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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역량기반교육(Competence Based Education) 또는 성과기반
교육(Outcome Based Education)이란 교육과정에 대한 결정이 교
육이 끝날 때 학생들이 보여주어야 하는 역량/성과에 의해 이루어
져야 한다는 교육 접근방식이다. 따라서 결과물이 과정을 정의하는 
결과지향적(result-oriented) 사고로 요약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에 
대해 합의된 역량/성과가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평가해야 하는지
를 이끌게 된다1).
    역량기반교육은 생소하고 혼란스러운 개념 만큼이나 격렬한 찬
성과 반대를 야기하는 교육 접근방식이지만1), 한의학교육에서도 시
급히 수용해야 하는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 정부의 학문분야(프로
그램) 평가･인증의 정책적 기본 방향이 “학문분야 교육의 질 개선
을 위한 성과 중심 평가･인증 체제 구축”에 목적을 두고 “평가대상 

학문분야별로 육성하고자 하는 인재상이 갖추어야할 역량이 일련의 
교육활동을 통하여 함양되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는데 역점을 두
기 때문이다2).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에서는 한의학 교육 및 평가체계를 역량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행동사건면담기법(Behavior Event 
Interview)을 사용하여 한의 임상에 필요한 지식, 술기, 태도가 통
합적으로 표현되는 능력으로 ‘최선의 진료’, ‘합리적 의사소통 능
력’, ‘전문직업성 함양’, ‘사회적 책무 수행’, ‘효율적 의료경영 및 
관리’의 총 5개 역량군, 15개 역량을 도출하여 일종의 ‘국가 수준
의 한의사 역량 모델’(2016 DKM Competency Model)을 도출하였
고, 대학별로 졸업역량과 학습성과를 개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3).
    역량기반교육은 이미 1970년대에 서구 의학교육 과정에 일반
적으로 정의된 역량이 포함되는 등 도입이 기대되었지만, 역량을 
기술하는 해당 교육과정의 목표나 기준이 부적절하고, 프로그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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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역량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이 표피적인 교육과정 지침을 
관행에 따라 포함하고 있었으며, 기대하는 역량과 교과목의 목표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하고, 역량을 평가하는 도구가 부적
절했기에 점차 사그라든 바 있다4).
    O'Connell 등5)은 일반적인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구성요소로 
학습자가 획득해야 할 역량에 대한 명확한 진술, 역량의 성취 여부
를 평가하기 위한 절차, 역량의 획득을 위해 구체적으로 설계된 학
습 경험의 3가지를 들었고, Carraccio 등4)은 역량기반 의학교육의 
개발 단계로 역량의 확인, 역량의 구성요소들과 수행 수준들의 결
정, 역량의 평가, 전반적 진행에 대한 사정의 4단계를 설정한 바 
있듯이, 대학별로 성공적인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구축하기 위해서
는 교육내용이자 교육목표로서의 졸업역량이 먼저 정의되고, 준거 
및 수준의 설정, 교과목의 맵핑과 보완, 평가 및 피드백 체계의 확
립 등이 뒤이어 개발되어야 한다.
    졸업역량과 학습성과의 설정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지식, 
수기, 태도의 총합체인 역량의 설정에서 그 특성인 맥락성과 수행
성, 학습가능성이 간과되거나 혹은 과목간 성과간의 관련성이 미비
하거나 적절한 평가-피드백 체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해당 역량기
반교육은 수많은 문서작업(documentation)과 풍성한 말잔치에 그
쳐서 실질적인 교육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없는 반면, 역량과 성
과를 너무 상세하게 규정하고 과중하게 평가-피드백의 수반 체계를 
구성할 경우 구성원들이 탈진(burn out)하여 실질적으로 운용하기
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Albanese 등6)은 4개의 의학교육 역량모델 사례들을 비교한 
바 있으나 역량의 개념을 목적, 목표, 성과와 구분하고 역량을 규
정하는 5개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Hautz 등7)은 
13개의 국가 수준의 의학교육 프레임워크를 비교하여 역사와 기원, 
공식 구조, 의학교육 시스템, 대상 시기, 핵심 용어의 5개 측면에서 
차이점을 강조하였고, Han8)은 성과중심교육과정을 선도적으로 도
입한 영미권의 주요 의과대학들을 분석한 바 있다.
    본 조사연구에서는 국제적 수준에서 또는 국가적 수준에서 개
발되어 널리 알려진 의학교육 역량체계들을 살펴보고, 그 기본적인 
구성과 공통적인 요소들을 비교하여 한의학교육의 역량기반교육체
계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선행문헌들6,7)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았던 국
제적 또는 국가적 수준의 의학교육 역량 체계(framework) 중 북미
와 유럽의 졸업전 의학교육에서 활용되는 것들로 한정하였다. 졸업
후 의학교육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개별 의과대학 차원에서 개발된 
것은 제외하였다. 역량과 성과 등의 개념과 원리가 북미와 유럽의 
영미권에서 출발하였고, 해당 국가들이 역량기반 의학교육을 선도
하고 있으므로, 선행 사례들을 분석하여 한의학교육에 원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주안점을 둔 것이다.
    각 역량체계에 대하여 간략한 배경과 역사를 소개하고, 역량영
역 또는 핵심 역량군을 기술하되, 하위역량 또는 학습성과는 생략
하였으며, 필요시에는 학습성과가 제시되는 방식과 기준들을 상술

하였다. 유사한 층위의 졸업역량 체계들을 도표화하여 비교하였다
(Table 1).
    각 역량체계에서 지식 영역에 해당하는 세부역량 또는 학습성
과는 상술하여 소개하였다.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의 「한의사 역량 
모델」(2016 DKM Competency Model)은 우수한 한의사들의 행동
자료를 기반으로 개발되었기에 ‘바람직한 한의사의 象’을 제시하는
데는 성공하였으나3), 해당 역량들의 평가-피드백 수반체계를 고려
치 않았고, 적용(apply)할 수 있어야 하는 지식 분야 역량을 설정
치 않아서 개별 대학의 교과목 맵핑(mapping)과 학습성과 개발시
에 미비한 점이 있다. 역량체계들 중 유사한 차원인 지식분야의 세
부역량 또는 학습성과를 도표화하여 비교하였다(Table 2).
    목표(objective), 역량(competency), 성과(outcome), 하위역
량, 세부역량, 학습성과 등으로 달리 표현되지만 유사한 층차의 개
념은 비교시 동일하게 다루었다.

본    론

1. 북미
 1) 북미의과대학협회(AAMC)의 의과대학 학습목표 프로젝트(MSOP)
    북미의과대학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leges; 
AAMC)는 1984년 「의사양성을 위한 전문직 일반교육과 의학교육을 
대비하는 대학준비에 관한 연구보고서」(The GPEP Report)를 통해 
모든 의사들은 자신의 전문분야에 관계없이 지식, 수기, 가치관, 태
도 등에 대해 공통적인 바탕을 요구하고 있으며, 따라서 의사양성
을 위한 전문직 일반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러한 속성의 습득과 
의학전문분야 교육에 대한 준비 등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밝
히고, 학생들이 습득해야 할 지식과 수기의 수준은 분명히 기술되
어야 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습득하는 지식량에 버금가는 기술과 가
치관 및 태도를 습득케 하고 개발하도록 강조하였다9). 이후 1996
년 1월부터 「의과대학 학습목표 프로젝트」(Medical School 
Objectives Project; MSOP)를 진행하였는데, 1998년 1월 MSOP
의 첫 번째 리포트인 「의학교육 학습목표 – 의과대학을 위한 지
침」에서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의사의 기본 자질로 이타적이어
야 하고 (altruistic), 많이 알아야 하며 (knowledgeable), 숙련되어
야 하고 (skillful), 책임감이 있어야 함 (dutiful)을 설정하고 이러
한 자질을 반영한 의학교육 프로그램과 학습목표를 각 의과대학이 
개발할 것을 권고하였다10). 이 중 의사는 많이 알아야 한다 
(Physicians must be knowledgeable) 영역은 “의사는 의학의 과
학적 기초를 이해하고, 이러한 이해를 의료 수행에 적용할 수 있어
야 한다. 그들은 (온전한 유기체로서의) 신체의 구조와 기능 및 주
요 기관 시스템, 질병을 이해하고 의료수행에서 현대적인 진단과 
치료 양식을 현명하게 통합하기 위하여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분자, 세포 및 생화학적 기전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 
그들은 의학의 과학적 기초에 대한 이해가 항상 최신으로 되도록 
평생학습에 참여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하여 의과대학은 학생이 
졸업 전에 다음과 같은 자질을 만족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
다(Table 2).
  (1) (온전한 유기체로서의) 신체의 정상 구조와 기능 및 주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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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시스템 각각에 대한 지식 
  (2)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분자, 생화학, 세포적 기
전에 대한 지식 
  (3) 질병의 다양한 원인 (유전, 후천적, 신진대사, 독성, 미생물, 
자동면역, 종양, 퇴행 및 정신적 외상)과 신체에서 작동하는 방법
(발병)에 대한 지식 
  (4) 신체의 변화된 구조와 기능(병리학 및 병태생리학) 및 다양한 
질병과 상태에서 나타나는 주요 기관 시스템에 대한 지식 
  (5) 질병의 원인을 파악하는 과학적 방법의 힘과 전통적 및 비전
통적 치료법의 효과에 대한 이해 
  (6) 관련있는 과학 발전, 특히 유전학 및 분자생물학 분야의 발
전에 발맞추어 평생교육에 참여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이해
    또한 2008년까지 의학의 동시대적 쟁점으로 의료정보학 및 집
단보건, 의학면담, 기초과학 및 임상연구, 의료의 질, 유전학, 근골
격의학, 과체중 및 비만, 구강보건학, 안전하고 효과적인 처방 업무
에 관한 학습목표 예시를 개발하였다.
 2) 미국졸업후교육인증위원회(ACGME)의 성과 프로젝트(Outcome 
Project)
    1999년 미국졸업후교육인증위원회(Accreditation Council for 
Graduate Medical Education; ACGME)에서는 환자 진료, 의학 
지식, 실무 기반의 학습과 개선,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기술, 전문
직업성, 시스템 기반 실무의 6개 영역들을 레지던트의 일반 역량으

로 비준하고 이들을 다시 의과대학 수준, 전공의 교육 수준, 그리
고 팰로쉽 수준으로 나뉘어 정의하였는데, 각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요구되는 특정한 지식, 술기, 태도를 규정하고, 필요한 교육 경험을 
제공해야 하며, 레지던트들은 이들 영역에서 신규 의사에게 기대되
는 수준으로 역량을 발전시킬 것을 요구하였다11)(Table 1). 이 중 
의학 지식 영역에서는 “레지던트는 확립되었거나 발전하는 생의학, 
임상 그리고 동종 과학(유행병학, 사회-행동과학 등)에 관한 지식과 
이 지식의 환자 진료에 적용을 입증해야 한다. 레지던트들은 다음
이 기대된다.”고 규정한다.
  (1) 임상 상황에 탐색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로 접근한다.
  (2) 자신의 분야에 적절한 기초 및 임상 지원 과학을 알고 적용
한다.
 3) 국제의학교육기구(IIME)의 글로벌 최소필수요건(GMER)
    1914년 록펠러재단(the Rockefeller Foundation)에 의해 설
립되고, 1928년 독립된 뉴욕의 중국의학위원회(China Medical 
Board in New York)는 1999년 국제의학교육기구(Institute for 
International Medical Education; IIME)를 별도로 설립하였다. 
IIME는 2001년 「글로벌 최소필수요건(Global Minimum Essential 
Requirements; GMER)」을 개발하여 의학교육에 지침이 될 전세계
적인 표준과 요건을 정의하고 기본의학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및 
국제적 비교를 위한 도구를 제시하였고, 2003년 중국의 8개 의과
대학에 시범적으로 적용하였다12). GMER은 Ⅰ. 전문적 가치, 태도, 

Table 1. Comparison of competecies for medical graduates in North America & EU

ACGME IIME RCPSC WHO SDMEG European Commission
Outcome Project GMER CanMEDS Five Star Doctor Scottish Doctor Tuning Project

1999 2002 2005 1994 2000 2008

Interpersonal and 
Communication Skills Communication skills

Communicator
Communicators ∎Communication ∎communicate effectively in a 

medical contextCollaborator

Professionalism
Professional values, 
attitudes, behavior 

and ethics
Professional

∎Attitudes, ethical 
understanding and legal 

responsibilities

∎apply ethical and legal principles 
in medical practice

Practice-based 
Learning and 
Improvement

Critical thinking and 
research Scholar ∎Personal development

Medical Knowledge Scientific foundation 
of medicine

Medical Expert

Decision Makers

∎Basic, social and clinical 
sciences and underlying 

principles
∎Decision making skills and 

clinical reasoning and 
judgement

∎apply scientific principles, method 
and knowledge to medical practice 

and research

Patient Care Clinical skills Care-Givers

∎Clinical skills
∎Practical procedures
∎Patient investigation
∎Patient management

∎carry out a consultation with a 
patient

∎assess clinical presentations, order 
investigations, make differential 

diagnoses, and negotiate a 
management plan

∎provide immediate care of medical 
emergencies, including First Aid and 

resuscitation
∎prescribe drugs

∎carry out practical procedures
∎assess psychological and social 

aspects of a patient's illness

Systems-based 
Practice

Management of 
information Manager Managers

∎Medical informatics
∎The role of the doctor within 

the health service

∎apply the principles, skills and 
knowledge of evidence-based 

medicine
∎use inform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effectively in a medical 

context

Population health and 
health systems Health Advocate Community leaders ∎Health promotion and 

disease prevention

∎promote health, engage with 
population health issues and work 
effectively in a health ca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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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및 윤리, Ⅱ. 의학의 과학적 기초, Ⅲ. 의사소통 기술, Ⅳ. 임
상 기술, Ⅴ. 공중보건과 의료체계, Ⅵ. 정보 관리, Ⅶ. 비판적 사고
와 연구의 7개 영역과 의과대학 학생들이 졸업 시점에서 입증해야 
하는 60개의 학습성과로 구성된다(Table 1). 이 중 의학의 과학적 
기초 영역에서는 “졸업생은 의학의 탄탄한 과학적 기반 확립에 필
요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하며 이 지식을 의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졸업생은 의학적 결정과 행동에 기초가 

되는 원리들을 이해해야 하며 시대 및 자신의 의료 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졸업생들은 다
음의 지식과 이해를 입증해야 한다.”고 규정한다(Table 2).
  (1) 복합 적응 생물체계인 인체의 정상적 구조와 기능
  (2) 질병시 발생하는 신체구조와 기능의 이상
  (3) 정상적인 그리고 비정상적인 인간행동
  (4) 건강과 질병 및 인간과 그의 신체적, 사회적 환경 사이의 상

Table 2. Comparison of knowledge domains in several projects
org. AAMC IIME SDMEG GMC

name MSOP GMER Scottish Doctor Tomorrow's Doctors
Year 1998 2001 2000 2011 - 3rd ver.

Domain Physicians must be 
knowledgeable. Scientific foundation of medicine Basic, social and clinical sciences 

and underlying principles
The doctor as a scholar and a 

scientist

Normal 
structure 

and 
function

Knowledge of the normal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body (as an 

intact organism) and of each of its 
major organ systems

the normal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body as a complex adaptive 

biological system Normal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individual as an intact organism 

and of each of its major organ 
systems

8(a) Explain normal human 
structure and functions.Knowledge of the molecular, 

biochemical, and cellular 
mechanisms that are important in 
maintaining the body’s homeostasis

the molecular, cellular, biochemical 
and physiological mechanisms that 
maintain the body’s homeostasis

life cycle

the human life cycle and effects of 
growth, development and aging 
upon the individual, family and 

community

The life cycle

etiology

Knowledge of the various causes of 
maladies and the ways in which 

they operate on the body 
(pathogenesis)

important determinants and risk 
factors of health and illnesses, and 

of the interaction between man 
and his physical and social 

environment

The mechanisms of diseases and 
the ways in which these diseases 
affect the body (pathogenesis)

8(b) Explain the scientific bases for 
common disease presentations.

the etiology and natural history of 
acute illnesses and chronic diseases

pathology 
and 

investigatio
n

Knowledge of the altered structure 
and function (pathology and 

pathophysiology) of the body and 
its major organ systems that are 

seen in various diseases and 
conditions

abnormalities in body structure and 
function which occur in diseases

The alteration in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body and its major 

organ systems resulting from 
various diseases and conditions

8(c) Justify the selection of 
appropriate investigations for 

common clinical cases.
8(d) Explain the fundamental 
principles underlying such 
investigative techniques.

8(g) Make accurate observations of 
clinical phenomena and appropriate 

critical analysis of clinical data.

drug and 
therapies

An understanding of the power of 
the scientific method in 

establishing the
causation of disease and efficacy of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therapies

the principles of drug action and it 
use, and the efficacy of various 

therapies

Pharmacological principles of 
treatment using drugs

8(f) Demonstrate knowledge of 
drug actions: therapeutics and 

pharmacokinetics
relevant biochemical, 

pharmacological, surgical, 
psychological, social and other 

interventions in acute and chronic 
illness, in rehabilitation, and 

end-of-life care

Principles of therapeutic measures 
in the management and 

symptomatic relief of diseases

8(e) Select appropriate forms of 
management for common diseases, 
and ways of preventing common 
diseases, and explain their modes 
of action and their risks from first 

principles.

behavior normal and abnormal human 
behavior

Behaviour and relationships 
between an individual and his/her: 
family / partners, immediate social 
groups, society at large and the 

general population, physical 
environment, health professionals, 

and responses to illness

9 Apply psychological principles, 
method and knowledge to medical 

practice.

social 
science

Beliefs and understanding of health 
and illness

10 Apply social science principles, 
method and knowledge to medical 

practice.

Public 
health

epidemiology, health economics 
and health management

∎Epidemiology
∎Public health

∎Disease prevention
∎Health economics

11 Apply to medical practice the 
principles, method and knowledge 

of population health and the 
improvement of health and 

healthcare.

CPD

An understanding of the need to 
engage in lifelong learning to stay 

abreast of relevant scientific 
advances, especially in the 
disciplines of genetics and 

molecular biology

Education 12 Apply scientific method and 
approaches to medical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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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의 중요한 결정인자와 위험요인들
  (5)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분자적, 세포적, 생화학적 및 생리
학적 기제들
  (6) 인간의 생명주기와 개인과 가족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성장, 
발전, 노화의 영향
  (7) 급성질환 및 만성질병의 병인과 자연 이력
  (8) 전염병학, 보건 경제학과 보건 관리학
  (9) 약물 작용의 원리와 그 사용법 및 다양한 치료의 효과
  (10) 급·만성 질병과 재활, 임종시 돌봄에 관련된 생화학적, 약리
학적, 외과적, 심리학적, 사회적 및 기타 대책들
 4) 캐나다 왕립내과및외과학회(RCPSC)의 CanMEDS 의사역량체계
    캐나다 왕립내과및외과학회(Royal College of Physicians 
and Surgeons in Canada; RCPSC)는 60여개의 전문과목에서 전
문의의 인증과 교육 및 평가의 국가적 표준을 정의하는 국립민간비
영리단체로서, 환자 진료의 향상을 목표로 의학교육과 실무에 필요
한 역량들을 광범위하게 정의하는데 초점을 두고 1993년부터 십여
년에 걸친 작업 끝에 2005년 CanMEDS라는 의사역량체계
(Physician Competency Framework)를 발표하였다13). 
CanMEDS 2005는 의료전문가, 의사소통자, 협력자, 관리자, 건강
수호자, 학자, 전문직업인의 7개 역할로 구성되며, 각 역할은 그 하
위로 정의, 설명, 구성요소, 총 28개의 주요 역량(핵심 역량), 총 
126개의 가능한 역량(세부 역량)이 세세하게 열거된다(Table 1). 
이 중 의료전문가(Medical Expert)는 의사로서 가장 중심적이고 
통합적인 역할로,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학지
식과 임상 기술, 전문가적 태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그 구성요소로
는 핵심 의학지식과 더불어 진료의 일반적인 절차인 환자의 문제 
규명, 진단적 추론, 임상적 판단, 임상적 의사결정, 적절한 치료의 
적용, 절차적 기술의 숙련, 인간적 돌봄, 진료에서 윤리적 원칙의 
적용, 자문의로서의 기능, 전문지식의 한계 인식, 역량의 유지, 환
자안전과 부작용 회피의 원칙 등을 포괄하고 있고, 캐나다의학평의
회(The Medical Council of Canada)의 「의사시험목표집
(Objectives for the Qualifying Examination)」에서 임상표현
(Clinical Presentation) 120여개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역량이기도 
하다14).

2. 유럽
 1) 세계보건기구(WHO)의 五星 의사(The Five Star Doctor)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일찍이 1978년에 「의학교육에서 역
량기반 교육과정의 개발」(Competency-Based Curriculum 
Development in Medical Education) 보고서를 통해 주제중심 또
는 통합 교육과정과 비교한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특징, 역량 요소
의 규명, 완전학습을 위한 프로그램의 구성, 역량의 평가, 교수, 학
생 및 기관의 준비사항 등 역량기반교육을 위한 일반적인 원칙과 
절차들을 기술하였으나, 구체적인 의과대학 졸업역량이나 학습성과
를 제시하지는 않았다15). 1994년 WHO의 연구원인 Charles 
Boelen은 미래의 바람직한 의사의 역할로 진료 제공자
(Care-Givers), 의사결정자(Decision Makers), 의사소통자
(Communicators), 지역사회 리더(Community leaders), 관리자

(Mangers)의 “五星 의사”(The Five Star Doctor)로 규정하고, 미
래의 의사를 양성하는 의과대학의 교육도 이에 맞추어 변모할 것을 
강조하였다16,17).
 2) 세계의학교육연맹(WFME)의 기본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세계 표준
    세계의학교육연맹(World Federation for Medical 
EducWFME)은 1988년 세계의학교육회의의 주요 의제인 에딘버러 
의학교육 선언(The Edinburgh Declaration)의 행동강령에서 “교
육과정이나 시험제도에서 지식의 암기 보다는 의사로서의 전문적 
능력을 제고하며 사회적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짜여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18). WFME가 인증기관의 표준
(template)으로 2001년 공표한 「기본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세계 표준」(Global Standards for Quality Improvement：Basic 
Medical Education)에서는 1.4 교육성과 영역을 두고 기본표준으
로 “의과대학은 의사로서의 역할 및 졸업 후 추가적인 수련과 관련
하여 의과대학 졸업생들이 갖추어야 하는 역량을 명시하여야 한
다.”를, 질적표준으로 “졸업생들이 갖추어야 하는 역량과 졸업후 
수련과정에서 배우게 될 역량의 연관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졸업생들의 역량과 지식에 대한 조사결과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피드백되어 활용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고, 교육 프로그
램 영역에서는 기초의학, 임상의학 외에도 임상술기, 행동과학과 
사회과학 및 의료윤리 등을 포함하여 지식, 기술, 태도의 포괄적인 
역량을 강조하였다19). 2012년 개정판 부터는 “의과대학은 졸업시점
의 학생들이 지식, 기술, 태도에서 기본 수준의 성취를 보여주는 
교육성과를 규정”토록 더욱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20).
 3) 영국 의사협의회(GMC)의 미래의 의사(Tomorrow’s Doctor)
    영국의 의사협의회(General Medical Council, GMC)는 1993
년 「미래의 의사(Tomorrow’s Doctor; TD) - 졸업전 의학교육을 
위한 성과와 표준」을 발표하여 영국의 의과대학에 성과 중심의 학
습목표를 적용하도록 하였고 이후 2003년과 2009년에 개정하였다. 
2009년판은 전체가 174조로서, 도입(1-6조)을 제외하면 졸업생 성
과(7-23조)와 인증 기준(24-174조)으로 양분되고, 졸업생 성과
(Outcomes for graduates)는 학자와 과학자로서의 의사(8-12조), 
진료자로서의 의사(13-19조), 전문인으로서의 의사(20-23조)의 영
역으로 대별되며, 각 영역의 하위로는 세부적인 역량과 성과들이 
열거되고 있다. 학자와 과학자로서의 의사(8-12조) 영역에서는 아
래를 상술하고 있다21)(Table 2).
  (1) 8. 졸업생은 진료에 해부학, 생화학, 세포생물학, 유전학, 면
역학, 미생물학, 분자생물학, 영양학, 병리학, 약리학 그리고 생리
학과 관련된 생명공학적 원리, 방법 및 지식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졸업생들은 (will)
    8(a) 정상적인 인체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8(b) 상견질환의 발병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설명할 수 있다.
    8(c) 일반적인 임상사례 조사를 위한 선택의 범위가 적절함을 
보여줄 수 있다. 
    8(d) 이러한 조사 기법의 기본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8(e) 상견질환 관리 및 예방의 적절한 유형을 선택할 수 있고 
기본원칙에 근거한 조치방식과 위험 요인을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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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f) 치료학과 약물동력학과 같은 약효에 대한 지식을 갖춘다: 
복합처치, 장기질환 및 일반의약품, 항생물질에 대한 내성의 확산
과 같은 population에 대한 영향을 비롯한 약물부작용과 상호작용
    8(g) 임상현상의 정확한 관찰과 임상자료의 비판적 분석을 할 
수 있다.
  (2) 9. 진료에 심리학적 원리, 방법 및 지식 적용하기
  (3) 10. 진료에 사회과학의 원리, 방법 및 지식 적용하기
  (4) 11. 진료에 인구보건의 원리, 방법 및 지식 그리고 보건 의료 
증진 적용하기
  (5) 12. 의학 연구에 과학적인 방법과 접근을 적용하기
 4) 스코틀랜드 학장단 의학교육 그룹(SDMEG)의 스코틀랜드 의사
(The Scottish Doctor)
    스코틀랜드의 5개 의과대학은 졸업전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 
평가하고 모든 대학의 졸업생들을 동등한 수준으로 졸업시키기 위
하여 1999년에 스코틀랜드 학장단 의학교육 그룹(the Scottish 
Deans’ Medical Education Group; SDMEG)을 창설하였고, 
SDMEG는 2000년에 스코틀랜드 의대 졸업생들의 자질과 능력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합의된 일련의 학습성과인 「스코틀랜드 의사
(The Scottish Doctor; SD) - 스코틀랜드 졸업전의학교육의 학습
성과: 역량있고 성찰하는 진료의를 위한 토대」를 발표하였다22). 이
것은 이미 던디의대에서 1998년에 개발한 학습성과의 형식과 내용
을 그대로 차용한 형태이므로 「던디 학습성과 모델(Dundee 
Outcome Model; DOM)」이라고도 불린다23).
    SD 즉 DOM은 3중 원 구조로 “업무의 수행”, “업무에의 접
근”, “전문직업성”의 3개 그룹(Level 1)으로 구성되며, 내부 원의 
“업무의 수행 – 의사가 할 수 있는 일” 그룹에는 임상술기, 실무절
차, 환자조사, 환자관리,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의사소통, 의료정보
학의 8개 영역(Level 2)을, 중간 원의 “업무에의 접근 – 의사가 수
행에 접근하는 방법” 그룹에는 기초과학, 사회과학, 임상과학과 기
본 원리, 태도, 윤리에 대한 이해와 법적 책임, 의사결정 기술과 임
상적 추론과 판단의 3개 영역을, 외부 원의 “전문직업성 – 전문가
다운 의사” 그룹에는 의료서비스에서 의사의 역할, 개인적인 발전
의 2개 영역으로 총 12개의 역량 영역을 설정하고 있으며, 각 영역
에는 더욱 세부적인 학습성과(Level 3 & 4)들을 분류하고 있다 
(Table 1). 의사의 업무를 3개의 다차원 구조로 나누어, 내부 원의 
8개 역량은 의사가 해야 하는 업무 – “적절한 일을 하기”를 나타
내고, 중간 원의 3개 역량은 의사가 할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는 영
역에 대한 접근방식 - “일을 적절하게 하기”를 나타내며, 외부 원
의 2개 역량은 전문직업성 또는 의사가 될 수 있는 것 - “일을 하
는 적절한 사람”을 보여준다.
그 중 “기초과학, 사회과학, 임상과학과 기본 원리” 역량은 “역량
있는 졸업생은 의학의 모든 근간이 되는 현대 과학적 지식과 이해
의 원칙을 이용하여 건강 문제를 인식하고 설명하며 관리한다.”로 
기술하면서, Level 3의 단계에서는 아래를 열거하고 있다(Table 2).
  (1) 온전한 생물체로서의 개인 그리고 신체 주요 조직 시스템의 
정상적인 구조와 기능
  (2) 생애 주기
  (3) 개인과 그 가족/배우자, 주변 사회 집단, 사회전체, 전체 인

구, 물리적 환경, 의료 종사자의 행동과 상호 관계 & 질병에 대한 
반응
  (4) 건강과 질병에 관한 믿음과 이해
  (5) 질병의 기전과 질병이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병인론)
  (6) 각종 질병, 증상에 따른 인체 구조/기능, 주요 장기 계통의 변화
  (7) 약물 치료의 약리학적 원리
  (8) 질병의 관리와 증상 완화에서 치료방법의 원리
  (9) 공중보건
  (10) 보건 경제학
  (11) 질병 예방
  (12) 역학
  (13) 교육
 5)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The Tuning 
Project (Medicine)
    유럽연합은 1999년 볼로냐선언(The Bologna Declaration)을 
통해 권역내 고등교육의 발전과 학위통합을 목표하고, 2000년부터 
각 고등교육 분야의 조화를 증진하고 공통역량을 도출하는 
‘Tuning Project’를 시작하였으며, 2004년부터 에딘버러대학교(the 
University of Edinburgh)의 주도하에 의학교육 분야의 연구가 개
시되어, 2008년 「The Tuning Project (Medicine) - 유럽의 졸업
전 의학교육을 위한 학습 성과/역량」을 발간하였다24).
    TP(Medicine)는 상-하위의 2단계 수준으로 역량을 설정하고, 
별도로 전문직업성의 학습성과를 규정하며, 부록으로는 설문조사에
서 도출된 지식영역의 학습성과와 임상실습 분과의 중요도를 열거
하고 있다. 1단계 수준으로는 환자와 상담 수행, 임상표현 평가･검
사 지시･감별진단･관리계획 협의,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의학적 응급상황에 즉각적인 대처, 약물 처방, 실무 절차 수행, 의
학적 맥락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 의료 실무에 윤리적･법적 원
칙 적용, 환자 질환의 심리적･사회적 측면을 평가, 근거중심의학의 
원칙･기술･지식을 적용, 의학적 맥락에서 정보와 IT를 효과적으로 
사용, 의료 실무와 연구에 과학적 원리･방법과 지식을 적용하는 능
력, 보건의료시스템에서 건강을 증진하고 공중보건 이슈에 참여하
며 효과적으로 일하기의 12개의 역량을 설정하고 그 하위단계로 
세부적인 성과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의학 전문직업성의 학습성과
로는 전문가적 태도, 전문가적 업무, 전문가다운 의사, 세계적 의사
의 영역과 그 하위에 세부성과들을 열거하고 있다(Table 1). 1단계 
수준의 12개 역량 중에 지식의 적용 영역에 해당하는 ‘의료 실무와 
연구에 과학적 원리･방법과 지식을 적용하는 능력’에만 하위단계의 
세부적인 성과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부록의 지식영역 학습성과
에서 설문조사 다빈도 응답 항목으로 나열된 영역들은 기초과학, 
행동과학과 사회과학, 임상과학, 약물과 처방, 공중보건, 의료 실무
에서 윤리적･법적 원칙, 보건의료시스템에서 의사의 역할 등이다.
 6) 네델란드 대학의학센터연맹(NFU)의 졸업전의학교육체계 2009
    네델란드는 1974년부터 졸업전 의학교육의 공통 요구사항을 
담은 「청사진(Blueprint)｣이란 문서를 개발하고 1984년, 1994년, 
2001년 개정하였는데, 의학교육에서 국가 차원의 공동 목표를 설정
한 학습목표집으로서 유럽의 의과대학에 표준지표로 기능하며 많은 
영향을 준 바 있다25). 2009년에는 「네델란드의 졸업전 의학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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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프레임워크 2009(The 2009 Framework for 
Undergraduate Medical Education in the Netherlands)」로 명
칭이 변경된 개정판을 발간하였는데, 네델란드의 기본의학교육이 3
년제 학사과정과 3년제 석사과정의 연속된 2개 사이클로 변모하였
고, 의과학의 발전과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서이다26). 졸업역
량과 학습성과는 석사과정과 학사과정의 단계별로 양분된다.
    석사과정 프로그램은 목표 프로필, 역량군, 질환 및 건강과 관
련한 문제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목표 프로필은 캐나다 
CanMEDS 2005의 7개 역할모델을 그대로 준용하였고, 역량군에서
는 각 역할모델에 수행을 전제로한 레벨3 이상의 세부역량들이 제
시되었으며, 질환 및 건강과 관련한 문제 목록은 일반, 변색, 통증, 
붓기, 분비물, 기능 장애로 분류된 134개의 환자의 불편, 신체진찰 
및 추가 검사로 파악할 수 있는 21개의 결과물군, 예방, 조기발견 
등과 관련된 의료문제 목록 7개군 등 여러 범주로 세분화하여 신규 
졸업 의사들이 지식과 기술 및 전문적인 행동을 통합적으로 적용 
할 수 있어야 하는 학습성과로 제시하고 있다.
    학사과정 프로그램은 프로필과 학습성과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
는데, 프로필에서는 의학 학사의 프로그램을 마친 다음 아래의 역
량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학습성과로는 지식과 이해, 기술, 
전문적 행동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상술하고 있다.
  (1) 의학 졸업생을 위해 2009 프레임워크에서 정의된 역량과 관
련하여 입증 가능한 지식, 이해, 기술 및 전문적 행동을 습득했으
며, 프레임워크에서 구분되는 7가지 역할을 준수하고, 의학에 관련
된 과학 영역의 최근 발전을 반영한다. 
  (2) 보건의료 및 의과학과 관련된 훈련 상황에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식, 이해 및 기술을 전문적으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3) 관련 사회, 과학 및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의과학 영역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해석 할 수 있다. 
  (4) 의료전문가가 포함 혹은 배제된 청중에게 정보, 아이디어 및 
솔루션을 전달할 수 있다.
  (5)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필요로하는 고급 학습에 필요한 학습 
기술을 가지고 있다.
 7) 스위스 의과대학 공동위원회의 졸업전의학훈련 학습목표 목록
(SCLO)
    스위스의 모든 5개 의과대학과 임상전 교육만을 제공하는 2개 
과학대학은 1990년부터 졸업전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스위스 의과
대학 공동위원회(Joint Commission of Swiss Medical Schools)
를 구성하여 2002년 「스위스 졸업전의학훈련 학습목표 목록(Swiss 
Catalogue Of Learning Objectives for Undergraduate 
Medical Training; SCLO)」이라는 국가 수준의 학습목표집을 출간
하였다27). SCLO는 프로필, 일반 목표, 훈련을 위한 출발점으로서
의 문제들, 과목별 목표들의 4부분으로 구성되는데, 기본적으로 앞 
세부분은 네델란드 「Blueprint」의 형식과 내용을 차용하고 있다. 
특징적인 부분인 “과목별 목표들(Discipline Related Objectives)”
에서는 일반적 수행과 외래환자 관리 외 12개의 각 과목마다 임상 
상황(Clinical Picture), 추가 지식(Further Knowledge), 술기
(Skills)의 3개 영역으로 나누고 있는데, 임상 상황과 추가 지식은 

2단계로, 술기는 4단계로 나누어 기술하며, 영역별 항목마다 
D/T/C/E/L/P/G의 약어로 표기된 세부적인 성취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임상 상황과 추가 지식의 2단계 중 Level 1은 “인지하거나 배
치할 수 있다”이고, Level 2는 “실제로 대처할 수 있다”이다. 즉, 
임상 상황(Clinical Picture)에서 Level 1은 “이 임상 상황을 다룰 
수 있지는 않더라도 들어본 적은 있어야 한다. 이 임상 상황을 문
헌이나 실제에서 당면했을 때 배치할 수 있고 더 많은 정보를 얻는 
방법을 알 수 있다.” Level 2는 “실제로 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
다. 이것은 임상 상황에 대한 지식을 전제로 한다. 이 지식의 범위
는 임상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적어도 (임상적) 표현과 (환자의) 
불편에 대한 지식과 진단 및 치료 가능성에 대한 지식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병태생리학 뿐만 아니라 관련 병리학, 조직학 및 역학에 
대한 지식도 포함된다.” 추가 지식(Further Knowledge)에서 
Level 1은 “개괄적 수준을 나타낸다. 개념을 대략적으로 정의하고, 
관련 임상 항목 혹은 건강 문제를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역학과 
더 많은 정보를 얻는 방법을 안다.” Level 2는 “전문적 수준에서 
통찰의 수준을 나타낸다. 개념과 역학을 묘사하고, 조사결과들을 
해석하며, 관련이 있다면 중재 혹은 보호의 대략적인 계획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또한 각 질환의 세부항목마다 
D(Diagnosis,진단), T(Therapy,치료), C(Case management,관리), 
E(Emergency,응급), L(Legal aspects,법적 측면), P(Preventive,
예방), G(General and Outpatient,상견)의 약어를 선택적으로 표
기하여 반드시 성취해야 할 세부항목을 나타낸다. 술기는 Level 1
은 이론만(only theory), Level 2는 보거나 시연됨(seen or have 
had demonstrated), Level 3는 적용/수행(apply/perform), 
Level 4는 능숙(routine)의 4단계로 나뉜다.
    2008년의 2판에서는 일반 목표에서 캐나다 CanMEDS 2005의 
7개 역할모델을 그대로 준용하였고, 일반 술기 부분을 신설하여 병
력청취, 정보/관리, 진찰, 시술의 4개 영역에서 총168개의 술기에 
2단계의 성취수준을 나타내었으며, 과목별 목표들의 술기 영역은 2
단계의 수준으로, 세부성취를 나타내는 약어는 D/T/E/P/G로 조정
되었다28).

고    찰

    21세기에 들어 의학교육의 선진국들은 국제적 또는 국가적 수
준의 역량기반 체계(Framework)들을 다수 개발하였다29). 의학교육
에서 역량의 강조는 지식 위주의 교육을 지식, 술기, 태도가 균형
된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이면서, 교육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조함으로써 교육의 내실을 도모하려는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자연인의 국제간 이동이 증가하면서 전
문직업 교육에 대한 질 보장과 이에 따른 평가인증체계에서 역량기
반교육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IIME는 「글로벌 최소필수요건(GMER)」을 개발한 배경에 대하
여, 당시 세계의학교육연맹(WFME)에 의해 개발되던 「기본의학교육
의 질적 향상을 위한 세계 표준」(2001년)이 의학교육의 ‘과정’을 중
심으로 교육과정, 프로그램의 기간, 시설, 교육할 수 있는 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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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등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어떤 의과대학이 모든 바람직한 영역
에서 필연적으로 역량있는 졸업생으로 교육하지 않고도 인증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입학 정책, 관련 교육과정, 유
능한 교수와 필수 교육 시설들이 양질의 교육에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들 구성요소들만 가지고는 졸업생들이 고품질의 의료실무에 필요
한 역량을 획득했음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각 의과대학은 모든 학
생들이 의학교육 종반까지 가져야 하는 최소한의 역량을 정의하고 
이들 역량을 졸업생들이 획득했는지를 평가하는 적절한 방법을 개
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12). 한의학교육에서도 역량기반교육을 도
입해야 하는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다.
    Table 1에서는 ACGME의 Outcome Project, IIME의 GMER, 
RCPSC의 CanMEDS, WHO의 Five Star Doctor, SDMEG의 
Scottish Doctor, European Commission의 Tuning Project 역
량체계들의 유사한 역량들을 비교하였다. 각 역량체계의 고유한 특
성으로 인해 일부 역량은 통합, 분리, 중복, 결손되었거나 개념만 
비슷하지만 대체로 7개의 역량군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전문직업
성, 비판적 사고와 같은 내재적 속성부터 의학 지식, 환자 진료, 의
사소통, (정보)관리, 공중보건에 이르는 넓은 범주를 아우르고 있
다. 특히 Outcome Project의 “시스템 기반 실무”와 CanMEDS의 
“관리자” 역량은 협의로는 정보, 정보기술(IT)의 활용과 조직･기관 
내에서의 자원 배분과 요청을, 광의로는 보건의료체계와 의료산업
에 대한 이해를 포괄하고 있다. 
    대상 시기(졸업전/졸업후)의 측면에서 비교하면, 다른 역량체계
들은 기본의학교육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반해, ACGME의 
Outcome Project와 RCPSC의 CanMEDS는 졸업후교육 즉 전문분
과의 전공의교육을 대상으로 한 공통역량체계인데, 해당 국가의 졸
업전교육 즉 기본의학교육에도 널리 활용된다. 예를들어, 노스캐롤
라이나의대(UNC School of medicine)에서는 ACGME의 
Outcome Project의 역량체계를 졸업전 의학교육의 역량으로 그대
로 이용하고 있는데, 공중보건의 관리(Managing the Health of 
Populations)의 역량을 하나더 신설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다
29). 미국과 캐나다의 의학교육 기본 학제가 전문대학원과정이고, 졸
업후 수련을 거쳐야 독립진료자격을 획득할 수 있으므로 전공의과
정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졸업역량을 설정하고 그 이전 단계에 공통
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역량의 표현 형식을 비교하면, RCPSC의 CanMEDS와 WHO의 
Five Star Doctor는 역량을 “역할자”의 단어로 표현하고, 
European Commission의 Tuning Project는 “수행”(carry out)
과 “적용”(apply) 위주의 문장으로 상술하고 있다.
    ACGME의 Outcome Project의 “의학 지식” 영역에 해당하는 
역량으로는 GMER의 “의학의 과학적 기반”, Scottish Doctor의 
“기초과학, 사회과학, 임상과학과 기본 원리”와 “의사결정 기술과 
임상 추론 및 판단”, Tuning Project의 “의료 실무와 연구에 과학
적 원리와 방법 및 지식을 적용하기”가 대응된다고 할 수 있으며, 
CanMEDS의 “의료전문가”는 의학 지식의 역량이 진료 또는 임상
술기 역량과 통합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Table 2에서는 AAMC의 MSOP, IIME의 GMER, SDMEG의 
Scottish Doctor, GMC의 Tomorrow's Doctors 역량체계들 중 

“의학 지식”의 영역에 해당하는 세부역량 또는 학습성과들을 비교
하였다. 대체로 5개의 그룹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정상적인 구조
와 기능 및 생애주기, 질병 상태의 병인과 병기 및 병태생리, 약물
과 치료법의 원리와 효능, 심리･행동･사회적 원리와 역학 및 공중
보건, 평생학습 및 연구 등이다. 
    AAMC의 MSOP의 “의사는 많이 알아야 한다.”(Physicians 
must be knowledgeable.) 학습목표의 설명으로는 “의사는 의학의 
과학적 기초를 이해하고, 이러한 이해를 의료 수행에 적용할 수 있
어야 한다. 그들은 (온전한 유기체로서의) 신체의 구조와 기능 및 
주요 기관 시스템, 질병을 이해하고 의료수행에서 현대적인 진단과 
치료 양식을 현명하게 통합하기 위하여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분자, 세포 및 생화학적 기전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 
그들은 의학의 과학적 기초에 대한 이해가 항상 최신으로 되도록 
평생학습에 참여해야 한다.”고 기술하여 지식을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IIME의 
GMER의 “의학의 과학적 기반”(Scientific foundation of 
medicine) 역량 영역의 설명으로도 “졸업생은 의학의 탄탄한 과학
적 기반 확립에 필요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하며 이 지식을 의학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졸업생은 의학적 
결정과 행동에 기초가 되는 원리들을 이해해야 하며 시대 및 자신
의 의료 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졸업생들은 다음의 지식과 이해를 입증해야 한다.”고 기
술하여 지식을 알아서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함을 강
조하고 있다. GMC의 Tomorrow's Doctors의 Level 1 학자와 과
학자로서의 의사 중 Level 2에서도 “8. 졸업생은 진료에 해부학, 
생화학, 세포생물학, 유전학, 면역학, 미생물학, 분자생물학, 영양
학, 병리학, 약리학 그리고 생리학과 관련된 의생명과학적 “원리, 
방법 및 지식”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기술하여 “적용”을 
강조하였다.
    네델란드와 스위스는 「Blueprint」25)와 「SCLO」26)라는 학습목
표집을 일찍이 개발하여 다른 나라의 의학교육에도 많은 영향을 준 
바 있는데, 최근 네델란드 「Framework 2009」27)의 “목표 프로필”
과 스위스 「SCLO 2nd ed」28)의 “일반 목표”는 모두 RCPSC의 
CanMEDS의 7개 역할모델을 준용하여 졸업역량으로 삼고 성취수
준에 차이를 두고 있다. “질환 및 건강과 관련한 문제”(issues 
relating to illness and health)와 “훈련을 위한 시작점으로서의 
문제”(Problems as Starting Points for Training)의 목록들은 환
자의 불편과 검사상 특이점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캐나다 의사
시험목표집(Objectives for the Qualifying Examination)14)의 임
상표현 중심 목록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으며, 졸업역량과 학습
성과가 잘 결합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스위스 「SCLO 2nd 
ed」의 “과목별 목표들(Discipline Related Objectives)”에서 각 항
목별로 성취 분야와 수준을 부여하는 방법은 과목별 학습성과 개발
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결    론

    한의학교육의 역량기반교육체계 수립에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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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또는 국가적 수준에서 개발된 의학교육 역량체계들을 살펴
보고, 그 기본적인 구성과 공통적인 요소들을 비교하였다. 의학교
육의 역량체계들은 대부분 의사소통, 전문직업성, 비판적 사고, 의
학 지식, 환자 진료, 관리, 공중보건의 7개 역량군으로 구성된다. 
의학 지식의 세부역량은 정상적인 구조와 기능, 질병 상태의 병인
과 기전, 약물과 치료의 원리, 심리･행동･사회학적 원리와 공중보
건, 평생학습의 5개 그룹으로 구성되고, 지식을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적용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역량을 세부역량으
로 나누거나 별도의 학습성과와 결합하여 제시하는 것이 많았으며, 
과목별로 제시할 때는 각 항목마다 성취의 분야와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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