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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ssion of an organization defines the fundamental reason for the 
organization’s existence and serves as a compass that leads and guides the 
organization.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 system regarding mission and 
vision in accordance with the value system of organizations. The Delphi 
questionnaires were formulated in such a way to reflect an open survey 
for the first survey and then a structured survey in the second survey. The 
validity of the Delphi survey results was analyzed using the content 
validity ratio (CVR). 
Missions include the reason for the existence of an organization and its 
management purpose. A vision is a blueprint that outlines the future roles 
and goals of an organization beyond its current position. Then, a strategy 
is seen as a method to achieve the mission and vision. Values are 
consistent principles and tenet. This study found through the web sites of 
all 40 medical schools that 9 schools (22.5%) had both missions and 
visions, 10 schools (25.0%) had only one of them, and 21 schools (52.5%) 
had none of them. this study recommends the inclusion of various 
stakeholder, the selection of a mission system, modification or 
improvements after re-analyzing the relationship, the use of the Delphi 
method, proofreading of the draft by Korean language experts, the 
suitability and notify about the mission development to medical school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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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기관의 사명이란 그 기관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를 
정의하여 기관을 이끌어주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해서 
기관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목표를 알려주는 길잡이가 
된다[1]. 사실 사명의 중요성은 영리 기업에서 강조되어 
왔는데, 최근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비영리 조직에서도 사명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2]. 비전은 현재 위치를 넘어선 기관의 미래 
역할 및 목표에 대한 도전적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다[3]. 
이러한 사명과 비전을 달성하는 방법이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4]. 가치는 기관을 이끄는 지속적인 원칙(principle)과 
신조(Tents)로 기관 구성원의 사고와 행동의 준거가 되고 
타 기관과 차별성을 만들어 준다. 가치를 설정함으로써 
기관 내 깊게 내재된 믿음을 표현하며, 구성원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가를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으며 
구성원들의 조직에 대한 감정적 몰입을 유도하여 

조직생활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도와준다. 또한 
구성원의 응집력을 강화시켜주고 잠재력을 발휘하게 할 
수 있다[5](표 1). 

고등교육기관의 사명은 교육, 연구, 봉사로 나눌 수 
있지만 최근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더 높은 
책임감과 재정적 압박, 조직 복잡화를 요구 받기 때문에 
[6], 학문적 관점보다는 경영적인 관점에서 운영될 수밖에 
없다[7].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각 고등교육기관은 고유의 
환경을 고려해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는 실정이다[8]. 의과대학은 국가와 
지역사회의 건강 요구와 도전에 대처하고, 이러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 연구, 봉사에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며, 
관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와 협력해야 하며, 
또한 이러한 목표에 대한 성과와 영향력을 평가해야 하는 
사회적 책무성이 있다[9].

의학교육 평가인증에 새 평가인증기준인 ASK-2019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의과대학은 교육목적과 교육목표, 

표 1. 사명, 비전, 핵심가치, 전략의 개념

구분 개념

사명 •우리기관 존재이유
•기관이 가고자 하는 방향 제시
•기관의 운영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
•조직 구성원이 기관에 적극적으로 참여 동기 부여
•장기적인 목표(100년 이상도 가능)
•나침반 역할

비전 •기관의 미래 윤곽 제시
•기관과 주요 이해 관계자 사이 관계 설정하는 프레임워크 제시
•추구하는 조직의 현실과 미래 목표 연결
•조직이 지향하는 바를 명확히 제시
•조직원들이 무엇을 해야하며, 자신의 일이 조직 전체에서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가질 수 있는지 알게 함
•중장기적인 목표(3-5년)

핵심가치 •미션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의과대학의 자세, 태도, 관점 
•근본적이고 영속적인 신념으로 모든 의사결정과 조직 활동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준이나 원칙

전략 •장기적 안목에서 미래의 목표와 현실을 연결하는 전략은 비전보다 구체적으로 서술 
•비전을 달성하려는 방법 및 계획을 뜻하며 원하는 미래에 도달하기 위한 세부적인 행동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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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성과와 시기별 성과를 개발하여 교육과정에 
적용하였지만 ASK-2019는 의과대학이란 기관의 사명과 
비전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과 행정에서 혹은 영리 기관과 
비영리 기관에서 사명과 비전을 설정, 분석하고 성과를 
확인하는 등에 관한 연구는 진행되었지만 국내에서 
의과대학의 사명과 비전을 개발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 연구는 사명과 비전의 의미와 역할을 조사 분석한 
후, Lee [10]가 말한 기관의 가치체계에 맞춰 사명과 비전 
체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기관의 가치체계는 한 기관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이념 체계로 기관의 가치관을 포함하는 
것이며 미션, 비전, 핵심가치로 구성된다[8]. 

이 연구는 1개 의과대학의 사명과 비전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세부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명과 비전의 의미와 역할을 분석한다. 둘째, 국내 
의과대학의 사명과 비전을 분포를 분석한다. 셋째, 기관의 
가치체계에 근거하여 델파이 방법을 통해 사명과 비전을 
개발한다.

대상 및 방법

1. 사명과 비전 체계 틀 개발

먼저 기관의 사명에 관한 비전의 의미와 역할을 문헌 
조사와 함께 분석하여, K 의과대학의 사명과 비전 체계의 틀을 
개발하였다. 추가로 현재까지 공시된 국내 의과대학들의 
사명과 비전을 분석하였다.

2. 델파이조사

델파이 방법은 1950년대 미국 랜드연구소에서 
개발하였으며, 추정하려는 문제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없을 때 ‘두 사람의 의견이 한사람의 의견보다 정확하다.’는 
개략적 객관의 원리와 ‘다수의 판단이 소수의 판단보다 
정확하다.’는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에 논리적 근거를 두고 
있다[10]. Lee [10]는 미래예측 방법과 연관된 델파이 
방법을 적용할 교육연구 문제 중 하나를 교육목적과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이 연구의 연구방법으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3. 델파이조사 패널 구성

델파이조사는 패널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 더불어 
사명과 비전 개발의 경우, 국내 고등교육기관은 지배구조와 
관리체계가 경직되어 있고, 조직구성원이 변화에 수동적인 
특성을 보이므로 이해관계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할 
경우 전략 실행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11]. 고등교육기관의 
전략수립 및 실행과정은 교수, 학생, 행정조직, 정부와 
같은 이해관계들 간에 고등교육기관의 전략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6]. 이에 이 연구는 
의과대학 보직자를 포함한 구성원 16명과 기타 이해관계자 
11명을 포함하여 총 27명을 대상으로 패널을 구성하였다 
(표 2).

4. 델파이조사 도구

델파이조사 설문지는 Lee [10]에 따라 1회차는 개방형 
설문, 2회차 이후는 구조화된 설문으로 제작하였다. 

1차 델파이조사 설문에서는 어떤 질문을 하고 전문가 
패널이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 5가지로 
설문하였다: ① “교육, 연구, 봉사(진료) 관점에서 K 
의과대학의 미션(추구해야할 본질이나 가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② “K 의과대학의 
비전(추구하는 가치가 구현된 상태)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③ 교육, 연구, 봉사(진료) 관점에서 K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④ 
“10년 후 의료 환경은 어떻게 변화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⑤ “변화되는 의료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K 의과대학에서 해야할 것은 무엇이라고 

표 2. 델파이조사 패널 구성

구 분 인원
의과대학 보직자 및 교수 14명
행정 1명
교육학 전문가 2명
학생대표 1명
대학교 보직자 1명
병원 및 보건의료 당국 2명
동문 1명
유관단체 및 공동대표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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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십니까?”.
2차 델파이조사에서는 1차 델파이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3명의 교육학 전문가가 질적 분석을 
시행하여 단어나 문구로 정리하였고, 각 설문지는 항목에 
대한 타당도를 묻는 5점 리커르트 척도로 제작하였다.

3차 델파이조사에서는 2차 델파이조사 결과를 가지고 
내용타당도가 기준 값에 미치는 경우만 항목으로 
유지하였고, 설문지는 2차 델파이 조사와 마찬가지로 
타당도를 묻는 5점 리커르트 척도로 제작하였다.

5. 자료 분석

델파이조사 결과는 내용타당도 지수인 CVR (content 
validity ratio)를 사용하여 타당도를 분석하였다. 
내용타당도 CVR은 델파이조사 패널들이 타당한 정도에 
대한 일치된 의견을 수치화 하는 것[12]으로, CVR의 패널 
수에 따라 최소값이 결정되는데 이 연구에서는 최소값 
0.49를 기준으로 내용타당도를 판단하였다.

성 적

1. 국내 의과대학의 사명과 비전 분석

2019년 3월에 국내 40개 의과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전수 조사한 결과 사명과 비전이 모두 있는 대학은 
9개교(22.5%), 둘 중 하나만 있는 학교 10개교(25.0%), 두 
가지 모두 없는 대학은 21개교(52.5%)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교육목적과 목표, 졸업성과 중 한가지 이상 있는 
대학은 38개교(95.0%), 둘 다 없는 대학은 2개교(5.0%)였다. 

사명이 있는 학교는 18개교(45.0%), 없는 학교는 
22개교(55.0%)로 나타났고, 비전이 있는 학교는 
10개교(25.0%), 없는 학교는 30개교(75.0%)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비전 아래에 사명이 기술된 경우는 5개교이고, 
사명 아래 비전이 기술된 경우는 2개교로 나타났다. 사명, 
비전, 핵심가치, 전략의 순으로 개발된 대학은 2개교였다.

2. K 의과대학의 사명과 비전 개발

한 기관의 사명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명을 개발할 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명을 다루는 의사를 
양성하는 의과대학의 사명과 비전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과 교육목적, 졸업성과를 
포함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 연구는 K 의과대학의 
사명과 비전을 개발하기 위해 사명과 성과 개발 Task 
Forces Team (TFT)을 해당 의과대학 보직자와 행정팀, 
교육학전문가, 학생, 대학 보직자, 대학 부속 병원 구성원, 
동문, 보건의료당국, 유관단체 및 공동대표로 구성하였다.  
TFT를 델파이조사의 패널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 연구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1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이때 해당 의과대학의 이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3회에 걸쳐 델파이조사를 시행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를 위하여 ① 사명 개발 필요성과 타대학 
사례, ② 델파이 조사의 개념과 방법, ③ 사회적 책무성의 
개념과 역할을 설명하고, ④ 참고자료로 한국의 의사상, 
의과대학 졸업성과와 시기성과, 의과대학 이미지 설문조사 
결과를 자료로 제공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1차 
델파이조사 결과를 교육학 전문가 3인이 질적 분석을 
시행하여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사명과 성과 패널의 
의견을 요청하였다. 3차 델파이조사에서는 2차 델파이조사 
결과를 내용타당도에 따라 분석하였고, 그 결과에 대한 
델파이조사 패널의 의견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명과 비전, 핵심가치, 전략에 대한 가안을 
개발하였고, 적절성에 대해 질문하기 위한 1회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 초안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초안은 문학 
전문가 2인에게 검토 받았고, 그 결과를 의과대학 
구성원인 교수, 학생, 행정직원 모두에게 사명과 비전의 
적절성을 검토 받았다. 개발된 사명이 의학교육에서 
설정한 예를 들면, 한국의 의사상[5]과 기본의학교육 
학습성과의 졸업성과[13]와 해당 의과대학의 교육목표, 
졸업성과와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K 의과대학의 사명과 
비전을 개발하였다(그림 1).

토 론

사명은 기관이 추구하는 바를 명확히 하여 기관이 
나아가야할 방향, 구성원이 함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된다. 특히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예전과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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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이해관계로 인해 교육과 연구, 봉사를 근거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성원 뿐만 아니라 관련 
이해 관계자들에게 사명을 알리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의학교육 평가인증기준에 따르면 사명을 개발하고 이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지며, 홍보를 강조하고 있으나, 관련 
연구는 한국의학교육학회 학술대회에서 김영전 등[14]의 
자유연제만을 확인 할 수 있을 뿐이었다. 

최근 의학교육 평가인증에서 의과대학에 사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의과대학에서 사명을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K 
의과대학에서 사명을 델파이 방법과 내용타당도 지수를 
활용하여 개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의과대학의 사명을 개발 할 때 다음과 같이 도움이 될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적 책무성과 교육목적, 졸업성과를 반영한 
의과대학의 사명과 비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 
구성원을 포함한 대학 보직자, 병원 보직자, 환자, 환자 
보호자, 사회단체, 국가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할 것을 추천한다.

둘째, 사명만을 개발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채택한 
Lee [7]의 가치 체계나 BSC (Balanced Scorecard) 방법 
등에 따라 사명 체계를 선정한 후 사명을 개발하는 것을 

추천한다. BSC 방법은 하버드 경영학과 교수인 카틀란과 
컨설턴트인 노튼이 제안한 성과측정시스템으로 현재는 
단순한 성과측정만이 아니라 기관의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시행을 위한 
전략적 성과관리 시스템으로 사용되고 있다[15].

셋째, 사명의 초안이 개발되고 난 후 이미 활용하고 
있는 교육이념, 교육목표, 졸업성과 등과 연관성을 다시 
분석하여 적절성을 확인 하고 수정 혹은 개선하기를 
추천한다. 

넷째, 사명을 개발하는데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변화 예측과 목표 
연구, 문제 확인과 해결책 탐색에 용이한 델파이 방법을 
추천한다.  델파이 방법은 패널 구성이 중요한 
연구방법이지만 앞에서 사명 개발에 다양한 이해관계를 
포함하였기 때문에 사명 개발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연구자의 주관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처음의 
델파이는 개방형 질문으로 시작하여 최소 3번 이상의 
델파이조사를 시행하기를 추천한다. 

다섯째, 사명의 초안이 개발되면 국어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아 의미를 명확히 하기를 추천한다. 

여섯째, 의과대학 구성원에게 사명 개발을 알리고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 설문조사 형식으로 개인에게 

사명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교육, 연구, 봉사를 통한 의료의 발전과 인류의 안녕에 기여한다.

교육 기본적인 진료역량과 문제해결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자기개발하는 의료인 양성

연구
건강과 질병예방에 대한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국가와 국제보건의료에 기여하는 
의료인 양성

봉사
사랑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생명존중원칙과 사회적 책무를 우선하여 지역사회로부터 세계로 
나아가는 의료봉사 실현

비전 생명존중과 사랑을 근간으로 하여 창의적이며 전문성을 갖춘 의사를 양성하는 의학교육기관

핵심가치 도전과 열정       배려와 존중        창의성과 전문직업성       인류애와 봉사

교육전략
① 학습자중심 교육                             ② 문제해결력 강화

③ 평생학습을 위한 자기개발 강화     ④ 교육의 탁월성과 교육역량 강화

그림 1. K 의과대학의 사명과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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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하는 것을 추천한다. 마지막으로 사명에 따라 
의과대학이 나아가기 위해 의사결정에서 주요 참고자료가 
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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