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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the past 100 year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modern medical education system in the early 1900s, the results of 

extensive field research and practice in North American medical schools and professional education have led the flow of medical 

education around the world. In this study, the direction of medical education in North America over the past 100 years were examined 

through major literature review, leading to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Korean medicine education.

The ｢Medical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published by the Carnegie Educational Foundation in 1910, which is considered 

to have laid the foundation for modern health care education, was reviewed. Next, ｢Educating physician: A Call for Reform of Medical 

School and Residency｣, published in 2010, which is known to have proposed a future-oriented goal for the training of medical professionals 

has been analyz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Acquisition and utilization of biomedical knowledge which is the basis 

of clinical competence, is a basic competency that should be provided to future medical professionals. 2) Beyond education to cultivate 

clinical competence of individuals directly affecting the medical treatment, various professionalism education programs that capture the 

specificity of Korean Medicine doctors should be established and strength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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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  사회의 개발도상국들은 많은 부분에서 선진국들의 사
례를 따라가고 있다. 의학이나 치의학 분야에서도 지난 한 세
기 동안 서구사회는 다양한 논의와 시도를 통해 교육을 선제
적으로 발전시켜왔다. 한국의 의학 및 치의학교육은 서구사회
의 교육 개선안을 선진 사례로 삼아 수용하여 우리 상황에 맞
게 적용시키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다. 한의학 교육 분야의 경

우 선진모델이 부재하다1)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왔으
며, 동시에 서양의학과는 다르다고 보는 전통의학의 특수성을 
강조2)하는 논의 또한 오랫동안 있었다. 한의학은 양방의료 
주도의 보건행정체제 하에서 전통의학의 특징을 고수하면서
도 근 화된 제도에 부응해 나가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양방향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3). 서양의학 중심의 국가의료
제도 아래에서 한의학교육은 20세기 초 의학교육의 향을 
받아 의생명과학을 교육해왔지만, 동시에 한의학의 특수성에 
따라 한의 이론 및 고전, 전통 약물 지식 및 침구치료 등을 가
르쳐 왔다.

한 지역에서 개발된 성공적인 교육적 해결안이 다른 지역
에서는 기 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 특정 지역의 

1) 신상우. 한의인력 양성의 질 향상 방안, 우수 한의인력 육성 및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한의계 적정 인력 수급방안 중심으로- 
2015. 자료집. 11.

2) 이충열. ｢현  한의학의 이해-한의학의 정체성 문제 고찰을 위한 예비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10;24(5):758-769.
3) 박민정, 임병묵, 차웅석, 유명순. ｢보건의료 제도환경에 따른 한방병원의 변화｣. 한한의학회지. 2014;35(1):14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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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사회적 맥락에서 개발된 교육해결안은 그 사회와 문화
에 맞게 토착화(contextualization)를 거치지 않으면 본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채 어중간하게 표류하게 될 가능성이 높
다4). 전세계 의료인들 다수가 기초학문으로 교육하고 있는 
의생명과학의 내용은 공통이지만, 의료의 양상은 사회･문화･
역사에 따라 매우 다르게 표현된다5). 한의학교육에는 의학 
분야의 선진 모델을 가져오는 것 뿐 아니라 한국의 문화･경
제･사회적 요소와 한의학의 특수성 또한 고려해야 한다. 

2000년 에 들어와서는 직무 중심의 한의사 국가시험6)7)
에 해, 2010년 에는 한의학교육 평가인증과 역량중심 한
의학교육8)9)에 한 논의도 시작되었다. 2015년부터 한국한
의학교육평가원을 중심으로 한의사의 역량(competency)을 
규정하고, 새로운 평가인증기준과 이를 반 하는 교육을 시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행을 중심으로 하는 역량중심교육 및 
평가로 이행되고 있는 단계라 할 수 있다. 한의사 2차 직무분
석결과인 한의사 직무기술서10)와 2016 한의사 역량모델로 
발표된 역량 틀(Framework)11)은 모든 한의사가 수행해야 
하는 임상역량 뿐 아니라, “의사소통, 전문직업성, 사회적 책
무, 의료경  및 관리”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 역량을 모두 포
괄하고 있으며 한의사가 가지고 있는 집단적 특성을 반 하고 
있다. 

한의학 뿐 아니라 전 세계 전통의학 전문가에 한 교육, 
평가인증 및 면허시험은 전통의학 그 자체의 지식 외에도 의
생명과학 지식 및 윤리를 포함한 사회적 역량을 포함하고 있
다. 중국, 만, 인도와 같은 주요 전통의학 강 국들도 북미 
의학교육의 향을 받아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도모해 오고 
있다. 아시아 전통의학이 서구 사회로 진출하여 새로운 전통
의학교육의 문화를 형성한 미국, 캐나다, 스위스, 호주 등에서도 
의생명과학과 윤리 등 사회적 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 및 면허시험 응시자격에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의 기본 틀은 모두 20세기 북미 의학교육에서 
시작되었고, 전 세계에 확산되는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의

학을 비롯 전세계 전통의약 교육 및 면허제도에 중 한 향
을 미쳐온 북미의 의학교육12)의 흐름을 고찰하여 지난 100여 
년간 북미 의학교육의 발전방향이 한의학 교육 재구조화
(Restructuring)에 시사 하는 바를 찾아보았다. 

Ⅱ. 본론

북미지역에서 가장 큰 의학교육의 변화가 시작된 1910년 
카네기교육진흥재단의 플렉스너 보고서(Flexner Report), ｢미
국과 캐나다의 의학교육(Medical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발간 이후 의학교육의 재건(reconstruction)이 
이루어진 시기와, 그로부터 100년 후, 미래를 위한 더 나은 의
학교육을 추구한 ｢의학교육의 개혁과 미래(Educating Physicians: 
A Call for Reform of Medical School and Residency)｣보고서
가 발간되었던 시기를 중심으로 의학교육 재구조화(restructuring)
의 관점에서 고찰한다.

교육 재구조화는 기존의 학교체제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0년경에 미국에서 시작된 교육 운동 중 하
나로,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틀을 재구성할 수 있는 종합적이
고 체제적인 변화를 유도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역량중심 
한의학 교육으로의 전환 노력은 급진적인 교육 개혁(Reform)
이 아닌 교육의 재구조화(Restructuring)이다13). 교육학에서 
현 체제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는 단기간의 활동을 개혁
(reform)에 가깝다고 한다면, 교육의 재구조화는 장기적인 체
제와 구조의 변화를 의미한다. 개혁은 체제 내 요소들을 한 번
에 하나씩 변화시켜나가려는 데 초점을 두지만(예: 교육과정
개선과 같이 조직수준이 아닌 교육을 구성하는 요인 중 하나
의 변화만을 의도하는 활동), 재구조화는 더욱 고차원적인 단
계에서 학습을 이루기 위해 현 학교의 분절적인 체제를 개선
하려는데 주목한다. 따라서 전체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의 점

4) 최익선, 윤보 . 한국의학교육의 새로운 과제: 불확실성이 큰 문제상황에 처하는 능력의 강화. Korean Medical Education Review. 2014; 
16(3):111-118.

5) 안덕선. ｢의학교육의 역사적 인식｣. Korean J Med Educ. 2011 Jun;23(2):79-81.
6) 김기봉, 김장현, 임병묵, 신병철, 신상우, 김근우, 외. ｢한의사 2차 직무분석 연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013.
7) 강연석, 권 규, 전찬용, 이은용, 김근우, 서형식, 외. ｢한의사 역량 중심 평가를 위한 국가시험 개선안 연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 2015.
8)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한의과 학･한의학전문 학원 제 2주기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편람｣. 2018.
9) 손인철. ｢한의학교육의 노력과 그 개선방안｣. 제 3차 한의학교육심포지엄 자료집. 2017.
10) 김기봉, 김장현, 임병묵, 신병철, 신상우, 김근우, 외. ｢한의사 2차 직무분석 연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013.
11) 임철일, 한형종, 홍지성, 강연석. ｢2016 한의사 역량모델 정립 및 활용 방안｣. 한한의학회지. 2016;37(1):101-113.
12) 최익선, 윤보 . 한국의학교육의 새로운 과제: 불확실성이 큰 문제 상황에 처하는 능력의 강화｣. Korean Medical Education Review. 2014; 

16(3):111-118.
13) 홍지성. 재구조화 관점에서 본 역량중심 한의학교육: 의생명과학과 전문직업성 교육의 강화. 원광 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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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을 요구하기 때문에 개혁보다 더욱 광범위하고 큰 변화를 
함축하고 있다14).

1. 1910년대 이후 의학교육: 학교교육과 의생

명과학 강조

1910년 카네기교육진흥재단은 플렉스너 보고서를 발표하
면서 의학교육을 재건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한다. 이 보고서
는 직업학교의 졸업생에 가까웠던 의사를 위한 교육에서 전문
직으로서 갖추어야 할 “실험”과 “과학”에 기반한 의학 연구와 
교육을 강조하고, 학교중심의학(academic medicine)의 강화
를 제안하 다. 플렉스너가 의학교육의 기본으로 여긴 것은 
의사들의 과학적 소양이었다. 당시 의학교육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간주된 존스홉킨스 학의 경우 1893년에 의학전문
학원을 도입해 의생명과학 교육과정을 수료한 학생들만을 입
학시켰다.

“해부학, 병리학, 미생물학, 생리학 등 의학교육의 기
초가 되는 필수과정을 인정하고 다양한 치료과정들을 
포함하기 위해 광범위한 용어를 사용한다. 병리학과 
생리학은 다른 안이 전혀 없는 과정이다. 인체구조
에 적합하고, 비정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데 적합한 
한 가지의 과정이 있다고 인정한다. 지금까지 이 분야
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의생명과학에 해 논쟁을 벌인 
적은 없다. 이점에서는 부분 뜻을 같이하고 있는 것
이다 의과 학의 입학기준이나, 효과적으로 기초의학
을 가르치기 위한 시설 등은 어디를 가나 비슷한 수준
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의학의 분파들이 서 있는 논리적 위치는 자기
모순이다. 그들은 부분적으로 교육과정에 과학적 논리
를 받아들여 왔다. 병리학, 세균학, 임상검경법을 가르
치며, 이로써 과학적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교
수자들은 학생들이 과학적 태도를 가지고 현상을 해석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의과 학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과 함께 과학적 

방법을 학습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과학적 방법의 습득
은 의과 학 초기 2년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동일한 
방법, 동일한 사고방식이 교육을 받는 전 과정에 지속
적으로 학습되어야 하는 것이다. 분파주의자들은 자기 
학생들이 처음 2년간 정상적인 과학교육과정을 이수하
는 것에 동의하고 3년째부터 새로운 원리를 제시해서 
학생들에게 과학과 계시 사이에서 절충하기를 요구하
는데 이것은 자기모순이다”15)16)

플렉스너는 의학의 과학적 토 (Scientific foundations of 
medicine)는 해부, 생리, 병리가 중심이 되며, 이러한 지식은 
의사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소양이라고 주장하 다. 그
는 임상의학과의 조화도 중요하게 여겨 교육과 실제 임상에서 
기초와 임상 양쪽 모두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
다. 즉 의학지식과 교육의 체제화를 통해 학을 중심으로 한 
병원 성장의 시초, 의학교육의 체계적인 나아갈 바를 밝힌 시
점으로 플렉스너가 주장한 바를 요약하면 1) 학교중심의 의
학교육(academic medicine), 2) 질병의 의생명과학적 토 와 
임상 적용이라 할 수 있다. 

이 시기 의학에서 과학의 객관성을 강조하는 교육은 확립
되었으나, 이후 기초의학의 급격한 발전으로 기초의학과 임상
의학의 간극이 커지기 시작했다. 의학지식의 급격한 팽창으로 
인해 의과 학 과정에서 학습자에게 모든 의학지식을 가르치
는 것이 불가능해졌고, 강의 위주의 수업방식을 택한 과목중
심 교육과정이 상황적 지식(situated knowledge)을 전달하는 
부분에서 취약점이 드러났다17). 기초의학교육에서 ‘기초의학
적 지식과 실력을 겸비한 임상의사 양성’이라는 교육 목표의 

전제에서 일탈해 과목특이적인 지식을 전달하는데 주력했
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는 임상과는 별 상관이 없는, 기초의
학 교수 개인의 관심사인 학문적 연구주제를 가르치기도 했
다. 그 결과 임상실습을 시작하는 학생들이 왜 기초의학을 공
부했는지 이유도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암기에 의
존한 지식을 기억해 내기란 더욱 어려웠다. 무엇보다 기초의
학 지식을 임상에 적용하는 것은 엄두조차 내기 힘들어졌다. 
더 심각한 것은, 이제는 기초의학 내에서조차도 다들 자신의 

14) Sheane Kim, Bierlein Louann. Barriers to School Restructuring. 1992. http://www.eric.ed.gov/contentdelivery/servlet/ERICServlet?accno=ED359663
15) Flexner Abraham. Medical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bulletin number four (The Flexner Report). New York:The Carnegie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Teaching. 1910(reprinted in 1972).
16) 김선. 플렉스너 보고서–미국과 캐나다의 의학교육. 서울:한길사. 2005.
17) Cooke Molly, Irby David M, O’Brien Bridget C. Educating physicians: A call for reform of medical school and residency. San Francisco, 

CA:Jossey-Bass. 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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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지키는 데 급급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결
국 교육 내용의 중복으로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임상적 중요
성에서 멀어진 채, 더 좁고 깊게만 들어가는 지식 및 사실 위
주의 전달로 수업 시간이 채워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
다18).

최근까지도 사실적 지식(Factual Knowledge)의 과부하, 
적절한 교육과정 부재, 기초와 임상의 연결 구조 결함, 통합 
부족, 맥락 및 관련성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
다.19)20) 이러한 맥락을 타개하기 위해 캐나다 McMaster 의

를 시작으로 문제기반학습(Problem-based learning)을 중
심으로 하는 교육과정의 도입이 시도되기도 하 으나, 모든 
임상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맥락적 특성을 반 할 수 없다
는 한계가 지적되며 일부 수업의 교수법으로 축소되었다. 

2. 1990년대 이후 의학교육: 구체적인 성과를 

강조하는 역량중심교육의 대두

미국에서 의사의 역할에 한 연구와 활용을 주도한 기관
은 졸업 후 의학교육 인증위원회(Accreditation Council of 
Graduate Medical Education, ACGME)이다. 이들은 1998년 
학습성과 개발 프로젝트(Outcome Project)를 시작하 는데 전
공의 교육과 평가에 역량교육과 관련된 이론을 도입하여 미국
의 전문의로서 갖추어야 할 성과들에 해 광범위한 의견 조사 
및 다양한 그룹의 검토를 거쳐서 1999년에 일반 역량(general 
competencies)의 역, 구성 요소 및 교육과정 요건 등을 발
표하 다. 성과는 환자관리(patient care), 의학지식(medical 
knowledge), 임상 중심의 학습과 역량향상(practice-based 
learning and improvement), 의사소통능력(interpersonal and 
communication skills), 전문직업성(professionalism) 및 보
건의료 체제기반 진료(systems-based practice) 등 6개 
역으로 구성되었다. ACGME의 일반성과의 틀은 모든 단계의 
전공의교육 현장에서 6개의 성과 역 모두를 반 하도록 하
여, 전공의 교육과정의 인증에 적용하 고, 졸업 후 의학교육
의 발전을 이끌었다.21)22)

2003년 세계의학교육연구소(Institute for International 
Medical Education)는 전세계 의과 학이 공통적으로 달성해
야만 하는 최소한의 졸업 성과를 개발하 다. 국제적인 의사의 
최소필수요건(global minimum essential requirements, GMER)
은 전문가적 가치, 태도, 행동 및 윤리 역(Professional values, 
attitudes, behaviors and ethics) 11개 역량, 의생명과학적 토

(Scientific foundation of medicine) 역 10개, 의사소통기
술(Communication skills) 역 9개 역량, 임상술기(Clinical 
skills) 역 10개 역량, 공중보건 및 의료체계(Population health 
and health systems) 역 9개 역량, 비판적 사고와 연구
(Critical thinking and research) 역 6개 역량 및 정보관리
(Management of information) 역 5개 역량 등 총 7개 역, 
60개 역량을 제시하 다.23)

1996년 캐나다 전문의 협회(Royal College of Physicians 
and Surgeons of Canada)은 미래 의료환경의 변화에 처할 
수 있는 의사 역량으로 CanMEDS Competency Framework
을 개발하 다. CanMEDS 2015에서는 의사의 역할을 전문가
(professional), 소통자(communicator), 협력자(collaborator), 
지도자(Leader), 보건증진자(health advocator), 학자(scholar)
로 분류하고, 이에 맞춘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시행
하고 있다.24)

3. 2010년대 이후 현 의학교육: 전문직업성을 

포함한 인문사회적 역량의 강조

의학교육의 객관화를 추구한 플렉스너는 단순히 객관화된 
의학교육을 넘어 의사가 될 학생들은 통찰력을 갖추어야 하
며, 환자에 공감할 수 있는 인문학적 소양과 여러 문화적 경험 
또한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가 세운 개혁의 비전
은 의학교육은 학교에 거점을 두어야 하고, 전문가로서의 
의사는 교육, 임상, 연구를 병행하도록 해야 하며, 여러 직업
군과 비교했을 때 의사전문가를 지탱하는 가치관은 이타주의
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25). 이는 최근 의학교육에서 가장 강
조되는 사회적 역량, 전문직업성 교육에 시사 하는 바가 크다. 

18) 청년의사 2014. 11. 23일자 [칼럼] 이형기. 의과 학 기초의학 교육, 이 로 좋은가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111
19) Tim Dornan, Karen Mann, Albert Scherpbier, John Spencer. Medic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Edinburgh:Churchill Livingstone. 2011;12.
20) 이병두, 박훈기. ｢임상표현 교육과정개발｣. Hanyang Medical Reviews. 2012;32(1):8-16.
21) Susan R. Swing. ｢The ACGME outcome project: retrospective and prospective｣. Med Teach. 2007;29(7):648-654.
22) 한재진. ｢글로벌 의사의 역할과 성과바탕 의학교육｣. Ewha Med J. 2013;36(1):3-8.
23) 한재진. ｢글로벌 의사의 역할과 성과바탕 의학교육｣. Ewha Med J. 2013;36(1):3-8.
24) Royal College of Physicians and Surgeons of Canada. CanMEDS 2015Physician CompetencyFramework. 2015.
25) 최보문. ｢현  의학전문직업성: 역사적 배경, 개념변화, 선언문 비판｣. J Korean Med Assoc. 2011;54(11):1124-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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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역량 내에는 기존의 임상적인 역량과 비임상적인 역
량, 즉 사회적 역량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26) 임상역
량과 사회적 역량, 그리고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더욱 내재적
인 속성들을 명확히 분리하기는 어려우나, 직접적인 임상술기
를 잘 수행하는 능력을 임상역량으로, 이를 더 잘 할 수 있도
록 간접적으로 향을 주는 모든 역량을 사회적 역량으로 표
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중 가장 주요 개념으로 다루어지고 있
는 것이 전문직업성이다. 의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임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지역사회, 
국가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해야 하는 역할에 한 규명이 이
루어져 왔다.

플렉스너 보고서가 발간되고 100년을 맞아, 카네기 교육발
전재단에서는 전문직업인의 교육에 한 광범위한 연구를 수
행하게 되는데, 성직자, 법률가, 공학자, 간호사 그리고 의사
에 한 교육 현황을 검토하 다. Cooke, M., Irby, D. M., & 
O'Brien, B. C. 등 은 그 결과로 “Educating Physicians: A Call 
for Reform of Medical School and Residency(의학교육의 개
혁과 미래)”를 제시한다. 현장연구를 통해 의학교육의 네 가
지 1) 표준화와 개별화, 2) 통합화, 3) 수월성 추구 4) 전문인 
정체성 형성을 위한 목표를 규명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학
교육의 다양한 측면을 분석하 다.

표 1은 1910년 Flexner가 제시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2010년 Cooke, M., Irby, D. M., & O’Brien, B. C. 등 이 제시
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이다. 플렉스너는 의학교육의 과학적 환
경, 기초, 임상과 관련된 표준화, 단일화 된 기준을 제시하면
서 학문적 수준을 끌어올리고자 하 다. 그러나 현재는 의학
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학습자들의 차이를 인정하며 개별화된 
교육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 의학
교육에서는 형식적 지식과 경험학습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 학
부교육인 기본의학교육(Basic Medical Education, BME), 전
공의교육(General/Graduate Medical Education), 평생교육
(Continuing Medical Education, CME)의 연계와 지속적 통합
을 추구하고 있다. 많은 임상지식을 진료경험을 통해 통합하
는 능력, 기초, 임상, 사회과학의 통합, 동료 보건의료인들과
의 협업을 위한 통합적 관점 습득 등 통합은 의학교육에서 지
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 중에 하나가 된다. 탐구습관 향상
과 전문성 형성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서 최신지견을 
습득하고 이를 환자중심의 진료에 활용하기 위한 전문가 되기 
과정에서 강조되어야 하는 목표이다. 의학지식과 술기를 비판
적이고 탐구적인 자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교육환경이 제공되
어야 한다. 단순한 과학적 근거, 사실을 제시하고 암기, 숙달
하는 것이 아니라 제시된 새로운 의학지식에 한 탐구를 통
해 더욱 발전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전문직업성, 전문적 정체성 형성을 포함한 사회적 역량의 습
득은 새로운 의학교육의 강조점이 되고 있다.

그림 1. 전문직업성을 강조한 변형된 러의 피라미드(2016)27)

1990년 George Miller는 임상술기, 역량, 평가를 위한 피라
미드 구조를 제안했다. 목표에 부합하는 교육법과 평가법의 
통합이 필요함을 주장하 다. Miller의 피라미드는 전문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안다”는 의미의 지식습득, 

자신의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아는 것, 수행으로 드러
내는 것, 마지막으로, 임상 상황에서 습득한 지식과 술기의 수
행이 독립적으로 가능한지를 나타내는 “Does”를 통해 지식의 
습득과 활용에 한 교수법과 평가법의 필요성을 제안하 다. 

26) 안덕선. ｢의사의 사회적 역량이란 무엇인가?｣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2014;57(2):96-103.
27) Cruess Richard L, Cruess Sylvia R, Steinert Yvonne. ｢Amending Miller’s pyramid to include professional identity formation｣. Academic 

Medicine. 2016;91(2):180-185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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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Flexner(1910) Cook. et al(2010)
과제 권고 과제 권고

표준화
･기준부족, 경직된 프
로그램

･학생 준비부족, 성취
불균형

･의학교육 4년제 학사학위의 
의무화

･표준화된 4년의 커리큘럼
･의과 학교의 인가 절차 수립

･결과에 기반을 두지 않음.
･융통성이 없음.
･지나치게 기간이 김.

･역량평가를 통해 학습결과 
표준화

･수준에 따라 학습과정 개별화
･탐구와 향상스킬 개발을 지
원하는 선택 프로그램 제공

통합
･커리큘럼 과학
･수련과 과학의 연결 
부족

･실험실에서 발견한 사실들
을 의료와 통합

･ 학병원에서 임상 훈련 제
공하기

･학생중심적이지 못함.
･정규지식과 경험적 학습사이의 
약한 연계

･환자경험의 단편적 이해
･의사의 사회적역할과 비의료적
역할에 한 낮은 이해

･복잡한 보건의료체제안에서 효
과적인 팀 전달 관리에 필요
한 스킬의 부족

･정규지식과 임상경험의 연결
･기초, 임상, 사회과학의 통합
･포괄적인 관점에서 환자의 병
적 경험과 치료경험을 모든 
수준의 학생들이 환자와의 수
평적 연결을 통해 참여하게 함.

･학생들이 폭넓은 의사의 역
할을 경험해보도록 기회제공

･전문직간교육과 팀워크 향상
과정

탐구습관과
향상

･실험실과 병원에서의 
학습이 아닌 기계적 
암기의 지나친 강조

･과학지향적이지 못하
고 교수 개개인에 의존

･의사가 과학자처럼 생각하게
훈련

･ 학 환경 안에서 과학적으
로 훈련된 교수에게서만 의
학교육을 받게 함.

･오직 현재의 스킬과 지식습득
에만 집중

･제한적이고 형식적인 과학적
탐구와 향상 연습의 부족

･환자, 건강증진, 실습바탕의 학
습과 개선에 한 관심부족

･학습하고 일하는 보건의료체제
의 관리와 향상에 참여할 기
회의 부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전문적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준
비시킴.

･도전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
게 하고, 주민건강, 질적발전, 
환자안전에 자발적으로 관심
을 갖도록 함.

･ 학병원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서 임상교육이 이루어지게 함.

그러나 복잡하고 불확실한 임상현장에서의 가치판단역량을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러의 피라미드를 수정하여
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임상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무
슨 행동을 하는가”를 넘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기반을 둔 전문가적 정체성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기 시작한 것
이다. “무엇을 하는가”보다 “누구인가”, 즉 단순히 환자를 보고 
어떠한 지식과 술기를 사용할지 판단하는 단계를 넘어서, 의
사로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는 전문가적 정체성에서 비
롯된다고 보는 것이다.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 한 이해는 지
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카네기재단의 보고서는 큰 향을 
미치고 있다. 많은 의학교육자들은 전문직 정체성 형성은 전
문직업성을 위한 필수기반으로 인식하고 이를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적용하고 있다28). 전문직업성교
육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전문직 정체성 형성의 수단이

다. 이러한 전문직업성을 가르치기 위해 의과 학에서는 특별
한 수업을 개설하 는데, 환자-의사-사회 혹은 의사와 사회
와 같은 과목을 통해 의과 학 기간 내내 일정한 부분을 할애
하여 수업한다. 

의과 학 입학시험에서 종래의 방식 신 Multiple-Mini 
Interview(MMI)라는 새로운 형태의 면접방법으로 사회적 역
량을 측정하기도 한다. 여러 개의 독립된 방에서 각각 한 개의 
주제를 갖고 간략한 면접을 시행 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
는 과학적, 임상적 또는 중등교육에서 받은 학습성과를 측정
하지 않고 사회적인 사안 또는 윤리적인 문제 등을 학생들이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의과 학 학생을 선
발하고 있다29). 이러한 면접법은 현재 한국의 일부 의과 학
에서도 전문가로 성장할 학습자들의 잠재력을 가늠하기 위해 
선발시에 활용하고 있다.

표 1. 의학교육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30)

28) Cruess Richard L, Cruess Sylvia R, Steinert Yvonne. ｢Amending Miller’s pyramid to include professional identity formation｣. Academic Medicine. 
2016;91(2):180-185.

29) 안덕선. ｢한국의 의사상: 좋은 의사양성｣. Korean Medical Education Review. 2014;16(3):119-125.
30) 신익균, 정욱진, 박이병, 박귀화, 유찬종, 박정율, 외. 의학교육의 개혁과 미래. 서울:학지사. 2014에서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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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업성
형성

･무자격 교수진의 가
르침

･일관적이지 못한 숙
련도

･ 학 문화에 의학교육을 보
편화 시킬 것

･학생에게 과학적 환경을 가
진 교수가 롤모델로 가깝게 
연결 될 것

･명확성과 전문적 가치 부족
･전문가적 태도를 증진시키는 
것에 실패

･계속해서 고차원적인 전문적 
책무의 부적절한 기

･변화속도와 상업적 본질에 따
른 전문적 가치 부족

･윤리교육, 상징활동(예법, 서약,
흰 가운 의식) 등을 촉진시킴.

･잠재적 교육과정 안에 표현
되어 있는 숨은 메시지를 다
루기

･전후 사정에 맞는 종적인 모
니터링과 조언에 따른 피드백

･학생들을 지지하는 교수와의
관계 촉진

･수월성과 지속적인 발전에 몰
두할 수 있는 협동적 학습
환경을 조성

4. 서구사회에 편입된 아시아 전통의학 교육

지난 60여 년간 한국의 한의학교육은 4년제에서 의 와 
같은 수준의 예과 2년, 본과 4년의 6년제 교육체계를 갖추었
고, 해부, 생리, 병리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북미 의학교육의 향을 받은 한국의 의학교육 체계를 따라
간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방생리학, 한방병리학, 원전
학, 본초학, 경혈학 및 임상 각과에서 현 의과학적 성과와 
한의학의 기초원리를 동시에 교육하고 있다.

북미 의학교육의 변화는 한의학 교육 뿐 아니라 중국, 만, 
인도 등의 아시아 전통의학분야에도 많은 향을 주었다. 
국의 향을 받아 1970년 부터 평가인증제도를 확립한 인도 
아유르베다 의학교육의 경우 단계별 교육 및 평가를 통해 체
계화된 전문가 양성 교육 체계를 갖추고 있다. 아유르베다 의
사는 해부, 생리, 병리 외에 연구방법론 및 의학통계를 포함하
는 4년 반의 교육 이후 아유르베다 병원, 국가 일차보건의료
기관, 지역 의료기관, 농어촌지역 병원 등에서 1년 간의 직무
교육을 받고 면허를 부여받는다.31)

중국 중의사 국가시험에는 서의임상기능, 중서의결합 진단 
및 임상판독, 현 진료기술(내과학, 진단학기초, 감염병학) 
및 의학윤리를 포함32)하고 있으며, 만의 중의사 교육과정
에는 서의 생리, 병리, 약리, 진단, 예후, 연구 및 서의견습 1년 
과정을 포함33)하고 있다. 

직무역량 중심의 교육체계가 일찍이 발달한 서구 사회에서 
아시아 전통의학이 전래된 이후, 이들 국가의 아시아 전통의

학 교육은 보다 직무 수행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모하 다. 
유럽 내에서 유이하게 전통의학 관련 국가면허제도를 보유하
고 있는 독일(Heilpraktiker)과 스위스(Naturopath Doctor)
는 전통의학의 지식과 기술이 아니라 의생명과학 중심의 면허
시험을 시행한다. 이는 의생명과학 지식을 해당 국가 보건의
료인으로서의 기초자질로 간주하는 것이며, 면허 취득 후 평
생교육을 통해 전통의학의 지식과 기술을 심화교육하는 체계
를 갖고 있다.34)

호주의 모든 보건의료인들은 별도의 면허시험이 없지만, 
국가 보건의료인교육 평가인증기관(Australian Health Practitioner 
Reguation Agency, AHPRA)의 엄격한 프로그램 인증을 통해 
면허를 부여받는다. 호주 중의사 교육과정에는 전문적･윤리
적 행위, 의사소통 및 협력, 전문성을 갖춘 학습, 의료행위의 
질적 관리 및 위험요소 관리 등의 사회적 역량과 생명과학
(Biomedical Science) 및 행동과학(Behavioural Science) 지
식을 포함한 역량을 포함하고 있다35). 

캐나다는 OECD가 역량중심교육에 한 논의를 시작하
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가의 초중등, 고등에 이르는 일
련의 교육체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왔다36). 미국과 함께 세
계의학교육을 선도하고 있는 캐나다는 중의학 교육에서도 환
자의 안전을 강조해왔고, 관련 자율규제 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다. 캐나다에는 임상을 수행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주별 법, 제도, 직군의 윤리에 한 이해를 목적으로 치러
지는 시험(Jurisprudence Examination)이 있다. 모든 면허등
록을 원하는 보건의료인들은 이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개별 
클리닉을 운 하는 임상가가 숙지해야 하는 주 고유의 규제에 

31) 김지연. ｢인도 아유르베다 교육 및 면허발급 체계에 한 연구｣. 원광 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6. 
32) 강연석, 이은용, 김근우, 장보형, 조희근, 장욱승, 외.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배출을 위한 정책제안 연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016.
33) 강연석, 채윤병, 고호연, 김현호, 김형석, 홍지성, 외. ｢한의사 국가시험 제도 개선 연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017. 
34) 보건복지부. 한의사의 유럽진출 가이드북. 전:신진기획. 2017.
35) 보건복지부. 한의사의 호주진출 가이드북. 전:신진기획. 2016.
36) 홍지성. ｢재구조화 관점에서 본 역량중심 한의학교육: 의생명과학과 전문직업성 교육의 강화｣. 원광 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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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내용이 담겨 있다37).
미국 캘리포니아 침구사(LA.c, Licensed Acupuncturist) 

교육에서는 4-5년마다 침구사의 직무분석을 통해 사회가 요
구하는 직군의 역량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해 왔고, 교육과정
과 면허시험, 보수교육 질 제고에 활용하고 있다. 350시간의 
의생명과학(Basic Science), 40시간의 공중보건(Public Health) 
교과목을 이수해야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면허시험에는 
양약(drug)의 부작용 분석, 검진테스트, 공중위생 및 안전규
칙을 포함하며, 별도의 감염예방시험(CNT, Clean Needle 
Technique)을 합격해야 한다38)39). 

서구사회의 전통의학 교육과정은 공통적으로 의생명과학
교육을 학문의 기초로 포함하고 있으며, 전문직업인으로서 갖
추어야 할 사회적 역량을 자율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교육과 
평가체제에 활용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의학교육과 
마찬가지로 부분 중의학 석사과정으로 개설되며40), 입학 
전 최소 2년의 일반 학 과정에서 생물, 화학, 물리, 해부, 생
리, 병리 등 의생명과학과목을 이수한 자에게 입학을 허가하
고 있다. 북미 각 지역에는 Community College에서 기초과학 
및 의생명과학의 학점을 이수할 수 있으며, 이렇게 취득한 학
점으로 동양의학 뿐 아니라 카이로프락틱, 정골의학, 의학, 치
의학, 간호학 등 다양한 보건의료직군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Ⅲ. 결론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지난 100여 년간의 북미 의학교육의 발전방
향을 고찰하여 한의학 교육에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고자 하
다. 1910년 카네기교육진흥재단에서 발간한 ｢Medical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와 그로부터 100년 후 전문
의료인 양성을 위한 미래지향적 목표를 제안한 ｢Educating 
physicians: A Call for Reform of Medical School and Residency｣
를 중심으로 북미 의학교육의 흐름을 살펴본 결과 한의학 교
육에 시사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편적인 의료 제공자로서 임상역량의 기초가 되는 

“의생명과학” 지식의 습득과 활용은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초
역량에 해당한다.

둘째, 진료에 직접적으로 향을 미치는 임상역량만을 함
양하는 교육을 넘어, 임상을 더욱 잘 수행 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사회적 역량”을 배양해야 한다.

셋째, 최근 의학교육의 추세는 표준화와 더불어 “개별화, 
맥락화된 특성”을 존중하고 있다.

의생명과학 교육의 강화는 임상수행 시 의생명과학 지식을 
근거로 문제 상황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현  사회 모든 직역
의 의료전문가 집단에게는 보편적 역량으로 간주되고 있다. 
한의학 교육에서도 이에 한 교육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한의학 교육에서 의생명과학 교육 강화와 함께 동전의 양
면처럼 함께 개선해야 할 사항은 한의기초 이론에 해당하는 
교과목의 명칭, 내용 및 시간이다. 중국, 만 등에서 전통이
론(장상학, 병인병기학, 변증학 등)으로 명명된 분과명칭이 
한국에서는 한방생리학, 한방병리학이라 지칭하기 때문에 행정 
또는 교육과정에서 생리학(physiology)과 병리학(pathology)
과 뒤섞여 적지 않은 혼동을 초래하고 있다. 

한의학개론, 한방생리학, 한방병리학, 각가학설 및 원전학 
등 전통이론만을 교육하는 과목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는데, 
동시에 본초학, 방제학, 경혈학, 예방의학과 같은 임상기초와 
내과, 소아과, 부인과, 침구과 등 임상과목에서도 적지 않은 
시간을 전통이론 강의에 할애하고 있는 점도 개선해야 한다. 
같은 강의내용이 여러 과목에서 중복되거나, 실기교육 및 임
상실습의 시간이 부족해지는 문제를 초래하 기 때문이다. 한
국의 의학교육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과목 중심 교육의 문제
점이 한의학교육에도 고스란히 남아 있는 셈이다. 

한의학 교육의 재구조화에서 의생명과학 교육을 강화하자
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과목과 시수를 늘리자는 것은 아니며, 한
의학 교육의 전반(기초부터 임상까지)에서 의생명과학의 지
식을 한의학 이론과 임상의 토 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향후 전교과목에서 이에 상응하는 교육내용의 개선 또
한 필요할 것이다.

전 세계 의학교육의 흐름은 과학이 강조되는 시기를 거쳐 
의료인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인문사회학적 특성이 강조
되는 시기에 이르렀다. 타 보건의료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37) 홍지성, 한창현, 강연석. ｢캐나다의 침구 및 동양의학 교육과 평가 현황｣. 한국의사학회지. 2016;29(2):107-115.
38) 보건복지부. 한의사의 미국진출 가이드북. 전:신진기획. 2015.
39) 홍지성, 한라은, 한창현, 강연석. ｢캘리포니아 침구 동양의학 교육과 면허 체계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7;30(1):3-50.
40) 북미지역 중의학 교육기관 졸업시 부분 특수 석사학위(Master of TCM)를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최근 캐나다의 3개 공립 학에서 고

등학교 졸업자가 바로 진학할 수 있는 diploma 수준의 중의학 교육과정을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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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역량이 의생명과학교육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역이라
면, 이를 더 잘 수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핵심역량은 사회적 
역량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역량에는 한의사 간, 의료인 간, 환자와 한의사 간 
의사소통역량, 한의사 직군의 정체성, 책무성, 자율규제 등의 
하위개념을 포함한 전문직업성, 한의사로서 연구, 봉사 등에 
참여하는 사회적 책무, 의료인으로서 의약품, 의료기기 및 경

 등의 관리능력이 포함된다. 사회적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서는 단순히 한방의료행위의 범위를 파악하는 수준이 아니라, 
입학부터 졸업 시점까지 전 교육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의사
란 누구이며, 국내외 보건의료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한의사로
서의 역할은 무엇인지 토론케 해야 한다.

한의학 교육에서 인문사회학의 역에 해당되는 것은 한의
기초이론에 해당하는 과목들과 예방의학의 일부 및 의학한문, 
원전학, 의사학 등이다. 향후 이 교과목들은 전통이론을 지식
수준에서 전달하고 암기하여 시험치는 것이 아니라, 한의사의 
임상직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회적 역량을 배양할 수 있
도록 재편되어야 한다. 

한국의 의료법 상 의료인으로 분류되는 한의사, 의사, 치과
의사, 간호사, 조산사 중 윤리지침이 세세하게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한의사와 조산사 뿐이다. 한의사 사회는 윤리지침 및 
규정부터 시급히 강화하고, 이를 한의과 학 교육과정 및 국
가시험, 한의사 평생교육의 질 관리 체제에 이르기까지 연속
선상에서 강조해야 한다.

플렉스너 보고서의 향으로 의생명과학 지식과 이를 기반
으로 하는 진료 시 판단능력, 술기 교육 등은 표준화된 형태로 
발전해왔다. 동시에 나라마다, 직군마다 각각의 처한 환경에 
따라 개별화, 맥락화된 특성을 교육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
아지고 있다.

한의학교육에서 전통이론과 술기는 한의사의 정체성 형성
에 중요한 역으로 한의사 직무의 특수성을 보여준다. 의생
명과학 교육 강화의 의미는 한의학교육에서 전통이론과 술기
를 배척하자는 의미가 아니다. 의생명과학의 토  위에서 한
의사는 보편적인 보건의료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한의사로서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
이다. 의생명과학의 토  없는 전통지식 교육은 플렉스너 보
고서에서 주장하는 비과학적 의학을 교육하는, 사회에서 퇴출
되어야 하는 낡은 의학교육 모델에 해당된다. 반면 한의사로
서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사회의 요구수준에 맞게 개발하지 못
한 채로 의사들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만 한다면, 향후 의료시

스템에서 의사만이 존재의 의미를 갖게 되고, 한의사들은 이 
사회에 필요 없는 존재로 간주될 수도 있다.

최근 의료일원화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한의사가 의
사로서 한의학 지식과 술기에 밝은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지, 
한의사로서 의사들과 등한 수준의 지식과 술기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전통의약 지식과 기
술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가와 같은 한의사 상에 한 토론
이다. 명문화된 문서는 없지만 지난 60여 년간 한의학교육은 
단순한 전통의약 지식의 전문가를 넘어 의사들과 등한 수준
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발한발 움직여왔다. 현 
한의사 사회의 의료일원화 논쟁은 이것도 다시 넘어, 의사로
서 전통의학의 전문의가 되야 하는지 아닌지에 한 정책 토
론인 셈이다. 

1910년 플렉스너 보고서는 의생명과학을 토 로 하는 
임상 의학교육과 의생명과학의 기초와 임상이 괴리된 의학
교육의 분파(sects)들을 구분하고 있다. 플렉스너의 관점에
서 한의학 교육은 현 의학과는 다른 의학교육을 실시해온 
셈이다. 한의사 사회는 이에 한 인식이 필요하다. 미국의 
정골의사(Ostheopathy Doctor) 교육이나 베트남전통의사
(Vietnamese Traditional Medicine) 교육은 4년 과정을 의
학교육과 똑같이 맞추는 작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세계의과

학목록(WDMS, World Directory of Medicial Schools)에 
등재되어 있고, 의사로서 전통의학을 하는 전문가로 자리매
김하고 있다.

미래지향적인 한의사 상(역량, 직무)의 설정은 장기적으로 
한의학교육의 개선, 면허시험의 범위, 내용 및 평가방법, 한의
학교육 평가인증의 방향 설정 등 구체적인 실천방법의 강령이 
되며, 교육개선 활동의 출발이 된다. 토론과 합의는 한의사 사
회에서 먼저 시작하겠지만, 합의된 한의사 상이 정치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현가능한 한의학 교육 개선안으로 나아가기 위
해서는 우리 사회를 어떻게 설득하여 법과 제도를 완비해나갈 
것인지에 한 장기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한다. 동시에 한의
과 학 및 한의사 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어떻게 재구조화 
할 것인지에 하여 예산과 인력 수급계획이 필요하다. 법과 
제도는 한의사 사회의 합의보다 강하게 한의사 직무의 한계를 
규정짓기 때문이며, 예산과 인력 수급계획에 의해 학과 사
회가 움직이기 때문이다.

만약 단기간 내에 법과 제도를 바꿀 수 없고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할 수 없다면, 현 제도의 틀 속에서 미래지향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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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상을 제시하고 장기적으로 실천가능한 방법을 모색하
여 한의학교육을 개선해나가야 한다. 교육현장의 현실과 괴리
된 의료일원화 선언과 무리한 추진은 힘들게 관심을 불러일으
킨 한의학교육 개선의 바람을 잦아들게 할 수도 있다. 길고 지
루할지라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이 한의학교육 재구
조화(restructuring)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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