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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This study evaluated the medical communication skills of trainee doctors and analyzed the rela-
tionship between medical communication skills, self-efficacy on clinical performance (SECP) and empathy.

Methods：A total of 106 trainee doctors from a university hospital participated. The questionnaire comprised 
self-evaluated medical communication skills, modified SECP and the Korean version of the Jefferson Scale of 
Empathy-Health Professionals version. The mean difference in medical communication skills scores according 
to gender, age, division (intern, internal medicine group or surgery group) and position (intern, first-/second- and 
third-/fourth-year residents) were analyze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were determined between medical 
communication skills, modified SECP and empathy. The effects of each variable on medical communication 
skills were verified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Results：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mean differences in self-evaluated medical communication 
skills according to gender, age, division or position. Medical communication skills ha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modified SECP (r=0.782, p<0.001) and empathy (r=0.210, p=0.038). Empathy had a direct ef-
fect on modified SECP (β=0.30, p<0.01) and modified SECP had a direct effect on medical communication 
skills (β=0.80, p<0.001). Empathy indirectly influenced medical communication skills, mediating modified 
SECP (β=0.26, p<0.05).

Conclusions：Medical communication skills are an important core curriculum of residency programs, as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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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의료 커뮤니케이션은 의료 인문학 측면 뿐만 아니라 질

병 진단의 정확성과 치료 가능성을 높이는 등 임상의학 측

면에서도 의료행위의 핵심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1,2) 

즉, 환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환자 측면에

서는 자기 조절력(sense of control) 증대, 통증에 대한 내성 

증가, 질병으로부터 빠른 회복, 일상 기능의 빠른 회복, 정신

건강 증진, 병원입원일수 감소, 병원방문횟수 감소 등과 연

관되며, 의사 측면에서는 의료분쟁 감소, 직업만족도 증가, 

업무관련 스트레스 감소, 직업적 탈진(burn out) 감소 등과 

관련되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의료행위의 가치를 증진시

킨다고 할 수 있다.1,2) 

이러한 이유로 미국의 졸업 후 의학교육인증평가원(Ac-

creditation Council for Graduate Medical Education)과 캐

나다의 전문의협회(Royal College of Physicians and Sur-

geons of Canada)에서는 각각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기술’ 

과 ‘의사소통가(communicator)’를 전공의 교육의 필수요소 

중 하나로 꼽고 있다.3,4) 2014년에 발표한 ‘한국의 의사상’ 에

서는 ‘소통과 협력’을 한국 의사의 다섯 가지 역량 중 하나로 

제시하였다.5)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2008년에 면허의사 배

출 100주년을 기념하여 전공의 교육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

괄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전공의 교육공통교육과정인 RE-

SPECT 100을 발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을 제정하면서 전공의 수련 과

정 중 필요한 7가지 공통역량을 제시하였으며 ’의사소통’은 

이들 7가지 공통 역량에 포함되어있다.6) 그러나 우리나라에

서는 ‘전공의 수련 기간 전반에 걸쳐 전문 과목에 상관없이 

제공되는 임상 지식과 기술 이외의 교육경험’ 즉 공통 교육

과정(core curriculum)으로서의 의료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인식과 연구는 상당히 부족한 편이다.7-9) 만일, 의료커뮤니케

이션 능력과 전통적 임상 의사 역할인 진료역량과의 의미 있

는 연관성이 제시된다면 의료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교육자 

및 피교육자의 인식이 개선되고,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다양

한 의사상에 한 층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개인이 어떤 결과를 산출하

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

신의 능력에 관한 개인적 판단 또는 신념으로 공포 및 회피 

행동의 변화를 통해 수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10) Park11)은 의사로서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

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신념이나 기대를 진

료수행 자기효능감(Self-Efficacy on Clinical Performance)

으로 정의하고 이것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였다. 진

료수행 자기효능감은 진료라는 행동을 시도하고 지속하는 

동기와 관련되어 있어서 성공적 진료수행을 위한 중요한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10,11) 진료수행 자기효능감 척도는 진

료에 필요한 지식, 술기, 태도 영역의 과제들을 모두 포함

하는 특징이 있다. 현대 의료커뮤니케이션 모델이 되는 캘

거리-캠브리지 면담 가이드(Calgary-Cambridge Observa-

tion Guides), 칼라마주 전문가 지침(Kalamazoo Consen-

sus), SEGUE 지침(SEGUE Framework) 등에서는 진료시

작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영역에 걸쳐서 진료를 효과적이고 

포괄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의료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성공적인 진료수행 결과와 연관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Kim 등12)은 Bandura의 이론에 근거

하여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 능력(skill)에 영향을 준

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진료수행 자기효능감이 의료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하였다. 

의료현장에서 공감은 환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환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13) 그리고 라포를 발전시키면서 환자와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의료커뮤니케이션 실제에서 수행되어야 하

는 필수 요소인데,2) 이 과정에서 공감능력이 중요하다. 따라

서 의료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공감능력은 유의미한 연관성

이 있을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자들은 전공의 공통역량으로서의 의료커뮤니케이

션 능력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졸업 후 교육을 활성화시키

기 위한 목적으로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료커뮤니케이션 능

력을 조사하여 성별, 나이, 전공과목(인턴, 내과계, 외과계), 

연차 인턴, 1~2년차, 3~4년차) 등에 따른 의료커뮤니케이션 

능력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의료커뮤니케이

션 능력이 진료수행 자기효능감, 공감능력과 어떤 관련성이 

have a direct correlation with SECP, which is needed for successful treatment. Moreover, the medical communi-
cation needs a new understanding that is out of empathy. 

KEY WORDS :   Graduate medical education ㆍHealth communication ㆍSelf-efficacy ㆍEmpathy ㆍ  

Internship and resid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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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       법

2020년 7월부터 2020년 12월 사이에 부산 고신대학교 복

음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 총 106명(인턴 31명, 내과계 레지

던트 51명, 외과계 레지던트 2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임상

연구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연구에 있어 취약계층에 속

하는 전공의들의 익명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나이는 30세 미

만과 30세 이상으로 나누었다. 전공 과목은 인턴, 내과계(가

정의학과, 내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과, 소아청소년과, 재

활의학과, 응급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피

부과), 외과계(비뇨의학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신경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흉부외과)로 구분하였다. 

병리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 핵의학과 전공의는 제

외하였다. 연차는 인턴, 1~2년차, 그리고 3~4년차로 나누었

다. 본 연구는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임상연구 윤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IRB File no : 2020-06-024-002).

1. 자기평가 의료커뮤니케이션 능력

전공의들의 의료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Lee 등14)이 개발한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 모델 36문항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 의과대학생의 의료 커뮤니케

이션 교육 성취도 평가도구로 개발되었으며, 캘거리-캠브리

지 면담 가이드, 칼라마주 전문가 지침 그리고 SEGUE 지침

이 참고 반영되었다. 총 36문항은 ‘면담시작(8개 문항), 관계

수립(6개 문항), 정보수집(8개 문항), 환자 관점이해(4개 문

항), 정보공유(4개 문항), 합의도달(3개 문항), 면담종료(3개 

문항)’의 일곱 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

해서 ‘자신이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기평가

를 하도록 요구하였고 5점 리커트 척도(5점 : 아주 잘 할 수 

있다, 4점 : 잘 할 수 있다, 3점 : 보통이다, 2점 : 잘 못한다, 

1 : 전혀 할 수 없다)로 대답하게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의료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높다고 해석한다. 

2. 수정된 진료수행 자기효능감 척도 

의료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진료수행 자기효능감과의 상관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ark11)이 개발한 진료수행 자기효

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5점 : 매우 그렇다, 4점 : 그

렇다, 3점 : 보통이다, 2점 : 그렇지 않다, 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중 하나로 답하게 되어있다. 척도 하위 요인은 ‘의학

지식 습득 및 적용, 임상술기, 환자 의사소통, 의료윤리의

식, 타 의료직과 관계, 자기계발, 임상추론’ 일곱 가지가 있

었다. 진료수행 자기효능감 척도 내에도 ‘환자 의사소통’ 요

인이 있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환자 의사소통’ 요인을 제

외한 진료수행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고 이를 ‘수정된 

진료수행 자기효능감 척도’로 명명하였다. 진료수행 자기효

능감 척도는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나 의과대

학생과 전공의는 피교육자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척도 내용

에 있어서 의과대학생과 전공의에게 서로 다르게 적용될 만

한 항목이 없었으므로 전공의에게도 적용 가능하였다.15)

3. 한국판 의사 공감 척도

Hojat 등은 기존의 제퍼슨 공감 척도(Jefferson scale of 

empathy-Student version, JSE-S)를 공감태도 보다는 공감

행동과 더 관련되도록 수정하여 의사를 대상으로 제퍼슨 공

감 척도(Jefferson scale of empathy-Health Professionals 

version, JSE-HP)를 개발하였다.16) 우리나라에서는 문항의 내

적 일치도 평가에 따라 원본의 18, 19번 문항이 삭제된 18문항

의 한국판 의사 공감 척도(Korean-Jefferson Scale of Empa-

thy-Health Professionals version, K-JSE-HP)가 개발되어 

전공의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타당도가 입증되었기에 본 연구

에서는 대상자들의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K-JSE-HP

를 사용하였다.17,18) 각 문항은 질문에 대한 동의 정도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에서 ‘전적으로 일치한다’까지 7점 척도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다. 문항 1, 3, 6, 7, 8, 11, 12, 14는 역

채점하여 총점을 산출하고 총점이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

다고 해석한다. 신뢰도는 우수하였다(Cronbach α=0.88).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1.0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

상자의 특성과 자료의 정규성 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기술통계를 확인하였다. 평균치 비교를 위하여 독립

표본 T 검정 혹은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Pear-

son 상관분석을 통하여 의료커뮤니케이션 능력, 수정된 진

료수행 자기효능감, 한국판 의사 공감 척도 사이의 상관관

계를 살펴보았다. 둘째, 의료커뮤니케이션 능력, 진료수행 

자기효능감 및 공감능력에 대한 측정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Information Maximum Likeli-

hood)에 기초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집중타당도와 

변별타당도를 판단하였다. 검증모형의 적합도 평가를 위해 

χ2과 절대적합지수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

mation (RMSEA), 상대적합지수 Tucker-Lewis Index (TLI),  

Comparative Fit Index (CFI)를 확인하였으며 RMSE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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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이하, TLI와 CFI는 0.90이상이면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평가한다.19) 셋째, 전공의의 공감능력이 의료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료수행 자기효능감의 간접효과

의 검증을 위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절차를 사용

하여 95% 신뢰구간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결       과

1.   의료커뮤니케이션 능력 차이 및 의료커뮤니케이션 능력, 

수정된 진료수행 자기효능감, 공감능력과의 상관관계

대상자 106명 중 98명(92.4%)이 참여하였고 그들의 인구

학적 특징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독립표본 T 검정 및 일

원배치 분산분석결과 자기평가 의료커뮤니케이션 능력 점

수는 성별, 나이, 전공과목(인턴, 내과계, 외과계), 연차(인

턴, 1~2년차, 3~4년차) 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Pearson 상관분석 결과, 의료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수정된 진

료수행 자기효능감(r=0.782, p＜0.001) 및 공감능력(r=0.210, 

p=0.038)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2.   의료커뮤니케이션 능력, 진료수행 자기효능감 및 공감능

력에 대한 측정모형 검증 

통계적 모형을 구성하는 측정모형에서 변수들 간의 관계

에 대한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적합도 지수를 확인한 결과, 

χ2=172.24 (p＜0.001), RMSEA=0.06, TLI=0.92, CFI=0.93

로 나타나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였다. 각 잠재변수에 대한 

요인부하량은 0.54~0.94 사이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수렴타당도를 만족하였다.20)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은 0.5이상, 개념신뢰도(Con-

struct Reliability, CR)는 0.7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여 측정모

형의 집중타당도를 확보하였다(Table 2). 

3.   의료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공감능력 관계에서 진료수행 

자기효능감의 간접효과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므로 공감능력이 진료수행 자기효능감을 거쳐 의료커

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과적 관계를 설정한 구조

방정식모형의 적합도 및 모수치를 측정하였다(Fig. 1). 적합

도 지수를 확인한 결과, χ2=172.24 (p＜0.001), RMSEA=0.06, 

TLI=0.92, CFI=0.93로 모든 적합도 지수가 평가기준을 충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변수들 간의 경로계수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총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의 결과는 Table 3과 같으며, 

진료수행 자기효능감이 의료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직접

적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β=0.80, p＜0.001). 

이는 진료수행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의료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Table 1. Demography and descriptive analysis of participants (n=98)

Variables n (%)
Communication skills Modified SECP K-JSE-HP

Mean SD p Mean SD p Mean SD p

Sex 0.131 0.438 0.775
Male 77 (78.6) 130.9 22.8 111.3 17.1 85.0 14.2
Female 21 (21.4) 122.9 23.0 108.1 14.8 84.0 13.7

Age (years) 0.234 0.477 0.063
＜30 64 (65.3) 127.0 23.9 108.5 17.3 82.8 14.3
≥30 34 (34.7) 132.8 20.9 114.4 14.9 88.4 13.0

Division 0.310 0.518 0.314
Intern 31 (31.6) 126.3 28.0 108.4 21.6 83.2 11.9
1 45 (45.9) 128.2 21.7 110.5 14.1 87.6 16.0
2 22 (22.4) 134.5 21.1 113.7 13.2 80.9 11.7

Position (grade) 0.094 0.052 0.750
Intern 31 (31.6) 126.3 28.0 108.4 21.6 83.2 11.9
1st-2nd 40 (40.8) 125.9 18.8 107.7 12.1 82.6 14.6
3rd-4th 27 (27.6) 136.8 21.1 117.2 14.5 89.6 14.9

The mean value was compared by independent T test or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variable. Division 1 includes the departments of Anesthesiology & Pain medicine, Dermatology, Emergency medicine, Family 
medicine, Internal medicine, Neurology, Occupational & Environmental medicine, Pediatrics, Physical medicine & Rehabilitation 
medicine, Psychiatry ; Division 2 includes the department of General surgery, Neurosurgery, Obstetrics & Gynecology, Ophthal-
mology, Orthopedics, Otolaryngology, Plastic surgery, Thoracic & Cardiovascular surgery, and Urology. SD : Standard Deviation, 
p : probability value, SECP : Self efficacy on Clinical Performance, K-JSE-HP : Korean-Jefferson scale of Empathy-Health Profes-
sionals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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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능력이 의료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공감능력에서 진료수행 

자기효능감의 경로는 정적으로 유의하였는데(β=0.30, p＜ 

0.01), 공감능력은 진료수행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해서 의료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β=0.26, p＜0.05). 이는 전공의의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진

료수행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하고, 진료수행 자기효능

감을 높이는 것은 의료커뮤니케이션 능력의 향상으로 이어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       찰

우리나라 대부분 의과대학에서는 의료커뮤니케이션 과

목을 개설·운영하면서 의대생을 대상으로 의료커뮤니케이

션 교육과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14) 이에 반해서 전공의 의료

커뮤니케이션 교육은 공통 교육과정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

Knowledge 
acquisition and 

application
Clinical skills Medical ethics

Relationships with 
other health 
professionals

Self- 
development

Clinical 
reasoning

Affective 
domain

Cognitive 
domain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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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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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ing 
information

R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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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ients’s 

perspective

.91
.94 .83 .79

.79 .84

.84

.82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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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0*

.54

.90

Modified 
SECP

K-JSE-HP Co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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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andardized parameter estimates. * : p＜0.01, ** : p＜0.001. SECP : Self efficacy on Clinical Performance, K-JSE-HP : Kore-
an-Jefferson scale of Empathy-Health Professionals version.

Table 2. Factor loadings and fitness indexes of medical communication, modified SECP, and empathy in measurement model

Latent variables Observed variables b β SE C.R. AVE CR
Communication skills Initiating the session 1.00 0.84 0.69 0.94

Building relationship 0.98 0.82 0.10 10.03*
Gathering information 1.06 0.89 0.09 11.42*
Understanding patient’s perspective 1.03 0.86 0.10 10.76*
Sharing information 0.92 0.77 0.10   9.08*
Reach agreement 0.97 0.81 0.10   9.84*
Closing the session 1.00 0.84 0.10 10.35*

Modified SECP Knowledge acquisition and application 1.00 0.91 0.72 0.95
Clinical skills 1.03 0.94 0.07 14.94*
Medical ethics 0.91 0.83 0.08 12.25*
Relationships with other health professionals 0.87 0.79 0.08 10.83*
Self-development 0.86 0.79 0.09 10.21*
Clinical reasoning 0.92 0.84 0.08 11.45*

K-JSE-HP Affective domain 1.00 0.54 0.62 0.76
Cognitive domain 1.68 0.90 0.99   1.81*

* : p＜0.001. SECP : Self efficacy on Clinical Performance, K-JSE-HP : Korean-Jefferson scale of Empathy-Health Professionals ver-
sion, SE : Standard Error, C.R. : Critical Ratio, AVE : Average Variance Extracted, CR : Construct Re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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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자 및 피교육자의 인식이 낮고 졸업 후 

교육 및 연구가 부족하다.9,21,22) 저자들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료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조사하고 진료수행 자기효능감, 

공감능력과의 상호관계를 알아보자 하였다. 

자기평가를 통해서 살펴본 전공의 의료커뮤니케이션 능

력은 성별, 나이, 전공과목, 연차 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성별과 관련하여서 Roter 등23)은 메타분석

을 통하여 의사의 성별에 따른 의료커뮤니케이션 능력의 양

적, 질적인 차이는 없으나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환자 중심

적 의사소통을 하고 진료에 긴 시간을 할애한다고 보고 한 

바가 있고, 국내에서는 Park 등24)이 성별에 따라 의료커뮤니

케이션능력의 차이는 없었다고 보고한 바가 있다. 한편 이전 

연구들은 전공의 연차가 올라감에 따라 의료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증진된다,25,26) 감소된다,27,28) 혹은 전공의 연차와 의

료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유의미한 상관성이 없다고21,29,30) 보

고하는 등 그 결과들이 일관되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표준

화된 의료커뮤니케이션 능력 측정도구가 아직 없고, 의료커

뮤니케이션에는 의사, 환자, 상황 등 다양한 변수가 상호작

용하는데 연구에서는 관련 변수들을 모두 통제하는 것이 쉽

지 않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31,32)

현재의 의료커뮤니케이션 모델은 질병(disease)뿐 만 아

니라 질병경험(illness)을 중요시 하면서 환자 중심적 접근을 

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환자의 참여를 권장하는 등 환자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토대 위에 형성되었다.2,14,33) 이것은 환자 

중심적 의사소통이 오진율을 낮추고, 치료 성공률을 높인다

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결과이다.1,2) 본 연구 결과도 이러

한 사실을 지지하고 있는데, 성공적 직무를 위해 요구되는 지

식, 술기, 태도로 이루어진 진료수행 자기효능감과 의료커뮤

니케이션 능력이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고(r=0.782, p＜0.001),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하여 진료수행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의료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

이다. 즉 면담시작, 관계수립, 정보수집, 환자관점이해, 정보

공유, 합의도달, 면담종료로 이루어진 의료커뮤니케이션 모

델의 구성요소는 성공적인 진료 수행의 구성요인들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다(Fig. 1). 진료수행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해서 경험 학습(experimental learning), 지지

(support), 슈퍼비전(supervision) 및 멘토링(mentoring), 능

력 개선(skills update), 동료 교육(peer education) 등을 이용

할 수 있다.34) Yoo 등15)은 자기효능감의 근원 중 하나가 성공

경험(mastery experience)인데, 실패경험이나 부정적인 피드

백을 많이 받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떨어질 수 있기에 실제 환

자를 보면서도 지속적으로 자기효능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시뮬레이션 기반 학습(simulation-based learning), 긍정심리

치료(positive psychotherapy) 기반 활동 등을 진료수행 자기

효능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

다.35,36) 이러한 수련 환경 개선 및 공통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는 진료수행 자기효능감 증진 뿐 아니라 결국에는 의료커뮤

니케이션 능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환자의 경험, 걱정, 관점을 이해하는 속성으로 정의되는 

공감은 의학의 본질적이고 인간적인 측면으로 간주되고 의

사-환자 관계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16,37) 바람직한 의

사-환자 관계형성, 즉 라포형성은 의료 커뮤니케이션 모델

에도 포함되어 있는데,14) 본 연구에서도 JSE-HP로 측정한 

공감능력은 의료커뮤니케이션 능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었다(r=0.210, p=0.038). 그리고 공감능력은 

‘환자 의사소통’ 요인을 제외한 진료수행 자기효능감과도 유

의한 통계적 연관성을 보였는데, 이것은 공감능력이 신체검진 

수행과 병력 청취 능력38,39)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보고와 일치

하는 소견이라고 할 수 있다. 공감능력은 성격 특성과 관련된 

비교적 안정적인 특성으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교육에 따라 

향상될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16,17) 역할극(role playing), 마음

챙김 훈련(mindfulness training), 정신 스캔 연습(mental 

scanning practice), 반복 프라이밍(repetitive priming) 또

는 가상 현실(virtual reality)이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사용된 바 있다.40)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을 전공

의 공통 진료역량 교육에 적용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공감능력은 의료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대하여 유의

한 양의 상관관계는 있었지만(r=0.210, p=0.038), 구조방정

식 모형에서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진료수행 자기

효능감을 매개로 간접효과가 유의하였다. 이로써 현재의 의

료커뮤니케이션 모델은 의학의 인문학적 측면으로 간주될 

수 있는 공감과는 구분해서 이해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

다. 즉 공감능력이 높다고 하더라도 진료수행 자기효능감이 

Table 3.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in the structural model 
of communication skills, modified SECP and empathy

Path of variables
Standardized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K-JSE-HP →  Modified SECP 0.30** 0.30** -
Modified 
  SECP

→  Communication skills 0.80*** 0.80*** -

K-JSE-HP →  Communication skills 0.28* 0.02 0.26*

* : p＜0.05, ** : p＜0.01, *** : p＜0.001. SECP : Self efficacy on 
Clinical Performance, K-JSE-HP : Korean-Jefferson scale of Em-
pathy-Health Professionals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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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으면 의료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

이 있으므로 공감능력이 의료커뮤니케이션 능력으로 발휘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진료수행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필

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는 일 대학병원의 전공의로부터 도출되었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

용된 의료커뮤니케이션 능력, 진료수행 자기효능감, 공감능

력은 모두 자기보고식 평가로 얻어졌는데 이것은 의료커뮤

니케이션 능력을 스스로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등22) 자

기보고식 평가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의료커뮤

니케이션이라는 변수 자체가 완전히 계측 가능한 객관적 성

질이 아니라 주관적이고 정의적인 측면도 있다는 점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의료커뮤니케이

션 능력을 점수로 평가할 때는 질적인 측면이 함께 평가될 

필요가 있으므로41) 점수차이가 곧 절대적인 의료커뮤니케

이션 능력의 차이를 의미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료커

뮤니케이션 능력을 조사함으로써 졸업 후 의학교육(gradu-

ate medical education)의 기초자료로 참고될 수 있으며, 진

료역량과 의료커뮤니케이션 능력의 의미 있고 직접적인 연

관성을 제시함으로써 교육자(지도전문의)와 피교육자(전공

의)의 의료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켰다는 장점

이 있다. 

결론적으로, 전공의 의료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진료수행 

자기효능감과 같은 성공적인 진료행위를 위한 변수와 직접

적인 연관성이 있었으므로 전공의 공통교육과정의 하나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한다고 할 수 있다. 공감능력은 직접적

이라기 보다는 진료수행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의료커뮤니케이션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므로 의료커

뮤니케이션 능력과 공감능력은 서로 구분될 필요가 있었다. 

향후에는 좀 더 대표성이 있는 대상자에 대한 객관적인 의

료커뮤니케이션 능력 평가 연구를 통하여 전공의를 대상으

로 한 의료커뮤니케이션 연구와 교육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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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연구목적

전공의 공통역량으로서 의료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기 위하여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료커뮤니케

이션 능력을 조사하고 의료커뮤니케이션 능력, 진료수행 자기효능감 그리고 공감능력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  법

일 대학병원 소속 총 106명 전공의를 대상으로 자기평가 의료커뮤니케이션 능력, 수정된 진료수행 자기효능

감 척도, 한국판 의사 공감 척도를 조사하였다. 성별, 나이, 전공과목(인턴, 내과계, 외과계), 연차(인턴, 1~2년차, 

3~4년차)에 따른 의료커뮤니케이션 능력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상관분석으로 의료커뮤니케이션 능력, 수정된 

진료수행 자기효능감, 공감능력의 상관계수를 구하였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의료커뮤니케이션 능력

에 영향을 미치는 각 변수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결  과

인턴 31명(31.6%), 내과계 레지던트 45명(45.9%), 외과계 레지던트 22명(22.4%)으로 총 98명이 참가하였다. 

성별, 나이, 전공과목, 연차에 따른 자기평가 의료커뮤니케이션 능력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의료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수정된 진료수행 자기효능감(r=0.782, p＜0.001) 및 공감능력(r=0.210, p=0.038)과 유

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공감능력은 진료수행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β=0.30, 

p＜0.01), 진료수행 자기효능감은 의료커뮤니케이션 능력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β=0.80, p＜ 

0.001). 공감능력은 진료수행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β=0.26, p＜0.05) 간접적으로 의료커뮤니케이션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결  론

전공의 의료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성공적 진료를 위해 필요한 진료수행 자기효능감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었

으므로 전공의 공통교육과정의 하나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의 의료커뮤니케

이션 모델은 공감 능력과는 구별해서 이해될 필요가 있음이 시사된다. 

중심 단어：졸업 후 교육·의료커뮤니케이션·진료수행 자기효능감·공감·전공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