가 어

렵고 체외순환에 한 복잡한 원리와 생리학 인 

이론의 이해가 요구되기에 의 생들에게나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에게도 어렵고 힘든 분야인 것이 사

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의 생들이나 공의들이 체외순

환의 구조와 원리를 보다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하여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체외순환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 다.

상  방법

  개발과정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체

외순환의 각종 의학자료 (강의록, 수술술기, 그림, 

애니메이션, 동 상 등)를 수집하여 디지털화 하

고 이해를 돕기 하여 동 상 촬  자료와 그림자

료, 문자자료들을 구분하여 체외순환 이론에 한 

강의록을 작성하 으며 체외순환의 멀티미디어 자

가 평가항목을 작성하 다. 그리고 제작후의 자료를 

학생들에게 제시하여 설문조사를 하 으며 그에 

한 효용성을 평가하 다.

  체외순환의 원리와 운용에 한 강의를 실제  

상황의 수술 장면과 애니메이션  도해를 조합한 

워 포인트, 동 상 강의와 래시를 이용한 강의

로 멀티미디어 교재를 개발하 다.

  동 상은 디지털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

한 후 리미어 6.5 로그램을 이용하여 제작하

으며 음성을 삽입하여 이해를 돕도록 하 다. 강의

록은 워 포인트로 제작하여 웹 형태로 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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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Lecture I of cardiopulmonary bypass: lecture note.

다. 애니메이션은 래시 5.0을 이용하여 제작하

다. 여러 가지 교육 자료들을 데이터화하여 컴퓨터

와 서버에 연계하 다.

  웹서버는 마이크로소 트 information server를 이

용하 고 스크립터 언어는 ASP 언어를 사용하 다. 

화면 설계와 로그래  테크닉의 흐름도는 Fig. 1 

과 같다.

  제작 과정을 요약하면;

  1) 체외순환과정을 비디오에 담아 동 상 일을 

만들었다.

  2) 멀티미디어 자료를 가지고 강사가 강의하는 것

을 비디오로 촬 하 다. 컴퓨터 로그래머와 웹 

디자이 는 멀티미디어 슬라이드를 본 연구진이 개

발하는 시스템에 맞게 변환시키고, 비디오를 동화상 

일로 변환하 다. 비디오 동화상과 슬라이드  

애니메이션과의 완벽한 연계가 되도록 편집하 다.

  3) 체외순환 뿐만 아니라 기본 수술 술기에 한 

강의록도 제작하 고 강의 내용을 평가할 수 있도

록 멀티미디어 자료를 이용하여 문제를 출제하 다. 

출제한 문제를 본 연구진이 개발한 시스템에 맞게 

변환시켰다.

  4) 개발한 자료를 CD-ROM으로 제작 배포하고 웹

에 등재하 다.

  로그래  테크닉의 구축과 개발환경; 워 포인

트 동 상 강의와 래시강의는 도우 미디어 서

버와 도우 2000서버에 등재하여 강사의 강의내용

과 수술에서 사용된 기본 술기에 한 강의를 상

강의로 제공하 다.

  제작된 로그램의 효용성을 평가하기 하여 심

장학 강의를 처음 받은 충북 학교 의과 학 2학년 

학생 ( 체 60명  15명)과 일년 에 받았던 3학년 

학생 (56명  15명) 30명을 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 다. 설문 내용은 기존의 강의록 주의 체외순

환 강의와 비교하여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체외순환 

교육 자료의 이해도, 흥미도, 효용성  건의 사항에 

을 두었다.

결   과

  체외순환에 한 강의 내용을 강의록과 이를 요

약한 해설이 포함된 워포인트, 그리고 래시 애

니메이션과 수술 장면을 담은 동 상으로 구성하

다. 개발된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체외순환 교육 로

그램을 CD-ROM으로 제작하고 웹에 등재하여 체외

순환학 홈페이지를 구축하 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http://surgery.chungbuk.ac.kr에 속하면 충북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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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Lecture II of cardiopulmonary bypass: powerpoint.

외과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된다. 여기서 좌측에 할

애된 목록에서 [강의목록]을 선택하고, 화면 우측의 

강의내용에서 [cardiopulmonary bypass 원리]를 선택

하면 강의 화면이 연결된다 (Fig. 2). 강의 내용은 수

술도감과 워 포인트, Animation의 세 가지 형태로 

나 어서 구성 되었다. 체외순환 원리의 세 가지 강

의 형태는 모두

  1) HISTORICAL NOTE 

  2) COMPONENTS OF THE HEART-LUNG MA-

CHINE 

  3) CONDUCT OF CPB 

  4) PATHOLOGIC PHYSIOLOGY OF CPB 등의 네 

가지 소제목으로 나 어서 자세히 설명하 다.

  워 포인트 부분을 클릭하면 체외순환의 정의부

터 시작하여 심폐기의 구조, 원리, 운용 등을 워 

포인트와 모식도의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Fig. 

3), 화면 좌측에는 시술자의 동 상 음성 설명이 곁

들여져 이해를 돕고 있다. 워 포인트는 학습자들

의 주의력을 집 시킬 수 있는 선명한 색들을 선택 

조합하여 기억에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 다.

  애니메이션 부분을 클릭하면 심폐순환의 과정이 

애니메이션의 형태로 나타난다 (Fig. 4). 동맥 과 정

맥 을 빨간색과 란색으로 그려주어 동, 정맥의 

순환과정을 생동감 있게 보여주었다. 먼  정상 심

폐순환의 과정을 애니메이션의 형태로 보여주며 

동맥과 정맥에 삽 하는 과정  삽 후의 부분 

체외순환과 완  체외순환, 두개 과정을 각각의 시

술 과정과 시술 후의 심폐순환의 특성,  심폐기의 

작업 과정을 구체 으로 나타내었다. 

  이해를 돕기 해 수술도감 부분을 클릭 하여 보

면 실제 수술 장에서의 체외순환의 시술 과정을 

볼 수 있다 (Fig. 5). 심막을 열고 심장 박동 하에서 

삽 하는 과정을 실제 그 로 볼 수 있으며, 수술장

에서의 분 기나 그에 따르는 부속 차, 기구들을 

학습자들이 직  보게 하여 임상에 임할 때 보자

들로 하여  빠른 응을 할 수 있도록 하 으며 동

상에 따르는 시술자의 설명이 있어서 학습자의 

이해가 한층 쉬워지도록 하 다.

  체외순환 과정과 원리에 하여 에 설명한 세 

가지 포인트에서 각각 독립 이면서도 서로 연 되

는 과정을 보여 으로써 학습자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 다.

  홈페이지 좌측 에 학습한 내용을 평가해 보기 

해 실력 측정을 한 멀티미디어 자가 평가 (Self- 



한국의학교육 : 제 17 권 제 3 호 2005

- 271 -

Fig. 4. Lecture III of cardiopulmonary bypass: animation.

Fig. 5. Lecture IV of cardiopulmonary bypass: real operation.

Test) 항목을 추가하여 자기 실력 측정을 할 수 있게 

하 다 (Fig. 6). 자가 평가는 교육 과정의 이해 정도

를 평가할 수 있게 구성하 고 이를 통해 피드백 할 

수 있게 하 다.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체외순환 교육 자료의 효용

성을 평가하기 하여 충북 학교 의과 학 2학년  

( 체 60명)과 3학년 ( 체 57명) 학생들 에서 임

의로 30명 (2학년 15명과 3학년 15명)을 선정하여 설

문 조사를 시행하 다. 설문 내용으로는 멀티미디어 

자료의 활용으로 학습의욕과 흥미도, 학습 효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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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elf test.

Table I. Questionnaire Results on Multimedia Cardiopulmonary Bypass Education Material

Strongly 

negative
Negative Average Positive

Strongly 

positive

1. Increase in motivation & interest 16.7% 72.2%  5.6%

2. Helpful in understanding principles of 

CPB
 5.6% 66.7% 27.8%

3. Increase in effect of learning 11.1% 72.2% 16.7%

4. Effect of concentration  5.6% 11.1% 38.9% 38.9%  5.6%

5. Necessity of a teacher 38.9% 61.1%

6. Experience of CAL 16.7% 61.1% 11.1%  5.6%  5.6%

7. Using multimedia in other lectures 11.1% 77.8% 11.1%

8. Comments

해와 집 력 등 여덟 가지 항목에 하여 실시하

으며, 부분의 학생들이 학습 효과에 정 으로 

응답하 다 (Table 1). 이 결과를 통하여 멀티미디어

를 이용한 체외순환 교육 자료가 학습의 이해와 흥

미를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고   찰

  인공심폐기를 이용한 체외 순환은 심  수술에 

있어서 가장 기본 이면서 한 가장 필수 인 과

정이다. 1953년 Gibbon 등에 의해 처음 사용된 이래 

재까지 많은 발 을 해오고 있으며, 어렵고도 

험한 심  질환의 수술을 안 하고 보편 으로 



한국의학교육 : 제 17 권 제 3 호 2005

- 273 -

행해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

다. 이러한 체외순환에 한 의 생들과 공의들을 

한 교육은 기존의 텍스트 주의 강의와 수술장 

에서의 제한된 시야를 통한 어깨 머로 보는 것만

으로는 충분치 못한 것이 실이었다. 

  의학 교육은 다른 교육 활동과는 다르게 창의

으로 임상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 배양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를 하여 임상 능력의 향상을 

한 보다 효과 인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처음 임

상을 하는 보 의사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용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다. 처음으로 임하는 

임상이기에 경험이 부족하고 임상의 분 기에 익숙

하지 못하여 이론과 실제의 연결이 자연스럽게 이

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의 생들의 공통 인 어려

움이다. 이로 인하여 환자들은 불필요한 고통을 받

을 수 있으며 한 치료나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

으며, 부 한 치료를 받게 되는 일도 생길 수 있

다. 특히 이론  지식 외에 장 경험과 외과  술

기가 필요한 외과에서는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의과 학 교육과정에서도 반 인 컴퓨터 

사용이 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여러 교육 로

그램들이 사용되고 있다 (Feldman et al., 1989; 김선

일, 1995; 이상훈 등, 1996; 김종운 등, 1997; 유선미 

등, 1997; 조명찬 등, 1998; 고창순, 1999; Fleetwood 

et al., 2000). 컴퓨터를 이용한 학습은 조직학이나 

병리학과 같이 시각 자료가 많이 필요한 과목에서 

흥미를 끄는데, 많은 이미지 자료를 장했다가 말

로 된 설명과 함께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인 로 미국 국립의학도서 (National Library of 

Medicine)의 Visible Human Project와 같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해부학 분야의 컴퓨터 이용이 

가능해 지면서 3차원 상에 교육자와 학생들 간의 

화식으로까지 근할 수 있게 되어 지 까지 교

과서에서 2차원  이미지를 통해 해부학을 배우던 

것과는 다른 학습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되었다. 컴퓨

터를 이용한 학습의 장 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강의실에서 수동  강의와는 달리 극

(active)이고 지속 으로 교육에 할 수 있다.

  2. 학생들은 개개인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 학습속

도를 조 할 수 있다.

  3. 교수보다 학생의 편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므로 

학습 성취도가 높다.

  4. 재 성 (reproducibility)이 있고 객 (objec-

tive)인 교육이 가능하다.

  5. 실제 환자를 상으로 할 경우, 험하거나 경

험하기 힘든 상황도 컴퓨터로 쉽게 경험할 수 

있다.

  6. 컴퓨터 통신에 의한 원거리 교육이 가능하다.

  7. 다양한 교육재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컴퓨터를 이용한 의학교육은 여러 학 

 병원에서 시행되었으며, 그 효용성을 평가한 결

과 매우 정 인 것으로 나타났다. Feldman 등

(1989)은 약리학과 치료학 (therapeutic)을 수강하고 

있는 의  4학년 학생들에게 일부는 통 인 교육

방식을 사용하고 일부는 통 인 방식과 CAL 

(Computer-Assisted Learning)을 병행하여 교육시킨 

결과, 평가에서는 CAL의 도움을 받은 집단이 35%

나 성 이 높은 것으로 명되었고, 교육시간은 

37%나 길었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R. E. Fincher 

등 (1988)은 의과 학 3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심

도를 해석하는 방법에 한 교육을 컴퓨터와 심

장 문의 (cardiologist)와의 세미나를 통하여 받게 한 

후 평가한 결과 컴퓨터를 통하여 교육받은 그룹의 

학생들이 우수한 성 을 기록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T.J. Garrett 등 (1987)은 CAL 시스템을 사용하여 

액학을 교육시킨 결과 그 지 못한 학생보다 성

이나 교육시간에서 획기 인 발 이 있었다고 이야

기하고 있다. 즉 컴퓨터로 교육받은 학생들은 성

에서 80.3   63.8 으로 우수하고 교육시간도 77

분  95분으로 짧아졌다. 컴퓨터를 이용한 학습이 

다양한 수 으로 개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이러

한 교육 략 변화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충북 학교 의과 학 2학년과 3학년 

학생을 상으로 한 평가는 결과 으로는 정 으

로 해석되나, 이를 통하여 결론을 유도하기는 무리

가 있을 것 같다. 무도 은 수의 특정 집단을 

상으로 한 결과이기에 통계 인 유의성을 찾기에는 

객 인 요인들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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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생각은 이미 컴퓨터 문화에 익숙한 학생

들에게는 화면을 통한 시각 이고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한 학습 방법이 동기 유발이나 이해를 돕는데 

기여하리라 단된다.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체외순환 교육 로그램은 

의과 학생과 공의 과정에 있는 피교육자들에게 

체외순환에 한 반복 이고 생생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게 하 으며, 어렵게만 느껴지는 체외순환 

분야에 다양한 멀티미디어 형식을 지원하여 학생들

의 학습 동기를 유발시키고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 다. 한 인터넷에 등재함으로써 모든 의  

학생과 공의들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기술

 측면으로도 의학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

어 진료나 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수시로 입력, 정리

할 수 있으며 원격 송을 가능하게 하여 의료 정보

의 호환이 가능하게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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