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수
번호 M0016001 분반 교과목명 방사선학개론

학점 2학점
수강대상 1학년 수강

인원 63명
수업만족도 
(강의평가) 

교원업적평가 
반영 여부

포함(  O  )
제외(    )시간 2시간

관련 핵심
역량

전공기초( 60 )%  협업봉사 ( 20 )%  문제해결 ( 20 )% 

▶ 방사선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은 다양한 전공과목들과 진로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되
며, 특히나 물리학, 생물학, 원자력공학, 인체해부학 등의 기본 지식을 기반으로 임상 방사
선사가 꼭 알고 있어야 할 영상해부학 지식까지 폭넓은 학업이 필수적임. 이를 모두 다룰 
수 있는 방사선학개론 수업은 방사선학과 학생들이 핵심적으로 학업 해야 하는 가장 기본
이 되는 수업임. → 전공기초 역량

▶ 국제의료기기전시회 (KIMES)는 1980년 첫 회를 시작으로 한국의료산업의 선진화에 일조
하면서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전문 전시회로 매년 개최되고 있음. 이에 방사선학과에 개설
되어 있는 다양한 이론과목과 전공심화과목들에서 학습할 수 있는 핵심장비들에 대한 최
신 개발 동향 등을 전반적으로 함양하기 위하여 KIMES에 참석하여 조별로 함께 정리하여 
발표 및 보고서를 제출하고자 함. → 협업봉사 역량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미실행)

<(a) 실제 개최되었던 KIMES 행사 모습 사진 및 (b) 본 교수자가 학생들과 참가했던 사진>

[붙임 2] 수업 혁신 티칭 포트폴리오 양식 

Teaching Portfolio 
1. 교과목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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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사 면허 국가고시 시험은 1, 2교시 이론과 3교시 실기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개론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필수적인 요소임. 또한, 임상 방사선사로서 근무 
시 다양한 상황들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도 방사선학개론 수업 때 함양해야 한다고 
사료됨. → 문제해결 역량

교육
목표

1. 동영상 및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수업 (플립러닝 기법 적용)
2. 새로운 형태의 Adaptive Learning (G-AL) 교육 혁신 시스템 개발 및 수업 적용

3. 영화 ‘판도라’를 통한 원자력과 방사선과 관련된 토론 수업
4. 실제 임상 전문가를 초빙하여 필요 분야 특강 수업

따라서 본 수업은 4가지의 교육 목표를 기반으로 수업을 진행하여 
방사선학과에서 배우는 전공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학습하고 

나아가 학생들이 취업 루트를 설계하는데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목표임.

교육
내용

1. “방사선의 세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방사선학과에 입학하여 처음으로 접하는 방사선학 분야는 학생들에게 ‘방사선학이란 무

엇인가?’ 라는 질문에 한마디로 쉽게 정의하기는 매우 어려움. 
  → 방사선학은 여러 학문을 집대성한 광범위한 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단정 

짓기 어려운 학문임. 
  → 방사선학은 개별적인 학문이 아니라 물리학, 생물학, 화학, 전기공학, 원자력공학, 인체

해부학, 인체생리학 등 많은 학문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입문하는 학생들에게 어려운 
점이 많을 수 있음.

  → 본 수업을 통하여 이러한 어렵게 느껴지는 학문을 쉽게 접근해나갈 수 있도록 기반이 
되는 모든 학문의 기초를 이해 및 학습하여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첫걸음을 만
들어 주고자 함.

2. 방사선사 면허 국가고시에 대한 자신감 향상
  → 방사선사 국가고시는 1, 2교시 이론과 3교시 실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1, 2교시 이론 파

트에 기본적인 지식을 묻는 문제들이 다수 출제되는 경향임.
  → 2018년부터는 방사선사 면허 시험이 공개되어 모든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학습했던 내용들을 최종적으로 문제풀이 형식으로 적용함으로써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시험에 대한 익숙함과 자신감을 향상시킬 계획임.

3. 방사선 학문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및 학생들의 흥미 유발
  → 방사선학에 입문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질문, 이해하기 어려운 것, 

방사선학에 대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한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업할 계
획임.

  → 향후 지식이 쌓일 때 까지 본 수업 내용이 ‘방사선학 분야의 지침서’의 역할을 할 수 있
도록 각 파트별로 용어 정리를 포함한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와 기술 등에 대해 수업할 
계획임.



                                                  

  → 특히나 방사선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향후 진로와 발전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방사선에 관한 분야, 방사선이 인체에 주는 영향을 포함한 원자력에 대한 내용, 인체의 
구성, 인체의 각 기능들, 방사선을 이용한 의료영상의 대표적인 부분들을 소개하고자 함.

<시험 종료 후 공개되고 있는 방사선사 국가고시 면허시험 문제지 (2018년 & 2019년)>

교수
방법

▶ 동영상 및 멀티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교수 방법 + 플립러닝 기법
  → Webex 실시간 강의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동영상 및 멀티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

용하여 학생들의 요구 맞춤형 수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음.
  → 특히나 교과과정 중 핵심적인 내용을 다룰 경우 학생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

의 강의자료를 제작함과 동시에 수업 전 필요 동영상을 사전에 시청할 수 있도록 준비
하여 플립러닝 기법을 활용하고자 함.

  → 수업 시작 전 출석체크를 하면서 당일 주제와 맞는 음악을 틀어주어 학생들이 효율적으
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함과 동시에 흥미를 유발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
는 기반들을 조성하고자 함.

<학생들이 쉽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한 강의자료 예시>



                                                  

▶ 국가고시 면허시험 출제문제 풀이: Webex를 활용한 새로운 방식의 Adaptive Learning 
기법

  → 국가고시 면허시험에 출제된 문제를 Webex를 활용한 변형 및 개선된 Adaptive 
Learning 기법을 적용하고자 함.

  → 기존에 현장강의에서 사용하였던 수준별 토론식 문제풀이 형태의 Adaptive Learning의 
사용이 제한되므로 Webex 시스템 맞춤형의 ‘방사선 골든벨’ 형식의 새로운 접근을 시
도하여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수업 참여 및 흥미를 유발하고자 함.

▶ 실제 임상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하고 있는 전문가 특강 (핵의학 분야)
  → 본 교수자가 이번학기 처음으로 방사선학 개론 수업을 준비하면서 세부적인 내용에 반

드시 학과를 졸업하고 가장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는 현장에서 오랜 기간 근무 중에 계
시는 전문가들의 경험을 전수해주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음.

  → 방사선학과를 졸업하고 가장 많이 진출하는 분야는 병원의 임상 방사선사이며, 본 교수
자는 영상의학과에서의 경험이 있어 나름대로 학생들에게 현장에 대해서 강의할 수 있
으나 핵의학 파트는 전혀 경험이 없어 전문가를 초빙하여 현장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들
을 수업하고자 함.

<방사선학 개론 수업 교수 방법 및 달성목표 모식도>

해당 
교과의 

교육혁신 
기여도

▶ 동영상 및 멀티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방사선학과에 입학하여 처음으로 접하는 전
공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 및 관심도 향상에 기여

  → 방사선학과 및 방사선과 관련된 동영상 및 멀티미디어 활용
  →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강의자료 PPT 제작
  → 원자력과 방사선 생물학 분야와 관련된 영화인 ‘판도라’에 대해서 시청 후 함께 토론

▶ 주차 수업 내용 중 핵심적이고 학생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에는 자체 제작한 동영상을 
사용하여 플립러닝 기법을 통해 교육 만족도 향상에 기여



                                                  

▶ 방사선학의 기본 이론과 관련된 국가고시 기출문제를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풀이하면서 
학생들의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

▶ 기존에 취업루트인 Major 병원을 포함한 대학병원급 이상의 임상 방사선사 및 방사선 안
전관리자 등의 직업과 더불어 최근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군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하면서 취업의 질 향상 및 루트 개척에 기여함. 특히나 자랑스러운 선배들 및 대한방
사선사협회의 인천광역시회 회장의 인사 동영상을 자체적으로 제작 후 시청하게 함으로써 
방사선학과 신입생이 가질 수 있는 자부심 및 자긍심 향상에 기여함.

<자랑스러운 선배들 및 대한방사선사협회 인천광역시회 회장의 가천대학교 방사선학과 신입
생들을 위한 인사 영상 첫 화면>

▶ 학생들에게 Webex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실시간 화상 강의가 현장 강의에 비하여 뒤처지
지 않도록 느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음악활용 + 새로운 개선된 방식의 Adapative 
Learning 기법 적용

▶ 전국적으로 근무자가 많지는 않아 현장감을 듣기 어려운 임상 방사선사 영역의 핵의학과
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학생들의 병원 현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기여

미디어 및 멀티미이어 활용 + 플립러닝 + 새로운 형태의 Adaptive Learning 기법
조합을 통한 수업 및 교육혁신 기여 

→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실시간 화상강의에 최적화된 시스템 구축



                                                  

교재
(수업 
자료)

▶ 방사선학 개론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적절한 교재 선택하여 신입생들에게 학
과 전공에 대한 첫 발걸음을 내딛는 과정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주교재: 이준일 등, 의료방사선학개론, 대학서림, 2018년
  → 부교재: 방사선과학연구회, 방사선과학개론, 청구문화사, 2016년

<교재 관련 정보 사전 제공>

학습자 
분석

▶ 방사선학과에 입학한 신입생들이 처음으로 접하는 전공기반 수업으로써 학과에 대한 소개 
및 취업 루트 등이 가장 궁금하다고 생각됨.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실시간 화상강의를 
진행해야 하지만 환경에 맞춰 신입생들이 큰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현장강의에 
비하여 잘 준비해야한다고 사료됨. 

▶ 입학하여 학과의 교수님들과 동기 및 선배들을 실제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 신입생
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현장감이 최대한 느껴지고 현장강
의와 비교하였을 때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잘 준비해야한다고 사료됨.

▶ 방사선학과 학생들이 가장 요구하는 부분은 국가고시를 대비할 수 있는 능력임. 이에 국
가고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방사선 기초이론 영역을 대비할 수 있도록 새로운 Adaptive 
Learning 형태의 수업의 형태를 만들고자 하는 부분은 학생들의 수업 선호도 및 기대감
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됨.

▶ 실시간 화상강의에 대해 교수자의 작은 실수 등에 학생들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됨. 따라서, 노이즈 캔슬링이 아주 잘 이루어져 있는 마이크 등을 자체 구매하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사전 구축해야 한다고 사료됨.

▶ 최근 방사선학 분야의 취업 흐름에 맞추어 취업분야를 소개해주는 점 또한 학생들의 수업
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사료됨.

학업 성취 
평가 방법

▶ 출석 및 수업참여도: 적극적인 수업 참여 유도를 위해 지속적인 문제풀이 병행

▶ 자필시험: 기존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각 1회씩 계획하였으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기말고사 1회 실시하여 학습 내용 점검 및 평가



                                                  

▶ 영화 ‘판도라’ 시청 후 원자력과 관련된 기본 이론과 환자나 방사선 작업종사자 등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방사선 생물학적 효과에 대하여 보고서로 작성하고 함께 토론

▶ 2020년 3월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KIMES 의료기기박람회를 함께 참여 후 조별 발표를 통
한 방사선학 기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함양 및 협업 능력 향상에 대한 내용을 진행하려
고 계획하였으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행사가 취소됨으로 관련 내용도 연기

해당 
수업의 
특성

(타수업과의 
차별성)

▶ 입학 후 처음 접하게 되는 전공 관련 수업에 신입생들이 현장 강의와 크게 이질감이 발생
되지 않도록 PPT 강의 자료의 컨텐츠를 다양하고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도록 만들
어 타 수업과의 차별성을 만들고자 함.

▶ 국가고시 문제풀이 등에 Webex 실시간 화상강의에 맞춤형의 새롭게 제안하는 개선된 
Adaptive Learning 기법을 적용하여 학생들의 흥미 유발 및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스
템을 구축하고자 함.

▶ 상대적으로 이해가 더 필요하거나 핵심적인 내용을 수업하긴 전에는 필요에 따라 플립러
닝 기법을 적용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음. 

▶ 수업의 과제 중 하나로 계획한 원자력과 방사선 생물학과 크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화 
‘판도라’를 시청하고 보고서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신입생들이 일반인들과 다르게 방사
선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개론 수업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하는 학과의 기본적인 내용 및 취업루트 소개에 대
해 동영상 및 멀티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신입생들에게 학과 입학에 자부심이 생
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나 전문가 특강을 통해 현장에서의 실제 근무 환경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생각됨.

▶ 방사선학 개론 수업은 신입생들이 전공에 대해 처음으로 접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므로 예
습 및 복습이 매우 중요한 부분임. 이 부분 또한 조별로 토론하며 부족한 부분을 서로 
학습할 수 있는 형태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음.

▶ 출석은 Webex 채팅 창을 이용하여 진행하였고 당일 수업 내용과 관련성이 있는 음악을 
하나 듣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수업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음. 

▶ Webex 실시간 화상강의 기반의 수업에는 채팅창 및 설문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
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수업 후에는 항상 온라인상에서 질의응답 및 다
양한 내용들에 대한 면담을 시행하고자 하였음.  



                                                  

주차 
학습목표 강의소개 및 방사선사 면허시험 소개

주차 
학습성과

▶ 수업 소개 시 금번 교육 목표를 기반으로 이론부터 문제풀이까지의 class 과정을 세부적으로 설명하
여 학생들이 명확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함

( 1 )주차 수업

단계 교수·학습활동 개요 활용자료 시간(분)

Pre-Class

(사전준비학습

/예습)

▶ 특이사항 없음

In-Class

(주차별 

강의실 수업)

<이론 강의>

▶ 가천대학교 방사선학과의 소개 동영상 시청 - 

플립러닝 기법
  - 학교 및 학과에서 제작한 동영상 시청

▶ 수업 목표 및 강의 진행 방법 소개

 - 방사선학과에서 배우는 전공들에 대하여 전반적

으로 학습하고 나아가 학생들이 취업 루트를 설

계하는데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함.

 - KIMES 의료기기박람회가 취소되어 관련 조별발

표 과정에 대한 수정내용 공지

 - 국가고시 문제풀이에 대하여 새로운 방식의 

Adaptive Learning 적용에 대한 사항 공지

 - 최종적으로 ‘방사선 골든벨’ 형식의 수업참여 방

식 공지

▶ 성적평가 방법 소개

  - 출석 평가 방법 소개

  -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시험 공지 (코로나 바이

러스로 인해 향후 수정될 수도 있다는 내용을 포

함하여 공지)

  - 영화 ‘판도라’를 보고 느낀 점에 대한 보고서

  - 성적평가 적용에 대한 사항 공지

▶ 수업 일정표 및 방사선사 면허시험 소개

PPT 자료 +

동영상 자료
100분

Post-Class

(사후학습/복습)

▶ 필수적으로 필요한 내용 복습

  - 가천대학교 방사선학과의 소개 내용

  - 수업 진행 방식 숙지

▶ 차주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한 예습

  - 학과 세부적인 소개 내용 및 진로 관련 예습

수업자료 90분

2. 주차별 수업내용

▣ ( 1 )주차 수업



                                                  

<1주차 강의자료 및 주요 산출물>
 ◉ 주요 강의자료



                                                  

주차 
학습목표 이론수업: 가천대학교 방사선학과 및 진로소개

주차 
학습성과

▶ 가천대학교 방사선학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소개를 통한 친숙함 환경 조성
▶ 졸업 후 기존의 취업 루트 및 새로운 취업 루트에 대하여 소개를 통한 학과 자부심 향상

( 1 )주차 수업

단계 교수·학습활동 개요 활용자료 시간(분)

Pre-Class

(사전준비학습

/예습)

▶ 가천대학교 방사선학과 및 진로에 관한 예습
강의자료 및 

다양한 매체 자료들
60분

In-Class

(주차별 

강의실 수업)

<이론 강의>

▶ 자랑스러운 선배들 및 대한방사선사협회 인천광

역시 회장 동영상 시청 - 플립러닝 기법
▶ 가천대학교 방사선학과 소개

  - 전국 방사선학과 현황 소개

  - 가천대학교 방사선학과의 역사 및 취업률, 국가

고시 합격률 소개

  - 졸업자 취업 루트 소개

  - 전공과목 및 다양한 연구 활동 프로그램 소개

▶ 방사선학과 진로 소개

  - 취득할 수 있는 면허 및 자격증 소개: 방사선사 

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국제초음파

사 자격증 (ARDMS)

  - 방사선사 진로 소개 (관련 자체 동영상 및 대한

방사선사협회,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작된 동영상 

시청)

  - 임상초음파사 진로 소개 → 새로운 진로

  - 국가연구기관 진로 소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새로

운 진로

  - 방사선안전관리자 진로 소개 (일반면허 및 감독

자 면허 소개) → 새로운 진로

  - 의료기기회사 연구소 진로 소개 (삼성전자, 바

텍) → 새로운 진로

  - 의학물리학자 진로 소개 (방사선종양학과) → 새

로운 진로

  - 관세청 공무원 진로 소개 → 새로운 진로

PPT 자료 +

동영상 자료
100분

Post-Class

(사후학습/복습)

▶ 필수적으로 필요한 내용 복습

  - 가천대학교 방사선학과의 소개 내용

  - 방사선학과의 다양한 진로

▶ 차주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한 예습

  - 방사선과 관련된 기본 이론 - 방사선 물리학

수업자료 90분

▣ ( 2 )주차 수업



                                                  

<2주차 강의자료 및 주요 산출물>
 ◉ 주요 강의자료



                                                  



                                                  

주차 
학습목표 이론수업: 방사선과 관련된 기본 이론 - 방사선 물리학

주차 
학습성과

▶ 방사선 물리학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학습
▶ 관련된 기본 이론 내용에 대한 국가고시 문제 풀이 및 시험 대비

( 3 )주차 수업

단계 교수·학습활동 개요 활용자료 시간(분)

Pre-Class

(사전준비학습

/예습)

▶ 방사선 물리학 기본 내용 예습
강의자료

국가고시 자료
60분

In-Class

(주차별 

강의실 수업)

<이론 강의>

▶ 방사선과 방사능의 구분

  - 방사선과 방사능이란 무엇인가?

  - 방사선과 방사능의 관계 (전구와 비교하여 설명)

  -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선의 정의

▶ 방사선의 분류

  - 전하를 띄는 유무에 따른 분류: 하전입자, 비하

전입자

  - 전리 유무에 따른 분류: 전리방사선 (직접 & 간

접전리), 비전리방사선

  - 방사선을 내는 원천에 따른 분류: 자연방사선, 

인공방사선

  - 구성요소에 따른 분류 (질량 유무에 따른 분류): 

전자파방사선, 입자성방사선

  - 방사선의 파장 및 주파수

▶ 방사능의 정의 및 단위

▶ 방사선, 방사능 관련 주요 역사

  - 뢴트겐부터 채드윅으로 이어지는 X-선 및 중성

자 등의 발견 소개

  -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및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

고 소개 - 플립러닝 기법

<문제풀이>

▶ 관련 국가고시 기출문제 풀이 - 향후 ‘방사선 골

든벨’ 형식의 Adaptive Learning 기법 적용을 

위한 기반 문제풀이

PPT 자료 +

동영상 자료
100분

Post-Class

(사후학습/복습)

▶ 필수적으로 필요한 내용 복습

  - 방사선 물리학과 관련된 주요 내용

▶ 차주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한 예습

  - 방사선과 관련된 기본 이론 - 방사선 물리학 및 

관리학

수업자료 90분

▣ ( 3 )주차 수업



                                                  

<3주차 강의자료 및 주요 산출물>
 ◉ 주요 강의자료



                                                  

주차 
학습목표 이론수업: 방사선과 관련된 기본 이론 - 방사선 물리학 & 방사선 관리학

주차 
학습성과

▶ 방사선 물리학 & 방사선 관리학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학습
▶ 관련된 기본 이론 내용에 대한 국가고시 문제 풀이 및 시험 대비

( 4 )주차 수업

단계 교수·학습활동 개요 활용자료 시간(분)

Pre-Class

(사전준비학습

/예습)

▶ 방사선 물리학 & 방사선 관리학 기본 내용 예습
강의자료

국가고시 자료
60분

In-Class

(주차별 

강의실 수업)

<이론 강의>

▶ 원자의 구조

  - 질량수, 원자번호, 원자 symbol 쓰는 방법

▶ 핵종의 종류

  - 동위원소, 동중성자원소, 동중원소, 핵이성체의 

정의 및 분류 방법

▶ 기본단위 및 양

  - 단위 실수를 통한 사례 소개 - 플립러닝 기법
  - 국제단위계 (SI unit)

  - 정확한 접두사 표현 방법

▶ 방사성 붕괴

  - 방사선 붕괴의 기초 이론

  - 알파붕괴 및 베타붕괴 소개

  - 전자포획 소개

  - 감마붕괴 및 핵이성체 전이 소개

  - 방사성 붕괴의 형식 및 붕괴도 작성

▶ 방사선 종류에 따른 투과력 및 차폐방법

  - 알파선부터 중성자선까지의 투과력 및 차폐방법 

소개

▶ 핵종의 반감기 (half life)

  - 반감기의 정의 및 대표 방사성원소 별 반감기

<문제풀이>

▶ 관련 국가고시 기출문제 풀이 - 향후 ‘방사선 골

든벨’ 형식의 Adaptive Learning 기법 적용을 

위한 기반 문제풀이

PPT 자료 +

동영상 자료
100분

Post-Class

(사후학습/복습)

▶ 필수적으로 필요한 내용 복습

  - 방사선 물리학 및 방사선 관리학과 관련된 주요 

내용

▶ 차주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한 예습

  - 방사선과 관련된 기본 이론 - 방사선 물리학 및 

관리학

수업자료 90분

▣ ( 4 )주차 수업



                                                  

<4주차 강의자료 및 주요 산출물>
 ◉ 주요 강의자료



                                                  

주차 
학습목표 이론수업: 방사선과 관련된 기본 이론 - 방사선 물리학 & 방사선 관리학

주차 
학습성과

▶ 방사선 물리학 & 방사선 관리학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학습
▶ 관련된 기본 이론 내용에 대한 국가고시 문제 풀이 및 시험 대비

( 5 )주차 수업

단계 교수·학습활동 개요 활용자료 시간(분)

Pre-Class

(사전준비학습

/예습)

▶ 방사선 물리학 & 방사선 관리학 기본 내용 예습
강의자료

국가고시 자료
60분

In-Class

(주차별 

강의실 수업)

<이론 강의>

▶ X-선과 감마선의 소개 - 플립러닝 기법
  - X-선과 감마선을 구분하는 핵심방법: 기원 

(origin)에 따라 구분

  - X-선관의 구조 (음극과 양극) 및 X-선 발생과정

▶ X-선의 종류: 에너지 스펙트럼 분류

  - X-선 에너지 스펙트럼의 이해

  - 일반적인 X-선 에너지 스펙트럼의 형태

  - 연속 X-선과 단일 X-선 이론

  - 관전압 변화 시 스펙트럼의 변화 이해

▶ 방사선의 기본단위 

  - 에너지 및 방사능 단위 (전자볼트 (eV), 베크렐 

(Bq), 퀴리 (Ci)의 이해)

▶ X-선량 및 선질

  - 관전류 및 관전압

  - 방사선의 양: 거리역자승 법칙의 이해

  - 선량에 영향을 주는 인자: mAs, kVp, 거리, 필

터의 사용 유무

  - 방사선의 양과 단위: 조사선량, 흡수선량, 등가

선량, 유효선량

  - 방사선 종류 및 조직에 대한 가중치의 이해

<문제풀이>

▶ 관련 국가고시 기출문제 풀이 - 향후 ‘방사선 골

든벨’ 형식의 Adaptive Learning 기법 적용을 

위한 기반 문제풀이

PPT 자료 +

동영상 자료
100분

Post-Class

(사후학습/복습)

▶ 필수적으로 필요한 내용 복습

  - 방사선 물리학 및 방사선 관리학과 관련된 주요 

내용

▶ 차주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한 예습

  - 방사선과 관련된 기본 이론 - 방사선 물리학 및 

관리학

수업자료 90분

▣ ( 5 )주차 수업



                                                  

<5주차 강의자료 및 주요 산출물>
 ◉ 주요 강의자료



                                                  



                                                  

주차 
학습목표 이론수업: 방사선과 관련된 기본 이론 - 방사선 물리학 & 방사선 관리학

주차 
학습성과

▶ 방사선 물리학 & 방사선 관리학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학습
▶ 관련된 기본 이론 내용에 대한 국가고시 문제 풀이 및 시험 대비

( 6 )주차 수업

단계 교수·학습활동 개요 활용자료 시간(분)

Pre-Class

(사전준비학습

/예습)

▶ 방사선 물리학 & 방사선 관리학 기본 내용 예습
강의자료

국가고시 자료
60분

In-Class

(주차별 

강의실 수업)

<이론 강의>

▶ X-선량 및 선질

  - 선질에 영향을 주는 인자 소개

  - 투과력과 에너지의 관계

  - 반가층 (half-value layer, HVL)의 소개 및 해석 

방법 소개

  - 거리와 mAs에 따른 선질의 변화

▶ X-선의 차폐

  - 피폭의 정의 및 피폭선량의 의미

  - 차폐의 정의 및 차폐체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물질의 소개 및 분류

  - 차폐물질로 유용한 특성들: 차폐효율, 가격측면, 

인체에 대한 유해성

  - 방사선 차폐 앞치마의 임상적 적용

▶ 방사선 방어의 기본 원칙

  - ICRP 권고에 따른 원칙 소개

  - 행위의 정당화 (justification) 소개

  - 방어의 최적화 (optimization) 소개

  - 선량한도 (dose limit) 소개

  - ALARA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과 

외부피폭 방어의 3원칙 (시간, 거리, 차폐)의 관련

성 소개

<문제풀이>

▶ 관련 국가고시 기출문제 풀이 - 향후 ‘방사선 골

든벨’ 형식의 Adaptive Learning 기법 적용을 

위한 기반 문제풀이

PPT 자료 100분

Post-Class

(사후학습/복습)

▶ 필수적으로 필요한 내용 복습

  - 방사선 물리학 및 방사선 관리학과 관련된 주요 

내용

▶ 차주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한 예습

  - 방사선과 관련된 기본 이론 - 방사선 생물학

수업자료 90분

▣ ( 6 )주차 수업



                                                  

<6주차 강의자료 및 주요 산출물>
 ◉ 주요 강의자료



                                                  

주차 
학습목표 이론수업: 방사선과 관련된 기본 이론 - 방사선 생물학

주차 
학습성과

▶ 방사선 생물학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학습
▶ 관련된 기본 이론 내용에 대한 국가고시 문제 풀이 및 시험 대비

( 7 )주차 수업

단계 교수·학습활동 개요 활용자료 시간(분)

Pre-Class

(사전준비학습

/예습)

▶ 방사선 생물학 기본 내용 예습
강의자료

국가고시 자료
60분

In-Class

(주차별 

강의실 수업)

<이론 강의>

▶ 방사선 생물학의 정의 - 플립러닝 기법
  - 전리방사선과 생물학의 관련성을 통한 정의

  - 방사선 생물학 관련 첫 번째 실험 소개 

▶ 인체 구성 성분

  - 원자, 분자, 조직에 대한 비율

  - 구성 물질 중에 가장 많은 요소 소개

▶ 인체의 구조적 단계: 세포, 조직, 기관, 계통, 개

체의 흐름 소개

▶ 세포 (cell)

  - 핵과 여러 세포소기관들의 역할 및 구성

  - DNA와 RNS의 차이점 소개

  - X-선 조사 시 발생되는 DNA의 변화: 한 가닥 

또는 두 가닥 절단

  - 세포 분열 과정 소개

  - 세포 주기에 따른 방사선 감수성 및 저항성의 

변화 (S 말기의 감수성 형태 이해)

▶ 방사선의 생물학적 작용 단계

  - 물리적 단계: 여기와 전리

  - 화학적 단계: 간접 및 직접 작용

  - 생화학적 단계: DNA 손상

  - 생물학적 단계: 결정적 영향 및 확률적 영향

PPT 자료 +

동영상 자료
100분

Post-Class

(사후학습/복습)

▶ 필수적으로 필요한 내용 복습

  - 방사선 생물학과 관련된 주요 내용

▶ 차주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한 예습

  - 방사선과 관련된 기본 이론 - 방사선 생물학

수업자료 90분

▣ ( 7 )주차 수업



                                                  

<7주차 강의자료 및 주요 산출물>
 ◉ 주요 강의자료



                                                  

주차 
학습목표 이론수업: 방사선과 관련된 기본 이론 - 방사선 생물학

주차 
학습성과

▶ 방사선 생물학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학습
▶ 관련된 기본 이론 내용에 대한 국가고시 문제 풀이 및 시험 대비

( 8 )주차 수업

단계 교수·학습활동 개요 활용자료 시간(분)

Pre-Class

(사전준비학습

/예습)

▶ 방사선 생물학 기본 내용 예습
강의자료

국가고시 자료
60분

In-Class

(주차별 

강의실 수업)

<이론 강의>

▶ 방사선의 생물학적 작용 단계

  - 직접 및 간접 작용으로 인한 DNA 손상 과정

  - 한 가닥 및 두 가닥 DNA 절단

  - 염색체 이상의 종류: 결실, 중복, 역위, 전좌

▶ 방사선 감수성 (radiosensitivity)

  - 방사선 감수성의 정의

  - 감수성이 크거나 작을 때의 저항성과의 관계

  - 베르고니-트리본드 (Bergonie-Tribondeau) 법칙

  - 조직 별 방사선 감수성의 특징

▶ 방사선 생물학과 관계되는 인자

  - 선 에너지 부여 (linear energy transfer, LET): 

전리 방사선이 연부 조직에 부여하는 단위길이당 

에너지

  - 상대적 생물학적 효과비 (relative biological 

effectiveness, RBE): 방사선의 종류에 따라 생물학

적 효과의 크기를 양적으로 나타낸 값

  - 2 nm에서 RBE가 최대값을 가지는 이유

  - 산소효과비 (oxygen enhancement ratio, OER): 

방사선 조사 시 산소분압의 차이에 따른 생물학

적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

  - LET, RBE, OER과의 관계 그래프 해석

<문제풀이>

▶ 관련 국가고시 기출문제 풀이 - 향후 ‘방사선 골

든벨’ 형식의 Adaptive Learning 기법 적용을 

위한 기반 문제풀이

PPT 자료 100분

Post-Class

(사후학습/복습)

▶ 필수적으로 필요한 내용 복습

  - 방사선 생물학과 관련된 주요 내용

▶ 차주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한 예습

  - 방사선 영상의 소개 및 X-선 영상의 형성

수업자료 90분

▣ ( 8 )주차 수업



                                                  

<8주차 강의자료 및 주요 산출물>
 ◉ 주요 강의자료



                                                  

주차 
학습목표 이론수업: 방사선 영상의 소개 및 X-선 영상의 형성

주차 
학습성과

▶ 방사선 영상 및 X-선 영상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학습
▶ 관련된 기본 이론 내용에 대한 국가고시 문제 풀이 및 시험 대비

( 9 )주차 수업

단계 교수·학습활동 개요 활용자료 시간(분)

Pre-Class

(사전준비학습

/예습)

▶ 방사선 영상 및 X-선 영상에 대한 내용 예습
강의자료

국가고시 자료
60분

In-Class

(주차별 

강의실 수업)

<이론 강의>

▶ 방사선 영상의 소개

  - 해부학적 영상 장치 및 기본 영상 소개: 일반 

X-선 촬영, 투시 촬영, 유방 촬영, 전산화단층촬

영, 자기공명영상촬영, 초음파 영상, 혈관조영 및 

중재적 시술

  - 기능적 영상 장치 및 기본 영상 소개: 감마카메

라, SPECT, PET

  - 융합 영상 장치 및 기본 영상 소개: PET/CT, 

SPECT/CT 등

▶ 방사선 영상의 목적

▶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영상 및 진단방법 소개

  - GGO 및 consolidation의 개념

  - 일반 흉부 X-선 촬영 및 CT 영상에서의 진단 

방법 소개

▶ 방사선 영상 장치의 기본 원리 소개

  - 각각의 장치에 대한 기본 원리 및 이론

  - 투과, 감약, 반사의 기본적인 특성

▶ 방사선 영상 기기의 개발 역사

  - 뢴트겐의 X-선 발견

  - 1972년 CT 개발 이후의 디지털 의료 영상 시대 

시작 소개

PPT 자료 100분

Post-Class

(사후학습/복습)

▶ 필수적으로 필요한 내용 복습

  - 방사선 영상 및 X-선 영상과 관련된 주요 내용

▶ 차주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한 예습

  - 영화 ‘판도라’를 보고 느낀 점 토의 준비

수업자료 및 영화 

‘판도라’를 보고 느낀 

점 보고서

90분

▣ ( 9 )주차 수업



                                                  

<9주차 강의자료 및 주요 산출물>
 ◉ 주요 강의자료



                                                  

주차 
학습목표 토론수업: 영화 ‘판도라’를 보고 느낀 점 토론

주차 
학습성과

▶ 영화 ‘판도라’를 보고 원자력 및 방사선 생물학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토론을 통해 내용들을 함께 공
유하여 전공 기반 지식을 함양함.

( 10 )주차 수업

단계 교수·학습활동 개요 활용자료 시간(분)

Pre-Class

(사전준비학습

/예습)

▶ 영화 ‘판도라’를 보고 느낀 점 보고서 준비 보고서 60분

In-Class

(주차별 

강의실 수업)

<토론 강의>

▶ 영화 판도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으로 원자

력 발전소 사고가 나고 사태 수습을 하는 과정을 

담은 내용을 다루고 있음.

▶ 원자력 발전은 원자로를 이용하여 수증기의 압

력을 발생시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원

리를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

지만 안전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한 실정임.

▶ 이에 영화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원자력 및 

방사선 생물학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 함께 정

리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토론수업으로 가져보고

자 하였음.

▶ 개별로 보고서를 작성 후 내용을 정리하여 하나

의 문제를 부여하고 함께 해결하는 방법을 통하

여 수업을 진행하였음.

▶ 영화를 보고 이어서 토론 후에는 원자력 발전소

에 대해 학생들이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으며, 현재 국가의 정부의 정책과도 연관

성 있게 함께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음.

▶ 또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 상황에서 학생들이 크게 마음이 닿을 수 있

는 부분이 많았을 거라 기대됨.

발표 자료 100분

Post-Class

(사후학습/복습)

▶ 필수적으로 필요한 내용 복습

  - 원자력의 기본 이론 및 방사선 생물학 관련 내

용을 함께 복습하며 정리

▶ 차주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한 예습

  - 도전 ‘방사선 골든벨’ 참여를 위한 현재까지 배

운 내용들 복습

수업자료 90분

▣ ( 10 )주차 수업



                                                  

<10주차 주요 산출물>
 ◉ 주요 산출물 - 학생들의 대표 보고서 내용

GC
사각형


GC
사각형




                                                  

주차 
학습목표 새로운 프로그램 시행: 함께 참여하는 도전 ‘방사선 골든벨’ - 방사선학 개론 편

주차 
학습성과

▶ Bottom-up 프로그램과 병행한 Webex를 사용한 새로운 형태의 Adaptive Learning 개념을 도입한 
‘방사선 골든벨’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의 전공에 관한 관심도 및 흥미를 향상시킴.

( 11 )주차 수업

단계 교수·학습활동 개요 활용자료 시간(분)

Pre-Class

(사전준비학습

/예습)

▶ 현재까지 배운 방사선학 개론 내용 정리

▶ 국가고시 문제 및 예상문제 풀이
강의자료 60분

In-Class

(주차별 

강의실 수업)

<전공 퀴즈 프로그램>

▶ 실제 고등학교 및 고등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KBS 방송 프로그램인 도전 ‘골든벨’과 유사한 형태

인 도전 ‘방사선 골든벨’을 기획하여 진행하였음. 

▶ 처음으로 방사선학과에 입학하여 교수님들과 학

생들을 만나면서 봄과 같이 따뜻하고 행복한 대

학생활을 꿈꾸어 왔던 신입생들이 코로나 바이러

스로 인하여 사이버 강의를 하게 되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음.

▶ 이에 본 프로그램을 통해 전공공부에 대한 관심

도와 흥미를 향상시킴과 동시에 문제를 함께 풀

면서 신입생들이 서로서로 인사하고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자 하였음.

▶ 도전 ‘방사선 골든벨’ 프로그램 진행은 아래와 같

이 하였음.

  - 10명 또는 11명씩 조를 이루어 문제풀이 

(Webex 화면에 모두 스케치북과 얼굴만 나타나

도록 하여 컨닝을 방지)

  - 조마다 나눠진 학습 수준별로 팀을 나누어 골든

벨 다시 진행 (Webex 형태에서 새롭게 접근

한 방식의 Adaptive Learning 기법)

  - 중간에 O, X 퀴즈를 통한 패자부활전 실시

  - 진행은 교수자가 하고 컨닝 방지를 위해 학과 

조교가 함께 화면 공유

Webex 온라인 

프로그램
100분

Post-Class

(사후학습/복습)

▶ 필수적으로 필요한 내용 복습

  - 퀴즈 내용들을 기반으로 배웠던 전공 내용들에 

대하여 복습

  - 수준별로 나눠진 학습 조별 자율 온라인 스터디 

진행

▶ 차주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한 예습

  - 핵의학 영상 (전문가 특강)

수업자료 90분

▣ ( 11 )주차 수업



                                                  

<11주차 주요 산출물>
 ◉ 주요 산출물 - 도전 ‘방사선 골든벨’ 프로그램 진행 화면 및 개발된 문제 예시

GC
사각형


GC
사각형


GC
사각형


GC
사각형


GC
사각형


GC
사각형


GC
사각형


GC
사각형


GC
사각형


GC
사각형


GC
사각형


GC
사각형


GC
사각형


GC
사각형


GC
사각형




                                                  

주차 
학습목표 전문가 특강: 임상 핵의학의 소개

주차 
학습성과

▶ 병원 임상 방사선사로 근무할 수 있는 부서인 핵의학과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전문
가를 초빙하여 관련 내용 및 부서, 서울대학교 병원 취업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 

( 12 )주차 수업

단계 교수·학습활동 개요 활용자료 시간(분)

Pre-Class

(사전준비학습

/예습)

▶ 핵의학과 관련된 이론

▶ 서울대학교 병원에 관한 취업 정보

강의자료

온라인 취업 자료
60분

In-Class

(주차별 

강의실 수업)

<전문가 특강>

▶ 핵의학이란, 방사선 동위원소를 추적자로 사용하

여 인체에 대한 형태적, 생물학적, 기능적 정보를 얻

고자 하는 학문임.

▶ 체내 및 체외의 방사성 동위원소에서 방출되는 

미량의 방사능을 검출하여 질병의 진단 및 치료에 

응용하는 분야로서 인체장기와 조직의 기능과 형태

를 동시에 관찰할 수 있는 학문임.

▶ 본 교수자는 실제 핵의학과 임상 경험이 없으며, 

방사선학과를 졸업하고 진출할 수 있는 부서에서 

실제 근무하고 계시는 전문가의 특강을 진행하고자 

하였음.

▶ 수업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핵의학의 정의

  - 핵의학에서 사용되는 동위원소 생산 장치

  - 핵의학 검사 장비 소개

  - 핵의학과의 업무 소개

  - 융합영상장치 소개 (PET/MRI 위주)

  - 서울대학교 병원 소개

  - 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 소개

  - 서울대학교 병원 취업 준비과정 소개

  - 10년 동안의 핵의학과에서의 추억 공유

▶ 특강을 마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음.

PPT 자료 100분

Post-Class

(사후학습/복습)

▶ 필수적으로 필요한 내용 복습

  - 핵의학과 관련된 주요 내용

  - 서울대학교 병원 취업을 위한 준비과정

▶ 차주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한 예습

  - 일반 X-선 촬영 & 유방 X-선 촬영

수업자료 90분

▣ ( 12 )주차 수업



                                                  

<12주차 강의자료 및 주요 산출물>
 ◉ 주요 강의자료 및 질의응답 자료

GC
사각형




                                                  

주차 
학습목표 이론수업: 일반 X-선 촬영 & 유방 X-선 촬영

주차 
학습성과

▶ 병원 임상의 영상의학과에서 가장 많은 촬영 건수를 가지는 일반 X-선 촬영과 유방 X-선 촬영에 대
한 기본 지식 함양
▶ 대표 촬영 영상의 해석을 통한 질병 진단 방법 숙지
▶ 관련된 기본 이론 내용에 대한 국가고시 문제 풀이 및 시험 대비

( 13 )주차 수업

단계 교수·학습활동 개요 활용자료 시간(분)

Pre-Class

(사전준비학습

/예습)

▶ 일반 X-선 촬영과 유방 X-선 촬영과 관련한 기

본 내용 예습

강의자료

국가고시 자료
60분

In-Class

(주차별 

강의실 수업)

<이론 강의>

▶ 해부학적 자세 및 인체 기준면

▶ 촬영방향 (projection)

  - 전후방향, 후전방향, 측방향, 사방향

  - 수평방향 (decubitus projection): 옆으로 누운, 

바로 누운, 엎드린

  - 접선방향 (tangential)과 축방향 (axial)의 구분

▶ 일반 X-선 촬영의 개요

  - 촬영장치의 구성 및 주요 대상 장기

  - 일반 X-선 촬영 영상의 장단점

  - 영상 평가 방법: 대조도 & 노이즈

  - 손의 해부학적 구조 및 대표 영상 촬영 방법: 

후전방향, 류마티스성 관절염 진단을 위한 

Nargaard 법 (ball-catcher postion)

  - 손목뼈의 해부학적 구조 및 대표 영상 촬영 방

법: 자뼈 굴곡위 후전방향, 노뼈 굴곡위 후전방향

  - 흉부의 대표 영상 촬영 방법: 후전방향, lateral 

decubitus를 통한 가슴막삼출액 및 공기가슴증 

진단 방법

▶ 유방의 X-선 촬영 방법

  - 저관전압 및 압박의 사용 이유

  - 대표 촬영 방법: 내외사방향

  - 이중 에너지 감산 방법 소개

<문제풀이>

▶ 관련 국가고시 기출문제 풀이

PPT 자료 100분

Post-Class

(사후학습/복습)

▶ 필수적으로 필요한 내용 복습

  - 일반 및 유방 X-선 촬영에 대한 주요 내용

▶ 차주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한 예습

  - 전산화단층촬영 (CT)의 기본이론 예습

수업자료 90분

▣ ( 13 )주차 수업



                                                  

<13주차 강의자료 및 주요 산출물>
 ◉ 주요 강의자료



                                                  



                                                  

주차 
학습목표 이론수업: 전산화단층촬영장치 (computed tomography, CT)

주차 
학습성과

▶ 가장 많은 영상진단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CT X-선 촬영에 대한 기본 지식 함양
▶ 관련된 기본 이론 내용에 대한 국가고시 문제 풀이 및 시험 대비

( 14 )주차 수업

단계 교수·학습활동 개요 활용자료 시간(분)

Pre-Class

(사전준비학습

/예습)

▶ CT 촬영과 관련한 기본 내용 예습
강의자료

국가고시 자료
60분

In-Class

(주차별 

강의실 수업)

<이론 강의>

▶ CT의 정의

  - Computed Tomography 용어가 나온 이유

▶ CT의 개요

  - CT의 장단점: 영상의 중첩 해결 및 높은 피폭선

량

  - CT의 기본적인 영상획득 과정: X-선 발생, 데이

터 획득, 영상 처리, 영상 표시

  - CT 영상 재구성 과정

  - CT number와 Hounsfield unit

  - 선형감약계수의 이해

  - 각각의 조직의 CT number 값 소개

  - Window width와 window level의 이해

▶ CT의 개발단계 및 역사

  - CT의 개발자: Hounsfield 소개

  - Hounsfield가 만든 첫 CT 장치 소개

  - 최초의 임상에서 사용한 CT: Mark 1

  - Siemens 사의 최초 CT 소개

<문제풀이>

▶ 관련 국가고시 기출문제 풀이

PPT 자료 100분

Post-Class

(사후학습/복습)

▶ 필수적으로 필요한 내용 복습

  - CT 촬영에 대한 주요 내용

▶ 기말고사 준비

수업자료 90분

▣ ( 14 )주차 수업



                                                  

<14주차 강의자료 및 주요 산출물>
 ◉ 주요 강의자료



                                                  

수업 운영 과정에 대한 성찰 (자유기술)

◉ 금번 방사선학 개론 수업은 교수자가 2020년 1학기 처음으로 맡아서 강의하였으며, Webex
를 사용한 사이버 강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존에 진행하였던 틀을 완전하게 벗어버리
고 최근 교육 트렌드 및 학생과 임상에서의 요구 맞춤형으로 준비하고자 노력하였음.

◉ 관련 핵심역량은 전공기초 역량, 협업봉사 역량, 그리고 문제해결 역량으로 설정하였음. 
  - 방사선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은 해부학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물리학 및 생물학 등의 기초과목과 원

자력공학 및 전자공학 등의 응용과목을 융합한 다양한 전공과목들을 배우며 진로에 대하여 많은 생
각을 하게 됨. 이를 모두 다룰 수 있는 본 수업은 방사선학과 학생들이 핵심적으로 학업 해야 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수업으로써 전공기초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함.

  -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를 생각하지 못하고 계획하였던 KIMES 의료기기박람회 참석을 통한 조별 활
동이 행사 자체가 취소됨으로 인해 새로운 협업봉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과목 내용으로 수정하였
음. 이는 2020-1학기 방사선학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비교과 bottom-up 프로그램의 연장선인 도전 
‘방사선 골든벨’ 프로그램으로 본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이 모두 참여하여 새롭게 적용한 
Adaptive Learning 수준별 학습 시스템을 적용하고자 하였음. 나아가 협업봉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
하여 학습 수준을 기반으로 편성된 조별 스터디를 진행하는 과정을 진행하고자 하였음.

  - 국가고시의 2교시 및 3교시 비중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맞춤형의 문제풀이 방
식의 도입으로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고 사료됨. 특히나,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며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학업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기 위하여 많은 관련 
문제들을 풀어나갈 필요성이 높다고 사료됨.

◉ 본 방사선학 개론 수업의 최종 목표는,
  1. 처음으로 전공과목을 접하는 신입생들에게 학문에 대한 관심도 및 흥미를 향상시킴.
  2. 기존의 취업 루트와 더불어 새롭게 열리고 있는 취업 루트를 소개해줌으로써 학생들이 진

로를 설계해 나갈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함.
  3. 자랑스런 선배들 및 대한방사선사협회 인천광역시회 회장의 인사 동영상을 제작 후 시청

하면서 신입생들의 학과에 대한 자부심을 향상시킴.
  4. 새로운 교육혁신 방법을 적용하여 학생들의 수업참여도 및 흥미를 향상시킴.
     ① 플립러닝 기법 활용: 수업 내용 중 중요하다고 싶은 내용에 자체제작 동영상 활용하여 학생들에

게 우선 내용들을 숙지시키고 in-class에서는 토론을 기반으로 내용을 심도있게 학습할 수 있는 
형태를 사용

     ② Webex를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Adaptive Learning 기법 활용: 도전 ‘방사선 골든벨’ 이라는 프
로그램을 만들어 새로운 교육혁신 방법 개발

     ③ 토론 수업 활용: 원자력과 방사선 생물학의 기본 이론이 포함되어 있는 영화 ‘판도라’를 시청한 
후 학생들이 느낀 점 등을 서로 토론하며 전공에 대한 흥미 유발

     ④ 전문가 특강 활용: 교수자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전문가 특강 시행 (서울대학교 병원 핵의학과
에서 근무하는 전문가 초빙 - Webex 활용)  

     ⑤ 다양한 문제풀이 활용: 국가고시 문제풀이를 통해 학생들의 시험에 대한 자신감 상승 효과 기대 
(기존의 Adaptive Learning 기법을 적용하여 학생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으나, 사이버 
강의로 전환됨에 따라 최대한 다양한 문제를 준비하여 함께 풀이하는 시간 부여)

3. 수업 성찰



                                                  

수업 운영 결과에 대한 성찰(총평 포함) (자유기술)

◉ 금번 방사선학 개론 수업을 준비하면서 방사선학과 신입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과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였으며, 특히 Webex를 이용하여 처음 교수자와 대
면하는 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이질감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들
에게 자문을 구하였음.

◉ 초반 수업에는 학과의 소개와 취업 루트에 대하여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소개하는 수업을 위주로 진행하였고 학생들은 학과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이 맞는 
진로 설계 방향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 부분에 대하여 도움을 받았다고 사료됨. 또한, 매 수
업 시작 전에 Webex를 활용하여 당일 수업내용과 연관성이 있는 음악을 틀어 주면서 학생
들에게 수업 준비 및 출석체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였음.

◉ 상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이해가 더 필요하거나 핵심적인 내용을 수업하기 전에는 필요에 
따라 플립러닝 기법을 적용하여 교육혁신에 기여하고자 하였음.

◉ 특히나, 방사선학 개론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교육혁신 분야에 기여할 
수 있었던 컨텐츠는 Webex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Adaptive Learning 기법을 활용한 것
이며, 이는 문제풀이 및 수준별 사후 스터디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한 도전 ‘방사선 골든벨’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음. 본 프로그램을 통해 신입생들은 전공에 대한 기반 지식을 재미있
는 퀴즈 프로그램 형태로 다양하게 접근함과 동시에 종료 후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해 동기들
과 소통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수준별 스터디를 통해 협업능력과 학습능력을 강화할 수 있
는 계기가 되었다고 사료됨.

◉ 또한, 본 수업에서는 Webex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토론과 전문가 초청 특강을 진행하였음. 
토론은 방사선과 관련된 가장 큰 이슈인 원전사고 폭발사고를 다룬 영화 ‘판도라’를 보고 느
낀 점 등에 대하여 원자력과 방사선 생물학 내용에 초점을 두어 진행하였고 결론적으로 방
사선학과 학생으로서 일반인들에게 방사선 피폭과 위험에 관한 정확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음. 특강을 통해서는 학생들이 방사선학과를 졸업하고 가장 많이 취
업 루트로 진출하는 병원 임상 방사선사가 실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
감 있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으며,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병원 중에 하나인 서울대학
교 병원 핵의학과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취업 루트 설계에 큰 도움을 받
았을 것으로 사료됨.

◉ 교수자는 본 과목을 처음 맡아 진행하면서 수업을 준비하며 많은 고민이 있었음. 어느 학과
와 마찬가지로 ‘개론’ 이라는 수업은 1학년 신입생들이 전공에 대해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과목임. 이에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우리 학과에 들어온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음과 동시에 앞으로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서 학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에 기반이 되는 수업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있었으나, 아래 수업 만족도 평
가 결과를 분석하면 여러 고민을 거듭하며 학생들과 더욱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이 학생들에
게 전달되어 만족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수업으로 진행되었다고 생각됨. 



                                                  

<2020-1학기 방사선학 개론 수업만족도 주관식 결과>



                                                  

<2020-1학기 방사선학 개론 수업만족도 객관식 결과>

향후 교과목 개선 방안 (자유기술)

◉ Webex를 이용한 사이버 강의가 처음에는 서투른 감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양한 컨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하여 교육혁신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새 학생들은 다양한 인터넷 미디어 컨텐츠를 보는데 익숙해 있으므로, 맞춤형의 교육 시
스템을 개발한다면 향후 현장강의에서도 수업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됩니다.

◉ 본 수업에서 활용하였던 음악을 사용하는 컨텐츠, 채팅창과 설문조사를 사용하는 컨텐츠, 퀴
즈 프로그램 형식의 새로운 Adaptive Learning 기법 등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과목에도 
적용시켜 교육 혁신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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