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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교협)는 우리나라 의학교육에 관한 

정책의 입안과 조정, 대안의 개발 등을 의학계, 의료계, 의

학교육계 사이에 협의, 조정, 결정함으로써 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의료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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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conducted to recognize the role of Korean Council on Medical Education (KCME), which is composed 

of 12 medical organizations related to medical education, and its importance in Korean medical society.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establishment of the KCME is reviewed, along with changes in medical education in Korea starting 

in the early 1960s. In 1971, the first organization for medical education in Korea,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al 

Colleges, was established by 14 deans of medical colleges. This organization sought to create a good environment 

for medical education, but because of conflict between deans and medical educators, in 1983 it was divided into two 

organizations : the Korean Society of Medical Education and the Korean Council of Deans of Medical Colleges. Neither 

was active until they co-organized a congress about medical education in 1994, and fortunately, they have continued 

to collaborate since. At that time, the Korean government aggressively tried to authorize 9 new medical colleges, which 

caused Korean organizations related to medical education to unite against this governmental policy by establishing 

the KCME. The KCM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monitoring policy changes and achieved some noteworthy results. 

However, recent changes, includ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patterns of mutual influence among medical 

education,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have spurred the KCME to change and broaden its activities. Therefore, the 

KCME should take the lead in launching a serious discussion  reorganizing Korean medical societies so that academic 

medicine and practical medicine may flour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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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4월 25일 설립되었다. 회원기관으로는 2019년 현

재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

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국의학교육

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기초의학협의회, 전국의과대

학교수협의회, 의학교육연수원, 국립대병원장협의회, 사립

대학교의료원협의회(총 12개 단체)가 있으며 회장은 대한의

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학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

문대학원협회의 대표가 2년의 임기로 순차적으로 수임하고 

있다. 그동안 회원단체로 가입하였다가 탈퇴한 단체로는 한

국의학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보건복지부 수련환경

평가위원회가 있다.

그동안의 주요활동은 의학교육 학제 개선에 관한 대정부 

건의문(1996년 10월 9일)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국방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사태(2007년  

7월 12일), 정부의 ‘보건의료 기요틴’ 추진에 대한 입장발표

(2015년 1월 23일),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대한 입장발표

(2018년 6월 22일, 2018년 11월 16일) 등 주요 의학교육 관

련 정책변화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대표하여 왔으며 한국

의학교육평가원을 설립한 것은 한국 의학교육의 발전에 크

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1].

의교협은 현재 의료계에서 유일한 연합체이며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현재로는 의학교육만을 위

한 연합체로 활동하고 있지만 그 역할과 중요성을 이해하고 

발전적인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설립과정까지

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의교협 탄생의 역사와 한국 의학교육 

리더십의 변화 

1960년대 초부터 한국 의학교육의 중심인 의과대학은 

약 10년 동안 학장들이 ‘의과대학 학장회의’라는 모임을 만

들어 간친회 형식으로 봄과 가을, 1년에 두 차례씩 정기

적인 회합을 갖고 학사운영에 대한 의견교환을 했다고 전

해진다. 의학교육을 잘하기 위해서는 의학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의과대학의 수장들이 모여서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

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보다 체계적인 조직의 필

요성이 대두되면서 1971년 5월 15일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이 주관한 회의에서 ‘의과대학 학장회의’는 발전적으로 해

체하기로 결정하고 당시 14개 의과대학이 모여 ‘한국의학

교육협회’를 발족시킨다. 이후 한국의학교육협회 내에 연

구위원회를 구성하고 의학교육 세미나와 간담회를 정기적

으로 개최하며 의학교육의 새로운 동향을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잦은 학장의 교체 및 의학교육에 대한 전문

성의 결여 등의 문제로 고민하다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

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모임만으로는 우리나라 전체 의학교

육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내는 물론 국제

적으로도 의학교육 활동에서 소외되고 낙후될 것이라는 사

실에 유의하여 1981년 5월 10일 ‘한국의학교육협의회(협의

회)’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다. 이후 정관개정을 통하여 학장

이 추천하는 의과대학 부교수 이상 2인과 조교수 이상으로

서 활동을 희망하는 개인회원을 받아들이고 전문위원회를 

정식기구로 만들면서 잦은 학장의 교체와는 무관하게 의학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연속성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려 하였

다. 그 당시 만들어진 협의회는 현재 활동하는 의교협에 비

해 범위가 좁은 단체이었다. 그러나 당초의 의도와는 달리 

대학행정을 총괄하는 학장들의 입장과 의학교육 개선에 관

심이 집중되어 있는 개인회원들의 입장이 상충하여 혼선

이 빚어지게 된다. 이에 협의회에서는 학장들의 고유 업무

인 의학교육 방향 설정, 대학행정, 대정부 건의 등 대학운

영에 관한 문제를 주로 다루되, 학술활동을 전담하는 의학

교육학회를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설득력 있

게 대두되기 시작했다. 특히 1982년 5월 4일에 개최된 협

의회의 제17회 의학교육 세미나(주제: 한국의학교육협의

회 실적과 전망)에서 이러한 점들이 부각되면서 학장들의 

모임과는 별도로 전문 학술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의학교육 

학회를 발족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시작되면서 그 결과로 

1983년 5월 6일 한국의학교육학회가 발족하게 된다. 그리

고 이듬해인 1984년 9월 1일에 협의회는 해체되고 순수한 

학장들의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학장협의회)가 다

시 발족하게 된다. 협의회 해체의 원인이 된 학장과 개인

회원들 사이의 갈등은 협의회의 주축인 학장들의 눈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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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학교육학회는 현실을 모르는 이상주의자로 비쳤으며, 

한국의학교육학회 구성원들의 눈에 학장은 의학교육 이론

은 잘 모르면서 지위에 의존하는 권위주의자로 비치는 것

이었다[2].

그러나 한국의학교육학회는 1989년 3월 31일 제1차 학술

대회 및 제2차 총회를 개최하기까지 긴 휴면기에 들어갔고 

학장협의회 역시 1989년 2월 17-18일 제20차 의학교육세

미나를 개최하기까지 실질적인 활동을 하지 못했다. 1989년 

초 두 단체가 다시 활동을 시작한 지 약 4년 후인 1993년부

터 학장협의회와 한국의학교육학회의 공조를 모색하는 논의

가 구체화되어 가면서 1994년에 합동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3,4]. 2000년부터는 학장협의회의 협조를 받아 회원

을 늘려갔다. 그 후 한국의학교육학회는 현재 학술대회 참석

인원 500명이 넘는 활발한 학회로 자리 잡았다.

시대적 상황의 변화는 의학교육에 대한 의료계 단체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한국 의과대학의 설립에 대한 역사

를 살펴보면 1960년 이전에는 8개 의과대학, 1961-1970년 

에 5개 의과대학 신설, 1971–1980년에 7개 의과대학 신설,  

1981-1990년에 11개 의과대학 신설, 1991-2000년에 10개  

의과대학이 신설되었는데 특히 1993년 문민정부 출범 후 

1995년부터 1998년 4년 사이에 무려 9개의 의과대학이 신

설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그 당시 이미 1980년대에 11개

의 의과대학이 신설됨으로써 의학교육의 질적 평가가 필요

하다고 느꼈던 학장협의회는 1991년 11월 ‘의과대학 평가 

신임제도’를 주제로 제22차 의학교육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인정평가제도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수차례의 세미나를 거쳐 

당시 대한의학협회(현재 대한의사협회)와 공동으로 의과대

학 교육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1993년에는 대한의학협회와 

더불어 한국의학교육학회가 주관하는 ‘의과대학 의학과 예

비평가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995년부터 문민정부에 의과

대학 허가가 봇물 터지듯 이루어지자 드디어 1996년에는 인

증평가 제도도입을 정식으로 결의하게 된다. 

한편 이처럼 무분별한 의과대학의 설립을 반대하기 위

해 의료계는 의학교육에 대한 목소리를 하나로 만들고자  

1996년 4월 25일 현재의 의교협을 발족시켰다. 당시 의교협

에는 대한의사협회(1995년에 대한의학협회에서 대한의사협

회 단체명 변경),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사국가

시험원, 학장협의회, 한국의학교육학회, 의학교육연수원, 한

국기초의학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전문의제협의회가 회

원단체로서 참여하였으며 초대회장에는 김영명 당시 대한의

학회장이 취임하였다.

창립 후 1996년 9월 18일 의학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대토

론회(의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여부를 중심으로) 개최 및 의

학교육백서 발간사업을 첫 사업으로 의학교육에 대한 의료

계의 목소리를 모으기 시작하였으며 그 후의 한국의학교육

평가원 설립까지의 활동은 Table 1과 같다.

이상에서 보듯이 의교협은 의과대학의 무분별한 신증설이

나 의과대학인정평가사업 같은 사안을 훌륭하게 다루어 합

의를 끌어내어 더 이상의 의과대학 인가의 남발을 저지하고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를 발족시키는 등 많은 일을 해

옴으로써 교육발전에 기여하였고 의교협 활동을 하면서 자

연스럽게 의학교육전반을 관장하는 실행력 있는 기구가 필

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게 되었다[5]. 이러한 생각들이 

모여 의교협이 주축이 되어 2003년 11월 충남 유성에서 개

최된 의학교육 종합학술대회를 통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탄생시키게 된다.

이렇게 탄생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기존 의과대학 인정

평가위원회가 수행하던 인증평가를 포함하고 있었지만 그밖

에도 학부교육, 졸업 후 교육, 평생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를 

총괄하는 기구로 역할을 상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사진에 

대한의사협회 6명, 대한병원협회 3명, 대한의학회 2명, 학장

협의회 2명, 의교협, 한국의사국가시험원, 한국의학교육학

회 각 1명, 그리고 정부대표 2인과 공익대표 3인을 포함하였

다. 의학교육계와 의료계, 의학계, 정부와 시민사회를 망라

하는 조직을 갖추려고 한 것이었다. 현재는 의과대학인증평

가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으나 점차 인증범위를 넓혀 의학교

육의 연속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

으며 이러한 노력에 대하여는 향후 의교협 회원 단체들이 합

심하여 뜻을 모아 주어 진정한 의학교육의 연속성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한국 의학교육의 역사를 살펴볼 때 현재 의교협 회원단체 

중에 의학교육연수원이 포함된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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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1975년 3월 1일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설립된 의

학교육연수원은 1970-80년대 한국의학교육협회 및 협의회

의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 당시 전국 의과대학 교수

들의 연수업무를 의학교육연수원에서 주로 담당하였으며 더 

나아가 협회의 재정업무와 사무 등도 담당함으로써 실질적

으로 사무국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의학교육연수원은 서울

대학교 의과대학에 병설된 기관이지만 세계보건기구의 권유

와 China Medical Board의 후원, 그리고 한국 정부의 인가

를 받아 설립된 최초의 전국 단위의 의학교육 전문기관이었

다[3]. 의학교육이 제자리를 잡지 못한 

초창기에 그나마 의학교육연수원의 노

력으로 의학교육의 발전의 기틀이 마련

되었기에 현재에도 의교협의 회원단체

로 활동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지금까지 의교협의 탄생과 관련된 역

사적 상황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탄

생이라는 큰 결실 그리고 의학교육연수

원의 시대적 역할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한국 의학교육 리더십의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의교협의 중요성과 방향에 

대하여 

한국 의학교육이 현재와 같이 자리 

잡은 데에는 의교협의 역할이 매우 중

요하였으며 이는 의학교육을 위해 의

료계가 모두 하나가 되어서 이룬 쾌거

이기도 하다. 그러나 의교협이 이러한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의료계의 노

력뿐만 아니라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와 

지속적인 소통의 노력이 동반되었기 때

문이기도 하다. 즉 의학교육에 대한 사

회의 협조적 반응이 동반된 결과인데 

이는 당시 의교협이 제시하는 사안들이 

대의명분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공감대가 함

께 형성됨으로써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점에

서 한국 의학교육의 역사를 만들어 온 의교협의 존재 의미

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 의료계가 하나가 

된다면 못이룰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2019년 4월 8

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의학교육연합회(World 

Federation for Medical Education, WFME)의 학술대회

를 의교협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과 함께 공동개최한 것은 

한국 의학교육 역사에 남을 또 하나의 위대한 업적이었으

Table 1.  List of activities of KCME since its establishment 

Time Activity

Apr 25, 1996 Establishment of KCME

Sep 18, 1996 Open forum about the 4-year medical school system in Korea

Oct 4, 1996 Activities against the government’s suggestion of importing the 4-year medical school  
   system of medical education

Nov 28, 1996 Symposium for adopting a new paradigm of medical education at the Yusung Hotel in  
   Daejeon : accreditation of medical colleges and pre-requisites for new medical colleges

Feb 28, 1997 Meeting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Institute, adoption of the 4-year medical school system, education on Korean 

traditional medicine, system for medical specialities (Hilton Hotel, Jirisan room)

Mar 27, 1997 Open forum about standards for existing medical colleges and for the establishment of  
   new medical colleges (Yonsei University, Allen Hall)

Jun 16, 1997 Activities against the government’s suggestion about ways improving the medical  
   educational system

Jun 23, 1997 Activities against the government’s suggestion about pre-requisites for the  
   establishment of new medical colleges

Sep 1997   Anti-government proclamation stating that we could no longer endure the proposed  
   establishment of new medical colleges

Oct 6, 1997 Meeting for counter-measures against the establishment of new medical colleges, for  
    learning objectives for medical education and residency training, and for the planning 

of quality control in the medical workforces

Dec 20, 1997 Launching of a promotion committee for the accreditation of medical colleges

Feb 1998     Research proposal for the accreditation of medical colleges

Apr 8, 1998 Open forum for the implementation of accreditation of medical colleges (Catholic  
   Medical Research Building, room 1003)

Jan 18, 2001 Workshop for future plans for the Korean Council on Medical Education (KCME)

Feb 15, 2001 Launching of planning committee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KCME (chairman:  
   Kun-Sang Kim)

Aug 2001     Publication of a report about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KCME

Three possible ways forward: 1) establishment of a new integrative organization, 2)  
    reinforcement of the existing KCME, 3) partnering with the existing Korea Institute of 

Medicine. The first option was emphasized.

Dec 21, 2001 Launching a committee for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medical education (chairman:  
   Prof. Young Myung Kim)

2002 Naming the new integrative organization as KIMEE

Aug 12, 2003 Launching a committee for promoting the establishment of the KIMEE (chairman: Prof.  
   Jong Wook Lee)

Nov 21, 2003 Inaugural general meeting for the foundation of the KIMEE

KCME, Korean Council on Medical Education; KIMEE, Korean Institute for Medical Education and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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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를 통하여 전 세계 의학교육계에 한국의 이미지를 매

우 강하게 심었다. 특히 16년 만에 개최되는 세계의학교육

연합회 학술대회이어서 그 의미는 더욱 특별하였으며 전 세

계 57개국에서 810명이 참가하였다. 이를 위해 의교협 소

속 단체들은 모두 합심하여 노력하였으며 특히 의학교육 면

에서는 가장 소극적일 수 있을 대한개원의협의회의 긴밀한 

협조는 한국 의료계의 의학교육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었다. 향후에도 의료계는 이처럼 하나됨이 얼

마나 중요한지를 가슴 깊이 새기고 또한 사회와 함께 호흡

하면서 앞으로 전진해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2016년 9월 이후 의교협 활동이 다시 활발하게 

재개되기 시작하면서 의학교육과 관련된 정책수립에 지속

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한 가지 눈에 띄는 변화

는 실제로 지난 3년간 의교협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이 단

지 의학교육에 국한되지 않았으며 교육, 연구, 진료를 모두 

포함하는 매우 광범위한 내용들을 다루어 왔다는 것이다. 이

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연적인 변화라 생각하며 

향후 의교협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하여야 하는 

것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방향전환의 시작은 

2018년 2월 1일에 의교협이 개최한 ‘한국의학계 미래전략 

포럼’에서도 논의되었으며[6], 현재 의교협 산하 미래전략 특

별위원회가 우선적으로 의학교육과 의학연구에 대한 미래로

드맵을 작성 중에 있다. 

한편 사회적으로는 공공의료, 커뮤니티 케어 등에 대한 논

의가 활성화됨에 따라 의사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요구가 커

지고 있으며 의과대학이 의사를 교육하는 것에 집중되었던 

시대를 지나 의과대학의 연구역량이 크게 요구되고 있는 시

대적 상황은 의교협에게 단지 의학교육에 대한 문제만을 논

의하기 보다는 폭넓은 시각에서 의학의 발전 전체를 아우르

는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의

학교육과 의학연구 그리고 진료의 문제는 모두가 서로 맞물

려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하여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미래의 의학이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는 더더욱 종합적인 의학교육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함

께 맞물려 있는 의학연구와 진료문제에 대하여도 치열한 고

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의교협의 활동범위를 의학교

육에 국한시키는 것보다는 의학과 의료를 모두 포함하는 포

괄적인 논의를 하는 협의체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범위

를 넓힐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의료계를 리드하는 단체로는 미국의사협회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미국병원협회(American 

Hospital Association), 미국의과대학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leges)가 있으며 미국의사협회와 미

국병원협회는 실행의학, 즉 의료의 실행과 전달에 집중함으

로써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고 미국의과대학협회는 의학의 

발전을 위해 의학교육, 연구, 최상의 진료를 포함하는 학술

의학(Academic Medicine)에 집중하여 의학의 발전을 리드

함으로써 의학과 의료 모두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의학과 의료를 모두 통합하여 

하나의 단체가 리드하지는 않는다. 이는 모두 같은 의사이기

는 하지만 그 역할이 다름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필요한 경

우 기능적으로 함께 움직이지만 학술의학이 추구하는 의학

의 발전과 실행의학(Practical Medicine)이 추구하는 의료의 

실행과 전달 이 두 분야가 우선은 서로 단단해져야 하는 것

이 필수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학술의학을 통한 의학의 발전을 추구

하기에는 너무도 열악한 환경이며 의료의 실행과 전달체계

문제로 모든 문제가 마구 뒤섞여 구분하기 힘들어 어디서부

터 손을 대야할지 모를 정도의 상황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라

도 학술의학의 중심인 대학과 대학병원이 정상화되도록 노

력하여야 하며[7,8], 이를 통해 병원과 개원가를 통한 실행의

학, 즉 의료의 실행과 전달체계도 정상화 될 가능성이 높으

므로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의료계가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여야 할 때이다. 정부도 이러한 점들을 분명하게 인식

하고 의료계와의 진정한 파트너십을 회복하고 함께 보건의

료 발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결론

그동안 한국 의학교육에 대한 많은 보고서들이 학술의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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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을 강조하여 왔지만[7,8], 아직까지 학술의학의 정상화

를 위한 뚜렷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변화

에 대한 두려움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변화란 원래 ‘

불확실한 세계로 벌거벗은 채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아 변화

는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이며 변화는 본질적으로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예측불가능성을 특징으로 한

다. 따라서 변화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과학에 기반을 둔 방

법론, 즉 변화관리 이론에 근거하여 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

다[9].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용기

를 내어 앞으로 가야한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들어 학술의학

을 추구해야 할 단체들이 연합하여 합동학술대회를 계획하는 

등 우선 기능적 결합부터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이제 우리도 이러한 역할 분담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생

각하여 바람직한 움직임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는 범의료계의 토론이 선행되어야 하며 바로 그 토론의 장을 

의교협이 활짝 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의교협 회원 단체들이 

각자 가진 것을 모두 내려놓고 진정으로 우리나라 의학의 발

전과 의료의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역할을 새롭게 

분담함으로써 어느 부분 하나 빠뜨리지 않고 체계적으로 의

학과 의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또한 

각 단체들이 잘 정리되어 주어진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나갈 

때 비로소 한국의 의학과 의료 모두가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

다고 생각한다. 바라건대 의료계의 주요 단체들이 모인 의교

협을 통하여 의료계의 정확한 역할구분이 이루어지고 의료계 

자체가 먼저 한국보건의료의 발전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사회

로 부터의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정부도 이에 대한 계획을 함

께 수립함에 있어 주저함이 없으리라 기대해 본다.

찾아보기말:  의학교육; 의학교육단체; 역사; 단체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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