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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Laboratory Medicine1, and Medical Education Uni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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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rpose: Insufficient teaching of clinical microbiology, often caused by limited resources in 

medical schools, might be a reason for inaccurate diagnosis and treatment of infectious diseases 

by docto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d assess a multimedia self‐learning tool 

(MSLT) for clinical microbiology course. 

  Methods: We developed the MSLT based on existing self-directed learning tools. This tool 

was used by second-and third-year medical students. We randomly assigned 67 participating 

students to two groups: one (29) with lectures only and the other (38) with the MSLT only. We 

conducted pre- and post-tests.

  Results: There are no differences in the pre- and post-test scores between the lecture group 

and the MSLT group in knowledge of bacterial classification, understanding of infectious 

diseases, proper use of laboratory tests, and proper selection of antimicrobials. However, post-test 

score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both groups.

  Conclusion: The MSLT was found to be as equally effective as lectures, at least, test score- 

wise. Teachers could use either this tool alone or combined with conventional lectures to 

improve and enhance teaching in clinical microbiology. The results shed new insights into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new teaching methods in clinical microbiology for future medic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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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사망의 주요 원인  하나이며 각종 질환의 합병

증으로 그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감염증은 의

학에서 그 요성이 더해가고 있다. 감염질환은 기

타 만성질환이나 신생물에 의한 질환과 달리 신속

하고 정확한 진단으로 그 치료 경과가 상당히 개선

될 여지가 있고 염성에 따라 사회  효과도 

지 하므로, 감염질환의 반 인 이해는 의학교육

에서 상당한 비 을 차지해야 할 것이다. 한, 감염 

질환의 원인이 되는 미생물의 염색성이나 배양 성

상 등은 직  으로 보면서 실습을 통하여 습득하

는 것이 학습 효과가 더 높을 것임은 자명하다. 그

러나 부분의 의과 학에서 진단검사의학과의 임

상 실습 과정이 선택 과목으로 운 되고 있다. 따라

서 임상의사로서 아주 간단히 시행할 수 있는 그람 

염색의 실시 방법이나, 염색과 배양상의 미생물의 

특징에 하여 직  으로 보고 배울 기회가 모든 

학생들에게 주어지지는 않는다. 이로 인해서 학생들

이 임상미생물학과 감염학에 해서 충분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어지게 되고, 이는 결국 

감염질환에 한 이해의 부족을 래하며 치료할 

때 부 한 항균제의 선택으로 이어지게 된다

(Tajima et al., 1999; 김 선, 2003). 따라서 부족한 임

상미생물학 강의 는 실습을 체하여 임상미생물

학 지식을 자발 , 극 으로 습득할 수 있는 방안

이나 도구의 마련이 필요하다. 

  최근 컴퓨터를 이용한 교수법 (computer-assisted 

instruction, CAI)과 자가 학습법 (self-directed lear-

ning)이 교육방법론으로  그 역을 넓 나가고 

있으며 의학교육에도 이러한 경향이 반 되고 있다

(Dornan et al., 2005). 한 강의 시간에 교과서를 

설명하는 방식의 기존 교수법을 치하기 해 문

제 심 학습법 (problem-based learning, PBL)이 채

택되고 있으며 기존의 강의내용을 치하는 PC 기

반의 멀티미디어 교재들이 의학 분야에서 개발되고 

있다. 

  본 연구는 2004년 의과 학 학습목표의 내용  

임상미생물과 련이 있는 부분을 심으로하여 애

니메이션 제작, 동 상 촬   편집을 통한 시청각 

멀티미디어 교재를 개발하 으며, 이를 이용한 방법

과 통 인 강의 방법을 병행하여 임상미생물학 

지식을 습득하게 한 후 두 가지 학습 방법의 장단

을 분석하 다. 

상  방법

가. 교재 개발 

  기존의 의과 학 학습목표  감염과 임상미생물

학에 해당하는 부분의 강의교재를 골간으로 하여 

학생들이 직  심 유발과 이해에 도움이 되는 멀

티미디어 자료를 수집하도록 하 으며 이를 임상미

생물을 공하는 진단검사의학과 문의와 토론을 

거쳐 내용을 정하고 멀티미디어 자발학습 교재

(multimedia self-learning tool, MSLT)를 개발하 다.  

나. 교재의 평가 

1) 1차 교재의 만족도에 한 설문조사

  부산 학교 의과 학 의학과 2학년 는 3학년 

학생  희망자 70명을 선정하여 멀티미디어 교재

로 강의를 시연하고 이에 한 설문지 (부록)를 작

성하도록 하 다. 설문지에는 멀티미디어 자료에 

한 반응, 내용의 성, 내용 이해에 한 문항을 

포함하여 2차 교재작성의 참고자료로 활용하 다. 

2) 완성된 교재의 효과 정 ‘a pretest-inter-

vention-post test’ design

  2005년 9～10월 2개월간 부산 학교병원 진단검

사의학과와 국립마산병원에 임상실습을 나온 67명

의 의학과 3학년 학생을 상으로 이들을 무작 로 

2개 군으로 나 었다. 효과 정에 이용된 교재는 

제1편 ‘세균의 특성과 분류’를 이용하 다. A군 (29

명)은 기존의 문서교재를 바탕으로 강의자가 내용

을 직  설명하는 방법으로 강의를 시행하 고, B

군 (38명)은 문서교재와 멀티미디어 교재를 가지고 

스스로 학습하도록 하 다. 이들 2개군 각각에서 제

1편의 교재에서 습득할 수 있는 내용을 심으로 미

생물의 분류, 감염증의 이해, 임상미생물 검사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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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development flowchart of the multimedia learning tool.

해와 활용, 항균제 선택에 한 문항을 만들어 강의 

30분 에 사  평가 (pre-test)를 실시하고 강의 이

후 귀가 에 사후 평가 (post-test)를 실시하 다. 사

 사후 평가는 동일한 문항으로 시행하 으며, 앞

의 4가지 주요 내용에 해당하는 문항을 각각 5문항

씩 총 20문항으로 5지 선다형과 단답식 문항을 혼

합하여 구성하 다. 두 가지 강의 방법의 효과를 

정하기 해, 사 평가 수를 공분산으로 설정한 

analysis of covariance (ANCOVA) 방법을 사용하여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지 비교하 다. 자

료 분석은 SPSS 10.0 통계 로그램을 사용하 다. 

결   과

가. 교재 개발 

  임상미생물학 교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제작되었다 (Fig. 1). 

1) 교재의 내용 선정  

  의과 학 학습목표에 따른 강의록의 내용과 교과

서, 실습서 등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임

상미생물학의  분야를 총 9장으로 나 어 문서교

재를 작성하 다 (Table I).

2) 1차 교재의 작성 

  작성한 문서교재와 비된 멀티미디어 자료 에

서 문서의 내용에 한 이해가 어렵거나 검체 종, 

염색 등 실습이 필요한 부분을 선정하여 애니메이

션, 동 상, 그림 등의 내용을 집 으로 첨가하여 

멀티미디어물을 작성하 다.

3) 1차 교재 평가  수정 후 교재 작성의 완료 

  상기 작업에서 만들어진 멀티미디어교재를 시연

하여 만족도 설문조사  이해도 평가를 시행하

다. 1차 교재 작성으로 만들어진 멀티미디어 교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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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 The Selected Contents of the Multimedia Learning Tool for the Instruction of Clinical Microbiology

Main topic Selected contents

1. The characteristics and classification 

  of bacteria

Structure of bacteria, Conventional methods of bacterial classification

Gram staining patterns, Antimicrobials affecting the bacterial cell wall

2. Gram positive cocci Staphylococcus, Streptococcus, Enterococcus

3. Acid fast bacilli and other gram‐
  positive bacteria

Acid‐fast bacilli, Actinomyces, Nocardia, Listeria monocytogenes

Corynebacterium diphtheriae, Bacillus

4. Enterobacteriaceae and the intestinal 

infections

Diagnosis and treatment of intestinal infections

Specimens from the lower gastrointestinal tract 

Intestinal infections by Enterobacteriaceae

Campylobacter, Vibrio, Aeromonas, Clostridium difficile

Parasites, Virus, Food poisoning

5. Extra‐intestinal infections of 

Enterobacteriaceae

E. coli, Klebsiella, Enterobacter, Proteus, Serratia, Citrobacter

Typhoid fever, Endotoxin shock

6. Antimicrobial resistance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testing

Extended spectrum beta‐lactamase

7. Other bacteria Glucose non‐fermenters, Vibrio, Hemophilus, Branhamella catarrhalis,

Neisseria, Legionella, Chlamydia, Mycoplasma, Classification of bacteria

8. Fungi Specimen processing and diagnosis

Host defense mechanism and fungal infections

Medically important fungal infections, Antifungal agents

9. Viruses Classification, Replication, Medically important viral diseases

Antiviral agents

시연  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내용과 형식을 보완

하여 매회 30～40분 분량으로 총 9회의 멀티미디어 

교재를 완성하 다. 

  (1) 애니메이션 기능을 이용한 설명

  문가와 문 로그램이 필요한 애니메이션 제

작 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Powerpoint
Ⓡ (한국 마

이크로소 트, 서울) 로그램의 애니메이션 도구를 

이용하여 항균제의 작용기  등 개념  이해가 필

요한 부분들을 손쉽게 제작할 수 있었다 (Fig. 2).

  (2) 실습 동 상 촬

  시 에서 흔히 구입할 수 있는 보 형의 캠코더

를 이용하여 그람염색, 배지 종 등 실습과 련된 

항목들을 촬 , 편집하여 교재에 포함시켰다 (Fig. 

3).

  (3) 멀티미디어교재의 편집과 음성삽입

  의 과정을 거쳐 작성한 문서 교재, 그림, 애니

메이션, 실습 상을 Powerpoint 로그램을 이용하

여 편집하여 내용을 구성하고 순서에 맞추어 동

상편집 로그램인 Adobe Premiere
Ⓡ (Adobe Sys-

tems, Inc., San Jose, CA, 미국)와 Camtasia Studio
Ⓡ

(TechSmith Co., Okemos, MI, 미국)로 편집하 다. 

작성된 동 상에 음성해설을 추가하여 멀티미디어 

교재를 완성하 다. 

나. 교재의 평가 

1) 1차 교재의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1차 교재를 이용한 멀티미디어 교재의 비평가 

시연에 참여한 70명  설문지를 작성한 30명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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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reen illustrations on the interaction between the bacterial wall and antimicrobials using animation tool in 

PowerpointⓇ.

과는 Table II와 같다. 먼 , 제작된 MSLT에 한 

질문에서 멀티미디어 자료의 상, 음향에 해서는 

부분 정 인 반응을 보 으며, 강의 시간도 

한 것으로 답하 다. 흥미도와 집 도에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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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Video clips of Gram staining procedure recorded by a personal camcorder.

Table II. Results to Questionnaire for the Multimedia Learning Tool

Questionnaire Scales Mean±SD

A. Multimedia material

Quality of material Very good (5) Good (4) Average (3) Bad (2) Very Bad (1) 4.2±0.7

Length of playing time Too long (5) Long (4) Adequate (3) Short (2) Too short (1) 3.3±0.5

Interests So Interesting (5) Interesting (4) Average (3) Tedious (2) So Tedious (1) 3.3±0.9

Maintenance of 

concentration
Definitely Yes (5) Yes (4) Maybe (3) No (2) Definitely No (1) 3.3±1.0

B. Multimedia lecturing

Prior knowledge Mostly (5) Partly (3) Almost nothing (1) 4.0±1.0

Acquisition of knowledge Mostly (5) Partly (3) Almost nothing (1) 3.3±1.1

Relative difficulty So Difficult (5) Difficult (4) Average (3) Easy (2) Too Easy (1) 2.9±0.4

Comprehension Definitely Yes (5) Yes (4) Maybe (3) No (2) Definitely No (1) 3.9±0.5

Informative lecture Definitely Yes (5) Yes (4) Maybe (3) No (2) Definitely No (1) 3.2±0.7

도 정 인 반응이 우세하 다. 반면, 음성 해설이 

단조롭다는 등의 기타 의견이 있었다. 멀티미디어물 

구성물 에서는 애니메이션 (76.7%), 실습 동 상

(16.7%), 그림  자의 강조 (각각 13.3%), 음성 

해설 (3.3%) 순으로 애니메이션이 이해에 가장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꼽았다. 다음으로 MSLT를 이

용한 강의방법에 한 질문에는, 교재에서 다루는 

내용을 부분 기존에 알고 있었다는 답이 많았

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재 시연  추가 인 지식 

습득이 이루어졌으며 강의가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

는 의견이 많았다. 통 인 강의 방법과 멀티미디

어 교재에 의한 학습간의 선호도에서는 자 53.3%, 

후자 46.7%로 양쪽이 유사한 선호도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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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II. Comparison of Changes in Scores (post minus pre) Between Pre‐ and Post‐Test Assessments Between 

Groups by ANCOVA with Pre‐test Score as Covariate

Fields of study
A. Conventional 

Lecture Group (N=29)

B. Multimedia Lecture 

Group (N=38)
F value p value

Classification of bacteria Pre 2.90±1.37 2.24±1.22

Post 4.07±0.92 3.55±1.20

Change 1.17±0.89 1.32±1.21 1.705 0.197

Understanding of infectious 

diseases

Pre 1.52±0.83 1.84±1.15

Post 2.34±1.05 2.74±1.16

Change 0.83±1.00 0.89±1.09 0.051 0.822

Proper use of laboratory tests Pre 1.69±0.97 1.58±1.08

Post 2.10±0.90 2.66±1.98

Change 0.41±1.02 1.08±2.01 0.425 0.517

Proper selection of 

antimicrobials

Pre 2.38±1.24 2.13±1.12

Post 3.10±0.62 3.13±0.58

Change 0.72±1.00 1.00±1.04 0.121 0.729

Total Pre 8.48±2.39 7.79±3.02

Post     11.62±1.86     12.08±3.45

Change 3.14±2.31 4.29±3.02 1.850 0.180

2) 완성된 교재의 효과 정

  완성된 교재를 이용하여 통 인 강의와 멀티미

디어를 이용한 강의 사이에 미생물의 분류, 감염증

의 이해, 임상미생물 검사의 이해와 활용, 항균제 선

택의 4가지 역에 한 학습향상 효과를 비교하

다. 학습 후에 시행된 평가에서 통 인 강의 방법

보다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방법이 부분의 역에

서 수가 높았으나 사  수를 보정한 결과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III).

고   찰

  의학교육이 기존의 강의자에 의한 일방 인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 심의 토론식 학습으로 바 어가

면서, 문서 교재를 바탕으로 강의자가 설명하는 방

식과는 다른 근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강

의자에 의한 수업을 체할 학습교재의 개발이 필

요한 시 이다. 이를 한 컴퓨터 기반의 다양한 학

습 교재들이 선보이고 있으며 이들은 멀티미디어 

기술을 이용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유도하고 이해를 

돕는 자료들을 이용하고 있다 (조한익 외, 2000). 그

러나 멀티미디어 학습교재의 개발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어 각 의과 학의 교육과정에 합한 

교재를 개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교재 제작 과정에서는 구나 쉽게 제작할 수 있

도록 흔히 이용되는 사무용 로그램과 작 도구

들을 사용하 으며 이를 각 학의 교육과정에 

용하여 필요한 내용을 선정하고 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하여 멀티미디어 강의 교재를 만드는데 

참조가 되도록 하 다. 한, 교재 개발 과정의  

단계로서 학습 자료의 선정  수집 과정에 피 교육

상인 학생들을 참여시킴으로써, 해당 학습자의 수

과 필요에 맞는 주제  내용 선정을 꾀하고자 하

다. 

  학생들의 본 멀티미디어 교재에 한 반응을 살

펴보면, 흥미도와 집 도 향상에는 호의 인 반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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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으며 특히 동 상이나 애니메이션이 이해에 도

움을 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음성 해설에 해서

는 부분 부정 인 반응을 보여 추가 교재개발에

는 단조로운 해설을 탈피하고자 하 다. 내용면에서

는 부분 교과서 등의 문서자료를 이용한 사  학

습으로 알고 있던 내용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는 

멀티미디어 교재의 특성상 세부 인 내용 설명이나 

정보 달보다는 개념  이해에 을 두어야 한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의학교육에서 CAI는 PBL의 진행 (Schor et al., 

1995), 해부학  지식의 교육 (Stanford et al., 1994; 

Gould, 2001), 청진, 수술 등의 술기 시행능력 향상

(Devitt et al., 1998; Torre et al., 2004) 등 기 의학 

교육에서부터 임상 지식  술기 교육에 이르기까

지 다양한 방면에서 기존의 학습 방법을 보조하거

나 체하고 있다. 한정된 시간에 많은 지식을 습득

하는 장 이 있는 문서 기반 학습에 비해 시간이 충

분할 경우 컴퓨터 기반 학습은 문서 기반 학습에 상

당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한다 (Vichitvejpaisal 

et al., 2001; Williams et al., 2001). 한, 자발 학습

은 시간, 공간  제약 없이 교재 내용에 근할 수 

있다는 장 도 있다. 본 교재를 이용한 평가에서도 

기존의 학습과 멀티미디어 이용 학습의 두 군의 비

교에서 강의 후 상 학생들의 임상미생물학 지

식의 향상 정도가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이는 제한된 교수 인력과 실습 등의 소

규모 학습 기회가 늘어가는 실에 멀티미디어 교

재가 통 인 강의 방법 못지않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강의 직후 학습자의 지식과 개념의 향상 정도만

을 기 으로 하여 그 의의를 평가하는 데 제한 이 

있으며, 추후 멀티미디어 자료를 통한 컴퓨터 기반 

학습의 효과를 임상실습, 수련  환자진료 과정  

임상미생물 지식의 계속 인 이해와 활용 정도를 

측정하여 장기간에 걸쳐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Qayumi et al., 2004). 

  결론 으로, 본 멀티미디어 교재는 임상미생물 교

육에서 강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학생들에게 

스스로 임상미생물 검사실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실습의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의과 학 학생들에게 

임상미생물 실습과 자가 학습에 유용한 보조자료로 

흥미 유발과 학습 효과에서 그 유용성이 충분할 것

으로 기 되며, 새로운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멀티

미디어 교재제작을 한 모델로서 참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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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멀티미디어 교재에 한 설문지

멀티미디어 교재에 한 질문

본 교재의 상과 음향

의 질은 어떠하 습니

까?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강의 시간은 하 습

니까?

매우 길었음 다소 길었음 다소 짧음 매우 짧음

본 교재는 시청하는 것

이 흥미로웠습니까?

매우 흥미로움 흥미로움 보통 지루함 매우 지루함

본 교재  가장 좋았던 

부분을 선택하시오.

애니메이션 실습 동 상 자의 강조 음성해설 그림 설명

본 교재에 집 할 수 있

었습니까?

매우 그 다 그 다 보통 아니다  아니다

교재를 이용한 강의에 한 설문

본 강의의 내용  사

에 알고 있던 내용은 어

느 정도 입니까?

부분 알고 있었음 일부 알고 있었음  모르는 내용임

본 강의  새로운 지식

을 어느 정도 획득하게 

되었습니까?

많은 내용 몇 가지 내용 거의 없음

본 강의의 난이도는 어

떠하 습니까?

매우 어려움 다소 어려움 보통 다소 쉬움 매우 쉬움

본 강의가 감염증과 미

생물의 이해에 도움을 

주었습니까?

매우 그 다 그 다 보통 아니다  아니다

본 강의가 기존의 강의

에 비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 습니까?

매우 그 다 그 다 보통 아니다  아니다

기존의 강의와 멀티미디

어 강의  하나만 선택

하여 수강한다면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기존의 강의 멀티미디어 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