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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ch college of dentistry in Korea is examining and reorganizing its own curriculum to prepare students for the
practical examination of the National Dental Licensing Examination. Conducting an assessment of students’ competency of communication skills with standardized patients is the first attempt for the examination.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Dentistry carried out the evaluation of communication attitude, communication written exam, and communication skills practice with standardized patients for Third year predoctoral stud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bles measured in communication skills education and b) to make a new
basis for the application of communication education and evaluation in dentistr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following suggestions for the operation of a dental communication curriculum
can be drawn: First, the communication classes and the practice with standardized patients should be based on the
wide support of the school. In addition, the patient-dentist interaction (PDI) should be practiced in the same way as
practically possible by predoctoral students. Moreover, a space is required to allow predoctoral students to practice
PDI. Second, the communication score given by the standardized patients was the most influential on the total score
of PDI. This indicates that the communication practice with the standardized patients for the practical examination of
the National Dental Licensing Examination is a meaningful process in the course of its communicatio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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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연구자들이 소속된 치과대학의 치의학의사소통 수업과
표준화환자 실습에 참여한 2019년 본과 3학년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는 현재 본과 2학년이 4학년이 된 2021년 9월

커뮤니케이션 수업에 대한 태도, 의사소통 지필 평가, 표준

이후에 치과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처음 시행하기로 발

화환자 실습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는 의사소통 교육

1)

표하였다 . 실기시험은 병력청취, 신체진찰, 환자와의 의사

에서 측정한 여러 변인들 간에 서로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

소통, 기본 기술적 수기 등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2019년 6

고 있는지 알아보고, 이를 통해 치의학에서 의사소통 교육

월 실시한 모의시험에서 시행한 치과의사 국가고시 실기시

과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삼고자 하였다.

험 형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표준화 환자와

구체적으로 첫째, 치과대학의 의사소통 교육과정과 표준화

의사소통을 포함한 진료과정이나 이에 따른 적절한 수기능

환자 실습 내용을 살펴보았다. 둘째 표준화 환자평가 점수

력을 평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비 치과의사의 문제

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하여 분석하였다.

해결형 수기능력을 Simulator manikin을 활용하여 평가하
는 것이다. 환자로부터 정보를 모아,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
력, 문제해결 능력 및 효율적인 의사소통능력 등을 포함한

Ⅱ. 연구방법

복합적인 임상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객관구조화진료시험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OSCE) 방법으로

1. 연구대상

실기시험을 실시할 것이다. 의학교육에서 표준화 환자 개

2019년 3월부터 4월까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본과 3학

념이 처음 소개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대부분의

년 7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기간 동안 학생들

의학교육에서 실제 진료실 상황을 재현하여 실제 임상능력

은 3~4명의 소그룹, 21개조로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의사

에 가깝게 교육하고 평가하고 있다2). 의사의 진료 및 면담

소통 실습과 치의학의사소통 수업에 참여하였다.

기술, 환자를 대하는 태도 및 의사소통 능력, 질병의 예방과
건강증진 등을 포함한 임상적인 기술이 보다 중요시 되면

2. 치의학 의사소통 교육과정

서 이를 교육하고 평가하는 방법이 국내 의과대학에서 활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은 2005년부터 적용된 새로운 본

3)

발히 논의되어 왔다 . 그 이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과 교육과정에 의사소통 수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

2009년에 도입하게 된다.

에 임상실습이 시작되는 본과 3학년에 의사소통 수업을 도

각 치과대학(원)은 치과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에 대비

입하기로 하여 2007년부터 수업을 시작하였다. 학습목표는

하기 위해 학교 교육과정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교육과

환자와의 적절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도모하고

정 개편을 준비 중이다. 실기시험의 한 항목인 표준화 환자

자 하였다. 치의학 의사소통 수업은 예비 치과의사로서 갖

와의 의사소통 과정 평가는 치의학 교육에서는 새로운 시

추어야 할 기본적인 내용과 더불어 각 임상과에 특화된 환

도이다. 치의학교육에서 역량기반 교육을 강조하면서 국내

자와의 대화 및 의료 상황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내용으

치과대학(원)에서 의사소통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과

로, 학생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실습과 강의식으로 진행

목을 개설하여 교육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소통 교육의 내

하고 지필평가로 마무리하고 있다. 이후 의사소통 실습에

용과 방법은 각 대학(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되고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4학년을 대상으로 선택과목으로

4)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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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일반 치과의사가 가장 빈번하게 만날 수 있는

4학년을 대상으로 표준화 환자와의 의사소통 실습을 하고

환자 증상 중에 하나를 선정하여 다수 평가자의 의견을 토

있다. Table 1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의 예과와 본과에서

대로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시나리오와 평가문항은 매년

교육하는 의사소통 교육과정이다. 일반교양 수준의 선택과

실습을 진행하면서 조금씩 수정되어져 왔다. 이는 포괄치

목으로 예과 2학년에 의사소통 입문과목을 2014년부터 개

과진료학I-1 담당교수들이 검토 및 수정한 것으로 2015년

설하여 운영하였고, 2020년부터는 예과 2학년 필수과목으

부터 학생실습에 계속해서 사용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시

로 전환하여 운영될 예정이다.

나리오 작성 시 중요한 사항은 표준화 환자가 이해하기 쉽
도록 용어를 수정하는 것이다.

3. 환
 자-치과의사 관계(Patient-Dentist Inter-

작성된 실습자료, 시나리오, 평가문항을 바탕으로 표준
화 환자 실습에 참여하여 평가할 교수를 선정하여 사전 평

action, PDI) 표준화 환자 실습
연구에서 사용한 환자-치과의사 관계(PDI) 표준화 환자

가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평가자 교육은 실습자료의 피드

실습 사례는 가역적 치수염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 증례였

백과 평가자간 조정(calibration)을 위하여 실시하였다. 또

다. 연구자들은 본 사례를 학생 1인당 실습 시간이 8분 내외

한 평가자 교육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실습자료가 가

로 진행될 수 있게 구성하였으며 7주간 3곳의 실습 장소에

감되기도 하고 시나리오와 평가문항이 일부 수정되기도 하

서 3~4명 1개조로 진행하였다.

였다. 이후 환자-치과의사 관계(PDI) 실습을 위한 자료, 시

환자-치과의사 관계(Patient-Dentist Interaction, PDI) 평가점수의 관련 요인 분석

고시 실기시험의 도입이 논의되면서 2015년부터 3학년과

Table 1. Communication Curriculum of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Dentistry
Timing of
Introduction
2007 ~

2011 ~ 2014

School Year

3rd year

4th year
(elective)

3rd year
2015 ~
4th year
pre-dental
2014 ~

2nd year
(elective)

Teaching
Method

Subject

Objective of Education

Dental

Cultivate the medical communication skills

Communication

required by dentists

Medical
Communication
Advanced Course

Activity, Lecture

Communication practice with standard patients

Standard Patient

including diagnosis and treatment plans

Practice

Communication practice with standard patients

Standard Patient

including diagnosis and treatment plans

Practice

Comprehensive
Dentistry I-1
Comprehensive
Dentistry II
Introductory
Communication Skills

To develop communication skills that can be
used in real life and understand the theories

Activity, Lecture

necessary for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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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리오, 평가문항을 완료하여 표준화 환자 교육을 실시하

는 사항이 있으면 이에 대해 답하였다. 교수는 환자-치과의

였다. 특히 모든 학생이 동일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 관계(PDI) 실습을 관찰하고 학생들이 구강검진이나 치

표준화 환자 교육에서 이 점을 고려하여 실시하였다. 표준

료계획과 관련하여 표현하는 임상적 내용에 대해 피드백

화 환자가 시나리오를 완전히 이해하였는지 확인하고, 실

하였다. 또한 이러한 실습 상황을 모두 촬영하여 학생들이

습에서 반드시 표현해야 할 부분에 대해 재차 강조하였다.

각자 확인 할 수 있도록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표준화 환자 교육은 매년 시나리오를 미리 알려주고 일주

환자-치과의사 관계(PDI) 실습과정 중에 표준화 환자

일 전에 1시간 진행하였다. 한편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리

와 교수평가를 실시하였다. 표준화 환자 평가는 ‘효율적으

엔테이션을 실시하였다. 오리엔테이션 내용은 표준화 환자

로 잘 물어보았다’, ‘나의 말을 잘 들어 주었다’, ‘나의 입장

를 대상으로 실습하지만 구강 내 관찰은 불가능한 실습이

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내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

므로 실습에서 지켜야할 사항으로 구성하였다. Figure 1은

다’, ‘나와 좋은 유대관계를 형성하려고 하였다’ 5가지 문항

환자-치과의사 관계(PDI) 실습을 위한 과정을 도식으로 나

으로 학생들의 공감과 의사전달력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타낸 것이다. 실습 후에는 각 과정에 대해 피드백을 실시하

교수평가는 환자 치과의사 관계(PDI) 평가로 환자와 라포

여 차년도 표준화 환자 실습에 적용하고 있다.

(rapport) 형성을 위한 노력에서 환자 확인, 주소 확인, 필요

환자-치과의사 관계(PDI) 실습이 종료되면 표준화 환자
는 각 학생별로 구체적인 피드백을 주고 학생이 궁금해 하

한 검진 여부, 증상에 대한 설명, 치료계획 등 25가지로 평
가하였다.

Figure 1. Patient-Dentist Interaction Practic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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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학생들이 인식하는 의사소통 기술을 배우는 것의

여러 연구들에서 미국 치과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의사

중요성과 치과대학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태도를

소통 기술을 배우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치과 학생들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의사소통 능력 태도 척도(Commu-

의 의사소통 기술과 이러한 기술의 가치에 대한 그들의 감

nication Skills Attitude Scale, CSAS)를 사용하였다. 의사소통

상이 훈련을 통해 현저하게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

능력태도척도(CSAS)는 치과 학생들의 의사소통 기술 학습

다.5~8) 의사소통 기술을 배우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학생들

에 대한 태도 및 신념을 결정하는 데 있어 다양한 문화적 배

9)

의 평가는 훈련 과정을 통해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경과 인종적 배경을 가진 치과대학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

Table 2. Communication Skills Attitude Scale (CSAS) Items and Reliability
construct

items

Cronbach
Alpha

Learning

5 Learning communication skills has helped me or will help me respect patients.
7 Learning communication skills is interesting.
9 Learning communication skills has helped or will facilitate my teamworking skills.
10 Learning communication skills has improved my ability to communicate with patients.
14 Learning communication skills has helped or will help me respect my colleagues.
16 Learning communication skills has helped or will help me recognize patients’ rights regarding
confidentiality and informed consent.
18 When applying for dentistry, I thought it was a really good idea to learn communication skills.
21 I think it’s really useful learning communication skills for the dental degree.
23 Learning communication skills is applicable to learning dentistry.
25 Learning communication skills is important because my ability to communicate is a lifelong
skill.

0.88

Importance

11 Communication skills teaches the obvious and then complicates it.†
13 Learning communication skills is too easy.†
15 I find it difficult to trust information about communication skills given to me by non-clinical
lecturers.†
17 Communication skills teaching would have a better image if it sounded more like a science
subject.†
24 I find it difficult to take communication skills learning seriously.†
26 Communication skills learning should be left to psychology students, not dental students.†

0.52

Quality

1 In order to be a good dentist, I must have good communication skills.
2 I can’t see the point in learning communication skills.†
4 Developing my communication skills is just as important as developing my knowledge of
dentistry.
6 I haven’t got time to learn communication skills.†

0.51

Success

3 Nobody is going to fail his or her dental degree for having poor communication skills.†
8 I can’t be bothered to turn up to sessions on communication skills.†
12 Learning communication skills is fun.
22 My ability to pass exams will get me through dental school rather than my ability to
communicate.†

0.54

환자-치과의사 관계(Patient-Dentist Interaction, PDI) 평가점수의 관련 요인 분석

4. 측정도구

† Item was negatively phr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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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에 적절하다고 평가되었다10).

PASW Statistics version 25.0 (SPSS Inc.)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의사소통 능력 태도 척도(CSAS)는 24개 문항으로 ‘매우

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척도로 측정

일반적 특성과 각 변인들의 전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하고, 학습(Learning), 중요성(Important), 자질(Quality), 성공

기술통계량을 산출하였다. 둘째, 환자-치과의사관계(PDI)

(Sucess) 4가지 구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습(Learning) 구인

에 영향을 주는 변인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은 치과 진료의 공리적 측면과 윤리적 측면을 모두 포함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치과대학생의 환자치과의사관계

다. 각 문항은 치과의사 술기에 의사소통 기술의 역할이 크

(PDI) 교수평가 점수와 성별, 치의학의사소통 필기시험 점

므로, 학습해야 함을 반영하여 이 구인을 학습(Learning)이

수, 표준화 환자평가 점수, 의사소통 태도 변수들 간의 관계

라고 명명했다. 중요성(Important) 구인은 바람직한 의사소

및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의 복잡성을 습득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태도를 의미
한다. 자질(Quality) 구인은 의사소통 능력이 바람직한 치과
의사가 되는 것과 연관되어 있음을 반영하고, 학생 스스로

Ⅲ. 연구결과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구
인이다. 성공(Sucess) 구인은 학생이 치과대학을 졸업하기

1. 기술통계량

위한 주요 조건으로 의사소통 기술을 성공적으로 습득하는

설문 대상자는 70명으로 성별은 남성 52명(74.3%), 여성

것이 매우 중요함을 나타내는 구인이다.

18명(25.7%)으로 남성이 더 많았다. 치의학의사소통 필기

치의학 의사소통 수업 첫 시간에 의사소통 능력 태도 척

시험 점수, 과거 의사소통 관련 수강 경험은 수강 경험이

도(CSAS)를 이용하여 3학년 학생에게 측정하였다. 연구대

있는 경우 16명(22.9%), 없는 경우 50(71.4%), 무응답 4명

상이 응답한 의사소통 능력 태도 척도의 신뢰도(Cronbach

(5.7%)로 수강 경험이 없는 경우가 월등히 많았다. 추가 질

Alpha)는 0.87이였다. Table 2는 의사소통 능력 태도 척도

문에서 확인한 결과, 학생들이 과거 수강한 과목은 예과에

(CSAS)의 4가지 구인과 문항을 나타낸 표로, 측정결과를 바

서 개설한 의사소통 입문 과목이었다.

탕으로 산출한 구인별 신뢰도를 산출하여 표기하였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은 3학년 원내생의 임상실습 준비
를 위해 의사소통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학생들의 의

6. 분석방법

사소통 능력과 관련이 있는 변수들의 기술통계를 산출하

본 연구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사회통계분석 프로그램인

였다. 학생의 환자-치과의사관계(PDI) 교수평가 점수, 표

Table 3.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Variable
Gender
Taking lesson of
Communication skill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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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cy

%

Male

52

74.28

Female

18

25.71

Yes

16

22.86

No

50

71.43

No answer

4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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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PDI) 평가점수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통계적으

소통 기술 태도 척도(CSAS)의 구인별 기술 통계치는 Table

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성별(0.22)은 의사소통 능력 태도 척

4에 제시하였다. 환자-치과의사관계(PDI) 교수평가 점수

도(CSAS)의 4가지 구인 모두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의 평균(표준편차)은 20.91(5.14)으로, 표준화 환자평가 점

않지만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른 연구와 같이 여학생

수의 평균(표준편차)은 10.04(2.61)로, 치의학의사소통 지

이 남학생 보다 의사소통 능력 태도 척도(CSAS)의 4가지 모

필평가점수의 평균(표준편차)은 103.53(7.27)으로, 의사소

든 구인에서 더 우호적임을 알 수 있었다11).

통 기술 태도 척도(CSAS)의 학습(Learning)구인의 평균(표

의사소통 지필평가점수와 성별은 0.23으로 통계적으로

준편차)은 4.02(0.63)로, 중요성(Important)구인의 평균(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의사소통 능력 태도 척

준편차)은 3.70(0.53)으로, 자질(Quality)구인의 평균(표준편

도(CSAS)의 구인간 상관은 0.31에서 0.65로 통계적으로 유

차)은 4.23(0.54)으로, 성공(Sucess)구인의 평균(표준편차)은

의미하게 산출되었다. 환자-치과의사 관계(PDI) 평가점수

3.72(0.65)로 산출되었다.

와 관련한 변수의 상관계수 통계치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2. 상관계수

3. 회귀분석

본 연구에서 환자-치과의사 관계(PDI) 평가점수와 관련

환자-치과의사 관계(PDI) 평가점수에 가장 큰 영향력을

한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성별, 치의학 의사소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며,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가

통 지필평가, 표준화 환자평가, 의사소통 능력 태도 척도

어떠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CSAS)의 4가지 구인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환자-치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F =

과의사관계 교수평가 점수와 표준화 환자평가 점수가 0.60

15.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49.7%로 나타났다. 분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의사

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소통 지필 평가점수(0.16), 의사소통 능력 태도 척도(CSAS)

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의 4가지 구인 증 학습(0.23)과 성공(0.18)이 환자-치과의사

6는 분석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환자-치과의사 관계(Patient-Dentist Interaction, PDI) 평가점수의 관련 요인 분석

준화 환자평가 점수, 치의학의사소통 지필평가점수, 의사

)는 모두 10 미만으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Variable

N

Minimum

Maximum

Mean

Standard Deviation

PDI Evaluation

70

4.00

29.00

20.91

5.14

Standard Patient Evaluation

70

5.00

15.00

10.04

2.61

Written Exam

70

65.00

114.00

103.53

7.27

Learning

66

2.60

5.00

4.02

0.63

Importance

66

2.67

4.83

3.70

0.53

Quality

66

2.75

5.00

4.23

0.54

Success

66

2.25

5.00

3.72

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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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치과의사 관계(PDI) 평가점수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은 표준화 환자 평가점수(0.57)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자 실습과정에서 환자-치과의사 관계(PDI)를 직접 실습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의사소통 능력 태도 척도(CSAS)의 학습 구인(0.39)과 자질

둘째, 의사소통 교육과정 운영의 향상을 위해 본 연구에

구인(0.38)으로 나타났다. 표준화 환자 평가점수와 의사소

서 3학년을 대상으로 환자-치과의사 관계(PDI) 평가점수

통 능력 태도 척도(CSAS)의 학습 구인은 높아질수록 환자-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별, 표준화 환자 평가점수,

치과의사 관계(PDI) 평가점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의사소통 과목 지필평가, 의사소통 능력 태도 척도(CSAS)

다. 의사소통 능력 태도 척도(CSAS)의 자질 구인은 낮을수

을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성별에 따른 환자-치과의사 관계

록 환자-치과의사 관계(PDI) 평가점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PDI) 평가점수의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던 반면, 표준화 환

나타났다.

자 평가점수의 영향력이 가장 컸다. 의사소통 능력 태도 척
도(CSAS)의 학습과 자질 구인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는데 의
사소통 기술을 학습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으면 환자-치과

Ⅳ. 고찰

의사 관계(PDI) 평가점수가 높아졌다. 자질 구인은 학생들
이 인식할 때 현 상황에 본인의 자질이 낮다고 인식하여 수

본 연구는 첫째,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의 의사소통 교육

치가 낮을수록 환자-치과의사 관계(PDI) 평가점수가 높아

과정 운영을 제시하여 치과의사 실기시험 국가고시를 대

졌다. 학생들은 의사소통 기술을 학습해야 한다고 인식하

비하기 위한 타 기관의 치의학 의사소통 교육과정에 도움

고 있으나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의사소통에 대한 자질에 대

을 주고자 하였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의예과 교육과

해서는 효능감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정부터 의사소통 입문과정을 개설하여 본과 과정에서 치의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치의학 의사소통 교육과정 운

학 의사소통 과목을 운영하고 3학년과 4학년에 표준화 환

영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첫째 의사소통 과목과 표준

Table 5. Correlation Coefficient
PDI
Evaluation
Gender
SP Evaluation

Gender

SP
Evaluation

Written
Exam

Learning

Importance

Quality

0.22
***

0.60

0.15

Written
Exam

0.16

0.23

*

0.14

Learning

0.23

0.06

0.13

-0.13

Importance

-0.08

0.13

-0.13

-0.01

0.34

Quality

-0.07

0.11

0.07

-0.18

0.65

Success

0.18

0.04

0.23

0.03

0.54

***
***

0.35

***

***

0.31

**

***

0.52

* <.05,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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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은 지원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기존의 치의학 과목의 실습

자가 속한 치과대학의 의사소통 교육과정에 대해서만 소개

과 마찬가지로 환자-치과의사 관계(PDI)를 가급적이면 실

하였다. 다른 기관의 의사소통 교육과정에도 적합할지에

제와 동일하게 실습하고 학생들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의

대해서는 각 기관의 상황에 맞춰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

마련도 필수적이다. 환자와 원활하고 정확한 소통이 가능

영하는데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환자-치과의사 관계

한 예비 치과의사를 배출하기 위해 다양한 전공의 여러 임

(PDI)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별, 표준화 환

상교수들의 참여가 현재까지 의사소통 교육과정 얼개를 마

자 평가점수, 의사소통 과목 지필평가, 의사소통 능력 태도

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둘째, 환자-치과의사 관계

척도(CSAS)만을 탐색하였다.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다른

(PDI) 평가점수에 표준화 환자 평가점수의 영향력이 가장

요인들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3학년에 학습한 의사소

컸다. 이는 의사소통 교육과정에서 표준화 환자 실습 과정

통 수업과 환자-치과의사 관계(PDI) 실습을 바탕으로 알아

이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3학년의 표준화 환자 실습의

본 것이다. 3학년에 배운 의사소통 기술에 대한 능력이 4학

목적은 실제 환자를 대하기 전에 모의환자를 대상으로 학

년까지 유지가 가능한지, 원내생진료실에서 실제 환자들과

생 스스로 문제점을 발견하여 보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의사소통 시에도 자연스럽게 표출되는지에 대해 모니터링

환자-치과의사 관계(PDI) 실습을 통해 표준화 환자가 주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의 자

피드백, 검진 및 치료계획에 대한 치의학 지식에 대한 평가

료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3학년 학생의 측정 자료를 바탕

자가 주는 피드백, 실습 후 학생 본인의 실습과정을 동영상

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따라서 환자-치과의사 관계(PDI) 평

으로 되돌려 보면서 스스로 인식하게 되는 문제의식이 보

가를 받아야하는 전체 치과대학(원)을 대표할 수 있는 연구

다 바람직한 치과의사로서 이끄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대상을 표집 하여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환자-치과의사 관계(Patient-Dentist Interaction, PDI) 평가점수의 관련 요인 분석

화 환자 실습 운영은 담당 교수 차원이 아닌 학교의 폭넓

Table 6. Regression Results

B

S.E.

(Constant)

10.44

4.14

PDI

Gender

1.58

1.07

0.14

Evaluation

SP Evaluation

1.11

0.18

0.57

6.10

Learning

3.20

0.98

0.39

3.25

Quality

-3.63

1.16

-0.38

-3.14

Variable

***

F =15.01

= 0.497

β

t

VIF

2.52

adj

1.48

1.05

***

1.05

***

1.75

***

1.74

= 0.464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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