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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생의 학습에서 전자기기 활용경향과 성적의 상관관계
윤혜윤, 신정아1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1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Growing Trend of Medical Students in Utilizing Electronic Devices for
Studying
Hea Yun Yoon, Jung-A Shin1
Ewha Womans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1Department of Anatomy, Ewha Womans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Objectives: There is a growing trend of medical students using electronic devices for
studying. This paper analyzes such trend and assesses if the utilization of devices is adequate to effectively help students to study.
Methods: Survey of total 155 medical students about the usage of the electronic devices for studying during the first year of medical school was done. The answers were
matched with their exam scores in the first year.
Results: Most of students were using a device, as a learning tool and the most important purpose of it was its convenience, especially for taking notes during lectures. However, students who didn’t use a device when they learned anatomy or who studied with
the printouts showed a tendency of receiving better scores on exams.
Conclusion: Utilizing electronic devices for studying tends to be more convenient, but
not effective for studying anatomy. (Ewha Med J 2019;42(1):1-5)

서 론
오늘날 스마트기기는 완성된 미디어를 단순히 소비하는 것 외
에도 경제활동, 산업현장 통제, 예술 창작 및 전시 등 모든 분야에
서 매우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학업도 예외가 아니다[1]. Lee
와 Kim [2]은 네트워크 기술 발전으로 인한 시공간적 제약으로부
터의 자율성, 어플리케이션 선택을 통한 개별화된 학습, 교수자와
학습자의 실시간 상호작용, 일상 속에서의 무형식 학습이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학습이 각광받는 네 가지 이유로 들고 있다. Ryan
[3]은 또한 태블릿PC의 사용이 개별화된 학습에 적합할 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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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멀티미디어 자원까지 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학습에 도움
이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스마트기기의
활용은 그 의미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Schwab [4]은 3차 산업혁
명과 차별화되는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을 속도, 범위와 깊이, 총체
적 영향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Chung [5]은 이중 범위와
깊이에 대해 4차 산업혁명에서는 기술의 융합과 함께 경제, 경영,
사회뿐 아니라 개인 수준에서도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고 정리했다.
의과대학 학생들은 학습량이 많아 효율적인 학습방법이 매우
중요하다. 그중 강의 필기에 관하여, Peverly 등[6]은 종이와 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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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는 전통적인 필기방법은 작업기억, 언어이해력, 손글씨를
쓰는 속도에 따라 학습효과가 달라진다고 제시했다. 세 가지 능력
이 각각 부족할수록 강의 필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든데
[7], 이로 인해 생기는 학생간 강의 내용에 대한 습득 격차를 줄이
는 방법 중 한 가지로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강의필기를 들 수 있
다. 이와 같이 스마트기기의 활용은 학생들로 하여금 개별화된 학
습방법을 보완해줄 수 있다.
기기를 이용한 학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큰 몰입감을 느
낄수록 그리고 높은 자기조절학습능력을 가질수록 학습 시 스마
트기기의 실제 사용정도를 예측하는 지표인 지속사용의도 또는
행동의도가 높아진다고 Lee와 Kim [2]은 결론 내리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의과대학 학생들이 학업에 스마트기기를 어떻게 활
용하고 있는지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학습자가 스스로에게 적
합한 학습전략을 활용해 목표를 달성하는 체계적인 과정을 의미
하는 자기조절학습능력을 주된 지속사용의도로 보고 이를 분석해
학업성취도와 함께 학업에의 기기 사용의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방 법
2018년 기준 이화여자대학교 의학과 본과 1학년 78명, 2017 기
준 본과 1학년 77명(2017년 기준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1학년 5명 포함), 총 155명을 대상으로 기기 사용현황에 대한 익
명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이에 대해 사전에 동의를 구하였다.
본 설문지의 적절한 짜임을 위해서 사전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학
생들의 전반적인 기기 사용현황을 반영한 설문지 문항과 항목을
설정하였다. 성적을 사용하는데 동의하지 않은 6명을 제외한 149
명의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에 각 학생들의 본과 1학년 해부학
과목인 ‘해부와발생’ 성적을 짝지어 학업성취도를 비교하였다.
‘해부와발생’ 과목은 강의자가 학생들에게 그래픽과 사진, 그
리고 글 위주의 슬라이드를 이용해 강의를 하는 이론 강의와 조별
해부학 실습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는 이론 강의와 해당 내용에
대한 복습과정에서의 기기 활용에 초점을 두었다. 강의자가 강의
에 사용하는 슬라이드 파일이 강의에 1–2주 앞서 홈페이지를 통
해 업로드 되어 학생들이 미리 다운로드 할 수 있었으며, 강의는
시청각자료나 소그룹 활동 등의 융합적 구성보다는 시각자료와
강의자의 구두 전달이 주가 되었다.
설문문항에 관한 답변별 빈도에 대해서는 빈도분석을, 필기 및
복습 시 기기 사용여부에 따른 해부와발생 과목 성적 차이에 대해
서는 t검정과 분산분석을 시행하여 분석하였다. 통계분석은 IBM
의 IBM SPSS Statistics ver. 25.0 (IBM Corp., Armonk, NY,
USA)을 이용해 양측검정을 하였으며 유의수준은 5% 미만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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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1. 학습과정에서의 스마트기기 사용현황
설문조사 당시 노트북, 태블릿 PC 등의 스마트기기를 보유하
고 있다고 답한 학생의 비율은 97.42%로, 이중 94.16%의 학생
은 강의 필기의 절반 이상에 기기를 이용한다고 답했으며, 나머지
3.23%의 학생은 기기를 보유하고 있으나 종이 필기의 비중이 더
높다고 답했다. 기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종이 필기만을 하는 학
생은 2.58%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기를 보유하고 있
으며 강의 필기에 이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에게 학업에 사용 중인
기기 중 가장 사용빈도가 높은 기기를 조사한 결과 A사의 태블릿
PC가 절반 이상인 64.52%로 가장 많았으며 노트북, S사의 태블
릿PC의 순으로 많았다. 기타 항목에는 M사의 태블릿형 노트북,
S사의 태블릿형 노트북1, S사의 태블릿형 노트북2, L사의 태블릿
형 노트북, 데스크탑이 있었다.
보유하고 있는 기기별로 강의 필기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
로그램 또는 어플리케이션의 분포가 다른데, 노트북은 Foxit
(34.6%)와 PDF Adobe Reader (15.4%), PDF X-change
(15.4%), A사의 태블릿PC는 Notability (80.9%)와 Goodnote
(17%), S사의 태블릿PC과 L사의 태블릿형 노트북은 Xodo (각각
66.7%, 100%)를 주로 사용한다고 답했다. 이는 기기별로 시스템
이 달라 사용 가능한 프로그램이나 어플리케이션에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트북 중 A사의 제품은 MacOS 또는 IOS, 그
외의 노트북과 L사는 Windows, S사의 태블릿PC는 Android 체
제를 사용한다. 이 중 Notability와 Goodnote는 MacOS와 IOS에
서만 지원되지만 그 외 프로그램은 다른 체제에서도 지원된다. 중
복으로 응답 가능한 항목에서 사용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Notability와 Goodnote의 사용빈도가 각각 74.1%, 58.4%로 두 어플
리케이션 모두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사용하고 있었다
2. 기기의 지속사용의도: 자기조절학습
기기를 구매한 가장 주된 목적에 대해 기기를 보유하고 있다
고 답한 응답자들 중 84.1%가 강의 필기를 위해서라고 답했고,
13.8%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다고 답했다(Table 1). 과제, 서적
열람, 기타를 주된 목적으로 답한 응답자들은 0.7%씩이었다.
필기의 절반 이상을 기기로 한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중복 선택하도록 한 결과 기기를 이용한 타이핑이 손으
로 글씨를 쓰는 것보다 빠르기 때문이라는 항목이 가장 많았고
(53%), 인쇄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항목과 강의록의 늦은 업로
드 항목이 차례로 많았다(Table 1).
학습시 기기 이용의 편리성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에 포함시킨
네 가지 항목(9–12번)에 대해 응답자들에게 ‘전혀 아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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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다섯 가지 척도로 표시
하도록 하였다(Table 2). 기기 필기가 종이 필기보다 더 편리한지
묻는 9번 항목에 대해 68명(43.6%)이 ‘그렇다’고 답했고, 64명
(41.0%)가 ‘매우 그렇다’고 답해 총 84.6%가 기기 필기가 종이
필기보다 편리하다고 응답했다. 기기를 이용한 복습이 종이를 이
용할 때보다 편리한지 묻는 10번 항목에 대해서는 ‘그렇다’와 ‘보
통이다’가 각각 45명(28.8%), 40명(25.6)로 많았고, ‘아니다’
31명(19.9%), ‘매우 그렇다’ 26명(16.7%)가 차례로 많았다. ‘전
혀 아니다’를 제외한 나머지 답변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했다. 기
기로 필기한 내용을 인쇄해 복습하는지 묻는 11번 항목에 대해서
는 ‘전혀 아니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각각 38명(24.4%), 26
명(16.7%), 23명(14.7%), 34명(21.8), 29명(18.6%)으로 ‘전혀
아니다’와 ‘그렇다’가 차례로 가장 많았고 마찬가지로 비교적 고
른 분포를 보였다. 향후 10년 안에 기기 필기가 종이 필기를 완전
히 대체하게 될 것인지 의견을 묻는 12번 항목에 대해서는 2명
(1.3%)만이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으며, ‘그렇다’ 69명(44.2%),
‘매우 그렇다’ 31명(19.9%)로 절반 이상이 향후 10년 안에 종이
필기가 완전히 기기 필기로 대체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하였다.

Table 1. The purpose of the purchase and the reason for notetaking
with a device
No.
Fre
Question
Division
students
quency
Main purpose of the
150
Previously purchased
20
purchase
Notetaking
122
(single selection)
3D anatomy atlas
1

Purpose of the
purchase
(multiple selection)

150

Convenience of
studying with a device

150

Print out the notes to
study

150

To a certain degree

68

Very much

64

Not at all

8

Not really

31

Average

40

To a certain degree

45

Very much

26

Not at all

38

Not really

26

0

E-book, PDF textbook

1

Average

23

Recording

0

To a certain degree

34

Other

1

Previously purchased
Notetaking

146

Table 2. Questions related to the attitudes to using a device for
learning
No.
Fre
Question
Division
students
quency
Convenience of
149
Not at all
0
notetaking with a
Not really
3
device
Average
14

Assignment

23
133

Notetaking will be
done completely with
devices in 10 years

150

Very much

29

Not at all

2

Not really

17

Average

31

3D anatomy atlas

72

Assignment

20

To a certain degree

69

E-book, PDF textbook

82

Very much

31

Recording

35

Other
Reason for notetaking
with a device
(multiple selection)

3. 학업성취도 평가: 구입시기별, 복습방법별
스마트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 중 본과 1학년 1학기 개강
전 또는 1학기 중에 기기를 구매한 응답자들(이하 기기를 사용한
응답자들)과 본과 1학년 1학기 이후에 기기를 구매했다고 답한 응
답자들(이하 기기를 사용하지 않은 응답자들) 간 본과 1학년 1학
기 해부와 발생 과목 총점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시행하였다. 기기를 사용한 응답자들은 325.17
점, 사용하지 않은 응답자들은 341.39점으로 기기를 사용하지 않
은 응답자들의 과목 총점 평균이 16.22점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P=0.006) (Table 3, Fig. 1).

Faster with typing

4
80

No need to print

71

Recording function

38

Late upload of lecture
notes

57

Other

12

Table 3. Statistics for results embryology and anatomy tests
No.
Mean
±SD
SEM
students
Device
115
325.2
41.32
3.853
Without device
Total

34

341.4

24.93

4.276

149

328.9

38.74

6.223

SD, standard deviation; SEM, standard error of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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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

360

360

Average exam score

Average exam score

340
320
300
280

Device

Table 4. Statistics for results embryology and anatomy tests
No.
Mean
±SD
SEM
students
Device
69
327.2
39.27
4.728

Total

46

322.1

44.49

6.559

34

341.4

24.93

4.276

149

328.9

38.74

6.223

SD, standard deviation; SEM, standard error of mean.

복습 시 인쇄물을 사용하는지, 기기를 이용하는지에 따른 성적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세 군을 설정하였다.
본과 1학년 1학기 당시 기기를 보유한 사람 중 기기 필기 비율이
50% 이상이며 복습 시 인쇄를 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 본과
1학년 1학기 당시 기기를 보유하고 있던 사람 중 기기 필기 비율이
50% 이상이지만 복습 시 인쇄를 한다고 답한 응답자와 기기 필기
비율이 50% 미만인 응답자, 기기가 없다고 답했거나 본과 1학년 1
학기 당시 기기를 보유하지 않았던(본과 1학년 2학기 또는 본과 2
학년 1학기 구매) 응답자이다. 세 집단 간의 본과 1학년 1학기 해
부와 발생 과목 총점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
산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산의 동질성을 만족하지 않아 사후검정
으로 Dunnett T3를 시행한 결과 기기를 이용해 복습하는 집단에
비해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집단의 과목 필기 총점 평균이 14.19
점 더 높았고, 기기를 일부 사용하는 집단보다 기기를 사용하지 않
는 집단의 필기 총점 평균이 19.26점 더 높았다. 각각의 평균 차
이의 유의확률은 0.082, 0.048로 일부에서 집단간 총점 평균 차
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평균의 차이가 모든 집단 간에서 통계
적 유의성을 가지지는 않았으나 복습 시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집

4

300
280

Device

Without device

Fig. 1. Average anatomy exam score of the participants who did use
or did not use a device for notetaking during the lecture. Average
exam score of non-users (341.4±4.28) is higher than that of device
users (325.2±3.85) by 16.22 (P=0.006).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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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xed

Printout

Fig. 2. Average anatomy exam score of the participants who completely or partially or never use a device for reviewing the lecture.
Average exam score of the participants who don’t use a device when
reviewing the lecture is higher than the rest of the groups, showing a tendency of non-device-users receiving better exam scores on
anatomy.

단의 과목 성적이 더 높은 일정수준의 경향성을 보였다(Table 4,
Fig. 2).
4. 종이 필기
기기를 가지고 있지만 종이 필기의 비중이 더 높거나 기기를 가
지고 있지 않은 응답자들에게 종이 필기를 선호하는 이유를 물었
다. 한눈에 흐름을 볼 수 있다, 암기가 더 잘 된다, 집중이 더 잘 된
다, 복습 시 더 편하다가 주된 이유로 언급되었으며, 그 외에도 익
숙하다, 눈이 편하다, 그림 그리기 편하다는 이유도 언급되었다.

고 찰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2017, 2018학년도 본과 1학년학생들
은 대부분 스마트기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강의 필기에 활용
하고 있다. 기기는 60% 이상이 A사의 태블릿 PC를 사용하고 있
으며,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주로 Notability 또는 Goodnote이
다.
타 기기에서 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나 어플리케이션이 A사
의 제품에서도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A사의 제품에서만 사용 가
능한 Notability와 Goodnote가 전체 프로그램 또는 어플리케이션
중 가장 높은 사용빈도를 보이며, A사의 태블릿 PC 사용자 대부
분이 사용 중이다. 또, 보유 기기의 절반 이상이 A사의 태블릿이
다. 이 두 가지 점에 주목해보면, 해당 태블릿을 보유한 응답자들
의 기기 구매 이유 중 한 가지가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강의
필기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은 기기 자체의 기능뿐 아니라
특정 기기를 통해 접근 가능한 개별적 학습전략으로의 어플리케

Medical Students’ Utilization of Electronic Devices for Studying

이션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는 태블릿 PC, 특히 A사 태블
릿 PC의 자기조절학습 측면에서의 활용성을 뒷받침한다[3]. 가
장 많이 사용하는 두 어플은 모두 A사의 전자펜을 사용해 종이에
하는 것과 유사하게 손필기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를 통
해 기기에의 손필기가 학생들이 필기에 사용할 기기를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주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키보드를 사용하여 타이핑
을 하는 경우, 개념 요소들을 기억하는 정도가 떨어진다는 연구결
과가 있다[8]. 이는 타이핑 시 글자를 적는 속도가 빨라져 들리는
말을 그대로 길게 적을 수 있게 되면서 개념의 재구성 작업이 필요
없어지기 때문이라는 입장이 우세하다. 태블릿 PC, 특히 A사의
태블릿 PC에서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손 필기를 타이핑과 병
행 가능하도록 해줌으로써 기기 필기의 단점을 보완해주며, 학생
들로 하여금 본인의 학업에 더 전략적으로 기기를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지속사용의도 중 하나로서 자기조절학
습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러한 학습 전략에도 한계가 있음을 학업성취도 비교
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해부와발생 과목을 수강했던 시기에 기
기를 사용하지 않았던 응답자들의 과목 총점 평균이 유의하게 더
높았던 점 또한 직접 손글씨로 강의 필기를 하는 경우에 타자를
이용하는 것보다 강의내용을 더 잘 이해하고 기억한다는 기존 연
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8,9]. 타자보다 느린 글자 기록 속도가
오히려 학생들로 하여금 강의내용을 곧바로 해석해 자신의 언어
로 변환해 기록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이해도를 높인다
는 Stephens [10]의 연구와 그 외의 다수의 연구결과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강의 필기에 기기를 이용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수 과
목 성적이 더 우수한 것은 해당 집단의 강의 이해도와 기억 정도가
더 나았다는 결론과 관련 지을 수 있다. 복습 방법에 따른 학업성
취도 비교 결과 복습에 인쇄물을 이용해 복습하는 집단의 성적 평
균이 기기를 이용하는 집단이나 기기와 인쇄물을 섞어 사용하는
집단의 성적 평균보다 더 높은 일정 수준의 경향성을 확인했으며,
일부 집단간의 평균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 또한 종이를 이
용한 전통적 학습방법의 효율성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이화여자대학교 의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이기 때문에 표본이 무작위 추출된 대상이 아니기에 집단 별 분포
가 균등하지 않은 점, 그리고 대상자인 155명의 학생이 모두 여성
이라는 점에서 대상자가 의학과 학생이라는 모집단의 특성을 정
확하게 반영하지 못하였다. 또한 그림과 사진을 통한 학습 그리고
직접 그려보는 연습이 중요한 해부학의 특성이 학업성취도 비교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고[11], 본 연구에서는 해부학 실습 외
의 이론 강의에 대한 연구만을 진행했으므로 차후 학습 과목의 영
향을 배제할 수 있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학생들이 학업에 기기를 이용하는 것은 종이를 이
용하는 전통적인 학습방법에 비하여 좀 더 편리하지만 학업 성취

도에 있어서는 덜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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