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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creasing cross-border mobility of dental school or dental hygiene students, educators, practitioners, programs and providers 
takes challenges for existing national quality assurance and accreditation frameworks and bodies, as well as for the systems for 
recognizing foreign qualifications. The new dental hygiene accreditation system was introduced to encourage the improvement of 
dental hygiene programs, to ensure the quality of education and, most of all, to establish an internationally compatible system of 
evaluation and accreditation. The accreditation procedure takes 1 year to complete. The result of the accreditation is released after 
evaluation via self-study report, site visit, preliminary draft report, responses from the institution and the results from the conciliation 
and review committees. The result from the accreditation procedure is either ‘accreditation’ or ‘no accreditation’. Accredited schools 
receive one of several statuses following the evaluation. These are next general review, interim report and interim visit or suspension. 
Dental healthcare quality is not improved instantaneously, but instead gradually through continuous communication within the 
dental field. For this accreditation system to be successful, the following are essential: the accreditation agency should adopt hygiene 
education accreditation; it needs to become financially independent and managed efficiently; the autonomy and regulations 
surrounding the system need to be balanced; the professionalism of the system is ensured; and the dental field which includes not 
only dental program, but also hygiene program, needs to play an active role in the operation of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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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국제화에 더불어 치위생(학)과 학생, 교육자, 치과위생

사, 대학 프로그램 등 의료 인력의 국가간 이동이 활발해짐

에 따라 기존의 국가 질 보장 및 인증절차와 기관뿐만 아니

라, 외국의 인증요건 또한 충족시키는 제도가 필요하다. 

치위생 교육평가인증제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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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를 취득한 후 실무현장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치과의료 

직무를 수행할 때 전문직으로서의 실무 역량을 키우는 표준 

교육과정과 이를 지원하는 운영체계에 대한 질 보장을 공식

적으로 확인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교육 프로그램을 대상으

로 하는 인증평가는 관련 평가기관이 주관이 되어 상호 동등

한 입장과 지위에서 평가하는 동료평가(peer assessment)방

식으로 교육의 질에 대한 사회적 공신력을 부여하는 전문적

인 평가활동이다1). 또한 인증을 위한 평가의 목적은 평가를 

통해 인증 혹은 불인증으로 판정한 결과에 목적을 두지 않

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격상하고 유

지,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이 제도는 평

가인증기관에서 만든 인증기준(standards)을 사용하여 자체

평가(self-review)와 동료평가를 통해 각자가 평등하게 책임

을 지는 합의 절차를 거쳐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질 개선

(Continuing Quality Improvement) 과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평가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게 되면 

인증받은 대학의 졸업생은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성취하였

음을 공개적으로 보장(Competency-based Assurance) 받게 

된다2).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의 책무성과 교육의 질적인 수

준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정부가 법규를 제정하고3,4)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를 통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방

법이 진행되고 있다5-8). 예를 들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고등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학평가 사업을 위임받아 1994년부터 대학종합평가인증제

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1992년부터 1997년까지는 학교평가

인정제를, 1999년부터는 대학의 학부제 도입에 따라 학문

분야평가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제까지 국내에서의 대학관련 평가는 4년제 대학의 경

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의 경우는 ‘한국전문대

학교육협의회’가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평가업무를 주도하

여 왔다. 미국의 경우도 시사 주간지 U.S News & World 

Report와 같은 형태의 국내 언론사 주도의 대학평가 등이 

출현하고 있다.9) 그러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종합평

가 및 학문분야별 평가인증제와는 별도로 학과평가를 받은 

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간호대학들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학과평가인증제가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교육의 질적인 향상에 기여하였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민간자율 평가기구를 설립하고 있다.10)

정부에서도 민간평가기관의 설립을 장려하면서 학문분

야의 평가기관에 대한 기관인증을 통하여 이들 기관의 질 

관리를 위한 평가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민간평가기관으로

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한국한의학

교육평가원, 한국간호교육평가원, 한국건축학인증원, 한국

경영교육인증원, 한국교육평가원 등 그 외 다수의 평가원들

이 학문분야평가를 위한 민간평가기관으로 설립되어 있으

며, 자격증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평가기관이 앞으로도 추가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11)

최근 치위생(학) 교육기관이 국민적 염원과 고등교육의 

대중화 정책에 따라 급격한 양적성장이 이뤄졌고 더욱이 4

년제와 3년제로 나눠져 주어진 인적, 물적, 재정적 조건 속

에서 학생을 교육하고 있으나 개별대학이 사회가 요구하는 

치과위생사를 배출하는지에 대해서는 늘 회의적이었다. 이

렇듯 교육의 질적 관리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뿐 아

니라 국제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치과위생사를 배출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어왔다12.13).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평

가인증제의 해외사례와 국내 평가기관의 현황을 살피고 분

석하여 치위생학 평가인증제의 발전의 필요성에 대해 기술

하고자 한다. 

본  론

1. 평가인증 방법

효율적으로 평가인증제를 시행 하려면 무엇을 평가하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평가인증의 타당성과 신뢰성 

및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역량중심 

인증체제를 구축하여 평가기준을 만들고 어떤 절차와 방법

으로 평가하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치의학

교육 기관의 교육여건과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을 고르게 향

상시키고 치의학교육의 질 관리와 보장을 위해 노력한 치의

학교육평가원에 관하여 살펴보면서 치위생 교육 평가인증

제도의 현황 및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 

2.1. 역량중심 인증체제 구축

먼저 환자 중심의 진료가 가능하도록 치의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대학의 변화를 자극하고, 치과의료와 의료인력

의 질적 증진 및 치과의료 행위의 최소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치의학교육의 질 보장을 위한 국가적 수준의 치과의사 역량

을 규정하고 이 수준을 평가하여야한다. 역량(competency)

이란 의료인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지식, 기술, 태도의 

통합적인 능력이며 전문 직업 정신, 윤리적 가치와 비판적

사고 및 문제해결능력 등을 포괄한다. 치의학교육평가원(이

하 치평원)은 아래와 같은 7영역과 59개의 세부역량 기준이 

있다5).

1영역: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에 대한 

인식 및 수행능력

2영역: 평생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적극적인 참여

를 통한 자기개발능력

3영역: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업무 관련자들과 협

력할 수 있는 능력

4영역: 치의학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

5영역: 환자의 증상과 병력을 파악하고 적절한 검사를 

시행하여 진단할 수 있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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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영역: 구강 및 악안면 영역에서 발생하는 질환을 적절

하게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 능력

7영역: 치과에서 발생한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2.2. 인증평가 운영 절차와 방법

치평원의 인증평가 절차는 인증평가 시행 계획, 자체평

가, 방문평가 실시, 조율 및 판정으로 구분되며<Fig. 1>, 이

는 [인증평가 인증규정]과 [인증평가 표준절차 지침서]에서 

정한다5). 

Fig. 1. The accreditation procedure of KIDEE

1) 자체평가연구

평가대상이 되는 대학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교육 프로

그램을 평가하며 인증평가 시행 절차 중 가장 중요하고 핵

심적인 활동으로 재정, 행정실태 및 향후 발전계획부터 교

육, 연구, 사회봉사 등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을 심층

적으로 분석, 평가한다.

2) 자체평가연구 절차

자체평가연구의 준비: 자체평가 기획위원회 구성과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 다음 자체평가 연구위원회 구성

과 자체평가 연구계획을 수립한다.

자체평가연구의 실시: 연구위원회와 관계자를 대상으로 

자체평가 설명회를 실시한 후 자체평가연구 지침을 참고하

여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한다.

자체평가연구의 결과보고서 작성: 대학은 자체적으로 평

가한 결과를 수집하여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각 평

가영역별로 수집한 자료를 위원회가 서식에 맞게 작성한 후 

수정 및 보완하고 완성된 자체평가보고서는 평가원 사무국

에 제출한다.

자체평가연구 결과의 활용: 평가원의 서면평가 및 현지

방문평가 자료로 활용되고 대학의 구성원인 교수, 학생, 관

계자에게 교육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교육여건과 교육과

정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3) 서면평가

대학에서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의 기술을 통해 교육목

적 달성에 적합한 제도를 갖추고 합리적이며 타당하게 운영

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4) 방문평가

치과대학(원)의 자체평가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거

나 판단이 어려운 부분을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으

로 감사나 실사가 아니다.

5) 조율 및 판정

인증평가단은 마무리논평서를 기초로 하여 피평가기관

의 두 차례에 걸친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최종논평서를 작성

한다. 공정한 인증평가를 위하여 치평원은 조율위원회를 개

최하여 인증평가단 간 기준 적용의 편차를 최소화 하고 판

정심의위원회는 최종논평서를 검토⋅심의하고 인증평가단

이 제출한 판정의견서에 대하여 판정⋅승인하고 판정결과

를 평가대상기관에 통보한다.

2.3. 인증평가 결과

타당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평가-인증을 

통해 대학은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 졸업생은 취업기회가 

확대되며 학생은 학문분야별 자격 취득자가 갖추어야 할 전

문 역량이 함양되고 졸업 후 근무하게 될 병⋅의원은 전문

능력과 자질을 갖춘 졸업생을 채용하여 경쟁력이 강화될 것

이며, 결국 교육의 질 개선을 통해 환자의 안전이 확보되고 

국가적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다. 

3. 치위생교육 평가인증제도

3.1. 치위생교육인증평가 인증기준

치위생교육인증평가의 목적은 치위생 교육 프로그램이 

국내외 보건의료 현장에서 요구하는 치위생 역량을 갖춘 학

생을 배출할 수 있도록 성과 중심 교육 체제를 바탕으로 지

속적인 프로그램의 개선을 통해 치위생 교육의 질을 향상시

키고자 하는데 있다.

3⋅4년제 전문학사학위 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치위

생(학)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6개영역의 인증기준을 충

족해야 한다.

1영역 : 비전 및 운영체계

2영역 : 교육과정

3영역 : 교육성과

4영역 : 학생

5영역 : 교수

6영역 : 행⋅재정 및 시설 설비

3.2. 인증평가 절차

인증평가 절차는 준비, 평가, 정리 등 크게 3단계로 구분

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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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간 업무 기획 및 사전 준비

인증평가 업무의 기획과 결과 정리까지의 일정은 1년 

단위로 진행한다. 따라서 희망대학의 신청을 받아 인증평

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확정하여 통지하고 관리하는 일련의 

업무에 관한 계획은 인증신청 전에 1년 단위로 확정하여 

진행한다.

인증사업의 연간 계획과 진행에 관하여 설명회를 개최하

고 인증을 받을 교육기관으로부터 인증 신청을 받는다. 인

증신청으로부터 공식적인 절차가 시작되는 것으로 신청기

관을 대상으로 자체평가 워크샵을 시행하여 인증에 필요한 

제반서식, 일정과 절차 그리고 준비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

공한다.

2) 교육기관의 자체 평가

평가절차에 있어 대학별 자체 평가 과정은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대학은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평가기준에 비추어 도달 여부를 확인한

다. 이 과정에서 대학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책을 모색

하게 될 것이다. 평가원은 피평가대학의 자체 평가를 위해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지침’을 배부하며 평가과정 중에 질문

과 자문에 충실히 응한다. 이후 각 대학은 자체평가기획위

원회 및 자체평가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편람에 기초

하여 대학별 자체평가연구를 수행하고 자체평가보고서를 

지정된 제출일까지 제출한다.

3) 서면 평가

서면평가는 대학에서 작성한 자체평가보고서 및 첨부자

료를 면 하게 검토하는 과정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

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평가자는 서면평가를 통해 각 

대학의 전반적인 현황 및 항목별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추

가로 확인할 자료를 확인한다.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결과를 

평가 근거와 함께 기록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된 자료가 

미흡할 경우 방문평가 시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4) 방문평가

방문평가는 1평가단 1일의 원칙으로 진행하며 방문일정

은 사전에 대학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하고 대학의 협조사

항을 미리 공지한다. 방문평가는 서면평가에서 확인하기 어

려웠거나 충분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직접 확인하고 대학의 

자체평가위원, 교수, 현장실습지도자, 학생, 행정가 및 재단 

관계자 등과의 면담을 통해 대학의 강점 및 약점을 파악하

고 각 대학의 상황과 여건을 이해하는 기회가 된다.

5) 인증평가 결과 판정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평가단의 최종판정을 인증평가위

원회에서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서 최종 심의⋅의결

한다.

6) 결과 통보 및 발표

이사회 심의⋅의결된 결과는 피평가대학으로 통보되고 

이의 신청과정을 거쳐 최종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한다. 피

평가대학은 평가결과를 판정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

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평가원 이사회에

서 재심의하도록 안건을 제안하고 그 결과(인증평가논평서, 

인증판정표)를 피평가대학에 최종 통보한다.

평가결과는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평가원 홈페이지에 게

재한다.

3.3. 인증평가 결과의 활용

평가결과는 객관적인 진단과 점검을 통해 교육부의 대학

지원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평가 지표와 연계하여 각 

대학의 발전계획을 견인할 수 있다. 최종 평가 분석 결과를 

구성원들과 공유함으로써 평가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

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우수대학임을 홍보를 할 수 있다. 

4. 국⋅내외 인증기구의 동향 

시장개방과 국제적 이동이 급증되어 고등교육 질 보장에 

대한 국제 규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2005년 12월 

UNESCO/OECD는 ｢국경 없는 고등교육 질 보장 지침

(Cross-Border Higher Education)｣을 채택하였다. 그 내용

은 정부는 국경 없는 고등교육(CBHE)의 질 보증을 위한 

포괄적 인증 체제를 구축하고 국가 간 고등교육 교류를 위

한 고등교육 프로그램 수준의 동질성을 확보하며, 외부 질 

보증 기관은 교육 질 보장과 평가와 관련된 행동강령을 준

수하고 고등교육 질 보증관련 국제적 표준을 적극 수용하라

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14). 평가인증제의 국제적 경향

은 대학교육의 내부 자체평가 시스템 구축 및 외부 질 보증 

평가 시스템 구축을 강조하고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는 자

격취득 조건과 연계되며 인증의 획득은 국내외 학점교류, 

학위 및 취득, 자격증 상호인정의 전제 조건이 되므로 외부 

평가인증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결과활용에 대한 정부지원

이 강화되고 있다.

현재 치과위생학을 포함한 치의학 교육기관이나 교육프

로그램의 인증에 대한 국제 치과계의 동향을 살펴보면, 유

럽과 동남아에서는 EU와 ASEAN 참여국가들 간의 인력교

류 자유화(EU–시행, ASEAN–시행 준비 중)에 따른 후속조

치로, 각각 ADEE와 SEAADE를 중심으로 EU와 ASEAN 

역내 치의학 교육기관의 교육인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북미 대륙의 국가들(미국, 캐나다)은 이미 미국 

ADA의 CODA가 주축이 되어 ADEA 소속 북미 치의학교

육기관들 간의 치의학교육 상호인증이 오래 전부터 이루어

져 왔다15,16). 2007년 최초로 개최된 Global Congress on 

Dental Education에서 치의학교육의 표준화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인증평가에 대한 국제적

인 교류가 없었던 국가들 간에도 인증협의체의 구성 및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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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마침내 범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치의학교육인증평가와 면허관련 공식협의체인 

International Society of Dental Regulators(ISDR)17)가 

2014년 9월 8일 영국 런던에서 창립되었고, 한국을 포함한 

세계 13개국 및 20개 이상의 지역(jurisdictions)이 참가하

였으며 이때 치평원은 Executive Committee(집행위원회)에 

참가하였다. 대부분의 국가는 국가 간 협약에 따른 상호 인

력교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력의 질

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대학의 인증은 국제간 인력교류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국내 평가인증시스템은 정부[교육부]로 부터 인정(Recognition)

받은 평가원이 프로그램(학문분야)을 평가⋅인증하고 그 결

과를 교육부에 보고한다. 그 결과보고서는 대학지원에 활용

된다<Fig. 2>.

치위생학을 포함한 프로그램 인증평가는 고등교육법 제

11조2(평가)[신설 2007.10.17., 시행일 2008.4.18.]에 규정

되어 있다3). 그 내용은 대학자체평가 및 결과공시 의무화, 

전문인정기관의 평가인증제 도입, 전문인정기관에 대한 교

육부 지정, 인증결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세부적으로는 대통령령으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

에 관한 규정[제정 2008.12.17 대통령령 제21163호, 시행일 

2009.1.1.]과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제정 

2008.12.18.부령 제00021호, 시행일 2009. 1. 1]이 제정되

어 있다.

또한 의료인 국가시험 자격을 규정한 의료법 제5조[법률 

제11252호, 2012. 2. 1, 일부개정]에서는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 졸업자에 한해 의료인 면허 자격을 부여

하는 법이 개정되어 공포 후 5년 유예하여 2017년 2월 2일

부터 시행된다4).

치평원5)은 2007년 12월에 보건복지부의 설립허가를 받

아 치의학교육의 질 보장, 국민 구강건강에 대한 책무성 및 

치의학교육의 국제적인 상호인정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치평원은 2년간의 예비평가를 거친 후 2009년부터 2012년

까지 4년에 걸쳐 국내 11개 치과대학(원)의 치의학 교육프

로그램에 대한 1주기 인증평가를 완료하였다. 1주기 인증평

가를 바탕으로 새로운 치의학교육 인증평가제도가 국제적

으로 호환 가능한 평가 및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치과 

진료의 질을 보장하며, 치과대학의 개선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 외 보건의료계 평가기구로 간호교육평가원6)

은 간호전문직의 자율조정기구로서 사회가 요구하는 간호의 

책무를 다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간호사 양성 및 간호서비스

의 질적 보장을 목적으로 2004년 2월에 법인으로 설립되어 

간호교육 기관 및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증평가를 수행하

고 있고, 의학교육평가원7)은 2004년 2월에 법인으로 설립되

어 의과대학 교육 평가인증을 위한 국제기준 준수 및 국제적 

평가제도 도입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한의학교육평가

원8)은 2004년 10월에 법인이 설립되어 한의학교육 프로그

램의 기준을 설정하고 평가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Fig. 2. Korean accreditation system

결  론

치과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치위생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치의학 영역이 보다 적극적으로 평가인정제도를 활용할 필

요가 있다11,18). 이 인증제도의 성공을 위해서 국내외 인증

기구의 인증기준 변화 동향을 파악하고 구성원의 요구와 전

문 학회 의견을 수렴하여 국제적 동등성을 보장하는 인증기

준 제정과 공표를 통해 효과적인 인증활동을 경험하고 정착

시켜야 한다. 치위생학 교육, 연구의 활성화 및 치평원을 비

롯한 국내 인증평가원들과의 정보 교류를 통해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한다. 인증 프로그램에 대

한 사회적 홍보와 졸업생에 대한 혜택과 사회적 지원을 증

대하고 국가 간 치과위생사 교류에서도 혜택을 부여할 필요

가 있다. 재정 자립, 조직의 효율적 운영, 평가절차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 확보, 공인된 평가⋅인증기관으로서뿐

만 아니라 국제적인 평가기구로서의 경쟁력 또한 확보하여

야한다. 국제 치의학교육 활동 강화를 위해 치평원과 협력

하여 치의학과 치위생학 인증평가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 미

국CODA, 영국GDC, 캐나다CDC, 호주ADC 등 해외 인증

평가기구와의 교류 확대 및 ISDR국제기구 회원국 대표로

서의 지위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치위생학 평가인증제의 발전을 이룬

다면 국가적으로 치위생학교육의 표준화를 이룩하고, 교육

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평가기준과 준거를 개발하여 교육의 

수월성을 이룩하며, 치위생(학)과 스스로 자체평가를 통해 

대학의 장점과 가치를 발견하고 단점을 개선하도록 하며, 

끝으로 치위생학 교육여건과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조언과 

협력을 제공하여 치위생학 교육기관의 다양화, 특성화, 효

율화를 이룩함으로써 치과위생사를 양성하는 치위생(학) 교

육과정이 국내외적으로 역량을 갖춘 치과위생사를 양성하

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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