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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s at to make intermediate-term evaluations of a curriculum by investigating its development, operation
and outcomes 2 years after its revision.
Methods: A survey using 5-point-Lickert scale questionnaires was given to the group of directors who developed the curriculum, 
instructors who only used it in their classes, and a student group from the first and second grades. Focus group interviews were 
performed in the professor groups.
Results: Curricular reform was evaluated as being systematic, democratic, and positive in general. Both groups answered questions
positively about the relevance of the integrated curriculum and introduction of clinical medicine (ICM), graded as 3.4 (professor)
and 3.5 (student). As for problem-based learning (PBL) and the patient-doctor-society (PDS), the professor group responded more 
positively than students. The 'web-based learning center' was recognized positively by many more students (4.01) than professors 
(2.75). With regard to the education outcome, professors gave 3.3 points and students 3.5 to an item that asked 'whether students
attained the learning goal or not?'  Professors, through interviews, showed their satisfaction with the attempt to reform the curriculum,
but they pointed out that long-term evaluations should be performed.
Conclusion: The interim evaluation of the revised curriculum, from its planning to its effects, affirmed by several suggestions to
be successful in the long run through 1) enhancement of systematic participation and communication, 2) further integration, 3) steady
evaluation, 4) greater effort on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5) active interaction between professors and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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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의학교육 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개혁의 흐름은 ‘미래

사회에 적합한 전문능력을 갖춘 의사 양성’이라는 포괄적 지

표 하에 교육체제는 물론 교육과정 전반에 걸친 변화로 구체

화되고 있다. 교육과정의 변화란 단순히 교육목표를 수정하

고 교육방법을 다양화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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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학생들이 학교의 계획 및 지도 하에 경험하는 모든 학습

활동’이며 교육과정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교육과정의 계획은 

물론 실행 및 성과단계에서의 총체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다.

  한편, 평가의 개념은 주로 투자 대비 산출 효과를 가늠하는 

식의 총괄적인 기능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교육과정

을 개선하기 위한 형성적인 평가의 기능은 평가 자료를 토대

로 앞으로의 과정을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

이 강조되어야 한다. 교육과정 평가는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지고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진행형’의 평가(ongoing check)

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로 교육과정이 계속 수정되어야 

하고, 교육과정이 전개된 후에는 총합평가가 이루어져 다음

의 교육과정 개선에 반 되어야 하는 것이다[1,2].

  교육과정 평가는 교육과정의 질적 개선과 교육효과 증진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 교육효과 증대는 교

육의 책무성 향상 및 전문성 향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의과대

학 교육에서도 의학교육의 질적 개선과 효과 증대를 기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 교육과정에 대한 질적 관리 활동과 개선

노력, 또한 그것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평가적 접근노

력이 매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3,4,5].

  E의학전문대학원은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하면서 교육과

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통합과정 수립, 조기임상실습과정 

도입, 인문사회의학과정 수립, 선택실습 확대 등과 함께 대단

위 강의 외의 다양한 교수법을 도입한 과정을 확대하 다. 이 

후 전문대학원 체제 3년차를 맞이하여 그동안 개발되고 진행

되었던 의학전문대학원 1, 2학년의 새 교육과정이 과연 어느 

정도 목표에 도달해 있는가를 중간 점검해 보는 것은 매우 의

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련의 교육

과정 평가 작업을 통하여 새 교육과정의 질을 높이고 향후 보

다 효과적인 교육과정 운 의 지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

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아울러 내부 자체평가의 성격을 강조

함으로써 학교 구성원들이 교육과정 수행 정도를 스스로 파

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것을 통해 학교교육의 개선

을 위한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E의학전문대학원 1, 2학년 새 교육과정의 개발

과 운 에 참여한 교수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하 으며, 본 연구 

대상 학교가 여자의과대학인 관계로 학생 응답자의 성별은 

여성으로 한정되어 있다. 교수의 경우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

하 거나 현재 교육과정 책임자(각 전공과정 디렉터, 간사, 

교실 주임교수)인 교수 37명과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하지 않

고 교육과정 운 에 참여하고 있는 일반교수 45명을 대상으

로 하 다. 이 중에서 특히, 설문지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내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교육과정개발 참여교수 6명, 일반교

수 6명을 대상으로 집중집단토론(focus group interview)을 

진행하 다. 인터뷰는 2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매회 2시간

씩 소요되었다.

  학생의 경우 전체 142명이 응답하 고 의학전문대학원 2학

년(M2)이 68명으로 이들은 새 교육과정 1학년을 경험하고 2

학년으로 진학한 그룹이며, 1학년(M1)은 74명이었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진행의 각 수준별로 평가 역 및 

세부 평가 요소를 결정하 으며 교육과정의 흐름을 계획→실

행→성과단계로 나누었을 때 각 역에 대한 세부 평가 내용

은 다음과 같다[6]. 각각의 단계에서 평가되어야 할 항목에 대

하여서는 전문가 그룹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질문으로 개발

하 다.

  1) 계획수준: 개발체제

  a. 개발과정: 개발 조직 및 절차,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여부 분석, 인적 구성 등 

  b. 심의체제: 시안에 대한 심의, 합리적 심의체제 가동 

여부

  c. 문서체제: 교육목적의 효과적 전달방식, 문서 이용의 

편리성

  2) 전개수준: 운

  a. 교육과정 편제: 교육목표와 교육과정 기본 틀의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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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tem-Number According to the Survey Domains & Groups

Faculties in 
charge Professors Students 

Planning  8  7  0
Processing 25 25 25
Outcomes 10 10 10
Others  2  2  2

Table 2. Relevance of Curriculum Development Process

Items No. of 
professors Mean SD

Systematism of process 78 3.6 0.69
Relevance of participants 75 3.7 0.60
Democratism of decision making 73 3.3 0.80
Relevance of class materials 
(e-mails, workshop materials, etc.)

76 3.6 0.68

SD: Standard deviation.

성, 적절성, 충실성

      i) 기초의학 교육과정

      ii) 임상의학 교육과정

      iii) 인문사회의학 교육과정 

   b. 교육내용: 내용의 타당성, 연계성, 전달의 효과성

   c. 실행: 계획실행의 충실성, 맥락에의 적절성 

  3) 성과수준: 성과

  a. 학생: 학생의 학업성취도, 인지 ․ 정의 ․ 심동적 역에

서의 변화, 변화에의 만족도 등

  b. 교수자: 교수자의 변화, 만족도 등

  c. 사회, 교육기관: 교육문화, 풍토 등의 변화, 일반인의 

만족도 등

  위의 평가 역별로 총 47개의 설문문항을 개발하여 설문 

대상자 군에 맞추어 문항 배분과 표현을 달리하 으며(Table 

1), 각각의 설문응답은 5점 Lickert 척도(‘매우 동의함’ - ‘동

의함’- ‘보통’-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를 이

용하 다. 학생의 경우 교육과정 개발과정을 제외한 운  및 

성과수준에 대해서만 질문하 고 집중집단토론의 경우 동일

한 평가 역 내에서 대상별로 인터뷰 질문을 차별적으로 제

시하 다[7].

3. 자료 분석

  전반적인 응답 결과와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 으며, 연구목적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각 집단별 비교를 수행하 다. 집단 간 문항별 응답 

비율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카이 제곱(χ2) 검정을 수행

하 다. 자료 분석에 이용한 프로그램은 SPSS for Windows 

version 14.0 (SPSS Inc., Chicago, USA)이었다.

  집중집단(focus group)으로부터 수합된 내용은 설문지만

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질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양적인 조사

를 깊이 있게 해석할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 인터

뷰 내용은 모두 녹음이 되었으며 이를 전사한 것은 A4용지 

60쪽 분량이었다. 전사내용을 다시 읽어가면서 문단별로 교

육과정 평가의 어느 내용 범주에 해당하는가를 체크하 고 

이를 기초로 의미 있는 ‘특성어’를 추출하 다. 설문응답 결과 

가운데 의미 있게 기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중점으

로 발췌하 고 발췌된 내용은 교육과정평가위원회 2인의 중

복확인을 거쳐 분석을 하 다.

결과

1. 교육과정 개발수준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개발체제가 합리적으로 

구축되었는지, 민주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참여 인력을 구

성하 는지, 관련 위원회 및 심의기구를 민주적으로 운 하

는지, 교육과정 변화의 방향을 전 구성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 는지 등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하 다. 이 단계는 교

수들에게 해당하는 질문이므로 학생설문에는 포함시키지 않

았다. 

  교수집단을 책임교수와 일반교수로 나누었을 때,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응답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총 9개 문항 중 

주요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는 Table 2와 같다. 대체로 교육과

정 개발수준에 대한 의견은 5점 기준 3.3 이상으로 나타났다. 

집중집단토론에서 나타난 세부적인 응답 내용을 요약 ․ 기술

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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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levance of Curriculum Management

Items
Professor Student

χ2 Statistics
N Mean SD N Mean SD

Relevance of integrated 
curriculum formation

76 3.4 0.62 68a) 3.5 0.80 χ2= 9.324, p=0.041

Relevance of ICM 66 3.4 0.70 142 3.5 0.91 χ2= 9.324, p=0.041

Relevance of PBL 81 3.7 0.82 140 3.3 1.08 χ
2
=11.980, p=0.016

Relevance of PDS 58 3.5 0.63 141 3.4 0.96 χ
2
=10.387, p=0.027

Relevance of LRC 
(web-based class)

76 2.8 0.88 142 4.0 0.98 χ2=83.562, p=0.000

Reflection of class 
evaluation 

81 3.4 0.66 142 3.0 0.89 χ2=16.726, p=0.001

SD: Standard deviation, ICM: Introductory of clinical medicine, PBL: Problem based learning, PDS: Patient-doctor-society, LRC: Learning resource
center.
a)Number of the second year students.

  1) 교육과정 개혁을 위한 과감하고 민주적이며 신중한 

노력

  교수집단은 본교의 교육과정 개혁이 과감하고 민주적이며 

신중하게 진행되었다고 응답하 으며 구성원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 다고 기술하 다. 여기서 ‘민

주적’이라 함은 교육과정 개혁의 모든 과정에서 전체 교수들

의 정보공유, 의사소통 및 의사 결정 절차를 지키는 것 등을 

일컫는다. 

  2) 절차적 민주성과 실제적 민주성 간의 차이 

  교육과정 개발과정의 민주성을 보장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전체 구성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하 고 책임자가 교육과정 개정의 의미를 자기중심적으

로 해석하게 될 경우 본래 취지와 다르게 결정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응답하 다. 

  “의사결정과정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번 회의를 거

쳐서 민주적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선생님들도 아시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민주적으로 하면 결정이 안 나는 경우도 많

아서, 그렇지만 많은 노력은 했는데…… (중략) 그러니까 쉽

게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그걸 끝까지 안 받아들

이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걸 어느 정도 허용하고 

넘어가는 그런 문제들이 조금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계획 단계에서는 좀 많이 관여했고 집행단계에서는 많이 빠

져있었는데 적어도 계획 단계는 상당히 민주적이었다고 생각

합니다.”

2. 교육과정 운영수준

  새 교육과정 운  단계는 크게 교육과정 편제의 적절성, 수

업방법 및 내용통합의 적절성, 교육과정 실행을 위한 교수지

원 프로그램의 적절성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교육과정 

편제란 기초의학, 임상의학, 인문사회의학으로 분류한 교육과

정 틀이 연계성을 가지며 잘 통합되어 편제되어 있는가의 문

제이다. 특히 조기 임상노출을 목적으로 하는 임상입문교육

과정(Introductory of clinical medicine, ICM)이 교육목적

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에 초점을 두었다. 새 교육과

정을 실천하기 위해 동원된 여러 가지 교수-학습-평가 방법

의 적절성, 이것은 구체적으로 전문가 교육방법으로 채택한 

문제바탕학습법(problem based learning, PBL)의 적절성, 

웹으로 제공되는 학습센터(learning resource center, LRC)

의 효율성, 기타 학생 프로그램의 적절성 등을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 교수 및 학생을 대상으로 질문하 다. 이 단계는 교육

과정을 경험한 학생들의 의견도 중시되어야 하며 교수, 학생 

집단 간 어떠한 의견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 있

는 작업이 될 수 있다. 대체로 교수 학생 모두 교육과정 운

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3.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개별 문항에 

따라 두 집단 간 차이가 있는 문항도 있었다(p<0.05, 

p<0.01). 통합교육과정 편제 및 LRC 지원 방식에 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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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roduct of Curriculum

Items
Professor Student

χ2 Statistics
N Mean SD N Mean SD

Attaining learning goals 82 3.3 0.70 142 3.5 0.71 χ2= 7.348, p=0.093

Enhancement of learning 
attitudes 

82 3.2 0.83 142 3.4 0.78 χ2=12.270, p=0.010

Satisfaction with curriculum 81 3.2 0.69 142 3.1 0.87 χ
2
= 7.419, p=0.107

Supportive relationship among 
students

81 3.3 0.66 142 3.6 0.78 χ
2
=16.184, p=0.001

Instructors' professionalism 82 3.3 0.77 141 3.4 0.88 χ2= 6.636, p=0.149

SD: Standard deviation.

학생이 교수보다 높은 점수로 응답하 다. 반면 ICM, PBL, 

환자-의사-사회(Patient-Doctor-Society) 수업에 관해서는 

교수가 학생보다 다소 높게 응답하 다. 그리고 수업평가의 

결과가 수업에 적절히 반 되는가에 대해서도 교수가 더 긍

정적으로 응답하 다(Table 3). 

  집중집단토론에서 얻은 교수들의 응답 내용을 요약 ․ 기술

하면 다음과 같다.   

  1) 새로운 교육방법론 적용을 위한 노력 

  전통적인 교수법과는 달리 학생들의 참여, 통합적인 교육

과정 운 을 강조하는 새로운 교육방법론에 대하여 대체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시도가 성공할 수 있

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새로운 시도에 대한 경험적 평가의 필요성 

  통합교육과정, 문제해결식 교육방법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으나 이것이 실제 운  수준에서 어떠

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확인하고 구성원들

이 공유함으로써 현장적합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기술하 다.

  “지금까지 2년 정도를 저희가 이렇게 교육을 하고 나서 보니 

처음에 계획을 하기에는 ‘이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짰지만 몇몇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통합이 되면서 과목 담당하시는 분이 많은 가운

데 시험문제를 이전 식으로  강의 시간당 두 문제로 받아 내어 

시험을 칩니다. 하지만 참여 교수님들이 통합과정 전체에 대

한 관심이 적기 때문에  객관식 시험을 보고 그냥 결과가 어찌 

됐는지도 모르고 무슨 문항평가에 어떻게 됐는지도 별로 관심 

없이 그냥 이번 학기가 지나가나보다 그렇게 되어서, 학생들

이 정말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

는 건지도 좀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과정에 

참여하는 여러 과 선생님들이 함께 학생들의 학습평가 방법, 

수업 계획서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교육과정 성과수준 

  교육과정 성과란 새 교육과정을 2년간 진행한 결과 학생과 

교수자, 사회 및 교육기관 수준에서 어떠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 것이다. 학생들이 교육목표에 도달하고 있

는가, 학생들의 학습태도 및 학습문화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

는가,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

가, 교수자는 교육과정 실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노력을 기울

이고 있는가, 궁극적으로 학교의 학습문화가 어떻게 달라지

고 있으며 전체 구성원의 만족도가 어느 수준인가를 살펴보

았다. 설문응답 결과, E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 성과는 

대체로 긍정적(3.0 이상)으로 평가되었다. 개별문항에 따라 

교수-학생 간 차이가 있는 문항도 있는데 학생들의 능동적인 

학습태도와 학생 간 협력적인 관계 형성에 관하여 학생집단

이 교수집단에 비해 높게 응답하 다(Table 4).

  집중집단토론에서 얻은 교수들의 응답 내용을 요약 ․ 기술

하면 다음과 같다.   

  1) 교육과정 성과에 대하여 대체로 긍정적 평가

  교육과정 목표에의 도달 정도, 학생들의 학습태도 및 학습

문화의 변화,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만족도, 교수자의 전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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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urriculum Evaluation Flow인 변화 노력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 다.

  “기초의학 같은 경우에 수평 통합한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잘한 것이고 학생들 입장에서도 좋다고 저는 말씀드

리고 싶어요. 강의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학생들 입장에서

도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구조와 기능’, 

‘발생학’ 다 마찬가지지만, 구조 따로 기능 따로 했던 것들이 

어떤 한 부분의 구조와 기능을 한꺼번에 배우고 넘어가기 때

문에 학생들의 이해도가 높고, ‘발생’도 마찬가지로 구조 배우

고 그 구조의 발생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1학년 과정을 수

평 통합한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2) 교수자의 전문적인 변화 노력의 필요성 공감 

  교육과정 변화를 실현하기 위한 교수들의 전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부분 공감하고 있었으며 교육과정 개편이

나 과정의 책임을 맡은 교수들이 특히 교육부분에서의 전문

성 개발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 다. 

  “단점이라면,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통합이 안 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강의

는 순서를 잘 짜서 이어져 갈 수 있으나, 결국 평가를 할 때는 

각각 개개인이 구조에 대해 문제를 내고, 기능에 대해 각각 문

제를 내기 때문에 구조와 기능을 통합한 문제가 나가야 되는 

게 올바른 건데 이렇게 되려면 사실 교과목 담당이 문제를 다 

받거나 또는 문제를 내는 출제위원 이런 식으로 서로 의논을 

해서 문제를 하나 만들어 내야 하거든요. 사실 그렇게 되려면 

상당히 어려운 것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TBL에 관련해서 저희도 TBL을 하나 하고 있는데, TBL 

교육을 받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일부 선생님은  워크숍을 안 

받으시면서 나름의 방식대로 진행을 하십니다. 사실은  TBL

도 진행 방식이 있으면 그걸 본인이 어떻게든지 배우거나 설

명하는 대로 해주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신 경우도 있는 것 

같아 대책이 필요합니다.”

고찰

  교육과정 개발이란 단순히 교육과정 편제표를 제작하는 일

에 머물지 않는다. 사회적 요인, 학문 역의 변화, 학습자의 

요구 등을 교육목표로 수렴하여 우리사회가 원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것이 효율적으로 진행

되기 위한 관련 변인들을 설계하는,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작

업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과정의 평가와 관련된 국내의 선행 

연구들은 개별 교육과정이나 특정 분야에 대한 현황 파악과 

비교를 위하여[8,9], 혹은 교육과정의 이해당사자의 견해에 

대한 탐구를 목적으로[10] 시행된 바 있으나, 본 연구는 일개 

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 평가를 통하여 교육과정 개발 및 

운  과정을 성찰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고하

고자 하 다. 즉, 교육과정의 성패를 판단하기보다는 과정 중

심의 형성적 평가로서 구체적인 정보에 근거하여 교육과정 

개선의 방향을 찾고자 하 으며 형성적 평가를 수행하기 위

하여 적용한 교육과정 평가 모형은 Fig. 1과 같다[6].

  본 연구 결과 새로운 의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에 대한 평

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교육과정을 안

착시키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변화

를 주도하는 과감하고도 신중한 노력을 지속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새로운 목표를 구현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운 상

의 전략들을 개발, 실천하 고 이를 통한 교육의 효과는 긍정

적으로 평가되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교육과정 운

 및 성과 단계에서 표출된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

를 토대로 교육과정 개정 및 수정, 보완의 지표를 수립하는 일

일 것이다. 본 교육과정 평가 과정에서 표출된 문제를 기반으

로 다음과 같은 5가지 논의를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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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와 의사소통의 문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그룹과 실행하는 그룹이 나뉘어 있는 

경우 개발의 의도가 실행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여 목

표와 달리 왜곡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

하여 교육과정 개발을 주도하는 그룹이 가능한 대표성이 있

어야 할 것이며 개발의 의도가 전 구성원에게 효과적으로 전

달될 수 있는 의사소통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

과정의 문제는 ‘변화’라는 주제와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인식하

고 변화의 흐름을 민감하고 비판적으로 읽어내는 태도가 필

요하다고 하겠다.

2. 통합교과과정에서 합산적 통합을 넘어 범교과적 

통합의 구현

  지식정보화 사회를 준비하는 전문가 양성은 통합교육과정

으로 진행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공

역을 세분화하여 분과적으로 가르친 후에 학생 개인이 직

업 수행과정에서 지식의 통합을 이루도록 기대했던 과거의 

의사교육 방법과는 대별되는 방법이다. 교과통합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전공 간에 합의가 필수적이며 내용상의 중복 혹은 

생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기존의 내용요소를 모자이크식으로 순서만 바꾸어서 각

자 담당 교수가 나누어 가르치고 평가하는 식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메타 수준에서 통합의 주제가 결정되면 교과의 벽을 

뛰어넘어 범교과적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방적인 접

근이 요구된다. 

3. 새로운 시도에 대한 경험적인 평가 시행

  교육과정을 실천하는 교수 입장에서는 학생수준에서도 자

신의 의도와 유사하게 교육과정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

하지만 두 차원이 다를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점을 인정하고 

수렴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새로운 방법론이 도입되면 

교수는 물론 학생들에게도 많은 갈등과 혼란을 가져오게 된

다. 이 때 흔히 범하기 쉬운 오류는 새로운 시도에 대한 정확

한 판단 이전에, 발생 가능한 부정적 효과를 극대화하여 현장

에서 적절히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조차 포기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 LRC, PBL 등 전면적으로 시행된 새로운 교육 

방법이나 교육과정 체계에 대하여 교수-학습자 간의 인식이

나 경험에서 차이가 나는 점을 볼 때(Table 3) 이들의 실행에

는 보다 세심한 준비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다.

4. 전문성 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교육과정 체제 개편을 계기로 의학교육의 중요성, 특히 교

수요원의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확대되었다. 의과대학 

교육담당자는 의사이면서 교수인 특성을 지닌다. 그 중 많은 

부분 훌륭한 의사로서의 모델은 충분히 발현되고 있으나 교

육자로서의 능력을 구축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반성도 제

기되고 있다. 앞으로의 사회가 더 많은 수행 능력을 갖춘 의료

인을 기대하고 있으며 기존의 교육방식이 아닌 새로운 교육

방법이 전문가 양성에 더 효과적이라는 논의가 공감되는 상

황에서 무조건 전통적인 교육체제를 고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교육자로서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학생과의 상호작용 노력

  본 평가는 교육과정을 경험한 학생들의 평가를 통하여 교

육현장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읽어내는 기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과정에서 학습자에 대한 고려가 얼마나 중요

한가를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교수자의 눈으로 판단했던 문

제가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며 학교 수준에서 미처 헤아리지 못하는 사항들이 학

생들의 응답을 통해 전달되는 기회가 되기도 하 다. 물론 학

생들의 요구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것일 수도 있으나 학생

수준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경험하고 있는지 귀 기울일 필요

가 있다. 예컨대, 학생들은 학생 복지와 관련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교수들은 세밀한 부분까지 헤아릴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교수-학생의 의견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교육적

으로 반 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학습자의 학습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의학교육과정의 전반적인 개정 후 2년이 지난 시

점에서 중간 평가의 성격으로 진행되었으므로 연구 설계가 미

흡한 점이 있다. 또한 교육과정 성과 수준에 대한 평가는 설문 

분석 외에 객관적인 평가 지표들에 의한 분석이 더 필요할 것



Jung Hee An, et al : Analytical Case Study of Evaluation of Curriculum at a Medical School

 

64 Korean J Med Educ 2010 Mar; 22(1): 57-64.

이다. 이를 위하여 이전 교육과정 후 종합시험 평점 및 임상실

기평가 성적과의 비교 분석, 국가면허시험 성적분석, 수련 및 

전공의 평가, 병원 내 평가, 대학인증평가 기준의 준용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추후 중장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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