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보건학박사 학위논문 

 

국내 진료면담에서 이루어지는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 

 

 

 

 

 

 

2020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보건정책관리학 전공 

이 민 정 



   

국내 진료면담에서 이루어지는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 
  

 

지도 교수  유 명 순 

 

이 논문을 보건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9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보건정책관리학전공 

이 민 정 
 

이민정의 보건학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9년 12월 
 

위 원 장         황 승 식        (인) 

부위원장         이 철 주        (인) 

위    원         조 병 희        (인) 

위    원         최 효 선        (인) 

위    원         유 명 순        (인)



i 

초    록 

 

진료면담은 환자와 의사, 그리고 환자와 보건의료체계가 처음으로 

만나는 지점이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진단 및 처방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진료면담의 결과는 환자의 인식, 건강수준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의 재정 지출을 결정하므로, 의료의 질 측면에서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환자를 중심에 둔다’라는 

‘환자중심의료(Patient-centered Care)’가 대두하면서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은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국내 의료에서도 

환자중심의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세계적 수준을 자랑하는 국내 의료기술과는 대조적으로 진료면담의 

환자경험 수준은 OECD 국가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소위 ‘3시간 

대기, 3분 진료’로 묘사되는 국내 현실에서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은 

학술적으로나 보건정책적으로나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은 환자중심의료의 실현을 위한 필수 

요소(enabler)라는 점에서, 국내 진료면담에서 이루어지는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진료면담에서 이루어지는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 의사, 

진료환경 및 커뮤니케이션 요인을 밝힌다.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의 

유형화를 시도하며, 각 유형별 특징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이 진료면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연구1은 전국 성인 표본을 대상으로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환자경험을 파악하고, 이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자 

요인과 진료환경 요인을 파악하였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17년도 

의료서비스 경험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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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2는 실제 의료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을 

분석하였다. 진료면담을 녹음한 자료를 Roter Interaction Analysis 

System(RIAS)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군집 분석을 통해 

환자와 의사의 쌍(dyad)을 단위로 유형화하였다. 그 후에는, 각 유형의 

특징을 확인하고 특정 유형에 속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였다. 또한, 환자와 의사의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환자, 의사, 

진료환경 및 상호가 미치는 영향을 밝혔다.  

연구3은 환자가 인지하는 진료면담의 효과성과 미충족 진료면담 

시간 인식을 확인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일개 병원의 진료면담을 마친 환자에게 설문조사 자료를 

수집하여, 진료면담의 효과성(건강 문제 이해, 건강 통제감, 부정적인 

감정의 변화)과 미충족 진료면담 시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였다. 그 

후, 진료면담의 결과로서 환자가 인지하는 진료면담의 효과성과 

미충족 진료면담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 진료환경 및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 요인을 밝혔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자, 의사, 진료면담 환경 요인이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확인되었으며, 환자와 의사의 커뮤니케이션은 

상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환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의료급여수급권자인 경우, 읍·면 거주자의 

환자경험이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의사의 경력이 짧을수록 현재 

병원에서의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환자와의 정보교환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의사의 성별에 따라 여성의의 경우 

남성의인 경우 의사의 환자 말 끊기 행위의 빈도가 낮고 환자가 

자신의 우려를 표현하는 행위가 많아 커뮤니케이션의 환자중심성이 더 

높은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의사가 환자에게 우려와 지지의 표현을 

하는 것은 환자의 생의학적 질문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었으며,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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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와 지지의 표현 행위와 정(+)의 방향으로 나타난 의사의 말 끊기 

행위는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국내 진료면담에서 이루어지는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에서 

유형을 파악하고, 유형별로 드러나는 커뮤니케이션 패턴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환자와 의사의 커뮤니케이션에는 세 가지 유형이 

확인되었다. 각 패턴에서 드러나는 환자-의사 관계의 특징에 따라 

선행연구를 적용하여, Biomedical(생의학), Biopsychosocial(생물심리사회), 

Consumerism(소비자주의)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D. L. Roter et al., 1997). 

생물심리사회유형은 환자와 의사의 상호적인 관계(Mutual 

relationship)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생의학 유형의 진료면담과 

소비자주의 유형의 진료면담 보다 더 많은 진료면담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으며, 또한, 의사들은 특정 커뮤니케이션 패턴을 주로 

사용하지만 일관적이지 않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셋째, 본 연구는 국내 진료면담에서 이루어지는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이 진료면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환자중심커뮤니케이션은 환자가 인지하는 진료면담 효과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으며, 환자의 미충족된 진료면담 시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자의 건강정보 리터러시가 높을수록, 진료면담 

전에 준비하는 행위 또한 진료면담의 결과를 높이기 위해 중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끝으로, 본 연구는 확인된 결과에 기반하여 국내 진료면담에서 

이루어지는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의 환자중심성 강화를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주체인 환자와 의사, 그리고 정부 및 연구자의 

역할과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제언한다.  

주요어 : 진료면담, 환자중심의료,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 환자-의사 

관계, Roter Interaction Analysis System 

학   번 : 2015-3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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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진료면담은 환자와 의사, 보건의료체계가 처음으로 만나는 

거점(encounter)으로서 의사가 환자에게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에 대해 

질문을 하고 환자는 의사에게 아픈 부분을 ‘말’로 설명하는 대화의 

과정이다(Byrne & Long, 1976). 환자의 질병 진단과 제공되어야 할 

의료서비스의 종류 및 양의 결정은 진료면담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결과는 환자의 만족도, 의료 정보의 기억과 이해, 질병에 

대한 대처 및 실제 건강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Buller & 

Buller, 1987; Kaplan, Greenfield, & Ware Jr, 1989; Debra L Roter, Judith A Hall, 

& Nancy R Katz, 1987; Street Jr, Makoul, Arora, & Epstein, 2009), 

보건의료체계 차원에서는 재정 지출을 결정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6). 따라서, 보건의료체계의 관리와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진료면담이 가지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 

대인 커뮤니케이션(interpersonal communication)은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 (Giffin & Patton, 1971)이자,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 정체성, 관계를 형성 및 협상하고 자아와 관계를 구성하는 방법” 

(Baxter, 2004; Craig, 1999)이라고 정의된다. 이러한 정의를 

적용해보았을 때, 커뮤니케이션학의 관점에서 진료면담은 환자와 

의사라는 쌍(dyad)에서 이루어지는 대인 커뮤니케이션이다. 그런데 

진료면담은 환자와 의사라는 공식적인 관계(formal relationship)에서 

이루어지고, 제한된 시간 동안 특정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이루어지기에 

여타 대인 커뮤니케이션과는 차별성을 가진다 (O'Hair, 1989). 의사는 

고도로 전문화된 의료 지식을 바탕으로 권위를 행사하고, 지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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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은 상당한 공공성을 바탕으로 자율성을 보장받는 

의료전문직으로써 사회적 역할을 가지기에 (조병희, 2015), 진료면담을 

환자와 의사의 사회적 역할(social role)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한다. 이 때, 환자는 진료의 효과나 능률에 대한 판단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환자와 

의사의 관계를 본질적으로 비대칭적이다(asymmetrical relationship). 

의사의 환자에 대한 권력(power), 권한(authority)의 행사와 비대칭적인 

관계는 환자보다 많은 의사의 질문, 대화의 주제를 일방적으로 결정, 

환자의 말을 끊거나 급격하게 화제를 돌리기도 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잘 드러난다 (Heritage & Maynard, 2006). 이 때문에 

진료면담에서 드러나는 환자-의사 관계는 보건사회학의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Potter & McKinlay, 2005). 

국내의 진료면담에서 이루어지는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은 두 

가지 변화와 이에 따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첫째, 환자와 의사의 관계는 전통적인 의사중심적인 관계에서 

환자중심적인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전염성 질병 중심에서 만성 

질환으로 질병 구조가 변화하고, 인터넷을 통한 건강정보의 접근성이 

높아졌으며,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와 의료의 시장화에 따라 

현대의 의료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의료소비자주의의 대두와 

인터넷을 통해 접근 가능해진 건강정보는 환자들이 의료적 의사결정에 

더 활발하게 참여하게 하였다 (Hardey, 1999; Lee, Gray, & Lewis, 2010; 

Lupton, 1997). 환자와 의사의 전통적인 힘의 불균형이(imbalance of 

power) 건강 정보량의 격차에 기인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이는 

환자와 의사의 관계 변화에 큰 의미를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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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환자와 의사의 관계 변화는 ‘환자를 중심에 둔다’라는 

‘환자중심의료(Patient-centered Care)’가 대두하면서 더욱더 강조된다. 

미국 Institute of Medicine(IOM) 1 은 보고서 ‘Crossing the Quality 

Chasm’에서 환자중심성을 의료체계의 6가지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였는데, 이들이 말하는 환자중심의료란 의료를 제공할 때 

의사결정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환자의 필요, 요구 및 선호가 존중되고 

결정에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보장하기 위해 의사, 환자 및 그 가족 

간의 공조를 수립하는 노력 전체를 뜻한다(IOM, 2001). 또한, 의사가 

환자의 생의학적인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환자의 질병 인식과 

질병경험을 이해하는 것을 필수적 전제로 한다(이수경 & 조병희, 2018). 

이는 Donabedian이 의료의 질 모형에서 강조하는 대인적 

영역(interpersonal domain) (Donabedian, 1980)보다 적극적인 개념으로, 

환자가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결정권 및 책임을 지고 자율성을 

회복함으로써 협력적인 환자와 의사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Heritage & Maynard, 2006).  

이러한 세계적인 논의에 대응하여, 국내에서도 ‘국민 중심’,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제도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를 기반으로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환자경험평가와 

시범사업의 시행 등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환자가 

중심인 진료면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실증연구의 부재로 여전히 

추상적이며, 임상 현장에서 환자 중심성이 실현되고 있는지는 확실치 

않기 때문에 개념이나 방향성 차원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의료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환자의 자율성에 대한 

강조가 높아지면서 진료면담에서 환자의 참여와 환자와 의사의 

                                                           
1 미국 Institute of Medicine(IOM)은 보고서 ‘Crossing the Quality 

Chasm’에서 환자중심성을 안전성, 효과성, 적시성, 효율성, 형평성과 함께 의

료체계의 6가지 목표1로 설정하였다(IOM,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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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사결정(Shared Decision Making, SDM)은 중요해지고 있다. 

환자들은 충분한 정보를 얻고 싶어하지만, 의사들은 종종 치료의 

기술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두고, 치료 방법에 따른 예상 가능한 

결과나 부작용에 관해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의사결정에 환자의 가치나 목표 등이 반영되도록 하는 노력은 아직 

부족하다. 

Scholl 등 2 은 환자중심의료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enabler)로서 

환자중심 커뮤니케이션을 제시하였다 (Scholl, Zill, Härter, & Dirmaier, 

2014). 이는 의료의 환자중심성을 환자와 의사의 언어적,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역량 및 기술을 강화를 통해 행위 수준으로 구체화하고 

실천 가능함을 의미한다. 환자중심 커뮤니케이션은 1) 환자의 건강 

문제와 관련된 생각과 감정을 파악하고 반응하며, 2) 환자의 건강 문제, 

치료 및 환자와 의사가 인식하는 역할에 대한 공통된 인식(common 

ground)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의사의 커뮤니케이션 행위로 

정의된다 (Moira Stewart et al., 2013).  

또한, 커뮤니케이션은 환자와 의사의 상호작용의 중요한 

구성요소이자(D. Roter & Hall, 2006), 관찰 가능한 속성이다(Heritage & 

Maynard, 2006). 이 때문에 환자와 의사의 커뮤니케이션 행위는 

상호작용을 평가 및 분석하기 위한 분석의 대상이자 단위로서 

활용된다(Arora, 2003). 환자를 중심에 두는 환자와 의사의 관계와 

진료면담의 효과는 환자와 의사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드러나며, 

따라서 많은 선행연구는 커뮤니케이션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다. 

둘째, 최근 OECD Health Statistics의 보고에 따르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진료면담의 환자경험은 전체 OECD 국가의 평균에 미치지 

                                                           
2 Scholl(2014)등은 환자중심의료를 연구한 4,707개의 문헌에서 환자중심의료에 대

한 정의를 제시하는 417개의 문헌을 선정하여 체계적인 문헌고찰을 통해 총 15개

의 환자중심 의료의 구성 요소를 도출하였고, 이를 각각 원리(Principle), 가능요소

(Enabler), 행위(Activity)의 세 가지로 범주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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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래에서 이루어지는 진료면담의 횟수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연 16회)이면서, 환자가 의사의 설명을 쉽게 

이해한 비율은 87.1%(19개국 중 13위), 의사에게 의문점이나 걱정을 

말할 기회를 받은 비율은 81.8%(18개국 중 13위)로 OECD 국가 중 

중하위권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사와의 충분한 진료시간을 경험한 

비율은 77.9%로 조사된 외래 관련 보건의료 질 지표 네 가지 중 가장 

낮았다 (김경훈, 2018).  

국내 진료면담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소위 ‘3시간 대기, 3분 

진료’ 3 로 표현되는 국내의 짧은 진료면담 시간과 환자가 경험하는 

진료면담의 불만족은 무관하지 않다 (권용진, 2017; 이찬희 et al., 2017). 

다수의 국민들이 첨단 의료장비를 갖춘 대형병원에서 전문성이 높은 

의료진에게 진료받는 것을 선호하는 ‘환자 쏠림’ 현상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의 미비로, 병원은 의사가 환자를 과밀한 환경에서 

짧은 시간에 급하게 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 이는 짧은 진료면담 

시간과 진료면담의 개선은 의사 개개인의 행위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임을 시사한다. 최근 진료면담의 

적절성(Appropriateness)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보건의료정책(예: 

심층진찰 시범사업, 교육 상담료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환자중심적인 진료면담을 위해 필요한 적정 진료면담의 내용 구성이나 

진료시간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의하기도 

어려워 이를 위한 정책 개발과 근거 마련에도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해외에서는 진료면담을 녹음/녹화한 자료를 통해 ‘실제’를 

연구하고 환자와 의사가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 

                                                           
3 , 1인당 3.3분(권용진, 2017)과 4.2분(박찬희, 2014)이라는 국내의 진료면담시간에 

대한 보고는 선진국인 미국의 21분, 영국의 9분에 크게 못 미치면서, 개발도상국

인 탄자니아,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Irving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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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것에 반해, 국내 연구는 대부분 환자 

혹은 의사의 인식을 측정하는 설문조사 연구가 대부분이고, 

환자보다는 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가진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는 커뮤니케이션의 

실제가 아닌 환자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진료면담을 녹음한 자료를 분석하여 환자와 의사의 

커뮤니케이션을 파악하고 진료면담시간을 포함한 영향요인을 파악할 

것이다. 국내 의료의 환자중심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2017년부터 이루어진 ‘의료서비스경험 조사’는 국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조사로, 국내 외래 진료면담의 현황을 파악함과 

동시에 취약한 환자군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진료면담 시간을 초점에 둔 

환자의 인식조사를 통해 불충분한 진료면담 시간의 인식에 기여하는 

요인을 확인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국내 진료면담에서 

이루어지는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의료의 공공성 제고와 정책개발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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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진료면담에서 이루어지는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 의사, 환경 및 

커뮤니케이션 요인을 확인한다. 이를 위하여 진료면담의 환자경험을 

조사한 "2017년도 의료서비스경험조사" 자료(N= 6,287)와 실제 

의료현장에서 진료면담을 녹음한 자료(N=510)를 분석한다. 

둘째, 국내 진료면담에서 이루어지는 환자-의사의 커뮤니케이션의 

유형을 확인하고, 각 유형별로 드러나는 특징과 환자와 의사의 관계 

특성을 파악한다. 이를 위하여, 진료면담을 녹음한 자료(N=510)의 

환자와 의사의 커뮤니케이션을 군집분석을 통해 유형화하고 분산분석 

및 을 통해 유형별 특징을 비교한다.  

셋째, 국내 진료면담의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이 진료면담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병원 외래에서 

진료면담을 마치고 나온 환자를 대상으로 수집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고 환자들의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 인식이 진료면담의 

효과성과 미충족 진료면담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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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헌 고찰 

1. 진료 면담의 개념 

‘진료면담’은 의학의 관점에서 ‘진찰’이라는 공식적인 의학용어가 

사용되며, 사전적으로는 의사의 시진, 청진, 탁진, 촉진과 같은 이학적 

검사(physical examination)로 좁게 정의하기도 하고 4 , 의료행위 분류 

차원에서는 이학적 검사는 물론 문진 또는 병력 청취, 환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까지 포함하는 넓은 정의도 있다 5 .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의료행위분류에서는 진찰 행위를 초진과 재진으로 분류하여 

정의하였는데, 초진(initial medical attention)의 구성요소를 병력 

청취(history), 이학적 검사(physical examination), 검사 계획(intended 

diagnostic program), 처방한 치료(treatment prescribed)로 정의하였고, 

재진(Subsequent medical attention) 구성요소를 병력청취, 이학적 검사, 

추가검사(other examinations), 치료 경과(treatment given and evolution), 

진료 결과 요약(final summary), 진단(diagnosis)으로 정의하였다.  

보건사회학의 관점에서 진료면담은 ‘의료면담’과 같은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된다. 이는 환자의 증상 또는 건강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규명하고 살펴보기 위한 환자와 의사의 ‘상호작용’ 과정으로, 

환자와 의사가 치료 관계를 시작, 유지 또는 종료시키고, 환자 교육 및 

치료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Goold & Lipkin Jr, 1999; 

조병희, 2015). 선행연구들은 환자와 의사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Donabedian은 의료의 질이 기술적 영역(technical domain), 

편의시설(amenities)뿐만 아니라 대인적 영역(interpersonal domain)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하였다 (Donabedian, 1980). 이는 의료의 기술적인 

                                                           
4 KMLE 의학검색엔진(http://www.kmle.co.kr) 
5 한국표준의료행위분류(대한의사협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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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과 의료 환경의 편의성 외에도 환자와 의료진 간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연구한 Goffman은 사회적 

상호작용은 사회에서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규율된다는 개념을 

도입하였는데(Goffman, 1983), 이러한 접근법은 환자와 의사의 행동과 

관계를 통해 상호작용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하였다(Branaman, 2003). 즉, 의료에서 가장 복잡한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환자와 의사의 상호작용은 관계의 수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상호작용의 커뮤니케이션은 그 둘 사이 관계의 본질을 

반영한다(Kaba & Sooriakumaran, 2007).  

보건사회학자들은 의사와 환자 간의 상호작용을 특별히 

‘거점(encounter)’이라고 하였는데, 거점은 외래의 진료면담,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사의 회진, 응급실뿐만 아니라 수술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술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전 과정에서 

발생한다(Kelly-Irving et al., 2009). 특히 진료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환자에게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강조되어왔는데(Cleary, 

Escott, Horsfall, Walter, & Jackson, 2014; Windover et al., 2014),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환자와 의사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진료면담(Byrne & Long, 1976)에서 이루어져 왔다. 즉, 진료면담은 

환자와 의사의 관계와 역할, 그리고 상호작용을 관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거점이라고 할 수 있다 (M. A. Stewart, 1995).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Byrne과 Long은 진료면담을 의사가 

환자에게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에 대해 질문을 하고 환자는 의사에게 

아픈 부분을 ‘말’로 설명하는 대화의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Byrne & 

Long, 1976). 커뮤니케이션은 환자와 의사의 상호작용의 중요한 

구성요소이자(D. Roter & Hall, 2006), 관찰 가능한 속성이다(Heritage & 

Maynard, 2006). 이러한 환자와 의사의 커뮤니케이션 행위는 

상호작용을 평가 및 분석하기 위한 분석의 대상이자 단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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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되어 왔다(Arora, 2003). 환자와 의사는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서로 필요한 정보를 얻고, 치료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리며, 치료적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진료면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Buller & Buller, 1987; Kaplan et al., 1989; Debra L Roter et al., 1987; 

Street Jr et al., 2009). 

 

2. 환자와 의사의 관계 

가부장 모델(Paternalistic Model) 

18세기말부터 본격적으로 병원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미생물학, 수술의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증상에 초점을 두지 않고 

신체 내부의 병리학적 병변의 정확한 진단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의학이 개발되었다 (Porter, 1999). 이를 질병의 

생물의학모델(Biomedical model)이라고 하였으며, 의사가 보유한 의학 

지식을 활용하여 환자를 진찰, 전문가적 진단을 내리는 것이 강조되는 

모델이다. 이러한 의학적 모델에서는 환자의 의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환자와 의사의 관계는 지배적인 의사와 수동적인 환자로 

표현되는 가부장 모델(paternalistic, activity-passivity,)의 관계가 

형성되었다.  

구조기능주의의 관점에서 제시되는 가부장 모델의 패러다임 

안에서 환자는 사회규범이나 가치가 기대하는 바에 따라 ‘환자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의사는 환자의 사회적 기능을 원상 복귀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Parsons, 1951). 의사는 사회로부터 인정받은 

전문가로서의 권위와 환자가 처한 상황과 긴급성에서 창출된 권위, 

의학 정보를 독점함으로써 발생되는 권위를 바탕으로 환자와 불평등한 

관계를 형성하며 모든 치료적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진다. 

가부장모델에서 환자와 의사의 관계는 단절적이며, 커뮤니케이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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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의 기능과는 무관한 것으로 주장되었다. 이러한 환자-의사 관계는 

의료체계의 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전인 1980년대 전후 까지 

이어져왔다 (Taylor, 2009).  

Balint와 Engel의 모델 

Balint는 질병이란 생의학적 현상이면서 동시에 생물심리사회적 

현상이라고 주장했다(M. Balint, 1957). 그는 의사가 환자로부터 보고된 

신체적 징후와 증상을 넘어서 환자의 고유한 심리적, 사회적 맥락에 

초점을 두어 진료면담이 이루어지는 '실제' 이유를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진료면담은 단일 에피소드가 아니라 연속적인 일련의 

연속체로서 바라보았으며, 환자와 의사의 관계를 "상호 투자(Mutual 

investment)"라고 묘사하였다.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사는 환자의 

인격, 환자가 처한 사회 및 물리적 환경에 대해 더 많이 파악하게 

되어 환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잇고 환자는 자신의 필요에 대해 스스로 

잘 이해할 수 있게 됨으로써, 환자-의사 관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호적으로 이익이 될 것을 암시했다.  

Engel은 Parsons가 제시한 환자와 의사의 가부장 관계 모델을 

더욱더 비판하면서, 이를 ‘질병 중심 모델’이라고 명명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Bio-psychosocial Model”을 제안하였다(그림1)(George & Engel, 

1980). 이 대안적인 패러다임은 환자와 의사가 양질의 치료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Balint와 Engel의 제안은 

질병중심의료의 패러다임을 환자중심의료의 패러다임으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특히 의의가 있다 (J. Balint & Shelton, 1996; Barde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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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Biopsychosocial Model(Engel, 1980) 

 

Szasz와 Hollender의 기본 모델 

Szasz와 Hollender (Szasz & Hollender, 1956)는 환자와 의사의 

관계를 설명하는 세 가지 기본적인 모델을 제시하였다 (표1).  

첫번째 모델은 능동-수동 모델이다. 이는 가부장 모델에 가장 

가까우며, 부모와 아기의 관계로 묘사된다. 의사의 역할은 환자에게 

무엇인가를 시행하고, 환자의 역할은 수혜자로서 반응하지 못하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 때 의사는 치료에 대한 모든 

권한(power)를 가진 능동적인 존재이며, 환자는 수동적 존재이다.  

두번째 모델은 지도-협조 모델이다. 이 모델은 의학 분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관계이다. 환자는 아프더라도 의식이 있고, 특정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환자는 통증, 불안, 및 다른 스트레스 상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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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받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협조자로서 의사를 찾는다. 

의사가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능동적-수동적 모델과 

유사성이 있으며, 환자는 의사를 존경하고 복종하는 것이 당연시 되고 

환자가 의사의 결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다른 의견을 내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세번째 모델은 상호 참여 모델이다. 이 모델은 민주주의의 핵심 

개념인 “평등한 인간 관계는 바람직한 것”이라는 철학적인 가정을 

바탕에 둔다. 이 모델은 환자와 의사가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서로 

필요한 존재로서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 그리고 둘 

다의 만족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만성질환자와 같이, 

환자 스스로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때 나타난다.  

이들이 제시하는 모델이 가지는 특징은 앞서 언급한 Parsons와 

달리 환자와 의사의 관계는 환자의 ‘질병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전제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모형이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기본 

역할의 변화 가능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환자와 의사의 관계를 

이해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일차원적인 관점에서 탈피하였다는 점에 

있다 (J. Balint & Shelton, 1996; Kaba & Sooriakumaran, 2007). 

 

표 1 Szasz와 Hollender의 기본 모델(1956) 

유형 의사의 역할 환자의 역할 임상적 적용 모형의 비유 

적극적-수동적 환자에게 무엇인가를 시행함 수혜자 혼수상태 부모-영유아 

지도자-협조자 환자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지도함 협조자 급성감염 부모-자녀 

상호 참여 환자 스스로 관리하도록 도움을 줌 동참자, 협조자 만성질환 성인-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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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manuel 과 Emmanuel의 모델 

Emmanuel 과 Emmanuel의 모델은 기본적으로 갈등 이론(Conflict 

theory)에 바탕으로, 환자와 의사의 관계에서 권력관계(power 

relationship)에 초점을 둔다. 환자와 의사의 관계는 (1) 누가 

진료면담의 목표와 의제(agenda)를 설정하느냐, (2) 진료면담에 환자의 

가치가 반영되는가, 그리고 (3) 의사의 기능적 역할이 무엇인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 모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2에 

정리하였다. 

 

표 2 환자와 의사의 관계 모델(Emmanuel & Emmanuel) 

Patient Power 
Physician Power 

High physician power Low physician power 

High patient Power Mutuality Consumerism 

Goals and agenda Negotiated Patient set 

Patient values Jointly examined Unexamined 

Physician's role Advisor Technical consultant 

Low patient Power Paternalism Default 

Goals and agenda Physician set Unclear 

Patient values Assumed Unclear 

Physician's role Guardian Un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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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사 관계에 대한 실증 연구 

환자-의사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들은 커뮤니케이션 분석을 통해 

파악하고자 시도한 연구들이 있다. Roter 등은 11개의 외래에서 

127명의 의사의 537건의 진료면담을 녹음한 자료에서 나타난 환자와 

의사의 발화를 분석하고, 군집분석을 통하여 5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D. L. Roter et al., 1997). 유형들을 도출한 후에는 

Emmanuel과 Emmanuel이 제시한 4가지 환자-의사 관계 모델에 

적용하여, Biomedical(Narrowly, Expanded), Biopsychosocial, Psychosocial, 

Consumerist라고 명명하였다. 유형별 커뮤니케이션의 차이점을 

밝혔으며, 그 결과 환자와 의사의 정서적인 대화가 주로 이루어지는 

사회심리 유형(Psychosocial Pattern)이 다른 유형에 비해서 유의하게 

시간이 더 길지 않다는 것을 밝히면서, 환자중심적인 진료면담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한다는 인식은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확인된 다섯가지 환자-의사 관계 유형의 환자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생의학유형의 진료면담을 경험한 환자들의 만족도가 

가장 낮고, 소비자주의유형의 환자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음을 

확인하였다.  

Bensing 등은 미국과 네덜란드의 일차의료에서 이루어지는 

진료면담 200건을 분석하고 유형화하였는데, 총 4개의 유형을 

도출하고, Exam-centered, Biointensive, Biopsychosocial, Socioemotional 

이라고 명명하였다(J. M. Bensing, Roter, & Hulsman, 2003). 생의학적 

정보교환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Biointensive 유형에 속하는 비율이 

미국은 전체 진료면담의 48%, 네덜란드는 18%였으며, 사회심리유형은 

미국이 10%에 불과한 반면, 네덜란드가 5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국가별로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를 통하여,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진료면담이 네덜란드에 비하여 의사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는 의료 시스템과 의학 교육, 문화적 가치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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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서 기인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환자와 의사의 성별 조합(gender-dyad)에 따른 

커뮤니케이션을 비교하기 위하여 유럽의 6개 국가에서 이루어진 

진료면담 2812건을 분석한 Van den Brink-Muinen 등의 연구는 

군집분석을 통해 생의학(Biomedical), 생물심리사회(Biopsychosocial), 

사회심리(Psychosocial) 유형을 확인하였다(Van den Brink-Muinen, van 

Dulmen, Messerli-Rohrbach, & Bensing, 2002). 사회심리 유형은 여성 

환자에서 더 두드러졌으며, 생물심리사회유형은 여성 환자와 여성 

의사가 만나는 진료면담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을 확인하여 환자와 

의사의 성별에 따라 나타나는 커뮤니케이션 패턴과 환자-의사의 

관계이 다름을 확인하였다.  

 

3. 환자중심의료 

환자중심의료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최근 30년 동안 

이루어져왔으며 ‘환자중심의료’ 모델은 ‘질병중심’ 모델과 ‘의사중심’ 

모델과 대비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J. Bensing, 2000; Mead & 

Bower, 2000).  

먼저, 질병중심모델과 대비하여, Balint(1969)는 환자중심의료가 

질병 그 자체가 아니라 환자 그 자체를 독특한(unique) 인간으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E. Balint, 1968), Byrne과 Long(1976)은 

의사가 환자의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환자와의 상호작용을 이끄는 

것이라고 하였다(Byrne & Long, 1976). McWhinney(1989)는 환자 

중심적인 접근을 “의사가 ‘환자의 눈’을 통해 질병을 보기 위해 환자의 

세계로 들어가고자 하는 시도”이라고 하였다 (I. McWhinney, 1989). 

이를 종합하면, 환자중심적인 의사란 환자의 의학적 문제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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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학적 문제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질병의 치료에만 몰두하는 

것을 지양하고, 환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삶의 의미를 상실할 

위험을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조병희, 2015). 

다음으로, ‘의사중심’ 모델과 대비하여 설명한 선행연구들은 

환자중심모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Mead와 Bower(2000)는 

Parsons(1951)가 제시한 가부장적 환자-의사 관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민주적이고 평등한 환자-의사 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Mead & Bower, 2000). 환자와 의사는 '지도-협조'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 참여'의 관계를 맺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권한(power)뿐만 아니라 책임 또한 공유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Byrne과 Long(1976)은 환자중심적인 진료면담은 환자의 의견을 내는 

목소리, 아이디어, 격려, 청취, 의견의 반영 및 파트너십 형성과 같은 

행동으로 특징이 나타나며, 진료에 환자의 요구와 선호도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다고 하였다 환자중심모델은 일반적으로 의사중심모델 

보다 더 많은 환자의 참여를 장려하며, 많은 학자들은 환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환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의사 결정에 참여를 

높이는 행위를 강조하였다(Grol, De Maeseneer, Whitfield, & Mokkink, 1990; 

Lipkin, Quill, & Napodano, 1984).  

Bensing은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환자중심 

커뮤니케이션을 질병중심모델과 의사중심모델과 대비하여 아래 

그림2와 같이 두 가지 차원으로 제시하였다(J. Bensing,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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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세계보건기구(WHO)는 환자중심의료를 “환자의 요구, 

필요, 선호가 반영된 의사결정과 진료에 의사결정하거나 참여할 때 

필요한 교육과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진, 환자 사이의 파트너십이 

확립된 보건의료”라고 정의하였다(Corrigan, Swift, & Hurtado, 2001). 

그리고 Institute for Patient- and Family-Centered Care(IPFCC)는 

환자중심의료를 “보건의료 제공자, 환자 및 가족 사이의 상호 유익한 

파트너십에 기반한 보건의료의 계획, 전달, 평가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이라고 하였다6 . WHO와 IPFCC의 정의는 보건의료시스템의 노력을 

포함하였다는 점에서 앞서 고찰한 환자중심의료의 정의보다 포괄적이다. 

                                                           
6 Institute for Patient- and Family-Centered Care website. Institute for Patient- and Family-

Centered Care.(www.ipfcc.org) 

그림 2 환자중심의료의 두 차원(Bensing,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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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 

실제 의료현장에서 녹음된 자료를 분석한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 

실증연구는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Byrne & Long, 1976; Korsch & 

Negrete, 1972). 연구자들은 관찰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의사소통의 

조작적 지표로의 전환하기 위한 시도들을 하였으며, 그 결과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진 유형으로 구분되는 커뮤니케이션의 유형이 

진료면담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다고 

하였다(Ong, De Haes, Hoos, & Lammes, 1995).  

선행연구들이 도출한 커뮤니케이션 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도구적 행위(Instrumental behavior)과 정서적 행위(Affective behavior) 

도구적 행위(Instrumental behavior)는 의사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성을 활용하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의미한다. 의사가 환자에게 

검사 결과를 설명하거나, 치료의 계획에 대한 설명 등 정보의 제공과 

질문하기, 상담, 지시 행위와 환자가 의사에게 자신의 증상을 

설명하거나 질문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정서적 행위(Affective behavior)는 생물심리사회적인 표현과 불안 

상태를 드러내는 목소리, 긴장으로 인한 말 실수 등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의사가 환자에게 용기를 북돋거나 안심 시키기, 공감의 표현, 

환자의 이름으로 부르기가 있으며 환자의 행위로는 우려나 감정에 

대한 표현을 예로 들 수 있다 (Ben-Sira, 1980; J. Bensing, 1991; Hall, 

Roter, & Katz, 1987). 

1차의료에서 이루어지는 진료면담에 대한 Roter의 리뷰에 따르면, 

최다빈도로 나타나는 의사의 커뮤니케이션 행위는 의료정보의 

제공이며 그 다음으로 환자의 병력 청취를 위한 질문 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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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으며, 질문은 개방형 보다는 폐쇄형이 많았다. 반면에, 환자의 

감정 상태에 대한 정서적 커뮤니케이션 행위의 빈도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진료면담에서 이루어지는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의 

환자중심성이 낮음을 지적하였다(D. L. Roter, Hall, & Katz, 1988).  

높은 통제(High control)와 낮은 통제(Low control)  

Stewart와 Roter는 그들의 연구에서 환자와 의사의 가장 흔한 

커뮤니케이션은 통제(control)의 높고 낮은 스펙트럼 안에 존재한다고 

하였다(M. E. Stewart & Roter, 1989). 의사의 통제는 환자보다 훨씬 높은 

의사의 발화량과 환자에게 폐쇄형 질문을 많이 하고, 환자의 말을 

끊는 행위가 잦다는 특징으로 나타난다 (Platt & Keller, 1994). 

선행연구자들은 의사의 통제가 높고 환자의 통제가 낮은 경우 앞서 

언급한 의사중심적인 커뮤니케이션이며, 반대로 환자의 질문이 많고 

환자의 요구에 따라 정보를 주로 제공하는 환자의 통제가 높으면서 

의사의 통제가 낮은 경우, 환자중심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였다(D. 

L. Roter et al., 1997). 

상대방의 ‘말 끊기(Interruption)’ 행위는 환자와 의사가 서로 

대화의 순서를 어떻게 주고 받는지(turn taking)에 대한 것으로서, 높은 

통제 행위로 간주된다(Irish & Hall, 1995). 74건의 진료면담을 분석한 

Beckman과 Frankel은 의사들이 환자의 첫 발화의 중간에 끊는 

케이스는 전체의 69%에 해당하며, 의사가 환자의 대화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거나 특정한 주제에 대해 말하도록 유도하는 현상이 

확인되었다고 보고하였다(Beckman & Frankel,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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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적 커뮤니케이션(verbal communication)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

션(non-verbal communication) 

오랫동안 선행연구들은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초점을 두었지만, 

최근에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이유는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주로 비언어적인 행위로 전달되기 때문이다(DiMatteo, Hays, & Prince, 

1986).  

Bensing의 연구에 따르면, 정서적 커뮤니케이션의 7%만이 

언어적으로 전달되고, 22%는 목소리의 톤, 55%는 눈 맞춤, 보디 

랭귀지와 같은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전달된다(J. Bensing, 1991). 

최근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도입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대화 중 모니터의 응시, 키보드의 사용, 마우스 클릭 

등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행위는 환자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akoul, Curry, & Tang, 2001; McGrath, Arar, & Pugh,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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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의 영향요인 

환자와 의사의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몇몇의 

학자들에 의해 아래와 같은 모델 (그림3, 그림4)로 제시된다(Ronald M. 

Epstein et al., 2005; Mead & Bower, 2000). 

Mead와 Bower는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에서 환자중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환자 요인, 의사 요인, 진료면담 환경 

요인을 제시하였다 (그림3). 수가, 전문직 규범 등 전문가 맥락의 

영향이 의사 요인에 영향을 미치며, 시간은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면서 동시에 결과라고 가정하고 있다. 특히, 

환자와 의사, 전문가 맥락의 영향으로서 문화와 사회적인 기대, 

미디어를 통한 공식적/비공식적 학습과 환자와 의사의 개인적인 

경험이 영향은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에 미친다고 하였다(Mead & 

Bower, 2000). 

그림 3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의 영향요인(Mead & Bower,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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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ein의 모델은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환자, 의사, 환자-의사 관계 및 보건의료제도의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그림4). 환자의 기대수준은 환자 요인이면서 동시에 

환자-의사 관계 요인이라고 하였고, 진료면담 시간과 진료면담의 시행 

빈도는 보건의료제도의 영향인 동시에 의사의 요인이라고 하였다. 

IOM에서 환자중심의료를 의료 제공자 개개인의 질이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전체의 질이라고 정의한 것에 따라(America & Staff, 2001), 

Epstein의 모델은 환자중심적인 의사와 환자중심적인 환자, 

환자중심적인 환자-의사 관계와 환자중심적인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Ronald M. Epstein et al., 2005). 

 

 

그림 4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의 영향요인(Epstein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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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모델들이 공통적으로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의 영향요인으로 

제시하는 환자와 의사 요인, 진료면담 환경 요인 및 환자와 의사의 

관계 요인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내용을 고찰하였다. 

환자 요인  

환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는 환자의 성별, 나이, 사회경제적 

수준이 주로 고려되었으며, 이러한 특성이 진료면담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환자의 성별이 여성인 경우 남성보다 자신의 우려나 걱정과 같은 

감정 표현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질병과 치료에 대한 환자의 경험에 

대한 탐색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의사가 환자를 전인적으로 

바라봄으로써, 진료면담의 환자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ertakis, 2009; Paasche-Orlow & Roter, 2003). 미국의 대규모 패널 

조사인 Medical Expenditure Panel Survey(MEPS)를 분석한 자료에서는 

남성 환자가 여성 환자 보다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의 환자중심성을 

높게 평가하였는데, 특히 의사가 환자와 충분한 시간을 보냈다는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DeVoe, Wallace, & Fryer Jr, 2009a). 이와 

반대로, 남성 환자들이 여성 환자들보다 진료면담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 수준이 낮아 환자중심성이 떨어진다는 보고도 

있어(Brown, 1999; Kaplan, Gandek, Greenfield, Rogers, & Ware, 1995), 

환자의 성별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일관되지 

않는다. 

환자의 연령은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가 일부 있으나(P. N. Butow, Dunn, Tattersall, & Jones, 1995), 연령의 

효과 역시 통일된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나이가 많은 환자일수록 

의사가 더 환자중심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나타냈다는 결과도 

있으며(Zandbelt, Smets, Oort, Godfried, & de Haes, 2006), 반대로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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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이 낮을수록 질문을 활발하게 하는 등 진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환자중심성이 높았다는 결과도 보고된다(Siminoff, 

Graham, & Gordon, 2006). 그러나 대체로 대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자료들은 환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진료면담의 환자중심성 평가가 

대체로 높은 경향성이 나타난다(DeVoe et al., 2009a; DeVoe, Wallace, & 

Fryer Jr, 2009b). 이는 환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질병력이 길고, 그 

복잡성 또한 높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사가 더 환자중심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였거나, 환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보건의료제도나 

의료문화에 대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실제에 가까운 기대수준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해석 또한 가능하다(DeVoe et al., 2009b). 

환자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들 또한 일관적이지 않다. Hall 등은 

1967년부터 1986년까지 이루어진 41개의 연구의 55개 논문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환자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의 절대적인 양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의사의 정보 제공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Hall, Roter, & 

Katz, 1988).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환자들은 대체로 질문을 많이 

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정서적인 표현을 많이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Street Jr, 1991). 환자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환자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에 따라, 의사 역시 정서적인 대화를 더 많이 

하고, 환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환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환자의 사회경제적 수준의 효과는 

환자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통제한 후에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Street Jr, 1991).  

대규모 조사인 MEPS와 Health Information National Trends 

Survey(HINTS) 자료를 분석한 연구결과들은 환자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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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는데, 이는 환자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를 충족하기가 더 어려운 것에서 기인할 

가능성이 있다(DeVoe et al., 2009a; Siminoff et al., 2006). 또한, 의료보험에 

가입된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환자와 의사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는 점이 밝혀졌다 (DeVoe 

et al., 2009a; Lila J. Finney Rutten, Erik Augustson, & Kay Wanke, 2006).  

의사 요인 

선행연구들은 의사의 커뮤니케이션은 의사의 고정된 속성 7 (Trait) 

(I. R. McWhinney, 1993)이면서, 특정한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속성 8 (State)이라고 하였다(Ronald M. Epstein et al., 2005). 의사의 

커뮤니케이션, 특히 커뮤니케이션의 환자중심성을 의사의 고정된 

속성이라고 보는 학자들은 의사의 진료 철학과 환자의 유형에 따른 

의사의 특정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의사의 성별이나 의사의 환자중심성지향(Orientation)과 같이 대체로 

고정된 속성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Roter의 의사의 성별에 따른 커뮤니케이션의 환자중심성에 대한 

메타리뷰에 따르면, 23건의 1차의료 커뮤니케이션 관찰연구를 분석한 

결과 여성 의사의 경우 남성보다 삶과 관련된 질문 및 상담, 감정적인 

대화 사용, 긍정적인 말하기, 환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반응 등을 

통해 환자의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환자의 삶의 맥락에 대해 

보다 폭넓게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적인 요소들은 광범위하게 환자중심 커뮤니케이션으로 

간주 될 수 있는 패턴을 구성한다고 하였다(D. L. Roter, Hall, & Aoki, 

2002). 즉, 의사의 환자중심적인 지향을 가지고 있을수록, 

                                                           
7 “An overall style of practice” 
8 “Behaviors during a particular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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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중심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것이다 (Krupat et al., 2000).  

의사의 커뮤니케이션이 주어진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속성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환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Burgess, Fu, & Van Ryn, 

2004), 환자와 의사의 인구학적 특성 일치도(D. L. Roter et al., 2002), 

환자의 커뮤니케이션 특성(Street Jr, Gordon, Ward, Krupat, & Kravitz, 

2005)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환자와 의사는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환자와 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역시 사회적 상호작용의 하나이며, 상호적으로 대화에 협력하고 

조정하는 것이다. 

환자와 의사의 관계 요인  

환자와 의사의 성별, 인종, 연령의 일치도가 진료면담의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된다. 환자의 

의사의 성별이 일치하는 경우, 커뮤니케이션의 환자중심성이 

높아졌으며 특히 환자중심성의 다양한 측면 중에서 ‘전체 사람을 

이해하기(Understanding the whole person)’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Bertakis, Franks, & Epstein, 2009). 해외에서는 환자와 의사의 

인종의 일치 여부가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는데, 환자와 의사의 인종이 같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진료면담 시간이 길고, 환자중심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Cooper et al., 2003). 

진료환경 요인 

진료면담 시간과 환자-의사의 커뮤니케이션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들은 의사의 환자의 병력과 환자의 우려와 같은 감정에 대한 질문, 

그리고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은 진료면담 시간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하였다(Roland, 1986). 긴 진료면담은 짧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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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면담보다 환자의 사회심리적인 문제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으며(Morrell, Evans, Morris, & Roland, 1986), 환자의 혈압 

스크리닝률과 환자 교육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Wilson, McDonald, Hayes, & Cooney, 1992). 또한, 진료면담이 

긴 경우, 환자의 흡연, 음주, 사회활동, 가족력 등의 정보탐색이 더 

많이 이루어졌다(Camasso & Camasso, 1994).  

보호자의 동반 유무가 미치는 연구들은 환자의 가족, 친구 등 

보호자가 진료면담에 동행하는 경우, 진료면담이 더 길었으며, 의사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고 보고하였다(Labrecque, Blanchard, 

Ruckdeschel, & Blanchard, 1991). 또 다른 연구는 보호자가 있는 경우, 

환자의 정보 탐색, 우려와 같은 감정 표현, 특정 서비스의 요구와 같은 

발화가 더 증가한다고 하였다(A. E. B. Beisecker, 1986). 

병원의 규모(예: 의원, 병원), 진료과목에 따른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을 비교한 연구는 찾기가 어려운데, 이는 진료면담을 

녹음한 자료를 분석한 자료들은 대다수가 1차 의료(primary care)의 

진료면담을 연구하거나 (D. L. Roter & Hall, 2004), 특정질환9을 앓고 있는 

환자와의 진료면담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MEPS나 HINTS와 

같은 2차 자료를 활용하는 연구들도 분석의 대상을 12개월 내에 외래 

의료서비스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할 뿐, 의료서비스를 받은 

의료기관과 진료과목이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지는 않는다 (DeVoe et al., 2009a; Lila J Finney Rutten, Erik Augustson, 

& Kay Wanke, 2006; D. L. Smith, 2009). 그러나 국내에서는 대표적인 

병원평가제도 중의 하나인 의료기관평가에서는 진료과목을 내과계와 

외과계로 구분하여 분석에 고려하고 있으며(보건복지부, 2004), 

                                                           
9 심혈관 질환 (Schoenthaler, Kalet, Nicholson, & Lipkin Jr, 2014), 당뇨(van Dulmen, 

Verhaak, & Bilo, 1997), 암 (Ishikawa, Takayama, Yamazaki, Seki, & Katsumata, 2002; 

Ong, Visser, Lammes, & De Haes, 2000), 관절염 (Hausmann et al., 2011) 등의 연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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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graves등은 진료과목에 따라 환자경험에 차이가 있으므로 

진료과목을 구분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안된 바 있다(Hargraves et al., 

2001).  

환자와 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요인 

선행연구에 따르면, 환자가 자신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할수록, 

질문을 적극적으로 할수록 의사는 사회심리적인 대화와 정보 제공을 

많이 하고(Street, Voigt, Geyer, Manning, & Swanson, 1995), 환자의 질문과 

감정 표현은 의사의 정보 제공 행위가 더 활발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Street Jr, 1991). 그리고 환자가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의사가 환자를 북돋는 등 지지하는 사회심리적인 발화 행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Richard L Street, 1992). 

의사가 환자가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의사결정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파트너십 형성의 대화는 환자에게 질문을 권유하고, 환자의 

의견을 묻는 행위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은 환자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감정이나 우려에 대해서 표현하는 행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Richard L Street, 1992). 또한 환자의 질문과 

같은 정보 탐색 행위가 증가하였다(A. E. Beisecker & Beisecker,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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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의 결과 

환자의 진료면담 만족도 

환자의 진료면담 만족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와 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요소들은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밝혀져 있다. 의사의 

개방형 질문(Ishikawa, Takayama, Yamazaki, Seki, & Katsumata, 2002), 

사회적 대화(Korsch, Gozzi, & Francis, 1968; M. E. Stewart & Roter, 1989), 

긍정적인 대화(Debra L. Roter, Judith A. Hall, & Nancy R. Katz, 1987)와 

정보제공량(D. L. Roter & Hall, 1989; C. K. Smith, Polis, & Hadac, 1981)은 

환자의 진료면담 만족도와 양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 반면, 의사가 

환자에게 많은 질문을 하는 것은 환자의 불만족의 원인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Freemon et al., 1971). 의사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또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의사가 환자와 눈을 맞추지 

않고 모니터, 키보드, 진료차트를 보는 시간이 길수록 환자의 진료면담 

만족도가 낮아졌다(Zandbelt et al., 2007). 환자의 커뮤니케이션은 환자의 

발화량이 많고 진료면담에 참여하는 수준이 높을수록(Cousin, Mast, 

Roter, & Hall, 2012; Zandbelt, Smets, Oort, Godfried, & de Haes, 2007) 

진료면담 만족도가 높아졌다.  

환자의 건강문제 이해 

환자중심의료는 환자의 권리와 함께 책임 또한 동시에 강화할 

것을 강조한다. 이는 환자가 자신의 질병을 이해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책임을 의사와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환자는 자신의 질병, 위험, 선택 가능한 

다양한 치료방법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Informed Decision)을 내리는 것이 요구된다(Braddock III, 

Edwards, Hasenberg, Laidley, & Levinson,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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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정보에 기반하여 의사결정을 내리고, 의사는 환자의 

건강에 대한 가치, 선호 및 신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자와 

의사가 함께 결정을 내리는 것을 공동의사결정(Shared Decision Making, 

SDM)이라고 한다(Charles, Gafni, & Whelan, 1997). 공동의사결정은 

환자의 만족도와 건강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권고되지만 환자와 의사가 건강과 질병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점에서 실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Kleinman, 

1980). 구체적으로, 의사는 주로 임상적인 증거를 활용하며, 개별 

환자가 아닌 집단에 적용할 수 있는 확률 형태의 정보를 활용하는 

증거기반의학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에 반해(Lipkus, 2007; 

Sackett, 1997), 환자는 독특하고 개인적인 경험과 대중매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얻은 과학적 증거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을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린다(Meyer, Leventhal, & Gutmann, 1985).  

환자와 의사가 서로의 다른 관점을 이해하고 의사결정에 합의하기 

위해서는 환자와 의사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환자중심적인 

커뮤니케이션은 필수적이다(Ronald M Epstein, Alper, & Quill, 2004). 

선행연구에 따르면,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의 활발한 정보 교환은 

환자가 자신의 건강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환자의 만족도와 

진료면담 참여 및 환자의 질병 대처 능력을 높이며, 예후에 대한 

비현실적인 인식을 감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Charles, Gafni, & 

Whelan, 1999; Sheldon Greenfield, Kaplan, & Ware, 1985; Hagerty et al., 

2005). 진료를 마친 후 환자의 건강문제 이해 수준은 7-47%로 그 

범위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C. K. Smith et al., 1981), 이러한 결과에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또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사가 환자 쪽으로 몸을 가까이 하는 행위는 환자의 건강문제 이해를 

높였지만, 의사와 환자의 신체접촉이 많을수록 환자의 건강문제 

이해는 떨어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Larsen & Smith,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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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건강 통제감 

의사가 환자에게 건강 및 치료 방법 선택항에 대해 명확하고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은 환자가 스스로 자신의 건강문제를 

통제할 수 있다는 신념을 높이고, 희망을 가지고 불확실성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Schofield et al., 2003). 환자의 건강통제감은 

특히 암 환자와 암 생존자의 정신적인 웰빙과 대처 향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Street Jr & Voigt, 

1997). 만성질환자의 경우 환자의 자기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건강 

통제감이 높은 환자는 규칙적인 약물 복용과 운동, 식사 관리 등으로 

대사 조절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확인되었다(Lorig, Ritter, & Jacquez, 

2005). 

환자의 부정적 감정  

환자는 건강문제로 인하여 여러가지 종류의 부정적인 감정(예: 

분노, 슬픔, 두려움, 우려)를 경험한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은 환자의 

삶의 질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Ryan et al., 

2005). 의사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환자가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선행연구들은 

의사가 환자의 감정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잘 파악하고, 

자신이 이해한 환자의 감정에 대해서 환자에게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환자의 불안과 우울 수준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Iwamitsu et 

al., 2005; Takayama, Yamazaki, & Katsumata, 2001). 또한, 의사의 

정보제공이 많을수록(Vogel, Leonhart, & Helmes, 2009), 정서적인 대화가 

많을수록(P. Butow et al., 2008; Takayama et al., 2001) 환자의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낮추는 것이 확인되었다. 환자가 의사의 정보제공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인지하는 경우 환자의 불안, 우울 및 인지하는 

불확실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nobf,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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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미충족 진료면담 시간 

Byrne & Long은 진료면담시간이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제 측정한 ‘객관적인 진료면담 

시간’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진료면담 시간의 실제 

길이는 곧 진료면담의 효율성과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와 반대로, Ben-Sira는 환자가 인지하는 ‘주관적인 진료면담 

시간’이 중요하다고 피력하였는데, 이는 환자가 인지하는 ‘degree of 

relaxation’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Ben-Sira, 1976). Mechanic 

또한 진료면담 시간의 ‘절대적인 시간’보다는 환자가 인지하는 ‘의미 

있는 시간(Meaningful time)’이 환자의 불만족을 감소시킬 수 있기에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Mechanic, 2001). 또한, 미국의 평균 진료면담 

시간은 영국의 평균 진료면담 시간 보다 2배 이상 길지만, 미국 

환자들의 진료면담 시간에 대한 불만족은 여전히 높은 점을 

지적하였다. 마찬가지로 Cape는 환자의 진료면담 시간에 대한 인식은 

실제 진료면담 시간 보다 환자의 만족도를 더 잘 예측하는 변수 임을 

확인하였다(Cape, 2002).  

환자의 건강결과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는 환자의 객관적 건강 수준(i.e., 

혈압, 혈중 콜레스테롤, 비만도), 주관적 건강 수준(i.e., 환자가 느끼는 

고통, 삶의 질, 심리적 불안, 환자가 인지하는 증상 완화) 외에도 

환자의 지식, 환자의 건강행동(i.e., 흡연습관, 운동, 식습관) 등을 

통하여 평가되었다.  관상동맥 심장질환자 11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의사의 환자중심성을 높인 실험군과 대조군을 비교한 결과 

실험군의 환자들은 일년 동안 혈압이 감소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고 삶의 질이 높아졌으며, 환자의 운동습관이 

개선되었다고 보고 하였다(Meland, Læ rum, & Maeland, 1996). 1차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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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의사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실험군의 환자에게 진료 

전 의학정보, 심리적 지지, 일반적인 건강에 대한 조언 등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묻는 설문지에 응답을 하게 한 후, 의사가 진료를 

하면서 검토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실험군의 환자는 대조군에 비하여 

심리적인 불안감이 감소하고 우울도 감소하였으나 의료비용은 

감소되지 않았다(Hornberger, Thom, & MaCurdy, 1997). 

 

7.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의 연구방법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 분석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훈련된 관찰자가 환자와 의사의 커뮤니케이션을 녹화(녹음)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커뮤니케이션의 환자중심성을 rating하거나 

커뮤니케이션의 발화 단위로 내용분석을 하는 방법(관찰평가방법)과 

환자가 진료 면담을 마친 후 자가보고(self-report)하는 설문 방법이 

있다. 

연구자 관찰 평가 도구 

환자의 자가보고 방식이 환자의 주관성이 개입되고 측정이 

부정확한 것에 비해, 관찰 평가 방법은 제 3자인 연구자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보다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연구자의 연구 목적에 따라 환자와 의사의 개별적인 행동들, 즉, 질문, 

제공된 정보나 조언, 긍정적, 부정적, 감정적 상호 교환, 특정한 요소의 

수행 여부 등에 초점을 맞추고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 또한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분석에 사용하는 코딩 시스템에 따라 분석 결과에 차이가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이는 코딩 시스템 마다 환자중심성의 

구성 요소와 측정하는 커뮤니케이션 행위가 다르기 때문이다(Ri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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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예를 들어 동일한 환자-의사 의료커뮤니케이션을 분석하더라도, 

코딩 시스템에 따라서 환자중심성의 수준은 다르게 도출될 수 있다. 

Roters Interaction Analysis System(RIAS)는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에 기초한 상호작용 분석방법으로, RIAS를 활용한 

분석은 환자와 의사의 커뮤니케이션 흐름에 따라 프로세스를 

분석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의 전체를 가지고 평가했던 기존의 

연구방법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다. 제 3자에 의한 객관적인 실시간 

의료 커뮤니케이션 분석 방법이며, 기존의 상호작용 분석틀보다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된 연구방법으로 평가된다 (Ong et al., 1998; D. 

Roter & Larson,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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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AS의 분석틀은 의사의 커뮤니케이션을 다음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한다(D. Roter & Larson, 2002)(표3). 

 

표 3 Roter Interaction Analysis System(RIAS)이 제시하는 의사 커뮤니케이션의 영역 

도구적 영역(Instrumental Domain) 

· 전문의학교육을 통해서 형성되는 의사의 전문가적 기질(expertness)이 

활용되는 영역  

· 데이터의 수집, 검사 및 처치, 신체 진찰, 환자 교육, 상담 대화 

· 주로 질문하기, 정보를 제공하기의 커뮤니케이션 형태로 이루어짐 

정서적 영역(Affective Domain) 

· 사회적, 감정적 유대감(rapport)의 형성, 공감, 염려, 안심시킴 등 

일반적인 인간관계 영역 

· 일반적으로는 의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 

· 염려를 표현하기, 긍정성, 공감, 농담(laughter and joking), 사회적 

대화(social chit chat) 등의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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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AS 연구방법은 이러한 두 가지 영역에 바탕을 두고 있다(표4) (J. 

M. Bensing et al., 2003).  

표 4 RIAS 코딩 유목의 구성 

Instrumental 

Domain 

Biomedical exchange 

Biomedical questions 

Biomedical information giving 

Counseling in regard to medical, 

therapeutic regiment 

Psychosocial exchange 

Psychosocial questions 

Psychosocial information giving 

Counseling in regard to social, living 

Exchanges related feelings and emotions 

Partnership building 

Asking patient opinions and beliefs 

Asking for clarification of fact 

Checking for understand 

Procedural exchanges Giving of orientation 

Affective 

Domain 

Rapport building 

Empathy 

Paraphrase/interpretation 

Agreements 

Legitimization statements 

Partnership statements 

Concern and Optimism 
Worry 

Reassurance/optimism 

Social and Positive talk 

Personal remarks 

Jokes 

Approval 

Negative talk 
Disagreements 

Critic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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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AS를 포함한 직접 관찰 방법은 대화 속에서 환자의 필요, 기대 

및 감정을 알 수 있다는 강점이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슈들은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Bell, Kravitz, Thom, 

Krupat, & Azari, 2001). 말로 드러나지 않은 이슈들은 의사와 환자들이 

동일한 상황 속에서 서로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R. M. 

Epstein et al., 1998) Rimal이 언급했던 것처럼 동일한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을 분석하면서도 방법론에 따라 서로 다른 해석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Rim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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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설문 도구 

진료면담 후에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하는 것은 의사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효율적인 평가 방법이 될 수 있다 (Ronald M. 

Epstein et al., 2005; McCormack et al., 2011). 환자 설문조사 방식은 많은 

환자의 인식을 조사할 수 있고, 통계적인 분석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많이 이용되는 연구방법이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환자의 관점을 

측정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의 실제를 

＇측정＇한다기 보다는 ‘주관적인 평가＇에 가깝고 특정 의사의 

커뮤니케이션 행위가 환자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지에 대한 파악이 불가능하며, 편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Ronald M. Epstein et al., 2005).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료면담에 참여한 환자와 의사의 인식을 조사하는 것은 녹음자료나 

녹화자료을 분석하는 관찰방식과는 다른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에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 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Cegala, Coleman, & Turner, 1998), 의사-환자 관계의 질을 평가할 

때에는 오히려 더 유용하고 적합한 연구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Debra 

L. Roter et al., 1987; Richard L. Street, 1992). 

국내의료환경에서 적용될 수 있는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설문도구들을 조사하였으며, 추출된 

도구들에 대하여 구성 타당도, 신뢰도의 특성에을 고찰하고,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후보 도구들을 선별하였다 (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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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의 측정 도구 

 도구 이름 도구의 구성 척도 

Psychometric 

property 

(Cronbach α) 

참고문헌 

1 
Patient-perceived 

patient-centeredness 

scale(PPPC) 

Eliciting the illness experience, Finding common 

ground 

4-point Likert  

(completely to not at 

all) 

0.71 
(M. Stewart et al., 

2000) 

2 
Consultation care 

measure 

Communication and partnership, Personal 

relationship, Positive and clear approach to the 

problem, Interest in effect on life 

4-point Likert  

(very strongly agree 

to disagree) 

0.87-0.96 
(Little et al., 

2001) 

3 
Consultation and 

Relational 

Empathy(CARE) 

No subscale 
5-point Likert  

(poor to excellent) 
0.92 

(Mercer, 

Maxwell, Heaney, 

& Watt, 2004) 

4 
Interpersonal 

Processes of Care(IPC) 

Hurried communication, Elicited concerns, 

responded, Explained results, medications, 

Patient-centered decision making, 

Compassionate, respectful, Discrimination, 

Disrespectful office staff 

5-point Likert  

(never to always) 
0.65-0.81 

(A. L. Stewart, 

Nápoles-Springer, 

& Pérez-Stable,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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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edic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MCCS) 

Information giving, Information seeking, 

Information verifying, socioemotional 

7-point Likert  

(strongly agree to 

strongly disagree) 

0.75-0.92 
(Cegala et al., 

1998) 

6 
Patient Perception of 

Quality(PPQ) 

Interpersonal aspects of care, Technical aspects 

of care, Outcomes of care 

5-point Likert  

(negative to positive) 
0.91 

(Haddad, Potvin, 

Roberge, 

Pineault, & 

Remondin, 2000) 

7 

Instrument on Doctor-

Patient 

Communication 

Skills(IDPCS) 

No subscale 

5-point Likert  

(strongly disagree to 

strongly agree) 

0.69 

(Campbell, 

Lockyer, 

Laidlaw, & 

MacLeod, 2007) 

8 PCC-Ca-6(36) 

Exchanging Information, Fostering Healing 

Relationships, Making Decisions, Responding to 

Emotions, Enabling Patient Self-Management, 

Managing Uncertainty 

5-point Likert  

(A great deal to Not 

at all) 

0.92 
(Reeve et al., 

2017) 

9 
Communication 

Assessment Tool(CAT) 
No subscales 

5-point Likert  

(Poor to Excellent) 
0.96 

(Makoul, Krupat, 

& Chang, 2007) 

10 
CAHPS Hospital 

Survey(HCAHPS) 

Doctor Communication Composite 

No subscales 

4-point Likert  

(Never to Always) 
0.77 

(Marshall, 

Morales, Elliott, 

Spritzer, & Hays,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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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 적용할 도구를 선정하기 위하여, 환자중심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의사의 커뮤니케이션의 

환자중심성을 측정하는 설문도구를 검토하였다. 선정의 기준은 측정 

내용의 적합성, 심리계측적 특성, 문항의 개수로 정하였다. 병원이라는 

장소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자료가 수집될 때에는 응답을 

하는 환자들이 진료를 마친 후 빠르게 병원 밖으로 나가고자 하는 

욕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조사 문항이 많은 경우, 연구 참여를 

거절하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며, 응답의 품질이 많이 

떨어지는 경향성이 있다. 따라서, 문항이 20개가 넘어가는 도구를 

우선적으로 제외하였다.  

Patient-perceived patient-centeredness scale(PPPC)는 도구의 문항 

수가 길지 않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나, 심리계측적 특성이 0.8에 

미치지 않고, 국내 진료면담에 적용하기에는 내용 적합성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Consultation and Relational Empathy(CARE)의 경우, 문항의 수가 

적절하고 심리계측적 특성 또한 양호하나, 문항의 내용이 국내의 

맥락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된다(예: “Being 

interested in you as a whole person”). 또한 현재까지 본 도구를 적용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또한 단점으로 확인된다.  

The CAHPS Hospital Survey(HCAHPS)는 Health Information National 

Trends Survey(HINTS) 의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 영역에 적용된 

도구로서 (Cairns & Viswanath, 2006; Lila J. Finney Rutten et al., 2006) 

미국의 CAHPS팀에서 1995년에 환자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서 표준화 

된 설문을 개발한 것이다. 본 설문조사 중 의사 커뮤니케이션을 

측정한 도구는 심리계측적 특성이 양호하고 문항의 수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본 도구에 대한 고찰은 다음 장(2.7.3) 에서 다룬다. 

마지막으로 Communication Assessment Tool(CAT)는 전세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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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적용된 예가 가장 많으며, 심리계측적 특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문항의 개수가 15문항으로 적절하며, 문항의 

내용이 비교적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ommunication Assessment Tool(CAT)를 적용하였다.  

환자 경험 평가 

환자경험은 환자의 관점에서 의료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환자가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받았는지’에 초점을 두어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Wolf PhD & Jason, 2014). 환자경험은 

“치료의 처음에서 끝에 걸친 환자의 인식으로서, 조직의 문화에 따라 

형성되는 모든 상호 작용의 총합(Wolf PhD & Jason, 2014)”, “환자와 

제공자 관계의 전체 기간에 걸쳐 직접 및 간접적, 임상적 및 비 

임상적인 모든 상호 작용의 질과 가치(Feirn, Betts, & Tribble, 2009)” 

등으로 정의된다. 환자경험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아직 없으나 

공통적으로 환자와 의사의 ‘상호 작용’을 강조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환자경험은 WHO가 제안한 보건의료제도의 주요 목표의 하나인 

보건의료제도의 “반응성(responsiveness)” 10  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국민이 느끼는 의료서비스의 현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는 데 

활용된다(도영경, 2017). 이를 통해 의료의 질을 높이고 환자 안전을 

향상 및 의료의 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환자의 경험을 평가하는 것은 환자의 만족도가 가지는 

주관성, 환자 보고의 비뚤림, 병원 시설 등 다른 요인의 영향, 

구체적인 문제 영역 파악의 어려움 등의 한계점 (Anhang Price et al., 

2014; Coulter, Locock, Ziebland, & Calabrese, 2014)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지닌다. 국내에서 2017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주관하는 환자경험 평가는 500병상 이상의(상급)종합병원에서 

                                                           
10 환자가 의료에 대해 갖는 기대를 의료체계가 충족하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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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진료면담의 환자경험을 측정하지 

못하였으나, 2017년부터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의료서비스경험조사는 환자의 외래 진료면담 경험의 측정을 포함하고 

있어 국내 의료의 환자중심성의 측면에서 한 단계 진일보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The CAHPS Hospital Survey(HCAHPS) 설문도구는 

미국에서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의 환자경험을 측정하는 대규모 

조사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도구이다. 국내에서는 한국 

의료패널(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6기(2015년) 및 의료서비스 

경험조사(2017)에 적용되었으며, OECD에서 의료의 질 비교를 위하여 

요구하는 항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서비스 경험조사(2017)의 

자료를 활용하여 환자의 경험을 통해 본 국내 진료면담의 현황을 

확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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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의 국내 연구 동향 

국내 진료면담에서 이루어지는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 연구들은 

주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며, 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환자의 재방문 의사 (박진 & 김동환, 2016), 의사 

신뢰(연광호, 박영근, & 김영화, 2011), 환자의 참여 의도(이종학 & 

김찬중, 2013), 순응도(이종학 & 김찬중, 2013)에 미치는 영향이 

보고되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는 환자중심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환자가 

건강 행태를 관리하게 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이정선 & 최만규, 2018).  

국내에서 실제 의사 환자 커뮤니케이션 녹음자료를 활용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국내 3개 도시에 위치한 6개병원에서 수집한 자료를 

대화 분석법을 적용하여 분석한 연구는 의사소통 문제의 유형과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의사의 권위적 행위 및 어투와 환자의 말 

경청의 문제, 임상검사의 설명 방식과 환자의 발언에 대한 피드백 

부족, 시간의 제약 등을 의사소통 문제의 유형들로 제시하였다 

(이두원, 2000). 6개의 개인병원에서 수집한 진료면담 비디오자료를 

대화분석법으로 분석한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진료면담의 

종료 단계는 서양 국가들에서 이루어지는 진료면담에 비해 단계가 

간결(진료기록-승인-인사-퇴실)하고 발화가 매우 제한적임을 

확인하였다. 의사들은 언어 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요소로서 시선 

처리와 행동을 이용하여 진료가 끝났음을 보여주며, 이는 환자들이 

추가적 문제들을 표출하는 것을 차단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박유정,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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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RIAS를 활용하는 의료커뮤니케이션 연구는 드물며 

응급실에서 환자와 간호사의 상호작용이 환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바 있다(Kim, 2010). 분석결과 응급실 간호사는 정보제공 행위 

중 특히 투약이나 처치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가장 많이 행하고 

있었으며, 간단한 지시 등의 오리엔테이션과 환자 상태 및 처치에 

관한 행위의 지시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응급실 환자 또한 

자신의 상태 및 처치에 관한 정보, 절차 및 수속에 관한 정보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정서적으로는 걱정스러운 말과 안심을 

청하는 말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은정, 2003). Shin et al.,(2015)은 

임상 실습 시험에 참가한 314명의 가정의학과 전공의가 60명의 

표준화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의사의 성별이 환자중심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Shin et al., 2015). 정형외과의원 5곳에서 환자 

103명의 진료면담 녹음자료를 분석한 연구는 환자와 의사의 진료면담 

만족도의 차이(gap)는 환자의 나이, 환자의 커뮤니케이션 효능감, 

의사의 질문이 영향을 미치는데, 폐쇄형 질문과 생의학적 정보교환이 

전체 대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그 격차가 커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윤정, 2017). RIAS 연구방법론을 활용한 국내 연구 중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 적용한 박아현(2016)의 연구는 유방암 

환자들이 온라인에서 자기 노출을 통해 어떻게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어떠한 사회적 지지가 교환되는지를 살펴본 바 

있다(박아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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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의 구성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그림5).  

연구1은 진료면담에서 이루어지는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의 

환자경험을 파악한다. 환자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특히 환자 

요인과 진료환경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를 통하여 환자-

의사 커뮤니케이션의 경험이 취약한 집단을 밝히는 연구이다. 

연구2는 실제 의료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을 

분석한 연구이다.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의 유형을 파악한 후 각 

유형별로 드러나는 환자-의사 관계의 툭성을 파악한다. 또한, 환자와 

의사의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 의사 및 진료면담 시간을 

포함하는 진료환경 요인을 확인한다.  

연구3은 진료면담의 결과로서 환자가 인지하는 진료면담의 

효과성(건강문제 이해와 건강 통제감 강화, 부정적인 감정의 감소)과 

환자의 미충족 진료면담 시간에 대한 연구이다. 이때, 미충족 진료면담 

시간은 환자가 의사와의 충분한 대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요구된 진료면담 시간’과 환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한 ‘인지된 진료면담 

시간’의 차이(gap)로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진료면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 진료환경 및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 요인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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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연구의 구성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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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1.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의 환자경험과 영향요인 

 

1. 연구 문제 

연구1은 국내의 전국 성인 표본의 환자가 경험한 외래 

진료면담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이다.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환자의 긍정적인 인식 혹은 경험 평가는 환자가 

제공받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게 평가하고, 높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2017년도 

의료서비스경험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먼저, 전국 성인 표본의 

환자들이 의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경험을 파악하고, 환자경험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자와 진료환경 요인을 확인한다. 이를 

통하여 진료면담 환자경험이 취약한 환자군을 규명하고, 

커뮤니케이션의 환자경험 제고를 위한 보건학적 함의를 도출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1. 진료면담에서 이루어진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의 

환자경험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1-2. 환자 요인이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의 환자경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1-3. 진료환경 요인이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의 환자 

경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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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자료원과 연구대상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를 

수행한 "2017년도 의료서비스경험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의료서비스경험조사는 세계적인 논의 흐름에 맞추어 ‘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과 ‘의료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획된 대국민 조사이다. 의료서비스경험조사는 1년 주기로 

실시되는 자료로서 2017년 조사는 10월 10일부터 11월 03일 동안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기초로 확률비례계통추출 방법으로 

추출된 5,000가구의 만 15세 이상 모든 가구원을 조사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 방법은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이며 필요시 자기 

기입식 방법이 병행되었다. 조사 기간은 2017년 8월 21일부터 9월 

29일 까지 6주간 이루어졌다. 본 자료는 간단한 신청 및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공개데이터로, 

그림 6 연구1의 분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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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데이터포털(https://data.kihasa.re.kr/microdata/help.jsp)에서 

신청 후 다운로드 받았다. 자료의 분석은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수행 되었다(IRB No. E1911/001-004). 

본 연구는 병원과 의원에서 이루어진 외래 진료면담의 환자경험의 

영향요인과 그 결과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하므로, 조사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병원과 의원의 외래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연구대상자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결측값이 있는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분석에는 6,287명의 

자료가 활용되었다.  

변수 설명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 경험의 영향요인: 환자 요인 

진료면담에서 이루어지는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의 경험을 

설명하는 환자 요인 변수는 선행연구에서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과 

진료면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는 요인을 선정하였다. 

환자의 인구학적 특성으로 성별(남성/여성), 연령대(20-30대/40-

50대/60대 이상), 거주 지역(동/읍·면) 변수를 사용하였다. 환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교육 수준 및 공적의료보장유형(국민건강보험 / 

의료급여수급) 변수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교육 수준은 초등교육 

이하(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등교육(중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 

고등교육(대학 졸업 이상)으로 제시되었다.  

환자의 건강수준 특성으로는 주관적인 건강수준을 활용하였으며, 

응답자는 “현재 귀하의 건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5점 척도(1: 매우 나쁘다, 5: 매우 좋다)로 응답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5점 척도로 수집된 응답은 ‘1: 매우 나쁘다/나쁘다, 2: 보통이다, 3: 

좋다/매우 좋다’의 세 개의 범주형 변수로 변환하여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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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 경험의 영향요인: 진료환경 요인 

개인의 의료서비스 경험을 설명하는 진료환경 요인 변수에는 

방문한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른 유형(병원/의원) 11 , 해당 의료기관의 

평소 이용 여부 및 진료과목(내과/외과) 12  및 의료기관의 평소 이용 

여부를 포함하였다. 방문한 의료기관의 형태를 조사하는 문항은 

병원(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병원급 이상)과 의원, 한방 병의원, 

치과 병의원 및 기타의 응답 중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며, 병원과 

의원을 선택한 응답자를 분석의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진료받은 과목은 내과, 외과, 치과, 한방진료과, 기타 및 모름으로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며, 병원과 의원을 선택하였더라도 치과, 

한방진료과 및 기타, 모름을 선택한 응답자는 결측치로 간주하고, 전체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방문한 의료기관의 평소 이용 여부를 조사하는 문항은 “이 

의료기관은 평소에 자주 이용하시던 곳입니까?”의 질문으로 

이루어졌으며, 응답은 예/아니오의 이분형 변수로 조사되었다.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의 환자경험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의 환자경험은 담당의사의 태도에 대한 

항목을 활용하였다. 담당의사와 관련된 항목은 외래 서비스 이용 시 

경험한 담당의사의 태도는 5문항으로, 다음과 같다: “담당의사는 

귀하에게 예의를 갖추고, 정중하게 대했습니까?”, “담당 의사와 대화를 

                                                           
11 의원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이고, 병원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는 

것을 기본 요건으로 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포함한다 

(보건복지부, 2019).  
12 대한병원협회의 구분에 따르면 내과계 진료과목은 내과, 소아과, 정신과, 신경

과, 가정의학과, 피부과,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를 포함하며, 외과계 진료과목

은외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비뇨기과, 성

형외과으로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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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하였습니까?”, “담당 의사가 귀하의 건강 상태, 받게 될 검사나 

치료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까?”, “담당 의사는 귀하가 

질문을 하거나 걱정되는 점을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충분히 

주었습니까?”, “담당 의사는 귀하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진료를 

하였습니까?” 

각 문항의 응답은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1: 전혀 그렇지 

않았다, 5: 매우 그랬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각 문항의 

응답은 5점 만점인 “매우 그랬다”에는 1점을 부과하고, 나머지 응답은 

0점을 부과하여 이분형 변수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본 도구는 The CAHPS Hospital Survey(HCAHPS)에서 사용되는 

도구로, 미국에서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의 환자경험을 조사하는 

대규모 조사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도구이다. 국내에서는 

한국 의료패널(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6기(2015년) 및 의료서비스 

경험조사(2017)에 적용되었으며, OECD에서 의료의 질 비교를 위하여 

각 국가에게 제출을 요구하는 조사항목이다.  

분석 방법 

본 연구는 R(ver.3.5.1) 프로그램을 사용해 각각의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분석기법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우선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건강수준 특성 및 진료면담 환경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포,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등을 

분석하였다.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의 경험 또한 각 다섯 가지 항목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환자요인과 진료환경요인이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 

경험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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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환자의 특성 

환자의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및 건강 특성은 표6에 

나타내었다.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성이 43%, 여성이 57%로 여성이 

더 많았고, 연령은 20대 이하가 12.3%, 30대 13.0%, 40대 15.2%, 50대 

22.5%, 60대 19.0%, 70대 이상이 17.9%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52.39세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은 행정구역 상 70.7%가 동에 거주하고, 

29.3%가 읍·면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은 초등교육 이하가 15.1%, 중등교육(중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이 54.9%, 고등교육(대학 졸업 이상)의 교육 수준을 가진 사람은 

30%로 나타나, 중등교육을 받은 환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공적의료보장 유형은 국민건강보험이 97.3%, 의료급여 13 가 2.7%로 

확인되었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보통’수준 보다 조금 높았다(평균 2.45, 

표준편차 0.70). 

 

                                                           
13 의료급여제도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에게 의료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의료서비스(진찰, 검사, 치료 등) 제공하는 공공부조제도로

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이다(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식 홈페이지
https://www.hira.or.kr/dummy.do?pgmid=HIRAA0200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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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환자의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및 건강 특성 

 

 

 

 

 

 (N=6,287) 

항목 n % 

성별     

남성 2702 43 

여성 3585 57 

연령대 M=52.39, SD=17.6  

20 대 773 12.3 

30 대 819 13 

40 대 958 15.2 

50 대 1417 22.5 

60 대 1194 19 

70 대 이상 1126 17.9 

거주 지역     

동 4442 70.7 

읍·면 1845 29.3 

교육수준     

초등교육 이하 950 15.1 

중등교육 3451 54.9 

고등교육 1886 30 

공적의료보장 유형     

국민건강보험 6118 97.3 

의료급여 169 2.7 

주관적 건강 M=2.45, SD=0.70  

나쁨 746 11.9 

보통 1993 31.7 

좋음 3547 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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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환경 특성 

응답자가 방문한 의료기관은 31.1%가 종합병원, 상급병원 등 

‘병원급’이고, 68.9%는 ‘의원급’ 의료기관이라고 응답하였다(표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하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17.12월을 기준으로 

62,425기관으로 전체 의료기관 중 94.1% 차지하는데, 16년 기준 

외래환자의 75.1%가 의원을 이용한다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조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7). 조사대상자가 

방문한 의료기관은 ‘평소에도 이용한다’고 응답이 80.2%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19.8%)보다 높았으며, 방문한 진료과는 내과계가 

외과계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내과계 70.0% > 외과계 30.0%). 

 

표 7 진료환경 특성 

  (N=6,287) 

항목 n % 

의료기관 형태     

병원(종합병원, 상급 병원 등) 1956 31.1 

의원 4331 68.9 

평소 이용 여부     

예 5043 80.2 

아니오 1244 19.8 

방문 진료과   

내과계 4402 70.0 

외과계 1885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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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의 환자경험 

진료면담 경험의 결과는 표8에 나타내었다. 다섯 가지 변수 모두 

평균이 4점 이상으로 나타났으며(5점 척도), 각 변수들 간의 평균값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표8). 각 문항의 응답 중 “매우 

그랬다”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응답의 24.77%에서 33.10%의 분포를 

나타내었으며, 의사가 환자의 건강상태나 받게 될 검사와 치료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주었다는 항목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고, 

환자의 의견이 진료에 반영되었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낮았다. 

 

표 8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의 환자경험 

 (N=6,287)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 경험 평균 표준편차 “매우 그랬다”(%) 

예의와 정중 4.16 0.61 27.34 

충분한 대화 4.13 0.75 32.78 

알기 쉬운 설명 4.15 0.72 33.10 

환자가 말할 수 있는 기회 4.07 0.70 27.06 

환자의 의견을 반영 4.09 0.64 2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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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 경험의 영향요인 

진료면담의 경험의 변수(5가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환자 요인(성별, 연령대, 거주지역, 교육수준, 의료보장유형, 

주관적 건강), 진료환경 요인(의료기관 유형, 방문한 의료기관의 평소 

이용 여부, 방문 진료과목)을 독립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9).  

먼저, ‘정중한 응대’ 경험의 경우, 환자 요인 중에서는 여성보다는 

‘남성’, 연령대가 낮을수록, 연령대가 젊은 20대와 30대, 거주지역이 

‘읍·면’인 경우, 중등교육 이상의 교육수준, 그리고 의료보장유형이 

‘의료급여’인 경우, 주관적 건강이 보통 혹은 좋을 경우 부정적인 

경험을 하였다. 진료환경 요인은 방문한 의료기관이 평소 이용하는 

병원이 ‘아닌’ 경우, 방문한 진료과가 ‘외과계’인 경우 부정적인 경험을 

하였다.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요인 중에서 의료보장유형, 

즉 의료급여와 평소 이용하는 의료기관인지의 여부는 ‘정중한 응대’의 

여부에 가장 큰 크기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분한 대화’의 여부를 종속변수로 분석을 시행한 결과, 환자 

요인 중 성별은 유의한 영향력이 없었으며, 연령대가 낮은 20, 30대, 

거주지역이 ‘읍·면’인 경우, 교육수준이 중등교육 이상, 주관적 

건강상태가 ‘보통’인 경우 경험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환경 

요인은 ‘의원’을 방문하고 평소 이용하는 병원이 아닌 경우 부정적인 

환자경험 수준이 확인되었다.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방문한 의료기관이 평소에 이용하는 곳인지의 여부가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알기 쉬운 설명’의 경험은 환자의 성별과 연령대는 

유의한 영향력이 없었으며, 거주 지역이 ‘읍·면’인 경우,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인 건강수준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 부정적인 

경험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료기관이 평소 이용하는 의료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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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경우, 그 경험이 낮게 평가되었다.  

‘충분한 질문 기회’의 경험은 ‘읍·면’에 거주, 고등교육 이상의 교육 

수준인 경우 낮게 평가하였고, 평소 이용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였는지 여부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진료과목이 

미치는 유의한 효과가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환자 의견 반영’의 경험은, 거주 지역이 ‘읍·면’인 경우, 

고등교육 이상의 교육수준, 보통 수준 이상의 주관적인 건강수준이 

미치는 유의한 효과가 확인되었다. 평소 이용하는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와 방문 진료과가 ‘외과’인 경우 더 부정적인 경험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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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진료면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로지스틱 회귀분석) 

 정중한 응대 충분한 대화 알기 쉬운 설명 

 Exp(B) 95% CI Exp(B) 95% CI Exp(B) 95% CI 

 하한 상한 하한 상한 하한 상한 

성별                   

여성 1.00     1.00     1.00     

남성 0.84** 0.75 0.95 1.01 0.91 1.13 1.00 0.90 1.12 

연령대                   

20-30대 1.00   
 

 1.00     1.00     

40-50대 1.20* 1.02 1.40 1.20** 1.04 1.38 1.02 0.89 1.18 

60대 이상 1.27* 1.05 1.53 1.27** 1.07 1.52 1.10 0.92 1.31 

거주지역                   

동 1.00     1.00     1.00     

읍·면 0.68*** 0.60 0.77 0.83** 0.74 0.94 0.77* 0.68 0.86 

교육수준                   

초등교육  1.00     1.00     1.00     

중등교육 0.81* 0.68 0.97 0.83* 0.70 0.99 0.85* 0.71 1.01 

고등교육 0.80* 0.64 1.00 0.73** 0.59 0.90 0.70* 0.56 0.86 

공적의료보장 유형                 

국민건강보험 1.00     1.00     1.00     

의료급여 0.56** 0.38 0.82 0.65* 0.46 0.93 0.90 0.64 1.25 

주관적 건강                   

나쁨 1.00     1.00     1.00     

보통 0.66*** 0.55 0.79 0.70*** 0.58 0.84 0.82* 0.68 0.98 

좋음 0.64*** 0.53 0.77 1.01 0.84 1.21 1.02 0.85 1.23 

방문 의료기관 유형                 

병원 1.00     1.00     1.00     

의원 0.90 0.79 1.01 0.88* 0.78 0.99 0.90 0.80 1.01 

평소 이용 여부                 

평소이용안함 1.00     1.00     1.00     

평소 이용함 1.50*** 1.28 1.75 1.48*** 1.28 1.72 1.37*** 1.19 1.58 

방문진료과목                   

내과계 1.00     1.00     1.00     

외과계 0.90** 0.80 1.03 0.94 0.84 1.06 0.88* 0.78 0.99 

Nagelkerke  

R-제곱 

0.05     0.03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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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충분한 질문 기회 환자 의견 반영 

 Exp(B) 95% CI Exp(B) 95% CI 

 하한 상한 하한 상한 

성별       

여성 1.00   1.00   

남성 0.90 0.80 1.01 1.05 0.93 1.18 

연령대       

20-30대 1.00   1.00   

40-50대 1.13 0.97 1.31 1.01 0.86 1.19 

60대 이상 1.19 0.99 1.43 1.06 0.88 1.28 

거주지역       

동 1.00   1.00   

읍·면 0.76*** 0.67 0.86 0.69*** 0.61 0.79 

교육수준       

초등교육  1.00   1.00   

중등교육 0.87 0.73 1.05 0.86 0.72 1.04 

고등교육 0.79* 0.64 0.99 0.75** 0.60 0.94 

공적의료보장 유형 

국민건강보험 1.00   1.00   

의료급여 0.61** 0.42 0.89 0.71 0.49 1.03 

주관적 건강       

나쁨 1.00   1.00   

보통 0.83 0.69 1.01 0.62*** 0.51 0.75 

좋음 0.86 0.71 1.04 0.66*** 0.54 0.80 

방문 의료기관 유형 

병원 1.00   1.00   

의원 1.01 0.89 1.14 0.94 0.83 1.07 

평소 이용 여부       

평소이용안함 1.00   1.00   

평소 이용함 1.14 0.98 1.32 1.20* 1.02 1.40 

방문진료과목       

내과계 1.00   1.00   

외과계 0.86* 0.75 0.97 0.86* 0.75 0.98 

Nagelkerke  

R-제곱 

0.02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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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고찰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환자의 특성으로는 환자의 연령, 거주 

지역, 교육수준, 공적의료보장유형, 주관적인 건강수준이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의 경험에 미치는 유의한 효과가 확인되었다. 진료면담 

환경 특성으로는 방문한 의료기관의 유형과 평소 이용 여부, 방문한 

진료과목이 환자경험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특히, 

거주지역과 교육 수준은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의 다섯 가지 경험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공적 의료보장 유형 중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미치는 효과가 큰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의료보장유형 중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하여 진료면담의 환자경험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의사의 “예의를 갖추고, 정중하게 대함”, “충분한 대화”, “환자가 질문을 

하거나 걱정되는 점을 말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 경험에서 취약성이 

두드러졌다. 해외의 연구에서는 의료보험 가입의 유무에 따른 

환자경험의 수준을 비교하였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환자들의 진료면담 경험의 질이 낮은 것이 

확인되어,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Lila J Finney Rutten et al., 2006; 

D. L. Smith, 2009). 의료의 취약계층에게 높은 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의 공공성의 중요한 목표의 하나이기에 (임준, 

2017), 의료급여환자의 낮은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 경험은 의료의 

공공성의 측면에서 만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 

환자의 거주지역에 따른 환자경험을 조사한 연구결과는 찾기가 

어려우나, 보건사회연구원에서 환자경험 시험조사를 결과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수도권에 거주하는 환자보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환자는 의사가 예의를 갖추고 정중하게 대했느냐, 의료기관에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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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이 잘 지켜졌다고 생각하느냐, 의료 기관을 이용하던 중에 

감염의 위험을 느낀 적이 있었느냐 등의 항목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7). 

의료취약지는 대체로 지역 내 인구가 적고 발전 잠재력이나 재정 

능력과 같은 경제 구조가 취약하고, 시스템 전반이 낙후된 지역으로 

의료 수요가 적다. 또한 보건의료자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의료 

이용의 지리적 접근성 및 적시성이 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고 서비스 만족도가 낮다(문정주, 

이태호, 곽미영, 나백주, & 성상모, 2013). 국내 의료취약지의 대부분이 

동 단위가 아닌 읍·면 단위 임을 고려하였을 때, 낮은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 경험은 거주지역의 의료 취약성과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의료취약지의 모니터링 지표는 대개 의료 수요, 의료 

자원 및 의료 이용 등의 지표가 활용되는데 (국립중앙의료원, 2018) 

이뿐만 아니라 환자경험을 모니터링 지표에 포함시키고 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확인된다.  

환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진료면담에 대한 경험 수준이 대체로 

높은 본 연구의 결과는 미국에서 동일한 조사 문항으로 대규모 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MEPS, HINTS 자료를 분석한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DeVoe et al., 2009a, 2009b).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먼저, 젊은 환자들이 나이 많은 환자에 비해서 

진료면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은 가능성이 있고, 

동일한 진료면담에 대해서 연령에 따라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 고령 

환자들의 진료면담 경험에 대한 인식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은 나이가 

많은 환자들은 보건의료제도의 결점에 대해 더 잘 인지하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한다고 하였다(Jaipaul & Rosenthal, 2003). 

따라서, 나이가 많은 환자들은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경험이 더 많기 

때문에 그들의 기대수준 또한 의료 현실에 더 가까워 기대 수준이 

충족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다 (Bower, Roland, Campbell, & M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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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또한, 연령이 높은 환자들의 건강문제의 해결은 더 어렵거나 

복잡성이 높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점 때문에 의사들이 연령이 많은 

환자들에게 더 많은 진료면담 시간을 할애하고, 더 높은 질의 

진료면담 서비스를 제공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환자의 연령은 의사의 

진료면담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이를 

뒷받침 한다(Hodes, Ory, & Pruzan, 1995; Ntusi & Ferreira, 2008).  

환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의 

경험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결과 역시 환자의 기대수준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본 분석 결과는 대규모 2차자료를 활용한 기존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나, 실제로 이루어진 커뮤니케이션을 분석한 

결과들과 반대의 경향성을 나타내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환자의 

기대 수준은 환자의 가치와 선호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환자가 

자신의 진료면담 경험을 인식하는 방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환자의 기대수준을 충족하는 것은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에 중요한데, 이를 ‘성취 이론(fulfillment theory)’라고 하며, 실제 

의료서비스가 환자의 기대 수준을 충족하느냐의 유무가 만족도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Linder-Pelz, 1982). 따라서, 진료면담 환자 경험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환자들의 기대 수준을 파악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진료면담의 환자경험이 낮은 것은 

환자중심적인 진료면담을 선호한다는 연구결과들(Rademakers, Delnoij, 

Nijman, & De Boer, 2012)과 연관지어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진료면담의 환자중심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충족시키기 어려워 진료면담 환자경험이 부정적인 

경향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본 연구 결과의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65 

진료면담 환경 특성이 진료면담의 경험에 미치는 영향이 

확인되었는데, 특히 의료기관이 평소 이용하던 곳인지의 여부와 방문 

진료과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 진료과의 경우 내과 보다 

외과의 진료면담 경험이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정중한 응대와 알기 

쉬운 설명, 환자 의견 반영의 측면에서 차이가 드러났다. 평소 

이용하는 단골 병원에서의 환자경험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진료면담 경험의 다섯가지 요소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병원의 유형과 단골 여부에 따른 

진료면담의 환자경험을 비교한 결과, 단골이 아닌 의원을 방문한 

환자의 진료면담의 경험 다섯가지 요소 모두에서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특히 

의원급 진료면담 환자경험의 제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환자가 

‘단골병원’ 혹은 ‘단골 의사’를 만남으로써 관계의 지속성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진료면담에 대한 환자경험의 질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 효과가 초진과 재진의 진료면담 유형의 

효과와는 구분이 어려운 점이 있어 추후 이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건강보험 형태에 따라 의료급여 환자의 낮은 진료면담 환자 

경험의 질은 제고될 필요성이 있다. 국내의 연구들에서 의료급여 

환자들이 경험하는 차별에 대한 연구들이 시사하듯이(김수정 & 허순임, 

2011; 윤경일, 2014), 진료면담에서 이러한 차별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낮은 환자의 인식은 의료급여환자의 

취약성을 심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존에 마련된 2차 자료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대규모 

조사 결과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대표성이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단일문항으로 측정된 문항을 사용한다는 점은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의 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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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면담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결과변수의 개발 및 

조사 내용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본 연구에서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 경험의 취약 환자군을 도출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환자의 취약성이 진료면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과 동시에,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의 경험이 매개하는 

효과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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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2.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의 유형과 영향요인 

 

1. 연구 문제 

연구2는 실제 의료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의 

현황을 파악하고,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의 패턴에 따른 유형화 후 각 

유형에서 드러나는 커뮤니케이션의 특징과 환자-의사의 관계를 

고찰하고, 각 유형에 속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환자와 의사의 커뮤니케이션에 환자, 의사 및 진료환경의 

특성이 미치는 영향 및 환자와 의사가 상호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연구이다.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2-1. 환자와 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유형별로 드러나는 

커뮤니케이션의 특징 및 환자-의사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2.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의 유형을 결정하는 환자, 

의사, 진료환경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3. 환자와 의사의 커뮤니케이션에 환자, 의사, 진료환경 

요인이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환자와 의사의 커뮤니케이션이 서로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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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분석자료 

본 연구는 2012년도부터 2018년도에 서울에 소재한 일개병원에서 

실제 의료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진료면담을 녹음한 자료를 분석한 

연구이다. 환자들은 진료면담 시작 전에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였으며, 

녹음자료는 해당 병원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 및 승인을 

받은 후, 담당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았다 (IRB No. 

20181112/10-2018-106/121). 총 520건의 자료가 전달되었으며, 

녹음이 중간에 끊기거나 환자 본인이 참여하지 않고 대리인이 처방을 

받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총 510건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환자와 의사의 특성 

환자와 의사의 특성으로는 성별과 의사의 경력 특성이 고려되었다. 

환자와 의사의 성별은 연구자가 진료면담 녹음자료의 목소리를 통해 

파악한 후 기록하였다. 의사의 나이, 의사로서의 경력 및 

해당병원에서의 근속년수는 자료를 제공한 기관으로부터 출생년도, 

의과대학 졸업년도, 해당 병원의 입사일 자료를 받아서 진료면담이 

녹음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진료과목은 자료를 제공한 

기관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의사의 진료과목은 가정의학과, 내분비내과, 

소화기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 15개의 진료과목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내과계와 외과계로 구분하였다. 진료과목의 구분은 대한병원협회의 

구분14 방법을 따랐다(김인향 et al., 2012). 

                                                           
14 내과계(내과, 소아과, 정신과, 신경과, 가정의학과, 피부과,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 외과계(외

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비뇨기과, 성형외과). 응급의학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지원계로 분류되는 진료과목은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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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환경 특성 

진료환경 특성으로는 보호자의 동행 여부, 진료면담의 

유형(초진/재진) 및 진료면담 시간이 조사되었다. 보호자의 동행 

여부는 녹음자료를 통해 연구자가 환자와 의사 및 간호사와 같은 다른 

의료인을 제외한 제 3자의 유무를 확인하였다. 진료면담의 유형은 

초진 진료면담과 재진 진료면담으로 구분하였으며 연구자가 

녹음자료를 통해 파악하였으며 15 , 진료면담 시간은 녹음된 자료의 

시간으로 측정하였다.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 분석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의 발화 범주 

진료면담 녹음자료를 분석하는데 Roter Interaction Analysis 

System(RIAS) 연구방법론이 적용되었다. 본 방법론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분석은 환자와 의사의 발화(Utterance) 16 를 단위로 

이루어졌으며, 모든 환자와 의사의 발화는 RIAS에서 제시하는 41개의 

상호 배타적 인 범주에 할당하였다 (D. L. Roter, 1991)(표11, 표12). 발화 

범주별 코딩의 Inter-coder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체 진료면담 

중 약 20%에 해당하는 95건은 타 연구자에 의해 분석되었다. 두 

연구자 간의 발화 내용 코딩의 일치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Cohen's 

Kappa 계수를 구하였다.  

각 범주들은 분석을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분류체계에 

                                                           
1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초ㆍ재진 진찰료 산정시 의료기관에서 첫 진찰을 받은 경우 초진, 감기

와 같은 호흡기계 질환, 위염과 같은 소화기계 질환, 내과적인 질환, 질염과 같은 부인과적 질환 등은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된 후 30일 이내에 동일한 의료기관에 내원하였을 경우 재진으로 구분하고 

있으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방법 및 급여기준 조회시스템, 제 2019-177호), 본 연구에서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 따른 커뮤니케이션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환자와 의사가 처음 만나는 경

우를 ‘초진’, 그렇지 않은 경우 ‘재진’으로 구분하였음 
16 "발화(Utterance)"는 분류가 가능한 가장 작은 식별 가능한 음성 단위로 정의된

다(Ishikawa,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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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총 9개의 유목으로 통합되었다 (J. M. Bensing et al., 2003)(표*). 이 

때, 보호자가 있는 경우, 그 발화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한 후 

환자의 발화와 통합하고, 보호자와 환자의 대화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Ishikawa, Takayama, Yamazaki, Seki, Katsumata, et al., 2002; 

Kindler, Szirt, Sommer, Häusler, & Langewitz, 2005).  

환자와 의사의 발화범주별 발화 횟수가 도출된 후에는 

진료면담에서 환자/의사의 총 발화 횟수에 대한 각 범주별 발화 

횟수에 대한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진료면담 시간이 길어질수록 

환자와 의사의 발화 횟수는 일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발화의 

범주에 상관없이 절대적인 발화 횟수는 서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게 

된다 (Ishikawa, Takayama, Yamazaki, Seki, Katsumata, et al., 2002). 따라서, 

발화의 비율을 분석에 활용하는 것은 환자와 의사 개개인이 발화 

범주간의 상대적인 발화량을 반영하고, 진료면담 시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환자와 의사의 커뮤니케이션 패턴을 반영한다는 

장점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가지는 환자와 의사의 커뮤니케이션을 파악하기 위하여 절대적인 발화 

횟수가 아닌 발화 비율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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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도구적 커뮤니케이션의 발화 범주  

유목 코드 조작적 정의 예시(의사) 예시(환자) 

(1)  

Biomedical 

exchange 

Biomedical Question Asking 

[?]Med 건강 상태, 증상, 진단, 예후, 과

거 검사 및 검사 결과, 과거 치

료 및 입원, 개인 및 가족의 병

력, 및 알레르기에 관한 질문 

(두통이 )얼마나 갔어요, 그러면? 하

루, 이틀?  

건강검진 자체를 할 계획이 있으세

요? 

재발이 될 수도 있나요, 없나요? 

?Med  지금 좀 느낌이 어떠세요? 

다른 거 불편한 거는 어떤 증상이에

요?  

왜 이런 증상이 안 낫고 계속 나타

나는 건가요? 

[?]Thera 사용 된 약물 또는 약물요법, 수

행 할 치료 또는 시험, 임박한 

입원, 미래의 의학적 약속 또는 

진행중이거나 미래의 치료 계획

에 관한 질문 

그 쪽에서 수면제 처방 받으셨나요? 

과거에 입원 치료 받아본 적 있어

요? 

 

하루에 한 번 먹는 약인가요 두 번 

먹는 약인가요? 

?Thera 수술이 꼭 필요할 수도 있는 데 혹

시 들으신 이야기 있으세요? 

그럼 이제 앞으로 치료는 어떻게 해

야하나요? 

Biomedical Information Giving     

Gives-Med 건강 상태, 증상, 진단, 예후, 과

거 검사 및 검사 결과, 과거 치

료 및 입원, 개인 및 가족의 병

력, 및 알레르기에 관한 진술  

그래서 혈당 조절은 보시다시피 7% 

이하가 조절되는 게 목표인데 잘 조

절되고 있어요. 그리고 혈압도 괜찮

으시고요. 

지금 124kg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슐린 맞은 뒤로는 좀 살이 

찌는 거 같아요.  

Gives-

Thera 

사용 된 약물 또는 약물 요법, 

수행 할 치료 또는 시험, 임박한 

입원, 미래의 의학적 약속 또는 

진행중이거나 미래의 치료 계획

에 관한 진술 

이틀 사이에 결과들을 좀 모아놨다

가 별 문제가 없다면 치료 들어가면 

되죠.  

방사선 치료는 앞으로 5회 남았다고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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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sychosocial 

exchange 

Psychosocial Questions 

[?]P/S 사회정신적 관심사(예: 스트레

스 , 감정, 철학적 전망 , 가치 

및 신념 )에 대한 질문 

환자분 지금 기분이 막막하신 거죠?  스트레스가 제일 나쁘다던데 맞나

요? 

?P/S 최근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뭐 어떤 

게 있으셨어요? 

너무 불안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하

나요? 

[?]L/S 생활 습관(흡연, 식이 , 수면 , 

술 및 운동 습관 ), 가족 상황 , 

직장 또는 고용 , 건강 습관 및

자가 관리 문제에 관한 질문 

운동은 일주일에 몇 번 하고 계세

요?/환자 분 지금 가족 누구하고 살

고 계십니까? 

네. 그냥 동네 한 바퀴 정도 걷는 거

는 해도 되요? 

?L/S 끊었던 담배를 왜 다시 태우게 되었

나요? 

뭐 운동 같은 거는 어떻게 해야하나

요? 

Psychosocial Information 

Gives-P/S 사회정신적 관심사(예: 스트레스, 

감정, 감정, 철학적 전망, 가치 

및 신념)에 대한 정보 제공 

음… 무엇보다 지금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네요.  

술을 끊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처럼 안 되네요.  

제가 사실 그게 너무 아픈 거다라고 

그래가지고 겁을 먹어가지고.  

Gives-L/S 생활 습관(흡연, 식이, 수면, 술 

및 운동 습관), 가족 상황, 직장 

또는 고용, 건강 습관 및 자가 

관리 문제에 관한 진술 

그런데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누가 보내주는 거 먹지 마라. 누가 

추천하는 거 먹지 마라. 이렇게 보통

은 얘기는 하거든요. 

네. 지금은 가시오가피 그거를 내려

서 먹는 거는 먹고 있거든요.  

딸 하나 있고요, 지금 공무원이에요 

(3) 

Partnership 

building 

?Opinion 

(의사) 

환자의 의견, 견해 또는 관점, 질

문이 있는지 등을 묻는 질문  

뭐 다른 거 궁금한 거 없으세요?  - 

?Bid 방금 한 말에 대한 반복 요청 다시 한번만 말씀해주시겠어요? 네? 선생님 한번만 더 말씀해주세요 

?Understand 말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자신

의 말을 이해하였는지 확인함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선생님 혹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

해되세요? 



73 

(4)  

Directions 

  

C-L/S-P/S 

(의사) 

환자가 취할 해결책이나 행동을 

제안하거나 타인의 행동을 설득

하고, 영향을 주고, 변경하려는 

의도를 가지며, 라이프 스타일, 

가족, 직장 및 고용, 정서적 문제 

및 관심사를 포함한 진술을 포함 

담배 끊고 오시고요.  

술은 정말 한잔. 하루에 한두 잔만 

가능해요. 끊으세요.  

- 

C-

Med/Thera 

(의사) 

환자가 취할 해결책이나 행동을 

제안하거나 타인의 행동을 설득

하고, 영향을 주고, 변경하려는 

의도를 가지며, 의료 계획, 약물 

요법, 향후 약속 및 검사에 관한 

진술을 포함 

네. 제가 약은, 항생제는 계속 드릴 

겁니다. 그거 계속 끝까지 복용하십

시오  

- 

Orient 진료 면담 과정에서 어떠한 대화

나 검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안

내 

검사를 위해서 특정 자세나 행위

를 요구하는 진술 

여기다 서명해 주시면 되세요.  

네, 앉으십시오.  

선생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Permission 

(의사) 

환자의 진행 허가 여부를 질문 여기 앉으셔서 혈압 한번 재 봐도 

될까요? 

- 

?Service 

(환자) 

의사에게 특정한 서비스를 요청 - 구토 억제제를 아마 항암하고 이틀 

먹는 거잖아요. 또 처방해주세요 

다음 예약은 무조건 목요일로 해주

세요 

(5) Other 

  

Trans 대화의 주제 전환을 위한 표현 네, 잠시만요   

Other 기타 중립적인 정보의 제공 및 

질문(개방형, 폐쇄형) 

등록하신 CD 자료가 저한테는 아직 

안보이네요. 이쪽에서는. 

그런데 나 그저께 보니까 김한길 국

회의원도 뭐 폐암 4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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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정서적 커뮤니케이션의 범주 

유목 코드 조작적 정의 예시(의사) 예시(환자) 

(1)  

Rapport 

building 

Empathy 

진료면담 과정에서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해석하고, 이름을 지정하거나 

인식하는 진술 

네. 이제 한… 지금 10 번이 채 안 

남아서 아마 막판이어서 더 

힘드실 거예요. 지금요.  

선생님 많이 피곤해보이시네요 

많이 바쁘신가봐요 

Check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재표명함으로써 

정확성을 확인함 

의사의 차트 검토 및 확인함 

P : 당뇨랑 고지혈증 약이요 . 

D : 약은 당뇨약하고 고지혈증약 

드시고 있고 ,(Paraphrase) 

혈압약은 하루에 세번 먹고. 

BC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주의 깊은 청취를 

드러냄 

네, 네.   

Agree 
상대방의 말에 대한 동의 또는 이해의 

표시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Comp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제 3 자 혹은 

대상에 대한 칭찬 또는 감사를 표현 
거기 선생님들 정말 친절하시죠.  

병원 시설이 너무 좋아져서 

좋아요 선생님 

Legit 

상대방의 정서적 상황, 행동 또는 

생각이 이해할 수 있고 정상적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진술  

아픈 거는 당연히 맞죠. 왜냐하면 

이제 검사만 해도 사실 

아프잖아요. 다른 환자분들도 많이 

아프다고 하세요 

선생님이 불확실하다고 

말씀하시는게 어쩔 수 없는 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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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 

(의사) 

환자의 도움과 지원, 의사 결정 또는 

치료 계획 개발과 관련하여 의사와 

환자의 파트너십 형성  

선생님은 다른 요인은 없지만 

콜레스테롤이 쬐금 높았고 

흡연하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는거고 같이 변화를 보겠다는 

겁니다.  

- 

(2)  

Showing 

Concern and 

Optimism 

Concern 

현재 사안이 심각하거나 걱정 

스럽거나 조심 스럽거나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는 진술 또는 비언어적 표현 

이렇게 컨디션이 다운 되셔서 

어떻게 이거를 다 하시겠어요.  

저는 이거 아프니까 혹시 

전이돼서 그러나 이런 생각을… 

R/O 낙관주의, 격려, 걱정 또는 안도 

어. 일단은 지금은 너무 걱정하지 

말고, 머리 안 돌아가는 것도 곧 

좋아질 거야. 대부분 

약 열심히 먹고 있으니까 

좋아지겠죠 

?Reassure 
낙관주의, 격려, 걱정 또는 안도를 

위한 질문 

어머니 그래도 조금만 힘내서 

치료받으면 좋아질 거 알고 

계시죠? 

이 약을 먹으면 증상이 좀 

괜찮아질까요? 

(3)  

Social Behavior Personal 인사와 작별 인사 환자 분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Sdis 

(의사) 

환자와 의학적 /사회정신적 

관련성이있는 분야에서의 의사의 개인 

경험을 공개함  

이렇게 오는 케이스가 의사인 

저로서도 가장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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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ughs 친절한 농담, 웃음, 즐겁게하려는 노력 (웃음) 아이고 감사합니다.  
(웃음) 선생님 머리가 너무 잘 

어울리네요 

Approve 
상대방에 대한 감사의 표시. 상대방을 

향한 칭찬, 존중의 표현 
네 환자분 아주 잘 하고 계세요 

제가 이 정도 지내는 것도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4) 

Disagreement Disapprove 
상대방에 대한 비승인, 불만, 거절, 

차가움 또는 불신의 표시 
담배도 피우세요? 큰 문제예요.  

아니, 검사를 다 했었는데 또 

해야한다고요? 

Crit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제 3 자나 

대상에 대한 비승인, 불만, 거절, 

차가움 또는 불신의 표시 

직장에서는 뭐 사람 아픈 거 잘 

이해 안하죠 제 환자분들 얘기 

들어보면 다 그렇더라구요 

아니, 국가에서 건강검진을 해 

주는 게 이거 아무런 뭐 효과가 

없는 거 같아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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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 의사의 지배(Dominance)와 통제(Control) 

진료면담에서 환자-의사의 커뮤니케이션의 지배 수준(Verbal 

dominance)과 통제 수준(Control score)의 두 가지 커뮤니케이션 요소는 

환자와 의사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로 고려되며,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의 군집분석의 결과를 검증하는데 활용가능하다(D. Roter, 

2000). 먼저, 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지배 수준(Verbal dominance)은 

의사의 전체 발화량을 환자의 전체 발화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비율로 

구한다.  

 

Verbal Dominance =  
𝑇𝑜𝑡𝑎𝑙 𝑐𝑜𝑢𝑛𝑡 𝑜𝑓 𝑝ℎ𝑦𝑠𝑖𝑐𝑖𝑎𝑛 𝑢𝑡𝑡𝑒𝑟𝑎𝑛𝑐𝑒(𝑛)

𝑇𝑜𝑡𝑎𝑙 𝑐𝑜𝑢𝑛𝑡 𝑜𝑓 𝑝𝑎𝑡𝑖𝑒𝑛𝑡 𝑢𝑡𝑡𝑒𝑟𝑎𝑛𝑐𝑒(𝑛)
 

 

커뮤니케이션 통제 수준(Control score)은 RIAS 분석을 통해 도출된 

환자와 의사의 발화 범주를 활용하여 산출된다. 환자의 통제 

행위(환자의 질문, 의사의 정보제공과 상담) 대비 의사의 통제 

행위(의사의 질문, 오리엔테이션, 환자의 생의학적 정보제공)의 비율로 

산출되었다.  

 

Control Score =  
𝑃𝑎𝑡𝑖𝑒𝑛𝑡 𝑐𝑜𝑛𝑡𝑟𝑜𝑙 𝑠𝑐𝑜𝑟𝑒

𝑃ℎ𝑦𝑠𝑖𝑐𝑖𝑎𝑛 𝑐𝑜𝑛𝑡𝑟𝑜𝑙 𝑠𝑐𝑜𝑟𝑒
 

=  
𝑃𝑎𝑡𝑖𝑒𝑛𝑡 𝑞𝑢𝑒𝑠𝑡𝑖𝑜𝑛𝑠 + 𝑃ℎ𝑦𝑠𝑖𝑐𝑖𝑎𝑛 𝑖𝑛𝑓𝑜𝑟𝑚𝑎𝑡𝑖𝑜𝑛 𝑔𝑖𝑣𝑖𝑛𝑔 + 𝑃ℎ𝑦𝑠𝑖𝑐𝑖𝑎𝑛 𝐶𝑜𝑢𝑛𝑠𝑒𝑙𝑖𝑛𝑔 

𝑃ℎ𝑦𝑠𝑖𝑐𝑖𝑎𝑛 𝑞𝑢𝑒𝑠𝑡𝑖𝑜𝑛𝑠 + 𝑃ℎ𝑦𝑠𝑖𝑐𝑖𝑎𝑛 𝑜𝑟𝑖𝑒𝑛𝑡𝑎𝑡𝑖𝑜𝑛 + 𝑃𝑎𝑡𝑖𝑒𝑛𝑡 𝐵𝑖𝑜𝑚𝑒𝑑𝑖𝑐𝑎𝑙 𝑖𝑛𝑓𝑜𝑟𝑚𝑎𝑡𝑖𝑜𝑛 𝑔𝑖𝑣𝑖𝑛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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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환자 말 끊기 행위 

본 연구에서는 국내 진료면담에서 자주 일어나는 행위로서, 

의사의 환자 ‘말 끊기(Interruption)’에 주목하고, 진료면담 당 의사의 

환자의 말 끊기 횟수를 분석하였다. 말 끊기는 환자와 의사의 말하기 

순서(turn-taking)을 방해하는 행위, 말을 하는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상대방의 말에 반박하기 위하여 하는 말 끊기 등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7가지 말 끊기 행위를 참고하여(Ohtaki, Ohtaki, 

& Fetters, 2003) 코딩하였다.  

연구자 간 분석의 신뢰성(Inter-coder Reliability)  

두 명의 연구자는 전체 자료의 약 20%(100건)의 진료면담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코헨의 카파계수(Cohen's Kappa Coefficient) 구하였다. 그 

결과 kappa 계수의 값은 0.531로, 적절한 수준의 일치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Landis & Koch, 1977).  

 

통계분석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 유형 확인 

환자와 의사의 커뮤니케이션 패턴의 유형을 파악하고 각 패턴에서 

드러나는 환자와 의사의 관계를 도출하기 위하여 K-평균 군집분석(k-

means 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에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D. L. Roter et al., 1997), 3가지 범주의 커뮤니케이션이 채택 

되었다. 채택된 발화 범주는 환자와 의사의 생의학적/사회심리적 

질문(Biomedical/Psychosocial Questions), 생의학적/사회심리적  

정보제공(Biomedical/Psychosocial information giving)이다. 위와 같은 

발화 범주가 채택된 이유는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이 환자 중심과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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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커뮤니케이션의 연속선상에서 가장 많이 고려되는 커뮤니케이션 

행위이며 (Moira Stewart et al., 2013), 정보 수집, 환자 교육 및 관계 

형성이라는 진료면담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기능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Cole & Bird, 2013; Lazare, Putnam, & Lipkin, 1995).  

가장 최적화된 군집의 개수를 선정하기 위하여 실루엣 

기법(Average silhouette method)을 적용하였다(Kaufman & Rousseeuw, 

1990). 실루엣 값은 군집 내 데이터가 어느 정도 가깝게 대응하는 

것과 이웃 군집 데이터가 어느 정도 멀게 대응되는지에 대한 척도이며, 

k의 다른 값에 대한 관측의 평균 실루엣 값을 계산하여 평균 실루엣을 

최대화하는 최적의 군집 수를 도출하는 것이 실루엣 

기법이다(Kaufman & Rousseeuw, 1990). 군집분석을 통해 유형이 도출된 

후에는 각 유형별로 환자와 의사의 커뮤니케이션 행위,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의 지배, 통제 및 진료면담 시간 등에 차이가 있는지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통해 확인하였다. 사후 분석은 

Tukey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은 R(ver.3.5.1) 프로그램으로 수행되었으며, “FactoMineR” 

(Husson, Josse, Le, Mazet, & Husson, 2019)와 “factoextra”(Kassambara & 

Mundt, 2017) 패키지를 활용하였다.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의 영향요인 

환자와 의사의 커뮤니케이션에 환자, 의사, 환경, 커뮤니케이션 및 

진료면담 시간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종속변수로 

사용할 환자와 의사의 커뮤니케이션 발화 범주는 선행연구에서 

환자중심 커뮤니케이션으로서 적용되고(Ishikawa, Takayama, Yamazaki, 

Seki, Katsumata, et al., 2002; Kindler et al., 2005; Siminoff et al., 2006), 국내 

환자경험조사에서 환자와 의사의 커뮤니케이션 경험에서 측정되는 

변수들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선정되었다(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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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종속변수로 선정된 환자와 의사의 커뮤니케이션 발화 범주 

환자 커뮤니케이션 생의학적 질문(Biomedical question asking) 

우려와 지지의 표현(Showing concern and optimism) 

의사 커뮤니케이션 생의학적 정보제공(Biomedical information giving) 

우려와 지지의 표현(Showing concern and optimism) 

말 끊기(Interruption) 

 

위와 같이 선정된 종속변수의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층모형(multilevel model)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는 본 자료는 각 

환자들이 의사에게 속해 있는 다층 자료(multilevel data), 혹은 내재적 

자료(nested data) 구조를 가지며, 상위의 분석 단위(집단)와 하위의 

분석 단위(개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층모형 

분석을 적용해볼 수 있다. 다층 분석을 위해서는 최소 30명의 그룹, 본 

연구에서는 환자가 속한 의사가 분석에 포함되어야 의사의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추정할 수 있는데(rule of thumb) (Maas & Hox, 2005), 본 

연구에는 35명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선, 각 종속변수에 대해서 기본모형(null model) 분석을 

수행하였다. 기본모형은 진료면담 수준과 의사 수준 모두에서 

독립변수가 없는 모형인데, 이를 통해 각 종속변수의 변량이 각 

수준에 어느 정도 분할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 행위의 의사 간(between)과 의사 내(within) 분산을 통해 

Intra-class correlation(ICC)가 계산되었으며 위 두 가지 분석을 통해 각 

종속변수별로 다층모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였다. 다층모형의 적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종속변수의 경우, 위계적 다중회귀 분석을 

통하여 영향요인을 확인하였다. 본 분석은 HLM Version v8.0 및 

R(ver.3.5.1) 프로그램으로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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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환자, 의사, 진료환경 특성 

의사는 총 35명(남성 27명, 여성 8명), 환자는 총 510명(남성 

315명, 여성 195명)이었다. 의사의 평균 연령은 40.83세(SD=5.01), 

의사로서의 경력은 평균은 15.57년(SD=5.25), 해당 병원에서의 

근속연수는 평균 5.62년(SD=4.99년)이었다. (표13) 

 

표 13 환자와 의사의 특성 

 

 

환자 특성 

사회인구학적 특성 N % 

성별 

남성 315 61.8 

여성 195 38.2 

의사 특성 

사회인구학적 특성 N % 

성별 

남성 27 77.1 

여성 8 22.9 

연령대 M=40.83(SD=5.01) 

30대 15 42.9 

40대 18 51.4 

50대 2 5.7 

경력 특성 N % 

의사 경력   M=15.57(SD=5.25) 

5년 이상 10년 미만 4 11.4 

10년 이상 15년 미만 12 34.3 

15년 이상 20년 미만 11 31.4 

20년 이상  8 22.9 

근속년수   M=5.62(SD=4.99) 

3년 미만 13 37.1 

3년 이상 5년 미만 5 14.3 

5년 이상 10년 미만 9 25.7 

10년 이상 15년 미만 7 20 

15년 이상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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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환경 특성(표14)으로 보호자의 동행여부는 전체 진료면담의 

24%에서 보호자의 진료면담 참여가 확인되었다.  

진료면담의 유형은 초진이 전체 진료면담의 22.7%, 재진이 

77.3%로 확인되었으며, 가정의학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등 총 

15개의 진료과목이 포함되었다. 이를 내과계와 외과계로 분류한 결과, 

내과계는 전체 진료면담의 77.3%, 외과계는 22.7%로 나타났다.  

 

표 14 진료환경 특성 

진료환경 특성 

보호자 동반 여부 N % 

있음   126 24.3 

없음   384 75.1 

진료면담 유형 N % 

초진   105 20.5 

재진   405 79.5 

진료과목   

내과계 394 77.3 

외과계 116 22.7 

진료면담 시간 M SD 

전체   5.11 2.80 

초진   7.01 3.59 

재진   4.61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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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면담 510건의 평균 진료면담 시간은 5.11분(306.8초)로 최단 

시간은 47초, 최장 시간은 16.8분(1010초)으로 나타났다. 전체 

진료면담의 71.7%가 5분 이하의 진료면담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그림 7 진료면담 시간의 분포(%) 

전체 진료면담의 평균 진료면담 시간은 303.6초 였으며, 초진 

진료면담의 범위는 최단 109초 – 최장 1010초, 평균 408.3초로 

나타났으며, 재진 진료면담은 최단 47초 – 최장 908초, 평균 

276.6초로 나타났다(그림7). 초진이 재진보다 유의하게 긴 것으로 

확인되었다(p<0.001). 초진 진료면담 시간이 10분 이상인 케이스는 

전체의 21.5%, 15분 이상은 3.1%이었으며,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심층진찰 시범사업 및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에서 제시하는 15분보다는 

짧은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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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사의 발화 범주별 커뮤니케이션  

환자와 의사의 발화 범주별 평균 발화횟수와 발화비율은 표에 

제시하였다. 진료면담 1회에 의사의 발화 횟수는 최소 8 – 최대 

132회로 확인되었으며, 평균 35.9회로 나타났다. 환자는 최소 3 - 최대 

130회의 발화를 하였고, 평균 26.2회로 나타났다. 보호자가 동행한 

경우, 보호자의 평균 발화횟수는 12.47회, 범위는 최소 1회에서 최다 

53회로 나타났는데, 이는 환자의 발화횟수와 통합되어 분석되었다. 

환자의 진료면담 1회의 환자의 평균 발화량은 의사보다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전체 510건의 진료면담에서 이루어지는 환자와 의사의 

커뮤니케이션을 RIAS의 방법론에서 제시하는 범주에 따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의사는 ‘생의학적 정보제공(Biomedical information giving)' 

발화 비중이 전체 발화의 3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라포 형성(Rapport building)(19.3%), 생의학적 정보에 대한 

질문(Biomedical question)(16.9%) 순으로 나타났다. 생의학적 정보 

교환은 전체 커뮤니케이션 행위의 53.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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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의사의 발화 범주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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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커뮤니케이션을 과업 중심의 도구적 

커뮤니케이션(Instrumental Domain)과 사회심리 중심의 정서적 

커뮤니케이션(Affective Domain) 으로 분류하여 살펴 보았다. 도구적 

커뮤니케이션의 구성비는 전체의 발화의 68%로, 정서적 

커뮤니케이션(Affective Domain)(3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해, 사회심리적인 커뮤니케이션 보다는 과업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이 주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 의사의 발화의 내용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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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환자의 발화 범주는 ‘생의학적 정보제공(Biomedical information 

giving)'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38.8%), 라포 형성(Rapport 

building)(27.5%), 일상적인 대화(Social behavior)(12.7%)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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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환자의 발화 범주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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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커뮤니케이션을 과업 중심의 도구적 

커뮤니케이션(Instrumental Domain)과 사회심리 중심의 정서적 

커뮤니케이션(Affective Domain) 으로 분류하여 살펴 보았다. 도구적 

커뮤니케이션(Instrumental Domain)의 구성비는 전체의 57%로, 정서적 

커뮤니케이션(Affective Domain)(43%)에 비해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사와 환자의 발화 내용 비중을 비교하였을 때, 환자의 

정서적 커뮤니케이션의 구성 비율은 의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의사 32%).  

 

 

그림 11 환자의 발화 내용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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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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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말 끊기 행위(Interruption) 

말 끊기 행위는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하는 한 명의 참여자가 

상대방의 말을 미리 예상하고 방해하여 중단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Ohtaki et al.,2003).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행위는 대개 

상대방의 참여를 저해한다는 의미에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지만, 

때로는 상대방이 말을 마치지 않더라도 어떤 말을 할지 안다는 표시를 

함으로써 라포 형성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말끊기 행위는 

역기능뿐 만 아니라 순기능을 가지기도 한다(Ohtaki et al., 2003). 

 선행연구는 말끊기 행위의 7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각 유형에 

따라 본 진료면담 커뮤니케이션 분석에서 도출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a) turn interruptions; 대화의 순서 말 끊기 

○ 의사 : 사실 그때는 3일 만에, 기침하신 지 한 3일 됐다고 하셨을 

때 오셨거든요?  

○ 환자 : 그래서 그때 감기약을,  

○ 의사 : (말 끊기) 그래서 그런데 뭐 그래서 특별히 검사 같은 것들을 

안 했지만 지금은 이게 한, 두 달 정도 지속된다고 하면 얘기가 다르거든요. 

 

b) facilitative interruptions; 촉진적인 말 끊기 

○ 환자 : 어.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든다니까, 아무래도  

○ 의사 : (말 끊기) 그러니까요. 걱정이 되죠. 

○ 의사 : 보호자 분들 지금 당장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 보호자2 : 처음 입원했을 때 며칠 동안 계시면서 검사,  

○ 의사 :(말 끊기)한 3박 4일 정도 계셔야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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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interruptions confirming speaking partner information; 말을 하는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말 끊기 

○ 의사 : 약은 저번에 지어드렸던 대로 똑같이 지어드리도록 할게요.  

○ 환자 : 그런데 제가 약을 먹게 되면, ** 그런 약을 먹어도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 약을 ** 먹었는데 이상하게 막 다리가 쥐가 나려고 

그러고,  

○ 의사 : (말 끊기) 그 약 드시고요? 

 

d) interruptions to voice an opposite opinion; 상대방의 말에 반대 

의견을 내기 위한 말끊기 

○ 환자 : 아이, 뭐. 내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 암이라도 1기, 2기, 3기 

그렇게 있는데,  

○ 의사 : (말 끊기) 그런데 이게 그거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형암은 위암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1기면 수술할 수 있고 3기면 

못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치료가 달라져가지고 기가 중요하긴 하지만 

혈액암은 엄밀히 따지면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기 때문에 기가 1기가 

아닌 이상은 다 똑같아요. 

 

e) interruptions to ask a question about spoken information; 상대방의 

말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한 말 끊기 

○ 환자 : 가래하고,  

○ 의사 : (말 끊기) 가래가 있어요? 색깔은 어떠세요?  

○ 환자 : 하얗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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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interruptions that make humour/jokes about the speaking partner’s 

information;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유머나 농담을 하기 위한 말 끊기 

○ 환자 : 체중이 많이 줄어들고 하다보니 기운이,  

○ 의사 : (말 끊기) 보기에 좋고 건강에도 좋죠 뭐(웃음) 

 

g) interruptions to monitor(confirm) spoken information; 상대방의 

말을 확인하거나 모니터링 하기 위한 말 끊기 

○ 환자 : 2년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여기가 신장, 폐에 결석이 

있다고,  

○ 의사 : (말 끊기) 결절이. 

 

○ 의사 : 언제 그러셨어요?  

○ 환자 : 색전술 받고 나서,  

○ 의사 : (말 끊기) 색전술 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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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7가지 유형 외에도 아래와 같은 유형이 

확인되었다.  

o 의사가 판단하기에 관계가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말 끊기 

○ 의사 : 예전에 담배 태우신 적 있어요?  

○ 환자 : 아니요.  

○ 의사 : 전혀 아니시고,  

○ 환자 : 그런데 옛날에 아버지가 한방에서 담배 피우고, 어릴때,  

○ 의사 : (말 끊기) 특별히 뭐 내가 만성적으로 기침이 있다든지, 

가래가 있고, 그런 건 없었나요? 

의사는 환자의 흡연 여부에 대해서 질문 하였고, 환자가 가족의 

흡연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자 의사는 진단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하고, 말을 중단하고 새로운 질문을 환자에게 하였다.  

 

o 환자의 우려(Concern)를 표하는 행위 후 의사의 말 끊기 

○ 환자 : 왜 이렇게 붓냐고 사람들이,  

○ 의사 : (말 끊기) 그리고 일단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한 달 있다가 

수치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불편하시더라도. 수치가 많이 떨어졌어요. 

약을 조절해서 드릴게요. 

 

○ 환자 : 그런데(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 계속 이렇게 

○ 의사 : (말 끊기) 네. 조금, 지나시면서 조금 더 나아지시는 경향 

있어요. 

 

 



93 

환자가 우려(Concern), 혹은 안심을 위한 질문(Asking for reassure) 

행위를 하는 도중에 의사가 말을 끊는 커뮤니케이션 패턴이 

확인되었다. 이는 환자가 하고자 하는 말을 미리 예상하고 의사가 

말을 하는 촉진적인 말 끊기와 유사하나, 환자의 정보 탐색을 위한 

질문이 아닌 걱정이나 우려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표시하는 중간에 

말 끊기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가진다. 

진료면담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의 말 끊기 행위의 횟수 분포를 

확인한 결과, 평균 3.4회, 표준편차 3.2로 나타났다. 전체 진료면담의 

절반 수준(49%)에서 말 끊기 행위는 2회 이하로 나타났으나, 

진료면담의 7.1%는 10회 이상 이루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12 의사의 말 끊기 행위 횟수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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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 유형 

군집분석이 이루어지기 전에, 가장 최적화된 군집의 개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실루엣 기법을 적용한 결과 아래 그림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최적의 군집 개수 n=3으로 도출되었다.  

 

 

 

 

 

그림 13 최적의 군집의 개수 도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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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평균 군집분석을 통해 총 3개의 커뮤니케이션 패턴이 

도출되었다(그림). 군집분석의 결과 환자와 의사 사이의 세 가지 

뚜렷한 커뮤니케이션 패턴이 확인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생의학(Biomedical), 생물심리사회(Biopsychosocial), 

소비자주의(Consumerist) 유형이 확인되었다. 군집의 개수를 4개, 혹은 

5개로 설정하고 군집분석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각 군집의 특성을 

해석하기는 어려웠다. 생의학유형은 전체 진료면담의 23.9%를 

차지하였으며, 생물심리사회유형은 48.9%, 소비자주의유형은 27.1%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의사 35명은 대부분 세 가지 패턴에 하나씩 속한 

것을 확인하였다.  

 

표 15 확인된 환자와 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유형 

 
Cases, No.(%) 

(n=510) 

Physicians, No.(%) 

(n=35) 

생의학유형 (Biomedical) 138 (27.1%) 32 (91.4%) 

생물심리사회유형(Biopsychosocial) 250 (48.9%) 34 (97.1%) 

소비자주의유형(Consumerist) 122 (23.9%) 32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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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4 군집분석을 통해 확인된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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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 유형별 커뮤니케이션 특성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 유형별로 드러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표16, 표17). 

생의학유형(Biomedical pattern)  

환자와 의사 모두 발화량이 다른 두 가지 유형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의사의 환자 말 끊기 행위가 세 가지 유형 중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으며, 진료면담 당 평균 6.9회로 생물심리사회유형(1.72회), 

소비자주의유형(3.20회)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진료면담 

커뮤니케이션의 도구적 영역에서는 활발한 생의학적 정보 교환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데, 의사의 생의학적 질문은 평균 28.22회로 

생물심리사회유형(14.30회), 소비자주의유형(9.32회)에 비해 높았고, 

환자 역시 생의학적 정보 제공은 평균 55.69회로 

생물심리사회유형(33.94회), 소비자주의유형(30.56회)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와 반대로 정서적 영역에서 의사의 일상적 대화(social 

behavior)의 빈도는 세 유형 중 가장 낮으면서 생물심리사회유형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환자의 라포 형성 행위와 일상적 대화의 

발화량이 가장 낮았다. 

생물심리사회유형(Biopsychosocial pattern) 

다른 두 가지 유형(생의학유형, 소비자주의유형)에 비해 환자와 

의사의 발화량이 가장 낮고, 의사의 환자 말 끊기 행위는 평균 

1.72회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인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도구적 

영역에서 의사의 생의학적 질문은 생의학유형에 비해서는 낮지만 

소비자주의유형에 비해서는 높았다. 의사의 사회심리적 질문이 가장 

빈번한 유형이었으며, 정서적 영역에서 의사와 환자의 일상적인 

대화와 라포형성 커뮤니케이션 행위가 가장 활발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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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의유형(Consumerist pattern) 

소비자주의유형은 도구적 영역에서 생의학적 정보교환 행위가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생의학유형과 유사하나, 생의학유형은 의사의 

생의학적 질문 행위와 환자의 생의학적 정보제공이 가장 활발한 것과 

반대로 환자의 생의학적 질문이 가장 높고 의사의 생의학적 정보 

제공이 가장 높았다. 정서적 영역에서 환자의 라포 형성 행위와 

일상적인 대화는 생의학유형에 비해서는 높았으나 생물심리사회유형에 

비해서는 낮다는 특징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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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 유형별 의사의 커뮤니케이션 행위 

   Communication behavior 생물심리사회유형 소비자주의유형 생의학유형 전체 Overall F p 

Physician 

 Total Utterance(n) 28.24 a 37.91 a 48.20 a 35.98 38.985 *** 

 Interruption(n) 1.72 a 3.20 a 6.90 a 3.49 110.325 *** 

 Instrumental Domain(%) 63.60 a 73.80 d 71.06 d 68.07 22.124 *** 

 (1) Biomedical exchange                   

 Asking questions 14.30 a 9.32 a 28.22 a 16.89 113.553 *** 

 Information giving 32.98 b 49.80 d 30.12 b 36.23 48.678 *** 

 (2) Psychosocial exchange                   

 Asking questions 2.02 b 0.50 d 0.92   1.36 5.235 ** 

 Information giving 0.89   1.19   0.38   0.83 1.731 - 

 (3) Partnership building 1.55   1.23   1.38   1.43 0.563 - 

 (4) Directions 10.60   10.27   9.12   10.12 1.251 - 

 Affective Domain(%) 36.40 a 26.17 d 28.92 d 31.91 22.248 *** 

 (1) Rapport building 21.50 b 14.48 a 19.54 b 19.28 15.561 *** 

 (2) Showing Concern and Optimism 3.47   3.51   2.06   3.10 3.234 * 

 (3) Social Behavior 10.71 a 7.83 d 6.29 d 8.82 13.969 *** 

 (4) Disagreements 0.72   0.35   1.03   0.71 1.269 - 

* Tukey test 분석을 통한 유형별 비교(p<0.05)  

a: 다른 두 유형과 유의한 차이가 있음.  

b: 소비자주의유형과 유의한 차이가 있음 

c: 생의학유형과 유의한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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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 유형별 의사의 커뮤니케이션 행위 

  Communication behavior 생물심리사회유형 소비자주의유형 생의학유형 전체 Overall F p 

Patient 

Total Utterance(n) 20.35 a 26.23 a 38.95 a 26.82 43.963 *** 

Instrumental Domain(%) 49.63 a 58.19 a 68.87 a 56.91 51.529 *** 

(1) Biomedical exchange                   

Asking questions 4.60 b 20.37 a 6.31 b 8.84 192.991 *** 

Information giving 33.94 c 30.56 c 55.69 a 39.04 85.991 *** 

(2) Psychosocial exchange                   

Asking questions 0.45   0.71   0.25   0.46 1.183 - 

Information giving 6.02   3.40   3.57   4.73 3.703 * 

(3) Partnership building 0.86   0.52   0.67   0.73 0.666 - 

(4) Directions 1.47 b 0.39 d 1.07   1.10 4.296 ** 

Affective Domain(%) 50.37 a 41.81 a 31.13 a 43.09 51.529 *** 

(1) Rapport building 32.27 a 26.14 a 19.84 a 27.42 27.573 *** 

(2) Showing Concern and 

Optimism 

2.30   2.90   2.88   2.60 0.631 
- 

(3) Social Behavior 15.48 a 12.34 a 7.90 a 12.66 19.984 *** 

(4) Disagreements 0.32   0.43   0.51   0.40 0.366 - 

* Tukey test 분석을 통한 유형별 비교(p<0.05) 

a: 다른 두 유형과 유의한 차이가 있음 

b: 소비자주의유형과 유의한 차이가 있음 

c: 생의학유형과 유의한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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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 유형별 환자-의사 관계 특성 

전체 진료면담의 Dominance score는 1.47로, 평균적으로 의사가 

환자보다 1.47배 더 많은 발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ominance 

score가 가장 높은 유형은 소비자주의유형이었으며, 생의학유형은 가장 

낮았으며 다른 두 가지 유형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제점수(Control score)는 세 개의 유형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소비자주의유형이 가장 높았으며(1.67), 

생의학유형(0.46), 생물심리사회유형(0.83)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주의유형의 환자 통제 점수는 특히 높았는데, 다른 두 유형의 

약 2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생물심리사회유형과 생의학유형의 환자 

통제 점수는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생의학유형의 의사 통제가 

다른 두 유형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통제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표15).  

 표 18 커뮤니케이션 유형별 진료면담 시간, Dominance score, Control score 비교 

* Tukey test 분석을 통한 유형별 비교(p<0.05) 

a: 다른 두 유형과 유의한 차이가 있음, b: 소비자주의유형과 유의한 차이가 있음, c: 생의

학유형과 유의한 차이가 있음 

 생물심리사

회유형 

소비자주의 

유형 

생의학 

유형 
전체 평균 Overall F 

Dominance score 1.49
 c

 1.59
 c

 1.31
 a

 1.47 7.941*** 

Control Score 0.83
 a

 1.67
 a

 0.46
 a

 0.93 48.808*** 

Patient Control 

Score 
38.93

 b
 72.07

 a
 37.06

 b
 46.36 109.917*** 

Physician Control 

Score 
60.86

 a
 50.65

 a
 93.94

 a
 67.41 95.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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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 유형별 환자, 의사, 진료환경 특성 

세 가지 유형별로 환자의 성별의 분포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의사들이 사용하는 커뮤니케이션 패턴은 무작위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χ2=99.69, df=68, p<0.01), 35명 중 4명을 

제외하고 모든 의사들은 3가지의 커뮤니케이션 패턴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의사의 34.28%는 특정 커뮤니케이션 패턴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주로 생물심리사회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유형별로 진료면담 시간을 비교한 결과, 전체 평균 진료면담 

평균 시간이 5.11분, 생물심리사회유형은 평균 4.07분, 

소비자주의유형은 5.36분, 생의학유형은 6.78분으로 생의학유형의 평균 

진료면담 시간이 가장 길고, 생물심리사회유형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인 유의성이 확인되었다(F=30.50, p<0.001).  

 

표 19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 유형별 진료면담 시간 

구분 
생물심리사회 

유형 

소비자주의 

유형 

생의학     

유형 
Overall F 

평균 

진료면담시간 
4.07 a분 5.36 a분 6.78 a분 30.497*** 

* Tukey test 분석을 통한 유형별 비교(p<0.05) 

a: 다른 두 유형과 유의한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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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 유형의 영향요인  

다항로지스틱 분석을 통해, 각 유형의 영향요인을 확인하였다. 

생물심리사회유형의 경우, 진료면담 시간이 짧을수록, 초진 보다는 

재진인 경우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소비자주의유형은 의사의 경력이 

길수록,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자와 의사의 성별, 

보호자의 유무 및 진료과목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모델의 

설명력인 Nagelkerke의 값은 0.24로 나타났다.  

표 20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 유형의 영향요인 

   B Exp(B) 95% CI 

생

물

심

리

사

회

유

형 

환자와 의사의 특성 

환자의 성별(남성) 0.08 1.09 0.59 1.99 

의사의 성별(남성) -0.15 0.86 0.40 1.84 

의사로서의 경력 0.02 1.02 0.94 1.10 

해당 병원 근속년수 -0.03 0.97 0.89 1.05 

진료환경 특성 

보호자의 유무(없음) -0.29 0.75 0.36 1.55 

진료유형(초진) -0.71* 0.49 0.24 1.02 

진료과목(내과계) 0.10 1.10 0.51 2.38 

진료면담 시간 -0.01*** 0.99 0.99 1.00 

소

비

자

주

의

유

형 

환자와 의사의 특성 

환자의 성별(남성) 0.08 1.09 0.69 2.66 

의사의 성별(남성) -0.15 0.86 0.31 1.65 

의사로서의 경력 0.08* 1.08 1.00 1.18 

해당 병원 근속년수 -0.07 0.93 0.85 1.02 

진료환경 특성 

보호자의 유무(없음) -0.55 0.58 0.27 1.25 

진료유형(초진) -0.69 0.50 0.22 1.12 

진료과목(내과계) -0.55 0.58 0.26 1.28 

진료면담 시간 -0.003 1.00 1.00 1.00 

*Reference group은 생의학유형으로 설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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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 의사, 환경 및 커뮤

니케이션 요인 

다층모형 적용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독립변수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영 모형(null model)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표에 제시하였다. 총변량 중 무선효과 변량이 차지하는 

비율인 ICC(intra-class correlation)의 값은 종속변수가 환자의 생의학적 

질문의 경우 0.09, 종속변수가 환자의 우려와 지지의 표현 행위의 경우 

0.09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위수준인 의사가 설명하는 변량이 각각 약 

9% 라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사회과학 연구에서 ICC의 값이 

0.0에서 0.4의 분포를 띤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Snijders & Bosker, 

1999) 아주 높은 값은 아니다. 그러나 최대우도비 검증(maximum 

likelihood ratio test) 결과 종속변수가 환자의 생의학적 질문의 경우 

무선절편의 변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다층모형 

적용이 적절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종속변수가 환자의 우려와 지지의 

표현의 경우 통계적인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아 다층모형이 아닌 

다중회귀모형을 적용하였다. 동일한 방법으로 의사 커뮤니케이션의 

경우, 생의학적 정보제공 및 우려와 지지의 표현은 다층모형을, 환자 

말 끊기 행위는 위계적 다중회귀모형이 적용되었다. 기본모형의 추정 

결과는 표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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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기본모형(null model) 추정 결과 

고정효과 
추정 

계수 

표준 

오차 
t 

신뢰도
(λ) 

 

환자의 생의학적 질문:  

Intercept(γ00) 8.46 0.84 10.02 
0.25  

환자의 우려 및 지지표현:  

Intercept(γ00) 1.96 0.39 4.98 
0.25  

의사의 생의학적 정보제공: 

Intercept(γ00) 
32.29 1.41 22.96 0.24  

의사의 우려 및 지지:  

Intercept(γ00) 3.55 0.54 6.56 
0.28  

의사의 환자 말끊기:  

Intercept(γ00) 3.58 0.33 10.74 
0.23  

무선효과 분산 df χ2 
p-

value 
ICC 

환자의 생의학적 질문      

의사 간(τ00) 6.48 34.00 54.52 0.01 0.09 

의사 내(σ2) 64.84     

환자의 우려 및 지지표현      

의사 간(τ00) 1.41 34.00 37.44 0.31 0.09 

의사 내(σ2) 14.16     

의사의 생의학적 정보제공      

의사 간(τ00) 16.62 34.00 50.20 0.04 0.09 

의사 내(σ2) 174.72     

의사의 우려 및 지지      

의사 간(τ00) 3.04 34.00 46.95 0.05 0.11 

의사 내(σ2) 24.08     

의사의 환자 말끊기      

의사 간(τ00) 0.95 34.00 43.65 0.12 0.08 

의사 내(σ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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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환자의 생의학적 질문하기와 우려와 지지를 표현하는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 의사, 진료면담 환경과 의사의 커뮤니케이션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환자의 생의학적 질문 행위는 여성 보다는 

남성 환자인 경우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의사의 특성으로 담당 

의사의 의사로서의 경력 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소하였으나, 해당 

병원에서의 근속년수가 길어질수록 증가하였다. 의사의 생의학적 

정보의 제공이 증가할수록, 우려와 지지의 표현 및 비승인, 불만, 거절 

등의 표현(Disagreements)이 증가할수록 늘어나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진료과목이 내과계일 때보다 외과계일 때 환자의 생의학적 질문 

개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가 우려와 같은 감정을 표현하거나 지지를 표현하는 행위는 

남성 환자와 여성 의사인 경우 더 자주 일어났으며, 의사의 우려와 

지지의 표현 커뮤니케이션이 증가할수록 늘어나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동시에 의사의 말 끊기 행위가 정의 방향으로 미치는 유의한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의사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의사의 생의학적 정보제공 행위는 환자의 생의학적 질문, 

파트너십 형성, 라포 형성 행위와 우려와 지지의 표현 및 부정, 

비승인의 발화행위가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의사의 

특성 또한 유의한 영향이 확인되었는데, 생의학적 정보제공 행위는 

의사의 경력이 길어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해당 

병원에서의 근속년수는 길어질수록 반대로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의사의 우려, 지지의 표현 행위는 환자의 생의학적 정보제공 

행위가 증가할수록, 환자의 사회심리적 정보 제공, 우려와 지지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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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일상적인 대화가 증가할수록 늘어난 반면, 환자의 특정 

의료서비스 요구와 같은 지시적인 발화는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의사의 환자 말 끊기 행위는 남성 의사가 여성 

의사보다 더 자주 하였으며, 진료면담 시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하였다. 

환자의 라포형성 발화와 일상적인 대화는 의사의 말 끊기 행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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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환자, 의사, 환경 요인 및 의사의 커뮤니케이션 행위가 환자의 생의학적 

질문 행위에 미치는 영향 

  생의학적 질문 

고정 효과 Coefficient SE  

환자의 특성 

환자의 성별(1=남성, 2=여성) -1.04 0.47 * 

환경 특성    

보호자 유무(0=없음, 1=있음) 1.19 1.33 - 

진료면담 유형(1=초진, 2=재진) 1.79 1.78 - 

진료면담 시간 -0.01 0.06 - 

의사의 도구적 커뮤니케이션    

생의학적 질문 0.15 0.15 - 

생의학적 정보 제공 0.50 0.16 ** 

사회심리적 질문 0.22 0.13 - 

사회심리적 정보 제공 0.11 0.19 - 

파트너십 형성 0.35 0.25 - 

지시 0.19 0.18 - 

의사의 정서적 커뮤니케이션    

라포 형성 0.20 0.19 - 

우려와 지지의 표현 0.34 0.18 * 

일상적 대화 0.12 0.16 - 

부정, 비승인 0.52 0.22 * 

의사의 통제 행위    

말 끊기 0.11 0.25 - 

의사의 특성 

의사의 성별(1=남성, 2=여성) -1.75 1.62 - 

진료과목(1=내과계, 2=외과계) 4.36 1.29 ** 

의사의 경력 -0.64 0.17 *** 

의사의 근속년수 0.68 0.14 *** 

무선효과 분산 df χ2 

의사 수준(τ00) 12.54 30 39.05* 

진료면담 수준(σ2) 5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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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환자, 의사, 환경 요인 및 의사의 커뮤니케이션 행위가 환자의 우려와 

지지의 표현행위에 미치는 영향 

  B β B β B β 
Adjuste

d R2 

환자와 의사의 특성             

0.05 

환자의 성별(1=남성, 2=여성) -1.09* -0.12* -1.11* -0.12* -1.03* -0.11* 

의사의 성별(1=남성, 2=여성) 1.59** 0.15** 1.51* 0.14* 1.92** 0.18** 

진료과목17 -0.14 -0.01 -0.16 -0.01 0.17 0.02 

의사의 경력 -0.05 -0.05 -0.05 -0.05 -0.03 -0.03 

의사의 근속년수 -0.08 -0.08 -0.08 -0.08 -0.09 -0.09 

진료환경 특성             

0.04 
보호자 유무18     -0.34 -0.03 -0.40 -0.04 

진료면담의 유형19     0.10 0.01 -0.11 -0.01 

진료면담 시간     0.00 0.04 0.00 -0.07 

의사의 커뮤니케이션             

0.13 

생의학적 질문         0.00 0.00 

생의학적 정보 제공         0.09 0.30 

사회심리적 질문         0.07 0.05 

사회심리적 정보 제공         -0.08 -0.05 

파트너십 형성         0.18 0.09 

지시         0.02 0.02 

라포 형성         0.03 0.06 

우려와 지지의 표현         0.21* 0.20* 

일상적 대화         -0.01 -0.01 

부정, 비승인         0.16 0.10 

말 끊기         0.28** 0.20** 

 

 

 

 

 

 

                                                           
17 1=내과계, 2=외과계 
18 0=없음, 1=있음 
19 1=초진, 2=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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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환자, 의사, 환경 요인 및 환자의 커뮤니케이션 행위가 의사의 생의학적 

정보 제공 및 우려와 지지의 표현 행위에 미치는 영향 

 

고정효과 생의학적 정보 제공 우려와 지지의 표현 

Coeffic

ient 

SE  Coeffic

ient 

SE   

고정 효과             

환자의 특성 

환자의 성별(1=남성, 2=여성) -0.15 0.89 - 0.47 0.32 - 

환경 특성             

보호자 유무(0=없음, 1=있음) -2.04 1.73 - -0.32 0.89 - 

진료면담의 유형(1=초진, 2=재진) 1.37 2.69 - 1.49 1.06 - 

진료면담 시간 0.01 0.01 - -0.01 0.00 - 

환자의 도구적 커뮤니케이션             

생의학적 질문 0.99 0.15 *** 0.10 0.06  

생의학적 정보 제공 0.12 0.14  0.15 0.06 ** 

사회심리적 질문 0.00 0.21  -0.04 0.06  

사회심리적 정보 제공 0.09 0.31  0.17 0.10 * 

파트너십 형성 0.42 0.21 * -0.13 0.14  

지시 0.11 0.38  -0.31 0.07 *** 

환자의 정서적 커뮤니케이션           

라포 형성 0.45 0.21 * 0.12 0.07  

우려와 지지의 표현 0.73 0.34 * 0.34 0.14 * 

일상적 대화 -0.04 0.13  0.20 0.07 ** 

부정, 비승인 0.72 0.36 * -0.15 0.08  

의사의 특성 

의사의 성별(1=남성, 2=여성) -2.71 3.04  -0.45 1.36 - 

진료과목(1=내과계, 2=외과계) 5.00 2.85  -1.34 1.11 - 

의사의 경력 -1.00 0.32 ** 0.02 0.14  

의사의 근속년수 0.75 0.28 * 0.05 0.12  

무선효과 분산 df χ2 분산 df χ2 

의사 수준(τ00) 18.46 

 

30.00 53.90 

** 

4.22 32.00 51.11*

* 

진료면담 수준(σ2) 122.42    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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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환자, 의사, 환경 요인 및 환자의 커뮤니케이션 행위가 의사의 환자 말끊

기 행위에 미치는 영향 

 

  B β B β B β 
Adjust

ed R2 

환자와 의사의 특성             

0.01 

환자의 성별20 0.51 0.08 0.35 0.05 0.33 0.05 

의사의 성별 -0.47 -0.06 -0.90* -0.11* -0.95* -0.12* 

의사의 경력 -0.02 -0.04 -0.05 -0.07 -0.04 -0.07 

의사의 근속년수 0.04 0.06 0.08 0.11 0.07 0.10 

진료환경 특성             

0.26 

보호자 유무21     -0.11 -0.01 -0.05 -0.01 

진료면담 유형22     0.19 0.02 0.64 0.08 

진료과목23     -0.75 -0.09 -0.34 -0.04 

진료면담 시간     0.01*** 0.53*** 0.01*** 0.46*** 

환자의 커뮤니케이션             

0.33 

생의학적 질문         -0.03 -0.07 

생의학적 정보 제공         -0.01 -0.03 

사회심리적 질문         0.00 0.00 

사회심리적 정보 제공         -0.02 -0.06 

파트너십 형성         0.01 0.01 

지시         -0.03 -0.02 

라포 형성         -0.06* -0.24* 

우려와 지지의 표현         0.07 0.09 

일상적 대화         -0.08* -0.22* 

부정, 비승인         0.16 0.08 

                                                           
20 1=남성, 2=여성 
21 0=없음, 1=있음 
22 1=초진, 2=재진 
23 1=내과계, 2=외과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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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고찰 

분석된 진료면담에서 세 가지 패턴이 드러났으며, 선행연구들의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D. Roter, 2000; D. L. Roter et al., 1997; Van den 

Brink-Muinen et al., 2002) 생의학, 생물심리사회, 소비자주의유형을 

확인하였다.  

생의학유형은 전체 진료면담의 27.1%를 차지하였고, 이 유형은 

의사의 발화량이 다른 두 유형에 비해 가장 높았으며, 도구적 

커뮤니케이션인 생의학적인 정보교환이 의사는 전체 커뮤니케이션의 

58.34%, 환자는 62%를 차지하여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일상적인 

대화, 라포 형성 등)은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 

환자와 의사의 정보교환 과정에서 의사는 주로 질문을 하고, 환자는 

대답을 하는, 즉 정보를 제공하는 패턴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환자는 

질문을 가장 적게 하며, 의사의 생의학적인 정보제공량이 적은 것을 

통해 본 유형은 가부장적인(paternalistic) 환자-의사 관계가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산출한 통제점수를 비교한 결과, 세 가지 유형 중 의사의 

통제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진료면담 당 평균 6.9회의 

말끊기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에서도 유사한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유형의 평균 진료면담 시간은 6.78분으로 유의하게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주의 유형은 전체 진료면담의 23.9%으로 나타났다. 

정서적인 영역보다 도구적 영역의 대화(생의학적 정보교환)가 더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생의학적 유형과 유사하지만,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의사의 질문이 가장 적고, 환자가 의사에게 생의학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질문 행위가 가장 활발하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환자의 

질문의 응답으로 의사의 생의학적인 정보 제공량이 가장 많았다. 

통제점수를 비교한 결과, 세 가지 유형 중에서 환자의 통제점수가 

가장 높고, 의사의 통제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나 생의학유형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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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반대의 성격을 나타낸다. 또한, 의사의 말 끊기 행위는 평균 3.2회로 

생의학유형에 비해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유형에서 

의사는 환자가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유능한 기술적 전문가 

역할(Technical consultant)과도 같은 관계를 드러낸다. 

생물심리사회유형은 다른 두 가지 유형에 비해 도구적인 대화와 

정서적인 대화의 균형이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환자와 의사 

한쪽으로 대화의 점유율이나 통제가 치우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진다. 

전체 진료면담의 48.9%이 이 유형에 포함되었다. 환자와 의사의 

유사한 통제점수가 나타나, 관계중심적이며 상호적인 

관계(Mutuality)로 해석이 가능하다. 정서적 영역의 대화가 의사 전체 

발화의 36.40%, 환자 전체 발화의 50.37%로 가장 높았으며, 특히 

환자와 의사 모두 일상적인 대화(Social behavior)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유형이다. 특히 의사의 말끊기 행위는 진료면담 1회당 

평균 1.72회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특징적으로, 진료면담 시간은 평균 

4.07분으로 다른 두 가지 유형에 비해 짧았다. 이러한 유형의 

진료면담에서 의사의 역할은 자문 혹은 조언자와 같으며, 생의학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삶의 문제, 일상 생활, 삶의 질에 대한 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은 결과는 국내 진료면담에서 이루어지는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문헌고찰 부분에서 살펴본 환자와 의사의 관계의 

이론적인 유형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양한 환자-의사 관계의 커뮤니케이션 역학에 대한 이해에 깊은 

이해를 위해 특정 환자와 의사의 커뮤니케이션 행위들을 조합하여 

도출된 Dominance, Control score와 같은 특정 변수들(S Greenfield, 

Kaplan, & Ware Jr, 1985; D. Roter, 2000)은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확인된 유형의 커뮤니케이션 특징과 환자-의사 관계를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자와 의사의 통제행위는 도출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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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의 특징을 뚜렷하게 설명하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이는 환자와 

의사의 통제(control) 혹은 권력(power)으로 관계를 정의한 Emmanuel 

& Emmanuel의 모델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눈에 띠는 결과는, 환자와 의사의 관계중심적이며, 상호적인 

관계(Mutual relationship)의 진료면담에 더 많은 진료면담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많은 의사들은 환자중심적인 

진료면담은 더 많은 시간이 투입되어야 한다, 소비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불식시켜주는 결과이다. 또한, 전체 진료면담 중 

생물심리사회유형(Biopsychosocial)이 차지하는 비율이 48.9%라는 점은 

매우 눈에 띠는 결과이다. 본 연구와 유사한 다른 연구들의 결과와 

비교하면, 생물심리사회유형의 커뮤니케이션 패턴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전체 진료면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미국의 27% (D. L. 

Roter et al., 1997), 미국과 네덜란드의 13%  (J. M. Bensing et al., 2003) 

보다 높고, 유렵 6개 국가의 43% (Van den Brink-Muinen et al., 2002)와 

유사한 비율이다. 동일한 생물심리사회유형(Biopsychosocial) 

커뮤니케이션 행위의 구성비율에서의 유사성은 확인되었으나, 양적인 

차이는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전체 진료면담에서 

생물심리사회유형(Biopsychosocial)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유사하게 

나타난 Van den Brink-Muinen et al.(2002)의 연구에서 

생물심리사회유형(Biopsychosocial) 진료면담의 평균 진료면담 시간이 

16.1분인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4.07분으로 나타나, 그 양적인 차이를 

보여준다.  

한편으로, 생의학적 정보 교환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며, 의사의 

통제가 가장 높은 생의학유형의 진료면담 시간이 가장 길다는 점은 

진료면담의 길이(length), 진료면담이 끝나는 시점은 의사의 통제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Zerubavel에 의하면, 의사의 업무, 

일정이 끝나는 시간은 다른 의료 직종(예: 간호사)와 다르게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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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에 기반한 절대적인 시점이 아니며, 목표가 완수되는 시점이라고 

하였다. 즉, 진료면담에 정해진 투입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진료면담에서 과업(task)이 이루어졌을 때 끝난다는 것이다(Zerubavel, 

1979)(pp 113-123). 말 끊기로 대표되는 높은 통제의 의사중심적인 

진료면담에서 의사가 인지하는 진료면담의 과업의 범위에 대해서 

질문하게 된다. 의사가 인지하는 진료면담의 과업에 진단과 치료방법 

결정을 위한 생의학적 정보 교환에 초점을 두었을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또 하나의 중요한 결과는 의사들이 특정 

커뮤니케이션 패턴을 주로 사용하지만 일관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무작위적이지 않은 패턴이 사용되며 35명 중 4명을 제외하고 모든 

의사들은 3가지의 커뮤니케이션 패턴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자의 요인,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행위가 의사의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환자와 의사의 커뮤니케이션 

행위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호적인 행위임을 확인하는 결과이다.  

 의사의 생의학적 정보 제공 행위는 환자의 생의학적 질문과 라포 

형성, 우려와 같은 감정 표현과 안심을 위한 질문 행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환자의 의료적 정보를 요구하는 

소비자주의인 행위가 의사의 더 많은 생의학적인 정보제공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환자가 더 많은 정보 탐색 행위에 

참여할수록, 의사가 환자의 정보 요구도에 부응하기 위해 정보 제공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환자의 건강문제에 

대한 우려와 안심을 위한 질문은 의사로 하여금 환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심시키기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Random 

effect로서 의사의 경력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의사로서의 경력이 길어질수록 정보 제공량이 감소하는 것과 반대로 

근속년수가 길어질수록 정보제공량이 증가하였다. 선행 연구들은 

의사의 경력이 길어질수록 정보제공량이 감소하고, 의사중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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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경향성은 본 

분석에서도 확인되었다. 해당 의료 조직에 속해있는 기간인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정보제공량이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의료조직의 가치, 비전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의사의 우려와 지지의 표현 행위의 경우 환자의 생의학적 

정보제공, 우려와 지지의 표현, 일상적 대화와 정(+)의 방향으로 

영향이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환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와 환자의 정서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의사의 말 끊기 행위는 남성 의사인 경우 여성 의사 보다 높은 

경향성을 드러내는데, 이는 의사의 성별에 따른 커뮤니케이션을 

파악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며 (West, 1984), 비단 환자-의사 

관계가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대인 커뮤니케이션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Robinson & Reis, 1989; Zimmermann & West, 1996). 의사의 환자 

말 끊기 행위는 자신이 우려하는 건강문제에 대해 의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환자의 노력을 방해하는 행위이며, 자칫 

불완전하거나 부적절한 처방이나 치료계획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Irish & Hall, 1995).  

환자의 커뮤니케이션 행위 역시 의사의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생의학적 질문은 의사의 

생의학적 정보제공이 늘어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보요구도가 높은 환자에 대한 의사의 반응성(Responsiveness)으로 

해석되거나 의사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환자가 더 많은 질문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환자의 질문하는 행위는 진료면담에서 매우 불편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알려져 있는데, 선행연구들이 의사의 라포 

형성이나 우려, 지지의 표현과 같은 정서적 커뮤니케이션 행위가 

환자의 질문 행위를 높인다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본 연구 결과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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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었다. 그러나 의사의 비승인, 반대 의견 제시(Disagreements)는 

영향력이 확인되었는데, 의사가 환자의 발화 내용이나 환자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을 때, 이와 관련한 환자의 

정보 탐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의사의 경력이 짧을수록, 

해당 병원에서의 근속년수가 길어질수록 환자의 생의학적 질문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의사의 정보제공 행위와 마찬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환자의 우려와 지지의 표현은 진료면담의 시간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환자와 쌍으로 의사의 우려와 지지의 표현 행위가 

환자의 그것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주목할만한 결과는 

의사의 말 끊기 행위가 환자의 감정 표현 커뮤니케이션과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의사의 말 끊기 

행위와 환자의 감정 표현 커뮤니케이션의 인과관계를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한계는 있으나, 선행연구에서는 의사의 우려와 지지의 표현 

발화는 환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주로 이루어지며, 기능적으로는 

환자가 자신의 우려에 대해서 지나치게 길게 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활용되기도 한다고 밝힌 바 있다(Suchman, Markakis, Beckman, & Frankel, 

1997). 따라서, 의사는 환자가 자신의 우려나 감정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려고 할 때에, 환자의 말을 끊고 “괜찮을 거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등과 같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환자가 감정표현을 할 때, 말을 끊음과 동시에 환자를 안심시키는 

커뮤니케이션 행위가 나타나는 패턴이 두드러졌을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의 결과는 환자와 의사의 커뮤니케이션 행위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호적인 교환 과정임을 드러내며, 특히 의사의 

커뮤니케이션은 개인의 고유한 특성, 혹은 스타일(trait)이면서 

환자에게 영향을 받는 상황적인 특성(state)이기도 함을 드러낸다. 즉, 

의사들은 자신의 환자들에게 일정 수준의 일관성이 나타났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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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고정된 것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다(Zandbelt et al., 2006). 

이는, 환자중심의료 혹은 환자중심커뮤니케이션에서 강조하는 환자와 

의사의 상호적인 관계(mutual relationship)의 진료면담을 위해서 

환자의 선호, 가치와 감정 등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의사 

개인의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위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환자 또한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환자 교육과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의사의 경력이 드러내는 커뮤니케이션 특성과 

다르게 나타난 의사의 근속년수의 효과는 그 의사가 속한 의료 조직의 

영향력을 의미하며 환자중심성 강화를 위해서 의료교육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병원 또는 의료조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의사의 환자 말 끊기가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에서 말 끊기 행위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국내에서는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국내 의료문화의 맥락에서 긍정적/부정적 말끊기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하며 이를 구분할 수 있는 분석틀의 개발이 더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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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연구3.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이 진료면담 결과에         

미치는 영향 

 

1. 연구 문제 

연구3은 환자의 사회인구학적 요인, 인지적 요인 및 진료면담 

준비 수준과 진료환경 요인과 환자가 인지하는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의 환자중심성이 진료면담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연구이다. 진료면담의 결과로서 환자가 인지하는 진료면담의 

효과성(건강문제의 이해, 건강 통제감, 건강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의 변화)와 환자의 ‘미충족진료면담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환자의 ‘인지된 진료면담 시간’ 과 

환자의 ‘요구된 진료면담 시간(Needed consultation time)’ 의 

간극(gap)을 확인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도출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3-1. 진료면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의 

사회인구학적 요인, 환자의 인지적 요인, 환자의 진료면담 준비 행위 

및 진료환경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2. 환자가 인지하는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의 

환자중심성이 진료면담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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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연구3의 분석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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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조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병원에서 진료면담을 마친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환자의 사회인구학적 요소, 진료면담 만족도, 

커뮤니케이션의 환자중심성평가, 진료면담 시간의 적절성, 인지된 

진료면담 시간 진료면담에 대한 선호를 측정하는 문항 등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구성된 설문지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설문지를 작성해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본 설문은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IRB No. 

20181112/10-2018-106/121).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서울 소재 

시립병원의 외래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성인 환자 혹은 소아 환자의 

보호자이며, 조사는 2019년 7월 1일부터 약 4주간 진행되었다. 자료의 

수집 시점은 외래 진료를 마치고 나온 직후이며, 환자는 본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최종 수집된 설문지는 총 

506건이었으며, 결측값이 많거나 응답 품질이 낮은 건수를 제외하고 

총 421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에 사용했다.  

조사 도구 

본 연구에서는 실증연구의 조사도구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도구의 각 항목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질문지는 

조사대상자(환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건강 특성, 진료면담과 관련된 

환자의 인지적 특성(진료면담 준비성, 환자-의사 상호작용 효능감, 

건강정보 리터러시, 선호, 환자중심적 태도), 진료면담 환경 

특성(진료면담 유형, 보호자 동행의 유무), 진료면담시간 인식(요구된 

진료면담 시간, 인지된 진료면담 시간) 및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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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항목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료면담 효과성 인식 

환자가 인지하는 진료면담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진료면담을 

시행하기 전과 후의 ‘건강문제의 이해’, ‘건강 통제감’ 및 ‘건강문제에 

대한 부정적 감정’의 변화 수준을 조사하였다. 설문도구는 Lerman 

등이 환자의 참여가 진료면담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연구에 

적용한 설문도구이다 (Lerman, 1990). 방금 본 진료면담의 전과 후 

다음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효과가 있었는지를 질문하였다. 

건강문제의 이해는 “나의 건강 문제에 대한 이해”, 건강 통제감은 

“나의 건강문제를 스스로 다스릴 수 있다는 생각”, 건강문제에 대한 

부정적 감정은 “나의 건강문제와 관련된 두려움이나 의구심”의 변화가 

있었는지 질문하였다. 응답은 3점 척도로, 건강문제 이해와 통제감은 1: 

변화 없음, 2: 조금 높아졌음, 3: 매우 높아졌음으로 건강문제에 대한 

부정적 감정은 1: 변화 없음, 2: 조금 낮아졌음, 3: 매우 낮아졌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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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면담 시간 인식 

환자가 진료면담 시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하였다.  

 

표 26 진료면담 시간 인식에 대한 설문도구 

구분 문항 응답 

요구된  

진료시간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의사와 충분한 대화’를 

위해 '몇 분' 정도의 진료를 받기 원하십니까?” 
(       )분 

인지된  

진료시간 

“귀하께서는 의사와 보낸 ‘진료면담 시간’이 

대략 '몇 분'이라고 생각되십니까?” 
(       )분 

진료면담 시간의 충족 여부 

환자의 요구된 진료면담 시간과 인지된 진료면담 시간의 차이를 

계산하고, 충족된 경우 =1, 미충족된 진료면담 시간이 있는 경우 =0, 

으로 처리하였다. 

환자가 인지하는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선의 환자중심성 

환자가 외래에서 경험한 의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Communication Assessment Tool(CAT) 도구를 

활용하였다 (Makoul et al., 2007). 기존의 많은 의사소통 측정도구들이 

개발 절차 등이 엄밀하지 않고, 신뢰도, 타당도 등 정신계측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엄밀한 

개발과정을 거쳤다. 환자가 진료를 마친 직후에 작성하도록 

개발되었으며,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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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된다. 본 도구는 일차 의료 뿐 아니라 소아나 다른 전문과에도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Makoul et al., 2007) 다양한 진료과목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에 적합하며, 문항의 개수가 15문항으로 

적절하고, 문항의 내용이 비교적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15항목 

중 한 개의 항목은 “충분한 진료면담 시간을 가졌는가”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분석이 진료면담 시간을 종속변수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문항을 제외하고 14개의 항목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14개 설문 문항의 Cronbach’s α 계수는 0.945이었다. 

 

표 27 진료 커뮤니케이션 평가에 대한 설문도구와 신뢰도 

문항 
Cronbach’s 

α 

의사는 나를 편안하게 맞이하였다 

0.945 

의사는 나를 존중하였다 

의사는 나의 생각과 말에 관심을 기울였다 

의사는 나의 생각과 말을 잘 이해하였다 

의사는 내가 하는 말에 경청하였다 

의사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설명하였다 

의사는 수시로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의사는 내가 하고 싶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의사는 내가 원하는 만큼 의사결정에 참여 시켰다 

의사는 치료방법과 계획에 대해서 나와 의논하였다 

의사는 나에게 관심과 염려를 표현하였다 

의사는 내가 원했던 만큼 정보를 충분히 주었다 

의사의 설명은 이해하기에 쉬웠다 

의사는 내가 말하는 것을 끊지 않고 말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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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진료면담 준비수준 

환자가 인지하는 진료면담의 준비수준 문항은 Bensing 등이 

유렵의 4개 국가의 환자 258명을 대상으로 환자-의사 진료면담을 

녹화한 자료를 보여준 후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을 향상하기 위해 

의사와 환자가 해야할 일(tips)에 대한 초점집단 인터뷰를 시행하여 

개발한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J. M. Bensing et al., 2011). 

한국적 상황에 맞게 수정이 이루어졌으며, 그 한 예로 ‘나의 증상에 

대한 일기를 기록한다’는 ‘나의 증상들을 적어왔다’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진료면담 전에 질병, 치료방법이나 의사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였는지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여 아래와 같은 문항을 개발하여 

조사하였다. 응답은 “예(=1)/아니오(=2)”로 수집되었으며, 기타 항목을 

추가하여 문항에서 제시한 준비사항 외에 준비한 것이 있으면 

자유롭게 적도록 하였다. ‘예’라고 응답한 문항의 총 개수가 분석에 

적용되었다. 

 

표 28 환자의 진료면담 준비 수준 설문도구 

  항목 응답 

1 나의 증상들을 적어왔다 예/아니오 

2 의사에게 할 질문을 적어왔다 예/아니오 

3 오늘 진료를 통해 어떤 것을 기대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았다 예/아니오 

4 현재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예/아니오 

5 담당 의사, 질병, 치료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미리 찾아보았다 예/아니오 

6 기타 주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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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사 상호작용 효능감 

환자와 의사의 상호작용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의사와의 

진료면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에 대한 환자의 자기 효능감을 

측정하는 개념으로(Maly, Frank, Marshall, DiMatteo, & Reuben, 1998), 총 

5개의 문항으로 개발되었으며, 응답은 5점 척도로 제시된다(1:  자신이 

없다, 5: 매우 자신이 있다). 사용된 문항은 아래 표와 같고, 환자-의사 

상호작용 효능감에 대한 Cronbach’s α계수는 0.836이었다. 분석에는 

5개 문항의 평균을 활용하였다.  

 

표 29 환자-의사 상호작용 효능감 도구의 설문도구 및 신뢰도 

 
문항 

Cronbach’s 

α 

1 
나는 의사에게 무슨 질문을 해야할지 안다 

0.836 

2 
나는 진료면담이 나에게 최대한 유익하도록 할 수 있다 

3 나는 내가 가장 걱정하는 건강문제에 대해 의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4 
나는 나의 모든 질문에 의사가 대답하도록 할 수 있다 

5 나는 내가 가장 걱정하는 건강문제를 의사가 심각하게 

보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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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리터러시 

표 30 건강정보 리터러시 설문도구와 신뢰도 

  문항 
Cronbach

’s α 

1 ‘숫자’와 ‘통계’로 이루어진 건강 정보를 이해하는 것 

0.793 2 ‘의학용어’로 이루어진 건강 정보를 이해하는 것 

3 
나의 건강과 치료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숫자나 

통계로 이루어진 정보를 근거로 활용하는 것 

건강정보리터러시의 문항은 HINTS(2008)에서 사용하는 문항을 

한국어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건강정보에 대한 각 항목이 얼마나 

쉽거나 어렵게 느껴지지 조사하였으며, 응답은 4점 척도(1: 매우 쉽다, 

4: 매우 어렵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분석은 위 문항의 응답을 

역코딩하여 사용하였으며, 3 문항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분석 방법 

본 연구는 R(ver.3.5.1) 프로그램을 사용해 각각의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분석기법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우선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 인식, 요구된 진료면담 

시간, 인지한 진료면담시간 및 미충족 진료면담 시간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분포,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등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환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인지적 특성과 진료환경 특성에 따른 진료면담의 

효과성(건강문제 이해, 건강 통제감, 부정적 감정)과 미충족된 

진료면담 시간을 비교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128 

3. 연구 결과 

환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환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인지적 특성은 표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성이 41.3%, 여성이 58.7%로 여성이 더 

많았고, 연령대는 20대가 10.5%, 30대가 16.2%, 40대가 14.3%, 50대가 

23.0%로 나타났으며, 60대 이상이 36.1%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 수준은 중학교 졸업이 11.2%, 고등학교 

졸업이 32.3%, 대학교 졸업 이상이 56.5%로 나타나 대학교 졸업 

이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공적 건강보장 유형은 의료급여 

환자가 전체 대상자의 7.4%로 나타나, 본 자료를 수집한 공공병원의 

특성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24.  

                                                           
24 2018년 현재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전제 국민의 2.9%인 151만 명이다.: 의료급여 

수급현황 

국가지표체계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06>(2019.10.06.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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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환자의 사회인구학적 구성(N=421) 

 N % 

성별 421 100 

남성 174 41.3 

여성 247 58.7 

연령대     

20 대 44 10.5 

30 대 68 16.2 

40 대 60 14.3 

50 대 97 23.0 

60 대 98 23.3 

70 대 이상 54 12.8 

교육 수준     

중학교 졸업 47 11.2 

고등학교 졸업 136 32.3 

대학교 졸업 이상 238 56.5 

공적 건강보장 유형     

국민건강보험 390 92.6 

의료급여 31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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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면담 환경의 특성 

조사대상자의 진료면담 환경 특성은 표 와 같이 나타났다. 

진료면담 유형은 초진이 18.1%, 재진이 81.9%로 재진이 더 많았고, 

진료과목은 내과계 45.6%, 외과계 52.5%의 비율로 나타났다. 동반자 

유무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8.9%가 보호자와 함께 

진료면담에 참여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표 32 진료면담 환경 특성(N=421)  

구분 N % 

성별 421 100 

초진 76 18.1 

재진 345 81.9 

진료 과목   

내과계 192 45.6 

외과계 221 52.5 

보호자 유무   

없음 173 41.1 

있음 248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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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인지적 특성 

표 33 환자의 건강정보 리터러시 

 

환자의 건강정보 리터러시 수준은 평균 2.49(표준편차 0.59)로 

‘조금 어렵다(2점)’ 보다는 높고, ‘조금 쉽다(4점)’ 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항목별로는 숫자와 통계로 이루어진 건강정보가 가장 

어렵다고 하였으며, 의학용어로 이루어진 건강정보가 상대적으로 

쉽다고 응답하였다.  

 

표 34 환자의 환자-의사 상호작용 효능감 

 

환자들의 효능감이 가장 높은 항목은 “의사에게 무슨 질문을 

해야할지 아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장 낮은 항목은 “내가 가장 

걱정하는 건강문제를 의사가 심각하게 보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효능감의 평균은 3.05, 표준편차 0.62의 분포를 띠었다. 

문항 평균 표준편차 

‘숫자’와 ‘통계’로 이루어진 건강정보를 이해하는 것 2.34 0.67 

‘의학용어’로 이루어진 건강정보를 이해하는 것 2.72 0.69 

나의 건강과 치료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숫자나 

통계로 이루어진 정보를 근거로 활용하는 것 

2.48 0.72 

문항 평균 표준편차 

나는 의사에게 무슨 질문을 해야할지 안다 3.25 0.77 

나는 진료면담이 나에게 최대한 유익하도록 할 수 있다 3.08 0.82 

나는 내가 가장 걱정하는 건강문제에 대해 의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3.08 0.79 

나는 나의 모든 질문에 의사가 대답하도록 할 수 있다 3.05 0.77 

나는 내가 가장 걱정하는 건강문제를 의사가 심각하게 보게 

할 수 있다 

2.87 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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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진료면담 준비 특성 

표 35 환자의 진료면담 준비 내용 

 

환자가 진료면담을 위하여 준비한 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준비사항들을 선택지로 제시하고 

복수응답의 형태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진료면담에서 무엇을 

기대하는지 미리 생각해왔다고 응답한 환자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으며(30.2%), 환자 자신의 증상(25.6%)이나 의사에게 할 

질문(25.9%)를 적어왔다고 하였다. 선택지 외 기타 준비사항으로는 

입원을 위한 준비, 진료의뢰서 준비, 혈당 측정 등의 응답이 

확인되었다. 

준비한 내용을 ‘모두’ 고르라고 하였으므로, 응답의 개수를 확인한 

결과 ‘1가지’를 수행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66.4%), 

0개를 선택한 환자의 비율은 7.3%로 확인되었다. 

 

 

 

 

 

구분 n % 

나의 증상들을 적어왔다 119 25.6 

의사에게 할 질문을 적어왔다 120 25.9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 140 30.2 

현재 복용중인 약 확인 110 23.7 

건강정보 검색(의사, 질병 치료방법 등) 95 20.5 

기타(예: 입원준비, 의뢰서 준비 등) 15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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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커뮤니케이션 평가 

환자가 인지하는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의 환자중심성 평가 

결과의 평균은 3.40점, 표준편차 0.55로 나타났다. 환자들이 가장 높게 

평가한 항목은 의사의 ‘의사는 내가 하는 말에 경청하였다’(3.91점), 

‘의사는 나의 생각과 말에 관심을 기울였다’(3.89점), ‘의사는 나의 

생각과 말을 잘 이해하였다’(3.87점) 항목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의사는 수시로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3.52점), ‘의사는 나의 말을 끊지 않고 말할 수 있게 

하였다’(3.55점), ‘의사는 내가 원하는 만큼 의사결정에 참여 

시켰다’(3.57점)의 항목은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표 36 환자가 인지하는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의 환자중심성 

항목 평균 표준편차 

의사는 내가 하는 말에 경청하였다 3.91 0.71 

의사는 나의 생각과 말에 관심을 기울였다 3.89 0.73 

의사는 나의 생각과 말을 잘 이해하였다 3.87 0.72 

의사는 나를 편안하게 맞이하였다 3.85 0.76 

의사는 나를 존중하였다 3.81 0.75 

의사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설명하였다 3.79 0.76 

의사의 설명은 이해하기에 쉬웠다 3.76 0.80 

의사는 치료방법과 계획에 대해서 나와 의논하였다 3.68 0.87 

의사는 내가 원했던 만큼 정보를 충분히 주었다 3.62 0.86 

의사는 내가 하고 싶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3.62 0.87 

의사는 나에게 관심과 염려를 표현하였다 3.60 0.87 

의사는 내가 원하는 만큼 의사결정에 참여 시켰다 3.57 0.86 

의사는 내가 말하는 것을 끊지 않고 말할 수 있게 하였다 3.55 0.85 

의사는 수시로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3.52 0.87 

의사는 나와 충분한 진료면담 시간을 할애하였다 2.50 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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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인지된 진료면담 효과성 

 

표 37 환자의 인지된 진료면담 효과성 

구분 n % 

건강문제 이해 M= 2.07, SD=0.60 

변화 없음 65 14.0 

조금 높아졌음 291 62.7 

매우 높아졌음 100 21.6 

건강 통제감 M= 2.03, SD=0.56 

변화 없음 66 14.2 

조금 높아졌음 300 64.7 

매우 높아졌음 81 17.5 

부정적 감정 M= 1.92, SD=0.61 

변화 없음 108 23.3 

조금 낮아졌음 276 59.5 

매우 낮아졌음 70 15.1 

 

환자의 인지된 진료면담 효과는 건강문제의 이해 향상(M= 2.07, 

SD=0.60), 건강 통제감 향상(M= 2.03, SD=0.56), 부정적 감정(M= 1.92, 

SD=0.61)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부정적 감소의 감소 효과가 없었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23.3%로 

다른 두 가지 효과성 인식에 비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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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요구된 진료면담 시간, 인지된 진료면담 시간 및 미충족 진

료면담 시간 

환자가 인지한 진료면담 시간은 평균 6.1분(표준편차 4.6분)로 

나타났으며, 진료면담 녹음자료에서 도출된 진료면담 시간의 평균 

5.11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의사와의 충분한 대화를 위해 요구된 진료면담시간은 평균 

9.8분이었으며, 10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환자는 전체 응답자 중 

40.7%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5분이라고 응답한 

환자가 23.3%, 15분이라고 응답한 환자가 10.8%로 뒤이었다. 진료면담 

유형에 따른 환자의 요구된 진료면담 시간의 분포를 확인한 결과, 

초진 환자의 경우 31.4%가 10분, 27.9%가 20분, 20.9%가 15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에 비하여, 재진 환자는 42.9%가 10분, 28.0%가 

5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초진과 재진 환자 모두 ‘10분’의 

진료면담을 선호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환자의 인지된 진료면담 시간은 평균 6.1분(표준편차 4.6분)으로 

나타났으며, 진료면담의 유형에 따라 구분하면 초진 12.4분, 재진 

4.6분으로 확인되었으며 두 유형 간의 차이는 통계적인 

유의하였다(p<0.001).  

미충족 진료면담시간은 평균 3.85분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4.25로 나타났다. 미충족 진료면담 시간은 최대 20분으로 나타났으며, 

오히려 10분이 과충족된 경우도 확인되었다. 과충족된 환자의 경우, 

요구된 진료면담 시간이 충족되었다고 가정하고, 요구된 진료면담 

시간보다 인지한 진료면담 시간이 짧은 경우 ‘미충족’되었다고 하였을 

때, 요구된 진료면담 시간이 미충족된 환자는 전체 환자의 68.9%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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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환자의 인지된 진료면담 효과성(건강문제 이해의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B β B β B β B β 

환자의 사회인구학적 요인 &진료환경 요인 

성별(남성=0, 여성=1) -0.07 -0.06 -0.07 -0.05 -0.06 -0.05 -0.05 -0.04 

연령대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1 

교육수준 0.06 0.09 0.04 0.06 0.01 0.02 0.02 0.03 

의료보장유형(의료급여=1) -0.06 -0.02 -0.06 -0.03 -0.09 -0.04 -0.09 -0.04 

주관적 건강 0.07 0.09 0.06 0.08 0.06 0.08 0.05 0.06 

진료유형(초진=0, 재진=1) -0.06 -0.04 -0.04 -0.03 -0.04 -0.03 -0.01 0.00 

방문 진료과(내과=0, 외과=1) 0.06 0.05 0.07 0.05 0.06 0.05 0.05 0.04 

동반자유무(없음=0, 있음=1) -0.10 -0.08 -0.09 -0.07 -0.10 -0.08 -0.09 -0.08 

환자의 인지적 요인 

건강정보 리터러시     0.10* 0.10* 0.12* 0.11* 0.08 0.08 

환자-의사 상호작용 효능감     0.05 0.05 0.07 0.07 0.03 0.03 

환자의 진료면담 준비 요인 

나의 증상을 정리         0.19** 0.14** 0.17** 0.13** 

의사에게 할 질문 정리         0.06 0.04 0.05 0.04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         0.07 0.06 0.06 0.05 

현재 복용 중인 약물 확인         0.21*** 0.15*** 0.21*** 0.14*** 

건강 정보 탐색         0.11 0.07 0.10 0.07 

커뮤니케이션 요인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             0.16** 0.14** 

Adjusted R2 0.02 0.03 0.06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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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환자의 인지된 진료면담 효과성(건강 통제감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B β B β B β B β 

환자의 사회인구학적 요인 &진료환경 요인 

성별(남성=0, 여성=1) -0.12* -0.10* -0.11* -0.09* -0.12* -0.10* -0.110* -0.095* 

연령대 -0.02 -0.04 -0.01 -0.04 -0.02 -0.04 -0.021 -0.060 

교육수준 0.00 0.00 -0.02 -0.03 -0.03 -0.06 -0.025 -0.040 

의료보장유형(의료급여=1) -0.13 -0.06 -0.14 -0.06 -0.17 -0.07 -0.160 -0.070 

주관적 건강 0.11** 0.14** 0.09* 0.12* 0.10* 0.13* 0.086* 0.112* 

진료유형(초진=0, 재진=1) 0.05 0.04 0.07 0.04 0.06 0.04 0.100 0.067 

방문 진료과(내과=0, 외과=1) 0.04 0.04 0.05 0.04 0.04 0.04 0.032 0.028 

동반자유무(없음=0, 있음=1) -0.14** -0.12** -0.13* -0.11* -0.15** -0.12** -0.139* -0.119* 

환자의 인지적 요인 

건강정보 리터러시     0.06 0.06 0.07 0.07 0.02 0.02 

환자-의사 상호작용 효능감     0.08 0.09 0.09 0.09 0.04 0.04 

환자의 진료면담 준비 요인 

나의 증상을 정리         0.13* 0.10* 0.11 0.08 

의사에게 할 질문 정리         0.14* 0.11* 0.13* 0.10*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         0.07 0.06 0.06 0.05 

현재 복용 중인 약물 확인         0.13* 0.10* 0.13* 0.09* 

건강 정보 탐색         0.01 0.01 0.00 0.00 

커뮤니케이션 요인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             0.18*** 0.17*** 

Adjusted R2 0.04 0.05 0.06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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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0 환자의 인지된 진료면담 효과성(건강에 대한 불안감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B β B β B β B β 

환자의 사회인구학적 요인 &진료환경 요인 

성별(남성=0, 여성=1) -0.04 -0.03 -0.03 -0.03 -0.03 -0.02 -0.02 -0.02 

연령대 0.02 0.05 0.02 0.05 0.02 0.04 0.01 0.03 

교육수준 0.02 0.03 0.02 0.02 0.00 0.01 0.01 0.02 

의료보장유형(의료급여=1) -0.24* -0.10* -0.25* -0.10* -0.25* -0.11* -0.24* -0.10* 

주관적 건강 0.11** 0.13** 0.10* 0.13* 0.11* 0.13* 0.09* 0.11* 

진료유형(초진=0, 재진=1) -0.03 -0.02 -0.02 -0.01 -0.02 -0.01 0.02 0.01 

방문 진료과(내과=0, 외과=1) 0.04 0.04 0.04 0.04 0.05 0.04 0.04 0.03 

동반자유무(없음=0, 있음=1) 0.06 0.05 0.06 0.05 0.06 0.05 0.06 0.05 

환자의 인지적 요인 

건강정보 리터러시     0.00 0.00 0.00 0.00 -0.04 -0.04 

환자-의사 상호작용 효능감     0.06 0.06 0.07 0.07 0.02 0.02 

환자의 진료면담 준비 요인 

나의 증상을 정리         0.12 0.09 0.10 0.07 

의사에게 할 질문 정리         -0.04 -0.03 -0.05 -0.03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         0.02 0.01 0.00 0.00 

현재 복용 중인 약물 확인         0.11 0.08 0.11 0.07 

건강 정보 탐색         0.02 0.02 0.01 0.01 

커뮤니케이션 요인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             0.181* 0.158* 

Adjusted R2 0.02 0.02 0.02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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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환자의 인지된 미충족 진료면담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B β B β B β B β 

환자의 사회인구학적 요인 &진료환경 요인 

성별(남성=0, 여성=1) 0.11 0.01 0.07 0.01 0.24 0.03 0.19 0.02 

연령대 -0.01 -0.01 -0.02 -0.01 -0.04 -0.02 0.01 0.00 

교육수준 -0.52 -0.11 -0.37 -0.08 -0.51 -0.11 -0.59 -0.13 

의료보장유형(의료급여=1) -0.53 -0.03 -0.50 -0.03 -0.84 -0.05 -0.93 -0.06 

주관적 건강 -0.30 -0.05 -0.21 -0.04 -0.11 -0.02 0.02 0.00 

진료유형(초진=0, 재진=1) -0.80 -0.07 -0.89 -0.08 -0.92 -0.08 -1.29* -0.12* 

방문 진료과(내과=0, 외과=1) 0.31 0.04 0.30 0.04 0.32 0.04 0.42 0.05 

동반자유무(없음=0, 있음=1) -0.42 -0.05 -0.48 -0.06 -0.53 -0.06 -0.58 -0.07 

환자의 인지적 요인 

건강정보 리터러시     -0.82* -0.11* -0.71* -0.10* -0.33 -0.05 

환자-의사 상호작용 효능감     -0.19 -0.03 -0.08 -0.01 0.32 0.05 

환자의 진료면담 준비 요인 

나의 증상을 정리         0.45 0.05 0.64 0.07 

의사에게 할 질문 정리         0.36 0.04 0.43 0.04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         0.59 0.07 0.74 0.08 

현재 복용 중인 약물 확인         2.02*** 0.20*** 2.07*** 0.21*** 

건강 정보 탐색         0.40 0.04 0.50 0.05 

커뮤니케이션 요인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             -1.60*** -0.20*** 

Adjusted R2 0.01 0.02 0.05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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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인지된 진료면담 효과성의 영향요인 

의사와의 진료면담 후 건강문제에 대한 이해의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의 사회인구학적 요인, 진료환경 요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환자의 인지적 요인 중 건강정보 리터러시가 높을수록 진료면담 후 

건강문제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으며,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 변수가 

투입된 후에는 유의성이 사라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환자의 

진료면담 준비 요인 중 진료면담 전 환자가 자신의 증상을 미리 

정리하는 행위와 현재 복용중인 약물을 확인하는 행위는 건강문제 

이해를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자의 건강문제에 대한 통제감은 남성, 주관적 건강 수준이 

높을수록 인지된 효과성이 높았으며, 동반자가 환자와 함께 

진료면담에 참여하는 경우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인지적 요인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환자가 진료면담 전에 

의사에게 할 질문을 정리하는 행위와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을 확인하는 

행위는 양(+)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의 인지된 환자중심성이 높을수록 통제감이 

높아지는 인지된 효과가 높았다.  

 환자의 건강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의 사회인구학적 요인은 의료보장 유형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민건강보험 환자보다 진료면담을 받은 전과 후에 부정적인 감정이 

감소하는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관적 건강이 좋을수록 

이러한 효과성이 큰 경향성이 확인되었다. 환자의 인지적 요인과 준비 

요인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의 

인지된 환자중심성이 높을수록 감소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미충족된 진료면담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진료면담의 유형이 재진인 경우 미충족 수준이 낮아졌다.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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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리터러시가 높을수록 미충족 수준이 낮아졌으나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의 인지된 환자중심성이 모형에 투입된 후에는 효과의 

유의성이 없었다. 진료면담 준비요인 중 환자가 복용 중인 약물을 

확인하는 것은 오히려 진료면담 시간의 미충족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연구 고찰 

본 연구에서는 진료면담의 결과로서, 건강문제 이해 향상, 건강 

통제감 강화, 건강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감소와 같은 진료면담의 

효과성과 진료면담 시간의 미충족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인지적 특성 및 진료환경 특성과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의 환자중심성요인을 확인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환자의 

인지적 특성뿐만 아니라 진료면담을 준비하는 행위가 진료면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는 차별성을 가진다.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연구 결과는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의 

환자중심성이 진료면담의 결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 요인은 환자의 

사회인구학적 요인, 인지적 요인, 진료면담 준비 요인 및 진료환경 

요인이 모두 통제된 후에도 유의한 영향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진료면담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자의 건강정보 

리터러시를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가 진료면담 전에 

준비하는 행위가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환자가 

자신의 증상에 대해서 정리하고 복용하는 약에 대해서 미리 확인하는 

것은 진료면담을 통해 자신의 건강문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정보 리터러시가 높을수록 진료면담 후 

건강문제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환자의 리터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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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의 리터러시 수준에 맞는 의사의 

건강정보의 제공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의사가 환자의 이해 수준에 

맞는 설명을 제공하고, 어려운 의학용어 사용을 자제하는 것은 환자의 

이해를 높이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선행연구들에서 

확인된 바 있다.  

의사에게 미리 하고 싶은 질문을 정리하는 행위와 복용중인 약물 

확인은 환자가 스스로 자신의 건강문제를 통제할 수 있다는 인식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환자와 함께 진료면담에 참여하는 

동반자가 있는 경우, 환자의 건강문제 통제감 강화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국내 진료면담에 대한 연구 중 보호자가 있는 

경우 환자와 보호자 간의 갈등이나 원활하지 않은 커뮤니케이션이 

확인된다는 선행연구들은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보호자와 

환자 간의 대화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여성에게서 건강문제 통제감의 강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만큼, 

여성 환자에게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진료면담을 통해 환자의 건강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하는 효과성에 대해서는 환자의 진료면담 준비성 보다는 환자와 

의사의 커뮤니케이션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러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취약성이 드러났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처한 환자에게 공감이나 지지와 같은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환자의 건강정보 리터러시 수준이 높을수록 진료면담 시간의 

미충족 수준은 낮아졌으나, 복용중인 약물의 확인과 같은 환자의 

진료면담 준비 수준은 환자의 요구된 진료면담 시간의 미충족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환자가 효과적인 진료면담을 

위해 더 많은 준비를 하였다는 것은 그 만큼 진료면담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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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고자 하는 기대가 큰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의 환자중심성은 

진료면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조사연구뿐만 아니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환자의 

건강정보 리터러시와 진료면담의 준비성을 높이는 것은 진료면담의 

결과를 높이기 위해 중요하다는 점 또한 밝혀졌다. 그러나 건강정보 

리터러시가 단시간에 향상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Cornett, 

2009), 환자의 진료면담 준비성을 높이는 인터벤션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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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내 진료면담에서 이루어지는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1에서 환자와 진료환경 요인이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의 

환자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환자의 나이가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읍·면에 거주하는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수급권자인 

경우 진료면담에 대한 경험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료환경요인으로 평소에 이용하지 않았던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과 

내과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외과계에서 이루어진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의 환자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급여 

환자들은 의사의 “의사의 예의와 정중”, “충분한 대화”, 그리고 “질문을 

하거나 걱정되는 점을 말할 기회 제공” 에 대해 부정적인 경험을 한 

것으로 파악되어 그 취약성이 확인되었다.  

연구2는 진료면담 510건을 녹음한 자료의 커뮤니케이션을 

분석하고 선행연구의 방법론을 적용, 군집 분석을 통해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의 유형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Biomedical(생의학적), 

Biopsychosocial(생물심리사회적), Consumerism(소비자주의) 유형이 

확인되었다. 유형별로 평균 진료면담 시간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Biomedical > Consumerism > Biopsychosocial 유형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사들은 특정 유형의 커뮤니케이션 패턴을 더 많이 사용하지만 

일관적이지는 않았다.  

환자의 질문하기, 우려와 안심을 위한 질문 행위와 의사의 

정보제공행위, 우려와 지지의 표현, 그리고 말 끊기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의사의 경력이 길어질수록 

환자와의 생의학적 정보교환이 적었고, 소속된 의료 조직에서의 



145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정보 교환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의사의 성별에 따른 효과가 확인되었는데, 여성의의 경우 

남성의에 비해 환자가 자신의 우려를 더 많이 표현하고, 의사의 말 

끊기 행위가 적게 나타나는 등 환자중심커뮤니케이션의 특징이 

나타났다. 또한, 의사의 우려와 지지의 표현은 환자의 생의학적 질문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었으며, 환자의 우려와 지지의 표현 행위에 정(+)의 

방향으로 나타난 의사의 말 끊기 행위는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확인되었다.  

연구3은 진료면담을 시행하기 전과 후의 환자가 인지하는 건강 

문제 이해, 건강 통제감, 건강 문제에 대한 부정적 감정의 변화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환자가 인지하는 진료면담의 효과성을 확인하였다. 

진료면담을 받은 후, 받기 전보다 환자 자신의 건강 문제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는 응답자는 84.3%, 건강 통제감이 높아졌다는 

응답자가 85.8%, 건강 문제와 관련한 두려움이 감소하였다는 환자는 

76.7%로 나타났다. 환자의 요구된 진료면담 시간은 평균 9.8분, 인지된 

진료면담 시간의 평균은 6.1분으로 확인되어, 미충족 진료면담 시간은 

평균 3.85분으로 나타났다. 환자가 인지하는 진료면담의 효과성은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의 환자중심성이 높아질수록, 환자의 건강정보 

리터러시가 높을수록, 그리고 환자가 진료면담 전에 자신의 증상을 

정리하고, 하고 싶은 질문을 정리하는 등의 준비가 이루어지는 경우 

높아졌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1에서 환자경험이 환자의 의료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2차 자료를 활용하는 연구로서 

가지는 한계점으로서, 연구에 활용된 자료에 진료면담 만족도와 

보건의료제도 인식 외에 환자의 관점에서 진료면담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변수가 조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향후 환자중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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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진료면담의 결과를 조사하기 위한 범주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연구2는 실제 의료 현장에서 수집한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을 

분석에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국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나,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특히 

환자의 질병 특성을 통제하지 못하고 다양한 질환군의 환자들이 연구 

대상이 되었다. 이는 분석의 대상이 되는 자료의 제한성에 기인하는데, 

향후 연구에서는 단일 질병군에 포함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진료면담의 내용을 녹음하는 자료와 환자, 의사 요인, 및 진료면담에 

대한 환자의 인식을 조사하는 설문조사 자료의 수집이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자료는 일개 병원에서 수집된 

자료이므로 대표성을 가지기 어렵다.  

연구3에서도 마찬가지로, 일개 병원에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대표성을 갖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한점이 있다.  

국내 진료면담에서 이루어지는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의 

환자중심성 강화를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주체로서 환자, 의사, 

정부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의사와 의료기관, 의과대학과 같은 의사 양성기관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의사의 환자중심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진료면담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환자의 말 끊기 행위는 지양하고, 우려와 지지의 

표현 등 본 연구에서 진료면담의 효과성과 환자의 참여를 높이는 

것으로 도출된 커뮤니케이션 요소에 관한 결과를 활용하여 인터벤션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또한, 의사의 성별과 의료조직에서의 

근속연수가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확인되었으므로, 의사의 재교육 등 의료 조직 차원에서의 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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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진료면담에 대한 환자경험이 취약한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읍·면 거주자의 진료면담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단골 의사의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의 질이 높은 것을 근거로, ‘동네 단골 의사 지정 제도’와 

같이 과거에 이루어졌던 시도를 재정비함으로써, 환자-의사 관계의 

연속성을 강화해야 한다. 외과계가 내과계보다 진료면담에 대한 

환자경험이 부정적인 것이 확인되었는데 현재 시행 중인 외과계 

교육상담 심층진료 시범사업은 이를 개선하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효과성을 평가하고, 지속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따. 

2010년 3월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가 시행되면서, 미국의 

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CMS)는 의료의 질과 수가 

반영 정책인 '가치 기반 의료시스템' 중 Hospital Consumer Assessment 

of Healthcare Providers and Systems (HCAHPS)의 지표를 병원 평가와 

수가에 반영하고 있다. Community Health Systems, Hospital Corporation of 

America 등 미국 내 거대 의료공급기관(Health Care Organization)들은 

고용된 의사들은 CMS와 비슷한 평가 항목으로 환자 및 보호자에게 

평가를 받아 연봉, 보너스, 진급에 영향을 받는다. 국내에서도 

2017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환자경험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나, 

500병상 이상 병원의 입원환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수가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환자중심의료로의 빠른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서는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환자경험평가의 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병원 평가와 

수가에 적용하는 정책의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환자의 진료면담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환자 스스로 진료면담 전에 미리 준비하고 

건강정보 리터러시, 환자-의사 상호작용 효능감 강화를 위한 환자 교육 



148 

프로그램과 같은 인터벤션의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이 취약한 집단에 대한 개입이 우선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즉, 환자와 의사의 커뮤니케이션은 상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본 

연구에서 밝혀졌으므로, 의사의 커뮤니케이션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 

못지않게 환자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환자중심 연구기관의 설립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오바마케어 시행령에 의해 설립된 환자중심결과연구소(PCORI: Patient-

Centered Outcomes Research Institute)는 환자중심 비교 효과 임상 

연구를 지원하고 수행하는 주요 연구기관이이다. 환자중심연구를 위한 

연구기관의 설치를 통하여 환자중심의료, 환자중심 커뮤니케이션 

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풍토와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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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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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consultation is an interpersonal communication between a patient and a 

doctor, and it is also an encounter at which the patient, doctor, and health care meet. 

As healthcare paradigm shifts towards patient-centered care, patient-doctor 

communication is becoming more important because it is the 'enabler' of patient-

centered care and determines patient satisfaction, health outcomes and health care 

expenditure. However, empirical research on the communication between patients 

and doctors in Korean medical consultations is still limited. 

This study analyzes patient-doctor communication in medical consultations in 

Korea and identifies the influencing factors of patients, doctors, environments, and 

communications. In addition, the effects of patient-doctor communication on the 

results of the consultation are identified. 

Study 1 examines how patients from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adults 

in Korea perceived various aspects of communication with their doctors and 

determine which, if any, social determinants and environmental factors were 

independently associated with different reports of perceived communication.  

Study 2 analyzes patient-doctor communication in actual medical settings. For 

this purpose, the recorded audio data of patient-doctor communication were analyzed 

by applying the Roter Interaction Analysis System (RIAS) methodology. After 

completing the communication analysis, cluster analysis was conducted to identify 

communication patterns of patient-doctor dyads and to reveal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attern. In addition, the effects of patient, doctor and environmental factors on 

the communication between patients and physicians were identified by applying 

multi-leve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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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3 sought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outcomes of patient-doctor 

communications such as perceived effectiveness of the medical consultation 

(understanding of health problems, health control, and negative emotions) and unmet 

consultation time. To this end, survey data was collected from patients who have just 

completed a medical consultation.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effects of patient, doctor, and environmental factors on patient-

doctor communication were identified, and the communication between patients and 

doctors was mutually affected. The lower the age, the higher the educational 

background, and Medicaid patients have been found to have negative patient 

experiences in patient-doctor communication. According to the gender of the doctors, 

the cases of female doctors were less interrupting patient’s speech and the patients 

were able to express more of their concerns. In addition, the expressions of concern 

and support by the doctor has the effect of facilitating the patient’s biomedical 

questions and the expression of the patient’s concern and support.  

 Second, this study confirmed the effect of patient-doctor communication on 

the results of patient-doctor communication. Patient-centered communication was 

proven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patient’s perceived medical consultation, 

and that a patient’s unmet consultation time was reduced. Patient’s health literacy 

and preparedness of the patient prior to meeting the doctor were found to affect the 

effectiveness of the medical consultation.  

 Third, we identified the patterns of patient-doctor communication and 

derive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atterns reveal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doctor relationship revealed in each pattern, it was named as 

biomedical, biopsychosocial, and consumerism. The pattern of biopsychosocial 

showed the most mutual patient-doctor relationship, the highest patient centeredness, 

and did not require more consultation time than the biomedical and consumerist 

communication pattern.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direction and support for health policy, medical 

education, and patient education to improve patient-doctor communication It also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patient-doctor communication in medical 

consultations. 

Keywords : Medical consultation, Patient-doctor communication, patient-

centered communication, Patient Experience, Roter Interaction Analysis 

System(R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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