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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view of the Patterns of Unprofessional Behavior and
Evaluation Programs to Prevent Misconduct by Medica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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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의 부적절행위 유형과 평가 프로그램에 대한 고찰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ଲઽ็ ଲઽࢠ
In recent years, several high-profile cases related with misconduct by doctors and medical students have led to increased media
interest and public concern regarding doctors who fail to maintain the expected professional standards. In response to these concerns
and the increasing awareness of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medicine, the importance of professionalism in medical school is receiving
renewed attention in our medical society. Many studies in other countries have stressed the early detection and intervention of
unprofessional behaviors in medical students using an adequate evaluation system. The authors intended to explore strategies that
reinforce professionalism education and prevent misconduct in medical students. We conducted an extensive literature review to
identify patterns and categorize issues of misconduct and unprofessional behavior by medical students; existing evidence to
determine why early detection and intervention of are crucial to prevent future misbehavior and disciplinary action by doctors; and
education and evaluation systems to enhance professionalism for medica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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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조되고 있다. 의료 현장에서 발행하는 부적절행위의 유

ছߨ

형은 진료 중 환자에 대한 성추행, 리베이트, 허위부당 청구,
과잉진료 또는 진료거부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한 자

최근 국내에서는 의사의 전문인으로서의 부적절행위(mis-

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성범

conduct) 혹은 비전문가적 행동(unprofessional behavior)

죄로 입건된 의사는 123명이나 되고, 리베이트와 관련하여 2

과 관련된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보고되면서 의료계의 자성의

개월 면허자격정지를 받은 의사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목소리와 함께 의학교육에서 프로페셔널리즘 교육의 중요성

54명이며, 허위청구는 2006년 8건, 2007년 31건, 2008년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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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2009년 64건, 2010년 7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
다고 한다[1].

의가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는 첫째, 의대생이 행할 수 있는 부적절행위 또

의사의 프로페셔널리즘의 부재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거

는 전문가답지 못한 행동은 어떤 유형의 것들이 있는지, 둘째,

나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 이외에 실제로 진료의 결과와

그러한 행동들을 조기에 발견, 치료, 예방하는 것이 의사의 프

도 연관될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의사의 프로페셔널리즘

로페셔널리즘 교육에서 왜 중요한지, 셋째, 의대생의 프로페

의 부재 혹은 미숙은 의료과실(medical error)의 발생 가능성

셔널리즘 교육 및 평가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어

을 높일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즉, 입원환자 중 16.6%는 예

떤 것들이 있는지를 검토해보고,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의대

방 가능한 상해였으며, 이러한 위해의 약 35%는 의사의 프로

생의 부적절한 행위를 예방하고 프로페셔널리즘을 강화하는

페셔널리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이었고, 부적절한 지식이나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술이 원인이었던 것은 단지 1%에 불과하다고 보고하였다

[2]. 의사의 부적절행위와 이로 인한 의료과실의 발생은 의사
양성의 전 과정동안 의사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가적 속성과

ඹߦൾࠤٮஶրऀୡୣෘ 

행동들이 제대로 개발되지 못했기 때문임을 주장하는 선행
연구들도 있다[3,4].
의사의 프로페셔널리즘의 미숙과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

ඹߦൾࠤٮஶଭԹࢫڄ૬ী

반 문제들이 의과대학이나 졸업 후 교육기간 동안 배워야 할

프로페셔널리즘(medical professionalism)은 의사가 갖추

것을 제대로 못 배워서인지, 아니면 개개인의 본래적인 성격

어야 할 최소한의 태도와 행동의 집합체이며, 각 나라마다 그

때문인지, 점점 복잡해지는 보건의료체계 및 환경 속에서 업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화나 사회제도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정

무의 중압감으로부터 초래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5]. 그러

의된다. 영국내과학회(Royal College of Physicians)가 2005

나 현행 보건의료체계와 의사교육체제 속에서 프로페셔널리

년 12월 발표한 ‘Doctors in society: medical professio-

즘 교육에 대한 점검과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

nalism in a changing world’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의사의

며 의학교육 진입시기부터 이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함

프로페셔널리즘은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의 바탕이 되는

에 대해서도 이견의 여지가 없다.

일련의 가치와 행동 그리고 관계’를 의미한다[10]. 따라서 프

의과대학생은 임상실습 과정에서 환자를 볼 수 있는 특권

로페셔널리즘의 요소는 환자와 대중이 의사에게 부여한 신뢰

과 책임을 부여받게 되고 졸업생의 대다수가 환자를 진료하

를 지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행동들로 구성된다. 프로페셔널

는 의사가 되기 때문에 의과대학 재학 시부터 의료인 수준의

리즘은 의사가 환자와 대중의 신뢰를 저버릴 때 손상되고, 그

프로페셔널리즘을 갖추어야 한다. 최근의 몇몇 연구들은 의

결과 전문직으로서의 지위 역시 손상 받을 수 있다[11]. 의업

과대학 교육을 통하여 프로페셔널리즘의 정립과 문제 학생에

의 목적은 상호 존중에 기반한 환자와 의사 간의 파트너십과

대한 조기발견과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6,7,8,9]. 이러

개인의 책임감, 그리고 적절한 책무성을 통해 실현된다. 의사

한 연구들은 의과대학생의 교육기간과 의사로서의 전문성 개

는 일상의 진료 상황에서 청렴, 연민, 이타주의, 지속적인 개

발 전 단계에서 프로페셔널리즘의 교육이 얼마나 핵심적인

선, 수월성(excellence), 다른 보건의료직종 간 팀워크 형성

부분인가를 분명히 시사한다.

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가치들은 의료 전문직과

예비의료인이 갖추어야 할 프로페셔널리즘에 대한 교육을

사회와의 도덕적 계약을 이루는 기초를 형성한다.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대생에게 요구되는 전문가다운 행

미국개원의협회와 미국내과학회가 공동으로 개발한 ｢의학

동 요소와 범위는 무엇이며, 어떤 방법으로 가르칠 수 있고,

프로페셔널리즘에 대한 선언｣에서는 환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또 의대생의 부적절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생각하는 것,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 사회적 정의를 구

제도적 장치는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와 논

현하는 것을 프로페셔널리즘의 3가지 원리로 제시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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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캐나다의사협회(Canadian Medical Association)는 봉

사회 규범에 반하는 받아들이기 힘든 행동과 개인 또는 그를

사의 윤리, 임상적 자율성, 자기규제를 프로페셔널리즘의 가

둘러싼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이 포함된다

장 중요한 요소로 강조하고 있다[13]. Swick [11]은 프로페셔

[16]. 즉, 의과대학생의 부적절행위는 '예비의료인으로서 의

널리즘의 행동요소를 ‘환자의 이익을 우선하기’, ‘윤리적 도덕

과대학생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규범 및 행동기준에 어긋나는

적 기준 준수하기’, ‘사회적 요구 부응하기’, ‘정직성과 청렴,

행위'로서 장차 의사의 프로페셔널리즘을 위협할 수 있는 행

돌봄 및 연민’, ‘이타주의와 공감’, ‘타인 존중’, ‘신용 같은 핵심

동과 관련성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Teherani et al. [8]

적 가치 실현’, ‘자기 자신과 동료에 대한 책무성’, ‘수월성 유

의 연구에서는 의과대학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비전문가적

지를 위한 지속적 노력’, ‘학문적 발전을 위한 노력’, ‘높은 수

행동으로 신뢰와 책임감 부족, 자기개선과 적응능력 부족, 솔

준의 복잡성과 불확실성 다루기’, ‘자신의 행동과 결정에 대한

선수범과 동기 부족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것들은 의사의

반성적 성찰’의 9가지로 정의하였다.

프로페셔널리즘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국내에서도 프로페셔널리즘을 정의하고 그 요소를 밝히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의과대학 재학 시 학생으로서 부적절

는 선행 연구가 있었다. Meng [12]은 프로페셔널리즘을 ‘지역

한 행동을 한 학생들은 졸업 후에 의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회 주민들이 바라는 의사다운 의사로서의 바람직한 태도와

프로페셔널리즘에 위배되는 행동 또는 법적 제재가 필요한

언행’으로 기술하였고, Hur et al. [14]은 ‘전문가의 능력’과

문제 행동을 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았던 학생들 보다 통계적

‘치료자의 품성’을 동시에 지닌 의사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6,8,9,17,18]. Papadakis et al. [7]의

정의하였다. 후자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의과대학생이 중요

연구에서는 미국 주 의사면허기관(Federation of State

하게 인식하는 프로페셔널리즘의 10가지 요소로서 평생학습

Medical Boards)에서 징계를 받았던 의사들 중 3개 의과대학

능력, 윤리의식, 타인 존중, 봉사정신, 의사소통능력, 자기절

(동부, 중부, 서부 소재 각 1개 대학씩) 졸업생들의 자료를 분

제력과 위기관리능력, 사명감, 문제해결능력, 기초과학에 대

석한 결과, 의과대학 재학 시에 부적절한 행동을 하여 학적에

한 지식, 그리고 외국어 구사능력을 보고하였다.

기록이 남아있던 학생들은 졸업 후에 의사의 업무를 수행하

이상의 연구 결과를 보면, 프로페셔널리즘은 환자-의사 관

면서 경고, 징계, 의사면허취소와 같은 문제행동이나 법적 제

계 뿐 아니라 동료의사 및 타 직종의료인과 관계, 전문적 영역

재가 필요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았던 학생들 보다

과 사생활(예: 건강관리, 자기 훈련)과의 관계, 사회적 봉사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다른 연구에서는 의대생 시절

대한 책임 등과 관련되어 있는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개념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것이 후일 의료현장에서의 부정직

[15]으로서 의료 현장에서 실천되어야 할 가치이며 행동이다.

성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 인자가 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ଭր۩ଭऀୡୣෘඹߦൾࠤٮஶଭ
ւծ

[19]. 또 다른 연구에서 의과대학 학습과정에서 부정직한 행
위를 하는 학생들은 의학지식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하게 됨
으로서 환자에게 위해를 줄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20,21].

사전적 의미로 보면 ‘부적절하다’ 함은 ‘어떤 일을 하기에 알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의과대학 재학 중에 부적절한 행위

맞지 아니함’을 의미하며, ‘행위’는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하

를 하는 학생들은 후일 의사가 되어서도 유사한 부적절한 행

는 짓’을 말한다. 즉, ‘부적절행위’는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일

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프로페셔널

중 적절치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의과대학생은 학업수

리즘을 갖춘 의사를 배양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생이 실천해

행과 예비 의료인으로서 학생 수준에서의 전문가다운 행동을

야하는 전문가다운 행동은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이를 실천할

하도록 기대되는 바, 위의 사전적 정의로 보면 의과대학생의

수 있도록 교육하고 부적절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를 교정, 관

부적절행위는 학습자로서의 적절치 못한 행동과 예비의사로

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서 전문가답지 못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이 해서는 안 되는 전문가답지 못한 행동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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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화된 부정행위는 자신이외의 다른 급우도 부정행위를 할

ଭր۩ଭऀୡୣෘଭକ෴

것이라는 생각을 유발함으로써 다양한 부적절행위의 빈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성을 보였다.

의사의 프로페셔널리즘의 미숙은 의과대학 재학 시부터 부

Vengoechea et al. [23]는 콜롬비아 일개 대학의 연구에서

적절행위로 나타날 수 있다. 즉, 의대생의 부적절행위는 그가

응답자 중 61.4%의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부적절행위에 동참

의사가 되었을 때 프로페셔널리즘 발달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

하였고, 44.9%는 자주 관여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연구진은

한 인자가 된다. 외국에서는 의과대학생이 학업 수행과정에서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저학년보다는 고학년이, 스트레스가

저지를 수 있는 부적절행위의 유형과 전문가답지 못한 행동의

많을수록 부적절행위의 예측가능성이 높았음을 보고하였다.

요소 및 범위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들이 다수 있어 왔다.

부적절행위의 종류는 학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

학업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적절행위에 대해서는 학습윤리

으로 시험 중 친구 것 베끼기, 자신의 보고서를 다른 친구에게

및 학업 부정직성(academic dishonesty)과 관련된 연구들이

빌려주기, 참고문헌 서식 없이 문건을 다운로드 받기, 참여하

다수 있다. 정직성과 청렴성은 의사직에 가장 중요한 덕목 중

지 않은 친구를 팀워크에 참여한 것처럼 끼워주기, 시험보기

하나이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의 학업

전에 시험문제가 유출된 것을 구해보기가 있었다. 임상실습

부정직성이 높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다. 서구의 한 연구에 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 학습 행위로는 당직 중 병원 무단

르면 의대생들 중 58%가 재학 시 적어도 1회 이상 시험부정

이탈, 의무기록 작성 시 환자에게 질문하지 않았던 사항에 대

행위(cheating) 경험이 있었다고 보고하면서 의과대학생 때

해서는 소견이 없는 것(negative finding)으로 기록하기, 환

의 부정행위는 미래의 의료현장에서 의사의 부정직성을 예측

자를 보지도 않고 환자의 진찰소견 기입하기 등이 가장 흔하

하는 인자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19].

였다. 이와 같은 부적절한 행동은 단순히 그 행동자체로 끝나

공산주의 붕괴 후 크로아티아의 한 의과대학에서 의대생을

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성실하게 의학지식을 습득하지

대상으로 학습윤리, 학업 부정직성의 빈도와 태도를 설문조

않게 됨으로써 지식과 역량이 부족한 의사가 되어서 환자에

사한 연구에서는 94%에 이르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적어도 1

게 위해를 줄 수 있다[20,21]. 따라서 학업과정에서 발견되는

회 이상 시험부정행위를 한 경험이 있고, 가장 흔한 부적절행

부정직성 혹은 문제행동들에 대한 예방적 교육과 조기발견과

위는 대리출석으로서 84%의 학생이 적어도 1회 이상 대리출

중재가 반드시 필요하다.

석의 경험을 보고하였다[22]. 이 연구는 부적절행위의 유형으

한편 의과대학생의 전문가답지 못한 행동의 요소를 밝히고

로 11개의 목록을 제시하였고 그 심각성의 수준에 따라 A군

그 유형을 분류하기 위한 연구들도 다수 있다. Papadakis et

(가장 덜 심각)에서 D군(매우 심각)으로 나누어 분류를 하였

al. [6]은 임상실습과정에서 의대생들이 해서는 안 되는 비전

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대리출석해주기(A군: 가장 덜

문가적 행동의 유형을 무책임한 행동(예: 임상실습 중 대리출

심각), 출석하지 않고 했다고 표시하기, 시험 중 커닝페이퍼

석, 환자를 돌보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 자기개발 및 개선을

사용, 너그러운 시험관을 배치시켜 달라고 행정직원에게 부

위한 역량 부족(예: 건설적인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음, 따지

탁하기, 시험 중 답 베끼기(이상 B군: 보통으로 심각), 다른

기 좋아함, 부적절한 태도), 학습에 대한 동기 부족(예: 동기

학생이 한 것을 내가 한 것처럼 해서 제출하기, 시험 중 다른

부족, 열정 부족, 수동적)의 세 가지 형태로 나누고, 이러한 행

학생과 모바일 폰을 이용하여 답 주고받기, 시험문제 미리 입

동이 졸업 후 교육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과 밀접한 연관이

수하기(이상 C군: 심각), 시험에 통과할 수 있도록 인맥 동원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Teherani et al. [8]도 의

하기, 시험에 통과하기 위하여 시험관에게 돈 주기, 성적표에

과대학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비전문가적 행동 영역으로 신

교수의 사인을 가짜로 하기(이상 D군: 매우 심각)였다. 부정

뢰와 책임감 부족, 자기개선과 적응능력 부족, 솔선수범과 동

행위에 대해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관용적 태도를 보였고 고

기 부족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것들은 의사의 프로페셔널

학년일수록 부정행위에 대하여 더 관용적이었다. 이렇게 보

리즘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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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nsburg et al. [24]은 북미 3개 대학의 상급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통하여 의과대학생이 임상실습과정에

ଭ۩ଭऀୡୣෘુࢺ֗ଖࢫਏਆഗ

서 범할 수 있는 부적절행위를 조사 분류하였다. 연구자들은
이를 커뮤니케이션상의 위반(communicative violation), 역
할저항(role resistance), 환자를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대상

֝ٛ

화하는 것, 책무성 결여, 환자에게 신체적 위해를 주는 것, 상

의과대학에서는 학생들의 프로페셔널리즘 개발을 위한 교

급 의사와 중간에 끼이게 되는 난처한 상황의 6가지로 구분하

육을 강화해야 하며 재학기간 중 부적절한 행위를 예방, 교정,

였다. 이러한 것들 중에는 실제 국내의 임상 상황에서도 흔히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의학교육의 연

발생하는 것들도 다수 있었으며, 특히 국내에서는 문제의식

속선상에서 볼 때 의과대학에서의 교육과 경험은 의사의 도덕

을 갖지 않고 흔하게 하는 행동도 부적절행위로 분류되어 있

적 감수성 및 프로페셔널리즘 발달의 초석을 제공하기 때문이

어 단순한 문화적 차이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프로

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의과대학은 정규 및 비정규 교육과정을

페셔널리즘 수준에 점검이 필요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

통해 프로페셔널리즘을 교육하고 있다. 전국 41개 의과대학의

는 것도 있다. 가령, 학생의사를 ‘의사’로 소개하는 것 역시 이

‘프로페셔널리즘’ 관련 교과목수는 1998/1999년도에 28개,

연구에서는 부적절한 행위로 분류하였는데, 실제 국내에서는

2000/2001년도에는 48개, 그리고 2002/2003년도에는 76개

환자들의 협조가 잘 안될 것을 우려하여 실습학생을 의사라

과목으로 증가하였다[12]. 2011년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

고 소개하라고 상급자들이 지시하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학원장협회(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Colleges)를 통

또 다른 연구는 의과대학에서 저학년 때 습득된 프로페셔

한 우편설문조사에 회신한 31개 대학 중에서는 96.8% (30개

널리즘은 실제 병원의 진료현장에서 선배 의사들의 행동을

대학)이 윤리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며, 독립학점으로 인정

관찰하면서 부정적으로 변질된다는 우려가 높음을 보고하였

되는 정규 과목은 총 32개 중 81%였고, 특강 형태가 16%, 기타

다[25]. 이 연구에서는 비윤리적 상황에 대한 의대생의 경험

가 3%였다[26].

및 인식조사를 한 결과 저학년 때부터 의과대학에서 비윤리

그러나 각 대학이 제공하고 있는 프로페셔널리즘 관련 교

적 행동을 목격하게 되고, 고학년이 될수록 그 빈도가 증가하

과목 내용은 의대생의 학습과 실생활 현장과 거리감이 있는

였다. 학생들이 경험한 윤리적 딜레마 상황은 환자 부재 시 환

경우가 많으며 이론에 치우쳐 있다. Park [27]의 연구에 의하

자에 대한 경멸적 표현, 전공의/전문의의 비윤리적 행동 목격,

면, 국내 30개 의과대학의 의료윤리 교육에서 다루는 주제는

환자 앞에서 환자에 대한 경멸적 표현, 학생 수준(지식, 술기,

의료윤리의 기본 개념(29곳), 생명윤리(30곳), 연구윤리(27

훈련 정도)에 적절치 않은 업무 부여, 비윤리적 행동을 하라

곳), 의사와 동료의사, 직원, 제약회사, 환자와의 관계와 관련

고 지시하는 것, 좋지 않은 성적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비윤리

된 윤리(24곳), 의사의 전문성으로서의 윤리(28곳), 특수한

적 행동하기, 팀에 충성하기 위해서 비윤리적 행동하기 등이

환자와 관련된 윤리(27곳), 의료와 법(20곳), 기타 윤리철학,

있었다.

과학철학, 이식관련 윤리 등(10곳)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고학년이 될수록 부적절행위의 빈도가 높아지고, 저학년

국내 의료윤리 교육의 주된 교육 방법으로 강의 20개, 전체토

때 습득되었던 윤리적 규범이 오히려 붕괴될 수 있음을 보여

론 15개, 소규모 증례토론 또는 사례발표 20개, 강의와 토론

준 많은 선행 연구들은 의과대학 저학년 때부터 조기에 프로

20개, 외부초청강의 13개, 영화, 역할극 등 14개 등임을 보고

페셔널리즘과 윤리교육이 시작되어야 하고, 고학년 및 전공

하였다.

의 훈련과정에서 프로페셔널리즘 교육이 지속적으로 반복 심

현재 국내의 윤리교육과정은 생명윤리 및 연구윤리와 관련

화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동시에 기성 의사들이 모범적 행동

된 것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교육 내용과 방법이 이론 및 개

을 보여줄 수 있도록 조직문화와 규범이 정립되어야 함을 제

념위주로 편성되어 있어 실제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직면했

시한다.

을 때 학습자들이 의사의 직업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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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과 윤리적 감수성을

을 통해 꾸준히 강조되어 왔고[27], 각 대학들도 평가기관의

배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전공의 수련 기간 동안에도 프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대학 자체 프로그램이나 규정을 제정하

페셔널리즘 개발을 위한 교육은 기관의 재량에 따라 산발적

여 의과대학 재학 기간 동안 발생하는 부적절행위를 예방, 관

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규교육과정에서는 거의 다루어지

리,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28]. 또한 프로페셔널리즘

고 있지 않다.

교육의 성격이나 내용, 그리고 이를 교육하고 평가하는 방법

의과대학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의사의 필수적 자질인 프

등에 관한 연구들도 활발히 수행되어 왔다[5,11,15,29,30].

로페셔널리즘이 제대로 가르쳐지고 있는지, 학습되고 있는지

한 예로 영국의 일개 의과대학은 의과대학생을 위한 전문

에 대한 평가도 부족하며, 부적절행위 발생 시 이에 대한 관리

가 행동 강령(codes of professional conduct)을 개발하고 교

시스템도 매우 취약하다. Hur et al. [14]은 우리나라 의과대

육하여 학생들의 프로페셔널리즘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오

학생의 프로페셔널리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의예과 학생

고 있다. 이 대학은 학생들의 전문가다운 행동을 모니터링하

에 대해서는 27개 요소로, 의학과 학생에 대해서는 31개 요소

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6년 동안 시행한 경험을 보고하였는데,

로 학생 자신의 의학전문직업성 수준을 자가 평가하도록 하

전문가적 행동 수준의 미달되는 경우 학업성취도도 미달되는

였는데, 5점 만점 중 평균 또는 평균 이하로 그다지 만족스럽

연관성이 있음을 밝혔다. 또한 첫 5년 동안 부적절한 행동으

지 못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의과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로 인해 대학의 공식적인 경고를 받는 학생은 3%였지만 학년

프로페셔널리즘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

이 올라감에 따라 학생들의 경고 빈도가 감소하였음을 보여

함을 시사한다.

주었다. 이 대학의 경험은 의과대학에서 프로페셔널리즘 측

윤리 및 프로페셔널리즘 개발을 위한 교육과 더불어, 각 대

면에서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학은 학생들의 부적절행위를 모니터링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

것과 학생들의 행동을 모니터링 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개선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의 대부분 의과대학은

시키려는 노력이 부적절한 행위 감소, 예방에 효과가 있음을

일반적인 학사규정은 구비하고 있으나 예비의료인으로서 의

보여준다[15].

대생이 지켜야 할 전문가적 윤리 규범에 대한 대학의 규정 혹

다른 예로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은 행동강령은 미흡하거나 부재하다. 서구 선진국의 의과대

(UCSF)는 1995년부터 ‘Physicianship Evaluation Form’

학에서는 의사협회나 관련 단체에 의과대학생을 위한 행동강

(PEF)을 개발하여 의과대학 1, 2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여

령이 있고, 이와 별도로 각 대학마다 높은 수준의 규범과 구체

오다가 현재는 전체 재학생에 대하여 전문가적 행동에 대한

적인 실천 강령을 제시하고 이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31]. 이는 부적절한 행동을

학생들이 의과대학 기간 동안 그리고 전공의들이 수련기간

한 학생들이 졸업 후에 “문제 의사”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을 통하여 배워야 하고 실제로 접하게 되고 윤리적 판단을 할

위해 활용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즉, 이 평가시스템은 학생이

수 있어야 하는 프로페셔널리즘의 요소가 무엇이며 이것을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경우 이를 발견한 교수가 그 학생의 문제

언제, 어떻게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행동을 PEF에 기록하고, 학생과의 개별 상담을 통해 그러한

필요하다. 서구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

행동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학생이 깨닫게 하고 적절한 피드

르고 교육환경이 다른 점을 고려할 때 국내 의과대학 교육여

백을 제공하여 문제행동을 치료할 수 있게 도움을 주기 위한

건과 의료 현실을 반영한 전문가적 행위에 대한 규범과 정책

것이다. 이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문제가 교정되지 않는

의 수립이 필요하다.

학생의 경우, 지식 및 기술 부분에서 아무리 좋은 평가를 받아
도 학사경고를 줌으로써 사회에 위해를 주지 않는 안전한 의

֝

사를 배출한다는 의과대학의 책무 실현 노력을 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의과대학생을 위한 행동강령과 규범이 국가 수

The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Medicine은 학생들

준에서 의사단체나 협회, 의학교육평가기관 등의 가이드라인

이 책무로서 행동강령(honor code)의 규칙을 적극 준수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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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고 있으며, 동료학생이 행동강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사에 준하는 프로페셔널리즘을 갖추어야 한다. 윤리와 규범

이를 알리고 교정할 수 있는 부적절행위 관리 시스템을 갖추

은 실천행위를 통해서 획득되는 것이므로 학생에게 요구되는

고 있다. 이 대학의 행동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프로페셔널리즘과 학습행위 규범도 의과대학이라는 학업의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과제를 자신의 과제인 양

장에서 실천을 통해 습득되고 발달되어야 한다.

제출하는 것’, ‘학업/시험과 관련하여 공인되지 않은 도움을

의사의 프로페셔널리즘은 의사가 되어 어느 한 순간에 습

제공하거나, 받거나, 활용하는 것’, ‘결과적으로 다른 학생의

득되는 것이 아니고 의과대학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형성되는

학업에 해악을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어떤 문제에 대하여 다

것이며 인턴, 전공의, 일반의 및 전문의로서의 삶의 전 과정에

른 사람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결과적으로 다른

걸쳐 성숙되고 발전되는 것이다. 특히, 의과대학에서의 교육

학생의 학업에 해악을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학업활동을 하

과 경험은 의사의 도덕적 감수성 및 프로페셔널리즘 발달의

려고 하는 학생들을 방해하는 것’, ‘학생들의 학급 석차, 학업

초석을 제공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의대생이 학교와

성적, 혹은 기타 학업성취도나 학업적 노력에 대하여 중대한

병원에서 지켜야 할 전문가적 행위에 대한 합의나 지침, 강령

허위진술을 하는 것’, ‘환자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이 부재하고 교육과정도 부실하다. 더구나 의학 교육을 받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암시하는 자료를 유출하거나 환자에 대한

동안 어떤 유형의 부적절행위가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하고

정보를 환자의 진료팀원이 아닌 사람에게 누설하는 것’, ‘행동

있는지에 대한 실태와 이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 및 의식수

강령 위반에 관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주장된 행동

준에 대한 파악도 미흡하다. 이에 결론적으로 저자들은 다음

강령 위반에 대한 조사나 기소를 방해하는 것’ 등이 있다[32].

과 사항을 제언하는 바이다.

이러한 조항들은 의과대학 교육기간 중 학생들이 실제 범하
기 쉬운 윤리적 쟁점과 관련된 것이다.

첫째, 의대생이 실천해야 하는 프로페셔널리즘 행동규범을
정의하고 강령을 제정하며 이를 지키기 위한 가이드라인 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구 선진국의 의과대학에서는

발이 필요하다. 즉, 전문가들의 연구와 협의를 통하여 의대생

학생으로서 그리고 예비의료인으로서 준수해야 할 전문가적

및 전공의가 반드시 알고 지켜야 할 학업 및 환자윤리의 행동

행동 규범을 정하고 이를 교육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조기발

규범 및 요소를 파악해야 한다. 이것은 이론에 치우친 것이 아

견하고 교정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국

니라 학생들이 학교 및 실습 현장에서 적용하고 실천 및 성찰

내 의과대학 교육여건과 의료 현실을 반영한 전문가적 행위

과정을 통하여 체화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우리 사회 및

에 대한 규범과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학교 문화와 실정에 맞는 것들이어야 한다. 의대생에게 권장
되는 행동 강령의 제정은 각 대학 수준에서 이루어지기보다
의과대학과 의사단체의 협의체를 통하여 다년간의 연구를 통

էߨ

해 개발, 보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국내 의대생의 부적절행위의 유형, 심각성 및 이에 대

의과대학에서 의대생에게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의사

한 의대생의 인식 및 수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여 조속한

로서 갖추어야 할 의학적 지식과 기술의 습득과 더불어 미래

개선과 집중적인 교육이 이루어져 할 부분을 파악해야 한다.

의 의료전문가로서 요구되는 윤리적, 도덕적 기준을 발달시

셋째, 의과대학생의 전문가적 행동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

키는 것이다. 의과대학생은 아직 의료인은 아니지만, 졸업생

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대학이 학생에게 기

의 대다수가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의사가 되기 때문에 의과

대하는 전문가적 행동의 요소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대학 재학 시부터 의료인에 준하는 직업 도덕성과 윤리 행동

학생들의 행동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하고, 기대된 행동을 성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즉, 의과대학생은 학습자로서 학업수

취하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부적절한 행동을 조기

행에 필요한 노력을 다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지켜야 할 행동

발견하고 교정해줄 수 있어야 한다.

규범과 윤리를 준수해야 하며, 동시에 예비 의료인으로서 의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모니터링 및 중재 시스템을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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