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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의예과 교육은 학생들이 의사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 

외에 인성 함양을 위한 인문사회학적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고, 본

격적인 의학교육을 받기에 앞서 이를 수학할 수 있을 정도의 기초 

자질 개발이 요구되는 과정이다. 의예과 교육과정은 지금껏 자연

과학 교과목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예

비 의학도로서 갖추어야 할 태도나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

하고 학생들의 비인간화를 자초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의예과 교육과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합의된 기준이

나 방향성이 없어 질 높은 교육과정 개발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의예과 교육과정의 특성이 반영된 평가준거

를 개발하여 실제 교육과정 평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

과정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함으로

써 의예과 교육과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수

행되었다.

문헌연구, 전문가 협의를 토대로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준거 초안

을 구안하였으며, 두 차례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통해 평가준거 

초안에 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평가영역 3개, 평가항목 5

개, 평가지표 18개로 구성된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준거를 확정하

였다. 계층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된 의예과 교육

과정 평가준거의 상대적 중요도를 산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종적으로 확정된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준거는 ‘교육과

정 개발’,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성과’ 평가영역 3개, 



- ii -

‘1. 교육목표’, ‘2. 교육과정 편성’, ‘3. 교육방법’, ‘4. 수

업관리’, ‘5. 교육성과’ 평가항목 5개, 평가지표 18개로 구성

되었다.

둘째, 평가준거의 국지적 가중치를 산정한 결과, 평가영역은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개발’, ‘교육과정 성과’ 순으로 

가중치가 높았고, 평가항목은 각 평가영역별로 ‘교육과정 개발’ 

영역에서는 ‘1. 교육목표’, ‘교육과정 운영’ 영역에서는 ‘3. 

교육방법’의 가중치가 높았다. 평가지표의 국지적 가중치는 각 

평가항목별로 ‘1. 교육목표’ 항목에서 ‘1.2 교육목표의 적절

성’, ‘2. 교육과정 편성’ 항목에서 ‘2.1 교육 내용의 타당

성’, ‘3. 교육방법’ 항목에서 ‘3.2 교육방법의 적절성’, ‘4. 

수업관리’ 항목에서 ‘4.5 수업운영 지원체계의 적절성’, ‘5. 

교육성과’ 항목에서 ‘5.1 교육목표 달성 기준의 적절성’의 가

중치가 높았다. 

셋째, 두 차례에 걸친 델파이 조사 결과 총 13개 평가지표가 탈

락되었으나 델파이 패널 응답을 전공 집단별로 비교하면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지표에 관하여 교육학 전공자 집단이 의학 전

공자 집단에 비해 높은 응답을 보였다. 전공 집단별 의견 수렴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 실제적인 평가준거 개발에 도움이 

된다. 

넷째, 평가준거의 복합적 가중치를 산정한 결과, 평가항목은 

‘5. 교육성과’, ‘1. 교육목표’, ‘3. 교육방법’, ‘4. 수업관

리’, ‘2. 교육과정 편성’ 순으로 가중치가 높았으며, 평가지표

의 복합적 가중치를 산정한 결과, ‘5.1 교육목표 달성 기준의 적

절성’이 가장 높은 가중치를 보였다.

다섯째, 의예과 교육과정의 특성이 반영된 ‘2.5 의학 지식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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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초의과학 교육과정 편성’은 델파이 조사 결과, CVR이 기준

에 미치지 못하여 삭제되었고, ‘2.6 인성 함양을 위한 교양교육

과정 편성’만 평가지표로 최종 선정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실효성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후

속 연구가 요구된다.

첫째, 평가준거의 실제 적용을 위하여 각 평가지표의 평가질문, 

평가내용에 대한 협의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각 평가지

표별 평가기준, 평가척도 등 구체적인 평가도구, 평가체계가 마련

되어야 한다. 

둘째, 델파이 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탈락된 평가준거 요소들에 

관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이는 본 연구를 통해 도출

된 평가준거에 관한 타당성 검증 과정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부분

이다. 

셋째, 평가준거의 시험적 사례 적용을 확대 실시하여 평가준거의 

실제적 의미를 유의미한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분석하는 후속 연구

가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 델파이 패널 선정을 전문성 영역에 따라 4가

지 영역으로 구분한 것을 토대로 평가준거 가중치 산정에 있어 전

문성 영역에 따른 집단별 비교에 관한 후속 연구를 통해 각 집단

의 요구를 구분하여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다섯째,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준거를 토

대로 의예과 과정을 운영하는 모든 대학의 참여를 전제로 국내 의

예과 교육과정의 방향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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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어: 의예과 교육과정, 교육과정 평가, 평가준거, 델파이 조사, 계층 분석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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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대학의 수업연한을 6년

으로 하는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수의과대학의 경우 예과 교

육과정을 2년으로, 의학과, 한의학과, 치의학과, 수의학과는 4년으로 명

시하고 있으며, 6년에 걸쳐 운영되는 구체적인 교육계획이나 절차에 대

한 결정은 각 대학에서 임의로 이루어지고 있다.

의예과 교육은 학생들이 의사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 외에 인

성 함양을 위한 인문사회학적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고, 본격적인 의학교

육을 받기에 앞서 이를 수학할 수 있을 정도의 기초 자질 개발이 요구된

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강조되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의예과 

학생 모집이 처음으로 시작된 것은 1924년부터이며, 의예과가 정규 교

육과정으로 편성된 것은 경성제국대학(현 서울대학교의 전신)에 의학부 

교육이 시작되고 예과가 을류(乙類) 3에 속한 1926년이다. 처음에는 2

년제로 시작되었으나 1934년부터 1940년까지 3년제로 한시적으로 운

영되다가 이후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참전으로 인한 전시체제 인력동

원 방침에 의해 다시 2년제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그 체제가 지속되고 

있다. 1954년 이후 미국 의과대학에서 수학하고 돌아온 의과대학 교수

들이 귀국하면서 국내 의학교육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으나 정작 의

예과 교육과정에는 의과대학, 자연과학대학(구 문리과대학) 모두 큰 관

심을 두지 않았다(기창덕, 1995; 김용일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92).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의학교육학제는 크게 3번의 변화과정을 거쳤

는데, 첫 번째 변화는 경성제국대학이 1924년 예과 학생 모집을 시작하

면서 기존의 4년제 의학전문학교 체제와 새로운 6년제 의사양성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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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한 것이다. 이후 1946년 국립서울대학교가 개교하면서 의예과 2년, 

의학과 4년의 학제가 확립되었고 60년 만인 2005년 ‘4+4’ 학제인 

의학전문대학원 체제가 도입되었으나(교육부, 1995; 신좌섭, 2006) 

2010년 41개 의과대학 중 5개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36개 대학은 

2015년 혹은 2017년에 ‘2+4’ 학제인 의과대학 체제로 유지 및 전

환이 확정됨으로써 의학전문대학원은 사실상 폐기의 단계를 밟게 되었다

(서혁준, 남태우, 2014). 결국 기존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체제를 

병행하고 있던 12개 대학 중 11개 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체제였던 15

개 대학 중 11개 대학은 의과대학 체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의학교육에서의 학제 개선은 기본적으로 의사의 질적 향상과 의학 발

전을 목표로 한다. 이에 우리나라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4년제 대학

교육이 대중화된 고학력 사회에서 전문가는 보다 높은 수준의 교양과 전

문성을 요구받고 세계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전문성이 확보

되어야 한다는 취지하에 질 높은 의료 제공을 위한 고급 전문인력 양성 

체제 구축, 예과생 면학열 저하 현상 시정, 선진화된 교육 시스템 도입

(복합학위 과정 개설 등), 과도한 대학입학 경쟁 완화, 기초학문 분야 

보호 등을 위하여 의학전문대학원 체제 도입을 추진하였다(교육인적자원

부, 2002; 서혁준, 남태우, 2014). 기존에 의과대학 체제가 갖고 있던 

문제점들을 극복하여 기술의(技術醫)가 아닌 폭넓은 교양과 높은 도덕성

을 갖춘 인술의(仁術醫) 양성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이 정책은 일부 연구

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문제 인식 실패, 정책 집행과정에서의 내용 왜

곡, 정책 변화에 따른 외부효과(externality) 고려 부족, 다양한 이해관

계 집단과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및 체계적 변화(systemic change) 

실패 등으로 인해 정착되지 못하였다(김재춘, 최필순, 2012; 서혁준, 남

태우, 2014). 이에 1924년부터 지속된 기존 의과대학 체제에서의 교육

과정과는 달리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시 제기되었던 의과대학 체제의 문

제점들을 충분히 고려한 질 높은 교육과정을 개발해야하는 상황에 처하

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의학교육과정의 가장 첫 단계인 의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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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에 대한 개선 및 개발도 함께 시급해졌다. 

의예과 과정은 본격적인 의학 지식 습득이 이루어지기에 앞서 이를 수

학하기 위한 기초자질을 개발하고 미래 의사로서의 태도 및 가치관을 형

성하는 단계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의예과 교육과정은 자연과학 교과

목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예비 의학도로서 

갖추어야 할 태도나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하고 학생들의 비인간

화를 자초하였다는 비판을 받기에 이르렀다(김용일 & 한국대학교육협의

회, 1992; 황진영 외, 2013). 이는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의사의 전문

성 향상과 의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의사양성체제가 지

향하는 방향과는 상충되는 부분이다. 

의예과 교육과정의 본질은 인문·사회과학, 자연과학에 대한 학문적 

경험을 토대로 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폭넓은 교양교육과 핵심 전공과목

의 심화교육에 있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의예과 교육과정에 대한 

변화의 목소리가 있었으며, 자연과학적 지식 습득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인문사회학적 안목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의예과 교육과정 개선을 주장

하였다. 또한, 21세기 들어서서 미국의과대학협의회(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leges), 영국의학협회(General Medical 

Council),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구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

대학원장협의회) 등 여러 의학 관련 기관에서는 미래의 의학교육 및 의

사상에 대한 보고서들을 발표하면서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역할을 수

행할 수 있는 의사 양성을 위하여 기존의 의학교육과는 차별화된 교육과

정 편성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요구는 비단 의학과 교육과정에

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의예과 교육과정에서부터 사회 요구에 부합하

는 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의학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황진영 

외, 2013). 

이전보다 한층 더 높은 수준의 의예과 교육과정 개발 필요성에 대해서

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국내외적으로 의예과 교육과정에 관해 

공식적으로 합의된 기준이나 방향성이 존재하지 않아 현대 사회에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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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하는 전문성 있는 의사 양성을 위한 수준 높은 교육과정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의학과 교육과정의 경우, 한국 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를 

통해 교육과정에 대한 최소 수준의 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의예과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이러한 평가인증제도나 별도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

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의사 양성과정의 첫 단계인 의예과 교육과정

의 변천과정, 특징 등을 전제로 의예과 교육과정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

준거를 개발하고자 한다. 지금껏 교육과정 평가에 관한 정의는 여러 연

구자들에 의해 내려졌으나 공통적으로 교육과정 개발, 교수활동의 질적 

개선, 교육과정의 효과성 검증, 질 관리, 정당화 및 타당화 등을 주목적

으로 하며(Chelimsky & Shadish, 1997; Marsh & Willis, 1995; 배

호순, 1994, 1999, 2001), 궁극적으로는 교육과정 개발, 운영, 성과 측

면에서 교육과정 효과성 평가 및 질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

다.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개발된 평가준거는 의예과 교육과정 개발 

및 개선, 효과성 검증의 준거로서 활용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의예과 교

육의 질 관리 및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B.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

본 연구는 의예과 교육과정의 평가준거를 개발하여 실제 교육과정 평

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과정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의예과 교육과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가진다. 이에 따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 내용]

1.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를 위한 평가준거 요소(평가영역, 평가항목, 평

가지표)를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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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된 각 평가준거 요소의 상대적 중요도를 산정한다.

3. 최종적으로 개발된 평가준거를 국내 대학 의예과 교육과정에 시범적

으로 적용하여 평가준거 요소들의 실제적 의미를 도출한다.

  

C. 용어 정의

1. 교육과정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에 관한 정의를 교육 기관의 사전 계획 하에 

실제 교육 현장이 운용되고, 해당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학생이 성취할 

것으로 기대하는 경험/성과로 이어지는 하나의 틀로 내린다. 

2. 교육과정 평가

교육과정 평가는 교육과정이 사전 계획 하에 그에 맞게 개발, 운영되

고 있는지, 교육과정을 통해 기대성과를 달성하였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

한 목적과 함께, 사회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질 관리의 목적을 가진다.

3. 의예과 교육과정

현재 한국 의과대학의 체제는 크게 6년제 학부 체제와 4년제 전문대

학원 체제로 양분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의예과 과정은 6년제 학부 체

제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하여 의예과 2년, 의학과 4년 

과정으로 명시하고 있다. 일부 대학의 경우 의예과를 1년제 혹은 3학기

제로 운영하는 곳도 있으며, 의예과를 폐지하고 의학과를 6년제로 통합

한 대학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6년제 학부 체제에서의 의예과 교육과정

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4. 평가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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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준거(evaluation criteria)는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의 특성을 파악

하기 위한 근거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평가준거를 의미의 포괄성 

수준에 따라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로 위계적인 구조를 갖추도록 

하였다. 

D.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가 가진 제한점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 현재 의예과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은 증대되고 있으나 그에 비

해 의예과 교육과정에 관한 전문가는 소수에 불과해 전문성을 갖춘 델파

이 패널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전공을 크게 

교육학, 의학교육학, 의학 전공으로 구분하고 현재 종사하고 있는 분야

를 의학교육, 비의학교육 분야로 구분하여 교육학 전공자/비의학교육 분

야 종사자, 교육학 전공자/의학교육 분야 종사자, 의학교육학 전공자/의

학교육 분야 종사자, 의학 전공자/의학교육 분야 종사자 총 4가지 영역

에서 패널들을 선정하였다. 

둘째, 의예과 교육과정에 관한 합의된 국내외 기준 혹은 별도의 평가

지표가 존재하지 않아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준거 초안 구안에 있어 한계

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의예과 교육과정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분석을 

통해 의예과 교육과정의 특징을 도출하고, 의학 이외에 다른 학문 분야

에서의 교육과정 평가준거를 참고하여 전문가 협의를 거쳐 의예과 교육

과정 평가준거 초안을 구안하였다.

셋째, 의예과 평가준거를 실제 여러 대학에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평가

하고 이를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연구자가 접근이 용이한 국내 

한 개 대학의 의예과 교육과정에 최종적으로 개발된 평가준거를 시험적

으로 적용하였고, 평가자는 해당 교육과정의 개발・운영 등의 경험이 있

는 의예과 담당 교수 2명을 선정하여 각 평가지표가 가진 실제적 의미

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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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개발된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준거의 실

제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평가준거 뿐만 아니라 각 평가지표별 평가기준, 

평가척도 등 구체적인 평가도구가 개발되어야 하며, 평가자, 평가시기, 

평가절차, 평가자료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평가체계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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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A. 의예과 교육과정

1. 의예과 교육과정의 변천과정 

우리나라에서의 의예과 교육의 시작은 일제강점하의 식민통치 시기였

던 1922년 당시 총독부 학무국장의 2년제 예과대학 신설 발표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대학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 없이 예과부터 설립하여 

예과대학이라고 호칭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 조선 유지들은 민립대학의 

필요성을 제창하기에 이르렀고, 이듬해 제1회 조선대학창설위원회 개최

를 통해 다음 두 가지 사항이 결정되었다. 

1. 오는 대정 15년(1926년)도부터 경성에 설치할 대학은 제국대학령에 의하

여 종합대학으로 하고 그 명칭은 조선제국대학이라 칭한다.

2. 조선제국대학에는 우선 법문학부 및 의학부를 설치한다.

본격적인 의학부 시작에 앞서 1924년 예과 학생모집이 시작되었고, 

1926년 조선인 15명이 우리나라 최초로 예과과정 2년을 수료하여 의학

부 제1기로 진학하였다. 2년제로 시작된 예과 과정은 1934년 개정된 

조선총독부법령 제35호 경성제국대학예과규정에 의거하여 3년제 과정으

로 개정되었다. 이후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참전에 따른 전시체제 인력

동원 방침의 일환으로 1941년 칙령 제924호로 ‘대학학부 등의 재학년

한 또는 수학년한의 임시단축에 관한 건’을 공포하였고, 1942년 조선

총독부는 부령 제5호로 ‘대학학부 등의 재학년한 또는 수학년한의 소

화(昭和) 17년도 임시단축에 관한 건’을 공포하여 예과와 의학부 졸업

예정자 및 재학생들의 수업을 단축하였다. 이에 따라 예과는 다시 2년제

로 전환되었고 이때의 학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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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예과 교육과정의 특징 및 체제

우리나라의 경우 의예과 교육과정을 1924년부터 지속하고 있으나 아

직까지 그 목적이나 방향성 등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다만 

의예과 교육과정과 관련된 일부 문헌들을 통해 몇 가지 특징들을 도출해

낼 수 있다. 

한국의학교육협회(1976)에서 진행한 제9회 의학교육 세미나에서는 

의예과 교육의 진로를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의예과 교육에서는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인간성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것과 종합

과학인 의학을 수학하기 위하여 충분한 기초지식이 요구된다는 것 두 가

지가 그 목표로서 강조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의예과 교육의 본

질은 교양학과(liberal arts, humanities)와 자연과학(science 

requirements)의 융합에 있다는 내용이 언급되었다. 의예과 교육의 목

적과 특징에 관해서는 의예과 교육이 의학교육의 일부이며, 의학교육에

서 입문 위치적 중요성을 가진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의학에 대한 가치관 

성립에 필요한 기초원리 방법론과 생명의 존엄성을 생물학적 측면만이 

아닌 인본주의 측면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의예과 교육과정에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기초원리 방법론은 학생들에

게 의학 전체에 대한 윤곽과 그 범위 및 사회와의 관계 등의 내용을 제

공함으로써 의학의 원리 추구를 위한 논리적 배경을 얻게 되는 것을 의

미한다. 

제12회 의학교육 세미나에서는 의과대학에서의 인성교육과 의학교육

과정의 기능적 통합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의학교

육 6년 과정의 통합에 관한 내용 중 ‘교양학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

다. 의예과 과정은 의학교육 준비기간의 의미를 가지므로 단순한 흥미 

위주가 아닌 의학 중심의 교양학과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의예

과 과정에서 고등학교 교육 수준보다 약간 고급화된 물리학, 화학, 생물

학 등의 반복은 지양하고, 의학교육 이수에 필요한 유전학, 발생학, 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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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 등의 기초의과학(basic medical sciences) 교육과정 개발을 의

미한다. 이러한 기초과학 교육과정과 더불어 의학에서의 문제해결 방식

이었던 치료의학 중심의 사고방식이 아닌 의학윤리적인 사고방식을 강조

하는 인성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한국의학교육협회, 

1978).

이를 종합하면 의예과 교육과정의 특징을 두 가지로 도출할 수 있는

데, 첫째로 의학적 지식을 본격적으로 습득하기 전에 의학과 관련된 기

초과학 혹은 기초의과학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

다. 기초의과학 교육을 통해 의예과 학생들은 의학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기본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의학 전반에 대한 안목을 

가질 수 있는 논리적 배경을 쌓을 수 있는 것이다. 둘째는 의예과 교육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예비 의사로서 갖추어야 하는 바람직한 인성 함양

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된 교양학과 

개설과 연결되는데, 단순히 학생 개인의 인성 함양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 예비 의사로서 갖추어야 하는 생명에 관한 가치관 형성을 위하여 

생물학적 측면만이 아닌 인본주의 측면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 의과대학의 체제는 크게 6년제 학부 체제와 4년제 전

문대학원 체제로 양분되어 있다. 학부 체제는 대학입시를 거쳐 의예과 2

년, 의학과 4년을 이수(학사 수여)하는 과정이며, 전문대학원 체제는 4

년제 학사를 마치고 의학교육입문검사(MEET)에 응시하여 대학원 4년

을 이수(의무석사 수여)하는 과정이다. 

1996년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가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을 제

안하고 대학별로 체제 전환 신청을 받아 2005년 의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시작되면서 2011년 기준 전국 41개 의과대학 중 학부 체제는 14개 대

학,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는 15개 대학, 병행 체제는 12개 대학이었다. 

의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여러 장단점이 도출되었으나 다양

한 의사양성 학제가 의학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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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2010년 7월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는 ‘의・치의학 교

육제도 개선계획’을 발표하여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학부와 전문대학원 

체제 중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기존에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로 운

영되던 15개 대학 중 11개 대학과 병행 체제로 운영되던 12개 대학 중 

11개 대학은 2015 혹은 2017년도를 기점으로 학부 체제로 전환될 계

획이며, 결과적으로 학부 체제는 36개 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는 5개 

대학에서 운영할 예정에 있다(서혁준 & 남태우, 2014; 신좌섭, 2006; 

김영식, 2006). 이에 따라 학부 체제로 전환이 예정된 대학은 의예과 

교육과정 개발 및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의예과는 대학마다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면 의학과로 진입이 가능하

다. 일반적으로 의예과 과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대학

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의과대학의 경우 교육과정을 의예과는 2년

으로, 의학과는 4년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학의 경우 의예

과를 1년제 혹은 3학기제로 운영하는 곳도 있으며, 의예과를 폐지하고 

의학과를 6년제로 통합한 대학도 있다. 보통 의예과 1학년은 자연과학

(수학, 물리, 화학, 생물학)을 중심으로 한 일반 교양과목을 이수하고, 

의예과 2학년은 의학개론, 의학영어 등의 의학 관련 교양과정과 유기화

학, 의학통계학, 유전학, 세포분자생물학 등 의학 관련 기초 과목들을 이

수한다. 일부 대학에서는 의학과 과정에 주로 속하는 과정의 일부(해부

학, 발생학, 생화학 등)를 의예과에서 이수하기도 한다. 

B. 교육과정 평가

1. 교육과정의 개념 및 구성요소

교육과정의 어원은 라틴어인 ‘쿠레레(currere)’에서 유래한 것으로, 

‘경마장에서 말이 뛰는 길’을 의미한다. 이는 정해진 길을 달리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미를 교육과정에 적용하면 학생이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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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터 졸업에 이르기까지 따라야 하는 해당 학교 혹은 기관의 정해진 

경로를 의미한다(김재춘, 부재율, 소경희, & 양길석, 2010).

교육과정에 관한 정의는 그동안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정의되어 왔으나 

그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의미들 간의 상보적인 관계 

속에서 그 의미를 통합하여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성호, 2009). 

교육과정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교육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교육내용과 학습활동을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전체계획 혹은 일정

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의 모든 과정을 마칠 때까지 요구되는 교육목표, 

교육내용, 그리고 그 내용을 학습하기에 필요한 연한과 연한 내 학습시

간 배당을 포함한 교육의 전체 계획으로 정의하고 있다.

먼저 교육과정을 진행 단계의 측면에서 보면 크게 계획, 실천, 성과/산

출 단계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왜 가르칠 것인지에 대

한 교수(teaching) 계획 단계가 첫 번째 단계이다. 여기에는 이러한 계

획들을 문서화하는 작업을 수반한다. 이렇게 사전에 계획된 교육과정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되는지에 초점을 맞춘 학습

(learning)의 측면이 실천 단계에 해당되며, 교육과정이 계획에 따라 운

영되었을 때 교수-학습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이 얻게 되는 경험이나 성

취 등이 성과/산출 단계에 해당한다(김재춘 외, 2010; 이성호, 2009). 

교육과정의 구성요소를 보면 대부분의 학자들은 크게 목표, 내용, 방

법, 평가 네 가지 요소를 제시한다(김옥남, 2006). 이는 Tyler(2013)

가 그의 저서인 「Basic principles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에

서 제시한 교육과정 개발에 필요한 네 가지 질문에서 시작되며, 질문은 

다음과 같다(타일러 외, 1996).

1. 학교는 어떤 교육목적(educational purpose)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가?

2. 이러한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 경

험(educational experience)이 제공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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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러한 교육경험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조직될 수 있는가?

4. 이러한 교육목표가 달성되었는지의 여부를 우리는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가?

즉, 그는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서는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

육평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이는 다른 연구에서 지금까

지 자주 인용되어 왔다. 그 외에도 Taba & Spalding(1962)은 목적 및 

목표, 내용의 선정과 조직, 학습과 교수의 형태, 평가를 교육과정의 구성

요소로 보았고, 학교교육과정평가연구회 외(1997)는 의도된 교육과정, 

실천된 교육과정, 성취된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있다고 보았으며, 허경

철(2002) 또한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한 교육과정 평가 영역 모형을 

제시하면서 교육과정의 구성 요소를 목표, 내용, 방법, 평가로 구분하였

다. 

2. 교육과정 평가의 개념

교육과정 평가는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의 장점, 가치, 중요성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기술 및 판단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교육과정 자체가 의도

한 바를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 사전 계획대로 실제 운영하고 있는지, 

의도한 성과가 최종적으로 도출되었는지 등을 확인·점검하는 것과 동시

에 더 나아가 사회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질 관리의 측면까지 포함한다.

교육과정 평가의 기본적인 원리를 살펴보면, 첫째, 교육과정 평가는 교

육과정에 존재하는 여러 사상, 조건, 상태 등에 대한 바람직성

(desirability)을 평가한다. 바람직성이란 평가자의 가치체제가 수반되는 

것을 필수적인 단계로 구분하기 때문에 교육과정 평가에 있어 평가자의 

가치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둘째, 교육과정 평가는 통

제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에 대한 평가이다. 셋째, 교육과정 평가는 교육과정의 목적 및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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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 도달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관한 평가이기 때문에 이는 늘 의사결

정과 정책수립에 관련된 필수불가결한 활동이다. 넷째, 교육과정 평가는 

교육과정의 목적과 목표에 관련된 모든 활동들을 총합하는 종합적 활동

이다. 즉, 여러 단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 상태, 조건 등을 하나로 

종합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고 더 나은 발전방안을 찾기 위한 일련의 과

정을 의미한다(이성호, 2009). 이러한 원리를 기반으로 교육과정 평가

는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질적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교육과

정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데 도움이 되며, 궁극적으로는 교육

과정의 개선 및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한다(배호순, 2000; 2001).

교육과정 평가 목적에 대하여 Chelimsky & Shadish(1997)는 교육

과정 개발, 교육과정 관련자의 책무성 제고, 교육과정에 관한 새로운 지

식 창출 등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고, Marsh & Willis(1995)는 교수

활동의 질적 개선 및 학생 요구에 대한 대응, 새 교육과정의 효과성 검

증, 교육활동의 정당화, 교육활동 불만족에 대한 대응, 학교 내 권력, 역

할, 인사 갈등 진정 등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다. 그 외 교육과정을 프

로그램의 일종으로 간주한 Owen & Rogers(1993)는 프로그램 실천 

방안 결정, 프로그램 개발자 보조를 위한 정보 종합, 프로그램에 대한 

명료한 이해, 프로그램 실천 자체의 개선, 프로그램 산출결과 확인 점검, 

프로그램의 가치 결정 등을 목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배호순

(1994, 1999)은 프로그램의 기획 및 개발, 개선 및 변화(질 관리), 목

표달성 정도 파악, 효과 및 영향 사정, 장점 및 가치 파악, 존속 및 폐지 

결정, 지지 및 인정(인증), 수행(실천)의 점검 및 통제, 담당자 책무성 

제고, 홍보(및 이해 도모), 정당화 및 타당화, 의사결정 보조, 관련 연구 

등을 프로그램 평가의 목적으로 제시하였다(배호순, 2001). 이를 종합

하면 교육과정 평가 영역은 크게 교육과정 개발, 운영 및 실천, 성과 등

으로 분류할 수 있고, 그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교육과정 질 또는 효과를 

평가하는데 목적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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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과정 평가 논리

교육과정 평가 논리는 프로그램 평가 논리와 마찬가지로 평가 대상으

로서 교육과정의 성격, 논리, 이론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개념화하여 

그에 적절하고 타당한 평가 논리를 도출해야 한다(Rossi et al, 2003; 

Chen & Rossi, 1987; 배호순. 2000; 박혜림, 2007 재인용). 이를 위

해서는 교육과정 운영 차원에서의 다양성과 역동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

되어야 하는데 실제 교육과정은 그 운영에 있어 여러 이해관계자가 관여

하며, 교육현장, 여건, 상황적 요인 등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운영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즉, 교육과정 평가는 복합적인 여러 관련 변인들의 

역동적인 관계 하에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배호순, 

2000).

평가 논리는 교육과정 정의 방식, 교육과정의 어떠한 측면을 평가 대

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먼저 교육과정에 대한 정의에 따라 

평가 논리를 살펴보면 교육과정을 내용 개요 혹은 교수요목 등으로 정의

하는 경우 교육과정 문서에 대한 가치 판단을 중시한다. 이는 의도된(계

획된) 교육과정이나 교육과정 자체의 가치에 초점을 맞추는 관점이기 때

문에 내용 체계성, 논리성, 연계성 등을 주된 평가준거로 삼는다. 교육과

정을 학습자의 경험으로 정의하는 경우, 경험의 교육적 가치와 교육활동

의 목표 달성에의 유용성 등을 강조하여 주로 운영 과정에 초점을 맞춘

다. 그 외 교육과정을 학습목표로 정의하는 관점에서는 교육과정에 의한 

교육효과, 성과, 산물 등을 강조하며, 교육목표 달성도 측정 및 확인, 교

육과정의 효과, 성과물 파악에 집중한다. 이와 달리 교육과정의 어떠한 

측면을 평가 대상으로 하는지에 따라 평가 논리가 달라지기도 한다(강현

석 외, 2012; 배호순, 2000). 이는 최호성(1998)이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과정은 그 ‘생명주기(life cycle)’에 따라 교육과정 계획, 실행, 

산출 단계를 거치는데, 각 단계별로 다른 평가 논리가 적용된다. 교육과

정 계획 단계에서는 교육과정 문서의 내용 체계, 계획 등에 초점을 맞추

어 내용 체계의 계열성, 균형성, 통일성, 실현 가능성 등을 중시하여 평



- 16 -

가하게 된다. 그에 비해 실행 단계의 교육과정 평가는 계획과 실제 운영

과의 일치성, 교육과정 운영상의 융통성, 교수자의 전문성 등을 중심으

로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산출 단계에서의 평가는 교육과정 상의 교육목

표 달성도, 교육효과로서 학생의 경험과 발달 정도 등을 측정하는데 초

점을 둔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의 교육과정 평가 논리를 종합해보

면 교육과정 평가에 있어서 의도된 교육과정(intended curriculum), 실

천된 교육과정(implemented curriculum), 성취된 교육과정(achieved 

curriculum)의 세 가지 속성을 상정하고 각각의 특성에 입각한 적절한 

교육과정 정의 양식을 배합시켜 그에 상응하는 평가 목적을 추구할 필요

가 있다고 볼 수 있다(박혜림, 2007; 배호순, 2000 재인용). 

결국 교육과정을 진행과정 측면에서 파악하는 것이 교육과정의 다양한 

정의 방식을 포괄하는 것이며, 교육과정의 특성인 다양성과 역동성을 잘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재복(1998)은 교육과정 계획, 운영, 

성과 세 가지 측면으로 교육과정을 구분하였으며, 학교교육과정평가연구

회 외(1997)는 교육과정을 의도된 교육과정, 실천된 교육과정, 성취된 

교육과정으로 규명하였다. 즉, 교육과정의 평가영역을 진행과정에 따른 

측면에 의거하여 규명함으로써 평가 논리가 교육과정의 속성을 잘 반영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최호성, 1998; 박혜림, 2007). 

C. 평가준거

준거(criteria)는 어떤 사물의 특성을 판단하는 논리적 근거를 의미하

며, 어떤 사물이 특정 준거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것은 그 특성을 가지

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평가준거(evaluation criteria)는 평가하

고자 하는 대상의 특성 혹은 그로 인한 산출 및 활동 결과의 특정 영역

이나 차원 등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를 의미한다. 평가준거를 설정하고 

상세화하여 일반적 수준에서 구체적 수준으로 전환함으로써 평가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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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명해지고, 이를 바탕으로 한 평가자료 수집 활동과 평가기준 결정

에 관한 일련의 과정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즉, 평가준거를 설

정하는 것은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을 평가목적에 입각하여 구체적으로 

체계화하는 것이며, 평가대상의 ‘무엇을’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

변을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평가 활동을 구성하는 요소 및 기능을 평가준거, 평가지표(evaluation 

indicator), 평가기준(evaluation standard) 및 규칙(rule), 가치판단

(judgement)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일반적인 평가 활동은 이와 같이 평

가 활동을 구성하는 요소 활동이 중심이 되며, 평가준거 설정, 평가지표 

수집, 평가기준 결정 및 규칙 확인, 이를 판단 근거로 한 최종적인 가치 

판단이 평가활동의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

평가지표는 평가준거에 관한 판단을 위하여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표현 

방식, 평가준거에 관한 결과 및 산출을 입증해주는 자료, 또는 그 자료

를 수집하기 위한 측정 방법 및 도구를 의미하며, 평가기준은 평가준거

의 속성과 내용 또는 그로 인한 산출 및 결과의 속성이나 그 자체를 나

타내고 그것들의 바람직한 달성 정도나 성취 수준을 특정 수준 및 범위, 

또는 점수로 표시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평가준거, 평가지표, 평가기

준을 근거로 최종적인 가치 판단이 이루어지며 이는 평가 활동의 가장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활동이다([그림 Ⅱ-1] 참조)(배호순,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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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근거 및 목적 확인

↓ ↓

평가 대상 및 내용 확인
평가 관점, 전략, 방법 

결정

↓ ↓
평가준거 설정 평가지표(자료) 수집

↓
평가기준 및 규칙의 결정

↓
평가적 판단(가치판단)

↓
평가 결과의 보고

↓
평가 결과의 활용

[그림 Ⅱ-1] 주요 평가 구성 요소 활동

자료: 배호순. (2008). 교육프로그램 평가론. 서울: 원미사. p.74

일부 연구에서는 평가준거를 평가영역(evaluation area), 평가항목

(evaluation item), 평가지표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고재성, 2006; 

배호순, 1999; 송달용, 2007; 이윤조, 2009; 이화진, 2011). 평가영역

은 평가대상의 하위 영역을 구체화한 것이고, 평가항목은 평가영역의 하

위 요소이며, 평가지표는 평가항목의 하위의 구체적인 내용 요소를 의미

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하위 요소인 평가지표는 평가준거와 관련된 요

인이나 변수 또는 관찰결과를 뜻하는데 구체적으로는 프로그램을 포함한 

평가대상의 속성이나 그로 인한 가치, 효과 등을 표현하고 지시하는 지

수나 척도를 의미한다. 즉, 의미의 포괄성 측면에서 볼 때 평가지표는 

평가준거를 구성하는 가장 구체적인 척도가 되는 것이다. 

평가준거 개발 방법은 주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평가준거 초안을 구

안한 후, 평가준거 타당화를 위하여 델파이 방법, 계층 분석 방법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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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며, 그 외에도 델파이 방법과 요인분석을 함께 활용하여 평가준거를 

개발하는 방법이 있다(이윤조, 2009).



- 20 -

Ⅲ. 연구절차 및 방법

의예과 교육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준거 개발의 연구 절차는 크게 

4단계로 평가준거 구안 단계, 타당화 단계, 상대적 중요도 산정 단계, 사

례 적용 단계로 구분된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델파이 조사, 계층 분석 

방법, 시험적 사례 적용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절

차 모형은 [그림 Ⅲ-1]과 같다. 

연구단계 세부 연구내용 연구결과

[1단계]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준거 구안

문헌연구를 통한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준거 요소(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초안 개발

문헌연구, 전문가 협의에 

의한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준거 초안의예과 교육과정 평가준거 초안에 대한 

전문가 협의

[2단계]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준거 타당화

델파이 조사를 통한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준거의 타당성 조사

델파이 패널 의견이 

반영된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준거

[3단계]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준거 상대적 

중요도 산정

계층 분석 방법을 통한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준거의 상대적 중요도 

산정

상대적 중요도가 산정된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준거

[4단계]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준거 시험적 

사례 적용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준거의 실제적 

적용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준거의 실제적 의미

[그림 Ⅲ-1] 의예과 평가준거 개발을 위한 연구절차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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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연구절차

1. 평가준거 구안 단계

평가준거 구안 단계는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준거 개발을 위한 평가준

거 초안 작성 단계로서 교육과정 평가준거와 관련된 문헌연구에서 의예

과 교육과정을 평가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평가준거를 추출하는 단

계이다. 또한, 의예과 교육과정 목적에 관한 합의 혹은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에 관한 선행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예과 교육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준거를 새롭게 개발해야하므로 의예과 교육과정의 목

적, 방향성 등과 관련된 선행연구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의예과 교육과정의 특성을 도출하고 그에 적합한 평가준거를 새롭게 개

발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 개발된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초안은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가 협의 과정을 거쳤다. 

2. 평가준거 타당화 단계

문헌연구, 전문가 협의를 통해 도출된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준거 초안

은 델파이 조사를 통해 평가준거 타당성 검증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평가준거 초안의 타당화를 위한 두 차례에 걸친 델파이 조사

가 이루어졌으며, 1, 2차 조사 모두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각각

에 대한 타당성 조사로 진행되었다. 델파이 결과를 토대로 의예과 교육

과정 평가준거를 최종적으로 확정지었다. 

3. 평가준거 상대적 중요도 산정 단계

상대적 중요도 산정 단계에서는 평가준거 타당화 단계를 통해 최종적

으로 확정된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준거에 관한 상대적 중요도를 산정하

였다. 상대적 중요도 산정을 위하여 Saaty(1980)가 개발한 계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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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Analytical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여 가중치를 도출하였는

데, 이를 위해서는 분석 대상의 위계화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평가준거 

초안을 작성함에 있어 평가준거를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세 단

계 위계적 요소로 구조화 하였다. 

4. 평가준거 시험적 사례 적용 단계

상대적 중요도가 산정된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준거 요소들이 지닌 실

제적 의미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를 한 개 대학에 적용하는 단계이다. 적

용 대상은 연구자가 접근 가능한 국내 한 개 대학 의예과 교육과정으로 

지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도출된 평가준거를 통해 교육과정에 관한 평

가를 진행하여 평가준거 요소들이 각각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유추하

였다. 

B. 연구방법

1. 문헌연구

교육과정, 교육과정 평가, 의예과 교육과정 등에 대한 기본 개념을 비

롯하여 평가준거, 평가영역, 평가지표 등의 특성, 목적 등을 규명하고 평

가준거 구안 단계에서 필요한 이론적 배경과 실제 교육과정 평가준거 사

례 등을 위하여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문헌연구 결과를 토대로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준거 초안을 개발하였다. 

대다수의 교육과정 평가준거 개발 연구에서는 평가준거 추출 방법으로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영역을 분석하고,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평가준거를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Medley 

et al, 1984). 의예과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준거는 전무한 상황이므로 

의학 이외에 다른 학문 분야의 교육과정 평가준거를 먼저 검토하고 이를 

의예과 교육과정의 맥락에 맞게 개발하는 작업이 필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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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가 협의

문헌연구를 통해 도출된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준거 초안의 타당성 확

보를 위하여 의학교육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 중 교육학 전공자 1명, 

의학교육학 전공자 1명, 의학 전공자 1명의 전문가 검증을 실시하였다. 

전문가 협의에서는 평가준거들 간의 개념적 대등성, 내용 중복 여부, 용

어 및 표현의 적절성, 정확성, 평가준거에 미반영된 부분에 대한 추가 

의견 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최종적인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준거 

초안을 도출하였다. 

3. 델파이 조사

델파이 조사 방법은 ‘두 사람의 판단이 한 사람의 판단보다 정확하

다’는 가정에서 출발된 방법으로, 한 사람의 전문가보다는 전문가 집단

을 활용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는 교육학 연구에

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연구방법이며, 교육발전의 미래 예측, 교육목적 

및 목표 설정, 교육과정 개발, 교육문제 해결, 교수방법 개발 등 다양한 

연구목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수집하고 종합하여 집단적 판단으로 결과

를 도출해내는데 활용된다. 델파이 절차는 여론조사와 협의회의 장점을 

결합시킨 것으로 절차의 반복 및 통제된 피드백, 패널의 익명성, 통계적 

집단의 반응 등 세 가지 특성을 갖는다(이종성, 2001). 

교육과정 평가준거 개발에 관한 연구는 다수 존재하나(강경종, 2006; 

강진아, 2013; 김석우 외, 2012; 김옥남, 2007; 박혜림, 2007; 송달용 

외, 2008; 이화진, 2011; 황영준, 2005),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준거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평가준거의 도출 및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의 직관적 판단에 의거하여 종합적인 결과

를 도출하는 델파이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a. 델파이 패널 구성

델파이 패널 선정을 위해서는 먼저 전문성 영역을 결정한 후 각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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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문가를 선택하여야 한다(이화진, 2011). 본 연구에서는 전문성 영

역을 교육학, 의학교육학, 의학 전공자와 의학교육 혹은 비의학교육 분

야 종사자로 구분하여 교육학 전공자/비의학교육 분야 종사자, 교육학 

전공자/의학교육 분야 종사자, 의학교육학 전공자/의학교육 분야 종사자, 

의학 전공자/의학교육 분야 종사자 총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패널 선

정을 하였다. 의학교육 분야의 특성상 의학 전공자이면서 의학교육 분야

에 종사하는 전문가가 다수를 차지하였고, 현재 국내에 의학교육학 학위 

취득자가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전문성 영역에 따른 패널 비

율에 차이가 존재하였다. 전화 혹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본 연구의 패널 

참여 의사를 확인하였으며, 1차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기 전 e-mail을 

통해 델파이 자문위원 승낙서를 수합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패널 인

원 및 각 델파이 조사별 응답 인원은 <표 Ⅲ-1>과 같다. 

전문성 영역 선정 인원
델파이 조사 응답 인원

1차 2차 3차

1 교육학 전공자, 비의학교육 분야 종사자 7명 2명 2명 2명

2 교육학 전공자, 의학교육 분야 종사자 7명 5명 4명 5명

3 의학교육학 전공자, 의학교육 분야 종사자 1명 1명 1명 1명

4 의학 전공자, 의학교육 분야 종사자 17명 13명 13명 11명

합 계 32명 21명 20명 19명

<표 Ⅲ-1> 전문성 영역별 델파이 패널 선정 및 응답 인원

총 세 차례에 걸친 조사 중 2명을 제외한 모든 패널은 최소 두 차례 

이상 참여하였으며, 2차 델파이 중간 이탈자 2명, 3차 델파이 중간 이탈

자 3명으로 비교적 동일한 수의 패널이 지속적으로 본 조사에 참여하였

음을 알 수 있다. 또한, 3차 델파이 조사의 경우, 평가준거의 상대적 중

요도를 산정을 위한 적정 전문가 수는 전문가가 해당 분야의 대표성을 

띌 경우 최소 10~15명이면 충분하다고 한 것을 근거로(Saaty,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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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영역 No. 이름 전공 학력

경력
델파이 조사 

응답 여부

소속
재직

기간
1차 2차 3차

교육학 

전공자, 

비의학교육 

분야 종사자

1 OOO 교육학 박사 OO대학교 9년 ○ ○ ○

2 OOO 교육학 박사 OO개발원 5년 ○ ○ ○

교육학 

전공자, 

의학교육 

분야 종사자

3 OOO 교육학 박사 OO대학교 4년 ○ ○ ○

4 OOO 교육학 박사 OO대학교 1년 ○ ○ ○

5 OOO 교육학 박사 OO대학교 14년 ○ × ○

6 OOO 교육학 박사 OO대학교 3년 ○ ○ ○

7 OOO 교육학 박사 OO대학교 8년 ○ ○ ○

의학교육학 

전공자, 

의학교육 

분야 종사자

8 OOO
의학

교육학
박사 OO대학교 1년 ○ ○ ○

의학 전공자, 

의학교육 

분야 종사자

9 OOO 의학 박사 OO대학교 2년 ○ ○ ○

10 OOO 의학 박사 OO대학교 6년 ○ ○ ○

11 OOO 의학 박사 OO대학교 6년 ○ × ×

12 OOO 의학 박사 OO대학교 3년 ○ ○ ○

13 OOO 의학 박사 OO대학교 20년 ○ ○ ○

14 OOO 의학 박사 OO대학교 14년 ○ ○ ○

15 OOO 의학 박사 OO대학교 10년 ○ ○ ○

16 OOO 의학 박사 OO대학교 20년 ○ ○ ○

17 OOO 한의학 박사 OO대학교 5년 ○ ○ ○

18 OOO 의학 박사 OO대학교 9년 × ○ ×

<표 Ⅲ-2> 최종 선정된 델파이 패널 현황

3차 델파이 조사에 19명이 참여한 것은 충분한 인원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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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영역 No. 이름 전공 학력

경력
델파이 조사 

응답 여부

소속
재직

기간
1차 2차 3차

19 OOO 의학 박사 OO대학교 7년 ○ ○ ○

20 OOO 의학 박사 OO대학교 6년 ○ ○ ×

21 OOO 의학 박사 OO대학교 17년 ○ ○ ○

22 OOO 의학 박사 OO대학교 18년 ○ ○ ○

합 계 21 20 19

b. 델파이 조사 도구 개발

일반적으로 델파이 조사에서 1차 조사 도구는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

하고, 2차 조사 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을 실시하나, 교육과정 평가준거 

개발의 경우, 전문가들로부터 하나의 종합적인 관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실시한다는 점에서 1차 조사에 구조화된 설문을 실시하여 효율성을 높

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전문가 협의를 거쳐 평가준

거 초안을 마련하였고, 해당 초안을 기반으로 각각의 평가항목 및 평가

지표에 대한 중요도, 타당성, 상대적 중요도 등을 측정 및 산정하는 델

파이 조사 도구를 작성하였다([부록 1,2,3] 참조). 1차, 2차 델파이 조

사 도구는 평가준거 요소(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의 타당성을 검

토하기 위한 것이며, 반응 척도는 리커트식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3차 

조사 도구는 각 요소별 상대적 중요도를 산정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으며, 

Saaty(2000)의 척도(Saaty’s rating-scale method)를 사용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 도구는 문헌연구와 전문가 협의를 거쳐 완성된 평가

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각각의 중요도 및 타당성에 대하여 응답하도

록 제작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 도구에는 1차 델파이 결과가 반영된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와 함께 각각의 중위수(median), 사분범위

(quartile range)를 제시하여 수정된 각 요소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시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응답이 중앙값과 사분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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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를 밝히도록 제작하였다. 

3차 델파이 조사 도구에서는 1차와 2차에 걸친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확정된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준거를 제시하였다. 3차 도구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산정하기 위

하여 계층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제작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들을 각각 일련의 계층으로 구성하였다.

c.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모든 델파이 조사 도구는 각 회차별로 e-mail을 통해 패널들의 응답 

및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1, 2, 3차 델파이 조사 기간 및 방법은 <표 Ⅲ

-3>과 같다. 

조사 단계 조사 기간 조사 방법

1 1차 델파이 조사 2014. 8. 8 ~ 8. 20 e-mail

2 2차 델파이 조사 2014. 8. 28 ~ 9. 12 e-mail

3 3차 델파이 조사 2014. 9. 16 ~ 9. 24 e-mail

<표 Ⅲ-3> 델파이 조사 기간 및 방법

델파이 조사를 통해 수집된 결과로 MS-Excel 2010을 통해 평균, 표

준편차, 최빈값, 중앙값, 사분범위 등 기술통계와 집중경향치를 도출하였

고, 평가준거 각 요소들의 타당도 분석을 위하여 내용타당도 비율(CVR; 

content validity ratio)을 구하였다. 내용타당도는 특정 항목이 측정하

려고 하는 대상이나 내용을 대표하고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일반

적으로 내용 전문가가 논리적 사고와 분석 과정을 통해 해당 항목이 측

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를 판단함으로써 평가된

다. 이는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수량화되지는 않지

만, 평정자간 합치도를 응용한 모형을 활용하여 내용타당도 비율(CVR)

을 산출할 수도 있다. 특정 문항을 타당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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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의 50% 이상일 때 해당 문항은 내용타당도를 가지고 있으며, 타당

하다고 응답한 패널 수가 50%보다 적을 때 CVR은 음수이고, 50%일 

때 CVR은 0, 100%일 때 CVR은 1.00이 된다. 이 때 델파이 조사에 참

여한 패널 수에 따라 유의도 0.05 수준에서 CVR 최소값이 정해지는데, 

전문가 패널 수에 따른 최소값 이상의 값을 가진 항목들만이 내용타당도

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Lawshe, 1975; 이윤조, 2009; 이화진, 

2011 재인용). 이에 본 연구에서는 CVR을 산출하여 평가준거가 의예과 

교육과정을 평가함에 있어 어느 정도 충실하게 측정하고 있는지 분석하

였다.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는 CVR 최소값은 응답한 패널 수에 따라 다

른데, 본 연구에서는 1차 조사에 응답한 전문가 패널 수가 21명이므로 

CVR이 0.40 이상인 항목, 2차 조사에 응답한 패널 수는 20명이므로 

CVR이 0.42 이상인 항목이 내용타당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CVR 산

출 공식은 다음과 같다(Lawshe, 1975). 

Ne – N/2
=내용타당도 비율 : (CVR)

N/2

(N: 응답자 수, Ne: 리커트 4-‘타당함’ 또는 리커트 5-‘매우 타당함’ 응답 빈도 

수)

4. 계층 분석 방법

계층 분석 방법은 의사결정의 전 과정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분석함으로써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이르는 의사결정방법이다(Saaty, 

2000). 이는 평가 기준을 계층적 구조로 만들어 전체 구조를 구성하는 

요소 간의 비교행렬을 작성하고 짝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통해 

상대적 중요도를 계산함으로써 평가자의 지식, 경험 및 직관 등을 포착

하는 의사결정과정이다. 수학적인 이론에 근거하여 상대적인 비교에 의

한 이론적용의 단순성, 명확성, 간편성, 범용성 등의 특성을 갖고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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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박치동, 2010; 이화진, 2011).

계층 분석 방법을 활용한 준거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는 방법

은 크게 집단평가방법과 수치통합방법으로 나뉜다. 집단평가방법은 전문

가들의 의견을 토의와 투표를 통해 결집하여 이를 토대로 단일 이원비교

행렬을 작성하는 방법이며, 수치통합방법은 전문가 각각의 응답을 이원

비교행렬에 수집하고 전문가 응답 전체의 평균치를 기하평균으로 통합하

여 단일 이원비교행렬을 구성하는 방법이다(고재성 & 정철영, 2006; 이

윤조, 2009).

본 연구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수치통합방법을 활용하여(송달용 & 이용환, 2008) 

최종적으로 확정된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항목, 평가영역, 평가지표 각각

의 상대적 중요도를 산정하였다. 수치통합방법을 활용한 평가준거의 가

중치 산정 과정은 먼저, 전문가 패널 각각의 응답을 이원비교행렬로 전

환하고, 동일 항목에 관한 패널 응답 값들을 기하평균하여 새로운 행렬

표를 작성한다. 해당 행렬표에서 각 열의 합을 구하고, 행렬의 각 원소

들을 해당 열의 합으로 나누어 각 열마다 1이 되도록 정규화하고 정규

화된 행렬의 각 행을 합하여 이를 평가준거 수로 나누어 평균을 구하게 

되는데, 상대적 중요도와 가중치 간에는 정비례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 평균값이 가중치가 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평가항목, 평가지표 가

중치 산정에 있어 각 계층 내에서의 국지적 가중치뿐만 아니라 상위 계

층의 가중치를 포함시켜 산정하는 복합 가중치를 함께 제시하였으며, 전

문가 패널 응답의 일관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을 함께 제시하였다. 일관성 비율의 경우, 응답자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높을수록 낮은 값이 나온다. 따라서 0에 가까운 값이 나

올수록 응답자의 일관성이 높은 것이므로 신뢰성이 높다고 해석하며, 값

이 0.1 이하이면 논리적인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Saaty(1990)가 정의한 일관성 비율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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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 지수 : CI(Consistency Index) = (λmax -  n) / (n-1)

일관성 비율 : CR(Consistency Ratio) = CI / RI

λmax : 쌍대비교를 통해 얻은 행렬의 가장 큰 고유치

n : 행렬에서의 열 혹은 행의 수

RI(Random Index) : n이 1부터 10까지 변화할 때의 난수지수

5. 시험적 사례 적용

문헌연구와 델파이 조사, 계층 분석 방법을 통해 최종적으로 도출된 

평가준거를 국내 한 개 대학 의예과 교육과정에 적용함으로써 평가준거

의 각 요소들이 실제적으로 적용되었을 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유추

하였다.

평가대상은 연구자가 접근 가능한 국내 S대학 의예과 교육과정으로 

선정하였으며, 2014학년도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평가준거를 적용하였

다. 평가자는 해당 교육과정 개발,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의예과 담당 

교수 중 2명을 선정하였으며, 평가도구는 e-mail로 발송하여 회신을 받

았다. 본 연구에서 평가지표별 평가내용, 평가질문은 개발되었으나 각 

지표에 관한 평가기준, 평가척도 등은 개발되지 않은 것을 고려하여 평

가 평정의 용이성을 위해 평가 도구의 모든 평가질문에 5점 척도를 사

용하였다([부록 4] 참조). 평가 점수 산출을 위하여 평가지표에 산정된 

복합적 가중치를 문항별 가중치로 간주하였고, 문항별 최고점은 문항별 

가중치에 응답 최고점인 5점을 곱한 값으로 하였다. 문항별 점수는 문항

별 응답과 응답자 수를 곱한 값들의 총합을 응답자 수로 나눈 값에 각 

문항별 가중치를 곱한 값으로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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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별 가중치 = 평가지표별 복합적 가중치

문항별 최고점 = 문항별 가중치 × 응답 최고점(5점)

문항별 점수 =
∑ (문항별 응답 × 응답자 수)

× 문항별 가중치
응답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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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분석

교육

목적

(목표)

개발

(계획/

설계)

지원

체제
운영

성과

(결과)

개선

체제

배호순 외

(1997)
○ ○ ○

김재복

(1998)
○ ○ ○

<표 Ⅳ-1> 대학 교육과정 평가영역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Ⅳ. 연구결과

A.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준거 초안 개발 결과

1. 평가영역 개발

Medley 외(1984)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과정 평가영역들을 추출하여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평가영역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평가영역은 평가준거 요소 중 가장 상위 단계에 

위치하는 요소로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준거 개발의 첫 단계에 해당한다. 

박혜림(2007)은 교육과정 평가준거와 관련된 여러 선행연구에서 교육과

정 평가영역을 연구자별로 추출하여 제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고등교

육과정과 관련된 평가영역을 추가적으로 추출하여 종합적으로 제시하였

다. <표 Ⅳ-1>은 박혜림(2007)이 제시한 연구자별 교육과정 평가영역

에 고등교육과정에 관한 선행연구의 평가영역을 추가한 것이다. 그 결과 

고등교육과정 평가영역은 요구분석, 교육목적(목표), 개발(계획/설계), 

지원체제, 운영, 성과(결과), 개선 체제 총 7가지로 분류되며, 그 중 개

발(계획/설계), 운영, 성과(결과)를 평가영역으로 설정한 선행연구가 다

수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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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분석

교육

목적

(목표)

개발

(계획/

설계)

지원

체제
운영

성과

(결과)

개선

체제

최호성

(1998)
○ ○ ○ ○

권기욱

(2001)
○ ○ ○ ○ ○

이윤조

(2009)
○ ○ ○ ○

이화진

(2011)
○ ○ ○ ○

자료: 박혜림. (2007). 대학 교양교육과정의 평가 영역 및 준거 개발 연구. (국내박사학

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서울. p.60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과정의 진행과정에 의거한 평가 논리 체계

가 교육과정의 속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표 Ⅳ

-1>과 같이 교육과정 평가영역 개발에 있어 개발(계획/설계), 운영, 성

과(결과) 영역을 관련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영역을 교육과

정의 진행과정에 따라 개발, 운영, 성과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2. 평가영역별 평가항목, 평가지표 구안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영역은 교육과정의 진행과정 및 관련 선행연구 

분석 결과에 따라 개발, 운영, 성과 영역으로 설정되었으며, 각 평가영역

에 포함될 평가항목 선정을 위하여 교육과정 평가준거와 관련된 선행연

구 중 본 연구에서의 평가항목 위계 수준과 일치하는 항목들을 분석하였

다(<표 Ⅳ-2> 참조). 교육인적자원부(2004)는 대학원 평가지표의 평가

영역으로 교육목적, 교육과정, 수업, 학생, 질 개발 체계를 제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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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

자원부

(2004)

학교교육

과정평가

연구회 

외

(1997)

한국대학

교육협의

회 외

(2012)

한국

의학교육

평가원

구자억

(2013)

황영준

(2005)

평가항목 

설정

평가

영역

교육목

적

1. 

교육목적

개발 

평가

교육과

정

학교교

육과정 

기본 

계획

교육과

정

교육과

정 

개요

교육과

교육과

정 및 

교수학

습

교육과

정
2. 

교육과정

<표 Ⅳ-2> 교육과정 평가항목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및 평가항목 설정

학교교육과정평가연구회 외(1997)는 학교교육과정 평가영역으로 학교교

육과정 개발과 연구, 학교교육과정 기본 계획, 교과교육과정 및 학습지

도, 특별활동과 방과후 교육활동, 학교교육과정 지원체제를 제시하였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외(2012)는 ‘교육’ 평가영역에 교육과정, 교수・
학습, 학사관리, 교육성과를 평가부문으로 제시하였으며, 한국의학교육평

가원에서는 ‘기본의학교육과정’ 평가영역에 교육과정 개요, 교육과정 

개발과 지원,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 학업성취 평가, 교육과정 평가와 개

선 평가부문을 제시하였다. 구자억(2013)은 학교평가지표의 영역으로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교육경영, 교육성과, 만족도를 제시하였고, 황영

준(2005)은 평가영역으로 교육과정, 수업, 교수, 학생, 교육여건 및 지

원체제를 제시하였다. 

선행연구 분석 결과를 토대로 두 명 이상의 연구자가 제시하였거나 앞

서 논의한 의예과 교육과정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것들을 평가항목으

로 추출하였으며, 전문가 협의를 거쳐 7개 평가항목을 선정하였다. 의예

과 교육과정 평가준거 초안으로 선정된 7개 평가항목은 교육목적, 교육

과정, 수업 운영, 학사관리, 교육성과, 자체평가, 만족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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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

자원부

(2004)

학교교육

과정평가

연구회 

외

(1997)

한국대학

교육협의

회 외

(2012)

한국

의학교육

평가원

구자억

(2013)

황영준

(2005)

평가항목 

설정

평가

영역

정 

개발과 

지원

교육과

정 

구성과 

운영

수업 교과교

육과정 

및 

학습지

도

학교교

육과정 

지원체

제

교수・
학습

교육과

정 및 

교수학

습

수업

3. 수업 

운영

운영 

평가

학생 학사관

리

교육 

여건 

및 

지원체

제

4. 

학사관리

교육성

과

학업성

취 

평가

교육성

과
5. 

교육성과

성과 

평가
질 

개발 

체계

교육과

정 

평가와 

개선

6. 

자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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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

자원부

(2004)

학교교육

과정평가

연구회 

외

(1997)

한국대학

교육협의

회 외

(2012)

한국

의학교육

평가원

구자억

(2013)

황영준

(2005)

평가항목 

설정

평가

영역

만족도 7. 

만족도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영역은 개발, 운영, 성과 영역으로 설정되었으며, 

각 평가영역별로 개발 평가영역에 교육목적, 교육과정, 운영 평가영역에 

수업운영, 학사관리, 성과 평가영역에 교육성과, 자체평가, 만족도 항목

이 포함되었다. 7개의 평가항목에 포함되는 평가지표 선정을 위하여 교

육과정 평가준거와 관련된 선행연구 중 본 연구에서의 평가지표 위계 수

준과 일치하는 항목들을 분석하였다. <표 Ⅳ-3>은 개발 평가영역의 평

가항목인 교육목적,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평가지표들을 분석한 것으로 9

개 연구(교육인적자원부, 2004; 학교교육과정평가연구회 외, 1997; 한

국대학교육협의회 외, 2012; 한국의학교육평가원, 2012; 구자억, 2013; 

박혜림, 2007; 이윤조, 2009; 이화진, 2011; 황영준, 2005)의 평가지

표를 분석하여 10개의 평가지표를 도출하였다. 

선행연구 분석 결과를 토대로 두 명 이상의 연구자가 제시하였거나 앞

서 논의한 의예과 교육과정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것들을 개발 평가

영역의 평가지표로 추출하였으며, 전문가 협의를 거쳐 교육목적 항목에 

4개, 교육과정 항목에 6개 지표를 선정하였다. 교육목적 항목에 포함되

는 평가지표는 ‘교육목적/교육목표의 명확성’, ‘교육목적/교육목표의 

적절성’, ‘교육목적/교육목표의 합리적인 설정방법’, ‘교육목적/교육

목표 인지’이고, 교육과정 항목에 포함되는 평가지표는 ‘교육과정 내

용의 타당성’, ‘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 ‘교양교육과정 편성’, 

‘전공교육과정 편성’, ‘의학 지식 습득 전 기초의과학 교육과정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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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교육인적자원부

(2004)

학교교육과정

평가연구회 외

(1997)

한국대학교육

협의회 외

(2012)

한국의학교육

평가원

1. 

교육목적

교육목적의 체

계성

교육목적과 실

제의 적합성

교육목적의 독

자성

교육목적의 학

문적・사회적 

적절성

교육목적 설정

방법의 적절성

교육목적의 달

성 정도

학교교육목표

의 적절성

학교교육목표

의 내적 일관

성, 독특성, 실

현 가능성

학교교육목표

에 대한 구성

원의 인지 정

도 및 공감도

교육목적의 적

절성

대학이념・교

육목적・교육

목표의 체계성

교육목적 내용

의 학문적・사

회적 적절성

교육목표 내용

의 구체성

교육목적의 홍

보: 대학구성

원의 인지를 

위한 노력, 교

육목적의 대외 

홍보 노력

교육이념 및 

특성이 반영된 

교육목적과 교

육목표를 가지

고 있는가?

교육목표는 구

성원들에게 잘 

인지되어 있으

며, 대학은 교

육목표 인지도

를 높이기 위

해 적절한 노

력을 하고 있

는가?

2. 

교육과정

전공필수 과목

의 적절성

졸업요구 이수

학점수의 적절

성

전공교과 개설

교육과정 편제

의 타당성

교과목 편성의 

균형성

인성 교육에 

대한 계획과 

교육과정 편제

의 적절성

교양교육과정

의 적절성

전공교육과정

의 적절성

교육과정은 교

육목표와 졸업

성과를 달성하

기 위하여 적

절한가?

교육목표와 졸

<표 Ⅳ-3> 교육과정 평가지표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및 ‘개발 평가’ 영역의 

평가지표 설정

성’, ‘인성 함양을 위한 교양교육과정 편성’이다. 또한, 앞서 문헌연

구를 통해 도출된 의예과 교육과정의 특징 두 가지를 각각 ‘교육과정 

편성’ 항목에 ‘2.5 의학 지식 습득 전 기초의과학 교육과정 편성’과 

‘2.6 인성 함양을 위한 교양교육과정 편성’ 지표로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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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체계성

전공필수와 선

택비율의 적절

성

전공교과의 학

문적 참신성

교육목적과 교

육과정의 연계

성

교육과정 개선

노력의 타당성

교육내용에 대

한 학생의 만

족도

실천의 적절성 전공교육 내실

화를 위한 노

력

업성과를 달성

하기 위한 기

초의학, 임상

의학 교육내용

은 적절한가?

평가항목 구자억(2013) 박혜림(2007) 이윤조(2009) 이화진(2011)

1. 

교육목적

교양교육목표

의 대학 교육

목적과의 일관

성

교양교육목표

의 교양교육 

본질 반영의 

충실성

교양교육목표

의 명확성, 달

성 가능성

목적의 명확성

목표의 균형성

교육과정 목적

의 적절성

교육과정 목표

의 명확성

교육과정 목표

의 포괄성

2. 

교육과정

특색 있는 교

육과정 편성·

운영의 충실도

교과목 구성의 

타당성

교과목 구성 

비율의 적절성

교과목 분량 

및 학점수의 

적절성

비서학 교육내

용 영역별 교

육내용 선정의 

적합성

비서학 교육내

용 영역별 교

과목 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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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내용 

구성의 적절성

적절성

교양교과 및 

전문교과 편성

의 적절성

평가항목 황영준(2005) 평가지표 설정

1. 

교육목적

1.1 교육목적/교육목표의 명확성

1.2 교육목적/교육목표의 적절성

1.3 교육목적/교육목표의 합리적인 설정방법

1.4 교육목적/교육목표 인지

2. 

교육과정

교육과정 편성

의 적절성

교육과정 운영

의 적절성

교육과정 개선 

노력과 실적

2.1 교육과정 내용의 타당성

2.2 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

2.3 교양교육과정 편성

2.4 전공교육과정 편성

2.5 의학 지식 습득 전 기초의과학 교육과정 편성

2.6 인성 함양을 위한 교양교육과정 편성

<표 Ⅳ-4>는 운영 평가영역의 평가항목인 수업 운영, 학사관리에 해

당하는 평가지표들을 분석한 것으로 8개 연구(교육인적자원부, 2004; 

학교교육과정평가연구회 외, 1997;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외, 2012; 한국

의학교육평가원, 2012; 박혜림, 2007; 이윤조, 2009; 이화진, 2011; 황

영준, 2005)의 평가지표를 분석하여 11개의 평가지표를 도출하였다. 선

행연구 분석 결과를 토대로 두 명 이상의 연구자가 제시하였거나 앞서 

논의한 의예과 교육과정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것들을 운영평가영역

의 평가지표로 추출하였으며, 전문가 협의를 거쳐 수업 운영 항목에 4

개, 학사관리 항목에 7개 지표를 선정하였다. 수업 운영 항목에 포함되

는 평가지표는 ‘교수능력 개발’, ‘교수방법 다양화’, ‘교수방법의 

적합성’, ‘학습평가 방법의 적합성’이고, 학사관리 항목에 포함되는 

평가지표는 ‘수업계획서 체계성’, ‘수업 단위 규모의 적절성’, ‘수

업 관리’, ‘강의평가 내용 및 과정’, ‘강의평가 활용’, ‘성적우수

자 및 학사경고자 관리’, ‘교육과정 운영 및 관리 위원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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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교육인적자원부

(2004)

학교교육과정평가연구회 

외

(1997)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외

(2012)

3. 수업 

운영

수업계획서를 작성・
배포한 강좌 비율

강의 내용의 충실도

교수방법의 적절성

교재의 질적 수준의 

적절성

전공과목 수업내용의 

적절성

학습 자료의 적절성

강좌당 수강 학생 수

의 적절성

학습평가 방법의 다

양성

교과별 평가방법의 

적절성・다양성

평가 관리의 공정성

평가결과 활용 방식

의 적절성

평가방법의 개선을 

위한 노력의 적절성

교과학습 성취도와 

발전의 정도

교수방법 개발을 위

한 대학의 노력 정도

교수방법의 다양화를 

위한 교수들의 노력 

정도

강의평가 내용 및 과

정의 적절성

강의평가 결과 활용

의 적절성

학습평가 내용 및 방

법의 타당성

전체 교양강좌 중 상

대평가 실시 강좌의 

비율

4. 

학사관리

학교교육과정위원회

의 구성과 활동: 구성

원의 균형성, 운영의 

적절성, 관련자 의견

수렴을 위한 노력의 

적절성

수업계획서 내용의 

충실성

수업관리의 엄정성

수업단위 규모의 적

절성

학적관리의 엄정성

수업우수자에 대한 

대학의 동기유발책의 

적절성

학사경고자에 대한 

추후지도의 적절성

평가항목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박혜림(2007) 이윤조(2009)

3. 수업 효과적인 교육과정을 교양교육과정 평가 다양한 교수・학습방

<표 Ⅳ-4> 교육과정 평가지표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및 ‘운영 평가’ 영역의 

평가지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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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운영하기 위해 다양

한 교육방법을 개발

하여 적용하고 있는

가? 

대학은 시기별 학습

성과 또는 졸업성과

에 바탕을 둔 학업성

취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그 

방법은 적절한가? 

활동 및 결과 반영의 

적절성/충실성

교수의 능력 개발 프

로그램의 적절성

법의 적절한 활용

프로그램 진행자의 

전문성

프로그램 진행 중 교

수・학습자료 및 전

달 매체의 적절한 활

용

4. 

학사관리

교육과정 개선과 관

리를 담당하는 교육

관련 위원회의 활동

은 적절한가?

교양교육과정 운영 

과정 모니터링 활동

의 충실성

수강 규모(인원)의 

적절성

강의 평가 결과의 우

수성 및 향상 정도

강의 평가의 타당성

평가항목 황영준(2005) 이화진(2011) 평가지표 설정

3. 수업 

운영

수업 운영의 충실성

강의 평가와 활용

교수 확보와 능력 개

발

전임교수의 능력 개

발 실적

교수자료 개발의 체

계성

교수자료의 수업 활

용성

교수학습 계획의 실

행 정도

교수학습활동의 효율

적 방법 제시 정도

3.1 교수능력 개발

3.2 교수방법 다양화

3.3 교수방법의 적합성

3.4 학습평가 방법의 적

합성

4. 

학사관리

4.1 수업계획서 체계성

4.2 수업 단위 규모의 

적절성

4.3 수업 관리

4.4 강의평가 내용 및 

과정



- 42 -

4.5 강의평가 활용

4.6 성적우수자 및 학사

경고자 관리

4.7 교육과정 운영 및 

관리 위원회

평가항목

학교교육과정

평가연구회 외

(1997)

한국의학교육평가원 구자억(2013)

5. 

교육성과

교과학습 성취도: 

교과학습 성취도

와 발전의 정도, 

교과에 대한 학생

의 열의와 만족

도, 학생의 성취

대학은 시기별 학

습성과 또는 졸업

성과에 바탕을 둔 

학업성취도를 종

합적으로 평가하

고 있으며, 그 방

무단결석률

학업중단률

진학률

<표 Ⅳ-5> 교육과정 평가지표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및 ‘성과 평가’ 영역의 

평가지표 설정

<표 Ⅳ-5>는 성과 평가영역의 평가항목인 교육성과, 자체평가, 만족

도에 해당하는 평가지표들을 분석한 것으로 6개 연구(학교교육과정평가

연구회 외, 1997; 한국의학교육평가원, 2012; 구자억, 2013; 박혜림, 

2007; 이윤조, 2009; 이화진, 2011)의 평가지표를 분석하여 5개의 평

가지표를 도출하였다. 선행연구 분석 결과를 토대로 두 명 이상의 연구

자가 제시하였거나 앞서 논의한 의예과 교육과정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

는 것들을 성과 평가영역의 평가지표로 추출하였으며, 전문가 협의를 거

쳐 교육성과 항목에 3개, 자체평가, 만족도 항목에 각각 1개 지표를 선

정하였다. 교육성과 항목에 포함되는 평가지표는 ‘교육목적/교육목표 

도달 여부에 대한 판단’, ‘의학과 진학률’, ‘학업중단율’이고, 자체

평가 항목에 포함되는 평가지표는 ‘교육과정 자체평가’, 만족도에 포

함되는 평가지표는 ‘교육만족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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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 교사의 

성취감

법은 적절한가? 

6. 

자체평가

대학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전반

적인 평가를 실시

하고 있으며, 개

선에 활용하고 있

는가?

7. 만족도 학생의 만족도

평가항목 박혜림(2007) 이윤조(2009) 이화진(2011) 평가지표 설정

5. 

교육성과

5.1 교육목적/

교 육 목 표 

도달 여부

에 대한 판

단

5.2 의학과 진

학률

5.3 학업중단

율

6. 

자체평가

6.1 교육과정 

자체평가

7. 만족도

학생, 교수의 교

양교육과정 만족

도

학습자, 교사, 학

부모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만족

도 평가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 결과의 환류

학 습 자 의 

교 육 과 정 

편성에 대

한 만족도

학 습 자 의 

교 육 과 정 

운영에 대

한 만족도

7.1 교육만족

도

문헌연구,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개발된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초안은 <표 Ⅳ-6>과 같으며, 평가영역 3개, 평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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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개발 평가

1. 교육목적

1.1 교육목적/교육목표의 명확성

1.2 교육목적/교육목표의 적절성

1.3 교육목적/교육목표의 합리적인 설정방법

1.4 교육목적/교육목표 인지

2. 교육과정

2.1 교육과정 내용의 타당성

2.2 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

2.3 교양교육과정 편성

2.4 전공교육과정 편성

2.5 의학 지식 습득 전 기초의과학 교육과정 편성

2.6 인성 함양을 위한 교양교육과정 편성

운영 평가

3. 수업 운영

3.1 교수능력 개발

3.2 교수방법 다양화

3.3 교수방법의 적합성

3.4 학습평가 방법의 적합성

4. 학사관리

4.1 수업계획서 체계성

4.2 수업 단위 규모의 적절성

4.3 수업 관리

4.4 강의평가 내용 및 과정

4.5 강의평가 활용

4.6 성적우수자 및 학사경고자 관리

4.7 교육과정 운영 및 관리 위원회

성과 평가

5. 교육성과

5.1 교육목적/교육목표 도달 여부에 대한 판단

5.2 의학과 진학률

5.3 학업중단율

6. 자체평가 6.1 교육과정 자체평가

<표 Ⅳ-6> 문헌연구, 전문가 협의에 의한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준거 초안

목 7개, 평가지표 26개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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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7. 만족도 7.1 교육만족도

평가항목 평가지표별 평가질문 및 내용

1
교육

목적

1.1 교육목적/교육목표의 명확성

평가

질문
의예과 교육목적/교육목표가 명확하게 진술되었는가?

평가

내용

대학이념, 대학의 교육목적/교육목표와 의예과 교육목적/교육목표의 

연계성, 의예과 교육목적/교육목표와 교과과정의 연계성, 의예과 교육

목적/교육목표의 명료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함.

1.2 교육목적/교육목표의 적절성

평가

질문

의예과 교육목적/교육목표는 학문적・사회적・개인적 측면에서 적절

한가?

평가

내용

의예과 교육목적/교육목표가 아래의 측면들을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를 평가함.

학문적 측면: 지식정보화사회, 고도산업기술사회, 새로운 학문적 조

류, 첨단과학 지식과 기술, 기본기능(skill) 및 기초과정(process) 

숙달, 지적 능력의 개발, 직업교육(생애계발교육), 의예과 교육의 

방향성(인격 형성을 위한 교양교육, 의학을 위한 기초과학 교육, 

의학교육 상에서의 연속성 등) 등

사회적 측면: 지역사회의 여건과 요구, 국가・인류사회의 여건과 

요구 등

개인적 목적: 정서적・신체적으로 윤택한 삶, 창의력과 심미적 표

현, 자아실현 등

<표 Ⅳ-7> 문헌연구, 전문가 협의에 의한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지표별 평가질

문, 평가내용 초안

개발된 평가준거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행연구들을 참고

하여 <표 Ⅳ-7>와 같이 평가지표 각각에 대한 평가질문, 평가내용을 구

체적으로 기술하여 평가지표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델파이 패널에게 

명확하게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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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평가지표별 평가질문 및 내용

1.3 교육목적/교육목표의 합리적인 설정방법

평가

질문

의예과 교육목적/교육목표 수립을 위하여 교육 관련 위원회 등을 통

해 여러 의사결정 단계를 거쳐 구성원들의 합의 하에 수립되었는가?

평가

내용

의예과 교육목적/교육목표 수립을 위하여 교육과 관련된 위원회 개최

를 통해 구성원들의 합의가 여러 논의 및 의사결정 단계를 거쳐 이루

어졌는지 중심으로 평가함.

1.4 교육목적/교육목표 인지

평가

질문

의예과 교육목적/교육목표에 대하여 의예과 교직원, 학생의 인식 수

준이 높은가?

평가

내용

의예과 교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의예과 교육목적/교육목표를 홍보한 

실적, 인지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등을 중심으로 평가함.

2
교육

과정

2.1 교육과정 내용의 타당성

평가

질문

의예과 교육과정은 의예과 교육의 방향성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성

되어 있는가?

평가

내용

예비 의학도로서의 갖추어야 하는 바람직한 인성 함양을 위한 교양교

육, 의학 입문을 위한 기초의과학(basic medical sciences) 교육, 전

체 의학교육과정 상에서의 연속성 등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내용의 타

당성을 평가함.

2.2 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

평가

질문

의예과 교육과정의 교양, 전공 편성이 교육목적/교육목표에 비추어 

적절한가?

평가

내용

교육목적/교육목표에 따른 교육과정 편의 적절성, 졸업이수학점의 적

절성, 교육과정 편성 비율(교양-전공, 필수-선택)의 적절성 등을 중

심으로 평가함.

2.3 교양교육과정 편성

평가

질문
의예과 교양교육과정 편성은 적절한가?

평가

내용

교양교육과정 필수, 선택과정 편성 비율의 적절성, 바람직한 인성 함

양을 위한 교양교육 강화 노력, 전공 기초소양 함양을 위한 교양교육 

강화 노력, 학문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한 교양 교과목 개설 노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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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심으로 평가함.

2.4 전공교육과정 편성

평가

질문
의예과 전공교육과정 편성은 적절한가?

평가

내용

전공교육과정 필수, 선택과정 편성 비율의 적절성, 개설 전공 교과목

의 참신성, 전공 교과목 개설의 체계성, 학과 차원에서 이루어진 전공

교육 내실화 노력 및 성과 등을 중심으로 평가함.

2.5 의학 지식 습득 전 기초의과학 교육과정 편성

평가

질문

의학 지식 습득 전 갖추어야 할 기초의과학(basic medical 

sciences)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는가?

평가

내용

의학 지식 습득 전 갖추어야 할 기초의과학(basic medical 

sciences) 교과목의 개설 현황 및 필수 교과목 내에서 차지하는 비

율을 중심으로 평가함.

2.6 인성 함양을 위한 교양교육과정 편성

평가

질문

예비 의학도로서 갖추어야 하는 바람직한 인성 함양을 위한 교양 교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가?

평가

내용

예비 의학도로서 갖추어야 하는 바람직한 인성 함양을 위한 교양 교

과목의 개설 현황 및 필수 교과목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중심으로 

평가함.

3
수업 

운영

3.1 교수능력 개발

평가

질문

교수능력 향상을 위하여 학과 차원에서 관련 발간물 배포 및 교육 프

로그램, 워크숍 등을 시행하는가?

평가

내용

의예과 교과목 담당교수들의 교수능력 향상을 위한 학과 차원의 발간

물 제작 및 배포, 교육 프로그램 또는 워크숍 등을 시행하는지 여부

를 중심으로 평가함.

3.2 교수방법 다양화

평가

질문
의예과 필수 교과목에서 적용하고 있는 교수방법은 다양한가?

평가 의예과 필수 교과목에서 적용하고 있는 교수방법별 비율을 중심으로 



- 48 -

평가항목 평가지표별 평가질문 및 내용

내용 평가함.

3.3 교수방법의 적합성

평가

질문
교수방법(강의, 소그룹 토론, 팀프로젝트 등)의 적용이 적합한가?

평가

내용

의예과 필수 교과목에서 강의 내용에 따라 교수가 적합한 교수방법을 

적용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함.

3.4 학습평가 방법의 적합성

평가

질문
학습평가의 내용 및 방법은 적합한가?

평가

내용

의예과 필수 교과목에서 학습평가의 방법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

제물, 출석 등이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학습평가 방법이 다양한

지, 학습평가 내용이 타당한지 등을 중심으로 평가함.

4
학사

관리

4.1 수업계획서 체계성

평가

질문
수업계획서의 내용은 체계적으로 작성되었는가?

평가

내용

의예과 필수 교과목 수업계획서의 내용이 학습목표, 주별 학습내용, 

수업방법, 평가방법, 수업자료(교재), 과제, 참고문헌 등을 포함하고 

있는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함.

4.2 수업 단위 규모의 적절성

평가

질문
수업 단위의 규모는 적절한가?

평가

내용

강의 유형(이론, 이론・실험실습, 실험실습, 교양)에 따라 수업단위의 

규모가 적절한지 평가함.

4.3 수업 관리

평가

질문
수업 관리가 엄정하게 이루어지는가?

평가

내용

의예과 필수 교과목의 최근 1년간 수업 휴강률, 출석관리의 엄정성, 

수업계획서와 실제 수업의 일치도, 담당교수 전공과 담당과목의 일치

도 등을 중심으로 평가함.

4.4 강의평가 내용 및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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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질문
의예과 교과목에 대한 강의평가 내용 및 과정은 적절한가?

평가

내용

의예과 교과목에 대한 강의평가 실시 여부, 기준의 엄정성, 항목의 적

절성, 절차의 합리성, 강의평가를 위해 수집하는 자료의 타당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함. 

4.5 강의평가 활용

평가

질문
의예과 교과목에 대한 강의평가 결과 활용은 적절한가?

평가

내용

강의평가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 활용의 정도, 피평가자(교수)에

게 평가결과 피드백 여부, 평가 관련 자료들의 보관 및 관리 체계 등

을 중심으로 평가함.

4.6 성적우수자 및 학사경고자 관리

평가

질문

성적우수자 및 학사경고자에 대한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

평가

내용

성적우수자 선정 기준, 동기유발책의 적절성, 보상 기준, 학사경고자

에 대한 추후지도 프로그램의 유무, 종류, 내용의 적절성, 효과성 등

을 중심으로 평가함.

4.7 교육과정 운영 및 관리 위원회

평가

질문

의예과 교육과정 운영 및 질 관리를 위한 별도의 위원회가 존재하는

가?

평가

내용

의예과 교육과정 운영 및 질 관리를 위한 별도의 위원회가 존재하는

지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함.

5
교육

성과

5.1 교육목적/교육목표 도달 여부에 대한 판단

평가

질문

의예과 교육목적/교육목표 도달 여부에 대한 판단 준거가 존재하는

가?

평가

내용

의예과 교육목적/교육목표 도달 기준 존재 여부, 도달 기준에 부합하

는 학생 비율, 도달하지 못한 학생 대상의 지원책 등을 중심으로 평

가함.

5.2 의학과 진입률

평가 의학과 진입 비율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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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평가

내용
의학과 진입 대상인 의예과 학생의 진입 비율을 산출함.

5.3 학업중단율

평가

질문
전체 의예과 학생 중 휴학, 자퇴 학생의 비율은 어떠한가?

평가

내용
의예과 재학 중 휴학, 자퇴하는 학생의 비율을 산출함.

6
자체

평가

6.1 교육과정 자체평가

평가

질문

의예과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대한 주기적인 자체평가 실시 및 결과 

공시, 반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평가

내용

교육 관련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의예과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주기

적인 평가 및 결과 공시, 반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함.

7
만족

도

7.1 교육만족도

평가

질문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전체 의예과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

의 질 관리 및 개선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평가

내용

의예과 교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만족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

으로 교육의 질 관리 및 개선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

으로 평가함.

B.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준거 타당성 분석 결과

문헌연구, 전문가 협의를 통해 개발된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준거 초안

은 총 두 차례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통해 수정・보완되었으며, 조사 결

과에 대한 CVR 산출을 통해 평가준거 각 요소별 타당성 분석이 이루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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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평균 표준편차 최빈값 중앙값 사분범위

개발 평가 4.38 0.58 4 4 4~5 0.90

운영 평가 4.43 0.58 5 4 4~5 0.90

성과 평가 4.43 0.58 5 4 4~5 0.90

주 1) 타당성 척도: 1-전혀 타당하지 않음, 2-타당하지 않음, 3-보통, 4-타당함, 5-매우 타당함

   2) CVR은 응답한 전문가 패널 수가 21명일 경우, Lawshe(1975)에 의해 0.40 이상이면 타당

함.

<표 Ⅳ-8> 1차 델파이 평가영역 분석 결과

1.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a. 평가영역별 분석 결과

평가영역에 대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는 <표 Ⅳ-8>과 같다. 3개 평

가영역 모두 5점 척도에서 평균 4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편

차는 동일하게 0.58이었다. 최빈값의 경우 ‘개발 평가’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5-매우 타당함’에 가장 높은 응답 수를 보였으며, 

CVR은 1차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패널 수가 21명인 것을 감안

할 때 그 값이 0.40 이상인 경우 내용 타당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모든 

영역이 0.90인 것으로 보아 내용타당성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Ⅳ-9>는 평가영역에 대한 전문가 패널의 요구사항을 종합한 것

이다. 이는 크게 평가영역 전반에 관한 의견, 용어 선정, 추가되어야 할 

평가항목 혹은 평가지표 등으로 구분하였다. 전반적인 용어 사용에 있어 

모든 평가영역에 ‘평가’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것은 의미 중복에 해당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각 영역의 명칭은 ‘교육과정 개발’,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성과’로 수정되었다. 그 외 요구사항 

중 패널 2명 이상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재검토하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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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

역
평가영역에 대한 전문가 패널 의견

1차 

수정안

개발 

평가

þ 전반적 의견

≫ 해당 영역을 2단계로 구분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개발 여부보다는 개발된 교과목 내용의 적절성을 평가항목, 

평가지표로 선정하는 것이 적절함.

þ 용어 선정

≫ ‘개발’보다 ‘설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함.

þ 추가되어야 할 평가항목

≫ 교육내용에 대한 학생의 성취도 평가 개발 (시험 방식 등)

≫ 교육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학생들이 도달해야할 구체적 역량 

제시

≫ 교육철학 혹은 교육비전

þ 추가되어야 할 평가지표

≫ 교육과정 학습평가 방법의 개발

≫ 정규 교육과정 외 교외 봉사활동 프로그램 참여

≫ 비교과 과정(봉사, 사회 참여, 연구 보조 등등)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 고등학교-의예과-의학과의 연계성

≫ 교육목적의 평가지표 및 내용에서 교육목적/교육목표의 실현

(실현가능성)

≫ 교육과정 개정주기의 적절성

교육과정 

개발

운영 

평가

þ 용어 선정

≫ ‘운영’보다 ‘시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함.

þ 추가되어야 할 평가항목

≫ 수업운영에 있어 학습평가 결과 활용

교육과정 

운영

<표 Ⅳ-9> 1차 델파이 평가영역에 관한 전문가 패널 의견 종합 및 수정안

여부를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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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

역
평가영역에 대한 전문가 패널 의견

1차 

수정안

≫ 학생 생활 혹은 학생 상담

þ 추가되어야 할 평가지표

≫ 수업 지원(수업 담당 조교, 행정적 뒷받침, 공간, 인력, 예산 

등)

≫ 교육담당교수의 역할

≫ 의예과 교육 참여 교수 수

≫ 의사소통 체계

≫ 상담 및 지원체계

≫ 진로지도

≫ 입학 선발

성과 

평가

þ 전반적 의견

≫ 성과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며, 성과바탕교육과정에 

대한 평가가 아닌 경우, 일반적인 ‘평가’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함.

þ 추가되어야 할 평가항목

≫ 의예과 과정에서 습득해야 하는 기본적인 소양

≫ 교육성과(도달 여부)에 의한 교육과정 개정

≫ 의예과 교육목적과의 부합성

þ 추가되어야 할 평가지표

≫ 수업운영-교수방법에서의 학습평가 결과 활용

≫ 교육목적/교육목표 도달 여부에 의한 교육과정 개정 방안

≫ 교과목 성취도

교육과정 

성과

기타 

의견

Ÿ 개발 평가는 ‘교육과정 개발’, 운영 평가는 ‘교육과정 운

영’, 성과 평가는 ‘교육과정 성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

함.

b. 평가항목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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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영역
평가항목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평균 표준편차 최빈값 중앙값 사분범위

개발 

평가

1. 교육목적 4.48 0.66 5 5 4~5 0.81

2. 교육과정 4.24 0.87 4 4 4~5 0.81

운영 

평가

3. 수업 

운영
4.10 0.68 4 4 4~5 0.62

4. 학사관리 4.19 0.85 5 4 4~5 0.62

성과 

평가

5. 교육성과 4.14 0.71 4 4 4~5 0.62

6. 자체평가 3.71 0.70 4 4 3~4 0.33

7. 만족도 3.86 0.77 4 4 3~4 0.43

주 1) 타당성 척도: 1-전혀 타당하지 않음, 2-타당하지 않음, 3-보통, 4-타당함, 5-매우 타당함

   2) CVR은 응답한 전문가 패널 수가 21명일 경우, Lawshe(1975)에 의해 0.40 이상이면 타당

함.

<표 Ⅳ-10> 1차 델파이 평가항목 분석 결과

평가항목에 대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는 <표 Ⅳ-10>과 같다. 7개 

평가항목 중 평균 4점 이상인 항목이 5개였으며, 나머지 ‘6. 자체평

가’, ‘7. 만족도’ 항목은 각각 3.71, 3.86점이었다. 또한 ‘2. 교육

과정’, ‘4. 학사관리’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0.80 미만의 표

준편차를 보였다. CVR은 전문가 패널 수가 21명일 때 0.40 이상인 항

목을 내용 타당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6. 자체평가’ 항목의 CVR은 

0.33으로 나타나 타당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6개 항목은 타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1>은 평가항목에 대한 전문가 패널의 요구사항을 종합한 것

이다. 이는 크게 평가항목 전반에 관한 의견, 용어 선정, 추가되어야 할 

평가지표로 구분하였다. 각 항목의 명칭은 교육학용어사전에 의거하여 

선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6. 자체평가’, ‘7. 만족도’ 항

목은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항목 구분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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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평가항목에 대한 전문가 패널 의견
1차 

수정안

1. 

교육목적

þ 전반적 의견

≫ 해당 항목은 졸업역량, 시기성과와의 연계가 중요함.

þ 용어 선정

≫ ‘교육목적’보다는 ‘교육목표’로 수정하는 것이 적합함.

≫ ‘교육목적과 예과시기 성과목표’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

함.

þ 추가되어야 할 평가지표

≫ 졸업역량 혹은 의학과 교육목표와의 연계성

1. 

교육목표

2. 

교육과정

þ 전반적 의견

≫ 해당 항목을 ‘운영 평가’ 영역에 포함하거나 독립된 평

가영역으로 제시하는 것이 적절함.

þ 용어 선정

≫ ‘교육과정’은 너무 포괄적인 용어이므로 ‘교육내용’ 

혹은 ‘교육과정 내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

함.

≫ ‘교육과정과 교수학습방법’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함.

þ 추가되어야 할 평가지표

≫ 의학교육 학습 방법

2. 

교육과정 

편성

3. 수업 

운영

þ 전반적 의견

≫ 해당 항목에 평가에 대한 지표를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평가방법’을 평가항목으로 추가하는 것이 적절함.

3. 

교육방법

<표 Ⅳ-11> 1차 델파이 평가항목에 관한 전문가 패널 의견 종합 및 수정안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CVR이 0.40 이하인 ‘6. 자체평가’ 항

목은 삭제되었으며, 나머지 항목들의 명칭이 일부 수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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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평가항목에 대한 전문가 패널 의견
1차 

수정안

þ 용어 선정

≫ ‘교수법’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함.

≫ ‘교수학습’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함.

≫ ‘수업법’ 혹은 ‘교수방법’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함.

≫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함.

4. 

학사관리

þ 전반적 의견

≫ 해당 항목을 ‘성과 영역’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함.

þ 용어 선정

≫ ‘수업관리’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함.

4. 

수업관리

5. 

교육성과
의견 없음.

5. 

교육성과

6. 

자체평가

þ 전반적 의견

≫ 해당 항목은 평가지표 4.7과 연계되어야 함.

≫ 자체평가에 대한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하여 설명을 상세

히 기술할 필요가 있음.

≫ ‘6. 자체평가’와 ‘7. 만족도’ 항목의 의미 중복에 대

한 검토가 필요함.

삭제

7. 만족도

þ 전반적 의견

≫ 만족도 조사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만족도 계산법을 제시하는 경우, 이를 위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단순 설문평가 등으로 측정되는 만족도인 

경우, ‘5. 교육성과’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

료됨.

6. 

교육과정 

만족도

기타 의견

Ÿ 평가항목의 명칭을 포괄적인 단어들로 하기보다는 하위 평

가질문, 평가내용에 쓰인 단어를 반영하여 명칭을 좀 더 구

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c. 평가지표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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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영역

평가항

목
평가지표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평균

표준

편차

최빈

값

중앙

값

사분

범위

개발 

평가

1. 교육

목적

1.1
교육목적/교육목표의 

명확성
4.36 0.94 5 5 4~5 0.81

1.2
교육목적/교육목표의 

적절성
4.38 0.79 5 5 4~5 0.62

1.3
교육목적/교육목표의 

합리적인 설정방법
4.29 0.70 5 4 4~5 0.71

<표 Ⅳ-12> 1차 델파이 평가지표 분석 결과

평가지표에 대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는 <표 Ⅳ-12>와 같다. ‘1. 

교육목적’ 항목에 포함된 4개의 평가지표 모두 5점 척도에서 평균 4점 

이상이었으며, 표준편차는 0.70~0.94 범위에 포함되었다. ‘2. 교육과

정’ 항목에 포함된 6개의 평가지표 중 지표 2.2, 2.5의 평균 점수가 각

각 3.95, 3.76으로 4점 이하였으며, 표준편차는 각각 1.13, 0.81이었다. 

또한, 지표 2.5의 CVR은 0.24로 전문가 패널 수 21명일 때 0.40 이상

이어야 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3. 수업 운영’ 항목에 포함된 

4개 평가지표 중 지표 3.2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지표의 평균 점수는 4

점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평가지표의 CVR은 기준을 충족시켰다. 

‘4. 학사관리’항목에 포함된 7개 평가지표 중 지표 4.1, 4.2, 4.6은 

평균 점수가 각각 3.95, 3.76, 3.95로 4점 이하였으며, 그 중 지표 4.2, 

4.6은 CVR이 각각 0.14, 0.33으로 타당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 

‘5. 교육성과’ 항목에 포함된 3개 지표 중 지표 5.2, 5.3은 평균 점수

가 각각 3.71, 3.57이었으며, CVR은 0.24, -0.14로 타당성 기준에 부

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26개 평가지표 중 평균 4점 이하

인 지표는 9개였으며, 전문가 패널이 21명일 때 CVR이 0.40 이상이어

야 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표는 5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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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영역

평가항

목
평가지표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평균

표준

편차

최빈

값

중앙

값

사분

범위

1.4
교육목적/교육목표 

인지
4.10 0.75 4 4 4~5 0.71

2. 교육

과정

2.1
교육과정 내용의 

타당성
4.38 0.84 5 5 4~5 0.71

2.2
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
3.95 1.13 4 4 4~5 0.62

2.3 교양교육과정 편성 4.24 0.68 4 4 4~5 0.71

2.4 전공교육과정 편성 4.10 0.81 5 4 3~5 0.43

2.5

의학 지식 습득 전 

기초의과학 교육과정 

편성

3.76 0.81 4 4 3~4 0.24

2.6
인성 함양을 위한 

교양교육과정 편성
4.00 0.76 4 4 4 0.62

운영 

평가

3. 수업

운영

3.1 교수능력 개발 4.00 1.02 4 4 4~5 0.62

3.2 교수방법 다양화 3.90 1.02 4 4 4~5 0.52

3.3 교수방법의 적합성 4.00 0.87 4 4 4~5 0.62

3.4
학습평가 방법의 

적합성
4.38 0.58 4 4 4~5 0.90

4. 학사

관리

4.1 수업계획서 체계성 3.95 1.05 4 4 4~5 0.52

4.2
수업 단위 규모의 

적절성
3.76 1.11 3 4 3~5 0.14

4.3 수업 관리 4.10 0.87 4 4 4~5 0.52

4.4
강의평가 내용 및 

과정
4.24 0.81 5 4 4~5 0.71

4.5 강의평가 활용 4.19 0.91 4 4 4~5 0.71

4.6
성적우수자 및 

학사경고자 관리
3.95 0.90 5 4 3~5 0.33

4.7 교육과정 운영 및 4.00 0.76 4 4 4 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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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영역

평가항

목
평가지표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평균

표준

편차

최빈

값

중앙

값

사분

범위

관리 위원회

성과 

평가

5. 교육

성과

5.1

교육목적/교육목표 

도달 여부에 대한 

판단

4.38 0.58 4 4 4~5 0.90

5.2 의학과 진학률 3.71 1.03 4 4 3~4 0.24

5.3 학업중단율 3.57 0.95 3 3 3~4
-0.1

4

6. 

자체평

가

6.1 교육과정 자체평가 3.95 0.95 4 4 3~5 0.43

7. 

만족도
7.1 교육만족도 4.19 0.73 4 4 4~5 0.62

주 1) 타당성 척도: 1-전혀 타당하지 않음, 2-타당하지 않음, 3-보통, 4-타당함, 

5-매우 타당함

   2) CVR은 응답한 전문가 패널 수가 21명일 경우, Lawshe(1975)에 의해 0.40 

이상이면 타당함.

<표 Ⅳ-13>은 평가지표에 대한 1차 델파이 전문가 패널의 요구사항

을 종합한 것이다. CVR이 0.40 이하인 지표 2.5, 4.2, 4.6, 5.2, 5.3과 

다른 지표와 의미상 중복된다는 의견이 제시된 지표 2.2, 6.1은 삭제되

었고, 지표 3.2와 4.5는 각각 지표 3.3, 4.4에 통합되었으며, 지표 3.4

는 학습 성과 측면에서 ‘5. 교육성과’ 영역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

에 따라 지표 5.2로 이동하였다. 또한 새롭게 추가되어야 할 평가지표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 ‘1.5 의학과 교육목표와의 연계성’, ‘4.5 학업

성취 지원체계의 적절성’, ‘4.6 수업운영 지원체계의 적절성’, ‘5.3 

교육과정 개정의 적절성’ 총 4개 지표가 추가되었다. 평가지표간의 상

호배타성 유지와 관련된 수정사항이 있었으며, 지표 명칭에서 ‘적합

성’, ‘타당성’ 등과 같이 가치판단에 관한 용어 사용 유무를 통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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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평가지표에 대한 전문가 패널 의견 1차 수정안

1.1 

교육목적/교육목표

의 명확성

Ÿ ‘비전’에 대한 내용 추가를 고려해

야 함.

1.1 교육목표의 

명확성

1.2 

교육목적/교육목표

의 적절성

Ÿ 지표 1.3과 통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1.2 교육목표의 

적절성

1.3 

교육목적/교육목표

의 합리적인 

설정방법

Ÿ 평가질문에 위원회뿐 아니라 이해당사

자들(동문, 학부모, 재학생 등)의 의견 

공청 여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함.

1.3 교육목표 

설정방법의 합리성

1.4 

교육목적/교육목표 

인지

Ÿ 평가질문을 '의예과 교수, 교직원, 학

생은 의예과 교육목적/교육목표를 알

고 있는가?'로 수정해야 함.

1.4 교육목표 인지 

정도

≫ 신규

1.5 의학과 

교육목표와의 

연계성

2.1 교육과정 내용의 

타당성

Ÿ 평가질문의 ‘방향성’이라는 문구 삭

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Ÿ 교육학 용어를 사용하거나 ‘교육 내

용의 타당성’과 같이 의미에 맞게 풀

어 설명해야 함.

2.1 교육 내용의 

타당성

2.2 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

Ÿ 평가질문과 평가내용이 부합하지 않

음. 교육내용이 교육목적/교육목표에 

비추어 적절한지에 대한 것으로 수정

해야 함.

≫ 삭제

<표 Ⅳ-13> 1차 델파이 평가지표에 관한 전문가 패널 의견 종합 및 수정안

켜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전반적으로 명칭을 그에 맞게 수정하였다. 그

밖에 각 평가지표의 평가내용, 평가질문에 관한 요구사항은 연구자가 재

검토하여 수정 여부를 결정하였다([부록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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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평가지표, 평가질문, 평가내용 전반에 

걸쳐 용어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함.

Ÿ 해당 지표가 지표 2.3, 2.4, 2.5, 2.6

와 내용상 중복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

함.

2.3 교양교육과정 

편성

Ÿ 평가내용이 너무 자세하고 구체적임.

Ÿ 지표 2.6과 내용 중복됨.

2.2 교양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

2.4 전공교육과정 

편성

Ÿ 평가내용이 너무 자세하고 구체적임.

Ÿ 전공교육과정에서 참신성을 추구하는 

것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

Ÿ 평가내용에서 ‘개설 전공 교과목의 

참신성’ 부분을 ‘개설 전공 교과목

의 내용 적절성으로 수정하는 것을 고

려해야 함.

Ÿ 지표 2.5와 내용 중복됨.

2.3 전공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

2.5 의학 지식 습득 

전 기초의과학 

교육과정 편성

Ÿ 평가내용이 너무 자세하고 구체적임.

Ÿ 기초의과학 교과목의 비율은 중요치 

않으며, 교육내용이 중요함.

Ÿ 기초의과학 관련 교과목을 의예과 교

육과정에 편성하는 것은 대학의 교육

목적, 교육철학 등에 따라 다를 수 있

음.

≫ 삭제

2.6 인성 함양을 

위한 교양교육과정 

편성

Ÿ 평가내용이 너무 자세하고 구체적임.

Ÿ 교양교육 관련 교과목을 의예과 교육

과정에 편성하는 것은 대학의 교육목

적, 교육철학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Ÿ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을 공식 교

육과정으로 운영할지 비공식 교육과정

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

기는 어려움.

2.4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

3.1 교수능력 개발
Ÿ 평가지표 명을 ‘교수 역량 평가’로 

수정해야 함.

3.1 교수능력 개발 

지원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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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평가질문을 ‘교수능력 개발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이 행해지고 있는가?’

로 수정해야 함.

3.2 교수방법 다양화

Ÿ 교육방법이 다양한 것은 효과적인 교

육과정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음.

Ÿ 지표 3.3과 통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 삭제

3.3 교수방법의 

적합성

Ÿ 강의 내용에 따라 교수방법 선택이 적

절한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

로 사료됨.

3.2 교육방법의 

적절성

3.4 학습평가 방법의 

적합성

Ÿ 학습성과에 해당하는 부분이므로 ‘교

육성과’ 항목에 포함되어야 함.

Ÿ 평가질문을 ‘평가의 방법이 교과목에 

적합하고 적절한가?’로 수정해야 함.

≫ 5.2로 이동

4.1 수업계획서 

체계성

Ÿ 해당 지표를 통해 평가하고자 하는 사

항이 수업계획서의 체계적인 기술인지 

수업계획서 작성 그 자체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Ÿ 수업계획서를 지나치게 구조화 하는 

경우, 단순히 행정 처리를 위한 형식

일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Ÿ 평가질문을 ‘수업계획서는 상세하게 

작성되었는가?’로 수정해야 함.

4.1 수업계획서의 

면밀성

4.2 수업 단위 

규모의 적절성

Ÿ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학생 수

에 따른 적절한 대형강의실, 소규모 

학습실, 실험실습실 등의 규모를 평가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Ÿ 강의 유형별 수업단위에 대한 기준 제

시가 어려움.

≫ 삭제

4.3 수업 관리 의견 없음.
4.2 수업 관리의 

엄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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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강의평가 내용 

및 과정

Ÿ 대부분의 대학에서 강의평가를 실시하

고 있고 강의평가 항목도 정해져있기 

때문에 지표 4.4와 4.5로 분리하기보

다는 지표 4.5로 통합해야 함.

Ÿ 강의평가 시기에 대하여 고려해야 함.

4.3 강의평가의 

적절성

4.5 강의평가 활용

Ÿ 평가내용에서 ‘피평가자(교수)에게 

평가결과 피드백 여부’에 대한 내용

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Ÿ 지표 4.4로 통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 삭제

4.6 성적우수자 및 

학사경고자 관리

Ÿ 평가지표 명을 ‘성취도 결과 관리’

로 수정해야 함.

Ÿ ‘학생지도’를 새로운 평가지표로 추

가하거나 해당 평가지표를 ‘성적 및 

학생생활지도’로 수정해야 함.

≫ 삭제

4.7 교육과정 운영 

및 관리 위원회

Ÿ 평가지표에서 ‘교육과정 운영위원

회’로 수정해야 함.

Ÿ 평가질문, 평가내용에서 ‘교육과정위

원회 활동은 적절한가?’로 수정해야 

함.

Ÿ 위원회의 존재 여부뿐 아니라 활동 사

항과 결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4.4 교육과정 운영 

위원회의 효과성

≫ 신규
4.5 학업성취 

지원체계의 적절성

≫ 신규
4.6 수업운영 

지원체계의 적절성

5.1 

교육목적/교육목표 

도달 여부에 대한 

판단

Ÿ 평가질문이 평가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Ÿ 준거의 존재 여부로 평가하기보다는 

준거의 적합성을 평가해야 함.

5.1 교육목표 달성 

기준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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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의학과 진학률

Ÿ 해당 지표는 각 대학에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가지표로서 

타당하지 않음.

≫ 삭제

5.3 학업중단율

Ÿ 해당 지표는 국내 입시 현실을 고려했

을 때 교육성과로서 타당하지 않음.

Ÿ 학생의 휴학, 자퇴가 교육과정 운영상

의 문제점인지 학생 개인사정으로 인

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 휴학, 자퇴 이유에 관한 항목을 추

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

음.

≫ 삭제

≫ 3.4에서 이동
5.2 학습평가 방법의 

적절성

≫ 신규
5.3 교육과정 개정의 

적절성

6.1 교육과정 

자체평가

Ÿ 자체평가가 현재 대학 전체적으로 변

화의 시발점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유

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Ÿ 지표 4.5, 4.6, 4.7과 통합해야 함.

Ÿ 지표 5.1, 5.2, 5.3, 7.1 모두 해당 지

표에 포함되어있는 항목임.

≫ 삭제

7.1 교육만족도

Ÿ 해당 지표를 교수 영역과 학생 영역으

로 구분해야 함.

Ÿ 해당 지표를 학생의 수업 만족도, 교

과과정 만족도로 구분해야 함.

Ÿ 평가항목과 평가지표가 일대일로 대응

되는 것은 측정학적으로 다소 미흡한 

구조이므로 해당 지표를 교육시설 만

족도, 교육과정 만족도, 교원에 대한 

만족도, 행정직원에 대한 만족도 등과 

같이 세부 영역들로 구분하는 것이 필

6.1 학생 만족도

6.2 교수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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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함.

기타 의견

Ÿ 평가지표간의 상호배타성이 유지되도록 구성해야 함.

Ÿ 평가지표 명 자체에 적합성, 타당성 등과 같이 연구자의 가치 

판단이 들어간 지표와 그렇지 않은 지표가 있으므로 이를 통

일할 필요가 있음.

평가영역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평균 표준편차 최빈값 중앙값 사분범위

교육과정 개발 4.40 0.49 4 4 4~5 1.00

교육과정 운영 4.60 0.49 5 5 4~5 1.00

<표 Ⅳ-14> 2차 델파이 평가영역 분석 결과

2.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a. 평가영역별 분석 결과

평가영역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 결과는 <표 Ⅳ-14>와 같다. 3개 

평가영역은 5점 척도에서 각각 평균 4.40, 4.60, 4.50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모두 0.50 이하였다. CVR은 2차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전

문가 패널 수가 20명인 것을 감안할 때 그 값이 0.42 이상인 경우 내용 

타당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모든 영역이 1.00인 것으로 보아 내용타당성

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있다. 

1차 델파이 결과와 비교해보면 3개 평가영역 모두 평균이 증가하였고, 

표준편차는 감소하였다. 또한, CVR이 1차 델파이에 비해 모두 0.10 증

가한 1.00인 것으로 볼 때 모든 패널이 3개 평가영역에 대해 타당하다

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차례의 델파이 조사를 통해 평가영

역에 관한 패널들의 의견 일치도가 높아진 것을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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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평균 표준편차 최빈값 중앙값 사분범위

교육과정 성과 4.50 0.50 4 4.5 4~5 1.00

주 1) 타당성 척도: 1-전혀 타당하지 않음, 2-타당하지 않음, 3-보통, 4-타당함, 5-매우 타당함

   2) CVR은 응답한 전문가 패널 수가 20명일 경우, Lawshe(1975)에 의해 0.42 이상이면 타당

함.

평가영역 평가영역에 대한 전문가 패널 의견

교육과정 개발 의견 없음.

교육과정 운영
Ÿ  해당 평가영역의 평가항목에 ‘운영 지원(가칭)’을 추가하여 지

표 3.1, 4.4, 4.5, 4.6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해야 함.

교육과정 성과 의견 없음.

<표 Ⅳ-15> 2차 델파이 평가영역에 관한 전문가 패널 의견 종합

<표 Ⅳ-15>는 평가영역에 대한 전문가 패널의 요구사항을 종합한 것

이다.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의견이 있었는데, 해당 영역에 운영 지

원과 관련된 별도의 평가항목을 추가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는 

기존의 평가항목인 ‘4. 수업관리’와 의미상 중복된다는 판단 하에 수

렴하지 않았다. 

b. 평가항목별 분석 결과

평가항목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 결과는 <표 Ⅳ-16>과 같다. 6개 

평가항목 중 ‘6. 교육과정 만족도’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모두 평균 

4점 이상이었으며, 표준편차는 0.46~0.67 범위 내에 포함되어있었다. 

CVR은 전문가 패널 수가 20명일 때 0.42 이상인 항목을 내용 타당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6. 교육과정 만족도’의 CVR이 0.30으로 나타나 

타당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5개 항목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

다.



- 67 -

평가

영역
평가항목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평균 표준편차 최빈값 중앙값 사분범위

교육

과정 

개발

1. 교육목표 4.70 0.46 5 5 4~5 1.00

2. 교육과정 

편성
4.45 0.50 4 4 4~5 1.00

교육

과정 

운영

3. 교육방법 4.25 0.54 4 4 4~5 0.90

4. 수업관리 4.05 0.67 4 4 4 0.80

교육

과정 

성과

5. 교육성과 4.35 0.48 4 4 4~5 1.00

6. 교육과정 

만족도
3.65 0.48 4 4 3~4 0.30

주 1) 타당성 척도: 1-전혀 타당하지 않음, 2-타당하지 않음, 3-보통, 4-타당함, 5-매우 타당함

   2) CVR은 응답한 전문가 패널 수가 20명일 경우, Lawshe(1975)에 의해 0.42 이상이면 타당

함.

<표 Ⅳ-16> 2차 델파이 평가항목 분석 결과

1차 델파이 결과와 비교해보면 6개 평가항목 중 ‘4. 수업관리’, 

‘6. 교육과정 만족도’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의 평균은 증가하였으

며, 모든 6개 항목의 표준편차는 감소하였다. 또한, CVR이 최소 기준에 

미치지 못한 ‘6. 교육과정 만족도’ 항목을 제외한 5개 항목은 그 값

이 1차 델파이에 비해 모두 증가하였다. 두 차례의 델파이 조사를 통해 

일부 평가항목에 관한 패널들의 의견 일치도는 높아졌으며, 특정 항목은 

CVR 기준에 의거하여 삭제되었다. 

c. 평가지표별 분석 결과

평가지표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 결과는 <표 Ⅳ-17>과 같다. ‘1. 

교육목표’, ‘2. 교육과정 편성’, ‘3. 교육방법’에 포함된 평가지표 

모두 5점 척도에서 평균 4점 이상이었고, 지표 4.1, 4.4, 4.5, 4.6,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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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영역

평가

항목
평가지표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평균

표준

편차

최빈

값

중앙

값

사분

범위

교육

과정 

개발

1. 

교육

목표

1.1 교육목표의 명확성 4.60 0.92 5 5
4.75

~5
0.90

1.2 교육목표의 적절성 4.50 0.92 5 5 4~5 0.90

1.3
교육목표 

설정방법의 합리성
4.05 0.38 4 4 4 0.90 

1.4
교육목표 인지 

정도
4.05 0.22 4 4 4 1.00 

1.5

의학과 

교육목표와의 

연계성

4.18 0.51 4 4 4 0.60 

2. 

교육

과정 

편성

2.1
교육 내용의 

타당성
4.70 0.46 5 5 4~5 1.00 

2.2
교양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
4.30 0.46 4 4 4~5 1.00 

2.3
전공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
4.25 0.62 4 4 4~5 0.80 

<표 Ⅳ-17> 2차 델파이 평가지표 분석 결과

6.1, 6.2는 평균 4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평가지표의 

표준편차는 1.00 이하였으며, CVR은 지표 4.5, 5.3, 6.2이 각각 0.20, 

0.10, 0.40으로 전문가 패널 수 20명일 때 0.42 이상이어야 하는 기준

에 미치지 못하였다. 

2차 델파이에서 CVR이 최소 기준인 0.42에 미치지 못한 지표 3개와 

1차 델파이 패널 의견에 의해 새롭게 추가된 4개 지표, 지표 5.1을 제

외한 나머지 지표의 CVR은 1차 델파이 결과에 비해 모두 증가하였다. 

두 차례의 델파이 조사 결과, 1개 지표를 제외한 나머지 지표의 내용타

당도가 증가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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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영역

평가

항목
평가지표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평균

표준

편차

최빈

값

중앙

값

사분

범위

2.4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

4.05 0.38 4 4 4 0.90 

교육

과정 

운영

3. 

교육

방법

3.1
교수능력 개발 

지원의 적절성
4.10 0.44 4 4 4 0.90 

3.2 교육방법의 적절성 4.20 0.51 4 4
4~4.

25
0.90 

4. 

수업

관리

4.1
수업계획서의 

면밀성
3.95 0.59 4 4 4 0.80 

4.2
수업 관리의 

엄정성
4.20 0.40 4 4 4 1.00 

4.3 강의평가의 적절성 4.20 0.40 4 4 4 1.00 

4.4
교육과정 운영 

위원회의 효과성
3.84 0.67 4 4 4 0.80 

4.5
학업성취 

지원체계의 적절성
3.56 0.76 4 4 3~4 0.20 

4.6
수업운영 

지원체계의 적절성
3.80 0.80 4 4 4 0.42

교육

과정 

성과

5. 

교육

성과

5.1
교육목표 달성 

기준의 적절성
4.00 0.45 4 4 4 0.80 

5.2
학습평가 방법의 

적절성
4.15 0.48 4 4 4 0.90 

5.3
교육과정 개정의 

적절성
3.50 0.69 4 4 3~4 0.10 

6. 

교육

과정 

만족

6.1 학생 만족도 3.89 0.31 4 4 4 0.60 

6.2 교수 만족도 3.78 0.42 4 4 4 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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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영역

평가

항목
평가지표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평균

표준

편차

최빈

값

중앙

값

사분

범위

도

주 1) 타당성 척도: 1-전혀 타당하지 않음, 2-타당하지 않음, 3-보통, 4-타당함, 

5-매우 타당함

   2) CVR은 응답한 전문가 패널 수가 20명일 경우, Lawshe(1975)에 의해 0.42 

이상이면 타당함.

평가지표 평가지표에 대한 전문가 패널 의견

1.3 교육목표 설정방법의 

합리성

Ÿ 평가질문에서 여러 의사결정 단계를 거치기보다는 적절한 

의사결정 단계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며, 이와 같은 적절

한 의사결정 과정이 의과대학 운영 체계 안에 합리적이

며,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야 함.

Ÿ ‘이해당사자’를 ‘구성원’으로 수정해야 함.

2.4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

Ÿ 인성 함양을 위한 교과목을 개설하는 것보다 해당 내용이 

의예과 교양교육과정과 전공교육과정 속에 내포되어있어

야 함.

3.1 교수능력 개발 지원의 

적절성

Ÿ 평가내용 중 발간물 혹은 워크숍의 개수나 횟수가 아닌 

그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타당성이 있을 것으

로 사료됨.

3.2 교육방법의 적절성
Ÿ 교육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든 측면이 있음.

4.1 수업계획서의 면밀성
Ÿ 수업계획서의 면밀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함.

<표 Ⅳ-18> 2차 델파이 평가지표에 관한 전문가 패널 의견 종합

<표 Ⅳ-18>은 평가지표에 대한 2차 델파이 전문가 패널의 요구사항

을 종합한 것이다. 각 평가지표의 평가내용, 평가질문에 관한 요구사항

은 연구자가 재검토하여 수정 여부를 결정하였다([부록 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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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평가지표에 대한 전문가 패널 의견

Ÿ 수업계획서를 지나치게 구조화 하는 경우, 단순히 행정 

처리를 위한 형식일 수 있으므로 독립된 하나의 지표로 

하기보다는 다른 지표의 평가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야 함.

4.3 강의평가의 적절성 Ÿ 평가지표 명을 ‘수업평가의 적절성’으로 수정해야 함.

5.2 학습평가 방법의 

적절성

Ÿ 대다수의 강의가 학습평가 방법으로 중간, 기말, 과제물 

등을 활용할 것이므로 방법 측면에서 강의 간 편차가 적

을 수 있으며, 편차가 존재하더라도 어떠한 평가 방법 좋

은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5.3 교육과정 개정의 

적절성

Ÿ 평가내용에 ‘교육성과를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개편 내용

의 관련성’ 측면에서 좀 더 명확히 제시하길 제안함.

6.1 학생 만족도
Ÿ 평가내용에 만족도 조사 실시 여부와 반영 정도에 대한 

내용도 추가해야 함.

6.2 교수 만족도
Ÿ 교수 만족도 조사는 필요하기는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조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주) 델파이 전문가 패널이 의견을 제시한 평가지표만 표기함.

3. 평가준거 확정

문헌연구와 전문가 협의를 통해 도출된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준거 초

안은 평가영역 5 개, 평가항목 7 개, 평가지표 26 개였으나 2 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 결과 평가영역 3 개, 평가항목 5 개, 평가지표 18 개로 확정

되었다. 1 차 델파이 조사 결과 평가항목 1 개, 평가지표 9 개가 탈락하

였고, 평가지표 4 개가 추가되었으며, 2 차 델파이 조사 결과 평가항목 

1 개, 평가지표 4 개가 탈락하였다. 

<표 Ⅳ-19>는 매 차시 델파이 조사 결과 도출된 평가영역의 수정안

을 비교한 표이다. 용어 사용에 있어 모든 평가영역에 ‘평가’가 포함

되어있는 것은 의미 중복에 해당된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교

육과정 개발’,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성과’로 용어를 수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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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 델파이 1차 수정안 델파이 2차 수정안

개발 평가 교육과정 개발 교육과정 개발

운영 평가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운영

성과 평가 교육과정 성과 교육과정 성과

<표 Ⅳ-19> 평가영역의 델파이 조사 결과 수정안 비교

초안 델파이 1차 수정안 델파이 2차 수정안

1. 교육목적 1. 교육목표 1. 교육목표

2. 교육과정 2. 교육과정 편성 2. 교육과정 편성

3. 수업운영 3. 교육방법 3. 교육방법

4. 학사관리 4. 수업관리 4. 수업관리

5. 교육성과 5. 교육성과 5. 교육성과

6. 자체평가 ≫ 삭제

7. 만족도 6. 교육과정 만족도 ≫ 삭제

<표 Ⅳ-20> 평가항목의 델파이 조사 결과 수정안 비교

였다. 

<표 Ⅳ-20>은 매 차시 델파이 조사 결과 도출된 평가항목의 수정안

을 비교한 표이다. 각 항목의 용어가 하위 평가지표의 내용들을 포괄하

면서 교육학용어사전에 표기된 단어를 활용해야한다는 의견에 따라 일부 

수정되었으며, CVR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항목은 목록에서 삭제되었

다. 그 결과, 3개 평가영역 내 5개의 평가항목이 도출되었다. 

<표 Ⅳ-21>은 매 차시 델파이 조사 결과 도출된 평가지표의 수정안

을 비교한 표이다. 두 차례에 걸친 델파이 조사에서 CVR이 기준에 미치

지 못하는 지표는 삭제되었으며, 다른 지표와 의미상 중복된다는 의견이 

제시된 지표는 통합 혹은 삭제되었다. 또한, 새롭게 추가되어야 할 평가

지표에 관한 전문가 패널 의견 중 연구자가 판단했을 때 타당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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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 델파이 1차 수정안 델파이 2차 수정안

1.1 교육목적/교육목표의 

명확성
1.1 교육목표의 명확성 1.1 교육목표의 명확성

1.2 교육목적/교육목표의 

적절성
1.2 교육목표의 적절성 1.2 교육목표의 적절성

1.3 교육목적/교육목표의 

합리적인 설정방법

1.3 교육목표 설정방법의 

합리성

1.3 교육목표 설정방법의 

합리성

1.4 교육목적/교육목표 인지 1.4 교육목표 인지 정도 1.4 교육목표 인지 정도

≫ 신규
1.5 의학과 교육목표와의 

연계성

1.5 의학과 교육목표와의 

연계성

2.1 교육과정 내용의 

타당성
2.1 교육 내용의 타당성 2.1 교육 내용의 타당성

2.2 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
≫ 삭제

2.3 교양교육과정 편성
2.2 교양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

2.2 교양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

2.4 전공교육과정 편성
2.3 전공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

2.3 전공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

2.5 의학 지식 습득 전 

기초의과학 교육과정 편성
≫ 삭제

2.6 인성 함양을 위한 

교양교육과정 편성

2.4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

2.4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

3.1 교수능력 개발
3.1 교수능력 개발 지원의 

적절성

3.1 교수능력 개발 지원의 

적절성

3.2 교수방법 다양화 ≫ 삭제

3.3 교수방법의 적합성 3.2 교육방법의 적절성 3.2 교육방법의 적절성

<표 Ⅳ-21> 평가지표의 델파이 조사 결과 수정안 비교

고 판단되는 지표는 목록에 포함시켰다. 그 결과, 총 18개의 평가지표가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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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 델파이 1차 수정안 델파이 2차 수정안

3.4 학습평가 방법의 

적합성
≫ 5.2로 이동

4.1 수업계획서 체계성 4.1 수업계획서의 면밀성 4.1 수업계획서의 면밀성

4.2 수업 단위 규모의 

적절성
≫ 삭제

4.3 수업 관리 4.2 수업 관리의 엄정성 4.2 수업 관리의 엄정성

4.4 강의평가 내용 및 과정 4.3 강의평가의 적절성 4.3 강의평가의 적절성

4.5 강의평가 활용 ≫ 삭제

4.6 성적우수자 및 

학사경고자 관리
≫ 삭제

4.7 교육과정 운영 및 관리 

위원회

4.4 교육과정 운영 

위원회의 효과성

4.4 교육과정 운영 

위원회의 효과성

≫ 신규
4.5 학업성취 지원체계의 

적절성
≫ 삭제

≫ 신규
4.6 수업운영 지원체계의 

적절성

4.5 수업운영 지원체계의 

적절성

5.1 교육목적/교육목표 도달 

여부에 대한 판단

5.1 교육목표 달성 기준의 

적절성

5.1 교육목표 달성 기준의 

적절성

5.2 의학과 진학률 ≫ 삭제

5.3 학업중단율 ≫ 삭제

≫ 3.4에서 이동
5.2 학습평가 방법의 

적절성

5.2 학습평가 방법의 

적절성

≫ 신규
5.3 교육과정 개정의 

적절성
≫ 삭제

6.1 교육과정 자체평가 ≫ 삭제

7.1 교육만족도
6.1 학생 만족도 ≫ 삭제

6.2 교수 만족도 ≫ 삭제

두 차례에 걸친 델파이 조사 결과,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준거는 <표 

Ⅳ-22>와 같이 평가영역 3개, 평가항목 5개, 평가지표 18개로 확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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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교육과정 

개발

1. 교육목표

1.1 교육목표의 명확성

1.2 교육목표의 적절성

1.3 교육목표 설정방법의 합리성

1.4 교육목표 인지 정도

1.5 의학과 교육목표와의 연계성

2. 교육과정 

편성

2.1 교육 내용의 타당성

2.2 교양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

2.3 전공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

2.4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

교육과정 

운영

3. 교육방법
3.1 교수능력 개발 지원의 적절성

3.2 교육방법의 적절성

4. 수업관리

4.1 수업계획서의 면밀성

4.2 수업 관리의 엄정성

4.3 강의평가의 적절성

4.4 교육과정 운영 위원회의 효과성

4.5 수업운영 지원체계의 적절성

교육과정 

성과
5. 교육성과

5.1 교육목표 달성 기준의 적절성

5.2 학습평가 방법의 적절성

<표 Ⅳ-22> 델파이 패널 의견이 반영된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준거

었다.

C.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준거 상대적 중요도 산정 결과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준거는 2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통해 평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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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가중치 순위 일관성 비율

교육과정 개발 0.359 2
0.000

교육과정 운영 0.361 1

<표 Ⅳ-23>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영역 가중치 분석 결과

역 3개, 평가항목 5개, 평가지표 18개로 확정되었다. 확정된 평가준거 

요소들의 상대적 중요도 산정을 위하여 Saaty(2000)가 개발한 계층 분

석 방법을 적용하여 조사 도구를 개발하였으며([부록 3] 참고), 2차 델

파이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패널들을 대상으로 3차 델파이 조사를 실시

하였다. 계층 분석 방법을 활용한 준거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

는 방법은 크게 집단평가방법과 수치통합방법으로 나뉘는데, 본 연구에

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운 상

황이므로 수치통합방법을 활용하여 2차에 걸쳐 확정된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준거 요소 각각의 상대적 중요도를 산정하였다. 평가지표 가중치 산

정에서는 각 계층 내에서의 국지적 가중치뿐만 아니라 상위 계층의 가중

치를 포함시켜 산정하는 복합 가중치를 함께 제시하였다. 또한, 모든 평

가준거 요소들의 일관성 비율을 함께 제시하여 전문가 패널 응답의 일관

성을 분석하여 산정 결과의 유의미성을 확인하였다. 

1. 평가영역의 상대적 중요도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준거의 평가영역은 ‘교육과정 개발’, ‘교육과

정 운영’, ‘교육과정 성과’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있다. 평가영역의 

가중치 분석 결과는 <표 Ⅳ-23>과 같으며, ‘교육과정 운영’, ‘교육

과정 개발’, ‘교육과정 성과’ 순으로 가중치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평가영역에 대한 전문가 패널의 응답 일관성은 일관성 비율(CR)이 0.1 

미만인 0.000이므로 평가영역에 산정된 가중치는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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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가중치 순위 일관성 비율

교육과정 성과 0.279 3

2. 평가항목의 상대적 중요도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준거의 평가준거는 총 5개이며, 3개 평가영역별

로 각각 2개, 2개, 1개의 항목이 포함되어있다. 각 평가영역별 평가항목 

간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을 위하여 국지적 가중치를 산정하였으며, 전체 

5개 평가항목 간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을 위하여 복합적 가중치를 산정

하였다.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준거의 평가항목은 ‘교육과정 개발’ 영역에 

‘1. 교육목표’, ‘2. 교육과정 편성’ 항목, ‘교육과정 운영’ 영역에 

‘3. 교육방법’, ‘4. 수업관리’ 항목, ‘교육과정 성과’ 영역에 ‘5. 

교육성과’ 항목이 포함된 형태로 구성되어있다. 

평가항목의 국지적 가중치 분석 결과, <표 Ⅳ-24>와 같이 ‘교육과정 

개발’ 영역에서는 ‘1. 교육목표’, ‘교육과정 운영’ 영역에서는 

‘3. 교육방법’의 가중치가 높게 나타났다. 평가영역별 평가항목에 대

한 전문가 패널의 응답 일관성은 각각 두 항목, 한 항목씩 있으므로 일

관성 비율은 모두 0이다.

평가항목의 복합적 가중치는 평가영역의 가중치와 평가항목의 국지적 

가중치를 곱한 값이다. 즉, 평가항목의 복합적 가중치에는 평가영역의 

가중치와 평가항목의 국지적 가중치가 모두 반영된 평가항목의 상대적 

중요도를 의미한다. 평가항목의 복합적 가중치는 ‘5. 교육성과’, ‘1. 

교육목표’, ‘3. 교육방법’, ‘4. 수업관리’, ‘2. 교육과정 편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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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평가항목 국지적 가중치 복합적 가중치 순위

교육과정 개발

1. 교육목표 0.571 0.205 2

2. 교육과정 편성 0.429 0.154 5

소 계 1.000 - -

교육과정 운영

3. 교육방법 0.508 0.183 3

4. 수업관리 0.492 0.178 4

소 계 1.000 - -

교육과정 성과 5. 교육성과 1.000 0.279 1

합 계 - 1.000 -

<표 Ⅳ-24>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항목 가중치 분석 결과

3. 평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준거의 평가지표는 총 18개이며, 5개 평가항목

별로 각각 5개, 4개, 2개, 5개, 2개의 지표가 포함되어있다. 각 평가항

목별 평가지표 간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을 위하여 국지적 가중치를 산정

하였으며, 전체 18개 평가지표 간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을 위하여 복합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a. 평가지표의 국지적 가중치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준거의 평가지표에서 평가항목 ‘1. 교육목표’

에 해당하는 평가지표 5개의 가중치 분석 결과는 <표 Ⅳ-25>와 같으

며, 지표 1.2, 1.5, 1.1, 1.3, 1.4 순으로 가중치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평가항목 ‘1. 교육목표’에 포함된 평가지표 가중치에 대한 전문가 패

널의 응답 일관성은 일관성 비율이 0.1 미만인 0.002이므로 평가지표에 

산정된 가중치는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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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지적 

가중치
순위 일관성 비율

1.1 교육목표의 명확성 0.189 3

0.002

1.2 교육목표의 적절성 0.321 1

1.3 교육목표 설정방법의 합리성 0.132 4

1.4 교육목표 인지 정도 0.115 5

1.5 의학과 교육목표와의 연계성 0.244 2

<표 Ⅳ-25>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항목 ‘1. 교육목표’에 포함된 평가지표의 

국지적 가중치 분석 결과

구분
국지적 

가중치
순위 일관성 비율

2.1 교육 내용의 타당성 0.479 1

0.002

2.2 교양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 0.146 4

2.3 전공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 0.162 3

2.4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편

성의 적절성
0.212 2

<표 Ⅳ-26>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항목 ‘2. 교육과정 편성’에 포함된 평가지

표의 국지적 가중치 분석 결과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준거의 평가지표에서 평가항목 ‘2. 교육과정 편

성’에 해당하는 평가지표 4개의 가중치 분석 결과는 <표 Ⅳ-26>과 같

으며, 지표 2.1, 2.4, 2.3, 2.2 순으로 가중치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평

가항목 ‘2. 교육과정 편성’에 포함된 평가지표 가중치에 대한 전문가 

패널의 응답 일관성은 일관성 비율이 0.1 미만인 0.002이므로 평가지표

에 산정된 가중치는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준거의 평가지표에서 평가항목 ‘3. 교육방법’

에 해당하는 평가지표 2개의 가중치 분석 결과는 <표 Ⅳ-27>과 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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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지적 

가중치
순위 일관성 비율

3.1 교수능력 개발 지원의 적절성 0.431 2
0

3.2 교육방법의 적절성 0.569 1

<표 Ⅳ-27>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항목 ‘3. 교육방법’에 포함된 평가지표의 

국지적 가중치 분석 결과

구분
국지적 

가중치
순위 일관성 비율

4.1 수업계획서의 면밀성 0.199 3

0.002

4.2 수업 관리의 엄정성 0.237 2

4.3 강의평가의 적절성 0.195 4

4.4 교육과정 운영 위원회의 

효과성
0.129 5

4.5 수업운영 지원체계의 적절성 0.240 1

<표 Ⅳ-28>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항목 ‘4. 수업관리’에 포함된 평가지표의 

국지적 가중치 분석 결과

며, 지표 3.2가 3.1에 비해 가중치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평가항목 

‘3. 교육방법’에 포함된 평가지표는 2개이므로 가중치에 대한 전문가 

패널의 응답 일관성은 0이다.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준거의 평가지표에서 평가항목 ‘4. 수업관리’

에 해당하는 평가지표 5개의 가중치 분석 결과는 <표 Ⅳ-28>과 같으

며, 지표 4.5, 4.2, 4.1, 4.3, 4.4 순으로 가중치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평가항목 ‘4. 수업관리’에 포함된 평가지표 가중치에 대한 전문가 패

널의 응답 일관성은 일관성 비율이 0.1 미만인 0.002이므로 평가지표에 

산정된 가중치는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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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예과 교육과정 평가준거의 평가지표에서 평가항목 ‘5. 교육성과’

에 해당하는 평가지표 2개의 가중치 분석 결과는 <표 Ⅳ-29>와 같으

며, 지표 5.1이 5.2에 비해 가중치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평가항목 

‘5. 교육성과’에 포함된 평가지표는 2개이므로 가중치에 대한 전문가 

패널의 응답 일관성은 0이다.

구분
국지적 

가중치
순위 일관성 비율

5.1 교육목표 달성 기준의 적절성 0.574 1
0

5.2 학습평가 방법의 적절성 0.426 2

<표 Ⅳ-29>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항목 ‘5. 교육성과’에 포함된 평가지표의 

국지적 가중치 분석 결과

b. 평가지표의 복합적 가중치 

평가지표의 복합적 가중치는 평가항목의 가중치와 평가지표의 국지적 

가중치를 곱한 값이다. 즉, 평가지표의 복합적 가중치에는 평가영역의 

가중치와 평가항목의 국지적 가중치가 모두 반영된 평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를 의미한다. 평가지표의 복합적 가중치는 <표 Ⅳ-30>과 같다. 

가중치 분석 결과, 지표 5.1, 5.2, 3.2, 3.1, 2.1, 1.2, 1.5, 4.5, 4.2, 

1.1, 4.1, 4.3, 2.4, 1.3, 2.3, 1.4, 4.4, 2.2, 순으로 높은 복합적 가중치

를 나타냈다. 그 중에서도 ‘5. 교육성과’ 항목에 포함된 두 개의 평가

지표 5.1, 5.2가 18개 평가지표 중 높은 복합적 가중치가 도출된 것으

로 보아 여러 항목들 중에서도 ‘5. 교육성과’에 관한 중요도가 상대적

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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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복합적 

가중치
순위

교육

과정 

개발

1. 

교육목표

1.1 교육목표의 명확성 0.039 10

1.2 교육목표의 적절성 0.066 6

1.3 교육목표 설정방법의 합리성 0.027 14

1.4 교육목표 인지 정도 0.024 16

1.5 의학과 교육목표와의 연계성 0.050 7

2. 

교육과정 

편성

2.1 교육 내용의 타당성 0.074 5

2.2 교양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 0.022 18

2.3 전공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 0.025 15

2.4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
0.033 13

교육

과정 

운영

3. 

교육방법

3.1 교수능력 개발 지원의 적절성 0.079 4

3.2 교육방법의 적절성 0.104 3

4. 

수업관리

4.1 수업계획서의 면밀성 0.035 11

4.2 수업 관리의 엄정성 0.042 9

4.3 강의평가의 적절성 0.035 12

4.4 교육과정 운영 위원회의 효과성 0.023 17

4.5 수업운영 지원체계의 적절성 0.043 8

교육

과정 

성과

5. 

교육성과

5.1 교육목표 달성 기준의 적절성 0.160 1

5.2 학습평가 방법의 적절성 0.119 2

<표 Ⅳ-30>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지표 복합적 가중치 분석 결과

<표 Ⅳ-31>은 상대적 중요도 산정 결과,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별 국지적, 복합적 가중치를 종합한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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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영역

가중

치
평가항목

국지적 

가중치

복합적 

가중치
평가지표

국지적 

가중치

복합적 

가중치

교육

과정 

개발

0.359

1. 

교육목표
0.556 0.205 

1.1 교육목표의 명확성 0.189 0.039 

1.2 교육목표의 적절성 0.321 0.066 

1.3 교육목표 

설정방법의 합리성
0.132 0.027 

1.4 교육목표 인지 

정도
0.115 0.024 

1.5 의학과 

교육목표와의 

연계성

0.244 0.050 

소 계 1.000

2. 

교육과정 

편성

0.444 0.154 

2.1 교육 내용의 타당

성
0.479 0.074 

2.2 교양교육과정 편성

의 적절성
0.146 0.022 

2.3 전공교육과정 편성

의 적절성
0.162 0.025 

2.4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의 적

절성

0.212 0.033 

소 계 1.000

소 계 1.000

교육

과정 

운영

0.361

3. 

교육방법
0.486 0.183 

3.1 교수능력 개발 

지원의 적절성
0.431 0.079 

3.2 교육방법의 적절성 0.569 0.104 

소 계 1.000

4. 

수업관리
0.514 0.178 

4.1 수업계획서의 

면밀성
0.199 0.035 

4.2 수업 관리의 0.237 0.042 

<표 Ⅳ-31>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준거 가중치 분석 결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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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영역

가중

치
평가항목

국지적 

가중치

복합적 

가중치
평가지표

국지적 

가중치

복합적 

가중치

엄정성

4.3 강의평가의 적절성 0.195 0.035 

4.4 교육과정 운영 

위원회의 효과성
0.129 0.023 

4.5 수업운영 

지원체계의 적절성
0.240 0.043 

소 계 1.000

소 계 1.000

교육

과정 

성과

0.279

5. 

교육성과
1.000 0.279

5.1 교육목표 달성 기

준의 적절성
0.574 0.160 

5.2 학습평가 방법의 

적절성
0.426 0.119 

소 계 1.000

소 계 1.000

합 계 1.000 1.000 1.000

D. 시험적 사례 적용 결과

1. 사례 적용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전문가 협의, 델파이 조사 등을 통해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준거를 도출하고, 각 요소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산정하였

다. 이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도출된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준거 요소들의 

실제적 의미를 분석하고자 해당 평가준거를 국내 S대학 의예과 교육과

정에 적용하였다. 평가 대상은 연구자가 접근 가능한 국내 S대학 의예과 

교육과정으로 선정하였으며, 평가자는 해당 교육과정의 개발・운영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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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하고 있는 의예과 담당 교수 2명을 선정하였다. 

평가 대상으로 지정된 S대학의 의예과 교육과정은 기존의 문리과대학

이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으로 분화한 이래로 1975년 

자연과학대학 소속이 되었으나 이는 의예과 교육과정에 대한 의과대학의 

무관심, 의학과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점으로 이어졌다. 

또한, 자연과학 교과목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어 자연과학 분야에 편중된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인문과학, 사회과학, 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의 지

식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학부, 전문대학원 병행 체제를 폐지하고 100% 6년제 학부 체제로의 전

환을 확정하였으며, 2012년에는 의예과 소속이 기존 자연과학대학에서 

의과대학으로 변경되면서 기존의 의예과 교육에 대한 문제 제기 및 체제 

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의예과 교육과정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2014학년도 교육과정을 사례 적용 대상으로 하였다. 

2. 사례 적용 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준거를 S대학 의예과 교육

과정에 적용한 결과는 <표 Ⅳ-32>와 같다.

전체적으로 해당 교육과정은 5.000 만점 중 3.314을 획득하여 

66.3%의 충족률을 보였다. 또한, 총 18개 평가지표 중 ‘1.3 교육목표 

설정방법의 합리성’, ‘2.1 교육 내용의 타당성’, ‘2.3 전공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 ‘5.1 교육목표 달성 기준의 적절성’에서 80.0%의 

가장 높은 충족률을 보였고, ‘4.1 수업계획서의 면밀성’, ‘4.2 수업 

관리의 엄정성’에서 40.0%로 가장 낮은 충족률을 보였다.

평가지표 1.3 평가질문은 ‘의예과 교육목표 수립을 위하여 적절한 의

사결정 단계를 거쳐 구성원들의 합의 하에 수립되었는가?’로 두 평가자 

모두 5점 척도에서 4점으로 응답하였으며, 지표 2.1 평가질문인 ‘의예

과 교육 내용은 의예과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 지표 2.3 평가질문인 ‘의예과 전공교육과정 편성이 교육목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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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평가지표
문항별 

가중치

문항별 

최고점

문항별 

점수(%)

평가항목별 

점수(%)

1.  

교육목표

1.1 교육목표의 명확성 0.039 0.195
0.117

(60.0)

0.666

(64.7)

1.2 교육목표의 적절성 0.066 0.330
0.231

(70.0)

1.3 교육목표 설정방법의 합리성 0.027 0.135
0.108

(80.0)

1.4 교육목표 인지 정도 0.024 0.120
0.060

(50.0)

<표 Ⅳ-32>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준거의 시험적 사례적용 결과

비추어 적절한가?’, 지표 5.1 평가질문인 ‘의예과 교육목표 달성 기준

이 적절한가?’ 각각에 대하여 두 평가자 중 한 평가자는 3점, 다른 한 

평가자는 5점으로 응답하여 각 문항별 응답 평균 점수가 4.0으로 나타

났다. 그에 비해 지표 4.1의 평가질문인 ‘수업계획서의 내용이 면밀하

게 작성되었는가?’와 지표 4.2의 평가질문인 ‘수업 관리가 엄정하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두 평가자 중 한 명의 평가자는 1점, 다른 한 

평가자는 3점으로 응답하여 각 문항별 응답 평균 점수가 2.0으로 나타

났다.

평가항목별 점수는 평가항목 ‘5. 교육성과’가 75.7%로 가장 높은 

충족률을 보였으며, ‘2. 교육과정 편성’, ‘1. 교육목표’, ‘3. 교육

방법’, ‘4. 수업관리’ 순으로 각각 72.7%, 64.7%, 64.3%, 50.2%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개 항목 중 ‘4. 수업관리’ 항목의 충족률

이 가장 낮은 것은 지표 4.1, 4.2의 충족률이 18개 평가지표 중 최저인 

40.0%의 충족률에서 연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해당 항목의 충족률이 

50.2%인 것을 감안할 때 의예과 교육과정의 수업계획서의 면밀성, 수업 

관리의 엄정성, 강의평가의 적절성, 교육과정 운영 위원회의 효과성, 수

업운영 지원체계의 적절성 측면에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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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평가지표
문항별 

가중치

문항별 

최고점

문항별 

점수(%)

평가항목별 

점수(%)

1.5 의학과 교육목표와의 연계성 0.050 0.250
0.150

(60.0)

2. 

교육과정 

편성

2.1 교육 내용의 타당성 0.074 0.370
0.296

(80.0)

0.556

(72.1)

2.2 교양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 0.022 0.110
0.077

(70.0)

2.3 전공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 0.025 0.125
0.100

(80.0)

2.4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
0.033 0.165

0.083

(50.0)

3. 

교육방법

3.1 교수능력 개발 지원의 적절

성
0.079 0.395

0.277

(70.0) 0.589

(64.3)
3.2 교육방법의 적절성 0.104 0.520

0.312

(60.0)

4. 

수업관리

4.1 수업계획서의 면밀성 0.035 0.175
0.070

(40.0)

0.447

(50.2)

4.2 수업 관리의 엄정성 0.042 0.210
0.084

(40.0)

4.3 강의평가의 적절성 0.035 0.175
0.105

(60.0)

4.4 교육과정 운영 위원회의 효

과성
0.023 0.115

0.081

(70.0)

4.5 수업운영 지원체계의 적절성 0.043 0.215
0.108

(50.0)

5. 

교육성과

5.1 교육목표 달성 기준의 적절

성
0.160 0.800

0.640

(80.0) 1.057

(75.7)
5.2 학습평가 방법의 적절성 0.119 0.595

0.417

(70.0)

계 1.000 5.000 3.314 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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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평가지표
문항별 

가중치

문항별 

최고점

문항별 

점수(%)

평가항목별 

점수(%)

(66.3) (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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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A. 결 론

본 연구는 의예과 교육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타당성 있는 평가준거를 

개발하고, 개발된 평가준거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가중치

를 산정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

다. 

첫째,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준거 개발을 위하여 문헌연구, 전문가 협의

를 거쳐 평가준거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3 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실

시하여 각 차수별로 21, 20, 19 명의 전문가 패널이 참여하였다. 전문가 

패널 수에 따른 CVR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평가항목, 평가지표는 삭

제되었으며, 전문가 패널 2 인 이상이 평가지표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경우 새롭게 추가하였다. 델파이 조사 결과, 최종적으로 평가영역은 

‘교육과정 개발’,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성과’로 3 개, 평가

항목은 ‘1. 교육목표’, ‘2. 교육과정 편성’, ‘3. 교육방법’, ‘4. 

수업관리’, ‘5. 교육성과’로 5 개, 평가지표는 평가항목별로 각각 5

개, 4 개, 2 개, 5 개, 2 개가 포함되어 18 개로 확정되었다. 델파이 조사

를 진행할수록 평가영역, 평가항목은 평균이 증가하고 표준편차는 감소

하는 양상을 보여 전문가 패널들의 의견 일치도가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절차의 반복, 통제된 피드백, 패널의 익명성, 통계적 집단의 

반응 등 델파이 조사가 지닌 특성이 원활하게 구현된 결과라고 할 수 있

다.

둘째, 문헌연구와 전문가 협의를 통해 도출된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준

거 초안은 평가영역 5 개, 평가항목 7 개, 평가지표 26 개였으나 3 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 결과 평가영역 3 개, 평가항목 5 개, 평가지표 18 개로 

확정되었다. 1 차 델파이 조사 결과 평가항목 1 개, 평가지표 9 개가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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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하였고, 평가지표 4 개가 추가되었으며, 2 차 델파이 조사 결과 평가항

목 1 개, 평가지표 4 개가 탈락하였다. 

13 개의 평가지표가 탈락한 것에 대한 첫 번째 근거는 CVR 산정 기

준에서 찾을 수 있다. 각 평가준거 요소들의 타당성에 대한 평균값이 

‘보통’에 해당하는 3 점 이상이어도 CVR 산출 공식에 대입하는 타당

하다고 응답한 빈도 수(리커트 4-‘타당함’ 또는 리커트 5-‘매우 타

당함’)가 적어 Lawshe(1975)가 제시하는 CVR 기준값을 충족하지 못

할 수 있다. 실제 탈락된 평가지표 13 개의 평균값은 3.58 이고, 그 중에

서도 평가지표 2 개의 경우 평균값이 각각 4.19 인 것으로 볼 때 평균값

과 CVR 기준 이상인 값이 항상 비례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CVR 

기준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보편타

당한 수준의 평가준거 개발에 활용될 수 있으나 평가 대상의 특성이 반

영된 특수하고 다양한 측면에서의 평가준거 개발에는 어려움이 존재한

다.

두 번째 근거는 본 연구에서 평가준거를 의미의 포괄성에 따라 평가영

역, 평가항목, 평가지표의 위계적인 구조로 정의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델파이 조사 결과, 2 개의 평가항목이 탈락하였고, 이로 인해 탈락한 평

가항목의 하위 요소로 포함되어있던 평가지표들이 동시에 탈락하였다. 

이는 평가준거 요소 간의 위계적인 구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

며, 상위 요소가 탈락하면 그 하위에 포함된 요소도 탈락하게 되는 한계

성을 내포한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전문가들은 탈락된 평가지표들

에 관한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탈락한 원인을 먼저 분석하고, 해당 특성

으로 인해 탈락한 경우 이를 평가지표로서 다시 채택할 것인지에 대해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 

셋째, 두 차례에 걸친 델파이 조사 결과 총 13 개 평가지표가 탈락되

었으나 델파이 패널 응답을 전공 집단별로 비교하면([부록 5] 참조) 교

육학 전공자 집단과 의학 전공자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한다. 1, 2 차 델

파이 조사 결과 일부 특정 지표에 관하여 의학 전공자 집단의 응답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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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난 평가지표는 ‘1.3 교육목표 설정방법의 합리성’, ‘1.4 교육

목표 인지 정도’, ‘5.2 학습평가 방법의 적절성’이었으나 그 외 나머

지 평가지표에 대하여 교육학 전공자가 전반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이는 교육학 전공자 집단이 교육과정의 특정 단계가 아닌 모든 측면을 

중시하는 인식이 의학 전공자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유추할 수 있다. 즉, 교육과정 평가에 있어 교육학 전

공자들은 의학 전공자들에 비해 교육과정 개발, 운영, 성과 등 교육과정

의 모든 평가 영역을 중시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의학 전공자 집단의 

경우 과거 의예과 교육과정을 실제 이수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

험이 응답 평균값이 낮은 것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

으며, 의예과 교육과정에 관한 기대 수준이 이를 경험해보지 않은 집단

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이러한 결과로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

다. 이와 같이 의예과 교육과정에 관한 교육학 전공자 집단과 의학 전공

자 집단 간의 시각차가 존재하며,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준거를 개발하는

데 있어 전공 집단별 의견 수렴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 실제적

인 평가준거 개발에 도움이 된다.

넷째, 평가준거의 국지적 가중치를 산정한 결과, 평가영역은 ‘교육과

정 운영’의 가중치가 가장 컸고, 평가항목은 각 평가영역별로 ‘교육과

정 개발’ 영역에서는 ‘1. 교육목표’, ‘교육과정 운영’ 영역에서는 

‘3. 교육방법’의 가중치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지표의 국지적 가

중치는 각 평가항목별로 ‘1. 교육목표’ 항목에서 ‘1.2 교육목표의 적

절성’, ‘2. 교육과정 편성’ 항목에서 ‘2.1 교육 내용의 타당성’, 

‘3. 교육방법’ 항목에서 ‘3.2 교육방법의 적절성’, ‘4. 수업관리’ 

항목에서 ‘4.5 수업운영 지원체계의 적절성’, ‘5. 교육성과’ 항목에

서 ‘5.1 교육목표 달성 기준의 적절성’의 가중치가 큰 것으로 나타났

다.

평가준거의 복합적 가중치를 산정한 결과, 평가항목은 ‘5. 교육성

과’ 항목의 복합적 가중치가 0.279 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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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목표’, ‘3. 교육방법’, ‘4. 수업관리’, ‘2. 교육과정 편

성’순으로 높은 가중치를 나타냈다. 평가항목의 복합적 가중치는 평가

영역의 가중치와 평가항목의 국지적 가중치를 곱한 값인데, ‘교육과정 

성과’ 영역이 나머지 2 개 평가영역에 비해 적은 1 개의 평가항목을 포

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평가항목의 국지적 가중치가 1.000 으로 

다른 평가항목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이것이 평가항목의 복합적 가중치

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평가지표의 경우, 5.1, 5.2, 3.2, 3.1, 2.1, 1.2, 1.5, 4.5, 4.2, 1.1, 

4.1, 4.3, 2.4, 1.3, 2.3, 1.4, 4.4, 2.2 순으로 높은 복합적 가중치를 나

타냈다. 평가지표의 복합적 가중치는 평가항목의 복합적 가중치와 평가

지표의 국지적 가중치를 곱한 값인데, 복합적 가중치가 높은 ‘5. 교육

성과’, ‘3. 교육방법’ 항목에 포함된 평가지표의 복합적 가중치가 높

게 나타났다. 또한, 해당 평가항목들이 나머지 3 개 평가항목에 비해 적

은 2 개씩의 평가지표가 포함되어 해당 평가지표의 국지적 가중치가 높

게 나타났고, 이것이 전체 평가지표의 복합적 가중치에 영향을 미친 것

으로 볼 수 있다. 포함하고 있는 평가지표의 개수가 복합적 가중치에 영

향을 미치는 것은 계층 분석 방법이 내포하고 있는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들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의예과 교육과정

에 있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5. 교육성과’이며, 이는 

1980 년대부터 주목받기 시작한 성과바탕교육이론이 최근 의학교육 분

야에서 성과바탕교육과정이 여러 형태로 개발되고 실행되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한재진, 2013)의 영향인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모든 평가준거 요소의 가중치에 관한 응답의 일관성 비율은 0.1 이하

로 해당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준거의 상대적 중

요도는 요소간의 우선순위와 더불어 이를 실제 평가에 적용하는 경우 각 

요소의 배점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로서 활용할 수 있다. 

다섯째, 문헌연구 결과 의예과 교육과정의 특성은 크게 의학 지식 습

득 전 갖추어야 하는 기초의과학 지식의 습득과 예비의학도로서 갖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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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인성 함양을 위한 교양교육으로 구분되었다. 해당 특성은 문헌연

구와 전문가 협의를 통해 도출된 평가준거 초안에서 평가지표 2.5, 2.6

으로 구성되었으나 델파이 조사 결과 ‘2.5 의학 지식 습득 전 기초의

과학 교육과정 편성’은 CVR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내용 타당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삭제되었으며, ‘2.6 인성 함양을 위한 교양교육

과정 편성’은 기준을 충족하여 평가지표로 최종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예비 의학도로서 갖추어야 하는 바람직한 인성 함양을 위한 교과목이 개

설되어 있는지 여부는 의예과 교육과정에 관한 중요한 평가준거로 작용

하나 의학 지식 습득 전 갖추어야 할 기초의과학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

는지 여부는 평가준거로서 활용될 수 없다. 인성 함양을 위한 교양교육

과정 편성의 경우, 최근 사회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인성 함양 측면에서 

의사의 전문성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닌 전문성과 함께 인성을 겸비한 의

사를 양성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사회적 요구와 부합한다는 인식에서 비

롯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기초의과학 지식의 습득의 경우 이에 관한 응답의 평균값을 전공 집단

별로 비교하면 교육학 전공자 집단이 의학 전공자 집단에 비해 높은 값

을 보인다([부록 5] 참조).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 의학 전공자의 경우 과거 의예과 교육과정을 실제 경험해본 입

장에서 기초의과학 지식 습득의 필요성을 중시하지 않거나 기대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응답 과정에서 ‘기

초의과학’ 용어에 관한 이해에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문헌연구

를 통해 도출된 기초의과학은 생물, 화학, 물리 등의 ‘기초과학’이 아

닌 유전학, 면역학 등 의학과 연계된 학문을 의미하나 의과대학에서는 

두 용어를 혼용하는 사례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의학 전공자 입장에서

는 기초과학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용어에 관한 개념을 명확히 

하여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기초의과학 지식 습득의 필요성, 타당성 등

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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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예과 교육과정은 인문교양 및 기초과학에 대한 대학 학부 수준의 지

식을 쌓고 본격적인 의학교육과정을 이수하기에 앞서 그에 필요한 사전 

지식, 태도 등을 준비하는 시기에 해당한다. 이에 의예과 교육과정은 지

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문제점인 의학과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부족, 자연

과학 위주의 교과과정 편성, 의예과 학생들의 학습동기 부여 및 소속감 

결여(김용일 외, 1993; 안덕선 외, 2000; 윤성도, 1992) 등을 극복하

고, 의학전문대학원 체제 이후 재도입되는 의예과 교육에 관한 높아진 

의사에 관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는 의사의 질적 향상 및 의

학 발전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 이는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

로 선정된 평가지표 ‘1.4 교육목표 인지 정도’, ‘1.5 의학과 교육목

표와의 연계성’, ‘2.1 교육 내용의 타당성’, ‘2.2 교양교육과정 편

성의 적절성’, ‘2.3 전공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 등을 기준으로 개

발이 가능하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예과 시기에는 의학에 

대한 가치관 성립에 필요한 기초원리 방법론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측면에서 기초의과학 교육과정 

편성은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준거로서 부합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델파이 

조사에서 삭제된 ‘2.5 의학 지식 습득 전 기초의과학 교육과정 편성’ 

지표에 관한 전문가들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일부 연구에서는 인문학 교육의 경우 의예과 시기가 아닌 의과대학 고

학년 시기에 실시하고, 의학과 교육과정에 실시하는 기초의학 내용을 의

예과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

러나 의학교육과정에서는 의학과 교육과정을 본격적으로 이수하기에 앞

서 의예과 교육과정에서 습득해야하는 지식, 태도 등이 별도로 존재하

며, 그 외 의과대학 교수의 의예과 교육 참여 부족, 의과대학이 아닌 자

연과학대학 소속 등 행정적인 부분과 체계상의 문제점이 함께 보완된다

면 효과적인 의예과 교육과정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준거를 토대

로 의예과 교육과정의 방향성에 관한 합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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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예과 과정을 운영하는 모든 대학의 참여를 전제로 하며, 합의를 도

출하는 과정에서 의예과 과정을 2 년제가 아닌 1 년제 혹은 3 학기제로 

운영하는 대학과 의예과를 폐지하고 의학과를 6 년제로 통합한 대학들의 

상황과 여건 등 현재 각 대학별로 운영하고 있는 의예과 교육과정의 다

양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B. 제 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한 후속 연구의 방향과 최종적으로 개발된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준거의 실제 적용에 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준거의 실제 적용을 위하여 각 평가지표의 평가질문, 평가내

용에 대한 협의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각 평가지표별 평가기

준, 평가척도 등 구체적인 평가도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앞서 연구

의 제한점으로 언급한 바와 같이 평가준거를 활용하여 실제 평가를 실시

하기 위해 필요한 평가자, 평가시기, 평가절차, 평가자료 등의 구체적인 

평가체계가 후속연구를 통해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델파이 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탈락된 평가준거 요소들에 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조사 도구에 활용된 용어들의 정의를 규명하

고, 전공별, 종사 분야별 집단 간 응답 결과 비교를 토대로 평가준거 전

반에 대한 집단 간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본 연구를 통해 도출

된 평가준거에 관한 타당성 검증 과정으로서 수반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셋째, 평가준거의 시험적 사례 적용을 확대 실시하여 평가준거의 실제

적 의미를 유의미한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

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언급한 바와 같이 최종적으로 개발된 평가준

거를 국내 대학 의예과 교육과정에 적용한 것은 각 평가준거 요소들이 

어떠한 실제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적용 대상을 한 개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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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한하였고, 평가자를 해당 교육과정 개발・운영 등에 경험이 있는 

의예과 담당 교수 2 명으로 선정하였으며, 평가를 개별 면담 없이 5 점 

척도의 객관식 문항에 대한 응답으로만 진행한 것은 평가준거의 실제적 

의미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국내 대학 중 의예과 교육과

정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을 대상으로 평가준거 적용을 확대 실시하여 

평가준거 요소들이 각각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비교・분석하고, 개별면

담 등과 같이 적용 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근거로 평가준거

의 타당성을 한층 더 확보하여 수정・보완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델파이 패널 선정을 전문성 영역에 따라 교

육학, 의학교육학, 의학 전공자와 의학교육 혹은 비의학교육 분야 종사

자로 구분하여 4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토대로 평가준거 가중

치 산정에 있어 전문성 영역에 따른 집단별 비교에 관한 후속 연구가 이

루어져야 한다. 실제 본 연구에서 전문성 영역별 응답을 비교한 결과, 

평가준거 요소 중 일부 응답의 경우 집단별 평균값이 1 점 이상 차이나

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5] 참조). 전문성 영역에 따라 중시하는 평가

준거가 다를 수 있으며, 전공 혹은 종사하고 있는 분야별 응답 비교를 

통해 추가적인 분석을 하여 인식 차이를 규명하고, 집단 간 논의를 통해 

평가준거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평가준거 개발 과

정 및 실제 적용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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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1차 델파이 조사 도구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준거 개발을 위한 1차 델파이 조사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과정 평가의 기본적인 목적은 교육과정의 목적과 목표가 의도한 바와 같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
결정하는데 있습니다. 즉,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적절한 교육내용을 선택하고, 이를 적절하게 조직하여 적절한 자료와 

방법을 활용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교육과정 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정보로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은 더 나아가 교육과정의 질 관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동안 국내외로 의학교육과정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의예과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

정입니다. 의학과 교육과정의 경우, 한국 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를 통해 교육과정에 대한 최소 수준의 질 관리가 이루어지

고 있으나 의예과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이러한 평가인증제도나 별도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2010년, 국내 41개 의과대학 중 36개 대학은 2015년 혹은 2017년 의예과 체제로의 유지 및 전환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체제를 병행하고 있던 12개 대학 중 11개 대학과 의학전문대

학원 체제였던 15개 대학 중 11개 대학은 의과대학 체제로 전환될 예정이며, 이는 의예과 교육과정에 대한 개선 및 개발

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예과 교육과정의 목표, 변천과정 및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의예

과 교육과정 평가준거 개발 작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준거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관련 문헌과 선행

연구 조사를 통해 의예과 교육과정의 특성이 반영된 평가준거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타당하고 신뢰 있는 평가준거 개발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고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총 세 차례 조사를 통해 

전문가이신 귀하의 의견을 수렴・반영할 예정입니다. 1차, 2차 조사지는 평가준거 요소(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의 타

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며, 3차 조사지는 각 평가지표별 가중치를 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의 응답 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고, 연구 목적 이외의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각 항목의 타당성 정도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빠짐없이 적어주시고 조사지에 대한 응답을 

아래 E-mail로 가급적 기한에 맞추어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8월 8일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의학교육학 전공

석사과정 황 진 영

지도교수 이 승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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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귀하를 본 연구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오니 이를 승낙하시는 분께서는 아래의 ‘델파이 자문

위원 승낙서’를 작성하시어 1차 조사지와 함께 회신하여 주십시오.

델파이 자문위원 승낙서

본 연구의 취지에 따라 자문위원 위촉을 승낙합니다.

성  명

연  령 30대 (  ) 40대 (  ) 50대 (  ) 60대 (  )

전  공

최종 학력 학사 (  ) 석사 (  ) 박사 (  )

경  력

현재 소속(부서/학과) : 

직위 : 

재직 기간 : (  )년

연 락 처

휴대폰 : 

이메일 : 

본 델파이 조사는 의견 수렴 및 응답의 편의를 위하여 E-mail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2, 3차 조사지를 E-mail이 아닌 우편물 형태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에 주소를 적어주시면 

우편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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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참고사항

현재 우리나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대학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수의과대학의 경우 교육과정을 예과는 각각 2년으로, 의학과, 한의학과, 치의학과, 수의학과는 각각 4

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6년에 걸쳐 운영되는 구체적인 교육계획이나 절차에 대한 결정은 각 대학에서 임의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예과 교육은 학생들이 의사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 외에 인성 함양을 위한 인문사회학적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고, 본격적인 의학교육을 받기에 앞서 이를 수학할 수 있을 정도의 기초 자질 개발이 요구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강조되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예과가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된 것은 경성제

국대학(현 서울대학교의 전신)에 의학부 교육이 시작되고 예과가 을류(乙類) 3에 속한 1926년입니다. 2년제로 시

작되었으나 1934년부터 1940년까지 3년제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다가 그 이후에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일

본 정부의 전시체제 인력동원 방침에 의해 다시 2년제로 변경되었고 이때의 제도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

다.1)2)

본 연구에서는 본격적인 의학 지식 습득에 앞서 갖추어야 할 기초의과학(basic medical sciences) 교육과 예비 

의학도로서 갖추어야 하는 바람직한 인성 함양을 목표로 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2년제 의예과 교육과정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1) 기창덕. 한국근대의학교육사. 서울: 아카데미아. 1995.
2) 김용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의예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서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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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준거 초안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준거 초안은 아래와 같이 평가영역 3개, 평가항목 7개, 평가지표 26개로 설정되었습니다.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개발 평가

1. 교육목적

1.1 교육목적/교육목표의 명확성

1.2 교육목적/교육목표의 적절성

1.3 교육목적/교육목표의 합리적인 설정방법

1.4 교육목적/교육목표 인지

2. 교육과정

2.1 교육과정 내용의 타당성

2.2 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

2.3 교양교육과정 편성

2.4 전공교육과정 편성

2.5 의학 지식 습득 전 기초의과학 교육과정 편성

2.6 인성 함양을 위한 교양교육과정 편성

운영 평가

3. 수업 운영

3.1 교수능력 개발

3.2 교수방법 다양화

3.3 교수방법의 적합성

3.4 학습평가 방법의 적합성

4. 학사관리

4.1 수업계획서 체계성

4.2 수업 단위 규모의 적절성

4.3 수업 관리

4.4 강의평가 내용 및 과정

4.5 강의평가 활용

4.6 성적우수자 및 학사경고자 관리

4.7 교육과정 운영 및 관리 위원회

성과 평가

5. 교육성과

5.1 교육목적/교육목표 도달 여부에 대한 판단

5.2 의학과 진학률

5.3 학업중단율

6. 자체평가 6.1 교육과정 자체평가

7. 만족도 7.1 교육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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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평가준거 타당도 조사

각각의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가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준거로서 타당한지에 관해 해당 칸에 ‘○’ 표시하여 

주시고, 그 중 추가 혹은 제거할 필요가 있는 부분(명칭, 내용 등)이 있으시면 별도의 의견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평가영역 타당도 및 중요도

문항

타당도

기타 의견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1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영역을 개발, 

운영, 성과 영역으로 구성하는 

것은 타당하다.

문항

중요도

기타 의견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의예과 교육과정 개발

2 의예과 교육과정 운영

3 의예과 교육과정 성과

2. 평가항목의 타당도

(1) 개발 영역의 평가항목

문항

타당도

재진술 및 의견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1
의예과 교육과정 개발 영역에서 

‘교육목적’ 항목은 타당하다.

2
의예과 교육과정 개발 영역에서 

‘교육과정’ 항목은 타당하다.

개발 영역에 추가해야 할 평가항목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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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타당도

재진술 및 의견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1
의예과 교육과정 운영 영역에서 

‘수업 운영’ 항목은 타당하다.

2
의예과 교육과정 운영 영역에서 

‘학사관리’ 항목은 타당하다.

운영 영역에 추가해야 할 평가항목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1

2

문항

타당도

재진술 및 의견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1
의예과 교육과정 성과 영역에서 

‘교육성과’ 항목은 타당하다.

2
의예과 교육과정 성과 영역에서 

‘자체평가’ 항목은 타당하다.

3
의예과 교육과정 성과 영역에서 

‘만족도’ 항목은 타당하다.

성과 영역에 추가해야 할 평가항목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1

2

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내용

타당도

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1 교육목적

1.1 교육목적/교육목표의 명확성

평가질문 의예과 교육목적/교육목표가 명확하게 진술되었는가?

평가내용 대학이념, 대학의 교육목적/교육목표와 의예과 교육목적/교육목표의 연계성, 의예과 

(2) 운영 영역의 평가항목

(3) 성과 영역의 평가항목

3. 평가지표의 타당도

각 평가지표 아래에 있는 평가질문, 평가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평가지표가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준거로서 

타당한지에 관해 해당 칸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발 영역의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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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내용

타당도

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교육목적/교육목표와 교과과정의 연계성, 의예과 교육목적/교육목표의 명료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함.

1.2 교육목적/교육목표의 적절성

평가질문 의예과 교육목적/교육목표는 학문적・사회적・개인적 측면에서 적절한가?

평가내용

의예과 교육목적/교육목표가 아래의 측면들을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함.

 학문적 측면: 지식정보화사회, 고도산업기술사회, 새로운 학문적 조류, 첨단과학 지식과 기술, 

기본기능(skill) 및 기초과정(process) 숙달, 지적 능력의 개발, 직업교육(생애계발교육), 의예과 

교육의 방향성(인격 형성을 위한 교양교육, 의학을 위한 기초과학 교육, 의학교육 상에서의 연속성 

등) 등

 사회적 측면: 지역사회의 여건과 요구, 국가・인류사회의 여건과 요구 등

 개인적 목적: 정서적・신체적으로 윤택한 삶, 창의력과 심미적 표현, 자아실현 등

1.3 교육목적/교육목표의 합리적인 설정방법

평가질문
의예과 교육목적/교육목표 수립을 위하여 교육 관련 위원회 등을 통해 여러 의사결정 단계를 거쳐 

구성원들의 합의 하에 수립되었는가?

평가내용
의예과 교육목적/교육목표 수립을 위하여 교육과 관련된 위원회 개최를 통해 구성원들의 합의가 

여러 논의 및 의사결정 단계를 거쳐 이루어졌는지 중심으로 평가함.

1.4 교육목적/교육목표 인지

평가질문 의예과 교육목적/교육목표에 대하여 의예과 교직원, 학생의 인식 수준이 높은가?

평가내용
의예과 교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의예과 교육목적/교육목표를 홍보한 실적, 인지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등을 중심으로 평가함.

2 교육과정

2.1 교육과정 내용의 타당성

평가질문 의예과 교육과정은 의예과 교육의 방향성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평가내용

예비 의학도로서의 갖추어야 하는 바람직한 인성 함양을 위한 교양교육, 의학 입문을 위한 

기초의과학(basic medical sciences) 교육, 전체 의학교육과정 상에서의 연속성 등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내용의 타당성을 평가함.

2.2 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

평가질문 의예과 교육과정의 교양, 전공 편성이 교육목적/교육목표에 비추어 적절한가?

평가내용
교육목적/교육목표에 따른 교육과정 편의 적절성, 졸업이수학점의 적절성, 교육과정 편성 

비율(교양-전공, 필수-선택)의 적절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함.

2.3 교양교육과정 편성

평가질문 의예과 교양교육과정 편성은 적절한가?

평가내용

교양교육과정 필수, 선택과정 편성 비율의 적절성, 바람직한 인성 함양을 위한 교양교육 강화 노력, 

전공 기초소양 함양을 위한 교양교육 강화 노력, 학문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한 교양 교과목 개설

노력 등을 중심으로 평가함.

2.4 전공교육과정 편성

평가질문 의예과 전공교육과정 편성은 적절한가?

평가내용 전공교육과정 필수, 선택과정 편성 비율의 적절성, 개설 전공 교과목의 참신성, 전공 교과목 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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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내용

타당도

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체계성, 학과 차원에서 이루어진 전공교육 내실화 노력 및 성과 등을 중심으로 평가함.

2.5 의학 지식 습득 전 기초의과학 교육과정 편성

평가질문 의학 지식 습득 전 갖추어야 할 기초의과학(basic medical sciences)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는가?

평가내용
의학 지식 습득 전 갖추어야 할 기초의과학(basic medical sciences) 교과목의 개설 현황 및 필수 

교과목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중심으로 평가함.

2.6 인성 함양을 위한 교양교육과정 편성

평가질문 예비 의학도로서 갖추어야 하는 바람직한 인성 함양을 위한 교양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는가?

평가내용
예비 의학도로서 갖추어야 하는 바람직한 인성 함양을 위한 교양 교과목의 개설 현황 및 필수 

교과목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중심으로 평가함.

개발 영역의 평가지표에 대해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에 적어주십시오.

(예. 교육과정 개정주기의 적절성, 인문사회학적 교육과정 편성, 정규 교육과정 외 학습프로그램의 다양성 등의 지표 추가)

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내용

타당도

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3 수업 운영

3.1 교수능력 개발

평가질문
교수능력 향상을 위하여 학과 차원에서 관련 발간물 배포 및 교육 프로그램, 워크숍 등을 

시행하는가?

평가내용
의예과 교과목 담당교수들의 교수능력 향상을 위한 학과 차원의 발간물 제작 및 배포, 교육 

프로그램 또는 워크숍 등을 시행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함.

3.2 교수방법 다양화

평가질문 의예과 필수 교과목에서 적용하고 있는 교수방법은 다양한가?

평가내용 의예과 필수 교과목에서 적용하고 있는 교수방법별 비율을 중심으로 평가함.

3.3 교수방법의 적합성

평가질문 교수방법(강의, 소그룹 토론, 팀프로젝트 등)의 적용이 적합한가?

평가내용
의예과 필수 교과목에서 강의 내용에 따라 교수가 적합한 교수방법을 적용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함.

3.4 학습평가 방법의 적합성

평가질문 학습평가의 내용 및 방법은 적합한가?

평가내용
의예과 필수 교과목에서 학습평가의 방법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물, 출석 등이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학습평가 방법이 다양한지, 학습평가 내용이 타당한지 등을 중심으로 평가함.

4 학사관리 4.1 수업계획서 체계성

(2) 운영 영역의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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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내용

타당도

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평가질문 수업계획서의 내용은 체계적으로 작성되었는가?

평가내용
의예과 필수 교과목 수업계획서의 내용이 학습목표, 주별 학습내용, 수업방법, 평가방법, 

수업자료(교재), 과제, 참고문헌 등을 포함하고 있는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함.

4.2 수업 단위 규모의 적절성

평가질문 수업 단위의 규모는 적절한가?

평가내용 강의 유형(이론, 이론・실험실습, 실험실습, 교양)에 따라 수업단위의 규모가 적절한지 평가함.

4.3 수업 관리

평가질문 수업 관리가 엄정하게 이루어지는가?

평가내용
의예과 필수 교과목의 최근 1년간 수업 휴강률, 출석관리의 엄정성, 수업계획서와 실제 수업의 

일치도, 담당교수 전공과 담당과목의 일치도 등을 중심으로 평가함.

4.4 강의평가 내용 및 과정

평가질문 의예과 교과목에 대한 강의평가 내용 및 과정은 적절한가?

평가내용
의예과 교과목에 대한 강의평가 실시 여부, 기준의 엄정성, 항목의 적절성, 절차의 합리성, 

강의평가를 위해 수집하는 자료의 타당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함. 

4.5 강의평가 활용

평가질문 의예과 교과목에 대한 강의평가 결과 활용은 적절한가?

평가내용
강의평가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 활용의 정도, 피평가자(교수)에게 평가결과 피드백 여부, 평가 

관련 자료들의 보관 및 관리 체계 등을 중심으로 평가함.

4.6 성적우수자 및 학사경고자 관리

평가질문 성적우수자 및 학사경고자에 대한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평가내용
성적우수자 선정 기준, 동기유발책의 적절성, 보상 기준, 학사경고자에 대한 추후지도 프로그램의 

유무, 종류, 내용의 적절성, 효과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함.

4.7 교육과정 운영 및 관리 위원회

평가질문 의예과 교육과정 운영 및 질 관리를 위한 별도의 위원회가 존재하는가?

평가내용 의예과 교육과정 운영 및 질 관리를 위한 별도의 위원회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함.

운영 영역의 평가지표에 대해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에 적어주십시오.

(예. 교양교육과정의 상대평가 실시 비율, 학사관리 규정 적용의 엄정성, 교육담당교수 제도 등의 지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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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내용

타당도

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5 교육성과

5.1 교육목적/교육목표 도달 여부에 대한 판단

평가질문 의예과 교육목적/교육목표 도달 여부에 대한 판단 준거가 존재하는가?

평가내용
의예과 교육목적/교육목표 도달 기준 존재 여부, 도달 기준에 부합하는 학생 비율, 도달하지 못한 

학생 대상의 지원책 등을 중심으로 평가함.

5.2 의학과 진입률

평가질문 의학과 진입 비율은 어떠한가?

평가내용 의학과 진입 대상인 의예과 학생의 진입 비율을 산출함.

5.3 학업중단율

평가질문 전체 의예과 학생 중 휴학, 자퇴 학생의 비율은 어떠한가?

평가내용 의예과 재학 중 휴학, 자퇴하는 학생의 비율을 산출함.

6 자체평가

6.1 교육과정 자체평가

평가질문
의예과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대한 주기적인 자체평가 실시 및 결과 공시, 반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평가내용
교육 관련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의예과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 및 결과 공시, 

반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함.

7 만족도

7.1 교육만족도

평가질문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전체 의예과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의 질 관리 및 개선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평가내용
의예과 교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만족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의 질 관리 및 

개선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함.

성과 영역의 평가지표에 대해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에 적어주십시오.

(3) 성과 영역의 평가지표

4. 위의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준거에 관하여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에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 끝까지 응답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본 1차 조사 결과를 종합 및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2차 델파이 조사지를 작성하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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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2차 델파이 조사 도구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준거 개발을 위한 2차 델파이 조사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할애하여 지난 1차 델파이 조사에 성실히 응답해 주셔서 다시 한 번 진

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문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하여 2차 델파이 조사지를 구성하

였습니다. 1차 델파이 결과 평가준거는 총 3개의 평가영역, 6개의 평가항목, 22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되었습

니다.

2차 델파이 조사지에는 1차에서 응답해주신 자문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각 문항별 

중앙치(전체 사례를 1/2로 나누는 점)와 사분범위(전체 응답의 하위 25%와 상위 25%를 제외한 나머지 응답 

범위)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새롭게 추가되거나 수정 및 통합된 내용들은 별도의 표시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각 항목 아래에 설명을 달았으며,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어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본 조사지에 대한 답변을 9월 5일(금)까지 아래 E-mail로 가급적 기한에 맞추어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8월 28일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의학교육학 전공

석사과정 황 진 영

지도교수 이 승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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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문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한 결과,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가 각각 아래와 같이 수정되었습니다.

(1) 평가영역

평가영역 내용에 대한 의견 반영 전 평가영역 내용에 대한 의견 반영 후

개발 평가 교육과정 개발

운영 평가 교육과정 운영

성과 평가 교육과정 성과

(2) 평가항목

평가영역 평가항목 내용에 대한 의견 반영 전 평가항목 내용에 대한 의견 반영 후

교육과정 개발
1. 교육목적 1. 교육목표

2. 교육과정 2. 교육과정 편성

교육과정 운영
3. 수업운영 3. 교육방법

4. 학사관리 4. 수업관리

교육과정 성과

5. 교육성과 5. 교육성과

6. 자체평가 ≫ 삭제

7. 만족도 6. 교육과정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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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개발
1. 교육목표

1.1 교육목적/교육목표의 명확성 1.1 교육목표의 명확성

평가

질문
의예과 교육목적/교육목표가 명확하게 진술되었는가?

평가

질문
의예과 교육목표가 명확하게 진술되었는가?

평가

내용

대학이념, 대학의 교육목적/교육목표와 의예과 교육목적/교육목표의 

연계성, 의예과 교육목적/교육목표와 교과과정의 연계성, 의예과 

교육목적/교육목표의 명료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함.

평가

내용

대학이념, 비전, 대학의 교육목표와 의예과 교육목표의 연계성, 의예과 

교육목표와 교과과정의 연계성, 의예과 교육목표의 명료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함.

1.2 교육목적/교육목표의 적절성 1.2 교육목표의 적절성

평가

질문
의예과 교육목적/교육목표는 학문적・사회적・개인적 측면에서 적절한가?

평가

질문
의예과 교육목표는 학문적・사회적・개인적 측면에서 적절한가?

평가

내용

의예과 교육목적/교육목표가 아래의 측면들을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함.

 학문적 측면: 지식정보화사회, 고도산업기술사회, 새로운 학문적 조류, 

첨단과학 지식과 기술, 기본기능(skill) 및 기초과정(process) 숙달, 지적 

능력의 개발, 직업교육(생애계발교육), 의예과 교육의 방향성(인격 

형성을 위한 교양교육, 의학을 위한 기초과학 교육, 의학교육 상에서의 

연속성 등) 등

 사회적 측면: 지역사회의 여건과 요구, 국가・인류사회의 여건과 요구

등

 개인적 목적: 정서적・신체적으로 윤택한 삶, 창의력과 심미적 표현,

자아실현 등

평가

내용

의예과 교육목표가 아래의 측면들을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함.

 학문적 측면: 지식정보화사회, 고도산업기술사회, 새로운 학문적 조류, 

첨단과학 지식과 기술, 기본기능(skill) 및 기초과정(process) 숙달, 지적 

능력의 개발, 직업교육(생애계발교육) 등

 사회적 측면: 지역사회의 여건과 요구, 국가・인류사회의 여건과 요구

등

 개인적 목적: 정서적・신체적으로 윤택한 삶, 창의력과 심미적 표현,

자아실현 등

1.3 교육목적/교육목표의 합리적인 설정방법 1.3 교육목표 설정방법의 합리성

평가

질문

의예과 교육목적/교육목표 수립을 위하여 교육 관련 위원회 등을 통해 

여러 의사결정 단계를 거쳐 구성원들의 합의 하에 수립되었는가?

평가

질문

의예과 교육목표 수립을 위하여 여러 의사결정 단계를 거쳐 

이해당사자들의 합의 하에 수립되었는가?

평가

내용

의예과 교육목적/교육목표 수립을 위하여 교육과 관련된 위원회 개최를 

통해 구성원들의 합의가 여러 논의 및 의사결정 단계를 거쳐 

이루어졌는지 중심으로 평가함.

평가

내용

의예과 교육목표 수립을 위하여 이에 해당하는 이해당사자들의 합의가 

여러 논의 및 의사결정 단계를 거쳐 이루어졌는지 중심으로 평가함.

1.4 교육목적/교육목표 인지 1.4 교육목표 인지 정도

(3)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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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질문

의예과 교육목적/교육목표에 대하여 의예과 교직원, 학생의 인식 수준이 

높은가?

평가

질문
의예과 교육목표에 대하여 의예과 교직원, 학생이 인지하고 있는가?

평가

내용

의예과 교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의예과 교육목적/교육목표를 홍보한 실적, 

인지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등을 중심으로 평가함.

평가

내용

의예과 교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의예과 교육목적/교육목표를 홍보한 실적, 

인지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등을 중심으로 평가함.

≫ 신규

1.5 의학과 교육목표와의 연계성

평가

질문
의예과 교육목표가 의학과 교육목표와 연계되어 있는가?

평가

내용

의예과 교육목표가 의예과 수료 후 진입하게 되는 의학과 교육목표와 

연계성을 지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함.

2. 교육과정 

편성

2.1 교육과정 내용의 타당성 2.1 교육 내용의 타당성

평가

질문

의예과 교육과정은 의예과 교육의 방향성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평가

질문

의예과 교육 내용은 의예과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평가

내용

예비 의학도로서의 갖추어야 하는 바람직한 인성 함양을 위한 교양교육, 

의학 입문을 위한 기초의과학(basic medical sciences) 교육, 전체 

의학교육과정 상에서의 연속성 등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내용의 타당성을 

평가함.

평가

내용

의예과 교육 내용이 의예과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교육 내용의 타당성을 평가함.

2.2 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

≫ 삭제

평가

질문

의예과 교육과정의 교양, 전공 편성이 교육목적/교육목표에 비추어 

적절한가?

평가

내용

교육목적/교육목표에 따른 교육과정 편의 적절성, 졸업이수학점의 적절성, 

교육과정 편성 비율(교양-전공, 필수-선택)의 적절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함.

2.3 교양교육과정 편성 2.2 교양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

평가

질문
의예과 교양교육과정 편성은 적절한가?

평가

질문
의예과 교양교육과정 편성이 교육목표에 비추어 적절한가?

평가

내용

교양교육과정 필수, 선택과정 편성 비율의 적절성, 바람직한 인성 함양을 

위한 교양교육 강화 노력, 전공 기초소양 함양을 위한 교양교육 강화 

노력, 학문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한 교양 교과목 개설 노력 등을 

중심으로 평가함.

평가

내용

교육목표를 기반으로 한 교양교육과정 필수, 선택과정 편성 비율의 

적절성, 전공 기초소양 함양을 위한 교양교육 강화 노력, 학문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한 교양 교과목 개설 노력 등을 중심으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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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전공교육과정 편성 2.3 전공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

평가

질문
의예과 전공교육과정 편성은 적절한가?

평가

질문
의예과 전공교육과정 편성이 교육목표에 비추어 적절한가?

평가

내용

전공교육과정 필수, 선택과정 편성 비율의 적절성, 개설 전공 교과목의 

참신성, 전공 교과목 개설의 체계성, 학과 차원에서 이루어진 전공교육 

내실화 노력 및 성과 등을 중심으로 평가함.

평가

내용

교육목표를 기반으로 한 전공교육과정 필수, 선택과정 편성 비율의 

적절성, 개설 전공 교과목의 내용 적절성, 전공 교과목 개설의 체계성, 

학과 차원에서 이루어진 전공교육 내실화 노력 및 성과 등을 중심으로 

평가함.

2.5 의학 지식 습득 전 기초의과학 교육과정 편성

≫ 삭제

평가

질문

의학 지식 습득 전 갖추어야 할 기초의과학(basic medical sciences)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는가?

평가

내용

의학 지식 습득 전 갖추어야 할 기초의과학(basic medical sciences) 

교과목의 개설 현황 및 필수 교과목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중심으로 

평가함.

2.6 인성 함양을 위한 교양교육과정 편성 2.4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

평가

질문

예비 의학도로서 갖추어야 하는 바람직한 인성 함양을 위한 교양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는가?

평가

질문

예비 의학도로서 갖추어야 하는 바람직한 인성 함양을 위한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는가?

평가

내용

예비 의학도로서 갖추어야 하는 바람직한 인성 함양을 위한 교양 

교과목의 개설 현황 및 필수 교과목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중심으로 

평가함.

평가

내용

예비 의학도로서 갖추어야 하는 바람직한 인성 함양을 위한 교과목의 

개설 현황 및 필수 교과목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중심으로 평가함.

교육과정 

운영
3. 교육방법

3.1 교수능력 개발 3.1 교수능력 개발 지원의 적절성

평가

질문

교수능력 향상을 위하여 학과 차원에서 관련 발간물 배포 및 교육 

프로그램, 워크숍 등을 시행하는가?

평가

질문

교수능력 향상을 위하여 학과 차원의 지원(관련 발간물 배포 및 교육 

프로그램, 워크숍 등)이 이루어지는가?

평가

내용

의예과 교과목 담당교수들의 교수능력 향상을 위한 학과 차원의 발간물 

제작 및 배포, 교육 프로그램 또는 워크숍 등을 시행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함.

평가

내용

의예과 교과목 담당교수들의 교수능력 향상을 위하여 학과 차원의 

지원(관련 발간물 제작 및 배포, 교육 프로그램 또는 워크숍 등)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함.

3.2 교수방법 다양화

≫ 삭제평가

질문
의예과 필수 교과목에서 적용하고 있는 교수방법은 다양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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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내용

의예과 필수 교과목에서 적용하고 있는 교수방법별 비율을 중심으로 

평가함.

3.3 교수방법의 적합성 3.2 교육방법의 적절성

평가

질문
교수방법(강의, 소그룹 토론, 팀프로젝트 등)의 적용이 적합한가?

평가

질문
교육방법(강의, 소그룹 토론, 팀프로젝트 등)의 적용이 적절한가?

평가

내용

의예과 필수 교과목에서 강의 내용에 따라 교수가 적합한 교수방법을 

적용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함.

평가

내용

의예과 필수 교과목에서 강의 내용에 따라 교수가 적절한 교육방법들을 

적용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함.

3.4 학습평가 방법의 적합성

≫ 5.2로 이동

평가

질문
학습평가의 내용 및 방법은 적합한가?

평가

내용

의예과 필수 교과목에서 학습평가의 방법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물, 

출석 등이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학습평가 방법이 다양한지, 

학습평가 내용이 타당한지 등을 중심으로 평가함.

4. 수업관리

4.1 수업계획서 체계성 4.1 수업계획서의 면밀성

평가

질문
수업계획서의 내용은 체계적으로 작성되었는가?

평가

질문
수업계획서의 내용이 면밀하게 작성되었는가?

평가

내용

의예과 필수 교과목 수업계획서의 내용이 학습목표, 주별 학습내용, 

수업방법, 평가방법, 수업자료(교재), 과제, 참고문헌 등을 포함하고 있는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함.

평가

내용

의예과 필수 교과목 수업계획서가 학습목표, 주별 학습내용, 수업방법, 

평가방법, 수업자료(교재), 과제, 참고문헌 등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함.

4.2 수업 단위 규모의 적절성

≫ 삭제

평가

질문
수업 단위의 규모는 적절한가?

평가

내용

강의 유형(이론, 이론・실험실습, 실험실습, 교양)에 따라 수업단위의

규모가 적절한지 평가함.

4.3 수업 관리 4.2 수업 관리의 엄정성

평가

질문
수업 관리가 엄정하게 이루어지는가?

평가

질문
수업 관리가 엄정하게 이루어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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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내용

의예과 필수 교과목의 최근 1년간 수업 휴강률, 출석관리의 엄정성, 

수업계획서와 실제 수업의 일치도, 담당교수 전공과 담당과목의 일치도 

등을 중심으로 평가함.

평가

내용

의예과 필수 교과목의 최근 1년간 수업 휴강률, 출석관리의 엄정성, 

수업계획서와 실제 수업의 일치도, 담당교수 전공과 담당과목의 일치도 

등을 중심으로 평가함.

4.4 강의평가 내용 및 과정 4.3 강의평가의 적절성

평가

질문
의예과 교과목에 대한 강의평가 내용 및 과정은 적절한가?

평가

질문
의예과 교과목에 대한 강의평가 내용, 과정, 결과 활용은 적절한가?

평가

내용

의예과 교과목에 대한 강의평가 실시 여부, 기준의 엄정성, 항목의 적절성, 

절차의 합리성, 강의평가를 위해 수집하는 자료의 타당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함. 

평가

내용

의예과 교과목에 대한 강의평가 실시 여부, 기준의 엄정성, 항목의 적절성, 

절차의 합리성, 강의평가를 위해 수집하는 자료의 타당성, 강의평가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 활용의 정도, 피평가자(교수)에게 평가결과 피드백 

여부, 평가 관련 자료들의 보관 및 관리 체계 등을 중심으로 평가함. 

4.5 강의평가 활용

≫ 삭제

평가

질문
의예과 교과목에 대한 강의평가 결과 활용은 적절한가?

평가

내용

강의평가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 활용의 정도, 피평가자(교수)에게 

평가결과 피드백 여부, 평가 관련 자료들의 보관 및 관리 체계 등을 

중심으로 평가함.

4.6 성적우수자 및 학사경고자 관리

≫ 삭제

평가

질문
성적우수자 및 학사경고자에 대한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평가

내용

성적우수자 선정 기준, 동기유발책의 적절성, 보상 기준, 학사경고자에 

대한 추후지도 프로그램의 유무, 종류, 내용의 적절성, 효과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함.

4.7 교육과정 운영 및 관리 위원회 4.4 교육과정 운영 위원회의 효과성

평가

질문
의예과 교육과정 운영 및 질 관리를 위한 별도의 위원회가 존재하는가?

평가

질문

의예과 교육과정 운영 및 질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되는가?

평가

내용

의예과 교육과정 운영 및 질 관리를 위한 별도의 위원회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함.

평가

내용

의예과 교육과정 운영 및 질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함.

≫ 신규 4.5 학업성취 지원체계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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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질문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의예과 학생들을 위한 학업성취 지원체계가 

적절하게 구축되어 있는가?

평가

내용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의예과 학생들을 위한 학업성취 지원체계(학업성취 

관련 프로그램, 상담체계 등)가 적절하게 구축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함.

≫ 신규

4.6 수업운영 지원체계의 적절성

평가

질문
수업운영을 위한 지원체계가 적절하게 구축되어 있는가?

평가

내용

수업운영을 위한 지원체계(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 등)가 적절하게 

구축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함.

교육과정 

성과
5. 교육성과

5.1 교육목적/교육목표 도달 여부에 대한 판단 5.1 교육목표 달성 기준의 적절성

평가

질문
의예과 교육목적/교육목표 도달 여부에 대한 판단 준거가 존재하는가?

평가

질문
의예과 교육목표 달성 기준이 적절한가?

평가

내용

의예과 교육목적/교육목표 도달 기준 존재 여부, 도달 기준에 부합하는 

학생 비율, 도달하지 못한 학생 대상의 지원책 등을 중심으로 평가함.

평가

내용

의예과 교육목표 달성 기준 유무 및 적절성, 달성 기준에 부합하는 학생 

비율 등을 중심으로 평가함.

5.2 의학과 진입률

≫ 삭제

평가

질문
의학과 진입 비율은 어떠한가?

평가

내용
의학과 진입 대상인 의예과 학생의 진입 비율을 산출함.

5.3 학업중단율

≫ 삭제

평가

질문
전체 의예과 학생 중 휴학, 자퇴 학생의 비율은 어떠한가?

평가

내용
의예과 재학 중 휴학, 자퇴하는 학생의 비율을 산출함.

≫ 신규

5.2 학습평가 방법의 적절성

평가 의예과 교육목표 학습평가 방법은 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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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평가

내용

의예과 필수 교과목에서 학습평가의 방법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물, 

출석 등이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타당한지 등을 중심으로 평가함.

≫ 신규

5.3 교육과정 개정의 적절성

평가

질문

학생들의 교육성과를 기반으로 교육과정 개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평가

내용

학생들의 교육성과를 기반으로 교육과정 개정 과정, 시기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함.

(삭제)

6. 자체평가

6.1 교육과정 자체평가

≫ 삭제

평가

질문

의예과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대한 주기적인 자체평가 실시 및 결과 공시, 

반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평가

내용

교육 관련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의예과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 및 결과 공시, 반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함.

6. 교육과정 

만족도

7.1 교육만족도 6.1 학생 만족도

평가

질문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전체 의예과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의 

질 관리 및 개선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평가

질문

교육과정의 수월성 제고를 위하여 의예과 학생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는가?

평가

내용

의예과 교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만족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의 질 관리 및 개선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함.

평가

내용

의예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의 질 관리 및 개선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함.

≫ 신규

6.2 교수 만족도

평가

질문

교육과정의 수월성 제고를 위하여 의예과 교수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는가?

평가

내용

의예과 교수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의 질 관리 및 개선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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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준거 수정안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준거 수정안은 아래와 같이 평가영역 3개, 평가항목 6개, 평가지표 22개로 구성되었습니다.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교육과정 개발

1. 교육목표

1.1 교육목표의 명확성

1.2 교육목표의 적절성

1.3 교육목표 설정방법의 합리성

1.4 교육목표 인지 정도

1.5 의학과 교육목표와의 연계성

2. 교육과정 편성

2.1 교육 내용의 타당성

2.2 교양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

2.3 전공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

2.4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

교육과정 운영

3. 교육방법
3.1 교수능력 개발 지원의 적절성

3.2 교육방법의 적절성

4. 수업관리

4.1 수업계획서의 면밀성

4.2 수업 관리의 엄정성

4.3 강의평가의 적절성

4.4 교육과정 운영 위원회의 효과성

4.5 학업성취 지원체계의 적절성

4.6 수업운영 지원체계의 적절성

교육과정 성과

5. 교육성과

5.1 교육목표 달성 기준의 적절성

5.2 학습평가 방법의 적절성

5.3 교육과정 개정의 적절성

6. 교육과정

만족도

6.1 학생 만족도

6.2 교수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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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준거 수정안에 대한 타당도 조사

이번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1차 조사에 응답해주신 자문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각 문항별
중앙치(전체 사례를 1/2로 나누는 점, Md로 표시)와 사분범위(전체 응답의 하위 25%와 상위 25%를 제외한 나머지 응답 범위,
초록색 음영 표시)를 표시하였습니다.

1차 응답 결과들을 참고하시어 각 문항에 대한 자문위원님의 의견을 해당 영역 응답란에 ‘○’ 표시 하여 주시고, 자문위원님의
응답 결과가 대다수 자문위원님들의 의견과 달리 사분범위(초록색 음영 표시)를 벗어날 경우 그 이유를 의견란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표기 방식>
≫ 중앙치: Md
≫ 사분범위: 초록색 음영

<작성 예시>

문항
타당도

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1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영역을 교육과정 개발,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성과 영역으로 구성하는 

것은 타당하다.

Md

○

1. 평가영역 타당도 및 중요도

문항

타당도

의견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1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영역을 교육과정 

개발,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성과 

영역으로 구성하는 것은 타당하다.

Md

문항

중요도

의견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교육과정 개발
Md

2 교육과정 운영
Md

3 교육과정 성과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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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타당도

의견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1
교육과정 운영 영역에서 ‘교육방법’ 

항목은 타당하다.

Md

2
교육과정 운영 영역에서 ‘수업관리’ 

항목은 타당하다.

Md

문항

타당도

의견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1
교육과정 성과 영역에서 ‘교육성과’ 

항목은 타당하다.

Md

2
교육과정 성과 영역에서 ‘교육과정 

만족도’ 항목은 타당하다.

Md

2. 평가항목 타당도

(1) 교육과정 개발 영역의 평가항목

문항

타당도

의견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1
교육과정 개발 영역에서 ‘교육목표’ 

항목은 타당하다.

Md

2
교육과정 개발 영역에서 ‘교육과정 

편성’ 항목은 타당하다.

Md

(2) 교육과정 운영 영역의 평가항목

(3) 교육과정 성과 영역의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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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내용

타당도

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1 교육목표

1.1 교육목표의 명확성
Md

평가질문 의예과 교육목표가 명확하게 진술되었는가?

평가내용
대학이념, 비전, 대학의 교육목표와 의예과 교육목표의 연계성, 의예과 교육목표와 교과과정의 

연계성, 의예과 교육목표의 명료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함.

1.2 교육목표의 적절성
Md

평가질문 의예과 교육목표는 학문적・사회적・개인적 측면에서 적절한가?

평가내용

의예과 교육목표가 아래의 측면들을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함.

 학문적 측면: 지식정보화사회, 고도산업기술사회, 새로운 학문적 조류, 첨단과학 지식과 기술, 

기본기능(skill) 및 기초과정(process) 숙달, 지적 능력의 개발, 직업교육(생애계발교육) 등

 사회적 측면: 지역사회의 여건과 요구, 국가・인류사회의 여건과 요구 등

 개인적 목적: 정서적・신체적으로 윤택한 삶, 창의력과 심미적 표현, 자아실현 등

1.3 교육목표 설정방법의 합리성
Md

평가질문
의예과 교육목표 수립을 위하여 여러 의사결정 단계를 거쳐 이해당사자들의 합의 하에 

수립되었는가?

평가내용
의예과 교육목표 수립을 위하여 이에 해당하는 이해당사자들의 합의가 여러 논의 및 의사결정 

단계를 거쳐 이루어졌는지 중심으로 평가함.

1.4 교육목표 인지 정도
Md

평가질문 의예과 교육목표에 대하여 의예과 교직원, 학생이 인지하고 있는가?

평가내용
의예과 교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의예과 교육목적/교육목표를 홍보한 실적, 인지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등을 중심으로 평가함.

1.5 의학과 교육목표와의 연계성

평가질문 의예과 교육목표가 의학과 교육목표와 연계되어 있는가?

평가내용
의예과 교육목표가 의예과 수료 후 진입하게 되는 의학과 교육목표와 연계성을 지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함.

3. 평가지표 타당도

아래의 평가지표는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평가지표 중 새롭게 추가된 경우 이탤릭체로
표시하였습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각 문항에 대한 자문위원님의 의견을 해당 영역 응답란에 ‘○’ 표시 하여 주시고, 자문위원님의 응답 결과가
대다수 자문위원님들의 의견과 달리 사분범위(초록색 음영 표시)를 벗어날 경우 그 이유를 의견란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과정 개발 영역의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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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내용

타당도

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2
교육과정 

편성

2.1 교육 내용의 타당성
Md

평가질문 의예과 교육 내용은 의예과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평가내용
의예과 교육 내용이 의예과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교육 

내용의 타당성을 평가함.

2.2 교양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
Md

평가질문 의예과 교양교육과정 편성이 교육목표에 비추어 적절한가?

평가내용

교육목표를 기반으로 한 교양교육과정 필수, 선택과정 편성 비율의 적절성, 전공 기초소양 함양을 

위한 교양교육 강화 노력, 학문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한 교양 교과목 개설 노력 등을 중심으로

평가함.

2.3 전공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
Md

평가질문 의예과 전공교육과정 편성이 교육목표에 비추어 적절한가?

평가내용

교육목표를 기반으로 한 전공교육과정 필수, 선택과정 편성 비율의 적절성, 개설 전공 교과목의 

내용 적절성, 전공 교과목 개설의 체계성, 학과 차원에서 이루어진 전공교육 내실화 노력 및 성과 

등을 중심으로 평가함.

2.4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
Md

평가질문 예비 의학도로서 갖추어야 하는 바람직한 인성 함양을 위한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는가?

평가내용
예비 의학도로서 갖추어야 하는 바람직한 인성 함양을 위한 교과목의 개설 현황 및 필수 교과목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중심으로 평가함.

의  견

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내용

타당도

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3 교육방법

3.1 교수능력 개발 지원의 적절성
Md

평가질문
교수능력 향상을 위하여 학과 차원의 지원(관련 발간물 배포 및 교육 프로그램, 워크숍 등)이 

이루어지는가?

평가내용
의예과 교과목 담당교수들의 교수능력 향상을 위하여 학과 차원의 지원(관련 발간물 제작 및 배포, 

교육 프로그램 또는 워크숍 등)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함.

(2) 교육과정 운영 영역의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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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내용

타당도

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3.2 교육방법의 적절성
Md

평가질문 교육방법(강의, 소그룹 토론, 팀프로젝트 등)의 적용이 적절한가?

평가내용
의예과 필수 교과목에서 강의 내용에 따라 교수가 적절한 교육방법들을 적용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함.

4 수업관리

4.1 수업계획서의 면밀성
Md

평가질문 수업계획서의 내용이 면밀하게 작성되었는가?

평가내용
의예과 필수 교과목 수업계획서가 학습목표, 주별 학습내용, 수업방법, 평가방법, 수업자료(교재), 

과제, 참고문헌 등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함.

4.2 수업 관리의 엄정성
Md

평가질문 수업 관리가 엄정하게 이루어지는가?

평가내용
의예과 필수 교과목의 최근 1년간 수업 휴강률, 출석관리의 엄정성, 수업계획서와 실제 수업의 

일치도, 담당교수 전공과 담당과목의 일치도 등을 중심으로 평가함.

4.3 강의평가의 적절성
Md

평가질문 의예과 교과목에 대한 강의평가 내용, 과정, 결과 활용은 적절한가?

평가내용

의예과 교과목에 대한 강의평가 실시 여부, 기준의 엄정성, 항목의 적절성, 절차의 합리성, 

강의평가를 위해 수집하는 자료의 타당성, 강의평가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 활용의 정도, 

피평가자(교수)에게 평가결과 피드백 여부, 평가 관련 자료들의 보관 및 관리 체계 등을 중심으로 

평가함. 

4.4 교육과정 운영 위원회의 효과성
Md

평가질문 의예과 교육과정 운영 및 질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되는가?

평가내용
의예과 교육과정 운영 및 질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함.

4.5 학업성취 지원체계의 적절성

평가질문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의예과 학생들을 위한 학업성취 지원체계가 적절하게 구축되어 있는가?

평가내용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의예과 학생들을 위한 학업성취 지원체계(학업성취 관련 프로그램, 상담체계 

등)가 적절하게 구축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함.

4.6 수업운영 지원체계의 적절성

평가질문 수업운영을 위한 지원체계가 적절하게 구축되어 있는가?

평가내용
수업운영을 위한 지원체계(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 등)가 적절하게 구축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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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내용

타당도

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의  견

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내용

타당도

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5 교육성과

5.1 교육목표 달성 기준의 적절성
Md

평가질문 의예과 교육목표 달성 기준이 적절한가?

평가내용 의예과 교육목표 달성 기준 유무 및 적절성, 달성 기준에 부합하는 학생 비율 등을 중심으로 평가함.

5.2 학습평가 방법의 적절성
Md

평가질문 의예과 교육목표 학습평가 방법은 적절한가?

평가내용
의예과 필수 교과목에서 학습평가의 방법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물, 출석 등이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타당한지 등을 중심으로 평가함.

5.3 교육과정 개정의 적절성

평가질문 학생들의 교육성과를 기반으로 교육과정 개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평가내용
학생들의 교육성과를 기반으로 교육과정 개정 과정, 시기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함.

6
교육과정 

만족도

6.1 학생 만족도

평가질문 교육과정의 수월성 제고를 위하여 의예과 학생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는가?

평가내용
의예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의 질 관리 및 개선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함.

6.2 교수 만족도

평가질문 교육과정의 수월성 제고를 위하여 의예과 교수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는가?

평가내용
의예과 교수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의 질 관리 및 개선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함.

의  견

(3) 교육과정 성과 영역의 평가지표



- 129 -

4. 위의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준거 수정안에 관하여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에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 끝까지 응답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본 2차 조사 결과를 종합 및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3차 델파이 조사지를 작성하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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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3차 델파이 조사 도구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준거 개발을 위한 3차 델파이 조사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할애하여 지난 2차 델파이 조사에 성실히 응답해 주셔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

니다.

2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문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하여 3차 델파이 조사지를 구성하였습니다. 2차 델파

이 결과 최종적으로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준거는 3개의 평가영역, 5개의 평가항목, 18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되었습니다.

3차 델파이 조사는 확정된 평가준거에 관한 상대적 중요도 산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는 각 평가준거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확인하는 것으로 어느 평가영역, 어느 평가항목, 어느 평가지표들이 좀 더 중요한지 결

정하는 단계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응답하시기 전에 ‘응답요령’과 ‘응답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델파이 조사의 마지막 단계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응답해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

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마지막 단계인 만큼 본 조사지에 대한 답변을 9월 22일(월)까지 아래 E-mail로 가급적 기한에 맞추

어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9월 16일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의학교육학 전공

석사과정 황 진 영

지도교수 이 승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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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2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문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한 결과,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가 각각 아래와 같이 수정되었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수정된 부분입니다.

(1) 평가영역

≫ 변동 없음.

(2) 평가항목

평가영역 평가항목 내용에 대한 의견 반영 전 평가항목 내용에 대한 의견 반영 후

교육과정 개발
1. 교육목표 1. 교육목표

2. 교육과정 편성 2. 교육과정 편성

교육과정 운영
3. 교육방법 3. 교육방법

4. 수업관리 4. 수업관리

교육과정 성과
5. 교육성과 5. 교육성과

6. 교육과정 만족도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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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내용에 대한 의견 반영 전 평가지표 내용에 대한 의견 반영 후

교육과정 

개발
1. 교육목표

1.1 교육목표의 명확성 1.1 교육목표의 명확성

평가

질문
의예과 교육목표가 명확하게 진술되었는가?

평가

질문
의예과 교육목표가 명확하게 진술되었는가?

평가

내용

대학이념, 비전, 대학의 교육목표와 의예과 교육목표의 연계성, 의예과 

교육목표와 교과과정의 연계성, 의예과 교육목표의 명료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함.

평가

내용

대학이념, 비전, 대학의 교육목표와 의예과 교육목표의 연계성, 의예과 

교육목표와 교과과정의 연계성, 의예과 교육목표의 명료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함.

1.2 교육목표의 적절성 1.2 교육목표의 적절성

평가

질문
의예과 교육목표는 학문적・사회적・개인적 측면에서 적절한가?

평가

질문
의예과 교육목표는 학문적・사회적・개인적 측면에서 적절한가?

평가

내용

의예과 교육목표가 아래의 측면들을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함.

 학문적 측면: 지식정보화사회, 고도산업기술사회, 새로운 학문적 조류, 

첨단과학 지식과 기술, 기본기능(skill) 및 기초과정(process) 숙달, 지적 

능력의 개발, 직업교육(생애계발교육) 등

 사회적 측면: 지역사회의 여건과 요구, 국가・인류사회의 여건과 요구

등

 개인적 목적: 정서적・신체적으로 윤택한 삶, 창의력과 심미적 표현,

자아실현 등

평가

내용

의예과 교육목표가 아래의 측면들을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함.

 학문적 측면: 지식정보화사회, 고도산업기술사회, 새로운 학문적 조류, 

첨단과학 지식과 기술, 기본기능(skill) 및 기초과정(process) 숙달, 지적 

능력의 개발, 직업교육(생애계발교육) 등

 사회적 측면: 지역사회의 여건과 요구, 국가・인류사회의 여건과 요구

등

 개인적 목적: 정서적・신체적으로 윤택한 삶, 창의력과 심미적 표현,

자아실현 등

1.3 교육목표 설정방법의 합리성 1.3 교육목표 설정방법의 합리성

평가

질문

의예과 교육목표 수립을 위하여 여러 의사결정 단계를 거쳐 

이해당사자들의 합의 하에 수립되었는가?

평가

질문

의예과 교육목표 수립을 위하여 적절한 의사결정 단계를 거쳐 구성원들의 

합의 하에 수립되었는가?

평가

내용

의예과 교육목표 수립을 위하여 이에 해당하는 이해당사자들의 합의가 

여러 논의 및 의사결정 단계를 거쳐 이루어졌는지 중심으로 평가함.

평가

내용

의예과 교육목표 수립을 위하여 이에 해당하는 구성원들의 합의가 여러 

적절한 논의 및 의사결정 단계를 거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체계가 학과 내 수립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함.

1.4 교육목표 인지 정도 1.4 교육목표 인지 정도

평가

질문
의예과 교육목표에 대하여 의예과 교직원, 학생이 인지하고 있는가?

평가

질문
의예과 교육목표에 대하여 의예과 교직원, 학생이 인지하고 있는가?

(3)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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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내용

의예과 교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의예과 교육목적/교육목표를 홍보한 실적, 

인지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등을 중심으로 평가함.

평가

내용

의예과 교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의예과 교육목적/교육목표를 홍보한 실적, 

인지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등을 중심으로 평가함.

1.5 의학과 교육목표와의 연계성 1.5 의학과 교육목표와의 연계성

평가

질문
의예과 교육목표가 의학과 교육목표와 연계되어 있는가?

평가

질문
의예과 교육목표가 의학과 교육목표와 연계되어 있는가?

평가

내용

의예과 교육목표가 의예과 수료 후 진입하게 되는 의학과 교육목표와 

연계성을 지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함.

평가

내용

의예과 교육목표가 의예과 수료 후 진입하게 되는 의학과 교육목표와 

연계성을 지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함.

2. 교육과정 

편성

2.1 교육 내용의 타당성 2.1 교육 내용의 타당성

평가

질문

의예과 교육 내용은 의예과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평가

질문

의예과 교육 내용은 의예과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평가

내용

의예과 교육 내용이 의예과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교육 내용의 타당성을 평가함.

평가

내용

의예과 교육 내용이 의예과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교육 내용의 타당성을 평가함.

2.2 교양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 2.2 교양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

평가

질문
의예과 교양교육과정 편성이 교육목표에 비추어 적절한가?

평가

질문
의예과 교양교육과정 편성이 교육목표에 비추어 적절한가?

평가

내용

교육목표를 기반으로 한 교양교육과정 필수, 선택과정 편성 비율의 

적절성, 전공 기초소양 함양을 위한 교양교육 강화 노력, 학문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한 교양 교과목 개설 노력 등을 중심으로 평가함.

평가

내용

교육목표를 기반으로 한 교양교육과정 필수, 선택과정 편성 비율의 

적절성, 전공 기초소양 함양을 위한 교양교육 강화 노력, 학문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한 교양 교과목 개설 노력 등을 중심으로 평가함.

2.3 전공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 2.3 전공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

평가

질문
의예과 전공교육과정 편성이 교육목표에 비추어 적절한가?

평가

질문
의예과 전공교육과정 편성이 교육목표에 비추어 적절한가?

평가

내용

교육목표를 기반으로 한 전공교육과정 필수, 선택과정 편성 비율의 

적절성, 개설 전공 교과목의 내용 적절성, 전공 교과목 개설의 체계성, 

학과 차원에서 이루어진 전공교육 내실화 노력 및 성과 등을 중심으로 

평가함.

평가

내용

교육목표를 기반으로 한 전공교육과정 필수, 선택과정 편성 비율의 

적절성, 개설 전공 교과목의 내용 적절성, 전공 교과목 개설의 체계성, 

학과 차원에서 이루어진 전공교육 내실화 노력 및 성과 등을 중심으로 

평가함.

2.4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 2.4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

평가 예비 의학도로서 갖추어야 하는 바람직한 인성 함양을 위한 교과목이 평가 예비 의학도로서 갖추어야 하는 바람직한 인성 함양을 위한 교과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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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설되어 있는가? 질문 개설되어 있는가?

평가

내용

예비 의학도로서 갖추어야 하는 바람직한 인성 함양을 위한 교과목의 

개설 현황 및 필수 교과목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중심으로 평가함.

평가

내용

예비 의학도로서 갖추어야 하는 바람직한 인성 함양을 위한 교과목의 

개설 현황 및 필수 교과목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중심으로 평가함.

교육과정 

운영

3. 교육방법

3.1 교수능력 개발 지원의 적절성 3.1 교수능력 개발 지원의 적절성

평가

질문

교수능력 향상을 위하여 학과 차원의 지원(관련 발간물 배포 및 교육 

프로그램, 워크숍 등)이 이루어지는가?

평가

질문

교수능력 향상을 위하여 학과 차원의 지원(관련 발간물 배포 및 교육 

프로그램, 워크숍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평가

내용

의예과 교과목 담당교수들의 교수능력 향상을 위하여 학과 차원의 

지원(관련 발간물 제작 및 배포, 교육 프로그램 또는 워크숍 등)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함.

평가

내용

의예과 교과목 담당교수들의 교수능력 향상을 위하여 학과 차원의 

지원(관련 발간물 제작 및 배포, 교육 프로그램 또는 워크숍 등)이 

이루어지는지 여부와 그 효과성을 중심으로 평가함.

3.2 교육방법의 적절성 3.2 교육방법의 적절성

평가

질문
교육방법(강의, 소그룹 토론, 팀프로젝트 등)의 적용이 적절한가?

평가

질문
교육방법(강의, 소그룹 토론, 팀프로젝트 등)의 적용이 적절한가?

평가

내용

의예과 필수 교과목에서 강의 내용에 따라 교수가 적절한 교육방법들을 

적용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함.

평가

내용

의예과 필수 교과목에서 강의 내용에 따라 교수가 적절한 교육방법들을 

적용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함.

4. 수업관리

4.1 수업계획서의 면밀성 4.1 수업계획서의 면밀성

평가

질문
수업계획서의 내용이 면밀하게 작성되었는가?

평가

질문
수업계획서의 내용이 면밀하게 작성되었는가?

평가

내용

의예과 필수 교과목 수업계획서가 학습목표, 주별 학습내용, 수업방법, 

평가방법, 수업자료(교재), 과제, 참고문헌 등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함.

평가

내용

의예과 필수 교과목 수업계획서가 학습목표, 주별 학습내용, 수업방법, 

평가방법, 수업자료(교재), 과제, 참고문헌 등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함.

4.2 수업 관리의 엄정성 4.2 수업 관리의 엄정성

평가

질문
수업 관리가 엄정하게 이루어지는가?

평가

질문
수업 관리가 엄정하게 이루어지는가?

평가

내용

의예과 필수 교과목의 최근 1년간 수업 휴강률, 출석관리의 엄정성, 

수업계획서와 실제 수업의 일치도, 담당교수 전공과 담당과목의 일치도 

등을 중심으로 평가함.

평가

내용

의예과 필수 교과목의 최근 1년간 수업 휴강률, 출석관리의 엄정성, 

수업계획서와 실제 수업의 일치도, 담당교수 전공과 담당과목의 일치도 

등을 중심으로 평가함.

4.3 강의평가의 적절성 4.3 강의평가의 적절성

평가 의예과 교과목에 대한 강의평가 내용, 과정, 결과 활용은 적절한가? 평가 의예과 교과목에 대한 강의평가 내용, 과정, 결과 활용은 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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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질문

평가

내용

의예과 교과목에 대한 강의평가 실시 여부, 기준의 엄정성, 항목의 적절성, 

절차의 합리성, 강의평가를 위해 수집하는 자료의 타당성, 강의평가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 활용의 정도, 피평가자(교수)에게 평가결과 피드백 

여부, 평가 관련 자료들의 보관 및 관리 체계 등을 중심으로 평가함. 

평가

내용

의예과 교과목에 대한 강의평가 실시 여부, 기준의 엄정성, 항목의 적절성, 

절차의 합리성, 강의평가를 위해 수집하는 자료의 타당성, 강의평가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 활용의 정도, 피평가자(교수)에게 평가결과 피드백 

여부, 평가 관련 자료들의 보관 및 관리 체계 등을 중심으로 평가함. 

4.4 교육과정 운영 위원회의 효과성 4.4 교육과정 운영 위원회의 효과성

평가

질문

의예과 교육과정 운영 및 질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되는가?

평가

질문

의예과 교육과정 운영 및 질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되는가?

평가

내용

의예과 교육과정 운영 및 질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함.

평가

내용

의예과 교육과정 운영 및 질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함.

4.5 학업성취 지원체계의 적절성

≫ 삭제

평가

질문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의예과 학생들을 위한 학업성취 지원체계가 

적절하게 구축되어 있는가?

평가

내용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의예과 학생들을 위한 학업성취 지원체계(학업성취 

관련 프로그램, 상담체계 등)가 적절하게 구축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함.

4.6 수업운영 지원체계의 적절성 4.5 수업운영 지원체계의 적절성

평가

질문
수업운영을 위한 지원체계가 적절하게 구축되어 있는가?

평가

질문
수업운영을 위한 지원체계가 적절하게 구축되어 있는가?

평가

내용

수업운영을 위한 지원체계(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 등)가 적절하게 

구축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함.

평가

내용

수업운영을 위한 지원체계(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 등)가 적절하게 

구축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함.

교육과정 

성과
5. 교육성과

5.1 교육목표 달성 기준의 적절성 5.1 교육목표 달성 기준의 적절성

평가

질문
의예과 교육목표 달성 기준이 적절한가?

평가

질문
의예과 교육목표 달성 기준이 적절한가?

평가

내용

의예과 교육목표 달성 기준 유무 및 적절성, 달성 기준에 부합하는 학생 

비율 등을 중심으로 평가함.

평가

내용

의예과 교육목표 달성 기준 유무 및 적절성, 달성 기준에 부합하는 학생 

비율 등을 중심으로 평가함.

5.2 학습평가 방법의 적절성 5.2 학습평가 방법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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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질문
의예과 교육목표 학습평가 방법은 적절한가?

평가

질문
의예과 교육목표에 비추어 학습평가 방법은 적절한가?

평가

내용

의예과 필수 교과목에서 학습평가의 방법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물, 

출석 등이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타당한지 등을 중심으로 평가함.

평가

내용

의예과 교육목표 도달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의예과 필수 교과목에서 

학습평가의 방법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물, 출석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지, 타당한지 등을 중심으로 평가함.

5.3 교육과정 개정의 적절성

≫ 삭제

평가

질문

학생들의 교육성과를 기반으로 교육과정 개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평가

내용

학생들의 교육성과를 기반으로 교육과정 개정 과정, 시기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함.

6. 교육과정

만족도

6.1 학생 만족도

≫ 삭제

평가

질문

교육과정의 수월성 제고를 위하여 의예과 학생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는가?

평가

내용

의예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의 질 관리 및 개선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함.

6.2 교수 만족도

≫ 삭제

평가

질문

교육과정의 수월성 제고를 위하여 의예과 교수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는가?

평가

내용

의예과 교수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의 질 관리 및 개선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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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확정된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준거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준거는 아래와 같이 평가영역 3개, 평가항목 5개, 평가지표 18개로 확정되었습니다.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교육과정 개발

1. 교육목표

1.1 교육목표의 명확성

1.2 교육목표의 적절성

1.3 교육목표 설정방법의 합리성

1.4 교육목표 인지 정도

1.5 의학과 교육목표와의 연계성

2. 교육과정 편성

2.1 교육 내용의 타당성

2.2 교양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

2.3 전공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

2.4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

교육과정 운영

3. 교육방법
3.1 교수능력 개발 지원의 적절성

3.2 교육방법의 적절성

4. 수업관리

4.1 수업계획서의 면밀성

4.2 수업 관리의 엄정성

4.3 강의평가의 적절성

4.4 교육과정 운영 위원회의 효과성

4.5 수업운영 지원체계의 적절성

교육과정 성과 5. 교육성과
5.1 교육목표 달성 기준의 적절성

5.2 학습평가 방법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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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확정된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준거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산정

이번 3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2차 조사 결과 최종적으로 도출된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준거에 관한 상대적
중요도를 산정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응답요령’과 ‘응답 유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시어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요령
 평가준거가 위계(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에 따라 일대일 대응의 형태로 한 문항씩 제시됩니다.
 평가준거 중 [A]가 [B]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아래 예시와 같이 [A] 쪽의 중요도 정도에 해당하는 번호

아래 칸에 ‘○’ 표시하시면 됩니다.

[예 시]

문

항

평가영역

[A]

[A]가 중요 ⇐ 동일 ⇒ [B]가 중요 평가영역

[B]9 7 5 3 1 3 5 7 9

1 교육과정 개발 ○ 교육과정 운영

척도 중요도 정도

1 ➜ 두 개의 준거가 동일하게 중요함 (Equal)

3 ➜ 한 준거가 다른 준거보다 약간 중요함 (Weak)

5 ➜ 한 준거가 다른 준거보다 강하게 중요함 (Strong)

7 ➜ 한 준거가 다른 준거보다 매우 강하게 중요함 (Very Strong)

9 ➜ 한 준거가 다른 준거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절대적으로 중요함 (Absolute)

▶ 응답 유의사항
(1) 상대적인 중요도를 산정하는 본 조사는 응답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2) 예를 들어 영역, 항목, 지표수가 각각 3개 이상(예를 들어 A, B, C)인 경우, A가 B보다 중요하고, B가 C보다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면 A는 반드시 C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응답이 되어야 일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 A > B 이고, B > C 이면 반드시 A > C 이다.
이 경우 혹 C가 A보다 더 중요하다고 엉뚱한 응답을 하게 되면 일관성 수치가 낮게 평가되어 올바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가 발생합니다.

(3) 예를 들어 평가항목의 경우, 모두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1위부터 5위까지 우선순위를 미리
정해두신 후에 세부적인 답변을 하시는 것이 일관성 있는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4) 자문위원님께서는 이 점 꼭 유의하시어 일관성 있는 응답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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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영역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아래 문항들은 평가준거의 평가영역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3개 평가영역들이 일대일 대응의 형태로 한 문항씩 제시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번호 아래 칸에 ‘○’ 표시하여 주십시오.
총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1위부터 3위까지 우선순위를 미리 정해두신 후에 세부적인 답변을 하시는 것이 일관성
있는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문

항

평가영역

[A]

[A]가 중요 ⇐ 동일 ⇒ [B]가 중요 평가영역

[B]9 7 5 3 1 3 5 7 9

1 교육과정 개발 교육과정 운영

2 교육과정 개발 교육과정 성과

3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성과

2. 평가항목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아래 문항들은 평가준거의 평가항목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 평가영역에 속한 평가항목들이 일대일 대응의 형태로 한 문항씩 제시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번호 아래 칸에 ‘○’ 표시하여 주십시오.

[ 평가영역: 교육과정 개발 ]

문

항

평가항목

[A]

[A]가 중요 ⇐ 동일 ⇒ [B]가 중요 평가항목

[B]9 7 5 3 1 3 5 7 9

1 1. 교육목표 2. 교육과정 편성

[ 평가영역: 교육과정 운영 ]

문

항

평가항목

[A]

[A]가 중요 ⇐ 동일 ⇒ [B]가 중요 평가항목

[B]9 7 5 3 1 3 5 7 9

2 3. 교육방법 4. 수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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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평가지표

[A]

[A]가 중요 ⇐ 동일 ⇒ [B]가 중요 평가지표

[B]9 7 5 3 1 3 5 7 9

1 1.1 교육목표의 명확성 1.2 교육목표의 적절성

2 1.1 교육목표의 명확성
1.3 교육목표 설정방법의 

합리성

3 1.1 교육목표의 명확성 1.4 교육목표 인지 정도

4 1.1 교육목표의 명확성
1.5 의학과 교육목표와의 

연계성

5 1.2 교육목표의 적절성
1.3 교육목표 설정방법의 

합리성

6 1.2 교육목표의 적절성 1.4 교육목표 인지 정도

7 1.2 교육목표의 적절성
1.5 의학과 교육목표와의 

연계성

8
1.3 교육목표 설정방법의 

합리성
1.4 교육목표 인지 정도

9
1.3 교육목표 설정방법의 

합리성

1.5 의학과 교육목표와의 

연계성

10 1.4 교육목표 인지 정도
1.5 의학과 교육목표와의 

연계성

문

항

평가지표

[A]

[A]가 중요 ⇐ 동일 ⇒ [B]가 중요 평가지표

[B]9 7 5 3 1 3 5 7 9

1 2.1 교육 내용의 타당성
2.2 교양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

2 2.1 교육 내용의 타당성
2.3 전공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

3. 평가지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아래 문항들은 평가준거의 평가지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18개 평가지표들이 일대일 대응의 형태로 한 문항씩 제시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번호 아래 칸에 ‘○’ 표시하여 주십시오.
각 항목별로 1위부터 마지막 순위까지의 우선순위를 미리 정해두신 후에 세부적인 답변을 하시는 것이 일관성 있는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 평가항목: 1. 교육목표 ]

[ 평가항목: 2. 교육과정 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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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평가지표

[A]

[A]가 중요 ⇐ 동일 ⇒ [B]가 중요 평가지표

[B]9 7 5 3 1 3 5 7 9

3 2.1 교육 내용의 타당성
2.4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

4
2.2 교양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

2.3 전공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

5
2.2 교양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

2.4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

6
2.3 전공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

2.4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

문

항

평가지표

[A]

[A]가 중요 ⇐ 동일 ⇒ [B]가 중요 평가지표

[B]9 7 5 3 1 3 5 7 9

1
3.1 교수능력 개발 지원의 

적절성
3.2 교육방법의 적절성

문

항

평가지표

[A]

[A]가 중요 ⇐ 동일 ⇒ [B]가 중요 평가지표

[B]9 7 5 3 1 3 5 7 9

1 4.1 수업계획서의 면밀성 4.2 수업 관리의 엄정성

2 4.1 수업계획서의 면밀성 4.3 강의평가의 적절성

3 4.1 수업계획서의 면밀성
4.4 교육과정 운영 위원회의 

효과성

4 4.1 수업계획서의 면밀성
4.5 수업운영 지원체계의 

적절성

5 4.2 수업 관리의 엄정성 4.3 강의평가의 적절성

6 4.2 수업 관리의 엄정성
4.4 교육과정 운영 위원회의 

효과성

7 4.2 수업 관리의 엄정성
4.5 수업운영 지원체계의 

적절성

8 4.3 강의평가의 적절성
4.4 교육과정 운영 위원회의 

효과성

9 4.3 강의평가의 적절성
4.5 수업운영 지원체계의 

적절성

[ 평가항목: 3. 교육방법 ]

[ 평가항목: 4. 수업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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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평가지표

[A]

[A]가 중요 ⇐ 동일 ⇒ [B]가 중요 평가지표

[B]9 7 5 3 1 3 5 7 9

10
4.4 교육과정 운영 위원회의 

효과성

4.5 수업운영 지원체계의 

적절성

문

항

평가지표

[A]

[A]가 중요 ⇐ 동일 ⇒ [B]가 중요 평가지표

[B]
9 7 5 3 1 3 5 7 9

1
5.1 교육목표 달성 기준의 

적절성
5.2 학습평가 방법의 적절성

[ 평가항목: 5. 교육성과 ]

◆ 지금까지 설문에 끝까지 응답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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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영역

평가

항목
평가지표 평가질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교육

과정 

개발

1. 

교육

목표

1.1 교육목표의 명확성 의예과 교육목표가 명확하게 진술되었는가?

1.2 교육목표의 적절성
의예과 교육목표는 학문적・사회적・개인적

측면에서 적절한가?

1.3
교육목표 설정방법의 

합리성

의예과 교육목표 수립을 위하여 적절한 

의사결정 단계를 거쳐 구성원들의 합의 

하에 수립되었는가?

1.4 교육목표 인지 정도
의예과 교육목표에 대하여 의예과 교직원, 

학생이 인지하고 있는가?

1.5
의학과 교육목표와의 

연계성

의예과 교육목표가 의학과 교육목표와 

연계되어 있는가?

2. 

교육

과정 

2.1 교육 내용의 타당성
의예과 교육 내용은 의예과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2.2 교양교육과정 편성의 의예과 교양교육과정 편성이 교육목표에 

[부록 4]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준거 시험적 사례 적용 평가 도구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준거의 시험적 사례 적용

안녕하십니까?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준거 개발’을 주제로 학위논문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

과 의학교육학 전공 석사과정 황진영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준거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 패널 21명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

를 세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고, 그 결과 평가영역 3개, 평가항목 5개, 평가지표 18개로 구성된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준거를 개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개발된 평가준거를 실제 의예과 교육과정에 적용하였을 때 각각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분석하고자 아래와 같이 평가 도구를 개발하였습니다. 해당 평가준거의 적용 대상은 2014학년도 서울
대학교 의예과 교육과정입니다. 교수님께서 아래의 각 평가질문들을 보시고 2014학년도 서울대학교 의
예과 교육과정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 표시하여 주시면 됩니다.

아래 각 평가지표의 평가척도, 평가기준 등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교수님께서 인지하고
계시는 바에 근거하여 2014학년도 서울대학교 의예과 교육과정을 평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의학교육학 전공
석사과정 황 진 영
지도교수 이 승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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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영역

평가

항목
평가지표 평가질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편성

적절성 비추어 적절한가?

2.3
전공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

의예과 전공교육과정 편성이 교육목표에 

비추어 적절한가?

2.4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

예비 의학도로서 갖추어야 하는 바람직한 

인성 함양을 위한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는가?

교육

과정 

운영

3. 

교육

방법

3.1
교수능력 개발 

지원의 적절성

교수능력 향상을 위하여 학과 차원의 

지원(관련 발간물 배포 및 교육 프로그램, 

워크숍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3.2 교육방법의 적절성
교육방법(강의, 소그룹 토론, 팀프로젝트 

등)의 적용이 적절한가?

4. 

수업

관리

4.1 수업계획서의 면밀성
수업계획서의 내용이 면밀하게 

작성되었는가?

4.2 수업 관리의 엄정성 수업 관리가 엄정하게 이루어지는가?

4.3 강의평가의 적절성
의예과 교과목에 대한 강의평가 내용, 과정, 

결과 활용은 적절한가?

4.4
교육과정 운영 

위원회의 효과성

의예과 교육과정 운영 및 질 관리를 위한 

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가?

4.6
수업운영 지원체계의 

적절성

수업운영을 위한 지원체계가 적절하게 

구축되어 있는가?

교육

과정 

성과

5. 

교육

성과

5.1
교육목표 달성 

기준의 적절성
의예과 교육목표 달성 기준이 적절한가?

5.2
학습평가 방법의 

적절성

의예과 교육목표에 비추어 학습평가 방법은 

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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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
전체 

평균

전문성 영역별 평균
1차 델파이 결과

전체 

평균

전문성 영역별 평균
2차 델파이 결과

1 2 3 4 1 2 3 4

1.1 

교육목적/교육목

표의 명확성

4.36 4.50 4.50 5.00 4.23 
1.1 교육목표의 

명확성
4.60 4.50 5.00 5.00  4.46 

1.1 교육목표의 

명확성

[부록 5] 의예과 교육과정 평가준거 개발에 관한 전문성 영역별 평균값 비교

1. 전문성 영역 집단별 평균값 전체 비교

<집단 구분>

1: 교육학 전공자, 비의학교육 분야 종사자

2: 교육학 전공자, 의학교육 분야 종사자

3: 의학교육학 전공자, 의학교육 분야 종사자

4: 의학 전공자, 의학교육 분야 종사자

l 평가영역

초안
전체 

평균

전문성 영역 집단별 평균 1차

델파이 결과

전체 

평균

전문성 영역 집단별 평균 2차

델파이 결과1 2 3 4 1 2 3 4

개발 평가 4.38 4.50 4.80 4.00 4.23 교육과정 개발 4.40 5.00 4.00 5.00 4.23 교육과정 개발

운영 평가 4.43 4.50 4.40 4.00 4.46 교육과정 운영 4.60 5.00 4.50 5.00 4.46 교육과정 운영

성과 평가 4.43 4.00 5.00 4.00 4.31 교육과정 성과 4.50 5.00 4.50 5.00 4.31 교육과정 성과

전체 평균 4.41 4.33 4.73 4.00 4.33 전체 평균 4.50 5.00 4.33 5.00 4.33 

l 평가항목

초안
전체 

평균

전문성 영역 집단별 평균 1차

델파이 결과

전체 

평균

전문성 영역 집단별 평균 2차

델파이 결과1 2 3 4 1 2 3 4

1. 교육목적 4.48 5.00 4.80 5.00 4.23 1. 교육목표 4.70 5.00 4.75 5.00 4.62 1. 교육목표

2. 교육과정 4.24 4.50 4.60 5.00 4.00 
2. 교육과정 

편성
4.45 5.00 4.50 4.00 4.38 

2. 교육과정 

편성

3. 수업운영 4.10 4.50 4.60 5.00 3.85 3. 교육방법 4.25 4.50 4.25 5.00 4.15 3. 교육방법

4. 학사관리 4.19 4.50 4.60 4.00 4.00 4. 수업관리 4.05 4.50 4.25 4.00 3.92 4. 수업관리

5. 교육성과 4.14 4.00 4.40 4.00 4.08 5. 교육성과 4.35 4.50 4.50 5.00 4.23 5. 교육성과

6. 자체평가 3.71 3.50 4.40 3.00 3.69 삭제 　 　 　 　 　 　

7. 만족도 3.86 4.00 3.80 4.00 3.85 
6. 교육과정 

만족도
3.65 3.50 3.75 4.00 3.62 삭제

전체 평균 4.10 4.29 4.46 4.29 3.96 전체 평균 4.24 4.50 4.33 4.50 4.15 

l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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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
전체 

평균

전문성 영역별 평균
1차 델파이 결과

전체 

평균

전문성 영역별 평균
2차 델파이 결과

1 2 3 4 1 2 3 4

1.2 

교육목적/교육목

표의 적절성

4.38 4.00 4.20 5.00 4.46 
1.2 교육목표의 

적절성
4.50 4.50 4.75 5.00 4.38 

1.2 교육목표의 

적절성

1.3 

교육목적/교육목

표의 합리적인 

설정방법

4.29 3.50 4.20 5.00 4.38 

1.3 교육목표 

설정방법의 

합리성

4.05 4.00 4.00 4.00 4.08 

1.3 교육목표 

설정방법의 

합리성

1.4 

교육목적/교육목

표 인지

4.10 4.00 3.60 5.00 4.23 
1.4 교육목표 

인지 정도
4.05 4.00 4.00 4.00 4.08 

1.4 교육목표 

인지 정도

신규

1.5 의학과 

교육목표와의 

연계성

4.18 4.50 4.33 5.00 4.00 

1.5 의학과 

교육목표와의 

연계성

2.1 교육과정 

내용의 타당성
4.38 4.00 4.20 5.00 4.46 

2.1 교육 내용의 

타당성
4.70 5.00 4.75 5.00 4.62 

2.1 교육 내용의 

타당성

2.2 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
3.95 4.00 3.80 5.00 3.92 삭제 　 　 　 　 　 　

2.3 교양교육과정 

편성
4.24 4.00 4.40 5.00 4.15 

2.2 교양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
4.30 5.00 4.50 4.00 4.15 

2.2 

교양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

2.4 전공교육과정 

편성
4.10 4.00 4.00 5.00 4.08 

2.3 전공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
4.25 5.00 4.25 4.00 4.15 

2.3 

전공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

2.5 의학 지식 

습득 전 

기초의과학 

교육과정 편성

3.76 4.00 3.80 4.00 3.69 삭제 　 　 　 　 　 　

2.6 인성 함양을 

위한 

교양교육과정 

편성

4.00 3.50 4.40 4.00 3.92 

2.4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

4.05 4.00 4.00 4.00 4.08 

2.4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

3.1 교수능력 

개발
4.00 4.00 4.40 4.00 3.85 

3.1 교수능력 

개발 지원의 

적절성

4.10 4.50 4.25 4.00 4.00 

3.1 교수능력 

개발 지원의 

적절성

3.2 교수방법 

다양화
3.90 4.50 4.60 4.00 3.54 삭제 　 　 　 　 　 　

3.3 교수방법의 

적합성
4.00 4.00 4.00 4.00 4.00 

3.2 교육방법의 

적절성
4.20 4.00 4.50 4.00 4.15 

3.2 교육방법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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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
전체 

평균

전문성 영역별 평균
1차 델파이 결과

전체 

평균

전문성 영역별 평균
2차 델파이 결과

1 2 3 4 1 2 3 4

3.4 학습평가 

방법의 적합성
4.38 4.00 4.60 4.00 4.38 5.2로 이동

4.1 수업계획서 

체계성
3.95 4.50 4.40 5.00 3.62 

4.1 수업계획서의 

면밀성
3.95 4.00 4.50 4.00  3.77 

4.1 

수업계획서의 

면밀성

4.2 수업 단위 

규모의 적절성
3.76 4.50 4.00 4.00 3.54 삭제 　 　 　 　 　 　

4.3 수업 관리 4.10 4.50 4.40 4.00 3.92 
4.2 수업 관리의 

엄정성
4.20 4.50 4.50 4.00  4.08 

4.2 수업 관리의 

엄정성

4.4 강의평가 

내용 및  과정
4.24 4.00 4.60 5.00 4.08 

4.3 강의평가의 

적절성
4.20 4.00 4.50 4.00  4.15 

4.3 강의평가의 

적절성

4.5 강의평가 

활용
4.19 3.50 5.00 5.00 3.92 삭제 　 　 　 　 　 　

4.6 성적우수자 

및 학사경고자 

관리

3.95 4.00 4.80 3.00 3.69 삭제 　 　 　 　 　 　

4.7 교육과정 

운영 및 관리 

위원회

4.00 3.50 4.20 4.00 4.00 

4.4 교육과정 

운영 위원회의 

효과성

3.84 4.00 4.00 4.00 3.75 

4.4 교육과정 

운영 위원회의 

효과성

신규

4.5 학업성취 

지원체계의 

적절성

3.56 3.50 3.67 3.00 3.58 삭제

신규

4.6 수업운영 

지원체계의 

적절성

3.72 3.50 3.67 4.00 3.75 

4.5 수업운영 

지원체계의 

적절성

5.1 

교육목적/교육목

표 도달 여부에 

대한 판단

4.38 4.50 4.40 5.00 4.31 

5.1 교육목표 

달성 기준의 

적절성

4.00 4.00 4.00 4.00 4.00 

5.1 교육목표 

달성 기준의 

적절성

5.2 의학과 

진학률
3.71 4.50 4.00 3.00 3.54 삭제 　 　 　 　 　 　

5.3 학업중단율 3.57 4.00 4.20 3.00 3.31 삭제 　 　 　 　 　 　

3.4에서 이동
5.2 학습평가 

방법의 적절성
4.15 4.00 4.25 4.00 4.15 

5.2 학습평가 

방법의 적절성

신규
5.3 교육과정 

개정의 적절성
3.50 3.50 3.33 2.00 3.67 삭제

6.1 교육과정 

자체평가
3.95 3.00 4.40 3.00 4.0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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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
전체 

평균

전문성 영역별 평균
1차 델파이 결과

전체 

평균

전문성 영역별 평균
2차 델파이 결과

1 2 3 4 1 2 3 4

7.1 교육만족도 4.19 4.50 4.40 5.00 4.00 삭제 　 　 　 　 　 　

신규 6.1 학생 만족도 3.89 4.00 3.67 4.00 3.92 삭제

신규 6.2 교수 만족도 3.78 4.00 3.00 4.00 3.92 삭제

전체 평균 4.07 4.04 4.29 4.35 3.97 전체 평균 4.08 4.18 4.16 4.05 4.04 　

초안
전체 

평균

전공 집단별 

평균 1차 델파이 결과
전체 

평균

전공 집단별 

평균 2차 델파이 결과

교육학 의학 교육학 의학

1.1 교육목적/교육목표의 

명확성
4.36 4.50 4.23 1.1 교육목표의 명확성 4.60 4.75 4.46 1.1 교육목표의 명확성

2. 전공 집단별 평균값 비교

l 평가영역

초안
전체 

평균

전공 집단별 평균 1차

델파이 결과

전체 

평균

전공 집단별 평균 2차

델파이 결과교육학 의학 교육학 의학

개발 평가 4.38 4.65 4.23 교육과정 개발 4.40 4.50 4.23 교육과정 개발

운영 평가 4.43 4.45 4.46 교육과정 운영 4.60 4.75 4.46 교육과정 운영

성과 평가 4.43 4.50 4.31 교육과정 성과 4.50 4.75 4.31 교육과정 성과

전체 평균 4.41 4.53 4.33 전체 평균 4.50 4.67 4.33 

l 평가항목

초안
전체 

평균

전공 집단별 평균 1차

델파이 결과

전체 

평균

전공 집단별 평균 2차

델파이 결과교육학 의학 교육학 의학

1. 교육목적 4.48 4.90 4.23 1. 교육목표 4.70 4.88 4.62 1. 교육목표

2. 교육과정 4.24 4.55 4.00 2. 교육과정 편성 4.45 4.75 4.38 2. 교육과정 편성

3. 수업운영 4.10 4.55 3.85 3. 교육방법 4.25 4.38 4.15 3. 교육방법

4. 학사관리 4.19 4.55 4.00 4. 수업관리 4.05 4.38 3.92 4. 수업관리

5. 교육성과 4.14 4.20 4.08 5. 교육성과 4.35 4.50 4.23 5. 교육성과

6. 자체평가 3.71 3.95 3.69 삭제 　 　 　 　

7. 만족도 3.86 3.90 3.85 6. 교육과정 만족도 3.65 3.63 3.62 삭제

전체 평균 4.10 4.37 3.96 전체 평균 4.24 4.42 4.15 

l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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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
전체 

평균

전공 집단별 

평균 1차 델파이 결과
전체 

평균

전공 집단별 

평균 2차 델파이 결과

교육학 의학 교육학 의학

1.2 교육목적/교육목표의 

적절성
4.38 4.10 4.46 1.2 교육목표의 적절성 4.50 4.63 4.38 1.2 교육목표의 적절성

1.3 교육목적/교육목표의 

합리적인 설정방법
4.29 3.85 4.38 

1.3 교육목표 설정방법의 

합리성
4.05 4.00 4.08 

1.3 교육목표 설정방법의 

합리성

1.4 교육목적/교육목표 

인지
4.10 3.80 4.23 1.4 교육목표 인지 정도 4.05 4.00 4.08 1.4 교육목표 인지 정도

신규
1.5 의학과 교육목표와의 

연계성
4.18 4.42 4.00 

1.5 의학과 교육목표와의 

연계성

2.1 교육과정 내용의 

타당성
4.38 4.10 4.46 2.1 교육 내용의 타당성 4.70 4.88 4.62 2.1 교육 내용의 타당성

2.2 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
3.95 3.90 3.92 삭제 　 　 　 　

2.3 교양교육과정 편성 4.24 4.20 4.15 
2.2 교양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
4.30 4.75 4.15 

2.2 교양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

2.4 전공교육과정 편성 4.10 4.00 4.08 
2.3 전공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
4.25 4.63 4.15 

2.3 전공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

2.5 의학 지식 습득 전 

기초의과학 교육과정 

편성

3.76 3.90 3.69 삭제 　 　 　 　

2.6 인성 함양을 위한 

교양교육과정 편성
4.00 3.95 3.92 

2.4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
4.05 4.00 4.08 

2.4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

3.1 교수능력 개발 4.00 4.20 3.85 
3.1 교수능력 개발 

지원의 적절성
4.10 4.38 4.00 

3.1 교수능력 개발 

지원의 적절성

3.2 교수방법 다양화 3.90 4.55 3.54 삭제 　 　

3.3 교수방법의 적합성 4.00 4.00 4.00 3.2 교육방법의 적절성 4.20 4.25 4.15 3.2 교육방법의 적절성

3.4 학습평가 방법의 

적합성
4.38 4.30 4.38 5.2로 이동

4.1 수업계획서 체계성 3.95 4.45 3.62 4.1 수업계획서의 면밀성 3.95 4.25 3.77 4.1 수업계획서의 면밀성

4.2 수업 단위 규모의 

적절성
3.76 4.25 3.54 삭제 　 　 　

4.3 수업 관리 4.10 4.45 3.92 4.2 수업 관리의 엄정성 4.20 4.50 4.08 4.2 수업 관리의 엄정성

4.4 강의평가 내용 및 

과정
4.24 4.30 4.08 4.3 강의평가의 적절성 4.20 4.25 4.15 4.3 강의평가의 적절성

4.5 강의평가 활용 4.19 4.25 3.92 삭제 　 　 　

4.6 성적우수자 및 

학사경고자 관리
3.95 4.40 3.69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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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
전체 

평균

전공 집단별 

평균 1차 델파이 결과
전체 

평균

전공 집단별 

평균 2차 델파이 결과

교육학 의학 교육학 의학

4.7 교육과정 운영 및 

관리 위원회
4.00 3.85 4.00 

4.4 교육과정 운영 

위원회의 효과성
3.84 4.00 3.75 

4.4 교육과정 운영 

위원회의 효과성

신규
4.5 학업성취 지원체계의 

적절성
3.56 3.58 3.58 삭제

신규
4.6 수업운영 지원체계의 

적절성
3.72 3.58 3.75 

4.5 수업운영 지원체계의 

적절성

5.1 교육목적/교육목표 

도달 여부에 대한 판단
4.38 4.45 4.31 

5.1 교육목표 달성 

기준의 적절성
4.00 4.00 4.00 

5.1 교육목표 달성 

기준의 적절성

5.2 의학과 진학률 3.71 4.25 3.54 삭제 　 　 　

5.3 학업중단율 3.57 4.10 3.31 삭제 　 　 　

3.4에서 이동
5.2 학습평가 방법의 

적절성
4.15 4.13 4.15 

5.2 학습평가 방법의 

적절성

신규
5.3 교육과정 개정의 

적절성
3.50 3.42 3.67 삭제

6.1 교육과정 자체평가 3.95 3.70 4.00 삭제 　 　 　

7.1 교육만족도 4.19 4.45 4.00 삭제 　 　 　

신규 6.1 학생 만족도 3.89 4.00 3.92 삭제

신규 6.2 교수 만족도 3.78 4.00 3.92 삭제

전체 평균 4.09 4.17 4.00 전체 평균 4.08 4.20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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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medical course should consist of humanities and sociological 

education in order to cultivate premedical students’ character besides 

basic competence of a doctor. It should also develop students’ basic 

feature before starting medical education in earnest. The premedical 

curriculum concentrated excessively in natural science thus far and this 

led to a criticism that it didn’t establish medical students’ attitude or 

value as a future doctor, which brought dehumanization. However, there 

is difficulty in developing quality management of premedical curriculum 

without any agreement or standard both home and abroa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criteria to evaluate the premedical 

curriculum and ultimately improve the quality of premedical education.

The first draft of the evaluation criteria was developed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expert consultation. The Delphi survey was 

conducted in order to ensure the validity of the draft leading to 3 

evaluation areas, 5 evaluation items and 18 evaluation indicators as the 

final outcome. The final round of the survey introduced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to analyze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criteria.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final confirmation of premedical curriculum criteria consist 

of 3 evaluation areas(curriculum development,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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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ation, curriculum outcome), 5 evaluation items(1. educational 

objective, 2. organization of curriculum, 3. instructional method, 4. class 

management, 5. educational outcome) and 18 evaluation indicators. 

Second, the AHP analysis showed the relative importance of 3 

evaluation areas in the following order: curriculum implementation, 

curriculum development, curriculum outcome. Also, the highest 

weighting among evaluation items was ‘1. educational objective’ in 

‘curriculum development’ and ‘3. instructional method’ in 

‘curriculum implementation’. The highest weighting among evaluation 

indicators was ‘1.2 appropriateness of educational objective’ in ‘1. 

educational objective’, ‘2.1 validity of educational content’ in ‘2. 

organization of curriculum’, ‘3.2 appropriateness of instructional 

method’ in ‘3. instructional method’, ‘4.5 appropriateness of class 

operation supporting system’ in ‘4. class management’ and ‘5.1 

appropriateness of educational objective achievement criteria’ in ‘5. 

educational outcome’. 

Third, 13 evaluation indicators were eliminated after two rounds of 

Delphi survey, and major in education group showed higher response in 

principle in comparison to that of major in medicine. It would be useful 

to gather the opinions of each major group in order to verify the 

validity of evaluation criteria. 

Fourth, the AHP analysis showed the relative importance among 5 

evaluation items in the following order: ‘5. educational outcome’, ‘1. 

educational objective’, ‘3. instructional method’, ‘4. class 

management’, ‘2. organization of curriculum’. Also, the highest 

weighting among 18 evaluation indicators was ‘5.1 appropriateness of 

educational objective achievement criteria’.

Fifth, the Delphi survey showed that ‘2.5 organization of basic 

medical sciences curriculum before acquisition of medical knowledge’, 

which was one of the basic features of premedical curriculum didn’t 

meet the CVR(Content Validity Ratio) standards. Meanwhile,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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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of general curriculum for cultivation of character’, which 

was another basic feature of premedical curriculum was confirmed as 

the final criteria. 

The follow-up study is required for the effective use of these 

results.

First, there should be further discussion about evaluation 

questionnaire and content on every evaluation indicator for its practical 

application. Also, a concrete evaluation system should be arranged such 

as evaluation standards, rating scales, etc. 

Second, there should be further discussion about evaluation criteria 

that were eliminated after the two rounds of Delphi survey. It should 

be entailed with the final confirmed evaluation criteria as verification 

process for validity.

Third, the application example analysis should be expanded in order 

to analyze substantive meaning of the evaluation criteria in significance. 

Fourth, there should be comparative analysis of estimating the 

weighting of evaluation criteria according to the specialty of Delphi 

panels. The comparison among 4 specialty cohorts would result in each 

of those demands.

Fifth, there should be a concurrence of the directivity of premedical 

curriculum based on the evaluation criteria with the participation of all 

universities that implement premedical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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