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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진료면담에서 의사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이 연구는 진료면담에서 의사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

해서 실제 진료 현장에서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체

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의사를 양성하는 의과대학 교육프로그램을 효과적으

로 개발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진료면담에서 의사에 대한 신뢰도

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다음의 연구문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진료면담에서 의사의 커뮤니케이션은 의사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진료면담에서 의사의 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이 의사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차이가 있는가?

셋째, 진료면담에서 환자의 선호 감각과 의사에 대한 신뢰도는 관련이 있는

가?

넷째, 의사에 대한 신뢰도와 환자의 치료 순응도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진료면담 시 의사에 대한 신뢰도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최근 6개월 이내 병

원 진료경험이 있는 대한민국 20대 남녀 성인들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 모

집단으로부터 온라인 방식으로 약 3주 동안 500명을 표집하였으며, 그중에서 

455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자료 분석은 상관분석, 분산분석, 교

차분석, 단순선형 회귀분석을 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료면담에서 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즉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적극적 진료 태도는 의사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진료면담에서 의사의 언어적 커뮤니케이션보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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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이 의사에 대한 신뢰도에 더욱 큰 영향을 미쳤다. 

셋째, 진료면담에서 환자의 선호 감각과 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이 일치

할수록 의사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아졌다. 

넷째, 환자가 의사 진료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면 치료 순응도도 높아졌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료면담에서 의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언어적,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환자의 지적 수준이나 특성들을 

고려하여 진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태도로 진료해야 한다.

둘째, 진료면담에서 의사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보다 의사에 대한 신뢰도에 더욱 큰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의사가 의학 전문

가이며 전달하는 메시지가 주로 전문 의학지식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비전문

가인 환자가 메시지의 질이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환자 누구나가 진료 시 가장 빠르고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당장 눈

앞에 보이는 모습이다. 그러므로 의사의 표정이나 자세 등 비언어적 커뮤니케

이션에 더욱 신경을 써서 진료해야 한다. 

셋째, 진료 시 환자의 선호 감각과 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이 일치할수록 

의사 진료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 모든 사람이 여러 감각을 복합적으로 

이용하지만 주의를 기울이거나 집중할 때 특히 편하게 생각하는 선호 감각이 

있다. 진료 초반 진료 흐름에 맞는 몇 가지 선호 감각 질문(예 : 어떤 식으로 

아프셨습니까?)을 던져서 환자의 답변을 통해 선호 감각을 파악하고 그에 맞

춰 질문하고 설명하고 교육한다면 진료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넷째, 의사에 대한 진료 신뢰도가 높아지면 환자의 치료 순응도도 높아졌다. 

이 부분이 의사들이 진료면담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진료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의사들이 진료면담

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동안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보다 간과되어왔던 비언어



- ix -

적 커뮤니케이션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며, 진료면담에서 환자의 선호 감각을 

적절히 고려하여 진료 신뢰도를 높이고, 의사를 양성하는 의과대학 교육에서

부터 실제적인 의사 커뮤니케이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이 시사되었다. 

주요어 : 진료면담,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선호 감각, 

진료 신뢰도, 치료 순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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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의사들 사이에서는 ‘의사는 차트를 보고 명의는 사람을 본다’라는 말이 있

다. 진정한 의사는 그 무엇보다 환자라는 인간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다. 의사가 환자가 지닌 질병만 바라보게 되면 환자의 마음이나 생각은 별

로 중요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의사가 질병을 지닌 환

자 곧 인간에게 관심을 가질 때 시작된다(이혜범, 2013). 또 의사와 환자의 관

계를 형성하는데 가장 근본은 의사와 환자의 대화다(Epstein, et al., 1993; Ong, 

et al., 1995; Rimal, 2001; 김홍자, 2005; 박일환·이홍수·정유석, 2000; 이두원, 

2000). '대화'를 대한민국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

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것은 대화가 한 쪽의 일방적 메시지 전달이 아닌 

쌍방향적 메시지 주고받음이라는 것이다. 

의사와 환자와의 대화로 이루어지는 진료면담 역시 의사와 환자가 대화의 

목적을 갖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 의사-환자와의 대

화는 일방적이고 의사 중심적인 측면이 많다. 또 진료실에서 오랫동안 의사의 

관점으로만 진료를 보다 보니 진료경험이 많은 의사조차 지금 내 앞에 앉아 

있는 환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 의식하

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이혜범, 2013). 그동안의 연구들 역시 의사-환자 커뮤니

케이션 관련 연구들이 주로 의료서비스나 커뮤니케이션기술, 진단법 측면에 

관심을 두었고(Cegala, Marinelli, Post, 2000), 의료 정보를 전달하는 의사의 행

위와 메시지 전달 효과, 의사와 환자 간의 언어 행위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 

모색(Evans, el al., 1987; Waitzkin, 1989; Waitzkin, Britt, 1989) 같은 연구들이 



- 2 -

주로 진행되었다. 양은배(2008)는 의과대학 의학교육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환자-의사 간 의사소통 기술 교육에 대한 

교수와 학생들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의사소통 기술 교육은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 환자 진료에서 요구되는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며, 이론

과 실제가 균형 있게 교육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는 진료의 주체를 진료받는 환자로 두고 개별 환자들의 진료 이해

도 및 개인적 특성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하였다. 의사와 환자 간의 커뮤니케

이션은 환자의 진료에 대한 만족, 치료에 대한 순응, 의료 정보에 대한 기억과 

이해, 질병의 극복, 삶의 질, 건강상태 등 환자의 행동 및 안녕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친다(Ong, Haes, Hoos, Lammes, 1995)는 것과 지금까지 의료 커뮤니케이

션 연구가 질병의 주체인 환자가 진료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과연 환자의 

특성에 따라 의사의 메시지를 얼마나 신뢰하고 순응하는지에 대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적었다는 것에 문제점을 갖게 되었다.

병원에서의 진료면담은 일반 면담과는 달리 전문 의학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료전문가와 상대적으로 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적은 비전문가와의 소통이

다. 그래서 진료면담 시 의사와 환자의 경험과 지식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는

데 그런 차이를 간과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면 환자는 메시지에 대한 

이해가 어렵고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다. 

Dunn(1993)에 따르면 환자는 의사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모두 기억하지 못

하며, 대략 주어진 정보의 50~60퍼센트만 기억한다. 그러나 병원 진료실에서의 

대화는 이해하지 못하고 넘겨 버리기에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된 중요

한 대화가 많다. 실제 의사들이 의학적 진단과 치료의 약 60~80퍼센트를 환자

와의 대화를 통해 얻은 정보에 근거한다(서판수, 2002). 미국에서 병원의 암 

클리닉에 다니는 유방암 확정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약 22퍼센트

가 암 치료방법을 스스로 선택하려고 했고, 44퍼센트는 의사와 상의하여, 34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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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는 모든 결정을 의사에게 위임하고 싶어 했다(Degner et al., 1997). 또 의

사가 열정과 성의를 갖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의사의 지시에 따를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Fox, Heritage, Stockdale, Asch, Duan, Reise, 2009). 

그러므로 환자가 의사의 설명을 정확히 이해하고 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통해야 한다. 또 의사가 적극적인 태도로 환자가 

메시지를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혹시 이해하지 못했다면 꼭 알아야 하는 내용

은 요약 강조해주는 적극적인 태도가 치료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두원(2000)은 

의사와 환자 간의 의사소통 문제의 유형을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의 의미적, 표현적 오차가 오진과 직결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두원, 2000; 김민정, 2009; 서판수, 2001). 커뮤니케이션은 환자가 의사에게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며, 동시에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가장 좋

은 방법이기 때문이다(Lane, 1993). 

의사는 진료 시 환자의 병명을 알아내고 환자를 가장 효과적인 치료로 이끌

기 위해 환자에게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환자와 소통한

다.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형성되며, 이때 커뮤니케이션

은 '진료'라는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의료서비스에서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두 

참여자가 서로에 대한 태도와 진료에 대한 성향의 결과이기도 하다(Krupat, et 

al. 2000; 김민정, 2009). 특히 Desmond & Copelaud(2000)는 의사가 진료면담 

시 환자에게 좋은 얼굴로 미소를 짓고 눈을 마주치며 공감적으로 경청할 때 

진료를 더욱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했다. 또 Greagan(2003)는 의사의 훌

륭한 커뮤니케이션기술이 의사-환자의 신뢰를 형성하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임지혜, 이기효, 백수경, 2009). 미국의 바이엘 연구소에서 환자 1500명

을 대상으로 진행한 헬스 커뮤니케이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환자들은 의사들

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커뮤니케이션기술을 제시했다. Shelton(1992)의 연구

에서는 담당 의사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한 환자들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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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다고 평가한 환자들에 비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4배 

이상 높았다(류희선 외, 2011).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연속 미국 의료기관 평가에서 1위였으며 미국 

최고의 병원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미국 메이요 클리닉은 '환자의 필요를 최우

선으로!'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메이요 클리닉의 창립자인 

월리엄 메이요 박사는 영리가 아닌 이상적인 서비스를 추구할 것과 의료진이 

진심을 다해 환자 한 명 한 명의 안녕을 돌보는 일을 최우선에 둘 것을 강조

했다. 메이요 클리닉은 환자가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편안한 느낌과 병을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었다. 병원의 모든 시스템은 환자 

중심으로 맞춰져 있으며, 내원 환자들은 개인별 고유 코드를 부여받고 진단 

및 진료기록들이 전자 차트에 기록된다. 그 기록은 환자가 나중에 재방문했을 

때 재진 환자를 담당하는 의사들이 볼 수 있다. 곧 환자마다 일생토록 변하지 

않는 개인 고유 코드가 있어 평생 건강기록을 토대로 환자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게 된다. 특히 환자 문진 후 검사 결과가 나온 후에는 정확한 진

단에 대한 설명과 함께 여러 의료진이 협진하며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유사 사례로 미국 4대 병원 중 하나인 클리블랜드 클리닉 역시 '환자 제일주

의'라는 모토를 내걸고 변혁을 시도한 결과 한때 환자 경험 분야에서 미국 내 

최하위권에 머물렀던 것에서 2019년 뉴스위크 선정 세계 베스트 병원 2위를 

달성할 수 있었다. 이들은 가장 먼저 의료과정에서 환자들이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또 환자와 소통하고 공감하기 위한 

서비스 변화를 추진하며 환자의 관점에서 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최선의 것

을 생각하도록 노력했다. 특히 의료진 스스로 생각을 180도 변화시키기 시작

했다. 이처럼 의사의 커뮤니케이션은 환자의 치료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어

내는 기본 문진 과정을 넘어 바람직한 의사-환자 관계를 형성하고 환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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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에 대한 신뢰를 주며 향후 환자의 치료 순응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앞서 사례에서 보듯이 환자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의사의 의학 지식

만큼 환자와 관계를 형성하고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함에도 현재 의료

현장의 의사들에게는 진료 시 환자와의 소통에 있어 표준화된 매뉴얼이 존재

하지 않는다. 질병의 감별이나 환자의 건강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환자에게 던

져야 하는 의학적 문진 과정은 존재함에도 질문을 던질 때의 언어적, 비언어

적 커뮤니케이션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의사와 환자의 의사소통

에 관해 비교적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캘거리-케임브리지 지침

(Calgary-Cambridge Guide)조차 올바른 진료 태도나 진료 순서 등은 비교적 잘 

다루고 있음에도 언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해서는 바쁜 의료현장에

서 현실적으로 실천하기 힘든 것이 많다. 

이러한 현실로 인하여 의사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타고난 성향이나 과거 수

련 받았던 병원의 선배 의사들의 모습, 개인적인 진료경험 등을 바탕으로 각

자의 진료 스타일을 독자 개발하여 평생 그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아직도 

수많은 의료현장의 의사들이 진료면담을 환자의 건강상의 문제를 알아내는 일

차적인 목적으로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료의 신뢰도는 물론 향

후 환자의 치료 순응도를 좌우할 수 있는 의사의 진료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개인적 과제로, 선택사항으로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편 의사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의료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최근 의료 시

장에서는 병원의 흥망을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이 된다. 의사가 의학적 지식이 

깊고 술기 능력이 뛰어나도 일차적으로 환자와의 진료면담에서 치료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환자는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은 물론 그 병원

을 다시 찾지 않게 될 확률이 높다. 소통을 잘 하는 의사일수록 약속을 취소

하는 환자가 적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많은 환자가 찾아온다는 것은 연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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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밝혀졌다(DiMatteo, Hays, Prince, 1986). 미국의 의료 경제학 잡지에서 진

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환자 중 44퍼센트가 의사가 했던 말이나 

행동 때문에 이후로 그 의사에게 가지 않았다. 국내 경우도 의사의 커뮤니케

이션기술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는 별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최명일 · 

김봉철 · 장지영, 2011). 이렇게 전반적인 진료만족도가 낮다 보니 Loustaunau 

& Sobo(1994) 연구에 의하면 환자 5명 중 1명은 아예 의사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고 한다. 

미시간 대학 대학원에서 보건 전문가 교육을 담당하는 프레드릭 울프 교수

와 공동 연구자들은 구조화된 의사소통 기술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Wolf, Wooliscroft, Calhoun, Boxar, 1987). 의사들은 환자와 의사소통 할 수 있

는 기술을 제대로 습득할 필요가 있다. 의사가 되기 위해 오랜 시간 연마하는 

술기처럼 진료 커뮤니케이션 역시 경험을 쌓으며 배우고 익혀야 한다. 과거의 

진료가 질병의 생의학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춘 질병 중심이었다면 현재의 진

료는 사람을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고, 그에 따라 의사-환자의 관계 형성도 중

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료 현실은 의

사들 스스로조차 자신들의 커뮤니케이션기술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최명일, 

김봉철, 장지영, 2011).

지금까지의 의사-환자 커뮤니케이션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 

중요성에 비해 연구의 수나 종류가 적다. 또 일반적인 대인 커뮤니케이션 상

황에서의 연구결과와 병원 진료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의 연구결과를 면밀히 

비교 분석하는 연구 역시 부족하다. 의료서비스가 중시되고 진료만족도가 강

조되면서 2000년대 이후에서야 환자 만족도, 의사에 대한 신뢰도, 재방문, 의

료 소송 감소 등의 연구와 의사-환자 커뮤니케이션 상호 인식 분석, 의사-환자 

커뮤니케이션 행위와 대화 분석, 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등의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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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되기 위해 의학의 기초가 되는 이론들을 배우듯이 이번 연구에서는 

진료면담에서 의사의 언어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과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이 환자의 신뢰도에 더 영향을 미치는지, 환자의 선호 감각과 의사

의 의사소통 방식과의 관련성 그리고 그에 따른 진료 신뢰도와 치료 순응도를 

밝히고자 한다. 그래서 의사들을 교육하는 의학 교육과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의사들, 진료실에서 소통이 힘들었던 환자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번 연구는 진료의 주체를 의사가 아닌 진료받는 환자로 두고 

개별 환자들의 개인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의료 커뮤니케이션 목적

을 고려할 때 의사의 설명을 듣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환자의 개인적 

특성 중에서도 진료 상황에서 의사의 설명을 들을 때 환자가 선호하는 감각

(청각형, 시각형, 신체감각형, 내부언어형)에 초점을 맞추었다. 의사가 환자에

게 의사의 관점에서 설명을 열심히 해주어도 환자의 개인 성향이나 특성, 니

즈에 따라 진료만족도는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례로 의사가 환자

의 증상이나 치료에 대해 하나부터 열까지 자세히 설명해주더라도 환자가 그 

설명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핵심만 간략히 담긴 설명을 원한다면 그

러한 설명은 진료만족도나 신뢰감을 높이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반

대로 환자가 궁금한 것도 많고 자신의 증상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은 

상황이라면 의사의 간단명료한 설명은 진료에 불만족과 아쉬움을 갖게 한다. 

환자의 질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진료 시 의

사와 환자의 원활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과학의 발달로 로봇 수술과 

같은 최첨단의 의료장비들이 도입되는 상황이지만 그러함에도 환자와 관계를 

형성하고 환자에게 문진하고 설명하고 환자의 행동 변화를 위해 교육하는 것

은 아직도 변치 않는 의사의 중요한 역할이다. 그리고 그것은 환자와의 진료

면담을 통해 이루어진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당뇨나 비만, 고혈압 같은 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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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들은 의사가 환자에게 어떻게 설명해주고 교육하는지에 따라 추후 환자의 

증세가 180도 달라지는 경우도 많다. 곧 의사가 환자를 면담하는 것은 의료행

위의 기본이며 이러한 상호작용의 핵심은 의사와 환자의 커뮤니케이션이다. 

그중에서도 환자가 자신의 건강 문제에 대해 정확히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어 의사의 처방에 신뢰하는 마음을 갖고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진료면담에서 의사의 어떤 요소가 의사에 대한 신뢰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

는지에 대한 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하면 실제로 많지 않으며 몇몇 연구들도 

방법이나 대상에 따라 연구결과에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한정된 진료시간에 

환자와 효과적으로 대화하고 진료에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환자들이 의사의 

진료를 신뢰하는 데 있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요인들을 알고 그 부분만은 

놓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진료면담에서 의사에 대한 신뢰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환자의 선호 감각과 일치하는 의사의 의사소통 방식이 

실제 진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지 알아보려는 이번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진료면담에서 의사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해서 실제 

진료 현장에서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솔루

션을 제공하고, 의사를 양성하는 의과대학 교육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개발하

는 것에 연구목적이 있다. 

점차 의사의 진료가 질병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우리 사회 전반

적인 서비스 수준이 올라가면서 의료서비스, 진료만족도가 중시되고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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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진료 신뢰도는 앞으로 환자가 의사의 치료에 순응할지를 결정하는 중

요한 선택 기준이다. 의사의 커뮤니케이션기술은 환자에게 의료서비스의 품질

을 자각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며(김유경, 서문식, 2006), 의사의 커뮤니케

이션 스타일은 진료만족도와 의사에 대한 신뢰도를 통한 간접 효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난다(유재웅, 김찬아, 최명일, 2010). Stewart(1995)의 연구를 보면 의

사-환자 간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환자의 정신 신체

적 증상들이 완화되고, 치료 행위에 대한 순응도도 높아져서 결과적으로 더 

효과적인 치료결과를 얻게 된다. 이는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진단 결과나 치료

방법, 주의사항 등을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줄 때 의사의 지시사항을 더 

잘 수용하려고 하고 대비하려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다(Kim, et al., 2002; 김

봉철, 박진영, 2013). 

이러한 이유로 연구자는 진료면담을 단순한 문진 과정을 넘어 의사가 환자

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교육하고 나아가 설득하는 종합적인 커뮤니케이션 과정

으로 보았다. 또 사람의 인식과 행동의 형성은 새로운 정보를 수용할 때 이중 

처리(중심 경로와 주변 경로)로 받아들인다는 정교화 가능성 모델(Elaboration 

Likelihood Model)을 이론적 배경으로 두었다. 곧 외부 정보를 중심통로로 받아

들이는 사람은 그 정보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것이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를 이성적으로 고민한다. 반면 외부 정보를 주변 통로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정보를 꼼꼼히 따지고 고민하기보다는 주변의 다양한 단서들에 의존하여 

신속한 결정을 내린다. 특히 정보 수용자가 정보를 검토할 동기나 능력이 부

족한 경우에는 주변의 다양한 단서들이 수용자의 태도 변화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외부 정보가 중심 경로가 아닌 주변 경로를 통해 받아들여지

기 때문이다. 곧 중심 경로가 감소하면 그만큼 주변 경로의 비중은 높아지는

데 주변 경로에는 정보원의 속성이나 매력, 신뢰성, 분위기, 주변의 반응 같은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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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에서는 진료면담에서 중심 경로를 의사의 전문지식과 진료경험으

로 보았다. 반면 주변 경로를 의사의 커뮤니케이션과 적극적인 진료 태도(적극

성)로 보았다. 

곧 환자가 처음 병원을 찾게 되기까지는 중심 경로로 볼 수 있는 의사의 전

문성과 진료경험이 최우선으로 영향을 미치겠지만, 실제 진료면담에서 환자가 

느끼는 진료 신뢰도는 오히려 주변 경로로 볼 수 있는 의사의 커뮤니케이션과 

적극적인 진료 태도가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료면담에서 의사의 커뮤니케이션은 의사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진료면담에서 의사의 언어적,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의사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차이가 있는가?

셋째, 진료면담에서 환자의 선호 감각과 의사에 대한 신뢰도는 관련이 있는

가?

넷째, 의사에 대한 신뢰도와 환자의 치료 순응도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3. 용어의 정의

1) 의사 커뮤니케이션

의사-환자 커뮤니케이션은 진료의 기본이다. 의사의 커뮤니케이션은 진료 시 

의사의 언어적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함께 환자와 라뽀(rapport)1)를 형성하

고 중요한 부분을 강조해주며 주어진 정보를 환자가 이해했는지 점검하고, 환

1) 라뽀(rapport)는 프랑스어로 조화를 매개로 한 관계를 의미한다. 일상적으로는 사람과 사람 

간에 생기는 상호 신뢰 관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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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지적 수준이나 선호 감각에 맞추어 설명해주는 적극적 태도(적극성)까지 

포함한다. 치료 목적 외에도 의료적 결정을 돕고, 질병에 관련된 정보를 주며, 

건강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교육, 동기부여, 상담을 포함하는 의사소통 

행위를 포함한다(이자경, 손정우, 2012). 의사의 커뮤니케이션이 낮으면 환자와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자칫 부정확한 정보가 발생하여 의사-환

자 간에 불신감이 높아지거나 모호성과 오해에서 비롯된 오진으로 직결될 확

률이 높아지며, 의료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증가한다(Heritage, Maynard, 

2006). 의사의 커뮤니케이션은 진단과 치료 못지않게 환자의 진료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치며 치료 순응도, 재방문까지 연결된다. 이영희(2011)는 의사의 커

뮤니케이션을 좋은 의사의 자질로 평가하며, 공감하고 경청하며 쉽게 설명하

는 능력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환자에게 신뢰감을 높이며 만족에 영향

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진료 신뢰도

김상우 외(2009)는 환자를 감정적으로 따뜻하게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치료하는 의사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진료 시 신뢰형성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만족도'가 친절함, 편의성과 같은 친절과 서비스적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면, '신뢰도'는 의사의 전문성, 설명에 대한 믿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의사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의사가 권유한 치료와 약물, 주의사항에 대해 

믿음을 갖고 따르는 치료 순응도와 연결된다. Siehl et al. (1992)의 연구에 따

르면 서비스제공자의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항목으로 친밀, 친숙, 세심한 커

뮤니케이션 관계와 정확한 서비스 정보 제공, 일관성 있고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 고객의 취향과 신뢰 충족 등이 신뢰와 고객 만족에 영향을 준다(최송문, 

2020). Price et al.(1995), 차석빈(2012)의 연구에서도 고객이 언어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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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신뢰를 주는 정보를 받을 때 정보의 정확성과 일관성이 중요하고, 그

것은 고객 만족과 고객 증가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추승우(2010)는 서비스

제공자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요인으로는 명확한 답

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쉬운 설명이라고 하였다. 

한편 진료 신뢰도는 의료서비스 제공 후 나타나는 환자의 전반적인 충족 상

태에 대한 반응인 진료 만족도(Westbrook, 1987; Oliver, 1997; 김양균, 2003; 한

상숙 외, 2007)와는 차이가 있다. 진료만족도가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라

면, 진료 신뢰도는 의사의 진료에 대한 믿음이다. 

3) 치료 순응도 

치료 순응도란, 환자가 의사가 제시한 치료법이나 복약지시 등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다. WHO(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는 환자가 의사가 권한 치료

나 약물을 복용할 때 얼마나 의사의 제안에 맞게 행동을 잘 일치시키는지를 

치료 및 복약 순응도로 정의한다. 여기에는 의사가 제안한 약 복용, 식이조절, 

행동습관 변화 등이 포함된다. 의사가 제안한 치료를 받지 않거나, 선택적으로 

받거나, 임의로 다른 치료를 병행하는 것 등은 모두 치료 순응도를 떨어뜨리

는 행위다. 또 약을 먹지 않거나, 건너뛰고 먹거나, 처방 약이 아닌 다른 약물

을 임의로 복용하는 것 등도 모두 복약 순응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다. 

Haynes(1996)는 의사에게 약 처방을 받은 환자의 평균 50퍼센트는 약을 전혀 

먹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먹는다는 사실을 연구에서 보여주었다. 많은 연구에

서 환자들이 의사의 권고에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급성 

질환약에 대한 불순응은 20~30퍼센트, 질병 예방약에 대해서는 30~40퍼센트, 

장기간 약 복용에 대해서는 50퍼센트, 식이요법에 대한 불순응은 72퍼센트였

다. 하지만 의사들은 불순응이 치료 효과를 떨어뜨리는 중요한 원인으로 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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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경향이 있다. 불순응으로 인한 손실은 매우 크다. 환자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와 치료 선택사항에 대해 잘 이해할수록, 의사가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지지적이며 환자의 건강에 대해 많은 고려를 할 때 건강 향상이 크게 나타난

다(Street, et al., 2003). 2014년 아시아 당뇨병 학회 학술대회에서는 제2형 당뇨

병 진단 시 초기 의사와의 대화가 환자의 치료 순응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또 의료진과 환자들 사이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환

자의 만족도 및 치료 순응도의 향상, 삶의 질 개선, 자기관리 능력의 향상을 

가져오며 혈당조절 및 치료결과도 더 나아질 수 있음이 데이터 분석결과를 통

해 강조되었다. 곧 진료 시 의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서, 환자 스스로가 의사

의 말을 믿고 열심히 따르게 만드는 것이 환자의 치료 순응도를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환자의 치료를 위해 중요한 부분이다. 

4) 재방문 의사

병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의료소비자들이 다시 병원을 재방문하고 의료서비

스를 이용하는 것은 의사에 대한 만족과 신뢰가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설명할 

수 있다(학의성, 2004; 한운옥, 2005). 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환자의 

만족도, 재방문 및 구전 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의사의 커

뮤니케이션 스타일 중 신뢰형의 스타일이 환자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

쳤다(서판수, 2002; 박진, 2016). 또 재방문 및 추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고 있었다. Barbera(1991)는 반복적인 구매 행동은 전 단계 의도에 영향을 받

고, 전환하는 행동은 불만족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Taylor & 

Baker는 만족, 지각된 서비스의 질에 따라 고객의 재구매 의도와 연결된다고 

말한다(한운옥, 2006). 의사와의 관계 형성에서 만족이 이루어졌을 때 의료소

비자들은 병원을 재선택하고 관계를 지속한다(인은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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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의 어원은 '나누다', '공유한다'는 뜻의 라틴어 'communicare'에서 

찾을 수 있다. 어원에서 보듯이 커뮤니케이션의 의미는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넘어 어떤 경험을 함께한다는 뜻이다(김주환, 2011). 또 임태섭

(2003)은 커뮤니케이션이란 상징을 통해 의미를 경험하는 과정으로 정의했다. 

유재천 외(2010)는 커뮤니케이션이 없다면 인간은 유대관계를 맺을 수 없고, 

협동할 수도 없으며 물리적 세계를 지배할 능력을 진전시킬 수도 없다고 했

다. 나은영(2011)은 커뮤니케이션을 ‘정보의 흐름을 통해 한 개체와 다른 개체

가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며, 인간 커뮤니케이션은 ‘정보의 흐름

을 통해 사람과 사람이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Harris(2007)는 

커뮤니케이션을 둘 혹은 둘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서 정보, 생각, 이해 등을 공

유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면서 서비스 대상 고객과 서비스제공자 간의 기초적 

활동인 교환의 시작과 유지, 종결 과정이 모두 이러한 대면 커뮤니케이션으로 

성립된다고 하였다(오미영, 정인숙, 2005). Moorman et al.(1993) 역시 커뮤니케

이션을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대면적 상호작용이라 정의

하였다. 또 의사교환 당사자들 간의 적절한 쌍방향적 커뮤니케이션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주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하였다. 

한편 커뮤니케이션은 인간을 동물과 비교하여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의사소

통 과정이므로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이 결여가 되면 사람들의 정보교환이나 감

정 교류, 문화의 전달, 개인 또는 조직 간의 계약적인 관계나 권력적인 관계가 

모두 불가능하다(김우룡, 장소원, 2004).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송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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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계획, 언어의 이용, 인간관계,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기술 등 커뮤니케이

션의 다양한 특징과 기술을 인식해야 하며, 서비스제공자의 커뮤니케이션기술

은 고객의 서비스 품질지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김유경, 우종필, 2008). 

Ball(2003)은 양질의 커뮤니케이션은 신뢰, 만족, 고객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며 

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의 신뢰, 만족, 고객 충성도의 직접 효과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함께 기호 체계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유형으로는 언어적(verbal), 비언

어적(nonverbal) 커뮤니케이션이 있다. 언어적 비언어적 요인은 커뮤니케이션에

서 핵심 신호로 존재한다. 언어적 요인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문자, 기호 

등을 이용하는 것이다. 메시지의 내용적 측면은 물론 발음, 발성, 음색, 호흡 

등의 음성적 요인과 말의 속도, 톤, 쉼, 억양 등의 유사언어를 포함한다. 비언

어적 요인은 언어 이외의 것으로 색, 조명, 온도, 장식과 같은 물리적 환경; 의

상이나 신체적 특징과 같은 사람의 외적인 모습; 시선, 손동작, 표정 등의 신

체적 움직임; 음량, 소리의 크기 등의 준어적 요소; 사람과의 거리, 영역 등의 

공간적 요인과 동시성과 비 동시성의 시간적 요인 등이 포함된다(한정선, 

2004).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은 사람들끼리 서로 생각이나 느낌 따위의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로 말이나 글, 그 밖의 소리, 표정, 몸짓 따위로 이루어지는 언

어와 비언어적 행위를 포함한다. 김상희(2007)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타인

에게 전달하기 위해 이용하는 메시지 상징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이는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것으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Barum(1989)에 따르면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가 불일치할 경우, 언어보다 비언어에 진심

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DeVito(2000)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메시지는 언어적으로 표현되고,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힘든 메시지는 비

언어적으로 표현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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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1> 언어적 · 비언어적 의사소통 구성요인 

언어적

(verval)
차원

음성적 요인

(발성, 호흡, 발음, 음색)

유사언어

(빠르게, 크기, 높이, 길이, 
쉬기, 강세, 억양)

콘텐츠 요인 

(논리성, 적시성, 표현성 등) 상위 

인지 

능력

비언어적

(non-verval)
차원

외모. 외형

(외모, 의상, 헤어스타일 등)
몸짓 언어

(제스처, 자세, 표정, 시선처리 등)

출처 : 김은성(2007). 저서 파워스피치(2007) 중 스피치 구성요인. pp145-146

Bensing(2008)은 병원 진료 시 환자의 불안감에 대한 언어적 비언어적 커뮤

니케이션 연구에서 의사가 언어적 비언어적 애정을 환자에게 더욱 표현할 때 

환자가 그들의 건강에 대한 걱정을 더 쉽게 표현하게 하고 서로 간의 교감을 

쌓게 한다고 하였다. 또 정미영(2015)은 의사의 언어적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이 진료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연구에서 의사의 언어적 비언어적 커

뮤니케이션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진료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가.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Sommerville(1982)은 언어는 사회공동체적으로 제정된 기호 체계로써 커뮤니

케이션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며, 언어의 기본 실체는 '의미의 전달과 표현'

이라고 하였다(윤성희, 2017). 또 모든 인간관계에서 언어는 인간 커뮤니케이

션의 중심이 된다고 강조하였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 자신의 생각한 것을 나

타내며, 인간이 느끼고 생각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양식을 결정짓는 것도 

모두 언어이기에 중요하다. 의료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도 언어적 커뮤니케이

션은 매우 중요하다. 첫째, 환자가 의사의 지시사항을 듣고 이해할 때 의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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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나 복약지도 등에 순응할 확률이 높아진다. 둘째, 환자를 면담에 참여시킴

으로 환자가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의 치료에 임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의사가 

환자를 도와 고통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의학적 지식을 전달할 때 환

자를 안정시킬 수 있다(Joanne Desmond, 2009). 

우리가 소리 내는 말은 폐에서부터 만들어진 공기가 후두를 통과하며 진동

을 해서 만들어진다. 소리가 목, 구강, 비강을 통과할 때 공명이 일어나면서 

이 소리는 확대되고 변형된다. 공명 된 소리는 혀, 입술, 이, 입천장의 움직임

에 따라 일정한 모음이 되고 자음이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소리는 서로 결합

해서 낱말과 문장을 이룬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목소리는 메시지 

전달에서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타고난 목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리의 

또 다른 특성인 발음과 목소리 변화 등을 제대로 살려서 말하는 것이다. 음성 

표현은 단어의 의미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음성 표현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로는 발음과 목소리의 변화다. 백미숙(2009)에 의하면 발음이란 규정에 따

라 정확하게 단어를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호흡을 조절하는 횡격막과 폐 그

리고 목소리를 만들어 내는 데 사용되는 성대와 목소리를 고르는데 쓰는 조음 

기관인 입술, 혀, 치아, 인두 및 비강 등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자극해 음성언

어인 낱말, 문장 등을 소리로 표출하는 소릿값이다. 잘못된 발음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오해를 낳는다. 또 화자의 공신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확한 발음을 내기 위해 정확한 입 모양과 입술, 혀 위치를 생각하며 바르게 

소리 내는 것이 중요하다. 입속에서 발음을 웅얼거리거나 말끝을 흐리는 것을 

지양하고, 이중모음이나 어려운 발음 등은 더 신경 써야 한다. 목소리 변화는 

음량, 억양, 강조, 말의 속도, 포즈, 말의 길이 등이 포함된다. 목소리는 타고난 

소리 보다 그 목소리를 어떻게 소리 내는지가 더욱 중요하다. 한편 음량이란 

크거나 작게 들리는 목소리의 정도를 말한다. 이것은 화자와 청자의 거리, 주

변 소음 정도, 대화 장소의 크기, 청자의 인원이나 집중도, 감정 상태 등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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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달라질 수 있다. 또 억양은 목소리의 높고 낮음을 가리킨다. 성대의 진동수

에 따라서 목소리의 높낮이가 결정된다. 대체로 성별과 나이 및 개인 특성에 

따라 진동수가 달라지는데, 성대가 길고 두꺼울수록 진동수가 많아 소리가 높

아진다. 이런 소리의 높낮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억양은 특히 감정상의 의미

와 분위기를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억양으로 기쁨, 슬픔, 화, 만족, 불만

족, 긴장, 지루함, 흥미 등 심리적 상대를 표현하거나 위협적이거나 공격적인 

상태를 나타낼 수 있다. 스피치 교본에 의하면 대화를 할 때 내용의 의미를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억양에도 적절한 변화를 주어서 말해야 한다. 강조

란 문장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중요한 음절이나 단어 또는 구를 다른 것들보다 

더 힘주어 말하는 것이다(임태섭, 2014). 보통 세게 말할 때 성량, 억양, 길이

의 변화를 동반한다. 곧 소리를 크게 하거나 억양을 높이거나 길이를 길게 발

음하는 것이다. 

말의 속도는 말을 할 때의 빠르기다. 일반인들은 보통 1분에 120~150단어를 

말한다(백미숙, 2009). 말의 효과적인 속도는 메시지 내용의 난이도나 목적, 듣

는 사람들의 특성이나 수준 등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달라지므로 획일적으로 

규정하기는 힘들다. 다만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할 때는 

좀 더 천천히 말하고, 화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쉬운 내용, 급한 내용은 좀 더 

빠르게 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흔히 동양화의 '여백의 미'에 빗대어지는 말

의 포즈(pause)는 효과적인 의미 전달을 위해 잠깐 멈추는 시간적 틈새를 가리

킨다. '띄어 말하기', '끊어 말하기', '사이', '쉼'이라고도 표현한다(백미숙, 2009). 

글에서 구두점이 필요하듯이 말에서는 포즈가 필요하다. 포즈는 구두점과 같

이 청중이 이미 들은 내용을 다시 한번 음미하고, 다음에 나올 내용을 생각할 

시간을 줌으로써 청중의 이해를 돕는다. 말의 길이란 장단과 관련된 목소리 

요소다. 같은 단어에서 특정 모음의 길이는 그 내용의 정도를 실감 나게 표현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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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2 > 언어적 ·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의미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특성 상징적 커뮤니케이션 자연 발생적 커뮤니케이션

신호체계의 토대 사회적으로 공유 생물학적으로 공유

의도
자발성 : 송신자가 특정한 메시

지를 보내려고 의도함

자연적 발생 : 자연적이거나 반사

적 반응임

요소
상징 : 지시 대상물과 자의적 

관계 

신호 : 지시 대상물의 국면을 자연

스럽게 외부로 보여줌

상징 논리적 분석 가능한 표현 비 명제적 동기, 감정 상태

필요한 지식 수준 기술에 대한 지식 면식에 의한 지식 

두뇌처리과정 뇌의 좌반구와 관계 뇌의 우반구와 관계 

출처 : Buck(1984)의 연구, 최송문, 2020, 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위 논문 재인용. 

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의미를 담고 있는 언어를 제외한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크게 비언어적 커뮤

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간의 의사소통에 있어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못지않게 중요하다. Branum & Wolniansky(1989)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언어적 이용 없이 수행되는 생각이나 감정의 소통 상태라고 정의하였

다. 또 Jant(1998)은 커뮤니케이션은 인간관계에서 상호 간의 소통이며 언어 또

는 비언어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언어가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을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였다(윤성희, 2017). 

Birdwhistell(1995)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비언어적 신호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동작 언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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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는 비율이 65퍼센트, 음성언어가 35퍼센트라고 주장하며 비언어적 커뮤

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최송문, 2020). Delmonte(1991)는 비언어적 커

뮤니케이션이 언어적 커뮤니케이션보다 양적으로 더 많은 의미를 빠르게 전달

한다고 하였다. 언어적 메시지에는 반드시 비언어적 메시지가 수반되며 인간

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몸짓과 표정, 목소리의 변화, 신체적 외양 등을 통해 

의미와 감정을 담아 소통한다(최송문, 2020). 초기의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대

부분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나 Hall(1959)의 공간 언어 연

구에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Argyle(1983)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언어적 메시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Miller(1997)는 의도적인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행동의 방법에 대한 정의를 이

야기했고, Samover, Porter & Jain(1982)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랑 소통의 

과정에서 인간이나 주변 환경에 의해 야기된 언어를 제외한 자극이라고 정의

하였다(최송문, 2020). Knapp(1978)은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포괄적으로 

신체적 행위, 신체적 외양, 신체 접촉, 유사언어, 공간적 행위, 시간적 행위, 인

공물, 환경적 요인 등의 영역으로 나누었다(홍현정, 2016). Dodd(1982)는 비언

어적 커뮤니케이션이 몸짓이나 시간 또는 공간을 상징으로 하여 의사를 표현

하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Goldhaber(1983)는 언어를 제외

한 모든 메시지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정의했다(김정욱, 2002). 김현

주(1995)는 제스처, 개인 용모, 표정, 응시행위, 자세, 특정한 몸짓 동작 등을 

비언어로 정의하였다. 흔히 우리가 바디랭귀지라고 불리는 몸짓 언어는 의사

소통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의사소통 과정에서 언어로만 표현하

는 것에 한계가 있는 감정이나 느낌 전달이 가능하며, 전달 속도는 오히려 언

어적 커뮤니케이션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인식되어 대인 커뮤니케이션 영역에

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Delmonte,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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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선행연구들을 보면 관점에 따라서도 다양

하게 분류된다. 비교적 초기 연구자인 Ruesch & Kees(1956)는 비언어적 커뮤

니케이션을 수화와 같은 제스처를 통하여 몸동작을 신호화하여 표현하는 기호

언어, 자세와 태도와 같은 신체의 움직임으로 소통하는 행위 언어, 의복과 신

체와 같은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상 언어로 구분했다. 

Duncan(1969)은 음색, 웃음소리 등을 말하는 유사언어, 신체적 행위를 말하는 

신체적 공간, 신체 접촉과 의상 등의 신체적 외양의 4가지를 비언어 커뮤니케

이션으로 구분하였다. Goldhaber & Shaner(1983)는 신체 행위(얼굴, 자세, 외모 

등), 목소리(속도, 크기, 높이 등), 환경(공간과 영역, 건축물 등)으로 요인을 분

류했다(최송문, 2020). McCrosky & Richmond(1996)는 몸의 움직임, 제스처, 신

체적 외양, 옷차림, 표정, 시선, 몸짓, 몸의 자세로 구분했고, Larson(1998)은 표

정, 눈 동작, 몸짓 언어, 외형, 인공물, 촉각, 시간 등으로 비언어 요인을 구분

했다. 또 Sundaram & Webster(2000)는 서비스 접점에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

션을 미소, 눈 맞춤 등을 포함하는 신체 언어, 고객 간의 신체적 접촉을 나타

내는 공간 행위와 목소리의 높낮이 등을 포함하는 유사행위와 신체적 외양의 

4가지(신체 행위, 공간 행위, 유사행위, 외향 행위)로 구분했다(김정욱 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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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3> 시대별로 다양한 학자들이 정의한 비언어의 구성요소 

연구자 연도 구성요소

Ruesh & Kees 1956 기호 언어, 행위 언어, 대상 언어

Hall 1959 공간 언어(물리적 거리, 공간에 대한 배치)

Duncan 1969 유사언어, 신체적 공간, 신체적 접촉, 의상

Harrison 1973 행위적 코드, 인공적 코드, 상황적 코드, 매개적 코드

Argyle 1975 신체 언어 및 공간 언어

Knapp 1978
신체적 행위, 신체적 외양, 신체 접촉, 유사언어, 공간적 행

위, 시간적 행위, 인공물, 환경적 요인. 

Dodd 1982 신체 언어, 눈동자 언어, 접촉 행위, 공간 행위, 시간 언어

Goldhaber 1983 언어를 제외한 모든 메시지 : 신체적 행위, 목소리, 환경

Delmonte 1991 몸짓과 표정, 신체적 외양, 유사행위

Birdwhistell 1995 동작 언어 65%, 음성언어 35%

McCrosky
& Richmond

1996
몸의 움직임, 제스처, 신체적 외양, 옷차림, 표정, 시선, 몸짓, 
몸의 자세

Larson 1998 표정, 눈 동작, 몸짓 언어, 외형, 인공물, 촉각, 시간 등

Sundaram
Webster

2000 신체언어, 공간적 행위, 유사행위, 신체적 외양의 4가지 행위

출처: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논자 재구성 

심리학 이론 중 '초두효과(primacy effect)2)'는 다른 사람과 대면 시 인상 형

성에서 초기에 인지된 정보가 나중에 인지된 정보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이다(윤성희, 2017).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특히 이러한 초두효과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Hatfield & Sprecher(1986)은 내적 아름다움과 함께 외적 

2) 상담학 사전에 의하면 초두효과(primacy effect)는 첫 만남에서 느낀 인상, 외모, 분위기 등이 

그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을 형성하여 대인관계에서 작용하는 것이다. 처음 만났을 때 느끼는 

첫인상은 그 사람이나 대상에 대한 전반적인 신념이나 지식, 그리고 기대를 형성하는 데 결

정적인 역할을 한다. 곧 초두효과는 대인관계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인상을 형성해 나가는 

가장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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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움이나 신체적 매력이 다양한 범주의 만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다양한 연구들에서도 첫 만남에서 신체적 매력을 지닌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좋은 인상을 남기게 되며 설득력에서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

다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만기(2007)는 ‘비언어적 커뮤니케

이션이 고객 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서비스제공자의 신체 언어 행위

가 고객의 지각된 고객 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Stephen(2012) 연구에서 역시 의사와 환자 간의 의료적 상호작용에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환자의 진료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비언어적 요소 중 대표적인 표정은 눈과 함께 눈썹과 입의 움직임에 

따라 다양하게 만들어지는데, 오해 없는 대화를 위해서는 표정에 특히 신경 

쓸 필요가 있다. 표정은 화자의 감정 상태와 태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이

기 때문이다. 미국의 심리학자 제임스 윌리엄스(James Williams)는 긴장되고 떨

리더라도 표정을 여유 있게 미소를 지으며 행동하다 보면 이내 그런 감정까지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화자 자신이 말하고 있는 주제를 얼마나 잘 알

고 있는지는 일차적으로 표정에서 느낄 수 있다. 열정적이고 확신에 찬 표정

으로 전달할 때, 듣는 사람은 화자의 메시지를 신뢰할 수 있게 된다. 

Wainwright(1999)는 상대와의 눈 맞춤을 정보를 얻거나 주의를 기울이거나 

관심을 보일 때, 반응을 기대할 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때, 태도를 나타낼 

때 등으로 그 역할을 설명하였다. 또 대인관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신뢰

도, 호감도,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강조하였다. 시선 처리는 각 문

화에 따라 방법과 의미에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대화 상대를 

적절히 바라보며 대화를 할 때 서로가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 메시지 

전달에 오해가 줄며 상대의 반응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상대의 눈을 피하

거나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면 대화 상대는 화자를 불신하게 되며 원활한 소통 

역시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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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1]은 시선 처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llan Pease & Babara 

Pease(2006)의 책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그린 것이다. 오른쪽 그림처럼 시선을 

상대의 눈높이보다 높은 이마로 두는 것은 강렬한 응시이지만 자칫 고압적 자

세로 비추어질 수 있다. 가운데 그림처럼 시선을 대화 상대의 얼굴 아래쪽 상

반신으로 두는 것은 성이 다른 상대에게는 자칫 실례가 될 수 있으며 대화의 

집중도를 떨어뜨린다. 가장 편안한 시선은 왼쪽의 그림처럼 대화 상대의 눈과 

미간, 인중을 역삼각형 구도로 자연스럽게 바라보는 것이다(Allan Pease, 

Babara Pease, 2006).

[그림 II-1] 효과적인 시선 처리 

교육학 용어사전에 따르면 제스처(gesture)는 상징적 기능을 하는 신체적, 음

성적, 감정적 동작 또는 표현을 지칭한다. 제스처의 개념을 사회심리학적 용어

로 사용한 사람은 미이드(G. Mead)다. 그에 의하면, 제스처는 우리 말의 몸짓

이나 손짓 등으로 표현될 수 있으나, 단순히 몸이나 손의 움직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심리적 과정의 표현이거나 어떤 대상에 대한 신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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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한 유기체가 다른 유기체의 반응을 유도하기 위하여 취하는 자극으로

서의 행위이고 본질적으로 사회적이다. 제스처를 통해 어떤 대상이 반응할 것

으로 예상하며 그 결과를 생각할 수 있게 되면, 제스처의 의미가 성립되고 반

성적 의식이 시작된다(임종성, 2015). 즉 제스처는 상대에게 유발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태도를 자신에게도 유발하게 한다. 교육학 용어사전에서는 모든 

제스처가 그것에 반응하게 될 대상을 상정하고 있고, 그 반응이 본인에게도 

유발될 수 있으니 제스처를 제공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사이에 사회적 관계

를 성립시키는 수단이 된다고 설명한다. 특히 제스처는 상황과 타이밍을 잘 

맞춰야 한다. 일례로 병원 진료실에서 환자가 의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의사가 컴퓨터 화면만 바라보고 있거나 차트만 넘기고 있다면 환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꺼내지 못하게 된다. 또 팔짱을 끼고 대화하거나 의

자 뒤로 몸을 기대고 대화하는 것, 상대의 시선과 다른 몸의 방향 등은 대화 

자세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러한 자세는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게 만든다. 

이와 함께 말을 하는 화자의 외적 모습도 메시지의 신뢰를 좌우한다. 특히 

직업상 입는 제복이나 가운은 그 옷을 입는 전문가의 권위를 나타내는 '권위

의 효과(authority effect)'까지 지닌다. 전문가의 권위는 그의 말을 믿게 하는 강

력한 힘을 갖는다. 인간에게 의상은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넘어 사회적 계층

이나 신분 또는 문화적 취향을 나타내는 기능도 수행한다(홍기선, 2002; 한운

옥, 2005). 또 의상과 장신구가 부의 척도이자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는 비언어 

역할도 한다(오미영, 정인숙, 2005; 윤성희 2017). 모리스(Morris, 1977)는 의상

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지니고 있고, 비의도적으로 수용되는 메시

지를 의도적으로 보낸다고 설명한다. 

한편 공간적 거리는 비언어에 있어 상대와의 관계를 말해준다. 미국의 문화 

인류학자인 에드워드 홀(Edword T. Hall)은 다양한 유형의 공간개념을 제한하

며 인간의 대화거리에 관해 연구했다. 그는 저서 '숨겨진 차원(The Hid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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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에서 인간은 일정한 공간이 필요한데, 다른 사람이 그 안에 들어오

면 긴장과 위협을 느낀다며 4가지 유형으로 인간관계 거리를 분류했다. 친밀

한 거리(intimate distance zone)는 45cm 미만으로 매우 개인적인 거리다. 연인이

나 부모, 배우자, 자녀, 친한 친구 등 감정적으로 가까운 사람만이 접근할 수 

있는 거리다. 특히 15cm 이하의 영역은 매우 친밀한 신체 접촉이나 검사나 치

료와 같은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 들어올 수 있다.

개인적 거리(personal distance zone)는 45cm~120cm로 일반적인 만남이나 직

장 회식, 사교모임에서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사람과의 거리이다. 사회적 거

리(social distance zone)는 120cm~360cm로 처음 만난 사람이나 기타 낯선 사람

과의 거리에 포함된다. 공적 거리(public distance zone)는 360cm 이상의 거리로 

대규모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설을 하거나 강의를 할 때 적절한 거리다. 이

러한 대화거리는 성별이나 나이, 문화, 인종, 대화 주제, 환경, 신체적 특성, 당

시의 감정이나 태도, 개인 성격, 친밀성 등의 다양한 요인에 따라 적절히 변화

될 수 있다. Marianne(2007)은 의사와 환자의 상호작용에서 비언어적 커뮤니케

이션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의사의 시선 응시와 더불어 대화할 때의 거

리가 환자 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한편 James(1998)의 연구에서도 공간적 거리가 중요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

션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은행의 단골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공간 언어에 주목

하여 친근한 사무실 레이아웃, 쉬운 접근성, 짧은 줄서기 등이 고객에게 긍정

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윤성희, 2017). Paul(1979)의 

공간 언어와 관련된 연구에서도 약사와 고객 간의 관계에서 같은 눈높이에서 

대화거리가 가까울수록, 대화 시 사이 공간에 카운터나 책상 등의 장애물이 

없을 때 고객이 좀 더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게 된다고 밝혔다(윤성희, 2017).

한편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따른 다양한 분야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Timonthly(2004)는 학생과 교사의 언어적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상호작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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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연구에서 학생의 언어적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반응이 교사의 자기효

능감과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비언어적인 반응이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냈다(윤성희, 2017). 또 교사의 직무 만족에 자기효능감보

다 오히려 학생의 언어적 비언어적 반응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결과를 

밝혔다. 조규락(2011)은 수업상황에서 교사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행동 역시 학

생의 수업 참여도와 학업성취도 큰 도움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사

의 신체 언어(눈 맞춤, 표정, 신체적 접촉, 제스처), 유사 언어(어조, 말의 속도, 

표준어/사투리), 공간적 행위(거리), 가공적 행위(의상, 화장)의 10가지 요소를 

독립변인으로 사용하여 영향력을 살펴보았는데 거의 모든 비언어적 커뮤니케

이션 유형 안에서 교사의 긍정적인 비언어적 행동은 교사의 부정적인 비언어

적 행동보다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와 학업 성취도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

다. 정은유(2009)는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고객 접점 

인적 서비스품질이 고객 만족과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다양한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중 공간 언어, 신체 언어, 외양 언어가 브랜드 태도와 고

객 만족과 관계 지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혀냈다. 한편 호텔

서비스에서도 서비스제공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고객 만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이정실, 2008; 이소영 · 이형룡, 2013). 또 한

혜숙 & 유시정(2009)의 국제선 항공 승객을 대상으로 객실승무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의 관련성을 알아보는 연구에서는 하위 요인인 신체 언어가 고

객의 감성적 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성희(2016)의 

컨설턴트의 언어적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신뢰, 고객 만족 및 장기적 관계 

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도 공간 언어와 외양 언어가 고객 만족

과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미영(2017)의 의사의 

정보원 속성, 언어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진료 만족 및 행동 의도와의 관계 연

구에서도 의사의 커뮤니케이션이 진료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패밀



- 28 -

리 레스토랑 고객이 지각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고객 행동에 미치는 영

향 연구에서도 서비스 직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고객의 호혜성 지각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정혜민, 2017). 이외에

도 차길수(2019)의 서비스제공자의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이 라뽀 및 고객 만족

에 미치는 영향, 박유찬(2019)의 고등학교 체육 교사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과 교사-학생 상호작용이 체육수업 태도 및 만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송윤희

(2020)의 교수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대학생의 감성적 실재감, 라뽀 및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등에서도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관계 형성

부터 긍정적 태도, 학습효과, 만족도, 신뢰도, 교육 및 설득까지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비언어적 커뮤니케

이션을 주제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공통으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좋아

질수록 서비스 만족도 및 신뢰도, 학습 참여도 및 만족도, 감성적 실재감, 관

계 지향성 등이 높아졌다는 연구결과를 밝혔다. 다만 각 직업의 특성이나 커

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장소, 시간, 처한 상황, 고객의 특성이나 유형 등에 

따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요소들의 우선순위에는 약간씩 차이가 있었다. 

다. 메러비안의 법칙

앨버트 메러비안(1971)은 대인 간의 의사소통에서 상대에 대한 인상이나 호

감을 결정하는 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비율을 음성적 요인(목소리, 억양, 음색, 

음조, 속도 등) 38퍼센트, 신체 언어 55퍼센트(표정 30퍼센트, 태도 20퍼센트, 

몸짓 5퍼센트), 말의 내용 7퍼센트라고 밝혔다. 의사소통에서 메시지 자체보다 

그 메시지를 어떤 식으로 전달하는지 비언어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메러비안의 법칙'이라고 한다. 순간적으로 얼굴에 나타나는 표정이 여러 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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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더 많은 의미를 던질 수 있다. 

[그림 II-2] 메러비안의 법칙 : 의사소통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 법칙은 1971년 미국 UCLA 대학교수인 메러비안이 자신의 저서인 '침묵의 

메시지(silent message)'에 발표하며 처음 알려졌으며, 7:38:55 규칙이라고도 한다. 

그는 이를 위해 두 번의 실험을 했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말을 하는 사람

이 어떤 메시지를 상대편에게 전하려고 할 때 말의 의미와 목소리 톤, 즉 음

색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말 자체의 의미보다는 음색

이 훨씬 중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힘없이 가라앉은 목소리로 상대편을 

반기는 인사말을 했을 때 상대편은 이 사람이 진정으로 자신을 반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음색과 표정 같은 비언

어적 요소의 중요성을 조사했다. 그 결과 음색과 표정의 중요성이 2:3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상대가 나에게 이야기하면서 눈을 맞추지 못한다거나 불안한 

표정을 보인다면 상대의 진심을 알기 힘들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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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대학교 댄 아르케(1977)의 연구에서도 비언어의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방금 끝마친 농구 경기에 대해 두 명의 남자가 토론하는 장면을 녹

화하여 보여주고, 실험 참가자들에게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경기가 어땠을지 

판단하게 하였다. 이때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방식은 달랐다. 한 사람은 언어

적 요소만으로 이야기를 전달하였고, 다른 한 사람은 제스처, 표정, 억양 등 

비언어적인 요소를 섞어가며 이야기를 전달하였다. 그 결과 실험 참가자들은 

비언어적 요소까지 동원하여 이야기를 전달한 사람의 말을 훨씬 더 신뢰했다. 

결국 의사소통 과정에서 상대에게 호감을 느끼고 상대의 말을 신뢰하는데 

언어적 요소도 중요하지만 시각이나 청각과 같은 비언어적 요소가 더욱 중요

하다는 것이다. 시각은 표정, 눈빛, 자세나 복장, 제스처 등 외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말하며, 청각은 목소리 톤이나 말투, 음색처럼 언어의 품질을 말하고, 

언어는 실제 말의 내용을 말한다.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제스처와 표정 등 보여지는 시각적 요소와 목소리 등 청각적 요소, 

그리고 말의 메시지를 잘 조화시켜야 한다. 



- 31 -

2. 의사-환자 커뮤니케이션 

의사와 환자는 커뮤니케이션으로 상호관계가 시작되고, 이러한 상호작용은 

고도의 지식, 경험 및 숙련된 기술을 요구하는 의료행위를 매개로 이루어진다

(박영선, 2011). 이 특성들 때문에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전통적으로 환자는 

의사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의사는 환자에게 시술하는 인격적인 관계로 형

성되었다(서정희, 1992). 달리 말하면 의사와 환자 간의 관계는 우선, 평등하지 

않은 관계로 개인들 사이에 상호작용을 포함하며, 비자발적이며 생명과 관련

된 이슈에 관심을 가지며 감정적이며 협동을 요구한다(Ong, et al.,1995; 김민

정, 2009). 과거에는 의사가 전적으로 환자의 진료에 책임을 지고 환자를 조정

하는 위치에 있었다. 이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의사 중심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김민정, 2009). 그러나 시장경제가 발달하면서 의사와 환자

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에서 계약관계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환자의 

인권 의식이 높아지고 의료서비스를 소비자의 시각에서 조명하려는 관점이 대

두되었다(박영선, 2011; 김민정, 2009).

곧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오늘날 환자 중심으로 변화됨으로써, 환자는 좀 

더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자신의 진료에 관여하는 힘을 갖게 되었다(박

일환, 1999; 이정권, 1999). 이는 의사와 환자 사이를 규정했던 형식적인 권력 

관계는 그 의미를 상실하였고, 환자 자신이 건강에 대한 결정력을 가지게 되

었음을 의미한다(김민정, 2009). 과거에는 환자가 평가할 사항이 아니었고 권

한도 없던 것으로 여겨져 왔던 의사의 영역을 환자 자신이 주체가 되어 만족 

정도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박영선, 2011). 이러한 

의사와 환자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모델은 여러 가지가 있다.

1950년대 말부터 정신분석 이론의 영향으로 질병 설명 모델에서도 심리학적 

관점이 도입되기 시작했고 Szasz와 Hollender(1956)는 세 가지 형태의 의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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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관계를 제안하였다. 

가장 먼저 능동-수동모델(activity-passivity model)은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의사에게 치료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으로, 생명이 위급한 응급상황이나 환자

가 의사소통할 수 없는 힘든 상황에서는 적합할 수 있다. 지도-협동 모델

(guidance-cooperation model, paternalistic model)은 최근까지 의학적 치료에서 우

세했던 모델로, 세계 많은 나라에서 아직도 존재한다(이혜범, 2013). 의사는 환

자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으며 이익이 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환자

는 의사를 지도자로 여기며 열심히 협조하게 되는데 의사는 환자에게 구체적

인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걱정하지 않도록 안심시킨다(이혜범, 2013). 치료 

결정을 내리기 힘든 환자, 의학 정보가 별로 없는 환자나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는 환자 등에게는 적합할 수 있으나 환자의 자율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한계점이 있다. 공동적 참여 모델(mutual participation model)은 무엇보다 환자

의 자율성이 중시된다. 환자의 가치와 경험을 존중하고, 모든 인간은 동등하다

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의사는 환자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

라 동반자로 참여하는 사람이다(이혜범, 2013). 의료 정보의 개방성과 접근성, 

전반적인 우리 사회 서비스 질의 향상으로 의료계에서도 환자가 중심이 되는 

진료가 중요하게 부각 되고 있다. 이제는 진료 시 단순한 병력 청취를 넘어서 

환자의 다양한 개별 특성에 맞춰 환자가 믿고 따를 수 있는 환자 중심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진료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요해진 것이다. 

오늘날의 공동적 참여 모델은 좋은 의사 환자 관계를 확립하고 유지하며, 

환자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환자가 치료 방침에 잘 따르도록 교육하고 

격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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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4> 의사-환자 관계의 세 가지 모델 (Szasz & Hollender, 1956) 

유형 의사의 역할 환자의 역할
모형의 임상적 

적용
모형의 비유

능동-수동

(activity-passivity)

의사가 

환자에게 

무엇인가를 

시행

의사의 지시에 

따르기만 하는 

수혜자

마취, 혼수상태 부모-영유아

지도-협동

guidance-cooperation)

환자에게

-하라고 행동을 

지시

의사의 지시에 

순응하는 

협조자

급성 전염 등 부모-청소년

상호 참여

(mutual participation)

환자가 스스로 

행동하도록 

도움

‘파트너십’을 

갖고 참여하는 

동참자

만성질환 

정신분석학
성인-성인

출처: “교류분석을 토대로 한 맞춤형 의료 커뮤니케이션 방안 모색”. 제석봉 2007, 『대한의료커뮤

니케이션 학회: 제 3회 심포지엄 및 워크숍 발표집』3쪽 참고.

한편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세 가지로 잘 설명한 Szasz & Hollender(1956)의 

모델은, 병의 중증도에 따라서만 의사와 환자의 역할을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

서 한계점을 갖는다.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여러 가지 변수들 예를 들면 환자

의 교육 정도, 의료 지식수준, 나이와 성별, 환자의 심리 상태나 성향 등에 따

라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Watizkin, 1984; Ong, et al, 1995). 

Emanuel & Emanuel(1992)은 의사와 환자 간의 상호작용을 가부장적 모델, 

정보 모델, 해석 모델, 숙고 모델이라는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 번째, 가부장적 모델(paternalistic model)에서는 의사와 환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환자가 자신의 건강과 웰빙(well-being)을 가장 잘 조절하는 개입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를 위해 의사는 환자의 건강 회복이나 통증 개선의 가

능성이 높은 의료 검사와 치료법을 식별하기 위해 그들의 기술을 사용한다. 

의사는 환자가 의사가 권하는 치료에 동의하도록 선택된 정보를 제시한다. 가

부장적 모델은 무엇이 최선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공유된 객관적 기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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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가정한다. 따라서 의사는 제한된 환자 참여로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식별

할 수 있다. 두 번째, 정보(informative model) 모델에서는 의사와 환자 간의 상

호작용 목적이 의사가 환자에게 모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가 원하는 

의료 개입을 선택하고 의사의 감독하에 실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의사는 

환자의 질병 상태, 가능한 진단 및 치료 개입의 특성 등 모든 의료 정보를 알

게 하고 환자가 자신의 가치에 맞는 개입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정보 모델

에서는 사실과 가치 사이에 명확한 구분을 제공한다. 모든 사실을 제공하는 

것은 의사의 의무이고, 환자의 가치는 어떤 치료를 해야 할지를 결정하게 한

다. 의사는 기술적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제공자로서 환자에게 통제력을 확보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기술전문가로서, 의료전문가들은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의 전문 분야의 역량을 유지하고, 그들의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

할 때 다른 사람들과 상담해야 할 중요의무를 가진다. 세 번째, 해석

(interpretive model) 모델에서 의사와 환자의 상호작용 목적은 환자의 가치와 

원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환자가 이러한 가치와 기대를 실현하는 의료 개입

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의사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

어 환자의 상태에 대한 정보와 가능한 개입의 위험이나 이점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네 번째, 숙고 모델(deliberative model)에서는 의료

상황에서 환자가 실천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최상의 건강 관련 가치를 결정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의사는 건강 관련 가치, 즉 환자의 질병과 치료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받는 가치들을 논의하는 것과 함께 환자가 이용 가능

한 선택적 가치와 이것이 왜 가치가 있는지를 설명하고 동기화한다. 숙고 모

델에서 의사들은 환자에게 어떤 행동방식이 최선이고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지 

파악하고, 환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의료에 관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지를 알게 한다(Emanuel & Emmanuel,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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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5> Emanuel & Emmanuel(1992) 네 가지 모델 비교

개념
정보 모델

(Informative)
해석 모델

(Interpretive)
숙고 모델

(Deliberative)
가부장적 모델

(Paternalistic)

환자의 가치

(patient’s 
obligation)

고정됨. 환자가 

알 수 있게 함

상충됨. 해석을 

요구함 

도덕적 논의를 

통해 개발 및 

개선

의사와 환자가 

객관적(실증적) 
정보공유

의사의 의무

(physician’s 
obligation)

환자와 

관련된 사실 

정보 제공 및 

보완. 환자의 

선택적 개입.

환자와 

관련된 가치를 

설명하고 

해석하고 알림. 
환자가 선택한 

개입 이행. 

환자에게 

가장 훌륭한 

가치에 대해 

설명하고, 
설득하고, 
알리고,

환자가 선택한 

개입 이행.

환자의 

현재 선호도에 

독립적인 환자의 

건강증진

환자 자율성

(conception of 
patient’s 

autonomy)

의료의 선택 및 

통제

의료와 관련된 

자기 이해

의료와 관련된 

도덕적 

자기계발

 객관적 가치에 

대한 동의

의사 역할

(conception of 
physician’s 

role)

유능한 

기술전문가 
상담자/조언자 친구/선생님 보호자/감시인

출처 : Emanuel, E. J & Emmanuel, L. L. (1992). Four Models of the Physician-Patient Relationship.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67(16) pp 2222. 

환자와 의사 간의 다양한 모델에 관한 논의를 정리해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환자가 자신의 건강에 대한 의사결정에서 의사와 평등한 관계를 원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곧 이러한 변화는 가부장적 모델에서 정보 모델로의 이동을 

의미한다. 의사와 환자 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모델에서 한때, 지배적이던 가부

장적 의학적 모델이 공유된 의사결정 혹은 커뮤니케이션의 관계 중심적 모델

로 옮겨가고 있는 것에서도 파악할 수 있다(Arora, 200; 김민정, 2009; 박영선, 

2011). 질병(disease)은 진찰이나 검진을 통해 이상이 발견되는 병태생리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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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이며, 아픔(sickness)은 신체 상태가 좋지 않다는 환자의 주관적 경험이고, 

병(illness)은 각 개인이 사회 기능을 하는 상태에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는 것

이다(박용천·김봉조, 2012). 곧 질병은 개인적으로 고통을 경험하고, 평상시 생

활에서 벗어나 사회적 능력이 감소 된 상태이며, 각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양

하게 표현된다. 의사가 진단과 치료에서 절대적 권위를 가지면서 환자의 목소

리를 외면하는 모델을 가부장적 모델, 환자의 사회적∙심리적 상황과 주관적 

병 체험이 존중되고 의사-환자의 대화와 공감이 강조되는 모델이 환자 중심 

모델이라고 설명한다(박용익, 2010). 환자 중심 모델은 환자를 치료과정의 협

력자로 보고, 대화를 중요시하며, 환자와 관계 형성과 감정이입을 강조한다.

<표 II-6> 의사중심 모델과 환자중심 모델의 커뮤니케이션 특징 (박용익, 2014)

구분 가부장적 모델 환자중심 모델 

질병에 

대한 

관점

-신체기관의 장애, 병리학적으로 변

화된 신체기관

-병리학적으로는 전형적인 특질의 

존재로 규정

-질환은 특정 개인과는 무관하고 치

료 가능한 것으로 규정

-신체와 심리, 사회적 작용의 조절 과

정 장애

-질환은 개인과 그의 생활환경, 삶의 

역사, 심리 작용, 신체적 소인의 관련

성 속에서 발병

-질환은 건강과 대비되는 결손이 아닌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려는 시도라는 

의미의 노력으로 이해

환자의 

역할

규정

-질환적 과정의 소유자이며 치료의 

대상자로 규정

-의사 지시에 순응

-질환의 심리적 측면에 유의

-자기인식

-자신의 체험과 행동에 대한 의문 제기

-삶의 변화

치료
-기능 장애의 제거 또는 증상 확산 

또는 심화의 조정

-환자와 공동으로 개인적 기능과 질환

의 의미를 밝혀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진단

과정

질환을 의료 체계로 이해가능하고 

의사가 치료할 수 있는 증상으로 

파악

생의학적 자료, 사회/심리적 자료, 환자

의 주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통합

적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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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박용익(2014), “환자 중심의 의료 커뮤니케이션” 수문사. p61

환자는 건강정보를 통해 질병의 원인과 치료선택에 대해 이해를 하게 된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의사-환자 커뮤니케이션을 개선하고, 질병의 자체 관리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키며, 건강관리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Rooks, et 

al 2012). 이에 따라, 환자 중심 모델은 상호적인 커뮤니케이션과 관계를 강조

하며, 환자를 둘러싼 다양한 맥락과 경험을 살피는 것에 초점을 둔다(정의철, 

2013). 반면, 가부장적 모델은 건강에 관한 생의학적 모델과 일맥상통하는데, 

과학 연구를 통한 사실 전달과 건강에 대한 개인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기 위

해 동기화에 초점을 두면서, 사회문화적∙정서적 요인을 배제한다. 이러한 전통

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지배적인 건강과 질병에 대한 관점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을 배제하고 건강 문제를 가치 중립적인 이슈로 보며, 전문가의 

의학적 처방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의료 커뮤니케이션

은 내용과 관계 형성으로 구성되며 따뜻하고, 확신을 주는 관계중심의 커뮤니

케이션이 핵심이다(정의철, 2013). 

즉, 감정 이입적(empathic), 개방적(open), 진실된(truthful) 환자의 입장에 대한 

이해와 환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참여적이고, 상

대화의 

가치
-환자의 대화는 독립적 가치가 없음

-의료행위에서 대화는 핵심적 요소

-대화는 증상과 환자의 삶의 환경에 관

한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의사의  

 역할

-환자와 질환에 대해서 의사는 과학

적이고 객관적이며 감정 중립적으

로 대처

-주도적인 전문가로서 필요한 조치

를 일방적으로 결정

-가부장

-환자와의 관계형성 주도

-심리적 긴장과 갈등 상황으로 이입, 
즉 환자의 협력자

대화의  

 유형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지는 문진

대화 

-환자 주도의 내러티브와 의사의 경청, 
그리고 의사 주도의 질문과 대답이 통

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병력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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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인 의사와 환자의 상호작용은 순응과 만족도는 물론 환자의 회복에도 긍

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Nettleton, 1995). 

이렇듯, 의사와 환자 간의 관계가 변화되고 있음에도 헬스 커뮤니케이션 관

련 연구에서 의료서비스 제공자인 의사와 환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다

른 커뮤니케이션 연구들보다 적다. 전명희(1999)는 이러한 연구의 대부분이 인

간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기본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 한정된 인간 커뮤니케이

션의 일부분만을 다루고 있으며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맥락 

안에서 참여자가 지닌 지각과 의미에 따라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영향받는지

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다고 지적한다. 

Ong(1995)에 따르면 지금까지 의사와 환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어왔다. 첫째는 의료서비스 제공자인 의사-환

자 커뮤니케이션 양식이 환자의 속성이나 의사의 속성, 혹은 이들의 관계에 

대한 속성과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며, 둘째는 의사-환자의 커뮤

니케이션 행위와 이에 따른 다양한 결과와의 관계 연구들이다(김민정, 2009). 

여기서 의사와 환자의 속성으로는 성별이나 나이, 지식수준, 성격 등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쌍방향적인 상호작용 하에서 커뮤니케이션 목적, 상

대방에 대한 지각, 커뮤니케이션 행동에 대한 기대 등과 같은 상대방에 대한 

인지적 표현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표현은 어떻게 해동하고 상대방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영향 미친다(Street, 2003). 예를 들어, 환자나 의사

의 개인적 성향이나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따라 그들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는 환자의 개인적 특성인 의사

소통 선호 감각에 따라 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의사와 환자의 커뮤니케이션은 환자와 관련된 다양

한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를 환자 결과(patient outcomes)라고 한다(Beck, 

Kaplan, Frankel, 1989). 환자 결과는 만족도, 처방의 엄수, 건강 결과 등으로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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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환자 결과를 진료 신뢰에 초점을 두고 처방을 

따를 것인지, 재이용 의사 측면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렇듯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형성되는데, 이때 커뮤

니케이션은 ‘진료’ 때문에 이루어지며 의료서비스에서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두 참여자가 서로에 대한 태도와 진료에 대한 성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krupat, et al., 2000). 이러한 점 때문에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성향, 구체적으로 

환자 중심성(patient-centeredness)에 대한 태도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의학적 측면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문석우 외, 2006; 손인기 외, 

2002; 황선욱 외, 2006)들을 찾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관한 논의들도 찾아볼 수 있으나 그것은 주로 의학적 

측면에서 연구되어왔다(김민정, 2009). 또 의사와 환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두 사람 간의 관계로 이루어지는데, 이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은 환자 혹은 의

사 집단 한쪽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황선욱, 최창

진, 2006). 

의사와 환자의 커뮤니케이션은 환자의 효과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가

운데 정보교류와 설득, 교육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설득 커뮤니케이션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비교적 심리적 잡음이 많지 않고 메시

지가 의도한 대로 전달되었는지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의사와 

환자 간의 진료 커뮤니케이션은 다양한 심리적 혹은 신체적 잡음들이 메시지 

수신을 방해하기 쉽다. 병원이라는 곳이 기본적으로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불편함을 안고 찾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 대부분은 평소보다 집중력이 저하

되어 있다. 

또 개인적 경험, 교육, 인식의 차이로 메시지 지각 정도나 질병에 대한 인식

이 제각기 다르며 성별, 학력, 성향, 의사소통 시 선호하는 감각 등도 다르다. 

그래서 진료 커뮤니케이션은 표면적으로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모습을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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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이보다 훨씬 더 송신자와 수신자 간의 집중과 노력이 요구되는 특별한 커

뮤니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다.

의료 커뮤니케이션을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헬스 커뮤니케이션 연

구는 크게 건강관리 전달 관점과 건강증진 관점 두 가지 영역으로 분류된다

(Kreps, Bomaguro, Jim, Query, 1998; 이병관, 2006; 245; 245; 김민정, 2009). 

먼저, 건강관리 전달 관점은 커뮤니케이션이 건강관리 전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심을 가진다. 대인 커뮤니케이션과 집단 커뮤니케이션이 건강관

리 전달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의사와 환자의 관계, 

치료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건강관리팀, 건강관리 의사결정, 사회적 지원 공급 

등에 초점을 맞춘다(고수인, 2008). 반면, 건강증진 관점은 건강 위험을 예방하

고 공중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설득적 헬스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의 개발, 

수행, 평가에 관심을 가진다. 즉 공중에게 적절한 건강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매개된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어떻게 이용되고 효과는 어떠한지에 대한 평가에 

초점을 맞춘다(김민정, 2009). 

Ratzan, Paynen, & Bishop(1996)에 의하면 헬스 커뮤니케이션에서 대인 커뮤

니케이션 관점은 관계를 중시하고, 건강전문가와 환자가 관계를 유지하고 이

용하고, 변화시키는 역동성에 주목한다. 의사와 환자 간 커뮤니케이션은 치료 

목적 외에도 의료적 결정을 돕고, 질병에 관련된 정보를 주며, 건강을 유지하

거나 개선하기 위한 교육, 동기부여, 상담을 포함하는 의사소통 행위를 포함한

다(이자경, 손정우, 2012). 의료현장에서 환자와 감정 이입적 관계와 대화를 가

지면서 상호 신뢰를 촉진할 뿐 아니라 환자의 근심을 줄여주고 임상 시술의 

만족도와 효과를 높여준다(Parker, et al.,2009). 

이러한 이유로 Loustaun & Sobo(1994)는 주요 집단의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방적이고 신뢰가 있는 상호존중의 관계가 성

립되면 의학적 처방의 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적극적인 의료 커뮤



- 41 -

니케이션을 통해 증상의 원인을 찾고 개입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

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이에 대한 반응은 환자들이 처한 상황이나 과거의 경험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주는데, 환자의 병을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

해서는 환자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박용천, 김봉조, 2012). 

그동안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의료서비스의 질적 측면에 관한 연구를 통해 

커뮤니케이션 요소가 의사와 환자 관계를 넘어 환자의 진료 만족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Freemon, 1977; Smith, 1981; Stree & Wiemann, 

1987; Bensing, 1991, Roter&Hall, 1987). 

Ong(1995)는 의사와 환자의 커뮤니케이션을 세 가지 목적으로 설명한다. 

첫 번째는 의사와 환자 간의 좋은 대인관계 형성이다. 두 번째 목적은 의사

와 환자 간의 정보교환이다. 정보는 두 사람 간의 언어적 상호작용으로 야기

된 자원으로, 정보교환은 정보를 주고 정보를 탐색하는 것으로 구성된다(김정

희, 2012). 정보는 의학적 관점에서 의사가 진단하고 치료계획 수립을 위해 필

요한 것이다. 한편, 환자의 관점에서는 의사를 언제 방문하는 것이 좋으며, 병

과 관련된 구체적인 것들을 알고 싶은 것과 관련된다. 하지만 의사와 환자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많은 교류가 요구되지만 여러 제약 조건

으로 그렇지 못하다. 실제 의료상황에서, 환자들은 더 많은 정보를 원하지만, 

의사들은 환자들의 정보 욕구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김민정, 2009). 세 

번째는 치료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위해 이루어진다. 이 의사결정은 두 사람 

간의 정보공유를 통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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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교화 가능성 모델

이번 연구에서는 '진료면담' 과정을 의사가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하고 나아가 설득하는 종합적인 설득 커뮤니케이션 과정으로 보았다. 그래서 

의사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환자에게 어떤 경로로 처리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인간의 설득 과정을 설명하는 대표 모델인 '정교화 가능성 모델(ELM: 

Elaboration Likelihood Model)'을 이론적 배경으로 이용하였다. 사회심리학자인 

페티와 카치오포(R.E. Petty& J.T.Cacioppo, 1986)는 사회심리학 및 소비자 심리

학에서 사용되어왔던 태도 변화에 대한 접근들을 종합하여 설득 이론으로서 

정교화 가능성 모델을 제시하였다. 페티는 메시지 수용자가 해당 메시지를 어

떠한 경로를 통해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게 되었다. 또 이와 같은 인지 과정을 ‘중심경로(central route)’와 ‘주변경로

(peripheral route)’라고 명명하며 이러한 인지 과정의 차이가 그동안의 설득 연

구들에서 야기된 상충하는 연구 결과의 많은 부분을 설명해 줄 수 있다고 보

았다. 

정교화 가능성 모델에 따르면, 개인의 인식과 행동의 형성은 사회심리학적 

맥락에서 이중 처리 모델로 설명될 수 있다(김승주, 2016). 경로의 선택은 메

시지를 수용자가 얼마나 정교하게 처리할 수 있는가, 즉 인지 정교화 가능성

이 핵심요인이 된다. 다시 말해 메시지와 주제에 대한 수용자의 동기

(motivation)와 메시지 처리 능력(ability)에 따라 주경로가 결정되는 것이다. 중

심통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메시지를 검토하고, 그것이 어떠한 장점

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높은 수준의 인지 정교화를 

통해 고민한다. 

특별히 수용자가 메시지를 처리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은 ‘산만함’과 ‘사전지

식’이다. 그것은 수용자가 중심 경로를 통해 메시지를 처리하려는 동기가 높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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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힘들다는 것이다. 또 산만함은 대

상에 집중을 잘못하는 상황이거나 수용자가 산만하거나 주의력이 분산되어 심

사숙고할 수 없는 것이다(백혜진 외, 2013). 다시 말해 설득 메시지의 주제에 

관심이 적거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주의 산만으로 인

해 메시지 처리 기회가 결여가 되면 경우 주변 경로를 통하게 된다. 이러한 

주변 경로를 통해 메시지를 처리할 때는 주장의 강력함보다 다른 주변 단서들

을 기준으로 메시지 처리를 결정한다. 일례로 메시지 전달자가 누구인지, 어떤 

모습과 태도를 지니는지, 얼마나 많은 수의 주장을 펼치는지 등을 단서로 이

용하게 된다(윤선길, 2015).

이와 함께 중심 경로를 통한 메시지 처리로는 객관적 메시지 처리와 편향적 

메시지 처리가 있다(정미영, 2015). 객관적 메시지 처리는 오직 메시지의 질

(quality)이 메시지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환자가 의사의 전문지식이나 

진료경험에서 확고한 믿음을 얻으면 진료만족도가 높아지고 병원의 재이용까

지 가능하게 되는 것과 같다. 반면 편향적 메시지 처리는 어떠한 변수들에 의

해 메시지 처리법이 달라지는 것이다. 의사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에 대해 잘 

모르더라도 의사에게 인간적인 매력이나 신뢰를 느끼는 경우 메시지에 긍정적

일 수 있다는 것이다. 주변 통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인지적 노력과 고민 대

신, 빠른 결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주변 단서에 많이 의존한다. 페티와 카치오

포는 메시지를 정교화하고자 하는 동기나 능력이 적더라도 주변 단서들로 수

용자의 태도가 변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 주변 경로를 거쳐 이루어진 태도 

변화는 단기적으로 강력할 수 있다. 병원 진료면담에서도 환자가 자신을 진료

하는 의사를 ‘나를 진심으로 위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의사가 전달하

는 메시지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태도를 지니게 된다. 이때는 정보원에 대한 

고마움이 주변 단서로 작용한 것이다. 같은 변인이라도 수용자 개인의 특성, 

메시지 정교화 정도에 따라서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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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7> Petty & Cacioppo(1986)의 중심경로와 주변경로

설득

메시지

높은 

정교화

중심 경로

(central route) 
주의를 기울여서 

정보처리

주장의 질 따라 

태도 변화

낮은 

정교화 

주변 경로

(peripheral route)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정보 처리 

설득 단서 따라 

태도 변화 

진료면담에서 환자들은 일차적으로 의사의 전문성이나 진료 경험 등을 생각

하며 의사의 메시지를 중심 경로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 메시지가 환자가 

판단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의학 지식일 경우 그 메시지를 담아내는 의사의 목

소리, 말투, 어휘 사용이나 의사의 표정, 눈빛, 제스처 등이 환자에게 주변적 

인지 경로로 작용하여 정보를 더 빨리 받아들이고 메시지를 판단하게 만든다. 

의사의 커뮤니케이션기술은 특히 환자의 진료에 대한 만족, 치료에 대한 집착, 

의학 정보에 대한 기억과 이해, 질병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 환자의 삶의 질, 

환자의 건강상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서판수, 2002). 또 로터(D.L.Roter)와 홀

(J. A. Hall, 1987)은 커뮤니케이션은 의사와 환자 간의 관계가 조성되고 치료 

목적이 달성되는 기본적인 기술이라고 했다. 

결국 진료실에 들어오는 환자가 처음에는 중심 경로인 의사의 전문성, 진료  

경험 등으로 진료 신뢰도를 평가하겠지만 진료면담이 진행될수록 자신도 모르

는 사이 주변 경로인 의사의 커뮤니케이션과 적극적인 진료 태도 등을 통해 

중심 경로보다 신뢰도에 더욱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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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호표상체계 

인간의 감각 즉 오감은 외부에 있는 세계를 인식하는 통로로서 선호 표상 

체계(Preferred Representational System)란 특정한 감각에 집중하는 일종의 필터

다. 상담학 사전에 의하면 선호 표상 체계란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해석

할 때 자연스럽게 실행되는 표상 체계를 지칭한다. 시각, 청각, 신체감각, 후

각, 미각의 다섯 가지 감각 양식을 사용하여 내면에서 정보나 경험, 기억을 표

상하는 여러 통로다(설기문, 2003). 기본적으로 표상의 개념은 어떤 객체나 경

험을 자신의 뇌 속, 즉 마음속에 대표하여 떠올리는 그림, 다시 말해 상이라고 

할 수 있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말에서 장님이 코끼리에 대해 이해하

고 표상하여 설명하는 것이 제각기 다르듯이 동일한 대상물을 경험하거나 기

억을 하더라도 그것을 표상하는 방식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설기문 외, 2010). 

그중에서도 환자가 자신의 건강 문제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어 의사의 처방에 신뢰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선호 표상 체계를 구분하는 NLP 선호 표상 체계 

도구를 이용하여 시각형(Visual), 청각형(Auditory), 신체감각형(Kinesthetic), 내부

언어형(Auditory Digital)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해당 유형의 환자들이 자신들의 

평소 선호 감각이 실제 진료 면담상황에서도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데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NLP란 “Neuro Linguistic Programming”의 약자로 두

뇌(Neuro), 언어(Linguistic), 신체(Body) 사이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지는 행동유

형(Programming)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인간은 오감(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

각)의 신경을 통하여 세상이라는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이는 언어와 비언어로 

뇌 속에 의미부여 되어 저장된다. 오감을 통하여 현상의 세계를 경험하며, 정

보를 얻고 그 의미를 해석하고, 그 바탕 위에서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기에 마

음을 이해하고, 조정하고, 재구성하는데 의미가 있다. 곧 우리의 행동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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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역할을 하는 신경체계(Neuro)와 신경체계에 영향을 주는 언어(Linguistic)

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개인의 탁월성 개발 및 목표 성취와 태도, 행동 변화

를 가능케 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론 및 기법 체계다. NLP의 기원은 리

처트 밴들러(Richaed Bandler), 존 그린더(John Grinder)가 당대 심리치료 분야에

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던 세 사람, 버지니어 사티어(Verginia Satir), 프리스 펄

스(Fritz Prris), 밀턴 에릭슨(Milton Erickson)의 언어와 행동유형을 관찰한 결과

를 종합하여 치료와 상담의 실용적 모델을 조직화한 것이다. NLP는 우수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을 모델링하는 것에서 시작하였으며, 만드는 과정은 

언어 유형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분석함으로써 두뇌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찾아내는 것을 포함한다. 선호 표상 체계 검사는 사람이 선호하는 감각을 시

각형, 청각형, 신체감각형, 내부언어형이라는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동일한 상황과 장면에서도 어떤 사람은 어떻게 보이는가에 초점을 두고 정

보를 파악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소리나 냄새, 촉감에 초점을 두고 받아들

인다. 시각형은 말보다는 문서나 그림으로 어떤 내용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

이 쉬우며,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을 중시한다. 신체감각형은 몸으로 느껴지는 

촉감이나 감각에 민감하고, 그 감촉과 느낌을 중시한다. 내부언어형은 내적으

로 고민하고 곱씹으면서 신중하게 판단한다. 

<표 II-8> 선호감각유형에 따른 정보처리방법

선호 감각

유형

선호하는 정보처리방법

 (소통하는 방식) 
중시하는 것

청각형(Auditory) 듣는 것, 문서보다 말, 소음에 민감 어떻게 들리는지, 설명 중시

시각형(Visual) 보는 것, 말보다는 문서나 시각자료 어떻게 보이는지, 모습 중시

신체감각형

(Kinesthetic)
느끼는 것, 실습, 행동이나 접촉 분위기, 촉/느낌 중시

내부언어형

(Auditory Digital)
사색하고 사고, 혼잣말, 논리, 분석 논리적이고 합리적인지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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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감각 유형 즉 선호 표상 체계를 파악하면 상대의 마음을 읽는데 도

움을 받을 수 있고 변화를 창출할 수 있다. 진료면담에서도 의사가 환자의 선

호 감각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소통한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진료에서 환

자의 관여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환자가 선호하는 소통 방식을 이해한

다면 환자의 진료만족도와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다. 진료 신뢰도 향상은 치

료 순응도와 연결된다. 당뇨나 혈압, 비만 등 만성 질환들은 환자가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해야 하는 만큼 환자들이 선호하는 의사소통 감각

을 활용하여 교육한다면 교육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다. 

“환자 교육은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데 요구되는 환자의 지식, 태도와 

기술의 변화를 유발시키고 환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 

과정은 사실적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지만 각 개인의 건강

상태에 도움을 주는 태도나 행동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그 정보를 해석하고 

통합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 환자 교육은 과학적 사실 뿐만 아니라, 심리

학, 사회학, 행동 과학, 문화 인류학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The Society 

of Teachers of Family Medicine, 1979)는 메시지처럼 진료 시 환자를 교육하고 

치료 순응도를 높이는 것은 의사의 적극적인 태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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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이번 장에서는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모형을 살펴보고, 연구대상 

및 표집 방법을 서술하였다. 또한 조사 도구의 구성, 자료 분석 및 절차 등을 

연구문제의 진술에 따라 제시하였다. 

1. 연구모형

이번 연구는 진료면담에서 의사에 대한 신뢰도 요인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진료 시 의사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주목하여 언어적, 비언어적 커뮤니케이

션 중에서 어떤 요소가 신뢰도에 더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 환자의 선

호 감각과 의사의 커뮤니케이션 방식과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연구모형

은 <표 III-1>과 같다.

[그림 III-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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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언어적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환자의 신뢰도에 미치는 차이, 환

자의 선호 감각과 진료 신뢰도와의 관련성, 환자의 신뢰도와 치료 순응도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진료면담에서 환자의 신뢰도 요인을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

은 연구 설계를 하였다.

첫째, 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즉 언어, 비언어, 적극적 진료 태도는 의사에 대

한 진료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의사의 언어적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의사에 대한 진료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셋째, 환자의 선호 감각과 의사에 대한 진료 신뢰도는 관련이 있을 것이다.

넷째, 의사에 대한 환자의 진료 신뢰도가 높아질수록 치료 순응도도 높아질 

것이다. 

2. 연구대상 및 표집

진료 시 환자가 경험한 의사에 대한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최근 6개월 이

내 병원 진료경험이 있는 대한민국 20대 이상 남녀 성인들을 모집단으로 선정

하였다. 연구 집단 모집단으로부터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7월 20일 ~ 8월 9

일까지 약 3주 동안 서베이를 진행하여 총 500명을 산출하였다. 1차 서베이

(300명) 후 참여자의 선호 감각이 편중되어 2차 서베이(200명)로 보완하였다. 

표집인원 500명 중 불성실 응답 45명을 제외한 455명이 이번 연구에서 최종 

분석에 포함된 연구대상자이다. 응답자 455명의 분포는 아래의 <표 III-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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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성별
남자 158 34.7

여자 297 65.3

연령

20대 168 36.9

30대 168 36.9

40대 93 20.4

50대이상 26 5.7

학력

고졸 이상 111 24.4

전문대졸 99 21.8

대졸(학사) 222 48.8

석사이상 23 5.1

직업

회사원 163 35.8

사업 9 2.0

전문직 37 8.1

주부 64 14.1

프리랜서 41 9.0

공무원 21 4.6

무직 120 26.4

병원방문계기

광고 30 6.6

가족/지인소개 105 23.1

인터넷 검색 82 18.0

간판(우연히) 22 4.8

유명세 30 6.6

병원위치 186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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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경험
초진 225 49.5

재진 230 50.5

NLP Type

A(Auditory) 48 10.5

D(Auditory Digital) 139 30.5

K(Kinesthetic) 141 31.0

V(Visual) 127 27.9

방문병원 종류

대학병원/종합병원 116 25.5

중형병원 78 17.1

개인병원 261 57.4

진료과

내과계 260 57.1

외과계 138 30.3

치과 57 12.5

의사 성별
남자 338 74.3

여자 117 25.7

의사 연령대
30-40대 253 55.6

50-60대 202 44.4

의사와의 면담횟수
1-3회 323 71.0

4-6회 132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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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도구 

가. 진료면담 경험 설문지 

이번 연구에서는 연구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서베이 문항을 작성하면서 실제 

진료 현장에서 의사들의 진료 모습을 관찰한 후, 캐나다 캘거리 교육의학부 

교수와 영국 케임브리지 의대 교수가 저술한 「Teaching and Learning 

Communication skills in Medicine」과「Skills for Communicating with Patients : 

Calgary-Cambridge Guide3)」, 미국 Albert Einstein 의대 교수와 영국 London 대

학교 Guy’s King, St. Thomas 의대 교수들이 저술한 「The Medical Interview: 

The Three-Function Approach, 영국 Royal Free 의대 교수들이 저술한 

「Communication Skills for Medicine」책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진료면담

에서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환자와의 라뽀 형성, 공감과 지지, 의사의 언어적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확인하는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언어적 비언어적 커

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세부 문항들은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다루었던 커뮤니케

이션 요소들을 반영하여 문항을 만들었다. 문항들을 살펴보면 1번~10번까지의 

문항은 의사의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11번~15번과 27~29번 문항은 의사의 적

극적인 진료 태도(적극성), 16번~20번까지는 진료 시 라뽀 형성 및 공감하고 

지지하는 것, 21번~26번까지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마지막 30번~35번 문

항은 환자가 느끼는 의사에 대한 신뢰도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30~35

번 문항은 1번~29번까지의 답과의 관련성을 보면서 각각의 커뮤니케이션 구성

요소들이 의사에 대한 신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있다. 의학교

육 전문가, 의사소통 전문가, 의료전문가에게 문항들에 대해 내용적 타당도를 

3) 캘거리-케임브리지 지침은 캐나다 캘거리대학교 교육의학부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의과

대학에서 공동으로 의사소통 기술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며 진료면담 시 의사의 의사소통 과

정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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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받았으며 크론바흐 알파계수로 측정 도구의 신뢰도 및 구성 타당도를 확

인하였다. 

설문 문항은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었고, 5점 리커트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표 III-2> 설문지 문항별 구성요소 

설문지 문항 번호 커뮤니케이션 요소

1-10 의사의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11-15 의사의 적극적인 진료 태도 (적극성)

16-20 라뽀형성 및 공감과 지지

21-26 의사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27-29 의사의 적극적인 진료 태도 (적극성)

30-35 의사에 대한 신뢰도와 치료 순응도

나. 선호감각표상체계 검사

연구 참여자의 선호 감각과 진료면담 설문지 문항에 대한 답변과의 관련성

을 보기 위해 참여자의 선호 감각을 알아보는 ‘NLP 선호 표상 체계 검사’ 문

항 10개로 구성하였다. 선호하는 감각을 알아보기 위해 “나는 다음과 같은 일

을 하는 것이 가장 쉽고 편하다...”와 같은 질문에 시각, 청각, 신체감각, 내부

언어형에 따른 4가지 선택지에 자신에게 해당이 되는 정도가 큰 순서부터 적

게 해당이 되는 순서에 따라 4점, 3점, 2점, 1점을 부여하여 기입하도록 했다. 

문항의 채점은 각 문항의 선택지 4개마다 특정한 선호 감각이 기재된 답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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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참여자의 답안과 비교하면서 어떤 감각에 몇 점을 주었는지 10개의 문항 

중 가장 많이 나온 선호 감각을 알아보는 방식이다. 

4. 분석방법

이번 연구에서는 변수에 대한 분석을 위해 신뢰도 검증, 타당도 검증을 하

였고 상관분석, 분산분석, 교차분석, 단순선형 회귀분석을 하고자 AMOS 20.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했다. 분석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 도구의 신뢰도 계수를 알아보기 위하여 문항의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 분석은 크론바흐 알파계수(Cronhach Alpha Coefficient)로 

판단하였다. 

둘째, 측정항목 간의 공통적인 것을 측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진행하였다. 또 분석모형을 검증하고자 확인적 요인분석을 

진행하였다. 

셋째, 독립변수(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적극성)가 종

속변수(의사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면 어떠한 독립변수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며 그다음 독립변수의 영향력의 변화량을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넷째, 언어적/비언어적 요소는 진료면담 시 의사의 진료 신뢰도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AMOS에 의한 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특성에서 방문 계기, 진료경험, 면담횟수와 의

사의 신뢰도(문항 30-35번)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

다. 

여섯째, 방문 계기에 따른 신뢰도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정확성 검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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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였고, 면담횟수와 신뢰도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

였다. 

일곱째, 의사-환자의 라뽀 형성과 관련된 문항들과 의사에 대한 신뢰도 관련 

문항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단순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덟째, 성별과 감각 선호도 타입에 따른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

을 실시하였다. 또 연령과 감각 선호도 타입에 따른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정확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아홉째, 감각 선호도 타입에 따른 진료 시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 환자의 진료경험을 고려한 의사소통과 

의사에 대한 진료 신뢰도와의 관계를 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열 번 째, 환자의 선호 감각과 일치하는 의사소통이 의사에 대한 진료 신뢰

도를 높이는지, 의사에 대한 진료 신뢰도가 높아지면 치료 순응도도 높아지는

지, 진료 신뢰도가 높아지면 향후 재방문 의사가 있으며 주변 추천까지 할 의

사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모두 단순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1) 신뢰도 검증

신뢰도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안정적으로 일관성 있게 측정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설문조사에 응한 응답자가 신뢰성을 가지고 설문 항목에 잘 작성하였

는가를 알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 분석의 신뢰성은 크론

바흐 알파 계수(Cronhach Alpha Coefficient)로 판단하였다. 신뢰도 계수는 <표 

III-3>와 같으며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설명방법은 0.930, 음성언어 0.942, 어

휘의적절성 0.862이고,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몸짓언어 0.942, 신체감각적 

선호도 0.885, 전문성은 0.881, 신뢰도는 0.936 이다. 따라서 신뢰도 계수는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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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평가 기준을 상회하고 높은 내적 일관성을 가진다.

<표 III-3> 자료의 신뢰도 검증

변수명 요인 측정된 항목

수정된 

항목 - 전체 

상관관계

Cronbach
의 알파

언어적 

커뮤니

케이션

설명

방법

진찰, 검사 등을 할 때 과정을 설명하고 

허락을 요청했다.
.816

.930

의사는 중요한 부분을 강조해서 알렸다. .838

의사는 내가 주어진 정보를 이해했는지 확

인했다.
.768

의사는 치료의 중요성, 앞으로의 치료에 

대해서 잘 알려주었다. 
.797

궁금함, 불안함에 대해 부담 없이 질문하

고 들을 수 있었다.
.817

내 말을 자르거나 무시하지 않았다. .743

음성

언어

의사는 나에게 인사말을 건네었다. .777

.942

의사의 목소리 크기는 적절했다. .844

의사의 말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845

의사의 설명 속도는 적절했다. .841

의사의 목소리 톤은 적절했다. .870

의사의 발음은 비교적 정확했다. .794

어휘의 

적절성

의사는 전문용어를 이해 쉽게 설명했다. .747

.862예의 바른 말투와 존대어를 사용했다. .712

적절한 비유와 표현으로 잘 설명했다. .758

비언어적 

커뮤니

케이션　

의사의 

외적인 

모습 

및 

주변

환경

진료 시 의사와의 거리는 적절했다. .835

.942

의사는 눈 맞춤을 적절히 했다. .819

의사가운이나 헤어스타일, 슬리퍼, 시계 

등 외적인 모습은 의사로서 적절했다
.798

의사의 표정, 몸짓은 상황에 적절했다. .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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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당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구성 개념 타당도 측정을 위해 요인분석 기법을 적용하였으

며, 요인 적재값의 단순화를 위해 직각회전 중 베리맥스(Varimax) 회전을 실시

하였다.

의사는 권위적이지 않고 친절했다. .826

진료시간과 분위기는 적절했다. .809

라뽀

형성

의사는 나를 이해하고 아픔을 공감했다. .762

.885

의사는 내가 느낌을 표현할 수 있도록 격

려했다.
.787

의사는 나의 관점을 수용하고, 대안적 관

점을 지지했다.
.752

의사의 눈빛과 표정은 열정이 느껴졌다. .700

의사의 적극성

(적극적 진료)

의사가 설명을 위해 사진, 진료차트, 모형, 
팸플릿 등 시각적 자료를 활용했다.

.726

.881
나의 생활 방식, 믿음, 환경 및 능력을 적

절히 고려했다.
.801

잠재적 불안 또는 부정적 결과에 대해 질

문하고 논의하도록 격려했다.
.781

의사에 대한 

신뢰도

의사는 진료 경험이나 의학지식이 많은 것 

같다. 
.769

.936

의사는 나를 최선을 다해 진료했다. .844

나는 의사의 치료, 처방을 신뢰한다. .840

나는 의사의 치료, 처방을 잘 따랐다. .743

다음에도 이 의사에게 진료받으러 갈 마음

이 있다.
.851

지금까지 떠올렸던 의사(의사의 진료)를 

가족이나 지인에게 소개할 마음이 있다.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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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탐색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이란 측정 항목들 간의 공통적인 것을 측정하고 있다는 것

을 알아내기 위한 분석방법으로 가령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설명방법, 음성

언어, 어휘의 적절성의 하위 항목에 대한 묶인 문항끼리 얼마나 의미 있는 것

인지 확인하는 방법이다.

먼저, 구성 개념을 통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III-4> 와 같이 언어 커뮤니케이션을 구성하는 요인 3개로 추출되었

다. 추출된 3가지 요인은 각각 ‘설명방법, 음성언어, 적절한 어휘’로 명명하였

고, 각각의 항목들은 KMO가 .971로 나타나 변수의 선정이 적절하였음을 나타

내고 있으며, Bartlett 구형성 검정치는 6,561.633, 유의확률은 0.000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종 선택된 3개의 요인이 설명하는 

총 분산 설명력은 78.17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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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4>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타당도 검증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측정항목

요인 적재값

설명

방법

음성

언어

어휘의 

적절성
공통성

진찰, 검사 등을 할 때 과정을 설명하고 허락을 요

청했다.
.79 .35 .25 .86

의사는 중요한 부분을 강조해서 알렸다. .77 .38 .29 .82

의사는 내가 주어진 정보를 이해했는지 확인했다. .73 .13 .47 .80

의사는 치료의 중요성, 앞으로의 치료에 대해서 

잘 알려주었다. 
.72 .42 .29 .77

궁금함, 불안함에 대해 부담 없이 질문하고 들을 

수 있었다.
.69 .36 .38 .82

의사는 나에게 인사말을 건네었다. .34 .84 .19 .75

의사의 목소리 크기는 적절했다. .33 .73 .42 .752

의사의 말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31 .65 .54 .729

의사의 설명 속도는 적절했다. .38 .60 .514 .766

의사의 목소리 톤은 적절했다. .37 .59 .576 .759

의사는 전문용어를 이해 쉽게 설명했다. .49 .21 .70 .770

내 말을 자르거나 무시하지 않았다. .39 .43 .65 .809

예의 바른 말투와 존대어를 사용했다. .33 .47 .65 .813

의사의 발음은 비교적 정확했다. .34 .51 .61 .77

적절한 비유와 표현으로 잘 설명했다. .55 .34 .56 .74

아이겐값 10.38 .86 .49 　

분 산(%) 69.20 5.71 3.27 　

누적분산(%) 69.20 74.91 78.18

KMO=.97, Bartlltt 구형성= 6561.63, df= 105, 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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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표 III-5>과 같이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을 구성하는 요인 2개로 추

출되었다. 추출된 2가지 요인은 각각 ‘시각적선호도, 신체감각적선호도’로 명

명하였고, 각 항목들은 KMO가 .97로 나타나 변수의 선정이 적절하였음을 나

타내고 있으며, Bartlett 구형성 검정치는 3,887.370, 유의확률은 0.00으로 나타

나 요인분석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종 선택된 2개의 요인이 설명하

는 총 분산 설명력은 78.18%이다.

<표 III-5>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타당도 검증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측정항목

요인 적재값

의사의 외적인 

모습 및 

진료실환경

라뽀형성 공통성

진료 시 의사와의 거리는 적절했다. .88 .25 .74

의사는 눈 맞춤을 적절히 했다. .79 .37 .82

의사가운이나 헤어스타일, 슬리퍼, 시계 등 외적인 
모습은 의사로서 적절했다

.79 .35 .81

의사의 표정, 몸짓은 상황에 적절했다. .786 .44 .77

의사는 권위적이지 않고 친절했다. .75 .46 .75

진료시간과 분위기는 적절했다. .73 .47 .77

의사는 나를 이해하고 아픔을 공감했다. .28 .86 .81

의사는 내가 느낌을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36 .83 .83

의사는 나의 관점을 수용하고, 대안적 관점을 지지
했다.

.46 .73 .67

의사의 눈빛과 표정은 열정이 느껴졌다. .57 .59 .75

아이겐값 6.94 .77

분 산(%) 69.43 7.76

누적분산(%) 69.43 77.19

KMO=.96, Bartlltt 구형성= 3887.37, df= 45, 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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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표 III-6>와 같이 적극적인 진료를 구성하는 요인 1개로 추출되었

다. 추출된 1가지 요인은 각각 ‘적극성’으로 명명하였고, 각 항목들은 KMO가 

.73로 나타나 변수의 선정이 적절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Bartlett 구형성 검

정치는 746.56, 유의확률은 0.00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종 선택된 1개의 요인이 설명하는 총 분산 설명력은 80.83%이다.

<표 III-6> 적극성의 타당도 검증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 

전문성

 측정항목
요인 적재값

적극성 공통성

나의 생활 방식, 믿음, 환경 및 능력을 적절히 고려했다. .92 .84

잠재적 불안 또는 부정적 결과에 대해 질문하고 논의하도록 

격려했다.
.91 .82

의사가 설명을 위해 사진, 진료차트, 모형, 팸플릿 등 시각

적 자료를 활용했다.
.87 .76

아이겐값 2.43

분 산(%) 80.83

누적분산(%) 80.83

KMO=.73, Bartlltt 구형성= 746.56, df= 3, p= .00

다음으로 <표 III-7>와 같이 신뢰도를 구성하는 요인 1개로 추출되었다. 추

출된 1가지 요인은 각각 ‘신뢰도’로 명명하였고, 각 항목들은 KMO가 .90로 나

타나 변수의 선정이 적절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Bartlett 구형성 검정치는 

2271.99, 유의확률은 0.00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종 선택된 1개의 요인이 설명하는 총 분산 설명력은 75.8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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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7> 의사에 대한 신뢰도의 타당도 검증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측정항목
요인 적재값

신뢰도 공통성

의사는 진료경험이나 의학지식이 많은 것 같다. .84 .71

다음에도 이 의사에게 진료받으러 갈 마음이 있다. .90 .81

의사는 나를 최선을 다해 진료했다. .89 .80

나는 의사의 치료, 처방을 신뢰한다. .89 .79

지금까지 떠올렸던 의사(의사의 진료)를 가족이나 지인에게 

소개할 마음이 있다.
.87 .76

나는 의사의 치료, 처방을 잘 따랐다. .89 .67

아이겐값 4.55

분 산(%) 75.84

누적분산(%) 75.84

KMO=.90, Bartlltt 구형성= 2271.99, df= 15, p= .00

2) 확인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은 연구자가 이론을 바탕으로 설정한 요인모형 즉, 탐색적 

요인 분석모형을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사용하는 통계 기법이다.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의 검증을 위해서 다양한 적합도지수를 복합적으로 확

인하는데 그 중 대표적으로 살펴보는 수치는 RMSEA로 0.05이하이면 좋은 적

합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적합도 지수들이 권장 기준값(GFI=.9 이상, 

AGFI=.9 이상, RMSEA=.05이하, NFI=.9 이상)을 충족시키거나 이에 가깝게 나

타나면 적합도가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도출된 확인요인분석 결과는 다음 <표 III-8>과 같이 GFI=.896, AGFI=.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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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I=.95, IFI=.962, CFI=.96, RMR=.003, RMSEA=.048 등으로 나타나 확인적 요

인분석이 일반적인 추천 기준값(GFI≥.90, AGFI≥90; RMR≤.50, χ²=421.74, 

df=71)을 충족시키거나 이에 가깝게 나타나 본 연구 도구가 구성 개념의 타당

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복합신뢰도 기준인 0.6이상, 분산추출지수(AVE)기준 0.5이상을 적용할 때, 

각각 0.6, 0.5이상을 보이고 있어 수렴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III-8> 확인적 요인분석 검증

관측변수
표준요인

적재값
S.E t값

복합

신뢰도
AVE 적합도

언어적

어휘의 적설성 0.95 - 

0.94 0.86

χ²=330.08
(p=0.00,
df=71)

RMR=0.03
RMSEA=0.05

GFI=0.90
AGFI=0.85
NFI=0.95
IFI=0.96
CFI=0.96

음성언어 0.91 0.03 36.65

설명방법 0.89 0.03 34.24

비

언어적

의사의 외적모습 

및 진료실 환경
0.87 -

0.92 0.84

라뽀형성 0.93 0.04 30.17

의사의 

적극적 

태도

적극성1 0.77 - 　

0.80 0.64적극성2 0.89 0.05 26.17

적극성3 0.87 0.04 20.06

의사에 

대한 

신뢰성

신뢰성1 0.79 - -

0.85 0.70

신뢰성2 0.89 0.05 22.31　

신뢰성3 0.86 0.05 21.26

신뢰성4 0.77 0.05 18.23

신뢰성5 0.88 0.06 22.15

신뢰성6 0.86 0.0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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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적 회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은 여러 개의 독립변수(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비언어적 커뮤

니케이션, 적극성)가 종속변수(의사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어떠한 

독립변수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며 그다음 독립변수의 영향력의 변화량을 

확인하기 위한 분석 방법이다.

아래의 표와 같이 언어적 커뮤니케이션만 독립변수로 입력하였을 때 수정된 

R제곱은 독립변수가 값이 0.68로 나타나며 모형2, 3과 같이 비언어적, 전문성

을 추가하였을 때 수정된 R제곱 값이 0.76, 0.76로 값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세 가지 독립변수 모두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모형 1은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요인이 t=30.71로 p<.001 수준에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모형 2는 모형 1에서 모델의 하위 요인(비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요인)을 추가한 결과, 종속 변인에 대해 언어적 커뮤니케

이션은 t=7.05으로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비언어적 커뮤

니케이션 요인도 t=12.52(p<.001)로 유의수준 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모형 3은 모형 2에 적극성 요인을 추가한 것으로 분석결과, 종속 변인에 

대해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요인은 t=6.75로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요인도 t=8.20(p<.001), 적극성 요인도 t=3.55 

(p<.001)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베타값이 가장 큰 요인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요인이었으며, 다음 

순서로는 적극성 >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III-9>와 같다.



- 65 -

<표 III-9>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모형1 모형2 모형3

SE 베타
t

(유의도)
SE 베타

t
(유의도)

SE 베타
t

(유의도)

(상수)
언어

커뮤니케이션

.10

.03
0.822

7.63
30.71

.09

.05
.324

5.09
7.05

.090

.046
0.31

5.03
6.75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0.05 0.58 12.52 0.06 0.46 8.20

적극성 0.04 0.15 3.55

통계량

R² 0.68 0.76 0.77

수정된R² 0.68 0.76 0.76

F 943.27(0.000) 712.10(0.000) 491.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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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및 논의

1. 인구의 통계학적 특성과 의사소통 기술통계 

가. 진료 시 의사와 환자의 의사소통 유형과 특징

두 개 이상의 다수 집단을 비교하고자 할 때 집단 내의 분산, 총 평균과 각 

집단의 평균차이에 의해 생긴 집단 간 분산의 비교를 통해 만들어진 F분포를 

이용하여 가설검정을 하는 분산분석을 이용하였다. 유의수준 0.05하에서 유의

확률이 0.05이상이면 그 집단은 집단 간의 평균 차이를 보이지 않고 0.05 미만

이면 집단 간의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검정할 수 있다.

(1) 의사의 특성은 성별, 연령대, 병원종류, 전공별(내과계. 외과계) 차이

가 있는가? 

의사의 특성에 따른 신뢰도 차이는 아래의 <표 IV-1>과 같이 병원종류, 전

공별, 성별, 연령별 분산분석을 통한 분석결과 병원종류, 전공, 성별, 연령 모

두 유의확률 0.05 이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룹 간 평균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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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1> 의사의 특성에 따른 신뢰도 차이

N Avg Std F 유의확률

의사

특성

병원

종류

대학병원/종합병원 116 3.91 .879

1.71 0.182중형병원 78 3.67 .95

개인병원 261 3.74 1.00

전공별

내과계 260 3.79 .94

1.85 0.161(w4))외과계 138 3.66 1.06

치과 57 3.93 .819

성별
남자 338 3.78 .96

0.29 0.59
여자 117 3.72 .98

연령별
30-40대 253 3.85 .97

2.38 0.093
50-60대 202 3.67 .94

의사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특성은 성별이나 전공 등에 따라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나 병원 진료실에서 의사라는 직책으로 환자를 만나는 진료면담 과정

에서는 의사의 성별, 연령대, 병원 종류, 전공별로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 환자의 주관적인 진료경험을 토대로 조사하였기에 환자가 ‘의사선생님’이

라는 의료전문가로 편견 없이 생각했을 것이라 본다.

(2) 환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연령대, 직업)에 따라 의사의 진료 

신뢰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환자의 특성에 따라 신뢰도의 차이는 <표 IV-2>와 같이 성별, 연령, 학력, 

직업을 분산분석을 통한 그룹 간 차이를 비교하였고 그 결과 모든 특성이 유

4) w(welch) 분산분석시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을 때 확인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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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확률 0.05 이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룹 간 평균차이가 없

다.

<표 IV-2> 환자의 특성에 따른 신뢰도 차이

　변인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유의확률

환자 

특성

성별
남자 158 3.85 .85

1.34 0.19
여자 297 3.73 1.02

연령

20대 168 3.83 .89

0.79 0.50(w)
30대 168 3.79 .95

40대 93 3.62 1.13

50대이상 26 3.81 .85

학력

고졸 이상 111 3.83 1.02

0.28 0.84
전문대졸 99 3.79 .83

대졸(학사) 222 3.75 .99

석사이상 23 3.65 .98

직업

회사원 163 3.67 .88

1.49 0.20(w)

사업 9 3.66 .68

전문직 37 3.84 .86

주부 64 3.58 1.20

프리랜서 41 3.86 1.01

공무원 21 3.74 1.09

무직 120 3.95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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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특성(성별, 연령대, 직업)에 따라 의사의 진료 신뢰도에 차이가 있을

까 알아본 결과 그룹 간의 큰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것은 환자 역시 개

인적 성향이나 특성, 선호도 등은 존재하겠지만 의사가 ‘의료전문가’라는 믿음

을 전제로 진료면담을 하기에 특정 집단이 의사의 진료를 더 신뢰하고 덜 신

뢰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3) 환자의 선호 감각 특성에 따라 의사에 대한 진료 신뢰도에 어떤 차

이가 있는가? 

환자의 선호 감각 특성에 따라 그룹 간의 차이를 분산분석 시 유의 확률 

0.05 이상으로 그룹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그룹 간 평균 차이는 없다.

<표 IV-3> 감각 선호도에 따른 그룹간 차이

N 평균 표준편차 F P-value

NLP
감각선호

V 127 3.71 1.04

0.44 0.72
A 48 3.89 .79

K 141 3.77 .93

D 139 3.78 .99

환자의 선호 감각 특성에 따라 의사의 신뢰도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

다. 이것은 선호 감각 특성에 따라 의사의 신뢰도에 직접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닌 중간 매개 요인인 의사가 환자와 소통하는데 어떤 선호 감각을 사

용하였는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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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선호 감각 특성과의 관계

(1) 환자의 성별에 따라 진료 시 특별히 선호도가 높은 감각이 존재하는가?

성별과 선호도 타입에 따른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

다. 귀무가설 ‘성별에 따른 선호도 타입에 연관성이 있다’에 대한 <표 IV-4>와 

같이 유의확률 0.49으로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성별에 따른 선호도 타입에 

연관성이 있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 

그리고 남성은 K 타입(Kinesthetic. 신체감각형)이 52명(32.9%)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반면 여성은 V 타입(Visual. 시각형)이 90명(30.3%)로 가장 높

은 빈도를 보였다.

<표 IV-4> 성별과 감각 선호도 타입에 따른 연관성 

선호도 타입
전체

시각형 청각형 신체감각형 내부언어형

성별

남자
빈도 37 18 52 51 158

성별 중 % 23.4 11.4 32.9 32.3 100

여자
빈도 90 30 89 88 297

성별 중 % 30.3 10.1 30.0 29.6 100

x2(p) 2.44(0.49)

p*<0.05, p**<0.01, p***<0.001

성별에 따른 선호도 타입에 연관성은 보이지 않았다. 또 남성은 K타입이 가

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여성은 V타입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곧 의사

들이 진료 시 남성 환자들에게는 악수라든지 어깨 두드림 등을 하면서 지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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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적절한 신체적 접촉이 좋은 느낌을 줄 수 있고, 여성 환자들에게는 깔끔

한 진료실 분위기와 의사의 단정한 외모, 따뜻한 시선과 표정, 치료 사진이나 

그림 등 시각적 요소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 

(2) 환자의 연령대에 따라 진료 시 특별히 선호도가 높은 감각이 존재하

는가?

연령과 선호도 타입에 따른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정확성 검정을 실시하

였다. 귀무가설 ‘연령에 따른 선호도 타입에 연관성이 있다’에 대한 <표 IV-5>

와 같이 유의확률 0.201으로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연령에 따른 선호도 타

입에 연관성이 있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 

그리고 20대은 D타입(Auditory Digital. 내부언어형)이 55명(32.7%)로 가장 높

은 빈도를 보였다. 30대는 K타입(Kinesthetic. 신체감각형)이 59명(35.1%)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40대는 V타입(Visual. 시각형)이 35명(37.6%)으로 가

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50대 이상은 K타입(Kinesthetic. 신체감각형)이 10명

(38.5%)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흥미로운 것은 20대 젊은층이 꼼꼼히 

따지며 논리적으로 파고드는 D타입이 많다는 것과 50대 이상이 느낌과 감각

을 중시하는 K타입이 많다는 것이다. 환자의 연령대만으로 선호감각을 확정지

을 수는 없지만, 최근 20대 젊은층 중에서 상품 후기나 투병기, 여행기 등을 

논리적이고 꼼꼼하게 작성하는 파워블로거나 유투버들이 많다는 것과 50대 이

상 중장년층에서 공감과 지지받는 느낌을 중시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흥미로

운 연구결과다. 특히 중년 여성들중에는 의사가 자신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 

동안 많이 힘드셨죠? 고생 많으셨어요. 도와드릴게요.”라고 말하며 손 한 번 

만 꼬옥 잡아주어도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떠올릴 수 있다. 과거 연구자

가 유방암 환우(주로 40~6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진행했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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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보면, 힘없이 병실에 누워있을 때 회진하시는 교수님께서 말씀은 많이 

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손을 따뜻하게 한 번 꼬옥 잡아주고 가면 정말 고맙고 

힘이 되었다고 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병원에서 적절히 활용한다

면 짧은 진료라도 환자에게 힘을 주고 의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표 IV-5> 연령대별 선호하는 감각선호도 

선호도 타입
전체

V A K D

연령

20대
빈도 45 17 51 55 168

연령수정 중 % 26.8 10.1 30.4 32.7 100

30대
빈도 38 19 52 59 168

연령수정 중 % 22.6 11.3 31.0 35.1 100

40대
빈도 35 11 28 19 93

연령수정 중 % 37.6 11.8 30.1 20.4 100

50대이상
빈도 9 1 10 6 26

연령수정 중 % 34.6 03.8 38.5 23.1 100

x2(p) 12.22(0.20)　

p*<0.05, p**<0.01, p***<0.001

다. 환자의 진료경험을 고려한 의사소통과 의사에 대한 진료 신뢰도와의 관계

진료경험을 고려한 소통이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11, 14

번 문항의 답변과 30-35번 문항 답변과의 관계를 단순선형회귀분석으로 실시

하였다. 분석결과, F=524.1(p<.001)으로 본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R2=0.54으로 54% 설명력을 나타냈다. 라뽀형성은 β=0.66(p<.001)으로 귀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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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이 기각, 대립가설이 채택되어 신뢰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β부

호가 정(+)적이므로 진료경험을 고려한 소틍이 증가하면 신뢰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 진료경험을 고려한 의사소통과 진료 시 의사에 대한 신뢰도 관계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p) F(p) R2

B SE β

(상수) 1.44 0.11 13.47***
524.1*** 0.54진료경험을 

고려한 소통
0.66 0.03 0.73 22.90***

*p<.05, **p<.01,***p<.001

진료경험을 고려한 소통이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단순선

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F=292.4(p<.001)으로 본 회귀모형이 적합

하다고 할 수 있다. R2=0.39으로 39% 설명력을 나타냈다. 라뽀형성은 β

=0.64(p<.001)으로 귀무가설이 기각, 대립가설이 채택되어 신뢰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고 있었다. β부호가 정(+)적이므로 진료경험을 고려한 소통이 증가

하면 신뢰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 32번 문항(의사의 진료를 신뢰한다)과의 관계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p) F(p) R2

B SE β

(상수) 1.50 0.14 10.81***
292.4*** 0.39

진료경험 0.64 0.04 0.63 17.10***

*p<.05, **p<.01,***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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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경험을 고려한 의사소통은 의사에 대한 진료 신뢰도를 높인다. 진료경

험이 증가할수록 의사에 대한 진료 신뢰도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환자의 

진료경험을 고려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의사에 대한 진료 신뢰도를 높인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환자의 진료 참여도, 특성이나 성향 등 환자에 대

한 기본 정보를 토대로 맞춤 진료를 할 경우 신뢰를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

다. 재진 환자 진료 시 (환자의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환자에게 조금 더 관심

을 갖고 진료를 하면 진료면담에 신뢰를 주는데 도움이 된다. 

라. 의사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소통 요인

이번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에 앞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AMOS 20.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한 결과, 적합도 지수

는 χ²=2.11, p=.549, df=3, RMSEA=.0.00, RMR=.01, GFI=.99, AGFI=.99, NFI=.99, 

IFI=.99, CFI=.999의 값이 도출되었다. 전체적으로 적합도 지수들이 권장기준값

(GFI=.9 이상, AGFI=.9 이상, RMSEA=.05 이하, NFI=.9 이상)을 충족시키거나 이

에 가깝게 나타나 적합도가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V-8> 연구모형의 적합성 

적합도지수 최적모형 측정값

χ² p>0.05 2.11 (0.55)

χ²/df 3.0 미만 0.70

RMSEA .05 이하 0.00

RMR .05 이하 0.01

GFI .9 이상 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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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어적 요소는 진료면담 시 의사의 진료 신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가?

‘언어적 요소(설명방식, 음성언어, 어휘의 적절성)는 신뢰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AMOS에 의한 구조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IV-9>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설의 언어적 요

소는 진료면담 시 의사의 진료 신뢰도에 정적인 영향을 의미하는 ß값이 .24, t

값이 5.40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9> 의사의 언어적 요소와 신뢰성과의 관계

가설 모수추정값 표준화계수 S.E t p

언어적 요소는 진료 면담 시 의사의 

진료 신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 

0.25 0.24 0.05 5.40 0.00

*p<.05, **p<.01,***p<.001

진료 시 의사의 설명방식, 음성언어, 어휘의 적절성 같은 언어적 커뮤니케이

션 요소는 진료 신뢰도에 영향을 미쳤다. 즉 의사는 진료 시 환자에게 설명하

는 방식이나 목소리, 말투 같은 음성적 부분, 전문용어를 알기 쉽게 사용하고 

적절한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GFI .9 이상 0.99

NFI .9 이상 0.99

IFI .9 이상 0.99

CFI .9 이상 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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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변 환경적 요인(의사를 찾게 된 경로, 진료 횟수, 진료 시 거리 등)

은 진료면담 시 의사의 진료 신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특성에서 방문 계기, 진료경험, 면담횟수와 30-35번 문

항과의 상호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이용하였다. 

진료경험에 따른 신뢰도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정확성 검정을 실시

하였다. 

<표 IV-10> 진료경험과 진료 시 의사에 대한 신뢰도와의 연관성

나는 의사의 치료, 처방을 신뢰한다. 

전체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진료

경험

초진
빈도 14 15 58 76 62 225

진료경험 중 % 6.22% 6.67% 25.78% 33.78% 27.56% 100%

재진
빈도 5 19 53 83 70 230

진료경험 중 % 2.17% 8.26% 23.04% 36.09% 30.43% 100%

x2(p) 5.698(0.223)

*p<.05, **p<.01,***p<.001

또한 방문 계기에 따른 신뢰도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정확성 검정을 실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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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11> 방문 계기에 따른 진료 시 의사에 대한 신뢰도와의 연관성 

나는 의사의 치료, 처방을 신뢰한다. 

전체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병원

방문

계기

광고

빈도 2 4 8 11 5 30

병원 방문계기 중 

%
6.67% 13.33% 26.67% 36.67% 16.67% 100.00%

가족/
지인

소개

빈도 6 8 21 44 26 105

병원 방문계기 중 

%
5.71% 7.62% 20.00% 41.90% 24.76% 100.00%

인터넷 

검색

빈도 3 6 17 27 29 82

병원 방문계기 중 

%
3.66% 7.32% 20.73% 32.93% 35.37% 100.00%

간판

(우연히)

빈도 0 1 2 9 10 22

병원 방문계기 중 

%
0.00% 4.55% 9.09% 40.91% 45.45% 100.00%

유명세

빈도 2 0 9 10 9 30

병원 방문계기 중 

%
6.67% 0.00% 30.00% 33.33% 30.00% 100.00%

병원

위치

빈도 6 15 54 58 53 186

병원 방문계기 중 

%
3.23% 8.06% 29.03% 31.18% 28.49% 100.00%

x2(p) 20.33(0.44)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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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횟수와 신뢰도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x2=20.27, p=0.01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0.05 기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나타남에 따라 귀무가설 기각, 대립가설이 채택되었다. 따라서 ‘면담횟수

와 신뢰도 간의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3회는 그렇다가 117명

(36.22%)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4-6회는 그렇다 와 매우 그렇다 각각 29명

(36.71%)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6회 이상은 매우 그렇다가 26명

(49.06%)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표 IV-12> 면담횟수와 진료 시 의사에 대한 신뢰도와의 연관성

나는 의사의 치료, 처방을 신뢰한다. 

전체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의사와

의 면담 

횟수

1-3회

빈도 16 25 88 117 77 323

의사와의 면담 

횟수 중 %
4.95% 7.74% 27.24% 36.22% 23.84% 100.00%

4-6회

빈도 2 4 15 29 29 79

의사와의 면담 

횟수 중 %
2.53% 5.06% 18.99% 36.71% 36.71% 100.00%

6회 

이상

빈도 1 5 8 13 26 53

의사와의 면담 

횟수 중 %
1.89% 9.43%  5.09% 24.53% 49.06% 100.00%

x2(p) 20.263(0.009)

*p<.05, **p<.01,***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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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시 의사에 대한 신뢰도에 있어서 환자의 진료경험과 진료 면담횟수와

는 차이가 있었다. 즉 진료경험이 1회 이상 있다고 해서 의사를 신뢰하는 신

뢰도가 높아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진료 면담횟수가 증가할수록 의사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진다는 것을 보였다. 이것은 1회 이상의 진료경험이 단순히 의

사에 대한 신뢰도 요인 만이 아닌 위치상으로 가깝거나 진료시간의 편의성, 

처음 방문 후 약 복용 후 한 번 더 방문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이

라고 해석된다. 반면 진료 면담횟수가 증가할수록 의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게 

나오는 것은 역으로 환자의 연속적인 재방문과 의사에 대한 신뢰도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환자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우선순위

‘의사의 비언어적 요소(의사의 외형적 요인, 진료실 환경 및 거리 등)는 신

뢰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AMOS에 의한 

구조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IV-13>과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즉, 가설의 비언어적 요소는 진료면담 시 의사의 진료 신뢰도에 정적인 영

향을 의미하는 ß값이 .36, t값이 6.45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3> 의사의 비언어적 요소와 신뢰성과의 관계

가설
모수

추정값

표준화

계수
S.E t p

비언어적 요소는 진료 면담 시 의사의 

진료 신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 
0.37 0.36 0.06 6.45 0.000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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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시 의사의 외형적 요인, 진료실 환경, 라뽀형성, 진료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는 적극성은 진료면담 시 의사의 진료 신뢰도에 모두 영향을 미쳤다.

또한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진료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언어적 요

소의 표준화 계수 0.24과 비언어적 요소의 표준화 계수 0.36을 비교하여 표준

화 계수가 0.36으로 더 큰 비언어적 요소가 진료 신뢰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 시 의사의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요소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요소 중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요소가 신뢰도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번 연구에서는 진료실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와 환자의 대화라는 점을 고려

하여 언어적 요소에서 의학적 내용 자체는 배제하고, 의사의 설명방식과 메시

지를 담아내는 음성언어, 적절한 어휘 사용 등을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으로 보

았다. 또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요소에는 의사의 외적인 모습과 함께 진료실 

환경, 라뽀 형성과 의사의 적극적인 진료 태도(적극성) 등을 함께 포함했다. 

곧 의사의 의학적 지식과 경험이 의사에 대한 신뢰도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실제 환자가 ‘이 분은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의사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진료 시 의사에게 보여지는 모습들,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진료 태도 등

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연구의 이론적 배경인 정교화 이론으로 본다면, 진료 시 의사에 대한 신뢰

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중심 경로인 의사의 의학 지식과 경험이 중요하다. 

그러나 주변 경로인 의사의 언어적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의사의 적극적인 

진료 태도 등도 신뢰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또 언어적,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요소 중에서도 환자들 누구나 공통으로 쉽게 느낄 수 있는 비언

어적 요소는 언어적 요소보다 의사에 대한 신뢰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

었다. 

이와 함께 의사-환자의 라뽀 형성은 진료면담 시 의사의 진료 신뢰도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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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문항 17, 18, 19, 20번(라뽀 형성 관련 

문항들) 문항들과 30-35번 문항(의사에 대한 신뢰도)과의 관계를 단순선형회귀

분석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F=850.3(p<.001)으로 본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R2= 

0.65으로 65% 설명력을 나타냈다. 라뽀형성은 β=0.79(p<.001)으로 귀무가설이 

기각, 대립가설이 채택되어 신뢰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β부호가 

정(+)적이므로 라뽀형성이 증가하면 신뢰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4> 의사-환자 라뽀 형성이 진료 시 의사에 대한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p) F(p) R2

B SE β

(상수) 0.97 0.1 9.68***
850.3*** 0.65

라뽀형성 0.79 0.03 0.81 29.16***

*p<.05, **p<.01, ***p<.001

분석결과, F=446.3(p<.001)으로 본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R2=0.50으로 50% 설명력을 나타냈다. 라뽀 형성은 β=0.80(p<.001)으로 귀무가

설이 기각, 대립가설이 채택되어 신뢰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β부

호가 정(+)적이므로 라뽀 형성이 증가하면 신뢰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5> 의사-환자 라뽀형성이 진료 시 의사에 대한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p) F(p) R2

B SE β

(상수) 0.99 0.14 7.24***
446.3*** 0.50

라뽀형성 0.80 0.04 0.70 21.13***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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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환자 라뽀가 증가하면 진료 시 의사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 커뮤니케이션에서도 긍정적인 유대관계인 라뽀(rapport)가 형성

이 잘 되면 신뢰도가 증가된다는 것은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났다. 이번 연구에

서 역시 의사-환자 간의 라뽀가 형성이 잘 되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또 공감대 형성이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16번-20번과 

30-35번 문항들 간의 단순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F=897.7 

(p<.001)으로 본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R2=0.66으로 66% 설명력

을 나타냈다. 공감대 형성은 β=0.81(p<.001)으로 귀무가설이 기각, 대립가설이 

채택되어 신뢰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β부호가 정(+)적이므로 공

감대 형성이 증가하면 신뢰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에게 공감과 

반영, 지지 등을 통해 공감대를 높일 수 있으며 환자가 선호하는 감각을 적극

적으로 고려하여 소통한다면 공감대 형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앞서 

밝혀졌듯이 의사의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보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진료 

시 의사에 대한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진료실

에 들어서는 환자에게 의사가 살짝 미소를 지어준다거나 눈인사를 하는 것, 

환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표현인 고개 끄덕임이나 아이컨텍 등이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된다.

<표 IV-16> 신뢰도 평균과의 관계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p) F(p) 　R2

B SE β

(상수) 0.90 0.1 8.97***
897.7*** 0.66

공감대 형성 0.81 0.03 0.82 29.96***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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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대 형성이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단순선형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F=450.0(p<.001)으로 본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R2=0.50으로 50% 설명력을 나타냈다. 공감대 형성은 β=0.80(p<.001)

으로 귀무가설이 기각, 대립가설이 채택되어 신뢰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β부호가 정(+)적이므로 공감대 형성이 증가하면 신뢰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7> 32번 문항(의사의 진료를 신뢰한다)과의 관계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p) F(p) 　R2

B SE β

(상수) 0.94 0.14 6.77***
450.0*** 0.50

공감대 형성 0.80 0.04 0.71 21.21***

*p<.05, **p<.01, ***p<.001

3. 환자의 선호 감각과 신뢰도 

환자의 NLP와 일치하는 의사소통 방법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

기 위해 단순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시각형 분석결과, F=97.96(p<.001)으로 본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

다. R2=0.75으로 75% 설명력을 나타냈다. V_type은 β=0.931(p<.001)으로 귀무

가설이 기각, 대립가설이 채택되어 신뢰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β

부호가 정(+)적이므로 V_type이 증가하면 신뢰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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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18> 신뢰도 평균과의 관계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p) F(p) 　R2

B SE β

(상수) 0.44 0.18 2.45***
97.96*** 0.75

V_type 0.93 0.05 0.86  19.09***

*p<.05, **p<.01, ***p<.001

시각형 분석결과, F=104.4(p<.001)으로 본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

다. R2=0.63으로 63% 설명력을 나타냈다. V_type은 β=0.962(p<.001)으로 귀무

가설이 기각, 대립가설이 채택되어 신뢰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β

부호가 정(+)적이므로 V_type이 증가하면 신뢰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9> 32번 문항(의사의 진료를 신뢰한다)와의 관계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p) F(p) 　R2

B SE β

(상수) 0.26 0.24 1.07***
104.4*** 0.63

V_type 0.96 0.07 0.79 14.47***

*p<.05, **p<.01,***p<.001

청각형 분석결과, F=17.34(p<.001)으로 본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

다. R2=0.6으로 60% 설명력을 나타냈다. A_type은 β=0.66(p<.001)으로 귀무가

설이 기각, 대립가설이 채택되어 신뢰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β부

호가 정(+)적이므로 A_type이 증가하면 신뢰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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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20> 신뢰도 평균과의 관계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p) F(p) 　R2

B SE β

(상수) 1.39 0.31 　 4.48***
17.34*** 0.6

청각형 0.66 0.08 0.77 8.30***

*p<.05, **p<.01,***p<.001

청각형 분석결과, F=11.25(p<.001)으로 본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

다. R2=0.25으로 25% 설명력을 나타냈다. A_type은 β=0.53(p<.001)으로 귀무가

설이 기각, 대립가설이 채택되어 신뢰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β부

호가 정(+)적이므로 A_type이 증가하면 신뢰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1> 32번 문항(의사의 진료를 신뢰한다)과의 관계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p) F(p) R2

B SE β

(상수) 1.87 0.53 3.53***
11.25*** 0.25

청각형 0.53 0.14 0.50 3.90***

*p<.05, **p<.01, ***p<.001

신체감각형 분석결과, F=232.3(p<.001)으로 본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R2=0.63으로 63% 설명력을 나타냈다. K_type은 β=0.76(p<.001)으로 귀무

가설이 기각, 대립가설이 채택되어 신뢰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β

부호가 정(+)적이므로 K_type이 증가하면 신뢰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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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22> 신뢰도 평균과의 관계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p) F(p) R2

B SE β

(상수) 1.10 0.18 6.01***
232.3*** 0.63

신체감각형 0.76 0.05 0.80 15.24***

*p<.05, **p<.01, ***p<.001

신체감각형 분석결과, F=88.93(p<.001)으로 본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R2=0.39으로 39% 설명력을 나타냈다. K_type은 β=0.68(p<.001)으로 귀무

가설이 기각, 대립가설이 채택되어 신뢰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β

부호가 정(+)적이므로 K_type이 증가하면 신뢰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3> 32번 문항(의사의 진료를 신뢰한다)과의 관계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p) F(p) R2

B SE β

(상수) 1.36 0.27 5.12***
88.93*** 0.39

신체감각형 0.68 0.07 0.62 9.40***

*p<.05, **p<.01,***p<.001

내부언어형 분석결과, F=313.4(p<.001)으로 본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R2=0.70으로 70% 설명력을 나타냈다. D_type은 β=0.87(p<.001)으로 귀무

가설이 기각, 대립가설이 채택되어 신뢰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β

부호가 정(+)적이므로 D_type이 증가하면 신뢰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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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24> 신뢰도 평균과의 관계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p) F(p) R2

B SE β

(상수) 0.67 0.19 　 3.701***
313.4*** 0.70

내부언어형 0.87 0.05 0.083 17.70***

*p<.05, **p<.01, ***p<.001

내부언어형 분석결과, F=215.9(p<.001)으로 본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R2=0.61으로 61% 설명력을 나타냈다. D_type은 β=0.90(p<.001)으로 귀무

가설이 기각, 대립가설이 채택되어 신뢰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β

부호가 정(+)적이므로 D_type이 증가하면 신뢰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5> 32번 문항(의사의 진료를 신뢰한다)과의 관계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p) F(p) R2

B SE β

(상수) 0.61 0.23 2.67***
215.9*** 0.61

내부언어형 0.90 0.06 0.78 14.70***

*p<.05, **p<.01,***p<.001

환자의 선호 감각과 일치하는 의사소통 방법이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단순선형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가지 모든 타입이 그와 관

련된 소통방법에서 신뢰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NLP의 선호표상체계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감각(평소 많이 활용하는 감각)에 따라 유형별로 나눈 것

이다. 사람마다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일 때 자신만의 감각을 사용해서 더욱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료면담에서도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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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호하는 감각과 일치하는 의사소통 방법은 환자가 그 메시지를 기억하고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진료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의사의 적극적인 진료 태도가 신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아보기 위해 내용 요약 및 강조, 확인 질문을 통해 환자의 이해도를 고려한 

의사소통이 진료 신뢰도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알아보았다. 

내용 요약 및 강조, 확인이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11번, 

13번, 15번과 30-35번 문항들 간의 답변을 단순선형회귀분석으로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F=572.1(p<.001)으로 본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R2=0.56

으로 56% 설명력을 나타냈다. 내용 요약 및 강조, 확인은 β=0.69(p<.001)으로 

귀무가설이 기각, 대립가설이 채택되어 신뢰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

다. β부호가 정(+)적이므로 내용 요약 및 강조, 확인이 증가하면 신뢰도도 높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6> 신뢰도 평균과의 관계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p) F(p) R2

B SE β

(상수) 1.31 0.11 12.23***
572.1*** 0.56내용요약 및 

강조, 확인
0.69 0.03 0.75 23.92***

*p<.05, **p<.01, ***p<.001

내용 요약 및 강조, 확인이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단순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F=309.4(p<.001)으로 본 회귀모형이 적

합하다고 할 수 있다. R2=0.41으로 41% 설명력을 나타냈다. 내용 요약 및 강

조, 확인은 β=0.67(p<.001)으로 귀무가설이 기각, 대립가설이 채택되어 신뢰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β부호가 정(+)적이므로 내용요약 및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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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이 증가하면 신뢰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7> 32번 문항(의사의 진료를 신뢰한다)과의 관계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p) F(p) R2

B SE β

(상수) 1.38 0.14 9.80***
309.4*** 0.41내용요약 및 

강조, 확인
0.67 0.04 0.64 17.59***

*p<.05, **p<.01, ***p<.001

내용 요약 및 강조, 확인과정 곧 의사의 적극성이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기 위해 단순선형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내용 요약 및 강조, 확인

이 증가하면 신뢰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면담 시 의사가 진료 

내용을 요약해주고 강조해주고, 환자가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인해주는 것이 

증가하면 진료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또 NLP 타입에 따른 진료 시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방법은 입력(Enter)을 선택하였다. 

F=261.10(p<.001)로 본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adj. R2=0.78으로 

78% 설명력을 나타냈으며 Durbin-Watson의 계수가 2.04로 자기 상관성에 문제

를 보이지 않았다. 분석결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의사의 적극성,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순으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며 NLP 타입에 따라 D > K > A 

> V 순으로 각각 신뢰도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성별과 

연령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와 같이 성별과 연령의 차이 없이 선호도 타입에 

따른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중점을 두며 D타입의 선호도인 환자일수록 좀 

더 진료 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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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28> 선호감각 타입에 따른 진료 시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p) TOL VIF

B SE β

(상수) 0.35 0.100 3.61*** 　

V_Type -0.03 0.06 -0.013 -0.495 0.72 1.39

A_Type -0.05 0.08 -0.017 -0.68 0.83 1.21

K_Type -0.02 0.06 -0.007 -0.26 0.72 1.40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0.25 0.05 0.244 5.400*** 0.24 4.13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0.37 0.06 0.354 6.38*** 0.16 6.22

적극성 0.34 0.05 0.331 7.06*** 0.23 4.49

F(p) 261.10***

adj.R2 0.78

Durbin-Watson 2.04

*p<.05, **p<.01, ***p<.001

Reference group : NLP Type*D_Type

4. 진료 신뢰도에 따른 환자의 치료 순응도

의사설명에 대한 이해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11번, 

14번 문항과 32번 문항 간의 단순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F=292.4(p<.001)으로 본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R2= 0.39으로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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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력을 나타냈다. 의사설명에 대한 이해가 β=0.64(p<.001)으로 귀무가설이 

기각, 대립가설이 채택되어 신뢰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β부호가 

정(+)적이므로 의사설명에 대한 이해가 증가하면 신뢰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9> 의사설명에 대한 이해와 진료 시 의사에 대한 신뢰도와의 관계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p) F(p) R2

B SE β

(상수) 1.50 0.14 10.81***
292.4*** 0.39의사설명 

이해
0.64 0.04 0.63 17.10***

*p<.05, **p<.01, ***p<.001

곧 환자가 의사의 설명을 제대로 이해했을 때 의사의 진료 신뢰도는 높아진

다. 환자에게 진료 시 의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환자의 선호 감각이나 이해수준을 고려하여 적절히 설명해주고 환자가 

이해했는지 재확인하는 과정, 의사의 적극성이 필요하다. 

신뢰도가 치료 순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32번과 33번 문

항과의 관계를 단순선형회귀분석으로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F=420.8(p<.001)으

로 본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R2=0.48으로 48.2% 설명력을 나타냈

다. 신뢰도가 β=0.655(p<.001)으로 귀무가설이 기각, 대립가설이 채택되어 신

뢰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β부호가 정(+)적이므로 신뢰도가 증가

하면 치료 순응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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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30> 진료 시 의사에 대한 신뢰도와 환자의 치료 순응도와의 관계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p) F(p) R2

B SE β

(상수) 1.42 0.13 11.35***
420.8*** 0.48의사의 치료, 

처방을 신뢰한다
0.66 0.03 0.69 20.51*** 

*p<.05, **p<.01, ***p<.001

진료 시 의사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하면 환자의 치료 순응도가 높아진다는 

이번 연구결과는 의사들이 환자의 치료를 위해 의술을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

하지만 무엇보다 진료 시 의사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료에 대한 신뢰를 주면 그 진료를 믿고 따라오는 치료 순응도가 높아진다는 

것이 예상이 아닌 객관적인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이것은 진료면담 과정이 

단순히 문진의 과정을 넘어 환자를 치료에 임하게 하고 환자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신뢰도가 재방문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32번(의사의 진료를 신

뢰한다)과 34번(재방문하겠다)과의 관계를 단순선형회귀분석으로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F=622.0(p<.001)으로 본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R2=0.58

으로 58% 설명력을 나타냈다. 신뢰도가 β=0.83(p<.001)으로 귀무가설이 기각, 

대립가설이 채택되어 재방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β부호가 정(+)

적이므로 신뢰도가 증가하면 재방문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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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31> 진료 신뢰도와 재방문과의 관련성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p) F(p) R2

B SE β

(상수) 0.64 0.13 　 4.94***
622.0*** 0.58의사의 치료, 

처방을 신뢰한다
0.83 0.03 0.76 24.94***

*p<.05, **p<.01, ***p<.001

또한 신뢰도가 추천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32번(의사의 진료를 

신뢰한다)와 35번(추천하겠다) 문항과의 관계를 단순선형회귀분석으로 실시하

였다. 

분석결과, F=443.6(p<.001)으로 본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R2=0.50으로 50% 설명력을 나타냈다. 신뢰도가 β=0.73(p<.001)으로 귀무가설

이 기각, 대립가설이 채택되어 추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β부호가 

정(+)적이므로 신뢰도가 증가하면 추천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2> 진료 시 의사에 대한 신뢰도와 추천과의 관련성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p) F(p) R2

B SE β

(상수) 0.92 0.12 6.78***
443.6*** 0.50의사의 치료, 

처방을 신뢰한다
0.73 0.04 0.70 21.06***

*p<.05, **p<.01,***p<.001

신뢰도가 재방문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단순선형회귀분석을 실

시한 결과, 의사에 대한 진료 신뢰도가 높아지면 재방문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뢰도가 증가하면 추천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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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의사에 대한 진료 신뢰도가 증가하는 것은, 환자의 치료 순응도를 높이는 

것을 넘어 환자의 재방문 의사를 높이고 의사를 추천하는 비율까지 높아진다. 

의료 공급의 증가로 의료 시장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연구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의사들이 병원을 개원하며 좋은 입지 조건과 

좋은 시설 등 여러 가지에서 신경을 쓰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의사가 진료 시 

환자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5. 종합적 논의 

이번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와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료 시 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즉 언어, 비언어, 적극적인 진료 태도는 

실제로도 의사에 대한 진료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국내외 선행연구들과도 결과가 일치하였다(김민정, 2009; 김상우 

외, 2009; 김봉철 외, 2013; 박성덕, 2017; 박일환 외, 2001; 서판수, 2002; 임지

혜 외, 2009; 유재웅 외, 2010; 정미영, 2015; 박진 외, 2016; Friedman, 1979; 

Parker, Aaron, & Baileet, 2009 등).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진료 시 의사가 환자와 라뽀를 형성하는 것에서 나아

가 환자가 주어진 정보를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며 치료

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주는 등 의사의 적극적인 진료 태도까지 커뮤니케이션

에 포함하여 의사에 대한 신뢰도와의 관련성을 보았다. 그 결과 의사의 적극

적인 진료 태도가 의사에 대한 진료 신뢰도에서 중요하게 나타났다.

둘째, 진료 시 의사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언어적 커뮤니케이션보다 

의사에 대한 신뢰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의 대인 커뮤니케이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는 결과이지만, 김봉철 & 박



- 95 -

진영(2013)의 '의사 커뮤니케이션에서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의 상

대적 중요도에 대한 탐색적 고찰' 연구와는 조금 다른 연구결과를 보여준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의사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의사와 환자의 인식을 비교 분

석하여 중요도에 대한 인식 차이를 알아본 결과, 언어적 메시지가 비언어적 

메시지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각각의 연구에서 주목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곧 이들 연구에서는 의사-환자 커뮤니케이션에서 

의사와 환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곧 인식을 알아보는 것이기에 의사

의 설명이나 피드백 등이 가장 우선으로 나온 것이다. 반면 이번 연구는 환자

가 실제 진료면담에 참여했을 때 의사의 진료에 신뢰를 느끼게 되는 요인에 

주목하였다. 곧 대부분 진료면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의 설명이라고 인

식하지만, 실제 환자가 진료 시 의사에 대해 가장 먼저 신뢰를 느끼는 부분은 

지금 눈으로 보고 느껴지는 의사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이다. 

Friedman(1979)도 환자들이 의사가 환자들에게 기대하는 것의 대부분을 언어적 

메시지보다 비언어적 메시지를 통해 인식한다고 밝혔다. 또 의사들이 환자들

에게 얼마나 관심을 주고 있는지 역시 비언어적 메시지를 통해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봉철, 박진영, 2013). 이렇듯 진료면담에서 비언어가 중요하게 작용

한다는 것과 환자들이 비언어적 메시지를 통해 많은 부분을 인식한다는 결과

는 외국의 연구들에서도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첫 만남에서 느낀 인상, 외

모, 분위기 등이 그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을 형성하여 그 사람에 대한 신념이

나 지식, 기대를 형성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초두효과(primacy effect)가 

진료면담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일단 환자가 의사에게 신뢰감이 느

껴질 때 의사의 메시지에도 집중해서 귀 기울이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

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동안 의사들이 쉽게 간과했던 표정이나 시선 처리, 제

스처, 진료실 환경과 진료 거리 등 다양한 비언어들을 더욱 신경 써야 한다는 

타당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이번 결과가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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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진료 시 환자의 선호 감각과 일치하는 의사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의사의 진료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높였다. 그동안 의사와 환자 관계에 관련

된 연구들은 커뮤니케이션 관점보다는 주로 의학이나 간호학 입장에서 더욱 

많이 진행되었다(이두원, 2000; 김용대, 2002; 한미정, 2005; 김민정, 2009). 또 

진료면담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더라도 진료면담 시 환자의 

선호 감각에 맞춰 소통하는 것에 대해 다루었던 논문은 거의 없었다. 환자의 

성별, 병력, DISC, MBTI와 같은 성격유형과 관련된 연구들은 가끔 있었지만, 

환자가 선호하는 소통 방식 즉 선호 감각과 관련된 논문은 찾기가 어려웠다. 

반면 이러한 국내에 비해 외국에서는 의사-환자 관계(Szasaz, Hollender, 1956)

에 관한 연구를 시작으로 의사-환자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Emanuel, Emanuel, 

1992), 의사의 언어 형태가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Buller, Buller, 1987; Milmoe, 

et al.,1976), 의사-환자 다양한 언어 행위에 대한 분석(Aronsson, Rundstom,1989; 

Fisher, Groce, 1990; Tannen, Wallat, 1986), 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에 관한 

논의들(Bensing, 1991; Buller, Buller, 1987; Dowsett, 2000; Flocke, Miller, 

Crabtree, 2002; Weiss, Mohr, 1991; Ong, et al 등)이 훨씬 다양하게 연구되었다. 

특히 진료면담 과정을 만족도, 재방문과 같은 의료서비스적 관점에서 주로 연

구가 진행되어왔던 국내에 비해 진료면담에서의 커뮤니케이션 과정과 환자의 

개인적 특성에 관심을 두어왔다. 또 진료면담 과정에서의 의사와 환자의 커뮤

니케이션 행태나 관계에 따라 나중에 환자가 어떠한 치료결과를 보이는지 등

과 같은 연구들(Ong, et al., 1995; Beck, Kaplan, Frankel, 1989)도 진행되었다. 

그리고 다양한 연구들에서 의사와 환자 간의 원활하고 좋은 커뮤니케이션이 

정서적 건강, 증상 해결, 기능, 고통 감소 등의 건강을 증진하고 환자의 만족

을 증가시키는 반면, 좋지 못한 커뮤니케이션이 의사의 처방에 대해 비협조적 

태도, 치료결과에 대한 불만 등의 많은 문제를 만든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Towel, Godo-lghin, Alexander,2006; 제석봉, 2007). 이러한 측면에서 의사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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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간의 의사소통에서 환자가 선호하는 소통 방식을 알고 그에 맞춰서 ‘맞춤

형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진료실에서 의사와 환자의 대화

는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대화가 많다. 또 의사가 환자에게는 생소하거나 어

려운 의학 내용을 설명하고 교육하는 부분도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자 선

호 감각에 맞춰서 소통하는 것은 메시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더욱이 

성격유형 검사인 에니어그램이나 MBTI 등은 검사 문항 자체가 많고, 검사 결

과 나올 수 있는 성향이 너무 다양하다. 즉 진료실에서 바로 환자를 파악해서 

진료면담에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선호 감각 같은 경

우는 설문 문항 자체가 10개로 비교적 간단한 편이며 그중에서 진료의 흐름에 

무리가 없는 2~3가지 문항(“스트레스받으면 주로 무슨 일을 하시나요?” 등)을 

던져서 환자의 선호 감각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성

을 갖고 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 환자들이 자신의 선호 감각과 일치하는 의

사의 진료 방식에 더욱 신뢰하는 결과를 볼 수 있었기에 앞으로 의료현장에서 

이번 연구결과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의사 진료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면 환자들은 의사의 치료 및 처방

에 대한 순응도 역시 높아졌다. 또 의사를 재방문하고, 추천할 의사까지 갖고 

있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데 환자의 치료 순응도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다. 환자가 의사의 치료에 얼마나 잘 따라오는지가 치료의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선행연구들은 환자의 진료만족도와 충성도, 재방문 의사 

등에 관련된 것들이 많았다(신호철 외, 1994; 김용대, 2002; 서판수, 2002; 김양

균 외, 2003; 김봉관 외, 윤종록 외, 2008; 박진 외, 2009; 최귀선 외, 2000; 이

종학, 2013; 정미영, 2015; Stewart, 1995 등). 그러나 환자의 만족도와 충성도는 

진료에 대한 신뢰도보다는 병원 경영이나 서비스와 관련이 더 깊다. 환자의 

치료를 최우선으로 놓고 볼 때는 만족도나 병원 충성도 보다는 의사에 대한 

진료 신뢰도가 가장 중요하다. 환자가 의사의 진료를 신뢰하고 '의사가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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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쳐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치료 순응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 외 서비스적인 부분은 병원을 재방문하거나 의사의 진료를 신뢰

하는데 매개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환자의 치료 순응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들이 같은 병원을 오래 

다니면서도 의사가 지시하는 식이요법이나 생활습관 지도에 순응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환자의 환경이나 치료 의지, 성향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진료 시 의사의 설명이나 처방, 지시, 교육을 신뢰할수록 

환자가 경각심을 갖고 자신의 생활습관을 바꾸고 약을 잘 챙겨 먹을 것이다. 

그것은 치료와 복약 순응도를 가장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진료면담 과정

이라는 것이다. 환자들은 의사들이 진단 결과나 치료방법, 주의사항 등을 자세

하게 설명해 줄 때 의사의 지시사항을 더 잘 수용하려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

이다(Kim, et al., 2002; 김봉철 외, 2013). 

이번 연구에서는 진료면담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이 되면서도 그동안 다른 

연구에서는 많이 다루지 않았던 '의사들이 왜 진료면담에서 환자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한가?'를 실제 환자들의 진료경험을 통해 연구결과로 증명했다. 

곧 의사는 환자를 잘 치료하기 위해 가장 먼저 진료 시 환자에게 신뢰를 주어

야 하며, 그 신뢰를 바탕으로 환자가 치료에 순응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다. 

앞으로도 진료 시 환자가 의사를 신뢰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한다면 환자의 치료 순응도 향상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이

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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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이번 연구의 목적은 의사와 환자 간의 진료면담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며, 이러한 요인이 의사의 진료 신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다. 구체적으로 네 가지 연구문제를 알

아보고 그 결과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즉 언어, 비언어, 적극적 진료 태도가 의사에 

대한 진료 신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진

료 시 의사의 커뮤니케이션을 크게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비언어적 커뮤니케

이션, 적극적인 진료 태도(환자의 이해도나 특성, 선호 감각 등에 맞춰서 적극

적인 태도로 소통하는 것)를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다. 그래서 이 세 부분이 환

자가 실제 진료를 받으며 의사의 진료를 신뢰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아보고자 했다. 연구결과 진료면담에서 의사의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적극적인 태도 모두 진료 신뢰도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의사의 언어적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진료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

는 정도는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일반적인 대인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언어적 커뮤니케이션보다 더 영향을 미

친다는 결과들이 있었다. 그러나 의사와 환자의 대화인 '진료면담'은 의학 지

식이 많은 의료전문가와 의학 지식이 적은 비전문가와의 소통이다. 이렇게 조

금은 특별한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도 동일한 연구결과가 나오는지, 의사의 

언어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중에서 어떤 요소가 의사에 대한 신뢰도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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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연구결과 진료면담에서도 비언어 커뮤

니케이션이 언어적 커뮤니케이션보다 의사에 대한 신뢰에 더욱 영향을 미쳤다

는 것을 밝힐 수 있었다. 

셋째, 환자의 선호 감각과 의사에 대한 진료 신뢰도는 관련이 있는가를 알

아보고자 했다. 환자의 선호 감각과 일치하는 의사의 진료(문진이나 설명 등)

가 환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나아가 의사에 대한 신뢰도까지 높여서 치료 순응

도로 연결된다면, 그동안 의사의 설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졌던 노인층이나 

약해진 체력으로 집중력이 저하된 환자들, 특히 의사의 설명이나 교육에 순응

하지 못했던 만성질환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기 

때문이다. 연구결과 환자들의 선호 감각과 일치하는 소통 방식을 하는 의사에

게 더욱 신뢰도가 높아졌다.

 넷째, 의사의 진료에 대한 신뢰도와 실제 환자의 치료 순응도는 어떤 관련

이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했다. 가끔 의사를 별로 신뢰하지 않아도 의사가 권

한 치료나 약 복용에 따르기도 하고, 의사의 진료를 신뢰하는 것 같은데 치료

에 잘 따르지 않는 모습도 보여서 실제 의사에 대한 진료 신뢰도와 그에 따른 

환자의 치료 순응도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객관적인 데이터로 알아보고자 

했다. 연구결과 진료 신뢰도가 높아질수록 환자들은 치료와 처방에도 더욱 잘 

순응하며 재방문, 주변 추천까지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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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기초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료면담에서 의사의 커뮤니케이션이 진료 신뢰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의사가 그저 편한 방식대로 모든 환자를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대하며 소통하기보다는 환자와 인간적 라뽀를 형성하고 환자의 이해도나 특성 

등에 맞춰 각 환자에 맞춰 설명해주는 적극적인 진료 태도가 중요하다. 같은 

진료도 어떤 환자는 만족도가 높고 어떤 환자는 만족도가 낮다. 또 의사에게 

똑같은 교육을 받아도 어떤 환자는 경각심을 갖고 바로 식이 습관을 바꾸고 

치료에 순응하는 반면 어떤 환자는 가볍게 생각하고 순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환자의 특성이나 성향, 이해도 등 환자마다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환자들을 의사가 똑같은 메시지로 똑

같은 소통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환자마다 순응도에 차이가 나타난다. 다른 직

업과 달리 의사는 환자의 소중한 건강을 돌보고 치료하는 중요한 역할과 책임

을 안고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더욱 책임을 갖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진료면담에서 의사의 비언어가 언어보다 진료에 대한 신뢰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의사들이 메시지를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것에서 나아가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비언어를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때로

는 환자에게 중요한 부분을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 보다 환자의 눈을 정확히 

응시하며 암묵적으로 메시지를 교류하는 것이 메시지 전달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 특히 의사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대부분 전문 의학 지식이기에 그 메시

지의 질(quality)이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에는 비전문가인 환자로서는 한계가 

있다. 곧 의사가 메시지를 전달할 때의 표정이나 자세 등 환자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그러므로 의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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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건강을 생각하며 메시지에 공을 기울이더라도 그 메시지를 전달할 때 

컴퓨터 화면만 보거나 환자를 훈계하는 말투로 미간을 찡그리며 이야기한다면 

환자는 의사가 자신의 건강을 생각하며 만든 메시지를 자신을 진심으로 위하

는 메시지인지 믿지 못할 수 있다. 혹시 바쁜 진료 속에서 처방전이나 소견서 

등을 작성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시선을 컴퓨터 화면에 두게 된다면 환자에게 

목소리라도 더욱 크고 친절하게 내어서 라뽀를 깨지 않아야 한다. 

셋째, 환자의 선호 감각과 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이 일치할수록 진료 신

뢰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의사가 환자의 선호 감각을 참고하여 소통하면 진료

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한다. 환자의 선호 감각은 진료 초반 몇 가지 선

호 감각 질문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데 환자의 질문이나 답변을 들을 때 표

현방식에 좀 더 주의하며 들어보는 것도 환자의 유형 파악에 도움이 된다. 

진료 초반 몇 가지 선호 감각 질문은 NLP 선호 표상 체계에서 몇 문항을 

실제 던져보는 것도 방법이다. 선호 표상 체계 문항 중에서 진료 시 질문해도 

어색하지 않으면서 손쉽게 던질 수 있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나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7번 문항은 다음의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정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기

(A), 계획을 세울 때 전체적인 모습을 먼저 그려보기(V), 정보나 자료가 있을 

때 논리적 체계를 세우고 정리하기(D), 사람을 처음 만날 때 그에 대한 느낌

을 중시하기(K)다. 또한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런 일을 한다.”라는 9번 

문항은 다음의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일을 우선훈위로 정하는 것이

다. 음악을 듣는다(A), 책을 읽고 사색을 한다(D), 편안하게 누워서 휴식을 취

한다(K), 좋은 경치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나 그림을 본다(V)가 있다. 

이러한 질문들을 적절히 활용하여 실제 진료면담에서도 “환자분은 스트레스

를 받으면 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환자분은 어떤 일을 하실 때 가장 편

안하고 좋으신가요?”라는 질문은 자주 오는 만성질환자들에게 던져서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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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 감각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 교육하고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례로 환자가 “저는 영화를 봅니다.” “그림 감상을 합니다.” 식으로 답한다면 

선호 표상 체계 검사에서 제시된 바로는 보는 것이 강한 시각선호형 확률이 

높다. 또 “저는 운동을 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일부러 몸을 움직이며 청

소를 합니다.” “땀이 흠뻑 날 정도로 등산을 합니다.” 식으로 답한다면 직접 

몸을 움직이고 느끼는 것을 중시하는 신체감각 선호일 확률이 높다. 만약 환

자가 “저는 음악을 듣습니다.” “아내와 대화하며 조언을 듣습니다.” 식의 대답

이라면 듣는 것을 중시하는 청각선호일 확률이 높다. 혹은 “혼자 사색하는 시

간을 갖습니다.” “꼼꼼하게 분석하여 문제점과 해결점을 찾습니다.”식으로 혼

자 내부적으로 분석하고 조용히 해결하는 스타일은 내부언어 선호일 확률이 

높다. 물론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선호 감각이 강하게 나타나서 잠시만 이야기

를 해봐도 선호 감각을 쉽게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두세 가지 선호 감

각이 복합적으로 선호되는 사람이라서 선호하는 감각을 바로 알아내기 힘들 

수도 있다. 그러나 다양한 선호 감각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자신이 가장 

편하게 느끼는 감각이 있다. 공부할 때도 눈으로 보면서 공부가 잘 되는 사람

이 있고 다른 사람의 강의를 귀로 들으며 공부가 잘 되는 사람이 있다. 강의 

슬라이드를 볼 때도 수치를 나타내는 그래프 몇 개로 전체 내용이 이해되는 

사람이 있고, 자세하게 설명이 있어야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다. 일상에서도 

상대의 옷차림을 기억 잘 하는 사람이 있고, 상대의 목소리나 말투를 기억 잘 

하는 사람이 있다. 곧 자신에게 중요한 상황이나 주의 집중이 필요한 상황에

서는 여러 감각들 중에서도 특히 자신이 선호하는 감각이 빛을 발하게 된다. 

초진 환자의 선호 감각을 파악하고 싶다면, “저희 병원에 어떻게 오시게 되

었습니까?”로 시작해도 도움이 된다. NLP 연구에 따르면 청각형은 소문이나 

추천 등 듣는 정보가 방문 경로가 될 수 있다. 시각형은 본인이 간판을 직접 

보고 들어오거나 광고를 보고 왔을 확률이 높다. 신체감각형은 특별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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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그냥 느낌이 좋아서, 병원 이름이 기억에 남아서, 주차가 편리해 보여서 

등 느낌으로 찾아왔을 확률이 높다. 내부언어형은 본인이 꼼꼼히 조사하고 의

사의 학력이나 전문성 등을 면밀히 따져서 신뢰가 생겨서 왔을 확률이 높다. 

물론 단 몇 개의 질문으로 선호 감각을 백 퍼센트 맞출 수는 없지만, 환자

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진료를 볼 때보다 환자가 어떤 경로로 병원에 왔는

지, 또 환자가 증상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 그 방식이나 어휘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선호 감각을 파악하고 진료를 보면 환자와의 소통에 도움이 된다. 

NLP에서는 선호표상체계가 특정한 감각에 집중하는 일종의 필터라고 설명한

다. <표 V-1>은 진료면담 시 의사들이 진료 흐름에 맞춰 자연스럽게 환자들의 

선호 감각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들이다. NLP 선호표상체계의 문항 몇 개(1번 

문항- 나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7번 문항- 나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9번 문항- 나는 스트레

스를 받으면.. 이런 일을 한다)와 선호표상체계 문항들을 바탕으로 NLP에서 

설명하고 있는 각 선호 감각 유형의 특징에 맞춰서 연구자가 만든 것이다. 

“어떤 식으로 아프셨습니까?”와 같은 질문은 환자의 경험이나 느낌을 스스로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기에 환자가 선호하는 감각을 넣어서 이야기할 확률이 

높다. 만약 환자와의 진료면담 시간이 여유가 있다면 “김 선생님, 주말에는 무

슨 일을 하십니까?” “퇴근 후에는 주로 어떻게 보내십니까?” “스트레스 받으

면 무슨 일을 하십니까?”식으로 진료의 흐름에 맞춰서 환자의 습관이나 행동

을 알 수 있는 질문들을 던져보면 환자의 답변을 통해 시각형, 청각형, 신체감

각형, 내부언어형을 파악하는 단서를 얻을 수 있다. 대부분 자신의 경험이나 

생생한 느낌을 말할 때 자신의 선호 감각이 가장 잘 드러나게 된다. 이러한 

선호 감각을 알게 되면 환자의 이해도를 높여서 의사가 기대하는 치료로 환자

를 이끄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례로 똑같은 당뇨 환자일지라도 시각형 당

뇨 환자에게는 당뇨 합병증 모습이 담긴 사진 한 장이 환자에게 경각심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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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여 식이 교육이나 생활습관 개선 등에 효과적일 수 있으며, 청각형 당뇨 

환자에게는 다른 환자의 성공이나 실패 사례를 들려줌으로써 생활습관 개선에 

대한 깨달음을 줄 수 있게 된다.

<표 V-1> 진료 시 환자 선호감각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질문 리스트

질문 리스트
초진 

환자

재진

환자

저희 병원을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내원경로)

 - 소문, 병원 후기를 듣고 왔다. (청각형)

 - 내가 간판 보고 왔다. (시각형)

 -정보를 꼼꼼히 찾아보고 왔다. (내부언어)

 - 그냥 왔다./주차장이 편해 보였다. (신체감각)

√

(추운 날씨에) 오실 때 힘드시지는 않으셨어요?

(오면서 보고 듣고 느낀 점)
√ √

어떤 식으로 아프셨나요?**** 

(환자가 표현하는 방식으로 

환자가 선호하는 설명방식을 파악)

√ √

스트레스 받으시면 주로 무슨 일을 하시나요?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일은 대체로 본인이 선호하거나 

편안하게 생각하거나 좋아하는 일)

 - 음악을 듣는다/주변에 조언을 구한다(청각형)

 - 책을 읽는다/영화를 본다. (시각형)

 - 혼자 조용히 사색하며 쉰다.(내부언어)

 - 운동을 하며 땀을 흘린다.(신체감각)

√ √

주말(퇴근 후)에 주로 무슨 일을 하시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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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 이론에 '거울 효과(mirroring effect)'라는 것이 있다. 선호 감각에 적절히 

맞춘 진료는 거울 효과와 유사한 효과를 지니게 된다. 상대의 행동이나 말을 마

치 거울에 비추듯이 은연중에 따라 하면 동질감이 생겨서 라뽀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선호 감각 역시 이와 같다. 환자의 선호 감각을 적절히 진료에 잘 

이용한다면 환자가 의사의 설명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하며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결국 진료에 대한 믿음까지 높일 수 있고 치료 순응도를 높이게 된다. 

넷째, 환자의 진료 신뢰도가 높아지면 실제 치료 순응도도 높아진다. 이 부

분이 의사들이 진료면담을 열심히 배우고 익혀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된

다. 의사들이 새로운 의술을 익히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유는 결국 환자들을 

효과적으로 잘 치료하기 위해서다. 훌륭한 의술이 제대로 빛을 발하기 위해서

는 무엇보다 환자들을 치료에 잘 순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환자의 치료 순

응도는 진료 시 의사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중요하며, 의사의 언어적 비언어

적 커뮤니케이션이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해야겠다. 

환자의 질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진료 시 의사

와 환자의 소통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원격진료, 로봇 수술과 같은 최첨단의 

의료장비들이 도입되고 있지만 그러함에도 환자와 라뽀를 형성하며 문진하고 

설명하고 환자의 행동 변화를 위해 교육하는 것은 변치 않는 의사의 중요한 

역할이다. 그리고 그것은 환자와의 진료면담을 통해 이루어진다. 최근 점점 증

가 되는 여러 만성 질환들은 의사가 환자에게 어떻게 설명해주고 교육하는지

에 따라 추후 환자의 증세가 달라지는 경우도 많다. 또 치료가 힘든 난치병일

지라도 의사의 격려로 다시 힘을 얻어 치료를 받는 환자들도 많다. 병실에서 

아픈 몸으로 힘없이 누워있다가 회진하는 의사의 따뜻한 표정과 악수로 힘을 

얻는 환자들도 많다. 의사가 환자를 면담하는 것은 단순한 의료행위를 넘어서 

환자치료와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의사는 환자가 자신의 건강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주어서 의사의 처방에 신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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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의학교육에서도 좀 더 실제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의과대

학 의학교육에서의 의사소통 기술 교육은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 환자 진료에

서 요구되는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며, 이론과 실제가 균형 있게 교육되어야 

한다(양은배, 2008). 책에서만 배우는 이론적인 교육이 아니라 환자의 선호 감

각이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통할 수 있는 실제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배우고 

직접 실습할 수 있도록 과정이 실질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현재 의대생들이 

환자들을 진료하는 모습을 평가하는 CPX(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가 있

지만, 이러한 진료 수행 평가는 교과서적인 기본 진료의 모습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너무나 다양한 환자들이 있으며 점점 의료현장

에서도 개별 맞춤 진료가 요구되고 있다. 

Hellin(2002)은 고통에 신음하는 환자를 제대로 돌보기 위해서는 의학적 지식

과 기술적 능력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인간 본성을 이해할 수 있어

야 한다고 강조한다. 환자는 단순히 증상과 손상된 기관과 침체 된 정서를 가

진 동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환자는 근심과 희망을 동시에 가진 인간으로서, 

위로와 도움과 신뢰를 갈구하고 있다. 의료인과 환자의 친밀한 관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다(Hellin, 2002; 제석봉, 2007). 사람의 병을 온전히 잘 

치료하기 위해서는 의학적인 관점에서 뼈와 혈관, 신체 장기 등을 아는 것만으

로 부족하다. 그 사람의 성격이나 특성, 심리, 불안감 등을 명확히 읽고 병을 

고칠 수 있도록 이끌 때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다.

3. 제언

첫째. 의과대학의 의학 교육과정에서도 다양한 인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심리학 과목들과 의사소통 과목들이 더욱 다양하게 심도 있게 개설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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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양과목 차원에서 학교 교양수업에서 '인간의 이해' '심리학 개론' '대학생

의 심리' '설득 커뮤니케이션' 등과 같은 기초적인 과목을 수강하는 것을 시작

으로 전문 의사가 되어 환자를 만날 때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선호 표상 체계, 

성격유형 검사인 MBTI, DISC, 에니어그램 도구 등을 직접 체험해보고 나에 

대해 그리고 남에 대해 이해하고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 배우며 '나와 다른 관

점으로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간이 꼭 필요하다.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

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때 환자와 소통 잘 하는 의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교육 내용을 구체적인 실행계획(action plan)으로 제시해보면, 의과대

학 예과와 본과 교육에서 환자와의 의사소통 과정을 초급-중급-고급 과정으로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실천해야 한다. 먼저 예과 1학년에서는 대학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설되어있는 다양한 심리학, 커뮤니케이션 관련 과목들을 

선택 필수로 수강하도록 해야 한다. 예과 2학년에서는 실제 다양한 성향 도구

인 MBTI나 NLP, DISC, 에니어그램 등을 직접 경험해보고 결과를 토대로 '나'

에 대해 알고, 그다음 '남'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것은 팀 프로젝트로 성향별 인물 조사를 한다거나 직접 인터뷰해본다거나 

혹은 영화 속 인물, 책 속 주인공 성격 분석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육 내

용을 만들 수 있다. 본과 1, 2학년에서는 학생들이 바빠지는 현실에서 시간을 

많이 내기가 힘들다. 환자와 소통 잘하는 선배 의사와의 만남, 다양한 워크숍

이나 특강, 관련 세미나 기회를 시기 적절히 제공하면 예과 1학년 때 배운 내

용들을 기반으로 하여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때는 '왜 환자와 소통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한가?'에 대한 것을 깨닫고 깊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과 3, 4학년에서는 모의 환자 역할극 및 실기시험 대비, 실제 환자를 만나는 

경험도 하게 되는 만큼 그동안 배운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을 직접 환자라고 

생각하고 역할극을 통해 연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실제와 같은 연습

이 미흡했기에 수많은 선배 의사들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진료 현장에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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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환자와의 소통으로 오랜 시간 고민하게 된 것이다. 

<표 V-2>는 의과대학 의학교육 6년의 '환자와의 의사소통' 교육과정을 연구

자가 초급-중급-고급 과정으로 연계하여 만든 것이다. 특히 왜 이러한 교육과

정을 받아야 하는지 목적의식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초급 과정과 중급 과

정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많은 의과대학에서 국가 의사 고시를 준비하며 고

급 과정에 제시된 표준화 환자 모의 진료 등은 연습하고 있지만, 초급과 중급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인간에 대한 이해, 특히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고 ‘나와 다른 것이 다 틀린 것은 

아니다’라는 ‘다른 관점 이해하기’와 같은 공감 능력을 초급 과정에서 높일 때 

고급 과정에서의 진료면담 교육도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 

<표 V-2> 의과대학에서의 '의사 커뮤니케이션' 교육과정

의과대학   

6년 

교육과정

초급 과정 중급 과정 고급 과정 

예과 1 

대학에 개설된 

다양한 심리학

과목들 필수 교양 수강.

<교양 과목의 예>
대학생의 심리, 남성과 

여성, 심리학 개론, 설득

커뮤니케이션, 인간발달

이해, 인지심리학, 인간

과 사회, 휴먼커뮤니케

이션, 발달심리학, 언어

의 이해, 철학의 이해, 
리더십 특강, 스피치 커

뮤니케이션 등

예과 2
MBTI , 에니어그램 

DISC, 선호표상체계 등 

학교 차원에서 단체로 

다양한 성향들로 그룹을 

지어 ‘나와 다른 관점으

로 바라보기’ 같은 팀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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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심리검사 시행 

후 학생들이 먼저 

'나'에 대해 정확히 알기. 
또 SWOT 분석, 조하리

의 창 등을 통해 자신을 

분석하는 시간 갖기.

로젝트, PBL 과제.

다양한 성향과 환경의 

인물들 조사 및 인터뷰. 
책, 영화, 다양한 문화 

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경험하기 (영화 속 인물, 
책 속 인물, 실존 인물 

행동 분석 및 이해하기)

본과 1, 2

의사소통과 관련된 다양

한 특강 및 워크숍, 세미

나 등 기회 제공하기.

‘환자들과 소통 잘하는 

선배 의사와의 만남’
‘환우들을 위한 봉사활

동’ ‘장애체험’ 등 여러 

경험 통해 효과적인 치

료를 위해 진료 시 환자

와 소통을 잘 하는 것, 
라뽀 형성과 공감 능력

이 왜 중요한지 스스로 

깨닫는 시간 갖기. 

전문가의 진료면담 교육 

및 의사 커뮤니케이션 

교육(역할극 등 시행 후 

녹화하고 모니터)

본과 3, 4

모의 환자 및 표준화 

환자를 대상으로 다양

한 상황들(클레임 환자,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 
질문이 많은 환자, 의

사설명을 이해하지 못

하는 환자 등)역할극.

실제 환자/보호자 만남 

후 성향, 특성 등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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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연구자가 이번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COVID-19)'라는 바이러스 감염증 위험으로 외출이 제한되었고, 대인 간 만

남도 자제되었다. 불가피하게 연구에서 밝히고 싶은 문제들을 밝히기 위한 서

베이도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 온라인으로 진행

하다 보니 전 연령을 고르게 진행하려고 해도 상대적으로 20대~40대까지의 온

라인 서베이 참여가 자유로운 연령대가 참여율이 가장 높았고, 60~70대 이상

의 장년층 참여율은 낮았다. 

5) CPX는 표준화 환자(standardized patient, SP)를 대상으로 일차적인 진료를 평가하는 것이다. 
한국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은 크게 CPX(clinical practice examination)와 OSCE(objected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두 가지로 나뉜다. CPX 시험을 치르게 되는 방의 문 앞에서 

현재 방 안의 표준화 환자에 대한 상황 제시가 있다. 응시생들은 제시문을 1분간 읽은 후 방 

안으로 들어가 실제와 같이 환자를 진료하게 된다. 

하고 기록해보기. 성향

별 분석 레포트 작성 

후 분석 결과물을 교수

와 학생들이 공유하며 

더 나은 소통방법 논의

하는 시간 갖기.

본과 4

한국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대비

CPX5)에서 표준화 환자

(standardized patient) 연
습 시 실제 진료실처럼 

다양한 환자의 특성과 

상황들로 연습하기. 
비디오 녹화 후 꼼꼼히 

모니터하며 부족한 부

분들 보완. 특히 표정

이나 시선 처리, 자세, 
제스처 등 비언어적 커

뮤니케이션은 스스로가 

인식하지 못하고 행동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모니터 필수.



- 112 -

우리 사회가 인구 고령화로 점점 노인층이 늘어나는 가운데 연구자는 이 부

분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앞서 연구결과에서 보면 20대와 50대 이상의 감각선

호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중장년층으로 갈수록 '공감과 지지'가 중요하

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또 중장년층으로 갈수록 건강상의 문제로 병원 방문이

나 의사와의 진료 면담횟수가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향후 중장년층을 

집중적으로 포커스 연구하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을 것 같다. 60대 이상을 대

상으로 오프라인 연구를 진행하여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유하는 질적 연구

와 병행한 결과를 얻어낸다면 이번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으리라 본

다. 이와 함께 중장년층의 환자들이 증가하는 것은 병원 진료면담 시 환자와

의 소통만큼 환자와 함께 진료실에 들어와서 면담에 참여하는 환자 보호자와

의 소통도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몸이 불편한 환자를 대신하여 환자 보

호자가 치료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보호자의 의견에 따라 환자의 

치료 순응도가 좌우되는 경우도 많다. 또 스스로 치료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소아 청소년이나 중증의 환자, 큰 수술을 앞둔 환자 등도 본인보다는 보호자 

혹은 가족들의 의견이 중요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로 환자 보호

자가 진료면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 환자 보호자가 의사의 진료를 신

뢰하는 요인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연구를 진행한다면 이번 연구결과와 함께 

진료면담에서 환자의 치료 순응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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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진료면담 시 의사에 대한 환자의 신뢰도 영향 요인 조사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인문사회의학 협동과정 박사학위과정에 재학 중

인 학생으로, 현재 「의사와 환자의 진료면담 시 의사에 대한 환자의 신뢰도 영

향 요인」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병원에서 의사와 진료면담을 할 때 환자가 의사를 신뢰하게 되

는 커뮤니케이션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

아보기 위한 조사입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병원에 다녀오신 경험을 기억하시

면서 솔직하게 설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연구자의 비밀준수 연구윤리 원칙에 따라 통계분석 이

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설문 대상자의 답변은 평

균적으로 처리되어 개인의 철저한 비밀유지가 보장됩니다. 

2020년 6월

연 구 자 : 이 혜 범

지도교수 : 양 은 배

본 설문지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연락처 : speechcom1@hanmail.net (010-8882-4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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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① 남자  /  ② 여자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⑥ 70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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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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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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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선호표상체계

다음은 귀하의 선호표상체계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다음 문항을 읽고 각각을 서로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자신에게 해당되는 정

도가 큰 순서에서부터 적게 해당되는 순서에 따라 4점, 3점, 2점, 1점까지 점

수를 하나씩 부여하여 기입하십시오. 

매우 그렇다 4점

그렇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1. 나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 ___ 직관적인 느낌     

  ㉡ ___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

  ㉢ ___ 전체적인 일의 모습과 조화

  ㉣ ___ 면밀한 검토와 연구 

2. 나는 다름 사람과 논쟁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 ___ 상대방의 목소리와 톤

  ㉡ ___ 상대방이 논쟁하는 모습

  ㉢ ___ 상대방의 논쟁내용

  ㉣ ___ 상대방의 진실된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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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는 평소와 다른 심리 상태가 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바뀌는 경향이 

있다.

  ㉠ ___ 옷차림새나 화장

  ㉡ ___ 감정의 표현

  ㉢ ___ 언어나 용어

  ㉣ ___ 목소리 상태

4. 나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행동하기가 쉽고 편하다. 

  ㉠ ___ 음질 좋은 오디오를 켜놓고 음악듣기

  ㉡ ___ 관심 있는 주제와 관련하여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 ___ 가장 안락하게 느껴지는 가구 고르기

  ㉣ ___ 색상이 잘 어울리는 옷 디자인 고르기 

5. 나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다음과 같다. 

  ㉠ ___ 나는 주변의 소음에 민감하다

  ㉡ ___ 나는 어떤 사실이나 자료를 분석할 때 논리성을 따진다

  ㉢ ___ 나는 옷의 감촉에 매우 민감한 편이다

  ㉣ ___ 나는 실내의 가구배치에 민감한 편이다

6. 사람들이 나를 가장 잘 알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도움이 된다. 

  ㉠ ___ 내가 느끼는 것을 경험하기

  ㉡ ___ 나의 관점으로 함께 보기

  ㉢ ___ 내가 무슨 말을 하며 또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주의 깊게 듣기

  ㉣ ___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의 의미에 관심 갖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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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나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 ___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기

  ㉡ ___ 계획을 세울 때 전체적인 모습을 먼저 그려보기

  ㉢ ___ 정보나 자료가 있을 때 논리적 체계를 세우고 정리하기

  ㉣ ___ 사람을 처음 만날 때 그에 대한 느낌을 중시하기

8.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다음과 같다. 

  ㉠ ___ 내 눈으로 보고 확인하기 전에는 잘 믿지 않는 경향이 있다

  ㉡ ___ 상대방이 애절한 목소리로 부탁을 해오면 잘 거절하지 못한다

  ㉢ ___ 나의 느낌으로 옳다고 여겨지면 이유를 따지지 않고 믿고 받아들

인다.

  ㉣ ___ 이치에 맞고 합리적이면 나는 받아들인다

9.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런 일을 한다. 

  ㉠ ___ 음악을 듣는다

  ㉡ ___ 책을 읽고 사색을 한다

  ㉢ ___ 편안하게 누워서 휴식을 취한다

  ㉣ ___ 좋은 경치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나 그림을 본다

10. 나는 처음 본 사람이라도 다음과 같은 식으로 그를 기억해낼 수 있다. 

  ㉠ ___ 얼굴 모습이나 옷차림새

  ㉡ ___ 목소리 

  ㉢ ___ 그에 대한 느낌

  ㉣ ___ 그의 직업이나 하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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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의사와의 진료면담 경험 

* 다음은 귀하가 6개월 내 진료받은 의사에 대한 경험과 느낌에 관한 설문

입니다. 6개월 내 여러 병원을 방문하신 경우, 가장 기억에 남는 곳 

    한 곳을 떠올리셔서 그 병원 의사에 대한 경험을 기재해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또한 한 의사와 여러 번 면담을 진행한 경우 종합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방문병원 종류 ① 대학병원 종합병원 ② 중형병원 ③ 개인병원 

진료과 ① 내과계  ② 외과계    ③ 치과

의사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의사 연령대 ① 30-40대 ② 50-60대 ③ 70대 이상 

의사와의 면담 횟수 ① 1-3회 ② 4-6회 ③ 6회 이상

내과계

: 내과[호흡기내과, 순환기내과/심장내과, 소화기내과, 혈액종양내과, 내분비

내과, 알레르기 내과, 신장내과, 감염내과, 류마티스 내과], 피부과, 소아청

소년과, 가정의학과 등

외과계

: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이비인후과, 안과 산부인과, 성형

외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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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1 의사는 나에게 인사말을 건네었다. 

2 의사의 목소리 크기는 적절했다. 

3 의사의 말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4 의사의 설명 속도는 적절했다.

5 의사의 목소리 톤은 적절했다.

6 의사의 발음은 비교적 정확했다.

7
예의 바른 말투와 존대어를 사용

했다.

8
적절한 비유와 표현으로 잘 설명

했다. 

9
의사는 전문용어를 이해 쉽게 설

명했다.

10
내 말을 자르거나 무시하지 않았

다. 

11
의사는 내가 주어진 정보를 이해

했는지 확인했다.

12
진찰, 검사 등을 할 때 과정을 설

명하고 허락을 요청했다.  

13
의사는 중요한 부분을 강조해서 

알렸다. 

14 의사는 치료의 중요성, 앞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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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에 대해서 잘 알려주었다. 

15
궁금함, 불안함에 대해 부담 없이 

질문하고 들을 수 있었다.

16
의사는 나의 관점을 수용하고, 대
안적 관점을 지지했다.

17
의사는 나를 이해하고 아픔을 공

감했다. 

18
의사는 내가 느낌을 표현할 수 있

도록 격려했다.

19 의사는 권위적이지 않고 친절했다. 

20
의사가 진료기록을 보거나 컴퓨터

를 사용할 때도 라포(친밀감/신뢰

감)를 방해하지 않았다. 

21 진료시간과 분위기는 적절했다. 

22 의사는 눈 맞춤을 적절히 했다. 

23
의사의 표정, 몸짓은 상황에 적절

했다. 

24
진료 시 의사와의 거리는 적절했

다.

25
의사의 눈빛과 표정은 열정이 느

껴졌다.

26
의사가운이나 헤어스타일, 슬리퍼, 
시계 등 외적인 모습은 의사로서 

적절했다.

27
의사가 설명을 위해 사진, 진료차

트, 모형, 팸플릿 등 시각적 자료를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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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에 성실히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8
나의 생활 방식, 믿음, 환경 및 능

력을 적절히 고려했다.

29
잠재적 불안 또는 부정적 결과에

대해 질문하고 논의하도록

격려했다.

30
의사는 진료 경험이나 의학 지식

이 많은 것 같다. 

31
의사는 나를 최선을 다해 진료했

다. 

32
나는 의사의 치료, 처방을 신뢰한

다. 

33
나는 의사의 치료, 처방을 잘 따랐

다.

34
다음에도 이 의사에게 진료받으러 

갈 마음이 있다.

35
지금까지 떠올렸던 의사(의사의 진

료)를 가족이나 지인에게 소개할 

마음이 있다.



- 144 -

부록 2.    

캘거리-케임브리지(Calgary- Cambridge Guide) 지침

항 목

1. 환자와 인사하고 환자의 이름을 확인한다.

2. 자신의 이름, 역할 및 면담의 설진을 소개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를 

얻는다.

3. 환자에게 존중하는 마음과 관심을 표명한다. 환자가 육체적으로 편안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4. 적절한 개시 질문을 사용하여 환자가 말하고 싶어 하는 문제나 관심사를 

알아낸다.

5. 환자의 말을 끊거나 반응을 유도하지 않으면서 환자의 개시 진술을 주의 

깊게 경청한다.

6. 환자가 말한 문제들의 목록을 재확인하고 다른 문제가 있는지 알아낸다.

7. 환자의 요구와 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논의

할 의제를 협의한다.

8. 문제가 처음 발생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환자 자신의 말로 이야기 하도록 

격려한다.

9. 개방형에서 폐쇄형으로 적절히 옮기면서, 개방형 및 폐쇄형 질문기법을 

사용한다.

10. 환자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환자가 대답하기 전에 생각하거나 잠깐 

멈춘 후에 계속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면서 주의 깊게 경청한다.

11.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환자가 반응하도록 촉진시킨다. (격려, 침묵, 반복, 
바꾸어 말하기 , 해석 등)

12. 언어적, 비언어적 단서를 포착한다. 포착한 단서를 확인하고 적절한 것

으로 인정한다.



- 145 -

13. 환자의 진술이 불명확하거나 보충이 필요한 경우 이를 명확하게 한다. 

14. 환자가 말한 것을 의사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요약한다. 

15.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질문하고 설명한다. 전문용어를 피하거나 전문

용어를 사용할 경우 적절하게 설명한다.

16. 사건의 날짜와 순서를 확인한다.

17. 다음 사항에 대한 질문이 필요한지 능동적으로 결정하고 적절하게 탐색

한다. 
  -환자의 생각(즉 원인에   관한 믿음)
  -개별 문제에 관한 환자의 걱정

  -환자의 기대(목적, 개별 문제에 대해 환자가 의사에게 기대하는 것)
  -개별 문제가 환자의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18. 환자가 느낌을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19. 다음 부분으로 옮겨가기 전에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질문의 특정 

부분 끝에서 요약한다.

20. 이정표 세우기, 내용 전환 기술을 이용하여 한 부분에서 다음 부분으로 

진행한다. 다음 부분에 대한 설명도 포함한다.

21. 논리적 순서로 진료를 구조화한다.

22. 면담 과제에 대해 시간 조절을 적절하게 하고 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

록 주의한다.

23. 적절한 비언어적 행동을 보여준다.
  - 눈맞춤, 얼굴표정

  - 자세, 위치, 움직임

  - 목소리 단서(속도, 음량, 억양 등)

24. 만약 환자 의무기록을 읽거나 작성하거나 컴퓨터를 이용할 때는 대화 

또는 라포를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한다.

25. 신뢰하는 마음을 적절하게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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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환자의 관점이나 감정을 수용한다.

27. 환자의 감정이나 힘든 처지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알리기 위해 공감을 

사용한다.

28. 지지를 보낸다. 관심, 이해, 기꺼이 도울 의향을 표현한다. 대처 노력과 

적절한 자가 치료를 인정한다. 동반자 관계를 제시한다.

29. 당황스럽고 불편한 주제와 신체검사가 관련되었을 때를 포함한 육체적 

통증을 세심하게 다룬다. 

30. 환자의 참여를 격려하기 위해 환자와 생각을 공유한다.

31. 관계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질문이나 신체검사 부분에 관해서는 이

유를 설명한다.

32. 신체검사를 할 때에는 과정을 설명하고 허락을 요청한다.

33. 의미 있는 작은 덩어리로 나누어 설명하고 확인한다.

34. 환자의 시작점을 평가한다.

35. 어떤 다른 정보가 도움이 될지 환자에게 묻는다.

36. 적절한 시점에 설명을 한다.

37.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38. 명확한 범주화 또는 이정표 세우기를 이용한다.

39. 정보를 강조하기 위해 반복과 요약하기를 이용한다.

40.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한다.

41. 정보 전달을 위해 시각적 수단을 사용한다.

42. 주어진 정보를 환자가 이해했는지 확인한다.

43. 환자의 관점과 연계시켜 설명한다.

44. 환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격려한다.

45. 언어적 단서와 비언어적 단서를 포착하여 반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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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주어진 정보나 사용한 용어에 관한 환자의 믿음, 반응 및 느낌을 이끌어

낸다.

47. 의사의 생각을 환자와 적절하게 공유한다.

48. 환자를 참여시킨다.

49. 환자와 함께 선택 가능한 관리 방안을 탐색한다.

50. 지금의 의사결정에서 환자가 원하는 참여수준을 확인한다.

51. 상호 수용가능한 계획을 협의한다.

52. 내려진 결정에 환자가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53. 향후 계획에 대해 환자와 약속한다.

54. 안전방을 설치한다.

55. 진료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관리 계획을 명확하게 한다. 

56. 계획에 대해 환자가 동의하는지, 그리고 편안한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수정 사항, 질문 또는 다른 논의 사항이 있는지 묻는다.

57.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가능하다면 진단명을 

말한다.

58. 의견에 관한 근거를 말한다.

59. 원인, 심각한 정도, 예상 결과, 단기 및 장기적 결과를 설명한다.

60. 의견에 관해 환자의 믿음, 반응, 걱정을 이끌어낸다.

61. 선택 가능한 행동이나 치료법에 대해 논의한다.

62. 제시한 행동이나 치료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63. 의사가 제공한 정보에 대해 행동 필요성, 인지한 혜택, 장애요인, 동기 

등에 대한 환자의 관점을 알아본다.

64. 환자의 관점을 수용한다. 필요하다면 대안적 관점을 지지한다.

65. 계획과 치료에 대하여, 수용성을 포함한 환자의 반응과 걱정을 이끌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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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환자의 생활 방식, 믿음, 문화적 배경 및 능력을 고려한다.

67. 환자가 계획 수행에 참여하고 책임감을 가지며, 자립하도록 격려한다.

68. 환자지지 체계에 대해 묻는다. 가능한 다른 지지에 대해 논의한다. 

69. 처치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테면, 환자가 겪을지도 모르

는 것, 환자가 결과를 전달하는 방법)

70. 처치의 가치와 목적 등을 치료 계획과 연계시킨다.

71. 잠재적 불안 또는 부정적 결과에 대해 질문하고 논의하도록 격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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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Reliability in the Doctor 

in Medical Interview.

Lee, Hae Bum 
Medical Education Major

At Medical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Inter Program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ffectively develop a medical college education program to 

provide specific solutions and train doctors at the actual clinic by identifying 

factors that affect the patient’s reliability in doctors during medical interviews. To 

this end, the following research problems were presented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the reliability in the physician during the medical interview:

First, does the doctor's communication affect the patient's reliability in the 

doctor in treatment?

Second, is there a difference in the degree to which the doctor's verbal 

communication and non-verbal communication affect their credibility?

Third, is there a relationship between the patient's sense of preference and the 

patient's reliability in the doctor's treatment?

Fourth,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patient’s reliability in doctors and the 

compliance with treatment?

In order to find out the reliability factors for doctors during medical inter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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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e and female adults in their 20s in South Korea who have had hospital 

treatment experience within the last six months were selected as a population. A 

total of 500 people were sampled for about 3 weeks using a non-face-to-face 

online method from the population, of which 455 data were included in the final 

analysis. For data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variance analysis, cross-over 

analysis, and sim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doctor's communication, i.e. verbal communication, non-verbal 

communication, and active care attitude, affected the doctor's credibility.

Second, doctor's non-verbal communication had a greater influence on patient 

reliability in the doctor than verbal communication in medical interview.

Third, the doctor's credibility was higher as the patient's preference sense and 

the doctor's communication type matched in the medical interview.

Fourth, as patients' reliability in doctor’s care increases, treatment compliance 

has also increased.

The conclusions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increase the credibility of the doctor in medical interviews, 

more efforts should be made to verbal and non-verbal communication, and 

treatment should be carried out with an active attitude to make a patient 

understand the contents of treatment, taking into account the intellectual level and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

Second, the doctor's non-verbal communication had a greater impact on the 

reliability of treatment than verbal communication in the medical interview. This 

result seems to be due to the fact that doctors are medical experts and the 

message they deliver is specialized medical knowledge. Patients who are 

non-experts have limitations in judging the quality or trueness of the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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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o, what the patient can easily judge during treatment is the appearance that 

can be seen right in front of their ey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ay more 

attention to non-verbal communication that the patient can immediately and easily 

judge, such as the doctor's facial expression and posture.

Third, the patient's reliability in doctor has increased as the patient's preference 

sense and the doctor's communication type match. Everyone uses multiple senses 

in a complex way, but there is a preferred sense that feels particularly 

comfortable when paying attention or focusing. If you identify the patient's 

preferred sense to some extent through a few preferred sense questions at the 

beginning of the treatment (ex. How did you feel sick?), ask, explain, and educate 

in accordance with that, you can increase the reliability in treatment. It is also 

helpful to listen to the patient's responses to grasp the patient's sense of 

preference.

Fourth, as patients' reliability in treatment increase, the patient’s treatment 

compliance also has increased. This is why doctors should be more interested in 

medical interviews and try to increase the reliability in treatment.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doctors should recognize the importance of medical 

interviews and pay more attention to non-verbal communication that has been 

overlooked compared to verbal communication. And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practical communication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by properly considering 

patients' preferences from the medical school education that fosters doctor.

Key words : medical interview, verbal communication, nonverbal communication, 
preference sense, care reliability, treatment compli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