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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ego-states and communication skills in medical 
students.
Methods: A total of 109 medical school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which used the communication skills self-test papers
and the Egogram checklist. The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analysis, and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Results: Ego-state was related to communication skills. In particular, adapted child ego-state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each
sphere of communication skills.
Conclusion: Our results suggested that ego-state types should be considered in developing a communication skills education 
program for medical students.

Key Words: Medical students, Communication skills, Egogram, Ego-state, Transactional analysis

Received: January 22, 2014 • Revised: February 6, 2014 • Accepted: February 6, 2014

Corresponding Author: A-Ra Cho (http://orcid.org/0000-0003-0458-5256)

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College of Medicine, 222 

Banpo-daero, Seocho-gu, Seoul 137-701, Korea

Tel: +82.2.2258.7203  Fax: +82.2.2258.7794  email: knowperson@catholic.ac.kr   

Korean J Med Educ 2014 Mar; 26(1): 59-62.
http://dx.doi.org/10.3946/kjme.2014.26.1.59
pISSN: 2005-727X eISSN: 2005-7288
Ⓒ The Korean Society of Medical Education.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 
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서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진료의 핵심은 환자를 의사의 파트너

로서 진료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의사에게 협조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의사소통기술이 의사의 핵심 역

량 중 하나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1], 이에 따라 의사소

통교육은 의학교육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의사소통교육은 인지적 요소와 달

리 개인의 성격적 요소가 학습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2] 

효과적인 의사소통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고려

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성격적 경향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학습지원 전략을 수립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3].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연구현

황을 살펴보면 의과대학생들의 성격특성과 의사소통능력과

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3]. 특히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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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특성 중에서도 의과대학생들의 자아상태와 의사소통능

력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없다. 교류분석(transactional 

analysis)은 Berne [4]이 정신분석, 커뮤니케이션 이론, 집단

치료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창안한 것이며, 이고그램

(Egogram)은 지금까지 살아온 개인의 사고방식, 행동, 태도

의 패턴을 발견해 인간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

발된 것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과 성향들이 반

영될 뿐만 아니라 행동수정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연

결이 가능하여 자기이해와 타인과의 관계 개선에 실효성을 

지닌다[5,6]. 또한 의사소통에 관한 문제를 개선하거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 준다는 강점이 있어 이미 교육학, 

심리학, 정신의학 분야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어 오고 있

다[7].

  이러한 배경 하에 이 연구는 의과대학생들을 위한 의사소

통교육 프로그램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교류분석의 자아상태와 의사소통능력이 어떤 관계를 보

이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1학년 학생 109명을 대상으

로 하였다. 자아개념 검사는 ‘지금 여기에서(now and here)’

의 행동패턴, 사고방식, 느낌이나 태도 등을 바탕으로 자아상

태를 파악하기 때문에 의사소통능력 검사와 동일한 시기에 

검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 도구 및 분석 방법

1) 의사소통능력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은 Kim et al. [8]의 communica-

tion skill self-test 검사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검사

지는 “Beyer-Fetzer Conference on Physician-Patient 

Communication in Medical Education” 중 다양한 의사소통 

모형과 연구자료들을 토대로 구성된 “의사소통의 필수요소

(essential elements of communication skills)” 목록에 기반

하여 번역 제작된 것으로 ‘관계형성’, ‘대화열기’, ‘정보수집’, 

‘상대방 시각 이해’, ‘정보공유’, ‘의견일치’, ‘대화마무리’ 7개 영

역 총 25개 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7점 척도로 자기평가를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 검사는 의사소통능력에 대

한 학생들의 자신감 측정 검사라고도 할 수 있다. 연구에 사용

된 검사지의 신뢰도(Cronbach α 계수)는 0.94였다.

2) 자아상태

  자아개념은 한국교류분석협회가 표준화한 Egogram 

checklist (ECL)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ECL은 통제적 

부모(critical parent, CP), 양육적 부모(nurturing parent, 

NP), 자유로운 아동(free child, FC), 순응한 아동(adapted 

child, AC), 어른(adult, A) 5개 기능별로 10문항씩 총 50

문항에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기능별 점수

는 0점에서 5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에너지

가 그 지표로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0.74이며, 내용타당도는 0.84

로 보고되었다.

  취합된 자료는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확인하였으

며 SPSS version 20.0 (IBM Corp., Armonk, USA) 프로그

램을 사용하였다.

결과

  자아개념 검사와 의사소통능력 검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

사소통기술 영역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1). 그 결과 

CP는 관계형성, 대화열기능력과, NP는 관계형성, 대화열기, 

정보수집, 상대방 시각 이해, 정보공유, 의견일치, 대화마무리

능력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A는 관계형성과 정적 상관이 있

었다. FC는 개별 영역에서는 유의한 상관은 없었지만 전체 

의사소통능력 점수와는 정적 상관이 있었다. 반면 AC는 모든 

의사소통기술 영역과 부적 상관이 나타나 AC 성향이 강할수

록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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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lationship between Ego-State and Communication Skills

Types
Category of communication skills

Building 
relationship

Opening 
discussion

Gathering 
information

Understanding 
one's perspective

Sharing 
information

Reaching 
agreement

Providing 
closure

Total 
score

CP 0.220* 0.215* 0.168 0.087 0.153 0.106 0.007 0.182
NP 0.256* 0.219* 0.326** 0.402*** 0.211* 0.358** 0.194* 0.361**
A 0.249* 0.183 0.179 0.093 0.210* 0.142 -0.027 0.174
FC 0.079 0.098 0.175 0.135 0.166 0.138 0.169 0.192*
AC -0.259** -0.081 -0.214* -0.143 -0.051 -0.158 -0.226* -0.214*

CP: Critical parent, NP: Nurturing parent, A: Adult, FC: Free child, AC: Adapted child.
***p<0.001, **p<0.01, *p<0.05 by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고찰

  이 연구는 의사소통기술 교육과정을 개발함에 있어 개인적 

특성인 자아상태라는 변수를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 파악해 

보기 위해 의학과 학생들의 자아상태와 의사소통능력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 보았다. 연구 결과, 자아상태와 의사소통능력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곧 자아상태의 

성숙도에 따라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느끼는 의사소통기술

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비판적 부모자아(CP), 양

육적 부모자아(NP), 어른자아(A)가 강한 학생들에 비해 순응

적 어린이자아(AC) 상태가 강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의사소

통에 많은 어려움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의 결과에 주

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순응적 어린이자아(AC)가 강한 학생

들이 성격, 대인관계 문제에 부적응을 경험하고 있으며 대학

생활 적응과도 부적 상관을 보인다고 보고한 Song [9]의 연구

도 이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 준다. AC 성향이 강하면 주체성

이 결여되어 의존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지니는 경우가 많

아 책임감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으며, 감정을 

억압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진실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지 못해 적대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된다. 반면 모든 의사소통기술 영역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인 NP는 공감, 친절, 보호, 수용 등

의 특성을 내포한다[10]. 따라서 자아개념 검사 결과 AC 성

향이 지나치게 강한 학생들에게는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하며 

말하는 연습, 감정을 표현하는 훈련,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제공 등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상호보

완적인 관계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 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고그램의 자아상태는 자신과 타인의 상호작용 등을 통해 

관찰 가능한 것으로 대인관계, 의사소통과 매우 밀접한 관련

이 있다. 따라서 의과대학생들의 자아상태를 파악한 후 그 특

성을 고려하여 모든 자아상태가 적절히 기능할 수 있도록 의

사소통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한다면 보다 높은 학습성과

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 연구는 일개 의과대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

에 연구 결과의 객관적 정량화 및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으며 

자기보고식 응답에 기초하여 측정하였기 때문에 개인적 가치

를 통제할 수 없었다는 제한점이 있지만, 의학교육 분야에서 

아직 논의된 바 없는 자아상태와 의사소통능력의 관계를 규

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향후 자아상태와 의사소통능력의 

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교육 전략을 개

발하여 보다 효과적인 의사소통기술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

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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