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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Status and Directions of Professional  Identity Formation  in Medical
Education
Heeyoung Han, Boyung Suh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pringfield, IL, USA

  
Professional identity formation (PIF) is an essential concept in professional education. Many scholars have 
explored conceptual frameworks of PIF and conducted empirical studies to advance an understanding of 
the construct in medical education. Despite its importance, it is unclear what educational approaches and 
assessment practices are actually implemented in medical education settings. Therefore, we conducted a 
literature review of empirical studies reporting educational practices for medical learners’ PIF. We searched 
the Web of Science database using keywords and chose 37 papers for analysis based on inclusion and 
exclusion criteria. Thematic analysis was conducted. Most empirical papers (92%) were from North America 
and Western Europe and used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including mixed methods (99%). The papers 
reported the use of reflection activities and elective courses for specific purposes, such as art as an educational 
activity. Patient and healthcare experiences were also found to be a central theme in medical learners’ 
PIF. Through an iterative analysis of the key themes that emerged from the PIF studies, we derived the 
following key concepts and implications: (1) the importance of creating informal and incidental learning 
environments, (2) ordinary yet authentic patient experiences, (3) a climate of psychosocial safety in a learning 
environment embracing individual learners’ background and emotional development, and (4) the 
reconceptualization of PIF education and assessment. In conclusion, research on PIF should be diversified 
to include various cultural and social contexts. Theoretical frameworks should also be diversified and developed 
beyond Kegan’s developmental framework to accommodate the nonlinear and dynamic nature of P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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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의학교육은 의사 양성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하

고 발전시키는 것을 지향한다. 의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에서 학생

들에게 무엇을 중점적으로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역량

(competence) 또는 행동(doing) 중심 패러다임의 의학 지식습득을 

위한 교육과정, 비판적 인지적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임상추론 기술

(clinical reasoning skills) 습득을 위한 교육과정을 거쳐, 최근에는 

존재(being) 중심 패러다임을 주축으로 한 전문직 정체성 형성

(professional identity formation)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1-3].

의학교육에서 전문직 정체성 형성은 일반인이 의사라는 특정 역

량을 갖춘 전문가가 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근본적인 정체성 변화

를 의미하며, 이는 그저 단순한 개념이 아닌 개인의 정체성 발달, 

사회화 학습 등 여러 사회과학 이론 및 개념을 통합하여야만 설명할 

수 있는 복잡한 개념이자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4]. 이러한 맥락에서 

여러 의학교육 학자들은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 대한 개념을 전문성

(professionalism) 교육과 구별하여 여러 가지 각도로 논의해 왔다. 

우선 그들은 전문성 교육이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 상당 부분 기여하

지만, 전문성은 전문직 정체성 형성과 동일 개념은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1]. 의사의 전문성은 의사에게 기대되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보편적 가치관, 역량, 전문가들의 행동양식 등을 의미하는 개념인 

반면, 전문직 정체성은 한 개인이 사회적으로 의사에게 기대되는 

가치관, 역량, 규범 등을 내면화하는 여러 단계의 과정에서 생성되는 

자아의 발현이다. 개인이 한 전문직의 기능을 수행할 때 다양한 

상황에 따라 변형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따라야 할 양식이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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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관이 이미 존재한다는 것이 전문성 교육의 관점이다. 한편, 전문

직 정체성 형성은 개인의 다양한 정체성을 근간으로 특정 전문 직업

인이 되면서 재구성되는 개인과 사회가 함께 상호적으로 구성하는

(co-constrution) 과정에 대한 관점을 지닌다. 전문직 정체성 형성은 

크게 두 가지 측면, 즉 개인의 심리적 발달 및 집단적 사회화

(socialization) 과정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보편적으로 좋은 의사, 

이상적인 의사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있지만, 전문직 정체성 형성은 

개인적 정체성과 사회화라는 과정 속에서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거치

면서 형성되기에 다중적이며 절충 가능한 특징을 갖는다[1,2,5,6].

전문직 정체성 형성을 묘사하기 위한 이론적 틀은 Kegan [7]의 

인간발달과정이론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Kegan [7]의 이론은 다음

과 같이 6단계로 묘사되며, 이 중에서 초기 2단계 및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가정 및 개인 간 관계를 제외한 조직 내에서의 사회화에 

초점을 둔 세 가지 단계, 즉 imperial, interpersonal, 그리고 in-

stitutional 단계를 선택적으로 취한 것으로, 대부분의 연구에서 이것

을 사용하고 있다[5,8].

Incorporative(1단계): 인간이 태어나서 주로 보육자에 의존되

는 유아기 단계

Impulsive(2단계): 가족구성원과 또래집단과의 관계를 인지하

기 시작하는 단계

Imperial(3단계):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전문직 역할을 인지하

지만 성찰이 부족하고 자기중심적인 단계

Interpersonal(4단계): 다양한 시각들을 성찰할 수 있고 타인의 

자신에 대한 시각을 고려하여 자신의 이기적 생각을 져버릴 

수 있는 단계

Institutional(5단계): 자기 스스로 성찰을 통해 사회적 원리를 

선택 및 취합하여 편집된 자기 자신만의 원리나 기준을 바탕으

로 전문가로서 기능하고 활동하는 단계

Interindividual(6단계): 연인이나 부부와 같이 자율성 및 자기

실현에 근거하여 개개인 간의 친 한 관계를 성립하는 단계

Cruess 등[5]은 이 세 가지 단계에 근거하여, 전문직 정체성은 

성별, 인종, 종교, 문화, 교육, 사회적 ․ 경제적 배경, 일상적 경험 

등 이미 존재하는 개인의 정체성들이 의과대학을 입학하면서 겪게 

되는 사회화 과정을 통해 의과대학생에서 전공의 그리고 전문의로서

의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Lewin 등[8]은, 특히 Kegan 

[7] 이론의 변화적(transformative) 발달과정에 초점을 두었는데, 

개인은 각 단계에서 상황을 이해하는 데 사용하는 특정 관점(lens)이 

있으며, 그 관점은 새롭게 또는 더 복잡한 것으로 발달하고 그로 

인하여 세상을 이해하는 깊이와 너비도 변화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내면적인 과정이며 이것이 전문직 정체성 형성을 이해하는 

데 근본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전문직 정체성 형성의 중요성과 관심으로 이를 구체적이

고 분명하게 발달시키려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여러 문헌연구를 

살펴보면, 전문직 정체성 형성을 촉진하는 교수학습전략으로 공통

적으로 추천되는 것은 환자를 돌보는 경험, 롤모델, 반성적 사고 

및 작문, 그리고 공동체 소속감 발달 등이다[5,6,9,10]. 전문직 정체

성 형성은 점진적인 진전보다는 의과대학 입학, 졸업, 진료 실행 

등과 같은 특정 경험을 중심으로 새롭게 변형(transformation)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1,2,6,10]. 또한 전문직 정체성 형성을 촉진

하기 위해 숨은 교육과정(hidden curriculum)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하였다[9,11]. 이들의 연구가 전체적인 전문직 정체성 형성의 특징 

및 연구의 방향을 제시한 반면, 궁극적으로 어떠한 교수학습전략이 

제공되고 평가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편이다. 특히 전문

직 정체성 형성에서 학생들의 다양성, 즉 인종, 문화, 성별, 성적 

지향성, 나이, 그리고 사회경제적 배경 등을 고려하여 어떻게 교수학

습전략이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9,11]. 

이에 본 연구는 의학교육에서 전문직 정체성 형성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평가전략은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현장

에 적용되고 있는지 문헌연구를 통해 의학교육의 현황을 기술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한 전반적인 의학교육이나 의료 현장의 변화 

및 향후 발전방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문헌연구를 실행하였다. 우선, 

대부분의 의학교육 저널이 등재되어 있는 Web of Science를 선택하

여, ‘professional identity formation’ 및 ‘medical education’의 검색

어 조합으로 2021년 1월 27일 기준으로 시간적 제약 없이 문헌을 

검색하였다. 이 결과 282개 문헌이 검색되었다. 문헌 선택기준은 

(1) 주요 내용이 전문직 정체성 형성이어야 하며, (2) 의과대학 학생 

및 전공의 등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며, (3) 경험연구 또는 사례연구를 

실행한 문헌을 선택하였다. 단 전문직 정체성 형성과 관련된 주제를 

논의하였지만 교수방식을 탐구하지 않은 단순한 오피니언이나 논평

은 제외되었다. 이 선택기준을 바탕으로 제목 검토 후 124개 문헌, 

그 후 논문 초록 검토 후 85개 문헌을 전체 본문 검토를 위해 추려내었

다. 85개 전체 본문 검토 후 문헌연구, 개념적 논문 그리고 교수자 

전문직 정체성 형성을 제외한 37개 문헌을 분석대상으로 최종적으

로 선정하였다. 주제에 대한 문헌검색 및 선택에 대한 일련의 과정은 

Figure 1에 도식화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팀은 의학교육 내에서 어떠한 교육방법 및 평가전략을 

통해 전문직 정체성이 형성되고 있는가를 연구하고자 각각 37개 

경험연구 문헌을 독립적으로 검토하고 도출되는 내용을 주제분석

(thematic analysis)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12]. 연구팀은 각 

문헌에서 보고된 전문직 정체성 형성 교육방식, 대상, 지역,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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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rticle inclusion and exclusion process. PIF, professional identity formation.

Themes Descriptions
Educational approaches

Self-reflection - Developing habitual self-reflection practices [13-21]
- Importance of guided reflections for transformative learning facilitated by educators [15,18,19,21]
- Group reflections and sharing feedback [20,22-25]

Elective courses - Exploring topics and experiences that ordinary medical curriculum rarely provide, yet facilitate reflections on 
professional identity [22,26-31]

- Non-verbal art activities to express diverse, authentic identities safely [32-35]
- Community building and mentoring [22,25,26]

Clinical exposure and roles in patient 
care

- Direct and indirect patient care experiences [27,30]
- Clinical rotations and community engagement for health [24,36-40]
- Residents’ changing autonomy and the responsibility of decision-making for patient care [41,42]

Implications
Importance of informal and incidental 

learning
- The role of the hidden curriculum
- Open system approach to learning environments
- Ordinary practice of dialogue between learners and teachers during reflections as continuous feedback processes

Ordinary and authentic patient care 
experiences

- Identity development throughout the continuum of preclinical, clinical, and postgraduate medical training [43]
- Identity negotiation from transformative learning experiences in authentic patient care [44]

Importance of emotional 
development and psychosocial 
safety in learning environments

- A deeper understanding of an individual learner as a person with diverse identities
- Psychosocial safety to allow a learner to be his or her authentic self in daily activities in medical education
- Openness and inclusiveness for learners’ diversity and emotional development [16]

Redefining assessment in PIF - A paradigm shift from competency-based assessment to ‘becoming’-oriented assessment
- Building a holistic conceptual framework to accommodate long-term, multifaceted, and nonlinear PIF.
- Focusing on an individualized process of PIF
- Faculty development and pedagogical culture for PIF

PIF, professional identity formation.

Table 1. Educational approaches and implications of medical learners’ PIF

등에 대한 협력적 코딩작업을 통해 초기 문헌분석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팀은 6회에 걸친 논의를 통해 도출된 내용의 범주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다. 도출되는 내용의 범주를 기준으로 구분되는 

문헌들을 다시 역으로 검토하면서 반복적으로 보여지는 내용 및 

관계성을 중심으로 통합하는 작업을 하였다. 문헌검토 중에서 알게 

된 책이나 다른 관련 문헌을 필요에 따라 함께 검토하였다. 협력적 

문헌분석을 촉진하기 위한 두 가지 연구도구로는 각 문헌에 대한 

코딩작업을 위한 Google Sheets와 분석적 메모작성을 위한 Google 



의학교육논단 제23권 2호 전문직 정체성 형성 및 촉진을 위한 의학교육 현황과 고려점 • 한희영 외

Korean Medical Education Review 2021; 23(2): 80-89 http://www.kmer.or.kr  83

Docs가 사용되었다.

해당 문헌검토 및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간략한 기술통계를 

시작으로 전문직 정체성 형성을 위한 교육방법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을 우선 보고하고, 모든 문헌을 다시 검토한 후 도출한 주제를 

중심으로 중요 개념 및 시사점을 본론(결과)에 기술하였다. 전문직 

정체성 형성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의학교육 방법의 주요 현황과 

시사점은 Table 1에 기재하였다[13-44].

결  과

의과대학생 및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전문직 정체성 형성과 관련

된 37개 경험연구가 보고된 지역은 70% 이상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지역, 22%가 서부 유럽,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서 보고된 

논문은 연구지의 중복상태를 고려하더라도 16%에 불과하였다. 네

덜란드와 대만을 비교연구한 Helmich 등[45]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동아시아에서 보고된 경험적 논문은 찾아볼 수 없었다. 즉 현재까지 

의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 대한 실증적 이해는 북미 및 서부유럽의 

지배적인 시각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연구방법 측면

에서 살펴보면, 혼합연구(mixed methods)를 포함하여 99% 이상이 

질적 연구방식으로 이루어진 논문들이었다. 교육과정의 효과를 추

론하는 양적 연구방법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교육방법을 기준으

로 분석하였을 때 30%의 논문은 특정 교육전략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적 상태에서 교과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되는 의사로서의 정체성

에 대한 학생들의 시각을 인터뷰를 통하여 보고한 연구였다. 일상적 

교과과정 이외에 특정 교육활동을 준비하고 실행하고 보고한 논문은 

중복 사용을 고려했을 때 개인 또는 그룹 자기성찰(46%), 예술 과목

(11%), 그리고 코칭, 시뮬레이션, 환자 가정방문 등과 같은 각종 

교육활동(22%)을 보고한 논문들이었다.

1. 교육방법

1) 자기성찰 활동(self-reflection)

전문직 정체성 형성 교육방법 중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방법이 

자기성찰 혹은 성찰적 작문이다. 이는 아무리 많은 특별한 교육과정 

혹은 프로그램을 도입하더라도 개인적인 혹은 집단 차원의 깊은 

성찰의 기회와 과정이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일 것이다[4,13,15,20].

자기성찰을 촉진하는 방법으로는 자기성찰일기를 작문하게 하거

나 음성으로 기록하게 하는 과제를 내어줌으로써 일상 속에서 성찰

의 공간을 확보하게 하는 노력들이 대부분이었다[13-21]. 자기성찰

일기는 일상적 경험, 때로는 혼란스러운 경험, 그로 인한 감성적인 

반응 및 성찰, 그리고 견해 및 행동의 변화와 같은 성찰과정을 드러내

는 방법이 되어왔다[16]. 일부 자기성찰활동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찰의 습관으로 기르고자 하는 방법도 제시되었다. 학생들의 자기

성찰이 한 번 혹은 단기간에 일어나 끝나는 활동이 아니라, 포트폴리

오와 같은 지속적인 기록시스템을 사용하여 학생들이 임상실습 전후

로 성찰활동을 지속하고 또한 학기말이 되면 자신의 그동안의 성찰

과정을 다시 초인지적으로 성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찰

의 습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접근방법이었다

[15,17,21].

성찰을 촉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질문법 또는 서술적 피드백 

등을 사용한 guided reflection이었다[43]. 질문법은 “의사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와 같이 주관적인 의미 창출(subjective 

meaning making)에 대한 질문, “자격을 제대로 갖춘 의사가 되기 

위해 스스로에게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가?” 또는 “모범적인 프로페

셔널리즘을 갖춘 의사에 대해 생각해보고 왜 그 사람을 롤모델로 

택하였나?”와 같은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의사상에 대한 성찰을 유도

하는 질문, 그리고 “기존 관념이나 생각을 돌아보게 하는 놀라운 

순간은 어떤 것이고, 그것으로 자신이 어떤 의사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나?”와 같이 전문직 역량 영역과 관련하여 겪은 강렬하고도 

중대한 순간을 포착하고 변혁적(transformative) 성찰을 위한 질문

으로 그 범주를 나누어 살펴볼 수 있었다[16,19,20].

개인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하는 작문이나 오디오 성찰저널과 같

은 과제물이 없더라도, 학생 또는 전공의들은 소그룹토의를 통해 

동료 및 교수진과 정기적으로 모여 자신들의 경험 및 성찰을 구두로 

나누는 활동도 보고되었다[22-25]. Wald 등[20]은 상호적인 성찰

적 작문(interactive reflective writing)을 활용한 교과과정의 예를 

제시하였는데, 그 중 소그룹 협동성찰 및 전문직 간 교수진(inter-

professional faculty)의 피드백 활동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환자를 

돌볼 때 경험한 도전 혹은 어려움에 대해 직업적 환경 내에서 드러나

는 자신들의 가치, 태도, 감정에 대해 돌아보게 되고, 이를 그룹 

내에서 토론하고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2) 단일 선택과정(elective courses)

일반적인 의학교육과정에서 제공하지 않지만 의사 전문직 정체

성 형성에 중요한 경험이 될 주제를 중심으로 선택과정이나 단편적 

과정으로 제공하는 사례도 보고되었다[22,26-31]. 한 예로, Reis와 

Wald [29]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의학과 의료인의 도덕적 실패에 

대하여 명료하게 인식하고 성찰을 통해 학생들의 환자들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면모를 강화하기 위한 ‘유대인 대학살과 의학’ 교육프

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이는 민감하지만 중요한, 그러나 일반적 의학

교육에서 다뤄지지 않는 유대인 대학살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의사

로서 당면할 수 있는 사회정치적 가치관과 갈등, 그 과정에서 형성되

어갈 그들의 정체성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의사의 

전문직 정체성은 역사적 사건이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들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지역사회 또는 더 나아가 세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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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역사적 맥락에서 성찰되고 형성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또 다른 선택과정으로는 학생들의 예술활동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의학교육과정이 인지적 ․ 기술적 학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면, 학생들의 정체성 형성은 그들의 느낌과 감성을 통하여 

표현되고 발달할 수 있다. 그러나 인지적 ․ 기술적 학습에 치중한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감성과 느낌을 심도 있게 탐색할 공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단일과정으로 예술적 창작활동을 제공

하여 학생들의 내면적 감성을 표현하고 공유하는 사례도 보고되었다

[32-35]. 예들 들면, 학생들이 의학 만화를 읽고 그룹으로 토론하고 

자신이 의사가 되어가는 과정을 만화로 표현하거나[32], 의술을 익

히는 동안 억누르게 되는 인간적 혹은 개인적 가치를 그림으로 표현

하고 이를 또한 글로 설명하는 미술치유 선택과목(healer’s art 

elective)에 대한 사례도 보고되었다[34]. 그림을 통한 방법 외에 

가면(mask)이 가지는 내적 ․ 외적 정체성의 상징적인 표현과정을 

사용하여, 학생들이 직접 가면을 예술적으로 장식하거나 가면의 내

․외면에 이상적인 의사의 모습과 현재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는 사례

도 있었다[33,35]. 이와 같은 가면을 이용한 방식은 개인의 정체성과 

의사가 되어가면서 얻어지는 정체성 간의 탐색, 갈등, 혼동 등과 

같은 다양한 감성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고 탐색하는 기회를 열어주

는 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목할 만한 방법 중 하나이

다. 이러한 비언어적인(nonverbal) 예술활동에서 학생들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었던 복잡하고 심오한 감성적 경험을 심리적으로 안전

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과 방법으로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 

형성을 표현하고 공유할 수 있다.

환자를 보는 일이 일상인 전공의에게 있어서 일상에서 벗어나는 

단일과정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으나, 그 중에 보고된 사례는 교수진 

및 동료들과의 협력적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바쁘게 돌아가는 임상경

험 속에서 놓칠 수 있는 성찰의 기회를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들이었

다[22,25,26]. 집단토론과 다양한 영역의 세미나를 통해 개인의 가치

와 직업적 가치의 통합을 추구하는 과정[25], 병원업무에서 겪는 

어려움과 직업적 개발사안을 전문직 간 그룹 내에서 소통하며 도움

을 받는 또 다른 형식의 포럼프로그램[26], 그리고 교실을 기반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안에서 비형식적 ․ 사회적 상호작용과 멘토링에 초

점을 맞춘 레지던트를 위한 교육과정 등이 보고되었다[22].

3) 환자 경험 및 의료현장 경험 

검토된 거의 모든 문헌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의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경험은 직간접적 환자 경험 및 의료

현장 경험이었다. 임상 전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의료현장이 아닌 

환자의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환자와 그들의 가족들을 만나 관계를 

형성하는 동안 환자의 삶과 질병을 이해함으로써 의사로서의 정체성

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27,30].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례

로, 상급 학생들의 코칭을 받은 1학년 학생들이 환자의 집을 방문하

여 환자와 대화를 나누며 중증 환자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질병의 영향 등을 배우는 동안 일어나는 정서적 

경험을 통해 전문직 정체성 형성을 도울 수 있다는 연구가 보고되었

다[30]. 또한 만성질환을 앓는 환자 혹은 환자의 가족들이 의과대학

생의 멘토로서 오랜 기간 환자의 관점과 경험을 학생들에게 공유하

고, 이와 같은 환자와의 관계형성이 의사가 되어가는 정체성 형성을 

위한 의미 있는 경험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27]. 즉 이러한 연구들

은 공식적인 의료현장에 투입되지 않는 임상 전 과정 학생들일지라

도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환자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함으로

써 미래 의사로서 갖게 될 전문직 정체성을 투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임상실습과정 중에 있는 학생들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돌보는 동안 겪는 경험은 전문직 정체성 

형성을 위한 너무도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교육과정이다. 이러한 이

유로 많은 연구자들은 어떠한 추가적인 교육과정 없이 임상실습기간

동안 학생들의 정체성 형성을 질적인 방법으로 연구하였다[36-39]. 

이들 연구 중에서, 특히 임상실습 경험을 통한 개인 차원의 전문직 

정체성 형성과 더 나아가 환자, 환자의 가족,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의

식을 촉진하는 방안과 그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24,40,43]. 

즉 의사의 전문직 정체성이 병원 오피스에 한정하여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계된 그들의 전문직으로서의 역할과 정체성을 

성찰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 기반의 종적 통합임상

실습(longitudinal integrated clerkships)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시

골 지역의 환자 및 환자 가족들에 대해 장기적으로 알아가고 그들의 

건강에 직결된 의료서비스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도록 돕는 방법이 

존재한다[24]. 아울러 이민자나 난민, 또는 교도소와 같은 의료서비

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 그룹의 환자를 돌보는 기회를 

제공하여 공평한 의료서비스와 돌봄(equitable care)에 대한 경험을 

강화하는 방법이 제시되었다[40].

전공의들의 전문직 정체성 형성과 관련한 환자 경험은 의과대학

생의 경험과는 사뭇 다르다. 전공의들의 환자 경험은 일상적인 업무

로 자리잡고 있기에, 이들의 정체성 형성에는 단순히 환자 경험보다

는 의료현장에서의 직접적인 ‘의사결정,’ ‘책임,’ 그리고 ‘자율성’이

라는 상호연결된 개념들을 제공하는 환자 경험을 주축으로 정체성 

형성이 이루어진다[42,46]. 즉 전공의들은 점진적으로 환자에 대한 

책임과 자율성을 얼마나 부여받는가에 따라 환자의 건강에 관여한 

직접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의사결정권이 증대됨에 

따라 그들의 의사로서의 전문직 정체성도 형성될 수 있다.

2. 주요 개념 및 시사점

전문직 정체성 형성을 위한 교육과정에 대한 문헌을 분석하면서 

도출된 공통된 개념 및 시사점을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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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형식적 ․ 부가적 학습의 중요성

전문직 정체성은 비형식적 학습환경에서 부가적으로 형성되며, 

의학교육자는 이러한 비형식적 ․ 부가적 학습(informal and 

incidental learning)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전반적인 교육환경

(learning culture)이 학생들의 정체성 형성을 위하여 심리적으로 

안전하고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는 토대로 자리잡도록 노력해야 한

다. 의학교육에서 어떤 교육전략을 취하든, 학생들은 나름대로의 

의사로서 정체성을 발견하고 형성해나갈 것이다. 전문직 정체성 형

성은 유기적이고 비선형적으로 발달하며 장기적인 과정이며 숨은 

교육과정의 영역이다[2,21]. 이에 기존의 처방적 사고에 기초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개방시스템적 사고

에 기초하여 학습자의 개인적 ․ 사회적 발달과정을 신뢰하고 교육자

와 학습자가 상호유기적으로 일상화된 성찰과정에서 피드백 반응에 

기초한 대화를 지속한다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반면, Holden 등[4]은 전문직 정체성 형성을 위한 교육체계로서 

6개 영역과 30개의 하위영역을 정의하고, 이것을 지원하는 공식과

목, 워크숍, 반성적 작문활동, 지역봉사학습, 임상실습, 멘토링, 문화

체험 등과 같은 활동을 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정체성 형성을 위한 교육활동이라고 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이 환자를 돕는 의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함양하기 위한 활동으로 이를 통한 의사로서의 정체성 형성은 부가

적(incidental)으로, 비형식적(informal)으로 얻어지는 것으로 인식

되어야 할 것 이다. 예를 들어, 지역봉사학습을 대하는 학습자는 

환자의 환경과 건강을 체험을 통해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이 주목적

이며 전문직 정체성 형성은 부가적인 학습경험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자신의 전문직 정체성 형성을 위해 지역봉사를 한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상황으로 오도되는 것이다. 지역봉사학습을 통

해 학생들은 환자의 어려운 상황에 공감하고 동정심을 느끼다가도 

감당할 수 없는 압도적인 상황에 처하면 오히려 환자와의 감정적 

거리를 두려는 마음을 경험하는 등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여러 

방향으로 내적 가치의 변화를 경험한다[15]. 즉 지역봉사학습 활동

이 전문직 정체성 형성을 가져오는 교육활동이라기보다는 학생들이 

의사가 되어가는 장기적이고 혼돈적인 과정에서 환경과 상호작용하

면서 동시에 내면적으로 자신의 의사로서의 정체성을 성찰할 수 

있는 비형식적 ․ 부가적 학습환경으로 인식해볼 수 있다.

반성적 작문활동을 연구한 여러 논문들도 반성적 작문활동이 전

문직 정체성 형성을 유발하는가라는 처방적이고 인과관계에 대한 

어떠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학생들의 전문직 정체성 

형성은 이미 개인적 ․ 사회적 여러 경험을 통해 일어나는 현상이고, 

반성적 작문활동이나 인터뷰, 토론 등은 그 개인의 내면에서 발생하

는 정체성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만화를 사용한 반성적 사고에 대하여 연구한 Green [32]

의 연구도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 대한 효용성에 대하여 참여자의 

자기평가 또는 의견을 기반으로 한 자료분석이었기에 어떠한 인과관

계를 주장할 수는 없다.

이에 단순한 처방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학습자의 전문직 정체

성 형성의 필연적 발생과 그 과정의 복잡성과 개방적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습자가 처하는 교육환경과 의료

문화를 정체성 형성을 보다 유의미하고 지속할 수 있는 비형식적

․ 부가적 학습환경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21].

2) 일상적이고 실제적인 환자 경험 

의미 있는 환자 경험은 여러 문헌에서 의사의 전문직 정체성 형성

에 필요한 경험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환자 경험이 

중요한가? Javis-Selinger 등[43]은 ‘grounded theory’에 기초한 질

적 연구를 통해 정체성 형성에 대한 개념적 과정을 발견하고 보고하

였는데, 그들은 임상실습을 하는 학생들의 정체성 형성은 어떤 상황

(context)에서 성찰을 불러일으키는 특정 경험을 할 때 기존의 경험

과 형성된 가치관이 촉매작용과 같이 의식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되돌아보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한다. 특히 이때 자신의 현재의 

정체성(being)과 미래의 정체성(becoming)이 역동적으로 절충하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전문직 정체성이 형성된다고 설명하고 있

다. 이러한 경험 중에서 인지적 불안정(cognitive disequilibrium)을 

야기하는 세 가지 계기가 되는 것이 있으며, 그것은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일반 학생에서 의과대학생이 되는 것, 임상실습 경험, 실제 

의료사업 경험, 의료활동을 하는 의사들과 같이 일하는 경험 등 

매우 일상적인 의사의 경험들이다[47]. 물론 학생들의 일상에서 접

하지 못하는 존재하는 실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 개발도상국가에 

의료봉사를 가도록 한다거나 가난한 중증환자의 집에 직접 방문하여 

환자의 환경을 직접 관찰하게 하거나 유대인 학살과 같은 내용을 

의료윤리 향상을 위해 성찰하도록 하는 등 급진적으로 기존 가치에

서 벗어나(disoriented) 변화(transformation)하는 과정을 통해 의사

로서의 정체성을 성찰하도록 하는 사례도 보고되었다[16,29,30]. 

그러나 의과대학생들은 입학하여 단지 의사복을 입는 것만으로도 

또는 해부학 시간에 시체 해부를 경험하는 것으로도 의사로서의 

정체성을 되돌아본다[17,18]. 임상실습 등을 통해 의사가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관찰하고 롤모델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상상하게 

된다[24,27,40]. 의과대학에서 전공의가 되는 과도기적 학년인 4학

년 학생들은 3학년 임상실습 때와 비교하여 역할이 보다 환자를 

돌보는 중요한 일에 근접함으로써 팀 소속감을 느끼며 의사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한다[39]. 전공의가 되어 환자를 돌보는 일에 직접적

으로 관여하게 될 때는 자신들의 증대되는 환자에 대한 의사결정 

활동과 증대되는 자율성 및 책임감 같은 일상적이고 실제적인 의사

들의 일을 하면서 전문직 정체성이 발달한다[41,42]. 즉 학생들은 

전문직 정체성 형성과정에서 상당한 가치관의 변화를 겪기도 하는

데, 그것은 어떤 특수한 경험을 해야 얻는 것이 아니라, 의과대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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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는 모든 활동과 의사가 되는 과정 자체가 일상적이지만 그 

안에 특별함을 발견하고 정체성을 형성해 나간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의사상과 실제 자신들이 하는 

일들이 일치하는지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상

에서의 불균형 또는 균형이 그들의 의사로서의 정체성 형성에 중요

한 역할을 한다[44]. 예를 들어, 임상실습을 하는 학생들은 텔레비젼 

드라마에서 나오는 역동적인 의사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 실제로 

상당한 시간을 환자 의료기록을 위한 문서작성에 보낸다는 것에 

놀라기도 할 것이다. 외과 전공의가 만약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도비

만의 당뇨병 환자의 발톱을 깎는 일을 한다면 왜 자신들이 의사인데 

이런 하찮은 일을 하냐고 이런 일을 하러 의사가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팀의 저자 중 한 명은 환자 경험이 

풍부한 어떤 노년의 내과 의사가 발톱깍이를 들고 직접 그러한 환자

의 발톱을 정리해주는 모습을 관찰한 적이 있다. 이 의사는 발톱관리

가 그 환자의 건강에 중요하나 직접할 수 없는 상황을 인지하고 

그것이 의사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여긴 것이다. 이 예에서 

학생이나 외과 전공의가 겪는 정체성이 미숙한 것이고, 경험 많은 

내과 의사가 생각하는 정체성은 완성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 경험에 따라 환자를 이해하는 여러 방식이 질적으로 다름을 

의미한다[2]. 이런 이유로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 일상적이고 

실제적인 환자 경험은 매우 중요하며, 학생들은 자신의 기존 의사상

과 일상의 일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가면서 발견하는 정체성을 비교

해 가며 여러 번의 변화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3) 학생 개인의 배경과 감성발달의 중요성 및 사회심리적으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전문직 정체성 형성을 이해하고 조장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개인

의 배경(background)과 감성발달(emotional development)의 중요

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19,20]. 이는 의학교육자들이 학생들 개개

인에 대하여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과 더불어 학생들이 개인의 정체

성을 공유하는 데 어떠한 사회심리적 두려움이 없는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너무도 근본적인 교육의 원리를 

되돌아보게 한다. 의과대학에 진학하는 대부분 학생들은 우월한 사

회경제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 공유되는 지배적인 문화는 

시골 출신이거나 어려운 가정형편에 놓인 학생들의 존재 및 그들의 

다른 경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거의 암묵적으로 억제하여 

왔다[48]. 가난한 환자, 마약중독 환자, 결손가정 환자, 이민자 환자, 

교육수준이 낮은 환자 집단과 의사 집단을 암묵적으로 이분화하여 

이러한 개념을 이야기할 때 그러한 환경과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존재에 대하여 사려 깊게 고려하지 않는다. 이에 그들의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 대한 교육 실제 및 연구도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49]. 

미국의 예를 들면 흑인 학생들에게 자신이 흑인이라는 것은 그들에

게 매우 중요한 정체성의 요소이기 때문에 그들이 의사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이것을 고려하지 않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관점으로 투영된 

의사 전문직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면 이를 조장한 교육환경은 

매우 우려되는 교육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11]. 이처럼 의학교육환

경에서 학생들의 진정한 자아(authentic self)와 다양성을 배제한 

암묵적으로 조성된 사회심리적 환경은 학생들의 의미 있는 전문직 

정체성 형성을 위해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서 중요한 과정으로 여겨지는 전환학습

(transformative learning)의 관점으로 볼 때 학생들이 의사로 성장

하는 중에 겪는 여러 경험 가운데 이러한 개인의 다양한 상황과 

감성적 반응은 매우 중요한 성찰의 토대가 되며 미래의 관점 및 

행동 변화에 매우 필수적인 영역이다[16]. 예를 들어, 학생들이 의사

가 되는 경험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자신의 다른 

집단에 대한, 예를 들면,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비뚤어진 시각 또는 

편견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겪는 갈등은 인지적 반응이라기보다는 

내면적 감성의 분투이자 감성의 변화로 볼 수 있다[19]. 감성의 발달

은 인지적인 학습보다는 예술적 활동을 통해 표현되기도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Joseph 등[33]은 학생들에게 가면을 만드는 예술

활동을 하게 했을 때 학생들은 자신의 기존의 개인의 정체성과 의사

가 되는 정체성의 불일치에서 오는 감성적 갈등을 표현하였다. 이처

럼 성찰의 토대가 되는 감성적 분투와 변화를 표현하고 나눌 수 

있는 개방적 교육환경이 필요하다.

거시적인 문화 측면에서 기존의 전문직 정체성 형성을 논의하거

나 연구한 논문들은 대부분 북미 및 유럽에서 발표되어 왔다는 점, 

동양과 서양의 전문직 정체성이 다를 수 있다는 Helmich 등[45]의 

연구를 고려할 때 문화를 포함한 학생 개인의 배경 그리고 감성발달

을 명료하게 고려한 교육환경의 제공이 학생들의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아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에 학생들이 각기 다른 사회경제적 배경 혹은 자신의 감성적 반응

을 어떠한 부정적 관점(stigma)에 대한 걱정 없이 공유하고 성장의 

바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학습환경(safe learning environ-

ment)의 조성이 요구된다.

4) 평가에 대한 재고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 대한 평가는 몇몇 문헌에서 논의하고 있지

만, 전문직 정체성 형성의 개념이 다면적이고 교육방식 자체가 발달

단계에 있기에 아직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고 평가를 실행하는 사례

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기존의 역량 중심 교육과정의 ‘행동’을 

근간으로 하는 평가방식을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 ‘존재’라는 

개념을 평가하는 데 적용할 수 없으므로, 기존의 평가 개념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방식의 평가가 고려되어야 한다[2]. 이는 비록 사과를 

바구니에 담을 수 있지만 사과쥬스를 바구니에 담을 수 있다고 주장

할 수 없는 이치와 비슷한 것이다.

Holden 등[4]은 전문직 정체성 형성을 고려한 평가의 개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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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과 같이 순차적으로 발달하는 선형적 형태를 갖지 않는 전문직 

정체성 형성의 특성을 고려할 때 평가의 표준을 정립하여 대조하는 

방식은 맞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조차도 실제적 

평가방식을 제안할 때는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반성적 사고 작문, 설문지, 포트폴리오 등과 같은 일반적인 평가방식

을 조정해서 전문직 정체성 형성을 평가할 수 있다는 다소 모순된 

의견을 제시하였다.

우선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 대한 평가의 개념을 교육과정 중 학생

의 진전(progress) 여부에 대한 성공/실패라는 의사결정을 위한 것으

로 정의하지 않아야 한다. 오히려 장기적이고도 다면적이며 비선형

적인 전문직 정체성 형성과정을 촉진하고 조장하는 의미에서의 평가

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전문직 

정체성 형성의 내용과 과정과 관련하여 모든 학생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각 학생의 개인적 정체성, 

사회적 배경, 직업적 관심사 등을 고려한 상당히 개인화된

(personalized) 발달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속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평가의 철학과 방향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역량 

중심 교육과정의 평가의 개념에서 오는 혼돈을 피하기 위해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 대한 ‘평가’라는 용어가 적당한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자기주도학습을 예로 들면, 개인이 학습을 주도적으로 지속하고 성

취할 수 있는 역량은 어떤 한 시점에 관찰하여 평가할 수 있는 정적인 

개념이기보다는 학습의 과정 중에 변화하고 발달되는 역동적이자 

초인지적 개념으로 여길 수 있다. 이에 이를 형식적으로 평가하기보

다는 개인의 특정 상황에서의 과정을 관찰, 추적하고 필요에 따라 

지침을 제공하는 것에 더 의미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비슷한 

본질을 지닌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 대한 평가 및 교정(remediaion)에 

대해서도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교수개발(faculty 

development) 및 교수학습문화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1].

고  찰

연구팀은 본 종설연구를 통해 의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을 위한 

의학교육 현황과 방향(고려점)을 문헌연구 방식을 사용하여 탐구하

였다. 해당 연구의 주요 결론은 전문직 정체성 형성을 위한 별도의 

교과과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학생들이 지역사회나 학생 개

인의 삶의 영역을 포함한 의학교육 환경 내의 일상적 교과과정과 

단일과정 또는 특정 경험, 그리고 의사로서 점진적으로 맡게 되는 

책임 및 책무를 시행하면서 필연적으로 의사 전문직 정체성을 형성

해 나간다는 것이다. 또한 이는 개인 차원의 경험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으로 더불어 형성되는(co-construced) 개념이자 과정이기에 

학생들의 개인적 배경, 학교에서 제공되는 교수학습환경, 의사 직업

문화가 다각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전문성(professionalism) 

또는 의사됨됨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정체성이 

획일적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그러한 사회적 기대와 직업 내 공동체

에서 형성하는 의사의 정체성에 대한 기대가치와 개인 스스로의 

환경과 동기에 기반한 개인 정체성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50].

이에 교육방식에 있어서도 따로 전문직 정체성 형성을 위한 커리

큘럼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일반 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 비공식적으

로 그 기능이 기대되는 숨은 교육과정으로 존재한다. 학생들은 다양

한 환자 경험에서 발생하는 인지적 ․ 감성적 반응을 토대로 때로는 

가치관과 행동의 양상에 급진적인 변화(transformation)를 경험하

면서 의사로서의 정체성을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과정에서 형성해 

나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지난 수십 년 동안 의학교육 분야의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오고 있지만, 이 영역의 연구는 아직 미숙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 Kegan [7]의 이론이 해당 주제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사용되는 가운데 학습자의 전문직 정체성이 어느 발달단계

에 있는가라는 선형적 논리에 기반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는 현 상황

에서 Kegan [7]의 이론은 다면적이고 비선형적인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돕는 데 한계점을 가진다. 이에 보다 

포괄적이고 다양한 이론적 논의 및 토대가 앞으로 활발하게 요구된

다. 더욱이 해당 주제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가 미국을 비롯한 서구권

에서 보고되었기에 의사의 전문직 정체성에 대한 개념 및 형성과정

에 대한 시각도 서구적 관점에 한정된 점 또한 해당 영역의 연구들이 

아직 발달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요인이다. 서양과 

동양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할 때 서구권 및 미국에서 주장하는 교육

방식을 여과 없이 들여와 자국의 의학교육에 적용하기보다는 한국의 

의료계 및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지향하는 의사의 전문직 정체성

이 어떠한 모습으로 형성되어야 바람직한지에 대해 숙고하여 분별력 

있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 대한 평가 개념 

및 체계 역시 아직 정립되지 않았으며, 새로운 평가 패러다임과 

다양한 교육철학에 기초한 연구들이 앞으로 더욱더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해당 주제에 

대해 문헌을 검색할 당시 사용한 키워드의 제한적 사용으로 인해 

논의내용의 범주에 해당하나 검색에서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즉 만약 문헌검색 시 다른 검색어(예: doctor identity, identity 

development)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문헌이 도출되었을 수 있다. 

둘째, 영문 검색어 조합을 이용했기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비영어권 

국가의 저널에서 출판된 문헌이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후속연구 주제로 다양한 의료환경에서 종사하는 의사들 및 의학

교육 교수진의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 대해 연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의과대학생 혹은 레지던트에 국한하였지만, 의사 

정체성 형성의 연장적, 변화적인 특성을 감안할 때 평생의학교육

(continuing medical education)과 관련하여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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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하는 의사 또는 교수진의 전문직 정체성 형성 및 발전에 대한 

지속적 연구와 논의는 학습자의 정체성 형성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 의학교육의 상황과 

학습문화에 적합한 전문직 정체성 형성을 위한 교육과 평가전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국의 의료상황에서 교수진이 

형성한 의사 정체성 혹은 학생들과의 관계 또는 의학교육 환경이 

미래 의사가 될 학생들의 전문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더 나아가 이러한 전문직 정체성 형성이 학생들 개개인, 

환자, 의료기관 및 서비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이론과 연구방법을 이용

한 학제 간 연구가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학생 개개인들이 어떠한 전문직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느

냐는 장래의 의료계 또는 의학교육의 집단적 전문직 정체성을 투영

하는 거울이라 할 수 있다. 즉 전문직의 이해관계에 편하여 사회의 

요구와 동떨어진 단절된 전문직 정체성이 우세하다면 그 안에서 

길러지는 미래 의사들의 정체성도 동일하게 단절된 형태로 형성될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이유로 의학교육과정과 이를 기획하고 운영

하는 학교와 교수진은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모습과 그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의 내용이 끊임 없이 

변화하고 있음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이 이에 상응하

는 다양한 정체성을 겸비한 다양한 모습의 의사가 되어 환자들과 

지역사회를 질병과 보건 이슈로부터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회

와 방법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만성질환 등 복잡한 의료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직 간 학습기회 확대, 어려운 의료상황에서 필요한 리더십과 

협동에 대한 격려, 지역사회 내에서 의료 및 불평등 문제를 다루며 

구성원들의 옹호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나아가 

팬데믹 등 국가적 혹은 국제적인 보건위기를 창의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하는 능력 함양을 촉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의학

교육 환경 안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또한 동료들 및 교수진과 더불어 

의학을 배우는 중에 자신만의 고유하고도 다양한 전문직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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