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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전세계적으로 의료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평생의학교육의 중요성

이 강조됨에 따라 다양한 평생의학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운영

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평생의학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프로그램 평가는 그 목적과

역할에 따라 크게 기획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로 분류할 수 있다. 

기획평가는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에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주체

들이 프로그램에 대하여 세밀하게 이해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함이며, 형성평가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중에 프로

그램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에 적절하게 프로그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

이 있다. 총괄평가는 가장 흔하고 전형적인 형태의 평가로서 의사

결정권자들이 프로그램의 성과와 가치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

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된다. 최근 국제원조개발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가 강조되면서 프로그램 평가가 대부분 성과를

증명하기 위한 총괄평가에 치우쳐 있으나, 프로그램 평가가 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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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획평가, 형성평가, 총괄

평가가 통합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제보건 평생

의학교육 프로그램에서 기획, 형성, 총괄평가를 통합한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Kirkpatrick 모델을 활용하여 이를 실제로 적용함으로써,

국제보건 평생의학교육 프로그램의 통합적 평가에 대한 가능성과

의미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라오스 루앙프라방 지역의 군립병원 의료인력 평생의

학교육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참가자는 총 53명이었다. 

루앙프라방 주립병원에서 시행된 평생의학교육 프로그램은 10주

동안 4회에 걸쳐 시행하였으며, 프로그램 참가자는 매회 12명씩이

었다. 이와는 별도로 남박 군립병원 수술팀 평생의학교육 프로그

램은 중앙병원에서 10주 동안 2회에 걸쳐 시행하였으며, 참가자는

5명이었다. 프로그램 평가는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부터 함께 계획

하고 시행하였으며, Kirkpatrick 모델을 활용하여 기획평가, 형성평

가, 총괄평가를 통합적으로 수행하였다. 기획평가는 평생의학교육

프로그램 기획과 개발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형성평가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시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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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데에 활용하였다. 총괄평가는 매회 프로

그램이 끝난 직후부터 3개월 이상 지난 후까지 충분한 기간에 걸

쳐서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자들의 종합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

균 4.48점으로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참가자들의

반응이 종합적으로 양호할 수 있었던 것은 것은 기획평가 단계에

서부터 참가자들의 만족도와 프로그램의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고

계획하여 프로그램을 준비했기 때문이며, 형성평가 단계에서 초기

에 부족한 점을 진단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하였기 때문이다. 각 임

상과별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참가자들의 평정척도 평균점수는 5

점 만점에 2.32점이었으나, 프로그램이 끝날 때 3.77점으로 평균

1.45점이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참가자들이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기획평가에서부

터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계획하여 실행하

였고 형성평가를 통하여 강의보다는 실습을 지속적으로 늘렸기 때

문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 참가자들이 작성한 의무기록

전체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2.92점이었고,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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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서 3개월 이상 지난 후에 참가자들이 작성한 의무기록 전체 평

균점수는 3.34점으로 0.42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기획평가 단계에서 임상수행능

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모듈과 교재를 개발하고, 형성평

가를 통하여 실습 비중을 늘리고 군립병원의 현실을 더 반영하였

으며 우호적인 리더십과 조직문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

였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마친 참가자들이 각자의 군립병원으로

돌아가서 유의미한 활동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현지조사 및 인터뷰 결과,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군립병원 진

료가 여러 면에서 향상되고 연간 외래 및 입원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변화는 군립병원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와 신뢰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기획, 형성, 총괄평가를 통합한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Kirkpatrick 모델을 활용하여 이를 실제로 적용함으로써, 단일 평가

모형으로도 이러한 통합적 평가가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

를 통하여 기존의 구분적인 개념을 넘어서는 프로그램 평가의 통

합적인 역할에 대한 이론적 개념의 확장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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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평생의학교육 프로그램의 통합적인 평가가 확대되어, 궁극적

으로 국제보건 평생의학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

로 기대한다.

* 본 내용은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s (Yoon HB, Shin JS, Lee 

SH, Kim DH, Hwang J, Kim EJ, Ketsomsouk B. (2015). The effect of 

formative program evaluation on continuous program improvement: A 

case study of a clinical training program in Lao PDR. J Korean Med Sci, 

30, 1743-1747),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for Health Professions

(Yoon HB, Shin JS, Ketsomsouk B, Kang YM. (2016). Evaluation of a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training program for physicians and 

physician assistants in hospitals in Laos based on the Kirkpatrick model. 

J Educ Eval Health Prof, 13, 21.)에 출판 완료된 내용임

-------------------------------------------------------------------

주요어: Kirkptrick 모델, 국제보건, 평생의학교육, 통합적 프로그램 평가

학  번: 2013-30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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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규모가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보건의료분야에서도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

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통계에 따르면, 2002년에 2억 8천만 달러에 불과하던 공적개발원조 규모

는 10년만에 15억 8천만 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하였으며, 보건의료

분야는 전체 규모의 15% 정도를 꾸준히 차지하고 있다(KOICA, 2013). 그

동안 보건의료분야의 공적개발원조는 병원 건축이나 의료장비 제공 등

주로 하드웨어 지원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의료인력(human 

resource for health; HRH)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를 위한 사업이 증

가하는 추세이다(권순만 & 김태현, 2014). 이는 보편적인 건강보장

(universal health coverage; UHC)과 의료인력 역량강화를 새로운 목표로

설정한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방향과도 일치

하는 것이다(Campbell et al., 2013).

의료인력 역량강화사업은 대부분 이미 의료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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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인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의학교육의 세 단계인 기본의학교육

(basic medical education; BME), 졸업 후 의학교육(postgraduate medical 

education; PME), 평생의학교육(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of

health professionals; CPD) 중에서도 특히 평생의학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최근에는 의학지식이 급격한 속도로 팽창하고 새로운 진단과 치료

방법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인력에 대한 평생의학교육

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실제로 보건의료시스템이 충분히 발달

한 개발국에서는 대부분 체계적인 평생의학교육시스템을 이미 갖추고 있

으며, 개발도상국에서도 이를 갖추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의료요구 충족이 시급한 개발도상국에서는 평생의학교육의 역할이

더욱 중요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평생의학교육이 상대적으로 단기간

안에 효과를 낼 수 있고 비용 대비 효과가 높기 때문이며, 의료인력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현업에 높게 잔류(retention)하게 함으로써 장기적

으로 보건의료시스템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하기 때문이다(VSO, 2013).

전세계적으로 의료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평생의학교육의 중요성을 강

조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평생의학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평생의학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하

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Yoon et 

al., 2015). 첫째, 교육내용이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지식의 적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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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그리고 기술이나 태도와 연관된 영역이기 때문에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 둘째, 학습자들이 이미 의료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

에 평가를 위한 통제가 어렵다. 셋째, 교육효과가 궁극적으로 보건의료

지표 등의 향상으로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교란변수가 많다. 

이러한 제약 때문에 지금까지 평생의학교육 프로그램 평가는 대부분 만

족도 평가에 머물고 있으며(Yardely & Dornan, 2012), 교육의 결과로 의

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평가가 프로그램이 끝난 직후에 일회성의 짧은 이벤트처럼 진

행되었다(Guskey, 2000).

프로그램 평가는 그 목적과 역할에 따라 크게 기획평가(planning 

evaluation), 형성평가(formative evaluation), 총괄평가(summative 

evaluation)로 분류할 수 있다. 때로는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

도 있지만, 이러한 구분은 평가의 목적과 역할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Stevens et al., 1995). 기획평가는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에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주체들이 프로그램에 대하여 세밀하게 이해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형성 전 평가(pre-formative 

evaluation)’라고 불리기도 한다(Scriven, 1991). 형성평가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중에 책임이 있는 주체들에게 처음에 기획한대로 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에 적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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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프로그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Scriven, 

1967). 총괄평가는 가장 흔하고 전형적인 형태의 평가로서, 의사 결정권

자들이 프로그램의 성과와 가치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된다(Guskey, 2000).

국제보건 분야에서 의료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평생의학교육 프로그램

의 경우, 지금까지 대부분의 평가가 총괄평가에 치우쳐 있었으며, 최근

에 국제원조개발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가 강조되면서 그 경향은 더욱

커지고 있다(Birdsall et al., 2009). 프로그램 성과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총괄평가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프로그램의 배경과 맥락, 

과정, 그리고 결과의 원인 등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Goldfarb & Morrison, 2014). 따라서 프로그램 평가가 총체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획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의 세 가

지 역할이 모두 통합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획, 형성, 

총괄평가가 서로 연계되어 통합적으로 수행되는 평가를 프로그램의 ‘통

합적 평가(comprehensive evaluation)’라고 정의하였다.

평생의학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다

양한 평가모형이 활용되어 왔다. 모든 평가모형은 주된 목적과 장단점이

있는데, 각각의 평가모형은 그 특성에 따라 대부분 특정한 역할의 평가

에 국한되어 활용되었다. 단일 프로그램 평가에 여러 평가모형을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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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결국 평가모형을 활용한 프

로그램 평가의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국제보건 평생의학교육 프로그램에서 기획, 형성, 총괄평가

를 통합한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Kirkpatrick 모델을 활용하여 이를 실제

로 적용함으로써, 단일 평가모형을 활용하여 국제보건 평생의학교육 프

로그램에 대한 통합적 평가가 가능한지, 또한 이러한 통합적 평가가 국

제보건 평생의학교육 프로그램의 질과 성과를 향상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6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단일 평가모형을 활용한 국제보건 평생의학교육 프

로그램의 통합적 평가에 대한 가능성과 의미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단일 평가모형을 활용하여 국제보건 평생의학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통합적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가?

2) 국제보건 평생의학교육 프로그램의 통합적 평가를 통하여 프로

그램의 질과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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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의의

본 연구의 목적은 단일 평가모형을 활용한 국제보건 평생의학교육 프

로그램의 통합적 평가에 대한 가능성과 의미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는

프로그램 평가의 역할에 대한 종합적인 모색을 통하여 프로그램 평가의

새로운 역할을 규명하는 이론적 측면과 프로그램의 통합적 평가를 통한

국제보건 평생의학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이라는 실용적인 측면의 의

의가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프로그램 평가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인 모색을 촉진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이론은 프로그램 평가의 역할을 기획평가, 형

성평가, 총괄평가 등 별개의 독립적인 역할로 구분하였지만, 실제 현실

에서 프로그램 평가의 역할은 한가지로 국한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각각의 역할이 상호적으로 어떤 관계에 있고 어떤 영향을 주고 받

는지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

여 기존의 구분을 넘어서는 프로그램의 통합적 평가에 대한 이론적 개념

의 확장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단일 평가모형을 활용하여 평생의학교육 프로그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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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 평가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향

후 국제보건 의료인력 역량강화사업에서 통합적 프로그램 평가의 활용이

확대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프로그램 평가는 성과

를 증명하기 위한 총괄평가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는데, 총괄평가만으로

는 프로그램의 배경과 맥락, 과정, 그리고 결과의 원인 등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평가모형을 활용한 프로그램 평가의 경우에도 대

부분 평가모형이 한 가지 역할의 평가에 국한되어서 활용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향후 국제보건 평생의학교육 프로그램에서 단일 평가

모형을 활용한 통합적인 프로그램 평가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제보건 평생의학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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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1) 국제보건(Global Health)

국제보건은 전세계 인구의 건강을 향상하고 건강형평성을 성취하기 위

한 연구와 실천 분야를 의미한다(Koplan et al., 2009). 국제보건 이슈는

한 국가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며, 

마찬가지로 다양한 분야의 협업을 필요로 한다. 주로 개발도상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간 협력에 중점을 둔 기존 ‘International Health’라는

용어에서 전 지구적인 공동체의 건강 이슈를 포괄하는 ‘Global Health’라

는 용어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 최근 세계적인 추세이다(Brown et al., 

2006).

2) 의료인력(Human Resource for Health)

WHO(2006)의 정의에 의하면, 의료인력이란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관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는 비단 의료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과 현재 고용되거나 활동하고 있지 않은 잠재적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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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까지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Dal Poz et al., 2009).

3) 역량강화(Capacity Development)

역량강화는 개인이나 조직, 사회가 각자의 발전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

고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고 강화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UNDP, 2008). 따라서 이는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활동을 넘어서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4) 평생의학교육(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of Health 

Professionals)

평생의학교육은 기본의학교육과 졸업 후 의학교육을 마친 이후에 의료

전문가로서 자신의 의료행위를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자기

개발 활동을 의미한다(GMC, 2012). 기존 직무교육(on-the-job training)이

직장에서 업무숙달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훈련에 국한되는 개념이었다면, 

평생의학교육은 학습자 스스로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과 학습을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하겠다. 또한 모든 종

류의 학습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과 다른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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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의학교육은 전문직의 정체성과 역할, 그리고 그들이 속해있는 조직

의 목적과 관련되는 교육과 학습이라는 점이다(Galloway, 2000). 이러한

맥락에 따라, 평생의학교육의 표현은 기존의 ‘continuous medical 

education (CME)’에서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CPD)’로 대

체되고 있다(WFME, 2003). 본 연구의 대상이 된 프로그램은 집중적인

보수교육(intensive re-training)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평생의학교육의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5) 프로그램(Program)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은 교육을 목적으로 계획된 일련의 활동을 의미

한다. 의학교육에서는 개별적인 수업에서부터 하나의 단위 과정, 또는

전체 교육과정이 모두 해당될 수 있다(Frye & Hemmer, 2012). 본 연구

에서는 의학교육의 주요 세 단계인 기본의학교육, 졸업 후 의학교육, 평

생의학교육 중에서 평생의학교육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었다.

6) 프로그램 평가(Program Evaluation)

평가는 특정 대상의 가치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과정이다. 따라서,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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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 평가는 프로그램의 질과 효과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프로그램

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프로그램 설계, 운영, 성과와 관련된 정보를 체계

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ACGME, 2013).

7) 통합적 평가(Comprehensive Evaluation)

프로그램 평가는 그 목적과 역할에 따라 기획평가, 형성평가, 총괄평

가로 분류할 수 있다. 기획평가는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에 개발에 참

여하고 있는 주체들이 프로그램에 대하여 세밀하게 이해하고 계획을 수

립하기 위하여 시행하며, 형성평가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중에 프로그

램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에 적

절하게 프로그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총괄평

가는 가장 흔하고 전형적인 형태의 평가로서, 의사 결정권자들이 프로그

램의 성과와 가치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

여 시행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획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가 서로 연계

되어 통합적으로 수행되는 프로그램 평가를 통합적 평가라고 정의하였다.

8) 평가모형(Evalu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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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모형은 평가 수행방법, 접근법, 혹은 개념 등을 널리 통칭하여 사

용되는 용어이며, 조금 더 좁은 의미로는 평가를 하기 위한 틀

(framework)을 가리킨다(Scriven, 1991). 프로그램 평가에는 다양한 평가

모형이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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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국제보건 의료인력 역량강화

1) 공적개발원조의 철학과 원칙

가. 공적개발원조의 철학

국제보건 공적개발원조의 철학 혹은 윤리에 대해서 그 동안 많은 논의

가 있어왔다. 국제보건 공적개발원조의 근거를 인도주의적인 것과 정치

적인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 대표적인 시각 중 하나이다(Lowry &

Schuklenk, 2009). 하지만 모든 공적개발원조 활동이 칼로 자르듯이 둘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구분으로 규정되지 않는 다양

한 영역과 특성이 있다는 반론도 있다. 한편 Ruger(2009)는 기존 견해를

현실주의, 공동체주의, 국가주의, 세계주의 등으로 구분하였다. 현실주의

는 공적개발원조가 각 국가의 자기이해에 기반한다고 주장하며, 공동체

주의는 국제사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보고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

는 것을 구성원의 의무로 본다. 국가주의는 한 국가 안에서 각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들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시각이며, 세계주의는 국가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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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이 아닌 각 개인을 행위의 책임자이자 윤리의 주체로 보는 견해이다.

Ruger는 이러한 기존 논의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국지적 국

제주의(provincial globalism)’라는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는 아리스

토텔레스의 ‘인간 번영(human flourishing)’과 아마티야 센(Amartyr Sen)

의 ‘능력(capability)’ 개념에 기초하여 모든 인류의 건강 ‘능력’을 유지하

고 증진시키는 것은 모두의 도덕적 의무라고 규정한다. 능력 개념에 따

르면, 가치 있는 삶의 기능(functioning)을 선택해서 성취할 수 있는 능력

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건강은 핵심적인 기능의 하나이자 ‘인간 번영’

의 모든 영역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능력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

지고 있다. 결국 보편적 건강을 추구하는 것은 모든 개인의 도덕적 의무

이지만, 자발성과 기능적 요구를 고려하여 국제, 국가, 지역 수준에서 행

위의 주체와 역할 등을 결정해야 한다.

나. 공적개발원조의 원칙

공적개발원조의 원칙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2005년에 발표된 ‘원

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이다(OECD, 2008). 이 선언이 채택한 5대 원칙은 수원국

주도(ownership), 수원국과 공여국의 원조일치(alignment), 여러 공여국

사이의 원조조화(harmonization), 원조결과 관리(managing for results),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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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책임성(mutual accountability) 강화이다.

첫째, 수원국 주도는 주인의식과 소유권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공적

개발원조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국가에서 자체적으로 계획과 전략을 수립

하고 리더십을 발휘하여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

이다. 둘째, 수원국과 공여국의 원조일치는 공적개발원조가 공여국에 의

해서 일방적으로 수행되지 않고, 수원국의 개발전략, 시스템과 사회적

맥락 등을 존중하고 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국제협력을 통하여 수원국의 개발역량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원국과 공여국 모두의 노력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공여국 사이의 원조조화는 특정 수원국 내 여러 공여국과 원조기

관이 서로 협력하여 활동이 불필요하게 중복되지 않고 적시적소에 지원

이 되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공적개발원조를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여국 사이에 상시적인 협의 체계를 통하여 역할을 효과

적으로 배분해야 하며, 공통의 틀과 절차를 수립하여 사업을 수행할 필

요가 있다. 넷째, 원조결과 관리는 원하는 성과에 초점을 맞추고, 의사결

정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보를 활용하면서 사업을 수행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원국과 공여국 모두 성과 중심의 개

발전략, 예산, 평가 체계 등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상호책

임성 강화는 수원국과 공여국이 공적개발원조와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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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참여자에 대하여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호 책

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투명한 과정이 필수적이

라 할 수 있다.

2)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와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

가. 지속가능발전목표

2015년 9월, 유엔(United Nations, UN) 총회에서 2030년까지 추진할 ‘지

속가능발전목표’가 채택되었다(UN, 2015). 이는 2000년에 수립된 ‘새천년

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대체할 ‘포스트(post) 

2015’ 개발 의제이다(<표 Ⅱ-1>). 지난 15년 동안 전세계는 새천년개발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으며,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극심한 빈곤

문제를 일부분 해결하고 건강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켰다. 하지만 일부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있다. 빈곤과

배고픔을 줄이는 것은 현상적인 접근일 뿐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해결이

아니라는 점, 그동안 노력해온 성과가 공평하게 나타나지 않고 지역별, 

국가별로 차이가 크다는 점, 그리고 원조피로(aid fatigue)로 인해 재정확

보가 어렵고 글로벌 파트너십이 부재하다는 점 등이다(U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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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새천년개발목표 비교(UN, 2015)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새천년개발목표(MDGs)

1. 빈곤퇴치

2. 기아해소, 식량안보, 지속가능농업
1.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3. 보편적 건강보장과 웰빙(well-

being)

4. 유아사망률 감소

5. 모성보건 증진

6. AIDS, 말라리아 등 질병퇴치

4. 포괄적이고 공평한 교육과 평생학

습
2.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5. 성평등과 여성역량강화 3. 양성평등과 여성능력 고양

6. 물과 위생에 대한 접근과 지속가

능한 관리

7. 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현대적

인 지속가능에너지

11. 포괄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

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생활환경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패턴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맞서기 위

한 긴급조치

14. 지속가능한 해양자원 개발과 보

호

15. 생태계 보호와 지속가능한 활용

7. 지속가능한 환경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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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좋은 일자

리 증진

9. 회복력 있는 인프라 구축 및 포괄

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와 혁신

촉진

10. 국가 내부와 국가간의 불평등 감

소

(해당 사항 없음)

16.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평화롭

고 정의로운 사회와 효과적인 제도

구축

17.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이행수

단과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8.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이에 따라 2015년에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기존 새천년개발목표

에 비하여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었다. 최빈국과 개발도

상국뿐만 아니라 개발국들도 직면한 공통의 문제를 다룸으로써 모든 국

가가 참여주체가 되었으며, 시민사회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다. 또한 의제에 대한 각국의 ‘이행책임성’을

강조하여, 각국이 의무적으로 이행성과를 보고하고 이를 평가하도록 하

였으며, 이에 따라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지표와 정확한 데이터 수집

이 강조되었다(U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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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편적 건강보장

유아사망률 감소, 모성보건 증진, 주요질병 퇴치 등으로 보건의료분야

의 목표가 나누어져 있었던 새천년개발목표와는 달리, 지속가능발전목표

에서는 ‘모든 연령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웰빙을

촉진하라’는 포괄적인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 목표의 핵심은 ‘보편적 건

강보장’이라는 개념으로 압축할 수 있다. 보편적 건강보장은 모든 사람

들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이 필수적이고 안전하며 효과적이

고 질적으로 보장된 의료에 차별 없이 접근하는 것을 의미한다(WHO, 

2013). 건강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제조건이자 결과이며, 그 자체

로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다. 따라서 보편적 건강보장은 건강향상과 사회

적 화합, 경제발전의 지속성을 위한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해서는 다음 3가지 핵심요소가 필요하다고 알려

져 있다. 첫째는 역량 있는 의료인력이고, 둘째는 필수적인 의약품과 의

료기구 등이 지원되는 의료시설이며, 셋째는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

려움 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재정적 자원이다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2015). 다만 각 국가마다 다

양한 문화적, 제도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로 전략을 수립해야



21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협력, 그리고 새로운

모델을 위한 혁신 등이 필요하다(World Bank, 2014).

3) 의료인력 역량강화

가. 의료인력의 중요성

의료인력이 보건의료시스템의 구성요소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

는 점은 널리 강조되어 왔다(WHO, 2000). 실제로 의료인력의 밀도가 영

아, 유아, 모성 생존율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며([그림 Ⅱ-1]), 예방접

종률, 심혈관계질환의 사망률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HO, 

2006).

[그림 Ⅱ-1] 의료인력 밀도와 주요 보건지표의 관계(WHO,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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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의료인력은 복잡하고 상호 유기적인 보건의료시스템 안에서 보

건의료서비스의 요구와 제공을 일치하게 하는 과정의 시발점으로서, 보

건의료시스템의 ‘골간(backbone and limbs)’ 으로 여겨지고 있다(Ergo et 

al., 2011). 최근에 보편적 건강보장이 강조됨에 따라 의료인력의 중요성

이 더욱 부각되었으며, 특히 의료인력의 공급(availability), 접근성

(accessibility), 수용성(acceptability), 질(quality)이 필수적인 요소로 제시

되고 있다(GHWA, 2013). 이는 사회가 보건의료서비스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적절한 능력을 갖춘 충분한 수의 의료인력을 공급하고 유지해야 하

며, 이러한 의료인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수월하게 접근 가능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의료인력은 존엄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하면서 신뢰를 구

축하며 사회가 요구하는 의료의 질을 담보해야 한다.

나. 역량강화의 필요성

현재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전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은 의료인력

의 양적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력의 질적인 역량

도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GHWA, 2008). 보편적 건강보장을 실

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충분한 수의 의료인력을 양성해야 하지만, 배출한

의료인력이 보건의료서비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역량을 갖

추지 못한다면 필요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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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보편적 건강보장은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이

러한 의료인력의 질적인 간극을 메우고 보편적 건강보장을 실현하기 위

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GHWA, 

2013).

4) 국제보건 의료인력 교육훈련 프로그램

가. 역량중심교육(Competency-based Education)

최근 교육의 흐름은 전 세계적으로 역량중심교육으로 이행하는 추세이

며, 의학교육도 예외는 아니다. 역량중심교육에서는 교육이 끝나는 시점

에 학습자들이 달성해야 하는 최종성과(exit outcome)를 중심으로 학습자

의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교육의 핵심이기 때문에, 역량중심교육 또는

성과중심교육이라는 용어가 혼용되기도 한다(Cumming & Ross, 2008).

의료인력이 갖춰야 할 역량은, 환자와 사회의 이익과 복지를 위하여 매

일 진료에서 의사소통, 의학적 지식, 기술적 술기, 임상추론, 감정, 가치, 

성찰 등을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총체적인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

다(Epstein & Hundert, 2002). 역량중심교육은 교육성과를 중심으로 교육

목적과 과정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학습자와 교육자뿐만 아니라

정책입안자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책임감을 가지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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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할 수 있다(Frenk et al., 2010).

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최근 국내에서도 국제보건 의료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초청연수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KOICA, 2013). 초청연수를 통한 의료인력 교육과 훈련은 한국과 개발도

상국의 큰 기술 격차 때문에 오히려 실용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연수

대상자 규모에도 한계가 있고 대부분 대학과 3차 병원 교수와 의사들에

게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Lee et al., 2014). 따라서

이러한 방식의 교육과 훈련은 장기적으로 개발도상국에게 지속 가능한

(sustainable) 모델이 될 수 없다.

결국 지속 가능한 개발도상국 의료인력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현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마다 상황이 다르고 같은

국가 내에서도 지역마다, 그리고 각 병원마다 진료환경과 요구가 다를

수밖에 없다. 모든 상황에 적합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별도로 존재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지의 맥락과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

다. 즉, 인적·물적 자원이 제한된 개발도상국에서 효과적인 교육훈련 프

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Yoon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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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수개발(Faculty Development)

최근 WHO가 제시한 보편적 건강보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

들도 의료인력 역량강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Aklan, 2000). 의료인력을 체계적이고 전문적

으로 교육하고 훈련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교수자(faculty)가 충분하지

않은 것이 한계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이다(Mahat et al., 2013). 따라서 적

절하고 효과적인 교수개발 프로그램을 통하여 유능한 교수자를 양성하고

훈련하는 것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Kim et al., 2015).

인력이나 자원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이나 기관에게 다른 국가나 기관과

의 협력은 특별히 중요하다(Steinert, 2000). 실제로 학습경험, 교육활동,

교수개발 등 의학교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점차로 증대되고 있으

며(Gwee et al., 2013), 이러한 협력 수준도 개인적인 수준에서 기관, 그

리고 더 나아가 국가 사이의 협력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Harden, 2006).

교수개발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Foundation for 

Advancement of International Medical Education and Research (FAIMER)’

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Burdick et al., 2010; Burdick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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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생의학교육 프로그램

1) 평생의학교육의 특성

가. 의학교육의 주요 단계

의학교육의 단계는 크게 기본의학교육, 졸업 후 의학교육, 평생의학교

육으로 나눌 수 있다(Dent JA & Harden RM, 2013). 기본의학교육은 의

과대학 학부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의학계 전공 교육을 의미하며 대체로

4~6년으로 구성된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의과대학과

치과대학을 대학원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두

가지 시스템을 병행하고 있다(이순남 등, 2008). 의과대학을 제외한 다른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대부분 기본 전공교육을 마치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력으로서 활동을 시작하며 평생교육에 참여하게 된다. 

졸업 후 의학교육은 주로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에 병원에서 임상수련을

받는 과정을 의미하지만, 일부 기초의학 대학원 과정도 이에 포함될 수

있으며, 기간은 국가별로, 전공별로 다양하다(WFME, 2003). 마지막 단계

는 평생의학교육으로서, 기본의학교육과 졸업 후 의학교육을 모두 마치

고 의료인력으로서 활동하면서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자기개발을 하는

과정이다.



27

나. 평생의학교육의 중요성

의학교육의 마지막 단계인 평생의학교육은 직접적으로 의료의 질을 향

상시키며 상대적으로 단기간 안에 효과를 낼 수 있고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의료인력의 동기를 향상시키고 생산성을

증대하며 현업에 높게 잔류하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의료시스템을 강

화하는 데에도 기여하게 된다(VSO, 2013). 따라서 의료인력의 역량이 부

족하고 의료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은 개발도상국에서는 평생의학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고 하겠다.

다. 평생의학교육시스템

평생의학교육 시스템은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보건의료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 개발국은 개발도상국에 비하여 평

생의학교육시스템도 더 체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평생의학교육은 전통

적으로 대학이나 수련병원, 전문학회, 일부 제약회사 등에서 제공되어

왔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기관이 이 과정을 직접 관리하기도 한다

(WFME, 2003). 유럽의 경우, 다수 국가에서 의료인력이 자율적으로 평생

의학교육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이를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이수평점(credit)으로 평생의학

교육을 관리하고 있고 3~5년 주기로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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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다양한 기관에서 평생의학교육을 제공하고 있으

며, 독립적인 전문기구(Accreditation Council for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에서 이 기관들을 인증하고 있다(Peck et al., 2000).

라. 평생의학교육 학습자

평생의학교육 학습자는 기본적으로 성인 학습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성인 학습자는 자아실현을 위하여 스스로 학습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가

있고 자신의 생활과 활동에 필요한 학습을 선택해서 하려고 한다. 축적

한 경험을 학습의 자원으로 활용하고 학습환경과 형태에 대한 뚜렷한 선

호가 있으며 자신이 선호하는 학습형태로 학습하는 자기주도적인 경향이

있다(이현림 & 김지혜, 2006). 평생의학교육 학습자는 의료인력의 특성을

추가로 가지고 있어서,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환자와 국

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의료인력

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의료인력과 팀을 구성하여

활동하며, 팀 안에서 서로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각자의 역

할을 수행하고 있다(Goldma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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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생의학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 관한 다양한 모형이 알려져 있는

데, 의학교육분야에서는 특히, ADDIE 모형, Six step approach, Outcome-

based approach 등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가. ADDIE 모형

ADDIE 모형은 가장 대표적인 교수설계모형 중 하나로, 분석(analysis), 

설계(design), 개발(development), 실행(implementation), 평가(evaluation)의

다섯 단계로 구성되며([그림 Ⅱ-2]), 각 단계가 모두 유기적으로 연관되

어 있다는 특성이 있다(이신동, 2012). 

[그림 Ⅱ-2] ADDIE 모형의 다섯 단계(Branch,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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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은 첫 번째 단계로서 학습내용을 정의하고 계획을 결정하는 단계

이다. 특히 요구분석은 교육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과정으로서,

요구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 지식, 기능 및 상황에 대한 ‘현재 상태

(as is)’와 현재 상태를 극복하고 도달하고자 기대되는 ‘바람직한 상태(to 

be)’의 차이인 요구를 규명해야 한다. 설계는 분석을 통하여 파악된 문제

를 종합하여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청사진을 그리는 단계

이다. 설계 단계에서는 수행목표 명세화, 평가도구 개발, 교수전략 및 매

체 선정이 진행된다. 개발 단계에서는 분석과 설계 단계에서 만들어진

청사진에 따라 교수자료를 실제로 개발하고 제작한다. 실행 단계에서는

개발된 프로그램의 교수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목표이다. 평

가 단계에서는 개발된 프로그램 교수설계 과정의 효율성과 교수내용이

효과적으로 전달되었는지를 평가한다(강선영, 2013).

ADDIE 모형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연구자에 의해 정교화 되었으며,

이후 대부분의 교수설계모형이 ADDIE 모형의 다섯 단계들을 반영하여

개발되었다. 따라서 ADDIE 모형은 다양한 교수설계모형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다(이종연, 2004).

나. Six step approach

Six step approach는 의학교육분야에서 교육과정 개발에 널리 활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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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고전적인 모형으로, 문제인식과 일반적 요구사정(problem 

identification and general needs assessment), 학습대상자의 구체적 요구

사정(needs assessment of targeted learners), 목적과 목표(goals and 

objectives), 교육전략(educational strategies), 실행(implementation), 평가

와 피드백(evaluation and feedback)의 여섯 단계로 구성된다([그림 Ⅱ-3]). 

ADDIE 모형과 마찬가지로, Six step approach에서도 각각의 단계는 한쪽

방향으로 순환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는 관계이

다(Kern et al., 2009).

[그림 Ⅱ-3] Six step approach (Kern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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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주요한 보건의료요구 혹은 문제를 규명하고 분석하는 단계

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를 둘러싼 현재 접근법(current 

approach)과 이상적 접근법(ideal approach)을 분석해야 하며, 이 둘의 차

이를 규명하는 것을 일반적 요구사정이라고 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실제로 교육 대상이 될 학습자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학

습자의 요구는 사전지식 수준, 경험 정도, 배경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다

를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프로그램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

이다. 목적이 상대적으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반면에, 목표는 구체적이

고 측정 가능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권장된다. 프로그램 목적과 목표는

이후 프로그램 내용과 학습방법을 결정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

며 프로그램 평가의 준거가 된다. 네 번째는 학습목표를 달성하기에 가

장 효과적인 프로그램 내용과 교육방법을 선택하고 개발하는 단계이다.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인적·물적

자원과 정치적 지원 등을 확보하고 장애요인을 사전에 규명하여 해결한

후, 실제로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여섯 번째는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단계이다.

다. Outcome-based approach

Outcome-based approach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의학교육분야에 소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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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으로, 직무분석, 성과 및 역량 개발, 역량 수준 설정, 역량과 교육과

정 맵핑(mapping), 교육시스템 개발 등의 단계로 구성된다(안재희 & 양

은배, 2013). 직무분석(job analysis)은 직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체계적인 과정

이다(Foster, 1998). 의료분야에서 우수한 직무성과는 무엇인지 정의를 내

리고 이러한 우수성과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해당 직무의 역량을

도출하는 기준을 수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성과와 역

량을 설정하는 것은 Outcome-based approach의 가장 핵심이 되는 단계

이다. 기본의학교육의 경우, 의과대학 학생들이 졸업하는 시점에 보여주

어야 하는 졸업성과(exit outcome)를 우선적으로 개발해야 하며, 졸업성

과에 기초하여 특정 시기성과(phase outcome), 과정성과(course outcome),

수업성과(lesson outcome) 등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할 수 있다(Harden et 

al., 1999). 성과와 역량이 규정되면 성과의 성취수준을 결정하는데, 이는

학생들의 성과달성을 평가할 때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를 제시하

는 틀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성과 혹은 역량과 교육과정을 맵

핑하는 과정은 특정 성과나 역량이 어떤 교과목 혹은 교육활동을 통해

구현되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끝으로 성과 및 역량 맵핑 결과를 바탕

으로 교육과정을 확립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과목 프로파일과

보완적인 교육시스템을 개발한다(안재희 & 양은배,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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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대표적인 모형들은 모두 각각의 특성과 차이점이 있지만, 평생

의학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대체로 요구분석에서 시작하여, 학습목표 및

성과 설정, 교육내용과 방법 선택, 실제 프로그램 실행, 프로그램 평가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각각의 단계는 순서대로 한쪽 방향으로만 진

행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인 연관 관계에 있다.

3) 평생의학교육 프로그램 평가

평생의학교육 프로그램 평가는 초기 기획 단계에서부터 계획되어야 하

며, 평가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효과를 미리 결정하고 프로그램 실행 전

에 그 기저값(baseline)을 측정해야 한다(UHPC, 2008). 평생의학교육 프로

그램을 통하여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

하기 때문에 평가도 시간을 두고 반복적으로 시행해야 한다(Guskey, 

2000). 또한 한 가지 준거만으로는 평생의학교육 프로그램 효과를 평가

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준거를 통하여 프로그램 효과를

다면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평생의학교육 프로그램 평가의 상당수는 단순히 프로

그램 활동을 요약하는 데에 그치고 있고, 평가를 하는 경우에도 주로 만

족도 평가에 머물고 있으며, 대부분 프로그램이 종료된 직후 일회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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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이벤트처럼 평가가 진행되었다(Guskey, 2000). 이는 교육내용이 단

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지식 적용이나 분석, 기술이나 태도와 연관된

영역이기 때문에 평가하기가 쉽지 않고, 학습자들이 이미 의료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를 위한 통제가 어려우며, 교육효과가

궁극적으로 보건의료지표 등의 향상으로 나타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

리고 교란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4) 효과를 위한 평생의학교육 프로그램(Training for Impact)

평생의학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담보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적

인 요소들이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첫째, 프로그램의 목적과 방향을

결정하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의료단체나 기관뿐만

아니라 관련 정부기관 등 핵심적인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

(Giri et al., 2012). 이는 프로그램 기획에 필요한 충분한 사전정보를 얻

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학습자와 교육자를 포함한 핵심 이해관계자들

의 주인의식과 헌신을 고취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둘째, 학습자들의

사전교육 수준, 취약한 부분 등에 대한 충분한 요구사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 내용은 증거에 기반하고 학습자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WFME, 2003). 셋째, 프로그램 목적에 맞도록 명확한 원칙과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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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학습자들이 선정되어야 한다. 즉, 학습자들은 교육을 받기 위해 사

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교육받는 내

용이 학습자가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연관이 있어야 하며, 교육

받은 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Sachaefer, 2005). 또한 선정된 학습자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

속적인 장려와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기대

되는 학습목표 혹은 성과를 학습자들에게 충분히 전달해야 한다. 이는

학습자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뿐만 아니라 학습자와 교육자 모두에게 학

습방향과 목표를 제시해주기 때문이다(UHPC, 2008). 다섯째, 평생의학교

육 프로그램과 기본의학교육 프로그램은 서로 연계되어야 하며, 평생의

학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기본의학교육 교육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권장된다(GHWA, 2008). 여섯째,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에서 교육자

와 학습자, 학습자들 사이에 상호적인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임상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강의실에서의 이론 수업보

다 임상현장에서의 실습이 더 효과적인데, 이는 임상역량의 특성과 성인

학습자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다(Khan KS & Coomarasamy, 2006). 끝

으로, 학습자들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습한 내용을 현실에 적용하는 데

에는 많은 장애요소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행동 변화가 일어나고 강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WFME,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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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그램 평가

1) 프로그램 평가의 역할

프로그램 평가는 그 역할에 따라 크게 기획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

로 분류할 수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프로그램 평가 이론은 이러한 역

할을 각각 분리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각 역할의 연계성과 통합적 평가

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수행되지 못한 상황이다.

가. 기획평가

기획평가는 프로그램 기획과 개발, 운영, 평가 등에 관여하는 주체들

이 프로그램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시행

한다. 즉, 프로그램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목표,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 실제로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 기획하는 과정이 모두 포함된다. ‘형성 전

평가(pre-formative evaluation)’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반드시 시기적으로

프로그램이 형성되기 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프

로그램이 시작된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Guskey, 2000). 대상학습자의

요구 및 특성에 대한 평가, 학습맥락에 대한 분석, 기본 정보에 대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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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요구조사(needs assessment)도 기획평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나, 기획평가는 프로그램 개발 과정부터 평가까지

모두 포함한다는 점이 다르다. 기획평가는 프로그램 개발 전 과정과 형

성평가와 총괄평가 모두에 영향을 주게 된다(Scriven, 1991).

나. 형성평가

형성평가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중에, 책임이 있는 주체들에게 처음

에 기획한 대로 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하고, 필요한 경우에 적절하게 프로그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

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Scriven, 1967). 따라서 기획평가 단계에서 설정한

프로그램 목적과 목표,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등이 형성평가

의 준거가 된다. 형성평가는 ‘조기 경보(early warning)’ 의 역할을 할 수

도 있는데, 총괄평가의 초기 버전으로 활용함으로써 이후에 최종적인 총

괄평가를 수행하기 전에 프로그램 성공을 위하여 필요한 개선작업을 진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Scriven, 1991). 지금까지 형성평가에 대한 문헌은

대부분 형성평가의 개념이나 방법론, 활용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형성평가 결과를 활용함으로써 실제로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되어 있지 않다. 특히 초기 프로그램과 최종 프로그램 사

이의 결과를 비교하여 형성평가의 효과를 실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



39

이다(Brown & Kiernan, 2001).

다. 총괄평가

총괄평가는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최종적으로 의사결정권자들이 프로

그램의 전반적인 가치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된다. 이러한 가치판단에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무엇이 달성

되었는지,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은 무엇인지, 의도

한 결과와 의도하지 않은 결과는 무엇인지, 비용에 비하여 충분한 효과

가 있었는지 등이 포함된다(Guskey, 2000). 이러한 가치판단에 따라 프로

그램 지속, 확대 혹은 개선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되며, 프로그램이 시행

되기 전의 기저값이 비교 기준이 된다(Scriven, 1991). 여전히 대부분의

프로그램 평가는 총괄평가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총괄평

가의 한계 중 하나는, 평가 결과가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 제공되기 때

문에 실제로 도움이 되기에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Guskey, 

2000). 따라서 실제로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서는 기획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의 역할이 모두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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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 평가모형의 배경 이론

프로그램 평가는 프로그램 설계, 운영, 성과와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

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

행하기 위하여 평가모형을 활용하게 되는데, 평가모형은 평가 수행방법, 

접근법 또는 평가를 하기 위한 틀을 가리킨다. 평가모형이 개발된 배경

에는 과학적인 이론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과학적인 이론을

이해하는 것은 평가모형을 활용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평가를

수행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Frye & Hemmer, 2012).

가. 환원주의(Reductionism)

환원주의는 전체를 각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각 부분이 전체 혹은 결

과에 기여한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전체를 이해하고 결과를 예측할 수 있

다고 전제한다. 환원주의는 근대 과학과 의학의 기초가 되었으며 교육분

야의 평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Stufflebeam & Shinkfield, 2007). 

환원주의에서는 원인-결과 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구성요소

사이에도 이와 같은 선형성(linearity)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며, 이러한 가

정은 이후 Logic 모델 등의 기본 전제가 되었다(Fretching,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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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스템 이론(System theory)

시스템 이론은 환원주의와 달리 전체 혹은 결과가 부분의 합으로만 설

명되지 않으며, 오히려 각 부분의 관계와 이를 둘러싼 환경이 중요하다

는 관점에 기반하고 있다. 시스템 이론에서는 교육 프로그램도 각 부분

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 안에서

각 부분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프로그램을 둘러싼 환경으로부터도

영향을 받게 된다. 교육환경 또한 폐쇄(closed) 시스템이 아닌 구성요소

와 환경 사이에 지속적인 교류와 변화가 일어나는 개방(open) 시스템에

가깝다고 가정하고 있다(Frye & Hemmer, 2012).

다. 복잡성 이론(Complex theory)

복잡성 이론은 시스템 이론에서 파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부분의

합은 전체보다 크기 때문에 각 부분의 합으로는 전체 혹은 결과를 설명

할 수 없다는 것이다(Menin, 2010). 특히 의학교육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특성, 이해관계자의 영향력, 의학지식과 진료형태 변화, 프로그램 환경

등 수많은 내재적, 외재적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기 때문에 복잡

시스템(complex system)이라고 볼 수 있다(Geyer et al., 2005). 복잡성 이

론은 교육 프로그램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모호함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Menin, 2010). 이러한 복잡성 이론은 이후 CIPP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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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영향을 주었다.

3) 프로그램 평가모형의 유형

지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평가모형이 제시되고 사용되었으며, 모든

평가모형은 각각의 특성과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가. 실험(Experimental) 모델

실험 모델은 가장 초기의 교육 평가모형으로 환원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실험 모델은 프로그램 구성요소와 결과(outcome)의 관계를 해석함

에 있어 원인-결과의 선형성에 대한 가정에 근거한다. 실험 모델은 생명

과학 발전에는 상당히 기여하였으나, 교육 프로그램을 둘러싼 복잡한 환

경에서 적용하기에는 제한이 많았다(Stufflebeam & Shinkfield, 2007). 이

는 생명과학 연구처럼 완벽하게 통제된 실험적 상황을 교육현장에서 구

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고, 실험군과 대조군의 무작위 배정에

윤리적인 문제가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분야에서는 완벽한

실험 모델보다는 유사실험(quasi-experimental) 모델이 더 많이 활용되었

다. 유사실험 모델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교육 프로그램 전후로 교육 대

상자들을 비교하여 평가하는 시간연속설계(time-series design)를 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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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는 프로그램 후에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행동이나 지식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을 때 적용할 수 있으나, 해당 프로그램 외 효과를 분

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Frye & Hemmer, 2012).

나. Logic 모델

Logic 모델은 투입(input), 활동(activities), 산출(output), 성과(outcomes)

로 구성되는데([그림 Ⅱ-4]), 투입은 프로그램에 투입된 모든 형태의 자

원이고, 활동은 프로그램에서 실제로 적용된 활동 내용이며, 산출은 프

로그램 활동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물이고, 성과는 프로그램을 통한 단기,

중기, 장기적인 변화이다(Frye & Hemmer, 2012). 이 모델에서는 각 구성

요소뿐만 아니라 요소 간의 관계와 전체적인 맥락(context)과 영향

(impact)도 고려 대상이 된다. 최종적인 총괄평가만이 아니라 초기 단계

의 기획평가와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의 형성평가 과정에서도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기구의 프로그램 계획 및 평가

단계에서 활용이 권장되거나 요구되고 있다(Frechtling, 2007). Logic 모델

은 다양한 교육 및 평가 주체들이 프로그램의 역동적인 시스템을 잘 이

해하고 의도했거나 의도하지 않았던 성과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할 때

가장 잘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실험 모델과 마찬가지로 해당 프로그램

외 효과를 분리하기 어렵고,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의 원인이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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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Frye & Hemmer, 2012).

[그림 Ⅱ-4] Logic 모델의 네 단계(Frye & Hemmer, 2012)

다. CIPP 모델

CIPP 모델은 프로그램의 각 단계와 서로의 관계에 대한 고찰을 통하

여 프로그램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하고자 하는 모델로서, 맥락

(context), 투입(input), 과정(process), 결과(product)로 구성된다([그림 Ⅱ-

5]). Logic 모델과 일부 범주의 명칭이 유사하나, CIPP 모델은 각 단계의

선형적인 인과관계를 가정하지 않는 것이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Stufflebeam & Shinkfield, 2007). 맥락은 프로그램 목적과 우선순위, 현

재 요구(needs)와 문제점, 자원과 기회 등으로서, 특히 기획 단계에서 중

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이다. 투입에서는 인원, 예산, 시간 등 자원

배분과 실현가능성(feasibility), 효과성(effectiveness)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과정은 프로그램의 실제 적용으로서 이후 결과를 해석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결과에서는 프로그램 성과(outcome)에 초점을 맞추되, 긍정

적, 부정적, 비의도적, 의도적, 단기, 장기적 성과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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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ye & Hemmer, 2012). CIPP 모델은 기획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에

모두 사용될 수 있지만, 아직 국제보건 평생의학교육 프로그램 평가에서

활용된 경험은 많지 않다(Al-khathami, 2012).

[그림 Ⅱ-5] CIPP 모델의 네 단계(Frye & Hemmer, 2012)

라. Kirkpatrick 모델

Kirkpatrick 모델은 1단계 반응(response), 2단계 학습(learning), 3단계

전이(transfer), 4단계 결과(result)의 네 단계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

하는 도구로서([그림 Ⅱ-6]), 1959년에 발표된 이후 산업현장, 공공영역

등 여러 분야에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평가에 사용되었다(Kirkpatrick, 

1959). 1단계 반응은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자들의 만족도라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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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2단계 학습은 참가자들의 지식, 기술, 태도 등의 변화이며, 3단계 전

이는 실제 현장에서 참가자들의 행동 변화를 의미하고, 4단계 결과는 참

가자들의 행동 변화를 통한 조직의 변화이다(Kirkpatrick, 1998).

[그림 Ⅱ-6] Kirkpatrick 모델의 네 단계(Kirkpatrick, 1959)

1단계 반응은 프로그램이 제공한 경험에 대한 참가자들의 반응으로서,

프로그램 주제와 내용, 형식, 교육자, 교육방법, 교재, 시간과 장소 등 모

든 요소에 대한 참가자들의 의견과 만족도를 의미한다. 더 나아가서는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것이 있는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참

가할 가치가 있었는지에 대한 참가자들의 판단도 포함한다. 대부분의 경

우 프로그램 종료 시에 설문조사와 인터뷰 등을 통해 관련된 정보를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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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며, 설문 문항은 점수 척도가 있는 문항과 주관식 문항을 혼합하여

구성할 수 있다. 참가자들의 만족스러운 반응이 곧 프로그램의 효과와

가치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가자들의 반응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개선할 수 있는 단서를 얻을 수 있으며,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자들의 긍

정적인 반응은 더 높은 수준의 결과를 얻기 위한 기본 전제가 된다는 점

에서 의미가 있다(Kirkpatrick, 1998).

2단계 학습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참가자들이 지식을 습득하고 기술이

향상되며 태도가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프로그램을 통하여 성취하고

자 하는 목표에 따라서 적절한 평가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이는 지필시

험에서부터 구술평가, 시뮬레이션, 수행평가 등 다양한 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을 통한 향상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전-사후 평가

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때로는 사전에 의도하지 않은 학습 혹은 변화

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학습도 마찬가지로 더 높은

수준의 결과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Kirkpatrick, 

1998).

3단계 전이는 행동(behavior)이라고도 표현하며, 프로그램 이후 참가자

들에게 실제로 행동 혹은 수행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의미한다. 이를 평

가하기 위해서는 참가자들을 직접 관찰하는 방법이 있으며, 그 외에는

주변 관계자들이나 기록 등으로부터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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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습이 분명히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이후

에 실제로 행동 및 전이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참가자에게 변화의 욕구가

있고 우호적인 환경에 놓여 있어야 하며, 변화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뒷

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

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3단계 평가는 프로그램이 종료

되고 최소한 3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권장된다. 전이는 4

단계 결과로 이어지기 위한 마지막이자 가장 직접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Kirkpatrick, 1998).

4단계 결과는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조직이나 기관, 사회에 발생한 변

화를 의미한다. 이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의 질 향상일 수도 있고, 생

산성이나 효율의 개선일 수도 있으며, 생존율 증가와 같은 지표의 상승

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대부분 양적인 조사방법으로 정보를

취합하지만, 조직문화의 변화나 기관에 대한 소속감, 구성원 상호간의

신뢰와 같은 요소들은 질적인 조사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3단계와 마찬

가지로 4단계 결과에서도 변화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

을 두고 반복적으로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Kirkpatrick, 1998).

Kirkpatrick 모델은 개개인의 차이나 환경에 의한 영향에 대한 고려가

적은 점, 각 단계가 인과관계에 있다고 보는 점, 그리고 상위 단계로 갈

수록 중요하다고 보는 점 등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Bates, 2004), 복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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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프로그램의 평가를 교육과 학습의 논리에 따라 직관적으로 이해하

고 평가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어 여전히 널리 사용되고 있

다(Lee et al., 2013). 또한 의학 및 의료분야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평가

에도 적용이 가능하여, 국내에서도 간호사 실무교육 프로그램 효과 평가

나(Ahn et al., 2003), 의료계 교수들에 대한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 효과

평가(Chung et al., 2012) 등에도 활용된 바가 있다. 다만 Kirkpatrick 4단

계 평가 모델을 활용할 경우 흔히 나타나는 문제 중 하나는, 상위 단계

로 갈수록 평가 비용과 난이도가 상승하여 상위 단계 평가가 급격히 적

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며(Rossett, 2007), 이는 의학교육 관련 평가에

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Yardley and Dorna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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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절차 및 방법

1. 연구대상

1) 연구지역

가. 라오스(Laos) 일반 현황

라오스의 공식명칭은 라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Lao People 

Democratic Republic)이며, 인도차이나 반도 중앙부에 위치하여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둘러싸여 있다([그림 Ⅲ-

1]). 면적은 236,000km
2
로 한반도와 비슷한 크기이며 17개 주로 구성되어

있고 수도는 비엔티엔이다. 인구는 690만 명 정도로서 라오 민족이 다수

를 이루고 있으며, 그 외에도 100개가 넘는 소수민족이 존재한다. 언어

는 라오스어를 쓰고 종교는 불교이며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

다.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액은 약 1,800달러이며 기대수명은 약 64세이

다(Central Intelligence Agency, 2016). 1949년에 프랑스로부터 독립하였

으며, 우리나라와는 1974년에 첫 수교를 하였고 1995년에 재 수교를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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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라오스의 지정학적 위치(Google)

나. 라오스 보건의료 현황과 시스템

라오스는 고온 다습한 전형적인 열대성 기후로서 각종 전염병이 발생

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열대성 질병으로는 말라리아, 뎅기열, 각종 기생

충 질환, 요오드 결핍증, 콜레라 등이 있다. 감염성 질환, 외상 등으로

인한 사망률이 여전히 높지만, 심혈관계 질환, 뇌졸중, 암 등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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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률도 증가하고 있다(<표 Ⅲ-1>). 2011년 기준으로 5세 미만 아동 사

망률이 1,000 생존 출산아 당 89명, 영아 사망률이 1,000 생존 출산아 당

76명, 모성 사망률이 100,000명 당 357명 정도로 동남아시아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반적으로 모자보건이 열악한 편이나, 최근 라오스 보

건당국 및 국제원조기관의 노력으로 유아 사망률은 점차 낮아지고 평균

수명은 증가하고 있다(WHO, 2012).

<표 Ⅲ-1> 라오스 주요 사망원인(2015년 기준)

순위 사망원인
사망률

(10만명당)

1 Coronary heart disease 135.32

2 Stroke 123.84

3 Influenza and pneumonia 103.64

4 Dengue 60.05

5 Liver cancer 55.58

6 Lung disease 34.40

7 Diarrheal disease 27.96

8 Diabetes Mellitus 27.80

9 Asthma 25.90

10 Road traffic accidents 21.84

(http://www.worldlifeexpectancy.com)

라오스의 보건의료시스템은 정부가 병원과 보건소를 직접 운영하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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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건의료시스템으로, 총 네 단계 즉, 중앙병원, 주립병원, 군립병원, 보

건소로 구성되어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중앙 수련병원 4개와 특수 병원

3개, 주립병원 16개, 군립병원 130개, 보건소 894개를 운영하고 있다([그

림 Ⅲ-2]). 군립병원은 수술이 가능한 A형과 불가능한 B형으로 분류하는

데, 대부분 B형이다. 각 의료기관은 하위 단계 의료기관을 감독하고 지

원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러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

동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HO, 2012).

[그림 Ⅲ-2] 라오스의 보건의료시스템

다. 라오스 의료인력 현황

라오스는 현재 의료인력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첫

째, 인구 1,000명당 전체 의료인력이 2.17명(2012년 기준)으로 서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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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도 의료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표 Ⅲ

-2>). 둘째, 의료인력이 대부분 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의료인력 분배가

국가 의료 수요에 맞지 않는 실정이다. 셋째, 양질의 의료인력을 배출하

기 위한 기본의학교육이나 최선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졸업 후 의학교

육, 평생의학교육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의료인력의 질이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다(WHO, 2013).

<표 Ⅲ-2> 라오스 의료인력 현황(WHO,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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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실로 인하여 역량을 갖춘 충분한 의료인력의 확보는 라오스

정부의 최우선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라오스 정부는 제6차 국가사

회경제개발계획(2006~2010년)을 통하여 아세안지역공동체 및 국제사회에

부합할 수 있는 양질의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2015년까지 새천년개발계획

및 빈곤퇴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부차원의 강한 의지와

국제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2020년까지를 목표로 한 의료인력 개발전략

(Health Personnel Development Strategy By 2020)이 수립되었는데, 이

계획에서는 적절한 수준의 의료인력이 각 마을까지 고루 배치되어 도시

와 지방 간에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동등하게 제공되고 모든 국민이

형평성 있게 보건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라

오스 보건부, 2010). 이러한 라오스 정부의 방침은 보편적 의료보장

(Universal Health Coverage)을 달성하고자 하는 WHO 등 국제보건사회

의 ‘post 2015’ 개발전략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2) 연구대상자

가. 라오스 루앙프라방 주의 의료인력

루앙프라방 주를 비롯하여 라오스 북부 지방에는 의사가 부족하여 3년

제 교육을 받은 보조의사(Medical Assistant; MA)들이 주로 환자 진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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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하고 있다. 라오스 정부가 1977년부터 1995년까지 보조의사를 집중

적으로 배출하였기 때문에, 현재 활동하고 있는 보조의사들 중 상당수가

40대 이상이다. 이들이 많은 임상 경험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

지 평생의학교육을 받을 기회는 거의 없었다. 2012년 기준으로 루앙프라

방 주에는 총 55명의 의사와 176명의 보조의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의사

들은 대부분 주립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보조의사 78명은 주립병원에

서 1차적으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으며, 나머지 보조의사 98명은 의사

가 거의 없는 12개 군립병원과 이하 71개 보건소에서 환자 진료를 전적

으로 담당하고 있다. 군립병원 중 수술이 가능한 A형은 남박 군립병원

하나뿐이지만, 이곳에서도 수술팀의 역량 부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는

수술을 거의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 프로그램 참가자

12개 군립병원에서 각 병원마다 한 명씩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였

으며, 4회에 걸쳐 진행된 군립병원 의료인력 평생의학교육 프로그램에

총 48명의 의료인력이 참여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진행된 남박 군립병원

수술팀의 평생의학교육 프로그램에는 5명이 참여하였다. 전체 참가자 53

명 중 여성은 32명, 남성이 21명이었고, 보조의사가 38명, 의사가 15명이

었다(<표 Ⅲ-3>).



57

<표 Ⅲ-3> 군립병원 의료인력 평생의학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Batch Group Name Gender Position District

First

1

SatOOOO F M.D Luang Prabang

SomOOOO F M.A Phon-thong

VonOOOO F M.A Park-xeng

2

LadOOOO F M.D Xiengn-gern

SomOOOO M M.A Vieng-kham

SeaOOOO F M.A Park-ou

3
PhiOOOO F M.D Nan

SayOOOO F M.A Num-bark

4
BuaOOOO F M.A Chom-phet

VonOOOO F M.A Phou-khoun

5
KiaOOOO M M.D Ngoi

DuaOOOO F M.A Phon-xay

Second

1

BouOOOO M M.A Luang Prabang

BouOOOO F M.D Phonthong

KhaOOOO F M.A Ngoy

2

ThoOOOO M M.A Xiengnguern

SivOOOO M M.A Viengkham

DouOOOO F M.A Parkou

3
PhoOOOO F M.D Nan

SonOOOO F M.A Nambak

4
OudOOOO M M.D Chomphet

VueOOOO M M.A Phoukhoun

5
KhaOOOO F M.A Parkxeng

BouOOOO M M.A Phonxay

Third 1 SomOOOO M M.A Luang Pra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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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tOOOO F M.A Phonthong

VadOOOO F M.A Pakseng

2

ChaOOOO M M.A Sengngern

LarOOOO F M.A Viengkham

SayOOOO F M.D Park-ou

3
SomOOOO F M.A Nan

SomOOOO F M.A Nambak

4
OunOOOO M M.A Chomphet

SenOOOO F M.A Phoukhoun

5
BouOOOO M M.A Ngoy

DouOOOO F M.A Phonxay

Fourth

1

SouOOOO F M.D Luang Prabang

SomOOOO M M.A Phonthong

SomOOOO F M.A Pakseng

2

SouOOOO F M.A Sengngern

SomOOOO F M.A Viengkham

DaoOOOO M M.D Park-ou

3
IntOOOO F M.A Nan

SenOOOO F M.D Nambak

4
SinOOOO M M.D Chomphet

LarOOOO F M.A Phoukhoun

5
ChaOOOO M M.A Ngoy

SouOOOO F M.D Phonxay

Nambak 
Surgery 
Team

1
NenOOOO M M.D

Nambak

KhaOOOO M M.A

2

ChoOOOO M M.D

NikOOOO M M.A

BouOOOO M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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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절차

1) 프로그램 기획

가. 라오스 주립 및 군립병원 역량강화를 위한 평생의학교육 프로젝트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국제원조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의 지원을 받아, 서울대학교 의

과대학과 서울대학교병원, 라오스 국립보건과학대학(University of Health 

Sciences; UHS)이 공동으로 ‘라오스 주립 및 군립병원 역량강화를 위한

평생의학교육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3년에

걸친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한국과 라오스 전문가들의

공동작업을 통하여 1차 의료의 주요 분야를 아우르는 평생의학교육 프로

그램을 개발한다. (2) 중앙병원 의료인력이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

하여 주립병원 의료인력의 임상적, 교육적 역량을 강화한다. (3) 주립병

원 의료인력이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특히 보조의사 등 군립

병원 의료인력의 임상역량을 강화한다. (4) 남박 군립병원 수술팀의 역량

강화를 통하여 남박 군립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수술이 가능하도록 한다. 

(5)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중앙병원, 주립병원, 군립병원 사이의 협조체

계를 강화한다. (6) 궁극적으로 라오스 지방의 군립병원이 제공하는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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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서울대학교 의과대학, 2015).

나. 전략기획워크숍

프로젝트 초기에 라오스 의료인력의 평생의학교육과 관련된 주요 핵심

이해관계자들을 전략기획워크숍에 초청하였다. 라오스 보건부 고위 관료

들, 국립보건과학대학 교수들, 중앙병원과 주립병원 의료인력 등 총 25

명이 4일간의 워크숍에 참여하였다. 모든 참가자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합의를 통해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합의기반 워크숍 방법(Consensus 

workshop method; CWM)’으로 진행하였으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

팀이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역할을 수행하였다.

합의기반 워크숍 방법은 Context, Brainstorm, Cluster, Name, Resolve

의 다섯 단계로 구성된다([그림 Ⅲ-3])(Stanfield, 2002). Context 단계는

워크숍의 목표와 과정에 대해 참가자들에게 소개하고 워크숍에서 논의하

고자 하는 주제를 강조하는 단계이며, Brainstorm 단계는 논의 주제에

대한 개인별 브레인스토밍을 통하여 도출된 아이디어를 모두가 볼 수 있

도록 게시하는 단계이다. Cluster 단계는 벽면에 붙은 아이디어 카드를

모든 구성원의 합의를 얻어 유사한 아이디어끼리 모아 군집을 만드는 단

계이다. Name 단계에서는 Cluster 단계에서 형성한 군집에 구성원의 토

의와 합의를 거쳐 군집을 대표하는 이름을 붙이는데, 이 군집의 이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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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워크숍에서 논의하고자 하였던 주제가 된다. 마지막 Resolve 단계

에서 합의로부터 도출된 결과물에 대하여 토의하고 워크숍을 종료한다.

[그림 Ⅲ-3] 합의기반 워크숍 방법의 주요 단계(Stanfield, 2002)

참가자들은 전략기획워크숍을 통하여 라오스의 주와 군 단위 의료서비

스의 현재 실태에 관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라오스의 주와 군 단위에서

의료인력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있어 내부적인 강점과 약점, 외부적인

기회와 위협에 대한 환경분석을 시행하였다. 이어서 주립 및 군립병원

역량강화의 비전을 도출하고, 비전 실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분석하

였으며,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다.

끝으로 이러한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구상하였다.

워크숍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Ⅲ-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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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 전략기획워크숍의 주요 결과

Vision Obstacles Strategies

Staff competency Demands - supply 

mismatch

Improve training &

monitoring

Service delivery Culture versus science Hospital reform

Hospital management Unclear job description Prevention & health 

promotion

Drug & equipment Poor training &

monitoring

Develop guidelines

Standard guidelines Weak healthcare system Strengthen financial system

Referral system Reluctant attitude Improve policy & regulation

Continuing medical 

education

Poor leadership & 

management

Improve motivation

Research

2) 프로그램 개발

가. 요구조사

전략기획워크숍을 마친 후, 라오스 국립보건과학대학 교수들을 중심으

로 현지 연구팀이 구성되어 루앙프라방 지역에서 요구조사를 시행하였다. 

연구팀은 루앙프라방 주립병원과 2개 군립병원 의료인력 중 21명을 대상

으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의료기관 시설 등에 대하여 현

지조사를 병행하였다. 요구조사를 통하여 해당 지역에서 유병률이 높은

질환과 의료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임상주제, 교육기간과 장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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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대한 의견을 수합하였다.

인터뷰 대상자 대부분이 강의와 실습이 병행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

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라오스어로 기술된 교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

였다. 교육기간에 대해서는 주요 임상과별로 2주 정도가 제시되었으며,

교육장소로는 대다수가 주립병원을 선호하였다. 남박 군립병원 수술팀의

교육기간은 마찬가지로 총 10주 정도로 하되, 장소는 주립병원 대신 중

앙병원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나. 주제 선정 및 개발 원칙 수립

요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평생의학교육 프로그램의 세부 임상주제를

선정하고 모듈 개발 원칙을 수립하기 위하여 한국과 라오스의 전문가들

이 함께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및 서울대학교병원, 

라오스 국립보건과학대학, 중앙병원, 주립 및 군립병원 전문가와 의료인

력 등 총 34명이 5일간의 워크숍에 참여하였다. 워크숍 초반에 전략기획

워크숍과 요구조사 결과를 참석자들과 공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참석

자들은 평생의학교육 프로그램이 다룰 세부적인 임상주제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였으며,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등 5개 주요 임

상과에 속하는 80개 주제가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표 Ⅲ-5>).

<표 Ⅲ-5> 교육 프로그램의 세부 임상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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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Specific topics

Internal 

medicine

Chest pain, Hypertension, Arrhythmia, Hemoptysis, Pleural effusion, 

Acute fever,  Rickettsia, Dengue fever, Typhoid fever, Anemia, 

Diabetes mellitus, Hyperthyroidism, Arthralgia, Epilepsy, Stroke, 

Gastrointestinal bleeding, Peptic ulcer, Irritable bowel disease, 

Urinary tract infection, Acute renal failure, Nephrotic syndrome, 

nephritic syndrome

Surgery

General surgical procedure, Acute appendicitis, Peritonitis, Intestinal 

obstruction, Abdominal trauma, Calculous cholecystitis and 

cholangitis, Acute urinary retention, Fracture, Dislocation and sprain, 

Head injury, Chest injury, Surgical infection

Obstetrics 

and 

gynecology

Operative care principles, Vaginal bleeding in early pregnancy, Fetal 

distress during labor, Fever during pregnancy, Normal labor, 

Partograph, Newborn care principles, General principles, Prolapsed 

cord, Labor with an over-distended uterus, Fetal malposition, Shoulder 

dystocia, Pre-eclampsia, Postpartum fever, Unsatisfactory progress of 

labor, Rapid initial assessment, Shock, Placental abruption, Placenta 

previa, Vaginal bleeding after childbirth

Pediatrics

Convulsion, Pneumonia, Acute diarrhea, Dengue fever, Birth 

asphyxia, Neonatal jaundice, Illness in infants up to 2 months, Urinary 

tract infection, Infantile beriberi, Asthma attack, Measles, Meningitis, 

Malnutrition, Abdominal pain, Anemia

Emergency 

medicine

Shock, Oxygen therapy, Multiple trauma management, Coma, 

Intoxication, Acute pulmonary edema, Animal bite, Burn, Electrical 

shock and burn, Acute asthma attack,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Upper airway obstruction

이후 실제 모듈 및 교재 개발 원칙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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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로 이론적인 내용은 현지에서 실제로 필요하고 적용할 수 있는 내

용을 중심으로 꼭 필요한 정도만 포함하고, (2) 강의는 최소화하고 최대

한 참가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교육방법을 활용하기로 하였으며,

(3) 교재는 지금까지 이미 나와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군립병원

의료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라오스어로 요약하여 기술하기로 하였

다.

다. 모듈 및 교재 개발

군립병원 의료인력 평생의학교육 프로그램은 주립병원의 시설, 의료인

력, 실제 환자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군립병원 참가

자들은 주립병원의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를 2주씩

순환하기로 하였으며, 주립병원 의료인력이 강사진 역할을 하기로 하였

다. 이미 선정된 80개 임상주제를 중심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는 강의를

하되, 참가자들이 이미 관련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실

제 진료를 관찰하고 직접 참여함으로써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구

성하였다.

한편 라오스 국립보건과학대학 교수들과 중앙병원 의료인력으로 구성

된 집필진은 80개의 세부 임상주제에 대하여 라오스어로 된 교재를 개발

하였다. 교재를 집필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작성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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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도록 하였다. (1) 현재 수행되는 진료에서 가장 취약한 점에 초점을

맞추고, (2) 자원이 제한된 의료환경에서 적용 가능해야 하며, (3) 간단하

고 읽기 쉽게 기술해야 한다. (4) 필요한 경우 그림이나 도표를 활용하고,

(5) 새로 만들기 보다는 기존의 자료를 최대한 활용한다. 끝으로 (6) 모

든 주제를 표준 형식(template)에 맞추어 작성한다(<표 Ⅲ-6>).

<표 Ⅲ-6> 교재 표준 형식

Contents

1) Topic (disease or clinical presentation)

2) Definition

3) Etiology

4) Anatomy, physiology, pathology

5) Clinical features

6) Diagnosis (clinical, laboratory diagnosis)

7) Differential diagnosis

8) Treatment

9) Prevention

10) References

라오스어로 작성된 초본은 영어로 번역된 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및

서울대학교병원 교수진에게 감수를 받았으며, 감수 결과를 반영하여 최

종적으로 교재가 제작되었다([그림 Ⅲ-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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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 평생의학교육 프로그램 교재

3) 프로그램 시행

가. 주립병원 강사진 교육(Training of Trainers; ToT)

평생의학교육 프로그램의 세부 임상주제가 선정되고 교재가 개발된 후, 

국립보건과학대학 교수들과 중앙병원의 의료인력은 루앙프라방 주립병원

의료인력을 대상으로 1주일 동안 강사진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 단기 프로그램의 목적은 이후 군립병원 의료인력 평생의학교육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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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강사진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할 주립병원 의료인력의 임상적 지

식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임상교육방법을 교육하기 위해서였다. 주립병원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의학과에서 근무하는 의사와 보조의

사를 포함하여 총 30명의 의료인력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각 임

상과별로 개발된 교재를 활용한 강의와 병동 회진 등을 통하여 임상적인

내용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공통으로 임상교육방법과 평가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었다(<표 Ⅲ-7>).

<표 Ⅲ-7> 강사진 교육 프로그램 일정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09:00-11:30
Bedside Teaching:

Each clinical section

13:30-16:00
Lecture:

Pedagogy

Lecture:

Each clinical section

16:00-17:00 Wrap-up Meeting

나. 군립병원 의료인력 평생의학교육 프로그램

강사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주립병원 의료인력은 군립병원 의료인

력을 대상으로 10주 동안 주립병원에서 평생의학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

였다. 군립병원 의료인력 평생의학교육 프로그램은 2013년부터 2014년까

지 2년에 걸쳐 총 4회가 진행되었으며, 한 번에 12명씩 총 48명의 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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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료인력이 참여하였다. 프로그램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의학과에 대하여 각각 2주 동안 교육받도록 구성하였으며, 교육생들

은 5개 조로 편성되어 2주마다 각 과를 순환하였다(<표 Ⅲ-8>).

<표 Ⅲ-8> 프로그램 순환 일정

Departments
Week-Group

1 2 3 4 5 6 7 8 9 10

Internal Medicine Group 1 Group 2 Group 3 Group 4 Group 5

Surgery Group 2 Group 3 Group 4 Group 5 Group 1

Obstetrics & 
Gynecology

Group 3 Group 4 Group 5 Group 1 Group 2

Pediatric Group 4 Group 5 Group 1 Group 2 Group 3

Emergency Medicine Group 5 Group 1 Group 2 Group 3 Group 4

프로그램의 80개 임상주제 중 35개 주제에 대해서는 1주일에 3~4개씩

전체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였고, 45개 주제에 대해서는 각

임상과에서 조별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강의 외에도 각 임상과별로 외래

진료, 병동 입원환자 회진, 응급실 진료, 응급실 및 병동 당직 등에 참여

하여 강사진의 진료를 관찰하거나 직접 수행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강

의와 실습 모두, 각 임상주제별로 교재의 내용에 기반하여 군립병원에서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진료를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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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남박 군립병원 수술팀 평생의학교육 프로그램

남박 군립병원 수술팀 평생의학교육 프로그램은 2013년과 2014년에 1

회씩 총 2회 실시되었다. 2013년에는 외과의사 1명과 마취담당 보조의사

1명이 참여하였고, 2014년에는 외과의사 1명과 마취담당 보조의사 1명,

수술보조담당 보조의사 1명이 참여하였다. 총 10주 동안 진행되었으며,

프로그램 내용은 마호솟(Mahosot) 병원에서 복부수술 4주, 모자병원에서

산과수술 3주, 미타팝(Mittaphap) 병원에서 외상수술 3주로 구성되었다(<

표 Ⅲ-9>). 수술법과 마취법에 대한 강의가 일부 제공되었으나, 대부분의

교육은 수술장에서 수술 및 마취를 참관하고 직접 참여하는 과정을 통하

여 이루어졌다. 급성충수돌기염, 복막염, 급성담낭염, 제왕절개, 골절 등

군립병원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질환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표 Ⅲ-9> 남박 군립병원 수술팀 평생의학교육 프로그램

병원 영역 기간

마호솟 병원 복부수술 4주

모자병원 산과수술 3주

미타팝 병원 외상수술 3주

4) 프로그램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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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평가모형

평생의학교육 프로그램의 실행과 평가는 라오스 현지 의료인력 주도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평가모형 선택에 관하여 다음 두 가지 원칙을

수립하였다. 첫째, 프로그램 평가에 사용되는 평가모형을 최소화해야 한

다. 둘째, 사용되는 평가모형을 현지 의료인력이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단일 평가모형으로 기획평가, 형성평가, 총괄

평가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로 하였고, 평가모형으로는 Kirkpatrick 모델

을 선택하였다. Kirkpatrick 모델은 산업 및 공공 영역 등 여러 분야에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서 오랫동안 사용

되어 왔다. 특히 복잡한 훈련 프로그램 평가를 교육과 학습의 논리에 따

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어 여전

히 널리 사용되는 평가모형 중 하나이다. 또한 개발국에서 일반적으로

흔히 시행되고 있는 평생의학교육 프로그램은 단기적이고 매년 반복되는

형태인 반면, 본 연구에서 수행된 평생의학교육 프로그램은 집중적인 보

수교육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집중적인 보수교육 평가에

더 적합하고 현지 의료인력이 평가모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Kirkpatrick 모델을 평가모형으로 선택하게 되었다.

나. 평가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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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평가는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 계획하고 진행하였다.

기획평가에서는 프로그램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확인하고 이를 달성

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과 교육 및 평가방법 등을 계획하였

다. 기획평가를 통하여 드러난 프로그램 참가자의 배경과 특성, 구체적

인 요구조사 결과 등을 프로그램 기획과 개발 과정에 반영하였다. 형성

평가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도중에 지속적으로 시행하였으며, 매회 프

로그램이 종료된 후에 시행하기도 하였다. 매회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나

서 다음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전에 평가 결과를 강사진과 공유하였다.

총괄평가를 위하여 매회 프로그램이 끝날 때마다 형성평가 결과를 종합

하였으며, 모든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3개월 이상 지난 후에 총괄평가를

추가로 더 진행하였다. 이처럼 기획평가와 형성평가, 총괄평가가 모두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통합적으로 수행되었다. 국내 연구진이 평가 계획

수립과 도구 개발, 결과 분석 등을 시행하였고, 국내 연구진의 지도 하

에 라오스 현지 연구팀과 의료인력이 평가자료를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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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1) 통합적 평가모형 개발과 적용

가. 통합적 평가모형 개발

본 연구에서는 국제보건 평생의학교육 프로그램에서 기획평가, 형성평

가, 총괄평가를 통합하는 평가모형을 개발하여 적용하고자 하였다. 통합

적인 평가모형에서는 초기 기획평가 단계에서 형성평가와 총괄평가까지

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평가 계획이 수립되고 형성평가와 총괄평가 결과

를 고려하여 프로그램이 기획되며, 이러한 기획평가 결과는 곧 형성평가

와 총괄평가의 계획이자 전제가 된다. 형성평가는 기획평가에서 수립한

계획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고, 결과적으로

총괄평가 결과를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한다. 총괄평가는 기획평가와 형

성평가의 목적과 목표를 제시하며, 기획평가와 형성평가 결과는 결국 총

괄평가 결과로 이어진다. 이러한 통합적 평가모형의 개념을 그림으로 표

현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Ⅲ-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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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5] 통합적 평가모형의 개념

나. 통합적 평가모형 적용

이러한 통합적 평가모형의 개념을 본 연구에 적용하면 [그림 Ⅲ-6]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Kirkpatrick 모델을 평가모형으로 선택하였고, 기획

평가를 통하여 모델의 각 단계별로 평가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각 단

계별로 형성평가와 총괄평가 결과가 향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

하였다. 기획평가에서 수립한 계획에 따라 형성평가를 실행하되, 4단계

기획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

계획 수립 목표 제시

계획 수립

목표 제시

결과 향상

계획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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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와 같이 형성평가를 하기 어려운 단계는 제외하였다. 총괄평가 또한

기획평가에서 수립한 계획에 따라 실행하였다. 형성평가는 기획평가의

프로그램 계획과 총괄평가의 각 단계별 평가 결과를 향상시키는 데에 기

여를 하였으며, 총괄평가는 기획평가와 형성평가의 각 단계별 프로그램

목표를 제시해주었다.

[그림 Ⅲ-6] 통합적 평가모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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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합적 평가의 각 요소

가. 기획평가

기획평가에서는 프로그램 목표를 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인 내용과 교육방법을 계획하였으며, 목표 달성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평

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다. 우선 전략기획워크숍과 요구조사 등

을 통하여 드러난 프로그램 참가자의 배경과 특성, 구체적인 요구조사

결과 등을 프로그램 기획과 개발 과정에 반영하였다. 또한 Kirkpatrick 

모델의 1단계 반응부터 4단계 결과까지 각 단계에 대한 평가 계획을 수

립하였으며, 평가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기획하였다. 1단계

반응을 평가하기 위하여 참가자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계획하였

고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적용하였다. 2

단계 학습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정척도와 로그양식을 활용하기로 하였고

임상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3단계 전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의무기록 평가와 360도 다면평가를 시행하기로 하였으

며, 전이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구성과 후속 지원 등을

계획하였다. 4단계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현지조사와 인터뷰, 보건지

표 조사 등을 활용하기로 하였고, 프로그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

을 강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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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형성평가

형성평가는 4회에 걸쳐 진행한 군립병원 의료인력 평생의학교육 프로

그램에 적용하였으며, 2회에 걸쳐 진행한 남박 군립병원 수술팀 교육 프

로그램은 제외하였다. 형성평가는 평생의학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중

에 매회 프로그램마다 지속적으로 시행하였으며, 일부는 매회 프로그램

이 종료되고 나서 시행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매회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다음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에 평가결과를 강사진과 공유하였다.

형성평가에는 Kirkpatrick 모델의 4단계 결과를 제외하고, 1단계 반응부

터 3단계 전이까지의 평가를 포함하였다. 1단계 반응에 대한 평가를 위

하여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활용하였으며, 2단계 학습에 대한 평가를 위

하여 평정척도와 로그양식을 활용하였다. 3단계 전이에 대한 평가를 위

해서는 의무기록 평가를 활용하였다. 360도 다면평가의 경우, 현지조사

등의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두 번째 프로그램과 네 번째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 2회만 시행되었기 때문에 형성평가에서는 제외하였다. 4

단계 결과에 대한 평가도 대부분 모든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 시행되었

기 때문에 형성평가에서는 제외하였다.

다. 총괄평가

총괄평가를 위하여 매회 프로그램이 끝날 때마다 형성평가 결과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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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였으며, 모든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3개월 이상 지난 후에 추가로 총

괄평가를 진행하였다. 총괄평가는 Kirkpatrick 모델의 1단계 반응부터 4

단계 결과까지 모든 단계의 평가를 활용하였다. 1단계 반응에 대한 평가

를 위하여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2단계 학습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평정

척도와 로그양식을 사용하였고, 3단계 전이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의무

기록 평가와 360도 다면평가를 시행하였다. 4단계 결과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현지조사와 인터뷰를 시행하였으며, 외래 및 입원 환자수, 수술

건수 등의 보건지표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3) Kirkpatrick 모델을 활용한 네 단계 평가

가. 1단계 반응 평가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반응은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활용하여 평가하였

다.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Kirkpatrick, 1998; Omar et al., 2009), 

현지 상황과 프로그램에 맞게 설문 문항을 개발하였다. 총 14개 문항으

로 구성하였으며, 각각의 문항에 대하여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표 Ⅲ-10>). 프로그램 목적, 군립병원 진료와 연관성, 프로그램의 체계

성, 강사진, 교육방법, 교재, 시설과 일정, 실제 적용 가능성, 전반적인

기대 등에 관하여 참가자들의 반응을 조사하였고, 2주마다 각 임상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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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이 끝날 때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10주간의 전체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는 모든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표 Ⅲ-10> 1단계 반응: 설문조사 양식

Components

1) The program’s goals and objectives were clearly stated

2) The material in the program was relevant to the clinical practice in district level

3) The material in the program was well organized

4) The instructor was knowledgeable in the subject matter

5) The instructor was an effective communicator

6) The instructor was well prepared

7) The method of instruction was appropriate for this program

8) There was sufficient opportunity for discussion and interaction

9) There was enough practical session (bed side teaching) in the training program

10) The handbook will be helpful to me

11) The facilities were suitable

12) The schedule was suitable

13) I will be able to apply much of the material to the clinical practice in the district level

14) I feel that the program will help me do the clinical practice better in the district level

(1: strongly disagree, 2: disagree, 3: neutral, 4: agree, 5: strongly agree)



80

나. 2단계 학습 평가

본 연구의 평생의학교육 프로그램이 지식 습득보다는 임상수행능력 향

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학습

평가에는 임상교육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평가방법인 평정척도(global 

rating)와 로그양식(log form)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ACGME & ABMS, 

2000).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에 강사진을 대상으로 평정척도와 로그양

식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시행하였으며,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참가자

를 대상으로 로그양식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시행하였다.

평정척도의 준거는 Miller(1990)의 학습 피라미드와 Harden(1999)의 역

량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섯 단계로 구분하였다(<표 Ⅲ-11>). 각 임상과별

로 강사진은 2주간의 과정이 시작될 때와 종료될 때 각각 한번씩 해당

조 참가자에 대하여 평정척도를 이용하여 평가를 시행하였고, 각 임상과

별로 배정된 임상주제에 대하여 가능하면 모두 평가하도록 하였다. 프로

그램 전과 후 평정척도 평균점수의 차이는 t-test를 통하여 통계적 유의

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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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1> 2단계 학습: 평정척도 준거

Level Competence

5 매우 능숙하게 할 수 있음(dose well)

4 감독 없이 혼자 할 수 있음(can do without supervision)

3 감독하에 할 수 있음(can do under supervision)

2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음(knows how)

1 지식을 가지고 있음(has knowledge)

로그양식은 참가자들의 학습경험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각

임상주제별로 경험할 수 있는 학습활동에 대하여, 주제에 대한 강의, 강

사진의 진료 관찰, 감독 하에 실제 진료 및 술기 수행, 독자적인 수행으

로 구분하여 평가 준거를 마련하였다(<표 Ⅲ-12>). 참가자들은 이에 따라

본인의 학습경험을 기록하도록 하였고, 강사진이 이를 확인하고 서명을

하도록 하였다.

<표 Ⅲ-12> 2단계 학습: 로그양식 준거

Level Activity

A 강의(lecture)

B 관찰(observation)

C 감독하에 수행(practice under supervision)

D 감독 없이 수행(practice without super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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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단계 전이 평가

참가자들의 전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의무기록 평가와 360도 다면평가

를 활용하였다. 전이 평가를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충분한 시간

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각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3개월 이상이 지난 후

에 평가를 시행하였다.

의무기록 평가를 위하여 참가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 작성한

의무기록 176개와 프로그램 종료 3개월 이후에 작성한 의무기록 178개, 

총 354개의 의무기록을 수집하였다.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고찰을 통하여

(Holmboe, 2008), 7개 항목으로 구성된 의무기록 평가 준거를 개발하였으

며(<표 Ⅲ-13>),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평가를 시행하기 전에 강사진을 대상으로 2시간 동안 평가자 훈련 워크

숍을 진행하였다. 워크숍에서는 의무기록 평가 준거에 대한 설명을 제공

한 후 의무기록 5개에 대한 시범평가를 통하여 평가자간 차이를 줄이기

위한 보정작업을 시행하였다. 의무기록은 연구팀이 미리 코딩하여 평가

자가 의무기록 작성자와 작성시기 등을 알 수 없도록 하였으며, 평가자

들에게 무작위로 배분하였다. 또한 모든 의무기록을 복사하여 각각 다른

두 명의 평가자가 평가를 하도록 하였고, 평균을 산출하여 최종점수로

기록하였다. 프로그램 시행 전후에 작성된 의무기록의 각 항목별 및 전

체 평균점수 차이는 t-test를 통하여 통계적인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83

<표 Ⅲ-13> 3단계 전이: 의무기록 평가 준거

Criteria

1) Current medical history was well described (symptom, problem)

2) Past medical history was well described (disease, medication, allergy, social history)

3) Appropriate physical examination was performed related to the symptom

4) Appropriate diagnostic test was performed related to the symptom and sign

5) The diagnosis was acceptable according to the symptom, sign and test results

6) Appropriate treatment was provided according to the diagnosis

7) There was appropriate plan for discharge (referral, follow-up)

   (1, novice; 2, advanced beginner; 3, intermediate; 4, proficient; 5, expert)

전체 참가자 48명 중에 35명과 참가자의 동료 98명을 대상으로 360도

다면평가를 시행하였다. 다면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는 총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표 Ⅲ-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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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4> 3단계 전이: 다면평가 설문양식

Questions

1) Are the trainees doing the following activities after the training program? (yes or no)

  ① Applying new knowledge and skills

  ② Adopting new guidelines

  ③ Teaching colleagues

  ④ Improving hospital system

2) How successful was the effort to try those activities? (select one)

  ① Not successful at all

  ② Only partially successful

  ③ Largely successful

  ④ Fully successful

3) If it was not successful, what were the main problems? (select three)

① Lack of my ability

② Lack of diagnostic/treatment facilities(equipment)

③ Lack of my colleagues’ ability

④ Hospital culture was not supportive to change things

⑤ Lack of incentive (by the hospital) for medical practice improvement

⑥ Training was not applicable to our situation

4) If it was successful, what were the main reason? (select three)

① My ability was improved

② Facilities and equipment were improved

③ Colleagues’ ability were improved

④ Hospital culture was supportive to change things

⑤ Increased incentive (by the hospital) for medical practice improvement

⑥ Training was very applicable to our situation

5) How much seems the trainee applying what they have learnt from the training?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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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4단계 결과 평가

프로그램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중앙병원과 주립병원, 특히 군립병

원에서 발생한 변화에 관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3개월 이상이 지난 후에 중앙병원과 주립병원, 그리고 군립병

원 의료인력을 대상으로 개별 및 그룹 인터뷰를 시행하였으며, 12개 군

립병원 중 5개 군립병원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시행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이 시작되기 전인 2011년부터 마지막 네번째 군립병원 평생의학교육 프

로그램이 시행된 2014년까지, 주립병원과 군립병원의 연간 외래 및 입원

환자 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끝으로 남박 군립병원의

2013년과 2014년 연간 수술 건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4) 통계 분석

2단계 학습의 평정척도 평가와 3단계 전이의 의무기록 평가에서 프로

그램 전과 후 평균점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t-test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그리고 1단계 반응의 만족도 평가와 3단계 전이의 의무기록 평

가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각 프로그램 평균점수에 차이가 있는지

에 대하여 AVON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 프로그램은 SPSS 20.0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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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1. 프로그램 기획평가

1) 1단계 반응

군립병원 의료인력 평생의학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이

기 위하여,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부터 여러가지 구체적인 방안들이 적

용되었다. 군립병원 현실에 맞고 군립병원 의료인력에게 도움이 되며 그

들이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고 내용을 구성하기 위하여,

군립병원 의료인력에 대한 세밀한 요구조사를 시행하였고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 군립병원 의료인력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였다. 이미 현장에서 활

동하고 있는 의료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의학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점

을 고려하여, 충분한 토의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진료에 참여

할 수 있는 실습이 많이 포함되도록 모듈을 구성하였고, 강사진이 이러

한 원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교육하였다. 또한 참가자들도 프로그램의

목적을 잘 이해하고 프로그램 구성, 일정, 평가방법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매회 프로그램 첫날에는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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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과정이 참가자들의 반응을 고려한 기획평가를 통하여 계획되고 시행

되었다.

2) 2단계 학습

프로그램 목표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임상수행능력 향상이었기

때문에, 참가자들의 학습에 대한 평가도 이에 적합한 평정척도와 로그양

식을 선택하였다.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참가자들이 직접

환자 진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강사진에게 권장하

였다. 또한 실제로 임상수행능력이 향상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프

로그램 초기에 참가자의 기본 수준을 반드시 확인하고 프로그램이 끝날

때에도 다시 한번 임상수행능력 수준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강사진들이

교육을 할 때, 초기 평가에서 확인된 참가자의 기본 수준에 맞추어서 이

후 교육을 하도록, 그리고 참가자가 특정 주제에 대하여 이미 충분한 지

식과 술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내용은 과감하게 생략

할 수 있도록 강사진들에게 미리 안내를 하였다. 이처럼 기획평가를 통

하여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방안들을 계획하고 실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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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단계 전이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 참가자들의 진료를 직접 관찰하여 평가하는 것

은 현실적인 제약이 많기 때문에, 의무기록을 평가도구로 선택하여 이를

간접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의무기록 구성은 실제 진료 과정과 유사

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의무기록의 평가 준거를 진료 과정의 평가 준거

와 유사하게 구성하였다. 특정 임상주제 혹은 질환에 대하여 요구되는

병력청취, 신체진찰, 진단적 검사, 감별진단, 치료, 퇴원 및 후송 계획 등

을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구성하였고, 이러한 구성에 맞추어 교재도 개발

하였다. 진단적 검사와 치료의 경우에는 군립병원의 현실적인 여건을 반

영하도록 하였으며, 환자의 퇴원 및 후송에 대한 관리가 매우 취약하다

는 요구조사 결과에 따라 이를 교육내용에 포함하였다.

참가자들의 진료 및 활동을 간접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선택한 또 하

나의 도구는 360도 다면평가이다. 다면평가는 프로그램 종료 후에 참가

자들이 군립병원에 돌아가서 실제로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그러한 활동

이 성공적이었는지, 만약에 성공적이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성공적

이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참가자들이

프로그램에서 배운 내용을 각자의 군립병원으로 돌아가서 성공적으로 적

용하기 위해서는 우호적인 리더십과 조직문화, 그리고 시설 및 장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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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재정적 지원 등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프로그램 목적과 내용, 성과

등을 공유하기 위한 프로그램 성과 평가회를 매년 개최하여 주 보건국장

과 각 군립병원장 등을 초청하기로 하였고, 프로그램이 모두 종료된 후

에는 라오스 보건부의 고위 관료들과 여러 국제기구 관련자들을 초청하

여 전체 프로젝트 성과 평가회를 개최하기로 계획하였다.

4) 4단계 결과

프로그램을 통하여 기대할 수 있는 결과로, 군립병원 의료서비스 질

향상, 중앙병원·주립병원·군립병원 관계 향상, 라오스 평생의학교육

역량 및 시스템 강화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군립병원 진료 향상을 위해

서는 참가자들의 반응, 학습, 전이를 모두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기로 계획하였다. 중앙병원·주립병원·군립병원 관계 향상을 위

해서는 프로젝트 모든 과정에서 중앙병원, 주립병원, 군립병원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였고, 라오스 보건의료체계 구성 원칙에 맞게 중앙병원이

주립병원을 지원·감독하고, 주립병원이 군립병원을 지원·감독할 수 있

도록 프로젝트 과정을 구성하였다. 라오스 평생의학교육 역량 및 시스템

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기획부터 개발, 시행, 평가에 이르기까

지 최대한 라오스 의료인력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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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 형성평가

1) 1단계 반응

반응에 대한 형성평가 결과는 매회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마다 강사진

과 공유하였다. <표 Ⅳ-1>은 반응에 대한 형성평가 결과를 나타낸 것이

다. 첫 번째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었으나, 프로그램 구성과 일정, 과정 중에 토론이나 상호작

용 정도, 실습 비중 등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두 번째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프로그램의 형성평가 결

과를 강사진과 공유하였으며, 두 번째 프로그램부터는 참가자들의 만족

도가 모든 항목에서 지속적으로 향상되었다. 특히 만족도 향상의 대부분

은 첫 번째와 두 번째 프로그램 사이에 일어났다.



91

<표 Ⅳ-1> 1단계 반응: 설문조사 형성평가 결과

Components
1st 

Batch

2nd 

Batch

3rd 

Batch

4th 

Batch
F

Post 

hoc test

1) Goals and 

objectives
4.00 ± 0.66 4.60 ± 0.49 4.58 ± 0.70 4.82 ± 0.39 22.23† 1<2=3=4

2) Relevance 4.33 ± 0.68 4.80 ± 0.40 4.80 ± 0.40 4.87 ± 0.34 16.08† 1<2=3=4

3) Organization 3.80 ± 0.71 4.35 ± 0.61 3.90 ± 0.73 4.37 ± 0.52 12.59† 1=3<2=4

4) Trainers’ 

knowledge
4.30 ± 0.56 4.93 ± 0.25 4.90 ± 0.30 4.93 ± 0.25 43.66† 1<2=3=4

5) Trainers’ 

communication
4.00 ± 0.58 4.70 ± 0.53 4.82 ± 0.39 4.82 ± 0.39 40.03† 1<2=3=4

6) Trainers’ 

preparedness
4.00 ± 0.55 4.65 ± 0.55 4.55 ± 0.53 4.80 ± 0.40 27.74† 1<2=3<4

7) Training 

method
3.93 ± 0.71 4.72 ± 0.45 4.68 ± 0.47 4.82 ± 0.39 36.67† 1<2=3=4

8) Discussion &

interaction
3.55 ± 0.65 4.18 ± 0.62 4.28 ± 0.52 4.28 ± 0.61 20.48† 1<2=3=4

9) Practical 

sessions
3.40 ± 0.83 4.23 ± 0.75 4.63 ± 0.49 4.43 ± 0.59 38.56† 1<2<3, 

1<2=4

10) Handbook 4.65 ± 0.58 4.98 ± 0.13 4.92 ± 0.28 4.92 ± 0.28 10.38† 1<2=3=4

11) Facilities 3.85 ± 0.63 4.52 ± 0.60 4.27 ± 0.71 4.53 ± 0.54 15.73† 1<2=3=4

12) Schedule 3.71 ± 0.62 4.48 ± 0.50 4.48 ± 0.50 4.48 ± 0.50 30.89† 1<2=3=4

13) Applicability 4.34 ± 0.62 4.58 ± 0.50 4.73 ± 0.45 4.80 ± 0.54 15.44† 1<2=3=4

14) Helpfulness 4.57 ± 0.53 4.68 ± 0.47 4.85 ± 0.36 4.90 ± 0.30 7.68† 1=2<4, 

1<3=4

Average Score 4.02 ± 0.31 4.60 ± 0.28 4.60 ± 0.22 4.69 ± 0.20 86.53† 1<2=3=4

(1: strongly disagree, 2: disagree, 3: neutral, 4: agree, 5: strongly agree)

† P<0.001 by 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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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의 인터뷰 결과에서도, 첫 번째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강사진

이 참가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상세한 설명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프로그램 중에 강사진과의 상호작용과 실습이 더 많

아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형성평가 결과도 두 번째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에 강사진에게 전달되었다. 두 번째 프로그램 참

가자들과의 인터뷰에서는 이러한 비판적인 의견은 줄어들었으나, 프로그

램의 모든 내용이 군립병원에서 실제로 적용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는 의

견이 있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인터뷰에서는 비

판적인 의견이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프로그램 내용과 구성, 강사진 등

에 대한 만족과 프로그램 종료 후에 군립병원으로 돌아가서 배운 내용을

적용할 계획에 대한 기대 등이 주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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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1단계 반응: 인터뷰 형성평가 결과

Strengths Weaknesses or Suggestions

1st

Batch

I gained knowledge and skills

It was closely related to the work in 

district hospitals

It will help me perform better

It will improve the primary care in 

district hospitals

Trainer should pay more attention on 

the training

Trainer should provide more 

explanation

Practical session should be increased

There should be more interaction

Teaching time should be longer

2nd 

Batch

I will transfer knowledge to my 

colleagues

Trainers paid attention to the 

trainees

Trainers were cooperative

Training is very helpful for district 

hospitals

Trainees should do more practice

The training should be more 

applicable to the situation of 

district hospitals

3rd 

Batch

It was useful

Trainers paid attention to the 

trainees

Trainers were cooperative

It covered theory and practice

It was applicable to district hospital 

situation

The training place was inconvenient

4th Batch

It was useful

Trainers are providing clear 

explanation

Trainers have good interpersonal 

skills

Trainers are paying close attention 

to the lesson

Topics covered theory and practice

I will be able to apply new skills

I will transfer knowledge to my 

colleagues

It will improve the primary care in 

district hospitals

2) 2단계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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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에 대한 형성평가 결과도 매회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마다 강사진

과 공유하였다. 참가자들의 학습을 평가하기 위한 평정척도의 경우, 각

프로그램의 모든 임상과에서 과정이 끝날 때 평균점수가 시작했을 때 평

균점수보다 향상되었다(<표 Ⅳ-3>). 첫 번째 프로그램에서 네 번째 프로

그램으로 진행할수록 각 임상과를 시작했을 때 평정척도 점수와 끝났을

때 평정척도 점수가 모두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였으나, 두 점수의 차이

는 프로그램이 진행됨에 따라 뚜렷한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표 Ⅳ-3> 2단계 학습: 평정척도 형성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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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 Batch 2nd Batch 3rd Batch 4th Batch

Internal 
medicine

At the beginning 1.59 2.16 2.41 3.12

At the end 2.77 3.41 3.65 4.55

Achievement 1.18 1.25 1.24 1.42

Surgery

At the beginning 1.68 2.34 2.88 2.88

At the end 3.69 3.72 3.93 4.57

Achievement 2.01 1.38 1.05 1.69

Obstetrics 
and 
gynecology

At the beginning 1.75 1.89 2.41 3.24

At the end 3.78 3.35 3.80 4.67

Achievement 2.03 1.46 1.39 1.43

Pediatrics

At the beginning 2.19 2.12 2.71 3.12

At the end 4.38 4.04 3.95 4.69

Achievement 2.19 1.93 1.24 1.57

Emergency 
medicine

At the beginning 2.05 2.03 2.43 2.75

At the end 4.11 3.23 3.51 3.80

Achievement 2.06 1.20 1.08 1.04

Average

At the beginning 1.85 2.11 2.57 3.02

At the end 3.74 3.55 3.77 4.45

Achievement 1.89 1.44 1.20 1.43

로그양식의 경우, 첫 번째 프로그램부터 네 번째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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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강의 비중이 감소하고 관찰과 진료 참여 비중이 증가하였다. 진료

중에서도 강사진의 감독하에 수행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독자적으로 수행

하는 비중은 증가하였다(<표 Ⅳ-4>).

<표 Ⅳ-4> 2단계 학습: 로그양식 형성평가 결과

1st Batch 2nd Batch 3rd Batch 4th Batch

Lecture 40 33 24 17

Observation 22 29 34 39

Practice under supervision 28 28 10 20

Practice without supervision 10 10 31 25

Total activity 100 100 100 100

3) 3단계 전이

전이에 대한 형성평가 결과도 매회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마다 강사진

과 공유하였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프로그램 참가자의 경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과 후에 작성한 의무기록 평균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

나, 세 번째와 네 번째 프로그램 참가자의 경우 의무기록 평균점수에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Ⅳ-5>). 또한 프로그램 전후 의무기록 평균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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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였는데, 특히 두 번째 프로그램

과 세 번째 프로그램의 평균점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표 Ⅳ-5> 3단계 전이: 의무기록 형성평가 결과

1st Batch 2nd Batch 3rd Batch 4th Batch F
Post hoc test

(Tukey B)

Before the 

training
2.24 ± 0.57 2.67 ± 0.54 2.38 ± 0.21 2.87 ± 0.57 3.53† 1=2=3<4,

1<2=3=4

After the 

training
2.50 ± 0.48 2.59 ± 0.36 3.02 ± 0.39 3.82 ± 0.40 24.52‡ 1=2<3<4

Achievement 0.26 ± 0.50 -0.08 ± 0.41 0.64 ± 0.48 0.95 ± 0.62 8.16‡ 1=2<4, 

2<3=4

P value of 

paired t-test
0.124 0.529 <0.001 <0.001 - -

(1, novice; 2, advanced beginner; 3, intermediate; 4, proficient; 5, expert)

† P=0.024 by ANOVA

‡ P<0.001 by 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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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그램 총괄평가

1) 1단계 반응

가. 설문조사 결과

설문조사 결과,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자들의 종합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48점으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6>). 

참가자들은 프로그램의 목적이 명확하고 군립병원 진료와 연관성이 높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고 평가하였으며, 강사진 수준과 교육방법, 제공된

교재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에서 배운 것

들을 군립병원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본 프로그램이

군립병원에서 진료를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

였다. 반면에 프로그램 구성, 토의와 상호작용 정도, 실습 비중 등에 대

한 만족도는 다른 항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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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 1단계 반응: 설문조사 총괄평가 결과

Components
Average score 

± SD

1) The program’s goals and objectives were clearly stated 4.50 ± 0.65

2) The material in the program was relevant to the clinical practice in 

district level
4.70 ± 0.52

3) The material in the program was well organized 4.10 ± 0.69

4) The instructor was knowledgeable in the subject matter 4.77 ± 0.45

5) The instructor was an effective communicator 4.58 ± 0.59

6) The instructor was well prepared 4.50 ± 0.59

7) The method of instruction was appropriate for this program 4.54 ± 0.63

8) There was sufficient opportunity for discussion and interaction 4.08 ± 0.67

9) There was enough practical session (bed side teaching) in the 

training program
4.18 ± 0.82

10) The handbook will be helpful to me 4.87 ± 0.38

11) The facilities were suitable 4.29 ± 0.68

12) The schedule was suitable 4.29 ± 0.63

13) I will be able to apply much of the material to the clinical practice 

in district level
4.59 ± 0.54

14) I feel that the program will help me do the clinical practice better 

in district level
4.75 ± 0.44

Total Average 4.48 ± 0.65

(1: strongly disagree, 2: disagree, 3: neutral, 4: agree, 5: strongly a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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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터뷰 결과

참가자들의 그룹 인터뷰에서도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대부

분이었다(<표 Ⅳ-7>). 참가자들은 강사진의 능력과 태도에 대하여 만족하

였으며, 프로그램이 이론과 실제 진료를 모두 다루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참가자들은 각자의 군립병원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실제 진료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고, 이러한 지식을 주변

동료들에게도 전달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생의학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군립병원에서 제공하는 일차의료와 분만이 더 안전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다만 일부에서는 프로그램 중 참가자들이 강사진

의 지도 하에 더 많은 진료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였으며, 프로

그램의 모든 내용이 군립병원에서 실제로 적용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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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7> 1단계 반응: 인터뷰 총괄평가 결과

Strengths

“This training is important and useful for me.”

“Instructors are providing clear explanation, have good 

interpersonal skill, and paying close attention to the lesson.”

“Every trainer is cooperative to the trainees.”

“Topics cover both theory and clinical practice.”

“I think I can apply new technique for actual treatment.”

“I will transfer the knowledge to my colleagues.”

“This training will improve the primary care and safe delivery 

in the district hospitals.”

Suggestions

“Trainer should pay more attention on the training and provide 

more explanation to the trainees.”

“Let trainees have more practice with patients under the 

supervision of trainers.”

“The training should be more applicable to the situation of 

district hospitals.”

2) 2단계 학습

가. 평정척도

각 임상과별 과정이 시작되었을 때 참가자들의 평정척도 평균 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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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만점에 2.32점이었고 과정이 끝날 때의 평균점수는 3.77점으로 평균

1.45점이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표 Ⅳ-

8>). 내과에서는 평균 2.43점에서 3.93점으로, 외과에서는 2.42점에서 3.75

점으로, 산부인과에서는 2.32점에서 3.90점으로, 소아과에서는 2.53점에서

4.26점으로, 응급의학과에서는 2.22점에서 3.56점으로, 수술팀은 1.91점에

서 3.11점으로 평균점수가 증가하는 등, 모든 임상과별 과정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평균점수 증가가 있었다.

<표 Ⅳ-8> 2단계 학습: 평정척도 총괄평가 결과

Beginning of 
each section

End of     
each section

Achievement†

Internal medicine 2.43 ± 0.81 3.93 ± 0.96 1.49

Surgery 2.42 ± 0.81 3.75 ± 0.68 1.33

Obstetrics and gynecology 2.32 ± 0.70 3.90 ± 0.64 1.58

Pediatrics 2.53 ± 0.50 4.26 ± 0.52 1.73

Emergency medicine 2.22 ± 0.70 3.56 ± 0.54 1.33

Nambak surgery team 1.91 ± 0.51 3.11 ± 0.54 1.20

Average 2.32 ± 0.74 3.77 ± 0.86 1.45

†: p<0.01 for all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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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로그양식

로그양식 평가 결과, 모든 임상과에서 강의와 관찰, 수행이 고르게 활

용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9>). 전체 교육활동 중에 평균적으로 강의

가 29%, 관찰이 33%, 강사진 지도 하의 진료 수행이 25%, 독자적인 진

료 수행이 14%를 차지하였다.

<표 Ⅳ-9> 2단계 학습: 로그양식 총괄평가 결과

Lecture Observation

Practice 

under 

supervision

Practice 

without 

supervision

Total 

activity

Internal 
medicine

31 34 18 17 100

Surgery 29 32 25 13 100

Obstetrics &
gynecology

31 38 17 14 100

Pediatrics 29 32 20 19 100

Emergency 
medicine

23 31 25 22 100

Nambak 
surgery 
team

31 30 37 3 100

Average 29 33 25 1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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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단계: 전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 참가자들이 작성했던 의무기록 전체 평균점

수는 5점 만점에 2.92점이었으나,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나서 3개월 이상

지난 후에 참가자들이 작성한 의무기록 전체 평균점수는 3.34점으로

0.42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

하였다(<표 Ⅳ-10>). ‘증상과 징후에 따라 적절한 검사를 시행하였는가?’

라는 항목을 제외하고, 평가 준거의 나머지 모든 항목에서는 프로그램

전과 후에 평균점수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 Ⅳ-10> 3단계 전이: 의무기록 총괄평가 결과

Before the 
training

After the 
training

Achievement*

Current medical history 3.22 ± 0.89 3.61 ± 0.87 0.38

Past medical history 2.89 ± 0.90 3.35 ± 0.91 0.46

Physical examination 3.01 ± 0.86 3.58 ± 0.95 0.56

Diagnostic test 2.46 ± 1.03 2.67 ± 0.94 0.22†

Diagnosis 3.23 ± 0.90 3.55 ± 1.05 0.32

Treatment 3.25 ± 0.88 3.58 ± 0.94 0.33

Discharge plan 2.03 ± 1.10 2.57 ± 1.25 0.53

Average score 2.92 ± 0.73 3.34 ± 0.84 0.41

*: p<0.01 for all items except “Diagnostic test”

†: p=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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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도 다면평가 결과, 참가자들 대다수가 새로운 지식과 술기를 실제

진료에 적용하고 가이드라인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절반

에 가까운 참가자들이 동료들을 교육하고 병원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11>). 이러한 참가자들의 활동

에 대하여 참가자들 및 동료들의 약 3분의 2 이상이 상당히 성공적이라

고 평가하였다. 프로그램으로 인한 참가자들의 역량강화와 프로그램 이

후 참가자들의 교육으로 인한 동료들의 역량강화를 성공의 주요 원인으

로 인식하고 있었던 반면, 시설과 장비 부족은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지

적되었다. 참가자들은 프로그램에서 배운 내용 중 약 80% 정도를 적용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항목에서 참가자들과 동료

들의 인식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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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1> 3단계 전이: 360도 다면평가 총괄평가 결과

Questions Trainees Colleagues

1) Are the trainees doing the following activities after the 

training?
(Yes) (Yes)

  Applying new knowledge and skills 89% 86%

  Adopting new guidelines 92% 68%

  Teaching colleagues 65% 61%

  Improving hospital system 41% 48%

2) How successful was the effort of the trainees?

  Fully successful 5% 2%

  Largely successful 65% 63%

Partially successful 30% 35%

  Not successful at all 0% 0%

3) What were the main reasons for success? (Yes) (Yes)

  Improved capacity of trainees 92% 77%

  Improved capacity of colleagues 85% 71%

Applicability of the training program 73% 53%

  Improved facilities(equipment) 19% 35%

  Supportive hospital culture 19% 21%

  Increased incentive 15% 9%

4) What were the main reasons for failure? (Yes) (Yes)

  Low capacity of trainees 9% 19%

  Low capacity of colleagues 45% 22%

Non-applicability of the training program 0% 14%

  Poor facilities(equipment) 82% 83%

  Non-supportive hospital culture 27% 33%

  Lack of incentive 45% 22%

5) How much seems the trainee applying what they have 

learnt from the training?
79%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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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단계 결과

현지조사 및 인터뷰를 시행한 결과,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진찰, 술기, 

진단장비 사용, 가이드라인 활용, 처방, 환자 인계 등 여러 면에서 군립

병원 진료의 질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박 군립병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수술이 가능하게 되어 수술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각 군립병원에서 동료를 교육하고 군립병원 및 보

건소 의료진에 대한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시작하는 등 교육 역

량과 시스템도 향상되었다(<표 Ⅳ-12>). 입원실, 분만실 등 군립병원의

일부 시설이 향상되었으며, 군립병원 진료 역량이 강화되면서 주립병원

으로 환자 후송이 감소하였다. 군립병원, 주립병원, 중앙병원 사이의 관

계가 향상되어 환자에 대한 자문이 활발해지고 적절하고 안전한 후송이

이뤄지는 등 진료 과정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108

<표 Ⅳ-12> 4단계 결과: 현지조사 및 인터뷰 총괄평가 결과

Improvement of 

medical practice 

in the district 

hospitals

“History taking, physical exam and procedural skills are 

improved.”

“Skills to use diagnostic equipment are improved.”

“Health professionals are applying guidelines to their medical 

practice.”

“Health professionals are describing more specific medicine to the 

patients.”

“Hand-over among staffs is improved for patient safety.”

“Surgery team of Nambak district hospital is able to perform 

operation by themselves.”

Strengthened 

training system 

and capacity

“Trainees are teaching new knowledge and skills to their 

colleagues.”

“New training programs are started for the medical professionals 

working at health centers.”

“Competent trainers were trained in central and provincial 

hospitals and now they are improving the education and training 

in their hospitals.”

Improved 

infrastructure 

and system

“Facilities of the district hospitals are renovated to support the 

medical practice.”

“The relationship among the central, provincial and district 

hospitals is improved and now their collaboration is very active 

than before.”

“It is easier to ask for consultation to the upper level hospital, 

which led to a better patient care.”

“Referral from district hospitals to the provincial hospital is 

decreased due to improved medical care of district hospitals.”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주립병원과 군립병원 연간 외래 및 입원 환자

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주립병원 환자 수는 지난 4년

동안 비슷하였으나, 군립병원 연간 외래 및 입원 환자 수는 2014년에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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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Ⅳ-1], [그림 Ⅳ-2]).

[그림 Ⅳ-1] 주립병원과 군립병원 연간 외래 환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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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주립병원과 군립병원 연간 입원 환자 수

남박 군립병원의 연간 수술 건수는 2013년과 비교하여 2014년에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급성충수돌기제거

술, 제왕절개 등 소규모 수술뿐만 아니라, 복막염, 급성담낭염 등 치료를

위한 중간규모 수술과 골절수술과 같은 대규모 수술까지 모두 증가하였

다([그림 Ⅳ-3]).

[그림 Ⅳ-3] 남박 군립병원 연간 수술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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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고찰

1. 결과의 해석

1) 1단계 반응의 통합적 평가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프로그램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프로그램 기획평가 단계에서부터 계획되고 실행되었

다. 참가자들의 교육 수준 정도, 취약한 분야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프

로그램 개발 초기에 군립병원 의료인력에 대한 세밀한 요구조사를 시행

하였으며,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 중앙병원과 주립병원뿐만 아니라 군립

병원 의료인력도 직접 참여하도록 하였다. 이미 활동하고 있는 의료인력

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의학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충분한

토의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환자 진료에 참여할 수 있는 실습

이 많이 포함되도록 모듈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방안들이 실제로 잘 실

현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강사진을 미리 훈련하였으며,

프로그램 첫날에는 참가자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다.

반응에 대한 형성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첫 번째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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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만족도는 양호한 편이었으나, 프로그램 구성과 일정, 토론이나

상호작용 정도, 그리고 실습 비중 등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평가 단계에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을 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한 점들이 있었던 것은, 강사진

의 교육역량을 충분히 향상시키고 프로그램 원칙을 이해시키는 데에 1주

일이라는 짧은 기간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프로그램부터는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모든 항목에서 향상되었다.

첫 번째에서 네 번째 프로그램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만족도 향상의 대

부분은 첫 번째와 두 번째 프로그램 사이에 일어났으며, 향상된 만족도

는 네 번째 프로그램까지 지속되었다. 이러한 경향성은 인터뷰 결과에서

도 동일하게 나타나서, 두 번째 프로그램부터는 인터뷰에서도 비판적인

의견이 대부분 사라지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매회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마다 평가 회의를 개최하여 참가자들의 반응에 대한 형성평가 결과를

강사진과 공유하였는데, 결국 강사진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추가적인 교

육이 없이 형성평가 결과를 강사진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형성평가의

효과는 전체 과정 중 초기에 대부분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응에 대한 총괄평가 결과를 보았을 때,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자들의

종합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48점으로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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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참가자들은 프로그램 목적이 명확하고 군립병원 진료와 연관

성이 높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고 생각하였으며, 강사진 수준과 교육방

법, 제공된 교재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에서

도 참가자들은 강사진의 능력과 태도에 대하여 만족하였으며, 프로그램

이 이론과 실제 진료를 모두 다루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처럼 참가자

들의 반응이 종합적으로 양호할 수 있었던 것은 기획평가 단계에서부터

참가자들 만족도와 프로그램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고 계획하여 프로그램

을 준비했기 때문이며, 형성평가 단계에서도 초기에 부족한 점을 진단하

고 지속적으로 보완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 2단계 학습의 통합적 평가

참가자들의 학습은 임상수행능력 향상을 평가하기에 적합한 평정척도

를 활용하여 평가하기로 결정하였다.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평정척

도를 활용한 평가방법에 대하여 강사진들을 교육하였다. 각 임상과별 과

정이 시작될 때마다 평정척도를 활용하여 참가자들의 임상수행능력 수준

을 평가하도록 하였고, 참가자별로 평가된 수준에 맞추어 교육을 하도록

하였다. 임상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강의실에서의 이론 수업보다

임상현장에서의 실습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참가자가 환자 진료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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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참여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강조하였다. 각 임상과별 과정이

끝날 때에도 다시 한번 참가자의 임상수행능력 수준을 평가하여 프로그

램이 시작될 때와 비하여 수준이 향상되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결

국 이러한 기획평가는 참가자들의 임상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

램을 개발하여 실행하고, 임상역량이 실제로 향상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이었다.

학습에 대한 형성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프로그램에서 각 임상과

별 과정이 시작할 때 평점척도 평균점수에 비하여 끝날 때 평균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프로그램에서 네 번째 프로그

램으로 갈수록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평균점수와 끝날 때 평균점수가 모

두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였으나, 두 점수의 차이는 뚜렷한 경향성을 보

이지는 않았다. 프로그램을 마친 참가자들이 각자의 군립병원으로 돌아

가서 동료들을 교육하고 교재 및 가이드라인 등을 보급하였기 때문에,

매회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시작 시점에서 참가자들의 임상수행능력 수

준이 더 향상된 것으로 판단된다. 로그양식의 경우, 첫 번째 프로그램부

터 네 번째 프로그램으로 진행할수록 강의 비중이 감소하고 관찰과 진료

참여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진료 참여 중에서도 강사진 감독하에 수행하

는 비중은 감소하고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비중은 증가하였다. 이는 실습

비중을 더 늘려야 한다고 제안하였던 초기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의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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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된 것이다.

학습에 대한 총괄평가에서, 각 임상과별 과정이 시작될 때 참가자들의

평정척도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2.32점이었지만, 프로그램이 끝날 때에

는 3.77점으로 평균 1.45점이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로그양식 평가 결과, 모든 임상과에서 강의와 관찰, 수행이

고르게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참가자들이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기획평가에서부터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

들을 계획하고 실행하였으며, 형성평가를 통하여 강의보다는 실습을 지

속적으로 늘렸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3) 3단계 전이의 통합적 평가

참가자들의 전이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는 의무기록과 360도 다면평

가를 선택하였다. 의무기록 구성은 진료 수행 구성과 유사할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으므로, 의무기록 평가 준거는 진료 수행 평가 준거와

유사하게 구성하였다. 특정 임상주제 혹은 질환에 대하여 요구되는 병력

청취, 신체진찰, 진단적 검사, 감별진단, 치료, 퇴원 및 후송 계획 등을

중심으로 모듈을 구성하였고, 이러한 구성에 맞추어 교재도 개발하였다.

진단적 검사와 치료의 경우에는 군립병원의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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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환자의 퇴원 및 후송에 대한 관리가 매우 취약하다는 요구조

사 결과에 따라 이를 교육내용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360도 다면평가는

참가자들이 프로그램 종료 후에 군립병원으로 돌아가서 실제로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그러한 활동이 성공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만약에 그러

한 활동이 성공적이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

이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

기 전과 후에 작성한 의무기록 평균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반면,

세 번째와 네 번째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프로그램 전후로 작성한 의무기

록 평균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첫 번째 프로그램

과 두 번째 프로그램의 반응 평가에서 언급되었던 실습 부족 및 군립병

원 진료와 연계성 부족 등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

여 세 번째와 네 번째 프로그램에서는 실습 비중을 강화하고 군립병원에

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지식과 술기에 더 집중하였고, 이러한 점이

실제로 평가 결과에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프로그램 전후

의무기록 평균점수 차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두 번째 프로그램과 세 번째 프로그램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했던 분석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프로그램 이후에

가장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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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에 대한 총괄평가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 참가자들이 작

성했던 의무기록 전체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2.92점이었고,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3개월 이상이 지난 후에 참가자들이 작성한 의무기록 전체 평

균점수는 3.34점으로 0.42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

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증상과 징후에 따라 적절한 검사를 시행

하였는가?” 라는 항목을 제외하고, 평가 준거의 나머지 모든 항목에서는

각각 프로그램 전후로 평균점수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위의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360도 다면평가에서 그 이유를 찾아

볼 수 있는데, 여전히 시설과 장비 부족으로 필요한 검사를 충분히 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을 마

친 참가자들이 각자의 군립병원으로 돌아가서 실제로 유의미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기획평가 단계에서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모듈과 교재를 개발하고, 형성평가를 통하여 실습 비중을

점차 늘리고 군립병원 현실을 더 반영하였으며, 군립병원 내에서도 우호

적인 리더십과 조직문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가

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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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단계 결과의 통합적 평가

프로그램 평가의 마지막인 4단계 결과에서는, 군립병원 의료서비스 질

향상, 중앙병원·주립병원·군립병원 관계 향상, 라오스 평생의학교육

역량 및 시스템 강화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군립병원 진료 향상을 위해

서는 참가자들의 반응, 학습, 전이를 모두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었다. 중앙병원·주립병원·군립병원 관계 향상을 위해

서는 프로젝트 모든 과정에서 중앙병원, 주립병원, 군립병원이 함께 참

여하도록 하였고, 라오스 보건의료체계 구성 원칙에 맞게 중앙병원이 주

립병원을 지원·감독하고, 주립병원이 군립병원을 지원·감독할 수 있도

록 프로젝트 과정을 구성하였다. 라오스 평생의학교육 역량 및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기획부터 개발, 시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최대한 라오스 의료인력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초기

전략기획워크숍 등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 과정이 라오스 의료인력에 의

해 라오스어로 진행되도록 계획하였고, 실제로도 그렇게 진행되었다.

현지조사 및 인터뷰 결과,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 군립병원 진료가

여러 면에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박 군립병원의 자체적인 수술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가자들이 프로그램에 만족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효과적인 학습을 하고 프로그램에서 배운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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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립병원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라오스 의료

인력의 교육역량이 향상될 수 있었던 것은 강사진 역할뿐만 아니라, 프

로그램 기획에서 개발, 실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라오스 의료인력이 주

도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이다. 일부 군립병원에서는 자체적으로 보건소

의료인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시작하였고 분만실과 입원실

등 시설도 개선하였는데, 이는 성과 공유회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 목표

와 실제 성과를 여러 군립병원 의료인력이 함께 공유하면서 나타난 결과

이다. 같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제로 서로 교육을 하고 또 받는 과정

에서 군립병원, 주립병원, 중앙병원 사이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향상되었

다. 군립병원 연간 외래 및 입원 환자 수는 2014년에 급격히 증가하였는

데, 그 이유 중 하나는 평생의학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군립병원에 대

한 지역 주민 만족도와 신뢰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이 지역

에서 2013년경부터 새롭게 시작된 보건의료서비스 관련 정책이나 프로그

램이 없고, 군립병원 분만 건수는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 등이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해준다. 특히 주립병원 입원 환자 수가 조금 감소한 반면

군립병원 입원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인터뷰

결과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군립병원에서 입원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역

량이 강화되어 주립병원으로 후송하는 경우가 예전보다 줄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120

2. 통합적 평가모형에 대한 고찰

1) 통합적 평가모형의 개념

통합적인 평가모형에서는 초기 기획평가 단계에서 형성평가와 총괄평

가까지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평가 계획이 수립되고 형성평가와 총괄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프로그램이 기획되며, 이러한 기획평가 결과는 곧 형성

평가와 총괄평가의 계획이자 전제가 된다. 형성평가는 기획평가에서 수

립한 계획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고, 총괄평

가 결과를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한다. 총괄평가는 기획평가와 형성평가

의 목적과 목표를 제시하며, 기획평가와 형성평가 결과는 결국 총괄평가

결과로 이어진다. 이처럼 기획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가 서로 연계되어

통합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통합적 평가모형의 핵심 개념이다.

2) 통합적 평가모형의 실제 적용

본 연구에서는 라오스 의료인력 평생의학교육 프로그램 평가에 통합적

평가모형을 실제로 적용하였다. 기획평가를 통하여 Kirkpatrick 모델의

각 단계별로 평가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각 단계별로 형성평가와 총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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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결과가 향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기획평가에서 수립

한 계획에 따라 형성평가를 실행하였으며, 형성평가는 기획평가의 프로

그램 계획과 총괄평가의 각 단계별 평가 결과를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를

하였다. 총괄평가는 기획평가와 형성평가의 각 단계별 프로그램 목표를

제시해주었으며, 기획평가에서 수립한 계획에 따라 총괄평가가 실행되었

다.

본 연구에서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반응이 종합적으로 양호할 수 있었

던 것은 것은 기획평가 단계에서부터 참가자들의 만족도와 프로그램의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고 계획하여 프로그램을 준비했기 때문이며, 형성

평가 단계에서 초기에 부족한 점을 진단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하였기 때

문이다. 참가자들이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기획평가에서

부터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계획하여 실행하였고

형성평가를 통하여 강의보다는 실습을 지속적으로 늘렸기 때문이다. 또

한 기획평가 단계에서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모듈

과 교재를 개발하고, 형성평가를 통하여 실습 비중을 늘리고 군립병원의

현실을 더 반영하였으며 우호적인 리더십과 조직문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마친 참가자들이 각자의 군립병원

으로 돌아가서 유의미한 활동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군립병원 진료가 여러 면에서 향상되고 연간 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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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입원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변화는 프

로그램의 최종적인 결과로서 군립병원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만족도와 신

뢰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통합적 평가모형을 통하여 기획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가 서로 연계되어 통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이러한 통합적 평

가는 궁극적으로 프로그램의 성과 향상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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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기대효과

1) 통합적 평가에 대한 이론적 개념 제시

기존 이론들은 프로그램 평가의 역할을 기획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

등 별개의 독립적인 역할로 구분하였다.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 프로그램

평가의 역할은 한가지로 국한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단일 평가모형

을 활용하여 기획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를 모두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함을 입증하였다. 초기 기획평가 단계에서 형성평가와 총괄평

가까지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평가 계획이 수립되었고, 형성평가와 총괄

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프로그램이 기획되었으며, 이러한 기획평가 결

과는 곧 형성평가와 총괄평가의 계획이자 전제가 되었다. 형성평가는 기

획평가에서 수립한 계획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

행되었고, 결과적으로 총괄평가 결과를 향상시키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

총괄평가는 기획평가와 형성평가의 목적과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기획평

가와 형성평가 결과는 결국 총괄평가 결과로 이어졌다. 본 연구는 기획

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의 역할이 이처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실제 사례를 통해 제시하였고, 평생의학교육 프로그램 평가의 통합적 역

할에 대해 개념화를 시도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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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보건 평생의학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본 연구는 단일 평가모형을 활용하여 평생의학교육 프로그램의 통합적

평가를 수행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향후 다른 국제보건 의

료인력 역량강화사업에서도 프로그램의 통합적 평가가 확대되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프로그램의 통합적 평가에

서는 초기 기획평가 단계에서부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로

그램을 계획하고, 형성평가를 통하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총괄평가를 통하여 초기에 설정한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통합적 평가는 평가만을 위한 평가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효과

(impact)를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Kirkpatrick 모델을 활용하여 기획평가, 형성평가, 총괄

평가의 역할을 모두 수행함으로써, 단일 평가모형으로도 이러한 통합적

평가가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특정 평가모형이 꼭 특정한 역할의 평가에

만 활용될 필요가 없으며, 하나의 평가모형이 하나의 역할만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평가 수행 여건에 따라

어떠한 평가모형을 선택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히 계획하고 준비한다면

통합적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향후 평생의

학교육 프로그램의 통합적인 평가가 확대되고, 궁극적으로 국제보건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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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학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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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1)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대상이 된 라오스 군립병원 의료인력 평생의학교육 프로그

램은 집중적인 보수교육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미 평생의학교육시스

템이 잘 갖춰진 개발국과는 달리, 개발도상국 중 하나인 라오스는 평생

의학교육시스템이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라오스 의료인력 대부분

은 기본의학교육을 마친 후에 평생의학교육 기회를 거의 경험하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 개발국에서 많이 실행되고 있는 형태인 단기적이고

매년 반복되는 일반적인 평생의학교육 프로그램은 라오스 현실에는 적합

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이와 다르게 집중적인 보수교육의 특성을 가

진 평생의학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다. 평가모형으로 Kirkpatrick 

모델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도 이러한 집중적인 보수교육 평가에 적합하

였기 때문이다. 결국 집중적인 보수교육과 Kirkpatrick 모델을 활용한 프

로그램 평가는 현지의 맥락에 따른 선택의 결과였기 때문에, 이를 다른

평생의학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에 적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며,

일반화하여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단일 평가모형만을 활용하여 기획평가, 형성평가,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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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모두 시행하였는데, 이는 개발도상국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하

나의 프로그램을 평가함에 있어서 여러 개 평가모형을 이용하는 것이 현

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Kirkpatrick 모델을 활용하여 기획

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의 역할을 모두 수행함으로써, 단일 평가모형으

로도 이러한 통합적 평가가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일 평가모형만을 활용할 경우에는 몇 가지 제한이 있을 수 있다. 평가모

형은 각각의 장단점과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평가모형만을 사

용하는 경우에는 그 모형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가 어렵다는 한

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Kirkpatrick 모델의 경우, 개개인의 차이

나 환경에 의한 영향에 대한 고려가 적은 점, 각 단계가 인과관계에 있

다고 보는 점, 그리고 상위 단계로 갈수록 중요하다고 보는 점에 대한

비판이 존재한다.

프로그램 참여군과 비교할 수 있는 대조군을 설정하지 못 한 점, 4단

계 결과 평가를 위한 보건지표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점은 프로그램

평가에 관한 기존의 다른 선행연구들에서도 공통적으로 제시되어 온 한

계점이다. 윤리적인 고려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대조군

을 설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4단계 평가지표의 경우 자료를 수집하는 데

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조군을 설정하는 대신 참여군 내에서 프로그램 전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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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통하여 그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의무기록평가의 경우에는 무작위

맹검으로 평가의 편향을 줄이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4단계 결과 평가를

위하여 내원 환자 수에 대한 양적인 조사 외에도 방문 평가와 인터뷰 등

질적인 조사를 함께 병행하여 보완하고자 하였다.

2)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통합적 평가의 이론적 개념과 실제 적용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향후 여

러 평생의학교육 프로그램에서 통합적 평가가 다양하게 수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Kirkpatrick 모델뿐만 아니라 Logic 모델, CIPP 모델 등을 활

용하여 통합적 평가가 가능한지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단일 평가

모형 활용으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두 개 이상 모델을 활용하여

통합적 평가를 수행하는 연구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사전에 대조군을 설정하여 프로그램 참여군과 비교하

여 분석할 수 있다면 프로그램의 효과를 증명하는 데에 더 효과적일 것

이다. 윤리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시간 간격을 두고 대조군도 프

로그램에 순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를 설계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사전에 4단계 결과 평가를 위한 주요 지표를 설정하고 기저값

(baseline)을 미리 측정한다면, 프로그램 시행 이후 해당 지표에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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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에 대해서도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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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및 결론

전세계적으로 의료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평생의학교육의 중요성이 강

조되고 있는 것에 반하여, 평생의학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평가는 총괄평가에 치우쳐 있

었으며, 최근에 국제원조개발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가 강조되면서 그

경향은 더욱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보건 평생의학교육 프로그램에

서 기획, 형성, 총괄평가를 통합한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Kirkpatrick 모

델을 활용하여 이를 실제로 적용함으로써, 국제보건 평생의학교육 프로

그램의 통합적 평가에 대한 가능성과 의미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라오스 루앙프라방 지역의 군립병원 의료인력 평생의학교육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참가자는 총 53명이었다. 군립병원 평생

의학교육 프로그램은 4회에 걸쳐 10주 동안 루앙프라방 주립병원에서 시

행되었으며, 프로그램 참가자는 매회 12명씩이었다. 이와는 별도로 남박

군립병원 수술팀 평생의학교육 프로그램이 2회에 걸쳐 10주 동안 중앙병

원에서 시행되었으며, 참가자는 5명이었다.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부터

프로그램 평가를 함께 계획하고 시행하였으며, Kirkpatrick 모델을 이용

하여 기획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를 모두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기획평

가는 평생의학교육 프로그램 기획과 개발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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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프로그램 형성평가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중에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데에 활용되었다. 프로그램 총괄평가는

매회 프로그램이 끝난 직후부터 3개월 이상 지난 후까지 충분한 기간에

걸쳐서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자들의 종합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48

점으로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참가자들의 반응이 종합

적으로 양호할 수 있었던 것은 것은 기획평가 단계에서부터 참가자들의

만족도와 프로그램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고 계획하여 프로그램을 준비했

기 때문이며, 형성평가 단계에서 초기에 부족한 점을 진단하고 지속적으

로 보완했기 때문이다. 각 임상과별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참가자들의

평정척도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2.32점이었으나, 프로그램이 끝날 때에

는 3.77점으로 평균 1.45점이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이처럼 참가자들이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기

획평가에서부터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계획 및 실

행하고 형성평가를 통하여 강의보다는 실습을 지속적으로 늘렸기 때문이

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 참가자들이 작성했던 의무기록 전체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2.92점이었고,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나서 3개월 이상

지난 후에 참가자들이 작성한 의무기록의 전체 평균 점수는 3.34점으로

0.42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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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기획평가 단계에서 임상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모듈

과 교재를 개발하고, 형성평가를 통하여 실습의 비중을 늘리고 군립병원

의 현실을 더 반영하였으며, 우호적인 리더십과 조직문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마친 참가자들이 각자의 군립

병원으로 돌아가서 실제로 유의미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

인다. 현지조사 및 인터뷰 결과,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 군립병원 진료

가 여러 면에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 군립병원에 대한 환

자들의 만족도와 신뢰가 높아지면서 2014년에는 군립병원 연간 외래 및

입원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Kirkpatrick 모델을 활용하여 기획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

의 역할을 모두 수행함으로써, 단일 평가모형으로도 이러한 통합적 평가

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구분적인 개념을 넘어서

는 프로그램 평가의 통합적인 역할에 대한 이론적 개념의 확장을 시도하

였다. 향후 평생의학교육 프로그램의 통합적인 평가가 확대되어, 궁극적

으로 국제보건 평생의학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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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프로젝트의 Logical framework

Project Elements Indicators Assumptions

Development 

Objectives: 

Improved healthcare 

indices of the target 

population in the 

selected training 

topics. 

Reduced maternal and 

infant mortality rate 

in the district level. 

Reduced mortality rate 

of emergency cases 

at the district-

province referral. 

Increased simple-surgery 

cases in the district 

level. 

Decreased complication 

ratio from NCDs in 

the district level. 

Decreased prevalence of 

communicable diseases 

in the district level. 

Participants 

continue drill and 

practice after the 

training. 

Participants train 

their colleagues 

after the training. 

Participants do 

campaign to 

improve health 

status in their 

district. 

Immediate Objectives: 

Improved clinical 

competency of 

healthcare 

professionals in the 

district level. 

Improved patient 

satisfaction in the 

district hospitals. 

Improved reputation of 

the participants in the 

district hospitals. 

Improved professional 

attitude of the 

participants. 

Participants 

continue to work 

in the district 

hospital for 

several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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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 

Successful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s 

implemented. 

Monitoring system 

after the training 

developed and 

established. 

Strong central-

provincial-district 

linkage established. 

Number of participants 

in the training 

programs. 

Satisfaction level of 

training participants. 

Change in the 

competency of 

participants: pre-post. 

Transfer of learning to 

their district hospitals. 

Total time of monitoring 

after the training. 

Increased, constructive 

interaction among the 

three levels. 

Provincial and 

central level 

doctors participate 

in the follow-up 

activity willingly. 

Competent Lao 

coordinator 

recruited. 

High level leader of 

district level 

invited for the 

first year training. 

Continuous 

improvement of 

transfer system 

when any 

problem is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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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ies: 

Strategic planning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Needs assessment of 

the target trainees. 

Training of competent 

trainers. 

Designing effective 

training program 

customized to the 

needs of district 

level. 

Implementation of the 

effective training 

program

Establishment of 

follow-up system for 

the trainees. 

Inputs: 

Funds for training 

program 

implementation. 

Funds for equipment 

supply. 

Fund for hiring full-time 

coordinator for 

monitoring, feedback, 

and data collection. 

Training program design 

consultation. 

Pre-conditions: 

Training program is 

given, because 

MOU was signed 

between KOICA 

and Ministry of 

Health Lao PDR. 

Close 

communication 

between the two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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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군립병원 평생의학교육 프로그램 가이드

Guide for CPD District Level Training Program

Contents

1. Objectives

2. Preparation for the Training

A. Syllabus

B. Orientation

C. Tutor Appointment

D. Rotation Plan

E. Rules for the Trainees

3. Needs Assessment

4. Training Program

A. Principles

B. Methodologies

5.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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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bjectives of the District Level Training

A. Improve the clinical competency of healthcare professionals in 

the district level

i. Improve the patient satisfaction in the district hospitals

ii. Improve the reputation of the participants in the district 

hospitals

iii. Improve the professional attitude of the participants

B. Improve the healthcare indices of the target population in the 

selected training topics

i. Reduce the maternal and infant mortality rate in the 

district level

ii. Reduce the mortality rate of emergency cases at the 

district-province referral

iii. Increase simple-surgery cases in the district level

iv. Decrease complication ratio from NCDs in the district 

level

v. Decrease prevalence of communicable diseases in the 

district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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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eparation for the Training

A. Syllabus of the Training Program

i. Purpose

1) To make a standard for the contents and process of 

the training program

2) To provide the trainees the basic information about 

what and how they will learn through the training 

program

3) To provide the trainers the guide for the training 

program

ii. Contents

1) Learning Objectives

2) Topics and Sub-topics

3) Contents

4) Methods

5) Schedule

6) Assessment

iii. Implementation

1) There should be a syllabus for the entire training 

program, and for every each section (IM,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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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GYN, Surgery, EM)

2) The syllabus should be provided to all the trainers 

and the trainees before the beginning of the training 

program or at least at the orientation

B. Orientation

i. Purpose

1) To welcome and encourage the trainees at the 

beginning of the training program

2) To introduce the director and the faculties of the 

program to the trainees

3) To provide the trainees the basic information about 

what and how they will learn through the training 

program

4) To provide the trainees the information about the 

place where the training occurs

5) To inform the trainees the rules that they should 

follow

6) To receive some feedback or suggestion from the 

trainees

ii. Contents

1) Introduction of the training program and the faculties

2) Introduction of the provincial hospital and each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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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3) Tutor appointment

4) Rotation schedule

5) Rules for the trainees

6) Time for Q/A or feedback from the trainees

iii. Implementation

1) The orientation should be held on the first day of the 

training program

2) All the tutors and trainees should attend the 

orientation

3) The syllabus of the entire training program may also 

be used as the syllabus for the orientation

C. Tutor Appointment

i. Purpose

1) To provide trainees counseling, emotional support, and 

protection

2) To facilitate and also monitor the learning process of 

the trainees

3) To get feedback from the trainees

ii.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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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ne tutor for one trainee for the entire program (10 

weeks)

2) Even if the trainees rotate every 2 weeks for each 

section, every trainee can be supported by his/her own 

tutor

3) If possible, let each trainee choose his/her tutor

4) The tutor should meet his/her trainee at least once a 

week

5) If there is some problem with the trainee the tutor 

should report to the CPD management committee

6) Management committee need to closely communicate 

with the tutors

D. Rotation Plan

i. Purpose

1) To cover all the 5 sections during the training program

2) To make the training more effective and educative

3) To facilitate the interaction between the trainers and 

the trainees

ii. Implementation

1) The trainees would be divided into 5 groups of 2~3 

trainees in ea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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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very group should be allocated to each section of IM, 

Pediatrics, OB/GYN, Surgery, and EM at the beginning 

of the training

3) Every group should rotate every 2 weeks for each 

section of IM, Pediatrics, OB/GYN, Surgery, and EM

4) There should be a written schedule for the rotation 

plan

5) The rotation plan should be explained to the trainees 

at the orientation program

E. Rules for the trainees

i. Purpose

1)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e training program

2) To reinforce the learning process of the trainees

3) To set a safety margin for the training program

ii. Implementation

1) There should be written rules for the trainees

2) The rules for the trainees should be established by the 

Management Committee

3) The rules should be announced to the trainees at the 

beginning of the training program

4) The rules should include subjects related to atten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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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itude and professionalism

5) The rules might include the penalties for violation of 

the rules

3. Needs Assessment

A. Purpose

i. To provide the trainees practical and effective training 

in a relatively short period

ii. To provide the trainees an individualized learning 

experience to meet each trainee’s needs

iii. To decide what to teach not just for the whole section, 

but also for each topic

iv. To make an initial assessment of the trainees for later 

use as a pretest for the evaluation of the trainees’

learning

B. Contents

i. Define the trainees’ role in the district hospital and 

the related essential sub-topics

ii. Ask questions to define what knowledge, skill, attitude 

they are lacking

iii. Ask questions to define what knowledge, skill, at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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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y have are wrong or outdated

iv. Decide what topics and sub-topics trainers should focus 

on

v. Define the trainees’ level for each sub-topic

C. Implementation

i. Do the needs assessment at the beginning of the 

training program for each section (within the first 2~3 

days, if possible)

ii. Do the needs assessment more specifically at the 

beginning of the training for each topic

iii. The needs assessment at the beginning of the training 

might be used as an initial assessment of trainees ’

level at the beginning of the training

iv. Needs assessment might be done whenever it is needed

v. Specific plan for the training program of each section 

should start from the needs assessment of the trainees

vi. An example of an assessment form is in the appendix

4. Training Program

A.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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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The trainees are adult learners and have a lot of 

experience

→ Trainees should not be treated as students and 

should be regarded as one of the medical professionals

ii. Most adults prefer to learn by experience

→ Trainees should be allowed to practice under 

supervision as much as possible in various clinical 

situations including the ward, outpatient clinic, 

emergency room and operation room

iii. Much of the adult learning is ‘relearning’ rather than 

new learning

→ There is no need to cover all the topics in each 

section as well as the whole content of each topic

B. Methodologies

i. SNAPPS in Outpatient Education

n A six-step mnemonic called SNAPPS structures a 

learner-led case presentation that is facilitated by the 

preceptor. In this technique, the learner ’ s case 

presentation to the preceptor includes a concise 

summary of the facts followed by five steps that 

require the verbalization of thinking and reasoning. 

The technique encourages a presentation that is 

intended to redirect the learning encounter by 

condensing the reporting of facts and encourag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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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ion of thinking and reasoning. Learners are first 

taught the technique and then encouraged to take the 

lead in using it for case presentations.

1) Summarize briefly the history and physical findings

2) Narrow the differential to two or three relevant 

possibilities

3) Analyze the differential by comparing and contrasting 

the possibilities

4) Probe the preceptor by asking questions about 

uncertainties, difficulties, or alternative approaches

5) Plan management for the patient’s medical issues

6) Select a Case-related issue for self-directed learning

ii. Micro-skills Model of Clinical Teaching

n Micro-skills enable teachers to effectively assess, 

instruct, and give feedback more efficiently. This model 

is used when the teacher knows something about the 

case that the learner needs or wants to know

1) Micro-skill 1: Get a commitment

l “What do you think is going on?”

l “ What do you think is the patient ’ s main 

concern?”

2) Micro-skill 2: Probe for supporting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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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What were the main findings that led to your 

diagnosis?”

l “Why did you choose that medication?”

3) Micro-skill 3: Teach general principles

l “ If the patient only has cellulitis, incision and 

drainage is not possible…”

l “The important factors to consider are…”

4) Micro-skill 4: Reinforce what was done

l “ You did a really good job of prioritizing that 

patient’s long list of problems…”

l “You considered the patient’s finances in your 

selection of a drug…”

5) Micro-skill 5: Correct mistakes

l “ Without checking the ears, you might be 

overlooking an otitis media”

l “ There are more cost-effective approaches to 

tr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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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valuation

A. Concept

i. Kirkpatrick Model for Program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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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Miller’s Pyramid for Student(Trainee) Assessment

B. Implementation

i. The “Evaluation of Learning(level 2)” should be done 

during the training program at the provincial hospital

ii. The evaluation of learning might be done through 

assessment of trainees before and after the training 

program

iii. The assessment of trainees should focus on the 

performance in the real world (“Does” level)

iv. To assess the “Does” level, tools like checklist, global 

rating, log and portfolio are widely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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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Tools for Evaluation

i. Global Rating

1) Criteria for Global Rating

l Level 1 : has knowledge (knows)

l Level 2 : knows how to do (knows how)

l Level 3 : can do under supervision (shows how)

l Level 4 : can do without supervision (does)

l Level 5 : did many times (does well)

2) Global Rating for each Sub-topic

Sub-topics

At the 

Beginning of 

each Section

At the End of 

each Section

Diagnosis of peritonitis Level 4 Level 5

Emergency care of 

peritonitis
Level 3 Level 4

Safe transfer Level 2 Level 4

Post-operation 

management
Level 1 Level 4

                                           (Rated by the trainer)

ii. Log

1) Criteria for Log Sca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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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A : Practice without supervision

l B : Practice under supervision

l C : Observation

l D : Lecture

2) Log for each Sub-topic 

Sub-topics
Trainee’s 

Participation

Trainer’s 

Signature

Diagnosis of peritonitis B Dr. OOOO

Emergency care of 

peritonitis
C Dr. OOOO

Safe transfer D Dr. OOOO

Post-operation 

management
A Dr. OOOO

                        (Rated by the trainee, Signed by the trainer)

[부록 3] 중앙병원 강사진 명단

전공 이름 소속

의학교육

학
Dr. KetOOOO Director, Educational Development Center

의학교육

학
Dr. VonOOOO Vice Dean, Faculty of Medicine UHS

산부인과 Dr. SitOOOO
Deputy Chief of GYN Division, Mahosot 

Hospital

산부인과 Dr. BouOOOO
Technical staff of GYN Division, Mahosot 

Hospital

소아과 Dr. SomOOOO
Deputy Director, National Children ’ s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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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 Dr. KonOOOO Chief of Pediatrics ICU, Mahosot Hospital

내과 Dr. BouOOOO Head of IM Dept, Mittapab Hospital

내과 Dr. BouOOOO
Chief of Endocrinology Division, 

Settathirath Hospital

응급의학

과
Dr. BouOOOO Head of EM Dept, Mahosot Hospital

응급의학

과
Dr. SisOOOO

Vice head of Anesthesia Dept, Mahosot 

Hospital

외과 Dr. PhoOOOO Head of Surgery Division, Mahosot Hospital

외과 Dr. SonOOOO
Head of Traumatology Surgery Division, 

Mittapab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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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주립병원 강사진 명단

No. Section Position Name

1 Surgery Physician Dr PhoOOOO

2 Surgery Physician Dr SouOOOO

3 Surgery Physician Dr PhiOOOO

4 Surgery Physician Dr SouOOOO

5 Surgery Medical assistant Mrs ArmOOOO

6 Surgery Medical assistant Ms. NaoOOOO

7 Internal medicine Physician Dr ThoOOOO

8 Internal medicine Physician Dr VieOOOO

9 Internal medicine Physician Dr PhoOOOO

10 Internal medicine Physician Dr PhoOOOO

11 Internal medicine Medical assistant Mrs PhoOOOO

12 Internal medicine Medical assistant Mrs SenOOOO

13 OB/GYN Physician Dr LinOOOO

14 OB/GYN Physician Dr VisOOOO

15 OB/GYN Physician Dr VanOOOO

16 OB/GYN Physician Dr SouOOOO

17 OB/GYN Medical assistant Mrs BunOOOO

18 OB/GYN Medical assistant Mrs LadOOOO

19 Pediatric Physician Dr Som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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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Pediatric Physician Dr PhoOOOO

21 Pediatric Physician Dr SomOOOO

22 Pediatric Medical assistant Mrs BouOOOO

23 Pediatric Medical assistant Mrs SenOOOO

24 Pediatric Medical assistant Mrs BouOOOO

25 Anesthesia Physician Dr SomOOOO

26 Anesthesia Physician Mrs ChaOOOO

27 Emergency medicine Physician Dr PhaOOOO

28 Emergency medicine Medical assistant Ms BouOOOO

29 Emergency medicine Medical assistant Mrs ChaOOOO

30 Emergency medicine Medical assistant Mrs Som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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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1단계 반응 설문조사 양식

Program Evaluation Sheet 

(1: Strongly Disagree, 2: Disagree, 3: Neutral, 4: Agree, 5: Strongly Agree)

1) The program’s goals and objectives were clearly stated 1 2 3 4 5

2) The material in the program was relevant to the clinical 

practice in district level
1 2 3 4 5

3) The material in the program was well organized 1 2 3 4 5

4) The instructor was knowledgeable in the subject matter 1 2 3 4 5

5) The instructor was an effective communicator 1 2 3 4 5

6) The instructor was well prepared 1 2 3 4 5

7) The method of instruction was appropriate for this program 1 2 3 4 5

8) There was sufficient opportunity for discussion and interaction 1 2 3 4 5

9) There was enough practical session (bed side teaching) in the 

training program
1 2 3 4 5

10) The handbook will be helpful to me 1 2 3 4 5

11) The facilities were suitable 1 2 3 4 5

12) The schedule was suitable 1 2 3 4 5

13) I will be able to apply much of the material to the clinical 

practice in district level
1 2 3 4 5

14) I feel that the program will help me do the clinical practice 

better in district level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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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2단계 학습 평정척도 평가 양식

Topic Sub-topic 

At the 

Beginning

of each 

Section

At the End

of each 

Section

Peritonitis

Diagnosis of peritonitis

Emergency care of 

peritonitis

Safe transfer

Post-operation 

management

                                            (Rated by the tr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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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2단계 학습 로그양식

Topic Sub-topic 
Trainee’s 

Participation

Trainer’s 

Signature

Peritonitis

Diagnosis of 

peritonitis

Emergency care of 

peritonitis

Safe transfer

Post-operation

management

                        (Rated by the trainee, Signed by the tr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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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3단계 전이 의무기록 평가 양식

Medical Record Evaluation Sheet

1. Evaluator : ________________________

2. Medical Record ID : ________________________

3. Checklist      

(1: Strongly Disagree, 2: Disagree, 3: Neutral, 4: Agree, 5: Strongly Agree, N/A: Not applicable)

1) Current medical history was well described (symptom, problem) 1 2 3 4 5

2) Past medical history was well described (disease, medication, 

allergy, social history)
1 2 3 4 5

3) Appropriate physical examination was performed related to the 

symptom or problem
1 2 3 4 5

4) Appropriate diagnostic test was performed related to the symptom 

and sign
1 2 3 4 5

5) The diagnosis was acceptable according to the symptom, sign and 

test results
1 2 3 4 5

6) Appropriate treatment was provided according to the diagnosis 1 2 3 4 5

7) There was appropriate plan for discharge (referral, follow-up)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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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 3단계 360도 다면평가 양식

Questionnaire

Name : ___________________

District: __________________

Position

① MD      ② MA

Peer of whom: ________________

1. Which one do you think your peer tried after the CPD Training for 

medical practice improvement? Please choose 3 or less.

① To apply new knowledge and skills to his(her) patients

② To teach new knowledge and skills to his(her) colleagues

③ To adopt new diagnostic/treatment principles (e.g. guideline) to hospital 

so that every colleagues can use them

④ To improve hospital system (e.g. patient care process)

⑤ He(She) has not tried anything for medical practice improvement

⑥ Other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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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ow successful was his(her) effort to try those things?

Not Successful 

at all

Partially 

Successful

Largely 

Successful

Fully 

Successful

1 2 3 4

2-1. If it was not successful (if you chose 1 or 2), what were the main 

reasons? Please choose 3 or less.

① Lack of his(her) ability

② Lack of diagnostic/treatment facilities(equipment)

③ Lack of his(her) colleagues’ ability

④ Hospital culture was not supportive to change things

⑤ Lack of incentive (by the hospital) for medical practice improvement

⑥ What he(she) had learnt from CPD Training was not applicable to our 

situation

⑦ Other reasons (

)

2-2. If it was successful (if you chose 3 or 4), what were the main reasons? 

Please choose 3 or less.

① His(Her) ability was improved

② Facilities and equipment were improved

③ Colleagues’ ability were improved

④ Hospital culture was supportive to change th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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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Increased incentive (by the hospital) for medical practice improvement

⑥ What he(she) had learnt from CPD Training was very applicable to our 

situation

⑦ Other reasons (

)

3. How much do you think he(she) is actually applying the things he(she) 

has learnt in the CPD Training Program?  (0 – 100 %)

Internal 

Medicine
Surgery OBGY Pediatrics

Emergency 

Medicine
Over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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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 comprehensive 

evaluation model integrating planning, formative, 

summative stages to a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 of health professions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istance

Hyun Bae Yoon

Doctor of Philosophy in Medicine (Medic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Purpose: A variety of educational programs have been developed 

and operated worldwide for the purpose of enhancing the 

capacity of health professionals with emphasizing the impor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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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On the other hand, the 

evaluation of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s is not 

easy to be conducted properly. Program evaluation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according to its purpose and role: 

planning evaluation, formative evaluation, and summative 

evaluation. Planning evaluation is designed to allow participants 

who are involved in developing a program, to have a detailed 

understanding of and plan for the program before the start of it.

Formative evaluation is intended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whether a program is progressing properly during the course of 

the program and to improve the program appropriately when 

necessary. Summative evaluation is conducted to provide decision-

makers with information to help them make judgments about the 

performance and the quality of the program. In order for 

program evaluation to be performed in a holistic and effective 

way, it could be necessary to integrate planning, formative, and 

summative evalu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and evaluate the case of comprehensive program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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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Kirkpatrick model.

Methods: Medical professionals from Korea and Laos worked 

together to develop and implement a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 for health professionals in Laos covering 

major clinical fields of primary care. The program was conducted 

4 times consecutively for total 53 health professionals. Four 

evaluating components of the Kirkpatrick model were used for 

planning, formative, and summative evaluation. Planning 

evaluation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planning and 

development of the program, and formative evaluation has been 

used to improve the program through ongoing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 The summative evaluation was conducted for a 

sufficient period of time after the end of the program. To 

evaluate the reaction of the trainees, questionnaire and interview 

were used. The trainers assessed the level of trainees’

performance at the beginning and the end of the each clinical 

section to evaluate the learning of the trainees. Log form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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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o used to assess the learning activities of the trainees. The 

transfer was evaluated through the review of medical records 

written by the trainees before and after program. 360-degree 

evaluation was also used to evaluate the transfer of the trainees 

after the program. Systematic review was done to evaluate the 

results of the program. 

Results: The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 which 

was planned and implemented with the full engagement and 

responsibility of Lao medical professionals, was effective

according to the evaluation results. The trainees were quite 

satisfied with the program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in which the average score was 4.48 out of 5.0. 

The average score of the trainees’ performance at the beginning 

was 2.32 out of 5.0, which was raised to 3.77 at the end of the 

program. The average score for the medical records which were 

written before the program was 2.92 out of 5.0, and it rose to 

3.34 after the program. The evaluation results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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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of them among the four batches of the program 

showed that there was a continuous increase of the satisfaction 

and the transfer of the trainees, especially in the early period of 

the program. The medical practice in the district hospitals and 

the relationship among the central, provincial, and district 

hospitals much improved. The patient number and the operation 

number in the district hospitals also increased. 

Conclusion: This study shows that it is possible to use the 

Kirkpatrick model as a single evaluation model by performing all 

the roles of planning, formative, and summative evaluation in a 

comprehensive way. Through this study, it will be possible to 

expand the theoretical concept about the comprehensive role of 

program evaluation beyond the existing divisional concept. In 

addition, comprehensive evaluation of educational programs will 

be expanded, which will ultimately contribute to the quality 

improvement of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s in 

health profession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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