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부초음파교육 결과 보고서 

1. 교육 내용 : 복부초음파 기본원리, 조작법 등 이론 강의(1시간),  

모의환자를 활용한 복부초음파 Hands-on 실습(2시간) 

2. 교육 일정  

일정 비고 

1월 13일 

시범 운영 
2월 17일 

3월 17일 

4월 6일 

6월 29일 

 
8월 25일 

10월 12일 

12월 21일 

 

3. 교육대상 : 원내 의사직 총 70명  

소속 레지던트 임상강사 
기타 

(전문의) 

소계 

(명) 

가정의학과 11 1 1 13 

마취통증의학과  1  1 

소아청소년과 1 1  2 

소화기내과  19 1 20 

신장내과  1  1 

영상의학과 1   1 

외과 4 1  5 

응급의학과 3 1 1 5 

일반내과 19   19 

중환자의학과  2  2 

핵의학과  1  1 

합계 39 28 3 70 

 

 



4. 교육방법 

 

5. 교육 스케줄 

시작 종료 교육내용 비고 강사 

09:00 09:50 강의  
지도교수 1 

실습강사 1 
09:50 11:00 Hands-on 실습 모의환자 대상 

시범 및 실습 11:00 12:00 Self training 

 

6. 설문 결과 (5점 척도): 70명 중 55명 응답 

구분 내용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평점 

 

과정 

평가 

Introduction 강의 37명 16명 2명 - - 4.6 

초음파 테크닉 시연 38명 15명 2명 - - 4.7 

초음파 실습 38명 15명 2명 - - 4.7 

강사 만족도 39명 14명 2명 - - 4.7 

전반적 만족도 38명 15명 2명 - - 4.7 

NPS(고객순추천지수) 10점(31명), 9점(20명) 93% 

기타의견 

강사 ∙강사진이 현장에서 초음파 술기를 하시는 분들이어서 좋았다. 

∙강사의 친절하고 자세한 강의가 좋았습니다. 

∙질 높은 강의가 만족스러웠다. 

∙실습 전 강사 시연이 초보자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다. 

교재 ∙실습하면서 참고할 수 있는 해부학적 위치가 표시되어있는 사진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강의 자료를 교육 전에 미리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강의 내용에 병변 관련 내용도 추가 됬으면 좋겠다. 

교육환경 ∙초음파 원리를 알 수 있어서 좋았다. 

∙꼼꼼히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복부초음파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없어진 것 같다. 

∙실습이 큰 도움이자 이 교육의 장점인 것 같다. 

∙모의 환자를 활용해서 실제로 적용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 



∙실습 시 조당 인원이 소수이고 모의 환자가 많아서 좋았다. 

∙술기 시연 시 probe잡는 법을 더 잘 볼 수 있는 환경이었으면 좋겠다. 

∙실습 시간이 충분해서 좋았다. 

∙강의 시간이 더 길었으면 좋겠다. 

∙실습 강사 수가 부족한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