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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교육에서의 이러닝 (e-learning)

IT를 활용한 의학교육

   이러닝은 컴퓨터와 인터넷 같은 IT를 활용하여 교육이 전달되는 교수학습 방법을 뜻합니다. 전통적인 강의 중심의 

지식 주입식 교육 방식을 탈피하여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도록 기존의 교육을 혁신하는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정보 습득과 시청각 자료가 중요시 되는 의학계 교육자들에게 이러닝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의학교육에서의 이러닝 사례

1. MedEdPORTAL

2. 국제사이버의과대학
   (IVIMEDS)

3. 성균관의대의 이러닝

ㆍ미국의과대학협의회에서 제
   공 하는 이러닝 포털 사이트
ㆍ의과대학 교수들이 개발한 
   교육자료 공유
ㆍPeer review를 통해 콘텐츠 
  공개. 누구나 가입하여 교육
  에활용 가능

ㆍ 50여 개 영어권 의과대학
 이 공동으로 학습 콘텐츠 
  개발 하여 교육에 활용
ㆍ이러닝을 통한 의학교육
   의국제교류 추진 

ㆍ1997년 국내 의과대학 최초로 이러닝 사이 LRC(Learning
   Resources Center) 운영 시작
ㆍ2007년 국내 의학교육의 이러닝 활성화를 위해 의과대학
    이러닝 컨소시엄 구축
ㆍ2011년 모바일 학습 지원을 위해 모바일 앱 제공

www.aamc.org/mededportal

www.ivimed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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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의대에서 활용할 수 있는 IT기반 수업 자료

1. 의과대학 이러닝 컨소시엄 홈페이지 (www.mededu.or.kr)
2. 성균관의대 LRC (http://lrc.skkumed.ac.kr)
   수업시간표, 교수강의록, 강의동영상, 영상자료 등 수록 

   3. 성균관의대 모바일 앱  
     ① iPhone 용 앱 오픈 (2011년 3월 3일)
     ② 안드로이드폰 용(갤럭시S, 갤럭시탭 등)앱 예정

의학교육의 특징

지식과 정보가 방대하며 빠르게 증대
강의 형태 지식 전달에 한계

 자기주도적 학습 필요, 평생학습 중요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대학별 임상교육 수준 격차가 큼 

 자기주도적 학습, 평생학습 환경 조성

1.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여 반복 학습 
   용이(시공간적 한계가 없음)
2. 새로운 정보를 쉽고 빠르게 습득 가능 
3. 학습자와 교육자 간 정보교류나 상호작용 용이
4. 다양한 시청각자료(멀티미디어 자료 등) 제공
5. 교육자: 다양한 교육자료를 손쉽게 검색
6. 학습자: 필요한 자료 검색, 학습 내용을 더 쉽게 
   이해, 스스로 창조하고 재구성

의학교육 변화의 필요성 

이러닝의 장점

1. 학습자의 학습의지에 따라 학습효과 상이
2. 컴퓨터 등의 IT 기기가 없는 경우 교육 어려움
3. IT기기와 관련하여 기술적인 문제 발생 가능 

이러닝의 한계

1. 학습 콘텐츠의 공동 개발 및 활용
    여러 대학이 공동으로 콘텐츠 개발
    이러닝을 통해 많은 학습자가 양질의 학습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함
2. Web 2.0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교육방법 활용
   다양한 최신기술로 쉽게 콘텐츠 개발, 공유가능

의학교육에서 이러닝의 국제적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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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One Minute Tip에서는 인터넷을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시는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이준행 교수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합니다.

나의 교수법 Tip   IT를 활용한 의학 교육 (소화기내과 이준행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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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를 활용한 의학교육 사례

PC통신 천리안 기반, Pull service

원내 인트라넷(싱글)을 이용하여 전공의와 
학생에게 교육자료를 발송하였음. 

비정기적이었고 과거 자료 검색이 어려웠음

PDF교육자료를 인트라넷을 통해 일주일에 
5회 발송하고 그 자료는 웹페이지에 보관함
언제 어디서나 검색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스마트폰과 타블렛 PC에 최적화

 Feedback 과 communication 증대를 위한
 소셜 네트워크의 적극적 이용

(http://endoedu.com)

싱글로 발송되던 교육자료를 저장하기 시작함

1999년 내시경 웹페이지 serioso.pe.kr 오픈

2004년 싱글 활용 교육자료 발송 사업

2007년 새로운 웹페이지로 개편

2008년 EndoTODAY e-mail 교육 시작

2010년 XML기반의 웹페이지로 개편

2011년 Twitter와 Facebook 활용

  언제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을 시작하셨습니
까?  특별한 계기는 없었습니까?

  웹 기반 교육을 진행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

  앞으로 웹 기반 교육을 하려고 준비하시는 교수
님들께 조언을 해주신다면? 

의학교육실 Tip

이러닝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실 수 있는 쉬운 방법

  1999년부터 지금까지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방법
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인터넷이 소개되었던 1998년 무렵 군의관이던 

저는 천리안을 이용한 PC통신에 빠져있었습니다.  

마침 홈페 이지 만드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1999

년 내시경  관련 웹페이지를 만들면서 저의 인터넷 

교육 사업이 시작되었 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했던 일들은 모두 개인적 프로젝트였 

습니다.  의대교육의 특성상 많은 교수님들이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모아주신다면 더욱 좋은 교육시스템 

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운영하는 이러닝 컨소 

시엄은 학생들의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저는 그와 

유사하게 병원 교육수련부와 함께 모바일 교육 시스

템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 가을 오픈예정 입니다.

 웹의 기술적인 측면이 어렵다고 생각하여 웹기반 

교육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물론 인터넷 강의와 같은 상업적 사이트에서는 

마케팅 관점에서 첨단기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의학교육은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콘텐츠입니다. 잘 정리된 교육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으면 그 활용 방안은 무궁무진합니다. 

최신 웹 트랜드를 따라가는 것은 좋지만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을 꼭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의 endoedu.com에서도 모바일 시대에 맞게 일부 

코딩을 변경하였습니다만, 사용하고 있는 기술은 

아주 초보적인 HTML tag 몇 개가 전부입니다.

콘텐츠가 왕입니다. 

의학교육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거나 의학교육과 관련된 좋은 사례를 알고 계시다면 성균관대학교 의학교육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지는 교수님의 메일로도 발송되며 정보지의 내용은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홈페이지와 싱글 홈페이지의 의과대학 게시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 02-2148-9922, mededu@med.skku.ac.kr

     교수님들께서는 의과대학 이러닝컨소시엄 홈페이지에 각종 
자료를 올리는 활동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닝컨소시엄 
홈페이지(www.mededu.or.kr)에 접속하셔서 ‘도움방’탭에서 
‘콘텐츠 개발 Guide’를 참고하시어 증례자료를 올려주세요. 
성균관의대 뿐 아니라 전국의 의과대학 학생을 제자로 
맞이하시는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