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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rpose: The patient-centered attitude is an effort to understand patients themselves as well 

as their disease. The doctor-oriented approach has been shifting to one where patients and 

participate in the deciding of medical service. We performed this study to investigate the 

patient-centeredness and influencing variables associated with personality traits. 

  Methods: We recruited 94 medical students before their psychiatric clinical clerkship, and all 

subjects were assessed by a structured questionnaire including socio-demographic data,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MMPI), Meyers-Briggs type indicator (MBTI), the patient- 

practitioner Orientation Scale (PPOS), and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scale (AP), The AP and 

PPOS questionnaires were repeated  after the psychiatric clinical clerkship.

  Results: After the psychiatric clinical clerkship, the AP scores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before, and the PPOS significantly higher than before. The change in the AP scores were related 

to MBTI, correlated with MMPI subscales, however, inversely correlated with the changes in 

PPOS after the clinical clerkship. 

  Conclusion: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trait was related to, not only  the  personality trait 

including MBTI and MMPI subscales, but also to patient-centeredness in medica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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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면 두 사람 사이에 계가 

형성된다. 이것을 의사-환자의 계라고 한다. 모든 

인간 계가 그 듯이 이 계는 의사 쪽의 사정과 

환자 쪽의 형편, 진단명과 치료 방식에 따라서 달라

질 수 있으나 치료의 성패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사실이다. 계는 마음에서 이 지기 때문에 의사는 

환자를 할 때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잘 살피고,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공감 인 태

도가 필요하다 (이부 , 1995; Stewart, 1995; Belly 

et al, 2003). 

  지 까지의 의사 심의 계에서는 의사가 

으로 환자의 진료에 책임을 지고 환자를 조정하는 

치에 있었다. 새로운 환자 심의 계에서는 환자

는 자율 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자신의 진료에 여

하는 힘을 갖게 된다 (박일환, 1999; 이정권, 1999). 

  일 이 Emanuel et al. (1992)이 의사 환자의 계

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바 있다. 능동-수동형, 지

도 력형, 공동참여형, 우정형의 모델이 그것이다. 

통 인 가부장 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 능동-수

동형의 계가 요구되는 경우도 있는데, 노인환자이

거나 의식이 없거나 섬망 상태 등의 심한 질병을 앓

고 있는 경우가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다 (Irish et 

al, 1997; Charles et al, 1998; Guadagnoli & Ward, 

1998; Dowsett et al, 2000; Mead et al, 2000). 이에 

반하여, 환자자신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때 순응도가 

좋고, 후도 좋다는 보고들이 있다 (Greenfield et 

al, 1988; Henbest et al, 1990; Bass et al, 1986). 

를 들면, 73명의 환자를 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환자 심 인 면담 수가 높을수록 환자의 걱정이 

감소하고 자신의 증상이 충분히 논의되었고 의사가 

자신의 증상을 충분히 설명하 고 자신의 방문이유

를 의사가 잘 이해하고 있다고 환자가 인식하고 있

었고 (Henbest et al, 1990), Bass et al. (1986)이 272

명의 두통 환자를 1년 뒤 조사해본 결과 환자의 첫 

방문 때 자신의 증상을 충분히 의논할 기회가 있었

던 경우에 증상이 소실되었다는 보고도 있다. 

  환자 심의 진료의 실천은 통 인 의사환자

계에서는 환자에게 조정하는 인 것으로 보

던 의사의 권 는 한 단계 낮추고 환자로 하여  자

율성을 회복하고 력의 계를 형성하도록 한 단

계 높일 수 있는 변화를 보이고자 함이다. 의사환자

계에 내재된 의사의 통 인 우 성 때문에 이

게 이상 인 계에 회의를 보이는 경우도 있으

나, 주로 공동참여형의 모델로 진료의 형태가 변해

간다고 할 수 있다 (Emanuel et al, 1992; Little et al, 

2001). 

  이러한 변화를 의학교육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의사환자 계에 한 강의가 정신과학, 가

정의학 등을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환자 심의 

태도를 갖기 한 의과 학 임상실습의 필요성이 

실히 두되고 있는  시 에서 의과 학생들의 

성격 유형이 정신과학 임상 실습교육에 따른 환자

심의 진료태도 변화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자들이 평가한 바에 의하면, 의사환자 계에 

하여 의과 학생들을 상으로 권 주의 성격성향, 

MMPI, MBTI 등의 성격 인 요인까지 포함하여 환

자 심  태도를 조사한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이

에 본 연구에서 환자 심  태도에 향을 주는 여

러 성격 인 변인들을 조사하 는데, 성격성향이 다

른 개개인의 특성들을 평가하여 복합 인 인간의 

유형을 분류하고 이로부터 환자의사 계를 향상시

킬 수 있는 결합의 유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

각할 때 본 연구의 필요성이 실하다고 볼 수 있

다.

상  방법

가. 연구 상 

  연구 취지에 동의하는 정신과 임상실습 인 K

학교 의과 학생을 상으로 설문을 작성토록 하여 

총 94명이 설문을 완성하 다. 

나. 연구 방법 

  4주간의 정신과학 임상실습 내용은 정신과  면

담에 한 강의  실습, 정신과의 증례토론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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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정신치료에 참가, 노인성 치매  우울증환자에 

한 강의  실습 등이고 이 모든 참여에 한 실

습보고서가 제출되었다. 모든 강의  실습과정은 

환자 심 인 태도 하에서 이루어지도록 지도하

으며, 정신과  면담에 한 강의  실습에서 권

의식을 이기 한 노력을 장려하 고, 매일 실습 

후에 환자 심  태도와 권 주의에 련된  

리딩 등의 토론을 통하여 실습학생 자신이 인식하

지 못하는 의사 심 , 권 주의 인 면을 되돌아보

도록 피드백을 주었다.

  임상실습 에 인구학  자료, 다면  인성검사, 

한국  성격유형검사, 한국  권 주의 척도, 의사-

환자 지향성 척도로 구성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 다. 인성검사나 성격유형검사에 한 충분한 정

신과학  교육을 시행하 고 평가된 결과에 하여 

임상실습 학생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이론 으

로 지도하 다. 임상실습 후에는 한국  권 주의 

척도와 의사-환자 지향성 척도에 한 설문을 다시 

작성하도록 하 다. 

다. 도구 

1) 환자‐의사 지향성 척도 

  Krupat et al. (2000)이 환자 심 인 태도를 갖는

지 의사 심  는 질병 심  태도를 갖는지를 

평가하기 해 개발한 척도이다. 총 의 평균값이 

낮은 경우에는 의사 심  는 질병 심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고, 높은 경우에는 환자 심  태도

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이 척도에서 두 개의 

소척도를 추출하 다. 돌  소척도는 감정의 교류와 

좋은 인간 계가 진료에서 핵심 인 것이고, 의사는 

환자를 의학  상태보다는 인격체로 돌보아야 한

다는 신념을 반 한다. 공유 소척도 (sharing)는 의사

와 환자는 동일한 동등한 권한과 결정권이 있으며, 

의사는 가능한 많은 정보를 환자와 공유해야 한다

는 신념을 반 한다. 

2) 한국  권 주의 척도 

  민경환 (1989)이 개발한 척도로서 권 주의 인 

성향을 평가한다. 체 3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

고, 각 문항에 해서 얼마나 찬성하는지를 5  척

도로서 묻는다. 각 문항의 합이 높을수록 권 주의

인 성향을 나타낸다. 

3) 한국  성격유형검사 (MBTI) 

  성격유형검사 (MBTI)는 심리학자 융 (Jung, C.G.)

의 심리유형론을 바탕으로 마이어스 (Myers, I.B.)가 

오랜 세월 연구 개발한 성격유형선호지표이다 (Mc-

Caulley, 1973). 우리나라에서는 재 문화  차이를 

고려한 번역과정  엄격한 표 화과정을 거쳐 한

국  MBTI (김정택 외, 1995)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자들도 한국  MBTI 로 일을 이용하

다. 

4) 미네소타 다면  인성검사 (MMPI) 

  1942년 미국의 심리학자 (Hathaway, S.R.)  정

신과의사(McKinley, T.C.)에 의하여 개발된 검사로

서 566개의 일련의 진술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

개의 타당도, 10개의 임상척도로 구성되어있는 성격 

검사 도구이다 (김 술, 1994). 

라. 통계 

  인구학  특성에 따른 환자의사지향성 척도의 임

상실습 후 차이는 paired t-test를 시행하 고, 

MBTI의 4개 유형에 따른 환자의사지향성과 권 주

의 성격성향 정도는 independent t-test를 이용하

다. 4개의 유형에서 응되는 집단간의 통계  분석

은 Kolmogorov-Smirnov test를 시행하여, 모든 비교 

상군 모집단이 정규분포에 따르는 것이 확인되어 

t-test를 시행하 다. 권 주의 정도와 환자의사지향

성 척도의 상 , MMPI와 권 주의 정도의 상

계는 Pearson's correlation에 의해 분석되었다. 수집

된 모든 자료는 SPSS version 12.0으로 통계 처리되

었다.

결   과

가. 상군의 인구학  특성 

  상군의 평균연령은 26.83±3.28세 고 성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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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Total subject (N=94)

　

Age

M SD

26.83 3.28 

　 N %

Gender

  Male

  Female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Religion

  Christianity

  Catholicism

  Buddhism

  None

MBTI Tendency

  Introversion

  Extroversion

64 68.1

30 31.9

87 92.6

 7  7.4

38 40.4

10 10.6

 4  4.3

42 44.7

65 69.1 

29 30.9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MBTI: Meyers- 
Briggs type indicator

Table II. Comparison between Introversion and Extroversion among Subjects

　

Introversion

(N=65)

Extroversion

(N=29) 　

　 M SD M SD t p

Changes in

  PPOS

    Sharing 

    Caring 

  AP

0.07 0.53 0.11 0.40  -0.232 0.817 

 -0.03 0.56  -0.03  -0.47  0.034 0.980 

0.18 0.61 0.24 0.43  -0.442 0.660 

1.26 6.22 7.45   11.29  -1.921  0.037*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AP: Authoritarian personality, PPOS: Patient practitioner orientation scale, 
* p＜0.05

남자 64명 (68.1%),여자 30명 (31.9%)이었다. MBTI

에서 내향성 (introversion)으로 나타난 경우가 65명

(69.1%)이었고 외향성 (extroversion)을 보인 경우가 

29명 (30.5%)이었다 (Table I). 남녀간의 임상실습 실

습 후의 변화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나. 성격성향과 련된 특성 

  정신과 임상실습 후에 MBTI의 내향성과 외향

성 사이에 환자 심 태도를 의미하는 척도들이 의

미있는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내향성인 경우가 

외향성인 경우보다 권 주의 성격특성이 유의하게 

더 지속되었다 (t=-1.921, p=0.037) (Table II). 그러나 

직 형 (intuition)과 감각형 (sensing), 감정형 (feeling)

과 사고형(thinking), 인식형 (perceiving)과 단형(jud-

ging)에 따른 환자 심 태도나 권 주의 성격특성을 

나타내는 척도들의 정도 변화에서는 통계 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III, IV, V).

  권 주의 성격성향의 변화와 MMPI 소척도들 사

이에서 Pd (psychopathic deviation)척도와의 유의한 

상 계를 보여 Pd척도 수가 높은 상군의 경

우에 권 주의 성격성향이 지속되었다 (r=0.317, p= 

0.026) (Table VI). 

  정신과 임상실습 후에 PPOS의 돌  소척도에서 

유의하게 환자 심 이었으며 (t=-2.72, p=0.009) 

권 주의  성격경향은 유의하게 감소하 다 (t= 

3.20, p=0.002) (Table VII). 

  정신과 임상실습에 따른 권 주의  성격성향의 

변화와 환자 심  태도의 변화는 의미 있는 부  

상 계를 보 는데, PPOS 체 (r=-0.665,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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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II. Comparison between Intuition and Sensing among Subjects

Intuition (N=70) Sensing (N=24) 　 　

　 M SD M SD t p

Changes in

  PPOS 

    Sharing 

    Caring 

  AP

0.10 0.45 0.06 0.58  0.265 0.792 

 -0.03 0.51  -0.02 0.57  -0.057 0.954 

0.23 0.51 0.14 0.65  0.527 0.600 

2.67 7.90 6.27   11.90  -1.420 0.079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AP: Authoritarian personality, PPOS: Patient practitioner orientation scale, 

* p＜0.05

Table IV. Comparison between Judging and Perceiving among Subjects

　  Judging (N=58) Perceiving (N=36) 　 　

　  M SD M SD t p

Changes in

  PPOS 

    Sharing 

    Caring 

  AP

 0.13 0.45 0.03  0.53 0.703 0.485 

 0.01 0.52  -0.09  0.53 0.733 0.467 

 0.24 0.51 0.15  0.50 0.546 0.588 

 2.30 9.38 6.10 13.45  -1.225 0.083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AP: Authoritarian personality, PPOS: Patient practitioner orientation scale, 

* p＜0.05

0.000)와 돌 (r=-0.675, p=0.000), 공유 (r=-0.643, 

p=0.000)소척도의 변화 모두 권 주의  성격성향

의 변화와 의미 있는 부  상 계를 보 다

(Table VIII).

고   찰 

  환자의사 계와 이에 향을 주는 성격특성들을 

조사하여 객 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

어 용하기 용이한 설문들로 이루어진 환자의사지

향성 척도를 비롯한 다양한 척도들과 MMPI, MBTI

검사를 이용하여 의과 학생들의 환자 심  태도

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하 다. 이를 통하

여 나타난 결과들을 가지고 차례 로 평가해보기로 

한다. 

  첫째, MBTI에서 내향성과 외향성 사이에 권 주

의 인 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내향성의 경

우에 더 권 주의 인 태도를 보 다. 보통, 외향  

태도는 심을 외부세계의 사람이나 사물에다 쏟는

다고 하며 이러한 사람은 환경에다 향력을 행사

하고 외부세계의 요성을 확인하고 향력을 증

시키고 싶어한다고 한다. 부단히 외부환경의 자극을 

찾아 나서고 행동 지향 이고 때로는 충동 으로 

사람을 만나기를 좋아하며 솔직하고 말하기를 좋아

하며 사교성이 많다고 한다 (김정택 외, 1995; Mc-

Caulley, 1973). 반면, 내향 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외부세계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몰입한다고 하며 마

음속의 개념과 념을 분명히 하는데 심을 기울

이고, 일시 인 외부사건보다는 지속 인 개념을 더 

신뢰한다고 하며 사려 깊고 고독과 사색을 즐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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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VII. Differences between before and after Psychiatric Clerkship among Subjects 

　 Before 
psychiatric clerkship

 (N=94)

After 
psychiatric clerkship

 (N=94)

Changes 
after clerkship

 (N=94)

 t-test

　 　 　

　

PPOS (total)

  Sharing 

  Caring 

AP

M

 3.86 

 3.53 

 3.99 

95.78

SD

 0.46 

 0.56 

 0.48 

13.96

M

 3.78 

 3.56 

 4.20 

90.76

SD

 0.42 

 0.44 

 0.51 

11.96

M

0.85 

 -0.31 

 -0.21 

5.02

SD

0.48 

0.52 

0.45 

11.09

t

1.29 

 -0.44 

 -2.72 

3.20 

p

0.212

0.666

0.009*

0.002*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AP: Authoritarian personality, PPOS: Patient practitioner orientation scale, 

* p＜0.05

Table V. Comparison between Thinking and Feeling among Subjects 

Thinking Feeling

　 (N=61) (N=33) 　 　

　 M SD M SD t p

Changes in

  PPOS 

    Sharing 

    Caring 

  AP

0.07 0.44 0.10  0.55  -0.225 0.823 

 -0.48 0.81  -0.01  0.55  -0.299 0.766 

0.19 0.48 0.21  0.64  -0.113 0.910 

2.49   10.91 5.76 11.57  -1.202 0.098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AP: Authoritarian personality, PPOS: Patient practitioner orientation scale, 

* p＜0.05

Table VI. Correlation between Changes in AP and MMPI Subscales among Subjects

Changes in Authoritarian personality

MMPI Subscales Pearson Correlation (r) p-value

Hs           -0.268 0.063 

D 0.067 0.649 

Hy 0.119 0.415 

Pd  0.317* 0.026 

Mf 0.202 0.164 

Pa 0.272 0.082 

Pt 0.220 0.130 

Sc           -0.191 0.189 

Ma 0.010 0.944 

Si           -0.148 0.311 

AP: Authoritarian personality, MMPI: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r: Correlation coefficient,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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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VIII. Correlation between AP and PPOS Differences among Subjects 

　 Changes in AP (authoritarian personality)

　 Pearson correlation (r) p-value

PPOS differences (total) -0.665 **

      Caring

      Sharing

-0.675 **

-0.643 **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AP: Authoritarian personality, PPOS: Patient practitioner orientation scale, 

** p＜0.001

고 한다 (김정택 외, 1995; McCaulley, 1973). 민경환

(1989)이 개발한 권 주의척도의 에서도 내향

성과 외향성 사이에 권 주의 고-  집단간에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내향성의 경우가 더 

권 주의 인 성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외향 일수록 더 권 주의

이고 의사 심 일 것이라는 일반 인 생각과는 

다른- 결과라고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감각형-직

형, 사고형-감정형, 단형-인식형에 따른 환자

심  태도와 련된 척도들의 뿐만 아니라 권 주

의 성격성향과 련된 척도의 정도 변화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향후 MBTI의 4가지 특성

인 외향성-내향성, 감각형-직 형, 사고형-감정형, 

단형-인식형의 분류에 따라, 환자 심  태도나 

권 주의 성향성향과 련된 척도들이 정신과 임상

실습 후에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한 연구가 더

욱 심도있게 이루어진다면 각각 의과 학생들의 성

향에 맞는 임상실습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

로 본다. 

  둘째, 권 주의 성격성향의 변화와 MMPI 소척도 

 Pd (psychopathic deviaton) 사이에서 유의한 부  

상 계를 보여 Pd 수가 높을수록 권 주의 성

향이 변화되기 어려웠다. Pd 소척도의 경우, 학생

들 다른 연령에 비하여 그 수가 높게 나오는 경향

이 있긴 하나 (김 술, 1994), 일반 으로 수가 높

을수록 분노감, 충동성, 개심이 많고, 타인에 한 

배려보다는 자기본 이고 과시 인 면을 보인다

고 하는데 (Kunce & Anderson, 1976) 이는 민경환

(1989)이 권 주의 일수록 분노, 오, 경멸, 경쟁

심, 우월감이 유의하게 높다고 한 것과 일맥상통하

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정신과 임상실습 후에 PPOS의 돌  소척도

에서 유의하게 환자 심 으로 변화하여 정신과 

임상실습에서 경험이 환자 심 인 태도에 부분

으로 기여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상군의 권 주의

인 경향이 환자 심  태도와 부 인 상 계를 

보 다. 임상실습 후의 체 PPOS와 돌  소척도, 

공유 소척도 모두 권 주의  성격과 의미있는 부

 상 계를 보 다. 이런 결과는 환자 심  태

도를 견지하는 정신과  면담에 한 강의  실습, 

환자에 한 권 의식을 이기 한 임상실습 과

정에서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 권 주의 성격성향이 

유의하게 감소하고 환자 심  태도가 유의하게 증

가되었는데, 권 주의 성격성향과 환자 심  태도

가 상 계를 맺으며 개선되는 결과를 보인 것으

로 평가할 수 있다. 권 주의 성격성향에 한 직

인 여 없이 환자 심  태도를 견지하는 정신

과  면담에 한 강의  실습만으로도 권 주의 

성격성향이 유의하게 변화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측할 수도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민경환 (1989)이 개발한 한국  권 주의 척도의 

에서 보면, 권 주의 인 성격은 사회  편견이 

강한 병리  측면이 있고 권 주의 인 사람들은 

자기정체의 자유로운 구조화의 능력이 형성되지 못

한 사람들로서 사회통념 인 집단구분 속에 자기와 

타인을 고착시키는 병리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이들은 보수 인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의사

심 이거나 질병 심 이라고 할 수 있고,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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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을 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을 갖고 있

다고 생각할 수 있다 (민경환, 1989). 편견이 형성된 

뒤에 교정하는 것보다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운 성격

을 지닌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보다 근본 이고 

효과 인 책임을 생각할 때 진료하기 의 의과

학 시 에 임상실습을 통하여 환자 심 인 태도

를 견지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민경

환, 1989; 최창진 외, 2004; Izzett, 1971). 

  결론 으로 의과 학생들의 권 주의 인 성격은 

환자 심  태도와 상 이 있고 임상실습학생들의 

성격을 나타내는 MMPI나 MBTI의 일부 척도들과

도 연 이 있으며 이런 다양한 변인들이 환자 심

인 태도와 련이 될 수 있다는 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의과 학생들에 한 개인 인 인격성

향의 분류인 내향성, 외향성에 한 평가와 심리학

인 개인차의 특성을 측정하는 도구인 심리검사 

등을 동시에 평가하여 복합 인 인간의 유형을 정

확히 분류하고, 분류된 유형들로 환자의사 계를 향

상시킬 수 있는 결합의 유형을 제시하여 환자에 

한 서비스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의 연구가 지속

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상황에 따라서는 환자들은 치료방법의 결정에 

극 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으

나 (Deber, 1994; Deber, 1996), 부분의 환자들이 

의사소통, 동반자  계, 건강의 증진의 측면에서 

환자 심 인 태도를 취해주길 바라고 있다 (Little 

et al, 2001). 한, 다양한 성격 성향을 지닌 의과

학생들이 다양한 양상으로 환자에게 근할 것이어

서 이에 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이정표로서의 체

계 이고 효과 인 의과 학 임상실습이 요구되며 

이를 내면화하여 다양한 의료상황에서 기본 으로

는 환자 심 인 태도를 견지하려고 노력한다면 향

후에 의사로서 한 층 더 발 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덧붙여, 본 연구의 제한 이 있는데, 첫째, 부분

으로 외국에서 개발된 설문을 번역하여 사용하여서 

우리나라의 상황과 다를 수도 있다는 이다. 둘째, 

상군의 수가 고 남학생 심으로 이루어져 있

어서 결과를 해석하는데 신 을 기해야 한다는 

을 들 수가 있다. 셋째, 정신과 임상실습 인 학생들

만을 상으로 설문을 작성하 다는 이다. 넷째, 

권 주의 성격성향이 쉽게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님

에도 불구하고, 본 자들이 4주 동안의 정신과 임

상실습의 효과를 미리 측하며 학생들에게 암시

으로 이끌었을 가능성 한 완 히 배제하기 어렵

다는 이다. 따라서 더욱 많은 남녀 의과 학 임상

실습학생 상군을 선정하여 성격성향을 자세히 평

가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1～2년간의 체 임상실습

기간을 통한 연구, 평가로 체에 성격성향과 환자

심 태도의 계를 일반화시킬 수 있는 결과를 얻

어내는 일이 실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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