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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의과대학 인증평가는 우

리나라 의과대학에 어떤 향을 미칠까? 여러 의견이 있겠으

나 그 중에 하나는 학교의 교육 목표를 충실히 설정하는 일이

다. 인증평가 항목 중 교육 목표 평가 항목에서 보고서 기술을 

보면 교육 목표 내용을 기술하고 대학이 그러한 교육 목표를 

설정하게 된 과정, 배경 그리고 이유 등을 기술하게 되어 있다. 

또한 ‘교육 목표 설정 과정이 합리적이고, 교육관련위원회를 

거쳐 제정됨’이라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방문 평가에서는 설

정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한국의학

교육평가원의 제2주기 평가는 41개 의과대학 가운데 40개 의

과대학 대상으로 2010년도까지 모두 마쳤다. 2012년도에는 

새 평가지침에 따른 인증 평가를 시작하고 이후 2년마다 인증 

관리도 하게 된다. 이런 방침에 따라 의과대학에서 자체적으

로 교육 목표를 새로 다듬는 작업을 한 내용을 이번 호에 보고

하 다.

  Park et al. [1]은 ‘Setting school-level educational goal 

and objectives with the modified Delphi method’에서 한 

의과대학에서 변형 델파이법을 도입하여 교육 목표를 다듬는 

과정을 소개하 다. 우리 학술지에서 델파이법을 다룬 논문

은 매우 적다. 행동과학 표준 교재를 제작하는 데 활용한 예가 

있으며[2], 또한 의학직업전문성의 핵심 요인을 도출할 때 사

용한 예가 있다[3]. Park et al.이 2주기 평가를 마치고 다음 

평가를 준비하기 위하여 이런 방법을 동원하여 교원과 비교 

집단을 두어 시행하 다는 점을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 연구

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시행하 다. 제1단계에서는 요구 

분석으로 3차례 토의를 거쳤다. 과목 담당교원과 학생대표가 

참여하여 자유롭게 기술한 내용을 수집하고, 그 내용을 구조

화한 설문지로 전 교원으로 구성한 패널의 의견을 들어서 요

약하 다. 세 번째 토의에서는 패널의 의견을 구조화된 동일

한 설문지 통하여 듣고 합의에 도달하 다. 3차례 토의 후에

는 교육목적이 무엇이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

이 적절한지 5점 리커트 등급으로 질의하 다. 두 번째 단계

에서는 목적과 목표를 마련하는 것이다. 먼저, 전직 및 현직 

교원이 워크숍에 참석하여 요구 분석 결과를 검토하 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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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교육 목적과 구체 목표를 기술하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점검하 다.

  이런 절차는 변형 델파이기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이

지만 의학교육 목표 설정에 이런 방법을 도입한 것은 국내에

서 최초의 경험이므로 의의가 크다. 교육 평가 전문가가 의과

대학에 근무하면서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예이기도 하다. 의과

대학 교원이 적극 참여하여 수행할 수 있었다는 점도 매우 높

이 평가할 만하다. 이런 작업을 기획하는 책임자의 훌륭한 리

더십 덕분이다. 앞으로 국내 여러 의과대학에서 이와 같은 방

법을 도입하여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또한 교과목 단위에서

도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여러 대학에서 이 교육 목표 설정

에 도입한 방법을 익혀 시행할 수 있기 바란다.

  이번 호에는 이 외에도 토론자료, 동 상 수업 분석, 해부학 

학습 방법 인식 등 수업 향상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루었다. 

또한 임상실기시험과 지필고사의 상관 분석 및 전문의 자격

시험에서 임상진료시험과 필기시험 상관 분석을 다루었다. 

눈에 띄게 흥미로운 것은 의과대학생의 자존감이 정신 건강

에 미치는 향을 다루어 정신 건강에 자존감이 중요한 요인

이라고 한 내용이다[4]. 이런 내용은 우리가 의학 교육현장에

서 쉽게 적용할 수 있고, 또한 여러 학교에서 시행해 볼 만한 

것이다. 특히 의과대학생의 정신 건강을 위하여 자존감을 높

이는 여러 기전을 어떻게 학생에게 제공하고 또한 학생이 실

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지는 의과대학의 숙제이다. 늘 비교

하고 살아온 천재를 받아들인 의과대학에서 학생의 정신 건

강에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우리 학술지는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방법론을 도입하여 우

리 교육 현장의 모습을 잘 반 한 알찬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

론보다는 현장 중심의 내용으로 현장의 의과대학 교원이나 

지도자가 읽고 이해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교육에 대하여 관

심을 갖고 연구하고 시행하는 교원이 점점 늘어나고, 학교의 

투자도 점점 늘고 있는 모습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나라 

의학 교육을 밝게 한다.

 None.

 None.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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