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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changing pattern of communication skills of medical students according
to length and methods of training.
Methods: We evaluated a 1-week communications training course in 2003, a 1-year course in 2004, and a 1-semester course 
in 2005 during development of our curriculum. We have conducted the 10-minute CPX on abdominal pain annually since 2002
to assess the clinical performance of medical students who have completed the 3rd year clerkship. We selected CPX videos
that were appropriate for assessment. One hundred sixty-four videos were available (1-week didactics: 42 cases, 1-week training:
28 cases, 1-semester training: 50 cases, 1-year training: 44 cases). We developed a 10-item global rating checklist to assess
communication skills. A 5-point Likert scale was used to evaluate each item (4-very likely, 0-least likely). Two expert standardized
patient (SP) raters evaluated the communication skills of students independently. We analyzed the outcomes based on the 
training length and methods. The reliability (G coefficient) was 0.825 with 2 SPs and 1 station.
Results: The communication skills of students improved with practice and longer training, especially with regard to opening
the interview, expressing empathy, understanding the patient's perspective, and preparing for the physical examination. 
Rapport-building, organization of the interview, understandable explanation, nonverbal communication, active listening and 
consideration during the physical examination was unchanged between durations of training. The scores for empathetic 
expression, active listening and understanding the patient’s perspective were low across all groups. 
Conclusion: We should concentrate our efforts to improve students' skills in empathetic expression, active listening and 
understanding the patient's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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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와 그들을 치료하는 사람들 간에 좋은 의사소통이 

중요함은 반론의 여지가 없다[1]. 훌륭한 의료 의사소통

은 환자의 만족도를 높여주고 치료의 순응도를 향상시킨

다[2]. 효과 없는 의사소통 기술은 의료사고 분쟁과 소송

과도 연관되어 있다[3]. 

  환자 의사 관계에서 가르치고 평가하여야 할 의사소통 

기술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제시되고 있는데[4], 이들

은 관계 형성, 면담 시작, 정보 수집, 환자의 관점 이해, 

정보 공유, 문제와 계획에 대한 일치, 면담 마무리라는 

진료 절차에 따라 경청, 공감, 체계적인 질문, 비언어적 

의사소통, 이해하기 쉬운 설명, 협상 등 의사소통의 본질

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5,6,7].

  의사소통 교육을 함에 있어 단기간의 집중 교육만으로 

또는 저절로 습득이 되는 기술이 있는 반면, 장기적인 교

육으로도 어려운 기술이 있을 수 있다. 훈련 기간과 의사

소통 기술의 습득 정도를 제시한 논문은 그리 많지 않다. 

Mukohara et al.[8]은 의과대학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일 간의 교육 후에 그 효과를 측정한 결과, 교육을 받은 

학생이 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보다 더 우수했던 항목은 

건강 문제가 삶에 미치는 영향 확인 항목 하나였으며, 그 

외 면담 시작, 적극적 청취나 비언어적 의사소통 등의 항

목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보고 하였다. Choi et al.[9]은 

진단학과 정신과학 수업시간에 환자 의사 관계에 대한 

강의를 수강하였고 1일간 의사소통 강의와 역할극으로 

피드백 받은 4학년 의대생들이 환자 중심적 항목 이외의 

면담은 대체로 잘 수행하는 반면, 환자 중심적 면담 항목

은 잘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보고하였다. Yedidia et 

al.[10]은 3학년 진료실습 1년 동안 의사소통 교육을 통

합적으로 시행한 후 평가한 결과 관계 형성, 체계적 면담

과 효과적인 시간 관리, 환자문제 평가, 협상과 의사결정 

공유 등의 기술에서 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보다 향상

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진료실습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

료실습 기간에 교육한 것으로, 진료실습을 하기 전에 교

육한 효과에 대한 연구가 아니며, 면담술 훈련 기간에 따

른 차이를 알기도 어렵다. 실습 중에 이루어진 것이기에 

의사소통 교육의 효과인지, 진료실습을 통해 경험을 쌓

으면서 저절로 성숙된 것인지 구분하기도 어려우며, 강

의나 토의, 실습 등 교수학습방법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

이는지에 대한 해답도 얻기 어렵다.

  단기간 또는 강의로 충분히 습득 가능한 의사소통기술

과 장기간 또는 토의나 실습이 꼭 필요한 항목이 구분된

다면 의사소통 교육은 그 기간과 방법을 달리하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본교는 진료실습 

전 의사소통 강좌를 몇 년에 걸쳐 시범적으로 시행하면

서 훈련기간과 교수학습방법을 달리하여왔으며 2002년 

이후 매년 3학년 1학기 말 진료수행평가를 시행하여 왔

다. 이에 저자들은 몇 년에 걸쳐 변화해온 본교의 의사소

통 교육의 효과를 진료수행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비교 

분석하여 진료실습 전 적절한 훈련 기간과 교수학습방

법, 그리고 진료실습 중에도 지속해서 훈련하여야 할 기

술이 무엇인지 판단해보고자 하였다.

  본교에서는 2004년과 2005년을 기점으로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의학 면담술 실습 시기와 기간이 변화되었다.

  2001년과 2002년에는 2학년 2학기 초에 1주일 동안 강

좌를 진행하였는데, 모두 강의식 수업으로만 이루어졌다. 

2003년에는 강좌의 시기와 기간은 같으나, 2번의 수업에

서 표준화환자 실습과 피드백을 병행하였다(Fig. 1). 

  2004년부터는 면담술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교육

과정과 내용, 평가 등에 대해 연구하면서 진행하였다. 

2004년에는 시범적으로 면담술 강좌를 2학년 1년 동안 

시행하였는데, 1년 강좌에서는 2003년 강좌에서의 수업 

주제에 성적 병력 청취, 어려운 면담, 불순응 환자와의 

협상 등의 고급 면담술을 추가하였고, 각각의 주제에 대

해 매 수업시간에 짧은 강의와 함께 역할 연기, 표준화환

자와의 실습과 피드백 등 다양한 실습 학습으로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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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mmunication course according to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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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에 덧붙여 표준화환자를 대상으로 병력청취와 

신체검사를 한 후 표준화환자에게 진단과 치료 계획을 

설명하는 총괄적인 실습도 9가지 흔한 증상에서 시행하

였다(Table 1). 9가지 흔한 증상은 발열, 발육 지연, 두

통, 흉통, 기침, 유방 멍울, 급성 복통, 질 출혈, 혈변 등

이었다. 학생들은 표준화환자를 만나 면담한 후 조별로 

토의를 거쳐 바람직한 면담 방안을 도출하였다. 

  2005년부터는 2학년 1학기에 한 학기 동안 면담술 강

좌가 있는 교육과정으로 개편되었다. 2004년과 마찬가

지로 매 수업은 다양한 실습 학습으로 진행하였다. 2004

년과 달랐던 점은 9가지 흔한 증상에서의 실습을 제외한 

것이다. 

  본교 진료실습은 3학년 1학기부터 시작되며 3학년 1

학기에 내과와 외과 실습을 모두 마치게 된다. 2002년부

터 2006년까지 매년 3학년 1학기 말 내과와 외과 실습을 

마치고 시행했던 진료수행평가 중 매년 비슷한 주 증상

이었고, 동영상 촬영이 되었던 사례를 선택하였다. 그 사

례의 주 증상은 급성 상복부 통증 1예로, 구체적인 병력

과 진단명은 매해 조금씩 바뀌었다. 사례의 시험 시간은 

10분이었는데, 학생에게 주어진 과제는 주 증상과 관련

된 병력을 청취하고 신체검사를 시행한 후 해야 할 검사

와 치료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라는 내용이었다.

  급성 상복부 통증의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동영상

은 총 264예였다. 이 중 시험 시작부터 끝까지 완전히 녹

화된 것을 골랐으며, 화면이 중간에 끊기거나 음성이 너

무 작아 채점하기 어려운 동영상은 배제하였다. 또한 유

급을 하여 시험을 2번 이상 시행하였던 학생들의 동영상

도 배제하였다. 동영상은 면담술을 1주일간 이론으로 학

습한 그룹, 1주일간 실습으로 학습한 그룹, 1년간 실습 

학습한 그룹, 그리고 1학기동안 실습 학습한 그룹 등 총 

4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총 164개의 동영상이 골라졌으며, 1주 이론 그룹이 42

예, 1주 실습 그룹이 28예, 1년 실습 그룹이 44예, 그리

고 1학기 실습 그룹이 50예였다. 

  동영상으로 녹화된 대상 학생 중 남학생은 110명

(67.1%), 여학생은 54명(32.9%)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5.8세(22~47세)였다. 그룹별로 남녀 비나 평균 연령의 

차이는 없었다.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2006년 여름에 면담

술 위원회 5인이 모여, 참고문헌과 그 동안의 경험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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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Contents and Standardized Patient Practice of the Communication Course According to Course Length

No. Course contents
1-week training 1-semester training 1-year training

Instruction SP practice Instruction SP practice Instruction SP practice

1 Basic communication skills ○ ○ ○

2 Patient-doctor relationship ○ ○ ○

3 Building rapport and nonverbal 
communication

○ ○ ○

4 Opening the discussion ○ ○ ○

5 Taking a chief compliant and present 
illness

○ ○ ○ ○ ○ ○

6 Taking a past medical, family, and 
social history

○ ○ ○ ○

7 Taking a pain history ○ ○ ○ ○

8 Taking a fever history ○ ○ ○ ○

9 Taking a diarrhea history ○ ○ ○ ○

10 Taking a review of system ○ ○

11 Physical examination attitude ○ ○ ○

12 Physical examination ○ ○ ○ ○ ○ ○

13 Medical recording ○ ○ ○

14 Patient education ○ ○ ○ ○

15 Communication with children ○ ○

16 Communication with patient's family ○ ○ ○ ○

17 Understanding the patient's emotions 
and response

○ ○

18 Delivering the bad news ○ ○ ○ ○

19 Students' attitude to the patient ○ ○

20 Taking a sexual history ○ ○

21 Difficult patient-doctor interaction ○ ○

22 Negotiation with noncompliant patient ○ ○

23 Clinical performance practice with 9 
common symptoms

○ ○

SP: Standardized patient

탕으로, 진료 절차에 따라 면담 시작, 정보 수집, 신체검

사 태도, 환자의 관점 이해, 정보 공유, 협상, 마무리 단

계로 나누어 면담 기술을 분류했다. 이 중 연구 대상 사

례를 평가하는데 핵심이 된다고 생각되는 의사소통 기술

을 선택하였다. 선택된 의사소통 기술은 면담 시작, 적극

적 경청, 공감 표현, 체계적인 면담, 환자의 관점 이해, 

이해하기 쉬운 설명, 관계 형성, 비언어적 의사소통, 신

체검사 전과 신체검사 중 환자 배려 등 총 10가지였다. 

면담술 위원들은 10가지 항목에 대한 세부 항목의 분류 

작업을 한 후 이 10가지 기술을 표준화환자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되도록 문장을 다듬었으며, 표준화환자 훈련자

가 다시 수정하였다. 10가지 기술은 모두 5점 척도(4: 매

우 그렇다, 3: 그렇다, 2: 보통이다, 1: 그렇지 않다, 0: 

전혀 그렇지 않다)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개발된 평가표를 가지고 2006년에 3학년 동영상을 보

면서 면담술 위원 4인이 독립적으로 채점하여 문항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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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esign study results of assessment of communication skills 
with 10 items

Number of raters

 Generalizability coeffick

Table 2. Generalizability Study Results of Assessment of Communication Skills with Two Standardized Patients with 10 Items in One Station

Effect Degrees of freedom Variance components %

Student 163 0.1241217 17.06

Item 9 0.0  0.00

Standardized patient 1 0.0  0.00

Student x item 1,467 0.0710077  9.76

Student x standardized patient 163 0.0043469  0.60

Item x standardized patient 9 0.1873697 25.75

Student x item x standardized patient 1,467 0.3407807 46.83

Total 3,279 0.7276270 100.00

가 기준을 1차 점검하고, 수정하였다. 표준화환자 15인

이 같은 동영상 20개를 채점하면서 토의를 거치며 평가 

문항과 평가 기준에 대해 2차 점검하고 수정 보완하였

다. 경력이 5년 이상 된 표준화환자 4인을 선택하여 평가

표와 평가 기준을 3차 점검하면서 수정 보완하였다. 표

준화환자들이 채점하게 된 최종 평가 항목과 관련된 세

부항목은 부록 1과 같다.

  최종 개발된 평가표를 사용하여 신뢰도 0.8 이상으로 

의사소통기술을 평가할 수 있을 표준화환자의 수를 

GENOV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D study를 하여 구하였

다. 1개의 사례에서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채점표를 

평가하면서 신뢰도를 0.8이상으로 얻기 위해서는 2명 이

상의 표준화환자가 필요하였다(Fig. 2).

  164개의 동영상은 년도와 학생을 구분할 수 없도록 하

기 위해 별도의 코드를 붙였다. 채점자로는 5년 이상 경

력의 표준화환자로, 면담술 실습에서 피드백을 지속해온 

경험자들 중에 4명을 선택하였다. 이들은 그동안의 진료

수행평가에서 의사소통 채점을 일관성 있게 표준화된 기

준에 따라 해왔던 경력자들이다. 

  모든 동영상을 2명의 표준화환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채점하도록 채점자를 배치하였다. GENOVA 프로그램

으로 분석한 평가의 신뢰도(일반화가능도계수)는 0.825

이었다. 표준화환자 간 분산 성분은 0.00으로 표준화환

자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2).

  총점이나 기술 항목별 점수는 두 표준화환자에 의해 

채점된 점수를 합산한 점수로 하였고 100점 만점으로 환

산하여 계산하였다. 점수의 평균은 80점 이상, 60점 이

상, 40점 이상, 40점 미만으로 나누어 학습 성취도를 분

석하였다. 남녀 간 또는 연령에 따른 의사소통 능력의 차

이는 그룹별로 보이지 않았기에 결과에서는 따로 분석하

지 않았다.

  1주 이론그룹과 1주 실습그룹 간의 총점과 항목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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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ean Score of Communication Skills by Group

Communication skills
1-week didactics 1-week training

1-semester 
training

1-year training

M SD M SD M SD M SD

Opening interview 26.19 19.17 55.35 17.00 77.66 23.95 70.45 19.64

Active listening 61.50 16.25 66.66 15.71 71.33 18.45 70.07 19.54

Organized interview 75.79 18.10 77.38 12.18 79.33 17.02 78.78 16.22

Understanding patient's perspective 35.31 16.94 29.16 12.52 58.00 23.62 50.00 22.15

Empathetic expression 56.34 13.24 67.26 15.37 70.00 18.44 69.69 19.44

Easy explanation 78.17 20.32 85.71 18.54 84.66 16.44 82.95 18.49

Nonverbal communication 69.44 19.79 81.54 19.94 85.33 17.70 83.71 19.18

Rapport building 75.79 16.54 79.16 18.49 84.33 15.93 80.30 20.73

Preparation for physical examination 66.26 20.65 67.85 17.52 77.33 19.56 85.60 20.52

Clinical courtesy during physical 
examination

61.90 14.39 69.64 14.38 74.00 20.24 78.40 19.21

Total 45.50  6.81 50.98  6.64 57.15  9.27 56.25  9.90

M: Mean score, SD: Standard deviation

수 차이는 독립표본 t 검정으로, 1주 실습그룹, 1학기 실

습그룹, 1년 실습그룹 간 총점 및 항목별 점수 차이는 분

산 분석하였다. 분산 분석에서 차이를 보이는 경우 

Schaffe 사후 검정을 하였다. 

  훈련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점수가 증가하는지를 보기 

위해 경향성 검정(p for trend)를 하였는데, 이는 분산 

분석 대비 검정 중 선형 결과를 이용하여 구하였다. 통계

는 SPSS version 12.0K (SPSS Inc., Chicago, IL, USA)

를 사용하였다.

  1) 1주 이론 그룹 점수

  총점의 평균은 45.50(±6.81)이었다. 80점 이상 점수

를 받은 항목은 없었다. 60점~79점까지인 항목은 총 7

개로, 이해하기 쉬운 설명(78.17±20.32), 관계 형성

(75.79±16.54), 체계적 면담(75.79±18.10), 비언어적 

의사소통(69.44±19.79), 신체검사 전 환자 배려(66.26

±20.65), 신체검사 중 환자 배려(61.90±14.39), 적극적 

경청(61.50±16.25)의 순이었다. 40점~59점까지인 항목

은 공감 표현(56.34±13.24)이었다. 환자의 관점 이해 항

목(35.31±16.94)과 면담 시작(26.19±19.17) 등 2개 항

목은 40점 미만이었다(Table 3).

  2) 1주 실습 그룹 점수

  총점의 평균은 50.98(±6.64)이었다. 이해하기 쉬운 설

명(85.71±18.54)과 비언어적 의사소통(81.54±19.94)의 

두 항목은 80점 이상이었다. 60점~79점 사이인 항목은 총 

6개로, 관계 형성(79.16±18.49), 체계적 면담(77.38± 

12.18), 신체검사 중 환자 배려(69.64±14.38), 신체검사 

전 환자 배려(67.85±17.52), 공감 표현(67.26 ±15.37), 

적극적 경청(66.66±15.71)의 순이었다. 40점~59점 사이 

항목은 면담 시작(55.35±17.00)이었다. 환자의 관점 이

해(29.16±12.52)는 40점 미만이었다(Table 3).

  3) 1학기 실습 그룹 점수

  총점의 평균은 57.15(±9.27)이었다. 이해하기 쉬운 설

명(84.66±16.44)과 비언어적 의사소통(85.33±17.70), 

관계 형성(84.33±15.93)의 세 항목은 80점 이상이었다. 

60점~79점 사이인 항목은 총 6개로, 체계적 면담(79.33

±17.02), 면담 시작(77.66±23.95), 신체검사 중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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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 Value for Trend According to Length of Training

Communication skills
p value for 

trend

Opening interview
Active listening
Organized interview
Understanding patient's perspective
Empathetic expression
Easy explanation
Nonverbal communication
Rapport building
Preparation for physical examination
Clinical courtesy during physical examination
Total

0.004
0.442
0.712
0.000
0.580
0.520
0.634
0.799
0.000 
0.055
0.009 

Fig. 3. Comparison of communication skills according to training methods

Totala)

Consideration during physical examination

Preparation for physical examination

Rapport building

Nonverbal communication

Easy explaining

Empathetic expressiona)

Undertstanding the patient's perspective

Organized interview

Active listening

Opening the interviewa)

1 week training

1 week didactics

a)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1-week didactics and 1-week training, p<0.05.

배려(74.00±20.24), 신체검사 전 환자 배려(77.33±

19.56), 적극적 경청(71.33±18.45), 공감 표현(70.00±

18.44)의 순이었다. 40점~59점 사이 항목은 환자의 관점 

이해(58.00±23.62)였다(Table 3). 

  4) 1년 실습 그룹 점수

  총점의 평균은 56.25(±9.90)이었다. 신체검사 전 환

자 배려(85.60±20.52), 비언어적 의사소통(83.71±

19.18)과 이해하기 쉬운 설명(82.95±16.44), 관계 형성

(80.30±20.73)의 네 항목은 80점 이상이었다. 60~79점 

사이인 항목은 총 5개로, 체계적 면담(78.78±16.22), 신

체검사 중 환자 배려(78.40±19.21), 면담 시작(70.45

±19.64), 적극적 경청(70.07±19.54), 공감 표현(69.69

±19.44)의 순이었다. 40점~59점 사이 항목은 환자의 관

점 이해(50.00±22.15)였다(Table 3). 

  1주 이론 그룹과 1주 실습 그룹의 점수를 비교하였을 

때, 총점, 면담 시작과 공감 표현 항목에서 그룹 간 차이

가 있었다(p<0.001). 총점의 평균, 면담 시작과 공감 표

현 점수는 모두 1주 이론그룹에 비해 1주 실습그룹에서 

높았다(Fig. 3).  

  1주, 1학기, 1년 실습의 점수를 비교하였을 때 차이를 

보인 항목은 총점 평균, 면담 시작, 환자의 관점 이해, 신

체검사 전 환자 배려 등의 항목이었다. 분산 분석 대비 

검정 중 선형 결과에서도 총점 평균(p for trend=0.009), 

면담 시작(p for trend=0.004), 환자의 관점 이해(p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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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arison of communication skills according to length of training

1 year trainingTotala)

Consideration during physical examination

Preparation for physical examinationb)

Rapport building

Nonverbal communication

Easy explaining

Empathetic expression

Undertstanding the patient's perspectivea)

Organized interview

Active listening

Opening the interviewa)

1 week training

1 semester training

a)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1-week training and long-term training, p<0.05, b)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1-week or 1-semester training
and 1-year training, p<0.05.

trend<0.001), 신체검사 전 환자 배려(p for trend<
0.001)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기간에 따라 교육 효

과가 좋아지는 경향으로 나타났다(Table 4).

  사후 검정에서 전체 총점의 평균, 면담 시작과 환자의 

관점 이해 항목은 1주 실습에 비해 1학기 이상의 실습 

그룹 점수가 높았고(p<0.005), 신체검사 전 환자 배려 

항목은 1학기 이하 실습그룹에 비해 1년 실습그룹의 점

수가 높았다(p<0.001)(Fig. 4). 

  의대생들이나 전공의를 비롯한 젊은 의사들은 시간 부

족, 학업 또는 업무 스트레스, 주변 동료나 선배들의 태

도 등에 의해 의대생 또는 의사 생활을 해나가면서 오히

려 공감 능력이 저하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11,12,13]. 학생들 또한 의과대학을 다님에 따라 점

점 환자에 대해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고 보고되

고 있다[14]. 환자에 대한 존중과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

하기 위해 진료실습 기간 중의 훈련과 함께 별도의 공식

적인 훈련, 그리고 깊은 성찰을 함께 하여야 한다[15].

  의사소통 교육을 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근거는 많다[10]. 그 어떤 훈련도 안 한 것보다는 

좋으며, 실습과 함께 한 훈련이 전통적인 강의식 방법보

다 좋고, 집중식 단기 훈련보다 장기 훈련이 좋으며, 교

수와 과가 달라도 교육의 결과는 다르지 않다는 것 등이 

그동안 연구된 결과이다[16,17].

  본 연구 결과 1주 이론 그룹보다 1주 실습그룹에서 의

사소통 총점이 높아, 이론에 비해 실습이 효과가 있다는 

기존의 연구[16,17]와 일치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1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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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1학기 이상 실습을 할 경우 의사소통 기술 총점이 

높았는데, 이는 집중식 단기 훈련보다 장기 훈련이 좋다

는 기존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16,17].

  진료 실습 전 훈련을 통해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항목

은 총 6개로, 관계 형성, 체계적인 면담, 이해하기 쉬운 

설명, 비언어적 의사소통, 적극적 경청, 신체검사 중 환

자 배려 등이었다. 이 중 관계 형성, 체계적인 면담, 이해

하기 쉬운 설명, 비언어적 의사소통, 신체검사 중 환자 

배려 등 5 항목은 이론으로만 학습을 한 경우에도 이미 

점수가 70점대 수준으로 높았으며, 진료 실습 전 훈련 기

간이 연장된다고 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지지 않

았다. 이러한 항목들의 경우 사전 훈련이 다소 부족하더

라도 평소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기

술과 진료 실습에서 환자를 만나면서 연마되는 수준으로 

이미 충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경청 항목은 점수가 60점대에 머물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경청 기술이 진료 실습 전 표준화환자와의 

훈련이나 진료 실습 중 환자와의 만남으로 인해 습득되

지는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경청은 환자의 관점에서 좋

은 의사상을 말할 때 흔히 표현되는 의사소통 기술이다

[18]. 경청은 환자에게 공감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핵심 

기술이기도 하다[19]. 경청의 세부 항목으로는 개방형 

질문,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맞추고 컴퓨터나 의무기록

을 자제하는 등의 비언어적 경청 태도, 그리고 환자의 의

견을 확인하는 반응 등을 포함한다[20]. 학생들이 경청 

중 어느 항목에서 잘 수행이 되지 않았는지를 검토하여 

그 항목에 초점을 맞춘 훈련이 수행된다면 경청 기술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교육과정 개발과 연

구를 통해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진료 실습 전 훈련을 통해 향상을 보인 항목은 면담 시

작, 공감 표현, 환자의 관점 이해, 신체검사 전 환자 배려 

등 총 4개였다. 면담 시작은 훈련을 통해 가장 크게 향상

되었으며 한 학기 이상의 훈련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성

취도를 보여, 훈련이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면담

을 시작하면서 인사를 하고 자신의 이름과 신분을 소개

하는 등의 예절은 그동안 우리나라 문화에서 그리 강조

되어오지 않았기에, 실습을 통해 크게 향상된 것으로 생

각된다.

  신체검사 전 환자 배려 또한 크게 향상된 항목이다. 다

른 항목과의 다른 점은 1년 이상 실습한 그룹에서만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을 보였다는 점이다. 이는 1학기

까지의 강좌에서는 신체검사와 관련된 태도를 강조해서 

훈련하지 않은 반면, 1년 강좌에서는 강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신체검사 태도가 강조되지 않은 1학기 

강좌 후 진료 실습을 한 학생은 향상되지 않은 데 비해, 

신체검사 태도가 강조된 1년 강좌를 들은 후 진료 실습

을 한 학생은 신체검사 전 환자를 배려하게 되었다면, 이

는 훈련이 효과가 있었으며 진료 실습을 하면서 환자와 

대면하면서 스스로 습득되는 기술은 아님을 시사한다. 

따라서 신체검사와 관련된 태도는 의사소통 기술 또는 

신체검사 관련 강좌에서 기술뿐 아니라 태도가 함께 강

조되어 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공감 표현 항목은 이론에 비해 실습에서 향상되었는

데, 면담 시작 항목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우리나라 문화

에서 그리 강조되어오지 않았기에 실습을 함으로써 향상

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공감 표현은 면담 시작 항목

과는 달리, 훈련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향상이 없었으며 

점수도 60점대에 머물렀다. 공감 표현은 상대방의 느낌

이나 감정에 공감함을 표현하는 것으로[21], 반영 등 공

감 표현은 환자 만족도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

이다[22]. 공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의 느

낌이나 감정에 동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감 표

현은 공감을 잘 표현하는 기술 자체에 대한 훈련보다는 

환자의 느낌과 감정에 동조하는 공감 자체의 훈련에 집

중할 필요가 있다[23].

  환자의 관점 이해는 훈련을 통해 많이 향상되기는 하

였으나, 점수도 50점대에 머물렀다. 또한 환자의 관점 이

해 항목은 모든 실습 그룹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환자의 관점 이해는 환자의 내적 경험과 감정을 이해하

고 그 사람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24], 공감의 핵심에 해당한다. 환자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은 환자를 존중하는 마음과 전문가로서의 겸허함, 고

난과 고통을 경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삶에 대한 성찰 

등 깊이 있는 대인관계 능력과 전문직업성을 갖춤으로써 

가능하다. Brown et al.[25]의 연구에 따르면, 의사소통 

훈련을 통해 전반적인 의사소통 기술이 향상되어도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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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만족도는 증가하지 않았다. 습득된 의사소통 기술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환자의 관점을 이해

하고 공감하는 태도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는 의사소통 교육이 단지 기술을 훈련하는 데 그치는 것

이 아니라, 직업전문성 내용을 포함한 교육으로 거듭나

야 할 것이다[26,27].   

  Prislin et al.[28]은 진료 실습 전 훈련을 통해 의사소

통 기술을 익혔다 하더라도 3학년 진료 실습 중 이루어

진 교육에 의해 다시 질적으로 저하되며, 그 후 회복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즉, 진료실습 전 이루어진 의사소

통 기술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진료실습 기간에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연마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학생들의 성

취도가 낮았던 적극적 경청, 공감 표현, 환자의 관점 이

해, 신체검사 전 환자 배려 등은 진료실습 기간에도 지속

적으로 강조되어야 학생들의 의사소통기술의 저하가 없

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진료실습에 임하는 교수들의 

태도에도 변화가 있어야 하며, 진료실습 기간에 성찰과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일개 의과대학에서 의학 면

담술을 교육한 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는 것이다. 교

육내용과 목표가 해마다 조금씩 바뀌었으며, 의사소통 

기술을 가르치는 교수자의 경험과 기술이 교육과정이 진

행됨에 따라 발달하고, 교육 목적과 목표 또한 정교화되

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1개의 사례에서

만 분석하였기에 일반화를 하기에는 제약이 있다는 것이

다. 사례 특이성을 고려할 때 향후 연구는 여러 사례에서

의 의사소통 기술을 분석하면 더 좋을 것이다. 셋째, 의

사소통 기술 평가에 교수는 참가하지 않고 표준화환자가 

하였으며, 평가할 동영상 수가 많아 표준화환자 2인이 

모든 것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4인이 나누어 평가하였

다는 점이다. 신뢰도는 일반화가능도로 의미 있는 수치

를 보였으나, 보다 정교한 분석을 위해서는 표준화환자 

2인이 모든 평가를 하고 교수 또한 함께 평가를 하는 것

이 더 좋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채점하기 좋은 동

영상을 고르는 과정에서 표본의 편중이 발생했을 수 있

다. 사례의 수를 늘려 이를 보완하고자 하였으나,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이 점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론 교육 보다는 실습이, 단기간보다는 

장기간의 의사소통 기술 훈련이 학생들의 의사소통 기술

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진료실습 전 훈련 기간

은 1주로는 부족하였으며 1학기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였

다. 관계 형성, 체계적인 면담, 이해하기 쉬운 설명, 비언

어적 의사소통, 적극적 경청, 신체검사 중 환자 배려 등

의 기술은 진료실습 전 훈련으로 효과가 없었던 반면, 면

담 시작, 공감 표현, 환자의 관점 이해, 신체검사 전 환자 

배려 등은 진료실습 전 훈련을 통해 향상되었다. 점수가 

지속적으로 낮았던 적극적 경청, 공감 표현, 환자의 관점 

이해 등의 항목은 훈련이 보다 강화되어야 하며, 단지 기

술을 훈련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업전문성 내용

을 포함한 교육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진료실습에 임하는 교수들의 태도에도 변화가 있어야 하

며, 진료실습 기간에 성찰과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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