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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sion Process of Mission of Medical School, Ewha Womans University,
with the Change of Medical Environment and Education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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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Hee Ha, MD, Kisook Hong, MD, Chi Hyo Kim, MD, Soon Nam Lee, MD.
School Mission Revision Committee and Office of Medical Education,
School of Medicine,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With the changes to the medical environment and to the educational system, we aim
to evaluate the current mission statement of the College of Medicine, Ewha Womans University,
and revise it.
Methods: To establish the new mission statement, a special committee, the School Mission
Revision Committee (SMRC) and an advisory group were organized in 2003. The SMRC functioned through 4 stages of action composed of: investigation, draft development, surveillance of
various opinions, and announcement.
Results: The revised, final mission statement was: “To contribute to Korea and to the international society by producing excellent woman-leaders in healthcare, who have professional medical knowledge and are humanitarians based on Christian principles.” Three key words helped in
the realization of this mission: compassion, professionalism, and service. Compassion: a noble
physician who practices compassion toward mankind, caring for patients with compassion and
the right attitude, and contributing to health promotion. Professionalism: a responsible physician
who embodies professionalism, learning the necessary knowledge and skills, having the ability
for self-development, and leading in various fields of medicine. Service: a respected physician
who serves society, devoting to the community with excellent woman leadership skills and an
open mind, and serving Korea and the international society.
Conclusion: We expect that this new school mission will be helpful in clarifying the whole
educational process and will resolve conflicts resulting from the change to the school system
within a rapidly changing education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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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management)가 되도록 개발되고 있다 (Sloan et al.,
2005).

의료 환경은 정책 및 경제적인 영향과 높은 질의

이화의대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의학전문

관리에 대한 전문가와 대중의 관심에 의해 중요한

대학원으로의 전환을 계기로 교육실행의 전략과 실

변화를 겪고 있다. 최근의 의료 현장에서는 새로운

행방법을 개발함에 있어, 가장 먼저 의학교육의 목

지식, 환자를 대하는 의사의 기술에 대한 환자의 기

표를 검토하고, 변화하는 현 시대에 맞도록 재정립

대, 질병의 예방과 선별진단에서의 보다 활발한 의

하고자 하였으며 이런 작업이 다른 의대에서도 도

사의 역할, 임상과 근거중심 의학의 접목, 질적 관리

움이 되도록 소개하려고 한다.

에 대한 경제적 동기부여, 졸업 후 지속교육에 대한

대상 및 방법

요구 등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Alguire, 2004).
이러한 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의과대학에서는
변화된 환경에서 요구하는 의사로 학생들을 교육․

의과대학의 목표검토와 개정을 위하여 먼저, 조직

양성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1991년에 미국, 캐나다,

을 구성하였다 (Fig. 1). 교육목표검토위원회의 구성

영국, 오스트리아에서는 사회에서의 의료제공환경

은 교육과정위원장, 현 교육목표의 개발에 주요한

과 인구집단의 의료에 대한 요구 등을 검토하여 의

역할을 하였던 교수 1인, 의료원교육연구부장 1인,

학교육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하여 교수개발, 교육자

기초교수 2인, 임상교수 1인, 의대 동창회 홍보이사

원,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있다 (Alguire, 2004). 이처

1인으로 구성하였다. 목표의 검토와 개정 단계에서

럼 의학교육의 목표는 한번 설정하면 바뀌지 않는

전문가적 자문을 해 줄 자문단을 본교 교수로 구성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정해야 할 필요

하고, 주요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보직교수를 확대실

가 있다 (Chang et al., 1998). 우리나라에서도 1990

무기구에 포함하였다.

년대를 거치면서 많은 의과대학에서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 개발은 2003년 11월부터 2004년 6월까지

교육목표를 수정 보완하였다 (Chang et al., 1998).

의 기간 동안 이루어졌으며 조사단계, 개발단계, 의

그러나 최근에는 의학교육 환경의 측면에서 변화가

견수렴단계, 개발 및 공포단계로 진행되었다 (Fig. 2).

이루어져 의학전문대학원으로의 전환하는 학교도

조사 단계에서는 교육목표의 설정을 위해 교수, 학생,

많아지고 있다. 의학전문대학원으로의 전환은 또 다

졸업생을 대상으로 교육수요에 대한 기초조사와 현

른 변화를 야기시키는데, 예를 들어 의학교육을 받

교육목표의 타당성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앞으로의

는 대상자들의 학문적 수준과 사회적 경험, 학문을

환경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교육목표에 대한 방향성

접하는 사고 등 이전과는 다른 상황들이 예견된다.

등에 대해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의학교육 이후의 진로에 대해서도 이전과는

기초조사는 의학과 1학년 (73명, 응답률 83.9%), 의학

다른 선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져 의학교육을

과 4학년 (37명, 38.1%), 의과대학 교수 (51명, 25.9%),

통해 배우고자 하는 내용과 내용의 전달에 있어 다

동창 (18명, 7.8%)을 대상으로 하여 자가기입식 설문

른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의학

조사로 이루어졌다. 설문 조사에서 각각의 응답은 총

교육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상황을 이미 먼저 경험

5점 척도로 하였으며, 그 중 4, 5점으로 응답한 경우

한 외국에서 이루어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내용

를 합하여 백분율을 구한 후 문항에 따라 달성도 또

의 우선순위의 재설정과 이를 위한 실행전략과 실

는 필요도로 하여 나타내었다. 심층면접조사는 의과

행방법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대학의 현 동창회장과 부회장, 그리고 3인의 역대동

이러한 개발 과정은 교육목표에 기반을 두고 이
루어지고 있다. 외국에서 개발된 많은 도전적인 방

창회장을 포함하여 5명을 대상으로 교육목표검토위
원이 방문하여 개별 면접조사를 수행하였다.

법들은 의학교육 사명에 근거한 관리 (mission-based
- 154 -

개발단계에서는 조사단계에서 수집된 자료의 분

한국의학교육 : 제 19 권 제 2 호 2007

Organization
Organization

Administration
Dean
Dean
Vicedean
dean
Vice
Vicedean
deanof
ofclinical
clinical
Vice
Education
Education
Headof
ofoffice
officeof
ofprepreHead
medicalstudents
studentsaffairs
affairs
medical
Headof
ofoffice
officeof
of
Head
studentsaffairs
affairs
students

School Mission
Revision Committee
 Chair of curriculum committee
 Faculty who have experience of
current mission development
 Chief of office of Education and
Research (Hospital)
 Faculty in Basic Section
 Faculty in Clinical Section
 Director of communication
(Alumnae)

Advisory Faculty
Group
Center
Centerfor
forWomen’s
Women’s
leadership
leadershipdevelopment
development
Sociology
(Health)
Sociology (Health)
Education
Education
Korean
KoreanLanguage
Language
and
andliterature
literature

Fig. 1. The organization for revising the school 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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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process for revising the school mission.

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핵심단어를 추출하고 이를

단어와 범주화를 토대로 하여 교육목표를 형상화하

범주화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은 국어국문

는 단계를 거쳤으며 이 과정에는 교육목표검토위원,

학과 교수, 학생들과 같이 수행되었다. 추출된 핵심

자문위원, 보직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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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 The Achievement to the Present School Mission and the Necessity for Graduate Medical School to Change
Achievement (%)
Items of Present Mission

1) Basic medical knowledge
and problem-solving ability
2) Gentle disposition,
respectable character, and sincerity
3) Medical knowledge and
skills for primary care physician
4) Priority of patients' health based on
medical ethics, and ability to solve
health problems in the community
5) Self-development in response to
changing needs of society and to
developing medical field and health care
6) Basic research ability for medicine
and health care

Necessity (%)

S1
S4
Graduates Faculty
(n=73) (n=37) (n=18)
(n=51)

S1
(n=73)

S4
Graduates Faculty
(n=37) (n=18) (n=51)

21.9

35.1

50.0

60.8

78.1

91.9

72.2

86.3

16.4

2.7

27.8

33.3

82.2

73.0

55.8

92.2

17.8

21.6

33.3

51.0

80.8

89.2

77.8

90.2

16.4

10.8

38.9

29.4

76.7

75.7

88.9

90.2

13.7

8.1

16.7

31.4

82.2

81.1

83.3

84.3

11.0

10.8

27.8

25.5

78.1

78.4

77.8

80.4

S1: The first grade of students, S4: The 4th grade of students.

단계에서 복수의 안을 만들어 전체교수와 동창을

구기초능력이었고, 졸업생에서는 자기계발능력, 의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투표를 실시하여 의견

학과 4학년 학생에서는 의학도로서의 인격과 변천

을 수렴하여 최종 개정목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하는 사회에서의 자기계발능력이 낮게 나타났다.

목표는 전문 카피라이터에게 의뢰하여 문안을 완성

현재 교육목표의 달성도는 낮으나, 이후 의학전문

하였다. 최종적으로 완성된 목표를 공포하여 교내

대학원으로의 전환 이후에서의 필요도에 대해서는

여러 장소에 게시하고, 홈페이지와 각종 소식지를

대부분 높은 필요도를 보였다. 가장 높은 필요도를

이용해 홍보하였다.

보인 항목은 교수에서는 훌륭한 인격이었으며 졸업
생은 의료윤리, 의학과 4학년 학생은 기본적인 의학

결

과

지식과 문제해결능력, 의학과 1학년 학생에서는 홀
륭한 인격과 자기계발능력이었다.

현재의 교육목표에 대한 기초 조사결과 (Table I)

교육의 결과물로서의 나타나는 이화의대 출신 의

기본적인 의학지식과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달성도

료인의 특성과 향후 교육방향에 대한 의견조사에서

가 가장 높았다. 그러나 교수에서는 60%가 달성하

학생, 졸업생, 교수의 의견이 다양하게 도출되었다.

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의학과 4학년 학생들은

동창회 임원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조사 내용을

35%, 1학년 학생들은 22%에서만이 달성하고 있다

요약해 보면 (Table II), 환자-의사관계, 의사-사회관

고 응답하여 낮은 수준을 보였다. 다음으로 높은 달

계에서의 여성적 특성, 기독교 교육에 의한 의료인

성도를 보인 목표는 일차 진료 지식과 기술이었다.

의 태도 등은 강점으로 부각된 반면 사회적 책임감

가장 낮은 달성도를 보인 목표는 응답대상자 군에

이나 추진력, 리더십은 부족하여 앞으로 키워 나가

따라 다르게 나타나, 교수와 의학과 1학년에서는 연

야 하는 부분으로 조사되었다. 특성화의 분야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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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I.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EUMS and Feedback on the Direction a Modified Mission Statement Should Take
Category

Characteristics

Strengths of EUMS

Gentle manner based on woman's nature, compliance with fundamental rules and
regulations, sincerity based on missionary education

Weaknesses of EUMS

Lack of societal responsibilities, weak drive, strong tendency to compromise

Specified issues

Characteristics and historic view of women

Leadership training

Community, global

Perspectives of school mission

Compassion, sacrificing, service-minded, capability, humanity, woman doctors,
doctors working in international societies, leaders

EUMC: Ewha Womans University Medical School.

Table III. Key Words Extraction and Categorization
Category

Key words

Frequency

Individual character

Independence
sincerity
positive attitude
progressive
cultivation of humanity
responsibility
delicateness
kindness

Relationship with society

medical ethics
cooperation
give back to society through medicine
participation in community
communication skills
resolving differences in opinions

34

Professional qualities

a specialty
patient-oriented care
extensive experience and knowledge
fast learning high-tech
application of ability (problem-solving)

30

Woman leadership

woman leadership
women's medicine

27

Christian missionary

Christian spirit
compassion, sacrificing, service

8

Globalization

international level of education
international exchange of medical technology

5

188

학교 구성원인 여성의 특성과 역사성을 반영한 분

학생, 졸업생, 교수, 동창회 임원들이 제시한 향후

야의 활성화를 꼽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교육목

의학교육의 목표내용에서 핵심단어를 추출하고 범

표의 방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주화하였다 (Table III). 개인적 인성, 사회적 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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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V. The Suggestions Received for the Revised Medical School Mission Statement
Suggestion 1

Suggestion 2

Missions

1. Physicians must have professionalism
1. to be a physician who has professionalism
2. Physicians must provide patient-oriented care
2. to be a physician who is compassionate
3. Physicians must contribute their service to society 3. to be a physician who has effective leadership skills

Agreement

Faculty 64.9%
Graduates 62.1%

Faculty 29.9%
Graduates 37.9%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인류애와 전문의학 지식을 함께 갖춘
보건의료분야의 탁월한 여성지도자를 양성함으로써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발전에 기여

사랑

전문성

봉사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의료인
인간에 대한 사랑과 바른 마음가짐으로 환자를 보살피며,
인류의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
전문성을 갖춘 책임감 있는 의료인
의사로서 필수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며,
다양한 분야를 이끌어갈 자기계발능력을 갖춘다.
사회에 봉사하여 존경받는 의료인
열린 마음과 탁월한 여성리더십으로 이웃에 헌신하며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에 봉사한다.
Fig. 3. Revised Medical School Mission.

전문가적 자질, 여성리더십, 기독교정신, 국제성의 6

한 안을 채택하여 교육목표를 개정하였다 (Fig. 3).

가지 범주로 구성되었으며 이 중 개인적 인성에 대

고

한 내용이 가장 높은 빈도로 요구되었다. 기독교 정

찰

신과 국제성은 낮은 빈도로 요구되었으나 본교의
교육사명의 기본 배경으로서 이를 포함하여 형상화

이전의 교육목표에서는 기본의학지식, 일차 진료

작업을 수행하였다 (Table IV). 기독교정신을 바탕으

필요지식, 변천하는 사회에서의 자기계발능력 향상,

로 인류애와 전문의학 지식을 함께 갖춘 보건의료

기초연구지식의 의학 관련 지식과, 지역사회에서의

분야의 탁월한 여성지도자를 양성함으로써 우리나

의사로서의 윤리와 인품을 강조하였다. 개정된 교육

라와 국제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전문가

목표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지식을 집약하여 의사로

적 자질, 개인적 인성, 여성리더십, 국제성의 핵심단

서 필수적인 지식과 기술, 다양한 분야를 이끌어갈

어로서 형상화 한 두 개의 교육목표 (안)에 대한 의

자기계발능력을 갖춘 전문성을 갖춘 의사로 하였고,

견조사에서 응답 교수의 65%, 동창의 62%가 선택

의사의 윤리를 기독교의 상징인 “사랑을 실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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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으로서 보다 더 명확하게 표현하였다. 의사

지자체 실시 이후 많은 보건사업들이 지역단위로

의 윤리와 도덕성에 관하여는 표현은 다양하나 대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러 문화와 성격이 다른 여러

부분의 학교에서 채택하여 고귀한 인간의 생명을

사회집단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역시 사회에서의 리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의 윤리성이 중요함을 강조

더십 훈련이 필요하며, 직접 사회현장에서의 교육을

하고 있다 (Park & Park, 1996).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성 부분에서는 이전의 교육목표에서는 지역

국제사회에 봉사하는 의료인은 급격하게 변화하

사회 보건문제만을 다룬 반면 개정목표에서는 사회

는 현 시대와 미래 사회의 대비에 있어서 필수적이

에서의 리더로서, 헌신하여 봉사하는 자로서, 국내

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세계화에 대한 중요성과 필

와 국제사회 모두에서 존경받는 의료인으로 사회에

요한 논리는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Forsberg

서의 의료인 양성측면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개정된

et al., 2003), 대학의 모든 학문분야에 공통되는 과

의과대학의 교육목표는 현 사회의 의료인에 대한

정으로서 의과대학에서도 이를 대비해야 한다. 예전

요구와 맥을 같이한다.

에는 선진외국의 높은 학문의 질 또는 의료기술을

전문성을 갖춘 책임감 있는 의료인, 사회에 봉사

받아들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일부 국한된 경우

하여 존경받는 의료인은 최근에 그 중요성이 부각

에 외국의료와의 접근이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국내

되고 있는 의학직업전문성 (professionalism)의 개념

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증가됨에 따라 문화적

과 같이 한다. 의학직업전문성은 전문성, 술기 능력

다양성을 고려한 의료를 베풀어야 하는 기회가 증

과 윤리 이상의 것으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가치, 서

가하고 있다. 또한 국내의 학생들이 외국에 나가서

비스에 대한 헌신, 치유 관계성 (안전, 진정한 들음

의료 활동을 하거나, 외국의 학생들이 국내에 들어

과 봄, 치밀함, 존경과 신뢰, 열정과 감정이입, 사회

와서 의학을 배우고자 하는 요구가 높아 모든 학생

공동체, 헌신)을 확립할 수 있는 능력과 같은 비인

들에게 있어 교육과정의 세계화는 보편적으로 적용

지영역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 의학직업전문성을 스

되어야 한다.

며들게 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적 숙련도를

앞으로 의학교육의 목표와 함께 학생들에게 의학

가르치는 것보다는 다른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

직업전문성에 대해 알리는 일이 필요하다. 의과대학

(Remen & Rabow, 2005).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의과대학에

사회에서의 리더십이 의료인에게 필요하다. 의사

들어오게 된 개인적 가치를 탐구하고, 전문가로서의

는 지역사회의 건강요구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가치와 태도를 개발하는 것을 돕기 위해 의과대학 학

지역사회 건강프로그램 개발에 지역사회의 전문가

생으로서 자기의 사명을 작성하는 날 (Mission State-

의 일원으로서 참여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프로

ment Day)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데

그램을 설계하고, 과정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

(Kenyona & Brown, 2005), 이때 의과대학의 선배

러한 요구에 의해 이미 이전부터 지역사회의학이

들, 졸업생, 교수들에 의해 만들어진 교육목표를 같

발달되어 왔으나 지역사회에서 요구되는 리더십의

이 작성하며 학생 자신의 사명을 작성하는 시간을

범위는 이전과는 다르게 넓어지고, 깊이가 깊다. 특

갖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히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집단에 대한 리

이전 교육목표에 대한 학생, 졸업생, 교수들의 의

더십 발휘가 더욱 요구된다 (Haq et al., 2002). 오스

견을 보면 교육목표의 필요성에는 대부분 필요하다

트레일리아에서는 교육과정에서 사회적 문화안에서

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달성도는 매우 낮은 것을

의사의 지도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회문화인

볼 수 있다. 이는 교육목표 자체의 진술보다는 이를

지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거나 “사회 캠프”를

이루기 위한 과정과 실행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우

개발하여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Hays, 2001). 우리

리보다 먼저 의학교육목표에 대해 많은 혁신을 한

나라에는 사회적 문화가 아주 다른 집단은 없으나

외국에서도 의학교육 목표를 이룸에 있어 많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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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을 겪어왔다. 그러한 이유를 대학의 구성 조직

양성하기 위한 목표를 담고 있으며 교육목표를 이

으로 설명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다른 대학도 마찬

루기 위해 이화의대에서는 환자, 의사, 사회에 조망

가지이지만, 의과대학은 학과를 중심으로 하여 조직

을 둔 교육과정, 교수개발, 교육자원, 졸업 후 교육

이 구성되어 왔다. 특히 임상과에서는 환자 치료에

등의 실행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 목표는 전체 교

대한 전문분야에 의해 조직이 구성되어 모든 학과

육과정을 명확히 하고 있어,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

에서는 연구가 주요 사명이 되어 왔고, 임상과에서

환경에 따른 학교 시스템 변화로부터 오는 갈등을

는 환자 치료가 주요 사명이 되어 왔다. 교육에 대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한 사명은 2차적인 순위를 가지게 되었으며, 교육분

참고문헌

야에서도 졸업 후 교육, 즉, 기초의학에서는 졸업 후
기초의학을 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교육, 임상
의학에서는 전공의와 전임의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

Alguire, P.(2004). The future of continuing medical
education. Am J Med, 116, 791-795.

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의과대학에서의
학생들은 어떤 특정과와 연계되어 있지 않다 보니

Forsberg N.E, Taur J.S, Xiao Y., & Chesbrough

의과대학 학생을 위한 교육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H.(2003). Internationalization of the animal sci-

게 되고 주요한 사명으로서 실행되지 못하여 왔다

ence undeergraduate curriculum: A survey of its

(Irby et al., 2004). 주요한 사명으로서 의학교육을

current status, barriers to its implementation and
its value. J Anim Sci, 81, 1088-1094.

관리하기 위해서, 특별한 제안이 미국에서 이루어졌
는데, (1) 교육목표를 효과적으로 이룰 조직이 구성

Haq C., Grosch M., & Carufel-Wert D.(2002).

되어야 한다. (2) 교육을 위한 핵심 교수가 구성되어

Leadership opportunities with communities, the

야 한다. (3) 활동에 따른 급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medically underserved, and special population.
Academic Medicine, 77, 740.

(4)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에 대한 의료제공에 대한

Hays, R.(2002). One approach to improving indigenous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Watson, 2003).

health care through medical education. Aust J Rural

이에 따라 미국의 의과대학에서는 의학교육 사명

Health, 10, 285-287.

을 성취하도록 북돋기 위해 구조적인 접근을 하여
의학원 (academy)을 설치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

Irby D.M., Cooke M., Lowenstein D., & Richards B.

다. 의학원에서는 교육에 헌신하는 교수들을 멤버십

(2004). The academy movement: A structural approach

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신임교수 멘토링 프로그램,

to reinvigorating the educational mission. Academic
Medicine, 79, 729-736.

교수개발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교수들
이 교육에 헌신하도록 직접적인 지원을 하고, 교실

Park J.B., & Park J.H.(1996). Analysis of Educational

과 과 단위를 넘어 의견교환을 이루도록 포럼을 개

Goals and Objectives of Korean Medical Schools.

최하고, 교육적 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8, 145-151.

한 의학원의 설치와 활동 이후 많은 교수들이 자부

Kenyon, C.F., & Brown, J.B.(2005). Mission Statement

심을 느끼며 의학적 사명을 다하는 데 노력하고 있

Day: introducing professionalism to medical students.
Medical Education, 39, 1143-1172.

다는 평을 받고 있다 (Irby et al., 2004). 따라서 개
정된 의학교육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실행전략

Remen, R.N., & Rabow, M.W.(2005) The healer's

을 잘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art: professionalism, service and mission. Medical

독립적인 조직이 뒷받침이 되어야 함을 볼 수 있다.

Education, 39, 1143-1172.

결론적으로, 새로이 개정된 교육목표는 우리나라

Chang, S.H., Lee, K.S., Lee, W.J., & Kim,

와 국제 사회에서 요구하는 질 높은 여성의료인을

C.S.(1998). The Changes in the Educational Goals

- 160 -

한국의학교육 : 제 19 권 제 2 호 2007

and Objectives of Medical Schools in Korea.

approach to mission-based planning in a medical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10, 11-20.

school. Academic Medicine, 80, 994-1004.

Sloan T.B., Kaye C.I., Allen W.R., Magness B.E., &

Watson,

Wartman S.A.(2005). Implementing a simpler

- 161 -

R.T.(2003).

Rediscovering

the

school. Academic Medicine, 78, 659-665.

medic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