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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The Way of Making a Good Doctor
Sang-Ho Baik

Gachon University of Medicine and Science Medical School, Incheon, Korea

좋은 의사를 만드는 길

가천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백상호

  의사를 교육시켜 뒤를 잇게 하려는 노력은 오랜 옛날 인류 

사회에 의사라는 직업이 생기면서부터 시작된 일이며 전문성 

때문에 그 일은 사회로부터 위임 받아 의학 사회가 스스로 해

왔다. 그것이 의학교육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학교육에는 의

사가 되려는 사람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가르칠 것인지에 대

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율적 권한이 주어졌다. 그와 동

시에 사회에 대하여 의사가 수행해야 할 막중한 의무와 책임

에 대한 교육도 함께 주어졌다. 그런 가운데 의학 사회가 자청

한 또 하나의 노력이 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좋은 

의사를 교육시켜 사회에 공헌하게 할 것인가 하는 과제였으

며 이 노력은 의학교육 연구로 발전되어 왔다. 실제로 좋은 의

사 교육을 위한 논쟁과 개선 노력은 수 천 년에 걸쳐 이어져 

왔지만 그 중에서도 지난 100년(20세기) 동안은 다른 어느 때

보다 이 연구를 체계적으로 성숙시켜 온 시기로 기록된다

[1,2,3,4]. 사회가 변화해 감에 따라 그 시기에 적합한 의사의 

역할, 임무는 무엇인가? 이를 위한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나? 

등에 관하여 많은 연구, 개발, 실행, 논쟁, 평가, 수정, 개선을 

거치면서 ‘좋은 의사’를 만드는 길은 점차 분명해져 가고 있고 

그 목표 성취를 위한 절차마다의 이정표도 비교적 논리에 맞

게 세워진 기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의사’에 대한 

사회(환자)의 요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좋은 의사’란 과연 무

엇이며, 의사와 환자 사이에 놓여 있는 틈새와 불편함은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이 간격을 보다 좁힐 수 있겠는지, 의

학 사회의 노력만으로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지를 좀 넓은 시

각에서 바라보면서 의학교육이 역점을 두고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시 한 번 더 짚어보고자 한다.

의학과 사회 그리고 환자

  의학은 교육, 연구, 진료의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모

두 사회를 위하여 의학 사회가 위임 받은 역할이다. 교육, 연

구는 주로 대학에서 수행하여 간접적으로 사회에 공헌하고 

있으며 진료는 교육을 통해 배출되는 의사가 직접 환자를 대

하고 의료 서비스를 수행함으로써 사회에 바로 공헌하게 된

다. 직접이든 간접이든 모두 의학 분야가 국민의 건강, 복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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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권리, 책임, 의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 수준은 지난 50~60년 전에 비하면 엄

청나게 달라졌으며 의학 연구와 의학교육 수준도 현저하게 달

라졌다. 많은 대학(의대, 의전원)에서는 20~30년 사이에 의학

교육을 위한 기본 커리큘럼의 틀이 크게 바뀌었으며(in-

tegrated curriculum/competence-based curriculum), 이 의

도에 맞게 대학의 교육 목표(performable physician, 

outcomes), 교육 내용(core-based contents/balanced skills- 

knowledge-attitude domains), 공부 방법(self-directed 

learning/small group learning/problem-based learning/ 

team-based learning)과 학습 평가(multiple choice que-

stions/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도 많이 바뀌었다[5]. 의료 서비스

에서는 새로운 의학교육 방법에 따라 교육 받은 지식과 탁월한 

임상기술을 지닌 의사가 예전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발달된 첨단 장비와 나날이 새로 개발되는 치료법을 가지고 

환자를 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사회 속에서 병

원을 드나드는 많은 환자와 그 가족은 여전히 흡족한 진료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의사와 환자 사이에 무언가 아쉬움

과 모자람이 있으며 그 사이에는 건너기가 쉽지 않은 틈새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환자와 의사 사이의 관계는 어떠한 상황

에서도 매우 접해야 한다. 그래야만 의료 서비스(진단, 치료, 

재활, 예방)가 더욱 잘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환자-의사의 가

까운 관계는 의사가 앞장서서 만들어가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는 의사가 그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는 물론 교육이 끝난 뒤까지도 환자와 그 가족이 진정으로 바

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어 이것을 의료 서비스의 큰 목표

의 하나로 삼고 거기에 좀 더 가깝게 접근하도록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많은 의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사회가 요구하기 전에 의학계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앞장서서 

이 과제를 해결하고 매듭을 풀어나가는 움직임을 가짐으로써 

의학의 성숙된 기능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 사회가 

의학 사회와 전혀 다른 세계라고 생각해선 안 되는 것이 사회

는 바로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곳이고 우리의 또 다른 

한 면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그런 내용의 상당 부분이 이미 연

구, 정리 집약되었고 개선에 적용되는 사례가 보편화되어 있다

[6,7]. 이제는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알맞은 ‘좋은 의사’

가 무엇을 말하는지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할지 그것에 관한 

논리의 근거를 다져놓고 실천에 옮길 일만 남았다.

의사와 환자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의 일반적인 인식이 의사는 근접하기 

어려운 사람이자 이해하기도 어렵고 신비 속에 싸여 있는 집

단의 사람이라고 흔히 생각한다. 그런 반면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느끼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잘 알지만 

나머지는 거의 모른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러나 안 

보여도 관심은 많다. 그러므로 오로지 신뢰감 하나를 가지고 

의사에게 내 몸과 마음을 맡기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의 치료 

경과, 결과, 불공정, 침묵 등에 대하여는 매우 민감한 것이 환

자의 일반적인 반응이다. 의사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대부분

이 의사의 말, 행동, 태도, 표정 등에서 얻는 정보로 내리는 

주관적 판단이 주가 된다. 즉, 환자가 바라는 것은 의학적인 

지식이나 기술의 정도보다도 ‘사람’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환자가 느끼고 매기는 의사의 등급은 의학 관점에서 

보는 의사의 등급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즉, 환자

가 생각하는 ‘좋은 의사’도 의사가 볼 때는 ‘좋은 의사’일 수도 

있지만 ‘나쁜 의사’일 수도 있다. 반대로 환자가 생각하는 ‘나

쁜 의사’도 실제로 ‘나쁜 의사’일 수도 있지만 의학적인 관점에

서는 ‘좋은 의사’일 수도 있다. 기대와 우선순위의 차이가 있

기 때문이다. 의학의 관점에서 볼 때 환자를 대하는 의사의 태

도는 환자가 나쁘다고 느끼는 의사라고 해도 환자에게 도움

(이익)이 되도록 해주는 의사는 ‘좋은 의사’이다. 환자가 좋다

고 느끼는 의사이면서 환자에게 도움에 되도록 해주는 의사

는 ‘더욱 좋은 의사’이다. 또한 환자가 나쁘다고 생각할 때 왜 

나쁘다고 생각하는지 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설명과 설

득으로 이해가 가게 하는 의사라면 ‘아주 좋은 의사’일 것이다. 

환자가 의사에게 요구가 많은 것을 의사는 환자 입장에서 봐

야 한다. 환자는 의사에게 도움을 받으려는 위치이고 약자이

며 불리한 입장이라는 점을 늘 인식해야 하며 환자의 우선 관

심 사항은 내 질병, 상처에 관한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환자

는 병에 대하여 의문과 요구는 언제나 많은 법이라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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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시간에 쫓겨 대응할 겨를이 없는 것은 몇 분에 한 사

람씩 면담할 수밖에 없는 제도와 규정 탓이지 환자 잘못은 아

니다.

좋은 의사

  ‘좋은 의사’에 대한 정의를 한 두 마디로 표현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막연하게나마 의사가 되고자 하는 모든 의과대

학생, 대학에서 이들을 가르치는 선생, 교육기관인 의과대학

의 목표에서 ‘좋은 의사’는 공통된 희망이고 기대이며 바람이

다. 또한 ‘좋은 의사’는 바로 이들이 졸업하고 나아가 활동할 

현실 사회의 환자, 환자가족이 간절히 바라는 의사상(醫師像)

이기도 하다. 의학교육 연구가 목표로 하는 바도 바로 ‘좋은 

의사’ 만드는 법의 개발, 보급이다. ‘의사상’이라는 우리말은 

나쁜 의사, 마음에 들지 않는 의사를 가리킬 때는 잘 쓰지 않

는 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좋은 의사’의 뜻으로 표현하는 것

으로 받아들여진다. 다른 말로 ‘훌륭한 의사’, ‘바람직한 의사’, 

‘본받을 만한 의사’를 가리키는 데도 적합한 말이다. 다분히 

동양적인 사상이자 해석이다. 그러나 여기에 딱히 기준으로 

내세울 만한 것은 없다[8].

  의사의 자격, 종류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의사의 질과 수

준을 놓고서는 사회에서 흔히 통용되는 세속적 분류가 더 보

편적으로 쓰인다. ‘좋은 의사’, ‘나쁜 의사’, ‘보통 의사’, ‘부족한 

의사’가 여기에 속한다. 의사가 들으면 섭섭해 하겠지만 이 세

상의 의사는 환자에게 모두 다 ‘좋은 의사’로 비쳐지지는 않는

다. 그렇다고 ‘나쁜 의사’도 아니다. ‘나쁜 의사’는 악덕 의사와 

상통하며 법을 어기고 비도덕적으로 비윤리적으로 환자 진료

를 하는 사람이며 간혹 이런 의사가 뉴스의 초점에 맞추어진

다. 그런 점에서 대부분의 의사는 그냥 환자의 마음에 들지도 

않지만 ‘좋은 의사’라고 할 수도 없는 ‘보통 의사’이다. ‘부족한 

의사’는 의료기준(표준)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경험이 부족하

거나 실력이 좀 모자라는 의사이며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알

기 어렵고 의사 사회에서 동료 의사만이 판단할 수 있는 카테

고리에 속한다. 대부분의 환자 눈에는 많은 의사가 그냥 ‘보통 

의사’로 비친다[9]. 의료사고나 망가진 환자에 대한 언론의 집

중되는 예리한 시각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의사는 다른 전

문직에 비해 사회에서 존경 받는 직업에 속한다. 그러나 ‘보통 

의사’가 바로 ‘좋은 의사’로 비쳐지지는 않는다. 이 대목에서 

의사의 노력이 필요해진다. 환자는 의사의 등급을 환자와의 

대인관계와 치료 결과에 따라 매긴다.  그 중에서도 의사소통, 

신뢰감 등을 대인관계의 핵심으로 여긴다.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모두 ‘좋은 의사’가 되도록 교육을 받지만 실제로 졸

업 후에는 모두 다 ‘좋은 의사’가 되지는 않는다. 또한 ‘좋은 의

사’로 배출되었어도 사회에서의 의사 역할 수행 여건에 따라 

자의에 의해 또는 타의에 의해 ‘나쁜 의사’로 만들어지기도 한

다. 오늘의 ‘좋은 의사’도 세월이 지나면서 사회 환경이 바뀜

에 따라 언젠가는 생각과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이 

‘보통 의사’가 ‘좋은 의사’로 인식되고 받아들여지려면 의사 자

신이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 넣음으로써 얼마든지 바뀔 여지

가 많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자가 원하는 것, 나에게 부족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내는 일이 급선무다. 의학교육에서 

중요한 것의 하나는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인지를 인식시키

는 것과 이것을 실천에 옮기도록 하는 훈련 교육이다.

‘좋은 의사’의 요건

  ‘좋은 의사’는 타고난 좋은 성품(천부적 인간성), 바른 성장 

배경(가정교육), 탄탄한 기본 교육(초중고교육), 적절한 전문

교육(의학교육), 바른 의사의 생각과 태도(직업관), 실천으로 

옮기는 행동(인생관, 자기노력) 등이 톱니처럼 물려서 완성된

다. 이렇게 하여 완성된 ‘좋은 의사’는 의사로서는 우수한 임

상 능력과 바른 직업관을 가지고 있고 환자에게서는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질병 치료에는 우수한 능력이 발

휘되고 사람 치료에는 바른 직업관이 작용한다는 뜻이다. 우

수한 능력이라 함은 의학에 대한 올바른 지식, 기술일 수도 있

고 올바른 방법과 올바른 접근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바른 

직업관에는 높은 윤리성과 도덕성, 깊은 신뢰감, 겸손함은 물

론 다른 의료인과의 팀워크, 한계 인식, 평생 공부의 책임감도 

들어 있다[10]. 영국의 원로 의학교육자 Calman[11]은 의사

의 직업관 중에서도 사람의 생명을 가장 중요시 하는 윤리관

과 도덕성이 으뜸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 사명감은 의사 

개인뿐 아니라 병원이 기업화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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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이라고 하면서 신뢰와 존경은 쌓기는 힘들어도 잃기는 쉽

다고 충고하고 있다. 우리나라 어느 지방 시의사회 회장은 의

사들의 모임에서 “의사는 친절, 서비스 부족보다 겸손, 나눔이 

부족한 것이 더 문제가 된다”고 하면서 “세금조차 못 내는 열

악한 조건 속에서도 현실과 타협하는 부끄러운 의사가 되지 

말자”고 당부하는 선비다움을 보여 많은 회원으로부터 칭송

을 들었다고 한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는 올바른 인

생관이 필요하듯이 의사가 의사답게 살아가는 데는 올바른 

직업관이 필요한 법이다. 이것은 의사로서 가장 소중하게 여

겨야 할 가치이다. ‘보통 의사’가 갖추어야 할 요건과 ‘좋은 의

사’가 갖추어야 할 요건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의사가 반

드시 해야 할 일, 행동과 말에서 모자라는 부분, 잊어버린 부

분, 피했던 부분을 되살리거나 바꾸어 좀 더 완성시키면 ‘좋은 

의사’가 될 수 있다. 

  의사의 자격 요건은 우선 진료 능력이 어느 기준 이상이어

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이것은 교육 영역으로 치자면 지식과 

수기 영역이고 추가로 더 채워야 할 부분은 태도 영역이다. 이 

두 가지를 의학의 전문성과 바른 가치관에 따른 행동이라고

도 흔히 표현한다. 전문성은 곧 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능력이고 가치관은 수행에 필요한 바른 자질, 즉 바른 직업관

을 나타내는 마음과 행동을 말한다. 더욱 크게 보자면 전문성

의 근본 개념은 의학(medicine)이요, 가치관의 근본 개념은 

인간(human)이다. 의사는 의학의 본질인 medical ex-

cellence와 사람의 본질인 humanistic value가 어느 수준 이

상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좋은 의사’는 

병과 사람을 함께 고치는 사람임을 말하고 이 시대는 그것을 

요구한다. 환자 입장에서는 병을 잘 고쳐주고 병에 대한 고통 

고민과 불안이 없게 하고 환자의 고충을 따뜻하게 들어주는 

의사가 ‘좋은 의사’이다. 그러나 의학의 입장에서는 환자에게 

해롭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의사의 진료 행위가 환자에

게 도움(이익)이 되게 해야 하며 정직하게 대하는 의사가 ‘좋

은 의사’이다. 여기서 의사는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심을 가지

게 하는 것이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바른 길이라고 학자들은 

주장한다[12,13]. 21세기 사회가 필요로 하는 ‘좋은 의사’가 

되는데 필요한 전문성에 대응되는 또 하나의 큰 축인 인간성

의 요건에 대하여 많은 의학교육자의 주장과 권위 있는 의학

교육 기관(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leges 

[AAMC], General Medical Council [GMC], American 

College of Physicians [ACP], American Board of Internal 

Medicine [ABIM], European Federation of Internal 

Medicine [EFIM])이 제시한 덕목, 의사-환자 관계에서 의사

가 갖추어야 할 핵심 사항(행동, 윤리적 측면)을 정리 요약하

면 아래와 같다[14,15,16]. 

  인간적인 의사, humanistic value가 높은 의사(‘좋은 의사’)

-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사

- 자신에게보다는 환자에게 이롭도록 하는 의사

- 환자를 측은하게 여기는 따뜻한 마음의 의사 

- 환자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들어주는 의사 

- 정직, 겸양으로 환자를 대하는 의사

- 환자를 공평하게 대해 주는 의사

- 환자의 비  보장을 잘 해 주는 의사

- 실수를 환자에게 솔직하게 털어놓는 의사 

- 알기 쉽게 설명하고 풀이를 잘 해주는 의사

  비인간적인 의사, inhumane한 의사(‘나쁜 의사’)

- 권력을 남용하는 의사

- 거짓 진술을 하는 의사

- 거만, 탐욕이 드러나 보이는 의사 

- 이해관계 상충에서 이기심이 앞서는 의사

- 환자에 대한 성실성이 결여된 의사

-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의사

- 동료 부정을 감싸는 의사

- 환자와의 갈등 해결을 안 하고 넘기는 의사 

- 의사 자신이 약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의사

- 인간성에 반하는 범죄에 연루되는 의사 

  미국의 한 대학(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A, 

USA)이 마련한 어느 의료윤리 토론 주제에 일반 사람, 환자, 

의사가 제시한 다양한 내용[17]을 위에 열거한 의사가 지켜야 

할 바와 종합해 보면 “의사는 질병의 진단 치료를 잘 해야 하

는 역할과 함께 환자, 환자 가족을 하나의 사람으로서 따뜻한 

마음으로 잘 대해야 하며 그러면서도 의사 자신은 정신적으

로 건강해야 하고 임무수행에 따르는 갈등을 잘 이겨내면서

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단호하고 냉철한 판단을 내리면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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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을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

른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에 대하여 “왜 의사만이 희생양 노릇

을 해야 하느냐”고 반론을 펴는 의사도 있다.

‘좋은 의사’를 만들기 위한 교육

  ‘좋은 의사’로 만들려면 대학에서는 열정 및 정성을 가지고 

이미 개발된 교육기술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잘 키워야 된

다(cultivating a good doctor)고 Calman은 주장하였다[18]. 

그것은 ‘좋은 의사’의 교육이 정해진 커리큘럼, 의무적인 수업 

진행만으로는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실제로 ‘좋은 의사’ 

교육은 학생선발에서부터 시작하여 기본교육과정, 졸업 후 

교육, 평생교육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의사로 만들어야

겠다는 교육철학이 모든 과정에 끊임없이 일관되게 스며들어

야 하며 대학의 목표와 관여하는 교육자가 의지와 비전을 공

유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1. 학생 선발

  타고난 성품과 성장 배경, 인간성이 좋은 학생은 ‘좋은 의사’

가 되는데 바람직한 재목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므로 자질이 

좋은 학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학생선발 단계에서부터 이 

요건을 반영시켜 ‘좋은 의사’가 될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과히 

틀린 생각이 아닌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적이 좋은 학생

보다는 인품이 좋은 학생을 가려내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며 

관행처럼 해오는 성적 순위에 따라 선발하기보다는 좋은 품

성을 가진 학생 그룹을 먼저 가려내고 그 중에서 성적이 좋은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된다. 좋은 품

성의 학생을 선발하는 전략은 그 영역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것이 좋다. 

2. 학생과 선생 역할

  ‘좋은 의사’가 되게 하는 첫 단계는 교육 받는 학생이 두 가

지 생각을 늘 가지도록 되풀이하여 채워주어야 한다는 점이

다. 말을 물가에 데리고 갈 수는 있어도 안 먹는 물을 사람이 

마시게 할 수는 없듯이 학생에게는 ‘좋은 의사’로 교육 받고 

싶다는 동기가 늘 강하게 작용하도록 하고 좋은 의사로 살아

가고 싶다는 실천의 의지가 굳어지도록 학습동기 부여와 의

사로서의 확고한 직업관 교육을 학생 때부터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사이에는 전

문적 의학교육 영역만큼이나 이 인문사회 영역의 중요성이 

‘좋은 의사’를 만드는데 중요 부분임을 서로 믿고 있어야 하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훈련이 되어야 한다. ‘좋은 의사’가 되는 

훈련과 교육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생각이 확실해지고 행

동으로 옮기는 관습이 굳어져 그런 가운데 나름대로의 직업

관도 잘 굳혀 갈 수 있다. ‘좋은 의사’로 만들어지는 길은 이처

럼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 그 길이 좌우

되기도 한다. Calman은 ‘좋은 의사’에 대한 가치 형성은 인문/

사회과학에서 찾을 수 있고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으며 ‘좋

은 의사’ 교육에서 중요한 핵심은 강의보다는 당사자의 실천

경험 교육을 통한 의식의 변화가 중요하고 평소에 이러한 의

지와 말, 행동을 나타내 보이는 교수의 역할이 학생에게 영향

력을 미치는 산 모델이라고 주장한다.

3. 교육 영역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3개 학습 영역(지식, 수기, 태도)에 

고루 노출될 수 있도록 편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인문사회 계

열의 내용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로 체험

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정규 교과로 편성하고 의학 고유의 지

식 학습 시간은 상대적으로 줄여야 한다. 의학교육의 영역 불

균형이 50년 전까지만 해도 매우 심했다. 지식, 수기, 태도 영

역 중 오로지 지식만을 중심으로 가르쳐 왔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의사는 이론적인 지식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을 활용하여 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훈련되어야 한다

는 것이 공통된 인식이 되어 20세기 중반부터는 임상수기가 

의학교육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대학

마다 스스로 공부하고 익힐 수 있는 수기학습센터가 마련되

어 있고 의사시험에서도 그 영역의 평가를 하게 된 이후로 더

욱 관심을 가지고 불균형을 바로 잡아 가고 있다. 그러나 ‘좋

은 의사’가 되는 데는 의사의 태도 영역 교육과 훈련이 절대적

으로 중요하다. 태도라는 낱말의 뜻은 의사의 언어와 행동을 

포함한 여러 가지가 함축되어 있으므로 ‘좋은 의사’는 전문 지

식과 임상 기술보다는 환자를 대하는 태도, 위사소통을 하는 

기술에도 역점을 두어야 하고 직접 시행 경험해 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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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의사는 역량만으로 ‘좋은 의사’가 

되기는 어렵고 반드시 좋은 자질을 갖추어야 의사로서의 임

무를 바르게 수행할 수 있다고 오래 전부터 인식이 되어 왔다. 

그런 점에서 좋은 의사를 만들기 위한 의학교육의 목표는 응

용과학자로서의 기술과 민감성에다 의학을 아는 휴머니스트

로  반영시킬 수 있는 능력을 결합시키는 데에 두어야 할 것

이라고 하여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세기 말부터 꾸준히 주장

되어 온 프로페셔널리즘(professionalism)도 전문수월성

(medical excellence)과 사람으로서의 가치관(humanistic 

value)이 핵심 개념이라고 하면서 능력 못지않게 자질, 의식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19].

4. 정신 훈련 

  왜 의사는 다른 직업보다 더 엄격하게 교육을 시켜야 하나? 

생명을 살리고 병을 고치고 아픔을 없애고 삶의 질을 높게 하

는 일이 의료의 핵심이지만 이 일은 사람(환자)의 안전을 최

우선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의사가 하는 일이자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어느 수준 이상의 질이 보장이 되어야 한다

[20,21]. 의사의 직업이라는 특성에서 볼 때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이고 사회적으로는 존경 받는 사람이고 

환자에게 신뢰감을 주어야 하는 직업인이기 때문이다. 의사

는 동시에 심한 심리적 갈등을 이겨내야 하는 직업인의 특성

도 있어 시련을 겪는 훈련도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기서 

나온다. 어떻게 보면 도를 닦는 수도자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의미로 비쳐지기도 하지만 의사는 많은 것을 참고 중요한 단

계에서는 냉철한 판단력을 내려야 되는 갈등 속에 사는 직업

인이기도 하다. 의무감으로서가 아니고 선행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른 가치관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지난 10년 동안에 많은 연구자와 연구단체에서는 미

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의사를 교육시키기 위해 의과대학

의 커리큘럼을 재편성하고(Institute of Medicine, 2001), 의

사가 이런 능력을 구비했는지 확인해야 하며(National Board 

of Medical Examiners, 2002), 이런 인간성 교육 내용을 의

과대학에서 공식적으로 가르치고 평가해야 하며(AAMC, 

2003), 비단 기본교육뿐 아니라 졸업 후 교육에서도 이것을 

적용해야 하고(ACP, 2004), 실천 여부를 적극적으로 모니터

링하면서(Accreditation Council for Graduate Medical 

Education, 2007), 이런 교육을 시킬 환경이 되어 있는지 검

증을 해야 된다(Liaison Committee on Medical Education, 

2008)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22].

의학교육과 의료 제도 개선

  ‘좋은 의사’의 역할을 기대하려면 교육만으로는 안 되고 제

도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2010년 KBS가 시행한 여론 조사(당신은 행복한가요?)에서 

일반 국민은 60%가 그렇다고 반응한 반면 의사는 43.8%만이 

그렇다고 반응하였다(의협신문, 2010). 겉보기에는 평온하고 

원활한 것처럼 보이지만 환자의 불만 요구만큼이나 의사의 

불만도 많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요즈음

의 환자가 질병 치료, 건강 증진, 장수의 차원을 넘어 올바른 

환자-의사 관계를 가지고 싶어 하는 만큼 의사도 안전, 사람 

이해, 치료의 차원을 넘어 제도에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

미이다.

  우리 사회의 보건의료 제도의 불합리, 정치의 무감각, 의료 

단체의 이기심 속에서도 환자의 불평이 나오면 사회에서는 

의과대학이 ‘좋은 의사’를 만들어내는데 소홀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러한 주장에는 의사, 교육자, 환자, 사회, 정치인, 경제

인이 한 목소리를 낸다. 정말 ‘좋은 의사’를 안 만들어내는 것

인가? 못 만들어내는 것인가? 그도 저도 아니면 ‘좋은 의사’ 

노릇을 할 수 없는 상황인가?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좋은 의사’를 잘 교육시켜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당

연하고 우선이 되어야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사회에 나가 배운 대로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이 함께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결정적인 또 하나의 요인이 된다. 국민

을 위해서 의료 서비스를 충실히 실행하고 국민이 어느 정도 

만족을 느끼게끔 하기 위해서는 환자-의사-사회의 복잡한 구

조와 불합리한 체계 속에서는 의학의 충실한 책임, 의무만으

로는 어렵다는 점을 많은 사람들이 의식하고 있으며 의학 분

야 안에서의 노력만으로는 그 목표를 수행하기에는 버거운 

상태임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어쩌면 이러한 장애 요인, 

저항 요인 등이 복잡하게 얽혀 의사 사회는 이런 일을 해나가

기에 거의 기진맥진했는지도 모른다. 그저 눈앞에 주어진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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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역할만으로 직무를 다했다고 생각하고 멀리 내다볼 힘이 

없어졌는지도 모르겠다.

  2002년에 발표된 권위 있는 의학 단체(ACP, ABIM, 

EFIM)에서는 의학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안

녕 및 자율성, 사회 정의와 함께 사회 정의에 입각한 행동을 

지켜야 할 3대 원칙으로 제시하였고 또 다른 단체(American 

Medical Association)의 연구보고에서 환자의 건강 개선을 

시킬 수 있는 사회, 경제, 정치, 교육의 변화에 대하여 의사는 

앞장서서 옹호하고 공헌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23]. 의

학교육에 이러한 내용을 융합시키기 위해서는 2009년에 있었

던 한 웹 세미나의 내용이 도움이 될 것이다[24].

맺음말

  ‘좋은 의사’는 기준 이상의 임상 능력과 바른 직업관, 높은 

신뢰성을 가지도록 키워야 한다. ‘좋은 의사’는 한 개인의 성

품, 교육, 직업관, 제도, 자기노력이 톱니처럼 물려서 완성된

다. ‘좋은 의사’로 만들려면 대학에서는 정성과 교육기술을 가

지고 의도적으로 키워야 된다. ‘좋은 의사’ 교육에서 중요한 

점은 실천을 통한 의식의 변화, 그리고 교수의 롤 모델이다. 

‘좋은 의사’의 역할을 기대하려면 교육만으로는 안 되고 제도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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