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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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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의 과정에서 긍정적인 대화를 교환하는 것은
환자와 의사의 만족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

오늘날 우리나라는 각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

고 있으며, 치료과정에서 환자가 의사의 지시와 처방

험하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이후의 민주화운동에 따

에 순응하는 정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른 국민의 권리의식의 향상으로 인하여, 전문가 집단

또한 의사와 환자와의 대화는 치료의 결과에도 영향

의 권위에 대한 의심과 저항이 각 분야에서 일어나고

을 주어 통증의 감소, 수술로부터의 빠른 회복, 정신

있다. 이러한 국민의 권리의식의 향상은 의료 분야에

건강과 혈압과 혈당의 감소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도 영향을 미쳐서, 198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는 의료

밝혀져 있다. 전술한 대로 의료분쟁이 점차로 심각해

분쟁이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문민정

지는 시점에서 의사의 이미지에 대한 조사는 의료인

부시대에는 의료분쟁이 더욱 더 심각해지는 양상을

과 의료의 혜택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이익에 부합한

보여주었다.

다고 볼 수 있다.

의료분쟁의 원인은 전 국민 의료보험의 실시로 인
한 진료기회의 확대, 의료기술의 고도화 등 여러가지

연구방법

이유를 들 수 있겠으나 많은 경우 의사와 환자간의 사
소한 감정적인 대립의 결과로 일어날 수 있다. 즉, 의

본 연구는 전화조사로서 표본은 전국의 20대 이상

료분쟁의 원인은 기술적인 면보다는 치료과정에서 발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계하였다. 20세 이상 전

생하는 의사와의 대화와 그 내용이 원인이 될 가능성

국 남녀 1,000명을 인구비례로 연령별, 지역별 표본수

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사와 환자의 만남

를 할당하였고 실제 전화조사에 응답한 대상자는 974

과 대화는 의사에 대한 환자의 이미지로 발전하게 된

명이다. 조사표는 조사의 기본적인 내용인 인구사회

다. 존경 받는 의료인으로서의 이미지 구축은 의료분

학적인 내용과 의사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

쟁같은 면에서도 고려해야 하지만, 의사와 환자의 만

인, 일반적인 의사 이미지에 대한 설문, 병·의원 방

남을 기쁘게 함으로써 의료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면

문시의 의사 이미지(구체적인 의사 이미지)에 대한 설

에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문, 그리고 의사들이 잘 하고 있는 부분과 고쳐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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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일반적 의사의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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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일반적 의사의 이미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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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일반적 의사의 이미지 2

부분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4. 일반적 의사의 이미지 4

이미지로 나누어 조사되었다. 의사의 일반적 이미지
를 조사한 질문은 7개이고 각 질문에 대한 응답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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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정말 그
렇다”
로 대답하게 하였고, 1점부터 4점을 부여하였다.

1. 일반적 의사 이미지

일반적인 의사 이미지에 대한 응답은 원도표를 사용
하여 정리하였다.

의사의 이미지는 조사 대상자들이 일반적으로 생각

“의사들은 호감이 가는 사람들이다”라는 항목에 대

하는 의사의 이미지와 지난 일년동안 병원이나 의원

해서는“그렇다”
고 대답한 응답자가 61.9%를 차지해

을 방문한 대상자들만 응답하는 좀 더 구체적인 의사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한 사람들에 비해 2배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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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일반적 의사의 이미지 5

그림 6. 일반적 의사의 이미지 6

비율을 보여주었다(그림 1). 하지만“정말 그렇다”
고
무응답
0.3%

응답한 사람은 2.8%를 차지하여 앞으로의 의사 이미
지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의사들
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는 항목에는 약

전혀 그렇지 않다
20.9%

정말 그렇다
16.6%

78%의 응답자가“그렇다”
고 응답하였고,“정말 그렇
다”
고 응답한 사람도 5.3%를 차지하였다(그림 2).
“의사들은 우수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그렇지
않다
15.5%

항목에는 72.4%의 응답자가“그렇다”고 하였고,
그렇다
46.6%

7.4%의 응답자는“정말 그렇다”
고 대답하여 의사의
능력에 대하여는 많은 수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주
었다(그림 3).“우리나라 의사들은 치료 기술면에서
는 우수하다고 본다”라는 항목에는“그렇다”
에 대상
자의 61.1%가 동의를 하여서“의사들은 호감이 가

그림 7. 일반적 의사의 이미지 7

는 사람들이다”라는 항목과 비슷한 비율을 보여 주
었다(그림 4).
“의사들은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라는 항목에
는 다른 항목들과 비교하여 볼 때“그렇다”
의 비율이

다”라는 대답이 41.2%이고“그렇다”라는 응답이
45.6%를 차지하여 질문에 동의하는 응답자가 더 많
았다(그림 6).

상대적으로 낮았고(50.9%)“그렇지 않다”
의 비율이

“의사들은 세금 문제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깨끗한

상대적으로 높았다(35.8%). 이는 응답자의 다수가 의

편이다”라는 항목에는 대다수의 응답자가“그렇지 않

사들이 우수한 사람들이라는 것에는 동의하나 의사로

다”
(46.6%)와“전혀 그렇지 않다”
(15.5%) 라고 응답

서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하여 세금문제에 대하여 의문점을 나타내었다. 이 질

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그림 5).“의사들은

문에는 무응답인 경우가 다른 질문보다 높아 20.9%

돈벌이 위주로 환자를 본다”
는 항목 역시“그렇지 않

를 차지하여 질문 자체가 응답하기에 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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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구체적 의사의 이미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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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정말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그렇지않다

의사는 나를 인격체로 대우하여 주었다.

4.9

77.2

16.7

1.2

의사는 내가 건강을 회복하도록 격려하여 주었다.

5.4

73.3

20.4

0.9

의사는 나를 사무적인 태도로 대하였다.

5.5

53.6

39.8

1.1

의사는 나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들어 주었다.

3.0

67.9

27.4

1.7

의사는 받을 치료와 진단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었다.

3.5

68.8

25.2

2.6

의사는받을치료와진단의비용에대하여설명하여주었다.

0.3

25.0

53.9

20.9

는 것을 보여 주었다(그림 7).
2. 구체적 의사 이미지

결

론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의사에 대한 이미지

일반적인 의사의 이미지가 조사대상자 전체가 응답

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사의

한 질문인 것에 비해 구체적인 의사의 이미지는 지난

국민건강 증진에 대한 기여도와 능력은 높게 평가받

일년동안(응답시점부터) 병원이나 의원을 방문 혹은

은 반면,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면과 세금문제

입원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되었다. 일년동안

등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아 문제점을 보여 주었다. 우

이란 기간은 환자가 좀 더 정확한 기억을 할 수 있도

수한 능력을 인정받는 만큼 환자에게 좀 더 정성을 기

록 돕는 목적에서 설정되었다. 외래나 입원시에 접한

울여 최선을 다한다는 인상을 주어야 할 것이며 금전

의사의 이미지를 되살림으로써 일반적인 의사의 이미

적인 면에서도 의사들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지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의사 이미지를 기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

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구체적인 의
사 이미지에 대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의사의 병·의원 방문시 혹은 입원시에 환자에게
주는 이미지는 환자에게 사무적인 태도를 보이는 정

지난 일년간 병·의원을 방문한 응답자가 진단이

도, 환자의 의견을 경청하는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낮

나 치료를 받았을 때를 회상하여 대답한 의사 이미

은 평가를 받았고, 진단에 대한 설명에서도 잘 설명해

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대부분 긍정적인 점수를 받

주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

았다.

타났다. 병·의원을 방문하는 환자의 많은 수가 삶의

하지만“의사는 나를 사무적인 태도로 대하였다”

기쁨을 상실한 가운데 의사를 찾을 수 있으므로 전인

라는 항목에는“그렇다”
고 응답한 사람이 53.6%였

적인 치료의 관점에서 환자와의 대화를 이끌어 나가야

고,“정말 그렇다”
고 응답한 사람도 5.5%로서 일반

한다고 보며, 환자와의 대화를 통한 정신적, 육체적 치

적인 이미지에서 조사된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

료가 중요한 의료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 않는다는 항목과 비슷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고

표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일반인이나 병·의원을

볼 수 있다.“의사는 나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들어 주

방문한 환자 등에게 있어 의사 이미지는 연령이 높을

었다”
에는 약 68%가“그렇다”
고 응답하였으나“그

경우, 교육수준이 낮을 경우, 사별`/`이혼을 한 경우,

렇지 않다”
에도 27.4%가 응답을 해서 환자의 의견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을 경청하지 않는 의사도 많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

는 사회·경제적으로 혹은 연령때문에 소외될 수 있

었다.

는 계층에서는 의사의 이미지가 긍정적이지만,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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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사회의 중심부에 있는 계층의 의사 이미지는

환자의 건강도 향상시키는 효과를 보게 되었다는 보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의 소외된 계층일수

고가 있다.

록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
왔다고 볼 수도 있고, 사회의 소외된 계층일수록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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