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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본 연구는 2019년 수행된 “대한의사협회 거버넌스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의 후속연
구로 앞서 수행된 연구에서 제시된 개선방안들을 실행전략화 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
된 연구이다.
연구 대상은 1차 연구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최고위 회의, 비회원 이사 영입 및 임원
자격 신설, 부회장 업무 분리 및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등이다. 연구 내용은
각 개선방안들의 실행전략(안)에 대한 각 세부 내용이다. 최고위 회의는 성격과 권한,
회의 소집 사안, 구성기구 및 인원, 운영횟수, 회의시간, 보상수준, 의장 선출 및 임기,
실무담당, 정관 개정(안)을 담아 실행전략(안)을 제시하였고, 비회원 이사 영입은 필요
회무 및 정책 분야 및 임원 수, 선출방식, 자격 요건, 임기, 근무형태, 급여수준, 정관
개정(안)을 실행전략(안)에 담았다. 임원 자격 요건 신설은 임원 자격 신설 요건, 임원
아카데미 운영, 경력 인정기간, 정관 개정(안)을 실행전략(안)에 담았고, 부회장 업무 분리
및 산하 전문위원회는 필요 회무 및 정책 분야 6개, 전문위원 수, 선출방식, 임기, 회
의 개최 및 운영, 회의에서 다룬 사안 범위, 보상 수준, 정관 개정(안)을 담아서 실행
전략(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은 사례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최고위 회의의 성격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최고위 회의는 의료계 각 직역대표가 모
여 의협의 중요한 회무 및 정책에 대한 수행 방향을 논의하는 기구로 이 회에서 합의
된 결정 사안과 자문 내용은 협회에 제안한다.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뿐만 아니라 대의
원회, 시도의사회 등 의협의 모든 구성기구가 이 회의에서 합의된 결정 사안과 자문
내용을 참고하여 의협의 회무를 추진하게 함으로써 의협의 주요 정책 결정에 신속하게
대응함과 동시에 산하단체 대표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최고
위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은 각 직역 대표가 모두 모여 논의하고 협의한 의료계의 통합
된 의견이므로 대정부･대국회 상대 협상에 있어 협상력을 갖출 수 있고, 절차적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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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적 논란과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 다만, 각 직역 대
표자가 참석하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될 경우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회무 견제 기구로
작동하거나 회장이 이 기구 아래에 놓일 수 있어서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
었다. 이러한 우려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집행부의 입장이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
추천 수를 늘리거나 회장에게 임면권을 부여하거나 회장이 직간접적으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거나 회장이 의견이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등을 운영규정에 명시하는 방안들도 고려해 볼 수는 있다. 최고위 회의의
성격과 권한에 대해 의결기구로서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기타의견도 있었으나 법적 지
위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점, 의결권이 대의원에게 있다는 점, 법리상 맞지 않고 정관
위배의 우려, 대의원의 권한 위임과 축소 문제 등 다양한 문제 등이 제기되어 본 연구
에서는 의결기구로써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최고위 회의에서 다룰 사안들은 대의원
회 수임사항 중 수정 혹은 방향성 변경 필요 사안, 각 직역별 의견 대립 사안, 대정부
협상 필요 사안, 범의료계 통일 의견 필요 사안, 기타 의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 등이고, 구성기구는 정관상 구성기구(대의원회, 집행부, 시도의사회, 대한
의학회, 개원의협의회, 전공의협의회, 공보의협의회)로 하되 구성인원은 대의원회, 집행
부, 시도의사회, 대한의학회, 개원의협의회는 각 3명씩(예: 회장, 부회장, 간사 혹은 총
무이사)구성하고, 전공의협의회와 공보의협의회는 대표 1명씩 총 17명으로 구성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다만, 의결기구가 아니므로 다양한 의견개진을 위해 배석의 범위를
충분히 두도록 하였다. 운영횟수는 2달에 1번 정례적(회의 개최 달 마지막 일요일)으
로 개최하되, 격달에는 각 구성기구별로 별도 회의를 운영하고, 개최요청권은 위원의
3분의 1이상과 회장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때, 이사회,･상임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의
장이 소집하도록 하였다. 회의시간은 1일(7시간), 보상수준은 현재 보상수준으로 하되,
ZOOM과 같은 온라인 방식 병행이 가능하다면 교통비 대신 회의참가비를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의장과 간사는 1년 임기로 하되, 차기 의장을 미리 선출해놓고, 한
구성기구에서 의장이 계속 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순번제를 도입하도록 한다.
또한 최고위 회의가 실제로 운영함에 있어서 실무담당이 필요하므로 실무지원팀을 구
성하거나 인력을 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최고위 회의에 대한 성격 및 권한, 세부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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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사항 등은 정관 제 4장 대의원회 뒤에 별도의 장을 구성하여 개정하는 안을 제시하
였고, 별도의 운영규정(제규정)에는 최고위 회의의 설립 근거와 목적, 구성, 직무사항,
위원 구성에 대한 사항, 최고위의 직무 및 권한과 책임, 회의의 소집, 회의 운영 방안
(회의 개최 횟수, 회의시간, 보상수준 등) 회의 후속집행, 공개제한, 예산 등에 대한 내
용 등을 담을 것을 제안하였다. 운영 규정 개정(안)에는 최고위 회위 구성, 회의소집,
최고위 직무 및 권한과 책임 등의 내용만 제시하였다.
비회원 이사 영입에 대해서 필요 회무 및 정책 분야는 홍보, 기획 및 전략, 보건의료
정책, 인사조직관리 분야로 홍보, 기획, 정책은 복수의 이사가 있기 때문에 1명을 비회
원 이사로 영입하고, 인사조직관리 분야는 신설하여 이사를 증원하여 비회원 이사을
임용하거나 내부직원을 승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비회원 이사의 경우 임면과 공개
채용 방식을 적절히 병행하여 선출하고, 자격 기준으로는 각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 비회원 이사 임명 및 자격기준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임기는 현 집
행부와 차기 집행부 임기에 중복되게 하여 회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근무형태는 상
근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상황에서는 비상근으로 근무하게 한다. 급여수준은 상근이
사와 유사하게 책정하되 인재의 유인을 위해 적정한 시장가를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적용하도록 제안하였다. 이를 정관에 담기 위해 비회원 상근 근무 근거 규정과 관련된
정관 제10조 제3항을 개정하고, 상임이사 수 증원을 위해 정관 제10조 제1항을 개정
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임원 자격 요건 신설에 대해서 임원 자격 신설 요건으로 의협 관련 기관 혹은 조직
활동 경력, 지역의사회 활동경력, 업무 관련 분야 경력, 의협 임원 활동 경력 등 의협
관련 기관 혹은 조직에서 활동한 경력을 신설하되, 1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임원 자격 신설 요건에 대한 안은 임원의 역량 고취 필요성에
서 제기되었기 때문에 임원 아카데미와 같은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제안하였다. 임
원의 경력 인정 기간은 인력 pool 부족 발생을 막기 위해 평균 3년의 경력으로 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관 제12조 3에 신설하여 임원 자격 요건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
였다.
부회장 업무 분리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보험 및 정책, 총무 및 전략기획, 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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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의무, 홍보 및 대외 협력, 재무, 법제 6개 위원회로 구성하고, 6명의 부회장은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다. 관련 소관이사는 전문위원회에 적절하게 배치되고, 전
문위원(1인 간사 지정)을 포함하여 전문위원회 위원 수는 10명으로 구성한다. 전문위
원의 선출방식은 산하단체와 부회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임면토록 하여 회장의 인사권
을 보장하도록 한다. 임기는 회무의 연속성을 위해 현 집행부와 차기 집행부 임기에
중복되게 하되, 위원회별･위원별로 차이가 나도록 조정하고, 전문위원의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라도 위원의 전체 1/3은 잔류하게 하여 전문위원회의 연속성을 유지할 것을 제
안하였다. 회의 개최 및 운영은 각 전문위원회에게 자율적으로 맡기고, 위원회 개최 이
후 회의 결과는 익회에 열리는 상임이사회에 위원장인 부회장 혹은 소관이사가 보고하
게 한다. 전문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은 상임이사회에서 다룰 모든 사안이며, 보상 수준
은 개최 횟수에 따라 월 단위 혹은 그보다 긴 간격으로 개최된다면 참석수당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고, 매주 혹은 2주에 1번 개최된다면 현재 기준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회장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정관 제36조에 전문위원회 구성 및
위원 구성과 관련된 부분을 추가하는 안과 부회장의 역할 및 업무분담, 소관이사의 역
할 및 업무분담, 전문위원의 역할, 위원 선출방식, 업무범위, 임기기간, 회의운영 횟수,
보상수준 등은 별도의 제규정을 제정하거나 기존 임원 업무분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
는 안을 고려하도록 제안하였다. 또한 전문위원회를 실제로 운영함에 있어서 실무담당
이 필요하므로 실무지원팀을 구성하거나 인력을 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서 제시한 각 개선방안에 대한 실행전략(안)들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
하여 ‘의협 거버넌스 개선 추진위원회(가칭, 거버넌스추진위)’의 구성 및 운영을 제안하
였다.
의협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 제안한 개선방안들의 실행전략(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
는 무엇보다 의협의 내부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바람직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
고자 하는 의협 구성기구 및 의협 회원들의 대통합의 의지와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야
만 실행전략들이 현실화될 것이고 실행전략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겪는 시행착오 등
을 통해 그러한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실제로 의협의 거버넌스 개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를 통해 의협의 과거의 위상과 사회적 영향력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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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의사들에 대한 국민적의 정서가 매우 긍정적이다. 그만큼 의사들
의 사회적 기여도는 독보적이라 할 수 있다. 부정적인 평가들과 편견들이 코로나-19라
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긍정적 평가들과 존경으로 표출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의협
은 내부적인 개선을 통해 이를 좋은 반전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더하여 의사단
체가 하나로 통합되기 어렵다는 것을 스스로 알지만, 의협이 존재하는 목적과 의사로
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분란이나 대립, 갈등, 비판을 지양하고 서로 열린
마음으로 의협의 회무 및 정책에 대해 함께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하여
수행 하겠다는 의지와 자세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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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국민건강증진과 보건향상 및 사회복지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도의 앙양, 의학･의술의 발전 보급, 의권 및 회원권익옹호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사전문직을 대표하는 법정 전문가 단체이다.1) 2020년 올해 창립
112주년을 맞은 유서 깊은 단체로 창립 이후 한국의 보건의료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
을 수행해왔고, 한국 보건의료 환경과 정책 수립 및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의협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다. 대외적으로는 사회적
위상 및 보건의료정책 거버넌스 내 영향력 약화로 입지가 좁아졌고, 대내적으로는 각
구성기구간 대립과 갈등으로 안으로부터 붕괴가 먼저 일어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처해
있다.
이에 의료정책연구소는 2019년 대내적으로 의협이 처해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
하여 의협의 거버넌스(조직 및 운영구조, 회무 및 정책 의사결정 구조)의 현황 분석과
문제점 정리를 통해 의협의 거버넌스 개선방안들을 제안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의협의 거버넌스 현황 분석과 문제점 정리가 연구의 주목적으로
제안된 개선방안들은 구체적인 실행전략이 아닌 개선을 위한 방향과 다양한 안들을 제
시하고 있다. 따라서 의협 거버넌스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들을 실제로 적용 가능한 실행전략으로 구체화하여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의협 거버넌스 개선방안들을 실행전략
으로 구체화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의협이 보건의료 대표단체로서 효율적 실무운영과
리더십 강화, 회무와 정책 추진 일관성 및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연구 목표이다.2)

1) 대한의사협회, 정관 및 제규정, 제1장 총칙 제2조(목적), 2018. p.1.
2) 본 연구는 2020년 상반기 회무 감사 및 2020년 6월 17일 제107차 상임이사회에 연구 착수
보고 후 진행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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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범위, 내용 및 방법

1. 연구 범위
연구 범위는 대한의사협회 거버넌스 개선방안으로 선행연구에서는 거버넌스를 “한
단체의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행위 주체들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행위 주체들 간의 권한배분･상호조정･상호 협력하는 조직 및 운영구조 및 정책결정방
식에 관한 것”이라고 정의 내렸다. 구체적으로는 ‘의협의 조직 및 운영구조, 회무 및
정책 의사결정 구조와 방식’을 대한의사협회의 거버넌스로 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들
을 본 연구의 범위로 정하였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는 크게 3가지 파트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첫째,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대한의사협회 거버넌스 개선방안에 대해 내용을 기술하
고, 개선방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사하였다.
둘째, 우선순위를 통해 도출된 개선방안들에 대한 실행전략화를 위해 필요한 조건들
을 정리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 전문가들에 대한 인터뷰 결과를 종합하여 대한의사협회
거버넌스 개선방안에 대한 실행전략(안)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방법은 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하
였다. 양적 연구방법은 연구자가 연구목적에 따라 연구대상의 속성을 최대한 양적으로
수치화하여 측정 및 수집하고 통계적 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정보를 얻는 연구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얻어진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남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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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2004). 설문조사는 1차와 2차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1차는 선행연구에서 대한의사
협회 거버넌스 개선방안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AHP 조사를 실시하였고, 2차는
본조사로 대한의사협회 거버넌스 개선방안의 실행전략(안)을 개발하기 위한 항목들에
대한 의견을 얻기 위해 실시하였다.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는 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연구 결과에 대한 풍부한 해석
등을 위해 양적 연구방법과 함께 질적연구방법을 상호보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도 대한의사협회 거버넌스 개선방안에 대해 설문조사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의견과 정보를 얻고자 심층면접(인터뷰)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In-dept Interview)은 연구자가 제보자로부터 연구 주제와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을 지닌 대화”(Burgess, 1982: 107)라고 정의되는데, “관찰할 수 없는 과거의
사건, 연구자가 이해할 수 없는 관찰 내용, 관찰만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제보자의
생각, 의도, 감정 등에 대해 알고자 할 때 유용하므로 제보자가 경험한 다양한 활동의
정서적 인지적 측면을 잘 드러내도록 해준다.3) 특히 공식적인 문헌자료에 드러나 있지
않은 맥락이나 행위자의 숨겨진 의도 등을 파악함으로써 분석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내용과 사실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연구방법이다(Wolcott, 1992).
본 연구에서는 대한의사협회의 조직 운영구조와 의사결정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었는
지에 대해 당시의 참여자의 생각, 의도, 감정, 정보 등을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관찰
할 수 있으므로 심층면접 방법을 사용하였다.
면접대상은 의협 내･외부 관계자 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면접은 2020년 10
월 10일부터 11월 3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진행하였다.

3) 홍용희, 참여관찰과 심층면담: 연구자와 연구대상자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과학
연구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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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대한의사협회 거버넌스 개선방안 개요

대한의사협회 거버넌스 개선방안들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4개를 제안하였다.4) 그
리고 연구에 대한 추가의견으로 1개 방안이 추가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최고위 회의 구성 및 운영
현재 의협의 가장 큰 문제는 의협 내 구성기구의 의사소통과 논의 프로세스의 부재
로 의견 대립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증거로 회장 불신임에 대
한 임시총회 개최, 비대위 구성 사례들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이유로는 협회 회무 운영의 특징상 업무 처리 후 사후보고가 이루어지고, 사안에 대한
충분한 협의 및 논의에 대한 사전 논의 프로세스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각 구성
기구 간에 회무 및 정책의 우선순위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구성기구에
비해 시도의사회의 의견은 상대적으로 의협 회무 및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이 안
되는 경향도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다보니 각 구성기구간의 대립과 갈등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고위 회의 구성 및 운영을 제안하였다. 최
고위 회의는 회장, 부회장, 대의원회 의장, 부의장, 시도의사회장 대표, 개원의 대표,
전공의 대표, 의학회 대표, 공보의 대표 등이 참석하는 의협 최종 의사결정 회의로 의
협의 중요한 회무 및 정책에 대해 의협 구성기구의 장들이 모여서 장시간 논의하고 토
론하여 하나의 의견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회의다. 미국의 경우 의사회(Board of
Trustees)가 있고, 영국도 이사회(Board of Directors), 오스트리아, 독일 등이 모두
이러한 기구를 가지고 있다. 이 회의의 장점은 의협의 모든 구성기구의 장이 모여서
회무 및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의사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각 회무 및 정책에 대해
소속 구성기구의 명확한 의견 개진과 결정된 사안에 대한 각 구성기구의 전달이 가능
4) 선행연구에서는 크게 4개의 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 1개 안을 내용상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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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결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책임성 있는 의사결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게
된다. 즉, 회무 및 정책에 대해 모든 구성기구들이 하나의 통일된 방향을 정하기 때문
에 협회 회무 및 정책을 수행하는데 추진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구성기
구 간 반목과 대립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림 1❙ 최고위 회의 구성(예시)

2. 부회장의 업무 분리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재 의협 회장의 업무는 매우 다양하고 방대하다. 정관에 의하면 회장은 업무의 일
부를 부득이하게 회장이 부재할 경우에만 부회장에게 분담할 수 있지만 상근부회장을
제외하고 6명의 부회장들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업무 분장 규정이 없다. 선행연구에서
도 상근부회장의 업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통상업무를 집행하며 회장 또는 상임이사회,
부회장 및 상임이사가 요청하는 기타 사항을 관장한다고 정관에 정해져있고, 정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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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업무만 24개이며, 그 외에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에 비해 6명의 부회장들
의 업무 및 역할은 분명히 있겠으나 정관상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업무 영역이 모호
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양하고 방대한 의협 회무 및 정책 업무를 수행하는데 효율성
과 전문성이 낮아질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회
장의 업무를 분야별로 부회장에게 위임하고 각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방안은 현재 의협의 상임이사회의 경우 각 분야별로 상임
이사가 있으나 같은 분야의 이사 간에도 업무 분담이 편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
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미국의사협회의 이사회는 워낙 방대한 사안을 다루기 때문에 산하에 7개의 전문위
원회(정관 및 내규, 윤리법사, 입법, 장기계획 및 개발, 의학교육, 과학 및 공중보건,
의료서비스)를 설치하고 전문성을 발휘하여 이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되고 대안 마련 및
입장 정리가 되면 이사회에 사안에 대해 권고하고, 회장은 이를 근거로 대외에 미국의
사협회의 입장을 발표한다.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전문위원(8인~12인)
으로 구성되는데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사안들을 처리한다. 전문위원은 대의원
회에서 선출되거나 이사회에서 임명된다. 또한 정책 방향과 회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의 임기는 회장과 이사회의 임원의 임기와는 별개로 장기간 연임토록
하고 있다. 또한 집행 부회장(executive vice president)아래 12명의 수석 부회장
(senior vice president)이 각 분야별5)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벤치마킹하여
의협도 분야별로 부회장의 업무를 분담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장으로서 역할
수행 및 회장의 업무를 분담할 수 있다. 이사들은 소관업무를 분야별로 구분하고 전문
위원회에 배치한다. 그리고 소관 이사 중 1인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이사와 전문가들을
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한다. 각 전문위원회는 협회의 중요한 회무에 대해 입장,
대안 마련 등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이사회에 권고하고 이사회는 이를 근거로 회장과
5) 권익옹호(Advocacy), 총편집장 겸 과학출판(Editor-in-Chief, Scientific Publications), 인적
경영관리(Human Resources & Corporate Services), 정기간행물(Publisher, Periodic Publications),
의료정보관리(Chief Medical Information Officer-IHMI), 재무(Chief Financial Officer,
CFO), 헬스 솔루션(Health Solutions), 최고전략책임(Chief Strategy Officer, CSO), 최고홍
보책임Chief Communications Officer, CCO), 최고경험책임(Chief Experience Officer,
CEO), 법무(General Counsel), 정보책임(Chief Information Officer, C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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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협회 회무의 전문성을 갖추어 수행해 나간다. 단, 소관 이사 중 일부와 전문가들
은 회장의 임기와는 상관없이 임기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는 전문위원들
의 임기는 1~8년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위원회마다 차이가 있으나 정책 및 회무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위해 회장 임기와는 별도로 임기가 길게 규정되어 있다.

❙그림 2❙ 부회장 업무 분리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예시)

3. 비회원 이사 영입 및 임원 자격 신설6)
회장 및 입원 등 의협의 회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회무 및 정책의 전문성 및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사의 일부를 비회원 분야별 전문가를 영입할 필요
가 있다. 현재 의협 이사들은 대부분이 의사로(법제 이사 제외) 본업과 협회 업무를 병
행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과다 및 일부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
에 처해 있다.
이에 한 분야에 여러 명의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예: 보험이사, 정책이사, 기

6) 1차 연구에서는 비의사 이사라고 하였으나 비회원 이사라고 하는 것이 더 명확한 표현이라는
연구진 의견에 따라 비회원이라고 명칭을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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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이사, 의무이사, 학술이사 등) 1명 혹은 2명 정도는 분야별 비회원이사를 영입하여
회무와 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이사가 1명인 분야에서는
인원을 늘리고 필요한 분야는 신설하여 비회원이사를 영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재무이사로 전문 회계사를 추가 영입할 수도 있고, 의협 내부조직인 사무처 조직관리
를 위해 인적자원관리 이사를 신설하여 영입할 수도 있다. 지난 선행연구에서 의협 내
부조직(사무처)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의협 주요 회무 집행에 대한 모든
업무를 지원하는 협회 내부 조직인 사무처 직원에 대해서는 일반 기업과 같이 전문적
인 인사조직 관리가 필요하다. 이들은 의사도 아니고 의사협회의 근로자로서 의협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의 직무만족도와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에 대한 인적자원관리와 조직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이해
도가 높은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필요하다. 미국의사협회의 경우 수석부회장(senior
Vice President) 중 한명이 인적자원 및 경영서비스(Human Resources & Corporate
Services)를 전담하여 협회의 인사조직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의협의 사무처 직
원들은 협회 회무 진행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동기부
여 기제가 전혀 없어서 직무만족도가 많이 저하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고민과 개선
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문적인 인사조직관리 전문CEO를 이사로 영입하여 의협 내부의
중요한 조직인 사무처에 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조직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홍보이사도 홍보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다. 홍보라는 것은 단순히 협회 수행 업무
에 대해서 널리 알리는 것에 더해 최근에는 협회 이미지를 형성하는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떤 사안에 대해 어떻게 홍보하느냐에 따라서도 대중이 가지는 협회에
대한 이미지는 좋게 혹은 나쁘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비회원 이사를 영입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은 바로 영입 분
야와 영입 인원이다. 그리고 영입에 있어서 자격과 경력 요건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협회 정관 중 ‘비회원 임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제2조에 임명 및 자격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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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비회원 임원 임명에 관한 규정 제2조(임명 및 자격기준)
구분

임명 및 자격기준

1

대학교수로 그 직위가 부교수이상인 자

2

2급 이상 국가공무원(국회)으로 재직 중인 자나 재직한 경력자

3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보건의료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해당분야의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기타 임원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상당하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자

규정을 살펴보면 전문성을 키워드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나 규정이 매우 모호
하다. 제1항의 경우 “부교수”와 제2항의 경우 “2급 이상”, “국회”의 기준의 근거가 명
확하지 않다. 현재 공무원 직제 상 2급 이상은 없고, 4급 서기관 이상으로는 모두 고
위공무원단에 포함된다. 따라서 고위공무원단 가와 나급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공무원
은 겸직 금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제2항은 현실과 맞지 않다. 제4항 또한 매우 모호하
여 향후 분야별로 비회원 이사를 임명할 때는 분야별 세부 임명 및 자격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선출방식 역시 단순 임면보다는 전문성을 검증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공개채용, 혹은 분야에 따라 공개채용과 임면방식을 병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임기와 근무형태, 적정한 급여수준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임기의 경우 너무 짧으면 전문성을 발휘하고 성과를 내기에 시간적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임기를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 또한 근무형태도 비상근이나 반
상근보다는 전념하여 협회 회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도록 상근형태가 바람직할 수도
있다. 이는 분야별로 다르게 할 수도 있다. 또한 급여수준도 의협이라는 단체에서 전문
가로 근무하게끔 유인하는 수준은 되어야 한다.
현재 의협의 임원이 되고자 할 경우 일정한 후보자격(추천, 회비납부, 회원 등)을 제
외하고는 특별한 자격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특히 직선제 하에서는 모든 회원이
임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 정책이나 회무에 대한 경험, 경력, 역량 등이 상
대적으로 많지 않은 회원이 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의협의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와 회무 수행에 대한 적응기간이 필요하게 되어 대정부활동과 의협 회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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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에 있어서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고, 원활한 수행조차 어렵게 된다. 따라서 임원의
자격 요건 신설의 필요성이 있다. 임원의 자격 요건을 신설하게 되면 의협 회무 및 정책
집행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특히 회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4. 차기대표제도 도입
선행연구에서 회장 및 임원의 3년이라는 임기 시스템이 의협 회무 및 정책 집행의
연속성 단절 문제를 가져온다는 점이 의협 거버넌스의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되었다.
3년마다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회장마다 회무 수행 방향성과 대정부 정책
에 대한 입장이 다를 경우 회무와 정책의 연속성이 단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직선제 이후7) 연임한 회장은 제38대(보궐)와 제39대 회장8) 이후 없다.
회무와 정책의 연속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기 대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의사협회 회장(대의원회 의장, 이사회-Board of Trustees, 의장 동일)의 임
기는 1년이지만 회장은 현 회장, 직전 회장, 차기회장으로서 회무 임기 시작 1년에 앞
서 차기 회장을 뽑고 현직 회장과 함께 집행부 활동을 같이 한다. 임기 후 1년간은 전
회장 자격으로 계속 집행부에 남는다. 이들은 미국의사협회의 비전과 정책 지향이 회
장 임기와 맞물리면서 일관성 있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현 집행부가 각 분야에 형성
해 놓은 네트워크와 노하우가 차기 집행부에 그대로 계승된다. 따라서 회무 및 정책의
연속성이 보장된다. 단, 차기 대표 제도는 기존의 간선제와 마찬가지로 후보를 지명할
경우에는 ‘세습’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후보자는 지명이 아니라 현재
의 후보자 등록 방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차기대표제도는 비단 회장뿐만 아니라 대의원회 의장, 앞서 제안했던 최고위 회의제
도가 도입된다면 그 의장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차기대표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점은 의협의 회장 임기가 미국의사협회
의 회장 임기와 다르다는 점이다. 즉, 의협 회장의 임기는 3년이기 때문에 설계를 다
7) 제32대 신상진 회장(2001년)
8) 추무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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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의협은 2년 임기에 1년을 직전 회장 임기로 정하면 현재
임기와 같으면서 미국의사협회의 회장 제도를 도입하여 장점을 가져올 수 있다. 즉,
2021년에 새 회장을 선출하면 현재 회장은 2021년은 직전회장으로 회무를 함께 수행
한다. 2021년 선출되는 회장의 2년차에 차차기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을 계속하면 2023
년에는 직전회장-현회장-차기회장 3명의 회장단이 구성되어 함께 회무를 수행할 수 있
게 된다. 단, 이것은 제안일 뿐 실제로 차기대표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장단의 임기를 병행시킬 지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
연도

현

차기

차차기

차차차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그림 3❙ 차기대표 제도 도입시 대표간 업무 협력 시기

차기대표제도는 앞서 언급한 장점들도 있지만 회장들 사이 동일한 사안(회무 혹은
정책 등)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때는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들은 매우 곤란한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 따라서 차기대표제도를 도입하게 된다면 이러한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려와 대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럼에도 차기 대표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기대효과로서 의협의 고질적인 회무 및
정책의 단절 문제를 해결하고 연속성 유지 및 책임성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5. 회장 선출 방식 개선
선행연구에서 의협의 회장 선출방식에 대해서 직선제와 간선제의 문제점들에 대해
각각 지적하였다. 의협 회장 선출방식은 간선제(대의원회 선거인단 투표)로 이어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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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의약분업 사태를 겪으면서 기존의 간선제 선출 회장은 투쟁에 있어서 강력한 힘
을 낼 수 없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즉, 학연과 지연 등을 기반으로 일부 메이저 대학
출신들의 후보자들 사이에서 선출된 회장으로는 10만(당시) 의사들을 대표할 수 없고,
강력하게 의사단체들을 이끌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후 회장 선출방식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이루어졌고, 결국 2001년 7월에 의협 회장선거는 직선제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직선제 도입 이후 우편투표방식, 낮은 투표참여율과 회장 득표수, 일부 직역 몰림 현상
등 직선제 선출방식의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다. 이에 2012년에 잠시 다시 간선
제로 회귀하였다가 간선제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차등선거, 선거인단 배정기준인 회원현
황, 선거인단 선거의 대표성과 공정성, 직역별 선거인단 배분 및 선거인단 선거 관리,
간선제의 비용 대비 효과 문제 등)이 계속 제기되면서 2012년 정기총회에서 다시 직
선제로 바뀌었다. 최근 직선제가 가지고 있는 우편투표방식은 전자투표방식이 도입되
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듯 보였으나 낮은 투표 참여율은 계속해서 문제가 되었
다. 즉, 전체회원 약 12만 명 중 회장 당선인의 득표수는 적게는 3천표에서 많게는 6
천표 사이였다. 즉 전체 회원 수의 10%의 지지도 얻지 못하고 회장으로 당선되다보니
의사전체를 대표한다는 대표성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업무 수행의 지지력도 계속 저하
되고 있다. 일례로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처리하는 임시총회가 계속해서 연례행사처
럼 열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간선제, 직선제, 혹은 혼합방식 등 계속해서 회장 선출
방식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 오고 있다. 따라서 회장 선출 방식에 대한 문제점들을 개선
하고 대표성과 지지력을 회복하기 위한 대안 및 개선이 필요하다. 예를 간선제와 직선
제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선거인단을 통한 후보선출과 그렇게 선출된 후보들에 대한 회
원 전체의 투표를 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 반대로 회원 직접 선거로 선출한 회
장 1순위와 2순위 후보를 대의원 총회 결선투표제를 통해 새 회장을 선출하되, 2순위
후보에게 회장 캐비넷 구성시 일부 인사(부회장, 정책이사, 의무이사 등)에 대한 임원
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화합과 견제를 할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를 만들 수도 있다. 다
른 방안으로는 각 시도의사회 총회를 통해 참석한 회원들 중 선거인단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선출하고 그들이 회장(현재 방식으로 입후보)에 대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매우 다양한 방식들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방안들이 현실화되기 위
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고민과 논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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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실행전략화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거버넌스 개선방안 우선순위 선정

앞서 언급하였던 대한의사협회 거버넌스 개선방안들을 모두 실행전략화하기에는 시
간적으로 부족하고, 각 방안마다 논의할 부분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대
한의사협회 거버넌스 개선방안에 대해서 의협 내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AHP 설문조
사를 실시하여 본 연구에서 논의할 3가지 안을 우선순위로 정하였다.

1. 대한의사협회 거버넌스 개선방안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AHP 조사
1) 계층 의사결정 기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 의사결정 기법(이하 AHP 조사)은 2개의 의견(일반적으로 정책, 본 연구에서는
개선방안들)을 상호 쌍대 비교하여 2개의 의견 간 상대적 중요성(우선순위)을 측정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방법은 1970년대 초 Thomas L. Saaty에 의해 개발된
의사결정방법으로 전략적인 의사결정이나 추구하는 목표나 기준이 다수 혹은 복잡한
의사결정 문제에 적합한 연구방법론으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 선택, 국가사업 시
행의 우선순위,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매우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방
법론이다. AHP 조사는 일반인이 아닌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기 때
문에 특정 사안에 대한 실무지식과 전문적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집단의 표본
수는 집단의 특성이 동질적일 때 10명 이내로도 충분하다.
쌍대비교에서 사용되는 척도의 범위는 1에서 9까지의 수와 그에 대한 역수로 배열
이 되고, 각 문항별로 두 문항 요소간 상대적 중요도 측정을 하게 된다. AHP 조사는
그 결과의 신뢰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 개인들의 판단상의 오류를 측정
하여 조사 결과에 대한 일관성(Consistency ratio, CR)을 계산하여 판단한다. 통상적
으로 CR은 그 값이 작을수록 판단의 일관성이 크다고 보는데, CR이 20%(0.2)보다 작
을 경우 설문에 응한 전문가들이 상당히 일관성 있게 쌍대비교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일관성 비율에 대해서 CR이 0.1인 경우에만 수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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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Satty & Kerans(1985)의 연구에서 일관성 비
율이 0.2 이하의 범위에서도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보았고, 노화준 등(1996), 이
재은 등(2007) 연구에서도 일관성 비율이 0.2 미만인 경우에도 전문가 의견조사에 의
해 설정된 가중치 사이에는 대체로 일관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입증하고 있다. 여기에
서 일관성에 대한 편차는 일관성 지수(Consistency Index, CI)로 표현하는데

로 계산된다. 여기에서 λmax는 쌍대비교행렬의 가장 큰 고유치(largest eigenvalue)
를 의미하고, n은 비교되는 기준의 수를 말한다. AHP 쌍대비교에서는 λmax≥ n의
관계는 항상 성립하며, 일관성이 완벽한 비교행렬의 경우 이 둘 사이의 관계는 동등해
지고, 일관성이 클수록 λmax가 n에 가까워진다. 그러므로 일관성 비율인 CR을 사용
하여 일관성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CR의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분석에 사용된 무작위지수(Random Index, RI)는 Saaty가 제시하였는데 9점척도를
이용하여 표본크기를 100으로 하고 무작위로 만들어낸 역수행렬(reciprocal matrix)
의 일관성지수 값의 평균값으로 역수행렬의 1차원에서 15차원까지의 값을 아래와 같
이 제시하고 이를 계산한 것이다. 즉 행렬(order)의 크기에서 난수지수의 값을 뺀 것
이다. 행렬은 쌍대비교하는 개선방안의 수이다. Satty가 제시한 무작위지수는 다음과
같다.9) 본 연구에서는 행렬 5의 1.1을 Random Index로 사용하였다.
❙표 2❙ Random Index
행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RI

0

0

0.52

0.89

1.11

1.25

1.35

1.4

1.45

1.49

1.52

1.54

1.56

1.58

1.59

9) Satty T.L.L& L.G.Vargas, TheLogicof Priorities, KluwerNijihoff, publishing London,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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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대상
조사 대상은 의협의 다양한 구성기구의 구성원들의 의견을 받기 위하여 집행부, 시
도의사회장단,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연구소 운영위원 및 연구위원, 사무처
국팀장, 연구원으로 정하였다.

3) 조사기간
조사기간은 2020년 6월 24일부터 7월 17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조사방법을 병
행하였으며, 총 응답 수는 77명이었다. CR 0.2를 초과하는 응답지를 모두 삭제하고
25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AHP 조사 결과
5개 의협 거버넌스 개선방안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결과의
최종 C.R은 0.12로 신뢰도는 검증되었다.
우선순위 1위는 “최고위회의 구성 및 운영”, 2위는 “비회원이사 영입 및 임원 자격
신설”, 3위는 “부회장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4위는 “차기대표제도 도입”, 5
위는 “회장 선출 방식 개선”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위부터 3위까지 개
선방안을 본 연구에서 다룰 개선방안으로 선정하였다.

20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제2장 대한의사협회 거버넌스 개선방안 선정

❙표 3❙ 의협 거버넌스 개선방안 우선순위 조사결과
ID

차기대표
제도

최고위
회의

부회장
전문위원회

비회원이사영입 및
임원 자격 신설

회장 선출
방식 개선

C.I

C.R

1

0.117

0.076

0.384

0.243

0.181

0.1680

0.1514

24

0.197

0.125

0.331

0.284

0.062

0.2129

0.1918

25

0.369

0.416

0.093

0.025

0.096

0.1257

0.1133

26

0.042

0.035

0.117

0.117

0.690

0.0881

0.0794

28

0.249

0.494

0.133

0.090

0.033

0.1662

0.1498

35

0.034

0.432

0.276

0.201

0.057

0.0442

0.0398

38

0.228

0.049

0.139

0.108

0.476

0.1812

0.1632

39

0.119

0.032

0.166

0.628

0.054

0.2054

0.1850

40

0.527

0.212

0.132

0.078

0.051

0.1275

0.1149

41

0.169

0.065

0.363

0.305

0.097

0.1096

0.0987

42

0.102

0.033

0.033

0.489

0.343

0.1617

0.1457

44

0.052

0.634

0.210

0.052

0.052

0.0918

0.0827

45

0.086

0.393

0.231

0.221

0.069

0.1567

0.1412

46

0.149

0.460

0.040

0.202

0.149

0.1140

0.1027

48

0.282

0.282

0.148

0.072

0.217

0.0496

0.0447

49

0.163

0.377

0.109

0.286

0.065

0.1290

0.1163

51

0.211

0.085

0.207

0.279

0.218

0.1145

0.1032

55

0.054

0.054

0.243

0.484

0.165

0.1262

0.1137

59

0.189

0.202

0.091

0.443

0.074

0.0453

0.0408

61

0.512

0.060

0.129

0.268

0.031

0.0606

0.0546

63

0.308

0.456

0.124

0.025

0.088

0.2068

0.1863

66

0.048

0.653

0.138

0.138

0.024

0.1983

0.1786

68

0.103

0.084

0.265

0.134

0.415

0.0753

0.0679

70

0.160

0.076

0.350

0.316

0.097

0.0904

0.0815

76

0.026

0.141

0.336

0.101

0.397

0.1684

0.1517

Adj.
weight

0.1798

0.2370

0.1915

0.2236

0.1680

0.1287

0.1159

우선순위

4위

1위

3위

2위

5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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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조사 설계

1. 설문내용
1) 최고위 회의 구성 및 운영
앞서 언급하였지만 최고위 회의 구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 기구와 구성
원 수이다. 중요한 회무 및 정책 수행에 있어서 의협의 방향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는 회의이기 때문에 의협을 구성하는 모든 기구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
고, 또한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구성기구별 적정한 수가 배정되어야 한다. 그
러나 너무 많은 기구들이 다 참석하게 되고, 너무 많은 인원들이 참석하게 회의 운영
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 참여 구성기구와 인원이 정
해져야 한다.
또한 회의 운영 횟수, 최고의 회의 개최시간, 최고위 회의 참석에 대한 보상 방법
등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의협의 구성기구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반드시 의견을
모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안건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 자주 개최하거나 혹은 이벤트성처럼 개최 횟수가 적으면 실효성면에서 문제가 생
길 수 있다. 회의마다 논의되는 안건의 수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안건마다 논의할 때
적절한 시간(예: 1일 혹은 2일)이 충분히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적정 회의 시간에 대한
기준도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인터뷰 결과, 이 회의에 대한 성격 및 적정한 권한에 대해서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최고위의 성격 및 적정한 권한(의결기구 혹은 자문기구)에 대해
서도 논의에 포함하였다.
또한 단순 회의 참석이 아니라 토의와 그 결과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개최
되는 회의 참석이기 때문에 적절한 보상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고위 회의라는 명칭이 과연 이 기구의 성격과 특징을 모두 포함하는
가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최고위 명칭을 대체 명칭에 대한 논의도 포함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은 설문 문항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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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최고위 회의 설문 구성
구분

설문 구성

1

최고위 회의 구성 및 운영의 필요성(부정응답시 이유 포함)

2

참여 구성기구

3

적정한 참여 구성기구별 참여인원

4

구체적인 참여구성기구별 참여인원

5

최고위 회의 운영 횟수

6

최고위 회의 시간

7

최고위의 성격 및 적정한 권한

8

최고위 회의 참석 보상 방법

9

최고위 회의 명칭

2) 비회원 이사 영입 및 임원 자격 신설
(1) 비회원 이사 영입
앞서 AHP 조사 당시 비회원 이사 영입과 기존 임원 자격에 대한 내용을 분리할 필
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본 조사에서는 이 2가지 안을 분리하여 조사하기
로 하였다.
비회원 이사 영입에서 중요한 것은 무슨 분야에 비회원 이사를 영입할 것이냐이다.
현재 의협에서 비회원 이사는 법제 이사 외에는 없다. 물론 정관상 ‘비회원 임원 임용
에 관한 규정’이 있으므로 비회원 이사를 영입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회무 집행의 효율성 및 전문
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 비회원 이사를 영입할 필요는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비회원 이사 영입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기획 및 전략, 홍보, 정보관리, 재무,
출판, 건강보험, 보건의료정책 분야 등이 논의될 수 있고, 선행연구에서는 협회 사무처
의 인사조직관리 분야의 신설 등도 논의되었다.
비회원 이사의 경우 기존과는 달리 관련 분야 전문성이 매우 중요한 자격 요건이 되
기 때문에 선출방식에 대해서도 기존과 다르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는 회장이
임면하는 방식이었으나 공개채용 혹은 분야에 따라 임면과 공개채용을 병행할 수도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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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하였지만 비회원 이사의 자격요건은 전문성이 기준이 되지만 의사단체에
대한 이해가 없을 경우 회무를 수행하는데 내외부에서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다. 따라
서 의사단체 업무 관련 경력을 자격 요건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 관련 분야 경력도 반드시 요건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비회원 이사의 경우 의사 이사에 비해 협회 회무 수행 경험이 전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적응기간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한다. 따라서 기존처럼 회장 및 집행부의 임기
와 같이 3년으로 임기를 정할 경우 본격적으로 업무에 대한 역량과 성과가 나오기 전
에 임기가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임기를 다르게 적용할 필요성도 있다.
비회원 이사의 경우 의사 이사에 비해 협회 회무에 전념해야만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근무 형태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해둘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비회원
이사의 급여수준도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상근으로 협회 회무에만 전념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수가 결정되어야 하고 그래야만 특정분야의 전문가들을 협회에 유인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인터뷰 결과, 일부 회무 및 정책분야(예: 인사조직관리, 홍보 등) 비회원 이사에는
의협 내부 직원의 임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도 논의에 포함하였
다. 이는 의협 내부 직원일 경우 협회 내부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회무의 효율성 강
화에 도움이 되고, 내부 직원의 동기부여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설문 문항을 선정하였다.
❙표 5❙ 비회원 이사 영입 설문 구성
구분

설문 구성

1

비회원 이사 영입의 필요성(부정응답시 이유 포함)

2

비회원 이사가 필요한 회무 및 정책 분야(우선순위 5개, 복수응답)

3

선출방식

4

자격요건(복수응답)

5

임기

6

근무형태

7

급여수준

8

내부직원 이사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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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 자격 신설
현재 임원의 자격 신설에 있어서 논의해야 할 점은 신설할 자격요건을 무엇으로 하
느냐와 경력 인정 기간을 결정하는 것이다. 현재 임원의 자격요건에 대한 규정이 별도
로 없는데 이는 회장의 인사권(임면)의 유연함과 융통성이라는 장점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임원 자격 요건이 많아지면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여 인력 pool 부
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최소한의 임원 자격 요건만 갖추게 할 필요가 있
고, 경력 인정 기간도 너무 짧으면 전문성 문제가, 너무 길면 실효성 저하 문제가 발
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인터뷰 결과, 임원의 회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임원 아카데미와 같은 의협 회
무 및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도 대안이라는 의견
이 있어서 이 부분도 논의에 포함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은 설문 문항을 선정하였다.
❙표 6❙ 임원 자격 신설 설문 구성
구분

설문 구성

1

임원 자격 요건 신설 필요성(부정응답시 이유 포함)

2

신설 자격 요건(복수응답)

3

경력 인정 기간

4

경력 인정 기간 이유

5

임원 아카데미 운영 필요성

6

임원 아카데미 프로그램 수강 의향

3) 부회장 업무 분리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회장 업무 분리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될 부
분은 전문위원회의 분야를 정하는 것이다. 이는 업무 추진의 효율성 및 전문성에 직결
되는 부분으로 분야를 잘 나누어 위원회를 구성해야만 방안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
다. 특히 정관상 부회장이 6명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분야를 잘 정하여 운
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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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각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수도 적절하게 정해야 한다. 너무 많으면 효
율성이 부족하게 되고, 너무 적으면 전문성과 업무 부담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
이다.
각 전문위원의 선출방식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추천방식을 할 것인지 공개채용
방식을 할 것인지, 임면권은 누구에게 줄 것인지 등에 대해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
전문위원에 따라 추천방식이 더 효율적일 수 있고, 공개채용방식이 더 유용할 수 있다.
전문위원의 의견은 협회의 회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회무
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하는데 가장 적합한 선발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앞서 미국 사례에서도 언급했지만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는 별도로 전문위원들의 임
기는 회장 및 집행부의 임기와는 다르게 또한 위원회마다 다르게 규정하여 위원회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위원회 특성상 전문위원은 전문위원으로서 의협의 회무와 정책에 대한 전문
적인 의견, 대안 등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고정적인 투입 시간이 필요하고, 그에 따
른 합당한 수준의 보상도 제공해야 한다. 적정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적합한 유능
한 인재를 유인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설문 문항을 선정하였다.
❙표 7❙ 부회장 업무 분리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설문 구성
구분

설문 구성

1

부회장 산하 전문위원회 신설 및 운영 필요성(부정응답시 이유 포함)

2

전문위원회 필요 회무 및 정책 분야(복수응답)

3

전문위원회 구성 위원수

4

전문위원 선출방식

5

전문위원 임기

6

회의 참석에 대한 보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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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 대상 및 설문기간
1) 설문대상
설문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감사, 집행부(상임이사회), 시도의사회장 등
의협 거버넌스에 포함된 임원, 대의원, 회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총
8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이 중 35명이 응답하여 응답률은 43.8%였다.
❙표 8❙ 설문조사 대상
구분

배포 수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21

집행부(상임이사회)

39

시도의사회장단

16

감사단

4

합계

80

2) 설문기간
설문기간은 11월 13일부터 12월 2일까지 약 한 달간 시행하였다.

3) 설문방법
설문은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오프라인(설문지 배포)와 온라인(이메일) 2가지 방식을
병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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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조사결과

1. 인구통계학적 특징
❙표 9❙ 본 조사 응답자 인구통계학적 특징
구분

소속

직역

근무기관유형

연령

성별

구분
대의원회
시도의사회
집행부
기타
무응답
합계
개원의
봉직의
교수
전공의
공보의
기타
무응답
합계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기타
무응답
합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무응답
합계
남성
여성
합계

응답수
13
3
14
2
3
35
21
2
7
1
1
2
1
35
20
2
6
4
2
1
35
1
2
2
15
13
2
35
34
1
35

백분율
37.1
8.6
40.0
5.7
8.6
100
60.0
5.7
20.0
2.9
2.9
5.7
2.9
100
57.1
5.7
17.1
11.4
5.7
2.9
100
2.9
5.7
5.7
42.9
37.1
5.7
100
97.1
2.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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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응답자 35명 중 대의원회는 37.1%, 집행부는 40%, 시도의사회는 8.6%였다.
직역은 전체의 60%가 개원의였고, 교수가 20%, 복직의가 2%였다. 근무기관유형은 의
원이 57.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종합병원 17.1%, 상급종합병원 11.4%였다.
연령은 50대가 42.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60대가 37.1%로 많았다. 성별은 1
명을 제외하고 응답자 전원이 남자였다.

2. 최고위 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결과
1) 최고위 회의 구성 및 운영의 필요성
최고위 회의 구성 및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전체의 88.6%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
고, 11.4%인 4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다. 필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최고위
회의가 옥상옥(屋上屋) 기구로 작용해 오히려 집행부의 회무 수행을 더 어렵게 할 가능
성이 높고,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중구난방(衆口難防)으로 각 구성기구의 의견
만 내세우게 되어 오히려 불화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표 10❙ 최고위 회의 구성 및 운영의 필요성
구분

응답수

백분율

필요하다

31

88.6

필요하지 않다

4

11.4

합계

35

100

2) 최고위 회의의 성격 및 적정한 권한
최고위 회의의 성격 및 권한에 대한 질문에 ‘의료계의 통합된 의견 개진을 위해 자
문기구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48.6%로 가장 많았고, ‘의결권을 지닌 기구로 운
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34.3%였다. 이는 인터뷰에서도 의결권에 대해서 정관상의 문제
가 생길 수 있고, 대의원회와 상임이사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위치가 모호하게 된다
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최고위 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방안이 제안
된 이유도 집행부가 1년에 1번 개최되는 대의원 총회에서 결정되는 수임사항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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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긴급한 사안이 충돌하거나 수임사항에 대한 방향 전환이
필요할 때 대의원회에서 이를 위임받아 각 직역의 대표자가 모여서 하나의 통일된 의
견을 모으고 이를 통해 집행부의 회무 처리를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
에 의결권을 가진 기구보다는 자문기구로서 성격과 권한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표 11❙ 최고위 회의의 성격 및 권한
구분

응답수

백분율

의결권을 지닌 기구로 운영하는 방안

12

34.3

의료계의 통합된 의견 개진을 위해 자문기구로 운영하는 방안

17

48.6

협회에서 독립된 협의체

1

2.9

무응답

5

14.3

합계

35

100%

3) 최고위 회의 참여 구성기구
현재 의협의 정관상에는 대의원회, 이사회(집행부), 시도의사회, 대한의학회, 개원의
협의회, 전공의협의회, 공보의협의회가 공식적인 구성기구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최
고위 회의에서 다룰 사안들은 의료계 전체를 아우르는 사안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
에 정관상 구성기구 외에도 의협 전체를 대표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구성기구가 아니
더라도 다양한 구성기구가 참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대한 질문에 정관상 기구
만 참여해도 된다는 의견이 17.1%였고, 여의사회와 병원의사협의회를 포함시켜야 한
다는 의견이 14.3%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전임대의원회와 전임 집행부 포함, 의대생
협의회, 중소병원협의회, 의과대학협의회, 병원장협의회, 의사노조를 구성해서 그 대표
자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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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최고위 회의에 추가되어야 할 구성기구
구분

응답수

백분율

여의사회

5

14.3

병원의사협의회

5

14.3

교수협의회

2

5.7

전임의협의회

1

2.9

정관상 기구만 참여

6

17.1

기타

7

20.0

무응답

9

25.7

합계

35

100

4) 참여 구성기구별 참여 인원
최고위 회의 구성기구별 적정 인원에 대한 질문에 각 구성기구별 2명(회장 1명, 부
회장 1명)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20%, 각 구성기구별 대표 1명, 각 구성기구별 3명(회
장, 부회장, 총무이사 혹은 간사)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11.4%였다.
각 구성기구별로 2명 혹은 1명씩 해야 된다는 의견은 회의 인원이 많을 경우 회의
가 월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고, 비용면에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기타의견으로는 각 구성기구별 7명씩, 대의원회, 이사회, 시도의사회, 의학회는 각 5
명씩, 그 외의 구성기구는 각 1명씩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13❙ 최고위 회의 참여 구성기구별 인원

34

구분

응답수

백분율

대표 1명

4

11.4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각 구성기구별 2명씩

7

20.0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이사(간사) 1명, 각 구성기구별 3명씩

4

11.4

대의원회 3명, 집행부 3명, 시도의사회 3명, 다른 구성기구 각 1명씩

3

8.6

기타

4

11.4

무응답

13

37.1

합계

3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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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고위 회의 운영 횟수
최고위 회의 운영 횟수에 대해서는 ‘월 1회’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40.0%로 가장 많
았고, 그 다음으로는 ‘2달 1회’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22.9%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표 14❙ 최고위 회의 운영 횟수
응답수

백분율

14

40.0

월 1회
2달 1회

8

22.9

분기별 1회

6

17.1

기타

3

8.6

무응답

4

11.4

합계

35

100%

6) 최고위 회의 시간
최고위 회의 시간은 ‘반나절(4시간)’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45.7%로 가장 많았고, ‘종
일(오전 4시간, 오후 4시간)’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22.9%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그러
나 기타 의견으로 상정되는 사안에 따라 ‘무제한 회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회의 자료를 미리 사전에 공유한다면 3시간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표 15❙ 최고위 회의 시간
구분

응답수

백분율

반나절(4시간)

16

45.7

종일(오전오후4시간씩)

8

22.9

1박 2일(토요일 오후 4시간+일요일 오전 오후 각 4시간씩, 약 12시간)

4

11.4

기타

3

8.6

무응답

4

11.4

합계

35

100%

7) 최고위 회의 참석에 대한 보상수준
최고위 회의 참석에 대한 적정한 보상수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참석으로 인한

www.rihp.re.kr

35

대한의사협회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실행전략 연구

기회비용만큼 보상(예: 진료, 강의 등)’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48.6%로 가장 많았고,
‘현재 수준의 참석수당(지방 경우 교통비, 그 외 30,000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40%
였다. 이는 의협을 위해 봉사하는 차원보다는 의료전문가로서의 역할과 업무 수행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참석수당에
응답한 것은 인터뷰 결과 재정 문제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표 16❙ 최고위 회의 참석에 대한 보상수준
구분

응답수

백분율

참석수당(현재 기준)

14

40.0

참석으로 인한 기회비용만큼 보상(예: 진료, 강의 등)

17

48.6

무응답

4

11.4

합계

35

100%

8) 최고위 회의 대체 명칭에 대한 의견
최고위 회의가 의협 대의원회보다 상위 구성기구라고 잘못 인식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최고의 회의’에 대한 대체 명칭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기존의 최고의 회의라는
명칭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많았고, 그 외에도 대표자회의, 직역대표자회의, 대한의사협
회 최고위원회, 상임자문회의, 최고위자문단회의, 의료정책자문위원회의, 범의료계 자문
회의, 거버넌스 위원회 등이 제안되었다.

3. 비회원 이사 영입 및 임원 자격 신설에 대한 결과
1) 비회원 이사 영입
(1) 비회원 이사 영입의 필요성
비회원 이사 영입의 필요성에 대해 전체의 97.1%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1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는데, 그 이유는 의협의 회무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의사가
아니면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었다. 현재도 비회원 이사는 영입이 가능하나 특정
분야(법제이사)를 제외하고는 활발하지 않은데, 인터뷰에서는 과거에도 비회원 이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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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입했을 때 회무 수행면에서 그 전문성이 뛰어났거나 효율성이 높지 않았고, 오히려
다양한 문제가 야기되었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최근 일부 분
야에서는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비회원 이사의 영입에 대해서는 대부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표 17❙ 비회원 이사 영입의 필요성
구분

응답수

백분율

필요하다

34

97.1

필요하지 않다

1

2.9

합계

35

100.0

(2) 비회원 이사 영입이 필요한 회무 및 정책 분야
비회원 이사 영입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홍보 분야’가 19.1%로 가장 높았다.
이는 인터뷰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분야였다. 그 다음으로는 ‘기획 및 전략분야’
였고, ‘보건의료정책 분야’와 ‘인사조직관리 분야’였다. 그 외 기타 의견으로는 대외협
력,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영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18❙ 비회원 이사 영입 필요 회무 및 정책 분야
구분

응답수

백분율

인사조직관리 분야

20

12.7

기획 및 전략 분야

28

17.8

홍보 분야

30

19.1

정보관리 분야

16

10.2

재무 분야

12

7.6

출판 분야

6

3.8

건강보험 분야

18

11.5

보건의료정책 분야

24

15.3

기타

3

1.9

합계

157

100

* 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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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회원 이사 선출방식
비회원 이사의 선출방식에 대해서는 전체의 71.4%가 임면과 공개채용 방식을 병행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17.1%가 공개채용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19❙ 비회원 이사 선출방식
구분

응답 수

백분율

회장이 임면(현재 방식)

3

8.6

공개채용

6

17.1

임면+공개채용 병행

25

71.4

무응답

1

2.9

합계

35

100

(4) 비회원 이사 자격 요건
비회원 이사의 자격 요건으로는 75.6%가 업무 관련 분야 경력이라고 응답하였고,
24.4%가 의사단체 업무 관련 경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20❙ 비회원 이사 자격 요건
구분

응답수

백분율

의사단체 업무 관련 경력

10

24.4

업무 관련 분야 경력

31

75.6

합계

41

100

* 복수응답

(5) 비회원 이사 임기
비회원 이사의 임기에 대해서는 48.6%가 현 집행부와 차기 집행부의 임기에 걸쳐
연속되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22.9%가 집행부와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응답하
였다. 현 집행부와 차기 집행부 임기에 걸쳐 연속되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유에
대해서는 ‘회무의 연속성’ 의견이 가장 많았고, 집행부와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유는 ‘집행부와의 업무 협조’ 의견이 가장 많았다. 1년마다 재계약 한다고 응답한 이
유는 처음 시도하는 방식이고, 능력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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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으로는 전문직업성을 보장하기 위해 3년마다 재계약 혹은 정규직 채용, 2
년마다 재계약, 1년 계약 후 평가를 통해 2년 연장하고, 차기 집행부 임용시는 3년 계
약하여 6년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표 21❙ 비회원 이사 임기
구분

응답수

백분율

집행부와 동일(3년)

8

22.9

1년마다 재계약

5

14.3

현집행부와 차기 집행부 임기에 걸쳐 연속

17

48.6

기타

4

11.4

무응답

1

2.9

합계

35

100

(6) 비회원 이사 근무형태
비회원 이사의 근무형태에 대해서는 60.0%가 상근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20.0%
가 비상근하게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상근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
문성을 살린 업무 집중’, ‘책임성 부여를 통한 효율성 향상’ 의견이 가장 많았고, 비상
근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유는 ‘재정 문제’ 의견이 가장 많았다.
기타 의견으로는 분야마다 다르게 상근과 비상근을 적절하게 혼용해서 사용해야 한
다는 의견이 많았다.
❙표 22❙ 비회원 이사 근무형태
구분

응답수

백분율

상근

21

60.0

비상근

7

20.0

기타

6

17.1

무응답

1

2.9

합계

3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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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비회원 이사 급여수준
비회원 이사의 급여수준에 대해서는 68.6%가 ‘분야 전문성을 인정하여 시장가’를
지급한다고 응답하였고, 17.1%가 ‘현재 상근(반상근) 이사의 급여수준과 동일’하게 지
급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분야 전문성을 인정하여 시장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응답
한 이유로 ‘우수한 전문 인력 유인’, ‘분야에 대한 경력과 전문성 인정’, ‘실질적인 활
동 가능 및 업무 효율성 극대화’ 의견이 많았고, ‘현재 상근(반상근)이사의 급여수준과
동일’에 대해서는 ‘재정문제’, ‘업무의 양과 지속성 고려’ 의견이 가장 많았다.
기타 의견으로는 ‘현재 상근이상의 급여와 전문가의 시장가 중간 정도 수준’을 하여
재정부담 완화와 전문가 영입 유인의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23❙ 비회원 이사 급여수준
구분

응답수

백분율

현재 상근(반상근)급여수준과 동일

6

17.1

분야 전문성을 인정하여 시장가

24

68.6

기타

4

11.4

무응답

1

2.9

합계

35

100

(8) 내부직원의 비회원 이사 임용 필요성
내부직원의 비회원 이사 임용의 필요성에 대해 74.3%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17.1%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내부직원의 비회원 이사 임용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이유는 ‘의협 조직 및 활동 등 내부 사정 정통’, ‘내부직원의 동기부여’, ‘조직
내부 업무의 효율성 제고’ 의견이 많았다. 반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전
문성 부족’, ‘다른 방식으로도 직원 의견 개진 가능’, ‘정규직 포기 불확실성으로 인해
유명무실 제도화’ 의견이 있었다.
기타의견으로는 ‘외부 전문가 이상의 능력과 자격이 된다면 가능’, ‘처음 도입하는
제도이므로 신중히 제도화 필요’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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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내부직원의 비회원 이사 임용 필요성
구분

응답수

백분율

필요하다

26

74.3

필요하지 않다

6

17.1

기타

2

5.7

무응답

1

2.9

합계

35

100

2) 임원 자격 요건 신설
(1) 임원 자격 요건 신설의 필요성
임원 자격 요건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전체의 85.7%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11.4%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는데, 필요하지 않은 이유로는 ‘회장의 인사권 제
약’, ‘진입장벽 요소’, ‘일할 인력 pool 부족 문제 심화’ 때문이라고 하였다. 의협 회무
를 이끌어가는 임원의 자격은 임원의 경험과 역량문제와 연결되는데 이에 대해서 내부
적으로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25❙ 임원 자격 요건 신설의 필요성
구분

응답수

백분율

필요하다

30

85.7

필요하지 않다

4

11.4

합계

35

100

(2) 임원 자격 신설 요건
임원 자격 신설 요건으로는 34.4% ‘의협 관련 기관 혹은 조직 활동 경력’, 24.6%가
‘지역의사회 활동경력’, 23%가 ‘업무 관련 분야 경력’, 18%가 ‘의협 임원 활동 경력’
이라고 응답하였다. 즉, 의협 임원으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의협 관련 기관 혹은 조직
활동 경력이 제일 중요한 요건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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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임원 자격 신설 요건
구분

응답수

백분율

의협 임원 활동 경력

11

18.0

지역의사회 활동경력

15

24.6

의협 관련 기관 혹은 조직 활동 경력

21

34.4

업무 관련 분야 경력 (예: 비영리단체, 시민단체, 기자 경력 등)

14

23.0

합계

61

100

* 복수응답

(3) 임원 경력 인정 기간
임원 경력 인정 기간에 대해 ‘5년 이상’이 28.6%, ‘3년 이상’ 이 25.7%, ‘1년 이상’
이 17.1%로 가장 많았다. ‘5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이유는 ‘경험 축적 및 검증 시간
필요’, ‘의료계 상황을 이해하고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5년 이상 경력 필요’라고 응답
하였다. ‘3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이유는 ‘조직 업무 파악 기간 필요’, ‘의사회에 대한
이해 시간 필요’,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 축적 시간 필요’라고 응답하였다. ‘1년 이상’
이라고 응답한 이유는 ‘회무에 대한 이해를 위한 최소시간’, ‘기본적인 업무 파악은 1년
이면 가능’, ‘조직 및 정책 이해를 위한 최소 시간’, ‘적응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1년으로도 충분’, ‘회무 파악 최소시간’이라고 응답하였다. 전체 평균은 3.09년이었는
데, 이를 보아 최소한 3년 이상의 경력은 있어야 임원으로서 업무 수행이 원활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 임원 경력 인정 기간

42

구분

응답수

백분율

1년 이상

6

17.1

2년 이상

3

8.6

3년 이상

9

25.7

5년 이상

10

28.6

6년 이상

1

2.9

10년 이상

1

2.9

무응답

5

14.2

합계

3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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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원 아카데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필요성
인터뷰 결과, 임원 자격 요건을 신설하게 되면 진입장벽 요소로 작용하게 되고, 일
할 수 있는 인력의 pool 부족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안으로 의협 회무 및 정책 프로세스, 기본적인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임원 및 회원
대상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에 임원 아카데미 프
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응답 3명을 제외한
91.4%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즉, 응답자 전원이 이러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 임원 아카데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필요성
구분

응답수

백분율

필요하다

32

91.4

필요하지 않다

0

0

무응답

3

8.6

합계

35

100

(5) 임원 아카데미 프로그램 수강 의향
임원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개발 및 운영된다면 수강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65.7%가 수강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11.4%는 수강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프로그램 중 일부만 수강-보건의료정책분야’, ‘지역의사회 혹은 의협
회무 5년 이상 경우 면제 조항 추가’, ‘필요에 따라 수강’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29❙ 임원 아카데미 프로그램 수강 의향
구분

응답수

백분율

예

23

65.7

아니오

4

11.4

기타

5

14.3

무응답

3

8.6

합계

3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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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회장 업무 분리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결과
1) 부회장 산하 전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
부회장 산하 전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전체의 82.6%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5명인 14.3%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는데, 그 이유로 ‘조직이 너무
방대해짐’, ‘옥상옥 기구 증가’, ‘회장의 독립적 지휘권 침해’, ‘각 소관이사가 진행하는
현행이 더 효율적’, ‘부회장 6명의 정체성 확립이 부족한 현 상태에서는 의사결정을 오
히려 지연시킬 부작용 가능성’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30❙ 부회장 산하 전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
구분

응답수

백분율

필요하다

29

82.9

필요하지 않다

5

14.3

무응답

1

2.9

합계

35

100.0

2) 전문위원회가 필요한 회무 및 정책 분야
전문위원회가 필요한 회무 및 정책 분야에 대해 1순위 ‘홍보 및 대외협력’, 2순위 ‘보험
및 정책’, 그 다음으로 ‘학술 및 의무’, ‘총무 및 전략 기획’, ‘재무’, ‘법제’ 순이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대관 전문위원회’, ‘의료 경영 및 사업전문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31❙ 전문위원회가 필요한 회무 및 정책 분야
구분

응답수

백분율

보험 및 정책

23

25.6

총무 및 전략기획

13

14.4

학술 및 의무

14

15.6

홍보 및 대외협력

24

26.7

재무

7

7.8

법제

7

7.8

기타

2

2.2

합계

90

100

* 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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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위원회 위원 수
전문위원회의 위원 수에 대해 ‘5명’이 34.3%, ‘10명’이 17.1%, ‘3명’, ‘15명’이 각
각 5.7%로 가장 많았다. 전체 평균은 5.97명으로 약 6명 정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
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전문위원회 위원 수
구분

응답수

백분율

2

1

2.9

3

2

5.7

5

12

34.3

6

1

2.9

7

1

2.9

10

6

17.1

12

1

2.9

15

2

5.7

20

1

2.9

무응답

8

22.9

합계

35

100

4) 전문위원 선출방식
전문위원 선출방식에 대해 40%가 ‘산하단체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면’, 20%가 ‘산하
단체의 추천을 받아 부회장이 임면’, 17.1%가 ‘부회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면’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부회장과 회장이 협의하고, 회장이 임면’, ‘부회장과 산하단체가
추천하고 회장이 임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부회장’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위원의 임면권은 회장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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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전문위원 선출방식
구분

응답수

백분율

산하단체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면

14

40.0

산하단체 추천을 받아 부회장이 임면

7

20.0

부회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면

6

17.1

기타

2

5.7

무응답

6

17.2

합계

35

100

5) 전문위원 임기
전문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40%가 ‘집행부와 동일(3년)’, 34.3%가 ‘현 집행부와 차
기 집행부 임기 중복으로 하되 위원회별･위원별로 차이가 나도록 임기 조정’, 8.6%가
‘현 집행부와 차기 집행부 임기 중복’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집행부와 동일’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임기동안만 도움을 받으면 됨’, ‘집행
부와의 협조 및 책임감 부여’라고 하였다.
‘현 집행부와 차기 집행부 임기 중복으로 하되 위원회별･위원별로 차이가 나도록 임
기 조정’이라고 응답한 이유로는 ‘회무의 연속성 유지’, ‘단기적 회무와 장기적 회무를
구분하고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달리해야 함’, ‘종속성 완화 및 전문성 보장’ 때문이라
고 하였다.
‘현 집행부와 차기 집행부 임기 중복’ 이라고 응답한 이유로는 ‘회장의 영향력을 많
이 받지 않기 위해’, ‘부회장이 주축으로 구성된 기구’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표 34❙ 전문위원 임기
구분

응답수

백분율

집행부와 동일(3년)

14

40.0

현집행부와 차기 집행부 임기 중복

3

8.6

현 집행부와 차기 집행부 임기 중복으로 하되
위원회별･위원별로 차이가 나도록 임기 조정

12

34.3

무응답

6

17.2

합계

3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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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문위원회 회의 참석 보상수준
전문위원회 회의 참석에 대한 적정한 보상수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40%가 ‘참석
수당의 현실화’ 수준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현재 수준의 참석수당(지방 경우
교통비, 그 외 30,000원)이 적정’이 22.9%, ‘참석으로 인한 기회비용만큼 보상(예: 진료,
강의 등)’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20.0%였다. 이는 전문위원들의 전문성을 인정해야 하
기 때문에 전문위원들의 역할과 업무 수행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
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참석수당에 응답한 것은 전문
위원회의 성격상 정례적인 개최 가능성이 높아서 재정 문제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
고 판단된다.
❙표 35❙ 전문위원회 회의 참석 보상수준
구분

응답수

백분율

참석수당(현재 기준)

8

22.9

참석 수당의 현실화

14

40.0

참석으로 인한 기회비용만큼 보상(예: 진료, 강의)

7

20.0

무응답

6

17.2

합계

3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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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최고위 회의 구성 및 운영

1. 최고위 회의 구성 세부 내용
1) 최고위 회의 명칭
최고위 회의 명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최고위 회의의 목적이 의협을
구성하는 다양한 구성기구의 대표(장)이 모여서 의협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회무 및 정
책에 대해 논의하고 하나의 의견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위 회의(가
안)’ 명칭을 제안한다.

2) 최고위 회의의 성격 및 권한
(1) 성격 및 권한
최고위 회의는 의료계 각 직역대표가 모여 의협의 중요한 회무 및 정책에 대한 수행
방향을 논의하는 기구로 이 회의에서 합의된 결정 사안과 자문 내용은 협회에 제안한
다. 비단 회장뿐만 아니라 대의원회, 시도의사회 등 의협의 모든 구성기구가 최고위 회
의에서 합의된 결정사안과 자문 내용을 참고하여 의협의 회무를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의협의 주요 정책 결정에 신속하게 대응함과 동시에 산하단체 대표자들의 의견을 최대
한 수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참고할 수 있는 기구로는 최근 대규모 의사 파업 이후 ‘9.4 의･여･정 합의사항’ 추
진, 정부･여당의 이행 감시를 위해 구성된 범의료투쟁위원회(이하 범투위)10)가 있다.
10) □ 범투위 구성
범투위 운영규정 제2조(구성) ① 범투위는 다음 각호에 따른 추천을 통해 공동위원장 6인을 포함한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회 회장이 임명한다.
1.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3명
2. 상임이사회에서 추천하는 2명
3. 시･도의사회에서 추천하는 6명
4. 대한개원의협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5. 대한의학회에서 추천하는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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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구의 성격, 역할 권한은 범투위와 유사하다. 다만, 범투위는 특정 투쟁과 협상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대규모 파업 이후 각종 법안들로 의료계에 대한 탄압이 예
상되는 특별한 사정이 고려되어 구성된 위원회로 범투위에 부여된 권한 정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직면한 사정에 대한 즉각적 대응의 필요성과 의료계의 단일된 의견
을 모아야 하는 긴박한 사정 등으로 인해 대한의사협회 내 범투위의 위치, 성격 및 권
한에 대한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
최고위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은 각 직역 대표가 모두 모여 논의하고 협의한 의료계
의 통합된 의견으로 대정부･대국회 상대 협상에 있어 협상력을 갖출 수 있다. 또한,
소외되는 직역 없이 모든 직역이 논의의 과정에 참여하여 도출해 낸 결과인 경우 절차
적 정당성을 획득하였기에 내부적 논란과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 최고위 회의의 의견
을 회장이 수용하고 그에 따라 회무를 수행할 경우 회장이 정책 추진에 있어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고, 회장의 책임을 분산할 수 있다. 회장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결정된 사안별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다.
다만, 각 직역의 대표자가 참석하고 운영됨으로써 실제 운영될 경우 최고위 회의의
구성 및 운영 목적과는 다르게 집행부 회무를 견제하는 기구가 될 우려가 있다. 회장이
이 기구의 아래에 놓일 수 있어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언급한 우려에
대한 보완을 위해 위원 구성에 있어 회장의 목소리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구성
시 집행부 추천 수를 늘리는 방안, 회장에게 ‘임면권’을 부여하는 방안, 회장이 직･간
6.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추천하는 5명
7. 대한전임의협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8. 한국여자의사회에서 추천하는 1명
9.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에서 추천하는 1명
10.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에서 추천하는 3명
□ 범투위 직무 및 권한과 책임
범투위 운영규정 제5조(범투위의 직무 및 권한과 책임) ① 범투위는 9.4 의･여･정 합의사항과 관련한
대응에 있어 투쟁과 협상의 권한을 가진다.
② 전항에 따른 범투위의 직무 및 활동에 대한 추가나 변경 등은 범투위에서 결정한다.
③ 협회 회장이나 대의원회 의장, 범투위 위원들은 범투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
해 범투위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범투위 예산 편성 및 집행은 협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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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으로 위원회 구성･운영에 있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회장의 의견
이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등을 운영규정에 명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2) 기타 의견
최고위를 의결기구로 운영 하는 방식에 대한 의견도 제안되었다. 의결기구는 의결권
을 가진 기구를 말하는 것으로 법적 지위가 부여되어야 함을 말한다. 법적 지위가 부
여될 때에는 정관에 근거해야 한다. 하지만, 의결권은 대표자에게 부여되는 권한이다.
현재 의결권은 대의원총회에 모든 사원이 모일 수 없는 한계 등으로 인해 사원을 대표
하는 대의원이 의결권을 가진다. 이에 최고위에서 의결권을 가진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고, 정관 위배의 우려가 있다. 또한, 의결기구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 대의원회
의 권한을 이양해 오거나, 대의원회 권한의 축소판으로 오인 받을 수 있어 실제 추진
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 의료계 내부 상황을 고려할
때 사실상 정관 개정 논의조차 어려운 주제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또한, 각 직역
의 대표자들이 대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결기구가 되면 위원 구성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기존 운영 중인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와도 구성 및 업무 범위가 상충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고위 회의를 의결기구로써 제안하는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3) 최고위 회의에서 다룰 사안
최고위 회의에서 다룰 사안은 다음과 같다.
* 대의원회 수임사항 중 집행부 회무 수행 중 수정 혹은 방향성이 변경될 필요성
이 있는 사안
* 각 직역별로 의견이 대립되는 사안
* 대정부 협상 관련 혹은 범의료계의 하나로 통일된 의견이 필요한 사안
예: ‘4대악 보건의료정책’ 등
* 기타 의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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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고위 회의 참여 구성기구
최고위 회의에 상정된 사안에 대한 신속한 방향 전환 혹은 수정에 대한 의견, 그리
고 범의료계를 아우르는 통일된 의견이 모아져야 하므로 정관상 포함된 구성기구의 대
표들로 최고위 회의를 구성해야 효율성이 담보될 수 있다.
* 정관상 구성기구: 대의원회, 집행부, 시도의사회, 대한의학회, 개원의협의회, 전공의협의회,
공보의 협의회 총 7개 구성기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위 회의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 범의료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통일된 의견이 필요한 사안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구성기구가 포
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너무 많은 구성기구를 포함할 경우 설문조사 및
인터뷰에서 나온 의견대로 오히려 각 구성기구가 자신들의 의견만을 주장하고 내세우
게 될 수 있으므로 하나의 의견을 모을 수 없고, 오히려 불화의 장이 될 수 있다. 따
라서 최고위 회의의 구성기구는 정관상 구성기구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
관상 개정이 가능하다면 조사결과에 따라 여의사회와 병원의사협의회를 추가하는 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여의사회의 경우 의협의 구성기구의 대표들이 대부분 남성이고, 성별 다양성을 중요
하게 여기는 사회적 추세이자 요구에 따라 최고위 회의에 포함되는 것에 타당성이 높
고, 병원의사협회의는 기타의견에서 제안된 중소병원협의회, 병원장 협의회 등을 아우
를 수 있다고 판단되고, 의협이 개원의들의 대표 단체라는 비판을 상쇄할 수 있으므로
최고위 회의에 포함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
그리고 의결을 가지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배석의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구성기
구의 의견 개진에 대한 기회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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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최고위 회의 구성(안)

5) 최고위 회의 참여 구성기구별 인원
최고위 회의는 기존의 회무 및 정책 방향을 수정 및 하나의 통일된 의견을 모아야
하는데 너무 인원이 많으면 의견 수정이 어렵다. 따라서 설문조사 결과의 최다 의견은
아니지만, 의협을 구성하는 각 구성기구의 정치적 위치 및 권한 등을 고려하여 대의원
회, 집행부, 시도의사회, 대한의학회, 개원의협의회는 각 3명씩, 전공의협의회, 공보의
협의회는 각 1명씩 하여 최고위 회의를 구성하는 안을 제안한다. 이렇게 되면 17명이
총 인원이 된다. 그러나 대표성 문제가 제기되고, 정관개정이 가능하다면 구성기구와
참여 인원은 더 늘어날 수 있다.

6) 최고위 회의 운영 횟수
최고위 회의가 구성과 운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례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다. 조사결과에서는 월 1회 운영하는 안이 가장 많이 제안되었으나 현실적인
운영(재정 부담 등)을 고려한다면 2달에 1회 개최를 제안한다. 매달 마지막 일요일에
개최된다면 다른 회의들과의 중첩을 피할 수 있다. 다만, 회의 개최 사이 달에는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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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의 시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각 구성기구별로 사전에 최고위 회의에서 다룰
사안들에 대해 논의하는 비공식 회의를 병행하여 최고위 회의 개최의 효율성을 높이도
록 해야 한다. 물론, 별도의 회의를 개최하는 것보다는 상임이사회의 경우 상임이사회
중 최고위 회의가 열리게 되는 전달에 미리 최고위 회의 안건에 대해 논의할 수 있고,
시도의사회의 경우 시도의사회장회의를 이용하고, 대의원회 역시 최고위회의가 열리게
되는 전달 운영위원회에서 최고위 회의에서 다룰 사안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여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다.
다만, 정례적으로 회의는 개최하되 필요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도 개최를 할 수 있
다. 개최 요청권은 위원회 위원의 3분의 1이상과 회장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때와 이
사회, 상임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할 수 있도록 한다.11)

7) 최고위 회의 시간
최고위 회의는 정례적으로 열려야 하기 때문에 1일(9시~12시, 1시~3시, 3시 30
분~5시 30분, 총 7시간)이면 사안들을 논의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단, 회의 개
최 전에 논의할 사안에 대해 자료를 미리 송부하고 인지하고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8) 최고위 회의의 보상수준
최고위 회의가 정례적으로 개최되기 때문에 재정상 부담을 간과할 수는 없다. 따라
서 현재 기준을 적용(참석수당 3만원, 거리에 따라 교통비 지급정도)하는 것이 현실적
인 방안이 될 것이다. 다만, 오프라인과 온라인 회의를 병행한다면 회의 참석으로 인한
기회비용만큼 보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나 교통비가 절감되므로 회의
참석수당을 인상하여 지급할 수 있을 것이다.

11) 정관 제17조 ③ 임시총회는 재적대의원 4분의 1이상,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 대의원회 운영위원
회의 결의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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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의장 선출 및 임기
최고위 회의는 회장이 겸하는 것이 아니라 선출하여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전체
의견을 정리하고 회의를 주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한
구성기구에서 계속해서 의장이 나오는 것보다는 각 구성기구별로 의장을 모두 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차기 의장을 미리 선출해 놓는 안을 제안한다. 대
표들이 교체될 경우 교체된 대표가 당연직으로 최고위 회의에 참석하게 한다.

10) 실무 담당
최고위 회의는 회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무지원을 하는 팀을 사무처 혹은 대의
원회 사무국에 신설하거나 인력을 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최고위 회의 실행전략(안)
∙
-

회의 소집 사안
대의원회 수임사항 중 수정 혹은 방향성 변경이 필요한 사안
각 직역별 의견 대립 사안
대정부 협상시 필요한 사안
범의료계의 하나로 통일된 의견이 필요한 사안
기타 의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

∙ 구성 기구 및 인원
- 구성기구: 대의원회, 집행부, 시도의사회, 대한의학회, 개원의협의회, 전공의 협의회, 공보의
협의회(정관상 기구만 공식적으로 원칙)
* 정관개정이 가능하다면 여의사회, 병원의사협의회 추가 고려
- 구성기구별 인원: 대의원회, 집행부, 시도의사회, 대한의학회, 개원의협의회는 각 3명씩(회장,
부회장, 간사 혹은 총무이사)구성하고, 전공의협의회와 공보의협의회는 대
표 1명씩 구성
- 총 인원: 17명
- 다만, 의결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배석에 대한 범위를 충분히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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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횟수
2달에 1회(공식회의)/사이 달에는 각 구성기구별로 별도 회의 운영
회의 개최 달의 마지막 일요일로 고정
개최 요청권: 위원의 3분의 1이상과 회장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때, 이사회･상임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

∙ 회의시간
- 2달이면 하루종일(9시~12시, 1시~3시, 3시반~5시반) 7시간
∙ 보상수준
- 현재 회의 참석 수당/zoom일 경우 교통비 대신 회의참가비를 주는 방안
∙ 의장 선출 및 임기
- 차기 의장 선출(각 구성기구별로 1번씩)
- 의장 및 간사는 1년, 구성원 교체시 당연직
∙ 실무 담당
- 사무처 혹은 대의원회 실무지원팀 구성 혹은 인력 배정

1) 정관 개정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협회에 권고 및 자문을 하는 권한을 지닌 기구로 성
격, 권한을 정관에 명시하고 세부 운영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제규정)으로 규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정관 개정은 정관 제4장 대의원회 뒤에 별도의 장을 구성하여 개정하
는 것이 적절하리라 판단한다.
❙표 36❙ 최고위 회의 근거 규정 신설 정관개정(안)
제5장 최고위회의(신설)
현 행

개정(안)
제17조(최고위 회의) ① 주요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
결정 구조를 위해 최고위회의를 두어야 한다.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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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최고의 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의원회, 상임이사, 시도의사회, 개원의협의회, 대한의학회회
대표 각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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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최고위회의(신설)
현 행

개정(안)

비 고

2. 전공의협의회, 공보의협의회 대표 각 1명
③ 최고위 회의 소집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의원회 수임사항 중 수정 혹은 방향성 변경이 필요한 사안
2. 각 직역별 의견 대립 사안
3. 대정부 협상 시 필요한 사안
4. 범의료계의 하나로 통합된 의견이 필요한 사안
5. 기타 의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
④ 이외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2) 별도의 운영규정(제규정) 마련
범투위 혹은 현행 정관 제17장 정책협의회의 운영규정과 같은 별도의 운영규정 제정을
통해 최고위 회의의 설립 근거와 목적, 구성, 직무사항, 위원 구성에 대한 사항, 최고위의
직무 및 권한과 책임, 회의의 소집, 회의 운영 방안(회의 개최 횟수, 회의시간, 보상수
준 등) 회의 후속집행, 공개제한, 예산 등에 대한 내용이 규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표 37❙ 최고위 회의 운영규정 개정(안)
현 행

<신 설>

개정(안)

비 고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요한 보건의료정책 결정에 있어 각 의료
계 직역 대표가 참여하여 협의함으로써 원활한 의사소통과 책임
성 있는 정책결정을 위해 구성된 최고의 회의(이하 ‘최고위’라 한
다)의 구성･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 규정, 향후 대의원총
회의 의결에 의하거나 상
임이사회 결의에 의할 경
우 설립 근거 명시 필요

제2조(구성) 최고위는 다음 각호에 따라 각 직역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1. 대의원회, 상임이사, 시도의사회, 개원의협의회, 대한의학회
회 대표 각 3명
2. 전공의협의회, 공보의협의회 대표 각 1명
제3조(회의 소집) 최고위 소집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의원회 수임사항 중 수정 혹은 방향성 변경이 필요한 사안
2. 각 직역별 의견 대립 사안
3. 대정부 협상 시 필요한 사안
4. 범의료계의 하나로 통합된 의견이 필요한 사안
5. 기타 의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
제4조(최고위 직무 및 권한과 책임) 최고위 회의의 결정 사항을
협회에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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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비회원 이사 영입

1. 비회원 이사 영입 세부 내용
1) 필요 회무 및 정책 분야
현재 의협에 필요한 비회원 이사 영입 회무 및 정책 분야는 ‘홍보’, ‘기획 및 전략’,
‘보건의료정책’, ‘인사조직관리’ 분야인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현재 홍보이사는 2명으로 1명은 대변인을 겸직하고 1명은 의무이사를 겸직하고 있
는데, 비회원 이사를 영입할 경우에는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비회원 이사로 영입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내부직원 중 홍보업무를 오랫동안 담당한 직원 중에서 임용하
는 방안도 제안한다.
기획 및 전략이사는 현재 3명 중 1명을 비회원 이사로 영입하여 기획 및 전략 분야
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한다.
보건의료정책분야는 현재 4명 중 1명을 비회원 이사로 영입하는데 특히 보건의료정
책을 전공한 연구자 혹은 정부부처 등 공공분야 관련 경력자, 민간부문에서도 관련 분야
경력자 등을 임용하면 정부부처와의 인적 네트워크도 활용면에서도 이점이 예상된다.
인사조직관리 분야는 새로 신설하여 이사를 비회원 이사로 임용하는데 민간부문에서
인사조직관리 분야 경력자를 임용하거나 혹은 내부 직원 중 장기근속자 중 인사조직관
리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직원을 임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2) 비회원 이사 선출방식
비회원 이사 선출방식은 회장의 인사권에 대한 권한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도록 임면과 공개채용 방식을 적절하게 병행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특히
내부 직원을 임용할 경우 임면 방식이 더 효율적일 것이고, 분야 전문가를 영입할 때
공개채용 방식을 취할 경우에 훌륭한 인재의 경쟁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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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회원 이사 자격 요건
현재 비회원 임명에 관한 규정 제2조에는 임명 및 자격기준(표 1 참조)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비회원 임원의 전문성을 판단하기에 다소 모호한 규정이다. 따라서 비회
원 이사가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 요건으로 규정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에서도 ‘업무 관련 분야 경력’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
으로 높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비회원 임원 임명 및 자격기준을 개정하는 안을 제
안한다.
1항과 3항, 6항은 그대로 개정하지 않고, 2항의 경우 공무원이 5급 사무관으로 입
직하여 고위공무원단까지 진입하는데 평균 15년 이상 소요되고, 대부분 50대 후반에
퇴직을 하고 유관기관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고위공무원단에서 보건의료 관련 부처에서
재직한 경력자로 자격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4항도 보건의료분야라는 규정이 매우 모호하므로 보건의료분야를 민간부문, 공공기
관 혹은 연구소와 같이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5항은 6항으로 이동하고, 5항에 업무 관련 분야의 전문성에 대한 자격
기준으로 ‘해당 업무 관련 분야 경력이 10년인 자’를 신설하여 전문성을 판단할 필요
가 있다.
❙표 38❙ 비회원 이사 임명 및 자격기준 개정(안)
현재
1. 대학교수로 그 직위가 부교수 이상인 자

개정
1. 대학교수로 그 직위가 부교수 이상인 자

2. 2급 이상 국가공무원(국회)으로 재직 중인 자나 2. 국가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서 보건의료
재직한 경력자
관련 부처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3.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변호사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보건의료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해당분
야의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보건의료분야(민간부문, 공공기관 혹은 연구소 등)
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해당분야의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해당 업무 관련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6. 기타 임원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상당하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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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회원 이사 임기
비회원 이사의 임기는 전문성 발휘와 업무의 효율성 제고, 회무의 연속성을 부여하
기 위해 현 집행부와 차기 집행부 임기에 중복되게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전문
성을 판단하기 위해 1년 계약 후, 현 집행부동안 2년을 더 계약하고, 차기 집행부와
연결되도록 3년을 계약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1년 계약 후, 3년을 더 계약하여 차기
집행부와 연결을 유지할 수도 있다. 혹은 2년 계약 후 2년을 연장하는 방법도 있다.
이는 비회원 이사를 임용하는 분야에 따라 그리고 그 사람의 전문성에 따라 융통성 있
게 적용하면 될 것이다.

5) 비회원 이사 근무형태
비회원 이사의 근무형태는 해당 분야에 따라 상근 이어야 회무에 대한 집중력과 책
임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상근일 경우 전문성이 높은 사람을 유인하지 못할 수
도 있고, 재정 부담과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상황에
서는 비상근으로 근무하게 할 필요가 있다.

6) 비회원 이사 급여수준
비회원 이사의 급여수준은 업무 관련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고 공개 채용되었을 때에
는 협회 상근이사 급여와 유사하게 책정하되, 다만 시장가를 고려해야 할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융통성 있게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시장가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
재 유인이 되지 못할 것이나, 시장가로 급여 수준을 책정하게 되면 협회 재정에 부담
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이 매우 높게 인정되는 자가 협
회에서 상근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협회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시장
가에 근접하는 수준의 급여를 책정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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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회원 이사 영입 실행전략(안)
∙ 필요 회무 및 정책 분야
- 홍보, 기획 및 전략, 보건의료정책은 1명을 비회원 이사로 영입
- 인사조직관리 분야 신설하여 비회원 이사 영입 혹은 내부 직원 승진
∙ 선출방식
- 임면과 공개채용 병행
∙ 자격기준
- 비회원 이사 임명 및 자격 기준 개정(안)
- 각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임기
- 현 집행부와 차기 집행부 중복
∙ 근무형태
- 상근 원칙, 특별한 상황에서 비상근
∙ 급여수준
- 상근이사와 유사, 적정한 시장가 고려하여 융통성있게 적용

1) 비회원 이사 상근 근무 근거 규정 마련
정관 제10조 제3항에는 상근부회장과 상임이사는 회원이 아닌 자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회원의 근무 형태로 상근과 반상근 유형이 높게 나왔으므로 상근이
사를 비회원으로 둘 수 있도록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
❙표 39❙ 비회원 이사 상근 근거 규정 정관 개정(안)
현 행

개정(안)

비 고

정관 제10조(임원) ③ 상근부회장과 상임
정관 제10조(임원) ③ 상근부회장과 상임
이사, 상근이사는 회원이 아닌 자로 둘 수 상근이사 추가
이사는 회원이 아닌 자로 둘 수 있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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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임이사 수 증원 추가
현재 정관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상임이사는 상근이사를 포함하여 30명 이내이므
로 비회원 이사 영입에 따라 상임이사 수 증원이 필요하다.
❙표 40❙ 상임이사 수 증원 정관 개정(안)
현 행

개정(안)

비 고

정관 제10조(임원) ① 협회에 다음 임원을 정관 제10조(임원) ① 협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둔다.
비상임이사 추가에
1. 회장
1명
1. 회장
1명
2. 부회장
7명(상근부회장 1명 포함)
2. 부회장
7명(상근부회장 1명 포함) 따른 상임이사 수
증원
3. 이사
3. 이사
회장 부회장 8명
회장 부회장 8명
상임이사(상근이사 포함) 30명 이내
상임이사(상근이사 포함) 35명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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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임원 자격 요건 신설

1. 임원 자격 신설 세부 내용
1) 임원 자격 신설 요건
임원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조사 결과, ‘의협 관련 기관 혹은 조직 활동 경력’, ‘지역
의사회 활동경력’, ‘업무 관련 분야 경력’, ‘의협 임원 활동 경력’이라고 응답하였다.
즉, 의협 임원으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의협 관련 기관 혹은 조직에서 활동한 경력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규정을 모두 충족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규정을 모두 임원 자격 신설 요건으로 신설하되, 한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진입장벽 요소가 되거나 인력 pool 부족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의협 관련 기관 혹은 조직’은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기관 및 조직으로
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원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게 될 경우 임원이 되기 전에 반드
시 이수하게 하거나 임원이 된 후에 이수하게 하여 임원의 업무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게 할 수 있다. 임원 아카데미는 의협 회무 및 정책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내용으로 개발하고,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강의를 병행하여 주말 시간 등을 이용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필요에 따라 1
년에 2번 정도 운영할 수 있게 한다. 총 강의는 10~12회차가 적당하고, 2달 안에 이
수가 가능하도록 압축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2) 경력 인정 기간
앞서, 비회원 이사의 경우 평균적으로 10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였으나, 그렇게 전
체 임원의 경력 인정 기간을 설정할 경우 인력 pool 부족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발생
하기 때문에 그보다는 경력 기간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조사 결과 5년 이상
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나 평균적으로 3년의 경력이면 충분하다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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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었기 때문에 3년 이상으로 하되, 앞서 신설할 임원 자격 요건을 모두 통합하여 3
년 이상이 되었을 때 임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안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2. 임원 자격 요건 신설 실행전략(안)
1) 임원 자격 요건 조항 신설
현재 정관에는 임원의 자격 요건에 대한 규정이 없다. 정관 제12조에서 임원의 임
기 조항을 두고 제12조의2에서 임원의 겸직 금지 규정을 두고 있어, 정관 제12조3을
신설하여 자격 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표 41❙ 임원 자격 요건 신설 정관개정(안)
현 행

개정(안)

비 고

정관 제12조의3(임원의 자격) 임원의 자격 기준은 다
정관 제12조의3(임원의 자격) 음 각 호와 같다.
<신 설>
1. 협회 또는 산하단체에서 임원 또는 그에 준하는 업
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임원 자격 요건 신설
2. 비회원 이사인 경우 업무 관련 분야에서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3. 회장이 이와 동등한 자격 및 경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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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부회장 업무 분리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부회장의 업무 분리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세부내용
1) 필요 회무 및 정책 분야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회장 업무 분리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다음 [그림 5]처럼
6개 위원회로 구성될 수 있다.

❙그림 5❙ 부회장 업무 분리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안)

이렇게 전문위원회가 구성되면 6명의 부회장은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되
고, 각 부회장은 보험정책부회장, 총무전략기획부회장, 학술의무부회장, 홍보대외협력부회
장, 재무부회장, 법제부회장이 된다. 관련 소관이사는 전문위원회에 적절하게 배치된다.

2) 전문위원 수
전문위원 수는 위원장 1인, 소관이사, 전문위원(1인 간사 지정) 등을 포함하여 10명
으로 구성하는 안을 제안한다. 너무 많으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너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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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적으면 전문성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이 때 전문위원 중 일부는 젊은 의사들도
참여하게 하여 협회 회무를 익히고 미래 임원의 역량 강화 수단으로서도 활용이 가능
하게 할 수 있다.

3) 선출방식
위원장인 부회장, 간사인 소관이사를 제외하고 전문위원을 선출하는 방식으로는 조
사결과 다양한 안이 제시되었는데, 부회장이 위원장이지만 회장의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산하단체와 부회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임면하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가능
할 것이다.

4) 전문위원 임기
전문위원의 임기는 집행부와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지만, 전문위원
회는 회무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구성되는 위원회이므로 집행부의 교체와는 별개
로 상설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회무의 연속성을 위해 현 집행부와 차기 집행부 임
기에 중복되게 하되, 위원회별･위원별로 차이가 나도록 임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부회장, 소관이사의 경우 임기가 3년이므로 교체된다 하더라도 전문위원
중 간사는 임기를 3년~6년으로 하고, 간사를 맡은 전문위원의 사정에 따라 전문위원
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간사를 맡게 되는 다음 전문위원의 임기를 조정한다.
전문위원이 교체가 된다 해도 위원의 전체 1/3은 잔류하게 하여 전문위원회의 연속성
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전문위원회의 연속성과 전문성 유지를 위하여 전
문위원의 임기는 1~8년으로 위원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5) 회의 개최 및 운영
전문위원회는 상임이사회와 함께 매주 열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전문위원회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 전문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전문위원회별로 회의
개최 횟수를 정하도록 융통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회의는 상임이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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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여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따라서 위원들의 합의를 통해 주말에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위원회 개최 이후 회의 결과는 익회에 열리는 상임이사회에 위원장인 부회장 혹은
소관이사가 보고하게 한다. 왜냐하면 간사인 전문위원은 상임이사회의 임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추가적인 의견으로 전문위원회가 정례적으로 개최된다면 상임이사회 개최 일수를 줄
이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고, 전문위원회 성격에 따라 개최 횟수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6) 회의에서 다루는 사안 범위
전문위원회는 집행부의 업무 수행에 전문성을 부여하기 위해 구성되기 때문에 상임
이사회에서 다루게 되는 사안들을 모두 다루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회의 참석 보상수준
전문위원회는 그 성격상 상설 및 정례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회의 개최 일정에
따라 참석 보상수준을 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월 단위 혹은 그보다 긴 간격으로
회의가 개최된다면 전문성 제고 및 역할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참석 수당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매주 혹은 2주에 1번 열린다면 협회 재정 현실에 맞게
현재의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8) 실무 담당
부회장의 업무 분리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상임이사회에서 다룰 주요 회무 및 보
건의료정책에 대한 전문가 회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무지원을 하는 팀이 필요하
다. 논의할 사안들을 정리하고, 이를 각 전문위원에게 배포하고 회의를 준비하며, 회의
결과를 정리하고, 후속 조치 등을 수행할 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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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회장의 업무 분리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행전략(안)
∙ 회의 개최 사안 성격
- 상임이사회에서 다루는 모든 사안 포함
∙ 6개 전문위원회 및 구성인원
- 6개 전문위원회: 보험 및 정책, 총무 및 전략 기획, 학술 및 의무, 홍보 및 대외협력, 재무,
법제 전문위원회
- 인원: 각 위원회별 10명(의장(부회장)1인, 소관이사, 전문위원(간사 1인))
- 총 60명
∙ 선출방식
- 산하단체와 부회장 추천하고, 회장이 임면
∙ 운영횟수
- 전문위원회마다 특성에 맞게 결정
- 상임이사회 이전에 개최하고, 익회 상임이사회에 회의 결과 보고
∙ 보상수준
- 현재 회의 참석 수당
∙ 임기
- 간사 3년~6년
- 전문위원회별 위원별 상이

1) 정관 개정
부회장 산하 전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 규정을 정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안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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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부회장 산하 전문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규정 신설 정관 개정(안)
현 행

개정(안)

비 고

제36조(상임이사회의 구성과 의결) ① 상 제36조(상임이사회의 구성과 의결) ① <좌 동>
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회는 협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② 상임이사회는 협회의 운영 및 발전을 제반시책과 사업을 계획 집행한다.
위한 제반시책과 사업을 계획 집행하며 회
장은 그 업무를 상임이사에게 분담하여 처
리하게 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의 구성은 다 ③ 회장은 회무의 전문성과 완결성을 위해 부회
음과 같다.
장 산하 전문위원회에 업무를 분담하여 처리하
게 할 수 있다.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부회
장이 맡으며, 각 전문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보험 및 정책 전문위원회, 총무 및 전략기
획 전문위원회, 학술 및 의무 전문위원회,
홍보 및 대외협력 전문위원회, 재무 전문
위원회, 법제 전문위원회 각 10명

부회장 산하
전문위원회
근거 규정 마
련

④ 회장은 상임이사에게 업무를 분담하여 처리
하게 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의 구성은 다음과 같
다.
③ 상임이사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1. 총무, 기획, 학술, 재무, 법제, 의무, 보험,
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공보, 홍보, 정보통신, 대외협력, 사회참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을 본다.
여, 정책 등
⑤ 부회장, 부회장 전문위원회 및 상임이사의 업
무분담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④ 부회장, 상임이사의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2) 제규정 검토
부회장의 역할 및 업무분담, 소관이사의 역할 및 업무분담, 전문위원의 역할, 전문위
원 선출방식, 업무 범위, 임기 기간, 회의 운영횟수, 보상수준을 규정하는 별도의 제규
정을 제정하는 방안과 기존 임원 업무분담에 관한 규정에서 부회장 산하 전문위원회의
업무 역할과 위원회 구성 운영 방식에 대해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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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실행전략 현실화를 위한 실행기구 구성 및 운영

1. 의협 거버넌스 개선 추진위원회(가칭) 구성의 필요성
앞서 본 연구에서 제안된 의협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실행전략(안)들을 구체화하여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실행기구가 먼저 구성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의협 거버넌스 개선 추진위원회(가칭, 이하 거버넌스추진위)’의 구성
및 운영을 제안한다.
지난 2000년 ‘강하고, 민주적인 의협 건설’ 실현을 위해 구성되어 운영된 ‘의협개혁
추진위원회’는 개원의, 교수, 병원의사, 임상강사, 전공의 등 각 직역 대표 27명으로 구
성되었다. 의협개혁추진위원회에서는 조직민주화를 위한 직선제 선거 방식 도입, 회원
자격, ‘직역’ 단체의 조직 참여, 대의원 및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정책 및 재정 강화
를 위한 기금 모금 운동(의협 산하 연구소 설립 관련), 회원 윤리 강화를 위한 윤리위
원회 권한 기능 강화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논의결과는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정
관 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다.
또한, 2014년 대통합혁신특별위원회(혁신특위)가 의료계 대･내외적 난관 극복 및 의
료계 대통합을 목적으로 구성 및 9개월간(2014년 8월~2015년 4월) 운영된 사례가 있
었다. 혁신특위는 19개 단체 28명을 구성되었다.
❙표 43❙ 혁신특위 단체별 구성인원
상임이사회(3)

시도의사협(2)

대한병원협회(1)

대한의원협회(1)

운영위원회(3)

공직의협(1)

대한중소병원(1)

대한평의사회(1)

감사단(1)

병원의사협(1)

의료정책연구소(1)

민주의사회(1)

대한의학회(1)

의과대학교수협(1)

공중보건의협(1)

전국의사총연합(1)

개원의협(1)

한국여자의사회(1)

대한전공의협(1)

자문위원(1)

혁신특위에서는 대의원회 직선제, 시도의사회 임원 대의원 겸직 금지, 대의원 정수
조정, 집행부 임원 증원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논의결과는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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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개정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의협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실행전략이 실제로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실행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2. 의협 거버넌스 개선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1) 의협 거버넌스 개선 추진위원회 준비 TF팀 운영
과거 혁신특위에서는 혁신특위 구성을 위해 사전에 혁신특위 준비 TF팀을 운영하여
혁신특위 위원 구성, 아젠다 선정과 로드맵 구성, 위원회 첫 회의 준비 등을 사전에
준비토록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거버넌스 추진위 준비 TF팀 운영을 제안한다.
위원회 준비 TF팀에서는 거버넌스 추진위 위원 구성과 실행전략 실행화를 위한 로드
맵(예: 운영기간 등), 위원회 첫 회의 준비 등을 담당하게 된다.

2) 의협 거버넌스 개선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본 연구에서는 의협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실행전략을 4가지 제안하였는데, 각 실행
전략별로 다루어야 할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4개의 실행전략별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을 제안한다. 단, 모든 실행전략을 모두 다룰 수 없을 경우에는 우선 추진 실행전략
을 결정하여 그에 따라 소위원회의 수는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논의의 원활
함을 위해서 위원간 온라인 커뮤니티 개설(카톡 혹은 텔레그램), 대회원 의견 수렴을
위한 창구 마련(의협신문/홈페이지 공지, 게시판 신설)한다.

3) 실무 TF팀 구성 및 운영
과거 혁신특위에서는 혁신특위에 대한 실무지원을 위한 TF팀을 별도로 구성하고 운
영하였다. 실무 TF팀은 회의 및 업무 지원, 공청회 혹은 토론회 행사 지원, 보고 등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거버넌스 추진위원회를 실무 지원할 수 있는 실무 TF팀 구성
및 운영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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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9년 수행된 “대한의사협회 거버넌스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의 후속연
구로 앞서 수행된 연구에서 제시된 개선방안들을 실행전략화 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1차와 2차 연구 모두 대내적으로 의협 구성기구간 대립과 의견대립으로 인한 미통
합문제와 대외적으로 사회적 위상 및 보건의료정책 거버넌스 내 영향력 약화로 인한
의료계 대표단체로서의 입지 축소 등 의협이 현재 봉착한 복합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부 개선이 먼저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1차에서는 의협 거버넌스(조직 및 운영구조, 회무 및 정책 의사결정 구조)를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정리하였고, 그를 토대로 의협의 조직 및 운영구조, 회무 및 정책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들을 제시하였다.
2차인 본 연구에서는 1차에서 제시한 개선방안들 중 우선순위를 조사하여 선정된 4
개의 안에 대해서 의협 관련 인사들에 대한 인터뷰와 설문조사 결과, 연구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실행전략화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로 최고위 회의 구성 및 운영, 비회원 이사 영입 및 임원 자격 신설, 부회장
업무 분리 및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실행전략(안)을 제시하였다.
각 개선방안들에 대한 실행전략들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협의 내부 문
제를 해결하고 보다 바람직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협 구성기구 및
의협 회원들의 대통합의 의지와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실행전략들이 현실화될 것
이고 실행전략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겪는 시행착오 등을 통해 그러한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실제로 의협의 거버넌스 개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를 통해 의협의 과거
의 위상과 사회적 영향력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의사들에 대한 국민적의 정서가 매우 긍정적이다. 그만큼 의사들
의 사회적 기여도는 독보적이라 할 수 있다. 부정적인 평가들과 편견들이 코로나-19라
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긍정적 평가들과 존경으로 표출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의협
은 내부적인 개선을 통해 이를 좋은 반전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더하여 의사단
체가 하나로 통합되기 어렵다는 것을 스스로 알지만, 의협이 존재하는 목적과 의사로
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분란이나 대립, 갈등, 비판을 지양하고 서로 열린
마음으로 의협의 회무 및 정책에 대해 함께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하여
수행 하겠다는 의지와 자세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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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설문조사지

제1장 설문조사 실시배경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019년 ‘대한의사협회 거버넌스 현황분석과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속연구로서 2020년에는 ‘대한의사
협회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실행전략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후속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의협 거버넌스 개선방안을 실행전략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1차적으로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거버넌스 개선방
안에 대한 우선순위 조사가 지난 6~7월에 이루어졌고, 총 5개의 개선방안 중 3
개의 안(임원에 대한 개선방안 실행전략을 명확히 하기 위해 2개로 분류)이 우
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방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본 조사는 우선순위로 선정된 의협 거버넌스 개선방안 4개에 대한 구체적으로
실행전략화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건 및 사항들에 대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
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① 통계의 작성과정
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
호하고,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
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 11.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담 당 자 :김진숙 책임연구원
전화번호 :02-6350-6675
연구소 fax: 02-795-2900
이 메 일 :philiak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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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설문조사 내용
A. 최고위 회의 구성 및 운영
○ 협회 회무 및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의협 내 구성기구(대의원회, 집행부, 시
도의사회 등)사이에 의사소통 부족으로 발생하는 의견불일치로 협회의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독립된 협의체로써 최고위 회의(최고
의결기구 회의체)의 구성 및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됨
○ 회장, 부회장, 대의원회 의장, 부의장, 시도의사회장 대표, 개원의 대표, 전공의 대표,
의학회 대표, 공보의 대표 등 의협을 구성하는 각 단체의 대표들이 참석하여 중요한
협회 회무 및 정책별로 장시간 심도있게 논의하여 협회 회무 추진의 방향과 행위에
대한 협의를 함
* 논의 사안(예)
- 회원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의료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통합된 의견 신속 취합 사안
- 국가의 보건의료정책 수립 관련 중대한 사안으로 의료계 전체의 의견 및 합의
필요 사안
- 내부적 갈등이 유발되어 회무 및 정책 방향에 혼란을 주는 사안
- 대의원회 수임사항의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안 등
○ 최고위 회의에서 각 사안마다 장시간 찬반의견, 논의, 논박을 통해 모든 의사단체들이
납득할 수 있는 통일된 의견을 모으고 통일된 의견을 회무 및 정책 수행에 반영함
<그림 1> 최고위 회의 구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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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의협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서 “최고위 회의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 문A2.로
② 아니오, ☞문A1-1.로
A1-1. 의협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서 “최고위 회의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신 이유
는 무엇입니까?
(간단히 서술 :

)

A2. 현재 최고위 회의에 참여해야 하는 구성기구는 정관상 의협의 구성기구인 대의원회, 이사회(집행
부), 시도의사회, 의학회, 개원의협의회, 전공의협의회, 공보의협의회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어떤 구성기구가 더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A3. 참여 구성기구별 참여 인원은 몇 명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명

A3-1. A3질문에 참여 인원에 대한 구성을 적어주십시오 - 예: 각 구성기구의 회장, 부회장 2명 등
(

)

A4. 최고위 회의 운영 횟수는 몇 회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월 1회

② 2달 1회

③ 분기별 1회

④ 기타(

)

A5. 최고위 회의의 시간은 몇 시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반나절(4시간)
② 종일(오전 오후 4시간씩)
③ 1박 2일(토요일 오후 4시간+일요일 오전 오후 각 4시간씩, 약 12시간)
④ 기타(

)

A6. 최고위의 성격 및 적정한 권한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의결권을 지닌 기구로 운영하는 방안
② 의료계의 통합된 의견 개진을 위해 자문기구로 운영하는 방안
③ 협회에서 독립된 협의체
④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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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7. 최고위 회의 참석에 대한 보상 방법은 어떤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참석 수당(현재 기준)
② 참석으로 인한 기회비용만큼 보상(예: 진료, 강의)
③ 기타(

)

A8. “최고위 회의”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 다른 명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떠한 명칭으로 변경하면 좋을지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

)

B. 비회원 이사 영입
○ 협회 회무 및 정책의 전문성, 내부 조직의 운영의 효율성 높이기 위해 관련분야별 비
회원을 이사로 영입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재 협회 이사들은 대부분이 의사로 본업과 협회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업무 과다
및 일부 분야에 대한 충분한 시간 및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음
○ 한 분야에 여러 명의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보험, 정책, 기획, 의무 등) 1명
혹은 2명 정도는 분야별 비회원 이사를 영입하여 회무와 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음
○ 협회 내부조직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어 홍보, 인사관리조직, 출판 등 을 전담
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들을 영입하여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예: 미국AMA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스카웃하여 홍보CEO, 인사조직관리CEO,
재무CEO, 출판CEO 등으로 고용 중

B1. 의협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서 “비회원 이사 영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 문B2.로
② 아니오, ☞문B1-1.로
B1-1. 의협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서 “비회원 이사 영입”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
입니까?
(간단히 서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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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비회원 이사가 필요한 회무 및 정책 분야는 어느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 (5개 복수응답)
분야

우선 순위(5개)

인사조직관리 분야
기획 및 전략분야
홍보 분야
정보관리 분야
재무분야
출판분야
건강보험분야
보건의료정책분야
기타(

)

B3. 비회원 이사의 선출방식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① 회장이 임면(현재 방식)
② 공개채용
③ 임면+공개채용 병행
④ 기타(

)

B4. 신설되어야 하는 자격 요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① 의사단체 업무 관련 경력
② 업무 관련 분야 경력
③ 기타(

)

B5. 비회원 이사의 임기는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집행부와 동일(3년)
② 1년마다 재계약
③ 회무 연속성을 위해 현 집행부와 차기 집행부 임기 중복
④ 기타(

)

B5-1. 비회원 이사의 임기에 대해 위와 같이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히 서술 :

)

B6. 비회원 이사의 근무형태는 어떤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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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상근
③ 기타(

)

B6-1. 비회원 이사의 근무형태에 대해 위와 같이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히 서술 :

)

B7. 비회원 이사의 급여수준은 얼마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연봉기준)
① 현재 상근(반상근) 급여수준과 동일
② 분야 전문성을 인정하여 시장가
③ 기타(

)

B7-1. 비의사 이사의 급여수준에 대해 위와 같이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히 서술 :

)

B8. 일부 회무 및 정책 분야(인사조직관리, 홍보 등) 이사에 의협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의협 내부 직원
의 임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무 효율성 강화와 내부 직원 동기부여 차원
① 필요하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③ 기타(

)

B8-1. 위와 같이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히 서술

)

C. 임원 자격 요건 신설
○ 3년마다 선출되는 회장과 함께 이사진들이 새로 구성되는데 협회 회무 및 정책 수행
에 있어 경험이 적을 경우 적응시간이 소요되어 이를 줄이기 위하여 임원에 대한 자
격 요건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됨
○ 협회관련 업무 수행 경력이 있는 경우 협회의 회무와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그럴 경우 적응기간이 단축됨으로써 바로 회무 수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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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1. 의협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서 “임원자격 요건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 문C2.로
② 아니오, ☞문C1-1.로
C1-1. 의협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서 “임원자격 요건 신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
입니까?
(간단히 서술 :

)

C2. 신설되어야 하는 자격 요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① 의협 임원 활동 경력
② 지역의사회 활동 경력
③ 의협 관련 기관 혹은 조직 활동 경력
④ 업무 관련 분야 경력(예: 비영리단체, 시민단체, 기자 경력 등)
⑤ 기타(

)

C3. 협회 임원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경력 인정 기간은 몇 년 이상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년 이상

C3-1. 위와 같이 경력 인정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히 서술 :

)

C4. 임원의 회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임원 아카데미(의협 회무 및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교육 프로그
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기타(

)

C5. 임원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면 수강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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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부회장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협회 회무 및 정책에 대한 회장의 업무 과다 및 부회장의 업무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 회장의 업무 분담을 통한 회무 추진의 효율성과 회무 및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협회 회무 분야를 분류하고 6명의 부회장 산하 전문위원회 설치하여 운
영할 필요성이 제기
○ 협회 회무 및 정책에 대해 각 전문위원회에서 검토 및 논의, 대안제시를 하면 그 결
과를 기반으로 회장(집행부)이 회무 및 업무를 추진
○ 구성: 6명 부회장이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각 이사들을 소관업무별로 전문위원회에 배치
소관이사 중 1인 부위원장
이사와 전문가(외부)들을 전문위원으로 구성

<그림 1> 부회장 산하 전문위원회(안)

* 위의 각 전문위원회 명칭은 예시일 뿐이며 총 6개의 전문위원회는 향후 실제로 전문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정해질 것임
D1. 의협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서 “부회장 산하 전문위원회 신설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 문D2.로
② 아니오, ☞문D1-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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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D1-1. 의협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서 “부회장 산하 전문위원회 신설 및 운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히 서술 :

)

D2. 전문위원회가 필요한 회무 및 정책 분야는 어느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① 보험 및 정책
② 총무 및 전략기획
③ 학술 및 의무
④ 홍보 및 대외협력
⑤ 재무
⑥ 법제
⑦ 기타(

)

D3.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전문위원의 수는 몇 명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명

D4. 전문위원의 선출방식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① 산하단체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면
② 산하단체 추천을 받아 부회장이 임면
③ 부회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면
④ 기타(

)

D5. 전문위원의 임기는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집행부와 동일(3년)
② 회무의 연속성을 위해 현 집행부와 차기 집행부 임기 중복
③ 회무의 연속성을 위해 현 집행부와 차기 집행부 임기 중복으로 하되 위원회별･위원별로
차이가 나도록 임기 조정
④ 기타(

)

D5-1. 전문위원의 임기에 대해 위와 같이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히 서술 :

)

D6. 전문위원회 회의 참석에 대한 보상 방법은 어떤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참석 수당(현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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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참석 수당의 현실화
③ 참석으로 인한 기회비용만큼 보상(예: 진료, 강의)
④ 기타(

)

E. 응답자 특성
근무기관

① 의원 ② 병원 ③ 종합병원 ④ 상급종합병원 ⑤ 기타(

)

유

형

연

령

(만

성

별

① 남성

직

역

① 개원의 ② 봉직의 ③ 교수 ④ 전공의 ⑤ 공보의 ⑥ 기타(

소

속

세)
② 여성
)

①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② 대한의사협회 시도의사회 ③ 대한의사협회 임원
④ 기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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