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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of Premedical Curriculum at  the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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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ed education in the college of medicine at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ims to promote student 
creativity and excellence in accordance with the mission of the college: to have a sense of calling, leadership, 
and competency. The Catholic Medical College premed curriculum includes 75 credits which are composed 
of 65 credits for required courses and 10 credits for elective courses. It consists of courses in basic science, 
medical science, liberal arts and humanities (premedical OMNIBUS). It also involves community programs 
in ‘Vision and Mission,’ ‘Leadership Training,’ and ‘Academic Conference.’ In addition, students are allowed 
self-directed choice of their courses and learning for one qu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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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은 1954년 성신대학 의학부에서 출발하

여 1959년 가톨릭 의과대학으로 인가를 받은 후 의과대학 체제로 

의학교육이 이루어지다가 국가적 의학교육제도의 변화에 발맞추어 

2009학년도부터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체제로 전환하여 운영되어 왔

다. 이후 2015년부터 의과대학으로 재전환하는 것을 결정하고 새로 

시작될 의예과 교육의 정체성과 방향 및 교육과정 구성에 대한 논의

를 거쳐 대학 고유의 특성이 반영된 의예과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을 

확정하였다. 2015년부터 의과대학 신입생으로 의과대학 정원의 

70%를 선발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정원의 100%를 의과대학 

신입생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2015년부터 새롭게 시작된 의예과 교육은 ‘인류에 기여할 창의적 

역량과 전인적 덕성을 갖춘 의료인재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여 의예

과 학생들에게 적합한 맞춤형 교육의 체계화, 인재의 다원성 개발, 

의학과 교육과정과의 연계성과 의학과에서 함께 학습하게 될 30%

의 학부졸업자들과 균형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

가톨릭 의과대학 의예과 교육과정 

1. 의예과 교육과정 편성

의예과 교육과정의 총 이수학점은 2017년 현재 총 75학점으로 

이 중 전공필수는 34학점, 교양필수는 31학점이며 전공선택은 10학

점이다. 우리 대학의 교육과정은 과목 간의 연계와 심화를 위하여 

동일한 계열의 교과목을 단계별로 구성한 단위과정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단위과정은 총 8개로 구성되어 있고(Appendix 1), 각 단위과

정 구성 교과목은 Figure 1과 같이 학년별로 배치되어 교육되고 

있다.

의학적 지식을 본격적으로 습득하기 전에 기초과학 및 기초의과

학과 관련된 교육을 위한 단위과정으로 의생물, 의학화학, 의학물리, 

통계와 연구방법론 및 실험의학 단위과정이 있다. 이 단위과정들의 

학점은 총 40학점으로 전체 이수학점의 약 50%를 차지한다.

대학생으로서 그리고 예비의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초소양과 

인성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 대학 고유의 인문, 사회과학 분야 

교육과정인 의예과 옴니버스 및 공동체교육, 통합예체능 단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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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remedical curriculum map of Catholic Medical College. C, compulsory course; E, elective course.

은 총 31학점으로 구성되며 전체의 약 40%를 차지한다.

자유쿼터 단위과정은 교과목이 아닌 5개의 트랙으로 구성된 단위

과정으로 6학점이 배정되어 있다. 학생들은 5개의 트랙 중 하나의 

트랙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자유쿼터 단위과정 기간인 2학년 2쿼

터와 여름방학에 걸쳐 학습하게 된다.

의예과 학생들은 의예과 교육과정 수료를 위하여 전공 및 교양필

수 학점을 취득하고 전공선택으로 일반생물, 일반화학과 일반물리

의 3과목 중 2과목 이상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또한 의예과 기간 

동안 응시한 공인 영어시험, 즉 TOEFL (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TOEIC (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

cation), TEPS (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에서 해당 시험의 제시된 준거점수 이상의 성적

을 취득해야 한다. 그리고 2018학년도부터 의예과 학생들은 의학과 

진급을 위하여 자원봉사인증기관(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또는 

1365 자원본사 포털)의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 사회봉사활동을 20시

간 이상 수행해야 한다.

2. 의예과 교육과정의 특징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및 의학과는 본교와 떨어진 독립

된 교정에 위치하여 타 의과대학과는 다른 교육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의예과 교육에서부터 타 대학이 시도할 수 없는 가톨

릭 의과대학만의 장점으로 특화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으며, 특징적인 교육과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자유쿼터 단위과정

자유쿼터는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교육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의예과 학생 대상 맞춤형 교육의 하나로 각각 다른 교육목표와 학습

성과를 가지는 5개 트랙을 개발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트랙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5개 트랙의 세부내용은 Appendix 

2와 같다. 이 단위과정은 각 트랙의 특성에 따라 2학년 1학기 2쿼터

부터 여름방학에 걸쳐 3주에서 8주 동안 진행된다. 학생들은 자신이 

선택한 트랙을 수료함으로써 6학점을 취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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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예과 옴니버스 교육과정

의예과 인성 및 인문교양 교육과정은 의학과 인문사회의학 교육

과정인 ‘옴니버스 교육과정’과 연계를 강조하여 ‘의예과 옴니버스 

교육과정’이라고 명명하였다. 의학과 옴니버스 교육과정이 전인적 

의료에 대한 이해와 의학전문직업성(medical professionalism)을 배

양하기 위한 ‘의사의 길’로서의 교육과정이라면 의예과 옴니버스 

교육과정은 전인적 인간의 구현과 의사 이전의 인간의 선한 본성을 

이해하고 체화시키는 ‘인간의 길’을 목표로 하는 교육과정이다.

의예과 옴니버스 교육과정은 Spiritus, Veritas, Caritas, Servitus

와 Medicus의 5개의 소단위과정으로 구성된다. 각 소단위과정의 

학습성과와 관련 교과목은 Appendix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공동체 교육

의예과 기간 동안 학생들의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대학생으로

서 주도적으로 생활하고 학습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3번의 공동체교육을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다.

첫 번째 공동체교육은 ‘비전과 미션’으로 1학년 입학식 이후 일주

인간 진행된다. 이 과정은 의사가 되기 위한 첫 걸음을 시작하는 

의과대학 신입생으로서 의사와 의료 및 의사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기 위한 준비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의과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틀을 스스로 마련하고,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의 비전과 

미션을 공감하는 것을 교육목표 및 학습성과로 삼고 있다.

두 번째 공동체교육인 ‘리더십 트레이닝’은 1학년 2학기 개강과 

함께 한 주간 진행된다. 대학생 및 예비 의사로서 좋은 학습과 생활습

관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자기리더십과 관계리더십을 배양하여 대학

생활을 주도성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성공하는 대학생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기초하여 

구성하였다. 이 교육은 공식적으로 프로그램 진행 facilitator 자격을 

획득한 교내의 8명의 교수진에 의해 진행된다.

세 번째 공동체교육인 ‘의예과 학술문화제’는 자유쿼터 단위과정 

종료 후인 2학년 2학기의 시작과 함께 일주일간 진행된다. 이 교육은 

자유쿼터 단위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을 활용하여 자신의 관점에서 

현실상황을 고찰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과 활용경험을 동료와 교수 앞에서 

발표하고, 타인의 발표를 듣고 피드백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 학생 스스로 개발과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4) 실험의학 단위과정

우리 대학은 의예과 기간 동안 학생들의 연구역량 강화를 목적으

로 실험의학 I, II, III 3개의 교과목으로 구성된 실험의학 단위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단위과정은 기존의 이론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실험을 지양하고 다양한 교과의 실험방법론과 

기본적인 실험술기를 균형 있게 습득하고 문제해결을 통한 통합형 

사고를 확립하여 자기주도적 실험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한다.

실험의학 I은 1학년 1학기 동안 생물, 화학, 물리 및 세포학 수준의 

다양한 실험방법론과 실험술기 교육으로 진행된다. 실험의학 II는 

1학년 2학기 동안 진행되는데, 분자생물학 수준의 다양한 실험방법

론과 실험술기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 실험의학 III은 2학년 

2학기에 진행되며 질병과 관련되고 심화된 연구주제들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팀 단위로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구성

되어 있다.

5) 기초의학 연계 교과목

의예과 교육과 의학과 교육의 연계를 위하여 의학과 단위과정 

교육내용의 일부를 의예과 수준에 맞도록 과목화하여 의예과 2학년 

2학기에 배치하였다. 현재 4학점의 분자세포생물학, 각 2학점의 인

체의 통합기능과 면역생물학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으며, 기초의학

교실 교수들이 이 교과목의 책임교수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의예과 시기부터 의학과 주제에 대한 조기 노출 및 관련 학습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주요 의학분야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고 학습동기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결  론

의예과 교육운영의 주체인 ‘의예과 교육운영위원회’는 학생들과 

교수들을 대상으로 매 학기 종료 시점마다 한 학기 동안의 의예과 

교육 전반에 관한 만족도 및 성과달성에 대한 다양한 평가설문을 

시행하고 있다. 매 학기 말 의예과 교육에 참여한 모든 교수들을 

대상으로 평가 워크숍을 개최하여 지난 학기 동안의 교육결과 등을 

심층 분석하여 교육 담당 교수들과 공유하고 이를 다음 강의에 반영

하도록 독려 및 지원하는 등 교육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15년부터 시작된 2년간의 의예

과 교육의 첫 주기를 맞이하여 의예과 교육의 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별도의 평가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의예과 

교육과정의 평가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의예과 교육의 경험과 지속적으로 수집된 운영위원회의 

자체평가결과 및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에 기초하여 가톨릭대학

교 의과대학은 향후 의예과를 포함한 6년 통합교육과정으로 교육목

표를 재설정하고 교육과정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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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Foundations and premedical curriculum courses at Catholic Medical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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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The free-quarter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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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3. Premedical OMNIBUS foundation courses and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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