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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의 주된 목 은 의사의 환자 심 커뮤니 이션(경청요인, 배려요인, 지요인)이 환자만족과 치료

성과에 미치는 향, 그리고 의사의 환자 심 커뮤니 이션과 환자만족, 치료성과 간 환자참여(행동  참여, 

감정  참여, 정보  참여)의 매개효과 여부를 검증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  달성을 해 C지역의 종

합병원에서 진료를 한 339명의 외래환자를 심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 다. 연구결과 첫째, 경청요인과 

배려요인은 환자만족과 치료성과에 유의한 정(+)의 향을 보 으나 지요인은 그 지 않았다. 둘째, 경청

요인과 배려요인은 감정  요인과 정보  요인에 유의한 정(+)의 계를 보 으나, 지요인은 환자참여의 

3개 요인에 유의한 향을 보이지 않았다. 셋째, 의사의 환자 심 커뮤니 이션과 환자만족, 치료성과 간의 

계에서 환자참여의 부분 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 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를 심으로 

환자만족과 치료성과를 높이기 한 방안들을 제시하 다. 

■ 중심어 :∣환자중심 커뮤니케이션∣환자참여∣환자만족∣치료성과∣부분 매개효과∣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doctors' patient-centered 

communication on patient satisfaction and treatment outcomes, and the mediating effect of patient 

participation between doctors' patient-centered communication and patient satisfaction, between 

doctors' patient-centered communication and treatment outcomes.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s 

goal, the 339 samples for this empirical study were collected from general hospital outpatient in C.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except prohibition factor there are positive effect 

careful listening factor, consideration factor on patient satisfaction and treatment outcomes. Second, 

there are positive effects of careful listening factor, consideration factor on emotional factor and 

informational factor, but there are no significant effect of prohibition factor on three factors of 

patient. Third, There are partial mediating effects of patient participation between doctors' 

patient-centered communication and patient satisfaction, between doctors' patient-centered 

communication and treatment outcomes. Last,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suggested 

implications for heighten the alternatives of patient satisfaction and treatment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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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소득의 향상, 교육수 의 향상, 노령화사회 등은 국민

의 건강에 한 인식을 증가시켰고 소비자의 의료에 

한 정보 획득은 의료기   의사들의 태도를 변하게 하

는 계기가 되었다. 일반 서비스와 다르게 의료서비스의 

진료과정은 상담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사-

환자의 커뮤니 이션은 요하다. 그러나 의사-환자의 

커뮤니 이션이 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의료

실은 기시간이 길고 진료시간은 상 으로 기 때

문에 진료과정에 불만족을 야기하 고 불충분하게 이루

어진 진료의 커뮤니 이션은 오진(medical error)을 발생

시킬 뿐만 아니라 의료소송으로 이어지기까지 하 다. 

따라서 의사의 커뮤니 이션은 의사의 진료과정에 발생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환자만족과 그 진료기 이나 의사

를 다시 찾게 하는 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다.

환자들은 의료기 을 선택함에 있어 의료기 의 시

설  장비를 검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사가 환자를 응

하는 방법에도 심을 갖게 되었다. 환자들은 자신의 

질병치료에 기존의 수동 인 자세에서 질병과 자신의 상

태를 알기 한 보다 극 인 자세로 환하 다. 단순

히 질병을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동일하거나 유

사한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환자 개인의 질병정보

에 한 극 인 탐색을 한 욕구가 향상되었다. 일반 

서비스와 다르게 의료서비스는 ‘의료진과 환자의 상담’

이라는 커뮤니 이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와 환자의 커뮤니

이션을 의사가 일방 인 진료계획으로 수용하려는 경향

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의료체제가 방의

학 체제가 아닌 치료체제로 1인당 진료환자에 의해 의사 

혹은 병원의 수입이 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충분한 커뮤니 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아 환자가 의사이

나 의료기 에 한 불만을 발생시키고 있다[1].

최근의 의료 황은 도시에 의료시설이 집 되었고 

․소도시에 치한 병원들의 도산이나 산이 증가하

고 있다[2]는 것이다. 그로 인해 도시에 치한 병원들

은 기존 병원과의 경쟁을 해야 하고 그 경쟁의 일환으로

서 의료시설의 확장이나 최신 의료장비의 도입을 하

고, 유명한 의사를 빙하여 환자를 유치하기 한 노력

의 일환으로 의료종사자들의 친 운동을 개하고 있다. 

지 까지 의료서비스의 커뮤니 이션 연구진행 과정

을 보면 해외에서의 연구는 찰법, 설문지법을 통해 

의사의 커뮤니 이션  환자참여에 한 연구를 진행

하 고 국내 연구로는 서비스제공자의 커뮤니 이션 

스타일[3], 의사의 커뮤니 이션 스타일[4], 한의원을 

상으로 환자참여[5]를 연구하 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의료환경의 변화에 의사들이 환자

를 진료함에 있어 의사의 환자 심 커뮤니 이션이 진

료과정에 환자를 참여시킴으로써 환자만족과 치료성과

에 어떤 향 계가 있는 지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가설설정 

1. 환자중심 커뮤니케이션
커뮤니 이션이란 두 사람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 언

어, 비언 인 등의 수단을 통하여 자기들이 가지고 있

는 의견(opinion), 감정(sentiment), 정보(information)

을 달하고 피드백(feedback)을 받으면서 상호작용하

는 과정이다[6]. 

의료서비스의 커뮤니 이션 연구는 의료서비스를 제

공하는 의사들의 가부장 인 시스템 내 의사들의 문

이고 권 인 태도로 보았다.    

Zandbelt 등[7]은 환자 심 커뮤니 이션을 의사가 

진료과정에 진행 와 지행 를 보임으로써 질병과 

치료에 해 환자의 을 표 하도록 권유하는 의사

의 경향이라고 정의하 다. 그들은 의사의 환자 심 커

뮤니 이션이 다차원이기 때문에 측정하기 어렵고 

한 평가하기 어렵다고 하 다. 

Coulter 등[8]은 의사의 진료과정에 환자에게 상세하

고 충분한 정보를 제시하고 환자와 그 질병의 상태와 

체치료의 방법과 성과 그리고 부작용에 해 환자가 

이해하는 언어로 제시할 때 의사의 진료과정에 환자의 

참여는 정 으로 향을 미친다고 하 다. 

Zandbelt 등[9]은 의사사 진료과정에 진행 를 하

고 지행 를 게 할 때 환자는 극 인 참여행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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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 것이라 하 다. 그들의 연구결과는 의사가 진료과

정에 환자에게 지행 를 보 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들의 참여행 와 의사의 지행 는 유의 인 향

계를 확인하 다. 한 국내 연구의 서 수[4]는 의사의 

커뮤니 이션 스타일에 따라 환자만족이 달라졌음을 

규명하 다.

의사의 진료과정에 암환자들이 느끼는 책임성에 

해 부담을 느끼는 의사의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치료성

과의 성패는 어느 정도 환자의 의지에 달려있고 그러한 

환자의 의지를 진료과정에 투입하도록 만드는 것은 의

사의 노력여부에 달려있다[10]. 

의사의 커뮤니 이션 방식에 부분의 환자들은 불

평을 보고하 고 의사들은 환자가 의사의 진료계획에 

따르지 않는다고 하 다[11]. 그들은 환자가 의사의 진

료과정에 불만을 표 하는 것이 다음과 같다고 하 다. 

첫째, 환자가 의료정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의

사들이 표 하는 의료정보가 무 어렵고 둘째, 환자는 

기본 으로 의학기술이나 정보를 이해하려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본 으로 부족한 의학지식이나 정

보에 의사가 하게 표 하는 커뮤니 이션에 환자

가 오해를 한다고 하 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의사의 환자 심 커뮤

니 이션이 환자참여에 향을 미친다고 추론하고 다

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H1 : 의사의 환자 심 커뮤니 이션은 환자참여에 

향을 미칠 것이다.

H1-1 : 의사의 환자 심 커뮤니 이션의 경청요인은 

환자참여의 행동  참여에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다.

H1-2 : 의사의 환자 심 커뮤니 이션의 경청요인은 

환자참여의 감정  참여에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다.

H1-3 : 의사의 환자 심 커뮤니 이션의 경청요인은 

환자참여의 정보  참여에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다.

H1-4 : 의사의 환자 심 커뮤니 이션의 배려요인은 

환자참여의 행동  참여에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다. 

H1-5 : 의사의 환자 심 커뮤니 이션의 배려요인은 

환자참여의 감정  참여에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다.

H1-6 : 의사의 환자 심 커뮤니 이션의 배려요인은 

환자참여의 정보  참여에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다.

H1-7 : 의사의 환자 심 커뮤니 이션의 지요인은 

환자참여의 행동  참여에 부(-)의 향을 미

칠 것이다.

H1-8 : 의사의 환자 심 커뮤니 이션의 지요인은 

환자참여의 감정  참여에 부(-)의 향을 미

칠 것이다.

H1-9 : 의사의 환자 심 커뮤니 이션의 지요인은 

환자참여의 정보  참여에 부(-)의 향을 미

칠 것이다.

H2 : 의사의 환자 심 커뮤니 이션은 환자만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3 : 의사의 환자 심 커뮤니 이션은 치료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2. 환자참여
환자참여가 두하게 하게 된 배경은 의료서비스의 

패러다임이 통 인 가부장 (paternalism) 경향에서 

환자 심 인(patient-centered) 사고로 환되었기 때

문이다[10]. 가부장  의료서비스에서 가정한 것은 환

자는 의사의 진료과정에 최소한의 정보교환이나 의견

을 제시하는 것 이상의 참여를 원치 않는 것이고 진료

라는 것은 환자에게 시술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가부장

인 시스템은 의사가 환자에게 의술을 베푸는 시혜

인 을 말한다. 환자 심  사고는 의사의 진료과

정에 환자의 정보를 알아내기 해 의사가 극 으로 

참여시키는 을 말한다. 진료과정에 환자참여는 진

료의사결정 과정에서 환자의 여도(involvement)이고 

의사와 환자의 커뮤니 이션의 하나의 양상이다. 환자

참여는 진료과정에 행동 , 감정 , 정보 인 환자의 노

력이나 시간의 투입을 말한다. 

Cegala 등[12]의 연구는 의사의 진료과정에 환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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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인 참여행동은 질병통제를 우수하게 하고 환자

만족이 높아졌음을 입증하 다. 

의료서비스의 환자만족을 이선희 등[13]은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여 사용, 보 과 처분 등을 통해 만족을 

얻는 것과 다르게 의료 장에 있어 소비자인 환자만족

은 환자자신과 질병치료 자체의 만족보다는 치료성과

의 주변  요인 즉 병원직원의 친 도, 병원 내 외부시

설, 검사장비와 기계를 운용하는 검사실의 기사 등에 

의해 환자만족을 결정한다고 하 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환자참여가 환자만족 

 치료성과에 미치는 향 계를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H4 : 환자참여는 환자만족에 정(+)의 향을 미칠 것

이다.

H5 : 환자참여는 치료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

이다. 

3. 환자만족과 치료성과
고객만족을 결과(outcomes)로 보는가와 과정

(process)로 보는가의 2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 고객만

족을 결과로 보는 견해로 Oliver[14]는 고객만족을 불일

치된 기 와 소비자가 소비경험에 해 사 으로 가

지고 있던 감정이 복합 으로 결합하여 발생한 종합  

심리상태로 보고 사 의 기 와 성과의 불일치에 의해 

결정한다고 하 다. 구매한 특정제품이나 서비스, 이용

행태와 련된 는 이들에 의해 야기되는 경험에 한 

감정  반응[15]이라 하 고, Howard and Sheth[16]는 

소비자가 치른 가에 해 히 혹은 부 하게 보

상되었다고 느끼는 소비자의 인지  상태라 하 다. 둘

째 과정(process)으로 보는 견해는 소비경험이 최소한 

기 되었던 것보다 좋았다는 평가, 선택된 안이 그 

안에 한 사  신념과 일치되었다는 평가, 사  

기 와 소비 후 지각된 제품 는 서비스성과 사이의 

차이에 해 보이는 소비자 반응[17]이라 하 다. 

Parasuraman 등[18]은 고객만족을 서비스제공기 이

나 그 제공되는 서비스의 상  우수성/열등성에 한 

반  인상이라 하 다. 

의료서비스에서의 환자만족은 의료의 반 인 질을 

평가한 지표[19]라 한 이래로 결과와 과정에 한 정의

로 이어졌다. Kotler 와 Keller[20]는 의료서비스에 한 

만족을 환자가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제공받은 의료서

비스에 해 좋고 싫음의 정도를 반 하는 태도라 하

고, 강병서 등[21]은 고객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이나 이용하는 동안 그리고 이용한 후에 의료서비스

와 련된 자극에 해 지각한 가치의 단이며 지속되

는 반응이라 하 다.    

치료성과에 한 정의는 진료성과에 해 환자가 환

자 자신의 치료의도, 의사의 반응, 계수립과 치료의 

성의 순서를 평가한다[22]고 하 다. 한 그는 환

자 자신이 병이나 상처 따 를 잘 다스려 질병을 극복

하려는 환자의 의지 측면에서 내 질병 상태는 호 되고 

양호하게 된다고 하 다. Street Jr. 등[23]은 치료성과

를 화학요법, 수술요법, 행동요법과 심리요법으로 구분

하 다. 화학요법은 환자가 의사의 약 처방에 따른 약

복용에 의해 통증이 완화되거나 없어지는 경우를 말하

고 수술요법은 환자가 수술을 받거나 사고이나 부상을 

당하여 처치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행동요법은 비만환

자들의 행동수정이나 교정을 통해 식이요법을 따르게 

하거나 만성질환자들의 약복용 방법과 자가 처치

(self-treatment) 기술의 습득을 통해 일정한 수 을 유

지하도록 하거나 재활치료를 통해 장애후유증을 최소

화하는 경우를 말한다. 심리요법은 인지  치료를 말하

는데 주로 임종이 임박했거나 회귀난치병을 앓는 환자

들이나 어떤 특정 약에 한 내성으로 치료효과를 기

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의사의 환자 심 커뮤니 이션, 환자참여

와 환자만족, 치료성과의 향 계를 알아보기 해 구

조방정식을 통해 검증하 으며, 이를 모형화로 제시하

면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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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 151 44.5
여 188 55.5

연령

20세 미만 14 4.1
20-29 이하 113 33.3
30-39 이하 67 19.8
40-49 이하 75 22.1
50-59 이하 46 13.6
60세 이상 46 7.1

진료과목

내과 172 50.7
외과 33 9.7

정형외과 30 8.8
신경정신과 11 3.2
이비인후과 29 8.6
피부비뇨기과 18 5.3

기타 46 13.6

월소득

100만원 미만 120 35.4
200만원 미만 86 25.4
300만원 미만 76 22.4
400만원 미만 31 9.1
400만원 이상 26 7.7

표 1. 응답자 특성

그림 1. 연구모형

2. 자료수집과 표본특성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C지역의 C종합병원을 이용한 

환자를 상으로 조사하 다. 동 병원은 의사에 한 

수련  연구를 병행할 수 있는 3차 의료기 으로 지역

을 표하는 병원이다. 조사 차는 병원과 사 의를 

거쳤고 조사원들은 본격 인 조사 이 에 설문조사를 

해 4차례 조사방법  차에 해 교육을 받았다. 본 

조사는 2012년 5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조사원 3인

이 병원진료를 마친 환자를 상으로 하 고 설문취지

를 설명한 후 동의한 환자들이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

다. 

질문지는 총 400부를 배포하여 355부를 회수하 고 

이  부 하거나 락된 응답지 16를 제외한 339부

를 상으로 SPSS 19.0과 AMOS 18.0을 이용하여 분

석하 다.

표본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3.1 환자중심 커뮤니케이션
본 연구에서 의사의 환자 심 커뮤니 이션은 Laine

와 Davidoff[24]의 ‘환자의 욕구, 필요와 선호에 하게 

일치하고 반응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Laine와 

Davidoff[24], Mead와 Bower[25], 이종학, 김찬 [26]의 

질문지 19개 문항을 경청행 (6문항), 배려행 (7문항)

와 지행 (5문항)로 구분하여 ‘  그 지 않다(1)’에

서 ‘매우 그 다(7) 등 리커트 7  척도로 측정하 다. 

 

3.2 환자참여

본 연구에서 환자참여는 Rodie와 Kleine[27] 견해를 

수용하여 ‘의료서비스 생산과정에서 환자가 의료서비

스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동 , 감정 , 정보  

노력 정도’로 정의하고 측정은 Bitner 등[28], Rodie와 

Kleine[27], 서문식 외[3], 윤만희 등[5]의 질문지를 행동

 참여(5문항), 감정  참여(4문항), 정보  참여(5문

항)로 구분하여 총 14개 문항을 ‘  그 지 않다(1)’에

서 ‘매우 그 다(7) 등 리커트 7  척도로 측정하 다. 

3.3 환자만족과 치료성과
본 연구에서 환자만족은 Kotler와 Keller[20]의 견해

에 따라 ‘의료서비스에 한 만족은 환자가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제공받은 의료서비스에 해 좋고 싫음의 

정도를 반 하는 태도’로 정의하고 측정은 Oliver[14]와 

Kotler와 Keller[20] 등의 질문지 6개 문항을 ‘  그

지 않다(1)’에서 ‘매우 그 다(7)’의 리커트 7  척도로 

측정하 다. 

치료성과는 Lee와 Lin[29]의 견해에 따라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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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측정항목 요인
적재값

아이겐
값

신뢰성
계수

환자
중심
커뮤
니케
이션

경청
요인

의사는 환자의 말을 잘 
들음 0.813

2.299 0.939

의사는 환자의 몸짓과 표
정에 귀담아 들음 0.809
의사의 환자의 말을 신중
하게 들음 0.790
의사의 환자의 말에 적절
하게 반응함 0.786
의사의 환자의 말을 요약
하여 정리함 0.738
의사의 경험을 환자에게 
충분히 전달함 0.692

배려
요인

의사는 환자에게 격려를 
함 0.811

9.533 0.929

의사가 치료대안을 설명
함 0.805

의사가 환자의 말을 들음 0.725
환자의 욕구를 파악하려
함 0.733
환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의사소통을 함 0.729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살
피려 함 0.687
의사는 환자의 두려움이
나 걱정을 살핌 0.656

금지
요인

의사가 성급하게 진료함 0.846

1.040 0.869
환자의 말을 끊음 0.837
환자의 말을 건성으로 들
음 0.796
의사가 원하는 것만을 질
문함 0.780

환자 행동 의사의 협조에 응함 0.888 1.556 0.938

참여

적
참여

의사의 지시에 따름 0.879
의사의 진료에 협력 0.838
진료과정에 협력 0.783
환자의 역할을 수행 0.706

감정
적 
참여

심정적으로 몰입 0.823

1.059 0.916
진료과정에 공감의 표시 0.821
의사와 좋은 관계를 가지
려 노력함 0.764
우호적인 감정을 가짐 0.754

정보
적
참여

궁금한 정보를 요구함 0.831

7.789 0.912
의사가 원하는 것을 알림 0.801
의사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 0.777
의사에게 정확한 의견을 
전달함 0.769

환자만족

이 병원을 우선적으로 이
용할 것임 0.895

6.442 0.952

이 병원을 선택한 것에 
만족함 0.888
다시 이 병원을 이용할 
것임 0.887
앞으로 계속 이 병원을 
이용할 것임 0.862
병원의 진료과정에 만족
함 0.830
의사의 진료서비스에 만
족함 0.775

치료성과

나는 심리적으로 안전함 0.885

1.680 0.925
나는 심리적으로 안정됨 0.882
나는 진료를 통해 건강해
짐 0.857
나는 심리적으로 평안해
짐 0.837

액 등을 의료장비를 사용한 생화학  검사결과의 객

 지표와 자신의 주  평가’로 하 고 Lee와 

Lin[29])의 질문지 4개 문항을 ‘  그 지 않다(1)’에

서 매우 그 다(7)의 리커트 7  척도로 측정하 다. 

4.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
4.1 측정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측정항목들의 신뢰성  내용타당성

(content validity)을 분석하기 해 신뢰도분석과 요인

분석을 실시하 다. 요인분석 결과, 아이겐값 1이상을 

기 으로 추출된 요인 재값(factor loading)이 0.6이

상으로 타당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추출된 각각의 요인들에 한 신뢰도 분석결과 각 요인

들의 chronbah's a는 0.858~0.952의 분포를 보여 내 일

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2]에 각 요인들의 

신뢰성  내용타당성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 다. 

표 2. 측정항목의 요인분석과 신뢰성 분석

4.2 확증요인분석을 통한 척도검증
확인  요인분석은 연구변수에 한 사 지식이나 

이론  결과를 가지고 그 내용을 가설형식으로 모형화

하기 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 단일차원성을 해하

는 요인 재치가 낮은 변수를 제거하는데 그 목 이 있

다[30].

본 연구에서는 탐색요인분석에서 확보된 요인별 타

당성을 토 로 개념들을 구성하는 측정변수의 신뢰성

과 타당성  단일 차원성 요인구조의 합성을 검증하

기 하여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은 최

우도법(MLE)을 이용하 다. 단일차원성은 각 개념들

의 척도들이 단일요인모델에 의해 수용될 수 있는 합

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하며 단일차원성이 확보된 측정

모델들의 개념타당도 혹은 집 타당도를 평가하기 

해 표 화 요인 재량(standardized loading), 평균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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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생변수  설문항목
표 화
경로
계수

개념신
뢰도

AVE
신뢰성
계수

의사의 
환자
중심
커뮤니
케이션

경청
요인

신중하게 들음 .870

.890 .775 .928
나의 말을 잘 들
음 .939
귀담아 들음 .896
환자의 말을 요
약하여 전달함 .739

배려
요인

환자 생각에 집
중함 .775

.921 .747 .909
격려, 칭찬을 함 .866
환자욕구를 파
악함 .838
환자의 어려움
에 공감함 .838
충분히 들음 .729

금지
요인

의사가 성급하
게 진료함 .737

.905 .822 .869
환자의 말을 끊
음 .832
환자의 말을 건
성으로 들음 .771
의사가 원하는 
것만을 질문함 .858

=154.877(.000) df=62,GFI=.934, AGFI=.903, NFI=.954, 
IFI=.972, TLI=.964, CFI=.971, RMSEA=.067, RMR=.051

내생변수  설문항목
표 화
경로
계수

개념신
뢰도

AVE
신뢰성
계수

환자
참여

행동적
참여

의사의 협조에 
응함 .918

.952 .651 .896의사의 지시에 
따름 .958
진료에 협력함 .918

감정적 
참여

심정적인 몰입 .897
.919 .594 .919진료에 공감 .934

우호적인 감정 .835

정보적 
참여

궁금한 정보를 
요구함 .860

.915 .730 .890원하는 것을 알림 .899
충분한 정보를 
제공 .879

정확한 의견을 
전달함 .775

환자만족

의사진료에 만족 .748

.944 .809 .912

이 병원 선택을 
잘함 .944
이 병원을 우선
적 고려 .953
다시 병원을 이
용함 .936

치료성과
질병이 호전됨 .898

.917 .590 .920상태가 양호함 .936
나을 것이라는 
자신감 .824

=209.459(.000), df=109, GFI=.932, AGFI=.904, NFI=.962, 
IFI=.982, TLI=.971, CFI=.981, RMSEA=.052, RMR=.065

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개념신뢰도

(composite reliability)를 평가하 다. 표 화 요인 재

량은 어도 0.5이상, 이상 인 것은 0.7이상으로, 평균

분산추출은 0.5이상, 개념신뢰도는 0.7이상일 때 측정모

델의 집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31].

본 연구의 개념신뢰도, AVE  신뢰성계수의 값은 

[표 3],[표 4]와 같이 합도를 충족하고 있다. 

표 3. 외생변수 확증요인분석

표 4. 내생변수 확증요인분석

Ⅳ. 분석결과 

1. 기초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연구변수들 간의 기술통계

량과 상 계수는 [표 5]와 같다. 연구변수들 간의 평균

은 행동  참여가 5.65로 가장 높았고, 지요인이 3.30

으로 가장 낮았다. 변수들 간의 유의한 상 계를 보

면 감정  참여와 정보  참여.639로 가장 높았고 경청

요인과 치료성과, 감정  참여와 환자만족 간에 .13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2. 가설검증
2.1 가설검증
본 연구는 의사의 환자 심 커뮤니 이션이 환자만

족과 치료성과에 미치는 향과 이들 두 변수 간에 환

자만족이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하여 실시한 구조방정식 결과는 [표  

6]과 같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을 검증하기 하여 

공분산행렬을 이용하여 구조분석을 실시하 다. 구조

모형은 composite scale을 이용하여 Howell[32]이 제시

한 값과 오차항의 분산값을 지정(fix)하는 방법을 이

용하 다. 구체 으로 값에 측정오차를 반 하여 신

뢰도(reliability)의 제곱근 값을 지정하 고, 해당 호차

항의 분산에는 1-신뢰도값을 지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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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표준
편차 1 2 3 4 5 6 7 8

1 4.99 1.09 1
2 5.23 1.30 0.465** 1
3 3.30 1.10 -0.369** -0.302** 1
4 5.65 0.99 0.285**   0.056 -0.140** 1
5 5.36 1.06   0.138* 0.359** -0.185** 0.447** 1
6 5.40 1.05 0.255** 0.246** -0.184** 0.487** 0.639** 1
7 4.95 1.31 0.473** 0.448** -0.292** 0.208** 0.130* 0.286** 1
8 5.42 1.13 0.202**   0.130* -0.178** 0.233** 0.184** 0.238** 0.448** 1
1: 경청요인, 2: 배려요인, 3: 금지요인, 4: 행동적 참여, 5: 감정적 참여, 6: 정보적 참여, 7: 환자만족, 8: 치료성과
**p<0.01, *p<0.05

표 5. 연구변수들의 기술통계량과 상관계수

그림 2. 공분산분석을 통한 연구모형 검증

[그림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의사의 환자 심 커

뮤니 이션이 환자참여, 환자만족과 치료성과에 미치

는 향 계를 검증한 결과 유의수  0.05에서 정

인 향 계를 나타내는 가설1-1, 가설1-3, 가설1-5, 가

설1-6, 가설3-1, 가설3-3, 가설4-1, 가설4-2와 가설4-3

은 채택되었고, 가설1-2, 가설1-4, 가설1-7, 가설1-8, 가

설1-9, 가설2-3, 가설3-2, 가설5-3과 가설5-4는 기각되

었다.   

표 6. 연구가설 분석결과

가설 경로 표준화
경로계수

표준
오차 p값 채택

여부
H1-1 경청->행동적 .398 .103 .000 채택
H1-2 경청->감정적 .116 .102 .253 기각
H1-3 경청->정보적 .222 .099 .025 채택
H1-4 배려->행동적 -.082 .100 .414 기각
H1-5 배려->감정적 .334 .100 .000 채택
H1-6 배려->정보적 .282 .098 .004 채택
H1-7 금지->행동적 -.020 .052 .707 기각
H1-8 금지->감정적 -.058 .052 .265 기각
H1-9 금지->정보적 -.012 .050 .806 기각

H2-1 행동적->만족 .129 .079 .103 기각
H2-2 감정적->만족 ns
H2-3 정보적->만족 .062 .086 .472 기각
H3-1 행동적->치료 .161 .075 .032 채택
H3-2 감정적->치료 .059 .078 .447 기각
H3-3 정보적->치료 .186 .086 .031 채택
H4-1 경청->만족 .354 .103 .000 채택
H5-1 경청->치료 ns
H4-2 배려->만족 .383 .106 .000 채택
H5-2 배려->치료 .204 .065 .002 채택
H4-3 금지->만족 .003 .053 .951 기각
H5-3 금지->치료 -.052 .047 .263 기각
=401.173(.000), df=271, GFI=.916, AGFI=.891, NFI=.948, 
IFI=.983, TLI=.979, CFI=.982, RMSEA=.038, RMR=.053

2.2 매개효과 측정모형의 확인

 

그림 3. 매개효과 모형 

[그림 3] 모형에서 제시한 잠재변수들을 살펴보면 외

생변수에는 환자 심 커뮤니 이션의 경청요인과 배려

요인의 평균값을 사용하여 환자 심 커뮤니 이션 

진요인이라는 잠재변수를 구성하 다. 매개변수는 행동

 참여, 감정  참여와 정보  참여요인을 측정하여 환

자참여를 구성하 고 환자만족과 치료성과의 평균값을 

측정항목으로 하여 건강성과의 내생변수를 구성하 다. 

이 게 구성된 환자 심 커뮤니 이션 진요인, 환자

참여와 건강성과 요인의 잠재변수 간의 매개효과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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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기 해 변수들에 한 측정모형을 확인하 다.

측정모형의 확인  요인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모형의 

합도지수는 =34.488(p<0.001), df=11, GFI=0.970, 

AGFI=0.923, NFI=0.965, CFI=0.976, TLI=0.954, 

RMSEA=0.084, RMR=0.037로 나타났다. 값과 

RMSEA는 합도 기 을 충족하지 못하 지만 다른 

합도 지수는 기 치 이상이었다. 한 표 화 요인

재량은 모두 0.7이상이고 개념신뢰도  평균분산 추출 

값들도 기 치를 충족하고 있다.

표 7. 매개효과 측정모형의 결과

구성개념 경로
계수

표준화
계수 t값 p값 개념신

뢰도 AVE
촉진요
인

배려 1 .842 .844 .729경청 .972 .866 12.977 <0.001
환자참
여

감정 1 .872
.822 .608행동 .746 .711 12.626 <0.001

정보 .823 .747 13.294 <0.001
건강성
과

만족 1 .912 .811 .685치료 .844 .733 10.691 <0.001
모형적
합도
=34.488(<.001), dg=11, GFI=0.970, AGFI=0.923, 
NFI=0.965, CFI=0.976, TLI=0.954, RMSEA=0.084, 
RMR=0.037

매개효과모형을 분석한 [표 8]의 결과를 살펴보면 환

자 심 커뮤니 이션 진요인에서 환자참여에 한 

경로계수는 0.591(t=9.357), 환자참여에서 건강성과에 

한 경로계수는 0.383(t=4.841)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환자 심 커뮤니 이션 진요인에서 건강

성과에 한 직 효과를 나타내는 경로계수는 

0.346(t=4.607)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8. 매개효과 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관계

경로
계수

표준화
계수 S.E. t값 p값

촉진->
환자참여 .591 .620 .063 9.357 <.001

환자참여->건강성과 .383 .383 .079 4.841 <.001

촉진요인->건강성과 .346 .363 .075 4.607 <.001

이러한 매개효과모형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참

여요인의 매개효과에 한 통계  유의성을 검증하기 

해 Sobel[33]의 Z검증방법과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이

용하 다. Sobel[33]은 간 효과와 총효과 등의 근

인 분산을 추정하기 하여 델타(delta method)를 용

시켰으며, 간 효과의 표 오차 공식을 제시하 다. 

Sobel's test는 간 효과를 표 오차로 나 어 검증통

계량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34].  

우선 Sobel[33] 검증방법에 따라 구해진 표 오차를 

매개효과 계수에 해 나  검증값은 4.306 

(z=0.2265/0.0526), p값 0.000으로 나타났다. Sobel의 계산

값은 유의수  0.05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한 매개효과계수의 비정규성으로 인한 검증력의 

감소문제에 응할 수 있는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이용

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 다. 부트스트래핑 방법은 모

분포에 한 가정이 불확실할 때 사용되는 안으로서 

비모수  추론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을 통해 

추정치의 편향, 표 오차 등을 산출할 수 있고 심모

수에 한 신뢰구간과 설정가설에 한 p값을 구할 수 

있다. 특히 이 방법은 추정량의 확률  성질을 수학

으로 악하기 힘든 상황에서 유용하다[35]. 

2,000번의 부트스트래핑 반복추출 결과 유의확률

(p<0.001)이 0.05보다 작으므로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환

자참여의 매개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가지

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환자 심 커뮤니 이션 

진요인은 환자참여를 매개로 하여 건강성과 요인에 미

치는 효과는 통계 으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의사의 환자 심 커뮤니 이션, 환자참여

와 환자만족, 치료성과의 경로 계를 분석하는 실증

인 연구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자만족과 치료성과를 높이기 해

서는 진료과정에 의사는 환자 심 커뮤니 이션을 해

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명확하게 실증

으로 검증되지 않았던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본 연구가 

검증했다는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 의 연구

자들은 환자 심 커뮤니 이션의 구성요소를 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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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지요인으로 구성되었음[9]을 제안하여 진요

인과 지요인이 환자를 만족시키는 요한 요소라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진요인이 경청요소와 배려요소

로 지요인이 지요소의 3개 요인으로 구성되었음을 

확인하 다. 이는 어휘의 미묘한 번역 상의 차이를 반

해도 의사의 진료과정에 환자의 말을 잘 들어 주고 

상 방을 배려해야 한다는 이 요하다는 것을 인식

시켜주는 것이다.

둘째, 환자참여의 구성개념인 행동  참여와 정보  

참여가 치료성과에 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 다. 이는 

의사의 요구이나 지시를 충실히 따르고 의사가 필요로 

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환자가 스스로 정보를 제공함으

로써 환자의 육체 이고 심리 인 상태의 완치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환자의 치료성과를 높이

기 해서는 의사의 지시, 진료과정에서의 해야 할 일

이나 조를 잘하고 의사의 진료계획에 필요한 환자 자

신이나 질병 자체에 한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해야 질

병이나 처치를 원활하게 하여 치료성과를 높일 수 있다

는 것이다. 환자참여의 구성요인들이 환자만족에 미치

는 향 계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환자 심 커뮤니 이션의 진 요인과 

건강성과의 직 효과와 환자참여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Sobel[33]의 검증결과와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통한 결

과는 환자 심 커뮤니 이션에서 건강성과로 가는 직

경로보다 환자참여를 매개로 하는 간 경로가 통계

으로 더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의사가 

환자 심 커뮤니 이션을 할수록 환자는 의사의 진료

과정에 더 극 으로 참여하게 되고 환자들이 의사의 

진료과정에 극 이고 능동 일수록 환자만족과 치료

성과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러한 결과는 의

사가 환자의 말에 집 하여 잘 들어주고 환자를 배려할

수록 환자들은 극 으로 행동 , 감정 이고 정보

인 참여를 하게 된다. 이러한 환자참여가 높을수록 환

자들의 진료성과인 환자만족과 치료성과를 높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 다. 의사는 진료과정에 환자 심 

커뮤니 이션을 통해 환자만족과 치료성과를 높이는 

것보다 환자가 진료과정에 극 이고 능동 인 자세

가 되도록 하는 진료과정의 환자참여를 통해 환자만족

과 치료성과를 높이는 과정을 확인하 다. 이는 의사의 

진료과정에 환자를 참여시킴으로써 의사의 진료계획을 

이해하고 환자는 의사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극 이

고 능동 으로 제공하게 된다. 의사들은 환자가 진료과

정에 환자의 투입노력을 가능하도록 분 기를 조성하

는 것이 환자를 만족시키고 환자가 원하는 치료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 다.   

이 연구의 한계 과 향후의 연구방향을 제시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특정지역인 C지역의 종합병원을 상

으로 하여 분석하 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제

약이 있다. 둘째, 의사가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환자의 

입장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의사의 체 진료과정을 

상세하게 알 수 없고 의사의 입장을 반 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의 연구에서는 의사의 입장을 반 한 연구

결과와 환자의 입장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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