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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

he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CPD) program of Korean medical doctors had
problems that did not resolve for many years. The primary concern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blems of the CPD program of Korean medical doctors and to suggest practical
guidelines to resolve such barriers. The findings show that the major barrier for improving CPD
program is the lack of total quality management. Such lack came from insufficient manpower to
plan, execute, and evaluate the CPD programs. The insufficient financial support aggravated the
situation. In order to enhance the CPD program, various problems in planning, executing, evaluation stage must be dealt. Specific plans and resolutions in each stage have been suggested.
Keywords :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CPD); Total quality management
핵 심 용 어 : 지속적 전문성 증진; 통합적 질 관리

서

론

하다는 지적이다.
의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평

세

계화 추세는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다양한 대응을 요

생교육이다. 일명 Continuing Medical Education (CME)

구하고 있는데 이 중 의사의 질 향상도 중요한 과제로

이라고 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보수교육, 평생교육 또는 연수

떠오르고 있다. 배움에는 끝이 없는데 대표적인 Life-long

교육 등으로 칭하고 있다. 그러나 이 CME가 강의중심 형태

Science인 의학의 경우 이에 가장 적절한 말이다(1). 또한

의 수동적이고 형식적인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는 현상유지만을 목표로 하더라도 부지런히 더 배워야

의사들의 행동양상을 변화시키고자 최근에는 영국, 호주,

하고 발전을 목표로 한다면 정규 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이나

캐나다와 미국의 일부분에서 Continuous Professional

전공의보다 자격 취득 이후 더욱 정진하여야 할 것은 자명

Development (CPD)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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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D는 인터넷을 포함한 원격학습이나 토론학습 등의 다양

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개정사항들을 실천에 옮기고 기존

한 활동을 포함하기 때문에 보다 광범위한 표현이다. 우리

의 문제점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연수교육을 관리운영

나라에서 이러한 CPD에 해당하는 의사교육은 연수교육이

할 수 있는 인력과 제반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좋

라 할 수 있다. 연수교육은 의료법과 대한의사협회의 정관

은 계획도 실천을 할 수 있어야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 있기 때문에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요구와 의

그동안 연수교육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한 지적들이 꾸준

사의 자발적인 필요성 인식에서 비롯되어야 하는 것이다.

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못하

Kim은 연수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 중의 하나로 대학의

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보다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개선방안

무관심을 꼽으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4). 환자들의

들이 요구된다.

생명을 담당하는 의사에게 전문직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우리나라 의사 연수교육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의사

술기는 항상 새로워야 한다. 의료지식이나 전문적 기술의

연수교육의 현황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를

수명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주어 그 대책을

실시하였고 보다 구체적인 양적 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마련하도록 하여야 하며 대학을 졸업한 후의 교육은 자기

2003년도 연구보고서 자료를 활용했으며 부족한 내용은 한

지향적이어야 함을 강조하여야 한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국의학교육평가원에 의뢰하여 최신 자료를 얻어 추가 분석

가르침을 주는 지도교수가 없으니 자율적 학습에 익숙하여

을 실시하였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연수교육과 관련하

야 한다.

여 발표된 각종 연구보고서와 논문 그리고 기사들을 취합,

의사의 연수교육은 의사 개인의 자기계발 뿐만 아니라 궁
극적으로는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좋은 진료를 제공하기 위

정리, 분석하는 문헌조사 방법과 데이터의 양적인 분석은
마이크로 소프트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해 실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사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이 연구의 목적은 지금까지 지적되어 온 우리나라 연수교

부족할 경우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

육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들을 토대로 연수교육

로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연수

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교육의 목적을“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생산되는 최신
의 의료기술과 정보를 전달하여 의료인 및 의료 기사 등의

우리나라 연수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
게 한다”
로 정하고 있다(5).

1. 우리나라 연수교육의 현황

또한 대한의사협회의 연수교육 시행의 목적은“정규 의

우리나라 연수교육 이수자의 연수교육 평균 이수율은

사교육을 이수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취되는 과학적 진보

91%이나 2000년도 이후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

와 사회변화 그리고 의학발전에 발맞추어 최신 의학지식 및

고 연수교육기관의 경우, 연도별 연수교육기관의 수는 학회

의료기술과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과 인문사회 의학교

의 경우에만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의과대학의 연수교육 시

육을 통해 높은 수준의 진료 수행과 의료윤리를 유지하게

행률, 개최 건수, 참석자 수는 타 기관에 비해 저조하다. 연

한다”
로 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의사 연수교육이 이

수교육 내용과 방법의 경우, 최신 의학정보, 임상실습, 인문

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가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사회의학은 학회가 가장 많이 다루고 있었고 의료정책에 대

않으며, 우리나라 의사 연수교육은 연수교육의 관리, 내용

한 내용은 전공의 수련병원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었다.

구성과 제공 방법, 교육에 대한 사후 평가 관리 등의 총체적

여전히 강좌 형태의 교육이 많으나 최근에는 사이버 연수교

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육이 인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보안하고자 2005년 7월에 연수교
육 시행규정에 대한 제5차 개정이 발표되어 2006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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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의사 연수교육의 특징(6, 7)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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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무사항

특별기고

2. 우리나라 연수교육의 문제점

의사는 의무적으로 의사연수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 연수교육은 연수교육의 기획, 실행, 평가라는

군의관, 대학의 교육자, 대학원생, 전공의, 기초의학자 등

모든 단계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대부분은 연수교육 운

은 면제를 받는다. 그러나 평생교육은 모든 의사의 기본 의

영의 첫 단계인 기획 단계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

무이며 사이버 연수교육이 도입된 만큼 연수교육 대상자에

실행과 평가 단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러한 과정이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악순환 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연수교육의 문제점은

(2) 평점과 신고 방식

다음과 같이 8가지 측면에서 정리해보았다.

현재는 연간 12평점 이상의 연수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

(1) 연수교육 질 관리 부족

다. 국내외 학회 참석, 사이버 강좌 등을 인정하고 있다. 연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담당하는 기관 및 단체가 연수교육

수교육은 개인이 아니라 교육단체가 의협에 통보하도록 되

기획, 교육내용 개발, 사후평가 실시에 있어서 제 역할을 하

어 있다.

지 못하고 있으며 그를 위한 강사 풀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연간 평점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 연수교육

관리기관의 인력이 부족하다. 총 300여 교육기관, 연간 3

에 대한 관리 인력이나 운영이 미비한 상황에서는 연수교육

천5백여건 이상 이루어지는 연수교육의 관리를 위해 배정

의 운영기간을 2년 혹은 3년 단위로 제시하는 것이 보다 바

된 인원은 학술국 내 교육평가팀 소속 담당 3인(보조 2명 포

람직할 것으로 보인다(6).

함)에 불과하다(12). 대부분의 임무를 연수교육 시행기관

(3) 면허 재발급과 면허 재등록

이나 시도의사회에 위임하고 있으며 현재의 인력으로는 프

우리나라에서는 의사면허가 한 번 발급된 후에는 면허 재
발급이나 면허 재등록제와 같은 제도가 없으며 의사연수교

로그램의 사전 분석과 교육내용의 질 평가 시행 등에는 역
부족이다.

육과도 무관하다(8). 평생교육은 자율적인 참여 동기가 매

교육기관 내 운영조직의 문제도 있다. 연수교육은 많지만

우 중요하다. 그러나 미이수자들에게 징계 등의 행정적인

대부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조직적인 운영

조치를 취하기보다 주기적으로 면허를 재등록하는 방법을

체제가 미비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운영진과 운영방안이 필

채택하는 것이 보다 많은 참여를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면

요하다(6). 현재 연수교육을 총괄하는 중앙회인 대한의사협

허 재등록제도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후 아무런 재제

회는 적절한 관리·운영을 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인력과 재

없이 의료행위를 평생 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에

정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연수교육을 관리하고 운영할

도 필요한 조치라는 주장도 있다(9 ~11).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이상 연

(4) 연수교육 중앙부서의 관리능력

수교육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해결되기 어렵다.

의료법 시행령에 의하여 대학의사협회는 의사연수교육

(2) 예산 부족

중앙기관으로 정해졌으며 일체의 관리가 대한의사협회에서

그동안 연수교육을 맡아왔던 중앙회는 연수교육을 위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가 중앙회인 만큼 대

예산이 부족하다(13). 회원들의 회비 미납으로 재정 상태도

한의사협회가 연수교육과 관련된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

악화되고 있으며(14), 연수교육기관의 등록비 일부로 충당

록 충분한 인력과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여서 질적인 교육내용 제공이 불가하다. 정부의 지원도

대한의사협회에서 일체의 관리가 어려울 경우, 연수교육
평가 업무를 관련 단체에 위임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

미미한 상황이다.
(3) 연수교육 대상자 관리의 어려움

다. 연수교육 기관 평가에 대한 실사 조사는 부족한 인력으

의협 회원의 신고율이 매우 저조하다. 이는 신고의 필요

로 인해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형식적일

성에 대한 인식 부족, 연수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수 밖에 없었다.

7만명이 넘는 연수교육대상자 관리 인력 부족에 그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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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수 있다. 결국, 미등록자와 6천명이 넘는 연수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관리가 부족하다. 의사들의 무관심이 문제로

(5) 연수교육 평점 취득 규정 및 제도에 대한
회원들의 인식 부재

지적되고 있으며 연수교육 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연수교육 평점 취득 규정은 연간 12평점이다. 최근 상향

지리적인 문제가 심각하다(4). 교육비에 대한 재정적 보상

조정된 수치이기는 하지만, 연간 평점에 대한 상향조정만으

도 부족하다. 교육관련 경비에 대한 교육장려책의 부족으로

로는 미이수자의 비율이 감소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고

12평점을 획득하기 위한 관련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있다. 평점의 취득 규정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행정 처리와

경우가 많다(4). 부적절한 평점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대

효과적인 연수교육이 제공될 수 있다는 제반 조건을 감안하

책도 부재하다.

여 규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연수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부

(4) 교육기관 내 연수교육과 관련한 업무의 운영 능력 부재

여에 대한 인식이 낮다(12)는 점과 지리적 이유로 참석하지

136개가 넘는 연수교육기관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능
력이 부재하다. 여기에 대학의 무관심이 문제를 더욱 악화

못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6) 교육프로그램 내용 수준/주제의 부적절

시킨다. 평생교육을 주도해야 하는 의과대학의 연수교육 개

연수교육기관의 수의 증가에 비해 연수교육의 양과 질이

최 건수와 참석자 수가 타 기관과 비교할 때 매우 저조하다.

함께 향상되는지에 대한 평가가 부족하고 모든 기관이 최

전국 41개 모든 대학이 연수교육기관으로 신청을 한 상태이

신 의학정보를 가장 많이 다루는 등 편파적이고 일률적인

면서도 실질적인 운영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담당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요구분석이 없는 프로그램의 개발은

서가 별도로 없거나 대학 자체에서 관여하기보다 소속 과에

연수교육 참가를 위한 동기유발을 촉진시킬 수 없다. 설사,

서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부정기적인 모임이 되면서 조직적

참여한다고 하여도 효과와 만족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인 운영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4). 담당 부서가 있어도

(6, 16).

실제 운영 능력이 없거나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 않아 형식

기관별 교육내용의 특성도 부족하다. 기관의 특성에 따라

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학이나 병원에서 평생교육을 위

집중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교육내용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

한 별도의 예산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하고 있다. 또한 사례 중심의 의료윤리 교육이 부족한데, 인

수련병원 연수교육 참석률도 저조하다. 의과대학과 전공

성, 윤리교육은 학부 의학교육과정보다 졸업 후 교육에서

의 수련병원 연수교육의 참석률은 상위권 1, 2개 기관을 제

절실히 필요하다는 다수의 의견이 존재한다(17). 졸업 전

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저조하다. 형식적인 연수교육 실시 결

의학교육에서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과 보고서도 문제다. 2006년 개정된 연수교육 규정에서는

기본 철학과 태도, 직무윤리에 관한 교육이 보충되어야 하

“교육기관들이 연수교육실시 계획서와 결과 보고서를 제출
하여 평가 자료로 활용토록 함”
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연

며(2), 여러 차원에서의 교육이 필요하다.
(7) 다양한 교육방법의 활용 부족

수교육 실시 계획서나 실시결과 보고서는 기초적인 조사만

강의 중심 교육의 획일적인 교육운영이 문제이다. 많은

가능할 뿐 충분한 평가 자료로 활용되기에는 부족한 점이

연수교육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토론이나 토의, 워

있다.

크숍 형태의 교육방법이 활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강사진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도 부족하다. 대한의사협회가

의 자질과 강사진 풀이 없다. 모든 의학교육과정은 기본적

연수교육의 운영을 위해선 많은 예산을 배정하지 못하고 있

으로 성인교육이지만 의무로 되어 있는 진료의사의 평생학

기 때문에 그만큼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 충분한 예산

습으로서의, 연수교육은 성인교육의 특성이 가장 강하다(3).

을 지원할 수 없다. 그리고 연수교육을 제대로 제공하고 제

그러나 연수교육 담당 강사의 대부분은 성인교육에 대한 관

대로 받았는지에 대한 평가의 부재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

심이 부족하여 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 효과가 떨

다(12, 15).

어진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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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trategies for CPD program development and enhancement.

우리나라 연수교육의 향상을 위한 노력

에 맞게‘자기계발 연수(自己啓發 硏修)’
와 의무 개념으로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2). CPD라는 개념의 정립이 이

1. 우리나라 연수교육의 개선 방안
이상 우리나라 의사 연수교육의 문제점을 통한 연수교육
의 개선 방안을 요약 정리하여 제시하면 Figure 1과 같다.

루어지면 연수교육의 성격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연수교
육의 면제자들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며 CPD는 자기계발과
발전에 그 의미가 있으므로 미이수자에게 징계나 처벌을 가
하기 보다는 모범적 이수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주는 것이

2. 우리나라 연수교육 발전을 위한 실행 방안

바람직하며 대신 감독은 철저히 하도록 한다.

여기서 제안하는 일부 실행 방안들은 1994년에 형식적인

① 공감대 형성 : 보수교육이나 CME가 아닌 CPD의 자기

연수교육을 탈피하고자 결성한 연수교육개선소위원회나 연

계발 연수의 개념 정립에 대하여 의협과 의평원, 보건

수교육동기유발 소위원회에서 제안했던 내용들을 보다 구

복지부의 연수교육 관련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논의를

체화한 사항들도 포함되어 있다. 결국 오랜시간 동안 연수

하고 토론회, 세미나 등 각종 학회 행사와 학회지 그리

교육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큰 성과를 거두지

고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정립된 개념에 대한 공감대

못했는데 하나의 교육과정이 성공적으로 제공되려면 이에

를 형성한다.

대한 철저한 계획과 실행 방안과 평가가 순차적으로 이루어

② 문서 수정 작업: 용어에 대한 통일된 합의가 이루어진

져야 한다. 우리나라 연수교육의 발전을 위한 실행방안을

후에는 의료법이나 연수교육시행지침 등 각종 온라인

‘기획-실행-사후관리/평가’
의 순서 대로 제시하겠다.
(1) 기획 단계 전략

과 오프라인의 해당 문서들에서 용어에 대한 수정 작
업이 필요하다.

1) 연수교육의 개념 정립

2) 연수교육 관리 조직, 인력, 예산 확보 전략

의료법 제28조와 의협 정관 제3조에 명시된‘보수(補

연수교육의 기획, 실행, 사후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修)’
와‘의무(義務)’
의 개념은 국제적 용어인 CPD의 개념

가 가능한 기능적인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필요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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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인 산하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한다.
① 연수교육 관리 조직: 보다 체계적인 연수교육의 운영
과 관리를 위해‘연수교육 관리 위원회 조직’
을 구성
한다.
② 소위원회 조직 방법: 일차적으로‘기획·운영위원회’

해야 추진력이 생기므로 위원회 구성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 사무 인력: 현재까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무 인력
의 부족은 아무리 좋은 계획을 마련하여도 집행하기가
어렵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최소한 기

와‘심사·평가위원회’
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조직이

획·운영위원회와 심사·평가위원회에는 해당 위원회

안정되고 전문가의 인력이 충분히 확보된 후에 산하

소속 사무직원을 각각 최소 2명씩 총 4명 이상 두는 것

소위원회를 구체화시켜 업무를 분담하여 집행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이 사무인력은 연수교육을 전담하는

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기획·운영위원회’
에는

인력이어야 한다. 이러한 인력이 형성되려면 예산 확

기획위원회, 인증위원회, 재정위원회, 홍보위원회,

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이버교육위원회 등의 소위원회를 둔다. 기획위원회

⑤ 각 위원회의 역할: 각 위원회가 역할을 담당하기 위

의 역할은 연수교육을 집행하기 위한 사전 계획과 관

해서는 각 위원회의 업무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고 실

련된 제반 활동을 하며 인증위원회는 인증관련 정책

질적이고 정기적인 회의가 개최되어야 한다. 기획·운

의사결정시 사안 검토와 의견을 제시한다. 재정위원

영위원회에서는 각 소위원회의 업무지침을 구체적으

회는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홍보위원회는 의사

로 문서화 하는 작업을 선행해야 한다.

연수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예) 인증평가위원회에서 현황조사는 2년마다 시행하

각종 연수교육에 대한 홍보 활동을 맡는다. 사이버교

고 반드시 결과보고서로 문서화하여 결과의 내용이 공

육위원회는 사이버교육 관련 내용 개발과 운영을 담당

유될 수 있도록 한다.

한다.

⑥ 예산 확보: 현 상황에서 연수교육의 예산을 확보할 수

‘심사·평가위원회’
의 경우 인증평가위원회, 모니

있는 방법은 다음의 비용에서 일정 금액을 각출하여

터링위원회 그리고 승인위원회를 둘 수 있겠다. 인증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다. 연수교

평가위원회는 연수교육의 표준과 기준을 제시하고, 전

육 참가비의 경우, 회원들에게는 무료 또는 소정의 등

국 의사 연수교육 시행기관 인증과 재인증의 심사와

록비, 비회원들에게는 소정의 등록비나 회원들에게

평가 그리고 현 의협의 윤리위원회와 연계되어 활동할

책정된 등록비보다 많은 등록비를 책정한다. 의협 회

수 있다. 모니터링위원회는 의사연수교육을 제공하는

원 가입비의 경우에는 미가입 회원의 회비와 회비 미

기관으로 교육과정, 인정체계의 효과를 평가하는 곳이

납 금액을 징수하여 재정을 확보한다. 연수대상자들

다. 승인위원회는 의사 연수교육기관의 인증을 위한

에게 연수교육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도모하고 필요성

조사, 평가, 승인을 책임지면 인증 관련 정책 및 활동

과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연수교육 전담 기관의 위치를

을 조언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

확고히 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소위원회의 적정 인원은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차
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약 3~5명이 적절할 것으로 보
인다.

3) 연수교육 필요성 고취 전략
연수교육의 필요성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대학의 역할
분담 노력이 있어야 한다(3). 즉, 학부교육(UME), 졸업 후

③ 위원회 구성원: 기획·운영위원회와 심사·평가위원

교육(GME), 평생교육(CME)의 개념을 재정립하여 의학교

회에는 해당 영역의 전문가(약 4~6명)로 구성하되 실

육의 이상을 확실히 하며 재학시부터“스스로 찾아서 공부

질적인 업무가 가능한 전문가로 구성하고 해당 영역

하는”습관을 길러주어야 한다. PBL 학습방법과 자율학습

의 활동에 대해 자발적인 관심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 또한 소속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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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관 내에서 의과대학의 행정-구조적 위상을 재설정할 필요

로써 면허를 연장한다. 그리고 1년 이상 동안 진료를 하지

가 있고, 학교와 부속병원이 통합하여 의학교육의 최고 책

않은 의사는 반드시 연수교육을 받아야만 진료를 할 수 있

임자가 기관의 최고 책임자가 되거나 역으로 완전 별개의

도록 한다(18, 19).

구조이면서도 협력구조로 재정비한다.

신규면허자에게는 재인증을 조건으로 하는 면허를 발급

수련병원의 역할 분담도 필요하다(7). 평생학습 개념에

하거나 면허와 독립 진료 자격을 분리하여 면허는 유지하되

동기유발된 졸업생 의사들을 위해 최신 정보를 제공하되 의

실제 진료활동에 대한 허가는 연수교육의 이수를 전제로 하

사들의 개인적 학습방법과 요구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교육

여 주기적으로 재인증하도록 한다(1).

과정을 기획하고 운영한다. 그리고 전문학회에서의 연수교

6) 보상제도 전략

육 홍보 방식과 유사하게, 수련병원에서도 전자메일과 안내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는 행정적 처벌규정을 엄격히 현실

장을 활용하여 연수교육 일정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

화 시키거나 더욱 강화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시하여 참석률을 높이도록 한다. 또한 개원의들이 자율학습

그러나 보상제도가 있다면 탁월한 노력에 대한 보상 뿐만 아

을 통해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비디오 학습, 원거리 학

니라 전시 효과도 있다. 연수교육의 자발적인 참여율을 높이

습 이외에도 정기적인 강의나 실습 또는 집담회에 참석할

기 위해서라도 선진국의‘physician recognition award’

기회를 대학병원이 앞장서서 마련한다. 이와 같은 사항이

와 같은 개념의 적절한 보상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수련병원의 임무가 되도록 수련병원 심사기준의 하나로 포

상은 매년 혹은 일정한 기간을 주기적으로 정하여 개별 평

함한다.

점수가 월등히 높은 사람에게 수여하는 데 연수교육 대상자

요구사정(need assesment)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지역
의사회를 비롯하여 연수교육기관마다 일정 기간 동안 요구
도 조사를 실시하여 어떠한 연수교육을 원하는지 체계적으
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상세하게 발표한다. 그리고 분석된

의 전공 영역별 수여도 고려할 수 있다.
(2)실행 단계 전략

1) 학습자의 요구와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된 교육내용
제공 전략

내용은 연수교육 내용을 기획할 때 연수교육 기관 별로 참

학습자의 요구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어

고하도록 하고 연수교육기관과 프로그램 인증평가 시에 요

야 하며 전문가들의 검토 과정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도

구도 반영 정도를 참고하도록 한다.

함께 반영된 교육내용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은 인

4) 연수교육 대상자 확대 전략
현재 면제대상자들에 대한 능력별 편성과정을 마련할 수

증평가, 모니터링위원회의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이다.
2) 교육 프로그램 내용의 관리 전략

있다. 예를 들어 기초의학 교수나 기타 교직원의 경우 의학

각 기관별 전문영역이 특성화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교육학회나 해당 분야에 맞는 연수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학회와 의과대학은 최신 임상지식 위주의 교육내용을 제공

하는 것이다. 행정업무나 연구와 교육이 주 업무인 경우에

하고 의사회 등은 의료정책 및 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제공

도 사이버 연수교육이나 해당 전공과 영역에서 개최되는 학

하는 것이다.

술대회나 자율학습, 연수교육 강의, 논문 게재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다.
5) 면허 재등록제도와의 연계 전략

교육수준의 구분도 필요한데, 기본 공통사항(필수)과 전
문영역으로 교육을 구분하고 교육수준과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평점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면허제도의 개선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독립적인 의료행

사례별 윤리 교육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전문학회 별로 자

위를 할 수 있는 면허 또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였더라도

체 학회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학회 의료행위에 대한

의사의 질적 관리를 위해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

윤리지침을 만들어 실천한다. 각종 학술대회와 집담회 등을

고, 일정 기간(예: 5년 또는 10년)마다 시험 또는 교육 이수

통해 수시로 회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토론하고 교육하며,

대한의사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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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의료갈등 상황에 윤리적으로 대처하는 현장 사례

작성하여 이력서와 함께 연수교육 관리기구로 제출하는 방

모듈을 개발하면 좋을 것이다. 또한 회원들은 10% 이내의

법이 있다. 강사 인력 풀을 전공별 또는 교육내용 별로 정리

의사 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엄격히 지키도록 하

하여 온라인 연수교육 사이트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며 사이버 연수교육 내용에 의료윤리 내용을 포함하고 윤리

(3) 사후관리/평가 단계 전략

교육 관련 사항은 의협의 윤리위원회 도움을 받아야 할 것

1) 실질적 평가 가능한 연수교육 실시결과 보고 전략

이다.

연수교육 신청시에 교육내용별 구체적인 학습목표, 효과

3) 학습방법의 다양화 전략

등을 기술하여 별도 자료로 첨부하도록 한다. 그리고 교육

학술대회, 학술지, 사이버 교육 등 강의, 토의, 자율학습

실시 후에는 현재의 실시결과 보고서 외에 홍보에 사용한

이 가능한 다양한 방법들의 제공은 연수교육이 형식적인 행

문서와 자료, 교육현장에서 사용한 교육자료들을 함께 첨부

사로 그치지 않을 때 가능하다. 요구사정시 교육내용 별로

하여 제출하는데 이는 방대한 자료들을 검토할 수 있는 인

피교육자가 선호하는 학습방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

력이 확보된 후에 실시가 가능할 것이다. 승인평가위원회,

고교육기관과 교육내용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모니터링위원회, 인증위원회의 활약이 필요한데 연수교육

한다. 또한 성인교육의 특성과 교육내용에 따라 적절한 학

에 대한 철저한 현황 조사와 연수교육을 이수한 대상자들이

습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검증된 강사가 섭외되어야 한다.

어떠한 주제로 어떠한 형태의 교육을 어느 정도 받았는지

4) 사이버 연수교육의 운영 전략

파악하여 차기 연수교육 계획을 세우는 데 피드백이 되도록

사이버 연수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조직이 활성화되

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통합된 시스템 관리와 다양한 교육

2) 이수율이 낮은 지역, 교육기관 평가 전략

내용이 개발되어야 하며 기획, 수행, 평가의 일관된 관리가

연수교육기관 인정평가 과정에서 이수율이 낮은 기관의

이루어져야 한다.

경우 해당 기관에서 실시하는 모든 연수교육 이후에는“연

필요한 기반구축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의 검토가 필요

수교육 만족도 평가”
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만족도,

하고(20), 사이버 연수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점 평가를 위한 평가서를 마련하여 해당기관이 제출하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21). 예를 들어, 사이버 연수교

도록 한다. 평가의 내용은 교육내용과 운영, 강사, 평점에

육 인증 및 평가 기구 설치, 다양성 확보를 위한 학회 참여

대한 만족도와 개선점 등이 될 수 있고 설문 분석은 해당기

강화, 사이버 연수원 교육을 위한 재원 마련, 확실한 피드백

관에서 실시하여 분석결과를 관리 기구에 보고하도록 한다.

기능, 시험에 대한 불안이나 공포 제거, 불안 심리를 보다

3) 연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전략

긍정적으로 유도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

의협 등록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회원 가입시의 다양

또한 자율학습 프로그램의 저해요인을 해결하거나(22),

한 편익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예를 들면, 연수교육 등록비

합리적 기준으로 평점을 부여하되, 예를 들어 교육내용과

의 면제 또는 감면 혜택 등이 그 것이다. 또한 회원 중에서

교육방법에 따라 차별 적용하고 연수교육 대상자들이 참석

이수평점이 월등히 높은 의사에게 인센티브 부여하도록 할

한 연수교육 강좌에 대한 관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예

수 있다. 미이수자를 확인하여 보충교육을 실시하는 방법도

를 들어, 2개월에 한 번씩 메일을 발송하거나 홈페이지를

있으나 연수교육이수가 면허 재등록과 연계되면 미이수율

통해 각 주제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강좌

에 대한 문제는 대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의 업데이트도 이루어져야 한다.
5) 검증된 강사 선정과 강사인력 풀 확보 전략

4) 연수교육기관과 프로그램 승인 평가 기능 강화 전략
연수교육기관의 승인과 프로그램 승인의 평가 기능을 강

강사인력 풀 확보는 지역 의사회마다, 학회마다 기존 연

화하기 위해서는 심사·평가위원회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수교육 경험에서 실력과 호응도가 좋았던 강사들의 목록을

한다. 부실한 교육 운영을 하는 기관이 있을 경우 실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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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을 파견하여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며 만족도 조사와 개
선점에 관한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연제와 강
사인력표를 구성하고 연수교육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에
한해 연수교육 이수평점을 부여하도록 한다.
5) 연수교육 평점 취득 규정과 제도 개선 전략
연수평점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국제적인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임상교육과 기초교육을 병행하는 교육
의 경우 높은 평점을 부여하고 필수교육과 선택영역의 도
입, 총 평점의 일정 부분을 필수과목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의료윤리(1), 사망진단서 작성(12), 의사소통술
등이 있을 수 있다. 개원 전문의는 해당 전문학회에서 평점
의 1/3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한다. 연수교육 이수에 약간의
강제성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의사의 취업 요건이 되게 한
다든지, 대상자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승진 요건에 반영하거

특별기고

18. Son MS. Doctors’ professionalism and policy. 14th Medical
Education Conference material: Professionalism in Medical
Education. The Korean Society of Medical Education, 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s 2003; 107-114.
19. Lee YS. Comparison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medical
license. Medical License Reinforcement Scheme for Medical
Personnel Quality Development Forum material. December
16, 2003. Ministry for Health, 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s 2003; 1- 45.
10. Chung BT. Quality improvement policy of medical personnel.
Establishing Commemoration Symposium materi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Medical Education and Evaluation: Medical
Professionalism and Social Responsibility. Korean Institute of
Medical Education and Evaluation 2004; 7-12.
11. Kim YI. Continuing medical education in Korea. Issues and
prospects. Intercountry Symposium on Postgraduate and
Continuing Medical Education for Primary Health Care. World
Health Organization Regional Office for the Western Pacific,
WPR/HRH(1), 1990; 90: 3.

막으로 온라인 평점 이수제를 도입(23)하면 평점카드 제작

12. Korean Medical Association. CPD program development plan
debate forum report. September 3, 2003. Korean Medical
Association.

비와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

13. http://www.ima.or.kr

나 면허의 재등록 혹은 재인증 조건으로 삼는 것이다. 마지

14. http://docdocdoc.co.kr/news
15. http://medical-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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