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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우리나라 의과대학에 의료인문학이 도입된 지 약 20년이 지났다. 그러나 여전히 통

합교육 과정 내에서 의료인문학의 정의, 개념, 범위, 교육주체, 수업방법 및 평가 등에 

대해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중 하나로 의료인문학이 서구와 다르게 우

리나라에 도입된 배경이 다른 것을 손꼽기도 한다. 서구에서는 현대 의학을 과학의 

영역으로만 지나치게 접근시킴으로써 비인간화에서 시작된 비판적 반성에서 의료인

문학이 태동했다면, 우리나라는 의사 파업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의료인문학이 

긴급하게 소환되었다[1]. 즉, 한국의 의료인문학은 사회·정치적 요구와 얽혀서 시작

pISSN 2092-8335 · eISSN 2733-5380
Keimyung Med J 2022;41(1):1-6
https://doi.org/10.46308/kmj.2022.00101

Review Article

Received: June 7, 2022
Revised: June 10, 2022
Accepted: June 11, 2022

Corresponding Author: 
Jae-Hoon Bae, MD, PhD 
Department of Medical Humanities and 
Physiology,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1905, Dalgubeoldaero, Dalseo-
Gu, Daegu, 42601, Korea
Tel: 825-53-258-7421 
Email: jhbae@dsmc.or.kr

전국 의과대학 의료인문학 교육의 가치, 현황 및 
교육 방향 고찰

김선경1, 김준1, 이재호1,2, 배재훈1,3

1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인문학교실
2계명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3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A Study on the Value, Current Status, and 
Education Direction of Medical Humanities 
Education in Korea
Seon-Kyoung Kim1, Jun Kim1, Jae-Ho Lee1,2, Jae-Hoon Bae1,3

1Department of Medical Humanities,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Daegu, Korea
2Department of Anatomy,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Daegu, Korea
3Department of Physiology,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Daegu,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pedagogical necessity of the medical hu-
manities and to analyze the educational contents of medical humanities in medical 
schools of Korea. Medical humanities education should reflect the students’ real life 
situations and attitudes because the educational goal of medical school students is to 
live as happy persons and good doctors. Understanding the medical humanities ed-
ucation that can achieve this goal will enable students to overcome various difficul-
ties they will face in the future, and these contents should be included in graduation 
outcomes. The curriculum of medical humanities in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was also analyzed, and based on this, we suggest the direction of education 
to be pursued. According to the analyzed data, medical humanities should be avoid-
ed from knowledge-oriented memorization education, and the curriculum should 
be supplemented by finding ways to integrate with basic and clinical medicine sub-
jects. In addition, education that can increase resilience and form the identity of a 
doctor who can love and care for oneself is required even in difficult situations. 
Many attention and research will be needed in the future to achieve the original pur-
pose of medical humanities education to understand others and society and to rec-
ognize the value of empathy and 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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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외형적 조건과 휴머니즘이라는 인문학 본연의 목적을 의료에 녹

여내는 내재적 조건을 빠른 시간 안에 함께 충족시켜야 하는 과제

를 안고 있다.

환자를 지지하는 관점에서 이 두 가지를 묶으면 의사의 사회적 

책무성의 인지와 의료인문학은 깊게 연결된다. 사회적 책무성은 전

문가로서 지녀야 할 책임행위 완결의 일종으로, 사회적 의무(social 
obligation)를 인식하는 사회적 책임감(social responsibility)과 사회

적 요구에 대응하고 참여하는 사회적 대응성(social responsiveness)
을 기반으로 한다[2]. 이러한 사회적 책무성의 관점에서 의과대학

의 교육목적은 보건의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건강증진 및 건

강평등이라는 사회적인 의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요구를 충족

하는 역량 있는 의사를 양성하는 것이다[3]. 이렇게 본다면 의료인

문학의 주된 맥락은 생명윤리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생명윤리는 크게 연구윤리와 임상윤리로 나누어지며, 연구윤리는 

의학적 지식 생산의 정당성을 주제로 하는 것이고, 임상윤리는 환

자-의사 관계 또는 죽음윤리 등 의료 활동과 관련된 것이다[4]. 이
를 기반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세계적으로는 현재 및 예측 가능

한 변화에 따른 미래의 건강, 의료자원 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적 요

구를 탐색하게 되면서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에 대해 제안되기 시

작하였고, 국내에서는 2019년부터 한국의학교육학회를 필두로 국

내 의학교육계가 의료인의 책무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나 현재는 개념 정립 단계에 있다[5]. 따라서 의학교육의 새

로운 진보를 논하는 이 시점에서 의료인문학의 기본은 어떻게 구축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에 의료인문학의 교육 필요성과 가치에 대한 재 고찰을 통해

서, 국내 의과대학의 의료인문학 현황을 분석한 선행연구[6]를 바

탕으로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의 의료인문학 교육 방향성도 모색하

였다.

The need and value of medical humanities

교육은 지식 전달과 함께 ‘좋은 가치를 지향’하기 위해 ‘사유·실

천하는 삶의 방식’을 스스로 구축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매순간 

합리적인 선택과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것은 교육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다. 이런 이성적 자율성을 삶에 잘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은 건강한 사고 및 생활습관의 형성으로 드러나게 되는

데, 결국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것은 이성적 자율성을 달성하기 위

한 주요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다[7]. 스피노자는 ‘행복이란 올바른 

삶을 살아서 얻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올바른 삶 그 자체가 축복’이

라고 했다. 즉, 올바른 삶을 행복하게 여기는 것은 ‘욕망을 억제함’

으로써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삶’ 그 자체를 자율적으로 

즐길 줄 알고 즐거워할 줄 알기 때문이다[8]. 환자지지와 국민건강 

증진을 토대로 하는 사회적 책무성 역시 의무의 일종으로만 인식된

다면, 이것은 자율성에 입각해 의사 개인의 행복한 삶을 구축하는 

교육 본래의 내재적 목적과는 결을 달리 할 수도 있다[7]. 의료인문

교육은 사회적인 책임과 의사 개인의 행복을 함께 실현할 수 있는 

행위 방식을 동시에 길러 줄 수 있어야 한다. 즉, 외적동기와 내적

동기가 학생들의 성장에 함께 작용하도록 해야 하는데, 자신의 삶

에 대한 자족과 의사로서의 충만한 삶의 의미를 드러내는 하나의 

중요한 방식이 사회적 책무성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하기 때문

이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 본질적 특성을 잘 담고 있어야 할 의료인문

학 교육에서 이러한 면이 잘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들을 통해 성찰할 수 있다. 먼저, 2021학년도 계명

대학교 의과대학의 학생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의과대학 만족도

는 보통 이상이 86%이고, 의과대학 적성 만족도는 보통 이상이 

91%였다[9]. 이에 더해 2019년 한국고용정보원 조사에 따르면, 만

족도가 높은 직업 상위 10개에 의사 및 의료관련 직종들이 7개를 

차지하고 있고, 2020년 현직 의사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직업만

족도 조사에서는 보통 이상으로 만족을 하는 경우가 83%였다

[10,11]. 그러나 2019년 현직 의사 8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다른 

연구에서는 의사들의 직업 만족도에 대한 또 다른 면을 보여주었

다. 조사자의 26%가 의사를 선택한 것에 대해 후회한다고 응답하

였고, 자신의 아이를 의과대학에 보내고 싶지 않다고 20.6%가 응

답하였으며, 특히 7.3%는 절대 보내지 않겠다고 답했다[12]. 일반

적으로 다른 직업에 비해 의사의 직업 만족도가 높지만, 의학교육

은 20% 이상에서 보이는 불만족과 후회하는 비율에도 관심을 가져

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이유가 적성의 문제인지 적응의 문제인지

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응의 문제라면 의료인문학 교육을 통해서 

자신을 이해하고, 상호관계와 의료 환경 속에서 자신을 돌보는 방

법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 설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2017년 현직 의사 8,564명을 대상으로 연령별 직업에 대한 

불만족 비율을 조사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30대에서 60대로 갈수

록 15%에서 22%로 불만족 비율이 점차 증가 추세를 보였다. 60대 

이상의 의사들이 예상하는 현직에서 은퇴하는 나이는 70세 초과 

80대 이하로 가장 많이 대답하였다[13]. 이를 종합해볼 때, 의사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직업에 대한 불만족의 비율이 더 증가하며, 향

후 평균수명의 증가와 함께 의사로서 살아가는 시간도 더 길어짐에 

따라 이런 불만족스러운 상황에 더 많이 노출될 것이 분명해 보인

다. 이러한 불가피한 상황을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고 주동적으로 

대처하는 심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의료인문학 교육이 더욱 필

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일상에서 지속되는 번아웃(burnout)은 일상에서 불만족을 표출

하는 태도로 굳어지기도 한다. 실제로 2019년 미국의 10,000명의 

의사를 대상으로 번아웃과 우울(depression)을 주제로 조사를 진행

하였는데, 이를 살펴보면 교육의 방향성을 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14]. 이 조사에서는 번아웃을 휴식 후에도 피곤이 계속되고 

짜증이 나고 잦은 불만을 표출하는 심리상태로 정의하고 설문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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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42%의 의사가 번아웃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고, 15%는 우

울감이 있다고 하였는데 특히 그중 3% 실제로 임상적 우울증 진단

을 받았다고 하였다. 또한, 20대부터 번아웃 빈도는 지속적으로 증

가해 45~54세에 약 50%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이런 결

과를 대입해 보면 아직 한국에서의 연구는 없었지만 한국 의사에게

서도 비슷한 경향일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12,13]. 번아웃 유발 요

인은 진료 이외의 사무적인 일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과도한 업무

시간과 동료관계였다. 우울감이 환자에게 끼치는 영향은 40%가 영

향이 없다고 하였지만, 쉽게 화를 내게 되거나(33%), 환자의 말에 

잘 경청하지 않게 되거나(32%), 불친절하게 된다(29%)고 응답했

다. 여기서 더욱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차트 기록을 소홀히 하거

나(24%), 평소에 안하던 실수를 저지르거나(14%), 환자의 건강에 

피해가 될 수도 있는 실수를 한다(5%)고 응답한 것이다. 이런 영향

을 끼치게 되는 우울감을 유발하는 이유는 업무적인 부분이 가장 

컸고, 다음으로 경제적인 문제와 가족관계가 뒤를 이었다. 번아웃

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50%가 운동이라고 대답하였지만, 

33%가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섭취, 22%가 음주를 통해서 해결한

다고 했다. 이처럼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이해 등을 통해 자신을 잘 

관리하며 좋은 의사로서 살아가는 습관과 삶의 방식에 대한 교육이 

의사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 의료시스템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2021학년도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의 학생생활실태조사에 따르

면, 의예과 1학년에서 의학과 2학년까지 지각된 우울과 지각된 스

트레스의 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2017년부터 5년 간의 평

균에서도 지각된 우울이 59.2%, 지각된 스트레스가 70%에서 나타

났다. 스트레스나 우울감을 느끼는 이유는 학업 및 성적(54%), 인

간관계(29%), 경제적 문제(5.4%), 진로문제(4%), 가정문제(2%) 등

으로 다양했지만, 이러한 스트레스나 우울감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

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다. 앞선 조사[14]에서 미

국의사들이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거나(33%), 음주를 하거나

(22%), 폭식을 하거나(20%), 흡연(3%) 등을 통해서 번아웃을 해소

한다고 한 것과 같이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의 생활실태 조사

[9]에서도 음주를 하는 학생들 중 73.4%는 술을 마시는 것으로 스

트레스나 우울감이 해소된다고 대답하였고, 흡연을 하는 학생들 중 

89.5%는 담배를 피는 것으로 스트레스나 우울감을 없앨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조사결과를 통해 의료인문학의 교육 필요성 및 

교육 가치를 정리해보면, 의료인문학교육과정에서는 먼저, 환자지

지 등 의사로서 갖추어야 할 태도 교육을 넘어서, 자신의 일상과 삶

을 건강하게 구축할 수 있게 하는 사유 및 생활방식의 교육이 필요

하다. 다음으로, 인성교육 및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교육도 규범적 

행동양식의 지식 전달보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이해하고 더불어 살

아가는 이유를 자각하는 데 중점을 둠으로써 내적 동기 부여와 주

체성을 함양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학생들이 실제적 교육 

가치를 임상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

로, 급변하는 교육환경에서 의료인문 교육은 프로페셔널리즘 역량

을 갖출 수 있게 심적 토대를 구축해 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의학

교육에서 최종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인 의료전문가의 특징

은 진료, 인성, 자기개발, 환자지지, 의사소통, 문제해결과 연구 모

든 영역에서 탁월한 프로페셔널리즘 역량을 갖고 있는 것이다.

The curriculum of medical humanities and 
educational direction

2021학년도에 선행연구[6]로 국내 40개 의과대학에 개설된 총 

802개의 의료인문학 교과목을 분석하였는데(Table 1, Fig. 1), 의예

과 1학년에서 238개, 의예과 2학년에서 153개, 의학과 1학년에서 

121개, 의학과 2학년에서 117개, 의학과 3학년에서 90개, 의학과 

4학년에서 83개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과목 수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각 교과목을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의 6가지 졸업성과(진

료, 문제해결과 연구, 의사소통, 환자지지, 자기개발, 프로페셔널리

Table 1. Classification of medical humanities subjects by item according to graduation achievements and humanism education in Korea

Item Education subjects
Clinical diagnosis Artificial intelligence, Convergence treatment, Bioethics, Clinical ethics, Science/Reasoning/Critical thinking, Value judgment
Problem solving Medical research, Research ethics, Research thesis, Statistics, Numeracy, Imagination, Creativity, Problem-solving ability
Communication Communication basics, Communication skills, Discussion
Patient support Behavioral science, Behavioral psychology, Medical interview, Respect for life, Hospice, Death studies, History of medicine, Patient 

support, Patient-Doctor-Society, Medical philosophy,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Patient safety, Industrial envi-
ronmental medicine

Self-development Mentor, Coaching, Motivation, Career exploration, Self-development, Language, Religion, Teacher-student relationship
Professionalism Social responsibility, Leadership, Professional ethics, Health policy, Preventive medicine, Medical laws, History of medicine, Hospi-

tal management, Hospital employment and Start-up, Politics, Economy, Society, Administration, Human rights, Professionalism
Humanism education Humanities, Art, Physical education, Culture, Self-understanding, Anthropology, Humanism education, Reading, Camp, Classic 

reading, Writing, Volunteer work, Social practice, Experience activities

Data was quoted by modifying the results of Kim et al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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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와 인성교육, 즉 7가지 갈래로 분류해 보았다(Table 1). 먼저, 환

자지지에 관한 교육이 전 학년 평균 35%로 가장 높았고, 의학과 

1~3학년의 3개 학년의 평균은 48%에 달했다(Fig. 1). 프로페셔널

리즘 교육은 6개 학년 평균 24%로 의예과 2학년(23%), 의학과 2학
년(24%), 의학과 4학년(48%)에서 많이 교육하고 있었다. 인성교육

은 6개 학년 평균 16%로 의예과 1학년(45%), 2학년(24%)에 집중되

어 있었고, 자기개발은 6개 학년 평균 8%로 주로 의예과 1학년

(12%), 2학년(13%)에서 주로 교육되고 있었다. 진료는 6개 학년 평

균 7%로 학년별로 거의 고른 분포를 보였고, 의예과 2학년(10%)과 

의학과 3학년(10%)때 교육 비율이 가장 높았다. 문제해결과 연구는 

6개 학년 평균 5%로 의예과 1학년(6%), 2학년(8%), 3학년(7%)에서 

고르게 높은 비율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의사소통은 6개 학년 평균 

4%로 의학과 1학년(6%)과 의학과 2학년(6%)의 수치가 약간 높았

다. 의사소통은 환자지지 영역의 의료면담 과목과 교육내용이 중복

되기는 하나, 의학적인 요소를 제외하고 커뮤니케이션의 기초 및 

기본적인 의사소통 방법이나 토론 수업의 교과과정을 포함시켰다.

한편, 2021년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포커

스 그룹 인터뷰에서 학년별 인성덕목 요소의 중요성을 조사하였

다. 그 결과, 의예과1~2학년에서는 자제력과 성실, 의학과1~2학년

에서는 배려와 소통, 의학과3~4학년에서는 책임감이 중요하다고 

나타났다[6]. 이는 국내 의과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료인문 교

육과정의 맥락과 비슷하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순차적이고 충만한 

이해는 궁극적으로 의료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요구나 행위규범을 

개인의 일상에 잘 이식시키는 것에 완충작용과 강화작용을 해 줄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의료인문 교육은 먼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

제력과 성실의 자세를 함양하고(의예과 1~2학년), 이어서 타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자 및 의료 관계자들을 배려하고 소통할 

줄 알며(의학과 1~2학년), 최종적으로 자신·가족·스승·학교·지역

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무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그 가치를 주체적으

로 자신의 일상에서 실현(의학과 3~4학년)시켜 낼 수 있도록 세 단

계로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졸업성과 및 인성교육의 분류방식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인문학 교육과정을 

분석해 보았다(Table 2). 학년별 교육과정으로 살펴보면 첫째, 생명

과 인체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는 의예과 1~2학년에서 「인성교육

실습(1)」, 「의학입문및체험실습」, 「행동과학」, 「더불어사는의사(1)」 
등의 과목을 통해 존재의 소중함과 인간의 속성을 탐구하고, 정체성

을 확립하는 경험을 하고, 둘째, 본격적인 임상통합교육을 학습하는 

의학과 1~2학년에서는 질병 뿐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의 고통까지 

이해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동료 의료인들과 소통하며, 경청·소

통·공감하는 역량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의료윤리(1,2)」, 「의료관리

와지역사회(1,2)」, 「더불어사는의사(2)」, 「진로탐색」 등을 학습한

다. 이를 통해 임상의학을 대함에 있어 윤리기준을 준수하고 의사

로서 책임과 소명의식을 배양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임상실습 과

정에 중에 있는 의학과 3~4학년은 지역사회 속 전문 의료인으로서 

프로페셔널 한 자세·태도를 배양하고, 사회적 책무성을 체득하기 

위해 「환자안전」, 「의료법규」, 「인성교육실습(2)」, 「더불어사는의

사(3)」을 학습하고 있다.

이에 더해, 졸업성과에 따라 의료인문학 교육과정을 분류해 보

Fig. 1. Analysis of composition of medical humanities education by school grade in Korea. M1 to M6 represents the academic year of 
medical school. This data was quoted by modifying the results of Kim et al.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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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환자지지(25%)와 문제해결능력(25%)에 집중적인 교육을 하고 

있고, 프로페셔널리즘(20%)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다음으로 

자기개발(10%), 진료(10%), 인성교육(10%) 영역 순이었다. 사실, 

한 과목 안에 다양한 인문학적 요소와 졸업성과가 융합되어 있고, 

수업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 덕목을 아우를 수도 있다는 것을 교과

목 명이나 교과목 개요만으로는 모두 반영하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

지만, 이 연구를 통해 향후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 거시적인 방향성

을 제시하는데 이러한 연구결과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겨진다.

Discussion

이번 연구에서 의료인문학의 교육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재 고

찰을 통해서, 국내 의료인문학 현황 분석을 한 선행연구[6]를 바탕

으로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검토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의료인문학의 교육방향성을 제언해 보고자 한다. 향후 의료인

문학 교육에서 고려되어야 할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첫째, 의사소통

과 프로페셔널리즘 교육을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의 개념 및 기초 의

사소통 방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아울러 정치·경

제·사회·인권·의료정책 및 시스템 문제 등을 임상의학에 적용하기 

위한 토론 수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인성교육 영역

으로 문학·역사·철학 등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비롯한 예술교육, 

의학사, 고전 및 글쓰기 교육이 필요하겠다. 셋째, 자기개발 영역에

서는 동기유발과 진로탐색을 위한 멘토·코칭·상담교육이 구성되어

야 하겠다. 넷째, 진료 및 문제해결 능력 함양을 위해서는 인공지

능, 빅데이터, 보건시스템과학(health system science) 등의 미래 의

료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교육이 통합과정 내에 적절히 융합된다면 

자신·타인·세계로 점차 시야를 확장하면서 의사로서의 삶에 대한 

정체성을 잘 형성하여, 건강한 일상 구축을 해내는 능력 향상에 도

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의 방법적인 측면으로는 의료인문학은 지식 위주의 암기식 

교육을 줄이고,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과 흥미를 유도해 현상에 대

한 목적과 이유 등의 본질을 탐색할 수 있는 통찰력을 길러주는 교

육방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한 예로,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강

의-토론-발표 3차시를 하나의 세트로 묶어 학생들의 사유와 담론

이 수업의 중심이 되도록 구성할 수도 있겠다. 아울러 의료인문학

이 기초의학 및 임상의학 과목들과 자연스럽게 융합해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 내용이 포함된 교육과정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

다. 주된 평가방법으로는 동료평가지를 통해 동료를 평가하지만, 

지식·술기·태도에 관련된 항목에서 동료의 의견이나 자세 중 자신

이 배울 점과 동료에게 조언해 주고 싶은 점을 중심으로 평가하도

록 유도하고, 평가 내용이 동료의 성적이 아니라 자신의 성적에 반

영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도 제안한다. 이는 긍정적인 자세로 수

업내용에 대한 관심 및 후속적인 탐구에 대한 호기심, 배려와 성장

의 가치들을 학생들이 교육과정 중에 체득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의미의 체화에 대한 교육 성과는 타인과 

세상을 이해하고, 공감과 성장이 주는 충만함을 스스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성을 책임이나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내적 자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드러날 것이다.

향후, 학생들이 겪어야 할 의료환경은 현재보다 더 많은 딜레마

가 존재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번아

Table 2. Reinforcement of learning outcomes for each phase through inter-connection between medical humanities subjects in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Phase Integrated medical humanities curriculum Learning goal
Phase 1 (M1,M2) Subject name HUMANITY ENRICHMENT PROGRAM (1), SCIENTIFIC THINKING AND REASON-

ING, BEHAVIORAL SCIENCE, INTRODUCTION TO MEDICINE AND INTER PRO-
FESSIONAL PRACTICE, DOCTORS LIVING TOGETHER (1), INTRODUCTION TO 
MEDICAL RESEARCH (1)

Self-understanding

Learning outcomes Cultivation of medical students' attitudes - Volunteer work, Visiting various de-
partments in the hospital

Self-understanding - Exploring human attributes, Establishing identity
Phase 2 (M3,M4) Subject name MEDICAL ETHICS (1,2), HEALTH CARE MANAGEMENT AND COMMUNITY MEDI-

CINE (1,2), DOCTORS LIVING TOGETHER (2), MEDICAL CAREER EXPLORATION, 
MEDICAL RESEARCH (2), , MEDICAL RESEARCH (1)

Patient understanding  
(understanding of others)

Learning outcomes Communicate with patients and colleagues,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ex-
istence and relationships, Improving empathy

Compliance with ethical standards after learning clinical medicine, Cultivation 
of responsibility as a doctor in the hospital

Phase 3 (M5,M6) Subject name PATIENT SAFETY, MEDICAL INTERVIEW, MEDICAL LAWS, DOCTORS LIVING TO-
GETHER (3), HUMANITY ENRICHMENT PROGRAM (2), MEDICAL ETHICS (3), 
MEDICAL RESEARCH (2)

Learning outcomes Cultivating doctors' attitudes in the community Community understanding
Formation of a doctor who practices service in the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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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 우울감, 스트레스, 좌절감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하는 건실한 태

도를 함양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회복탄력성을 높여 더불어 살

아가는 자세를 길러주는 것이 의료인문학의 교육철학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평정심을 삶의 기본적인 자세로 갖고 자신을 사

랑하고 아껴줄 수 있는 의사로서, 긴 안목을 가진 삶의 목적 수립과 

의사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교육이 요구된다. 더 급변할 사회

에서도 ‘좋은 의사는 좋은 사람’이라는 의술 본연의 목적을 지켜나

가기 위해서, 향후 의료인문학의 교육학적 의미 고찰과 실제적 교

육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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