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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근  의학은 의학의 심을 ‘환자’에서 ‘질병’으

로 바꾸면서 질병 연구  치료에 획기 인 성과를 

거두었으나, 질병을 앓는 환자의 고통 (suffering)에 

해서는 보다 심이 소홀해졌다. 한 의과학

(medical science) (Lewinsohn, 1998)과 의료 테크놀로

지의 발 으로 의사들은 환자를 돌보는 일 (carer of 

patient)보다 질병을 치료하는 일 (curer of disease)에 

몰두하게 되었다. 그러나 20세기 반 들어 수명이 

늘고 만성 질환이 많아지면서, 의료비는 크게 증가

함에도 불구하고 의료 성과는 기 한 만큼 나타나

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 하여 닉슨 통령은 1969

년 7월 기자 회견에서 처음으로 ‘보건 의료의 기’ 

(crisis)란 표 을 사용하 다. 뒤를 이어 의학의 효

용성이 과 평가되었으며 생의학 (biomedicine)이 한

계를 드러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은 낙

으로 보던 의학의 발 에 하여 처음으로 의구심

을 갖기 시작하 다 (Starr, 1982). 

  근  의료가 효율성을 높이기 하여 병원 체제

와 과학  의학에 의존하게 되면서, 환자들은 진료 

장에서 자신들의 가치 이나 의견이 무시되는 것

은 물론이고, ‘의료의 비인간화’나 ‘질병에서의 소외 

상’ 등을 자주 경험하게 되었다. 이런 불만들은 공

해와 핵 험 등으로 시작된 과학 비 론과 함께 과

학  의학에 한 믿음을 약화시켰다. 인권 운동 역

시 그동안 의사가 지녔던 권 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환자의 권리 신장을 진하는 주장을 펼

쳤다. 이 시기를 기 으로 은 의학의 발 뿐만 

아니라 의료 윤리나 분배의 형평성에 심을 갖게 

되었다 (Starr, 1982). 한걸음 더 나아가 은 문

가의 통제에서 벗어나 건강과 질병 문제에 하여 

자기 통제력을 회복하고, 주체성을 회복하려는 움직

임을 보 다. 그리고 그동안 무시되었던 한의학이나 

보완 체 의학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

cine) 그리고 자조 치료 (self-help)에 심을 기울이

기 시작하 다 (조병희, 2003). 

  이처럼 1960년 에 나타난 과학  의학의 성과에 

한 회의와 불신은 과학  의학 (scientific medi-

cine)을 신 하던 많은 의사들에게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기로 해석되기도 하 다. 문제 해결

책으로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다

(Jackson, 2002). 한편에는 의학이 진정으로 과학  

의학이 되지 못하 기 때문에 재의 상황이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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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는 주장이 있다. 이들은 의학이 과학  의학으

로 더욱 발 하려면 지 처럼 생의학  지식이나 

비체계 인 경험보다 임상 연구를 통하여 검증된 

연구 결과, 즉 체계 인 경험에 토 를 둔 진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의학이 철

하게 과학  의학으로 개편될 때 임상  효율성

(clinical effectiveness)이 극 화되면서 의료의 기

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은 ‘근

거 심 의학’에 그 로 구 되고 있다(권상옥, 2004). 

다른 한 편에서는 의학의 기가 과학  의학을 추

구하면서 나타난 ‘의료의 비인간화’와 ‘질병으로부

터 환자의 소외’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들은 

인문학 교육을 통하여 과학  의학으로 편 해진 

의학을 보완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이들은 과학  

의학으로 치우친 의학이 인간 인 면을 시하는 

인문학  의학 (humanistic medicine) (Glick, 1981)으

로 바 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학 교육에서 인문학 교육의 강화 추세는 국내

에도 향을 미쳐 여러 의과 학에서 인문학 과목

을 보강하고 있다. 연세 학교 원주의과 학 역시 

인문학 과목을 강화하여 2005년부터 개편된 교과 

과정을 실시하게 되었다. 자는 의학 교육실의 겸

직 교수를 맡고 있기 때문에 문 지식이 별로 없으

면서도 의료 인문학 과목을 맡게 되었다. 과목 개설

을 비하면서 자는 (1) 의료 인문학의 개념은 물

론이고, (2) 의학 교육에서 인문학 교육의 필요성과 

(3) 역할을 악하면서, (4) 교육 목표를 설정하는 일

이 시 하여, 련 자료들을 집 으로 읽을 기회

가 있었다. 이 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악한 

내용을 나름 로 정리한 것이다. 

본   론

가. 의학 교육에서 인문학 교육의 필요성

  1960년  비  사회 운동 (critical social move-

ment)은 탈권 주의 운동과 반체제 운동의 형태로 

나타나 온 세계에 향을 끼쳤다. 미국에서 벌어진 

흑인 인권 운동과 시민권 투쟁의 결과로 은 비

로소 권리의 보편성을 깨닫게 되었다. 의료 문제에

도 심이 높아져 자연스럽게 의료에서의 권리

(rights in health care), 즉 건강권이 쟁 으로 부상하

으며, 건강권은 더 이상 특권의 문제가 아니라 권

리의 문제로 변하게 되었다 (Starr, 1982). 그 밖에도 

은 ‘환자에게 동의를 받을 권리’, ‘치료를 거부

할 권리’, ‘치료 결정에 참여할 권리’, ‘자신의 의무 

기록을 볼 권리’ 등을 환자의 권리로서 주장하 다. 

의사의 권 가 과거보다 약해지면서, 환자와 의사 

계에도 한 변화가 일어났다. 환자와 의사 

계가 의사의 온정주의 (paternalism)에 근거한 수직 

계에서 환자의 자기 결정권에 근거한 수평 계

로 변화한 것이다. 

  다음으로 의료 문화와 의료 기기의 발 이 진

료 방식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켰다. 질병에 따라 해

당 문의가 진료를 맡으면서, 통 인 주치의 개

념은 크게 약해지고 의료 문화가 정착되었다. 

한 료제로 이루어진 병원이라는 공간의 등장과 

의료 기기의 발 은 의료의 효율성을 극 화하는데 

기여하 다. 그 지만 그 이면에는 ‘환자는 없고 질

병만 있는’ 환자의 소외 상과 의료의 비인간화 

상이 심각한 부작용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지 하여야 할 사항은 의료 정보의 

확산이다. 환자의 교육 수 이 높아지고,  매체

와 인터넷을 통하여 의료 정보가 개방되면서, 환자

는 자신의 질병에 한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만성 질환이나 원인이 밝 지지 않는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 가운데 스스로 한의학과 

보완 체 의학에 근거한 치료나 자조 치료 (self-help)

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처럼 과학  의학이 차지하던 인 치가 

흔들리게 되자, 의학계는 과학  의학에 한 반성

과 함께 의학 교육에 획기 인 변화를 모색하게 되

었다. 이 가운데 가장 요한 것은 바로 인문학을 

의학 교육에 극 도입하여, 의학에 인간 인 면을 

보강하자는 주장이다. 과학  의학의 결 을 보완하

기 하여 시작된 의료 인문학 교육은 크게 두 차례

의 변화를 겪었다 (Greaves & Evans, 2000). 첫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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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는 1960년 와 70년 로 의사학, 의료 인류학에 

이어 의료 사회학이나 의료 윤리학 등이 다른 인문

학 과목과 함께 의학 교육에 도입되었다. 당시에는 

의료 인문학이란 용어가 등장하기 으로 의료와 

련된 인문학 과목이 개별 학문으로 교육에 도입

된 것이다. 두 번째 변화는 의료와 련된 별개의 

인문학 과목들이 다시 하나의 학문으로 통합되어 

의료 인문학이란 이름으로 교육에 소개된 것이다. 

의료와 련된 개별 인문학들이 간학문  근 방

식을 통하여 서로 유기 으로 통합되면서 의료 인

문학이란 새로운 학문이 국에서 시작되었다. 

나. 의료 인문학의 개념 

  인문학 (humanities)이란 본래 후마니투스 (humani-

tus, humanity)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문이다. 후마

니투스는 인간성과 인간다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옛사람들은 인간성과 인간다움을 소유한 사람이란 

바로 교양 있고 학식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믿었

다. 따라서 인문학은 인간 정신을 고귀하고 완 하

게 해주는 학문으로 평가받아 왔다. 동서양을 막론

하고 인문학 교육에서 가장 요시한 과목은 고

과 강독이다. 고  교육을 강조한 것은 고 을 통해

서 인간성이 개발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인간성은 

교육을 통해 개발되기 때문에, 고 을 읽고 쓰고 외

우고 토론하는 가운데 진정한 인간이 만들어진다고 

믿었다 (강 안, 2002).

  후마니투스에 한 고 의 개념이 부활되고 인문

학이 활기를 띤 것은 르네상스 시 다. 14세기와 

15세기에 나타난 르네상스는 세의 종교 이고 억

압 인 분 기에 한 반동으로 나타나, 세의 신 

심 사상에서 인간 존 과 인간 해방의 인문주의

(humanism) 사상을 주장하 다. 학자들은 그리스와 

로마의 문학, 수사, 철학 그리고 술을 연구하여 인

문학의 통을 회복하고자 하 다. 르네상스를 통하

여 재발견된 인간에 한 자각은 개인의 발견으로 

이어지고, 마침내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에 한 개

념이 생겨났다 (정  등, 2000). 이런 통을 이어

받은 인문학 (humanities) 는 인문 과학 (human 

science)은 인간의 경험을 연구 상으로 하면서, 자

연 과학에 립되는 학문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문학의 이념을 1970년  의학 교육에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은 미국의 의사이자 의철학가

인 에드몬드 펠 그리노 (Edmund Pellegrino)이지만

(Murray), ‘의료 인문학’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

람은 1976년 호주의 외과 의사 무어 (A. R. Moore)이

다 (Moore, 1976). 그는 교육 과정에 없는 의사직

(doctorship)이란 문제를 철학이나 문화 혹은 개인의 

에서 검토하기 하여, 문학 작품에서 발췌한 

내용을 수업에 활용하 다. 수업은 자유스러운 토론 

분 기의 조성에 을 두었기 때문에, 문제 제기

만 할 뿐 해결 방안은 요구하지 않아 학생들 스스로 

자유롭게 토의할 수 있도록 하 다. 수업의 목표는 

의사직과 련된 문제들을 논의하고, 문학 작품에 

나타난 의학  표 을 발굴하며, 인문학  사고와 

쓰기를 배우고, 환자 돌보기에 한 감수성을 높

이는데 두었다. 궁극 으로 이 강의는 좋은 의사

(better doctor)이면서 교양 있는 시민 (cultured citizen)

이 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의료 인문학은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의학과 련

이 있는 개별 인문학, 즉 역사학, 철학과 윤리학, 문

학, 술, 사회학, 신학, 심리학 그리고 법학 등을 모

두 포함하는 다학문 인 (multidisciplinary) 의미로 

쓰이지만, 최근에는 좁은 의미에서 개별 인문학의 

역을 유기 으로 연결하여 간학문 (interdiscip-

linary) 입장에서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뜻으로 쓰이

고 있다. 간학문 인 의료 인문학은 학문의 역사가 

짧고, 학자들 역시 자신의 학문  배경에 따라 의료 

인문학을 다르게 설명하기 때문에 때로는 정의하는 

일조차 쉽지 않다 (Kirklin, 2003). 국 의료 인문학 

회는 의료 인문학이란 의학의 인간 인 면을 간

학문 (interdisciplinary)으로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Arnott, et al., 2001). 

다. 의학 교육에서 의료 인문학의 역할

  의학 교육의 목표는 좋은 의사 (good doctor)를 만

드는 데 있다. 그러나 좋은 의사가 갖추어야 할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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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시 와 장소에 따라 계속 변하고 있다. 과학  

의학을 제안하 던 스 는 과학의 방법론에 정

통하고, 의학 지식이 풍부한 의사가 좋은 의사라고 

주장하 다 (Lester, 1982). 그러나 통 인 임상의

사로서, 스 의 과학  의학에 반 하여 의학에

서 기 (art)의 요성을 강조하 던 피바디 (Francis 

W. Peabody)는 1927년 자신의 논문 (Peabody, 1984)

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요사이 은 의사들은 질

병 기 은 잘 알지 몰라도 의료에 해서는 아는 것

이 거의 없다거나, 혹은 지나칠 정도로 과학 이면

서도 환자 돌보는 법에 해서는 정통하지 못하다

고 경험 많은 의사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 략). 

의사에게 있어서 가장 요한 덕목은 인간의 본성

에 한 심이다. 왜냐하면 환자 돌보기의 비결은 

환자를 돌보는 행  속에 있기 때문이다.” 과학  

의학이 진행되던 20세기 에도 과학  의학의 부

작용에 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하 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인문학이 의학 교육에서 강조되면서, 좋은 

의사란 기본 으로 과학  의학에 정통할 뿐 아니

라 의사나 교양인으로서 성숙한 의사 (maturation of 

physician)를 의미하게 되었다 (Pellegrino, 1979). 최근 

심을 끌고 있는 의료 인문학은 좀 더 구체 으로 

인도 인 의사 (humane doctor)를 만드는 것을 교육 

목표로 삼고 있다 (Macnaughton, 2000). 인도 인 의

사란 환자 개개인의 개성이나 가치 의 차이를 인

정하고,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나 환자를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윤리 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 있으며, 의료 경험이나 지식을 비 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을 갖춘 의사를 말한다 (Grant, 2002). 

  교육 수단으로서 인문학이 의학 교육에 미치는 

향에 해서는 두 가지로 나 어 생각할 수 있다

(Macnaughton, 2000). 인문학의 비도구  역할을 주

장하는 사람들은 인문학 교육의 내재  가치를 강

조한다. 그 동안 의 과 인문학 교육이 지향하 던 

교양 교육, 인 교육 혹은 인성 교육은 바로 통

인 인문학의 역할에 근거한 것이다. 이 경우 인문

학 교육의 목표는 구체 인 지식 (knowledge)의 축

보다는 인문학  지혜 (wisdom)의 배양에 두고 있다. 

이에 비하여 인문학의 도구  역할을 강조하는 사

람들은 인문학이 임상 능력을 진작시키는데 도구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를 들어, 문학 작품이나 

화에 나타난 질병이 증례 연구로 이용되어, 질병 

경험이 환자와 의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알

려 으로서 임상에서 의사와 환자 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다고 말한다 (이 미와 이 희, 2003).  

그리고 드라마는 화와 몸짓을 통하여, 의사소통의 

방법을 더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 다

고 주장한다. 결국 의료 인문학은 인문학의 실용  

가치를 의학에 극 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국내 의과 학 역시 좋은 의사를 만들기 

한 방법으로 인성 교육을 실시하 고, 특히 인문

학을 기본 과목으로 가르쳐 왔다. 인성 교육의 방법

으로 의 과에서 주로 교양 인문학을 가르쳤다면, 

본과에서는 구체 으로 의료와 연 된 인문학을 가

르쳤다. 그러나 인성 교육의 목표가 뚜렷하게 설정

되어 있지 않고, 그나마 인성 교육 과목으로 선정된 

교양 인문학의 수 이 단히 피상 이며, 학생이나 

교수 부분이 의학을 자연 과학으로 생각하는 분

기에서 인성 교육은 제 로 된 성과를 낼 수가 없

었다. 그간의 인성 교육의 성과를 평가하고 반성하

는 모임이 “의과 학 인성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란 주제로 (한국의과 학장 의회, 1996) 1996년 제4

차 의학교육 합동 학술 회에서 열렸다. 효과 인 

인성 교육을 하여 홍창의는 인문학 교육을, 황상

익은 인문사회과학 교육을, 그리고 정명 은 도덕 

교육의 강화를 각각 주장하 으며, 맹 호 (2002)는 

의료 윤리학 교육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 다. 

  의료 인문학 교육이 인도 인 의사에게 필요한 

소양이나 태도를 갖추는데 유용하기는 하지만, 과연 

행동의 변화까지 유도할 수 있는지에 해서는 회

의 인 시각이 많다.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에는 행

동의 변화를 확실하게 유도하기 하여 의사소통 

기술 (communication skill)에 한 교육을 추가하여

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Arnold, et al., 1987). 

더욱이 학생들이 의료 인문학을 그  이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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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과목으로만 생각하는 사고방식도 근본 으로 문

제가 되고 있다 (Stempsey, 1999).

  의료 인문학은 개별 과목으로 교육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의료 인문학이 간학문  입장에서 주제 

심으로 통합 강의되기도 한다. 이럴 경우 학기마

다 과목을 바꿀 필요 없이, 의료 인문학 과목은 그

로 둔 채 주제만 바꾸어 연속 으로 교육이 이루

어질 수 있다. 그러나 국내 부분의 학과 마찬가

지로 원주 의  역시 공 학자가 없는 상태에서 의

료 인문학을 한 학기동안 일주일에 두 시간 강의하

여야 한다는 것은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한 행동

과학, 의사학, 의철학, 의학 면담 (임상 의학입문), 의

료 사회학 그리고 의료 윤리학 과목이 이미 개설되

어 있기 때문에 의료 인문학 강의는 부득이 이들 인

문학 과목이 제 로 다루지 못한 분야를 가르쳐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학문 인 

의료 인문학의 강의 주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는 통

증과 고통 (pain and suffering), 몸과 육체 (body), 건

강과 질환 그리고 질병 (health, sickness, illness and 

disease), 죽음과 죽어감 (death and dying), 의사됨

(doctoring) 등을 들 수 있다 ( 우택과 양은배, 2003). 

이러한 주제들은 생물학 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심리 , 문화 , 사회  혹은 철학 인 의미를 함께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의료 인문학이 효율

으로 강의되기 해서는 련 과목 담당 교수들

이 만나 의료 인문학 체의 교육 목 과 목표를 설

정하고, 이어서 개별 과목의 역할을 나 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라. 의학과 인문학의 계

  의학 교육에서 인문학 교육의 특징은 인문학과 

의학이 서로의 역을 침범하지 않고 공존하면서 

교육된다는 이다 (Evans & Greaves, 2002). 이런 

략은 인체나 질병을 생의학 으로 이해하려는 기존

의 과학  의학의 틀은 그 로 둔 채 인문학을 수용

하여 과학  의학의 단 을 보완해 보려는 시도를 

의미한다. 인문학  교육은 생의학  원리에 따라 

질병 (disease)을 이해하고자 하 던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질병뿐만 아니라 환자를 함께 이해하는 능

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질병을 질병 그 자

체로서가 아니라 환자와 함께 이해한다는 사실은 

질병의 원인으로 생물학 인 요소뿐만 아니라 심리

사회 인 요소의 요성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런 면에서 인문학 교육 정신은 생물심리사회 질

병 모델 (biopsychosocial disease model) (Engel, 1977)

의 개념과 공통 을 많이 갖고 있어 자연스럽게 생

의학  질병 모델 (biomedical disease model)을 극복

하는 계기를 마련해 다. 그러나 생물심리사회 질

병 모델이 생의학  질병 모델의 안이 될 수 있는

지에 해서는 논란이 많다. 

  1960년  생의학  교육에 반 하여 시작된 인문

학 교육은 환자를 깊이 이해하도록 함으로서 생의

학  질병 지식에 편 된 의학 교육을 보완하는 역

할로 시작하 으나, 궁극 으로는 인간이나 질병에 

한 생의학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새로운 패러다

임을 형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망된다. 이

처럼 의료 인문학은 기본 으로 과학  의학을 보

완해 주는 역할을 하지만, 과학  지식과 인문학  

지식을 통합한 온 한 인간 (fully human) 이해를 바

탕으로 생의학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새로운 패러

다임의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Greaves, 2002). 

결   론

  의학이 과학 으로 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학과 보완 체 의학이나 자조 치료 등에 환자

들의 심이 높아진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

의 아이러니일 수 있다. 이런 상은 근  의학이 

과학  의학을 지향하면서, 질병에만 열 한 나머지 

환자의 고통을 소홀히 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

한다. 의료가 객 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 가운데 ‘의료의 비인간화’와 ‘질병으

로부터 환자의 소외’ 상은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

받고 있다. 과학  의학 (scientific medicine)의 이

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하여 의학에 인간 인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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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완해 주는 교육, 즉 의료 인문학 교육이 심

을 끌고 있다. 

  질병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심을 기울이는 의학

이 되려면 질병에 한 의학  지식 (knowledge)과 

함께 인간이나 환자에 한 인문학  지혜 (wisdom)

를 배양하는 의학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해 의학 

교육에 인간을 깊이 이해하기 한 고 인 인문

학이나 환자를 깊이 이해하기 한 의료 인문학이 

폭 강화되었다.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로서 첨단

인 진료를 받으면서,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로서 

인격 주체에 합당한 배려를 받도록 하는 일이 바로 

의료 인문학의 교육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의료 인문학은 의학과 련이 있는 인문학을 모

두 포함하는 다학문  입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개별 의료 인문학의 역을 유기 으로 

포 하여 의학의 인간 인 면을 간학문 으로 근

하는 새로운 인문학 분야를 뜻하기도 한다. 인문학 

교육이 성숙된 인간을 키우는 것이라면, 의료 인문

학 교육은 인도 인 의사를 만드는 것이다. 의료 인

문학은 인간이나 환자를 깊이 이해하여 생의학  

질병 지식에 편 된 의학을 보완하는 역할로 시작

하 지만, 궁극 으로는 인간이나 질병에 한 생의

학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

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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