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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medical drama motivate students to have an interest
in the healthcare profess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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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드라마를 활용한 수업이 학생들에게 의료 전문직업성에 
대한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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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planned to evaluate that a lecture employing medical drama could motivate students to have an interest
in the professionalism of healthcare personnel, which has currently become a critical subject in the field of medical education.
Methods: We analyzed subject headings, learning objectives, and further plans developed by students and their responses after 
two drama modules, ‘car crash’ and ‘refusal of instruction’, which were selected based on the conditions made by our faculty 
members, were given through video or paper to our 121 second-grade medical and nursing students in year 2012.
Results: Meaningful subject headings and learning objectives developed by students were 58.2%~60.0% and 36.8%~38.0% and 
significantly more in the ‘refusal of instruction’ than the ‘car crash’ (p=0.000). According to the students’ major, medical students 
developed significantly more than nursing students (p=0.000). In the analysis of responses, 91.7% of students reported as impressive
to the educational modules and 55.3% of them described their ideas associated with healthcare professionalism.
Conclusion: Our study results suggest a possibility that the educational module employing selected medical drama could motivate
students’ healthcare profess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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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전문직업인들 중 의료인에 대한 대중

의 요구는 그 내용과 질적인 면에서 끝없이 늘어만 가고 있어, 

이에 부응하는 의료인을 양성해야 하는 대학의 책무도 커져만 

가고 있다. 미국의과대학협회(1998)와 영국의사협회(2005)는 

의학 전문직업성과 관련하여 의과대학 교육 목표와 의사들이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덕목들에 대해 발표한 바 있고

[1,2], 국내에서도 의료인의 교육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의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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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 및 술기능력의 함양과 함께 환자를 대하는 태도를 비롯한 

의료인의 윤리의식과 판단의 가치기준과 같은 의료인의 전문

직업성과 관련된 주제들을 교육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

다[3]. 대부분의 의과대학들이 의료 전문직업성을 기를 수 있

는 교수법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몇 가지 의료 

전문직업성 교육과정이나 방법이 소개된 바 있으나, 그 효과

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과 대학별로 통일된 의료 전문

직업성 관련 학습 목표의 부재가 문제점으로 제기된다[4,5].

  의사와 간호사의 교육에 있어 실제로 환자와 의료를 경험

하기 위해 마련된 병원 임상실습은 교수와 학생의 시간적 제

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증가된 요구, 그리고 병원 경영상의 

문제 등의 제한점들로 인해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임

상 상황들을 골고루 경험하도록 하기가 어렵다[6]. 더욱이 의

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어려운 환자의 면담이라든지, 의료

윤리, 인문사회의료, 의료 전문직업성 등과 관련된 사례들을 

실제로 경험하기는 매우 어렵다. 의료 전문직업성 교육의 한 

예로 가상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연출된 표준화 환자를 대

상으로 한 진료수행교육은 임상실습교육의 제한점들을 극복

하기 위한 방편이면서, 또 다른 중요한 효과는 가상의 환자이

기는 하나 실제로 환자를 대한다는 점에서 지식전달 위주의 

전통적인 강의에서는 기대할 수 없었던 환자에 대한 공감과 

태도와 같은 학생들의 내면적 부분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

다[7]. 근래에 의학교육에서 학생들의 전문직업성, 윤리의식, 

가치관, 공감, 태도와 같은 내면적인 부분에 영향을 주기 위한 

교육 방법으로 영화를 사용한 연구들이 보고되었는데[8,9,10], 

영화의 교육적 장점으로 자기 성찰의 촉진, 폭 넓은 간접 경

험, 그리고 흥미 유발을 통한 적극성 유도 등이 지적되었다

[8]. 그리고, 간호사 교육과 관련하여 인간에 대한 이해, 의사

소통술,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 등의 간호역량 향상에 

있어 영화의 활용이 전통적인 간호교육의 제한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11].

  TV 드라마는 영화와 달리 특정 주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을 포함한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보여준다. 특히, 

전문분야를 다룬 드라마의 경우 작가들은 해당 분야의 삶을 

오랫동안 살아온 전문가들로부터 얻은 실존 사건이나 상황들

을 소재로 대본을 쓰게 됨으로, 시청자들에게 해당 전문분야

의 다양한 면들에 대한 간접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국

내 의학 드라마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인과 관련된 전문

적인 지식에서부터 의료윤리, 환자에 대한 태도, 인문사회의

료, 의료인의 사회적 책무에 이르기까지 교육 소재로 사용 가

능한 에피소드가 흔히 관찰된다. 의료 전문직업성 교육에 있

어 전문적 지식과 술기를 제외한 의료윤리, 환자에 대한 태도, 

인문사회의료, 의료인의 사회적 책무 등과 같은 것은 강의보

다 학생들이 이러한 주제에 대해 스스로 동기를 유발하고 자

기 성찰을 통해 스스로의 가치관을 만들어 가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들은 의학 드라마가 학

생들로 하여금 의료 전문직업성 관련 주제들에 대한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

째, 의료 전문직업성 교육에 사용될 수 있는 의학 드라마 내용

들을 선정하고, 선정된 가상의 상황을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며, 둘째, 선정된 내용들이 학생들에게 

의료 전문직업성 관련 주제들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는지를 

학생들의 자발적 학습 목표 개발과 흥미유발 정도를 매개로 

조사하는 것이다.

대상 및 방법

1. 드라마 내용의 선정과 수업 과정

  본 연구자들은 교육에 사용될 의학드라마의 선정 기준과 

개별 모듈로 지정할 에피소드에 포함되어야 하는 의료 전문

직업성 요소를 만들었다. 드라마 선정에 있어서는 흥행과 연

출상의 문제로 인해 드라마 속의 의학적 사건이나 상황들이 

실제 병원의 현실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12]과 시대 및 

국가별로 의료 전문직업성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가치기준

에 차이가 있다는 보고[13]를 고려하였다. 그래서 국내 의료 

현실에 적합하며, 실제 의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타당한 주제

를 담고 있는 국내 작품 중에서 선정하였고, 배경이 고전인 작

품은 배제하였다. 전문직업성 요소에 있어서는 본 대학 교과

과정 중 관련 교과목으로, 의학과는 ‘의료와 사회’, ‘환자-의사 

관계’, ‘의료윤리학’, 그리고 ‘의료법규’, 간호학과는 ‘간호학개

론’, ‘인간관계론’, ‘간호윤리’, 그리고 ‘보건의료법규’ 등의 교과



황지영 외 : 의학 드라마를 활용한 수업이 학생들에게 의료 전문직업성에 대한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가?

 

281

Table 1. The Applicability of Module I, II, and III Based on the Selected Elements of Healthcare Professionalism

Elements of healthcare professionalism
Applicability

Module I (off duty) Module II (on duty) Module III (on duty)
Knowledge (clinical and basic)
Human-social aspect
Human relationship skills
Problem solving skills
Service attitude
Application of medical ethics
Medical law (healthcare personnel’s duty)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No

Module I: If you witness a car crash while off duty, Module II: When a patient refuses the medical instruction, Module III: A disagreement 
on diagnostic plan between intern and resident.

목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고, 국내에서 Hur [13]가 조사한 의

료 전문직업성 요소들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7가지 요소를 

정하였다(Table 1).

  학생들에게 제시할 모듈의 유형은 시청각자료에 잘 반응하

는 경우와 전통적인 pen-and-paper type의 문헌자료에 익

숙한 학생들의 성향을 모두 고려하여 2가지 형태로 준비하였

는데, 먼저 학생들이 비디오 형태로 시청하는 방법과 비디오 

내용의 배경과 상황, 사건의 개요, 그리고 등장인물의 갈등 구

조를 기술한 문서를 제공하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가상의 상

황을 제시하는 2가지 방법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기 위해 수

업 적용 1개월 전에 간호학과 조교 5명과 간호학과 3학년 학

생 5명으로 구성된 참여자 10명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예비 

연구를 실시하였다.

  수업 진행은 내용에 대한 언급 없이 의료 전문직업성에 대

한 짧은 소개를 한 후, 충분한 시간 동안 비디오를 시청하거나 

기술문서를 검토하도록 한 다음, 필요한 자료들을 책이나 온

라인으로 검색하도록 하였다. 그 후, 참여자들에게 사전에 배

포한 개방형 질문지에 1) 주제어, 2) 학습 목표, 3) 향후 학습 

과제, 4) 느낀 점을 기술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먼저 조별 토론을 하고 나서, 지도교수와 전체 학생들이 모여

서 조별로 토론한 내용을 발표하면서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

로 토론하였으며, 이때 지도교수가 필요한 사항이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주었다.

2. 연구 대상

  드라마를 활용한 수업을 D대학교 의과대학생 121명(간호학

과 2학년 72명, 의학과 2학년 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대상자 중, 교육 당일 결석한 학생 3명과 본 연구에 참여를 동의

하지 않은 학생 2명을 제외한 총 116명(95.9%)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학생들은 기초의학, 임상의학 및 간호학 교육

과정을 이수한 상태로 기본적인 의학 지식은 가지고 있으나 

아직 임상실습과정을 경험하기 전이었다. 연구 진행에 있어 학

생들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해 연구의 모든 과정에 대하여 

동국대학교병원 임상시험 심의위원회에 본 연구의 목적 및 방

법을 소개한 후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 여부를 심의 받았다.

3. 의료 전문직업성 관련 흥미유발 효과 분석

  학생들이 스스로 설정한 주제어와 학습 목표의 수준을 평

가하기 위해 모든 연구자들이 모여 각각의 모듈을 검토하면

서 각 모듈의 주제어와 학습 목표에 대한 평가기준을 만들었

다. 각 모듈별 주제어는 의학용어도 포함하였다. 학습 목표는 

본 시나리오의 상황을 해석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

한 학습 내용으로 의학지식, 인문사회의료, 의료법규, 의료윤

리 관련 내용들이 모두 포함되도록 하였다. 학생들과 교수들

이 선정한 주제어와 학습 목표를 비교하여 일치하는 것의 개

수를 그 학생의 자발적 학습 목표 설정의 수준으로 하였고, 향

후 학습 과제 선정 수준은 타당성과 현실성 그리고 구체성으

로 평가하였으며, 학생별 평가는 사용된 모듈별 점수의 평균

을 사용하였다. 교육 모형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학생들이 

기술한 느낀 점을 통해 분석하였다. 반응을 세분화하여 첫째, 

해당 모듈이 주제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일으켰는지, 둘째, 의

료 전문직업성에서 의학적 지식의 중요성을 느끼고 학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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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siderations from the Results of Pilot Study with the ‘Car Crash’ Module

Video group (n=5) Paper group (n=5)
Merits Familiar content easy to understand

Immersing into the most of scenes
Realistic medical situation composed of ambulance 

vehicles and victims’ acting scenes

Free imagination of what’s going on by looking at the 
script

Familiar learning context similar as problem-based learning
Easy to figure out the story line

Demerits Some scenes progressing rapidly without the recognition 
of their meanings

Sometimes forgetting the purpose of this lecture because 
the visual of scene was impactful

Difficult to pay attention to the actors’ conversation 
because of various sounds and special effects in the 
scenes

A little boring and unattractive while reading the script 
as nothing is different from the conventional lectures

Not easy to derive main themes as the script was 
summarized too much

Not giving any reality

Measures Allowing students to watch the video as many times 
as they want

Before lecture, encouraging students to pay attention 
not to vivid background scene but to the actors’ 
conversation

Before lecture, instructing students on the importance 
of making the learning objectives and how to organize 
them

Describing further details and troubles of the case in 
the script to give reality

Recommending that a student having an experience of 
any play or cinema will read aloud the script before 
individual reading

Allowing students to read the script as many times as 
they want

대한 자발적 자세를 보이는지, 셋째, 의료 전문직업성에서 지

식을 제외한 문제점들을 인식하거나 혹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지의 3가지 측면으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

별 토론내용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4. 통계 분석

  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비교하고, 모듈 내용과 유형(비

디오, 기술문서)에 따른 주제어, 학습 목표 설정 수준 및 교육 

모형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분석하기 위해 t-test 혹은 

X2-test를 시행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은 p<0.05 수준에서 측

정하였으며, SPSS/PC version 18.0 (SPSS Inc., Chicago, 

USA)을 사용하였다.

결과

1. 선정된 드라마 내용과 예비 연구 결과

  전술한 기준을 만족하면서 7가지 의료 전문직업성 요소를 

충분히 담고 있는 내용들로 병원 밖에서의 상황 1개와 병원 

내에서의 상황 2개가 선정되었다. 이들 3가지 내용들을 연구

자 전원이 검토하여 극의 내용이 전술한 의료 전문직업성 요소

들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2가지 상황을 최종적으로 선

정하여 각각의 모듈로 개발하였다(Table 1). 첫 번째 모듈은 

‘우연히 목격하게 된 교통사고’ 상황으로 병원 밖에서 근무중이 

아닌 의료인 입장에서 접한 상황이다. 줄거리는 면허증을 가진 

의료인과 의과대학 재학중인 4학년 학생이 도로 일각에서 차

량 추돌사고 현장을 목격하게 되고, 119가 도착하기 전에 응급

구조와 처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민하는 내용으로 응급

환자에 대한 초기 구조와 처치가 만약 잘못되었을 경우 생기는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담고 있다. 두 번째 모듈은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와 보호자가 진료를 거부’하는 상황으로 병원 내

에서 근무중인 의료인이 처한 상황이다. 줄거리는 여자 환자가 

넘어지면서 복부를 부딪친 뒤로 배가 아프다고 호소하며 병원

에 왔는데, 보호자가 진료에 매우 비협조적이며 오히려 진료를 

방해한다. 결국 CT검사 후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보자는 병원

의 권유를 무시하고, 자의 퇴원서를 쓰고 귀가하게 되는 내용

이다. 선정된 의료 상황 중 첫 번째 모듈(우연히 목격하게 된 

교통사고)을 이용하여 예비 연구를 시행하였으며, 얻어진 결

과를 바탕으로 보완대책을 수립하였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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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tudents’ Development of Learning Objective according to Module Content, Type, and Their Major

Item
Module content Module type Students’ major

Module I Module II p-valuea) Video
(n=60)

Paper
(n=56)

p-value
Medicine
(n=47)

Nursing
(n=69)

p-value

SH  4.53±1.54  7.87±2.45 0.000  6.11±1.54  6.30±1.52 0.493  6.85±1.39  5.80±1.50 0.000
LO  2.71±1.19  4.80±1.78 0.000  3.83±1.03  3.68±1.17 0.475  4.25±1.02  3.42±1.02 0.000
FLP  2.94±1.44  2.58±2.30 0.046  2.68±1.89  2.85±1.37 0.576  4.15±1.41  1.81±1.02 0.000
Sum 10.18±3.16 15.25±4.61 0.000 12.61±3.42 12.83±2.91 0.708 15.25±2.43 10.99±2.35 0.000

Score was presented by mean±standard deviation, p-value was calculated by t-test.
Module I: If you witness a car crash while off duty, Module II: When a patient refuses the medical instruction, SH: Subject heading, 
LO: Learning objective, FLP: Further learning plan, Sum: Summation of SH, LO, and FLP.
a)p-value was calculated by paired t-test.

2.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22.57±3.62세이며, 최소 18

세부터 최대 35세의 연령 분포를 나타내었다. 전공은 의학이 

40.5% (47명), 간호학이 59.5% (69명)로 조사되었으며, 여학

생이 전체의 69.8% (81명), 남학생이 30.2% (35명)를 차지하

였다. 해당 학년 혹은 학기에 이수한 전 교과목의 평점 평균의 

전체 학생 평균은 3.38±0.53 (range, 1.97~4.47)이었다.

  모듈 유형에 따라 비디오군은 51.7% (60명), 기술문서군은 

48.3% (56명)로 구성되었으며, 비디오군과 기술문서군 간의 

동질성을 검증한 결과, 연령(p=0.535), 전공(p=0.708), 성별

(p=0.790), 그리고 취득 학점(p=0.752)에 있어 동질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3. 학생들이 설정한 주제어, 학습 목표 및 향후 학습 

과제 선정 수준

  모듈 내용과 학생들의 전공 그리고 모듈 유형에 따라 교수들

과 학생들이 도출한 주제어 및 학습 목표 설정의 일치 정도를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Table 3). 먼저, 모듈 내

용에 따라 비교한 경우 교통사고 모듈에 비해 진료거부 모듈

에서 유의하게 많은 수의 주제어(4.53±1.54, 7.87±2.45, 

p=0.000)와 학습 목표(2.71±1.19, 4.80±1.78, p=0.000)가 

도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학습 과제는 진료거부 모

듈보다 교통사고 모듈에서 더 많이 선정되었다(2.58±2.30, 

2.94±1.44, p=0.046). 둘째로 학생들의 전공에 따른 차이를 

비교한 결과 의학과 학생들이 간호학과 학생들에 비해 주제

어, 학습 목표, 그리고 향후 학습 과제 선정 개수 모두 유의하

게 높았다(all p=0.000).

  다음으로 모듈 유형에 따른 분석 결과를 보면 주제어는 비

디오군의 경우 평균 6.11±1.54개(58.19%, full 10.5), 기술문

서군은 평균 6.30±1.52개(60.00%, full 10.5)가 일치하여, 두 

집단 모두 60% 정도의 주제어 설정능력으로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0.493). 학습 목표는 비디오군은 평균 

3.83±1.03개(38%, full 10), 기술문서군은 평균 3.68±1.17

개(36.8%, full 10)의 학습 목표가 일치하여, 역시 제시 유형

에 따른 차이는 측정되지 않았다(p=0.475). 향후 학습 과제 

선정에 있어서도 비디오군은 평균 2.68±1.89개, 기술문서군

은 평균 2.85±1.37개를 기술하여, 역시 집단에 따른 통계적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p=0.576). 마지막으로 모듈 유형에 

따른 차이를 연구 참여자들의 전공과 모듈 내용에 따라 구분

하여 분석한 결과, 의학과 학생들은 교통사고 모듈과 진료거

부 모듈 모두에서 비디오군과 기술문서군 간에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으나, 간호학과 학생들의 경우 교통사고 모듈

에서 비디오군이 기술문서군에 비해 더 많은 수의 주제어를 

도출하였고(4.64±1.52, 3.91±1.31, p=0.037), 그 외의 경우

는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4. 모듈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모듈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전술한 바와 같이 3가지 측면

에서 분석하여 각각의 항목에 적합하다고 판정한 학생기술의 

예를 2가지 모듈별로 정리하여 Appendix 1, 2에 첨부하였다. 

전반적으로 모듈 내용과 유형 그리고 전공별로 평균 91.7%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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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udents’ Responses according to Module Content, Type, and Their Major

a)p-value was calculated by X2-test between pattern ratio, b)p-value was calculated by X2-test between each pattern.

학생들이 교육 모형이 흥미로웠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평균 

55.3%의 학생들이 의료 전문직업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

였다. 학생들의 반응을 세분화하여 관찰한 결과, 주제에 대한 

관심과 흥미만을 기술한 경우가 평균 35.5%, 흥미와 함께 의

료 전문직업성 중 지식의 중요성을 느끼고 자발적인 학습 의

지를 보이는 경우가 평균 17.2%, 흥미와 함께 지식을 제외한 

문제점들을 인식하거나 또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가 평균 

26.2%, 흥미와 함께 지식적인 측면과 지식외적인 문제점들을 

모두 언급한 경우는 평균 11.9%로 교육 모형에 대해 흥미를 

느낀 학생들 중에서 지식보다 지식을 제외한 측면의 문제점

과 중요성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

  모듈 내용과 유형 그리고 전공별로 분석한 학생들의 반응은 

Fig. 1과 같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교통사고 모

듈과 비디오 유형에서는 지식적인 측면이, 진료거부 모듈과 

기술문서 유형에서는 지식외적인 측면에 대한 언급이 빈번하

였다. 전공별 비교에서는 학생들의 반응 비율에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p=0.03). 교육 모형에 전혀 흥미를 보이지 않은 경

우는 의학과가 유의하게 많았고(p=0.03), 주제에 대한 관심과 

흥미만을 기술한 경우는 간호학과가 빈번하며, 흥미와 함께 

지식적인 측면과 지식외적인 문제점들을 모두 언급한 경우는 

간호학과에 비해 의학과가 유의하게 많았다(p=0.03).

고찰

  본 연구는 최근 보건의료인 양성 과정에 있어 가장 큰 관심

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의료인의 전문직업성 교육에 있어 의학 

드라마가 학생들로 하여금 관련 주제들에 대한 관심을 유발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최근 전자패드 및 

스마트폰의 보급이 일반화됨에 따라, 언제, 어디서든지 TV 

드라마를 시청하는 것이 가능하고, 시청자들에게 인기를 끄

는 드라마들 중에서 의료인이나 임상 현장을 주제로 한 작품

들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의학적 사실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조망하며,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배경 하에 본 연구자들은 의학 드라마가 의료 전문직업성 교

육과 관련하여 활용할 수 있는 소재가 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

고자 하였다.

  소정의 과정을 거쳐 선정된 교육용 드라마 상황은 교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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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와 진료거부 상황 2가지이며, 각 모듈별로 연구자들이 논의

를 거쳐 설정한 학습 목표들은 먼저, 교통사고 상황의 경우 안

전운전 원칙, 구조와 응급처치의 전문성과 원칙, 119 구조대

의 역할과 사회적 책무, 전복된 차량 내 환자의 처치, 의식 저

하 환자의 처치, 심폐소생술의 주체와 방법, 의료인의 윤리, 

선의의 처치 결과에 대한 면책,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의료인의 

태도였고, 두 번째 진료거부 상황의 경우 복부 외상, 장 천공 

소견, 압통과 반발압통의 의미, 복부 컴퓨터단층촬영의 적응

증, 비협조적인 환자와 보호자를 다루는 방법, 자의 퇴원서의 

의미와 법적인 효력, 의료인의 설명의무, 의료인의 주의의무, 

의료인의 권리, 환자의 권리와 의무, 의료 과실에 대한 학습이

었다. 교육 모형의 내용에 따른 분석에서 교통사고 모듈에 비

해 진료거부 모듈에서 학생들이 유의하게 많은 수의 주제어

와 학습 목표를 도출하였고, 향후 학습 과제는 진료거부 모듈

보다 교통사고 모듈에서 더 많이 선정된 결과를 통해 2가지 

모듈이 학생들에게 각각 다른 측면들을 자극했다고 볼 수 있

겠다. 교통사고 상황은 의료인의 사회적 책무라는 다소 무거

운 주제로 인해 추후 고민할 부분이 많았고, 진료거부 상황은 

환자 및 보호자와 의료인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설명 및 주

의의무, 어려운 환자의 면담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학

생들의 관심이 표출된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주어진 상황

들로부터 학생들이 설정한 향후 학습과제들 중 타당하고 현

실성이 있다고 평가된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교통사고 모듈

에서는 ‘교통사고에 의한 외상의 종류, 치료, 예후 등에 대해 

관련 증례를 찾아보겠다’, ‘즉각적 응급처치와 지연된 응급처

치 시의 환자의 예후에 대한 통계자료를 조사해보겠다’, ‘선의

의 진료 결과에 대한 면책과 관계된 사례나 판례 등을 조사해

보겠다’, ‘외상학, 응급의학의 역할과 진료 및 업무 범위에 대

해 조사해보아야 하겠다’, ‘동시에 여러 명의 환자가 발생했을 

때 진료 우선순위를 정하는 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학습해야

겠다’ 등이었으며, 진료거부 모듈에서는 ‘보호자가 급하게 서

두를 때 설득하는 대화기법을 연마해야겠다’, ‘응급실 환자의 

특성과 외래 환자와의 차이점에 대해 조사를 해야겠다’, ‘환자

와 보호자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수용하고 원활한 진찰을 위

해 상대방의 상황에서 생각해보는 법을 연마해야겠다’, ‘치료

적 의사소통과 공감의 중요성에 대해 학습하고 실제로 행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겠다’, ‘환자와 보호자가 난폭하게 굴 경우 

의사를 보호하는 수단이 있는지를 조사해야겠다’ 등이었다.

  국외 연구 중 동일한 질문지를 바탕으로 의학과 및 간호학

과 학생들의 TV 시청 습관을 조사한 2가지 연구에서 모두 

TV 의학 드라마의 시청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14,15]. 의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의학 드라마

들 속에 묘사된 생의학적 윤리 관련 주제들 중 참여한 학생들

의 기억에 남는 것으로 빈도가 높은 것은 ‘의료 과실(97%)’, 

‘사망과 말기 환자(95%)’, ‘직업상의 위법행위(92%)’ 등이었

고, TV 의학 드라마들을 통해 생각해볼 수 있었던 의학 전문

직업성 요소들을 조사한 결과 ‘보살핌과 연민(86%)’, ‘이타심

과 성실함(83%)’, ‘존경심과 책임감(82%)’의 순서로 빈도가 높

은 것으로 보고되었다[15]. 본 연구 결과와 비교해볼 때 의료 

과실, 직업상의 위법행위, 보살핌과 연민 등의 내용을 담고 있

는 진료거부 모듈에서 학생들이 유의하게 많은 수의 주제어

와 학습 목표를 도출하였고, 학생들의 반응에서도 지식외적

인 측면에 대한 언급이 빈번하였다는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겠다.

  학생들과 교수들이 도출한 주제어가 58.2%~60.0% 일치한 

결과로부터 학생들이 의료 전문직업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

록 하고자 했던 초기 목적에 부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학습 목표의 일치 정도가 36.8%~38.0%인 것은 학생들마다 

자신의 능력과 수준에 따라 스스로 설정한 학습 목표가 차이

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학생들

의 자발적인 학습 목표 설정의 취지에 맞는 결과라고 생각된

다. 모듈의 제시 유형에 있어서는 교통사고 모듈에서 간호학

과 학생들이 선정한 주제어 개수를 제외하면, 시청각자료가 

학생들에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연구자들의 초기 생각과 

달리 유형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학

생들의 전공에 따른 차이를 비교한 결과, 의학과 학생들이 간

호학과 학생들에 비해 주제어, 학습 목표, 그리고 추후 학습 

과제 선정에 있어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모듈의 

내용이 의사가 주로 시나리오를 이끌어나갔다는 점과 관계가 

있다고 보이며, 향후 학생들의 전공에 따라 다른 소재를 사용

해야 할 근거로 생각된다.

  교육 모형에 대해 학생들이 느낀 점을 분석한 결과, 평균 

91.7%의 학생들이 교육 모형이 흥미로웠다는 반응을 보였으

며, 평균 55.3%의 학생들이 의료 전문직업성과 관련된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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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다. 학생들이 기술한 내용을 보면 ‘나도 같은 상황에 

처했더라면 어떠했을까’라는 기술이 상당히 많았으며, 또한 

다수의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설명해주기 위해 의사소통기술

을 연마해야겠다’고 의지를 밝혔고, ‘보호자의 위협적 태도 때

문에 소극적 진료를 하지 말자’는 가치관을 논한 학생들도 다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교육 모형이 학생들의 내면적

인 부분을 자극하고 자기 성찰을 유도했다고 볼 수 있고, 의학 

드라마를 의료 전문직업성 교육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이나,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일개교의 의학과 및 간호학과 학생

들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본 연구 결과를 전체 의과대

학생 및 간호대학생들에게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연

구자들은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관심과 자기성찰을 통하여 

앞으로 가지게 될 본인들의 직업에 대한 가치관을 스스로 정

립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학 드라마를 수업에 이용하

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드라마 소재

로부터 의료 전문직업성에 대해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

과 모듈별로 교수들이 목적으로 한 주제와 학습 목표 및 학습 

과제들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찾아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되어 향후 다양한 측면에서 의료 전문직업성 관련 교육

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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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Examples of Response to Module ‘If You Witness a Car Crash While off Duty’

1. 
▪ .
▪ ? .
▪ . PBL

.
▪ .
▪ .

2.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Appendix 2. Examples of Response to Module ‘When a Patient Refuse the Medical Instruction’

1. 
▪ .
▪

.
▪ .
▪ , .
▪ , .
▪ .

2. 
▪ .
▪ CT free air .
▪ , .
▪ CT .
▪ free air .

3.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