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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의 위상은 인적자

원의 질에 의해 판가름된다. 인적자원의 질을 높이

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 교육이 달라져야 한

다. 학교는 시대적, 사회적 변화와 다양한 문화적 환

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제공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특히, 대학은 국가

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식의 창출·보급·활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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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e purpose of this study w as to suggest the directions of improvement in medical educatio

through analyzing the published reports about medical education system. In order to reach th

purpose of this study, we gathered research reports since the PCER (Presidential Commission

Education Reform) had suggested the establishment of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in 1996.

T he result of this study w as as follow s ; First , all of the previous reseach reports pointed

necessary that medical education should be improved undergraduate medical education int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Second, enterance eligibility and flexibility of educational system

w ere investigated for a long time by highly competent researchers , but they w ere exceeding

difficult to find any clue to their answer . T hird, all of the previous reseach reports suggested

improvement of medical education curriculum. F ourth , autonamy and funds of medical schoo

w ere emphasized to improve the medical education .

On the basis of the above findings ,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First , to improve medical education, especially to launch professional graduate medical school, i

important the corporation and effort among the medical school and other organizations . Second

autonomy and funds of medical school should be guaranteed by a policy. Finally , the medical shcool

should be aware of accountability and prepare for environment change of medical education.

Key W ords :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Medical education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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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하는 기관으로서 우수한 인적자원을 공급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미래 사회의 국가 경쟁력이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인재와 그들의 창의력을 극

대화시킬 수 있는 사회 시스템에 달려 있기 때문이

다.

지금 전 세계는 지식기반 사회로 급속히 이행하

고 있다. OECD국가나 미국의 지식기반 산업 비중

이 40%에 달하는 등 지식기반 산업은 성장의 새로

운 활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산업의 지

식기반화를 위한 각종 정책과 노력이 전개되고 있

으며, 이러한 변화의 가운데 대학교육이 자리하고

있다. 대학은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지식 경영

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교육 체제의 경직성과 학사

운영의 폐쇄성을 탈피하고 세계화, 개방화에 대비해

야 한다. 나아가 대학은 자율성과 책무성을 바탕으

로 국제 경쟁력을 제고해야 하며, 대학교육 체제도

전문성과 다양한 소양을 지닌 고급 인재를 육성하

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특히, 의학, 법학 전

문대학원과 교육 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을 통해

고학력 사회의 전문성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대학은

질 높은 의료, 법률,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고급 전문인력 양성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효과적이

고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교

육체제가 경직되고, 폐쇄적이며 국제적 흐름에 부응

하지 못한다면, 미래를 준비하고 키워 가는 힘을 발

휘하기가 어려우며 오히려 미래를 망칠 가능성까지

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문제점을 말할 때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은 미숙

한 17∼18세 청소년의 진로선택이 일점·일회에 강

요되는 현실과 시험성적 위주의 대학 선발제도는

각종 사회적 병폐를 가져오는데 일조를 한다는 것

이다. 더불어서 대학간 경직화된 서열구조와 많은

학생들이 서울의 일류대학과 법·의학 등 인기학과

에만 몰두함으로서 나타나는 인재배분의 불균형에

의한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약화 등을 말한다. 그래

서 많은 나라들이 21세기에 대한 준비의 일환으로

가장 먼저 시도하고 있는 국가 개혁 사업이 바로 고

등교육 개혁인 것이다. 특히, 고등교육 분야는 지식

정보화 사회의 심화, 세계화 시대의 도래, 고등교육

수요의 변화 등으로부터 대학의 자율화·다양화·

특성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연구역량 제고

등 다양한 개혁의 요구가 나타나고 있다.

한편, 우리 사회는 의학교육에서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라는 질문은 현재의 의학교육 문제가 무엇

인가? 라는 질문과 일맥 상통한다. 일반적으로 지적

되는 의학교육의 문제점으로는 ① 단선·경직된 입

문과정과 교육구조 및 유연성이 부족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인한 폐쇄적 전문직업군의 양성, ② 고졸

후 조기 전문직업적 사회화에 따른 일반사회와는

괴리된 그들만의 독특한 인격형성과 다양·창의적

의학지식 산출의 한계, ③ 대학원 교육과 수련교육

의 병행관행으로 인한 교육비의 낭비, 학위 및 자격

거품에 의한 사회비용의 낭비 및 의과학 발전 저해

등으로 요약 한다.1 6 또한 다른 시각에서는 우리 사

회가 의학교육에서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에 대한

대답을 위하여 현 의사 양성과정을 검토하기도 한

다. 고등 전문직종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인, 즉, 타

전문직종에 비하여 강력한 사회적 독점권이 부여되

는 인간을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의사가 되는 과정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직은 미숙한 인격자인

상태에서 의예과에 입학함과 동시에 결정된다는 것

이다. 예를들어, 국내 의과대학 입학자의 최종 면허

취득률을 계산한 한 연구보고서
1 7에 의하면, 고등학

교를 졸업하고 의예과에 입학한 학생이 의과대학을

졸업한다고 가정할 경우, 99.3%가 의사 면허를 취

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등 전문인력으로서

갖추어야 할 성숙한 인격이 형성되기 전에 조기에

의료라는 전문직업사회에 노출되는 것은 우리 사회

가 의료, 의학교육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태동하는 하나의 사례로 볼 수도 있다.

이 연구는 이상과 같은 배경에 기초하여 도래하

고 있는 지식기반 사회와 고학력 사회에 대처하고

21세기 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의료환경의 변

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양질의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의학교육제도 개선에 관한 선행 연구를 비

교·분석함으로써 바람직한 의학교육제도 개선 방

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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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 및 방법

의학교육제도 개선 방향 제시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대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문민정부의 교육개

혁위원회부터 국민의 정부의 의학전문대학원 추진

위원회의 의학교육제도 개선 연구에 이르기까지의

주요 선행 연구 특히,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를 주요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둘째는

정부 주도의 의학교육제도 개선 논의와 관련한 의

학교육계의 주요 연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방법으로는 각 연구결

과별 연구내용 및 핵심쟁점을 분석하고, 연구보고서

에서 제안하고 있는 의학교육제도 개선 내용을 14

개의 준거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1. 의학교육제도 개선에 관한 주요 연구 흐름

의학교육제도 개선에 관한 특히,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는 의학 교육의 질적인 향상

과 양질의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1990년대 교육개혁위원회의 제도 도입 논의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제안으로부터 시

작한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의료계, 의학계 및 의

학교육계 등 각계의 다양한 연구와 의견수렴을 거

쳐 제도 도입의 타당성과 그 시행 방안에 대한 의견

접근이 진행되어 왔다. 의학교육제도 개선에 관한주

요 연구 흐름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그림 1과 같다.3 1

그림 1을 살펴보면, 의학교육제도 개선에 대한 본

격적인 논의는 1996년 2월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

원회의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제안으로부터 시

작됨을 알 수 있다. 이후, 정부차원에서의 지속적인

그림 1. 의학교육제도 개선에 관한 주요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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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와 논의가 전개되어 왔으며, 이에 대해 의학교

육계는 대정부 건의문 및 연구보고서의 형태로 적

절하게 의견을 개진해 왔다 그러나, 지난 6년 동안

의 논의과정에서 잘 알 수 있지만, 의학교육 관련

주체들의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의학교육제도 개선모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문민정부의 의학교육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

1) 교육개혁위원회 제안

지난 문민정부의 대통령자문교육개혁위원회는 전

문대학원 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제안 설명을 다음

과 같이 하고 있다.2

대학교육이 이미 대중화되어 있는 고학력화 사

회에서는 의사, 성직자, 법조인 등 전문인들에게 보

다 높은 수준의 교양과 전문성이 요구되며, 경제에

관한 한 국경이 무너지고 있는 세계 무대에서 이들

이 세계의 전문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경쟁

하려면, 이들의 전문성은 한층 더 높아져야 한다. 그

러나 현재 의사, 성직자, 법조인 등 전문인을 양성하

는 우리의 교육체제는 이러한 필요와 요구를 충족

시키기에 미흡하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높은 수준의

교양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학, 신학, 법학 분야 등

에 대해서는 다양한 전공을 이수한 4년제 대학 학부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대학원제 를 도입한

다.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의학교육제도 개선을 위해

제안하고 있는 주요내용은 ① 대학 졸업후에 입학

하는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설치, ② 의사 양성 전

문대학원에서 의학교육기본과정 (UME)을 마친 사

람에게 의료학 석사 (M.D.)를 수여하고, 기존의 의

과대학을 마친 사람에게 의학사 (B.M./ B.S.)를 수여

③ 의학 및 생명과학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대학원

에 M.D.- Ph.D.복합과정 설치, ④ 학술박사(Ph.D.)과

정의 내실화를 위하여 전문의 수련과정을 필한 자

에게 수여되는 전문학위인 의료학 박사과정과 학술

박사과정을 동시에 이수할 수 없음, ⑤ 의학전문대

학원 제도를 도입·운영할 것인지 또는 현재의 제

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두 제도를 병행할 것인

지는 대학 자체의 선택으로 한다는 것 등으로 요약

된다.

이러한 교육개혁위원회의 제안에 대하여 교육부

는「의학전문대학원제도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구

체적인 도입방안을 연구하게 하였으며, 동 연구에서

는 교육개혁위원회의 의학교육제도 개선 모형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2 9 첫째,

의학전문대학원의 졸업학위가 석사이므로 불가피하

게 설치되는 전문박사과정은 전공의 과정과 중복된

다는 점이다. 즉, 오랫동안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어 왔던 지금의 대학원 의학과 운영관행인

비전임 대학원생의 인정제도와 마찬가지로 학위취

득을 일차적 목적으로하는 지원자로 대학원 교육의

부실 요인을 안고 있다. 둘째, 의학전문대학원과 현

행체제를 병행시킴으로써 의사양성이라는 동일한

교육목적, 동일한 교육기간, 동일한 교육내용, 동일

한 국가면허임에도 불구하고 총 교육 년 수에 따라

수여 학위가 학사 (B.M.), 석사 (M.D.)로 이원화되면

교육구조상의 균형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셋째,

의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대학교육의 총 연한이

연장됨으로써 사회적, 개인적 비용이 증가할 것이

며, 단설 의학전문대학원 신설이 가능함에 따른 파

행적 의학교육과 현행의 의사인력 수급에 관한 조

절기능이 파괴됨을 의료계는 깊이 우려하고 있다.

넷째, 의료학 석사 (M.D.)학위 제도에서 국제 공용

성을 고려한 영어명칭의 M.D.는 바람직하나, 그 한

글 명에서 의료학이란 어휘가 신조어이고 대학 졸

업 후 4년을 최소한의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나

치게 작위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다셋째, M.D.- Ph.D

복합과정은 의과학 및 생명과학의 발전을 위한 연

구심화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높은 수준

의 직업적 교양과 실천적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과정

으로 신설되는 전문학위과정에 설치되는 것은 타당

하지 않다. 따라서 이 과정은 일반대학원 학술학위

과정에 설치되어야 한다.

2) 한국의학교육학회 제안

한국의학교육학회는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 연구

의뢰로 교육개혁위원회의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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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의학교육제도 개선 방안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한국의학교육학회는 인

성과 다양한 전공배경을 가진 의사의 배출과 우수

한 기초의학자의 양성을 위하여 4 4년제의 의학전

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교육개혁위원회

의 제안에 대하여 교육개혁위원회의 안은 의사전

교육기간만 늘이는 것이며, 의사 양성 제도가 이원

화되어 커다란 혼란을 초래할 것이고, 대부분의 의

과대학에서 현실성이 없는 등 많은 문제점들을 내

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

다.2 7

첫째, 현행 의예과 교육과정을 보완하여 기본 인

성교육과 교양 교육을 강화하고, 현행 의학과에서의

교육방법을 개혁하여 보다 충실히 함으로써 수준

높은 임상의사를 양성하도록 한다. 둘째, 다양한 전

공배경을 가진 의사의 배출과 우수한 기초의학자의

양성을 위하여 현행 6년제 의학교육 학제를 유지하

면서, 현행의 의예과 정원의 일부에 대하여 4년제

일반대학 졸업자가 의학과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보완한 제도, 즉, 학사입학제 또는 복수전공제 등을

확대 실시한다. 셋째, 2차 및 3차 진료에 종사할 우

수 전문의사 인력의 양성을 위해서는 졸업 후 전공

의 수련교육과정을 개선하고 강화한다.

그러나 한국의학교육학회의 연구 결과는 국민의

료제도의 개선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왔던

전체 의학교육과정과 의학교육제도에 대한 개선 효

과가 극히 적을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전인적 인격

형성, 인성교육, 의학교육 기본과정에 대한 준비 등

을 목표로 하는 의예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

기 어려울 것이며, 타학문과 의학과의 연계교육에

대한 교육구조상의 난점 및 현행 대학원교육의 부

실과 관행에서 비롯되는 사회 경제적 낭비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처방의 마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

다는 비판을 받았다.1 6

3) 한국의학교육협의회 제언

지난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위원회의 제안과 더불

어 의학교육제도 개선의 타당성에 대한 교육부의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료계의 협의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의학교육협의회에서는 1996년 10월 9일

의학교육 학제 개선에 관한 몇 가지 제언을 대정부

건의문 형식으로 채택하여 의료계의 입장을 표명하

였다. 다음은 1996년 10월 9일 발표된 대정부 건의

문의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2 5

첫째, 의학교육전 교육과정은 다양화되고 자율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의사전 의학교육의 목

표는 단일하며 따라서 과정과 기관수준도 단일화되

어야 한다. 셋째, 졸업후 의학교육은 현실과 관행을

수용하면서, 정규 대학원교육은 완전 정상화되어야

만 한다. 넷째, 이제는 국민의료의 기초가 되는 의학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모든 의학교육 관련기관

에 대하여 평가와 신임제도가 수립, 적용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 대정부 건의안은

의학교육제도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은 아니며, 단지 의학교육제도 개선의 당위성과

원론적인 기본방향을 표명한 것으로서 의학교육학

제 개선에 관한 의료계의 입장을 표명한 것에 불과

하였다.

4) 의학전문대학원제도 연구위원회 제안

의학교육제도 개선에 대한 활발한 토의와 논의가

거듭되면서 바람직한 의학교육제도 개선 모형 개발

및 그 타당성을 검증하는 연구로서 교육부의 위촉

에 의해 한달선 외 13인이 수행한「의학전문대학원

제도 연구 보고서가 발표되었다.2 9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연구위원회는 그 동안 논의되었던 의학교육제

도 개선에 대한 타당성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여

두 가지 연구시안 (案)을 제시하였다. 이 두가지 연

구시안은 의학교육에 관한 교육과정의 흐름만을 제

시하고 있으며, 교육기구의 구성은 대학의 특성화

및 다양화를 위하여 대학의 자율 에 맡기고 있다.

의학전문대학원제도 연구위원회에서 제안한 연구시

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시안 Ⅰ은 대학교육 2년 이상을 수료하

고 소정의 선수과목을 이수한 후 일정 전형절차에

의하여 4년제 의학교육 기본과정에 입학하며, 의학

교육 기본과정의 졸업학위는 의학석사 (영문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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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로 한다. 아울러 졸업 후 교육과정은 전문학

위과정과 학술학위과정으로 이원화하여 전문학위

박사과정은 임상의학 전공분야로 설치하고, 부분적

으로 현 전공의 수련과정과 병행 운영함으로써 현

대학원 학술학위과정의 형식적 운영을 최대한 지양

한다는 내용을 연구의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

기구의 구성은 대학의 특성화와 다양화를 위하여

대학의 자율 에 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둘째, 연구시안 Ⅱ는 타 학과의 대학 졸업자를 선

발하여 의학교육 기본과정을 교육하는 4년제 의학

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 졸업학위는 의학박사 (M.D.)

로 한다. 일반대학원의 학술학위과정에는 기초의학

전공분야의 개설만 필요할 것이고, 타 전공의 대학

출신 또는 의학전문대학원 2년 이상 수료자에게 입

학지원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연구

시안 Ⅱ는 연구시안 Ⅰ과 마찬가지로 의학교육에

관한 교육기구의 조직과 구성은 대학의 자율에 의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의학전문대학원제도 연구위원회는 연구시

안 Ⅰ, Ⅱ에 대하여 PME개선효과, UME개선효과

GME개선효과, 사회경제적 비용증가, 의료계와 의

학계의 수용도 등 다섯가지 준거를 적용하여 기존

의 교육개혁위원회 제안과 연구위원회의 연구시안

을 비교 평가하였다. 의학교육과정 전반에 걸친 개

선효과에 있어서는 연구시안 Ⅱ가 가장 클 것이며,

특히 의학교육전 대학교육과 의학교육 기본과정의

문제점이 대폭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연구시안 Ⅰ도 의학교육 전과정에 걸쳐서 개

선하는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되나 연구시안 II에는

못 미칠 것이며, 사회 경제적 비용의 증가는 가장

적고, 의학계 및 의료계가 쉽게 수용할 수 있을 것

으로 평가하였다.

5)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 제안

교육개혁 논의와 때를 같이 하여 1995년 한국의

과대학학장협의회는「의과대학 학제개편 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는데,2 2
이 세미나에서는 현행 의

과대학 학제 및 4·4년제의 전문대학원 제도의 장

단점에 대한 논의와 현행 제도의 보완책으로서 학

사편입학제도 및 복수전공제의 실시 가능성을 검토

하였다. 또한 향후 의료계에서 이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의료계의 자율적인 안을 마련할 것과

운영의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이러한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교육부는

의학전문대학원제도 연구위원회의 연구시안 Ⅰ, Ⅱ

에 대한 의과대학장협의회의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

다. 이에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는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연구위원회의 연구시안에 대하여 각 의과대학

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연구시안 Ⅰ에 69.2%의 찬

성률과 연구시안 Ⅱ에 19.2%의 찬성률을 보였다고

밝히고 연구시안 Ⅰ, Ⅱ 모두 일정부문 보완이 필요

하다고 하였다.

한편, 교육부의 의학교육학제 개편에 대한 한국의

과대학장협의회의 의견이 의학교육계간에 협의가

없이 대정부 건의되었음이 알려지면서, 의료계 내부

에서 약간의 혼란이 있었다. 그래서 한국의학교육협

의회는 1996. 10. 9에 있었던 의학교육학제에 관한

제1차 대정부 건의를 재확인하면서, 다시 대정부 건

의문을 통하여 교육부의 의학전문대학원제도 연구

위원회의 두가지 연구시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

다.2 6 즉,「연구시안 Ⅰ 은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하

고 개선 효과가 클 것이며, 연구시안 Ⅱ 는 시행하

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면서,「연구시안

Ⅰ」에서도 졸업 후 의학교육의 전문박사학위과정에

서 교육의 수월성을 위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학술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로가

있기를 희망하는 제2차 대정부 건의문을 제출하였

다.

3. 국민의 정부의 의학교육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

문민정부에서의 의학교육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

는 의학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을 일부

개정 함으로서 법률적 가능성만을 열어놓은 채 실

행에 옮기지 못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가

지 분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의학교육

학제도 개선에 대한 각계의 의견수렴과 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개선 모형을 개발하는 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교육개혁위원회의 의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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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학원제도 도입 제안으로부터 의학전문대학원제

도 연구위원회의 두가지 방안이 마련되기까지 숙성

의 기간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국민의 정부는 교육개혁을 위한 대통령자문

새교육공동체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학교육과 관련하

여 세계적 연구중심대학의 육성을 표방하였으며, 우

리나라 교육의 제반 문제를 사회 구조의 개혁이라

는 거시적 차원에서 다루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

구중심대학 육성과제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법 의

학 분야의 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을 지난 문민정부

이래 계속적인 추진 과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의

학교육제도 개선 논의에 대해 한국의과대학장협의

회와 한국의학교육협의회가「의학교육 학제의 재조

명 이란 주제로 제6차 합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

며,2 4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최근「의과대학 학제

개선 방안 연구: 최근 의과대학 학제 논의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 을 수행한 바 있다.7

1) 새교육공동체위원회의 연구

그 동안 의학교육계 일각에서는 21세기의 바람직

한 의료인력 양성과 생명 의과학의 국제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의학교육 제도와 내용에 대한 개편

이 꾸준히 연구되고 논의되었다. 이는 의학이라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고급 전문인력의 내실화

에 대한 국가 사회적 요청과 의학교육 기회의 확대

및 균등한 교육여건에 대한 교육 수요자의 요구가

접목되면서, 의학교육기관의 차별화, 다양화, 특성

화 추구와 21세기를 대비한 생명 의과학 기술개발

및 신지식 창출을 위한 의학교육구조의 개선에 대

한 논의와 연계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의학교육제도

의 개선에 대한 논의는 21세기 경쟁력 있는 고등교

육 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교육개혁 과제와 밀접하

게 연계되었다. 즉, 대통령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

위원회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 (知識基盤社會)가 요

구하는 창의적 인간 육성을 위하여서는 대학의 국

제적 경쟁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교육구조의 개편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았다.

또한 국민의 정부의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① 세

계수준의 대학원중심대학 육성 및 지역 우수대학

지원 ② 대학 (원)의 교육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

한 제도 개선 ③ 학술연구 수준의 세계화 ④ 대학의

자율성 및 책무성의 지속적인 강화 ⑤ 대학교육의

정보화 기반 구축 등의 교육개혁 추진 과제도 의학

교육구조 개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논의

되어 왔다.

이러한 교육구조 개편은 IMF이후 국가위기 의식

이 고조되면서 그 원인의 하나가 현재의 교육구조

에 있으며, 대학이 변해야 나라가 산다는 인식과

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현 고등교육구조에 대해 새

교육공동체위원회가 인식한 몇 가지 문제점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입시를 위해 벌이는 무

의미하고 소모적인 경쟁과 고교교육이 대학입시 준

비기관으로 전락함으로서 나타나는 사회문제이다.

아직은 미숙한 청소년의 진로선택이 일점·일회에

강요되는 현실과 시험성적 위주의 대학 선발제도는

망국적 입시열과 과잉 사교육비를 비롯한 각종 사

회적 병폐를 가져오고 있다. 둘째, 대학간 경직화된

서열구조와 서울의 일류대학과 법 의학 등 인기학

과에만 몰두함으로서 나타나는 인재배분의 불균형

에 의한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약화이다. 대학의 역

할과 기능의 미분화 및 일류대학 프리미엄 체제에

따른 인재배분의 불균형은 교육기관 및 인재의 수

도권 집중과 지방대학의 소외 등을 초래하였으며,

궁극적으로 대학의 국제경쟁력 약화를 가져온 주요

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21세기 지식기반 국가로의 발전을 주도할

창의적 인력 양성기반을 구축하고, 동시에 전공분야

로의 진로 선택 시점을 다양화하고 기회를 다단계

화 함으로서 국내 학부수준의 진학만을 위한 과잉

의 대학 입시열을 분산시키는 것이 교육문제로 인

한 사회적 폐해를 줄이고 대학의 국제 경쟁력 강화

를 위한 핵심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

은 맥락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법·의학

같은 고급 전문직업을 위한 교육의 입학 구조와 교

육과정 및 면허와 자격의 부여과정이 계속하여 경

직되고, 폐쇄적인 일반학부교육으로 운영될 경우,

해당 학문분야의 진정한 발전이 저해 될 뿐만 아니

라, 국제화 개방화되어 가는 21세기에 국가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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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새교육공동체위원회는 의학전문대학

원 4·4학제 모형개발과 도입방안 연구 를 수행하

였으며, 소위 학사 후 의학교육제도 도입 방안을 수

립하게 되었다. 표 1은 새교육공동체위원회에서 연

구·개발한「학사후 의학교육제도모형개발 및 실행

방안 연구」의 연구결과를 현 교육제도와 비교하여

요약한 것이다.

한편, 의학교육제도 개선 논의와 관련하여「대

통령자문 새교육공동체위원회」는 1999년 9월 및

2000년 7월, 2차에 걸쳐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을 대통령께 건의하였다. 이로부터 우리 사회는 의

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을 기정 사실화 하면서 다

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에 직면하게 되었다.

첫째, 언론보도를 통해 상당수 학부모 및 학생들

은 의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시행이 확정된 것

으로 인식하고 있어 수험준비에 혼란 및 민원이 발

생하고 있다. 둘째, 대학의 모집단위 광역화 이행여

부와 대학의 의학과 및 법학과의 모집단위 결정을

두고 불필요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지금까

표 1. 새교육공동체위원회의 의학교육제도 개선 (안)

항 목 현 의학교육 학사 후 의학교육

1. 기본성격 학부교육 전문 대학원 교육

2. 입학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학사학위 취득자

*고등학교 졸업자 (일부)

3. 기관 명칭 의과대학 의학대학원 (醫學大學院)

4. 관리학위 / 학위 성격 의학사 (B.M.)/학술학위 의무박사 (醫務博士, M.D) / 전문학위

5. 고등교육기간 (의사가 되기 위한) 최소 6년 최소 6- 8년

6. 정원개념 의예과 입학 정원
대학원 전공별 정원(현행 의예과

규모)

7. 의학교육입문시기 고교 졸 : 1회 (재수) 다양한 시점 ; 복수기회

8. 의학입문자격시험 (MEET ) × 신설

9. 의사 면허시험 단계 : 응시 기회 1 단계 : 무제한
다 단계 (2단계)시험

: 제한 (3회/ 단계별 시험)

10. 면허부여시기 졸업과 동시 졸업 후 1년 기본수련 후

11. 학부- 대학원연계복합학위과정

; B.S - M.D / B.A- M.D
× 신설

12. 학문연구- 복합학위과정

; M.D- Ph.D 등
× 신설

13. 의학교육위원회 (교육부산하) × 신설

14. 일반 학부대학 조기졸업제도

① 계절학기 학점취득 제도

② 학점예치제도 (AP)

△

△

×

활성화

활성화

신설

15. 입학 조기 허가제도 × 신설

16. 수련교육·대학원교육 병행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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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의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

가 수행되어 왔음에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몇 가지

문제들이 있다. 예를들어 현행제도 및 전문대학원

선택을 대학 자율에 일임하여 채택하도록 할 것인

지가 불투명하며, 의사 양성기간이 현재의 고졸후

고등교육기간 6년에서 그 이상으로의 증가가 필연

이 되어 교육비 부담 가중에 따른 의료비 상승, 군

복무에 따른 사회진출 시기의 지연 부담 등의 우려

가 있으며, 충실한 학부교육, 성숙한 입시관리능력,

의과학자 양성을 위한 별도의 연구지원프로그램 개

설 등의 전제 조건이 성숙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 한국의학교육협의회 연구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국민의 정부의 대학원 중

심 연구중심대학 육성에 대한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의학교육제도에 관한 확대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

교환을 하였으며,2 8 또한 계속되는「의학전문대학원

혹은「4·4학제에 의한 의학교육 제도 도입에 대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와

한국의학교육학회의 합동 학술대회에서 논의를 하

였다.2 4 이와 같은 의학교육제도 개선 논의의 연장선

에서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1998년 12월에 의료계

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하여 맹광호 외 6인에게 위촉

하여「의과대학 학제 개선 방안 연구: 최근 의과대

학 학제 논의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 을 수행하도록

하였다.7 한국의학교육협의회에 의해 수행된 이 연

구는 비교적 최근에 수행된 것으로서 기존의 의료

계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는 면에서 가치

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 요청에 의해 맹광호 등이

연구한 의학교육 학제 모형은 1997년 5월 12일에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가 단독으로 교육부에 건의한

내용을 우리나라 의과대학의 바람직한 제도로 설명

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의학교육제도 개선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바람직한 의과대학 학제는 2 4년제의 의학전문대

학원 형태이며, 이를 근간으로 한 대학의 자율성을

주장하고 있다. 즉, 대학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의예

과를 완전 폐지하던지, 아니면 의예과 정원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의학과 진입 시에 다른 계열 대학 학

생들에게 할당하는 의학전 대학교육과정 개선과 철

저한「의과대학 인정평가제」를 도입함으로써 의학

과 4년의 교육수준을 향상시키며, 대학원 제도를 혁

신적으로 개혁함으로써 수준 높은 임상수련과 경쟁

력 있는 생명 의과학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

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학사 후 의학교육제도와는 달리 고졸

후 의학전공을 전제로 한 의학전 대학교육 이 기

본적으로 2년이어야 한다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주

장하고 있다.

첫째, 의학 전 교육은 의학을 위한 기초 자연과학

지식과 기본교양을 습득하기 위한 과정으로써, 지금

까지의 경험으로 이 기간은 2년으로 충분하다. 둘

째, 의과대학 학부교육만으로 진료활동을 할 수 있

었던 예전과는 달리 이제는 점차 졸업 후 교육이 강

조되며, 실제로 이를 위해 4∼5년의 기간이 소요되

고 있는데 굳이 의학 전 교육기간을 늘이는 것은 바

람직하지 않다. 셋째, 우리나라 남자 의사들은 3년

간의 군복무 의무를 지고 있는데, 이것은 의학 전

교육을 더 이상 늘이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중요한 이유다. 넷째, 정부의 4 4년제 구상 가운데

는 전면적으로 대학 의예과를 없앰으로써 입시경쟁

률과 재수생을 없애려는 뜻도 담겨 있는 듯하나 점

차 의사가 인기 직업 순위에서 밀리고 있고, 의과대

학이 과잉 신설됨으로써 의대 입시 경쟁률 또한 크

게 떨어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의학 전 학부교육

기간을 4년으로 하려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다섯째, 의사양성을 위한 교육기간의 연장은 교육비

자체의 상승과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상승을 초

래하여 국민의료와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라는 점과 현재도 남북간 의료의 차이가 심각한 상

황에서 남북통일 후의 상황을 대비하여야 한다. 또

한 그간 의학교육학계에서 지적하여 왔던 현행 의

학교육과 의료 서비스 및 의사자질의 문제점은 교

육의 과정, 교육내용과 방법의 문제이지 학제의 문

제가 아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 연구보고서는

일반대학 졸업생 가운데 의학 전공자를 선발하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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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학제가 갖는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

리나라의 독특한 상황들로 볼 때 지금 당장은 이 학

제가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제도라는 것이 의료계의

합의된 견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연구는 특별히

연구모형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며, 1997년 5월 12일

에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가 교육부에 제안한 의학

교육 학제 개선 모형을 근간으로 새로운 전문대학

원 제도가 실시될 경우에는 후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3) 의학전문대학원 추진위원회의 연구

교육인적자원부는 새교육공동체위원회의 의학교육

표 2 . 의학전문대학원 추진위원회의 의학교육제도 개선 모형

항 목 연구시안

적용대상 국내 41개 의과대학 및 11개 치과대학

적용시기 2003학년도부터 2006학년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그 시기는「대학자율」로 정함

최소 지원자격

의학교육입문시험 성적을 제출할 수 있는 자

일반대학 학부교육 2년 이상 이수와 8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대학자율」로 정한 대학별 기타 지원자격을 충족한 자

입학심사
의학교육입문시험, 선수과목, 평량 평균 성적, 외국어, 봉사, 면접, 기타 등의 방법을 「대

학자율」로 실시함

의예과
현 2년제 의예과 체제 존속 여부, 전공광역화 개념의「예과학부」운영 여부, 이를 확대

시킨 가칭 의과학과의 신설 운영여부는「대학자율」로 정함

입학정원 현재의 의예과 1학년 입학정원 승계

입문시험 의학교육입문시험 제도 도입

교육과정
의학교육 기본과정 중에 [임상교육입문시험], [임상교육종합평가시험], [특성화 선택과정]

및 [서브인턴]제도 등을 도입하는 대학원 수준으로의 교육과정 변화를 적극 유도

수여학위 전문학위: 의학석사 (M.D.)

복합학위과정

학문연구 복합학위과정 (M.D.- Ph.D. / D.M.D.- Ph.D. ; 병역대체복무제도 및 재정적 지원

운영은「대학자율」로 정함

대학원 수준에서 의학과 관련된 각종 학문간 기타 복합학위과정의 운영 여부는「대학자

율」로 정함

의학전문대학원의 각종 복합학위과정 입학정원은 해당학교의 입학정원에 각각 포함됨

전환기준
교육과정, 교수, 시설·설비, 행정·재정 등의 영역에서 일정한 전환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전환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은 설립준칙 및 인정평가 기준 을 준용하여 개발함

졸업후 과정
전공의 수련교육과 대학원 학술학위과정 병행 금지

전문의 자격취득후 대학원 전문박사학위과정 병행 허용

병역 학문연구 복합학위과정에 대해 병역대체복무제도 적용

기타
학점예치제도, 조기졸업제도, 입학조기허가제도 등의 신설 및 확대 실시를 추구하되, 선

택 여부는 「대학자율」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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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조속한 입장 정리를 위해

2000년 10월 법·의학 전문대학원 도입 추진계획

(안) 을 발표하고, 2003학년도에 의학 전문대학원을

도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행 (안)을 마련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는 2001년 3

월 14일 의학전문대학원 추진위원회를 교육인적자

원부 산하에 설치하고 의학전문대학원 시행방안을

연구하였다. 의학전문대학원추진위원회의 의학교육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주요 연구·개발 결과는 표

2와 같다.3 1

그러나, 의학전문대학원 추진위원회에서 연구·

개발한 표 2의 개선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

이 지적되었다. 첫째, 의학교육제도 개선에 따라 의

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되는 대학의 입학자격을 대

학 2년이상 85학점 이상 취득자로 규정함으로써 타

학문분야와의 학위 등급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

으며, 둘째, 자연계열 및 기초학문 분야 대학 학부

재학생들이 의학전문대학원 진학 및 이에 따른 준

비로 이들 학문분야가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

기되었으며, 셋째, 학부 재학생의 의학전문대학원

이동은 결국 우수한 인재의 수도권 집중을 유발하

고 지방대학은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4 . 의학교육제도 개선 (안) 비교

1996년 대통령자문교육개혁위원회의 의학교육제

도 개선 (안)이 발표된 후 정부 주도의 많은 연구들

이 구체적인 의학교육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본 절에서는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정부 주도에 의

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대통령자문교육개혁위원회

의 개선안,6 교육부 의학전문대학원제도 연구위원회

의 연구시안 Ⅰ, Ⅱ,2 9 대통령자문새교육공동체위원

회의 학사후 의학교육제도안1 6 및 의학전문대학원추

진위원회의 연구시안3 1 등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의

학교육제도 개선에 관한 주요 연구 결과를 비교하

였다. 표 3은 정부 주도 의학교육제도 개선안을 비

교한 것으로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3 1

첫째, 의학교육제도 개선에 관한 지금까지의 주요

연구결과들은 현재의 학부교육체제인 의학교육이

전문대학원으로 개편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

하고 있다.

둘째, 의학교육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논

의사항은 입학자격과 관련되어 있다. 즉, 고등학교

졸업후 의학교육에 곧바로 의학교육에 입문하는 것

에 대한 문제인식은 동일하게 인지하고 있으나, 입

학자격을 학사학위 취득자로 할 것인지, 입학자격을

더 다양화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아직도 계

속되고 있다.

셋째, 학위명칭에 대한 논의도 계속되는 쟁점의

하나이다. 즉, 의학사, 의학석사, 전문박사, 의무박

사, 의학석사 등 개선되는 의학교육제도의 성격규명

에 따라 다양한 학위명칭이 제안되었으며, 그 장·

단점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넷째, 모든 연구결과들에서 의학교육의 질적인 향

상을 위한 의학교육입문시험제도의 도입, 대학원 수

준에 부합하는 의학교육과정의 개선 등이 제안되고

있다.

다섯째,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고 의학교육

제도가 유연성, 다양성을 가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학부- 대학원 복합학위과정, 학문연구복합학위과정

등의 신설이 제안되고 있다.

여섯째, 지금까지 관행으로 병행되어온 학술학위

과정과 졸업후 수련과정이 더 이상 병행되는 것은

방지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일곱째, 교육인적자원부의 의학교육제도 개선과

함께 보건복지부의 졸업후 수련교육과정이 함께 연

구되고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비

록 일부 연구에서는 연구범위를 교육인적자원부의

의학교육제도 개선에 국한하기도 하였으나 졸업후

수련교육과정의 개선 없이는 의학교육제도의 개선

효과도 미미할 것이라는 점이 강조되어 왔다.

마지막으로, 의학교육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의

학교육계 및 의료계의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이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다. 즉, 정부주도의 획일

적인 대학운영체제에서 탈피하여 학생의 선발, 교육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좀 더 폭넓은 자율권이 대학에

위임되어야 하며, 정부는 이에 대한 적절한 재정적

투자를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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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

는 교육과정, 교수, 시설·설비, 행정·재정 등의 영

역에서 의학전문대학원에 적합한 전문대학원 설립

(전환) 기준을 조속히 설정하고 발표하여야 한다.

전문대학원 설립 기준은 의료계의 합의로 만들어진

설립준칙, 인정평가 기준 등을 준용하여 개발하며,

설립준칙의 개발과정에는 의학 교육계의 의견을 충

분히 수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의학교육입문시험을 개발하기 위한 지원이 필

요하다. 의학교육입문시험은 의학교육 및 국민의료

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것

으로 학습능력 위주의 수학능력시험 개념이 아니라,

국민의료를 위한 의사로서의 잠재적 자질에 대한

검사와 적성검사로의 의미를 갖는다. 의학교육입문

시험은 의학 교육제도 개선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

항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시행에 따른 준비

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의학교육제도 개선

에 앞서 의학교육입문시험을 교육평가 전문기구 혹

은 의학교육관련 민간기구에서 준비·집행하도록

하되 정부는 초기 개발비용 등을 적극 지원하는 것

이 필요하다.

3) 의학교육제도 개선에 따른 재정확보 및 지원계

획을 수립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전문대학

원 전환에는 그에 따른 정부의 재정적 투자 없이는

제도 도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없다. 이

것은 현재 학부교육 수준으로 운영되는 의과대학이

전문대학원으로 전환되는 것이 이름과 형식논리에

의한 명분적 전환이 아니라, 현재의 의학 교육 수준

을 대학원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

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재정적 투자는 필수적이

라고 할 수 있다. 전문대학원 전환에 따른 재정소요

분야로는 ① 의학교육입문시험 개발, ② 대학원 수

준의 교육과정 개발, ③ 교육과정 개선에 따른 추가

적 시설·설비, ④ 교수 인력 채용 등 많은 부분에

서 재정적 투자가 요청된다. 따라서 의학교육제도

개선에 앞서 정부의 재정확보 및 재정 지원 계획이

분명하게 수립되어야 하고 그 의지를 명확하게 표

명하여야 한다.

셋째, 의학교육기관 및 관련기관의 자율적인 협력

과 노력은 의학교육제도의 개선 및 전문대학원 제

도의 성공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

실이다. 특히 의학교육제도 개선에 관한 많은 연구

들이 의학교육제도 개선에 관한 많은 사항을「대학

자율」에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의학교육기관 및 관

련기관 자체의 철저한 준비와 책임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1) 각 대학은 의학교육제도 개선에 관한 많은 연

구들에서 대학자율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연구 및 준비가 필요하다. 이것은 의학교육제도 개

선 및 의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 모형이 각 대학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운영 방안을 수립해야 한

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

한 노력이 궁극적으로 의학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2) 의학교육제도 개선을 위해서 의학교육계의 자

율성을 최대한 발휘함이 필요하다. 의학교육제도 개

선에 관한 연구들에서 많은 결정 사항을 대학자율

로 위임하고 있는 것은 의학 교육관련 단체의 자율

적인 노력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의과대학장협의회, 한국의학교육협의회 및 한국의

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 등과 같은 민간 협의기관에

서 자율적인 규제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의학교육제도의 개선은 많은 정부부처가 관

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의학교육과 관계된 많은

민간기구들의 이해 상관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따라

서 이러한 제반 이해관계 집단과의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1) 보건복지부는 의학교육제도 개선과 함께 의사

면허시험의 제도 및 졸업 후 수련교육과정에 대한

가시적인 개선 방안을 수립함이 필요하다. 의학교육

제도가 교육제도라는 측면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고유한 영역이라 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교육제

도를 통한 전문직업인인 의료인력의 양성은 보건복

지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학교육제도 개선과 함께 면허시험제도, 졸업후 수

련교육과정 등의 개선에 대한 긍정적 검토와 적극

적인 협조가 요청된다. 즉, 현재의 경직된 졸업 후

수련교육 구조를 개선하며, 의료인력 양성계획을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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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교육과 수련교육을 연계하여 기획함으로써 국민

의료와 국가경제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적극적인

개선책 모색이 요청된다.

2)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는 의학교육관련

기관과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함이 필요하다. 의료계

및 의학교육계에는「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한

국의과대학장협의회」,「한국의학교육학회」,「한국

의학교육협의회」,「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

「대한병원협회」및「대한의사협회」등 의학교육과 관

련된 많은 기구들이 있다. 이들은 각각 어떤 형태로

든지 의학교육의 질적인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많은 연구결과들이 축적되어 있다는 점에

서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은 이들 기관과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3)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 산하에「의학 교육위

원회」를 상설로 운영해야 한다. 전체 의학교육과정

은 교육인적자원부만의 학교교육 소관 사항이 아니

고 보건복지부의 직장교육 소관 사항이기도 한 직

업교육인 동시에 학교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부총리 산하에 관련 부처와 순수교육계, 의학교

육계, 권익 당사자인 의료계와 병원계, 의료소비자

인 시민단체 대표로 구성하는 상설「의학 교육위원

회」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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