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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describe a viable communication skills course
for medical students and to discuss how to improve it for better teaching.
Methods: The subjects were a communication skills course and one hundred thirty three thirdyear medical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course in 2006. Program evaluation by students
was conducted using questionnaire at the end of each session and the entire course.
Results: The communication course was named as “Medical Communication Skills”. Basic
communication skills and interview skills for specific clinical situations were taught. We used
experiential leaning methods such as standardized patient (SP) interviews with feedback. Students
rated the course highly especially for SP-based practice sessions and student group projects. The
course evaluation indicated that the students considered communication skills to be significantly
more important as a clinical competency after the completion of the course.
Conclusion: We confirmed that the communication skills course was well perceived by medical students and they preferred experiential learning methods more than didactic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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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에 따른 핵심 교육내용을 추출하였다. 2년여에 걸친
교육과정개발 회의하여 교육주제와 교수방법과 매

여러 선행연구는 의사들의 대인관계 및 커뮤니케

체를 선정하여 조직하였다. 프로그램 평가는 수업

이션 능력이 환자진료, 건강결과 및 의료의 질적 향

주제별 평가, 수업 종료 후 총괄평가로 시행하였다.

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을 입증하고 있다 (Roter et

본

al., 1995; Stewart, 1995). 따라서 의료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의사에게 있어 의학지식과 기술과 더불어 가

론

가. 교육과정

장 핵심적인 자질 중에 하나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각국에서는 의사들에게 적합한 의료커뮤니케

의료대화 수업의 교육목적은 ‘효과적 의료대화법

이션 교육 모델과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개발하

을 익혀 원만한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형성하고 다

고 있다. 또한 대인관계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 교육

양한 상황에서 품위 있고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는 근거도 지속적으로 제시

능력을 배양하며 타 의료직종과 효과적으로 융화할

되고 있다 (Simpson, 1991; Makoul & Schofield,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아울러

1999; Brinkman, 2007).

사회의 리더로서 필요한 기초 자질을 함양하는 것

국내 역시 의대생과 의사들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이다’라고 설정하였다.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환자-의사-사

수업내용은 ‘의료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 ‘기초

회’ 혹은 ‘임상의학입문’의 일부로 커뮤니케이션을

의학 면담법’, ‘화가 난 환자 / 폭력적인 환자 대하

교육하거나 독립된 정규교육과정으로 개설하고 있

기’, ‘수술 전 환자 대하기’, ‘환자교육’, ‘나쁜 소식

는 대학이 증가하고 있다. 선행연구는 의예과 학생

전하기’, ‘동료 간 직종 간 의료커뮤니케이션’, ‘소아

들에게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시행한 결과 학생들의

면담’의 총 8개 주제로 구성하였다. 주제당 2시간씩

인식과 학습 전후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차이가 있

총 16시간을 수업하였고 교수방법은 크게 경험적

었음을 보여주었고 (Choi et al., 2004 Kim et al.,

학습방법 (experiential learning methods), 학생조별

2006), Kim et al. (2002)은 의학과 학생에서 수업 후

프로젝트와 강의방식으로 구성하였다. 경험적 학습

면담기술 학습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했음을 보고하

방법으로는 역할극, 토론, 표준화환자 (standardized

였다.

patient) 면담과 피드백, 면담녹화 / 검토 및 동료 피

저자들은 2006년 일개 의과대학에서 의학과 3학

드백을 사용하였다 (Table I).

년 학생을 대상으로 독립된 정규과정으로 시행하였

학업 성취도 평가는 출석 30%, 동료평가 10%, 조

던 의료커뮤니케이션 교육과정을 소개하고 그 발전

과제 및 발표 30%, 실기시험 30%의 비율로 구성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였다. 실기시험은 소아과 보호자에게 나쁜 소식을 전
하는 사례로써 학생과 표준화환자가 일 대 일로 7분

연구 방법

간 면담을 하도록 했다. 채점표는 캘거리-캠브리지
면담 가이드 (Calgary-Cambridge Observation Guides,

저자들의 의과대학에서는 의학교육전문가 3인,
임상교수 7명의 총 10명으로 구성한 의료커뮤니케

Kurtz et al, 2003)를 번역 후 수업 참여 교수들이 국
내현실에 적합하게 수정하였다.

이션 교육과정 개발팀을 구성하고 ADDIE 모형에

나. 프로그램 평가

따라 (Gagne, Briggs & Wager, 1992; Dick & Carey,
1996) 교육과정을 개발, 시행하고 평가하였다. 문헌

저자들의 의과대학에서 2006학년도 시행하였던

검토와 외국 대학의 의료커뮤니케이션 교육과정을

‘의료대화’ 수업과 이에 참여하였던 의학과 3학년

분석하여 교육목적과 구체적 목표를 개발하였고 이

총 133명이 수업평가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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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 Session Topics and Instruction Methods
Topics

Instructional Methods

Why we should teach and learn communication skills in medicine?

Lecture
Lcture
Role play
SP* interview with SP and peer feedback
Lecture
Role play
SP interview with SP and peer feedback

Basic communication skills in clinical practice

Dealing with angry or violent patient
Preoperative patient communication

Lecture

General patient education

Lecture
Group project presentation
Discussion and tutor feedback
Group project presentation
Discussion and tutor feedback
Lecture
Role play
SP interview with SP and peer feedback
7-minute SP interview videotaping
Parallel faculty and peer assessment

Bad news delivery
Communication with peers and other health professions
Talking with children and parents
Final assessment

SP*: standardized patient
All SP interviews were conducted using one to group approach and managed by time – in/out technique. Each SP
interview was followed by SP and peer feedback.

1) 주제별 평가

제외한 나머지 문항 모두에 대하여 평균 4점 이상으

8개의 수업 주제 중 의료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전

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였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반적인 소개 (orientation)와 환자교육을 다룬 수업을

보인 문항은 ‘이 수업은 당신이 향후 임상실습을 하

제외하고 나머지 6개 수업에 대하여 매 수업 종료

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라는 문항이었다 (M=

시 강의평가를 실시하였다. 학생들은 주제와 강의

4.60, SD=0.76) (Table II). 의료커뮤니케이션의 중

내용의 연계성, 실제 환자 면담 시 적용가능성, 전반

요성에 대한 인식은

적인 만족도, 학생 자신의 참여도에 있어 ‘수술 전

한 결과 수업 전 (M=4.08, SD=0.96)보다 수업 후

환자 대하기’ 이외의 모든 주제에 대하여 모두 4점

(M=4.60, SD=0.72)에 더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 (5점 리커트 척도 사용)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

(P=.002).

단일표본 차이검증으로 실시

다. 강의 방식으로만 진행 했던 ‘수술 전 환자 대하

또한 학생들에게 총 8개의 수업 주제 중 가장 큰

기’는 다른 주제에 비하여 만족도가 낮았으며 특히

도움이 되었던 주제를 한 개 선정하고 그 이유를 기

향후 진료 시 적용가능성에 대해서 낮은 점수를 보

술하도록 한 결과 표준화환자를 이용한 ‘화가 난 환

였다.

자 / 폭력적인 환자 대하기’ (42.6%：55명)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 이유는 임상에서 흔하

2) 총괄평가

게 일어나는 상황이나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모든 수업과 실기 시험이 종료된 후에 과목에 대

실제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이라고 대

한 전반적인 평가를 실시한 결과와 같이 1개 문항을

답하였다. 수업의 개선사항을 기술하게 한 결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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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I. Students’ Overall Valuation at the End of the Course (N=133)
Question

Mean

SD

How valuable was this course in terms of developing your communication skills?

4.41

0.73

Did this course increase your interest in communication skills?

4.56

0.69

Has this course helped you develop more confidence in communication with patient?

4.21

0.81

This course would be effective in communicate with patient in clerkship training.

4.60

0.76

Overall, the course materials (texts, assigned readings, handouts, etc.) was helpful.

3.71

0.93

On the whole, I was satisfied with this course.

4.44

0.75

1: strongly disagree, 2: disagree, 3: neutral, 4: agree, 5: strongly agree.

생들은 교수자의 모델링, 표준화 환자 면담을 할 때

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수의 관찰과 피드백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제시

의료커뮤니케이션 능력은 학습자들의 행동변화를

하였다. 또한 여러 의료상황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통하여 습득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험적 학습방법이

대처법을 알고 싶다는 적극적인 의견이 있었고 향

효과적이다 (Kurtz et al., 1998). 경험적 학습방법에

후 배우고 싶은 주제는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환자,

는 역할극, 실제 혹은 모의환자 면담, 비디오 / 오디

노인환자, 말기암환자, 응급실 환자보호자, 성적으

오 녹화 및 피드백, 토론 등이 해당된다. 이미 많은

로 유혹하는 환자와 같은 다양한 실제 의료 상황에

선행연구 (Cegala & Broz, 2002)에서 표준화환자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고 제안하였다.

이용한 실습이 커뮤니케이션 교육의 효과성을 보고
한 것처럼 저자들의 연구에서도 표준화환자 면담실

고

찰

습과 실기시험 후 녹화한 비디오를 다시 보고 동료
간 피드백을 주고받은 수업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

이 연구에서 저자들은 의학과 학생들이 의료커뮤

다. 또한 학생조별 프로젝트도 높은 만족도를 보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수업 후

는데, 이는 학생들 스스로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

의료커뮤니케이션 능력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관심

고 환자 혹은 보호자, 다른 의료인의 입장에서 생각

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커뮤니케이션

해 보는 기회, 토론을 통한 동료의 생각을 알 수 있

수업 이후 의료에 있어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에

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니케이션 수업을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관심이 높아졌다

결론적으로 저자들은 소속대학의 의학과 3학년

는 국내외 선행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Kim et al.,

학생들이 의료커뮤니케이션 수업을 긍정적으로 평

2002 Wagner et al., 2002 Hannah et al., 2004). 그러

가하였고 수업방법에 있어서는 경험적 학습 방법이

나 Rees & Sheard (2003)의 연구는 상반된 결과를

강의식 방법보다 선호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

보고하면서 학생들의 수업 전 기초 커뮤니케이션

나 제한적인 인적 물적 자원하에 수업이 시행되어

수준이나 교육방법이나 전략에 따른 학생들의 만족

표준화환자 면담기회가 적었다는 점, 토론시간에

도와 인식도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

각 조별로 교수들이 배치되어 그룹 토론을 유도하

을 종합해보면 의료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학생들의

고 피드백을 주지 못한 점, 교수자에 의한 모범적

인식은 교육 전후 변화가 가능하지만, 학생들의 기

사례의 시범이 부족했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

초 커뮤니케이션 수준, 자신감, 교육내용이나 방법

적되었다. 이에 저자들의 대학에서는 표준화환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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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기회를 늘리고 모범적 면담 사례를 담은 동영

tal students. Journal of Dental Education, 68(9),

상 매체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개선 작업을 시행

970-977.

하고 있다.

Kim, H.J., Park, E.H., & Kim, D.H.(2002). Medical

향후 저자들은 의료커뮤니케이션 과정이 실제로

Students’Change of Thought after a Two Year

학생들의 의료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

Course

는지에 대한 효과성 검증과 그 효과가 지속적으로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14(2), 165-174.

유지 혹은 강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전향적 연구를

on

Medical

Interview

Skills.

Korean

Kim, S., Lee, S.J., Choi, C,J., & Hur, Y.(2006). The

시행할 계획이다.

effectiveness of communication skills of pre-medical students.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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