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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질적 확률표현에 대한 의료인-환자 간의 인식 비교 

 

의료인들은 진료과정에서 환자에게 확률표현을 사용하여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사용하는 확률표현에는 어휘를 

이용한 질적 확률표현과 숫자를 이용한 양적 확률표현이 있다. 

기존 연구들은 질적 확률표현이 모두에게 일정한 확률로 

인식되지 못하고 오해를 일으키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연구자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의료인과 환자 간 질적 

확률표현의 인식 정도 차이를 계량적으로 비교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사용빈도가 높은 10개의 질적 확률표현을 선정하였다. 이들 

표현을 포함하면서 기관지염과 폐암의 가능성을 설명하는 

20개의 문장을 의료인과 환자에게 제시하여 각자가 인식하는 

확률 값을 시각적 상사등급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대부분의 확률표현에 대한 인식확률의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의 

범위는 50% 이상이었다. 환자는 의료인에 비해 높은 인식확률 

표현은 더 높게, 낮은 인식확률 표현은 더 낮게 인식하였다. 

그러나 중한 질병에 대해서는 의료인과 환자 모두 높은 

인식확률 표현은 더 높게, 낮은 인식확률 표현은 더 낮게 

인식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에 기초하여 연구자는 질적 확률표현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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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 값을 범주화시켜 사용함으로써 환자진료에서 필수적인 

의사소통의 정확성을 높이고 오해의 발생소지를 줄일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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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의료인은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명을 하거나 학술지를 통해 동료들과 

정보교환을 할 때 확률표현을 많이 사용한다. 확률표현은 형용사와 

부사로 구성된 부사구 혹은 형용사 만의 질적 확률표현과 숫자를 이

용한 양적 확률표현으로 나뉜다. 정확한 정보전달이 요구되는 의학의 

특성을 고려할 때 양적 확률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를 줄

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상생활에서 더 

빈번하게 사용되어 편하고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정확한 확률을 몰

라 일부러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에 질적 확

률표현이 선호되고 있다.1,2 

대부분의 질적 확률표현에 대한 인식정도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간에 큰 차이가 없으나 인식하는 확률의 범위가 넓어서 오해를 일으

킬 수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3-7 Bryant와 Norman3은 

방사선 판독과 검사 결과 보고에 사용되는 30개의 질적 확률표현을 

16명의 의사에게 제시한 결과, 인식확률의 범위가 대부분 50%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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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특히 “sometimes”라는 표현에 대한 인식확률은 5~75% 의 넓

은 범위에 걸쳐 있음을 보고하였다. 의사와 환자, 의사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행된 기존 연구들에서는 의사에 비해 환자나 일반인이 인

식하는 질적 확률표현에 대한 인식확률의 범위가 더 넓어 오해의 소

지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6,8 

그러나 확률표현의 인식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영어권에서 

이루어진 것이기에 문화적 배경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말에는 형용사와 부사를 포함해서 가능성의 의미를 내포하는 많

은 어휘가 있음에도 의학 심리학 분야에서 질적 확률표현의 인식과 

관련된 연구는 없었으며 실제로 어떤 어휘가 의료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진 바 없다. 따라서 의료현장에서 사용

되는 질적 확률표현에 대한 의료인과 환자간의 인식확률 차이를 비교

하는 것은 의사소통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시도의 시발점으로서 의의

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 연구자는 첫째, 의료인이 선호하는 우리말의 질적 

확률표현을 알아보고 둘째, 이들에 대한 의료인과 환자간의 인식확률 

차이를 수치로 비교하고 셋째, 이를 토대로 의료인과 환자간에 

의사소통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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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대상 및 방법 

 

설문지를 통해 의료인이 선호하는 질적 확률표현을 정하는 1차 조사

와 선정된 질적 확률표현에 대한 의료인과 환자의 인식확률을 확인하

는 2차 조사를 계획하였다. 설문조사는 지필조사 방법을 이용하였으

며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자료이용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았다. 

 

1. 1차 조사 

질적 확률표현을 선택하는 주체인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는 

설문지를 가지고 2007년 10월 1달간 서울 및 경기도에 위치한 5개의 

교육병원(세브란스병원, 영동 세브란스병원, 중앙대학교병원, 중앙대

학교 용산병원, 국민보험공단 일산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는 인턴, 레

지던트, 전문의, 간호사(이하 의료인군)를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설

문 참여자들은 이종택과 홍기원1의 기존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질적 

확률표현인 12개의 형용사, 46개의 부사를 보기로 제시한 설문지를 

가지고 우선 가장 자주 사용하는 형용사를 5개 선택하고 이들 형용사

와 함께 사용하는 부사를 최대 5개까지 선택하여 5×5표를 작성하였

다. 이 때 보기에 없는 표현을 기입하거나 형용사만 단독으로 기입해

도 무방함을 알려 주었다. 

그 밖에도 설문지에는 질적 확률표현과 양적 확률표현 중 선호하는 

표현과 그 이유, 그리고 선호여부를 떠나 진단, 치료, 예후, 합병증

에 대한 가능성을 설명하는데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표현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을 포함시켰다. 선호하는 이유로는 기존 연구의‘자

연스럽기 때문에’, ‘사용하기 쉬워서’, ‘정확한 확률을 몰라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고 다른 이유가 있을 경우 직접 적어 넣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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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였다.1,2 

 

2. 검증조사 

1차 조사에서 선택빈도가 높았던 질적 확률표현들이 실제로 임상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1차 조사 대상자 중 무작위로 

10명을 선정하여 검증조사를 시행하였다. 검증조사를 위해 대상자들

에게는 자신들이 응급실에서 24시간 동안 환자나 보호자에게 실제로 

사용한 확률표현을 기입한 자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검증조

사 대상자에게는 1차 조사의 결과를 알려주지는 않았다. 

 

3. 2차 조사 

2007년 11월과 12월의 2달 동안 1차 조사와 동일한 병원의 응급실에

서 의료인군과 환자 및 보호자(이하 환자군)를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의료인이 기침과 가래를 호소하는 환자를 진찰하고 진단가능성을 설

명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1차 조사에서 선정된 10가지 질적 확률표현

에 대한 인식확률을 조사하였다. 문맥이 확률표현의 인식과정에 영향

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환자분은 [질병]일 가능성이 [질적 확률

표현]과 같습니다”라는 기본 문장틀에 [질병]에는 기관지염과 폐암

의 2가지 병명을, [질적 확률표현]에는 10가지 질적 확률표현을 대입

시켜 제시하였다. 대상자들에게는 문장에서 제시된 질적 확률표현에 

대해 자신이 합당하다고 판단하는 확률을 0∼100%까지 10% 단위로 표

시된 시각적 상사등급(visual analogue scale, 이하 VAS)의 해당위치

에 기록하도록 하였다. 이때 각 표현에 대한 확률을 특정값 혹은 일

정 범위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전자의 경우에는 점으로 후자의 경우

에는 구간으로 기록하도록 하였다. 의료인들이 치료, 예후, 합병증에 

대한 지식 때문에 제시된 질적 확률표현과 무관하게 특정 확률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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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하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 질문은 진단 가능성을 묻는 상황으로 한

정하였다. 환자군용 설문지에는 1차 설문조사에서 사용했던 기본 조

사항목을 포함시켰다. 다만 특정 확률표현을 선호하는 이유가 의료인

과 환자간에 다를 수 있으므로 Man-Son-Hing 등9이 보고한 의사결정

과정에 기여하는 인자인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느낌’, ‘명확성’, 

‘의사결정에 도움’에 ‘이해하기 쉬워서’와 ‘진료진에 신뢰’를 

추가하여 보기로 제시하였다. 

 

4. 통계분석방법 

확률표현의 선호도에 대해서는 의료인군과 환자군 사이는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으로, 의료인 직종간은 Fisher의 정확도 검정

(Fisher’s exact test)으로 분석하였다.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확률표

현의 차이는 Fisher의 정확도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질적 확률표현의 인식확률은 의료인군-환자군 간의 차이는 독립표본 

t 검정(Student t-test)으로, 문맥에 따른 차이는 대응표본 t 검정

(Paired t-test)으로, 의료인 직종에 따른 차이는 분산분석법

(Analysis of variances, ANOVA)으로 분석하였고 LSD(Least 

significant difference) 사후검정을 통해 차이가 있는 직종을 확인

하였다. 인식확률을 비교하기 위해서 구간으로 기록된 인식확률은 중

앙값을 사용하였다. 나이와 인식확률 사이의 연관관계는 선형회귀분

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통계분석은 SAS 9.1을 이용하였으며 p<0.05 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다고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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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1차 조사 

의료인 119명(남자 44명, 여자 75명)이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응답자

의 나이는 평균 29.5세(범위: 22~57)였고 직종은 전문의 13명, 인턴

과 레지던트 37명, 간호사 69명이었다. 

의료인은 24가지 형용사를 61가지 부사표현과 함께 선택하였고 형용

사만 단독으로 선택한 경우는 31회(1.6%)에 불과하였다. 선택빈도가 

높아 2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10개의 질적 확률표현에는 높은 확률

과 낮은 확률을 의미하는 부사구가 각각 5개씩 포함되었다(표 1). 

 

표 1. 선택빈도 상위 10위까지의 질적 확률표현 

선택빈도1 % 누적% 확률표현 

57 2.9  거의 대부분이다 

52 2.7 5.6 매우 높다 

45 2.3 7.8 거의 드물다 

42 2.1 10.0 매우 낮다 

41 2.1 12.1 상당히 높다 

34 1.7 13.8 매우 드물다 

32 1.6 15.4 아주 높다 

31 1.6 17.0 꽤 높다 

29 1.5 18.5 아주 드물다 

29 1.5 20.0 아주 낮다 
1
 119명이 선택한 1,964개 응답 중 각 표현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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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증조사 

인턴과 레지던트 10명을 대상으로 검증조사를 시행했다. 이들은 실제 

진료에서 양적 확률표현은 21.2% 밖에 사용하지 않았으며, 78.8%에서 

사용한 질적 확률표현에는 부사구와 특정 확률로 인식하기 어려운 불

확정표현이 거의 동일한 빈도로 포함되었다. 1차 조사의 1.6%와 대조

적으로 검증조사에서는 형용사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18.8%를 차

지하였다 (표 2). 부사구 중에서는 1차 조사의 상위 10위까지의 질적 

확률표현이 26번 중 10번(38.5%) 사용되었다. 

 

표 2. 확률표현의 사용횟수 (n=85) 

확률표현 횟수 (%) 

양적 확률표현  18 (21.2) 

 부사구1 26 (30.6) 

질적 확률표현 불확정표현2 25 (29.4) 

 형용사3 16 (18.8) 
1 아주 높다; 매우 높다; 제일 높다; 가장 높다; 

제일 많다; 약간 있다; 굉장히 낮다; 극히 드물

다; 거의 드물다; 거의 없다 
2 가능성이 있다; 배제할 수 없다; 일어날 수 있

다; 확실하지 않다; 없다고는 못한다; 없지 않다 
3 크다; 높다; 많다; 낮다; 떨어진다; 드물다; 

반반이다 



 10 

3. 2차 조사 

의료인군 102명(남자 29명, 여자 73명)의 나이는 평균 29.4세(범위: 

23~44)였고 직종은 전문의 7명, 인턴 17명, 레지던트 17명, 간호사 

61명 이었다. 환자군은 97명(남자 53명, 여자 44명)으로 환자 12명, 

보호자 85명이었고 나이는 평균 34.7세(범위: 17~80)였다. 

 

가. 선호하는 확률표현 

의료인군의 57.1%가 질적 확률표현을, 환자군의 58.8%가 양적 확률표

현을 선호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의료인 직종간에는 전문의, 전

공의, 간호사로 갈수록 질적 확률표현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는 경

향을 보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3).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확률표현에 대해서는 선호도에서 보였던 차이와는 달리 의료인군과 

환자군 모두가 ‘함께 사용’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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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확률표현의 선호도 및 적절성 

  질적 표현 양적 표현 함께 사용 잘 모르겠다 

의료인군 (n=119) 57.1 15.1 27.7  

인턴/레지던트 (n=37) 64.9 8.1 27.0  

전문의 (n=13) 84.6 0.0 15.4  

간호사 (n=69) 47.8 21.7 30.4  

p1 = 0.069 

환자군 (n=97) 17.5 58.8 23.7  

선

호

도

(%) 

p2 < 0.01 

의료인군 (n=119) 10.9 38.7 45.4 5.0 

인턴/레지던트 (n=37) 10.8 40.5 40.5 8.1 

전문의 (n=13) 30.8 30.8 30.8 7.7 

간호사 (n=69) 7.3 39.1 50.7 2.9 

p1 = 0.195 

환자군 (n=97) 13.4 33.0 52.6 1.0 

적

절

성

(%) 

p3 = 0.279 
1 의료인 직종 간 선호도, 적절성 비교 
2 의료인군-환자군 간 선호도 비교  

3 의료인군-환자군 간 적절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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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확률표현의 선호이유 

질적 확률표현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의료인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이

유는 ‘정확한 확률을 몰라서’이었고, 양적 확률표현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환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이유는 ‘명확해서’이었다 (표 

4,5). 

 

표 4. 질적 확률표현 선호이유 – 의료인군(n=68) 

선호이유 응답자수 (%) 

정확한 확률을 몰라서 32 (47.0) 

자연스러워서 24 (35.3) 

사용하기 쉬워서 11 (16.2) 

환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1 1  (1.5) 
1 기타 이유 

 

표 5. 양적 확률표현 선호이유 – 환자군(n=57) 

선호이유 응답자수 (%) 

명확해서 25 (43.8)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15 (26.3) 

이해하기 쉬워서 7 (12.3) 

진료진에게 신뢰감이 들어서 7 (12.3)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느낌이 들어서 3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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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질적 확률표현의 인식확률 

제시한 10개의 질적 확률표현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확률 분포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질적 확률표현의 인식확률. 각각의 표현에서 좌측의 2줄은 기관지염 문맥(흰색 상자는 의료인군, 회

색상자는 환자군), 우측의 2줄은 폐암 문맥에서의 인식확률이다. 상자는 사분위범위로, 상자내의 수평선은 

중앙값, 상자의 위, 아래로 연장된 선의 끝에 있는 수평선은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리킨다. 이상치(Outlier)

는 흰 점으로 표시하였다. 그림 하단의 수치는 인식확률의 평균과 표준편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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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인군-환자군 간 인식확률의 차이 

‘거의 대부분이다’, ‘아주 낮다’, ‘매우 낮다’, ‘매우 드물

다’ 및 ‘아주 드물다’의 5개 표현을 포함하는 7개 문맥에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표 6). 

 

표 6. 의료인군-환자군 간 인식확률의 차이 

평균 인식확률 
질적 확률표현 문맥 

의료인군 환자군 
t 값 P 값 

기관지염 84.5 85.6 -0.82 0.413 
아주 높다 

폐암 85.8 87.2 -1.29 0.198 

기관지염 84.3 85.5 -0.93 0.355 
매우 높다 

폐암 86.4 86.9 -0.43 0.669 

기관지염 82.4 81.7 0.48 0.632 
상당히 높다 

폐암 84.2 83.3 0.58 0.560 

기관지염 81.7 85.5 -2.19 0.029* 
거의 대부분이다 

폐암 85.5 86.8 -0.70 0.483 

기관지염 79.1 77.8 0.84 0.402 
꽤 높다 

폐암 80.5 78.5 1.34 0.183 

기관지염 14.3 11.5 2.58 0.011* 
아주 낮다 

폐암 15.4 12.3 2.41 0.017* 

기관지염 18.4 14.8 2.42 0.016* 
매우 낮다 

폐암 14.1 11.3 2.22 0.028* 

기관지염 11.8 11.7 0.09 0.930 
매우 드물다 

폐암 11.3 7.5 3.17 0.002* 

기관지염 10.3 8.8 1.22 0.222 
거의 드물다 

폐암 11.7 9.3 1.43 0.154 

기관지염 10.7 10.2 0.41 0.683 
아주 드물다 

폐암 10.6 7.6 2.18 0.031*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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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맥에 따른 인식확률의 차이 

의료인군에서는‘매우 높다’, ‘상당히 높다’, ‘거의 대부분이다’, 

‘꽤 높다’, ‘매우 낮다’의 5개의 표현에서, 환자군에서는‘아주 

높다’, ‘매우 낮다’, ‘매우 드물다’, ‘아주 드물다’의 4개의 

표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7). 

 

표 7. 문맥에 따른 인식확률의 차이 

평균 인식확률 
질적 확률표현 대상군 

기관지염 문맥 폐암 문맥 
t 값 P 값 

의료인 84.5 85.8 -1.45 0.150 
아주 높다 

환자 85.6 87.2 -2.42 0.017* 

의료인 84.3 86.4 -2.65 0.001* 
매우 높다 

환자 85.5 86.9 -1.56 0.122 

의료인 82.4 84.2 -2.17 0.033* 
상당히 높다 

환자 81.7 83.3 -1.70 0.092 

의료인 81.7 85.5 -2.34 0.021* 
거의 대부분이다 

환자 85.5 86.8 -1.39 0.168 

의료인 79.1 80.5 -2.03 0.045* 
꽤 높다 

환자 77.8 78.5 -0.72 0.475 

의료인 14.3 15.4 -1.20 0.233 
아주 낮다 

환자 11.5 12.3 -1.19 0.237 

의료인 18.4 14.1 3.84 0.000* 
매우 낮다 

환자 14.8 11.3 3.27 0.002* 

의료인 11.8 11.3 0.72 0.475 
매우 드물다 

환자 11.7 7.5 3.59 0.001* 

의료인 10.3 11.7 -1.62 0.109 
거의 드물다 

환자 8.8 9.3 -0.43 0.667 

의료인 10.7 10.6 0.06 0.951 
아주 드물다 

환자 10.2 7.6 3.58 0.001*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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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인의 직종에 따른 인식확률의 차이 

의료인군에서는 폐암 문맥의 ‘상당히 높다’와 ‘꽤 높다’에서만 

인식확률에서 직종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폐암일 가능성이 상당

히 높다’는 인턴-간호사 간에, ‘폐암일 가능성이 꽤 높다’는 인턴

-레지던트 및 인턴-간호사 간에서 인식확률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8). 

 

표 8. 의료인의 직종에 따른 인식확률의 차이 

평균 인식확률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 간호사 질적 확률표현 문맥 

(n=17) (n=17) (n=7) (n=61) 

F 값 P값 

기관지염 82.5 79.9 86.1 86.2 2.12 0.102 
아주 높다 

폐암 82.6 84.0 86.4 87.1 2.01 0.118 

기관지염 80.6 82.3 86.8 85.6 2.31 0.081 
매우높다 

폐암 83.9 85.4 87.1 87.3 0.97 0.412 

기관지염 80.9 78.9 88.6 83.1 2.42 0.070 
상당히 높다 

폐암 78.9 82.9 84.3 86.0 2.98 0.035* 

기관지염 84.3 85.2 83.4 79.8 1.03 0.383 
거의 대부분이다 

폐암 88.3 89.1 92.2 83.0 1.49 0.223 

기관지염 75.2 79.8 81.1 79.8 1.36 0.259 
꽤 높다 

폐암 73.9 82.9 80.7 81.7 4.21 0.008* 

기관지염 12.4 13.9 13.2 15.0 0.62 0.601 
아주 낮다 

폐암 14.8 15.8 11.4 16.0 0.43 0.732 

기관지염 18.7 19.4 13.9 18.6 0.57 0.636 
매우 낮다 

폐암 13.2 11.9 11.1 15.2 0.73 0.534 

기관지염 11.8 9.6 11.3 12.5 0.75 0.526 
매우 드물다 

폐암 9.7 11.8 10.9 11.6 0.26 0.855 

기관지염 8.9 9.2 9.2 11.1 0.40 0.750 
거의 드물다 

폐암 7.9 13.0 9.9 12.6 0.84 0.477 

기관지염 11.2 10.5 8.4 10.9 0.14 0.939 
아주 드물다 

폐암 8.8 9.4 9.5 11.7 0.36 0.781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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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답자의 나이와 인식확률의 상관관계 

응답자의 나이는 폐암과 기관지염 문맥 모두에서 ‘매우 드물다’에 

서만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표 9). 

 

표 9. 응답자의 나이와 인식확률의 상관관계 

질적 확률표현 문맥 회귀계수 P 값 

기관지염 0.01439 0.837 
아주 높다 

폐암 0.02310 0.682 

기관지염 -0.01033 0.881 
매우 높다 

폐암 0.03297 0.590 

기관지염 -0.07356 0.308 
상당히 높다 

폐암 0.01360 0.862 

기관지염 -0.02753 0.761 
거의 대부분이다 

폐암 -0.09474 0.326 

기관지염 0.07292 0.350 
꽤 높다 

폐암 -0.01003 0.899 

기관지염 -0.05403 0.331 
아주 낮다 

폐암 -0.00211 0.975 

기관지염 0.10650 0.166 
매우 낮다 

폐암 0.02273 0.730 

기관지염 0.16555 0.039* 
매우 드물다 

폐암 0.12983 0.035* 

기관지염 0.07312 0.235 
거의 드물다 

폐암 0.02263 0.793 

기관지염 0.01576 0.823 
아주 드물다 

폐암 0.10514 0.152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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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인식확률의 구간 크기 

응답자들은 제시된 10개의 확률표현의 인식확률을 대부분 특정 값이 

아닌 구간 값으로 인식하였다. 확률표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의료

인군은 75.5~88.2%, 환자군은 82.5~94.8%에서 구간 값으로 응답하였

다. 인식확률의 구간 크기는 의료인군이 환자군에 비해 유의하게 넓

었던 폐암 문맥의 ‘매우 드물다’,‘거의 드물다’의 2개를 제외하

고는 대부분에서 차이가 없었다 (표 10). 

 

표 10. 인식확률의 구간 크기 

구간의 평균값 (응답자수) 
질적 확률표현 문맥 

의료인군 환자군 
t 값 P 값 

기관지염 14.6 (90) 13.9 (91) 0.726 0.469 
아주 높다 

폐암 14.3 (90) 13.7 (92) 0.680 0.497 

기관지염 13.7 (85) 13.3 (90) 0.536 0.593 
매우 높다 

폐암 14.1 (84) 13.8 (92) 0.331 0.741 

기관지염 13.9 (87) 14.2 (92) -0.430 0.668 
상당히 높다 

폐암 14.3 (86) 14.5 (91) -0.208 0.835 

기관지염 14.4 (83) 14.7 (87) -0.200 0.842 
거의 대부분이다 

폐암 14.2 (84) 13.5 (87) 0.662 0.509 

기관지염 15.1 (88) 15.0 (92) 0.038 0.969 
꽤 높다 

폐암 15.8 (88) 16.0 (91) -0.242 0.809 

기관지염 13.0 (90) 12.6 (91) 0.398 0.691 
아주 낮다 

폐암 12.8 (84) 13.1 (90) -0.364 0.716 

기관지염 14.0 (84) 13.5 (91) 0.577 0.565 
매우 낮다 

폐암 12.6 (87) 12.4 (89) 0.176 0.861 

기관지염 12.2 (82) 10.8 (90) 1.718 0.088 
매우 드물다 

폐암 11.6 (77) 9.3 (80) 2.453 0.015* 

기관지염 11.7 (80) 10.9 (82) 0.936 0.351 
거의 드물다 

폐암 12.2 (84) 10.4 (86) 2.196 0.029* 

기관지염 11.2 (84) 10.8 (89) 0.510 0.611 
아주 드물다 

폐암 11.1 (79) 10.0 (85) 1.416 0.159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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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의료인들은 환자, 동료들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질적 확률표현을 

많이 사용한다. 그럼에도 이들 확률표현이 소통당사자들에게 

인식되는 정도에 대한 잘 설계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연구대상 확률표현들의 선택에서 일정한 원칙이나 

기준을 찾아보기 어렵고 임상에서 많이 쓰이거나 의학 잡지나 교재, 

방사선 판독, 검사 결과 보고에 사용하는 표현 중에서 선택했다고 

언급하는 정도가 대부분일 뿐이다.2-8,10 따라서 연구자는 의료인들이 

실제 임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질적 확률표현들을 조사한 뒤 이들을 

가지고 의료인과 환자가 인식하는 정도를 비교하는 연구를 

계획하였다. 

1차 조사에서 의료인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질적 확률표현들은 

인식확률이 아주 높거나 낮은 것들이었다. 인식확률이 아주 높거나 

낮은 표현들에 비해 중간 정도의 표현들에서 인식확률의 편차가 컸던 

기존 연구들의 결과를 고려할 때 의료인들은 인식확률의 편차가 작은 

질적 확률표현들을 선호함을 알 수 있다.1-3,5-8 

부사구가 대부분이었던 1차 조사와 달리 검증조사에서는 특정 확률로 

인식되기 어려운 불확정 표현이 부사구와 거의 같은 빈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는 우선 응급진료 

환경이 미친 영향을 생각할 수 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가능성이 아주 높거나 낮지 않다면 의료인으로서는 불확정 표현을 

선호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검증조사 대상자가 10명에 

불과했고 이 중 50%가 경험과 지식이 상대적으로 적은 인턴이었다는 

점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부사구의 38.5%(10/26)는 1차 

조사에서 선택된 부사구들이었다는 결과에서 인식확률이 아주 높거나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표현들이 실제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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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확률표현을 선호하는지에 대해 의료인군은 질적, 환자군은 양적 

확률표현을 선호한다는 결과는 기존 연구와 상반되고 있다.8 

그럼에도 선호여부를 떠나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확률표현을 묻는 

질문에 의료인군과 환자군 모두, 대다수에서 양적 확률표현 혹은 

두가지 표현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여 질적 

확률표현이 오해를 일으킬 여지가 많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차 조사에는 아주 높거나 낮은 확률로 인식되는 표현들만 

포함시켰기 때문에 의료인군과 환자군간에 대부분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반면에 인식확률의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의 차이가 

50%를 넘는 것이 의료인군에서는 45%(9/20), 환자군에서는 

80%(16/20)로 상당한 편차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오해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인식확률의 편차가 작은 즉 인식확률이 아주 

낮거나 높은 확률표현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간에는 오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다. 

동일한 표현에 대한 의사와 환자 간의 인식확률 차이에 대해 기존 

연구에서는 환자는 의사에 비해 높은 인식확률의 표현은 더 낮게, 

낮은 인식확률의 표현은 더 높게 인식했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반대의 

결과를 보였고 이는 특히 낮은 인식확률의 표현에서 확연히 

나타났다.8 이러한 차이를 보인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기존 연구들이 수행된 외래와 이번 연구가 수행된 응급실의 

연구환경의 차이, 문화적, 언어적 차이, 대상자들의 경험이나 

교육정도 등이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문맥에 의한 영향은 의료인군, 환자군 모두 보다 중한 폐암 문맥의 

높은 인식확률 표현에 대해서는 더 높게, 낮은 인식확률 표현에 

대해서는 더 낮게 인식하였다. 이 결과 역시 중한 질병의 문맥에서만 

더 높은 확률로 인식하였던 기존 연구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8  

일부 표현을 제외하고는 의료인 직종 간에 인식확률에서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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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없었다는 결과는 환자군에 비해 의료인군이 경험, 

교육정도에서 편차가 적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리할 수 있다. 

확률표현의 인식정도 조사에 VAS를 이용한 이유는 질적 확률표현이 

특정 값보다는 일정 범위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표현에서 의료인군이 환자군보다 넓은 

인식확률 구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의한 차이는 20개 중 2개 

표현에 그쳤다. 이는 1차 조사에서 선정된 표현들이 인식확률 구간의 

크기가 작은 아주 높거나 낮은 확률로 인식되는 표현들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할 때 타 언어권과 마찬가지로 우리말의 질적 

확률표현 역시 의사소통에서 오해를 초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환자군에서 인식확률의 편차가 큰 경우가 많았으며, 

인식확률이 아주 높거나 낮은 표현들이었음에도 의료인-환자 간에 

차이가 있어 의사소통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들에서 주장하는 의사소통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은 다음과 같다.2,4,6-8,10,11 

첫째, 수시로 질적 확률표현의 인식확률을 확인하는 방법이다.6-8 

이를 통해 인식확률의 편차가 큰 어휘는 사용을 지양할 수 있고 질적 

확률표현을 사용할 때 미리 조사된 그 어휘의 확률 정보(평균, 

표준편차, 범위 등)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둘째, 질적 확률표현과 추정하는 가장 적절한 양적 

확률표현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다.4,10,11 그렇게 함으로써 질적 

확률표현에 대한 선호를 만족시킴과 동시에 정확한 정보전달도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셋째, 질적 확률표현의 해석을 체계화하는 

것이다.2 Kong 등2은 20년이 지나도 질적 확률표현의 인식확률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점, 문맥에 의해 각 표현의 인식확률이 달라지기는 

하나 그 순위가 바뀌지는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인식확률이 아주 



 22 

높거나 낮은 표현의 경우 그 편차가 매우 작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질적 확률표현을 체계화시켜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양적 확률표현만 사용하면 오해의 발생 가능성을 가장 확실하게 줄일 

수 있겠으나 모든 임상상황에서 정확한 확률을 제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사람과 상황에 따라서는 질적 확률표현을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당신은 충수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80% 정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와 

같이 질적 확률표현과 양적 확률표현을 함께 제시하는 두번째 방안은 

임상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근거중심 의학에 

바탕한 확률을 제시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가장 이상적인 

확률표현의 사용방법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가 선호하는 확률표현을 사용하는 동시에 오해의 발생 가능성을 

줄여주는 것이 될 것이다. 이에 연구자는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방안으로 질적 확률표현을 체계화시켜 사용하자는 세번째 방안에 

기초하여 질적 확률표현에 대한 인식확률을 범주화시켜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10개의 질적 확률표현에 대한 인식확률의 

평균값에 기초하여 표 11과 같이 질적 확률표현들을 범주화 할 수 

있다. 

 

표 11. 질적 확률표현의 범주화 

범주 평균 인식확률 (%) 질적 확률표현 

1 > 80 
아주 높다; 매우 높다; 상당히 높다; 

거의 대부분이다 

2 60~80 꽤 높다 

3 40~60  

4 20~40  

5 < 20 
아주 낮다; 매우 낮다; 매우 드물다; 

거의 드물다; 아주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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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의 당사자들이 범주의 의미만 미리 공유한다면 질적 

확률표현을 진료과정에서 쉽게 사용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은 충수염일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이는 제2범주에 

해당됩니다.”라는 말을 하는 의사와 환자 모두 60~80%의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번 연구에는 몇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서울 및 경기 지역의 

일부 병원 응급실만을 대상으로 했기에 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둘째, 설문조사를 통해 임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질적 확률표현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형용사 단독 내지 불확정 표현을 

제외시켰다는 점이다. 셋째, 응답자, 특히 환자군의 교육 정도와 

같이 질적 확률표현의 인식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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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우리나라 의료인들은 질적 확률표현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진료에서는 선호하고 있다. 타 언어권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우리말의 질적 확률표현에 대한 인식확률의 편차는 

컸으며 특히 환자군에서 두드러져 임상 현장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오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연구자는 의사소통의 정확성을 

높이기위해 질적 확률표현과 범주화시킨 인식확률을 함께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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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professionals frequently use probabilistic expression 

when they provide medical information for patients in clinical 

settings.  Probabilistic expression includes qualitative 

expression which consists of words and quantitative expression 

which consists of numbers. Previous studies have reported that 

patients misunderstand terms because they recognize the 

probability of qualitative expression differently. Thus, the 

author has attempted to develop a countermeasure for the 

shortcomings by comparing recognized probability of 

qualitative expression between medical professionals and 

patients. 

Ten qualitative probabilistic expressions most commonly used 

were selected. They were included in a 20-item questionnaire 

which explained the diagnostic possibility of bronchitis and 

lung cancer. This questionnaire was sent to medical 

professionals and patients, and its probability values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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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gated on a visual analogue scale. Most expressions had 

≥50% range between maximum and minimum values. Patients 

recognized high probability items at a much higher probability 

than medical professionals, whereas they recognized low 

probability items at a much lower probability than medical 

professionals. However, in the context of lung cancer, both 

recognized high probability items at a much higher probability, 

whereas both recognized low probability items at a much lower 

probability. 

In conclusion, in order to increase the accuracy of 

communication and to eliminate the potential for 

misunderstanding the author would like to suggest combined 

usage of qualitative probabilistic expressions with its 

categorized prob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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