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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How Young Doctors and Patients Perceive the 

Doctor-patient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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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College of Medicine,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We specifically investigated the young doctor (residents) patient doctor-patient 

relationship in Korea. A society built on Confucianism, age is expected to affect even the 

doctor-patient relationship. 

  Methods: 57 residents participated and answered 6 open-ended questions. 90 patients of 

various age participated and answered 3 open-ended and 6 close-ended questions.

  Results: It seems that the general problem of the doctor-patient relationships was related to 

attitudes and communication skills. Over 80% of the residents felt uncomfortable and received 

inappropriate verbal expressions and attitudes from their patients simply because they were 

young or younger than the patients. This negative experience resulted mostly from the residents' 

self-perceived lack of experience and clinical competence and the patients' distrust of young 

doctors. As for the patients, over 80% preferred middle-aged doctors to young doctors. Middle- 

aged doctors were thought to be easier to understand, better mannered, more humane, and  clini-

cally competent. Most residents expected professional respect from their patients, while patients 

expected kindness and humility from the young doctors. This shows a gap in the reciprocal 

expectations between residents and patients. 

  Conclusion: Young doctors are perceived as inexperienced and incompetent and, consequently, 

not trusted by patients in Korea. To improve the resident-patient relationship, improvement in 

attitude and communication skills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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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의 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환자와의 

이 가장 많은 의사는 공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공의들이 느끼는 의사-환자 계나 환

자들이 공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한 연구는 

무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공의와 환자들이 서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특히 

공의들이 자신의 은 나이로 의사-환자 계에

서 어떤 어려움을 갖는지, 환자들은 은 의사를 어

떻게 생각하는지에 을 맞추어 조사하 다. 

  본 연구에서 의사의 나이에 을 맞춘 것은 우

리나라의 사회․문화  특징에 기인한다. 우리나라

는 유교윤리가 일반인의 규범 인 행  윤리로 자

리잡어 왔고 ‘장유유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서

로의 나이가 인 계에서 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서구의 개인주의, 합리주의, 능력

과 업 을 요시하는 가치 이 도입되어 이러한 

통  사고는 약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은 

층에서는 문성을 시하는 사고의 확산으로 나이, 

지 에 따른 통  권 가 문성을 요하는 직무

에 유입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

나 장년층과 노년층은 여 히 기존의 통  권  

거에 따른 권 의 인정을 은이들에게 기 하고 

있다 (최상진 외, 2000). 이러한 기 의 차이는 우리

나라의 은 의사들이 가질 수 있는 의사-환자 계

의 어려움을 시사한다. 즉 의사는 환자들이 나이와 

상 없이 자신을 문인으로 해주기 바라는 반면, 

의사보다 나이가 많은 환자는 의사가 자신을 어른

으로 해주기 바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Giles et al.(2003)의 연구에 의하면 동양의 

은이들이 서양의 은이들보다 가족이 아닌 어른

과 말하는 것에 해 더 불편하게 생각한다고 한다. 

이는 동양 문화권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 어른을 

공경하고 공손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이 오히려 

심리  부담과 거리감을 가져오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의사로서 환자를 

하기 이 에 기본 으로 우리나라 은이들이 어른

과의 화를 어렵게 느끼고 있음을 보여 다.

  기존 문헌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의사 는 환

자의 연령과 의사-환자 계에 한 연구가  없

었다. 공의에게 어려움을 주는 환자들의 특성에 

한 연구는 있었는데 (최정일 등, 1992), 환자의 심

리․사회  문제, 의학  불확실성이 ‘어려운’ 환자

의 주된 원인으로 언 되었고 어려운 환자군과 

조 환자군 사이에 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른 유의

한 차이는 보고되지 않았다. 

  서구의 연구를 보면, Baker & Streatfield (1995)는 

의사의 나이가 증가할수록 환자의 만족도가 증가하

는 결과를 얻은 반면, Baker (1996)는 의사의 나이가 

증가할수록 환자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얻었

다. 이 연구들은 환자의 만족도에 향을 주는 의사

의 여러 특징에 해 조사한 것이었는데, Baker

(1996)는 환자가 지각하는 의사의 나이, 의사와 환

자  계, 의사의 능력 간의 계가 상 으로 복

잡하기 때문에 이런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 다. McKinstry & Yang (1994)의 연구는 보

다 직 으로 환자들이 의사의 나이에 해 어떻

게 생각하는지에 해 조사하 는데, 국 환자들이 

선호하는 의사의 평균 연령은 42세 고 응답자의 

58%는 의사의 나이가 요하지 않다고 응답하 다. 

그러나 아주 은 의사 (20～25세)나 나이가 든 의

사 (66～75세)를 보는 것에 해서는 부정 으로 평

가하 다. 환자들이 지각하는 의사의 특징을 보면, 

은 의사는 ‘경험이 부족하다’, ‘ 은 사람을 잘 이

해한다’, ‘최신 정보에 밝다’, ‘편하다’, ‘상황을 설명

할 비가 되어 있다’, ‘검사를 더 많이 한다’, ‘쉽게 

당황한다’, ‘권 가 부족하다’는 특징을 더 많이 가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나이가 있는 의사

는 ‘경험이 많다’, ‘나이 든 환자를 이해한다’, ‘환자

의 배경을 알고 있다’, ‘ 안을 다’, ‘환자 말을 잘 

들어 다’, ‘환자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철

하다’, ‘환자를 진지하게 한다’, ‘친 하다’, ‘거

리감이 있다’, ‘환자 기록을 더 많이 는다’의 특징

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으

로 McKinstry & Yang (1994)는 의사의 나이가 보통 

국에서 진료를 보는 27～65세에 해당하면 환자들

은 의사의 나이에 크게 상 하지 않는다고 보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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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 Demographics of Patients

Gender Number (%) Age Number (%)

Male

Female

No response

45 (50.0)

43 (48.0)

2 (2.0)

20～29

30～39

40～49

50～59

60～69

Over 70

No response

  7 (7.8)

  26 (28.9)

  24 (26.7)

  18 (20.0)

  11 (12.2)

  1 (1.1)

  3 (3.3)

고 있다. 

  한편 보다 직 으로 공의-환자 계에 해 

연구한 Boutin-Foster & Charlson (2001)의 연구에서

는 설문에 참여한 환자의 10%만 공의와의 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문제 의 주된 원인은 공

의의 근성이 낮고 의학  불만을 잘 처리하지 못

하는 것이었고 공의의 은 나이로 인한 문제

은 명시 으로 언 되지 않았다.

  그 다면 사회  계에서 나이가 요한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은 의사에 한 인식이 어

떠할까? 기존 연구가 없는 상태이므로 본 연구자들

은 우선 공의, 환자들이 일반 으로 느끼는 의사-

환자 계의 어려움에 해 조사하 다. 그리고 보

다 구체 으로 공의들이 환자와 면담하면서 은 

나이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지, 그런 경험

이 이후의 진료에 어떤 향을 미쳤는지, 처방안

에 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에 해 조사하

다. 한 우리나라 환자들이 의사의 나이에 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은 의사와 견 의사를 비

교하여 조사하 고 의사와 환자가 서로 상 방이 

어떻게 해주었으면 생각하는지 그 기 하는 바를 

조사하 다. 

상  방법

가. 상 

  고려 학교 안암, 구로, 안산병원에서 근무하는 

20  후반에서 30  반의 공의 57명이 참가하

다. 내과계 18명, 외과계 27명, 소속을 밝히지 않

은 공의들이 12명이었다. 환자들은 고려 학교 안

암병원 외래에 방문하 거나 입원한 환자  90명

이 참여하 고 평균 연령은 44.7세 (22～77세) 다

(Table I). 공의와 환자는 독립 으로 편의표본 추

출하 다.

나. 방법

  공의와 환자 집단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지는 공의의 경우 개별 으로 작성하거나

(77.2%) 2～8명의 집단으로 모여 개별 으로 작성

하 다 (22.8%). 설문지는 개방형 질문 6개로 구성

되었다. 환자들은 개방형 질문 3개와 폐쇄형 질문 6

개로 구성된 설문지를 개별 으로 작성하 다. 

다. 결과분석

  결과분석은 개방형의 경우 비슷한 응답끼리 범주

화 한 후 빈도를 보고하 다. 범주화 작업은 연구자 

두 명이 독립 으로 분석한 후 결과를 비교, 검토하

여 합의를 도출하 다. 한 질문에 두 개 이상 다른 

내용의 답변을 한 경우 개별 인 응답으로 처리하

고 질문과 동떨어진 응답은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그 결과 보고된 총 응답자 수가 문항마다 차이가 나

므로 각 문항에 해 처리된 응답 수를 표시하 다. 

폐쇄형 질문에 한 응답은 빈도 분석을 시행하고 

SPSS 12.0 for Windows를 사용하여 카이제곱 검정

을 하 다. 빈도분석에서 무응답은 별도로 보고하지 

않았다. 

결   과

가. 의사-환자 계의 어려움

  공의에게는 ‘환자를 할 때 (면담, 진찰 등 진

료업무 수행 시) 의사-환자 계상 가장 힘들게 느

껴지는 은 무엇입니까?’, 환자에게는 ‘의원이나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를 할 때 가장 불편하고 힘

든 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의사-환자 

계에서 공의와 환자가 일반 으로 갖는 어려움

에 해 질문하 다. 

  결과를 보면 Table II에서 볼 수 있듯이 공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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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I. The Most Difficult Aspect of the Doctor-Patient Relationships

Doctors' responses (N=57) Number (%) 

 Patients' distrust of hospitals and doctors

 Difficulty in explaining medical knowledge

 Patients' inappropriate attitudes and expressions

 Different perspectives or interests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Doctors' lack of self-confidence

 Insufficient interview time

 Patients in special situations

 Patients' intolerance  to medical uncertainty

 Bad news delivery

 Financial problems

 Coping with different opinions between patients and family

   16 (23.2)

   15 (21.7)

   11 (15.9)

    8 (11.6)

   5 (7.2)

   4 (5.8)

   3 (4.3)

   2 (2.9)

   1 (1.4)

   1 (1.4)

   1 (1.4)

Patients' responses (N=86) Number (%) 

 Doctors are authoritative and unkind

 Explanations are too difficult to understand

 Not enough explanation

 Excessive wait-time

 Insufficient interview time

 Hard to trust doctors

 No such experience

 No response

   16 (18.6)

    9 (10.5)

   7 (8.1)

   7 (8.1)

   4 (4.7)

   1 (1.2)

   5 (5.8)

   37 (43.0)

경우 의사에 한 환자  사회의 불신, 의학  설

명에 한 환자의 이해 어려움, 환자의 부 한 말

과 태도 순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구체 인 를 보

면, ‘환자들이 자신을 상으로 의사들이 연습을 한

다고 생각하는 불신감, 특히 학병원에 한 편견’, 

‘의학정보를 알기 쉽게 달하기 힘들다. 나이든 환

자와 보호자는 이해가 떨어진다’, ‘ 은 여자라고 

해서 무조건 반말을 하거나 불만을 늘어놓을 때’ 등

이 있다. 마지막 는 여자 공의의 경우 은 나

이에 더하여 여성이라는 이유로 어려움이 가 됨을 

잘 보여 다. 

  환자의 응답을 보면 의사가 권 이고 불친 한 

것이 가장 큰 불만이었다 (Table II). 이의 구체 인 

를 보면, ‘의사선생님의 권  태도로 인하여 진

료에 한 세심한 부분까지 질문하기가 어렵다’, 

‘불친 하거나 무뚝뚝해서 편안하지 않다’ 등이 있

다. 다음으로 빈도가 높은 불만 사항은 의사소통과 

련된 것으로 이해의 어려움과 충분하지 않은 설

명이었다. 구체 으로, ‘하고 싶은 말 다 못하고 자

세한 설명을 못 듣고 용어가 어렵다’는 가 표

이다. 즉 의사의 설명이 충분치 않고 이해하기 어려

울뿐더러 면담 시간이 짧아 하고 싶은 말이나 궁

한 것을 물어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의사-환자 계에서 주로 지각되

는 어려움이 상 방의 태도와 의사소통과 련되어 

있음을 잘 보여 다.

나. 공의로서 느끼는 면담의 어려움

  ‘환자와의 면담에서 공의라는 신분 (직책)이나 

은 나이로 인해 불편함을 느 던 이 있습니까? 

어떤 가 있을까요?’라는 질문에 50명 (87.7%)이 

불편함을 경험하 다고 응답하 고 7명 (12.3%)은 

경험하지 않았다고 답변하 다. 

  ‘의사보다 나이가 많은 환자의 부 한 말이나 

태도에 의해 기분이 나빴던 이 있습니까? 만약 있

었다면 그로 인하여 환자-의사 계 혹은 진료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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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II. Why Residents have Difficulty Conducting Interviews as Residents

Responses (N=55) Number (%)

Self-perceived lack of competence/clinical experiences

Patients distrust them due to younger age itself

Patients become upset for not being able to meet immediately with a senior doctor

Patients distrust them due to female gender

No such experience

No response

   21 (38.2)

   18 (32.7)

    6 (10.9)

   4 (7.3)

   2 (3.6)

   4 (7.3)

Table IV. How Residents Can Better Handle Diffi-

cult Situations

Responses (N=52) Number (%)

Improve communication skills

Change attitude/outlook towards patients

Show empathy to patients

Improve clinical competence

No response

19 (36.5)

 9 (17.3)

 8 (15.4)

 7 (13.5)

 9 (17.3)

Table V. Whether Patients have Seen Young Doctors 

at the Hospital

Number (%)
Patients' age (N=87)* 

χ2 (1)
Less than 40 Over 40

Yes 30 (88.2) 29 (53.7)
11.26†

No  3 (8.98) 25 (46.3)

* Three patients did not report their age. Therefore, 
total number of patients is not 90 in this table, 

†p＜.01

치는 향은?’라는 질문에 해서는 41명 (82%)은 

기분이 나빴던 이 있었다고 하 고 이들  34명

(83%)은 기분이 나빠짐으로 인해서 결과 으로 환

자-의사 계에 부정  향을 주었다고 응답하

고, 7명 (17%)은 기분이 나쁘기는 하 지만 환자-의

사 계에는 아무런 향을 주지 않았다고 응답하

다. 기분이 나빴던 이 없었다고 보고한 사람은 

4명 (8%)이었고 5명 (10%)은 무응답이었다. 

  ‘만약 당신의 신분 는 나이로 인하여 환자와 면

담이나 화에 어려움을 경험한 이 있다면 그러

한 상황이 발생하는 가장 요한 이유는 무엇 때문

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의사 본인의 

능력과 경험 부족이 가장 빈번하게 언 되었다

(Table III). 구체 인 로는 ‘의사인 내가 환자들을 

안심시키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화기술이 부족

하며 환자들도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가지고 의사를 

한다’, ‘실제로 나이가 고 삶의 경험이 부족하

여 나이 많은 환자에 해 공감 인 입장을 취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등이 있었다. 두 번째로 빈번한 

이유는 은 나이로 인한 환자의 불신이었다. 구체

인 를 보면, ‘내 신분 때문에 환자에게 더 정

한 태도를 취하면 오히려 더 무시하거나 제압하려

고 한다. 외모가 어려 보여서 그런 것 같다. 어 보

이는 경우 경험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환자들

이 공의는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기 때문에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등이 있다. 

  ‘그러한 상황을 다시 하게 될 때 좀 더 명하

게 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질문에 

하여 면담기술의 증진이 가장 빈번하게 언 되었다

(Table IV). 그 다음으로는 환자에 한 태도  자

세의 변화, 환자에 한 공감의 표 , 임상능력의 함

양의 순으로 언 되었다. 면담기술의 향상으로 개 

언 된 것들은 환자가 이해하기 쉽게 자세한 설명

을 한다는 내용이었다. 구체 인 를 보면, ‘나 스

스로가 면담이나 화에 성실히 임하면 환자나 보

호자도 따르게 되어 있다’, ‘보다 자세하게 환자의 

질문이나 궁 증을 해결해 다’ 등이 있다.  

다. 은 의사와 견 의사에 한 환자의 지각

  환자 상 설문에서는 은 의사에 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알아보기 해 견 의사와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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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VI. Why Patients Prefer Middle-aged or Young 

Doctors (N=88)

Middle-aged doctors Number (%)

Have greater experience

Make patients feel at ease

Are trustworthy

Provide simple explanations

Empathize with patients

No response

38 (50.0)

 9 (12.0)

7 (9.2)

1 (1.3)

1 (1.3)

20 (26.0)

Young doctors

Are less authoritative and kind

Provide easy explanations 

Are better with some diseases

No response

 5 (42.0)

 5 (42.0)

1 (8.3)

1 (8.3)

Table VII. How Patients Choose Between Young vs. Middle-aged Doctors

Questions Young doctors
Middle aged 

doctors
χ2(1)

(1) Whose explanations are easier to understand? (N=86)

(2) Who is better mannered? (N=83)

(3) Who treats patients in a more humane way? (N=86)

(4) Who has greater clinical competence? (N=89)

32 (37.2%)

40 (48.2%)

25 (29.1%)

5 (5.6%)

54 (62.8%)

43 (51.8%)

61 (70.9%)

84 (94.4%)

 5.63*

0.11

15.07†

70.12†

*p＜.05, †p＜.001

응답하도록 하 다. 은 의사는 20  반에서 30

 반으로, 견 의사는 40 에서 50 로 명시하

다. 

  ‘병원 방문 시 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이 있

습니까?’라는 질문에 61명 (67.8%)은 ‘ ’, 29명

(32.2%)은 ‘아니오’라고 응답하 다. 이 응답을 환

자의 나이 40세를 기 으로 다시 나 어서 보면

(Table V) 40세 미만의 환자들이 은 의사에게 진

료를 받은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은 의사와 견 의사  환자분은 어떤 층의 

진료를 선호하십니까? 그 이유는?’에는 78명 (86.7%)

이 견 의사를 선택하 고 12명 (13.3%)이 은 의

사를 선택하 다. 선호하는 이유는 Table VI에 제시

된 것처럼 견 의사는 경험이 많다, 은 의사는 

덜 권 이고 친 하다, 설명이 이해하기 쉽다가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의사 선호도에서는 환자의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은 의사와 견 의사  가 더 (1) 설명을 이

해하기 쉽게 하고 (2) 환자를 하는 태도가 정 하

고 의 바르며 (3) 환자를 인간 으로 이해하고 (4) 

의료지식이나 기술 (처치, 수술) 측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지 선택하게 하 는데, Table VII에서 보듯이 

모두 견 의사가 더 자주 선택되었고 (2)를 제외하

고는 통계 으로도 유의하 다. 여기에서도 환자의 

연령에 따른 선택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라. 의사/환자에 한 기

  ‘부모님이나 형 (언니)과 같이 당신과 연령 차이

가 많이 나는 환자를 진료할 때 그 환자들이 당신을 

어떻게 해주기를 기 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부분의 공의들이 문인으로서 해 주길 바란다

고 응답하 다 (Table VIII). 구체 인 로는 ‘같은 

의사로 취 해주면 좋겠다’, ‘의료의 문인으로서 

존 해주기를 바란다’ 등이 있었다. 

  ‘환자분의 동생이나 자녀 래의 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실 경우 그들이 어떻게 해 주기를 기

하는지 환자분의 솔직한 의견을 말 해주십시오.’

라는 질문에 환자들은 친 하고 겸손한 태도를 가

장 빈번하게 언 하 다 (Table VIII). 구체 인 

로는 ‘나이가 어리지만 자신이 의사이기 때문에 반

말을 하거나 함부로 하는 경우가 없었으면 한다’, 

‘부모님과 동행 시 느 던 것인데 나이 드신 분께 

특별히 친 하게 해주었으면 한다’ 등이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이해하기 쉽고 자세한 설명,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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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VIII. How Doctors/Patients Expect Patients/Doctors

Doctors' responses (N=52)      Number (%) 

 With due courtesy as a professional

 Comfortably like a family member

 No response

     48 (92.3)

     2 (3.8)

     2 (3.8)

Patients' responses (N=89)     Number (%) 

 With kindness and humility

 Provide easy to understand and detailed explanations

 With patient-centered care and attention

 Understand patients' perspective of illness

 With clinical competence

 No response

     31 (34.8)

     19 (21.3)

     7 (7.9)

     5 (5.6)

     4 (4.5)

     23 (25.8)

심의 치료와 환자에 한 심, 질병에 한 환자 

의 이해, 의사의 임상능력이 언 되었는데, 이

는 환자들이 은 의사에게 임상능력보다는 좋은 

태도와 환자와의 의사소통 능력을 우선 으로 기

하고 있음을 잘 보여 다. 

고   찰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 인 의사-환자 계에서 

공의와 환자가 갖는 어려움이 주로 상 방의 태

도와 의사소통과 련되어 있음을 보여 다. 보다 

구체 으로 공의는 환자와 사회의 불신, 의학  

설명에 한 환자의 이해 어려움, 환자의 부 한 

태도와 말, 환자는 의사의 권 이고 불친 한 태

도, 설명이 어렵고 불충분함을 언 하 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공의 80% 이상이 의사 본

인의 은 나이로 불편함을 느 고 의사보다 나이

가 많은 환자의 부 한 말이나 태도로 기분이 나

빴던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 다. 은 나이로 인한 

부정 인 경험의 가장 큰 이유는 의사 스스로 능력

과 경험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은 나이로 

환자가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환자

들은 80% 이상이 은 의사보다는 견 의사를 선

호하 고 견 의사가 설명을 더 이해하기 쉽게 하

고 환자를 더 인간 으로 이해하고 의료지식이나 

기술 측면에서 더 신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상 방에 한 기 를 보면, 90% 이상의 공의

는 환자들이 자신을 문인으로 의를 갖춰 해

주기를 바랐으며 환자들은 은 의사에게 친 하고 

겸손한 태도와 이해하기 쉽고 자세한 설명을 원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집단 간에 나이와 

문성에 따른 기 의 차이가 있음을 잘 보여 다. 일

부 소수 공의들은 은 나이로 인해 환자들이 자

신들에게 한 의를 갖추지 않아서 보다 고압

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고 보고하기도 하 는데, 

이는 갈등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 한 처방법

은 아닐 것이다. 

  의사-환자 계는 힘 (power)의 문제로도 이해될 

수 있다 (Goodyear-Smith & Buetow, 2001). 본 연구

에서 을 둔 것도 의사는 자신의 문성으로 환

자에게 힘을 인정받고자 하는 반면, 환자는 의사의 

나이가 기 때문에 자신의 나이로 사회  권 를 

인정받고자 하는 데서 나타날 수 있는 힘의 갈등상

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일부 결과에서 환자들이 은 

의사에게 부 한 말과 태도를 보이고 공의들이 

자신의 은 나이로 인해 일부러 고압 인 태도를 

취하는 들은 힘을 잘못 용한 경우라고 볼 수 있

다. 

  Goodyear-Smith & Buetow (2001)에 의하면 힘은 

한정 인 자원이 아니다. 즉 한편이 힘을 갖는 것이 

곧 상 편의 힘의 감소 내지는 손실을 의미하는 것

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지식을 교환하는 상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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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서는 방이 모두 힘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의사는 기술 인 지식이 힘의 원천이 되며 환자는 

자신에 한 정보가 힘의 원천이 된다. 따라서 이상

인 의사-환자 계에서는 의사와 환자가 동등하

지만 각기 다른 원천에서 나오는 힘을 갖고 서로의 

계에 통제권을 갖게 된다. 우리나라도 의사-환자 

계의 양상이 통 인 가부장  모델에서 보다 

계약 인 계로 이행하고 있는데 (신동원, 2000), 이

러한 변화된 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상

방의 힘을 타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태도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 69% 이상의 공의는 의사-환자 

계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에 한 처방법으로 면담

기술의 증진, 환자에 한 태도 개선 등을 들었는데, 

Shah & Ogden (2006)의 연구는 이에 해 좋은 시

사 을 다. 이들의 연구는 환자가 의사를 평가할 

때 의사의 나이가 향을 다고 보고하 고 본 연

구의 결과와는 다르게 은 의사에 한 평가가 나

이 든 의사에 비하여 더 정 이었다. 참고로 이 

연구에서는 25세에서 35세의 의사를 은 의사, 50

세에서 65세 사이의 의사를 나이가 든 의사로 분류

하 다. 나이뿐 아니라 의사의 성별도 평가에 향

을 미쳤는데 환자들은 은 의사와 여의사가 환자

를 하는 태도가 좋고 기술도 나으며 설명도 잘해

주고 건강과 련된 정서 인 측면도 더 고려해서 

환자에게 힘을 다고 평가하 다. 한 이들이 내

린 진단에 더 신뢰가 가며 처치에 더 순응하며 신체

검사에서도 은 의사와 여의사를 더 선호한다고 

하 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의사의 나이가 더라도 환

자를 하는 태도가 좋고 설명을 잘해주면 환자들

로부터 정 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 다. 

그 다면 태도와 의사소통 기술은 교육으로 개선될 

수 있는가? 의사-환자 의사소통에 한 체계  검토

에 의하면, 의사소통 교육이 의사로 하여  환자 

심  태도를 갖게 하며 양질의 의사소통을 가능하

게 하여 보다 정 인 진료결과를 가져온다고 한

다 (Stewart, 1995; Lewin et al., 2001). 한 여러 연

구들이 의 생, 공의, 일반 개원의를 상으로 한 

의사소통 기술 교육이 효과 임을 보여주고 있다

(Roter et al., 1990; Moorhead, 1992).

  본 연구에서는 의사-환자 계에서 공의와 환

자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에 해, 특히 나이가 음

으로 인해 공의가 겪는 어려움, 은 의사에 한 

환자들의 인식 등을 조사하 다. 그 결과 상당수의 

환자들이 임상경험의 부족으로 은 의사를 신뢰하

지 않으며 때로는 부 한 말과 태도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나이와 이에 따른 임상경험의 축 은 의

사라는 문직의 특성을 결정짓는 요한 요소이기

는 하나 ‘ 은 의사는 실력이 없을 것’이라는 고정

념은 의사-환자 계와 궁극 으로 환자의 진료 

결과에 부정 인 향을  수 있다. 특히 학병원

이나 종합병원에서 환자와 이 가장 많은 의사

는 공의들이므로 이들에 한 환자의 신뢰와 라

포 형성은 환자의 건강과 안녕을 지키는 데 매우 

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자들은 공의에 한 환자

의 신뢰와 만족도 향상을 해서 의학  지식과 수

기 교육 뿐 아니라 환자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

와 효과 인 면담법, 특히 의사보다 나이가 많은 환

자를 하는 태도와 면담법에 한 체계 인 교육

이 필요함을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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