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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908년에 설립되어 올해로 112년

이 된 의사를 대표하는 전문가단체이다[1]. 의료법 제28조

에 설립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의사 중앙회로서 약 13만 명

의 의사를 대표하고, 한국의 보건의료환경 수립과 보건의료

정책을 시행하는데 기여해왔다. 그러나 최근 내부적으로 의

협 구성기구 간 대립과 반목으로 사회적 위상과 대외 영향력

은 약해지고 있다[2]. 

의협이 이러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은 의협 거버넌스

(governance)가 가지고 있는 조직 및 운영구조의 비효율성

과 회무 및 정책 의사결정 구조의 비합리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조직 및 운영구조의 비효율성 문제는 첫째, 3년 임기제

로 인한 회무 및 정책의 연속성 단절과 책임성 저하, 둘째, 회

장 대표성 문제로 인한 내부 지지력 저하, 셋째, 임원의 협회 

관련 업무 경력 부족으로 인한 회무 및 정책 전문성 저하, 넷

째, 회장 및 상근부회장의 업무 과중, 부회장의 업무규정 부

재, 상임이사 간 업무편중으로 인한 회무 및 정책 집행 효율

성 저하 등으로 야기된다. 회무 및 정책 의사결정 구조의 비

합리성은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회와 실제 회무 집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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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to solve the problems of governance within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KMA), and to outline future tasks to implement these measures. The following measures 
are proposed to improve the governance of the KMA: a new representative system, the revision of the term of 
officers, new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representatives and officers, a clear business division for vice presidents,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councils by professional fields, and an organization of a top decision making 
committee. Future tasks to apply these measures in practice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the KMA‘s governanc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presidential committee, and active participation and 
support of the KMA members.  In order to improve the KMA‘s governance, the bodies of the KMA must avoid 
conflicts and criticisms; taking collective decisions about all tasks and policies should be made an essential principle. 
In conclusion, the bodies of the KMA must cooperate with each other while constantly considering and discussing 
the purpos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KMA. These measures will ensure the improvement of KMA’s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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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이사회(회장 및 임원 등), 각 시도의사회 사이에 회무 및 

정책에 대한 사전 논의 프로세스 부재 및 사후보고시스템, 각 

구성기구의 회무 및 정책의 우선순위 차이 등으로 인한 의사

소통 부족이 불러온 각 구성기구 간의 대립과 반목 때문에 발

생한다[3,4]. 

이러한 문제들이 의협 내부에서 지속된다면 의협은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향상, 사회복지 기여를 위해 의도의 앙양, 의

학·의술의 발전 보급, 의권 및 회원권익 옹호와 회원 상호 

간의 친목도모’라는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고, 이는 회

원의 지지력 약화와 대외활동의 입지 축소로 이어져 존립의 

기로에 서게 될 수 있다[5].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의협의 ‘조직 및 운영구조와 회무 및 정

책 의사결정 구조’를 의협 ‘거버넌스’로 정의하고, 앞서 제기된 

의협 거버넌스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안하

고,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의협 거버넌스 개선방안

1. 차기대표제도 도입과 임원임기 조정

의협 회무 및 정책의 연속성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차기대표제도가 있다. 차기대표제도는 현 대표 

임기 동안에 차기 대표를 미리 선출하여 현 대표와 직전 대

표, 차기 대표 3인이 협회 회무와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과 

업무수행을 함께 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 대표와 

이사진들이 각 분야에 형성해 놓은 네트워크와 회무 수행 

노하우, 회무 및 정책방향 등을 차기 대표와 이사회가 그대

로 계승할 수 있기 때문에 회무 및 정책의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다. 차기대표제도는 미국과 영국 등 해외 의사협회 대

부분이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국내에서도 타 

전문가단체 및 학회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다만, 해외 의

사협회의 대표들은 임기가 1년인 것에 비해 의협 대표들

은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3명의 대표자의 임기에 대해서

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6]. 의협 대표에는 회장, 대의원회 

의장 등이 있고, 아래에서 제안할 네 번째 개선방안인 최고

위 회의가 향후 도입된다면 그 대표인 의장 역시 의협 대표

로 포함될 수 있다. 차기대표제도는 이들 모두에 적용할 수  

있다.  

의협 회무 및 정책의 연속성 단절 문제는 임원들의 임기

를 조정하여 개선할 수 있다. 이 방안은 전체 임원 중 일부 

임원들의 일정한 비율을 대표의 임기와는 별도로 직전 회

장, 현 회장과 차기 회장의 임기에 걸치도록 조정하는 것이

다. 현재 임원인 이사들의 임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

된 근거는 없으나 관례적으로 새로운 회장이 선출되면 새

로운 이사진이 구성된다. 임원의 임면권은 회장에게 있고, 

임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임원

의 임기는 3년보다 더 짧을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의협 회

무와 정책에 대한 업무 파악을 하기도 전에 임기가 끝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회무와 정책의 연속성 담보는 현

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회장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은 유

지하되 일부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다수의 이사가 있는 분

야(기획, 의무, 보험, 정책 등)의 임원 중 일부 임기는 3명

의 회장 임기에 걸치도록 조정하면 회무와 정책의 연속성

은 보장될 수 있고, 대정부 활동에도 좀 더 유연하게 대처

할 수 있다. 또한 의협은 회무와 정책을 수행할 때 정책적

으로 근거자료를 제공하는 의료정책연구소를 회장 산하에 

두고 소장과 실장에 대한 임면권을 회장이 가지고 있는데, 

양적·질적으로 충분한 연구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보건의

료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 플랜 및 전략에 따른 연구소 

운영이 필요하다. 그러나 소장과 실장의 임기는 회장 및 다

른 임원들의 임기와 같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임기 조정도 필

요하다.  

차기대표제도와 임원임기 조정이 이루어지면 회무와 정

책의 연속성 담보와 함께 회무와 정책 수행에 대한 책임성

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 현 대표는 재임동안 추진했던 회

무 및 정책에 대해 직전 대표로서 차기 대표와 함께 연속성

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야 하므로 재임기간동안 성과를 내

야 하는 회무 및 정책뿐만 아니라 회원 전체를 포괄하는 장

기적인 회무 및 정책도 관심을 가지고 계획해야 하므로 회

무 및 정책에 대한 책임성이 높아질 수 있다. 임원의 경우

에도 대표의 재임기간과 별도로 임기가 보장되면 정치적 

측면에서 회무 및 정책을 수행하기보다는 객관적이고 장기



 

318  대한의사협회지

J Korean Med Assoc 2020 June; 63(6):316-322

적인 시각을 가지고 회무 및 정책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2. 대표자와 임원 자격요건 신설

회장 대표성 문제로 인한 내부 지지력 저하와 임원의 협회 

관련 업무경력 부족으로 인한 회무 및 정책 전문성 저하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표자 후보 자격과 임원 자격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즉, 의협 관련 기관에서 주

요 직위 수행 혹은 시도의사회 활동 경력 등을 추가 요건으로 

신설하는 것이다. 

현재 의협 대표의 후보 등록 요건에는 일정한 후보자격(추

천, 회비납부, 회원)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자격요건이 규정되

어 있지 않다[5]. 현재 의협 대표의 선출방식은 직선제로 모

든 회원이 대표자 후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의협 회무와 보

건의료정책에 대한 경험, 경력, 역량 등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는 회원이 대표자로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 그에 비해 과거 

간선제 방식을 적용했을 때는 오랜 기간 동안 의협 관련 기관

의 직위(의협 임원, 대의원회 대의원, 의장, 지역의사회 회장 

등)에서 경험 및 역량을 쌓은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상대

적으로 높았다. 가장 최근 미국의사협회 차기 회장으로 현 대

의원의 의장이 후보로 지명되었고, 회장으로 선출되었다[7]. 

즉, 다년간 미국의사협회의 주요 직위를 수행하고, 회장 후보

로 지명됨으로써 의사회의 회무나 역할에 대한 지도력과 리

더십을 사전에 검증받았고, 내부적으로도 지지력을 받고 있

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의협의 경우 미국과 달리 직선제 방식으로 대표를 선출하

고 있기 때문에 의협 관련 주요 직위 수행 경력, 시도의사회 

혹은 관련 기구에서 활동한 경력 등을 추가 요건으로 신설하

게 되면 의협 대표로 당선되었을 때 적응기간 없이 회무와 정

책 수행을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임원 역시 대표와 유사한 

요건들을 추가로 신설하여 임면에 적용한다면 마찬가지로 의

협 회무 시스템에 대한 적응 기간을 줄일 수 있고, 보다 효율

적이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의협 회무 

및 정책 집행에 대한 전문성이 강화되고, 회무 수행에 있어서 

회원 내부의 추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각 구성기구의 대

립 현상도 완화시키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다만, 대표자 

및 임원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 요건 및 경력 인정 기간에 대

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3. 부회장 업무 분담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회장 및 상근부회장의 업무 과중, 부회장의 업무규정 부

재, 상임이사 간 업무 편중으로 인한 회무 및 정책 집행 효율

성 저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회장 업무 분담 및 분

야별 전문위원회 설치(안)를 제안한다. 이는 현재 상근부회

장 외 6명의 부회장에게 각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

여 분야별 업무를 분담하고, 각 부회장이 위원회 의장의 역

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회장과 상근부회장의 과중된 업무

를 분담하는 것이다. 

현재 의협 회장과 상근부회장의 업무는 매우 다양하고 방

대하다. 정관에 따르면 회장 유고시에만 부회장에게 업무를 

분담시킬 수 있다. 그러나 상근부회장을 제외하고 다른 6명

의 부회장에 대한 명확한 업무 분장 규정이 없다[5]. 따라서 

회장 업무 추진의 효율성과 협회 회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

기 위해서 회장 및 협회의 회무를 분야별로 부회장에게 위임

하고, 각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게 되면 회

무의 전문성도 향상되고 그로 인해 회무와 정책 효율성이 함

께 향상될 수 있다. 

미국의사협회의 경우 이사회가 워낙 방대한 사안을 다루

기 때문에 이사회 산하에 7개의 전문위원회(정관 및 내규, 윤

리법사, 입법, 장기계획 및 개발, 의학교육, 과학 및 공중보

건, 의료서비스)을 설치하고 이 전문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입

장 정리 및 대안 마련이 되면 이사회에 사안에 대해 권고하

고, 회장은 이를 근거로 대외에 미국의사협회의 입장을 발표

한다[6]. 또한, 집행부회장 아래 12명의 수석부회장이 각 분

야별(권익옹호, 총편집장 및 과학출판, 인적경영관리, 정기

간행물, 의료정보관리, 재무, 헬스솔루션, 최고전략책임, 최

고홍보책임, 최고경험책임, 법무, 정보책임)로 업무를 수행

하고 있다[8].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전문위원회와 수석부회장 제도를 

통합하여 부회장 산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협회

의 중요한 회무에 대한 입장, 대안 마련 등 업무를 수행하

고, 이를 이사회에 권고하고 제안하여 이사회는 회장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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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회무의 전문성을 갖추어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전문위원회에는 각 소관이사와 전문위원 등을 포

함시켜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 다만, 소관 이사 중 일부

와 전문위원의 일부는 회장의 임기와는 상관없이 임기를 보

장해주어야 연속성과 책임성을 보장할 수 있다. 미국의 경

우 전문위원의 임기는 1-8년으로 전문위원회마다 차이가 

있고 회장 임기(1년)보다는 길게 규정되어 있다[6]. 제안된 

전문위원회 구성(안)은 의협 이사들의 회무를 임의로 분류

한 것으로 실제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면 회무 분야 

분류에 대해서 재논의 해야 할 것이다. 전문위원회 구성(안)

은 Figure 1과 같다. 

4. 최고위 회의 구성 및 도입 

의협 거버넌스에 대해 대내외부적으

로 가장 많이 지적 받는 문제는 의협 내 

구성기구 간의 의사소통과 논의 프로세

스 부재로 인한 의견대립과 갈등현상이

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하여 최고위 회의 구성 및 도입을 제안

한다. 

최고위 회의는 회장, 부회장, 대의원

회 의장, 부의장, 시도의사회장 대표, 개

원의 대표, 전공의 대표, 공보의 대표 등이 의협의 구성기구

의 대표들이 참석하는 의협 최고 의사결정 회의로 의협 회

무 및 정책에 대한 논의와 의사결정을 하는 회의이다. 미국

(Board of Trustees), 영국(Board of Directors) 등 모두 이

러한 기구를 가지고 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이사회라고 하

지만 의협의 이사회와는 구성과 역할, 권한의 차이가 있고, 

제안한 최고위 회의와 유사하다[6,9]. 

이 회의의 장점은 책임성 있는 의사결정과 각 구성기구 

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회의에서는 

의협의 모든 구성기구의 대표들이 모여서 의협의 중요한 

회무 및 정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의사결정을 하

게 되기 때문에 각 회무 및 정책에 대해 소속 구성기구의 

명확한 의견 개진과 의사결정 과정에 각 구성기구의 대표

로서 의결, 결정된 사안에 대한 각 구성기구에 정확한 전

달이 가능해진다. 각 구성기구의 대표들이 참석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된 회무 및 정책이고, 그에 따라 실

제 회무 수행이 되기 때문에 의사소통 부재와 의견 대립

과 갈등 심화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 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의 개최 횟수와 개최 시간에 대해서는 논의를 통해 결

정되겠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연 4회 이상 회의가 개최되

고, 회의시간도 짧게는 2일 길게는 7일 동안 연속해서 진

행된다[10]. 연구에서 제안한 최고위 구성(안)은 Figure 

2와 같다. 이것은 연구자가 제안한 안일 뿐이고, 최고

위 회의가 실제로 도입되게 된다면 의협 각 구성기구마

다 대표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논의를 통한 조율이 필요 

하다. 

Figure 1.  Model of Korean Medical Association Counc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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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

1. 의협 거버넌스 개선에 대한 개선방향 정립

의협 거버넌스 개선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

선방향이 우선 제시되어야 한다. 의사단체는 경제적 이득

과 신분보장을 위한 이익단체와 사회적 공익을 위한 전문

직 규제직무를 수행하는 공공단체로 구분된다. 의협은 설

립근거가 법률로 정해진 법정단체로 이익단체와 공공단체

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통합단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의협의 거버넌스를 개선한다는 것은 간단하지 않고 

매우 복합적이며, 도전적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

협은 우리나라 전체의사를 대변하는 유일한 단체이고, 다

양한 구성원에 대한 대표성 확보와 효율적이고 합리적이

며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은 의협이 당면한 핵

심적 사안이므로 의협 거버넌스 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져

야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의협 거버넌스 개선방향을 제시 

한다. 

첫째, 의협 존재 이유와 전문직 단체의 특성에 대한 올바

른 이해와 단체의 방향 정립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 정당

정치와 같은 권력투쟁의 작동원리가 아닌 동일한 전문직에 

종사하는 상호협동적이고 사회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단체

라는 방향 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의협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서는 협회 소속 기관의 

협동체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구성원의 합의에 근

거한 강력한 팀 정신의 확보가 필요하다. 의협 거버넌스 개

선은 구성기구간의 건설적인 상호견제와 함께 협회 목표달

성을 위한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민주적이고 

공동적인 참여를 추구할 때 가능하다. 

셋째, 전문직 단체로서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를 위해서는 

회무 및 정책 일관성과 지속성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직종의 권익과 보호를 위한 이익단체와 설

립근거가 법률에 근거한 법정단체로서의 개념과 역할에 대

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 의협 거버넌스가 개선되어

야 한다. 

넷째, 의협이 전문직 단체로서 거버넌스에 회무 및 정책 

일관성 확보와 지속성 유지를 위해서는 협회 인적자원의 역

량개발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

로 의협의 회무 및 정책을 수행해 나가는 주요 핵심 보직인

사에 대한 자격과 경력, 역량 관리가 필요하다. 

2. 개선방안의 실행전략화를 위한 추진체 구성 및 운영

전술한 바와 같이 의협 거버넌스 개선방안들이 실제로 적

용되기 위해서는 개선방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전략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의협 거버넌스 개선 추진 및 실행

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의협은 설립

근거가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고, 정관에 규정된 바에 따라 

운영된다. 따라서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 제안된 방안들을 도

입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관의 개정이 필수적이다. 정관

의 개정은 대의원회 산하 정관개정특별위원회에서 개정 관

련 사안들을 다루고, 최종 가부 결정은 의협 의결기구인 대

의원총회에서 결정된다. 정관 개정이 총회에서 결정되면 보

건복지부가 정관변경을 승인해야만 개정정관이 효력을 발생

한다. 그러나 정관개정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기 이전에 구

체적인 정관 개정을 위한 실행전략이 마련되어야 하고 실제

로 이를 수행할 추진체가 필요하다. 과거 의협 내부 갈등을 

봉합하고, 의협의 화합과 개혁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합혁신

특별위원회(혁신특위)’가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2014년)에

서 구성되었다. 혁신특위 구성을 위한 준비TF팀이 운영되었

고, 이후 구성된 혁신특위는 약 5개월간 운영기간동안 회원

총회 및 회원투표 근거규정 신설, 대의원회 직선제, 시도의

사회 임원 대의원 겸직 금지, 대의원정수 조정, 집행부 임원 

증원 등 의료계 대통합 및 혁신방안들을 논의하였다. 논의결

과는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정관 개정이 이루어졌다. 따라

서 실질적으로 의협 거버넌스 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추진체를 구성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물론 추진체 구성을 

위한 TF팀 운영과 개선방안의 실행전략화를 위한 연구도 함

께 진행되어야 한다.     

3. 회원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 

의협 거버넌스의 개선을 위해서 개선방향의 정립과 개선 

현실화를 위한 추진체 구성 및 운영도 중요하지만 가장 필

요한 것은 의협의 근간인 회원들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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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선제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들이 약 12만 명의 회원을 위

해 회무 및 정책에 대해 의사결정하고, 업무를 수행해 나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은 회원들의 지지이다. 그러나 현실은 무

관심의 증거인 낮은 투표율과 구성기구 간 반목과 대립에 대

한 소극적 비판만이 있을 뿐이다. 물론 의사단체는 다른 전

문직 단체와는 달리 지역, 직역 등에 따라 통합 자체가 어려

울 수 있다. 또한 최근 집단 소속감보다는 개인적 이익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회적 흐름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직접 선출한 대표자들이 회무 및 정책에 대해 올바르게 의사

결정하지 못하고, 비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간다면, 그 결과는 

고스란히 회원에게 되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의협의 회원이

라면 의협을 이끌어갈 대표자를 선출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

하여 의사를 밝히고, 그들이 협회 회무와 정책을 수행할 때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지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면서, 미

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랄한 비판과 개선 요구, 개선에 대

한 의견 등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한다. 물론 그를 위해서

는 시스템과 프로세스가 우선 마련되어야 하지만, 의견 개진 

체계 구성과 더불어 실제로 회원들의 적극적 지지와 참여가 

활발해야만 의협의 발전적 미래가 담보되고, 설립목적의 달

성도 가능할 것이다.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의협 거버넌스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

여 차기대표제도 도입과 임원임기 조정, 대표자와 임원 자격

요건 신설, 부회장 업무 분담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최고위 회의 구성 및 도입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의협 거버넌스 개선 방향 정립과 실행 추진체의 구

성과 운영, 회원의 적극적 참여와 지지의 필요성을 향후 과

제로 제시하였다. 

의협 거버넌스의 개선방안과 향후 과제가 실제로 의협 거

버넌스의 개선을 가져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의협 구

성기구들이 대립, 갈등, 비판을 지양하고, 서로 열린 마음으

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회무 및 정책에 대해 함께 논의

하고 결정하여 회무 및 정책 수행 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원

칙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의협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

엇인가? 무엇이 국민의 건강보호와 회원의 권익을 위한 것

인가? 회원의 결속 강화와 의사를 대표하는 전문가단체로

써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러한 기

본적인 가치들에 대한 끊임없이 고민하고 논의하면서 서로 

협력해야만 비로소 의협 거버넌스의 근본적 개선이 가능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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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er Reviewers’ Commentary

이 논문은 대한의사협회가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 보건의료정

책을 선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버넌스 시스템의 개선 방안과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해 주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가 의료보건체계에 대한 사회적 및 정책적 관심이 어느 때보

다 높은 상황에서, 의협 거버넌스의 개선 방안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논의는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보건의료계 전

문기관으로서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책임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협 거버넌스 구조에 분야별 전문위원회 및 최

고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해 주고 있다. 의협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 의료정책에 대한 전문가 기구로서 의협

의 영향력을 높이는데 있어서 이 논문은 많은 도움이 될 것으

로 판단된다. 

 [정리: 편집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