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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구조적 특성

▪ 사회체제

▪ 투입, 가공, 산출이 이루어지는 조직

▪ 조직화된 무정부 조직

▪ 불분명한 목표

▪ 불확실한 기술

▪ 구성원의 변화와 유동적 참여

▪ 이중조직

▪ 행정(관료적 성격)과 강의/연구(교수-학생 관계)의 분리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2015



학교 내 갈등과 교육 목표

▪ 갈등의 원인

▪ 정책의 일관성 부재 (교사 간)

▪ 기관장의 리더십 부재 (교사 간)

▪ 교육관의 차이 (교사 간)

▪ 낮은 교육 만족도 (교사-학생)

▪ 조직구성원이 공감하는 교육목표 설정의 중요성

▪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통한 갈등 해소

▪ 제한된 재화(예산, 인사, 공간, 교과목)의 효율적 분배

▪ 교육 만족도 제고

학교갈등 이해와 해결방안 탐색, 2004 



목표설정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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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의 목표와 관련된 용어의 위계

이념

목적

목표

역량



교육기관의 목표와 관련된 용어의 위계

▪ 이념

▪ 기관이 설정한 목적과 방향을 나타내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내용으로 기관이 존재하는

가치, 철학 등 모든 부분에 관한 가장 상위차원의 목적의식을 의미함

▪ 도달정도를 측정하거나 평가하기 어려움

▪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은 ‘홍익인간’

▪ 목적

▪ 조직의 가용 자원을 투입하고자 하는 지향점

▪ 실질적인 평가 어려움

▪ 목표

▪ 대학이 달성하고자 하는 실적이나 수준을 측정 가능한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

▪ 수의대의 경우 ‘어떤 능력을 갖춘 수의사를 양성할까?‘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음



수의학교육 인증평가(안) 2019

1. 조직 및 운영 영역
1.1. 교육의 목적
1.1.1. 수의학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대학 구성원이 이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1.2. 조직
1.2.4.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1.2.5. 교육과정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교수와 조직을 갖추고 있고, 대학동물병원 내 임상실습을 위한
인력과 행정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1.3. 전략과 계획
1.3.1. 대학은 교육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3.2. 중장기 발전 계획 실현을 위한 예산과 집행 실적이 있어야 한다.
1.3.3. 중장기 발전 계획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2. 교육과정 영역
2.1. 교육성과지표와 역량
2.1.1.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이수자가 갖추어야 할 교육성과지표와 졸업예정자의 역량기준
을 제시하여야 한다.
2.1.2. 졸업예정자의 역량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이 제시되어야 한다.
2.1.3. 역량 달성을 위한 학생 1인당 기초와 임상실습비가 적정하여야 한다



대학 별 사례

목적 목표

서울대 수의대
동물, 인간, 자연을 건강하게 보호하
고, 동물과 사람의 복지를 증진시킨
다

- 역량 있는 수의사 양성
- 창의적인 연구 촉진
- 선도적인 동물진료 서비스
- 수의학교육과 연구분야의 글로벌

리더십

울산의대 의료계를 선도하는 미래의 리더
소통, 윤리, 창의의 리더십을 지닌 의
료인

RVC

To provide inspirational leadership 
and excellence in veterinary science 
through innovative scholarship and 
pioneering clinical activity

- Learning and teaching
- Student experience
- Research and innovation
- Clients and patients
- Staff
- International aspiration and 

global citizenship

Cornell
Advancing the health and well-
being of animals and people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의 사례

▪ 교육목적

▪ 국민이 신뢰하고 구성원이 자긍심을 느끼는 최고의 수의학 교육, 연구 및 진료

수행

▪ 작성 배경

▪ 10년 후의 지향점은 사회적으로 국내 최고의 수의과대학으로 인정받는 것이며,

교육 목적은 최고의 수의과대학이 되고 싶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문구

▪ 지원자(신입생과 직원, 교수 지원자 모두)에게는 건대 수의대가 배우고 싶고 일

하고 싶은 동경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재학생, 교수, 동문은 자부심을 갖는 기

관이라는 느낌도 필요함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의 사례

▪ 교육목표

▪ 생명존중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동물, 인간 및 환경의 건강을 수호하는 선도적

수의사 양성

▪ 작성 배경

▪ 수의대의 기본 업무인 교육, 연구, 진료 분야를 모두 포함해야 하며, 학생과 교

수의 역할도 포함해야 함

▪ 대부분의 수의과대학이 One Health를 바탕으로 한 목적을 기술하고 있음

(2017 인천수의사대회에서 선포한 ‘VetVision 2050’에서도 one health를 최우

선의 가치로 다루로 있음)

▪ ‘생명존중’은 우리의 철학이고, ‘건강을 수호하는’은 우리의 기술이며, ‘선도적

수의사’는 교수와 학생 모두가 미래를 위하여 추구하는 바를 의미함



목적 및 목표 수립 방법

▪ 목적 및 목표 작성 전략

▪ 목적 및 목표 설정 방법 학습

▪ 우리 대학의 발전계획서 검토 및 다른 대학 사례 분석

▪ 문구에 필요한 내용 발췌

▪ 초안 작성

▪ 교수, 학생, 동문 의견 수렴 후 최종안 작성



교육목표

(재)설정

졸업역량

(재)설정

교육과정

개발

학생 성과

평가

국가시험, 

인증평가

반영

교육목표와 졸업역량의 관계



교육과정(curriculum)의 정의

홍후조, 알기 쉬운 교육과정, 2016

▪ ‘무엇을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바탕으로 만든 제도적
장치

▪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교육내용을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교수-학습활동이 이루어진 후, 목적의 달성정도를 확인하
기 위한 평가활동이 포함된 종합적인 계획

▪ 고려 사항

▪ 교과목 또는 학습내용

▪ 수행할 기능, 태도 및 윤리

▪ 평가 계획



교과중심 교육과정

고재희, 21c 교육과정의 이해, 2016

▪ 교과(subject)는 학습지도의 기본 단위

▪ 교과중심 교육과정은 다양한 교육철학에서 비롯된 여러 유형의 교육과
정 중 한 유형

▪ 항존주의(恒存主義, perennialism)는 불변하는 진리를 교육하여 인간 지
성의 계발을 목표로 하는 교육사상

▪ 교과중심 교육과정은 지식의 체계를 존중하고, 교육을 통해 학생이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장점

▪ 체계적인 지식전달, 교육의 통제 용이, 운영의 안정성

▪ 단점

▪ 단편적인 지식 전달, 제한된 지식 습득, 비실용성의 문제, 수동적 학습



교육과정 구성의 순서

교육과정의 이해, 2011

1. 교육목표의 설정

▪ 대학의 고유한 목표 설정

▪ 예: 인수공통전염병 분야의 선도자 양성

2. 교육목표의 진술

▪ 교육목표의 의미를 행동적 용어로 구체화 하는 과정

▪ 예: HPAI 발생시 살처분의 당위성을 일반인과 관련 전문가에게 이해
시킬 수 있다. 

3. 교육내용의 선정

▪ Influenza infection in poultry, swine and companion animals



교육과정 구성의 순서

교육과정의 이해, 2011

4. 교육내용의 조직

▪ Virus structure, immunity, transmission, public health concerns, 
control

5. 교육평가

▪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고려



교육목표의 위계

대학의

교육목표

학년별 교육목표

단위 교과목별 교육목표



수의대 교육과정 구성의 추가 고려사항

▪ 현실적인 고려사항

▪ 수의사 국가고시 교과목

▪ 수의학교육 졸업역량 2016 (교과 vs 비교과)

▪ 이상적인 고려사항

▪ 국제기구가 정의하는 수의사의 역할 (공중보건, 수의행정)

▪ 수의사법에 명시된 수의사의 업무 범위 (다양한 축종에 대한 진료
능력)

▪ 수의사 신조 및 윤리강령 (전문직업성)

▪ 지역 및 시기에 부합하는 학생들의 요구 사항



수의학교육 졸업역량 2016

영역 핵심역량 (Core competency)

동물의 건강과 질병 관리
동물진료

동물복지

One Health 전문성

One Health 리더십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및 제어 능력

식품 및 환경위생 관리능력

소통과 협력

보호자 및 대중과의 소통과 협력

동료수의사와의 소통과 협력

국내외 전문가와의 소통과 협력

연구와 학습
평생 학습

수의학 지식과 기술의 발전

전문직업성

직업윤리

수의사로서의 사명감

개인과 조직의 관리



교육목표의 달성

Regular

Curriculum

Extra-

Curricular

Activities

Competency



국내 의학교육 학습성과 사례

▪ 기본의학교육 학습성과

▪ 과학적 개념과 원리 중심: 19개 영역

▪ 진료역량 중심: 101개 임상표현형

▪ 사람과 사회중심: 8개 영역



국내 의학교육 학습성과 사례



국내 의학교육 학습성과 사례

▪ 근육,골격계통(영역)

▪ 뼈의 구조와 형성과정을 이해하고, 병적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을
제시할 수 있다. (최종학습성과)

▪ 뼈의 육안 및 미세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실행학습목표)

▪ 연골을 구조와 기능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 뼈의 이름과 구조물을 설명할 수 있다.

▪ …

▪ 뼈 질환을 분류하고 병태생리를 설명할 수 있다.

▪ 관절의 구조와 형성과정을 이해하고…

▪ 근육의 구조와 형성과정을 이해하고…



RVC 졸업역량 사례



학교혁신…
“혁명적으로 사고하고, 점진적으로 변화하라.”

“Think revolutionarily but change evolutionarily.”

동경대 교육학과 사토 마나부 교수
-교사의 배움, 2014년-



학습성과 작성하기
서울대학교 수의학교육실 천명선

한국수의과대학협회 신임교수를 위한 수의학교육 워크숍 
2018. 10.26



학습목표? 학습성과? 역량?
수의과대학의 학습목표 

수업을 통해 달성되어야 하는 지식, 술기, 태도영역의 목표를 행위동사를 사용하
여 나타낸 진술 

학습성과 

실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술기 및 태도의 통합적인 학습결과로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술 

실제 업무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과제를 단위로 포괄적으로 기술되고, 교과목, 수
업 및 모듈단위에서는 구체적인 목표로 개발

이동엽, 양은배 (2016). 학습성과의 개념과 작성에 대한 탐구. Korean Medical Education Review 18(3): 125-131



학습목표? 학습성과? 역량?

교육의 결과가 과정을 결정한다는 관점 

학생이 교육을 마친 후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역량이 무엇인지를 밝힘 

학생이 학습해야 할 내용과 학습의 결과로 나타나야 할 행동에 관심

김선. (2012). 학습성과의 개념과 필요성. Korean J Med Educ 24(2): 89-92.

(기존의) 학습목표 학습성과
교수자 관점 학습자 관점

내용 강조 과업 강조

지식 위주 역량 위주

Input 중심 Output 중심



단계별 학습성과

수의과대학 졸업생이 역량(졸업 성과)을 갖추는데 내 강의(실습)은 어떤 
기여를 하는지 고려해야 함

수준 학습성과의 예

졸업성과 수의사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시기별 학습성과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술을 활용해 환자-보호자-수의사 관계를 형성한다

단위 과정 학습성과 진료 관련 상황에 대해 보호자와 원활한 소통을 하여 진료 성과를 높일 수 있다.

수업 학습성과 응급환자의 병력을 청취함에 있어 필수 요소를 이해하고 모의 보호자와의 면담을 통
해 정해진 시간 내에 진단에 필요한 병력을 파악하여 기록할 수 있다. 



내 수업의 학습성과를 작성_이론적 배경
블룸의 사고(thinking skills) 단계 분류

Blooms’ Taxonomy Blooms’ Revised Taxonomy
Evaluation Creating

Synthesis Evauating

Analysis Analyzing

Application Applying

Comprehension Understanding

Knowledge Remembering

높은 수준의 
사고 단계



내 수업의 학습성과를 작성_이론적 배경
블룸의 사고(thinking skills) 단계 분류

Blooms’ Revised 
Taxonomy Definition Verbs

Creating Exhibit memory of previously learned material by 
recalling facts, terms, basic concepts, and answers.

~을 설계할 수 있다.  
~을 제작할 수 있다.

Evauating
Demonstrate understanding of facts and ideas by 
organizing, comparing, translating, interpreting, giving 
descriptions, and stating main ideas.

~을 검증할 수 있다. 비평할 수 있다.

Analyzing
Solve problems to new situations by applying acquired 
knowledge, facts, techniques and rules in a different 
way.

~ 를 비교할 수 있다 
~ 조직할 수 있다. ~ 통합할 수 있다.

Applying
Examine and break information into parts by 
identifying motives or causes. Make inferences and 
find evidence to support generalizations.

~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  
~에 이용할 수 있다.

Understanding
Present and defend opinions by making judgments 
about information, validity of ideas, or quality of work 
based on a set of criteria. 

~ 를 요약할 수 있다.  
~ 분류할 수 있다.

Remembering
Compile information together in a different way by 
combining elements in a new pattern or proposing 
alternative solutions.

~ 의 요소를 나열할 수 있다

Anderson, L. W., & Krathwohl, D. R. (2001). A taxonomy for learning, teaching, and assessing, Abridged Edition. Boston, MA: Allyn and Bacon.



내 수업의 학습성과를 작성_이론적 배경
블룸의 사고(thinking skills)에 따른 학습성과 서술 동사들

Blooms’ Revised Taxonomy Verbs

Creating
Act, Arrange, Assemble, Combine, Compose, Construct, Create, Design, Develop, 
Devise, Formulate, Generate, Improve, Infer, Invent, Imagine, Plan, Predict, Prepare, 
Revise, Show, Write 

Evauating Argue, Assess, Choose, Compare, Conclude, Criticize, Debate, Decide, Defend, 
Determine, Evaluate, Justify, Prioritize, Rate, Recommend, Support, Tell why, Value 

Analyzing
Calculate, Categorize, Classify, Compare, Contrast, Diagram, Differentiate, Discover, 
Distinguish, Examine, Experiment, Group, Interpret, Investigate, Order, Organize, 
Question, Relate, Research, Sequence, Solve, Survey

Applying
Adapt, Apply, Calculate, Change, Compute, Demonstrate, Dramatize, Draw, 
Experiment, Illustrate, List, Make, Manipulate, Practice, Produce, Sequence, Show, 
Solve, Teach, Use 

Understanding Ask, Calculate, Convert, Describe, Discuss, Explain, Give examples, Identify, Locate, 
Observe, Recognize, Report, Research, Retell, Review, Summarize, Tell 

Remembering
Choose, Cite, Define, Describe, Give example, Group, Know, Label, List, Listen, 
Locate, Match, Memorize, Name, Quote, Recall, Recite, Record, Repeat, Select, 
Underline

Anderson, L. W., & Krathwohl, D. R. (2001). A taxonomy for learning, teaching, and assessing, Abridged Edition. Boston, MA: Allyn and Bacon.



내 수업의 학습성과를 작성_이론적 배경
내 학습성과는 어느 단계 정도 될까? 

가능한 높은 단계의 사고가 가능한 학습성과를 설정하도록

Blooms’ Revised 
Taxonomy 학습성과 1 학습성과 2 학습성과 3 학습성과 4

Creating
Evauating
Analyzing
Applying

Understanding
Remembering



내 수업의 학습성과를 작성_이론적 배경
학습성과 작성 요령 

1. 수의과대학 졸업역량/학교의 교육목표 확인 

2. 수업의 주요 개념 확인 

3. 학생이 수업을 통해 얻은 지식, 기술, 가치를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행위로 정리하여 작성 

4. (객관적인 관찰 및 평가가 가능한 행위인지 확인) 

5. 블룸의 사고단계에 적절히 분배되었는지 확인

본 강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수강생은,  

            ————————————————— 할 수 있다. 



내 수업의 학습성과를 작성_연습

동물실험 허가에 대한 
윤리적 기준

조별로 각 실험에 대한 
허가 여부 결정

조별활동(토론)

조별 결과 발표

타조의 결과의 비교



내 수업의 학습성과를 작성_연습
수의과대학 졸업역량 : 전문직업성-직업윤리-윤리적 의사결정 

“5.1.3 윤리적 의사결정: 수의사 신조와 윤리강령에 명시된 수의사의 책임과 의
무를 이해하고 이에 합당한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

학습성과 Creating Evauating Analyzing Applying Understanding Remembering

주어진 사례를 분석하여 동물실
험허가에서 발생하는 윤리문제
를 열거하고 우선 순위를 매길 
수 있다

O O

윤리적 문제를 바탕으로 동물실
험 허가에 대한 의사결정 원칙을 
세울 수 있다

O

정리된 의사결정의 원칙을 적용
하여 동물실험허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O

조별활동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
시하고 토론을 통해 의견을 통합
하고 수렴할 수 있다

O



내 수업의 학습성과를 작성_연습
수의과대학 졸업역량 : 

학습성과 Creating Evauating Analyzing Applying Understanding Remembering



내 수업의 학습성과를 작성_연습
수의과대학 졸업역량 : 

학습성과 Creating Evauating Analyzing Applying Understanding Rememb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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