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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develop education programs for improving medical school students’ medical communication
ability, and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to help develop and operate medical communication education programs by analyzing the
education programs and students satisfaction from the education effects.
Methods: The method was to survey 116 sophomores in C medical school in 2014 in order to research students’ demands for
the medical communication education, level differences of communication between before and after of the education, and students’
satisfaction from the education program. Analysis of frequency, paired samples t-test, descriptive statistic analysis were used for
the research.
Results: There were not only many students who did not get general communication educations before admission, but also many
students who said they need medical communication education. On the whole, students’ abilities of communication were improved.
Building relationship, information gathering, sharing information, understanding one’s perspectives factors was improved meaningfully
in the statistics. However opening relationship, reach agreement, and providing closure were not improved meaningfully in the statistics.
On the whole, the students were satisfied from the education programs.
Conclusion: To develop education programs for medical communication ability, we need to construct the objectives of education
and contents by researching students’ demands and level of learning in communication area. Moreover we have to design curriculum
to maintain the education effects consist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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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기초지식의

서론

습득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의료커뮤니케이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의료커뮤니케이션은 의료상황에서 의사-환자의 치료적 관

학생들의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기초지식 수준이나

계를 형성하고, 환자가 가진 문제를 의사의 질문에 의해 구체

교육 경험 수준, 요구 수준을 파악하여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

화해 나가는 정보교환의 과정을 거쳐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

다. 의료커뮤니케이션 교육과 관련하여 교과목의 구성[9], 교

아내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효율적인 의료커뮤니

육 과정의 문제점[11] 등에 대한 선행 연구는 있지만 학생들

케이션은 의사와 환자 간의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여 상호신

의 사전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교육 경험 정도나 요구도를 조

뢰감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서, 진료와 치료과정

사하거나 의료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그 교육 효

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와 의사의 직무만족도를 증가시키며,

과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의학전문

궁극적으로 환자의 순응도를 증가시키므로 치료 과정 및 결

대학원(이하 의전원) 학생들의 의료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 등으로 의료커뮤니케이션의

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변하였다[1,2,3,4]. 또한 환자의 주권의
식이 높아지고 미디어와 인터넷 등을 통해 의료정보가 대중
화되면서 의사의 일방적인 전달방식에서 벗어나 쌍방향적인

대상 및 방법

관계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맞물려 의료커뮤니케이션
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5].
많은 국외 의과대학 교육과정의 졸업성과로서 진료역량 외

1. 연구 대상

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고[6], 국내

본 연구 대상은 C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중인 2학년 120명

많은 의과대학의 졸업성과 혹은 교육 목표에도 포함되어가는

중 의료커뮤니케이션 9시간 교육 시간에 모두 출석하고, 설문

추세이다. 더불어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에 의료면담 과목이

조사에 모두 응답한 총 116명이다.

포함되면서 의료커뮤니케이션 교육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
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서 실시한 의과대학에서 의료커뮤

2. 의료커뮤니케이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니케이션 교육에 대한 현황조사(2007)에 따르면 88%의 의과

의료커뮤니케이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교수설계

대학에서 의료커뮤니케이션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고, 의료커

모형의 하나인 ADDIE (분석[analysis], 설계[design], 개발

뮤니케이션 교육은 의료커뮤니케이션 교육을 전담하기 위한

[development], 실행[implementation], 평가[evaluation])

교과목으로 제공되거나 의료인의 교육을 위한 교과목의 일부

모형을 적용하였다.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의료커뮤니케이션 교육 내용과
방법, 교육 대상 등은 대학에 따라 편차가 있다[7,8].

분석단계에서는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의전원 입학 전 학부
에서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강좌수강 여부, 대학(학부)에서

의료커뮤니케이션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학생들이 환자를

의 커뮤니케이션 개론 교육의 필요성을 느낀 경험, 의전원에

대할 때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교육하는 것뿐만 아니

서 의료커뮤니케이션 교육의 필요성, 의료커뮤니케이션 수업

라 장차 의료인으로서 전문직을 수행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을 통해 배우고 싶은 주요 내용 등을 설문조사방법을 사용하

태도 및 그에 따른 행동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

여 학습자 요구 분석을 실시하였다.

는 것이다[9]. 의료커뮤니케이션은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한

설계단계에서는 학습자 요구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일반적

유형으로 커뮤니케이션의 구성과 진행과정 등에 관한 기초지

인 커뮤니케이션 기초지식과 방법 등을 기초로 의료커뮤니케

식이 있을 때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다

이션 관련 내용을 습득하여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10]. 즉, 의료커뮤니케이션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있는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학습 성과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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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Organization of Contents of Medical Communication Program
Week
1

Subject
Medical communication
overview
Communication skills

2

Understanding one’s
perspectives

3

Clinical communication

4

Medical interview in various
situations

Contents
Overview
Communication basic knowledge
Communication methods
Building relationship
Empathy, listening, attitude
Understanding oneself and the others
Communication with patients and guardians
Communication with fellow medical personnel
Structure and function of clinical communication
Clinical communication procedures
Medical interview with difficult patients
Medical interview dealing with other various
situations

Time
1
2

Teaching methods
Lecture, communication level
evaluation, role play
Lecture, role play, demonstration,
self-reflective report

2

Lecture, feedback, MBTI workshop,
self-reflective report

2

Lecture, role play, demonstration, case
analysis, self-reflective report
Lecture, role play, demonstration, case
analysis, self-reflective report,
communication level evaluation,
student satisfaction survey

2

MBTI: Myers-Briggs Type Indicator
하기 위하여 강의, 역할극, Myers-Briggs Type Indicator 워

2) 의사소통 수준 평가 조사

크숍, 시연, 사례분석, 피드백 제공, 자기성찰 보고서 등 다양

의료커뮤니케이션 교육 실시 전과 실시 후에 자신의 커뮤

한 교수전략과 학습매체 등을 도출하였다.
개발단계에서는 각 수업시간을 도입-전개-마무리로 나누
어 수업계획안을 개발하였다.

니케이션 수준 변화 정도를 통하여 설계단계에서 설정한 학
습성과 달성 여부 등 교육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의사소
통 수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였다. Beyer-Fetzer Con-

실행단계에서는 Table 1과 같이 총 9시간으로 2014년 3월

ference on Physician-Patient Communication in Medical

6일(목), 3월 20일(목), 4월 3일(목), 4월 10일(목)까지 총 4회

Education에서 다양한 의사소통모형과 연구 자료들을 토대

진행하였다.

로 만들어진 의사소통의 필수요소 목록을 토대로 번역 제작

평가단계에서는 교육 실시 전과 후의 커뮤니케이션 수준

한 의사소통 수준 평가지를[12] 본교 의료커뮤니케이션 교육

변화를 통하여 교육 효과를 확인하였고, 교육 프로그램 학생

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의료커뮤니케이션 전문교수 1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과 교육심리 전공교수 1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항을 수정 및

진행하였다.

보완하였다. 의사소통 수준 체크리스트는 관계 형성하기, 대

3. 자료 수집
1) 사전 학생 요구 조사
학생들의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사전 교육 경험 여부와 의

화 열기, 정보 수집하기, 상대방 이해하기, 정보 공유하기, 의
견 일치하기, 마무리 짓기 등 7개 요인 총 25문항으로 구성하
였고, 7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3) 교육 프로그램 학생 만족도 조사

료커뮤니케이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첫 시간에 설문조사를

의료커뮤니케이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의전원 입학 전 학부에서 의사소통과

개선할 점을 파악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 학생 만족도 조사

관련된 과목 수강 여부, 대학(학부)에서의 일반적인 커뮤니케

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교육 전반에 대한 만족도 1문항, 수

이션 개론 교육의 필요성을 느낀 경험 여부, 의전원에서 의료

업 내용 만족도, 수업 방법, 수업 난이도, 피드백에 대한 만족

커뮤니케이션 교육의 필요성 등 폐쇄형 3문항과 의료커뮤니

도, 수업 운영 만족도 등 교육 만족도 5문항, 자신의 수업 참

케이션 교육을 통해 배우고 싶은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여 정도 1문항, 총 7문항으로 구성하였고, 4점 척도를 사용하

있는 개방형 1문항을 포함하여 총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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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한 경험이 없고, 20.7%의 학생들은 1~5시간 이상의 단시

4. 결과 분석

간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18.1%의 학생들만이 1학기 이

SPSS version 12.0 (SPSS Inc., Chicago, USA)을 사용하여

상(학점 취득) 커뮤니케이션 관련 강좌를 수강한 것으로 나타

학생들의 사전 요구도 분석을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교

났다. 학부 즉 대학교육에서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 관련 교육

육 전과 교육 후 의사소통 수준 평가 결과의 차이를 분석하기

의 필요성을 느낀 경험 여부를 조사한 결과, 76.7%가 교육 필

위해 paired samples t-test를 하였으며, 교육 프로그램 학생

요성을 느낀 적이 있었고, 23.3%가 교육 필요성을 느낀 적이

만족도는 기술통계분석(평균과 표준편차)을 실시하였다.

없다고 응답하였다. 의전원에서 의료커뮤니케이션 교육의 필
요성을 조사한 결과, 99.1%가 필요하고, 0.9%만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원하는 의료커뮤니케이션 교육 내용으로

결과

신뢰로운 관계 형성 방법, 기본적인 의사소통 방법, 정보 수집
및 전달 방법, 공감 및 경청 등이 높게 나타났다(Table 2).

1. 의료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학생 요구도 조사

2. 의사소통 수준 차이 분석

의료커뮤니케이션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기 전에 학생들

의료커뮤니케이션 교육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첫 수업시간

이 의전원 입학 전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강좌를 수강한 경

에 실시한 커뮤니케이션 수준과 수업이 종료된 시점에 실시한

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61.2%의 학생들이 전혀 강좌를

커뮤니케이션 수준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2. Research of Demand for Medical Communication Education Content
Communication

Communication with patients

Communication with fellow medical
personnel and guardians

Contents
Ways of building reliable relation (trust, rapport, etc.)
Ways of communication (tone, expression, question, etc.)
Ways of information gathering and communicating
Empathy, listening
Understanding patients (position, desire, mind)
Ways of dealing appropriately with situations (delivering bad news, dealing with difficult
patients, etc.)
Expressing in patients language
An attitude toward patients (manners, the dos and don'ts, etc.)
Fellow medical personnel
Patient guardians

No.
19
19
13
12
8
7

Table 3. Communication Level Differences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Education
Factor
Building relationship
Opening relationship
Gathering information
Understanding one’s perspectives
Sharing information
Reach agreement
Providing closure

Pre
Mean
5.28
5.17
4.92
4.74
4.93
5.33
5.40

SD: Standard deviation.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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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SD
1.02
0.77
0.88
0.84
0.83
0.75
0.83

Mean
5.47
5.34
5.31
4.99
5.23
5.37
5.56

SD
0.93
0.89
0.79
0.89
0.82
0.80
0.82

t(p)
-2.77*
-1.92
-4.74**
-3.16**
-3.65**
-0.52
-1.82

6
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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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tudent Satisfaction Evaluation

Overall satisfaction
Satisfaction with education

Self-evaluation

Items
Overall satisfaction
Contents
Method
Level of difficulty
With feedbacks to the assignments
Satisfaction the class management
Degree of voluntary participation

Mean
3.07
3.00
3.11
3.10
3.03
2.95
2.90

SD
0.60
0.67
0.60
0.61
0.71
0.69
0.61

SD: Standard deviation.
관계 형성하기, 정보 수집하기, 상대방 이해하기, 정보 공유하

계라 할 수 있다. 연구 결과, 의전원 학생들은 입학 전 대학생

기 요인은 사전-사후검사 간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활을 하면서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교육의 필요성

나타났지만(p<0.05), 대화 열기, 의견 일치하기, 마무리 짓기

을 느낀 경험이 많았지만 실제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교육

요인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그러나 수업 종료 후

경험은 많은 학생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수준의 평균점수는 모두 향상되었다.

의료커뮤니케이션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커

3. 교육 프로그램 학생 만족도 조사

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이해와 수행능력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많은 학생들은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었다. 사회과학 영역에

의료커뮤니케이션 교육에 대한 학생 만족도 평가 결과, 전

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중요성을 인식

체적인 만족도는 4점 만점에 평균 3.07로 높게 나타났다. 수

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11].

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수업 내용 만족도는 평

또한 의료커뮤니케이션 교육을 위한 교육 내용을 구성할 때

균 3.00, 수업 방법 만족도 평균 3.11, 수업 난이도 평균 3.10,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내용과 환자와의 의사소통,

피드백에 대한 만족도 평균 3.03, 수업 운영 만족도 2.95로 나

의료커뮤니케이션의 구조와 기능 등 의료와 관련된 내용을

타났다. 자기 스스로 의료커뮤니케이션 교육에 적극적으로

함께 병행하여 단계적으로 구성하고 있지만 대부분 일반적인

참여한 정도에 대해서는 4점 만점에 평균 2.90으로 나타났다

커뮤니케이션 교육 내용의 비중은 적게 할 것이다. 이것은 이

(Table 4).

미 사전에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이
해하고 있을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
으로 의전원 학생들은 입학 전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지원이

고찰

나 교육 경험 기회가 많지 않았으므로 의학 관련 교과목 내에
서 일부로 의료커뮤니케이션 교육이 진행될 경우에는 교육

본 연구의 목적은 의전원 학생들의 의료커뮤니케이션 능력

내용을 구성할 때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 일반적인 커뮤니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교육의 효과와 교

이션과 의료커뮤니케이션의 비중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의

육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 만족도를 분석한 사례를 통하여 의

전원에서 의학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의예과부터 일반적인

료커뮤니케이션 교육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운영

커뮤니케이션을 다루는 별도의 교과목으로 개설하여 기초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갖추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의학과 4학년까지 학습할 수 있

의료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에 학생들의 사전 요구도를 분석하는 것은 학생중심의 교
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단

도록 학습 가능성과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 과정을 구성
및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료커뮤니케이션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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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전과 후에 자기평가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 수준 변화

있기 때문에 최근 의학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자기성찰에 기

정도를 분석한 결과, 관계 형성하기, 정보 수집 및 정보 공유

반을 둔 학습과 수행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17,18]. 따라

하기, 상대방 이해하기 요인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향상된

서 의료커뮤니케이션 교육은 환자중심적 진료를 위한 학생들

반면 대화 열기, 의견 일치 보기, 마무리 짓기도 향상되었지만

의 인식 변화, 자기성찰을 통한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

통계상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 프로그램

을 포함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9].

을 설계단계에서 학생 요구도 조사에서 요구도가 높았던 신

수업 운영에 대한 만족도는 크게 차이는 없지만 다른 만족

뢰로운 관계 형성 방법, 의사소통 방법, 정보 수집과 전달 방

도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는데, 가장 큰 이유는 전문적인 의료

법, 공감과 경청 방법 등에 대한 부분을 다양한 방법과 반복학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할 수 있는 교수진의 부족이라고 사료된

습, 충분한 시간 등을 통해 수업을 진행한 반면 대화 열기, 의

다. 전문 교수진의 부족으로 2명의 교수가 정해진 시간 안에

견 일치 보기, 마무리 짓기 요인은 상대적으로 비중을 적게 다

다양한 교육 방법을 사용하여 운영하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

루어 향상 수준이 낮게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커뮤니케이션

문에 운영 만족도가 낮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의학교육에 있

능력은 교육을 통해서 향상될 수 있다[13,14]. 의과대학생을

어 의료커뮤니케이션 교육을 시작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아 교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받은 군과 받지 않은 군을 비

수진이 대부분 의료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을 경

교했을 때,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받은 군이 커뮤니케이션 교

험해 보지 못하였다. 교육을 담당할 교수진들의 구조화된 의

육 후 커뮤니케이션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되었고[13], 커뮤니

료커뮤니케이션 교육 경험 부재는 교육 용어의 혼재, 의료커

케이션 평가점수가 더 높았다[15].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통해

뮤니케이션 교육 기법에 대한 숙련도 부족, 평범하고 추상적

향상된 능력이 교육 후 12~18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유지되는

인 피드백 제공과 같은 문제점들을 야기하기 때문에[19] 의료

것으로 나타났다[16].

커뮤니케이션 교육 담당 교수진에 대한 별도의 세미나, 워크

그러나 학생들이 의료커뮤니케이션 교육을 효과적으로 잘
받았더라도 과도한 학습량과 수많은 시험, 시간의 흐름, 다양

숍, 학회 등을 지원하여 전문 교수진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 환경 등에 노출되다 보면 의료커뮤니케이션 교육 효과가

자신 스스로가 의료커뮤니케이션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자신도 모르

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낮게 나타났다. 2학년은 임상실습 준비

게 나오는 습관처럼 바른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형성하여 발

단계의 학생들로 많은 기초, 임상의학 과목들을 학습하는 시

휘할 수 있도록 의전원 또는 의과대학을 다니는 동안은 학생

기로 임상실습중인 학생들에 비하여 의학적 지식의 부족이나

의 행동 변화가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이 필요

실제 환자의 진료 경험 부재 등으로 학습동기가 약하기 때문

하고, 교수 자신은 학생들의 모델링이 되도록 자기를 점검하

일 것이다. 의료커뮤니케이션 교육에 대한 학습동기를 높일

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수 있도록 의료커뮤니케이션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거나 다

의료커뮤니케이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 만족도를 분

양한 방법 등을 고안한다면 참여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수업 내용, 수업

본 연구는 일개 의전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의료커뮤니

방법, 수업 난이도, 과제에 대한 피드백의 만족도가 높았다.

케이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개선하는 사례를 연구 범위로

학생 요구도 조사 결과를 많은 부분 반영하여 수업 내용에 포

하였기 때문에 일반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추후 계속적인

함하였고, 역할극이나 실제 사례를 분석하게 하는 방법, 자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개선을 통해 표준화된 의료커

성찰 보고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쉽게 전달하였기 때문인

뮤니케이션 교육 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본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주별 수업 종료 후 자기성찰 보고서를

교육 프로그램은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후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

졸업 후까지 추적 조사를 통해 교육 효과의 지속성 등을 평가

와주기 위함이었다. 지식과 수행에 대한 자기성찰은 전문직

하는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을 양성함에 있어 전문성 개발의 핵심적인 요소로 강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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