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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dvantage of real-time class evaluation over course evaluation in integrated
courses and to explore the usefulness and availability of a mobile phone survey system as a real-time class evaluation tool. 
Methods: In six integrated courses at the preclinical second year both course and class evaluations were performed. Class evaluations
were carried out 206 times right after every class by a mobile phone survey system that depended on mobile phones to send
information. A survey was performed to identify students’ perception on real-time class evaluation and the mobile phone survey 
system.
Results: The course evaluation score was found to have greater than 95% confidence interval of class evaluations at 5 of 6 courses.
Class evaluations yielded more information on educational content and teaching strategy than course evaluations. A higher score 
was given in class evaluation regarding effectiveness on improving quality of education (3.77 vs. 2.15) and sincerity during evaluation 
(3.87 vs. 2.49). Of the three major evaluation tools, such as paper, web and mobile phone, majority of students preferred mobile 
phones especially in terms of accessibility (89%), familiarity (75.3%), and time (74%). 
Conclusion: In integrated courses, real-time class evaluations could yield more information and better sincerity than course 
evaluations. Real-time class evaluations could be successfully performed through a mobile phone survey system compared with 
that of paper- or web-base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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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질 높은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업 전반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1]. 이때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

는 매우 중요한 자원이 된다[2]. 이러한 인식의 확산과 함께 

평가 결과가 의과대학 인증평가 및 교수업적평가를 위한 지

표로 활용되면서[3] 2009년 현재 국내 41개 모든 의과대학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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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전문대학원이 강의평가를 실시하고 있다[4]. 하지만 이

들 대학 중 많은 수는 적절한 평가 시스템과 관리를 위한 인력

의 부재라는 제반 여건상의 한계 때문에 개별 수업을 실시간

으로 평가하고 있지는 못하는 실정이며[5], 평가지 혹은 웹 사

이트를 통하여 학기 말 일괄적으로 강의평가를 실시하고 다

음 학기 초에 평가 결과를 각 교수에게 통지하는 방법으로 운

해 오고 있다[6].

  그러나 최근 의학교육의 패러다임은 점차 통합교육으로 전

환되어 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의과대학은 다양한 전공을 지

닌 다수의 교수가 팀티칭의 형태로 하나의 강좌에 참여한다

는 특수성을 지니게 되었다[4].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 보았을 

때 학생들이 학기 말 일회적으로 시행되는 강좌평가에서 일

부 수업을 담당하 던 모든 교수와 구체적인 수업의 내용 및 

방법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평가하기를 기대하기란 매우 어렵

다. 따라서 의학교육에서 통합강좌의 형태가 확대될수록 강

좌 전반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교수별 혹은 수업별 평가가 병

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평가지 형태

의 전통적인 조사 방식은 시간과 인력 면에서 많은 노력을 요

하며 수업 혹은 휴식시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

라 그 결과를 시의적절하게 피드백 하기도 매우 어려워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이에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은 조사의 시의성과 관련하여 

여론조사 활성화 방안으로 점차 그 역이 확대되고 있는 이

동전화조사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실시간 수업평가를 운

해 보았다. 이동전화조사 시스템이란 조사 주체 기관의 웹에

서 작성된 설문 문항을 무선 인터넷 프로그래밍인 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WAP) gateway를 거쳐 wireless 

markup language(WML) 파일이 바이너리(binary) 형태로 

변환하여 휴대폰 사용자의 WAP 브라우저로 단문메시지

(short message service, SMS)를 발송한 후 사용자가 응답한 

결과를 다시 WAP gateway를 통해 기관의 웹에 수집하여 자

동 분석하는 체제를 말한다[7]. 이동전화조사 시스템을 수업

평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웹 기반으로 작성된 설문 문

항이 사전에 준비되어야 한다. 그 후 평가 주체 측은 수업이 

끝나는 시각에 설문 문항을 학생들의 휴대폰에 SMS 형태로 

발송하며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입력한 후 다시금 무선 인

터넷을 통해 주체 측에 전송하도록 하여 평가 결과를 취합하

게 된다. 이러한 방식은 휴대성이 높은 이동전화를 매체로 하

기 때문에 기존의 오프라인 혹은 온라인 조사 방식과 비교 하

을 때 실시간 평가 및 결과 분석이 가능하여 즉각적으로 피

드백 해 줄 수 있다는 기술적인 장점을 지닌다. 휴대폰은 이미 

다양한 형태로 의학교육에 적용되어 오고 있어[8,9,10] 교육

현장에서의 휴대폰 사용 범위는 더욱 다양하고 넓어질 전망

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강좌 내 모든 수업이 종료된 

시점에서 일괄적으로 1회 시행하는 기존의 강좌평가(course 

evaluation)와 개별 수업이 종료된 후 실시간 시행하는 수업

평가(class evaluation)로 강의평가를 구분하여 실시한 뒤, 

두 가지 방식의 평가를 통하여 취합된 결과를 비교 ․ 분석하

으며, 강의평가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선호도를 조사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별 수업평가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실현하는 데 있어 이동전화조사 시스템이 지니는 유용

성 및 의과대학에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해 보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대상 및 방법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은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의학

과 2학년 120명을 대상으로 강좌평가와 수업평가 두 가지 유

형으로 강의평가를 실시하 다. 평가 대상은 통합강좌 6개 과

목이었으며, 사전에 평가의 목적과 진행 방법을 학생들에게 

설명해 주었다. 

1. 조사 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는 수업평가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통합강좌 

6개 과목의 강좌평가 결과 6건과 각각의 과목에 속한 개별 수

업들의 수업평가 결과 206건에서 취합된 점수와 주관식 응답 

내용을 비교 ․ 분석하 으며, 휴대폰이 수업평가에 적합한 매

체인지 확인하고 의과대학에의 적용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학

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1) 강좌평가

  통합강좌가 종료된 시점에서 일회적으로 실시된 강좌평가

의 평균 참여율은 76.4% 으며, 구체적인 평가 문항은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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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Class Evaluation with Course Evaluation Score Using Location Parameters

　
　

Type

p-valuea)Class evaluation score Course 
evaluation scoreN Mean (±SD) SE 95% CI

Course A 38 3.73 (±0.22) 0.04 3.66 3.81 3.5 <0.001
Course B 26 3.74 (±0.24) 0.05 3.64 3.84 3.3 <0.001
Course C 44 3.59 (±0.25) 0.04 3.51 3.66 3.6   0.721
Course D 43 3.71 (±0.32) 0.05 3.61 3.80 3.5 <0.001
Course E 31 3.59 (±0.22) 0.04 3.51 3.68 3.2 <0.001b)

Course F 24 3.53 (±0.21) 0.04 3.44 3.62 3.3 <0.001

N: Number of class evaluation, SD: Standard deviation, SE: Standard error, CI: Confidence interval.
a)Results from one-sample t-test, b)Result from Wilcoxon's signed-rank test.

계획서대로 진행되었는가, 분량은 적절하 는가, 수업들은 서

로 연계되었는가, 의미 없이 중복되는 내용이 없었는가, 증례 

토론 시간은 도움이 되었는가, 기간은 적절하 는가, 내용은 

적절하 는가에 응답하도록 한 문항(5-Likert Scales)과 자

유기술 문항으로 구성하 다.

  2) 수업평가

  개별 수업이 끝난 후 휴대폰 SMS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시

행되어 일평균 6~7회 총 206회 이루어진 수업평가의 평균 참

여율은 80.6% 으며, 수업평가 참여로 부가된 휴대폰 데이터 

통신 요금은 대학 측에서 학생들에게 학기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하 다. 

  수업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 문항은 교수의 수업 준비

도, 학습목표 제시 여부, 수업 분량과 시간, 난이도, 교수-학

습방법, 학생 참여와 동기유발 전략의 사용 여부를 물었던 문

항(5-Likert Scales)과 자유기술 문항으로 구성하 다.

  3) 학생 설문

  강좌평가와 수업평가 그리고 휴대폰을 이용한 평가 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지는 강좌평가와 수업평가가 수업의 질 향상에 도움

이 되는지 효용성에 대한 인식과 응답 태도를 물었던 문항, 모

든 수업을 실시간으로 평가해야 할 때 적절한 평가 시기 및 

평가지, 웹, 휴대폰의 세 가지 조사 매체의 선호도 수준을 접

근성, 소요시간, 친밀성, 익명성 보장, 서술형 답변 작성의 편

의성 측면에서 물었던 문항으로 구성하 다. 사용한 설문지

의 신뢰도 값(Cronbach’s alpha 계수)은 0.63, 회수율은 

91.7%(110명) 다.

2. 분석 방법

  수업평가에서 취합된 결과는 강좌별로 평균과 표준편차, 

95% 신뢰구간을 구하 고, 강좌평가 결과와의 차이를 알아보

기 위하여 단일표본 t검정(one-sample t-test)을 실시하 다. 

비구조화된 자유기술 문항은 주제별로 항목화하여 응답을 분

류한 뒤 일반적인 경향성을 파악하 다. 학생 인식을 조사하

던 설문의 결과는 빈도분석,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 다. 

이상 모든 분석은 SAS version 9.1.3 (SAS Institute Inc., 

Cary, USA)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 다.

결과

1. 수업평가의 필요성

  1) 강좌평가와 수업평가의 결과 비교

  강좌평가와 수업평가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통합강좌 

6개 과목의 개별 수업들을 평가한 결과를 각각 평균과 표준편

차 그리고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으로 제시하 고, 이들

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일표본 t검정을 실시하 다

(Table 1). 그 결과 A, B, D, F 4개 과목은 95% 신뢰구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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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erception of Students on Efficacy and Their Attitude by Evaluation Types

 Items Type of evaluation Mean (±SD)
Negative

n (%)
Neutral
n (%)

Positive
n (%)

Total

 Efficacy of quality 
improvement

Course 2.15 (±1.02) 78 (70.9) 21 (19.1) 11 (10.0) 110 (100)
Class 3.77 (±0.75)a)  4 (3.6) 28 (25.5) 78 (70.9) 110 (100)

 Sincerity of 
responses

Course 2.49 (±0.90) 56 (50.9) 39 (35.5) 15 (13.6) 110 (100)
Class 3.87 (±0.76)a)  4 (3.6) 24 (21.8) 82 (74.6) 110 (100)

Response were given a 5-point scale, in which 1="strongly disagree" and 5="strongly agree".
SD: Standard deviation.
a)p<0.01.

Table 2. Comparison of Free-Answer Question's Responses

  Types
Index, n (%)

Administrative issue Teaching & learning process Others Total
Course evaluation 62 (45.9)   38 (27.5)   35 (25.9)   135 (100)
Class evaluation 22 (0.6) 1,953 (51.9) 1,789 (47.5) 3,764 (100)

강좌평가 점수가 포함되고 있지 않았으며, t-test 결과 p값도 

모두 0.001보다 작았다.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실시

하 던 E과목 역시 p값이 0.001보다 작게 나타나 결과적으로 

C과목을 제외한 5개 과목 모두 강좌평가와 수업평가 결과에 

차이가 보여 두 평가유형이 독립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이 확인되었다.

  또한 각각의 평가유형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비구조화된 질문으로 장점 및 

개선점 등을 자유기술 하도록 한 문항에서 학생들이 답한 내

용을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분류해 보았다.

  첫째, 학사정보 항목(출결 및 수업시간 배정, 통합강좌 운

기간 등과 관련한 응답).

  둘째, 교수-학습과정 항목(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방법, 

활용매체 등과 관련한 응답).

  셋째, 기타 항목(감사 인사 등 일반적인 감상과 관련한 응

답).

  그 결과 강좌평가는 학사정보 항목(n=62, 45.9%)에 해당하

는 의견이 가장 많았던 반면 수업평가는 교수-학습과정 항목

(n=1,953, 51.9%)이 가장 많아, 수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 

취합의 목적에는 강좌평가에 비하여 수업평가가 적합함이 확

인되었다(Table 2).

  2) 강좌평가와 수업평가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비교

  교육의 질 향상에의 효용성 수준을 물었던 문항에 학생들

은 강좌평가(2.15±1.02)보다는 수업평가(3.77±0.75)가 더 

효과적이라고 답하 다(p<0.01). 응답자의 반응 비율로 보면 

70.9%의 학생은 강좌평가의 효용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

을 표시하 던 반면에 수업평가의 효용성에 대하여는 70.9%

의 학생이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하 다. 또한 학생들은 강좌

평가(2.49±0.90)보다 수업평가(3.87±0.76)에서 보다 솔직

하고 성실한 태도로 평가에 임하고 있었다(p<0.01) (Table 3).

2. 이동전화조사 시스템의 효용성

  1) 수업평가 실시 시기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학생들은 개별 수업이 끝난 후 실시간으로 평가하는 것(n= 

84, 76.4%)이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한 번씩(n=14, 12.7%) 

혹은 하루의 수업이 모두 끝난 후(n=11, 10.0%) 실시하는 것

에 비하여 효과적일 것이라고 답하 다(Table 4).

  2) 평가 매체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

  학생들은 실시간 수업평가에 가장 적합한 매체로 평가지, 

웹, 휴대폰의 세 가지 중 익명성 보장, 서술형 답변의 편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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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erception of Students on Best Timing for Class Evaluation

Timing of evaluation, n (%)
Right after Twice a day Once a day Others Total

84 
(76.4)

14 
(12.7)

11 
(10.0)

1 
(0.9)

110
(100)

Table 5. Preference of Students on Evaluating Media for Class 
Evaluation

 Items
Rank, n (%)

1st 2nd 3rd
Accessibility Paper  6 

(8.2)
44

(60.3)
23

(31.5)
Web  4

(5.5)
20

(27.4)
49

(67.1)
Mobile 
phone

65
(89.0)

 8
(11.0)

-

Time spent 
on evaluation

Paper 16
(21.9)

30
(41.1)

27
(37.0)

Web  4
(5.5)

25
(34.3)

44
(60.3)

Mobile 
phone

54
(74.0)

17
(23.3)

 2
(2.7)

Familiarity Paper 12
(16.4)

32
(43.8)

29
(39.7)

Web  6
(8.2)

28
(38.4)

39
(53.4)

Mobile 
phone

55
(75.3)

13
(17.8)

 5
(6.9)

Anonymous 
security 

Paper 34
(46.6)

19
(26.0)

20
(27.4)

Web 18
(24.7)

37
(50.7)

18
(24.7)

Mobile 
phone

19
(26.0)

18
(24.7)

36
(49.3)

Easy to fill out 
free-answer 
question　

Paper 29
(39.7)

20
(27.4)

24
(32.9)

Web 18
(24.7)

34
(46.6)

21
(28.8)

Mobile 
phone

25
(34.3)

18
(24.7)

30
(41.1)

측면에서는 평가지를 각각 46.6%와 39.7%의 1순위로 선정하

다. 반면 접근성, 소요시간, 친밀도 측면에서는 휴대폰을 각

각 89%, 74%, 75.3%의 학생들이 가장 적합한 매체로 평가하

다(Table 5). 

고찰

  본 연구는 최근 의과대학에서 하나의 강좌에 다양한 분야

에서 다수의 교수가 참여하는 통합강의의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하 을 때, 강좌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외

에도 교수별 혹은 수업별 평가를 추가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는 요구에서 출발하 다. 강좌평가는 주로 강좌의 전반적인 

계획 및 운 에 대한 정보를 줄 뿐 개별 수업이 어떤 방법과 

절차를 통해 개선될 수 있을 것인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지는 못하기 때문이다[11]. 그러나 수업을 마칠 때마다 그 

수업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실시간으로 시행한다는 것은 많

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기 때문에 과거 펜과 종이를 사용하던 

설문지 형태의 조사 방법으로는 도달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최근 인터넷이 보편화 되어서 웹을 이용한 강좌평가가 자주 

이용이 되고 있으나 수업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웹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진 의과대학은 많지 않다. 반면 휴대폰

은 이미 일반적으로 보급된 도구이며, 사용목적도 역시 다양

화 되고 있어 실시간 평가 및 조사에 활용하 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많다. 또한 Wisconsin 대학의 PDA 활용 임상실

습 평가 사례[8], Michigan 대학의 Pocket PC handheld 

computer 활용 교육과정 운  사례[9], Melbourne 대학의 

camera phone 활용 개인학습 사례[10] 등 국외에서 이미 다

양한 형태로 교육에 적용되고 있으며, 타 분야에서도 이동전

화조사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실시간 조사 및 집계 방식은 보

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실시간 개별 수업평가 운 에 적합

한 매체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본 대학에서는 2007년부터 이 체제를 연구하여 시스템을 

갖추고 일부 통합교육과정에서 모든 수업을 개별 평가하 던 

경험을 바탕으로 2008년 과정에서 이동전화조사 시스템을 기

반으로 한 수업평가 연구를 시행하 다. 6개 통합강좌에서 휴

대폰을 이용하여 매 수업을 실시간으로 평가한 결과 하나의 

통합강좌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수업들의 평가 점수 분포를 

보았을 때 5개의 통합강좌의 강좌평가 점수가 수업평가 점수 

분포의 95% 신뢰구간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이는 강좌평가 

결과를 일반화하여 그 통합강좌를 구성하고 있던 개별 수업

들에 적용시켜 해석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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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주관식 문항의 답변 역시 강좌평가는 

강좌의 전반적인 운 에 대한 사항이 주를 이룬 반면 수업평

가에서는 교수-학습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

고 있어 강좌평가와 수업평가가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이 다르

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강좌평가 외에도 수

업평가가 추가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또한 교육의 질 향상에의 효용성 측면을 물었던 문항에서 

대부분 “강좌평가는 한 학기에 한 번 실시되기 때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아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려웠던 반면, 수업평가는 

실시간으로 시행되어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

기 때문에 더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의견과 함께 70.9%의 

학생이 강좌평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수업평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의 반

으로 수업평가는 매 시간 종료 후 진행이 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강좌 종료 후 1회 진행되었던 강좌평가에 비하여 더 성

실한 태도로 평가에 임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일반적으

로 성적조회를 조건으로 하여 학기 말에 웹을 통해 시행되고 

있는 강좌평가는 형식적일 뿐 성실한 답변을 유도하기 어렵

다는 기존의 우려를 고려해 보았을 때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

고 하겠다.

  학기 말 강좌평가를 실시하면서 개별 수업들을 함께 평가 

한다면 학생들은 각각의 수업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뿐

만 아니라, 이미 그 평가 결과의 반 으로 수업이 개선될 것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적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알려진 한계점이다. 학생들에게 ‘모든 수업을 평가해야 한다

면 얼마나 자주 어떤 시기에 해야 효과가 있겠는가?’라고 질

문을 하 을 때 하루 1회, 오전/오후별 1회가 아닌 매시간 수

업이 종료된 직후에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76.4%를 

차지하고 있다는 결과도 실시간 수업평가의 필요성을 역설해 

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실시간 수업평가를 실현시켜 줄 수 있는 매체가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학생들의 선호도를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지, 웹, 휴대폰 3개 매체들 중 실시간 수업평가

에 가장 적합한 매체를 모색해 본 결과 휴대폰이 가장 적절하

다. 학생들은 평가지나 웹 기반 평가에 비하여 휴대폰 기반 

평가 방식이 가장 접근성이 우수하며(n=65, 89.0%) 친밀하다

(n=55, 75.3%)고 평가하고 있다.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 역시 

다른 2개 매체에 비하여 휴대폰이 가장 적게 걸린다(n=54, 

74.0%)고 응답하 으며, 기존 편의성 측면에서 평가지에 비

해 효율적일 것이라고 알려진 웹 기반 평가 방식이 오히려 가

장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의견이 많았다. 서술형 답변의 용이

성 측면에서는 기존 펜과 종이를 이용한 평가지 방식을 선호

(n=29, 39.7%)하 으나 휴대폰 선호도(n=25, 34.7%)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익명성 보장의 측면에서는 기존 

평가지 방식(n=29, 46.6%)에 비하여 휴대폰 방식의 선호도

(n=19, 26.0%)가 낮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강좌

평가에 비하여 수업평가에서 보다 성실하고 솔직한 응답태도

를 보이고, 국내의 한 연구[12]에서도 익명으로 시행되는 평

가는 응답의 성실성이 낮다고 보고된 바 있어 오히려 질 높은 

의견을 취합하는 데 휴대폰이 긍정적으로 역할해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본 연구의 대상이었던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수업평가는 총 206회(일평균 6~7회) 자율참여제로 실시되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6%로 높게 나타난 수업평가의 학

생 평균 참여율은 그 동안 많은 대학이 성적확인 등을 선행조

건으로 하여 강의평가 참여율을 높일 수 있었던 반면 불성실

한 응답률 역시 함께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현실[11]을 고려

해 보았을 때 수업평가의 중요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으로

부터 얻어진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동전화조사 시스템을 이용한 방법은 단말기 기종

에 따라 평가 시스템 운 이 불가능한 경우도 일부 발생하여 

모든 학생의 의견을 취합하지 못할 수 있다는 기술적인 문제

가 있었다. 이는 본 연구의 제한점이자 추후 의학교육 현장에

서 실시간 수업평가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하여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또한 단말기 호환성의 문제 외에도 학생들은 

통신요금 부과에 대한 대학의 요금지원 체제 및 매시간 수업

종료 직후 평가를 위한 휴식시간 보장 등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

  휴대폰을 활용한 수업평가는 강좌, 교수별로 데이터가 자

동 분석 ․ 정리된 후 그 결과가 SMS 혹은 이메일로 교수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제한점에도 불

구하고 기존 평가 매체에 비하여 적은 시간과 노력으로 수업

의 질 제고에 필요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여 후속 수

업의 질적 향상을 유도할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어 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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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육에 상당히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

된다. 특히 수업평가를 피드백 받았던 일부 교수(n=52)를 대

상으로 실시하 던 설문조사에서 68%가 “수업평가가 추후 수

업 준비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고 있었으며, 86.5%가 “표

준어가 아닌 구어체 혹은 통신어 등의 사용, 띄어쓰기의 부재 

등 휴대폰으로 입력한 학생들의 문체를 수용하는 데 어려움

이 없었다”고 응답하고 있어 교수자 역시 휴대폰을 활용한 실

시간 수업평가에 긍정적인 입장임이 확인되었다.

  국내 41개 의과대학 중 35개 대학이 부분적 혹은 전체 의학

과 교육과정에서 통합강의를 시행[13]하고 있는 의학교육의 

상황과 수업평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을 고려해 본다

면 수업평가의 운  방안과 관련한 연구는 미진한 수준이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실시간 수

업평가 도입의 필요성과 이를 운 하는 데 있어 이동전화조

사 시스템이 지니는 효용성을 확인해 주고 더 나아가 학생들

의 인식을 바탕으로 의과대학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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