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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e elective course w as introduced to Inh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in clinical clerkshi

from 1998. In August , 1999, a questionnaire about the change of the curriculum w as distribute

to 36 senior student s and 157 clinical professors in Inh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T o the elective course, the student s ' r esponse was : 41.7% answered good ' , 22.2% answ ere

non - judgemental ' , 36.1% answered bad ' , and the professors ' response was : 56.4% answere

good ' , 30.9% answ ered non- judgemental ' , 12.8% answ ered bad ' .

As for the merit of the elective course, the students ' response w as : 72.2% answ ered to choos

the course they w ant to study (to provide them study motivation) ' , 41.7% answ ered to study t

subject deeply ' , 19.4% answered to be helpful to choose a course after graduation ' . Of the

professors ' response, 83.0% answ ered to choose the course they w ant to study (to provide the

study motivation) ' , but 44.7% answ ered self- regulating study attitude ' .

As for the defect of the elective course, the students ' response w as : 91.7% answered th

subjects are restricted ' , 55.6% answered to be too long not efficiently ' , ?% answered to hinde

from preparing for Korean medical licensing ex amination ' . And the professors answered in th

same order .

55.6% of the students ' respond answered rarely prepared ' even though the term of electiv

course in each department got longer , but 28.7% of the professors ' answered prepared ver

much ' .

As for the period of elective course, the students ' response was : 2 weeks for 6 each subject

(72.2%), 1 week for every subjects (22.2%). But the professors ' response was : 3 weeks for 4 eac

subjects (35.1%), 2 weeks for 6 each subjects (35.1%), over 4 weeks for less 3 each subjects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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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 나라 대부분의 의과대학은 교과목의 운영에

있어 필수- 공통과목 중심의 운영을 하여왔다. 그러

나 필수- 공통과목은 학생들의 개인적인 선택의 기

회가 없이 피동적으로 학습하게 된다는 점이 문제

로 지적된다. 그러므로 의과대학에서도 선택과목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실제로 몇몇

학교에서는 선택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전통적인 교과목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에서도 선택과목의 장점을 활용하고 있으며 우

리 나라에서도 의과대학 이외의 대학에서는 선택과

목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 의과대학의 공통적인 특

징은 대부분의 의과대학에서는 임상실습을 주로 핵

심과목 위주의 실습이 제공되고 있으며 특과과목의

실습은 선택 실습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런 점은 유

럽의 의과대학에서도 마찬가지이다.1

이에 인하의대에서도 의과대학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획일화된 교육을 탈피하고

학생에게 어느 정도 선택의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

서 1998년도 3학년 2학기부터 임상실습 과목을 선

택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개편하였다. 실습 개편

의 또 다른 고려 사항은 본 대학의 창학정신인 창

의, 근면, 봉사의 정신을 토대로 인천을 중심으로 서

해의 여러 지역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차

진료 수행능력을 배양시키는데 있다는 인하의대의

교육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핵심과목을

중심으로 교과과정을 개편하기로 하였다. 인하대학

교 의과대학 교육계획위원회에서는 임상실습 개편

에 관한 안을 1997년 9월과 1998년 1월 두 차례 열

린 주임교수회의에 상정하였고 각 교실의 주임교수

들이 이 안에 동의를 하여 1998년부터 개편된 임상

실습을 하게 되었다.

그동안 인하의대에서는 핵심과목인 내과 10주,

일반외과 4주, 소아과 4주, 산부인과 4주, 정신과 4

주를 실습하였고 특과과목인 정형외과, 신경외과,

방사선과, 응급의학과 각각 2주, 흉부외과, 성형외

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신경과, 마

취과, 재활의학과, 임상병리과, 가정의학과, 치료방

사선과 및 핵의학과를 각각 1주씩 실습하였다. 이

가운데 핵심과목 가운데 내과가 실습기간이 4주 늘

어난 12주가 되었고, 일반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정신과는 이전처럼 4주로 하였다. 특과과목 가운데

방사선과 4주, 가정의학과 2주, 응급의학과 2주, 신

경과 2주, 마취과 1주, 임상병리과 1주는 필수로 하

고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마취과, 재활의학과,

치료방사선과, 핵의학과의 12개 과목 가운데 4개 과

목을 선택하여 3주씩 실습하도록 하였다.

이제 특과 과목 선택 실습을 경험한 지 2년이 되

어 개정된 교과과정에 대한 평가를 해보아 이를 보

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교수와 학생을 대상

으로 교과 과정 변경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999학년도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4학년의 임상실

습이 종료된 직후인 1999년 8월에 개편된 교과과정

에 따라 실습을 한 의과대학 4학년 36명 전원과 의

과대학 임상교수 165 가운데 해외 연수 중인 교수 8

명을 제외한 157명을 대상으로 개편된 교과과정에

대해 설문 조사를 하였다. 설문은 특과 과목 선택

도입에 대한 전반적 의견과 장단점, 향후 선택 과목

의 과목 수와 기간에 대한 의견 등으로 이루어졌다.

As a conclusion the professors in clinical department must prepare meticulously for the electiv

course.

Key W ords : Elective course, Medical Education,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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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대상자 가운데 설문에 응답한 사람은 학생 36명

(응답률 100%) 교수 98명 (응답률 62.4%)이었다

교수의 응답 가운데 전체적으로 응답이 불성실한

교수 4명의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하여 94명을 대상

으로 분석을 하였다.

1. 특과 과목 선택에 대한 전반적 의견

특과 과목 선택에 대해 학생은 좋다 가 41.7%,

모르겠다가 22.2%, 나쁘다가 36.1%였으며, 교수

들은 각각 56.4%, 30.9%, 12.8%였다 (표 1).

2. 특과 과목 선택의 장단점

특과 과목 선택의 장점에 대해 학생들은 원하는

과목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서 (학습 동기 유발)

26명 (72.2%), 폭넓고 깊게 실습을 돌 수 있어서

15명(41.7%), 졸업 후 진로 선택에 도움을 줄 것

같아서 7명(19.4%), 원하지 않는 과목을 돌지 않아

서 7명(19.4%),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어서 4명 (11.1%)의 순으로 대답하였다. 교수

들은 원하는 과목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서 (학

습 동기 유발) 83.0%, 졸업 후 진로 선택에 도움

을 줄 것 같아서 45.7%,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태도

를 기를 수 있어서 44.7%, 폭넓고 깊게 실습을 돌

수 있어서 30.0%, 원하지 않는 과목을 돌지 않아서

12.8%의 순으로 대답하였다(표 2).

특과 과목 선택의 단점에 대해 학생들은 과목의

선택 제한 때문에 원하는 과목을 돌지 못해 33명

(91.7%), 실습기간이 필요 이상으로 길어 비효율적

이어서 20명 (55.6%), 의사국가시험 대비에 문제가

있어서 9명 (9.6%)의 순으로 대답하였다. 교수들도

같은 순서대로 대답하였다 (표 3).

표 1. 특과 과목 선택에 대한 전반적 의견 명(%)

전반적 의견 학생 교수

좋다 15 (41.7) 53 (56.4)

모르겠다 8 (22.2) 29 (30.9)

나쁘다 13 (36.1) 12 (12.8)

계 36 (100.0) 94 (100.0)

표 2 . 특과 과목 선택의 장점 (중복 선택) 명 (%)

장 점 학생 교수

원하는 과목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서 (학습 동기 유발) 26 (72.2) 78 (83.0)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어서 4 (11.1) 42 (44.7)

폭넓고 깊게 실습을 돌 수 있어서 15 (41.7) 28 (30.0)

졸업 후 진로 선택에 도움을 줄 것 같아서 7 (19.4) 43 (45.7)

원하지 않는 과목을 돌지 않아서 7 (19.4) 12 (12.8)

표 3 . 특과 과목 선택의 단점 (중복 선택) 명(%)

단 점 학생 교수

과목의 선택 제한 때문에 원하는 과목을 돌지 못해 33 (91.7) 41 (43.6)

실습기간이 필요 이상으로 길어 비효율적이어서 20 (55.6) 15 (16.0)

의사국가시험 대비에 문제가 있어서 4 (11.1) 9 (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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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택 과목 실습 기간 연장에 대한 각 과의 준비

정도

선택 과목 실습 기간이 연장됨에 따른 각 과의 준

비 정도에 대해 학생들은 55.6%가 거의 준비되지

않았다 고 대답하였고 각각 1명 (2.8%)씩만이 아주

많이 준비나 많이 준비되었다 고 응답하였다. 이에

반해 교수들은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 라고 응답한

경우가 20.%이면서 아주 많이 준비되었다도

28.7%였다 (표 4).

4 . 향후 선택 과목의 과목 수와 기간에 대한 의견

현재 12개 과목에 대해 3주씩 4과목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향후 의견을 물어보았더니 학생들은

72.2%가 2주씩 6과목, 22.2%가 1주씩 모든 과목을

돌기를 원하였다. 교수들은 지금처럼 3주씩 4과목을

하자는 의견과 2주씩 6과목을 하자는 의견이 모두

35.1%였고 4주 이상 3과목 이하로 하자는 의견도

9.6%였다 (표 5).

고 찰

우리나라 의과대학은 몇몇 대학을 제외하고는 대

부분 전통적인 교육과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교

과과정도 대체적으로 비슷하다. 의과대학 4년중 1학

년에서 3학년 1학기까지는 거의 기초의학 강의와

임상의학 강의가 이루어지고 이후의 임상실습 부분

에서도 전 과목을 필수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획일적인 교과과정의 운영은 각 대학의 특성

을 살리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각 대학에 다니는 학생

들의 개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 의과대학 교과

과정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기간 교육

과정과 선택과목의 구별이 없이 다 비슷하게 가르

치고 있기 때문에 의과대학 교육과 졸업후 교육의

구별이 불분명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6

이에 몇몇 대학에서는 임상실습과목을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인하의대에서 이를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현재 전국 41개 의과대학 중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10개 대학을 제외하고 임상실습이 시행되고

있는 31개 의과대학 가운데 임상실습 과목을 선택

하도록 한 곳은 인하의대를 포함해 18개 대학이다.5

표 4 . 선택 과목 실습 기간 연장에 대한 각 과의 준비 정도 명(%)

준비 정도 학생 교수

아주 많이 준비 1 ( 2.8) 27 ( 28.7)

많이 준비 1 ( 2.8) 5 ( 5.3)

어느 정도 준비 13 ( 36.1) 32 ( 34.0)

거의 준비되지 않음 20 ( 55.6) 9 ( 9.6)

전혀 준비되지 않음 1 ( 2.8) 19 ( 20.2)

계 36 (100.0) 94 (100.0)

표 5 . 향후 선택 과목 수와 기간에 대한 의견 명(%

과목 수와 기간 학생 교수

지금처럼 3주씩 4과목 2 ( 5.6) 33 ( 35.1)

1주씩 모든 과목 8 ( 22.2) 19 ( 20.2)

2주씩 6과목 26 ( 72.2) 33 ( 35.1)

4주 이상 3과목 이하 0 ( 0.0) 9 ( 9.6)

계 36 (100.0) 9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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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1994년 32개 대학 중 9개 대학만이 실시4한 것

에 비하면 매우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실습 과목

선택의 운영은 각 대학마다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

매우 일부 과목만을 선택하도록 하는 대학이 있는

가 하면 많은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대학도

있다. 많은 과목 가운데 선택을 하도록 한 대학 가

운데 울산의대의 경우 4학년 2학기에 특과과목 11

개 중 7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화여

자대학교 의학대학 같은 경우에는 10개 과목 중 4

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양의대는

계열별 임상실습을 도입하여 각 계열마다 학생들이

특정과목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조선의대의 경우 특과과목 12개 중 8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영남의대의 경우 16개의 특과

과목 중 12개를 선택해야 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특과 과목 선택에 대한 전반적 의견

에 있어 학생들의 41.6%, 교수들의 56.4%만이 좋

다고 하였고, 모르겠다 가 학생들의 22.2%, 교수들

의 30.9%였으며 나쁘다 가 학생의 36.1%, 교수들

의 12.8%였다. 이런 결과는 이후의 설문에서 그 이

유를 찾아 볼 수 있다. 학생들은 선택이 너무 제한

되어 원하는 과목을 돌지 못한다 (91.7%)는 점을 가

장 큰 단점으로 들었고 실습시간이 필요 이상으로

길어 비효율적이라는 의견 (55.6%)도 많았으며 의사

국가시험 대비에 문제가 있다 (11.1%)고 하여 선택

실습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많은 이유를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실습시간이 필요 이상으로 길다는 점은

실습 기간이 종래 1주에서 3주로 늘어났으나 학생

들의 과반수가 이에 대한 각 과의 준비가 거의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는 장성

호 등
3이 고려의대 임상실습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담당교수가 없거나 정확하지 않았다 , 실습내용이

충실하지 못하다와 같은 점이었다. 학생들은 따라

서 2주씩 6과목 또는 1주씩 모든 과목을 돌기 원하

였다. 반면에 교수들은 아주 많이 준비하였다는 의

견도 상당수 있어 학생들과 교수들의 인식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교수들은 3주씩

돌자는 의견과 2주씩 6과목을 돌자는 의견이 우세

하여 학생들의 의견과 다름을 보여준다. 또 각 과의

준비에 있어 교수들의 20.0%가 전혀 준비되지 않았

다고 한 반면에 학생들은 2.8%만이 이런 응답을 하

였는데 이는 과목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최삼섭
4은 의과대학 교수들은

대체로 의학과의 특과과목을 모두 전공필수과목으

로 개설하기를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며 그 이

유로써 의사국가시험 출제과목으로서의 선정의 필

요성과 전문의 수련과정 개설과목임을 내세우나 내

면에는 선택과목으로 개설되면 대학이나 학생들에

게 덜 중요하게 인식될까 하는 염려가 일부 작용하

는 것 같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모든

과목을 전공필수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은 20.2%에

그쳐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이런 결과에 대해 본교

교수들이 학생들을 중심으로 교과과정 개편을 생각

하려 하며, 원하는 학생만 실습을 돌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

지 않나 생각된다. 반면 교수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

부족이라는 부정적인 요인도 일부 있지 않을까 생

각한다. 의사국가시험에 대한 문제는 11.1%만이 응

답하였는데 이는 1995년 제58회 의사국가시험부터

8개 특과과목이 독립된 과목으로 출제되지 않고 필

요한 내용을 선별하여 관련 깊은 핵심과목 속에 출

제하고 출제범위는 특과과목별로 5∼10문항을 출제

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정한 것에 많은 영향을 받

았다고 생각한다. 한편 동기유발이 되었을 때 학습

이 더욱 촉진
7되므로 특과 과목의 장점으로 원하는

과목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서 학습 동기가 유발

된다는 의견에 많이 공감을 하지만 학생들의 경우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어서는

11.1%에 그치는 것을 볼 때 아직 학습 동기가 있다

고 하여도 자율적인 학습으로 연결되지 못함을 보

여주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에 대해 교수들은 44.7%가 자율 학습에 대해 긍정

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학생들의 생각과 차이가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은 김용일 등2이 선택

과목이 피동적인 학습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불안감

을 유발시켰다는 점이 본 연구에도 적용된다고 생

각한다. 또 교수들은 선택 과목을 통해 졸업 후 진

로 선택에 도움을 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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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인 반면에 당사자인 학생들은 19.4%만이 그

렇게 생각한다는 점은 교수들이 이에 대해 검토해

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이상에서 특과 과목의 선택에 있어 학생, 교수 모

두 여러 가지 장점을 인정하지만 그 장점이 단점을

상쇄하고도 남으려면 선택 과목의 기간에 대해 다

시 고려하여야 하며 그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에게

그 기간 동안 무엇을 배우도록 할 지, 어떻게 자율

적으로 학습하는 태도를 길러 줄 지에 대한 교수들

의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고 실습 선택이 졸업 후 진

로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학생들에 대한 배려

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요 약

인하의대에서는 1998년부터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 12개 과목 가운데 4개 과목을 선택하여 3주씩 실

습을 한 후 1999년 8월 임상실습을 마친 의과대학 4

학년 36명 전원과 의과대학 임상교수 157명을 대상

으로 개편된 교과과정에 대해 설문 조사를 하였다.

임상실습 선택에 대해 학생은 좋다가 41.7%, 모

르겠다 가 22.2%, 나쁘다 가 36.1%였으며, 교수들

은 각각 56.4%, 30.9%, 12.8%였다.

임상실습 선택의 장점에 대해 학생들은 원하는

과목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서 (학습 동기 유발)

72.2%, 폭넓고 깊게 실습을 돌 수 있어서 41.7%,

졸업 후 진로 선택에 도움을 줄 것 같아서 19.4%

의 순으로, 교수들은 원하는 과목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서 (학습 동기 유발) 83.0%, 졸업 후 진로

선택에 도움을 줄 것 같아서 45.7%,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어서 44.7%의 순으로

대답하였다.

임상실습 선택의 단점에 대해 학생들은 과목의

선택 제한 때문에 원하는 과목을 돌지 못해 91.7%,

실습기간이 필요 이상으로 길어 비효율적이어서

55.6%, 의사국가시험 대비에 문제가 있어서 9.6%

의 순으로 대답하였고 교수들도 같은 순서대로 대

답하였다.

선택 과목 실습 기간이 연장됨에 따른 각 과의 준

비 정도에 대해 학생들은 55.6%가 거의 준비되지

않았다 고 대답하였고 1명만이 아주 많이 준비 준

비되었다고 응답한데 반해 교수들은 전혀 준비되

지 않았다 라고 응답한 경우도 20.%이지만 아주 많

이 준비되었다도 28.7%였다.

향후 임상실습 선택에 대해 학생들의 72.2%가 2

주씩 6과목, 22.2%가 1주씩 모든 과목을 돌기를 원

하였고 교수들은 지금처럼 3주씩 4과목을 하자는

의견과 2주씩 6과목을 하자는 의견이 모두 35.1%였

고 4주 이상 3과목 이하로 하자는 의견도 9.6%였다.

이상에서 임상실습 선택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려

면 교수들의 실습기간에 따른 세밀한 준비가 필요

하며 학생들의 자율적 학습 태도를 위한 준비도 필

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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