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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전문대학원생이 스스로 평가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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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oncordance between self and standardized patient (SP) ratings of medical
students' communication skills.
Methods: Forty-three students interviewed SPs. The students were asked to complete a communication skills questionnaire that
comprised 2 measures (empathy and interpersonal communication) before the interview. After each student’s interview with the
SP, the latter completed the same questionnaire as the students.
Results: Based on Lin's concordance coefficient, there was strong disconcordance between students' self-ratings and the SPs' ratings.
With regard to empathic communication, more than 50% of students who considered themselves higher than middle level were
regarded by SP as low level. On interpersonal communication, 39% of students who assessed themselves as higher than middle
level were scored low level by SPs.
Conclusion: There was strong disconcordance between students' self-ratings and the SPs' ratings—students tended to overevaluate
themselves regarding their communication skills. These differences might result in patient dissatisfaction and noncompliance. Further,
it could become a serious hindrance to the development of a good doctor-patient relationship. Medical educators should make
sincere efforts to reduce this gap by teaching medical students the importance of the patients' perception of his doctors'
communication skills.
Key Words: Empathic communication, Interpersonal communication, Lin’s concordance, Standardized patients, Overevaluation of
communication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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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측정할 때 자가 평가 방식만을 이용할 경우, 상대방이 느끼

서론

는 것보다 자신의 능력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고 보고한 바 있다. 결국 의료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알아

최근 미국의 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leges

(AAMC)는 2015년부터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시험(the Medical

보기 위해서는 환자가 인지한 의료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파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College Admission Test)에 사회 과학(social science) 영역을

국외에서는 의료진이 스스로 측정한 본인의 커뮤니케이션

50% 가량 출제하여 의예과(pre-med)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

능력 수준과 다른 관찰자가 측정한 의료진의 커뮤니케이션

을 평가하겠다고 밝혔다[1]. 또한 Accreditation Council for

수준 간의 차이를 비교하거나 일치도를 분석하는 연구가 진

Graduate Medical Education (ACGME)와 American Board

행되고 있다. 레지던트를 대상으로 한 Millis et al. [11]의 연

of Medical Specialties (ABMS)에서는 의사가 갖추어야 할

구에 의하면, 표준화 환자(standardized patient, SP)에게 자

6가지 핵심 능력 중 하나로 대인관계 커뮤니케이션 기술

신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낮게 평가를 받은 레지던트들이

(interpersonal and communication skills)을 제시하고 있다

본인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

[2]. 이처럼 미국의 의료계에서는 의료서비스 질의 개선을 위해

다[11].

의사의 공감능력과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대한 평가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3].

최근 국내에서도 의사의 지식 영역뿐만 아니라 환자를 대
하는 태도 영역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2009년 의사

국외 선행 연구에 의하면, 의료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국가고시부터 실기시험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의

환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의료

료커뮤니케이션 영역은 임상수행시험(clinical performance

진의 커뮤니케이션은 환자의 만족도와 치료 순응도를 높이며

examination)에서 1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12]. 그뿐

[4], 의료소송의 감소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5]. 또한

아니라 의료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관련된 연구 또한 다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공감 능력이 높은 의

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효과적인 의사-

사에게 진료를 받은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합병

환자 관계 형성을 위해 의대생에게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실

증 발생 비율이 낮았으며, 치료 결과(patient outcomes)도 더

시한 결과, 학생들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보

많이 향상된 것으로 드러났다[6].

고하였다[13]. 또한 Kim et al. [8]의 연구에 의하면, 의사의

의료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파악하는 데 핵심이 되는

공감적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환자의 만족도 및 치료 순응도

공감 능력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의료진이 스스로 본인의 공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특히 의료진의 정서적 공

감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과 환자가 의료진의 공감 능력을 평

감 능력이 높을수록 환자의 만족도와 치료 순응도가 높아지

가하는 방법이 있다. 이 때 환자가 평가한 의료진의 행동을 분

는 것으로 나타났다. Yoo et al. [14]의 연구에서는 의사의 환

석하는 것이 의료진의 환자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데 있어 효

자 중심형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은 환자의 진료 만족도와 의

과적이다[7]. 왜냐하면 의료진의 공감 능력을 측정할 때, 의료

사 신뢰도를 높여 환자의 재방문 의도에 간접적인 효과를 주

진의 자가 평가(self-reporting)만을 반영할 경우 환자가 실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로 느끼는 감정이 배제될 수 있으며 환자의 치료 결과에도

그러나 국내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의료진의 커뮤니케이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8]. Stewart et al.

능력의 효과와 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환자 중심형과

[9]은 환자가 측정한 의료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수준과 다

의사 중심형)에 대한 환자의 평가가 치료 만족도 및 순응도

른 관찰자가 분석한 의료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수준을 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의료

교․ 분석한 연구에서, 환자가 측정한 결과만이 환자의 긍정적

진이 스스로 평가한 본인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수준과 환자

인 치료 결과와 유의미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가 평가한 의료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수준의 일치도를 분

Kruger & Dunning [10]은 개인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수준

석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학전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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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민지 외 : 의전원생과 SP의 의사소통 평가 일치도

학원생이 스스로 평가한 본인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점수와

척도는 American Board of Internal Medicine (ABIM)의

SP가 평가한 의학전문대학원생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점수를

환자 평가 척도를 수정․ 보완한 것으로, 전체 9문항으로 구성

각각 알아보고, 의학전문대학원생의 자가 평가 점수와 SP 평

되어 있다. 본 척도는 진료 상담 시 환자들이 진료과정에 적극

가 점수 간의 일치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적으로 참여하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의사가 효
과적인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하도
록 되어 있다. 각 문항은 공감적 커뮤니케이션 능력 척도와 마

대상 및 방법

찬가지로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
록 대인관계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부산지역 소재 한 대학의 의학전문대학원 1학년
학생 43명과 SP 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전체 설문지는 해당 전문가 3명에게 내용 검토를 받았으며,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설문지를 수정․ 보완한 뒤, 10명에게
예비 연구를 실시하였다. 최종 설문지는 총 30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의학전문대학생의 성별 분포는 남학생 18명(41.9%), 여학생

2) 측정 방법

25명(58.1%)이었으며, 이들의 전체 평균연령은 27.00±3.17

본 연구에서는 의학전문대학원생이 의사 역할을, SP가 환

세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희망전공은 내과군이 23명(53.5%)

자 역할을 담당하여 모의 진료를 실시하였다. 의학전문대학

으로 가장 많았으며, 외과군 7명(16.3%), 기타 7명(16.3%),

원생과 SP의 진료 상담 시간은 10분이 주어졌다. 의학전문대

미정 6명(14.0%)의 순이었다. 또한 연구에 참여한 SP는 모두

학원생은 모의실험 참가 전 자신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설

여성이었으며, 이들의 연령은 각각 24세, 30세, 31세였다.

문지를 통해 직접 평가한 후, SP를 진료하였다. 실험에 참가

2. 연구 방법

한 SP의 경우에는 모의실험을 실시하기 전 실험 방법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았으며, 장염 증상에 대한 시나리오를 사전

1) 측정 도구

에 제공받아 해당 질병에 걸린 환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

본 연구에서는 의학전문대학원생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수

였다. 또한 SP들은 의학전문대학원생들과의 모의 진료가 종

준을 알아보기 위해 Kim et al. [8]이 개발한 의사의 공감적

료된 후, 각 학생들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설문지를 통해 평

커뮤니케이션 능력 측정 도구와 Millis et al. [11]이 재구성한

가하였다. SP 3명 중 1명은 15명의 학생과 모의 진료 면담을

레지던트의 대인관계 커뮤니케이션 능력 측정 도구를 수정․

실시하였으며, 나머지 2명은 각각 14명의 학생과 모의 진료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면담을 실시하였다.

Kim et al. [8]이 개발한 공감적 커뮤니케이션 능력 척도는

본 연구에서는 의학전문대학원생이 스스로 평가한 본인의

‘인지적 공감 능력(7문항)’과 ‘정서적 공감 능력(7문항)’의 두

커뮤니케이션 능력 점수와 SP가 평가한 의학전문대학원생의

가지 요인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인지적 공감 능력은 다른

커뮤니케이션 능력 점수의 일치도를 분석하기 위해, MedCalc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들의 관점을 수용하는 능력을 의

version 12.3.0 (MedCalc Software, Mariakerke, Belgium)

미한다. 또한 정서적 공감 능력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느끼고

을 이용하였다.

정서적 상태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척도의 각 문

일반적으로 두 집단의 비교를 설명할 때에는 t-test,

항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Pearson r,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 최소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게 된다. 척도의 전체 점수는 각

자승법(least square method) 등의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하

요소의 해당 문항들의 총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 능력

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두 집단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측정할

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때 일치하는 범위를 과장하거나 상관관계가 낮을 수도 있는

Millis et al. [11]이 재구성한 대인관계 커뮤니케이션 능력

단점이 있다[11]. 특히 두 변수를 비교할 때 주로 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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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rson r의 경우, 코더 간 신뢰도(inter-coder reliability)
에서 가장 큰 문제점을 보인다[15]. 다시 말해 두 변수 사이의

결과

선형 관계를 평가할 때 쓰이는 Pearson r은 곡선형의 관계인
두 변수의 관계에서는 매우 낮은 상관이나 ‘0’에 가까운 상관
을 나타낼 수도 있다[15]. 그렇다고 해도 이 두 변수 사이에
관계가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1. 의학전문대학원생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수준
Table 1은 의학전문대학원생이 스스로 평가한 커뮤니케이

반면 Lin’s concordance는 Pearson r의 결점을 보완하여,

션 능력 수준과 SP가 평가한 의학전문대학원생의 커뮤니케이

관찰된 새로운 값들이 기존의 값들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션 능력 수준을 각각 최상, 상, 중, 하, 최하로 분류하여 분석

를 보여준다. Lin’s concordance는 원점을 통과하는 하나의

한 결과이다. 공감적 커뮤니케이션 능력 중 인지적 공감 능력

기울기를 가지므로 값들의 일치 정도에 대한 정확도와 신뢰

에 대해서는, 의학전문대학원생의 41.9%와 55.8%가 본인의

도가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15]. 일반적으로 Lin’s con-

인지적 공감 능력을 각각 ‘중’ 수준과 ‘하’ 수준으로 평가하고

cordance는 최근 의학통계에서 새로운 기구나 측정 방법의

있었으며, ‘최상’과 ‘최하’로 평가한 의학전문대학원생은 한 명

효율성을 평가할 때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다. 하지만 본 연구

도 없었다. SP들 또한 의학전문대학원생들의 39.5%는 인지

처럼 동일한 정보에 대한 복수의 관찰자를 활용할 때에도

적 공감 능력이 ‘중’ 수준이며, 46.5%는 ‘하’ 수준이라고 평가

Lin’s concordance를 이용하는 것이 값들의 일치도를 파악하

하고 있었으나, 그 수치가 의학전문대학원생의 자가 평가보

는 데 있어 더욱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다는 낮은 편이었다. 게다가 SP들은 의학전문대학원생 중

Lin’s concordance는 측정된 값들의 산포도를 그렸을 때

11.6%는 ‘최하’ 수준에 해당된다고 평가하였다(Table 1). 그

데이터들이 기울기가 1인 직선(the 45-degree line)에 가까

뿐 아니라, 자신의 인지적 공감 능력이 ‘중’ 수준 이상이라고

울수록 두 집단의 데이터가 일치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Lin’s

평가한 44.2%의 응답자 중 57.9% (n=11)는 SP들에게 ‘하’ 수

concordance의 rc값(Lin’s concordance correlation coe-

준 이하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fficient)은 관찰된 데이터가 기울기가 1인 직선으로부터 얼

공감적 커뮤니케이션 능력 중 정서적 공감 능력에 대해서

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정확하고 정밀하게 알아볼 수 있게 한

는, 의학전문대학원생의 81.4%가 본인의 정서적 공감 능력을

다. 결국 rc는 기울기가 1인 직선에 근접할수록 함수로서 가치

‘중’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최상’과 ‘최하’로 평가한 의

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rc는 Pearson’s r (the measure of

학전문대학원생은 한 명도 없었다. 반면 SP들은 정서적 공감

precision)과 Cb (the measure of accuracy)의 곱으로 계산

능력이 ‘중’ 수준인 의학전문대학원생들은 30.2%에 불과하다

되며, rc와 Cb가 1에 가까울수록 두 집단이 서로 상관관계가

고 평가하였으며, 37.2%는 ‘하’ 수준, 27.9%는 ‘최하’ 수준에

높은 것이다.

해당된다고 평가하였다(Table 1). 게다가 자신의 정서적 공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P가 평가한 의학전문대학원생의 커

능력이 ‘중’ 수준 이상이라고 평가한 88.4%의 응답자 중

뮤니케이션 능력의 점수가 의학전문대학원생 스스로가 평가

63.2% (n=24)는 SP들에게 ‘하’ 수준 이하의 평가를 받은 것으

한 점수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더욱 정확하고 정밀하게 살

로 드러났다.

펴보기 위해, rc값(Lin’s concordance correlation coeffi-

대인관계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대해서는, 의학전문대학원

cient)으로 의학전문대학원생의 자가 평가 점수와 SP 평가

생들의 60.5%가 본인의 대인관계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상’

점수 간의 일치 정도를 파악하였다.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34.9%는 ‘중’ 수준으로 평가하
고 있었다. 또한 본인의 대인관계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최상’
과 ‘최하’ 수준으로 평가한 의학전문대학원생은 한 명도 없었
다. 이에 비해 SP들은 대인관계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상’ 수
준인 의학전문대학원생이 25.6%에 불과하다고 평가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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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27.9%는 ‘중’ 수준, 25.6%는 ‘하’ 수준, 14.0%는 ‘최하’ 수
준에 해당된다고 평가하였다(Table 1). 그 뿐 아니라 자신의
대인관계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 수준 이상이라고 평가한

95.4%의 응답자 중 39.0% (n=16)는 SP들에게 ‘하’ 수준 이하
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 SP가 평가한 의학전문대학원생의 공감적 커뮤니
케이션 능력과 대인관계 커뮤니케이션 능력 간의
상관관계
Table 2는 SP가 평가한 의학전문대학원생의 공감적 커뮤

이를 통해 볼 때, 의학전문대학원생이 인식하고 있는 본인

니케이션 능력과 대인관계 커뮤니케이션 능력 간의 상관관계

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수준과 SP가 인식한 의학전문대학원

를 분석한 결과이다. SP에게 인지적 공감 능력을 높게 평가받

생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수준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은 의학전문대학원생일수록 정서적 공감 능력(r=0.869, p<

있다.

0.01)과 대인관계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높게 평가받았다
(r=0.840, p<0.01). 또한 SP에게 정서적 공감 능력을 높게 평
가받은 의학전문대학원생일수록 대인관계 커뮤니케이션 능

Table 1. Comparing Medical Students' Self-Rated Communication Skills with SPs' Evaluation (n=43)
Communication skill
Empathic communication skill
Cognitive empathy

Affective empathy

Interpersonal and communication skill

Level
The highest
High
Medium
Low
The lowest
The highest
High
Medium
Low
The lowest
The highest
High
Medium
Low
The lowest

Medical students' self-rating
0
1
18
24
0
0
3
35
5
0
0
26
15
2
0

(0)
(2.3)
(41.9)
(55.8)
(0)
(0)
(7.0)
(81.4)
(11.6)
(0)
(0)
(60.5)
(34.9)
(4.7)
(0)

SPs' rating
0
1
17
20
5
0
2
13
16
12
3
11
12
11
6

(0)
(2.3)
(39.5)
(46.5)
(11.6)
(0)
(4.7)
(30.2)
(37.2)
(27.9)
(7.0)
(25.6)
(27.9)
(25.6)
(14.0)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SP: Standardized patient.
Table 2. Correlation between Two Measures (Empathic Communication and Interpersonal Communication) Evaluated by SPs
Empathic communication skill
Cognitive empathy
Affective empathy
Empathic communication skill
Cognitive empathy
Affective empathy
Interpersonal and communication skill

1
0.869**
0.840**

1
0.918**

Interpersonal and
communication skill

1

SP: Standardized patient.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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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역시 높게 평가받았다(r=0.918, p<0.01). 이를 통해 볼 때,

원생이 스스로 평가한 정서적 공감 능력과 SP가 평가한 의학

SP에게 공감적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높게 평가받은 의학전문

전문대학원생의 정서적 공감 능력 간에도 일치도가 매우 낮

대학원생일수록 대인관계 커뮤니케이션 능력 역시 높게 평가

은 것을 알 수 있다(rc=0.054).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커뮤니

받은 것을 알 수 있다(Table 2).

케이션 능력에 대한 평가 역시 두 집단 간의 일치도가 매우
낮았다(rc=–0.083).

3. 의학전문대학원생이 스스로 평가한 커뮤니케이
션 능력 점수와 SP가 평가한 의학전문대학원생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점수의 일치도

Figs. 1-3은 의학전문대학원생이 스스로 평가한 커뮤니케
이션 능력 점수와 SP가 평가한 의학전문대학원생의 커뮤니케
이션 능력 점수 간의 일치 정도를 시각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Table 3은 의학전문대학원생이 스스로 평가한 커뮤니케이

산점도를 표시한 도표이다. 의학전문대학원생의 자가 평가

션 능력 점수와 SP가 평가한 의학전문대학원생의 커뮤니케이

점수와 SP 평가 점수가 어느 정도 일치한다면 기울기가 1인

션 능력 점수의 일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Lin’s concor-

직선에 가까운 그래프(the 45-degree line)가 되어야 하나,

dance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Figs. 1-3은 모두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의학전문

의학전문대학원생이 스스로 평가한 인지적 공감 능력과 SP가

대학원생의 자가 평가 점수와 SP 평가 점수의 측정치들이 통

평가한 의학전문대학원생의 인지적 공감 능력 간에는 매우

계적으로 상당한 불일치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낮은 일치도를 보이고 있었다(rc=0.060). 또한 의학전문대학

이상의 Lin’s concordance의 결과를 볼 때, 의학전문대학

Table 3. The Results of Lin’s Concordance of Medical Students' Communication Skills (n=43)
Medical students' self-rating vs. SPs' rating
Empathic communication skill
Cognitive empathy
Affective empathy
Interpersonal and communication skill

rc

95% CI

r

Cb

0.060
0.054
0.083

-0.180~0.294
-0.055~0161
-0.249~0.087

0.076
0.151
0.149

0.794
0.354
0.558

SP: Standardized patient, rc: Lin’s concordance correlation coefficient, CI: Confidence interval, r: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Cb: The
measure of accuracy.

Fig. 1. Concordance between Medical Students' Self-Rating and SPs'
Rating of Medical Students' Cognitive Empathy

Fig. 2. Concordance between Medical Students' Self-Rating and SPs'
Rating of Medical Students' Affective Empathy

SP: Standardized patient.

SP: Standardized pa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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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ncordance between Medical Students' Self-Rating and SPs'
Rating of Medical Students' Interpersonal and Communication
Skill

커뮤니케이션 능력 점수의 일치도를 분석하기 위해 Lin’s

concordance를 이용하였다. 그 결과 의학전문대학원생의 자
가 평가 점수와 SP 평가 점수가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3가지
하위 요소(인지적 공감 능력, 정서적 공감 능력, 대인관계 커
뮤니케이션 능력)에서 모두 불일치하였다.
특히 인지적 공감 능력에서는 자신의 인지적 공감 능력을

‘중’ 수준 이상으로 평가한 의학전문대학원생 중 57.9%가 SP
에게 ‘하’ 수준 이하로 평가받았다. 정서적 공감 능력에서도
자신의 정서적 공감 능력을 ‘중’ 수준 이상으로 평가한 의학전
문대학원생 중 63.2%가 SP에게 ‘하’ 수준 이하의 평가를 받았
다. 대인관계 커뮤니케이션 능력에서는 자신의 대인관계 커
뮤니케이션 능력을 ‘중’ 이상으로 평가한 의학전문대학원생
중 39.0%가 SP에게 ‘하’ 수준 이하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
SP: Standardized patient.

러났다.
의학전문대학원생의 자가 평가 점수와 SP 평가 점수의 불

원생이 스스로 평가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점수와 SP가 평가

일치는 기존에 알려진 자기 고양 편향(self-enhancement

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점수 간에는 매우 낮은 일치도를 보이

bias)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자기 고양 편향은 전체적으로 자

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신을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성을 일컫는 것으로,
자신의 능력을 측정할 때뿐만 아니라 성격을 측정하는 데에
서도 매우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16]. 이러한 현상이

고찰

나타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실제보다 더 낫다고 보는 환상
이 개인의 정신 건강 및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의료진이 자신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이해하는 것은 의료

치기 때문이다[17]. Epley & Dunning [16]의 연구에서도 타

면담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의료

인의 행동을 평가할 때보다 본인이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평

진이 자신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환자

가할 때 더 큰 오류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이것은 개인의

가 평가한 의료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수준을 분석하여 반

능력에 대한 자가 평가가 타인에 의한 평가보다 더 큰 오류를

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7]. 즉, 의료진이 스스로 평가한 커뮤

범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준다. 본 연구 결과에서 의학전

니케이션 능력 수준과 환자가 평가한 의료진의 커뮤니케이션

문대학원생이 자신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과대평가한 것 역

능력 수준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며, 의료진의 평가와

시 이러한 시각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즉, 의학전문대학원생

환자 평가가 서로 일치할 때, 환자의 치료 만족도와 치료 순응

들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자기 고양 편향 성향이 있으며, 최

도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있어서는 일반인과 유사한 경향을

의학전문대학원생이 스스로 평가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점수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학전문대학원생의 커뮤니케

와 SP가 평가한 의학전문대학원생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점수

이션 능력 수준은 본인이 스스로 평가한 결과보다 SP가 평가

의 일치도를 분석하여, 두 집단의 인식 차이를 효과적으로 줄

한 결과를 더 신뢰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일 수 있는 교육방법을 개발하는 데 있어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의학전문대학원생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본 연구에서는 의학전문대학원생이 스스로 평가한 본인의

측정하기 위해 두 가지 척도(공감적 커뮤니케이션 척도, 대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점수와 SP가 평가한 의학전문대학원생의

관계 커뮤니케이션 척도)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실제 의료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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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대상자들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측정하고자 할 때

대학원생과 SP의 평가 차이를 비교․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

측정문항이 많으면 응답자들이 부담을 느끼게 되며 그로 인

어야 할 것이다.

해 응답 정확도가 떨어질 가능성도 높다. 본 연구 과정에서도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의학전문대학원생들은 진료상담

SP들은 의학전문대학원생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평가하는

시 자신들이 커뮤니케이션을 적절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항목이 중복되어 응답하기 어려울 뿐만 아

경우가 많았지만, SP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고 평가하였

니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을 지적하였다. 여러 측정 도

다. 국내 선행 연구에서도 의사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대한

구를 한꺼번에 사용하는 것은 분석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

의사와 환자의 인식에는 차이가 있었으며, 환자들은 의사의

하게 측정하기 위함이지만 응답자의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끼

커뮤니케이션에 상대적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

게 마련이다. 따라서 한 가지 척도만으로도 측정하고자 하는

러났다[18]. 의사-환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여러 가지 도구를 모두 사용하는 것보

어지지 않는다면 의사-환자 간의 신뢰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다 연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표현의 모호성(ambiguity)이나 오해(misunderstanding)로

공감적 커뮤니케이션 척도와 대인관계 커뮤니케이션 척도는

인해 오진 확률도 높아질 수 있다[19]. 따라서 의학전문대학

매우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두

원생의 교육에서부터 의료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수준에 대

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초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

한 의사와 환자의 인식 차이를 이해시키고, 이것이 환자에게

로는 유사한 내용을 측정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미치는 영향을 강조해야 한다.

기존 연구에서 의사-환자 간의 대인관계 커뮤니케이션의 핵

또한 의료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대한 의사와 환자의

심 요소로 공감 능력을 꼽고 있다[11]. 그러므로 의학전문대

인식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의학전문대학원생의 교육과정

학원생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공감 능력

에서부터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의학전문

프로그램 모듈의 개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Riess et al.

대학원생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측정함에 있어 대인관계 커

[20]은 레지던트의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the three

뮤니케이션 척도보다는 인지적 공감 능력과 정서적 공감 능

60-minute empathy training modules을 개발하였다. The

력을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공감적 커뮤니케이션 척도를 우선

the three 60-minute empathy training modules는 공감에

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 기본적 개념 교육, 어려운 환자(difficult patient)를 위

그러나 본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

한 공감 능력, 공감 능력과 나쁜 소식 전하기 등의 3가지 모듈

에 참여한 의학전문대학원생은 모두 1학년 학생이었다. 따라

로 구성되어 있다. 그 밖에도 의학교육자들은 의학전문대학

서 본 연구의 결과가 전체 의학전문대학원생의 커뮤니케이션

원생들을 교육함에 있어 진료과정에서 환자의 적극적인 참여

능력 수준을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의학전

를 촉진하는 환자 중심적 태도(patient-centered behaviors)

문대학원생과 환자 사이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체

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다.

계적인 측정을 고려하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비언어적인 부분은 언어적인 부분보다 더 많은 의미
를 전달한다. 따라서 의사-환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에서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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