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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팬데믹에서 나타난 의학교육의 과제와 전략
임선주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Challenges and Strategies  in Medical Education  in  the COVID‐19 Pandemic
Sunju Im

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Busan, Korea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pandemic has profoundly impacted all aspects of undergraduate, 
postgraduate, and continuing medical education. Only the focus of medical education—care for patients 
and communities—has remained an integral part of all of the above sectors. Several challenges have been 
experienced by learners and educators as the education and training of future doctors has continued in 
the midst of this crisis, including the cancellation of face-to-face classes and training, reduced patient encounter 
opportunities, fairness issues in online assessments, disruption of patient interview-based exams, reflections 
on the role of doctors in society, and mental health-related problems linked to isolation and concerns 
about infection. In response to these disruptions, educators and institutions have rapidly deployed educational 
innovations. Schools have adopted educational strategies to overcome these challenges by implementing 
novel education delivery methods in an online format, providing clinical experiences through simulation 
or telehealth methods, introducing online assessment tools with formative purposes, encouraging learners’ 
involvement in nonclinical activities such as community service, and making available resources and programs 
to sustain learners’ mental health and wellnes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educators and institutions 
have faced drastic changes in medical education worldwide. At the same time,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online education has caused other problems, such as the lack of human collaboration. The long-term 
effects of the COVID-19 pandemic on medical education need to be studied fur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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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coronavirus disease, COVID-19)은 의

학교육에 많은 향을 미치고 있다. 의학교육은 기본의학교육

(undergraduate medical education), 졸업 후 의학교육(post-

graduate medical education) 및 평생의학교육(continuing pro-

fessional development) 단계의 뚜렷한 성취기준이 있으면서, 일련

의 과정이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팬데믹 상황은 교육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일반 교육과 달리 임상실습과 전공의 

교육은 환자를 진료하면서 배움과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점

(workplace-based learning)에서 의료현장의 문제는 곧 교육현장

의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팬데믹 상황이 환자 또는 의사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집단 또는 사회의 문제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거시적인 문제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먼저, COVID-19으로 인한 의학교육의 변화와 어려움을 살펴보

면, COVID-19 전파를 억제하는 방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를 시행하면서 의과대학의 대면수업은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는 등 교육 전달방법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COVID-19

의 초기에 의과대학은 감염을 우려하여 임상실습을 중지하기도 하

으나, 각 임상과의 감염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범위로 조정하면서 

재개하여 시행하고 있다. 전공의는 팬데믹(pandemic) 동안 

COVID-19 진단과 치료현장에 배치되곤 하 고, 이에 따라 기존 

임상과의 전문훈련에 지장을 야기할 수 있다. 대면시험을 통한 객관

적 평가에도 어려움이 대두되었다. 교육환경의 변화와 COVID-19

의 장기화에 따라 학습자의 심리적 건강 문제도 관심대상이 되었다. 

이렇듯 세계적인 감염 상황은 의과대학의 학생 교육과 전공의 교육 

전반에 걸친 난국을 야기하 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COVID-19은 교육의 변화를 유도하

는 기회이기도 하 다. 온라인 도구를 활용하여 수업을 지속하고, 

기술적 도구를 이용하여 교육과 환자 진료경험을 확대하고 있다. 

교육방법의 변화뿐만 아니라 평가(assessment)에도 온라인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팬데믹이라는 사회의 위기는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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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ects Challenges Strategies
Educational delivery - Cancellation of face-to-face classes and training - Encouraging innovation by delivering education in an online 

format
Patient contact - Reduced patient encounter opportunities - Adjusting the academic calendar or learners’ schedule

- Providing clinical experiences through simulation or telehealth 
methods

Assessment - Fairness issues in online assessments
- Increased burden of infection control in face-to-face 

assessments
- Disruption of patient interview-based examinations 

(e.g., OSCEs)

- Introducing online assessment tools with formative purposes
- Ensuring fairness in face-to-face assessments
- Ensuring infection control in OSCEs

Social engagement - Reflection on the role of doctors in society
- Need for programs targeting students not involved in direct 

patient care

- Encouraging involvement in nonclinical activities such as 
community service

Mental health and wellness - Feelings of isolation, concerns about infection, exposure to 
stigma

- Providing resources and programs to sustain learners’ mental 
health

OSCE,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Table 1. Challenges faced in clinical education during pandemic and relevant strategies

와 의료의 사회적 역할을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학생과 

전공의의 부담을 줄이고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교육의 거대한 변화를 가져온 팬데믹 상황에서 국내외 의학교육

이 당면한 어려움과 대응전략을 살펴보는 것은 당면한 과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실제적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의학교

육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COVID-19 팬데믹에 대응한 의학교육의 변화에 대하여 고찰한 

선행연구를 통해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Daniel 등[1]은 온라인 학습, 

시뮬레이션, 평가, 정신건강, 원격의료(telehealth), 조기 졸업, 입학 

인터뷰, 사회서비스 제공, 지속적 전문성 개발 등의 변화에 대해, 

Papapanou 등[2]은 온라인 학습, 학생 평가, 정신건강, 전공의 선발, 

의대 졸업반 학생의 조기 졸업에 대해, Kaul 등[3]은 병원 수입 

감소에 의한 경 , 평등과 다양성, 정신건강, 교육 전달방법, 의대 

졸업반 학생의 조기 졸업, 전공의 교육, 잠재적 교육과정, 입학 면접, 

평가, 해외 졸업생, 정보 확산, 소셜 미디어 등에 대해 고찰하 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내용 중에서 한국 의학교육 현장과 

관련이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5개의 주요 역으로 구분하 으며, 

(1) 교육 전달방법, (2) 환자 진료경험, (3) 학생 평가, (4) 사회 참여, 

(5)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점과 대응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각 역

별로 주된 방향은 교육 전달방법으로 온라인 학습의 시행, 환자 

진료경험을 확대하기 위한 방법 모색, 학생 평가방법으로 온라인 

평가와 실기시험의 변화, 사회 참여 요구의 증가와 방법, 학습자의 

정신건강 유지전략에 대해 주로 모색하고자 한다.

교육 전달 방법

주요 역별로 당면한 문제점과 해결 전략은 Table 1에 제시하 다.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의 우려로 대면수업을 시행할 수 없다는 

점은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COVID-19 이전에도 정보통신기

술의 발달과 함께 온라인 교육이 점차 확대되고 있었으나, 의학교육

에서는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대면수업을 주로 시행해 

왔다. 강의뿐만 아니라 문제바탕학습과 같은 토의수업, 해부학 실습, 

역할극을 통한 의사소통기술 실습 등도 팬데믹 초기에 시행하지 

못하거나 축소하여 시행하 다.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강

의, 토의, 실습수업에서 테크놀로지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동안 학생들의 학습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전략으로 기초의학, 임상의학 및 의료인문학을 포함한 

강의실에서의 수업은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하여 온라인 녹화 수업(비실시간 학습, asynchronous 

learning)을 시행하거나 또는 Zoom, Google Hangouts, GoToMeeting

과 같은 회의 플랫폼을 사용한 실시간 수업(synchronous learning)

을 시행해 왔다[3].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서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닌, 상호 소통을 통해 학습자의 몰입을 증가시키는 도구를 활용하

는데, 채팅, 화이트보드, 의견수렴 소프트웨어, Kahoot과 같은 

퀴즈나 게임도구가 그 예이다[1]. 문제바탕학습과 같은 소그룹 활동

은 온라인 활동에서의 팀 활동(virtual team activity)으로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임상술기 교육을 원격으로 시행하기도 하 다[1-3]. 

임상현장에서의 저널 클럽(journal club), 전달식 강의(didactic 

session), 국내외 학회 등도 전적으로 온라인으로 시행하고 있다[4].

실습 또는 토의에서 교육 전달방법을 혁신한 구체적인 예를 보면, 

해부학 실습을 가상으로 시행하여(virtual anatomy dissection) 가상

현실 증강 강의실(virtual reality-enhanced classroom) 또는 게임이

론을 적용한 온라인 임상경험을 통해 비판적 사고력과 의사소통 

훈련을 하 다고 보고하 다[5]. 온라인 컨퍼런스를 통해 표준화환

자 또는 역할극을 활용한 의사소통기술 수업을 시행하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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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가상 사례(virtual case)와 비디오 발표를 사용하여 증례 발표

하는 법을 가르친 사례도 있다[8,9]. 임상술기 교육을 원격으로 시행

하기도 했는데, 봉합술, 미세수술, 복강경 수술, 초음파 교육 등을 

교육하 다[10-13].

이렇듯 온라인 도구나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은 시공간을 초월하

여 교육 가능하고 전 세계의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광받고 있으나, 온라인 활동들이 얼마나 효과적일지 평가해볼 필

요가 있다. 학교 또는 의료현장으로부터 떨어져서 시행되고 있는 

원격교육으로 인해 집과 일터에서의 경계가 소실되고 온라인 도구의 

사용 증가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등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1].

환자 진료 경험

환자 진료를 통한 배움을 강조하는 의학교육에서 COVID-19으

로 인한 환자 진료경험의 축소는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 환자를 

대면하는 병원 현장학습(workplace-based learning)은 학생과 전

공의의 배움의 주된 방법이었으므로 팬데믹 초기에는 교육이 중단되

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하 다.

팬데믹 상황에서의 임상실습에서는 학생이 감염되거나 바이러스

를 전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학생의 역할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COVID-19 검사 체제 부족, 감염교육의 부족, 외래 방문 

또는 수술 사례의 감소, 원격의료의 논의, 개인 보호장구(personal 

protective equipment)의 부족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학생이 환자

와 대면하는 기회는 축소되고 있다[4]. 일부 해외 학교는 감염 전파를 

막고 개인 보호장구를 보존하기 위해 매일 진찰을 수행하고 입원환

자의 방에 들어가는 인원을 제한하기도 하 다. 대개 고년차 전공의

가 진찰이나 시술을 수행하게 되면서 학생 또는 저년차 전공의는 

진료에서 배제되게 되었다[3].

전공의는 COVID-19 향으로 응급실, 중환자실과 같은 위급한 

진료 상황에 배치될 수 있으며, 뉴욕시의 프로그램 책임교수

(program director) 중 75%는 팬데믹 상황에서 전공의를 재배치하

다고 응답하 다[14]. COVID-19 업무로 인해 실제 전공 관련 

수련이 충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환경

에서 임상교수는 학생 또는 전공의에게 실제 환자의 경험을 제공하

는 것이 핵심 과제일 것이다.

그렇다면 외래와 입원환자를 보는 임상경험을 어떻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 팬데믹 초반에 의과대학은 연구과정을 먼저 하고 임상실

습을 일정을 후반으로 미루거나 임상실습기간을 축소하는 등 학사 

일정을 조정하 으나, COVID-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환자 진료경

험을 확대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다. 교육 전달방법의 

변화에서 기술했듯이 증례 발표와 같이 온라인 토의가 가능한 것은 

디지털 플랫폼으로 급격하게 대체되었고, 가상 사례와 같은 학습자

료를 활용한 교육이 확대되고 있으며, 병동 회진을 하는 동안 원격으

로 학습자를 참여시키기도 하는 등[15], 실습에서도 디지털 도구의 

활용이 증가하 다. 이 가운데 환자 경험을 확대하기 위한 뚜렷한 

변화는 시뮬레이션과 원격의료의 확대이다.

시뮬레이션 교육은 팬데믹 상황에서 환자를 처치하는 훈련을 시

행하는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1]. 대부분의 시뮬레이션은 전공의 

또는 의사를 대상으로 다학제(multi-disciplinary) 또는 다직종

(muli-professional) 간의 협력을 통해 현대의학에서 의료팀이 어떻

게 환자를 처치하는지 보여주었다. 시뮬레이션 교육내용은 효과적

인 기도 유지와 같은 기술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팀웍 또는 리더십과 

같은 비기술적 내용도 포함되었다. 시뮬레이션의 시나리오, 체크리

스트, 교육자료를 별도로 제공하 다. 소규모 학습자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학습실(simulation lab)에서 직접 교육을 시행하기도 

하 다[16,17].

원격의료는 팬데믹 상황에서 진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제시되

고 있다[18-20]. 원격의료를 통해 학생은 병력청취, 신체진찰, 의사

결정, 진단계획 및 상담에 참여하기 위해 가상의 진료실로 초대된다. 

학생 또는 전공의가 원격의료에 참여함으로써 실제 임상에서와 유사

하게 환자 진료에 참여할 수 있다. 사전에 미국의사대학(American 

College of Physician)에서 개발한 모듈(https://www.acponline. 

org/cme-moc/online-learning-center/telemedicine-a-practical

-guide-for-incorporation-into-your-practice)을 경험한 후에 

원격의료 진료에 참여한다면 환자 진료에 더 깊이 참여할 수 있다고 

한다[1]. 실제 내과 등의 임상실습에 빠르게 적용되고 있다고 보고하

다[21].

학생 또는 전공의는 실제 진료에 참여하는 동안 임상지식에 대하

여 학습할 뿐 아니라 롤 모델링을 통해 환자를 우선시하고 헌신하는 

태도와 같은 전문직 정체성(professional identities)을 형성하게 되

는데, 팬데믹으로 인한 대면진료의 축소가 학습자의 정체성 형성에 

어떤 향을 주는지 주시하고 있어야 한다. 잠재적 교육과정(hidden 

curriculum)은 전문직 정체성뿐만 아니라 행동, 관점, 태도, 학생에 

대한 선입견 등과 같은 사회적 ․문화적 메시지를 포함한다[22]. 주요 

메시지로는 위계, 감정 억제, 의료의 한계, 균형, 희생 등과 같은 

주제가 있는데, 의료의 위계적 구조 내에서 COVID-19 상황과 관련

하여 학생 또는 전공의가 부정적인 향을 받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한다[3].

학생 평가

평가목적이 학생의 등급과 진급을 결정해야 하는 총괄평가

(summative assessment)에서는 팬데믹 상황에서 공정성을 확보하

기 위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 다. 온라인 도구를 활용한 

시험에서는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항상 대두된다. 대면시험이라 할

https://www.acponline.org/cme-moc/online-learning-center/telemedicine-a-practical-guide-for-incorporation-into-your-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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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야 하므로 시험장소의 분산, 감독 

인원, 감염관리 인력의 확보 등 어려움이 많고, 발열 등 건강 이상이 

있는 학생을 위한 시험장소의 분리 또는 재시험까지 고려한다면 

업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또한 실기시험과 같은 대면이 필수적인 

시험은 시험횟수가 축소되거나 구강검사 등 신체진찰의 일부는 평가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수업방법에서 뿐만 아니라 온라인 도구를 활용하여 학생을 평가

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주로 의학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에 활용하

고 있다[1]. Gulati 등[23]은 학습을 촉진할 목적으로 짧은 임상 

상황을 제시한 후 객관식 질문(multiple choice question)을 인스타

그램에 출제하기도 하 다. Prigoff 등[24]과 Sam 등[25]은 오픈 

북(open book) 시험을 시행하 으며, 시험결과에 부정적인 향은 

없었다고 보고하 다. Malhotra 등[26]과 Munshi 등[27]은 온라인

으로 구조적 임상 사례 시험을 시행하여 학생과 교수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보고하 다. 학습자의 학습을 확인하고 촉진할 목적

(formative purpose)으로 시험을 시행하는 것은 덜 엄격하고 공정성

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므로 온라인 도구를 활용하여 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

지식 평가뿐만 아니라 임상술기 실기시험에서도 온라인 도구를 

활용하기도 하 다. Hannon 등[28]과 Lara 등[29]은 Zoom을 활용

하여 온라인 실기시험(virtual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

ination)을 시행하 는데, 신체진찰의 경우 직접 시행하지 못하고 

설명하도록 시험을 진행하여 어색하 다고 보고하 다. 전반적으로 

지식과 술기 평가 역에서 학생의 학습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온라

인 평가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총괄평가에서와 같이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거나 술기 수행을 평

가하기 위해서는 감염을 통제하면서 대면평가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내 실기시험은 감염 대응 매뉴얼을 사전에 준비하고 표준

화환자, 학생, 관리요원은 마스크를 항상 착용한 상태로 진행하며, 

구강진찰 등은 구두로 설명하고 그 외 진찰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미국 의사 실기시험인 step 2 clinical skills exam은 팬데믹 

상황에서 중지되었다.

사회 참여

그 동안 의료는 건강증진에 초점을 두기보다 3차 병원에의 전문진

료 중심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데 치중하여 왔다[30]. 그러나 팬데믹 

상황은 의료의 위기일 뿐 아니라 사회의 위기로, COVID-19 발생은 

사회 전체 시스템 속에서 시민의 건강증진과 예방에 중심을 두는 

시각을 일깨웠다. 의사와 의과대학은 사회적 책무(social ac-

countability), 특히 사회 전반의 건강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

여야 함을 팬데믹으로 다시 깨닫게 되었다. 또한 사회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진료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을 위한 교육프

로그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질병 치료에서 예방 중심으로, 사회에 기반을 두는(community- 

based) 교육이 중요해짐에 따라 학생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하여 의미 

있는 경험을 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의료 도움을 요청하는 

환자에게 안내하는 COVID-19 콜센터에서의 경험[31], COVID-19 

의대생 대응 팀(COVID-19 Medical Student Response Team)을 

조직하여 아동 돌봄, 반려동물 돌봄, 식료품 배달, 심부름 등을 수행

한 사례[32,33], 개인 보호장구를 수집하고 재배치하는 역할[34] 

등을 수행하 다.

팬데믹의 긴급한 상황에서 학생들은 지침에 따라 조기 졸업 후 

자발적으로 COVID-19 진료에 참여하기도 하 다[3]. 사회적 위기 

속에서 학생들은 참여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한편, 임상교수는 

의료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을 압박하거나 수치심을 들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다.

정신 건강

병원현장에서의 학습자는 COVID-19 상황으로 인해 정신적 부

담을 안고 있다. 전공의와 학생은 COVID-19 환자진료에 대한 부담

감과 불안, 대면활동의 축소로 인한 고립, 본인의 감염 또는 감염 

전파의 우려 속에서 임상실습 또는 진료, COVID-19 감염 후의 

낙인찍힘 등의 이유로 스트레스 장애, 불면, 기분 장애와 같은 정신건

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1-3].

이러한 학생들의 정신적 부담을 확인하기 위해 임상교수는 학습

자의 요구를 자주 확인하고 지원해야 한다.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은 

원격의료를 통해 환자 진료를 돕거나 연구와 같은 비접촉 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여 건강 문제로 인한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

[35]. 사회적 고립감을 줄이기 위해 정기적인 온라인 회의 참석을 

독려하거나 개별 면담을 통해 학습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1,3].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학생 또는 전공의에게 스트레스 관리방법

을 교육하거나[36], 화 또는 스토리텔링을 활용하여 탄력회복성을 

촉진하는 프로그램 등도 소개하고 있다[37,38]. 학교와 병원은 학습

자들이 이러한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다음 수련으로 적절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시험 또는 졸업 일정을 유연하게 제공함으로써 

정신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39].

한편, 임상의사는 몸이 아플 때에도 환자를 돌보는 것이 헌신적이

라고 생각되어져 왔으나, COVID-19 상황에서는 다를 수 있다. 

비특이적으로 몸이 좋지 않은 경우에도 COVID-19의 잠복기 증상 

또는 무증상 감염시기일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다. 따라서 의사와 기관은 전문직업성을 새롭게 정의하고 행동

지침을 정할 필요가 있으며, 학생, 전공의 및 임상의사는 건강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말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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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팬데믹 동안에 의학교육은 대면수업의 취소, 환자 진료경험의 

축소, 온라인 평가의 공정성 확보와 대면시험의 어려움, 사회 전체의 

건강 문제 및 고립감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에 도전해 왔다. 이에 

대응한 의학교육 현장의 주요 변화는 온라인 도구를 활용한 교육 

전달방식의 변화, 시뮬레이션과 원격의료와 같은 도구를 사용한 환

자 진료경험의 확대, 학생의 학습을 촉진하는 온라인 평가의 확대와 

감염관리를 통한 대면시험, 사회적 참여활동 확대, 정신건강 지원방

법 모색이다. 이를 종합할 때 팬데믹 이후 의학교육에는 학습, 진료, 

평가에 온라인 도구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학습의 유연성이 증대되

고, 개인이 아닌 사회시스템 속에서의 의료와 건강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학습자의 정신건강에 대해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서 의학교육자는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변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교수, 학생, 의료의 요구를 파악하고 대응해야 한다. 성찰과 

평가를 통해 교육의 도전에 대해 지속적 ․ 장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팬데믹 이후의 교육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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