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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공감을 위한 의사소통 기술과 임상수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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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correlation between communication skills for emotional empathy and 
academic achievement on the 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CPX).
Methods: One hundred twelve medical school students were observed to determine the extent to which they applied communication
skills for emotional empathy (preparation stage: interview attitude, respect; rapport stage: encouragement, active listening, will for
support; empathy stage: verbal expression empathy, nonverbal expression empathy, acceptance) to the CPX, as well as their level 
of understanding of these skills to calculate the Pearson r, which can be used to determine the correlation between communication
skills and academic achievement (hematochezia, fatigue, abnormal menstruation, chest pain, alcohol problems).
Results: Male students had higher scores than females for all communicational skills except verbal expression empathy. Fourth-year
students had statistically more significant correlations than third-year students with regard to the rapport stage 'active listening' and
empathy stage 'nonverbal expression' and abnormal menstruation and chest pain. Correlations were also more significant for 
hematochezia in the preparation stage 'interview attitude,' rapport stage 'encouragement,' and empathy stages 'verbal and nonverbal
expression' and 'acceptance.' The empathy stage 'nonverbal expressions' was more significant for fourth-year students with alcohol 
problems. Third-year students largely had negative correlations between emotional empathy communication skills and CPX academic
achievement, especially between the preparation stage 'respect' and abnormal menstruation, and between the rapport stage 
'encouragement' and hematochezia.
Conclusion: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hematochezia, wherein MS students deliver bad news to patients, and 
communication skills for emotional empa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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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환자들은 누구나 좋은 의사를 만나고 싶어 한다. 그렇기 때

문에 환자나 주변 가족들은 짧거나 긴 시간을 투자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수소문(搜所聞)해서라도 좋은 의사를 만나려는 탐

색 시간을 가지며, 만날 의사에 대해 인맥을 동원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친 한 가운데 자신을 맡기려고 노력한다. 어떤 환

자들은 의사선생님의 권위적인 태도로 인하여 진료의 세심한 

부분까지 질문하기가 어렵고 불친절하거나 무뚝뚝해서 편안

하지 않다[1]는 큰 불만도 있지만, 환자와 의사 관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좋은 의사가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 중 하

나는 ‘환자의 입장에서 아픔을 공감(empathy)’해 주는 것이다

[2]. 공감이란 상대방의 경험, 감정, 사고, 신념 등을 상대의 

입장이나 관점에서 듣고 이해하는 것이다[3].

  그러나 공감은 모호한 개념[4]이기 때문에 공감이라는 정

의에 대한 의견일치 부족에도 불구하고 문헌에서는 공감에 

대한 다양한 해설과 특징을 부여하기도 한다[5]. 이 개념상의 

모호성으로 공감은 정의하고 측정하기 어려운 개념으로 기술

되어 왔으며[6], 일반적으로 공감에 대한 연구자들은 ‘공감’을 

인지적 속성으로 보기도 하고[7,8], 정서적인 특징으로 보기

도 하지만[9,10], 모두를 다 포함하기도 한다[11,12]. 그러나 

공감이 인지적인 사고든 감정이든 상관없이 의료치료에 중요

한 요소임이 틀림없고[13] 환자에 대한 의사의 정서적 공감은 

동정이 아닌 환자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느끼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공감이 훈련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향상이 쉽지 않기 

때문에[14] 우리나라 상황에서 재해석하여 교육과정에 반영

할 의사소통 기술이 필요하며[15], 의사가 환자의 입장에서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준비단계, 신

뢰단계, 공감단계 등 세 과정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은 정서적 

공감을 위한 의사소통 기술들을 제안해야 한다. 환자가 의사

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단계는 준비단계, 신뢰단계, 공감단계

로 나눌 수 있으며, 의사가 환자를 위하여 세 단계에서 정서적 

공감 표현을 할 수 있는 의사소통 기술은 다음과 같다.

  준비단계

  첫째, 환자를 보면 ‘나는 어떤 태도로 대할 것인가’라는 스

스로 물음을 갖는다(면담태도[16]).

  둘째, 환자에 대한 존중감을 가지고 대면 준비를 한다(존중

[17]).

  신뢰단계

  셋째, 환자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내방한 것에 대해 

격려한다(격려[18]). 

  넷째, 의사가 환자병력에 적극적인 경청의 자세를 표현한

다(적극적 경청[18]).

  다섯째, 의사가 환자를 진심으로 돕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

현한다(돕고자하는 의지). 

  공감단계

  여섯째, 환자의 언어적 표현에 공감을 한다(언어표현 공감

[19]). 

  일곱째, 환자의 아픈 표정이나 태도, 몸짓 등 비언어적인 표

현에 공감을 한다(비언어표현 공감[19]). 

  여덟째, 환자의 아픔이 어느 정도인지를 감지했다는 수용

의 표현을 한다(수용).

  본 연구는 정서적 공감의 의사소통 기술이 제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임상수행평가(clinical performance examina-

tion, CPX)에서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공감을 위한 의사

소통 기술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식하여 실행하고 있는지, 공

감적 의사소통기술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분

석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연구대상은 경남 소재 G 대학 3, 4학년으로 2009년 3월 초

부터 7월 초까지 CPX 시험 후 설문지를 배포하여 회수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총 정원 159명 중 지속적인 설

문에 불성실하게 답하거나 무응답 문항을 남긴 응답지를 제

외하고 112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Table 1).

  정서적 공감을 위한 의사소통 기술은 준비단계의 면담태도, 

존중, 신뢰단계의 격려, 적극적 경청, 돕고자하는 의지, 공감

단계의 언어표현 공감, 비언어표현 공감, 수용 등으로 각각 두 

문항씩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내용으로는 CPX

에서 기술을 어느 정도로 실시하였는지, 기술을 어느 정도 알

고 있는지의 질문에 Likert식 9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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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Medical School students

Item
Gender

Total x²
(p)Male Female

Grade
 3 35 (57.4) 27 (52.9) 62 (55.4) 0.220

(0.638) 4 26 (42.6) 24 (47.1) 50 (44.6)
Age
 Blow 26  1 (1.6)  5 (9.8)  6 (5.4)

12.529a)

(0.006)
 26~30 37 (60.7) 40 (78.4) 77 (68.8)
 31~35 20 (32.8)  6 (11.8) 26 (23.2)
 Above 35  3 (4.9)  0 (0.0)  3 (2.7)
Degree type
 Biology 25 (41.0) 20 (39.2) 45 (40.2)

16.253a)

(0.003)

 Nonbiology  7 (11.5) 11 (21.6) 18 (16.1)
 Engineering 24 (39.3)  6 (11.8) 30 (26.8)
 Paramedic  3 (4.9) 11 (21.6) 14 (12.5)
 LHMS  2 (3.3)  3 (5.9)  5 (4.5)
 Total 61 (100.0) 51 (100.0) 112 (100.0)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Nonbiology: Nonbiology Natural Sciences, Paramedic: Veterinary, 
Nursing & Pharmaceutical Sciences, LHMS: Literature, Humanities, 
Management & Social Sciences.
a)p<0.01.

의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의 9점으로 반응하여 점수가 높

을수록 정서적 공감을 위한 의사소통 기술이 높은 것으로 해

석하였다. 또한, 학업성취도는 3학년(2009년 7월 11일)과 4학

년(2009년 6월 11일)의 공통된 시험내용으로 이루어진 총 5

문항(혈변, 피로, 월경이상, 가슴통증, 음주문제)이다.

  자료는 SPSS windows version 14.0 (SPSS Inc., Chicago,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학생들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정서적 공감을 위한 의사소통 기술과 CPX 학업성취도의 차

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

시하였고(Tables 2, 3), 정서적 공감을 위한 의사소통 기술과 

CPX 학업성취도 간의 상호상관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Pearson r)를 구하여 비교하였다

(Tables 4, 5, 6, 7, 8).

결과

1.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 대상자의 특성을 보면(Table 1), 총 연구 대상자는 

112명으로 3학년이 62명(55.4%), 4학년이 50명(44.6%)으로 

유의수준 0.05에서 성별과 연령, 성별과 대학 전공계열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생들의 연령은 26세에

서 30세까지 77명(68%)으로 가장 많았다. 성별 분포를 보면 

남학생은 61명, 여학생은 51명이었다. 남학생은 26세~30세

(60.7%)와 31세~35세(32.8%), 여학생은 거의 26세~30세가 

대부분이었다(78.4%). 대학전공계열은 남학생이 생물학계열 

자연과학(41.0%)과 공학계열(39.3%)로 많았으며, 여학생은 

생물학계열 자연과학(40.2%), 공학계열(26.8%)과 비생물학

계열 자연과학(16.1%) 등의 순으로 많았다. 

2. 정서적 공감을 위한 의사소통 기술

  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성별, 학년, 연령, 대학전공계열)에 

따른 공감을 위한 의사소통기술들(준비단계: 면담태도, 존중; 

신뢰단계: 격려, 적극적 경청, 돕고자하는 의지; 공감단계: 언

어표현 공감, 비언어표현 공감, 수용)의 독립표본 t-검증과 일

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2).

  첫째, 준비단계의 면담태도(t=3.389, p=0.001)와 존중

(t=3.391, p=0.001)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

냈다. 둘째, 신뢰단계의 격려(t=2.823, p=0.006), 적극적 경청

(t=2.823, p=0.006) 그리고 돕고자하는 의지(t=2.800, p= 

0.006)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적극적 

경청(t=-2.150, p=0.034)은 4학년이 3학년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셋째, 공감단계의 언어표현 공감은 차이를 보이는 

항목이 없었으나, 비언어표현 공감(t=2.334, p=0.021)과 수용

(t=2.761, p=0.007)은 역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의미있

는 차이를 보였으며, 비언어적 표현 공감(t=-2.738, p=0.007)

은 3학년보다 4학년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CPX 학업성취도 

  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성별, 학년, 연령, 대학전공계열)

에 따른 CPX 학업성취도(혈변, 피로, 월경이상, 가슴통증, 음

주문제)의 독립표본 t-검증과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첫째, 혈변과 피로문항은 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에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월경이상문항(t=-4.237, p=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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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CPX achievement according to MS student characteristics

Item Hematochezia Fatigue Abnormal 
menstruation Chest pain Alcohol 

problem
M SD M SD M SD M SD M SD

Gender
 Male 60.37 10.66 54.24 7.92 60.73 11.16 66.10 9.01 37.82 13.21
 Female 62.24 11.86 56.90 7.95 60.97 10.56 68.08 8.27 43.14 11.44
 t (p) -0.879 (0.382) -1.765 (0.080) -0.117 (0.907) -1.200 (0.233) -2.252a) (0.026)
Age
 Blow 30 61.55 11.50 55.94 7.35 60.85 10.51 67.96 8.53 40.81 12.67
 Above 31 60.28 10.47 54.06 9.67 60.82 11.94 64.26 8.72 38.62 12.73
 t (p) 0.523 (0.602) 1.088 (0.279) 0.014 (0.989) 2.002a) (0.048) 0.800 (0.425)
Grade
 3 61.42 14.11 54.45 8.45 57.21 10.26 63.21 8.68 38.11 13.93
 4 60.98 6.06 56.69 7.33 65.34 9.89 71.70 6.07 42.88 10.42
 t (p) 0.220 (0.826) -1.501 (0.136) -4.237b) (0.000) -6.077b) (0.000) -2.009a) (0.047)
Degree type
 Biology 61.51 9.92 55.47 7.70 61.07 10.90 67.28 7.76 39.49 11.45
 Nonbiology 59.62 11.86 52.79 8.97 58.41 8.10 69.85 10.71 39.63 9.76
 Engineering 63.51 9.12 55.25 8.66 60.27 11.79 64.75 9.45 39.48 13.80
 Paramedic 62.07 14.65 58.77 5.66 67.69 7.09 67.86 6.55 46.49 17.38
F (p) 0.512 (0.675) 1.476 (0.225) 2.352 (0.077) 1.380 (0.253) 1.209 (0.310)

Degree type: LHMS whose frequency is less than 10 was excluded. 
CPX: 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a)p<0.05, b)p<0.01.

Table 2. Comparison of Communication Skills for Emotional Empathy according to Medical School student characteristics

Item

Preparation stage Rapport stage Empathy stage

Interview 
attitude

Respect Encouragement 
Active

listening 
 Will for 
support

Verbal 
expression
empathy 

Nonverbal 
expression
empathy 

Acceptance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Gender
 Male 11.16 2.37 12.59 2.57 11.16 2.21 11.98 2.09 10.84 2.28 11.51 2.75 11.15 2.82 11.61 2.60
 Female  9.65 2.35 10.90 2.69  9.88 2.60 10.51 2.21  9.47 2.79 10.61 2.55  9.92 2.71 10.24 2.64
 t (p) 3.389b) (0.001) 3.391b) (0.001) 2.823b) (0.006) 3.615b) (0.000) 2.800b) (0.006) 1.785 (0.077) 2.334a) (0.021) 2.761b) (0.007)
Age
 Blow 30 10.28 2.45 11.82 2.77 10.46 2.51 11.18 2.23 10.11 2.79 11.01 2.80 10.48 2.94 11.01 2.71
 Above 31 11.03 2.47 11.83 2.73 10.93 2.36 11.69 2.35 10.52 1.98 11.34 2.35 10.90 2.48 10.90 2.70
 t (p) -1.430 (0.156) -0.014 (0.989) -0.889 (0.376) -1.043 (0.299) -0.855 (0.395) -0.573 (0.568) -0.679 (0.499) 0.198 (0.844)
Grade
 3 10.08 2.65 11.58 2.78 10.29 2.47 10.92 2.51  9.89 2.82 10.81 2.83 9.95 2.94 10.60 2.78
 4 10.96 2.15 12.12 2.70 10.94 2.44 11.80 1.82 10.62 2.28 11.46 2.47 11.38 2.47 11.46 2.53
 t (p) -1.897 (0.061) -1.034 (0.303) -1.392 (0.167) -2.150a) (0.034) -1.489 (0.139) -1.285 (0.202) -2.738b) (0.007) -1.700 (0.092)
Degree type
 Biology 10.24 2.36 12.04 2.40 10.47 2.49 11.22 2.10 10.00 2.76 10.67 2.81 10.38 2.94 11.09 2.57
 Nonbiology  9.72 2.63 11.28 3.34 10.22 2.86 10.56 2.57 10.17 2.94 10.67 2.87 10.00 3.24 10.33 3.29
 Engineering 11.00 2.56 12.03 2.68 10.93 2.03 11.97 1.92 10.67 2.11 11.60 2.37 11.23 2.47 11.10 2.59
 Paramedic 10.36 2.27 10.57 3.13 10.21 2.83 10.57 2.79  9.71 3.05 10.93 2.46 10.07 2.56 10.71 2.55
F (p) 1.118 (0.346) 1.306 (0.276) 0.440 (0.725) 2.038 (0.113) 0.546 (0.652) 0.833 (0.479) 0.998 (0.397) 0.412 (0.745)

Degree type: LHMS whose frequency is less than 10 was excluded.
a)p<0.05, b)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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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 between Communication Skills for Emotional Empathy and CPX Achievement

Communication skills for emotional empathy
Name of subject

Hematochezia Fatigue Abnormal 
menstruation 

Chest 
pain

Alcohol 
problem

Preparation 
stage

Interview attitude -0.020 -0.023   0.191a)
-0.045  0.104

Respect -0.074 -0.053 -0.040  0.037 -0.022
Rapport 
stage

Encouragement -0.122 -0.073  0.035  0.035 -0.054
Active listening -0.069 -0.022  0.033  0.028 -0.009
Will for support -0.009 -0.011  0.025 -0.060  0.036

Empathy 
stage

Empathy for verbal expression -0.083 -0.062  0.062 -0.003  0.049
Empathy for nonverbal expression -0.109 -0.025  0.114  0.101  0.072
Acceptance -0.046  0.054  0.122  0.078  0.023

CPX: 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a)p<0.05.

Table 5. Correlation of Communication Skills for Emotional Empathy and CPX Achievement according to Gender

Communication skills for emotional empathy Gender Hematochezia Fatigue Abnormal 
menstruation 

Chest 
pain

Alcohol 
problem

Preparation 
stage

Interview attitude Male -0.009  0.100  0.146 -0.071   0.274a)

Female  0.022 -0.054   0.280a)  0.068  0.054
Respect Male  0.060 -0.029  0.003  0.093  0.224

Female -0.164  0.029 -0.088  0.057 -0.189
Rapport stage Encouragement Male  0.013  0.052  0.103  0.053  0.138

Female -0.212 -0.117 -0.030  0.084 -0.162
Active listening Male -0.111  0.058  0.001 -0.020  0.100

Female  0.023  0.007  0.084  0.180  0.018
Will for support Male  0.153 -0.026  0.038 -0.088  0.195

Female -0.110  0.093  0.020  0.029 -0.013
Empathy 
stage

Empathy for verbal expression Male -0.055 -0.066  0.083 -0.026  0.207
Female -0.089  0.005  0.040  0.075 -0.090

Empathy for nonverbal expression Male -0.046  0.018  0.139  0.090  0.212
Female -0.147  0.002  0.094  0.184 -0.004

Acceptance Male -0.045  0.128  0.207  0.140  0.180
Female -0.005  0.069  0.033  0.074 -0.054

CPX: 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a)p<0.05.

은 4학년이 3학년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셋째, 가슴통증

문항은 나이와 학년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나이는 30세 이하

가 31세 이상에 비하여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t= 

2.002, p=0.048), 학년은 4학년이 3학년에 비하여 점수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t=-6.077, p=0.000). 넷째, 음주문제문항

은 성별과 학년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성별은 여자가 남학생

에 비하여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t=-2.252, p=0.026), 

학년은 4학년이 3학년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t=-2.009, 

p=0.047). 

4. 정서적 공감을 위한 의사소통 기술과 CPX 학업

성취도 간 상관관계

  정서적 공감을 위한 의사소통 기술(준비단계: 면담태도, 존

중; 신뢰단계: 격려, 적극적 경청, 돕고자하는 의지; 공감단

계: 언어표현 공감, 비언어표현 공감, 수용)과 학업성취도(혈

변, 피로, 월경이상, 가슴통증, 음주문제)의 관계(Table 4)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인 성별(Table 5), 학년(Table 6), 

연령(Table 7), 대학전공계열(Table 8)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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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rrelation of Communication Skills for Emotional Empathy and CPX Achievements according to Age

Communication skills for emotional empathy Age Hematochezia Fatigue Abnormal 
menstruation 

Chest 
pain

Alcohol 
problem

Preparation 
stage

Interview attitude Blow 30 -0.069  0.021  0.138 -0.056  0.026
Above 31  0.163 -0.075  0.336  0.079   0.377a)

Respect Blow 30 -0.183 -0.005 -0.099  0.078 -0.186
Above 31  0.284 -0.164  0.114 -0.077   0.464a)

Rapport 
stage

Encouragement Blow 30 -0.188 -0.118 -0.041  0.103 -0.126
Above 31  0.119  0.059  0.243 -0.106  0.193

Active listening Blow 30 -0.139 -0.035  0.013 -0.009 -0.051
Above 31  0.163  0.035  0.082  0.202  0.136

Will for support Blow 30 -0.082  0.007 -0.001  0.036  0.024
Above 31  0.342 -0.039  0.122  -0.390a)  0.112

Empathy 
stage

Empathy for verbal expression Blow 30 -0.147 -0.069  0.015 -0.009 -0.040
Above 31  0.177 -0.027  0.210  0.060   0.380a)

Empathy for nonverbal expression Blow 30 -0.213 -0.053  0.106  0.177 -0.006
Above 31  0.301  0.069  0.145 -0.093   0.368a)

Acceptance Blow 30 -0.093  0.038 -0.006  0.121 -0.075
Above 31  0.101  0.085   0.454a)

-0.057  0.304

CPX: 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a)p<0.05. 

Table 6. Correlation of Communication Skills for Emotional Empathy and CPX Achievement according to Grade

Communication skills for emotional empathy Grade Hematochezia Fatigue Abnormal 
menstruation 

Chest 
pain

Alcohol 
problem

Preparation 
stage

Interview attitude 3 -0.116 -0.065  0.017 -0.162 -0.001
4   0.335a) -0.019   0.328a) -0.136  0.227

Respect 3 -0.173 -0.168  -0.255a) -0.023 -0.087
4  0.210  0.081  0.146  0.008  0.036

Rapport 
stage

Encouragement 3 -0.292a) -0.188 -0.167  0.013 -0.212
4   0.352a)  0.045  0.182 -0.121  0.137

Active listening 3 -0.144 -0.100 -0.161 -0.084 -0.124
4  0.237  0.045  0.164 -0.062  0.129

Will for support 3 -0.086 -0.141 -0.178 -0.150 -0.040
4  0.278  0.164  0.205 -0.146  0.111

Empathy 
stage

Empathy for verbal expression 3 -0.198 -0.123 -0.144 -0.110 -0.078
4   0.292a)

-0.010  0.259  0.004  0.229
Empathy for nonverbal expression 3 -0.227 -0.159 -0.113 -0.066 -0.107

4   0.286a)  0.100  0.230  0.057   0.289a) 

Acceptance 3 -0.186 -0.052 -0.056  0.025 -0.102
4   0.401b)  0.164  0.245 -0.049  0.165

CPX: 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a)p<0.05, b)p<0.01.

  첫째, 정서적 공감을 위한 의사소통 기술과 학업성취도 간

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준비단

계의 면담태도와 월경이상문항에서 정적상관(r=0.191)으로 

면담태도 점수가 높을수록 월경이상에 대한 학업성취도 점수

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Table 4).

  둘째, 성별에 따른 정서적 공감을 위한 의사소통 기술과 학

업성취도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학생은 준비단계의 

면담태도와 음주문제문항에 정적상관(r=0.274)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준비단계의 면담태도와 월경이상문

항에서 정적상관(r=0.280)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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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rrelation of Communication Skills for Emotional Empathy and CPX Achievement according to Degree Type

Communication skills for emotional empathy Degree type Hematochezia Fatigue Abnormal 
menstruation 

Chest 
pain

Alcohol 
problem

Preparation 
stage

Interview attitude Biology -0.005  0.133  0.228   0.008  0.041
Nonbiology  0.195  0.426  0.262 -0.012   0.600b)

Engineering -0.184  -0.370a)  0.277   0.055  0.088
Paramedic  0.252  -0.647a)  0.455 -0.008  0.001

Respect Biology -0.159  0.043 -0.140  0.026  -0.311a)

Nonbiology  0.170  0.453  0.127  0.224   0.570a)

Engineering  0.084  -0.398a)  0.145  0.095   0.373a)

Paramedic -0.173 -0.407  0.126 -0.149 -0.360
Rapport 
stage

Encouragement Biology -0.053  0.086  0.002  0.045 -0.284
Nonbiology  0.047  0.221  0.238  0.270   0.636b)

Engineering -0.051  -0.398a)  0.105 -0.025  0.089
Paramedic -0.279 -0.339 -0.051 -0.003 -0.189

Active listening Biology -0.230  0.078 -0.090  0.017 -0.225
Nonbiology  0.305  0.396  0.283  0.370   0.650b)

Engineering -0.059 -0.240  0.110  0.004  0.104
Paramedic  0.009  -0.591a)   0.562a)  0.036 -0.064

Will for support Biology -0.114  0.117  0.009  0.006  0.023
Nonbiology  0.204  0.359  0.223  0.057   0.584a)

Engineering  0.102  -0.436a)  0.076 -0.219 -0.052
Paramedic -0.039 -0.194  0.079 -0.020 -0.148

Empathy 
stage

Empathy for verbal expression Biology -0.012 -0.051  0.082 -0.006 -0.188
Nonbiology  0.227  0.386  0.295  0.081   0.674b)

Engineering -0.066 -0.329  0.054  0.013  0.213
Paramedic -0.254 -0.346  0.238  0.253  0.031

Empathy for nonverbal expression Biology -0.129  0.016  0.159  0.150 -0.183
Nonbiology  0.122  0.283  0.339  0.282   0.809b)

Engineering -0.065 -0.167  0.029  0.048  0.229
Paramedic -0.168 -0.403  0.342  0.221 -0.023

Acceptance Biology -0.113   0.063 -0.055  0.011 -0.208
Nonbiology   0.271    0.556a)  0.289  0.293   0.604b)

Engineering -0.027 -0.170   0.468b)  0.168  0.150
Paramedic -0.023 -0.412  0.032  0.006 -0.144

Degree type: LHMS whose frequency is less than 10 was excluded.
CPX: 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a)p<0.05, b)p<0.01.

  셋째, 학년에 따른 정서적 공감을 위한 의사소통 기술과 학

업성취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준비단계의 면담태도는 

4학년에서 혈변문항(r=0.335)과 월경이상문항(r=0.328)에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존중은 3학년에서 ‘월경

이상’과 부적상관(r=-0.255)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단

계의 격려는 3학년에서 혈변문항과 부적상관(r=-0.292)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4학년에서는 ‘혈변’과 정적상관(r= 

0.352)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단계의 언어표현 공감은 

4학년에서 혈변문항과 정적상관(r=0.292)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비언어표현 공감은 4학년에서 혈변문항(r=0.286)과 

음주문제문항(r=0.289)과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수용은 4학년에서 혈변문항과 정적상관(r=0.4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넷째, 연령에 따른 공감을 위한 의사소통 기술과 학업성취

도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30세 이하는 상관이 있는 항

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1세 이상은 준비단계의 

면담태도에서 음주문제문항과 정적상관(r=0.377)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존중은 음주문제문항과 정적상관(r=0.464)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단계의 돕고자 하는 의지는 가

슴통증문항과 부적상관(r=-0.390)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공감단계의 언어표현 공감은 음주문제문항과 정적상관

(r=0.380)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언어표현 공감은 음주

문제문항과 정적상관(r=0.368)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용은 월경이상문항과 정적상관(r=0.454)이 있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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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Table 7).

  다섯째, 대학전공계열에 따른 정서적 공감을 위한 의사소

통 기술과 학업성취도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준비단계의 면담태도는 비생물학계열 자연과학과 

음주문제문항에서 정적상관(r=0.600), 공학계열은 ‘피로’와 

부적상관(r=-0.370), 의학계열 역시 피로문항과 부적상관

(r=-0.647)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존중은 생물학계열 자

연과학과 음주문제문항에서 부적상관(r=-0.311), 비생물학계

열 자연과학은 음주문제문항과 정적상관(r=0.570)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고, 공학계열은 피로문항과 부적상관(r=-0.398), 

음주문제문항과 정적상관(r=0.373)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단계의 격려는 비생물계열 자연과학과 음주문제문항에

서 정적상관(r=0.636), 공학계열은 피로문항과 부적상관(r= 

-0.398), 적극적 경청은 비생물계열 자연과학과 음주문제문

항에서 정적상관(r=0.650)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학

계열은 피로문항과 부적상관(r=-0.591), 월경이상문항과 정

적상관(r=0.562)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돕고자하는 의지

는 비생물계열 자연과학과 음주문제문항에서 정적상관(r= 

0.584), 공학계열은 피로문항과 부적상관(r=-0.436)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단계의 언어표현 공감은 비생물계열 

자연과학과 음주문제문항에서 정적상관(r=0.674), 비언어표

현 공감은 비생물계열 자연과학과 음주문제문항에서 정적상

관(r=0.809), 수용은 비생물계열 자연과학과 피로문항(r= 

0.558), 음주문제문항(r=0.604)에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학계열은 월경이상문항과 정적상관(r=0.468)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8).

고찰

  본 연구는 의학전문대학원 3, 4학년 학생들이 CPX시험에

서 표준화환자(standardized patient)들에게 정서적 공감을 

위한 의사소통기술(준비단계: 면담태도, 존중; 신뢰단계: 격

려, 적극적 경청, 돕고자하는 의지; 공감단계: 언어표현 공감, 

비언어표현 공감, 수용)을 어느 정도 인식하는 가운데 실제 

적용하였는지를 알아보고 이러한 의사소통기술과 CPX 학업

성취도(혈변, 피로, 월경이상, 가슴통증, 음주문제) 간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와 후속 연구

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정서적 공감을 위한 의사소통

기술이 공감단계의 언어표현 공감을 제외한 준비단계(면담태

도, 존중), 신뢰단계(격려, 적극적 경청, 돕고자하는 의지), 공

감단계(비언어표현 공감, 수용) 등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

며, 면담태도에서 남학생은 음주문제문항과 여학생은 월경이

상문항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남

자의사보다 여자의사들이 정서에 초점을 맞추어 대화를 한다

는 결과[20]와 공감척도가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다는 결과[4]

와도 상반된다. 다년간 연구에서 공감이 떨어지는 정도가 의

대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서 더 컸다는 연구결과[4]를 살펴 

볼 때, 우리나라 의전원이나 의대 교과과정 속에서 학년별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들의 공감개념 재정립과 장

기적인 연구로 어느 시점에서 상승하고 하락하는지, 성별 차

이가 발생하는 시점과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4학년이 월경이상과 가슴통증, 음주문제문항에서 3

학년보다 높은 점수를 얻은 것은 문항을 반복하여 경험한 연

습효과라 볼 수 있다. 공감을 위한 의사소통기술(신뢰단계: 

적극적 경청; 공감단계: 비언어적 표현 공감)과 혈변문항(준

비단계: 면담태도, 신뢰단계의 격려; 공감단계: 언어표현 공

감, 비언어표현 공감, 수용 등) 그리고 음주문제문항(공감단

계: 비언어 표현 공감) 등의 유의미한 결과는, 나쁜 소식전하

기 등 표준화환자와의 면담술 피드백을 경험한 4학년들이 의

사-환자관계에서 정서적 공감을 위한 의사소통기술의 필요

성을 깊이 인식한 결과라 여겨진다.

  셋째, 정서적 공감을 위한 의사소통기술과 연령이나 대학

전공계열, CPX 학업성취도와 연령, 대학전공계열과 유의미

한 점수 차이는 없었으나, 31세 이상의 학생들은 대체로 정서

적 공감을 위한 의사소통기술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성취도의 

음주문제문항 점수도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고, 대학전공계열

이 비생물학계열 자연과학인 경우 음주문제문항과 공감을 위

한 의사소통기술의 준비단계(면담태도, 존중), 신뢰단계(격

려, 적극적 경청, 돕고자하는 의지), 공감단계(언어표현 공감, 

비언어표현 공감, 수용)에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는 것이다. 

이 결과,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인문사회계열 빈도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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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함으로 학부의 전공(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과 의

사-환자관계에 대한 태도 차이가 없다는 연구[21]와 비교하

기에 적절하지 못하지만, 연령과 공감능력의 유의한 관련성

이 없다는 연구결과[22]와는 상반됨으로 대학의 전공계열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다 세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3학년이 정서적 공감을 위한 의사소통기술과 CPX 

학업성취도 간의 상관연구에서 대부분 음의 관계를 나타냈으

며 특히, 준비단계의 존중과 월경이상 그리고 신뢰단계의 격

려와 혈변에서는 의미있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것은 

3학년들이 의사에게 공감은 별로 필요 없는 덕목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염려되며, 공감점수가 의대 첫 2년간은 크게 변

하지 않았으나 3학년말에 공감점수가 유의미하게 크게 떨어

졌다는 Hojat et al.[4]의 장기연구와 일치한다. 그러나, 본 연

구의 측정도구는 정서적 공감을 위한 의사소통기술들 중의 

하나인 자기공감평가 결과로서 의사-환자 관계의 충분한 공

감평가만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3학

년의 유의미한 공감 잠식 이유로는 3학년부터 시작되는 본 대

학의 임상실습과 역할모델의 부재, 공부해야 할 많은 학습자

료, 시간압박, 환자와 환경적 요인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컴퓨터를 기초로 하는 진단 및 치료기술에 

대한 학생들의 지나친 의존이 환자와의 만남에서 인간적인 

상호작용의 중요성에 대한 비전을 제한할 수도 있기 때문에

[4], 의대나 의전원 내 의생활전문상담센터를 신설하여 학생

들의 정서적 공감을 위한 의사소통 기술 향상에 힘써야 할 것

이다. 상담은 특히 3학년 학생들의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 

요인들을 탐색하고 적응을 도우며, 함께 참여한 동료들을 존

중하고 참여한 용기에 격려하며 서로의 이야기에 경청함으로

써 자신을 이해하고 참여하는 동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뿐

만 아니라 자신도 동료들을 도와주는 체험기회를 부여한다. 

따라서 학생들이 공감을 직접 경험하면서 개념의 변화를 느

낄 수 있는 공감증진 상담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문제점은 일개 의학전문대학원의 학생들을 대상

으로 일회적인 분석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의대학생 96.5%의 

학생이 면담기술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답하여 면담교육

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도가 높음을 알 수 있듯이[16] 주제 및 

대상별 의사소통 기술을 우리나라 상황에서 재해석하여 교육

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15] 학생들의 공감증진을 

위한 다양한 연구에 미흡하나마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는 의전원 학생들이 나쁜 소식전하기 같은 심각한 

결과를 설명하는 문항은 환자와 정서적 공감을 위한 의사소

통기술들과 대체로 관련됨을 인식하지만, 그 외의 문항은 정

서적 공감을 위한 의사소통기술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진료를 받는 환자들은 정서적 공감을 위한 의사

소통의 모든 기술들이 의사에게 배어 있기를 기대하며, 지금

도 좋은 의사가 되고자 열심히 공부하는 의대생이나 의전원

생들에게 컴퓨터에 의한 진단이나 치료기술에 대해 지나친 

믿음을 갖게 하기 보다는 환자를 만나 사람 상호 간의 관계가 

제일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교육환경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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