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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hysician never gives the slave any account of 

his complaints, nor asks for any; he gives some 

empiric treatment with an air of knowledge in the 

brusque fashion of a dictator, and then is off in haste 

to the next ailing slave...”

- Plato

서   론

가. 의학 문직업성 교육의 필요성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시장경제의 논리가 

용되면서 소비자 심 문화와 서비스 정신이 확

산되었고 세계화가 강조되면서 정보의 교환과 생성

도 속도로 빨라졌다. 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의료의 환경도 분명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다. 

를 들어, 의 진료는 질병 심으로서 질병을 잘 

치료하여 건강을 되찾는 데에 을 두었다고 한

다면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의료 소비자인 환자

심과 지역사회 심으로 변하고 있으며, 기술의 발

으로 건강유지와 방을 더 강조하고 있다. 패러다

임의 변화는 의사의 책무를 보다 강조하고 있으며 

소비자 심의 비용 효과 인 근을 요구하고 있

다. 한 의사 혼자 독립 인 의료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타 의료인이나 기 의 력으로 서로 의존

인 의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진료환경의 변

화는 의학 문직업성을 기르는 데 있어서도 변화

를 주게 되었다. 에는 수동 인 학습 환경 속에

서 의학을 가르쳤으며 내용 심 이고 반복 인 

암기학습 주 다. 오늘날에는 단순히 학습자에게 

지식을 달하기보다 능동 이고 극 인 평생 학

습자의 자세를 길러주는 것이 주 목표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폭발 인 정보와 새로운 지식의 출

은 내용 심 학습보다 사고하는 능력과 상호 작용

하는 능력을 학습자로부터 더욱 요구하고 있는 것

이다. 따라서 의학 문직업성에서 임상  사고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Kasar & Clark, 2000).

  이와 같이 재의 의학 문직은 기술의 폭발

인 발 과 변화하는 시장경제와 의료 달의 문제, 



21세기의 의학 문직업성

- 172 -

생화학 테러와 세계화 등의 도 과 복잡한 정치와 

법 그리고 시장 세력과도 맞서야 한다. 그 결과 의

사들은 환자와 사회가 요구하는 의사로서의 책무를 

이행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보편 인 의학 문직업성에 한 근본 인 

가치를 재강조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고 할 수 있

다(Brennan et al, 2002).

  한편, 홍창기 (2003)는 의학 문직업성 교육 실

시에서 문제 을 지 하 는데 첫째, 투철하지 못한 

문직업의 윤리성, 의료의 사회성을 등한시함으로

써 사회에서의 리더십 상실, 비용-효과 계 개선을 

한 노력의 부족 그리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의료

인 배출을 한 의학교육이 미흡하다는 이 그것

이다. 한 이철 (2003)은 문직업성의 근본인 윤리

성과 사회에 한 기여를 소홀히 하고 생존을 이유

로 상업화를 가속화함으로써 환자와 사회의 신뢰를 

상실했다는 , 의학 문직업성 교육은 주로 스승

과 선배의사를 보고 본받는 것으로 이루어지는데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 병

원의 경 상의 어려움으로 상업화를 추구하기 때문

에 의학 문직업성에서 요구하는 것을 의사들이 

실천하기 어렵다는 , 의료계와 복지부의 상호 불

신의 악순환 등을 지 하 다.  다른 연구에 의하

면 의료기  종사자의 설명부족과 불친 이 환자들

의 주요 불만사항이 되고 있는데, 불친  역시 사실

상 설명의 부족이 근본 인 이유가 되고 있다 (최

림, 1992). 따라서 의사-환자의 계 개선이 필요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병희 (1994)의 연구에 의하

면 직업 자부심과 자율성 인식이라는 두 요소와 사

회  비  의식이라는 요소는 유의한 상 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이 연구의 핵심 인 결과는 

직업자부심이 높더라도 그것이 바로 자율성의 필요

함을 인식시키지 못한다는 에서 의사들의 문직

업성이 구체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과 직업 자부

심이나 자율성의 필요함에 한 인식이 사회 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데서 나타나는 피해의식과 하

게 련되어 있는 방어 인 성향의 속성이라는 

이다.

  형 인 문직으로서 사회에서 높은 사회  지

를 갖고 있는 의사가 그동안 리던 문직으로

서의 권 가 받고 있는 상황은 의사들이 다른 

어느 사회에서보다도 확고한 사회  지 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지

난 1970년  이후 의료 역에 소비자주의가 확산되

면서 의사의 문  권 가 도  받고 있다는 주장

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박종연, 1993). 우리나라

도 외가 아니다 2001년에 있었던 의료 업사태가 

매우 한 라고 할 수 있다. 시간에 쫓기는 진

료, 주어진 시간에만 충실히 하는 의료, 많은 경우 

진료시간이 환자 1인당 5분도 채 되지 않는 실에

서 의사가 환자에게 가질 수 있는 문성이란 어떠

한 것인가? 본고는 재의 의사는 의사로서 지녀야

할 기본 인 그리고 문 인 자질이 충분히 발휘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 에서 출

발하고 있다. 요즘 개업의들이나 종합병원 의사들의 

행동이 공의와 의과 학생들에게 문성 개발의 

측면에서 어떠한 향을 주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보다 높은 수 의 의료서비스와 

의학교육을 제공하기 해서는 우리가 일반 으로 

생각하는 지식, 기술 그리고 의학의 여러 도구 인 

요소 이외에 명확한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의사로서

의 행동은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한 지속 인 지

침서가 필요한 것이다. 즉, 목표지에 도달하기 한 

지도가 필요한 것이다. 어떻게 가르쳐야 의사다운 

의사, 의학 문직업성을 갖춘 의사가 될 수 있는지

를 살펴보기 에 먼  의학 문직업성이 무엇인

지, 그 핵심 인 구성요소와 원리들은 무엇인지부터 

악해야 할 것이다.

나. 의학 문직업성의 인식변화

  의학 문직업성은 개인 인 요구와 사회 인 요

구를 모두 충족시키는 선상에서 역사 으로 발 되

어 왔다. 특히 의학 문직은 다른 의료 역과는 

구분되고 차별화 되는 측면에서 강조되어 왔다. 그

러나 의학 문직업성의 요소나 특성들이 사회  

구조 속에서 변질되면서 의사라는 직업이 가지고 

있던 특별함이나 차별화가 오히려 역기능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 다. 를 들어, 의사들이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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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용어들은 일반 환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언어

이기 때문에 환자가 자신의 질병이해와 치료에 

한 의사결정을 할 때 도움을 주지 못했다. 의료행

에서 소외된 의료 소비자와 소외된 정부는 의사 

문직업성의 자율성을 높여주었을 지는 모르지만 이

는 결국 탈 문화 상을 래했다. 문직업성이라

는 것은 사회구조  시각에서 형성되는 것이고 

 의학은 차별화나 특별함보다는 정보공유와 력

이라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의학은 련

된 다른 문 역인 간호학, 보건학 등의 력이 불

가피하다 (Brand, 2003).

  20세기 반까지 의사의 권 는 재와 많이 달

랐다. 1957년에 만들어진 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의 의료윤리 원리가 말해주듯, 당시 가

장 논쟁이 되었던 것은 공정하게 인간을 다루고 의

학  지식을 개발하며, 의사로서의 경쟁력을 키우고 

환자와 환자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었다. 여

기서 언 된 몇 가지 요소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

에서도 볼 수 있다. 꽤 오랜 세월 동안 의사는 이러

한 윤리헌장에 한 책임의식이 있었다. 이는 의료

에서의 심이 바로 의사들이었기 때문이다 (Reiser 

& Banner, 2003). 그러나 오늘날의 상황은 사뭇 다

르다. 1960년  이 까지는 개인과 사회를 이어주

는 데 사용되었던 의사의 문  권 와 과학  증

거에 기 하여 의술을 행하려는 노력은 1960년 와 

1970년에 이르러 의료가 시장원리에 큰 향을 받

기 시작하 다 (Latham, 2002). 이로 인해 의료가 더 

이상 의사들의 권  속에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

라 의료의 소비자들인 환자들의 자율성이 부각되고 

있고 많은 의료기 과 사회, 경제, 정치 분야의 향

을 받게 되었으며 타의료인들과의 력 없이는 의

료를 제 로 제공해주지 못하는 실이 되었다. 의

료가 공 보건과 사회  목 에서 멀어지면서 의사

들만이 가지고 있던 특유한 발언권을 리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 에는 당연시되었던 윤리헌장

의 내용이 의료 한 사회와 경제의 향을 받아 상

업주의의 성격을 띠게 되었고 의사들은 이러한 환

경변화 속에서 의료의 주체로서의 역할보다 사회에 

응하는데 바빴다. 그러다 보니 윤리헌장의 내용도 

의사 심이 아닌 환자 심, 지역사회 심의 내용

들로 많이 변화하 다.

  이성낙 (2003)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의료사회에서 

의학 문직업성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각 나라의 의료 

환경의 달라지고 있고, 그에 따라 문직업성의 의

미 역시 조 씩 다르게 해석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는 1970년  이후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인권에 

한 일반 시민들의 사고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의료 분야에서도 의료 사고 발생에 한 일반 국민

들의 항의와 비 이 거세지면서 의사들 스스로 자

성의 소리가 높아졌고 1976년에 도입된 국민건강

보험제도는 의료 소비 형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

는데, 의료 사고 발생 시 부정  의미에서의 문직

업성이 법  단의 기 으로 제시되었다. 미국의 

경우에는 1970년  말까지 사회 각 분야의 속한 

발 이 있었고 의료 종사자들은 높은 지와 빠른 

성장 그리고 많은 부를 축 하게 되었는데, 특히 최

첨단 과학의 산물이 의학에 목되면서 의학이 사

회에 미치는 장은 속도로 커지게 되었다. 첨단 

과학에 기반을 둔 의료 행 는 엄청난 의료비 상승

을 래하 고, 이로 인해 1980년 이후 미국 의료계

는 시장 원리의 보험 제도를 도입하 으며, 보험 회

사가 의료 수구에 하여 의사 는 병원, 의원 등

의 의사 집단 간에 경매와 같은 유형의 경쟁을 유도

할 수 있게 되어 진료 문화에 변화를 가져왔다. 이

러한 결과는 의료 소비자와 의료의 질에 있어서도 

엄청난 부정  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모든 진료

의 과정에 보험 회사의 개입 없이는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의사와 환자간의 통 인 인

간 계가 손상되고, 환자를 하는 의사들의 태도는 

물질  사고방식이 강하게 투 되었다. 이로 인해 

윤리  해이함이 미국 의료계의 심각한 문제로 부

각되었고 1990년  이후 의사 스스로 직업윤리에 

한 염려와 자기반성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게 된 

것이다.

  최근 의학 문직업성과 련된 논문과 연구에는 

윤리 인 측면, 인문-사회학 인 측면을 많이 강조

되고 있다. 공 보건이나 사회  요구에 부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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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문성은 사회에서 문 인 목소리를 높일 

수 없으며 국민의 지지를 얻기도 어렵다. 우리나라 

의료의  주소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의학 문직업성에서 윤리헌장이 요시되는 이유

는 무엇인가? 윤리헌장은 의학 문직업의 성장을 

변하는 지표이며, 윤리헌장은 그 시  그 문화 속

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 을 보여주기 때문이

다. 의사와 환자와 사회와 서로 간의 계에 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윤리  구조를 나타내기도 하며, 

무엇보다 윤리헌장은 의사의 도덕  정체성을 말해

주는 것이다. BC 400년경에 만들어진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1847년에서 1980년 사이에 작성된 미국의사

회 (AMA)의 윤리헌장 (Reiser & Banner, 2003)이 그 

라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ABIM (American 

Board of Internal Medicine), ACP-ASIM (American 

College of Physicians-American Society of Internal 

Medicine), EFIM (European Federation of Internal 

Medicine)의 력으로 만들어진 “의학 문직업성 

헌장 (Charter on Medical Professionalism)”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Reiser & Banner, 2003).

  의사들이 단순히 치료기술만을 보유한 것이 아니

라 자신들의 업무과정을 자율 으로 통제하기 하

여 그에 필요한 이데올로기를 개발하고 사회 인 

인정을 획득하여 자율성을 보장하는 법  제도  

장치를 확보할 때 의사들은 문직으로서 성숙되었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의사들은 제도확립

을 하여 집단 인 노력을 기울인 이 없었고 개

인 으로 치료행 를 통하여 사회경제  보상을 얻

는데 주력하 다 (조병희, 1994). 개인 인 이익을 

내세우면서 자기통제력을 잃어간 의사들에 해 비

인 사회  시각은 늘어 갈 수밖에 없다. 결국, 

의사의 문직업성의 상이 떨어진 것은 근본 으

로 국민이 의사에 한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

라고 이해할 수 있다.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려면 

사회의 변화를 제 로 인식하고, 의학 문직업성에 

한 개념이 그 동안 변화되어 왔듯이 사회의 변화

에 따라 앞으로도 변해갈 것이기 때문에 개념정의

나 의학 문직업성 교육과정의 내용 한 지속

인 보안과 재수정이 필요하다. 이 게 변화하는 사

회가 요구하는 문성에 맞는 교육으로 의사를 배

출해야 할 것이다.

The doctor said to the patient, “I don't approve of 

your lifestyle and what it represents. It is ungodly in 

my view. But that doesn't mean I won't continue to 

take good care of you...” To which the patient 

replied, “Oh yes it does!”

- Abraham Verghese

본   론

가. 의학 문직업성의 개념

  Professionalism은 문직으로 번역되는 profession 

즉, 그 어원이 종교 인 서약을 의미하는 profess에

서 유래한 것이다. 의학교육학용어집에서도 professiona-

lism을 문직업성으로 번역하고 있는바 본고에서 

논의하고 있는 ‘medical professionalism’은 ‘의학 

문직업성’으로 표기하기로 하겠다. 의학 문직업성

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Professionalism은 라틴어에 어원을 둔 말로서 독일

어에서는 완벽함 는 결함이 없다는 뜻의 Perfection

과 동일하게 쓰이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profession-

alism의 개념은 의학윤리학 공자들에 의해 1990

년 부터 극 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로서, 윤

리에 바탕을 둔 바람직한 의사의 성품과 행동에 그 

을 두고 있다 (이성낙, 2003). 옥스퍼드 어사

에서는 문직 (profession)에 해 다음과 같이 정

의하고 있다. 문직이란 복잡한 지식과 기술과 숙

련을 기본으로 하는 일을 주업무로 하는 직업이다. 

이는 과학 혹은 술의 학습과 연습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해 사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직

업의 회원들은 경쟁력, 통합성, 도덕성과 이타심을 

추구하며 자신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 

한다. 이러한 책무는 사회와 문직 사이의 사회  

계약을 기 로 하며, 문  자율성과 자기통제의 

특권을 갖게 된다. 의학 문직업성의 특성은 의사

의 직무에 기반 하는 것 (Southon & Braithwaite, 

1998)이기 때문에 박종연 (1993)은 문직은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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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직업  독 , 직업윤리 등에 의해 일반 인 직

업들과 구분된다고 지 하면서 문직이란 일반직

업들에 비해 상 으로 이론 이고 체계 인 지식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독특한 직업조직, 직업윤

리, 직업문화를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해 사 지향 인 직업으로 일반직업들에 비해 

고도의 직업  자율성을 사회 으로 보장받는 직업

으로 정의하 다. Wear & Catellani (2000)는 의학 

문직업성이란 사고와 감각과 행동습 의 지속 인 

자기반성의 과정이라고 보았고, Miettinen & Flegel 

(2003)은 의학 문직업성이란 의사가 문성을 가

지고 의료와 련된 모든 바람직한 자질을 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 다. 의사가 이러한 규범 인 진료

를 한다면 자신보다 환자를 더 하는 행 는 자연

스럽게 따라오는 것이고 의료윤리도 자동 으로 지

켜지는 것으로 보았다. 한 의사만이 가질 수 있는 

특정한 기술지식을 사심 없이 행할 수 있다는 것이

다. 이러한 의사의 태도와 행 가 바로 환자들이 바

라는 좋은 의사의 모습이며 의학 문직업성을 가

진 의사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의학 문직업성에 한 논의는 많이 

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의학 문직업성에 한 공

통 인 이해가 형성된 것은 아니다 (Swick, 2000). 

의학사 에 조차 문성이란 단어에 한 구체 인 

정의가 없다. CMA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에서도 2002년도에 사, 도덕성, 진료자율성, 자기

통제 등 의학 문직업성의 주요 특징들을 제시한 

바 있으나 의학 문직업성에 한 정의를 내리지

는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의학 문직업성 헌

장이 발간되었다. 이는 EFIM (European Federation 

of Internal Medicine)과 ACP-ASIM (American 

College of Physicians-American Society of Internal 

Medicine) 재단의 공동연구로 진행된 것으로 이 기

들은 “의학 문직업성 로젝트 2002 (Medical 

Professionalism Project 2002)”라는 연구에 함께 참

여하 다. 이 연구에서 밝힌 의학 문직업성에 

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의학 문직업성이란 의학

이 사회에 한 계약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의학 

문직업성은 의사의 사익보다 환자의 이익을 추구

하며 경쟁력과 정직함을 유지하면서 사회에게 보건

과 련한 문  조언을 해주는 것이다.”

  의학 문직업성 로젝트에서 발표된 의학 문

직업성 헌장은 Table I과 같이 3가지 기본 원리와 

10가지 책무로 구성되어 있다 (Reiser & Banner, 

2003). 이 연구에서 발표된 의학 문직업성의 3가

지 원리의 첫 번째 원리인 환자의 복지를 최우선시 

두라는 것 (Principle of primacy of patient welfare)은 

고 시 부터 해 내려오는 원리라 할 수 있다. 여

기에서는 이타심, 신뢰 그리고 의사-환자의 계를 

요시 여긴다. 시장 세력이나 사회  압력 그리고 행정

기 들의 향에 타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원리인 

환자의 자율성 (Principle of patient autonomy)은 그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다. 이러한 시각은 환자의료의 

핵심은 의사의 진료실이나 병원이 아닌 환자의 일

상생활이 그 무 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는 

기본 으로 환자를 존 해야 하고 정직해야 하며 

환자에게 치료의 과정에 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

야 한다. 세 번째 원리인 사회  공평성 (Principle of 

social justice)은 의료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Blank et 

al, 2003). 의사는 인종, 성별, 사회경제  지 , 종교

나 기타 다른 사회  분류에 의해 의료제공을 제

로 받지 못하고 차별 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

해야 한다 (Brennan et al, 2002).

  의학 문직업성의 10가지 책무성에 한 설명은 다

음과 같다. ① Commitment to professional competence; 

문  경쟁력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평생교육을 

실천하라는 의미이다. 의학  지식과 임상술기, 

동기술 등은 질  의료를 제공하기 해 필요한 요

소들이다. 의사가 경쟁력을 갖추고 세운 목표에 도

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사항이 마련되어야 한

다. ② Commitment to honesty with patients;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기 이나 치료를 한 후에도 정직해

야 한다. 이는 환자가 모든 의사결정에 있어서 참여

를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치료과

정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부여는 해야 한다는 의미

이다. 한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는 에 실수도 있

을 수 있다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하며 잘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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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damental principles;

  Principle of primacy of patient welfare

  Principle of patient autonomy

  Principle of social justice

Professional responsibilities;

  Commitment to professional competence

  Commitment to honesty with patients

  Commitment to patient confidentiality

  Commitment to maintaining appropriate relations with patients

  Commitment to improving quality of care

  Commitment to improving access to care

  Commitment to a just distribution of finite resources

  Commitment to scientific knowledge

  Commitment to maintaining trust by managing conflicts of interest

  Commitment to professional responsibilities

Table I. Charter on Medical Professionalism: Fundamental Principles and 

Professional Responsibilities

발생했을 때는 환자에게 즉각 으로 솔직하게 알려

야 의사-환자의 신뢰와 계가 깨지지 않는다. ③ 

Commitment to patient confidentiality; 환자의 개인

인 정보에 한 보호는 필수 인 것이다. 컴퓨터

와 각종 자기기들을 이용한 정보교환이 많은  

상황에서는 개인 정보 보호가 더욱 어렵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다. ④ Commitment to 

maintaining appropriate relations with patients; 환자

와의 한 계맺음도 있어야 하며, 환자에 한 

성희롱이나 사리사욕을 해 환자를 이용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⑤ Commitment to improving 

quality of care; 의료의 질을 높이기 한 꾸 한 노

력도 필요하다. 임상  능력뿐만 아니라 동료 의사

들 그리고 다른 직종의 의료인들과도 력하여 오진

의 확률을 이고 환자의 안 을 추구하며 의료자원

을 낭비하지 않고 최고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지속 으로 노력해야 한다. ⑥ Commitment to im-

proving access to care; 의학 문직업성은 모든 의

료 체제가 한 수 을 유지하면서 모든 국민에

게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교육, 

법, 재정, 지역, 사회  문제가 의료혜택에 한 공

평성을 깨뜨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개

인의 욕심을 내세우지 않으면서 국민의 건강을 증

진시키는 데 헌신해야 함을 의미한다. ⑦ Com-

mitment to a just distribution of finite resources; 의

료에서의 자원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효과 인 상황에서 한정된 임상자료를 명하

게 사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비용효과 인 의료를 

제공하려면 의사 혼자만의 힘이 아닌 다른 의사들

과 병원 그리고 소비자와의 력이 필요한 것이다. 

⑧ Commitment to scientific knowledge; 의학이 사

회와 맺는 계는 많은 경우 과학  지식과 기술에 

한 한 통합과 활용이라 할 수 있다. 즉, 의사

는 최신의 정보와 일정한 과학  수 을 유지할 책임

이 있고 연구를 진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야 하

기도 한다. ⑨ Commitment to maintaining trust by 

managing conflicts of interest; 이해갈등 상황을 잘 

리함으로써 신뢰를 유지하는 것도 매우 요하다. 

이윤추구를 목 으로 하는 제약회사나 보험회사 등

과 함께 일을 해야 하는 의사로서는 개인 인 이익과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환자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치

명 인 손해를 낳을 수도 있다. ⑩ Commitment to 



한국의학교육 : 제 15 권 제 3 호 2003

- 177 -

 

Dealing 
with 
- work
- others
- oneself

patient
encounters

practical
sessions

wards

patient
care

tutorial
group

education
patient care
management

to be
on call

out
patient
clinic

continuing 
education

(Staff)

undergraduate 
medical 

education
(students)

post graduate 
medical 

education
(residents)

Fig. 1. Pyramid of professional behavior

professional responsibilities; 문직에 종사하는 의

사로서 사회는 의사가 력 으로 일하여 환자 의

료를 최 화하고 의사와 환자가 서로 존 하며 서

로 자기 통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는 개인

이고 집단 인 책임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문  행 에 해 자기 평가를 비롯한 내

부 인 평가와 외부로부터 오는 비 의 목소리에 

해 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 밖에 미국에서는 의학 문직업성의 개념에 

한 많은 연구가 있었다. 를 들어, 노스이스턴 오

하이오 학 의과 학에서는 8가지 의학 문직업성

의 요소를 제시하 는데 이는 신뢰와 책임감, 정직

함과 성실함, 성숙함, 타인존 , 비 성, 이타심, 

인 계 기술, 공평성 등이 그것이다. 뉴멕시코 의과

학에서는 학생평가를 해 이와 비슷한 요소를 

제시했는데, 신뢰와 책임감, 정직함과 성실함, 성숙, 

비  시각과 공평성, 의사소통 기술과 환자존 이

었다. 캘리포니아 학 샌 란시스코 의과 학에서

는 의사의 자질을 평가하기 한 4가지 요소를 제시

하 는데, 이는 문  책임감, 자기개발과 응성, 환

자와 그 가족들과의 계, 의료인들과의 계 형성

이었다. ABIM과 ACGME (Accreditation Council 

on Graduate Medical Education)에서도 의학 문직

업성의 요소를 존 , 성실, 윤리 /도덕  수 , 책

무성, 수월성 그리고 직무에 한 책임감으로 보았

다(Arnold, 2002). Nyland (1997)는 문성 개발의 

세 가지 필수요소는 력, 실무능력 그리고 리더십이

라고 하 다. 미국의과 학 회 (AAMC)에서는 

MSOP (Medical School Objectives Project)에서 의

과 학생들이 의과 학을 졸업할 때 지니고 있어야 

할 4가지 특성을 기술하고 있다. 이는 의사로서의 

이타심, 지식, 기술 그리고 의무감이다. Brownwell 

등 (2001)이 조사한 공의들이 생각하는 의학 문

직업성의 공통 인 특성들을 순 로 나열하면 존

경, 능력 그리고 공감이었다. 이 외에도 정직과 성실

성, 책임감, 동료 인정, 자신감, 최신의 의학지식, 친

, 좋은 의사소통자, 윤리성, 좋은 단력 등 총 15

개의 특성들을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요소들의 

특성을 잘 살펴보면 공의들은 그들이 매일 경험

하는 것이나 실제로 보여주는 행동들에 근거하여 

문성을 정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ABIM에서 의학 문직업성 로젝트를 수행했듯이 

국의 GMC (General Medical Council)에서도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하 다. GMC에서 제시하고 있는 의

학 문직업성의 특성들은 ‘의사로서의 의무 (Duties 

of a doctor)’라는 표 을 사용하고 있으며 환자를 

최우선시하라, 모든 환자를 친 하고 사려 깊게 

하라, 환자의 존엄과 사생활을 보호해라, 환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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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하며 그들의 의견을 존 해라 등 14가지의 의

사로서 갖추어야 할 의무를 행  주의 단어로 표

기하 다 (Ber & Alroy, 2002).

  이와 같이 의학 문직업성을 논의할 때 행동 

주의 정의를 내리는 것은 의료직의 본질이 의사의 

문  기술과 문  행 를 의미하기 때문이며 

문  행 에 을 맞추는 것은 행 는 찰 가

능한 외면 인 태도이기 때문이다. 의학 문직업성

의 행동 인 측면을 문  행 라고 한다면, 문

 행 의 개념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기 의

학과 임상의학에서의 문  행 란 무엇인지, 문  

행 에 기 가 되는 술기는 무엇인지, 문  행 에 

기 가 되는 지식은 무엇인지에 한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의학 문직업성의 교육내용을 계획하고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Fig. 1은 Luijk 등 (2002)이 제시한 

의학 문  행 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문  행 는 크게 3가지로 정리되고 있다. 이는 

일과 타인과 자신에 한 리의 개념으로 정리되

고 있는 바, ① 일 리는 효율 인 일 리, 극성

과 리더십 발휘, 지침 수행, 평생 의학교육 참여, 자

신의 한계 인식을 하는 것이고 ② 타인 리는 환자 

우선 시 하기, 워크,  구성들에 한 책임감, 비

조 이거나 활동 안하는 동료들에게 피드백 제공 

등이며, ③ 자기 리는 자신의 행 에 한 비  

분석, 피드백에 한 수용 인 태도, 동료평가를 의

미한다. 이러한 문  행 는 한 의과 학의 수

, 졸업 후 수  그리고 평생교육의 수 으로 다시 

세분화되어 보다 구체 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편, Robins 등(2002)은 ABIM에서 발표한 의학 

문직업성의 요소에 응하는 요소들로 권력 남용, 

거만함, 탐욕, 허 진술, 장애, 성실성의 결여, 이해

계의 상충이 있다고 한다. 이 게 의학 문직업

성은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의학 문직업성은 의학이 사회와 연계 될 수 있는 

발 을 제공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 

의학 문직업성의 원리와 책무성은 의사뿐만 아니

라 의료를 제공받는 의료소비자 측에서도 명확히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

나. 의학 문직업성의 교육방법

  지 까지 의학교육에서는 생물학  는 기술  

측면만을 강조해왔다. 그러면서도 학생들에게는 환

자들에 한 동정심과 원활한 의사소통능력, 사회  

책임감을 가지라는 요구를 해왔다. 그러나 우리가 

많이 다루지 않는 다른 역의 지식들인 철학, 사회

학, 문학, 술 등이 오히려 동정심, 의사소통 능력, 

사회  책임감 그리고 감수성을 길러  수 있다. 의

학 문직업성의 습득은 기본 인 지식, 태도와 기

술 없이 형성될 수는 없다. 한 의학 문직업성의 

특성에서도 나타나듯이 그 내용이 간학문 이며 상

황과 시 의 요구에 따라 변할 수도 있다. 의사는 

구인가?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우리는 

왜 이러한 방법으로 진료를 하는가? 등은 철학  질

문이다. 의학이 사회 으로 미치는 향은 무엇인

가? 의학에 한 사회  인식은 어떠한가? 등은 사

회학  질문이다. 우리는 구를 해 희생하는가? 

우리나라에서 의료행 는 왜 이러한 방식으로 해야 

하며 그 결정권자는 구인가? 등에 한 물음은 의

학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학 인 측

면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환자는 어떠한 고통을 받

고 있는가? 의사로서 지치고 열의가 식었을 때는 어떠

한 느낌을 받는가? 등의 질문에는 문학이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학에 한 간학문  근은 

의과 학생들과 공의들로 하여  과학  지식과 

인본주의  시각, 사회  책임감과 개인  목표 그리

고 자신과 의사라는 직업에 한 보다 비 인 시각

을 길러  것이다 (Wear & Castellani, 2000).

  우리는 일반 으로 의학  지식이라고 할 때 과

학을 떠올린다. 즉, 과학의 내용과 방법은 임상  사

고와 질병에 한 이해를 돕는데 필수 인 것이다. 

변호사는 변호사답게 사고하도록 훈련받고 기술자

는 기술자답게 사고하도록 교육받듯이 의사도 의사

답게 사고하도록 훈련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사답게 사고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과

학 인 사고만을 하는 것으로 의사답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의학 문직업성에서 요구되는 의사로

서의 특성  동정심, 의사-환자의 계,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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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 Behavior Learning and Teaching Approaches

Dependability Classroom clinics. Clinic visits. Community outings. Community service initiatives. 

Debate teams. Faculty assistantships. Group projects. Practitioner mentors. Role 

models.

Professional 

Presentation

Classroom clinics. Clinic visits. Community outings. Community service initiatives. 

Interdisciplinary projects. Interviewing potential clients or other professionals. Lab 

activities, projects, and assignments. Faculty assistantships. Marketing projects. Project 

leaders. Student directed research. Verbal defense of position papers.

Initiative Choice assignments. Community service initiatives. Faculty assistantships. Interviewing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in the community, potential client agencies, or other health 

service professionals. Role models. Self selected projects. Student portfolio. Student 

directed research. Student involvement in writing and research activities of faculty.

Empathy Community service initiatives. Cross cultural exercises or experiences. Group projects. 

Peer reviews. Reading about disability experiences. Role models. Writing client 

narratives. Writing journals or diaries. Watching videos about disability experiences.

Cooperation Debate teams. Faculty assistantships. Group projects. Interdisciplinary projects. Lab 

activities, projects, and assignments. Project leaders-elected or appointed. Role models. 

Student involvement in writing and research activities of faculty.

Organization Community service initiatives. Complex assignments with short headlines. Faculty 

assistantships. Role models. Student associations, societies or ad hoc committees. 

Student directed research. Student involvement in writing and research activities of 

faculty. Student sponsored symposiums.

Clinical 

Reasoning

Case method. Classroom clinics. Debate teams. Internship experiences. Lab activities, 

projects, and assignments. Role models. Student direct research. Student involvement 

in writing and research activities of faculty. Writing client narratives.

Supervisory 

Process

Juried poster presentations. Juried publication of student papers or research. Peer 

reviews and feedback-anonymous, formative, summative, written, and/or verbal. 

Project leaders.

Verbal 

Communication

Community service initiatives. Debates. Faculty assistantships. Interdisciplinary and 

multidisciplinary projects. Marketing projects. Practitioner mentors. Peer reviews. Role 

models. Simulated case conferences. Student lecture presentations. Student involvement 

in writing and research activities of faculty. Verbal defense of position paper. Verbal 

class presentation. 

Written 

Communication

Marketing projects. Peer reviews. Poster presentations. Referred student paper 

publications. Student portfolio or vitae of accomplishments. Student directed research. 

Student involvement in writing and research activities of faculty. Written assignments, 

essays, and client narratives. Written case histories.

Table Ⅱ. Learning and Teaching Approaches for Various Professional Behaviors in the Health Care Professions

능력, 사회  책임감, 윤리의식 등 많은 부분들이 과

학 인 지식과 방법만으로는 습득되지 않는다. 결국 

의학  지식은 과학  지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

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임상의학교육의 요한 부분 에 하나는 역할모

델이다. ‘리더를 키우기 해서는  다른 리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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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의학 문직업성을 갖춘 

의사를 길러내기 해서는 역할모델이 되는 의사가 

필요하다. 의학 문직업성 교육에서 역할모델이 

두되는 것은 공식 인 교육과정과 더불어 잠재  

교육과정이 매우 큰 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것

을 알 수 있다. 의과 학 교육과정은 물론 졸업 후

에도 학생과 교수는 매우 깊은 계를 맺을 수 있

다. 특히 의사가 어떻게 환자와 계를 맺어야 하는

지, 의사로서의 처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사결

정은 어떻게 내려야 하며 자신의 결정에 한 

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 자기이익을 지나치게 추

구하지 않으면서 나름 로 생활을 꾸려나가는 균형

을 어떻게 맞추어야 하는지, 사회에서 의사로서의 

지 와 그 지 에 따르는 권 와 책임은 어떠한 것

인지, 사회에서 의사에 한 역할은 어떠한 것이고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등 훈련기간을 통해 스승

이 보여주는 실제 이고 일상 인 사례들은 학생들

에게 매우 큰 향을 다 (Nierman, 2002). 이러한 

교육방법은 모두 타인과의 과 계를 통한 학

습방법이며 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학습

이라는 이 요하다.

  한편, Kasar & Clark (2000)는 10가지 문  행

를 제시하면서 각 요소들에 한 교수학습 방

법도 제시하 다. 신뢰성에 한 학습은 임상수업이

나 병동을 직  방문해 보거나 지역사회에 사를 

나가는 방법, 교수의 조교 역할을 해 보거나 그룹 

로젝트 활동 등을 제시하 다. 문  표 이라는 

요소는 문가인 의사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기

표 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를 한 학

습방법은 임상실습도 있지만 다른 문가들을 면

해보거나 간학문  로젝트를 수행하거나 로젝

트의 리더로서의 역할 는 역할모델을 해보는 방

법도 제안하 다. 이와 같은 10가지의 문  행

에 한 교수학습방법을 요약 정리하면 Table Ⅱ와 

같다.

  이 게 의학 문직업성의 교육방법은 소집단 학

습, 학습자 심, 자기주도학습, 문제바탕 학습, 

동학습, 역할놀이, 모의환자를 이용한 수업 등 그 

근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다음은 이와 같은 교수방

법을 이용하여 의학 문직업성 교육과정을 제공하

고 있는 미국의 몇 몇 의과 학의 교육과정을 소개

한 것이다. 

1) 캘리포니아 학 얼바인 의과 학 - “White 

Coat Ceremony”

  미국 의과 학에서는 의과 학 입학식에서 문

가로서의 선서를 한다. 이러한 서약은 보통 White 

Coat Ceremony라고 불리는 가운 착복식이 있는 오

리엔테이션 과정에 포함된다. 이러한 선서과정은 윤

리 이고 의학 문직업성을 기르는 교육과정의 일

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과 학생들에게 제공

되는 의학 문직업성 교육과정에는 많은 미국 의

과 학들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사-환자 계’ 과정

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의사-환자의 계를 다루

는 의학 문직업성 교육과정의 주제는 의사와 환

자의 의사소통이나 동료들과 함께 력하는 교육활

동이 있을 수 있다. 소그룹으로 나 어 학생들 스스

로 자신들만의 윤리의식을 형성하는 과정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실습을 하기 에 부분 학에서는 

의학 문직업성의 가치와 윤리에 한 개념 습득

을 해 련 문헌을 제공하고 읽도록 하는 것이 선

행되고 있다. 얼바인 의과 학의 경우 학생오리엔테

이션 기간에 학생들을 소그룹으로 나 어 각 그룹

마다 토론을 통하여 나름 로의 서약서를 작성하는

데 이 과정에 3시간 정도를 할애하고 있다. 학생들

은 각 그룹이 작성한 서약들에 해 의사로서의 의

무, 환자와 그 가족들에 한 기본 인 의무 그리고 

지역사회에 한 의무 등의 가치가 어떻게 포함되

었는지 서로 살펴보게 한다. 서약서를 작성하는 과

정에서 학생들을 어떠한 요소들이 가장 요하게 

향을 주었는지, 의과 학생들과 의사들에게 서약

과 선서식이 미치는 향은 무엇인지에 해서도 

서로 논의하게 되며, 서로 가지고 있는 개인 인 가

치와 동료들의 시각 그리고 의학 문직업성의 가

치들 간의 차이 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Cohn & 

Lie,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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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우스 로리다 학 의과 학 - “The 

Profession of Medicine”

  사우스 로리다 학의 의과 학의 경우에는 3

주 과정의 “의학 문직업성”과정이 있다. 이 과정

은 의학 문직업성에 한 기본 원리에 해 학습

하는 과정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 의학과 임

상의학의 연 성, 평생교육의 요성, 의료윤리, 의

학 문직업성, 기본 인 신체검사 기술, 의학문서 

조사방법, 근거 심의학, 학습기술, 컴퓨터 기술 등

에 한 교육내용이다. 교육과정 반에는 기본원리

와 지식을 습득하기 해 련 주제에 해 강의를 

듣고 소그룹으로 나 어서 의학도서 을 찾게 된다. 

그곳에서 사서의 도움을 받아 실습하는 과정이 있

다. 각각의 소그룹은 주어진 4가지 주제와 련된 

학습과제를 하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는 각 그룹마

다 워포인트를 사용하여 8분 발표로 보여주어야 

한다. 한 4가지 주제와 연 된 모의환자를 통해 

병력청취나 신체검사도 실시할 수 있다. 를 들어, 

심장병 환자를 다루거나 복부 검사 등 해부학 원리

가 강조되는 교육활동을 할 수 있다. 학생들은 4

가지 주제에 해 의료윤리의 원리와 임상주제를 

토의하고 소그룹으로 의료윤리와 련된 사례에 

해 토론의 장을 열기도 한다 (Wallach et al, 2002).

3) 이스라엘 기술 학 라 포트 의과 학 - 

“Trigger Films”

  이스라엘의 기술 학 소속 라 포트 의과 학에

서는 간단한 의학사례를 담은 비디오를 사용한 의

학 문직업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이 학에서는 

아마추어 연기자들이 병원에서 의사-환자의 면 

장면을 연기하여 다양한 임상상황을 연출하 다. 총 

16개의 임상사례를 담은 이 비디오 테이 의 주제들

은 매우 다양하다. 를 들어, “The Ballet Dancer”라

는 제목의 비디오는 AIDS에 걸린 동성애 환자를 다

루고 있는데 이 비디오에서 논의되는 의학 문직

업성의 주제는 개인과 지역사회 심 의료, 인종문

제, 다문화주의 등이다. “The Patient's Story”라는 

제목의 비디오는 종양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의과

학생에게 자신의 병을 설명하는 내용인데, 환자

심 의학과 의사 심 의학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

다. “The Cuckoo Nest”라는 제목의 비디오는 응

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지는 환자의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환자-의사의 의사소통과 신뢰감

에 해 논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임상상

황의 사례를 통해 학생들은 의학 문직업성에 다

양한 주제를 실감 있게 학습할 수 있는 것이다. 

학습 방법은 학생들을 7～10명의 소집단으로 나

고 각 집단마다 재자와 진자의 역할을 하는 지

도교수를 배정한다. 지도교수는 학생들의 논의단계

에 들어가기 에 비디오에서 보여주는 의학  내

용에 해 설명을 해 다. 학생들은 특정한 상황에

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안들을 제시하고 역할 놀

이를 통해 직  시연해 보이기도 한다. 비디오 수업

은 의과 학 과정의 여러 단계에서 학습될 수 있는

데, 임상  단계의 학생들이 이 비디오를 할 경

우에는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면들이 많

고, 임상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학습할 경우에

는 의료를 제공하는 의사의 시각에서 의사의 행

는 어떠해야 하는지 학습이 가능한 것이다 (Ber & 

Alroy, 2002).

4) 미네소타-둘루스 의과 학 - “Peer review 

and self-reflection”

  1999년 미네소타 둘루스 의과 학에서는 문직

업성에 한 새로운 로그램을 도입하 다. 이 

로그램은 의학 문직업성에 한 논쟁들과 함께 

동료평가와 자가평가를 통해 다단계 근을 시도한

다. 1학년과 2학년 과정에서는 4가지 상이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는 학생들이 동료, 의사가 

아닌 역할모델 그리고 자신들에 한 평가를 직

하게 된다. 평가서를 작성한 후에는 결과를 요약해

서 발표하게 되고 결과에 한 논의를 하게 된다. 

의학 문직업성에 한 활동은 1학년에만 총 20시

간을 할애하고 있는데, 첫 번째 활동은 1학년 오리

엔테이션 과정에 실시되는 것으로 이타심, 지식, 기

술, 그리고 책임감과 련된 약 20문항 분량의 평가

지를 작성한다. 각 문항마다 자신이 왜 그러한 답을 

썼는지에 한 이유를 기술하게 되어 있다.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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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는 자기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

이다. 여기에서는 오리엔테이션 기간을 통해 정리된 

직업 문성의 주요 특성들을 보면서 문항에 답하게 

되고 그 이유를 진술하게 되어 있다. 세 번째 활동

은 2학년 교육과정 반쯤에 실시된다. 1학년 때 자

가 평가 시 사용하 던 의학 문직업성 목록을 사

용하게 되는데, 학이 의학 문직업성 교육을 얼

마나 잘 제공하고 있는지 의학 문직업성 특성들 

각각에 해 3  척도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 

받는다. 네 번째 활동은 2학년 말에 실시되는데 이 

활동은 동료평가에 주안 을 두고 있다. 평가지는 

오리엔테이션 과정 때 사용되었던 평가지 내용을 

그 로 사용하되 의학 문직업성의 각 특성마다 

그 특성을 가장 잘 지니고 있는 동료 이름과 이유를 

기술하게 한다. 이 평가지에는 정 인 특성뿐만 

아니라 부정 인 특성도 나열되어 있다. 이에 한 

결과는 해당 학생들에게 보고되며 모든 활동은 익

명으로 작성된다. 둘루스 의과 학의 의학 문직업

성 로그램의 장 은 평가지의 내용이 매년 새로 

입학하는 학생들이 오리엔테이션 기간을 통하여 직

 추출해 내는 의학 문직업성의 특성에 따라 질

문지가 매년 수정되고 보안되기 때문에 항상 최신의 

정보를 유지한다는 이다 (Hafferty, 2002).

  이상 제시된 사례 외에도 미시간 학 노스웨스

턴 의과 학에서는 “Talking Medicine”이란 10주 과

정의 교과목을 개설하 다. 6～7명의 소그룹 형태로 

인문학과 의학 문직업성에 해 다양한 사례와 

자아성찰을 통해 학습하고 있다 (Lypson & Hauser, 

2002). 마운트 시나이 의과 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Medical Ethics Curriculum”은 의과 학 4년 과정 

반에 걸쳐 실시되는 것으로 1학년의 경우에는 

“White Coat Ceremony”를 통해 문직업성의 개념

을 악하고 3학년 임상실습과정에서는 의학 문

직업성에 한 강의와 학장의 주도 아래 의학 문

직업성에 한 토론의 장을 열기도 한다. 한 비공

식 인 교육도 강조하고 있어 병상, 진료실과 수술

실에서도 역할모델을 통하여 의학 문직업성이 학

습되고 있다. 시카고 학의 임상의료윤리 맥클린 

센터에서는 의과 학생과 공의들에게 의학 문

직업성의 개념을 가르치기 해 지난 30여년 간 임상

의료윤리를 교육과정으로 제공하고 있다 (Siegler, 

2002). 필라델피아 의과 학에서는 “Bridging the 

Gaps”라는 로그램을 운 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난한 지역사회를 상으로 

학생들이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과정이다. 러시 의과

학의 경우에는 “Community Service Initiatives 

Program” 운 하고 있다. 이 과정은 학생들이 가난

한 사람이나 장애인을 상으로 사를 하게 되는

데 지원자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다. 토론토 학의 

“Health, Illness and the Community” 과정은 300여

개의 지역단체를 통해 지역 사 경험을 할 수 있다. 

오하이오 의과 학에서는 “Women's Health: Views 

from Literature, Communities, and Clinical Medicine” 

과정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4학년 과정에서 선택

과정으로 배정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는 학생들이 

소설, 자서 , 수필, 시 등을 읽기, 아동학 보호소

나 지역 상담소 등을 방문할 기회가 주어지고 다양

한 여성인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고 

있어 학생들로 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사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Wear & Catellani, 2000). 1993년 

‘World Summit on Medical Education’에서는 의학

교육과정에서 지역사회 사를 강조하면서 이는 간

학문 인 학습과 문 인 웤에 도움이 된다고 

제안하 다. 한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은 “실제  상황”에서 학습을 하는 것이

기 때문에 지역주민 심 의학교육을 실천하는 것도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 토론토 의과

학에서는 1990년도에 교육과정 개편을 하면서 “반

나  지역사회 사” 로그램을 도입하 다. 이는 

1, 2학년 과정에 있는 것으로 일주일에 반나 씩 2

년 간 모든 학생들이 필수 으로 지역사회에서 

사하는 것이다 (Wear & Bickel, 2000). 이와 같은 지

역사회 인턴십 로그램도 의학 문직업성 습득을 

한 좋은 학습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의학 문직업성 교육과정이 비

교  미비한 편이나 의학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의학교육 과정에 많은 변화가 있으며, 넓은 의미에

서 의학 문직업성 교육과정을 제공하거나 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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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학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를 들면, 가

톨릭의과 학, 연세의  등 몇 개 학에서는 흰가

운 수여식 (White Coat Ceremony)을 학생 오리엔테

이션 기간에 도입하고, 학생 선서식을 함으로써 의

사 직업에 한 정신을 심어 주고 있다. 강좌로서는 

최근 연세 학교 의과 학에서는 의학과 문학이라

는 주제로 의학과 2학년 학생을 상으로 강좌를 개

설하여 심을 모으고 있다. 이 강의에는 다수의 문

학 련 교수들이 참여함으로써 문학에 한 이해

를 바탕으로 의학과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한 

교육방법으로서는 토론과 발표를 함으로써 학생 스

스로 사고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특징이

다. 이외에도 부분의 학에서 의료윤리 련 강

좌를 개설하고 있으며, 그 명칭은 학마다 다소 다

르지만 “의사와 사회”라는 틀 속에서 강좌를 개설하

고 있는 학이 늘고 있다. 이러한 강좌는 의학도로

서 사회를 바라보는 다양한 을 갖도록 하여 의

사로서의 문직업성을 함양하는 것이 목 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사회에서 그리고 환자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의사 양성을 한 다양한 사 활동이 이

루어지고 있는 것도 문직업성을 확립하는데 도움

이 되는 과정이다.

  종합하면, 의과 학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의학 

문직업성을 개발하기 해서는 첫째, 학생들로 하

여  의학 문직업성의 유래가 어떻게 되었는지, 

의사로서 지녀야할 책임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명확히 이해시키는 것이 요하다. 둘째, 의료를 행

하기 해 필요한 개인  자질, 가치, 태도, 행동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셋

째, 학생들이 습득한 기본 개념들을 장에서 용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지속 으로 그 문성을 

개발하는 것이 요하다는 을 이해시키는 것이다

(Stephenson et al, 2001). 따라서 의과 학의 교육과

정은 학생의 신분에서 의사라는 문직으로 변화해 

갈 수 있도록 즉, 문직업성을 갖춘 의사가 되기 

한 문화 과정에 을 두어야 한다. 반면, 졸업 

후 교육은 문화 과정을 넘어서 의과 학에서 습

득한 문성을 다지고 지키고 그 문성을 지속

으로 계발할 수 있는 교육과정에 을 두어야 한

다. 그리고 교육방법은 일방 인 강의가 아니라 학

생이 스스로 자율 으로 참여하는 학습형태를 취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과 같은 에서 의학 문직업성 교육과정

에 한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과 학 교육과정  병원에서의 사활동

을 의무화 할 것을 제안한다. 구체 으로는 의 과 

과정  최소 4주간의 병원 사활동(환자의 보호자 

역할)을 의무화하여 이를 의학과 진입의 필수 여건

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의학 문직업성 교육은 일회 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므로 의학과 1학년 과정에서부터 졸업 후 

과정까지 연계 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필

요하다. 를 들면, 의학과 4년 과정 동안 포트폴리

오 형태의 자료집을 학생 개개인이 만들도록 하여 

이 자료집에 문직업성을 갖춘 의사가 되기 한 

개인  노력 ( 련 정보수집 내용, 문성 련 각종 

활동보고서, 환자 체험기, 인터뷰 자료 등)을 수집하

도록 한 후 이에 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재 많은 학에서 도입하고 있는 문제바

탕학습 (Problem-Based-Learning)에 의학 문직업

성 련 요소를 학습 목표에 포함시키고, 이에 한 

토론과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이 될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의학과 1학년을 

상으로 비의학  모듈 (non-medical module)을 바탕

으로 첫 4주 정도 ‘의학과 문직업성’이라는 주제

로 PBL을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I knew very much about man, but had little idea of 

what man is.”

- Coles R. Walker Percy

결   론

   사회에서 의학 문직업성이 요하게 부각

되는 이유는 개인의 건강, 즉 질병 치료에 집 되었

던 의료가 이제는 지역 심 의료, 건강증진, 방의

학이 두되기 때문이다. 한 지식의 폭발로 인해 

근거 심의학, 력의료와 평생의학교육의 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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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더욱 강조되고 있고 환자의 권리와 자율성이 부

각되면서 진료 장에서 의사가 독 하고 있던 의사

결정권이 어들고 의사에게는 환자에 한 책임감, 

동정심, 이해 등을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

 원리가 의료에도 용되면서 경제  이익이 환

자의 이익보다 앞서면서 의사의 사회  인식은 

하되었고 방송과 신문과 같은 매체에서는 의사의 

실수로 환자가 피해를 입은 오진 사례들을 폭로하

면서 국민들로 하여  의사의 문성과 신뢰에 

한 의구심을 키워주고 있다 (Stephenson et al, 2001; 

Ber & Alroy, 2002). 이러한 상황에서 1984년 

AAMC에서는 “21세기의 의사상 (Physicians for the 

twenty-first century)”를 발표했고 1993년 국의 

General Medical Council에서는 “미래의 의사 (Tomorrow's 

doctors)”라는 보고서를 작성하 다. 이 후에도 의사

의 문성과 질 향상을 구하는 많은 문서들이 발

표되었고 미국에서는 1970년 부터 의과 학에서 

의료윤리를 가르치기 시작하 다. 그러나 그동안 의

료윤리 교육과정을 통해 어떠한 들이 개선되고 

강화되었는지에 한 연구결과는 많지 않다. 교육의 

결과는 가시 으로 측정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의학 문직업성을 길러주

는 교육을 통해서 의사-환자의 계가 얼마나 좋아

졌는지,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었는지 등에 한 심

층 인 연구들이 필요하다.

  의학 문직업성을 가르치기 해서는 가르치는 

교수자가 역할모델이 될 수 있는 의사가 되어야 함

을 앞서 언 한 바 있다. 그러나 재 우리나라의 

실은 부족한 이 많다. “Medical Professionalism”

에 한 용어 정의도 아직 정확하게 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며, 의학 문직업성에 한 개념에 해 폭

넓은 이해와 정보교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의학 문직업성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국민

이 원하는 바람직한 의사들을 배출해 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며 따라서 이는 국민이 의사에 한 

신뢰를 되찾지 못하는 근본 인 원인인지도 모른다. 

의학 문직업성 로젝트에서 “의학 문직업성에 

한 국제  기 (International Charter on Profession-

alism)”을 제시한 바 있으나 문직업성이 사회의 

변화와 그 특성에 기인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

나라의 사회 상과 문화  특성에 따라 우리나라 

의학 문직업성의 특성과 개념은  다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바라는 이상 인 

의사상은 무엇이며, 의학 문직업성의 특성과 그 

개념이 무엇인지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 문직업성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속성을 가지

고 있기 때문에 의과 학에서도 학생들의 변해가는 

문  태도를 감안하여 학년에 따라 조 씩은 차

별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의사에게 가장 인 것은 사회의 불신이다. 

의사의 문성과 윤리를 믿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 

이를 방어해주는 기제가 동료간의 력이다. 우택

(2003)은 의학 문직업성 교육은 모든 의과 학의 

과제이지만 하나의 의과 학이 많은 교육과정을 제

공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의과 학이 일종의 

의견을 모아 서로 력하여 공동 투자와 운 을 통

해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교재를 개발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 미국의 경우에도 의학 문직업성의 개

념을 만들기 해 많은 내․외 인 력을 해왔

다. 미국이 의학 문직업성의 개념을 찾기 해 

‘의학 문직업성 로젝트 2002’를 ABIM과 ACP 

재단의 력 으로 시작한 것 이외에도 90여개의 

문가 회와 학, 사회집단 등 이 로젝트에 참

가한 구성원들이 의학 문직업성에 하여 100회

가 넘는 발표를 하 고, 2002년 의학 문직업성의 

개념과 그 특성을 발표한 이래 미국 역은 물론, 

국제 인 기사거리가 되면서 뉴스, 라디오, 신문, 방

송 인터뷰, 6만 5천부가 넘는 자료인쇄가  세계

으로 실렸다. 의학 문직업성의 개념을 정의하고 

헌장을 만들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단기간과 장

기간의 향력을 함께 살피고자 하는 이들의 극

인 피드백 활동에 우리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의학 문직업성의 개념과 교육방법

에 을 맞추었기 때문에 의학 문직업성의 평

가방법에 해서는 구체 인 언 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의학 문직업성을 평가하는 것은 가르치는 

일 만큼 요하다. 학습자의 지식, 기술, 태도가 질

으로 어떻게 변해가는 지, 의사로서 갖추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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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기술 그리고 태도가 제 로 형성되었는지를 

평가하려면 교육의 과정 (process)을 볼 수 있는 형

성평가가 필요하다. 학생에 한 평가는 교수자나 

동료 는 환자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의학 문직

업성에 한 교육과정을 도입할 때에 질 이고 양

인 평가가 모두 이루어질 수 있다면 좋겠으나 

실상 쉬운 일은 아니다. 양  평가에서 유용하게 사

용될 수 있는 평가기법으로 모의 환자를 이용한 

OSCE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나아가서 교육과정

의 성격과 의학 문직업성 각 요소에 한 맞춤 

평가 (tailored evaluation) 도구가 개발되어야 바람직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의학 문직업성에서 요구하는 특성들

을 학생들 자신들의 생활 속에서 내면화시킬 수 있

도록 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며, 이

는 의학교육자들의 몫이라 생각된다.

“One of the essential qualities of the clinician is 

interest in humanity, for the secret of the care of the 

patient is in caring for the patient”

- Harvard internist Francis Peabod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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