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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ring last three decades, there has been many changes and innovations in the structure and 

process of medical education. The curriculum of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however, 

had sustained traditional curriculum, that is, discipline and lecture -oriented and focused on 

biomedical knowledges during the same period. 

  Stimulated by educational innovations in other medical schools in Korea as well as  in other 

countries, curricular changes has been occurred since late 1990 and new curriculum started in the 

year 2000 in Korea University. 12 integrated lectures, 8 elective programs for special areas such 

as medical informatics etc. introduced into the new curriculum. But, the large portion of new 

curriculum still includes department-centered lectures and total lecture hours are not much 

decreased. 

  To cope with the explosion in medical scientific knowledge, longitudinal and horizontal 

integration between basic and clinical medical science is needed. Also, lectures should be 

diminished in number to allow for active learning to prepare self-directed lifelong learning 

doctors. Most of all, we should continuously innovate curriculum and gradually put new programs 

into preexisting curriculum with faculty's consen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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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의과 학의 교육목표는 일차진료의사로서 

필요한 기본 인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하게 함

은 물론 미래의 의료계를 담당하기 하여 평생 공

부하는 의사의 자세와 부시게 발 하는 과학기술 

발 에 기여할 수 있는 의학자가 되기 한 자질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효과 으로 달성하

기 하여 의학교육 반에 걸친 지속 인 검토와 

개선이 수반되어야 하며 특히 폭주하는 새로운 지

식의 수용,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사

회  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사를 배출하기 하

여 의과 학은 발빠르게 변화에 응하고 발 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 지난 30년 동안  세계

의 의학교육은 의과 학의 가장 핵심 인 부분인 

교육과정을 심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 변화

는 부분 미국과 캐나다에서 시작하여 유럽을 거

쳐 아시아 지역에 퍼졌고 우리나라에도 향을 미

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일부 학의 경우 세계

의학교육의 변화와 추세에 발맞추어 학의 실정에 

맞는 교과과정을 개발하여 성공 인 사례를 보고 

한 바 있으나, 기존의 의과 학에서 교육과정을 바

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어서 재까지 많

은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국내에서 오랜 통과 역

사를 자랑하는 학 에 하나인 고려 학교 의과

학 역시 외는 아니어서 변화의 요구에 크게 부

응하지 못하고 통 인 교과과정을 유지하여왔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국내외 의학 학 

교육과정의 변화 특히, 세계의학교육연맹과 미국의

과 학 의회에서 제시한 의학교육개선안의 권장사

항 등에 비추어 고려 학교 의과 학 교육과정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으며, 변화의 큰 기  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토 로 향후 

지향하여야 할 교육과정의 개선 방향을 조명해보고

자 하 다.

상  방법 

  1972년부터 2000년까지 고려 학교 의과 학 교

과과정의 변천을 조사하기 하여 동기간동안의 고

려 학교에서 발행한 일람과 1978년부터 1999년 사

이에 한국의과 학학장 의회에서 발행한 의과 학

교육 황  고려 학교 의과 학이 보고한 부분을 

자료로 사용하 다. 한 고려 학교 교육 원회 회

의자료, 주임교수회의록, 고려 학교 의과 학 교육

원회에서 발행한 연보를 참조하 다.

  의학과 교과과정유형, 개설교과목  교과목수, 

학   수업시간, 임상실습교과과정의 변천을 조사

내용으로 하 다. 

결    과 

1. 교육과정의 특성

1) 교과과정 유형

  우리 나라에서 통 인 의과 학 교육과정은 의

과 2년  의학과 4년으로 구분한 의과 학 수업

연한을 6년으로 규정한 교육법 (시행령 제 115조)에 

근거하여 의 과 과정 (2년)과 의학과기 과정 (2년) 

 임상과정 (2년)으로 구성하고, 각 과정에 개설되

는 교과목을 의 과 교양과목  공과목, 기 의

학 분야 공과목 그리고 임상의학분야 공과목으

로 분류하는 교과목 심 형태의 교육과정이다. 

그러나, 1970년 이후 우리 나라 의과 학들은 의학

과 교육발 을 하여 기존 교육과정의 변화를 시

도하고 학에 따라 특색 있게 개선되어왔다. 재

에는 “교과목 심 교육과정” 유형을 운 하는 학, 

“장기 심 는 연계교과 심 교육과정” 유형 (통합

의학교육과정)을 운 하는 학, 그리고 이 두 가지 

교육과정 유형의 특징을 부분 으로 혼합한 교육과

정을 운 하는 학이 있다. 국 41개 의과 학의 

2000년도 교과과정을 조사한 결과 의학과 체 

는 부분 통합교육을 시행하는 학이 체 41개 

학  85.4%에 해당하는 35개 학으로 통합교육을 

시행하는 학이 차 증가하고 있다.  

  고려 학교 의과 학은 1972년이래 통 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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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교과과정 유형

과목 심의 교육과정을 채택하여왔고 이는 1999년

까지 이어졌다. 1972년도 교과과정은 통 인 

2-2-2년 교육과정  일부 임상핵심교과목 (내과진

단학, 내과학)을 기 의학교육과정 에 시행하는 형

태 (그림 1-a)를 취하 다. 1973년부터 1983년까지

는 의 과 2학년에 일부 기 의학 (조직학, 태생학, 

해부학, 생화학 등)을 조기에 교육하 고 기 의학 

2년 과정  일부 핵심임상의학과목을 시작하는 (그

림 I-b) 교육과정의 형태를 취하 다. 1984년 부터 

의 과 과정에서 기 의학의 조기교육은 시행하지 

않았고 (그림 I-a)의 형태를 1999년까지 시행하 다. 

2000년 부터는 교과목 심의 교육과정에 통합교육

과 특화선택과목이 병행 실시되는 신교육과정이 시

행되고 있다 (그림 1-c). 

2) 교과과정운용 

  교과과정의 운용은 학기제로 하여 왔으며 학 배

 기 은 학기 당 16주 (시험시간포함) 이상을 기

으로 하여 강의는 주당 1시간 이상을 실험실습은 

주당 2시간 이상을 1학 으로 하 다. 임상실습의 

경우는 1 주당 (40시간) 1학 을 배정하 다.   

2. 개설 교과목의 변천 

1) 개설 교과목수

  의과학의 문화와 세분화 추세 속에 교과목은 

1999년에 이르러 53개 과목으로 증가하 다가  통

합교육  선택특화가 개설된 2000년에는 51개 과

목으로 감소하 다 (표 1).    

2) 개설교과목의 변천 

  1972년에 의학과 첫 2년은 기 의학 심으로 개

설되었고 2학년 1학기에 내과진단학 (3학 ), 2학년 

2학기에 외과총론 (3학 ), 내과학 (2학 )으로 일부 

핵심 임상과목을 두어 조기에 임상과목을 이수하도

록 하 다. 1973년에는 일부 기 의학과목을 의

과과정에서 이수하도록하고 의학과 2학년 2학기부

터는 임상의학과목 주로 교과과정이 조정되었다. 

1975년에 종  2학년 1학기에 6학 을 부여했던 미

생물학이 1학년 2학기에 3학 , 2학년 1학기에 3학

으로 나뉘어 개설된 것 이외에 변화 없이 동일한 

교과과정이 1980년까지 계속되었다.

1981년 이후 2학년 2학기에는 기 의학 없이 임상

의학과목만이 개설되었고 종 에 4학년 1년동안 교

육되었던 임상실습이 3학년 2학기부터 시작되었다. 

(a) 1972년, 1984～1999년

의예과 교과목
기초의학교 과목

임상의학

교과목

(b) 1973～1983년

의예과 교과목
기초의학교과목

임상의학

교과목

(c) 2000년 신교육과정 

의예과 교과목
기초의학

교과목 

      통  합 임상의학

교과목      교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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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의학과 개설교과목 수의 변화

연도 (년) 기 의학 (실습) 임상의학 계

1972 15 (9) 21 44

1973～1980 10 (8) 20 38

1981～1983 12 (9) 24 45

1984～1991 14 (10) 23 47

1992～1999 16 (11) 28 53

2000 16 (10) 25* 51

『 교과과정 개편이 있었던 연도 단 로 구분하 음』

 * 통합강의 12과목, 선택특화 4군 포함

표 2.  교과과정 변천에 따른 이수학   수업시간

강의 실습 합계

학 시간 학 시간 학 시간

1972 147 4,480 37 1,680 184 6,169

1973～1980 117.5 2,320 62.5 2,500 180 4,820

1981～1983 118 2,581 61 2,621 178 5,202

1984～1991 84 2,376 66 3,125 150 5,501

1992～1995 111 3,340 74 3,700 185 7,040

1996～1997 111 2,312 74 2,786 185 5,098

1998～1999 111 2,295 74 2,786 170 5,081

2000 100 1,764 70 2,520 170 4,276

1984년부터 1991년까지는 의학과 1학년동안 쿼터제

가 시행되어 1학년 1/4, 2/4학기에는 해부학, 해부학

실습, 조직학, 조직학실습, 생리학, 생리학실습, 의사

학, 생화학, 생화학실습을 교육하고 1학년 3/4학기

에는 태생학, 조직학  실습, 신경해부학  실습, 

생화학  실습, 생리학  생리학실습을 1학년 4/4

학기에는 미생물학  실습, 병리학  실습, 약리학 

 실습, 방의학, 기생충학, 법의학, 행동과학 등

을 개설하 다.  

  1992년 부터는 다시 학기제로 강의가 편성되었고 

의학과 1학년과 2학년 1학기에 기 의학과목이 개

설되고 2학년 2학기부터 임상과목의 강의가 시작되

는 교육과정을 1999년까지 유지하 다. 종래 과

목에 하여 임상실습을 시행하 으나 1996년부터

는 핵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성된 임상실습

이 시작되었다. 

  2000년도부터 시행된 신교육과정에서는 기존의 

교과목 주의 강의에 통합교육  선택특화 과목이 

병합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즉, 의학과 1학년과 2

학년 1학기 제 1사분기 동안에는 교과목 심의 기

의학이 강의되고 2학년 1학기 제 2사분기이후에 

12개의 통합강의가 시작되고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에 일부 임상과목이 과목별로 강의된다. 선택

특화과목은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에 걸쳐 시

행되며 총 8개 과목  4개 과목을 학생들이 선택하

여 수강하도록 하 다. 임상수기능력을 향상시키기 

하여 객 구조화임상시험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OSCE)을 공필수로 3학년 1

학기에 개설하고 선택실습으로 진료  사회 사와 

기   임상의학연구 2과목  택일하도록 하고 있

다.    

3. 이수학   수업시간

  의학과 졸업에 필요한 총 이수학 은 1998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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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85학 이었고 신 교과과정이 시작된 2000년도

부터 170학 으로 감소하 다. 수업시간은 최고 

7,040시간까지 증가하 다가 1998년에는 5,081시간

으로 감소하 으나, 동년도 국의과 학 ( 국 의

과 학 교육 황 ‘98～‘99 통계 37개 학; 4개 

학은 자료 미재시)의 평균 수업시간 5,007시간에 비

하여 약간 상회하는 것 알 수 있다. 통합교육과 선

택특화과정이 시작된 2000년 교과과정에서는 4년간 

총수업시간은 4,276시간으로 감소하 다 (표 2). 

4. 임상실습 

1) 임상실습의 시기 

  1972년부터 1980년 사이에는 본과 4학년 1.2학기

에, 1981년에서 1983년까지는 본과 3학년 2학기 

간고사이후부터 임상실습을 시행하 고, 1984년 이

후에는 본과 3학년 2학기부터 시작하 다.

2) 임상실습 과목의 변천

  1972년부터 1992년까지는 임상 과목에 한 임

상실습이 시행되었다. 1992년부터는 19개 과목에 

하여는 필수 임상실습을 시행하고 신경과학, 가정

의학, 치료방사선과학, 핵의학의 4과목에 해서는 

이  2과목을 선택하여 실습하도록 하 다. 1996년 

부터는 내과의 임상실습 기간을 12주에서 18주로 

늘리고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지역사회의학, 진단

방사선과, 응 의학과를 필수 임상과목으로 정하고. 

나머지 3군으로 묶어 선택실습을 하도록 하 다. 각

군에는 5개과목이 배정되었다. 제 1군은 정형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신경과, 핵의학 제2군에는 안

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피부과, 임상병리과 제 3

군에는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치료방사선과, 재활

의학, 마취과를 두었다. 각 군에서 2개 교과목 (각 1

학 씩)을 선택하여 임상실습을 시행하고, 선택하지 

않은 2개과목에 해서는 선택 2개과목의 평균을 

내어 학 을 부여하도록 하 다.  

  통합교육과정에서는 총 실습기간이 45주에서 48

주로 증가하고 내과학이 18주에서 16주로 감소하는 

반면, 임상특과 선택 임상실습이 6주에서 8주로 늘

고 필수 자유선택 임상실습 2주가 추가되어 학생들

에게 선택의 범 를 넓혔고, 특화선택실습과정은 진

료-사회 사와 기 -임상의학 연구  한과목을 택

하도록 규정하 다. 임상실습교육과정의 변화는 표 

3과 같다.

고   찰

  1980년  이후 세계 여러 의학교육 련 기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1982; General 

Medical Council 1993; WFME 1994)6,8,10에서는 의

학교육의 개 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는데, 사회

의 요구와 기 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의사를 배양하

고 폭주하는 과학지식과 기술에 처할 수 있고 새

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며 변

동하는 의료 달체계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해서 의학교육의 체재나 과정에 있어 진 인 개

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 역시 수 차

례 걸쳐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을 하여 지지  입

장을 발표한 바 있다 (WHO 1991, 1995, 1996).
9 

   의학교육 개 에 한 여러 보고서와 성명을 기

로 하여 세계의학교육연맹 (World Federation for 

Medical Education: 이하 WFME)은 1994년 의학교

육에 한 권장사항 (The World Summit Recommen-

dation for Medical Education)으로 교육목표  내

용, 교육과정, 평가의 역에 하여 발표하 다.
10 

이 권장사항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교육목표  

내용에 있어서 종래에 강조되어왔던 의학지식의 습

득뿐 아니라 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능력을 균

형 있게 배양하기 해서는 태도, 수기, 인 계능

력, 임상  단 능력 등을 생의학  지식과 더불어 

동등하게 가르쳐야 함을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있다. 

한 핵교과과정  선택과정을 두어 고도로 

문화되고 세분화되는 의학지식 속에서 핵심  사항

을 습득하는 동시에 다양한 과목에 한 자율  학

습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교육 로그램 개발시 

사회의 요구에 우선 순 를 두며 일차의료교육을 

강화할 것 등을 권장하 다. 교육과정에 해서는 

학부 교육시 분석능력과 능동  학습참여를 통해 

평생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의사가 되도록 하기 

해 강의 시간을 이고 토론 학습을 장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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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임상실습 교육과정의 변화

과목명 1992～1995년 1996～1999년 (총 45주) 2000년 (총 48주)

내과학 8 18 16

외과학 4 4 4

소아과학 4 4 4

산부인과학 4 4 4

정신과학 3 4 4

지역사회의학 1.5 1 1

진단방사선과학 3 2 2

응 의학 1 2 2

정형외과학 3

 선택임상실습*

6주

1. 임상특과선택†: 8

2. 필수자유선택‡: 2

3. 특화선택실습§: 1

신경외과학 3

흉부외과학 1.5

성형외과확 1.5

비뇨기과학 1.5

안과학 1.5

이비인후과학 1.5

피부과학 1.5

마취과학 1.5

임상병리학 2.5

재활의학 1.5

선택실습 (신경과학, 가정의학,

치료방사선과학, 핵의학과학)
2

* 선택임상실습 (각군에서 2과목씩 선택)

 제 1군 :  정형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신경과, 핵의학 

 제 2군 :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피부과, 임상병리과 

 제 3군 :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치료방사선과, 재활의학, 마취과

†임상특과선택 (각군에서 2과목씩 선택)

 제 1군 : 정형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신경외과

 제 2군 :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피부과

 제 3군 : 가정의학과, 신경과, 임상병리과, 해부병리과

 제 4군 : 마취과, 재활의학과, 방사선과학, 핵의학과

‡필수자유선택 : 학생이 선호하는 임상과를 선택하여 실습 

§특화선택실습: 진료-사회 사, 기 -임상의학 연구  택 1

한 기 -임상의학간의 통합을 통해 단편 인 지

식이 아닌 포 인 이해와 근법을 배우도록 하

고 학년에서부터 환자를 경험할 것 등을 제시하

고 있다. 

  지난 30여년 동안 세계의학교육은 와 같은 개

의 물결을 타고 많은 변화를 모색해왔으며 국내 

의과 학도 외는 아니어서 신 인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토착화하는데 성공한 학도 있다.
2,3 이러

한 추세  가장 목한 것 에 하나는 의과 학 

교육의 가장 주축이되는 교과과정 유형의 변화인데, 

1971년 우리 나라에 통합교육이 처음 도입되어 

1984년 국 23개 학  13개 학만이 제한 으

로 시행하 던 통합교육 로그램이 2000년도에는 

국 41개 학  85.4%에 해당하는 35개 학이 

부분 혹은 체통합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려 학교 의과 학은 동기간 동안 교과과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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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방법에 커다란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근년에 이르러서 국내외 의과 학의 교육

개 에 자극을 받아, 1998년 교과과정개편특별 원

회 (이하 교개특 )를 구성하여 새로운 교과과정 개

발을 계획하고 통합교과과정과 특화교육과정을 기

존의 교과과정에 목시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1998년 발행한 연보에 따르면 ‘신교육과정은 계통

별 강의를 통하여 기 과목과 임상과목간의 연계에 

을 두고 이를 통하여 학생들의 능동 인 학습

을 유도하는 것’을 특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1 교개

특 의 여러 차례에 걸친 회의, 의과 학교수와 임

상강사를 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통합강의 신설

에 한 각 교실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신교육과정

이 결정되어 2000년 1학기부터 의학과 2학년을 

상으로 통합교육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기

의학의 과목별강의와 일부 임상의학의 과목별 강

의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12개의 계통별 통합강의가 

시행되기 때문에 능동 이며 스스로 학습할 수 있

도록 자율학습의 기회를 주고 교육의 효율을 증가

시킨다는 통합교육의 장 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교과목 수의 변천을 살펴보면, 우리 나라 의과

학에서는 복이후 70년  까지는 평균 과목수가 

26개 으나 1984년 이후에는 평균 45개 과목 (최고 

53개)으로 증가되어 94년까지 평균 45개 (가장 많은 

학은 75개 과목)로 유지되었다.
5 고려 학도 외

는 아니어서 1980년  이후 교과목수 개설이 증가

하여 1999년에는 53개 과목에 이르 다. 교과목의 

신설경향은 2차  이후 의과학의 문화와 세분

화 추세 속에 지난 50년 사이에  세계 으로 나타

났던 상이지만 교과목의 세분화가 계기가 되어 

변화한 새로운 추세가 통합교육과정과 선택과정이

었기 때문에 새로운 분야로 세분될 때마다 의 에

서 교과목으로 편성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그

러나 한국에서는 세분화된 역이 바로 교과목으로 

등장하 고 한편 기존 교과목에 통합교육과목을 추

가함으로서 교과목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나

타냈다. 고려 학교 의학과 교과과정 역시 기존 기

  임상 교과목간의 효과 인 통합이 이루어지

지 않고 통합교육과 선택특화과목 등을 추가시켰기 

때문에 교과목수에 있어 큰 변화는 없었다. 

  세계의학교육의 추세는 강의시간 수를 이고 자

율학습의 기회를 증 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

다. 고려 학의 경우 수업시간이 5000시간 이상을 

유지하다가 신 교과과정 이후 4276시간으로 감소하

다. 북미의 의과 학의 평균 수업시간이 의학과 1

학년에 총 841시간 주당 25시간, 의학과 2학년이 총 

799시간 주당 25시간
7에 비하여 본 학은 신 교과

과정이 시작된 2000년의 경우 1학년 이 주 37시간 

총 930시간, 2학년이 평균 40시간, 총 956시간으로 

학생들에게 능동 인 자율학습이나 창조 인 사고

를 기 하기에 아직은 수업시간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임상실습 교육과정은 핵과목과 선택과목을 나

어 시행하여 고도로 문화 세분화되어 가는 의

학지식  일차 으로 학생들이 습득해야 할 내용

을 보다 효과 으로 학습하고 동시에 선택 으로 

다양한 로그램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의학교육

의 추세이다. 이에 따라, 우리 학에서도 1996년부

터 핵심교과목과 선택실습과목을 나 어 시행하고 

있으며 신 교과과정에서는 필수자유선택임상실습과 

특화선택실습이 추가되었다. 

  북미의 의과 학의 경우 (1998～1999년 통계),
7 

일차진료의사의 양성을 의과 학 1차 목표로 하여 

실습의 내용뿐 아니라 장소도 학병원의 입원환자 

보다는 지역사회의료기 의 외래진료 환경으로 

차 이행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습과목의 경우 

평균 임상실습 주수가 가정의학 5주, 내과 12주, 산

부인과 7주, 소아과 8주, 정신과 6주, 외과 8주, 문

외과과목 (surgical specialties)이 5주로서 핵과목

(core curriculum) 주로 임상실습이 이루어지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임상실습의 내용면에서는 외래진

료환경에서 실습하는 비율이 높아 가정의학과의 경

우 실습시간의 평균 94%, 소아과 41%, 문외과 

40%, 산부인과 31%, 내과 25%, 정신과 20%, 외과 

25%가 지역사회 외래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임상실

습이 주로 병실환자  수술실에서 이루어지는 우

리 실과는 조 임을 알 수 있다. 고려 학도 지

역사회에 필요한 유능한 일차진료의사를 양성하는 



고려 학교 의과 학 교과과정 변천에 한 고찰

- 188 -

것을 일차 인 교육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실습 역

시 3차 병원 입원환자에서 진 으로 지역사회의 

일차의료 장으로 확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의학의 학습 역은 흔히 지식, 수기, 태도의 세 

가지 역으로서 도제식 교육을 하던 과거에는 이 

내용을 별도의 과목 없이도 포 으로 수되어 

왔지만, 근래에 이르러 의과 학에서 교육이 부분 

지식 역 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기 역과 

태도 역에 한 로그램을 강화하여 학생으로 

하여  반드시 이수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교육과정 

안에서의 변화추세이다. 세계의학교육연맹의 교육 

목표  학습내용에 한 권장사항에서도 생의학  

지식 뿐아니라 술기, 태도, 의사소통능력, 임상  

단능력의 모두 균형되게 교과과정에 포함되어야함

을 강조하고 있고 교과과정에 한 평가로서의 시

험에서도 이러한 요소들이 고르게 평가되어야 함을 

추천하고 있다. 

  고려 학의 경우, 신 교과과정에서는 의료윤리학, 

사회․ 사진료과목 등의 사회 선택특화과목으로 

정하여 정의  역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보이며 

객 구조화임상시험을 통하여 수기 역을 강조하

고 있어 정  변화의 움직임이 있으나 아직은 생

의학  지식일변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요   약

 

   의학지식과 기술의 속한 발 과 방 한 양  

팽창에 처하고 사회  요구와 책임에 부합할 수 

있는 의사를 배출하기 하여 의과 학은 정체되어

서는 안되며 거시 인 안목을 가지고 교육의 개선

과 발 을 모색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30

년여간 고려 학교 의과 학의 교과과정 변천을 조

사하고, 본 학이 세계의학교육연맹과 미국 의과

학 의회에서 제시한 의학교육개선안의 권장 사항 

등에 비추어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를 고찰하고 

향후 지향하여야 할 교과과정개선 방향을 탐색하고

자 하 다.

  고려 학교 의과 학은 1972년 이후 기 의학과 

임상의학으로 양분되는 교과목 주의 통 인 교

과과정을 유지하 다. 개설교과목수는 최고 53개까

지 증가하 다가 2000학년도에 통합교육이 시작되

면서 51개 과목으로 감소하 다. 수업시간도 90년

 반에는 최고 7,000여 시간에 이르 으나 통합

강의 도입 후 4,276 시간으로 감소하 다. 임상실습

은 1996년부터 핵심교과목과 선택 임상실습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2000년도부터 시행된 신 교과과정

에서는 선택특화과목을 두어 학생들에게 사회, 인문 

계열의 다양한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

여하 고 통합 교과과정을 통해 기 -임상간, 교과

목간 연  학습  통합 인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 다. 그러나, 아직도 교과목간의 수직, 수평통합

이 미미하며 수업시간이 과다한 문제 을 지니고 

있다. 교육내용 역시 생의학 지식에서 크게 벗어나

지 못하고 있어 문직업인으로서의 태도  수기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유능한 일차진료의사를 배출하기 하여 반드시 

필요한 지식과 수기, 태도 역의 세부학습 목표를 

재정립하고 과감한 교과과정 감량작업이 요구되며 

각 교실간 긴 한 력하여 핵심  내용에 한 기

  임상의학간의 종 , 횡  통합을 통하여 교육

의 효율성을 증가시켜야 한다. 자율 학습을 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서 평생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자세를 배양해야 한다. 한, 의사-환자

계, 사회,정신의학  측면을 종합 으로 사고하고 

단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종 교육과정 (Longi-

tudinal program)이 개발되어야 한다.           

  고려 학교 의과 학은 1990년  후반에 이르러 

교육과정 개선에 힘쓰고 있고 2000년도에 신교육과정

을 시행하고 있다. 국내외 의학교육의 동향에 한 

심층 인 연구  교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합리

이고 실 인 교육과정의 개발이 필요하며 체계

이고 지속 인 교육과정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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