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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다움이란 무엇일까? 사회가 발전할수록 바람직한 의사상에 

한 요구도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

‘Understanding medical professionalism’에서는 의학전문직업

성이란 배울 수 있는 역량이며 개인적 책무임과 동시에 집단적 속성

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출발하여 각 임상상황에 놓여진 의사와 

의사단체의 구체적인 행동양식에 해 설명하고 있다. 즉 의사가 

환자와의 관계에서, 동료의료인과의 협업에서, 병원이나 의료기관, 

그리고 의사협회의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실제적인 행동양식에 

해 보여주고 있다.

2002년 시 의 흐름을 반영하여 미국내과의사회 재단(American 

Board of Internal Medicine), 미국의사회-미국내과학회 재단

(American College of Physicians-American Society of Internal 

Medicine Foundation), 그리고 유럽 내과의사연합(European 

Federation of Internal Medicine)은 개정된 의사 헌장(A Physician 

Charter)을 발표하였다. 이 책은 의사 헌장의 10가지 책무를 의사와 

의사단체가 수행했을 때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의료인 사이에서,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협회 내에서 관찰될 수 있는 올바른 행동들을 

네 가지 핵심 가치로 분류하여 기술하고 있다.

(1) 환자 중심 진료(patient-centered care)

(2) 청렴과 책임감(integrity and accountability)

(3) 탁월함 추구(pursuit of excellence)

(4) 공정하고 윤리적인 자원관리(fair and ethical stewardship 

of resources)

첫 장은 의학전문직업성의 실제적 행동양식과 제도적 접근을 시

작으로, 전문직으로서 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직면하는 어려움

과 도전에 해, 그리고 이에 한 처에 해 설명한다. 그 다음에

는 구체적으로 네 가지 핵심 가치 측면에서 개별 의사가, 동료의료인

으로서, 의료기관이나 의사협회에서는 어떻게 수행하는 것이 최선

인지를 생각해볼 수 있도록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이외에도 

의학전문직업성의 교육과 평가에 해서도 다루고 있다.

의학전문직업성은 사회가 바라는 전문직으로서의 올바른 행동과 

태도를 가지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 최선을 다하는 것이며, 그 

의미를 충분히 되새기고 실천하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이 의과 학생, 전공의, 의사 모두에게 의롭고 사려 깊은 의사로

서 탁월한 행동을 지켜나가는 데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