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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social medicine curriculum model and to propose its

management device. T he study developed the curriculum model and its management plan as follow

First , the social medicine curriculum can be implemented start ing from the first semester o

first year through the fir st semester of fourth year , and is splitt ed up into two semesters for ea

year of medical school.

Second, a semester consists of sixteen weeks , giving tw o hours course per week.

T hird, the sixteen w eeks curriculum should be composed of sub courses which lasts at lea

four weeks each.

Forth , the elective course of social medicine is of four blocks in total, and runs from second

semester of the second year through first semester of the fourth year . T his means the electi

courses in the fir st semester are opened to third and fourth year students . And the electiv

courses in the second semester are opened to second and third year medical students .

Fifth , the minimum number of elective courses should be more than four courses per semeste

Sixth , the credits for core and elective social medicine courses are one point each for any

lectures or laboratories carried out in the following way ; one hour course provided for sixtee

w eeks or two hours course provided for eight weeks .

T he social medicine education stands firm as one of the core subjects in twenty- first centu

medical education. Thus, the effectiveness and systematic development of the program as well a

running it will be the most important criterion for determining the competency of a medical sch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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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의학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건강을 증진시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며, 의학교육은 이

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양질의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의사는 그 대상이 되는 인간과 인

간의 고통에 대하여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이

해를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

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 동안의 의학교육은 오직 인

간의 생물학적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의학은 교육과

연구, 그리고 봉사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변화와 문

제를 갖게 되었다.

첫째, 교육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다음

과 같다. ① 21세기에는 전 학문의 재통합과 분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의학이 자연과

학의 영역이 아닌, 사회과학, 인문과학의 종합 학문

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② 의사는 자신이 속한 사

회와 문화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점차로 사회로

부터 소외되어 사회의 지도자로서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사와 의료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무시함으로써 사회로부

터 비도덕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③ 의과대학

교육과정 중에 정서적, 사회적 교육의 부재로 인한

의사 상호간, 의사와 환자 관계에서 비인간화가 초

래되고 있다. ④ 의과대학 교육이 질병과 인간의 생

물학적 측면만을 편향적으로 교육시켜 인간과 인간

고통에 대하여 생물 심리 사회 (Bio- Psycho- Soci

의 현상을 통합하는 시각을 갖지 못하고 있다. ⑤

의과대학 교육이 논리적이고 창조적인 지적 작업을

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의사로서

의 업무수행에 바탕이 되는 의사소통이나 타인의

감정과 정서를 함양하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⑥ 전공이나 향후 진로 선택에 대한 정보를

접할 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진로 선택이 매

우 제한된 시야 속에서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

둘째, 연구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다음

과 같다. ① 사회의 제반 문제들과 현상을 체계적으

로 분석하고 대처할 수 있는 의료전문가가 양성되

지 못하고 있다. ② 의학의 발달과 이에 따른 제반

현상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연구가

시행되지 못하여 의료인의 역할이 사회 내에서 제

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 ③ 의학적 측면에서 사

회학 및 인문학 분야와의 공동연구를 위한 창구의

부재로 인하여 일방적인 측면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셋째, 사회 활동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

다. ① 각종 사회 봉사에 요구되는 기술과 지식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시행되지 못하여 의료분야에

서 사회 의학적 문제들에 정통한 전문가가 양성되

지 못하고 있다. ② 천재지변, 사회부조리 등 사회에

서 일어나는 제반 현상에 대한 의학적 측면에서의

연구와 접근 방법에 대한 전담기관의 부재로 의료

인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제한되어 왔다. ③ 각종 시

민단체 및 사회단체와 연합하여 사회 의학적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앞장 설 수 있는 기관이 의

료사회 내에 존재하지 않아 의료인들은 비 정부기

관이나 사회 단체들의 주도권 하에서 보조적인 역

할만을 수행하여 왔다.

위에서 고찰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의학

과 의학교육이 모색하게 된 것이 사회의학 (Socia

Medicine)이다. 사회의학이란 의학에 포함되어 있는

그리고 의학과 연관되어 있는 사회, 문화적인 측면

의 내용들을 사회학, 인류학, 심리학, 문학, 신학 등

의 사회과학, 인문과학과 연결함으로써, 의학을 연

구하고 교육하며 진료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는

의학의 한 영역이다.4 즉, 질병을 포함한 인간의 모

든 고통은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을 가지고

있고, 인간의 고통을 경감시킨다는 최종 목표를 가

지고 있는 의학은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의학교육은 그

중에서도 오직 생물학적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큰

불균형이 초래되었고, 그에 따라 의학이 인간 고통

의 해결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불완전하게 수행하게

되었다는 근본적인 문제 인식에서 사회의학이 출발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세계의 많은 선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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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학들은 사회의학과 (Department of Social

Medicine)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1 4 미국의

경우에는 하버드 의과대학이나 듀크 의과대학 등이

그 대표적인 대학이다. 그러나 세계 각각의 국가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들 고유의 사회, 문화적 특징

이 있는 만큼 사회의학과의 구성과 활동 내용도 대

학에 따라 큰 차이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회의학

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아직 우리 나라에서는 이러한 사회의학에

대한 개념이 충분히 소개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고,

이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므로 외국의 사회의학 교육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

해를 바탕으로 우리 나라 의학교육에 사회의학을

도입하는 것은 21세기를 맞이하여 의학교육이 가지

고 있는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

서 향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사회의학 교육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연구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

이 있다.

첫째, 사회의학 교육을 통하여 21세기의 한국과

세계 의학계를 이끌어 나갈 거시적 안목을 갖춘 의

학지도자 를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즉, 단순히 생물학적 안목과 능력만을 갖춘 의료

기술자 들이 아닌, 21세기의 사회 문화적 변화와 요

구에 부응하며 의료와 연관된 언론계, 문화계, 사회

계, 정치계 등에서 지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의료

지식인 들을 키워내야 하는 것이 새로운 의학교육

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사회의학 교육을 통하여 21세기 한국 의료

및 세계 의료가 가진 특수한 사회, 문화적 문제들을

연구하고 대비하여야 한다. 21세기에 한국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측면에서 급속한 변화를 경험하

게 될 것이며, 국제적인 위상과 그 역할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에 따라 인간이 가지는

건강과 질병, 고통에 대한 개념과 시각에 있어서도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그와 연관된 체계

적인 연구와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예를 들면, 의사

로서 활동하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의사소통 능

력의 훈련, 타 문화권 및 인종을 대상으로 한 의료,

제 3 세계 의료, 그리고 북한 및 민족 통일과 연관된

사회의학적 문제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사회의학 교육을 통하여 의료의 대 사회적

활동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의료 봉사가 단순한 봉사 만을 의미하던 시대는 지

났다. 이제 의료의 대 사회 봉사 활동 역시 고도로

전문화된 훈련과 준비를 요구받고 있으며, 그에 따

른 전문적인 연구와 교육이 필요로 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서 본 연구는 우리대

학의 실정에 적합한 사회의학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을 주된 연구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다음은 본 연

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개발 목

표이다.

첫째, 국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의학 교육

이 어떤 구조와 행정 조직 하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

고 있는지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하

여 향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사회의학 교육을

시행하는데 기초 자료로 사용하도록 한다.

둘째, 향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사회의학 교

과목이 개설될 경우, 한국적 상황에서 그 내용을 어

떻게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모델을 제시

한다.

2. 연구 내용 및 범위

이상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

구 내용 및 연구 범위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 국내

외에서 최근 실시되고 있는 사회의학 관련 교육과

정을 분석하였으며, 둘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사회의학 교육과정의 개발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

한 모형을 제안하였다. 사회의학 교육과정 모형 개

발 영역으로는 사회의학 교육목적 및 목표의 설정,

사회의학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방안, 학점 및 평

가체계 등으로 구분하여 개발하며, 구체적인 교과목

명칭 및 교과목 내용을 개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

였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내용 및 범위에 대한 접근 방법과 관련

하여 선택한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문헌연구를 통하

여 사회의학 교육과정에 관한 운영 및 개발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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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고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다양한 모형을 도

출하였다. 문헌연구에는 외국의 사회의학 교육에

대한 분석적 조사와 국내 사회의학 관련 교육 현

황 조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 사회의학 교육

내용, 과목 내용, 의학교육 전체 교육 내용 중 사회

의학 교육이 이루어지는 시스템 등을 분석하였다.

둘째, 사회의학 교육과정 개발 자문위원회를 구성

하여 외국의 예에 대한 의견과 우리 학교에서의 사

회의학 교육 모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표 1. 사회의학 관련 교과목 개설 대학 수

과목
의예과 의학과 합계

비고
1996 2000 1996 2000 1996 2000

의학개론 13 24 2 0 15 24 의학입문

의사학 12 13 9 8 21 21 의학사

행동과학 11 10 24 28 35 38

의학철학 1 3 1 3

의학과 예술 1 1 1 1

의학과 문화 1 1 1 1

의료선교 1 2 1 2

의인류학 1 1 1 1

대화술 1 1

복지사회 이해 1 1 1 1

사회봉사 2 7 2 7 의료봉사

의료와 법학 4 4 의료와 법, 의료분쟁과 법

의료정보학 14 1 15

경영학 5 3 8 의료와 경제, 병원경영학

의료관리학 2 12 11 14 11
사회의학, 의료사회학

제외

지역사회의학 0 1 25 27 25 28 의료와 심리학

인문사회과학 특강 3 2 5 교육학, 종교

기타 2 2 4
인성교육, 특성화선택,
의료현장의 이해

의학윤리 4 14 19 23 23 37

의료인의 기본윤리, 의료윤리,
직업윤리, 인간과 윤리, 윤리학

개론, 사회윤리, 윤리학, 인간과

윤리, 생명과 윤리 등

의료와 사회 11 10 21

생명과 사회, 의학과 사회, 의

료사회학, 사회와 의사, 사회의

학, 환자와 의사, 환자의 이해,
인간관계학, 의사소통기술

합 계 48 118 94 117 142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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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사회의학 교육과정

1. 우리나라 사회의학 교육과정

1) 사회의학 교과목 개설 현황

사회의학 교과목 개설 현황은 시간에 따른 변화

양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1996년에 발표된 황상익의

연구자료
9와 연구진이 분석한 2000년 의과대학 교

과과정 현황을 비교·분석하였다.1)

표 1은 우리 나라 의과대학에서 사회의학 교과목

별 개설현황을 살펴본 것이다. 표 1에서 사회의학

관련 교과목 개설 현황을 살펴보면 첫째, 사회의학

관련 교과목을 개설한 대학이 1996년과 비교하여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즉, 사회의학 관련 개설 교

과목별로 개설대학 수를 합산해 보면, 1996년에 142

개였던 것이 2000년에는 235개로 65% 이상 증가하

였다. 이것은 점차로 의사 사회가 다원화되고 복잡

해지면서 사회의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나

타내고 있는 것이다. 둘째, 사회의학 관련 교과목의

개설은 의학과보다는 의예과에 집중적으로 증가하

였다. 이것은 사회의학 또는 인성과 관련한 교육이

조기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잠재된 인식과 비교적

의예과에 시간을 편성하기 쉽다는 현실적인 여건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특정한 사회의학 교과

1) 2000년 의과대학 교육현황은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에

서 발행한 「의과대학 교육현황집」을 기초자료로 활용하

였다.

목의 증가 현상이 뚜렷하다. 의학개론은 1996년 당

시 15개교에서 개설하였으나 2000년에는 24개교에

서 개설하였으며, 의학윤리는 23개교에서 37개교로,

사회봉사는 2개교에서 7개교로, 의료와 사회는 21

개에서, 의료정보학은 15개교에서 새로 신설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우리 나라 의과대학에서 사회의학

관련 교과목의 개설은 양적인 면에서 큰 성장을 이

루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성장과

함께 학생들에게 사회의학적 관점을 체계적으로 제

공하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는 다른 측면에서 논의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시대적 흐름

에 부응하여 단순히 특정 교과목을 아무런 연계성

없이 개설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강한 의문이 제기

된다. 이것은 각 대학들의 교과목 개설 현황을 살펴

보면 단지 1∼2개의 교과목을 주당 1∼2시간 할애

하여 교육하고 있는 실정에서 쉽게 알 수 있다.

2) 사회의학 교과목 학점 및 시간수

사회의학 관련 교과목의 학점 및 시간 수의 평균

을 살펴보면2)표 2, 3과 같다. 이 표에 의하면 의예

과와 의학과에서 사회의학 교과목은 각각 강의와

실습을 포함하여 104시간, 106시간 정도 교육되고

2) 표 2, 3의 조사에서는 의료법규는 계산되지 않았으며,

지역사회의학은 사회의학 교과목으로 분류되었다 . 또한 의

예과에 개설된 교과목 중 일반 교양과목의 성격이 강한 심

리학개론, 인문사회과목 등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

표 2 . 의예과 사회의학 관련 교과목 개설 평균

구 분
강의 실습 합계

학점 시간 학점 시간 학점 시간

평 균 5.59 92.37 0.32 14.15 5.88 104.07

표 3 . 의학과 사회의학 관련 과목 개설 평균

구 분
강의 실습 합계

학점 시간 학점 시간 학점 시간

평 균 4.13 78.10 0.74 40.00 4.88 10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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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의학 교과목 학점 및 시간 수 편성 현황은 다

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사회의학 교과목의 편성비중은 의예과와 의

학과에서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즉, 의예과 또

는 의학과 모두에서 약 100여 시간의 사회의학 교

육이 실시됨으로써 사회의학 교육이 의예과 뿐만

아니라 의학과까지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우리 나라 의과대학에서의 사회의학 교육은

의예과에서 평균 5.88학점에 104시간, 의학과에서

4.88학점에 106시간 정도 교육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것은 타 단과대학에 비하여 사회의학 교

육이 강조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의료전문가

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에 대한 교육이 중요한 교육

내용이 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셋째, 사회의학 교과목 개설현황은 의과대학에 따

라 많은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예과는

대학에 따라 0시간에서 192시간, 의학과는 21시간

에서 320시간까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대학에 따라서는 사회의학 교과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사회의학 교과목은 대부분 강의에 의한 지

식 전달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지역사회의학 실

습 및 사회봉사 등을 통하여 약간의 실습이 제공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예과에서의 사회

의학 관련 실습은 평균 14.1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사회의학과 관련된 수기 및 태

도 함양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2. 외국의 사회의학 교육과정

외국의 의과대학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회의학 교

육과정에서는 특히 미국과 영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육과정을 분석하였다. 외국의 경우 사회의학 교육

과정이 제공되는 형태가 대학마다 매우 다르고 구

체적인 운영에 대한 자료 부족으로 인하여 몇 개의

주요 대학을 대상으로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미국의 경우 Introduction to Medicine, Medic

Practice and Society , Patient - Doctor , Docto

Patient , Physician and Society , Human

Behavioral Development and Problems 등 매우

다양한 명칭으로 사회의학 관련 강좌가 개설되고

있으며, 대부분 의학과 1학년부터 시작하여 4학년까

지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1 0 영국에서는

의학교육에 대하여 1995년에 영국의사협회 (General

Medical Council)에서 「T omorrow ' s Doctor」라

는 보고서를 발행함으로써 각 의과대학에 의학교육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1 3 특히, 이 보고서에서는 의

사소통 기술을 강조하고, 학생들이 학습도구로서 컴

퓨터에 대한 이해를 갖출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의학교육과정은 학생들이 병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

역사회 등의 다양한 현장에서 임상 경험을 쌓을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고, 환자 진료를 하는데 있

어 질병의 비의학적인 측면과 심리적 측면에 대한

이해를 획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의과

대학 학생들이 제2의 유럽 언어를 구사하고, 수학이

나 음악 등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사를 증대시킬 것

이 요청되고 있는데, 이는 SSMs (Special Study

Modules ) 과정을 통해 개발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의 많은 의과대학에서는 이 과

정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

다.1 2 ,1 5

사회의학 교육과정 모형

1. 사회의학 교육과정 모형 개발 원칙

1) 지식·술기·태도의 통합교육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의사에게 필요한 능력

은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의학의 흐름을 이

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체 과학의 변화, 그리고 사

회 전체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

그것은 양질의 임상 의사가 되는 것에도 마찬가지

이며, 탁월한 의료 행정가 및 활발한 의학 관련 활

동자에게도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의학 교육

은 사회학, 인류학, 문학, 철학, 신학, 정치학, 경제

학, 언론학 등 다양한 인문·사회과학을 의학과 연

관시켜 학생들이 통합적 시각으로 의학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통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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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은 학생 시절에 기본적인 사고 능력과 분석 능력

을 갖출 수 있게 하고 삶의 구체적인 가치관을 함양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과학 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소위 지구촌 시대가 더욱 진전될 미래 사

회를 대비하여, 의학과 인간 건강 문제를 단지 지역

사회나 국내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

서 볼 수 있도록 시각을 확대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앞으로 의학의 어떤 영역에서 전문가로

일을 하던지 통합적이고 거시적인 시각의 지도력을

갖출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2) 연속 교육

외국에서의 사회의학 교육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

중 하나는 전 학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연속교육

(continuing education )이다. 즉 사회의학 교육은

정 학년에서만이 아니라 의학과 1학년에서 의학과

4학년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실시하여 그들의

몸과 마음에 사회의학적 시각과 개념을 확실히 가

지도록 해야한다. 따라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사

회의학 교육과정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1학년

때부터 4학년까지 연속적인 프로그램으로 개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필수와 선택의 구분

사회의학 교과목은 매 학기마다 필수과목을 두어

모든 학생이 그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와는

별도로 사회의학 선택과목을 개설하여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내용을 학생들이 선택적으로 더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4) 이론과 실제의 연계

어떤 교육에 있어서도 이론과 실제의 연계가 중

요하지 않은 분야는 없을 것이다. 특히 의학교육은

직업 실천적인 학문분야라는 점에서 더욱 이론과

실제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

의학 교육은 강의실에서의 강의로 그 학습 목표를

이룰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바, 실습과 토론

위주로 교육과정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직접 죽음이 임박한 환자들을 만나고, 난민촌 아이

들을 진료하고, 재난 지역에 방제 활동을 해보고, 의

료 선교지에 방문하여 그들의 체험을 할 수 있는 실

천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

요하다.

한편, 우리 나라 의학교육에서 획기적인 프로그램

으로 인정되고 있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특성화

선택과정도 이러한 사회의학 교육과 연계되어 실시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전에 사회의학 필수과목과 선

택과목 등을 통하여 지식을 습득한 후에, 그것을 기

반으로 일종의 인턴 과정 으로서의 특성화선택과

정을 가지도록 유도할 수 있다.

5) 기독교적 가치관과 선교 정신의 함양

사회의학 교육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특성을

살린 의료선교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요청된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은 우리 나

라에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로 들어온 알렌을 시초

로 하여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후 많은 의료선교사

들이 이 학교의 교수로 활동하면서 한국에 서양의

학과 복음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에 따라 세

브란스 출신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파와 사회 봉

사, 그리고 의료 선교사로서 활동하였다. 따라서 사

회의학 교육위원회는 교육과 연구, 봉사 활동에서

의료 선교 활동을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전체 의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료의 본

질과 신앙, 그리고 의료 선교에 대한 내용을 교육할

수 있다. 즉 모든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의사로서의

삶의 방향을 안내하고 가치관 교육의 일환으로서

의료 선교에 대한 소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구체적으로 의료 선교에 뜻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

으로 하여 좀더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의료 선교 교

육을 선택 과목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셋째,

이미 시행하고 있는 특성화 선택과정에서 의료선교

를 선택하여 그에 대한 좀더 전문적인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이 사회의학 교

육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사회의학 교육과정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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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는 사회의학 교육과정의 필요성과 모형

개발 원칙에 의하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

교육과정 모형(案)을 개발하였다. 사회의학 교육과

정 모형은 크게 교육과정 목적과 목표, 교육과정 편

성과 운영, 학점 및 평가체계 및 지원체계 등으로

구분하였다.

1) 교육과정 목적과 목표

사회의학 교육과정은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의학

지식 뿐만 아니라 인문·사회학적인 소양과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내용을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

써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폭 넓고 통합된 시각

을 가지고 다양화, 다변화된 미래 사회의 요구에 능

동적으로 대처하는 양질의 의료인력 양성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의학 교육과정을 통해 구체

적으로 함양하고자 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 인간과 인간의 고통에 대하여 생물학적 측면

뿐만 아니라 심리학적, 사회학적 이해를 포함하는

통합적인 지식과 태도를 함양한다.

② 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인접 학문의 발달이 의

학 및 의료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

하고 대처할 수 있는 비판적 연구능력을 함양한다.

③ 의사로서 사회의 제 문제에 대해 적극적 관심

을 갖게 하고 국민의 건강 및 보건의료에서 나타나

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실천능력을 배양한다.

2)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사회의학 교육과정의 목적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편성은 교육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표 4와 같이 한다. 표 4의 사회의학 교육과정 모형

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첫째, 사회의학 교육과정은 1학년 1학기에서 4학

년 1학기까지 연속 교육과정으로 하며, 교육과정에

있어서는 1학기와 2학기를 구분한다.

둘째, 1학기 교육과정은 16주를 기본단위로 구성

* 선택과목 (8주) : 의료선교 (Ⅰ,Ⅱ), 의료와 정치, 의료와 언론, 북한의료, 의료윤리, 대체의학, 의

료와 경영, 응급 재난구조의학, 의료와 법, 제3세계 의료, 의료사회학, 사회의학

연구방법론, 국제보건, 의료인류학, 여성과 의학, 의학교육학 등

표 4 . 사회의학 교육과정 편성 (案)

1학기 2학기

1학년

(기본 과정)
의학입문 (2주)
의학사 (6주)
의료와 사회문화 (4주)
의료와 종교 (4주)

의료윤리 (8주)
의료와 사회정책 (8주)
(경제, NGO, 정책결정 등)

2학년

(핵심 과정)
의사와 환자 (16주)
(환자와의 Interview , 의사소통 기술

환자되어보기, 만성환자, 죽음, 가족)

병원경영 (4주)
대체의학 (4주)

선택과정 Ⅰ (8주)

3학년

(심화과정Ⅰ)
국제보건 (4주)
실습 T opic 토론 (4주)

Leadership (4주)
Presentation skill (4주)

선택과정 Ⅱ (8주) 선택과정 Ⅲ (8주)

4학년

(심화과정Ⅱ)
의료와 신앙 (4주)
의사의 삶 (4주)

(진로지도)

선택과정 Ⅳ (8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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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1주는 2시간을 기본단위로 편성한다.

셋째, 한 학기 16주의 교육과정 속에는 최소 4주

이상의 하위 주제로 세분화 할 수 있으며, 하위 주

제의 선정 및 세분화 단위 등에 관한 사항은 각 과

정별 교육과정 편성 책임자가 결정하도록 한다.

넷째, 사회의학 선택과정은 총 4개의 블록으로 2

학년 2학기부터 4학년 1학기까지 개설하며, 각각 선

택과정 Ⅰ, Ⅱ, Ⅲ, Ⅳ로 명칭 한다. 단 이러한 선택

과목은 1, 2학기에 각각 설정되며, 1학기에 설정되

는 선택과목은 3학년 1학기 학생들과 4학년 1학기

학생들이, 2학기에 설정되는 선택과목은 2학년 2학

기와 3학년 2학기의 학생들이 공동으로 선택하도록

한다.

다섯째, 매 학기 선택 교과목 수는 최소 4과목 이

상으로 하며, 선택과정별 개설과목은 학년별 계열성

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3) 학점 및 평가체계

사회의학 필수과정 및 선택과정으로 개설되는 교

과목의 학점은 기본적으로 주당 1시간씩 16주 또는

주당 2시간씩 8주의 강의 또는 실습에 대하여 1학

점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를 들어, 주당

2시간씩 16주간 강의가 진행된다면 2학점을 부여하

며, 선택 과목으로 주당 2시간씩 8주간 강의가 진행

된다면 1학점을 부여한다. 사회의학 교육과정의 학

점체계를 이와 같이 할 경우 학생들은 졸업 전까지

총 14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한편, 사회의학 필수과정 및 선택과정의 평가는

학점을 부여하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상대평

가의 절대적 기준은 사회의학 교과목 담당자에 의

해 결정하도록 한다. 상대평가의 절대적 기준을 교

과목 담당자에게 위임하는 것은 상대평가가 갖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이다.

4) 지원체계

사회의학 교육과정의 실질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적절한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지원체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의학 교육과정의 성공을 위해서는 전체

과정을 조정하고 운영할 책임자 및 각 세부 교육 내

용을 담당할 책임자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구체적인

사회의학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

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의학 세부 교육 책

임자는 교내 교수가 담당하도록 하며, 가능한 필수

과정 및 관련 선택과정은 동일한 책임자를 선정하

도록 한다. 단 세부 과정별 책임자를 복수로 선정하

여 서로 협의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둘째, 사회의학 필수 및 선택과정에서 각각의 교

과목에 해당하는 적절한 교수자를 선정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기본적

으로 전체 운영자 및 세부 과정별 책임자에 의해 충

분히 검토되고 협의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대학 차

원에서 적절한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사회의학 선택과목

교수자를 외부에서 초빙할 경우 이들에 대한 적절

한 보수 및 지위적 신분을 부여하는 것은 중요하다

고 할 수 있다.

셋째, 사회의학 선택과정에서 개설되는 선택교과

목의 수에 따라 소요되는 강의실의 수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은 활용 가능한 강의실 및 시설·

설비를 확인하여 이에 따른 지원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넷째, 사회의학 교육과정의 원할한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아무

리 좋은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편의주의 및 행정 전

문인력의 부재로 교육과정이 의도하였던 목적을 제

대로 달성하지 못한 사례를 우리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요 약

사회의학이란 의학에 포함되어 있는, 그리고 의학

과 연관되어 있는 사회·문화적인 측면의 내용들을

사회학, 인류학, 심리학, 문학, 신학 등의 사회과학,

인문과학과 연결하여 연구하고 교육하고 진료에 도

움이 되도록 지원하는 의학의 한 영역이라 할 수 있

다. 이러한 사회의학이 중요하게 대두된 이유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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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의 의학교육이 오직 생물학적 측면만을 강조함

으로써 인간의 고통과 질병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

적·심리적·사회문화적 측면의 인식과 해결에 불

균형을 초래하였고, 그에 따라 인간 고통의 해결이

라는 본연의 임무를 불완전하게 수행하여 왔다는

근본적인 문제 인식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는 향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사회의학 교육과정 모형을

개발하는 것을 일차적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연세대

학교 의과대학이 국내의 타 대학에 앞서 사회의학

교육과정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은 학생

들로 하여금 21세기의 한국과 세계 의학계를 이끌

어 나갈 거시적 안목을 갖춘 의학지도자 들이 되도

록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배출하여야 한다는 시대

적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육은 21세기 한국 의료 및 세계 의료

가 가진 특수한 사회, 문화적 문제들을 연구하고 대

비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연세대학교 의과대

학은 학생들로 하여금 의료의 대 사회적 활동을 체

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준

비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 의과대학의 사회의학 관련 교육현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의학 교과목을 개설하

고 있는 대학 수를 과목별로 합계해 보면, 1996년에

는 142개였던 것이 2000년에 235개로 65%이상 증

가하였다. 둘째, 사회의학 관련 교과목의 개설은 의

학과보다는 의예과에 집중적으로 증가하였다. 셋째,

특정한 사회의학 교과목의 증가 현상이 뚜렷하였는

데, 의학개론은 1996년 당시 15개교에서 개설하였

으나 2000년에는 24개교에서 개설하였으며, 의학윤

리는 23개교에서 37개교로, 사회봉사는 2개교에서

7개교로, 의료와 사회는 21개에서, 의료정보학은 15

개교에서 새로 신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

의과대학의 사회의학 교과목 학점 수와 시간 수를

살펴보면 첫째, 사회의학 교과목의 편성비중은 의예

과와 의학과 모두 약 100여 시간으로 사회의학 교

육이 의예과뿐만 아니라 의학과까지 연속성을 가지

고 있었으며, 둘째, 사회의학 교육은 의예과에서 평

균 5.88학점에 104시간, 의학과에서 4.88학점에 106

시간 정도 교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으로 사회의학 교과목 개설현황은 의과대학에 따라

많은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의예과는 대

학에 따라 0시간에서 192시간, 의학과는 21시간에

서 320시간까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사회의학 교육과정은 대학별로 매우 다양

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각 대학의 교

육목표 및 실행 가능성에 비추어 계획하고 있으므

로 공통된 관점으로 사회교육과정을 비교할 수 없

었다. 그러나 각 의과대학별 사례를 통하여 사회의

학 교육과정에 대한 공통적인 특징을 추출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질병은 의학적 관점에서만 정의할

수 없으며, 사회적, 심리학적 관점을 포괄해야 한다

는 현대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둘째, 이러한

관점에서 의사- 환자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

고 있다. 셋째, 의사직업의 전문성은 더 이상 의학적

지식과 기술에만 의존하지 않으며, 사회의 다양한

분야 대한 폭 넓은 시각을 요구하고 있다. 넷째, 의

사는 타 전문분야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이들과 적

절하게 의사소통 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의

사로서 사회적 제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함으로써 국

민의 건강 및 보건의료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적절

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외국의 사회의

학 교육과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실행 가능한

사회의학 교육과정 모형 (案)은 다음과 같이 개발되

었다.

연구진은 사회의학 교육과정 모형 개발의 기본

원칙으로 지식, 수기, 태도를 통합하는 통합교육 원

칙, 전 학년에 걸쳐 사회의학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

다는 연속교육의 원칙, 학생들의 개인차를 반영하는

필수와 선택의 구분 및 이론과 실제의 연계 원칙,

기독교적 가치관과 선교 정신의 함양 원칙 등을 설

정하였다. 이러한 원칙 하에서 연구·개발된 사회의

학 교육과정 모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의학 교육과정은 1학년 1학기부터 4학

년 1학기까지 연속 교육으로 실시하며 1학기와 2학

기를 구분한다.

- 210 -



한국의학교육 : 제 13 권 제 2 호 2001

둘째, 한 학기는 16주를 기본단위 구성하며, 1주

는 2시간을 기본 단위로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셋째, 한 학기 16주의 교육과정 속에는 최소 4주

이상의 하위 주제로 세분화 할 수 있다.

넷째, 사회의학 선택과정은 총 4개의 블록으로 2

학년 2학기부터 4학년 1학기까지 개설한다. 1학기

에 설정되는 선택과목은 3학년 1학기 학생들과 4학

년 1학기 학생들이, 2학기에 설정되는 선택과목은 2

학년 2학기와 3학년 2학기의 학생들이 공동으로 선

택하도록 한다.

다섯째, 선택과정별 최소 개설 교과목 수는 학기

별로 4과목 이상으로 한다.

여섯째, 사회의학 필수과정 및 선택과정으로 개설

되는 교과목의 학점은 기본적으로 주당 1시간씩 16

주 또는 주당 2시간씩 8주의 강의 또는 실습에 대하

여 1학점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1세기 의학교육의 세계적 흐름에 부

응하고 지식기반 사회의 다변화, 다분화 된 사회에

서 효과적으로 봉사하는 양질의 의료인력을 요구하

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요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

다. 또한, 국내 의학교육의 효시인 연세대학교 의과

대학이 국내 및 세계에서 의학 지도자 및 사회 지도

자 역할을 할 사람들을 배출하여야 하는 중요한 사

명과 그 설립 목적에 따라 선교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지도자를 배출하여야 하는 사명에 기초하고

있다. 사회의학 교육은 그러한 사명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교육개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진에 의하여

연구·개발된 사회의학 교육과정은 그 동안 지적되

어 오고, 현재 가지고 있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본질적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

이라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사회의학 교육은 2002년부터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도입, 실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2004년

이 될 때까지 계획만 세우고 실제 사회의학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늦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

서 전체적인 운영까지는 좀더 많은 노력과 시간배

정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우선 사회의학 교육을 단

계적으로 도입해 나가서 좀 더 안정적으로 교육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2001년에

준비 과정을 거쳐 2002년부터 의학과 1학년 1학기

와 2학기에 한 두 과목을 먼저 도입하고, 2003년에

는 2학년에게, 2004년부터는 3학년과 4학년에게까

지 도입하여 사회의학 교육 전체의 틀을 완성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둘째, 사회의학 교육 및 연구, 운영을 전담할 전

문적인 사회의학 기구가 필요하다. 즉 사회의학 교

육 전반을 전문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하며, 이와 연

관된 연구 활동 및 봉사 활동까지를 담당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전담 기구는 향후 사

회의학 전문 인력을 배출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

다. 사회의학은 그 중요성과 역할에 비추어 볼 때,

단지 의대생들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만으로는 충분

치 않다. 즉 의대생 중 일부분은 사회의학을 전공하

여 향후 의료계와 사회 안에서 중요한 전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체계적인 교육 계획과 관리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기

구가 필요한 것이다. 특히, 앞으로 의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되면 학부과정이나 석사과정 등에서 인

문과학이나 사회과학을 전공하고 의과대학에 들어

오는 학생들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그

들은 의학과 자신의 학부 전공 내용을 연결시키려

는 시도를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현재 의학전문대

학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외국에서 흔히 볼 수 있

는 현상이다. 따라서 이러한 학생들의 향후 교육 욕

구에 비추어 보아도 사회의학 기구의 설립은 중요

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은 연세대학교라는 우리 나라 명문 종합대

학에 속해 있으면서, 자연과학, 인문과학, 사회과학

전 영역에 있어 우수한 교수들과 연결하여 다제간

연구를 하기에 매우 유리한 조건에 있다. 이러한 조

건을 잘 살려 학문적 연구와 교육을 실시하는 의과

대학의 통로로서 사회의학 기구의 역할은 매우 중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어느 학교나 그 학교 고유의 설립 정신과 특성,

그리고 고유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 특성과 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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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잘 살려 발전시키는 것이 바로 학교의 특성화를

이루는 일이며, 타 대학과 비교될 수 없는 경쟁력을

가지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기

독교 대학이고 한국 기독교의 모태였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이 이런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교육과 봉사,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회의학 교육

안에 만들어 운영한다는 것은 연세대학교 전체와

의과대학의 위상과 특성을 한국 기독교계와 한국

사회 전체에 분명히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

을 것이다.

21세기 의학교육에 있어 사회의학 교육은 그 핵

심 중 하나를 이루고 있다. 얼마나 효과적이고 체계

적인 사회의학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느냐는 것이 앞으로 각 의과대학의 경쟁력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그러한 거시적 시

각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을 통해서만 의료계와 사

회의 지도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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