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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ior Medical Students' Gastrofibroscopy Experience to

Understand Patients' Discomfort

Seong-Gu Woo, MD, Nak-Jin Sung, MD, Ki-Heum Park, MD, Dong-Wook, Lee, MD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Dongguk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Purpose: Senior medical students agreed to undergo gastrofibroscopy testing in the same 

manner as patients would in order to assess if the experience affects their understanding of 

patients' discomfort and their recommendation of this test.

  Methods: 27 senior medical students rotating through family medicine underwent gastrofi-

berscopy. The level of discomfort experienced by these students was evaluated by using the 

Visual Analogue Scale (VAS). Each student's recommendation of gastrofibroscopy or upper gastro-

intestinal series to asymptomatic and symptomatic adults with upper GI complaint was recorded. 

And we assessed the need of patient experience for recommendation of gastrofibroscopy.

  Results: Before having experienced a gastrofibroscopy, 21 students recommended gastrofibro-

scopy (21 cases, 77.8%) and 6 recommended upper gastrointestinal series (6 cases, 22.2%) as 

screening tests in asymptomatic adults. After having had a gastrofibroscopy, gastrofibroscopy was 

recommended in 16 cases (59.3%) and the upper gastrointestinal series in 11 (40.7%), again in 

asymptomatic adults. However in symptomatic adults, there was no change. The degree of 

discomfort after having had a gastroscopy was less than they thought (5 cases, 18.5%), the same 

(5 cases, 18.5%), and more than they thought (17 cases, 63.0%), 25 (92.5%) students thought 

experiencing gastrofibroscopy would help them explain the procedure to patients in the future. 

26 (96.3%) students expressed that doctors who recommend gastrofibroscopies should experience 

having the test so that they can better empatize and understand patients' discomfort.

  Conclusion: Senior medical students' experience being a patient is a significant learning 

opportunity for understanding the patient discomfort. This experience will help doctors under-

stand patient's discomf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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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의사가 환자 체험을 하는 것은 환자의 고통을 이

해하고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한 방법이다. 의사는 

환자와 공감을 통한 의사소통으로 질병의 생물학  

상 뿐 아니라 환자의 정신 사회  측면을 이해하

여 환자 입장에서 병을 해석하므로 좋은 의사-환자 

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김진환, 2002; Ni-

cholas & Gillett, 1997). 환자가 된 의사들을 소개한 

책에서 의사들은 자신의 환자 경험이 진료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고 있다 (나루시마 가오리, 2003). 

  환자들에게 불편해하지만 흔하게 권고되고 시행

되는 내시경 검사는 1차 진료를 담당하는 가정의

학과 개원의의 65.8%가 시행하고 있고 (변재 , 

1997), 1999년부터 시작되어 재까지 진행 인 국

가 암 조기 검진 사업  한 가지인 암의 조기발

견을 해 40세 이상을 상으로 상부 장 촬 이

나 내시경검사를 2년에 한 번씩 시행할 것을 권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들은 환자의 고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의사들이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내

시경 검사를 더 많이 권고하고 있다. 만약, 의사가 

불편한 검사  하나인 내시경 검사를 체험하고 

내시경 검사에 수반되는 불편감을 이해한다면 

내시경 같은 힘든 검사 권고에 더 신 해질 것이고 

시술 과정을 더 생생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되어 환자

의 불안감을 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한, 내시경

과 같은 불편한 검사 시술에 해 환자와 공감을 형

성할 수 있어서 검사 선택  시술 과정에 해 환

자와 의사소통이 더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들은 힘들고 불편한 검사  흔히 권고되

는 내시경 검사를 선택하여, 치료나 검사에 한 

지식만 있고 환자 이해가 부족할 것으로 생각되는 

비 의사인 의학과 4학년 학생들에게 환자 체험을 

경험하게 하 다. 환자 경험으로 첫째 내시경 검

사와 같은 힘들고, 불편한 검사의 권고에 변화를 

래하는지, 둘째 환자 이해와 공감형성에 도움이 되

는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

상  방법

가. 연구 상

  2004년 2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가정의학과 임

상 실습을 받은 의학과 4학년 27명 원을 상으

로 하 다.

나. 연구방법 

1) 내시경 검사

  환자 경험을 한 의학과 4학년에 한 내시경 

시술은 가정의학 임상 실습 마지막 날인 매주 토요

일 오  9시에 실습 학생 2～4명을 상으로 내

시경 경험이 많은 가정의학과 지도 문의 1인에 의

해 실시되었다. 

2) 설문 

  (1) 1차 설문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기 날 매주 요일에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를 시행하 다. 내시경 검사 

 1차 설문 항목은 성별, 나이, 장 증상이 없는 

성인에서 장 선별 검사로 권고하고 싶은 장 검

사법, 장 증상이 있는 성인에서 장 선별 검사로 

권고하고 싶은 장 검사법에 해 질문을 하 다. 

내시경 검사를 받을 때 상되는 불편감 정도는 

시각  상사 척도 (Visual Analogue Scale, 이하 

VAS)를 이용하여 조사하 다. 

  (2) 2차 설문

  2차 설문은 매주 토요일 오  내시경검사 1시

간 후에 하 다. 내시경 검사 직후에 설문을 하면 

검사에 한 불편감이 높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

여 1시간의 자유 시간 후 설문조사와 같이 면담을 

병행하 다. 내시경 검사 후 2차 설문 항목은 

장 증상이 없는 성인에서 장 선별 검사로 권고하

고 싶은 장 검사법, 장 증상이 있는 성인에서 

권고하고 싶은 장 검사법을 설문으로 조사하 고 

이번 내시경 검사 동안 본인이 느 던 불편감 정

도는 VAS를 이용하 다. 그리고 면담을 통해 내

시경 검사를 받는 동안 힘든 시기와 편해지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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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racteristics                    No. (%)

Sex

  Male

  Female

21 (78%)

 6 (22%)

Total 

Age (years)

Propensity to perfect score

Gastrointestinal symptoms

Family history of gastric cancer

Previous GFS* history

Previous UGI
† history

26.2±1.12

3.48±0.75

Yes

No

Yes

No

Yes

No

Yes

No

27 (100%)

10 (37%)

17 (63%)

 5 (19%)

22 (81%)

10 (37%)

17 (63%)

 1 (4%)

26 (96%)

*Gastrofibrosocpy, †Upper Gastrointestinal series 

Table I.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를 양성률로 알아보았고 내시경 검사를 처방하는 

의사는 환자의 불편감을 이해하기 하여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의사

가 내시경 검사를 받아 보는 것이 환자에게 내

시경 검사 시술 과정을 설명할 때 도움이 된다고 생

각하는지, 의사가 시술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불편

감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를 조사하 다. 

3) 시각  상사 척도 (Visual Analogue Scale, 

이하 VAS)

  내시경 검사에 한 불편감을 나타내는 척도로 

시각  상사 척도 (Visual Analogue Scale, 이하 

VAS)를 이용하 다. VAS는 10 cm의 직선을 그은 

후 좌측에는 “0”을 표시하고 그 에 “불편감이 

 없음”으로 표시하 고, 우측 끝에는 “10”을 표시

하고 그 에 “견디기 힘든 매우 심한 불편감”이라

고 표시하여 자신이 불편한 정도를 직선 에 표시

하도록 하 다 (이은옥 외, 1983; 김 철 외, 1991). 

다. 통계 방법 

  SPSS ver 11.0을 사용하여, 내시경 검사 체험 

후 장검사 권고 양상의 변화를 알아보기 해 카

이제곱 검정을 하 고, 내시경 후 VAS의 변화를 

알아보기 해 응표본 T-검정을 사용하 다.

라. 내시경

  내시경 기기는 Olympus scope GIF-XQ 260을 

사용하 다.

결   과

가. 연구 상의 일반  특성

  내시경 검사를 받은 의학과 4학년 27명  남

성이 21명, 여성이 6명이었고 평균 연령 26.2±1.12

세이었다. 10명은 내시경 검사를 이 에 경험하

고 1명은 상부 장 조 술을 경험하 다 (Table I). 

나. 내시경 검사 체험 후 장 검사 권고 양상의 

변화

  장증상이 없는 성인에서 장 선별 검사로 권

고하고 싶은 검사 방법은 내시경 검사 에는 27

명 (78%)이 내시경 검사를 선택하 고 내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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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dents' experience as Patients of GFS*

 Before After 

GFS 

UGI
†

21 (78%)

 6 (22%)

16 (59%)

11 (41%)

 Total  27 (100%)  27 (100%)

p＞0.05 by Chi-square test, *Gastrofibrosocpy, 
†Upper gastrointestinal series

Table II. Study Recommendation to Screen Asymp-

tomatic Adults

 Students' experience as Patients 
No. (%) 

Before After

Increase

Decrease

Same

6.47±1.46

7.00±1.87

7.80±0.45

8.12±1.41

4.40±1.34

7.80±0.45

17 (63.0%)

 5 (18.5%)

 5 (18.5%)

Total‡ 6.81±1.46 7.37±1.90 27 (100%)

*Visual analogue scale, †Gastrofibroscopy, ‡p<0.05 by Paired T-test

Table IV. Change of VAS* after patient experience of GFS†

       Students' experience as Patients of GFS*

  Before After 

GFS

UGI
†

 26 (96%)

 1 (4%)

26 (96%)

 1 (4%)

Total  27 (100%) 27 (100%)

*Gastrofibroscopy, 
†Upper gastrointestinal series 

Table III. Study Recommendation to Screen Sympto-

matic Adults

검사 후 5명 (18.5%)이 감소하여 16명 (59%)이 내

시경 검사를 선택하 다. 상부 장 조 술은 내

시경 검사  6명 (22.2%)에서 11명 (40.7%)으로 5

명(18.5%)이 증가하 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p＞

0.05, Table II).

  장증상이 있는 성인에서 장 선별 검사로 권

고하고 싶은 검사 방법은 내시경 검사  후 변화 

없이 1명 (3.7%)만이 상부 장 조 술을 선택하

다(Table III). 이 학생은 유일하게 상부 장 조

술 경험이 있었으나 내시경 경험은 없었다. 그리

고 내시경 검사 후에도 상부 장 조 술이 훨씬 

편하기 때문에 선택하 다고 응답하 다.

다. 내시경 검사 후 VAS 변화

  체 평균 VAS는 내시경 검사  6.81±1.46에

서 검사 후 7.37±1.90으로 증가하 다 (p＜0.05). 

내시경 검사 후 상했던 것보다 더 힘들다고 응답

한 17명 (63%)의 평균 VAS는 6.47±1.46에서 8.12 

±1.41으로 증가하 고, 힘들지 않다고 응답한 5명

(18.5%)의 평균 VAS는 7.00±1.87에서 4.40±1.34

로 감소하 다. 그리고 같다고 응답한 5명 (18.5%)

의 평균 VAS는 7.80±0.45이었다 (Table IV).

라. 내시경 검사의 가장 힘든 시기와 편한 시기

  면담을 통해 내시경 검사를 받을 때 가장 힘든 

시기와 편해지는 시기를 알아보았다. 힘든시기는 

복 응답이 있어 양성률로 조사하 다. 12명 (44%)이 

식도를 통과할 때가 가장 힘들다고 답하 고, 십이

지장을 지날 때 8명 (29.6%), 에 공기를 넣을 때 5

명 (18.5%), 에서 움직일 때 4명 (14.8%) 그리고 

코가 막 서 숨쉬기가 힘들 때 1명 (3.7%), 내시경

이 유문부로 들어갈 때 1명 (3.7%)이었다. 편해지

는 시기는 13명 (48%)이 공기를 뺄 때 가장 편해졌다

고 가장 많이 답하 고, 설명하는 동안 3명 (11.1%), 

그리고 편해지는 시기가 있는지를 모르겠다고 답

한 경우가 4명 (14.8%)이었다 (Table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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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omfortable steps‡ PR† (N=27) Comfortable steps PR (N=27)

Advance into esophagus 44.4% Suction 48.2%

Advance into stomach 11.1% Passage esophagus  11.1%

Advance into duodenum 29.6% Explain the process  11.1%

Air infusion 18.5% Advance into duodenum   3.7%

All advance 14.8% Run away from duodenum   3.7%

Others Stay in stomach   3.7%

  All process 11.1% Watch the LC angle   3.7%

  Put fiber into antrum  3.7% Not comfortable  14.8%

  The last half  3.7%

  When I feel nausea  3.7%

  Respiratory difficulty  3.7%

*Gastrofibroscopy, †PR: Positive rate (%), ‡Students allowed to check more than two items.

Table V. Comfortable and Uncomfortable Steps of the GFS*

Question 5* Question 9†

Y  26 (96%)  25 (92.5%)

N  1 (4%)  2 (7.5%)

Total   27 (100%) 27 (100%)

*Question 5: Do you think that students' experience of gastrofibroscopy is necessary in order to form 

sympathy and understand patients' discomfort as doctors?
†Question 9: Do you think that having experienced gastrofibroscopy testing will help students explain this 

procedure to patients when they become doctors?

Table VI. Students' Opinion of the Necessity to Experience Gastrofibroscopy Procedure as Doctors

마. 의사의 환자 체험이 환자 불편감 이해와 공감 

형성에 한 향

  내시경 검사를 권고하는 의사는 환자의 불편감

을 이해하고 공감 형성을 해 내시경 검사를 받

아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한 질문

에 1명을 제외한 26명 (96%)이 그 다고 답하 고

(Table VI), 공감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

한 1명은 10년  내시경검사를 받은 이 있었

으며 설문에서 장증상 유무와 내시경 검사  

후와 상 없이 내시경검사를 권고하 다. 이 학생

은 환자와 공감을 형성하는 것은 좋으나 환자의 입

장에서 불편감만을 생각하면 정확한 검사를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하 다.

  의사가 내시경 검사를 받아 보는 것이 향후 환

자에게 내시경 검사 시술 과정을 설명하게 될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에 한 질문에 2명

을 제외한 25명 (92.5%)이 그 다고 답하 다 (Table 

VI). 시술 과정 설명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

한 2명  1명은 내시경 검사가 무 힘들고 고통

스러워 의사의 시술 과정을 들을 수가 없었다고 하

고,  1명은 의사의 시술 과정 설명이 아직도 검

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불안감 감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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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의사의 환자체험은 환자의 불안감과 불편감을 이

해하고 환자와 공감형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한 의사 입장보다 환자 입장에서 진단이나 치료방

법 결정을 권고하게 되는 체험이 될 수도 있다

(Reiser, 1993). 환자가 된 의사 15명의 투병기를 인

터뷰하고 소개한 책에서 투병 인 의사 사카구치는 

병에 걸려본 의사야말로 환자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으므로 진짜 명의이며, 그의 환자들이 그에게서 

받을 수 있는 의술이야말로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

하 고,  의사 나카오는 인터뷰 끝에 의사도 아  

보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등 환자가 된 의사들은 자

신의 환자 경험이 진료에 도움이 된다고 하 다(나

루시마 가오리, 2003). 

  내시경 검사는 장질환 진단에 필수 인 검사

이나 내시경 시술을 받은 환자의 불편감은 심하

다. 이러한 환자들의 불편감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상부 장 조 술보다 내시경 검사를 더 많이 권

고한다. 만약, 의사가 실제로 내시경 환자체험을 

하게 된다면 내시경 검사 태도에 변화가 래 될 

것이라고 측된다. 내시경 검사 체험 후 장 증

상이 없는 성인에서 권고하고 싶은 검사 방법은 

내시경 검사에서 상부 장 조 술로 바꾸었다. 그

러나 장 증상이 있는 성인에서 권고하고 싶은 검

사 방법은 내시경 검사 환자체험  후에 아무 변

화 없이 내시경 검사를 다시 선택하 다. 이는 여

러 연구에서 내시경 검사가 상부 장 조 술 보

다 조기 암 진단율이 높다 (이정숙 외, 1979; 김태

진 외, 1993; 최은수 외, 1995)고 한 의학지식에 근

거하여 증상이 있는 경우는 불편감을 감수하고라도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해서 내시경검사를 선

택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결과로 보아 환자체험

의 한 가지 방법으로 내시경 검사를 경험하는 것

은 내시경 검사를 받는 환자의 불편감을 이해하

게 되고 권고하는 검사 방법까지도 변화될 수 있음

을 보여 다. 이러한 권고 태도 변화는 내시경 검

사 환자체험 후 의사 입장보다는 환자 입장에 더 가

까워 졌음을 의미한다. 

  내시경 검사 과정에서 환자가 겪는 불편감은 

타 연구 결과 (김서정 외, 1995)와 비슷하 다. 이러

한 불편감과 불안감을 여 주기 하여 내시경 

검사 당시 시술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불편감과 불

안감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답하 다. 그러므로 

내시경 검사를 실시하는 의사가 시술 과정을 설명

하는 것이 환자의 불편감과 불안감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환자 경험을 한 내시경 검사 체험은 내시

경 검사를 받는 환자의 불편감 이해와 공감형성에 

필요하고 환자 경험이 의학 교육의 방법으로 의미 

있음을 보여 다. 따라서, 환자에게 내시경 검사

를 권고하는 의사들은 내시경 검사 체험을 직  

해 으로 환자 이해와 공감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

고 환자에게 내시경 시술 과정을 더 잘 설명할 수 

있게 되어 환자와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져 좋은 환

자-의사 계가 형성 될 수 있을 것이다.

  환자 경험은 내시경 검사 체험에 국한되지 않

고 여러 다른 검사나 질병 경험에도 해당 될 수 있

다. 그러나 모든 의사들은 자신이 시술하거나 처방

하는 모든 의료 행 를 다 경험할 수는 없으므로 본

인이 겪었던 질병이나 침습 인 검사 경험의 고통

에 견주어 환자에게 검사, 처방  시술을 권고해야 

할 것이고 의학 교육에서도 학생들에게 환자 체험

을 도입함으로써 환자 이해와 공감형성에 큰 도움

이 되리라 본다. 

  본 연구는 내시경 검사와 비교되는 상부 장

조 술은 체험하지 않았으나, 의학과 4학년들은 

내시경 검사 체험  이미 소화기내과와 방사선과 

실습을 마친 상태로 환자의 불안감과 힘든 정도를 

실습에서 직  환자를 보면서 알았을 것이다. 한 

각각의 검사에 한 장 과 단 을 배웠기에 더 불

편한 검사 방법으로 알고 있는 내시경 검사만 시

행하 다. 그리고 연구 상자가 의사가 아닌 의학과 

4학년생으로 제한 이 있지만 비의사인 의학과 4

학년생들을 상으로 한 연구라는 에서 향후 의사

의 환자 체험 연구에 있어 기  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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