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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United Kingdom, 4‐year graduate‐only medical education programmes (Graduate Entry Programme, GEP) started in 2000, and
are running in 16 medical schools with over 800 students annually. This study presents the grounds for introduction of the GEP, 
and explores its benefits in increasing the medical workforce and widening participation in medical education. An increase in medical
student numbers was proposed to cope with the pressing shortage of British doctors and the growing demand for doctors, and
the GEP was introduced as a flexible and cost‐effective way to meet this demand. It has contributed to increasing the diversity 
of students in medical schools and widening access to students from more varied social and educational backgrounds. In the United 
Kingdom, the GEP was established as a supplementary means of providing medical education, and it is unlikely to totally replace 
traditional 5- or 6-year program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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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추진을 둘러싼 정책 논쟁이 시작된 

1996년 이래로, 4+4제로 대변되는 한국의 학사 후 의학교육

과정은 의학교육학제와 관련된 첨예한 논쟁을 불러 일으켜왔

다[1]. 올 2010년은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로의 완전 전환 여부 

결정을 위한 의학교육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해이다. 

한국의 의학교육의 분수령이 될 이 시기에, 우리보다 먼저 학

사 후 의학교육과정을 도입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되짚어 보

는 것은, 국제적인 시각에서 우리의 의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과정을 평가하고 그 미래를 예측해 보기 위해 반드시 필

요한 과정이다. 

  국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 학사 후 의학교육과정을 운

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 중 가장 최근에 이를 도입하 고, 전면 

확대 여부를 포함한 관련 논쟁들이 아직도 활발하게 진행되

고 있어, 그 도입과정에 대한 가장 최신의 논의들을 보여줄 수 

있는 나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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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은 2000년에 처음으로 2개 의과대학에 4년제 학사 후 

의학교육과정을 개설하 다. ‘학사학위자 입학과정(Graduate 

Entry Programme, GEP)’ 또는 ‘4년제 단축 또는 속성 의학

교육과정(4-year fast or accelerated programme)’이라고 불

리는 이 과정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보편적인 5년 또

는 6년제 고교 졸업 후 의학교육과정(Standard Entry Pro-

gramme, SEP)과는 달리 학사학위자만을 대상으로 더 짧은 

교육기간을 거쳐 의사를 양성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2010년 현재 국 내 31개 의과대학 중 반수 이상인 16개 의

과대학에 GEP가 개설되어 매년 800명 이상의 학사학위자가 

이를 통해 입학하고 있는데, 이 중 2개 의과대학을 제외하면 

모두 SEP와 병설 형태로 개설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국의 학사 후 의학교육과정의 도입과정 및 

그 성과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전망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의

학전문대학원제도 평가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국의 GEP 도입과정

  국에서 GEP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90년대 초부터이지만, 도입이 공식화된 것은 노동당 정부

가 전국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의료인력 수급을 포함한 의료제

도의 개선작업이 가속화되기 시작한 1997년부터이다. 이 해 

12월, Department of Health(DH)의 자문기구인 Medical 

Workforce Standing Advisory Committee (MWSAC)는 세 

번째 보고서를 통해, 국의 만성적인 의사 부족 현상과 이로 

인한 외국인 의사들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타개하기 위한 정

책방향을 제안한다[2].

  외국인 입학생 수의 동결을 전제로 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가를 통한 자국민 의사 비율의 증가와, 학사학위자를 대상

으로 한 임상교육과정(clinical courses with graduate entry)

의 개발 및 의과대학 중도탈락률의 감소를 골자로 한 이 제안

은, 이후 DH와 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for 

England(HEFCE)가 공동으로 발족한 Joint Implemen-

tation Group(JIG)의 보고서들에 의해 구체화된다.

  1999년 처음으로 발간된 이 보고서에서는, 비용효율적인 

의사 공급 확대 방안으로, 의과대학 입학문호 확대(widening 

participation), 의과대학 신설, 기존 의과대학과의 협력교육

(twinning arrangement)을 통한 병설 의학교육과정 개설 및 

GEP의 개설 등 4가지를 제시했다[3].

  이 시기에 국 정부가 GEP 개설을 요구하고 의과대학이 

여기에 적극 협력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첫째, 의사의 수, 

특히 ‘국내에서 배출된(home-grown)’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

족하다는 인식이 정부 당국은 물론 의료계 전반에 공유되고 

있었고, 둘째, GEP가 의사의 질을 희생하지 않고도 ‘빨리’, 그

리고 ‘비용효율적’으로 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이

라는 합의가 의학교육의 양대 주체인 의료계와 의과대학 사

이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국 내 의사 부족현상과 외국인 의사에 대한 과도한 의존

에 대한 문제의식은 199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왔

다. 국 내 외국인 의사의 비율이 적정수준을 훨씬 초과하면

서, 언어와 문화의 차이에 의해 의료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이 

저하됨은 물론, 기초의학교육과 졸업 후 의학교육의 단절, 전

체인구의 인종구성비와 의사의 인종구성비 사이의 불일치의 

심화를 포함한 여러 문제들을 야기해 왔기 때문이다[4].

  외국인 의사의 추가 채용 없이 의사의 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증가와 의사 보유율의 증가이

다. 이 중 보다 명확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안은 의과대

학 입학정원 증가이지만, 자국민 의과대학생들을 위한 교육

재정의 대부분을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국의 상황

에서는, 막대한 추가재정이 요구되는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증가를 최소화하면서도 의사의 수를 늘릴 수 있는 ‘의사 보유

율의 증가’가 절실하게 요구되었다.

  의사 보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과정 또는 자

격 취득 후 의료 활동을 하던 중에 손실(wastage)되는 비율은 

줄이는 것이 관건이었고, 이러한 손실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시기는 의과대학 재학 중이었다. 당시까지 국 내에서 진행

된 연구들의 결과에 따르면, 학사학위자들의 중도탈락률이 

고교졸업자들에 비해 낮았기 때문에, 학사학위 후 의학교육

과정의 도입은 의과대학 중의 손실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으

로 받아들여졌다[5].

  이러한 의사 증가 정책 이외에도, 1990년대부터 국의 의

학교육을 포함한 전반적인 고등교육 정책의 기조를 형성해온, 

‘참여 확대(widening access or participation)’ 정책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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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mparison of Entry Programmes in UK Medical Schools

SEP: for school-leavers
(5 or 6 or 7 years)

SEP: for graduates
(5 or 6 years)

GEP (4 years)

Year5 Clinical Practice Year5 Clinical Practice Year4 Clinical Practice
↑ ↑ ↑ 

Year4 Clinical Sciences Year4 Clinical Sciences Year3 Clinical Sciences
↑ ↑ ↑ 

Year3 Clinical Sciences Year2 Clinical SciencesYear3 Clinical Sciences
↑ ↑  ↑ 

Intercalated BS (1 year)
(Compulsory or recommended)

Year2 Medical Sciences Year1 Medical Sciences
↑

↑ Year1 Medical Sciences
Year2 Medical Sciences ⇡

↑ Foundation course 
(1 year)

for graduates without required 
science backgrounds

Year1 Medical Sciences
↑

Pre-medical / access course
(1 year)

for those without required science 
A-levels or those from less privileged 

educational backgrounds University (3 years)

Secondary education (7 years): GCSE course (5 years) + A-Level course (2 years)

     

SEP: Standard Entry Programme, GEP: Graduate Entry Programme.

GEP 도입을 이끈 또 하나의 중요한 정책적 동인이다. 의학교

육에서 참여 확대 정책은, 전체 인구와 의과대학 입학생 간의 

인구학적 분포의 과도한 불균형, 특히 사회계층에 의한 불균

형을 줄이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의학교육에서 사회계

층에 따른 진학률의 불균형은 전체 대학교육에 비해서 훨씬 

높은 수준이었고, 이러한 계층 간 불균형이 하위계층의 성취

의욕을 저해함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전 국민이 평등하게 의

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

되어 있었다[6].

  주로 다른 전공 분야의 학사학위자들로 구성된 mature 

student들을 위한 문호 개방도 의학교육 내의 계층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한 방안으로 등장했는데, 이는 국의 뿌리 깊은 

중등학교 간 학력격차로 인해 의과대학 입학에 불이익을 받

는 학생들에게는, ‘학사학위 후 의과대학 입학’이 사실상의 유

일한 대안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학사학위 후 의과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고교 졸업 후 바로 의과

대학에 입학한 의과대학생들에 비해 다양한 경향이 있어서, 

GEP가 의과대학 내의 인구학적 분포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점을 지지해 주었다[7]. 

GEP에 대한 평가 및 향후전망

  국의 GEP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GEP가 이를 도

입하게 만든 두 가지 동인, 즉 ‘빠르고 비용효율적인 방법에 

의해 의사 수를 증가’시키려는 의료 내적 동인과, ‘의학교육 

소외집단에 대한 문호 확대를 통해 의과대학생들의 다양성을 

증진’하려는 대학교육 내적 동인에 얼마나 부응하 는지를 살

펴보아야 한다.

  먼저, 빠르고 비용효율적인 의사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GEP는 성공을 거두고 있다. GEP를 통해 기본의학교육을 받

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이, SEP를 위해 소요되는 기간에 비해

서 최소한 1년 ‘이상’이 짧기 때문이다.

  국의 전형적인 의학교육기간은 여전히 5년이다. 그러나 

주요 연구중심 대학들을 중심으로 1년간의 Intercalated BSc

과정이 필수화되거나 준 필수화되면서, 유급이나 휴학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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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없이도 5년 만에 의과대학을 졸업하는 경우가 점점 줄

어들고 있다. 여기에 일반적으로 학사학위자들의 중도포기율

과 유급 및 휴학률이 고교졸업자들에 비해 낮다는 점까지 고

려하면, GEP의 교육기간은 SEP에 비해 평균적으로 2년 이

상이 짧아질 수도 있어, 결과적으로 의사 양성을 위해 소요되

는 전체적인 시간 및 비용 면에서 SEP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된다. 특히 의학교육에 입문하기 전에 1년간의 Foun-

dation course나 Access course를 거쳐야 했던 비과학 전공

자들은 이들에게 문호가 개방되어 있는 GEP를 통하면 2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Fig. 1).

  의과대학생들의 교육적·사회적 배경의 다양화라는 측면

에서도 GEP는 성공을 거두고 있다. GEP 학생들은 대학에서

의 전공을 포함한 교육적인 배경은 물론이고 사회경제적인 

배경에 있어서도 고교졸업자들은 물론 SEP 내 학사학위자들

에 비해서도 더 다양한 경향이 있다. 특히 GEP는 의학교육에

서 상대적으로 과소대표되어 왔던 남성과 중하위 계층 등의 

비율을 높임으로써 의과대학생 집단과 전체 인구집단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8].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에 힘입어, 이제 국도 학사학위자

에 한해서 의과대학 입학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

기 시작했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첫째, GEP는 다양성을 

촉진하고, 둘째, NHS가 필요로 하는 의사를 공급하기 위한 

보다 비용효율적인 방안이며, 셋째, GEP 학생들이 고교졸업

자들에 비해 21세기가 요구하는 의사로 성장하는 데 보다 적

합한 자질을 가지고 있기에, GEP가 국이 필요로 하는 의사

를 충분히 공급하기에 보다 적절한 방법이라는 것이다[9]. 

  그러나 이러한 주장보다는 이에 대한 반론이 아직도 더 광

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에, 국의 GEP가 북미와 같은 

전면 도입이나 호주와 같은 대폭 확대의 길을 걸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GEP의 주류화’에 대한 반론들은 첫째, 위에서 제

시한 GEP 전면도입 주장의 근거들을 지지할 만한 검증된 증

거가 없다는 점, 즉 의과대학 입학자격을 학사학위자로 제한

함으로써 현행 체제보다 다양성을 촉진하거나 의사 양성과정

에서의 비용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거나 더 우수한 의사를 얻

을 수 있다는 것이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과, 둘째는 

GEP의 전면도입은 학사학위가 없는 mature students는 물

론 학사학위자 못지않게 우수한 고교졸업자의 의과대학 진학

을 봉쇄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차별을 조장한다는 점에 초점

을 맞추고 있다[10].

  실제로 SEP 내의 학사학위자 비율과 GEP를 위한 경쟁률

이 국 내에서 가장 높은 의과대학인 King’s College 

London School of Medicine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최근

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임상수행능력 평가결과를 포함한 학

업성취도의 측면에서 학사학위 자체에 의한 뚜렷한 이득을 

찾아볼 수 없었으며, GEP 학생들의 높은 성취도는 높은 경쟁

률에 의한 ‘선발 효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결론

  새로운 제도의 성공 여부와 향후 발전방향은 당초에 그 제

도를 통해 도달하려고 했던 목표에 근거해 평가되어야 한다. 

의사의 공급 확대와 사회경제적 배경의 다양화를 위해 도입

된 국의 GEP는, 의사손실률의 감소 또는 중하위계층 학생 

입학률의 증가 등 비교적 명확하고 산술적인 준거를 통해 성

공 여부가 제시될 수 있었다. GEP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GEP의 전면 도입이나 대폭 확대가 시도되지 않은 것도, GEP

를 주류화함으로써 의과대학 입학 자격을 학사학위자로 제한

한다면 당초에 목표로 한 ‘빠르고 비용효율적인 의사의 공급

과 의과대학 문호개방’에는 오히려 역행하게 될 것이라는 정

책적 평가 때문이다.

  우리의 의학전문대학원제도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도, 

당초 의학전문대학원제의 도입의 근거로 제시했던 목표가 무

엇이었으며 이의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준거를 사

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의학전문대학원의 발전방향도 의학전문대학원이 그러

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제도인지에 대한 평

가에 근거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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