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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7년 4월 2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분야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전문직 서비스공

(Free Trade Agreement, FTA)를 체결하고, 양국의

급자의 임시면허 약정을 위한 절차를 개발하도록

국회 인준을 기다리고 있다. 즉, 우리나라가 국제 무

독려한다’고 되어 있고 지금 합의된 분야는 엔지니

역 질서에 들어가서 경쟁을 하는 자신감이 있다는

어링서비스, 건축서비스 및 수의 서비스이다 (The

뜻이다. 칠레, 싱가포르, EFTA 국가와 FTA도 발효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2007b).

되었다. ASEAN과는 상품서비스에 이미 서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의사 면허 상호인정을 미 정부에

투자에 대하여 협상하고 있다. 이외 캐나다, 인도,

요청하였지만 의사 면허는 미연방정부가 관할하지

EU, 멕시코 및 일본과 FTA도 추진을 하고 있다

않고 각 주에서 발급하기 때문에 일단 미국에서 난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2007a).

색을 표명하였다. 캐나다는 Liaison Committee on

이와 같은 협정에서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 면허의

Medical Education (LCME)를 통하여 미국과 같은

상호 인정은 아직 없다. 미국과 FTA 협정문을 보면

잣대로 의대를 평가하고 있으므로 캐나다 의대 출신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분야에서, 각 당사국은 자국

은 미국의사시험을 응시할 수 있지만 캐나다의 의

영역의 관련 기관이 면허 및 증명에 관하여 상호 수

사 면허를 미국의사면허와 동등하게 인정하는 것은

용 가능한 표준 및 기준을 개발하고, 상호 인정에

아니다 (Liaison Committee on Medical Education,

대한 권고를 공동위원회에 제공하며, 그리고 당사국

2006). 이와 같은 예를 보면 우리나라 의대도 LCME

에 의해 상호 합의된 전문직 서비스 분야 및 하위

기준에 맞추면 의대를 미국 의대와 동등하게 대우
하는 수준까지는 가능할 것이다. 이런 것은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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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이나 환경의 평가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두 나
라 의대 졸업생이 과연 동등한 의사로서 역량을 지
녔냐는 것이다. 나라마다 문화의 차이 때문에 환자
에 대한 접근이 다르지만 이미 국제적으로 표준화

- 1 -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시대에서 의사 면허의 상호인정을 위한 의학교육 평가

된 진단과 치료 방법을 평가한다면 여러 나라 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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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적극 참여하여 국경 없는 Medical VISA 시대
에 대비할 것을 제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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