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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Simple instructional systems design (ISD) model is based on a fast development, usability test, and continuos feedback, 
which are necessary for educational program development in medical school. This study aims to figure out the usability of Simple 
ISD model for a medical ethics education program by describing a developmental details of each phase and its evaluation results.
Methods: Research has been conducted in two steps. First, while researchers participated in the program development by using 
Simple ISD model, we collected empirical data of each development activities. Second, the developed program was evaluated by
students' web-based usability test, a 8-students' focus group interview and 5 faculty members' individual interviews in 4 domains;
learning contents, instructional methods and strategies, achievement evaluation, and self-evaluation. 
Results: Following the circular process of analysis, design, development, and usability test of Simple ISD model, a 10-week medical
ethics program covering 9 instructional topics was developed. The average points of response on the developed medical ethics
program in 2008 and 2009 are increased from 3.96 to 4.59 and 4.41, respectively. The prospects and limitations of the program
are discussed. 
Conclusion: From a development study of the medical ethics program by using Simple ISD model, we could implement a more 
usable medical ethics program, and found 4 different usability of the Simple ISD model; the rapid development of educational program,
program improvement by continuous feedback, faculty members' engagement  in instructional design,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of the faculty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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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몇 년간 우리 의학교육계에서는 의과대학(혹은 의학전

문대학원; 본 논문에서 이후 ‘의과대학’은 의학전문대학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교육과정(curriculum)이나 단

위 교육프로그램(course)을 분석과 설계, 개발과 시행 및 평가

의 체계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자하는 시도가 있었다[1,2]. 

이러한 접근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학습자, 학습자원, 교

수자 및 학습 맥락을 포괄하는 체제(system)로 보는 일반 체

제이론에 기반을 둔 것으로, 여러 교육프로그램에서 교수체제 

모형을 활용한 수업개발 경험과 효과가 보고되었다[3,4,5,6].

  교수체제개발(instructional systems development, ISD) 

모형은 수업을 설계하는 과정을 체제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

으로 학습자의 요구와 학습목적 분석, 교수자료의 개발, 교수

방법의 고안, 교수활동의 실행 및 수정과 교수-학습 평가 및 

운영을 모두 포함하는 절차와 단계를 안내한다[7]. 의과대학

에서 전통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교육 내용의 전문가이자 

강의자인 ‘교수’에 의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교수체제개발에 기초한 프로그램개발은 ‘교수설계자’

를 중심으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평가할 것인지’에 관한 

단계적인 과정과 절차를 안내한다[8]. 따라서 ISD 모형에 따

른 프로그램 개발은 교육 전문가가 교육프로그램 개발 전반에 

개입하면서 기존에 축적된 학습 및 교육과 관련된 과학적 지

식을 수업 설계 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학교육에서 활용되고 있는 analysis, design, 

development, implementation, evaluation (ADDIE) 모형

을 비롯하여 이를 상세화시킨 Dick et al. (2007) 모형 등은 

내용전문가와 교수자 및 교수설계자가 뚜렷이 구분되지 않는 

의과대학 교육현장의 맥락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한계

가 있다[3]. 교육학을 접할 기회가 부족한 의과대학 교수자가 

이러한 모형을 활용하여 교수설계를 하기에는 내용과 절차가 

복잡하여 쉽게 접근하기 어려우며,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전

문적 교수설계자는 의학 영역의 특수성 때문에 세부내용의 

설계까지 접근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의과대학의 교육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기존의 ISD 모형은 그 내

용을 엄격하게 적용하기에는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소요

되어[9,10] 실제 의과대학의 다양한 수업개발에 널리 사용하

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 결과 의과대학에서는 기존의 수업

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의 

요구(needs)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ISD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개발은 여전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하여 Lim et al. [10]은 기존 ISD 모형의 

대안으로서 설계 초기에 빠르게 최종 결과물의 형태를 개발

하는 래피드 프로토타입을 활용하여 개발물에 대한 사용성을 

평가받고, 분석, 설계, 개발의 모든 단계에서 의뢰인과 설계자

의 지속적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간편교수 설계모형을 제안하

였다. Lim et al.에 따르면 간편교수 설계모형은 기존 ISD모

형의 엄격한 적용을 지양하고 빠르게 설계하고 개발하도록 

하면서 의뢰한 측과 설계자 측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계속적인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을 지향하는 모형임을 강조한

다. 간편교수 설계모형은 교수설계자와 의과대학 교수자의 

협력이 강조되고, 비교적 빠르고 신속하게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자하는 의과대학의 맥락에서 기존의 ISD 모형에 대한 대

안적 개발방법론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실제 C의학전문대학원에서 간편교수 설계모형을 

활용한 의료윤리 교육프로그램 개발 경험을 통하여 설계 모형

의 효과성을 살펴보고, 결과물로 제시된 개발프로그램을 평가

한 사례연구이다. C의학전문대학원의 2007년도 의료윤리 교

육프로그램은 의료윤리 전공의 전임교원이 없는 상태에서 1

명의 의료윤리 책임교수가 강의주제를 선정하여 소개하고, 학

생간의 토론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기존 의료윤리 

프로그램에 대한 학습자 만족도와 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

이 제기되어 교수체제개발에 기초한 의료윤리 교육프로그램

을 개발하게 되었다. 교수설계자와 교수자로 이루어진 연구자

는 간편교수 설계모형을 활용한 의료윤리 교육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실제 수업에 적용한 사용성을 보고하고자 한다.

 

  본 개발 연구의 대상은 C의학전문대학원의 의료윤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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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Simple Instructional Systems Development Model for 
Development of a Medical Ethics Program

프로그램이고, 평가에는 개발된 프로그램을 수강한 2학년 재

학생 120명(2008년), 99명(2009년)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

고 교수자로 참여한 7인이다.

  본 연구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발된 프로그램을 평

가하는 절차로 이루어졌다. 첫째, 프로그램 개발과정은 3인의 

연구자가 간편 교수체제설계 모형(Fig. 1)의 절차에 따라 의

료윤리 교육프로그램에 교수설계자, 내용전문가, 교수자로 참

여하여 각 단계별 진행사항과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관한 기

록을 작성하고, 각 단계별 활동내용과 결과물을 수집하였다.  

  둘째, 프로그램 평가는 학생 설문조사, 학생 초점집단 면담, 

교수자 일대일 면담방법을 통해 다각적으로 실시하였다. 학

생 설문조사는 2008년도, 2009년도 2회에 걸쳐서 시행되어 

이전 프로그램을 수강한 학생들이 응답한 2007년도 설문 결

과와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학생들은 교육프로그램을 수료한 

후 C의학전문대학원에서 자체 개발한 웹 설문조사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교육내용의 적합성, 교육방법 및 교수 전략의 적

절성, 평가의 적절성, 학습자 자가평가 등의 4개 영역의 총 8

개 질문에 ‘매우 그렇다’(5점)부터 ‘매우 그렇지 않다’(1점)까

지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였고, 결과는 평균과 표준편차의 

기술적 통계를 산출하여 제시하였다.  

  학생 초점집단 면담과 교수자 일대일 면담은 2009년도에 

프로그램의 질적 자료의 확보를 위하여 실시하였다. 학습자 

초점집단 면담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2학년 학생 8명을 

대상으로 교육주제, 교육 방법 및 교수 전략과 교수자 평가 및 

개선사항 등에 관하여 반구조화된 질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교수자 일대일 면담은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수자 중 인터뷰에 응한 5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장점, 개선점 및 교수자 자가 평가에 관한 항목들을 이용하여 

반구조화된 면담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모든 면담내용은 녹

음되었으며, 녹취록 면담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단계는 과제 분석과 요구 분석이 동시에 수행되었다. 

과제 분석은 의료윤리 교육에 관한 문헌 조사를 통해 도출되

었다. 요구 분석은 교수자 4인의 개별 면담과 기존 프로그램

에 대한 학생 설문 분석을 통해 Table 1의 예시와 같이 요구

의 확인, 원인 분석, 해결안 제시 등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설계 단계는 2인의 연구자가 작성한 설계초안을 기초로 기

존에 의료윤리 프로그램에 강사로 참여한 경험이 있거나 이

후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교수자 5인을 대상으로 집단토의방

식을 통해 도출하였다. 그 결과 설계단계에서는 교육목표, 교

육주제, 교육방법 및 전략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의 설계 원칙

을 제안하여 적절한 교수자를 추천하고, 프로그램 평가 방안

을 제안하는 활동이 수행되었다. 교육목표는 의료윤리의 문

제인식하기, 의료윤리의 기본원칙과 이론적 지식의 습득, 의

료윤리의 문제해결능력과 판단력 함양이다. 제안된 교육주제

는 의료윤리의 원칙, 관계윤리, 삶과 죽음, 낙태와 가족계획, 

존엄사와 장기이식, 연구윤리, 의료윤리와 법, 소아과적 윤리

문제, 정신과적 윤리문제이다. 교육방법은 의료윤리의 현장경

험이 풍부한 다양한 임상전공의, 의과대학 교수, 윤리학과 법

의학 전공자를 포함하고, 프로그램 운영의 책임교수와 프로

그램의 운영을 보조할 수 있는 교수설계가 1인을 포함한 팀티

칭의 형태가 제안되었다. 교수자 그룹은 관련주제의 내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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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ample of Needs Analysis

Needs Analysis Division Solutions 
Quality of instruction No medical ethics-major faculty 

member
Education Team teaching 

Recruit a ethicist and other clinicians
Limit of usable instructional  strategies Others Provide teaching-tip manuals to faculty members

Provide evaluation feedbacks to faculty members 
Encourage to participate in other instructors' class 

Students' passive attitude Fail to attain students' attention Education Case-based approach
Use media as teaching materials  
Keep optimal learning loads

Others Class hour adjustment
Pass or fail evaluation Education Norm-criterion evaluation 

문가 혹은 임상 전문의가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강의주제

에 따라 사례를 공유하기 위하여 전공의, 임상실습 학생, 호스

피스 자원봉사자 및 종교인이 튜터 혹은 학습자로 강의에 참

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업 진행과 관련한 기본사항으로는 

의료윤리문제 사례제시와 소규모 그룹토의가 진행되도록 제

안되었다. 교수 전략에 관해 논의된 것은 학습자의 흥미유발

과 학습몰입 유지, 수업에서의 학생과 교수자 및 학생과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강화, 학습부담의 적절수준 유지이다. 의과

대학 학생들은 학업부담이 높고 임상과목의 잦은 시험으로 

인해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몰입도가 낮은 수업은 학생의 흥미를 반감시켜 수업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릴 수 있고 지식위주의 과도한 학업부담은 윤

리적 문제에 대한 민감성을 반감시킬 수 있는 위험이 논의되

었다. 의료윤리는 졸업 후 직면하게 되는 실질적인 문제임을 

고려하여 교수자가 직 ․ 간접 경험한 의료윤리 문제와 사회적

으로 이슈화된 사례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윤리문제의 분석과 추론 및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데 학생들

의 직접적인 참여를 독려하도록 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의학전문대학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10

주 동안 총 20시간, 1학점의 수업으로 개발되었다. 교육프로

그램 개발에는 윤리 책임교수 1인(소아청소년과)을 포함하여 

강의를 의뢰받은 교내 사범대학의 윤리교육학 전공 교원 1인, 

내과 전공 교원 2인, 산부인과 전공 교원 1인, 정신과 전공교

원 1인, 법의학 전공 교원 1인 등 총 7인이 참여하였다. 의료

윤리 교육에 참여한 교원들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사전모

임을 하여 설계 제안과 개발 방향을 공유한 후에 각 차시별 

교육 자료를 개발하였다. 매 주별 교육방법은 수업주제에 따

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주로 윤리문제 사례제시와 토론의 

형태로 개발하였다(Table 2). 자료는 강의주제에 따라 이론적 

배경과 의료문제의 갈등 상황에 대한 사례들로 동영상, 사진, 

텍스트의 형태로 개발되어 빔프로젝트나 복사물로 학생들에

게 제공되었다. 의료윤리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은 책임 교수 1

인이 전체 교육프로그램을 총괄하여 운영하였으며, 매 시간 

교육주제에 따라 교육내용을 개발한 교수자가 수업을 진행하

고 다른 교수자들은 교육주제에 따라 공동 학습자 혹은 튜터

의 형태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교육프로그램이 개발 

된 후에는 매년 교육이 끝난 시점에 교수자 그룹은 학습자의 

프로그램 평가 결과를 공유하면서 교육프로그램의 수정과 보

완 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의료윤리 교육프로그램이 운영

되었다. 

 

  1) 학생 설문조사

  온라인으로 진행된 프로그램  평가에는 2008년도 110명

(91.6%), 2009년도 66명(66.7%)의 학생이 응답하였다. 2007

년도에 시행되었던 기존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개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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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edical Ethics Education Program

Instructors Major Topic Methods and strategies
Ethicist Ethics (non-MD) Medical ethics principles (2 hr) Text-based lecture 
Medical faculty 

members/Clinicians
Pediatricians

(Coordinator)

Inter-relational ethics (2 hr) Cases of conflicts
/Discussion

Pediatric medical ethical issues (2 hr) Video/Discussion 
Research ethics (2 hr) Movie/Essay writing 

Internal Medicine
(Division of Infectious Disease)

Life and death (2 hr) Case presentation/Lecture 
(residents, PK students) 

Internal Medicine
(Division of Nephrology)

Brain death and organ transplantation (2 hr) Lecture with case analysis

Gynecology Euthanasia &
medical futility (2 hr)

Group discussion

Psychiatry Mental health ethical issues (2 hr) Actual case-based lecture 
Forensic scientist Forensics Medical ethics and law (2 hr) Case debate
Total 7 Instructors

/Team teaching
9 topics (Total 20 hr,  2 hr of final test included) Case-based discussion 

 

프로그램의 평가 결과(2008년도, 2009년)는 Table 3과 같

다.1) 간편 교수체제설계 모형을 활용하여 팀티칭의 형태로 

개발된 프로그램은 이전에 강의형태로 진행된 프로그램(2007

년도)에 비하여 교육 내용의 적합성, 교육 방법 및 교수 전략

의 적절성, 평가의 적절성, 학습자 자가평가의 전 영역에 걸쳐 

교육프로그램으로의 사용성이 높이 평가되었다. 

  2) 학생 초점집단 면담

  학생 초점집단 면담에서 학생들은 교육의 주제와 내용, 교

육 방법과 교수 전략이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하고 수업에 몰

입할 수 있어 “지루할 수도 있는 수업인데 매 시간 흥미롭고 

재미있었다”거나 “신선한 충격과 생각할 여지를 주는 여운이 

있는 수업”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매 시간 시사고발 프로

그램의 의료문제나 실제 윤리적인 문제가 되었던 사례가 제

시되어 멀게만 느껴졌던 의료윤리 문제가 생생하게 다가왔

고”, “(교수자) 자신의 솔직한 경험담을 토대로 실질적인 말씀

을 많이 해주셔서 학습목표에 일치했으며, 실제 이슈화되었

던 사건들을 비디오로 시청하게 하고 토론하게 하신 것이 (의

1) 웹기반 설문조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수행된 설문결과는 기술적인 

어려움으로 응답의 원본을 확보할 수 없어 2007년도, 2008년도, 2009

년도의 응답 결과의 집단 간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그럼에도 설문의 결과는 프로그램 평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활용가치가 있어 제시함. 

료윤리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는 데) 아주 큰 효과가 있었다”

고 진술하였다. 학생들은 교육주제와 관련하여 “의학전문대

학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대부분 한 번쯤 생각해 본 문제이나, 

의료윤리 수업을 받으면서 이제 그 문제가 내 문제로 실감이 

되었고, 의사의 시각에서 문제를 다시 보게 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은 이러한 수업방식이 실질적으로 윤리문제

의 해결능력을 배양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문제만 던져주고 토론을 하도록 했지만 해결책은 없는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수업을 받고나면 내가 이런 문제에 부딪힐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감이 잡혀야 하는데...[중략]... 생각

은 많아졌지만...[중략]...어떻게 해결할지 그 프로세스는 아직

도 모른다”다고 응답하였다. “실제 의료 상황에서 겪을 수 있

는 윤리적 문제를 생각하는 것은 좋았는데...[중략]... 확실한 

결론이 없이 수업이 흐지부지해지는 느낌이었다. 선배 의사

로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윤리적 관점이라든지, 미래의 

의사로서 학생들에게 그러한 윤리적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에

서 할 수 있는 행동방향을 제시해 주셨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학생들은 다양한 전공의 교수자가 참여하는 팀티칭의 방식

에는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의료윤리는 강의하는 

사람의 어떤 특정한 시각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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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Result of Student Evaluation on Medical Ethics Education Program 

Question items  
Previous program

New program 
2008 2009

No. Mean SD No. Mean SD No. Mean SD
Learning contents 
and loads

1. This program was necessary for medical 
professionalism and ethical reflection

107 4.21 0.94 99 4.68 0.86 66 4.45 0.89

2. The learning contents and composition 
of this program were appropriate for 
professionalism-medical ethics 
education.

107 4.00 0.97 99 4.62 0.85 66 4.50 0.92

Instructional 
methods and 
strategies

3. The instructional methods and 
strategies used in this program were 
effective to evoke students interests

107 4.34 0.99 99 4.70 0.84 66 4.53 0.93

4. This class attracted students' active 
participation 

107 4.04 0.97 99 4.61 0.94 66 4.45 0.81

5. The loads of learning activities and 
assignment were reasonable. 

107 3.57 1.04 99 4.46 0.97 66 4.48 0.83

Achievement 
evaluation

6. The evaluation items of students' 
achievement test were compatible 
with learning contents

107 3.54 1.15 99 4.60 0.98 66 4.02 1.03

Self-evaluation 7. I prepared for the class  sincerely and 
participated in class actively

107 4.07 0.89 99 4.45 0.87 66 4.42 0.82

8. This program bring me a significant 
change in my professionalism and my 
ethical attitude

107 3.95 0.82 99 4.64 0.78 66 4.30 0.92

Average 107 3.96 0.97 99 4.59 0.87 66 4.41 0.89

SD: Standard deviation.

여러 전공의 교수님이 수업을 번갈아 맡아서 윤리적 문제를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었고, “의사가 아닌 윤

리학자의 강의는 윤리의 기초적 지식과 윤리적 원칙의 내용

과 의미를 잘 전달되었다”는 의견과 “의료윤리의 핵심개념에 

대한 이론적 접근이나 법조인 등이나 더 다양한 교수님들이 

참여하는 방식 등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초점 집단 면담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것 때문에 

수업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반대하였다. “의료윤리 수업이 중

요하지만 다른 공부할 것도 많은데...[중략]...어차피 배울 것

은 많고 시간은 제한되어 있어서 선택의 문제인 것 같다”는 

의견이다. 

  지필고사 위주의 평가의 방식에 대해서는 대부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시험 준비와 관련해서는 “어차피 지필고사이

고 이것도 족보 문제(시험 기출문제)가 있어서 그냥 그대로 

외운다”는 응답이 있었고, “그럼에도 어떠한 기준으로 채점이 

되는지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윤리시험 

성적이 그 사람의 윤리성(윤리교육의 효과)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암기 능력과 글쓰기 능력의 평가”라는 회의적

인 시각을 제시하였다. 

  3) 교수자 면담 

  교수자들은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대해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반응도 좋았고, 가르치는 사람도 덕분에 공부도 할 

수 있고...[중략]...학생이나 교수에게 모두 의미 있었다”고 평

가하거나, “꼭 필요한 교육이었고, 학생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 

의사로서의 윤리의식이 고취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응답

하였다. 

  그러나 교수자들은 교육 방법과 교수 전략이 잘 사용되었

는지에 대한 응답에는 “이슈화되고 있는 방송물이나 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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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쟁점이 된 사례를 제시하면 학생들이 더 흥미롭게 생각하

고, 관심을 많이 갖는다. 일방적인 강의보다는 이런 식(문제 

사례를 이용한 학습자 토론)이 더 좋았던 것 같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실제로 해보니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런데 가

르칠 내용은 많고...[중략]...학생들의 토론이나 대답도 그냥 

피상적인 경우가 많아서...[중략]...교수자의 강의가 더 효과적

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응답도 있었다. 학생들과의 상호

작용을 위해 사용한 교수 전략이 무엇이었냐는 물음에는 대

부분의 교수자들은 ‘질문과 대답’, ‘조별 발표에 대한 피드백’

만을 제공한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작용의 활용

에 대해서는 “(수업에서 소극적인 것이) 의대 특성일 수 있는

데 질문 있냐고 물으면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중략]...발표

를 자율에 맡기면 (학생들이) 안하게 되니까 그냥 이름을 불

러 지목해서 하기도 하고......”, “(학생들이) 다 발표하고 피드

백 주면 좋겠지만 가르칠 양이 많아서 결국에는 강의를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더 남는 것이 많은 경우도 있다”고 응답하였

다. 교수자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신의 자가평가에 대해서

는 대부분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의료윤리 교육프

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대부분 계속

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실제 한 의학전문대학원에서 간편 교수

설계모형을 활용하여 의료윤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례

와 그 결과를 통해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이

다. 본 연구를 통해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성에 대하여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분석, 설계, 개발의 동시적인 시행을 통한 개발의 편

리성이다. 기존의 ISD 모형은 분석, 설계, 개발 및 평가가 선

형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전체 개발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고, 결과물을 마지막 단계에서야 확인하게 되는 한계가 있

다[9,11,12]. 그러나 간편 교수설계 모형에서는 각 개별 단계

의 계속적인 순환을 강조하여 의뢰인과 교수개발자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실제로 본 연구의 프로그램 개

발과정 중 분석과 설계는 교육학 전문가인 교수설계자가 주

도하고, 자료 개발과 운영은 의과대학 교수자가 주도하여 동

시에 진행하면서 각 단계별 결과를 몇 차례 모임을 통해 공유

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 개발 시간을 단축시키고 최종 결과

물에 대한 합의를 빠르게 이끌어낼 수 있었다. 

  둘째, 교수설계자, 책임 교수, 교수 팀원의 계속적인 피드백

에 의한 프로그램의 개선 경험이다. 기존의 ISD 모형은 교수

설계자 위주로 개발과정이 진행되면서 의뢰인 측이 개발과정

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결과물을 마지막에 확인함

으로써 프로그램의 개선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9, 

11,12]. 따라서 이러한 모형들을 활용한 결과는 교수설계자의 

역량에 많이 의존하게 되고 실제 프로그램 개발을 필요로 하

는 의뢰인 측에서는 세부내용의 설계에는 참여하지 않으나 

전반적인 개발 방향을 안내하는 교수설계자의 역할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적합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 교수자는 수동적

인 참여자가 아닌 정보제공자, 개발자, 프로그램 평가의 역할

을 수행하였는데, 개발의 각 단계에서 교수자는 교수설계자

와 책임교수와의 계속적인 소통을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이

해를 높임으로써 교육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에 기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간편 교

수체제 설계 모형은 설계와 개발, 운영과 평가의 모든 단계에

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의 계속적인 피드백을 강

조하면서 보다 의과대학의 개발 맥락에 적합한 개발물을 도

출할 수 있었다.

  셋째, 팀티칭에 의한 교수자의 전문성 강화이다. 대부분의 

교수자들은 비록 의료윤리의 전공자가 아니지만 자신의 전공

과 관련한 의료윤리의 특정 교육주제에 대하여 교육의 필요

성을 인식하여 교수자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팀티칭에 

의한 프로그램의 구성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자들에게 의

료윤리에 관한 학습의 경험 기회를 제공하였고, 특정 주제와 

관련된 계속적인 교수경험은 교수자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넷째, 교수 전략에 관한 교수개발의 필요이다. 사례를 이용

한 토론이라는 기본적인 교육방법은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하

고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이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과 윤리적 판단력을 향

상시키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있었다. 교수자들은 개발과 운영의 기본방향에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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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고 이를 잘 숙지하고 있었으나 실제 교실 현장에서 실

현하는 것은 교수자의 교수역량에 좌우가 되는 경우가 많다.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는 교수자의 교수 방법과 전략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체제적 교수설계에 의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은 실제 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육현장의 자원과 특징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한

다. 현재 우리 의료윤리 교육계는 ‘교육시간의 부족’, ‘전공인

력의 부족’ 등의 이유로 의료윤리 교육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C의학전문대학원은 비슷한 한계에서 시작하였다. 즉, 

어떻게 하면 제한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교육프로그

램을 개발할 수 있을까하는 문제에서 출발하여 간편 교수체

제설계 모형을 활용한 의료윤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간

편 교수체제설계 모형은 분석, 설계, 개발 과정이 빠르게 진행

되면서 교수개발자와 의뢰인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사용자 

간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프로그램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실제 의과대학의 특성상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의뢰인과 교수설계자 및 교수자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대부분 모든 역할이 동일한 교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

을 감안할 때 의과대학에서 비교적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

는 개발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형은 여전히 교

수설계에 초보적인 지식을 가진 의과대학 교수자가 교수설계

자의 도움 없이 담당 교과목의 개발에 활용하기에는 어려움

이 있다. 향후 의학교육의 교수설계 영역에서는 개발단계의 

상세활동을 보다 자세히 안내하는 ‘의과대학 교수자를 위한 

설계 원칙과 모형’에 관한 개발연구가 필요하다.

None.

None.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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