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대학 구성원의 인식 및 경험 연구

- 동형화와디커플링현상을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인문사회의학협동과정

의학교육학전공

길 윤 민



치의학교육평가인증제도에대한

대학구성원의인식및경험연구

-동형화와디커플링현상을중심으로

지도교수 양 은 배

이 논문을 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12월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인문사회의학협동과정

의학교육학전공

길 윤 민



길윤민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양 은 배 인

심사위원 여 인 석 인

심사위원 김 경 식 인

심사위원 이 재 일 인

심사위원 김 사 훈 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20년 12월



- i -

차 례

표 차례 ··················································································································ⅳ

그림 차례 ·············································································································ⅶ

부록 차례 ·············································································································ⅷ

국문 요약 ·············································································································ⅸ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 목적 및 연구 문제 ············································································6

3. 용어의 정의 ··································································································7

Ⅱ. 이론적 배경 ····································································································9

1. 교육의 질과 질 관리 ··················································································9

가. 교육의 질 개념 ······················································································10

나. 교육의 질 관리 메커니즘 ····································································16

다. 치의학교육의 질과 질 관리 ································································19

2.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 ········································································22

가. 평가인증의 이론 ····················································································22

나.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의 발전 과정 ············································25

다. 외국의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 ······················································30



- ii -

라. 우리나라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 ··················································38

마.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의 특징 ······················································40

3. 동형화와 디커플링 ····················································································43

가. 신제도주의 개념과 분파 ······································································43

나. 동형화 ······································································································46

다. 디커플링 ··································································································48

라. 동형화와 디커플링 관련 국내 선행 연구 ········································52

Ⅲ. 연구방법 ········································································································55

1. 연구모형 ······································································································55

2. 연구대상 및 표집 ······················································································56

가. 설문대상 ··································································································56

나. 면담대상 ··································································································58

3. 자료수집 및 분석 ······················································································60

가. 설문자료 ··································································································60

나. 면담자료 ··································································································62

Ⅴ. 연구결과 및 논의 ························································································64

1.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대학 구성원의 인식 ··················64

가.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 ··································64

나. 자체평가에 대한 인식 ··········································································68

다. 현장방문 평가에 대한 인식 ································································73



- iii -

라. 결과 공개에 대한 인식 ········································································78

마. 평가인증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81

2.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의 영향 ··························································85

가.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85

나.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의 전반적 영향 ········································88

다.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의 영역별 영향 ······································104

3.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에 의한 동형화와 디커플링 ····················132

가. 동형화 ····································································································132

나. 디커플링 ································································································136

4. 종합적 논의 ······························································································143

가.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대학 구성원의 인식 ··············143

나.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의 영향 ····················································149

다.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에 의한 동형화와 디커플링 ················154

Ⅴ. 요약, 결론 및 제언 ···················································································160

1. 요약 ············································································································160

2. 결론 및 제언 ····························································································165

참고문헌 ·············································································································167

부록 ·····················································································································182

ABSTRACT ······································································································201



- iv -

표 차 례

<표 Ⅱ-1> 대학교육의 질 개념 관점 ···························································14

<표 Ⅱ-2> 대학기본역량진단 지표(일반대) ················································16

<표 Ⅱ-3> 미국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의 발전 과정 ·························26

<표 Ⅱ-4> 국내 치의학교육 평가인증기준 ·················································29

<표 Ⅱ-5> 국내 치의학교육 평가인증 현황 ···············································29

<표 Ⅱ-6> 국내 치의학교육 평가인증 판정원칙 ·······································39

<표 Ⅱ-7> 국내·외 치의학교육 평가인증 체제 ·········································41

<표 Ⅱ-8> 디커플링 개념 정의 ·····································································49

<표 Ⅱ-9> 제도화 과정에 대한 조직의 전략적 대응 ·······························50

<표 Ⅲ-1>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57

<표 Ⅲ-2> 면담 참여자 정보 ·········································································59

<표 Ⅲ-3> 설문지 내용 구성 ·········································································60

<표 Ⅲ-4> 면담 자료 분석의 예 ···································································63

<표 Ⅳ-1>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관심도 ·······························64

<표 Ⅳ-2>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의 필요성 ·········································65

<표 Ⅳ-3>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가 필요한 이유 ·······························66

<표 Ⅳ-4>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 ·················67

<표 Ⅳ-5> 평가인증제도에의한치의학교육의질향상에대한인식·················67

<표 Ⅳ-6> 평가인증 준비 과정 중 어려움 ·················································68

<표 Ⅳ-7> 자체평가 담당 위원들에 대한 교육의 적절성 ·······················69



- v -

<표 Ⅳ-8> 자체평가담당위원들에대한교육이부적절했다고생각하는이유· 70

<표 Ⅳ-9> 자체평가 수행 시 예산 지원의 적절성 ···································71

<표 Ⅳ-10> 자체평가 수행에 대한 리더십의 관심 ···································72

<표 Ⅳ-11> 자체평가를 위한 대학 구성원의 협조 ···································73

<표 Ⅳ-12> 현장방문 평가 시 겪었던 어려움 ···········································74

<표 Ⅳ-13> 현장방문 평가단 수의 적절성 ·················································74

<표 Ⅳ-14> 적절한 현장방문 평가단의 수 ·················································76

<표 Ⅳ-15> 현장방문 평가 기간의 적절성 ·················································76

<표 Ⅳ-16> 적절한 현장방문 평가 기간 ·····················································77

<표 Ⅳ-17> 평가인증 결과 전부 공개에 대한 입장 ·································78

<표 Ⅳ-18> 평가인증 결과 전부 공개를 찬성하는 이유 ·························79

<표 Ⅳ-19> 평가인증 결과 전부 공개를 반대하는 이유 ·························80

<표 Ⅳ-20> 적절한 평가인증 결과의 공개 범위 ·······································81

<표 Ⅳ-21> 평가인증제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82

<표 Ⅳ-22> 제도적 측면의 개선 사항 ·························································83

<표 Ⅳ-23> 평가인증기준 측면의 개선 사항 ·············································83

<표 Ⅳ-24> 자체평가 측면의 개선 사항 ·····················································84

<표 Ⅳ-25> ‘치의학교육 프로그램 운영’ 영역에서의 변화 ···················106

<표 Ⅳ-26> ‘교육과정’ 영역에서의 변화 ···················································109

<표 Ⅳ-27> ‘학생’ 영역에서의 변화 ···························································118

<표 Ⅳ-28> ‘교수’ 영역에서의 변화 ···························································122

<표 Ⅳ-29> ‘임상교육 환경’ 영역에서의 변화 ·········································127



- vi -

<표 Ⅳ-30> 동형화 유형과 판단의 준거 ···················································132

<표 Ⅳ-3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133

<표 Ⅳ-32> 의료법 제5조 ·············································································134

<표 Ⅳ-33> 치의학교육평가인증제도에의한치과대학의영역별변화···········150



- vii -

그 림 차 례

<그림 Ⅱ-1> 질 개념의 위계 ·········································································17

<그림 Ⅱ-2> 고등교육의 질 관리 체제 ·······················································19

<그림 Ⅱ-3> 체제의 구성 ···············································································24

<그림 Ⅱ-4> 조직의 디커플링 현상 전략 ···················································51

<그림 Ⅲ-1> 연구모형 ·····················································································56



- viii -

부 록 차 례

<부록 1>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 설문지 ···········183

<부록 2> 사전 면담 안내문 ·········································································191

<부록 3> 2017년 치의학교육 평가인증기준 ·············································193

<부록 4> 연구참여 동의서 ···········································································197

<부록 5> 심층면담 질문지 ···········································································199



- ix -

국 문 요 약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대학 구성원의 인식 및 경험 연구

– 동형화와 디커플링 현상을 중심으로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은 치의학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향상하며 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수용되고 기능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치의학교육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대학 구성

원의 인식을 확인하고,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에 의해 치과대학에서 나타난

변화와 변화의 영향 요인을 사회학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대

학 구성원의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는 치과대학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변화의 영향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에 의한 치과대학의 변화는 동형화와 디커플링 현상과 어떠한 관

계가 있는가?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대학 구성원의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자체

평가위원 72명의 설문 자료를 통계 분석하였다. 치과대학의 변화와 변화의 영

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보직 경험이 있는 교수와 교육에 관심이 많고 10년

이상 재직한 교수를 목적 표집하여 총 9개 치과대학의 교수 14명에 대해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면담 내용은 주제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연구 문제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대학 구성원의 인식을 살펴보면, 평

가인증제도에 대한 관심도에 비해 필요성과 질 향상에 대한 인식은 낮았다.

자체평가에 대한 리더십의 관심은 높았지만 이에 비해 구성원의 협조도는 낮

았고, 특히 예산 지원이 충분하지 않았다. 현장방문 평가 시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은 ‘평가 요소에 대한 평가단과의 의견 차이’였다. 평가인증 결과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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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공개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다소 높았다.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

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은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대학 구

성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이었다.

둘째,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는 치과대학의 전반적 변화와 영역별 변화를

가져왔다. 전반적 변화로는 긍정적 변화와 부정적 변화 모두 나타났다. 긍정적

변화에는 대학 발전에 전반적 기여, 규정 및 자료의 체계화, 구성원의 인식 확

장이 있었다. 평가인증에 참여하고 개선 사항을 공유하는 문화는 긍정적 변화

의 영향 요인이었다. 부정적 변화로는 자료 준비 부담, 심리적 부담(좌절감,

압박감), 평가인증에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었다. 부족한 참여 인력, 달

성하기 힘든 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하지 못한 경우, 명확하지 않은 기준 등

은 부정적 변화의 영향 요인이었다. 영역별 변화를 살펴보면, ‘치의학교육 프

로그램의 운영’ 영역에서는 교육철학 및 교육목적 재정립, 사회적 기여 활동

강화, 보직 신설, 중·장기 발전계획 문서화, ‘교육과정’ 영역에서는 역량에 대한

인식 확산, 교육과정의 체계화, 교육 전담 조직 신설, 학생의 환자 진료 증가,

‘학생’ 영역에서는 예방 접종 및 건강 검진 체계화, 운영체계에 학생 참여, ‘교

수’ 영역에서는 의료인문학 및 치의학교육 전임교수 채용, 교육 프로그램의 참

여 증가, ‘임상교육 환경’에서는 임상교육 담당 인력의 체계화라는 변화가 나

타났다.

셋째,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에 의한 치과대학의 변화에서 동형화와 디

커플링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에 의한 치과대학

의 변화는 고등교육법과 의료법의 법적 근거와 면담 참여자들의 인식에 기반

하여 강압적 동형화로 판단하였다. ‘교육철학과 교육목적’, ‘리더십 프로그램’,

‘역량을 반영한 강의계획서 작성’, ‘환자 공급’과 관련해서 디커플링 현상이 나

타났다. ‘교육철학과 교육목적’에 관해서는 구성원 간에 합의하고 공유하는 문

화가 없어서 교육철학과 교육목적을 표면적으로만 수용하였다. ‘리더십 프로그

램’에 관해서는 리더십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기존의 프로그램 제목에

‘리더십’이란 단어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역량을 반영한 강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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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작성’에 관해서는 역량에 대한 교수의 이해 및 성찰 부족, 연구에 밀려난

교육 때문에 한 번 작성된 강의계획서를 그대로 활용하거나 수업 내용과 역량

을 형식적으로 매칭하였다. ‘환자 공급’에 관해서는 학생이 지인을 데리고 오

는 상황을 묵인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가 실질적으로 치의학교육의 질을 개선하였는지를 주

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환류하고 공유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평가인증기준에 대한 평가자와 자체평가위원 간의 의견 차이를 줄이

기 위해서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평가자와 자체평가위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

해야 한다.

셋째, 치과대학 내에 평가인증 참여에 대한 인정 체계를 마련하고 평가인증

결과를 공유하는 문화를 조성하여 긍정적 변화를 촉진하고, 자료 준비 및 제

출을 간소화하는 체계를 개발하여 부정적 변화를 방지해야 한다.

넷째,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는 강압적 동형화라는 기제로 작용하여 치과

대학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는 치과대학에서 지속적 질 향

상을 가능하게 하는 총체적 질 관리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

을 해야 한다.

다섯째, 디커플링 현상은 각 치과대학이 갖는 제약 내에서의 전략적 선택일

수 있지만, 평가인증제도의 본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결과이기 때문에 치과

대학과 평가인증기관이 소통하여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핵심되는 말: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 동형화, 디커플링, 사회학적 제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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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보건의료의 발달은 인간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평균 수명과 고령 인

구가 증가하면서 질병의 양상과 관심이 급성 질환에서 만성 질환으로 옮겨가

는 추세이다. 또한, 삶의 질을 중시하는 문화로 인해 건강에 대한 대중적 관심

과 보건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질 높은 보건의료에 대한 기대도 나날

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사회는 역량 있

는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여 배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양은배, 맹광호,

2014). 보건의료 인력은 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기도 하지만 환자에게 해를 가

할 수도 있다. 보건의료 인력의 부주의로 발생한 의료과실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해를 끼치며, 의료분쟁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데에는 많은 사회적 비용

이 소모된다(이동필, 2019). 사회의 요구뿐만 아니라 건강과 생명에 미치는 막

대한 영향력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생각하면 역량 있는 보건의료

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

의사, 치과의사 등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대학은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이를 충족하는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해야 하

는 사회적 책무성을 갖는다(Larkins et al., 2013). 대학은 사회적 책무성을 실

천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방법을 활용한다(김용일,

1991; 양은배, 2002 재인용). 첫째, 정부가 법적인 권한을 활용하여 감독하는

방법, 둘째, 면허시험과 같이 외부기관이 시행하는 시험을 통해 관리하는 방

법, 셋째, 외부기관이 수행하는 평가를 통해서 관리하는 방법이다. 평가인증

(accreditation)은 세 번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외부기관이 기관 전체 또는 특

정한 프로그램의 질을 미리 정해진 기준에 근거하여 평가하고 확인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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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Vlăsceanu et al., 2007).

평가인증은 전 세계의 다양한 기관과 학문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교육의 질 보장과 사회적 책무성

수행이 강조되고, 전 세계적으로 학생을 포함한 인적자원의 자유로운 교류가

증가하면서 평가인증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평가인증은 평가인증 대상에 따

라 기관 전체에 대한 평가인증과 학문분야에 대한 평가인증으로 나눌 수 있

다. 기관 평가인증에는 대학기관 평가인증, 병원기관 평가인증 등이 있고, 학

문분야 평가인증에는 공학교육 평가인증, 의학교육 평가인증, 간호교육 평가인

증 등이 있다(박종렬 외, 2009).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은 학문 분야에 대한 평

가인증에 속하며 치의학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향상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미국에서는 1941년부터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시행해왔으며(Council on

Dental Education, 1971),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국 등에서도 시행하고 있

다. 국내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은 2008년 예비인증을 시작으로 2010년부터 본

격적으로 시행되어 2020년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다(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2020). 이처럼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은 치의학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보편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제도의

확산과 영향력의 증대가 예상된다.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이 확산되면서 이와 관련한 여러 연구가 이루어져 왔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치의학교육의 국제적 교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평

가인증을 포함한 질 보장과 관련된 개념을 안내한 연구(Jones et al., 2007;

Donaldson et al., 2008; Hobson et al., 2008), 치의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 질 향상(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의 필요성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개념을 설명한 연구(Rohlin et al., 2002), 장애환자와 관련한 평가인증기

준이 치과대학에서 잘 실행되고 있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한 연구

(Clemetson et al., 2012),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에 관한 평가인증기준이 도

입되었지만 적합한 학습 모델, 성과, 사정 방법이 부족하여 이의 필요성을 촉

구한 연구(Johnsen et al., 2015),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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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한 연구(Yang et al., 2014),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 방법을 활용하

여 평가인증보고서의 내용에 고등교육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특정한 흐름이

있었는지를 확인한 연구(Arena et al., 2007)가 있었으며,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로는 한국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의 현황을 다룬 연구(김경년 외, 2015)

가 유일하였다.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수행된 연구의 절대적인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연구 주제의 다양성도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에 반해 Tackett 등(2019)은 의학교육 평가인증에 관한 문헌을 고찰하여

최종적으로 36개의 문헌이 적격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분석하였는데, 분석 대

상에 포함된 36개의 연구도 의학교육 평가인증의 근거로서는 부족하다고 평가

하였으며, 더 많은 연구를 통해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의학교육과

치의학교육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Tackett 등(2019)의 연구에 견주어 보면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전 세계적인 인적 자원

의 활발한 교류, 평가인증의 확산 및 영향력 증대라는 상황을 고려해보면 치

의학교육 평가인증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최근 평가인증을 다룬 연구에서 많이 주목받는 주제 중 하나는 평가인증의

효과성과 영향에 관한 것이다.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의 영향은 오래전부

터 연구되어 온 주제이며(Greenfield & Braithwaite, 2008),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 중 Avia와 Hariyati(2019)는 병원기관 평가인증과 의료의 질에 관한 문

헌 11개를 체계적으로 고찰하여 평가인증을 통해서 질 관리, 직원 참여 등에

서 향상된 성과를 얻어 의료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하였다. 의학교육 평가인증

과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van Zanten 등(2012)과 van Zanten(2015)은 의과

대학의 인증 여부와 학생의 의사면허시험 성과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인증받은 의과대학 출신의 학생이 면허시험에서 더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고

하였으며, Blouin 등(2018)은 의과대학 학장과 교수 총 13명을 면담하여 평가

인증이 거버넌스, 자료 수집 및 분석, 모니터링, 문서화, 정책 및 절차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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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개정, 지속적 질 향상, 교수의 참여, 교육 책무성(academic accountability),

교육과정 개혁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다. 국내에서는 경영학교육 평가인증

(곽진숙, 2011), 공학교육 평가인증(곽진숙, 2011; 조성희, 2012; 강소연 외,

2015), 한의학교육 평가인증(서동인, 신상우, 2019)의 영향과 효과성에 관한 연

구가 있었다. 이에 반해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의 영향을 다룬 연구는 찾기 어

려워 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체제 이론이란 구성요소 사이의 관계와 구성요소와 환경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 이론으로(나일주, 2010; Frye & Hemmer, 2012), 체제 이론 관점

에서 학교를 바라보았을 때 학교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개방 체제로 볼 수

있다(Hoy & Miskel, 2012). 학교를 둘러싼 환경은 넓은 관점에서는 사회적,

법적, 경제적, 정치적, 민주적, 기술적 동향을 포함하며, 더 좁은 관점에서는

학부모, 규제기관, 인증기관 등의 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Hoy & Miskel,

2012). ‘제약(constraints)’을 가하는 제도 역시 환경에 속하며 학교와 상호작용

한다. 이러한 관점을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에 적용하면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은

치과대학이라는 개방 체제에서 환경에 속하며, 일종의 제도로서 학교와 상호

작용하는 구성요소라 할 수 있다. 즉,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은 치과대학과 상호

작용하는 환경 요소 중 하나인 제도로서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라고 명명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도를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핵심개념으로

사용하는 이론을 제도주의(institutionalism)라고 하는데, 이의 한 분파로서 사

회학적 제도주의(sociological institutionalism)가 있다(유민봉, 2015; 강성남,

2016; 오석홍, 2016).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는 조직이 제도를 채택하여 서로

비슷해지는 현상인 동형화와 공식적인 구조와 실제(practice) 간의 괴리 현상

인 디커플링에 주목한다. 국내에 도입된 대학입학사정관제도가 대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동형화와 디커플링 개념으로 분석한 연구가 사회학적 제도

주의를 활용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장덕호, 2009; 변수연, 2012, 2013;

정대훈 외, 2017).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치의학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치과대학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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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책무성을 향상하기 위해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이에 관

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가 국내 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이하 치과대학)에 도입된 지 1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치의

학교육 평가인증제도가 치과대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시의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치의학교육 평가인증

제도에 대한 대학 구성원의 인식을 확인하고, 사회학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에 의한 치과대학의 변화 및 변화의 영향 요인을 분

석하여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수용되고 기능하는지

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치과대학과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 모두의 발전

에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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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및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대학 구성원의 인식을 확인하

고,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에 의해 치과대학에서 나타난 변화와 변화의 영

향 요인을 사회학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고찰하여,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치의학교육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대학 구성원의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는 치과대학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변

화의 영향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에 의한 치과대학의 변화는 동형화와 디커플

링 현상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7 -

3. 용어의 정의

가.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

평가인증이란 공식적인 외부 기관이 미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기관 또는 프로그램이 기준을 충족했는지를 판단하여 평가하

는 것이다(Cueto et al., 2006; van Zanten et al., 2012; Stufflebeam & Coryn,

2014). 따라서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은 치의학교육 평가인증기관에서 정한 기

준과 절차에 근거하여 치과대학의 치의학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제도란 개인과 집단의 행동을 인위적으로 통제하고 제약하는 것으로서 넓은

범위에서는 ‘인간행동을 제약하는 모든 것’을 뜻하며, 좁은 범위에서는 ‘구체적

인 조직의 규칙·절차·관행’을 의미한다(강성남, 2016; 오석홍, 2016). 국내에서

‘치의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고, 치

과의사면허 국가시험은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다’라는 고등교육법과 의료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제도의

개념과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의 법적 근거를 종합하면,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은

치과대학을 제약하는 특성을 갖는 일종의 제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치의학교

육 평가인증기관이 치과대학을 평가·인증하여 제약하는 제도로서의 기능에 초

점을 두고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나. 동형화

조직이 정당성과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채택하고 이로 인해서

조직이 서로 비슷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동형화라고 한다(DiMaggio

& Powell, 1983). 같은 맥락에서 치과대학은 사회적 책무성을 수행하고 대중

의 신뢰를 얻기 위해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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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치과대학이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을 받기 위한 목

적으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변화하고 이로 인해 치과대학이 서로 비슷해지

는 현상을 동형화라고 정의하였다.

다. 디커플링

제도적 압력하에서 조직은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를 받아들이

지만, 받아들인 제도가 항상 효율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때 조직은 정당성 확

보와 효율성의 추구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한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은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공식적인 구조를 채택

하지만 효율성을 위해 공식구조와 실제를 분리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디커플

링(decoupling)이라고 한다(Meyer & Rowan, 1977). Meyer와 Rowan(1977)이

제시한 디커플링 개념은 이후 많은 연구에서 다양한 개념으로 확장되고 재해

석되었다(김동수 외, 2017). 본 연구에서는 Terlaak(2007)이 제시한 ‘실제로는

제대로 시행하지 않지만 시행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명시된 관행과 실제 행

동을 분리함’이라는 디커플링 개념에 의거하여, 치과대학에서 평가인증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공식적인 변화가 나타났지만, 실제에서 그 변화가 평가인증기

준의 취지대로 기능하지 않는 경우를 디커플링이라고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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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에 내포된 질 관리 기제로서의 특징과

제도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교육의 질과 질 관리,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

동형화와 디커플링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1. 교육의 질과 질 관리

“치의학교육의 질이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답을 할

개연성이 높다. 질문받을 당시의 상황에 따라 동일한 사람의 답이 달라질 수

도 있다. 사람은 질(quality)에 대해 직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막상 질

에 대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입장에 서면 쉽게 답하지 못한다.

이처럼 질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는 것은 왜 어려운 일인가?

질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이 논

의한 바 있다. Harvey와 Green(1993)은 질이란 용어에는 사람과 환경에 따라

다른 의미를 지니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명확히 규정하기 힘들다고 하였으

며, 신현석(2005)은 질이란 개념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 추상성, 함축성, 상대

성으로 인해 질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Middlehurst(1992)는 학문 분야마다 질에 대한 관점과 적용 범위도 달라진다

고 하였다. 즉, 질이란 개념은 관점에 따라 다르게 정의할 수 있는 대상이며

논의의 대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치의학교육의 질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기 위

해서는 질 자체에 대한 개념뿐만 아니라 치의학교육이 속한 고등교육에서의

질 개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질이란 무엇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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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는지에 대해 살펴본 후, 고등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의 질에 대한 다

양한 관점을 탐색해보기로 한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치의학교육의 질에 대

한 개념을 정립해보고자 한다.

가. 교육의 질 개념

1) 질 개념

질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질이란 ‘사물의 속성,

가치, 유용성, 등급 따위의 총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Collins Cobuild 영어사

전(Collins Cobuild Advanced Learner’s English Dictionary)에서는 quality를

‘좋거나 나쁜 정도(how good or bad it is) 또는 높은 수준(a high standard)’

으로 설명한다.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질에는 특성을 나타내는 의미와 우수

성을 나타내는 평가적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황규호 외,

2013), 이러한 ‘우수함의 정도’, ‘우수함’ 모두를 포함하는 질 개념의 모호성이

질 개념 정립을 어렵게 한다(최정윤 외, 2007).

질이란 개념은 단일한 의미로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여러 의미를 지닌 질 개념에 대해 공통적 속성으로 분류하고 유목화하는 방식

으로 접근하게 되었다(신현석, 2005).

Middlehurst(1992)는 질을 네 가지 개념으로 분석하였다. 첫 번째, 질이란

어떤 것의 특징 또는 속성을 규정하는 것이다. 가령, 커피의 질이란 커피가 특

정한 향과 맛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낸다. 두 번째, 질이란 성취 수준을 나타내

는 데 사용된다. 여기서 질은 상대적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비교 가능한 특성

을 지닌다. ‘A 커피의 질이 B 커피의 질보다 낫다’라는 표현에는 이러한 의미

가 포함되어 있다. 세 번째, 질은 높은 수준의 수행 또는 성취를 의미하며, 수

월성, 최적 기준(gold standard)이란 단어와 연관된다. 네 번째, 질은 제조업에

서 널리 사용되는 개념으로 요구조건(specifications)에 맞게 달성된 목적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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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적합성(fitness for purpose)을 의미한다. 소비자 또는 소비자와 공급자가

함께 요구조건을 결정하기 때문에 상품이나 서비스의 질에 대한 다양한 해석

을 가능하게 한다.

Sallis(2002)는 질을 절대적인 질과 상대적인 질로 구분하였다. 절대적인 질

은 선량함(goodness), 미(beauty), 진실(truth) 등과 같이 결함이 없는 이상적

인 상태로서 그 자체로 능가할 수 없는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한 것을 의미한

다. 상대적인 질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속성(attribute) 그 자체가 아니라, 속성

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미리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면 제품이나 서비스가 질을

갖춘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상대적인 질을 절차적 질(procedural quality)과

변혁적 질(transformational quality)로 구분하였다. 절차적 질은 미리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측정하여 보장하는 것으로 정해진 체계와 절차를 강조한

다. 변혁적 질은 질을 좀 더 복잡한 과정으로 간주하여 고객의 만족, 사회적

의무와 같은 연성적 특성에 초점을 두고 지속적 질 향상과 조직의 변형을 강

조하는 개념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질이란 개념은 여러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의하거나 구분하기 어렵다. 따라서 질 개념이 논의 대상에 포함될

경우에는 질 개념이 지닌 다양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교육

의 질을 논할 때도 교육의 질에 대한 개념적 다양성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

다. 다음에서는 교육의 질에 대해서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는지를 살펴보

고, 이를 통해 교육의 질 개념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2) 교육의 질 개념

교육의 질 개념을 다루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질문이 있다. ‘왜 교육 분야에

서 질을 보장하고 향상하려고 노력해야 하는가?’란 질문이다. 이에 대해서

Sallis(2002)는 다음의 네 가지 의무 때문에 교육에서 질을 보장하고 향상해야

한다고 하였다. 첫 번째는 ‘도덕적 의무(moral imperative)’이다. 교육의 이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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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자 중에서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는 최상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교육

전문가와 행정가는 이를 위해 최선으로 노력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두 번째

는 ‘전문적 의무(professional imperative)’이다. 도덕적 의무와 밀접하게 연관

된 의무로서 교육자와 교육기관은 학생의 요구를 확인하고 이를 충족하도록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기관을 최상의 수준으로 운영해야 한다. 세 번째는 ‘경

쟁적 의무(competitive imperative)’이다. 교육기관도 경쟁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학생의 요구에 초점을 두고 이를 충족하여 기관의 생존 가능성을 높여

야 한다. 네 번째는 ‘책무적 의무(accountability imperative)’이다. 학교와 대학

은 지역사회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할 책무를 지니며 이

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처럼 교육의 질은 교육기관의 생존 가능성과

직결된 문제이면서 교육자와 교육기관의 의무이자 책무이기 때문에 교육의 질

을 보장하고 향상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하다.

교육의 질을 논함에 있어, 치과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치의학교육은 고등교육

분야에 속하기 때문에 고등교육의 질을 중심으로 교육의 질 개념을 탐색해보

고자 한다. 질 개념에 대한 정립이 어려운 것처럼 고등교육의 질 개념 정립도

쉽지 않은 일이다. Vlăsceanu 등(2007)은 고등교육의 질에 대해서 서로 다른,

때로는 상반되는 의미를 갖게 된 현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인을

원인으로 언급하였다: (1) 고등교육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예: 학생, 대학,

학과, 노동 시장, 사회, 정부)의 다양한 이해, (2) 참고 대상: 투입, 과정, 산출,

미션, 목적 등, (3) 평가할 가치가 있는 학계의 속성 또는 특징, (4) 고등교육

발달의 역사적 기간. 최정윤 등(2007)도 대학의 목적이 다양하여 합의를 이끌

기 어렵다는 점, 대학교육이 복잡하고 다차원적이라는 점, 질 개념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대학사회, 국가, 시장 모두 접근 방식이 다르다는 점으로 인해 고등

교육의 질 개념 정립이 어렵다고 하였다. 고등교육의 질 개념 정립이 어려운

만큼 세부적인 사항에 초점을 둔 연구보다는 종합적인 시각을 제공한 Harvey

와 Green(1993), 서민원(1994)의 연구를 중심으로 고등교육의 질 개념을 탐색

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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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vey와 Green(1993)은 고등교육의 질을 다음의 다섯 가지 개념으로 분류

하였다. 첫째, 특출함으로서의 질(quality as exceptional)이다. 이에 대한 개념

은 다시 특별함(special), 수월성(excellence), 최소기준으로 구분된다. 특별함은

고급, 일류라는 의미를 내포하며 그 자체로 특별하기 때문에 접근 불가능한

배타성을 가진다. 국가 내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대학이 이 개념에

부합한다. 수월성은 높은 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의미로 특별함과 유사하지만

제한된 환경에서 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최소기준은 글자 그대로

미리 정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의미한다. 둘째, 완벽성으로서의 질

(quality as perfection)이다. 완벽성이란 과정(process)에서 미리 정해진 요구

조건을 충족하여 결함이 없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최종 산물의 결함을 검사하

기보다는 예방을 더 강조한다. 셋째, 목적적합성으로서의 질(quality as fitness

for purpose)이다. 상품이나 서비스의 목적에 부합해야만 질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접근법으로 대학에서는 학생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대학의 설립이념

또는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넷째, 금전적 가치로서의 질(quality as value for

money)이다. 투자 성과를 분석하는 것처럼 효율성을 강조한 개념이지만 대중

에 대한 책무성을 내포한 개념이기도 하다. 다섯째, 변혁으로서의 질(quality

as transformation)이다. 질적 변화에 초점을 둔 개념으로 단순히 서비스를 제

공하는 차원을 넘어 학생을 학습의 중심에 두고 그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다.

서민원(1994)은 대학교육의 질에 대한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질을 크

게 탁월성, 완벽성, 목적합치성, 금전적 가치, 만족도, 변화로 개념화하였다<표

Ⅱ-1>. 탁월성은 특별함, 수월성, 최소기준이라는 하위개념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특별함이란 매우 특별하여 보통의 경우에는 달성하기 힘들며 자명하다

고 여기는 것이다. 수월성은 높은 기준을 능가한 것이며, 최소기준은 달성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한 것이다. 완벽성은 과정에 초점을 둔 것으로 명시한 기

준에 맞추어 절차와 방법을 따르면 누구나 달성 가능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

다. 목적합치성 관점에서의 질은 목적에 맞지 않게 충족하는 것은 의미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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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목적의 적절성과 이의 달성 여부에 관심을 둔다. 금전적 가치를 중

시하는 관점에서는 금전적 가치가 높을수록 질이 높다고 간주하고, 만족도를

중시하는 관점에서는 소비자의 주관적인 만족도에 의해 질이 결정된다고 생각

한다. 변화로서의 질은 근본적인 형태의 변화를 중시하며 학생이 얼마나 질적

으로 변화·발달했는지를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

<표 Ⅱ-1> 대학교육의 질 개념 관점

출처: 서민원(1994, p.107)

이처럼 고등교육의 질 개념은 다양하므로 평가하는 견해에 따라서 질을 서

로 다른 의미로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대학 졸업생들의 질이 높지

않다’라는 평가가 있다고 한다면, 기업의 인사 담당자의 시각에서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을 반영하지 못한 졸업생들이 배출된다는 의미일 수 있으며,

이는 질을 목적적합성 관점에서 평가한 것이다. 대학이 필요 이상으로 설립되

어 질을 보장할 수 없는 대학에서 졸업생들이 배출되는 현상을 비판하는 대학

평가자의 입장이라면 질을 탁월성 중에서도 최소기준 관점에서 평가한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질의 종류 하위개념 준거 관점 특징

탁월성

특별함

수월성
최소기준

배타성

높은 기준의 충족 여부
최소기준의 충족 여부

신비적 관점

명성적 관점
자원적 관점

측정불가

명성과 자원
최소기준

완벽성
무결함

(수월성)
과정과 절차 준수 여부 과정적 관점

일관성 강조

내용 강조

목적합치성 목적달성 목표의 적절성과 달성여부 성과적 관점 산출 강조

금전적 가치 경제가치
금전적가치

재정규모
경제적 관점 수량화

만족도 가치 인지도 소비자 관점 주관적 평가

변화 가치부가 지적능력 등의 가치증진 심리적 관점 변화와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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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논의한 질과 교육의 질에 대한 개념적 접근이 질을 이해하고자 하

는 하나의 접근 방식이었다면, 질의 상태를 알고자 하는 사회적 요구와 질을

개선하기 위한 개입의 필요성 때문에 질의 결정요인을 확인하고자 하는 접근

방식도 나타나게 되었다(신현석, 2007). 질의 결정요인들을 투입, 과정, 산출의

체제적 관점에서 분석한 접근 방식이 대표적이다(신현석, 2007; 박경호, 2018).

체제적 관점에서 고등교육의 질을 평가할 때 투입, 과정, 산출의 세 가지 요소

중 어느 한 요소에 초점을 두고 질을 평가하기도 하고, 세 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과거에는 투입 요소에 초점을 두고

고등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과정에 초점

을 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박경호, 2018; 김형란, 김석우, 2019). 하지만 고

등교육의 종합적인 특성으로 인해 투입, 과정, 산출 모두를 종합적으로 평가하

는 방식이 고등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신현

석, 2005; 박경호, 2018). 국내 교육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가 투입, 과정, 산출 모두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평가 방식이며, 투입, 과

정, 산출을 구성하는 요소는 <표 Ⅱ-2>에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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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대학기본역량진단 지표(일반대)

출처: 김형란 & 김석우(2019, p.1152)의 내용을 연구자가 재구성함.

나. 교육의 질 관리 메커니즘

교육의 질 관리 메커니즘은 질 관리와 관련된 질 통제(quality control), 질

보장(quality assurance), 총체적 질 관리(total quality management)라는 개념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Sallis, 2002). 질 통제, 질 보장, 총제적 질 관리 개념

은 <그림 Ⅱ-1>과 같이 위계를 갖는다. 질 통제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구성

요소나 최종 산물을 발견하여 제거하는 것으로 사건이 발생한 후에 일어나는

단계 요인 봉사(책무) 연구(교원) 교육(학생)

1단계

투입

Ÿ 교사(校舍) 확보율

Ÿ 법인 책무성 실적
Ÿ 책무성 확보계획

Ÿ 전임교원 확보율

Ÿ 시간강사 보수수준
Ÿ 강의 규모의 적절성

Ÿ 교육비 환원율

Ÿ 장학금 지원
Ÿ 취·창업 지원

과정

Ÿ 구성원의 참여·소통

Ÿ 특성화 계획 또는 중장
기 계획 등 발전계획

수립·추진·성과

Ÿ 학생학습역량 지원

Ÿ 진로 및 심리상담 지원

Ÿ 전공 교육과정
Ÿ 교양 교육과정

Ÿ 강의 개선

Ÿ 수업 관리의 적정성
및 운영 성과

Ÿ 학생평가의 적정성

및 운영성과

산출

Ÿ 신입생 충원율
Ÿ 재학생 충원율

Ÿ 졸업생 취업률

Ÿ 교육수요자만족도관리

2단계

투입

Ÿ 재원의 적정성

Ÿ 재정의 건전성
Ÿ 재정·회계관리체계운영

과정
Ÿ 구성원의 참여

Ÿ 소통

Ÿ 전공교육 과정

Ÿ 교양 교육과정

산출 Ÿ 지역사회 협력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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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after-the-event process)이다. 질 통제는 전통적인 질 관리 방법으로 흔

히 사용되지만 많은 비용이 소모된다는 단점이 있다. 질 보장은 결함이 발생

하는 것을 예방하여 미리 정해진 사양에 맞는 최종 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것

으로 사건 발생 전과 발생하는 동안과 관련된 과정(before and during the

event process)이다. 총체적 질 관리는 질 보장을 확대·발전시킨 것으로 소비

자가 원하는 바를 적재적소에 제공하여 소비자를 만족시키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그림 Ⅱ-1> 질 개념의 위계

출처: Sallis(2002, p.18)

고등교육에서 특히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것을 중요시하는데 이에 관한 관

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지식기반사회에서 고등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교수와 학생, 프로그램의 이동이 증가하는 사회적 변화 때

문이다(채재은, 이병식, 2007). 고등교육에서는 질 보장을 강조하는 사회적 요

구를 충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기제를 활용하여 질을 보장하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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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Kis(2005)는 고등교육의 질 관리 체제를 접근 방법, 평가 수준(level), 평가

방법, 자료 수집 도구, 보고서 구성요소, 질 보장의 특성, 결과, 후속 책임 등

8가지 요소로 나누어 특징을 정리한 바 있다<그림 Ⅱ-2>.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질을 보장하기 위한 접근 방식에는 평가인증, 평가사정(assessment), 감사

(audit)가 있다. 평가인증은 기관 또는 프로그램이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또는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고, 평가사정은 질을 단계별로 평가하는

것으로 양적인 결과인 등급을 제시하며, 감사는 기관이 실행한 과정에 초점을

두고 목적을 달성한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다. 평가 수준은 프로그램 또는 기

관으로, 평가 방법은 자체 평가, 동료 평가, 외부 평가로, 자료 수집 도구는 자

체평가보고서, 방문 평가, 조사, 성과 지표로 나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평

가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평가보고서에는 인증 여부에 대한 결정, 양적인

평가, 질적인 평가 등을 포함할 수 있다. 평가보고서는 ‘질 향상’과 ‘책무성’이

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며,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결과를 기관에

보고하고 후속 조치를 하지만, 책무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결과를 대중

에 공개하고 재정지원과 연계한다.

현대사회에서는 교육의 책무성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책무성

을 중심으로 교육의 질에 대해 접근할 수도 있다. 변기용 등(2013)은 고등교육

의 책무성을 크게 정치적/관료적 책무성, 시장적 책무성, 전문적 책무성으로

나누고, 정치적/관료적 책무성에는 평가연계 재정지원, 성과급/성과예산, 감사,

규제, 시장적 책무성에는 언론사 평가, 강의평가, 학생 만족도 조사, 전문적 책

무성에는 평가인증제, 동료평가가 속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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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고등교육의 질 관리 체제

출처: Kis(2005, p.41)

다. 치의학교육의 질과 질 관리

고등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의 질과 질 관리 메커니즘에 관한 다양한 관점을

확인하였다. 다음에서는 앞서 확인한 개념과 내용을 치의학교육 분야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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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치의학교육의 질 개념과 치의학교육의 질 관리 메커니즘을 살펴보고자

한다.

‘치의학교육의 질은 무엇인가?’란 질문은 질 개념의 다양성만큼이나 한 가지

로 답할 수 없는 문제이다. 질문이 제기된 맥락에 따라서 치의학교육의 질 개

념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가령, ‘○○ 치과대학 교육의 질은 어떠한가?’란 질

문은 다른 치과대학과 구별하게 하는 ○○ 치과대학의 특색있는 교육적 특성

을 묻는 말일 수 있고, 또는 질 높은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

한 질문일 수도 있다. 따라서 치의학교육의 질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개

념이 논의되는 맥락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치의학교육의 질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치과의사가 환자의 구

강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환자에게 해를 가할 수 있다

는 점에서 대중은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치과의사가 양성되기를 바란다. 치과

대학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해야 할 책무를 갖기 때문에 치과대학 졸업생의 질

을 보장해야 한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치의학교육의 질은 일

차적으로 질 보장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또한, 질 보장은 질을 관리하는

기제로서 질 향상과 책무성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Vlăsceanu et al., 2007), 치

의학교육의 질은 질 향상과 책무성 개념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종합

하면 치의학교육의 질은 질 보장, 질 향상, 책무성 모두를 내포한 개념으로

‘미리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여 사회적 요구에 적합한 치과의사를 양성함과 동

시에 더 나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질 향상을 가능하게 하는 것’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앞서 교육의 질 관리 메커니즘에는 감사, 평가사정, 평가인증 등 여러 접근

방식이 있음을 살펴보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치의학교육의 질 관리 메커니즘

중에서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평가인증을 중심으로 논의

하고자 한다.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을 대학이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내부 평가

와 외부의 이해관계자가 평가하는 외부 평가로 나눈다면 평가인증은 이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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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외부 평가에 속한다(Vroeijenstijn, 1995). 대학 평가는 평가를 주관하는 기

관의 종류에 따라 정부 주도형, 인증기관 주도형, 언론사 주도형 평가로 나눌

수도 있다(신현석 외, 2020). 대학 특성화 평가, 대학 구조개혁 평가 등이 정부

주도형 평가에 속하고, 대학기관 인증 평가, 공학교육 인증 평가, 의학교육 인

증 평가, 간호교육 인증 평가, 경영 교육 인증 평가, 건축학교육 인증 평가, 한

의학교육 인증 평가, 무역교육 인증 평가 등이 인증기관 주도형 평가에 속하

며, 각 언론사가 주관하는 대학 평가가 언론사 주도형 평가에 속한다. 치의학

교육 평가인증은 외부 평가이면서 인증기관 주도형 평가에 속하며 이를 통해

치의학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향상하고자 한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이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국가들이며, 국내

에서는 2008년 예비인증을 시작으로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사회에 대한 책무성이 강조되고 국가 간 학생과 교육 프로그램의 이동이 증

가하면서 치의학교육의 질 보장과 질 향상에 대한 요구는 점차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Jones et al., 2007),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이다. 평가인증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에

서는 평가인증제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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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

다음에서는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평가인

증의 이론적 특징,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의 발전과정, 치의학교육 평가인증

제도의 국내·외 사례를 살펴본 후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의 특징에 대해 논

의하고자 한다.

가. 평가인증의 이론

평가(evaluation)란 획득한 정보에 대한 가치(value)를 판단하는 것이며, 프

로그램 평가란 수집한 정보를 근거로 프로그램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다

(Cook, 2010).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목적은 교육자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유용

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궁극적으

로는 사회에 대하여 책무성을 수행하는 것이다(Goldie, 2006). 프로그램을 평가

하는 접근법은 매우 다양하다. Fitzpatrick 등(2011)은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접근법을 크게 전문가 중심 접근(expertise-oriented approach), 소비자 중심

접근(consumer-oriented approach), 프로그램 중심 접근(program-oriented

approach), 의사결정 중심 접근(decision-oriented approach), 참여자 중심 접근

(participant-oriented approach)으로 분류하였으며, 이 중에서 평가인증은 전문

가 중심 접근에 속한다. 이와 같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평가할 것

인지에 따라서 사용하는 평가 접근법은 달라진다. 하지만 프로그램 평가의 근

간을 이루는 공통적인 이론이 존재하며, Frye와 Hemmer(2012)는 환원주의

(reductionalism), 체제 이론(system theory), 복잡계 이론(complexity theory)

이 이에 해당하는 이론이라고 하였다. 각 이론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평가인

증을 포함한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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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원주의

환원주의란 전체를 각각의 구성요소로 나누어 이해하면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최무영, 2019). 물리학에서 물질을 이루는 근본적인 구성요소

를 찾기 위해 물질을 분자, 원자, 원자핵과 전자, 양성자와 중성자, 쿼크 등으

로 나누는 것처럼 환원주의에서는 구성요소에 초점을 두며 이들의 법칙과 이

론을 발견하고자 한다. 또한 선형성(linearity)을 가정하기 때문에 구성요소의

변화는 정해진 경로를 따르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믿

으며(Frye & Hemmer, 2012), 개입(intervention)과 결과(outcome)의 인과관계

를 밝히려 한다(Chen, 2016).

Chen(2016)은 환원주의적 시각을 프로그램 평가에 적용할 때 다음과 같은

장점과 도전 과제를 갖는다고 하였다. 장점으로는 혼란변수(confounding

factor)의 영향을 줄임으로써 평가의 엄격성(rigor)를 보장할 수 있고, 이로 인

해 근거에 기반한 개입의 기초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또한 환원주의는 여러

학문 분야에서 과학적인 발전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프로그램 평가의 과학적인

인정과 평판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이해관계자의 실제적인 관심 사

항을 소홀하게 다룰 수 있으며, 통제된 상황에서의 개입이 효과적일지라도 현

실 세계에서는 그 효과성을 보장할 수 없고 복잡성을 간과한다는 점이 도전해

야 할 과제라고 하였다.

2) 체제 이론

아리스토텔레스의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다(Whole is greater than the

sum of its part)”라는 금언과 1977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Anderson(1972)

이 Science 지에 출판한 ‘많은 것은 다르다(More is different)’라는 논문의 제

목은 모두 환원주의를 비판하는 말이다. 전체를 부분으로 나누고, 나누어진 구

성요소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는 태도를 견지한 환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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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반하여 1920∼30년대에 구성요소 사이의 관계와 구성요소 및 환경 간의 관

계에 초점을 두는 체제 이론이 출현한다(나일주, 2010; Frye & Hemmer,

2012). 특히 생물학자인 Bertalanffy의 ‘일반 체제 이론(general system

theory)’은 체제 이론 정립에 크게 공헌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나일주,

2010). Bertalanffy(1972)는 체제를 ‘구성요소 간 그리고 환경과의 상호관계가

있는 일련의 요소’라고 정의하였다. 체제는 구성요소, 구성요소의 조직, 구성요

소 간 관계, 환경으로 구성된다(Frye & Hemmer. 2012). 체제는 환경의 영향

을 받지 않고 체제 내외로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 ‘폐쇄 체제(closed system)’

와 체제의 구성요소와 환경 간에 교환이 일어나는 ‘개방 체제(open system)’로

구분할 수 있다(Bertalanffy, 1972).

체제 이론에서는 체제를 규정하기 위해서 인과관계를 이루는 요소인 원인,

과정, 결과를 투입, 과정, 산출로 개념화하였고, 여기에 산출된 결과를 피드백

하는 과정과 환경을 포함하면 체제의 구성을 <그림 Ⅱ-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나일주, 2010; 유민봉, 2015). 체제론적 접근은 현상을 전체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점, 환경의 영향을 중시한다는 점, 부분들 간의 상호연관

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유용하지만, 상대적으로 미시적 현상이 경시될 수 있

다는 점, 균형과 안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적용

하기 어려우며, 체제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유민봉,

2015).

<그림 Ⅱ-3> 체제의 구성

출처: 유민봉(2015,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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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잡성 이론

일반 체제 이론이 출현한 이후로 다양한 체제의 원리를 다루기 위한 이론들

이 나타나는데 그 중 대표적인 이론이 복잡성 이론이다(Frye & Hemmer,

2012). 복잡성 이론은 평형 상태에 도달하지 못한 개방 체제의 구성요소들 간

의 관계와 패턴의 역학을 다루는 이론으로(Mennin, 2010), 복잡성의 핵심 속

성에는 높은 변이성, 모호성, 비효율성, 중복성, 불완전성 등이 있다(최무영,

2019).

복잡성 이론은 프로그램을 평가할 때 프로그램의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해

단순한 방법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고, 맥락과 환경을 평가에 포함할 것을 촉

구한다(Frye & Hemmer, 2012). 맥락(context), 투입(input), 과정(process), 산

출(product)을 평가하는 CIPP 모형은 맥락과 과정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복잡

성 이론을 반영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Frye & Hemmer, 2012; Stufflebeam

& Coryn, 2014).

나.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의 발전 과정

오래전부터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를 운영해 온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평가인증제도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를 살펴본 후, 국내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미국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의 발전 과정

Formicola 등(2008)은 미국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평가인증기준에 근거하여 <표 Ⅱ-3>에서와 같이 총 4개의 시기로 나누었다.

첫 번째 시기는 1940년부터 1970년까지 ‘안정화(stability)의 시기’, 두 번째 시

기는 1970년부터 1985년까지 ‘유연화(flexibility)의 시기’, 세 번째 시기는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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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 1995년까지 ‘특수화(specificity)의 시기’, 네 번째 시기는 1998년부터 현

재까지 ‘기준 간소화(standards simplification)의 시기’로 명명하였다. 각 시기

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Ⅱ- 3> 미국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의 발전 과정

(1) 안정화의 시기: 1940∼1970년

이 시기의 기준은 1926년 카네기 재단의 Gies 보고서에 많은 영향을 받은

시기였다. 주요한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면, 치과대학은 종합대학(university)

에 기반을 두어야 하고, 치과 진료는 생물학적 목적을 추구해야 하며, 건강과

질병에 대해 구강과 신체의 종합적인 관계를 이해해야 하며, 치과의사와 의사

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하였다. 즉, 이 시기의 평가인증은 치의학교육이 비과학

적 경험에서 벗어나 의학, 법학, 공학과 같이 대학의 학문 분야로 자리 잡고,

생물학적 원리에 기반한 치과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였다.

(2) 유연화의 시기: 1970∼1985년

1970년대 초에 보건의료 교육 분야를 포함한 고등교육 분야에서 상당한 변

시기 특징

안정화의 시기

(1940∼1970년)

Ÿ 치과대학이 종합대학에 기반을 두도록 함

Ÿ 생물학적 원리에 기반한 치과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함

유연화의 시기
(1970∼1985년)

Ÿ 새로운 과목(예: 행동과학, 선택과목)의 개설을 장려함
Ÿ 인종, 민족, 성별에 관계없이 다양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함

구체화의 시기

(1985∼1995년)

Ÿ 76개의 명확한 기준을 설정함

Ÿ 시간이 지나면서 기준이 과도하게 구체적이라는 불만이 제기됨

기준 간소화의 시기

(1998년∼현재)

Ÿ 기준 및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줄임

Ÿ 성과를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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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나타났다. 학생 선발 과정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였고, 학생대표가 상임 위원회(standing committee)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

였다. 치과대학도 반드시 종합대학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academic health centers 내에 신설해도 된다는 유연한 관점으로 변화하였다.

교육과정에서도 행동과학과 선택과목을 장려하였고, 교외 활동도 장려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평가인증에도 영향을 미쳤다.

1975년에 설립된 Commission on Dental Education(CODA)도 위와 같은 교

육의 변화를 받아들여 새로운 과목(예: 행동과학, 선택과목)의 개설을 장려하

고, 인종, 민족, 성별과 관계없이 다양한 학생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요구사항

을 마련하였다. 당시에 강조되었던 이러한 기준은 현재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3) 구체화의 시기: 1985∼1995년

이 당시의 평가인증기준은 좀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으로 변화하였다. 일반

적인 요구사항 목록이 명확한 79개 기준 및 세부기준으로 대체되었다. 평가인

증기준은 치과대학의 임상 행정(clinic administration)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환자의 권리에 관해서 서면으로 된 성명서를 마련하도록 하였고, 공식적인 의

무기록 검토 시스템도 요구하였다. 평가인증기준은 모든 치과대학이 최소한으

로 따라야 하는 수단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치과대학에서는 각 대학의 개별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기준이며 평가인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과

도하고 평가인증기관이 대학의 특권에 개입한다고 생각하였다.

(4) 기준 간소화의 시기: 1998년∼현재

1998년에는 평가인증기준을 기존의 75개에서 55개로 줄이고, 기준의 세부사

항도 많이 삭제하였다. 새로운 체제에서 평가인증단은 교육과정보다는 성과를

더 강조하였다. 성과는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치과대학에서는 자체적으로

달성 가능한 성과를 수립하는 데 좀 더 폭넓은 자율권을 부여받았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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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대학마다 교육과정의 내용, 형식, 기간이 다양할 수 있었다.

2) 국내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의 발전 과정

국내 의학계열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는 1981년 문교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평가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의학과, 의예과, 치의학과, 치의예과, 한의학과, 한의

예과, 간호학과 및 보건학과가 당시의 평가대상이었다(이종성, 이무상, 2000).

이후 1996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의학과, 치의학과, 한의학과에 대한 평가

를 시행하여 우수한 대학을 발표하였는데, 의학교육 분야에서는 이러한 ‘상대

평가’ 성격의 평가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율적인 의학교육 평가기구의 필요성

을 절감하여 1998년 한국의과대학 인정평가위원회를 결성한다(이종성, 이무상,

2000; 맹광호, 2020). 한국의과대학 인정평가위원회는 2003년 한국의학교육평

가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004년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독립 법인체로

전환한다(맹광호, 2020).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은 이보다 늦은 시기인 2007년

12월 24일에 설립되었으며, 선진국의 평가인증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국내 치의

학교육의 질과 평가인증제도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였다(김

경년 외, 2015).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에서는 2008년에 2개 치과대학을 평가하여 예비인증하

였고,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11개 치과대학을 대상으로 평가인증을 시행하여

2020년 현재 3번째 주기의 평가인증을 진행하고 있다. 주기별 평가인증기준은

<표 Ⅱ-4>와 같다. 2번째 주기인 Post 1주기의 평가인증기준 수가 이전보다

많이 증가하였고, 3번째 주기에는 다소 감소하였다. 주기·연도별 평가인증 현

황은 <표 Ⅱ-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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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 국내 치의학교육 평가인증기준

†공식적인 명칭이 없어서 ‘Post 1주기 이후’로 표현함

<표 Ⅱ-5> 국내 치의학교육 평가인증 현황

구분 연도 평가대상기관(인증결과)

예비 평가인증 2008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2년)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2년)

1주기

2010
경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4년)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4년)

2011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4년)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4년)

전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4년)
조선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4년)

2012

단국대학교 치과대학(4년)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4년)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4년)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4년)
원광대학교 치과대학(4년)

1주기 Post 1주기 Post 1주기 이후†

평가 영역

기준 수

평가 영역

기준 수

평가 영역

기준 수

대

학

대

학
원

대

학

대

학
원

대

학

대

학
원

기관의 효율성 9 프로그램의 운영 16 16
치의학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10 10

교육과정
17

교육과정 21 23 교육과정 22 25

학생 10 학생 17 17 학생 15 15

교수 11 교수 12 12 교수 7 7

시설 및 자원 8 자원 6 6 자원 7 7

- - 임상교육 환경 19 19 임상교육 환경 10 10

계 55 계 91 93 71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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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적인 명칭이 없어서 ‘Post 1주기 이후’로 표현함.

다. 외국의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

1) 미국

(1) 평가 주체

1937년부터 Council on Dental Education에서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을 담당

하였고, 1975년에 Commission on Dental Accreditation(CODA)이 치의학교육

평가인증 업무를 인계받아 현재까지 평가인증을 수행하고 있다(CODA, 2020).

CODA는 정부 기관인 미국 교육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Education)

에서 5년 간격으로 인정(recognition)을 받고 있다(CODA, 2020).

구분 연도 평가대상기관(인증결과)

Post 1주기

2014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4년)

2015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4년)

경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2년)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4년)

전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5년)

조선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4년)

2016

단국대학교 치과대학(4년)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4년)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4년)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5년)

원광대학교 치과대학(4년)

2017 경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4년)

Post 1주기 이후†

2018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4년)

2019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4년)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2년)
조선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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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 목적

평가인증은 치의학교육의 질을 평가하여 교육의 수월성을 촉진하고, 교육

프로그램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일반 대중에게 양질의 치과

진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3) 평가 기준

평가 기준은 6개 영역, 총 64개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영역과 기준을

살펴보면, ‘기관 효과성(institutional effectiveness)’ 영역은 9개 기준, ‘교육 프

로그램’ 영역은 26개 기준, ‘교직원’ 영역은 5개 기준, ‘교육 지원’ 영역은 12개

기준, ‘환자 진료’ 영역은 9개 기준, ‘연구 프로그램’ 영역은 3개 기준으로 구성

된다.

(4) 평가 판정

최초로 입학한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를 한 주기로 보았을 때, 한 주기 이상

을 운영한 프로그램을 ‘완전히 운영하는 프로그램(programs that are fully

operational)’이라고 하며, 한 주기를 거치지 못한 프로그램을 ‘완전히 운영하지

않은 프로그램(programs that are not fully operational)’이라고 한다. 두 가지

프로그램은 다른 평가 판정을 받는다.

① 완전히 운영하는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이 평가인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요구사항을 보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인증(approval without reporting requirements)’을 받게 되

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요구사항을 보고해야 하는 인증(approval with

reporting requirements)’을 받게 된다. 미비점 개선의 근거를 프로그램의 기간

에 따라 18개월 또는 24개월 안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인증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완전히 운영하지 않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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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프로그램은 1회 이상의 방문평가를 통해서 초기 인증(initial

accreditation)을 받게 된다. 초기 인증은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는 프로그

램이라는 근거를 교육 기관, 면허 기구, 정부 등에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5) 인증 기간

평가는 7년마다 이루어진다.

2) 캐나다

(1) 평가 주체

1988년 설립된 Commission on Dental Accreditation of Canada(CDAC)에서

평가인증을 시행한다(CDAC, 2016).

(2) 평가 목적

목적은 평가인증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도와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다.

(3) 평가 기준

평가 기준은 7개 영역, 총 78개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영역과 기준을

살펴보면, ‘기관 구조’ 영역은 6개 기준, ‘교육 프로그램’ 영역은 25개 기준, ‘행

정, 교수 및 교수 프로그램’ 영역은 10개 기준, ‘교육 지원 및 서비스’ 영역은

16개 영역, ‘임상 행정’ 영역은 14개 기준, ‘연구 및 학술 활동’ 영역은 1개 기

준, ‘프로그램 관계’ 영역은 6개 기준으로 구성된다.

(4) 평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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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비인증(preliminary approval)

최초로 입학한 학생이 마지막 학년이 될 때까지 CDAC에서 정한 최소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매년 예비인증을 받는다.

② 요구 사항을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인증(approved without reporting

requirements)

CDAC에서 정한 최소 요구사항 또는 기준을 충족하였거나 상회하는 경우로

서 프로그램이 중대한 결함이나 약점이 없음을 나타낸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의 향상을 위한 권고사항이나 제안이 평가 보고서(evaluation report)

에 포함된다.

③ 요구사항을 보고해야 하는 인증 (approved with reporting requirements)

프로그램에서 하나 이상의 특정한 결함 또는 약점이 있는 경우이다. 해당

결함 또는 약점은 일반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합리적인 기간에 교정될

수 있어야 한다. 해당 인증을 받게 되면 자격 또는 면허 시험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거나 치과 진료에서 환자에게 적절한 표준을 유지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한다. 기관은 첫해 말에 경과 보고서(progress report)를 제출해야 한다.

④ 요구사항을 보고해야 하는 임시 인증(provisionally approved with

reporting requirements)

프로그램에서 하나 이상의 특정한 결함 또는 약점이 있는 경우이다. 해당

결함 또는 약점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자격 또는 면허 시험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거나 치과 진료에서 환자에게 적절한 표준을 유지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이다. 결함 또는 약점이 교정되지 않으면 인증 상태를

철회할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간주한다. 인증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유의미한

진전을 이루었다는 근거를 1년 이내에 입증해야 한다.

⑤ 철회 의사(intent to withdraw)

기관이 평가인증 조사보고서(accreditation survey report)의 권고 사항을 다

루지 않은 것에 근거하여, CDAC는 다음 CDAC 회의에서 인증 상태를 철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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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의사를 개진할 수 있다.

⑥ 거부(denial)

프로그램이 인증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으면 초기 프로그램 인증이 거부될

수 있다.

(5) 인증 기간

인증 기간은 초기 프로그램의 경우 3년, 일반적인 프로그램의 경우는 7년이

다.

3) 호주, 뉴질랜드

(1) 평가 주체

호주치과의사협회(Australian Dental Council, ADC)와 뉴질랜드 치과의사협

회(Dental Council New Zealand, DCNZ)는 합동 ADC/DCNZ 평가인증위원회

(joint ADC/DCNZ Accreditation Committee)를 설립하여 두 나라의 치의학교

육에 대한 평가인증을 수행하고 있다(ADC, 2018).

(2) 평가 목적

평가인증을 통해 적절하게 훈련되고 자격을 갖춘 의료인이 등록하고 진료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대중을 보호한다.

(3) 평가 기준

평가 기준은 5개 영역, 총 36개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영역과 기준을

살펴보면, ‘공공의 안전(public safety)’ 영역은 8개 기준, ‘학교의 거버넌스와

질 보장’ 영역은 4개 기준, ‘교육 프로그램(program of study)’ 영역은 11개 기

준, ‘학생 경험’ 영역은 7개 기준, ‘사정’ 영역은 6개 기준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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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판정

인증 결과는 4가지 형태로서 ‘인증(accreditation)’, ‘조건부 인증(accreditation

with conditions)’, ‘인증 취소(revocation of accreditation)’, ‘인증 거부(refusal

of accreditation)’로 나뉜다. ‘인증’은 프로그램이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나타

내며, ‘조건부 인증’은 프로그램이 기준을 실질적으로 충족하지만 하나 이상의

기준에서 결함이 있거나 약점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결함 또는 약점은 합

리적인 기간 내에 시정될 수 있어야 하며,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정된

기간 내에 조건을 충족한다는 근거를 입증해야 한다. ‘인증 취소’는 프로그램

이 심각한 결함이나 약점이 있어서 하나 이상의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데 실패

한 경우이다. 결함이나 약점의 심각성은 프로그램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문제

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증 거부’는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재인

증을 받은 프로그램이 하나 이상의 기준에 심각한 결함이나 약점이 있는 경우

로 합리적인 기간 내에 교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5) 인증 기간

인증기간은 최대 7년이다.

4) 영국

(1) 평가 주체

영국치의학협회(General Dental Council, GDC)에서 평가한다(GDC, 2015).

(2) 평가 목적

영국치의학협회는 프로그램이 미리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판단하는

질 보장의 의무를 가지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환자를 보호하고자 한다.



- 36 -

(3) 평가 기준

평가 기준은 3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영역과 기준을 살펴보면, ‘환자

안전’ 영역은 8개 기준, ‘질 평가 및 검토(quality assurance and review)’ 영역

은 4개 기준, ‘학생 사정’ 영역은 9개 기준으로 구성된다.

(4) 평가 판정

조사 패널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A, B, C 3단계로 평가하며, 이를 바탕으로

GDC registrar가 프로그램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 조사 패널이 내리는

결정 A는 프로그램이 등록하기에 ‘충분하다(sufficient)’라고 판단하는 경우이

다. 즉,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학생들이 진료에 적합하고(fit to

practice) 기준을 충족했거나, 필요한 여러 조치를 하는 경우 기준이 충족될

것이라고 검사 패널이 동의한 경우이다. 결정 B는 검사 패널이 프로그램이

‘하나의 코호트에서만 충분하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이다. 즉, 졸업하는 코호트

는 진료에 적합하지만, 향후의 코호트가 이러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

으며 기관은 질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결

정 C는 검사 패널이 프로그램이 등록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not sufficient)’

라고 판단하는 경우이다. 즉, 환자 안전과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가 있고, 기관

이 기준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검사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에 대해서도 효과

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이다.

(5) 인증 기간

일반적으로 영국치의학협회는 5년 주기로 프로그램을 조사(inspection)한다.

만약 프로그램에서 주요한 변화가 있거나, 매년 시행하는 모니터링에서 위험

이 발견되거나, 내부고발이나 불편사항을 통해서 문제점을 알게 되는 경우에

는 조사가 앞당겨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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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국

(1) 평가 주체

각 대학의 상위 행정기관에서 평가인증을 시행한다. 예를 들어 제4군의대학

교 치과대학(School of Stomatology, the Fourth Military Medical University)

은 인민해방군의 사령부(headquarters of the People’s Liberation Army)가, 민

간 치과대학은 중국의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of China)가 평가인증을

담당한다(Yang et al., 2014).

(2) 평가 목적

평가인증을 통해 치의학교육의 질을 보장하고자 한다.

(3) 평가 기준

‘기관의 원칙(institutional doctrine)’, ‘교직원’, ‘프로그램 개발’, ‘교육 환경’,

‘교육 행정’, ‘교육 성과’, 총 6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4) 평가 절차

평가인증은 치과대학의 자체 평가를 시작으로 방문평가를 포함한 상위 행정

기관의 공식적인 평가, 치과대학의 장단점을 포함한 평가결과의 확인 순으로

이루어진다.

(5) 평가 판정

자체평가, 방문평가 등을 통해 획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치의학교육 프로그

램에 대한 장단점을 결과보고서에 기술하여 피평가기관에 전달한다. 피평가기

관은 다음 평가 전까지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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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우리나라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

(1) 평가 주체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에서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을 담당하고 있다(한국치의

학교육평가원, 2020).

(2) 평가 목적

현황 및 가치 파악, 목표 달성 확인, 사회적 책무성 확인, 개선 및 발전 유

도, 치의학교육기관의 자기 통제를 목적으로 한다.

(3) 평가 기준

평가 기준은 6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영역과 기준을 살펴보면, ‘치의학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영역은 10개 기준, ‘교육과정’ 영역은 22개 기준, ‘학생’

영역은 15개 기준, ‘교수’ 영역은 7개 기준, ‘자원’ 영역은 7개 기준, ‘임상교육

환경’ 영역은 10개 기준으로 구성된다. 치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교육과정’ 영

역에 전문석사학위에 관한 3개의 기준이 추가된다.

(4) 평가 판정

인증 결과는 인증(2년, 4년, 6년), 인증유예, 인증불가로 구분된다<표 Ⅱ-6>.

① 인증

‘교육기관이 충실한 운영을 통하여 인증기준에 대한 이해와 성취가 세부기

준 수준에서 결함이 없고 다른 교육기관과 공유할 만한 우수사례가 있는 경

우’는 6년 인증, ‘교육기관이 운영을 통하여 인증기준에 대한 이해와 성취가

세부기준 수준에서 보완이 소수 존재하고, 치의학교육에 현실적인 장애가 없

으며, 세부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단기간이 필요한 경우’는 4년 인증,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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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서 보완이 다수 있어 인증기준을 완전히 충족하기 위해 장기간이 필요

한 경우’는 2년 인증을 받게 된다.

② 인증유예

‘세부기준 수준에서 결함이 존재하거나 세부기준 성취율이 미달한 경우’는

인증유예로 인증받는다.

③ 인증불가

‘인증유예 후 인증을 받지 못하고 개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인

증불가를 받게 된다.

<표 Ⅱ-6> 국내 치의학교육 평가인증 판정원칙

유형 판정 기준
세부기준

성취율

영역별
기준

성취율

인증

인증(6년)

교육기관이 충실한 운영을 통하여 인증기준에

대한 이해와 성취가 세부기준 수준에서 결함

이 없고 다른 교육기관과 공유할 만한 우수사
례가 있는 경우

90%

90% 이상

90% 이하

인증(4년)

교육기관이 운영을 통하여 인증기준에 대한

이해와 성취가 세부기준 수준에서 보완이 소
수 존재하고, 치의학교육에 현실적인 장애가

없으며, 세부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단기간이

필요한 경우

80% -

인증(2년)

세부기준 수준에서 보완이 다수 있어 인증기

준을 완전히 충족하기 위해 장기간이 필요한
경우

70% -

인증유예
세부기준 수준에서 결함이 존재하거나 세부기

준 성취율이 미달한 경우

70%

미만
-

인증불가
인증유예 후 인증을 받지 못하고 개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0%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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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의 특징

국내·외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에 대하여 평가 주체, 평가 목적, 평가 기

준, 평가 판정, 인증 기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표 Ⅱ-7>

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표 내용을 바탕으로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의

특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을 제외한 한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모두 독립적

인 치의학교육 평가인증기관에서 치의학교육 프로그램을 평가·인증하고 있다.

평가 주체는 타당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 중요한 평가체제의 한 요소이기

때문에(최금진, 2006), 독립적인 치의학교육 평가인증기관이 존재한다는 것은

자율적이고 전문성을 인정받은 기관을 갖췄다는 의미이다. 같은 맥락에서 중

국에서도 독립적인 평가인증기관을 갖춰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Yang

et al., 2014).

둘째, 세부적인 평가 목적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큰 틀에서 보면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은 질 보장을 통해 환자 안전을 추구한다. Stufflebeam과

Coryn(2014)은 기관과 기관의 프로그램이 특정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승인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평가인증의 목적이라고 하였다. 이

러한 관점에서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중의 안전을 보

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세부적인 평가기준도 국가마다 다르지만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은 투입,

과정, 산출에 해당하는 영역을 모두 평가한다. 투입, 과정, 산출을 평가하는 체

제적 관점은 각 요인의 유기적인 관계성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지만(신현석,

2005), 요인이 배타성을 갖거나 요인 간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으

면 체제적 관점이 추구하는 바를 달성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박경호,

2018).

넷째, 평가 판정에 대해서는 중국을 제외한 한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

드, 영국에서 단계를 나누어서 평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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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평가인증기관은 평가하고 판정하는 절차를 거쳐 피평가기관인 치과

대학에 일정 기간의 인증기간을 부여한다. 영국 5년, 미국, 캐나다는 7년, 호

주, 뉴질랜드는 최대 7년의 인증기간을 부여한다. 국내 인증기간은 2년, 4년, 6

년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4년 인증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증기간이 짧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Ⅱ-7> 국내·외 치의학교육 평가인증 체제

구분 한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중국

평가

주체
⦁한국치의학
교육평가원

⦁CODA ⦁CDAC
⦁ j o i n t
ADC /DCNZ
Accreditation
Committee

⦁GDC
⦁대학의
상위
행정기관

평가

목적

⦁현황 및 가
치 파악
⦁목표 달성
확인
⦁사회적 책
무성 확인
⦁개선 및 발
전 유도
⦁치의학교육
기관의 자기
통제

⦁교육의 수
월성 촉진
⦁자체 개선
지원
⦁양질의 치
과 진료 보장

⦁교육 프로그
램의 효과성
향상

⦁자격을 갖춘
의료인을 보장
하여 대중 보
호

⦁질 보장
⦁환자 보호

⦁질 보장

평가

기준

<6개 영역>
⦁치의학교육
프 로 그 램 의
운영
⦁교육과정
⦁학생
⦁교수
⦁자원
⦁ 임 상 교 육
환경

<6개 영역>
⦁기관 효과성
⦁교육 프로
그램
⦁교직원
⦁교육 지원
⦁환자 진료
⦁연구 프로
그램

<7개 영역>
⦁기관 구조
⦁교육 프로그
램
⦁행정, 교수 및
교수 프로그램
⦁교육 지원 및
서비스
⦁임상 행정
⦁연구 및 학술
활동
⦁프로그램관계

<5개 영역>
⦁공공의 안전
⦁학교의 거버
넌스와 질 보장
⦁교육 프로그
램
⦁학생 경험
⦁사정

<3개 영역>
⦁환자 안전
⦁질 평가
및 검토
⦁학생 사정

<6개 영역>
⦁기관의원칙
⦁교직원
⦁프로그램
개발
⦁교육 환경
⦁교육 행정
⦁교육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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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CODA, Commission on Dental Accreditation; CDAC, Commission on Dental

Accreditation of Canada; joint ADC/DCNZ Accreditation Committee, joint Australian Dental Council/Dental

Council New Zealand Accreditation Committee; GDC, General Dental Council.

구분 한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중국

평가

판정

⦁인증
⦁인증유예
⦁인증불가

⦁초기인증
⦁요구사항을
보고하지 않
아도 되는 인
증
⦁요구사항을
보고해야 하
는 인증

⦁예비인증
⦁요구사항을
보고하지 않아
도 되는 인증
⦁요구사항을
보고해야 하는
인증
⦁요구사항을
보고해야 하는
임시 인증
⦁철회 의사
⦁거부

⦁인증
⦁조건부 인증
⦁인증 취소
⦁인증 거부

⦁조사 패널
이 3단계로
평가 후
G D C
registrar가
최종 결정

-

인증

기간

⦁2년, 4년, 6년 ⦁7년마다 평가 ⦁7년
(초기 3년)

⦁최대 7년 ⦁5년 주기로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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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형화와 디커플링

다음에서는 신제도주의 개념과 분파를 살펴본 후, 사회학적 제도주의의 핵

심 요소인 동형화와 디커플링에 대한 개념과 선행 연구를 확인하고자 한다.

가. 신제도주의 개념과 분파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제도(institution)를 ‘관습이나 도덕, 법률 따위의 규범

이나 사회 구조의 체계’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제도란 개인과 집단의 행동을

인위적으로 통제하고 제약(constraints)하는 것으로서 넓은 범위에서는 ‘인간행

동을 제약하는 모든 것’을 뜻하며, 좁은 범위에서는 ‘구체적인 조직의 규칙·절

차·관행’을 의미한다(강성남, 2016; 오석홍, 2016). 이론적 관점에 따라서 제도

는 다양한 의미를 지니며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법과 같이 사회기관이

강압적 권력을 집행할 수 있는 공식적이고 문서화된 행동 강령일 수도 있고,

규범 또는 가치처럼 사회화를 통해서 내면화된 의무일 수도 있으며, 상황을

규칙처럼 이해하고 암묵적으로 받아들이는 인지적 도식(cognitive schema)일

수도 있다(Hoy & Miskel, 2012). 사회현상 및 변화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제도를 핵심개념으로 사용하는 이론을 제도주의

(institutionalism) 또는 제도이론(institutional theory)이라고 한다(유민봉,

2015; 강성남, 2016; 오석홍, 2016).

제도주의는 구제도주의(old institutionalism)와 신제도주의(new institutionalism)

로 나눌 수 있다. 구제도주의는 시민혁명이라는 사회적 변화를 배경으로 출현

하였다. 시민혁명을 경험한 유럽에서는 사람보다는 법과 제도를 통해서 질서

가 유지될 수 있다는 믿음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가기관의 공식적

인 구조와 법체계에 초점을 두고 특정한 법과 제도의 특성을 논의하고 다른

제도와 비교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를 구제도주의 또는 법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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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접근이라고 일컫는다(하연섭, 2011; 김태룡, 2014; 강성남, 2016; 배병룡,

2017). 하지만 구제도주의는 제도의 기술적이고 정태적인 연구에 집중하면서

인간 심리, 인간관계 등 인간과 관련된 요인들을 다루지 못하는 제한점이 드

러나게 된다(유민봉, 2015).

이러한 배경에서 1950∼1960년대에 제도보다는 사람에게서 드러난 행동(예:

인식, 성격, 태도, 동기, 역할 등)에 초점을 두고 이를 분석하는 행태주의

(behavioralism)가 부각되고, 구제도주의는 연구자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된다(배병룡, 2017). 인간의 행태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행태주의의 또 다른 특

징 가운데 하나는 과학적 방법을 중시하는 것으로 인간행태의 규칙성을 관찰

하여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밝혀 일반법칙성을 추구한다(유민봉, 2015). 하지

만 인과관계를 밝힘으로써 일반이론을 형성하려는 경향은 공통점만을 강조하

여 국가나 조직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March & Olsen,

1984; 김태룡, 2014; 강성남, 2016).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자 1970년대에

다시 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면서 신제도주의가 출현하게 된다. 신제

도주의라는 용어에는 구제도주의, 즉 법적·제도적 접근을 새로운 내용으로 재

구성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김태룡, 2014).

제도를 중심 개념으로 두고 사회현상을 연구한다는 점에서 구제도주의와 신

제도주의는 공통점을 갖는다. 하지만 구제도주의는 공식적인 법과 제도를 강

조하고 기술적인(descriptive) 연구에 초점을 두었다면, 신제도주의는 공식적인

법과 제도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규범, 정책구조, 제도의 동태적인 관계와 전

체적 패턴을 연구 대상에 포함하고, 제도와 다른 변수의 인과관계를 밝히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갖는다(김태룡, 2014; 유민봉, 2015).

신제도주의는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

면서 분파하였는데, 대부분의 저서 및 연구에서 신제도주의를 역사적 제도주

의(historical institutionalism),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rational choice

institutionalism), 사회학적 제도주의(socioloigical institutionalism)로 구분하고

있다(정용덕 외, 1999; 하연섭, 2011). 세 가지 신제도주의는 제도에 대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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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연구 방법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제도가 중요하다(institution matters)’라는

인식을 공유한다(김태룡, 2014).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의 형태와 모습에 초점을 두며, 이러한 제도를 이해

하기 위해서는 맥락과 맥락이 형성되는 역사적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강조한다(하연섭, 2011; 유민봉, 2015). 역사적 과정에서의 제도는 과거의 영향

을 받았으며, 현시점에서의 제도 역시 미래의 제도에 영향을 주고 제약을 가

한다는 측면에서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e)이 있다고 할 수 있다(하연섭,

2011; 유민봉, 2015).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합리적 선택 이론(rational choice theory)을 제도에

접목한 이론이다. 합리적 선택 이론은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개인의 합리적 선

택이 합쳐진 결과로 사회현상을 설명하려는 이론으로 개인에 초점을 두고 제

도를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유민봉, 2015). 하지만 개인이 취할 수 있는

정보와 인지 능력의 부족으로 합리적 선택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한계점을 인식하고 개인의 합리적 선택을 제약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요

인의 하나로서 제도의 중요성을 고려하는 관점이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이다

(유민봉, 2015).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사회학의 조직이론 분야에서 등장하였으며, 이러한 이

유로 조직론에서의 제도주의(organizational institutionalism)라고도 부른다(하

연섭, 2011; 김태룡, 2014).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는 조직이 제도를 채택하는

원인을 효율성에서 찾지 않고, 조직이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제도를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취한다. 개인과 조직의 효율성 측면을 강조한 도구적·기

능주의적 시각에 반하여 인지적·문화적 측면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사회학적

제도주의를 인지-문화적 접근법(cognitive-cultural approach)이라고도 부른다

(하연섭, 2011). 역사적 제도주의가 국가 간 차이점에 주목한다면 사회학적 제

도주의는 국가 간 또는 조직 간 유사성에 주목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으

며,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가 제도의 영향을 고려한 개인에 초점을 둔다면 사

회학적 제도주의에서는 제도 그 자체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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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봉, 2015).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는 동일한 조직의 장(organizational field)에서 조직구

조가 비슷해지는 원인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막스 베버는 관료제가 전 세계

적으로 확산된 원인은 관료제가 지닌 효율성 때문이라고 하였지만, Meyer와

Rowan(1997)은 관료제가 확산된 원인은 관료제를 가치 있고 정당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문화에 있다고 하였으며 이를 신화(myth)와 의식(ceremony)

으로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직은 최적의 방식으로 기능하는 것

이 아니라 제도적 환경에 의해 각인된 합리적 신화를 따르지 않으면 사회적

정당성을 악화시키고 자원과 지지를 잃게 되기 때문에 합리적 신화를 따르게

된다(Greenwood & Meyer, 2008). 결국 신화란 환경이 조직에 대해 기대하는

것이고, 의식은 이에 대한 동조 현상을 의미한다(하연섭, 2011).

이처럼 조직은 효율성이 아닌 정당성과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채택하게 되고 이의 결과로서 조직이 비슷해지는 동형화(isomorphism)가 나타

난다(DiMaggio & Powell, 1983). 하지만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받아

들인 제도가 항상 효율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때 조직은 정당성 확보와 효율

성의 추구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

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는 공식적인 구조

를 유지면서 효율성을 위해 이를 실제(practice)와 분리시키는데 이러한 현상

을 디커플링(decoupling)이라고 한다(Meyer & Rowan, 1977; Boxenbaum &

Jonsson, 2017). 다음에서는 사회학적 제도주의의 핵심개념인 동형화와 디커플

링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국내 교육학 분야에서 어떠한

연구가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 동형화

조직이론에서 주된 관심사 중 하나는 ‘왜 같은 조직의 장(organizational

field)에 있는 조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닮아가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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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는 여러 이론 중에서 1980년대 이후로 많은 주목을 받은 이론이 사회학

적 제도주의이다. 개방체제(open system)로서의 조직은 환경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며, 관습적인 믿음을 따라야 하는 사회적 압력에 놓이게 된다. 조직의 구

조와 프로세스는 사회에 제도화된 규범, 가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며, 제도화

된 규칙과 절차를 따르게 됨으로써 조직은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Hoy &

Miskel, 2012). 이처럼 제도주의에서의 조직은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조직의 생존을 위해서 순응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같은 제도적 환경

에 놓인 조직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받아들이면서 서로를

닮아가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 DiMaggio와 Powell(1983)은 동형화

(isomorphism)라고 명명하였으며, 동형화를 크게 강압적 동형화(coercive

isomorphism), 모방적 동형화(imitative isomorphism), 규범적 동형화

(normative isomorphism)로 분류하였다.

강압적 동형화는 조직이 의존하는 외부 환경 또는 조직이 기능하는 사회의

문화적 기대에 의해 조직이 특정한 방식으로 변화하도록 요구받는 경우에 발

생한다(Greenwood & Meyer, 2008). 강압적 압력은 권력관계와 정치에서 기인

하는 것으로 정부 기관이 특정한 구조 또는 관례를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그

렇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며, 보조금이나 자격을 부여받기

위한 자원의 의존성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Boxenbaum & Jonsson,

2017). 또한, 압력은 확연히 가시적이고, 공식적이며, 강력한 규칙일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비가시적이고, 비공식적이며, 모호하고, 미약할 수도 있다.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는 학생 개인의 학습 계획을 개발해야 한

다는 요구를 받는 경우가 전자의 예라 할 수 있으며, 고등학교 교장 역할에는

여자보다 남자가 더 적합하다는 지역 학교 위원회의 믿음은 후자의 예에 속한

다. (Hanson, 2001)

모방적 동형화는 불확실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조직이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성공적인 또는 영향력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주변 조직을 모방하는 것이

다(Boxenbaum & Jonsson, 2017). 성공적인 역할 모델을 모방하는 이유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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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인 조직의 행동이 합리적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조직의 모습이 일탈

적이거나 퇴보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이다(Greenwood &

Meyer, 2008). 모방하려는 경향은 (a)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 최신의 소식을 퍼

뜨리는 교육 컨설턴트, (b) 새로운 아이디어의 슈퍼마켓과 같은 학술 컨퍼런

스, (c) 근처 또는 먼 거리의 학교와 지역구 간 행정가들의 빠른 이동에 의해

촉진되고 강화된다(Hanson, 2001).

규범적 동형화는 적절한 행동 방침 또는 도덕적 의무라고 간주되는 것과 관

련되는 것으로(Boxenbaum & Jonsson, 2017),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전문성

(professional codes)을 여러 조직에 확산시킬 때 나타난다(Rowan & Miskel,

1999). 규범적 동형화는 전문화 프로젝트에서 주로 일어나며(Greenwood &

Meyer, 2008), 특히 학교에서 규범적 압력은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표준적인 실행 방법과 적절한 행동에 대한 규범

적인 규칙을 학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회가 성장해서

새로운 모델을 신속하게 퍼지게 하는 것이다(Hoy & Miskel, 2012).

다. 디커플링

조직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변화에 대한 압력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 조직이

외부에서 가해지는 압력을 기회로 삼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변화하는

경우 개혁의 상징으로 평가받으며 진보할 수 있지만,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경우 도태될 수도 있다. 또한 조직은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지만, 표면적인

변화만 있을 뿐 실제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끌어내지 못할 수도 있다. 이처

럼 외부 환경에 대한 조직의 대응에 관한 주제는 조직 이론 분야에서 많은 관

심을 받아왔던 내용이며, 특히 조직이 생존을 위해 외부 환경의 요구를 받아

들이지만 실제(practice)와는 괴리가 있는 현상인 디커플링 개념이 최근에 여

러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

제도적 압력하에서 조직은 사회적 정당성과 효율성 모두를 확보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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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구조를 채택하지만 이를 실제와 분리한다. 이와 같이 공식적인 구조

와 실제 활동의 분리 현상에 대해서 Meyer와 Rowan(1977)은 디커플링이라고

개념화하였다. 이후 디커플링 개념은 <표 Ⅱ-8>에서와 같이 연구자마다 다양

한 개념으로 확장되고 재해석되었다(김동수 외, 2017; 민윤경, 2019).

<표 Ⅱ-8> 디커플링 개념 정의

출처: 김동수 외(2017, p.129), 민윤경(2019, p.55)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재구성함.

조직에서 대중의 신뢰를 손상할 수 있는 비일관성, 불합리성, 낮은 업무 성

과를 감추거나 완충하기 위해서, 또는 제도적 환경을 따르는 공식적인 구조를

유지하면서 행위의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서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난다(Scott,

1992; Hoy & Miskel, 2012 재인용). 조직은 디커플링을 통해 공식적인 구조를

유지하여 정당성을 확보하고 실제 행위에서는 효율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때

문에 조직의 생존을 유리하게 이끈다(Boxenbaum & Jonsson, 2017).

연구자 연도 개념 정의

Meyer &

Rowan
1977

조직이 상징적 순응을 유지하기 위해 느슨하게 결합하고, 공식적인 구

조와 실제 활동을 분리하는 것

Orton &

Weick
1990

조직이 상징적 순응을 유지하기 위해 공식적인 구조와 실제 활동을 완

충하거나, 느슨하게 결합하거나, 분리하여 모순적 상황에 대응함

Westphal

& Zajac
1994

조직이 제도화된 정책과 프로그램을 받아들이지만 조직의 실제 기능과

는 분리됨

Westphal
& Zajac

1998
① 공식구조를 채택하지만 실행과는 분리됨, ② 언어적 표현이 실행과
는 분리됨

Terlaak 2007
실제로는 제대로 시행하지 않지만 시행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명시

된 관행과 실제 행동을 분리함

Ansari et

al.
2010

조직에 적합한 관행을 적극적으로 ‘재작동’하거나 개선하기보다는 ‘표

면적 수준’에서 또는 상징적으로만 이행하는 것

Wijen 2014 수단과 목적 간 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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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enbaum과 Jonsson(2017)은 여러 연구를 소개하면서 디커플링이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 일어난다고 하였는데, 그중 일부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직이 새로운 일을 시행해야만 하는 강압적 압력

을 경험하는 경우 디커플링이 일어나고(Seidman, 1983), 압력을 가하는 주체

를 불신하는 경우 디커플링 더 강하게 일어나며(Kostova & Roth, 2002), 효율

성 요구보다는 제도적 압력으로 제도를 채택하는 경우에 디커플링이 발생한다

고 하였다(Westphal & Zajac, 1997).

디커플링 관련 연구에서는 디커플링 현상의 여부뿐만 아니라 조직이 외부

압력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응 전략을 사용하였는지를 밝히고자 하였으며,

<표 Ⅱ-9>에서와 같이 조직의 대응 전략을 다섯 가지로 유형화한

Oliver(1991)의 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변수연, 2013; 민윤경, 2019).

<표 Ⅱ-9> 제도화 과정에 대한 조직의 전략적 대응

출처: Oliver(1991, p.152)

전략 전술 예

수용(Acquiesce)

관습따르기(Habit) 비가시적이고, 당연시하는 규범을 받아들이기

모방(Imitate) 제도적 모형을 모방하기

순응(Comply) 규칙을 준수하고, 규범을 받아들이기

타협(Compromise)

균형잡기(Balance) 다양한 구성원들의 기대를 균형 맞추기

완화하기(Pacify) 제도적 요소를 완화하고 수용하기

협상하기(Bargain) 제도적 이해관계자와 협상하기

회피(Avoid)

숨기기(Conceal) 불응을 위장하기

완충하기(Buffer) 제도적 결합을 완화하기

벗어나기(Escape) 목표, 활동, 영역 바꾸기

반항(Defy)

무시하기(Dismiss) 명시적인 규범과 가치를 무시하기

도전하기(Challenge) 규칙과 요구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공격하기(Attack) 제도적 압력의 근원을 공격하기

조종(Manipulate)

끌어들이기(Co-opt) 영향력 있는 구성원 영입하기

영향미치기(Influence) 가치와 기준 만들기

통제하기(Control) 제도적 구성원과 과정 지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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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iver(1991)의 다섯 가지 유형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연구자에 따라

서 일부 유형만을 사용하거나 유형을 새롭게 구성하여 분석에 활용하기도 한

다. 변수연(2013)은 균형 맞추기(balance), 완화하기(pacify), 거래하기(bargain)

의 ‘타협’과 숨기기(conceal), 완충하기(buffer), 떠나기(escape)의 ‘방어’에 초점

을 두고 대학입학사정관제의 디커플링 현상을 분석하였으며, 민윤경(2019)은

조직의 반응이 적극적/수동적인가, 긍정적/부정적인가에 따라 분류한 Ingram

과 Simons(1995)의 연구를 참고하여 <그림 Ⅱ-4>와 같이 조직의 대응 전략

을 조종, 반항, 타협, 회피로 분류하고 국립대 거버넌스 제도에 대한 대학의

디커플링 현상을 분석하였다. 최정인과 문명재(2017)는 Oliver(1991)의 연구를

참고하여 조직의 대응 전략을 ‘적극적 순응’, ‘소극적 순응’, ‘무시’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한 대학의 반응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민윤경(2019)이 제시한 유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Ⅱ-4> 조직의 디커플링 현상 전략

출처: 민윤경(2019,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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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동형화와 디커플링 관련 국내 선행 연구

1) 동형화 관련 국내 선행 연구

국내의 동형화 관련 연구는 대학구조조정(김병모, 2005; 김송림, 박대권,

2020), 대학입학사정관제(장덕호, 2009; 정대훈 외, 2017), 대학의 비전과 발전

목표(김훈호 외, 2011), 교양교육과정(부향숙, 2012), 대학 교수학습센터(김기

범, 장덕호, 2019)와 같이 주로 대학과 관련된 요인들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대학 평가와 관련하여 김병모(2005)는 통폐합을 경험한 대학들의 실제 사례

를 분석하여 대학구조조정과정에서 강압적·모방적·규범적 동형화 현상이 모두

나타났으며, 세 가지 동형화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강

압적 동형화는 정부 정책과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국립대학의 사례를, 모

방적 동형화는 불확실한 환경에 놓인 대학들이 통폐합을 주도한 대학들의 구

조조정 사례를 벤치마킹한 사례를, 규범적 동형화는 대학의 전문 교수단이 구

조조정 과정에 참여한 사례를 해당 근거로 제시하였다. 김송림과 박대권(2020)

은 대학구조개혁평가에 의해 재정지원제한대학의 기획, 교무행정, 학생행정 조

직의 변화가 나타났음을 밝히고, 이와 같은 변화는 대학구조개혁평가라는 외

부의 압력이 작용한 강압적 동형화 현상이기도 하지만 일부에서는 대학 내부

의 자체적인 노력이 작용한 비강압적 동형화 현상도 나타났다고 분석하였다.

대학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해서 장덕호(2009)는 대학입학사정관제가 국내에

도입 및 확산되는 과정을 동형화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대학입학사정관제가 국내에 도입되는 과정에서는 선진국을 벤치마킹

한 모방적 동형화와 교수를 중심으로 한 전문가 그룹의 규범적 동형화가 복합

적으로 작용하였고, 국내에 확산되는 과정에서는 정부 주도에 의한 강제적 동

형화와 대학이 상호 모방하는 모방적 동형화가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정대

훈 등(2017)은 대학이 입학사정관제를 채택하는 현상에 대해 규범적 동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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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관련 요인과 기제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전문

지식과 입학사정관제를 긍정적으로 다루는 매체가 증가함에 따라 대학에서 입

학사정관제를 채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의 자원의존성이

높으면 전문지식의 영향이 강하고, 대학의 지위가 높으면 매체의 영향이 줄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훈호 등(2011)은 대학알리미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학발전계획 자료 중 비

전과 발전목표의 내용을 분석하여 대학 간에 유사성이 많음을 밝히고, 이를

강제적 동형화, 모방적 동형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결합된 복합적 동형화 현

상으로 해석하였다.

부향숙(2012)은 국내 100개 대학의 교양교육과정을 조사하고, 3개 대학을 심

층적으로 검토하여 교양교육과정의 구조 및 내용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

과, 국내 대학의 교양교육과정은 세계사회를 반영한 영역에서 구조와 내용 모

두 동형화 현상이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김기범·장덕호(2019)는 국내 대학에 교수학습센터가 도입 및 확산되는 과정

을 정부의 대학 평가에 순응하는 강제적 동형화, 미국의 모범사례를 수용하고

국내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모방적 동형화, 교수학습센터 전문가 집단의 네

트워크를 통한 규범적 동형화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형화 이론은 제도의 영향으로 대학이 서로 유

사해지는 현상을 분석하는 데 효과적이며, 강압적·모방적·규범적 동형화 유형

은 제도가 어떻게 도입되어 확산하는지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이러한 이유

로 본 연구에서는 동형화 이론을 차용하여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에 의해

치과대학 간에 유사한 변화가 나타났는지, 그리고 그 변화의 기제는 무엇인지

를 확인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2) 디커플링 관련 국내 선행 연구

주로 행정학과 경영학 분야에서 디커플링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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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지만(김동수 외, 2017), 최근에는 교육학 분야에서도 디커플링 개념을 분석

틀로 활용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신철균, 2011; 변수연, 2012, 2013; 조항로,

김병찬, 2013; 김은영, 장덕호, 2014, 2019; 강경애, 2019). 교육학 분야에서 이

루어진 디커플링 관련 선행 연구를 연구 대상을 중심으로 분류해보면,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평생교육 기관, 교육지원청으로 나눌 수 있다.

초·중·고등학교와 관련해서는 연구학교와 혁신학교로 운영되는 초등학교의

사례를 분석하여 지정 과정, 운영 과정, 운영 결과에서 동형화와 디커플링 현

상이 나타났음을 확인한 연구(김은영, 장덕호, 2014), 연구학교로 운영되는 중

학교와 고등학교 사례를 분석하여 운영 과정에서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났음을

확인한 연구(신철균, 2011), 자립형 사립고로 운영되는 사례를 분석하여 운영

과정에서 동형화와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났음을 확인한 연구(조항로, 김병찬,

2013)가 있었다.

대학과 관련해서는 대학입학사정관제를 다룬 연구가 이루어졌다. 대학입학

사정관제를 선도하는 1개 대학의 사례를 분석하여 디커플링이 일어난 영역과

관련 요인을 확인한 연구(변수연, 2012)와 대학입학사정관제를 시행하지만 특

성이 상이한 2개 대학의 사례를 비교하여 디커플링 현상의 특징과 영향 요인

을 확인한 연구(변수연, 2013)가 있었다.

그 외에 평생교육 기관(강경애, 2019)과 교육지원청 컨설팅장학(김은영, 장덕

호, 2019)의 운영상에 나타난 동형화와 디커플링 현상을 분석한 연구가 있었

다.

디커플링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대다수의 연구에서 동형화와 디커플링 개념

을 분석 틀로 함께 활용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조직이

제도를 수용할 때 항상 제도의 본래 목적에 맞게 제도를 수용하는 것만은 아

님을 시사한다. 따라서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가 치과대학의 동형화에 영향

을 주었는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치과대학에서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의 목

적에 부합하는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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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이 장에서는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모형을 살펴보고, 연구문제에

따라 연구대상 및 표집 방법,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을 기술하였다.

1. 연구모형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는 치의학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동시에 질을 향상

하며 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치의학교

육 평가인증제도가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게 기능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평

가인증제도의 발전뿐만 아니라 치의학교육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본 연구

는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가 대학 구성원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치과대

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모형을 <그림 Ⅲ-1>과 같이 설계하

였다.

첫째, 대학 구성원은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에 대한 대학 구성원의 인식을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둘째, 심층면담을 통해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에 의해 치과대학에 나타난

변화와 변화의 영향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셋째,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에 의한 변화를 동형화와 디커플링 개념으로

분석하여 평가인증제도가 대학에 어떠한 기제로 수용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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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연구모형

2. 연구대상 및 표집

가. 설문 대상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설문의 목

적 및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1

개 치과대학 자체평가보고서에 명시된 자체평가위원을 설문 대상의 모집단으

로 선정하였다.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의 협조를 얻어 자체평가보고서에 명시

된 자체평가위원 총 358명 중에서 이메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287명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이 중 72명이 응답하였고, 이를 최종분석 자료로 활용하였

다.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정리하면 <표 Ⅲ-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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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총 72명 중 대학설립 유형별로는 국·공립대학 교수는 44.4%(32명), 사립대학

교수는 55.6%(40명)였으며,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소재 대학 교수는 25.0%(18

명), 비수도권 소재 대학 교수는 75.0%(54명)였다. 재직 경력별로는 16∼20년

재직 교수가 27.8%(20명)로 가장 많았고, 6∼10년 재직 교수 23.6%(17명), 11

∼15년 재직 교수 22.2%(16명), 21년 이상 재직 교수 16.7%(12명), 5년 이하

재직 교수 9.7%(7명) 순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는 교수가 68.1%(49명)로 가

구분 사례 수(N) 비율(%)

대학설립 유형
국·공립 32 44.4

사립 40 55.6

소재지
수도권 18 25.0

비수도권 54 75.0

재직 경력

5년 이하 7 9.7

6∼10년 17 23.6

11∼15년 16 22.2

16∼20년 20 27.8

21년 이상 12 16.7

직급

조교수 7 9.7

부교수 16 22.2

교수 49 68.1

소속 교실
기초치의학교실 24 33.3

임상치의학교실 48 66.7

행정보직자 경험
있음 29 40.3

없음 43 59.7

자체평가위원 경험
있음 57 79.2

없음 15 20.8

방문평가위원 경험
있음 18 25.0

없음 54 75.0

평가인증 교육 경험
있음 50 69.4

없음 22 30.6

계 7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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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많았고, 부교수 22.2%(16명), 조교수 9.6%(7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소속 교

실별로는 임상치의학교실 66.7%(48명), 기초치의학교실 33.3%(24명)로 나타났

다. 소속 교실에 치의학교육실이라고 응답한 1명은 기초치의학교실에 포함하

였다. 행정보직자, 자체평가위원, 방문평가위원으로 평가인증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교수는 각각 40.3%(29명), 79.2%(57명), 25.0%(18명)로 나타났

으며, 평가인증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교수는 69.4%(50명)로 나타났다.

나. 면담 대상

심층면담(qualitative interview)은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사회현상이나 대

상의 특성을 맥락적, 본질적,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현상

이 어떻게, 왜 일어났는지를 확인하는 데 적합하다(백욱현, 2006; 김영천,

2016; Rubin & Rubin, 2005). 본 연구에서도 심층면담을 통해 치의학교육 평

가인증제도가 치과대학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변화에 영향을 준 요인

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 주제에 관한 데이터를 깊이 있고 풍부하게 하는 데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며, 이를 목적 표집 또는

의도적 표집이라고 한다(김영천, 2016; Dicicco-Bloom & Crabtree, 2006). 본

연구에서도 목적 표집으로 면담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

도에 의한 치과대학의 변화와 변화의 맥락을 가장 잘 알 수 있다고 판단한 보

직 경험이 있는 교수를 일차 면담 대상자로 정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참여자

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에 관심이 많고 10년 이상 재직한 교수를 면담

대상자로 선정하려고 노력하였고,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의 관계자나 본 연구

의 면담에 참여한 교수로부터 추천을 받아 면담을 시도하였다. 10년 이상의

재직 경력이란 조건을 고려한 이유는 2010년에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가 국

내에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10년의 기간이 평가인증제도에 의한 치과

대학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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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면담으로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에 의한 치과대학의 변화와 변화의

영향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지만, 면담 참여자 개인의 경험과 인식의 제한으

로 변화를 인식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제도와 변화의 명확한 인과

관계를 밝히는 데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치과

대학의 조직, 문화, 구성원 전반에 대해 잘 알 수 있다고 판단한 보직 경험이

있는 교수와 교육에 관심이 많은 10년 이상 재직한 교수를 선정하여 인식의

한계를 줄이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 9개 치과대학에서 14명의 교

수가 면담에 참여하였으며, 면담 참여자의 정보는 <표 Ⅲ-2>와 같다.

<표 Ⅲ-2> 면담 참여자 정보

번호 치과대학 코드 참여자 코드 재직 경력 보직 경험 비고

1
A

a1 23 교무부학장 -

2 a2 12 - -

3 B b 25 교무부학장 -

4
C

c1 35 학장 화상 면담

5 c2 14 교무부학장 화상 면담

6
D

d1 25 학장
화상 면담, 동시 진행

7 d2 16 -

8
E

e1 20 - -

9 e2 9 - -

10 F f 20 학장 -

11 G g 30 학장 -

12
H

h1 28 학장 -

13 h2 25 학장 -

14 I i 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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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수집 및 분석

가. 설문 자료

본 연구에서 활용한 설문지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개발하였다. 우선,

고등교육 분야의 평가인증과 관련된 선행연구인 김건희(2008), 이승용(2009),

최지예(2013), 김명수(2014)의 설문 항목 중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문항을 선별한 후에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의 맥락에 맞게 문항을 수정 및 재구

성하였다. 이후 교육학 박사(측정평가 전공) 1인, 의학교육학 박사 1인, 치과대

학 교수 1인의 검토를 받았으며, 최종적으로 지도교수의 자문 및 검토 과정을

거쳐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설문지는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대학

구성원의 인식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 전반에 대

한 인식 5개 문항, 자체 평가에 대한 인식 5개 문항, 현장방문 평가에 대한 인

식 5개 문항, 평가인증 결과 공개에 대한 인식 4개 문항, 평가인증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2개 문항,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6개 문항으로 총 2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표 Ⅲ-3>.

  <표 Ⅲ-3> 설문지 내용 구성

구분 문항 내용 문항수

평가인증
제도 전반

1.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관심도

2.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의 필요성

2-1. 평가인증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2-2. 평가인증제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3. 평가인증제도로 인해 치의학교육의 질이 향상된 정도

4. 평가인증 준비의 어려움

5

자체 평가

5. 자체평가를 담당하는 위원들에 대한 교육의 적절성
5-1. 교육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이유

6. 자체평가 수행 시 예산 지원의 적절성

7. 자체평가 수행에 대한 귀 대학의 리더십의 관심 정도
8. 자체평가를 위한 대학 구성원의 협조 정도

5



- 61 -

2020년 7월 8일부터 7월 22일까지 15일에 걸쳐 각 치과대학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이메일 주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7월 21일에

설문 참여를 독려하는 이메일을 재발송하였다.

수집한 설문조사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for Windows version

25(IBM Corp., Armonk, NY, USA)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응

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사용하였고, 배경 변인(설립

유형, 소재 지역, 재직 경력, 직급, 소속 교실)에 따른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

도에 대한 관심도, 필요성, 질 향상 정도, 교육의 적절성, 예산 지원의 적절성,

리더십 관심, 구성원의 협조, 결과의 전부 공개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

기 위해서 t-test를 시행하였다. 배경 변인(설립 유형, 소재 지역, 재직 경력,

직급, 소속 교실)에 따른 현장방문평가단 수의 적절성, 현장방문 평가기간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χ2 검정, Fisher의 정확 검정

(Fisher’s exact test)을 시행하여 분석하였다.

구분 문항 내용 문항수

현장방문

평가

9. 현장방문 평가 시 어려웠던 점

10. 현장방문 평가단 수(현재 4명)의 적절성

10-1.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문 평가단의 수
11. 현장방문 평가 기간(현재 2일)의 적절성

11-1.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현장방문 기간

5

평가인증
결과 공개

12. ‘평가인증 결과의 내용을 전부 공개한다’라는 의견에 대한 입장

12-1. 전부 공개를 찬성하는 이유
12-2-1. 전부 공개를 반대하는 이유

12-2-2.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평가인증 결과의 공개 범위

4

제도의
개선

13.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14. 평가인증제도(제도적 측면), 평가인증기준, 자체평가에 대해 개선해

야 할 사항(개방형 질문)

2

일반적

특성

대학 특성(설립 유형, 소재지), 재직 경력, 직급, 소속 교실, 평가인증 참

여 경험
6

계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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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면담 자료

면담은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대화의 흐름에 따라 자

연스럽게 나타난 의문점을 질문하는 반구조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치의학교

육 평가인증제도로 인해 변화한 영역 및 변화의 영향 요인,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실제에서는 평가인증의 취지대로 기능하지 않은 영역 및 그 원인을

중심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본격적인 면담을 진행하기에 앞서 평가인증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치과대학 교수 1인, 의과대학 교수 1인을 대상으로 예비

면담을 시행하여 면담 질문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면담 대상자 선정

조건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확인하였다.

면담은 2020년 8월 19일부터 2020년 9월 9일까지 총 14명을 대상으로 이루

어졌다. 이메일로 연구 목적, 면담 진행 방식, 녹음 및 전사 여부, 익명성 보

장, 연구자 연락처 등이 포함된 면담 안내문을 참여자에게 보낸 후,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동의 의사를 밝힌 경우에만 면담이 이루어졌다. 참여자가 면담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2017년 평가인증기준’을 이메일로 전달하여 치의

학교육 평가인증제도에 의한 치과대학의 변화를 미리 생각하고 면담에 임하도

록 하였다. 면담 전에 참여자와 함께 시간과 장소를 조율한 후에 연구자가 참

여자를 직접 방문하거나 대면 면담이 힘든 경우에는 화상으로 면담을 진행하

기도 하였다. 면담은 60분에서 90분 정도 소요되었고,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

명을 받고 면담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후 연구자가 녹음을 듣고 모든 참여자

의 면담 내용을 직접 전사하였다.

연구자는 전사 자료를 세 차례 정독하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코딩하

였다. 또한,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코딩 전에 전사 내용을 연구 참여

자에게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평가인증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의학교

육학 전공 박사과정생 1인이 동일한 전사 자료를 따로 코딩한 후에 연구자의

코딩과 비교하고 논의하였다(Shenton, 2004).

면담 자료는 질적분석방법 중에서 Braun & Clarke(2006)가 말한 주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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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atic analysis)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코딩 과정을 거쳐 추출된 코드를

연구 문제와 관련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묶어서 주제(theme)를 도출하고, 도

출된 주제는 다시 연구 문제의 구성요소에 맞게 유형화하고 구조화하는 분석

과정을 거쳤다(권향원 외, 2015). 면담 자료의 분석 예는 <표 Ⅲ-4>와 같다.

<표 Ⅲ-4> 면담 자료 분석의 예

주제 코드 면담 내용

자료
준비

부담

서류를 출력해서
제출하고 보관해야

했던 불만족스러운

경험

...제일 처음으로 불만이 많았던 게 그것을 다 출력해서 쌓아

놓으라고 했던 거예요... 시험지 같은 거는 규정상 5년 보관

해야 하고, 그것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 외에
온갖 잡동사니를 다 서류로 쌓아놓으라고. 보관할 자리도 없

어요... (참여자 a1)

학장 임기를 조정

할 정도로 준비가
어려움

제가 학장이 되고 6개월간 그걸 준비한다고 정말 정신없이

보냈어요. 그래서 새 학장이 맡아서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
어서 제가 6개월을 빨리 퇴임을 하고, 새 학장을 6개월 동안

준비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했어요.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라

고 좀 해서. 제가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참여
자 c1)

4년마다 과중한 업

무량이 부담스러움

부정적인 면은 저희가 4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받으려면...

저 같은 경우는 매번 참여를 했으니까 그 업무량에 대해서

힘들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퇴직이 20년 남았는
데 앞으로 몇 번이나 더 계속 이 일을 해야 될까? 약간 그런

점에 있어서 업무량이 부담스러운 점이 있어요. (참여자 d2)

많고 과중한 잡일

로 부담

너무나 잡일이 많고 일이 과중한 면이 있어서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부담이 많이 된다는 생각을 그때나 지금이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참여자 f)

서류 준비는 피곤

한 측면이 있음

피감기관에서는 솔직히 좀 피곤한 면이 있죠. 항목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집어넣는 방식이면 좋겠는데... 서류를 만들지 않

고, 그쪽(온라인)에서 볼 수 있게요. 다 제본하고 이런 것들

이 피곤하더라고요. (참여자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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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및 논의

1.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대학 구성원의 인식

가.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

1)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관심도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관심 정도를 질문한 결과는 <표 Ⅳ-1>과

같다.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은 4.11점으로 나타나 자체평가위원들의 치의학교

육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유형별로는 국·

공립대학, 소재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대학, 재직 경력별로는 16년 이상의

경력, 직급별로는 교수, 소속 교실별로 기초치의학교실의 자체평가위원이 더

높은 관심도를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Ⅳ-1>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관심도

특성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t p

설립 유형
국·공립 32 4.22 0.91

1.00 0.319
사립 40 4.03 0.73

소재 지역
수도권 18 4.39 0.70

1.69 0.095
비수도권 54 4.02 0.84

재직 경력
15년 이하 40 4.05 0.88

-0.71 0.481
16년 이상 32 4.19 0.74

직급
조교수, 부교수 23 3.96 0.98

-1.11 0.273
교수 49 4.18 0.73

소속 교실
기초 24 4.13 0.68

0.10 0.919
임상 48 4.10 0.88

계 72 4.11 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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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인증제도의 필요성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 결과는 <표 Ⅳ-2>와 같다.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은 3.40점이었으며, 평가인증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은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관심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유형별로는

국·공립대학, 소재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대학, 재직 경력별로는 16년 이상

의 경력, 직급별로는 교수, 소속 교실별로 기초치의학교실의 자체평가위원이

평가인증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더 높은 인식도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는 없었다.

<표 Ⅳ-2>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의 필요성

3) 평가인증제도가 필요한 이유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14명, ‘그렇다’라고 응답한 27명에게 평가인증제도가 필요

특성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t p

설립 유형
국·공립 32 3.56 1.39

0.97 0.337
사립 40 3.28 1.13

소재 지역
수도권 18 3.89 1.18

1.94 0.057
비수도권 54 3.24 1.24

재직 경력
15년 이하 40 3.25 1.30

-1.16 0.250
16년 이상 32 3.59 1.12

직급
조교수, 부교수 23 3.13 1.22

-1.27 0.208
교수 49 3.53 1.26

소속 교실
기초 24 3.50 0.98

0.52 0.606
임상 48 3.35 1.38

계 72 3.40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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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유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Ⅳ-3>과 같다. 평가인증제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총 41명 중 36명(87.8%)이 ‘대학의 강점 및 약점 파악

을 통한 대학의 발전 방향 모색’이라고 응답하였다. 4명(9.8%)은 ‘대학의 사회

적 책무성 제고’, 1명(2.4%)은 ‘대학 간 비교를 통한 선의의 경쟁 유도’라고 응

답하였다.

<표 Ⅳ-3>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가 필요한 이유

4) 평가인증제도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12명, ‘매우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7명에게 평가인증제도

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Ⅳ-4>와 같다.

평가인증제도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총 19명 중 8명(42.1%)은 ‘형식

적인 평가로 치의학교육의 질 개선에 기여하지 못함’, 6명(31.6%)은 ‘평가인증

기준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부족’, 2명(10.5%)은 ‘자체평가에 투여되는 과다한

인력 및 재정’이라고 응답하였다. 기타에는 ‘국내 11개 치과대학의 교육제도와

과정은 별도의 인증제도 없이 그 자체로 충분히 치과의사 양성과정에 전혀 문

제가 없다’, ‘평가인증 자체의 필요성에 의문이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구분 사례 수(N) 비율(%)

대학의 강점 및 약점 파악을 통한 대학의 발전 방향 모색 36 87.8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제고 4 9.8

대학 간 비교를 통한 선의의 경쟁 유도 1 2.4

계 4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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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

5) 평가인증제도에 의한 치의학교육의 질 향상에 대한 인식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를 통해서 치의학교육의 전반적인 질이 향상되었는

지를 질문한 결과는 <표 Ⅳ-5>와 같다.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은 3.39점으로

나타났으며, 설립유형별로는 국·공립대학, 소재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대학,

재직 경력별로는 16년 이상의 경력, 직급별로는 교수, 소속 교실별로 기초치의

학교실의 자체평가위원에서 더 높은 평균 점수가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Ⅳ-5> 평가인증제도에 의한 치의학교육의 질 향상에 대한 인식

특성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t p

설립 유형
국·공립 32 3.44 1.13

0.37 0.711
사립 40 3.35 0.86

소재 지역
수도권 18 3.56 1.04

0.83 0.412
비수도권 54 3.33 0.97

재직 경력
15년 이하 40 3.23 1.00

-1.59 0.116
16년 이상 32 3.59 0.95

직급
조교수, 부교수 23 3.22 1.00

-1.01 0.316
교수 49 3.47 0.98

소속 교실
기초 24 3.42 0.83

0.17 0.867
임상 48 3.38 1.06

계 72 3.39 0.99

구분 사례 수(N) 비율(%)

형식적인 평가로 치의학교육의 질 개선에 기여하지 못함 8 42.1

평가인증기준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부족 6 31.6

자체평가에 투여되는 과다한 인력 및 재정 2 10.5

기타 3 15.8

계 1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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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평가인증 준비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

평가인증 준비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Ⅳ-6>과

같이 ‘어느 정도가 평가인증기준을 충족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24명(33.3%),

‘평가인증을 준비하는 교수 및 직원 등 인적 자원 확보의 어려움’ 18명

(25.0%), ‘항목별 자료 수집 및 정리에 많은 시간 소요’ 16명(22.2%), ‘평가인증

기준을 이해하기 어려움’ 10명(13.9%), ‘평가인증을 준비하는 데 들어가는 재

원 마련의 어려움’ 1명(1.4%)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에는 ‘한정된 인력으로 시

간 소요가 많다’, ‘기준 자체에 의문이 있는 경우가 많다’, ‘시범대학 운영 후

모범답안을 제시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표 Ⅳ-6> 평가인증 준비 과정 중 어려움

나. 자체평가에 대한 인식

1) 자체평가 담당 위원들에 대한 교육의 적절성

자체평가를 담당하는 위원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질문한

결과는 <표 Ⅳ-7>과 같다.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은 3.18점으로 교육의 적절

구분 사례 수(N) 비율(%)

어느 정도가 평가인증기준을 충족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24 33.3

평가인증을 준비하는 교수 및 직원 등 인적 자원 확보의 어려움 18 25.0

항목별 자료 수집 및 정리에 많은 시간 소요 16 22.2

평가인증기준을 이해하기 어려움 10 13.9

평가인증을 준비하는 데 들어가는 재원 마련의 어려움 1 1.4

기타 3 4.2

계 7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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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한 인식 정도는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

대학, 소재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소재 대학, 재직 경력별로는 16년 이상의 경

력, 직급별로는 교수, 소속 교실별로 기초치의학교실의 자체평가위원에서 더

높은 평균 점수가 나타났다. 재직 경력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

었으나, 설립 유형, 소재 지역, 직급, 소속 교실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는 없었다.

<표 Ⅳ-7> 자체평가 담당 위원들에 대한 교육의 적절성

2) 자체평가 담당 위원들에 대한 교육이 부적절한 이유

자체평가 담당 위원들에 대한 교육의 적절성에 대해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

한 10명,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5명에게 그 이유에 대해 질문하였으

며, 그 결과는 <표 Ⅳ-8>과 같다. ‘대학 차원에서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의

참여 기회를 보장받지 못함’ 5명(33.3%),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부족으로 인

한 참여 기회 제한’ 4명(26.7%),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의 시간이 충분하지

특성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t p

설립 유형
국·공립 32 3.06 1.16

-0.90 0.373
사립 40 3.28 0.85

소재 지역
수도권 18 3.11 1.02

-0.34 0.736
비수도권 54 3.20 1.00

재직 경력
15년 이하 40 2.93 0.92

-2.25 0.014*
16년 이상 32 3.50 1.02

직급
조교수, 부교수 23 2.91 0.90

-1.58 0.120
교수 49 3.31 1.03

소속 교실
기초 24 3.42 0.93

1.43 0.157
임상 48 3.06 1.02

계 72 3.1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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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함’ 1명(6.7%)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에는 ‘자체평가위원의 업무는 전적으

로 봉사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 없어 대부분의 교

수들이 자체평가위원으로 위촉되기를 전혀 원하고 있지 않음’, ‘교수님들이 바

쁨’, ‘인원 부족’,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을 서울에서만 하고 있어 균등 기회

박탈’, ‘평가원에서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정립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음’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표 Ⅳ-8> 자체평가 담당 위원들에 대한 교육이 부적절했다고 생각하는 이유

3) 자체평가 수행 시 예산 지원의 적절성

자체평가를 수행하는 데 적절한 예산을 지원받았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Ⅳ-9>와 같다.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은 2.67점으로 예산 지원의 적절성

에 대한 인식 정도는 다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 유형별로는

국·공립대학, 소재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대학, 재직 경력별로는 16년 이상

의 경력, 직급별로는 교수, 소속 교실별로 기초치의학교실의 자체평가위원에서

더 높은 평균 점수가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구분 사례 수(N) 비율(%)

대학 차원에서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의 참여 기회를 보장받지 못함 5 33.3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부족으로 인한 참여 기회 제한 4 26.7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의 시간이 충분하지 못함 1 6.7

기타 5 33.3

계 1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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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9> 자체평가 수행 시 예산 지원의 적절성

4) 자체평가 수행에 대한 리더십의 관심

자체평가 수행에 대한 리더십(학장, 원장) 차원의 관심이 높았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Ⅳ-10>과 같다.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은 4.00으로 리더십

차원의 관심 정도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학,

소재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대학, 재직 경력별로는 16년 이상의 경력, 소속

교실별로 기초치의학교실의 자체평가위원에서 더 높은 평균 점수가 나타났고,

직급별로는 평균의 차이가 없었다. 설립 유형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있었으나, 소재 지역, 재직 경력, 직급, 소속 교실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는 없었다.

특성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t p

설립 유형
국·공립 32 2.27 1.05

0.40 0.689
사립 40 2.63 0.93

소재 지역
수도권 18 2.83 0.71

1.01 0.318
비수도권 54 2.61 1.05

재직 경력
15년 이하 40 2.48 0.99

-1.89 0.063
16년 이상 32 2.91 0.93

직급
조교수, 부교수 23 2.43 1.04

-1.39 0.170
교수 49 2.78 0.94

소속 교실
기초 24 2.92 0.88

1.55 0.126
임상 48 2.54 1.01

계 72 2.67 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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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0> 자체평가 수행에 대한 리더십의 관심

5) 자체평가를 위한 대학 구성원의 협조

자체평가를 위한 대학 구성원(교수, 행정직원, 학생 등)의 협조 정도(제출 자

료의 정확성, 적시성 등)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Ⅳ-11>과 같으며, 5점 만

점 중 전체 평균은 3.53으로 나타났다. 설립 유형별로는 국·공립대학, 소재 지

역별로는 비수도권 소재 대학, 재직 경력별로는 16년 이상의 경력, 직급별로는

교수, 소속 교실별로 기초치의학교실의 자체평가위원에서 더 높은 평균 점수

가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특성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t p

설립 유형
국·공립 32 3.59 1.19

-3.16 0.003**
사립 40 4.33 0.62

소재 지역
수도권 18 4.28 0.90

1.40 0.149
비수도권 54 3.91 1.00

재직 경력
15년 이하 40 3.95 1.04

-0.48 0.631
16년 이상 32 4.06 0.91

직급
조교수, 부교수 23 4.00 1.13

0.00 1.000
교수 49 4.00 0.91

소속 교실
기초 24 4.13 0.74

0.76 0.447
임상 48 3.94 1.08

계 72 4.00 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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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1> 자체평가를 위한 대학 구성원의 협조

다. 현장방문 평가에 대한 인식

1) 현장방문 평가 시 겪었던 어려움

현장방문 평가 시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Ⅳ-12>와 같

다. ‘평가 요소에 대한 평가단과의 의견 차이’가 43명(59.7%)으로 가장 많았으

며, ‘서류 중심의 현장 방문 평가’ 15명(20.8%), ‘현장방문 평가 시 증빙자료

제시’ 6명(8.3%), ‘학기 중 현장방문 평가로 학사운영의 어려움’ 2명(2.8%) 순

으로 나타났다. 기타로는 ‘현장방문 평가에서 평가자의 고압적인 태도’, ‘납득

할 수 없는 평가’, ‘진료 공백’, ‘현장방문 평가의 필요성을 모르겠음’ 등의 의

견이 있었다.

특성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t p

설립 유형
국·공립 32 3.63 1.01

0.80 0.426
사립 40 3.45 0.85

소재 지역
수도권 18 3.50 0.92

-0.15 0.883
비수도권 54 3.54 0.93

재직 경력
15년 이하 40 3.50 0.96

-0.29 0.777
16년 이상 32 3.56 0.88

직급
조교수, 부교수 23 3.48 1.04

-0.31 0.757
교수 49 3.55 0.87

소속 교실
기초 24 3.67 0.92

0.91 0.368
임상 48 3.46 0.92

계 72 3.53 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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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2> 현장방문 평가 시 겪었던 어려움

2) 현장방문 평가단 수의 적절성

2020년 현재 현장방문 평가를 수행하는 평가단의 수는 평가단장 1명과 평가

단원 3명, 총 4명으로 구성된다. 4명의 평가단이 현장방문 평가를 수행하는 데

적절한 수인지에 대한 의견을 살펴본 결과는 <표 Ⅳ-13>과 같다. 총 72명 중

51명(70.8%)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며, 21명(29.2%)이 적절하지 않다고 응

답하였다. 설립 유형, 소재 지역, 재직 경력, 직급, 소속 교실에 따른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Ⅳ-13> 현장방문 평가단 수의 적절성

구분 사례 수(N) 비율(%)

평가 요소에 대한 평가단과의 의견 차이 43 59.7

서류 중심의 현장 방문 평가 15 20.8

현장방문 평가 시 증빙자료 제시 6 8.3

학기 중 현장방문 평가로 학사운영의 어려움 2 2.8

기타 6 8.3

계 72 100

특성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계
χ2

(df)
p

설립 유형
국공립

22

(68.8)

10

(31.2)

32

(100.0) 0.12

(1)
0.728

사립
29

(72.5)

11

(27.5)

40

(100.0)

소재 지역
수도권

13
(72.2)

5
(27.8)

18
(100.0) 0.02

(1)
0.881

비수도권
38
(70.4)

16
(29.6)

5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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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절한 현장방문 평가단의 수

4명으로 구성된 현장방문 평가단의 수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21명에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현장방문 평가단의 수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그 결과는

<표 Ⅳ-14>와 같다. ‘6명이 적절하다’ 9명(47.4%), ‘4명 미만이 적절하다’ 4명

(21.1%), ‘5명이 적절하다’ 2명(10.5%)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로는 ‘평가단장

1명, 평가단원 7명(교육영역 2명, 나머지 각 영역 1명)’, ‘너무 많은 인력이 투

입됨’, ‘평가단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절한 평가를 했는지가 중요’라는

의견이 있었다.

특성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계
χ2

(df)
p

재직 경력
15년 이하

28

(70.0)

12

(30.0)

40

(100.0) 0,03
(1)

0.862
16년 이상

23

(71.9)

9

(28.1)

32

(100.0)

직급

조교수,
부교수

19
(82.6)

4
(17.4)

23
(100.0) 2.27

(1)
0.132

교수
32
(65.3)

17
(34.7)

49
(100.0)

소속 교실
기초

19

(79.2)

5

(20.8)

24

(100.0) 1.21

(1)
0.271

임상
32

(66.7)

16

(33.3)

48

(100.0)

계
51
(70.8)

21
(29.2)

7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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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4> 적절한 현장방문 평가단의 수

4) 현장방문 평가 기간의 적절성

2020년 현재 현장방문 평가는 2일 동안 진행된다. 2일이란 기간이 현장방문

평가를 진행하는 데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을 살펴본 결과는 <표 Ⅳ-15>와 같

다. 총 72명 중 56명(77.8%)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며, 16명(22.2%)이 적절

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설립 유형, 소재 지역, 재직 경력, 직급, 소속 교실에

따른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Ⅳ-15> 현장방문 평가 기간의 적절성

구분 사례 수(N) 비율(%)

6명 9 47.4

4명 미만 4 21.1

5명 2 10.5

기타 4 21.1

계 19 100

특성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계

χ2

(df)
p

설립 유형
국공립

26

(81.3)

6

(18.8)

32

(100.0) 0.40

(1)
0.526

사립
30
(75.0)

10
(25.0)

40
(100.0)

소재 지역
수도권

13
(72.2)

5
(27.8)

18
(100.0) 0.43

(1)†
0.525

비수도권
43

(79.6)

11

(20.4)

54

(100.0)

재직 경력
15년 이하

30

(75.0)

10

(25.0)

40

(100.0) 0.40
(1)

0.526
16년 이상

26

(81.3)

6

(18.8)

3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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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sher’s exact test

5) 적절한 현장방문 평가 기간

2일 동안 진행되는 현장방문 평가 기간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16명에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현장방문 평가 기간에 대해 의견을 물었고, 그 결과는

<표 Ⅳ-16>과 같다. ‘1일’ 9명(52.9%), ‘3일’ 6명(35.3%), ‘4일’ 1명(5.9%) 순으

로 나타났으며, 기타로는 ‘기간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표 Ⅳ-16> 적절한 현장방문 평가 기간

구분 사례 수(N) 비율(%)

1일 9 52.9

3일 6 35.3

4일 1 5.9

기타 1 5.9

계 17 100

특성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계

χ2

(df)
p

직급

조교수,

부교수

20

(87.0)

3

(13.0)

23

(100.0) 1.65

(1)
0.199

교수
36
(73.5)

13
(26.5)

49
(100.0)

소속 교실
기초

21
(87.5)

3
(12.5)

24
(100.0) 1.97

(1)
0.161

임상
35

(72.9)

13

(27.1)

48

(100.0)

계
56

(77.8)

16

(22.2)

7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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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결과 공개에 대한 인식

1) 평가인증 결과 전부 공개에 대한 입장

평가인증 결과를 ①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자체평가 보고서, ②평가단

의 평가인증종합보고서, ③최종 판정 결과(인증기간 및 미충족 영역 등)라고

정의했을 때, 이 모든 내용을 전부 공개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Ⅳ-17>과 같다.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은 3.53점으로 나타났으

며, 설립 유형별로는 국·공립대학, 소재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소재 대학, 재직

경력별로는 15년 이하의 경력, 직급별로는 조교수 및 부교수, 소속 교실별로

임상치의학교실의 자체평가위원에서 더 높은 평균 점수가 나타났다. 소속 교

실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설립 유형, 소재 지역, 재직

경력, 직급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Ⅳ-17> 펑가인증 결과 전부 공개에 대한 입장

특성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t p

설립 유형
국·공립 32 3.66 1.18

0.85 0.400
사립 40 3.43 1.13

소재 지역
수도권 18 3.72 1.18

0.83 0.411
비수도권 54 3.46 1.15

재직 경력
15년 이하 40 3.68 1.16

1.22 0.227
16년 이상 32 3.34 1.13

직급
조교수, 부교수 23 3.61 1.23

0.41 0.686
교수 49 3.49 1.12

소속 교실
기초 24 3.08 1.21

-2.39 0.019*
임상 48 3.75 1.06

계 72 3.53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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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인증 결과 전부 공개를 찬성하는 이유

‘평가인증 결과를 전부 공개해야 한다’라는 의견에 ‘매우 찬성한다’라고 응답

한 18명, ‘찬성한다’라고 응답한 21명에 대하여 그 이유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

에 대해 총 41명 중 39명이 응답하였고 그 결과는 <표 Ⅳ-18>과 같다. 39명

중에서 20명(51.3%)이 ‘대학의 책무성 강화’를 이유로 평가인증 결과를 전부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하였고, 그다음으로는 ‘대학 행정의 투명성 제고’

9명(23.1%),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에게 정보를 제공’ 4명(10.3%), ‘대학

간 비교를 위한 자료로 활용’ 4명(10.3%)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로는 ‘평가단

인증기준의 투명성 확보’, ‘모호한 평가인증 결과 자료를 공개하여 명확한 비

전을 제시할 수 있음’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표 Ⅳ-18> 평가인증 결과 전부 공개를 찬성하는 이유

3) 평가인증 결과 전부 공개를 반대하는 이유

‘평가인증 결과를 전부 공개해야 한다’라는 의견에 ‘반대한다’라고 응답한 17

명, ‘매우 반대한다’라고 응답한 1명에 대하여 그 이유에 대해 질문하였고, 그

결과는 <표 Ⅳ-19>와 같다. ‘대학 발전을 위한 내부 피드백에 중점을 두기 위

구분 사례 수(N) 비율(%)

대학의 책무성 강화 20 51.3

대학 행정의 투명성 제고 9 23.1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에게 정보를 제공 4 10.3

대학 간 비교를 위한 자료로 활용 4 10.3

기타 2 5.1

계 3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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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8명(44.4%), ‘평가 지상주의 우려로 인해’ 8명(44.4%), ‘대학 간 서열화 때

문에’ 1명(5.6%), ‘타 대학의 평가인증 참여의 부담으로 인해’ 1명(5.6%) 순으

로 반대 이유를 밝혔다.

<표 Ⅳ-19> 평가인증 결과 전부 공개를 반대하는 이유

4) 적절한 평가인증 결과의 공개 범위

평가인증 결과를 전부 공개하는 것에 반대하는 18명에게 적절하다고 생각하

는 평가인증 결과의 공개 범위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이 중에서 17명이 응답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Ⅳ-20>과 같다. ‘최종 판정 결과’ 7명(41.2%), ‘대학

여건에 따른 자율 공개’ 7명(41.2%), ‘최종 판정 결과, 평가단의 평가인증종합

보고서’ 2명(11.8%), ‘최종 판정 결과,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자체평가

보고서’ 1명(5.9%) 순으로 평가인증 공개 범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구분 사례 수(N) 비율(%)

대학 발전을 위한 내부 피드백에 중점을 두기 위해 8 44.4

평가 지상주의 우려로 인해 8 44.4

대학 간 서열화 때문에 1 5.6

타 대학의 평가인증 참여의 부담으로 인해 1 5.6

계 1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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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0> 적절한 평가인증 결과의 공개 범위

마. 평가인증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1) 평가인증제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살펴본 결

과는 <표 Ⅳ-21>과 같다.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대학 구성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28명(38.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으로 ‘치의학교육평가원의 체계적인 모니터링’ 14명(19.4%), ‘치과대학·치의학

전문대학원 내 별도의 평가조직 신설’ 9명(12.5%), ‘평가인증 결과의 전부 공

개’ 4명(5.6%) 순으로 나타났다.

17명(23.6%)이 기타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가 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는

‘평가 항목의 최소화’, ‘평가기준의 현실화’, ‘인증기준의 객관화 및 정량화’, ‘평

가내용에 대한 정확한 해석 제공’, ‘평가인증 세부항목의 구체적인 수치화가

절실함’, 평가단에 대해서는 ‘평가단원의 정확한 평가 기준의 이해’, ‘평가인원

에 대한 표준화된 교육’, ‘평가단마다 달라지는 기준의 통일화’, 교수에 대해서

는 ‘치과대학 교수는 인증평가과정에 의견과 자문을 제시하는 역할, 이후 보고

서 작성은 전담인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 ‘과다 업무로 인한 교육 및 연구

활동 위축’,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과 관련해서는 ‘치평원에 대한 신뢰도 확보’,

‘평가원 체계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라는 의견이 있었다.

구분 사례 수(N) 비율(%)

최종 판정 결과 7 41.2

대학 여건에 따른 자율 공개 7 41.2

최종 판정 결과, 평가단의 평가인증종합보고서 2 11.8

최종 판정 결과,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자체평가보고서 1 5.9

계 1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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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1> 평가인증제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평가인증의 제도적 측면, 평가인증기준, 자체평가에 대해 개선해야 할 사

항(개방형 질문)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에 대해 개선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제도적

측면, 평가인증기준 측면, 자체평가 측면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분석 가능한 수준으로 답한 유효 응답자 수는 72명 중 53명이었고, 53명이 작

성한 내용을 분석하여 범주화하였다.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은 <표 Ⅳ-22>에서와 같이 ‘평가자마다

다르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서 평가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3명,

‘평가인증기준에 대한 대학 구성원의 교육이 필요하다’ 3명, ‘일률적인 평가가

아닌 대학 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해야 한다’ 3명, ‘대학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3명, ‘짧은 인증 기간으로 준비의 어려움이 있

으므로 인증 기간을 늘려야 한다’ 3명, ‘평가인증과 국가고시를 모두 시행하는

것은 평가인증에 대한 당위성을 약화시키고 업무를 가중시키는 것이므로 조정

이 필요하다’ 3명의 의견이 있었다. 기타로는 ‘평가인증에 대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개선사항 이행에 대한 실사가 필요하다’, ‘임상교육 평가를 위해 임

상교수들이 평가자로서 참여해야 한다’, ‘전체가 공유하는 미충족 요건이 있다

면 요건 충족을 위한 해결방안 함께 모색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1명씩 있었다.

구분 사례 수(N) 비율(%)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대학 구성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28 38.9

치의학교육평가원의 체계적인 모니터링 14 19.4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내 별도의 평가조직 신설 9 12.5

평가인증 결과의 전부 공개 4 5.6

기타 17 23.6

계 7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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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2> 제도적 측면의 개선 사항

평가인증기준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표 Ⅳ-23>에서와 같

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17명(43.6%), ‘달성 가능한 기준이 필요하다’ 9명

(23.1%) 순으로 많은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다음으로는 ‘기준의 이해를 돕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4명(10.3%), ‘기준을 간소화해야 한다’ 3명(7.7%), ‘대

학의 의견을 반영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3명(7.7%)의 의견이 있었다. 기타

로는 ‘인증기준의 충족을 완화해야 한다’, ‘기준의 세부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화가 필요하다’, ‘기준 제시가 늦어 평가인증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의견이 1명씩 있었다.

<표 Ⅳ-23> 평가인증기준 측면의 개선 사항

구분 사례 수(N) 비율(%)

평가자에 대한 교육 강화 3 13.6

평가인증기준에 대한 대학 구성원의 교육 필요 3 13.6

대학 간 특성을 반영한 평가 3 13.6

대학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 확립 3 13.6

인증 기간 연장 3 13.6

평가인증과 국가고시 간 조정 필요 3 13.6

기타 4 18.2

계 22 100

구분 사례 수(N) 비율(%)

명확한 기준 필요 17 43.6

달성가능한 기준 필요 9 23.1

기준의 이해를 돕는 가이드라인 필요 4 10.3

기준의 간소화 3 7.7

대학의 의견을 반영한 기준 마련 필요 3 7.7

기타 3 7.7

계 3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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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표 Ⅳ-24>에서와 같이

‘교수들의 업무가 과중하여 지원 방안 필요’ 6명(54.5%), ‘준비 서류의 간소화’

5명(45.5%) 순으로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Ⅳ-24> 자체평가 측면의 개선 사항

구분 사례 수(N) 비율(%)

교수들의 업무가 과중하여 지원 방안 필요 6 54.5

준비 서류의 간소화 5 45.5

계 1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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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의 영향

가.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대부분의 면담 참여자들은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치의학교육의 질 개선’, ‘치의학교육의 질 보

장’, ‘사회적 책무성 실천’, ‘국제적인 상호 교류 증가’로 의미를 구분할 수 있

었다.

1) 치의학교육의 질 개선

질 보장과 함께 질 향상은 평가인증의 주요한 목적이다(Eaton, 2015). 본 연

구에서도 많은 참여자들이 평가인증제도를 통해서 치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하

기를 원하였다(참여자 a1, c1, d1, f). 자체평가를 통해서 각 대학 스스로가 교

육의 질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수도 있지만, 참여자 d1처럼 타 대

학과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인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기회로 평가인증제도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평가인증제도는) 기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원래 의도대로 이런

제도나 절차를 통해서 대학들이 개선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참여자 a1)

사실 교육에 대한 일종의 기준을 잡아서 전체적인 강의의 질을 높인다는 측면이

가장 주된 목적이고, (평가인증을 통해) 갖춰졌으면 해서 했었고요. (참여자 c1)

저는 이것(평가인증)을 해봄으로써 이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다른 대학과 우리

대학의 교육을 서로 비교한다든지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정보가 제공되

는 것들을 보면서 ‘아, 우리가 이런 부분은 부족하고, 이런 부분은 강점이 있고...’

이런 거, 자신에 대한 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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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는데... (참여자 d1)

물론 큰 틀에서 (평가인증제도는) 치의학교육, 각 치과대학의 교육의 발전을 위해

서는 필요한 일이기는... (참여자 f)

2) 치의학교육의 질 보장

평가인증의 주요한 목적 중 하나는 질을 보장하는 것이다(Eaton, 2015). 참

여자 c2는 역량을 갖춘 치과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표준화된 기준을 갖추고,

이를 충족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

다.

첫 번째는 국내 치의학교육의 일정 정도의 표준화? 그러니까 치의학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1등 치과의사부터 꼴등 치과의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볼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치과의사를 배출하는 것이 목표죠. 사실 교육학의 평가를 보면

절대평가에 가까운 것이죠. 어떤 일정 수준을 확보하는 교육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이 한 학교 내에서 개인별 (교육의 수준과),

전체 국내 치과대학에 대한 교육의 수준을 표준화시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

고, ‘최소 이 정도는 해야 한다’라는 선을 갖추고, 교육을 그 선을 넘도록 시키는

게 중요하고... (참여자 c2)

3) 사회적 책무성 실천

치과대학은 사회의 일부분으로서 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활동을 하고, 이를

대중에게 알려야 할 책무가 있다. 또한, 치과대학은 환자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치과의사를 양성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

성 실천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요구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참여자 h1은 치과

대학이 사회적 책무성을 실천하고 이를 대중에게 알리는 방법의 하나로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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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인증제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는 이런 사회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라

도 우리 스스로 어느 정도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회에서 하는 기대만큼 우리도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이런 것을 통해서 질을 높

이고, 국민들이 우리에게 준 특권을 무조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레

벨을 맞춰가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사회에 알리는), 그런 차원에서도 제

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h1)

4) 국제적인 상호 교류 증가

전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국가 간

교류가 증가하면서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도 학생과 프로그램의 국가 간 교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

으며, 치의학 분야도 치과대학 학생, 치의학교육 프로그램, 치과의사의 국가

간 교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에서 국가 간 치의

학교육에 대한 관심과 협력은 상호 인정 체제로 발전할 것이며, 평가인증제도

는 각 국가를 연결하는 근간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참여자 c1, c2).

글로벌화되는 상황에서 각 대학에서 배출되는 치과의사의 quality control이 이루

어져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평가인증제도)이 굉장히 중요한 입장으

로 전달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동남아권으로도 같이 기준을

공유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credit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서로 상호 간에 인정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c1)

우리나라가 이제는 국내에만 머무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의 치과의사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계에서 어떤 치의학교육, 특히 선진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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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치의학교육을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하죠. (참여자 c2)

나.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의 전반적 영향

평가인증제도의 도입으로 각 치과대학의 특성과 환경에 따라 긍정적 변화와

부정적 변화 모두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평가인증제도가 긍

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변화와 그 변화에 영향을 준 요인을 살펴보

고, 이후에 부정적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평가인증제도의 긍정적 영향

(1) 평가인증제도에 의한 긍정적 변화

평가인증제도는 치과대학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자들은 평가인증제도가 치과대학의 발전에 전반적으로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인식하였고, 규정 및 자료를 체계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대학을 바라보는

인식을 확장시켰다고 하였다.

① 치과대학 발전에 전반적 기여

평가인증은 체제의 구성요소인 투입, 과정, 산출을 모두 평가하기 때문에 피

평가기관인 대학의 입장에서는 모든 요소를 갖춰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한편

으로는 체제의 각 구성요소를 평가인증기준에 맞게 갖추면서 대학 발전의 계

기로 삼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평가인증제도로 인해 전반적인 방향성이

정립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었다는 평가(참여자 b)와 평가인증으로 11개

치과대학의 교육, 시설, 인력이 평준화 또는 상향 조정되었다는 평가(참여자

h2)를 이해할 수 있다.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인증도 대학의 입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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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스러운 상황이지만, 자체평가와 외부평가를 통해서 개선점을 파악하고 이

를 개선의 기회로 삼는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참여자 d2).

대학이 기준으로 삼아서 발전하는 방향이 대학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

도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어떤 방향이 정립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대학

입장에서 약간 불합리하다거나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방향성이 정

립되고 대학들이 다 나름대로는 발전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대학

교 치과대학도 여기에 맞춰서 분명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었다고 생각해요. (참

여자 b)

그래도 전반적으로 전국 11개 치과대학의 수준을 올리는 데는 상당히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평가의 순기능이 분명히 있어요. 이것에 따라서 각 대학의

교육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인력 같은 것들이 평준화 내지는 상향 조정될 수 있

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순기능이 있기는 한데요... (참여자 h2)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계속 4년 인증을 받았으니까 4년

마다 한 번씩 저희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평가를 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

가 생긴다는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참여자 d2)

② 규정 및 자료의 체계화

평가인증에 임하는 치과대학은 우선 자체평가를 진행하고, 자체평가의 결과

물인 자체평가보고서를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에 제출한다. 이후 방문평가와

최종평가를 거쳐 인증을 받는다. 2020년 평가인증사업설명회 자료집에 “자체

평가연구는 평가대상이 되는 치과대학(원)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치과대학(원)

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치과대학(원) 평가인증을 실시하는 절차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활동이다”라고 명시할 정도로 자체평가는 평가인증에서 매

우 중요한 과정이다. 문서화된 자료가 평가 대상이면서 근거자료이기 때문에

치과대학은 관례적으로 실행된 일을 규정화하고, 미비한 규정을 체계화해야

한다. 참여자 c1은 평가인증을 통해서 ‘규정화’, ‘체계화’되는 변화가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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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참여자 g는 ‘구체화’, ‘조직화’되는 변화가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예전에는 어떤 제도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파일화된 측면이 부족했던 것이 있었다

면, 이런 것을 규정화, 체계화 이런 식으로 조금의 변화가 있었다는 게 조금 긍정

적인 효과가 있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참여자 c1)

외형적으로는 조금씩 구체화 되고, 조직화 되면서 분명히 좋아지는 점이 있죠...

(참여자 g)

치과대학은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평가인증기준과 관련된 수

많은 자료를 정리하고 근거자료를 비치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료를 체

계적으로 수집하는 체계를 갖추거나(참여자 h2), 근거자료를 보관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된 점(참여자 a1)은 평가인증제도의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안 그랬으면(자료 정리 체계를 갖추지 않았으면) 자료들이 산만하게 흩어져 있고

모아지지 않고, 또 하려면은 다시 모으고 찾고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료 정리 체계를 갖추면) 나중에 길게 봤을 때 몇 주년 기념집을 만들거나 백

서를 만들 때도 훨씬 유용할 것 같아요. (참여자 h2)

제일 손쉬운 것은 시험 문항 같은 거, 문제지 같은 거. 그건 함부로 다 폐기하고,

파기하고, 관리도 안 하고.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창고 열어보면 수십 년 전 거

부터 쌓여있고.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돼요.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한 게 잘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참여자 a1)

③ 구성원의 인식 확장

앞서 언급했듯이 평가인증은 체제의 구성요소인 투입, 과정, 산출을 모두 평

가하기 때문에 평가인증기준은 교육뿐만 아니라 시설, 자원 등 다양한 영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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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고 있다. 평가인증에 참여한 경험은 치의학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

육 외에도 대학의 다양한 구성요소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변화 및 확장을 가져

왔다(참여자 a1, a2).

그런 부분들(평가인증기준)은 학교의 입장에서는 관심을 갖기 쉽지 않은 부분들

이기도 한데 인증평가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죠. 학교에서 그런 부분도 생

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됐으니까. 인증평가를 잘 받으려면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을 그전에는 아예 생각도 못 하고 있다가

지금은 알게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만큼의 발전이 있다고 생각하는

데... (참여자 a1)

(평가인증에 참여하고) 나중에 보니까 ‘아, 인증평가라는 도구가 학교의 전체적인

quality control을 할 수 있는 도구구나’, 그리고 이걸 해봐야 ‘아, 전체적으로 우

리 학교가 이런 교육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파트들이 있고, 그 파트들에서

각각 어떤 것들을 앞으로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어요. (참여자 a2)

(2) 긍정적 변화의 영향 요인

소수의 인원이 단기간에 평가인증을 준비하고 평가인증에서 미비하다고 평

가받은 사항을 개선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평가인증을 준비하고 미비점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대학 구성원 중에서도 특히 교수의 도움과 관심이 필요하

다. 평가인증 준비에 교수의 참여가 원활한 경우(참여자 b)와 개선 사항을 전

체 교수에게 공유하는 경우(참여자 d1)는 긍정적 변화를 가져온 요인이었다.

 
특별히 불만을 표출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고요. 국내 인증평가나 이렇게 할 때

사실은 많은 교수님들의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로. 그래도 ○○대는 많은 교수님들이 맡아서 같이 해주시고 해서 원활하게 되는

편이에요. (참여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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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증이 끝난 후에 ‘이러이러한 개선이 필요하고, 다음 주기까지는 우리가 이

러이러한 것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안을 내놓거든요... 그때 했던 내용들을 전부

교수회의에서 다시 보고를 하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 때문

에... 인증평가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는 전체 교수에게 공유되는 시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참여자 d1)

2) 평가인증제도의 부정적 영향

(1) 평가인증제도에 의한 부정적 변화

평가인증제도는 치과대학에 부정적인 영향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준비하는 데 부담을 느끼며, 좌절감과 압박감이라는 심리적 부담도 가중되었

다. 평가인증제도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① 자료 준비 부담

많은 참여자들은 평가인증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

고 있었다(참여자 a1, c1, d2, f, h2). 퇴직 전까지 몇 번이나 평가인증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거나(참여자 d2), 평가인증을 준비하기 위해 학장 임기를 줄인

사례(참여자 c1)에서 참여자들이 평가인증 준비에 얼마나 과중한 부담을 느끼

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뭘 저런 걸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있었는데, 제일 처음으로 불만이

많았던 게 그것을 다 출력해서 쌓아놓으라고 했던 거예요. 평가보고서는 출력해

서 드려야죠. 그것은 맞는데, 학교에 남겨 놓아야 될 기록도 다 출력해서 그것을

책상에 쌓아놓고 평가위원들이 와서 그걸 본다고 하니까. ‘디지털로 왜 안 되냐’

고 했어요, pdf로 모아서. 예를 들어, 시험지 같은 거는 규정상 5년 보관해야 하

고, 그것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 외에 온갖 잡동사니를 다 서류로

쌓아놓으라고. 보관할 자리도 없어요. 학교에 그것 때문에 한동안 난리가 났어요,

놔둘 데가 없어서. (참여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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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학장이 되고 6개월간 그걸 준비한다고 정말 정신없이 보냈어요. 그래서 새

학장이 맡아서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서 제가 6개월을 빨리 퇴임을 하고, 새

학장을 6개월 동안 준비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했어요.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라

고 좀 해서. 제가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참여자 c1)

부정적인 면은 저희가 4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받으려면... 저 같은 경우는 매번

참여를 했으니까 그 업무량에 대해서 힘들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퇴

직이 20년 남았는데 앞으로 몇 번이나 더 계속 이 일을 해야 될까? 약간 그런 점

에 있어서 업무량이 부담스러운 점이 있어요. (참여자 d2)

너무나 잡일이 많고 일이 과중한 면이 있어서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부담이 많이

된다는 생각을 그때나 지금이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참여자 f)

피감기관에서는 솔직히 좀 피곤한 면이 있죠. 항목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집어넣

는 방식이면 좋겠는데... 서류를 만들지 않고, 그쪽(온라인)에서 볼 수 있게요. 다

제본하고 이런 것들이 피곤하더라고요. (참여자 h2)

② 심리적 부담

⦁ 좌절감
주기적인 평가인증 과정을 거치면서 미충족 영역이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

지만, 각 대학이 처한 현실적인 제약으로 일부 기준은 충족하기 쉽지 않다. 미

충족이라고 평가받는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 참여자들은 달성 가능성이 없는

기준에 대해 ‘빈익빈 부익부’ 또는 ‘패배감’이라고 표현하는 좌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참여자 d1, h2).

사실 대학이 가진 자산이라는 것이 대학마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규모가 기본

적으로 ○○대나 ○○대 같은 그런 자산을 가진 대학과 지방의 중소대학은 같을

수가 없는데, 문제는 그런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거죠, 항상, 인증평가라는 것 자

체가. 그렇게 되면서 이게 어떤 느낌을 주냐면, 계속 이제 나는 ‘부익부 빈익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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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노력 해봤자 안 되는구나, 이것은 도저히 어떻게 해도 그 기준에 충족시킬

수 없었는데, 2번째 인증평가가 되니까 더욱더 충족시킬 수가 없고, 갈수록 기준

은 다 올라가고, 우리가 가졌던 장점은 다른 학교에서 받아들여서 다른 학교 것

이 개선되는데, 우리 학교가 가진 단점 같은 경우는 스스로는 절대 극복할 수 없

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더욱더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참여자 d1)

매번 지적받는 ‘기초치의학 교수 수가 부족하다’, ‘재정 본부에서...’ 이런 것은 우

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인데 자꾸 지적받는 것들이니까 패배감 같은 것들이

들 때도 있어요. (참여자 h2)

⦁ 압박감
평가인증의 결과, 즉 인증기간이 대중에게 공개되기 때문에 대학의 입장에

서는 대중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평가인증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에

학교는 대중의 신뢰를 잃고, 대학의 평판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 대학은 사회

적 평판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평가인증에 임하는 대학의 입장에서는 평가인증

의 결과가 좋게 나와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참여

자 c2, h1).

현실적으로 인증받지 못했을 때 학교에 대한 신뢰성이 손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에 구성원 중에서 특히 교수님들이 많이 힘드셨죠. (참여자 c2)

평가를 하면 피평가기관은 좋은 평가를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죠)... 등수를

발표하지는 않지만, 혹시 우리가 이번 평가를 받는데 다른 학교하고 다른 불이익

을 당하지 않을까, 사회적으로. 사회적인 평판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죠).

어떻게 보면 피평가기관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아마 그런 것일 거예요. (참여자

h1)

③ 평가인증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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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언

급한 내용은 평가인증을 통해 치의학교육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었다. 즉 치과

대학은 평가인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진일보하고자 하는 기대가 있다. 하지

만 평가인증을 받아도 기대만큼의 효과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인증에

대한 기대는 불신으로 이어졌다(참여자 c2, g, i).

평가가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나오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평가는 평

가일 뿐이지, 4년 그냥 평가받았다는 거지, 치평원을 통해서 우리가 극대화된 효

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냥 불만만 쌓으면서 그냥 통과하

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지, 이게 우리의 변화를 이루기 위한, 자발적인 그런 평가

가 아니었다는 게 가장 문제점이라는 거죠. (참여자 c2)

평가인증이라는 것은 피평가기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자기네들의 부

족한 부분들을 3자의 입장에서 컨설팅해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어떻게 받아들이

냐가 문제이긴 한데... 그것을 받아서 진일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아갈 수 있다

면 좋은 거긴 한데... 현재 피평가기관이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곳이 사실은 그

렇게 많지는 않죠. (참여자 g)

인증평가에 대해서 저는 별로 안 믿어요. ‘자료 내세요’ 하니까 갖다 붙인 거죠.

(참여자 i)

(2) 부정적 변화의 영향 요인

자료 준비 부담, 심리적 부담, 평가인증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한 각

각의 영향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자료 준비 부담의 영향 요인

⦁ 참여 인력 부족

평가인증을 준비하는 데에는 교수, 학생, 행정직원 등 다양한 구성원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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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다. 그중 교수는 연구의 압박으로 평가인증 참여에 제한을 받았으며

평가인증에 참여한 교수는 기존의 업무에 평가인증이라는 업무가 가중되면서

어려움을 토로하였다(참여자 c1, d1). 결과적으로 평가인증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교수의 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가인증에 무관심한

교수도 있기 때문에(참여자 e1) 평가인증에 참여하는 교수들에게만 어려움이

가중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대학에서는

평가인증에 참여하고 도움을 줄 인력이 부족하여 평가인증을 준비하는 데 상

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참여자 f, h2).

이것(평가인증)을 거부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교수들이 연구해야 되는 시간도 부

족한데 이렇게 행정적인 데에 젊은 사람들이 다 투입되어서 준비를 해야 되나?

(라는 인식이 있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관심이 없고, 안 해도 되니까.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교수들을 중심으로 작성되다 보니까 이게 비효율적이고

자율적인 게 아니라 강제적인 것이다(라고 교수들이 생각하죠)... 연구에 중심을

두고 있는 분들은 참여를 잘 안 하려는 상황이고. (참여자 c1)

이게(평가인증 준비) 결국은 전담 인력이 있지 않고, 교수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되게 지치는데... (참여자 d1)

평가인증에 대한 교수님들의 관심이 적고, 본인들이 맡아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

하지 않아요. 심지어 전혀 모르는 교수님도 있고요. (참여자 e1)

서울권 대학하고 지방 대학하고 차이를 많이 느끼고 있는데, 시스템 문제거든요.

○○대 등은 인력들이 많거든요. 보조를 해줄 수 있는 인력. 지방 대학은 많은 부

분에서 교수들이 이것(평가인증)에 매몰이 되어야 하죠. 적어도 한 학기 이상을

굉장히 많은 시간을 뺏기게 돼요. (참여자 f)

맨파워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한 지방대로서는 이 기준을 모두 맞춰서 올려놓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참여자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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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은 인증기간

2020년 현재까지 2개 치과대학에서 5년 인증을 받은 경우가 가장 긴 인증기

간이었으며, 대부분 4년 인증을 받았다. 미국과 캐나다는 7년마다 평가인증이

이루어지고, 호주와 뉴질랜드는 최대 인증기간이 7년이며, 영국은 5년 주기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국외 사례와 비교해보면, 4년의 인증기간은 상대적으로 짧

은 기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4년마다 평가인증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4년마다 평가인증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느끼

고 있었고(참여자 c1, d1), 참여자 c1은 6년의 인증기간을 제안했다.

주기가 너무 짧으면 행정적인 소모가 너무 많으니까 6년 정도의 충분한 기간을

갖고, 3년 정도의 중간평가 방식으로 해서 확인하는 과정, 이런 것이 되면 좋겠다

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참여자 c1)

치과대학은 사실은 전체 11개의 인증평가서, 보고서를 봐도 사실 대동소이 하거

든요. 그리고 국가고시라든지 이런 아웃풋을 봐도 사실 전국 11개 대학의 아웃풋

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4년씩 훨씬 더 적은 자원을 가지고 계속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진짜로 멍에 같습니다. (참여자 d1)

② 심리적 부담의 영향 요소

앞서 살펴보았듯이 평가인증에 대한 좌절감과 압박감이라는 심리적 부담 중

에서 좌절감은 치과대학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힘든 기준을 지속적으로 충

족하지 못했을 때 나타났다(참여자 d1, h2).

사실 대학이 가진 자산이라는 것이 대학마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규모가 기본

적으로 ○○대나 ○○대 같은 그런 자산을 가진 대학과 지방의 중소대학은 같을

수가 없는데, 문제는 그런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거죠, 항상, 인증평가라는 것 자

체가. 그렇게 되면서 이게 어떤 느낌을 주냐면, 계속 이제 나는 ‘부익부 빈익빈’,

같은 노력 해봤자 안 되는구나, 이것은 도저히 어떻게 해도 그 기준에 충족시킬

수 없었는데, 2번째 인증평가가 되니까 더욱더 더 충족시킬 수가 없고, 갈수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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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은 다 올라가고, 우리가 가졌던 장점은 다른 학교에서 받아들여서 다른 학교

것이 개선되는데, 우리 학교가 가진 단점 같은 경우는 스스로는 절대 극복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더욱더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들

이 있는 거예요. (참여자 d1)

매번 지적받는 ‘기초치의학 교수 수가 부족하다’, ‘재정 본부에서...’ 이런 것은 우

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인데 자꾸 지적받는 것들이니까 패배감 같은 것들이

들 때도 있어요. (참여자 h2)

기준을 충족하기 힘든 예는 ‘자원’ 영역과 ‘교수’ 영역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자원’ 영역부터 살펴보면, 치과대학은 종합대학에 속한 하나의 단과대학이기

때문에 ‘자원’ 영역과 관련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모 대학으로부터 재원

과 공간을 확보해야만 한다. 종합대학에 속한 단과대학 중의 하나라는 특성

때문에 치과대학이 모 대학으로부터 필요한 재원과 공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다른 단과대학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치과대학의 의지만으로는

‘자원’ 영역의 기준을 달성하기 쉽지 않은 것이다. 참여자 f와 h1이 독립된 치

의학도서관을 마련하기 힘들다고 언급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모 대학으로부터

재정을 지원받기 어려워 기존의 계획대로 건물을 설립하지 못한 경우(참여자

c1)도 ‘자원’ 영역의 기준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이

다.

치의학도서관을 만들어 놓긴 했어요. 그런데 사서가 따로 없어요. (평가인증의 영

향이라기보다는) 시기(공간이 생긴 시기)가 맞아 떨어진 거예요. 이런 건 쉽지 않

아요. 공간을 몇십 평 되는 것을 마련하는 것은 돈 문제가 걸려 있어서 쉽지 않

죠. (참여자 f)

치의학도서관 같은 경우는 평가기준이 있기 전에 갖추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

이 쉽지 않은 게 치의학도서관을 만든다고 하면 각 종합대학의 도서관위원회 같

은 게 있을 거예요. (위원회에서) ‘왜 치과대학만 치의학도서관이 있느냐, 우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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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농대 등에도 도서관이 있어야죠’, ‘(도서관을) 다 합쳐가는 과정인데 왜 나누

냐’ 이런 논리가 있거든요... 편의상 대학에서 치의학도서관을 위해서 (따로) 만들

어 주지는 않죠. 공식적으로 도서관이 분관되는 것은 예전 경험으로 쉽지 않아요.

(참여자 h1)

본교는 등록금이 10년간 묶이면서 거의 학교 재정지원이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은 저희는 원래 ○○○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원래 ○층짜리로 디자인이 되어 있

는 상황인데, 결국 ○층밖에 완성되어 있지 못해요. (참여자 c1)

‘교수’ 영역 중에서 ‘교육목적에 적합하도록 기초치의학, 임상치의학, 의료인

문학을 포함한 치의학교육 전임교수를 확보하여야 한다’라는 기준은 ‘자원’ 영

역과 같은 맥락에서 평가인증을 준비하는 치과대학에 좌절감을 줄 수 있는 부

분이었다. 치과대학 교수를 채용하는 것은 모 대학의 예산이나 모 대학이 정

한 교수 티오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치과대학이 독립적으로 교수를 채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참여자 b, h1, c2). 이러한 제약은 치과대학의 의지와 무관

하게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장애물로 작용하여 결국에는 패배감을 느끼게 하

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이런(교육학 전공) 다양한 교수님들

이 많으면 좋긴 좋죠. 그렇지만 대학의 가령 예산이나 이런 게 한계가 있는 거

고... (참여자 b)

치과대학에서 제일 큰 것 중의 하나가 전임교수 확보 문제에요. 그나마 전문대학

원 체제로 가서 그것을 활용해서 전체 치과대학의 교수 수가 늘어난 계기가 되었

어요. 그나마 그 티오를 유지하는 것도 지금은 어려워요. (참여자 h1)

국립대학은 전임교원 확보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교수 배정을 받아도

그 전공을 한 교수를 뽑기가 어렵고... (참여자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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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인증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영향 요인

명확하지 않은 기준, 엄격하지 못한 평가, 평가인증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인식 차는 평가인증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다.

① 명확하지 않은 기준

참여자들은 기준에 대해 ‘애매하다’, ‘모호하다’, ‘헷갈린다’라고 표현하면서

기준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참여자 g, h2).

피평가기관에서 이 기준에 의해서 나름대로 하긴 했는데 서로가 보는 시야가 달

라요. 그러니까 기준이 좀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적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피평가측에서 어려워하죠. (참여자 g)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2017년도 것(2017년도 평가인증기준)은 조금 더 단순화되

고 항목의 요해력이 높아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도 좀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

요. 이것을 지칭하는 것인지, 저것인지. 또 학교 실정에 따라서는 term이 다른 것

도 있고. (참여자 h2)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참여자 e2). 참여자 d1은 거의 동일한 내용이었음에도 평가받은 시기에 따라

상반되는 평가를 받았다고 하였다.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을 통해서 변화나 발전의 중요한 기회와 계기를 맞았는데,

기준에 대한 모호함으로 인하여 명확한 이미지화에 대한 명확한 공유가 되지 않

음으로써, 그래서 형식적인 문서화된 게 있느냐, 없느냐로 (평가가) 진행된다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나온 평가위원들도 그 언어에 대

한 명확한 공유적 이미지, 공유적 개념이 없다보니까 자기 대학이나, 혹은 평가위

원의 하나의 인상적 개념 안에서 맞지 않으면, 강한 사람은 인정하지 않고, 좀 강

하지 않은 사람은 ‘어, 그럴 수도 있겠네’, 약간의 flexibility가 있는 사람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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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학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구나’, ‘아, 체계가 이럴 수 있겠구나’라면서

인정을 해주는 것으로 가는 거죠. (참여자 e2)

(평가인증기준) 1영역의 것을 저희가 1주기 평가 때 정말 잘했다고 평가를 받았

거든요. 거의 달라질 게 없이 2주기 때 또 썼잖아요? 엄청 못했다고 평가를 받았

어요. 이게 별로 달라질 게 없는 거잖아요. 발전 계획이 있냐, 대학의 체계가 있

냐.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썼는데 완전히 다른 평가를 내리니까, 어느 장단이 맞

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정당한 결함 평가를 받는다면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완전히 평가가 달라지니까,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겠

는지 방법 자체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참여자 d1)

이와 같이 평가자마다 평가가 달라지면서 평가받는 치과대학에서는 평가에

대한 불신(참여자 g), 더 나아가 평가인증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까지 드는 것

으로 나타났다(참여자 c1).

대체적으로 타당성 있는 지적이 주를 차지하죠. 50% 이상이 맞다고 보는데요. 만

약 30% 정도라도 서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지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

단 말이에요. 20∼30% 정도는 보는 인식이 다르단 말이에요. 피평가기관에서 기

준을 보는 것하고 평가위원들이 나와서 보는 것하고는 그런 갭 차이, 인식의 차

이에 의해서 얼마는 안 되지만 또 그게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기분 나쁘게 받아들

일 수 있죠. 사실 중요하지 않은 부분임에도. 그럼 역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평가

인증에 대한 인식을 좀 안 좋게 바꾸는 주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봐요. (참여

자 g)

막상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그게 또 피검자와 수검자의 입장에서 보면 기준의 차

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갈등이 있다 보니 저희 대학교수님들

은 ‘치평원은 갑이고, 교수들은 을이다’라는 이런 인식이 좀 생기게 되면서 치평

원 평가에 대해서 거부까지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참여자 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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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엄격하지 못한 평가

참여자들은 기준에 맞게 평가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평가가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상적인 평

가가 되거나(참여자 g) 평가에 대해 불신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참여자 c1).

지적을 적확하게 해야 하는데, 기준에 맞춰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유야무야 그

냥 넘어가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

서 뭔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지적하지 않고), 그리고 기준 자체도 약간 모호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지적해서 미흡으로 해버리면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지적 없이 그냥 넘어가는 부분도 없

지 않아 있죠. 그런데 그것은 평가의 원칙하고 맞지 않죠... 평가기관이나 피평가

기관이나 좀 더 서로가 솔직해야 하는데 서로가 그런 부분들을 어려워해요. 그러

다 보니까 평가 자체도 피상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고 문서화 되는 부분이 있고.

(참여자 g)

우리가 성적도 마찬가지잖아요. 기준이 있으면 공정하게 적용을 시켜줘야지만 거

기에 대한 불만이 없는데... 인증평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막판에 보게 되면 조

율을 하다가 올려보내는 거죠, 그냥 4년 되는 거죠. 4년이 되어도 내부에 있어서

는 6년 같은 4년도 있고, 2년 같은 4년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불만으로 치평원

에 대해서 화살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

c1)

③ 평가인증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인식 차

치과대학 입장에서는 평가인증제도가 모 대학의 지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

가 될 것이라 기대했지만(참여자 d1, h1), 현실적으로 그러한 기대는 충족되지

않았고(참여자 d1, g), 이러한 기대와 현실의 인식 차는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초래하였다.

사실 제가 제일 바랬던 게 인증평가를 오셨던 단장님 등이 총장님들과 면담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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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런 것들을 권고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하여) 외부에서 힘을 실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대학에서 지원을 요청하면) 듣는 총장님 입장에서는 항상 하

는 말 또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바랬던 게 어떻게 보

자면 ‘외부의 자극에 의한 내부의 개혁’, 이런 것을 해 줄 수 있는 좋은 계기인데,

그게 그냥 다 치과대학이나 치의학대학원에 와서 모든 것을 다 하고 가고, 그다

음에 모든 숙제는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참

여자 d1)

치과대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도 있거든요... 큰 대학은 모르겠지만 규모가 작은

단과대학을 전체 큰 대학 내에서 커나가게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어

요... 실제적으로는 치과쪽으로 (재정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고)... 또 독립적으로 해

야 할 일도 있는데 작은 규모로 일할 때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시

스템이 뒷받침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

러려면 법적으로 또는 이런 쪽(평가인증)에서 치과대학을 서포트할 수 있는 시스

템이 필요한데요, 그럴 때 ‘우리가 잘한다’ 이런 게 아니라 평가라는 외적인 시스

템을 도입해서 대학 본부라든가 이런 쪽에 이 시스템(평가인증)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치과대학)가 이러한 공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점

을 보완해야 하는데 자체적으로 힘이 든다’ 그러면, ‘본부 측에서 이런 쪽에서 서

포트를 해라’, 이런 것을 할 때 각 치과대학이 도움을 받거나... 단순하게 몇 년

인증, A급, B급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있지만 무엇인가 부족한 부분

들을 각 대학이 잘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 동력을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평

가인증제가 작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h1)

평가인증이라는 것은 피평가기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자기네들의 부

족한 부분들을 3자의 입장에서 컨설팅해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어떻게 받아들이

냐가 문제이긴 한데... 그것을 받아서 진일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아갈 수 있다

면 좋은 거긴 한데... 현재 피평가기관이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곳이 사실은 그

렇게 많지는 않죠. (참여자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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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인식의 토대에서 평가자의 요구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하였으

며(참여자 h2), 평가자의 평가를 감독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하였다(참여자

c1, h1).

(방문평가 전에 평가자분께서) 추가자료를 요구했는데 대학에서 너무 부담이 될

정도로 요구한 것 같아요. 이것 내라고 하고 저것 내라고 하고, 와서 준비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평가인증) 갑을 관계가 아닌데... (평가받는 대학에서) 평가에

참여하시는 교수님들이 몇 분이잖아요. 모든 교수님들이 이것(평가인증)에 대해

다 관심을 갖는 게 아니잖아요... 당해연도에 이 자료를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으로

서는 피곤한 거죠. 그런데 자꾸 이것저것 트집을 잡는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죠. ‘평가를 박하게 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는 분들도 있죠. (참여자

h2)

자체 보고, 이것은 우리가 있는 자체를 평가하고 그것에 대한 개선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본연의 취지인데, 이것은 치평원이 와서 감독하는 형식으로 되어지

니까... 치평원도 기준이 있으니까 우리의 요구를 못 들어줄 수도 있지만, 치평원

을 담당하시는 분들의 철학이나 운영에 대한 기준이 너무나 강하게 느껴지는 부

분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참여자 c1)

평가인증에 대해 대학이 부담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기관하고 피평가기

관의 의사소통이 지금보다 훨씬 많아져야 한다고 봐요. 무슨 이야기냐면, 원래 평

가원에서 평가를 한다는 것은 ‘감독기관이 감독한다’라는 이런 취지가 아니에요.

(참여자 h1)

다.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의 영역별 영향

2020년 현시점에 적용되는 평가인증기준은 ‘2017 평가인증기준’으로 이전의

‘2014 평가인증기준’과 동일하게 ‘치의학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교육과정’,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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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교수’, ‘자원’, ‘임상교육 환경’, 총 6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면담 참

여자들이 속한 각 치과대학에서는 주어진 여건에 따라 영역별 기준을 충족하

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각 영역에서 나타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1) ‘치의학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영역

첫 번째 ‘치의학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영역에서는 평가인증제도에 의해 큰

변화가 나타났다기보다는 치과대학에서 이전부터 기본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것들을 정리하는 수준에서 평가인증에 임한 것으로 나타났다(참여자 b, d2, g,

h1).

(‘치의학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영역은) 그 외(장·단기 계획 정리 및 정립)에는 사

실은 어떻게 보면 다 진행돼왔던 것을 이 기회에 자체평가보고서 쓰면서 조금 정

리해서 썼다고 생각이 되긴 되거든요. (참여자 b)

(‘리더십을 발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외에는) 다른 것은 다 기준

에 저희가 있던 거라 했던 것 같고요, (참여자 d2)

이 영역(‘치의학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영역)에서 좋아진 부분은 있는데, 이것이

평가인증 때문에 좋아졌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있던 것을 문서화해

서 구체화했다는 표현이 더 맞다고 봐요. (참여자 g)

‘치의학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영역은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반영해서 기술한 거

죠. (참여자 h1)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었지만, 각 대학의 여건에 따라 평가인증기준별로 변

화한 부분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교육철학과 교육목적’, ‘사회적 기여 활동’,

‘보직’, ‘중·장기 계획’과 관련한 변화가 있었으며, <표 Ⅳ-25>에서 변화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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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과 해당 대학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Ⅳ-25> ‘치의학교육 프로그램 운영’ 영역에서의 변화

(1) 교육철학과 교육목적 재정립

참여자들은 평가인증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존의 치과대학 교육철학과 교육목

적을 새롭게 재정립했다고 하였다(참여자 b, e2, f).

사실 저희 대학이 교육 철학과 교육 목적에 대해서는 항상 예전부터 목적, 목표

를 가지고 있었는데, 교육 철학에 해당되는 미션, 비전을 이 기회에 아마 새로 만

들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참여자 b)

(교육 철학과 목적이) 바뀌긴 바뀌었죠. 우리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우리 졸업생

들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냐,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 가는데... 이런 것에 대한 오랜

논의를 했고, 우리의 부족한 점은 무엇이고, 치과계 안에서 의료직종 안에서 전문

직역 분야라고 한다면 사회가 요구하는 게 뭘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서... 비

전과 미션도 바뀌게 되었죠. (참여자 e2)

교육철학이나 교육목적은 이미 있었고, 그런데 요즘 졸업생 역량을 강조하니까

그런 식으로 일부 변화는 시켰죠. (참여자 f)

구분 변화 대학

교육철학과 교육목적 재정립 B, E, F

사회적 기여 활동 강화 C, F

보직 신설 F

중·장기 발전계획 문서화 B, C, F,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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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기여 활동 강화

사회적 기여 활동에 관해서는 기존에 해왔던 활동을 더 강화하고 공식화하

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참여자 c2, f).

2번(‘사회적 기여를 실현하고 있는 활동이 있어야 한다’ 기준)은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사회적 기여를 더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런 활동이 좀 더 많아진 것 같아

요. (참여자 c2)

사회적 기여를 실현하고 있는 활동 같은 경우도 의료봉사 이런 것하고 얼마나 차

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공식화하고 그런 활동이 있

었고요. (참여자 f)

(3) 보직 신설

참여자 f가 속한 치과대학에서는 ‘보직자(학장, 부학장 등)의 자격, 권한과

책임, 선임절차, 임기 등을 명문화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라는 기준과 관련해

서 기존에 없던 부학장이라는 새로운 보직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직자에 대한 거는 규정을 잘 만들었던 거 같아요. 부학장 이런 것들이 없었는

데 만들었어요. 이런 것들은 평가를 받는 데 좋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보고서 쓸 때도 (체계에 대해) 작성을 하고 체계적으로 가려고

하고 있죠. (참여자 f)

(4) 중·장기 발전계획 문서화

그동안 막연하게 시행해왔던 중·장기 발전계획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한 것도

평가인증의 영향이었다(참여자 b, c2, f, g).

일반적으로 장·단기 계획이라는 게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좀 잘 정리되고 정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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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만든 것은 이런 치평원 기준에 따라서... (참여자 b)

8번(‘교육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가지

고 있어야 한다’ 기준)은 아마 인증평가 때문에 구체화되었을 거 같아요. 그동안

에는 막연했다면 지금은 딱 명시해야 되잖아요, 중기는 무엇이고, 장기는 무엇이

고. 그러니까 8번 같은 경우는 좀 더 구체화되어서 계획을 세웠다고 보면 됩니다.

(참여자 c2)

예산 편성이나 의사결정과정, 중장기 발전계획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문서화되고

정리를 하게 된 계기는 된 것 같아요. 대부분의 교수는 이런 것에 관심 없어요.

학장단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잘 안 했다고 한다면, 적

어도 우리가 4년마다 평가를 받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참여자 f)

중장기 발전계획은 내놓고 있지는 못했어요. 그런 것을 문서화하고 다시 한번 되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아졌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대학을

좋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맥락이 맞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좋아졌다라

고 말은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참여자 g)

2) ‘교육과정’ 영역

(1) ‘교육과정’ 영역에서의 변화

‘교육과정’ 영역에서는 <표 Ⅳ-2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역량에 대한 인

식 확산’, ‘교육과정의 체계화’,‘ 교육 전담 조직 신설’, ‘학생의 환자 진료 증가’

라는 변화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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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6> ‘교육과정’ 영역에서의 변화

① 역량에 대한 인식 확산

‘교육과정’ 영역 기준의 특징 중 하나는 대부분의 기준이 역량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국내 치의학교육은 역량바탕교육을 추구하기 때문에 평가인증

기준에서도 이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기본적으로 역량바탕교육을 추구하

는 상황에 더하여 역량을 강조하는 기준 때문에 교수를 중심으로 역량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참여자 a2, d1).

이것(역량을 중시하는 것)은 많이 좋아진 거 같아요. 역량이 정해지는 과정에서

다 의견 수렴을 했겠죠. 그러면서 적어도 ‘이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

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참여자 a2)

실제로 치과대학에서 배우는 모든 과목 중에 어떤 것은 굉장히 전문적인 역량이

지만 어떤 것은 굉장히 베이직한 역량이잖아요. 그러면 더 베이직한 역량에 대한

것들을 더 길러야 되는 것이 원래 치과대학의 목표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개별 교수들의 욕망에 따라서 교육의 정도와 평가가 이루어졌다면, 지

금은 이제 좀 더 통일된 목표를 가지고 이 분야에 대한 역량을 더 배양해서 그런

인재를 배출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교수님들의 인식 변화가 생겼고, 그러면서 전

체적인 교육과정 자체가 약간 그런 쪽으로 재편되었다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참여자 d1)

구분 변화 대학

역량에 대한 인식 확산 A, D

교육 과정의

체계화

역량 평가 체계화 B, C, D, H

역량에 따른 과목 재구성 B, D

강의계획서의 체계적 작성 A

교육 전담 조직 신설 C(진행 중), F

학생의 환자 진료 증가 D,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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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과정의 체계화

평가인증은 교육과정의 체계화에 기여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역량 평가 체계

화’, ‘역량에 따른 과목 재구성’, ‘강의계획서의 체계적 작성’이란 변화가 나타

났다.

⦁ 역량 평가 체계화
역량이 정해지면서 과목 및 시기별로 역량을 평가하게 되었고, 이러한 역량

평가는 기존의 평가 방식과 비교해서 더 체계적인 평가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참여자 c2, h2). 실습에서 역량 평가표를 활용하는 것도 역량을 체계

적으로 평가하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다(참여자 d2).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일단 학생들 교육에 있어서 결과 평가, 즉 학생 역량 평

가를 보다 체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학교 및 교수 차원에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참여자 c2)

기왕에 해오던 것인데 평가기준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프로토콜 같은 것을 만들어

서 하니까 훨씬 교육이 systematic하게 된 것은 있어요. 그런데 예전부터 안 해왔

던 것은 아닌데 기준에 맞춰서 조금 더 나아진 거예요. 이 시점에는 이것까지 해

야 하고, 우리 교육철학이 이렇게 쭉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맞춰서 가려면

1학년 때는 여기까지, 2학년 때는 여기까지, 4학년 졸업하기 전에 평가해서 나가

고, 이렇게 하는 것이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것에 맞는 거니까, 이런 체계가 잡

힌 것은 좋은 순기능이라고 봐요. (참여자 h2)

인증평가 하면서 시험뿐만 아니라 실습하실 때마다 역량 평가표 같은 것을 많이

들 작성을 해주셔서 실습 때마다 역량을 평가한다든지, 그런 평가 방법이 체계화

가 된 것은 인증평가 때문인 것 같기는 합니다. (참여자 d2)

역량 평가와 관련해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역량 평가 결과가 있어야

한다’라는 기준에서처럼 임상역량을 강조하고 있어서 임상역량 평가가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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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으로 인식하였다(참여자 b, d1).

환자를 보기 위해서 그전에 환자를 보기 위한 자격이 있는지를 학교에서 역량 평

가를 실행한다든지 또는 졸업할 때 과연 나가서 최소한의 역량을 가지고 환자를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지를 학교가 책임지고 역량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은 이 기회에 생긴 거죠. 사실 이런 기준에 맞춰서 변해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

다. (참여자 b)

확실히 역량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전보다 더 되었고요. 그다음에 특히 임상역

량에 대한 것들을 체계화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참여자 d1)

⦁ 역량에 따른 과목 재구성
역량이 도입되면서 각 과목마다 달성해야 할 역량을 명시해야 한다. 과목과

역량의 매칭 과정에서 과목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과목을 개설하거나,

불필요한 과목을 줄이는 등, 과목을 재구성하는 과정이 있었다(참여자 b, d2).

저희도 역량을 만들고 그 역량에 맞춰서 과목들이 연결이 되고, 말하자면 단계가

있을 테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어쨌든 원래 있었던 교

육과정을 정해진 역량에 맞춰서 ‘아, 이런 역량을 위해서 이런 과목이 더 필요하

겠다’ 그러면 새로운 과목이 만들어지고, ‘아, 이거보다는 이걸 더 먼저 강의를 해

야겠다’ 그러면 순서가 조금 바뀌고.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완벽하게 바뀌었다고는

할 수 없고, 역량에 따라서 필요한 과목이 만들어지고, 이런 과목은 역량하고 상

관없으니 조금 없어져도 되겠다, 이런 변화들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참여자 b)

저희가 3주기까지 인증평가를 마쳤는데, 2주기 때 인증평가를 준비하면서 그때

역량도 다 같이 확립을 하고, 역량별로 교과목을 정리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참여자 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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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계획서의 체계적 작성
A 치과대학의 참여자 a1, a2 모두 교육목표를 염두에 두고 강의계획서를 체

계적으로 작성하게 된 계기가 평가인증제도 때문이라고 하였다.

강의를 계획하고 진행하고 그걸 정리하고 그런 것들이 옛날에는 없었어요. 강의

계획서 그냥 작년 거 베껴서 내고. 교육 목표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검토

를 생각해 본 적 없고... 다 그랬다기보다는 그런 편이었어요... 인증평가 이런 게

들어오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처음부터 계획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

었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은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이 있지만, 그

런 부분은 예전하고 비교하면 많이 개선되었다고 보죠. (참여자 a1)

제일 먼저 바뀐 것은 강의계획서에요, 제가 느끼기에. 강의계획서가 교육목표. 루

브릭이라고 하나요? 과정에서 거쳐야 할 것들,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작성하도록

요구를 하더라고요. (참여자 a2)

③ 교육 전담 조직 신설

‘교육전담 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라는 기준으로 인해 참여자 f는 교육 전

담 조직을 신설할 수 있었다고 하였고, 참여자 c2는 현재 교육 전담 조직은

없지만 학생교육을 전담하는 신임 교수를 채용하면서 교육 전담 조직을 신설

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하였다.

치의학교육실이나 교육연구센터가 다 있잖아요? (기준에서 요구하니까) 그런 것

들이 만들어진 것이죠. 우리도 ○○○○년에 쉽게 만들었어요, 제안해서. (참여자

f)

계속 안 되었다가 학생임상교육 전담하시는 교수님이 오셔서 아마 지금 현 학장

님 이하 보직교수님들께서는 이제 전담 조직(치의학교육실)을 꾸리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계실 거예요. (참여자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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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학생의 환자 진료 증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평가인증제도로 인해 학생의 임상역량 평가가 체계화되

었고, 이에 따라 학생들이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케이스의 수가 늘어난 것을

확인하였다(참여자 d1, h2).

학생 임상 진료가 역량 평가하고 어우러져서 조금 더 늘어난 것은 사실이에요.

(참여자 d1)

(학생의 환자 진료 케이스가) 늘었죠. 기준에서 구체적으로 몇 케이스를 해야 한

다는 것은 없지만, 조금 잘하는 대학들을 봐서 몇 케이스를 어떻게 하는지를 벤

치마킹해서 하죠. 상당히 요구조건이 높아진 거죠. 예전에는 환자가 없으면 벤치

에서, 덴티폼에서 하면 인정해주려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어찌 되었든 실제 환자

를 대상으로 안 하면 요건이 안 되니까 훨씬 더 조건이 상향 조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참여자 h2)

(2) ‘교육과정’ 영역 변화의 영향 요인

‘교육과정’ 영역에서의 변화를 촉진한 요인으로는 ‘권한을 가진 교육 전담

조직’, ‘리더십의 관심’, ‘교육에 대한 사명감’이 있었고, 변화의 장애 요인으로

는 ‘후순위로 밀려난 교육’, ‘역량에 대한 이해 부족’, ‘교육 전문 인력 부족’,

‘교수의 독립성’이 있었다.

① 촉진 요인

⦁ 권한을 가진 교육 전담 조직
참여자 b, d1은 교육 영역에서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교육 전담 조직

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특히 참여자 h1은 개별 교수의 영향력을 넘을 수 있

는 효과적인 수단은 권한을 가진 교육 전담 조직이라고 하였다.

교육 관련해서는 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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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따라 다르지만 주임교수회의나 학장님이 결정하지만, 일반적으로 위원회에

서 정한 게 안 되는 예는 거의 없죠. 단지, ‘다시 한번 검토해봐라’ 이 정도는 한

두 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참여자 b)

저희 같은 경우는 센터라는, 치의학교육연구센터라는 것을 다른 학교보다 굉장히

빨리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교육 전담 기구가 매우 일찍 생겨있었고, 그쪽에서 어

떤 발전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도출해내고, 그 부분으로 전체 교수님들을 끌고

가고, 이런 전담 기구가 일찍 생겼어요. (참여자 d1)

‘교육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이제 각 교수 단위가 아니라 대학의 교육을 전담하는

일종의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모든 것을 관할하는 것에 동의하라, 그리

고 거기서 결정하면 무조건 따라라, 그렇게 하면 시작하겠다’ 하고 교수회의에서

결정했어요. 예전에는 각 전공별로 ‘우리 전공과목의 학점이 더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것을 이제 중앙에서 총괄적으로 과목 중심이 아니라 전체 치의

학교육을 하는 데 무엇이 필요한지, 시간 줄일 것은 줄이고, 부족한 것은 늘리고,

이런 것을 중앙에서 통제할 수 있게 교육 시스템을 바꿨다는 게 ○○대학교 처음

으로 바꾼 거예요... 다른 거는 몰라도 교육과정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한 것은 잘했

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육은 총괄적인 차원에서 크게 보면서 움직여야지 각

자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개인 교수의 성향에 따라서 휘둘릴 수가 있어요.(참여자

h1)

교육 전담 조직을 확보하지 못한 참여자 a2, i는 교육을 개선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교육 전담 조직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교육과정의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은 각자 교수 개개인의 권한이

크죠, ‘내 수업인데’라는. 그래서 그 사람의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힘든 구조

가 있죠. 그런데 더 잘 되려면, 교육과정 컨트롤 타워가 아주 막강한 권한을 가지

고 있어야 하죠. (참여자 a2)

성적을 개인 교수들이 관리하는 거예요. 낙제하고 이런 것을 교수 개인이 감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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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거예요. 중앙 통제가 전혀 없어요. (참여자 i)

⦁ 리더십의 관심
리더십이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할 때 변화가 나타

났다(참여자 a1, f).

당연히 일이 진행되려면 기본적으로 집행부가 좀 관심도 있고 의지가 있어야 하

는 것은 확실히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진행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집행부

가 알아서 다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 관심이 있고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의지나 생각이나 또 원만한 약간 전문적인 역량이 있으신 분들이

그 일을 실제로 주도를 해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쉽지는 않았던 거 같

아요. (참여자 a1)

제가 (교육과정 개편을) 주도를 했고, 학장이니까 드라이브를 걸었고. 학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액티브한 분들이라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개편이 된 거예요.

(참여자 f)

⦁ 교육에 대한 사명감
교육을 중요시하고 우선하는 교수들의 사명감이 교육의 변화를 이끌 수 있

는 원동력 중 하나였다(참여자 a2, i).

내가 교수들에게 ‘교육을 왜 못하냐’라고 험하게 얘기는 했지만, 교수 입장이 이

해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요. ‘뭐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

그 와중에 교육에 관심을 갖고 (시간을) 쪼개서 어떻게든 조금씩 해나가야 하지

않겠냐’ (라고 생각하면서 교육에 임해야죠). 아예 대놓고 ‘난 못해’(웃음). (그) 심

정이 이해는 가지만 그럴 수는 없지 않나... (참여자 a1)

대학은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교육, 연구, 진료하면 교육이 제일 앞에

있는 거잖아요. (참여자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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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장애 요인

⦁ 후순위로 밀려난 교육

연구와 진료에 대한 압박으로 교육이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었고(참여자 a1,

c2, i), 이에 더해서 교육에 대한 인정 시스템도 부족하여 교수들이 교육에 관

심을 갖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참여자 i).

사실 지금 교수들한테 내려지는 압박은 교육보다는 연구 쪽에 훨씬 압력이 크기

때문에 또 우리 대학 교수 같은 경우에는 진료 쪽에 압박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교

육 쪽에 관심을 갖기가 교수들한테 쉽지 않은 일인 게 사실이에요. 기초교수들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매년 교수 업적 평가하는데 교육 평가가 많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 압박을 더 받는 부분은 연구 쪽이에요. (참여자 a1)

치과대학이 존립하는 가장 핵심 요소는 좋은 치과의사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시키

는 게 핵심인데, 세상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거에 다른 일이 더해지고 더해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내가 제일 중요한 것을 잊고 사는 거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경

우가 저만 느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많은 교수님들이 느끼시는 거 같아요. (참

여자 c2)

교육을 하려는 사람이 없어요. 젊은 교수들이 하고자 해도 논문 써야 하니까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죠... 시스템의 문제이긴 해요. 교육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

템(교수들의 교육 활동 평가 및 인정)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아요. (참여자 i)

⦁ 역량에 대한 이해 부족
역량바탕교육의 핵심 개념인 역량에 대한 교수들의 이해가 부족하여(참여자

a1, f), 역량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참여자

a1).

강의계획서 작성할 때... ‘우리 대학의 역량은 이렇다’, ‘학생들이 가져야 될 역량은

이렇다’라고 하면 교수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약간 그 부분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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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되어 있어서 그것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이 여전히 있고... 역량 기반으로

강의계획서가 바뀌었다는 것은 내 시각으로는 평가에 관한 부분이 역량에 기반해

서 평가해야 한다고 느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활용할 수 있

게끔 교수들의 재교육이 분명히 필요한데...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참여자 a1)

역량 이야기가 나오면서 많이들 투덜투덜하시는 게 역량이라는 것이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에서 갖다 붙인 거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도 헷갈

려 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웃음). 역량바탕교육, 성과바탕교육,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란 말이지?’ 이렇게 헷갈려 해요. (참여자

f)

⦁ 교육 전문 인력 부족

치의학교육 전문가가 부족한 현상도 교육 영역을 개선하는 데 제약으로 작

용하였다(참여자 f, i).

○○대 의대는 의학교육학교실 이런 게 있고 교수님들이 있어서 학문적으로 백그

라운드가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이 좀 빈약한 부분이 있죠. (참여자 f)

(저희 대학의 문제가) 교육에 관한 전문가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실무 단위도 없

고, 정책 단위도 없고... (교육을 담당하는) 보직자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참여자

i)

⦁ 교수의 독립성
연구자이자 교육자로서 교수의 독립성은 중요하며 보장받아야 할 특성이지

만, 때로는 교수의 독립성이 배타성으로 작용하여 교육 영역을 개선하는 데

방해가 되기도 하였다(참여자 a1, a2, h1).

기본적으로 어쨌든 교수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 자체가 타협이 잘 안 되는, 자기

의견들이 강한 집단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얘기가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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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돼요. 보통 내(교수)가 뭘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옆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

는 것을 못 받아들여요, 내가 보기에는. (참여자 a1)

일단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교수님

들이 터치하는 거 싫어하시죠. (참여자 a2)

몇 차례 제가 교육과정을 개편하면서 느껴왔던 게 아무리 좋은 교육과정을 만들

려고 해도 결국에는 총론에서 끝나는 거예요. 각론으로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그

리고 각 개별 교수, 과, 이런 것의 아성이 치과는 굉장히 커요. 다 소왕국이에요.

그게 교육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쳐서... (참여자 h1)

3) ‘학생’ 영역

(1) ‘학생’ 영역에서의 변화

‘학생’ 영역에서는 <표 Ⅳ-2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예방 접종 및 건강

검진 체계화’, ‘운영체계에 학생 참여’라는 변화가 나타났다.

<표 Ⅳ-27> ‘학생’ 영역에서의 변화

① 예방 접종 및 건강 검진 체계화

치과대학 학생들은 병원에서 임상실습을 수행하기 때문에 감염 및 건강 관

리가 필요하다. ‘학생 개인의 건강 상담 및 관리를 위한 지원체계가 있어야 한

다’라는 기준으로 인해 여러 치과대학에서는 예방 접종과 건강 검진을 체계화

구분 변화 대학

예방 접종 및 건강 검진 체계화 B, C, D

운영체계에 학생 참여 C, D,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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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참여자 b, c1, d1).

건강 상담이나 건강 관리, 이런 체계도 기준이 생기면서 기준에 맞춰서 조금 정

비가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원래 치과대학이나 의과대학은 기본적으로 본교의

관리 시스템과 함께 병원의 관리 시스템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있긴 있지만, 어쨌

든 이것(평가인증기준)하고 관련해서 예방 접종을 꼭 해야 한다든지, 건강 검진을

꼭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만들었죠. 건강 검진을 2년

에 한 번씩 해야 한다든지, 어떤 항목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든지... (참

여자 b)

새롭게 도입되었다고 느껴졌던 부분들은 3학년 임상실습을 가기 전에 감염에 대

한 파악을 하고, 또 안 되면 학교에서 단체적으로 학생들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

게 되어서... (참여자 c1)

병원하고 협의를 해서 병원 임상 실습에 들어가는 학생들에 대한 예방 접종, 이

런 것들을 지원하도록 제도적인 협의를 이루게 된 것도, 말하자면 이런 평가기준

이 있었기 때문에 노력의 일환으로 되었던 거 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학

생이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자기 스스로 해결하도록 되었던 부분이 훨씬 더 체

계화되는 데 굉장히 기여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d1)

② 운영체계에 학생 참여

‘운영체계에 학생이 참여해야 한다’라는 기준에 의해서 학생대표 또는 학생

들이 회의에 실제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참여자

c2, d2, f).

이것(‘운영체계에 학생이 참여해야 한다’ 기준) 때문에 지난 학기에 저희 치과대

학 내규를 정리하면서 학장님께서 ‘이것을 규정으로 넣자’고 하셔서 학장님을 포

함해서 위원 구성을 해놨어요... 학생 간담회에서 학생대표가 ‘4학년 2학기 때 한

번 더 병리학을 배우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어요... 학장님과 논의하면서 이



- 120 -

건 참 좋은 의견 같고, 또 학생 스스로 자기 의견을 제시한 거잖아요... 그래서 4

학년 1학점 병리를 신규 교과목으로 개설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학생이 의견을

내서 학생의 의견이 교육과정에 반영이 되어서 좋은 결과였던 거 같아요. (참여자

c2)

기획위원회에 학생회장을 참여하도록 하였어요. 인증평가기준이 생기기 전에는

기획위원회에 학생이 참여를 안 했었는데, 아마 제 기억에 2주기 이후에 기획위

원회에 학생회장이 참여하는 것으로 운영체계를 바꾼 예가 있습니다. (참여자 d2)

‘운영체계에 학생이 참여하여야 한다’라는 기준 때문에 예를 들어 학장단 회의를

했을 때 한 달에 학장단 회의를 4번 한다면, 1번 정도는 학생들이랑 같이 만나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와 같은 이야기를 하죠. (참여자 f)

(2) ‘학생’ 영역 변화의 장애 요인

학생 선발과 관련된 기준 중에서 ‘학생 선발기준을 수립한 배경, 과정, 선발

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 ‘학생 선발에서 다양한 배경의 지원자에게 기회를 제

공하고 성과가 있어야 한다’라는 기준은 대다수 대학에서 달성하기가 힘든 것

으로 나타났다. 치과대학이 모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단과대학이기 때문에 독

립적으로 학생 선발 원칙을 만드는 것은 힘들며, 결과적으로 다양한 배경의

지원자를 선발하기가 어려웠다(참여자 b, c1, e2, f, g, h1).

학생 선발 기준에 단과대학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한정되어 있어요. 치평원 기

준상으로는 그것(학생선발 기준의 취지)은 이해를 하지만, 단과대학의 입장이 본

부에 전달이 되고, 그런 것들이 학생을 선발할 때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개념으

로 쓰기는 썼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제약이 돼서 이게 어렵죠. (참여

자 b)

학생 선발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사실 학생 선발은 우리 영역을 조금 벗어나는

영역이거든요. 모 대학이 규정을 짓고 있으면, 사실 다양한 변화를 주기가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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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워요. (참여자 c1)

‘학생 선발에서 다양한 배경의 지원자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성과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학교가 개별적으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교육부에 얘기해서 ‘모든

의사들에 있어서도 고른 기회 전형을 도입하기 위해 학교에 있는 정원내에서 뽑

게 하지 말고, 정원외로 몇 명을 학교가 원하는 기준 안에서 뽑게 해달라’고 요청

해야죠. (참여자 e2)

선발 원칙은 지역 균형, 이런 것이 있고, 농촌 지역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것들은

치과대학의 자체의 의지도 있지만 학교의 정책이 있어요. 그것은 학교에서 그런

것을 해야 가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학교나 하려고 해요. 학생 선발은 크게 신경

쓰이는 부분이 아니고, 모 대학에 따라가는 것이라서 큰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러

면 진짜 필요로 하는 학생을 뽑을 수 있냐, 그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많아요. 뽑을

때 이틀 이상 학생들 면접하는 학교도 있잖아요? 그렇게 운영을 한번 해보자고

하면 본부에서 싫어하고 그래요. 한계가 많다고 그러고, 보안 문제도 그렇고, 쉽

지가 않더라고요. (참여자 f)

가끔 (학생 선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모 대학에 얘기를 하죠. 그런데 큰 차이

는 없죠, 퍼센트 정도죠. ‘우리가 이런 학생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뽑겠습니다’라고

(모 대학에) 요구하지도 않고 요구한다고 (모 대학에서) 받아들일까요... (참여자

g)

학생 선발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게 좀 문

제가 있어요. 본부 입학과에서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참여자 h1)

4) ‘교수’ 영역

(1) ‘교수’ 영역에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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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영역에서는 ‘의료인문학 및 치의학교육 전임교수 채용’, ‘교육 프로그

램의 참여 증가’라는 변화가 나타났다<표 Ⅳ-28>.

<표 Ⅳ-28> ‘교수’ 영역에서의 변화

① 의료인문학 및 치의학교육 전임교수 채용

‘교육목적에 적합하도록 기초치의학, 임상치의학, 의료인문학을 포함한 치의

학교육 전임교수를 확보하여야 한다’라는 기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치의학

교육 전임교수(참여자 c2)나 의료인문학 전임교수(참여자 d2)를 채용하는 경우

도 있었다. 그리고 전임교수는 아니지만 치의학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연구교

수를 채용하는 경우도 이러한 기준으로 인해 가능한 일이었다(참여자 f).

인증기준에 계속 인문학이라든지, 학생임상교육, 교육학 전담교원 확보가 있어서

학장님께서 계속 노력을 하셔서 올해 9월부터 학생임상교육 전담교수로 발령받은

분이 오세요... 국립대학교가 융통성이 적은 체제여서 인증평가의 권고사항이 없었

다면 설득력이 매우 떨어졌을 거예요. 본부라고 표현하는 전체 ○○대학교에 ‘치

과대학에서 이런 전담 교원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인증평가기준이다’라

고 하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거든요. (참여자 c2)

저희가 나아졌던 점은... ○○○과에 의료인문학에서 ○○○ 교수님이 계셨었는데

이런 인증기준이 있다 보니까 학교 내에서 의료인문학 ○○○ 교수님을 치의학과

로 모셔서 인증기준을 충족했던 게 있고요. (참여자 d2)

구분 변화 대학

의료인문학 및 치의학교육 전임교수 채용 C, D, F

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증가 B, C, D,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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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받는데 지금 학장님이 많이 노력하셔서 연구교수를 한 명 뽑았어요... 교육

학 전공하시는 학위가 있으신 분이라서 그분이 하시니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평가인증 준비 외에도) 채용한 이유가 그런 항목이 있잖아요, ‘교육을 전담하는

교원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기준 충족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전임교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참여자 f)

② 교육 프로그램 참여 증가

‘교수들에게 치의학 교육 관련 연수와 교수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라는 기준으로 인해 교수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때로는 필수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교수들

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참여자 b, c2,

d2, e2, f).

(기준에서 요구하기를) 교육과정에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게 일 년에 3시

간 이상인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학교가 그런 교육을 제공한다든지, 그

런 교육이 있는 데를 안내해서 듣게 해서... 학교의 입장에서는 해야 할 일들이 늘

었지만. 저희도 그것 때문에 어쨌든 많이 늘렸죠. 평가기준이 없었다면 안 하진

않았겠지만, 어쩌다 했겠지만, 강제적으로 딱 맞춰서 하진 않았겠죠. (참여자 b)

저희가 이것(‘교수들에게 치의학 교육관련 연수와 교수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

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기준) 때문에 학장님께서 신임 교원들에게 의무적으로 교

육·교수개발 프로그램에 연 2회인가 의무사항을 주셨어요. (참여자 c2)

인증평가와 관련해서는 인증평가단에서 요구하는 신임교수 교수법 시간이 제안되

어 있어서, 과거에 인증평가가 없을 때는 신임교수님들이 그 시간을 생각하지 않

고 그냥 교수법 세미나를 들었다면, 최근에는 인증평가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신

임교원들에게는 요구하는 시간만큼은 반드시 세미나를 듣도록 외부에도 보내드리

고, 그런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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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에게 치의학 교육관련 연수와 교수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

여야 한다’, 이 기준으로 인해 (교육에) 관심도 생기고, 독려도 되고, 기여가 되었

어요. 개인 교수들에게 이수하라고 분기별로 메일이 다 가요. (참여자 e2)

그런 것(‘교수들에게 치의학 교육관련 연수와 교수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신임 교수님들을 치의학교육학회에 보내려

고 하고, 우리 학교에서도 교수법이나 이런 강좌 많거든요, 거기에 참석하려고 하

시죠. (참여자 f)

(2) ‘교수’ 영역 변화의 장애 요인

‘교육목적에 적합하도록 기초치의학, 임상치의학, 의료인문학을 포함한 치의

학교육 전임교수를 확보하여야 한다’라는 기준의 영향으로 많은 치과대학에서

는 의료인문학 또는 치의학교육 전임교수를 채용하고 싶어 하였지만, 모 대학

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약을 받는 상황이었다(참여자 c1, c2, d1, d2, h1,

h2). 또한, 모 대학의 제한된 예산 지원도 교수 채용을 방해하는 요인이었다

(참여자 b, g).

의료인문학은 사실 저희가 갖춰가기가 쉽지 않아요...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저

희 학교만 해도 ○○명의 교수님이 임상, 기초 포함해서 나가시게 되는데, 저희들

본교에서는 ‘두 사람 나갈 때 한 사람 티오를 준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래서 저는 학장하면서 이 규정은 ‘의료분야를 담당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적용하

기가 어려운 거다’... 그것에 대한 본교적인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참여자 c1)

국립대학은 전임교원 확보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교수 배정을 받아도

그 전공을 한 교수를 뽑기가 어렵고. (참여자 c2)

국립대 같은 경우는 교수 충원에 있어서 정말로 제한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서 진짜로 약간 어떤 식이냐면, 제로섬인 거예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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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를 더 늘리면 저쪽 하나가 부족해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한 걸 알고

있고 더 채워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게 도저히 치과대학 단독의 힘만으

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여자 d1)

저희가 어려웠던 것은 3주기 때 ‘교육학 교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 기준이 있었

던 거 같은데, 저희가 국립대이다 보니까 티오를 받아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

서... 4주기 때도 채울 수 있을지... (참여자 d2)

치과대학에서 제일 큰 것 중의 하나가 전임교수 확보 문제에요. 그나마 전문대학

원 체제로 가서 그것을 활용해서 전체 치과대학의 교수 수가 늘어난 계기가 되었

어요. 그나마 그 티오를 유지하는 것도 지금은 어려워요. (참여자 h1)

의료인문학 이런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전담교수가 없다고 매번 지

적을 받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한계가 있는 항목이에요. (참여자

h2)

이상적으로 본다면,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가야죠(의료인문학 전임교수

를 채용해야죠). 각 대학마다 처한 현실이 있으니까 그런 게 가능하겠느냐라는 것

은 대학마다 다르겠죠. 갈수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포트가 줄어드는 게 사실

이에요. 모 대학도 죽겠다고 그러는데요. 반값 등록금 등등 하고요. ‘어떤 것을 해

주세요’, ‘이런 것을 바꿉시다’, 돈 들어가는 것을 말하면 어느 대학이든 ‘우리도

죽겠습니다’ 이래요. (참여자 g)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이런 다양한 교수님(교육학 전공 교

수)들이 많으면 좋긴 좋죠. 그렇지만 가령 대학의 예산이나 이런 게 한계가 있는

거고. (참여자 b)

모 대학의 제도와 예산의 제약 외에도 치과의사면허 소지자를 교수로 채용

하고 싶어하는 문화(참여자 c1)와 치과의사면허를 소지한 지원자가 부족한 것

도 교수 채용의 장애 요인이었다(참여자 c1,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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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윤리를 전공한 사람이 의대나 치대를 졸업하신 분들이 담당하면 좋은데 대

개 보면 그렇지 않고, 대부분은 일반 대학 출신자가 의료 영역에 관심을 두다 보

니까 그런 데 있어서 괴리가 없지 않아 있어요. (참여자 c1)

그런데 여전히 확보가 안 되는 교수는 여전히 확보를 못 하고 있어요... 기초치의

학 같은 경우는 ○○학에 지원한 DDS 후보자가 있었는데 대학 본부에서 안 뽑

아줬어요. 결국에는 뽑기로 했는데 그 사람은 다른 의과대학으로 갔어요. 몇 년째

공고를 냈는데 자원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도 마찬가

지죠. 기초치의학 교수가 자원이 없어요, DDS 출신이. (참여자 f)

5) ‘자원’ 영역

‘자원’ 영역에서는 평가인증제도가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며(참여

자 g), 모 대학의 지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나(참여자 h1),

평가인증제도의 직접적 영향으로 나타난 변화는 확인할 수 없었다.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평가인증이 도움이 되었다고 봐요. (참여자 g)

자원 이런 것(자원 영역의 평가인증기준)은 학교를 도와주는 것으로 생각해요.

‘이런 것이 운영이 되어야 한다’라고 평가를 함으로써 대학 본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차원에서 평가기준이 필요하죠. (참여자 h1)

평가인증으로 인한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지만 참여자들이 ‘자원’ 영역의 기

준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이유는 ‘자원’ 영역의 변화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공

간은 유형 자산으로 모 대학의 지원과도 연계되어 있어서 공간을 확보하기 어

려우며(참여자 c1, f), 그 외에도 정부가 정한 기준 때문에 새로운 공간을 마련

하려고 해도 논리적인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참여자 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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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는 등록금이 10년간 묶이면서 거의 뭐 학교 재정 지원이 어려워요... 교육부든

기재부든 가보면 저희 전공의 때부터 치과대학이 다른 대학에 비해서 교육부가

요구하고 있는 표준공간을 다 상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확장할

이유가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막상 치평원의 기준을 맞추려고 하면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아니면 자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우

리는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증축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본부에 요

청을 많이 하고, 교육부를 찾아가면서 해결을 하려고 해도 지금도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참여자 c1)

치의학도서관을 만들어 놓긴 했어요. 그런데 사서가 따로 없어요. (평가인증의 영

향이라기보다는) 시기(공간이 생긴 시기)가 맞아 떨어진 거예요. 이런 건 쉽지 않

아요. 공간을 몇십 평 되는 것을 마련하는 것은 돈 문제가 걸려 있어서 쉽지 않

죠. (참여자 f)

6) ‘임상교육 환경’ 영역

(1) ‘임상교육 환경’에서의 변화

‘임상교육 환경’ 영역에서는 ‘임상교육 담당 인력의 체계화’라는 변화가 나타

났다<표 Ⅳ-29>. ‘학생진료시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임상교수(외래교수 및

겸임교수 포함), 전임의, 전공의 등 인력의 운영체계가 있어야 한다’라는 기준

으로 인해 각 대학에서는 학생 임상교육을 담당하는 인력을 구조화하고 체계

화하였다(참여자 e2, g).

<표 Ⅳ-29> ‘임상교육 환경’ 영역에서의 변화

구분 변화 대학

임상교육 담당 인력의 체계화 E,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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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교육을 담당하는 임상교수, 전임의, 전공의 등 인력의 운영체계가 있어야 한

다’, 이 부분들은 조금 더 구조화, 체계화되었어요. (참여자 e2)

(임상교육 담당 인력이) 체계화되었다는 부분은 맞아요. 예전에도 그런 방향은 계

속 했죠. 학생들을 위해서 임상 외래교수들을 초빙해서 ‘봐주십시오’ 하고 해왔던

부분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체계화한 것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참여자 g)

(2) ‘임상교육 환경’ 영역 변화의 장애 요인

‘임상교육 환경’ 영역에서는 ‘임상교육 담당 인력 채용의 어려움’, ‘환자 수급

의 어려움’이란 변화의 장애 요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① 임상교육 담당 인력 채용의 어려움

임상교육 담당 인력 중에서 임상교육 전임교수와 외래교수를 채용하는 데 어

려움을 겪고 있었다. 치과대학에서 임상교육 전임교수를 채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는 병원의 영향이었다. 수익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병원 입장

에서는 진료보다는 교육을 담당하는 임상교육 전임교수를 병원 소속으로 채용하

기 힘들고(참여자 a2, f), 대학 소속으로 채용하려 해도 임상교육 전임교수의 급

여를 보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참여자 h1).

환자 중심 진료를 하려면 사실은 환자에게 어떤 술기를 전달한다, 이게 아니라

환자와 함께 진료 과정을 결정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학생들한테 술기

지도하기도 바쁜데... 슈퍼바이저의 숫자나 질이 너무 적은 거 같아요. 적어도 학

생이 환자를 보는 동안 충분히 봐줄 만한 수나 이런 게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또 병원에서 (슈퍼바이저를) 안 뽑죠. (참여자 a2)

진료실의 전담교수는 아직 확보를 못 했어요. (확보를 하지 못한 이유는) 병원의

수익 구조 때문인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 소속으

로 하면 강의가 있고, 논문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뽑아도 예를 들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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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 다 커버를 할 수가 없거든요. (참여자 f)

(학생 임상교육 전임교수를) 뽑으려고 공채를 냈는데 지원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못 뽑았어요. 병원에서 받는 월급까지 합친 월급을 대학에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

데 그런 사례가 없어서 어려워요. (참여자 h1)

또한, 비수도권 대학에서는 임상교육을 담당하는 외래교수 지원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서 외래교수를 충원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참여자 d1,

h2).

그런데 외래 교수라든지 인력을 모으는 데 있어서 너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

를 들어서 서울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졸업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지역에서의

외래 교수를 모으고 그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수행하고 하는 게 크게 문제가 없

을 텐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지역에 사실 (자리) 잡고 있는 졸업생들이 아주 제

한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인력적인 측면에서 너무나 제한이 있어

서 매우 개선하기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참여자 d1)

임상교수 등 운영체계가 있는데 지원율이 떨어져서 외래교수가 없어지고 있는 게

문제죠. 오시는 분들에게 대우도 못 해주고 미안한 면도 있고요. (참여자 h2)

② 환자 수급의 어려움

‘역량 달성에 필요한 환자를 공급하여야 한다’라는 기준에 대해 거의 모든

치과대학이 어려움을 호소하였다(참여자 a2, c2, d1, e2, f, h1, h2, i).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의료법상으로 불법이고, 치과병원에 내원하는 환자가 학생

진료를 받는 경우도 적어서 ‘풀리지 않는 문제’(참여자 a2), ‘난공불락’(참여자

c2), ‘법을 만들어야 해요’(참여자 e2)란 표현처럼 치과대학 단독으로는 달성하

기 힘든 기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문제는 ‘역량 달성에 필요한 환자를 공급하여야 한다’라는 것, 이것은 인증평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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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풀리지 않는 문제에요. (참여자 a2)

‘역량 달성에 필요한 환자를 공급하여야 한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 이것은

모든 치과대학에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요. 의료법에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환자 공급을 공식적으로 홍보하는 거. 그래서 이건 정말 난공불락이더라고요. (참

여자 c2)

문제는 저희는 ‘역량 달성에 필요한 환자를 공급하여야 한다’, 이것도 너무 현재

문제가 많거든요. 뭐냐면... 기본적으로 찾아오는 환자 중에 학생진료에 대한 동의

비율이 되게 낮고... (참여자 d1)

‘역량 달성에 필요한 환자를 공급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치평원이든, 치과의사협

회든, 학장협의회든 법을 만들어야 해요, 미국처럼. 학생 진료 수가에 대해 책정

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면, 어떤 진료를 받더라도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학생

들의 영향력이 높아지겠죠? 가격을 낮추고 지도의 감독하에 진료를 받는다고 하

면 교육병원도 명분이 서죠... (참여자 e2)

‘역량 달성에 필요한 환자를 공급하여야 한다’ 이것은 진짜 역량 달성을 하기 위

해서 환자를 많이 봐야 하는데... 이것은 인증평가 설명회 할 때 많이 질문이 나오

는 건데, 이거 대답하는 사람도 대답 못 해요. (참여자 f)

학생들이 역량을 달성하려면 충분히 실험실습실에서 연마를 해야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직접 환자를 볼 기회가 주어져야죠. 지금 시스템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쉽

지 않아요. 대학병원에 오는 환자는 기대치가 이만큼 높은 환자인데 학생들에게

똑같은 조건에서 (진료를) 받으려고 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수가 조금 낮춘다

고 하지만 그것도 아니잖아요(효과가 없잖아요). (참여자 h1)

인증평가 때문에 학생 진료가 필수조건이 되어서, 아마도 모든 대학이 그랬을 것

같은데요, 학생들이 환자 구하는 것이 어렵고, 특히 지방대학은 그런 게 많이 있

어요. (참여자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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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달성에 필요한 환자를 공급하여야 한다’ 그것도 큰 문제죠. 여기(○○ 치과

대학)도 마찬가지죠. (참여자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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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에 의한 동형화와 디커플링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로 인해 치과대학마다 다

양한 변화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변화를 동형화와 디커플링 개념을 활용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가. 동형화

DiMaggio와 Powell(1983)은 제도적 환경에 놓인 조직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받아들이면서 서로가 닮아가는 현상을 동형화라고 하

였으며, 이를 강압적·모방적·규범적 동형화로 분류하였다. 장덕호(2009)는 동형

화에 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동형화 유형에 대한 판단의 준거를 <표 Ⅳ-30>

과 같이 제시하였다.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에 의한 치과대학의 변화를 이

준거에 근거하여 판단하고자 한다.

<표 Ⅳ-30> 동형화 유형과 판단의 준거

출처: 장덕호(2009, p.129)

동형화 유형 판단의 준거

강압적
동형화

Ÿ 조직에 대한 공식적, 비공식적 압력이 존재하는 경우

Ÿ 조직에 대한 효과적 감독 및 감시, 처벌이 존재하는 경우
Ÿ 강제력 행사 주체가 정당성과 권위를 갖춘 경우

Ÿ 국제기구의 압력이 있거나 사실상 물리적 강제가 있는 경우

모방적
동형화

Ÿ 핵심적 기술 및 조직목표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한 경우

Ÿ 조직환경이 불확실하여 향후 조직방향 설정이 곤란한 경우
Ÿ 비교적 성공했다고 인정받는 조직을 벤치마킹하는 경우

Ÿ 선도국가의 모범사례를 경험적 검증 없이 수용하는 경우

규범적

동형화

Ÿ 제도의 도입에 관한 전문가들의 이론화 시도가 있는 경우

Ÿ 정책결정자들에게 제도 도입을 위한 정당성 논리 제공이 있는 경우
Ÿ 관련 업무 종사자들 사이에 전문직업화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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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에 의한 치과대학의 변화는 세 가지 동

형화 유형 중에서 외부 환경이나 사회의 문화적 기대가 특정한 방식의 변화를

따르도록 요구하는 강압적 동형화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의 치의

학교육 평가인증제도의 법적 근거와 면담 참여자들의 인식에서 강압적 동형화

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는 고등교육법과 의료법의 영향을 받는다. 고등교

육법 제11조의2 제2항에 의해 치의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고<표 Ⅳ-31>, 의료법 제5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해 치

과의사면허 국가시험은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다<표 Ⅳ-32>. 이와 같은 법적 근거는 치과대학 졸업생이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에 영향을 줌으로써 제도적 압력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조직에 대한 공식적 압력이 존재하는 경우’는 강압적 동형화의 준거에

해당하며,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가 강압적 동형화라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지지한다.

<표 Ⅳ-3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11조의2(평가 등) ①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교육과 연구, 조

직과 운영, 시설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학교의 신청에 따

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학과·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
다. 다만,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2.>

③ 교육부장관은 관련 평가전문기관,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 학술진흥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정부가 대학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

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평가 또는 인증, 제3항의 인정기관의 지정과 제4항의 평가 또는 인증 결과의 활

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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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2> 의료법 제5조

면담 내용 중 ‘이것(평가인증)을 안 지키면 법으로 국시를 칠 수 없는 학교

가 된다’(참여자 a2), ‘인증평가가 강압적이기 때문에’(참여자 f), ‘무조건 해야

지’(참여자 h2)란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면담 참여자들은 치의학교육 평

가인증제도의 강압적 측면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가 가진 공식적인 압력을 구성원들이 인지하고 받아들인 것으로

서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가 실질적으로 강압적 동형화로 작용하였음을 지

지하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평가인증기준이 바뀌면 대학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영향력 있죠. 가장 큰 힘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2. 2. 1., 2019. 8. 27.>

1. 「고등교육법」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

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

고 의학사ㆍ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

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3.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

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②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
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

을 수 있다. <개정 2012. 2. 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

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

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전문개정 2008.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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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예요. 이것을 안 지키면 법으로 국시를 칠 수 없는 학교가 된다, 이게 정말

대단한 거죠. (참여자 a2)

어쨌든 인증평가가 강압적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개편해야 한다는 당위성, 힘을

얻었죠. 그래서 교육과정 개편을 쉽게 할 수 있었죠. (참여자 f)

치과의사를 키우는 것은 학교 내에서 평가기준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 이왕에

해온 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는... optional이었던 것이 mandatory가 된 것이죠.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된 것은 굉장히 짜여지고(체계화되고), 기준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순기능이에요. 사실 예전에는 조금 느슨한 면도 있었거

든요. (이제는) 무조건 해야지, 안 그러면 미흡으로 체크가 되니까요. 그것은 좋은

기능인데요. (참여자 h1)

하지만 모든 변화를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에 의한 강압적 동형화로 설명

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보건의료 교육 분야에서 역량을 강조하는 세계적 추

세 때문에 역량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지도·상담체계를 강조하는 교

육 분야의 추세에 맞게 지도·상담체계를 갖추는 것은 참여자 c2의 말처럼 평

가인증제도가 일부 역할을 한 것이다. 교수들의 교육 프로그램 참여가 증가한

것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권장하는 모 대학의 제도 때문일 수도 있

다(참여자 d2). 그런데도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의 부정적 영향 중 좌절감과

압박감이라는 심리적 부담은 평가인증제도의 강압적 측면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논의를 종합하면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는 강압적 동형화라는

기제로 치과대학에 변화를 야기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학생 교육과정에서 특히 졸업생 역량과 관련해서는 치의학교육 인증

기준도 그렇고, 최근에 의학교육이나 치의학교육의 세계적인 추세가 ‘결국은

performance를 얼마나 할 수 있느냐’로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흐름인 것 같

아요. (참여자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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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체계, 전문상담체계는 인증평가 기준도 역할을 많이 했고, 이것은 전체적인

대학교육의 추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37, 38은 인증평가기준 때문이라기는 좀

그렇고, 인증평가가 역할을 일부 했다고 보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참여자 c2)

교수법 관련해서는 ○○대학교 전체 기준에서 5시간을 권장하고 있어서 사실 인

증평가랑 상관없이 요새 대학교의 흐름상 대학교에서 모든 교수님들이 1년에 5시

간씩 교수법 세미나를 듣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요. (참여자 d2)

한편, 강압적 동형화 외에 성공한 조직을 벤치마킹하는 모방적 동형화는 한

사례밖에 확인할 수 없었으며(참여자 h2), 전문가집단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규

범적 동형화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학생의 환자 진료 케이스가) 늘었죠. 여기서(기준에서) 구체적으로 몇 케이스를

해야 한다는 것은 없지만, 조금 잘하는 대학들을 봐서 몇 케이스를 어떻게 하는

지를 벤치마킹해서 하죠. (참여자 h2)

나. 디커플링

심층면담을 통해 치과대학에서 평가인증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받아들이지만

실제로는 제도의 취지대로 이행하지 않는 현상을 확인하였고, 이는 제도와 실

제의 괴리라는 디커플링이라 할 수 있다. 디커플링 현상은 ‘교육철학과 교육목

적’, ‘리더십 프로그램’, ‘역량을 반영한 강의계획서 작성’, ‘환자 공급’과 관련해

서 확인할 수 있었다.

1) 교육철학과 교육목적

‘사회에 대한 책임을 반영한 교육철학과 교육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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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준의 내용설명에는 ‘치의학교육 프로그램의 모든 구성원이 교육철학과

교육목적을 인지하고 자신의 위치에서 실천방안을 이해하여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교육철학과 교육목적은 소수가 아닌 모든 구성원

이 참여해서 만들고 공유해야 하는 것이다. 참여자 e2는 오랜 기간 교육철학

과 교육목적을 공유하는 과정을 거쳐서 구성원의 인식 변화가 나타났다고 하

였고, 이러한 변화는 위의 기준이 적절하게 반영된 변화이다.

‘우리 ○○대학이 추구하는 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 교수들은 ‘우린 ○○○○를

추구하지’, 이건 아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end in view’라고 하는 개념

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진행할 때 처음에 생각할 때의 목표가 더

구체화되어 가는 부분도 있고... 진행하다 보니까 내가 몰랐던 부분이 있어서 약간

은 변경 수정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학교의

미션이나 비전을 구성원들이 공유를 하느냐, 그게 있어야만, 예를 들면 졸업성과

를 도출하고 과정 성과, 수업 세부 학습 성과를 도출하고... 결국 인증평가제도를

통해서 좀 더 구성원들이 그런 체계로 되어 간다는 것에 대해서 (공유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왔어요. (참여자 e2)

하지만 참여자 a2는 A 치과대학의 교육철학과 교육목적에 대해 구성원들이

합의한 결과물이라기보다는 그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차용하여 게시

하는 데 그쳤다고 하였다. 참여자 i는 I 치과대학의 교육철학과 교육목적이 추

상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이 다르며 온전하게 이해하기 힘

들다고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평가인증기준의 본래 취지와 실제의 디커플링

이다. 교육철학과 교육목적을 표면적으로만 수용한 치과대학은 평가인증기준

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완충하기’ 전술의 ‘회피’ 전략을 활용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1영역이 교육철학과 관련된 것이잖아요? 첫 번째 교육철학과 교육목적 그리고 그

것을 통해서 도출되는 인재상에 대해서 합의된 바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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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어떤 인재상을 목표로 한다’ 이것을 합의한 바가 없어요. 제 생각에 교육

철학과 핵심가치는 있죠, 좋은 말 갖다가 붙였죠... 교육철학을 구성원들에게 이해

시키는 방법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 보여

주든지 강제해야 하는데... 그냥 좋은 단어 붙이고 학교 벽에 붙이고 그것으로 끝

인 거죠. (참여자 a2)

우선 1번 기준(‘사회에 대한 책임을 반영한 교육철학과 교육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이 문장을 읽고 받아들이는

quality가 사람마다 다 다를 거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그

렇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교육철학과 목적이) 구체

적으로 그려져야 하는데 (지금은) 봉사하는 뭐... (이렇게) 너무 추상적이니까 만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참여자 i)

교육철학과 교육목적에서 나타난 디커플링 현상은 교육철학과 교육목적을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고 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과정이 부족하여 나타난

결과이다(참여자 a2, i).

교육철학과 교육목적 이런 것을 세뇌를 시켜야 하거든요. 그 조직이 그것을 가지

고 있다면 ‘우리는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세뇌를 시켜야 하는데 사실 세뇌를 안

받았죠, 우리는(웃음). (참여자 a2)

그러니까 교육 이념이 되려면 교육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이게 어떤 그림

인지 이해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교육 이념을 같이 만들어야죠. 혼자

만들면 안 와닿거든요. (참여자 i)

2) 리더십 프로그램

‘교육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성원의 리더십을 발전시키기 위한 프

로그램이 있어야 한다’라는 기준과 관련해서도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났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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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들에게 적합한 리더십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기보다는 기존의 프로

그램 제목에 ‘리더십’이란 단어를 포함하는 방식의 형식적 대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참여자 c2, d1, e2, f, h2). 이는 불응을 위장하는 ‘숨기기’ 전술의 ‘회

피’ 전략으로 판단할 수 있다.

신임교원들, 교수님들 기존에 보통 1년에 2번 워크숍 하거든요. 그럴 때 솔직히

제목을 갖다 붙이는 것이죠. 외부인사 초청하면서 ‘리더십 함양을 위한 워크숍’.

사실 제가 보기에는 ‘기준을 위한 기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여자 c2)

학교 구성원들 전체에게 있어서 치의학교육이라는 그 전문교육 말고 그 외에 이

루어지는 다양한 교육들이 다 도움이 되는 교육들인데, 그런 것을 리더십이라고

딱 한정을 하다 보니까 억지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가 성격 분석

에 관한 것을 했는데도 ‘리더십과 연관된’ 이런 식으로 제목만 갖다 붙이는 거죠.

증빙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참여자 d1)

예를 들면 ○○○○년도에 ‘주임교수의 역할, 보직교수의 역할’ 이런 교육을 했는

데... 인증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목에 없어서. 그래서 전체 교수 워크숍 이름

을 바꿨어요. ‘○○○○ 리더십 워크숍’으로. (참여자 e2)

... 나중에 보고서 쓸 때 보니까 리더십이 부족한 거 같으니까 이것저것 끌어다가

맞추자, 이런 형식적인 게 있죠. (참여자 f)

봄·가을로 워크숍을 할 때 워크숍 책에다가 ‘리더십’이라는 말을 다 집어넣었어요.

(참여자 h2)

‘리더십’이란 용어를 제목에 넣는 방식으로 형식적인 대응을 하는 이유는

‘리더십’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하기 때문이었다(참여자 e2, f, h2). 리더십을 어

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프로그램의 내용뿐만 아니라 평가자의 평가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평가인증을 준비하는 치과대학의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을 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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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리더십’이라는 분명한 용어를 제목에 넣는 선택을 한 것이다.

교육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성원의 리더십을 발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이 있어야 한다’ 이것에 대한 문제가 뭐냐면 이 ‘리더십’이라는 것을 어떻게 개념

화하고 이미지화하느냐는 것이에요. 그게 없는 상태에서 실제로 인증평가를 하게

되면 ‘리더십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참여자 e2)

리더십 프로그램이 ‘리더십을 기르기 위해서 적어도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럼 그게 뭐냐’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

요. (참여자 f)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애매한 거예요. ‘자기 발전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리더십인가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리더십을) 스스로 개

발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꼭 어디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도 그렇고요

(애매하고요). 기준이 애매해서 이게 리더십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성원이

라는 말도 애매하고, 또 구성원이라는 말이 (기준에) 많이 나오거든요. (참여자

h2)

3) 역량을 반영한 강의계획서 작성

‘교육과정’ 영역에서 역량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역량을 반영하여 강의계

획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하게 된 점은 평가인증으로 인한 긍정적 변화였다. 역

량을 반영한 강의계획서를 작성하려면 단순히 역량만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 내용, 역량, 역량 평가가 일관성 있게 작성되어야 하며, 주기적으로 평가

하고 개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참여자 a2는 한번 작성된 강의계획서

를 다음에도 그대로 활용하고, 참여자 i는 수업 내용과 역량을 형식적으로 매

칭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역량에 관한 요구를 일부 수용하였으나 근본

적인 변화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완충하기’ 전술의 ‘회피’ 전략으로 해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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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평가인증으로 인해) 제일 먼저 바뀐 것은 강의계획서에요, 제가 느끼기에. 강의

계획서가 교육목표, (그리고) 루브릭이라고 하나요? 과정에서 거쳐야 할 것들, 이

런 것을 체계적으로 작성하도록 요구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것을 만드셨던 분

은 고생하셨을 거예요. 사실 그다음부터는 해당 교과목은 그냥 작년 거 다시 쓰

고 다시 쓰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크게 달라졌다고 느끼는 게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참여자 a2)

(역량은) 다 있어요. (하지만) 행정적으로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안 되어 있어

요. 웹에 만들어 놨어요. 수업계획표 입력할 때 역량을 배당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수업 상황을 상상해서 입력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그렇게 안

하니까요. 분배하라니까 requirement에 맞춰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게(역량과

수업)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어요. (참여자 i)

역량을 반영한 강의계획서 작성에서 나타난 디커플링 현상은 교수가 강의계

획서에 반영된 내용을 실천한 후 이를 스스로 평가하고 피드백하는 과정이 없

어서(참여자 a2), 강의계획서를 행정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경향 때문

에 나타났다(참여자 i).

그래서 강의계획서 만드느라고 굉장히 힘들어했던 거 같은데, 문제는 그 역량에

맞춰서 그게 되고 있는지를 계속 다시 피드백하고, 좀 더 어떻게 역량을 잘 발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그것을 교수 개개인이 스스로 다시 피드백하고, 스스

로 고치고, 이러지 못했던 거 같아요. (참여자 a2)

(강의계획서가) 교육철학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행정적으로

만 처리되니까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참여자 i)

4) 환자 공급



- 142 -

‘역량 달성에 필요한 환자를 공급하여야 한다’라는 기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환자 공급의 책임은 치과대학에 있다. 하지만 학생에게 진료받길 원하는 환자

수가 부족하여 학생들은 지인을 데리고 오는 방식으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

상진료를 수행하고 있었다(참여자 d1, h2, i). 이러한 현상은 치과대학의 책임

을 학생에게 전가하고 잘못된 관행을 방치한 것으로 제도의 근본 취지와 맞지

않는 디커플링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치과대학은 ‘숨기기’ 전술의 ‘회피’

전략을 활용한 것이다.

... 병원 입구에다가 우리는 이런 식의 학생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

고는 있지만, 실제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대학병원에 오는 환자 중에 학생진료에

동의하는 비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학생 본인도 이 지역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

고 자기가 차비를 다 대줘가면서 부모님들이나 자기 친구를 데리고 와서 해야 하

는데... 어떻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참여자 d1)

(학생들이) 상호 하기도 하고, 어디 가서 (환자를) 구해오기도 하고. 학생들이 지

인들을 구하거나... 지방대학에서 어려운 점이 있고요, 학생들에게 미안한 감정도

있어요. (참여자 h2)

‘역량 달성에 필요한 환자를 공급하여야 한다’ 그것도 큰 문제죠. 여기(○○ 치과

대학)도 마찬가지죠. 자기(학생)가 환자 데리고 와서 치료하고... (참여자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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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적 논의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대학

구성원의 인식을 확인하였고, 심층면담을 통해 평가인증제도에 의한 치과대학

의 변화와 변화의 영향 요인을 확인하였다. 심층면담 분석 결과 중에서 ‘평가

인증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평가인증제도의 전반적 영향’에 관한 내용은

설문조사 분석 결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가.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대학 구성원의 인식

1)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관심도는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 4.11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전체 평균 3.40점, 평가인증제도에 의한 치의학교육의

질 향상에 대한 인식은 전체 평균 3.39점으로 나타났다. 치의학교육 평가인증

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41명 중 36명(87.8%)이 그 이유에 대해 ‘대학의 강

점 및 약점 파악을 통한 대학의 발전 방향 모색’이라고 응답하였고, 치의학교

육 평가인증제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19명 중 8명(42.1%)이 그 이유에

대해 ‘형식적인 평가로 치의학교육의 질 개선에 기여하지 못함’이라고 응답하

였다. 면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치의학교육의 질 개선, 치의학교육의 질

보장, 사회적 책무성 실천, 국제적인 상호 교류 증가의 이유로 평가인증제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설문 결과와 면담 결과를 종합하면, 치과대학 구성원은 치

의학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평가인증제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하

지만 평가인증제도에 의한 치의학교육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충

족되지 못하여,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관심도에 비해 필요성과 질 향상에 대한

인식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평가인증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인증제도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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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으로 치의학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Blouin과

Tekian(2018)은 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의학교육의 질 향상

을 통해 환자에게 최적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평가인증제도는

의과대학이 CQI 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고 하였다. 마찬가지

로,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는 치과대학 내에 CQI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여

치의학교육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평가인증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구성원의 인

식을 제고해야 한다.

평가인증 준비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가 평가인증

기준을 충족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24명(33.3%), ‘평가인증을 준비하는 교수

및 직원 등 인적 자원 확보의 어려움’ 18명(25.0%), ‘항목별 자료 수집 및 정

리에 많은 시간 소요’ 16명(22.2%), ‘평가인증기준을 이해하기 어려움’ 10명

(13.9%) 순으로 응답하여 평가인증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설문 결과는 면담을 토대로 밝힌 평가인증제도의 부정적

변화(자료 준비 부담, 심리적 부담, 평가인증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와 그

영향 요인(참여 인력 부족, 짧은 인증기간, 달성하기 힘든 기준, 명확하지 않

은 기준, 엄격하지 못한 평가, 평가인증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인식 차)의 내

용과 상당히 부합한다. 특히 평가인증기준에 초점을 두면, 참여자 d2는 정성적

으로 평가하는 기준의 경우 피평가기관에서 어느 정도가 평가인증기준을 충족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다양한 자료를 준비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인해 평가자마다 다르게 평가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평가인증제

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형성되었다는 사례도 면담 내용에서 확인한 바 있

다. 정성평가는 대학의 특수성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지향해야 할 평가 방식

이지만 평가자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김상철 외, 2017). 결국,

평가인증기준과 관련한 혼란과 어려움은 정성평가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평가자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여 나타난 현상이다. 치

의학교육 평가인증체제에 대한 메타평가에서도 기준과 평가자에 대한 문제점

을 지적하였는데, 평가인증 기획 및 연구 인력의 충분성과 전문성, 기준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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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성 및 일관성에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하였다(김주아 외, 2020). 이를 종합

하면, 평가인증기준과 평가자는 평가인증제도가 성공적으로 작용하기 위한 핵

심 요인으로 앞으로 중점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평가라는 거 자체가 기본적으로 정량적 평가일 때는 ‘내가 한다, 만다’라는 게 되

게 뚜렷한데, 수시 그런 것처럼 정성적인 평가일 때, 특히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정량적으로 채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번을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완벽한 것을 하는 것보다는 자잘한 실적들을 제출함으로써 자신의

질적인 부분을 증명하고 싶어 하게 되는 것이 인증평가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태

도인 것 같아요. (참여자 d2)

면담 내용에서 평가인증을 준비하는 데 있어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실적의 압박과 일부 교수들의 무관심한 태도

로 인해 평가인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수를 확보하기 어려웠으며, 비수

도권 대학에서는 평가인증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의 절대적 수가 부족한 것으

로 나타났다. 평가인증에 참여하는 인력이 부족한 경우는 타 분야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단순히 참여를 독려하는 것보다는 경영 분야의 전략을 활

용하는 것도 좋은 대처 방안이 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Calegari 등(2015)은

‘긴급함을 조성한다 – 강력한 혁신팀을 구성한다 – 비전을 세운다 – 참여

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한다 –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 단기

간에 성과를 낸다 – 변화를 늦추지 않는다 – 조직에 변화를 정착시킨다’는

Kotter의 8단계 변화관리 모형이 교수의 평가인증 참여를 촉진하는 좋은 전략

이라고 하였다.

항목별 자료 수집 및 정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평가인

증이라는 제도가 갖는 한계점이기 때문에 평가기관과 피평가기관 모두의 노력

이 필요하다. 평가기관은 자료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피평가

기관은 H 치과대학의 사례(참여자 h2)와 같이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모범 사례로서 스토니브룩 의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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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ny Brook University)에서는 평가인증을 포함한 핵심역량지표를 설정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

(Shroyer et al., 2016). 치과대학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자료

준비의 부담을 줄이고, CQI 체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피감기관(○○ 치과대학)에서도 웹디스크도 만들어서 다 디지털 자료를 올릴 수

있도록 했는데, 해마다 당해연도에 운영진에서 거기에 맞도록 (자료를) 올려놓으

면요, 앞으로는 평가가 이 틀에서 될 거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만 된다면, 제가 적

어도 평가기준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준비하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디지털화

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들만 조합해서 정리만 해서 프린트해서 책 만들면 되니까,

다음에는 훨씬 더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플로 차트 같은 것을 잘 만드

시는 교수님이 계셔서 엑셀로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블록블록해서 각 영역별로

한글 파일 같은 것을 올려놓고, 이것을 몇 번씩 자꾸 리뉴얼해가면서 최종적으로

편집해서 이번에 뽑았죠. (참여자 h2)

2) 자체평가에 대한 인식

자체평가를 담당하는 위원들에 대한 교육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 3.18점으로 나타났다. 교육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15명 중 5명

(33.3%)은 ‘대학 차원에서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의 참여 기회를 보장받지 못

함’, 4명(26.7%)은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부족으로 인한 참여 기회 제한’이라

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자체평가를 준비하는 위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연수 프

로그램을 확대하고 교수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자체평가 수행 시 예산 지원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

2.67점, 자체평가를 위한 대학 구성원의 협조도는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 3.53

점, 자체평가 수행에 대한 리더십의 관심도는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 4.00점으

로 나타나, 리더십의 관심도는 높지만 이에 비해 구성원의 협조도는 낮고, 특

히 예산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자체평가 참여자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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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시스템이 없는 현 상황에서 리더십은 자체평가에 일정 정도의 예산을 지

원할 필요가 있다.

3) 현장방문 평가에 대한 인식

현장방문 평가 시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서 총 72명 중 43명(59.7%)이 ‘평가

요소에 대한 평가단과의 의견 차이’라고 응답하였다. 4명으로 운영되는 현장방

문 평가단 수의 적절성에 대해서 총 72명 중 51명(70.8%)이 적절하다고 응답

하였고, 2일 동안 진행되는 현장방문 평가 기간의 적절성에 대해서 총 72명

중 56명(77.8%)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대학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대학기관 평가인증에서는 평가 기간이 부족

하다고 하였는데(김상철 외, 2017),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치과대학을 대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

인다. 현장방문 평가단의 수도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서 앞으로는 평

가 기간과 현장방문 평가단의 수보다는 현장방문 기간 동안 평가를 어떻게 진

행할 것인지, 현장방문 평가단의 구성 인원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에 대해

초점을 두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치과대학 교수로만 구성

된 현장방문 평가단은 이해관계의 충돌 우려가 있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임기영 외, 2011). 그

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점을 두고 개선해야 할 부분은 자체평가위원과 방문평

가단과의 평가 요소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다.

4) 결과 공개에 대한 인식

평가인증 결과를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자체평가 보고서, 평가단의

평가인증종합보고서, 최종 판정 결과(인증기간 및 미충족 영역 등)라고 정의했

을 때, 이 모든 내용을 전부 공개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5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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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전체 평균 3.53점으로 공개에 대한 의견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평가인증

결과를 전부 공개하는 것에 찬성한 총 41명 중 39명이 그 이유에 대해 응답하

였고, 응답한 39명 중 20명(51.3%)은 ‘대학의 책무성 강화’, 9명(23.1%)은 ‘대학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전부 공개에 찬성하는 이유라고 하였다. 평가인증 결과

를 전부 공개하는 것에 반대한 총 18명 중 8명(44.4%)은 ‘대학 발전을 위한

내부 피드백에 중점을 두기 위해’, 또 다른 8명(44.4%)은 ‘평가 지상주의 우려

로 인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사회적으로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대학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요

구가 높아서 앞으로 평가인증 결과를 전부 공개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높

아질 것이다(임기영 외, 2011). 대학의 평가결과는 대학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

치기 때문에(김순우 외, 2010) 대학 입장에서는 평가 지상주의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을 우려하여 평가인증 결과를 전부 공개하는 것에 대해 반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주장은 타당성을 갖는다. 하지만 많은 우려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서는 대학의 자체평가 또는 외부평가를 포함한 정보가

‘대학알리미’ 사이트에 공개되는 대학정보공시제를 시행하고 있다(김경회, 이

경호, 2011). 평가인증 결과 공개에 대한 논의는 국내 평가인증제도 도입 초기

부터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안덕선, 이경아, 2003) 사회적 요구와 시대적 흐름

을 생각한다면 평가인증 결과 공개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

5) 평가인증제도 개선에 관한 인식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총

72명 중 28명(38.9%)은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대학 구성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14명(19.4%)은 ‘치의학교육평가원의 체계적인 모니터링’, 9명

(12.5%)은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내 별도의 평가조직 신설’, 4명(5.6%)은

‘평가인증 결과의 전부 공개’라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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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질문을 통해서도 제도적 측면, 평가인증기준 측면, 자체평가 측면에

서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의 개선점을 확인하였다.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해

야 할 사항은 ‘평가자마다 다르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서 평가자에 대한 교

육을 강화해야 한다’ 3명, ‘평가인증기준에 대한 대학 구성원의 교육이 필요하

다’ 3명, ‘일률적인 평가가 아닌 대학 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해야 한다’ 3명,

‘대학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3명, ‘짧은 인증 기간

으로 준비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인증 기간을 늘려야 한다’ 3명, ‘평가인증과

국가고시를 모두 시행하는 것은 평가인증에 대한 당위성을 약화시키고 업무를

가중시키는 것이므로 조정이 필요하다’ 3명의 의견이 있었다. 평가인증기준 측

면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17명(43.6%),

‘달성 가능한 기준이 필요하다’ 9명(23.1%), ‘기준의 이해를 돕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4명(10.3%)의 의견이 있었다. 자체평가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

에 대해서는 ‘교수들의 업무가 과중하여 지원 방안 필요’ 6명(54.5%), ‘준비 서

류의 간소화’ 5명(45.5%)의 의견이 있었다.

이를 종합하면, 제도적 측면에서는 평가기관의 평가자 대상 교육뿐만 아니

라 피평가기관인 치과대학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인증제도와 기준에 대

한 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각 치과대학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학 간 특성을 반

영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평가인증기준 측면에서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달성 가능한 기준을 제시하며, 기준의 이해를 돕는 상세한 가이

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 자체평가 측면에서는 자체평가에 참여하는 교수들의

업무를 줄일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준비 서류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

다.

나.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의 영향

1) 평가인증제도의 영역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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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증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총 6개 영역 중 자원 영역을 제외한 5개

영역에서 변화가 나타났다<표 Ⅳ-33>. 자원 영역에서만 변화를 확인할 수 없

었는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대부분의 치과대학에서 평가인증 전에

자원 영역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이미 갖추고 있었거나, 평가인증제도가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 변화가 일어났거나, 평가인증제도만으로는 변화가 일어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9개 치과대학 중에서 I 치과대학에서만 변화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I 치과대학의 특성이

반영되어서라기보다는 면담 상황에서 참여자 i가 본인의 치과대학 교육 상황

을 비판적 시각으로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참여자 i의 면담 내

용으로는 변화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변화의 영향 요인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

다고 판단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I 치과대학에서 참여자 i를 보완해줄 수 있

는 면담 참여자를 구하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다.

<표 Ⅳ-33>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에 의한 치과대학의 영역별 변화

영역 구분
변화 대학

A B C D E F G H I

치의학

교육

프로
그램의

운영

교육철학 및 교육목적 재정립 ○ ○ ○

사회적 기여 활동 강화 ○ ○

보직 신설 ○

중·장기 발전계획 문서화 ○ ○ ○ ○

교육

과정

역량에 대한 인식 확산 ○ ○

교육과정의 체계화

역량 평가 체계화 ○ ○ ○ ○

역량에 따른 과목
재구성

○ ○

강의계획서의 체

계적 작성
○

교육 전담 조직 신설 ○ ○

학생의 환자 진료 증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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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영역에서 나타난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치의학교육 프로그

램의 운영’ 영역에서 나타난 변화는 ‘교육철학 및 교육목적 재정립’, ‘사회적

기여 활동 강화’, ‘보직 신설’, ‘중·장기 발전계획 문서화’였다. 교육(education),

교육과정(curriculum), 수업(instruction)에 대하여 목적(goal)과 목표(objective)

에 따라 위계를 나누면 ‘교육철학-교육목표-교육과정목적-교육과정목표-수업

목적-수업목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중에서 교육목적이 가장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개념으로 교육이념, 사명 또는 교육철학에 해당한다(이성호, 2009).

이러한 위계를 고려할 때 교육철학과 교육목적을 재정립하였다는 것은 치의학

교육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치의학교육의 체계와 연계성을 갖추기 위한 근간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여 활동을 강화한 것은 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한 것으로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의 설립 목적과도 일치

하는 변화이다. 중·장기 발전계획을 문서화하는 변화는 치과대학의 방향성을

정립하는 데 기여한 것이며, 보직을 신설하는 변화는 조직의 체계화에 도움을

준 것이다.

‘교육과정’ 영역에서 나타난 변화는 ‘역량에 대한 인식 확산’, ‘교육과정의 체

계화’, ‘교육 전담 조직 신설’, ‘학생의 환자 진료 증가’였다. 교육과정 영역의

변화에서 권한을 가진 교육 전담 조직, 리더십의 관심, 교육에 대한 사명감은

영역 구분
변화 대학

A B C D E F G H I

학생
예방 접종 및 건강 검진 체계화 ○ ○ ○

운영체계에 학생 참여 ○ ○ ○

교수

의료인문학 및 치의학교육 전임교수 채

용
○ ○ ○

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증가 ○ ○ ○ ○ ○

임상

교육
환경

임상교육 담당 인력의 체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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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촉진 요인으로, 후순위로 밀려난 교육, 역량에 대한 이해 부족, 교육

전문 인력 부족, 교수의 독립성은 변화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역량바탕

교육을 추구하는 치의학교육의 추세를 반영한 평가인증기준으로 인해 역량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즉, 역량을 강조하는 평가

인증기준에 의해서 역량에 대한 인식이 교수에게 확산되었고, 그동안 개별 교

수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교육이 역량 중심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역량을 중심

으로 과목을 재구성한 사례는 평가인증제도가 교육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

로 작용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와 같은 평가인증제도에 의한 교육과정의

변화는 공학교육(조성희, 2012)과 의학교육(김하원, 2017) 분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평가인증제도가 교육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한국치의학

교육평가원은 국제적인 치의학교육의 변화를 반영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과정에 대한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 영

역의 변화 중 치의학교육 전담 조직이 신설된 변화는 교육과정을 체계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치과대학 졸업 후 수련 과정 없이 환자를 보는 경우가 많

기 때문에 학생으로서 지도의의 감독하에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환자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평가인증으로 학생의 환자 진료가 증가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이다.

‘학생’ 영역에서는 ‘예방 접종 및 건강 검진 체계화’와 ‘운영체계에 학생 참

여’라는 변화가 나타났다. 치과 진료가 이루어지는 환경은 감염 가능성이 높은

특성이 있다. 고속의 핸드피스에서 나오는 에어로졸, 날카로운 주사바늘과 치

과기구는 치과 진료가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임상실습에 참여하는

치과대학 학생은 주사바늘이나 날카로운 기구에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으며,

혈액과 체액에 노출되어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황정환 외, 2011; Allison et

al., 2020). 임상실습에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는 치과대학 학생에게 예방 접

종과 건강 검진을 지원하게 된 점은 평가인증제도에 의한 바람직한 변화이다.

학생이 운영체계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점도 바람직한

변화이다. 학생은 교육의 핵심 이해관계자로서 교육에 대한 논의나 결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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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대학에서도 학생의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

해야 한다(Divaris et al., 2008). Subramanian 등(2013)은 다음의 네 가지 이

유로 학생 의견에 주목해야 한다고 하였다. 첫째, 학생 의견은 교수학습, 교육

과정, 사정 등에 대해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둘째, 대학이 학생의 의견

을 실제로 반영하여 실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질 향상을 촉진한다. 셋째, 학생이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은 학생에게 학습 과

정에 참여하고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넷째, 학생 의견에 주목하는 것은

학생의 기본적인 권리인 민주적 참여와 권한 강화를 조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학생 의견이 항상 바람직한 결과를 낳는 것만은 아니다. 참여자 c2도 학생 참

여에 관한 규정을 만들긴 했지만 실제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지는 예측하기

힘들다고 하였다. 앞으로의 평가인증은 학생 참여가 실제로 치과대학에 어떠

한 성과를 가져왔는지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운영체계에 학생이 참여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규정으로 일단 만들어놨는데, 앞

으로의 숙제는 그것을 실제로 운영했을 때 학생이나 학교에서 아니면 전체적으로

교육 부분에서 이게 어떻게 기여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학생들 간담회 같은 걸

해보면 학생이 학교의 운영체계를 고민할만한 여력이 없잖아요. (참여자 c2)

‘교수’ 영역에서는 ‘의료인문학 및 치의학교육 전임교수 채용’, ‘교육 프로그

램의 참여 증가’라는 변화가 나타났다. 모 대학의 제약과 치과의사면허를 소지

한 지원자의 부족 등은 의료인문학 및 치의학교육 교수 채용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의료인문학과 치의학교육 전임교수를 채용하게 된 점은 앞으로

의료인문학 및 치의학교육 전문가들이 양성되어 관련 연구와 활동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앞으로의 과제는

의료인문학이 기존의 교육과정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통합될 수 있을지,

더 나아가 임상 교육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효과성을 나타낼 수 있을지에

대해 답하는 것이다(Lantz et al., 2011). 한편, 교수는 학습이론, 사정, 교수학

습법, 피드백, 교육과정 개발 및 평가 등 교육에 관한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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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Chenjitwongsa et al., 2018). 하지만 교수는 연구와 진료를 강조하

는 현재의 대학 환경에서 교육에 관심을 두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가인증제도에 의해 교수의 교육 프로그램 참여가 증가하게 된 변

화는 교육 역량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역량 있는 치과대학 학생을 양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임상교육 환경’에서는 ‘임상교육 담당 인력의 체계화’라는 변화가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임상교육 담당 인력을 채용하고 환자를 수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임상교육은 학생의 임상 역량뿐만 아니라 환자의 안전을 고려할 때

매우 핵심적인 교육과정으로서 임상교육 담당 인력이 체계화된 점은 치과대학

학생이 임상 역량을 갖추고 환자에게 안전한 진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치의학교육 평가인증기준을 중심으로 치과대학에서 이루어진 변화

를 살펴보았다. 평가인증제도에 의한 변화는 특정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면담

에 기초하였기 때문에 진행 중인 변화를 확인하는 데 제한점이 있고, 변화한

부분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르게 변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변화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다.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에 의한 동형화와 디커플링

‘치의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고,

치과의사면허 국가시험은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

만 응시할 수 있다’라는 고등교육법과 의료법의 법적 근거 때문에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는 강압적 압력으로 작용한다. 면담 참여자들의 인식에서도 평가

인증제도의 강압적 측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

에 의한 치과대학의 변화는 강압적 동형화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강압적 동형

화 그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최금진(2011)은 자발적 참여

로 이루어지는 공학교육 평가인증에서 대학이 평가인증을 거부하는 경우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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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대처하기 힘들다고 하였다. 따라서 치의학교육 평가인

증제도에 의한 강압적 동형화는 평가인증제도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제로 작용하여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모방적 동형화는 타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생의 환자 진료 케이스를 모

방한 사례 외에는 찾을 수 없었다. 치과대학은 각 대학의 특성에 따라 선도하

는 영역이 다르므로 대학 간에 해당 영역을 운영한 경험을 공유한다면 상호

동기를 유발하고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그리고 평가인증은 대학의 자체평가

와 동료 전문가의 평가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학의 장단점을 파악

하는 데 유리하다. 따라서 평가인증을 통해 치과대학 간 모범 사례를 공유하

거나 평가인증 결과의 공개 범위를 현재보다 확대한다면 평가인증제도에 의한

모방적 동형화가 일어날 개연성이 높다. 규범적 동형화 사례는 면담 내용에서

확인할 수 없었지만, 평가인증제도에 의해 치의학교육 전임교수가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치의학교육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규범적 동형화도 나타날 것이

다. 모범적 동형화와 규범적 동형화에 의해 치의학교육의 질이 실제 향상되면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대학 구성원의 수용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모범 사

례 공유, 인증평가 결과 공개 범위 확대, 치의학교육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 등

의 전략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평가인증제도에 의한 동형화뿐만 아니라 디커플링 현상도 확인할 수 있었

다. ‘교육철학과 교육목적’, ‘리더십 프로그램’, ‘역량을 반영한 강의계획서 작

성’, ‘환자 공급’과 관련해서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났으며, 그 원인을 확인하였

다.

교육철학과 교육목적에 대해서는 구성원들이 합의하고 공유하는 문화가 없

어서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났다. 교육철학은 교육이념, 사명 등으로 표현되며

(이성호, 2009), 사명은 사명진술문(mission statements), 가치, 목표와 전략,

신념(creed), 철학 등으로 표현된다(Leuthesser & Kohli, 1997). 따라서 교육철

학은 사명과 동일한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 조직 구성원이 사명을 인식하고

사명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조직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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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너무 추상적이거나 조직 구성원에게 사명을 알리려는 노력이 부족하면 사

명에 대한 조직 구성원 간의 인식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Desmidt &

Heene, 2007). 따라서 치과대학은 사명을 구체적으로 정립하고, 구성원이 사명

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파악하여 구성원 간의 인식 차이를 줄이도록 노력해

야 한다. 평가자도 피상적으로 교육철학과 교육목적의 유무를 평가하기보다는

모든 치과대학 구성원이 교육철학과 교육목적을 인지하고 실천하고 있는지를

심도 있게 평가해야 한다.

‘리더십 프로그램’에서는 리더십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디커플링 현

상이 발생하였다. 리더십은 팀을 이루어 진료하는 치과의사에게 필요한 역량

이다. 치과 진료를 수행하는 팀의 구성원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협

업하려면 구성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동시에 팀을

이끄는 리더십이 필요하다(Chilcutt, 2009). 따라서 장래에 치과의사로서 일하

게 될 치과대학 학생에게 리더십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역량이라고 할 수 있

다. Gonzalez 등(2013)도 치의학교육에서 중요하게 가르쳐야 할 연성 기술

(soft skills) 중 하나가 리더십이며, 리더십을 이루는 하위 요소인 기초적인 리

더십 이론에 대한 지식, 프로젝트를 이끄는 능력, 팀 리더 및 팀 구성원 역할

에 대한 이해와 역할 교환, 팀 구성원을 감독하는 능력 등을 치과대학 학생이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리더십은 급격하고 복잡하게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 도전, 압력 등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학교를 운영

하는 보직자뿐만 아니라 교직원 모두 갖추어야 할 역량이기도 하다(Slavkin

& Lawrence, 2007; Verma et al., 2019).

본 연구 결과, 리더십 프로그램을 도입할 때 리더십이란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하였는데, 실제로 리더십에 관한 개념은 매우 다양

하다. 치과 진료와 관련한 리더십 문헌을 고찰한 Hanks 등(2020)은 리더십이

란 명확하지 않으며, 하나의 또는 합의된 개념이 아니라고 하였다. 리더십을

과학적 구인으로 다루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들이 있을 정도로 리더십

에 대한 관점은 매우 다양하며 현재에도 리더십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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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Yukl & Gardner, 2020). 리더십의 다양한 개념적 속

성을 이해한다면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에서는 리더십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치과대학에서도 각 대학이 추구하는 리더십 개념을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리더십 역량은 단기간에 함양되지 않으므로

치과대학은 체계적인 중·장기 리더십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해야 한다

(Sonnino, 2016). 예를 들어, 학생을 대상으로 리더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

우, 일회성 교육보다는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하거나(Victoroff et al., 2009),

기존 강의에 리더십 내용을 추가하여 리더십 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

(Kalenderian et al., 2010). 결국, 리더십 프로그램을 평가할 때 평가자는 프로

그램의 제목보다는 내용과 기간에 초점을 두고 피평가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

하여 프로그램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역량을 반영한 강의계획서 작성’에서는 역량에 대한 교수의 이해도 및 성찰

부족, 연구에 밀려난 교육 때문에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났다. 역량바탕교육은

학생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정하고 학생이 해당 역량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평가하는 교육 모델로서 보건의료교육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Frenk et al., 2010). 교수 중심의 전통적인 교육 모델

과 다르게 역량바탕교육에서는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고, 학생 중심 학습을 강

조하며, 지식, 술기, 태도를 통합하여 평가한다(Chuenjitwongsa et al., 2018).

미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국내 치의학교육에서도 역량바탕교육을 시행하고 있

다(American Dental Education Association, 2011; Field et al., 2017). 역량바

탕교육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육목표를 역량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학

생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역량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 교수법, 평

가 방법 등을 역량 중심으로 연계하여 구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역

량바탕교육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역량바탕교육에 관한 이해와 실행을 돕는 교

수 개발이 필요하다(Taber et al., 2010). 치과대학에서는 역량바탕교육에 대한

교수 개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육과 역량에 대한 교수의 관심과 이해를 제

고하여 역량바탕교육의 형식적인 운영을 탈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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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공급’에 대한 평가인증기준에서는 학교가 환자를 공급하고 학생이 환

자를 진료할 것을 명시했지만, 학생 진료에 대한 환자의 동의율이 높지 않아

서 학생들이 지인을 데리고 오는 방식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났다.

학생이 진료하는 환자가 부족한 현상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접근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 번째 접근 방법은 학생이 진료한 케이스 수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활용하여 학생의 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실제 진료 환경

과 비슷한 시뮬레이션을 활용하거나, 학생 진료를 평가할 때 학생이 수행한

케이스 수를 양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학생이 독립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지에

관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Dawson et

al, 2017).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방법은 실제 진료 환경에 근접한 경험을 제공

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학생이 모델에서 충분히 연습하였다고 해도

그러한 술기가 실제 환자 진료에 그대로 전이(transfer)되는 것은 아니며

(Knipfer et al., 2018), 실제 환자를 보는 상황을 그대로 재현할 수 없는 한계

가 있다. 임상 진료는 불확실한 임상 환경에서 복잡한 과정으로 진행되기 때

문에 학생이 지도의의 감독하에서 진료하는 경험은 필요하다. 평가 방법을 개

선하는 것도 좋은 접근 방법이지만 절대적인 환자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평가

방법 개선이 가지는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접근 방법은 학생 진료에 대한 환자의 인식을 개선하여 학생 환자

수를 늘리는 것으로 가장 바람직하지만, 장기적이며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방법이다. 환자 입장에서는 학생의 진료 경험이 부족하고 학생의 졸업으로 본

인의 진료를 담당하는 학생이 자주 바뀌는 점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학생 진료는 지도의가 진료 과정을 확인하고 여러 과의 의견을

종합하여 환자의 치료계획을 결정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질을 보장할

수 있으며, 학생 진료가 이루어지는 치과병원은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지속

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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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lliah, 2019). 따라서 학생 진료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 및 치료 결과를 확인

하여 학생 진료에 대한 질을 보장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대중에게 알려서 학

생 진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단기간에 환

자의 인식을 개선하기 어렵고, 치과대학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환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한다면 환자 공급에 대한 문

제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치과대학은 학생을 지도하는 전문 인

력을 확보하여 학생 진료의 질을 보장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치의학 관련 단체가 협력하여 학생 환자 공급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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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는 치의학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향상하며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에 대해 대학 구

성원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에 의해 치과대학에

나타난 변화와 변화의 영향 요인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

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문제를 다룬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에 관한 선행

연구는 살펴볼 수 없었다.

본 연구는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대학 구성원의 인식을 확인하

고,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에 의한 치과대학의 변화와 변화의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대학 구성원의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는 치과대학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변화

의 영향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에 의한 치과대학의

변화는 동형화와 디커플링 현상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대학 구성원의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2010

년부터 2019년까지 11개 치과대학 자체평가보고서에 명시된 자체평가위원 358

명을 모집단으로 하여 이메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287명에게 이메일을 보

냈으며, 이 중 설문에 응답한 72명의 자료를 최종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참고

하여 만든 설문지를 활용하였으며, 기술통계, t-test, χ2 검정, Fisher의 정확

검정을 시행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에 의한 치과대학

의 변화와 변화의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보직

경험이 있는 교수와 교육에 관심이 많고 10년 이상 재직한 교수를 목적 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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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총 9개 치과대학의 교수 14명에 대해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 내용을

모두 전사하여 연구자와 의학교육학 전공 박사과정생 1인이 각각 코딩하였고,

이후 비교·논의 과정을 거쳐 주제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 및 면담의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대학 구성원의 인식을 5개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치의학교육 평가

인증제도에 대한 관심도(평균 4.11점)에 비해 필요성(평균 3.40점)과 질 향상에

대한 인식(평균 3.39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인증제도가 필요한 이유

에 대해서는 ‘대학의 강점 및 약점 파악을 통한 대학의 발전 방향 모색(총 4

명 중 36명, 87.8%)’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평가로 치의

학교육의 질 개선에 기여하지 못함(총 19명 중 8명, 42.1%)’이라는 응답이 가

장 많았다. 평가인증 준비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가

평가인증기준을 충족하는지 명확하지 않음(총 72명 중 24명, 33.3%)’이라는 응

답이 가장 많았다.

‘자체평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자체평가를 담당하는 위원들에 대한 교

육의 적절성은 평균 3.18점으로 나타났고, 교육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이유에

대해서 ‘대학 차원에서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의 참여 기회를 보장받지 못함

(총 15명 중 5명, 33.3%)’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자체평가 수행 시 예산

지원의 적절성은 평균 2.67점, 자체평가를 위한 대학 구성원의 협조도는 평균

3.53점, 자체평가 수행에 대한 리더십의 관심도는 평균 4.00점으로 나타나, 리

더십의 관심은 높으나 이에 비해 구성원의 협조도는 낮고, 특히 예산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장방문 평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현장방문 평가 시 겪었던 어려움

에 대해서 ‘평가 요소에 대한 평가단과의 의견 차이(총 72명 중 43명, 59.7%)’

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4명으로 운영되는 현장방문 평가단 수의 적절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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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총 72명 중 51명(70.8%)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2일 동안 진행되는

현장방문 평가 기간의 적절성에 대해서 총 72명 중 56명(77.8%)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결과 공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평가인증 결과를 전부 공개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평균 3.53점으로 나타났다. 찬성하는 이유 중 가장 많

은 응답은 ‘대학의 책무성 강화(총 39명 중 20명, 51.3%)’인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하는 이유 중 가장 많은 두 가지 응답은 ‘대학 발전을 위한 내부 피드백

에 중점을 두기 위해(총 18명 중 8명, 44.4%)’, ‘평가 지상주의 우려로 인해(총

18명 중 8명, 44.4%)’라는 의견이었다.

‘평가인증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을 살펴보면,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응답은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대학 구성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총 72명 중 28명, 38.9%)’이었

다.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의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은 ‘평가자

마다 다르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서 평가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평가인증기준에 대한 대학 구성원의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평

가인증기준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자체평가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교수들의 업무가 과중하여 지원 방안 필요’, ‘준비 서류의 간소화’라는 의견이

있었다.

둘째,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에 의한 치과대학의 변화와 변화의 영향 요

인은 평가인증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전반적 변화와 영역별 변

화로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치의학교육의 질 개선,

치의학교육의 질 보장, 사회적 책무성 실천, 국제적인 상호 교류 증가라는 이

유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전반적 변화로는 긍정적 변화와 부정적 변화 모두 나타났다. 긍정적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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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학 발전에 전반적 기여, 규정 및 자료의 체계화, 구성원의 인식 확장이

있었다. 평가인증 준비에 교수가 참여하고 개선 사항을 공유하는 문화는 긍정

적 변화의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부정적 변화로는 자료 준비 부담, 심리

적 부담(좌절감, 압박감), 평가인증에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었다. 부족

한 참여 인력과 짧은 인증 기간은 자료를 준비하는 데 부담을 주는 요인이었

고, 치과대학의 노력만으로 달성하기 힘든 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확하지 않은 기준, 엄격하지

못한 평가, 평가인증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인식 차는 평가인증 자체를 부정

적으로 인식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영역별 변화로는 자원 영역을 제외한 5개 영역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치의

학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영역에서 나타난 변화는 ‘교육철학 및 교육목적 재정

립’, ‘사회적 기여 활동 강화’, ‘보직 신설’, ‘중·장기 발전계획 문서화’였다. ‘교

육과정’ 영역에서 나타난 변화는 ‘역량에 대한 인식 확산’, ‘교육과정의 체계

화’, ‘교육 전담 조직 신설’, ‘학생의 환자 진료 증가’였다. ‘학생’ 영역에서는 ‘예

방 접종 및 건강 검진 체계화’와 ‘운영체계에 학생 참여’라는 변화가 나타났다.

‘교수’ 영역에서는 ‘의료인문학 및 치의학교육 전임교수 채용’, ‘교육 프로그램

의 참여 증가’라는 변화가 나타났다. ‘임상교육 환경’에서는 ‘임상교육 담당 인

력의 체계화’라는 변화가 나타났다.

셋째,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에 의한 치과대학의 변화에서 동형화와 디

커플링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치의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고,

치과의사면허 국가시험은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

만 응시할 수 있다’라는 고등교육법과 의료법의 법적 근거와 면담 참여자들의

‘인증평가가 강압적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지’라는 인식에서 평가인증제도

의 강압적 측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에 의한

치과대학의 변화는 조직에 대한 공식적 압력이 존재하는 경우 특정한 방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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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따르도록 요구하는 강압적 동형화의 결과이다. 한편, 성공한 조직을 벤

치마킹하는 모방적 동형화는 한 사례밖에 확인할 수 없었고, 전문가집단을 중

심으로 일어나는 규범적 동형화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다.

‘교육철학과 교육목적’, ‘리더십 프로그램’, ‘역량을 반영한 강의계획서 작성’,

‘환자 공급’과 관련해서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교육철학과

교육목적’에 관해서는 치의학교육 프로그램의 모든 구성원이 교육철학과 교육

목적을 인지하고 실천방안을 이해하여 실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구성원 간에

합의하고 공유하는 문화가 없어서 교육철학과 교육목적을 표면적으로만 수용

한 현상이 나타났다. ‘리더십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리더십에 대한 개념이 명

확하지 않아 기존의 프로그램 제목에 ‘리더십’이란 단어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형식적으로 대응하였다. ‘역량을 반영한 강의계획서 작성’에 관해서는 역량에

대한 교수의 이해도 부족, 연구에 밀려난 교육 때문에 한 번 작성된 강의계획

서를 그대로 활용하거나 수업 내용과 역량을 형식적으로 매칭하는 등 역량바

탕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에 이르지 못한 것을 확인하였다. ‘환자 공급’에

관해서는, 학생 진료에 대한 환자의 동의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이 지

인을 데리고 오는 상황을 묵인하여 치과대학의 책임을 학생에게 전가한 디커

플링 현상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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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및 제언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대학 구성원의 인식과 치의학교육 평가인

증제도에 의한 치과대학의 변화와 변화의 영향 요인을 확인한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가 실질적으로 치의학교육의 질을 개선하였는지를 주

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환류하고 공유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평가인증기준에 대한 평가자와 자체평가위원 간의 의견 차이를 줄이

기 위해서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평가자와 자체평가위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

해야 한다.

셋째, 치과대학 내에 평가인증 참여에 대한 인정 체계를 마련하고 평가인증

결과를 공유하는 문화를 조성하여 긍정적 변화를 촉진하고, 자료 준비 및 제

출을 간소화하는 체계를 개발하여 부정적 변화를 방지해야 한다.

넷째,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는 강압적 동형화라는 기제로 작용하여 치과

대학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는 치과대학에서 지속적 질 향

상을 가능하게 하는 총체적 질 관리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

을 해야 한다.

다섯째, 디커플링 현상은 각 치과대학이 갖는 제약 내에서의 전략적 선택일

수 있지만, 평가인증제도의 본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결과이기 때문에 치과

대학과 평가인증기관이 소통하여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몇 가지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자체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고, 보직 경험이나 교육에 관심이 많고 10년 이상의 재

직 경력이 있는 교수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여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

도에 의한 치과대학의 변화와 변화의 영향 요인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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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변화의 영향 요인에 대한 시각은 대학 구성원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

문에 다양한 교수, 학생,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참여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기대는 이 제도로 인해서 치의학교육의 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치의학교육의 질에 관

한 성과 지표를 만들고 이를 지속적으로 측정·평가하여 치의학교육 평가인증

제도의 효과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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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 설문지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에서는 평가인증을 통해 치의학교육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전반적 인식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본 설

문지는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 전반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문 작성에는 약 5∼10분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해당하는 질문의 내

용에 빠짐없이 성심껏 응답해 주시면, 신뢰성 있는 연구결과를 얻어 평가

인증제도 개선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어 궁극적으로 치의학교육의 질 향

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익명으로 통계적으로만 처리되며, 한국치

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관리와 관련한 제반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본 연구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

니다.

☞ 설문 기간: 2020년 7월 8일(수) ∼ 2020년 7월 22일(금)

2020.7.8.

※ 본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해주시기 바랍

니다.

(담당: 길윤민 01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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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① 매우 관심 있다 ② 관심 있다 ③ 보통이다

④ 관심 없다 ⑤ 전혀 관심 없다

2.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②번으로 답한 경우는 2-1번 문항으로, ③번으로 답한 경우는 3번 문항으로,

④, ⑤번으로 답한 경우는 2-2번 문항으로 가십시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1. (2번 문항에 ①, ②번으로 답한 경우) 평가인증제도가 필요하다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대학의 강점 및 약점 파악을 통한 대학의 발전 방향 모색

②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제고

③ 평가 결과 공시를 통한 교육소비자에 대한 알권리 충족

④ 대학 간 비교를 통한 선의의 경쟁 유도

⑤ 기타( )

2-2. (2번 문항에 ④, ⑤번으로 답한 경우) 평가인증제도가 필요하지 않다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형식적인 평가로 치의학교육의 질 개선에 기여하지 못함

② 평가인증기준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부족

③ 자체평가에 투여되는 과다한 인력 및 재정

④ 교육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음

⑤ 기타( )

▣ 다음은 2008년 2월 예비 평가인증을 시작으로 2010년부터 국내의 전체

11개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치의학교육 평

가인증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내용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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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를 통해서 귀 대학의 치의학교육의 전반적인 질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향상되었다 ② 향상되었다 ③ 보통이다

④ 향상되지 않았다 ⑤ 전혀 향상되지 않았다

4. 평가인증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

니까?

① 평가인증기준을 이해하기 어려움

② 어느 정도가 평가인증기준을 충족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③ 항목별 자료 수집 및 정리에 많은 시간 소요

④ 평가인증을 준비하는 데 들어가는 재원 마련의 어려움

⑤ 평가인증을 준비하는 교수 및 직원 등 인적 자원 확보의 어려움

⑥ 기타( )

5. 귀 대학의 자체평가를 담당하는 위원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다

고 생각하십니까?

(①,②,③번으로 답한 경우는 6번 문항으로, ④, ⑤번으로 답한 경우는 5-1번 문항으로

가십시

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5-1. (5번 문항에 ④, ⑤로 답한 경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

각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부족으로 인한 참여 기회 제한

②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내용이 전문적이어서 이해하기 힘듦

③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의 시간이 충분하지 못함

④ 대학 차원에서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의 참여 기회를 보장받지 못함

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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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귀 대학은 자체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예산을 지원받았다고 생각하

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7. 자체평가 수행에 대한 귀 대학의 리더십(학장, 원장) 차원의 관심이 높았다

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8. 귀 대학에서는 자체평가를 위한 대학 구성원(교수, 행정직원, 학생 등)의 협

조 정도(제출 자료의 정확성, 적시성 등)가 높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9. 현장방문 평가 시 가장 어려웠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① 평가 요소에 대한 평가단과의 의견 차이

② 현장방문 평가 시 증빙자료 제시

③ 서류 중심의 현장 방문 평가

④ 학기 중 현장방문 평가로 학사운영의 어려움

⑤ 기타( )

10. 현재 현장방문 평가를 수행하는 평가단의 수는 평가단장 1명과 평가단원

3명,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장방문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수라고 생각하십니까?

(①번으로 답한 경우는 11번 문항으로, ②번으로 답한 경우는 10-1번 문항으로 가십

시오.)

① 예 ② 아니오

10-1. (10번 문항에 ②로 답한 경우) 현장방문 평가를 수행하는 평가단의 수는

몇 명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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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4명 미만 ② 5명 ③ 6명

④ 기타( )

11. 현재 현장방문 평가는 2일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장방문 평가를

진행하는 데 적절한 기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번으로 답한 경우는 12번 문항으로, ②번으로 답한 경우는 11-1번 문항으로 가십

시오.)

① 예 ② 아니오

11-1. (11번 문항에 ②로 답한 경우) 현장방문 평가는 며칠 동안 진행되는 것

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1일 ② 3일 ③ 4일

④ 기타( )

12. 평가인증 결과의 내용을 전부 공개해야 한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 ①,②번으로 답한 경우는 12-1번 문항으로, ③번으로 답한 경우는 13번 문항으로,

④,⑤번으로 답한 경우 12-2-1 & 12-2-2번 문항으로 가십시오.)

① 매우 찬성한다 ② 찬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반대한다 ⑤ 매우 반대한다

12-1. (12번 문항에 ①, ②로 답한 경우) ‘평가인증 결과의 내용을 전부 공개해

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평가인증의 마지막 단계는 평가단이 평가인증종합보고서와 최종 판정의

견을 치의학교육평가원에 제출하면, 치의학교육평가원에서 최종 판정심의

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 평가인증 결과는 1)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자체평가 보고서 2)

평가단의 평가인증종합보고서 3) 최종 판정 결과(인증기간 및 미충족 영역

등)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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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학의 책무성 강화

②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에게 정보를 제공

③ 대학 간 비교를 위한 자료로 활용

④ 대학 행정의 투명성 제고

⑤ 기타( )

12-2-1. (12번 문항에 ④, ⑤로 답한 경우) ‘평가인증 결과의 내용을 전부 공

개해야 한다’는 의견에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대학 간 서열화 때문에

② 대학 발전을 위한 내부 피드백에 중점을 두기 위해

③ 평가 지상주의 우려로 인해

④ 타 대학의 평가인증 참여의 부담으로 인해

⑤ 기타( )

12-2-2. (12번 문항에 ④, ⑤로 답한 경우) 평가인증 결과의 공개 범위를 어느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최종 판정 결과

② 최종 판정 결과, 평가단의 평가인증종합보고서

③ 최종 판정 결과,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자체평가 보고서

④ 대학 여건에 따른 자율 공개

⑤ 기타( )

13.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우선 항목은 무엇입니까?

①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대학 구성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② 치의학교육평가원의 체계적인 모니터링

③ 평가인증 결과의 전부 공개

④ 치과대학ᐧ치의학전문대학원 내 별도의 평가관리조직 신설

⑤ 기타( )

14.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와 관련하여 (1)평가인증제도(제도적 측면), (2)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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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인증기준, (3)자체평가에 대해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각 항목에 대하여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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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일반 정보

1. 대학 특성:

1-1. ① 국·공립 ② 사립

1-2. ① 서울 ② 강원 ③ 충청 ④ 경상 ⑤ 전라

2. 재직경력:

① 5년 이하 ② 6-10년 ③ 11-15년

④ 16-20년 ⑤ 21년 이상

3. 직급:

① 교수 ② 부교수 ③ 조교수

4. 소속교실:

① 기초치의학교실 ② 임상치의학교실 ③ 기타( )

5. 나는... (중복선택가능)

행정보직자(학장, 교무부장, 학생부장 등)로서 평가인증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대학의 자체평가위원으로서 평가인증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방문평가위원으로서 평가인증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평가인증과 관련된 워크숍이나 세미나에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

위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다.

-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다음은 통계분석을 위한 기초자료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 시점을 기준

으로 해당 부분을 선택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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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사전 면담 안내문

면담 안내문

□ 연구 제목 :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의 영향 및 관련 요인 분석

□ 연구자 : 길윤민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연구원)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시간 중에도 면담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가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

원에 미친 영향과 관련 요인들을 확인하여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가 본

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본 연구를 통

해서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어 궁극적으로

는 치의학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는 면담 형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연구자가 참여자에게 치의학

교육 평가인증제도에 의해 귀하의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변화한

영역, 구조적 변화는 있지만 실질적 변화는 없다고 생각하는 영역, 그리고

그와 관련된 요인들에 대해 질문하면 이에 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면담은 귀하가 정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며, 60∼90분 정도가 소요될 예정

입니다. 면담 내용 중 귀하가 연구에 인용하지 않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으

면 결과에서 제외할 것입니다. 면담 내용은 모두 익명으로 이용되고 연구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귀하

의 신분과 개인 식별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비밀이 보장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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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를 중단하는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없으

며, 면담 도중 참여를 그만두고 싶다면 언제든 면담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연구 참여를 중단하는 경우 그 시점까지 수집되었던 자료는 어떠한 불이익

도 없이 철회 의사를 밝힌 시점에서 바로 파기될 것입니다.

본 연구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거나 연구참여자로서 질문이 있으시면

연구자(길윤민, 010-0000-0000)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 면담 내용은 녹음되며, 이후 면담 내용을 전사하여 귀하에게 면담 내용의 정확

성을 확인할 것입니다.

※ 면담 전에 사전 설문지(치의학교육 평가인증기준에 대한 인식)를 작성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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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2017년 치의학교육 평가인증기준

평가인증기준

Ⅰ. 치의학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1. 사회에 대한 책임을 반영한 교육철학과 교육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사회적 기여를 실현하고 있는 활동이 있어야 한다.

3. 교육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갖추고 운영을 위한 정책구조와 절차가 있어

야 한다.

4. 보직자(학장, 부학장 등)의 자격, 권한과 책임, 선임절차, 임기 등을 명문화한 규

정이 있어야 한다.

5. 교육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성원의 리더십을 발전시키기 위한 프로그

램이 있어야 한다.

6. 연간 예산의 편성 절차, 결산 및 회계보고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와

결산평가 결과의 활용과 개선노력이 있어야 한다.

7. 모대학의 의사결정과정에 치과대학(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와 절차가 있어

야 한다.

8. 교육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9. 중·장기 발전계획 실행을 위한 예산과 집행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10.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장기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Ⅱ. 교육과정

11. 졸업생의 역량을 명시하여야 한다.

12. 역량을 성취하기 위한 교육과정이 있어야 한다.

13. 역량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평가하는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14. 학교 구성원의 협의를 통해 교육과정을 설계 및 개선하여야 한다.

15.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비판적 사고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16. 다양한 교육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7. 학생들의 봉사 활동 프로그램을 교육과정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18. 의료인문학을 교육하여야 한다.

19. 교육전담 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20. 교육과정의 범위, 기간, 내용, 방법,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교육과정 평가체

제가 있어야 한다.

21. 교육과정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교육과정을 정기적으로 개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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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학생이 환자를 직접 진료하기 전에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23. 학생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임상교육을 하여야 한다.

24.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술기를 평가하는 임상실습평가기준 및 체계가 있어야 한

다.
25.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술기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되먹임(피드백)을 하여야 한

다.
26. 임상실습 평가기준 및 체계를 주기적으로 개선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27. 졸업생이 도달해야 할 역량의 평가체계가 있어야 한다.

28. 졸업생의 역량을 평가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

29.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역량 평가 결과가 있어야 한다.

30. 졸업생의 역량평가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평가를 하여야 한다.

31. 학생들이 연구를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32. 학생들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Ⅲ. 학생

33. 학생 선발기준을 수립한 배경, 과정, 선발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

34. 학생 선발에서 다양한 배경의 지원자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성과가 있어야 한

다.

35.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36. 학생선발제도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되먹임(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

다.

37. 학생들을 위한 지도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8. 학생들을 위한 전문상담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39. 학생들의 자치기구 운영 및 사회봉사 등 활동을 지원하는 체계가 있어야 한다.

40. 학교의 운영체계(governance)에 학생이 참여하여야 한다.

41.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모색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42. 졸업생의 치과의사국가시험 합격률과 취업성과를 분석하여 개선하는 체계가

있어야 한다.

43.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44. 다양한 장학 지원제도를 갖추고 학생들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45. 학생들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의 관리, 운영 체계가 있어야 한다.

46. 학생 개인의 건강 상담 및 관리를 위한 지원체계가 있어야 한다.

47. 학생들의 학내 및 병원 생활에서 안전을 관리하는 체계가 있어야 한다.

Ⅳ.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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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교육목적에 적합하도록 기초치의학, 임상치의학, 의료인문학을 포함한 치의학교

육 전임교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49. 교수들의 교육활동이 적절하여야 한다.

50. 교수들의 연구 실적이 적절하여야 한다.

51. 교수들의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는 조직과 인력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52. 교수들에게 치의학 교육관련 연수와 교수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

하여야 한다.

53. 교수들의 국내외 연수와 학회 참석을 지원하여야 한다.

54. 교수 업적평가가 교육, 연구 성과를 포함하여 적절히 시행하고 활용하여야 한

다.

Ⅴ. 자원

55.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사용되는 필요한 공간을 갖추고 적절히 운영하여야 한

다.

56.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운영하여야 한다.

57. 치의학도서관을 갖추고 적절히 운영하여야 한다.

58. 구성원이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운영하여야 한다.

59. 전임교원 개인 연구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60. 연구를 위한 실험실과 설비를 갖추고 운영하여야 한다.

61. 실험실과 설비의 안전관리 규정을 갖추고 규정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

Ⅵ. 임상교육 환경

62. 학생 임상교육을 위해 진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3. 학생 진료시설의 전체 규모가 학생수와 정해진 임상실습 수행에 적합해야 한

다.

64. 학생 임상교육을 위한 전담기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65. 학생진료시설을 전담하는 진료보조인력을 적정수준으로 확보, 활용하고 있어야

한다.

66. 학생진료시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임상교수(외래교수 및 겸임교수 포함), 전

임의, 전공의 등 인력의 운영체계가 있어야 한다.

67. 학생 임상교육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한다.

68. 역량 달성에 필요한 환자를 공급하여야 한다.

69. 환자중심 진료를 위한 학생진료시설 진료규정이 있어야 한다.

70. 학생진료시설에서 학생진료의 질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71. 임상교육을 성취하고자 학생교육의 임상진료실습이 운영되고 있는지 일반인에

게 알려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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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교육과정 중 전문석사학위(치의학전문대학원 인증기준)

72. 전문석사학위 수여에 관한 제도가 있어야 한다.

73. 전문석사학위 졸업생의 최종성과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 있어야 한다.

74. 전문석사학위 수여제도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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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연구참여 동의서

연구참여 동의서

□ 연구 제목 :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의 영향 및 관련 요인 분석

□ 연구자 : 길윤민

바쁘신 시간 중에도 면담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가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

원에 미친 영향과 관련 요인들을 확인하여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가 본

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본 연구를 통

해서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어 궁극적으로

는 치의학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는 면담 형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연구자가 참여자에게 치의학

교육 평가인증제도에 의해 귀하의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변화한

영역, 구조적 변화는 있지만 실질적 변화는 없는 영역, 그리고 그와 관련된

요인들에 대해 질문하면 이에 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면담은 귀하

가 정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며, 60분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면담 내

용은 녹음됩니다. 녹음된 면담 내용은 전사되며, 전사된 면담 사본을 귀하

에게 전달하여 면담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할 것입니다. 녹음된 내용은 모

두 익명으로 이용되고 연구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귀하의 신분과 개인 식별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비밀이 보장됩니다.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를 중단하는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없으

며, 면담 도중 참여를 그만두고 싶다면 언제든 면담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연구 참여를 중단하는 경우 그 시점까지 수집되었던 자료는 어떠한 불이익

도 없이 철회 의사를 밝힌 시점에서 바로 파기될 것입니다. 면담 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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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연구에 인용하지 않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으면 결과에서 제외할 것

입니다.

본인은 연구자로부터 연구의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으며,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연구 진행 과정에서 문제

가 있거나 연구참여자로서 질문이 있으시면 연구자(길윤민, 010-0000-0000,

ymgil@ooooo.ooo)에게 연락하십시오.

날짜(년/월/일) : 연구참여자 : (서명)

날짜(년/월/일) : 연구자 : (서명)



- 199 -

<부록 5> 심층면담 질문지

<도입>

1. 연구자의 프로필과 관심 분야에 대해 소개하기

2. 본 연구의 목적 소개하기

<인구통계학적 질문>

1. 치의학교육 관련 분야에서의 경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2. 행정보직자(학장, 교무부장, 학생부장 등)로서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

1.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에 대해 언제, 어떠한 과정으로 알게 되셨습니

까?

2.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치과대학의 변화에 대한 질문 - 동형화>

치의학교육 평가인증기준은 크게 「치의학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교육

과정」, 「학생」, 「교수」, 「자원」, 「임상교육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

고, 이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치의학교육 평가인증기준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음의 질문에 답해주시길 바랍니다.

[변화 영역]

1. 평가인증제도는 귀 대학에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2. 변화가 있었다면, 변화한 영역은 무엇입니까?

[변화 기제]

1. (변화한 영역은) 어떠한 이유로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1.1. 인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영역이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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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른 대학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영역이 있었습니까?

1.3. 치의학교육에 관심이 많은 교수나 치의학교육 전문가를 중심으로 변

화한 영역이 있었습니까?

2. (변화한 영역은) 어떠한 과정으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까?

3. 변화를 이끈 주체는 누구였다고 생각하십니까?

4. 변화의 지지자(advocate)와 반대자가 있었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5. 변화를 촉진한 요인은 무엇이었습니까?

6. 변화를 방해한 요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디커플링 관련 질문>

1.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에 의해 변화한 영역 중에서 구조적인 변화만

있고 실제적인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는 영역이 있습니까?

2. (1번 질문의 대답에 해당하는 영역은) 어떠한 면에서 그렇다고 생각하십

니까?

3.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4. (해당 영역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어떠해야 하며, 이를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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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ntal school members’ perception and experience

of dental accreditation

: A focus on isomorphism and decoupling

Gil, Yoon Min

Dept. of Medic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ental accreditation is an institution designed to assure and improve the

quality of dental education and to strengthen the social accountability of

dental schools. In order to improve dental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confirm that dental accreditation functions in alignment with its original

purpose.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changes that occurred

in dental schools owing to dental accreditation an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changes from the perspective of sociological institutionalism. The

research question of this study was as follows. First, how do dental school

members perceive dental accreditation? Second, what changes does dental

accreditation bring to dental schools, and what are the influencing factors

of the changes? Third,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nge in

dental schools caused by dental accreditation and isomorphism and

decoupling?

The survey data of 72 self-study members were statistically analyzed to

confirm dental school members’ perception of dental accred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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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ors with leadership experience and professors who are passionate

about education and who have worked for more than 10 years in dental

education were purposefully sampled to identify the changes in dental

schools and the factors influencing these change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4 professors from nine dental schools and analyzed

using a thematic analysis method.

The results for each question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hen looking at the perception of dental school members about

dental accreditation, the perception of necessity and quality improvement

was lower than the degree of interest in dental accreditation. The academic

leaders’ interest in self-study was high, but the cooperation between

members was low, and budge support was insufficient. The biggest

difficulty encountered in the site-visit evaluation was different opinions of

the evaluation team on the standards. The opinions in favor of the

disclosure of all accreditation results were somewhat high. The most

essential thing for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dental accreditation was

education to raise the awareness of dental school members about the

dental accreditation.

Second, dental accreditation has brought about both overall and domain

changes in dental schools. The overall changes due to dental accreditation

were both positive and negative. Positive changes included overall

contribution to dental school development, systematization of regulations

and data, and expansion of members’ awareness. The culture of

participating in accreditation and sharing recommendations was a factor

influencing positive change. The negative changes included the burden of

preparing data, the psychological burden(frustration, pressure), and the

negative perception of accreditation itself. Insufficient human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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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lure to meet standards that are difficult to achieve, and unclear

standards were negative influence factors. There were also changes in each

area of the standards. In the ‘operation of dental education program’ area,

the re-establishment of the educational philosophy and educational

objectives, reinforcement of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establishment of

new positions, and documentation of mid- and long-term development

plans appeared. In the ‘curriculum’ area, awareness of competency,

systematization of the curriculum, establishment of an organization in

charge of education, and increase in student dental treatment were

observed. In the ‘student’ area, systematization of vaccinations and health

check-ups, and student participation in governance were noted. In the

‘professor’ area, the recruitment of full-time professors in medical

humanities and dental education and professors’ participation in education

programs had increased, and in the ‘clinical education environment’ area,

the human resources in charge of clinical education had been systematized.

Third,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e isomorphism and decoupling in the

change of dental schools by dental accreditation. The change in the dental

schools owing to dental accreditation was judged as a coercive

isomorphism in the legal basis of the Higher Education Act and the

Medical Law, and the perception of interview participants. The decoupling

appeared in relation to ‘educational philosophy and educational objective’,

‘leadership program’, ‘syllabus reflecting competency’, and ‘patient supply’.

Regarding the educational philosophy and educational objective, their

acceptance was superficial as there was no culture of consensus and

sharing of thoughts among members. In case of ‘leadership program’, the

concept of leadership was not clear, so the word ‘leadership’ was included

in the title of the existing program. Regarding ‘writing a syllabus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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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lects competencies’, the professors’ understanding and reflection on

competency was insufficient, and education was pushed to the lower

priority of the research, so the once written syllabus was used as it is, or

the course content and the competencies to be developed in students were

perfunctorily matched. Finally, decoupling in the area of ‘patient supply’

was caused by the tendency to condone the practice of students bringing

in their acquaintance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clusions and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 to improve dental school members’ perceptions about dental

accredita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that periodically

evaluates whether the dental accreditation has fulfilled its purpose of

improving the quality of dental education, and also provides feedback and

shares evaluation results.

Second, to eliminate discord and confusion, it is necessary to clarify

standards and give proper training to evaluators and self-study members.

Third, it is necessary to promote positive changes by establishing a

recognition system for participation in accreditation within the dental

schools and creating a culture of disclosing and sharing accreditation

results. A system that simplifies data preparation and submission should be

developed to prevent negative changes.

Fourth, considering the influence of the coercive isomorphism of dental

accreditation, dental accreditation should guide the dental schools to have a

total quality management system that stimulates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Finally, decoupling may be a strategic choice within the constraints of

each dental school, but it is a result that does not match the original



- 205 -

purpose of accreditation. The decoupling triggered by dental accreditation is

difficult to solve with the sole effort of either the dental schools or the

Korean Institute of Dental Education and Evaluation.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communicate, collaborate, and seek solutions together.

Key words: Dental accreditation, Isomorphism, Decoupling, Sociological

institutionalis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