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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여정 속에서 절실하게 느낀 것은 ‘함께 배우기’였습니다. 이 논문이 

결실을 맺기까지 지도교수님을 비롯하여 많은 교수님들의 도움과 조언, 그리고 함께 고민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연구자는 현실 속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논문을 쓰기 시작했고, 모든 연구 

결과를 내는데 많은 교수님들의 큰 기여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귀한 시간 허락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인과 조직의 위대한 성공을 돕는다.’라는 사명을 갖고 끊임없이 ‘나’라는 정체성을 만

들어 왔습니다. 조직 안에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귀한 인연을 만나고 배움의 과정들이 있었

습니다. 기업에서 컨설턴트, 퍼실리테이터 그리고 코치로, 대학에서는 교육전문연구원으로 조직 

안에서 개인들이 교육적 관계를 맺고 성장할 수 있는 일을 해 왔습니다. 그 여정 끝에 의학교육

학을 선택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박사 과정의 문을 열어 주신 

양은배 교수님, 여인석 교수님, 전우택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도교수님이신 양은배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학교육의 길을 걸으면서 제 개인적

인 상황으로 학업을 이어가기에 어려운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그 때마다 아낌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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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인연을 만들어 주신 예병일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대학의 RC 마스터 교수님, 제 논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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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롤 모델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배우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마음의 위안을 주시는 여인석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교수님께서는 바쁜 일상에 쫓기어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는 저에게 ‘Why?’라는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교수님의 조언은 제 삶과 제가 

연구하고 있는 이 주제가 ‘지금, 왜 중요한지’에 대한 성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탁월한 역량과 성품을 지니신 황청일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교수님의 열정적인 지도와 조언으



로 부족한 제 연구가 탄탄한 구조를 갖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제 고민을 충분히 경청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과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교수님의 지도 덕분에 박사학

위 논문 쓰는 과정 동안 제 스스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희철 이사장

님, 권희주 사무국장님 그리고 관계자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시국에 귀

한 의견을 주신 국내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연

구가 진행되는 동안 끝까지 함께 해 주신 15분의 의학교육학 전문가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

립니다. 앞으로 교수님들께 보탬이 되는 후학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연세대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의 김경식 주임교수님, 안신기 교수님 논문 응원해 주셔서 감

사드립니다. 박사학위 논문을 함께 걸으면서 힘이 되고, 의지가 되었던 지현경 선생님, 이혜범 

선생님, 길윤민 선생님 함께 졸업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졸업생으로서 저

희에게 응원의 메시지와 도움을 주셨던 박연철 선생님, 신혜경 선생님, 이태선 선생님 감사드립

니다.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신 의학교육학교실의 김동희 선생님, 김성임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학교육학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 김민정 선생님, 김미영 선생님, 안상현 선생님, 한

상돈 선생님, 배혜윤 선생님, 신인선 선생님, 이단비 선생님, 정성서 선생님, 김이연 선생님, 정

주영 선생님 늘 응원 드리며, 배움의 여정을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연구학기

까지 함께 공부했던 ME-PEARL(Medical Education-Program Evaluation And Research Lab)팀 진

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상의 것들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천상의 것들에 늘 마음을 두십시오.’라는 집안의 가훈과 

함께 선조들과 가족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꾸지 않고 소중하게 지켜온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자녀

를 양육하시고, 마르지 않는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신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 

저와 함께 했던 사랑하는 남편, 예쁘게 성장하고 있는 세 살 딸. 늘 격려와 용기를 불어넣어 주

셨던 시부모님, 늘 든든한 지원자인 오빠, 언니, 사돈어른 등 소중한 가족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

사합니다. 이 논문이 나오기까지 함께 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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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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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 규명과 측정지표 개발 연구

  이 연구의 목적은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 규명과 측정지표 개

발을 통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사회적 책무성 역량을 촉진시키는데 있다. 아울러,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의과대학 평가인증까지 개념을 확장시켜 사회적 책무

성에 입각한 평가인증 패러다임을 전환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을 규명한다. 

  둘째,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유형을 범주화하고 특성을 분석한다.

  셋째,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과 의과대학의 현황을 분석한다.

  넷째,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측정을 위한 지표를 개발한다.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내 의

과대학의 현직 학장 40명과 의학교육학 전문가 집단 15명을 대상으로 총 55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유형 범주화와 

중요도 인식과 대학의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국내 40개 의과대학의 의견을 수렴하

였다. 연구에 사용된 조사도구는 연구자가 개발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

행 영향요인 중요도와 현황에 관한 의견 조사지’이다. 자료 분석은 기술통계와 

집단 간 차이검정, 탐색적 요인분석과 다중회귀분석, 군집분석, 중요도-현황 분석

(IPA)을 실시하였다.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측정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4

명의 전문가 포커스 그룹과 15명의 의학교육 관련 전문가 집단 의견을 수렴하였

다. 연구에 사용된 조사도구는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한 「ASK2019」

기준 선정에 관한 전문가 의견 수렴 조사지’, ‘사회적 책무성 그리드로 분류한 

「ASK2019」기준 선정에 관한 전문가 의견 수렴 조사지’,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한 「ASK2019」기준의 측정지표 개발에 관한 전문가 의견 수렴 조

사지’,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관련 「ASK2019」기준의 측정지표 적합성과 

측정용이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조사지’이다. 포커스 그룹과 델파이 그룹은 

각각 3차례씩 의견 수렴이 진행되었다.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 규명과 측정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3영역의 8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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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드웨어 영역은 사회적 책무성 선언과 인력배출, 수행 조직과 체계, 물리·재정

적 환경 요인이 포함된다. 소프트웨어 영역은 책무성 교육과정 편성과 모니터링과 

평가 요인이다. 마지막으로 파트너영역은 파트너간 근접성, 파트너십 구축, 파트너

와의 상호작용 요인이 포함된다. 이 중 파트너와의 상호작용은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수행하는데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아울러, 학장집단과 전문가집단

의 차이는 전체적인 요인에서 학장 집단이 높았으며, 그 중 학장 집단은 사회적 책

무성 선언과 인력 배출, 책무성 교육과정 편성, 수행 조직과 체계 등을 중요하게 인

식하고 있다. 

  둘째,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크게 선도형 대학, 성

장형 대학, 잠재형 대학으로 구분된다. 선도형 대학은 40개 대학 중 5개 대학이 선

정되었으며, 8개 요인을 균형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한국적 맥락에 따른 설립유

형, 소재지, 설립연도별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중요도와 현재수준을 분

석한 결과, 설립 유형에서 국립이 사립보다 현재 수준이 높았으며, 그 외에 소재지

와 설립연도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셋째,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한 「ASK2019」기준을 선정한 결과, 92개 

기본 기준 중 사회적 그리드 모형으로 포커스 그룹을 통해 61개 기준이 선정되었고, 

전문가 집단의 의견수렴에서는 41개 기준이 선정되었다. 사회적 그리드 모형으로 분

류한 결과 「ASK2019」기준은 교육 영역과 관련성, 질 관점, 과정을 중요하게 평가하

고 있다. 연구와 진료, 비용효과성과 형평성 그리고 내용과 성과에 대한 기준 개발 

및 조정이 필요하다. 

  넷째,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반영한 「ASK2019」기본 기준 중 41개 기준

을 대상으로 측정지표를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로 나뉘어 총 252개 지표를 개

발하였다. 그 중 측정지표의 적합성과 측정용이성에 대한 추가 의견을 수렴하여 

각 영역에서 3.5점 이상의 지표를 대상으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반영한 

「ASK2019」기본기준의 평가 매트릭스를 개발하였다. 

  이 연구의 논의는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강화를 위해 파트너십 구축과 

상호작용이 중요하므로 대학 간, 국가 및 지역 간의 공동 컨소시엄 개발을 제언하였

다. 또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과 지표를 현 평가인증 제

도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반영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의과대학이 처

한 맥락과 상황, 주체에 따라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정도는 달라질 수 있으

므로, 개별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메커니즘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핵심 되는 말: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영향요인, 측정지표, 평가인증제도, 「ASK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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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이 장에서는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영향요인 규명과 측정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밝히고 연구의 목적과 연구 문제를 제시한 후, 관련 용어를 정의하였다. 

  1. 연구의 필요성

  한국 정부는 보건의료서비스 정책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2020년 7월 23일, 보건복지부

는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핵심 내용은‘10년 간 

4,000명의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하며, 구체적으로 지역 내 중증·필수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의사 3,000명과 역학조사관 등 특수 분야 의료인력 500명, 제약 등 응용분야 연구

인력 500명을 포함 한다’는 의미였다(수원시의사회, 2020년 09월 12일). 이는 신종 바이러

스의 주기적인 발생이라는 위협 속에서 보건의료 취약지역과 비인기 의료분야의 부족한 의

료 인력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보건복지부의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은 보건의료계의 주요 이해관

계자들 간의 갈등과 논쟁을 가져왔다. 보건복지부의 발표 이후, 전임의·전공의 등 한국의 

의료계는 2020년 8월 14일 총파업을 시작하였다. 아울러 메디컬타임즈, 의협신문, 청년의사 

등 인터넷을 중심으로‘의료는 공공재인가?’라는 주제로 논쟁이 시작되었다. 그 중 “의료는 

공공재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상당수의 의사들은 “의사가 언제부터 공공재인가? 개인의 비

용으로 교육을 받고 배출된 의사가 공공재가 맞는가?”라는 반박 의견이 제기되었다.

  한국은 민간 의료기관도 공공 의료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한국적 상황의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2012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란,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 계층, 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

하고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 한다’고 정의 하였다. 한국의 보건의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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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은 1989년 전 국민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면서 공공의료는 국공립 소유의 관점에서 기

능 관점으로 재 정의되었다. 아울러, 모든 의료 기관이 의료보험 대상 기관이 되면서 민간 의

료기관도 공공 의료적 성격을 갖고 있다(유명순, 정연, 이근찬, 2016).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는 

‘공공성이 강한 사적재화’로 간주되면서 의료 정책 시행 시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이 불

가피하다(이규식, 2017).

  한국은 여전히 의료 불평등이 존재한다. 한국은 중증질환에 대한 국가의 의료지원, 인터넷과 

같은 IT 및 고속철도(KTX)의 인프라는 지방거주 환자들과 의료기관과 인력들이 서울 및 수도

권으로 몰리는 편중 현상을 가지고 왔고, 서울과 지방 간 의료 격차를 야기 시켰다(이재희, 이

원재, 정현용, 2011). 의료기관과 의료진 그리고 환자의 수도권 편중 현상은 성별, 연령, 교육, 

소득 등 다양한 차원의 건강 불평등과 농어촌과 같은 지역 간의 의료 격차 문제를 발생시켰다

(Kim, Yoon, 2012; 김선희, 2015). 우리나라는 지역 간 의사 수 불균형, 역학조사관, 중증외상, 

소아외과 등 특수 분야 의사 부족 현상으로 보건의료시스템 개혁의 요구가 대두되고 있다.

  이 연구는‘한국적인 특수한 상황과 맥락 안에서 공공보건의료와 공공의대의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교육 강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과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의 개혁을 위한 의과대학의 공동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

한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1995년 세계보건기

구를 통해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의 개념을 정립한 사람은 Boelen과 Heck이다(Boelen, 

Heck, 1995). Boelen은 개발도상국의 의과대학은 필수 의료 서비스 접근이 낮은 국가 및 지

역에 위치해 있음을 밝혔다. 특히 의과대학은 국가의 75%를 차지하는 농촌지역에 위치해 

있다(Boelen, 2004). 의과대학은 외국의 평가인증 기준에 따라 의사 양성을 위한 우수한 교

육을 제공하고 있고, 학생들은 비싼 비용을 들여 오랜 기간 동안 의사가 되기 위한 의학훈

련을 받는다. 하지만 의대생들은 졸업 후 더 부유한 나라에 가려는 동기가 있다. 의료 인력

이 해외 유출에 따라 개도국의 의료 인력 부족과 의료 자원의 불균형이 악화 된다고 하였

다(Boelen, 2004). 즉, 의과대학의 우수한 교육이 반드시 그 나라의 우수한 보건의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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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짚어 내었다. 

  아울러 Boelen은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은 다음 3가지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 첫째, 의과대학은 사회의 요구에 충족할 수 있는 졸업생을 배출하는 것이다. 

둘째, 의과대학은 졸업생들이 일할 근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과대

학은 보건의료의 주요 이해관계자와 긴밀한 협업과 상호작용을 통해 보건의료시스템 개혁

에 기여하는 것이다(Boelen, 2004; Boelen et al., 2019).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은 매우 중요하다. 의과대학은 일반 대학과는 달리 학문성

(academism)과 직업전문성(professionalism)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양은배, 2006). 의과대학의 

사명은 교육(medical education), 연구(research), 봉사(service) 및 진료(patient care)라는 특별

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Prescott, 2017). 이는 의과대학은 그들이 수행하는 교육, 연구, 봉사 

및 진료 활동이 그들이 기여하는 지역사회와 지역, 한 나라의 보건 의료체계의 발전과 국민

의 건강한 삶에 영향을 주어야 하며, 사회적 책무성을 지닌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는 근거

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Boelen & Heck, 1995).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는 것

은 매우 중요하다.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요구는 더욱 복잡해지고, 많은 이해관

계자와 협력 파트너와의 상호작용을 요구하고 있다(Boelen, Barney, 2000). 하지만 현재 많

은 의과대학이 사회적 책무성을 실천하고 있지만,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이 정확히 무엇

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개념적 실체는 여전히 모호하다(Scott, 2006; McCrea, Murdoch-Eaton, 2014). 

이러한 원인은 의과대학의 사명과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정확한 개념 이해의 부족일 수도 

있다(길윤민, 전우택, 2019). 아울러, 전통적인 상아탑 모형으로 정의되는 대학의 사회적 역

할과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화, 기술화, 실용화를 추구하는 대학의 사회적 역할 간의 인식 

차이 때문일 수도 있다(김철, 2006; 조영하, 2010). 또한 이해관계자 간의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이해도가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다(Preston, Larkins, Taylor, Judd, 2016). 

  전 세계적으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확인하기 위해 의과대학 평가인증제도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2010년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에 관한 세계적 합의는 의과대학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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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책무성을 향한 관심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고,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평

가인증제도에서 활용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GCSA, 2010). 아울러, 2012년 세계의학교육연합회

는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부문을 강조하는 기준 문항을 개발하여 개정하였다(Ligdgren & 

Karle, 2011; Tackett, Grand, Mmari, 2016),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세계의학교육연합

회의 세계적 기준에 따라 자발적 또는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제도를 활용하여 의과대학의 사회

적 책무성을 확인하고 평가하고 있다(Abdalla, 2014a; Ho, Abbas, Ahn et al., 2017).   

  전 세계적으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평가하고 측정하기 위한 노력들이 확산

되고 있다. 의과대학의 교육, 연구 진료 및 봉사 영역에서 사회적 책무성을 측정하는 시도

와 교육 개혁들이 나타나고 있다(Mullan et al, 2010; Boelen et al, 2012; Sen Gupta et al, 

2014). 2012년 유럽의학교육학회(Association for Medical Education in Europe; AMEE)는 의

학교육의 세계적 수준의 수월성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ASPIRE Initiative를 제시하였

으며(Harden, 2018), 수월성을 평가하기 위한 7개 기준 중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포함

시켰다. 아울러,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4개의 세부기준을 만들어 매년 우수한 

대학에 ASPIRE-to Excellence Award를 수여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있다(Hunt, Klamen, 

Harden, Ali, 2018). THEnet(The Training for Health Equity Network)은 보건의료전문직에 

종사하는 의료인들의 사회적 책무성을 측정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다(Larkins et 

al., 2013). 국제의대생협회연합(International Federation of Medical Students’ Associations; 

IFMSA)에서도 2017년 사회적 책무성에 관한 국제 선언과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에 관한 

학술 모임 및 출판 등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해 오고 있다(Rourke, 2018).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에 관한 학술적 연구는 주로 사회적 책무성 개념, 영역, 수행 모형 

및 방법 등이 연구되었으며,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평가인증제도로 개념을 확장시

키거나,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한 기준을 선정하는 선행 연구는 미흡하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

펴보면, 국내의 학술적 연구는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의 개념과 실천방안, 평가 모델 및 모

형을 소개 한 연구가 있었다(길윤민, 전우택, 2019). 공공의료 수행기관의 책무성 강화 방안 등

을 제시한 연구(유명순, 이근찬, 류치영, 2011)와 의과대학 교수의 교육 책무성에 관한 연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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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책무성 평가방안 수립 시 전공분야별로 중요도와 가중치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

안한 연구가 있었다(김선, 이무상, 정명현, 오희철, 2002). 국외의 학술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이 중요해지면서 주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의 개념 정립 및 

영역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Boelen & Heck, 1995; Boelen, Dharamsi, Gibbs, 

2012; Abdalla, 2012; Boelen, Pearson, Kaufmanc et al., 2016; Preston, Larkins, Taylor, Judd, 

2016; Premkumar, Premkumar, Saxena, 2017). 또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측정하고

자 의과대학 평가인증 기준을 살펴보거나, 사회적 책무성에 관한 평가기준 및 지표를 개발

하거나 활용하는 연구가 있었다(Abdalla, 2014a, 2014b; Boelen, Blouin, Gibbs, Woollard, 

2019). 미국, 캐나다, 유럽 등을 중심으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수행 모델과 모

형 개발 연구들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었다(Meili et al., 2011; Boelen, 2016; Rourke, 2018; 

Larkins, Preston, Matte, Lindemann et al., 2013; Emadzadeh, Bazaz et al., 2016; Kirby, 

Hearn, Latham et al., 2016). 사회적 책무성 수행에 관한 진단 및 평가모델 개발에 관한 연

구들이 있었다(Boelen, Woollard, 2011; Leinster, 2011). 또한, 의과대학과 병원 내에서 학생

들과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운영하고 있

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Meili, Fuller, Lydiate, 2011; Oliveira, Santos, Shimizu, 2019). 캐나

다,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이란 등 다른 나라들에서도 사회적 책무성 개념을 도입하고 그 

나라에 맞는 지표를 개발하고 있었다(Murray, Larkins, Russell et al., 2012; Puschel, Rojas, 

Erazo et al., 2014; Kwizera, Iputo, 2011).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은 좋은 임상 의사를 넘어 그들

이 기여하는 지역사회, 지역, 국가의 보건의료의 우선적 과제를 해결하고 기여할 수 있는 의

사를 배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는 “모두를 위한 건강(Health 

for All)”이라는 공통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각 국의 보건의료시스템 개혁을 위한 주요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Boelen & Heck, 1995). Boelen의“Towards Unity for 

Health” 프로젝트는 주요 이해관계자를 정책 결정자, 보건의료 관리자, 의료진, 학술기관, 

대중으로 규명하였다(Boelen, 2000). 의과대학은 사회가 요구하는 의사를 양성하는 학술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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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사회적 우선순위 과제에 대한 책무성 교육, 사회가 요구하는 의사의 역할 재정의, 취

약 계층과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향을 미치는 근거 기반의 의학교육을 수행해야 한다

(Majumder, 2018) 또한 한국의 의과대학은 전 세계적으로 합의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의 

개념을 명확히 확인하고, 국가, 지역적 특성의 맥락에 따라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와 노력을 기울

여야 한다(길윤민, 전우택, 2019). 

  한국의 의과대학들은 그들이 기여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

다. 의과대학은 그들이 기여하는 지역, 지역사회, 국가의 중요한 보건의료관련 문제가 무엇인지 분

명하게 인식해야 하며, 의과대학의 존재 이유와 위상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미래의 의료 시스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 파트너 가운데 어떤 역할로 기여할 것인

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과 전략을 세우는 것은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이다(Boelen & Heck, 1995).

   한국 의과대학은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확인하기 위해 의과대학의 평가인증제도를 의무적

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와 의료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모든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과대학)이 의과대학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

다. 현재 한국의학교육평가원(Korean Institute of Medical Education and Evaluation; KIMEE) 

은 세계의학교육연합회(World Federation for Medical Education; WFME)가 공식 인증한 평가

기관으로서 의과대학의 평가인증을 시행하고 있으며,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의 기준과 

절차를 적용한 기준인 「Accreditation Standards of KIMEE 2019; 이하 ASK2019」를 적용하고 

있다. 「ASK2019」 기준에는 사회적 책무성을 확인하는 기준들이 있다. 

  이 연구는 세계적으로 합의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개념과 평가인증 기준을 특정한 국

가가 도입할 때, 그 개념의 인식과 기능은 지역적, 국가적 맥락에 따라, 해당 국가 및 대학의 

문화적, 제도적 차이와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며, 수행 영향요인이 한국적 

맥락에 따라 어떻게 인식되고 수행되고 있는지 밝혀내고자 한다. 아울러, 사회적 책무성 관련 

평가인증 기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평가인증 기구와 대학이 사회적 책무성 수

행을 확인하기 위한 자율적 전략과 방향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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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 규명과 측정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로서 다음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의과대학이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강화하고, 확산하기 위해 개별 의과

대학이 자율적으로 사회적 책무성 수행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적 맥락 안에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을 규명하고 현황을 분석하고, 

의과대학의 평가인증 기준 중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한 기준을 선정하여 측정지

표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유형과 특

징을 분석하며, 한국적 맥락에 맞는 측정지표를 개발함으로써 각 의과대학이 자율적인 사회

적 책무성 수행 메커니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의과대학이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촉진하며,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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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 규명과 측정지표 개발을 위하여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을 규명한다. 

    1.1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도출한다.

    1.2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 우선순위를 규명한다. 

    1.3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요도에 대해 학장 집단과  

        전문가 집단의 인식 차이를 분석한다. 

   연구문제 2.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유형을 범주화하고 특성을 분석한다.

     2.1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현황에 따른 대학의 유형을 범주화한다. 

     2.2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유형별 특성을 분석한다.  

  연구문제 3.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의 중요도와 의과대학의 현황을 분석한다.

     3.1 설립 유형에 따른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중요도와 현황을 분석한다.

     3.2 소재지에 따른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중요도와 현황을 분석한다. 

     3.3 설립년도에 따른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중요도와 현황을 분석한다. 

     3.4 군집유형에 따른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중요도와 현황을 분석한다.  

       

  연구문제 4.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측정을 위한 지표를 개발한다.

     4.1 의과대학의 평가인증 기준을 사회적 책무성 그리드 모형으로 분류한다.

     4.2 의과대학의 평가인증 기준 중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한 기준을 선정한다.  

     4.3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강화를 위한 측정지표를 개발한다. 

     4.4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측정지표의 적합성과 측정용이성을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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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1)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social accountability of medical schools)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의 개념은 1995년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

무성 개념을 개념적 정의로 사용하였다.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개념에 따르면, ‘의과대학

은 국가 또는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요구와 우선순위 과제를 파악하여 교육, 연구 및 진료 활동

에 반영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과제는 정부, 의료단체, 의료인 및 사회가 공동으로 선정

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책무성은 의과대학의 교육, 연구, 진료 영역을 4가지 관점인 관련

성, 질, 비용효과성, 형평성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정의하였다(Boelen & Heck, 1995). 

  본 연구에서는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social accountability)의 조작적 개념을 

「ASK2019」기준에서 제시한 정의로 정하였다. 이는 ‘사회, 환자, 보건의료, 보건의료 관

련 분야의 요구에 반응하며, 의료 서비스, 의학 교육, 의학연구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와 

세계 의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발적 의지와 능력을 포함한다. 이러한 사회적 책무성은 

학교 자체 원칙에 기초하며,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한다. 사회적 책무성은 때로 사회적 책임

(social responsibility)과 사회적 대응(social responsiveness)과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의과대

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넘어서는 문제에 있어서도 의과대학은 그것에 대한 지지와 정책에 

대한 관심 유도를 해야 한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 2020.3.20.).’   

2)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측정지표(social accountability indicators of medical schools)

  측정지표(measurement indicators)의 개념적 의미는 대상이 지닌 속성(정량적 또는 정성적 속성)

에 대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수치(측정치)를 부여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

성 측정지표의 조작적 의미는 의과대학의 평가인증기준인 「ASK2019」기준 중 사회적 책무성 수

행과 관련된 기준의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측정지표(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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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 규명과 측정지표 개발을 위한 이론

적 배경으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개념과 의학교육,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모형

과 측정 방법론, 외국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사례, 우리나라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

성 수행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1.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개념과 의학교육 

1)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개념

  대학은 미래를 위한 도전과제를 안고 있으며,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대학의 사명

과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대학들은 급변하는 환경과 예기치 못한 

위기 속에서 대학의 생존을 위한 경쟁력을 확보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오인탁 외, 

2006). 글로벌 환경 안에서 대학들은 국제적 명성을 얻거나 대학 순위의 상승을 위해 고급

인력을 확보하고 재정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Newman, Couturier, Scurry, 

2004; Weber, 2005). 신자유주의적 변화의 물결 속에서 대학은 그들의 사명과 사회적 책무

성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과 대학과 사회 간 관계의 맥락 안에서 대학의 

비전을 제시하고 실현하고 있는지에 고찰을 해야 한다(조영하, 2010). 

  지식기반사회와 평생학습시대가 도래하면서 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변화하였다. 개인은 대

학 교육을 통해 지식의 실질적 가치와 효용성을 지니게 된다. 이는 실제 그 사람의 실무능

력과 역량을 나타내며, 이는 국가경쟁력과도 직결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세계의 많은 국

가들은 고등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증대하고 있으며, 고등교육의 질 향상과 사회적 책

무성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박민정,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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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의 사명과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지만, 대학의 사명과 사회적 

책무성의 개념 및 수행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미흡하다. 우리나라 대학의 사명은 19세기 근

대에 형성된 고등교육의 전통적인 사명인 교육(teaching), 연구(research), 봉사(service)의 사

명으로부터 규범적으로 정의되어 왔다(Maurrasse, 2001; 이준형, 2004; 박의수, 2006; 김기석, 

2008; 조영하, 2010). 하지만. 대학의 사명은 서구 대학의 역사와 함께 발전하였다. 교육 사

명은 영국 옥스브리지(Oxbridge)에 속한 칼리지 중심의 개인교수제도로부터 유래되었다. 연

구 사명은 19세기 전통적인 독일대학의 세미나 중심 연구 공동체에서 시작되었다. 마지막으

로, 봉사 사명은 19세기 후반 미국 주립대학에서 시작된 봉사로 대학의 3대 사명이 정립되

었다(박의수, 2006; 조영하 2010). Scott(2006)는 중세 이래 대학의 사명을 역사적으로 고찰하

는 과정에서 봉사(service)가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규정하는 핵심요소라고 밝힌 바 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은 교육과 연구를 통해 사회에 기여해야 하며, 교회, 정부, 개인, 

공공기관, 지역 및 전체사회에 봉사하는 학문적 주체라고 하였다. 

   21세기 대학의 사명은 훨씬 복잡하며, 사회적 요구에 따라 대학의 사회적 책무가 달

라진다. 대학의 사명은 사회의 교육철학, 교육정책, 특정 문화나 제도 등 사회적 맥락과 

시대적 변천사에 따라 끊임없이 영향을 받아왔다(Scott, 2006). 또한 고등교육기관이 다

양한 유형과 체제를 갖추고 대학의 수도 점증적으로 확대되면서 대학의 사명들도 거시

적 수준에서 서로 맞물리는 경향을 보였다(조영하, 2010). 

  대학의 봉사 실천 대상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변화해 왔다. 중세의 대학들은 교회세력가

들을 위해 봉사하였으며, 산업혁명 이후 19세기의 대학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사명을 중시하

였다. 20세기 이후 대학들은 국가경제에 기여해 왔으며, 21세기 대학들은 현재 전 지구적 

공익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다(Urry, 1998). 따라서 대학의 봉사적 사명과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개념과 범위는 쉽게 규정짓기 어려우며,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은 대학이 위치한 지역

사회의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대학이 처한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양하고 다르게 정의될 수 있고, 그 내용이나 전략은 

대학마다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21세기 대학은 “모두(All)를 위한 봉사”를 목표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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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개별 대학의 조직적 우선순위나 문화에 따라 봉사적 성격과 사회적 책무성 개념

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조영하, 2010; 염민호, 2018). Haddad는 대학의 기원을 라틴어로 대

학(universitas)은 지역사회(community)를 의미하며, 고전 라틴어로는 전체(totality)를 의미한

다고 하였다(Neave, 2000; 조영하, 2010). 그는  21세기 대학사회는 내부적으로 학생과 직원, 

교수 등, 외부적으로 연구 집단, 동문사회, 비즈니스, 사회·시민운동, 소비자단체, 정부, 전

문가협회 등, 국경에 관계없이 지구촌 사회의 누구나 대학사회의 구성원으로 포함될 수 있

다고 하였다. 현재, 대학사회의 구성원에 대한 논의는 이들 간의 관계, 환경, 기대, 책무와 

같은 논의로 확대되고 있다(Jongbloed, Enders, Salerno, 2008; 조영하, 2010).   

  Tierney(1999)는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교육공동체, 학문적 자유, 접근성과 형평성, 수

월성과 완전성, 탐구로 나누어 정의하였다. 첫째, 교육공동체는 학생뿐만 아니라 대학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교육을 위해 형성된 목적 공동체를 의미한다. 대학의 목적은 학생들이 민

주주의 사회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기능하는데 요구되는 지적, 기술적, 태도에 대한 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이는 대부분 교육과 연구 사명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다고 

하였다. 교육이란 교수와 학생이 단순한 반응관계를 넘어 학습자에게 보다 거대한 사회 이

슈들을 고민 할 수 있는 지적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둘째, 학문의 자유를 지지하는 

사회에서 대학은 학문의 자율성을 누리며, 다양한 사상에 대한 편견 없는 탐구를 보장받아

야 한다고 하였다. 대학은 학문적 자유를 통해 대학의 개인적 이익보다 공익을 추구하여 대

학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무성을 수행해야 한다. 셋째, 접근성과 형평성에 대한 대학의 사회

적 책무성은 ‘모든 개인은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신념을 기초

로,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 보장을 의미한다. 넷째, 수월성과 완전성에 대한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은 고등교육의 질적 우수성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형평성과 수월

성이 충돌 가치가 아닌 양립 가능한 가치이며, 대학은 구성원 개개인의 질이 높아질 수 있

도록 완전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다섯째, 탐구에 대한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은 대학

은 진리탐구와 함께 지적 변화를 이끌어야 하며 끊임없이 행동해야 하는 책무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Tierney의 개념들은 모두 대학의 공익을 지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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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공통점이 있다(조영하, 2010).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현황은 대학의 수행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Holland(1997)는 대학의 봉사적 사명 수행 수준에 따라 대학들 간 유형의 특성을 분석하였

고, 다음 <표 Ⅱ-1>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기준으로 볼 때, 가장 높

은 수준의 봉사적 사명을 수행하는 대학은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호작용이 적극적이며, 대학

의 사명과 책무성을 대학의 방향과 전략에 핵심지표로 삼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Holland

의 연구결과는 대학교수들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로 이어졌으며, 특히 교수들의 승진과 업적평가, 정년보장심사체제와 학자의 연대적 자

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마련하였다.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은 지역사회와의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 Holland(1997)는 대학의 사

회적 책무성을 수행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지역사회와 긴밀히 연대된 봉사학습을 강조하였

다. Jacoby(1996)는 봉사학습을 학생들이 지역사회문제에 행동으로 참여하는 경험적 교육모

형(experiential education)으로 정의하였다. 봉사학습을 지역사회봉사와 대학교육과정을 의도

적으로 융합하여 대학, 교수, 학생이 교육, 연구,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와 사회적 연대를 형

성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Ward, 2003; Einfeld & Collins, 2008; 조영하,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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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1
낮은 수행

유형 2
보통의 수행

유형 3
높은 수행

유형 4
매우 높은 수행

사명

언급이 없거나, 정확

한 개념정의가 아닌 

수사적 표현

봉사는 시민적 주체인 

대학의 역할로 규정

봉사는 대학의 학문

적 활동의 주요 일

부로 규정

봉사는 대학의 핵심

요소로서 대학의 정

체성 및 특성을 정

의하는 요소로 인정

진급, 

정년보장

심사, 

임용

대학위원회나 학문 

분야에 대한 봉사

지역사회봉사에 대

한 언급 및 사례별 

적용

지역사회봉사에 대한 

공식가이드라인 마련 

및 보상체계 구축

지역사회기반 연구

와 교육을 임용 및 

보상에서 핵심 기준

으로 규정

조직구조  봉사와 관련 없음
봉사활동 촉진을 위

한 조직 구성

봉사를 제공하기 위

한 전담센터나 부서

조직 

유연한 지원조직 구

축 및 교수와 학생

들의 적극적 참여 

확산

학생참여
학생들의 특별활동

의 일부로서 봉사

학생들의 봉사에 대

한 조직적 지원

학점, 인턴십, 실습 

등과 연계된 학생들

의 봉사활동

정규교육과정과 통

합된 봉사학습, 학

생들의 지역사회기

반 연구 참여

교수참여
대학 의무, 위원회, 

학문분야에 초점

무료자문, 지역사회 

자원봉사

정년보장교수들의 

지역사회기반 연구 

활동 및 봉사학습과

정 강의 담당 

지역사회기반 연구 

활동과 봉사학습은 

대학의 핵심과제

지역사회

의 참여

비정기적 참여, 제

한적 참여, 개인이

나 집단별 참여

위원회나 단과대학

에 지역사회 대표성 

인사 참여

능동적 파트너십과 

시간강의 등을 통한 

지역사회인사의 학

내 영향력 제고

봉사학습 및 지역사

회기반 연구 활동의 

설계 및 실행에 지

역 사회 참여

대학출판 활동 없음

학생들의 자원봉사 

활동과 시민적 모델

인 동문 소개

지역사회와 대학을  

연계하여 경제적 파

급 효과 등 전달

지역사회와의 연계

가 핵심 내용

<표 Ⅱ-1> 대학의 봉사적 사명에 대한 수행 정도에 따른 유형 및 특성

 

    출처: Holland (1997). Analyzing institutional commitment to service: a model of key                        

            organizational factors. Michigan Journal of Community  Service Learning, Fall, p. 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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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erts(2007)도 대학발전모형을 전통적 발전모형과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계에 기초한 발

전모형 간의 개념적 차이를 비교하였는데, 이 비교는 대학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강화하기 위한 특성과 지향점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냈다.  

<표 Ⅱ-2> 대학발전모형 간 개념 차이

전통적 대학발전모형 지역 연계에 기초한 대학발전모형

인식론
- 실증주의 관점: 

  지식은 가치중립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

- 구성주의 관점: 

  지식은 발전적이고, 내부적으로는 구성되며,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주요 이해관계자

  에 의해 정해짐.

대학과 

주요 

이해관계자와

의 역할

- 대학은 전통적인 연구방법론을 통해 지식

  을 생산함. 

- 주요 이해관계자는 대학의 연구 설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연구자와 이해관계자는 

  분리되어 있음. 

- 지식은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상호작용과 

  맥락 안에서 구성되며, 학습이 이루어짐.

- 지식은 역동적이고, 복잡하며 학습자그룹  

   (주요 이해관계자와 관계 기관)안에서 생성됨. 

경계 범위 

안에서의 역할

- 대학의 구성원은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지식을 전달하고 해석함. 

- 대학의 구성원은 계획 수립, 설계, 분석, 실행 

  등 모든 단계에서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상호작용을 함.

발전 전략 및 

철학

- 전달 패러다임 - 시스템적 변화 패러다임

- 확산 모형: 대학이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새로운 지식을 한 방향으로 전달함.

- 변화: 대학과 주요 이해관계자는 관점, 

  자원, 자료들을 교환함.

- 선택: 대학은 주요 이해관계자를 선택하기 

  위해 대안을 만들어 냄. 

- 실행: 대학과 주요 이해관계자는 상호작용과 소

  통을 통해 아이디어를 제도화함.

참여에 대한 

구조적 전략

- 동문회기부, 국가나 지방정부 재정지원, 

  기업후원, 지역사회 관계

- 재정확보를 위한 대학-지역사회 간 공동위

  원회 구성 및 공동의 논의 전개

- 학문적 위원회 구성 및 활용

대학발전

담당교직원의 

역할

- 대학의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지원 획득

- 보직자, 대학, 일부 교수들로부터 지지 획득

- 팀, 위원회, 학습프로그램별로 다양한 이

  해관계자들의 참여 방안 구상

- 대외적 홍보를 통한 재정적, 정치적 지원 획득

교수와 학생의 

역할
- 수동적 - 능동적

보직자의 역할
- 단과대학별 지지 호소

- 대학(개인주의)의 필요에 의한 책임의식

- 발전비전과 단과대학별 필요성 간 조정

- 전체적 필요성에 의한 공동의 책임의식

발전주기 - 단과대학별로 폐쇄적 - 개방적

출처: Weerts, D. (2007). Toward an engagement model of institutional advancement at public colleges and  

           universi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Advancement, 7(2), p. 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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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 차원의 노

력이 필요하다. 대학이 사회적 책무성을 수행하기 위해서 대학 조직 내에 봉사학습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자 한 노력이 수행되었다(Bringle & Hatcher, 2000). 최근 봉

사학습이 대학교육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대학의 사명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

다. 현재 봉사학습은 교육과정을 위한 실습, 단기 자금에 의한 운영, 시간 소모적 교육, 

정년보장심사 준비에 대한 방해요소 등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대학의 구성원들로부터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대학의 조직적 구조도 적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에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강화를 위한 봉사학습을 제도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사명 재정립, 총장의 리더십, 정책, 홍보, 예산 할당, 봉사학습에 대한 

교수, 교직원, 학생의 지지와 참여, 인프라 구조, 교수의 역할 규정 및 보상 및 승진 체

계 확립, 기타 대학행정 요소들(입학, 학사, 재정지원, 교양교육, 장기계획, 조직역량평가 

등)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Bringle & Hatcher, 2000). 

  대학은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대학 내에서 사회적 책무성 수행이 제도적으

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고등교육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한다. 대학 교육은 학문적 엘리트주의가 아닌 공익을 위한 고등교육으로 전환되어

야 한다(Butin, 2006; 조영하, 2010).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은 ‘사회적 제도’라는 전통적 신념으로부터 정의되며, 시대적 흐

름에 따라 변화한다. 하지만 21세기 대학은 신자유주의적 관점을 정립해 나가면서 이익 추

구자로서의 역할에 관심을 쏟고 있으며, 공공선에 대한 역할을 소홀히 하고 있다(Kezar, 

2005).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지역사회의 사회적 연대를 통한 사회적 책무성을 수행하

면서 대학의 지적, 학문적 역량을 높여야 한다(조영하,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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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개념

  20세기 새롭게 대두된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한 핵심 이해당사자들의 서로 다른 사회적 요

구가 대두되면서, 보건의료시스템의 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이에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개념이 등장하였다. 보건의료시스템을 이끄는 핵심 이해당사자들은 보건의료

체계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우선순위와 기대가 많이 달랐다. 예를 들어, 환자들은 적정

한 진료비로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기를 원했고, 의료진들은 그들의 지식기반을 

끊임없이 넓히고,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의학적 판단 하에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기를 원했

다. 그리고 보건의료 정책입안자들은 효과적인 비용으로 모든 국민들을 위한 진료가 행해지

기를 원했다(Boelen & Heck, 1995). 

  전 세계적으로 보건의료시스템은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변화와 개혁을 필요로 하

였다. 이를 위해 주요 핵심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변화를 주도해야 했으며, 목표 달성을 위

한 근본적인 가치들에 준거해야 했다. 보건의료의 근본적인 원칙과 가치는 전 세계 국가들

의 합의를 통해 이끌어 낸 ‘모두를 위한 건강(Health for All)’이라는 목표이며, 이는 관련

성(relevance), 질(quality), 비용의 효과성(cost-effectiveness), 형평성(equity)의 가치들에 준

거해야했다(WHO, 1996). 

   보건의료시스템 개혁을 위한 주요 이해관계자는 매우 다양하다. Boelen은 “Towards 

Unity for Health” 프로젝트에서 정책입안자(policy-makers), 보건관리자(health managers), 

보건의료전문가(health professionals), 학술기관(academic institutions), 지역사회(communities)

를 보건의료시스템을 이끄는 핵심 이해관계자로 보고, 이를 다음 [그림 Ⅱ-1]과 같이 ‘파

트너십의 오각형(partnership pentagon)’이라고 명명하였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00). 의과대학은 학술기관에 속하며, 보건의료시스템을 이끄는 핵심 이해당사자의 일원으

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위해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다양

한 방식으로 사회적 책무성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Boelen, 2000). 

  보건의료시스템의 개혁과 투자 증대를 위해 보건의료와 관련한 핵심 이해당사자들은 그들이 



- 18 -

처한 사회적 위치에서 보건의료의 개선을 위해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설명해야 했다

(Boelen & Heck, 1995). 의과대학도 사회가 기대하는 중요한 보건의료시스템의 개혁을 위해 적

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했다. 의과대학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미래 의사들을 양성하는 의학교육

기관으로서 교육, 연구, 진료에 대한 영역에서 보건의료를 개혁하고 이끌어 나아가야 하는 사

회적 책무성을 지니고 있다(Rourke, 2018). 또한 의학교육의 전반적인 모든 활동에 대한 성과

에 대해 책임을 지니고 있다. 의과대학은 졸업생들이 졸업 후 기대한 졸업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의과대학의 연구 결과가 의료 서비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고 있으며, 보건의료의 우선순위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진료 서비스

가 사회적 요구에 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명과 사회적 책무성을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 이러한 배경으로 1995년 Boelen과 Heck은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해 의과대학의 사회

적 책무성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Boelen, 1995).  

 “의과대학은 그들이 의무적으로 봉사해야 할 지역사회, 지역, 그리고/또는 국가의 보건의

료 문제의 우선순위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 연구 및 봉사 활동을 이에 집중할 의무를 지니

고 있다. 보건의료에 관한 중요한 우선순위는 정부, 보건의료기관, 보건 전문가와 국민이 공

동으로 파악해야 한다.”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의 목적은 미래의 의과대학 졸업생들이 사회의 요구

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졸업생들이 일할 근무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보건의료의 주요 이해관계자와 긴밀한 협업과 상호작

용을 해야 하는 것을 의미했다(World Health Organization,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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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Ⅱ-1] 파트너십 오각형

출처: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0). Towards unity for health: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partnership in health development: a working paper. World        
       Health Organization. 

  의과대학의 사회적 의무는 사회적 책임감(social responsibility), 사회적 대응성(social 

responsiveness), 사회적 책무성(social accountability)으로 구별할 수 있으며, 각각의 개념을 비교

함으로써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개념의 영역을 정의하였다(Boelen & Woollard, 2011; Boelen, 

Dharamsi, Gibbs, 2012; Boelen, Pearson, Kaufman, Rourke, Woollard, Marsh and Gibbs, 2016). 

  다음 [그림 Ⅱ-2]는 사회적 책임감, 사회적 대응성,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개념을 의과대

학이 얼마만큼 사회적 요구를 명확하게 충족하는지에 대한 점증적인 단계에 따라 도식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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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사회적 요구란, 환자들, 시민들, 가족들, 지역사회와 전체 사회의 건강상의 요구와 

과제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Boelen & Woollard, 2011).  

          

       [그림 Ⅱ-2]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정도에 따른 변화

출처: Boelen & Woollard (2011). Social accountability: The extra leap to excellence for           
      educational institutions. Medical Teacher. 2011; 33(8), p 61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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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과대학의 사회적 의무를 사회적 책임감 수준으로 수행하고 있는 대학은 사회적 책무성

과 관련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예를 들어, 보건의료 문제에 대한 형평성과 관련

한 교육과정은 공중보건의료 및 보건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주제를 다룰 것이다. 한편, 교육

과정은 빈곤과 건강의 불균형의 결정요인에 대해 인식할 수 있지만, 현장의 실제 상황에 대

한 경험은 제한적일 것이다(Boelen & Woollard, 2011). 

  의과대학의 사회적 의무를 사회적 대응성 수준에서 수행하고 있는 대학은 교육과정 전반

에 걸쳐 의과대학 학생들이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시키고,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에 있

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하고, 졸업생들을 의료서비스에 소외된 지역에서 일

할 수 있도록 장려할 것이다. 또한 교육 목표의 성과를 점검하고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개선 조치를 시스템에 도입할 것이다(Boelen & Woollard, 2011).  

  의과대학의 사회적 의무를 사회적 책무성 수준에서 수행하고 있는 대학은 ‘사회적 요

구’를 필수 과제로 여기며, 의과대학은 사회적 요구를 파악하는데 참여하고, 그에 따른 프

로그램을 계획하며, 졸업생들을 통해 예상되는 결과와 실제 결과가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

는데 달성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하고 검증할 것이다. 또한 보건의료 문제의 형평성을 

위해서 의과대학은 졸업생들의 공정한 인력 배치와 분배를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의 전략에 

참여할 것이다(Boelen & Woollard, 2011). 

  다음 <표 Ⅱ-3>은 의과대학의 사회적 의무의 세 가지 개념을 6개 항목으로 비교한 것이

다. 의과대학의 사회적 의무 범위가 엄격하게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 

개념의 정의가 점점 증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몇 가지 항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대학의 목표를 정할 때 사회적 책임감 수준에서는 

교수들의 직관으로 정의하며, 사회적 대응성 수준에서는 현재와 미래의 사회적 요구를 분석

한 근거 자료를 기반으로 정한다. 사회적 책무성 수준에서는 사회의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

견을 고려하여 기관 목표를 설정한다. 대학의 교육 목표 설정 시 주요 이해관계자를 참여시

킨다면, 교육의 효과성은 더욱 극대화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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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책임감

(Responsibility)

대응성

(Responsiveness)

책무성

(Accountability)

사회적 요구 규명 암묵적  명시적 선제적 

기관 목표 교수들이 정함 자료에 근거해서 정함 사회와 함께 정함

교육 프로그램 지역사회 지향 지역사회 기반
졸업생의 활동 맥락에 

기반

졸업생의 수준 훌륭한 임상의사
직업전문성 기준을 

충족하는 졸업생

보건의료체계의 변화를 

만들어 가는 촉진자

평가 초점 과정 성과 영향력

평가자 내부 외부 보건의료 파트너들

<표 Ⅱ-3> 의과대학의 사회적 의무의 영역과 정의

 출처: Boelen & Woollard (2011). Social accountability: The extra leap to excellence for      

       educational institutions. Medical Teacher. 2011; 33(8), p 614-619.    

  사회적 책무성 수준의 교육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빈곤과 불평등에 대한 선택 교과목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보건의료 기관과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함께 지역사회 기반‘서비스 

러닝’과 같은 능동적인 학습과 책임 있는 실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는 교육 프로그

램의 평가를 과정과 성과 아닌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Seifer & 

Vaughn, 2004; LCME, 2008; Woollard, 2010). 또한 졸업생들이 의료 취약 지역을 위한 진로

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Boelen & Woollard, 2011). 

  졸업생의 수준에 대한 항목에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임감 수준은 좋은 임상 의사를 양

성하는 것이며, 사회적 대응성 수준에서는 직업전문성을 충족하는 의사를 배출하는 것이며,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준에서는 보건의료시스템 변화의 주체자로서 사회의 요구에 

영향을 끼치는 졸업생을 배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의과대학의 사회적 의무에 대한 평가는 개념마다 다르다. 사회적 책임감을 수

행하는 의과대학은 주로 운영에 초점을 맞추어 내부 구성원이 평가를 한다. 사회적 대응성

을 수행하는 의과대학은 사회적 요구와 관련된 성과를 포함하여 외부평가를 진행한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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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책무성을 수행하는 의과대학은 사회 및 정부의 보건관련 분야, 관련 단체 및 지역사회 

단체 및 개인과 협력적인 관계를 맺고 이 분야에 직면한 과제를 공유하며, 이해관계자와의 

합의를 통해 교육, 연구, 봉사와 관련된 목적을 정의하고, 보건의료 관련 파트너를 평가 및 

피드백의 일원으로 참여시킨다(Seifer & Vaughn, 2004; Woollard, 2010).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개념은 의과대학이 처한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의과대학은 사회적 책무성의 개념을 광범위한 프레임워크에서 이해하기 보

다는 사회적 책임성, 대응성, 책무성 수준에서 세분화하여 개념을 정립하고, 현재 수행 수준

을 진단해야 한다(Preston, Larkins, Taylor, Judd, 2016; 길윤민, 전우택, 2019). 또한 의과대

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은 각 학교가 지역사회의 요구에 참여하고, 협력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기에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수행할 때에는 전반적인 원칙과 맥락

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차별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Rourk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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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4가지 가치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개념은 평가에도 영향을 주었다. Boelen과 Heck(1995)

은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의 개념을 ‘의과대학이 의무적으로 봉사해야 할 지역사회, 지

역, 그리고/또는 국가의 보건의료 문제의 우선순위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 연구 및 봉사 활

동에 집중하는 것이며, 보건의료 요구의 우선순위 과제는 정부, 보건의료 기관, 보건 전문가 

및 대중이 공동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정의 내리며, 이 모든 활동은 4가지 가치인 관련성, 

질, 비용효과성, 형평성에 준거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들은 4가지 가치를 활용하여 사회적 책무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회적 책무성 그리드

(grid) 모형을 제안하였다. 사회적 책무성 그리드 모형은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의 4가지 

관점인 관련성, 질, 비용-효과성, 형평성을 사회적 책무성의 영역인 교육, 연구, 진료 분야

로 나뉜 뒤 각각을 계획, 실행, 영향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만든 모형이며, 다음 <표 Ⅱ-4>

와 같다. 

   <표 Ⅱ-4> 사회적 책무성 그리드 모형

  

가치

영역과 범위

교육 연구  진료

계획 수행 영향 계획 수행 영향 계획 수행 영향

관련성

질

비용효과성

형평성

   출처: Boelen & Heck (1995). Defining and measuring the social accountability of medical schools.            
          World Health Organization Gen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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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과대학은 교육, 연구, 진료 영역에서 4가지 가치인 관련성, 질, 비용-효과성, 형평성을 

기준으로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측정해야 한다. 그리드 모형은 의과대학의 전반적

인 활동에서 ‘계획 수립’, ‘수행’, ‘영향력’ 단계에 이르기까지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의 순차적 단계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교육 영역에서 형평성의 관점을 살펴보면, 의

과대학은 취약 지역과 취약 계층 분야의 졸업생 분포의 개선을 위한 문서화된 사명을 통해 

교육계획 단계에서 건강 불균형과 불평등 문제를 다루는 것을 계획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

이 취약지역과 취약 계층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설계와 그에 

따른 자원의 재분배를 수행할 것이다. 영향력 단계에서 의과대학은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적

극적인 협력단계에서 해당 분야에서 졸업생을 고용하고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영향을 미

치는데 기여할 것이다(Boelen, Woollard, 2011).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의 4가지 가치(관련성, 질, 비용-효과성, 형평성)에 대한 교

육, 연구, 진료 영역 내에서 계획, 실행, 영향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만든 그리드 

모형은 일부 학교에서 실습과정에서 활용되었으며(Sirisup, 1999), 학생의 참여형 학습이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수행하고 평가할 때 사용되었다(Woollard, 

2006). 그리드 모형의 목적은 의과대학을 비교하고 순위 매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개별 

의과대학이 사회적 책무성을 진행하는 과정을 측정하고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의

과대학의 사명과 비전, 교육목표를 위한 교육, 연구, 진료에 대한 노력의 과정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된 모형이며, 많은 국가에서 지표를 개발하는데 활용되었다. Boelen과 

Heck은 많은 국가 및 대학에서 그리드 모형을 활용할 때 각 빈칸에 대한 지표를 개발

하고, 그들이 속한 사회적 맥락에 따라 더 의미 있게 수정하는 것을 제안하였다(Boelen 

& Heck, 1995). 그러나 각 영역에 대한 개념의 해석이 주체마다 다를 수 있어 의과대학

을 비교하는 평가인증의 모델로 사용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했다(Leinster, 2011).   

  다음 <표 Ⅱ-5>는 사회적 책무성 그리드의 교육, 연구, 진료 영역에서 4가지 관점인 관련

성, 질, 비용-효과성, 형평성을 결합한 개념을 정리한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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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Ⅱ-5>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의 4가지 관점 

출처: Boelen & Heck (1995). Defining and measuring the social accountability of medical schools.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p.19-32. (논문 내용을 표로 정리)

         수행 영역
책무성 관점

교육 연구 진료

관련성

의과대학의 교육, 연구, 

진료가 국가 또는 지역

사회의 보건의료 요구 

및 우선순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국가, 

지역, 지역사회의 보건의

료의 중요한 이슈를 반

영해야 하며,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진료역량을 강화해야 하

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는 국가, 지역, 지역

사회의 보건의료 문제 

및 건강격차 문제를 주

제로 하는 연구를 계획

하고 수행하며, 정책개

발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진료는 국가, 지역, 지역

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맞춤형으로 제공 하

여 그 사회적 맥락에 맞

는 정책개발과 의사결정

을 위한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질

의과대학의 교육, 연구, 

진료가 국가 또는 지역사

회의 사회적 맥락을 고려

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졸

업생을 배출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

공하는 데 필요한 역량

을 갖춘 졸업생을 배출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을 계획하고 다양한 교

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는 근거에 기반하고 

적절한 기술을 활용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연구를 계

획하고 수행하며, 연구

결과가 정책개발과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진료는 근거에 기반하고 

적절한 기술을 활용하여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를 제공하며, 그 사회적 

맥락에 맞는 정책개발과 

의사결정을 위한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

미한다. 

    비용-효과성

의과대학의 교육, 연구, 

진료가 사회의 건강 증

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자원을 최대

한 활용하는 정도를 의

미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사

회에 비용효과적인 보건

의료를 제공하는 것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을 계

획하고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는 비용효과적인 보

건의료를 제공할 수 연

구를 수행하고, 비용효

과적인 보건의료 전달체

계를 강조하고 정의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

고, 연구결과가 정책결

정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진료는 비용효과적인 

보건의료를 전달하는데 

촉진하고, 기여하며, 그 

사회적 맥락에 맞는 정

책개발과 의사결정을 

위한 집단에 영향을 미

치는 것을 의미한다. 

형평성

의과대학의 교육, 연구, 

진료가 모든 국민들이 수

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취약 

계층과 사회적 약자계

층을 위한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

고 진료 역량을 강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는 보건의료시스템의 

형평성을 구축하는데 도울 

수 있고 취약지역의 보건의

료전달을 강조하고 위험인

구를 정의할 수 있는 연구

를 수행하며, 연구결과가 

정책결정과 의사결정에 영

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진료는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의료전달을 촉진하

고, 기여해야 하며, 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개발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

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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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성은 교육, 연구, 진료가 국가 또는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요구 및 우선순위와 밀

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Abdalla, 2014a). 보건의료의 요구 및 우선순위는 

지역 마다 다를 수 있으며, 같은 지역 내에서도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지

만, 기본적으로 보건 정책은 국가 및 지역사회의 취약 계층 및 취약 지역, 질병으로부터 

가장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 또는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질병 등 국가 및 지역사회가 처

한 환경 속에서 우선순위 과제를 반영해야 한다. 또한 관련성은 언제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는 1차 의료기관, 필수 공중보건 서비스 및 필수 의약품의 이용 접근성에 대한 문

제도 포함된다(Boelen & Heck, 1995).  

  질은 의과대학의 교육, 연구, 진료가 국가 또는 지역사회의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졸업생을 배출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한다(Abdalla, 

2014a). 1948년 세계보건기구는 “건강을 단순히 질병의 유무가 아닌 신체적, 정신적, 사회

적으로 온전한 상태”로 정의하였다(World Health Organization, 1995). 이는 질적으로 수준 

높은 의사는 좋은 기계와 뛰어난 기술을 통해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환자와의 충분한 

의사소통, 심리적 지지, 응급대응 태도,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관심 등 많은 요소가 졸업

생의 질을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증거기반의 데이터로 표현하는 질은 전체의 평균

값을 넘어, 둘 이상의 집단 사이의 평균이 같아도 분포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Boelen & Heck, 1995). 

  비용-효과성은 보건의료시스템 안에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사회의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의미한다(Abdalla, 2014a). 전 세계적으로 보건의료의 비용이 증가하

고 있으며, 이는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쉬워지고, 정보에 대한 접근이 더 광범

위해지면서 개인의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의료비 증가는 어느 사회에서나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보건의료 개혁에 관련된 보건 정책 입안자와 의료진

들은 보건의료의 비용 효과성을 낭비하거나 비효과적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한다. 비용-효과성의 문제는 정부가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건강 예산은 증가하

지 않거나 국민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 예산은 감소하고 있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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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있기에 중요하고 긴급한 문제이다(Boelen & Heck, 1995). 

  형평성은 모든 국가의 모든 국민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을 의미한다(Abdalla, 2014a). 세계보건기구는 모든 국민들이 “적어도 자신이 살고 있는 지

역사회 안에서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준의 건강”을 얻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모든 개인이 1차 진료와 종합검진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World Health Organization, 1995).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4가지 관점(관련성, 질, 비용효과성, 형평성)은 보건의료시

스템에서 동등하게 강조되어야 한다. 다음 [그림 Ⅱ-3]은 4가지 가치의 정도를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한 것이다. 이 그림은 개인과 인구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가장 균형적이고 이상적인 보건의

료시스템을 나타낸 것이다. 이 원은 그림의 주변부까지 확장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이는 모든 국가에서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한계의 범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Ⅱ-3]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4가지 관점

 출처: Boelen, Heck (1995). Defining and measuring the social accountability of medical schools.      
        World Health Organization Geneva.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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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그림 Ⅱ-4]는 서로 다른 보건의료시스템의 예를 보여주며, 4가지 가치 중 어떠한 

가치를 선호하는지를 보여준다. [그림 Ⅱ-4]의 사례 1∼4는 다양한 보건의료시스템의 유형

과 특징을 보여주며, 모든 유형은 개혁이 필요하다. 이러한 4가지 가치의 함의와 서로 다른 

보건의료시스템의 맥락을 이해함으로써 의과대학은 사회적 책무성에 대응하면서 직면하는 

과제의 범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Boelen & Heck, 1995). 

  출처: Boelen, Heck (1995). Defining and measuring the social accountability of medical            

          schools. World Health Organization Geneva. p.10

    [그림 Ⅱ-4] 다양한 보건의료시스템에서 사회적 책무성의 가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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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은 보건의료시스템이 보건의료의 우선순위 문제를 다루고 모두에게 의료 서

비스를 제공하는데 목표는 달성하였으나 의료서비스의 질과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이다.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소비자로부터 최소한의 투입만을 받는 공공의료서비

스가 존재하며, 비용효과성과 질을 자극하기 위한 경쟁은 존재하지 않는다(Boelen & 

Heck, 1995;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0). 

  사례 2는 보건의료시스템이 높은 비용으로 소비자 주도의 의료시스템이면서 의료의 

질이 높지만, 보건의료의 우선순위 요구와 형평성 요구는 충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사회의 요구를 계획하거나 충족시킬 동력이 없는 많은 산업화된 국가가 해당

된다(Boelen & Heck, 1995;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0). 

   사례 3은 보건의료시스템이 소비자 주도의 의료시스템이면서 비용이 경쟁을 하고 있

거나 규제에 의해 제약되고 있다. 사례 2와 같이 많은 선진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시

스템은 “고객”의 이익만을 돌봄으로써, 보건의료의 우선순위와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

한의 관심을 초래한다(Boelen & Heck, 1995;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0). 

  사례 4는 보건의료시스템은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

서 자원을 잘 활용하지만, 우선적인 보건의료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효과적으로 

계획하지 않았다. 이 예는 보건의료를 개선하고 보호하기 위해 많은 부분에서 투입

을 하는 것을 목표로 포괄적인 접근법을 취하지 못하는 많은 국가에서 볼 수 있다

(Boelen & Heck, 1995;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0). 

   질과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것은 이상적이며, 즉시 또는 쉽게 달성할 수 있

는 것이 아니다. 비평가들은 질과 형평성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에 의해 지지

되기에 사회의 모든 사람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유토피아’라고 지

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취약 계층은 우리 자신 주변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집단들이며, 누구라도 삶의 상황이 급변하여 언제 어디서든 절박한 위기에 처할 수 

있기에 보건의료시스템은 경계심을 갖고 ‘모두의 건강’을 위해 연대를 해야 한다

고 하였다(Boele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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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에 관한 세계적 합의

  21세기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의 중요성과 관심은 증대되었다. 21세기 전 세계는 국제

적으로 건강에 대한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공평하게 공유하지 못한 의료 서비스와 자

원에 대한 불균형 분배는 국가 내, 국가 간의 현저한 불평등과 격차를 초래하였다(Arcaya, 

Arcaya, Subramanian, 2015). 이로 인해 정의, 불균형, 취약하고 소외된 계층을 위한 보건의

료의 요구와 충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은 현재 대학 

의학(Academic Medicine)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Rourke, 2018). 따라서 오늘날 의과

대학의 의학교육은 보건의료서비스의 관련성, 질, 비용효과성, 형평성에 대한 개선, 사회적 

우선순위 과제에 대한 불일치 감소, 보건의료전문직에 대한 역할 재정의,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근거기반에 대한 증명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Majumder, 2018).    

  21세기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강화를 위한 전 세계적인 합의가 진행되었다. 의

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1910년 플렉스너 보고서가 발간된 지 한 세기가 

지난 2010년에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에 관한 세계적 합의(Global Consensus on Social 

Accountability of Medical Schools; GCSA)’를 개최하여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세계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에 관한 세계적 합의는 보건의료 관련 정책 입안자, 보건 및 의

학교육과 관련된 전문가가 전 세계 130개 조직과 개인이 모여 8개월 동안 3단계 델파이 조

사를 하고, 전 세계 의학교육 및 평가인증 기관 대표 65명이 모여 3일간의 협의회를 통해 

진행되었다(Jalilian, Amin, Alizadeh, 2015).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에 관한 세계적 합의에

서 합의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개념은 다음과 같다(Boelen, 2016). 

   “사회의 현재 및 미래의 건강 요구와 도전에 대응해야 하며, 이에 맞추어 교육, 연구,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하며, 다른 이해관계자와 거버넌스 및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성과 및 영향을 사정하기 위해 평가와 인증을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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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에 관한 세계적 합의는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강화하기 위한 의과대학의 교육 영역과 목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의과대학 평가인증의 

방향을 제시하며,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한 기준을 개정하는데 영향을 미쳤

다(Boelen, 2016). 

  이 합의를 통해 의과대학은 사회 안에서 미래의 보건의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신들

의 역량을 어떻게 개선해야만 하는지, 의과대학의 역량은 의과대학 평가인증을 포함하여 어

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 의과대학의 교육역량강화 과정을 어떻게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물음에 답을 얻을 수 있었다(GCSA, 2010; Jalilian, Amini, Alizadeh, 2015). 

  2010년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에 관한 세계적 합의는 세계보건기구를 포함한 국제기구의 후

원을 받아 진행되었다.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은 ① 사회의 현재 및 미래의 건강 요구와 도전

에 대응할 것 ② 교육, 연구, 진료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것 ③ 다른 이해관계자와 거버넌스 및 파

트너십을 강화할 것 ④ 성과 및 영향을 사정하기 위해 평가와 인증을 활용할 것이라는 4가지 영

역으로 나뉘었으며, 10개의 하위영역을 다음 <표 Ⅱ-6>과 같이 정의하였다(Rourke, 2013).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에 관한 세계적 합의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의과대학의 사

회적 책무성에 관한 10개 하위 영역은 보건의료에 관한 지역사회의 맥락에 대한 이해와 사

회적 요구와 과제를 확인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영역 1,2)에서부터 

시작한다. 보건의료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보건인력 중 변화하는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의사의 역할과 역량이 교육 전략의 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며(영역 3,4), 사회적 책무

성 수행에 대한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교육, 연구, 진료에 대한 교육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

(영역 5). 또한 의과대학은 국가 차원에서 요구하고 있는 높은 수준의 우수성을 지향하는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하며(영역 6,7), 이를 실현하기 위한 평가인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영

역 8). 사회적 책무성은 보편적 가치이면서(영역 9), 지역사회는 그들의 업적에 궁극적인 평

가자가 될 것(영역 10)이라고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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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Ⅱ-6>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에 관한 세계적 합의의 10가지 영역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에 관한 세계적 합의의 10가지 영역

영역 1. 보건의료에 관한 사회적 요구를 예측하기

영역 2. 보건시스템과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 구축하기

영역 3. 의사 및 보건의료전문직의 변화하는 역할에 적응하기

영역 4. 성과기반의 교육 육성

영역 5. 의과대학의 대응성 및 책임감 있는 거버넌스 구축하기

영역 6. 교육, 연구, 진료 및 봉사에 대한 기준 범위를 조정하기

영역 7. 교육, 연구, 진료 및 봉사에 대한 지속적인 질 개선 지원

영역 8. 평가인증을 위한 필수적인 메커니즘을 수립하기

영역 9. 특수한 맥락 안에서 글로벌 원칙의 균형을 조정하기

영역 10. 사회에서의 역할을 정의하기 

출처: GCSA (2010). Global Consensus for Social Accountability of Medical Schools.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에 관한 세계적 합의는 의과대학의 의무를 의과대학의 사

회적 책임성과 사회적 대응성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촉진하는 계

기가 되었다(GCSA, 2010; Jalilian, Amini, Alizadeh, 2015). 

  또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에 관한 세계적 합의는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위한 10가지 영역의 구체적인 전략적 방향과 지침을 제공해 주었다. 이를 통

해 지역적 규모에서 글로벌 규모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보건의료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개념을 정의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며, 전 세

계에 걸쳐 의과대학의 평가인증 기구의 역할 강화와 평가인증 기준 개발에 영향을 주

었다(Boelen, Woollard,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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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위한 의과대학의 파트너십 구축

  의과대학은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위해 여전히 많은 과제와 장애물들을 극복해야 한다.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핵심 이해관계자와 파트너와의 파트

너십 구축과 상호작용이 중요하나, 이들은 각자의 특성과 기대, 특권을 가지고 있기에 반

드시 경쟁과 갈등이 발생한다(Boelen, 2004).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가난한 나라든, 부유한 

나라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파트너십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국가 또는 지역의 보건 

의료 시스템 내에서 분열과 중첩이 만연하여 의료의 관련성, 질, 비용효과성, 형평성을 달

성하는데 저조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개혁은 학술기관, 보건의료관련기관, 정책 입안자, 의료

진, 대중 등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인 상호작용과 파트너십이 중요하다(Boelen, 2000). 

의과대학은 학술기관으로서 교육, 연구, 진료의 직접적인 개입을 넘어서서 졸업생들의 보다 

나은 미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하며, 대안적인 방법을 스스로 탐구하고 

발견해야 한다(Gary et al., 1999; Boelen, 2002; Hallock, 2001; Capon et al., 2001). 이를 실

현하기 위해서는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국민의 보건의료 관련 우선적 과제를 어떻게 가장 

잘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공통된 비전을 공유해야만 한다(Boelen, 2004).   

  공통된 비전을 중심으로 주요 이해관계자들은 지역사회, 지역, 국가의 모든 사람들의 건

강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를 구축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파

트너들은 공통된 비전과 목적에 어긋날 수 있는 특권을 포기해야 한다. 이는 이타적인 이유

가 아닌 보건의료시스템의 통합을 위한 동맹과 협력, 더 큰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데 있어서 

그들의 힘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시너지적 협업을 창출하기 위한 협업 절차이

다. 다음 <표 Ⅱ-7>은 파트너십을 통해 시너지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파트너 간 협업 절

차의 촉진 및 저해 요인의 일부이다(Boele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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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7>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협업 절차의 촉진 및 저해 요인

출처: Boelen (2000).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partnership in health development.        

      World Health Organization. 

             촉진 요인               저해 요인

정책

입안자

보건의료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명확히 설계할 수 있는 역량

정치적 편향성과 순종에 대한 위험은 동일한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신뢰감을 고취시켜 파트

너십 관계를 위축시킬 수 있음
최우선적인 보건의료 관련 문제와 사람들의 

요구를 편견 없이 강조하고 그에 대한 증거

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

정책적 지향은 시너지 효과를 위한 다양한 

조직 모델로 전환하기 어려움 

규칙적인 메커니즘 및 법적 조치에 의한 자

원 할당 조건을 설정하는 역량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지 않아 제

도적 변화에 대한 지지와 지원에서 일관성과 

연속성이 결여됨

보건

관리자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통해 파트너십 

프로젝트에 신뢰성을 줄 수  있는 잠재력

일반 인구보다 특정 하위집단(즉, 취약계층, 

환자, 고위험군)에 집중하는 경향

당사자 간 책임배분을 위한 구체적인 함의를 

강조하는 역량

보건의료 문제 해결 시 수평적, 부문 간 접

근보다는 수직적 접근으로 바라봄
이익에 대한 근거가 제시된 경우 협업 작업

을 지원하기 위한 자료 제공

경제적, 행정적 기준만을 언급하며, 의무를 

수행

보건의료

전문가

보건의료서비스의 주요 제공자로서 사람들과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접촉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윤리 강령을 준수

일련의 가치와 조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협회에 조직되어 있음

정책 결정 및 운영 절차를 구체화하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 보유

마음이 맞는 의료진들을 제외한 폭넓은 파트

너십의 유용성에 관한 회의적 사고

개인 및 사회 전반의 건강 문제와 우선순위

에 관한 정보의 영구적 출처

보건의료서비스 부문의 형평성과 비용 효율성

을 저해하는 보건 전문가 간의 경쟁

학술

기관

보건의료 목표 구현을 위해 바람직한 기술과 

행동의 습득을 유도하는 역량

사회 안에서 상대적 고립은 교육 및 연구 프로그

램의 우선순위와 보건 시스템의 진화를 저해함

의료 서비스 제공의 혁신적인 모델을 설계하고 평

가하기 위한 연구 방법론의 탐구와 적용

전체적인 비전을 보기보다는 단편적이고, 보건의료 

우선순위가 아닌 전문성과 특수성을 추구 

의료 및 의료 기술 발전 자격과 관련된 실무

자를 위한 역할 모델

건강 및 사회발전에 있어 다학제적 접근방법의 

구현에 있어 실질적인 지침을 위한 리더십 부재

지역

사회

문제 중심의 접근 방식으로 요구와 기대치를 

표현

과도한 요구와 상대적인 위험 및 책임 분담

에 대한 거부감 경향

건강 의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뿐만 

아니라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인식 증대.

특히 장기적 부문과 제도적 변화에 대해 불

안정한 동반자 관계

협업에 용이하고 이타적인 원인에 쉽게 동원

되는 자발적 힘

미디어와 유행에 의한 영향. 순간의 열정이 

때로는 사실의 합리성보다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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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개혁의 핵심이해당사자들은 그들이 기여해야 하는 지역 국가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통의 의제를 가지고 공동의 테이블에 둘러앉

아야 한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00). 또한 각 핵심 이해당사자는 다음 세 가지 항목

에 대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l  공통의 가치(예: 관련성, 질, 비용효과성, 형평성)를 한 방향으로 실현하기 위해 한정된 

자원을 더 좋은 방향으로 사용하기 위한 그들의 권한을 재논의하고, 제도적 변화를 만

들어 내는 것에 의지를 갖기. 

l 기여해야 하는 인구집단을 위한 민간 의료와 공공의료가 통합된 보건의료 서비스의 혁

신적인 모델을 설계하고 구현하는데 기여하기.

l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상호 유익한 방식으로 협상하며,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강점을 활용하기.

    Boelen(2004)은 그의 논문에서 사람들의 건강에 지속 가능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통합과 협력을 향한 모멘텀의 창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라고 강조하였다. 비록 그 여정은 많은 도전들이 있고, 보상이 바로 돌아오지는 않지만, 보

건의료와 건강증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결단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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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교육과정의 방향

  의과대학의 사회적 기능은 변화하고 있다. 전통적인 의과대학의 사회적 기능은 교육, 연

구, 진료를 통하여 미래의 유능한 의사를 양성하고, 더 나은 새로운 치료법을 발견하며, 질

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을 치료해 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길윤민은 그의 논문에서 의과대

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논의할 때, ‘지역성’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의과대학은 의과대학이 존재하는 해당 국가와 지역사회의 필요성, 지역사회의 건강격차 해

소와 같은 지역화 된 내용의 교육, 연구, 진료를 중요시해야 하였다(길윤민, 전우택, 2019).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은 사회적 계약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의과대학은 사회

에서 부여 받은 사명을 기반으로 사회적 책무성을 수행해야 하며,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

성 수행 기반은 다음 [그림 Ⅱ-5]와 같다. Rourke(2013)는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위한 핵심 활동을 4가지로 요약하였다. 첫째, 의과대학이 위치한 지역과 국가의 인구통계학

적 특성과 지리적 다양성을 고려하여 의과대학 학생을 선발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전형

과 장학금 제도를 통해 등록금을 지원해야 하며, 일부 저개발 국가의 학생을 선발하여 교육

을 마친 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둘째, 의과대학은 그들이 기여

하는 지역과 국가의 우선적인 건강 요구를 반영하는 교육과정을 제공하며, 지역 및 국가의 

보건의료서비스와 협력하여 임상실습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 의과대학은 지역 및 국

가가 필요로 하는 지역과 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 기술, 태도를 갖춘 졸업생을 배출해

야 한다. 넷째, 의과대학은 그들이 기여해야 할 지역과 국가 및 세계의 보건의료 우선순위 

과제에 대해 연구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Rourk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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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Ⅱ-5]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기반

 출처: Rourke (2013). Social accountability of medical schools. Acad Med. 2013; 88:430. 

  다음 [그림 Ⅱ-6]은 의학이 사회와 맺은 사회계약을 도식화한 그림이다. 의료전문직은 의

사 개인과 전문직 기관 및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둘 사이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은 

중요한 쟁점 사안에 대한 의료계의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는 환자와 일반 대중으로 구

성되며, 정부는 정치인, 공무원 및 관리자로 구성되는데 이들 사이 역시 역동적인 상호작용

은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과 관련된 방침을 정하는데 크게 영향을 준다. 정부와 대중은 각자

의 이익과 의견이 있으며, 정치적 과정을 거쳐 얻은 공공 정책은 보건의료 시스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며, 개별 의사와 의료기관 사이에 맺은 사회계약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

다. 따라서 사회 계약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요인은 각국의 고유한 보건의료

시스템과 규제체계 및 언론이 있다. 전문직업성은 보건의료의 사회 전체, 환자와 대중의 구

성 요소 및 정부와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신뢰적 기반이 된다(Cruess & Cruess, 2008; 

Richard, Cruess & Cruess, Steine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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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Ⅱ-6] 사회 계약

   출처: Cruess & Cruess, 2008; Richard, Cruess & Cruess, Steinert, 2009.

   

  의과대학은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를 대응해야 한다. 의과대학은 사회적 책무성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의 변화를 모니터링하며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한다. 의료에 대한 높아져가는 일반 

대중의 기대치와 사회에 부합하는 미래의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해 가야한다(양은배, 맹광호, 2014). 따라서 의과대학은 변화하는 보건환

경에 대응하고 이끌어나갈 수 있는 양질의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최선의 의학교육을 수행해야 

한다(Richard, Cruess & Cruess, Steinert, 2009). 

  의과대학은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의학교육을 수행해야 한다. 많은 의대생들은 

이타적인 동기를 가지고 국내·외 취약 계층을 위해 일을 하고자 직업세계에 입문한다

(Eckenfels 1997; Coulehan & Williams 2001). 하지만, 졸업 후 이타적인 동기를 지지하지 않

는 진료 모델에 노출되거나, 부채의 누적, 도시에 집중된 인력 등의 요인으로 의과대학 경

험의 이상을 실천에 옮기는 학생의 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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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취약지역과 취약계층이 생기게 된다(Hafferty & Franks 1994; Hunnert et al. 1996; 

Coulehan & Williams 2001). 1974년 랄동드 보고서 “캐나다인의 보건의료에 대한 새로운 관

점”에서는 “의료인들은 도시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시골지역 또는 고립 지역을 기피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는 아직도 모든 인구 집단이 동등하게 접근할 수 없다”며 캐나다의 보건의

료 서비스의 불평등을 인정하였다. 또한 2007년 세계보건기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보건의

료 서비스의 불평등은 존재한다”고 발표하였다(Marmot 2007;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7). 이러한 배경으로, 지난 25년 동안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전 세계적인 합의

(World Health Organization, 1995; Health Canada, 2001; GCSA, 2010)가 진행되었고, 보건의료 

접근성의 불평등 감소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노력이 있었으며(Marmot, 2007,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7), 의대생을 위한 농촌 및 취약지역의 교육훈련 경험에 대한 연구과 긍정적

인 결과들이 발표되었다(Laven & Wilkinson 2003; Courran & Rourke 2004). 

  의과대학의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회적 책무성 교육은 실질적인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

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Faulkner와 McCurdy(2000)는 사회적 책무성을 지닌 의사를 

양성하여 취약 계층을 위한 의료를 장려하는 것은 이타적인 의학을 실천하는데 중요한 영

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반면,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교육과정은 전통적인 교실이

나 병원 환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Faulkner & McCurdy 2000; 

Stephenson et al. 2001; Lemp & Seale 2004; Cole & Carlin 2009). 캐나다 가정의학학회는 

‘교수는 대학 안에서 지역사회사회에 기반을 두는 교육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수 있

는가?’, ‘학생들은 한번 도 만나지 않고 경험하지 않은 집단과 지역을 위한 인력자원이 되

는 것을 배울 수 있을까?’, ‘실제로 이런 태도를 보이지 않고, 어떻게 환자 중심 임상의가 

되도록 가르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가정의학의 원칙을 설명하였다(College of 

Family Physicians of Canada, 2006). 따라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교육은 서비스 러닝 

학습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의과대학 간의 균형 잡힌 파트너십을 통해 실현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취약지역과 계층을 경험하고, 다양한 구성원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

하며, 의사소통 기술향상과 학제 간 융합, 자기성찰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Seifer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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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사의 전문직업성과 의학교육

  21세기 의사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무성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히포크라테스시대 이래 근대

까지 의사는 환자를 돌보고 치유자로서의 역할만 하면 되었지만, 오늘날 의사는 의학 전문직업인

(medicine as a profession)으로서 과학 중심의 의학지식을 습득하는 동시에 생명윤리, 의사소통기술, 

환자와 의사의 상호작용 및 예절 등 치유자(Boudreau, Cassell, 2007)와 전문직의 역할(Cruess, 2006; 

Cruess, Cruess, 2006)을 요구받고 있다(Cruess, 1997). 다음 [그림 Ⅱ-7]은 의사/의료 전문직의 특성

을 나타내는 다이어그램이다. 이는 치유(healing)와 전문직업성(professional)과 관련된 역할이며, 중

간부분은 의료 행위의 근본이며, 공유되는 중요한 특성을 말한다(Cruess & Cruess, Steinert, 2009).  

  의사는 직업적 소명을 지닌 전문직이다. 의료직에 종사하는 의사가 된다는 것은 전문직종

(profession)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며, 동시에 치유에 관한 모든 것을 베푸는 일이다(Cruess & 

Cruess, Steinert, 2009). 전문직종(profession)이란 단어는 ‘공언하다(profess)’라는 용어에서 파생

되었으며, 전문직(professional)과 전문직업성(professionalism)이라는 용어의 어원적 뿌리이다(Oxford 

English Dictionary, 1989). 전문직과 전문직업성은 법조계나 공학계에서도 적용가능하며, 의료행위

를 하는 사람을 특별히 ‘의학 전문직업성(medical professionalism)’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의학 

전문직업성(medical professionalism)이란 의사는 전문 지식을 갖추고 환자를 보살피려는 자기 헌신

을 통해 의료 행위 전반에 걸쳐서 올바른 회복을 위해 책무를 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사는 그들이 기여하는 지역사회와 환자를 위해 봉사해야 하는 사명과 책무를 지니고 있다. 

의사는 의학전문성을 통해 환자의 치유를 돕고 지역사회의 건강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Cruess & 

Cruess, Steinert, 2009). 폴 스타(Paul Starr)가 쓴 저서인 『미국 의료의 사회화(The Social 

Transformation of American Medicine』에 따르면 전문직종은 체계적인 구조를 통해 자율규제와 전

공에 특화된 지식을 대학 과정에서 교육받은 후 수련하는 직업이며, 이윤 추구의 목적보다는 윤리

강령을 우선으로 하는 직업을 의미한다고 하였다(Starr, 1982). 또한 『옥스퍼드 영어사전(Oxford 

English Dictionary)』의 정의를 살펴보면(Oxford English Dictionary, 1989), 전문직종은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가 밑바탕을 이루고 있으며, 이것은 일종의 소명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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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Ⅱ-7] 의사/의료 전문직의 특성

출처: Cruess, Cruess, Steinert (2009). Teaching medical professionalism.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13. 

 

  이에 속한 구성원은 윤리강령(codes of ethics)에 의해 관리되어야 하며, 역량(competence), 인

격적 통합성(integrity), 도덕성, 이타심 그리고 자신의 분야와 관련된 공익의 증진에 책무

(commitment)가 있으며, 이러한 책무는 전문직종(profession)과 사회가 사회계약을 형성할 수 있

게 하는 기반이라고 하였다. 의사와 같은 의료전문직의 정의는 사회로부터 정의되며, 그에 따

른 권한과 책임이 결정된다(Sox, 2007). 

  의학 전문직업성은 시대에 따라 계속 발전하고 변화하므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카스

텔라니와 하퍼티(Castellani & Hafferty)는 현재의 의료보험제도를 대응하기 위한 ‘사업가적 전

문직업성(entrepreneurial professionalism)’ 요소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다(Castellani, 

Hafferty, 2006). 따라서 전문직업성을 가르칠 때에는 시대적 상황을 인지하고 미래 의사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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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치유자의 특성 중 환자의 자율성에 대한 존

중은 과거의 온정주의적인 특성(paternalistic in nature)에서 현대사회에서는 의사의 전문적 조

언을 받아 환자 스스로 진료방향과 세부사항을 제어하는 환자 중심 진료(patient-centered care)

로 바뀌고 있으며, 필수적인 측면으로 요구되고 있다(Emanuel, Emanuel, 1992, 1996; Chisholm, 

Cairncross, Askham, 2006; Coulter, 2002). 

  전문직의 특성에서 의사의 자율성과 책무성은 현대사회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현대사회

에서 의사의 자율성은 점차 제한되고 있다. 그 원인은 환자의 자율성에 대한 증대도 있지만, 

의사는 환자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한 정보나 보험회사와 같은 기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Emanuel, Emanuel, 1996; Moran, Wood, 1993; Broadbent, Laughlin 1997). 따라서 

의학 전문직업성 교육은 사회적 기대치와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에 맞게 교육해야 한다. 사회에 

대한 책임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끊임없는 수요와 사회적 요구에 반응해야 하며, 환자의 이익

을 우선적으로 대변하는 의무가 있지만 의료 서비스에 대한 자원은 한정적이기에 최대한 다수

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다(Gruen, Campbell, Blumenthal, 2006). 최근에는 한 

명의 의사가 한 명의 환자를 돌보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현대 사회에서 의사는 보건의료 서비

스 팀의 일원으로서 기능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다(Cruess, Cruess, Steinert, 2009). 

   마지막으로 치유자와 전문직이 공유하는 특성 중 정직성, 인격적 통합성, 도덕성 및 윤리적 

행위는 현대사회에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Relman, 2007). 이는 시장의 힘과 과도한 경쟁, 

제약회사와 의료 장비 업체 그리고 의료산업에 의존하는 보건의료 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요인

이 있다. 이러한 위협 요소는 의사들이 개인의 이익보다 환자를 위하는 헌신적인 마음과 정직

하게 최선을 다하려는 자세, 대중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이해상충을 피하려는 의사들의 윤리적 

토대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Brenman, Rothman, Blank, Blumenthal,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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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모형과 측정 방법론

1)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모형 

  1995년 세계보건기구에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개념을 정립 한 이후(Boelen & 

Heck, 1995),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강화를 위한 수행 모형과 측정방법론 그리고 

기준과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Jalilian, Amini, Alizadeh, 2015). 다음 

<표 Ⅱ-8>은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모형들과 영역을 정리한 표이다(Emadzadeh, 

Bazzaz, Noras et al., 2016).

   <표 Ⅱ-8>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모형들과 영역

모형 영역 수 영역 유형 시스템 유형

 그리드 모형 4

관련성 (relevance)
교육, 연구, 

진료를 기반

질 (quality)

비용-효과성 (cost-effectiveness)

형평성 (equity)

 CPU 모형 3

개념화 (conceptualization)

 사고를 기반산출(product) 

활용가능성 (usability)

THEnet 모형 1 THEnet을 통해 교육의 혁신을 이룸 
협력과 학습을 

기반

AIDER 모형 5

사정하기(assess)

사회적 협력과 

요구를 기반

연구하기(inquire)

전달하기(deliver)
교육하기(educate)

응답하기(respond)

ASPIRE 모형 2
인적자원 (human resources)

우수성을 기반
사회적 자본 (social capital)

CARE 모형 4

임상진료(clinical activities)
사회적 요구를 

기반

지지 (advocacy)
연구 (research)

교육 (education)

출처: Emadzadeh, Bazzaz, Noras et al. (2016). Social accountability of the curriculum in        

      medical education. FMEJ 6;4. December 2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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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oelen과 Woollard의 CPU 모형    

   Boelen과 Woollard(2009)는 기존 그리드 모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계획, 수행, 영향

의 개념을 CPU 모형으로 확장시켰다. CPU모형은 개념화(conceptualization), 산출

(production), 활용 가능성(usability)의 약자로, 의과대학이 사회적 책무성을 인식하고 수행하

는 사명을 명시할 때 범위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핵심 매개변수를 포함한 프레임 워크를 제

공하였다. 개념화는 사회의 요구와 도전에 대한 실행의 정당성(justifications of actions)과 

관련된 영역이며, 산출은 사회의 요구와 도전을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프로그램의 과정과 결

과와 관련된 영역이다. 활용 가능성은 산출에 대한 배치와 보건의료에 미친 영향을 반영한 

영역이다(Boelen, Dharamsi, Gibbs, 2012). 

  CPU모형은 3개 영역을 11개의 하위영역으로 나누고, 31개의 요소를 제시하였고(Boelen, 

2016), 다음 <표 Ⅱ-9>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Boelen, Dharamsi, Gibbs, 2012; Emadzadeh, 

Bazzaz, Noras, Karimi, 2016). 

     <표 Ⅱ-9> CPU모형

영역 세부영역 요소

개념화

1. 자원

1.1. 가치: 4가지 가치(예: 관련성, 질, 비용효과성, 형평성)

1.2. 인구: 보건의료의 요구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인구집단특성

1.3. 보건시스템: 보건의료시스템 범위와 다른 조직과의 일관성 및 조화

1.4. 보건인력: 인력의 질적, 정량적 요구

2. 참여

2.1. 사명: 자원에 근거한 사명과 목표

2.2. 위치: 모집단을 포함한 범위

2.3. 협력: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자와 조직 간의 협력

2.4. 바람직한 결과: 직원의 프로필 정의(자격요건)

3. 거버넌스

3.1. 전략계획 : 지역사회의 전략계획과 연구소의 조정

3.2. 관리: 신뢰성–계획 실행에 대한 조정 및 평가

3.3. 자원: 상호작용 가운데 내·외부 자원의 불일치에 대한 이동

산출
4. 현장 운영 ‘참여’를 통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교육, 연구, 진료 및 봉사

5. 교육 프로그램 5.1. 목표 및 내용: 바람직한 결과에 기반을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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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Boelen, Dharamsi, Gibbs. (2012). The social accountability of medical schools and its  

           indicators. Education for Health. 2012;25(3):180. 재정리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측정은 대학이 4가지 원칙에 기반 해야 한다. 사회적 책무성

의 측정은 관련성, 질, 비용효과성, 형평성에 준거하여 측정되어야 한다. CPU 수행모형은 4

가지 원칙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유용한 도구이다(Leinster, 2011). 의과대학은 CPU 모형을 

활용하면서 각 요소를 충족하는지, 부분적으로 충족하는지,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지 판단하

면서 의과대학의 전반적인 운영을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충족하지 못한 요소를 보완하고자 

적절한 계획을 개발할 수 있다(Boelen, 2016).  

  CPU모형은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개념에서부터 수행, 영향에 이르기까지 일

련의 단계를 시스템적 사고를 통해 다루고자 하였다. CPU모형은 의과대학이 사회의 현재와 

미래의 건강 요구와 도전과제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고 이에 대한 영향력 있고 대응할 수 

5.2. 커리큘럼 구조: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조기 및 지속적인 노출

5.3. 학습 과정: 지역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

5.4. 센터: 지역사회의 보건의료와 보건의료 서비스 수준의 센터

6. 학생

6.1. 입학모집: 취약지역의 학생들을 우선선발 및 형평성의 기회 부여 

6.2. 경력: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우선순위에 관련한 직업 선택 장려 및 지원

6.3. 사정: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분석

7. 교수

7.1. 자료: 보건 및 사회 분야의 다양한 교수들의 참여

7.2. 역량: 역량에 도달하는 모델이 되는 교수 

7.3. 지원: 사회적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8. 연구 자원 및 활용 가능한 실천 영역에 기반을 둔 보건의료 관리와의 연관성

9. 진료 및 봉사 보건의료 혜택자의 지표에 기반을 둔 의료 서비스

활용 

가능성

10. 고용

10.1. 취업기회: 최우선순위의 보건의료전문직을 배출하기 위한 협력과 지원

10.2. 조직: 사회요구에 근거한 졸업생 분배 및 유지

10.3. 의료의 질: 직원의 역량 유지

10.4. 성과: 보건의료의 우수 수준의 경력 조건 강화

11. 영향

11.1. 협력: 시스템 관리 강화를 위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11.2.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위험 감소 및 건강 수준 강화

11.3. 개선: 보건의료 혜택자의 결과를 지역과 국가의 의사결정자에게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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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적절한 전략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예측된 기대에 대한 결과와 영향을 확인할 수 있

는 요소들을 제공하였다(Emadzadeh, Bazzaz, Noras, Karimi, 2016).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모형개발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2009년 CPU모형

의 개발과 2010년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에 관한 글로벌 합의는 전 세계적으로 여러 나

라와 여러 지역에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의 원칙과 기준을 도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촉진시켰다(Boelen, Dharamsi, Gibbs, 2012). 세계의학교육연합회도 의학교육의 기준을 수정

하고 사회적 책무성 원칙과 관련된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였다(WFME, 2003). 프랑스어권 의

과대학의 국제 학회(CIDMEF)에서도 유사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CIDMEF, 2006), 유럽의 의

학교육학회(AMEE)는 ASPIRE의 이니셔티브(국제적 우수성 인정)를 통해 CPU모형을 충족시

키는 기준을 개발하였다.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함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CPU모형은 조직의 사회적 책무성의 질을 평가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개인의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태도를 평가하기에는 불충

분하다는 한계점이 있다(Leinster, 2011). 또한 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초안으로 검토할 때 사

회적 책무성 원칙의 준수를 주장할 때 혼란과 왜곡의 위험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

회적 책무성 패러다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합의와 시너지가 필요하다(Boelen, 

Dharamsi, Gibb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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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net의 평가 프레임워크

  1995년 세계보건기구에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개념을 정립한 이후 의과대학의 사

회적 책무성은 많은 나라의 지지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갔다. 특히 「플렉스너 보고서」가 

발표된 지 한 세기가 지난 2010년에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세계적 합의가 이루

어졌다(GCSA, 2010).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세계적 합의는 수개월에 걸쳐 소집

된 전 세계 보건전문교육자, 연구자, 정책 입안자들이 모여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의과대

학의 사회적 책무성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일련의 전략적 방향과 주요 특징과 영역을 개발

하였다.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글로벌 합의에서 개발된 영역을 검증된 기준과 

지표로 개발하는 것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THEnet, 2011),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Jalilian, 

Amini, Alizadeh, 2015). 

  그 중 THEnet(The Training for Health Equity Network; 이하 THEnet)은 전 세계의 건강 불

평등을 해소하고 우선적인 건강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태도를 갖춘 졸업생을 배출할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실천하기 위해 2008년 쿠바, 베네수엘라,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

국, 호주, 필리핀의 7개 의학 및 보건과학대학이 참여하여 설립한 기관이다(Larkins, Preston, 

Matte et al., 2013). 그 이후 수단, 벨기에, 네팔, 미국이 참여하였고(Ross, Preston, Lindemann 

et al., 2014), 현재 THEnet의 대학, 연구기관, 협력파트너는 다음 <표 Ⅱ-10>과 같다. 

  이들의 관심사는 그들의 대학이 봉사하는 지역사회, 특히 취약지역 및 계층의 형평성과 보건

의료 결과를 개선하는 것이다. THEnet은 사회적 책무성을 현실화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관과 개인들의 학습 공동체이다. 그들은 동료지원, 경험 공유, 자원 공유, 공동 연구 및 도구 

개발을 통해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실현하고 있다(Larkins, Preston, Matte et al., 2013).  



- 49 -

      <표 Ⅱ-10> THEnet의 참여 파트너

     출처: THEnet 웹사이트 http://THEnetcommunity.org/about-us/#founding-partners

이 기구의 목적은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실천하며, 이를 평가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개발을 주요한 목적으로 정했다(Palsdottir, Neusy, Reed, 2008). THEnet은 CPU 모델에서 영

감을 받아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평가 프레임워크를 설계하였으며, 결과에 대한 영향과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개선하기 위한 기준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THEnet, 2011). THEnet의 초기 평가 모형은 3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었지만

(Larkins, Preston, Matte et al., 2013), 현재는 <표 Ⅱ-11>처럼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되며 각 

섹션에 해당하는 질문들에 대하여 목적(aspirations), 지표(indicators), 근거(suggested sources 

of evidence)를 제시하여 사회적 책무성을 측정하고 있다(Buchan, Dhillon, Campbell, 2017).  

분류 기관 명

대학

기관

Ÿ University of Texas El Paso (UTEP), El Paso, United States

Ÿ The University of New Mexico

Ÿ Northern Ontario School of Med

Ÿ The Network: Towards Unity For Health

Ÿ University Of Gezira

Ÿ Mzuzu University

Ÿ Walter Sisulu University

Ÿ Patan Academy of Health Sciences, School of Public Health

Ÿ Ateneo de Zamboanga University

Ÿ University of the Philipines Manila School of Health Sciences

Ÿ JCU: James Cook University, Australia

Ÿ Flinders University

연구

기관

Ÿ Imperial College of Science, Technology and Medicine (Imperial) London, UK

Ÿ University of KwaZulu-Natal Centre for Rural Health (UKZN) Durban, South Africa

협력

기관

Ÿ Pan American Health Organization (PAHO). Washington, DC

Ÿ International Federation of Medical Students' Associations (IFMSA), Netherlands

Ÿ African Forum for Research and Education in Health (AFREhealth) Gh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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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Ⅱ-11> THEnet 사회적 책무성 모형

출처: Buchan, Dhillon, Campbell. (2017). Health employment and economic growth: an 

         evidence base.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THEnet은 2010년 학장 그룹에서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의 지역사회와 보건의료시스템

의 요구에 대응하고, 양질의 의학교육과 행동지향 연구, 진료 및 봉사를 통하여 보건의료와 

건강 증진의 결과를 위한 형평성 달성을 목표로 핵심 공약을 한다.’고 합의를 하였다. 이

들은 보건의료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사회적 책무성 교육을 통해 보건의료의 형평성을 이

룬다는 비전을 가졌다. 하지만 각 학교의 뚜렷하게 다른 맥락과 상황 안에서 명확한 용어 

정의가 필요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취약 지역과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가 중요

하였다. THEnet은 Blumenthal과 Boelen(2001)이 정의한 취약인구를 개념화하였으며, 그 내

용은 다음과 같다. 

   핵심질문 내용

영역 1. 우리의 사회적 

요구는 무엇인가?

Ÿ 우리가 기여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Ÿ 그들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Ÿ 보건의료시스템의 요구는 무엇인가?

영역 2. 우리는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Ÿ 우리가 믿고 있는 신념은 무엇인가?

Ÿ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협업을 할까?

Ÿ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릴 것인가?

영역 3.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Ÿ 자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Ÿ 교육자는 누구이고, 그들을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가?

Ÿ 우리의 학습자는 누구인가?

Ÿ 학습자는 무엇을 배우는가?

Ÿ 학습자는 어떻게 학습하는가?

Ÿ 학습자는 어디에서 학습하는가?

Ÿ 우리의 연구 프로그램은 우리 대학의 사명과 가치관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Ÿ 보건의료서비스체계에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가?

영역 4. 우리만의 

차별화는 무엇인가?

Ÿ 우리의 졸업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Ÿ 우리의 졸업생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Ÿ 졸업생들과 다른 의료 종사자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가? 

Ÿ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공유하고 다른 대학에 영향을 주었는가?

Ÿ 우리가 다른 학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Ÿ 우리가 봉사하고 기여하는 지역사회와 지역의 보건의료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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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인구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건강 악화로 고통 받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거나 접근성이 어려운 국가 내 집단 또는 인구’로 정의하였다. 

(2)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는 ‘전체 인구집단에 비해 불리한’ 집단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인종/ 민족, 빈곤, 지역 및 기타 특수 요구가 있는 집단에 기초한다. 

(3) 개도국에서는 ‘실질적으로 가난한 나라의 전체 인구는 부유한 나라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정의하였다. 

  THEnet에 참여하는 대학은 위에서 언급한 모든 유형의 혜택 받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일한다. 사회적 책무성은 이상적인 소망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은 다양한 국가적, 대학

의 맥락에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교육을 평가하기 위한 합의된 평가도구 및 측정지

표를 개발할 수 있는 견고한 기초를 제공한다.  

  THEnet에서 개발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교육을 위한 평가 체계는 대학의 상황적 맥락에 

따라 지표에 대한 접근방식이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

다. THEnet의 평가 프레임워크의 목표는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향한 진척도를 평가하기 위한 

합의된 과정, 측정도구, 기준 및 지표를 만들고 적용함으로써 대학이 소외된 지역사회의 요구를 해

결하도록 돕는 것이다. 다음 <표 Ⅱ-12>는 THEnet이 개발한 평가 프레임워크의 핵심 요소들이다. 

<표 Ⅱ-12> THEnet 평가 프레임워크 핵심 요소들

 출처: Larkins, Preston, Matte et al., (2013). Measuring social  accountability in health             

         professional educatio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pilot testing of an evaluation               

         framework. Med Teach 35(1):32–45.

  핵심 구성 요소 열망 지표 근거자료

사회적 책무성의 보건

전문직업성교육의 핵심

요소를 포함한 문서화

된 사명을 게시하다.

Ÿ 사명과 비전: 사회

적 책무성에 대한 

학교가 바라는 궁극

적인 목적

Ÿ 수행지표는 

    SMART법칙

S: 구체적이며

M: 측정가능하며

A: 성취 지향적이며

R: 현실적이고 적합하며, 

T: 마감시간이 있는

Ÿ 학교에 이미 존재하

거나 이미 수집된 

자료와 제안된 측정 

도구 또는 자료 수

집 도구가 포함된

다.



- 52 -

  THEnet의 프레임워크는 다음 3가지 수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다음과 같은 수준:

(1) 개별 대학 수준: 개별 대학 수준에서의 목표는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보건전문직업성    

   교육에서 학교의 성과를 검증하고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합의된 기준에 따라 연구와 서  

   비스를 개선하고 다른 학교에서 배운 교훈을 적용하는 것이다.

(2) 네트워크 레벨에서: 네트워크 수준에서의 목표는 자기 성찰과 개선에 참여하고, 집단 경  

   험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결과적인 중요한 자료의 양을 사용하여 지속  

   적이고 변형적인 개선을 하는 것이다.

(3) 더 넓은 수준에서: 보다 넓은 수준에서의 목표는 사회적으로 책무성이 있는 보건 전문

   학교의 가치/영향력을 입증함으로써 보건 서비스와 결과의 지속 가능한 개선을 촉진하고 

   옹호하는 것이다. 어떤 것이 효과가 있고 어떤 것이 효과가 없는지를 판단하여 학교와 

   정부가 자원 배치를 안내하도록 돕고, 다른 기관과 문제에 대해 지역, 국가 및 국제 수

   준에서 도전하는 것을 추가 목표로 한다.

   

  THEnet의 모형은 국가적 맥락에 따라 적용 가능하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THEnet 

모형의 기준과 지표를 활용하여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진척도를 평가할 수 있

으며, 지식, 태도, 기술을 갖춘 의료인을 양성하고 보건의료 취약지역과 계층의 부족한 인력

과 우선적 보건의료 과제에 부응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THEnet 모형은 의학교육의 기준과 

평가인증을 준비하는데 활용하기보다 의과대학의 정직한 질 개선과 구성원들과의 상호학습

을 통한 평가도구로써의 역할을 하는 것을 지향한다(Larkins, Preston, Matte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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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AIDER 모형

 AIDER 모형은 “교육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해야 하며, 이에 충족할 수 있

는 진료 역량을 지닌 유능한 의사를 양성한다.”는 개념을 기반으로 한다. AIDER 모형은 5

단계의 순환구조로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의 중심에는 지역사회의 참여가 있다. 모형의 특

징은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자는 5단계 모니터링 프로세스에 참여하며, 이 과정을 통해 보건

의료 관련 지식의 이해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와 의료진

의 상호 이해를 촉진하여 취약지역의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Sandhu, Garcha, Sleeth et al., 2013). 

  AIDER 모형은 의료진과 기관이 ‘환자-가족중심치료’를 실천하는데 많이 활용한다. 

AIDER 모형은 ‘교육’과 ‘지역사회의 참여’가 핵심 지표이며, 피드백을 제공하는 프로

세스이다. 이 모델을 통해 지역사회와 의료진의 역할을 균형 있게 분배할 수 있으며, 이는 

보건의료시스템 체계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길윤민, 전우택, 2019). 

  AIDER 모형은 다음 [그림 Ⅱ-8]과 같이 사정하기(assess), 질문하기(inquire), 전달하기

(deliver), 교육하기(educate), 응답하기(respond)라는 5단계로 이전 단계를 통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반복적인 프로세스를 형성한다. AIDER 모형은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실무경험

이나 익숙함과는 상관없이 모든 수준의 의료진들이 사회적 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접근 용

이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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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8] AIDER 모형   

출처: Sandhu, Garcha, Sleeth et al. (2013). AIDER: A model for social             

accountability in medical education and practice. Medical Teacher, 35:8, e1403-31408. 

   사정하기(Assess): 지역사회의 의사, 환자 또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관심사항 및 요구’를 평가하는 프로세스이다. 지역사회의 표본은 사회지원 및 사회복

지사, 주민센터, 여성쉼터, 자원봉사자 등이 있다. 지역사회의 평가의 예는 생활조건, 인종, 

사회적 지위, 성별, 나이, 지리적 조건, 교육 및 장애 등과 같은 건강에 대한 사회적 결정요

인이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접근 장벽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구별하는데 도움이 된다. 다

음 [그림 Ⅱ-8]은 LESS GAGED의 정의이며, LESS GAGED는 평가 단계 전체에서 건강의 일

반적인 사회적 결정요인을 고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약어다. 이 단계 동안 연구 초점은 

좁혀지고 연구 질문은 협력적으로 공식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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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9] LESS GAGED 정의  

   출처: Sandhu, Garcha, Sleeth et al. (2013). AIDER: A model for social accountability in medical    

        education and practice. Medical Teacher, 35:8, e1403-31408. 

  연구하기(Inquire) – 의사 및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자 간의 연구조사의 프로세스이다. 구체

적인 연구 방법은 행동 연구나 디자인 기반 연구 중 하나로 진행된다. AIIDER 모형의 맥락

에서, 행동 연구는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즉각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취약 인구와

의 협력을 포함하는 조사이다. 디자인 기반 연구는 경험적 연구와 이론 중심 설계가 혼합된 

것이다. 연구방법론은 복잡한 시스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의료진과 지역사회의 긴

밀한 협력을 전제한다.

  전달(Delivery) – 지역사회의 의료진은 의료서비스의 취약지역 및 계층과 상담하고 사정 

및 연구를 한 후 변화를 위한 정기적인 피드백을 전달하고 이행한다. 의료진들은 연구 결과

를 대중, 정책입안자, 그리고 취약지역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한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사회과학적 연구와 임상적 분석에 의해 보고되는 통합적 지원으로 마침내 사회적 책무성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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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하기(Educate) – 취약계층 및 지역의 이해관계자에게 보건의료 관련 지식과 교육, 지

원을 하고 고도화함으로써 그들이 의료서비스 시스템의 변화를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필수적인 단계이다. 교육내용에는 건강에 대한 지식과 건강 활동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외

된 이해관계자들의 임파워먼트를 포함한다. 이러한 교육은 실현가능하고 이용 할 수 있어야 

달성할 수 있다.  

 응답하기(Respond) – 지역사회의 피드백과 변화의 효과를 확인하고 반응하는 과정을 말한

다. AIIDER 모형은 교육 및 지역사회 참여를 통합함으로써 의학 교육 및 의사 실습에 사회

적 책임을 심어주는 점진적인 진일보의 역할을 한다. 이 모델의 유연성은 보편적 적용 가능

성을 주지만, 참여와 교육을 통해 소외된 지역사회에 힘을 실어주는 기본 원칙은 그대로 유

지된다. 

  AIDER 모형은 취약계층과 지역의 모집단을 식별하고 그들의 특정한 요구를 해결하는 방

법으로 의사와 의료기관은 그들을 더 잘 이해하고 개인과 조직의 사회적 책무성을 배양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AIDER 모형은 이전 모형에서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은 의학교육 

및 실습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개발되었다(Emadzadeh, Bazzaz, Noras et al., 2016)



- 57 -

  (4) 유럽 ASPIRE 사회적 책무성 평가기준  

  

   유럽의학교육학회(AMEEE)는 의과대학 및 기타 보건전문대학 등 의학 교육 분야의 우수

성(excellence)을 평가하고 인정하는 ‘ASPIRE-to-Excellence 프로그램’을 시작하였고 매년 

상을 수여하고 있다(Boelen, 2016). ASPIRE는 ‘A School Programmed for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Excellence in Education’의 줄임말이며, 이 상은 2012년에 도입하여 사회적 

책무성, 학생사정, 학생 참여 등 3개의 부문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의과대학의 우수성을 인

정하기 위한 7개 영역이며, 내년부터는 8개 영역으로 우수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amee.org, March 20, 2020). 

  8가지 영역은 학생사정(assessment of students), 교육과정 개발(curriculum development), 

교수 개발(faculty development), 보건직업전문성교육을 위한 영감적 접근(inspirational 

approaches to health professions education), 시뮬레이션(simulation),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social accountability of the school), 학교와 교육과정에서의 학생참여(student engagement 

in the curriculum and in the school)이며, 2021년부터 기술기반학습(technology enhanced 

learning)이 추가된다. 그 중 사회적 책무성 기준은 기존의 CPU모델과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에 관한 세계적 합의의 권고사항에서 영감을 받아 기준을 만들었다(Fenoll-Brunet, 

Harden, 2015). 의과대학은 8개 영역 중 평가받기 원하는 부문을 선정한 후 일정 금액을 제

불하고 해당 부문의 활동 근거를 자료를 제출하면, 세계 각국의 교육전문가 패널들이 평가

하여 수상을 결정한다(Hunt, Klamen, Harden, Ali, 2018). 

  ASPIRE의 의과대학 사회적 책무성의 우수성 기준은 다음 4가지 영역을 포함한다. 첫째는 

학교 및 교육과정에 대한 정책 및 의사결정 활동에 대한 학생 참여이다. 이는 학생들이 학

교 및 교육과정 관련 위원회 및 기타 정책 결정기구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며, 정책 및 지침

에 대한 대응의 기회를 통해 의과대학 내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학생들은 교수진 및 교직원 채용, 승진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

는다. 둘째, 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한 계획 및 평가에 대한 학생 참여이다. 이는 학생들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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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을 운영하는 교수진 및 교직원, 교육과정의 교수학습방법 등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평가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교육과정 개발 및 개선 시 학생의 피드백이 고려되며,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동료 및 멘토링을 통해 다른 학생의 학습

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셋째, 학생들의 학술활동 참여이다. 이는 학생들이 연구 및 학술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교수의 지도와 멘토링을 받으며 학생 중심 연구를 하는 것을 의미한

다. 또한 학교 및 교육과정은 지역사회, 지역, 국가, 국제 수준의 의료 분야에서 학생들의 활

동을 지원한다. 넷째, 학생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대외 활동 및 봉사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는 학생의 자율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사회에 참여하거나, 봉사활동 또는 비교과 활동 

중에 지역 및 국제 보건의료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ASPIRE Website, March, 20, 2020). 

  Rourke(2018)는 ASPIRE에서 사회적 책무성 부문에 수상 경력이 있는 의과대학 간의 주요 

공통 주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Rourke, 2018). 

① 대학의 사명과 사회적 책무성은 명백하게 계획되고, 대학 운영에 통합되어 실행함.

② 대학의 입학 선발과정은 지역사회, 지역, 국가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반영하는 데 초점을 둠.

③ 대학의 교육과정은 지역사회, 지역, 국가의 최우선 보건의료 요구를 반영하고,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고려함.

④ 대학의 임상 실습 및 서비스 러닝은 지역사회, 지역 및 국가의 지리적, 사회적,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함.  

⑤ 지역사회 기반 학습 경험을 통해 의대생들에게 의료 취약 계층 및 지역에 대한 보건의

   료의 사회적 결정 요인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

⑥ 대학은 지역사회, 지역, 국가의 최우선 보건의료 요구를 충족하며, 대응하는 지역사회 연

   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⑦ 대학은 졸업생과 보건의료 관련 분야의 기관 및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파트너십을 통

   해 의료 취약 인구와 보건의료 서비스를 강조하면서, 지역사회, 지역 및 국가의 보건의

   료 서비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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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ARE 모형

  캐나다의 서스캐쳐원 의과대학은 대학의 7가지 전략방향(strategic directions) 중 하나로 

사회적 책무성을 선정할 정도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조하였다. 서스캐쳐원 의과

대학은 사회적 책무성을 실행하고 평가하기 위해 임상진료(clinical activity), 지지(advocacy), 

연구(research), 교육 및 훈련(education and training)의 앞 글자를 따서 CARE 모형을 개발

하였다. CARE 모형은 글자가 상징하는 4개의 영역에서 사회가 요구하는 우선순위를 잘 반

영하고 있는지와 이를 잘 평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모형이다(Meili, Ganem-Cuenca, 

Leung, Zaleschuk, 2011).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평가하기 위한 CARE모델의 핵심 영

역 4개는 다음과 같다(Emadzadeh, Bazzaz, Noras et al., 2016). 

 - 임상진료: 임상진료는 1차 진료의 징후와 접근성의 장애물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대응하는 것을 포함한다. 

 - 지지: 취약지역 및 계층의 사람들의 의견을 대표해서 의견을 말하고, 환자기반 시스템의 

   비전을 전달하기 위해 파트너와 정책입안자들과 협력을 한다. 

  

 - 연구: 호기심과 탐구력을 바탕으로 근거 중심 진료와 수준 높은 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에 대응한다. 

   

 - 교육: 직무교육 및 의사의 평생교육에 있어서의 사회적 책무성의 통합과 서비스를 배울 

   수 있는 교육 모델 및 전문지식 지도를 한다. 

 

  서스캐쳐원 의과대학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사회적 책무성을 실천하기 위한 조직구

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의과대학은 전담인력이 배치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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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책무성 부서를 따로 신설하였으며, 사회적 책무성 위원회를 중심으로 소위원회, 프로젝

트, 학생 그룹을 조직하여 CARE 모형을 체계적으로 적용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2018년에 사회적 책무성 부문에서 ASPIRE 상을 받기도 했다. 서스캐쳐원 의과대학의 사례

를 보면, 사회적 책무성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과정을 조율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Meili, Ganem-Cuenca, Leung, Zaleschuk, 2011).

   



- 61 -

2)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측정 방법론

 (1) 국제의대생협회연합의 사회적 책무성 조사도구 

국제의대생협회연합(IFMSA)은 전 세계 의대생들의 협회를 대표하는 비영리 비정부 단체

다. 국제의대생협회연합은 1951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6대륙 125개국에서 135개의 국가회

원기구(National Member Organizations; 이하 NMOs)를 보유하고 있으며 150만 명의 의대생 

네트워크를 대표하고 있다(Bentata, 2020). 

  국제의대생협회연합의 의대생들은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환경에서 글로벌 보건의료전달

체계와 시스템을 연구하고, 정책입안자들에게 세계 보건문제를 옹호하는 정책 성명을 공식

화한다. 또한 전문적, 학술적 연구교류 및 사업을 지원 받아 의과대학 학생들 내의 인원과 

의료윤리를 증진한다(Welsh, Sarah, 2012). 국제의대생협회연합은 세계에서 가장 멀고, 가장 

혜택 받지 못한 지역에 살고 있는 의과대학 학생들을 포함하여, 의과대학 1학년부터 졸업 

학년까지 모든 단계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들의 공식 포럼, 프로젝트, 교환은 평균 4

주이고, 어떤 모임은 8주 동안 진행된다(Bentata, 2020). 

  국제의대생협회연합은 유엔의 시스템 내에서 비정부기구로 인정받고 있으며, 세계보건기

구(WHO)는 이 단체의 공식 포럼을 인정하고 있으며, 세계의학협회(World Medical 

Association; 이하 WMA)와 협력하고 있다(IFMSA, 2020). 국제의대생협회연합은 각 주제별로 

상임위원회가 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다른 문화와 의료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전 세

계적인 교류를 기획하는 전문직 교류위원회(professional exchange), 새로운 교육 방법에 대

한 포럼과 개발도상국에서 수집된 의학 도서를 공유하는 의학교육위원회(medical 

education), 기초과학 및 임상 등 전문분야의 국제연구프로젝트를 위한 연구교류위원회

(research exchange), 성병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성 건강 및 HIV에 대한 지역 

캠페인을 위한 위원회(reproductive health and AIDS), 공중보건사업 포럼을 위한 공중보건

위원회(public health), 의과대학 학생들이 지원하는 난민캠프사업 등 인권 및 평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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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rights and peace)등이 있다(Welsh, Sarha, 2012).     

  국제의대생협회연합은 의과대학학생들의 사회적 책무성을 위해 세계 각국의 학생들이 참

여하고 생각을 공유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며 세계 보건 발전에 중요한 파트너십의 역할을 

추구하고 있다. 그들의 활동 중 일부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캘커타 마을 프로젝트에서 학생들은 인도의 작은 마을 사람들에게 위생에 대해 교육한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이 주목할 만한 변화를 일으킬 것 같지만 않지만, 그들은 아무리 작더라

도 모든 영향력은 세계적인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는다(Welsh, Sarha, 2012).

  국제의대생협회연합은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위해 학생들의 진단도구를 개발하였

다. 의과대학생들을 위한 사회적 책무성 측정도구 개발의 배경은 의과대학의 의학교육의 질

을 평가하는데 있어 사회적 책무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의과대학생들이 의과대학

의 사회적 책무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사회적 책무성을 이해하면서 교육, 연구, 진료 및 봉

사에 참여하는데 의미가 있다. 국제의대생협회연합의 사회적 책무성 진단도구는 사회적 책

무성의 개념과 핵심원칙을 소개하며, 학생이 의과대학의 모든 활동을 경험하는데 있어 적용

할 수 있다. 이 진단도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의과대학생들이 자신의 학교의 사회적 책무성

을 평가하고, 학교의 문제와 개선 영역을 구별하는데 도움을 주고, 대학이 학생들에게 필요

한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있다(Students' Toolkit on Social Accountability in Medical Schools, 

March 14, 2020). 

   국제의대생협회연합의 사회적 책무성 조사도구는 THEnet의 모형과 유렵의학교육학회의 

「ASPIRE」기준을 조합하여 개발하였다(ifmas.org March 14, 2020). THEnet은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이 5가지 중요한 가치에 기초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는 관련성, 질, 비용효과성, 

파트너십이다.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에서 강조해야 할 핵심 원칙은 현재와 미래의 보건

의료의 요구와 사회에 대한 도전 과제를 대응하는데 있어 파트너들과의 협업과 영향을 강조

하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참여 의학교육이다(THEnet, 2016). 

  다음 <표 Ⅱ-13>은 국제의대생협회연합에서 개발한 의대생들을 위한 사회적 책무성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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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이다. 국제의대생협회연합은 진단도구를 개발하면서 각 질문에 대한 관련 질문을 대한 

보충자료를 만들었다.

    <표 Ⅱ-13> 국제의대생협회연합의 사회적 책무성 조사도구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가도구  
관련질문

a. 귀하의 의과대학은 대학이 봉사하는 지역사회

를 중심으로 명확한 사회적 책무성과 사명을 가

지고 있습니까?

0 1 2 3 A1

b. 귀하의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은 대학이 봉사하는 인

구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습니까?
0 1 2 3 A2, B1

c. 귀하의 의과대학은 협력하는 지역사회 파트너

와 이해당사자가 있습니까?
0 1 2 3 A3, A4

d. 귀하는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은 의학적인 맥락에서 

다른 문화와 사회적 환경에 대해 배웁니까?
0 1 2 3 B1

e. 귀하는 임상실습을 할 때 실제 환자를 포함하

고 있습니까?
0 1 2 3 B3

f. 귀하는 지역사회 기반 학습을 필수과정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0 1 2 3 B2,B3

g. 귀하의 수업은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지닌 

구성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0 1 2 3 B4

h. 귀하의 교수들은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지

닌 구성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0 1 2 3 B5

i. 귀하의 대학은 지역사회에 적극적인 대외활동

을 장려하고 있습니까? 
0 1 2 3 B6

j. 귀하의 대학은 지역사회 기반 연구가 있습니까? 0 1 2 3 B7

k. 귀하의 대학은 1차진료의 진로를 장려하고 있

습니까?
0 1 2 3 C1

l. 귀하의 대학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0 1 2 3 C2,C3,C4

종합점수(0∼3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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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별 시사점

0-8점 귀하의 의과대학은 사회적 책무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교실의 학생들과 학교의 구성

원들과 대화를 시작하기를 제안합니다. 

9-17점 귀하의 의과대학은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 전

략을 실천할 방법을 찾기를 제안합니다. 

18-26점 귀하의 의과대학은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개선해야 할 분야와 

사회적 책무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방안을 검토하기를 제안합니다. 

27-36점 귀하의 의과대학은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강한 토대를 갖추고 있으며,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리더십을 촉진하기를 제안합니다.

    출처: IFMAS 웹사이트. Students’ Toolkit on Social Accountability in Medical Schools 

         https://ifmsa.org/social-accoun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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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에 관한 세계적 합의의 기준 및 지표 개발

의학교육은 공중보건의료와 관련한 지역사회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성(relevance), 

적합성(appropriateness), 대응성(responsiveness)의 관점에서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논의하

고 연구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에 관한 세계적 합의

에서 정의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10가지 영역에 대한 기준과 지표를 개발하기 시작

하였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에 관한 세계적 합의에서 발표된 

10개 영역에서 28개 기준과 95개의 지표를 개발하였다. 다음 <표 Ⅱ-14>는 의과대학의 사회

적 책무성에 관한 세계적 합의에서 정의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10개 영역에 대한 기

준과 지표를 정리한 표이다(Jalilian, Amini, Alizadeh, 2015).  

    <표 Ⅱ-14>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에 관한 세계적 합의의 기준과 지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에 관한 세계적 합의의 기준과 지표

  영역 기준 지표

영역 1. 

보건의료에 관

한 사회적 요

구를 예측하기

기준 A.1 대학의 발전계획에 가치들에 

기반을 둔 사명, 목표, 전략이 포함되어 

있다.

관련성, 질, 비용효과성, 형평성, 지역사회 

참여, 전문직업성 등의 가치들

기준 B.1 지역사회의 요구 예측에 관한 

연구를 한다.

1) 사회의 요구에 대한 지속적인 니즈 평가

2) 지역사회 보건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규명

기준 C.1 지역사회의 요구와 지표를 고

려한 교육, 연구 프로그램이 있다.

1) 교육과정 계획

2) 교육프로그램과 과정 개발

3) 지역사회의 요구 고려하기 

4) 요구에 따른 연구과제 및 논문 지도

영역 2. 

보건시스템과 

주요 이해관계

자와의 파트너

십 구축하기

기준 A.2 보건의료분야 안에서 협력 메커

니즘 구축과 효과적인 방법을 개발한다.

1) 관리를 위한 메커니즘

2) 보건의료시스템과 다른 기관과의 협력

기준 B.2 교육과 진료의 계획과 운영을 

위해 지역사회와 비정부기관의 참여기

반을 만든다.

1) 비정부기관의 자발적인 기부금 사용

2) 교육센터의 정책수립, 감독, 관리에 

  지역사회  및 NGO 대표 참여

3) 다른 기관 및 관련 부서와의 협력

기준 C.2 보건의료와 다른 분야의 연구 1) 보건의료시스템의 교수 집단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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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정책 수립 시 교육 전문가 및 부서

가 참여한다. 

   와 컨설팅을 활용한다. 

2) 요구에 대한 사정, 연구, 평가를 할      

   때 교수 집단의 참여

영역 3. 

의사 및 보건

의료전문직의 

변화하는 역할

에 적응하기

기준 A.3 현재와 미래의 지역사회의 요

구에 기반을 두어 교육과정, 수준, 훈련

과정과 입학률을 추정할 수 있다.

1) 교육과정 개발과 교육수준에 대한 

  기대를 주기적으로 평가

2) 학생 입시를 결정하기 위한 주기적 

  이고 종합적인 요구에 대한 평가를 사용

3) 학생 입학정원의 수를 결정

4) 학생입시에서 정의와 중립을 존중

5)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학생 입시

6) 요구되는 전문적 역량에 근거한 학생 입시

기준 B.3 교육프로그램은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역량을 고려해야 한다.

1) 학습목표 수립

2) 교육과정과 내용 개발

3) 역할과 의무를 근거로 평가

기준 C.3 지역사회 및 보건시스템의 변화

하는 요구에 더 잘 대응하기 위해 졸업생

과 교직원의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을 위

한 메커니즘을 예측한다.

1) 분야별 졸업생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직무교육에 학과들의 적극적인 참여 

2) 졸업생들을 위한 적절한 교육 프로

   그램과 규정

3) 졸업생들을 위한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시스템

4)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CDP)에 있어

   서 부서와 교수집단의 상호작용 수준

5) 보건의료시스템과 졸업생들의 요구

   에 근거한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개정

6) 교육과 연구 분야의 교수집단을 위

   한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시스템 

7) 미래의 직업 환경과 기회에 대해 학

   생들에게 알리기 위한 오리엔테이

   션과 지원 프로그램

영역 4. 

성과기반의 

교육 육성

기준 A.4 교육과정의 목적과 목표를 개

발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른 

성과를 결정한다. 

1)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른 학습성과 개발

2) 전문적이고 사회적 과제와 요구에 

  따른 교육과정 개발

3) 교육과정에 적합한 프로그램과 성공

  적인 글로벌 경험 활용

기준 B.4 졸업생의 성과, 학습 분야 및 

전문직업성에 적합한 교수방법과 전략

1) 사회적 책무성 개발을 위한 적절한 

  교육전략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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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채택한다.
2) 지역사회와 보건의료시스템에 관한 교육

3) 학습기회와 방법, 영역과 성과의 관련성

기준 C.4 사회의 요구와 미래의 역할에 

적합한 교수방법과 도구를 사용하여 학

생들의 역량과 성과를 사정한다. 

1) 학생의 학습사정방법과 도구의 관련성

2) 임상실습 환경에서의 학생 사정

3) 공정한 학생 학습 사정 

4) 학생의 학습 사정 

기준 D.4 지역사회의 요구 예측에 관한 

연구를 한다.

1) 사회의 요구에 대한 지속적인 니즈평가

2) 지역사회의 보건의료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 규명

영역 5. 

의과대학의 대

응성 및 책임

감 있는 거버

넌스 구축하기

기준 A.5 의과대학은 지역사회의 보건

의료의 요구와 과제를 평가하기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다. 

1) 문서에 근거한 의과대학의 학과 및 

  다양한 병동의 활용

2) 의과대학의 계획, 감독, 평가

3) 투명성과 책무성을 갖춘 적절한 메

   커니즘에서의 경영

4) 관리자 선정 및 평가

5) 사정 시 이해관계자의 비판 및 참여

   영역의 조성

기준 B.5 재정 관리와 자원을 운영한다.

1) 기금, 인력, 교육, 연구, 보건 및 진

   료 시설의 공정한 분배

2) 분배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

3) 투명하고 과학적인 관리와 책무

기준 C.5 의과대학은 사용가능한 자원

을 적절하게 분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되도록 보장하며, 새로운 자원이 사회적 

책무성을 수행하는 대학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1) 1차진료에 대한 의과대학과 관련 부서

의 지속적인 협력 활동

2) 전문분야 교수의  지속적인 협력 활동

3) 다른 기관과의 효과적인 협력을 촉진하

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사정

영역 6. 교육, 

연구, 진료 및 

봉사에 대한 

기준 범위를 

조정하기

기준 A.6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과제와 요

구에 잘 대응하기 위한 학문적인 우수성

을 입증한 기준을 마련한다.

1) 사회적 책무성 기준을 개발하고 실행

2) 학업성취도 기준

3) 인증평가기준과 학교 활동의 일관성

기준 B.6 모든 영역의 투입, 과정, 성과

의 기존 교육 기준을 개정한다.

1) 사회적 책무성 기준을 검토하고 개

  발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

2) 기준 개정

기준 C.6 교육 프로그램의 졸업 성과를 

명시한다.

1) 졸업생 모집과 취업에 대한 기준 개발

2) 졸업생의 역량을 위한 기준 개발

기준 D.6 의과대학의 거버넌스와 관련

된 우수한 기준

1) 책무성에 관한 리더십

2) 교수집단의 전문직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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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력한 파트너십을 창출하고 지속할 

   수 있는 능력

4) 혁신과 역동적인 관리

영역 7. 

교육, 연구, 진

료 및 봉사에 

대한 지속적인 

질 개선 지원

기준 A.7 의과대학은 사회적 책무성에 관

한 정의된 기준에 따라 내부평가 및 질 

개선을 주기적으로 진행한다. 

1) 내부평가에서 사회적 책무성 지표 개발

2) 외부 평가의 사회적 책무성 지표의 

   적절한 활용

3) 책무성 기준과 지표의 일치성

기준 B.7 의과대학은 평가인증지표를 

근거로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함께 

사회의 요구와 교육적 과제를 충족시키

기 위해 교육개선을 평가한다. 

1)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위한 지표 사용

과 지속적인 측정(양적, 질적)

2) 평가인증과 사정에 학생, 주요 이해관계

자, 진료 및 봉사의 수혜자의 참여

기준 C.7 의과대학은 기관의 개선과 평

가를 위해 측정도구의 활용을 전면적으

로 지원하고 활용한다. 그 과정은 명백

하고 명확하며 건설적이어야 하며, 다른 

이해 관계자들을 참여시킨다.

1)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프로세스와 

  질 수행

2) 평가 결과의 가용성

3) 평가결과에 대한 적절하고 시기 적

  절한  피드백

기준 D.7 의과대학은 사회적으로 책무성

이 있는 의과대학이 되기 위해 질적 향상

을 위한 핵심 요인으로서 바람직한 거버

넌스 구조, 책임감 있는 리더십, 전문성의 

기준을 인식한다.

1) 리더십 원칙과 사회적 책무성에 근

  거한 대학 운영

2) 보다 나은 책무성 있는 시스템을 달

  성하기 위한 의과대학의 노력의 정도

영역 8. 

평가인증을 위한 

필수적인 메커니

즘을 수립하기

기준 A.8 의과대학은 평가인증을 제도

변화와 개선을 위한 강력한 지렛대로 

간주하고 있으며, 그 과정은 국가 및 국

제 원칙과 지침, 평가인증 기준에 기초

하고 있다. 

1) 지표 및 기준의 개발, 승인, 개정 시 

  교수들의 적극적인 참여 

2) 평가인증 절차의 준비 및 촉진

3) 평가인증 시 책무성 지표의 활용

4) 평가인증 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 참여

영역 9. 

특수한 맥락 

안에서 글로벌 

원칙의 균형을 

조정하기

기준 A.9 지역사회의 질 보증과 시스템 

개선을 위해 국내 및 국제기관과 조직

과의 상호작용을 한다. 

1) 교수의 다른 대학의 경험과 협력을 활용

2) 질 개선을 위해 지역사회와 이해관

  계자의 참여와 인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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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Jalilian, Amini, Alizadeh (2015). Developing Social Accountability Indicators at Medical  

      School. Res Dev Med Educ, 2015, 4(1), 71-76. 

  이 연구는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에 대한 기준과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델파이 방

법으로 진행되었으며, 3단계로 수행되었다. 1단계에서는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에 관한 글

로벌 합의와 다수의 논문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20명의 의학교육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 영역의 기준과 지표를 개발하였다. 2단계에서는 1차 때 의견을 수렴한 20명의 전문가들에

게 영역과 기준, 지표가 있는 표 초안을 보내 검토를 요청했다. 이어 포커스 그룹을 진행하여 

기준과 지표에 대한 개정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여 표를 수정하였다. 3단계에서는 2차 델파이

의 의견과 포커스 그룹 1차 회의 의견을 수렴한 표를 정리하여 다시 20명의 전문가그룹에 보

내졌다. 재검토 후 다시 포커스 그룹을 통해 2차 회의를 진행했으며, 포커스 그룹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기준과 지표가 적용되었다(Jalilian, Amini, Alizadeh, 2015).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관련 기준과 지표 개발은 의과대학이 사명과 사회적 책무성, 

핵심 가치와 역할을 수행하고 평가하는데 활용될 수 있으며, 의과대학의 평가인증을 준비하

고 좋은 평가 결과를 얻는데 기여할 수 있다(Jalilian, Amini, Alizadeh, 2015).

영역 10. 

사회에서의 역

할을 정의하기

기준 A.10 의과대학의 제도적 자율성 

보전과 이해관계자의 역할 사이에 균형

을 유지한다.

1) 사회적 책무성 개발을 감시하고 평

   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이해관계자

   의 존재 유무와 수

2) 조직과 지역사회 이해관계자 간의 

   지속적이고 상호협력적인 관계

3) 사회적 책무성의 원칙과 가치에 대

   한 지역 대표의 헌신

4) 의과대학의 자율성과 권리 유지

기준 B.10 현장 연구를 수행하고 이해

관계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한다. 

1) 종합적이고 주기적인 현장 조사 실시

2) 적절한 분석 및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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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의과대학 평가인증제도와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기준

 (1)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관련한 외국 평가인증기관들의 기준 비교

  의과대학의 평가인증제도는 의학교육의 질 향상과 사회적 책무성 수행 강화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자발적 또는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의과대학의 평가인증제도는 현재 또는 

앞으로 의료인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의과대학이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의학교육의 질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Tsai et al. 2012; Global Health Workforce Alliance 

and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3; Duvivier et al. 2014), 의학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기제들이 있지만, 많은 국가에서 의과대학의 평가인증을 가장 널리 활용하고 있다

(Gordon & Karle 2012).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는 2003년에 의과대학을 위한 국제적인 평

가기준안을 만들었고, 2012년에 의학교육의 질 향상과 사회적 책무성 부문을 강조한 기준들

을 개발하여 개정하였다(Ligdgren & Karle, 2011; Tackett, Grant, Mmari, 2016). 

   많은 국가에서 의과대학의 평가인증제도를 활용하고 있지만, 모든 의과대학의 지역적, 

국가적 맥락은 다르기에 기준의 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특정 국가의 평가인증기관

에서 세계의학교육연합회와 같은 세계적으로 개발된 기준을 채택하여 특정 국가의 맥락을 

고려하면서 국제적 평가 인증에 적합한 기준을 개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이

루어져야 한다(Ho, Abbas, Ahn et, al, 2017).

  현재 의과대학의 평가인증에서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개념과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된 기

준들이 개발되어 평가되고 있다. Abdalla는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 미국의학교육인증위

원회(LCME) 및 호주의학협회(AMC)의 평가인증 기준 중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된 기준을 다

음 <표 Ⅱ-15>와 같이 정리하였다. 이 표는 Boelen과 Heck(1995)이 개발한 사회적 책무성 

그리드 모델을 적용 해 교육, 연구, 진료의 영역을 관련성, 질, 비용-효과성, 형평성 관점에

서 사회적 책무성을 반영한 기준을 분류 정리한 것이다(Abdalla, 2014a).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WFME의 의과대학 평가인증기준 36개 기준 중 12개 기준(33.3%)



- 71 -

이 사회적 책무성을 반영한 기준이며, 그 중 교육과 관련성은 7개 기준(19.4%), 교육과 질은 

3개 기준(8.3%), 1개 기준(2.8%)이 연구와 관련성, 연구와 질 두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LCME의 5개 영역의 131개 기준에서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된 기준은 21개(16%)이며, 그 중 

교육과 관련성은 7개 기준(5.3%), 교육과 질은 7개 기준(5.3%), 교육과 형평성은 5개 기준

(3.8%), 1개 기준(0.8%)이 연구와 질, 진료와 관련성에 포함되어 있다. AMC의 8개 영역의 35

개 평가인증기준 중 11개 기준(31.4)이 사회적 책무성을 반영하였으며, 교육과 관련성은 4개 

기준(11.4%), 교육과 질도 4개 기준(11.4%), 교육과 형평성은 2개 기준(5.7%), 연구와 관련성

은 1개 기준(2.9%)이 포함되어 있다. 의과대학 평가인증 기준에서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한 

기준들은 교육에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비용 효과성 측면은 세 개의 기관 모두 다루지 않

았다. AMC와 LCME에서는 모두 교육에서 형평성을 다루었지만 WFME에서는 형평성 관련

한 기준은 없었다. 형평성 관점은 평가인증 기준이 지역사회의 문화를 고려해야 하는 중요

성을 반영한다(Abdalla, 2014a)   

  사회적 책무성 교육 영역과 관련성 관점에 포함된 WFME, LCME, AMC의 기준을 살펴보

면, 대학의 사명과 사회적 책무성, 성과중심의 교육목표 제시, 이해관계자와의 상호작용, 기

초과학 및 임상분야 외에 사회과학과 행동과학, 의료윤리 등의 교육과정, 임상교육, 졸업 후 

교육,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한 체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사회적 책무성 교육 영역과 질 관점에는 의과대학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졸업 성과, 성

과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 임상 학습 환경, 교수학습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사회적 책무

성 교육 영역과 형평성 관점에는 WFME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LCME와 AMC의 기준에는 

학생모집 정원 및 선발 정책, 지역사회와 다양한 문화에 대한 교육과정 및 임상학습 환경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사회적 책무성 연구 영역과 관련성 관점에는 LCME는 해당사항이 없

으며, WFME와 AMC의 기준에는 의학연구프로그램과 장학금 및 제도, 연구관련 시설이 포

함되어 있다. 사회적 책무성 연구 영역과 질 관점에 포함된 WFME, LCME, AMC의 기준은 

AMC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WFME와 LCME의 기준에는 의학연구와 장학금, 제도 및 시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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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책무성 진료 영역과 관련성 관점에는 WFME와 AMC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LCME

의 기준에는 의대생의 진료 및 봉사 활동의 참여 촉진과 충분한 기회 제공에 대한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이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표 Ⅱ-16>과 같이 WFME, LCME, AMC 

평가기관의 평가인증 기준이 교육내용과 성과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교육과정에 중점을 두

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 개 기관의 평가인증 기준 모두 의과대학의 비용 효과성에 대

한 기준은 다루지 않았다. 그 이유는 비용효과성 관점은 최근에 관심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

라고 밝혔다. 또한 LCME와 AMC에서 모두 교육의 형평성을 다루었는데 이는 지역사회의 

문화를 고려하고 그 중요성을 반영한 결과라 밝혔다(Abdalla, 2014a). 

  이 연구를 통해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반영한 의과대학 평가인증 기준은 세 가지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첫째,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의 목표는 주요 이

해관계자와 대중들을 통해 정의되어야 한다. 둘째,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셋째, 기준들

은 사회적 목적과 관련된 근거에 기반이어야 한다(VanZanten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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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Ⅱ-15> WFME, LCME, AMC의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반영한 기준 분류표

 

평가기관
세계의학교육연합회  

WFME
 미국의학교육인증위원회

LCME
호주의학협회  

AMC

  영역
관점 교육 연구 봉사 교육 연구 봉사 교육 연구 봉사

관련성

1.1

1.2

2.2

2.4

2.8

6.2

7.1

7(19.4%)

6-4

1(2.8%)

ED-1-A

ED-7

ED-10

ED-14

ED-15

ED-16

ED-20

7(5.3%)

IS-14-A

1 (0.8%)

1-6

2-1

3-2

6-1

4(11.4%)

1-7

1(2.9%)

질

1.4

2.3

2.5

3(8.3%)

6-4

1(2.8%)

ED-5-A

ED-6

ED-17

ED-19

ED-23

ED-37

MS-31-A

7(5.3%)

IS-14

1 (0.8%)

4-1

6-1

6-2

8-3

4(11.4%)

비용-효

과성

형평성

IS-16

ED-21

ED-22

MS-7

MS-8

5(3.8%)

7-1

8-3

2(5.7%)

  

출처: Abdalla ME. (2014a). Social Accountability of Medical Schools: Do Accreditation Standards Help     

       Promote the Concept?. Journal of Case Studies in Accreditation and Assessment. 3. p 1-12.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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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6> WFME, LCME, AMC의 평가인증 기준 과정, 내용, 성과 분류

 

          기준
기관

 과정 기준 내용 기준 성과 기준

세계의학교육연합회
       WFME

1-1, 1-2, 1-3, 2-1, 2-7, 3-1, 

3-2,4-1, 4-2, 4-3, 4-4, 5-1, 5-2, 

6-3, 6-5, 6-6, 7-1, 7-2, 7-3, 7-4, 

8-1, 8-2, 8-3, 8-4, 8-5, 9-1

26 (72.2%)

2-2, 2-3, 2-4,  2-5, 

2-6, 2-8, 6-1, 6-4

8 (22.2%)

1-4, 6-1

2 (5.6%)

미국의학교육인증위원회
          LCME

IS-1,I S-2, IS-3, IS-4, IS-5, IS-6, IS-7, 

IS-8, IS-9, IS-10, IS-11, IS-12, IS-12A, 

IS-13, IS-15, IS-16, ED-3, ED-4, ED-8, 

ED-9, ED-16, ED-24, ED-25, ED-26, 

ED-27, ED-28, ED-29, ED-30, ED-31, 

ED-32, ED-33, ED-34, ED-35, ED-36, 

ED37, ED-38, ED-39, ED-40, ED-41, 

ED-42, ED-43, ED-44, MS-1, MS-3, 

MS-4, MS-5, MS-6, MS-7, MS-8, MS-9, 

M2-10, MS-11, MS-12, MS-13, MS-15, 

MS-16, MS-17, MS-18, MS-19, MS-20, 

MS-21, MS-22, MS-23, MS-24, MS-25, 

MS-26, MS-27, MS-27A, MS-28, MS-29, 

MS-30, MS-31, MS-32, MS-33, MS-34, 

MS-35, MS-36, MS-37, FA-2, FA-3, 

FA-4, FA-5, FA-6, FA-7, FA-8, FA-9, 

FA-10, FA-11, FA-12, FA-13, FA-14, 

ER-1, ER-2, ER-3, ER-4, ER-5, ER-6, 

ER-7, ER-8, ER-9, ER-10, ER-11, 

ER-12

103 (78.6%)

IS-14, IS-14A, ED-1, 

ED-5, ED-5-A, ED-6, 

ED-7, ED-10, ED-11, 

ED-12, ED-13, ED-14, 

ED-15, ED-17, ED-17-A, 

ED-18, ED-23, MS-2, 

MS-14

19 (14.5%)

ED-1-A, ED-2, 

ED-19, ED-20, 

ED-21, ED-22, 

ED-46, ED-47, 

MS-31-A

9 (6.9%)

    호주의학협회

       AMC

1-1, 1-2, 1-3, 1-4, 1-5, 1-6, 1-8, 

1-9, 1-10, 2-1, 3-6, 4-1, 5-1, 

5-2, 5-3, 5-4, 6-1, 6-3, 6-4, 7-1, 

7-2, 7-3, 7-4, 7-5, 8-1, 8-2, 8-3

27 (77.1%)

1-7, 3-1, 3-2, 3-3, 

3-4, 3-5

6 (17.1%)

2-2, 6-2

2 (5.8%)

출처: Abdalla ME. (2014a). Social Accountability of Medical Schools: Do Accreditation Standards Help     

       Promote the Concept?. Journal of Case Studies in Accreditation and Assessment. 3. p 1-12.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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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기준 개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고려할 때, 보건의료 시스템의 네 가지 가치인 관련성, 질, 

비용 효과성, 형평성이 균형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의과대학은 이 네 가지 가치에 준거하

여 전체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그러한 프로그램을 시행할 때 지역사회, 졸업생 및 보

건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해야 한다(Abdalla, 2014b).

  세계보건기구는 의과대학 평가인증제도를 “기존 의과대학과 새로운 의과대학의 의학교육 프로

그램의 질을 검토하기 위해 설계된 자발적인 동료 검토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05). 의과대학의 평가인증과정은 국가마다 자발적 또는 의무적으로 진행하며, 의학

교육의 수준 높은 질을 보장하고, 유능한 졸업생을 배출하여 의과대학의 공신력을 향상시키는 목

적을 가지고 있다(vanZanten et, al., 2008). 현재 의과대학을 인정하는 FAIMER 조직 명부에는 124

개국이 등록되어 있으며(FAIMER, 2020), 2003년 세계보건기구와 세계의학교육연합회는 전 세계적

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의과대학 평가인증 기준인 “질 개선을 위한 기초의학교육 WFME 글로벌 

기준”이라는 문서를 발간하였다. 기초의학교육 WFME 기준은 9개 영역의 36개 기준으로 구성되

어 있다(WFME, 2015).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가 제안한 영역을 의과대

학 평가인증시스템으로 채택하며, 하위 영역을 일부 수정하여 적용하고 있다(Abdalla, 2014b).

  Abdalla(2014b)는 그의 연구를 통해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의 기준을 바탕으로 의과대

학의 평가인증제도 내에서 사회적 책무성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새롭게 개발하였다. 그 

결과 기존 9개 영역에 ‘행정직원’, ‘지역보건서비스’, ‘연구’, ‘졸업생’ 기준이 새

롭게 추가되었으며, 기존 영역 5(교수/직원)를 인적자원으로 변경하였고, 프로그램 평가 영역

은 프로그램 평가 및 질 보증으로 변경하였다. 각 영역의 기준은 과정, 내용, 결과를 포괄하

고 관련성, 질, 비용 효과성, 형평성의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발되었다. 

새롭게 개발된 기준은 총 13개 영역의 132개의 기준으로 구성되었다. 이 평가기준은 2개의 

대학에서 적용되었으며, 13개 영역의 사회적 책무성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다음 <표 Ⅱ-17>

과 같이 세 부분으로 구성된 평가 루브릭을 만들어 사회적 책무성의 수준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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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7> 사회적 책무성 평가 루브릭 

  출처:Abdalla (2014b). Suggested new standards to measure social accountability of medical schools in    

        the accreditation systems. Journal of Case Studies in  Accreditation and Assessment. p.1-25.

  다음 <표 Ⅱ-18>은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반영한 13개 영역의 60개 기준이다. 추후 

의과대학의 평가인증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72개의 기준도 추가되어 총 13개 영역 132

개 기준이 개발되었다. 다음 <표 Ⅱ-19>는 60개 기준을 그리드 모형으로 분류한 표이다. 다

음 <표 Ⅱ-20>은 사회적 책무성을 반영한 새로운 기준들을 정리한 표이다.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무성
보통 수준의 사회적 

책무성

낮은 수준 또는 전혀 
수행하지 않는 수준의 

사회적 책무성
Ÿ 의과대학은 의학교육의 전반

적인 활동을 포함한 명확한 

사명과 목표를 가지고 있다. 

Ÿ 지역사회의 높은 우선순위의 

건강 요구를 고려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를 비롯한 이해당사자

들과 함께 학교의 사명과 책무

성, 목표를 수립한다. 

Ÿ 의과대학은 모든 이해 당사자

들과 함께 사명과 책무를 공유

하고 전파하는 메커니즘을 구

축하고 있다. 

Ÿ 사명과 목표는 의과대학의 관

련성, 질, 비용효과성, 형평성과 

같은 사회적 책무성을 반영해

야 한다. 

Ÿ 또한 사명과 목표는 지역사회

의 변화하는 건강 요구를 책

임질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Ÿ 의과대학은 의학교육의 기

능을 다루는 정해진 사명

과 목표를 가지고 있다. 

Ÿ 이러한 사명과 책무성, 목표 

수립은 보건 전문직 종사자

가 참여하였으며, 이러한 사

명을 보급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 

Ÿ 의과대학은 교수진 또는 학

교 행정부서에 의해 작성되

고 요청 시 이용할 수 있는 

명시된 사명과 목표를 가지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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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Ⅱ-18> 사회적 책무성을 반영한 각 영역의 기준 번호 

  출처: Abdalla (2014b). Suggested new standards to measure social accountability of medical schools in   

        the accreditation systems. Journal of Case Studies in  Accreditation and Assessment. p.1-25.* 추가된 영역

<표 Ⅱ-19> 사회적 책무성 그리드로 분류한 새로운 기준들   

      영역 
관점    

교육 연구 봉사

관련성
1.2, 1.3, 1.4, 1.14 2.3, 3.1, 3.3, 3.15, 3.17, 
3.18, 3.24, 9.4, 12.1, 12.2
14(10.6%)

1.3, 1.14, 2.3, 11.7
4(3.03%)

1.3, 1.4, 1.14, 2.3, 2.9, 
7.8, 7.9, 8.4, 10.1, 10.3, 
10.5, 13.2, 13.3
13(9.8%)

질

1.1, 1.6, 1.11, 1.12, 1.14, 2.3, 3.4, 
3.10, 3.11, 3.13, 3.16, 3.20, 4.3, 5.3, 
6.1, 6.7, 7.4, 9.1
18(13.6%)

1.14, 2.3, 3.21, 
7.10, 11.1
5(3.8%)

1.4, 1.14, 2.3, 3.25, 10.3, 
10.6, 10.7, 11.8
8(6.06%)

비용효과성
1.14, 2.3
2(1.5%)

1.14, 2.3
2(1.5%)

1.4, 2.3
2(1.5%)

형평성
1.14, 2.3, 3.2
3(2.3%)

1.14, 2.3
2(1.5%)

1.4, 1.14, 2.3, 10.2, 10.5
5(3.8%)

출처:Abdalla (2014b). Suggested new standards to measure social accountability of medical schools in       
    the accreditation systems. Journal of Case Studies in  Accreditation and Assessment. p.1-25.

영역 기준 번호

사명과 목표 1.1, 1.2, 1.3, 1.4, 1.6, 1.11, 1.12, 1.14

거버넌스와 행정 2.3, 2.9

교육과정
3.1, 3.2, 3.3, 3.4, 3.10, 3.11,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4, 3.25, 3.26, 3.31

교육 자원 4.3, 4.7

학생 5.4

학생의 성취 6.1, 6.7, 6.11

인적자원(교수/직원) 7.4, 7.8, 7.9, 7.10

인적자원(행정과 지원 직원)* 8.1, 8.4

프로그램 평가와 질 보증 9.1, 9.3, 9.4, 9.5, 9.6, 9.8

지역사회 보건서비스* 10.1, 10.2, 10.3, 10.5, 10.6 10.7

연구* 11.1, 11.7, 11.8

졸업생* 12.1, 12.4

지속적인 개선 13.2,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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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0> WFME 기본 기준과 사회적 책무성 관련 기준 개발

1. 사명과 목표

1.1 의과대학은 반드시 문서화된 사명이 있어야 한다. 
1.2 사명은 지역사회를 포함한 학교의 이해관계자가 정의해야 한다. 
1.3 사명은 의과대학의 교육, 연구 및 진료 기능을 고려해야 한다. 
1.4 사명은 지역사회의 건강 요구를 해결하고 수준 높은 질의 의료 서비스를 형평성으로 제공하면서 
   의과대학의 지역사회에 대한 책무성을 반영해야 한다.
1.5 의과대학은 사명을 지역사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에게 전파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해야한다. 
1.6 의과대학은 지역사회의 건강 요구를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1.7 의과대학은 문서화된 목표가 있어야 한다. 
1.8 목표는 지역사회를 포함한 학교 이해관계자가 정의해야 한다. 
1.9 목표는 학교의 사명과 부합되어야 한다. 
1.10 목표는 결과에 근거해야 한다. 
1.11 목표는 유능한 의사를 배출하는 교육과정을 설명해야 한다. 
1.12 졸업생에게 요구되는 지식, 태도, 기술, 윤리 및 전문성 등 역량을 정의하고 이해당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1.13 목표는 학생이 평생학습자로서 준비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1.14 목표는 교육, 연구 및 진료에서 관련성, 질, 비용효과성, 형평성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다루어야 한다.
1.15 의과대학은 그 목표를 지역사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에게 전파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2. 거버넌스와 행정

2.1 의과대학은 대학과의 관계를 포함한 조직적 구조를 정의해야 한다(해당되는 경우).
2.2 기능 및 책임은 명확해야하며, 행정업무 담당자에게 잘 알려져 있어야 한다.
2.3 의과대학은 기관을 지시하는 계획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이 계획은 지역사회의 건강 요구를 대상
   으로 하는 교육, 연구 및 보건 서비스 분야에서 측정 가능한 결과를 초래해야 한다. 
2.4 의과대학은 교육 프로그램을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
2.5 의과대학에는 사명과 목적 달성을 돕는 적절한 행정직원이 있어야 한다.
2.6 의과대학은 예산실천에 대하여 충분한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
2.7 의과대학의 학장은 반드시 교육 및 리더십 기술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2.8 의과대학은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필요한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가져야 한다.
2.9 의과대학은 보건 시스템 및 지역사회를 포함한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관계를 조직화해야 한다.
2.10 의과대학은 학업과 행정 계획 과정을 충분히 일치시켜야 한다.

3. 교육과정

3.1 교육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건강 요구를 고려하면서 설계되어야 한다.
3.2 교육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에서 위험 그룹과 취약계층을 다루어야 한다.
3.3 교육 프로그램은 공동체의 도덕적, 윤리적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3.4 교육 프로그램은 졸업생들에게 ‘5성급 의사’ 역량과 같은 기본적인 역량을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3.5 교육 프로그램은 건전한 교육 모델을 따라야 한다.
3.6 의과대학은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충분한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
3.7 교육 프로그램의 순서 및 내용은 의과대학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야 한다.
3.8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9 교육 프로그램의 관리는 교육 프로그램 위원회의 책임이어야 한다.
3.10 교육 프로그램은 의학의 과학적 기초를 포함해야 한다.
3.11 기초과학, 임상과학, 행동과학이 통합되어야 한다.
3.12 교육 프로그램은 증거 기반 의학과 분석적 사고와 같은 실천의 새로운 추세를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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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의과대학은 반드시 교육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갱신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14 지역사회 구성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는 교육 프로그램의 업데이트 및 검토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3.15 교육 프로그램의 업데이트와 리뷰는 지역사회의 변화하는 건강 요구를 고려해야 한다.
3.16 교육 프로그램은 보건 과학의 최근의 과학 기술 발전을 다루어야 한다.
3.17 의과대학은 1차 건강관리(PHC) 설정의 교수 전략, 보행 환경 및 커뮤니티 설정 등 연구 증거에 
     기반을 둔 다양한 교수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3.18 교육 프로그램은 질병의 예방, 사회적 행동적 측면 및 치료에 동등한 중점을 두어야 한다.
3.19 교육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에서 시행되는 건강 시스템을 고려해야 한다.
3.20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환자를 조기에 충분히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3.21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연구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3.22 교육 프로그램은 선택적 학습 모듈을 포함하여 학생의 선호도를 고려해야 한다.
3.23 교육 프로그램은 교직원과 학생의 기술 사용을 권장해야 한다.
3.24 교육 프로그램은 의료 윤리와 법학 문제를 포함해야 한다.
3.25 교육 프로그램은 보건 서비스의 품질 보장을 다루어야 한다.
3.26 교육 프로그램은 긍정적인 태도, 좋은 행동 및 전문성의 개발을 장려해야 한다.
3.27 교육 프로그램은 임무와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3.28 교육 프로그램은 졸업생들의 의사결정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3.29 교육 방법은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호환되어야 한다.
3.30 교육 및 학습 방법은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3.31 교육 및 학습 방법은 다원적 접근법을 사용하여 근본적인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4. 교육 자원

4.1 의과대학은 커리큘럼의 비임상 부분을 전달할 수 있는 적절한 물리적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2 의과대학은 커리큘럼의 임상적 부분을 전달할 수 있는 적절한 물리적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3 의과대학은 PHC 시설과 같이 지역사회에서 실시하는 커리큘럼의 일부를 전달할 수 있는 적절한 
    물리적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4 의과대학은 시설의 최적 사용 및 개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5 도서관은 적절한 위치에 있어야 하며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컴퓨터 기
반 및 인터넷 기반 참조를 포함하여 최신의 좋은 참고자료를 포함해야 한다.
4.6 사서는 학생, 직원 및 연구자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4.7 의과대학은 교사 연수와 교수진 개발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4.8 의료교육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4.9 의과대학은 지역적, 지방적, 국제적 교육 전문지식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4.10 자원은 교육 프로그램의 요구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4.11 학교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정보 기술 사용을 권장해야 한다.

5. 학생

5.1 의과대학은 학생의 지원, 선발 및 입학에 대한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5.2 이 방침은 발표되어야 하며 학생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5.3 정기적으로 정책을 개정해야 한다.
5.4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준수해야 한다.
5.5 의과대학은 학생 상담 및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5.6 의과대학은 학생 조직과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5.7 학생들은 교육 프로그램 관리를 위한 학교 위원회에 대표자가 있어야 한다.
5.8 보건 서비스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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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생의 성취

6.1 의과대학은 학생들의 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평가 시스템을 채택해야 한다.
6.2 의과대학은 학생의 성과에 대해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6.3 학생 평가 방법은 의사가 요구하는 기본 역량에 대한 유효한 판단으로 이어져야 한다.
6.4 의과대학은 평가방침을 정의해야 한다.
6.5 학생은 평가 방법에 대한 지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6.6 의과대학에는 교직원과 학생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시험규칙이 있어야 한다.
6.7 의과대학은 표준 설정에 적합한 과학적 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6.8 평가방법은 교육목표, 교육 및 학습기법과 호환되어야 한다.
6.9 의과대학은 조형적 평가와 종합 평가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6.10 의과대학에는 학생의 결과를 분석하고 보고하는 단위가 있어야 한다.
6.11 의과대학에는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문서화하는 메커니즘이 있어야 한다.

7. 인적자원(교수/직원)

7.1 의과대학에는 반드시 교직원 채용 및 홍보를 위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7.2 의료진과 비의료진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한다.
7.3 상근직과 파트타임직의 균형이 있어야 한다.
7.4 의과대학은 학교의 임무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7.5 의과대학은 기초과학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의학적으로 자격을 갖춘 교사를 모집해야 한다.
7.6 의과대학은 직원의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7.7 채용방침은 교육, 서비스 및 연구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7.8 직원은 지역사회의 건강발전에 참여하여야 한다.
7.9 직원은 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7.10 직원은 연구에 기여해야 한다.

8. 인적자원(행정과 지원 직원)

8.1 의과대학은 학교의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될 지원 인원을 모집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8.2 의과대학에는 지원 인원을 모집할 계획이 있어야 한다.
8.3 의과대학은 직원의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8.4 직원은 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9. 프로그램 평가와 질 보증

9.1 의과대학은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품질보증을 제공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9.2 이해관계자는 프로그램 평가 계획에 참여해야 한다.
9.3 학생과 교직원의 의견을 면밀히 파악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9.4 다른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주의 깊게 파악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9.5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9.6 프로그램 평가는 지역사회의 변화하는 건강 요구를 고려해야 한다.
9.7 학생의 성취도 결과는 면밀하게 분석하여 품질보증 과정에 사용해야 한다.
9.8 품질보증 프로세스는 교육 프로그램의 프로세스, 내용 및 결과를 다루어야 한다.
9.9 프로그램 평가는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 외에 학교의 통치와 행정을 다루어야 한다.
9.10 졸업생들의 품질은 품질보증 과정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10. 지역사회 보건서비스

10.1 의과대학은 반드시 교직원 및 학생이 지역사회의 건강증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0.2 의과대학은 소외계층과 위험군 그룹의 건강상태를 개선하는 프로그램을 식별하고 시행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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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Abdalla (2014b). Suggested new standards to measure social accountability of medical schools in    

           the accreditation systems. Journal of Case Studies in  Accreditation and Assessment. p.1-25.

              

10.3 의과대학은 지역사회에 제공되는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10.4 지역사회의 건강활동은 지역사회의 건강욕구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10.5 의과대학은 모든 수준에서 지역사회의 보건 서비스와 지역사회 기반 보건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10.6 의과대학은 보건 서비스와 관련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파트
    너십을 공식화해야 한다.
10.7 의과대학은 지역사회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1. 연구

11.1 의과대학은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11.2 의과대학에는 연구시설이 있어야 한다.
11.3 의과대학은 연구와 교직의 관계를 육성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1.4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학교의 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11.5 의과대학은 연구 결과를 학술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11.6 이 연구는 선택적 학습 모듈을 통해 학부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한다.
11.7 이 연구는 지역사회의 높은 우선순위 건강 요구를 다루어야 한다.
11.8 연구 결과는 지역사회 보건 및 보건 시스템 개발에 이용되어야 한다.

12.졸업생

12.1 의과대학은 이상적인 의사의 프로필을 만들고 졸업해야 한다.
12.2 의과대학은 반드시 그 졸업생을 추적 관찰해야 한다.
12.3 졸업생들의 실적을 추정하기 위한 정책에는 졸업생, 보건부, 지역사회가 포함되어야 한다.
12.4 의과대학은 졸업생들의 성과에 대한 지역사회와 고용주의 인식에 대응해야 한다.

13. 지속적인 개선

13.1 의과대학에는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메커니즘이 있어야 한다.
13.2 개선과 개발은 지역사회의 변화하는 건강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
13.3 개선 및 개발은 고용주의 변화하는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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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사례

2012년 유럽의학교육학회(AMEE)는 의학교육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우수성을 이룬 대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수상하기 위한 ‘ASPIRE-to-Excellence Awards’프로그램을 만들어 2013

년부터 ‘ASPIRE School’를 선정하고 있다. 다음 <표 Ⅱ-21>은 2013년도부터 2020년까지 사회

적 책무성 부문에서 수상한 대학과 국가를 정리한 표이다(ASPIRE 웹페이지; 

https://www.aspire-to-excellence.org/). 

지난 8년간 사회적 책무성 부문에서 ‘ASPIRE School’로 선정되어 수상한 대학은 13개이

며, 13개 대학의 국가 분포를 살펴보면 캐나다가 5개 대학으로 가장 많으며, 미국은 4개 대학, 

영국은 2개 대학, 호주는 1개 대학, 그리고 올해 자메이카에서 1개 대학이 수상을 하였다. 

<표 Ⅱ-21> ASPIRE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부문 수상 대학 목록

 출처: ASPIRE 웹페이지; https://www.aspire-to-excellence.org/).  

수상 년도 대학 국가

2013년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미국

Nothern Ontario School of Medicine 캐나다

Hull York Medical School 영국

2014년
Memorial University of Newfoundland 캐나다

University of New Mexico, School of Medicine 미국

2016년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Herbert Wertheim College of Medicine 미국

Brody School of Medicine, East Carolina University 미국

University of Leeds, School of Medicine 영국

Leaders in Indigenous Medical Education (LIME) Network 호주

2017년 Faculté de médecine de l’Université Laval 캐나다

2018년 University of Saskatchewan 캐나다

2019년 Faculté de médecine, Université de Montréal  캐나다

2020년 The University of the West Indies 자메이카

https://www.aspire-to-excellence.org/
https://www.aspire-to-excellenc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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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국의 헐 요크 의과대학

   영국의 헐 요크 의과대학은 영국 동부의 요크셔와 험버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의료 취

약 지역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개선하기 위해 2003년에 설립되었다. 헐 요크 의과대학은 1

차 진료에 대한 인력 배출을 위해 1차 진료 및 지역사회 기반 교육을 강화하였다. 학부 교

육과정은 사회에 대한 맥락을 고려한 문제기반 학습이 이루어졌으며, 임상 실습 및 커뮤니

케이션 강의도 대부분 지역사회 1차 진료 의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3학년 이후부터는 1차 

및 2차 진료에서 임상실습을 하며, 3학년 때는 16주, 4,5학년은 8주 실습을 하며, 총 교육과

정의 33%의 실습을 지역사회의 의사와 함께 진행한다(Boelen, et al., 2016). 

  영국의 헐 요크 대학은 지역사회 1차 진료 인력 배출에 기여를 하였다. 헐 요크 대학은 1

차 진료 의료진 배출이 적은 의과대학보다 1차 진료를 위한 인력 배출에 훨씬 유리한 교육

환경을 갖고 있다. 아울러, 실제로 영국 전체 의과대학의 1차 진료 인력 배출 평균 30% 보

다 높은 수치인 44%를 기록하였다(Lambert & Goldare, 2011). 영국 의과대학은 5년 과정이

며, 졸업 후 모든 의과대학생들은 Foundation Program(2년) 과정을 밟는다. Foundation Year 

1을 마치면 GMC(General Medical Council)에 등록 자격을 할 수 있으며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며, Foundation Year 2를 마치면 The Postgraduate Medical Education and 

Training Board(PMETB)에서 자격 심사를 한다. 영국 의사들 중 “Foundation School” 전문

교육을 수료한 의사들 중 21%가 GP(General Practice)에 참여했지만, 헐 요크 대학의 졸업

생은 29%가 GP에 참여하였고, 이는 영국 정부 목표인 50%에 상당한 수치를 기여하였다(UK 

FPO, 2014). 헐 요크 의과대학은 1차 진료에 대한 인력 배치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으며, 

졸업생의 진로 선택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도 확인할 수 있었다(Newbronner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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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캐나다 서스캐쳐원 의과대학의 ‘MTL Program’

  캐나다는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개념을 국가적 차원에서 적용하였다. 2001년부터 캐

나다는 “Social Accountability: A Vision for Canadian Medical School”(Health Canada 

Steering Committee on Social Accountability of Medical Schools, 2001), “The Future of 

Medical Education in Canada(FMEC): A Collective Vision for MD Education”(Busing, Harris, 

MacLellan et al., 2015), “A Collective Vision for Postgraduate Medical Education in 

Canada”(Association of Faculties of Medicine of Canada, 2018) 등 다양한 보고서를 통해 

캐나다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비전을 선포하였다. 캐나다는 1995년 세계보건기구가 정

립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개념을 캐나다 맥락에 맞게 개발하였고, 의과대학 평가인증 

기준에 추가하여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확인하였다(Committee on Accreditation 

of Canadian Medical Schools, 2018).

  2003년 캐나다의 서스캐쳐원 의과대학은 그들이 기여하는 지역사회, 지역, 국가 및 국제 

사회의 보건의료의 우선순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 연구, 진료 활동에 사회적 책무성

을 통합하는 선언을 하였다. 아울러 교수와 학생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러닝의 중요

성을 인식하였다. 그들은 학생들에게 서비스 러닝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과 함께 일

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학제 간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통합 교육과정을 개

편하였다(College of Medicine University of Saskatchewan, 2003). 

  서스캐쳐원 의과대학은 사회적 책무성을 위한 통합교육과정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

다. 그들은“오늘날에도 캐나다는 여전히 보건의료 서비스의 불평등은 존재한다.”라는 문

제의식을 가지며(Marmot 2007,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7), 의대생들에게 농촌지역, 

의료 취약지역 및 국제 사회에서 임상 및 서비스 러닝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사회

적 문제 인식과 이를 해결하는 실천력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전략이라는 연구결과

를 지지하였다(Burrows et al., 1999; Easterbrook et al. 1999; Laven & Wilkinson, 2003; 

Courran & Rourke, 2004, Meili, Fuller & Lydiate, 2011). 반면, 수련 기간 중 졸업생들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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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환경에 노출되면, 의사는 도시 관행을 확립한다는 연구 결과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Easterbrook et al., 1999).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보건의료전문직의 전 

세계적인 헌신(World Health Organization 1995; Health Canada, 2001), 보건의료 접근성의 

불평등 감소의 중요성(Marmot 2007;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7), 의대생을 위한 농촌

지역 임상 및 봉사 경험의 긍정적인 결과(Laven & Wilkinson, 2003; Courran & Rourke, 

2004)등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서스캐쳐원 의과대학은 ‘Making The Links(MTL) Program’을 개발하였다. MTL 프로그

램은 의대생들에게 소외된 지역에서 이타적인 의학을 실천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강화하면서 사회적 책무성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였다. 아울러, 취약 지역과의 

장기적 관계를 기반으로 구축된 종적 서비스 러닝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었다(Meili, 

Fuller & Lydiate, 2011).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교육과정의 프레임워크는 서비스 러닝 모델이다. 서비스 러닝

이란 “지역사회 봉사와 명시적인 학습 목표, 준비 과정과 성찰이 결합한 구조화된 학습 경

험”으로 정의한다(Pew Health Professionals Commission, 1993). Thompson과 연구진들은 서

비스러닝은 의대생들에게 의학의 사회적 측면을 가르치는 효과적인 교육방법이라고 주장하

였다(Thompson et al., 2003). 

  Seifer는 서비스 러닝은 다음 4가지의 중요한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다(Seifer, 

1998; Meili, Fuller & Lydiate, 2011). 첫째, 학습 경험,  둘째, 지역사회 봉사와 파트너십, 셋

째, 전문가 간 협업 넷째, 성찰이다. 서비스러닝을 통해 학생들은 취약 지역 및 취약 계층을 

경험하고, 학생, 지역사회 구성원과 단체와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그들과 지역사회의 보건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데 참여하며, 서로 다른 문화적 차이의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관계 형

성 장려, 의사소통 기술 향상, 학제 간 융합, 자기 성찰 등을 경험할 수 있다. Schon은 그의 

논문에서 성찰학습은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을 신중하게 고려하며, 자신의 진로 방향과 자율

성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Schon, 1983, 1987).   

  다음 [그림 Ⅱ-10]은 MTL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일정이다. 이 과정은 총 다섯 단계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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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져 있다. 첫 번째는 취약 계층 및 지역에 관한 보건의료 문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한다. 두 번째는 캐나다 북부 지역사회를 경험한다. 세 번째는 소외된 도시 지역을 대상으

로 학생이 운영하는 클리닉에서 자원 봉사를 경험한다. 네 번째는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국제 사회를 경험한다. 다섯 번째는 성찰 및 평가 기간을 갖는다. 이 프로그램은 임상 전 

해에 실시하고 있으며, 정규 교육과정에 연계되어 이수된다(Meili, Fuller & Lydiate, 2011).  

  MTL 교육과정은 총 3개로 나눠진다. 첫째는 20시간의 원주민 세미나이다. 이 세미나에서

는 원주민의 역사, 문화, 보건의료 환경 등 다양한 주제로 독서와 토론이 이루어진다. 3학점  

국제 보건 의료 과정에서는 서스캐처원 대학에서 강의가 진행되며, 국제 보건과 지역사회 

보건의료 과제에 대한 내용을 배운다. 마지막으로 포르투갈어 어학과정은 모잠비크 훈련을 

위해 이루어지며, 그 전에 마치게 된다(Meili, Fuller & Lydiate, 2011). 

  Meili의 연구에 따르면, 서스캐쳐원 의과대학의 ‘Making The Links(MTL) Program’에 참

여한 학생들은 1) 관계,  2) 일상생활에서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결정 요인, 3) 지역사

회 개발, 4) 학제 간 융합, 5) 보건의료와 지역사회의 연결, 6) 개인적 학습을 배웠다고 밝혔

다. 이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MTL 프로그램을 통해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자와 

동료들과의 관계를 성찰하며, 관계의 상호작용이 미치는 영향을 인정했다. 또한 학생들은 

의료 접근성이 낮은 사람들이 의사를 만나기까지의 여정을 간접 경험하며, 의사를 방문하는 

것은 환자에게 완전히 다른 경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학생들은 지역사회의 맥

락을 고려하지 않는 질병 중심 의학의 한계를 깨달을 수 있었으며, 반면 지역사회 발전의 

장기적인 과정에 대한 어려움도 인식하게 되며, 그들이 기여하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접

근법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취약 지역에서는 의학의 서열이 흐

려지며, 지역적 맥락 안에서 제한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들을 성찰할 수 

있었다. 그들은 아프리카와 캐나다가 비슷한 건강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느꼈으며, 지

역사회와 국제 보건의료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성찰의 시간이 있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학

생들은 서비스 러닝을 통해 미래의 실무에 어떻게 일을 해야 할지, 기존 진로 선택에 어떠

한 영향을 주었는지도 성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Meili, Fuller & Lydiat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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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Ⅱ-10] Making the Link Program 일정

출처: Meili, Fuller & Lydiate, (2011) Teaching social accountability by making     

      the links: Qualitative evaluation of student experiences in a  service-learning project.       

       Medical Teacher. 2011, 33; p. 659-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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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위한 노력

  

  모든 의과 대학은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려고 노력한다.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수

행하는 대학이 되기 위한 의과대학은 자체 평가를 통해 현재 상태를 진단해야 하며, 대학의 

상황에 맞는 개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Boelen et al., 2016). 다음은 Boelen 연구진이 제

안한 사회적 책무성을 수행하는 대학의 4가지 시나리오이다. 

  시나리오 1. 인식하지 못하는 대학-상아탑 모델

  대학은 사회가 요구하는 최우선 보건의료 과제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인식을 하

지 못하고 있다. 교수의 개인적인 연구 업적은 사회적 공헌을 위한 관련성, 질 등 우수하나, 

대학 전체 또는 조직 수준에서 사회적 책무성을 장려하거나 고려하고 있지 않다. 대학의 구

성원 중 한 명 또는 소수의 교수진은 사회적 책무성을 중요한 개념으로 인식한다. 특히 시

니어 교수 및 지역과 국제 보건의료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교수진들에게 사회적 책무성에 대

한 개념을 질문한다면, 그들은 대학의 우수성에 대해 다르게 말할 것이다. 대부분 교수들은 

‘우수성’을 “최첨단”의 연구 성과와 동일시 할 수 있으며, 소수의 교수진들은 우수성을 

사회 전체의 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측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시나리오 2. 의지가 있는 대학 

  이 대학에 속한 교수진들은 자신이 기여하는 사회에 대한 책무성을 인식하고, 사회적 요

구에 더 잘 부응하기 위해 사명과 프로그램을 재조정할 의지가 있을 것이다. 기존 교육과정

은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를 통해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하지만, 대학은 필요한 변화를 

열망할 수 있지만 자원 부족 및/또는 제한된 외부 및 이해관계자 지원 때문에 수행이 어려

울 것이다. 이 대학은 다른 우선순위를 요구할 수도 있는 상급 기관의 정치적 의지에 의존

할 수도 있다. 사회적 책무성을 인식하고 증진하기 위한 학계 및 보건계의 저명한 구성원이 

포함된 국가적 이니셔티브에 대해 그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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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리오 3: 인식과 의지가 있는 대학

  대학은 어떤 우선순위의 조정이 필요한지 알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상호작용하는 중요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은 졸업생이 필요한 역량을 습득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연

구 의제와 진료 분야에서도 결정적인 요인들을 다루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은 변화하

는 졸업생 관행, 보건의료 시스템 관리 유형 및 인구 건강 지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

라는 것을 알고 있다. 대학의 지도부는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의료 제공 시스템에 대한 

기여도를 최적화하기 위해 주요 보건 이해 당사자들과 보다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학장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할 수도 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책임지

고 있는 환자와 인구가 더 높은 수준의 건강을 달성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만 우리

의 변화적인 노력에 성공할 것이다.”대학은 보건의료 관련 결과에 대한 영향을 입증할 수 

있는 복잡한 연구를 위한 전문지식과 역량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시나리오 4: 인식, 의지, 실행을 하고 있는 대학 

  드문 경우지만 이 대학은 사회적 책무성 분야에서 인정받는 리더가 될 수 있다. 아울러, 

다른 대학과 외부 벤치마킹을 통해 인정을 받는다. 이 대학은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과 함

께 설계되고 통제되는 비전과 전략을 가질 것이며, 전략과 연계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가질 것이며, 그것이 그들이 기여하는 모든 인구에서 보건 시스템과 건강 결과의 개선을 보

여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다른 좋은 학교나 팀과 마찬가지로, 더 많은 것을 하

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도력과 추진력이 여전히 필요하다.

  사회적 책무성을 지닌 의과대학을 만드는 것은 갈등과 도전을 피할 수 없다.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과 같이 대학의 철학과 조직 구조에 중요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쉬운 과제

가 아니다. 왜냐하면,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은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필요로 하며, 이

는 조직의 여러 가지 장애물과 거부감으로 이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 Boelen의 연구진들은 

개업 의사들은 환자의 사회적 요구를 항상 인식하거나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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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러, 연구원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연구를 기피한다. 그 이유는 지역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연구는 

재정 지원을 받기 어렵고, 승진 위원에는 이러한 주제에 대해 낮은 수준과 중요도에서도 낮게 인

식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의 수행 방향은 갈릴 것이라고 

했다(Boelen et al., 2016).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촉진하기 위해서 갈등은 필수불가결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

한 첫 번째 방법은 갈등을 인식하고 학교의 의사결정 기관이 모든 이해 관계자들과의 정직한 토

론에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보수 세력의 투명성 증대, 제도 관리 개선, 부족한 자원의 효

율적 사용을 위해 정부, 납세자 및 시민 모두가 더 큰 사회적 책무성을 환영하는 전 세계적인 

모멘텀의 존재를 깨닫기 시작할 경우 변화에 대한 저항은 최소화될 수 있다(Boelen et al., 2016). 

  의과대학은 사회적 의무의 범위를 따라 진정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실현하기 위

해 수많은 과제를 해결하고 극복해야 한다. 다음 <표 Ⅱ-22>는 전 세계의 실제 사례에서 추

출한 몇 가지 빈번한 도전 사례와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다(Boelen et al, 2016).

 <표 Ⅱ-22>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과제와 해결책

출처: Boelen et al. (2016). Producing a socially accountable medical school: AMEE Guide No. 109. 

    Medical teacher, 2016 vol.38, No. 11, 1078–1091. 

지역 문제   환경   해결책

튀니스
내륙 지역의 

의료 취약 인구

정부는 내륙지역에 새로

운 의과대학을 설립하기

를 원함

해변에 위치한 기존 의과대학들은 대상 

인구에게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결

정하고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전략

을 채택하기 시작함

프랑스 전통적인 대학

혁신적 과제를 위한 대

학에 대한 자율성이 제

한된 중앙 집권 시스템

2015년 학장(Tours 의과대학)은 지역 내 

모든 주요 보건 분야 이해관계자를 초

청하여 지역사회의 상황 분석을 실시함. 

지역의 최우선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수진, 학생 및 외부 구성원이 참

여하는 파트너십 프로그램이 생김

유럽과 

북아메리카
전통적인 대학

사회적 책무성과 보건 
의료서비스 인력에 대한 
입증된 영향 보다 의과
대학 입학 및 졸업 성적
으로 학문적 우수성을 
인정받음

사명 선언의 명확성, 지역 및 지역 이해 

관계자와의 강력한 참여, 지역사회와 관

련된 목적성 있는 활동,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활동 지원, 

우수성을 재정의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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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1) 한국 의과대학의 평가인증제도와 사회적 책무성 개념

   한국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개념에 대한 도입은 의과대학 평가인증활동과 긴밀한 연

관이 있다. 한국은 의학교육의 질적인 향상과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해 의과대학 평가인증 

제도를 꾸준히 발전시켜왔다(이무상 외, 2002). 의과대학 평가인증제도의 목적은 신설 의대 설

립 저지, 의료의 질적 향상 그리고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 등과 같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20여 년 동안 시행되어 왔다(임기영 외, 2011).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 의과대학의 평가인증제도는 한국대학협의회의 의학과 평가를 시작

으로 한국의학교육협의회를 통한 예비평가(1999)와 제1주기 의과대학 인증평가(2000~2005), 한

국의학교육평가원을 설립 후 제2주기(2007∼2011), Post-2주기(2012-2018)를 거쳐 「ASK 201

9」등 시대가 요구하는 의학교육의 평가인증기준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각 의과대학이 급변

하는 의료 환경에 적합한 의료인을 육성할 수 있는 의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해 왔다(박원균 외, 2018).  

  한국의 의과대학 평가인증기관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KIMEE)은 2004년에 설립되어, 2014

년에 교육부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 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016년 9월 세계의학

교육연합회(WFME)가 공식 인증한 평가인증기관이 되면서, 세계의학교육연합회의 기준과 절

차를 적용한 새로운 의학교육평가인증기준인 ASK2019를 적용하여 현재 의과대학 평가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박원균 외, 2018). 

  한국은 모든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이 의과대학 평가인증을 획득해야하는 특수한 상

황적 맥락을 지니고 있다. 한국은 2015년 고등교육법 제11조 2로 국내의 의과대학·의학전

문대학원은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는 법안을 확정하였고, 2016년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평가인증을 받지 않거나 평가신청을 하지 않는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

원은 학생모집 정지, 학교 폐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며, 2017년 의료법 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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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에 따라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획득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만이 의사국

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법안을 개정하였다. 

  한국은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와 교육의 수월성을 위해 의과대학의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현재 또는 앞으로 의료인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의과대학이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의학교육의 질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의과대학의 평가인증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Tsai et al. 2012; 

Global Health Workforce Alliance and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3; Duvivier et al. 2014).  

  한국은 세계의학교육합회에서 개발한 의과대학 평가인증 기준을 채택하여 한국적 맥락을 

고려하면서 기준을 적용하였고(Ho, Abbas, Ahn et, al., 2017), 한국의 의사상과 기본의학교육

졸업성과 등 한국의 의사상과 기본 역량을 설정하고자 노력하였다(안덕선, 2014; 한국의과대

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2017). 

  세계적인 의과대학의 평가인증 기준을 한국화하는 ‘글로컬리제이션’의 과정을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한국은 설립유형이 국립과 사립 의과대학으로 나뉘며, 신생의대와 구의과대학이 

분류되어 있다. 또한 한국은 부패방지를 위한 각종 위원회 구성을 기준으로 넣었다(Post-2주

기 기준: K.1-2-5). 국내 의과대학에 내·외부 감사시스템을 의무화하는 정부규정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을 넣었다(Post-2주기 기준: K.1-3-3.). ‘교육과정 직접 개발, 관리, 평가'를 위한 교

육과정위원회는 연간 최소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기준으로 넣었다(Post-2주기 

기준:K. 2-3-3.). 2000년대 초 한국의 의학연구에서 다수의 고위험 사례들이 정부의 관심을 끌

면서, 의과대학의 연구윤리에 관한 기본 교육 시행에 대한 기준을 개발하였다(Post-2주기 기

준:K. 4-3-6.) 마지막으로 다양한 교육방법개발과 적용에 대한 기준을 개발하였다(Post-2주기 

기준:K. 2-2-4.)(Ho, Abbas, Ahn et, al., 2017). 

   하지만  2018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ECFMG-WFME 이니셔티브’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의학교육연합회의 기준과 절차를 적용한 새로운 의학교육평가인증기준인 「ASK2019」

를 개발하여 현재 의과대학 평가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Ho, Abbas, Ahn et, al., 2017). 

「ASK2019」기준은 세계의학교육연합회에서 제시한 기준(2015 Revision)을 근간으로 하여 

한국적 맥락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ASK2019」기준은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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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수행을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대학의 특성에 맞게 평가하고 측정할 수 있도록, 정

량적 기준을 개발하고, 전문가의 전문성에 의해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평가항목인 정

성적 기준을 개발하였다(박원균 외, 2018). 

  「ASK2019」는 9개 영역, 34개 평가부문에서 92개의 기본기준과 51개의 우수기준으로 구

성된 총 143개 평가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다음 <표 Ⅱ-23>은 「ASK2019」기준의 평가영

역, 평가부문, 평가기준을 정리한 것이다. 

 <표 Ⅱ-23>「ASK2019」기준의 평가영역, 평가부문, 평가기준

평가영역 평가부문
개정 기준

기본기준 우수기준 합계

1. 사명과 성과

1.1 사명 3 1 4

1.2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 1 - 1

1.3 교육성과 3 1 4

1.4 사명과 교육성과 수립 1 1 2

소계 8 3 11

2. 교육과정

2.1 교육과정 3 1 4

2.2 과학적 방법 3 - 3

2.3 기초의학 2 1 3

2.4 의료인문학 1 1 2

2.5 임상의학과 술기 4 3 7

2.6 교육과정의 구조, 구성, 기간 2 2 4

2.7 교육과정 관리 2 - 2

2.8 의료 행위와 보건 의료 분야의 연계 1 1 2

소계 18 9 27

3. 학생 평가

3.1 평가 방법 4 1 5

3.2 평가와 학습의 관계 4 2 6

소계 8 3 11

4. 학생

4.1 입학 정책과 선발 1 3 4

4.2 입학 정원 1 - 1

4.3 학생상담과 지원 6 3 9

4.4 학생 대표 2 - 2

소계 10 6 16

5. 교수

5.1 채용과 선발 정책 6 1 7

5.2 교수 활동과 개발 정책 6 1 7

소계 12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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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의 의과대학 평가인증 평가 결과는 현행 고등교육법 제11조 2항에 따라 의무적이고 

필수적으로 정보공시를 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 4

장 제20조에 따라 인증단은 판정결과와 최종평가보고서를 공시할 수 있다(개정 2016.6.29.).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 또는 미래의 교육 소비자

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며, 의과대학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시키는 목적이 

있다(임기영 외, 2011; 김영창 외, 2019). 다음 <표 Ⅱ-24>는 2021년 현재 대학별 인증 현황 

공시 결과이다. 2021년 현재 서울대를 비롯한 11개 대학이 평가인증을 진행하고 있다(한국

의학교육평가원, 2021).

6. 교육 자원

6.1 시설 8 1 9

6.2 임상 실습 자원 3 1 4

6.3 정보 기술 1 2 3

6.4 의학 연구와 의과학자 양성 3 1 4

6.5 교육 전문성 2 3 5

6.6 교육적 교류 1 1 2

소계 18 9 27

7. 교육평가

7.1 교육 모니터링과 평가에 대한 기제 3 1 4

7.2 교육자와 학생의 피드백 1 1 2

7.3 학생과 졸업생의 수행 능력 1 1 2

7.4 이해관계자의 참여 1 - 1

소계 6 3 9

8. 대학 운영 체계와 

행정

8.1 대학 운영 체계 4 2 6

8.2 학장과 보직자 1 1 2

8.3 교육 예산과 자원 할당 2 - 2

8.4 행정 직원과 관리 1 1 2

8.5 보건 의료 분야와의 상호작용 1 1 2

소계 9 5 14

9. 지속적 개선
9.0 지속적 개선 3 11 14

소계 3 11 14

합계 36 92 51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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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Ⅱ-24> 2021년 현재 의과대학 평가인증 대학별 인증 현황

기준일:2021.01.14
No 대학명 현재 인증상황 인증기간 차기 평가년도
1 가천 인증(6년) 2016.3. ~ 2022.2. 2021

2 가톨릭                2020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재심사 진행 중
3 가톨릭관동 인증(4년) 2021.3. ~ 2025.2. 2024

4 강원 인증(4년) 2019.3. ~ 2023.2. 2022
5 건국 인증(4년) 2019.3. ~ 2023.2. 2022

6 건양 인증(6년) 2016.3. ~ 2022.2. 2021
7 경북 인증(6년) 2016.3. ~ 2022.2. 2021

8 경상 인증(4년) 2019.3. ~ 2023.2. 2022
9 경희 인증(4년) 2021.3. ~ 2025.2. 2024

10 계명 인증(4년) 2020.3. ~ 2024.2. 2023
11 고려 인증(6년) 2021.3. ~ 2027.2. 2026

12 고신 인증(4년) 2020.3. ~ 2024.2. 2023
13 단국 인증(2년) 2020.3. ~ 2022.2. 2021

14 대구가톨릭 인증(6년) 2016.3. ~ 2022.2. 2021
15 동국 인증(4년) 2021.3. ~ 2025.2. 2024

16 동아 인증(4년) 2019.3. ~ 2023.2. 2022
17 부산 인증(4년) 2021.3. ~ 2025.2. 2024

18 서울 인증(4년) 2021.3. ~ 2025.2. 2024
19 성균관 인증(4년) 2021.3. ~ 2025.2. 2024

20 순천향 인증(4년) 2020.3. ~ 2024.2. 2023
21 아주 인증(4년) 2020.3. ~ 2024.2. 2023

22 연세 인증(6년) 2020.3. ~ 2026.2. 2025
23 연세원주 인증(4년) 2020.3. ~ 2024.2. 2023

24 영남 인증(4년) 2020.3. ~ 2024.2. 2023
25 울산 인증(4년) 2020.3. ~ 2024.2. 2023

26 원광 인증(4년) 2019.3. ~ 2023.2. 2022
27 을지 인증(4년) 2019.3. ~ 2023.2. 2022

28 이화 인증(6년) 2021.3. ~ 2027.2. 2026
29 인제 인증(6년) 2021.3. ~ 2027.2. 2026

30 인하 인증(4년) 2019.3. ~ 2023.2. 2022
31 전남 인증(4년) 2019.3. ~ 2023.2. 2022

32 전북 인증(6년) 2021.3. ~ 2027.2. 2026
33 제주 인증(6년) 2016.3. ~ 2022.2. 2021

34 조선 인증(4년) 2020.3. ~ 2024.2. 2023
35 중앙 인증(4년) 2019.3. ~ 2023.2. 2022

36 차 인증(4년) 2019.3. ~ 2023.2. 2022
37 충남 인증(6년) 2016.3. ~ 2022.2. 2021

38 충북 인증(6년) 2016.3. ~ 2022.2. 2021
39 한림 인증(4년) 2019.3. ~ 2023.2. 2022

40 한양 인증(6년) 2021.3. ~ 2025.2. 2024
                                                     자료 출처: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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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년 간 국내 의과대학 평가인증의 기준은 끊임없이 개선되어 왔다. 이는 높은 타당성과 

신뢰로운 의과대학 평가인증 기준 개발을 의미한다. 아울러 평가인증 개선은 개별 의과대학이 

교육의 질과 사회적 책무를 향상시키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유도하는데 매우 중요하다(임기영 

외, 2011). 반면, Post-2주기와 「ASK2019」 기준에는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확인하는 기

준이 있다. 2011년 ‘의대 평가인증 개선 방안 연구’에서 Post-2주기 기준 중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임기영 외, 2011).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확인하는 「ASK2019」기준은  ‘K.1.1.3 의과대학은 사명에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이다. 사명은 지역사회의 건강 요구와 보건의료 시스템 요

구와 사회적 책무의 다양한 측면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사명에는 사회적 책무수행과 관련된 교

육, 연구, 진료 방침이 포함되어야 한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ASK2019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

준」에 따르면,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 2020).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social accountability)은 사회, 환자, 보건의료, 보건의료 관련 분야의 

요구에 반응하며, 의료 서비스, 의학 교육, 의학연구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와 세계 의학 발

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발적 의지와 능력을 포함한다. 이러한 사회적 책무성은 학교 자체 원칙

에 기초하며,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한다. 사회적 책무성은 때로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과 사회적 대응(social responsiveness)과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넘

어서는 문제에 있어서도 의과대학은 그것에 대한 지지와 정책에 대한 관심 유도를 해야 한다’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한「ASK2019」기준에 따르면, 의과대학의 사명은 의과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기초해서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 이는 의과대학의 사명은 의학교

육, 의학연구, 의료 서비스로 나뉜다. 의과대학의 의학교육, 의학연구, 의료 서비스 사명은 

사회가 요구하는 의사를 배출하기 위해 사회, 환자, 보건의료, 보건의료 관련 분야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의과대학의 의학교육, 의학연구, 의료 서비스는 국가와 세계 의학 발

전에 기여해야 하며, 이는 사회적 책임성, 대응성, 책무성 수준에서 영향을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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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의과대학의 전반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정책적 관심을 유도해야 한다. 의과대학의 사명 명시와 

사회적 책무성 수행은 대학이 추구하는 원칙에 기반을 둔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가 의과대학의 존재가치를 사회적 책무성 관점으로 여기면서 의과대학의 사

회적 책무성을 기초로 한 사명은 변화하고 있다. 의과대학은 그들이 기여하는 지역사회, 지

역, 국가의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 연구, 진료 활동의 조정을 의미하며, 의료 

취약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책무성 인력 배출과 보건의료시스템 개혁의 

참여와 기여를 의미한다(Boelen & Heck, 1995). 

  의과대학의 사명은 구성원들의 참여와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공유가 중요하다. 

「ASK2019」 기준 K.1.1.1에 따르면, 의과대학은 대학의 사명을 정하고, 이를 구성원들과 보

건의료분야의 관계자들이 인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 2020). 이는 사명

을 정립하는 절차에 구성원들의 참여와 보건의료 관계자들의 요구 조사를 전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반면, Peeke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의 사명을 정하는데 다수의 구성원들의 참여

가 어려우며, 대학의 실제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Peeke, 

1994).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사명은 대학의 존재 가치, 교육 방향, 구성원들과의 의사

소통과 협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사회적 책무성 수행 성과 확인 등 조직 역량을 향

상시키는데 기여하기에 매우 중요하다.  

   의과대학의 사명은 졸업성과를 규정하는데 근거가 되어야 한다. 「ASK2019」기준 

K.1.3.1에 따르면, 의과대학의 졸업성과는 사명에 근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의과대학의 졸업

성과에는 지식, 술기, 태도에 대한 역량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양한 의학 분야에서의 활동을 위한 

적절한 역량,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미래의 역할, 지속적인 졸업 후 교육, 지역사회의 건강 요구, 

보건의료전달체계 요구, 사회적 책무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규정하고 있다. 졸업성과는 ‘2014 한

국의 의사상’과 ‘기본의학교육 졸업성과’를 참조할 수 있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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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국의 의사상'에서의 사회적 책무성 개념

  바람직한 의사상은 탁월한 임상 역량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덕목을 추구하고 있다. 

2010년 세계의학교육연합회는 가치와 덕목을 포함한 의사의 역량을 나라별로 규명하도록 하

는 국제적인 사업을 선포하였다(WFME, 2010; 안덕선, 2014). 우리나라는 미래의 의사 역량을 

규명하고 규정하기 위해 4년간 노력한 결과 2014년 ‘한국의 의사상’을 개발하였다(안덕선, 

2014). 의사상은 사회와 의사 전문직 모두가 기대하고 추구해야 할 ‘덕목’과 ‘역량’을 

말한다. ‘한국의 의사상’은 바람직한 가치에 대한 덕목과 역량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이

는 국가적 단위에서 의료윤리의 기준이 되며, 의사를 양성하는 모든 주기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 목표로서의 역할을 한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4; 안덕선, 2014). 

  2014년에 제시한 ‘한국의 의사상’은 다음 [그림 Ⅱ-11]과 같으며, 2가지 영역의 5가지 실

천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환자 진료(진료실의 의사), 둘째, 소통과 협력(공감하는 의사), 

셋째, 사회적 책무성 (사회 속의 의사), 넷째, 전문 직업성 (의사라는 직업), 다섯째, 교육과 연

구(공부하는 의사)이다. 다음 <표 Ⅱ-25>는 한국의 의사상 5개 영역과 역량을 정리한 것이다. 

                 

                          [그림 Ⅱ-11] 한국의 의사상(2014)

출처: 이영미 외. (2018). 의학교육 평가인증에서 성과측정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18.2,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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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Ⅱ-25> 한국의 의사상 5개 영역과 역량 

    출처: 이영미 외. (2018). 의학교육 평가인증에서 성과측정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18.2, p.8.

  한국의 의사상에서 본 사회적 책무성은 의사는 환자의 건강과 사회의 보건을 유지하기 

위한 자신의 역할을 의학적 전문지식을 환자 개인에게 활용하는 것으로 제한하지 말고 사

회에 제공하고 보건의료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고 했다. 사회적 책

무성과 관련된 의사의 구체적인 역할은 ① 지역 사회의 건강 중진과 보건 관련 주요 논점

을 파악하고 이를 대중에게 홍보 ② 보건의료 제도와 체계의 수립 및 운영에 기여 ③ 재난 

지역의 건강 수호 활동에 참여 ④ 국제적 보건의료 문제의 이해 및 국제 사업에 참여이다. 

다음 <표 Ⅱ-26>은 ‘2014 한국의 의사상’에서 발췌한 사회적 책무성에 관한 내용을 정리

한 것이다(대한의사협회, 2014). 

  영역  역량

환자진료

◾의학 지식 및 임상술기 

◾전문가적 태도 

◾환자 안전

소통과 협력

◾환자와의 소통과 협력 

◾환자 보호자와의 소통과 협력 

◾동료와의 소통과 협력 

◾사회와의 소통과 협력

사회적 책무성

◾건강 및 보건 유지 

◾보건의료정책 결정 참여 및 미래 대응 

◾재난 구호 및 국제 협력 증진

적문 직업성

◾윤리와 자율성에 기초한 진료 

◾환자-의사 관계 

◾전문직 주도의 자율 규제 

◾전문직업성과 자기 관리

교육과 연구
◾교육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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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Ⅱ-26> 2014 한국의 의사상 중 사회적 책무성 역량

  출처: 2014 한국의 의사상. 대한의사협회. 

  2014 한국의 의사상의 사회적 책무성 중 ‘3.1 건강 및 보건유지’의 세부 역량에 ‘보건

의료 취약 계층’의 개념이 있다. 이는 의료에 접근하는데 공간적, 재정적, 사회적으로 어려

역량 3. 사회적 책무성

정의

의사는 환자의 건강과 사회의 안녕을 증진하기 위해 자신의 전문지식을 사용하고 의료 

자원의 편성과 배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보건의료체계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발전

시키는 데 기여해야 한다. 또한 국내외 재난 구호에 참여하고 협력하며 미래 의료변화

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해설

의사는 환자의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보건 향상에 대해 책임이 있음을 인

식해야 한다. 의사는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 및 보건과 관련된 정보와 해결방안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의사는 보건의료 제도를 이해하고 한정된 의료 

자원을 고려하여 정책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의사는 국내외의 재난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의 건강 수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또한 국제 보건의료 문제를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세부 역량 내용

3.1. 

건강 및 

보건 유지

3.1.1. 의사는 진료 과정에서 환자 개인의 건강 증진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3.1.2. 의사는 지역 사회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요인과 요구를 파악하여 대처해야 한다.

3.1.3. 의사는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 및 보건과 관련된 정보와 해결 방안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제공해야 한다.

3.1.4. 의사는 전염병 관리 등 지역 사회와 국가의 건강 증진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3.1.5. 의사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3.2. 

보건의료

정책 결정 

참여 및 

미래 대응

3.2.1. 의사는 의료 관련 법과 제도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윤리적 의미를 이해하고 

      미래 의료변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3.2.2. 의사는 한정된 의료자원을 고려하여 의료기관과 보건의료체계의 공평성을 유지하며 효율성

      을 높여야 한다.

3.2.3. 의사는 보건의료체계의 관리자와 지도자로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3.3. 재난 

구호 및 

국제 협력 

증진

3.3.1. 의사는 국내 재난의 건강 수호 활동에 협력해야 한다.

3.3.2. 의사는 국제 재난 구호 활동의 의의를 이해하고 그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3.3.3. 의사는 보건 관련 국제기구의 활동을 지지하고 국제 교류에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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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겪는 아동, 여성, 노인, 다문화 가족 등과 같은 계층을 말한다. 의사는 궁극적으로 취

약 계층의 건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여해야 한다고 정의 내렸다(대한의사협회, 2014).   

  또한 ‘3.2. 보건의료정책 결정 참여 및 미래 대응’의 세부 역량 중 ‘관리자와 지도자’의 

개념이 있다. 관리자란 관리 능력이 있는 자를 말하며, 주변 환경의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

는 역량이다. 반면, 지도자란 리더십을 발휘하는 자로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능동적

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역량이라고 구분할 수 있다(대한의사협회, 2014). 

  마지막으로 ‘3.3 재난 구호 및 국제 협력 증진’의 세부 역량 중 ‘재난’이란 개념이 

있다. 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자연재난은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로 태풍, 홍수, 호우, 대설, 지진 등을 말한다. 사회재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 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

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등의 피해를 말한다(대한의사협회, 2014). 

  한국의 의사상의 역량은 의과대학의 평가인증에서 졸업 후 교육 부문, 전공의 교육, 지도

전문의 교육, 평생 직업전문성 개발 등에서 활용되었다. 또한 의학교육 패러다임에서 역량

중심, 성과바탕 교육, 마일스톤 및 위임 가능 전문 직무(Entrustable Professional Activities; 

EPA)까지 영향을 주었다(기본의학교육 졸업성과, 2017; 이영미 외, 2018; 이선우 외, 2018; 

이선우, 양은배 외, 2018; 2019; 한재진, 2020; 한재진 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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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본의학교육 졸업성과와 평가인증기준에서의 사회적 책무성 개념과 수행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에서 규정한 ‘기본의학교육의 졸업

성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 의과대학 기본의학교육의 졸업성과역량은 2012년 ‘Post 2주기 

의학교육 인증 평가기준’이 발표되면서 의과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졸업 역량 설정이 

필수적 요소가 되었고, 2016년 11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에서 ‘기본의학교육 졸업성과’

를 발간하였다. 이는 ‘한국의 의사상’을 바탕으로 기본의학교육을 마치는 시점에 학생들이 성취해야 

하는 공통적이고 핵심적인 졸업성과를 대학의 교육목표 및 특성화 방향에 따라 추가하거나 대학의 맥락

에 맞게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고 다음 <표 Ⅱ-27>과 같다(기본의학교육 졸업성과, 2017).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에서 발표한 ‘기본의학교육의 졸업성과’는 「한국의 의사상 

2014」에서 규정한 5개 영역과 65개의 역량을 검토하여 5개 역량과 19개 성과로 재구조화하였다. 5

개 영역은 ① 환자진료 ② 지식적용과 활용 ③ 소통과 협력 ④ 사회적 책무성 ⑤ 전문직업성이다. 

 <표 Ⅱ-27> 기본의학교육의 졸업성과

 출처: 이영미 외. (2018). 의학교육 평가인증에서 성과측정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18.2, p.10

번호 역량 영역  역량 내용
1 

환자 진료

문제해결을 위한 병력청취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2 주어진 상황에서 신체진찰을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다.

3 환자 진료에 필요한 기본수기를 수행할 수 있다.
4 환자문제 해결에 필요한 검사를 선택하고 결과를 해석할 수 있다. 

5 환자의 정보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진단 추론을 할 수 있다. 
6 최선의 의학적 근거를 적용하여 환자중심의 치료와 관리를 계획할 수 있다

7 의무기록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활용할 수 있다.
8 환자안전 사고의 예방 및 대처 전략을 숙지하고 행동할 수 있다.

9 지식 적용과 

활용

의학적 문제해결에 필요한 과학적 지식을 습득하고 적용할 수 있다.
10 환자의 문제 해결에 필요한 최신의 의학연구 결과와 과학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11 의학연구의 다양한 방법을 습득하고 연구윤리와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구를 계획할 수 있다.
12 소통과 

협력

환자의 입장을 공감하며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 

13 의사소통이 어려운 또는 나쁜 소식을 전해야하는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전략을 세울 수 있다.
14 진료에 참여하는 동료들과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다.

15
사회적 책무성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진단하고, 주요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16 보건의료정책과 제도를 이해하고 미래의료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역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17  전문 

직업성

생명윤리와 의료윤리의 원칙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
18 정직, 성실, 이타심, 겸손, 타인 존중, 공감 등을 의사의 핵심가치로 내면화하고 실천할 수 있다. 

19 자신의 현재 역량 수준을 성찰하고 평생학습자로서의 자질을 계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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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표 Ⅱ-28>은 기본의학교육 졸업성과 중 사회적 책무성 영역의 졸업 역량을 정리한 것이다. 

   <표 Ⅱ-28> 기본의학교육 졸업성과 사회적 책무성 영역

   출처: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2017). 기본의학교육졸업성과. 2017.11.10

4. 사회적 책무성

졸업성과 15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진단하고, 주요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수행 맥락

의사는 개인의 건강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의료 전문가로서 지역 사회의 전반적인 

건강문제에 관심을 두고, 그러한 건강문제의 규모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국가 단위의 건강조사사업, 조사감시체계,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등의 내용을 파

악하고, 국가 수준,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건강 증진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효율성

과 형평성을 추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으면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은 

보장받기 어렵거나 공동체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어렵다.

성취 준거

의과대학 졸업생은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요구, 주

요 보건의료문제들을 인식하고 문제와 관련 있는 결정요인, 분포, 예방 전략을 기술

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사회와 개인의 사회, 문화, 생활습관을 고려한 보건의료서

비스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계획이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성과 형평

성을 어떻게 충족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의 의사상
36. 전염병 관리 등 지역 사회와 국가의 건강 증진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41. 국내 재난의 건강 수호 활동에 협력해야 한다.

졸업성과 16
보건의료정책과 제도를 이해하고 미래의료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역할 방안

을 제시할 수 있다.

수행 맥락

의료관련법, 보건의료정책과 제도는 사회 환경의 변화와 발전과정에서 끊임없이 변

화된다. 의사는 의학, 의료환경의 변화, 새로운 법, 정책과 제도에 기반을 둔 의료서

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국가와 지역사회의 의료정책 및 공공보건에 적

극적으로 이바지하여야 한다. 특히,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의료소비자 권리 인식 

변화, 의료서비스 제공 방식의 다변화 등으로 미래의 의료는 급격하게 변화될 것으

로 예상하므로 이러한 변화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회변화를 해석해 내고, 의료관련법, 보건의료정책과 제도를 

선도해가는 리더십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성취준거

의과대학 졸업생은 현재의 의료관련 법과 제도의 의미, 사회발전에 따른 보건의료 관

련법과 제도 변화 방향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미래의료(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로봇 및 생명과학의 융합 등) 변화의 특징을 열거할 수 있어야 한다. 보건의료 및 미

래의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역할을 규명하고, 지도자

로서의 자기계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의 의사상

38. 의료 관련법과 제도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윤리적 의미를 이해하고 미래 의

료변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40. 보건의료체계의 관리자와 지도자로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 104 -

             Ⅲ. 연구방법

  이 장에서는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모형을 살펴보고, 연구대상 및 표집 방법을 

서술하고자 한다. 또한 조사도구의 구성, 자료 분석 절차 등을 연구문제의 진술 순서에 따

라 제시하고자 한다. 

  1. 연구 설계 및 연구 모형

세계보건기구는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개념을 정립하면서 의과대학의 존재가치를 사

회적 책무성 수행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의과대학 평가인증제도의 도입과 함께 의과대학

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이 강조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과 

관련한 활동과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한국적 맥락 안에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연구문제 1),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대학 유형을 범

주화하고 특성을 분석하며(연구문제 2),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중요도와 현황을 

분석하여 우선순위 과제를 도출하고(연구문제 3), 마지막으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

행 강화를 위한 측정지표 개발을 하는 것(연구문제 4)을 목표로 하였다. 

  첫째,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에 대한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통해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 중요도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 조사지를 

개발하였다. 총 5개 영역으로 나뉘어 39개의 문항을 개발하여 의과대학 학장과 의학교육전

문가 집단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국내 40개 의과대학 현직 학장단과 총 15명의전문

가집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의 중요도를 바탕으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도출하고, 영향요인 우선순위를 규명

하고, 학장단과 전문가 집단의 인식 차이를 분석하였다. 

  둘째,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의과대학의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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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성 수행 현재수준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 조사지를 개발하였다. 이 또한 총 5개 

영역으로 나뉘어 39개의 문항을 개발하여 국내 40개 의과대학 학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40개 의과대학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책무성 수행 현황을 바탕으로 대

학을 범주화하고, 유형별 특정을 분석하였다. 

  셋째,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의 중요도와 현황을 통한 우선순위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 중요도와 현황 조사지’를 개

발하여 총 40개 의과대학의 중요도와 현재수준을 조사하여, 중요도와 현재수준의 차이를 분

석하였다. 분석은 전체 의과대학과 군집별 유형(선도형, 성장형, 잠재형), 설립유형별(국립, 

사립), 소재지별(수도권, 비수도권), 설립년도 별(A: 1955년 이전, B: 1965년∼1982년, C: 1985

년∼1998년)로 나뉘어 우선순위 과제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넷째,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한 측정지표 개발을 위해 포커스 그룹을 위한 

전문가 4명과 전문가 집단 총 15명을 세 그룹(A그룹: 의학교육전공을 한 전문가 그룹, B그

룹: 평가인증기준개발위원회 전문가그룹, C그룹: 의과대학의 자체평가위원장 및 간사 전문

가 그룹)으로 구성하여 각각 3차례 전문가 의견 수렴을 하였다. 

  의과대학의 평가인증 기준인 「ASK2019」기준을 사회적 책무성 그리드 모형으로 분류하

기 위해 의학교육 전문가 4명을 대상으로 3차례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의과대학의 사회

적 책무성 수행 강화를 위한 측정지표 개발을 위해 1차 전문가 의견수렴은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한 「ASK2019」기준 선정에 관한 전문가의견수렴 조사지’를 개발하

여 우리나라 의과대학의 평가인증 기준인 「ASK2019」의 기본기준 92개 중 의과대학의 사

회적 책무성과 관련한 정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2차는 1차 전문가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전문가 집단의 각 문항 평균이 3점 이상(보통이다)인 기준 41개를 선정하였

다. 이를 바탕으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강화하기 위한 측정지표 개발에 관

한 전문가의견수렴 조사지’를 개발하여, 측정지표(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개발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하였다. 3차 전문가 의견 수렴은 2차에서 개발된 총 41개의 측정지표를 

바탕으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한 측정지표의 타당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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렴 조사지’를 개발하여 측정지표의 적합성과 측정용이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하였

다. 이에 대한 연구 설계 모형은 다음 [그림 Ⅲ-1]과 같다. 

                    [그림 Ⅲ-1] 연구 설계 및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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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 선정 

 

   1) 의과대학 대상 설문조사를 위한 대상자 선정

의과대학 사회적 책무성은 의학교육과 의과대학의 평가인증과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이

다. 우리나라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의 중요도와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각 의과대학의 의학교육 전반에 책임을 맡고 있으며, 각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에 대한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현직 학·원장(이하 학

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현직 의과대학 학장이었으며, 설문조사 전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세

의료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아 연구자가 개발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 중요도와 현황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 

조사지를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과제번호 Y-2020-0087). 설문조사는 한국의과대

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orea Association Medical Colleges; KAMC)의 협조로 7월 16일 최

고책임자리더십 워크숍에 참여한 학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참여를 공지하였다. 

  본 설문은 선행연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연구자가 개발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의 중요도와 현황에 관한 의견 수렴조사지’는 총 39개의 영향요인에 대한 

중요도와 현황에 대한 5점 척도 객관식 문항과 4개의 주관식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 규명(연구

문제1), 대학별 수행 유형 범주화와 특징분석(연구문제2),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우선순위 

과제 도출(연구문제3)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설문기간은 7월 23일부터 8월 31

일까지 실시하였으며,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과대학)기관 중 40개 의과대

학(100%)이 응답을 완료하였다. 조사의 형식은 지필 설문조사로 진행 하였으며, 전자우편 

혹은 우편으로 회수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총 40개 의과대학의 분포는 다음 <표 Ⅲ-1>과 같으며, 응답한 대학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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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은 국립이 10개(25%), 사립이 30개(75%), 대학의 소재지는 수도권이 15개(37.5%), 비수도

권이 25개(62.5%), 설립년도는 1955년 이전에 설립한 A그룹 대학이 8개(20%), 1965년∼1982

년 사이에 설립한 B그룹 대학이 14개(35%), 1985년∼1998년 사이에 설립한 C그룹 대학이 18

개(45%)였다. 

  설문조사의 연구대상자 특성은 설립유형, 소재지, 설립년도로 나뉘어져 있다. 의과대학의 

설립유형은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주체가 국가면 국립으로, 법

인이나 개인이면 사립으로 분류하였다. 소재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수도권으로, 그 외의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분류하였다. 

설립년도는 이윤성, 채수진, 신좌섭(2004)의 논문을 통해 설립년도를 나뉘었으며, 이 논문에 

따르면 1995년 이전에 설립한 의과대학을 ‘old’, 1965년∼1982년 사이에 설립한 의과대학

은 ‘medium’,  1985년∼1998년 사이에 설립한 의과대학을 ‘new’로 분류하였다. 이 논

문에서는 설립년도를 A그룹(old; 1955년 이전), B그룹(medium; 1965년∼1982년), C그룹(new; 

1985년∼1998년)으로 분류하였다. 

  <표 Ⅲ-1> 연구조사에 참여한 의과대학 분포 

  

다음 <표 Ⅲ-2>는 설문조사에 응답한 의과대학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구 분 유형 개 수(%) 총합

설립 유형
국립 10 (25%) 

40
(100%)사립 30 (75%)

소재지
수도권 15 (37.5%) 

40
(100%)비수도권 25 (62.5%)

설립년도

A: 1955년 이전  8 (20%)

40
(100%)

B: 1965년~1982년 14 (35%)

C: 1985년~1998년 18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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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Ⅲ-2> 설문조사에 응답한 의과대학 현황

※ 설립년도: A그룹: 1955년 이전, B그룹: 1965년∼1982년 사이, C그룹:  1985년∼1998년 사이에 설립한 의과대학   

    이윤성, 채수진, 신좌섭 (2004)의 논문에서 분류한 기준을 인용

번호 참여대학 설립유형 소재지 설립년도
1 MS-01 국립 수도권 1946년 A그룹

2 MS-02 국립 비수도권 1933년 A그룹

3 MS-03 국립 비수도권 1955년 A그룹

4 MS-04 국립 비수도권 1944년 A그룹

5 MS-05 국립 비수도권 1981년 B그룹

6 MS-06 국립 비수도권 1970년 B그룹

7 MS-07 국립 비수도권 1968년 B그룹

8 MS-08 국립 비수도권 1987년 C그룹

9 MS-09 국립 비수도권 1995년 C그룹

10 MS-10 국립 비수도권 1998년 C그룹

11 MS-11 사립 수도권 1954년 A그룹

12 MS-12 사립 수도권 1938년 A그룹

13 MS-13 사립 수도권 1885년 A그룹

14 MS-14 사립 수도권 1945년 A그룹

15 MS-15 사립 수도권 1965년 B그룹

16 MS-16 사립 수도권 1971년 B그룹

17 MS-17 사립 수도권 1968년 C그룹

18 MS-18 사립 수도권 1985년 C그룹

19 MS-19 사립 수도권 1998년 C그룹

20 MS-20 사립 수도권 1997년 C그룹

21 MS-21 사립 수도권 1988년 C그룹

22 MS-22 사립 수도권 1988년 C그룹

23 MS-23 사립 비수도권 1979년 B그룹

24 MS-24 사립 비수도권 1981년 B그룹

25 MS-25 사립 비수도권 1978년 B그룹

26 MS-26 사립 비수도권 1977년 B그룹

27 MS-27 사립 비수도권 1981년 B그룹

28 MS-28 사립 비수도권 1979년 B그룹

29 MS-29 사립 비수도권 1979년 B그룹

30 MS-30 사립 비수도권 1966년 B그룹

31 MS-31 사립 비수도권 1982년 B그룹

32 MS-32 사립 비수도권 1995년 C그룹

33 MS-33 사립 비수도권 1995년 C그룹

34 MS-34 사립 비수도권 1988년 C그룹

35 MS-35 사립 비수도권 1991년 C그룹

36 MS-36 사립 비수도권 1986년 C그룹

37 MS-37 사립 비수도권 1985년 C그룹

38 MS-38 사립 비수도권 1997년 C그룹

39 MS-39 사립 수도권 1997년 C그룹

40 MS-40 사립 수도권 1986년 C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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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대상자 선정

우리나라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에 미치는 영향요인 규명과 사회적 책무성 수행 

강화를 위한 측정지표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우리나라 의과대학의 평가

인증 기준인 「ASK2019」를 사회적 책무성 그리드 모형으로 분류하기 위해 연세대학교 의학

교육교실의 도움을 받아 총 4명의 전문가 그룹을 섭외하여 3차례 포커스 그룹을 진행하였다.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한 「ASK2019」기준을 선정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지표 개

발을 위한 전문가그룹을 결성하였다. 15명의 전문가 그룹은 총 3개의 그룹(A: 의학교육학전

공자, B: 의과대학 평가인증 관련 전문가, C: 의과대학 자체평가위원장 및 간사)으로 나뉘었

고, 각 그룹별로 5명의 전문가가 포함되었다. 

  전문가 그룹 대상 선정의 기준은 모두 의학교육 관련 전임 교원이며, 5년 이상의 교수 경

력을 가진 자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을 선정하였다. 세부 그

룹에 대한 선정 기준은 그룹 A의 의학교육학 전공자 전문가 그룹의 경우, 의학교육학 박사

학위 또는 교육학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이며, 현재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에서 전임교원

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그룹 B의 평가인증 관련 전문가 그룹의 경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Korean Institute of Medical Education and Evaluation; KIMEE)의 구성원이며, 의과대학 인

증기준위원회 또는 인증관리위원회에 속해 있는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룹 C

의 의과대학 자체평가위원장 및 간사 전문가 그룹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 의과대학의 평가

인증기준인 「ASK2019」기준으로 평가인증을 경험한 각 의과대학의 자체평가위원회의 위원

장 및 간사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각 그룹의 선정기준을 만족하는 전문가들 중 총 15명이 연구에 동의하였고, 전문가 그룹

의 의견수렴을 실시하기 전에 연세의료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아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과 측정지표개발에 관한 의

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과제번호Y-2020-0087). 전문가 의견수렴은 설문지

를 활용한 전자우편으로 진행되었으며,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규명과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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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표 개발에 관한 3개의 설문지를 개발하여 3차례 의견을 수렴하였다. 

 전문가 의견수렴은 8월 3일부터 11월 13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시행하였고, 이 연구에 참여

한 15명의 전문가그룹의 참여자 특성은 다음 <표 Ⅲ-3>과 같으며, 회수율은 <표 Ⅲ-4>와 같

이 1차, 2차, 3차 모두 100%였다.  

   <표 Ⅲ-3> 전문가 그룹의 참여자 특성

번호 집단 및 선정기준 참여자 성별 나이 의학교육 관련 경력

1 그룹 A
의학교육학 전공 
전문가 그룹

선정기준: 의학교육학 
박사학위 또는 교육학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이며, 현재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에서 전
임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

A-1 남 40대 7년 6개월

2 A-2 여 40대 20년

3 A-3 여 40대 11년

4 A-4 여 40대 20년

5 A-5 여 40대 13년 6개월

6 그룹 B
의과대학 평가인증 
관련 전문가 그룹

선정기준: 한국의학교육
평가원의 구성원이며, 의
과대학 인증기준위원회 
또는 인증관리위원회에 
속해 있는 자

B-1 남 50대 16년 4개월

7 B-2 여 50대 15년

8 B-3 남 50대 13년 6개월

9 B-4 남 50대 10년 6개월

10 B-5 여 40대 11년 6개월

11 그룹 C
자체평가위원장 및 
간사 전문가 그룹

선정기준: 의과대학의 평가
인증기준인 「ASK2019」기
준으로 평가인증을 경험한 
각 의과대학의 자체평가위
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를 
경험한 자

C-1 남 50대 20년

12 C-2 남 50대 25년 4개월

13 C-3 남 60대 29년 6개월

14 C-4 여 40대 16년 3개월

15 C-5 남 40대 8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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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 전문가 의견 수렴 조사 기간 및 회수율 

3) 연구대상자에 대한 연구 윤리              

본 연구는 연세의료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된 내용에 준하여 진행하

였다(IRB No. Y-2020-0087). 설문조사를 위한 의과대학의 학장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해 

연구대상자에게 직접 전화와 전자우편을 보내 연구 설명문을 포함하여 연구의 목적, 방법, 

소요시간, 개인정보수집 등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연구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자발적

으로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에 직접 서명을 한 후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의과대학 및 전문가 집단에 대한 연구 설명문 및 동의서는 <부록 2>와 <부

록 4>에 첨부하였다. 

구분

전문가 의견 수렴 조사기간 및 회수율

표본 1차 2차 3차

설문지

1부.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에 관한 
전문가 의견 수렴

1부.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관련한 
「ASK2019」 기준에 관한 
전문가 의견수렴 2차 평정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을 반영한 「ASK2019」기
준의 측정지표에 대한 타
당성 검증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2부.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관련한 「ASK2019」 
기준에 관한 전문가 
의견수렴

2부.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에 관한 전문가 
의견수렴

조사기간 2020. 8. 24. ∼ 9. 7. 2020. 9. 25 ∼ 10. 11 2020. 11.03 ~ 11.13

대
상

그룹 A 5 5 (33.3) 5 (33.3) 5 (33.3)

그룹 B 5 5 (33.3) 5 (33.3) 5 (33.3)

그룹 C 5 5 (33.3) 5 (33.3) 5 (33.3)

회수율 15 15 (100) 15 (100) 1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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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도구의 구성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 규명과 측정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조사를 위하

여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조사도구를 개발하

였다. 이 연구를 위해 개발한 설문지는 총 6개이며, 각 설문지는 의과대학 학장 40명, 전문

가 집단 4명과 15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의과대학 학장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

하는 조사하는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의 중요도와 현황에 관한 의견 

수렴 조사지’이며, 전문가 집단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조사지는 ‘「ASK2019」기준을 

사회적 책무성 그리드 모형으로 분류하기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조사지’,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의 중요도에 관한 전문가 의견 수렴 조사지’,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반영한 「ASK2019」 기준 선정에 관한 전문가 의견 수렴 조사지’, ‘의

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강화를 위한 측정지표 개발에 관한 전문가 의견 수렴 조사

지’,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반영한 「ASK2019」기준의 측정지표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조사지’를 개발하였다. 이 연구를 위한 6개의 설문지는 <부

록 3,5,6,7,8>에 정리하여 첨부하였다. 

1)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의 중요도와 현황 조사지’ 개발

 (1)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 도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의 중요도와 현황에 관한 의견 수렴 조사

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조사도구의 개발과정에서 조사도구의 내용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외국의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모형과 측정지표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

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들을 도출하여, 조사지를 개발하였다.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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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5가지 요인을 하나의 계층구조로 종합하면, 다음 [그림 Ⅲ-2]와 같다.

       

[그림 Ⅲ-2]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의 영향요인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은 5개의 유형(인적요인, 교육·연구·진료 프로

그램, 조직 내부적 요인, 조직 간의 협력 소통요인, 환경적 요인)으로 나뉘며, 이를 바탕으

로 39개의 세부요인들을 도출하여 문항으로 개발하였다. 각 요인의 문항은 한국적 맥락에 

맞게 번역을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종속변수는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이며, 독립변수로는 인적

요인 4문항, 교육·연구·진료 프로그램 5문항, 조직 내부적 요인 16문항, 조직 간의 협력 

소통 요인 10문항, 환경적 요인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모형에서 제시된 변수들은 

사회적 책무성 수행 모형 및 평가기준 및 측정지표 등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설문문항을 

토대로 설계하였다. 특히 CPU 모형과 THEnet과 IFMSA에서 개발한 평가기준 및 설문문항을 

참조하여 한국적 맥락에 맞게 번역하거나 선정하였다. 설문지 조사를 위한 선행연구 정리는 

<표 Ⅲ-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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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Ⅲ- 5> 변수의 조작적 정의 

구분 변수 조작적 정의 선행연구

종속
변수

의과대학의 사회
적 책무성 수행

사회적 책무성은 대학의 교육, 연구, 
진료 활동이 국가 또는 지역사회의 요
구에 부응해야 하며, 의과대학은 국가 
또는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요구와 우
선과제를 파악하여 교육, 연구 및 진
료 활동에 반영하여 수행하여야 함. 
이러한 과제는 정부, 의료단체, 의료인 
및 사회가 공동으로 선정하여야 함

Boelen & Heck (1995)
Wen (2011)
Boelen, Woollard (2009, 2011)
Boelen(2012)

Boelen, Dharasmsi, Gibbs (2012)
Boelen(2016)
Preston, Larkins, Taylor et al.(2016)
Rourke(2018)

독립
변수

인적 요인
사회적 책무성 개념에 대한 구성원들
의 이해와 공감, 리더들의 관심

Hosny, Ghaly, Boelen (2015)
Gibbs (2015)
Boelen (2019)

교육·연구·진
료 프로그램

국가, 지역의 보건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
를 반영한 교육과정과 연구 프로젝트, 지역
사회의 환자군에 대한 임상실습 및 사회적 
약자 계층을 경험할 수 있는 봉사활동 독려

Hennen (1997)
Woollard (2006)
Gibbs, McLean (2011)
Yamani, Fakhari (2014)
Ritz, Beatty, Ellaway (2014)
Emadzadeh et al (2016)
Boelen (2018)

조직 내부적 요인

사회적 책무성 명시, 전담 조직 체계 
및 인력, 재원 및 물리적 환경,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인센티브 제
도 및 선발 정책

Boelen (2008)
Boelen (2011)
Leinster (2011)
Larkins, Preston, Matte et al. (2013)
Salehmoghaddam, Mazloom (2017)

조직 간의 협력 
소통 요인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 구축 및 
상호작용, 졸업생 만족도 조사 및 모니
터링, 공동 컨소시엄 개최

Woollard, Boelen (2012)
Reddy, Lazreg (2013)
Boelen, Pearson et al (2016)

환경적 요인
의과대학 평가인증 기준, 파트너 간의 
근접성 및 구축 용이, 책무 균형, 국
가적 지원

Beolen, Woollard (2009)
Lindtren, Karl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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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지 개발 및 절차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의 중요도와 현황에 관한 의견 수렴 조사지’

의  목적은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에 대한 중요도와 대학의 현재수준에 

대해 의과대학을 대표하는 학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다.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과 관련하여 각 문항의 요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의과대학

의 현재 수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고자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부분은 의

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 5개 영역을 39개의 문항으로 만들었으며, 39개의 문

항을 중요도와 현재 수준으로 나뉘어 조사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39개의 문항은 <표 Ⅲ

-6>과 같다. 두 번째 부분은 4개의 주관식 문항으로 설문문항 외에 사회적 책무성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강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거나, 개

선 및 필요한 현황,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강화를 위해 대학 또는 의료계 차원에

서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일,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에 관한 우수사례 및 홍보사례를 

조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세 번째 부분은 통계분석을 목적으로 의과대학의 특성을 얻

기 위한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에 대한 중요

도와 현대 수준에 대한 각각의 문항에 대한 응답은 5단계 평정척도에 따라 응답하도록 하

였다. 의견에 응답하기 전에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의하고 있는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

무성 개념(World Health Organization, 1995)에 대해 정확하게 숙지하기를 요청하였다. 

  이 설문지는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을 위해 똑같은 문항을 중요도로만 구성하여 객관식 설문지를 개발하였으며, 주관식 문항도 

동일한 4개의 문항으로 총 43개의 문항과 전문가 그룹의 특성을 할 수 있는 3개의 기초자

료로 구성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 중요도에 관한 전문가 의견 수렴 

조사지’로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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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현황과 영향요인에 관한 의견 조사지 구성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현황과 영향요인 조사지 문항 구분 중요도 현황

 인적 

 요인

사회적 책무성 개념에 대한 구성원의 이해 1-1  I-1  P-1  

사회적 책무성 수행의 중요성에 대한 구성원 공감 1-2   I-2   P-2  

사회적 책무성 수행에 대한 의과대학 리더들의 관심 1-3 I-3 P-3 

사회적 책무성 수행(계획, 실행, 평가)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1-4 I-4 P-4 

교육·

연구·

진료 

프로

그램

국가, 지역의 보건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예: 건강불평등의 원인, 건강증진을 

위한 해결, 다양한 사회문화적 환경 등)를 반영한 교육 과정 편성
 2-1 I-5 P-5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또는 사회의 약자계

층을 체험할 수 있는 교과목 편성
 2-2 I-6 P-6 

국가, 지역의 보건의료 문제 및 건강 격차 문제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 추진 2-3 I-7 P-7 

졸업생들이 진료를 하게 될 지역사회의 환자군에 대한 임상실습 수행 2-4 I-8 P-8 

교수, 학생들의 지역사회 기반을 둔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 2-5 I-9 P-9 

조직 

내부적 

요인

설립이념, 사명 또는 교육목표에 사회적 책무성 명시 3-1 I-10 P-10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담당하는 위원회 또는 전담부서 구성  3-2 I-11 P-11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수립  3-3 I-12 P-12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담당하는 전담 인력의 전문성  3-4 I-13 P-13 

사회적 책무성 수행에 대한 유무형의 인센티브(업적평가포함)  3-5 I-14 P-14 

취약계층 또는 사회적 약자계층 학생들을 선발하는 정책  3-6 I-15 P-15 

사회적 책무성을 강조하는 조직문화 구축  3-7 I-16 P-16 

학생들에게 일차의료분야의 진로를 장려  3-8 I-17 P-17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위한 예산 및 재원 확보  3-9 I-18 P-18 

사회적 책무성 수행 관련 교육, 연구, 진료 시설 환경  3-10 I-19 P-19 

사회적 책무성 수행 모델 개발(교육, 연구, 진료 분야별)  3-11 I-20 P-20 

사회적 책무성 수행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개발  3-12  I-21 P-21 

사회적 책무성 수행 모니터링 체계 구축  3-13 I-22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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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무성 수행 정도를 정기적으로 평가  3-14  I-23 P-23 

좋은 임상 의사를 양성하는 것을 넘어 보건의료시스템 변화의 주체

자로서 사회의 요구에 영향을 끼치는 졸업생 배출
 3-15  I-24 P-24 

사회적 책무성 수행 활동을 평가하는 보고서 및 세미나 정기 개최  3-16  I-25 P-25 

 조직

 간의

 협력

 소통

 요인

국가,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목표 수립(취지, 목표 등의 상호인식)   4-1   I-26 P-26 

국가,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 구축   4-2   I-27 P-27 

국가,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요구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수행   4-3    I-28  P-28  

국가, 지역의 보건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졸업생의 만족도   4-4   I-29 P-29 

국가,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상호간 원활한 의사소통, 정보교류   4-5   I-30 P-30 

국가,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에 대한 높은 이해도   4-6   I-31 P-31 

의과대학과 지역, 국가 기관 간의 역할 분담의 균형   4-7   I-32 P-32 

국가,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사회적 책무성 컨소시엄 정기적 개최   4-8   I-33 P-33 

사회적 책무성 수행 활동이 국가 또는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평가   4-9    I-34  P-34  

 

환경적 

요인

의과대학 평가인증기준에서 사회적 책무성 기준   5-1   I-35 P-35 

탁월하게 사회적 책무성을 수행하는 대학에 대한 국가의 지원   5-2   I-36 P-36

사회적 책무성 수행 대상(국가, 지역사회 등)과의 접근 가능성   5-3   I-37 P-37 

국가, 지역사회 보건의료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 용이성   5-4   I-38 P-38 

대학과 대학 소재지의 보건의료 요구 및 우선순위와의 연관성   5-5   I-39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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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SK2019」기준을 사회적 책무성 그리드 모형으로 분류하기 위한 전문

      가 의견 수렴 조사지’ 개발

  Boelen과 Heck(1995)이 개발한 사회적 책무성 그리드 모형으로 우리나라 의과대학의 평

가인증기준인 「ASK2019」를 분류하기 위해 ‘사회적 책무성 그리드 모형으로 분류를 위한 

「ASK2019」기준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조사지’를 개발하였다. 이 조사지는 「ASK201

9」의 기본기준 92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각 기준 문항 당 교육, 연구, 진료 영역 중 하나

를 선택하고, 관련성, 질, 비용효과성, 형평성 관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문항에 답변을 하기 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정립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에 대한 개념과 그리드 모형의 각 셀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응

답방법을 제시하였다. 

3)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반영한 「ASK2019」 기준 선정에 

     관한 전문가 의견 수렴 조사지’ 개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강화를 위한 측정지표 개발을 위하여 우리나라 의과대학

의 평가인증 기준인 「ASK2019」 기준에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과의 관련된 기준을 

조사하기 위해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반영한「ASK2019」기준 선정에 관한 전문가 

의견 수렴 조사지’를 개발하였다. 이 조사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는 2019년부터 시행된 우리나라 의과대학의 평가인증 기준인 「ASK2019」의 기본기준 92개

를 정리하여 문항을 만들었고, 각 문항 당 기대성과를 제시해 주었다. 기대성과는 

「ASK2019」에 나온 키워드를 추출하여 정리한 내용이며, 질문내용은 기준과 기대성과를 

참고하여 전문가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의과대학의 평가인증 기준인 「ASK2019」가 의과대

학의 사회적 책무성과 얼마나 관련이 되어 있는지 5점 척도로 응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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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두 번째는 전문가 참여자의 특성을 조사하는 3개의 기초자료 조사 문항으로 구성되었

다. 다음 <표 Ⅲ-7>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서 발행한 「ASK2019」기준을 요약한 내용이다. 

「ASK2019」기준의 전문은 <부록 1>에 첨부하였다.  

  <표 Ⅲ-7> 「ASK2019」 평가영역·부문별 기준의 기본기준 수

평가영역 평가부문
평가인증기준 수

기본기준

1. 사명과 성과

1.1 사명 3

1.2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 1

1.3 교육성과 3

1.4 사명과 교육성과 수립 1

소계 8

2.    교육과정

2.1 교육과정 3

2.2 과학적 방법 3

2.3 기초의학 2

2.4 의료인문학 1

2.5 임상의학과 술기 4

2.6 교육과정의 구조, 구성, 기간 2

2.7 교육과정 관리 2

2.8 의료행위와 보건의료분야의 연계 1

소계 18

3. 학생평가

3.1 평가방법 4

3.2 평가와 학습의 관계 4

소계 8

4.  학생

4.1 입학정책과 선발 1

4.2 입학정원 1

4.3 학생상담과 지원 6

4.4 학생대표 2

소계 10

5.  교수

5.1 채용과 선발정책 6

5.2 교수활동과 개발 정책 6

소계 12

6.  교육자원

6.1 시설 8

6.2 임상실습 자원 3

6.3 정보기술 1

6.4 의학연구와 의과학자 양성 3

6.5 교육 전문성 2

6.6 교육적 교류 1



- 121 -

 

4)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강화를 위한 측정지표 개발에 

      관한 전문가 의견 수렴 조사지’ 개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위한 측정지표 개발을 위해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강화를 위한 측정지표 개발에 관한 전문가 의견 수렴 조사지’를 개발하였다. 1차 전

문가 의견 수렴에서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관련 「ASK2019」

기준을 41개 선정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각 문항의 「ASK2019」 기준을 가장 잘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1) 정량적 측정지표 2) 정성적 측정지표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설

문지를 구성하였다. 각 전문가는 41개의 기준 문항 중 6개의 기준 문항에 대한 측정지표 의

견을 수렴하였고, 한 기준 당 2∼3명의 전문가가 측정지표를 개발하였다. 다음 <표 Ⅲ-8>은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강화를 위한 측정지표 개발 대상 「ASK2019」기준 41개를 

정리한 것이다. 

소계 18

7.  교육평가

7.1 교육 모니터링과 평가에 대한 체제 3

7.2 교육자와 학생의 피드백 1

7.3 학생과 졸업생의 수행 능력 1

7.4 이해관계자의 참여 1

소계 6

8.  대학운영체계와 

행정

8.1 대학운영체계 4

8.2 학장과 보직자 1

8.3 교육예산과 자원 할당 2

8.4 행정직원과 관리 1

8.5 보건의료분야와의 상호작용 1

소계 9

9.  지속적 개선
9.0 지속적 개선 3

소계 3

합계 36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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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Ⅲ-8>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측정지표 개발 대상 「ASK2019」기준 선정 결과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강화를 위한 측정지표 개발 대상 「ASK2019」 기준

 1
K.1.1.1 의과대학은 대학의 사명을 정하고, 이를 구성원들과 보건의료분야의 관계자들이 인지하

도록 노력하고 있다.  

 2
K.1.1.2 의과대학의 사명에는 기본 수준의 진료역량, 다양한 의학 분야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 그

리고 졸업 후 교육과 평생 학습하는 의사양성을 위한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다. 

 3 K.1.1.3 의과대학은 사명에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4
K.1.2.1 의과대학은 자율성이 보장되고, 교수와 교직원이 교육과정의 설계와 실행, 그에 필요한 

자원 활용 등에 있어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5 K.1.3.1 의과대학은 사명에 근거하여 졸업성과를 규정하고 있다. 

 6
K.1.3.2 의과대학은 학생이 동료 학생, 교수진, 보건의료인력, 환자와 보호자를 존중하고 이에 

따라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7 K.1.3.3 의과대학은 의도한 교육성과를 공개하고 있다. 

 8 K.1.4.1 의과대학은 주요 이해관계자를 대학의 사명과 졸업성과의 수립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9 K.2.1.1 의과대학은 교육과정의 원리와 원칙에 근거한 전체 교육과정 체계를 가지고 있다.

10 K.2.1.3 의과대학은 평등원칙에 따라 교육과정을 수행하고 있다.

11 K.2.4.1 의과대학은 의료인문학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다. 

12 K.2.5.1 의과대학은 졸업 후 진료가 가능하도록 임상의학과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13 K.2.5.4 의과대학은 환자안전을 강조한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14 K.2.6.1 의과대학은 기초의학, 의료인문학, 임상의학 간에 적절한 조화를 이룬 교육과정이 있다. 

15 K.2.8.1 의과대학은 졸업 후 교육을 감안한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다. 

16 K.4.1.1 의과대학은 객관적인 원칙에 근거한 입학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다. 

17 K.4.2.1 의과대학은 특별전형 모집요강에 입학정원과 선발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18 K.4.3.2 의과대학은 학생들의 진로지도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19
K.4.4.1 의과대학은 사명, 교육과정설계, 관리, 평가와 그 외 학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학생대

표의 적절한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20 K.4.4.2 의과대학은 학생활동과 학생의 자치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21 K.5.1.3 의과대학은 의료인문학 분야에 전임 교수 또는 전담 교수를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다.

22
K.5.2.1 의과대학은 교수가 교육, 연구, 봉사활동 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23 K.5.2.2 의과대학은 교수업적평가제도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24
K.5.2.4 의과대학은 교수업적평가기준에 학생교육이나 학술활동 이외의 학회활동이나 공공 목적

의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평가기준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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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표 Ⅲ-9>는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강화를 위한 측정지표 개발에 관한 

전문가 의견 수렴 조사지’에 대한 응답예시이다. 각 전문가 교수는 6개의 기준을 맡아 개

발하였으며, 1개의 기준 당 2~3명의 전문가 교수가 개발하고 검토하였다. 마지막 모든 의견

을 수렴 후 중복된 지표를 삭제하고, 정리하여 최종 측정지표를 개발하였다.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강화를 위한 측정지표 개발 대상 「ASK2019」 기준

25 K.6.1.8 의과대학은 교직원, 학생, 환자에게 안전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고 있다.

26
K.6.2.1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적절한 임상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질환의 환자와 충분한 수  

       의 환자를 확보하고 있다. 

27 K.6.2.2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적절한 임상경험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임상실습시설을 확보하고 있다.

28 K.6.2.3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적절한 임상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학생진료행위에 대한 관리체계가 있다.

29
K.6.6.1 의과대학은 교직원과 학생이 국내외의 교육기관과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하게  

       지원하고 있다.

30 K.7.1.1 의과대학은 교육의 과정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31 K.7.1.2 의과대학은 교육평가체제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32 K.7.1.3 의과대학은 교육평가 결과를 교육과정개선에 활용하고 있다. 

33 K.7.2.1 의과대학은 교육자와 학생으로부터의 피드백을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대응하고 있다. 

34
K.7.3.1 의과대학은 학생과 졸업생 코호트에서 사명, 의도한 교육성과, 교육과정, 투입한 자원에 

관련된 수행능력을 분석하고 있다.

35 K.7.4.1 의과대학은 교육 모니터링과 교육평가 활동에 주요 이해관계자를 포함하고 있다. 

36 K.8.1.3 의과대학은 대학운영을 위한 적절한 정책결정 구조와 절차를 갖추고 있다.

37
K.8.1.4 의과대학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교육병원마다 학생교육과 연구를 총괄하는 보직자가 있고,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는 행정체계를 갖추고 있다.

38 K.8.5.1 의과대학은 보건의료분야 및 보건의료 관련 분야와 건설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39
K.9.0.1 의과대학은 대학발전계획이 있고, 대학발전기금을 운용하며, 동문 또는 지역사회의 참여  

       를 유도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40
K.9.0.2 의과대학은 지속적인 질 관리와 개선을 위해 자체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상설기구를 갖추  

       고 있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다. 

41 K.9.0.3 의과대학은 평가인증 결과를 대학운영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한 실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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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9>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측정지표개발에 대한 문항 응답 예시

 

5)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반영한 「ASK2019」기준의 측정지표  

    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조사지’ 개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강화를 위한 측정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제1차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ASK2019」의 92개의 기본기준 중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한 39개의 기준을 선정

하였다. 또한 2차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39개의 기준에 대한 측정지표를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로 개발하였다. 3차 전문가 의견 수렴에서는 개발된 지표가 측정지표로 적합한지, 

측정 용이한지에 대해 의견수렴을 하였다. 측정지표의 적합성에 대한 정의는 그 지표가

「ASK2019」사회적 책무성 관련 기준과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으며, 얼마나 중요한지를 의미

한다. 측정용이성의 정의는 측정지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과 해석이 쉬운지를 의미한다. 

  다음 <표 Ⅲ-10>은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에 관한 측정지표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1차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에 기초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관련한 

ASK2019 기준

기대성과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강화를 위한 측정지표 (안)

왼쪽의 기준을 가장 잘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기준 문항  정량적 측정지표 정성적 측정지표

K.1.1.1 의과대학은 대학의 
사명을 정하고, 이를 구성
원들과 보건의료분야의 관
계자들이 인지하도록 노력
하고 있다.

사명 정의
합의로 결
정된 사명
사명 홍보

1. 대학의 사명을 인지하고 
있는 내·외부(교직원, 학생, 
보건의료분야 관계자 등) 구
성원의 비율

1. 대학의 사명 설정 여부(문서화된)

2. 대학의 사명 설정 과정에
서 이해관계자 참여 수

2. 대학의 사명 공지 및 게시 여부

3. 사명의 설정 과정 3. 사명이 대학의 지향점 반영 여부 

4. 대학의 사명으로써 설정된 근거  
4.대학의 사명으로써 설정된 
근거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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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의견 수렴 조사지’에 대한 응답예시이다. 추가와 의견 칸을 추가하여 전문가집단의 

지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39개 기준에 대한 측정지표는 

정량적 지표 113개, 정성적 지표 140개 지표가 개발되어 총 253개의 측정지표에 대한 측정

지표 적합성과 측정용이성을 조사하였다. 설문지 전체 결과는 <부록 10>, <부록 11>에 첨부

하였다.    

<표 Ⅲ-10>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에 관한 측정지표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조사지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한 
ASK2019 기준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강화를 
위한 측정지표

측정지표 적합성 측정 용이성 

1=전혀 필요하지 않다
2=필요하지 않다
3=보통이다
4=필요하다
5=매우 필요하다

1=매우 어렵다
2=어렵다
3=보통이다
4=쉽다
5=매우 쉽다

기준 측정지표(정량적 지표, 정성적 지표) 1 2 3 4 5 1 2 3 4  5

K.1.1.1 의과대
학은 대학의 사명
을 정하고, 이를 
구성원들과 보건의
료분야의 관계자들
이 인지하도록 노
력하고 있다.

정량
지표

대학의 사명을 인지하고 있는 
내·외부 구성원의 비율(%) gfedc gfedc gfedc gfedc gfedc gfedc gfedc gfedc gfedc gfedc

대학의 사명 합의 과정에 참
여한 이해관계자의 수 gfedc gfedc gfedc gfedc gfedc gfedc gfedc gfedc gfedc gfedc

의견: 

정성
지표

문서화된 대학의 사명서 존재 여부 gfedc gfedc gfedc gfedc gfedc gfedc gfedc gfedc gfedc gfedc
대학의 사명으로써 설정된 
근거의 타당성 gfedc gfedc gfedc gfedc gfedc gfedc gfedc gfedc gfedc gfedc

사명이 대학의 지향점 반영 여부 gfedc gfedc gfedc gfedc gfedc gfedc gfedc gfedc gfedc gfedc

추가: gfedc gfedc gfedc gfedc gfedc gfedc gfedc gfedc gfedc gfedc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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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분석 절차

  

   1)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 규명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 및 다중회귀분석

    (1) 분석절차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영향요인 규명을 위해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학장단그룹과 

15명의 의학교육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조

사는 의과대학 학장단은 2020년 7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시행되었으며, 전문가집단 조사

는 2020년 8월 24일부터 9월 7일까지 진행되었다. 설문지를 돌리기 전 연구에 대한 IRB를 

승인받고, 연구대상자에게 직접 연구 설명문과 동의서 서명을 받을 후 설문이 진행되었고, 

설문지 회수는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회신을 받았다. 설문지는 학장집단 40부, 전문가집단 

15부 총 55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일부 설문 문항의 값이 없거나 중복으로 체크하였을 

경우에는 그 문항의 평균값으로 결측치를 처리하였다.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고찰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하여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잠정변인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잠정변인은 인적요인, 교육·연구·진료 프로그

램 요인, 조직 내부적 요인, 조직 간의 협력 소통 요인, 환경적 요인이었다. 

  둘째, 잠정 변인들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독립변인을 확정하였다. 

  셋째, 중요도 하위영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여 타당도 및 신  

        뢰도를 측정하였다.

  넷째, 새롭게 도출된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새롭게 도출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인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중요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영향력의 순위를 살펴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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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유의수준 p<.05, p<01, p<001하에서 검증하였다. 

  여섯째,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의 중요도를 분석하는데 학장단과 전문

가집단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2) 검사도구

  모든 분석은 SPSS 25.0을 이용하여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최대우도법, 직접 오블리민 회전방식을 실시하였고, Cronbach’s Alpha 계수

를 산출하여 설문문항에 대한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

향요인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동일하게 적용될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선행연구를 통해 

영향요인을 도출하여 번역 및 전문가 검토를 통해서 설문조사지 도구가 개발되었기에 탐색

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서영진, 2018). 

  탐색적 요인분석은 자료의 축소뿐만 아니라 변수들이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요인을 

추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Snook & Gorsuch, 1989). 탐색적 요인 분석은 하나의 변

수가 가지는 총 분산 중 공통분산을 기반으로 하여 요인을 추출하는 통계기법이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추정 방법 중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통계분석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이다. 최대우도법은 수집된 자료를 표본이라고 가정하며, 요인의 수를 결

정할 때는 여러 기준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Henson and 

Roberts 2006; Thompson and Daniel 1996; Tinsley and Tinsley 1987; 조은성 2007; 조준한, 김

성호, 노정현, 2008). 

  사각회전(oblique rotation)은 추출된 요인 간에 상관이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내재된 요

인들은 완전히 독립적이지 않다고 본다. 사각회적은 요인 간의 상관을 있는 데로 구한다. 

요인 해석에 사용되는 최종요인행렬은 사각회전을 할 경우에 두 개다. 형태행렬(pattern 

matrix)과 구조행렬(structure matrix)이다. 형태행렬은 일종의 표준회귀계수이고, 구조행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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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계수이다. 사각회전을 할 경우 요인 해석을 위해서 구조행렬이 우선적으로 사용된다. 

이 연구에서도 사각회전을 통해 도출된 요인모형을 통해 연구자가 분석하고자 하는 자료 

자체의 분석활동이 이루어졌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카이제곱 검증은 최대우도법을 사용할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다(홍세희, 1999).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요인의 수를 지정하여 결과를 얻은 후 반복적으로 요인의 수를 

지정하여 최대우도법을 반복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표본 크기에 덜 민감

하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할 수 있는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roximation)와 

같은 적합도 지수(goodness of fit)가 개발되었다. 

  요인분석을 위해서는 대략 표본의 수가 200이상이거나 사례 수와 측정 변수의 비율이 5

대 1이상이면 안정권이라고 하였다(Tak, 2007). 하지만 최근 MacCallum등은 20개의 측정변

수에 대하여 60개의 사례로도 요인분석을 할 수 있음을 보였다. 그들은 표본의 크기보다는 

자료의 질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공통성과 요인 적재값이 높은 측정변수들로 구성된 

경우 표본크기가 작아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밝혔다(강현철, 2013). 

  연구자는 SPSS 25.0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였기에 RMSEA 값을 지원하지 않아 직접 계산

하였다. SPSS 탐색적 요인 분석에서 최대우도법을 선택하면, 결과에 카이제곱 값과 자유도

가 제시된다. RMSEA 공식은 아래와 같다. 

       RMSEA=





=


 
  

       F0 = Max 


   F=

  

   

       RMSEA는 값이 작을수록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며, 

       RMSEA < .05 이면 좋은 적합도

       RMSEA < .08 이면 괜찮은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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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MSEA < .10 이면 보통 적합도

       RMSEA > .10 이면 나쁜 적합도

  최종 구조에서 요인을 해석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요인 적재치가 .3~.4 이상인 경우에만 

그 요인 적재치에 대응하는 측정변수들의 의미를 반영하도록 해석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40을 기준으로 설정하였고, 0.40 값보다 작은 절대 값은 출력이 안 되었다.

  최대우도법에서 카이제곱과 적합도를 통해 요인의 수를 결정할 경우, 적합도 지수가 급격

히 감소하는 시점 또는 RMSEA 값이 .10 이하일 경우 보통의 적합도로 요인의 수를 결정한다. 

  (3)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한 기술통계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설문지 39문항에 대한 중

요도 하위영역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기 전에 구인과 

피험자의 반응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39개의 문항의 평균, 표준편

차, 왜도, 첨도는 다음 <표 Ⅲ-11>과 같다. 

<표 Ⅲ-11>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구분 문항 수 M SD 왜도 첨도

인적 요인 4 4.37 0.56 -0.41 -0.88 

교육, 연구, 진료 프로그램 5 4.17 0.64 -0.15 -0.90 

조직 내부적 요인 16 3.81 0.73 0.11 -0.95 

조직 간의 협력 소통 요인 9 3.91 0.62 0.01 -0.38 

환경적 요인 5 4.02 0.67 -0.12 -0.61 
  

   

  인적 요인의 전체 평균은 5점 기준에 4.37(SD=0.56)점으로 나타났고, 교육· 연구· 진료 

프로그램은 4.17(SD=0.64)점, 조직 내부적 요인은 3.81(SD=0.73)점, 조직 간의 협력 소통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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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3.91(SD=0.62)점, 환경적 요인은 4.02(SD=0.67)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Finch와 West(1997)

는 측정변수들이 왜도와 첨도의 절대 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을 때 정상분포 가정을 충

족한다고 제안하였다. SPSS에서는 첨도가 0에 가까울수록 정규분포를 가정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왜도와 첨도 모두 절대 값 2를 넘지 않을 경우 정상분포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

로 간주하였다. 왜도와 첨도를 계산한 결과, 왜도는 -.41 ~ .11, 첨도는 -.95 ~ -.38로 모든 

변수들에서 절대 값 2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일변량 정규성 가정을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모든 변수들에서 정상분포 가정을 충족하므로 최대우도법을 활용하여 연구

모형의 유의성을 검증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각 요인에 포함된 문항들의 문항내적 일관성을 검토하여, 문항내적 일관성이 낮은 문항을 

제외하였다.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중요도 요인에 포함된 문항들의 내적 일관성을 

검토한 결과, 조직 내부적 요인 1문항(3-6: 취약계층 또는 사회적 약자계층 학생들을 선발

하는 정책)과 환경적 요인 1문항(5-1: 의과대학 평가인증기준에서 사회적 책무성 기준) 총 2

문항이 내적 일관성이 저해하는 문항으로 도출되었다. 내적 일관성을 저해하는 문항 2문항

을 제거한 결과 인적 요인(α=.801), 교육·연구·진료 프로그램(α=.854), 조직 내부적 요인

(α=.923), 조직 간의 협력과 소통요인(α=.932), 환경적 요인(α=.848)의 문항내적 일관성은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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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집분석을 통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대학별 유형범주화와 특성 분석

  

   (1) 자료 수집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현황 분석은 전국 40개 의과대학 현직 학장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의과대학 학장 대상 설문조사는 2020년 7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시행되었으며, 설문지를 돌리기 전 연구에 대한 IRB를 승인받고, 연구대상자에게 직접 연구 

설명문과 동의서 서명을 받을 후 설문이 진행되었고, 설문지 회수는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회신을 받았다. 설문지는 39개의 의과대학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일부 설문 문항의 값이 없

거나 중복으로 체크하였을 경우에는 그 문항의 평균값으로 결측치를 처리하였다. 

  

  (2) 자료 분석 절차

  

   첫째,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총 8개의 요인을 규명하였고, 상호간에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를 제외하고 최종 군  

         집분석에 포함될 변수를 선정하였다. 

   둘째, 최종 요인 변수를 대상으로 계층적 군집분석을 하여 덴드로그램을 통해 적정 군집  

         의 수를 판정하였다. 이를 근거로 K-평균 군집분석을 사용하여 군집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분석에 포함된 의과대학을 군집 유형에 따라 분류하였다.

   셋째,  각 의과대학 유형별로 측정변수의 평균을 산출하여 의과대학 유형별 특징을 분석하였다.  

   넷째,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에 대하여 위 절차를 반복하여 의과대학  

         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에 따른 의과대학 유형을 분류하고 특징을 분석하였다. 

   다섯째,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에 따른 

          최종 의과대학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특징을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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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PA분석을 통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중요도와 현황에 대한 분석

  (1) IPA 분석방법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중요도와 현재수준의 정도를 조사하여 상대적으로 어느 

요인들에 자원을 우선적으로 분배하고 투자할지 결정하기 위해 IPA(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중요도-수행도 분석; 이하 IPA) 방법을 채택하였다.  IPA

는 어떠한 요인을 가지고 비교를 수행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자원 투입의 우선순위

는 요인들의 절대적인 중요도와 수행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요인 간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도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IPA로 분석할 때는 비교하고자 하는 요인들을 충분히 수

집해야 하며, 요인들은 상호 배타적이면서도 충분히 포괄적이어야 한다. 

  IPA는 Martilla & James(1977)가 처음 소개하였으며, 기업의 전략 수집 중 마케팅 분야에

서 개발된 방법이다. 특정 요인들에 대해 중요도(importance)와 수행도(performance)를 각각 

측정하고, 이를 2차원 평면도에 도식화함으로써 자원의 우선적인 투입이 필요한 영역을 식

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차원 평면에 여러 요인들을 나타낼 때, 사분면을 나누는 수평

선과 수직선의 교차점은 중요도와 수행도의 평균값(mean) 또는 중앙값(median)으로 설정한

다. 요인들의 값이 상대적으로 분산이 작거나 비정규 분포를 가질 때는 평균보다 중앙값이 

더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으나(Martilla & James, 1977), 보편적으로 평균값을 더 많이 사용

한다. 다음 [그림 Ⅲ-3]은 처음 소개된 IPA 매트릭스이다. 

   2차원 평면을 살펴보면 우상단에 위치한 1사분면은 중요도와 수행도가 상대적으로 모두 

높은 요인들이 존재한다. 이는 중요하게 인식하는 만큼 수행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어서 현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권장한다. 반면 좌상단의 2사분면은 전략적 측면

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중요도는 높지만 아직 수행도가 낮은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가장 우선적으로 자원을 투자하여 수행 정도를 향상시켜야 할 영역이다. 좌하단의 3

사분면의 경우 중요도와 수행도 모두 낮은 곳으로써, 1,2사분면에 비해 우선순위가 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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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요인들의 집합이다. 마지막으로 우하단의 4사분면에는 중요도에 비해 수행도가 높은 요

인들로 이루어져 있어 상대적으로 과잉으로 수행되고 있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

로 이 요인들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 

  

                        [그림 Ⅲ-3] IPA 매트릭스

     출처: Martilla & James, (1977).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Journal of Marketing, 41(1), 77-79

  IPA 분석은 간단하고 직관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결과의 해석이 지나치게 단순하다는 

지적을 받아오면서 방법론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개선된 모형들이 연구

되었다(노민선, 2019). Bacon(2003)과 Abalo et al. (2007) 등은 기존 IPA 모형에서 중요도와 

수행도 값이 일치하는 대각선을 추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기존 2사분면에서 대각선 

위 영역 전체로 확대하였다. 즉 수행도에 비해 중요도가 높은 요인들은 모두 자원 투자의 

우선순위가 높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다음 [그림 Ⅲ-4]는 IPA 매트릭스 대각선 분할을 보여

주는 표이다.        

  기존 IPA 또는 개선된 IPA 매트릭스는 중요도와 수행도 값들의 평균(또는 중앙값)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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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수직선, 수평선, 대각선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 자원투입을 볼 수 있는 구역이 나누어

진다. 하지만 각 요인들의 사분면 내 위치와 무관하게 중요도와 수행도 사이의 격차에도 주

목해야 한다. 중요도와 수행도 사이의 격차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요인에 대한 수행도

가 낮고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격차분석은 IPA의 프레임 내에서 추가적으로 

적용될 때 더 의미가 있다. 격차의 크기가 동일하다고 해서 동일한 우선순위를 가진다고 보

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요도와 수행도가 각각 5,3인 요인과 3,1인 요인이 있다고 

가정하며, 두 요인의 중요도와 수행도의 격차는 2로 동일하지만 중요도가 5인 요인의 우선

순위가 더 높을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의 중요도와 현재수준을 분석하기 위

해 초기 IPA 매트릭스(Martilla & James, 1977)에 대각선 분할을 추가하여 6개의 영역(Ⅰ, Ⅱ

-1, Ⅱ-2, Ⅱ-3, Ⅲ, Ⅳ)으로 나뉜 모형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다음 [그림 Ⅲ-5]와 같이 Ⅱ-2 

‘지속유지 영역’이며, Ⅱ-3은 ‘차순위 영역’에 해당하는 영역이었으나 대각선분할에서는 

‘집중해야 할 영역’으로 분류되었기에 기존 2사분면인 Ⅱ-1구역은 다르게 구분하였다.  

               

               [그림 Ⅲ-4] IPA 매트릭스 대각선 분할   

출처: Abalo et al. (2007) Importance values for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A formula 

      for spreading out values derived from preference ranking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60(2), 11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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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Ⅲ-5] 본 연구의 IPA 매트릭스

 출처: 노민선(2019). 중소기업 산학협력 인력양성사업의 성과 영향요인 분석과 정책과제. 정소기업연구원 정책연구 19-26. P.127. 

  다음 [그림 Ⅲ-6]은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 우선순위를 설명할 수 있는 

IPA 매트릭스이다. 구역 Ⅱ에 위치하고 있는 5개 요인들(A, B, C, E, D)이 제시되어 있다. 

요인 A와 B를 보면, 두 요인 모두 2사분면에 위치하고 있어 자원 투입에 대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B는 A에 비해 중요도와 수행도(현재수준)의 격차가 

더 큰 값으로서, 같은 2사분면 내 요인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면 B를 A보다 우선순

위로 정할 수 있다. 한편, 대각선분할에 따르면 요인 C, D, E 모두 ‘집중해야 할 영역’에 

있지만, 사분면 분할에 따르면 C와 D는 ‘지속유지 영역’에, E는 ‘차순위 영역’에 속하

게 된다. 그래서 절대적인 중요도가 더 높은 C, D가 E보다는 더 우선하게 된다. 표를 정리

하면,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의 우선순위와 과제를 도출한다면, Ⅱ-1 > 

Ⅱ-2 > Ⅱ-3 >Ⅰ >Ⅲ > Ⅳ로 볼 수 있으며, 같은 구역 내에서는 격차의 크기가 클수록(대각

선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우선순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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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6] 본 연구의 IPA 매트릭스에서 본 수행 영향요인 우선순위

 출처: 노민선(2019). 중소기업 산학협력 인력양성사업의 성과 영향요인 분석과 정책과제. 정소기업연구원 정책연구 19-26. P.127. 

  IPA매트릭스의 구성요소들을 살펴보면, 우선 사분면을 나누는 수평선은 모든 속성들의 중요

도 평균값으로 결정된다. 우선 식 (3.1)에서 는 I번째 응답자가 j번째 요인에 대해 응답한 중

요도 값을 나타내는데 이때, 는 j번째 요인에 대한 응답자 전체의 중요도 평균값을 의미한다. 

      =

  




··································································································(3.1)

 식(3.2)의  은 요인 전체의 중요도 평균값을 의미한다. 각 요인별 평균값인 을 요인 

전체에 대해 다시 평균을 도출한 값이다. 

     =


  




  




································································································· (3.2)

   현재 수준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요인별 평균값 및 요인 전체에 대한  평균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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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할 수 있다. (식 3.3 및 식 3.4). 요인 전체에 대한 현재수준 평균 (  )은 사분면을 나누

는 수직선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


  





······································································································· (3.3)

        = 


  




  



 

································································································ (3.4)

 중요도와 현재수준의 사이의 격차는 위의 식으로부터 도출이 가능하다. 각 요인별로 응답

자 전체의 중요도-현재수준 격차의 평균값은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 =


  



   

············································································ (3.5)

전체 요인에 대해 위 격차들의 평균값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 =
  



  
  =


  




  



   

……………………·(3.6)

각 요인별로 중요도-현재수준 격차의 편차는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이 편차는 해당 요인

의 중요도-현재수준 격차가 전체 대비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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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구한 통계량들을 IPA 매트릭스로 보여주면, 전체 요인에 대한 중요도 평균값과, 현

재수준의 평균값이 사분면을 나누는 축으로 사용된다. 한편, 45° 기울기의 대각선은 전체 격

차평균값 만큼의 차이를 가지는 중요도와현재수준을 연결한 선이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는 거의 대부분 요인들에서 중요도가 현재수준에 비해 높게 나타

났다.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상에 대해서 중요도에 비해 현재수준이 낮다고 인식할 가

능성이 높기에 이러한 특징은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 때 중요도와 현재수준이 일치

하는 값들을 이은 선을 대각선으로 설정하면, 대다수의 요인들이 대각선 상단에만 위치하게 

되어 대각선분할에 따른 유의미한 우선순위 도출이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체 요인

들의 중요도-현재수준 격차의 평균값을 y절편으로 갖는 45° 기울기의 대각선을 사용하였다. 

 (3) 통계분석 방법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의 중요도와 현재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39개 의

과대학의 자료를 바탕으로 SPSS 25.0버전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부 설문 

문항의 값이 없거나 중복으로 체크하였을 경우에는 그 문항의 평균값으로 결측치를 처리하

였다. 분석에 사용된 주요 통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유형과 소재지, 설립 년도에 따른 중요도와 현재수준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둘째, 중요도와 현재수준의 각 문항별 평균 차이와 주요 변인 간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유의수준 p<.05, p<.01, p<.001 하에서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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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측정지표 개발을 위한 전문가집단 의견 수렴 분석 방법

  다음 <표 Ⅲ-12>는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강화를 위한 측정지표 개발에 관한 

전문가 의견 수렴 조사 단계를 보여주는 표이다. 

 Step 1. 의학교육전문가 그룹 15명 선정

   1) 그룹 A: 의학교육전공자 전문가집단 5명

   2) 그룹 B: 평가인증기준개발위원회 전문가집단 5명

   3) 그룹 C: 자체평가위원장 및 간사 전문가집단 5명

                                   

 Step 2. 1차 설문조사 시행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관련한 「ASK2019」 기준에 관한 전문가의견수렴(관련성 5점 척도)

                                    

 Step 3. 회답분석, 정리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관련한 「ASK2019」 기준 39개 선정 

 (A,B,C 세 그룹의 각 문항의 전체 평균이 3.0 이상인 기준 선정)

                                     

 Step 4. 2차 설문조사 시행

  1)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관련한 「ASK2019」 기준에 관한 전문가의견수렴

     (39개 기준에 대해 2차 평정 5점 척도)

  2)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강화를 위한 측정지표 개발에 관한 전문가 의견 수렴

     (39개 기준에 대한 측정지표 개발 (1) 정량적 지표 (2) 정성적 지표 ) 

     (각 전문가 당 6개 기준에 대한 측정지표 개발, 한 기준 당 2~3명의 전문가 의견 수렴)

                                     
 Step 5. 회답분석, 정리

   -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관련한 「ASK2019」 41개 기준의 측정지표 정리 

     (정량적 지표, 정성적 지표)

                                     

  Step 6. 3차 설문조사 시행 

   -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관련한 「ASK2019」기준의 측정지표에 대한 타당성 조사

    (1) 측정지표의 적합성 (2) 측정지표의 측정용이성  

                                     

 Step 7. 회답분석, 정리

<표 Ⅲ-12>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측정지표 개발에 관한 전문가 의견 수렴 조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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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연구결과

  이 장에서는 연구문제의 순서에 따라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규명과 측

정지표개발에 관한 연구결과의 분석 및 논의를 하였다. 

  1.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 규명 결과 분석

   1)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8가지 영향요인 도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이 5요인으로 지지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최대우도법을 적용하여 고유값(Eigenvalue)이 1

을 넘는 요인의 수를 추출하였으며, 이 때 사각회전 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8요인 모형이 도출되었으며, 설명된 총분산은 76.68%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요인

모형을 도출하기 위한 초기 분석에서 8요인 모형이 제안되었기 때문에 모형의 적합도를 평

가하기 위하여 2요인, 3요인, 4요인, 5요인, 6요인, 7요인, 8요인 모형을 상호 비교하였다. 

<표 Ⅳ-1>은 요인모형에 따른 카이제곱에 의한 모형적합도 지수를 정리한 것이다. 

 

<표 Ⅳ-1> 요인 모형의 적합도 

요인모형 KMO   df p RMSEA
설명된 총 

분산

2 요인모형 .705 1002.984 593 .000 0.1132 49.57%

3 요인모형 .705 893.917 558 .000 0.1056 55.50%

4 요인모형 .705 783.839 524 .000 0.0958 60.87%

5 요인모형 .705 699.72 491 .000 0.0887 6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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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Ⅳ-1>에서 보는 바와 같이 8요인의 경우 RMSEA 값은 .070로 괜찮은 적합도이고, 설

명된 총 분산이 76.68%로 적합하다. 반면 5요인 모형도 총 분산이 65.97%로 설명된 총 분산

도 60%를 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RMSEA 값이 < .08 일 경우 괜찮은 적합도이므로 8요

인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음 [그림 Ⅳ-1]과 같이 스크리 

도표에서도 8요인 구조의 선택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1] 8요인모형 스크리 도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은 다음 [그림 Ⅳ-2]와 같

이 기존 5개 영역(인적요인, 교육·연구·진료프로그램, 조직 내부적 요인, 조직 간의 협력 

소통요인, 환경적 요인)에서 8개 영역으로 도출되었다. 요인 1은 ‘파트너십 구축’, 요인 2

는 ‘모니터링과 평가’, 요인 3은 ‘수행조직과 체제’, 요인 4는 ‘책무성 교육과정 편

성’, 요인 5는 ‘파트너와의 상호작용’, 요인 6은 ‘파트너간 근접성’, 요인 7은 ‘물

리·재정적 환경’, 요인 8은 ‘책무성 선언과 인력 배출’로 명명하였다. 

6 요인모형 .705 627.159 459 .000 0.0824 70.26%

7 요인모형 .705 568.583 428 .000 0.0780 73.58%

8 요인모형 .705 502.476 398 .000 0.0697 7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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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5요인이 8요인으로 나뉘면서 교육·연구·진료프로그램에 대한 문항들은 원래의 문

항들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나, 인적요인의 2문항이 더 포함되어 ‘책무성 교육과정 편성’으

로 바뀌었으며, 조직 간의 협력 소통요인에 대한 문항들은 2개의 요인으로 나뉘어 ‘파트너

십 구축’,‘파트너와의 상호작용’으로 나뉘었다. 조직 내부적 요인은 4개의 요인으로 나

뉘어 ‘책무성 선언과 인력 배출, 수행조직과 체제, 물리·재정적 환경’, ‘모니터링과 평

가’로 나뉘었다. 환경적 요인은 ‘파트너간 근접성’으로 바뀌었다. 

                      [그림 Ⅳ-2] 8요인 영향요인 

  요인에 적합한 문항을 선별하기 위해서 각 문항의 공통성 추출값이 .40이상인지, 요인 부

하량이 .30이상인지, 복수의 요인에 .30이상의 요인부하량을 보이며 교차 적재된 문항이 없

는지를 확인하였다. 공통성 추출값이 .40이하인 문항은 인적요인 1문항(1-3), 요인 부하량이 

.40미만인 문항은 인적요인 1문항(1-2), 조직 내부적 요인 1문항(3-8), 환경적 요인 2문항

(5-2, 5-5)이 나왔다.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은 8요인 모형으로, 문항별 

공통성 추출 값과 구조행렬의 요인적재량은 다음 <표 Ⅳ-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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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Ⅳ-2> 문항별 공통성 추출값과 구조행렬의 요인적재량

항목 공통성
요인

비고
 1  2  3  4  5  6 7 8

4-1 .999 .973 .518 .411 　 .488 　 　 　 　

4-2 .814 .845 .548 　 　 .585 　 　 　 　

3-12 .933 .494 .950 　 　 　 　 　 　

3-13 .897 .450 .934 .408 　 .476 　 .418 　

3-14 .824 .417 .886 .409 　 .407 　 .509 　

5-2

3-3 .927 .430 .464 .930 　 .414 　 　 　

3-4 .831 　 　 .858 .404 　 　 .439 　

3-2 .690 　 .430 .801 　 　 　 　 　

3-7 .608 　 .567 .652 　 　 　 .421 　

3-16 .617 .412 .490 .614 　 .448 　 　 -.434

2-1 .660 　 　 .424 .855 　 　 　 　

2-2 .865 　 　 　 .700 　 　 　 　

2-5 .586 .649

2-4 .705 　 　 　 .674 　 　 .453 　

2-3 .674 .464 　 .450 .699 　 　 .430 　

1-4 .453 　 　 　 .576 　 　 　 　

1-1 .616 .572 .401 　 .619 　 　 　 　

1-2

4-6 .842 .535 .538 　 　 .882 　 　 　

4-4 .688 　 　 　 　 .787 　 　 　

4-5 .719 .648 .469 　 　 .720 　 　 　

4-8 .754 .635 .457 .518 　 .727 　 　 　

4-3 .746 .645 .608 　 .440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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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에서 KMO지수는 .705로 관련 변수들 간의 연관성이 있다고 나왔으

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도 근사 카이제곱은 1821.417, 유의확률은 p=.000으로 나타

났다. 적합도 지수(RMSEA)값은 0.07났으며, 34회에 걸쳐 반복 계산에 의해 수렴된 요인분석 

결과, 고유값이 1.0이상인 요인은 8개로 분석되었으며, 공통성 추출값이 .40미만인 문항, 요

인부하량이 .40미만인 문항, 교차적재치가 있는 문항은 제외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요인추출모델은 최대우도법을 이용하였고, 요인회전 방식은 직접 오블

리민을 사용하였다. 총 8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이들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총 설명

4-9 .712 .490 .631 .405 　 .692 　 .447 　

4-7 .608 .422 .416 　 　 .636 　 　 -.465

5-3 .856 .431 .416 　 .440 .484 -.708 .496 　

5-4 .749 .549 .536 .476 .410 .424 -.531 .503 　

5-5

3-9 .655 　 .410 　 　 　 　 .798 　

3-10 .698 　 .533 　 　 　 　 .761 　

3-11 .690 .442 .574 .426 　 　 　 .696 　

3-5 .693 .482 .644 삭제

3-8

3-15 .718 　 　 　 　 　 　 　 -.802

3-1 .563 .493 　 　 　 .413 　 　 -.563

요인명
파트너십 
구축

모니터링 
과 평가

수행조직
과 체제

책무성 교육
과정 편성

파트너와의 
상호작용

파트너간
근접성

물리·재정
적 환경

책무성 선언
과 인력 배출

고유값 15.617 2.724 2.193 1.987 1.889 1.586 1.228 1.146

분산비율 42.209 7.362 5.927 5.371 5.105 4.287 3.318 3.097
누적분산비 42.209 49.571 55.498 60.869 65.974 70.261 73.579 76.675

KMO .705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근사카이제곱 1820.417

자유도 666
유의확률 .000

주출방법: 최대우도 
회전방법: 카이저 정규화가 있는 오블리민 / a. 34반복계산에서 요인회전이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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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은 약 76.68%로 나타났다. ‘파트너십 구축’ 요인의 고유치는 42.209로 약 42.21%의 설

명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니터링과 평가’ 요인의 고유치는 7.362로 약 

7.36%의 설명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행조직과 체제’ 요인의 고유치는 

5.927로 약 5.93%의 설명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책무성 교육과정 편성’ 요

인의 고유치는 5.371로 약 5.37%의 설명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파트너와의 

상호작용’ 요인의 고유치는 5.105로 약 5.10%의 설명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파트너간 근접성’ 요인의 고유치는 4.287로 약 4.29%의 설명량을 가지고 있으며, ‘물

리·재정적 환경’ 요인의 고유치는 3.318로 약 3.32%의 설명량을 가지고 있으며, ‘책무성 

선언과 인력배출’ 요인의 고유치는 3.097로 약 3.10%의 설명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본 조사도구는 타당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8요인에 대한 신뢰도를 저해하는 문항은 기존 인적요인 1문항(1-4), 교육·연구·

진료 프로그램 1문항(2-5), 조직 내부적 요인 1문항(3-5)이다. 최종 확정된 29문항에 대한 신

뢰도 분석 결과는 다음 <표 Ⅳ-3>과 같다. 신뢰도 검증을 위해 산출한 크론바흐 알파값은 

‘파트너십 구축’ 요인은 .926, ‘모니터링과 평가’ 요인은 .944, ‘수행조직과 체제’요

인은 .896, ‘책무성 교육과정 편성’ 요인은 .842, ‘파트너와의 상호작용’ 요인은 .915, 

‘파트너간 근접성’ 요인은 .887, ‘물리·재정적 환경’ 요인은 .852, ‘책무성 선언과 인

력 배출’ 요인은 .714로 나타났다. 전체 신뢰도는 .957로 모든 영역과 하위영역의 크론바흐

의 알파값이 .6 이상으로 나타나 각 문항간의 내적 일치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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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 탐색적 요인결과 8요인에 대한 중요도 문항과 신뢰도 척도

8요인
측정
변인

문항 내용 Cronbach's α

파트너십 
구축

4-1 국가,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목표 수립(취지, 목표 등의 상호인식)
.926

.957

4-2 국가,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 구축

모니터링 
과 평가

3-12 사회적 책무성 수행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개발

.9443-13 사회적 책무성 수행 모니터링 체계 구축

3-14 사회적 책무성 수행 정도를 정기적으로 평가

수행조직
과 체제

3-3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수립

.896

3-4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담당하는 전담 인력의 전문성

3-2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담당하는 위원회 또는 전담부서 구성

3-7 사회적 책무성을 강조하는 조직문화 구축

3-16 사회적 책무성 수행 활동을 평가하는 보고서 및 세미나 정기 개최

책무성 
교육과정 
편성

2-1
국가, 지역의 보건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예: 건강불평등의 원인, 건강
증진을 위한 해결, 다양한 사회문화적 환경 등)를 반영한 교육 과정 편성

.842
2-2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또는 사회의 
약자계층을 체험할 수 있는 교과목 편성

2-4 졸업생들이 진료를 하게 될 지역사회의 환자군에 대한 임상실습 수행

2-3 국가, 지역의 보건의료 문제 및 건강 격차 문제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 추진

1-1 사회적 책무성 개념에 대한 구성원의 이해 

파트너와의 
상호작용

 4-6 국가,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에 대한 높은 이해도

.915

 4-4 국가, 지역의 보건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졸업생의 만족도

4-5 국가,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상호간 원활한 의사소통, 정보교류

4-8 국가,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사회적 책무성 컨소시엄 정기적 개최

4-3 국가,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요구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수행

4-9 사회적 책무성 수행 활동이 국가 또는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평가

4-7 의과대학과 지역, 국가 기관 간의 역할 분담의 균형

파트너간 
근접성

5-3 사회적 책무성 수행 대상(국가, 지역사회 등)과의 접근 가능성
.887

5-4 국가, 지역사회 보건의료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 용이성

물리·재
정적 환경

3-9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위한 예산 및 재원 확보

.852 3-10 사회적 책무성 수행 관련 교육, 연구, 진료 시설 환경

 3-11 사회적 책무성 수행 모델 개발(교육, 연구, 진료 분야별)

책무성 
선언과 

인력 배출 

 3-15
좋은 임상 의사를 양성하는 것을 넘어 보건의료시스템 변화의 주
체자로서 사회의 요구에 영향을 끼치는 졸업생 배출 .714

3-1 설립이념, 사명 또는 교육목표에 사회적 책무성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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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중회귀분석 결과: 영향요인 중요도 우선순위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의 중요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 <표 Ⅳ-4>와 같다. 

  중요도와 책무성 선언과 인력 배출(r=.661, p<.01), 책무성 교육과정 편성(r=.727, p<.01), 수

행조직과 체제(r=.823, p<.01), 모니터링과 평가(r=.766, p<.01), 물리·재정적 환경(r=.723, 

p<.01), 파트너간 근접성(r=.778, p<.01), 파트너십 구축(r=.772, p<.01), 파트너간의 상호작용

(r=.880, p<.01)은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책무성 선언과 

인력 배출을 비롯하여 책무성 교육과정 편성, 수행조직과 체제, 모니터링과 평가,  물리·재

정적 환경, 파트너간 근접성, 파트너십 구축, 파트너와의 상호작용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중

요도도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Ⅳ-4> 주요 변수에 대한 상관관계

      **p<0.01

  

구분 중요도

책무성 선언과 인력 배출  

책무성 교육과정 편성  

수행조직과 체제  

모니터링과 평가  

물리·재정적 환경  

파트너간 근접성  

파트너십 구축  

파트너와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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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Ⅳ-5>와 같다. 

  다중회귀분석 중 단계선택 결과에 따르면 파트너십 구축 요인을 제외한 7요인은 약 

97.7%(R=.977)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F=333.985, p<.001). 의

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의 중요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책무성 선언과 인력배출은 중요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095, 

p<.001), 책무성 교육과정 편성 요인은 중요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B=.228, p<.001), 수행조직과 체제 요인은 중요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고(B=.144, p<.001), 모니터링과 평가 요인은 중요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B=.092, p<.001), 물리·재정적 환경 요인은 중요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B=.115, p<.001), 파트너간의 근접성 요인은 중요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고(B=.062, p<.05), 파트너와의 상호작용 요인은 중요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230, p<.001).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의 영향력의 크기를 살펴보면, ‘파트너와의 상

호작용 요인(=.292) > 책무성 교육과정 편성 요인(=.261) > 수행조직과 체제 요인(=.210) 

> 물리·재정적 환경 요인(=.163) > 모니터링과 평가 요인(=.131) > 책무성 선언과 인력 

배출(=.120) > 파트너간 근접성(=.090)’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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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p<0.05 ***p<.001
   Durbin-Watson: 2.577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파트너와의 상호작용 

요인’이며, 이는 구체적으로 국가,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상호간 

원활한 의사소통 및 정보교류, 이해관계자와의 사회적 책무성 컨소시엄 정기적 개최가 포함

된다. 또한 국가, 지역의 보건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졸업생의 만족도에 대해 주기적으로 설문

조사를 하며, 국가,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요구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의과대

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활동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평가하는 것이 중요

하다. 이를 통해 의과대학과 지역, 국가 기관 간의 역할 분담의 균형을 통해 함께 시너지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준다.  

  그 다음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책무성 교육과정 편성 

요인’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국가, 지역의 보건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 

편성, 졸업생들이 진료를 하게 될 지역사회의 환자군에 대한 임상실습 수행, 국가, 지역의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VIF R F

B SE 

        (상수) .127 .088 　 1.434 　

0.978 303.642

 파트너와의 상호작용 .230 .026 .292 8.814 2.615

책무성 교육과정 편성 .228 .025 .261 9.111 1.960

수행조직과 체제 .144 .020 .210 7.092 2.081

물리·재정적 환경 .115 .020 .163 5.640 2.002

모니터링과 평가 .092 .021 .131 4.314 2.193

책무성 선언과 인력 배출   .095   .021   .120  4.421  1.756

파트너간 근접성   .062   .022   .090  2.777  2.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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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문제 및 건강 격차 문제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 추진, 사회적 책무성 개념을 돕는 

교과과정이 있다. 이는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위해 교육, 연구, 진료 영역에서 

사회적 책무성에 관한 교육 과정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것이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외국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우수하게 실천하는 대학들은 지역기반의 서비스 러닝, 임상실습, 연구프로젝

트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례들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촉진하는 요인은 ‘수행조직과 체제 요인’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수립,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담당하는 전담 

인력과 전문성, 위원회 또는 전담부서 구성이 있다 또한 사회적 책무성을 강조하는 조직문화 

구축과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활동을 평가하는 보고서 및 세미나 정기 개최가 있다.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다음 [그림 Ⅳ-3]과 같다. 

     [그림 Ⅳ-3]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에 미치는 영향요인 영향력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8개 요인은 크게 3개의 영역(하드웨어 

영역, 소프트웨어 영역, 파트너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HSP모델이라 명명하였다. 

대학의 하드웨어 영역(Hardware; H)은 ‘수행 조직과 체계’,‘물리·재정적 환경’,‘책무

성 선언과 인력 배출’의 하위 요인이 포함되며, 대학의 소프트웨어 영역(Software; S)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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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성 교육과정 편성’, ‘모니터링과 평가’의 하위 요인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파트

너 영역(Partner; P)에는 ‘파트너와의 상호작용, 파트너십 구축, 파트너간 근접성’이 포함

된다. 3개의 영역과 8개의 하위요인은 다음 [그림 Ⅳ-4]와 같다.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 영역에 치우쳐 있는 접근법 보다는 3

개의 영역을 균형적으로 고려하는 접근법이 중요하다. 또한 대학의 상황에 맞게 차별적인 

전략을 세워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위한 개별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Ⅳ-4]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 HSP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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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장단과 전문가 집단에 따른 영향요인 중요도 차이

 (1) 사회적 책무성 영향요인 중요도에 대한 학장단과 전문가 집단 인식차이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에 대한 학장단과 전문가 집단에 따른 중요도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Ⅳ-6>과 같다. 책

무성 선언과 인력 배출 요인의 중요도는 학장이 평균 4.56(SD=0.47)점으로 전문가 

3.83(SD=0.52)점에 비해 높았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책무성 교육과정 편성 요인의 중요

도는 학장이 평균 4.27(SD=0.58)점으로 전문가 3.97(SD=0.38)점에 비해 높았으며 유의한 차이

는 아니었으며, 수행조직과 체제 요인의 중요도는 학장이 평균 3.96(SD=0.62)점으로 전문가 

3.45(SD=0.68)점에 비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모니터링과 평가의 중요도는 학

장이 평균 4.02(SD=0.65)점으로 전문가 3.98(SD=0.66)점에 비해 높았으며 유의한 차이는 아니

었으며, 물리·재정적 요인은 학장이 평균 4.06(SD=0.73)점으로 전문가 4.02(SD=0.66)점에 비

해 높았으며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으며, 파트너간 근접성 요인은 학장이 평균 4.10(SD=0.67)

점으로 전문가 3.80(SD=0.62)점에 비해 높았으며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으며, 파트너십 구축 

요인은 평균 4.18(SD=0.67)점으로 전문가 3.80(SD=0.65)점에 비해 높았으며 유의한 차이는 아

니었으며, 파트너와의 상호작용 요인은 학장이 평균 4.08(SD=0.60)점으로 전문가 

3.68(SD=0.43)점에 비해 높았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중요도 전체는 학장이 평균 

4.13(SD=0.50)점으로 전문가 3.76(SD=0.34)점에 비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2.628, p<.01).

  따라서, 모든 중요도 하위영역에서 학장이 전문가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고, 그 중에서 

책무성 선언과 인력 배출 요인과 수행조직과 체제 요인, 파트너와의 상호작용 요인이 큰 차

이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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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Ⅳ-6> 학장단과 전문가 집단에 따른 영향요인 중요도 차이 

  *p<.05, **p<.01, ***p<.001

   [그림 Ⅳ-5]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에 대한 학장단의 주요 관심요인

구분

학장
(N=40)

전문가
(N=15) t p

M SD M SD

책무성 선언과 인력 배출 4.56 0.47 3.83 0.52 4.974*** 0.000

책무성 교육과정 편성 4.27 0.58 3.97 0.38 2.259* 0.030

수행조직과 체제 3.96 0.62 3.45 0.68 2.605* 0.012

모니터링과 평가 4.02 0.65 3.98 0.66 0.906 0.369

물리·재정적 환경 4.06 0.73 4.02 0.66 0.963 0.341

파트너간 근접성 4.10 0.67 3.80 0.62 1.504 0.138

파트너십 구축 4.18 0.67 3.80 0.65 1.873 0.067

파트너와의 상호작용 4.08 0.60 3.68 0.43 2.400* 0.020

중요도 전체 4.13 0.50 3.76 0.34 3.05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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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에 관한 학장단과 전문가 집단의 의견

  이 연구에서는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학장단과 전문

가그룹에게 4개의 주관식 문항을 질문하였고,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주관식 문항 1은‘귀 대학 또는 귀하가 생각하시는 사회적 책무성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다면 기술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에 학장단과 전문가 집단의 주관식 답변

은 다음 <표 Ⅳ-7>과 같다.  

    <표 Ⅳ-7>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에 대한 학장단과 전문가 집단의 의견 

학장단 집단 (n=24, 60%) 전문가 집단 (n=7, 46.7%)

Ÿ 건학이념(종립대학)이 사회적 책무성 수행의 

밑바탕이 되어야 함 (3)

Ÿ 재원 부족 및 예산 확보 (3) 

Ÿ 졸업생의 수도권, 대도시 이동 (3)

Ÿ 대학과 병원의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의지와 

정책적 지원 (2)

Ÿ 구성원의 인식 부족 (1)

Ÿ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과 구성원 개인의 

사회적 책무감 상호 충족과 일치 (1) 

Ÿ 관련자(학생, 학부모, 구성원)들의 관심 (1)

Ÿ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무와 관심이 

현저히 낮음(1)

Ÿ 전공의 부족 (1)

Ÿ 공공의료기관 근무 기피 (1)

Ÿ 개원 중심의 의료계 성향 (1)

Ÿ 개인적인 인생관 정립에 도움을 주는 교과과정 (1)

Ÿ 지역 기반을 둔 지역의료 문제 해결 교육과정 (1)

Ÿ 지역사회와 학생들의 요구의 균형 (1)

Ÿ 사회적 책무성을 실현하는 직종에 근무하는 

졸업 동문들의 학생 수업 참여 (1)

Ÿ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실천방안 등

을 정립하고, 이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절차 및 합의 

(2)

Ÿ 사회적 책무성 수행에 대한 조직 내 이해와 공감 (2)

Ÿ 지역사회에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적절

히 시행할 수 있는 고유 사업 아이템 개발 및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의 발전을 위한 파트너

십 구축 (2)

Ÿ 대학 구성원의 자기 효능감 (1)

Ÿ 리더의 인식과 추진력 (1)

Ÿ 사회적 책무성 교육과정 (1)

Ÿ 인력 확보 (1)

Ÿ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꾸준히 평가하고 피드백 하

는 시스템 확립 (1) 

Ÿ 재정 지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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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주관식 문항 2는 ‘귀 대학의 현실에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강화를 위

해서 추진하고 있거나, 개선 및 필요한 현황이 있다면 기술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에 학장

단과 전문가 집단의 주관식 답변은 다음 <표 Ⅳ-8>과 같다. 

Ÿ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위한 활

동 인정 (1)

Ÿ 대학에서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구성원

의 참여 독려 (1)

Ÿ 인력 확보 (1)

Ÿ 선발 인재상의 이타성과 사회적 책임감 부여 (2)

Ÿ 사회적 책무에 대한 업적 인증 (1)

Ÿ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모니터링하

고 평가한 결과를 구성원들에게 정확하게 피

드백하고 관리하는 과정 (1)

Ÿ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범국가적인 접근 필요 (1)

Ÿ 협력병원이 연구중심 병원으로서 보건의료산

업 발전에 기여 (1)

Ÿ 지역보건의료정책과 대학의 연계 활동을 강제

할 수 있는 제도 정착 (1)

Ÿ 국립대학에 대한 정부부처 혹은 유관기관의 

협조요청 및 공동과제 수행 (1)

Ÿ 지역 내 의사연수교육 담당 (1)

Ÿ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 (1)

Ÿ 지역의사협회와 공동 활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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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8>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위한 개선에 대한 학장단과 전문가 집단 의견

  

학장단 집단 (n=22, 55%) 전문가 집단 (n=8, 53.5%)

Ÿ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위한 예산 및 시간 확보 (3)

Ÿ 사회적 책무성 관련 교과과목 편성하여 담당 책임 

교수 하에 필수과정으로 운영 (2)

Ÿ 국내 뿐만 아니라 글로벌 책무성 강조 (2)

Ÿ 우수한 지역인재(신입생, 졸업생)장학금 지급 (2) 

Ÿ 교수들의 인식 변화 (1)

Ÿ 사회적 책무성 정의를 구성원들과 공감할 수 있는 사회

적 시스템 필요 (1)

Ÿ 성적 위주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노력 (1)

Ÿ 사회적 책무성 수행에 대한 실습시간의 배정 확대 (1)

Ÿ 지역보건의료문제에 대한 교과과정 편성 (1)

Ÿ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위한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1)

Ÿ 사회적 책무성을 강조하는 인문의학과정 강화 (1)

Ÿ 지역별 사회적 책무에 대한 공통된 영역과 특수한 

현안에 대한 교육 (1)

Ÿ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위한 프로그램 (학생진료소, 

국내의료지원, 해외의료봉사활동) (1)

Ÿ 공공의료 참여도를 병원 평가에 더욱 반영 (1)

Ÿ 공공의료/지역의료 교육을 인증평가 필수항목 반

영 및 배점 증대 (1)

Ÿ 사회적 책무성 관련 활동에 대한 교육 체계 수립 (1)

Ÿ 조직 체계 수립 (1)

Ÿ 모니터링 체계 수립 (1)

Ÿ 지역개원의 보건소 방문 및 실습 (1)

Ÿ 지역 관공서와의 정기적인 미팅 (1)

Ÿ 지역사회 주민 대상  교육 (1)

Ÿ 지역 보건의료관련자와 심포지엄 개최 (1) 

Ÿ 지역보건정책 담당자와의 면담 및 현황 소개 (1)

Ÿ 지역 근무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행정 및 규정 개편 (1)

Ÿ 지역사회와의 공공의료, 환경 보건, 바이오산업체 인

력 교육 등 중요한 사회적 책무로 인식 (1)

Ÿ 지역의 의료원과 교육협력병원 협약 (1)

Ÿ 의과대학의 지역과 교육병원의 위치가 다른 부분의 개선 (1)

Ÿ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교육자와 

학생들의 관심과 이해 증대를 위한 제도적, 

문화적, 교육 환경 조성 (1)

Ÿ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정기적인 교수개

발 프로그램 개발 (1)

Ÿ 사회적 책무성 인식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약

자들에 대한 체험 실습과 동참) (1)

Ÿ 실제 행동으로 사회적 책무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1)

Ÿ 학생의 공동체 의식, 타인과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인식을 높여줄 수 있는 구체적

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1)

Ÿ 사회적 책무성 공유 확산을 위한 다양한 수준에서 

참여할 수 있는 활동 프로그램 개발 (1)

Ÿ 의과대학 졸업생들이 졸업 후 진로와 연

계된 프로그램 개발 (1)

Ÿ 교육을 통한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문화

와 가치 확산 (1)

Ÿ 의과대학과 지자체 등이 유기적으로 협

력하여 우선순위 과제 도출 (1)

Ÿ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에 대한 

민간 평가 제도 필요 (1)

Ÿ 의료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의 증대 (1)

Ÿ 사회적 책무성 수행에 대한 지속적인 평

가와 관리 (1)

Ÿ 지역의과대학 부속 병원의 수도권 

편중화 개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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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주관식 문항 3은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강화를 위해 대학 또는 의료계 

차원에서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일이 있다면 기술해주십시오.’라는 질문에 학장단과 전문

가집단의 의견은 다음 <표 Ⅳ-9>와 같다. 

<표 Ⅳ-9> 대학 또는 의료계 차원의 공동 추진 과제에 대한 학장단과 전문가집단의 의견

학장단 집단 (n=25, 62.5%) 전문가 집단 (n=8, 53.3%)

Ÿ 표준 가이드라인 개발 및 배포 (2)

Ÿ 적절한 목표 설정과 실행 정도에 대한 요구 수준 정립 (1)

Ÿ 의과대학생의 직업윤리, 공동체 의식 고취를 위한 전

국의과대학 공동 프로그램 개발 (2)

Ÿ 의과대학 또는 의학교육학회 차원의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한 교수개발 및 교육과정 개발 (3)

Ÿ 지역 환경에 따른 각 의과대학의 교육 과정 개발 (2)

Ÿ 지역의 의료 문제점 파악 (2)

Ÿ 대학과 지역 간의 상호작용 및 교류 (3)

Ÿ 대학과 의료계의 정기적인 정보교류 및 소통

과 학문적 이해 (3)

Ÿ 의료단체의 집행부(의협, 병협, KAMC, 의학

교육학회)의 지역 공공의료와 의료취약지역의 

지표에 대한 이해 증대와 개선 필요 (1)

Ÿ 대학과 지역사회, 정부와의 정기적인 공동 세미나 추진 (2)

Ÿ 대학과 의료계,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이해와 도

움이 필요한 점을 알리고 여론의 공감 필요 (1)

Ÿ 제3세계 등 의료 취약지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에서 국가 차원의 코디네이션 (1)

Ÿ 국내 뿐만 아니라 글로벌 책무성 강조 (1)

Ÿ 개원의와 대학 구성원들이 협동으로 실질적인 

업무 수행을 정기적으로 운영 (1)

Ÿ 사회적 책무수행 예산 확보를 위한 국가지원 요청 (3)

Ÿ 우리나라 전체의 사회적 책무 아이템 개발을 위한 

Ÿ 학장단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인식 및 

교육, 태도,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판정

할 장치 (1)

Ÿ 사회적 책무성 개념 및 실천에 대한 안내서 (1)

Ÿ 사회적 책무성을 강조하는 의료계 차

원의 분위기 조성 (1)

Ÿ 의료인문학, 의료윤리 등 교육 강화 (1)

Ÿ 학생들의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2)

Ÿ 해당 지역사회 의료 취약 계층의 실태 (1)

Ÿ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계의 역할을 

대중에게 홍보하고 추진 (1)

Ÿ 의료인 전체 정기적인 의료 봉사 의무 (1)

Ÿ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

램 개발 및 참여 시 업적 평가 반영 (1)

Ÿ 대학, 지역사회, 의료계가 서로 협동하여 

보건의료 우선순위 과제 요구도 조사 (1)

Ÿ 사회적 책무성 교육 방법 개발 및 공유 (1)

Ÿ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의학교육 평가 지침

의 구체화 (1) 

Ÿ 사회적 책무성수행을 위한 프로젝트 

개발 및 연구 지원 (1)

Ÿ 대학과 의료계 차원에서 사회적 책무

성에 관한 학생 및 각 직급 수준에 맞

는 공통 교육 프로그램 개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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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주관식 문항 4는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에 관하여 우수사례 및 홍보할 

사례가 있다면 기술해주십시오.’라는 질문에 학장단과 전문가집단이 속한 대학의 사례는 

다음 <표 Ⅳ-10>과 같다. 

  <표 Ⅳ-10>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우수사례 

구체적인 모임 필요 (1) 

Ÿ 국가 R&D 사업에서도 사회적 책무성을 의무적으

로 의과대학에 할당 (1)

Ÿ 수도권과 지역의료의 차이를 의사들이 이해하도록 노력 (1)

Ÿ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Action Learning, 

집중적이고 역량개발에 맞춘 단기 활동 

프로그램, 지역 기반 현장 중심 교육 프

로그램 개발 (1)

Ÿ 의료법규 외에도 의료 정책에 대한 학습 

및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 증대 (1)

대학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우수사례 (N=17, 42.5%)

MS-2

(국립, 비수도권)

Ÿ 진료: 보건전문인력 교육훈련, 지역사회 보건교육 활성화, 지역사회건

강조사사업, 지역건강행태 개선사업 계획 및 평가, 해바라기 센터 운

영,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암 건진 사업, 장애인 진료, 복지시설 진료

Ÿ 연구: BK21 플러스 인력양성 사업, 연구중심병원 사업, 의과학 분야 

선도연구센터 사업
MS-6

(국립, 비수도권)
Ÿ 대학생들의 “사랑 더하기 활동”

MS-7

(국립, 비수도권)
Ÿ 법과대학과 공동으로 추진한 단편적인 의료봉사 및 생활도우미 봉사

MS-8

(국립, 비수도권)

Ÿ 지역보건의료관련자와 심포지엄 개최: 충북의대는 어떤 사회적 책무를 

수행해야 하는가?

Ÿ 충북도청, 충북의사단체장, 시민단체, 졸업생, 병원공공의료사업단, 학

장, 충북대교무처장 등과 의학과 3, 4학년 참석하여 지역에서 수행해

야 할 충북의대의 사회적 책무에 대해 토의함  

    MS-9

(국립, 비수도권) 

Ÿ 강원도 내 5개 의료원(강릉,삼척,속초,영월,원주) 중 취약지 삼척, 속초, 

영월 의료원 인력 파견 및 배치(전문의, 전공의)

Ÿ 지역의료현장에 대한 학생실습이 진행되고 있음

MS-11

(사립, 수도권)

Ÿ ‘서비스러닝(service learning)’의 방법으로 학생들이 직접 지역사회

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고 실천해보도록 하는 교육을 의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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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서 시행하고 있음. 의학과에서는 지역사회실습을 나가고 있으나, 

실습 이전에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마인드 교육이 더 필요할 것 같아 

이번 학기부터 시작하고자 함.

Ÿ 의학과 1~2학년에서 국제보건, 사회 보건에 대한 인문사회의학 교육과

정을 실시함. 인문사회의학 교육과정에서 단순 강의가 아니라  activity

수업으로 진행함.

Ÿ 의학과 4학년에서 의료 정책, 의료행정 의료 경제 등에 대한 인문사회

의학과정

Ÿ 의학과 2학년에 꽃동네 뿐만 아니라 노숙인 숙소에 의료인이 아니라 

학생으로서 봉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Ÿ 의예과 2학년에서 자유쿼터 과정에서 인턴십사회체험이라고 NGO기구

에 3-6주간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과정 운영

Ÿ 의학과 4학년에서 선택심화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이 공공의료기관, 의료

정책기관, 봉사 단체에 자신이 계획하고 실행하는 교육과정 운영
MS-13

(사립, 수도권)
Ÿ 연세의대 사회봉사 프로그램

MS-14

(사립, 수도권)
Ÿ EHMC의 의료봉사단

MS-17

(사립, 수도권)

Ÿ 해외 봉사에 의과대학 학생들이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KOICA사업에 의과대학 학생들이 선택 실습과정으로 참여 할 수 있도

록 국제의료학과를 중심으로 연결을 도와주고 있음
MS-18

(사립, 수도권)

Ÿ 본 대학원 2020.9월부터 보건대학원 설립을 통해 상기 사회적 책무에 

관한 교과과정을 신설하고 있고 향후 학부학생들에게도 확대할 계획임

MS-20

(사립, 수도권)

Ÿ 인성의 교육과 평가를 6년 내내 함으로써 언제라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준비 과정으로 만들자는 것임. 2020년 신입생부터 인성 중심 절대

평가를 시작하였으며 2025년에 모든 학년에 적용됨. 의료인문학 커리큘

럼의 근본은 먼저 나를 알고 남을 알고 그 다음 사회를 알게 하는 것임

MS-23

(사립, 비수도권)

Ÿ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확진자 치료에 헌신하며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책무성을 실천한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코로나19전담병원)의 사례가 

있음. 특히 우리대학 구성원들은 우리대학 출신 의료인으로서의 소속감

과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었고, 사회적 책무성을 수행한 모범 사례로 

지역사회 보건의료계의 귀감이 되고 있어 보람을 느낄 수 있었음
MS-26

(사립, 비수도권)

Ÿ global health에 대한 책무성 인식과 역할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 기회 제공

Ÿ 지역 사회 의료 봉사 및 지역 사회 기반 연계 사업 및 연구 프로젝트 

MS-32 Ÿ 5학년 대상 <삶의 의미와 사회 책무성 실현>이라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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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장애물과 지원에 대한 학

장단과 전문가집단의 주요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 <표 Ⅳ-11>과 같다. 

(사립, 비수도권)

   본 수업은 사회책무성 개발을 인간의 존재의미와 이타심에 바탕

   을 둔 의사직업전문성의 맥락에서 의과대학의 커리큘럼으로 개발

   한 것임. 사회적 책무성을 교육한다는 것은 단지 사회봉사 과제를 

   배당하거나 사회책무성 이론에 대한 강의만을 수동적으로 들어서

   는 교육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내면으로부터 시작

   하여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마

   음에 존재하는 이타심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는 힘을 키우게 하

   는 수업 원리를 활용함.

   학생들이 1학기 동안 스터디하여 스스로 사회책무성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 후, 2학기에는 자신이 선택한 기관에 가서 실

   습을 함. 예를 들어, 초등학교, 양로원 등 방문하여 봉사를 실천함

MS-33

(사립, 비수도권)

Ÿ 지역사회 정신질환자들과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는 마음맺음사업-필수

과정으로 본과 진입요건임

Ÿ 6학년에서 비전체험실습이라는 7주간의 학생설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연구에서 교육, 기타 체험에 이르기

까지 사회나 유관 기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역할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스스로의 진로도 탐색

하고 사회적 책무성과 더불어 행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MS-37

(사립, 비수도권)
Ÿ 의예과 수료 후 의학과 진급 요건으로 사회봉사 40시간 필수

MS-38

(사립, 비수도권)

Ÿ 을지대학교 교훈 "연구하고 봉사하는 보건의료인"의 기치 아래 입학시 

을지한마음봉사단에 전원 자동 가입하며, 대전 중구 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하여 의예과 입학시부터 사회봉사프로그램 진행하여 의과대학 학

생으로서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의 기초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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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1>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장애물과 지원

구분 장애물 지원

하드

웨어 

영역

책무성 

선언과 

인력 배출

Ÿ 대학 구성원의 사회적 책무성 

인식 부족

Ÿ 졸업생의 수도권, 대도시 

이동

Ÿ 개인과 조직의 사회적 책무

성 불일치

Ÿ 타지역 입학생이 많음

Ÿ 성적 및 국시 위주의 패러

다임

Ÿ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한 대학의 사회적 책무

성 및 실천방안 등을 정립하고, 이를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유 및 확산하는 노력

Ÿ 지역대학병원에서 수련할 경우 졸업생 장학

금 지급 및 지원

Ÿ 대학 구성원의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

Ÿ 지역인재선발정책과 장학금 지원 및 선발 인

재상에 이타성과 사회적 책무성 기준 정립

Ÿ 교수학습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노력

수행조직

과 체제

Ÿ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위한 

전담 조직 및 인력 부재

Ÿ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위한 재정 지원 및 조

직체계 수립

물리·

재정적 

환경

Ÿ 재원 및 물리적 여건 부족
Ÿ 대학과 병원의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의지와 

국가 및 대학의 정책적 예산 지원 

소프

트웨

어 

영역

책무성 

교육과정 

편성

Ÿ 지역사회 기반 교육과정 

부족

Ÿ 경험 기반 프로그램 부족

Ÿ 졸업 후 진로와 연계된 

프로그램 부족

Ÿ 사회적 책무성 수행 관심 

저조

Ÿ 지역보건의료문제에 대한 교육, 연구, 진료 

및 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평가

Ÿ 사회적 약자 및 취약지역 교육 및 실습 프로

그램 개발 및 운영

Ÿ 1차진료 및 지역사회 진로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및 지원

Ÿ 사회적 책무성 관련 필수 교과과정 및 활동 인증 제도

Ÿ 국내 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회적 책무성 프로그램 참여

모니터링

과 평가

Ÿ 사회적 책무성 수행 모델 

및 평가체계 부재

Ÿ 사회적 책무성 수행 평가지표 개발 및 지속

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을 위한 노력

파트

너 

영역

파트너간 

근접성

Ÿ 대학과 지역사회, 지역, 

국가 간 사회적 책무성 

수행 거버넌스 부재

Ÿ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 필요

Ÿ 지역사회, 지역, 국가의 의료 문제점 파악

파트너십 

구축

Ÿ 주요 이해관계자 간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이해도가 다름

Ÿ 지역사회, 지역, 국가의 사

회적 책무성 프로그램 부재

Ÿ 사회적 책무성 표준 가이드라인 개발 및 목표 수립

Ÿ 전국의과대학 사회적 책무성 공동 프로그램 개발

Ÿ 의과대학 또는 학회 차원의 교수개발 프로그램

Ÿ 사회적 책무성 표준 가이드라인 개발 및 배포

파트너와

의 

상호작용

Ÿ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공

동 비전 및 과제 부재

Ÿ 사회적 책무성 공감대 결여

Ÿ 국가의 사회적 책무성 과제 도출 및 컨소시엄 개최 

Ÿ 제3세계 등 의료 취약지에 대한 국가, 지역 

차원의 코디네이션

Ÿ 사회적 책무성 관련 대학, 지역사회, 정부와

의 정기적인 공동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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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유형 범주화 및 특성 분석 결과 

  40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현재수준을 대학별 유형을 범주화하기 위해서 군집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Ward연결법을 활용한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군집의 수를 

결정하였다. 계층적 군집분석은 각 개체의 유사성을 측정하여 유사성이 높은 대상 집단을 

분류하는 방법이며, 유사성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유클리디안 제곱거리(Squard 

Euclidean Distance)를 이용하였으며, 결합방식은 각 관측 값들과 그 관측값이 속해 있는 군

집의 평균과의 거리 총합이 최소가 되도록 군집을 병합하는 WARD를 사용하였다. 

  그 후 개체들을 지정한 개수의 군집으로 묶어내어 개수의 초기 군집으로 중심을 잡고 개

체별로 가장 가까운 군집 중심을 찾는 과정을 반복하는 K-평균 군집분석을 통해 최종 군집

을 확정하였다.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에 대한 대학 유형별 범주화를 결정하는 변

수는 8개 영역의 영향요인을 분석틀로 선정하였다. 8개 영역의 영향요인은 책무성 선언과 

인력배출 요인, 책무성 교육과정 편성 요인, 전담조직체계 운영 요인, 모니터링과 평가 요

인, 물리·재정적 환경 요인, 파트너간 근접성 요인, 파트너십 구축 요인, 파트너와의 상호

작용 요인이다.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향 유형별 특성의 차이는 ANOVA로 사후검정

은 Scheffe 검정방법으로 분석하였다. 

1) 군집분석을 통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유형 범주화 결과

  모든 요인에 대해 표준화한 후에 계층적 군집분석을 한 결과 다음 [그림 Ⅳ-6]과 같이 

Ward 연결법을 사용한 덴드로그램을 보며 연구자는 5개의 유형히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5

개 유형의 각 특성을 살펴보았다. 두 개 유형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현재수준이 유사하여 

하나의 유형으로 묶었으며 결과적으로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 후 K-평균 군집분석

을 실시하여 군집 수를 3부터 한 단위씩 늘리면서 한 결과 실행 과정에서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과 군집별 집단의 사례 비율, 그리고 집단의 해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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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군집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6] Ward 연결법을 사용한 덴드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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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유형을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인 책무성 선언과 인력배출, 책무성 

교육과정 편성, 수행조직과 체제, 모니터링과 평가, 물리·재정적 환경, 파트너간 근접성, 

파트너십 구축, 파트너와의 상호작용 등 비율적 특성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명명하였다. 

각 유형에 속한 대학은 다음 <표 Ⅳ-12>와 같다. 유형 Ⅰ은 선도형 대학, 유형 Ⅱ는 성장형 

대학, 유형 Ⅲ은 잠재형 대학으로 나뉘었다.    

<표 Ⅳ-12>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유형 범주화

변수명(단위) 유형1 유형2 유형3

대학 수 5개 21개 14개

유형별 포함대학

MS-01, MS-06, 

MS-08, MS-38, 

MS-10     

MS-02, MS-28,  

MS-03, MS-09, 

MS-12, MS-13, 

MS-40, MS-04, 

MS-07, MS-16, 

MS-23, MS-31, 

MS-33, MS-39, 

MS-05, MS-20, 

MS-26, MS-37, 

MS-25, MS-15, 

MS-22, 

MS-36, MS-11, 

MS-14, MS-17, 

MS-18, MS-21, 

MS-30, MS-32, 

MS-35, MS-24 

MS-19, MS-27, 

MS-34, MS-29

책무성 선언과 인력배출 4.50 3.79 3.43

책무성 교육과정 편성 4.00 3.46 2.69

수행 조직과 체제 3.92 3.01 1.86

모니터링과 평가 3.60 2.67 1.95

물리·재정적 환경 4.07 2.95 1.88

파트너간 근접성 4.30 3.17 2.21

파트너십 구축 3.90 3.00 2.07

파트너와의 상호작용 3.89 2.91 1.95

전체 현황 3.97 3.09 2.17

선도형 대학

(12.5%)

성장형 대학

(52.5%)

잠재형 대학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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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변인인 설립유형, 소재지, 설립년도에 따른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현황 대

학 유형에 속하는 분포를 살펴보았으며, 다음 <표 Ⅳ-13>과 같다. 설립유형에 따르면, 국립 

의과대학의 경우 선도형 대학에 속하는 비율은 40%, 성장형 대학은 40%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립대상은 선도형 대학에 3.3%, 성장형 대학에 50%, 잠재형 대학에 46.7%

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지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의 경우 선도형 대학에 6.7%, 성

장형 대학에 53.3%, 잠재형 대학에 40%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수도권 대학은 선도

형 대학에 16%, 성장형 대학에 52%, 잠재형 대학에 32%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년

도에 따르면, 1955년 이전에 설립된 A그룹이 선도형 대학에 12.5%, 성장형 대학에 62.5%, 

잠재형 대학에 25%에 속해있으며, 1965년에서 1982년 사이에 설립된 B그룹은 선도형 대학

에 7.1%, 성장형 대학에 64.3%, 잠재형 대학에 28.6%에 속해있었다. 1985년에서 1998년 사

이에 설립된 C그룹은 선도형 대학에 16.7%, 성장형 대학에 38.9%, 잠재형 대학에 44.4%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3> 통계변인에 따른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현황 대학 유형

구분

설립유형 소재지 설립연도

국립 사립 수도권 비수도권

A그룹

(1955년 

이전)

B그룹

(1965년~ 

1982년)

C그룹

(1985년~

1998년)

선도형 

대학

4

(40%)

1

(3.3%)

1

(6.7%)

4

(16%)

1

(12.5%)

1

(7.1%)

3

(16.7%)

성장형 

대학

6

(60%)

15

(50%)

8

(53.3%)

13

(52%)

5

(62.5%)

9

(64.3%)

7

(38.9%)

잠재형 

대학
0

14

(46.7%)

6

(40%)

8

(32%)

2

(25%)

4

(28.6%)

8

(44.4%)

전체
10

(100%)

30

(100%)

15

(100%)

25

(100%)

8

(100%)

14

(100%)

1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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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유형 특징 분석 결과

 

 (1) 유형 Ⅰ (선도형 대학 유형)

  전체 40개 의과대학 중 선도형 대학은 5개로 전체 대학의 12.5%를 차지하고 있었다. 선도

형 대학에 포함된 대학의 특성은 다음 <표 Ⅳ-14>와 같다. 선도형 대학의 특징을 살펴보면, 

수도권에 위치하였지만, 국립대학이면서 설립연도가 오래된 대학이 사회적 책무성 수행 정

도가 높았으며, 대부분 사립대학보다는 국립대학에서, 수도권 보다는 비수도권 대학이, 오래

된 대학보다는 신생 대학이 사회적 책무성 수행의 현재 수준이 높았다. 아울러, 선도형 대

학은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8개 요인에 대해 전체적으로 

균형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모든 요인을 수행을 하고 있었다. 특히 전체 요인 중 책무성 

선언과 인력배출에 대한 요인이 4.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파트너 간 근접성(4.30), 물리·재

정적 환경 영역(4.07), 책무성 교육과정 편성(4.0)도 현재 수준이 4점대였다. 또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파트너와의 상호작용, 수행 조직 체계 및 교육과

정 편성이 다른 유형의 대학들보다 현저히 높았다. 이런 특성을 반영하여 ‘선도형 대학 유

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표 Ⅳ-14> 선도형 대학에 포함된 대학 특성

  

번호 참여대학 설립유형 소재지 설립년도

1 MS-01 국립 수도권 1946년 A그룹

2 MS-06 국립 비수도권 1970년 B그룹

3 MS-08 국립 비수도권 1985년 C그룹

4 MS-38 사립 비수도권 1997년 C그룹

5 MS-10 국립 비수도권 1996년 C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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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형 Ⅱ (성장형 대학 유형) 

  전체 40개 의과대학 중 성장형 대학은 21개로 전체의 52.5%를 차지하고 있었다. 국립의 비

수도권 의과대학은 모두 성장형 대학에 포함되었으며, 전체 30개 사립대학 중 15개 사립 대

학이 성장형 대학에 포함되어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성장형 대학의 

특징은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8개 영역에 대해 전체적으로 

고려는 하고 있으나, 아직 수행은 미비하다는 점이다. 특히 사회적 책무성 선언과 인력 배출 

영역(3.79)과 책무성 교육과정 편성 영역(3.46)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나머지 영역

에 대한 수행은 보통 수준이며, 모니터링과 평가 영역(2.67)과 파트너와의 상호작용(2.91)은 미

진하다. 성장형 대학은 사회적 의무 수준 중 사회적 책임 수준으로 좋은 임상의사를 배출하

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특성을 반영하여 ‘성장형 대학 유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3) 유형 Ⅲ (잠재형 대학 유형) 

  전체 40개 의과대학 중 잠재형 대학은 14개로 전체의 35%를 차지하고 있었다. 잠재형 대

학의 특징은 모두 사립 대학이며, 신생 대학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잠재형 대학은 의과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8개 영역 중 책무성 선언과 인력배출 영

역은 수행하고 있지만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으나 수행하고 있지 않거나 아

직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집단이다. 특히 책무성 선언과 인력배출 영역(3.43)과 책무성 교

육과정 편성 영역(2.69)에서 다소 높은 점수가 보였으나, 수행 조직과 체제 영역(1.86), 물

리·재정적 환경(1.88), 모니터링과 평가 영역(1.95)과 파트너와의 상호작용(1.95)등 다른 유

형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였다.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인식은 높으나 수행이 낮다는 점에서 

이런 특성을 반영하여 ‘잠재형 대학 유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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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군집별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현황 특징 

  세 개 유형별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현황 차이를 다음 <표 Ⅳ-15>와 같이 비

교 분석하였다. 아울러, 군집별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강점과 보완점에 대한 특징

은 다음 <표 Ⅳ-16>과 같다. 

 <표 Ⅳ-15>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에 따른 군집분석 요약

  구 분

  군집 분류

F값 P-value선도형 대학
(12.5%)

성장형 대학
(52.5%)

잠재형 대학
(35%)

책무성 선언과 인력배출 4.50 3.79 3.43 20.172 .000

책무성 교육과정 편성 4.00 3.46 2.69 16.252 .000

수행조직과 체제 3.92 3.01 1.86 47.431 .000

모니터링과 평가 3.60 2.67 1.95 20.795 .000

물리·재정적 환경 4.07 2.95 1.88 55.111 .000

파트너간 근접성 4.30 3.17 2.21 26.497 .000

파트너십 구축 3.90 3.00 2.07 22.782 .000

파트너와의 상호작용 3.89 2.91 1.95 6.000 .006

전체 현황 3.97 3.09 2.17 86.743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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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Ⅳ-16> 군집별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유형에 따른 강점과 보완점

강점 (+) 보완점 (△)

유형 1

선도형 

대학

Ÿ 설립 이념, 사명 또는 교육목표에 사회적 

책무성 명시 (4.6점)

Ÿ 국가, 지역의 보건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

를 반영한 교육과정 편성 (4.0점)

Ÿ 사회적 책무성 수행 대상과의 접근 가능성  (4.0점)

Ÿ 국가, 지역사회 보건의료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 용이성 (4.0점)

Ÿ 국가,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상호간 

원활한 의사소통, 정보교류 (4.0점)

Ÿ 국가, 지역의 보건의료 문제 및 건강 격차 문제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 추진 (3.2점)

Ÿ 사회적 책무성 수행 활동을 평가하는 보고서 

및 세미나 정기 개최 (3.2점) 

Ÿ 사회적 책무성 수행 정도를 정기적으로 평가 (3.2점)

Ÿ 국가,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사회적 책무성 

컨소시엄 정기적 개최 (3.2점) 

Ÿ 국가, 지역의 보건의료 요구에 대한 정기적

인 모니터링 수행 (3.2점)

유형 2

성장형 

대학

Ÿ 설립 이념, 사명 또는 교육목표에 사

회적 책무성 명시 (4.24점)

Ÿ 졸업생들이 진료를 하게 될 지역사회의 

환자군에 대한 임상실습 수행 (3.52점)

Ÿ 사회적 책무성 수행 모니터링 체계 구축 (2.48점)

Ÿ 국가,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목표 수

립 (2.48점) 

Ÿ 사회적 책무성 수행 모니터링 체계 구축 (2.43점)

Ÿ 사회적 책무성 수행 활동이 국가 또는 지역사회에 긍

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평가 (2.38점)

Ÿ 국가,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사회적 책무성 

컨소시엄 정기적 개최 (2.19점) 

유형 3

잠재형 

대학

Ÿ 설립 이념, 사명 또는 교육목표에 사

회적 책무성 명시 (4.50점)

Ÿ 졸업생들이 진료를 하게 될 지역사회의 

환자군에 대한 임상실습 수행 (3.43점)

Ÿ 사회적 책무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개발 (2.21점)

Ÿ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위한 예산 및 재원 확보 (2.21점) 

Ÿ 사회적 책무성 수행 활동을 평가하는 보고

서 및 세미나 정기 개최 (2.14점)

Ÿ 국가,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사회적 책무성 

컨소시엄 정기적 개최 (2.14점) 

Ÿ 사회적 책무성 수행 모니터링 체계 구축 (2.07점)

Ÿ 사회적 책무성 수행 정도를 정기적으로 평가 (2.0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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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과 의과대학의 현황 분석 결과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에 대해 중요도-현재수준을 분석(IPA)하여 다음 

<표 Ⅳ-17>의 기준에 따라 상대적으로 요구되는 우선순위 과제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기준에 따라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우선순위 요인과 각기 다르게 나오는 우선순위 요

인들이 구분됨을 알 수 있다. IPA를 통한 우선순위 과제 도출은 절대적인 중요도와 현재수

준 정도가 아니라 속성 간 상대적인 비교에서 도출된다. IPA 매트릭스를 통한 그래프에서 

대각선은 중요도와 현재수준이 일치하는 값이며, 대각선 위 부분은 현재수준에 비해 중요도

가 높은 부분이며,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영역이다. 

<표 Ⅳ-17>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에 따른 우선순위 과제 도출을 위한 분류

  본 연구에서는 8개 요인(책무성 선언과 인력 배출, 책무성 교육과정 편성, 수행조직과 체

제, 모니터링과 평가, 물리·재정적 환경, 파트너간 근접성, 파트너십 구축, 파트너와의 상

호작용)에 따라 29개의 세부 요인들이 도출되었으며, 각 요인에 대한 문항 구분은 다음 <표 

Ⅳ-18>과 같다. 

구 분 유형 개 수(%) 총합

전체 의과대학 국내 의과대학 40 (100%)
40

(100%)

설립 유형
국립 10 (25%) 40

(100%)사립 30 (75%)

소재지
수도권 15 (37.5%) 40

(100%)비수도권 25 (62.5%)

설립년도

A:1955년 이전  8 (20%)
40

(100%)
B:1965년~1982년 14 (35%)

C:1985년~1998년 18 (45%)

사회적 책무성 수행 
대학 유형별

선도형 대학 5 (12.5%)
40

(100%)
성장형 대학 21 (52.5%)

잠재형 대학 14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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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Ⅳ-18>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 구분

요인 1

책무성 선언과 

인력배출

설립이념, 사명 또는 교육목표에 사회적 책무성 명시 1.1

보건의료시스템 변화의 주체자로서 사회의 요구에 영향을 끼치는 졸업생 배출 1.2

요인 2

책무성 교육과정 

편성

국가, 지역의 보건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교육 과정 편성 2.1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또는 사회의 약자계층을 체

험할 수 있는 교과목 편성
2.2

국가, 지역의 보건의료 문제 및 건강 격차 문제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 추진 2.3

졸업생들이 진료를 하게 될 지역사회의 환자군에 대한 임상실습 수행 2.4

사회적 책무성 개념에 대한 구성원의 이해 2.5

요인 3

수행조직과 

체제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수립 3.1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담당하는 전담 인력의 전문성 3.2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담당하는 위원회 또는 전담부서 구성 3.3

사회적 책무성을 강조하는 조직문화 구축 3.4

사회적 책무성 수행 활동을 평가하는 보고서 및 세미나 정기 개최 3.5

요인 4

모니터링과 

평가

사회적 책무성 수행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개발 4.1

사회적 책무성 수행 모니터링 체계 구축 4.2

사회적 책무성 수행 정도를 정기적으로 평가 4.3

요인 5

물리·재정적 

환경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위한 예산 및 재원 확보 5.1

사회적 책무성 수행 관련 교육, 연구, 진료 시설 환경 5.2

사회적 책무성 수행 모델 개발(교육, 연구, 진료 분야별) 5.3

요인 6

파트너간 근접성

사회적 책무성 수행 대상(국가, 지역사회 등)과의 접근 가능성 6.1

국가, 지역사회 보건의료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 용이성 6.2

요인 7

파트너십 구축

국가,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목표 수립(취지, 목표 등의 상호인식) 7.1

국가,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 구축 7.2

요인 8

파트너와의 

상호작용

국가,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에 대한 높은 이해도 8.1

국가, 지역의 보건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졸업생의 만족도 8.2

국가,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상호간 원활한 의사소통, 정보교류 8.3

국가,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사회적 책무성 컨소시엄 정기적 개최 8.4

국가, 지역의 보건의료 요구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수행 8.5

사회적 책무성 수행 활동이 국가 또는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평가 8.6

의과대학과 지역, 국가 기관 간의 역할 분담의 균형 8.7



- 172 -

1) 전체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 중요도-현재수준 결과

     (1) 중요도 (I, Importance)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 중요도와 현재수준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의과대학에서는 중요도가 현재수준보다 모든 요인과 문항에서 높게 나왔다. 전반적으로 의

과대학은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의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40개 의과대학의 의과대학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들의 중요도 전체 평균값은 4.13

로 나타났다. 의과대학은 상대적으로 책무성 선언과 인력배출 요인과 책무성 교육과정 편성 

요인의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장 중요도가 높았던 세부요인은 책무

성 선언과 인력배출 요인의 ‘설립이념, 사명 또는 교육목표에 사회적 책무성 명시’가 평

균 4.63점으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보건의료시스템 변화의 주체자로서 사회의 요

구에 영향을 끼치는 졸업생 배출’이 평균 4.50점, 책무성 교육과정 편성 요인 요인의 ‘사

회적 책무성 개념에 대한 구성원의 이해’가 평균 4.43점으로 높았으며, ‘국가·지역의 보

건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 편성’이 평균 4.35점,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또는 사회의 약자 계층을 체험할 수 있는 교과목 편성’이 평

균 4.23점으로 높았다. 

 (2) 현재수준 (P, Performance)

   40개 의과대학의 의과대학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들의 현재수준 전체 평균값은 

2.88점으로 나타났다. 의과대학은 상대적으로 책무성 선언과 인력배출요인과 책무성 교육과정 

편성 요인을 높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장 현재수준이 높았던 세부요인은 책

무성 선언과 인력배출 요인의 ‘설립이념, 사명 또는 교육목표에 사회적 책무성 명시’ 가 

평균 4.38점으로 중요도와 비슷한 점수였으며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책무성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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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 요인의 ‘졸업생들이 진료를 하게 될 지역사회의 환자군에 대한 임상실습 수행’이 평

균 3.50점,‘사회적 책무성 개념에 대한 구성원의 이해’가 평균 3.33점과 ‘국가·지역의 보

건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 편성’이 평균 3.23점으로 높았다.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수행도를 보인 세부 요인은 파트너와의 상호작용 요인 중 ‘국가,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사회적 책무성 컨소시엄 정기적 개최’가 평균 2.30점, 모니터

링과 평가 요인 중  ‘사회적 책무성 수행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평균 2.45점,‘사회적 

책무성 수행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개발’과 ‘ 사회적 책무성 수행 정도를 정기적으

로 평가’가 평균 2.50점으로 확인되었다. 

(3) 중요도와 현재수준의 격차 

   전체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들의 중요도-현재수준 격차의 평균값은 

1.25점으로 나타났다. 모니터링과 평가 요인과 파트너와의 상호작용 요인의 격차가 상대적

으로 컸다. 하지만 가장 격차가 높은 것은 물리·재정적 환경 요인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을 위한 예산 및 재원 확보’가 1.65점, 모니터링과 평가 요인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모

니터링 체계 구축’이 1.63점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요도-현재수준 격차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요인은 책무성 선언과 인력 배출 요

인 중 ‘설립이념, 사명 또는 교육목표에 책무성 명시’가 0.25점, 책무성 교육과정 편성 요

인 중 ‘졸업생들이 진료를 하게 될 지역사회의 환자군에 대한 임상실습수행’이 0.75점이

었다. 다음 <표 Ⅳ-19>는 전체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 중요도와 현재수

준, 중요도와 현재수준의 격차를 정리한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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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9> 전체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 중요도-현재수준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 중요도 현재수준 격차

책무성 선
언과 인력
배출

설립이념, 사명 또는 교육목표에 사회적 책무성 명시 4.63 4.38 0.25 

보건의료시스템 변화의 주체자로서 사회의 요구에 영향을 끼치는 졸업생 배출 4.50 3.13 1.38 

책 무 성 
교 육 과
정 편성

국가, 지역의 보건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교육 과정 편성 4.35 3.23 1.13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또는 사회의 약자
계층을 체험할 수 있는 교과목 편성

4.23 3.18 1.05 

국가, 지역의 보건의료 문제 및 건강 격차 문제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 추진 4.10 3.05 1.05 

졸업생들이 진료를 하게 될 지역사회의 환자군에 대한 임상실습 수행 4.25 3.50 0.75 

사회적 책무성 개념에 대한 구성원의 이해 4.43 3.33 1.10 

수 행 조
직과 체
제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수립 3.93 2.68 1.25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담당하는 전담 인력의 전문성 3.93 2.80 1.13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담당하는 위원회 또는 전담부서 구성 3.93 2.65 1.28 

사회적 책무성을 강조하는 조직문화 구축 4.10 2.98 1.13 

사회적 책무성 수행 활동을 평가하는 보고서 및 세미나 정기 개최 3.90 2.50 1.40 

모니터
링과 
평가

사회적 책무성 수행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개발 4.00 2.50 1.50 

사회적 책무성 수행 모니터링 체계 구축 4.08 2.45 1.63 

사회적 책무성 수행 정도를 정기적으로 평가 4.00 2.50 1.50 

물 리 ·
재 정 적 
환경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위한 예산 및 재원 확보 4.25 2.60 1.65 

사회적 책무성 수행 관련 교육, 연구, 진료 시설 환경 3.98 2.80 1.18 

사회적 책무성 수행 모델 개발(교육, 연구, 진료 분야별) 3.95 2.75 1.20 

파트너간 
근접성

사회적 책무성 수행 대상(국가, 지역사회 등)과의 접근 가능성 4.05 2.93 1.13 

국가, 지역사회 보건의료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 용이성 4.15 3.03 1.13 

파트너십 
구축

국가,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목표 수립(취지, 목표 등의 상호인식) 4.13 2.65 1.48 

국가,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 구축 4.23 2.93 1.30 

파트너
와의 

상호작용

국가,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에 대한 높은 이해도 4.10 2.95 1.15 

국가, 지역의 보건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졸업생의 만족도 4.08 2.80 1.28 

국가,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상호간 원활한 의사소통, 정보교류 4.18 3.05 1.13 

국가,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사회적 책무성 컨소시엄 정기적 개최 3.85 2.30 1.55 

국가, 지역의 보건의료 요구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수행 4.05 2.53 1.53 

사회적 책무성 수행 활동이 국가 또는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평가 4.05 2.53 1.53 

의과대학과 지역, 국가 기관 간의 역할 분담의 균형 4.28 2.73 1.55 

전체 평균 4.13 2.88 1.25

조사대상 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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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IPA 매트릭스

 전체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에 대한 IPA 매트릭스 결과를 살펴보면 다

음  <표 Ⅳ-20>과 같다. 우선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과 관련하여 우선순

위가 가장 높은 1순위 영역(Ⅱ-1)은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위한 예산 및 재원 확보(5.1)’, 

‘의과대학과 지역, 국가 기관 간의 역할 분담의 균형(8.7)’이다.

  2순위 영역은 ‘좋은 임상 의사를 양성하는 것을 넘어 보건의료시스템 변화의 주체자로

서 사회의 요구에 영향을 끼치는 졸업생 배출(1.2)’, ‘국가,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의 파트너십 구축(7.2)’이다. 

  3순위 영역은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위한 조직 체계 수립(3.1)’, ‘사회적 책무성 수행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개발(4.1)’, ‘사회적 책무성 수행 모니터링 체계 구축(4.2)’, 

‘사회적 책무성 수행 정도를 정기적으로 평가(4.3)’, ‘사회적 책무성 수행 활동을 평가하

는 보고서 및 세미나 정기 개최(3.5)’, ‘국가, 지역의 보건의료 요구에 대한 정기적인 모

니터링 수행(8.5)’ 등이 있다.

      <표 Ⅳ-20> 전체 의과대학 IPA 매트릭스

    

현재 수준

  낮음  높음

중요도

높음

(격차 평균이상)
5.1, 8.7

(격차 평균 이하)

-

(격차 평균이상)
1.2, 7.2

(격차 평균 이하)
1.1,  2.1, 2.2, 
2.4, 2.5, 8.3, 

6.2

낮음

(격차 평균이상)

3.3, 3.5, 4.1, 
4.2, 4.3, 4.4, 
8.2, 8.5, 8.6

(격차 평균이하)

3.2, 5.2, 5.3

 

(격차 평균이상)
     

-

(격차 평균이하)

 2.3, 3.4, 6.1,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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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Ⅳ-7] 전체 의과대학 IPA 매트릭스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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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립유형별(국립, 사립)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

    인 중요도-현재수준 분석 결과

 
    (1) 중요도 (I, Importance)

   전반적으로 사립보다는 국립 학교에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의 중요

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수행 영향요인들의 중요도 평균값은 국립에서 4.30, 사립에서 

4.07로 나타났다. 국립과 사립은 책무성 선언과 인력 배출과 책무성 교육과정 편성 요인의 

중요도를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립은 그중에서 ‘설립이념, 사명 또는 교육 목표에 사회적 책무성 명시’, ‘국가, 지역

의 보건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 편성’,‘졸업생들이 진료를 하게 될 

지역사회의 환자군에 대한 임상실습 수행’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사립에서는 ‘설립

이념, 사명 또는 교육 목표에 사회적 책무성 명시’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보건의

료시스템 변화의 주체자로서 사회의 요구에 영향을 끼치는 졸업생 배출’이 높게 나왔다. 

  국립에서는 책무성 선언과 인력 배출을 비롯하여 책무성 교육과정 편성, 수행 조직과 체

제, 모니터링과 평가, 물리·재정적 환경, 파트너간 근접성, 파트너십 구축, 파트너와의 상

호작용 등 모든 영역에서 사립에 비해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학 설

립 유형에 따라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과 관련 있는 요인들의 중요성에 대한 차이

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통계적 유의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책무성 교육과정 편성 요인에서 ‘졸업생들이 진

료를 하게 될 지역사회의 환자군에 대한 임상실습 수행’이 평균적으로 국립(4.70)은 사립

(4.10)에 비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47,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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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현재수준 (P, Performance)

  중요도와 마찬가지로 사립보다는 국립 의과대학에서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의 현

재수준 인식이 높았으며, 그 차이는 중요도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들의 현재수준 평균값은 국립에서 3.46, 사립에서 2.68로 나타나 국립

에서는 보통 이상의 현재수준 인식을 보였으나 사립에서는 보통 이하의 인식을 보여 학교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과 사립 모두 책무성 선언과 인력 배출 요인 중 ‘설립이념, 사명 또는 교육목표에 

사회적 책무성 명시’가 현재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책무성 교육과정 편성 요인 중‘졸업생들이 진료를 하게 될 지역사회의 환자

군에 대한 임상실습 수행’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국립에서는 책무성 선언과 인력 배출을 비롯하여 책무성 교육과정 편성, 수행 조직과 체제, 모

니터링과 평가, 물리·재정적 환경, 파트너간 근접성, 파트너십 구축, 파트너와의 상호작용 등 모

든 영역에서 사립에 비해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학 설립 유형에 따라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과 관련 있는 요인들의 중요성에 대한 차이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통계적 유의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책무성 교육과정 편성에서 ‘국가, 지역의 보건의

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교육 과정 편성’이 평균적으로 국립(3.80)은 사립(3.03)에 

비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t=2.51, p<.05), ‘국가, 지역의 보건의료 문제 및 

건강 격차 문제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 추진’이 국립(3.80)은 사립(2.80)에 비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t=2.88, p<.01), ‘졸업생들이 진료를 하게 될 지역사회의 환자군에 

대한 임상실습 수행’이 국립(3.90)은 사립(3.37)에 비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t=2.26, p<.05), ‘사회적 책무성 개념에 대한 구성원의 이해’가 국립(3.70)은 사립(3.20)에 

비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05, p<.05).

  수행 조직과 체제에서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수립’이 국립(3.20)은 사

립(2.50)에 비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t=2.19, p<.05),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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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하는 전담 인력의 전문성’이 국립(3.50)은 사립(2.37)에 비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

며(t=3.21, p<.01), ‘사회적 책무성을 강조하는 조직문화 구축’이 국립(3.60)이 사립(2.63)에 비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t=2.58, p<.05), ‘사회적 책무성 수행 활동을 평가하는 보고서 및 세미

나 정기 개최’가 국립(3.10)은 사립(2.30)에 비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93, p<.01). 

  모니터링과 평가에서 ‘사회적 책무성 수행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개발’이 국립

(3.00)은 사립(2.33)에 비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t=2.47, p<.05), ‘사회적 책

무성 수행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국립(3.10)은 사립(2.23)에 비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

를 보였고(t=2.75, p<.01), ‘사회적 책무성 수행 정도를 정기적으로 평가’가 국립(3.20)은 

사립(2.27)에 비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3.40, p<.01). 

  물리·재정적 환경에서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위한 예산 및 재원 확보’가 국립(3.20)은 

사립(2.40)에 비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t=2.36, p<.05), ‘사회적 책무성 수행 

관련 교육, 연구, 진료 시설 환경’이 국립(3.70)은 사립(2.50)에 비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

이를 보였으며(t=3.60, p<.01), ‘사회적 책무성 수행 모델 개발(교육, 연구, 진료 분야별)’이 

국립(3.50)은 사립(2.50)에 비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98, p<.01). 

  파트너간 근접성에서 ‘사회적 책무성 수행 대상(국가, 지역사회 등)과의 접근 가능성’

이 국립(3.80)은 사립(2.63)에 비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t=4.34, p<.001), 

‘국가, 지역사회 보건의료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 용이성’이 국립(3.80)은 사립

(2.77)에 비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3.13, p<.01).

  파트너십 구축에서는 ‘국가,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목표 수립(취지, 목표 등의 상호

인식)’ 이 국립(3.30)은 사립(2.43)에 비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61, p<.05).

  파트너와의 상호작용에서는 ‘국가,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에 대한 높은 이해도’는 국립(3.50)

이 사립(2.77)에 비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t=2.13, p<.05), ‘국가, 지역의 보건의료

기관에서 일하는 졸업생의 만족도’가 국립(3.50)은 사립(2.57)에 비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t=2.99, p<.01), ‘국가,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사회적 책무성 컨소시엄 정기적 개

최’가 국립(2.80)은 사립(2.13)에 비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t=2.45, p<.05),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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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보건의료 요구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수행’이 국립(3.00)은 사립(2.37)에 비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t=2.87, p<.01), ‘의과대학과 지역, 국가 기관 간의 역할 분담의 

균형’은 국립(3.50)이 사립(2.47)에 비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3.72, p<.01).

  (3) 중요도와 현재수준의 격차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들의 중요도-현재수준 격차의 평균값은 국립에

서 0.84, 사립에서 1.39로 나타났다. 

  책무성 선언과 인력 배출 요인 중에서는 ‘보건의료시스템 변화의 주체자로서 사회의 요

구에 영향을 끼치는 졸업생 배출’이 사립이 국립에 비해 높은 격차를 보였다.

  책무성 교육과정 편성에서는 ‘국가, 지역의 보건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교육 

과정 편성’,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또는 사회의 약자계층을 체

험할 수 있는 교과목 편성’, ‘국가, 지역의 보건의료 문제 및 건강 격차 문제에 대한 연

구 프로젝트 추진’, ‘사회적 책무성 개념에 대한 구성원의 이해’는 사립이 국립에 비해 

높은 격차를 보였으나 ‘졸업생들이 진료를 하게 될 지역사회의 환자군에 대한 임상실습 

수행’은 국립(0.80)이 사립(0.73)에 비해 높은 격차를 보였다.

  수행조직과 체제 요인에서는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수립’을 비롯하여 

‘사회적 책무성 수행 활동을 평가하는 보고서 및 세미나 정기 개최’까지 모든 개별 영역

에서 사립이 국립에 비해 높은 격차를 보였다.

  모니터링과 평가 요인에서는 ‘사회적 책무성 수행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개발’을 

비롯하여 ‘사회적 책무성 수행 정도를 정기적으로 평가’까지 모든 개별 영역에서 사립이 

국립에 비해 높은 격차를 보였다.

  물리·재정적 환경 요인에서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위한 예산 및 재원 확보’를 비롯하여 ‘사

회적 책무성 수행 모델 개발’까지 모든 개별 영역에서 사립이 국립에 비해 높은 격차를 보였다. 

  파트너간 근접성, 파트너십 구축, 파트너와의 상호작용 요인 모두 사립이 국립에 비해 높은 격차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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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Ⅳ-21> 설립유형별(국립·사립)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중요도 인식

 *p <.05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 국립 사립 t

책무성 
선언과 
인력배출

설립이념, 사명 또는 교육목표에 사회적 책무성 명시 4.70 4.60 0.55

보건의료시스템 변화의 주체자로서 사회의 요구에 영향을 끼치는 졸업생 배출 4.60 4.47 0.65

책무성 
교육과정 
편성

국가, 지역의 보건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교육 과정 편성 4.70 4.23 2.00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또는 사회의 약
자계층을 체험할 수 있는 교과목 편성

4.40 4.17 1.11

국가, 지역의 보건의료 문제 및 건강 격차 문제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 추진 4.40 4.00 1.57

졸업생들이 진료를 하게 될 지역사회의 환자군에 대한 임상실습 수행 4.70 4.10 2.47*

사회적 책무성 개념에 대한 구성원의 이해 4.60 4.37 0.90

수행조직
과 체제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수립 4.00 3.90 0.35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담당하는 전담 인력의 전문성 4.20 3.83 1.18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담당하는 위원회 또는 전담부서 구성 4.10 3.87 0.92

사회적 책무성을 강조하는 조직문화 구축 4.40 4.00 1.67

사회적 책무성 수행 활동을 평가하는 보고서 및 세미나 정기 개최 4.20 3.80 1.30

모니터링
과 평가

사회적 책무성 수행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개발 4.10 3.97 0.53

사회적 책무성 수행 모니터링 체계 구축 4.20 4.03 0.65

사회적 책무성 수행 정도를 정기적으로 평가 4.10 3.97 0.53

물리·재
정적 환경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위한 예산 및 재원 확보 4.30 4.23 0.24

사회적 책무성 수행 관련 교육, 연구, 진료 시설 환경 4.20 3.90 1.07

사회적 책무성 수행 모델 개발(교육, 연구, 진료 분야별) 4.30 3.83 1.48

파트너간 
근접성

사회적 책무성 수행 대상(국가, 지역사회 등)과의 접근 가능성 4.30 3.97 1.36

국가, 지역사회 보건의료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 용이성 4.40 4.07 1.32

파트너십 
구축

국가,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목표 수립(취지, 목표 등의 상호인식) 4.10 4.13 -0.13

국가,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 구축 4.30 4.20 0.41

파트너와
의 

상호작용

국가,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에 대한 높은 이해도 4.20 4.07 0.51

국가, 지역의 보건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졸업생의 만족도 4.30 4.00 1.08

국가,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상호간 원활한 의사소통, 정보교류 4.20 4.17 0.14

국가,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사회적 책무성 컨소시엄 정기적 개최 4.00 3.80 0.78

국가, 지역의 보건의료 요구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수행 4.30 3.97 1.29

사회적 책무성 수행 활동이 국가 또는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평가 4.20 4.00 0.64

의과대학과 지역, 국가 기관 간의 역할 분담의 균형 4.30 4.27 0.13

조사대상 수 10 3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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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2> 설립유형별(국립·사립) 사회적 책무성 수행 의과대학 현재수준  

 *p<.05, **p<.01, ***p<.001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 국립 사립 t

책무성 
선언과 
인력배출

설립이념, 사명 또는 교육목표에 사회적 책무성 명시 4.70 4.27 1.56

보건의료시스템 변화의 주체자로서 사회의 요구에 영향을 끼치는 졸업생 배출 3.40 3.03 1.14

책무성 
교육과정 
편성

국가, 지역의 보건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교육 과정 편성 3.80 3.03 2.51*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또는 사회의 약자
계층을 체험할 수 있는 교과목 편성

3.50 3.07 1.43

국가, 지역의 보건의료 문제 및 건강 격차 문제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 추진 3.80 2.80 2.88**

졸업생들이 진료를 하게 될 지역사회의 환자군에 대한 임상실습 수행 3.90 3.37 2.26*

사회적 책무성 개념에 대한 구성원의 이해 3.70 3.20 2.05*

수행조직
과 체제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수립 3.20 2.50 2.19*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담당하는 전담 인력의 전문성 3.50 2.37 3.21**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담당하는 위원회 또는 전담부서 구성 3.30 2.63 1.80

사회적 책무성을 강조하는 조직문화 구축 3.60 2.77 2.58*

사회적 책무성 수행 활동을 평가하는 보고서 및 세미나 정기 개최 3.10 2.30 2.93**

모니터
링과 
평가

사회적 책무성 수행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개발 3.00 2.33 2.47*

사회적 책무성 수행 모니터링 체계 구축 3.10 2.23 2.75**

사회적 책무성 수행 정도를 정기적으로 평가 3.20 2.27 3.40**

물리·
재정적 
환경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위한 예산 및 재원 확보 3.20 2.40 2.36*

사회적 책무성 수행 관련 교육, 연구, 진료 시설 환경 3.70 2.50 3.60**

사회적 책무성 수행 모델 개발(교육, 연구, 진료 분야별) 3.50 2.50 2.98**

파트너간 
근접성

사회적 책무성 수행 대상(국가, 지역사회 등)과의 접근 가능성 3.80 2.63 4.34***

국가, 지역사회 보건의료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 용이성 3.80 2.77 3.14**

파트너십 
구축

국가,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목표 수립(취지, 목표 등의 상호인식) 3.30 2.43 2.61*

국가,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 구축 3.40 2.77 1.90

파트너
와의 
상호작
용

국가,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에 대한 높은 이해도 3.50 2.77 2.13*

국가, 지역의 보건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졸업생의 만족도 3.50 2.57 2.99**

국가,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상호간 원활한 의사소통, 정보교류 3.50 2.90 1.87

국가,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사회적 책무성 컨소시엄 정기적 개최 2.80 2.13 2.45*

국가, 지역의 보건의료 요구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수행 3.00 2.37 2.87**

사회적 책무성 수행 활동이 국가 또는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평가 3.00 2.37 1.99

의과대학과 지역, 국가 기관 간의 역할 분담의 균형 3.50 2.47 3.72**

조사대상 수 10 3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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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Ⅳ-23> 설립유형별(국립·사립)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 중요도-현재수준 격차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
국립 사립
격차 격차

책무성 
선언과 
인력배출

설립이념, 사명 또는 교육목표에 사회적 책무성 명시 0.00 0.33

보건의료시스템 변화의 주체자로서 사회의 요구에 영향을 끼치는 졸업생 배출 1.20 1.43

책무성 
교육과정 
편성

국가, 지역의 보건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교육 과정 편성 0.90 1.20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또는 사회의 약자계
층을 체험할 수 있는 교과목 편성

0.90 1.10

국가, 지역의 보건의료 문제 및 건강 격차 문제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 추진 0.60 1.20

졸업생들이 진료를 하게 될 지역사회의 환자군에 대한 임상실습 수행 0.80 0.73

사회적 책무성 개념에 대한 구성원의 이해 0.90 1.17

수행조직
과 체제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수립 0.80 1.40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담당하는 전담 인력의 전문성 0.70 1.47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담당하는 위원회 또는 전담부서 구성 0.80 1.23

사회적 책무성을 강조하는 조직문화 구축 0.80 1.23

사회적 책무성 수행 활동을 평가하는 보고서 및 세미나 정기 개최 1.10 1.50

모니터링
과 평가

사회적 책무성 수행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개발 1.10 1.63

사회적 책무성 수행 모니터링 체계 구축 1.10 1.80

사회적 책무성 수행 정도를 정기적으로 평가 0.90 1.70

물리·재
정적 환경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위한 예산 및 재원 확보 1.20 1.67

사회적 책무성 수행 관련 교육, 연구, 진료 시설 환경 1.10 1.83

사회적 책무성 수행 모델 개발(교육, 연구, 진료 분야별) 0.50 1.40

파트너간 
근접성

사회적 책무성 수행 대상(국가, 지역사회 등)과의 접근 가능성 0.80 1.33

국가, 지역사회 보건의료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 용이성 0.50 1.33

파트너십 
구축

국가,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목표 수립(취지, 목표 등의 상호인식) 0.60 1.30

국가,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 구축 0.80 1.70

파트너와
의 

상호작용

국가,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에 대한 높은 이해도 0.90 1.43

국가, 지역의 보건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졸업생의 만족도 0.70 1.30

국가,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상호간 원활한 의사소통, 정보교류 0.80 1.43

국가,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사회적 책무성 컨소시엄 정기적 개최 0.70 1.27

국가, 지역의 보건의료 요구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수행 1.30 1.60

사회적 책무성 수행 활동이 국가 또는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평가 1.20 1.63

의과대학과 지역, 국가 기관 간의 역할 분담의 균형 0.80 1.80

전체 평균 0.84 1.39

조사대상 수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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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IPA 매트릭스

  국립대학의 IPA 매트릭스를 살펴보면,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1순위 영역(Ⅱ-1)은 ‘보건

의료시스템 변화의 주체자로서 사회의 요구에 영향을 끼치는 졸업생 배출(1.2)’이다. 

  2순위 영역은 ‘사회적 책무성 개념에 대한 구성원의 이해(2.5)’, ‘국가, 지역의 보건의

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예: 건강불평등의 원인, 건강증진을 위한 해결, 다양한 사회문화적 

환경 등)를 반영한 교육 과정 편성(2.1)’,‘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또는 사회의 약자계층을 체험할 수 있는 교과목 편성(2.2)’ 이다. 

  3순위 영역은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위한 예산 및 재원 확보(5.1)’, ‘사회적 책무성 

수행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개발(4.1)’, ‘사회적 책무성 수행 모니터링 체계 구축

(4.2)’등이다. 

  사립대학의 IPA 매트릭스를 살펴보면,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1순위 영역(Ⅱ-1)은 ‘사회

적 책무성 수행을 위한 예산 및 재원 확보(5.1)’, ‘국가,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목표 수립(취지, 목표 등의 상호인식)(7.1)’, ‘의과대학과 지역, 국가 기관 간의 역할 분담

의 균형(8.7)’등이다. 

  2순위 영역은 ‘좋은 임상 의사를 양성하는 것을 넘어 보건의료시스템 변화의 주체자로

서 사회의 요구에 영향을 끼치는 졸업생 배출(1.2)’, ‘국가,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의 파트너십 구축(7.2)이다. 

  3순위 영역은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수립(3.1)’, ‘사회적 책무성 수행

을 담당하는 전담 인력의 전문성(3.2)’, ‘사회적 책무성 수행 관련 교육, 연구, 진료 시설 

환경(5.2)’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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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준

  낮음  높음

중요도

높음

(격차 평균이상)

5.1, 7.1, 8.7

(격차 평균 이하)

-

(격차 평균이상)

1.2, 7.2

(격차 평균 이하)

1.1, 2.1, 2.2, 2.4, 

2.5, 6.2, 8.1, 8.3

낮음

(격차 평균이상)

3.1, 3.2, 3.5, 4.1, 

4.2, 4.3, 4.4, 5.2, 

8.2, 8.5, 8.6

(격차 평균이하)

3.3, 5.3, 6.1

(격차 평균이상)

     

-

(격차 평균이하)

 2.3, 3.4 

 

 

<표 Ⅳ-25> 사립 의과대학 IPA 매트릭스

현재 수준
  낮음  높음

중요도

높음

(격차 평균이상)

1.2 

(격차 평균 이하)

-

(격차 평균이상)

2.1, 2.2, 2.5, 

(격차 평균 이하)

1.1, 2.3, 2.4, 
3.4, 6.2

낮음

(격차 평균이상)

3.5, 4.1, 4.2, 4.3, 
4.4, 5.1, 7.2, 8.5, 

8.6

(격차 평균이하)

3.1, 3.3, 7.1

(격차 평균이상)
     

-

(격차 평균이하)

 3.2, 5.2, 5.3, 6.1 
8.1, 8.2, 8.3, 8.7

<표 Ⅳ-24> 국립 의과대학 IPA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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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Ⅳ-8] 국립 의과대학 IPA 매트릭스 그래프 

              [그림 Ⅳ-9] 사립 의과대학 IPA 매트릭스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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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재지별(수도권, 비수도권)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

    요인 중요도-현재수준 결과

  

   (1) 중요도 (I, Importance)

  전반적으로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의 중요

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수행 영향요인들의 중요도 평균값은 수도권에서 4.02, 비수도권

에서 4.18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모두 책무성 선언과 인력 배출 요인의 중요

도를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중에서 ‘설립이념, 사명 또는 교육목표에 

사회적 책무성 명시’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수도권에서는 파트너십 구축 요인이 비

수도권에 비해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으나 비수도권에서는 책무성 교육과정 편성을 비롯하

여 수행조직과 체제 요인, 모니터링과 평가 요인, 물리·재정적 환경 요인, 파트너간 근접

성, 파트너와의 상호작용 요인에서 수도권에 비해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

과는 대학 소재지에 따라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과 관련 있는 요인들의 중요성에 

대한 차이가 다소 존재함을 시사한다.

  통계적 유의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물리·재정적 환경 요인에서 ‘사회적 책무성 수

행을 위한 예산 및 재원 확보’가 평균적으로 비수도권(4.42)이 수도권(3.93)에 비해 높게 나

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t=-2.10, p<.05), ‘사회적 책무성 수행 모델 개발(교육, 연구, 진

료 분야별)’이 평균적으로 비수도권(4.19)이 수도권(3.50)에 비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t=2.55,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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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현재수준 (P, Performance)

  중요도와 마찬가지로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

의 현재수준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수행 영향요인들의 현재수준 평균값은 수도권에서 2.77, 

비수도권에서 2.93으로 나타나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보통 이하의 인식을 보이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는 책무성 선언과 인력 배출과 책무성 교육과정 편성의 현재수준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중에서 ‘설립이념, 사명 또는 교육 목표에 사회적 

책무성 명시’가 가장 높았다. 수도권에서는 그 다음으로 ‘국가, 지역의 보건의 보건의료

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 편성’, ‘졸업생들이 진료를 하게 될 지역사회의 

환자군에 대한 임상실습 수행’,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또는 사

회의 약자계층을 체험할 수 있는 교과목 편성’, ‘사회적 책무성 개념에 대한 구성원의 이

해’가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비수도권에서는 그 다음으로 ‘졸업생들이 진료를 하게 될 

지역사회의 환자군에 대한 임상실습 수행’, ‘사회적 책무성 개념에 대한 구성원의 이

해’, ‘보건의료시스템 변화의 주체자로서 사회의 요구에 영향을 끼치는 졸업생 배출’이 

높은 점수를 보였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요인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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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요도와 현재수준의 격차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들의 중요도-현재수준 격차의 평균값은 수도권

에서 1.24, 비수도권에서 1.25로 나타났다. 책무성 선언과 인력 배출에서는 ‘설립이념, 사

명 또는 교육목표에 사회적 책무성 명시’, ‘보건의료시스템 변화의 주체자로서 사회의 요

구에 영향을 끼치는 졸업생 배출’ 모두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높은 격차를 보였다.

  책무성 교육과정 편성에서는 ‘국가, 지역의 보건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교육 

과정 편성’,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또는 사회의 약자계층을 체

험할 수 있는 교과목 편성’, ‘국가, 지역의 보건의료 문제 및 건강 격차 문제에 대한 연

구 프로젝트 추진’은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 높은 격차를 보였으나 ‘졸업생들이 진료

를 하게 될 지역사회의 환자군에 대한 임상실습 수행’과 ‘사회적 책무성 개념에 대한 구

성원의 이해’는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높은 격차를 보였다.

  수행 조직과 체제에서는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수립’, ‘사회적 책무성

을 강조하는 조직문화 구축’이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높았다.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담

당하는 위원회 또는 전담부서 구성’,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담당하는 전담 인력의 전문

성’, ‘사회적 책무성 수행 정도를 정기적으로 평가’, ‘사회적 책무성 수행 활동을 평가

하는 보고서 및 세미나 정기 개최’는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높은 격차를 보였다. 

  그 외에 모니터링과 평가, 물리·재정적 환경, 파트너간 근접성, 파트너십 구축, 파트너와

의 상호작용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중요도-현재수준 격차는 대부분 1점대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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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6>  소재지별(수도권·비수도권)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중요도 인식 

 *p<.05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 수도권 비수도권 t

책무성 
선언과 
인력배출

설립이념, 사명 또는 교육목표에 사회적 책무성 명시 4.71 4.58 0.84

보건의료시스템 변화의 주체자로서 사회의 요구에 영향을 끼치는 졸업생 배출 4.43 4.54 -0.59

책무성 
교육과정 
편성

국가, 지역의 보건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교육 과정 편성 4.36 4.35 0.05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또는 사회의 약

자계층을 체험할 수 있는 교과목 편성
4.21 4.23 -0.09

국가, 지역의 보건의료 문제 및 건강 격차 문제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 추진 4.00 4.15 -0.65

졸업생들이 진료를 하게 될 지역사회의 환자군에 대한 임상실습 수행 4.14 4.31 -0.70

사회적 책무성 개념에 대한 구성원의 이해 4.64 4.31 1.64

수행조직
과 체제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수립 3.79 4.00 -0.84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담당하는 전담 인력의 전문성 3.86 3.96 -0.36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담당하는 위원회 또는 전담부서 구성 4.00 3.88 0.50

사회적 책무성을 강조하는 조직문화 구축 3.86 4.23 -1.72

사회적 책무성 수행 활동을 평가하는 보고서 및 세미나 정기 개최 3.79 3.96 -0.79

모니터링
과 평가

사회적 책무성 수행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개발 3.71 4.15 -2.03

사회적 책무성 수행 모니터링 체계 구축 3.86 4.19 -1.48

사회적 책무성 수행 정도를 정기적으로 평가 3.86 4.08 -0.98

물리·재
정적 
환경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위한 예산 및 재원 확보 3.93 4.42 -2.10*

사회적 책무성 수행 관련 교육, 연구, 진료 시설 환경 3.71 4.12 -1.61

사회적 책무성 수행 모델 개발(교육, 연구, 진료 분야별) 3.50 4.19 -2.55*

파트너간 
근접성

사회적 책무성 수행 대상(국가, 지역사회 등)과의 접근 가능성 3.79 4.19 -1.87

국가, 지역사회 보건의료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 용이성 4.00 4.23 -1.00

파트너십 
구축

국가,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목표 수립(취지, 목표 등의 상호인식) 4.21 4.08 0.57

국가,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 구축 4.29 4.19 0.42

파트너와
의 

상호작용

국가,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에 대한 높은 이해도 4.00 4.15 -0.65

국가, 지역의 보건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졸업생의 만족도 3.86 4.19 -1.33

국가,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상호간 원활한 의사소통, 정보교류 4.14 4.19 -0.23

국가,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사회적 책무성 컨소시엄 정기적 개최 3.86 3.85 0.05

국가, 지역의 보건의료 요구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수행 3.93 4.12 -0.79

사회적 책무성 수행 활동이 국가 또는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평가 3.86 4.15 -1.41

의과대학과 지역, 국가 기관 간의 역할 분담의 균형 4.21 4.31 -0.39

조사대상 수 14 26 40　



- 191 -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 수도권 비수도권 t

책무성 
선언과 
인력배출

설립이념, 사명 또는 교육목표에 사회적 책무성 명시 4.21 4.46 -0.96

보건의료시스템 변화의 주체자로서 사회의 요구에 영향을 끼치는 졸업생 배출 2.93 3.23 -1.03

책무성 
교육과정 
편성

국가, 지역의 보건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교육 과정 편성 3.29 3.19 0.31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또는 사회의 

약자계층을 체험할 수 있는 교과목 편성
3.21 3.15 0.21

국가, 지역의 보건의료 문제 및 건강 격차 문제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 추진 3.07 3.04 0.10

졸업생들이 진료를 하게 될 지역사회의 환자군에 대한 임상실습 수행 3.29 3.62 -1.49

사회적 책무성 개념에 대한 구성원의 이해 3.21 3.38 -0.74

수행조직
과 체제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수립 2.71 2.65 0.20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담당하는 전담 인력의 전문성 2.57 2.69 -0.34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담당하는 위원회 또는 전담부서 구성 2.86 2.77 0.28

사회적 책무성을 강조하는 조직문화 구축 3.07 2.92 0.47

사회적 책무성 수행 활동을 평가하는 보고서 및 세미나 정기 개최 2.36 2.58 -0.81

모니터링
과 평가

사회적 책무성 수행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개발 2.29 2.62 -1.10

사회적 책무성 수행 모니터링 체계 구축 2.21 2.58 -1.18

사회적 책무성 수행 정도를 정기적으로 평가 2.29 2.62 -1.34

물리·재
정적 
환경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위한 예산 및 재원 확보 2.71 2.54 0.54

사회적 책무성 수행 관련 교육, 연구, 진료 시설 환경 2.86 2.77 0.25

사회적 책무성 수행 모델 개발(교육, 연구, 진료 분야별) 2.79 2.73 0.16

파트너간 
근접성

사회적 책무성 수행 대상(국가, 지역사회 등)과의 접근 가능성 2.57 3.12 -1.91

국가, 지역사회 보건의료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 용이성 2.86 3.12 -0.78

파트너십 
구축

국가,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목표 수립(취지, 목표 등의 상호인식) 2.43 2.77 -1.06

국가,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 구축 2.71 3.04 -1.04

파트너와
의 

상호작용

국가,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에 대한 높은 이해도 2.93 2.96 -0.10

국가, 지역의 보건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졸업생의 만족도 2.64 2.88 -0.77

국가,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상호간 원활한 의사소통, 정보교류 3.07 3.04 0.11

국가,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사회적 책무성 컨소시엄 정기적 개최 2.14 2.38 -1.07

국가, 지역의 보건의료 요구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수행 2.36 2.62 -0.92

사회적 책무성 수행 활동이 국가 또는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평가 2.29 2.65 -1.24

의과대학과 지역, 국가 기관 간의 역할 분담의 균형 2.50 2.85 -1.20

조사대상 수   14   26 　40

<표 Ⅳ-27> 소재지별(수도권·비수도권) 사회적 책무성 수행 의과대학 현재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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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Ⅳ-28> 소재지별(수도권·비수도권)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중요도-현재수준 격차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 수도권 비수도권
책무성 
선언과 
인력배출

설립이념, 사명 또는 교육목표에 사회적 책무성 명시 0.50 0.12

보건의료시스템 변화의 주체자로서 사회의 요구에 영향을 끼치는 졸업생 배출 1.50 1.31

책무성 
교육과정 
편성

국가, 지역의 보건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교육 과정 편성 1.07 1.15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또는 사회의 약
자계층을 체험할 수 있는 교과목 편성

1.00 1.08

국가, 지역의 보건의료 문제 및 건강 격차 문제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 추진 0.93 1.12

졸업생들이 진료를 하게 될 지역사회의 환자군에 대한 임상실습 수행 0.86 0.69

사회적 책무성 개념에 대한 구성원의 이해 1.43 0.92

수행조직
과 체제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수립 1.07 1.35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담당하는 전담 인력의 전문성 1.29 1.27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담당하는 위원회 또는 전담부서 구성 1.14 1.12

사회적 책무성을 강조하는 조직문화 구축 0.79 1.31

사회적 책무성 수행 활동을 평가하는 보고서 및 세미나 정기 개최 1.43 1.38

모니터링
과 평가

사회적 책무성 수행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개발 1.43 1.54

사회적 책무성 수행 모니터링 체계 구축 1.64 1.62

사회적 책무성 수행 정도를 정기적으로 평가 1.57 1.46

물리·재
정적 
환경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위한 예산 및 재원 확보 1.71 1.46

사회적 책무성 수행 관련 교육, 연구, 진료 시설 환경 1.21 1.88

사회적 책무성 수행 모델 개발(교육, 연구, 진료 분야별) 0.86 1.35

파트너간 
근접성

사회적 책무성 수행 대상(국가, 지역사회 등)과의 접근 가능성 0.71 1.46

국가, 지역사회 보건의료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 용이성 1.21 1.08

파트너십 
구축

국가,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목표 수립(취지, 목표 등의 상호인식) 1.14 1.12

국가,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 구축 1.79 1.31

파트너와
의 

상호작용

국가,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에 대한 높은 이해도 1.57 1.15

국가, 지역의 보건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졸업생의 만족도 1.07 1.19

국가,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상호간 원활한 의사소통, 정보교류 1.21 1.31

국가,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사회적 책무성 컨소시엄 정기적 개최 1.07 1.15

국가, 지역의 보건의료 요구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수행 1.57 1.50

사회적 책무성 수행 활동이 국가 또는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평가 1.57 1.50

의과대학과 지역, 국가 기관 간의 역할 분담의 균형 1.71 1.46

전체 평균 1.24 1.25

조사대상 수 1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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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IPA 매트릭스

  

  수도권 대학의 IPA 매트릭스를 살펴보면,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1순위 영역(Ⅱ-1)은 ‘국

가,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목표 수립(취지, 목표 등의 상호인식)(7.1)’, ‘국가, 지

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 구축(7.2)’, ‘의과대학과 지역, 국가 기관 간의 역

할 분담의 균형(8.7)’이다. 

  2순위 영역은 ‘좋은 임상 의사를 양성하는 것을 넘어 보건의료시스템 변화의 주체자로

서 사회의 요구에 영향을 끼치는 졸업생 배출(1.2)’이다. 3순위 영역은 ‘사회적 책무성 수

행을 담당하는 전담 인력의 전문성(3.2)’, ‘사회적 책무성 수행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

표 개발(4.1)’ 등이다.

  비수도권 대학의 IPA 매트릭스를 살펴보면,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1순위 영역(Ⅱ-1)은 

‘사회적 책무성을 강조하는 조직문화 구축(3.4)’,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위한 예산 및 

재원확보(5.1)’, ‘사회적 책무성 수행 모델 개발(교육, 연구, 진료 분야별)(5.3)’, ‘사회적 

책무성 수행 모니터링 체계 구축(4.2)’등 이다. 

   2순위 영역은 ‘좋은 임상 의사를 양성하는 것을 넘어 보건의료시스템 변화의 주체자로

서 사회의 요구에 영향을 끼치는 졸업생 배출(1.2)’ 이다. 3순위 영역은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수립(3.1)’,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담당하는 위원회 또는 전담부서 

구성(3.2)’, ‘사회적 책무성 수행 관련 교육, 연구, 진료 시설 환경(5.2)’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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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Ⅳ-29> 수도권 의과대학 IPA 매트릭스

     

    <표 Ⅳ-30> 비수도권 의과대학 IPA 매트릭스 

 

현재 수준

  낮음  높음

중요도

높음

(격차 평균이상)

7.1, 7.2, 8.7

 

(격차 평균 이하)

        -

 

(격차 평균이상)

1.2, 2.5,

 (격차 평균 이하)

1.1, 2.1, 2.2, 2.4, 

8.3

낮음

(격차 평균이상)

3.2, 3.5, 4.1, 4.2, 

4.3, 4.4, 8.5, 8.6

(격차 평균이하)

3.1, 5.1, 6.1, 8.2, 

(격차 평균이상)

    

-

(격차 평균이하)

2.3, 3.3, 3.4, 5.2, 

5.3, 6.2, 8.1

현재 수준

  낮음  높음

중요도

높음

(격차 평균이상)

3.4, 4.2, 5.1, 5.3, 

8.2, 8.7

(격차 평균 이하)

-

(격차 평균이상)

1.2

(격차 평균 이하)

1.1, 2.1, 2.2, 2.4, 

2.5, 6.1, 6.2, 7.2, 

8.3,

낮음

(격차 평균이상)

3.1, 3.2, 3.5, 4.1, 

4.3, 4.4, 5.2, 7.1, 

8.5, 8.6

(격차 평균이하)

3.3

(격차 평균이상)

     

-

(격차 평균이하)

2.3,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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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Ⅳ-10] 수도권 의과대학 IPA 매트릭스 그래프

             [그림 Ⅳ-11] 비수도권 의과대학 IPA 매트릭스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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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립연도별 (1955년 이전, 1965년~1982년, 1985년~1998년)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

성 수행 영향요인 중요도-현재수준 분석 결과

  

   (1) 중요도 (I, Importance)

  설립연도별은 1995년 이전은 A그룹, 1965년에서 1982년 사이에 설립한 의과대학은 B그

룹, 1985년에서 1998년 사이에 설립된 의과대학은 C그룹으로 지정하였다. 전반적으로 ‘B그

룹>A그룹>C그룹’ 순으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의 중요도를 높게 인식

하고 있으며, 수행 영향요인들의 중요도 평균값은 A그룹에서 4.09, B그룹에서 4.19, 뉴에서 

4.08로 나타났다. 모든 설립 년도 그룹에서 책무성 선언과 인력 배출 요인의 중요도를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중에서 ‘설립 이념, 사명 또는 교육목표에 사회적 책

무성 명시’는 A그룹에서 4.75, B그룹에서 4.71, C그룹에서 4.47이었고, ‘보건의료시스템 

변화의 주체자로서 사회의 요구에 영향을 끼치는 졸업생 배출’이 A그룹에서 4.63, B그룹에

서 4.53, C그룹에서 4.41로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 책무성 교육과정 편성 요인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였는데, ‘사회적 책무성 

수행 개념에 대한 구성원의 이해’가 A그룹에서 4.75, B그룹에서 4.33, C그룹에서 4.35이었

고, ‘국가, 지역의 보건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교육 과정 편성’이 A그룹에서 

4.63, B그룹에서 4.33, C그룹에서 4.24로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다. 단, 설립 년도에 따라 수

행 영향요인 중요도에 대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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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현재수준 (P, Performance)

  중요도와는 다르게 ‘A그룹>B그룹>C그룹’ 순으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

요인의 현재수준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행 영향요인들의 현재수준 평균

값은 A그룹에서 3.03, B그룹에서 2.84, C그룹에서 2.83로 나타나 A그룹에서는 보통 이상의 

현재수준 인식을 보였으나 B그룹과 C그룹에서는 보통 이하의 인식을 보여 설립 년도에 따

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책무성 선언과 인력 배출과 책무성 교육과정 편성 요인

의 현재수준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중에서 ‘설립이념, 사명 또는 교육목

표에 사회적 책무성 명시’가 A그룹에서 4.38, B그룹에서 4.40, C그룹에서 4.35로 나타나 가

장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다.  ‘졸업생들이 진료를 하게 될 지역사회의 환자군에 대한 임

상실습 수행’이 A그룹에서 3.88, B그룹에서 3.53, C그룹에서 3.29로 나타나 높은 평균 점수

를 보였다. 단, 설립 년도에 따라 모든  영향요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중요도와 현재수준의 격차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들의 중요도-현재수준 격차의 평균값은 A그룹

에서 1.06, B그룹에서 1.35, C그룹에서 1.25로 나타났다. 책무성 선언과 인력 배출 요인에서 

‘보건의료시스템 변화의 주체자로서 사회의 요구에 영향을 끼치는 졸업생 배출’이 A그룹

에서는 1.13, B그룹에서는 1.33, C그룹에서는 1.53의 중요도-현재수준 격차가 나타났다.

  책무성 교육과정 편성에서 ‘국가, 지역의 보건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교육 

과정 편성’은 A, B그룹에서 1.13, C그룹에서 1.12의 높은 격차를 보였고, ‘지역사회와 연

계한 교육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또는 사회의 약자계층을 체험할 수 있는 교과목 편성’과 

‘국가, 지역의 보건의료 문제 및 건강 격차 문제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 추진’, ‘졸업생

들이 진료를 하게 될 지역사회의 환자군에 대한 임상실습 수행’은 B그룹에서 가장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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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를 보였으며, ‘사회적 책무성 개념에 대한 구성원의 이해’는 A그룹에서 가장 높은 

격차를 보였다.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중요도와 현재수준 격차가 가장 큰 요인은 모니터링과 평가와 

물리·재정적 환경이었다. 모니터링과 평가에서는 ‘사회적 책무성 수행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개발’이 B그룹에서 가장 높은 격차를 보였고, ‘사회적 책무성 수행 모니터링 

체계 구축’은 A그룹에서 가장 높은 격차를 보였고, ‘사회적 책무성 수행 정도를 정기적

으로 평가’는 C그룹에서 가장 높은 격차를 보였다.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위한 예산 및 

재원 확보’는 A그룹에서 가장 높은 격차를 보였으며, ‘사회적 책무성 수행 관련 교육, 연

구, 진료 시설 환경’, ‘사회적 책무성 수행 모델 개발(교육, 연구, 진료 분야별)’은 B그룹

에서 가장 높은 격차를 보였다.

  파트너간 근접성, 파트너십 구축, 파트너와의 상호작용 요인에서는 B그룹이 높은 격차를 

보였고, 그 중에서 ‘사회적 책무성 수행 대상과의 접근 가능성’, ‘국가, 지역사회 보건의

료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 용이성’, ‘국가,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목표 

수립’, ‘국가,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에 대한 높은 이해도’, ‘국가, 지역의 보건의

료기관에서 일하는 졸업생의 만족도’, ‘국가,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상호간 원활한 

의사소통, 정보교류’, ‘국가,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사회적 책무성 컨소시엄 정기적 

개최’, ‘국가, 지역의 보건의료 요구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수행’, ‘사회적 책무성 

수행활동이 국가 또는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평가’가 B그룹에서 높은 격차

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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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 A그룹 B그룹 C그룹 F

책무성 
선언과 
인력배출

설립이념, 사명 또는 교육목표에 사회적 책무성 명시 4.75 4.73 4.47 1.51

보건의료시스템 변화의 주체자로서 사회의 요구에 영향을 끼치는 졸업생 배출 4.63 4.53 4.41 0.43

책무성 
교육과정 
편성

국가, 지역의 보건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교육 과정 편성 4.63 4.33 4.24 0.95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또는 사회의 
약자계층을 체험할 수 있는 교과목 편성

4.13 4.33 4.18 0.43

국가, 지역의 보건의료 문제 및 건강 격차 문제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 추진 4.00 4.27 4.00 0.65

졸업생들이 진료를 하게 될 지역사회의 환자군에 대한 임상실습 수행 4.38 4.40 4.06 1.09

사회적 책무성 개념에 대한 구성원의 이해 4.75 4.33 4.35 1.05

수행조직
과 체제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수립 4.00 3.87 3.94 0.08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담당하는 전담 인력의 전문성 4.13 3.80 3.94 0.37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담당하는 위원회 또는 전담부서 구성 4.00 3.80 4.00 0.38

사회적 책무성을 강조하는 조직문화 구축 4.00 4.13 4.12 0.11

사회적 책무성 수행 활동을 평가하는 보고서 및 세미나 정기 개최 4.00 3.80 3.94 0.28

모니터링
과 평가

사회적 책무성 수행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개발 3.75 4.07 4.06 0.67

사회적 책무성 수행 모니터링 체계 구축 3.88 4.07 4.18 0.50

사회적 책무성 수행 정도를 정기적으로 평가 3.75 4.07 4.06 0.67

물리·재
정적 
환경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위한 예산 및 재원 확보 4.00 4.53 4.12 1.90

사회적 책무성 수행 관련 교육, 연구, 진료 시설 환경 3.88 4.20 3.82 1.05

사회적 책무성 수행 모델 개발(교육, 연구, 진료 분야별) 3.75 4.07 3.94 0.33

파트너간 
근접성

사회적 책무성 수행 대상(국가, 지역사회 등)과의 접근 가능성 4.00 4.20 3.94 0.60

국가, 지역사회 보건의료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 용이성 4.13 4.20 4.12 0.60

파트너십 
구축

국가,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목표 수립(취지, 목표 등의 상호인식) 4.13 4.20 4.06 0.15

국가,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 구축 4.13 4.27 4.24 0.12

파트너와
의 

상호작용

국가,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에 대한 높은 이해도 3.88 4.33 4.00 1.41

국가, 지역의 보건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졸업생의 만족도 4.00 4.13 4.06 0.09

국가,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상호간 원활한 의사소통, 정보교류 4.00 4.33 4.12 0.83

국가,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사회적 책무성 컨소시엄 정기적 개최 3.88 3.87 3.82 0.02

국가, 지역의 보건의료 요구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수행 4.00 4.13 4.00 0.16

사회적 책무성 수행 활동이 국가 또는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평가 4.00 4.27 3.88 1.19

의과대학과 지역, 국가 기관 간의 역할 분담의 균형 4.13 4.27 4.35 0.27

조사대상 수 8 15 17  40　

 <표 Ⅳ-31> 설립연도별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중요도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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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 A그룹 B그룹 C그룹 F

책무성 
선언과 
인력배출

설립이념, 사명 또는 교육목표에 사회적 책무성 명시 4.38 4.40 4.35 0.01

보건의료시스템 변화의 주체자로서 사회의 요구에 영향을 끼치는 졸업생 배출 3.50 3.20 2.88 1.45

책무성 
교육과정 
편성

국가, 지역의 보건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교육 과정 편성 3.50 3.20 3.12 0.50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또는 사회의 
약자계층을 체험할 수 있는 교과목 편성

3.38 3.00 3.24 0.58

국가, 지역의 보건의료 문제 및 건강 격차 문제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 추진 3.75 3.00 2.76 2.70

졸업생들이 진료를 하게 될 지역사회의 환자군에 대한 임상실습 수행 3.88 3.53 3.29 2.14

사회적 책무성 개념에 대한 구성원의 이해 3.38 3.40 3.24 0.24

수행조직
과 체제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수립 2.88 2.73 2.53 0.42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담당하는 전담 인력의 전문성 3.00 2.53 2.59 0.53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담당하는 위원회 또는 전담부서 구성 2.88 2.80 2.76 0.03

사회적 책무성을 강조하는 조직문화 구축 3.00 2.87 3.06 0.16

사회적 책무성 수행 활동을 평가하는 보고서 및 세미나 정기 개최 3.00 2.33 2.41 2.01

모니터링
과 평가

사회적 책무성 수행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개발 2.25 2.53 2.59 0.38

사회적 책무성 수행 모니터링 체계 구축 2.25 2.60 2.41 0.38

사회적 책무성 수행 정도를 정기적으로 평가 2.50 2.53 2.47 0.02

물리·재
정적 
환경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위한 예산 및 재원 확보 2.50 2.67 2.59 0.07

사회적 책무성 수행 관련 교육, 연구, 진료 시설 환경 2.88 2.67 2.88 0.19

사회적 책무성 수행 모델 개발(교육, 연구, 진료 분야별) 2.75 2.73 2.76 0.00

파트너간 
근접성

사회적 책무성 수행 대상(국가, 지역사회 등)과의 접근 가능성 3.25 2.80 2.88 0.69

국가, 지역사회 보건의료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 용이성 3.50 2.80 3.00 1.31

파트너십 
구축

국가,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목표 수립(취지, 목표 등의 상호인식) 2.75 2.73 2.53 0.22

국가,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 구축 3.13 2.73 3.00 0.53

파트너와
의 

상호작용

국가,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에 대한 높은 이해도 3.13 2.87 2.94 0.17

국가, 지역의 보건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졸업생의 만족도 3.00 2.60 2.88 0.57

국가,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상호간 원활한 의사소통, 정보교류 3.25 3.00 3.00 0.24

국가,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사회적 책무성 컨소시엄 정기적 개최 2.13 2.27 2.41 0.37

국가, 지역의 보건의료 요구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수행 2.75 2.47 2.47 0.34

사회적 책무성 수행 활동이 국가 또는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평가 2.50 2.60 2.47 0.08

의과대학과 지역, 국가 기관 간의 역할 분담의 균형 3.00 2.67 2.65 0.48

조사대상 수 8 15 17 40　

 <표 Ⅳ-32>  설립연도별 사회적 책무성 수행 의과대학 현재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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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Ⅳ-33>  설립연도별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 중요도-현재수준 격차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 A그룹 B그룹 C그룹

책무성 
선언과 
인력배출

설립이념, 사명 또는 교육목표에 사회적 책무성 명시 0.38 0.33 0.12

보건의료시스템 변화의 주체자로서 사회의 요구에 영향을 끼치는 졸업생 배출 1.13 1.33 1.53

책무성 
교육과정 
편성

국가, 지역의 보건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교육 과정 편성 1.13 1.13 1.12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또는 사회의 약
자계층을 체험할 수 있는 교과목 편성

0.75 1.33 0.94

국가, 지역의 보건의료 문제 및 건강 격차 문제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 추진 0.25 1.27 1.24

졸업생들이 진료를 하게 될 지역사회의 환자군에 대한 임상실습 수행 0.50 0.87 0.76

사회적 책무성 개념에 대한 구성원의 이해 1.38 0.93 1.12

수행조직
과 체제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수립 1.13 1.13 1.41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담당하는 전담 인력의 전문성 1.13 1.27 1.35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담당하는 위원회 또는 전담부서 구성 1.13 1.00 1.24

사회적 책무성을 강조하는 조직문화 구축 1.00 1.27 1.06

사회적 책무성 수행 활동을 평가하는 보고서 및 세미나 정기 개최 1.00 1.47 1.53

모니터링
과 평가

사회적 책무성 수행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개발 1.50 1.53 1.47

사회적 책무성 수행 모니터링 체계 구축 1.63 1.47 1.76

사회적 책무성 수행 정도를 정기적으로 평가 1.25 1.53 1.59

물리·재
정적 
환경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위한 예산 및 재원 확보 1.75 1.60 1.41

사회적 책무성 수행 관련 교육, 연구, 진료 시설 환경 1.50 1.87 1.53

사회적 책무성 수행 모델 개발(교육, 연구, 진료 분야별) 1.00 1.53 0.94

파트너간 
근접성

사회적 책무성 수행 대상(국가, 지역사회 등)과의 접근 가능성 1.00 1.33 1.18

국가, 지역사회 보건의료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 용이성 0.75 1.40 1.06

파트너십 
구축

국가,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목표 수립(취지, 목표 등의 상호인식) 0.63 1.40 1.12

국가,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 구축 1.38 1.47 1.53

파트너와
의 

상호작용

국가,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에 대한 높은 이해도 1.00 1.53 1.24

국가, 지역의 보건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졸업생의 만족도 0.75 1.47 1.06

국가,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상호간 원활한 의사소통, 정보교류 1.00 1.53 1.18

국가,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사회적 책무성 컨소시엄 정기적 개최 0.75 1.33 1.12

국가, 지역의 보건의료 요구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수행 1.25 1.67 1.53

사회적 책무성 수행 활동이 국가 또는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평가 1.50 1.67 1.41

의과대학과 지역, 국가 기관 간의 역할 분담의 균형 1.13 1.60 1.71

조사대상 수 8 1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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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IPA 매트릭스

  A그룹의 IPA 매트릭스를 살펴보면,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1순위 영역(Ⅱ-1)은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담당하는 전담 인력의 전문성(3.2)’, ‘국가,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목표 수립(취지, 목표 등의 상호인식)(7.1)’, ‘의과대학과 지역, 국가 기관 간의 역할 분담

의 균형(8.7)’이다. 

  2순위 영역은 ‘보건의료시스템 변화의 주체자로서 사회의 요구에 영향을 끼치는 졸업생 

배출(1.2)’, ‘국가, 지역의 보건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교육 과정 편성(2.1)’, 

‘사회적 책무성 개념에 대한 구성원의 이해(2.5)’이다. 3순위 영역은‘사회적 책무성 수행

을 위한 조직체계 수립(3.1)’,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담당하는 위원회 또는 전담부서 구

성(3.3)’, ‘사회적 책무성 수행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개발(4.1)’, ‘사회적 책무성 

수행 모니터링 체계 구축(4.2)’ 등이다. 

  B그룹의 IPA 매트릭스를 살펴보면,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1순위 영역(Ⅱ-1)은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위한 예산 및 재원 확보(5.1)’, ‘사회적 책무성 수행 관련 교육, 연구, 진료 

시설 환경(5.2)’, ‘사회적 책무성 수행 대상(국가, 지역사회 등)과의 접근 가능성(6.1)’, 

‘국가, 지역사회 보건의료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 용이성(6.2)’, ‘국가,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목표 수립(취지, 목표 등의 상호인식)(7.1)’이다. 

  2순위 영역은 ‘국가,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에 대한 높은 이해도(8.1)’이다. 3순위 영

역은 ‘사회적 책무성 수행 활동을 평가하는 보고서 및 세미나 정기 개최(3.5)’, ‘사회적 

책무성 수행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개발(4.1)’, ‘사회적 책무성 수행 모니터링 체계 

구축(4.2)’ 등이다. 

  C그룹의 IPA 매트릭스를 살펴보면,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1순위 영역(Ⅱ-1)은 ‘사회적 

책무성 수행 모니터링 체계 구축(4.2)’,‘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위한 예산 및 재원 확보

(5.1), ‘의과대학과 지역, 국가 기관 간의 역할 분담의 균형(8.7)’이다. 

  2순위 영역은 ‘보건의료시스템 변화의 주체자로서 사회의 요구에 영향을 끼치는 졸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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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1.2)’이다. 3순위 영역은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수립(3.1)’,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담당하는 전담 인력의 전문성(3.2)’, ‘사회적 책무성 수행 활동을 평가하는 

보고서 및 세미나 정기 개최(3.5)’ 등이다.

   <표 Ⅳ-34> A그룹(1955년 이전) IPA 매트릭스

현재 수준

  낮음  높음

중요도

높음

(격차 평균이상)

3.2, 7.1, 8.7

(격차 평균 이하) (격차 평균이상)

1.2, 2.1, 2.5

(격차 평균 이하)

1.1, 2.2, 2.4, 6.2, 
7.2, 

낮음

(격차 평균이상)

3.1, 3.3, 4.1, 4.2, 
4.3, 4.4, 5.1, 8.5, 

8.6

(격차 평균이하)

3.4, 3.5, 5.2, 5.3, 
8.2 

(격차 평균이상)
     

-

(격차 평균이하)

2.3, 6.1, 8.1, 8.3

현재 수준

  낮음  높음

중요도

높음

(격차 평균이상)

5.1, 5.2, 6.1, 6.2, 
7.1, 7.2, 8.6, 8.7

(격차 평균 이하)
-

(격차 평균이상)

8.1

(격차 평균 이하)

1.1, 1.2, 2.1, 2.2, 
2.3, 2.4, 2.5, 8.3

낮음

(격차 평균이상)

3.5, 4.1, 4.2, 4.3, 
4.4  8.2, 8.5 

(격차 평균이하)

3.1, 3.2, 3.3, 5.3

(격차 평균이상)
     

-

(격차 평균이하)

3.4

<표 Ⅳ-35> B그룹(1965년~1982년) IPA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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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Ⅳ-12] A그룹(1955년 이전) IPA 매트릭스 그래프

현재 수준

  낮음  높음

중요도

높음

(격차 평균이상)

4.2, 5.1, 8.7

(격차 평균 이하)
-

(격차 평균이상)

1.2

(격차 평균 이하)

1.1, 2.1, 2.5, 3.4, 
6.2, 7.2, 8.3,

낮음

(격차 평균이상)

3.1, 3.2, 3.5, 4.1, 
4.3, 4.4, 7.1, 8.5, 

8.6

(격차 평균이하)

2.3, 3.3, 5.3

(격차 평균이상)
     

-

(격차 평균이하)

2.4, 5.2, 6.1, 8.1 
8.2, 

<표 Ⅳ-36> C그룹(1985년~1998년) IPA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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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Ⅳ-13] B그룹(1965년~1982년) IPA 매트릭스 그래프

                 [그림 Ⅳ-14] C그룹(1985년~1998년) IPA 매트릭스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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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군집 유형별(선도형, 성장형, 잠재형 대학)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

무성 수행 영향요인 중요도-현재수준 분석 결과

    (1) 중요도 (I, Importance)

     전반적으로 ‘선도형>성장형>잠재형’ 순으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

요인의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수행 영향요인들의 중요도 평균값은 선도형 대학에

서 4.43, 성장형 대학에서 4.16, 뉴에서 3.96으로 나타났다. 모든 대학 유형(선도형, 성장형, 

잠재형)에서 책무성 선언과 인력 배출의 중요도를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중에서 선도형 대학(4.80)은 ‘설립이념, 사명 또는 교육목표에 사회적 책무성 명시’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성장형 대학(4.67)과 잠재형 대학(4.50)도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

다. 

  통계적 유의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책무성 교육과정 편성에서 ‘국가, 지역의 보건의

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 편성’이 평균적으로 선도형 대학(4.60)과 성장

형 대학(4.52)이 잠재형 대학(4.00)에 비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F=3.41, p<.05),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또는 사회의 약자계층을 체험할 수 있는 

교과목 편성’이 평균적으로 선도형 대학(4.40)과 성장형 대학(4.43)이 잠재형 대학(3.86)에 

비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F=5.37, p<.01), ‘졸업생들이 진료를 하게 될 지역

사회의 환자군에 대한 임상실습 수행’이 평균적으로 선도형 대학(4.60)과 성장형 대학(4.52)

이 잠재형 대학(3.71)에 비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8.63,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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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현재수준 (P, Performance)

  중요도과 마찬가지로 ‘선도형>성장형>잠재형’ 순으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의 현재수준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행 영향요인들의 현재수준 

평균값은 선도형 대학에서 3.60, 성장형 대학에서 2.85, 잠재형 대학에서 2.66으로 나타나 

선도형 대학에서는 보통 이상의 현재수준 인식을 보였으나 성장형 대학과 잠재형 대학에서

는 보통 이하의 인식을 보여 군집 대학 유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대학 유형(선도형, 성장형, 잠재형)에서 책무성 선언과 인력 배출 요인 중 ‘설립이념, 사명 

또는 교육목표에 사회적 책무성 명시’가 높은 현재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그 외의 모든 

영역에서는 대학 유형별(선도형, 성장형, 잠재형)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통계적 유의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책무성 선언과 인력 배출에서 ‘보건의료시스템 

변화의 주체자로서 사회의 요구에 영향을 끼치는 졸업생 배출’은 평균적으로 선도형 대학

(3.60)과 성장형 대학(3.24)이 잠재형 대학(2.79)에 비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4.82, p<.05).

  ‘국가, 지역의 보건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 편성’이 평균적으로 선

도형 대학(4.00)이 성장형 대학(3.24), 잠재형 대학(2.93)에 비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F=8.83, p<.01),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또는 사회의 약자

계층을 체험할 수 있는 교과목 편성’이 평균적으로 선도형 대학(3.40)과 성장형 대학(3.33)

이 잠재형 대학(2.86)에 비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F=10.80, p<.001), ‘국가, 

지역의 보건의료 문제 및 건강 격차 문제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 추진’이 평균적으로 선도

형 대학(3.20)이 성장형 대학(3.05)과 잠재형 대학(3.00)에 비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F=8.59, p<.01), ‘졸업생들이 진료를 하게 될 지역사회의 환자군에 대한 임상실습 수

행’이 평균적으로 선도형 대학(3.60)이 성장형 대학(3.52)과 잠재형 대학(3.43)에 비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8.89, p<.01).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수립’은 평균적으로 선도형 대학(3.60)이 성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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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2.57)과 잠재형 대학(2.50)에 비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F=26.34, p<.001),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담당하는 위원회 또는 전담부서 구성’은 평균적으로 선도형 대학

(3.40)이 성장형 대학(2.81)과 잠재형 대학(2.57)에 비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F=24.92, p<.01), ‘사회적 책무성 수행 모니터링 체계 구축’은 평균적으로 선도형 대학

(3.60)이 성장형 대학(2.43)과 잠재형 대학(2.64)에 비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F=26.08, p<.01), ‘사회적 책무성을 강조하는 조직문화 구축’은 평균적으로 선도형 대학

(3.40)이 성장형 대학(2.90)과 잠재형 대학(2.14)에 비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F=17.45, p<.001), ‘사회적 책무성 수행 활동을 평가하는 보고서 및 세미나 정기 개최’도 

평균적으로 선도형 대학(3.20)이 성장형 대학(2.57)과 잠재형 대학(2.14)에 비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16.92, p<.001).

  모니터링과 평가, 물리·재정적 환경, 파트너간 근접성, 파트너십 구축, 파트너와의 상호

작용 요인의 모든 세부 요인에서 선도형 대학이 성장형 대학과 잠재형 대학보다 높은 현재

수준을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 중 ‘사회적 책무성 수행 대상(국가, 

지역사회 등)과의 접근 가능성’은 평균적으로 선도형 대학(4.00)이 성장형 대학(2.90)과 잠

재형 대학(2.57)에 비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F=19.54, p<.001), ‘국가,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목표 수립(취지, 목표 등의 상호인식)’도 평균적으로 선도형 대학

(3.80)이 성장형 대학(2.48)과 잠재형 대학(2.57)에 비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F=15.53, p<.001), ‘국가,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 구축’도 평균적으로 선

도형 대학(3.80)이 성장형 대학(2.76)과 잠재형 대학(2.86)에 비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10.23, p<.001). 

  ‘국가,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에 대한 높은 이해도’는 평균적으로 선도형 대학(3.80)이 

성장형 대학(2.95)과 잠재형 대학(2.64)에 비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F=27.13, 

p<.001), ‘국가, 지역의 보건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졸업생의 만족도’도 평균적으로 선도형 

대학(3.80)이 성장형 대학(2.67)과 잠재형 대학(2.64)에 비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

고(F=12.29, p<.001), ‘국가,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상호간 원활한 의사소통, 정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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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도 평균적으로 선도형 대학(4.00)이 성장형 대학(2.90)과 잠재형 대학(2.93)에 비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24.19, p<.001).

 (3) 중요도와 현재수준의 격차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들의 중요도-현재수준 격차의 평균값은 선도형 

대상에서 0.83, 성장형 대학에서 1.32, 잠재형 대학에서 1.30으로 나타났다. 책무성선언과 인

력 배출 요인 중에서 ‘보건의료시스템 변화의 주체자로서 사회의 요구에 영향을 끼치는 

졸업생 배출’에서 잠재형 대학이 (1.64) 가장 높은 격차를 보였다.

  책무성 교육과정 편성에서 ‘국가, 지역의 보건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교육 

과정 편성’은 성장형 대학(1.29)에서 가장 높은 격차를 보였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또는 사회의 약자계층을 체험할 수 있는 교과목 편성’과 ‘졸업생

들이 진료를 하게 될 지역사회의 환자군에 대한 임상실습 수행’, ‘사회적 책무성 개념에 

대한 구성원의 이해’는 성장형 대학에서 가장 높은 격차를 보였다.  

  수행조직과 체제 요인에서는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수립’과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담당하는 위원회 또는 전담부서 구성’, ‘사회적 책무성 수행 활동을 평가

하는 보고서 및 세미나 정기 개최’는 잠재형 대학에서 가장 높은 격차를 보였고, ‘사회적 

책무성 수행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사회적 책무성을 강조하는 조직문화 구축’은 성장

형 대학에서 가장 높은 격차를 보였다. 

  모니터링과 평가에서‘사회적 책무성 수행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개발’과 ‘사회

적 책무성 수해 모니터링 체계 구축’, ‘사회적 책무성 수행 정도를 정기적으로 평가’모

두 잠재형 대학에서 가장 높은 격차를 보였다. 

  물리·재정적 환경에서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위한 예산 및 재원 확보’, ‘사회적 책

무성 수행 관련 교육, 연구, 진료 시설 환경’, ‘사회적 책무성 수행 모델 개발(교육, 연구, 

진료 분야별)’은 잠재형 대학에서 가장 높은 격차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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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너간 근접성과 파트너십 구축 요인 모두 선도형 대학에 비해 성장형 대학, 잠재형 대

학에서 높은 격차를 보였다. 반면, 파트너와의 상호작용 요인에서 ‘국가, 지역의 주요 이해

관계자와의 사회적 책무성 컨소시엄 정기적 개최’, ‘국가, 지역의 보건의료 요구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수행’, ‘의과대학과 지역, 국가 기관 간의 역할 분담의 균형’은 선도

형, 성장형, 잠재형 대학 모두 1점 이상의 격차 평균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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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7> 군집유형 별(선도형·성장형·잠재형)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중요도 인식

*p<.05 **p<.01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 선도형 성장형 잠재형 F

책무성 
선언과 
인력배출

설립이념, 사명 또는 교육목표에 사회적 책무성 명시 4.80 4.67 4.50 0.84

보건의료시스템 변화의 주체자로서 사회의 요구에 영향을 끼치는 졸업생 배출 4.80 4.48 4.43 0.86

책무성 
교육과정 
편성

국가, 지역의 보건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교육 과정 편성 4.60 4.52 4.00 3.41*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또는 사회의 
약자계층을 체험할 수 있는 교과목 편성

4.40 4.43 3.86 5.37**

국가, 지역의 보건의료 문제 및 건강 격차 문제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 추진 4.40 4.19 3.86 1.48

졸업생들이 진료를 하게 될 지역사회의 환자군에 대한 임상실습 수행 4.60 4.52 3.71 8.63**

사회적 책무성 개념에 대한 구성원의 이해 4.60 4.62 4.07 2.92

수행조
직과 
체제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수립 4.20 3.90 3.86 0.37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담당하는 전담 인력의 전문성 4.40 4.05 3.57 2.31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담당하는 위원회 또는 전담부서 구성 4.40 3.90 3.79 1.50

사회적 책무성을 강조하는 조직문화 구축 4.40 4.14 3.93 1.00

사회적 책무성 수행 활동을 평가하는 보고서 및 세미나 정기 개최 4.20 3.90 3.79 0.69

모니터
링과 
평가

사회적 책무성 수행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개발 4.60 3.95 3.86 2.49

사회적 책무성 수행 모니터링 체계 구축 4.60 4.10 3.86 2.27

사회적 책무성 수행 정도를 정기적으로 평가 4.40 3.95 3.93 1.00

물리·
재정적 
환경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위한 예산 및 재원 확보 4.40 4.19 4.29 0.18

사회적 책무성 수행 관련 교육, 연구, 진료 시설 환경 4.40 4.00 3.79 1.22

사회적 책무성 수행 모델 개발(교육, 연구, 진료 분야별) 4.40 3.90 3.86 0.76

파트너간 
근접성

사회적 책무성 수행 대상(국가, 지역사회 등)과의 접근 가능성 4.40 4.10 3.86 1.30

국가, 지역사회 보건의료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 용이성 4.40 4.29 3.86 2.04

파트너
십 구축

국가,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목표 수립(취지, 목표 등의 상호인식) 4.20 4.14 4.07 0.07

국가,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 구축 4.40 4.24 4.14 0.28

파트너
와의 
상호작
용

국가,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에 대한 높은 이해도 4.40 4.10 4.00 0.58

국가, 지역의 보건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졸업생의 만족도 4.40 4.10 3.93 0.71

국가,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상호간 원활한 의사소통, 정보교류 4.40 4.10 4.21 0.49

국가,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사회적 책무성 컨소시엄 정기적 개최 4.20 3.81 3.79 0.71

국가, 지역의 보건의료 요구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수행 4.40 4.14 3.79 1.81

사회적 책무성 수행 활동이 국가 또는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평가 4.20 4.10 3.93 0.34

의과대학과 지역, 국가 기관 간의 역할 분담의 균형 4.60 4.24 4.21 0.58

조사대상 수 5 21 14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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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8> 군집유형 별(선도형·성장형·잠재형) 사회적 책무성 수행 의과대학 현재수준

 *p<.05 **p<.01 ***p<.001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 선도형 성장형 잠재형 F

책무성 
선언과 
인력배출

설립이념, 사명 또는 교육목표에 사회적 책무성 명시 4.60 4.24 4.50 2.42

보건의료시스템 변화의 주체자로서 사회의 요구에 영향을 끼치는 졸업생 배출 3.60 3.24 2.79 4.82*

책무성 
교육과정 
편성

국가, 지역의 보건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교육 과정 편성 4.00 3.24 2.93 8.83**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또는 사회
의 약자계층을 체험할 수 있는 교과목 편성

3.40 3.33 2.86 10.80***

국가, 지역의 보건의료 문제 및 건강 격차 문제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 추진 3.20 3.05 3.00 8.59**

졸업생들이 진료를 하게 될 지역사회의 환자군에 대한 임상실습 수행 3.60 3.52 3.43 5.99**

사회적 책무성 개념에 대한 구성원의 이해 3.80 3.24 3.29 8.89**

수행조직
과 체제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수립 3.60 2.57 2.50 26.34***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담당하는 전담 인력의 전문성 3.40 2.81 2.57 24.92**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담당하는 위원회 또는 전담부서 구성 3.60 2.43 2.64 26.08**

사회적 책무성을 강조하는 조직문화 구축 3.40 2.90 2.93 17.45***

사회적 책무성 수행 활동을 평가하는 보고서 및 세미나 정기 개최 3.20 2.57 2.14 16.92***

모니터링
과 평가

사회적 책무성 수행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개발 3.20 2.52 2.21 12.07**

사회적 책무성 수행 모니터링 체계 구축 3.40 2.48 2.07 19.26**

사회적 책무성 수행 정도를 정기적으로 평가 3.20 2.62 2.07 11.83**

물리·재
정적 
환경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위한 예산 및 재원 확보 3.40 2.67 2.21 16.76**

사회적 책무성 수행 관련 교육, 연구, 진료 시설 환경 3.60 2.90 2.36 24.31**

사회적 책무성 수행 모델 개발(교육, 연구, 진료 분야별) 3.60 2.81 2.36 16.96**

파트너간 
근접성

사회적 책무성 수행 대상(국가, 지역사회 등)과의 접근 가능성 4.00 2.90 2.57 19.54***

국가, 지역사회 보건의료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 용이성 4.00 3.05 2.64 18.73***

파트너십 
구축

국가,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목표 수립(취지, 목표 등의 상호인식) 3.80 2.48 2.50 15.53***

국가,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 구축 3.80 2.76 2.86 10.23***

파트너와
의 

상호작용

국가,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에 대한 높은 이해도 3.80 2.95 2.64 27.13***

국가, 지역의 보건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졸업생의 만족도 3.80 2.67 2.64 12.29***

국가,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상호간 원활한 의사소통, 정보교류 4.00 2.90 2.93 24.19***

국가,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사회적 책무성 컨소시엄 정기적 개최 3.20 2.19 2.14 12.61***

국가, 지역의 보건의료 요구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수행 3.20 2.48 2.36 16.48***

사회적 책무성 수행 활동이 국가 또는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평가 3.40 2.38 2.43 25.43***

의과대학과 지역, 국가 기관 간의 역할 분담의 균형 3.60 2.67 2.50 28.17***

조사대상 수 5 21 14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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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9> 군집유형 별(선도형·성장형·잠재형)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중요도-현재수준 격차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 선도형 성장형 잠재형

책무성 
선언과 
인력배출

설립이념, 사명 또는 교육목표에 사회적 책무성 명시 0.20 0.43 0.00

보건의료시스템 변화의 주체자로서 사회의 요구에 영향을 끼치는 졸업생 배출 1.20 1.24 1.64

책무성 
교육과정 
편성

국가, 지역의 보건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교육 과정 편성 0.60 1.29 1.07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또는 사회
의 약자계층을 체험할 수 있는 교과목 편성

1.00 1.10 1.00

국가, 지역의 보건의료 문제 및 건강 격차 문제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 추진 1.20 1.14 0.86

졸업생들이 진료를 하게 될 지역사회의 환자군에 대한 임상실습 수행 1.00 1.00 0.29

사회적 책무성 개념에 대한 구성원의 이해 0.80 1.38 0.79

수행조직
과 체제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수립 0.60 1.33 1.36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담당하는 전담 인력의 전문성 1.00 1.10 1.21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담당하는 위원회 또는 전담부서 구성 0.80 1.62 0.93

사회적 책무성을 강조하는 조직문화 구축 1.00 1.24 1.00

사회적 책무성 수행 활동을 평가하는 보고서 및 세미나 정기 개최 1.00 1.33 1.64

모니터링
과 평가

사회적 책무성 수행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개발 1.40 1.43 1.64

사회적 책무성 수행 모니터링 체계 구축 1.20 1.62 1.79

사회적 책무성 수행 정도를 정기적으로 평가 1.20 1.33 1.86

물리·재
정적 환경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위한 예산 및 재원 확보 1.00 1.52 2.07

사회적 책무성 수행 관련 교육, 연구, 진료 시설 환경 0.80 1.10 1.43

사회적 책무성 수행 모델 개발(교육, 연구, 진료 분야별) 0.80 1.10 1.50

파트너간 
근접성

사회적 책무성 수행 대상(국가, 지역사회 등)과의 접근 가능성 0.40 1.19 1.29

국가, 지역사회 보건의료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 용이성 0.40 1.24 1.21

파트너십 
구축

국가,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목표 수립(취지, 목표 등의 상호인식) 0.40 1.67 1.57

국가,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 구축 0.60 1.48 1.29

파트너와
의 

상호작용

국가,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에 대한 높은 이해도 0.60 1.14 1.36

국가, 지역의 보건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졸업생의 만족도 0.60 1.43 1.29

국가,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상호간 원활한 의사소통, 정보교류 0.40 1.19 1.29

국가,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사회적 책무성 컨소시엄 정기적 개최 1.00 1.62 1.64

국가, 지역의 보건의료 요구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수행 1.20 1.67 1.43

사회적 책무성 수행 활동이 국가 또는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평가 0.80 1.71 1.50

의과대학과 지역, 국가 기관 간의 역할 분담의 균형 1.00 1.57 1.71

조사대상 수 5 21 14



- 214 -

   (4) IPA 매트릭스

   선도형 대학의 IPA 매트릭스를 살펴보면,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1순위 영역(Ⅱ-1)은 

‘사회적 책무성 수행(계획, 실행, 평가)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4.1)’, ‘사회적 책

무성 수행을 담당하는 전담 인력의 전문성(4.2)’이다. 

   3순위 영역은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담당하는 위원회 또는 전담부서 구성(2.2)’, ‘사

회적 책무성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수립(2.3)’, ‘취약계층 또는 사회적 약자계층 학생들을 

선발하는 정책(3.3)’, ‘취약계층 또는 사회적 약자계층 학생들을 선발하는 정책(3.4)’ 등

이다. 

   성장형 대학의 IPA 매트릭스를 살펴보면,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1순위 영역(Ⅱ-1)은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위한 예산 및 재원 확보(5.1)’, ‘국가,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와의 파트너십 구축(7.2)’, ‘국가,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에 대한 높은 이해도(8.7)’이다. 

  2순위 영역은 ‘사회적 책무성 수행의 중요성에 대한 구성원 공감(2.5)’이다. 3순위 영역

은 ‘사회적 책무성 수행(계획, 실행, 평가)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3.1)’, ‘사회적 

책무성 수행에 대한 유무형의 인센티브(업적평가포함)(3.2)’, ‘사회적 책무성 수행 관련 교

육, 연구, 진료 시설 환경(3.5)’ 등이다. 

  잠재형 대학의 IPA 매트릭스를 살펴보면,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1순위 영역(Ⅱ-1)은 ‘사

회적 책무성 수행을 위한 예산 및 재원 확보(5.1)’,‘국가,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목표 수립(취지, 목표 등의 상호인식)(7.1), ‘국가,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에 대한 높은 이

해도(8.1)’이다. 

  2순위 영역은 ‘보건의료시스템 변화의 주체자로서 사회의 요구에 영향을 끼치는 졸업생 

배출(1.2)’이다. 3순위 영역은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수립(3.1)’, ‘사회적 

책무성 수행 활동을 평가하는 보고서 및 세미나 정기 개최(3.5)’, ‘사회적 책무성 수행 정

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개발(4.1)’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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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Ⅳ-40> 선도형 대학 IPA 매트릭스

현재 수준

  낮음  높음

중요도

높음

(격차 평균이상)

     4.1, 4.2

(격차 평균 이하)

-

(격차 평균이상)

-

(격차 평균 이하)

1.1, 2.1, 2.5

낮음

(격차 평균이상)

2.2, 2.3, 3.3, 3.4, 
3.5, 4.3, 5.1, 8.4, 

8.5

(격차 평균이하)

           8..6

(격차 평균이상)
     

-

(격차 평균이하)

6.1, 6.2, 7.1, 7.2, 
8.1, 8.2, 8.3

현재 수준

  낮음  높음

중요도

높음

(격차 평균이상)

5.1, 7.2, 8.7

(격차 평균 이하)

-

(격차 평균이상)

2.5

(격차 평균 이하)

1.1, 1.2, 2.1, 2.2, 

2.3, 2.4, 6.2

낮음

(격차 평균이상)

3.1, 3.2, 3.5, 4.1, 

4.2, 4.3, 7.1, 8.2, 

8.4, 8.5. 8.6

(격차 평균이하)

3.3, 5.3

(격차 평균이상)

     

-

(격차 평균이하)

3.4, 5.2, 6.1, 8.1, 

8.3

<표 Ⅳ-41> 성장형 대학 IPA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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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Ⅳ-15] 선도형 대학 IPA 매트릭스 그래프

현재 수준

  낮음  높음

중요도

높음

(격차 평균이상)

5.1, 7.1, 8.1

(격차 평균 이하)

-

(격차 평균이상)

1.2

(격차 평균 이하)

1.1, 2.1, 2.5, 7.2, 

8.3

낮음

(격차 평균이상)

3.1, 3.5, 4.1, 4.2, 

4.3, 5.2, 5.3, 8.4, 

8.5, 8.6

(격차 평균이하)

3.2, 3.3, 6.1, 6.2, 

8.2

(격차 평균이상)

     

-

(격차 평균이하)

2.2, 2.3, 2.4, 3.4

 <표 Ⅳ-42> 잠재형 대학 IPA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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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Ⅳ-16] 성장형 대학 IPA 매트릭스 그래프

                   [그림 Ⅳ-17] 잠재형 대학 IPA 매트릭스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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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위한 측정지표 개발 결과분석 

  1) 「ASK2019」기준을 사회적 책무성 그리드 모형으로 분류한 결과 분석

   (1) 「ASK2019」기준을 사회적 책무성 그리드 모형과 내용, 과정, 결과로 분류한 결과 분석

 

  한국 의과대학 평가인증 기준인 「ASK2019」기준 중 사회적 책무성을 반영한 기준을 사

회적 책무성 그리드 모형으로 분류하기 위해 4명의 전문가 집단에게 3차례 의견을 수렴하였

다. 4명의 전문가집단은 의학교육을 전공했으며, 1년 이내 평가인증을 경험한 전문가 집단이

었다. 1차 의견수렴은 3명의 전문가에게 사회적 책무성 그리드 모형의 각 영역의 정의와 

WFME, LCME, AMC에서 분류한 예시를 제시하고,「ASK2019」의 기본 기준 92개 문항을 교

육, 연구, 진료 영역과 관련성, 질, 비용 효과성, 형평성 관점, 내용, 과정, 결과로 분류하는 것

으로 진행되었다. 2차 의견 수렴은 1차 결과를 바탕으로 최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3차 의견 수렴은 1차와 2차 결과를 바탕으로 4명의 전문가가 재평가를 하여 

최종 결과를 내렸다. 다음 <표 Ⅳ-43>은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그리드 모형 셀 설명이다. 

  3차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ASK2019」기준에 대한 사회적 책무성 그리드 모형에 대

한 결과는 다음 <표 Ⅳ-44>와 같다. 각 기준에 대한 항목이 2개 이상일 경우, 가장 연관성

이 큰 것으로 정했다. 92개의 문항 중 61개(66.3%) 문항이 사회적 책무성을 반영한 기준으

로 선정되었다. 61개 문항 중 교육과 관련성에 포함된 문항은 18개 문항(29.51%)이며, 교육

과 질에 포함된 문항은 33개 문항(54.10%), 교육과 비용 효과성에 포함된 문항은 1개 문항

(1.64%), 교육과 형평성에 포함된 문항은 5개 문항(8.20%)이었다. 연구와 관련성에 포함된 문

항은 3개 문항(4.92%)이며, 진료와 질에 포함된 문항은 1개 문항(1.64%)이었다. 연구와 질, 

연구와 비용효과성, 연구와 형평성, 진료와 관련성, 진료와 비용효과성, 진료와 형평성에 포

함되는 기준은 없었다. 사회적 책무성 그리드 모형으로 분류한 「ASK2019」기준의 결과는 

<부록 9>에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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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3>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그리드 모형 셀 정의

 

         수행 영역
책무성 관점

교육 연구 진료

   관련성

의과대학의 교육, 연구, 

진료가 국가 또는 지역사

회의 보건의료 요구 및 

우선순위와 밀접하게 관

련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

한다.

의과대학 교육 프로

그램은 보건의료의 

중요한 이슈를 반영

해야 하는 것을 의미

한다.

의과대학 연구는 지역

의 보건의료 문제 및 

건강격차 문제를 주제

로 하는 연구를 계획하

고 수행하는 것을 의미

한다.

의과대학의 진료는 지

역사회의 특성을 반영

한 지역맞춤형으로 제

공 하는 것을 의미한

다.

질

의과대학의 교육, 연구, 

진료가 국가 또는 지역사

회의 사회적 맥락을 고려

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졸

업생을 배출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한다.

의과대학 교육 프로그램

은 수준 높은 의료 서비

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

한 역량을 갖춘 졸업생

을 배출하는 것을 다루

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

다.

의과대학 연구는 근

거에 기반하고 적절

한 기술을 활용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을 높일 수 있는 연

구를 계획하고 수행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과대학 진료는 근

거에 기반하고 적절

한 기술을 활용하여 

질 높은 보건의료서

비스를 제공하는 것

을 의미한다. 

        비용-효과성

의과대학의 교육, 연구, 

진료가 사회의 건강 

증진에 큰 영향을 미

칠 수 있도록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정도

를 의미한다.

의과대학 교육 프로그램

은 자원을 최대한 활용

하여 지역사회의 보건의

료에 가장 큰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교육 프로그

램을 운영하는 것을 의

미한다.

의과대학 연구는 활용 

가능한 자원을 최적으

로 사용하여 보건의료

에 큰 영향을 주는 연

구계획과 수행을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과대학의 진료는 

제한된 자원을 최대

한 활용하여 지역사

회의 건강에 큰 영향

을 미치는 것을 의미

한다.

형평성

의과대학의 교육, 연구, 

진료가 모든 국민들이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

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과대학 교육 프로그

램은 취약 계층과 사회

적 약자계층의 학생들

이 입학하고 교육을 받

을 수 있는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의

미한다. 

의과대학의 연구는 모

든 국가의 모든 사람이 

고품질의 보건의료서비

스를 이용할 수 있는 

주제를 연구계획하고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

다.

의과대학 진료는 경제

적, 사회적, 문화적 차

별 없이 모든 사람들

을 위해 제공되어야 

하고 활용 가능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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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4> 「ASK2019」기준 사회적 책무성 그리드 모형

   ※ 「ASK2019」 평가인증기준 자료의 기준 숫자를 표시한 것이며, 기준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부록 1>에 정리하였다. 

  

  사회적 책무성을 반영한 61개의 「ASK2019」기준을 과정, 내용, 성과로 나뉜 결과는 다음 

<표 Ⅳ-45>와 같다. 과정에 포함된 기준이 37개 기준(60.66%)으로 가장 많았고, 내용에 포함

된 기준이 18개 기준(29.51%)이며, 성과에 포함된 기준이 6개 기준(9.84%)이였다. 

      영역
관점

교육 연구 진료

관련성

K.1.1.1, K.1.1.2, K.1.1.3, 
K.1.3.1, K.1.3.2, K.1.3.3, 
K.1.4.1, K.2.1.1, K.2.4.1, 
K.2.5.1, K.2.8.1, K.3.1.2, 
K.4.4.1, K.4.4.2, K.5.2.1, 
K.6.4.2,   K.8.1.4,   K.8.5.1  
(18=29.51%)

K.2.2.2 
K.6.4.1 
K.6.4.3
(3=4.92%) 

질

K.2.1.2, K.2.2.1, K.2.2.3, 
K.2.5.2, K.2.5.3, K.2.5.4, 
K.2.7.1, K.3.1.1, K.3.1.3,   
K.3.2.1,  K.3.2.2,   K.3.2.3,
K.3.2.4, K.4.3.2, K.5.2.2, 
K.5.2.6, K.6.1.1, K.6.1.2, 
K.6.1.8, K.6.2.1, K.6.2.2, 
K.6.2.3, K.6.6.1, K.7.1.1, 
K.7.1.2, K.7.1.3, K.7.2.1, 
K.7.3.1, K.7.4.1, K.8.1.3, 
K.9.0.1, K.9.0.2,    K.9.0.3 
(33=54.10%)

K.5.2.4 
(1=1.64%)

   비용-효과성
K.8.3.2 
(1=1.64%)

형평성 K.2.1.3, K.4.1.1, K.4.2.1, 
K.5.1.5,  K.5.1.6
(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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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5> 「ASK2019」기본 기준의 분류

과정 기준 내용 기준  성과 기준

K.1.1.1, K.1.4.1, K.2.1.1, K.2.1.2, 
K.2.1.3, K.2.2.2, K.2.2.3, K.2.5.1, 
K.2.5.2, K.2.5.3, K.2.5.4, K.2.7.1, 
K.2.8.1, K.3.1.3, K.3.2.1, K.3.2.2, 
K.3.2.3, K.3.2.4, K.4.1.1, K.4.3.2, 
K.4.4.1, K.5.1.5, K.5.2.1, K.5.2.2, 
K.5.2.6, K.6.2.3, K.6.4.2, K.6.6.1, 
K.7.1.1, K.7.1.2, K.7.4.1, K.8.1.3, 
K.8.1.4,  K.8.5.1,  K.9.0.1,  K.9.0.2,  
K.9.0.3 

K.1.1.2, K.1.1.3, K.1.3.1, 
K.1.3.2, K.1.3.3, K.2.2.1, 
K.2.4.1, K.3.1.1, K.3.1.2, 
K.4.2.1, K.4.4.2, K.5.1.6,  
K.5.2.4, K.6.1.1, K.6.1.2, 
K.6.2.2,    K.6.4.1,    K.6.4.3 

K.6.1.8 
K.6.2.1
K.7.1.3 
K.7.2.1
K.7.3.1 
K.8.3.2 

37개(60.66%) 18개(29.51%) 6개(9.84%)

※「ASK2019」 평가인증기준 자료의 기준 숫자를 표시한 것이며, 기준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부록 1>에 정리하였다. 

(2)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한 KIMEE, WFME, LCME, AMC 기준을 분류한 결과 분석

  기존 선행연구의 고찰한 세계의학교육연맹(WFME), 미국의학교육인증위원회(LCME), 호주

의학협회(AMC)의 기준을 사회적 책무성 그리드 모형으로 비교분석한 결과와 사회적 책무성 

그리드로 분류한 「ASK2019」기준을 재분석해보았으며, 평가기준의 영역과 평가항목 수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Ⅳ-46>과 같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ASK2019」기준은 92개의 기준 중 61개 (66.3%)가 사회적 책무성 

관련한 기준으로 선정되었으며, 18개(19.56%)가 교육과 관련성 영역에, 33개(35.87%)가 교육

과 질 영역에, 1개(1.09%)가 교육과 비용효과성 영역에, 5개(5.43%)가 교육과 형평성 영역에,  

3개(3.26%)가 연구와 관련성 영역에, 1개(1.09%)가 진료와 질 영역에 포함되어 있었다. 세계

의학교육연맹 기준 36개 중 12개(33.3%)가 사회적 책무성을 반영한 기준으로 선정되었고, 

그 중 7개(19.4%)는 교육과 관련성 영역에, 3개(8.3%)는 교육과 질 영역에 1개(2.8%)는 연구

와 관련성 영역에, 1개(2.8%)는 연구와 질 영역에 포함되어 있었다. 미국의학교육인증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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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31개 기준 중 21개(16%)가 사회적 책무성을 반영하고 있었으며, 그 중 7개(5.3%)가 교육

과 관련성 영역에, 7개(5.3%)가 교육과 질 영역에, 5개(3.8%)가 교육과 형평성 영역에, 1개

(0.8%)가 연구와 질 영역에, 1개(0.8%)가 진료와 관련성 영역에 포함되어 있었다. 호주의학협

회의 35개 기준 중 11개(31.4%)가 사회적 책무성을 반영하고 있었으며, 4개(11.4%)가 교육과 

관련성 영역에, 4개(11.4%)가 교육과 질 영역에, 2개(5.7%)가 교육과 형평성 영역에, 1개

(2.9%)가 연구와 관련성 영역에 포함되어 있었다.  

  우리나라 의과대학의 평가인증 기준인 「ASK2019」는 외국의 평가기관의 기준들보다 교

육과 질에 집중되어 있었다. 특히, 학생평가와 교육자원, 교육평가 영역에 대한 기준들이 다

른 외국 평가인증기관의 기준들보다 많았다. 또한「ASK2019」기준 전체적으로 모든 의학교

육 평가기관은 교육, 연구, 진료 및 봉사 사명보다 교육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연구와 진료 

및 봉사 사명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현저히 부족했다. 또한 사회적 책무성 4가지 가치 

중 비용효과성에 대한 기준도 국내 기준에서 1개가 선정되었으며, 다른 가치들에 비해 기준 

수가 적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세계의학교육연맹, 호주의학협회는 의과대학의 사명과 사회적 책무

성을 정의할 때, 보건의료분야와 대학의 주요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명과 사회

적 책무성을 정의하는 것을 명시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의학교육평가기관에서 사명과 사회

적 책무성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사회의 주요 이해관계자와 함께 사명과 사회적 

책무성을 정의내리는 기준은 사회적 책무성 개념과도 충족된다고 할 수 있다. 

  4개 평가기관 모두 졸업생에 대한 졸업성과 및 졸업 후 기초 의학에 대한 역량을 강조하

였다. 반면, 4개 평가기관의 졸업생의 졸업성과에 대한 기준이 좋은 임상 의사을 넘어 보건

의료 변화의 에이전트로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졸업생 배출을 촉진시키는 기준의 개발이 

필요하다. 4개의 평가기관 모두 교육과정 설계 및 계획, 운영, 평가를 중요하게 다루었다. 

사회적 책무성 교육과정 편성은 지역사회 지향 수준, 지역사회 기반, 지역사회의 최우선 과

제 또는 취약계층 및 지역에 대한 문제 등 맥락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미국의학

교육인증위원회의 교육 내용 기준을 살펴보면, ‘ED-7 의학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은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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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와 기술, 질병에 대한 이해의 변화, 진료에 대한 수요와 사회적 요구에 대한 영향 등 기

초 및 임상과학의 개념을 포함해야 한다.’, ‘ED-14의학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에는 일

차 진료에 대한 임상 경험이 포함되어야 한다.’, ‘ED-16 의학교육 프로그램 중 임상 경

험은 외래 환자 및 입원 환자 환경을 모두 활용해야 한다.’, ‘ED-20 교육프로그램의 교

육과정은 의대생이 공통의 사회 문제의 의학적 결과를 다루는 역할에 대한 준비를 다루어

야 한다.’로 맥락을 기반으로 한 기준을 명시하였다. 반면, 다른 의학교육 평가기관은 의과

대학의 교육과정에 대한 사회적 책무성 방향에 대한 제시가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 

  4개 기관 모두 교육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질 관리와 모니터링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사회

적 책무성 관점에서 교육과정의 평가는 과정 평가와 성과를 넘어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의학교육 교육과정 평가는 성과를 넘어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한다.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확인하기 위해 의과대학 평가인증 기준은 교육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졸업생의 진로 선택과 그들이 근무할 근무 환경 개선과 보건의료시

스템 개혁을 위한 노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국내 기준 중 ‘K.8.5.1 의과대학은 보건의

료분야 및 보건의료의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건설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기준이 있

는데 이해관계자에 대한 범위와 역할 분담과 균형을 위해 명확한 제시가 필요하다. 예를 들

어, 호주의학협회의 기준 중 ‘1-6 의과대학은 의대 졸업자의 교육과 수련을 촉진하기 위해 

사회 및 정부의 보건관련 분야, 관련 단체 및 지역사회 단체 및 개인과 효과적인 협력 관계

를 맺고 있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공식적인 합의에 의해 뒷받침되며 이 분야에 직면한 과제

를 공유한다.’처럼 보건관련 분야의 이해관계자를 넘어 정부, 단체, 지역사회, 개인을 포함

시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은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지역

사회와 긴밀히 연대된 봉사활동을 촉진하고, 지역사회 봉사와 대학의 교육과정을 융합하는 

서비스러닝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은 중요하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ASK2019」 

기준 중 ‘K.5.2.4 의과대학은 교수업적평가기준에 학생교육이나 학술활동 이외의 학회활동

이나 공공 목적의 사회봉사 활동에 대한 평가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사회적 책무성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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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더욱 장려되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표 Ⅳ-46>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반영한 WFME와 KIMEE 기준 비교 분석 

  

영역
관점

KIMEE   WFME   LCM   AMC

교육 연구 진료 교육 연구 진료 교육 연구 진료 교육 연구 진료

관련성

K.1.1.1, K.1.1.2,
K.1.1.3, K.1.3.1
K.1.3.2, K.1.3.3
K.1.4.1, K.2.1.1
K.2.4.1, K.2.5.1
K.2.8.1, K.3.1.2
K.4.4.1, K.4.4.2
K.5.2.1, K.6.4.2
K.8.5.1  
18 
19.56%

K.2.2.2 
K.6.4.1 
K.6.4.3
3.26% 

1.1
1.2
2.2
2.4
2.8
6.2
7.1
7 
19.4%

6-4
1 
2.8%

ED-1-A
ED-7
ED-10
ED-14
ED-15
ED-16
ED-20
7 
5.3%

IS-14-A
1 
0.8%

1-6
2-1
3-2
6-1
4 
11.4%

1-7
1
2.9%

질

K.2.1.2, K.2.2.1
K.2.2.3, K.2.5.2, 
K.2.5.3, K.2.5.4, 
K.2.7.1, K.3.1.1, 
K.3.1.3, K.3.2.1, 
K.3.2.2, K.3.2.3, 
K.3.2.4, K.4.3.2, 
K.5.2.2, K.5.2.6, 
K.6.1.1, K.6.1.2, 
K.6.1.8, K.6.2.1, 
K.6.2.2, K.6.2.3, 
K.6.6.1, K.7.1.1, 
K.7.1.2, K.7.1.3, 
K.7.2.1, K.7.3.1
K.7.4.1, K.8.1.3, 
K.9.0.1, K.9.0.2, 
K.9.0.3 
33 
35.87%

K.5.2.4 
1
1.09%

1.4
2.3
2.5
3 
8.3%

6-4
1 
2.8%

ED-5-A
ED-6
ED-17
ED-19
ED-23
ED-37
MS-31-A
7 
5.3%

IS-14
1 
0.8%

4-1
6-1
6-2
8-3
4 
11.4%

비용효
과성

K.8.3.2 
1 
1.09%

형평성

K.2.1.3
K.4.1.1
K.4.2.1
K.5.1.5
K.5.1.6
5 
5.43%

IS-16
ED-21
ED-22
MS-7
MS-8
5(3.8%)

7-1
8-3
2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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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7> KIMEE, WFME, LCME, AMC의 교육과 관련성을 반영한 사회적 책무성 기준 

기관 KIMEE   WFME   LCME   AMC
영역 
관점

교육 교육 교육 교육

관
련
성

K.1.1.1 의과대학은 대학의 사명을 정
하고, 이를 구성원들과 보건의료분야의 
관계자들이 인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K.1.1.2 의과대학의 사명에는 기본 수
준의 진료역량, 다양한 의학 분야 활동
에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 그리고 졸업 
후 교육과 평생 학습하는 의사양성을 
위한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다.
K.1.1.3 의과대학은 사명에 대학의 사
회적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K.1.3.1 의과대학은 사명에 근거하여 
졸업성과를 규정하고 있다. 
K.1.3.2 의과대학은 학생이 동료 학생, 
교수진, 보건의료인력, 환자와 보호자
를 존중하고 이에 따라 적절하게 행동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K.1.3.3 의과대학은 의도한 교육성과를 공개
하고 있다. 
K.1.4.1 의과대학은 주요 이해관계자를 
대학의 사명과 졸업성과의 수립에 참
여하도록 하고 있다.
K.2.1.1 의과대학은 교육과정의 원리와 
원칙에 근거한 전체 교육과정 체계를 
가지고 있다.
K.2.4.1 의과대학은 의료인문학 교육과
정을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다.
K.2.5.1 의과대학은 졸업 후 진료가 가
능하도록 임상의학과 임상실습 교육과
정을 운영하고 있다.
K.2.8.1 의과대학은 졸업 후 교육을 감
안한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다. 
K.3.1.2 의과대학은 학생평가에 지식, 
술기, 태도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K.4.4.1 의과대학은 사명, 교육과정설계, 관리, 
평가와 그 외 학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학생대표의 적절한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K.4.4.2 의과대학은 학생활동과 학생의 
자치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K.5.2.1 의과대학은 교수가 교육, 연구, 
봉사활동 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K.6.4.2 의과대학은 연구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K.8.5.1 의과대학은 보건의료분야 및 
보건의료 관련 분야와 건설적인 상호
작용을 하고 있다.

1.1 사명 진술
[기본기준] 의과대학은 사명과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대학관계
자와 후원자에게 알려야 한다. 
사명과 목표는 향후 의학의 여
러 분야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
는 기초로서 의사들이 갖추어야 
하는 기본 능력과 보건의료시스
템에서 의사로서의 역할을 담당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과정
을 명시해야 한다.

1.2 사명 수립의 참여
[기본기준] 의과대학의 사명과 
목표는 의과대학의 주요 이해관
계자들에 의해 설정되어야 한다.

2.2 과학적 방법
[기본 표준] 의과대학은 근거 기
반의 의학, 의학연구방법, 분석
과 비판적 사고를 포함한 과학
적 방법의 원칙을 교육과정에서 
가르쳐야 한다. 

2.4 행동과학, 사회과학과 의료 
윤리
[[기본표준] 의과대학은 효과적인
의사소통, 임상적 의사결정 및 
윤리적 의료행위를 가능하게 해
주는 행동과학, 사회과학, 의료
윤리 및 법률학 과목들을 교육
과정에 포함해야 한다.

2.8 진료와 보건 시스템의 관계
[기본기준] 의과대학의 교육 프
로그램은 졸업 후 훈련 또는 실
습의 후속 과정과 연계되어야 
한다.

6.2 임상 수련 자원
[기본기준] 환자와 임상교육시
설･설비를 비롯한 임상교육에 
필요한 자원을 갖추어야함.

7.1 프로그램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한 체계
[기본기준] 의과대학은 교육과정
과 교육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있으며 평가를 적용
해야 한다. 학생의 진척 상황을 
다루며, 우려를 식별하고 해결해
야 한다. 평가결과가 교육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야 
한다.

ED-1-A  교육목표
의학교육 프로그램의 목
표는 전문가와 대중이 
의사에게 기대하는 역량
을 개발하기 위한 학생
의 과정을 평가할 수 있
는 성과 중심 용어로 명
시되어야 한다.

ED-7 내용/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설계
의학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은 치유와 기술, 
질병에 대한 이해의 변
화, 진료에 대한 수요와 
사회적 요구에 대한 영
향 등 기초 및 임상 과
학의 개념을 포함해야 
한다.

ED-10 내용
의학교육 프로그램의 교
육과정에는 기초과학 및 
임상분야 외에 행동 및 
사회경제 과목도 포함되
어야 한다.

ED-14 내용
의학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에는 일차 진료
에 대한 임상 경험이 포
함되어야 한다.

ED-15 내용
의학교육 프로그램의 교
육과정은 대학원과 의학
교육의 모든 분야에 진
학할 수 있도록 준비해
야 하며, 학생들이 모든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ED-16 내용
의학 교육 프로그램 중 
임상 경험은 외래 환자 
및 입원 환자 환경을 모
두 활용해야 한다.

ED-20 내용
의대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은 의대생이 공
통의 사회 문제의 의학
적 결과(예: 진단, 예방, 
적절한 보고 및 폭력 및 
학대 치료에 대한 지침 
제공)를 다루는 역할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1-6 의료보건 부
문과 사회와의 
상호작용
의과대학은 의대 
졸업자의 교육과 
연수를 촉진하기 
위해 사회 및 정
부의 보건 관련 
분야, 관련 단체 
및 지역사회 단
체 및 개인과 효
과적인 협력관계
를 맺고 있다. 이
러한 파트너십은 
공식적인 합의에 
의해 뒷받침되며, 
이 분야에 직면
한 과제를 공유
한다.  
 
2-1 목적
의과대학은 교육, 
연구, 봉사와 관
련하여 지역사회 
책무성을 포함하
는 의학교육의 
목적을 정의 내
려야 한다. 의과
대학은 지역사회
의 주민의 건강 
문제를 다루어야 
하며, 이해관계자
와의 합의를 통
해 목적을 정의
하여야 한다. 
 
3-2 교육과정 내
용
교육과정의 내용
은 AMC 졸업생 
역량 성과를 증
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6-1 모니터링
의과대학은 교육
과정의 내용을 정
기적으로 모니터
링하고 검토해야 
한다. 의학 프로
그램의 모든 측면
의 질에 대한 우
려나 위험을 신속
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한다. 체계적
으로 교수 및 학
생의 피드백을 구
하고 분석하여 프
로그램 개발에 활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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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8> KIMEE, WFME, LCME, AMC의 교육과 질을 반영한 사회적 책무성 기준

기관 KIMEE   WFME   LCME   AMC
영역 
관점

교육 교육 교육 교육

질

K.2.1.1 의과대학은 교육과정의 원리
와 원칙에 근거한 전체 교육과정 체
계를 가지고 있다.
K.2.2.1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분석과 비
판적 사고를 포함하는 과학적 방법의 
원칙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K.2.2.3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근거중심
의학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K.2.5.2 의과대학은 교육과정에 임상
실습 전 준비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K.2.5.3 의과대학은 적절한 임상실습 
교육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K.2.5.4 의과대학은 환자안전을 강조한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K.2.7.1 의과대학은 교육과정위원회
를 운영하고 있고, 교육과정위원회는 
의도한 교육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K.3.1.1 의과대학은 학생평가의 원칙,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K.3.1.3 의과대학은 다양한 평가방법과 
형식을 사용하며 학생평가를 하고 있다. 
K.3.1.3 의과대학은 다양한 평가방법과 
형식을 사용하여 학생 평가를 하고 있다. 
K.3.2.1 의과대학은 의도한 교육성과
와 교육방법에 적합하게 학생평가를 
하고 있다. 
K.3.2.2 의과대학은 의도한 교육성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학생평가를 하고 있다. 
K.3.2.3 의과대학은 학생의 학습을 증진
시킬 수 있도록 학생평가를 하고 있다. 
K.3.2.4 의과대학은 형성평가와 총괄
평가를 균형 있게 실시하고 있다. 
K.4.3.2 의과대학은 학생들의 진로지도
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K.5.2.2 의과대학은 교수업적평가제
도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K.5.2.6 의과대학은 교육을 위한 연
수와 교수개발에 교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K.6.1.1 의과대학은 학생교육을 위한 
교육기본시설을 적절하게 갖추고 있다.
K.6.1.2 의과대학은 학생교육을 위한 
교육지원시설을 적절하게 갖추고 있다.  

1-4 교육성과
[기본기준]의과대학
은 보건조직체계 
내에서 의사로서의 
역할 및 추가적인 
수련과 관련하여 
졸업생들이 보여주
어야 하는 능력들
을 명시하여야 한
다.

2-3 기초의학
[기본기준] 의과대
학은 임상의학 지
식을 획득하고 기
본적인 과학지식 
개념 및 방법을 이
해하도록 하는 기
초의학 과목을 교
육 과정에 포함시
켜야 함.

2-5 임상의학과 임
상술기
[기본기준] 졸업생
들이 적절한 임상
적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부 학
생들이 환자와 접
촉하고 충분한 임
상지식과 기술을 
획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ED-5-A 프로그램의 전
반적인 설계
의과대학의 교육프로그
램은 적극적인 학습과 
육성을 위한 독립적인 
연구를 위한 교육기회를 
포함해야 한다. 평생 학
습에 필요한 기술을 제
공해야 한다. 학생들의 
성과에 대한 평가 및 피
드백에 해야 한다. 

ED-6 프로그램의 전반
적인 설계
의학교육 프로그램의 교
육과정은 의학의 기본 
원칙과 그 기초가 되는 
과학적 개념을 통합하고, 
의대생이 증거와 경험에 
근거한 비판적 판단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
록 하며, 의대생의 건강
과 질병의 문제를 해결
하는 데 원칙과 기술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능력
을 개발해야 한다.

ED-17 내용
다학제 내용영역(예: 응
급의학, 노인학)의 의학 
교육 프로그램과 일반적
인 의료 행위를 지원하
는 분야(예: 영상검사, 
임상병리학)에서 교육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ED-19 내용
의학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은 환자와 환자 
가족, 동료 및 기타 보
건 전문가와의 커뮤니케
이션을 포함하여 의사 
책임과 관련된 의사소통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포함되어야 한다.

4-1 의학 프로그램 성
과를 위한 교수 학습
의과대학은 의학 프로
그램의 성과를 충족하
기 위해 다양한 학습 
및 교수 방법을 채택
한다.

6-1  모니터링
의과대학은 교육과정
의 내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검토해
야 한다. 의학 프로그
램의 모든 측면의 질
에 대한 우려나 위험
을 신속하고 효과적으
로 관리한다. 체계적
으로 교수 및 학생의 
피드백을 구하고 분석
하여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한다.  

6-2 성과 평가
의과대학은 의학 프로
그램의 성과와 관련하
여 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코호트 분석
을 한다. 학생의 특성
과 관련한 성과를 검
토하고 위원회에 피드
백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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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관

KIMEE   WFME   LCME   AMC

영역 
관점

교육 교육 교육 교육

질

K.6.1.8 의과대학은 교직원, 학생, 
환자에게 안전한 학습 환경을 보
장하고 있다.
K.6.2.1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적
절한 임상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질환의 환자와 충분한 수
의 환자를 확보하고 있다. 
K.6.2.2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적절
한 임상경험을 할 수 있도록 충분
한 임상실습시설을 확보하고 있다.
K.6.2.3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적절
한 임상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학생
진료행위에 대한 관리체계가 있다.
K.6.6.1 의과대학은 교직원과 학
생이 국내외의 교육기관과 교류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하게 
지원하고 있다.
K.7.1.1 의과대학은 교육의 과정에 대
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K.7.1.2 의과대학은 교육평가체제
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K.7.1.3 의과대학은 교육평가 결과
를 교육과정개선에 활용하고 있다. 
K.7.2.1 의과대학은 교육자와 학생
으로부터의 피드백을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대응하고 있다.
K.7.3.1 의과대학은 학생과 졸업생 
코호트에서 사명, 의도한 교육성
과, 교육과정, 투입한 자원에 관
련된 수행능력을 분석하고 있다.
K.7.4.1 의과대학은 교육 모니터링
과 교육평가 활동에 주요 이해관
계자를 포함하고 있다. 

K.8.1.3 의과대학은 대학운영을 위

한 적절한 정책결정 구조와 절차를 
갖추고 있다.
K.9.0.1 의과대학은 대학발전계획
이 있고, 대학발전기금을 운용하
며, 동문 또는 지역사회의 참여
를 유도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K.9.0.2 의과대학은 지속적인 질 
관리와 개선을 위해 자체평가업
무를 수행하는 상설기구를 갖추
고 있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다. 
K.9.0.3 의과대학은 평가인증 결과
를 대학운영에 반영하여 지속적으
로 개선한 실적이 있다. 

ED-23 내용
의학 교육 프로그램은 
의료 윤리와 인간 가치
에 대한 교육을 포함해
야 하며, 의대생에게 환
자를 돌봄,  환자의 가
족 및 환자 치료에 관
련된 다른 사람과 관련
하여 세심한 윤리적 원
칙을 보여주도록 요구
한다.

ED-37 교수와 평가
의학교육 프로그램 교직
원 위원회는 각 분야에
서 가르치는 내용을 포
함한 교육과정을 감시할 
책임이 있어야 프로그램
의 교육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

MS-31-A 학습 환경
의학교육 프로그램은 
자신의 학습 환경이 의
대생의 명시적이고 적
절한 직업 속성(즉, 태
도, 행동 및 정체성)의 
개발을 촉진하도록 보
장해야 한다.

8-3 임상 학습 환경
8.3.1 의과대학은 학
생들이 임상 학습 환
경에서 충분한 환자 
접촉을 제공하고, 임
상 실습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의
과대학은 임상 경험
을 제공할 수 있는 
임상 교육 시설을 갖
추고 있다. 의과대학
은 적절한 임상시설
과 교수능력을 갖도
록 하기 위해 다른 
보건전문교육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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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9> KIMEE, WFME, LCME, AMC의 교육과 형평성을 반영한 사회적 책무성 기준

기관 KIMEE   WFME   LCME   AMC
영역 
관점

교육 교육 교육 교육

형

평

성

K.2.1.3 의과대학은 평등원
칙에 따라 교육과정을 수
행하고 있다.

K.4.1.1 의과대학은 객관적
인 원칙에 근거한 입학정책
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다. 
K.4.2.1 의과대학은 특별전
형 모집요강에 입학정원과 
선발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K.5.1.5 의과대학은 교수를 
채용할 때 연구, 교육, 임상
분야 업적에 대한 기준이 
있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 

K.5.1.6 의과대학은 기초의
학, 의학교육학, 의료인문
학, 임상의학 교수의 책무
를 구체화하는 채용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IS-16 학교의 환경

의과대학은 학생, 교수진, 직원 및 기

타 학계의 구성원들 간에 적절한 다

양성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가 

있어야 하며, 학생, 교수진, 직원 등

을 인구 통계적으로 다양한 계층에서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야 한다.

ED-21 내용

의학교육 프로그램은 교수진과 의대

생들이 다양한 문화와 신념 체계 안

에서 건강과 질병을 인식하고 다양한 

증상, 질병, 치료에 반응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를 설명해야 한다.

ED-22 내용

의학 교육 프로그램은 의대생들이 그

들 자신, 다른 사람들, 그리고 의료 

서비스 과정에서 성별과 문화적 편견

을 인식하고 적절하게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한다.

MS-7 선발

의학 교육 프로그램에서, 입학하기 

위한 개별 의대생의 선발은 어떠한 

정치적 또는 재정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MS-8 선발

의학교육 프로그램은 의대 입학을 위

한 자격을 갖춘 지원자들 사이의 다

양성을 넓히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파

트너십을 개발해야 한다.

7-1 학생 모집 정원

의과대학은 의학프로그

램을 제공할 적절한 학

생 모집 정원을 정의한

다. 의과대학은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섬 주

민 및 마오리족 학생, 

시골 지역 출신 학생과 

대표성이 낮은 그룹의 

학생 및 유학생의 특성

을 정의한다. 

8-3 임상 학습 환경

의과대학은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섬 주민 

및/또는 마오리족을 대

상으로 문화적으로 유

능한 의료의 임상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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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Ⅳ-50> KIMEE, WFME, LCME, AMC의 연구와 관련성을 반영한 사회적 책무성 기준

  <표 Ⅳ-51> KIMEE에만 반영한 사회적 책무성 기준

<표 Ⅳ-52> KIMEE에만 반영되지 않은 사회적 책무성 기준

기관 KIMEE   WFME   LCME   AMC
영역 
관점

연구 연구 연구 연구

관

련

성

K.2.2.2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의학연구방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K.6.4.1. 의과대학은 의학연구

역량을 개발하는 정책이 있다. 

K.6.4.3 의과대학은 학생의 

연구시설 사용에 대하여 규

정하고 있다. 

6-4 의학연구와 장학금

의과대학은 교육과정의 기

준으로 의학연구 및 장학금 

기준을 활용한다. 의학 연구

와 교육의 관계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하며, 연구시설에 대해 

기술한다. 

1-7 연구와 장학금

의과대학은 의학 프로

그램의 교수학습과 관

련한 연구 및 장학금

을 활용해야 한다. 

기관 KIMEE   WFME   LCME   AMC
영역 
관점

진료 진료 진료 진료

질

K.5.2.4 의과대학은 교수업
적평가기준에 학생교육이나 
학술활동 이외의 학회활동
이나 공공 목적의 사회봉사
활동에 대한 평가기준을 가

지고 있다. 
영역 
관점

교육 교육 교육 교육

비용
효과
성

K.8.3.2 의과대학은 교육과정
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자원
을 확보하고 교육적 요구에 
필요한 자원을 할당하고 있다.

기관 KIMEE   WFME   LCME   AMC
영역 
관점

연구 연구 연구 연구

  
질

6-4 의학연구와 장학금

의과대학은 교육과정의 기준

으로 의학연구 및 장학금 기

준을 활용한다. 의학 연구와 

교육의 관계를 촉진할 수 있

는 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하며, 

연구시설에 대해 기술한다. 

IS-14 학교의 환경

의과대학은 의대생이 

연구 및 기타 학술 활

동에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

고 의대생 참여를 권장

하고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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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한 「ASK2019」기준 선정 결과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관련한 「ASK2019」기준에 관한 전문가 의견 수렴’ 조사지

를 전문가집단 15명에게 보내 1차 검토를 요청하였다. 전문가집단 15명은 3그룹으로 나뉘

며, 그룹 A는 의학교육학 전문가 집단 5명, 그룹 B는 평가기준개발위원회 전문가 집단, 그

룹 C는 의과대학 자체평가위원장 및 간사 전문가 집단이다. 

  전문가 의견 수렴 2차에서는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관련 「ASK2019」조사

지’의 1차 결과에서 얻어진 41개의 기준에 대해 2차 평정을 다시 요청하였다. ‘의과대학

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관련 「ASK2019」 조사지’ 2차 평정에 대한 설문은 의과대학의 사

회적 책무성 개념과의 관련성을 5점 척도에 평정하도록 구성하였으며, 41개 기준에 대한 전

체 평균과 표준편차, 각 전문가의 1차 평정 점수를 기재하였다.  2차 전문가 의견 수렴 결

과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한 「ASK2019」기준은 다음 <표 Ⅳ-53>과 같았고, 이 기준을 선정

한 근거는 각 문항에 대한 세 집단의 전체 평균점수가 3.0 이상(관련성: 보통이다)의 

「ASK2019」 기준이 측정지표 개발 대상 기준이 되었다.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관련한 「ASK2019」 기준 41개 중 가장 관련도가 높은 7개 기

준은 ‘K.1.1.3 의과대학은 사명에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K.8.5.1 의과대

학은 보건의료분야 및 보건의료 관련 분야와 건설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K.1.1.1 

의과대학은 대학의 사명을 정하고, 이를 구성원들과 보건의료분야의 관계자들이 인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K.5.2.4 의과대학은 교수업적평가기준에 학생교육이나 학술활동 이외의 

학회활동이나 공공 목적의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평가기준을 가지고 있다.’, ‘K.1.1.2 의과

대학의 사명에는 기본 수준의 진료역량, 다양한 의학 분야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 그

리고 졸업 후 교육과 평생 학습하는 의사양성을 위한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다.’, ‘K.1.3.1 

의과대학은 사명에 근거하여 졸업성과를 규정하고 있다.’, ‘K.1.4.1 의과대학은 주요 이해

관계자를 대학의 사명과 졸업성과의 수립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이다.  이 기준들은 사

명과 사회적 책무성,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상호작용, 학회활동과 공공 목적의 사회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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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한 기준이며, 선행연구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진 사회적 책무성 요소이다. 

이 7개 기준 모두는 사회적 책무성 그리드 모형에서 「ASK2019」의 사회적 책무성을 반

영한 기준으로 선정된 기준이다. 아울러, 7개 기준은 세계의학교육협의회, 미국의학교육인증

위원회, 호주의학협회에서도 사회적 책무성을 반영한 기준으로 포함된 기준들이다.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한 「ASK2019」기준 중 3.5이상에서 4.0미만인 기준은 

총 41개 기준 중 12개 기준이다. 이 중 11개 기준은 사회적 책무성 그리드 모형으로 분류한 

「ASK2019」기준에 포함되었지만, ‘K.8.1.4 의과대학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교육병원

마다 학생교육과 연구를 총괄하는 보직자가 있고,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는 행정체계를 갖추

고 있다.’는 새롭게 추가 되었다.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한 「ASK2019」기준 중 3.0이상에서 3.5미만인 기준은 

총 41개 기준 중 22개 기준이다. 이 중 20개 기준은 사회적 책무성 그리드 모형으로 분류한 

「ASK2019」기준에 포함되었지만, ‘K.2.6.1 의과대학은 기초의학, 의료인문학, 임상의학 간

에 적절한 조화를 이룬 교육과정이 있다.’와 ‘K.5.1.3 의과대학은 의료인문학 분야에 전임 

교수 또는 전담 교수를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다.’기준이 새롭게 추가 되었다. 

  전문가 집단을 통해 분류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반영한「ASK2019」기준 41개를 

대상으로 기준의 기대성과와 분류를 정리한 결과는 다음  <표 Ⅳ-5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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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Ⅳ-53>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관련한 「ASK2019」 기준 선정

선정 근거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된 「ASK2019」 기준 평균 편차

준거1
세 집단의 
전체평균 
4.0 
이상인 
기준
(7개/41개=
17.07%)

K.1.1.3 의과대학은 사명에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4.87 0.35
K.8.5.1 의과대학은 보건의료분야 및 보건의료 관련 분야와 건설
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4.40 0.63

K.1.1.1 의과대학은 대학의 사명을 정하고, 이를 구성원들과 보건
의료분야의 관계자들이 인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4.33 0.62

K.5.2.4 의과대학은 교수업적평가기준에 학생교육이나 학술활동 이외의 
학회활동이나 공공 목적의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평가기준을 가지고 있다. 

4.33 0.62

K.1.1.2 의과대학의 사명에는 기본 수준의 진료역량, 다양한 의학 
분야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 그리고 졸업 후 교육과 평생 
학습하는 의사양성을 위한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다. 

4.20 0.56

K.1.3.1 의과대학은 사명에 근거하여 졸업성과를 규정하고 있다. 4.13 0.64
K.1.4.1 의과대학은 주요 이해관계자를 대학의 사명과 졸업성과의 
수립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4.07 0.46

준거2
세 집단의 
전체 평균 
4.0미만~3.
5 이상인 
기준
(12개/41개
=29.27%)

K.1.3.2 의과대학은 학생이 동료 학생, 교수진, 보건의료인력, 환자와 보
호자를 존중하고 이에 따라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3.87 0.52

K.2.5.4 의과대학은 환자안전을 강조한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3.87 0.64
K.7.3.1 의과대학은 학생과 졸업생 코호트에서 사명, 의도한 교육
성과, 교육과정, 투입한 자원에 관련된 수행능력을 분석하고 있다.

3.87 0.74

K.9.0.1 의과대학은 대학발전계획이 있고, 대학발전기금을 운용하
며, 동문 또는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3.87 0.64

K.8.1.4 의과대학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교육병원마다 학생교육과 연구를 
총괄하는 보직자가 있고,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는 행정체계를 갖추고 있다. 

3.85 0.83

K.1.3.3 의과대학은 의도한 교육성과를 공개하고 있다.  3.80 0.68
K.2.4.1 의과대학은 의료인문학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다. 3.73 0.70
K.2.5.1 의과대학은 졸업 후 진료가 가능하도록 임상의학과 임상
실습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3.73 0.80

K.2.8.1 의과대학은 졸업 후 교육을 감안한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다. 3.73 0.59

K.8.1.3 의과대학은 대학운영을 위한 적절한 정책결정 구조와 절차를 갖추고 있다. 3.62 0.81
K.9.0.3 의과대학은 평가인증 결과를 대학운영에 반영하여 지속적
으로 개선한 실적이 있다. 

3.60 0.91

K.5.2.1 의과대학은 교수가 교육, 연구, 봉사활동 간의 균형을 이
룰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3.53 0.64

준거3
세 집단의 
전체 평균 
3 . 5 미

K.2.6.1 의과대학은 기초의학, 의료인문학, 임상의학 간에 적절한 
조화를 이룬 교육과정이 있다. 

3.47 0.74

K.6.6.1 의과대학은 교직원과 학생이 국내외의 교육기관과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하게 지원하고 있다.

3.40 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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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근거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된 「ASK2019」 기준 평균 편차

만~3.0 이
상인 기준
(22개/41개
=53.66%)

K.7.4.1 의과대학은 교육 모니터링과 교육평가 활동에 주요 이해
관계자를 포함하고 있다. 

3.40 0.74

K.4.3.2 의과대학은 학생들의 진로지도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3.33 0.72

K.7.2.1 의과대학은 교육자와 학생으로부터의 피드백을 체계적으
로 조사, 분석하여 대응하고 있다. 

3.33 0.72

K.7.1.1 의과대학은 교육의 과정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3.27 0.80

K.1.2.1 의과대학은 자율성이 보장되고, 교수와 교직원이 교육과정의 설
계와 실행, 그에 필요한 자원 활용 등에 있어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3.20 0.77

K.4.4.2 의과대학은 학생활동과 학생의 자치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3.20 0.56
K.7.1.3 의과대학은 교육평가 결과를 교육과정개선에 활용하고 있다. 3.20 0.77
K.9.0.2 의과대학은 지속적인 질 관리와 개선을 위해 자체평가업
무를 수행하는 상설기구를 갖추고 있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다. 

3.20 0.86

K.5.1.3 의과대학은 의료인문학 분야에 전임 교수 또는 전담 교수
를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다.

3.13 0.64

K.6.1.8 의과대학은 교직원, 학생, 환자에게 안전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고 있다. 3.13 0.74

K.6.2.1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적절한 임상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
양한 질환의 환자와 충분한 수의 환자를 확보하고 있다. 

3.13 0.74

K.6.2.3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적절한 임상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학
생진료행위에 대한 관리체계가 있다.

3.13 0.83

K.7.1.2 의과대학은 교육평가체제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3.13 0.83
K.2.1.3 의과대학은 평등원칙에 따라 교육과정을 수행하고 있다. 3.07 0.70

K.4.1.1 의과대학은 객관적인 원칙에 근거한 입학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다. 3.07 0.88

K.4.2.1 의과대학은 특별전형 모집요강에 입학정원과 선발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3.07 0.80

K.4.4.1 의과대학은 사명, 교육과정설계, 관리, 평가와 그 외 학생
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학생대표의 적절한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3.07 0.70

K.5.2.2 의과대학은 교수업적평가제도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3.07 0.46
K.6.2.2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적절한 임상경험을 할 수 있도록 충
분한 임상실습시설을 확보하고 있다.

3.07 0.80

K.2.1.1 의과대학은 교육과정의 원리와 원칙에 근거한 전체 교육
과정 체계를 가지고 있다.

3.00 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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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4> 의과대학교 사회적 책무성 관련한 「ASK2019」 41개 기준의 기대성과와 분류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된 「ASK2019」 기준 기대성과 분류

K.1.1.1 의과대학은 대학의 사명을 정하고, 이를 구성
원들과 보건의료분야의 관계자들이 인지하도록 노력
하고 있다. 

Ÿ 사명 정의
Ÿ 합의로 결정된 사명
Ÿ 사명 홍보

Ÿ 교육
Ÿ 관련성
Ÿ 과정

K.1.1.2 의과대학의 사명에는 기본 수준의 진료역량, 
다양한 의학 분야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 그
리고 졸업 후 교육과 평생 학습하는 의사양성을 위
한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다. 

Ÿ 교육전략이 포함된 사명
Ÿ 기본의학교육 졸업성과
Ÿ 바람직한 의사상
Ÿ 평생학습역량을 갖춘 의사

Ÿ 교육
Ÿ 관련성
Ÿ 내용

K.1.1.3 의과대학은 사명에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명
시하고 있다. 

Ÿ 지역사회, 보건의료시스템의 요구 
등 사회적 책무성을 반영한 사명

Ÿ 교육, 연구, 진료 방침 등 사
회적 책무성 명시한 사명

Ÿ 교육
Ÿ 관련성 
Ÿ 내용

K.1.2.1 의과대학은 자율성이 보장되고, 교수와 교직원이 
교육과정의 설계와 실행, 그에 필요한 자원 활용 등에 있
어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Ÿ 대학의 자율성 확보
Ÿ 교육과정 설계에 대한 교수, 직

원 등의 자율성확보
Ÿ 교육과정 실행에 대한 자원 활

용 등의 자율성 확보

Ÿ 교육*
Ÿ 관련성*
Ÿ 결과*

K.1.3.1 의과대학은 사명에 근거하여 졸업성과를 규정
하고 있다. 

Ÿ 사명 기반 졸업성과 개발
Ÿ 지식·술기·태도 역량기반 졸업

성과
Ÿ 사회적 책무에 대한 졸업성과

Ÿ 교육
Ÿ 관련성
Ÿ 내용

K.1.3.2 의과대학은 학생이 동료 학생, 교수진, 보건의료인
력, 환자와 보호자를 존중하고 이에 따라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Ÿ 학생의 동료학생, 교수진, 
보건의료인력, 환자와 보
호자에 대한 행동 명시

Ÿ 교육
Ÿ 관련성
Ÿ 내용

K.1.3.3 의과대학은 의도한 교육성과를 공개하고 있
다.  

Ÿ 교육성과 공개
Ÿ 교육
Ÿ 관련성
Ÿ 내용

K.1.4.1 의과대학은 주요 이해관계자를 대학의 사명과 
졸업성과의 수립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Ÿ 사명과 졸업성과 수립에 
주요 이해관계자 참여

Ÿ 교육
Ÿ 관련성
Ÿ 과정

K.2.1.1 의과대학은 교육과정의 원리와 원칙에 근거한 
전체 교육과정 체계를 가지고 있다.

Ÿ 교육과정의 원리 원칙 개발
Ÿ 전체 교육과정 체계점검
Ÿ 원리와 원칙에 기반을 둔 전체 

교육과정

Ÿ 교육
Ÿ 관련성
Ÿ 과정

K.2.1.3 의과대학은 평등원칙에 따라 교육과정을 수행
하고 있다.

Ÿ 교육과정운영규정에 평등
원칙 제시 및 수행

Ÿ 교육
Ÿ 형평성
Ÿ 과정

K.2.4.1 의과대학은 의료인문학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다.

Ÿ 의료인문학, 행동과학, 사
회과학, 의료윤리, 의료법
규 등의 교육과정 운영

Ÿ 교육
Ÿ 관련성
Ÿ 내용

K.2.5.1 의과대학은 졸업 후 진료가 가능하도록 임상 Ÿ 졸업 후 일차진료가 가능한 Ÿ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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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과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임상의학 교육과정
Ÿ 임상실습지침서 제공 및 활용
Ÿ 환자진료참여를 교육과정운영
Ÿ 1, 2차 병원에서 임상실습

Ÿ 관련성
Ÿ 과정

K.2.5.4 의과대학은 환자안전을 강조한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Ÿ 환자 안전 교육 운영
Ÿ 교육
Ÿ 질
Ÿ 과정

K.2.6.1 의과대학은 기초의학, 의료인문학, 임상의학 
간에 적절한 조화를 이룬 교육과정이 있다. 

Ÿ 기초의학, 의료인문학, 임상의
학의 교육과정

Ÿ 교육과정 상세 명시

Ÿ 교육*
Ÿ 관련성*
Ÿ 내용*

K.2.8.1 의과대학은 졸업 후 교육을 감안한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다. 

Ÿ 졸업 후 교육과정을 운
영

Ÿ 교육
Ÿ 관련성
Ÿ 과정

K.4.1.1 의과대학은 객관적인 원칙에 근거한 입학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다. 

Ÿ 학생 선발 및 입학정책의 객관성
Ÿ 입학정책, 학생선발방법 홍보
Ÿ 학생선발 관련위원회 운영 및 검토

Ÿ 교육
Ÿ 형평성
Ÿ 과정

K.4.2.1 의과대학은 특별전형 모집요강에 입학정원과 선발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Ÿ 특별전형 선발기준
Ÿ 교육
Ÿ 형평성
Ÿ 내용

K.4.3.2 의과대학은 학생들의 진로지도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Ÿ 학생 진로지도 프로그램과 실적
Ÿ 학생 진로지도프로그램 홍보

Ÿ 교육
Ÿ 질
Ÿ 과정

K.4.4.1 의과대학은 사명, 교육과정설계, 관리, 평가와 
그 외 학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학생대표의 적절한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Ÿ 사명, 교육과정설계, 관
리, 평가와 기타 학생 
관련 문제들에 대한 학
생대표 참여 정책

Ÿ 교육
Ÿ 관련성
Ÿ 과정

K.4.4.2 의과대학은 학생활동과 학생의 자치활동을 장
려하고 있다.

Ÿ 학생자치조직
Ÿ 학생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Ÿ 학술 및 연구활동, 사회

봉사 등 학생 참여

Ÿ 교육
Ÿ 관련성
Ÿ 내용

K.5.1.3 의과대학은 의료인문학 분야에 전임 교수 또
는 전담 교수를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다.

Ÿ 의료인문학 전임 및 전담 교수
Ÿ 의료인문학 분야 교육과

정의 설계, 실행, 및 평가
에 대한 전담교수 참여

Ÿ 교육*
Ÿ 형평성*
Ÿ 결과*

K.5.2.1 의과대학은 교수가 교육, 연구, 봉사활동 간의 균
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Ÿ 업적평가나 승진규정
Ÿ 학회 활동 및 사회봉사활동보장

Ÿ 교육
Ÿ 관련성
Ÿ 과정

K.5.2.2 의과대학은 교수업적평가제도를 수립하여 시
행하고 있다.

Ÿ 교수업적평가제도 시행 
Ÿ 전임교수의 의학교육연수 및 

교수개발프로그램 참여 제도
Ÿ 전임교수의 의학교육연수 및  

교수개발프로그램 참석 현황

Ÿ 교육
Ÿ 질
Ÿ 과정

K.5.2.4 의과대학은 교수업적평가기준에 학생교육이나 학술 Ÿ 교수업적평가기준에 사회 Ÿ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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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이외의 학회활동이나 공공 목적의 사회봉사활동에 대
한 평가기준을 가지고 있다. 

봉사활동 관련 기준 마련
Ÿ 교수 승진, 승급과 재임

용에 봉사업적이 반영

Ÿ 질
Ÿ 내용

K.6.1.8 의과대학은 교직원, 학생, 환자에게 안전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고 있다.

Ÿ 안전 관련 시설의 적절한 관리
Ÿ 안전 관련 시설 목록점검자료
Ÿ 안전교육 시행 자료

Ÿ 교육
Ÿ 질
Ÿ 결과

K.6.2.1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적절한 임상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질환의 환자와 충분한 수의 환자
를 확보하고 있다. 

Ÿ 학생의 필수환자군 경험을 
위한 충분한 환자 확보

Ÿ 교육
Ÿ 질
Ÿ 결과

K.6.2.2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적절한 임상경험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임상실습시설을 확보하고 있다.

Ÿ 임상실습을 위한 교육병
원의 적절한 규모

Ÿ 교육병원 내 학생교육시설 확보
Ÿ 교육병원 내 학생전용공간 확보

Ÿ 교육
Ÿ 질
Ÿ 내용

K.6.2.3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적절한 임상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학생진료행위에 대한 관리체계가 있다.

Ÿ 과별 임상실습 책임교수 임명
Ÿ 학생교육 담당 교육전공

의 및 교육 시행
Ÿ 학생 진료 감독

Ÿ 교육
Ÿ 질
Ÿ 과정

K.6.6.1 의과대학은 교직원과 학생이 국내외의 교육기
관과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하게 지원하고 
있다.

Ÿ 교직원과 학생이 국내외 
교육기관과 교류할 수 있
는 적절한 지원 및 실적

Ÿ 교육
Ÿ 질
Ÿ 과정

K.7.1.1 의과대학은 교육의 과정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
링을 하고 있다. 

Ÿ 교육평가체제
Ÿ 교육과정과 교육과정의 주요 구

성요소, 학생의 향상 정도 평가
Ÿ 교육성과에 도달하지 못

한 주요 관심분야 평가

Ÿ 교육
Ÿ 질
Ÿ 과정

K.7.1.2 의과대학은 교육평가체제를 수립하여 시행하
고 있다.

Ÿ 교육평가체제
Ÿ 교육과정과 교육과정의 주요 구

성요소, 학생의 향상 정도 평가
Ÿ 교육성과에 도달하지 못

한 주요 관심분야 평가

Ÿ 교육
Ÿ 질
Ÿ 과정

K.7.1.3 의과대학은 교육평가 결과를 교육과정개선에 활
용하고 있다. 

Ÿ 교육과정의 평가결과를 
교육과정에 반영한 실적

Ÿ 교육
Ÿ 질
Ÿ 결과

K.7.2.1 의과대학은 교육자와 학생으로부터의 피드백
을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대응하고 있다. 

Ÿ 교육자와 학생 피드백을 체계
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대응

Ÿ 교육
Ÿ 질
Ÿ 결과

K.7.3.1 의과대학은 학생과 졸업생 코호트에서 사명, 
의도한 교육성과, 교육과정, 투입한 자원에 관련된 수
행능력을 분석하고 있다.

Ÿ 학생과 졸업생 코호트 관리제도
Ÿ 학생과 졸업생 코호트에서  수행

능력 평가 지표와 방법 및 실적

Ÿ 교육
Ÿ 질
Ÿ 결과

K.7.4.1 의과대학은 교육 모니터링과 교육평가 활동에 
주요 이해관계자를 포함하고 있다. 

Ÿ 교육 모니터링과 교육평가 활동
에 주요이해관계자 참여 실적

Ÿ 교육
Ÿ 질
Ÿ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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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8.1.3 의과대학은 대학운영을 위한 적절한 정책결정 구조와 절차
를 갖추고 있다.

Ÿ 대학운영을 위한 분명한 
정책결정 구조와 절차

Ÿ 교육, 학생지도, 인사위
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적절하게 개최되었는지 
여부

Ÿ 교육
Ÿ 질
Ÿ 과정

K.8.1.4 의과대학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교육병원마다 학
생교육과 연구를 총괄하는 보직자가 있고, 교육과 연구를 지원
하는 행정체계를 갖추고 있다. 

Ÿ 지리적으로 떨어진 교육
병원마다 학생실습을 총
괄하는 보직자 유무

Ÿ 교육병원에 학생의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는 행정구조

Ÿ 정기적인 회의와 학장과 
보직자 방문실적

Ÿ 교육
Ÿ 관련성
Ÿ 과정

K.8.5.1 의과대학은 보건의료분야 및 보건의료 관련 
분야와 건설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Ÿ 보건의료분야 및 보건의료 
관련 분야와 건설적인 상호
작용

Ÿ 교육
Ÿ 관련성
Ÿ 과정

K.9.0.1 의과대학은 대학발전계획이 있고, 대학발전기
금을 운용하며, 동문 또는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하
는 노력을 하고 있다.

Ÿ 대학발전계획에 대학본부 또
는 학교법인의 지원과 발전계
획의 진행

Ÿ 대학 발전을 위한 동문 또는 지
역사회 참여 유도 노력

Ÿ 대학발전기금의 규모와 운용의 적절함

Ÿ 교육
Ÿ 질
Ÿ 과정

K.9.0.2 의과대학은 지속적인 질 관리와 개선을 위해 
자체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상설기구를 갖추고 있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다. 

Ÿ 자체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상설
기구와 적절한 예산 확보

Ÿ 자체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상설기구의 운영과 실적

Ÿ 교육
Ÿ 질
Ÿ 과정

K.9.0.3 의과대학은 평가인증 결과를 대학운영에 반영
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한 실적이 있다. 

Ÿ 평가인증 결과를 대학운영
에 적절히 반영

Ÿ 지속적으로 개선한 실적

Ÿ 교육
Ÿ 질
Ÿ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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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교육관련 전문가 집단 15명을 대상으로 3차 전문가 수렴을 한 결과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된 「ASK2019」기준 41개 기준을 대상으로 측정지표 개발을 하였다. 측정지표는 정량

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로 나뉜다.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한 41개 기준을 가장 잘 

측정할 수 있는 측정지표는 정량적 지표 총 122개, 정성적 지표 총 130개 등 총 252개의 측

정지표가 개발되었다. 「ASK2019」기준 영역과 수와 사회적 책무성 관련한 기준 영역과 수, 

이에 대한 측정지표의 영역과 수는 다음 <표 Ⅳ-55>와 같다.

<표 Ⅳ-55> 사회적 책무성을 반영한 「ASK2019」기준 및 지표 개발 영역 및 수

평가영역 평가부문

기본 기준 측정지표 개발

평가인
증 기준 

수 

사회적 
책무성 
관련 

기준 수 

정량적 
지표 수

정성적 
지표수

1. 사명과 성과

1.1 사명 3 3    8    14

1.2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 1    1    4     5

1.3 교육성과 3    3    5     8

1.4 사명과 교육성과 수립 1    1    2     2

소계 8    8   19    29

2. 교육과정

2.1 교육과정 3    2    6     6

2.2 과학적 방법 3    -    -     -

2.3 기초의학 2    -    -     -

2.4 의료인문학 1    1    3     5

2.5 임상의학과 술기 4    2    7     8

2.6 교육과정의 구조, 구성, 기간 2    1    3     2

2.7 교육과정 관리 2    -    -     -

2.8 의료행위와 보건의료분야의 연계 1    1    1     2

소계 18    7   20    23

3. 학생평가

3.1 평가방법 4    -    -     -

3.2 평가와 학습의 관계 4    -    -     -

소계 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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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생

4.1 입학정책과 선발 1    1    3     2

4.2 입학정원 1    1    1     2

4.3 학생상담과 지원 6    1    2     2

4.4 학생대표 2    2    5     3

소계 10    5    11    9

5. 교수

5.1 채용과 선발정책 6    1     3    3

5.2 교수활동과 개발 정책 6    3    10    9

소계 12    4    13   12

6. 교육자원

6.1 시설 8    1     5    3

6.2 임상실습 자원 3    3    12   12

6.3 정보기술 1    -    -     -

6.4 의학연구와 의과학자 양성 3    -    -     -

6.5 교육 전문성 2    -    -     -

6.6 교육적 교류 1    1     1    4

소계 18    5    18   19

7.  교육평가

7.1 교육 모니터링과 평가에 대한 체제 3    3    10   13

7.2 교육자와 학생의 피드백 1    1     5    5

7.3 학생과 졸업생의 수행 능력 1    1     3    4

7.4 이해관계자의 참여 1    1     4    4

소계 6    6    22   26

8. 대학운영체
계와 행정

8.1 대학운영체계 4    2     8    9

8.2 학장과 보직자 1    -    -     -

8.3 교육예산과 자원 할당 2    -    -     -

8.4 행정직원과 관리 1    -    -     -

8.5 보건의료분야와의 상호작용 1    1     2    4

소계 9    3    10   13

9. 지속적 개
선

9.0 지속적 개선 3    3     9    9

소계 3    3     9    9

합계 36 92   41    122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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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된 ASK2019 1영역: 1. 사명과 성과

<표 Ⅳ-56> 「ASK2019」1.1 사명 영역 기준 및 측정지표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된 
「ASK2019」 기준

기대성과 
구
분

측정지표

K.1.1.1 의과대학은 대학의 
사명을 정하고, 이를 구성
원들과 보건의료분야의 관
계자들이 인지하도록 노력
하고 있다. 

(교육 / 관련성 / 과정)

Ÿ 사명 정의
Ÿ 합의로 결

정된 사명
Ÿ 사명 홍보

정
량
적
지
표

§ 대학의 사명을 인지하고 있는 내·외부
(교직원, 학생, 보건의료분야 관계자 등) 
구성원의 비율

§ 대학의 사명 설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집단의 수
§ 사명 홍보 횟수
§ 대학의 사명으로써 설정된 근거

정
성
적
지
표

§ 문서화된 대학의 사명서 존재 여부
§ 대학의 사명으로써 설정된 근거의 타당성
§ 사명이 대학의 지향점 반영 여부
§ 대학의 사명 개발에 관한 회의록
§ 보건의료분야의 관계자 포함 여부
§ 사명을 정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합의

를 이끌어낸 과정
§ 내·외부 구성원들이 사명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린 방법

K.1.1.2 의과대학의 사명에
는 기본 수준의 진료역량, 
다양한 의학 분야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 그
리고 졸업 후 교육과 평생 
학습하는 의사양성을 위한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다. 

Ÿ 교육전략이 
포함된 사명

Ÿ 기본의학교
육 졸업성과

Ÿ 바람직한 
의사상

Ÿ 평생학습역량
을 갖춘 의사

정
량
적
지
표

§ 사명에 명시된 기본의학교육 졸업성과 
중 기본 수준의 진료역량 비율(%)

§ ‘한국의 의사상’에서 제시한 의사 역할
에 해당하는 내용의 포함 비중

§ 사명에 교육전략 포함 여부
정
성
적
지
표

§ 실제 사명에 명시된 내용 확인
§ 교육전략 수립 회의 회의록

§ 졸업성과 및 졸업 후 교육, 평생학습을 위해 
노력하는 의사 양성을 위한 교육전략 내용

K.1.1.3 의과대학은 사명에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명
시하고 있다. 

Ÿ 지역사회, 보
건의료시스템
의 요구 등 사
회적 책무성을 
반영한 사명

Ÿ 교육, 연구, 
진료 방침 
등 사회적 
책무성 명시
한 사명

정
량
적
지
표

§ 사명에 사회적 책무 명시 범위

정
성
적
지
표

§ 문서화된 대학의 사명 존재 여부
§ 실제 사명에 교육, 연구, 진료 와 관련한 사회

적 책무성 내용이 명시 되어 있는지 여부
§ 실제 사회적 책무를 수행한 사례 확인
§ 사명에 지역사회의 건강 요구, 보건의

료시스템 요구 반영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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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7> 「ASK2019」1.2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 영역 기준 및 측정지표 

<표 Ⅳ-58> 「ASK2019」1.3 교육성과 영역 기준 및 측정지표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된 
「ASK2019」 기준

기대성과 
구
분

측정지표

K.1.2.1 의과대학은 자율성
이 보장되고, 교수와 교직원
이 교육과정의 설계와 실행, 
그에 필요한 자원 활용 등
에 있어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Ÿ 대학의 자율
성 확보

Ÿ 교육과정 설
계에 대한 교
수, 직원 등의 
자율성확보

Ÿ 교육과정 실행
에 대한 자원 
활용 등의 자
율성 확보

정
량
적
지
표

§ 의과대학 예산 집행 사항
§ 의과대학 자체 자율 실행 의사결정 및 시행 건수
§ 전체 예산 중 자율적 예산집행 액의 비율

§ 의과대학 자체에서 정한 자율항목에 대
한 성과 인정 비율

정
성
적
지
표

§ 의과대학 학칙 확인
§ 의과대학 직제 규정(학장단 자체 권한 명시)
§ 의과대학 예산 결정 문서
§ 예산 집행 근거 문서

§ 성과반영 지표 및 결과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된 
「ASK2019」 기준

기대성과 
구
분

측정지표

K.1.3.1 의과대학은 사명에 
근거하여 졸업성과를 규정
하고 있다. 

Ÿ 사명 기반 졸
업성과 개발

Ÿ 지식·술기·
태도 역량기
반 졸업성과

Ÿ 사회적 책무에 
대한 졸업성과

정
량
적
지
표

§ 사명과 졸업 성과의 매칭 비율
§ 졸업성과 개발에 참여한 전문가의 수와 

개발 참여 시간

§ 졸업성과 인지도

정
성
적
지
표

§ 사명과 졸업성과의 연관성을 확인
§ 졸업성과 개발 회의록 및 관련 문서
§ 대학의 졸업성과 존재 여부

§ 졸업성과 규정 공지 및 게시 여부

K.1.3.2 의과대학은 학생이 
동료 학생, 교수진, 보건의료
인력, 환자와 보호자를 존중
하고 이에 따라 적절하게 행
동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
다.  

Ÿ 학생의 동료
학생, 교수
진, 보건의
료인력, 환
자와 보호자
에 대한 행
동 명시

정
량
적
지
표

§ 문서화된 문서 명시 여부

정
성
적
지
표

§ 학생 행동 강령 혹은 임상 실습 지침서
와 같은 수칙 확인

§ 학생들의 행동 일지

§ 360도 평가 자료

K.1.3.3 의과대학은 의도한 
교육성과를 공개하고 있
다.  

Ÿ 교육성과 공
개

정
량
적
지
표

§ 교육성과 명시된 문서의 공개 여부

정
성
적
지
표

§ 교육성과 공개 및 게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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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9> 「ASK2019」1.4 사명과 교육성과 수립 영역 기준 및 측정지표

 

(2)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된 ASK2019 2영역: 2. 교육과정

<표 Ⅳ-60> 「ASK2019」2.1 교육과정 영역 기준 및 측정지표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된 
「ASK2019」 기준

기대성과 
구
분

측정지표

K.1.4.1 의과대학은 주요 
이해관계자를 대학의 사
명과 졸업성과의 수립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Ÿ 사명과 졸
업성과 수
립에 주요 
이해관계
자 참여

정
량
적
지
표

§ 사명, 졸업성과 수립에 참여한 구성원 비율

§ 사명, 졸업성과 수립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참여 수

정
성
적
지
표

§ 사명, 졸업성과 수립 과정 회의록

§ 사명, 졸업성과 수립 과정 참여자 명단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된 
「ASK2019」 기준

기대성과 
구
분

측정지표

K.2.1.1 의과대학은 교육과
정의 원리와 원칙에 근거
한 전체 교육과정 체계를 
가지고 있다.

Ÿ 교육과정의 
원리 원칙 
개발

Ÿ 전체 교육
과정 체계
점검

Ÿ 원리와 원칙
에 기반을 
둔 전체 교
육과정

정
량
적
지
표

§ 교육과정의 원리와 원칙에 대한 명시 문서 여부

§ 교육과정 체계 점검 조직 여부

정
성
적
지
표

§ 전체 교육과정 원리와 원칙 설정 문서 내용

§ 원리와 원칙에 기반을 둔 전체 교육과정

§ 활동사항 관련 근거 문서

K.2.1.3 의과대학은 평등원
칙에 따라 교육과정을 수
행하고 있다.

Ÿ 교육과정운
영 규 정 에 
평 등 원 칙 
제시 및 수
행

정
량
적
지
표

§ 여학생 전용 시설 목록

§ 양성 평등 만족도 설문조사 

§ 지역별 학생 분포 

§ 양성-지역 평등과 관계된 회의록 

정
성
적
지
표

§ 평등원칙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 지역 균등에 대한 대외 공표된 정책 존

재 여부

§ 성 평등에 대한 대외 공표된 정책 존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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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1> 「ASK2019」2.4 의료인문학 영역 기준 및 측정지표

<표 Ⅳ-62> 「ASK2019」2.5 임상의학과 술기 영역 기준 및 측정지표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된 
「ASK2019」 기준

기대성과 
구
분

측정지표

K.2.4.1 의과대학은 의료인
문학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다.

Ÿ 의료인문학, 
행동과학, 
사회과학, 
의료윤리, 
의료법규 
등의 교육
과정 운영

정
량
적
지
표

§ 의료 인문학 수업 표

§ 의료 인문학 총 수업시간

§ 의료 인문학 수업 참여 교수의 수

정
성
적
지
표

§ 의료인문학 수업계획서
§ 강의록
§ 의료인문학 교육성과에 사회적 책무성 반영 여부
§ 다양한 교육방법 
§ 학생들의 과정 참여 결과물(리포트, 발

표자료) 및 평가자료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된 
「ASK2019」 기준

기대성과 
구
분

측정지표

K.2.5.1 의과대학은 졸업 
후 진료가 가능하도록 임
상의학과 임상실습 교육과
정을 운영하고 있다.

Ÿ 졸업 후 일차
진료가 가능
한 임상의학 
교육과정

Ÿ 임상실습지침서 
제공 및 활용

Ÿ 환자진료참여를 
교육과정운영

Ÿ 1, 2차 병원에
서 임상실습

정
량
적
지
표

§ 1,2차 병원 실습 시간

§ 1,2차 병원 실습 실적(전체 교육과정의 5%이상)

§ 필수 임상과 주당 외래 참관 시간(주 당 
외래 환자 5인 이상 2시간 이상)

§ 1,2차 병원 목록

정
성
적
지
표

§ 임상의학과 임상실습 수업계획서

§ 임상실습지침서

§ 1,2차 병원실습, 외래 실습 등 교육성과

§ 1,2차 병원 의료진의 피드백 자료

§ 학생의 외래, 병동 기록지

K.2.5.4 의과대학은 환자안전
을 강조한 임상실습 교육과정
을 운영하고 있다.  

Ÿ 환자 안전 교
육 운영

정
량
적
지
표

§ 환자안전을 강조한 임상실습 교육과정 현황
§ 감염관리 및 환자 안전 교육 시간(실습 전 8시간)

§ 감염관리 및 환자 안전 교육 이수 확인

정
성
적
지
표

§ 임상실습과정 운영 지침서
§ 감염관리 및 환자 안전 교육에 대한 임

상실습교육과정 편성 여부

§ 환자안전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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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3> 「ASK2019」2.6 교육과정의 구조, 구성, 기간 영역 기준 및 측정지표

<표 Ⅳ-64> 「ASK2019」2.8 의료행위와 보건의료분야의 연계 영역 기준 및 측정지표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된 
「ASK2019」 기준

기대성과 
구
분

측정지표

K.2.6.1 의과대학은 기초
의학, 의료인문학, 임상
의학 간에 적절한 조화
를 이룬 교육과정이 있
다. 

Ÿ 기초의학, 
의료인문
학, 임상의
학의 교육
과정

Ÿ 교육과정 
상세 명시

정
량
적
지
표

§ 기초의학, 의료인문학, 임상의학 교육과
정 비율

§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과 교수의 만족도 측정
§ 졸업 직전 또는 졸업생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도 조사
정
성
적
지
표

§ 교육과정 관련 위원회 활동 사항

§ 교육과정 운영지침 개발 및 개선 사항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된 
「ASK2019」 기준

기대성과 
구
분

측정지표

K.2.8.1 의과대학은 졸업 
후 교육을 감안한 교육과
정을 갖추고 있다. 

Ÿ 졸업 후 
교육과정
을 운영

정
량
적
지
표

§ 졸업 후 교육을 감안한 교육 과정 현황(실
적 목록)

정
성
적
지
표

§ 졸업 후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성과와 운
영 지침

§ 교육병원의 전공의 대상 교육 현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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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된 ASK2019 4영역: 4. 학생

<표 Ⅳ-65> 「ASK2019」4.1 입학정책과 선발 영역 기준 및 측정지표

<표 Ⅳ-66> 「ASK2019」4.2 입학정원 영역 기준 및 측정지표

<표 Ⅳ-67> 「ASK2019」4.3 학생상담과 지원 영역 기준 및 측정지표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된 
「ASK2019」 기준

기대성과 
구
분

측정지표

K.4.1.1 의과대학은 객관적인 원
칙에 근거한 입학정책을 수립하
고 시행하고 있다. 

Ÿ 학생 선발 및 입
학정책의 객관성

Ÿ 입학정책, 학생
선발방법 홍보

Ÿ 학생선발 관련
위원회 운영 
및 검토

정
량
적
지
표

1. 입학정책 규정 존재 여부
2. 입학정책 홍보 현황

3. 위원회 활동 실적

정
성
적
지
표

1. 입학정책 수립 과정 관련 회의록

2. 입학정책 수립 근거 관련 자료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된 
「ASK2019」 기준

기대성과 
구
분

측정지표

K.4.2.1 의과대학은 특별전형 
모집요강에 입학정원과 선발기
준을 명시하고 있다. 

Ÿ 특별전형 
선발기준

정
량
적
지
표

§ 대학정책 수립 과정 관련 회의록

정
성
적
지
표

§ 특별전형 모집 전형 모집요강 내용

§ 입학정원과 선발기준에 대한 타당한 근
거자료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된 
「ASK2019」 기준

기대성과 
구
분

측정지표

K.4.3.2 의과대학은 학생들의 
진로지도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Ÿ 학생 진로지
도 프로그램
과 실적

Ÿ 학생 진로
지도프로그
램 홍보

정
량
적
지
표

§ 진로지도 프로그램 운영 현황(실적)

§ 진로지도 프로그램 홍보 현황

정
성
적
지
표

§ 진로지도 프로그램 내용

§ 진로지도 프로그램 내용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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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8> 「ASK2019」4.4 학생대표 영역 기준 및 측정지표

(4)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된 ASK2019 5영역: 5. 교수

<표 Ⅳ-69> 「ASK2019」5.1 채용과 선발정책 영역 기준 및 측정지표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된 
「ASK2019」 기준

기대성과 
구
분

측정지표

K.4.4.1 의과대학은 사명, 
교육과정설계, 관리, 평가
와 그 외 학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학생대표의 
적절한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Ÿ 사명, 교육
과정설계, 
관리, 평가
와 기타 학
생 관련 문
제들에 대한 
학생대표 참
여 정책

정
량
적
지
표

§ 사명, 교육과정설계, 관리, 평가 과정에 
대한 학생대표 참여 수 및 회수

정
성
적
지
표

§ 학생대표 참여 보장 관련 문서

§ 학생대표 참여 회의록

K.4.4.2 의과대학은 학생
활동과 학생의 자치활동
을 장려하고 있다.

Ÿ 학생자치
조직

Ÿ 학생활동에 
대한 지도
와 지원

Ÿ 학술 및 연
구활동, 사
회봉사 등 
학생 참여

정
량
적
지
표

§ 학생자치 조직 수

§ 연간 학생자치 조직 지원금 지출액
§ 학생 학술 및 연구활동 건수
§ 학생 사회봉사 건수(시간)

정
성
적
지
표

§ 학생 학술 및 연구활동, 사회봉사 참여
와 관련된 관련 문서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된 
「ASK2019」 기준

기대성과 
구
분

측정지표

K.5.1.3 의과대학은 의료
인문학 분야에 전임 교수 
또는 전담 교수를 적절하
게 확보하고 있다.

Ÿ 의료인문학 
전임 및 전
담 교수

Ÿ 의료인문
학 분야 
교육과정
의 설계, 
실행, 및 
평가에 대
한 전담교
수 참여

정
량
적
지
표

§ 의료인문학 분야의 전임 교수 또는 전담 
교수 수

§ 의료인문학 분야 교육과정 관련 회의에 
전담교수 참여 회수

§ 전담교수 활동 비율(인문학: 전공)

정
성
적
지
표

§ 의료인문학 분야 교육과정 관련 참여 회의록

§ 의료인문학 교육과정 현황

§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적절한 인원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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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70> 「ASK2019」5.2 교수활동과 개발 정책 영역 기준 및 측정지표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된 
「ASK2019」 기준

기대성과 
구
분

측정지표

K.5.2.1 의과대학은 교수가 
교육, 연구, 봉사활동 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정
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
다. 

Ÿ 업적평가
나 승진규
정

Ÿ 학회 활동 
및 사회봉사
활동보장

정
량
적
지
표

§ 교수의 교육, 연구, 봉사 점수

§ 업적 평가에서 교수의 교육, 연구, 봉사 

점수의 상대적 비율

§ 학회 이외의 봉사 활동에 대한 예시 필요

정
성
적
지
표

§ 교육, 연구, 봉사 활동이 포함된 교수 

업적 평가 정책 문서

§ 학회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 제시

§ 일반 사회봉사 활동의 내용 구체화

K.5.2.2 의과대학은 교수업
적평가제도를 수립하여 시
행하고 있다.

Ÿ 교수업적평
가제도 시행 

Ÿ 전임교수의 
의학교육연수 
및 교수개발
프로그램 참
여 제도

Ÿ 전임교수의 의
학교육연수 및  
교수개발프로그
램 참석 현황

정
량
적
지
표

§ 교수 업적평가 등급별 교수 수

§ 교육연수 및 교수개발 프로그램 참여 교수 수

§ 교수 업적 평가 방법

§ 의학교육 또는 교수개발 프로그램 내용

정
성
적
지
표

§ 교수업적 평가제도 관련 문서

§ 교수개발프로그램 참여 인증서

§ 교수업적 평가 절차

K.5.2.4 의과대학은 교수업적
평가기준에 학생교육이나 학
술활동 이외의 학회활동이나 
공공 목적의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평가기준을 가지고 있
다. 

Ÿ 교수업적평
가기준에 
사회봉사활
동 관련 기
준 마련

Ÿ 교수 승진, 
승급과 재
임용에 봉
사업적이 
반영

정
량
적
지
표

§ 교수업적평가에서 사회봉사활동 관련 업적(시

간/횟수)

§ 학회 활동 구체적 이력 제시(예, 이사, 이사

장 등)

§ 공공목적의 사회활동 평가 기준 제시

정
성
적
지
표

§ 교수업적평가제도 관련 문서

§ 교원 인사 관련 규정 확인

§ 교수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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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된 ASK2019 6영역: 6. 교육자원

<표 Ⅳ-71> 「ASK2019」6.1 시설 영역 기준 및 측정지표

<표 Ⅳ-72> 「ASK2019」6.2 임상실습자원 영역 기준 및 측정지표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된 
「ASK2019」 기준

기대성과 
구
분

측정지표

K.6.1.8 의과대학은 교직원, 학
생, 환자에게 안전한 학습 환
경을 보장하고 있다.

Ÿ 안전 관련 
시설의 적절
한 관리

Ÿ 안전 관련 
시설 목록
점검자료

Ÿ 안전교육 
시행 자료

정
량
적
지
표

§ 환자 안전을 위한 교육 내용

§ 안전관련 시설 보유 현황

§ 안전관련 시설 점검 횟수

§ 안전교육 시행 참여자 수

§ 안전한 학습환경 인식도 수준

정
성
적
지
표

§ 안전관련 시설 보유 및 관리실태 보고서

§ 안전교육 적절성

§ 안전한 학습환경 인지를 위한 각종 시
설 설비 및 자료 제시 현황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된 
「ASK2019」 기준

기대성과 
구
분

측정지표

K.6.2.1 의과대학은 학생들
이 적절한 임상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질환의 
환자와 충분한 수의 환자
를 확보하고 있다. 

Ÿ 학생의 필
수환자군 
경험을 위
한 충분한 
환자 확보

정
량
적
지
표

§ 각 임상과에서 학생 예진 기회 경험 회수

§ 살습 병원의 입원 및 외래 환자 통계

§ 필수 환자군 수

§ 필수 환자군 대상 교육 시행 현황
    (횟수, 참여자 수)

정
성
적
지
표

§ 환자에 대한 의료정보 접근에 관한 내용 확인
    (개인정보에따른제약을극복하는방법)

§ 필수 환자군 교육을 위한 교육 관리 체계

§ 필수 환자군 교육 현황(실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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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73> 「ASK2019」6.6 교육적 교류 영역 기준 및 측정지표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된 
「ASK2019」 기준

기대성과 
구
분

측정지표

K.6.2.2 의과대학은 학생들
이 적절한 임상경험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임상실
습시설을 확보하고 있다.

Ÿ 임상실습
을 위한 
교육병원
의 적절한 
규모

Ÿ 교육병원 내 
학생교육시
설 확보

Ÿ 교육병원 내 
학생전용공
간 확보

정
량
적
지
표

§ 구체적인 학생 임상실습교육시설 확인

§ 임상실습 교육병원 규모

§ 학생교육시설 확보율

§ 학생 전용공간 확보율

정
성
적
지
표

§ 병원 내 교육시설에 대한 학생 면담

§ 임상실습 교육병원 현장 확인

§ 활용도 및 만족도 점검

K.6.2.3 의과대학은 학생들
이 적절한 임상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학생진료행위에 
대한 관리체계가 있다.

Ÿ 과별 임상실
습 책임교수 
임명

Ÿ 학생교육 
담당 교육
전공의 및 
교육 시행

Ÿ 학생 진료 
감독

정
량
적
지
표

§ 학생진료 담당 교원 및 전공의 수

§ 학생 진료 감독 및 피드백 횟수

§ 학생교육 담당 교육 전공의 참여자 수

§ 학생교육 담당 교육전공의 교육 횟수

정
성
적
지
표

§ 임상실습 책임교수 임명 공문

§ 교육담당 교육전공의 임명 공문

§ 문서화된 학생진료행위에 대한 관리 체계

§ 학생진료 관련 체계 점검(규정, 지침)

§ 학생진료행위 지도를 위한 각종 교육자료 및 
교육진(교육전공의 및 교원) 역량강화 자료

§ 학생에 대한 교수진 피드백과 진료 감
독 관련 학생 피드백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된 
「ASK2019」 기준

기대성과 
구
분

측정지표

K.6.6.1 의과대학은 교직
원과 학생이 국내외의 교
육기관과 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절하게 
지원하고 있다.

Ÿ 교직원과 학
생이 국내외 
교육기관과 
교류할 수 
있는 적절한 
지원 및 실
적

정
량
적
지
표

§ 교원, 직원, 학생 교류 실적(횟수, 지원금
액, 지원인력)

정
성
적
지
표

§ 교류관련 규정
§ 교류관련 실적
§ 교직원 및 학생 교류 관련 만족도 및 성과 확인
§ 교류 확대를 위한 노력 증빙



- 250 -

(6)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된 ASK2019 7영역: 7. 교육평가

<표 Ⅳ-74> 「ASK2019」7.1 교육 모니터링과 평가에 대한 체제 영역 기준 및 측정지표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된 
「ASK2019」 기준

기대성과 
구
분

측정지표

K.7.1.1 의과대학은 교육
의 과정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Ÿ 교육평가체제
Ÿ 교육과정과 

교육과정의 
주요 구성요
소, 학생의 향
상 정도 평가

Ÿ 교육성과에 
도달하지 못
한 주요 관
심분야 평가

정
량
적
지
표

§ 교육과정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횟수

§ 교육과정 모니터링 환류개선 비율

정
성
적
지
표

§ 모니터링 실적 및 결과

§ 모니터링 관련 공문

§ 모니터링 체계 및 관리 현황

§ 환류 개선 및 정기적 모니터링 결과 확인

K.7.1.2 의과대학은 교육
평가체제를 수립하여 시
행하고 있다.

Ÿ 교육평가체제
Ÿ 교육과정과 

교육과정의 
주요 구성
요소, 학생
의 향상 정
도 평가

Ÿ 교육성과에 
도 달 하 지 
못한 주요 
관 심 분 야 
평가

정
량
적
지
표

§ 교육평가체제의 구성 여부

§ 교육평가체제 규정, 실행 주체, 체계적 구조

§ 교육과정과 교육과정의 주요 구성요소 평
가 실행 주체 · 평가방법 · 평가 실적

§ progress test 실행주체 ·평가방법 · 실적

§ 주요 관심분야 평가 실행주체 · 평가
방법 · 평가실적

정
성
적
지
표

§ 모니터링 실적 및 결과

§ 모니터링 관련 공문

§ 모니터링 체계 및 관리 현황

§ 환류 개선 및 정기적 모니터링 결과 확인

K.7.1.3 의과대학은 교육
평가 결과를 교육과정개
선에 활용하고 있다. 

Ÿ 교육과정의 
평가결과를 
교육과정에 
반영한 실
적

정
량
적
지
표

§ 교육의 과정 평가 실행주체, 평가방법, 평가실적
§ 교육의 과정 개선 실행 주체, 개선실적, 

개선에 활용한 평가 결과
§ 교육과정 개선 실행주체, 개선실적, 개

선에 활용한 평가결과
정
성
적
지
표

§ 교육의 과정 평가 적절성 여부
§ 지속적 평가 시행 여부
§ 평가 결과를 개선에 반영 여부

§ 대학이 추구하는 가치의 지향성 반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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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75> 「ASK2019」7.2 교육자와 학생의 피드백 영역 기준 및 측정지표

<표 Ⅳ-76> 「ASK2019」7.3 교육자와 학생의 피드백 영역 기준 및 측정지표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된 
「ASK2019」 기준

기대성과 
구
분

측정지표

K.7.2.1 의과대학은 교육
자와 학생으로부터의 피
드백을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대응하고 있다. 

Ÿ 교육자와 
학생 피드
백을 체계
적으로 조
사, 분석하
여 대응

정
량
적
지
표

§ 교육의 과정 모니터링 항목 결정 근거
§ 피드백을 받은 교육자 범위-교수 외 교

육에 참여한 펠로우, 전공의, 일차의료
기관 원장 등

§ 체계적 조사 분석의 규정, 시행 주체, 
정기적 시행, 조사, 분석방법

§ 교육의 과정 개선 계획에 반영된 피드백 
결과 분야, 개선 계획 및 개선 사항

§ 개선 사항에 대해 통보한 대상 및 통보 방법

정
성
적
지
표

§ 피드백 항목의 적절성 여부
§ 대학의 교육활동 조사에 적합한 피드백 

참여 구성원의 적절성 여부
§ 체계적 조사, 분석의 적절성 여부
§ 피드백 결과를 활용한 개선 계획의 적

절성 및 시행 여부
§ 대학의 개선 활동에 대한 공지 및 게시 여부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된 
「ASK2019」 기준

기대성과 
구
분

측정지표

K.7.3.1 의과대학은 학생
과 졸업생 코호트에서 사
명, 의도한 교육성과, 교
육과정, 투입한 자원에 관
련된 수행능력을 분석하
고 있다.

Ÿ 학생과 졸업
생 코호트 
관리제도

Ÿ 학생과 졸업
생 코호트에
서  수행능
력 평가 지
표와 방법 
및 실적

정
량
적
지
표

§ 코호트 관리 규정/관리 주체

§ 학생 및 졸업생 코호트 구성원 및 구축시기

§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실적, 평가대상

정
성
적
지
표

§ 코호트 관리제도 여부
§ 코호트 구성의 적절성 여부
§ 수행능력 평가의 적절성 여부

§ 수행능력 평가 지표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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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77> 「ASK2019」7.4 이해관계자의 참여 영역 기준 및 측정지표

 

(7)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된 ASK2019 8영역: 8. 대학운영체계와 행정

<표 Ⅳ-78> 「ASK2019」8.1 대학운영체계 영역 기준 및 측정지표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된 
「ASK2019」 기준

기대성과 
구
분

측정지표

K.7.4.1 의과대학은 교육 
모니터링과 교육평가 활
동에 주요 이해관계자를 
포함하고 있다. 

Ÿ 교육 모니터
링과 교육평
가 활동에 
주요이해관
계자 참여 
실적

정
량
적
지
표

§ 주요 이해관계자 명단

§ 대학본부의 보직교수 참여

§ 주요 이해관계자 참여 실적

§ 모니터링 관련 회의록

정
성
적
지
표

§ 주요 이해관계자 적절성 여부

§ 의과대학과 대학본부의 연결성 여부

§ 주요 이해관계자의 참여도 적절성 여부

§ 교육 모니터링과 평가 활동에 주요 이해관
계자의 역할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된 
「ASK2019」 기준

기대성과 
구
분

측정지표

K.8.1.3 의과대학은 대학운영을 
위한 적절한 정책결정 구조와 
절차를 갖추고 있다.

Ÿ 대학운영
을 위한 
분명한 정
책결정 구
조와 절차

Ÿ 교육, 학
생 지 도 , 
인사위원
회가 구성
되어 있
고, 적절
하게 개최
되었는지 
여부

정
량
적
지
표

§ 정책결정 구조와 절차에 대한 규정 여
부

§ 대학운영관련 위원회 유무(규정 예산, 회의
록 등)

§ 결정된 정책의 예산 및 집행 실적

정
성
적
지
표

§ 정책결정구조와 절차 체계의 적절성

§ 대학운영 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 정책결정 구조와 절차에 대한 규정의 
적절성

§ 실적 보고서

§ 정책 결정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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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79> 「ASK2019」8.5 보건의료분야와의 상호작용 영역 기준 및 측정지표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된 
「ASK2019」 기준

기대성과 
구
분

측정지표

K.8.1.4 의과대학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교육병원마다 학
생교육과 연구를 총괄하는 보
직자가 있고,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는 행정체계를 갖추고 
있다. 

Ÿ 지리적으
로 떨어진 
교육병원
마다 학생
실습을 총
괄하는 보
직자 유무

Ÿ 교육병원에 
학생의 교육
과 연구를 
지원하는 행
정구조

Ÿ 정기적인 회
의와 학장과 
보직자 방문
실적

정
량
적
지
표

§ 원거리 교육병원 교육 연구관련 학생 
대비 보직 교수와 행정직원 명단 및 수

§ 교육병원 교육과 연구 지원 정책/행정
체계 유무(규정, 지침, 보직체계, 행정구
조, 업무분장)

§ 학생교육과 연구에 대한 실적

§ 교육병원의 학생 시설 및 행정지원의 
사무실 공간 확인

§ 학장단 방문 근거 자료

정
성
적
지
표

§ 교육병원 교육과 연구지원 정책 및 행
정 체계의 적절성

§ 인력배정의 적절성
§ 성과활동 내용의 적절성

§ 교육병원의 학생교육과 연구가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의 적절성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된 
「ASK2019」 기준

기대성과 
구
분

측정지표

K.8.5.1 의과대학은 보건
의료분야 및 보건의료 관
련 분야와 건설적인 상호
작용을 하고 있다.

Ÿ 보건의료분
야 및 보건
의료 관련 
분야와 건설
적인 상호작
용

정
량
적
지
표

§ 상호작용한 보건의료 분야 및 관련 분야

§ 관계 기관과의 상호작용 실적　

정
성
적
지
표

§ 보건의료분야의 적절성 여부

§ 상호작용의 건설적 영향여부

§ 관련기관 및 기구와의 교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협약자료, 회의/세미나/워크숍 자료 등)

§ 관련기관 및 기구와의 교류를 통한 결과물 
확인(의대교육과정 변화 결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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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된 ASK2019 9영역: 9. 지속적인 개선

<표 Ⅳ-80> 「ASK2019」9.0 지속적 개선 영역 기준 및 측정지표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된 
「ASK2019」 기준

기대성과 
구
분

측정지표

K.9.0.1 의과대학은 대학발
전계획이 있고, 대학발전
기금을 운용하며, 동문 또
는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
도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Ÿ 대학발전계획
에 대학본부 
또는 학교법인
의 지원과 발
전계획의 진행

Ÿ 대학 발전을 위
한 동문 또는 
지역사회 참여 
유도 노력

Ÿ 대학발전기금의 
규모와 운용의 적
절함

정
량
적
지
표

§ 대학발전계획에 대학본부 또는 학교법
인의 지원 내용

§ 대학 발전을 위한 동문 또는 지역사회 참여 
유도를 위한 모임, 워크숍, 세미나 횟수

§ 대학발전기금 내역 규모
§ 대학발전과 관련된 위원회 개최 횟수
§ 대학발전계획서

정
성
적
지
표

§ 대학발전과 관련된 위원회 활동자료

§ 발전계획서 및 정기적인 진행상황 점검자료

§ 발전기금 운용 및 관련 위원회 관련 규정

§ 대학발전을 위한 동문 또는 지역사회 
참여 유도 노력

§ 대학발전기금 규모와 운용의 적절성

K.9.0.2 의과대학은 지속적
인 질 관리와 개선을 위해 
자체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상설기구를 갖추고 있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적
절하게 운영하고 있다. 

Ÿ 자체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상설
기구와 적절한 
예산 확보

Ÿ 자체평가업
무를 수행하
는 상설기구
의 운영과 
실적

정
량
적
지
표

§ 자체평가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액

§ 자체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상설기구의 
활동 내역(회의 횟수 등)

정
성
적
지
표

§ 자체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상설기구 운
영 및 개선 실적

§ 학장단과 독립적이고 지속적인 질 관리  

§ 운영 예산과 지출의 적절성

K.9.0.3 의과대학은 평가인
증 결과를 대학운영에 반
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한 
실적이 있다. 

Ÿ 평가인증 결
과를 대학운
영에 적절히 
반영

Ÿ 지속적으로 
개선한 실적

정
량
적
지
표

§ 개선계획서

§ 평가결과를 활용한 실적

정
성
적
지
표

§ 지속적인 교육평가 개선 실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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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반영한 「ASK2019」기준의 지표에 

대한 적합성과 측정용이성 결과

  본 연구는 전문가 집단 의견 수렴을 통해 1차 의견수렴에서 사회적 책무성을 

반영한 「ASK2019」기준 41개를 선정하였다. 2차 의견 수렴에서는 41개의 기준

에 대한 측정지표 개발을 진행하였다. 개발된 지표는 정량적 지표 122개와 정성

적 지표 130개 총 252개의 측정지표를 개발하였다. 제 3차 의견 수렴에서는 총 

252개의 지표에 대한 측정 지표로서의 적합성과 측정 용이성을 조사하였다. 측

정지표의 적합성의 정의는 해당「ASK2019」기준이 사회적 책무성 관련 기준과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으며, 얼마나 중요한지를 의미하는 것이며, 측정 용이성

은 측정지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과 해석이 쉬운 정도를 의미한 것이다. 그 결

과 측정지표로 적합한 정도가 전체 평균 3.5점 이상인 지표와 그 지표에 대한 

측정 용이도가 전체 평균 높은 순서대로 결과를 도출하였다. 결과는 사회적 책

무성을 반영한 「ASK2019」기준과 지표를 묻는 질문과 근거자료 예시, 지표 예

시로 정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전체 지표에 대한 측정적합도와 측

정용이성에 대한 결과는 <부록 10>과 <부록 11>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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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된 ASK2019 1영역: 사명과 성과

<표 Ⅳ-81> 사명과 성과 영역 기준 측정지표의 적합성과 측정용이성 결과

의과대학의 사
회적 책무성과 
관련한 ASK2019 
기준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강화를 위
한 측정지표

측정지표의
적합한 정도

측정지표의
측정 용이한 

정도

  평균   편차  평균   편차

K.1.1.1
의과대학은 대
학의 사명을 정
하고, 이를 구성
원들과 보건의
료분야의 관계
자들이 인지하
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
량
적 
지
표

대학의 사명을 인지하고 있는 내·외
부 구성원의 비율(%)

3.80 0.86 4.13 0.74

대학의 사명 합의 과정에 참여한 이
해관계자의 수

3.07 1.03 4.13 0.92

대학 사명을 홍보한 횟수 3.13 0.92 4.27 0.88

대학의 사명으로써 설정된 근거 4.20 0.68 3.22 1.01

정
성
적 
지
표

문서화된 대학의 사명서 존재 여부 4.53 0.52 4.53 0.52

대학의 사명으로써 설정된 근거의 타
당성

4.36 0.48 3.00 0.65

사명이 대학의 지향점 반영 여부 4.40 0.51 2.93 0.70

대학의 사명 개발에 관한 회의록 4.00 0.76 4.33 0.63

보건의료분야의 관계자 포함 여부 3.60 0.99 4.13 0.86

사명을 정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낸 과정

4.27 0.80 3.13 1.03

내·외부 구성원들이 사명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린 방법

3.93 0.70 4.20 0.80

K.1.1.2
의과대학의 사
명에는 기본 수
준의 진료역량, 
다양한 의학 분
야 활동에 필요
한 기본적인 조
건, 그리고 졸업 
후 교육과 평생 

정
량
적 
지
표

사명에 명시된 기본의학교육 졸업성
과 중 기본 수준의 진료역량 비율(%)

3.47 1.06 3.77 1.04

‘한국의 의사상’에서 제시한 의사 
역할에 해당하는 내용의 포함 비중

3.40 0.83 3.69 0.90

사명에 교육전략 포함 여부 3.60 0.74 3.31 0.98

정
성
적 

실제 사명에 명시된 내용 확인 4.20 0.77 3.93 0.88

교육전략 수립 회의 회의록 3.93 0.59 4.33 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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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하는 의사
양성을 위한 내
용 등이 명시되
어 있다.

지
표

졸업성과 및 졸업 후 교육, 평생학습을 
위해 노력하는 의사 양성을 위한 교육
전략 내용

3.93 0.46 3.60 0.99

K.1.1.3
의과대학은 사
명에 대학의 사
회적 책무를 명
시하고 있다.

정
량
적 
지
표

사명에 사회적 책무성 명시 범위 여
부

3.97 0.72 3.13 0.83

정
성
적 
지
표

문서화된 대학의 사명 존재 여부 4.40 0.63 4.73 0.46

실제 사명에 교육, 연구, 진료 와 관
련한 사회적 책무성 내용이 명시 되
어 있는지 여부

4.33 0.49 4.00 0.85

실제 사회적 책무를 수행한 사례 확
인

4.07 0.46 3.40 1.12

사명에 지역사회의 건강 요구, 보건의
료시스템 요구 반영 정도

4.00 0.76 3.07 1.10

K.1.2.1 
의과대학은 자
율성이 보장되
고, 교수와 교직
원이 교육과정
의 설계와 실행, 
그에 필요한 자
원 활용 등에 
있어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정
량
적 
지
표

의과대학의 예산 집행 사항 4.13 0.83 4.40 0.83

의과대학 자체 자율 실행 의사결정 
및 시행 건수

3.73 0.88 3.80 1.01

전체 예산 중 자율적 예산 집행 액의 
비율

3.87 0.74 4.13 0.92

의과대학 학칙 확인 4.47 0.52 4.40 0.91

정
성
적 
지
표

의과대학 직제 규정(학장단 자체 권
한 명시)

4.40 0.63 4.40 0.83

의과대학 예산 결정 문서 4.13 0.74 4.13 0.92

예산 집행 근거 문서 4.07 0.80 4.20 0.94

성과반영 지표 및 결과 3.87 0.83 3.60 0.91

K.1.3.1 
의과대학은 사
명에 근거하여 

정
량
적 
지

사명과 졸업성과의 매칭 비율 3.93 1.03 3.93 0.80

졸업성과 인지도 3.93 0.62 3.79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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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성과를 규
정하고 있다.

표

정
성
적 
지
표

사명과 졸업성과의 연관성을 확인 4.53 0.52 3.73 1.03

졸업성과 개발 회의록 및 관련 문서 4.07 0.59 4.13 0.99

대학의 졸업성과 존재 여부 4.60 0.51 4.67 0.82

졸업성과 규정 공지 및 게시 여부 4.13 0.74 4.47 0.92

K.1.3.2 
의과대학은 학
생이 동료 학생, 
교수진, 보건의
료인력, 환자와 
보호자를 존중
하고 이에 따라 
적절하게 행동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정
량
적 
지
표

문서화된 문서 명시 여부 4.27 0.70 4.33 0.90

정
성
적 
지
표

학생 행동 강령 혹은 임상실습지침서
와 같은 수칙 내용

4.47 0.64 4.53 0.83

360도 평가 자료 3.53 0.83 2.53 1.13

K.1.3.3 
의과대학은 의
도한 교육성과
를 공개하고 있
다.

정
량
적 
지
표

교육성과 명시된 문서의 공개 여부 4.53 0.64 4.60 0.63

정
성
적 
지
표

교육성과 공개 및 게시 내용 4.47 0.64 4.40 0.74

K.1.4.1 
의과대학은 주
요 이해관계자
를 대학의 사명
과 졸업성과의 
수립에 참여하
도록 하고 있다.

정
량
적 
지
표

사명, 졸업성과 수립에 참여한 구성원 
비율

3.53 0.74 4.20 0.77

사명, 졸업성과 수립 과정에서 이해관
계자 참여 수

2.93 0.80 4.27 0.88

정
성
적 
지
표

사명, 졸업성과 수립 과정 회의록 4.33 0.62 4.53 0.74

사명, 졸업성과 수립 과정 참여자 명
단

3.93 0.80 4.47 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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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된 ASK2019 2영역: 교육과정

 <표 Ⅳ-82> 교육과정 영역 기준 측정지표의 적합성과 측정용이성

의과대학의 사
회적 책무성과 
관련한 ASK2019 
기준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강화를 위
한 측정지표

측정지표의
적합한 정도

측정지표의
측정 용이한 

정도

  평균   편차  평균   편차

K.2.1.1 
의과대학은 교육
과정의 원리와 원
칙에 근거한 전체 
교육과정 체계를 
가지고 있다.

정
량
적 
지
표

교육과정의 원리와 원칙에 대한 명시 문서 여부 4.33 0.62 4.27 0.80

교육과정 체계 점검 조직 여부 4.20 0.56 3.93 0.88

정
성
적 
지
표

전체 교육과정 원리와 원칙 설정 문서 내용 4.40 0.63 4.13 0.92

원리와 원칙에 기반을 둔 전체 교육
과정

4.40 0.63 3.73 1.22

활동사항 관련 근거 문서 4.13 0.74 4.07 0.96

K.2.1.3 
의과대학은 평등
원칙에 따라 교
육과정을 수행하
고 있다.

정
량
적 
지
표

여학생 전용 시설 목록 3.33 0.98 4.53 0.64

양성 평등 만족도 설문조사 3.33 1.11 4.33 0.90

지역별 학생 분호 3.27 1.03 4.27 0.70

양성-지역 평등과 관련된 회의록 3.20 0.94 4.20 0.86

정
성
적 
지
표

평등원칙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3.87 0.83 3.27 1.16

지역 균등에 대한 대외 공표된 정책 존재 여부 3.47 0.83 3.80 1.26

성 평등에 대한 대외 공표된 정책 존재 여부 3.47 0.99 3.87 1.30

K.2.4.1 
의과대학은 의료
인문학 교육과정
을 적절하게 운
영하고 있다.

정
량
적 
지
표

의료 인문학 수업 표 4.07 0.80 4.47 0.74

의료 인문학 총 수업시간 3.87 0.83 4.73 0.46

의료 인문학 수업 참여 교수의 수 3.40 0.99 4.73 0.46

정
성
적 

의료인문학 수업계획서 4.33 0.72 4.73 0.59

강의록 3.40 0.51 4.13 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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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표

의료인문학 교육성과에 사회적 책무성 반영 
여부

4.13 0.74 3.73 0.88

다양한 교육방법 3.93 0.96 4.07 0.88

학생들의 과정 참여 결과물(리포트, 
발표자료) 및 평가자료

3.80 0.77 4.00 0.93

K.2.5.1
의과대학은 졸업 
후 진료가 가능
하도록 임상의학
과 임상실습 교
육과정을 운영하
고 있다.

정
량
적 
지
표

1,2차 병원 실습 시간 4.07 0.70 4.67 0.49

1,2차 병원 실습 실적
(전체 교육과정의 5%이상)

4.13 0.74 4.62 0.47

필수 임상과 주당 외래 참관 시간
(주 당 외래 환자 5인 이상 2시간 이상)

4.13 0.83 4.53 0.64

1,2차 병원 목록 3.73 0.70 4.60 0.63

정
성
적 
지
표

임상의학과 임상실습 수업계획서 4.47 0.64 4.53 0.64

임상실습지침서 4.47 0.64 4.53 0.64

1,2차 병원실습, 외래 실습 등 교육성과 4.14 0.64 3.13 1.13

1,2차 병원 의료진의 피드백 자료 4.00 0.53 3.60 1.12

학생의 외래, 병동 기록지 3.87 0.92 3.87 0.99

K.2.5.4
의과대학은 환자
안전을 강조한 임
상실습 교육과정
을 운영하고 있다.

정
량
적 
지
표

환자안전을 강조한 임상실습 교육과정 
현황

4.40 0.63 4.13 1.06

감염관리 및 환자 안전 교육 시간
(실습 전 8시간)

4.33 0.82 4.53 0.92

감염관리 및 환자 안전 교육 이수 확
인

4.40 0.63 4.60 0.74

정
성
적 
지
표

임상실습과정 운영 지침서 4.40 0.63 4.33 0.72

감염관리 및 환자 안전 교육에 대한 
임상실습교육과정 편성 여부

4.27 0.70 4.13 0.92

환자안전 교육자료 4.13 0.64 4.27 0.80

K.2.6.1
의과대학은 기
초의학, 의료인

정
량
적 
지

기초의학, 의료인문학, 임상의학 교육과정 
비율

3.87 0.99 4.33 0.72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과 교수의 만족도 측정 3.53 0.83 4.53 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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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임상의학 
간에 적절한 조
화를 이룬 교육
과정이 있다.

표
졸업 직전 또는 졸업생들의 교육과정
에 대한 요구도 조사

3.80 0.56 4.20 0.68

정
성
적 
지
표

교육과정 관련 위원회 활동 사항 4.13 0.52 3.93 1.16

교육과정 운영지침 개발 및 개선 사항 4.27 0.59 4.00 1.00

K.2.8.1
의과대학은 졸
업 후 교육을 
감안한 교육과
정을 갖추고 있
다.

정
량
적 
지
표

졸업 후 교육을 감안한 교육 과정 현
황(실적 목록)

4.13 0.64 3.87 1.06

정
성
적 
지
표

졸업 후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성과와 
운영 지침

4.07 0.80 3.87 1.19

교육병원의 전공의 대상 교육 현황 
자료

3.57 0.90 3.92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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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된 ASK2019 4영역: 학생

 <표 Ⅳ-83> 학생 영역 기준 측정지표의 적합성과 측정용이성

의과대학의 사
회적 책무성과 
관련한 ASK2019 
기준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강화를 위
한 측정지표

측정지표의
적합한 정도

측정지표의
측정 용이한 

정도

  평균   편차  평균   편차

K.4.1.1 
의과대학은 객
관적인 원칙에 
근거한 입학정
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다.

정
량
적 
지
표

입학정책 규정 존재 여부 4.33 0.62 4.73 0.59

입학정책 홍보 현황 3.87 0.74 4.33 0.72

위원회 활동 실적 3.87 0.74 4.27 0.80

정
성
적 
지
표

입학정책 수립 과정 관련 회의록 4.20 0.68 4.27 0.88

입학정책 수립 근거 관련 자료 4.00 0.76 3.73 0.96

K.4.2.1 
의과대학은 특
별전형 모집요
강에 입학정원
과 선발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정
량
적 
지
표

특별전형 입학정원과 선발 기준 명시 
여부

4.27 0.70 4.79 0.41

정
성
적 
지
표

특별전형 모집 전형 모집요강 내용 4.33 0.62 4.60 0.63

입학정원과 선발기준에 대한 타당한 
근거자료

3.86 0.52 3.37 1.17

K.4.3.2 
의과대학은 학
생들의 진로지
도를 위한 프로
그램을 제공하
고 있다.

정
량
적 
지
표

진로지도 프로그램 운영 현황(실적) 4.33 0.62 4.60 0.63

진로지도 프로그램 홍보 현황 3.87 0.64 4.33 0.72

정
성
적 
지
표

진로지도 프로그램 내용 4.07 0.70 3.53 1.06

진로지도 프로그램 내용의 적절성 3.93 0.70 2.87 0.99

K.4.4.1 
의과대학은 사
명, 교육과정설
계, 관리, 평가

정
량
적 
지
표

사명, 교육과정설계, 관리, 평가 과정
에 대한 학생대표 참여 수 및 회수

4.03 0.72 4.47 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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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그 외 학생
과 관련된 문제
에 대한 학생대
표의 적절한 참
여를 보장하고 
있다.

정
성
적 
지
표

학생대표 참여 보장 관련 문서 4.27 0.59 4.27 0.88

학생대표 참여 회의록 4.36 0.61 4.43 0.73

K.4.4.2 
의과대학은 학
생활동과 학생
의 자치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정
량
적 
지
표

학생 자치 조직 수 3.33 0.82 4.60 0.63

연간 학생 자치 조직 지원금 지출액 3.80 0.77 4.60 0.51

학생 학술 및 연구 활동 건수 3.53 0.83 4.20 0.86

학생 사회봉사 건수(시간) 3.60 0.83 4.20 0.86

정
성
적 
지
표

학생 학술 및 연구활동, 사회봉사 참
여와 관련된 문서

4.13 0.74 4.00 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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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된 ASK2019 5영역: 교수

 <표 Ⅳ-84> 교수 영역 기준 측정지표의 적합성과 측정용이성

의과대학의 사
회적 책무성과 
관련한 ASK2019 
기준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강화를 위
한 측정지표

측정지표의
적합한 정도

측정지표의
측정 용이한 

정도

  평균   편차  평균   편차

K.5.1.3 
의과대학은 의
료인문학 분야
에 전임 교수 
또는 전담 교수
를 적절하게 확
보하고 있다.

정
량
적 
지
표

의료인문학 분야의 전임 교수 또는 
전담 교수 수

4.33 0.90 4.80 0.41

의료인문학 분야 교육과정 관련 회의
에 전담교수 참여 회수

3.87 0.74 4.67 0.49

전담교수 활동 비율(인문학: 전공) 3.53 0.83 4.40 0.63

정
성
적 
지
표

의료인문학 분야 교육과정 관련 참여 
회의록

4.07 0.70 4.13 0.83

의료인문학 교육과정 현황 4.20 0.68 4.29 0.70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적절한 인원배
정

3.73 0.59 3.87 0.99

K.5.2.1 
의과대학은 교
수가 교육, 연
구, 봉사활동 간
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
을 수립하여 시
행하고 있다.

정
량
적 
지
표

교수의 교육, 연구, 봉사 점수 4.40 0.63 4.64 0.48

업적 평가에서 교수의 교육, 연구, 봉
사 점수의 상대적 비율

4.20 0.68 4.40 0.63

학회 이외의 봉사 활동에 대한 예시 
필요

3.60 1.06 4.40 0.74

정
성
적 
지
표

교육, 연구, 봉사 활동이 포함된 교수 
업적 평가 정책 문서

4.33 0.62 4.27 0.59

학회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 제시 3.80 0.86 4.00 0.93

일반 사회봉사 활동의 내용 구체화 3.47 0.92 3.87 0.83

K.5.2.2 
의과대학은 교
수업적평가제도
를 수립하여 시
행하고 있다.

정
량
적 
지
표

교수 업적평가 등급별 교수 수 3.67 0.72 4.53 0.64

교육연수 및 교수개발 프로그램 참여 
교수 수

4.13 0.83 4.47 0.64

교수 업적 평가 방법 4.13 0.83 4.13 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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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교육 또는 교수개발 프로그램 내용 3.87 0.74 4.27 0.70

정
성
적 
지
표

교수업적 평가제도 관련 문서 4.13 0.64 4.00 0.93

교수개발프로그램 참여 인증서 3.40 0.83 4.20 0.77

교수업적 평가 절차 3.73 0.59 3.80 1.01

K.5.2.4 
의과대학은 교
수업적평가기준
에 학생교육이
나 학술활동 이
외의 학회활동
이나 공공 목적
의 사회봉사활
동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다.

정
량
적 
지
표

교수업적평가에서 사회봉사활동 관련 업적 4.20 0.77 4.47 0.64

학회 활동 구체적 이력 제시
(예: 이사, 이사장 등)

3.67 0.82 4.27 0.59

공공목적의 사회활동 평가 기준 제시 3.93 0.88 3.87 0.83

정
성
적 
지
표

교수업적평가제도 관련 문서 3.93 0.88 4.53 0.64

교원 인사 관련 규정 확인 4.20 0.94 4.40 0.63

교수 면담 4.13 0.74 3.27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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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된 ASK2019 6영역: 교육자원

<표 Ⅳ-85> 교육자원 영역 기준 측정지표의 적합성과 측정용이성

의과대학의 사
회적 책무성과 
관련한 ASK2019 
기준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강화를 위
한 측정지표

측정지표의
적합한 정도

측정지표의
측정 용이한 

정도

  평균   편차  평균   편차

K.6.1.8 의과대
학은 교직원, 학
생, 환자에게 안
전한 학습 환경
을 보장하고 있
다.

정
량
적 
지
표

환자 안전을 위한 교육 내용 4.13 0.64 4.13 0.92

안전관련 시설 보유 현황 4.27 0.59 4.47 0.64

안전관련 시설 점검 회수 3.93 0.70 4.60 0.63

안전교육 시행 참여자 수 3.80 0.86 4.47 0.74

안전한 학습환경 인식도 수준 3.87 0.74 3.73 0.96

정
성
적 
지
표

안전관련 시설 보유 및 관리 실태 보고서 3.93 0.59 4.00 1.07

안전교육 적절성 3.93 0.59 3.00 0.85

안전한 학습 환경 인지를 위한 각종 
시설 설비 및 자료 제시 현황

3.53 0.92 3.87 0.83

K.6.2.1 
의과대학은 학
생들이 적절한 
임상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
한 질환의 환자
와 충분한 수의 
환자를 확보하
고 있다.

정
량
적 
지
표

각 임상 과에서 학생 예진 기회 경험 회수 4.13 0.52 4.07 0.88

실습 병원의 입원 및 외래 환자 통계 3.78 0.86 4.40 0.74

필수 환자군 수 4.13 0.99 4.13 0.99

필수 환자군 대상 교육 시행 현황(횟
수, 참여자 수)

4.13 0.74 3.80 1.15

정
성
적 
지
표

환자에 대한 의료정보 접근에 관한 내용 확인
(개인정보에 따른 제약을 극복하는 방법)

3.93 0.59 3.67 0.98

필수 환자군 교육을 위한 교육 관리 체계 4.07 0.59 3.60 0.99

필수 환자군 교육 현황(실행 현황) 4.07 0.70 3.80 1.15

K.6.2.2 
의과대학은 학
생들이 적절한 

정
량
적 
지

구체적인 학생 임상실습교육시설 확인 4.27 0.70 4.33 0.72

임상실습 교육병원 규모 3.80 0.77 4.47 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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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경험을 할 
수 있도록 충분
한 임상실습시
설을 확보하고 
있다.

표
학생교육시설 확보율 4.47 0.64 4.47 0.64

학생 전용공간 확보율 4.13 0.83 4.47 0.64

정
성
적 
지
표

병원 내 교육시설에 대한 학생 면담 4.47 0.52 3.80 1.01

임상실습 교육병원 현장 확인 4.40 0.51 3.93 0.88

활용도 및 만족도 점검 4.27 0.70 3.87 0.74

 K.6.2.3 
의과대학은 학
생들이 적절한 
임상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학생
진료행위에 대
한 관리체계가 
있다.

정
량
적 
지
표

학생진료 담당 교원 및 전공의 수 4.27 0.70 4.33 0.742

학생 진료 감독 및 피드백 횟수 3.80 0.77 3.60 1.12

학생교육 담당 교육 전공의 참여자 수 3.67 0.62 4.20 0.77

학생교육 담당 교육전공의 교육 횟수 3.73 0.88 3.87 1.36

정
성
적 
지
표

임상실습 책임교수 임명 공문 4.00 0.76 4.47 0.83

교육담당 교육전공의 임명 공문 3.60 0.83 4.27 1.22

문서화된 학생진료행위에 대한 관리 
체계

4.27 0.59 4.20 0.77

학생진료 관련 체계 점검(규정, 지침) 4.27 0.59 4.33 0.90

학생진료행위 지도를 위한 각종 교육자
료 및 교육진(교육전공의 및 교원) 역량
강화 자료

4.13 0.52 4.13 0.99

학생에 대한 교수진 피드백과 진료 
감독 관련 학생 피드백

4.27 0.70 2.93 1.03

K.6.6.1 
의과대학은 교
직원과 학생이 
국내외의 교육
기관과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적절하게 
지원하고 있다.

정
량
적 
지
표

교원, 직원, 학생 교류 실적
(횟수, 지원 금액, 지원인력)

4.07 0.80 4.38 0.81

정
성
적 
지
표

교류 관련 규정 4.20 0.56 4.47 0.83

교류 관련 실적 4.07 0.46 4.33 0.82

교직원 및 학생 교류 관련 만족도 및 성과 
확인

4.07 0.70 3.60 1.06

교류 확대를 위한 노력 증빙 3.60 0.74 2.93 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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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된 ASK2019 7영역: 교육평가

<표 Ⅳ-86> 교육평가 영역 기준 측정지표의 적합성과 측정용이성

의과대학의 사
회적 책무성과 
관련한 ASK2019 
기준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강화를 위
한 측정지표

측정지표의
적합한 정도

측정지표의
측정 용이한 

정도

  평균   편차  평균   편차

K.7.1.1 
의과대학은 교
육의 과정에 대
한 정기적인 모
니터링을 하고 
있다.

정
량
적 
지
표

교육과정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횟수 4.00 0.65 4.20 0.77

교육과정 모니터링 환류개선 비율 4.07 0.70 3.53 1.06

정
성
적 
지
표

모니터링 실적 및 결과 4.27 0.59 4.00 0.85

모니터링 관련 공문 3.87 0.92 4.13 1.06

모니터링 체계 및 관리 현황 4.20 0.68 3.80 0.77

환류 개선 및 정기적 모니터링 결과 확인 4.33 0.72 3.33 1.05

K.7.1.2 
의과대학은 교
육평가체제를 
수립하여 시행
하고 있다.

정
량
적 
지
표

교육평가체제의 구성 여부 4.47 0.64 4.20 0.86

교육평가체제 규정, 실행주체, 체계적 구조 4.27 0.59 4.00 0.85

교육과정과 교육과정의 주요 구성요소 
평가 실행 주체, 평가방법, 평가실적

4.27 0.59 3.71 1.03

progress test 실행주체, 평가방법, 평가실적 3.73 0.80 3.80 1.08

주요 관심분야 평가 실행주체, 평가방법, 평가실적 3.87 0.83 3.47 1.06

정
성
적 
지
표

교육의 과정을 평가하는 체제의 적절성 4.20 0.68 3.00 1.00

교육평가체제의 당위성, 정당성 여부 3.87 0.83 2.47 0.99

대학의 교육평가 시행, 유지, 지속성 여부 4.33 0.62 3.50 1.05

교육평가의 대학교육 가치의 지향성 반영 여부 4.00 0.76 2.80 1.08

교육과정에 국한되지 않은 대학 전반 
교육활동 평가 여부

3.87 0.92 3.33 1.23

K.7.1.3 
의과대학은 교

정
량 교육의 과정 평가 실행주체, 평가방법, 평가실적 4.40 0.63 4.00 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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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평가 결과를 
교육과정개선에 
활용하고 있다.

적 
지
표

교육의 과정 개선 실행 주체, 개선실
적, 개선에 활용한 평가 결과

4.47 0.64 3.87 0.99

교육과정 개선 실행주체, 개선실적, 
개선에 활용한 평가결과

4.60 0.63 4.00 0.85

정
성
적 
지
표

교육의 과정 평가 적절성 여부 4.13 0.52 2.93 0.96

지속적 평가시행 여부 4.40 0.63 3.67 1.11

평가 결과를 개선에 반영 여부 4.40 0.63 3.73 1.44

대학이 추구하는 가치의 지향성 반영 여부 3.93 0.70 2.60 0.91

K.7.2.1 
의과대학은 교
육자와 학생으
로부터의 피드
백을 체계적으
로 조사, 분석하
여 대응하고 있
다.

정
량
적 
지
표

교육의 과정 모니터링 항목 결정 근거 4.07 0.88 3.67 1.11

피드백을 받은 교육자 범위-교수 외 교육에 
참여한 펠로우, 전공의, 일차의료기관 원장 등

3.93 1.03 3.73 1.44

체계적 조사 분석의 규정, 시행 주체, 
정기적 시행, 조사, 분석방법

4.00 0.76 3.60 1.30

교육의 과정 개선 계획에 반영된 피드
백 결과 분야, 개선 계획 및 개선 사항

4.27 0.59 3.67 1.05

개선 사항에 대해 통보한 대상 및 통보 방법 3.71 0.70 4.00 0.93

정
성
적 
지
표

피드백 항목의 적절성 여부 3.93 0.59 2.87 0.83

대학의 교육활동 조사에 적합한 피드
백 참여 구성원의 적절성 여부

3.93 0.59 3.27 1.03

체계적 조사, 분석의 적절성 여부 3.87 0.52 3.27 0.96

피드백 결과를 활용한 개선 계획의 
적절성 및 시행 여부

4.20 0.56 3.47 0.92

대학의 개선 활동에 대한 공지 및 게시 여부 3.67 0.72 4.20 0.86

K.7.3.1 
의과대학은 학
생과 졸업생 코
호트에서 사명, 
의도한 교육성
과, 교육과정, 
투입한 자원에 
관련된 수행능
력을 분석하고 

정
량
적 
지
표

코호트 관리 규정/관리 주체 4.13 0.92 4.33 0.82

학생 및 졸업생 코호트 구성원 및 구축시기 3.87 0.99 4.20 0.94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실적, 평가대상 4.13 0.74 3.80 0.94

정
성
적 
지
표

코호트 관리제도 여부 4.07 0.96 4.07 1.16

코호트 구성의 적절성 여부 3.80 0.86 3.07 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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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수행능력 평가의 적절성 여부 3.93 0.70 2.93 1.03

수행능력 평가 지표의 타당성 4.00 0.65 3.00 0.85

K.7.4.1 
의과대학은 교
육 모니터링과 
교육평가 활동
에 주요 이해관
계자를 포함하
고 있다.

정
량
적 
지
표

주요 이해관계자 명단 3.87 0.74 4.47 0.64

대학본부의 보직 교수 참여 3.87 0.92 4.53 0.52

주요 이해관계자의 참여 실적 3.93 0.80 4.47 0.64

모니터링 관련 회의록 4.07 0.70 4.33 0.72

정
성
적 
지
표

주요 이해관계자 적절성 여부 3.53 0.92 3.27 1.03

의과대학과 대학본부의 연결성 여부 3.67 1.18 3.33 1.05

주요 이해관계자의 참여도 적절성 여부 3.67 0.98 2.93 0.96

모니터링, 교육평가 활동에 주요 이해
관계자의 역할

3.93 0.80 3.60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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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된 ASK2019 8영역: 대학운영체계와 행정

<표 Ⅳ-87> 대학운영체계와 행정 영역 기준 측정지표의 적합성과 측정용이성

의과대학의 사
회적 책무성과 
관련한 ASK2019 
기준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강화를 위
한 측정지표

측정지표의
적합한 정도

측정지표의
측정 용이한 

정도

  평균   편차  평균   편차

K.8.1.3 의과대학은 
대학운영을 위한 적
절한 정책결정 구조
와 절차를 갖추고 
있다.

정
량
적 
지
표

정책결정 구조와 절차에 대한 규정 
여부

3.82 0.75 4.18 0.98

대학운영과련 위원회 유무(규정 예산, 회
의록 등)

3.82 0.87 4.36 0.67

결정된 정책의 예산 및 집행 실적 4.00 0.63 4.36 0.67

정
성
적 
지
표

정책결정구조와 절차 체계의 적절성 3.91 0.54 3.00 0.89

대학운영 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3.91 0.54 3.36 0.81

정책결정 구조와 절차에 대한 규정의 
적절성

3.91 0.70 3.18 0.87

실적 보고서 3.64 0.67 3.82 0.98

정책 결정 회의록 3.73 0.65 4.00 0.77

K.8.1.4 의과대학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교육병원마다 
학생교육과 연구를 
총괄하는 보직자가 
있고, 교육과 연구
를 지원하는 행정
체계를 갖추고 있
다. 

정
량
적 
지
표

원거리 교육병원 교육 연구관련 학생 
대비 보직 교수와 행정직원 명단 및 수

3.82 1.08 4.45 0.52

교육병원 교육과 연구 지원 정책/행
정체계 유무(규정, 지침, 보직체계, 행
정구조, 업무분장)

3.82 0.87 4.27 0.65

학생교육과 연구에 대한 실적 3.73 0.90 4.09 0.94

교육병원의 학생 시설 및 행정지원의 
사무실 공간 확인

3.82 0.87 4.45 0.52

학장단 방문 근거 자료 3.73 0.47 4.36 0.81

정
성
적 

교육병원 교육과 연구지원 정책 및 
행정 체계의 적절성

4.09 0.70 3.45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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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표

인력배정의 적절성 4.00 0.45 3.64 1.03

성과활동 내용의 적절성 3.73 0.47 3.27 0.90

교육병원의 학생교육과 연구가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의 적절성

3.91 0.70 3.27 0.90

K.8.5.1 
의과대학은 보
건의료분야 및 
보건의료 관련 
분야와 건설적
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정
량
적 
지
표

상호작용한 보건의료 분야 및 관련 분야 3.87 0.64 4.00 0.85

관계 기관과의 상호작용 실적 3.80 0.86 4.07 0.88

정
성
적 
지
표

보건의료분야의 적절성 여부 3.53 0.74 2.73 0.88

상호작용의 건설적 영향여부 3.40 0.51 2.33 0.98

관련기관 및 기구와의 교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협약자료, 회의/세미나/워크숍 
자료 등)

3.50 0.73 3.86 1.25

관련기관 및 기구와의 교류를 통한 결
과물 확인(의대교육과정 변화 결과 등)

3.77 0.67 3.79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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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된 ASK2019 9영역: 지속적 개선

<표 Ⅳ-88> 지속적 개선 영역 기준 측정지표의 적합성과 측정용

의과대학의 사회
적 책무성과 관련
한 ASK2019 기준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강화를 위
한 측정지표

측정지표의
적합한 정도

측정지표의
측정 용이한 정도

 평균  편차  평균  편차

K.9.0.1 
의과대학은 대
학발전계획이 
있고, 대학발전
기금을 운용하
며, 동문 또는 
지역사회의 참
여를 유도하는 
노력을 하고 있
다.

정
량
적 
지
표

대학발전계획에 대학본부 또는 학교
법인의 지원 내용 4.27 0.59 4.33 0.98

대학 발전을 위한 동문 또는 지역사회 참
여 유도를 위한 모임, 워크숍, 세미나 횟수 3.93 0.70 4.67 0.62

대학발전기금 내역 규모 4.07 0.70 4.60 0.63

대학발전과 관련된 위원회 개최 횟수 3.60 0.99 4.60 0.63

대학발전계획서 4.20 0.77 4.20 1.01

정
성
적 
지
표

대학발전과 관련된 위원회 활동자료 4.27 0.59 4.47 0.64

발전계획서 및 정기적인 진행상황 점검자료 4.07 0.59 4.00 0.93

발전기금 운용 및 관련 위원회 관련 규정 4.00 0.76 4.40 0.83

대학발전을 위한 동문 또는 지역사회 
참여 유도 노력 4.00 0.76 3.53 0.92

대학발전기금 규모와 운용의 적절성 3.67 0.72 3.27 0.88

K.9.0.2 
의과대학은 지속
적인 질 관리와 
개선을 위해 자
체평가업무를 수
행하는 상설기구
를 갖추고 있고, 
관련 예산을 편
성하여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다.

정
량
적 
지
표

자체평가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액 4.27 0.80 4.47 0.92

자체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상설기구의 
활동 내역(회의 횟수 등) 4.33 0.72 4.60 0.63

정
성
적 
지
표

자체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상설기구 
운영 및 개선 실적 4.47 0.64 4.13 0.92

학장단과 독립적이고 지속적인 질 관리  4.47 0.64 3.47 0.99

운영 예산과 지출의 적절성 4.33 0.62 3.60 1.12

K.9.0.3
의과대학은 평가인증 
결과를 대학운영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한 실적이 있다.

정
량
적 
지
표

개선 계획서 4.53 0.64 4.47 0.64

평가 결과를 활용한 실적 4.60 0.63 4.40 0.63

정
성
적 
지
표

지속적인 교육평가 개선 실적 여부 4.67 0.62 4.40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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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반영한 「ASK2019」기본 기준의 평가 매트릭스 

<표 Ⅳ-89>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반영한 「ASK2019」기본 기준의 평가 매트릭스 

 평가 영역 평가기준 기대성과 분류 평가질문 비치자료 예시 측정지표 예시

1.사명과 성과

K.1.1.1 의과대학은 대학의 사
명을 정하고, 이를 구성원들과 
보건의료분야의 관계자들이 인
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Ÿ 사명 정의
Ÿ 합의로 결정된 사명
Ÿ 사명 홍보

교육
관련성
과정

정
량
적

대학의 사명을 설정한 근
거는 무엇인가?

Ÿ 대학의 사명서
Ÿ 사명정립에 참

여한 이해관계
자 참여자 명부

Ÿ 대학의 사명서 유무
Ÿ 사명정립에 참여한 이해

관계자 참여자 수

대학의 사명을 구성원들이 
인지하고 있는가?

Ÿ 사명 인지에 대
한 설문조사 자
료

Ÿ 대학의 사명을 인지하고 
있는 내·외부 구성원의 
비율(%) 

정
성
적

대학의 사명을 설정한 근
거는 타당한가?

Ÿ 회의록
Ÿ 사명을 정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합의 과정
대학의 사명을 홍보한 방
법은 적절한가?

Ÿ 홍보자료
Ÿ 홈페이지 및 홍보자료 

유무

K.1.1.2 의과대학의 사명에는 
기본 수준의 진료역량, 다양한 
의학 분야 활동에 필요한 기본
적인 조건, 그리고 졸업 후 교
육과 평생 학습하는 의사양성
을 위한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다. 

Ÿ 교육전략이 포함된 
사명

Ÿ 기본의학교육 졸업성과
Ÿ 바람직한 의사상
Ÿ 평생학습역량을 
   갖춘 의사

교육
관련성
내용

정
량
적

사명에는 교육전략이 포함
되어 있는가?

Ÿ 대학의 사명서

Ÿ 기본의학교육졸업성과 
역량 비율(5)

Ÿ ‘한국의 의사상’역할 
비중(5)

정
성
적

사명의 교육전략 내용은 
적절한가?

Ÿ 교육전략 수립 
회의 회의록

Ÿ 졸업성과 및 졸업 후 교육, 
평생학습을 위해 노력하는 
의사 양성을 위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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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1.3 의과대학은 사명에 대
학의 사회적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Ÿ 지역사회, 보건의료
시스템의 요구 등 사
회적 책무성을 반영
한 사명

Ÿ 교육, 연구, 진료 방
침 등 사회적 책무성 
명시한 사명

교육
관련성 
내용

정
량
적

사회적 책무성 범위가 명
시된 문서화된 사명서가 
있는가?

Ÿ 사명서
Ÿ 사명서에 교육, 연구, 진

료에 대한 사회적 책무
성 내용 유무

정
성
적

사명에 지역사회의 건강 
요구, 보건의료시스템 요
구를 반영하였는가?

Ÿ 설문조사 및 면
담 자료

Ÿ 사회적 책무성 요구 조
사에 대한 자료 내용

K.1.2.1 의과대학은 자율성이 
보장되고, 교수와 교직원이 교
육과정의 설계와 실행, 그에 
필요한 자원 활용 등에 있어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Ÿ 대학의 자율성 확보
Ÿ 교육과정 설계에 대

한 교수, 직원 등의 
자율성확보

Ÿ 교육과정 실행에 대
한 자원 활용 등의 
자율성 확보

교육*
관련성*
결과*

정
량
적

의과대학의 학사행정 및 
재정을 집행할 수 있는 직
제가 있는가?

Ÿ 의과대학 학칙 
및 조직체계

Ÿ 의과대학 학칙 및 직제 
규정 유무

의과대학 자율 실행 의사
결정 및 예산 집행 실적이 
있는가?

Ÿ 회의록
Ÿ 의사결정 시행 건수 및 

예산 집행 실적

정
성
적

의과대학의 직제 규정 근
거와 자율성 실행 근거는 
타당한가?

Ÿ 예산 및 집행에 
대한 근거자료

Ÿ 성과 반영 지표 및 결과 
내용 

K.1.3.1 의과대학은 사명에 근
거하여 졸업성과를 규정하고 
있다. 

Ÿ 사명 기반 졸업성과 
개발

Ÿ 지식·술기·태도 역
량기반 졸업성과

Ÿ 사회적 책무에 대한 
졸업성과

교육
관련성
내용

정
량
적

사명에 근거한 졸업 성과
가 존재하는가?

Ÿ 졸업성과 자료 
Ÿ 사명에 근거한 졸업성과 

자료 유무 

정
성
적

사명과 졸업성과의 연관성
의 적합한가?

Ÿ 회의록
Ÿ 졸업성과 개발 과정 및 

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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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3.2 의과대학은 학생이 동
료 학생, 교수진, 보건의료인
력, 환자와 보호자를 존중하고 
이에 따라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Ÿ 학생의 동료학생, 교
수진, 보건의료인력, 
환자와 보호자에 대
한 행동 명시

교육
관련성
내용

정
량
적

행동 명시에 대한 문서화
된 자료가 있는가?

Ÿ 학생 행동 규정
자료

Ÿ 학생행동 규정 명시 유
무

정
성
적

학생 행동 강령 혹은 임상
실습 지침서 수칙 내용은 
적절한가?

Ÿ 학생 행동 규정
집

Ÿ 학생 행동 강령에 대한 
내용의 적절성 

K.1.3.3 의과대학은 의도한 교
육성과를 공개하고 있다.  

Ÿ 교육성과 공개
교육
관련성
내용

정
량
적

문서화된 교육성과 문서를 
공개하고 있는가?

Ÿ 학사편람
Ÿ 교육성과 문서 유무와 

공개 회수

정
성
적

교육성과 내용 및 공개가 
적절하게 이루고 있는가?

Ÿ 웹사이트 및 홍
보자료

Ÿ 교육성과 내용의 적절성
과 공지 및 게시 방법

K.1.4.1 의과대학은 주요 이해
관계자를 대학의 사명과 졸업
성과의 수립에 참여하도록 하
고 있다.

Ÿ 사명과 졸업성과 수
립에 주요 이해관계
자 참여

교육
관련성
과정

정
량
적

사명, 졸업성과 수립에 내
부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
가 참여하였는가?

Ÿ 참여자 명단
Ÿ 사명, 졸업성과 수립에 

참여한 내·외부 구성원
의 수 및 비율

정
성
적

사명, 졸업성과 수립에 내
부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
의 참여는 어떻게 이루어
졌는가?

Ÿ 회의록
Ÿ 설문조사

Ÿ 사명, 졸업성과 수립 과
정 및 회의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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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과정

K.2.1.1 의과대학은 교육과정의 
원리와 원칙에 근거한 전체 교
육과정 체계를 가지고 있다.

Ÿ 교육과정의 원리 원
칙 개발

Ÿ 전체 교육과정 체계
점검

Ÿ 원리와 원칙에 기반
을 둔 전체 교육과정

교육
관련성
과정

정
량
적

전체 교육과정 체계에는 
원리와 원칙이 명시되어 
있는가?

Ÿ 교육과정 문서
Ÿ 원리와 원칙이 명시된 

교육과정 체제 유무

정
성
적

전체 교육과정에 원리와 원
칙의 내용은 적절한가?

Ÿ 교육과정 문서
Ÿ 교육과정에 대한 원리와 

원칙 내용

K.2.1.3 의과대학은 평등원칙에 
따라 교육과정을 수행하고 있
다.

Ÿ 교육과정운영규정에 
평등원칙 제시 및 수
행

교육
형평성
과정

정
량
적

교육과정에 성평등, 장애
학생 등 평등원칙을 제시
하고 수행한 실적이 있는
가?

Ÿ 윤리인권에 관
한 규정 

Ÿ 윤리인권에 대한 규정 
유무와 수행 실적 건수

정
성
적

평등원칙에 따라 교육과정
을 준수하고 있는가?

Ÿ 만족도 설문조사
Ÿ 회의록

Ÿ 평등원칙 만족도 
Ÿ 평등원칙에 관한 회의 

내용

K.2.4.1 의과대학은 의료인문학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다.

Ÿ 의료인문학, 행동과
학, 사회과학, 의료윤
리, 의료법규 등의 
교육과정 운영

교육
관련성
내용

정
량
적

의료인문학 교육과정이 존
재하는가?

Ÿ 의료인문학 관련 
수업 계획서

Ÿ 의료인문학 교육과정 수
업시간 및 교수의 수

정
성
적

의료인문학 교육과정의 내
용은 적절한가?

Ÿ 수업계획 강의록
Ÿ 학생 결과물

Ÿ 의료인문학 교육성과에 
사회적 책무성 반영 여
부

K.2.5.1 의과대학은 졸업 후 진
료가 가능하도록 임상의학과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Ÿ 졸업 후 일차진료가 가
능한 임상의학 교육과정

Ÿ 임상실습지침서 제공 및 
활용

Ÿ 환자진료참여를 교육과정
운영

Ÿ 1,2차 병원에서 임상실
습

교육
관련성
과정

정
량
적

임상의학과 임상실습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가?

Ÿ 1,2차 병원 목록
Ÿ 임상의학과 임

상실습 수업계
획서

Ÿ 1,2차 병원 실습 시간 
및 필수 임상과 주당 외
래 참관 시간

정
성
적

임상의학과 임상실습 교육
과정은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Ÿ 임상실습 지침서

Ÿ 1,2차 병원실습, 외래 실
습 등 교육성과 및 피드
백 자료(학생의 외래, 병
동 기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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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5.4 의과대학은 환자안전을 
강조한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Ÿ 환자 안전 교육 운영
교육
질
과정

정
량
적

환자안전을 강조한 임상실
습 교육과정이 있는가?

Ÿ 교육과정 편람
Ÿ 감영관리 및 환자 안전 

교육에 대한 임상실습교
육과정 편성 유무

정
성
적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적절
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Ÿ 임상실습 운영 
지침서 및 교육
자료

Ÿ 감영관리 및 환자 안전
교육 시간 및 이수확인

Ÿ 임상실습과정 운영 지침 
및 교육 내용

K.2.6.1 의과대학은 기초의학, 
의료인문학, 임상의학 간에 적
절한 조화를 이룬 교육과정이 
있다. 

Ÿ 기초의학, 의료인문
학, 임상의학의 교육
과정

Ÿ 교육과정 상세 명시

교육*
관련성*
내용*

정
량
적

기초의학, 의료인문학, 임
상의학 교육과정은 조화롭
게 운영되고 있는가?

Ÿ 설문조사 및 만
족도 조사

Ÿ 기초의학, 의료인문학, 
임상의학 교육과정 비율

Ÿ 요구도 및 만족율

정
성
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노
력을 하고 있는가?

Ÿ 교육과정 운영
지침서

Ÿ 교육과정 관련 위원회 
활동 및 개선 사항

K.2.8.1 의과대학은 졸업 후 교
육을 감안한 교육과정을 갖추
고 있다. 

Ÿ 졸업 후 교육과정을 
운영

교육
관련성
과정

정
량
적

졸업 후 교육과정을 운영
하고 있는가?

Ÿ 교육과정 실적
자료

Ÿ 교육병원의 전공의 대상 
교육 자료 및 실적

정
성
적

졸업 후 교육을 감안한 교
육과정 운영은 적절한가?

Ÿ 운영지침 및 자
료

Ÿ 졸업 후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 성과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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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생

K.4.1.1 의과대학은 객관적인 
원칙에 근거한 입학정책을 수
립하고 시행하고 있다. 

Ÿ 학생 선발 및 입학정
책의 객관성

Ÿ 입학정책, 학생선발
방법 홍보

Ÿ 학생선발 관련위원회 
운영 및 검토

교육
형평성
과정

정
량
적

입학정책 규정이 있는가?
입학정책을 홍보하고 있는가?

Ÿ 입학정책 규정
Ÿ 홍보자료

Ÿ 입학정책 규정 존재 유무
Ÿ 입학정책 홍보 활동 실적

정
성
적

입학정책 수립 근거는 타
당한가?

Ÿ 회의록 Ÿ 입학정책 수립 과정

K.4.2.1 의과대학은 특별전형 
모집요강에 입학정원과 선발기
준을 명시하고 있다. 

Ÿ 특별전형 선발기준
교육
형평성
내용

정
량
적

특별전형 입학정원과 선발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가?

Ÿ 입학정책 규정
Ÿ 특별전형 선발 기준 명

시 유무

정
성
적

특별전형 모집 요강의 내
용은 적절한가?

Ÿ 특별전형 모집 
요강

Ÿ 특별전형 모집 전형 내
용

K.4.3.2 의과대학은 학생들의 
진로지도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Ÿ 학생 진로지도 프로
그램과 실적

Ÿ 학생 진로지도프로그
램 홍보

교육
질
과정

정
량
적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는가?

Ÿ 진로지도 프로
그램 자료

Ÿ 진로지도 프로그램 실적 
및 홍보활동

정
성
적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내용
은 적절한가?

Ÿ 진로지도 프로
그램 자료

Ÿ 진로지도 프로그램 내용

K.4.4.1 의과대학은 사명, 교육
과정설계, 관리, 평가와 그 외 
학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학
생대표의 적절한 참여를 보장
하고 있다.

Ÿ 사명, 교육과정설계, 
관리, 평가와 기타 
학생 관련 문제들에 
대한 학생대표 참여 
정책

교육
관련성
과정

정
량
적

사명, 교육과정설계 및 평
가 등에 학생대표가 참여
하고 있는가?

Ÿ 회의록
Ÿ 학생대표 참여 수 및 건

수

정
성
적

학생대표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가?

Ÿ 학생대표 참여 
보장 관련 규정 
및 문서

Ÿ 학생대표 참여 보장 내
용

K.4.4.2 의과대학은 학생활동과 
학생의 자치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Ÿ 학생자치조직
Ÿ 학생활동에 대한 지도

와 지원
Ÿ 학술 및 연구활동, 사회

봉사 등 학생 참여

교육
관련성
내용

정
량
적

학생활동과 자치활동을 장
려하고 있는가?

Ÿ 학생 자치활동 
실적자료

Ÿ 참여자 수 및 시간
Ÿ 예산

정
성
적

학학생활동과 자치활동의 
근거자료는 무엇인가?

Ÿ 학생 학술 및 연구
활동, 사회봉사 참
여 관련 문서

Ÿ 학생 학술 및 연구활동 
및 봉사 장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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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수

K.5.1.3 의과대학은 의료인문학 
분야에 전임 교수 또는 전담 
교수를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
다.

Ÿ 의료인문학 전임 및 
전담 교수

Ÿ 의료인문학 분야 교
육과정의 설계, 실행, 
및 평가에 대한 전담
교수 참여

교육*
형평성*
결과*

정
량
적

의료인문학 분야의 점임 
교수 또는 전담교수가 있
는가?

Ÿ 교원 확보 자료
Ÿ 의료인문학 분야 전임 

및 전담 교수 수 

정
성
적

의료인문학 분야 교육과정
의 현황은 적절한가?

Ÿ 회의록
Ÿ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적절한 인원배정 내용

K.5.2.1 의과대학은 교수가 교
육, 연구, 봉사활동 간의 균형
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을 수
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Ÿ 업적평가나 승진규정
Ÿ 학회 활동 및 사회봉

사활동보장

교육
관련성
과정

정
량
적

교수의 교육, 연구, 봉사활
동을 위한 정책이 있는가?

Ÿ 교수의 교육, 
연구 봉사 실적
자료

Ÿ 교육, 연구, 봉사 활동 
회수 및 이수 비율

정
성
적

교육, 연구, 봉사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가?

Ÿ 교수업적평가 
정책 문서

Ÿ 교수업적평가 정책 문서 
내용

K.5.2.2 의과대학은 교수업적평
가제도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Ÿ 교수업적평가제도 시
행 

Ÿ 전임교수의 의학교육
연수 및 교수개발프
로그램 참여 제도

Ÿ 전임교수의 의학교육
연수 및  교수개발프
로그램 참석 현황

교육
질
과정

정
량
적

교수업적평가제도가 있는
가?

Ÿ 교수업적평가제
도 문서

Ÿ 교육 연구 및 교수개발 
프로그램 참여 수

정
성
적

교수업적평가제도가 적절
하게 시행되고 있는가?

Ÿ 교수업적평가관
련 문서

Ÿ 교수개발프로그
램 참여 인증서

Ÿ 교수업적평가 방법 및 
절차 내용

K.5.2.4 의과대학은 교수업적평
가기준에 학생교육이나 학술활
동 이외의 학회활동이나 공공 
목적의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평가기준을 가지고 있다. 

Ÿ 교수업적평가기준에 
사회봉사활동 관련 
기준 마련

Ÿ 교수 승진, 승급과 
재임용에 봉사업적이 
반영

진료
질
내용

정
량
적

교수의 학회활동, 사회봉
사활동에 대한 평가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Ÿ 교수업적평가제
도 관련 문서

Ÿ 교수업적 평가에서 사회
봉사활동 관련 실적

정
성
적

교수의 학생활동,사회봉사
활동에 대한 평가기준은 
적절한가?

Ÿ 교원인사관련 
규정

Ÿ 교원 인사관련 규정 내
용



- 281 -

6. 교육자원

K.6.1.8 의과대학은 교직원, 학
생, 환자에게 안전한 학습 환
경을 보장하고 있다.

Ÿ 안전 관련 시설의 적
절한 관리

Ÿ 안전 관련 시설 목록
점검자료

Ÿ 안전교육 시행 자료

교육
질
결과

정
량
적

안전관련 시설에 대한 교
육을 운영하고 있는가?

Ÿ 안전교육자료
Ÿ 안전관련 시설 보유현황 

및 점검 회수, 안전교육 
시행 참여자 수  

정
성
적

안전관련 교육의 내용은 
적절한가?

Ÿ 안전관련 시설 
보유 및 관리 
실태 보고서

Ÿ 안전관련 교육 내용
Ÿ 안전관련 인식 수준

K.6.2.1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적절한 임상경험을 할 수 있도
록 다양한 질환의 환자와 충분
한 수의 환자를 확보하고 있
다. 

Ÿ 학생의 필수환자군 
경험을 위한 충분한 
환자 확보

교육
질
결과

정
량
적

실습 병원의 필수 환자군
의 수는 충분한가?

Ÿ 실습 병원의 입
원 및 외래 환
자 통계

Ÿ 각 임상과에서 학생 예
진 기회 회수

Ÿ 교육 시행 현황 실적

정
성
적

필수 환자군 교육을 위한 
교육관리 체계는 적절한
가?

Ÿ 필수 환자군 교
육 자료

Ÿ 필수 환자군 교육 내용

K.6.2.2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적절한 임상경험을 할 수 있도
록 충분한 임상실습시설을 확
보하고 있다.

Ÿ 임상실습을 위한 교
육병원의 적절한 규
모

Ÿ 교육병원 내 학생교
육시설 확보

Ÿ 교육병원 내 학생전
용공간 확보

교육
질
내용

정
량
적

학생 임상실습교육시설을 
확보하고 있는가?

Ÿ 임상실습 교육
시설 및 학생전
용 공간 자료

Ÿ 학생 교육시설 및 전용
공간 확보율

정
성
적

학생들의 임상실습시설은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가?

Ÿ 학생 면담 및 
만족도 조사

Ÿ 교육시설에 대한 학생 
면담 및 만족도 내용

K.6.2.3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적절한 임상경험을 할 수 있도
록 학생진료행위에 대한 관리
체계가 있다.

Ÿ 과별 임상실습 책임
교수 임명

Ÿ 학생교육 담당 교육
전공의 및 교육 시행

Ÿ 학생 진료 감독

교육
질
과정

정
량
적

학생진료행위에 대한 관리
체계가 있는가?

Ÿ 임상실습 책임
교수 및 교육담
당 전공의 임명 
공문

Ÿ 학생진료 담당 교원 및 
전공의 수, 진료 감독 
및 피드백 건수

정
성
적

학생진료행위에 대한 관리
체계는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Ÿ 학생진료에 대
한 관리 체계 
규정 및 지침

Ÿ 학생진료행위 지도를 위
한 교원 역량 강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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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6.6.1 의과대학은 교직원과 
학생이 국내외의 교육기관과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
절하게 지원하고 있다.

Ÿ 교직원과 학생이 국
내외 교육기관과 교
류할 수 있는 적절한 
지원 및 실적

교육
질
과정

정
량
적

교직원과 학생은 국내외의 
교육기관과의 교류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는가?

Ÿ 교직원, 학생 
교류 실적

Ÿ 교직원 학생 교류 건수, 
지원 및 집행 실적, 지
원 인력

정
성
적

교직원과 학생은 국내외의 
교육기관과의 교류에 지원
에 대해 만족하는가?

Ÿ 만족도 및 성과 
자료

Ÿ 교류 관련 규정 및 실적 
내용, 만족도

7. 교육평가

K.7.1.1 의과대학은 교육의 과
정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을 하고 있다. 

Ÿ 교육평가체제
Ÿ 교육과정과 교육과정

의 주요 구성요소, 
학생의 향상 정도 평
가

Ÿ 교육성과에 도달하지 
못한 주요 관심분야 
평가

교육
질
과정

정
량
적

교육의 과정에 대한 정기
적인 모니터링 실적이 있
는가?

Ÿ 모니터링 체계 
자료 및 실적

Ÿ 교육과정에 대한 정기적
인 모니터링 건수 및 환
류 개선 비율

정
성
적

교육의 과정에 대한 모니
터링에 대한 근거자료는 
충분한가?

Ÿ 보고서
Ÿ 공문
Ÿ 회의록

Ÿ 모니터링 체계 및 관리 
현황, 모니터링 실적 및 
결과 내용, 환류 개선 
및 정기적 모니터링 결
과 내용

K.7.1.2 의과대학은 교육평가체
제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Ÿ 교육평가체제
Ÿ 교육과정과 교육과정의 

주요 구성요소, 학생의 
향상 정도 평가

Ÿ 교육성과에 도달하지 
못한 주요 관심분야 
평가

교육
질
과정

정
량
적

교육평가체제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Ÿ 교육평가체제규
정

Ÿ 평가주체, 평가방법, 평
가 실적

정
성
적

교육의 과정을 평가하는 
체제는 적절한가?

Ÿ 회의록
Ÿ 강의평가
Ÿ 보고서

Ÿ 대학의 교육평가 시행, 
유지,지속성 내용

Ÿ 교육평가의 대학교육 가치
의 지향성 반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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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7.1.3 의과대학은 교육평가 
결과를 교육과정개선에 활용하
고 있다. 

Ÿ 교육과정의 평가결과
를 교육과정에 반영
한 실적

교육
질
결과

정
량
적

교육과정 개선에 대한 구
체적인 실적이 있는가?

Ÿ 실적 보고서

Ÿ 교육과정 및 교육의 과정
에 대한 평가 실적 및 개
선 실행주체, 개선실적, 
개선에 활용한 평가 결과

정
성
적

교육평가는 적절하게 활용
하고 있는가?

Ÿ 교육과정개선관
련 규정 및 제도

Ÿ 지속적 과정 평가 시행 
및 평가결과에 대한 개
선 반영 내용

K.7.2.1 의과대학은 교육자와 
학생으로부터의 피드백을 체계
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대응하
고 있다. 

Ÿ 교육자와 학생 피드
백을 체계적으로 조
사, 분석하여 대응

교육
질
결과

정
량
적

교육자와 학생으로부터 피
드백을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하고 있는가?

Ÿ 평가항목에 대
한 설문조사

Ÿ 설문조사 참여자 수 및 
구성원 비율

정
성
적

교육자와 학생의 피드백 
시행은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가?

Ÿ 보고서
Ÿ 회의록

Ÿ 평가항목의 적절성
Ÿ 평가방법 및 분석 방법

의 적절성
Ÿ 결과를 활용한 개선 계획

의 적절성 및 시행 내용

K.7.3.1 의과대학은 학생과 졸
업생 코호트에서 사명, 의도한 
교육성과, 교육과정, 투입한 
자원에 관련된 수행능력을 분
석하고 있다.

Ÿ 학생과 졸업생 코호
트 관리제도

Ÿ 학생과 졸업생 코호
트에서  수행능력 평
가 지표와 방법 및 
실적

교육
질
결과

정
량
적

코호트 관리 규정 및 주체
는 누구인가?

Ÿ 코호트 관리 규
정 및 실적

Ÿ 코호트 관리 주체, 구성
원 및 구축 시기

Ÿ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
가실적, 평가대상

정
성
적

코호트 관리제도와 구성원
은 적절한가?
코호트 관련 수행은 적합
하게 진행되고 있는가?

Ÿ 코호트 분석 자
료

Ÿ 수행능력 평가 지표의 
타당성 여부

Ÿ 수행능력 평가의 적절성 
여부

K.7.4.1 의과대학은 교육 모니
터링과 교육평가 활동에 주요 
이해관계자를 포함하고 있다. 

Ÿ 교육 모니터링과 교
육평가 활동에 주요
이해관계자 참여 실
적

교육
질
과정

정
량
적

교육모니터링과 교육평가
에 주요이해관계자가 참여
하는가?

Ÿ 교육 모니터링 
에 참여하는 주
요 이해관계자 
참여명단

Ÿ 이해관계자 참여자 수 
및 구성원 비율, 실적

정
성
적

모니터링, 교육평가 활동
에 주요 이해관계자의 역
할은 적절한가?

Ÿ 주요 이해관계
자의 책무

Ÿ 주요 이해관계자와 책무
와의 적절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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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학운
영 체계 와 
행정

K.8.1.3 의과대학은 대학운영을 
위한 적절한 정책결정 구조와 
절차를 갖추고 있다.

Ÿ 대학운영을 위한 분
명한 정책결정 구조
와 절차

Ÿ 교육, 학생지도, 인사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적절하게 개최
되었는지 여부

교육
질
과정

정
량
적

정책결정 구조와 절차에 
대한 규정이 있는가?

Ÿ 정책결정 구조와 
절차에 대한 규정

Ÿ 정책결정구조와 절차 규정
Ÿ 대학운영관련 위원회 유무
Ÿ 정책의 예산 및 집행 실적

정
성
적

정책결정 구조와 절차 체
계는 적절한가?

Ÿ 회의록
Ÿ 보고서

Ÿ 정책결정 구조와 절차 
체계 및 내용의 적절성

Ÿ 위원회 구성원의 적절성

K.8.1.4 의과대학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교육병원마다 학
생교육과 연구를 총괄하는 보
직자가 있고,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는 행정체계를 갖추고 
있다. 

Ÿ 지리적으로 떨어진 
교육병원마다 학생실
습을 총괄하는 보직
자 유무

Ÿ 교육병원에 학생의 
교육과 연구를 지원
하는 행정구조

Ÿ 정기적인 회의와 학
장과 보직자 방문실
적

교육
관련성
과정

정
량
적

원거리 교육병원의 교육과 
연구 관련 보직교수와 행
정직원이 있는가?

Ÿ 규정 및 지침
Ÿ 보직체계 및 업

무분장

Ÿ 보직교수와 행정직원 수
Ÿ 학생교육과 연구에 대한 

실적
Ÿ 행정지원을 위한 사무실 

및 학생 시설 유무

정
성
적

교육병원의 교육과 연구지
원 정책 및 행정체계가 적
절한가?

Ÿ 정책 규정 및 
조직체계

Ÿ 행정체계의 적절성 여부
Ÿ 인력배정의 적절성 여부
Ÿ 물리적 환경의 적절성 

여부

K.8.5.1 의과대학은 보건의료분
야 및 보건의료 관련 분야와 
건설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
다.

Ÿ 보건의료분야 및 보
건의료 관련 분야와 
건설적인 상호작용

교육
관련성
과정

정
량
적

보건의료분야 및 보건의
료 관련 분야와 건설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가?

Ÿ 교류 실적
Ÿ 협약자료
Ÿ 회의록

Ÿ 주요 이해관계와의 상호
작용 및 교류 건수

정
성
적

보건의료분야 및 보건의료 
관련 분야의 건설적인 상
호작용의 영향은 무엇인가?

Ÿ 회의록
Ÿ 워크숍 자료

Ÿ 관련기관 및 기구와의 
교류를 통한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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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속적 개선

K.9.0.1 의과대학은 대학발전계
획이 있고, 대학발전기금을 운
용하며, 동문 또는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Ÿ 대학발전계획에 대학
본부 또는 학교법인
의 지원과 발전계획
의 진행

Ÿ 대학 발전을 위한 동
문 또는 지역사회 참
여 유도 노력

Ÿ 대학발전기금의 규모
와 운용의 적절함

교육
질
과정

정
량
적

대학발전계획이 존재하는가?
대학발전기금 운영 및 동
문 또는 지역사회의 참여
를 유도하고 있는가?

Ÿ 대학발전계획서
Ÿ 대학발전기금내

역

Ÿ 대학발전을 위한 동문 
또는 지역사회 참여 유
도를 위한 워크숍, 세미
나 회수 및 참여실적

Ÿ 대학발전기금 내역 규모

정
성
적

대학발전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노력은 적절한가?

Ÿ 위원회 회의록
Ÿ 관련 자료

Ÿ 대학발전운영위원회 활
동 내용

Ÿ 대학발전계획 진행 상황 
및 점검 내용

Ÿ 대학발전을 위한 동문 
또는 지역사회 참여 유
도 노력 내용

K.9.0.2 의과대학은 지속적인 
질 관리와 개선을 위해 자체평
가업무를 수행하는 상설기구를 
갖추고 있고, 관련 예산을 편
성하여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
다. 

Ÿ 자체평가업무를 수행
하는 상설기구와 적
절한 예산 확보

Ÿ 자체평가업무를 수행
하는 상설기구의 운
영과 실적

교육
질
과정

정
량
적

자체평가를 수행하는 상설
기구가 존재하는가?

Ÿ 회의록
Ÿ 수행계획서

Ÿ 자체평가업무를 수행하
는 상설기구 활동 내역

Ÿ 예산 운영 및 개선 실적

정
성
적

저채평가업무는 적합하게 
운영하고 있는가?

Ÿ 운영 및 개선 
실적

Ÿ 학장단과 독립적이고 지
속적인 질 관리 내용

Ÿ 운영 예산과 지출의 적
절성

K.9.0.3 의과대학은 평가인증 
결과를 대학운영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한 실적이 있
다. 

Ÿ 평가인증 결과를 대학
운영에 적절히 반영

Ÿ 지속적으로 개선한 실적

교육
질
과정

정
량
적

평가인증 결과를 대학 운
영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한 실적이 있는가?

Ÿ 개선 계획서
Ÿ 평가결과를 활용한 실적 

건수

정
성
적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노
력이 있는가?

Ÿ 지속적인 교육
평가 개선 실적 
보고서

Ÿ 지속적인 교육평가 개선 
실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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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합적 논의 

 1)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 규명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은 3영역 8요인으로 나타났다. 3영역은 크

게 하드웨어 영역, 소프트웨어 영역, 파트너 영역으로 HSP모델로 명명하였다. 하드웨어 

영역은 책무성 선언과 인력배출, 수행 조직과 체계, 물리 ·재정적 환경이 포함된다. 소

프트웨어 영역은 책무성 교과과정 편성, 모니터링과 평가가 포함된다. 파트너 영역은 

파트너간 근접성, 파트너십 구축, 파트너와의 상호작용이 포함된다. 아울러 8요인은 29

개 세부요인으로 나뉜다.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 영향력은 파트너와의 상호작용이 가장 크

게 작용한다. 그 다음으로 책무성 교과과정 편성, 수행조직과 체계 순으로 영향력이 나

타났다. 반면, 파트너와의 상호작용 요인은 영향력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학장단의 

중요도 인식은 비교적 낮았으며, 의과대학의 현재 수준은 가장 낮게 나왔다. 아울러, 책

무성 선언과 인력 배출 요인은 영향력이 낮은 요인에도 불구하고, 학장단이 가장 중요

하게 인식하는 요인이었으며, 의과대학의 현재 수준도 가장 높았다. 책무성 교육과정 

편성은 영향력의 크기도 높았으며, 학장단의 중요도 인식도 높았으며, 의과대학의 현황 

수준도 높았다. 따라서 한국적 맥락 안에서 의과대학은 책무성 교육과정 편성에 높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수준은 의과대학의 사

회적 책임성 수준을 충족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아울러,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

행 수준까지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 구축과 상호작용에 많

은 노력과 실질적인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다음 <표 Ⅳ-90>은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

성 수행 영향요인 규명과 영향력 크기와 학장단 중요도 인식 그리고 의과대학의 현황

의 순위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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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90>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과 중요도 인식 및 현황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
영향력
순위

학장단 
중요도 
순위

대학 
현황 
순위

H
하드
웨어 
영역

책무성 
선언과 
인력배출

설립이념, 사명 또는 교육목표에 사회적 책무성 명시
6 1 1

보건의료시스템 변화의 주체자로서 사회의 요구에 영향을 끼치는 졸업생 배출

수행조직
과 체제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수립

3 8 5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담당하는 전담 인력의 전문성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담당하는 위원회 또는 전담부서 구성

사회적 책무성을 강조하는 조직문화 구축

사회적 책무성 수행 활동을 평가하는 보고서 및 세미나 정기 개최

물리·재
정적 
환경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위한 예산 및 재원 확보

4 6 6사회적 책무성 수행 관련 교육, 연구, 진료 시설 환경

사회적 책무성 수행 모델 개발(교육, 연구, 진료 분야별)

S
소프트
웨어 
영역

책무성 
교육과정 
편성

국가, 지역의 보건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교육 과정 편성

2 2 2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또는 사회

의 약자계층을 체험할 수 있는 교과목 편성

국가, 지역의 보건의료 문제 및 건강 격차 문제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 추진

졸업생들이 진료를 하게 될 지역사회의 환자군에 대한 임상실습 수행

사회적 책무성 개념에 대한 구성원의 이해

모니터링
과 평가

사회적 책무성 수행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개발

5 7 8사회적 책무성 수행 모니터링 체계 구축

사회적 책무성 수행 정도를 정기적으로 평가

P
파트너 
영역

파트너간 
근접성

사회적 책무성 수행 대상(국가, 지역사회 등)과의 접근 가능성
7 4 3

국가, 지역사회 보건의료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 용이성

파트너십 
구축

국가,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목표 수립(취지, 목표 등의 상호인식)
- 3 4

국가,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 구축

파트너와
의 

상호작용

국가,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에 대한 높은 이해도

1 5 7

국가, 지역의 보건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졸업생의 만족도

국가,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상호간 원활한 의사소통, 정보교류

국가,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사회적 책무성 컨소시엄 정기적 개최

국가, 지역의 보건의료 요구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수행

사회적 책무성 수행 활동이 국가 또는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평가

의과대학과 지역, 국가 기관 간의 역할 분담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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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유형 범주화 및 특성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유형은 크게 선도형 대학, 성장형 대학, 잠재형 대학

으로 구분된다. 선도형 대학은 40개 의과대학 중 5개 의과대학이 포함되며(12.5%), 성장

형 대학은 21개 의과대학(52.5%) 그리고 잠재형 대학은 14개(35%) 의과대학이 포함된다. 

선도형 대학은 8요인에 대한 수행을 균형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대부분 국립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이 선도형 대학에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신생 의과대학이 사회적 책무

성 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성장형 대학은 책무성 선언과 인력 배출, 책무성 교육

과정 편성은 비교적 높은 수행 현황을 나타나고 있지만, 나머지 요인에 대한 수행은 미

비하다. 40개 의과대학 중 절반이 넘는 의과대학이 성장형 대학에 포함되어 있다. 잠재

형 대학은 책무성 선언과 인력 배출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높지만, 실질적인 수행은 어

려운 상황에 있는 대학이다. 잠재형 대학은 모두 사립대학이면서, 신생 의과대학이 많

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적 맥락 안에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은 전반적으로 국립이 사립대학

보다 높았으며, 모든 의과대학이 사회적 책무성 선언과 인력 배출에 대한 현재 수준은 

가장 높게 나왔다. 책무성 교육과정 편성을 비롯한 나머지 요인에 따른 수행 수준은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선도형 대학은 5개 대학으로 소수의 대학이 포함되었으며, 비수도권에 위치한 국립 

의과대학 그리고 신생대학이 대부분이었다. 선도형 대학은 파트너와의 근접성이 비교적 

높았으며, 파트너십 구축이 용이한 특징이 있었다. 아울러, 책무성 교육과정 편성, 수행

조직과 체계 및 물리 · 재정적 환경이 높은 수행 수준을 보였다. 반면,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위한 파트너와의 상호작용과 모니터링 평가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요구된

다. 다음 <표 Ⅳ-91>은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에 따른 대학 유형 및 특성을 정

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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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91>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에 따른 대학 유형 및 특성

  구 분

  군집 분류

선도형 대학
5개 (12.5%)

성장형 대학
 21개 (52.5%)

잠재형 대학
14개 (35%)

책무성 선언과 인력배출 4.50 3.79 3.43

책무성 교육과정 편성 4.00 3.46 2.69

수행조직과 체제 3.92 3.01 1.86

모니터링과 평가 3.60 2.67 1.95

물리·재정적 환경 4.07 2.95 1.88

파트너간 근접성 4.30 3.17 2.21

파트너십 구축 3.90 3.00 2.07

파트너와의 상호작용 3.89 2.91 1.95

전체 현황 3.97 3.09 2.17

설립유형

(개)

국립 4 6 0

사립 1 15 14

소재지

(개)

수도권 1 8 6

비수도권 4 13 8

설립연도

(개)

A그룹

(1955년 

이전)

1 5 2

B그룹

(1965년~ 

1982년)

1 9 4

C그룹

(1985년~

1998년)

3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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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중요도 인식과 의과대학 현황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에서 중요도가 현황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

다.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중요도와 현황 모두 국립대학이 사립대학보다 높게 나타

났다. 반면,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의 중요도와 현황의 격차로 인한 

우선순위 과제는 다음 <표 Ⅳ-92>와 같으며,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났다.   

  모니터링과 평가 요인 ‘4.1 사회적 책무성 수행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개발’, 

‘4.2 사회적 책무성 수행 모니터링 체계 구축’, ‘사회적 책무성 수행 정도를 정기적

으로 평가’3가지와 파트너와의 상호작용 요인 중 ‘8.5 국가, 지역의 보건의료 요구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수행’은 모든 그룹에서 1~3순위 그룹 내에 모두 포함되어 있

다. 의과대학은 국가, 지역의 보건의료 요구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수행 및 사회적 

책무성 수행 정도를 측정하고, 모니터링 및 평가 등에 대해서는 그동안 관심이 많지 않

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모든 의과대학은 사회적 책무성 수행에 대한 측정 및 평가 모델

이 부족하기에, 향후 의과대학은 국가 및 지역의 보건의료 요구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

터링 수행과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정기적 평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대체로 물리·재정적 환경 요인 중 ‘5.1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위한 예산 및 재원 

확보’와 수행조직과 체제 요인 중 ‘3.5 사회적 책무성 수행 활동을 평가하는 보고서 

및 세미나 정기 개최’그리고 파트너와의 상호작용 요인 중 ‘8.6 사회적 책무성 수행 

활동이 국가 또는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평가’요인이 1~3순위 그룹 

내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의과대학은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위한 하드웨어 영역에 대

한 예산 투입과 성과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반면, ‘1.1 설립이념, 사명 또는 교육목표에 사회적 책무성 명시’와 ‘2.1 국가, 지

역의 보건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 편성’그리고 ‘2.4 졸업생들이 

진료를 하게 될 지역사회의 환자군에 대한 임상실습 수행’은 모든 그룹에서 우선순위

에 꼽히지 않았다. 이 두 요인은 공통적으로 4사분면에 위치해 있으며, 중요도만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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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준이 비교적 높은 요인들로 나타났다. 이는 모든 대학이 설립 이념, 사명 또는 교

육목표에 사회적 책무성을 명시하고, 책무성 교육과정 편성 및 임상실습 수행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현재 수준이 자리 잡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과대학은 파트

너십을 통한 사회적 책무성 명시 및 교육과정 편성 등 질적 향상에 목표를 두고 논의

해야 한다.  

<표 Ⅳ-92>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우선순위 과제  

  대학 주체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우선순위

우선순위 1 우선순위 2 우선순위 3

    의과대학 (전체) 5.1, 8.7  1.2, 7.2  3.3, 3.5, 4.1, 4.2, 4.3, 
4.4, 8.2, 8.5, 8.6  

설립

유형

국립 1.2  2.1, 2.2, 2.5 3.5, 4.1, 4.2, 4.3, 4.4, 
5.1, 7.2, 8.5, 8.6  

사립 5.1, 7.1, 8.7 1.2, 7.2  
3.1, 3.2, 3.5, 4.1, 4.2, 
4.3, 4.4, 5.2, 8.2, 8.5, 
8.6  

소재지

수도권 7.1, 7.2, 8.7 1.2, 2.5 3.2, 3.5, 4.1, 4.2, 4.3, 
4.4, 8.5, 8.6

비수도권 3.4, 4.2, 5.1, 5.3, 8.2, 
8.7 1.2 3.1, 3.2, 3.5, 4.1, 4.3, 

4.4, 5.2, 7.1, 8.5, 8.6

설립

연도

A그룹

(1955년 

이전)

3.2, 7.1, 8.7 1.2, 2.1, 2.5 3.1, 3.3, 4.1, 4.2, 4.3, 
4.4, 5.1, 8.5, 8.6

B그룹

(1965년~ 

1982년)

5.1, 5.2, 6.1, 6.2, 7.1, 
7.2, 8.6, 8.7 8.1 3.5, 4.1, 4.2, 4.3, 4.4  

8.2, 8.5 

C그룹

(1985년~

1998년)

4.2, 5.1, 8.7 1.2 3.1, 3.2, 3.5, 4.1, 4.3, 
4.4, 7.1, 8.5, 8.6

수행

유형

선도형 대학 4.1, 4.2          -
2.2, 2.3, 3.3, 3.4, 3.5, 
4.3, 5.1, 8.4, 8.5

성장형 대학 5.1, 7.2, 8.7 2.5 
3.1, 3.2, 3.5, 4.1, 4.2, 
4.3, 7.1, 8.2, 8.4, 8.5. 
8.6

잠재형 대학 5.1, 7.1, 8.1 1.2 3.1, 3.5, 4.1, 4.2, 4.3, 
5.2, 5.3, 8.4, 8.5,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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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측정을 위한 지표 개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그리드 모형으로 우리나라 의과대학 평가인증 기준인

「ASK2019」기본 기준을 대상으로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한 기준을 선정하고, 이를 세

계의학교육연합회(WFME), 미국의학교육인증위원회(LCME), 호주의학협회(AMC)와 비교

를 한 결과, 대부분 기준은 내용과 성과를 강조하지 않고, 과정을 평가하는 기준임을 

밝혀졌다. 교육 과정에 대한 평가는 역량 및 성과 기반 교육으로의 움직임과 다소 상반

되어 있다. 또한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한 기준은 교육 영역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관련

성과 질을 평가하는 것이 강조되었다. 반면,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정의에 따라 연

구와 진료영역과 비용효과성과 형평성에 대한 관점을 평가인증 기준이 현저히 부족하

였으며, 이는 앞으로 기준 개발과 조정이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한 「ASK2019」기본 기준을 전문가 집단을 통해 선

정한 결과, 5점 척도에 4점 이상인 기준은 7개가 선정되었으며, 다음 <표 Ⅳ-93>과 같

다.‘K.1.1.3 의과대학은 사명에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는 사회적 책무

성과 관련도가 가장 높은 기준이며,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 중 ‘사

회적 책무성 명시와 인력 배출’ 요인과 관련이 높다. 의과대학은 사명에 지역사회의 

건강 요구, 보건의료시스템 요구와 교육, 연구, 진료 영역의 사회적 책무성을 명시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K.8.5.1 의과대학은 보건의료분야 및 보건의료 관련 분야와 건설적

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기준은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 중 ‘파트

너와의 상호작용 요인’과 관련이 높으며, 가장 영향력이 높은 요인이다. 의과대학은 

공공 및 민간 보건의료기관과 의학연구기관을 포함한 주요 이해관계자와 정보를 교환

하고 협력하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K.1.1.1 의과대학은 대학의 사명을 정하고, 이를 

구성원들과 보건의료분야의 관계자들이 인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기준은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 중 ‘책무성 교육과정 편성’요인과 관련이 높으며, 사명

은 대학의 설립이념을 바탕으로 의과대학이 추구하는 교육이념을 기술하는 것을 의미

한다. 대학의 사명은 내부 교육의 형태로 구성원인 의과대학 학장과 보직자, 교직원,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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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도 이해도를 높여야 하며, 보건의료분야의 주요 이해관계자

들에게도 사명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일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K.5.2.4 의과대학은 교수업적평가기준에 학생교육이나 학술활동 이외의 학회활동이나 

공공목적의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평가기준을 가지고 있다.’ 기준을 수행하기 위해 의과

대학은 사회봉사활동을 교수업적평가기준에 반영해야 하며, 교수승진과 승급과 재임용에

도 봉사업적을 반영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대학 교수들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자 노력했던 연구결과에 부합하다(Holland, 1997). 

  ‘K.1.1.2 의과대학의 사명에는 기본 수준의 진료역량, 다양한 의학 분야 활동에 필요

한 기본적인 조건, 그리고 졸업 후 교육과 평생 학습하는 의사양성을 위한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다.’기준을 수행하기 위해 의과대학은 ‘기본의학교육 졸업성과’와 ‘한

국의 의사상’에서 제시한 의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의사, 임상의 모든 분야, 의

료관리, 의학 연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의학 분야에서의 활동하는 의사, 졸업 후 학위

과정, 전문의 수련과정 등의 의학교육과 환자들의 요구에 따라 지식, 술기, 태도를 유

지, 개선, 발전, 향상시키고자 하는 공식적 및 비공식적인 모든 활동을 포함한 평생학습

을 위해 노력하는 의사를 배출하기 위한 교육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사회적 책무

성을 수행하는 인력 배출과도 연관성이 높다.  

  ‘K.1.3.1 의과대학은 사명에 근거하여 졸업성과를 규정하고 있다.’기준을 수행하기 

위해 사명에 근거한 졸업성과를 개발해야 하며, 졸업성과는 지식, 술기, 태도에 대한 역

량을 기반으로 다양한 의학 분야에서의 활동을 위한 적절한 역량,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미래의 역할, 지속적인 졸업 후 교육, 지역사회의 건강 요구, 보건의료 전달체계 요구, 

사회적 책무에 대한 졸업성과를 규정하고 개발해야 한다. 

  ‘K.1.4.1 의과대학은 주요 이해관계자를 대학의 사명과 졸업성과의 수립에 참여하도

록 하고 있다.’의 기준을 수행하기 위해 사명과 졸업성과 수립 시 학장, 보직자, 교수, 

교육 관련 위원회, 학생대표, 대학본부 등의 구성원을 포함시켜야 한다. 

  그 외에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한 「ASK 2019」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개별 의과대학의 전략 수립과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의과대학의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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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성 수행과 평가인증을 위해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은 매우 중요하다. 측정 지표 개발은 대학의 구성원 및 주요 이해관계자 기관 

및 부서가 사회적 책무성 영역을 숙지하고 교육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요구에 대한 더 

나은 대응을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한 「ASK 

2019」기준 41개를 선정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지표를 정량적 지표 122개와 정

성적 지표 130개 총 252개의 지표를 개발하였다. 아울러 측정지표의 측정 적합성과 측

정 용이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3.5이상인 지표 226개(89.68%)를 대상으로 ‘사회

적 책무성을 반영한 「ASK 2019」 기본 기준을 위한 평가 매트릭스’를 개발하였다. 

<표 Ⅳ-93>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성이 높은 「ASK2019」기본기준

        

선정 근거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된 「ASK2019」 기준 평균 편차

준거1

세 집단의 

전체평균 

4.0 이상인 

기준

(7개/41개=

17.07%)

K.1.1.3 의과대학은 사명에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4.87 0.35
K.8.5.1 의과대학은 보건의료분야 및 보건의료 관련 분야와 건설적인 상

호작용을 하고 있다.
4.40 0.63

K.1.1.1 의과대학은 대학의 사명을 정하고, 이를 구성원들과 보건의료분

야의 관계자들이 인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4.33 0.62

K.5.2.4 의과대학은 교수업적평가기준에 학생교육이나 학술활동 이외의 학회활동

이나 공공 목적의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평가기준을 가지고 있다. 
4.33 0.62

K.1.1.2 의과대학의 사명에는 기본 수준의 진료역량, 다양한 의학 분야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 그리고 졸업 후 교육과 평생 학습하는 의

사양성을 위한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다. 

4.20 0.56

K.1.3.1 의과대학은 사명에 근거하여 졸업성과를 규정하고 있다. 4.13 0.64

K.1.4.1 의과대학은 주요 이해관계자를 대학의 사명과 졸업성과의 수립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4.07 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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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을 규명하고, 현황을 진단하고, 

우리나라 의과대학의 평가인증 기준인 「ASK2019」기본 기준 중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

한 기준을 선정하고, 수행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개별 의

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강화와 확산을 위한 자율적인 노력을 촉진하고 기여하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연구의 요약, 결론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1. 요약   

   전 세계적으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의과대학의 존재가치를 사회적 책무성 관점에서 보았으며, 의과

대학은 그들이 기여해야 하는 지역사회, 지역, 그리고 국가의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교육, 연구, 봉사 및 진료 영역이 관련성, 질, 비용효과성, 형평성에 준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는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은 주요 이해관계

자들과의 협력 속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사회가 원하는 졸업생을 배출하는 것을 넘어 

그들이 일할 근무 환경 개선과 보건의료시스템의 개혁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

한다고 선언하였다.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에 관한 세계적 합의는 의과대학 평가인증 제도까지 영향

을 미쳤다. 외국의 평가인증기구인 세계의학교육연맹(WFME), 미국의학교육인증위원회

(LCME), 호주의학협회(AMC) 등은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된 기준들을 개정하

여 평가인증 제도를 통해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확인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

의학교육협의회(WFME)의 글로벌한 기준을 근거로 개발된 「ASK2019」기준에 따라 의

무적으로 평가인증을 시행하고 있으며,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한 기준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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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개별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정도를 평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보건의료의 불평등과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의과대학의 사

회적 책무성에 관한 수행과 평가에 대한 글로벌한 원칙들이 특정 국가의 구조적, 제도

적 맥락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인식되는지를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현황을 진단하며,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한 「ASK2019」기준을 선정하고, 측정지표 개발을 하는 것을 연구 문제

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나라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강화와 확산을 위한 개별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메커니즘을 구축하는데 기여

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자는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을 규명하고 측정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국내 40개 의과대학의 현직 학장 집단과 전문가 집단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고 

총 5개월 기간 동안 설문조사와 델파이방법 및 포커스 그룹을 진행하였다. 40개 의과대

학 학장 집단과 15명의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

행 영향요인을 규명하고,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현

황을 진단하였다. 또한 4명의 포커스 그룹과 15명의 전문가그룹을 대상으로 「ASK201

9」기준 중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한 기준을 선정하고, 이 기준들에 대한 측

정지표 개발을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은 HSP 모델로 3영역의 8요인이다.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드웨어(Hardware) 영역은 ① 책무성 선언과 인력배출, ② 수행 조

직 체제, ③ 물리·재정적 환경 요인이 포함되며, 소프트웨어(Software) 영역은 ④ 책무

성 교육과정 편성, ⑤ 모니터링과 평가요인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파트너(Partner) 영

역은 ⑥ 파트너간 근접성, ⑦ 파트너십 구축, ⑧ 파트너와의 상호작용이다. 아울러, 8가

지 영향요인은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파트너

와의 상호작용은 사회적 책무성 수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또한 의과대학

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에 대한 중요도는 의학교육전문가 집단보다 학장단이 높았다. 

   둘째,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유형은 선도형, 성장형, 잠재형 대학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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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선도형 대학은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의 모든 영역을 수행하고 있었으

며, 선도형 대학에 포함된 5개 대학 중 4개 대학이 국립이면서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이

었다. 성장형 대학은 책무성 선언과 인력 배출과 사회적 책무성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수행은 비교적 높았으나, 다른 요인에 대한 수행은 보통 또는 수행이 미비하였다. 잠재

형 대학은 책무성 선언과 인력 배출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높았으나, 나머지 요인에 대

한 수행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셋째,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의 중요도와 현재 수준을 대학 전체, 

설립 유형, 소재지, 설립연도, 군집 유형으로 나눈 결과 모든 영역에서 중요도가 현재수

준보다 높게 나왔으며, 설립유형(국립, 사립)에 따라 현재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으나, 소재지, 설립연도는 중요도와 현재수준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는 없었다. 설립유형의 IPA결과에 따르면, 국립이 사립보다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

성 수행의 중요도 인식과 현재수준이 높았으며, 특히, 국립이 사회적 책무성 수행 대상

(국가, 지역사회 등)과의 접근 가능성과 파트너십 구축이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책무성 선언과 인력 배출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국립이 사립에 비해 사회적 책

무성 수행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넷째,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의 중요도와 현재수준 차이에 대해 의

과대학 전체, 설립유형, 소재지, 설립연도, 수행 유형에 따라 IPA를 분석한 결과 우선순

위 과제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의과대학 전체, 설립유형, 소재지, 

설립연도별에서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위한 예산 및 재원 확보’, ‘국가, 지역의 주

요 이해관계자들과의 목표 수립’, ‘의과대학과 지역, 국가 간의 역할 분담의 균형’ 

등이 높은 우선순위 과제로 꼽혔으며, 이는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상호작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

한 책무성 선언과 인력배출과 책무성 교육과정 편성은 우선순위 과제에 꼽히지 않았다. 

반면, 국립 의과대학의 우선순위 과제는 ‘보건의료시스템 변화의 주체자로서 사회의 

요구에 영향을 끼치는 졸업생 배출’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비수도권 의과대학의 우선

순위 과제는 ‘사회적 책무성을 강조하는 조직문화 구축’, ‘사회적 책무성 수행 모델 



- 298 -

개발’, ‘사회적 책무성 수행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높게 나왔다. 아울러 선도형 대

학의 우선순위 과제는 ‘사회적 책무성 수행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사회

적 책무성 수행을 담당하는 전담 인력의 전문성’이 높게 나왔다.    

  다섯째, 「ASK2019」의 기본 기준 중 사회적 책무성 그리드 모형으로 분류한 결과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된 기준은 92개 중 61개로 선정되었다. 사회적 그리드 모형 중 

「ASK2019」는 교육과 관련성, 질 영역에 많은 기준이 분포되어 있었다. 외국의 평가인

증기관과 우리나라의 의과대학 평가인증 기준인「ASK2019」기준을 비교한 결과 차이점

은 우리나라 평가인증 기준은 교육과 질에 더욱 집중되어 있었다. 공통점은 교육의 질

과 관련성에 집중되어 있으며, 내용과 결과보다는 과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여섯째, 전문가 집단을 통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한 「ASK2019」기준은 

총 41개의 기준이 선정되었고, 이 기준에 대한 측정지표는 정성적 지표 총 122개, 정성

적 지표 130개 총 252개의 지표가 개발되었다. 아울러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측

정할 수 있는 측정지표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측정지표의 적합성과 측정 용

이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개발된 지표들이 의과대학 사회

적 책무성 수행을 평가하는데 실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측정지표의 적합성과 측정 

용이성의 문항 점수가 3.5이상인 지표를 대상으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반영

한「ASK2019」기본 기준의 평가 매트릭스’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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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 규명과 측정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결과 다

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HSP모형으

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파트너 영역으로 구분된 8요인이다. 3영역의 8요인을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하드웨어 영역은 책무성 선언과 인력 배출, 수행 조직과 체계, 물리·재

정적 환경을 포함하며, 소프트웨어 영역은 책무성 교육과정 편성과 모니터링과 평가를 

포함하며, 파트너 영역은 파트너간 근접성, 파트너십 구축, 파트너와의 상호작용을 포함

한다. HSP모형은 교육, 연구, 진료 영역과 4가지 관점을 기반으로 계획, 수행, 영향을 

평가하는 기존 그리드 모형의 한계점을 벗어나 조직 전체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전략

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가 있다. 아울러, HSP 모형은 CPU모형

과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에 관한 세계적 합의에서 발표한 10가지 영역에 대한 글

로벌한 원칙을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의과대학의 리더들

이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고려할 때, 대학의 하드웨어 영역과 소프트웨어 영역, 파트너 

영역을 균형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다. 따라서 HSP모형은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

무성 수행을 강화하고, 개별 의과대학이 자율적인 메커니즘과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 구축 및 상호작용이다. 의과대학은 그들이 기여하는 사회적 연대를 통해 존재

가치가 있으며, 의과대학의 존립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선행연

구들에서도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위해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 구

축과 상호작용은 매우 중요하다는 결과를 확인 하였다(Boelen, Heck, 1995, GCSA, 2010, 

Boelen, 2016). 아울러 우리나라 의과대학 평가인증 기준인 「ASK 2019」기준 중 사회

적 책무성과 관련한 기준에서 사명 및 사회적 책무성, 졸업 성과, 대학 발전계획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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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할 때, 지역사회 관계자, 보건의료분야 및 보건의료 관련 분야의 이해관계자와의 

참여와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이를 평가기준에서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의과대학의 사명과 사회적 책무성, 교육성과는 대학을 둘러싼 지역사회, 지역, 국가의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의과대학은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개혁을 위

해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인 파트너십과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의과대학

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셋째,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의 유형은 선도형 대학, 성장형 대학, 잠재형 대

학으로 구분된다. 선도형 대학 5개 중 4개 대학이 국립대학이었으며, 의과대학의 사회

적 책무성 영향요인을 균형적으로 고려하며, 수행하고 있었다. 한국적 맥락 안에서 국

립대학이 사립대학보다 사회적 책무성 수행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의과대학

의 현재 수준이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는 대학이 위치한 지역사회, 지역, 국가의 맥

락, 대학의 문화나 제도, 주체 등에 따라 사회적 책무성의 수준은 달라지며, 대학이 사

회적 책무성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 수행 수준이 달라진다는 기존 연구와 

부합되는 결과를 확인 하였다(Abdalla, 2014a). 반면, 세 유형 간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책무성 선언과 인력 배출’에 대한 수행은 모든 대학에서 노력하고 있었으며, 특히 

‘설립이념, 사명 또는 교육 목표에 사회적 책무성 명시’에 대한 현재수준은 높았다. 

‘책무성 선언과 인력 배출 요인’은 학장 집단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요인이었다. 이는 의과대학의 사명, 사회적 책무성 명시와 졸업성과에 대한 평가인증제

도의 기준이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전반적인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

행 수준을 강화하고 확산하기 위해 선도형 대학의 우수 모델을 발굴하고, 국가적 차원, 

학회 및 협회, 평가인증기관, 대학간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에 대한 우선순위 과제는 의과대학 전체, 설립

유형별, 소재지별, 설립연도별, 군집유형별로 다르다. 이는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은 각 학교가 처한 맥락에 따라 지역사회의 요구에 참여하고, 협력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과 전략이 달라진다는 기존 연구와 부합되는 결과를 확인 하였다(Ho, Abbs, 

Ahn et al, 2017; Rourke, 2018; James, 2018). 아울러,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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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예산 및 재원 확보, 국가,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목표 수립, 의과대학과 

지역, 국가 간의 역할 분담의 균형 등이 가장 시급한 우선순위 과제이다. 따라서 의과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이라는 큰 틀에서 개념을 재정립하고,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위한 

국가, 지역, 대학의 예산 및 재원 확보, 대학과 지역, 국가 간의 목표수립 및 공동과제 

도출 등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

성 수행이 대학 내부적 수준에서 수행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위

해 내부적 노력보다는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속에서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추진하

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우리나라 평가인증 기준인 「ASK2019」의 기본 기준을 사회적 책무성 그리

드 모형으로 분류한 결과,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반영한 기준들은 교육과 질, 교

육과 관련성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은 의학교육의 질과 

관련이 있다는 기존 연구와 부합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Boelen, 1995; 양은배, 2000). 

반면,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한「ASK2019」기준 중 연구와 진료 영역과 비용효과성과 

형평성 관점을 평가하는 기준들은 부족하다. 이는 세계의학교육연맹, 미국의학교육인증

위원회, 호주의학협회 등 외국의 평가인증 기준들을 비교한 기존 연구와 부합되는 결과

를 확인 하였다(Abdalla, 2014a, 2014b, Boelen,2019).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 평가인증 

제도는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확인하고 평가하기 위한 사회적 책무성 관련 

기준 개발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평가기구는 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무성 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국제 평가기관과 외국의 평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한 기준 개발 및 조정이 필요하며, 국내에서도 주요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함

의 절차가 필요하다. 앞으로 의과대학 평가인증 기준은 사회적 책무성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주요 이해관계자와 함께 지역사회, 지역, 국가의 우선순위 

과제를 4가지 가치에 의해 평가할 수 있는 기준들이 개발되어야 하며, 특히, 최근에 대

두된 비용효과성과 형평성에 대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에 관한 논의는 지속적으

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ASK2019」기본 기준 중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한 기준을 선정하고, 이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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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잘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은 의과대학이 평가인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

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ASK2019」 92개의 기본 기준 중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한 기

준은 총 41개가 선정되었고, 그 중 5점 척도에서 4점 이상으로 관련도가 높은 기준은 7

개가 선정되었다. 7개 기준은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에서 도출된 

‘사회적 책무성 선언과 인력 배출’, ‘책무성 교육과정 편성’, ‘파트너와의 상호작

용’ 요인과 관련도가 높은 기준이 선정되었으며, 그 외 교수들의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교수업적 제도 평가 및 졸업 성과에 대한 기준들이 선정되었다. 

  총 41개 기준을 대상으로 정량적 지표 122개, 정성적 지표 130개 총 252개의 측정지

표를 개발하였다. 정량적 지표는 평가 기준의 개념에 대한 세부 항목에 대한 근거를 제

시하는 것이며, 정성적 지표는 제시한 근거가 적절한지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는 지표

로 활용할 수 있다. 측정지표 개발은 추상적인 대학의 사명과 사회적 책무성을 구체적

으로 실현하고 확인하는데 있어서 매우 필수적인 요소이며, 많은 선행 연구에서도 평가

인증 기준에 대한 측정지표의 중요성을 밝히고 있다(Kirch & Prescott, 2013; Tackett. 

Grant. Mmari, 2016). 따라서 개별 의과대학이 사회적 책무성을 계획, 수행, 평가하는 과

정에서 측정지표를 활용한다면, 대학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과 

협력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의과대학은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위한 기준

과 지표를 개발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질 관리와 사회적 책무성 수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일곱 번 째,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측정을 위한 지표의 적합성과 측정용이

성 검증 결과, 각 기준에 따른 지표의 측정 중요성과 측정 용이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

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모든 기준과 측정지표들은 동등하게 다루지만 그 기준과 측

정지표의 중요성과 자료 수집에 대한 우선순위는 다를 수 있으며(van Zanten et al. 

2012), 피평가기관 및 평가자에 따라 중요도가 다르며, 관심을 적게 갖는 기준들이 있다

는 기존 연구 결과와 부합한다(Kassebaum et al, 1998). 이 연구에서는 측정지표의 적합

성과 측정용이성의 중요도를 기초자료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위한 평가

인증 기준의 평가 매트릭스를 개발하였다. 이는 대학이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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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준비하고 확인하고, 평가받는데 있어서 수행과 평가가 누락되지 않고 일치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한「ASK2019」기준을 측정

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3. 제언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 규명과 측정지표개발에 관한 연구의 분석 

결과 및 결론에 기초하여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강화와 확산을 위한 정책적 

활용방안 및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 몇 가지를 제언한다.  

 

  첫째,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강화와 확산을 위한 대학간, 대학과 국가, 지역

의 주요 이해관계와의 사회적 책무성 컨소시엄 구성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의과

대학의 의무가 사회적 책임성을 넘어 대응성, 책무성의 단계까지 충족하기 위해서는 사

회적 책무성과 관련한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은 매우 중요하다. 주요 이해관계

자와의 컨소시엄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대학 간 컨소시엄에서는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에 관한 개념 정립 및 합의, 지역사회, 지역, 국가 수준의 사

회적 책무성을 위한 공동 프로그램 개발,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우수사례 공유 및 수상 

등을 제고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대학과 지역사회는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과제에 대한 

조사, 지역사회와의 관계맺음을 통한 실행학습공동체 및 서비스러닝 교육과정 확대, 지

역사회와의 멘토링 및 튜터링을 통한 지속적인 상호 교류 등을 제고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대학과 국가의 정부기관은 보건의료에 관한 사회적 책무성 수행 표준 가이

드라인 개발 및 홍보, 국가의 정책적 배려와 예산 지원, 국가 차원의 공동 연구 프로젝

트 추진 확대, 대학과 국가의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정기적인 컨소시엄 개최 등을 통한 

정책적 관심을 제고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한 「ASK2019」기준 선정과 측정지표개발, 평

가 매트릭스를 우리나라 의과대학 평가인증 과정에 정책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제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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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울러, 의과대학 평가인증 기관은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한 기준과 지표를 대학에 

공지하고, 대학이 이를 준수하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평가기구는 다음

과 같은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평가기구는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확인하

기 위해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의미를 정립하고, 기준선정과 지표 개발 

그리고 평가 프레임워크를 개발해야 한다. 아울러, 모든 대학은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명확한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를 정의해야 하며, 명확한 가이드

라인과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수행하고 평가 인증을 받

아야 한다. 의과대학 평가인증 기준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측정 가능한 지표를 

투명하게 대학에 제시하는 것은 대학의 보이지 않은 노력과 수행을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평가기구는 사회적 책무성에 관한 기준과 지표를 평가인증제도에 반

영하여 개별 의과대학이 사회적 책무성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

원해야 한다.

  셋째, 개별 의과대학은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한 기준과 지표, 수행성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의 개념과 기준, 지표들에 대한 개념이 주요 이해관계자와 공유되고 이해도의 수준이 

같아진다면 사회적 책무성 수행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의과대학은 지역사회의 

맥락에 기반을 둔 교육, 연구, 진료 영역에서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

적 책무성을 수행해야 한다. 의과대학은 대학과 사회 간의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요구에 부응하려는 공동의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

키고, 그들과 함께 보건의료와 관련한 우선순위 과제들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

  넷째, 의과대학의 지역적 맥락, 설립 이념, 설립 유형, 주체에 따라 사회적 책무성 수

행유형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실천 범위

를 글로벌, 지역, 국가, 지역사회 등 4개로 세분화하여,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의 위계적 구조성과 다양성을 구분 짓는 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글로벌, 지역, 국가, 

지역사회가 의과대학에 요구하는 기대 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과제를 지역사회, 국가, 지역, 글로벌 수준



- 305 -

에서 비교 분석하여 공동의 과제와 특수한 과제를 도출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다섯째,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과 측정지표 개발의 타당화를 위해 

의과대학의 현직 학장단과 의학교육학의 전문가 집단을 확대하여 지표 개발에 대한 타

당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여섯 번째, 이 연구는 한국적 맥락 안에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

과 측정지표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사회의 하위체제로서 법의 규제를 받고, 신자유주의

가 지배하는 현실 속에서 의과대학이 공익을 위한 봉사와 보유자원을 투자할 실제 여

력이 있는지, 사회적 책무성 수행 역할 모형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에 대한 

정치적, 현실적, 비판적 고찰이 필요하다. 또한 이론과 현실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사회

와의 관계 속에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조명하는 담론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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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ASK2019 평가기준

1. 사명과 성과

1.1. 사명

기 본 기 준

K.1.1.1 의과대학은 대학의 사명을 정하고, 이를 구성원들과 보건의료분야의 관계자들이  

          인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K.1.1.2 의과대학의 사명에는 기본 수준의 진료역량, 다양한 의학 분야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조  

           건, 그리고 졸업 후 교육과 평생학습하는 의사양성을 위한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다.

K.1.1.3 의과대학은 사명에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우 수 기 준

H.1.1.1 의과대학은 사명에 의학연구와 국제보건의료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

▪ 의과대학은 의학전문대학원을 포함한다.

▪ 사명은 대학교의 설립이념을 바탕으로 의과대학이 추구하는 교육이념이 기술된 것을 의미한다.

▪ 의과대학 구성원은 의과대학의 학장과 보직자, 교직원, 학생을 포함하며, 다른 관련 이해관계자들  

   도 포함한다.

▪ 보건의료분야는 공공 혹은 민간의료서비스전달체계와 의학연구기관을 포함한다.

▪ 다양한 의학 분야는 임상의 모든 분야, 의료관리, 의학연구 등을 의미한다.

▪ 졸업 후 교육은 학위과정, 전문의 수련과정을 포함한다.

▪ 평생학습이란 평가, 감사(audit), 성찰 혹은 인정된 전문직업성 평생개발(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CPD)/평생교육(Continuing Medical Education; CME) 활동을 통해, 최신 지식과 기술  

  을 습득하는 전문적 책임성을 의미한다. 전문직업성 평생개발(CPD)에는 의사들이 환자들의 요구에  

  따라 지식, 술기, 태도를 유지, 개선, 발전, 향상시키기 위해 행하는 공식적 그리고 비공식적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전문직업성 평생개발(CPD)은 의료행위의 지식과 술기의 지속적 교육을 나타내는  

  평생교육(CME)보다 광범위한 개념이다.

▪ 지역사회의 요구를 이행한다는 것은 지역 공동체, 특히 보건의료와 보건의료 관련 분야 공동체와의    

   상호작용, 지역 사회의 보건의료문제에 관한 관심, 지식을 표명하는 교육 과정의 조정을 내포한다.

▪ 사회적 책무성(social accountability)은 사회, 환자, 보건의료, 보건의료 관련 분야의 요구에 반응하  

   며, 의료 서비스, 의학 교육, 의학연구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와 세계 의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발적 의지와 능력을 포함한다. 이러한 사회적 책무성은 학교 자체 원칙에 기초하며, 학교  

   의 자율성을 존중한다. 사회적 책무성은 때로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과 사회적 대응     

    (social responsiveness)과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넘어서는 문제에   

   있어서도 의과대학은 그것에 대한 지지와 정책에 대한 관심 유도를 해야 한다.

▪ 의학연구는 기초의학, 의료인문학, 임상의학분야의 과학적 연구를 포함한다(H.6.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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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

기 본 기 준

K.1.2.1 의과대학은 자율성이 보장되고, 교수와 교직원이 교육과정의 설계와 실행, 그에   
         필요한 자원 활용 등에 있어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주]
▪ 대학의 자율성은 교육과정의 설계(평가부문 2.1, 2.6 참조), 평가(평가부문 3.1 참조), 학생 입학 (평  
   가부문 4.1, 4.2 참조), 직원모집/선발(평가부문 5.1 참조)과 고용조건, 연구(평가부문 6.4 참조), 자  
   원 할당(평가부문 8.3 참조)과 같은 핵심 분야에 관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학장과 보직자, 정  
   부와 다른 단체(지역 당국, 종교단체, 민간 협동조합, 전문가 집단, 노동조합, 기타 이익공동체)로   
   부터 적절한 독립성을 가지는 것을 포함한다.

1.3. 교육성과

기 본 기 준

K.1.3.1 의과대학은 사명에 근거하여 졸업성과를 규정하고 있다.
K.1.3.2 의과대학은 학생이 동료 학생, 교수진, 보건의료인력, 환자와 보호자를 존중하고  
         이에 따라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K.1.3.3 의과대학은 의도한 교육성과를 공개하고 있다.

우 수 기 준

H.1.3.1 의과대학은 졸업성과와 졸업 후 교육성과 간의 연계, 의학연구에 있어 학생 참여,  
         국제보건의료와 관련된 성과를 규정하고 있다.
[주]
▪ 졸업성과 혹은 역량이란 학생이 학습 종료 시점에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지식, 술기, 태도를 기  
   술한 것을 의미한다.
▪ 졸업성과는 ‘2014 한국의 의사상’과 ‘기본의학교육 졸업성과(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  
   회, 2017)’를 참조할 수 있다.
▪ 의도한 교육성과는 졸업성과의 하위 개념이며, 각 교육과정 또는 교과과정의 성과를 말한다.

1.4. 사명과 교육성과 수립

기 본 기 준

K.1.4.1 의과대학은 주요 이해관계자를 대학의 사명과 졸업성과의 수립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우 수 기 준

H.1.4.1 의과대학은 기타 이해관계자를 대학의 사명과 졸업성과의 수립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주]
▪ 주요 이해관계자에는 학장, 보직자, 교수, 교육 관련 위원회, 학생대표, 대학본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기타 이해관계자에는 직원대표, 지역사회와 공공(예: 환자 단체를 포함한 보건의료전달체계 이용자 등)     
   대표, 보건의료당국(예: 지역 보건소 등), 관련 정부기관(예: 국가 또는 해당지역 교육 혹은 보건복지 부서),  
   유관단체(예: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의학기관(예: 지역 의사회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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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과정
2.1. 교육과정

기 본 기 준

K.2.1.1 의과대학은 교육과정의 원리와 원칙에 근거한 전체 교육과정 체계를 가지고 있다.
K.2.1.2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다양한 교  
         수학습방법을 운영하고 있다.
K.2.1.3 의과대학은 평등원칙에 따라 교육과정을 수행하고 있다.

우 수 기 준

H.2.1.1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평생학습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주]
▪ 전체 교육과정은 의도한 교육성과, 교육내용/교수요목(syllabus), 프로그램의 경험과 과정을 포함하  
   며, 계획된 교육과 학습방법, 평가방법의 구조가 설명되어 있어야 한다. 교육과정에는 학생이 성취  
   할 지식, 술기, 태도를 제시해야 한다.
▪ 교육과정의 원리와 원칙에는 교육과정의 기본방향/전략, 교육과정설계원칙, 교육내용편성원칙, 교  
   수학습법, 교육과정평가, 교육지원체제 등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술한다.
▪ 교육과정에는 학과, 장기계통, 임상 문제/직무 또는 질병 양상(disease pattern)에 기반을 둘뿐만 아  
   니라 모듈식(modular) 혹은 나선형(spiral) 설계를 포함한다.
▪ 교육과정은 최근의 학습원칙에 기반을 둔다.
▪ 교수학습방법에는 강의, 소규모 교수법, 문제중심 또는 사례중심학습, 팀바탕학습(team-based      
   learning), 상호협력학습(peer assisted learning), 실습, 침상 옆 교육(bed-side teaching), 임상시연,   
   임상술기, 실험실 훈련, 지역 사회 내 현장실습과 웹 기반 수업을 포함한다.
▪ 평등원칙은 성별, 인종, 종교, 성적 취향, 사회 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교직원과 학생을 평등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 평생학습은 K.1.1.2 참조.

2.2. 과학적 방법

기 본 기 준

K.2.2.1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분석과 비판적 사고를 포함하는 과학적 방법의 원칙을 학습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K.2.2.2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의학연구방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K.2.2.3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근거중심의학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
▪ 근거중심의학은 문헌, 임상시험과 증명된 과학적 결과를 기반으로 한다.

2.3. 기초의학

기 본 기 준

K.2.3.1 의과대학은 인체의 구조와 기능 이해에 필요한 과학적 지식, 개념과 원리를 학습  
         할 수 있도록 기초의학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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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3.2 의과대학은 기초의학에서 학습한 지식, 개념 및 원리가 임상의학의 학습에 연계  
         될 수 있도록 기초의학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우 수 기 준

H.2.3.1 의과대학은 현재와 미래의 의료환경변화에 맞추어 기초의학 교육과정을 수정보완하고 있다.
[주]
▪ 기초의학 교육내용에는 지역의 요구, 관심과 전통에 따라 면역학, 미생물학(기생충학, 바이러스학,  
   세균학을 포함), 병리학, 생리학, 생물물리학, 생화학분자생물학, 세포생물학, 유전학, 약리학, 예방  
   의학, 해부학 등을 포함한다.

2.4. 의료인문학

기 본 기 준

K.2.4.1 의과대학은 의료인문학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다.

우 수 기 준

H.2.4.1 의과대학은 현재와 미래의 의료환경변화에 맞추어 의료인문학의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있다.
[주]
▪ 행동과학과 사회과학에는 지역의 요구, 관심과 전통에 따라 공중보건의학, 사회의학, 생물통계학,  
   국제보건의료, 사회역학, 의료사회학, 의료심리학, 의료인류학, 위생학, 지역사회의학을 포함한다.
▪ 의료윤리는 의사의 행동과 의사결정에 관련된 가치관, 권리, 책임과 같은 의료행위에서의 도덕적 문제를 다룬다.
▪ 의료법규는 약학기술과 의료기술(기기, 장비 등)의 생산과 이용에 대한 규정을 포함한 보건의료서  
   비스전달체계와 의료 전문직과 의료행위에 대한 법규와 기타 규정을 다룬다.
▪ 행동과학, 사회과학, 의료윤리, 의료법규는 건강문제의 원인, 분포, 결과의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문화적 결정 요인, 국가 보건의료체계와 환자의 권리에 관한 지식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개념, 방법, 술기와 태도를 포함한다. 이로써 지역사회와 사회의 건강 요구를 분석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의사소통, 임상 의사결정, 윤리적 진료가 가능하게 한다.

2.5. 임상의학과 술기

기 본 기 준

K.2.5.1 의과대학은 졸업 후 진료가 가능하도록 임상의학과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K.2.5.2 의과대학은 교육과정에 임상실습 전 준비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K.2.5.3 의과대학은 적절한 임상실습 교육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K.2.5.4 의과대학은 환자안전을 강조한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우 수 기 준

H.2.5.1 의과대학은 현재와 미래의 의료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임상의학 교육과정을 수정보완하고 있다.
H.2.5.2 의과대학은 모든 학생이 환자돌봄참여를 포함하여 조기에 임상상황을 접할 수 있  
         도록 하고, 학습프로그램 단계에 따라 다양한 임상술기를 교육하고 있다.
H.2.5.3 의과대학은 임상실습교육에 참여하는 전임교원 외 의사에게 학생의 지도와 피드  
         백에 관련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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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임상의학 교육내용에는 지역의 요구, 관심과 전통에 따른 임상 각 과목을 포함한다.
▪ 임상술기에는 병력청취, 신체검사, 의사소통기술, 수행, 관찰, 응급 진료, 처방, 치료 행위를 포함한다.
▪ 기본술기란 활력징후 측정, 정맥 채혈, 혈액도말 검사, 심전도, 정맥 및 근육 주사, 요로 도자, 관  
   장, 환부 소독 및 봉합, 비위관 삽입 등과 같은 일차진료 수준의 진단술기, 치료술기 및 환자안전  
   관련 술기를 말하며, 이는 대학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임상실습 전 준비교육은 Introduction to Clinical Medicine(ICM), Fundamentals of Clinical           
   Medicine(FCM) 등을 의미한다. 블록 또는 지속적인 과정이 있으며, 학생 1인당 교육받는 시간이   
   4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임상실습 기간은 주요 임상학과 실습을 포함하여 52주, 주당 36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주요 임상학과에는 내과(세부전공분야 포함), 외과(세부전공분야 포함),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  
   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을 포함한다.
▪ 자유선택 임상실습 기간은 2주 이상이어야 한다.
▪ 환자안전을 강조한 교육은 학생의 임상실습활동에서 환자안전에 대해 지도 감독하는 것을 의미한다.
▪ 조기에 임상상황을 접할 수 있는 교육은 병력청취, 신체진찰과 의사소통을 포함한다.
▪ 학생의 환자돌봄참여는 감독 하에서 검사, 환자치료 일부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는 해당 지역사회 시설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2.6. 교육과정의 구조, 구성, 기간

기 본 기 준

K.2.6.1 의과대학은 기초의학, 의료인문학, 임상의학 간에 적절한 조화를 이룬 교육과정이 있다.
K.2.6.2 의과대학은 관련 학문, 학과, 과정이 수평 통합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우 수 기 준

H.2.6.1 의과대학은 임상의학과 기초의학, 의료인문학이 수직 통합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H.2.6.2 의과대학은 교육과정에 선택과목을 운영하고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간의 균형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있다.
[주]
▪ 수평통합의 예는 해부학, 생화학, 생리학과 같은 기초의학 과정 간을 통합하거나 임상의학 과목간  
   의 통합이다.

2.7. 교육과정 관리

기 본 기 준

K.2.7.1 의과대학은 교육과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교육과정위원회는 의도한 교육성과  
         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K.2.7.2 의과대학은 교육과정위원회에 교직원과 학생대표를 참여시키고 있다.
[주]
▪ 교육 관련 위원회는 대학과 정부의 규정 내에서 특정 학과와 과목간의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교육  
   과정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교육 관련 위원회는 교수학습방법, 학생평가와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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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를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해 주어진 자원을 분배한다(K.8.3.2 참조).
▪ 의도한 교육성과는 K.1.3.3 참조.

2.8. 의료행위와 보건의료분야의 연계

기 본 기 준

K.2.8.1 의과대학은 졸업 후 교육을 감안한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다.

우 수 기 준

H.2.8.1 교육과정위원회는 졸업 후 예측되는 의료환경의 변화와 지역사회의 의견을 고려  
         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고 있다.
[주]
▪ 연계는 보건의료문제를 파악하고 이와 연관되는 교육성과를 의미한다. 적절한 연계를 위해서는 지  
   역, 국가, 세계적 상황을 고려하고 교육과정과 졸업 후 교육단계 및 의료행위가 상호관계를 이루  
   도록 한다. 여기에는 보건의료 분야와의 상호작용, 보건의료 팀 활동에 교육자와 학생의 참여를   
   포함한다. 활발한 연계는 진로지도를 위한 근간으로 졸업생들의 잠재적 고용주와의 소통을 의미한다.
▪ 졸업 후 교육에는 졸업 후 교육(PGME, 면허등록과 직업교육, 전문의과정 교육)과 전문직업성 평생  
   개발/평생교육(CPD/CME)을 포함한다.

3. 학생평가
3.1. 평가방법

기 본 기 준

K.3.1.1 의과대학은 학생평가의 원칙,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K.3.1.2 의과대학은 학생평가에 지식, 술기, 태도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K.3.1.3 의과대학은 다양한 평가방법과 형식을 사용하여 학생평가를 하고 있다.
K.3.1.4 의과대학은 학생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 수 기 준

H.3.1.1 의과대학은 학생평가방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평가하고 새로운 평가방법을 적절  
         하게 활용하며, 외부평가자를 활용하고 있다.
[주]
▪ 평가방법은 형성평가와 총합평가간의 균형, 시험 횟수에 대한 고려, 시험방법의 균형(필기와 구두  
   시험), 규준참조평가와 준거참조평가 활용, 개인포트폴리오와 로그북(log-books)의 활용, 특별한 형  
   태의 시험, 예를 들어 객관적 구조화 임상 평가(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s; OSCE)  
   혹은 짧은 임상수행평가(MiniCEX)의 활용을 포함한다. 또한 평가방법에는 표절방지시스템도 포함  
   할 수 있다.
▪ 평가방법은 각 대학의 교육과정에 적합하게 자체적으로 정하여 실시한다.
▪ 의과대학은 학생에게 학점이 확정되기 전 성적, 유급, 졸업유예, 퇴학 등의 결정에 대한 소명의 기  
   회를 보장한다. 이 때 이해상충이 있는 교수는 소명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 평가방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평가하고 문서화하는 것은 평가 실무의 적절한 질을 보장하는 과  
   정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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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평가자의 활용은 평가의 공정성, 질,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3.2. 평가와 학습의 관계

기 본 기 준

K.3.2.1 의과대학은 의도한 교육성과와 교육방법에 적합하게 학생평가를 하고 있다.
K.3.2.2 의과대학은 의도한 교육성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학생평가를 하고 있다.
K.3.2.3 의과대학은 학생의 학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학생평가를 하고 있다.
K.3.2.4 의과대학은 형성평가와 총괄평가를 균형 있게 실시하고 있다.

우 수 기 준

H.3.2.1 의과대학은 기본지식습득과 통합학습 모두를 장려하기 위해 시험횟수와 유형을   
         조정하고 있다.
H.3.2.2 의과대학은 평가결과를 근거로 학생에게 적절한 피드백을 하고 있다.
[주]
▪ 기본지식(knowledge based)습득은 일반적으로 기본의학교육 학습성과(과학적 개념과 원리중심, 진  
   료역량중심, 사람과 사회중심 등)를 포함한 기본의학교육과정에서 필요한 지식습득을 의미한다.
▪ 시험횟수와 유형 조정은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과중한 교육과정과 과도한   
   양의 정보를 학생이 배우도록 하는 요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통합학습(integrated learning) 장려는 개별과목 혹은 주제 분야에 대한 지식의 합리적 평가를 보장  
   하면서 통합평가 시행을 고려하는 것을 포함한다.

4. 학생
4.1. 입학정책과 선발

기 본 기 준

K.4.1.1 의과대학은 객관적인 원칙에 근거한 입학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다.

우 수 기 준

H.4.1.1 의과대학은 대학의 사명, 교육과정과 졸업생이 갖추어야 할 자질 등의 연계를 고  
         려하여 학생선발을 하고 있다.
H.4.1.2 의과대학은 입학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질적 향상을 위한 개선노력을 하고 있다.
H.4.1.3 의과대학은 장애학생 입학에 대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주]
▪ 입학정책은 국가규정을 준수하고, 지역 상황에 적합해야 한다. 의과대학이 입학정책을 직접 관여  
   하지 않을 경우, 의과대학은 입학생 수와 교육역량 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학생선발 과정에 대한 기술에는 의사가 되려는 동기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중고등학교 성적, 다  
   른 관련 학업 혹은 교육 경험, 입학시험과 면접과 같은 선발 근거와 방법을 포함한다. 또한, 의료  
   분야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학생을 선발한다.
▪ 학생 1인당 면접시간은 최소 1시간 이상을 권장한다.
▪ 장애학생 입학에 대한 정책과 시행은 국가의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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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입학정원

기 본 기 준

K.4.2.1 의과대학은 특별전형 모집요강에 입학정원과 선발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주]
▪ 특별전형은 지역사회와 사회의 건강 요구, 잠재적 요구, 불우학생, 성별, 인종, 다른 사회적인 요구  
   에 따른 입학생에 대한 고려를 포함한다.

4.3. 학생상담과 지원

기 본 기 준

K.4.3.1 의과대학은 학생들의 학업상담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고 있다.
K.4.3.2 의과대학은 학생들의 진로지도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K.4.3.3 의과대학은 학생의 사회적, 재정적, 개인적 요구를 다루는 학생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K.4.3.4 의과대학은 학생지원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을 할당하고 있다.
K.4.3.5 의과대학은 학생들의 주거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기숙사를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다.
K.4.3.6 의과대학은 학생상담과 지원에 관련한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

우 수 기 준

H.4.3.1 의과대학은 학생의 학업진척도를 모니터링하고 진로지도 및 계획을 포함한 학업  
         상담을 시행하고 있다.
H.4.3.2 의과대학은 입학, 의학과 진입, 임상실습 진입 시기에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임상  
         실습 전 성인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H.4.3.3 학생이 정신과 또는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외부 의료기관과의 연계체계를 갖  
         추고 있고, 의과대학 내에는 전임상담원이 활동하는 상담실이 있다.
[주]
▪ 사회적, 경제적, 개인적 요구를 다룬다는 것은 사회적이고 개인적인 문제와 사건들, 건강문제, 재  
   정문제와 관련된 지원을 의미하며, 보건 진료소에 대한 접근, 예방접종 프로그램과 건강/장애 보험  
   뿐만 아니라 생활보조금, 학자금 대출과 같은 형태의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다.
▪ 임상실습을 위한 건강검진과 성인예방접종은 대학 또는 병원에서 지원한다.
▪ 전임상담원이 활동한다는 것은 상담을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있다는 의미이다. 의과대학의 학생담  
   당 부서 직원, 학생 담당 부학장 등이 지도하는 경우에는 전문적 운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의과  
   대학이 아닌 본교에 상담센터가 있는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학생의 접근이 용이하며, 의과대학 학  
   생을 위한 별도의 전문상담체제가 갖추어져 있고, 실적이 있어야 한다.

4.4. 학생대표

기 본 기 준

K.4.4.1 의과대학은 사명, 교육과정설계, 관리, 평가와 그 외 학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학생대표의 적절한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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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4.4.2 의과대학은 학생활동과 학생의 자치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주]
▪ 학생대표의 참여에는 학생 관련 위원회와 교육 관련 위원회를 포함한다.
▪ 학생활동의 활성화에는 학생단체에 대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 제공을 포함한다.

5. 교수
5.1. 채용과 선발정책

기 본 기 준

K.5.1.1 의과대학은 세계의학교육연맹이 권고하는 기초의학 분야별로 적절한 수의 교수   
        를 확보하고 있다.
K.5.1.2 의과대학은 의학교육 담당기구가 있고 의학교육을 담당하는 전임교수가 있다.
K.5.1.3 의과대학은 의료인문학 분야에 전임 교수 또는 전담 교수를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다.
K.5.1.4 의과대학은 각 임상의학 전공과목별로 적절한 수의 전임교수를 확보하고 있다.
K.5.1.5 의과대학은 교수를 채용할 때 연구, 교육, 임상분야 업적에 대한 기준이 있고, 이  
         를 시행하고 있다.
K.5.1.6 의과대학은 기초의학, 의학교육학, 의료인문학, 임상의학 교수의 책무를 구체화하  
         는 채용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 수 기 준

H.5.1.1 의과대학은 교육, 연구, 봉사기능 간의 균형을 이루어 교수를 채용하는 정책을 수  
         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주]
▪ 기초의학 분야는 K.2.3.1 참조.
▪ 전임교수는 교육부에 등록된 교수를 말한다. 다만 총장발령으로 대학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초빙  
   교수, 기금교수, 연구교수 등의 경우로서 전임교수와 동일한 교육, 연구, 봉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재임용이나 승진시 교육, 연구, 봉사 업적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포함할 수 있다.
▪ 기초의학 전임교수의 수는 총 25명 이상이어야 한다.
▪ 분야는 교실 혹은 과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내용을 의미한다.
▪ 의학교육 전임교수는 의학교육 담당기구(교실, 실, 학과, 센터)에 소속된 의과대학 교수를 말한다.  
   단, 의학교육 전임교수가 타 교실에 겸임하는 경우, 80%이상을 의학교육 업무에 할애해야 한다.
▪ 의료인문학 전임교수는 해당분야의 전공자(어문학, 사학, 철학, 윤리학, 사회학, 법학, 경영학, 인류  
   학, 심리학, 예술 등)로 의과대학 교수인 경우 행정적으로 의료인문학 담당기구(교실, 실, 학과, 센  
   터)에 소속되어 있는 자를 의미하며, 타 교실에 겸임하는 경우, 80%이상을 의료인문학 업무에 할  
   애해야 한다.
▪ 의료인문학 전담교수는 의과대학 교수이면서 의료인문학 교육과정의 설계, 진행, 평가에 활발히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 의과대학에는 의료인문학 전임교수가 1인 이상이거나 전담교수가 3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
▪ 임상의학 전공과는 총 20개 이상이어야 한다.
▪ 임상의학 전임교수는 전공과별로 1인 이상, 총 85명 이상이어야 한다.
▪ 업적은 공식적인 자격증, 전문적 경험, 연구 결과, 교육 관련 수상들과 동료인정 등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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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교수활동과 개발 정책

기 본 기 준

K.5.2.1 의과대학은 교수가 교육, 연구, 봉사활동 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을 수  
         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K.5.2.2 의과대학은 교수업적평가제도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K.5.2.3 의과대학은 신임교수를 위한 의학교육연수과정에 신임교수가 의무적으로 참여하  
         도록 하고 있다.
K.5.2.4 의과대학은 교수업적평가기준에 학생교육이나 학술활동 이외의 학회활동이나 공  
         공 목적의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평가기준을 가지고 있다.
K.5.2.5 의과대학은 교수 모두가 전체 교육과정을 숙지할 수 있는 정책이 있고 이와 관련  
         된 교수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K.5.2.6 의과대학은 교육을 위한 연수와 교수개발에 교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 수 기 준

H.5.2.1 의과대학은 교수승진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주]
▪ 대학은 승진, 급여 혹은 수당 등의 보상을 통해 교육과 연구활동 업적을 인정한다.
▪ 의학교육연수나 교육 관련 교수개발프로그램에 전임교수의 50% 이상이 연간 3시간 이  
   상 참석해야 한다(온라인 교육은 인정하지 않음).
▪ 신임교수는 임용 후 1년 이내에 신임교수를 위한 의학교육연수과정을 15시간 이상 이수  
   해야 한다.
▪ 전체 교육과정에 대한 숙지는 전반적인 교육과정과 타 과정/교과목 분야의 교수법/학습  
   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 재정지원은 교수 1인당 연평균 2백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6. 교육자원
6.1. 시설

기 본 기 준

K.6.1.1 의과대학은 학생교육을 위한 교육기본시설을 적절하게 갖추고 있다.
K.6.1.2 의과대학은 학생교육을 위한 교육지원시설을 적절하게 갖추고 있다.
K.6.1.3 의과대학은 학생복지시설 및 편의시설을 적절하게 갖추고 있다.
K.6.1.4 의과대학은 학생의 교육과 복지를 위한 시설을 관리하는 인력이 있고 그에 대해  
         적절한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
K.6.1.5 의과대학의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 대비 학생교육 관련 직접비용이 적절하다.
K.6.1.6 의과대학은 개인교수실이 적절히 확보되어 있고, 적절한 행정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K.6.1.7 의과대학은 교수들의 연구를 위한 적절한 공간과 시설 설비를 갖추고 있다.
K.6.1.8 의과대학은 교직원, 학생, 환자에게 안전한 학습환경을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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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 기 준

H.6.1.1 의과대학은 교육활동의 변화에 맞추어 시설의 변경 또는 확장 등 학습환경을 개  
         선하고 있다.
[주]
▪ 교육기본시설에는 강의실, 실험실습실, 임상수기실습실을 포함한다.
▪ 교육지원시설에는 그룹지도실(소그룹토의실), 도서관, 정보기술시설, 자율학습실을 포함한다.
▪ 학생복지시설은 학생회방, 동아리방, 남·여 휴게실 등을 포함한다.
▪ 학생편의시설은 운동시설, 식당, 매점, 자동판매기, 개인사물함 등을 포함한다.
▪ 학생교육 관련 직접비용은 기초의학 실험실습비, 표본제작, CPX와 OSCE 관련 비용, 교재비, 학생  
   교육용 컴퓨터프로그램, 표준화환자 인건비, 시험문항 개발비, 임상술기실습실 소모품, PBL과 TBL  
   운영비, 임상실습 관련 비용 등을 포함한다.
▪ 예산의 적절성은 학생 1인당 등록금 대비 학생교육 관련 직접비용 비율, 정기적인 수업환경 관련  
   만족도 조사 결과, 학생의 개선 요구에 따른 개선실적 등을 근거로 한다.
▪ 적절한 학생교육 관련 직접비용은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 대비 5%이상이다.
▪ 전임교수 이상의 개인교수실 확보율은 80% 이상이어야 한다.
▪ 교실(과)별 지원인력은 행정·교육 전담인력이며, 평균 교실(과)당 1명 이상이어야 한다.
▪ 안전한 학습환경은 방사선, 유해물질과 시료와 유기체로부터의 보호와 필수정보를 제공하고, 실험  
   실 안전규정과 안전장비를 포함한다.

6.2. 임상실습지원

기 본 기 준

K.6.2.1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적절한 임상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질환의 환자와 충  
         분한 수의 환자를 확보하고 있다.
K.6.2.2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적절한 임상경험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임상실습시설을 확  
         보하고 있다.
K.6.2.3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적절한 임상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학생진료행위에 대한 관리  
         체계가 있다.

우 수 기 준

H.6.2.1 의과대학은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 임상실습을 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평가, 조정, 개선하고 있다.
[주]
▪ 임상실습시설에는 진료시설과 모든 주요 임상과의 순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임상실습이 가능  
   한 병원(1차, 2차, 3차 병원의 적절한 배합), 외래진료, 의원, 보건소, 기타 지역사회 보건진료시설  
   뿐만 아니라 임상술기실습실을 포함하며, 500병상 이상이어야 한다.
▪ 임상실습시설에 대한 평가에는 시설, 설비, 환자의 수와 종류 그리고 보건진료(health practices),   
   감독, 행정측면에서 임상실습 프로그램의 질과 적절성을 포함한다.
▪ 교육병원 내 학생전용공간은 학생 20명당 최소 1개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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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정보기술

기 본 기 준

K.6.3.1 의과대학은 교육활동에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구성원이 전자교육매체  
         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우 수 기 준

H.6.3.1 의과대학은 교육자와 학생들이 자율학습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  
         록 지원하고 있다.
H.6.3.2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환자의 자료와 관련된 병원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주]
▪ 정보와 통신기술에 대한 효과적이고 윤리적인 이용은 컴퓨터, 교내나 외부 네트워크, 기타 수단들  
   의 이용에 대한 고려를 포함한다. 여기에는 도서관 자료와 그 기관의 IT 서비스의 협력을 포함한  
   다. 그리고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교육항목에 공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정보와 통신기술은 전문직업성 평생개발(CPD)을 통해 학생을 근거중심 의학과 평생학습에 대해   
   준비시키는데 활용한다.
▪ 적절한 학술정보서비스 예산은 교수와 학생 1인당 연 50만 원 이상이다.
▪ 적절한 학술정보서비스 관련 예결산은 교수와 학생 1인당 연 150만 원 이상이다.
▪ 적절한 학술정보서비스 관련 전문인력 지원은 교수와 학생 150명 당 1인 이상이다.

6.4. 의학연구와 의과학자 양성

기 본 기 준

K.6.4.1 의과대학은 의학연구역량을 개발하는 정책이 있다.
K.6.4.2 의과대학은 연구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K.6.4.3 의과대학은 학생의 연구시설 사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 수 기 준

H.6.4.1 의과대학은 의학연구와 교육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며, 학생의 의학  
         연구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주]
▪ 의학연구와 의과학자 양성과정은 기초의학, 의료인문학, 임상의학의 과학적 연구를 포함한다. 의과학자 양
   성은 첨단 의학지식과 탐구의 학문적 획득을 의미한다. 교육과정에 근거한 의학연구는 의과대학 자체 내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기관들의 연구활동과 교수진의 과학적 역량과 연구에 의하여 확보된다. 현재 교육
   에 대한 영향은 과학적 방법(K.2.2.1 참조)과 근거중심의학(K.2.2.3 참조)의 교육을 촉진시킨다.

6.5. 교육 전문성

기 본 기 준

K.6.5.1 의과대학은 필요한 분야에 대한 교육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K.6.5.2 의과대학은 교육과정개발, 교수법과 평가방법 개발에 대한 교육 전문성 활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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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다.

우 수 기 준

H.6.5.1 의과대학은 교직원의 역량개발을 위해 교내외의 교육 전문성을 활용한 실적이 있다.
H.6.5.2 의과대학은 교육평가와 의학교육학의 연구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개발하고 있다.
H.6.5.3 의과대학은 교수들이 의학교육 연구에 관심을 갖도록 지원하고 있다.
[주]
▪ 교육 전문성(educational expertise)은 의학 교육의 과정, 실행, 문제점을 다루고, 의학교육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는 의사, 교육학자, 사회학자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교육 전문성은 의과대학의  
   교육개발부서나 대학 내의 경험과 관심이 있는 교수자에 의해 제공되거나 국내외 다른 기관에서  
   제공될 수 있다.
▪ 교직원에는 교수와 교육, 연구, 행정, 기술 등에 관련된 직원을 포함한다.
▪ 의학교육학 연구에서는 의학교육에 있어 이론적, 실제적, 사회적 문제를 조사한다.

6.6. 교육적 교류

기 본 기 준

K.6.6.1 의과대학은 교직원과 학생이 국내외의 교육기관과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  
         절하게 지원하고 있다.

우 수 기 준

H.6.6.1 의과대학은 국내외 여러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도모하고 타 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다.
[주]
▪ 다른 교육기관은 타 의과대학, 공중보건학, 치의학, 약학, 수의학을 교육하는 학교와 같은 보건의  
   료 교육시설과 기관을 포함한다.
▪ 타 교육기관 학점인정에 대한 정책은 다른 교육기관으로부터 취득할 수 있는 학습프로그램 비율  
   의 제한을 둔다. 타 교육기관 학점인정은 의과대학 간의 활발한 프로그램 협력과 교육적 요소의   
   상호 인정에 대한 협약을 수립함으로써 활성화할 수 있다. 또한 타 교육기관 학점인정은 투명한   
   학점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교과목의 요구조건에 대한 유연성 있는 해석을 통해 활성화할 수 있다.

7. 교육평가
7.1. 교육 모니터링과 평가에 대한 체제

기 본 기 준

K.7.1.1 의과대학은 교육의 과정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K.7.1.2 의과대학은 교육평가체제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K.7.1.3 의과대학은 교육평가 결과를 교육과정개선에 활용하고 있다.

우 수 기 준

H.7.1.1 의과대학은 교육의 과정 맥락, 교육과정의 특정 구성 요소, 장기성과, 대학의 사  
         회적 책무성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교육평가의 체제를 수립하고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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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교육평가(programme evaluation)는 대학과 대학교육의 과정의 효과와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체  
   계적 정보수집의 과정이다. 교육평가에는 사명, 교육과정, 학생의 향상 정도와 의도한 교육성과에  
   관련된 프로그램의 핵심 측면과 교육프로그램의 질을 나타내거나 입증할 목적으로 신뢰할만하고  
   타당한 자료수집과 분석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교육 모니터링(programme monitoring)은 교육의 과정(educational process)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과 중재가 필요한 모든 영역을 확인할 목적으로 교육과정의 핵심 측면에 관한 자료의   
   정기적인 수집을 포함한다. 자료의 수집은 학생의 입학, 평가, 졸업과 관련한 행정적인 절차의 일  
   부로 종종 이루어진다.
▪ 교육의 과정(educational process)은 교육과정을 포함한 학생의 입학, 평가, 졸업 등 의과대학의 교  
   육과 관련된 시스템과 모든 활동을 의미하며 의과대학의 학습환경과 문화뿐만 아니라 조직과 자  
   원을 포함한다.
▪ 교육평가체제는 교육평가에 대한 규정, 내규, 지침 등이 있고, 이를 실행하는 담당기구(위원회, 교  
   실, 실, 학과, 센터 등)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 교육과정의 주요 구성요소에는 교육과정 구조, 구성, 기간(2.6 참조) 등을 포함한다.
▪ 주요 관심분야는 의도한 교육성과의 불충분한 성취를 의미하고, 의도한 교육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확인된 불충분한 성취, 약점, 문제점 등을 포함하여 교육과정개선을 위한 계획으로 활용  
   한다.
▪ 교육의 과정(educational process)맥락에는 의과대학의 학습환경과 문화뿐만 아니라 조직과 자원을  
   포함한다.
▪ 교육과정의 특정 구성요소에는 과정설명, 교수학습법, 임상실습 순환과 평가방법을 포함한다.
▪ 장기성과는 예를 들어 의사국가시험, 벤치마킹수행, 국제시험, 진로선택 그리고 졸업 후 수행에서  
   나온 결과에 의해 측정되며, 전반적인 성과를 통해 프로그램의 획일성에 대한 위험을 피하면서 교  
   육과정개선을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 사회적 책무성은 K.1.1.3 참조.

7.2. 교육자와 학생의 피드백

기 본 기 준

K.7.2.1 의과대학은 교육자와 학생으로부터의 피드백을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대응  
         하고 있다.

우 수 기 준

H.7.2.1 의과대학은 피드백 결과를 교육프로그램개발에 활용하고 있다.
[주]
▪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는 것은 사전에 정해진 규정 또는 지침 등에 따라 담당기구(위원회, 교실, 
실, 학과, 센터 등)에 의해 정기적이고 계획적인 조사와 과학적이고 신뢰성 있는 분석을 하는 것을 포
함한다.

7.3. 학생과 졸업생의 수행능력
K.7.3.1 의과대학은 학생과 졸업생 코호트에서 사명, 의도한 교육성과, 교육과정, 투입한 
자원에 관련된 수행능력을 분석하고 있다.

우 수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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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7.3.1 의과대학은 학생의 수행능력 내용을 분석하여 학생선발, 교육과정기획, 학생상담  
         관련 위원회에 피드백을 하고 있다.
[주]
▪ 학생 코호트의 수행능력 측정과 평가에는 선택적인 구성요소를 포함한, 특별 관심분야에 학생이   
   쏟은 시간뿐만 아니라 실제 학습기간, 시험점수, 합격과 낙제 비율, 성공과 중도탈락 비율과 이유,  
   그리고 교육의 과정의 상황에 관한 학생의 보고서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또한 유급생에 대한   
   인터뷰와 제적생의 제적 직전 인터뷰도 포함할 수 있다.
▪ 졸업생 코호트의 수행능력 측정은 의사국가고시 결과, 진로선택, 졸업 후 역량에 대한 정보를 포  
   함하고, 획일화된 교육과정의 위험성을 회피할 수 있는 교육과정개편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7.4. 이해관계자의 참여

기 본 기 준

K.7.4.1 의과대학은 교육 모니터링과 교육평가 활동에 주요 이해관계자를 포함하고 있다.
[주]
▪ 주요 이해관계자는 K.1.4.1 참조.

8. 대학운영체계와 행정
8.1. 대학운영체계

기 본 기 준

K.8.1.1 의과대학은 교육, 교수, 학생의 업무가 분장되어 있으며 별도의 보직자가 임명되어 있다.
K.8.1.2 의과대학은 학장과 보직자가 직무 관련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제와 실적이 있다.
K.8.1.3 의과대학은 대학운영을 위한 적절한 정책결정 구조와 절차를 갖추고 있다.
K.8.1.4 의과대학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교육병원마다 학생교육과 연구를 총괄하는   
         보직자가 있고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는 행정체계를 갖추고 있다.

우 수 기 준

H.8.1.1 의과대학은 대학운영을 위한 위원회에 주요 이해관계자, 기타 이해관계자의 대표  
         를 포함하고 있다.
H.8.1.2 의과대학은 대학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다.
[주]
▪ 대학운영체계는 의과대학을 관리하는 지배구조와 집행을 의미한다. 대학운영체계는 주로 정책결   
   정, 일반기관과 프로그램정책 수립하는 과정, 그리고 정책실행 제어와 관련되어 있다. 기관과 프로  
   그램의 정책은 일반적으로 의과대학의 사명, 교육과정, 입학정책, 직원채용과 선발정책, 의료행위,  
   보건의료분야와 외부 관계자들의 상호작용과 연계에 관한 결정을 포함한다.
▪ 대학운영에 필요한 보직자의 행정업무는 교육, 학생, 교수영역을 반드시 포함하여 구분되어야 하  
   며, 각 분야별 규정과 실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 대학운영 정책결정을 위한 각종 회의 및 위원회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인사위원회의 경  
   우 선출직이 1/3 이상을 차지하며, 기타 위원회의 경우 당연직 위원이 1/4 이내로 구성되어야 한   
   다. 각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개최된 실적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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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적으로 떨어진 교육병원에 연간 2회 이상의 학장과 보직자 방문실적이 있어야 한다.
▪ 위원회는 권한과 책임이 있어야 하며, 교육 관련 위원회가 포함되어야 한다(K.2.7.1 참조).
▪ 주요 이해관계자는 K.1.4.1 참조.
▪ 기타 이해관계자는 H.1.4.1 참조.
▪ 투명성은 소식지, 웹 정보 혹은 회의록 공개를 통해 확보한다.
▪ 대학운영체계에는 교육, 학생, 교수, 연구분야를 포함한 최소 7개 분야에 보직자가 있어야 한다.

8.2. 학장과 보직자

기 본 기 준

K.8.2.1 의과대학은 교육의 전반적인 관리에 관한 학장과 보직자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우 수 기 준

H.8.2.1 의과대학은 학장 선임규정이 있고 선임된 학장과 보직자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주]
▪ 학장과 보직자는 교육, 연구, 서비스에 있어 학사적인 문제에 관한 의사결정에 책임이 있는 대학  
   운영체계와 관리구조 내의 보직과 책임자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학장, 부학장, 학과장, 교무처장,   
   부서장, 과정 리더, 연구소장, 센터장, 또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포함된다(예: 학생선발위원회,   
   교육 관련 위원회, 학생상담위원회).
▪ 학장의 권한과 책임, 인사권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야 하며, 관련 활동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8.3. 교육예산과 자원 할당

기 본 기 준

K.8.3.1 의과대학은 교육예산을 포함한 교육 관련 재정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K.8.3.2 의과대학은 교육과정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교육적 요구에 필요  
         한 자원을 할당하고 있다.
[주]
▪ 교육예산은 각 기관과 국가의 예산 관행에 따르며, 의과대학은 기획된 투명한 예산안에 따라 집행한다.
▪ 교육 관련 재정(의학과에 배정된 학생실험실습비, 교육과정개발과 운영비, 교육개발비, 교수연수지  
   원비, 교육 관련 세미나 개최비, 학생봉사활동지원비 등)확보현황을 기술하고, 예산의 구성 시에   
   의견수렴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의견수렴 자료를 제시하고 교육 관련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자원 할당은 의과대학의 자율성을 전제로 한다(K.1.2.1 참조).
▪ 교육예산과 자원 할당에 학생지원과 학생 관련 단체를 고려한다(K.4.3.4.과 4.4 참조).

▪ 적절한 교육 관련 위원회 예산은 연간 3천만 원 이상이다.
8.4. 행정직원과 관리

기 본 기 준

K.8.4.1 의과대학은 행정업무가 구분되어 있고, 적정 수의 행정업무 담당직원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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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 기 준

H.8.4.1 의과대학은 행정관리의 질 향상을 위한 자체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다.
[주]
▪ 행정직원은 5명 이상이어야 하며, 행정조교는 인정하지 않는다.

8.5. 보건의료분야와의 상호작용

기 본 기 준

K.8.5.1 의과대학은 보건의료분야 및 보건의료 관련 분야와 건설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우 수 기 준

H.8.5.1 의과대학은 교직원과 학생의 참여를 포함하여 보건의료분야 관계자와 협력을 공  
         식화하고 있다.
[주]
▪ 건설적인 상호작용은 정보의 교환, 협력과 새로운 조직계획을 설정하고 수립하는 것을 내포한다.  
   이는 사회에서 요구되는 자질을 갖춘 의사들의 공급을 촉진한다.
▪ 보건의료분야는 공공 혹은 민간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와 의학연구기관을 포함한다.
▪ 보건의료 관련 분야는 사회적 이슈, 지역 기관에 따라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영향력을 가진  
   기관, 규제기구를 포함한다(예: 환경, 영양, 사회적 책무성을 가진다).
▪ 협력체계를 갖춘다는 것은 협력의 내용과 형식을 기술한 공식적인 협약에 들어감을 의미하며, 합  
   동계약, 협력위원회와 합동프로젝트의 수립을 의미한다.

9. 지속적 개선
9.0. 지속적 개선

기 본 기 준

K.9.0.1 의과대학은 대학발전계획이 있고, 대학발전기금을 운용하며, 동문 또는 지역사회  
         의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K.9.0.2 의과대학은 지속적인 질 관리와 개선을 위해 자체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상설기구  
         를 갖추고 있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다.
K.9.0.3 의과대학은 평가인증 결과를 대학운영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한 실적이 있다.

우 수 기 준

H.9.0.1 의과대학은 대학 발전 관련 전향적 연구와 분석, 지역사회평가 결과와 의학교육  
         관련 문헌에 근간하여 대학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H.9.0.2 의과대학은 대학운영과 관련하여 과거에 도출된 개선사항을 현재와 미래 전망에  
         따라 대학의 정책과 실행에 반영되도록 보장하고 있다.
H.9.0.3 의과대학은 지속적 개선 시에 지역사회의 과학, 사회경제, 문화 등의 발전에 맞추  
         어 사명과 졸업성과를 수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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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9.0.4 의과대학은 졸업생이 처하게 될 환경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졸업성과를 수정하고 있다.
H.9.0.5 의과대학은 교육과정, 교육방법의 적절성과 이들의 관련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  
         적으로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을 수정하고 있다.
H.9.0.6 의과대학은 교육환경의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있다.
H.9.0.7 의과대학은 의도한 교육성과와 교육방법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평가원칙과   
         방법을 수정하고 있다.
H.9.0.8 의과대학은 사회적 요구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교수채용방식과 교수개발정책  
         을 수정하고 있다.
H.9.0.9 의과대학은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를 바탕으로 교육자원을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H.9.0.10  의과대학은 전체 프로그램 모니터링과 평가과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H.9.0.11  의과대학은 의료환경의 변화와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따라 대학운영체계를 지속적  
         으로 개선하고 있다.
[주]
▪ 전향적 연구는 국가별 모범사례에 대한 자료와 증거의 수집과 생성을 위한 연구를 포함한다.
▪ 지역사회평가는 의과대학에 대한 지역사회(전국적 평가 포함)의 의료인(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   
   (비의료기관)의 평가를 의미한다.
▪ 졸업성과의 수정에는 졸업 후의 환경변화에 맞게 술기, 공공 보건의료교육, 환자진료참여 등을 포  
   함한다.
▪ 의도한 교육성과는 K.1.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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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의과대학 연구대상자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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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의 중요도와 현황에 관한 의견 수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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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전문가 집단 연구대상자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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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ASK2019」기준을 사회적 책무성 그리드 모형으로 분류하기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지

  「ASK2019」기준을 사회적 책무성 그리드 모형으로 

분류하기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지

교수님께

교육, 연구, 진료의 사명을 수행하고 계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의과대학 평가인증제도의 도입과 함께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의과대학의 존재 가치를 사회적 책무성 수행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으

며, 전 세계 의과대학이 사회적 책무성 수행과 관련한 활동과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

습니다.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저는 박사학위논문 주제를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

무성 수행 영향요인과 측정지표 개발 연구’로 정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현황이 진단되고, 영향요인이 규명되

며, 측정지표가 개발된다면, 개별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과 의과대학 인증평가 준비

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는 교육, 연구 및 진료 활동으로 너무도 바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 

연구의 중요성과 학문후속세대의 학문적 열정을 격려한다는 측면에서 교수님의 소중한 시간

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설문지는 약 4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완성된 설

문지는 2020년 7월 23일까지 아래 회신방법으로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결과는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며, 응답결과는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 조항에 의거 철저히 

비밀로 보장될 것입니다. 

2020.07.10

연세대학교 의학교육학 박사과정 이상미 올림

※  연구수행기관: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  연구지도교수: 양은배 교수(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교수)

※  문의: 이상미 연구원 010-7755-6482)/ sangmilee@yonsei.ac.kr

※  회신: 조사지를 완성하신 후 sangmilee@yonsei.ac.kr로 파일을 첨부해서 회신 주시거나, 우편으

로 회신하시는 경우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03722) 서울특별시 서대문

구 연세로 50-1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421호 의학교육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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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무성을 반영한 ASK2019 기준 선정에 관한 의견 수렴

1995년에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사회적 책무성 개념에 따르면, 사회적 책무성은 의과대학의 

교육, 연구, 진료 영역을 4가지 관점(관련성, 질, 비용-효과성, 형평성)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의 

표는 세계보건기구가 정의한 사회적 책무성 영역과 관점을 정리한 표입니다. 아래 표의 개념을 잘 숙지

하신 다음, 우리나라의 ｢ASK2019 의과대학 인증평가 기준｣이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과 어떻게 관

련되는지 아래의 응답 방법대로 표시해 주십시오. 

         수행 영역
책무성 관점

교육(education) 연구(research) 진료(service)

   관련성(relevance)
의과대학의 교육, 연구, 진료가 
국가 또는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요구 및 우선순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의과대학 교육 프로그램
은 보건의료의 중요한 이
슈를 반영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과대학 연구는 지역의 
보건의료 문제 및 건강격
차 문제를 주제로 하는 
연구를 계획하고 수행하
는 것을 의미한다.

의과대학의 진료는 지역사
회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으로 제공 하는 것
을 의미한다.

질(quality)
의과대학의 교육, 연구, 

진료가 국가 또는 지역사회의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졸업생을 배출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한다.

의과대학 교육 프로그램은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역량
을 갖춘 졸업생을 배출하
는 것을 다루어야 하는 것
을 의미한다.

의과대학 연구는 근거에 
기반하고 적절한 기술을 
활용하여 보건의료서비스
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연
구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과대학 진료는 근거에 
기반하고 적절한 기술을 
활용하여 질 높은 보건의
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을 의미한다. 

비용-효과성(cost-effective)
의과대학의 교육, 연구, 
진료가 사회의 건강 

증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의과대학 교육 프로그램
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
여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과대학 연구는 활용 가능
한 자원을 최적으로 사용하
여 보건의료에 큰 영향을 
주는 연구계획과 수행을 해
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과대학의 진료는 제한
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
여 지역사회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
한다.

형평성(equity)
의과대학의 교육, 연구, 진료가 
모든 국민들이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과대학 교육 프로그램
은 취약 계층과 사회적 
약자계층의 학생들이 입
학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과대학의 연구는 모든 국
가의 모든 사람이 고품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주제를 연구계획하
고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과대학 진료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제공
되어야 하고 활용 가능해
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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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답 방 법

1. 세계보건기구의 사회적 책무성 영역과 관점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이해하신 다음, 세계의학교육연맹

(WFME), 미국의과대학인증위원회(LCME), 호주의학협회(AMC)의 인증평가 기준을 세계보건기구의 사회적 

책무성 관점과 영역에 따라 분류한 별첨 1의 자료를 먼저 확인해 주십시오.

 

2. 다음 예시는 우리나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ASK 2019기준과 각 기준의 기대성과｣를 정리한 표입니다. 

ASK 2019 기준과 기대성과를 읽어 보신 후, 오른쪽 

   칼럼의 책무성 영역, 책무성 관점, 기준의 분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로 표시해주십시오. 각 기준에 대

해 둘 이상의 분류가 해당 되는 경우, 중복체크를 해 주십시오. 해당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음’에 ⍌
로 표시해주십시오.

l 영역: ASK 2019 기준과 기대성과가 의과대학의 교육, 연구 및 진료 영역 중 어떤 영역과 관련된 기준인지 

판단해 주십시오. 

l 관점: ASK 2019 기준과 기대성과가 세계보건기구의 사회적 책무성 관점 중 관련성, 질, 비용-효과성, 형평

성 중 어떤 관점과 관련되는지 판단해 주십시오. 

l 분류: ASK 2019 기준과 기대성과가 교육의 내용, 교육의 과정, 교육의 결과 중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지 

판단해 주십시오. 

 「응답 예시」

ASK 2019 기준 기대성과 응답

K.1.1.1 의과대학은 대

학의 사명을 정하고, 이를 

구성원들과 보건의료분야

의 관계자들이 인지하도

록 노력하고 있다.

Ÿ 사명 정의

Ÿ 합의로 결정된 

사명

Ÿ 사명 홍보

영

역

 

gfedcb 교육

 

gfedc 연구 gfedc 진료
 

 

gfedc 해당없음

관

점

 

gfedcb 관련성

 

gfedc 질

 

gfedc 비용효과성

 

gfedc 형평성

 

gfedc 해당없음

분

류
gfedcb 과정 gfedcb 내용

 
gfedc 결과  gfedc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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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K 2019 기준 기대성과 응답

K.1.1.1 의과대학은 대학

의 사명을 정하고, 이를 구성

원들과 보건의료분야의 관계

자들이 인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Ÿ 사명 정의

Ÿ 합의로 결정된 사명

Ÿ 사명 홍보

영역 gfedc 교육 gfedc 연구 gfedc 진료 gfedc 해당없음

관점 gfedc 관련성 gfedc 질 gfedc 비용효과성 gfedc 형평성 gfedc 해당없음

분류 gfedc 과정 gfedc 내용 gfedc 결과  gfedc 해당없음

K.1.1.2 의과대학의 사명

에는 기본 수준의 진료역량, 

다양한 의학 분야 활동에 필

요한 기본적인 조건, 그리고 

졸업 후 교육과 평생 학습하

는 의사양성을 위한 내용 등

이 명시되어 있다.

Ÿ 교육전략이 포함된 

사명

Ÿ 기본의학교육 졸업

성과

Ÿ 바람직한 의사상

Ÿ 평생학습역량을 

갖춘 의사

영역 gfedc 교육 gfedc 연구 gfedc 진료 gfedc 해당없음

관점 gfedc 관련성 gfedc 질 gfedc 비용효과성 gfedc 형평성 gfedc 해당없음

분류 gfedc 과정 gfedc 내용 gfedc 결과  gfedc 해당없음

K.1.1.3 의과대학은 사명

에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Ÿ 지역사회, 보건의료시

스템의 요구 등 사회적 

책무성을 반영한 사명

Ÿ 교육, 연구, 진료 방

침 등 사회적 책무성 

명시한 사명

영역 gfedc 교육 gfedc 연구 gfedc 진료 gfedc 해당없음

관점 gfedc 관련성 gfedc 질 gfedc 비용효과성 gfedc 형평성 gfedc 해당없음

분류 gfedc 과정 gfedc 내용 gfedc 결과  gfedc 해당없음

K.1.2.1 의과대학은 자율

성이 보장되고, 교수와 교

직원이 교육과정의 설계와 

실행, 그에 필요한 자원 활

용 등에 있어 자율성을 보

장하고 있다.

Ÿ 대학의 자율성 확보

Ÿ 교육과정 설계에 대

한 교수, 직원 등의 

자율성확보

Ÿ 교육과정 실행에 대

한 자원 활용 등의 

자율성 확보

영역 gfedc 교육 gfedc 연구 gfedc 진료 gfedc 해당없음

관점 gfedc 관련성 gfedc 질 gfedc 비용효과성 gfedc 형평성 gfedc 해당없음

분류 gfedc 과정 gfedc 내용 gfedc 결과 gfedc 해당없음

K.1.3.1 의과대학은 사명에 근거

하여 졸업성과를 규정하고 있다.

Ÿ 사명 기반 졸업성과 

개발

Ÿ 지식·술기·태도 

역량기반 졸업성과

Ÿ 사회적 책무에 대한 

졸업성과

영역 gfedc 교육 gfedc 연구 gfedc 진료 gfedc 해당없음

관점 gfedc 관련성 gfedc 질 gfedc 비용효과성 gfedc 형평성 gfedc 해당없음

분류 gfedc 과정 gfedc 내용 gfedc 결과 gfedc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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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K 2019 기준 기대성과 응답

K.1.3.2 의과대학은 학생이 동

료 학생, 교수진, 보건의료인

력, 환자와 보호자를 존중하

고 이에 따라 적절하게 행동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Ÿ 학생의 동료학생, 

교수진, 보건의료인

력, 환자와 보호자

에 대한 행동 명시

영역 gfedc 교육 gfedc 연구 gfedc 진료 gfedc 해당없음

관점 gfedc 관련성 gfedc 질 gfedc 비용효과성 gfedc 형평성 gfedc 해당없음

분류 gfedc 과정 gfedc 내용 gfedc 결과  gfedc 해당없음

K.1.3.3 의과대학은 의도한 

교육성과를 공개하고 있다.
Ÿ 교육성과 공개

영역 gfedc 교육 gfedc 연구 gfedc 진료 gfedc 해당없음

관점 gfedc 관련성 gfedc 질 gfedc 비용효과성 gfedc 형평성 gfedc 해당없음

분류 gfedc 과정 gfedc 내용 gfedc 결과  gfedc 해당없음

K.1.4.1 의과대학은 주요 이

해관계자를 대학의 사명과 

졸업성과의 수립에 참여하

도록 하고 있다.

Ÿ 사명과 졸업성과 수립

에 주요 이해관계자 

참여

영역 gfedc 교육 gfedc 연구 gfedc 진료 gfedc 해당없음

관점 gfedc 관련성 gfedc 질 gfedc 비용효과성 gfedc 형평성 gfedc 해당없음

분류 gfedc 과정 gfedc 내용 gfedc 결과  gfedc 해당없음

K.2.1.1 의과대학은 교육과정의 

원리와 원칙에 근거한 전체 교

육과정 체계를 가지고 있다.

Ÿ 교육과정의 원리 원칙 

개발

Ÿ 전체 교육과정 체계

점검

Ÿ 원리와 원칙에 기반

을 둔 전체 교육과

정

영역 gfedc 교육 gfedc 연구 gfedc 진료 gfedc 해당없음

관점 gfedc 관련성 gfedc 질 gfedc 비용효과성 gfedc 형평성 gfedc 해당없음

분류 gfedc 과정 gfedc 내용 gfedc 결과 gfedc 해당없음

K.2.1.2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능

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

도록 교육과정과 다양한 교수

학습방법을 운영하고 있다.

Ÿ 능동적 학습참여의 

교육과정

Ÿ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운영

Ÿ 능동적 학습참여 수행 

실적

영역 gfedc 교육 gfedc 연구 gfedc 진료 gfedc 해당없음

관점 gfedc 관련성 gfedc 질 gfedc 비용효과성 gfedc 형평성 gfedc 해당없음

분류 gfedc 과정 gfedc 내용 gfedc 결과 gfedc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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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K 2019 기준 기대성과 응답

K.2.1.3 의과대학은 평등원칙에 

따라 교육과정을 수행하고 있다.

Ÿ 교육과정운영규정에 평

등원칙 제시 및 수행

영역 gfedc 교육 gfedc 연구 gfedc 진료 gfedc 해당없음

관점 gfedc 관련성 gfedc 질 gfedc 비용효과성 gfedc 형평성 gfedc 해당없음

분류 gfedc 과정 gfedc 내용 gfedc 결과  gfedc 해당없음

K.2.2.1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분

석과 비판적 사고를 포함하는 

과학적 방법의 원칙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Ÿ 분석과 비판적 사고

의 과학적 방법 제시

Ÿ 과학적 방법 학습 실적

영역 gfedc 교육 gfedc 연구 gfedc 진료 gfedc 해당없음

관점 gfedc 관련성 gfedc 질 gfedc 비용효과성 gfedc 형평성 gfedc 해당없음

분류 gfedc 과정 gfedc 내용 gfedc 결과  gfedc 해당없음

K.2.2.2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의

학연구방법을 학습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Ÿ 의학연구방법 교육

영역 gfedc 교육 gfedc 연구 gfedc 진료 gfedc 해당없음

관점 gfedc 관련성 gfedc 질 gfedc 비용효과성 gfedc 형평성 gfedc 해당없음

분류 gfedc 과정 gfedc 내용 gfedc 결과  gfedc 해당없음

K.2.2.3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근

거중심의학을 학습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Ÿ 근거중심의 사고 학습

Ÿ 의사결정역량 학습

영역 gfedc 교육 gfedc 연구 gfedc 진료 gfedc 해당없음

관점 gfedc 관련성 gfedc 질 gfedc 비용효과성 gfedc 형평성 gfedc 해당없음

분류 gfedc 과정 gfedc 내용 gfedc 결과 gfedc 해당없음

K.2.3.1 의과대학은 인체의 구조

와 기능 이해에 필요한 과학적 

지식, 개념과 원리를 학습할 수 

있도록 기초의학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Ÿ 기초의학교육과정 운영

영역 gfedc 교육 gfedc 연구 gfedc 진료 gfedc 해당없음

관점 gfedc 관련성 gfedc 질 gfedc 비용효과성 gfedc 형평성 gfedc 해당없음

분류 gfedc 과정 gfedc 내용 gfedc 결과 gfedc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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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3.2 의과대학은 기초의학에

서 학습한 지식, 개념 및 원리

가 임상의학의 학습에 연계될 

수 있도록 기초의학 교육과정

을 운영하고 있다.

Ÿ 임상의학 학습에 연계

된 기초의학 교육과정 

운영

영역 gfedc 교육 gfedc 연구 gfedc 진료 gfedc 해당없음

관점 gfedc 관련성 gfedc 질 gfedc 비용효과성 gfedc 형평성 gfedc 해당없음

분류 gfedc 과정 gfedc 내용 gfedc 결과  gfedc 해당없음

K.2.4.1 의과대학은 의료인문학 교

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다.

Ÿ 의료인문학, 행동과

학, 사회과학, 의료

윤리, 의료법규 등

의 교육과정 운영

영역 gfedc 교육 gfedc 연구 gfedc 진료 gfedc 해당없음

관점 gfedc 관련성 gfedc 질 gfedc 비용효과성 gfedc 형평성 gfedc 해당없음

분류 gfedc 과정 gfedc 내용 gfedc 결과  gfedc 해당없음

K.2.5.1 의과대학은 졸업 후 진료

가 가능하도록 임상의학과 임상

실습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Ÿ 졸업 후 일차진료가 가

능한 임상의학 교육과정

Ÿ 임상실습지침서 제공 

및 활용

Ÿ 환자진료참여를 교육

과정운영

Ÿ 1, 2차 병원에서 임상

실습

영역 gfedc 교육 gfedc 연구 gfedc 진료 gfedc 해당없음

관점 gfedc 관련성 gfedc 질 gfedc 비용효과성 gfedc 형평성 gfedc 해당없음

분류 gfedc 과정 gfedc 내용 gfedc 결과  gfedc 해당없음

K.2.5.2 의과대학은 교육과정에 임상

실습 전 준비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Ÿ 사전 준비교육

Ÿ 환자면담기법과 기본

술기 교육

Ÿ 감염 및 환경 위험 예

방과 대처방법 교육

영역 gfedc 교육 gfedc 연구 gfedc 진료 gfedc 해당없음

관점 gfedc 관련성 gfedc 질 gfedc 비용효과성 gfedc 형평성 gfedc 해당없음

분류 gfedc 과정 gfedc 내용 gfedc 결과 gfedc 해당없음

K.2.5.3 의과대학은 적절한 임상

실습 교육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Ÿ 임상실습 기간의 적절성

Ÿ 자유선택 임상실습 과정

영역 gfedc 교육 gfedc 연구 gfedc 진료 gfedc 해당없음

관점 gfedc 관련성 gfedc 질 gfedc 비용효과성 gfedc 형평성 gfedc 해당없음

분류 gfedc 과정 gfedc 내용 gfedc 결과 gfedc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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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5.4 의과대학은 환자안

전을 강조한 임상실습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Ÿ 환자 안전 교육 운영

영역 gfedc 교육 gfedc 연구 gfedc 진료 gfedc 해당없음

관점 gfedc 관련성 gfedc 질 gfedc 비용효과성 gfedc 형평성 gfedc 해당없음

분류 gfedc 과정 gfedc 내용 gfedc 결과  gfedc 해당없음

K.2.6.1 의과대학은 기초의

학, 의료인문학, 임상의학 

간에 적절한 조화를 이룬 

교육과정이 있다.

Ÿ 기초의학, 의료인문학, 

임상의학의 교육과정

Ÿ 교육과정 상세 명시

영역 gfedc 교육 gfedc 연구 gfedc 진료 gfedc 해당없음

관점 gfedc 관련성 gfedc 질 gfedc 비용효과성 gfedc 형평성 gfedc 해당없음

분류 gfedc 과정 gfedc 내용 gfedc 결과  gfedc 해당없음

K.2.6.2 의과대학은 관련 학

문, 학과, 과정이 수평 통합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Ÿ 통합교육과정 운영

Ÿ 통합교육과정 지원

체계 및 책임교수

영역 gfedc 교육 gfedc 연구 gfedc 진료 gfedc 해당없음

관점 gfedc 관련성 gfedc 질 gfedc 비용효과성 gfedc 형평성 gfedc 해당없음

분류 gfedc 과정 gfedc 내용 gfedc 결과  gfedc 해당없음

K.2.7.1 의과대학은 교육과정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교

육과정위원회는 의도한 교육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과

정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Ÿ 교육관련 위원회 운영

Ÿ 교육관련 위원회 관련 

규정

영역 gfedc 교육 gfedc 연구 gfedc 진료 gfedc 해당없음

관점 gfedc 관련성 gfedc 질 gfedc 비용효과성 gfedc 형평성 gfedc 해당없음

분류 gfedc 과정 gfedc 내용 gfedc 결과 gfedc 해당없음

K.2.7.2 의과대학은 교육과정

위원회에 교직원과 학생대표

를 참여시키고 있다.

Ÿ 교직원과 학생대

표가 참여한 교

육 관련 위원회

영역 gfedc 교육 gfedc 연구 gfedc 진료 gfedc 해당없음

관점 gfedc 관련성 gfedc 질 gfedc 비용효과성 gfedc 형평성 gfedc 해당없음

분류 gfedc 과정 gfedc 내용 gfedc 결과 gfedc 해당없음



- 373 -

ASK 2019 기준 기대성과 응답

K.2.8.1 의과대학은 졸업 후 교육을 

감안한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다.

Ÿ 졸업 후 교육과정을 

운영

영역 gfedc 교육 gfedc 연구 gfedc 진료 gfedc 해당없음

관점 gfedc 관련성 gfedc 질 gfedc 비용효과성 gfedc 형평성 gfedc 해당없음

분류 gfedc 과정 gfedc 내용 gfedc 결과  gfedc 해당없음

K.3.1.1 의과대학은 학생평가의 

원칙,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Ÿ 학생평가의 원칙, 방법 

명시

Ÿ 교직원과 학생의 학생

평가 관련 규정 인지

영역 gfedc 교육 gfedc 연구 gfedc 진료 gfedc 해당없음

관점 gfedc 관련성 gfedc 질 gfedc 비용효과성 gfedc 형평성 gfedc 해당없음

분류 gfedc 과정 gfedc 내용 gfedc 결과  gfedc 해당없음

K.3.1.2 의과대학은 학생평가에 지식, 

술기, 태도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준

Ÿ 임상실습 외 교육

과정의 학생평가

(지식, 술기, 태도)

Ÿ 임상실습 교육과정의 

학생 수행능력 평가

(지식, 술기 태도)

영역 gfedc 교육 gfedc 연구 gfedc 진료 gfedc 해당없음

관점 gfedc 관련성 gfedc 질 gfedc 비용효과성 gfedc 형평성 gfedc 해당없음

분류 gfedc 과정 gfedc 내용 gfedc 결과  gfedc 해당없음

K.3.1.3 의과대학은 다양한 평

가방법과 형식을 사용하여 학

생평가를 하고 있다.

Ÿ 학생평가를 위한 다

양한 평가방법 사용

영역 gfedc 교육 gfedc 연구 gfedc 진료 gfedc 해당없음

관점 gfedc 관련성 gfedc 질 gfedc 비용효과성 gfedc 형평성 gfedc 해당없음

분류 gfedc 과정 gfedc 내용 gfedc 결과 gfedc 해당없음

K.3.1.4 의과대학은 학생평가 결

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

도를 운영하고 있다.

Ÿ 학생 평가결과 이의 

제기 규정과 절차

Ÿ 성적, 유급, 졸업 유

예와 퇴학 등의 결정

에 대한 학생 소명 

관련 규정과 절차

영역 gfedc 교육 gfedc 연구 gfedc 진료 gfedc 해당없음

관점 gfedc 관련성 gfedc 질 gfedc 비용효과성 gfedc 형평성 gfedc 해당없음

분류 gfedc 과정 gfedc 내용 gfedc 결과 gfedc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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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3.2.1 의과대학은 의도한 교육

성과와 교육방법에 적합하게 학

생평가를 하고 있다.

Ÿ 교육성과와 교육방법

에 적합한 학생평가

영역 gfedc 교육 gfedc 연구 gfedc 진료 gfedc 해당없음

관점 gfedc 관련성 gfedc 질 gfedc 비용효과성 gfedc 형평성 gfedc 해당없음

분류 gfedc 과정 gfedc 내용 gfedc 결과  gfedc 해당없음

K.3.2.2 의과대학은 의도한 교

육성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학

생평가를 하고 있다.

Ÿ 학생의 교육성과 도달

에 대한 평가

Ÿ 평가결과를 진급에 

활용 

영역 gfedc 교육 gfedc 연구 gfedc 진료 gfedc 해당없음

관점 gfedc 관련성 gfedc 질 gfedc 비용효과성 gfedc 형평성 gfedc 해당없음

분류 gfedc 과정 gfedc 내용 gfedc 결과  gfedc 해당없음

K.3.2.3 의과대학은 학생의 학습

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학생평

가를 하고 있다.

Ÿ 학습 증진을 위한 

학생평가

영역 gfedc 교육 gfedc 연구 gfedc 진료 gfedc 해당없음

관점 gfedc 관련성 gfedc 질 gfedc 비용효과성 gfedc 형평성 gfedc 해당없음

분류 gfedc 과정 gfedc 내용 gfedc 결과  gfedc 해당없음

K.3.2.4 의과대학은 형성평가와 총

괄평가를 균형 있게 실시하고 있다.

Ÿ 형성·총괄평가의 

균형적인 실시 

Ÿ 학생의 학습지도에 

적용

영역 gfedc 교육 gfedc 연구 gfedc 진료 gfedc 해당없음

관점 gfedc 관련성 gfedc 질 gfedc 비용효과성 gfedc 형평성 gfedc 해당없음

분류 gfedc 과정 gfedc 내용 gfedc 결과 gfedc 해당없음

K.4.1.1 의과대학은 객관적인 

원칙에 근거한 입학정책을 수

립하고 시행하고 있다.

Ÿ 학생 선발 및 입학정

책의 객관성

Ÿ 입학정책, 학생선

발방법 홍보

Ÿ 학생선발 관련위원회 

운영 및 검토

영역 gfedc 교육 gfedc 연구 gfedc 진료 gfedc 해당없음

관점 gfedc 관련성 gfedc 질 gfedc 비용효과성 gfedc 형평성 gfedc 해당없음

분류 gfedc 과정 gfedc 내용 gfedc 결과 gfedc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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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4.2.1 의과대학은 특별전형 모

집요강에 입학정원과 선발기준

을 명시하고 있다.

Ÿ 특별전형 선발기준

영역 gfedc 교육 gfedc 연구 gfedc 진료 gfedc 해당없음

관점 gfedc 관련성 gfedc 질 gfedc 비용효과성 gfedc 형평성 gfedc 해당없음

분류 gfedc 과정 gfedc 내용 gfedc 결과  gfedc 해당없음

K.4.3.1 의과대학은 학생들

의 학업상담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고 있다.

Ÿ 학업상담시스템

Ÿ 전체학생의 학업

성취 관리 및 학

습부진학생 지도

Ÿ 학년별 유급에 대한 

문제점 분석

영역 gfedc 교육 gfedc 연구 gfedc 진료 gfedc 해당없음

관점 gfedc 관련성 gfedc 질 gfedc 비용효과성 gfedc 형평성 gfedc 해당없음

분류 gfedc 과정 gfedc 내용 gfedc 결과  gfedc 해당없음

K.4.3.2 의과대학은 학생들

의 진로지도를 위한 프로그

램을 제공하고 있다.

Ÿ 학생 진로지도 프로

그램과 실적

Ÿ 학생 진로지도프로그램 

홍보

영역 gfedc 교육 gfedc 연구 gfedc 진료 gfedc 해당없음

관점 gfedc 관련성 gfedc 질 gfedc 비용효과성 gfedc 형평성 gfedc 해당없음

분류 gfedc 과정 gfedc 내용 gfedc 결과  gfedc 해당없음

K.4.3.3 의과대학은 학생의 

사회적, 재정적, 개인적 요

구를 다루는 학생지원 프로

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Ÿ 학생 상담운영 또는 

개발 중인 프로그램

Ÿ 통합적인 학생지도

영역 gfedc 교육 gfedc 연구 gfedc 진료 gfedc 해당없음

관점 gfedc 관련성 gfedc 질 gfedc 비용효과성 gfedc 형평성 gfedc 해당없음

분류 gfedc 과정 gfedc 내용 gfedc 결과 gfedc 해당없음

K.4.3.4 의과대학은 학생지원

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을 

할당하고 있다.

Ÿ 장학규정, 장학생 선발

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Ÿ 감염 및 환경위험 

등 관리 및 치료대

책과 필요한 재정 

확보

Ÿ 학생지원 행정담당자

가 배정

영역 gfedc 교육 gfedc 연구 gfedc 진료 gfedc 해당없음

관점 gfedc 관련성 gfedc 질 gfedc 비용효과성 gfedc 형평성 gfedc 해당없음

분류 gfedc 과정 gfedc 내용 gfedc 결과 gfedc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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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4.3.5 의과대학은 학생들

의 주거현황을 파악하고 있

으며, 기숙사를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다.

Ÿ 기숙사 수요대비 공

급비율 분석

Ÿ 기본 및 편의시설 관리

Ÿ 기숙사운영규정 및 운영

Ÿ 학생만족도조사 및 

개선

영역 gfedc 교육 gfedc 연구 gfedc 진료 gfedc 해당없음

관점 gfedc 관련성 gfedc 질 gfedc 비용효과성 gfedc 형평성 gfedc 해당없음

분류 gfedc 과정 gfedc 내용 gfedc 결과  gfedc 해당없음

K.4.3.6 의과대학은 학생상

담과 지원에 관련한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

Ÿ 학생상담 및  지원 제도

Ÿ 대학 적응을 위한 개인

상담체제

Ÿ 심리상태 검사 및 활용

Ÿ 부당행위에 대한 

예방과 보고체계, 

피해 학생 구제방안

영역 gfedc 교육 gfedc 연구 gfedc 진료 gfedc 해당없음

관점 gfedc 관련성 gfedc 질 gfedc 비용효과성 gfedc 형평성 gfedc 해당없음

분류 gfedc 과정 gfedc 내용 gfedc 결과  gfedc 해당없음

K.4.4.1 의과대학은 사명, 교

육과정설계, 관리, 평가와 

그 외 학생과 관련된 문제

에 대한 학생대표의 적절한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Ÿ 사명, 교육과정설

계, 관리, 평가와 

기타 학생 관련 

문제들에 대한 학

생대표 참여 정책

영역 gfedc 교육 gfedc 연구 gfedc 진료 gfedc 해당없음

관점 gfedc 관련성 gfedc 질 gfedc 비용효과성 gfedc 형평성 gfedc 해당없음

분류 gfedc 과정 gfedc 내용 gfedc 결과  gfedc 해당없음

K.4.4.2 의과대학은 학생활

동과 학생의 자치활동을 장

려하고 있다.

Ÿ 학생자치조직

Ÿ 학생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Ÿ 학술 및 연구활동, 사

회봉사 등 학생 참여

영역 gfedc 교육 gfedc 연구 gfedc 진료 gfedc 해당없음

관점 gfedc 관련성 gfedc 질 gfedc 비용효과성 gfedc 형평성 gfedc 해당없음

분류 gfedc 과정 gfedc 내용 gfedc 결과 gfedc 해당없음

K.5.1.1 의과대학은 세계의

학교육연맹이 권고하는 기

초의학 분야별로 적절한 수

의 교수를 확보하고 있다.

Ÿ 기초의학 전임교수 

확보

영역 gfedc 교육 gfedc 연구 gfedc 진료 gfedc 해당없음

관점 gfedc 관련성 gfedc 질 gfedc 비용효과성 gfedc 형평성 gfedc 해당없음

분류 gfedc 과정 gfedc 내용 gfedc 결과 gfedc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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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5.1.2 의과대학은 의학교육 

담당기구가 있고 의학교육을 

담당하는 전임교수가 있다.

Ÿ 의학교육 담당기구(교

실, 학과, 센터) 개설

Ÿ 의학교육 담당 전임

교수

영역 gfedc 교육 gfedc 연구 gfedc 진료 gfedc 해당없음

관점 gfedc 관련성 gfedc 질 gfedc 비용효과성 gfedc 형평성 gfedc 해당없음

분류 gfedc 과정 gfedc 내용 gfedc 결과  gfedc 해당없음

K.5.1.3 의과대학은 의료인

문학 분야에 전임 교수 또

는 전담 교수를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다.

Ÿ 의료인문학 전임 및 

전담 교수

Ÿ 의료인문학 분야 

교육과정의 설계, 

실행, 및 평가에 대

한 전담교수 참여

영역 gfedc 교육 gfedc 연구 gfedc 진료 gfedc 해당없음

관점 gfedc 관련성 gfedc 질 gfedc 비용효과성 gfedc 형평성 gfedc 해당없음

분류 gfedc 과정 gfedc 내용 gfedc 결과  gfedc 해당없음

K.5.1.4 의과대학은 각 임상의

학 전공과목별로 적절한 수의 

전임교수를 확보하고 있다.

Ÿ 임상의학 전공과목 

개설

Ÿ 임상의학 전공과목

별 전임교수 확보

영역 gfedc 교육 gfedc 연구 gfedc 진료 gfedc 해당없음

관점 gfedc 관련성 gfedc 질 gfedc 비용효과성 gfedc 형평성 gfedc 해당없음

분류 gfedc 과정 gfedc 내용 gfedc 결과  gfedc 해당없음

K.5.1.5 의과대학은 교수를 

채용할 때 연구, 교육, 임상

분야 업적에 대한 기준이 

있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

Ÿ 교수채용기준 존재 

및 시행

Ÿ 교육, 연구, 기초 

또는 임상분야 

업적에 대한 교

수채용정책 규정

영역 gfedc 교육 gfedc 연구 gfedc 진료 gfedc 해당없음

관점 gfedc 관련성 gfedc 질 gfedc 비용효과성 gfedc 형평성 gfedc 해당없음

분류 gfedc 과정 gfedc 내용 gfedc 결과 gfedc 해당없음

K.5.1.6 의과대학은 기초의

학, 의학교육학, 의료인문

학, 임상의학 교수의 책무

를 구체화하는 채용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Ÿ 전공분야(기초, 

임상, 의학교육

학, 의료인문학)

에 따라 교수채

용 목적에 부합

한 업적기준

영역 gfedc 교육 gfedc 연구 gfedc 진료 gfedc 해당없음

관점 gfedc 관련성 gfedc 질 gfedc 비용효과성 gfedc 형평성 gfedc 해당없음

분류 gfedc 과정 gfedc 내용 gfedc 결과 gfedc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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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5.2.1 의과대학은 교수가 

교육, 연구, 봉사활동 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

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Ÿ 업적평가나 승진규정

Ÿ 학회 활동 및 사

회봉사활동보장

영역 gfedc 교육 gfedc 연구 gfedc 진료 gfedc 해당없음

관점 gfedc 관련성 gfedc 질 gfedc 비용효과성 gfedc 형평성 gfedc 해당없음

분류 gfedc 과정 gfedc 내용 gfedc 결과  gfedc 해당없음

K.5.2.2 의과대학은 교수업적평가

제도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Ÿ 교수업적평가제도 

시행 

Ÿ 전임교수의 의학교

육연수 및 교수개발

프로그램 참여 제도

Ÿ 전임교수의 의학교육

연수 및  교수개발프

로그램 참석 현황

영역 gfedc 교육 gfedc 연구 gfedc 진료 gfedc 해당없음

관점 gfedc 관련성 gfedc 질 gfedc 비용효과성 gfedc 형평성 gfedc 해당없음

분류 gfedc 과정 gfedc 내용 gfedc 결과  gfedc 해당없음

K.5.2.3 의과대학은 신임교

수를 위한 의학교육연수과

정에 신임교수가 의무적으

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Ÿ 신임교수를 위한 

의학교육연수과

정 의무적 시행

Ÿ 신임교수 교육 운영

영역 gfedc 교육 gfedc 연구 gfedc 진료 gfedc 해당없음

관점 gfedc 관련성 gfedc 질 gfedc 비용효과성 gfedc 형평성 gfedc 해당없음

분류 gfedc 과정 gfedc 내용 gfedc 결과  gfedc 해당없음

K.5.2.4 의과대학은 교수업

적평가기준에 학생교육이나 

학술활동 이외의 학회활동

이나 공공 목적의 사회봉사

활동에 대한 평가기준을 가

지고 있다.

Ÿ 교수업적평가기준

에 사회봉사활동 

관련 기준 마련

Ÿ 교수 승진, 승급

과 재임용에 봉

사업적이 반영

영역 gfedc 교육 gfedc 연구 gfedc 진료 gfedc 해당없음

관점 gfedc 관련성 gfedc 질 gfedc 비용효과성 gfedc 형평성 gfedc 해당없음

분류 gfedc 과정 gfedc 내용 gfedc 결과 gfedc 해당없음

K.5.2.5 의과대학은 교수 모

두가 전체 교육과정을 숙지

할 수 있는 정책이 있고 이

와 관련된 교수 활동을 지

원하고 있다.

Ÿ 전체 교수를 대상으

로 전체 교육과정을 

설명

Ÿ 전체 교육과정을 이

해하고자 하는 교수 

노력에 대한 지원

영역 gfedc 교육 gfedc 연구 gfedc 진료 gfedc 해당없음

관점 gfedc 관련성 gfedc 질 gfedc 비용효과성 gfedc 형평성 gfedc 해당없음

분류 gfedc 과정 gfedc 내용 gfedc 결과 gfedc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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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5.2.6 의과대학은 교육을 

위한 연수와 교수개발에 교

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시

행하고 있다.

Ÿ 교수 교육역량 강

화 지원을 위한 정

책 수립 및 시행

Ÿ 교수 전문역량 강

화 지원을 위한 정

책 수립 및 시행

영역 gfedc 교육 gfedc 연구 gfedc 진료 gfedc 해당없음

관점 gfedc 관련성 gfedc 질 gfedc 비용효과성 gfedc 형평성 gfedc 해당없음

분류 gfedc 과정 gfedc 내용 gfedc 결과  gfedc 해당없음

K.6.1.1 의과대학은 학생교육을 

위한 교육기본시설을 적절하게 

갖추고 있다.

Ÿ 적절한 강의실, 실험

실습실 시설과 기자재 

확보

Ÿ 각 시설별 적절한 

멀티미디어 시설, 

조명, 냉난방, 방음, 

환기 및 청결상태

영역 gfedc 교육 gfedc 연구 gfedc 진료 gfedc 해당없음

관점 gfedc 관련성 gfedc 질 gfedc 비용효과성 gfedc 형평성 gfedc 해당없음

분류 gfedc 과정 gfedc 내용 gfedc 결과  gfedc 해당없음

K.6.1.2 의과대학은 학생교

육을 위한 교육지원시설을 

적절하게 갖추고 있다.

Ÿ 다양한 교육지원 

시설

Ÿ 시설별 양호한 멀

티미디어 시설, 조

명, 냉난방, 방음, 

환기 및 청결상태

영역 gfedc 교육 gfedc 연구 gfedc 진료 gfedc 해당없음

관점 gfedc 관련성 gfedc 질 gfedc 비용효과성 gfedc 형평성 gfedc 해당없음

분류 gfedc 과정 gfedc 내용 gfedc 결과  gfedc 해당없음

K.6.1.3 의과대학은 학생복

지시설 및 편의시설을 적절

하게 갖추고 있다.

Ÿ 충분한 학생회방, 동

아리방, 남･여 휴게실 

Ÿ 충분한 학생 편의시설

Ÿ 편의시설 이용가능시

간의 적절함

영역 gfedc 교육 gfedc 연구 gfedc 진료 gfedc 해당없음

관점 gfedc 관련성 gfedc 질 gfedc 비용효과성 gfedc 형평성 gfedc 해당없음

분류 gfedc 과정 gfedc 내용 gfedc 결과 gfedc 해당없음

K.6.1.4 의과대학은 학생의 

교육과 복지를 위한 시설을 

관리하는 인력이 있고 그에 

대해 적절한 예산이 배정되

어 있다.

Ÿ 시설·설비 전담인

력과 운영 규정 및 

예산 확보

Ÿ 시설·설비에 대한 

만족도조사

Ÿ 학생의 요구에 따른 

개선 실적

영역 gfedc 교육 gfedc 연구 gfedc 진료 gfedc 해당없음

관점 gfedc 관련성 gfedc 질 gfedc 비용효과성 gfedc 형평성 gfedc 해당없음

분류 gfedc 과정 gfedc 내용 gfedc 결과 gfedc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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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6.1.5 의과대학의 학생 1인

당 연간 등록금 대비 학생교

육 관련 직접비용이 적절하다.

Ÿ 적절한 학생교육 직접

비용

Ÿ 학생교육에 지출 내역

영역 gfedc 교육 gfedc 연구 gfedc 진료 gfedc 해당없음

관점 gfedc 관련성 gfedc 질 gfedc 비용효과성 gfedc 형평성 gfedc 해당없음

분류 gfedc 과정 gfedc 내용 gfedc 결과  gfedc 해당없음

K.6.1.6 의과대학은 개인교수실

이 적절히 확보되어 있고, 적절

한 행정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Ÿ 전임교수 이상의 

개인교수실 확보율

(진료실 겸용 제외).

Ÿ 개인교수실 실내 설

비의 양호

Ÿ 기초의학, 임상

의학 교실(과)별 

적절한 지원인력

영역 gfedc 교육 gfedc 연구 gfedc 진료 gfedc 해당없음

관점 gfedc 관련성 gfedc 질 gfedc 비용효과성 gfedc 형평성 gfedc 해당없음

분류 gfedc 과정 gfedc 내용 gfedc 결과  gfedc 해당없음

K.6.1.7 의과대학은 교수들의 

연구를 위한 적절한 공간과 

시설 설비를 갖추고 있다.

Ÿ 적절한 수준의 연구기

자재와 관리 상태 양호

Ÿ 과별 연구실과 공

동연구실의 기자재

의 종류, 보유현황 

및 관리실태 자료

영역 gfedc 교육 gfedc 연구 gfedc 진료 gfedc 해당없음

관점 gfedc 관련성 gfedc 질 gfedc 비용효과성 gfedc 형평성 gfedc 해당없음

분류 gfedc 과정 gfedc 내용 gfedc 결과  gfedc 해당없음

K.6.1.8 의과대학은 교직원, 

학생, 환자에게 안전한 학

습 환경을 보장하고 있다.

Ÿ 안전 관련 시설의 

적절한 관리

Ÿ 안전 관련 시설 목

록점검자료

Ÿ 안전교육 시행 자료

영역 gfedc 교육 gfedc 연구 gfedc 진료 gfedc 해당없음

관점 gfedc 관련성 gfedc 질 gfedc 비용효과성 gfedc 형평성 gfedc 해당없음

분류 gfedc 과정 gfedc 내용 gfedc 결과 gfedc 해당없음

K.6.2.1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적절한 임상경험을 할 수 있도

록 다양한 질환의 환자와 충분

한 수의 환자를 확보하고 있다.

Ÿ 학생의 필수환자

군 경험을 위한 

충분한 환자 확보

영역 gfedc 교육 gfedc 연구 gfedc 진료 gfedc 해당없음

관점 gfedc 관련성 gfedc 질 gfedc 비용효과성 gfedc 형평성 gfedc 해당없음

분류 gfedc 과정 gfedc 내용 gfedc 결과 gfedc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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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6.2.2 의과대학은 학생들

이 적절한 임상경험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임상실습

시설을 확보하고 있다.

Ÿ 임상실습을 위한 교육

병원의 적절한 규모

Ÿ 교육병원 내 학생교

육시설 확보

Ÿ 교육병원 내 학생전

용공간 확보

영역 gfedc 교육 gfedc 연구 gfedc 진료 gfedc 해당없음

관점 gfedc 관련성 gfedc 질 gfedc 비용효과성 gfedc 형평성 gfedc 해당없음

분류 gfedc 과정 gfedc 내용 gfedc 결과  gfedc 해당없음

K.6.2.3 의과대학은 학생들

이 적절한 임상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학생진료행위에 

대한 관리체계가 있다.

Ÿ 과별 임상실습 책

임교수 임명

Ÿ 학생교육 담당 교육

전공의 및 교육 시행

Ÿ 학생 진료 감독

영역 gfedc 교육 gfedc 연구 gfedc 진료 gfedc 해당없음

관점 gfedc 관련성 gfedc 질 gfedc 비용효과성 gfedc 형평성 gfedc 해당없음

분류 gfedc 과정 gfedc 내용 gfedc 결과  gfedc 해당없음

K.6.3.1 의과대학은 교육활

동에 정보통신기술을 사용

하고 있으며, 구성원이 전

자교육매체를 활용할 수 있

도록 지원하고 있다.

Ÿ 정보통신기술을 사용

한 교육과정

Ÿ 학술정보서비스체

제 구축

Ÿ 학술정보서비스 예산 

및 전문 인력 확보

Ÿ 학술정보서비스 접

근성 용이

영역 gfedc 교육 gfedc 연구 gfedc 진료 gfedc 해당없음

관점 gfedc 관련성 gfedc 질 gfedc 비용효과성 gfedc 형평성 gfedc 해당없음

분류 gfedc 과정 gfedc 내용 gfedc 결과  gfedc 해당없음

K.6.4.1 의과대학은 의학연구

역량을 개발하는 정책이 있다.

Ÿ 학생 의학연구역량 

개발정책

영역 gfedc 교육 gfedc 연구 gfedc 진료 gfedc 해당없음

관점 gfedc 관련성 gfedc 질 gfedc 비용효과성 gfedc 형평성 gfedc 해당없음

분류 gfedc 과정 gfedc 내용 gfedc 결과 gfedc 해당없음

K.6.4.2 의과대학은 연구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

영하고 있다.

Ÿ 연구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영역 gfedc 교육 gfedc 연구 gfedc 진료 gfedc 해당없음

관점 gfedc 관련성 gfedc 질 gfedc 비용효과성 gfedc 형평성 gfedc 해당없음

분류 gfedc 과정 gfedc 내용 gfedc 결과 gfedc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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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6.4.3 의과대학은 학생의 

연구시설 사용에 대하여 규

정하고 있다.

Ÿ 학생의 의학연구

에 적합한 연구

시설

Ÿ 학생 연구시설 사

용 실적

영역 gfedc 교육 gfedc 연구 gfedc 진료 gfedc 해당없음

관점 gfedc 관련성 gfedc 질 gfedc 비용효과성 gfedc 형평성 gfedc 해당없음

분류 gfedc 과정 gfedc 내용 gfedc 결과  gfedc 해당없음

K.6.5.1 의과대학은 필요한 

분야에 대한 교육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Ÿ 학생, 교수가 요

구하는 분야의 교

육 전문가 확보

Ÿ 교육 전문가 만남과 의

견을 얻는 것이 용이

Ÿ 교육 관련 정보 접근 용이

영역 gfedc 교육 gfedc 연구 gfedc 진료 gfedc 해당없음

관점 gfedc 관련성 gfedc 질 gfedc 비용효과성 gfedc 형평성 gfedc 해당없음

분류 gfedc 과정 gfedc 내용 gfedc 결과  gfedc 해당없음

K.6.5.2 의과대학은 교육과

정개발, 교수법과 평가방법 

개발에 대한 교육 전문성 

활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

고 실행하고 있다.

Ÿ 교육 전문성을 활용

한 교육과정 및 교

수법, 평가방법 개발 

정책 및 개발 실적

영역 gfedc 교육 gfedc 연구 gfedc 진료 gfedc 해당없음

관점 gfedc 관련성 gfedc 질 gfedc 비용효과성 gfedc 형평성 gfedc 해당없음

분류 gfedc 과정 gfedc 내용 gfedc 결과  gfedc 해당없음

K.6.6.1 의과대학은 교직원과 

학생이 국내외의 교육기관과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하게 지원하고 있다.

Ÿ 교직원과 학생이 

국내외 교육기관과 

교류할 수 있는 적

절한 지원 및 실적

영역 gfedc 교육 gfedc 연구 gfedc 진료 gfedc 해당없음

관점 gfedc 관련성 gfedc 질 gfedc 비용효과성 gfedc 형평성 gfedc 해당없음

분류 gfedc 과정 gfedc 내용 gfedc 결과 gfedc 해당없음

K.7.1.1 의과대학은 교육의 

과정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

터링을 하고 있다.

Ÿ 입학에서 졸업까지의 

교육과정(educational 

process) 정기적인 모

니터링

영역 gfedc 교육 gfedc 연구 gfedc 진료 gfedc 해당없음

관점 gfedc 관련성 gfedc 질 gfedc 비용효과성 gfedc 형평성 gfedc 해당없음

분류 gfedc 과정 gfedc 내용 gfedc 결과 gfedc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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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7.1.2 의과대학은 교육평가체

제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Ÿ 교육평가체제

Ÿ 교육과정과 교육과정

의 주요 구성요소, 학

생의 향상 정도 평가

Ÿ 교육성과에 도달

하지 못한 주요 

관심분야 평가

영역 gfedc 교육 gfedc 연구 gfedc 진료 gfedc 해당없음

관점 gfedc 관련성 gfedc 질 gfedc 비용효과성 gfedc 형평성 gfedc 해당없음

분류 gfedc 과정 gfedc 내용 gfedc 결과  gfedc 해당없음

K.7.1.3 의과대학은 교육평

가 결과를 교육과정개선에 

활용하고 있다.

Ÿ 교육과정의 평가

결과를 교육과정

에 반영한 실적

영역 gfedc 교육 gfedc 연구 gfedc 진료 gfedc 해당없음

관점 gfedc 관련성 gfedc 질 gfedc 비용효과성 gfedc 형평성 gfedc 해당없음

분류 gfedc 과정 gfedc 내용 gfedc 결과  gfedc 해당없음

K.7.2.1 의과대학은 교육자

와 학생으로부터의 피드백

을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

하여 대응하고 있다.

Ÿ 교육자와 학생 피드

백을 체계적으로 조

사, 분석하여 대응

영역 gfedc 교육 gfedc 연구 gfedc 진료 gfedc 해당없음

관점 gfedc 관련성 gfedc 질 gfedc 비용효과성 gfedc 형평성 gfedc 해당없음

분류 gfedc 과정 gfedc 내용 gfedc 결과  gfedc 해당없음

K.7.3.1 의과대학은 학생과 

졸업생 코호트에서 사명, 

의도한 교육성과, 교육과정, 

투입한 자원에 관련된 수행

능력을 분석하고 있다.

Ÿ 학생과 졸업생 코호

트 관리제도

Ÿ 학생과 졸업생 코호트

에서  수행능력 평가 

지표와 방법 및 실적

영역 gfedc 교육 gfedc 연구 gfedc 진료 gfedc 해당없음

관점 gfedc 관련성 gfedc 질 gfedc 비용효과성 gfedc 형평성 gfedc 해당없음

분류 gfedc 과정 gfedc 내용 gfedc 결과 gfedc 해당없음

K.7.4.1 의과대학은 교육 모니

터링과 교육평가 활동에 주요 

이해관계자를 포함하고 있다.

Ÿ 교육 모니터링과 교육

평가 활동에 주요이해

관계자 참여 실적

영역 gfedc 교육 gfedc 연구 gfedc 진료 gfedc 해당없음

관점 gfedc 관련성 gfedc 질 gfedc 비용효과성 gfedc 형평성 gfedc 해당없음

분류 gfedc 과정 gfedc 내용 gfedc 결과 gfedc 해당없음



- 384 -

ASK 2019 기준 기대성과 응답

K.8.1.1 의과대학은 교육, 교수, 

학생의 업무가 분장되어 있으며 

별도의 보직자가 임명되어 있다.

Ÿ 대학행정업무 구분

Ÿ 교육, 학생, 교수 영역의 

보직자의 독립적 임명

영역 gfedc 교육 gfedc 연구 gfedc 진료 gfedc 해당없음

관점 gfedc 관련성 gfedc 질 gfedc 비용효과성 gfedc 형평성 gfedc 해당없음

분류 gfedc 과정 gfedc 내용 gfedc 결과  gfedc 해당없음

K.8.1.2 의과대학은 학장과 보직

자가 직무 관련 전문성을 확보

할 수 있는 체제와 실적이 있다.

Ÿ 보직 해당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위

한 제도와 실적

영역 gfedc 교육 gfedc 연구 gfedc 진료 gfedc 해당없음

관점 gfedc 관련성 gfedc 질 gfedc 비용효과성 gfedc 형평성 gfedc 해당없음

분류 gfedc 과정 gfedc 내용 gfedc 결과  gfedc 해당없음

K.8.1.3 의과대학은 대학운

영을 위한 적절한 정책결정 

구조와 절차를 갖추고 있다.

Ÿ 대학운영 정책결정 

구조와 절차

Ÿ 교육, 학생지도, 인사

위원회 구성 및 개최

영역 gfedc 교육 gfedc 연구 gfedc 진료 gfedc 해당없음

관점 gfedc 관련성 gfedc 질 gfedc 비용효과성 gfedc 형평성 gfedc 해당없음

분류 gfedc 과정 gfedc 내용 gfedc 결과  gfedc 해당없음

K.8.1.4 의과대학은 지리적

으로 떨어져 있는 교육병원

마다 학생교육과 연구를 총

괄하는 보직자가 있고 교육

과 연구를 지원하는 행정체

계를 갖추고 있다.

Ÿ 지리적으로 떨어

진 교육병원 학생

실습 총괄 보직자

Ÿ 교육병원마다 학생

의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는 행정구조

Ÿ 정기회의 및 학장, 보

직자 방문실적

영역 gfedc 교육 gfedc 연구 gfedc 진료 gfedc 해당없음

관점 gfedc 관련성 gfedc 질 gfedc 비용효과성 gfedc 형평성 gfedc 해당없음

분류 gfedc 과정 gfedc 내용 gfedc 결과 gfedc 해당없음

K.8.2.1 의과대학은 교육의 전

반적인 관리에 관한 학장과 보

직자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Ÿ 학장과 보직자의 책

임 명시

Ÿ 학장의 업무와 예

산집행에 관한 대

학 관련 규정 명기

Ÿ 학장의 대학 인사 관련 

위원회 및 기구 운영

영역 gfedc 교육 gfedc 연구 gfedc 진료 gfedc 해당없음

관점 gfedc 관련성 gfedc 질 gfedc 비용효과성 gfedc 형평성 gfedc 해당없음

분류 gfedc 과정 gfedc 내용 gfedc 결과 gfedc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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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8.3.1 의과대학은 교육예

산을 포함한 교육 관련 재

정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Ÿ 교육 재정의 책임과 권한

Ÿ 실험실습비와 경상

비 학장 전결

Ÿ 정책적 재원의 자율성 

확보

Ÿ 구성원 의견 수렴과

정, 및 예산심의 회

의, 독립예산 편성

영역 gfedc 교육 gfedc 연구 gfedc 진료 gfedc 해당없음

관점 gfedc 관련성 gfedc 질 gfedcb 비용효과성 gfedc 형평성 gfedc 해당없음

분류 gfedc 과정 gfedc 내용 gfedc 결과  gfedc 해당없음

K.8.3.2 의과대학은 교육과정

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자원

을 확보하고 교육적 요구에 

필요한 자원을 할당하고 있다.

Ÿ 교육과정 실행을 

위한 필요한 자

원 확보 및 할당

Ÿ 교육 관련 재정확충 

노력

Ÿ 적절한 교육 관련 

위원회 예산

영역 gfedc 교육 gfedc 연구 gfedc 진료 gfedc 해당없음

관점 gfedc 관련성 gfedc 질 gfedc 비용효과성 gfedc 형평성 gfedc 해당없음

분류 gfedc 과정 gfedc 내용 gfedc 결과  gfedc 해당없음

K.8.4.1 의과대학은 행정업

무가 구분되어 있고, 적정 

수의 행정업무 담당직원을 

확보하고 있다.

Ÿ 행정업무가 교육, 교수, 

학생, 연구, 졸업 후 교

육, 입학, 재정 등 구분

Ÿ 적정수의 행정업무 

담당직원 확보 및 

적절한 업무 분장

영역 gfedc 교육 gfedc 연구 gfedc 진료 gfedc 해당없음

관점 gfedc 관련성 gfedc 질 gfedc 비용효과성 gfedc 형평성 gfedc 해당없음

분류 gfedc 과정 gfedc 내용 gfedc 결과  gfedc 해당없음

K.8.5.1 의과대학은 보건의

료분야 및 보건의료 관련 

분야와 건설적인 상호작용

을 하고 있다.

Ÿ 보건의료분야 및 보

건의료 관련 분야와 

건설적인 상호작용

영역 gfedc 교육 gfedc 연구 gfedc 진료 gfedc 해당없음

관점 gfedc 관련성 gfedc 질 gfedc 비용효과성 gfedc 형평성 gfedc 해당없음

분류 gfedc 과정 gfedc 내용 gfedc 결과 gfedc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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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9.0.1 의과대학은 대학발

전계획이 있고, 대학발전기

금을 운용하며, 동문 또는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하

는 노력을 하고 있다.

Ÿ 대학발전계획에 

대학본부 또는 학

교법인의 지원과 

발전계획의 진행

Ÿ 대학 발전을 위한 

동문 또는 지역사

회 참여 유도 노력

Ÿ 대학발전기금의 규

모와 운용의 적절함

영역 gfedc 교육 gfedc 연구 gfedc 진료 gfedc 해당없음

관점 gfedc 관련성 gfedc 질 gfedc 비용효과성 gfedc 형평성 gfedc 해당없음

분류 gfedc 과정 gfedc 내용 gfedc 결과  gfedc 해당없음

K.9.0.2 의과대학은 지속적인 

질 관리와 개선을 위해 자체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상설기

구를 갖추고 있고, 관련 예산

을 편성하여 적절하게 운영하

고 있다.

Ÿ 자체평가업무를 수

행하는 상설기구와 

적절한 예산 확보

Ÿ 자체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상설기

구의 운영과 실적

영역 gfedc 교육 gfedc 연구 gfedc 진료 gfedc 해당없음

관점 gfedc 관련성 gfedc 질 gfedc 비용효과성 gfedc 형평성 gfedc 해당없음

분류 gfedc 과정 gfedc 내용 gfedc 결과  gfedc 해당없음

K.9.0.3 의과대학은 평가인

증 결과를 대학운영에 반영

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한 실

적이 있다.

Ÿ 평가인증 결과를 대학

운영에 적절히 반영

Ÿ 지속적으로 개선한 

실적

영역 gfedc 교육 gfedc 연구 gfedc 진료 gfedc 해당없음

관점 gfedc 관련성 gfedc 질 gfedc 비용효과성 gfedc 형평성 gfedc 해당없음

분류 gfedc 과정 gfedc 내용 gfedc 결과  gfedc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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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과 측정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전문가 의견 수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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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강화를 위한 측정지표개발에 관한 전문가 의견 수렴지 예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과 측정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  연구수행기관: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  연구지도교수: 양은배 교수(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교수)

※  문의: 이상미 연구원 (010-7755-6482)

※  회신: 조사지를 완성하신 후 sangmilee@yonsei.ac.kr로 첨부해서 회신 주십시오. 

교수님께

교육, 연구, 진료의 대학 사명을 수행하고 계신 교수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의과대학 평가인증제도의 도입과 함께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이 강조되고 있습

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의과대학의 존재 가치를 사회적 책무성 수행 관점에서 바라

보고 있으며, 전 세계 의과대학이 사회적 책무성 수행과 관련한 활동과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저는 박사학위논문 주제를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영향요인과 측정지표 개발 연구’로 잡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현황이 진단되고, 영향요인이 

규명되며, 측정지표가 개발된다면, 개별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과 의과대학 인증

평가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는 교육, 연구 및 진료 활동으로 너무도 바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 연구의 중요성과 학문후속세대의 학문적 열정을 격려한다는 측면에서 교수님의 소중

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설문지는 약 4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완성된 설문지는 2020년 9월 30일까지 아래 회신방법으로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결과는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며, 응답결과는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 조항

에 의거 철저히 비밀로 보장될 것입니다. 

2020.09.10

연세대학교 의학교육학 박사과정 이상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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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관련한 ASK2019 기준에 관한 전문가 의견 수렴 (2차 평정)

다음은 2019년부터 시행된 우리나라 의과대학의 평가인증 기준인 「ASK2019기준」 중에서 교수님을 포함한 전문가집단 15명을 대상
으로 델파이조사를 한 결과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한 기준을 선정하여 정리한 표입니다. 기준을 선정한 근거는 1차 델파이 전문가 집단 설문조사 결과 A집단(의학교육학 
전문가집단), B집단(평가기준개발위원회 전문가집단), C집단(의과대학 자체평가위원장 및 간사 전문가집단) 세 집단 전체의 
문항 평균점수가 3.0 이상, 3.5 이상, 4.0점 이상인 ASK2019 기준입니다. 

            평가기준
기준 선택 기준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된 ASK2019 기준

준거 1. 
A집단, B집단, C집단 
전체 집단의 문항 전체 
평균점수가 4.0점 이상
인 ASK2019 평가인증 
기준
(5개/90개=5.56%)

K.1.1.1 의과대학은 대학의 사명을 정하고, 이를 구성원들과 보건의료분야의 관계
자들이 인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K.1.1.3 의과대학은 사명에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K.5.2.4 의과대학은 교수업적평가기준에 학생교육이나 학술활동 이외의 학회활동이나 
공공 목적의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평가기준을 가지고 있다. 
K.8.5.1 의과대학은 보건의료분야 및 보건의료 관련 분야와 건설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K.9.0.1 의과대학은 대학발전계획이 있고, 대학발전기금을 운용하며, 동문 또는 지
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준거 2. 
A집단, B집단, C집단 
전체 집단의 문항 전체 
평균점수가 3.5점 이상
인 ASK2019 평가인증 
기준
(13개/90개=14.44%)

K.1.1.1, K.1.1.3, K.5.2.4, K.8.5.1, K.9.0.1
K.1.1.2 의과대학의 사명에는 기본 수준의 진료역량, 다양한 의학 분야 활동에 필요
한 기본적인 조건, 그리고 졸업 후 교육과 평생 학습하는 의사양성을 위한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다. 
K.1.3.1 의과대학은 사명에 근거하여 졸업성과를 규정하고 있다. 
K.1.3.2 의과대학은 학생이 동료 학생, 교수진, 보건의료인력, 환자와 보호자를 존중
하고 이에 따라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K.1.4.1 의과대학은 주요 이해관계자를 대학의 사명과 졸업성과의 수립에 참여하
도록 하고 있다.
K.2.4.1 의과대학은 의료인문학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다. 
K.2.5.1 의과대학은 졸업 후 진료가 가능하도록 임상의학과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K.2.5.4 의과대학은 환자안전을 강조한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K.2.8.1 의과대학은 졸업 후 교육을 감안한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다. 

준거 3. 
A집단, B집단, C집단 
전체 집단의 문항 전체 
평균점수가 3.5점 이상
인 ASK2019 평가인증 
기준
(39개/90개=43%)

K.1.1.1, K.1.1.2, K.1.1.3, K.1.3.1, K.1.3.2, K.1.4.1, K.2.4.1, K.2.5.1, K.2.5.4, 
K.2.8.1, K.5.2.4, K.8.5.1, K.9.0.1 
K.1.2.1 의과대학은 자율성이 보장되고, 교수와 교직원이 교육과정의 설계와 실행, 
그에 필요한 자원 활용 등에 있어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K.1.3.3 의과대학은 의도한 교육성과를 공개하고 있다. 
K.2.1.1 의과대학은 교육과정의 원리와 원칙에 근거한 전체 교육과정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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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기준
기준 선택 기준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된 ASK2019 기준

계를 가지고 있다.
K.2.1.3 의과대학은 평등원칙에 따라 교육과정을 수행하고 있다.
K.2.6.1 의과대학은 기초의학, 의료인문학, 임상의학 간에 적절한 조화를 
이룬 교육과정이 있다. 
K.4.1.1 의과대학은 객관적인 원칙에 근거한 입학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다. 
K.4.2.1 의과대학은 특별전형 모집요강에 입학정원과 선발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K.4.3.2 의과대학은 학생들의 진로지도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
다.
K.4.4.1 의과대학은 사명, 교육과정설계, 관리, 평가와 그 외 학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학생대표의 적절한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K.4.4.2 의과대학은 학생활동과 학생의 자치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K.5.1.3 의과대학은 의료인문학 분야에 전임 교수 또는 전담 교수를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다.

K.5.2.1 의과대학은 교수가 교육, 연구, 봉사활동 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K.5.2.2 의과대학은 교수업적평가제도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K.6.1.8 의과대학은 교직원, 학생, 환자에게 안전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
고 있다.
K.6.2.1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적절한 임상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질환의 환자
와 충분한 수의 환자를 확보하고 있다. 
K.6.2.2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적절한 임상경험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임상실습시설을 확보하고 있다.
K.6.2.3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적절한 임상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학생진료
행위에 대한 관리체계가 있다.
K.6.6.1 의과대학은 교직원과 학생이 국내외의 교육기관과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하게 지원하고 있다.
K.7.1.1 의과대학은 교육의 과정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K.7.1.2 의과대학은 교육평가체제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K.7.1.3 의과대학은 교육평가 결과를 교육과정개선에 활용하고 있다. 
K.7.2.1 의과대학은 교육자와 학생으로부터의 피드백을 체계적으로 조
사, 분석하여 대응하고 있다. 
K.7.3.1 의과대학은 학생과 졸업생 코호트에서 사명, 의도한 교육성과, 교육
과정, 투입한 자원에 관련된 수행능력을 분석하고 있다.

K.7.4.1 의과대학은 교육 모니터링과 교육평가 활동에 주요 이해관계자를 



- 405 -

응답방법 

1. 다음은 1차 평정에서 A집단, B집단, C집단 전체의 문항 평균 점수가 3.0 이상인 39개 문항을 선정하여 2차 평정을 하실 수 있도록 구성한 설문조사입니다.
2. WHO(1995)에서 정립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개념을 다시 한 번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한 우리나라 
의과대학의 평가인증 기준을 정리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관련 ASK2019 기준」과 기대성과를 먼저 확인해 주십시오.

3. 각각의 문항들은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개념과의 관련성을 5점 척도에 평정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성 있
다고 판단되는 척도상의 점수를 2차 평정 체크박스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응답 예시」

* 2차 평정 시 A집단(의학교육전문가집단), B집단(평가기준개발위원회 전문가집단), C집단(자체평가위원장 및 간사 전문  
  가집단) 전체 집단의 문항 평균 점수와 표준편차 및 1차 평정에서 전문가 교수님께서 표시해주신 점수를 기입하였습니  
  다. 평정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개념 (WHO, 1995)]
“사회적 책무성은 대학의 교육, 연구, 진료 활동이 국가 또는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의과대학은 국가 또는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요구와 우
선과제를 파악하여 교육, 연구 및 진료 활동에 반영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과
제는 정부, 의료단체, 의료인 및 사회가 공동으로 선정하어야 한다.”

1차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에 기초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관련한 ASK 2019 

기준

기대성과

전체 
평균
   

(표준편
차)

1차
평정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관련한 

정도 

2차 평정

1=전혀 
관련이 
없다

2=관련
이 

없다

3=보통
이다

4=관련
이 

있다

5=매우 
관련이 
있다

기준 문항 1차 결과 1 2 3 4 5

K.1.1.1 의과대학은 대학의 사명을 정하
고, 이를 구성원들과 보건의료분야의 관계
자들이 인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Ÿ 사명 정의
Ÿ 합의로 결정된 사명
Ÿ 사명 홍보

4.33
(0.62)

( 5 ) gfedc gfedc gfedc gfedc gfedcb

            평가기준
기준 선택 기준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된 ASK2019 기준

포함하고 있다. 
K.9.0.2 의과대학은 지속적인 질 관리와 개선을 위해 자체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상설기구
를 갖추고 있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다. 
K.9.0.3 의과대학은 평가인증 결과를 대학운영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
선한 실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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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에 기초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관련한 ASK 2019 

기준

기대성과

전체
평균
(표준
편차)

1차
평정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관련한 

정도  2차 평정

1=전혀 
관련이 
없다

2=관련
이 없다

3=보통
이다

4=관련
이 있다

5=매우 
관련이 
있다

기준 문항 1차 결과 1 2 3 4 5

K.1.1.1 의과대학은 대학의 사명을 정하고, 
이를 구성원들과 보건의료분야의 관계자들
이 인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Ÿ 사명 정의
Ÿ 합의로 결정된 사명
Ÿ 사명 홍보

4.33
(0.62)

( 4 ) gfedc gfedc gfedc gfedc gfedc

K.1.1.2 의과대학의 사명에는 기본 수준의 진료
역량, 다양한 의학 분야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
인 조건, 그리고 졸업 후 교육과 평생 학습하는 
의사양성을 위한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다.

Ÿ 교육전략이 포함된 사명
Ÿ 기본의학교육 졸업성과
Ÿ ‘한국의 의사상’의 의사 역할
Ÿ  평생학습역량을 갖춘 의사

3.80
(0.86) ( 3 ) gfedc gfedc gfedc gfedc gfedc

K.1.1.3 의과대학은 사명에 대학의 사회적 책무
를 명시하고 있다. 

Ÿ 지역사회, 보건의료시스템
의 요구 등 사회적 책무성
을 반영한 사명

Ÿ 교육, 연구, 진료 방침 등 사회적 
책무성 명시한 사명

4.67
(0.62) ( 5 ) gfedc gfedc gfedc gfedc gfedc

K.1.2.1 의과대학은 자율성이 보장되고, 
교수와 교직원이 교육과정의 설계와 실
행, 그에 필요한 자원 활용 등에 있어 자
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Ÿ 대학의 자율성 확보
Ÿ 교육과정 설계, 실행에 

대한 교수, 직원 등의 자
율성확보

3.13
(1.06) ( 2 ) gfedc gfedc gfedc gfedc gfedc

K.1.3.1 의과대학은 사명에 근거하여 졸업성과

를 규정하고 있다. 

Ÿ 사명 기반 졸업성과 개발

Ÿ 지식·술기·태도 역량기반 졸업성과

Ÿ 사회적 책무에 대한 졸업성과

3.87
(0.74) ( 3 ) gfedc gfedc gfedc gfedc gfedc

K.1.3.2 의과대학은 학생이 동료 학생, 교수진, 

보건의료인력, 환자와 보호자를 존중하고 이에 

따라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Ÿ 학생의 동료학생, 교수진, 보

건의료인력, 환자와 보호자

에 대한 행동 명시

3.67
(1.11) ( 3 ) gfedc gfedc gfedc gfedc gfedc

K.1.3.3 의과대학은 의도한 교육성과를 공개하고 있다. Ÿ 교육성과 공개 3.47
(0.99) ( 3 ) gfedc gfedc gfedc gfedc gfedc

K.1.4.1 의과대학은 주요 이해관계자를 대학의 

사명과 졸업성과의 수립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Ÿ 사명과 졸업성과 수립에 

주요 이해관계자 참여
3.80
(0.77) ( 4 ) gfedc gfedc gfedc gfedc gfe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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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에 기초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관련한 ASK 2019 

기준

기대성과

전체
평균
(표준
편차)

1차
평정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관련한 

정도 

2차 평정

1=전혀 
관련이 
없다

2=관련
이 없다

3=보통
이다

4=관련
이 있다

5=매우 
관련이 
있다

기준 문항 1차 결과 1 2 3 4 5

K.2.1.1 의과대학은 교육과정의 원리와 원

칙에 근거한 전체 교육과정 체계를 가지고 

있다.

Ÿ 교육과정의 원리 원칙 개발

Ÿ 전체 교육과정 체계점검

Ÿ 원리와 원칙에 기반을 둔 전체 

교육과정

3.00
(1.13) ( 3 ) gfedc gfedc gfedc gfedc gfedc

K.2.1.3 의과대학은 평등원칙에 따라 교육과정

을 수행하고 있다.

Ÿ 교육과정운영규정에 평등원

칙 제시 및 수행
3.07

(1.16) ( 4 ) gfedc gfedc gfedc gfedc gfedc

K.2.4.1 의과대학은 의료인문학 교육과정

을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다. 

Ÿ 의료인문학, 행동과학, 사회

과학, 의료윤리, 의료법규 등

의 교육과정 운영

3.73
(0.88) ( 4 ) gfedc gfedc gfedc gfedc gfedc

K.2.5.1 의과대학은 졸업 후 진료가 가능하도록 

임상의학과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

다. 

Ÿ 졸업 후 일차진료가 가능한 

임상의학 교육과정

Ÿ 임상실습지침서 제공 및 활용

Ÿ 환자진료참여를 교육과정운영

Ÿ 1, 2차 병원에서 임상실습

3.53
(1.13) ( 3 ) gfedc gfedc gfedc gfedc gfedc

K.2.5.4 의과대학은 교수업적평가기준에 
학생교육이나 학술활동 이외의 학회활동
이나 공공 목적의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평가기준을 가지고 있다. 

Ÿ 교수업적평가기준에 사회봉사
활동 관련 기준 마련

Ÿ 교수 승진, 승급과 재임용에 
봉사업적이 반영

3.53
(1.25) ( 2 ) gfedc gfedc gfedc gfedc gfedc

K.2.6.1 의과대학은 기초의학, 의료인문

학, 임상의학 간에 적절한 조화를 이룬 

교육과정이 있다. 

Ÿ 기초의학, 의료인문학, 임상의

학의 교육과정

Ÿ 교육과정 상세 명시

3.27
(1.03) ( 4 ) gfedc gfedc gfedc gfedc gfedc

K.2.8.1 의과대학은 졸업 후 교육을 감안한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다. 
Ÿ 졸업 후 교육과정을 운영 3.53

(1.13) ( 4 ) gfedc gfedc gfedc gfedc gfedc

K.4.1.1 의과대학은 객관적인 원칙에 근거

한 입학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다. 

Ÿ 학생 선발 및 입학정책의 객관성
Ÿ 입학정책, 학생선발방법 홍

보

Ÿ 학생선발 관련위원회 운영 및 검토

3.07
(1.28) ( 4 ) gfedc gfedc gfedc gfedc gfe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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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에 기초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관련한 ASK 2019 

기준

기대성과

전체

평균

(표준

편차)

1차

평정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관련한 

정도  2차 평정

1=전혀 

관련이 

없다

2=관련

이 

없다

3=보통

이다

4=관련

이 

있다

5=매우 

관련이 

있다

기준 문항 1차 결과 1 2 3 4 5

K.4.2.1 의과대학은 특별전형 모집요강에 입

학정원과 선발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Ÿ 특별전형 선발기준

3.13
(1.19) ( 4 ) gfedc gfedc gfedc gfedc gfedc

K.4.3.2 의과대학은 학생들의 진로지

도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

다.

Ÿ 학생 진로지도 프로그램과 실적

Ÿ 학생 진로지도프로그램 홍보

3.20
(1.08) ( 3 ) gfedc gfedc gfedc gfedc gfedc

K.4.4.1 의과대학은 사명, 교육과정설

계, 관리, 평가와 그 외 학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학생대표의 적절한 참여

를 보장하고 있다.

Ÿ 사명, 교육과정설계, 관

리, 평가와 기타 학생 

관련 문제들에 대한 학

생대표 참여 정책

3.00
(1.13) ( 2 ) gfedc gfedc gfedc gfedc gfedc

K.4.4.2 의과대학은 학생활동과 학생

의 자치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Ÿ 학생자치조직

Ÿ 학생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Ÿ 학술 및 연구활동, 사회봉사 등 학생 

참여

3.13
(1.13) ( 4 ) gfedc gfedc gfedc gfedc gfedc

K.5.1.3 의과대학은 의료인문학 분야

에 전임 교수 또는 전담 교수를 적절

하게 확보하고 있다.

Ÿ 의료인문학 전임 및 전담 교수

Ÿ 의료인문학 분야 교육과정

의 설계, 실행, 및 평가에 

대한 전담교수 참여

3.27
(0.96) ( 3 ) gfedc gfedc gfedc gfedc gfedc

K.5.2.1 의과대학은 교수가 교육, 연구, 

봉사활동 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Ÿ 업적평가나 승진규정

Ÿ 학회 활동 및 사회봉사활

동보장

3.47
(0.83) ( 4 ) gfedc gfedc gfedc gfedc gfedc

K.5.2.2 의과대학은 교수업적평가제도

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Ÿ 교수업적평가제도 시행 

Ÿ 전임교수의 의학교육연수 

및 교수개발프로그램 참

여 제도 및 현황

3.20
(1.08) ( 4 ) gfedc gfedc gfedc gfedc gfedc

K.5.2.4 의과대학은 교수업적평가기준에 

학생교육이나 학술활동 이외의 학회활

동이나 공공 목적의 사회봉사활동에 대

한 평가기준을 가지고 있다. 

Ÿ 교수업적평가기준에 사회

봉사활동 관련 기준 마련

Ÿ 교수 승진, 승급과 재임

용에 봉사업적이 반영

4.20
(0.94) ( 5 ) gfedc gfedc gfedc gfedc gfe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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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에 기초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관련한 ASK 2019 

기준

기대성과

전체

평균

(표준

편차)

1차

평정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관련한 

정도  2차 평정

1=전혀 

관련이 

없다

2=관련

이 

없다

3=보통

이다

4=관련

이 

있다

5=매우 

관련이 

있다

기준 문항 1차 결과 1 2 3 4 5

K.6.1.8 의과대학은 교직원, 학생, 환

자에게 안전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고 

있다.

Ÿ 안전 관련 시설의 적절한 관리

Ÿ 안전 관련 시설 목록점검자료

Ÿ 안전교육 시행 자료

3.00
(1.20) ( 4 ) gfedc gfedc gfedc gfedc gfedc

K.6.2.1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적절한 임상경

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질환의 환자와 

충분한 수의 환자를 확보하고 있다. 

Ÿ 학생의 필수환자군 경

험을 위한 충분한 환자 

확보

3.13
(1.13) ( 2 ) gfedc gfedc gfedc gfedc gfedc

K.6.2.2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적절한 

임상경험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임

상실습시설을 확보하고 있다. 

Ÿ 임상실습을 위한 교육병

원의 적절한 규모

Ÿ 교육병원 내 학생교육시설 확보

Ÿ 교육병원 내 학생전용공간 확보

3.27
(1.22) ( 2 ) gfedc gfedc gfedc gfedc gfedc

K.6.2.3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적절한 

임상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학생진료행

위에 대한 관리체계가 있다. 

Ÿ 과별 임상실습 책임교수 임명

Ÿ 학생교육 담당 교육전공의 및 

교육 시행

Ÿ 학생 진료 감독

3.13
(1.13) ( 2 ) gfedc gfedc gfedc gfedc gfedc

K.6.6.1 의과대학은 교직원과 학생이 국

내외의 교육기관과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하게 지원하고 있다. 

Ÿ 교직원과 학생이 국내외 교

육기관과 교류할 수 있는 

적절한 지원 및 실적

3.20
(1.21) ( 4 ) gfedc gfedc gfedc gfedc gfedc

K.7.1.1 의과대학은 교육의 과정에 대

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Ÿ 입학에서 졸업까지의 교육

과정 정기적인 모니터링

3.20
(1.15) ( 3 ) gfedc gfedc gfedc gfedc gfedc

K.7.1.2 의과대학은 교육평가체제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Ÿ 교육평가체제

Ÿ 교육과정과 교육과정의 주요 구

성요소, 학생의 향상 정도 평가

Ÿ 교육성과에 도달하지 못

한 주요 관심분야 평가

3.13
(1.19) ( 2 ) gfedc gfedc gfedc gfedc gfedc

K.7.1.3 의과대학은 교육평가 결과를 

교육과정개선에 활용하고 있다. 

Ÿ 교육과정의 평가결과

를 교육과정에 반영

한 실적

3.13
(1.13) ( 2 ) gfedc gfedc gfedc gfedc gfe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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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에 기초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관련한 ASK 2019 

기준

기대성과

전체

평균

(표준

편차)

1차

평정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관련한 

정도 

2차 평정

1=전혀 

관련이 

없다

2=관련

이 

없다

3=보통

이다

4=관련

이 

있다

5=매

우 

관련

이 

있다

기준 문항 1차 결과 1 2 3 4 5

K.7.2.1 의과대학은 교육자와 학생으

로부터의 피드백을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대응하고 있다. 

Ÿ 교육자와 학생 피드백을 체계

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대응

3.13
(1.13) ( 2 ) gfedc gfedc gfedc gfedc gfedc

K.7.3.1 의과대학은 학생과 졸업생 코

호트에서 사명, 의도한 교육성과, 교

육과정, 투입한 자원에 관련된 수행

능력을 분석하고 있다.

Ÿ 학생과 졸업생 코호트 관리제도

Ÿ 학생과 졸업생 코호트에

서  수행능력 평가 지표

와 방법 및 실적

3.47
(1.13) ( 3 ) gfedc gfedc gfedc gfedc gfedc

K.7.4.1 의과대학은 교육 모니터링과 

교육평가 활동에 주요 이해관계자를 

포함하고 있다. 

Ÿ 교육 모니터링과 교육

평가 활동에 주요이해

관계자 참여 실적

3.20
(1.26) ( 3 ) gfedc gfedc gfedc gfedc gfedc

K.8.5.1 의과대학은 보건의료분야 및 보건

의료 관련 분야와 건설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Ÿ 보건의료분야 및 보건의

료 관련 분야와 건설적

인 상호작용

4.20
(0.86) ( 2 ) gfedc gfedc gfedc gfedc gfedc

K.9.0.1 의과대학은 대학발전계획이 

있고, 대학발전기금을 운용하며, 동문 

또는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하는 노

력을 하고 있다.

Ÿ 대학발전계획에 대학본부 

또는 학교법인의 지원과 

발전계획의 진행

Ÿ 대학 발전을 위한 동문 또는 

지역사회 참여 유도 노력

Ÿ 대학발전기금의 규모와 운용

의 적절함

4.00
(0.93) ( 5 ) gfedc gfedc gfedc gfedc gfedc

K.9.0.2 의과대학은 지속적인 질 관리와 

개선을 위해 자체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상설기구를 갖추고 있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다. 

Ÿ 자체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상

설기구와 적절한 예산 확보

Ÿ 자체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상설기구의 운영과 실적

3.33
(1.11) ( 3 ) gfedc gfedc gfedc gfedc gfedc

K.9.0.3 의과대학은 평가인증 결과를 

대학운영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

선한 실적이 있다. 

Ÿ 평가인증 결과를 대학

운영에 적절히 반영

Ÿ 지속적으로 개선한 

실적

3.40
(1.12) ( 3 ) gfedc gfedc gfedc gfedc gfedc



- 411 -

응답방법 

1. 다음은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한 ｢ASK 2019기준」39개의 문항에 대한 

측정지표 개발에 관한 전문가 의견수렴조사입니다. 

  다음 설문조사는 39개의 기준 문항 중 전문가 교수님께 각 6개의 기준 문항에 대한 

측정지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 다음 예시는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한 ｢ASK 2019기준」과 기대성과를 

정리하였습니다. ASK 2019 기준과 기대성과를 확인하신 후 각 문항의 ASK2019 기준을 

가장 잘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1) 정량적 측정지표 2) 정성적 측정지표에 대해 교수

님께서 생각하시는 측정지표를 기재해 주십시오. 

 「응답 예시」

1차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에 

기초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관련한 

ASK 2019 기준

기대성과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강화를 위한 측정지표 

(안)
왼쪽의 기준을 가장 잘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기준 문항  정량적 측정지표 정성적 측정지표

K.1.1.1 의과대학은 대학
의 사명을 정하고, 이를 
구성원들과 보건의료분야
의 관계자들이 인지하도
록 노력하고 있다.

Ÿ 사명 정의
Ÿ 합의로 결정

된 사명
Ÿ 사명 홍보

1. 대학의 사명을 인지하고 
있는 내·외부(교직원, 학생, 
보건의료분야 관계자 등) 
구성원의 비율

1. 대학의 사명 설정 여부
(문서화된)

2. 대학의 사명 설정 과정에
서 이해관계자 참여 수

2. 대학의 사명 공지 및 게
시 여부

제3부: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강화를 위한 

측정지표 개발에 관한 전문가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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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에 

기초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관련한 

ASK 2019 기준

기대성과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강화를 위한 측정지표 (안)

왼쪽의 기준을 가장 잘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기준 문항  정량적 측정지표 정성적 측정지표

K.1.1.1 의과대학은 대학
의 사명을 정하고, 이를 
구성원들과 보건의료분야
의 관계자들이 인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Ÿ 사명 정의
Ÿ 합의로 결정

된 사명
Ÿ 사명 홍보

1. 1.

2. 2.

3. 3.

4. 4.

K.1.1.2 의과대학의 사명에
는 기본 수준의 진료역량, 
다양한 의학 분야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 그리
고 졸업 후 교육과 평생 학
습하는 의사양성을 위한 내
용 등이 명시되어 있다.

Ÿ 교육전략이 
포함된 사명

Ÿ 기본의학교육 
졸업성과

Ÿ ‘한국의 의사
상’의 의사 역
할

Ÿ  평생학습역
량을 갖춘 의
사

1. 1.

2. 2.

3. 3.

4. 4.

K.1.1.3 의과대학은 사명에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명시
하고 있다. 

Ÿ 지역사회, 보
건의료시스템
의 요구 등 사
회적 책무성을 
반영한 사명

Ÿ 교육, 연구, 진
료 방침 등 사
회적 책무성 
명시한 사명

1. 1.

2. 2.

3. 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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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에 

기초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관련한 

ASK 2019 기준

기대성과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강화를 위한 측정지표 (안)

왼쪽의 기준을 가장 잘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기준 문항  정량적 측정지표 정성적 측정지표

K.1.2.1 의과대학은 자율
성이 보장되고, 교수와 
교직원이 교육과정의 설
계와 실행, 그에 필요한 
자원 활용 등에 있어 자
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Ÿ 대학의 자율
성 확보

Ÿ 교육과정 설
계, 실행에 
대한 교수, 
직원 등의 자
율성확보

1. 1.

2. 2.

3. 3.

4. 4.

K.1.3.1 의과대학은 사명에 

근거하여 졸업성과를 규정하

고 있다. 

Ÿ 사명 기반 졸

업성과 개발

Ÿ 지식·술기·태도 

역량기반 졸업성

과

Ÿ 사회적 책무에 

대한 졸업성과

1. 1.

2. 2.

3. 3.

4. 4.

K.1.3.2 의과대학은 학생이 

동료 학생, 교수진, 보건의료

인력, 환자와 보호자를 존중

하고 이에 따라 적절하게 행

동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

다. 

Ÿ 학생의 동료학

생, 교수진, 보

건의료인력, 환

자와 보호자에 

대한 행동 명시

1. 1.

2. 2.

3. 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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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답 자 정 보

1. 성별 gfedc  남자 gfedc  여자

2. 연령 gfedc  30대  gfedc  40대
   gfedc  50대    gfedc  60대

3. 의학교육 관련 경
력 _____년 ______개월
* 구체적인 수치로 기재해 주세요. 예) 10년 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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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반영한 「ASK2019」기준 측정적합성과 측정용이성 전문가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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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그리드 모형으로 분류한 ASK2019 기준 결과

ASK2019 기준 기대성과    분류

K.1.1.1 의과대학은 대학의 사명을 정하고, 이를 구
성원들과 보건의료분야의 관계자들이 인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Ÿ 사명 정의
Ÿ 합의로 결정된 사명
Ÿ 사명 홍보

Ÿ 교육
Ÿ 관련성
Ÿ 과정

K.1.1.2 의과대학의 사명에는 기본 수준의 진료
역량, 다양한 의학 분야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 그리고 졸업 후 교육과 평생 학습하는 의
사양성을 위한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다.

Ÿ 교육전략이 포함된 사명
Ÿ 기본의학교육 졸업성과
Ÿ 바람직한 의사상
Ÿ 평생학습역량을 갖춘 의사

Ÿ 교육
Ÿ 관련성
Ÿ 내용

K.1.1.3 의과대학은 사명에 대학의 사회적 책
무를 명시하고 있다. 

Ÿ 지역사회, 보건의료시스템의 요구 
등 사회적 책무성을 반영한 사명

Ÿ 교육, 연구, 진료 방침 등 사회적 
책무성 명시한 사명

Ÿ 교육
Ÿ 관련성
Ÿ 내용

K.1.2.1 의과대학은 자율성이 보장되고, 교수와 
교직원이 교육과정의 설계와 실행, 그에 필요한 
자원 활용 등에 있어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Ÿ 대학의 자율성 확보
Ÿ 교육과정 설계에 대한 교수, 직

원 등의 자율성확보
Ÿ 교육과정 실행에 대한 자원 활

용 등의 자율성 확보

Ÿ 해당없음

K.1.3.1 의과대학은 사명에 근거하여 졸업성
과를 규정하고 있다.

Ÿ 사명 기반 졸업성과 개발
Ÿ 지식·술기·태도 역량기반 졸업성과
Ÿ 사회적 책무에 대한 졸업성과

Ÿ 교육
Ÿ 관련성
Ÿ 내용

K.1.3.2 의과대학은 학생이 동료 학생, 교수진, 보
건의료인력, 환자와 보호자를 존중하고 이에 따
라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Ÿ 학생의 동료학생, 교수진, 보
건의료인력, 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행동 명시

Ÿ 교육
Ÿ 관련성
Ÿ 내용

K.1.3.3 의과대학은 의도한 교육성과를 공개하고 있다. Ÿ 교육성과 공개
Ÿ 교육
Ÿ 관련성
Ÿ 내용

K.1.4.1 의과대학은 주요 이해관계자를 대학의 사
명과 졸업성과의 수립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Ÿ 사명과 졸업성과 수립에 주요 
이해관계자 참여

Ÿ 교육
Ÿ 관련성
Ÿ 과정

K.2.1.1 의과대학은 교육과정의 원리와 원칙에 근거
한 전체 교육과정 체계를 가지고 있다.

Ÿ 교육과정의 원리 원칙 개발
Ÿ 전체 교육과정 체계점검
Ÿ 원리와 원칙에 기반을 둔 전체 교육

과정

Ÿ 교육
Ÿ 관련성
Ÿ 과정

K.2.1.2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
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운영하고 있다.

Ÿ 능동적 학습참여의 교육과정
Ÿ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운영
Ÿ 능동적 학습참여 수행 실적

Ÿ 교육
Ÿ 질
Ÿ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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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K2019 기준 기대성과     분류

K.2.1.3 의과대학은 평등원칙에 따라 교육과정을 
수행하고 있다.

Ÿ 교육과정운영규정에 평등원칙 
제시 및 수행

Ÿ 교육
Ÿ 형평성
Ÿ 과정

K.2.2.1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분석과 비판적 사고
를 포함하는 과학적 방법의 원칙을 학습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Ÿ 분석과 비판적 사고의 과학적 
방법 제시

Ÿ 과학적 방법 학습 실적

Ÿ 교육
Ÿ 질
Ÿ 내용

K.2.2.2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의학연구방법을 학습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Ÿ 의학연구방법 교육
Ÿ 연구
Ÿ 관련성
Ÿ 과정

K.2.2.3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근거중심의학을 학습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Ÿ 근거중심의 사고 학습
Ÿ 의사결정역량 학습

Ÿ 교육
Ÿ 질
Ÿ 과정

K.2.3.1 의과대학은 인체의 구조와 기능 이해에 필
요한 과학적 지식, 개념과 원리를 학습할 수 있도
록 기초의학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Ÿ 기초의학교육과정 운영 Ÿ 해당없음

K.2.3.2 의과대학은 기초의학에서 학습한 지식, 개
념 및 원리가 임상의학의 학습에 연계될 수 있도
록 기초의학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Ÿ 임상의학 학습에 연계된 기초
의학 교육과정 운영

Ÿ 해당없음

K.2.4.1 의과대학은 의료인문학 교육과정을 적절하
게 운영하고 있다.

Ÿ 의료인문학, 행동과학, 사회과
학, 의료윤리, 의료법규 등의 
교육과정 운영

Ÿ 교육
Ÿ 관련성
Ÿ 내용

K.2.5.1 의과대학은 졸업 후 진료가 가능하도록 임상
의학과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Ÿ 졸업 후 일차진료가 가능한 임
상의학 교육과정

Ÿ 임상실습지침서 제공 및 활용
Ÿ 환자진료참여를 교육과정운영
Ÿ 1, 2차 병원에서 임상실습

Ÿ 교육
Ÿ 관련성
Ÿ 과정

K.2.5.2 의과대학은 교육과정에 임상실습 전 준비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Ÿ 사전 준비교육
Ÿ 환자면담기법과 기본술기 교육
Ÿ 감염 및 환경 위험 예방과 대

처방법 교육

Ÿ 교육
Ÿ 질
Ÿ 과정

K.2.5.3 의과대학은 적절한 임상실습 교육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Ÿ 임상실습 기간의 적절성
Ÿ 자유선택 임상실습 과정

Ÿ 교육
Ÿ 질
Ÿ 과정

K.2.5.4 의과대학은 환자안전을 강조한 임상
실습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Ÿ 환자 안전 교육 운영
Ÿ 교육
Ÿ 질
Ÿ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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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6.1 의과대학은 기초의학, 의료인문학, 
임상의학 간에 적절한 조화를 이룬 교육과
정이 있다.

Ÿ 기초의학, 의료인문학, 임상의학의 
교육과정

Ÿ 교육과정 상세 명시
Ÿ 해당없음

K.2.6.2 의과대학은 관련 학문, 학과, 과정이 
수평 통합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Ÿ 통합교육과정 운영
Ÿ 통합교육과정 지원체계 및 책

임교수
Ÿ 해당없음

K.2.7.1 의과대학은 교육과정위원회를 운영
하고 있고, 교육과정위원회는 의도한 교육성
과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Ÿ 교육관련 위원회 운영
Ÿ 교육과련 위원회 관련 규정

Ÿ 교육
Ÿ 질
Ÿ 과정

K.2.7.2 의과대학은 교육과정위원회에 교직원과 
학생대표를 참여시키고 있다.

Ÿ 교직원과 학생대표가 참여한 
교육 관련 위원회

Ÿ 해당없음

K.2.8.1 의과대학은 졸업 후 교육을 감안한 교
육과정을 갖추고 있다.

Ÿ 졸업 후 교육과정을 운영
Ÿ 교육
Ÿ 관련성
Ÿ 과정

K.3.1.1 의과대학은 학생평가의 원칙,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Ÿ 학생평가의 원칙, 방법 명시
Ÿ 교직원과 학생의 학생평가 

관련 규정 인지

Ÿ 교육
Ÿ 질
Ÿ 내용

K.3.1.2 의과대학은 학생평가에 지식, 술기, 
태도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Ÿ 임상실습 외 교육과정의 학생평
가(지식, 술기, 태도)

Ÿ 임상실습 교육과정의 학생 수행능력 
평가(지식, 술기 태도)

Ÿ 교육
Ÿ 관련성
Ÿ 내용

K.3.1.3 의과대학은 다양한 평가방법과 형식을 
사용하여 학생평가를 하고 있다.

Ÿ 학생평가를 위한 다양한 평
가방법 사용

Ÿ 교육
Ÿ 질
Ÿ 과정

K.3.1.4 의과대학은 학생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Ÿ 학생 평가결과 이의 제기 
규정과 절차

Ÿ 성적, 유급, 졸업 유예와 퇴학 등의 
결정에 대한 학생 소명 관련 규정
과 절차

Ÿ 해당없음

K.3.2.1 의과대학은 의도한 교육성과와 교육방법에 
적합하게 학생평가를 하고 있다.

Ÿ 교육성과와 교육방법에 적합
한 학생평가

Ÿ 교육
Ÿ 질
Ÿ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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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3.2.2 의과대학은 의도한 교육성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학생평가를 하고 있다.

Ÿ 학생의 교육성과 도달에 대한 평가
Ÿ 평가결과를 진급에 활용 

Ÿ 교육
Ÿ 질
Ÿ 과정

K.3.2.3 의과대학은 학생의 학습을 증진시킬 수 있
도록 학생평가를 하고 있다.

Ÿ 학습 증진을 위한 학생평가
Ÿ 교육
Ÿ 질
Ÿ 과정

K.3.2.4 의과대학은 형성평가와 총괄평가를 균
형 있게 실시하고 있다.

Ÿ 형성·총괄평가의 균형적인 실시 
Ÿ 학생의 학습지도에 적용

Ÿ 교육
Ÿ 질
Ÿ 과정

K.4.1.1 의과대학은 객관적인 원칙에 근거한 입학정
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다.

Ÿ 학생 선발 및 입학정책의 객관성
Ÿ 입학정책, 학생선발방법 홍보
Ÿ 학생선발 관련위원회 운영 및 검토

Ÿ 교육
Ÿ 형평성
Ÿ 과정

K.4.2.1 의과대학은 특별전형 모집요강에 입학정원과 
선발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Ÿ 특별전형 선발기준
Ÿ 교육
Ÿ 형평성
Ÿ 내용

K.4.3.1 의과대학은 학생들의 학업상담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고 있다.

Ÿ 학업상담시스템
Ÿ 전체학생의 학업성취 관리 

및 학습부진학생 지도
Ÿ 학년별 유급에 대한 문제점 분석

Ÿ 해당없음

K.4.3.2 의과대학은 학생들의 진로지도를 위
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Ÿ 학생 진로지도 프로그램과 실적
Ÿ 학생 진로지도프로그램 홍보

Ÿ 교육
Ÿ 질
Ÿ 과정

K.4.3.3 의과대학은 학생의 사회적, 재정적, 
개인적 요구를 다루는 학생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Ÿ 학생 상담운영 또는 개발 
중인 프로그램

Ÿ 통합적인 학생지도
Ÿ 해당없음

K.4.3.4 의과대학은 학생지원을 위한 인적, 물
적 자원을 할당하고 있다.

Ÿ 장학규정, 장학생 선발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Ÿ 감염 및 환경위험 등 관리 및 치
료대책과 필요한 재정 확보

Ÿ 학생지원 행정담당자가 배정

Ÿ 해당없음

K.4.3.5 의과대학은 학생들의 주거현황을 파
악하고 있으며, 기숙사를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다.

Ÿ 기숙사 수요대비 공급비율 분석
Ÿ 기본 및 편의시설 관리
Ÿ 기숙사운영규정 및 운영
Ÿ 학생만족도조사 및 개선

Ÿ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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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4.3.6 의과대학은 학생상담과 지원에 관련
한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

Ÿ 학생상담 및  지원 제도
Ÿ 대학 적응을 위한 개인상담체제
Ÿ 심리상태 검사 및 활용
Ÿ 부당행위에 대한 예방과 보고체계, 

피해 학생 구제방안

Ÿ 해당없음

K.4.4.1 의과대학은 사명, 교육과정설계, 관리, 
평가와 그 외 학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학
생대표의 적절한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Ÿ 사명, 교육과정설계, 관리, 
평가와 기타 학생 관련 문
제들에 대한 학생대표 참여 
정책

Ÿ 교육
Ÿ 관련성
Ÿ 과정

K.4.4.2 의과대학은 학생활동과 학생의 자치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Ÿ 학생자치조직
Ÿ 학생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Ÿ 학술 및 연구활동, 사회봉

사 등 학생 참여

Ÿ 교육
Ÿ 관련성
Ÿ 내용

K.5.1.1 의과대학은 세계의학교육연맹이 권고
하는 기초의학 분야별로 적절한 수의 교수를 
확보하고 있다.

Ÿ 기초의학 전임교수 확보 Ÿ 해당없음

K.5.1.2 의과대학은 의학교육 담당기구가 있
고 의학교육을 담당하는 전임교수가 있다.

Ÿ 의학교육 담당기구(교실, 학과, 
센터) 개설

Ÿ 의학교육 담당 전임교수
Ÿ 해당없음

K.5.1.3 의과대학은 의료인문학 분야에 전임 
교수 또는 전담 교수를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다.

Ÿ 의료인문학 전임 및 전담 교수
Ÿ 의료인문학 분야 교육과정의 

설계, 실행, 및 평가에 대한 
전담교수 참여

Ÿ 해당없음

K.5.1.4 의과대학은 각 임상의학 전공과목별
로 적절한 수의 전임교수를 확보하고 있다.

Ÿ 임상의학 전공과목 개설
Ÿ 임상의학 전공과목별 전임

교수 확보
Ÿ 해당없음

K.5.1.5 의과대학은 교수를 채용할 때 연구, 
교육, 임상분야 업적에 대한 기준이 있고, 이
를 시행하고 있다.

Ÿ 교수채용기준 존재 및 시행
Ÿ 교육, 연구, 기초 또는 임상

분야 업적에 대한 교수채용
정책 규정

Ÿ 교육
Ÿ 형평성
Ÿ 과정

K.5.1.6 의과대학은 기초의학, 의학교육학, 의
료인문학, 임상의학 교수의 책무를 구체화하
는 채용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Ÿ 전공분야(기초, 임상, 의학교
육학, 의료인문학)에 따라 교
수채용 목적에 부합한 업적
기준

Ÿ 교육
Ÿ 형평성
Ÿ 내용

K.5.2.1 의과대학은 교수가 교육, 연구, 봉사활
동 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
여 시행하고 있다. 

Ÿ 업적평가나 승진규정
Ÿ 학회 활동 및 사회봉사활동보장

Ÿ 교육
Ÿ 관련성
Ÿ 내용,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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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5.2.2 의과대학은 교수업적평가제도를 수립
하여 시행하고 있다.

Ÿ 교수업적평가제도 시행 
Ÿ 전임교수의 의학교육연수 및 교

수개발프로그램 참여 제도
Ÿ 전임교수의 의학교육연수 및  교

수개발프로그램 참석 현황

Ÿ 교육
Ÿ 질
Ÿ 과정

K.5.2.3 의과대학은 신임교수를 위한 의학교
육연수과정에 신임교수가 의무적으로 참여하
도록 하고 있다.

Ÿ 신임교수를 위한 의학교육
연수과정 의무적 시행

Ÿ 신임교수 교육 운영
Ÿ 해당없음

K.5.2.4 의과대학은 교수업적평가기준에 학생
교육이나 학술활동 이외의 학회활동이나 공
공 목적의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평가기준을 
가지고 있다.

Ÿ 교수업적평가기준에 사회봉사
활동 관련 기준 마련

Ÿ 교수 승진, 승급과 재임용에 
봉사업적이 반영

Ÿ 진료
Ÿ 질
Ÿ 내용

K.5.2.5 의과대학은 교수 모두가 전체 교육과
정을 숙지할 수 있는 정책이 있고 이와 관련
된 교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Ÿ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전
체 교육과정을 설명

Ÿ 전체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자 하는 교수 노력에 대한 
지원

Ÿ 해당없음

K.5.2.6 의과대학은 교육을 위한 연수와 교수
개발에 교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Ÿ 교수 교육역량 강화 지원을 위
한 정책 수립 및 시행

Ÿ 교수 전문역량 강화 지원을 위
한 정책 수립 및 시행

Ÿ 교육
Ÿ 질
Ÿ 과정

K.6.1.1 의과대학은 학생교육을 위한 교육기본시설
을 적절하게 갖추고 있다.

Ÿ 적절한 강의실, 실험실습실 시설
과 기자재 확보

Ÿ 각 시설별 적절한 멀티미디어 시
설, 조명, 냉난방, 방음, 환기 및 
청결상태

Ÿ 교육
Ÿ 질
Ÿ 내용

K.6.1.2 의과대학은 학생교육을 위한 교육지
원시설을 적절하게 갖추고 있다.

Ÿ 다양한 교육지원 시설
Ÿ 시설별 양호한 멀티미디어 시

설, 조명, 냉난방, 방음, 환기 
및 청결상태

Ÿ 교육
Ÿ 질
Ÿ 내용

K.6.1.3 의과대학은 학생복지시설 및 편의시
설을 적절하게 갖추고 있다.

Ÿ 충분한 학생회방, 동아리방, 남･여 
휴게실 

Ÿ 충분한 학생 편의시설
Ÿ 편의시설 이용가능시간의 적절함

Ÿ 해당없음

K.6.1.4 의과대학은 학생의 교육과 복지를 위
한 시설을 관리하는 인력이 있고 그에 대해 
적절한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

Ÿ 시설·설비 전담인력과 운
영 규정 및 예산 확보

Ÿ 시설·설비에 대한 만족도조사
Ÿ 학생의 요구에 따른 개선 실적

Ÿ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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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6.1.5 의과대학의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 
대비 학생교육 관련 직접비용이 적절하다.

Ÿ 적절한 학생교육 직접비용
Ÿ 학생교육에 지출 내역

Ÿ 해당없음

K.6.1.6 의과대학은 개인교수실이 적절히 확
보되어 있고, 적절한 행정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Ÿ 전임교수 이상의 개인교수실 확보
율(진료실 겸용 제외).

Ÿ 개인교수실 실내 설비의 양호
Ÿ 기초의학, 임상의학 교실(과)별 적절한 지

원인력

Ÿ 해당없음

K.6.1.7 의과대학은 교수들의 연구를 위한 적
절한 공간과 시설 설비를 갖추고 있다.

Ÿ 적절한 수준의 연구기자재
와 관리 상태 양호

Ÿ 과별 연구실과 공동연구실의 
기자재의 종류, 보유현황 및 
관리실태 자료

Ÿ 해당없음

K.6.1.8 의과대학은 교직원, 학생, 환자에게 
안전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고 있다.

Ÿ 안전 관련 시설의 적절한 관리
Ÿ 안전 관련 시설 목록점검자료
Ÿ 안전교육 시행 자료

Ÿ 교육
Ÿ 질
Ÿ 결과

K.6.2.1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적절한 임상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질환의 환자와 충분한 수의 
환자를 확보하고 있다. 

Ÿ 학생의 필수환자군 경험을 위
한 충분한 환자 확보

Ÿ 교육
Ÿ 질
Ÿ 결과

K.6.2.2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적절한 임상경
험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임상실습시설을 
확보하고 있다.

Ÿ 임상실습을 위한 교육병원
의 적절한 규모

Ÿ 교육병원 내 학생교육시설 확보
Ÿ 교육병원 내 학생전용공간 확보

Ÿ 교육
Ÿ 질
Ÿ 내용

K.6.2.3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적절한 임상경
험을 할 수 있도록 학생진료행위에 대한 관
리체계가 있다.

Ÿ 과별 임상실습 책임교수 임명
Ÿ 학생교육 담당 교육전공의 및 

교육 시행
Ÿ 학생 진료 감독

Ÿ 교육
Ÿ 질
Ÿ 과정

K.6.3.1 의과대학은 교육활동에 정보통신기술
을 사용하고 있으며, 구성원이 전자교육매체
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Ÿ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한 교육과정
Ÿ 학술정보서비스체제 구축
Ÿ 학술정보서비스 예산 및 전

문 인력 확보
Ÿ 학술정보서비스 접근성 용이

Ÿ 해당없음

K.6.4.1 의과대학은 의학연구역량을 개발하는 
정책이 있다.

Ÿ 학생 의학연구역량 개발정책
Ÿ 연구
Ÿ 관련성
Ÿ 내용

K.6.4.2 의과대학은 연구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Ÿ 연구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Ÿ 교육
Ÿ 관련성
Ÿ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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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6.4.3 의과대학은 학생의 연구시설 사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Ÿ 학생의 의학연구에 적합한 
연구시설

Ÿ 학생 연구시설 사용 실적

Ÿ 연구
Ÿ 관련성
Ÿ 내용

K.6.5.1 의과대학은 필요한 분야에 대한 교육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Ÿ 학생, 교수가 요구하는 분야
의 교육 전문가 확보

Ÿ 교육 전문가 만남과 의견을 
얻는 것이 용이

Ÿ 교육 관련 정보 접근 용이

Ÿ 해당없음

K.6.5.2 의과대학은 교육과정개발, 교수법과 
평가방법 개발에 대한 교육 전문성 활용에 관
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다.

Ÿ 교육 전문성을 활용한 교육과
정 및 교수법, 평가방법 개발 
정책 및 개발 실적

Ÿ 해당없음

K.6.6.1 의과대학은 교직원과 학생이 국내외의 
교육기관과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
하게 지원하고 있다. 

Ÿ 교직원과 학생이 국내외 교
육기관과 교류할 수 있는 
적절한 지원 및 실적

Ÿ 교육
Ÿ 질
Ÿ 과정

K.7.1.1 의과대학은 교육의 과정에 대한 정기적
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Ÿ 입학에서 졸업까지의 교육과정
(educational process) 정기적인 
모니터링

Ÿ 교육
Ÿ 질
Ÿ 과정

K.7.1.2 의과대학은 교육평가체제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Ÿ 교육평가체제
Ÿ 교육과정과 교육과정의 주요 구성요소, 

학생의 향상 정도 평가
Ÿ 교육성과에 도달하지 못한 주

요 관심분야 평가

Ÿ 교육
Ÿ 질
Ÿ 과정

K.7.1.3 의과대학은 교육평가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활용하고 있다.

Ÿ 교육과정의 평가결과를 교육
과정에 반영한 실적

Ÿ 교육
Ÿ 질
Ÿ 결과

K.7.2.1 의과대학은 교육자와 학생으로부터의 
피드백을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대응하
고 있다.

Ÿ 교육자와 학생 피드백을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대응

Ÿ 교육
Ÿ 질
Ÿ 결과

K.7.3.1 의과대학은 학생과 졸업생 코호트에서 
사명, 의도한 교육성과, 교육과정, 투입한 자
원에 관련된 수행능력을 분석하고 있다.

Ÿ 학생과 졸업생 코호트 관리제도
Ÿ 학생과 졸업생 코호트에서  수행

능력 평가 지표와 방법 및 실적

Ÿ 교육
Ÿ 질
Ÿ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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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7.4.1 의과대학은 교육 모니터링과 교육평가 
활동에 주요 이해관계자를 포함하고 있다.

Ÿ 교육 모니터링과 교육평가 활동에 주요
이해관계자 참여 실적

Ÿ 교육
Ÿ 질
Ÿ 과정

K.8.1.1 의과대학은 교육, 교수, 학생의 업무가 
분장되어 있으며 별도의 보직자가 임명되어 
있다.

Ÿ 대학행정업무 구분
Ÿ 교육, 학생, 교수 영역의 보직

자의 독립적 임명
Ÿ 해당없음

K.8.1.2 의과대학은 학장과 보직자가 직무 관
련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제와 실적이 
있다.

Ÿ 보직 해당분야의 전문성 확보
를 위한 제도와 실적

Ÿ 해당없음

K.8.1.3 의과대학은 대학운영을 위한 적절한 
정책결정 구조와 절차를 갖추고 있다. 

Ÿ 대학운영을 위한 분명한 정책
결정 구조와 절차

Ÿ 교육, 학생지도,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적절하게 개최되
었는지 여부

Ÿ 교육
Ÿ 질
Ÿ 과정

K.8.1.4 의과대학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교육병원마다 학생교육과 연구를 총괄하는 보
직자가 있고,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는 행정체
계를 갖추고 있다. 

Ÿ 지리적으로 떨어진 교육병원
마다 학생실습을 총괄하는 
보직자 유무

Ÿ 교육병원에 학생의 교육과 연구
를 지원하는 행정구조

Ÿ 정기적인 회의와 학장과 보
직자 방문실적

Ÿ 교육
Ÿ 관련성
Ÿ 과정

K.8.2.1 의과대학은 교육의 전반적인 관리에 
관한 학장과 보직자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Ÿ 학장과 보직자의 책임 명시
Ÿ 학장의 업무와 예산집행에 관한 

대학 관련 규정 명기
Ÿ 학장의 대학 인사 관련 위원회 및 기구 

운영

Ÿ 해당없음

K.8.3.1 의과대학은 교육예산을 포함한 교육 
관련 재정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명시하고 있
다.

Ÿ 교육 재정의 책임과 권한
Ÿ 실험실습비와 경상비 학장 전결
Ÿ 정책적 재원의 자율성 확보
Ÿ 구성원 의견 수렴과정, 및 예산심의 

회의, 독립예산 편성

Ÿ 해당없음

K.8.3.2 의과대학은 교육과정의 실행을 위해 필
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교육적 요구에 필요한 자
원을 할당하고 있다.

Ÿ 교육과정 실행을 위한 필요한 
자원 확보 및 할당

Ÿ 교육 관련 재정확충 노력
Ÿ 적절한 교육 관련 위원회 예산

Ÿ  교육
Ÿ 비용효과

성
Ÿ 결과

K.8.4.1 의과대학은 행정업무가 구분되어 있
고, 적정 수의 행정업무 담당직원을 확보하고 
있다.

Ÿ 행정업무가 교육, 교수, 학생, 연구, 졸업 
후 교육, 입학, 재정 등 구분

Ÿ 적정수의 행정업무 담당직원 확보 
및 적절한 업무 분장

Ÿ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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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8.5.1 의과대학은 보건의료분야 및 보건의료 관련 
분야와 건설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Ÿ 보건의료분야 및 보건의료 관련 
분야와 건설적인 상호작용

Ÿ 교육
Ÿ 관련성
Ÿ 과정

K.9.0.1 의과대학은 대학발전계획이 있고, 대
학발전기금을 운용하며, 동문 또는 지역사회
의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Ÿ 대학발전계획에 대학본부 또
는 학교법인의 지원과 발전계
획의 진행

Ÿ 대학 발전을 위한 동문 또는 지역
사회 참여 유도 노력

Ÿ 대학발전기금의 규모와 운용의 
적절함

Ÿ 교육
Ÿ 질
Ÿ 과정

K.9.0.2 의과대학은 지속적인 질 관리와 개선을 위
해 자체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상설기구를 갖추고 
있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다.

Ÿ 자체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상설기
구와 적절한 예산 확보

Ÿ 자체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상
설기구의 운영과 실적

Ÿ 교육
Ÿ 질
Ÿ 과정

K.9.0.3 의과대학은 평가인증 결과를 대학운영
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한 실적이 있다.

Ÿ 평가인증 결과를 대학운영
에 적절히 반영

Ÿ 지속적으로 개선한 실적

Ÿ 교육
Ÿ 질
Ÿ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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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한 ASK2019 기준에 측정 지표 적합도 결과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
무성과 관련한 
ASK2019 기준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강화를 위한 측정지표

측정지표의
적합한 
정도

평균 편차

K.1.1.1
의과대학은 대학의 사명
을 정하고, 이를 구성원
들과 보건의료분야의 관
계자들이 인지하도록 노
력하고 있다.

정
량
적 
지
표

대학의 사명을 인지하고 있는 내·외부 구성원의 비율(%) 3.80 0.86

대학의 사명 합의 과정에 참여한 이해관계자의 수 3.07 1.03

대학 사명을 홍보한 횟수 3.13 0.92

대학의 사명으로써 설정된 근거 4.20 0.68

정
성
적 
지
표

문서화된 대학의 사명서 존재 여부 4.53 0.52

대학의 사명으로써 설정된 근거의 타당성 4.36 0.48

사명이 대학의 지향점 반영 여부 4.40 0.51

대학의 사명 개발에 관한 회의록 4.00 0.76

보건의료분야의 관계자 포함 여부 3.60 0.99

사명을 정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낸 과정 4.27 0.80

내·외부 구성원들이 사명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린 방법 3.93 0.70

K.1.1.2
의과대학의 사명에는 기
본 수준의 진료역량, 다
양한 의학 분야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 
그리고 졸업 후 교육과 
평생 학습하는 의사양성
을 위한 내용 등이 명시
되어 있다.

정
량
적 
지
표

사명에 명시된 기본의학교육 졸업성과 중 기본 수준의 
진료역량 비율(%) 3.47 1.06

‘한국의 의사상’에서 제시한 의사 역할에 해당하는 
내용의 포함 비중 3.40 0.83

사명에 교육전략 포함 여부 3.60 0.74

정
성
적 
지
표

실제 사명에 명시된 내용 확인 4.20 0.77

교육전략 수립 회의 회의록 3.93 0.59

졸업성과 및 졸업 후 교육, 평생학습을 위해 노력하는 의
사 양성을 위한 교육전략 내용 3.93 0.46

K.1.1.3
의과대학은 사명에 대학
의 사회적 책무를 명시
하고 있다.

정
량
적 
지
표

사명에 사회적 책무성 명시 범위 여부 3.93 0.70

정
성
적 
지
표

문서화된 대학의 사명 존재 여부 4.40 0.63

실제 사명에 교육, 연구, 진료 와 관련한 사회적 책무
성 내용이 명시 되어 있는지 여부 4.33 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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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회적 책무를 수행한 사례 확인 4.07 0.46

사명에 지역사회의 건강 요구, 보건의료시스템 요구 
반영 정도 4.00 0.76

K.1.2.1 
의과대학은 자율성이 보
장되고, 교수와 교직원이 
교육과정의 설계와 실행, 
그에 필요한 자원 활용 
등에 있어 자율성을 보
장하고 있다.

정
량
적 
지
표

의과대학의 예산 집행 사항 4.13 0.83

의과대학 자체 자율 실행 의사결정 및 시행 건수 3.73 0.88

전체 예산 중 자율적 예산 집행 액의 비율 3.87 0.74

의과대학 자체에서 정한 자율항목에 대한 성과 인정 비율 3.33 0.98

의과대학 학칙 확인 4.47 0.52

정
성
적 
지
표

의과대학 직제 규정(학장단 자체 권한 명시) 4.40 0.63

의과대학 예산 결정 문서 4.13 0.74

예산 집행 근거 문서 4.07 0.80

성과반영 지표 및 결과 3.87 0.83

K.1.3.1 
의과대학은 사명에 근거
하여 졸업성과를 규정하
고 있다.

정
량
적 
지
표

사명과 졸업성과의 매칭 비율 3.93 1.03

졸업성과 개발에 참여한 전문가 수와 개발 참여 시간 3.20 1.08

졸업성과 인지도 3.93 0.59

정
성
적 
지
표

사명과 졸업성과의 연관성을 확인 4.53 0.52

졸업성과 개발 회의록 및 관련 문서 4.07 0.59

대학의 졸업성과 존재 여부 4.60 0.51

졸업성과 규정 공지 및 게시 여부 4.13 0.74

K.1.3.2 
의과대학은 학생이 동료 
학생, 교수진, 보건의료
인력, 환자와 보호자를 
존중하고 이에 따라 적
절하게 행동할 수 있도
록 명시하고 있다.

정
량
적 
지
표

문서화된 문서 명시 여부 4.27 0.70

정
성
적 
지
표

학생 행동 강령 혹은 임상실습지침서와 같은 수칙 내용 4.47 0.64

학생들의 행동 일지 3.29 0.96

360도 평가 자료 3.53 0.83

K.1.3.3 
의과대학은 의도한 교육
성과를 공개하고 있다.

정
량
적 
지
표

교육성과 명시된 문서의 공개 여부 4.53 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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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성
적 
지
표

교육성과 공개 및 게시 내용 4.47 0.64

K.1.4.1 
의과대학은 주요 이해관
계자를 대학의 사명과 
졸업성과의 수립에 참여
하도록 하고 있다.

정
량
적 
지
표

사명, 졸업성과 수립에 참여한 구성원 비율 3.53 0.74

사명, 졸업성과 수립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참여 수 2.93 0.80

정
성
적 
지
표

사명, 졸업성과 수립 과정 회의록 4.33 0.62

사명, 졸업성과 수립 과정 참여자 명단 3.93 0.80

K.2.1.1 
의과대학은 교육과정의 
원리와 원칙에 근거한 
전체 교육과정 체계를 
가지고 있다.

정
량
적 
지
표

교육과정의 원리와 원칙에 대한 명시 문서 여부 4.33 0.62

교육과정 체계 점검 조직 여부 4.20 0.56

정
성
적 
지
표

전체 교육과정 원리와 원칙 설정 문서 내용 4.40 0.63

원리와 원칙에 기반을 둔 전체 교육과정 4.40 0.63

활동사항 관련 근거 문서 4.13 0.74

K.2.1.3 
의과대학은 평등원칙에 
따라 교육과정을 수행하
고 있다.

정
량
적 
지
표

여학생 전용 시설 목록 3.33 0.98

양성 평등 만족도 설문조사 3.33 1.11

지역별 학생 분호 3.27 1.03

양성-지역 평등과 관련된 회의록 3.20 0.94

정
성
적 
지
표

평등원칙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3.87 0.83

지역 균등에 대한 대외 공표된 정책 존재 여부 3.47 0.83

성 평등에 대한 대외 공표된 정책 존재 여부 3.47 0.99

K.2.4.1 
의과대학은 의료인문학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
영하고 있다.

정
량
적 
지
표

의료 인문학 수업 표 4.07 0.80

의료 인문학 총 수업시간 3.87 0.83

의료 인문학 수업 참여 교수의 수 3.40 0.99

정
성
적 
지
표

의료인문학 수업계획서 4.33 0.72

강의록 3.40 0.51

의료인문학 교육성과에 사회적 책무성 반영 여부 4.13 0.74

다양한 교육방법 3.93 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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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과정 참여 결과물(리포트, 발표자료) 및 평가자료 3.80 0.77

K.2.5.1
의과대학은 졸업 후 진
료가 가능하도록 임상의
학과 임상실습 교육과정
을 운영하고 있다.

정
량
적 
지
표

1,2차 병원 실습 시간 4.07 0.70

1,2차 병원 실습 실적
(전체 교육과정의 5%이상) 4.13 0.74

필수 임상과 주당 외래 참관 시간
(주 당 외래 환자 5인 이상 2시간 이상) 4.13 0.83

1,2차 병원 목록 3.73 0.70

정
성
적 
지
표

임상의학과 임상실습 수업계획서 4.47 0.64

임상실습지침서 4.47 0.64

1,2차 병원실습, 외래 실습 등 교육성과 4.14 0.64

1,2차 병원 의료진의 피드백 자료 4.00 0.53

학생의 외래, 병동 기록지 3.87 0.92

K.2.5.4
의과대학은 환자안전을 
강조한 임상실습 교육과
정을 운영하고 있다.

정
량
적 
지
표

환자안전을 강조한 임상실습 교육과정 현황 4.40 0.63

감염관리 및 환자 안전 교육 시간
(실습 전 8시간) 4.33 0.82

감염관리 및 환자 안전 교육 이수 확인 4.40 0.63

정
성
적 
지
표

임상실습과정 운영 지침서 4.40 0.63

감염관리 및 환자 안전 교육에 대한 임상실습교육과정 
편성 여부 4.27 0.70

환자안전 교육자료 4.13 0.64

K.2.6.1
의과대학은 기초의학, 의
료인문학, 임상의학 간에 
적절한 조화를 이룬 교
육과정이 있다.

정
량
적 
지
표

기초의학, 의료인문학, 임상의학 교육과정 비율 3.87 0.99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과 교수의 만족도 측정 3.53 0.83

졸업 직전 또는 졸업생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도 
조사 3.80 0.56

정
성
적 
지
표

교육과정 관련 위원회 활동 사항 4.13 0.52

교육과정 운영지침 개발 및 개선 사항 4.27 0.59

K.2.8.1
의과대학은 졸업 후 교
육을 감안한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다.

정
량
적 
지
표

졸업 후 교육을 감안한 교육 과정 현황(실적 목록) 4.13 0.64

정
성
적 
지
표

졸업 후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성과와 운영 지침 4.07 0.80

교육병원의 전공의 대상 교육 현황 자료 3.57 0.90

K.4.1.1 정 입학정책 규정 존재 여부 4.33 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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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은 객관적인 원
칙에 근거한 입학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다.

량
적 
지
표

입학정책 홍보 현황 3.87 0.74

위원회 활동 실적 3.87 0.74

정
성
적 
지
표

입학정책 수립 과정 관련 회의록 4.20 0.68

입학정책 수립 근거 관련 자료 4.00 0.76

K.4.2.1 
의과대학은 특별전형 모
집요강에 입학정원과 선
발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정
량
적 
지
표

특별전형 입학정원과 선발 기준 명시 여부 4.27 0.70

정
성
적 
지
표

특별전형 모집 전형 모집요강 내용 4.33 0.62

입학정원과 선발기준에 대한 타당한 근거자료 3.86 0.52

K.4.3.2 
의과대학은 학생들의 진
로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을 제공하고 있다.

정
량
적 
지
표

진로지도 프로그램 운영 현황(실적) 4.33 0.62

진로지도 프로그램 홍보 현황 3.87 0.64

정
성
적 
지
표

진로지도 프로그램 내용 4.07 0.70

진로지도 프로그램 내용의 적절성 3.93 0.70

K.4.4.1 
의과대학은 사명, 교육과
정설계, 관리, 평가와 그 
외 학생과 관련된 문제
에 대한 학생대표의 적
절한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정
량
적 
지
표

사명, 교육과정설계, 관리, 평가 과정에 대한 학생대표 
참여 수 및 회수 4.03 0.72

정
성
적 
지
표

학생대표 참여 보장 관련 문서 4.27 0.59

학생대표 참여 회의록 4.36 0.61

K.4.4.2 
의과대학은 학생활동과 
학생의 자치활동을 장려
하고 있다.

정
량
적 
지
표

학생 자치 조직 수 3.33 0.82

연간 학생 자치 조직 지원금 지출액 3.80 0.77

학생 학술 및 연구 활동 건수 3.53 0.83

학생 사회봉사 건수(시간) 3.60 0.83

정
성
적 
지
표

학생 학술 및 연구활동, 사회봉사 참여와 관련된 문서 4.13 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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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5.1.3 
의과대학은 의료인문학 
분야에 전임 교수 또는 
전담 교수를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다.

정
량
적 
지
표

의료인문학 분야의 전임 교수 또는 전담 교수 수 4.33 0.90

의료인문학 분야 교육과정 관련 회의에 전담교수 참여 회수 3.87 0.74

전담교수 활동 비율(인문학: 전공) 3.53 0.83

정
성
적 
지
표

의료인문학 분야 교육과정 관련 참여 회의록 4.07 0.70

의료인문학 교육과정 현황 4.20 0.68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적절한 인원배정 3.73 0.59

K.5.2.1 
의과대학은 교수가 교육, 
연구, 봉사활동 간의 균
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정
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정
량
적 
지
표

교수의 교육, 연구, 봉사 점수 4.40 0.63

업적 평가에서 교수의 교육, 연구, 봉사 점수의 상대적 비율 4.20 0.68

학회 이외의 봉사 활동에 대한 예시 필요 3.60 1.06

정
성
적 
지
표

교육, 연구, 봉사 활동이 포함된 교수 업적 평가 정책 문서 4.33 0.62

학회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 제시 3.80 0.86

일반 사회봉사 활동의 내용 구체화 3.47 0.92

K.5.2.2 
의과대학은 교수업적평
가제도를 수립하여 시행
하고 있다.

정
량
적 
지
표

교수 업적평가 등급별 교수 수 3.67 0.72

교육연수 및 교수개발 프로그램 참여 교수 수 4.13 0.83

교수 업적 평가 방법 4.13 0.83

의학교육 또는 교수개발 프로그램 내용 3.87 0.74

정
성
적 
지
표

교수업적 평가제도 관련 문서 4.13 0.64

교수개발프로그램 참여 인증서 3.40 0.83

교수업적 평가 절차 3.73 0.59

K.5.2.4 
의과대학은 교수업적평
가기준에 학생교육이나 
학술활동 이외의 학회활
동이나 공공 목적의 사
회봉사활동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다.

정
량
적 
지
표

교수업적평가에서 사회봉사활동 관련 업적 4.20 0.77

학회 활동 구체적 이력 제시(예: 이사, 이사장 등) 3.67 0.82

공공목적의 사회활동 평가 기준 제시 3.93 0.88

정
성
적 
지
표

교수업적평가제도 관련 문서 3.93 0.88

교원 인사 관련 규정 확인 4.20 0.94

교수 면담 4.13 0.74

K.6.1.8 의과대학은 교직
원, 학생, 환자에게 안전
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
고 있다.

정
량
적 
지
표

환자 안전을 위한 교육 내용 4.13 0.64

안전관련 시설 보유 현황 4.27 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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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 시설 점검 회수 3.93 0.70

안전교육 시행 참여자 수 3.80 0.86

안전한 학습환경 인식도 수준 3.87 0.74

정
성
적 
지
표

안전관련 시설 보유 및 관리 실태 보고서 3.93 0.59

안전교육 적절성 3.93 0.59

안전한 학습 환경 인지를 위한 각종 시설 설비 및 자
료 제시 현황 3.53 0.92

K.6.2.1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적
절한 임상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질환의 
환자와 충분한 수의 환
자를 확보하고 있다.

정
량
적 
지
표

각 임상과에서 학생 예진 기회 경험 회수 4.13 0.52

살습 병원의 입원 및 외래 환자 통계 3.78 0.86

필수 환자군 수 4.13 0.99

필수 환자군 대상 교육 시행 현황(횟수, 참여자 수) 4.13 0.74

정
성
적 
지
표

환자에 대한 의료정보 접근에 관한 내용 확인
(개인정보에 따른 제약을 극복하는 방법) 3.93 0.59

필수 환자군 교육을 위한 교육 관리 체계 4.07 0.59

필수 환자군 교육 현황(실행 현황) 4.07 0.70

K.6.2.2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적
절한 임상경험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임상실습
시설을 확보하고 있다.

정
량
적 
지
표

구체적인 학생 임상실습교육시설 확인 4.27 0.70

임상실습 교육병원 규모 3.80 0.77

학생교육시설 확보율 4.47 0.64

학생 전용공간 확보율 4.13 0.83

정
성
적 
지
표

병원 내 교육시설에 대한 학생 면담 4.47 0.52

임상실습 교육병원 현장 확인 4.40 0.51

활용도 및 만족도 점검 4.27 0.70

 K.6.2.3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적
절한 임상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학생진료행위에 
대한 관리체계가 있다.

정
량
적 
지
표

학생진료 담당 교원 및 전공의 수 4.27 0.70

학생 진료 감독 및 피드백 횟수 3.80 0.77

학생교육 담당 교육 전공의 참여자 수 3.67 0.62

학생교육 담당 교육전공의 교육 횟수 3.73 0.88

정
성
적 
지
표

임상실습 책임교수 임명 공문 4.00 0.76

교육담당 교육전공의 임명 공문 3.60 0.83

문서화된 학생진료행위에 대한 관리 체계 4.27 0.59

학생진료 관련 체계 점검(규정, 지침) 4.27 0.59

학생진료행위 지도를 위한 각종 교육자료 및 교육진(교육
전공의 및 교원) 역량강화 자료 4.13 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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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 대한 교수진 피드백과 진료 감독 관련 학생 피
드백 4.27 0.70

K.6.6.1 
의과대학은 교직원과 학
생이 국내외의 교육기관
과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하게 지원하
고 있다.

정
량
적 
지
표

교원, 직원, 학생 교류 실적(횟수, 지원금액, 지원인력) 4.07 0.80

정
성
적 
지
표

교류 관련 규정 4.20 0.56

교류 관련 실적 4.07 0.46

교직원 및 학생 교류 관련 만족도 및 성과 확인 4.07 0.70

교류 확대를 위한 노력 증빙 3.60 0.74

K.7.1.1 
의과대학은 교육의 과정
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
터링을 하고 있다.

정
량
적 
지
표

교육과정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횟수 4.00 0.65

교육과정 모니터링 환류개선 비율 4.07 0.70

정
성
적 
지
표

모니터링 실적 및 결과 4.27 0.59

모니터링 관련 공문 3.87 0.92

모니터링 체계 및 관리 현황 4.20 0.68

환류 개선 및 정기적 모니터링 결과 확인 4.33 0.72

K.7.1.2 
의과대학은 교육평가체
제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정
량
적 
지
표

교육평가체제의 구성 여부 4.47 0.64

교육평가체제 규정, 실행주체, 체계적 구조 4.27 0.59

교육과정과 교육과정의 주요 구성요소 평가 실행 주체, 
평가방법, 평가실적 4.27 0.59

progress test 실행주체, 평가방법, 평가실적 3.73 0.80

주요 관심분야 평가 실행주체, 평가방법, 평가실적 3.87 0.83

정
성
적 
지
표

교육의 과정을 평가하는 체제의 적절성 4.20 0.68

교육평가체제의 당위성, 정당성 여부 3.87 0.83

대학의 교육평가 시행, 유지, 지속성 여부 4.33 0.62

교육평가의 대학교육 가치의 지향성 반영 여부 4.00 0.76

교육과정에 국한되지 않은 대학 전반 교육활동 평가 여부 3.87 0.92

K.7.1.3 
의과대학은 교육평가 결
과를 교육과정개선에 활
용하고 있다.

정
량
적 
지
표

교육의 과정 평가 실행주체, 평가방법, 평가실적 4.40 0.63

교육의 과정 개선 실행 주체, 개선실적, 개선에 활용한 
평가 결과 4.47 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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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개선 실행주체, 개선실적, 개선에 활용한 평
가결과 4.60 0.63

정
성
적 
지
표

교육의 과정 평가 적절성 여부 4.13 0.52

지속적 평가시행 여부 4.40 0.63

평가 결과를 개선에 반영 여부 4.40 0.63

대학이 추구하는 가치의 지향성 반영 여부 3.93 0.70

K.7.2.1 
의과대학은 교육자와 학
생으로부터의 피드백을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하
여 대응하고 있다.

정
량
적 
지
표

교육의 과정 모니터링 항목 결정 근거 4.07 0.88

피드백을 받은 교육자 범위-교수 외 교육에 참여한 펠로우, 전공의, 
일차의료기관 원장 등 3.93 1.03

체계적 조사 분석의 규정, 시행 주체, 정기적 시행, 조
사, 분석방법 4.00 0.76

교육의 과정 개선 계획에 반영된 피드백 결과 분야, 개
선 계획 및 개선 사항 4.27 0.59

개선 사항에 대해 통보한 대상 및 통보 방법 3.71 0.70

정
성
적 
지
표

피드백 항목의 적절성 여부 3.93 0.59

대학의 교육활동 조사에 적합한 피드백 참여 구성원의 
적절성 여부 3.93 0.59

체계적 조사, 분석의 적절성 여부 3.87 0.52

피드백 결과를 활용한 개선 계획의 적절성 및 시행 여부 4.20 0.56

대학의 개선 활동에 대한 공지 및 게시 여부 3.67 0.72

K.7.3.1 
의과대학은 학생과 졸업
생 코호트에서 사명, 의
도한 교육성과, 교육과
정, 투입한 자원에 관련
된 수행능력을 분석하고 
있다.

정
량
적 
지
표

코호트 관리 규정/관리 주체 4.13 0.92

학생 및 졸업생 코호트 구성원 및 구축시기 3.87 0.99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실적, 평가대상 4.13 0.74

정
성
적 
지
표

코호트 관리제도 여부 4.07 0.96

코호트 구성의 적절성 여부 3.80 0.86

수행능력 평가의 적절성 여부 3.93 0.70

수행능력 평가 지표의 타당성 4.00 0.65

K.7.4.1 
의과대학은 교육 모니터
링과 교육평가 활동에 
주요 이해관계자를 포함
하고 있다.

정
량
적 
지
표

주요 이해관계자 명단 3.87 0.74

대학본부의 보직 교수 참여 3.87 0.92

주요 이해관계자의 참여 실적 3.93 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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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관련 회의록 4.07 0.70

정
성
적 
지
표

주요 이해관계자 적절성 여부 3.53 0.92

의과대학과 대학본부의 연결성 여부 3.67 1.18

주요 이해관계자의 참여도 적절성 여부 3.67 0.98

모니터링, 교육평가 활동에 주요 이해관계자의 역할 3.93 0.80

K.8.1.3 의과대학은 대학운영을 
위한 적절한 정책결정 구조와 
절차를 갖추고 있다.

정
량
적 
지
표

정책결정 구조와 절차에 대한 규정 여부 4.00 0.76

대학운영과련 위원회 유무(규정 예산, 회의록 등) 3.93 0.80

결정된 정책의 예산 및 집행 실적 4.06 0.59

정
성
적 
지
표

정책결정구조와 절차 체계의 적절성 4.07 0.59

대학운영 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4.00 0.53

정책결정 구조와 절차에 대한 규정의 적절성 4.00 0.68

실적 보고서 3.79 0.67

정책 결정 회의록 3.71 0.70

K.8.1.4 의과대학은 지리적으
로 떨어져 있는 교육병원마다 
학생교육과 연구를 총괄하는 
보직자가 있고,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는 행정체계를 갖추고 
있다. 

정
량
적 
지
표

원거리 교육병원 교육 연구관련 학생 대비 보직 교수
와 행정직원 명단 및 수 3.79 1.01

교육병원 교육과 연구 지원 정책/행정체계 유무(규정, 
지침, 보직체계, 행정구조, 업무분장) 3.93 0.70

학생교육과 연구에 대한 실적 3.86 0.64

교육병원의 학생 시설 및 행정지원의 사무실 공간 확인 3.86 0.83

학장단 방문 근거 자료 3.71 0.80

정
성
적 
지
표

교육병원 교육과 연구지원 정책 및 행정 체계의 적절성 4.14 0.64

인력배정의 적절성 3.93 0.46

성과활동 내용의 적절성 3.79 0.41

교육병원의 학생교육과 연구가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의 
적절성 4.00 0.65

K.8.5.1 
의과대학은 보건의료분
야 및 보건의료 관련 분
야와 건설적인 상호작용
을 하고 있다.

정
량
적 
지
표

교육병원의 학생교육과 연구가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의 
적절성 3.87 0.64

관계 기관과의 상호작용 실적 3.80 0.86

정
성
적 
지
표

보건의료분야의 적절성 여부 3.53 0.74

상호작용의 건설적 영향여부 3.40 0.51

관련기관 및 기구와의 교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협약자
료, 회의/세미나/워크숍 자료 등) 3.50 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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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및 기구와의 교류를 통한 결과물 확인(의대
교육과정 변화 결과 등) 3.77 0.67

K.9.0.1 
의과대학은 대학발전계
획이 있고, 대학발전기금
을 운용하며, 동문 또는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정
량
적 
지
표

대학발전계획에 대학본부 또는 학교법인의 지원 내용 4.27 0.59

대학 발전을 위한 동문 또는 지역사회 참여 유도를 위한 모
임, 워크숍, 세미나 횟수 3.93 0.70

대학발전기금 내역 규모 4.07 0.70

대학발전과 관련된 위원회 개최 횟수 3.60 0.99

대학발전계획서 4.20 0.77

정
성
적 
지
표

대학발전과 관련된 위원회 활동자료 4.27 0.59

발전계획서 및 정기적인 진행상황 점검자료 4.07 0.59

발전기금 운용 및 관련 위원회 관련 규정 4.00 0.76

대학발전을 위한 동문 또는 지역사회 참여 유도 노력 4.00 0.76

대학발전기금 규모와 운용의 적절성 3.67 0.72

K.9.0.2 
의과대학은 지속적인 질 
관리와 개선을 위해 자
체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상설기구를 갖추고 있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다.

정
량
적 
지
표

자체평가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액 4.27 0.80

자체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상설기구의 활동 내역(회의 
횟수 등) 4.33 0.72

정
성
적 
지
표

자체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상설기구 운영 및 개선 실적 4.47 0.64

학장단과 독립적이고 지속적인 질 관리  4.47 0.64

운영 예산과 지출의 적절성 4.33 0.62

K.9.0.3
의과대학은 평가인증 결과
를 대학운영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한 실적이 
있다.

정
량
적 
지
표

개선 계획서 4.53 0.64

평가 결과를 활용한 실적 4.60 0.63

정
성
적 
지
표

지속적인 교육평가 개선 실적 여부 4.67 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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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한 ASK2019 기준에 측정지표 측정 용이성 결과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
무성과 관련한 
ASK2019 기준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 강화를 위한 측정지표

측정지표의
측정 
용이한 
정도

 평균
  
편
차

K.1.1.1
의과대학은 대학의 사명
을 정하고, 이를 구성원
들과 보건의료분야의 관
계자들이 인지하도록 노
력하고 있다.

정
량
적 
지
표

대학의 사명을 인지하고 있는 내·외부 구성원의 비율(%) 4.13 0.74

대학의 사명 합의 과정에 참여한 이해관계자의 수 4.13 0.92

대학 사명을 홍보한 횟수 4.27 0.88

대학의 사명으로써 설정된 근거 3.22 1.01

정
성
적 
지
표

문서화된 대학의 사명서 존재 여부 4.53 0.52

대학의 사명으로써 설정된 근거의 타당성 3.00 0.65

사명이 대학의 지향점 반영 여부 2.93 0.70

대학의 사명 개발에 관한 회의록 4.33 0.63

보건의료분야의 관계자 포함 여부 4.13 0.83

사명을 정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낸 과정 3.13 0.99

내·외부 구성원들이 사명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린 방법 4.20 0.77

K.1.1.2
의과대학의 사명에는 기
본 수준의 진료역량, 다
양한 의학 분야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 
그리고 졸업 후 교육과 
평생 학습하는 의사양성
을 위한 내용 등이 명시
되어 있다.

정
량
적 
지
표

사명에 명시된 기본의학교육 졸업성과 중 기본 수준의 
진료역량 비율(%)

3.77 0.94

‘한국의 의사상’에서 제시한 의사 역할에 해당하는 
내용의 포함 비중

3.69 0.79

사명에 교육전략 포함 여부 3.31 0.88

정
성
적 
지
표

실제 사명에 명시된 내용 확인 3.93 0.88

교육전략 수립 회의 회의록 4.33 0.72

졸업성과 및 졸업 후 교육, 평생학습을 위해 노력하는 의
사 양성을 위한 교육전략 내용

3.60 0.99

K.1.1.3
의과대학은 사명에 대학
의 사회적 책무를 명시
하고 있다.

정
량
적 
지
표

사명에 사회적 책무성 명시 범위 여부 3.13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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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성
적 
지
표

문서화된 대학의 사명 존재 여부 4.73 0.46

실제 사명에 교육, 연구, 진료 와 관련한 사회적 책무
성 내용이 명시 되어 있는지 여부

4.00 0.85

실제 사회적 책무를 수행한 사례 확인 3.40 1.12

사명에 지역사회의 건강 요구, 보건의료시스템 요구 반영 정도 3.07 1.10

K.1.2.1 
의과대학은 자율성이 보
장되고, 교수와 교직원이 
교육과정의 설계와 실행, 
그에 필요한 자원 활용 
등에 있어 자율성을 보
장하고 있다.

정
량
적 
지
표

의과대학의 예산 집행 사항 4.40 0.83

의과대학 자체 자율 실행 의사결정 및 시행 건수 3.80 1.01

전체 예산 중 자율적 예산 집행 액의 비율 4.13 0.92

의과대학 자체에서 정한 자율항목에 대한 성과 인정 비율 3.27 1.16

의과대학 학칙 확인 4.40 0.91

정
성
적 
지
표

의과대학 직제 규정(학장단 자체 권한 명시) 4.40 0.83

의과대학 예산 결정 문서 4.13 0.92

예산 집행 근거 문서 4.20 0.94

성과반영 지표 및 결과 3.60 0.91

K.1.3.1 
의과대학은 사명에 근거
하여 졸업성과를 규정하
고 있다.

정
량
적 
지
표

사명과 졸업성과의 매칭 비율 3.93 0.80

졸업성과 개발에 참여한 전문가 수와 개발 참여 시간 3.47 0.92

졸업성과 인지도 3.79 1.01

정
성
적 
지
표

사명과 졸업성과의 연관성을 확인 3.73 1.03

졸업성과 개발 회의록 및 관련 문서 4.13 0.99

대학의 졸업성과 존재 여부 4.67 0.82

졸업성과 규정 공지 및 게시 여부 4.47 0.92

K.1.3.2 
의과대학은 학생이 동료 
학생, 교수진, 보건의료
인력, 환자와 보호자를 
존중하고 이에 따라 적
절하게 행동할 수 있도
록 명시하고 있다.

정
량
적 
지
표

문서화된 문서 명시 여부 4.33 0.90

정
성
적 
지
표

학생 행동 강령 혹은 임상실습지침서와 같은 수칙 내용 4.53 0.83

학생들의 행동 일지 2.79 0.86

360도 평가 자료 2.53 1.13

K.1.3.3 
의과대학은 의도한 교육
성과를 공개하고 있다.

정
량
적 
지
표

교육성과 명시된 문서의 공개 여부 4.60 0.63

정
성 교육성과 공개 및 게시 내용 4.40 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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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
표

K.1.4.1 
의과대학은 주요 이해관
계자를 대학의 사명과 
졸업성과의 수립에 참여
하도록 하고 있다.

정
량
적 
지
표

사명, 졸업성과 수립에 참여한 구성원 비율 4.20 0.77

사명, 졸업성과 수립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참여 수 4.27 0.88

정
성
적 
지
표

사명, 졸업성과 수립 과정 회의록 4.53 0.74

사명, 졸업성과 수립 과정 참여자 명단 4.47 0.74

K.2.1.1 
의과대학은 교육과정의 
원리와 원칙에 근거한 
전체 교육과정 체계를 
가지고 있다.

정
량
적 
지
표

교육과정의 원리와 원칙에 대한 명시 문서 여부 4.27 0.80

교육과정 체계 점검 조직 여부 3.93 0.88

정
성
적 
지
표

전체 교육과정 원리와 원칙 설정 문서 내용 4.13 0.92

원리와 원칙에 기반을 둔 전체 교육과정 3.73 1.22

활동사항 관련 근거 문서 4.07 0.96

K.2.1.3 
의과대학은 평등원칙에 
따라 교육과정을 수행하
고 있다.

정
량
적 
지
표

여학생 전용 시설 목록 4.53 0.64

양성 평등 만족도 설문조사 4.33 0.90

지역별 학생 분호 4.27 0.70

양성-지역 평등과 관련된 회의록 4.20 0.86

정
성
적 
지
표

평등원칙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3.27 1.16

지역 균등에 대한 대외 공표된 정책 존재 여부 3.80 1.26

성 평등에 대한 대외 공표된 정책 존재 여부 3.87 1.30

K.2.4.1 
의과대학은 의료인문학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
영하고 있다.

정
량
적 
지
표

의료 인문학 수업 표 4.47 0.74

의료 인문학 총 수업시간 4.73 0.46

의료 인문학 수업 참여 교수의 수 4.73 0.46

정
성
적 
지
표

의료인문학 수업계획서 4.73 0.59

강의록 4.13 0.92

의료인문학 교육성과에 사회적 책무성 반영 여부 3.73 0.88

다양한 교육방법 4.07 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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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과정 참여 결과물(리포트, 발표자료) 및 평가자료 4.00 0.93

K.2.5.1
의과대학은 졸업 후 진
료가 가능하도록 임상의
학과 임상실습 교육과정
을 운영하고 있다.

정
량
적 
지
표

1,2차 병원 실습 시간 4.67 0.49

1,2차 병원 실습 실적(전체 교육과정의 5%이상) 4.62 0.47

필수 임상과 주당 외래 참관 시간
(주 당 외래 환자 5인 이상 2시간 이상)

4.53 0.64

1,2차 병원 목록 4.60 0.63

정
성
적 
지
표

임상의학과 임상실습 수업계획서 4.53 0.64

임상실습지침서 4.53 0.64

1,2차 병원실습, 외래 실습 등 교육성과 3.13 1.13

1,2차 병원 의료진의 피드백 자료 3.60 1.12

학생의 외래, 병동 기록지 3.87 0.99

K.2.5.4
의과대학은 환자안전을 
강조한 임상실습 교육과
정을 운영하고 있다.

정
량
적 
지
표

환자안전을 강조한 임상실습 교육과정 현황 4.13 1.06

감염관리 및 환자 안전 교육 시간
(실습 전 8시간)

4.53 0.92

감염관리 및 환자 안전 교육 이수 확인 4.60 0.74

정
성
적 
지
표

임상실습과정 운영 지침서 4.33 0.72

감염관리 및 환자 안전 교육에 대한 임상실습교육과정 
편성 여부

4.13 0.92

환자안전 교육자료 4.27 0.80

K.2.6.1
의과대학은 기초의학, 의
료인문학, 임상의학 간에 
적절한 조화를 이룬 교
육과정이 있다.

정
량
적 
지
표

기초의학, 의료인문학, 임상의학 교육과정 비율 4.33 0.72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과 교수의 만족도 측정 4.53 0.64

졸업 직전 또는 졸업생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도 조사 4.20 0.68

정
성
적 
지
표

교육과정 관련 위원회 활동 사항 3.93 1.16

교육과정 운영지침 개발 및 개선 사항 4.00 1.00

K.2.8.1
의과대학은 졸업 후 교
육을 감안한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다.

정
량
적 
지
표

졸업 후 교육을 감안한 교육 과정 현황(실적 목록) 3.87 1.06

정
성
적 
지
표

졸업 후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성과와 운영 지침 3.87 1.19

교육병원의 전공의 대상 교육 현황 자료 3.92 1.22

K.4.1.1 정
량 입학정책 규정 존재 여부 4.73 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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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은 객관적인 원
칙에 근거한 입학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다.

적 
지
표

입학정책 홍보 현황 4.33 0.72

위원회 활동 실적 4.27 0.80

정
성
적 
지
표

입학정책 수립 과정 관련 회의록 4.27 0.88

입학정책 수립 근거 관련 자료 3.73 0.96

K.4.2.1 
의과대학은 특별전형 모
집요강에 입학정원과 선
발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정
량
적 
지
표

특별전형 입학정원과 선발 기준 명시 여부 4.79 0.41

정
성
적 
지
표

특별전형 모집 전형 모집요강 내용 4.60 0.63

입학정원과 선발기준에 대한 타당한 근거자료 3.37 1.17

K.4.3.2 
의과대학은 학생들의 진
로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을 제공하고 있다.

정
량
적 
지
표

진로지도 프로그램 운영 현황(실적) 4.60 0.63

진로지도 프로그램 홍보 현황 4.33 0.72

정
성
적 
지
표

진로지도 프로그램 내용 3.53 1.06

진로지도 프로그램 내용의 적절성 2.87 0.99

K.4.4.1 
의과대학은 사명, 교육과
정설계, 관리, 평가와 그 
외 학생과 관련된 문제
에 대한 학생대표의 적
절한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정
량
적 
지
표

사명, 교육과정설계, 관리, 평가 과정에 대한 학생대표 
참여 수 및 회수

4.47 0.64

정
성
적 
지
표

학생대표 참여 보장 관련 문서 4.27 0.88

학생대표 참여 회의록 4.43 0.73

K.4.4.2 
의과대학은 학생활동과 
학생의 자치활동을 장려
하고 있다.

정
량
적 
지
표

학생 자치 조직 수 4.60 0.63

연간 학생 자치 조직 지원금 지출액 4.60 0.51

학생 학술 및 연구 활동 건수 4.20 0.86

학생 사회봉사 건수(시간) 4.20 0.86

정
성
적 
지
표

학생 학술 및 연구활동, 사회봉사 참여와 관련된 문서 4.00 0.93

정 의료인문학 분야의 전임 교수 또는 전담 교수 수 4.80 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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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5.1.3 
의과대학은 의료인문학 
분야에 전임 교수 또는 
전담 교수를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다.

량
적 
지
표

의료인문학 분야 교육과정 관련 회의에 전담교수 참여 회수 4.67 0.49

전담교수 활동 비율(인문학: 전공) 4.40 0.63

정
성
적 
지
표

의료인문학 분야 교육과정 관련 참여 회의록 4.13 0.83

의료인문학 교육과정 현황 4.29 0.70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적절한 인원배정 3.87 0.99

K.5.2.1 
의과대학은 교수가 교육, 
연구, 봉사활동 간의 균
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정
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정
량
적 
지
표

교수의 교육, 연구, 봉사 점수 4.64 0.48

업적 평가에서 교수의 교육, 연구, 봉사 점수의 상대적 비율 4.40 0.63

학회 이외의 봉사 활동에 대한 예시 필요 4.40 0.74

정
성
적 
지
표

교육, 연구, 봉사 활동이 포함된 교수 업적 평가 정책 문서 4.27 0.59

학회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 제시 4.00 0.93

일반 사회봉사 활동의 내용 구체화 3.87 0.83

K.5.2.2 
의과대학은 교수업적평
가제도를 수립하여 시행
하고 있다.

정
량
적 
지
표

교수 업적평가 등급별 교수 수 4.53 0.64

교육연수 및 교수개발 프로그램 참여 교수 수 4.47 0.64

교수 업적 평가 방법 4.13 0.74

의학교육 또는 교수개발 프로그램 내용 4.27 0.70

정
성
적 
지
표

교수업적 평가제도 관련 문서 4.00 0.93

교수개발프로그램 참여 인증서 4.20 0.77

교수업적 평가 절차 3.80 1.01

K.5.2.4 
의과대학은 교수업적평
가기준에 학생교육이나 
학술활동 이외의 학회활
동이나 공공 목적의 사
회봉사활동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다.

정
량
적 
지
표

교수업적평가에서 사회봉사활동 관련 업적 4.47 0.64

학회 활동 구체적 이력 제시(예: 이사, 이사장 등) 4.27 0.59

공공목적의 사회활동 평가 기준 제시 3.87 0.83

정
성
적 
지
표

교수업적평가제도 관련 문서 4.53 0.64

교원 인사 관련 규정 확인 4.40 0.63

교수 면담 3.27 1.10

K.6.1.8 의과대학은 교직
원, 학생, 환자에게 안전
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
고 있다.

정
량
적 
지
표

환자 안전을 위한 교육 내용 4.13 0.92

안전관련 시설 보유 현황 4.47 0.64

안전관련 시설 점검 회수 4.60 0.63

안전교육 시행 참여자 수 4.47 0.74

안전한 학습환경 인식도 수준 3.73 0.96



- 461 -

정
성
적 
지
표

안전관련 시설 보유 및 관리 실태 보고서 4.00 1.07

안전교육 적절성 3.00 0.85

안전한 학습 환경 인지를 위한 각종 시설 설비 및 자
료 제시 현황

3.87 0.83

K.6.2.1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적
절한 임상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질환의 
환자와 충분한 수의 환
자를 확보하고 있다.

정
량
적 
지
표

각 임상과에서 학생 예진 기회 경험 회수 4.07 0.88

실습 병원의 입원 및 외래 환자 통계 4.40 0.74

필수 환자군 수 4.13 0.99

필수 환자군 대상 교육 시행 현황(횟수, 참여자 수) 3.80 1.15

정
성
적 
지
표

환자에 대한 의료정보 접근에 관한 내용 확인
(개인정보에 따른 제약을 극복하는 방법)

3.67 0.98

필수 환자군 교육을 위한 교육 관리 체계 3.60 0.99

필수 환자군 교육 현황(실행 현황) 3.80 1.15

K.6.2.2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적
절한 임상경험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임상실습
시설을 확보하고 있다.

정
량
적 
지
표

구체적인 학생 임상실습교육시설 확인 4.33 0.72

임상실습 교육병원 규모 4.47 0.64

학생교육시설 확보율 4.47 0.64

학생 전용공간 확보율 4.47 0.64

정
성
적 
지
표

병원 내 교육시설에 대한 학생 면담 3.80 1.01

임상실습 교육병원 현장 확인 3.93 0.88

활용도 및 만족도 점검 3.87 0.74

 K.6.2.3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적
절한 임상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학생진료행위에 
대한 관리체계가 있다.

정
량
적 
지
표

학생진료 담당 교원 및 전공의 수 4.33 0.72

학생 진료 감독 및 피드백 횟수 3.60 1.12

학생교육 담당 교육 전공의 참여자 수 4.20 0.77

학생교육 담당 교육전공의 교육 횟수 3.87 1.36

정
성
적 
지
표

임상실습 책임교수 임명 공문 4.47 0.83

교육담당 교육전공의 임명 공문 4.27 1.22

문서화된 학생진료행위에 대한 관리 체계 4.20 0.77

학생진료 관련 체계 점검(규정, 지침) 4.33 0.90

학생진료행위 지도를 위한 각종 교육자료 및 교육진(교육
전공의 및 교원) 역량강화 자료

4.13 0.99

학생에 대한 교수진 피드백과 진료 감독 관련 학생 피드백 2.93 1.03

K.6.6.1 
의과대학은 교직원과 학
생이 국내외의 교육기관

정
량
적 
지

교원, 직원, 학생 교류 실적(횟수, 지원금액, 지원인력) 4.38 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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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하게 지원하
고 있다.

표

정
성
적 
지
표

교류 관련 규정 4.47 0.83

교류 관련 실적 4.33 0.82

교직원 및 학생 교류 관련 만족도 및 성과 확인 3.60 1.06

교류 확대를 위한 노력 증빙 2.93 0.88

K.7.1.1 
의과대학은 교육의 과정
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
터링을 하고 있다.

정
량
적 
지
표

교육과정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횟수 4.20 0.77

교육과정 모니터링 환류개선 비율 3.53 1.06

정
성
적 
지
표

모니터링 실적 및 결과 4.00 0.85

모니터링 관련 공문 4.13 1.06

모니터링 체계 및 관리 현황 3.80 0.77

환류 개선 및 정기적 모니터링 결과 확인 3.33 1.05

K.7.1.2 
의과대학은 교육평가체
제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정
량
적 
지
표

교육평가체제의 구성 여부 4.20 0.86

교육평가체제 규정, 실행주체, 체계적 구조 4.00 0.85

교육과정과 교육과정의 주요 구성요소 평가 실행 주체, 
평가방법, 평가실적

3.71 1.03

progress test 실행주체, 평가방법, 평가실적 3.80 1.08

주요 관심분야 평가 실행주체, 평가방법, 평가실적 3.47 1.06

정
성
적 
지
표

교육의 과정을 평가하는 체제의 적절성 3.00 1.00

교육평가체제의 당위성, 정당성 여부 2.47 0.99

대학의 교육평가 시행, 유지, 지속성 여부 3.50 1.05

교육평가의 대학교육 가치의 지향성 반영 여부 2.80 1.08

교육과정에 국한되지 않은 대학 전반 교육활동 평가 여부 3.33 1.23

K.7.1.3 
의과대학은 교육평가 결
과를 교육과정개선에 활
용하고 있다.

정
량
적 
지
표

교육의 과정 평가 실행주체, 평가방법, 평가실적 4.00 0.93

교육의 과정 개선 실행 주체, 개선실적, 개선에 활용한 
평가 결과

3.87 0.99

교육과정 개선 실행주체, 개선실적, 개선에 활용한 평
가결과

4.00 0.85

정
성
적 
지
표

교육의 과정 평가 적절성 여부 2.93 0.96

지속적 평가시행 여부 3.67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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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를 개선에 반영 여부 3.73 1.03

대학이 추구하는 가치의 지향성 반영 여부 2.60 0.91

K.7.2.1 
의과대학은 교육자와 학
생으로부터의 피드백을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하
여 대응하고 있다.

정
량
적 
지
표

교육의 과정 모니터링 항목 결정 근거 3.67 1.11

피드백을 받은 교육자 범위-교수 외 교육에 참여한 펠로우, 전공의, 
일차의료기관 원장 등

3.73 1.44

체계적 조사 분석의 규정, 시행 주체, 정기적 시행, 조
사, 분석방법

3.60 1.30

교육의 과정 개선 계획에 반영된 피드백 결과 분야, 개
선 계획 및 개선 사항

3.67 1.05

개선 사항에 대해 통보한 대상 및 통보 방법 4.00 0.93

정
성
적 
지
표

피드백 항목의 적절성 여부 2.87 0.83

대학의 교육활동 조사에 적합한 피드백 참여 구성원의 
적절성 여부

3.27 1.03

체계적 조사, 분석의 적절성 여부 3.27 0.96

피드백 결과를 활용한 개선 계획의 적절성 및 시행 여부 3.47 0.92

대학의 개선 활동에 대한 공지 및 게시 여부 4.20 0.86

K.7.3.1 
의과대학은 학생과 졸업
생 코호트에서 사명, 의
도한 교육성과, 교육과
정, 투입한 자원에 관련
된 수행능력을 분석하고 
있다.

정
량
적 
지
표

코호트 관리 규정/관리 주체 4.33 0.82

학생 및 졸업생 코호트 구성원 및 구축시기 4.20 0.94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실적, 평가대상 3.80 0.94

정
성
적 
지
표

코호트 관리제도 여부 4.07 1.16

코호트 구성의 적절성 여부 3.07 0.88

수행능력 평가의 적절성 여부 2.93 1.03

수행능력 평가 지표의 타당성 3.00 0.85

K.7.4.1 
의과대학은 교육 모니터
링과 교육평가 활동에 
주요 이해관계자를 포함
하고 있다.

정
량
적 
지
표

주요 이해관계자 명단 4.47 0.64

대학본부의 보직 교수 참여 4.53 0.52

주요 이해관계자의 참여 실적 4.47 0.64

모니터링 관련 회의록 4.33 0.72

정
성
적 
지
표

주요 이해관계자 적절성 여부 3.27 1.03

의과대학과 대학본부의 연결성 여부 3.33 1.05

주요 이해관계자의 참여도 적절성 여부 2.93 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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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교육평가 활동에 주요 이해관계자의 역할 3.60 1.06

K.8.1.3 의과대학은 대학운영을 
위한 적절한 정책결정 구조와 
절차를 갖추고 있다.

정
량
적 
지
표

정책결정 구조와 절차에 대한 규정 여부 4.36 0.89

대학운영과련 위원회 유무(규정 예산, 회의록 등) 4.43 0.62

결정된 정책의 예산 및 집행 실적 4.43 0.62

정
성
적 
지
표

정책결정구조와 절차 체계의 적절성 3.14 0.83

대학운영 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3.43 0.73

정책결정 구조와 절차에 대한 규정의 적절성 3.29 0.80

실적 보고서 3.93 0.88

정책 결정 회의록 4.07 0.70

K.8.1.4 의과대학은 지리적으
로 떨어져 있는 교육병원마다 
학생교육과 연구를 총괄하는 
보직자가 있고,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는 행정체계를 갖추고 
있다. 

정
량
적 
지
표

원거리 교육병원 교육 연구관련 학생 대비 보직 교수
와 행정직원 명단 및 수

4.57 0.49

교육병원 교육과 연구 지원 정책/행정체계 유무(규정, 
지침, 보직체계, 행정구조, 업무분장)

4.36 0.61

학생교육과 연구에 대한 실적 4.14 0.83

교육병원의 학생 시설 및 행정지원의 사무실 공간 확
인

4.43 0.62

학장단 방문 근거 자료 4.36 0.72

정
성
적 
지
표

교육병원 교육과 연구지원 정책 및 행정 체계의 적절성 3.57 0.98

인력배정의 적절성 3.57 0.90

성과활동 내용의 적절성 3.21 0.86

교육병원의 학생교육과 연구가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의 
적절성

3.36 0.89

K.8.5.1 
의과대학은 보건의료분
야 및 보건의료 관련 분
야와 건설적인 상호작용
을 하고 있다.

정
량
적 
지
표

교육병원의 학생교육과 연구가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의 
적절성

4.00 0.85

관계 기관과의 상호작용 실적 4.07 0.88

정
성
적 
지
표

보건의료분야의 적절성 여부 2.73 0.88

상호작용의 건설적 영향여부 2.33 0.98

관련기관 및 기구와의 교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협약자
료, 회의/세미나/워크숍 자료 등)

3.86 1.25

관련기관 및 기구와의 교류를 통한 결과물 확인(의대
교육과정 변화 결과 등)

3.79 1.08

K.9.0.1 
의과대학은 대학발전계
획이 있고, 대학발전기금

정
량
적 
지

대학발전계획에 대학본부 또는 학교법인의 지원 내용 4.33 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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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운용하며, 동문 또는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표

대학 발전을 위한 동문 또는 지역사회 참여 유도를 위한 모
임, 워크숍, 세미나 횟수

4.67 0.62

대학발전기금 내역 규모 4.60 0.63

대학발전과 관련된 위원회 개최 횟수 4.60 0.63

대학발전계획서 4.20 1.01

정
성
적 
지
표

대학발전과 관련된 위원회 활동자료 4.47 0.64

발전계획서 및 정기적인 진행상황 점검자료 4.00 0.93

발전기금 운용 및 관련 위원회 관련 규정 4.40 0.83

대학발전을 위한 동문 또는 지역사회 참여 유도 노력 3.53 0.92

대학발전기금 규모와 운용의 적절성 3.27 0.88

K.9.0.2 
의과대학은 지속적인 질 
관리와 개선을 위해 자
체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상설기구를 갖추고 있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다.

정
량
적 
지
표

자체평가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액 4.47 0.92

자체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상설기구의 활동 내역(회의 
횟수 등)

4.60 0.63

정
성
적 
지
표

자체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상설기구 운영 및 개선 실적 4.13 0.92

학장단과 독립적이고 지속적인 질 관리  3.47 0.99

운영 예산과 지출의 적절성 3.60 1.12

K.9.0.3
의과대학은 평가인증 결과
를 대학운영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한 실적이 
있다.

정
량
적 
지
표

개선 계획서 4.47 0.64

평가 결과를 활용한 실적 4.40 0.63

정
성
적 
지
표

지속적인 교육평가 개선 실적 여부 4.40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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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Sangmi
                                   Dept. of Medic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ncrease medical schools’ autonomous capabilities to foster 
social accountability by identifying the factors affecting the implementation of 
social accountability by medical schools and by developing social accountability 
indicators for accreditation of medical schools. In addition, the study intends to 
broaden the concept of medical school accreditation to include social accountability 

and to change the accreditation paradigm to become rooted in social accountability. 

  Specifically, this study intends to carry out the following research. First, we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medical schools’ social accountability. Second, we 
categorize and characterize the types of social accountability implemented by 
medical schools. Third, we analyze the perception of the importance of factors 
affecting social accountability implementation and the current situation in medical 
schools. Fourth, we develop the indicators for measuring the implementation of 
social accountability by medical schools.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implementation of social accountability 

by medical schools, a total of 55 responses, comprised of 40 responses from 
current deans of medical schools and 15 from medical education experts in the 
Republic of Korea, were included in the final analysis. In addition, the opinions of 
40 medical schools in Korea were collected to categorize the types of social 
responsibility fulfillment and to analyze the recognition of its importance and the 
current situation in medical schools. We developed the survey used in this study. It 
was titled “Opinion Survey on the Importance and Status of Factors Influencing the 
Implementation of Social Accountability by Medical Schools.” The data was 



- 467 -

analyzed by means of descriptive statistics and calculating the differences between 
groups,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cluster analysis, 
and importance and performance analysis (IPA). To develop the measurement 
indicators of medical schools’ social accountability, the opinions of the focus group 
comprised of four experts and the opinions of 15 medical education experts were 
collected. The following survey items were used: experts' opinions on the selection 
of「ASK2019」standards regarding medical schools’ social accountability, experts' 
opinions on the selection of「ASK2019」standards based on the social 
accountability grid, and experts' opinions on the suitability and ease of 
measurement of indicators based on「ASK2019」of medical schools’ social 
accountability. 
  The results of our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based on the HSP model, eight factors in three areas influenced the 
implementation of social accountability by medical schools. The hardware (H) area 
included the announcement of social accountability and personnel discharge, 
implementation system and organization, and the physical and financial factors. The 
software (S) area included the social accountability curriculum composition, 
monitoring, and evaluation factors. Finally, the partner (P) area included the 
proximity between partners, partnership building, and interaction with partners 
factors. Among them, interaction with partners was the biggest factor in the 
implementation of social accountability by medical schools. In additi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deans’ group and the experts’ group demonstrated that the 
deans’ group scored high across all factors. Among the factors, the deans’ group 
recognized the social accountability announcement, personnel discharge, social 
accountability curriculum organization, and performance organization and system 
factors as important. 
  Second, the analysis of the implementation of social accountability by medical 
schools classified them into three groups depending on their position on the 
implementation of social accountability spectrum: leading, growing, and medical 
schools with potential to grow. Five out of 40 medical schools were selected as 
leading based on the eight factors implemented in balance.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importance and current level of medical schools’ social accountability by type, 
location, and the year of establish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level of state 
schools was higher than that of the private schools, and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ased on the location and year of establ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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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rd, as a result of selecting the「ASK2019」standards related to medical 
schools’ social accountability, a total of 92 criteria were selected. These included 
61 criteria that were selected through focus group discussions for the social grid 
model, and 41 criteria that were selected based on the opinions of the expert 
group. As a result of classification in the social accountability grid model, Korean 
Institute of Medical Education and Evaluation (KIMEE) standards were similar to 
foreign evaluation and accreditation standards(WFME, LCME, AMC) and focused 
on educational relevance, but the「ASK2019」indicated that in the area of 
education and quality, education was more important. In addition, the area of 
research and service and the standards of cost effectiveness and equity needed to 
be investigated further. 
  Fourth, a total of 252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indicators were developed for 
41 of the basic「ASK2019」criteria that reflected medical schools’ social 
accountability. Among them, the evaluation matrix for the「ASK2019」basic criteria 
was developed to reflect medical schools’ social accountability for the indicators of 
3.5 points or higher by collecting additional opinions on the suitability and ease of 
measurement. 
  The discussion in this study suggested the development of a joint consortium 
between medical schools, communities, countries, and regions, because building 
partnerships and interactions is important to strengthen the implementation of social 
accountability by medical schools. Also, the study proposed to actively consider 
and reflect the criteria and indicators of medical schools’ social accountability in 
the current evaluation and accreditation system. Finally, the degrees of social 
accountability implementation by medical schools may vary depending on the 
context, situation, and specialization of medical schools. Therefore, efforts are 
needed to establish social accountability implementation mechanisms for individual 
medical schools.

Keywords: social accountability of medical schools, influence factors, indicators, evaluation 
and accreditation system,「ASK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