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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학전문직업성 교육과정에서의 ‘전문직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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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Status of  ‘Professional  Identity Formation’ Education  in  the Medical
Professionalism  Curriculu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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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the medical professionalism curriculum in Korea to suggest a 
plan to move towards the formation of a professional identity. Professionalism education data from 28 
Korean medical schools were analyzed, including the number of courses, required or elective status, 
corresponding credits, major course contents, and teaching and evaluation methods. Considerable variation 
was found in the number of courses and credits in the professionalism curriculum between medical schools. 
The course contents were structured to expand learners’ experiences, including the essence and knowledge 
of professionalism, understanding of oneself, social interaction with others, and the role of doctors in society 
and the healthcare system. The most common teaching methods were lectures and discussions, while reflective 
writing, coaching, feedback, and role models were used by fewer than 50% of medical schools. Written 
tests, assignments and reports, discussions, and presentations were frequently used as evaluation methods, 
but portfolio and self-evaluation rates were relatively low. White coat ceremonies were conducted in 96.2% 
of medical schools, and 22.2% had no code of conduct.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e author suggests 
that professional identity formation should be explicitly included in learning outcomes and educational contents, 
and that professional identity formation courses need to be added to each year of the program. The author 
also proposes the need to expand teaching methods such as reflective writing, feedback, dilemma discussion, 
and positive role models, to incorporate various evaluation methods such as portfolios, self-assessment, 
and moral reasoning, and to strengthen facult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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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의학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좋은 의사’를 양성하는 것이다. 좋

은 의사는 임상역량과 의사소통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윤리적 및 

법적 이해를 기반으로 수월성, 휴머니즘, 이타주의, 사회적 책무성과 

같은 핵심 가치를 진료상황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1]. 최근 의학교

육 추세는 ‘전문직 정체성 형성(professional identity formation)’이 

의학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2-4]. 전문직 정체

성은 의과대학 또는 전공의 교육의 과정에 있는 의과대학생이나 

전공의로 하여금 사회가 의사에게 기대하는 일련의 가치와 성향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통합시키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전문가답게 생각

하고, 행동하고,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3,5]. 전문직 정체성 형성은 

전문직으로 살아가는 생애 전 과정에 걸쳐 진행되는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능력을 통합하는 평생의 과정이다[6]. 이는 개인적 수준의 

발달과 직업적 수준의 발달을 동시에 포함하는 사회적 구성 과정이

며[4,7], 직업적 성공, 심리적 건강 및 사회적응과 관련이 있다[8]. 

따라서 의과대학에서는 전문직 정체성 형성을 핵심 교육목표로 설정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설계와 효과적인 교육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3,9].

역사적으로 보면 개념으로서의 전문직 정체성 형성은 히포크라

테스 시대부터 있어 왔지만[3], 교육실천으로서의 전문직 정체성 

형성은 전문직업성 교육의 범주에서 암묵적으로만 다루어지다가 

최근 들어 명시적으로 교육할 것이 강조되고 있다. 몇몇 연구에 

따르면 전문직업성 교육은 덕목 기반, 역량 기반, 정체성 형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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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방식으로 강조점이 변해왔다[2,5]. 즉 전문직업성에 대한 개념 

정의와 인식 틀 또는 가정이 변해감에 따라 교육의 목표와 내용, 

교수법, 그리고 평가방법도 수정되거나 새롭게 창조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2,5].

덕목 기반(virtue-based) 또는 윤리적 접근방식은 품성을 갖춘 

사람을 좋은 의사로 정의하며, 내적인 마음의 습관, 덕성(moral 

character), 추론능력, 돌봄과 연민 같은 인간적인 자질을 갖추도록 

교육할 것을 강조한다. 행동 기반(behavior-based) 접근방식은 좋

은 의사는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며, 

교육에서는 이러한 역량을 입증하기 위한 마일스톤, 역량, 관찰 가능

한 행동의 측정을 강조한다. 정체성 형성(identity formation) 접근방

식은 의사가 자신의 다양한 지위와 역할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일관된 자아 이미지로 통합하는 정체성 발달과정과 지역사회에서의 

사회화를 강조한다[7]. 즉 좋은 의사는 의사에게 사회가 기대하는 

일련의 가치와 성향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통합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며, 교육은 학생들이 더 높은 수준의 전문직 정체성 형성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2]. 

이와 같은 세 가지 인식 틀의 변화는 전문직업성의 개념이 의사 

개인의 영역에서 타인과의 관계 및 사회 속에서 의사의 책무를 강조

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재구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에는 전

문직 정체성 형성을 위한 교육방법과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도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10-14].

전문직업성(professionalism), 전문직 정체성(professional identity), 

전문직 정체성 형성(professional identity formation)은 동일한 개념

이 아니다. 전문직업성에 대한 많은 정의는 ‘전문가에게 기대되는 

행동의 입증’을 강조한다[3]. 예컨대, ‘대중의 의사에 대한 신뢰를 

뒷받침하는 일련의 가치, 행동 및 관계’라는 Royal College of 

Physicians of London 정의는 전문가의 행동의 입증을 강조한다[3]. 

이러한 정의를 따를 경우, 일련의 특성, 가치 및 신념을 평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직업성 교육은 개념적 정의를 관찰 가능한 

행동으로 조작적으로 재정의하고 측정하는 것에 초점을 두게 된다. 

‘전문직 정체성’의 개념은 특정 행동보다는 주체의 자기인식과정이 

강조된다. Erickson [15]에 따르면 정체성은 ‘나는 누구인가와 관련

된 자기의식’이다. 즉 ‘자기 내적인 요소들을 종합하여 동일하고 

연속적으로 자기를 유지하며, 타인과 사회와의 사이에서 자기인정

과 확신을 포함하는 자기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15]. 이러한 정의를 

적용하면, ‘의사의 전문직 정체성은 의사직의 특성, 가치 및 규범이 

내면화되는 과정으로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단계적으로 달성되어 

결과적으로 개인이 의사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게 되는 자아

의 표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3]. ‘전문직 정체성 형성’은 개인적 

수준과 집단수준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적응상의 발달과정’으로, 

개인수준의 심리발달과 집단수준의 사회화를 포함한다[7]. 이러한 

정의를 따르면 ‘전문직 정체성 형성’ 교육은 개인의 속성과 집단에서

의 역할, 그리고 사회공동체 속에서 특정 행동의 추구를 통해 도달하

려는 가치체계와 그것에 대한 자아인식 개발에 교육목표를 두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세 가지 용어는 개념상 차이가 있지만 상호배타

적이라기보다는 수단적이거나 포섭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전문직업성 교육목표에서 강조되는 ‘의사가 입증해야 할 행동’은 

의과대학 및 전공의 교육과정에서 전문직 정체성이 발달하고 있는지

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이 되며[3], ‘전문적 정체성’ 개념이 담고 있는 

‘행동주체의 자아인식’은 ‘전문직 정체성 형성’ 교육에 포함되기 때

문이다.

전문직업성 교육에서 의사의 전문적 역할을 개별적이고 측정 가

능한 역량으로 변환하여 측정하는 역량 기반 접근방식은 ‘의사가 

되어가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의미 탐색과 의사의 역할이 미래의 

의사의 정체성 발달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간과하였다[7]. 전문

직 정체성 형성에 초점을 두는 접근방식은 의학교육과정 중에 개발

된 역량과 의사의 정체성 형성 간의 상호 관련성을 이해하고, 의사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다 광범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야를 제공한다

[7]. 따라서 전문직 정체성 형성 교육은 기존의 역량 기반 접근방식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직업성 교육에 대한 보다 다양한 담론을 

확장하는 틀로 살펴보아야 한다[3,7]. 이러한 맥락에서 서구에서는 

전문직 정체성의 형성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7,16-20], 다양한 심리학 및 발달이론이 이론적 토대가 되고 있다

[15,21,22].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직업성 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덕목 

기반 또는 역량 기반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전문직업성

은 의사가 갖추어야 할 주요 속성이나 자질과 역량 요소라고 간주하

고 각 요소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자기평가 연구를 수행한 연구들

[23,24], 전문직업성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들[25,26], 교육과정의 목적을 전문직업성의 기초자질 함양으

로 설정하고 교육과정의 평가와 구성을 연구한 것들이 있다[27]. 

2017년 ‘한국의과대학 ․ 의학전문대학원협회’에서 발간한 ｢기본의

학교육 학습성과: 사람과 사회 중심｣에는 ‘의사의 직업 정체성’ 용어

가 사용되어 ‘전문직 정체성 형성’이 우리나라 기본의학교육의 주요

한 학습성과로 기술되었다[28], 최근 들어 ‘전문직 정체성’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 전문직 정체성 형성이 

전문직업성 교육의 중심 목표로 정착되고 있지 않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전문직 전체성 형성은 전문직업성 교육

의 범주에서 교육되어왔기 때문에 전문직 정체성 형성 교육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문직업성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는 우리나라 기본의학교육 현장의 전문직업성 교육과정

을 검토한 후 전문직 정체성 형성 교육현황을 파악하고 ‘전문직 정체

성 형성’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한 교육의 확대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전문직업성 관련 교과목의 개설현황(교

과목 수, 학점 및 학년), ‘전문직 정체성 형성’ 교육의 내용구조,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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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No. of medical schools (%)
Location of medical schools
 Seoul, Gyeonggi, Incheon  6 (21.4)
 Daegu, Gyeongbuk  3 (10.7)
 Busan, Ulsan, Gyeongnam  6 (21.4)
 Gangwon  3 (10.7)
 Daejeon, Sejong, Chungnam, Chungbuk  6 (21.4)
 Gwangju, Junnam, Junbuk, Jeju  4 (14.4)

Range of no. of students in medical schools (based on entrance quotas)
 ≥101  8 (28.6)
 51–100  9 (32.1)
 ≤50 11 (39.3)

Total  28 (100.0)
a)Three graduate medical schools were included.

Table 1. Location of the medical schools analyzed and the number of studentsa)

Figure 1. Data analysis procedure and steps.

교육방법 및 평가방법을 파악하고 우수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자료수집 대상 및 방법

이 연구는 전국 40개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과대학 

또는 대학)에 2020학년도를 기준으로 개설된 전문직업성 교육과정

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1차 자료조사와 수집은 각 대학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전문직업성 교과목의 명칭과 개설 학년, 필수선택 

여부, 학점을 열람하여 Microsoft Excel (Microsoft Corp., Redmond, 

WA, USA)에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2차 조사는 각 의과대

학의 의학교육 전문가 또는 전문부서에 이메일을 보내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내용에 대한 검토와 부정확한 정보의 수정 또는 누락 과목의 

보완을 요청하였다. 추가로 전문직업성 관련 교과목별로 주요 수업

내용 또는 주제(교육내용), 수업방법, 평가방법을 직접 기술해 달라

고 요청하였다. 아울러 화이트코트 세리모니(White Coat Cere-

mony)와 행동 규범(Honor Code)의 운영 여부를 조사하였다.

일부 항목에 대해 개방형 직접기술방식을 사용한 이유는 전문직

업성 교육과정의 특수성과 복잡성 때문이었다. 기초의학 및 임상의

학 교육과정과 달리 전문직업성 교육과정은 대학마다 교과목의 명칭

이 너무 다르고 교과목별로 포함하는 교육내용의 범위도 매우 상이

하다. 따라서 객관식 설문지 제작에 어려움이 있었고, 전문직업성의 

개념과 정의조차 조사 응답자 간에 인식의 편차가 클 수 있어서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설문조사방식보다는 개방형 자유기술방식이 

각 대학의 교육과정 현황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응답결과의 타당

성을 확보하기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자유기술 항목에 대해

서는 연구자가 예시를 제시하여 응답자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자료

수집기간은 2020년 1월 28일부터 2월 19일까지였다. 40개 조사대

상 대학 중 28개(70%) 대학이 응답하였다. 분석대상 대학의 소재지

와 학생 수는 Table 1과 같다.

2. 분석방법

분석대상 자료는 문서형태였다. 자료의 내용은 서술식 내용과 

양적 수치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분석방법은 자료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질적 분석과 양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즉 전문직업성 교육

과정 개설 교과목 수, 개설 학년, 학점 수, 필수 ․ 선택 여부와 같은 

양적 자료에 대해서는 빈도분석을 하였고, 교과목별 주요 교육내용

은 내용분석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내용분석의 과정은 Figure 1과 같다. 저자는 먼저 응답

자가 직접 기술한 교과목별 주요 교육내용을 여러 번 읽고 탐색하면

서 ‘핵심 단어(key word)’를 추출하였다. 핵심 단어 추출과정의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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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tructure of teaching contents in professional identity formation 
courses.

도 확보를 위해 학부 4학년 연구보조원 한 명과 멀티로 작업하였다. 

연구자는 먼저 연구보조원에게 핵심 단어 추출방법을 상세히 설명하

였고, 연구보조원과 연구자가 각각 따로 핵심 단어를 코딩한 후, 

둘 사이에 불일치하는 단어는 연구자가 2차로 검토하면서 최종 포함

하거나 수정 또는 배제하였다. 한 교과목에서 동일한 단어가 반복되

는 경우 배제하였고, 어디에도 잘 들어맞지 않는 핵심 단어(예: 그리

스도, 대중문화 콘텐츠 등)는 따로 메모하면서 비슷한 테마에 포함하

거나 배제하였다.

핵심 단어 추출과정에서 저자는 교과목 명칭과 개설 학년, 필수

․ 선택 여부 등과 교육내용의 관련성을 탐색하면서 가능한 기술된 

맥락을 반영하고자 하였고 중요한 단어의 누락이 없도록 고려하였

다. 한 교과목에 기술된 내용에서 여러 개의 핵심 단어를 추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중복코딩을 하였다. 예컨대 주요 교육내용이 “의학

에 대한 이해와 주요 의학자 중 역할모델 찾기, 의료정책 및 의사 

관련 책을 읽고 토론 및 글쓰기, 생명윤리, 의사와 사회, 바람직한 

의사상”이라고 기술된 경우, ‘의사 역할 탐구,’ ‘의료정책,’ ‘의학과 

독서,’ ‘생명윤리,’ ‘의사와 사회,’ ‘바람직한 의사상’의 6개 핵심 단어

를 추출하였다.

다음은 추출된 핵심 단어를 토대로 ‘전문직 정체성’의 관점에서 

자료의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 범주화하였고, 중요한 범주에 대한 

테마(theme) 정하기의 과정을 통해 핵심 단어와 범주, 테마의 관계를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전문직업성 교육과정의 내용구조를 조망하고

자 하였다. 핵심 단어는 유사성에 따른 범주화(categorizing)와 인접

성에 따른 연결(connecting)전략을 사용하면서 분류, 감소, 배열하

였다. 범주화 전략은 다양한 교육내용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내 

분류하는 방법이고, 인접성 전략은 자료와 맥락 간의 관계를 연결하

여 각 내용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내는 방법이다[29]. 

패턴 찾기와 범주화, 테마 정하기와 같은 일련의 자료분석과정은 

연구자의 경험과 직관에 의존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의 통찰력

을 확장하기 위해 전문직 정체성 형성 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를 중간

중간에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선행연구자들은 전문직 정체성 형성 

교육내용의 범위를 어떻게 포함 또는 배제하였는지 지속적인 검토를 

하였다.

결  과

1. 우리나라 전문직업성 교과목 개설현황

28개 의과대학에 개설된 전문직업성 관련 총 교과목 수는 최대 

37개에서 최소 5개까지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6개(57.1%) 

대학은 모든 개설과목을 필수로 정하고 있었고, 12개(42.9%) 대학

은 선택과목을 최소 1개에서 최대 18개까지 두었다. 필수과목 수도 

최대 33개에서 최소 5개로 대학별 편차가 컸다. 전체 학년에 개설된 

필수과목 수가 20개 이상인 대학은 2개였고, 20개 미만에서 10개 

이상인 대학이 18개, 10개 미만인 대학이 8개였다. 대부분 대학은 

선택과목보다 필수과목의 비중이 컸지만, 일부 대학의 경우 필수과

목보다 선택과목 수가 더 많거나(ID12, ID25) 선택과목 비중이 40% 

이상을 차지하는 대학(ID8, ID13)도 있어서 총 교과목 수가 많다고 

해도 학생들이 이수하는 전문직업성 과목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14개(50%) 대학은 의예과 1학년부터 의학과 

4학년까지 전 학년에 걸쳐 전문직업성 교과목이 연속적으로 개설되

었던 반면 나머지 절반의 대학은 1개에서 3개 학년까지 전문직업성 

교과목이 개설되지 않았다(Table 2).

2. 전문직업성 교육과정에 나타난 '전문직 정체성 형성' 교육의 

내용구조

교과목별 주요 교육내용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전문직 정체성 

형성 교육의 내용구조는 15개의 범주와 4개의 테마로 축소되었다. 

즉 교육내용은 전문직업성에 대한 인지 기반이 되는 지식과 이론을 

포함하여 자신에 대한 이해, 타자와의 관계, 그리고 전체 사회와 

보건의료시스템 속에서 의사의 역할을 탐색하면서 학습자의 경험을 

확장해가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다. 4개 테마의 명칭은 범주의 

내용 특성을 반영하여 (1) 전문직업성에 대한 지식 기반, (2) 자기이

해와 발달, (3) 타자와의 상호작용, (4) 사회와 보건의료시스템 속의 

의사로 명명하였다(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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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school ID
No. of courses by school yearb) No. of required/elective courses (corresponding credits)c)

Year 1 Year 2 Year 3 Year 4 Year 5 Year 6 Required Elective Total
01  0 0 9  8 3 1 21 (21)  0 21 (21)
02  3  (5)d) 1  3 1 2  7 (10)  8 (14) 15 (24)
03 - - 2  2 2 1  7 (12)  0  7 (12)
04  2 1 0  4 2 0  9 (15)  0  9 (15)
05  0 4 2  0 4 2 11 (18)  1 (1) 12 (19)
06  0 3 2  0 2 3 10 (19)  0 10 (19)
07  2 1 1  1 3 1  9 (12)  0  9 (12)
08  3 7 5  7 1 2 15 (17) 10 (10) 25 (27)
09  2 1 0  6 0 5 10 (13)  4 (5) 14 (18)
10  5 2 2  3 5 2 19 (27)  0 19 (27)
11  4 2 2  0 1 2 11 (15)  0 11 (15)
12  7 5 0  1 4 2  7 (9) 12 (22) 19 (31)
13  3 6 7  6 0 1 12 (25) 11 (19) 23 (44)
14  2 2 2  3 1 1 11 (15)  0 11 (15)
15  1 5 4  3 2 1 16 (21)  0 16 (21)
16  2 2 3  2 4 3 16 (24)  0 16 (24)
17  7 2 0  3 0 2 13 (25)  0 14 (25)
18  1 3 1  2 3 1 12 (20)  0 11 (20)
19  3 3 2  0 4 4 11 (13)  5 (7) 16 (20)
20  4 2 5  4 2 1 18 (31)  0 18 (31)
21  0 2 0  1 0 2  5 (12)  0  5 (12)
22  5 2 1  1 1 1 10 (21)  1 (2) 11 (23)
23  4 4 2  3 0 0 13 (24)  0 13 (24)
24  5 3 3  2 1 1 13 (19)  2 (0) 15 (19)
25  0 2 9 10 3 1  7 (7) 18 25 (29)
26 - - 5  3 1 2 11 (-) - 11 (- )
27  0 0 2  2 0 2  6 (7)  0  6 (7)
28 18 7 2  3 4 3 33 (45)  4 (8) 37 (53)

a)Three graduate medical schools as of 2020 were included. b)Years 1 and 2 include pre-medical courses and years 3 to 6 include medical courses. c)Required 
courses included liberal arts and medical major courses. Elective courses included only medical major courses. Among medical major courses, forensic medicine,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and research courses were excluded from the analysis. d)Refers to scheduled courses in 2022.

Table 2. Medical professionalism courses in 28 medical schoolsa)

1) 전문직업성에 대한 지식 기반

테마 1 ‘전문직업성에 대한 지식 기반’에는 4개 범주가 포함되었

다. 범주 1은 ‘전문직업성의 개념과 의미 탐색’으로, 전문직업성의 

의미와 핵심 가치, 의사의 가치관, 의사의 정체성 같은 내용을 포함하

였다. 범주 2는 ‘전문가가 갖추어야 할 덕목 또는 역량’으로, 의사에

게 기대되는 인성, 자질, 가치관, 소양이나 소통, 협력, 리더십 같은 

역량을 기술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범주 3 ‘의사 및 전문직 발달의 

역사’에는 의료전문직의 형성과 변화과정, 의학의 역사와 중요한 

의학적 사건들을 다루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범주 4 ‘인간과 삶에 

대한 이해를 위한 인문사회학’에는 의학과 철학, 문화, 음악, 심리학 

등 인간과 삶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범주

별 핵심 단어 예시는 부록 1 참조). 교과목별 주요 교육내용에서 

테마 1의 핵심 단어를 추출한 방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현대사회는 (중략) 전문성 본래의 의미뿐만 아니라 의료인들

이 가져야 할 윤리성, 책무성, 소통능력과 관계성 등을 이론적

으로 아는 것과 동시에 실천적 행동을 할 수 있기를 요구하고 

있다. (중략) 가장 기초적인 전문성의 개념과 의미뿐만 아니라 

‘윤리,’ ‘책무,’ ‘소통,’ ‘관계’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역량에 대해서 이론적 강의와 함께 사례분석과 

학생들과의 토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테마 1: 범주 1, 범주 

2; 대학 ID=01, “의료전문성과 진로설계 1”, 의학과 1학년, 

필수, 1학점)

2) 자기이해와 발달

인간은 누구나 독특한 개체이다. 테마 2 ‘자기이해와 발달’은 개인

적 발달과 관련된 3가지 범주를 포함하였다. 범주 1은 ‘자기성찰 

및 이해’로, 비전과 사명, 삶의 의미, 자기이해(성격, 가치관, 생각, 

감정 등)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였다. 범주 2 ‘자기계발과 자기관리’에

는 자기관리, 자기 돌봄, 자기계발, 자아형성, 자기표현 등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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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s/category No. of medical schools (%)
Knowledge foundation of medical professionalism
 1. Understanding the concept and meaning of professionalism 20 (71.4)
 2. Virtues and competencies of experts 20 (71.4)
 3. History of medicine and professions 19 (67.9)
 4. Humanities and sociology for understanding human and human life 21 (75.0)

Self-understanding and development
 1. Self-reflection and self-awareness 17 (60.7)
 2. Self-management and self-development  9 (32.1)
 3. Career development: career exploration and planning 16 (57.1)

Social interaction with others
 1. Communication with publics 11 (39.3)
 2. Communication skills in clinical practice 26 (92.9)
 3. Medical/bio/research ethics 28 (100.0)

Doctors as a part of society and the healthcare system
 1. Understanding healthcare and society 22 (78.6)
 2. Understanding the community 10 (35.7)
 3. Understanding the healthcare system (policies, structure, management, etc.) 19 (67.9)
 4. Understanding of the legal aspects of medicine 24 (85.7)
 5. Patient safety 16 (57.1)

Table 3. Categorized teaching contents of professional identity formation courses and the number of medical schools including those contents in their courses (N=28)

포함하였다. 범주 3 ‘진로설계와 탐색’에는 진로설계, 진로탐색, 진로

개발, 전공탐색, 다양한 직업군 이해를 다루는 내용을 포함하였다(부

록 1). 한 교과목에서 다양한 핵심 단어가 추출되는 경우, 한 교과목

의 내용이 여러 개의 범주로 중복 처리되었다(아래 인용문 참조).

현대 의료환경의 급격한 발전과 변화로 의사 직종의 다양화

에 대해 이해하고,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관 능력을 키워 진로

선택에 활용할 수 있다. (테마 2: 범주 1, 범주 2, 범주 3, 

대학 ID=08, “의료입문(1): 의학입문 및 체험실습” 예1, 필

수, 2학점)

3) 타자와의 상호작용

테마 3 ‘타자와의 상호작용’에는 세 가지 범주를 포함하였다. 범주 

1은 ‘일반적 의사소통’으로, 의사소통에 관한 이론과 지식, 일반인과

의 의사소통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범주 2 ‘의료상황에서의 

의사소통’은 의학 면담의 기초이론, 환자 및 보호자와의 의사소통, 

어려운 상황에서 의사소통, 동료 또는 타 직종 의료인과의 의사소통 

같은 내용을 포함하였다. 범주 3 ‘생명 ․ 의료 ․ 연구윤리’에는 의료윤

리의 원칙, 임상상황에서의 윤리, 연구윤리 관련 내용을 포함하였다. 

생명윤리와 연구윤리는 의료윤리와 함께 묶어서 가르치는 대학이 

많아서 세 가지를 같이 한 범주로 포함하였다.

오늘날 의사들은 의료행위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 사회적, 그리

고 윤리적인 문제들을 인식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본 강좌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의 내용과 그에 

합당한 의료행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적절한 대응능력을 갖추

도록 한다. (테마 3: 범주 3, 대학 ID=05, “의료윤리학”, 의학과 

1학년, 필수, 1학점)

4) 사회와 보건의료시스템 속의 의사

테마 4 ‘사회의 보건의료시스템 속의 의사’에는 5개 범주가 포함

되었다. 범주 1은 ‘의료와 사회의 관계’로, 의사와 사회, 의료와 사회, 

의사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 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었다. 범주 

2 ‘지역사회 이해’에는 일차진료, 지역사회에서 의사의 역할, 지역사

회 의료기관 이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범주 3 ‘보건의료시스

템’에는 의료제도, 정책 및 관리체계 등 보건의료 제반 현상에 사회 

시스템적 접근 관련 지식이 포함되었다. 범주 4 ‘보건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이해’에는 의료 관련법과 의료행위의 법적인 측면을 다루

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범주 5 ‘환자안전’에는 의료팀 구성원으로서

의 리더십과 전문직종 간 의사소통, 위기관리 등 시스템적 관점에서 

환자안전과 의료 질을 다루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의사의 사회적 책무를 이해하고, 의사가 갖추어야 할 사회적 

역량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 의학의 발전과 다양성을 고려한 

건강의 사회적 맥락을 파악하고, 지역사회의 보건자원 관련 

지식과 의료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습득한다. 의료제도와 의료

윤리 관련 사회적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테마 4: 범주 1, 범주 2, 범주 3, 대학 ID=09, “환자 ․ 의사

․ 사회 2”, 의학과 2학년, 필수, 1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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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ing methods No.of medical schools (%)
Lecture (direct instruction) 26 (100.0)
Discussion 22 (84.6)
  Small group discussion 19 (73.1)
  Case discussion/case study 16 (61.5)
Flipped learning  4 (15.4)
Collaborative learning 20 (76.9)
  Team-based learning 10 (38.5)
  Problem-based learning  5 (19.2)
  Collaborative learning 10 (38.5)
  Project-based learning 10 (38.5)
Practice/simulation 21 (80.8)
  Practice 16 (61.5)
  Standardized patient interview 11 (42.3)
Role modeling/play 11 (42.3)
  Role modeling  2 (7.7)
  Role play  9 (34.6)
Workplace learning 12 (46.2)
Coaching/feedback 11 (42.3)
  Coaching  2 (7.7)
  Feedback  9 (34.6)
Writing 14 (53.8)
  Reflective writing 12 (46.2)
  Report  3 (11.5)
Seminar/colloquium  7 (26.9)
Interviews, quizzes  3 (11.5)
Mindfulness  1 (3.8)
Two medical schools that did not respond were excluded.

Table 4. Number of medical schools using teaching methods in more than
one course (N=26)

Evaluation methodsa) No. of medical schools (%)
Written tests (including quizzes) 25 (96.2)
Assignment and reportsb) 22 (84.6)
Presentation 22 (84.6)
Observation (interview, performance, role play) 18 (69.2)
Essay 18 (69.2)
Peer review 15 (57.7)
Attendance 15 (57.7)
Portfolio  5 (19.2)
Project  4 (15.4)
Self-assessment  4 (15.4)
a)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s were excluded from the analysis. 
b)One case of a “critical incident report on lapse” was included in this 
category.

Table 5. Number of medical schools using evaluation methods in more than
one course (N=26)

5) 우리나라 ‘전문직 정체성 형성’ 교육내용의 범주별 현황

위에서 기술한 4개 테마와 15개의 범주별 교육내용을 최소 한 

과목 이상에서 다루고 있는 대학의 현황은 Table 3과 같다. 결과를 

보면 ‘의료윤리’는 분석대상이 된 28개 모든 대학이 다루고 있었고, 

‘의료상황에서의 의사소통’은 26개(92.9%) 대학이 다루었다. ‘보건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이해’를 다루는 대학은 24개(85.7%)였고, 

‘의료와 사회의 관계’ 22개(78.6%), ‘인간과 삶에 대한 이해를 위한 

인문사회학적 기초’ 21개(75.0%), ‘전문직업성의 개념과 의미 탐색’

과 ‘전문가로서의 덕목, 역량’은 각각 20개(71.4%) 대학이 다루고 

있었다. 교육내용에 가장 적게 포함된 범주는 ‘자기계발 및 자기관리’

가 9개(32.1%), 일반적 의사소통 11개(39.3%), ‘진로탐색 및 설계’ 

16개(57.1%)였다. 테마별로 보면, 약 25%–32%의 대학이 ‘전문직업

성에 대한 지식 기반’을 다루지 않았고, ‘자기이해와 발달’에서는 

범주별로 39.3%–67.9%의 대학이 가르치지 않았으며, ‘타자와의 상

호작용’에서는 ‘일반적 의사소통’과 ‘의료상황에서의 의사소통’을 

각각 60.7%와 7.1%의 대학이 다루지 않았다. ‘사회와 보건의료시스

템 속의 의사’에서는 ‘환자안전’ 42.9%, ‘의료와 사회의 관계’ 21.4%

의 대학이 교육내용에 포함하지 않았다.

3. ‘전문직 정체성 형성’ 교육방법 및 평가방법

1) 교육방법

‘전문직 정체성 형성’ 교육을 위한 수업방법은 응답자가 전문직업

성 관련 교과목별로 직접 기술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자료수집 시에 

연구자가 예시로 강의, 팀바탕학습, 문제바탕학습, 사례연구, 소그룹

토론, 프로젝트학습, 현장체험, 성찰적 글쓰기, 역할모델, 표준화환

자 면담, 강점탐구 등의 수업방법을 안내하였고, 응답자들은 예시를 

포함한 다양한 수업방법을 기술하였다.

결과를 보면 26개 대학에서 총 11개 유형의 수업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모든 대학이 최소 한 과목 이상에서 ‘강의’

를 사용하고 있었고, ‘토의 ․ 토론’이 22개(84.6%), ‘실습(시뮬레이

션)’ 21개(80.8%), ‘협력학습’ 20개(76.9%) 대학 순으로 많았다. 

‘성찰적 글쓰기와 보고서’를 한 과목 이상에서 사용하는 대학은 14개

(53.8%)였다. ‘현장체험’은 12개(46.2%) 대학에서, ‘코칭과 피드백,’ 

‘역할모델이나 역할극’은 각각 11개(42.3%) 대학이 활용하고 있었

다. 그 밖에 플립러닝, 명상훈련, 인터뷰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2) 평가방법

교과목별로 26개 대학의 응답자가 직접 기술한 평가방법 내용을 

분석하였다. 자료수집 시에 연구자는 예시로 지필시험, 자기평가, 

성찰적 글쓰기, 관찰평가, 동료평가, 중요사건 보고서 등의 평가방법

을 예시하였다.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의과대학은 10가지의 평가방

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25개 대학이 최소 한 과목 

이상에서 ‘지필고사’를 사용하고 있었고, ‘과제 및 보고서,’ ‘토론발표’

는 22개 대학에서 활용하고 있었다. 면담, 수행평가, 역할극을 포함한 

‘관찰평가’와 ‘에세이’를 사용하는 대학이 18개였다. ‘동료평가’와 

‘출석’은 각각 15개 대학에서 평가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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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평가, 프로젝트 평가, 자기평가 방법이 조사되었다.

4. 상징과 의식: 화이트코트 세리모니와 행동 규범

화이트코트 세리모니는 의과대학에서 임상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처음으로 흰 가운을 입는 착복식 행사이다. 이 의식은 학생들이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직접 만나기 전에 의사의 소명과 ‘의사됨’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휴머니즘을 겸비한 의사의 자질과 능력을 다시 

한번 성찰하는 기회가 된다. 행동 규범(Honor Code)은 과정 이수 

중 또는 임상실습과정 중에 의과대학생들이 적절한 전문적 및 개인

적 자질을 갖추었음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행동들이다. 이러한 의

식과 규범은 전문직 정체성을 개발하는 데 있어 학생과 교수 모두에

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30]. 우리나라에서 화이트코트 세리모니 행

사를 개최하는 대학은 응답한 대학 중 25개(96.2%)였고, 한 곳

(3.8%)만이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생 행동 규범을 

가지고 있거나 제작 중인 대학은 21개(77.8%), 없는 대학은 6개

(22.2%)였다.

5. 전문직 정체성 형성 교육 우수사례

전문직 정체성 형성 교육 우수사례는 대학별로 응답자가 대표 

과목으로 선정해준 것과 교과목 내용에 대한 설명을 근거로 연구자

가 판단한 12개 교과목(과정) 사례를 선정하였다(부록 2). 이 과목들

을 우수사례로 선정한 근거는 첫째, 전문직 정체성과 관련된 의사의 

자질이나 덕목, 역량을 분절된 지식 위주로 가르치지 않고 통합과정 

내에서 다루거나 임상상황이나 주제와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다룬다

는 것이었다(ID 05, ID 09, ID 16, ID 17). 둘째, 진료현장 또는 

환자체험 기회를 제공하거나(ID 08, ID 22),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전공의 또는 외부 연자를 교육에 참여시키는 점이었

다(ID 10, ID 17, ID 21). 셋째, 우수 교과목 사례의 교육방법은 

대부분 강의 외에도 전문직 정체성 형성 교육방법으로 효과적인 

에세이 쓰기, 딜레마 이슈 또는 증례에 대한 소그룹토론, 실제 환자 

또는 표준화환자 면담, 문제바탕학습 또는 프로젝트 학습형태의 협

력학습 방법을 포함하고 있었다. 넷째, 평가방법은 자기평가, 에세이 

평가, 자기성찰 보고서, 조별활동 보고서, 토론 및 발표평가 등을 

활용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평가방법은 전문직 정체성 형성을 위한 

자기성찰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었다(상세한 내용은 부록 2 참조).

고  찰

이 연구는 우리나라 ‘전문직 정체성 형성’ 교육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문직업성 교과목 개설현황, 주요 교육내용, 교육방법 및 

평가방법을 조사하였다. 결과를 보면 대학별로 개설된 전문직업성 

관련 총 교과목 수와 학점은 학교마다 편차가 컸다. 총 개설 교과목을 

필수로 정하고 있는 대학도 있었지만, 선택 비중이 큰 대학도 있어서 

총 교과목 수가 많다고 해서 학생들이 이수하는 과목 수가 반드시 

비례한다고 볼 수는 없었다. 분석대상 대학 중 절반은 전 학년에 

걸쳐 매 학년에 연속적으로 전문직업성 관련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었고 나머지 절반은 1–3개 학년에 공백이 있었다. 교육내용은 

전문직업성에 대한 지식 기반, 자기이해와 발달, 타자와의 상호작용, 

그리고 사회와 보건의료시스템 속의 의사 역할 탐색으로 이해의 

지평을 확대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었다. 교육방법은 강의, 토의

․ 토론, 실습, 협력학습, 성찰적 글쓰기, 현장체험, 코칭과 피드백, 

역할모델 등을 사용하고 있었고, 평가방법은 지필고사, 과제 및 보고

서, 관찰평가, 에세이 평가와 동료평가,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평가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전문직 정체성 형성 교육의 확대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전문직업성 관련 교과목에 ‘전문직 정체성 형성’을 명시적

인 학습성과나 교육내용으로 표현해야 한다. 내용분석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전문직업성 관련 교과목에 ‘전문직 정체성’이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되지 않았다. 의료 전문가로서의 생각이나 행동은 명확한 

목표 없이 성공적으로 가르치거나 배우기 어렵다[31]. 과거에는 교

육목표가 주로 전문직업성에 대한 지식 기반의 이해에 있었고, 전문

직 정체성 형성은 대부분의 교육프로그램에 명시된 목표가 아니었다

[3]. 이제는 강조점이 전문직 정체성 형성의 개념을 중심으로 변화되

고 있고, 관련 연구와 의학교육자의 이해도 향상되었기 때문에 교과

목의 학습성과와 교육내용에 전문직 정체성 형성을 명시하고 ‘의사

가 되어감’에 대한 교육내용을 확장하고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매 학년에 전문직 정체성 형성 교과목이 연속적, 반복적으로 

배치되도록 교육과정을 편성 ․ 조직할 필요가 있다. 기본의학교육 

기간은 전문직으로의 전환이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이다[32]. 의학 

전(pre-medical), 임상실습 전(pre-clinical), 임상실습 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질적으로 각기 다른 실세계이며, 학생 개개인의 성숙도

와 정체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경험도 다르다. 의과대학 입학 

시 학생들은 초기 적응 스트레스, 자신의 의학 적성에 대한 확신 

부족, 우수한 동료와의 비교에 의한 자존감 하락 등으로 인하여 

의사로서 긍정적인 자기정체성을 개념화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공

부량이 집중되는 의학과 1, 2학년 시기에는 시험성적 불안,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 의학 지식과 기술의 불충분, 실제 

환자와의 접촉 경험 부족 때문에 의사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내면화

하기 어려울 수 있다[31,33-35]. 그러나 임상실습과정 중의 학생은 

환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미래 의사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빠르게 

개념화할 수 있고[36], 실습현장에서 의료시스템의 구조적, 사회적 

측면을 경험하면서 기존에 자신이 갖고 있던 의사의 역할 가치와 

병원 위계구조에 대처하는 의료의 엄중함 같은 다양한 전문직 가치

를 통합해 가면서 의사의 전문직 정체성을 수정하고 발달시켜간다

[34]. 학생들은 의사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할 수 있지만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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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해서 아직 의사는 아니고 ‘의사가 된다는 것’에 대한 내면화도 

부족하다[5]. 따라서 학생들이 학년마다 학생수준에서 고유하게 경

험하는 갈등과 위기를 성찰과 자기관리를 통해 주체적 경험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매 학년에 전문직업성 교육과정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이 연구결과에서 우리나라의 많은 의과대학들은 전문직업

성에 관한 지식 기반, 학생들이 자기와 자신의 미래, 인간과 삶의 

의미를 탐색해볼 수 있는 기회, 특히 타인과의 관계, 전체 사회 속에

서 의사의 역할에 대한 성찰 기회를 가르치고 있었지만, 일부 대학은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 관한 교육내용 중 일부가 전문직업성 교육과

정에 아직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 관한 다양한 영역의 교육내용이 누락이 없도록 가능한 모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앞서 기술하였듯이 전문직 정체성은 인간이 

삶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개인적 또는 직업적 자아로 통합해 가면서 

형성된다[10,37]. 이러한 정체성은 개인 정체성, 관계 정체성, 집단 

정체성의 세 영역에서 발달하는데, 개인 영역은 개인의 특성, 자신의 

신념, 다양한 삶의 경험에 영향을 받고, 관계 영역은 가족, 친구, 

멘토와 같은 중요한 타자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집단 영역은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집단의 영향을 받는다[37]. 이런 관점에서 개인 영역

에서 자기이해와 발달을 위한 자기성찰, 자기계발과 자기관리, 진로

탐색 및 설계를 교육내용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인간은 가족, 

친구, 동아리, 학교, 직장 등 특정 사회집단과 그 집단에서의 역할과 

관련해서만 자신의 자아를 알 수 있다[5,38]. 그러므로 타자와 의사

소통 역량을 증진시키는 과정은 전문직 정체성 형성과 접한 연관

을 가지게 된다[39]. 일반인, 환자와 보호자, 동료와의 관계에서 의사

소통과 윤리에 대한 주제가 정체성 형성 교육과정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38,40]. 전체 사회와 보건의료시스템과의 관계에

서 보면 의료와 정보기술의 발전, 의료에 대한 대중매체의 관심 

증가, 환자 돌봄에 대한 철학과 관리방식의 변화도 의사 전문직 

정체성의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41]. 의과대학에서 환자안전

과 의료직종 간 교육이 강조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하다. 

타 직종 의료인과의 상호작용은 기존에 의사의 역할에 대해 갖고 

있던 생각과 타 의료직종 전문가의 역할을 비교하고 대조해 봄으로

써 의사의 역할과 전문직 정체성에 이해를 밝혀줄 수 있다[42]. 최근 

연구들은 의사의 전문직 정체성에 대한 기술적 변화의 영향에 대해 

개인수준의 전문직 정체성이 지속해서 변화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43,44]. 그러므로 전문직 정체성 형성 교육과정에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는 과정을 포함해야 한다.

한편, 전문직업성 과정을 개별 교과목으로 개설하지 않고, 기초

․ 임상의학 과정과 견고하게 통합되도록 구성하고, 문제바탕학습, 

소그룹활동 등 다양한 학습환경에서 자기성찰을 촉진함으로써 전문

직 정체성 형성이 잘 통합되도록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31,45-47]. 예컨대, 의사소통 교육에서 환자의 증상이나 질병에만 

초점을 두기보다는 전인적 관점에서 환자와 공감적으로 의사소통하

는 방식을 가르칠 수 있다. 의사소통 교육은 단순히 의사소통 역량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전문직 정체성 형성 교육을 통합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치매 환자의 경우, ‘손상된 뇌’에만 

집중하기보다 치료계획 수립 시 환자의 심리상태와 가족관계 같은 

심리 사회적인 요인을 고려하고, 환자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한 의료복지제도를 생각해 보고, 치료계획 수립과정에서 

동료와 상담하는 방법을 배우고, 자신의 미래 신경과 의사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구성함으로써 전문직 정체성 형성을 도울 수 

있다[42]. 이 연구결과에서 도출한 우리나라 전문직업성 교육과정의 

내용구조는 각 대학에서 개설한 교과목 중 부족한 부분과 보충해야 

할 범주가 무엇인지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넷째, 전문직 정체성 형성을 위하여 학생들의 자기성찰을 돕는 

교육방법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 연구결과, 우리나라 의과대학 중에

는 성찰적 글쓰기, 역할모델링, 코칭과 피드백 같은 수업방법을 전문

직업성 관련 교과목에서 사용하지 않는 대학들이 다수 있었다. 강의

보다는 성찰적 글쓰기, 딜레마 토론, 역할모델, 코칭과 피드백, 강점

탐구, 가이드가 있는 토론, 현장학습 등이 성찰학습에 유용하다. 

성찰적 글쓰기는 전문직 정체성 형성과정에서 자각을 돕고 자신의 

경험이 갖는 의미를 깨닫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42]. 개인의 생각, 

행동, 경험에 관한 토론 역시 학생들이 자기성찰을 통해 의사로서 

자신의 삶을 구성해볼 수 있게 한다[31]. 성찰과 토론은 전문직 정체

성을 개발하는 데 있어 중요한 교수법임이 다수의 연구에서 보고되

었다[45,48-50]. 현장학습 또는 실세계와 유사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상황학습 또는 경험을 통한 성찰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51,52]. 피드백은 대화에 참여하는 학습문화를 통해서 학

생들이 자신의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게 하여 전문직 정체성 형성을 

촉진할 수 있다[16,53].

딜레마 토론 또한 전문직 정체성 형성을 위한 유용한 학습방법이

다. 수업토론 자료로 제공되는 딜레마 상황은 학생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가치와 관점을 재검토할 기회를 제공한다[5,15]. 

도전적인 딜레마 상황은 질문하게 하고 비판적 성찰을 통해 핵심 

가치와 비판적 행동을 강화함으로써 전문직 정체성의 개발을 조정하

고 촉진할 수 있다[42]. 학생들이 의과대학 교육과정 중에 경험하는 

중요한 사건도 전문직 정체성 형성의 중요한 기회이다. 의과대학 

입학 후 처음으로 사체를 접하거나, 병원현장에서 의사의 생활을 

실제로 보는 것, 임상실습과정에서 환자의 죽음을 보는 것, 코로나 

감염에 대처하는 의료팀을 목격하는 상황에서 교수자는 학생들에게 

의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성찰과 의미를 유도

하고 전문직으로서의 가치를 내면화하도록 안내함으로써 학생들의 

전문직 정체성 발달을 촉진해야 한다.

정체성 형성과정은 개인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발달인 동

시에 공동체 내에서 개인의 역할과 활동 참여과정에서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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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화 과정이기도 하다[7]. 학생들은 사회적 상호작용과정에서 교

수의 역할모델을 통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받으며[17,18], 

학생들은 교수의 행동을 관찰하고, 신념과 철학을 경청하고, 능력 

또는 무능력에 주목하기 때문에 교수는 매우 중요한 사회화 대행자

이다[54]. 환자, 보호자, 동료, 타 직종 의료인, 일반 대중, 가족 또는 

친구가 어떻게 대우받는가 하는 것은 학생들의 의식과 무의식 수준 

모두에 반응하게 하며 이러한 학습은 대부분 암묵적으로 이루어진다

[17,18]. 동료 학생 그룹도 공유된 관심사와 가치를 강화하거나 새로

운 가치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39,55,56]. 또 의사와 

간호사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보면서 학생들은 진료팀 내에서 팀원

으로서 의사의 능력과 역할에 대해 그 가치를 내면화하는 데 영향을 

받는다[5].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은 의사의 역할을 배우고, 의학의 

언어를 습득하고, 직업구조의 위계와 권력구조를 학습하기 때문에 

역할모델이 중요한 학습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18].

다섯째, 전문직 정체성 형성 교육에 있어서 평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전문직 정체성 평가는 자신이 누구인지, 한 인간으로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전문가로서 어떤 의사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과정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평가방법은 자기평가, 

도덕적 추론평가, 기대되는 전문직업적 정체성의 틀을 기준으로 한 

다자간 피드백 평가 등이 활용될 수 있다[5,57]. 이 연구결과, 우리나

라 전문직업성 관련 교과목의 평가는 지필고사, 과제와 보고서, 토론

발표가 가장 많았고, 약 80% 이상의 대학은 자기평가나 포트폴리오 

평가를, 30% 이상의 대학은 글쓰기 평가를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는 글쓰기 평가가 학생들의 자기평가, 성찰 및 

목표설정을 수행하도록 하여 전문직 정체성 형성 교육에 유용함을 

보고하고 있다[2,3,5,10,53]. 예컨대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서 학생들

의 도덕적 추론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이슈 정하기 테스트(the 

defining issues test)나 피드백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53]. 포트폴리

오 평가를 활용하여 전문직 정체성 학습계획과 성찰, 평가에 학생들

을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즉 포트폴리오 기록 

중 입학 시의 에세이, 과정 중 자기평가, 교수 피드백 등의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성찰하는 자기평가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57]. 

우리나라 의학교육에서 전문직 정체성 형성 평가를 위해서 지필고사 

이외의 다원적이고 다차원적인 평가 및 평가도구를 개발, 적용 및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의과대학 행동 규범이 모든 대학에 확대되어야 한다. 

화이트코트 세리모니와 행동 규범에 대한 서약은 학생들이 학습과정

에서 의사의 공유된 전문직업적 가치를 지키고 윤리적이고 정직하게 

탐구하겠다고 약속하는 전문직 정체성 개발과정의 일부다. 이 연구

결과를 보면 대부분 대학이 화이트코트 세리모니를 운영하는 것과 

달리 행동 규범은 약 22%의 대학이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학생 행동 

규범은 의료를 경험하기 전에 학습자 및 예비 의사로서 학습행위 

또는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학생들에게 

생각하게 한다[30]. 화이트코트 세리모니는 흰색 가운에 의미를 부

여하고 학생들이 이전까지 머물렀던 강의실에서 벗어나 의학을 실천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고 배우는 의료현장으로 나아가는 

시간적, 물리적 경계를 넘나들도록 돕는 의식이다[30]. 의과대학은 

이러한 의식을 통해 인본주의적, 윤리적 실천을 학생들에게 가르치

고 시연하는 것이 중요함을 상기시켜야 한다.

일곱째, 전문직 정체성 형성 교육과정을 설계 ․ 실행 ․ 평가할 의학

교육자를 대상으로 교수개발 교육이 필요하다. 이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과정에서 연구자가 느낀 점 중 하나는 우리나라 의학교육자들에

게 ‘전문직 정체성 형성’ 또는 ‘전문직업성’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혼동이 있고, 그 결과 각 대학의 전문직업성 관련 

교과목에 포함 또는 배제되는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이었다. 협의로 

해석하는 경우, 전문직업성, 의료윤리와 법규, 성찰과 자기계발, 환

자 중심 의사소통 등의 내용만을 전문직업성 관련 과목으로 인식하

였고, 광의로 해석한 경우에는 행동과학, 지역사회의학, 직업환경의

학, 역학 등 의료인문학 교육과정 전반을 포함하는 양상을 보였다. 

전문직 정체성 형성 교육은 해당 지식을 특정 교과에서 직접적인 

교육내용으로 다룰 수도 있고, 기초 ․ 임상 ․ 의료인문학 교육과정과 

견고하게 통합적으로 설계하여 전문직 정체성 형성이라는 학습성과

에 도달할 수도 있다. 따라서 협의와 광의의 해석 모두 타당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전문직업성,’ ‘전문직 정체성,’ ‘전문직 정체성 

형성’ 개념 구분을 명확히 하고[3],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 강조점을 

두게 되면 교육전략도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다[2,7]. 따라서 교육

자는 전문직 정체성 형성의 본질에 대한 내용적 지식을 갖추어야 

하고 가장 적절한 교육방법과 평가방법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교수개발은 학생들의 사회화 과정과 전문직 정체성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확대에 있어서 중요한 조건이 된다

[3,58].

이 연구가 갖는 제한점은 첫째, 자료분석이 대학별로 응답자가 

보고한 내용을 기반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과목 또는 교과목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었거나 실제 수업과 다르게 기술된 경우 연구결

과와 실제 교육현실에 오차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질적 분석방법을 

사용한 교육내용의 범주화는 연구자의 경험과 직관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다른 연구자의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분류가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우리나라 기본의학교육

의 현황을 점검하고 전문직 정체성 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유용한 

통찰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덕목과 역량 중심의 접근방

법을 포함해서 이제는 전문직 정체성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의사가 

되는 것’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접근을 시도할 때이다. 향후 전문직 

정체성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직 정

체성 형성 교육에 적합한 교수법과 평가방법을 도입하고, 전 생애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의과대학생, 전공의, 그리고 의사의 전문직 정체

성 발달과정을 종단적으로 추적하는 연구와 전문직 정체성 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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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하거나 저해하는 개인적 요소와 조직문화적 요소 등에 대한 

다양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감사의 글

연구자료 수집에 협조해 주신 28개 의과대학 ․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님들께 감사드린다.

저자 기여

이영희: 자료수집, 원고 작성, 참고문헌 작성, 전반적인 논문 작성 

활동 수행

REFERENCES

 1. Arnold L, Stern DT. What is medical professionalism? In: Stern DT, 
editor. Measuring medical professionalism.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p. 15-37.

 2. Cruess RL, Cruess SR, Boudreau JD, Snell L, Steinert Y. A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professional identity formation and socialization 
of medical students and residents: a guide for medical educators. Acad 
Med. 2015;90(6):718-25.

 3. Cruess RL, Cruess SR, Boudreau JD, Snell L, Steinert Y. Reframing 
medical education to support professional identity formation. Acad Med. 
2014;89(11):1446-51.

 4. Cooke M, Irby DM, O’Brien BC. Educating physicians: a call for reform 
of medical school and residency. San Francisco (CA): Jossey-Bass; 2010.

 5. Irby DM, Hamstra SJ. Parting the clouds: three professionalism 
frameworks in medical education. Acad Med. 2016;91(12):1606-11.

 6. Bebeau MJ. Evidence based character development. In: Kenny N, Shelton 
W, editors. Lost virtue: professional character development in medical 
education. Oxford: Elsevier; 2006. p. 47-87.

 7. Jarvis-Selinger S, Pratt DD, Regehr G. Competency is not enough: 
integrating identity formation into the medical education discourse. Acad 
Med. 2012;87(9):1185-90.

 8. Skorikov VB, Vondracek FW. Occupational identity. In: Schwartz SJ, 
Luyckx K, Vignoles VL, editors. Handbook of identity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NY): Springer; 2011. p. 693-714.

 9. Burford B. Group processes in medical education: learning from social 
identity theory. Med Educ. 2012;46(2):143-52.

10. Bebeau MJ, Lewis P. Manual for assessing and promoting identity 
formation.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Center for the 
Study of Ethical Development; 2003.

11. Hafferty FW, Gaufberg EH, O’Donnell JF. The role of the hidden 
curriculum in “on doctoring” courses. AMA J Ethics. 2015;17(2):130-9.

12. Helmich E, Bolhuis S, Dornan T, Laan R, Koopmans R. Entering 
medical practice for the very first time: emotional talk, meaning and 
identity development. Med Educ. 2012;46(11):1074-86.

13. Frost HD, Regehr G. “I am a doctor”: negotiating the discourses of 
standardization and diversity in professional identity construction. Acad 

Med. 2013;88(10):1570-7.
14. Tagawa M. Scales to evaluate developmental stage and professional 

identity formation in medical students, residents, and experienced doctors. 
BMC Med Educ. 2020;20(1):40.

15. Erikson EH. The life cycle completed. New York (NY): Norton; 1982.
16. Hafferty FW, Castellani B. The increasing complexities of profes-

sionalism. Acad Med. 2010;85(2):288-301.
17. Hafferty FW. Professionalism and the socialization of medical students. 

In: Cruess RL, Cruess SR, Steinert Y, editors. Teaching medical 
professionalism.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p. 53-73.

18. Monrouxe LV, Rees CE, Hu W. Differences in medical students’ explicit 
discourses of professionalism: acting, representing, becoming. Med Educ. 
2011;45(6):585-602.

19. MacLeod A. Caring, competence and professional identities in medical 
education. Adv Health Sci Educ Theory Pract. 2011;16(3):375-94.

20. Goldie J. The formation of professional identity in medical students: 
considerations for educators. Med Teach. 2012;34(9):e641-8.

21. Kohlberg L. The psychology of moral development: moral stages and 
the life cycle. San Francisco (CA): Harper & Row; 1984.

22. Kegan R. The evolving self: problems and process in human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2.

23. Hur Y, Lee SH, Kim S. Medical students’ self assessment on medical 
professionalism. Korean J Med Educ. 2008;20(1):23-35.

24. Hur Y, Kim JH, Choi CJ. Are medical students satisfied with their 
medical professionalism education? Korean J Med Educ. 2010;22(1): 
65-70.

25. Kwon HJ, Lee YM, Lee YH, Chang HJ. Development an instrument 
assessing residents’ attitude towards professionalism lapses in training. 
Korean J Med Educ. 2017;29(2):81-91.

26. Lee K, Hur Y.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medical 
professionalism core attributes scale. Korean J Med Educ. 2012;24(4): 
339-46.

27. Bang JB, Lee KY, Lee CK, Lee DH, Lee YH, Kim JR, et al. Evaluation 
of curriculums of medical schools for fostering various basic qualities 
of medical professionalism. Korean J Med Educ. 2008;20(2):109-21.

28. Korea Association of Medical Colleges. Learning outcomes of basic 
medical education: human society-centered. Seoul: Korea Association 
of Medical Colleges; 2017.

29. Maxwell JA, Chmiel M. Notes toward a theory of qualitative data analysis. 
In: Flick U, editor.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data analysis. 
Los Angeles (CA): SAGE; 2014. p. 21-34.

30. Huber SJ. The white coat ceremony: a contemporary medical ritual. 
J Med Ethics. 2003;29(6):364-6.

31. Wilson I, Cowin LS, Johnson M, Young H. Professional identity in 
medical students: pedagogical challenges to medical education. Teach 
Learn Med. 2013;25(4):369-73.

32. Mann KV. Theoretical perspectives in medical education: past experience 
and future possibilities. Med Educ. 2011;45(1):60-8.

33. Vagan A. Medical students’ perceptions of identity in communication 
skills training: a qualitative study. Med Educ. 2009;43(3):254-9.

34. Cohen MJ, Kay A, Youakim JM, Balaicuis JM. Identity transformation 
in medical students. Am J Psychoanal. 2009;69(1):43-52.



의학교육논단 제23권 2호 우리나라 ‘전문직 정체성 형성’ 교육 현황 • 이영희

Korean Medical Education Review 2021; 23(2): 90-103 http://www.kmer.or.kr  101

35. Murphy RJ, Gray SA, Sterling G, Reeves K, DuCette J. A comparative 
study of professional student stress. J Dent Educ. 2009;73(3):328-37.

36. Pitkala KH, Mantyranta T. Professional socialization revised: medical 
students’ own conceptions related to adoption of the future physician’s 
role: a qualitative study. Med Teach. 2003;25(2):155-60.

37. Vignoles VL, Schwartz SJ, Luyckx K. Introduction: toward an integrative 
view of identity. In: Schwartz SJ, Luyckx K, Vignoles VL, editors. 
Handbook of identity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NY): Springer; 
2011. p. 1-30.

38. Wenger E. Communities of practice: learning, meaning and identity.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39. Ryyananen K. Constructing physician’s professional identity: exploration 
of students’ critical experiences in medical education [Internet]. Oulu 
(Finland): University of Oulu; 2001 [cited 2021 Mar 17]. Available from: 
http://jultika.oulu.fi/files/isbn9514265211.pdf.

40. Beijaard D, Meijer PC, Verloop N. Reconsidering research on teachers’ 
professional identity. Teach Teach Educ. 2004;20:107-28.

41. Clandinin DJ, Cave MT. Creating pedagogical spaces for developing 
doctor professional identity. Med Educ. 2008;42(8):765-70.

42. Sharpless J, Baldwin N, Cook R, Kofman A, Morley-Fletcher A, Slotkin 
R, et al. The becoming: students’ reflections on the process of professional 
identity formation in medical education. Acad Med. 2015;90(6):713-7.

43. Hilton S. Education and the changing face of medical professionalism: 
from priest to mountain guide? Br J Gen Pract. 2008;58(550):353-61.

44. Korica M, Molloy E. Making sense of professional identities: stories 
of medical professionals and new technologies. Hum Relat. 2010;63(12): 
1879-901.

45. Smith CS, Irby DM. The roles of experience and reflection in ambulatory 
care education. Acad Med. 1997;72(1):32-5.

46. Self DJ, Olivarez M, Baldwin DC Jr. The amount of small-group 
case-study discussion needed to improve moral reasoning skills of medical 
students. Acad Med. 1998;73(5):521-3.

47. Miller SZ, Schmidt HJ. The habit of humanism: a framework for making 
humanistic care a reflexive clinical skill. Acad Med. 1999;74(7):800-3.

48. Trede F. Becoming professional in the 21st century. J Emerg Prim 
Health Care. 2009;7(4):990380.

49. Goldie J, Dowie A, Cotton P, Morrison J. Teaching professionalism 
in the early years of a medical curriculum: a qualitative study. Med 
Educ. 2007;41(6):610-7.

50. Gleeson C. Education beyond competencies: a participative approach 
to professional development. Med Educ. 2010;44(4):404-11.

51. Maudsley G, Strivens J. Promoting professional knowledge, experiential 
learning and critical thinking for medical students. Med Educ. 
2000;34(7):535-44.

52. Mann K, Gordon J, MacLeod A. Reflection and reflective practice in 
health professions education: a systematic review. Adv Health Sci Educ 
Theory Pract. 2009;14(4):595-621.

53. Kalet A, Buckvar-Keltz L, Harnik V, Monson V, Hubbard S, Crowe 
R, et al. Measuring professional identity formation early in medical school. 
Med Teach. 2017;39(3):255-61.

54. Haas J, Shaffir W. Becoming doctors: the adoption of a cloak of 
competence. Greenwich (CT): JAI Press; 1987.

55. Shuval JT. From “boy” to “colleague”: processes of role transformation 
in professional socialization. Soc Sci Med. 1975;9(8-9):413-20.

56. Khalili H, Orchard C, Laschinger HK, Farah R. An interprofessional 
socialization framework for developing an interprofessional identity 
among health professions students. J Interprof Care. 2013;27(6):448-53.

57. Bebeau MJ, Monson VE. Professional identity formation and 
transformation across the life span. In: Mc Kee A, Eraut M, editor. 
Learning trajectories, innovation and identity for professional 
development. New York (NY): Springer; 2011. p. 135-62.

58. Steinert Y, Cruess RL, Cruess SR, Boudreau JD, Fuks A. Faculty 
development as an instrument of change: a case study on teaching 
professionalism. Acad Med. 2007;82(11):1057-64.



Lee YH • Medical Education on ‘Professional Identity Formation’ in Korea 의학교육논단 제23권 2호

102 http://www.kmer.or.kr Korean Medical Education Review 2021; 23(2): 90-103

부록 1. (N=28)

1. , ( , , , , , ), , , 
, , , , doctoring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narrative medicine 

1. , , , , , , , , 
( , , , , ) 

2. , , , , , , , 

3. , , , , , , , , 

1.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interprofessional education),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 , 
, , 

4. , , ( , , ), 
, , , 

5. , 



의학교육논단 제23권 2호 우리나라 ‘전문직 정체성 형성’ 교육 현황 • 이영희

Korean Medical Education Review 2021; 23(2): 90-103 http://www.kmer.or.kr  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