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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e purpose of this study w as to explore the differentiation of common personality profiles an

defense mechanisms betw een medicine and surgery specialist groups . T he authors evaluated

defense mechanisms of the specialist by using Ewha Defense Mechanisms T est .

T he authors compared the defense mechanisms betw een tw o groups (medicine and surge

specialist groups) who are employed Soonchunhyang university hospital at 2000.

Fir st , T 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mean scores of the defense mechanisms ratings . F

the surgery groups , projection and show - off w 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in the medicine gro

and for the medicine groups , altruism w as significantly higher than surgery groups . Secon

Compared of maturity level between two groups , the medicine group used mature defens

significantly . T hird, We compared of major defense mechanisms betw een tw o groups . Surge

groups used show - off as a major defense mechanisms in significantly higher frequency than

medicine groups .

T his results w ere reflect that surgery group have property of apprentice system and dramati

therapeutic approach. T he results seem to be useful in understanding specialist ' s optimal charac

for specific specialit ies that w ere selected by evaluating the differences of the common

characteristics and coping mechanisms of each specialty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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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의사들이 특정 전문과목을 선호하는 것과 그들의

심리학적 유형간에는 어떤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심리적 동기에 관한 연구1 5 ,2 5 ∼ 2 7 ,3 1나 성격

특성에 관한 연구1 3 ,2 9 ,3 2 ,3 3 ,3 9 등 많은 연구가 있었다.

이들 연구에 의하면 내과계를 선택한 사람과 외과

계를 선택한 사람들에서 심리적인 특성이나 성격적

인 특성에서 대부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내과는

다방면을 함께 고려해 결정을 내리는 편이고, 외과

는 지배적이고 거만하며 적극적인 면이 있다고 보

고하였고,1 3 또 다른 연구에서는 사람을 좋아하여 가

깝게 지내는 의대생들은 내과, 산부인과, 정신과, 소

아과를 택했는데, 이들은 모성적이고 친근감이 있고

자주적인 심리특성이 있다고 하였다.3 9 전공의를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외과계는 내과, 정신과 등의

내과계에 비해 공격적이고 강인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현실적, 남성적이며 엄격하고 비판적 성향이 있

고, 내과계, 소규모외과계 (minor surgical departme

에 비해 선도, 충동성요인이 높아 지도성과 충동성

이 많은 성격유형을 가진다고 하였으며, 내과계는

다른 계열에 비해 특이할만한 특징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5

이에 우리는 이전의 연구3 ,6에서 특정 전문과목의

선택에 있어서 내과계와 외과계열을 선택하는 의과

대학생3과 전공의의6 자아방어기제 특징을 살펴보았

었다.

자아방어기제란 정신구조내의 내면적 갈등이나

외부환경의 요구와 자아 사이에서 벌어지는 외부적

갈등에 의해서 불안이 야기될 때, 이러한 불안을 완

화시키기 위해 자아가 사용하는 방책이며,1 7 자아방

어기제는 성격유형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성격형성

의 기초로써 작용한다는 초기정신분석 연구들 이후

로,5 ,6 ,1 6 ,1 8
장기 추적연구들은 개인의 주요방어기제

가 일관성 있게 유지되므로 일종의 성격유형의 한

행동표현이라고 제안하였다.2 6 ∼ 3 0 또한, Vaillant2 9는

자아방어기제가 성숙단계에 따라 변화되더라도 유

사한 성질을 지닌 자아방어기제의 범주 내에서 변

화하기 때문에 개인의 발달되어 가는 자아방어기제

의 종류가 성격유형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였다. 따

라서 성격유형과 자아방어기제는 밀접한 관계가 있

고, 자아방어기제 양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

다면 개인의 적응양식이나 성격유형의 규명과 함께,

집단 내 구성원의 개인차에도 불구하고 집단공유의

기본적 특성이나 집단내의 특유한 행동양식, 적응방

식 등을 규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자

아방어기제의 평가에서 주관적인 평가방법의 평가

자간의 신뢰도 문제 등의 단점으로 인해 객관적인

평가도구에 대한 요구가 있어왔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개인이 자신의 의식수준에서 지각

되는 자아방어기제의 파생물을 포착하여 직접 응답

하는 질문지법이 제기 되었다.8 이 이화방어기제1를

통하여 평가한 결과 의과대학생의 경우에는 향후

전문과목 선택에 있어 내, 외과계열을 선택하는 사

람들 사이의 자아방어기제 상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내과를 선택한 학생들에서는 자기애

적 방어기전에서 투사 왜곡이, 미숙한 방어기전에서

신체화, 행동화, 회피가, 신경증적 방어기전에서 전

치, 반동형성, 통제가, 성숙한 방어기전에서 승화,

이타주의에서 외과를 선택한 학생들보다 상대적으

로 높은 점수를 보였고, 외과를 선택한 학생들에서

는 자기애적 방어기전으로 부정이, 미숙한 방어기전

으로 허세, 합리화, 해리가, 성숙한 방어기전에서 억

제, 예견, 유머에서 내과를 선택한 학생들보다 상대

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3

전공의의 경우에는 내·외과계열을 선택한 전공

의들 사이의 자아방어기제의 평균점수에서 외과계

열을 선택한 전공의들은 미숙한 방어기제 중 동일

시가, 신경증적 방어기제에서는 허세가 각각 유의미

하게 높았다.6

이처럼 전문과목에 따른 심리적인 특성에 있어서

의과대학생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가

존재한다. 그러나 국내외에서 전문의를 대상으로

내·외과계열 별로 심리특성이나 성격특성을 연구

한 문헌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저자들은 전

문의를 대상으로 하여 이화방어기제검사
1를 사용하

여, 현재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의들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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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을 크게 내·외과 계열로 나눈 후 각 과에서 근

무하는 사람들 사이의 자아방어기제상의 차이가 있

는 지를 살펴봄으로써, 특정과를 전공하는 전문의들

의 공통적인 성격 특성이나 적응방식이 계열별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0년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에

서 근무하는 전문의 중 내과계열 (내과, 정신과, 피

부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30명과 외과계열 (일반외

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안

과, 비뇨기과) 전문의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각각의 계열에 속한 전문의는 내과계열의 경우 평

균연령은 43.2±6.17세였고 외과계열의 경우 평균연

령은 44.2±7.00세였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를 없애

기 위해 모두 남성으로 선택하였다.

표 1. Defense Mechanism Ratings Between Medicine and Surgery Groups

Medicine
(n=30)

Surgery
(n=30) p- value t - value

Mean±SD Mean±SD

N arc is s is tic defens e

projection*
denial
distortion

Imm ature defens e

identification
passive- aggression
somatization
acting- out
regression
avoidance

N eurotic defens e
displacement
show - off*
reaction- formation
controlling
rationalization
dissociation

M ature defens e

suppression
anticipation
sublimation
altruism*
humor

4.77±1.72
4.10±1.88
4.67±1.94

5.30±2.28
4.70±1.51
3.77±1.85
3.90±1.65
4.60±1.94
5.27±1.60

4.07±2.02
4.93±1.68
5.10±1.77
4.93±1.70
4.83±1.64
3.53±1.57

5.50±2.13
5.90±2.07
5.20±2.22
5.47±2.08
5.87±1.98

5.87±1.72
4.43±2.23
4.97±2.14

5.07±1.82
5.03±2.04
4.43±1.70
4.60±2.11
4.80±1.54
5.40±2.33

4.90±2.38
6.13±2.21
5.50±1.74
4.67±1.67
4.13±1.93
4.33±1.67

5.07±1.98
5.10±1.47
4.97±1.67
4.30±1.51
5.37±2.13

.016

.541

.571

.663

.475

.151

.158

.660

.797

.149

.021

.380

.542

.135

.061

.418

.090

.647

.016

.349

2.48
0.61
0.57

0.44
0.72
1.46
1.43
0.44
0.26

1.46
2.37
0.88
0.61
1.52
1.91

0.82
1.72
0.46
2.49
0.94

Statistical analysis by two- tailed test
SD : standard deviation,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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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방법

검사도구로는 객관적 질문지 형태의 방어기제 검

사인 이화방어기제검사1를 사용하였고, 채점은 이화

방어기제검사 상의 채점법을 근거로 연령과 성별을

고려하여 원 점수를 표준점수 10점으로 환산한 스

텐 점수로 채점하였다. 또한 20개의 방어기전을 성

숙단계에 따라 자기애적 방어기전 (narcissisti

defense mechanism), 미성숙 방어기전 (immatu

defense mechanism), 신경증적 방어기전 (neuro

defense mechanism), 그리고 성숙한 방어기전 (matu

defense mechanism)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Vaillant3 8 및 Kaplan2 4이 제안한 4가지 성숙단계 구

분을 근거로 하였고 이화방어기제검사1에선 기존

방어기제에 회피와 허세를 첨가하여 이들을 각각

미숙한 방어기전과 신경증적 방어기전에 포함 시켰

다. 이러한 성숙도에 따라 분류된 각 단계에 속한

방어기제들의 표준점수의 평균을 구해 두 집단의

방어기제의 성숙도 수준을 조사하였다. 또한 각각의

방어기제의 표준점수가 8점을 넘는 경우 피검자가

주로 사용하는 주요방어기제로 간주하고 그 빈도를

비교해 봄으로써 두 집단간의 차이를 찾고자 하였

다.

3. 자료분석 및 통계처리

두 집단 사이의 각각의 방어기제와 방어기제 성

숙도의 척도비교는 T w o- tailed- test로 처리하였고,

된 방어기제의 빈도 비교는 x 2검증을 이용하였으며,

SPSS 10.0을 이용하였다. 통계적 의의는 p<0.05

수준으로 하였다.

결 과

1. 각 방어기제의 비교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내·외과 계열의 전문의들

사이의 자아 방어기제의 평균점수에서 외과계열의

전문의들은 자기애적 방어기제인 투사 (projection

가 (p=0.016:df=58), 신경증적 방어기제에서는 허세

(show - off) (p=0.021:df=58)가 내과계에 비해 각각 유

의하게 높았고,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신경증적 방어

기전인 해리 (dissociation) (p=0.061:df=58)가 내과계

에 비해 평균에서 높은 경향을 나타났다. 내과계열의

전문의에서 성숙한 방어기제인 이타주의 (altruism

(p=0.016:df=58)가 외과계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내과계에서 성숙한 방어기제

인 예견 (anticipation) (p=0.090:df=58)이 외과계에 비

해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표 1).

2. 성숙도에 따른 방어기제의 비교

내과와 외과계열 두 집단의 방어기제의 성숙도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성숙도에 따라 4단계로 분류

된 각각의 방어기제의 표준점수를 평균한 후에 이

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외과계열에 비해 내과계열

표 2 . Defense Mechanism Ratings which Divided by Maturity Level Between Medicine and
Groups

Medicine
(n=30)

Surgery
(n =30) p- value t - value

Mean±SD Mean±SD

Narcissist ic defense
Immature defense
Neurotic defense
Mature defense*

4.51±1.39
4.59±1.17
4.57±0.85
5.59±1.18

5.09±1.59
4.89±1.20
4.94±0.94
4.96±0.95

.140

.331

.108

.027

1.50
0.98
1.63
2.27

statistical analysis by tw o- tailed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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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성숙한 방어기전 (p=0.027:df=58)을 유의하게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3. 주된 방어기제의 빈도비교

내과와 외과계열 두 집단사이의 주 방어기제의 빈

도를 비교하였다. 방어기제의 표준점수가 8점을 넘는

경우 피검자가 주로 사용하는 주요방어기제로 간주

하고 그 빈도를 비교해 봄으로써 두 집단간의 차이

를 찾고자 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방어기제의 빈

도에서는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신경

증적 방어기전인 허세 (show - off)가 외과계열에서 내

과계열에 비해 그 빈도가 유의하게 높았고 (p=0.034),

미숙한 방어기전인 회피 (avoidance)가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외과계열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어기제로

나타난 (p=0.096) 반면,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내과

계열에서 성숙한 방어기제 중 이타주의(altruism)를

주로 사용하는 경향 (p=0.069)을 나타내었다 (표 3).

고 찰

본 연구는 전문의를 취득하고 순천향대학병원에

서 근무중인 전문의들 중에서 전문과목에 따라

표 3 . Comparisons of Frequency of Major Defense Mechanisms Between M
and Surgery Groups

Medicine
(n=30)

Surgery
(n=30)

p- value

N arc is s is tic defens e

projection
denial
distortion

Imm ature defens e

identification
passive- aggression
somatization
acting- out
regression
avoidance

N eurotic defens e
displacement
show - off*
reaction- formation
controlling
rationalization
dissociation

M ature defens e

suppression
anticipation
sublimation
altruism
humor

1
2
2

6
1
0
1
3
2

1
1
1
1
2
0

6
8
3
6
9

5
3
4

2
3
1
3
2
7

4
7
5
3
1
1

3
0
1
1
6

.102

.655

.414

.157

.317
-

.317

.655

.096

.180

.034

.102

.317

.564
-

.317
-

.317

.059

.439

Statistical analysis by x 2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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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과계로 분류하고 두 계열 사이에서 자아 방

어기제의 차이를 통한 공통적인 성격특성이나 적응

방식간에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방어기제의 측정도구로 이화

방어기제 (Ewha Defense Mechanisms T est )1를 사

하였는데, 이는 환자 스스로 자신의 행동방식을 평

가함으로서 방어기제 유무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

검사는 질문지형 검사로 20개의 방어기제척도로 구

성되어 있으며, 각 방어기제마다 10개의 문항, 전체

적으로 20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을

읽고 피검사자 스스로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 감정,

태도가 문항 내용과 일치하는 지를 판단하여 1) 전

혀 아니다 2) 아니다. 3) 중간이다. 4) 그렇다. 5) 아

주 그렇다 등 5점 척도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다.

각 방어기제에 속하는 10개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

여 척도별 원점수를 계산하고, 이 점수를 타당도가

입증된 표준화된 규준표에서 표준 점수를 찾아 각

방어기제의 점수로 한다.2 이 검사는 한국의 전래속

담을 기초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한국인의 적응행동

과 방어행동을 평가하는데 적합하며, 검사자의 일상

행동과 검사결과를 가능한 일치시키기 위하여 문항

내용을 가치 중립적으로 함으로써 자신의 행동과

다르게 사회가 원하는 방향 (사회적 바람, social

desirability )으로 평가하는 모순을 줄이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투사 (projection), 부정 (denial), 왜곡

(distortion) 등의 자기애적 (narcissistic)단계, 동일

(identification), 수동공격 (passive- aggression), 신체

(somatization), 행동화 (acting- out ), 퇴행 (regress

등의 미성숙 (immature)단계, 전치 (displacement ),

세 (show - off), 반동형성 (reaction formation), 통

(controlling), 합리화 (rationalization), 해리 (diss

ation) 등의 신경증적 (neurotic)단계, 억제 (suppre

sion), 예견 (anticipation), 승화 (sublimation), 이타주

(altruism), 유머 (humor) 등의 성숙 (mature)단계

방어기제의 성숙도 수준에 따라 4단계로 나누었다.

상기의 이화방어기제검사
1를 이용하여 현재 전문

의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크게 내과와 외과계

열로 나눈 후, 전문의들간의 성격특성의 차이가 있

는지를 조사하여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내과계열과 외과계열 두 집단간에 방어

기제의 평균점수를 비교하였을 때, 외과계열에서 자

기애적 방어기제인 투사 (projection)가 유의미하게

높았고, 신경증적 방어기제에서 허세 (show - off)의

평균점수가 유의하게 높아 내과계열과는 다른 결과

를 보인 반면, 내과계에서는 외과계에 비해 성숙한

방어기전인 이타주의의 평균점수가 유의하게 높았

다. 또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성숙한 방어기제인

예견 (anticipation)은 내과군에서, 신경증적 방어기

제인 해리 (dissociation)는 외과군에서 평균점수가

높은 경향성을 보였다.

외과군에서 높게 사용한 방어기제 중 투사 (projec-

tion)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개인 감정이나 소망, 태

도, 성격특징이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닌, 다른 사람

에게 속한 것이라고 지각하게 된다. 즉 비난하거나

경멸할 만한 특징을 정작 개인 자신이 소유하고 있

음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 타인의 잘못이나 타인의

행동을 문제의 결정요인이라고 비난하는 경향성이

높아진다.1 또한 허세 (show - off)는 남 앞에서 겉으

로 과시하는 행동이나 태도에 관한 것이고, 실제의

자신보다 더 우월한 자아상을 겉으로 표현한다는

것이다. 즉 자신의 행동보다 과분한 행동목표를 결

정하고 이를 과시하는 경향성을 가진다.1 해리

(dissociation)는 감정적인 고통을 주는 인격부분이

해리에 의해 제거되고 개인의 통제를 벗어나 정상

적인 의식과 분리되어 독립적인 인격으로 기능한다.

즉 해리 (dissociation)의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경우

개인의 통제력을 벗어나 억압되어 있던 감정이나

인격의 일부 요소가 일시적인 행동화 과정 (acting

out )을 통하여 밖으로 표출된다고 볼 수 있다.1

내과군에서 높게 사용된 방어기제 중 이타주의

(altruism)는 다른 사람에 대한 건설적인 봉사를 통

하여 개인적인 만족감을 얻고 충족적인 경험을 간

접적으로 체험하게 된다. 그러나 이타주의 척도는

어떤 다른 척도보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으로

꾸며져 있기 때문에, 때로는 방어적인 태도나 남에

게 모범적으로 보이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동기에

의해 이 척도 점수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1 또한

예견 (anticipation)은 일상생활에서 신중한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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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린 다음 일을 처리해 나가고, 매사에 조심스럽게

대처하는 경향성이 강할 것이다. 이에 따라 충동적

인 결정에 따른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

러나 한편으로는 행동이 억제되는 경향성이 있고

지나치게 조심스런 태도 때문에 쉽게 현실에 접근

하지 못하고 현실을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회피해

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1

이전에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연구6와 비교해 보

면 전공의 외과계열은 내과계열에 비해서 미숙한

방어기제인 동일시 (identification)를 유의하게 많이

사용하였으나, 전문의 외과계열은 동일시의 방어기

제를 특징적으로 높게 사용하지는 않았다. 전공의에

서 높게 나타난 동일시는 외과의 수련과정에서 존

경하는 대상의 힘을 내면화하기 위해 그 대상의 특

징, 행동, 가치관을 모방하고, 공격자와의 동일시를

통하여 공격적 정서가 자신의 통제하에 있도록 함

으로써 두려움을 방어할 수 있게 되고, 도제의 양식

으로 함께 일하면서 수술에 동참하고 하나 하나의

기술을 터득해야만 하는 외과 수련과정에서 특징적

으로 나타나는 방어기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신

경증적 방어기제인 허세 (show - off)가 전문의와 전

공의에서 모두 유의하게 높게 평가된 것은 내과적

치료에 비해 화려하고 더욱 극적인 치료의 성격을

갖는 외과계열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외에도 이번 연구에서 외과계 전문의에서 유의

하게 높게 나타난 허세 (dissociation)와 투사 (proje

tion)는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 생활을 하면서 나타

나는 특징적인 방어기제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외과계열 전문의로서 생활하면서 주로 능동 - 수동형

(active- passive model)과 스승 - 학생형 (teacher - st

model)의 의사 환자관계를 맺으면서, 환자는 완전히

수동적인 상태이고 의사가 능동적으로 모든 것을

주도하는 관계와, 의사는 지배하고 지시하며 환자는

복종하고 따르는 관계를 지속하는
4 외과계열의 특

성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4단계의 성숙도에 따라 각 방어기제를 나눈

후, 그 평균점수를 비교하였을 때, 내과계는 외과계

에 비해 성숙한 방어기제를 유의하게 많이 사용하

는 경향이 있었다. 성숙한 방어기제에는 억제

(suppression), 예견 (anticipation), 승화

(sublimation), 이타주의 (altruism), 유머 (humor)

로, 이 중에서 이타주의 (altruism)는 특히 통계적인

의미를 갖는 차이를 보이고 있었고, 전공의를 대상

으로 한 이전의 연구
6에서는 외과계열이 내과계열

에 비해 신경증적 방어기제를 유의하게 많이 사용

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전공의와 전문의의 결과에서

차이를 나타내었다.

전문의들의 방어기제 점수가 8점 이상 나온 경우,

주된 방어기제로 간주하여 두 군 사이의 주된 방어

기제의 빈도를 비교한 결과, 외과계열이 내과계열에

비해 신경증적 방어기전에서 허세 (show - off)에서

유의하게 높은 빈도로 사용하였고, 미숙한 방어기제

에서 회피 (avoidance)가 높은 빈도로 사용하는 경향

을 보인 반면, 내과군에서는 외과군에 비해 성숙한

방어기전 중 이타주의 (altruism)를 주로 사용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이전에 의과대학생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연구
3 ,6와 비교해 보면 외과계열을 선택

한 의과대학생과 전공의, 전문의간에서 신경증적 방

어기제인 허세 (show - off)가 주된 방어기제로 사용

하는 것이 일치되어, 전공계열을 선택하는 성격특성

및 방어기제에서 의과대학생 및 전공의 사이에 연

관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난 30여년 간 의과대학생 및 전공의가 전공 선

택을 하는 요소, 또는 성격 특성들이 여러 가지 각

도에서 연구해왔다.3 0 Bruhn과 Parsons (1964)는 미

국 오클라호마주립대학 의대생 3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1 3는 외과의는 지배적이고 거만하다 ,

적극적이고 정력적이다 , 자기 위신만을 주로 찾는

다는 평을 했고, 대체적으로 약간 부정적 태도를

보였고, 내과의는 다방면을 함께 고려해 결정을 내

리는 분야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관점을 지녔다

고 평가하였다.4 전공을 선택하는 이러한 심층 심리

적 무의식적인 동기로 Menninger 2 8는 외과의란 인간

에게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 고통을 주고 몸의 일부

를 도려내는 데에 익숙한 사람이어서, 의학적, 무의

식적인 가학성을 사회가 용납해 주는 직업이라고

하였다. 이들은 신체를 찢는 환상과 반대로 신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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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게 다루고 싶은 욕망사이에 있는 사람들이고, 자

신의 가학충동에서 죄책감을 남보다 덜 느끼는 사

람들이라고 하였고, 언어적 표현보다는 손재주에 더

자신을 가진 사람들이라 하였다.

이외에도 많은 연구들에서 여러 관점과 전공과를

다른 방법으로 분류하여 의대생 또는 의사가 전공

선택을 하는 심리적 원인, 또는 성격 특성에 대해

기술한바 있다.9 ,1 1 ,1 2 ,1 4 - 1 7 ,2 2 ,2 3 ,2 5 이러한 연구들은 현재

전공을 선택해 그 과에서 진료활동을 하고 있는 전

문가의 특성에 적합한 성격을 밝혀내는데 유용한

자료들이 될 수 있겠고, 이를 토대로 의대생 또는

인턴이 자신의 성격특성에 맞게 과를 선택할 수도

있겠으며, 또한 전공하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있어서

는 자신들의 성격 특성을 알아 선택한 과에 보다 잘

적응하고, 자신의 능력을 훌륭히 발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고, 전문의들은 과별 특성에 따른 성격특

성을 파악함으로서 진료활동을 하는데, 내·외과계

열의 장단점을 상호 보완한다면 환자들과의 관계에

서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몇 가지 제한점으로 첫째, 전공선택과

목의 분류방법과 전문의들의 특성을 비교한 관점들

이 연구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외국의 연구와 그 결

과를 직접 비교하는데 있어서는 무리가 있을 수 있

었고, 둘째, 방어기제 검사만으로는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대변해 주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위의 결

과만으로 전문의들의 성격특성을 기술하고, 비교하

기엔 다소 무리가 있었다. 셋째, 진로선택에는 자아

방어기제 같은 개인적인 심리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사회적 요인도 중요한 요인이라 생각되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위의

요소들을 포함하여 향후 전문의를 대상으로 한 좀

더 다양한 연구 방법을 통해 보다 의미 있고 신뢰성

있는 결과를 기대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요 약

전공과의 선택에 있어 작용되는 많은 요인들 중

성격특성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화 방어기제검사를 통해서 첫째, 내·외과 계열

자아 방어기제의 평균점수에서 외과계열의 전문의

들은 자기애적 방어기제인 투사 (projection)와 신

경증적 방어기제에서는 허세 (show - off)가 각각 유

의미하게 높았고,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신경증적 방

어기전인 해리 (dissociation)가 내과계에 비해 높은

경향을 나타났다. 내과계열의 전문의들은 성숙한 방

어기제인 이타주의 (altruism)가 유의하게 높았고,

예견(anticipation)이 외과계에 비해 높은 경향을 나

타내었다. 둘째, 내과와 외과계열 두 집단의 방어기

제의 성숙도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성숙도에 따라 4

단계로 분류된 각각의 방어기제의 표준점수를 비교

한 결과, 내과계에서 외과계에 비해 성숙한 방어기

전의 평균이 유의하게 높았다. 셋째, 내과와 외과계

열 두 집단사이의 주 방어기제의 빈도를 비교하였

을 때, 신경증적 방어기전에서 허세 (show - off)가

외과군이 내과군에 비해 그 빈도가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고, 미숙한 방어기제인 회피

(avoidance)는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외과군에서 주

로 사용하는 경향을 나타낸 반면, 내과군에서 성숙

한 방어기제 중 이타주의 (altruism)을 주로 사용하

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외과계열에서 내과

계열에 비해 투사 (projection)와 허세 (show - off),

리 (dissociation)가 높고, 내과군에서 성숙한 방어기

제들이 높은 경향을 나타내는 것은 외과적 치료에

서 내과적 치료에 비하면 더 화려하고 극적인 치료

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한 외과의사의 환자관계

에서 능동 - 수동형 (active- passive model)과 스승

학생형 (teacher - student model)의 관계속에서 규정

는 역할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본래

특정과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성격특성을 반

영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이에 관해서는 좀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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