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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Ev aluation of Clinical Clerkship
Heechoul Ohrr, M.D., Ph.D, Sun Kim, Ph.D., Moo- S ang Lee, M.D. Ph.D.,
Myung - Hyun Chung , M.D. Ph.D.
D epartm ent of M edical E ducation, Yons ei Univers ity Colleg e of M edicine
Since 1998, Yons ei Univer sity College of Medicine att empted a curriculum r eform focusing on
clinical clerkship. T he reform concentrated on the nex t three categories ; ① min or clinical course
following major clinical cour ses , ② selecting 9 minor clinical cours es out of 18, ③ intr oducing
' Specialized Electiv e Course ' at the first sem ester of fourth year of medical school. T he opinion
fr om students and teacher s on such matter w ere t aken into consideration . T he study draw s
conclusion as follow s ; first , ' Specialized Electiv e Cour se ' satisfy students ' learning dispositio
an d giv e guidance in shaping one ' s career . Second, taking the major clinical course prior t o min
clinical cour ses giv e students integrated clinical experience and closer connection among th
subjects . T hird, switching the minor course into electiv e course provide expan ded choice o
course selection and r einforce student s ' motiv ation to learn .
In general, the last tw o y ears of the new clinical clerkship show ed a satisfactory resul
Nev ertheless , successiv e effort of preparin g alternativ e measures should be m ade regarding t
negativ e opinions in part . In or der to do this , a school w ide support syst em must be carried ou
along with the continuing interest from the students an d teachers . T he new attempt and study
such curriculum will outgrow the uniform and rigid education , reflecting upon the difference
am ong students and learning goals , w hich ultimately help medical education to be mor
successful.

* 교신저자: 김 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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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특성화선택과정 설문지 응답률
1999년

구분

2000년

교수

학생

교수

학생

조사대상자

73명

145명

64명

192명

응답자

43명

61명

31명

104명

응답률

58.9%

42.1%

48.4%

54.2%

서

론

가를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연구방법을 택하였
다.

대학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첫째, 개편된 임상실습교육과정에 대한 현황조사를

교육과정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개선된 교

실시하였다. 현황조사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실

육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하여 좀 더 발전적

시하였는데, 하나는 특성화선택과정의 선택현황이

인 교육과정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연세대학교 의과

고 다른 하나는 특과과목의 선택현황이다.

대학에서도 교육과정 개편과 관련하여 꾸준히 논의

둘째, 교수, 학생, 임상실습 교육담당교수를 대상

및 연구한 바 있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로 1998년도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선된 임상실습 교육이

에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

어느 정도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였다. 설

기에 이르렀다. 1998년도의 임상실습 교육과정에서는

문지는 연구자들이 직접 제작하였으며, 1차적으로

크게 세 가지의 변화가 있었는데,

4학년 1학기에

전문가에 의한 내용타당도 검증 후 학생 4명을 대상

8주간의 특성화선택과정 (Specialized Elective Cours

으로 예비조사를 거쳐 2차 수정 단계를 거쳤다. 설

의 도입,

실습순서의 변경, 즉 핵심과목 (내과, 외

문지는 구조화된 선택형 문항과 개방형 문항을 혼

과, 산부인과, 소아과, 정신과, 예방의학) 실습 후 특

합하여 최종 제작되었다. 설문지는 자기기입식 방법

과과목 실습,

을 선택했으며, 자료수집 과정에는 의대교수인 연구

특과과목의 선택화 (18개 과목 중 9개

선택) 등이 그것이다. 이렇게 개편된 교육과정은

자 2인이 직접 참여하여 자료수집의 목적 및 중요성

1999학년도와 2000학년도의 2년 간 적용되었다. 본

을 설명한 후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실시하였다.

연구에서는 2년 간 실시된 새로운 임상실습 교육과

본 연구에 참여한 설문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

정을 중심으로 평가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좀

특성화선택과정에 대한 설문조사 대상은 1999년

더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참고가 되도록 하며,

도에 의학과 4학년 학생 145명, 지도교수 73명이 였

앞으로 전반적인 교육과정 개편에 유용한 자료로

으며, 2000학년도에는 의학과 학생 192명과 지도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 64명 이였다. 설문지 응답률은 표 1과 같으며,

먼저, 1998년도에 개편된 교육과정의 내용을 소개

1999년도 교수 58.9%, 학생 42.1%, 2000년도에는

하고, 특성화선택과정 현황, 특과과목의 선택 현황

교수 48.4%, 학생 54.1%가 응답하며 응답률은 양호

을 살펴보고 임상실습 순서 및 기간의 적절성, 임상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습 개편 이후 교실 차원에서의 변화된 내용 등을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한편, 임상실습 교육과정의 변화와 특과과목의 선
택화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는 2000학년도 의학과 4학
년 학생 191명, 전체 임상의학교수 346명과 각 임상

연구대상 및 방법

의학 20개 교실 교육담당교수 20명을 대상으로 하

1998년도에 개편된 임상실습 교육과정에 대한 평

응답률을 나타내었고, 임상의학교수는 105명이 응

였다. 설문지에 응답한 학생은 182명으로 95.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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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특성화선택과정의 구성

표 2 . 4학년 학생의 특성화선택과정 선택 현황
단위 : 명 (%)
교내실습 계열

외부 및 해외실습 계열

연도

학생수

1999

146

26 (17.8)

60 (41.1)

39 (26.7)

9 (6.2)

9 (6.2)

3 (2.0)

2000

192

5 (2.6)

33 (17.1)

100 (51.8)

30 (15.5)

15 (7.8)

9 (5.2)

기초의학 계열 임상의학 계열

국내외부

해외

의료선교

보건정책 및
의료경영*

* 2000년도의 경우 보건정책 및 의료법윤리로 변경됨.

답하여 30.3%의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또한 임상의

과 아울러 개발되었다. 이 과정은 4학년 1학기에 8주

학 20개 교실 교육담당교수 전체가 설문에 응답하

간 실시되며, 4학점을 부여하고 있다. 특성화선택과

였다.

정은 크게 세 가지로 임상의학계열, 기초의학계열,
외부 및 해외실습 계열이 그것이다. 각 학생은 이

결

세 가지 계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외부 및

과

해외실습 계열은 다시 네 가지로 구분하여 선택할

1. 개편된 임상실습교육과정의 현황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특성화선택과정의 구성은 그

1)특성화선택과정의 현황

림 1과 같다.

특성화선택과정은 21세기의 다양화, 특성화, 개성

특성화선택과정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학

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서 첫째, 획

생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개인적 적성과 흥미에 따

일적인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학생들에게 자율적으

라 과정을 선택하는 것에 있으므로 개별화 교육이

로 특화과정을 선택하도록 하여 학생 개개인의 관

실시된다는 것이다. 개별화 교육은 학생이 의도한

심과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도록 하고, 둘째,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개인의

의사로서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해와 안목

능력, 적성, 동기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고 타당한 수

을 넓히고 사회 진출을 위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부

업 방법 및 절차, 자료의 선택, 평가 등을 변별적으

여하는 목적으로 1998년에 임상실습 교육과정 개편

로 실시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학생 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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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 4학년 학생의 특과과목 선택 현황
단위 : 명 (%)
과 목 명

1999

2000

학생수

학생수

과 목 명

신경과학

76 (52.1)

118 (61.8)

가정의학

피부과학

86 (58.9)

154 (80.6)

재활의학

흉부외과학

32 (21.9)

46 (24.1)

진단방사선과학

신경외과학

96 (65.8)

98 (51.3)

방사선종양학

정형외과학

68 (46.6)

131 (68.6)

성형외과학

18 (12.3)

49 (25.7)

안과학

68 (46.6)

83 (43.5)

114 (78.1)

158 (82.7)

응급의학
암센터
기초의학

83 (56.8)

137 (71.7)

이비인후과학
비뇨기과학

1999

2000

학생수

학생수)

67 (45.9)

59 (30.9)

70 (47.9)

67 (35.1)

135 (92.5)

119 (62.3)

3 (2.1)

4 (2.1)

마취,통증학

128 (87.7)

174 (91.1)

임상병리학

80 (54.8)

29 (15.2)

131 (89.7)
21 (14.4)
38 (26.0)

177 (92.7)
12 (6.3)
104 (54.5)

1314 (900)

1719 (900)

계

학생수: 1999년 146명, 2000년 191명

인에게 최적의 학습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교

2) 특과과목 선택 현황

육의 모든 요소를 각 학습자의 독특한 요구와 특성

다음은 4학년 학생들이 특성화선택과정 후 선택

에 알맞게 조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성화선

하여 실습해야 하는 특과과목 선택현황을 파악한

택과정은 이러한 개별화 교육의 목적에 부응할 수

것이다. 표 3은 1999년과 2000년에 4학년 학생이 선

있도록 조직되어 있다. 이 과정은 현재 내부실습 계

택한 특과과목 선택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현재 특

열 (임상 및 기초의학)과 외부 및 해외 실습계열 (외

과과목의 실습은 임상의학 17개 과목과 기초의학

부실습, 해외실습, 의료선교, 보건정책 및 의료법 윤

중 1과목으로 총 18개 과목 중 9개 과목을 자율적으

리)로 구분되어 있고, 학생들은 계열 및 실습 기관

로 선택하여 각 2주간 총 18주를 실습하도록 되어

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있다. 전체 18개 과목 중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은

목적에 따라 1999학년도와 2000학년도에 실시된 특

과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선택의 비율에는

성화선택과정의 현황은 표 2와 같다.

과목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에서

표 2에서 나타나듯이 특성화선택과정의 실시 첫

볼 수 있듯이 1999학년도와 2000학년도 학생들의

해에는 전체 학생 중 58.9%가 교내에서 기초의학

선택이 증가한 과목의 비율로 살펴보면, 기초의학

또는 임상의학 계열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8.4%, 정형외과 22.0%, 피부과학 21.7%, 비뇨기과

41.1%의 학생이 외부 및 해외실습 계열을 선택함으

14.9%, 성형외과 13.3%, 신경과 9.7%, 이비인후과

로써 1999학년도에는 학생들이 교내에서의 실습을

4.6%, 마취과 3.4%, 흉부외과 2.2% 순으로 나타나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2000학년

고 있으며, 학생들의 선택이 감소한 과목을 비율로

도에는 그 경향이 반대로 나타나 교내에서 기초의

살펴보면, 임상병리과 39.6%, 진단방사선과 30.2%.

학 및 임상의학 계열을 선택한 학생은 19.7%에 그

가정의학과 15.0%, 신경외과 14.4%, 재활의학과

쳤고, 나머지 80.3%의 학생을 외부 및 해외실습 계

12.9%, 암센터 8.1%, 안과 3.1% 순으로 나타났다.

열을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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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 특성화선택과정의 학생 참여도
단위 : 명 (%)
내 용

학 생
1999

교 수
2000

1999

2000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17 (27.9)

24 (23.1)

27 (62.8)

19 (61.3)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41 (67.2)

73 (70.2)

16 (37.2)

12 (38.7)

별로 적극적지 않았다

2 (3.3)

7 (6.7)

0 (0.0)

0 (0.0)

전혀 적극적이지 않았다

1 (1.6)

0 (0.0)

0 (0.0)

0 (0.0)

61 (100.0)

104 (100.0)

43 (100.0)

31 (100.0)

합 계

표 5 . 특성화선택과정의 목적 달성 정도
단위 : 명 (%)
내

용

학 생

교 수

1999

2000

1999

2000

충분히 달성했다

21 (34.4)

32 (30.8)

20 (46.5)

13 (41.9)

어느 정도 달성했다

36 (59.0)

70 (67.3)

20 (46.5)

17 (54.9)

별로 달성하지 못했다

4 (6.6)

2 (1.9)

2 (4.7)

1 (3.2)

전혀 달성하지 못했다

0 (0.0)

0 (0.0)

0 (0.0)

0 (0.0)

무응답

-

-

1 (2.3)

0 (0.0)

61 (100.0)

104 (100.0)

43 (100.0)

31 (100.0)

합 계

2. 특성화선택과정과 임상실습 교육과정 설문조사
결과

수 있다.
특성화선택과정에 학생이 참여한 정도에 대하여

1) 특성화선택과정
특성화선택과정에 대하여 4학년 학생과 이 과정
에 참여한 지도교수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공
통적인 내용은
적절성,

과정의 기간은 대체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생각할

8주간의 특성화선택과정 기간의

특성화선택과정에 학생이 참여한 정도,

톡성화선택과정의 목적 달성도 등 이였으며, 학
생 대상 설문내용에는 자신이 선택한 계열에 대한
만족도, 앞으로 진로 계획에의 도움 여부가 추가되
었다. 특성화선택과정의 기간의 적절성에 대하여
1999학년도 학생 78.7%, 교수 89.4%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며, 2000학년도에는 학생 89.4%, 교수
83.8%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여, 8주간의 특성화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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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1999년도 학생 95.1%,
2000년도 학생 93.3%의 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
였다고 응답하였다. 지도교수들도 1999년도에 100%,
2000년도에 100%가 학생들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
로 참여했다고 응답함에 따라 학생 자신에 대한 평
가와 교수들의 평가가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 보
여, 특성화선택과정에 학생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5는 특성화선택과정 중 도달해야 하는 목적을
달성했는지를 파악한 결과이다. 학생들은 1999년과
2000년에 각각 93.4%, 98.1%가 목적에 달성했다고
응답하였으며, 교수들도 1999년에 93%, 2000년에

임상실습교육과정의 평가 - 1998학년도 개선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표 6 . 특성화선택과정의 선택 만족도
단위 : 명 (%)
내 용

1999

2000

매우 만족한다

31 (50.8)

42 (40.4)

만족한다

27 (44.3)

59 (56.7)

별로 만족하지 못한다

3 (4.9)

2 (1.9)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0 (0.0)

1 (1.0)

61 (100.0)

104 (100.0)

합 계

표 7 . 임상실습 순서의 적절성
단위 : 명 (%)

표 8 . 특과과목의 선택체제의 적절성
단위 : 명 (%)

내 용

교 수

학 생

내 용

예

98 (93.3)

168 (92.3)

예

85 (81.0)

115 (63.2)

아니오

7 (6.7)

14 (7.7)

아니오

20 (19.0)

67 (36.8)

합 계

105 (100)

182 (100)

합 계

105 (100)

182 (100)

교 수

학 생

96.8%가 목적에 달성했다고 응답하여 특성화선택

소아과, 정신과, 예방의학 실습을 먼저 한 후 특과과

과정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을 대부분 만족스럽게

목의 실습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7에서 볼 수 있듯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 93.3%, 학생 92.3%가 임상실습 순서는 적

다음 표 6은 학생을 대상으로 자신이 선택한 과

절하다고 응답하여 핵심과목을 먼저 실습하고 특과

정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했는지를 알아본 결과

과목을 나중에 실습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

이다. 표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학생들은 1999년,

평가하였다. 그러나 내과 및 외과교실에서는 핵심과

2000년 모두 95%선에서 만족스럽다고 응답하였다.

목을 먼저 실시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마지막으로 특성화선택과정이 앞으로의 진로계획

있는데, 임상실습이 3학년으로 전환됨에 따라 4학년

에 도움을 주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1999년도 학생

이 되면 학생들이 내과와 외과의 중요한 내용을 거

96.3%, 2000년도 학생 96.1%가 진로계획에 도움을

의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의사국가시험에 대비

주었다고 응답해 특성화선택과정은 4학년 학생들에

해서 새롭게 학습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핵심과목은

게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 많은 도움을 주는 과정으

다시 4학년에 실습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

로 나타났다.

장도 함께 제시되었다.
임상실습 과목 중 특과과목을 선택화하고 있는

2) 임상실습 교육과정 설문조사 결과
임상실습의 교육과정에 대한 설문 내용은
상실습 순서의 적절성,
절성,

것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표 8에서 나타나고 있듯
임

이 교수의 81%, 학생의 63%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특과과목 선택체제의 적

전반적으로 특과과목의 선택체제는 적절하다고 할

학생들의 특과과목 선택기준 등이었다. 임

상실습 순서는 핵심과목, 즉 내과, 외과, 산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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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은 특과과목을 선택할 때 전공을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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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 특과과목의 선택 기준
내 용

선택기준의 중요도 (명)

비율 (%)

153

84.1

과의 분위기가 좋은 과를 선택했다

5

2.7

학생평가를 잘해주는 과를 선택했다

1

0.5

선배들이 추천해주는 과를 선택했다

7

3.8

16

8.8

관심영역의 과를 선택했다

기타

선택했는지의 여부와 9개 과목을 선택한 기준은 무

내과는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엇인지에 대하여는 전공을 목표로 선택한 학생은

예방의학의 경우 지역사회의 실습을 강화했다고 보

62.8%, 그렇지 않은 학생은 37.2%로 대부분의 학생

고하였다.

은 앞으로의 전공을 염두에 두고 과를 선택한 것으

한편, 핵심과목 실습이 4학년에서 3학년으로 전

로 나타났다. 한편, 9개의 특과과목을 선택하는데

환됨에 따라 학생 교육 관련 개선을 시도한 내용에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는 표 9에 나타나 있듯이 관심

대하여 교육담당교수들이 주관식 문항에 답변한 내

영역의 과를 선택했다, 선배들이 추천하는 과를 선

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상실습 목표의

택했다, 과의 분위기가 좋은 과를 선택했다 순으로

재조정은 소아과학의 경우 소아과 전반에 대한 포

나타났다.

괄적인 실습을 목표로 하였던 것이 각 분야별로 세

다음은 각 임상의학교실의 교육담당교수에게 임

분화된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소아과 총론 차원에서

상실습 교육과정이 개선됨에 따라 변화된 내용에

실습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부인과의

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조사 내용으로는

경우 교과서 내용 이해를 목표로 두었던 것을 환자

핵심과목의 실습이 4학년에서 3학년으로 전환됨

중심의 질병의 이해로, 외과는 세미나 중심으로 진

특과과목의 선택화에 따른

행했던 실습을 임상 증례 분석을 통한 다양한 임상

변화 내용이 그것이다. 핵심과목의 실습이 4학년에

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에 따라 바뀐 내용,

서 3학년으로 전환됨에 따라 변화를 시도하였는지

학생평가방법의 변화는 예방의학의 경우 출석, 토의

에 대하여 핵심과목교실 교육담당교수들이 응답한

참석, 발표 등에 주안점을 두었던 것에서 학생들 성

결과를 살펴보면, 핵심과목 6개 교실 중 4개 교실은

취도 평가를 추가하였고, 외과의 경우 임상실습의

변화를 시도하였고, 나머지 2개 교실은 특별한 변화

평가점수를 최종 성적평가에 높게 반영하는 것으로

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교실별로 살펴보면, 산부인

변화를 보였다.

과의 경우 임상실습 목표를 학생수준에 적절하게

임상실습계획표의 변화는 대부분 이전보다 체계

학생평가 방법을 임상실습에 적절

적이고 구체적인 계획표 작성으로의 변화를 보였으

한 수기평가로 전환했다 . 임상실습 계획표를 보다

며, 산부인과의 경우 기존에는 학생들이 전공의의 강

체계화하였다 고 응답했다. 소아과의 경우 임상실

의 및 회진에 수동적으로 따라 도는 수준에서 학생

습 목표를 학생수준에 적절하게 재조정하였다 . 임

개개인이 환자를 지정 받아 환자의 입원에서 퇴원

재조정하였다

상실습 계획표를 보다 체계화하였다 고 응답했다.

까지의 경과를 스스로 확인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외과는 임상실습 목표를 학생수준에 적절하게 재

표 10은 특과과목이 선택화 되면서 바뀐 내용에

조정하였고 , 학생평가 방법을 임상실습에 적절한

대한 특과과목교실 교육담당교수들의 응답이다. 임

수기평가로 전환하였다 고 응답하였다. 정신과와

상실습 계획표의 체계화가 11개 과로 가장 많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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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실습교육과정의 평가 - 1998학년도 개선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표 10 . 특과과목의 선택화에 따라 시도한 개선 내용에 응답한 교실 수*
항

개선 내용에 대한
응답 교실 수

목

임상실습 목표를 학생 수준에 적절하게 조정하였다

4

임상실습의 주 담당이 전공의에서 교수로 바뀌었다.

5

학생평가 방법을 임상실습에 적절한 수기 평가로 전환했다

2

임상실습 계획표를 보다 체계화하였다.

11

특별한 변화가 없다.

5

기타

1

* 주: 특과과목의 교실은 총 17개이며, 각 교실별로 개선을 시도한 내용을 모두 표시하도록
하였음.

뀌었음을 알 수 있고, 다음으로 임상실습의 주 담당

야 한다 는 의견을 비롯하여

실습내용의 강화 ,

이 전공의에서 교수로 바뀐 과가 5개 과이며, 학습

각 과마다 평가점수의 편차가 나지 않도록 평가기

목표를 조정한 과는 4개 과로 나타났다. 특과과목의

준 마련 , 교육공간의 지원 등을 개선점으로 요구

선택화에 따른 변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언급

하였다.

한 핵심과목에서의 구체적인 변화와 유사하게 나타

요

났다.

약

이밖에 학생들 스스로 특과과목을 선택하게 되면
서 학생들의 학습태도에 변화가 있는지에 대하여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1999년과

교육담당교수들은 질문이 보다 심도 있고 많아졌

2000년에 걸쳐 새롭게 개편된 임상실습교육과정에

으며 관심도도 높아졌다 , 미리 예습하고 능동적으

대하여 그 현황을 살펴보고, 교수, 학생 및 교육담당

로 아이디어를 내며 요구조건도 늘어났다 등으로

교수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편된 교육

대답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태도를 보

과정에 대한 평가를 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편, 학생들에게 특과과목 선택시 어려웠던 점에

첫째, 특성화선택과정은 학생들의 학구성향을 충

대한 주관식 문항에 대하여는 각 과가 어떻게 실습

족시키며,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는 교육과정으로 나

을 계획하는지에 대한 정보부족 을 가장 많이 지적

타났다.

하고 있으며, 관심과목이 많은데 비해서 선택의 폭

특성화선택과정은 선택 만족도, 학생 참여도, 목

이 좁다 , 선택해야 하는 과목의 수 ( 9개)가 너무

적 달성도 등에서 대부분의 교수와 학생들이 긍정

많다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특과과목의 선택 실습

적인 응답을 하였으며, 또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진

을 위한 개선점으로는 일률적으로 9개 과를 2주씩

로계획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특성화선택과

실습하지 말고, 좀 더 다양하게 실습기간을 조정하

정은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 영역을 자율적으로 선

자 . 응급의학의 경우 2주간 실습을 너무 부족하

택하여 적성과 흥미에 따라 개별화된 교육의 기회

다 , 실습 내용을 강화하자 , 각 과에 대한 구체적

를 제공하여 학습의욕을 충족시키고, 학생들의 진로

인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자 등을 지적하였으며, 교

계획에 도움을 주는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할

수들은 특과과목의 일부도 필수 과목으로 선정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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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핵심과목 임상실습을 먼저 하고 특과과목을

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의견을 수렴하고 지

나중에 실습함으로써 교과목에 대한 통합적인 임상

속적으로 평가하여 새로운 대안을 계속 마련하는

경험을 제공하고 연계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력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교

핵심과목과 특과과목의 순서 변화에 대한 만족도

수와 학생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학 차원에서의 지

조사 결과를 보면 교수와 학생의 다수가 만족하는

원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앞으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화 내용으로는 학생수준에 맞

보다 효율적인 의학교육과정을 개발하는데 참고자

는 교육목표의 재조정, 수기평가를 중심으로 하는

료를 제공하고, 실제적인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평가 방법, 임상실습 계획표의 체계화 등 교육활동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를 찾

에 있어서 보다 구조화된 변화모습을 보였다. 이는

을 수 있다. 학생들에게 효과적이고 학생 개개인의

학습자가 교과목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학습할 수

능력과 관심을 함양할 수 있는 의학교육과정을 개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발하기 위한 노력은 대학 구성원인 학생과 교수 모

셋째, 특과과목을 선택으로 전환한 것은 학생들에

두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게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고 동기유발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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