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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Study subjects were 131 medical students from a national university and 113 applicants of a professional graduate medical school. We developed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asking about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level of satisfaction of education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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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Students from the professional graduate medical school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medical students in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y also showed higher satisfaction
with their education, were more supportive of student union activities and were more anxious
about economic and health problems than medical students. However,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regarding perception of missions of medical education and career plan
after graduation.
Conclusion: Based on the above result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and perceptions of professional graduate medical students when developing educational policies for th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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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13명이었다.

론

조사범주는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 연령, 입학 전
의학전문대학원 (이하 의전원) 제도는 단선적이고

거주지, 종교, 부모의 학력과 직업 등), 의학 및 의대

획일적인 교육에서 탈피하여, 21세기 지식기반 사회

에 대한 인식 (의대 전반, 교수진, 학생, 역사와 전

가 요구하는 다양하고 폭넓은 학문적 소양과 자질

통, 시설, 환경 및 장래성에 대한 만족도, 의대의 기

을 가진 양질의 전문 의료인, 의과학자 및 의학 관

능에 대한 견해 및 졸업 후 희망하는 분야), 대학생

련 분야의 지도자를 배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시

활에 대한 인식 (가장 중요한 가치, 가장 큰 고민거

되어 왔다 (Huh, 2001).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리, 및 학생회나 동아리 활동 희망 여부 등)으로 구

위해서는 기존의 의학교육과는 차별화된 교육목표

분하였으며, 각각의 범주에서 기존 의학교육 관련

및 교육과정 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

문헌을 검토하여 변수를 선정하여 설문 문항을 개

는 학습자의 제반 특성 및 인식에 대한 분석이 선행

발하였다. 가장 중요한 가치에는 3가지 다중 응답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가장 큰 고민에는 2가지 다중 응답이 가능하도

특히 4년간의 대학생활과 다양한 사회경험을 한

록 하였다. 설문지 개발 후 의학교육 전문가 5인 및

의학전문대학원생 (이하 의전원생)은 고등학교 졸업

교육 전문가 1인에게 내용의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

후 특별한 사회 경험 없이 의과대학에 입학한 기존

였으며, 그 후 의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 검사

의 의과대학 (이후 의대) 신입생들과는 많은 면에서

를 시행하였다. 예비 검사 결과를 근거로 설문지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재구성하여 최종적으로 연구에 사용하였다.

지금까지 의전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은 주

의대 신입생과 의전원 신입생들의 두 집단 간 분

로 학업성취와 관련된 변인들만이 주요한 연구의

포의 차이는 Cochrane Mantel Haenszel 카이제곱 검

주제가 되어왔으며 (Park et al., 2006; Lee et al.,

정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통계

2007), 의과대학생 (이하 의대생)과의 특성 및 인식

패키지 프로그램인 SAS 9.1을 이용하였다.

의 차이를 다각도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
다. 두 집단 간의 특성 차이를 분석하는 것은 의전

결

원의 입학전형 및 교육과정 개발의 자료로 활용될

과

가. 인구사회학적 특성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생활 및 학생 지도와 관리
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향후 의전원에서의 교

성별 분포에서 의전원 신입생은 남자가 51.3%, 여

육 제도 정립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

자가 48.7%로 남녀 분포가 거의 같았으나, 의대 신

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의전원과 의대 신입생 간의

입생은 남자가 62.6%로 여자의 37.4%보다 더 많았

특성 및 인식을 비교 분석하여 의전원의 거시적 정

다 (p<.05). 연령별로는 의전원 신입생의 평균연령이

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

27.8세로 의대 신입생보다 약 5세 정도 더 많았다
(p<.001). 입학 전 거주 지역별로는 의전원 신입생의

되었다.

74.3%가 부산외 지역에 거주한 반면, 의대 신입생은
68.7%가 부산에 거주하였다 (p<.001). 종교에 있어

대상 및 방법

서는 의전원 신입생의 경우 기독교가 32.7%로 가장
부산대학교 의예과에서 의대 1학년으로 진입하는

많았고, 그 다음이 무교가 26.6%인 반면, 의대 신입

마지막 의대생과 첫 번째 의전원 신입생을 대상으

생은 종교 없음이 55.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로 동일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신학기

불교 (18.3%)의 순이었다 (p<.001). 부모의 교육수준

초에 연구를 수행하였다. 조사 대상자 수는 유급생

은 의대 신입생의 부모가 의전원 신입생보다 높은

을 제외한 의대 1학년 학생 131명, 의전원 신입생

것으로 나타났다 (p<.05). 부의 직업과 관련하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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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ission of medical school

(B) Expected role in their future careers

Fig. 1. Perceptions of missions of medical education and expected role in their future career between professional
graduate medical school and medical college.

는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과학분야의 선택은 2~3%에 불과하였다 (Fig. 1).

나. 의학 및 의과대학에 대한 인식

다. 학교생활에 대한 인식

의학 및 의과대학에 대한 전체적 만족도에서 의

동아리 활동을 원하는 비율은 의전원 신입생의 경

전원 신입생은 매우 만족 62.8%, 만족 33.6%임에

우 97%로서 의대 신입생의 84%보다 높았다 (p<.001).

비해, 의대 신입생은 매우 만족 18.3%, 만족 61.8%

학생회 활동에 대해서도 의전원 신입생은 38.4%가

로 큰 차이를 보였다 (p<.001). 교수진에 대하여 의

참여를 원하는 반면, 의대 신입생은 25.4%에 불과하

전원 신입생은 매우 만족이 58.9%인 반면에 의대

였다 (p<.01).

신입생은 19.2%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p<

대학생활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어려움에 대해서

.001), 학교 전통에 대해서도 의전원 신입생은 매우

는 의전원생과 의대생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

만족이 52.7%인 반면, 의대 신입생은 17.7%로 유의

지 않았다. 대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는 의

미하게 낮았다 (p<.001). 학교의 미래 발전 가능성

전원 신입생의 경우 전문지식의 습득이 94.7%로 가

에 대해서도 의전원 신입생은 매우 만족이 53.1%이

장 높았으며, 이어서 폭넓은 인간관계 73.5%, 교양

었으나 의대 신입생은 6.2%에 불과하였다 (p<.001).

및 인격 도야 69.0% 순이었다. 의대 신입생 역시 전

학교 시설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는 불만족의 비

문지식의 습득이 87.8%로 가장 많았으나, 그 다음

율에서 의전원 신입생은 50.4%로 의대 신입생의

으로는 교양 및 인격 도야가 66.4%, 폭넓은 인간관

68.7%보다 낮았다 (p<.005).

계 50.4% 순이었다. 낭만 및 취미생활과 장래 직업

반면 의학교육의 역할에 대한 인식은 의전원 신

준비는 의대 신입생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입생과 의대 신입생 모두 일차의료인 양성이 75%

사회 참여는 두 집단에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상으로 가장 높았고, 의학연구자의 양성은 의전원

대학생활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로는 의전원 신입생

과 의대 신입생 각각 14.3%, 19.1%로 둘 다 낮았다.

의 경우 학업 (57.5%), 경제적 어려움 (33.6%), 대인

또한 졸업 후 진로로서 임상의를 선택한 경우도 의

관계 (28.3%), 건강 (24.8%), 장래 진로 (24.8%)인 반

전원 신입생과 의대 신입생 모두 약 80%였고, 기초

면에, 의대 신입생은 학업 (64.9%), 대인관계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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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 Important Values and Distresses during Medical School
PGMS*
Values
Building up his/her character
Obtaining professional knowledge
Enjoying life outside medical school
Friendship
Preparing for future career
Having active social life
Friendship with opposite sex
Others
Distresses
School work
Health
Economic difficulty
Relationships with opposite sex
Relationships with friends
Career plans after graduation
Unable to adjust to university life
Unable to adjust to medical school life
Others

MC†

78
107
5
83
33
22
1
1

(69.03)
(94.69)
( 4.42)
(73.45)
(29.20)
(19.47)
( 0.88)
( 0.88)

87
115
22
66
55
21
5
1

(66.41)
(87.79)
(16.79)
(50.38)
(41.98)
(16.03)
( 3.82)
( 0.76)

65
28
38
10
32
28
4
5
15

(57.52)
(24.78)
(33.63)
( 8.85)
(28.32)
(24.78)
( 3.54)
( 4.42)
(13.27)

85
21
24
11
43
43
6
7
11

(64.89)
(16.03)
(18.32)
(8.40)
(32.82)
(32.82)
( 4.58)
( 5.34)
( 8.40)

Missing values were excluded and multiple responses were allowed.
†
* PGMS: Professional Graduate Medical School, MC: Medical College.

진로 (32.8%), 경제적 어려움 (18.3%), 건강 (16.0%)이

기존의 연구 결과들이 다소 상반되게 나와 (Choi et

었다 (Table I).

al., Lee et al., 2007, 1996; Shin, 2006), 일반화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높

고

은 연령의 성인 학습자는 보다 자기주도적인 학습

찰

태도를 가지고 있어 의전원 학생이 더 우수한 학업
연구 결과, 의전원 신입생은 의대 신입생에 비해

성취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Park et

나이가 많았고, 여학생과 기독교 신자의 비율이 높

al., 1998). 따라서 향후 실증적 연구를 통해 결론을

았다. 한편, 부모의 교육수준이나 아버지의 직업 등

유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성별 비율에 대

을 고려해볼 때, 의전원 신입생의 경제적 수준이 의

한 결과에서는 의전원 신입생 중 높은 여학생 비율

대 신입생에 비해 결코 높지 않다는 점을 유추해

을 고려하여 학교생활, 교육 및 향후 진로 선택에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학생 지도와 관리를 위한

있어 여학생들을 배려해야 한다는 함의를 얻을 수

기초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의전

있다.

원과 의대 신입생간의 연령 차이를 통해 학습자의

의전원 신입생은 의대 신입생에 비해 학교에 대

인지적 특성 및 학습전략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다. 그러나 연령 차이가 의학영역에서 학습태도

이는 의전원 1기라는 자부심과 함께 보다 긍정적으

와 학습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로 학교생활에 임하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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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러한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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