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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rpos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educational status of medical residents and 

to find factors that hinder resident education in Korea. 

  Methods: A survey questionnaire on educational status of residents in internal medicine was 

developed, and sent to three groups: (1) specialists in internal medicine who are involved in 

resident training, (2) specialists in internal medicine who are not involved in resident training, 

and (3) residents who are under training in internal medicine. 

  Results: The surveys revealed that the education to medical residents is mainly focused on 

delivery of knowledge of specialty. Insufficient or unsatisfactory items in the residents' education 

are those of skills, attitude, communication skill, leadership, and practical matters concerning 

medical practice such as insurance. Most respondents replied that medical residents were 

employed doctors in hospitals rather than trainees to become qualified medical specialists.

  Conclusion: Residents are supposed to work in hospitals as trainees to become qualified 

specialists rather than as employed doctors. However, resident education in Korea is hindered by 

such factors as lack of teaching resources, heavy workload of educating specialists, heavy duty 

for residents, and lack of teaching skills of resident training staf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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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공의는 문의학지식을 공부하는 피교육자이지

만 수련을 받는 병원 내의 진료, 연구, 그리고 간 

교육자(환자, 보건, 실습학생)로서의 역할을 담당하

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는 종합병원 혹은 지역사

회에서 의료 분야의 지도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공의 교육은 미래의 문의학 인력의 

양성 뿐 아니라 재의 효율 인 병원 운 을 해

서도 매우 요하며, 이에 하여 외국에서는 매우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Wipf et al, 1995; 

Yedidia et al, 1995; White et al, 1997; Morrison & 

Hafler, 2000; Prystowsky & Bordage, 2001; Shea, 

2001). 최근의 연구로, Morrison 등(Morrison & 

Hafler, 2000)은 재 미국 종합병원에서 환자들의 

문 의료진에 한 의존도  요구가 높아지면서 

공의들의 의사결정 (decision making)에 한 업무

는 차 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고 지 하면서 

공의의 교육  역할이 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

다. 재 우리나라에서는 의과 학을 졸업하여 의사

면허증을 취득한 다음에 종합병원에서 공의 과정

을 거친 후 문의 자격을 얻어야만 실질 인 의사

역할이 가능한 실정에 있다. 이와 같이 한민국의 

보건인력 양성과정에 있어서 매우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의 교육의 개선발 을 하여 

한의학 회  병원 회를 심으로 한 여러 워

크샵이 개최되었으며, 최근 (1999년 4월 24일)에는 

의 학술 회에서 우리나라의 공의 교육 황에 

하여 ‘ 공의 으로 본  수련교육과 문의 제

도’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김소윤, 

1999; 박윤수와 이수 , 1999). 그러나 공의 교육

의 황  개선에 한 여러 노력들이 아직 구체

이고 체계 인 연구논문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통 으로 의학이 경험 인 

학문으로 여겨져서 환자들을 상으로 치료결정 등

을 통한 경험 이고 자율 인 학습이 공의 교육

에 가장 유용하다고 여겨져 온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앞서 Morrison 등 (Morrison & Hafler, 

2000)이 지 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병원에

서 환자들의 문 의료진에 한 의존도  요구가 

높아지고 새로이 임의 (Fellow) 제도가 도입됨으

로써 공의들의 치료결정권이 매우 축소되고 있으

며, 최근의 속한 의학 지식과 기술의 발 은 공

의에 한 체계 인 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더 증가

시켰다. 더욱이 환자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의사의 

설명의무가 강조됨에 따라, 문의 수련과정  의

학 문지식에 더하여 환자면담기술(interview skill)

교육  환자-의사 계에 한 제반 태도  인성교

육의 요성이 추가로 부각되고 있다 (Wipf et al, 

1995; White et al, 1997).

  우리나라 공의 교육이 시  변화에 히 

응하지 못한다면 환자에게 신뢰를 주고 실력 있는 

의사를 배출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는 체 으

로 국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하  쇠퇴를 

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시 에 부응하는 올바른 

공의 교육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보건정책  병

원 리의 측면에서도 매우 요하다. 본 연구는 내

과 공의 과정을 심으로 내과 수련 담당 문의, 

일반 내과 문의, 내과 공의들의 공의 교육에 

한 시각을 분석함으로써 문지식, 수기, 인성  

태도, 의료실무 반에 한 공의 교육의 문제

을 악하고 그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시행되었다.  

상  방법

가. 연구 상

  연구 상자는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내과 수련 

담당 문의(198명)와 내과 공의 (180명), 그리고 

수련과정을 마친 후 10년 이내인 내과 문의(250

명) 다. 상자는 2001년도 병원 회발간 수련병원 

목록의 자료  임의 추출하여 선정하 다. 수련 담

당 문의 ( 임의 포함)군의 응답률은 24.8% (50/ 

198)이었고, 내과 일반 문의의 응답률은 35% (80/ 

250), 내과 공의 군의 응답률은 50% (90/180)이었

다. 상자의 자세한 인구통계학  자료는 Table I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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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방법

  한 내과학회에서 매년 내과 공의 수련 병원

을 상으로 시행하는 ‘ 공의 지도 감독 보고서’와 

보건복지부 고시 제 96-56호의 ‘ 공의 년차별 수련

교과과정’에 기술된 내과 공의의 년차별 교육 교

과 내용10을 참조하여 설문지 문항을 개발하 다. 

제작된 설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조사하 으며, 

연구기간은 2001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이었다. 

설문문항은 (1) 총론  평가 (2) 교육 내용의 평가 

(3) 기타 평가의 세 범주로 나 었으며, 응답은 주로 

“ ”와 “아니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 다. 

(1) 총론  평가에서는 ① 공의 과정의 실질  유

익성 ② 공의의 실  역할에 한 문항을 포함

하고 (2) 교육 내용의 평가에서는 ① 지식 ② 술기 

③ 인성  태도 ④ 의료 실 응 등에 한 문항

을 두어 평가하게 하 다. (3) 기타 평가에서는 ① 

공의 교육의 장애 요소 ② 공의 교육 담당 기  

③ 공의 년 차 승  평가 ④ 공의 교육과 국민 

보건의 계 ⑤ 공의 교육과 병원 경 의 계에 

한 질문 문항이 포함되었다 (설문지 참조).

다. 분석

  내과 수련 담당 문의 군, 내과 일반 문의 군, 

내과 공의 군의 각 군의 응답에 한 빈도분석을 

시행하 고 Window 용 SPSS(9.0 version)을 사용하

다.

결   과

가. 총론  평가

  “ 공의 때의 경험이 문의 취득 후 진료에 도움

이 되는가?”의 질문에 하여 “도움이 된다”라고 답

변한 경우는 내과 수련 문의 군(이하 I 군)은 

100%, 내과 일반 문의 군(이하 II 군)은 78.8%, 내

과 공의 군(이하 III 군)은 100%(90/90)로 체

으로 정  반응을 보 다. “ 공의는 실제로 피교

육자  피고용자  어디에 가까운가?”에 한 질

문에 하여 “피고용자에 해당한다”라는 응답이 각 

군에서 74%, 83.8%, 94.4%를 차지하 다.

나. 교육 내용의 평가

  " 공의 과정이 문 지식의 습득에 필요한가?”

와 “그 주체는 수련 담당 문의인가?”의 두 가지 

질문에 하여 세 군의 응답자 모두가 100% 동의하

다 (Table 2). “ 문지식의 습득이 수련 과정 에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의 질문에 해서도 Ⅰ군, 

Ⅱ 군, Ⅲ 군에서 각각 72%, 91.3%, 94.4%에서 정

으로 답하 다. 

  술기 습득분야에 있어 “ 공의 때 내시경, 음  

등의 술기 교육이 필요한가?”와 “그 주체는 수련 담

당 문의인가?”의 질문에 해 “그 다”라고 답변

한 경우는 I군, II군, III 군 각각 60%. 100%, 100%

이었다. “ 공의 교육 기간  술기 습득이 잘 이루어

지고 있는가?”의 질문에는 Ⅰ군, Ⅱ군, Ⅲ군에서 각각 

52%, 28.8%, 16.7%에서만 정 으로 답변하 다.

  인성  태도 역에서 “ 공의 때 동료 간 웍

이나 환자를 하는 인성, 태도에 한 교육이 필요

한가?”의 질문에 Ⅰ군, Ⅱ군, Ⅲ군에서 “그 다”라

고 한 경우는 각각 86%(43/50), 91.3%(73/80), 98.9% 

(89/90)로 세 군 모두 정 인 반응을 보 다. 그러

나 “실제 공교육과정  동료 간 웍이나 환자를 

하는 인성, 태도에 한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가?”의 질문에는 세 군 모두 부정  응답이 더 많았다.

  “개원 방법, 보험 청구, 인테리어 등 의료 실의 

응에 필요한 교육이 필요한가?”에 한 질문에 

해서도 세 군 모두 필요성에 동의하 으나 그 교육

의 주체가 “수련 담당 문의인가?”의 질문에는 Ⅰ, 

Ⅱ, Ⅲ군 모두 “그 지 않다”라고 응답하 다. 실제 

공의 과정에서 이에 한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의 질문에 해서는 Ⅰ, Ⅱ, Ⅲ군 모두에서 

“아니다”라고 응답하 다. 

다. 기타 평가

1) 공의 교육 장애 요소

  “ 공의 교육의 장애를 유발하는 인자 혹은 요소

는 무엇인가?”의 질문에 수련 담당 문의 군은 “수

련 담당 문의의 업무가 과 하다”가 30%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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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up I Group II Group III

Specialists involved 

in training 

Specialists not 

involved in training 
Residents Sum

Number 50 80 90 220

Age (mean) 36 - 58 (45) 34 - 42 (37) 27 - 35 (29) 27 - 58 (43)

Sex ratio (M:F) 36:14 56:24 55:35 147:73

Residence

Capital 36 :60 57 153

Local 14 20 33 67

Number of beds

300-599 27 19 24 70

600-899 23 61 66 150

Affiliated institution   

University hospital 50 0 90 140

Non-teaching hospital 0 16 0 16

Clinic 0 64 0 64

Subspeciality    

Hematooncology 9 0 9

Gastroenterology 8 20 28

Cardiology 8 8 16

Pulmonology 7 0 7

Nephrology 6 4 10

Endocrinology 6 2 8

Infection 4 0 4

Rheumatology 4 0 4

No response 0 46 46

Table I.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많았고 “ 공의 교육에 한 수련 담당 문의의 득

(incentive)이 없다”(24%), “ 공의 업무 부담이 과

하다”(24%), “ 공의를 어떻게 교육시켜야 할 지

를 모르겠다”(18%)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3).  

반면 일반 내과 문의 군  내과 공의 군에서는 

“ 공의의 업무가 과 하다”가 각각 33.8% (27/80), 

60%(54/90)로 가장 많았고 “ 공의 교육에 한 수

련 담당 문의의 득(incentive)이 없다” (Ⅱ군: 30%, 

Ⅲ군: 17.8%), “ 공의 교육 담당 문의가 공의 

교육 방법을 잘 모른다” (Ⅱ군: 22.5%, Ⅲ군: 16.7%), 

“수련 담당 문의의 업무 부담이 과 하다.”(Ⅱ군: 

13.7%, Ⅲ군: 5.5%)의 순이었다.

2) 공의 교육 담당 기

  “ 공의 교육을 주 할 당한 수련담당 기 은 

어디인가?”의 질문에는 수련 담당 문의 군(Ⅰ군), 

일반 내과 문의 군(Ⅱ군), 내과 공의 군(Ⅲ군) 

모두에서 “ 학 병원이 담당하여야 한다”고 답변한 

경우가 각각 70%, 52.5%, 52.2%로 가장 많았다. 

“의과 학이 담당하여야 한다”는 응답은 I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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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gory Items
Respons

e

Group I 

(n=50)

Group II

(n=80)

Group III

(n=90)

Knowledge

1. Resident training is necessary to acquire 

knowledge in the specialty. 

Yes 100 100 100

No 0 0 0

2. The providers of residents education are 

the specialists involved in training. 

Yes 100 100 100

No 0 0 0

3. The trainees acquire sufficient know-

ledge in the specialty through  residency 

program.

Yes 72 91.3 94.4

No 28 8.7 5.6

Skill

1. Skill training is necessary in the resident 

training program.

Yes 60 100 100

No 40 0 0

2. The providers of skill training are the 

specialists involved in training.  

Yes 60 100 100

No 40 0 0

3. The trainees acquire sufficient skills in 

the specialty through residency program.

Yes 52 28.8 16.7

No 48 72.2 83.3

Attitude

1. Education for attitude is necessary in the 

resident training program.

Yes 86 91.3 98.9

No 14 8.7 1.1

2. The providers of skill training are the 

specialists involved in training.  

Yes 40 85 78.9

No 60 15 11.1

3. The trainees get good education for 

attitude during residency.

Yes 30 33.8 22.2

No 70 66.2 77.8

Practice 

1. Education for practical matters concer-

ning medical practice should be provided 

during residency.

Yes 100 100 100

No 0 0 0

2. The providers of education of practical 

matters are the specialists involved in 

training.

Yes 0 0 0

No 100 100 100

3. The trainees get good education for prac-

tical matters concerning medical practice. 

Yes 0 0 0

No 100 100 100

Table II. Evaluation Of Educational Status In Internal Medicine By Specialists Involved In Training 

(Group I), Specialists Not Involved In Training (Group I), And Residents (Group III)

26%, III군은 31.1% 으나, Ⅱ군에서는 “ 행 로 

200 병상 이상의 일정 자격을 지닌 병원이 담당한

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31.2%이었다.

3) 공의 년차 승 시의 평가

  재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공의 년 차 승  

시 평가 시험을 통하여 진 을 결정하는 제도 도입

에 하여는 수련 담당 문의 군에서는 52%가 동

의하 으나 일반 내과 문의 군은 70%에서,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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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ctors that hinder education of residents
Group I 

(n=50)

Group II 

(n=80)

Group III 

(n=90)

 Too heavy burden on specialists involved in training 30 13.7 5.5 

 No incentives to specialists for educating residents 24 30 17.8

 Too heavy duty for residents 24 33.8 60

 Lack of teaching skills of specialists involved in training 18 22.5 16.7

Table III. Factors That Hinder Education Of Residents, Responded By Specialists Involved In Training 

(Group I), Specialists Not Involved In Training (Group II), And Residents (Group III)

공의 군은 응답자 100% 모두 반 하 다.  

4) 공의 교육과 국민 보건의 계

  “ 공의 교육과 국민 보건이 계가 있다고 생각

하는가?”에 하여는 세 군 모두 100% 정 으로 

답변하 다.

5) 공의 교육과 병원 경 의 계

  “ 공의 교육이 병원 경 에 어떤 향을 미친다

고 생각하는가?”에 하여는 “ 정 인 향을 미

친다”의 답변이 수련 담당 문의 군, 일반 내과 

문의 군, 내과 공의 군에서 각각 56%, 52.5%, 

86.7%를 차지하 다.

고   찰

  부분의 의과 학은 교육목 을 ‘일차 진료의사

의 양성’으로 정하고 있으나, 의사면허증을 갓 취득

한 부분의 새내기 의사들이 의과 학 교육만으로

는 의사 역할을 수행하기는 어려운 실이다. 의과

학 졸업자들은 3년 이상의 공의 교육을 이수하

고 문의 과정을 취득한 후에야 일차 진료 의사로

서의 역할을 제 로 수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공

의 때 배운 교육 내용이 일차 진료 의사들의 진료 

행태에 상당한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이 성립

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환자들의 문의에 한 의존도  요

구도가 높아지고 임의 (fellow) 제도가 도입됨으로

써 공의들의 치료결정권이 매우 축소되고 경험  

교육의 기회가 어들고 있는 반면에 의학 지식과 

기술의 발 은 격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의들에 한 체계 인 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높

아지고 있다 (Morrison & Hafler, 2000). 뿐만 아니

라, 환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의사들의 설명의

무가 매우 강조됨에 따라 수련과정  문지식에 

더하여 환자면담 (Interview)기술 교육을 포함한 인

문사회학 인 교육의 요성 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공의 교육은 보건복지부령으로 그 내

용을 정하는  주도의 운 체계이면서도 그의 실

질 인 주 은 일정 기  이상의 병원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민간 사립병원이다. 반면 

국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에서 공의 교육의 

실질  주체는 의과 학이며 공의 수련을 담당하

는 병원은 공공 의료 기 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

다. 우리나라 공의 정원의 책정은 단  병원별로 

수련과목별 연차별로 정원을 책정하는 체계이다. 이

는 국민이나 사회의 요구분석 없이도 병원의 상황 

 의료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의 정원이 가

감될 소지가 많음을 뜻한다. 반면 국  캐나다에

서는 국가 의료 달 체계 확립과 의료수요의 측 

 사회의 요구분석에 따라 지방 자치 단체 혹은 국

가 차원에서 필요한 인원만큼만 이루어진다. 문의 

시험의 내용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부분에서 필

기  슬라이드 등의 방법으로 문 지식의 습득 정

도를 평가하는 범 에 한정되어 있지만, 국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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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다에서는 그 내용이 문 지식뿐만 아니라 의사-

환자 면담 기술, 도덕성, 술기의 숙련성 등을 포함하

는 의료 반에 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다. 공의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부분에

서 문 지식  기술의 습득이 차지하고 있다. 반

면 캐나다  국에서의 공의 년 차별의 교과과

정에는 문 지식 뿐만 아니라 앞서 언 한 의사-환

자 면담 기술, 도덕성, 술기의 숙련성 등을 포함하는 

의료 반에 한 모든 것이 망라되어 있으며 의과

학 책임 하에 통제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 공의 교육제도는 규제가 많은 

 주도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경 에 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민간주도형 병원에 고용되어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졸업 후 의학교육의 질  표 화

에 문제가 있다. 한 교육과정  공식 인 평가 

 되먹임 (feedback)을 통한 제어  여과 과정이 

거의 없고 일회 인 문의 시험에만 합격하면 

문의 자격의 취득이 가능하다. 따라서 문의의 양

 증가는 있으되 “사회에 필요한 문인으로서의 

문의를 배출하기 한 검증과정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다.

   본 연구 결과 행 공의 교육과정이 피고용자

로서의 측면이 실 으로는 지배 이기는 하지만, 

내과 지도 문의, 내과 일반 문의, 그리고 내과 

공의 모두 문의로서 진료를 하는데 있어서는 

도움이 된다고 반 인 교육의 효과는 비교  

정 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교육 내용에 한 만족도 평가에서는 문 

지식의 습득에 있어는 상자의 다수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기, 인성  태도 역, 개원 

시 필요한 경  측면에 있어서는 요구와 실제 교

육 상황 사이에 괴리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인성  태도’에 한 교육의 필요성은 내과 

지도 문의, 내과 일반 문의, 그리고 내과 공의 

모두 인정하 지만 실제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

는지에 해서는 과반 수 이상이 그 지 않다고 하

다. 한, 인성  태도 교육의 주체에 해 공

의와 일반 문의들은 수련병원의 지도 문의가 주

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 이었지만, 지도 

문의들은 그러한 책임에는 소극 인 반응을 보 다.

  ‘의료 실의 응’에 필요한 여러 사항들의 교육

에 하여도 지도 문의, 일반 문의, 내과 공의 

모두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실 으로  이루어

지지를 않고 있다는 것을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술기 교육의 필요성에 해서도 공의들과 일반

문의의 교육  요구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나 실 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반응은 세 군간에 다소 다른 경향을 

나타냈다. 즉, 지도 문의의 52%가 수기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 반면, 일반 문의 군과 공

의 군은 각각 28.8%와 16%에서만 정  반응을 

보여 교육자와 피교육자 사이에 상반된 의견을 보

여주었다. 

  공의 교육의 장애 요소로 지도 문의는 ‘수련 

담당 문의 과 한 업무 부담’을 가장 요한 요인

으로 지 한 반면 일반 문의와 공의들은 ‘ 공

의 업무의 과 한 부담’을 가장 많이 지 하여 역시 

상호간의 입장 차이를 보 다. 

  공의 년차 승  시 평가  과락 시험의 도입에 

해서는 내과 지도 문의들은 52%의 찬성률을 보

여 비교  정 이었으나 일반 문의  공의

들은 찬성률이 19.9%, 0%로 매우 부정 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 으로 내과 공의 과정  수기, 태도, 경

 등 의료실무에 한 교육 등 문지식을 제외한 

 분야에서 교육의 제공자와 수혜자 사이의 요구

와 실제 교육과정사이에 큰 차이가 나며, 효율  교

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해서도 지도 문의

와 공의 모두 자신들에게 부여된 과 한 업무 때

문이라는 지 이 있기 때문에 졸업 후 공의 교육

의 정상화를 해서는 교육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다

고 여겨진다. 

  본 연구의 한계로 병원 회 제공 수련병원 목록 

에서 내과 지도 문의와 공의를 임의 추출하

고, 내과 일반 문의의 경우 근이 가능하 던 경

우에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상자가 우리나라 내

과 문의나 공의를 표할 수 없다는 취약성을 

지니고 있으며, 표본 수가 고 응답률이 낮아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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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다는 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내과 공의 교육이 문지식 습

득에 치우쳐 술기습득, 인성  태도, 의료 실무 

반에 한 교육에는 부족함이 많다는 문제 을 

악하는 비연구로서 ‘술기교육의 강화’, ‘인성  

태도 교육의 보강’, ‘경  등 의료 실무 교육의 도

입’이라는 내과 공의 교육의 개선방향을 도출하

는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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