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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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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만족도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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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과

치과 진료에 있어 환자와 치과의사의 소통은 매우 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진료의 과정을 보면,진단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의해 환자의 주소가 치과의사에게

달된다.그리고 이것이 치료의 방향,계획에 많은 향을 미친다.이후 치과의사

가 진단결과와 치료방법을 환자에게 알려주고 지시사항을 주지시킬 때도 의사소통

이 원활해야 해당내용을 환자가 잘 이해할 수 있다.이에 따라 환자의 순응도가 높

아져 치료 결과에도 정 인 향을 수 있다.

의 의료 환경은 의사 심에서 환자 심으로 진료의 패러다임이 바 고 있

어,환자가 보다 극 으로 계획수립과 치료 과정에서의 참여비 을 높여가고 있

다.치료결과에 한 심도 높아져 이에 만족하지 못한 환자들의 의료소송 건수가

과거에 비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환자와 치과의사 간의 소통이 원활해지면,궁

극 의료행 의 목표인 환자의 건강을 획득하고,나아가 의료소송 건수를 감소시

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본 연구는 치과의사-환자 간 소통의 실태와 만족도를

조사하고,그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 인 소통의 방법에 하여 고찰해본다.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언어 /비언어 소통의 요소에 해당하는 설문 항목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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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8문항으로 구성하 다.설문은 서울시 소재 한 학병원을 방문한 방문자를

상으로 실시하 으며,총 208부에 한 결과를 통계 산출에 사용하 다.먼 신뢰

성과 타당성을 검증한 후,다 회귀분석을 통해 언어 /비언어 소통 요인이 환자

의 치과의사에 한 신뢰도와 진료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그 결과 첫째,언어 비언어 소통에 한 정 평가는 신뢰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둘째,언어/비언어 소통이 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

한 결과,정의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셋째,신뢰와 만족도에 한 계

분석에서도 신뢰가 만족도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치과의

사와 환자의 화에서 언어와 비언어 소통이 신뢰 형성과 진료만족도 향상에

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특히 더 큰 향을 미치는 요인이 비언어 소통으

로 나타났으므로 치과의사는 환자를 함에 있어 한 제스처를 취하고 더 자주

고개를 끄덕여주는 등 비언어 소통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치과의사,언어 소통,비언어 소통,진료만족도

학 번 :2012-2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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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의료지식이 축 되고 의료장비나 기술이 발달함이 따라 진료수 은 나날이 발

하고,치과 의료서비스에서 환자 안 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1)인구고령화 등에

기인한 질병양상의 변화로 다양한 의료 련 사건이 지속 으로 발생하고 있다.2)

한 의료부권주의가 팽배했던 과거에는 의사의 문성에 기반해 환자가 의사의 결정

에 수동 으로 따랐지만,최근 환자 심주의가 고양되면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가능성 등 정 측면 이면에 이것이 의료 분쟁 증가의 한 이유가 되고 있다.3)4)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치과와 련된 피해구제 건수가 2000년에 비해 2009년 약

3천 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 고,5)한국의료분쟁조정 재원에 수된 신청 약

10%가 치과 련인 것으로 나타났다.6)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

까.치과의사-환자 간의 소통 방식에서 한 가지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진료의 과

정을 보면,환자는 내원하여 자신의 언어로 증상을 표 하고,치과의사는 이를 바탕

으로 질병을 추론하게 된다.이때 환자의 주소(chiefcomplaint)가 제 로 의사에게

달되어야 오진을 피할 수 있다. 한 평소 진료실에서 환자와 치과의사 간에 충

분한 소통으로 신뢰감이 형성되고 의사의 치료계획이나 진료내용에 한 설명을 환

자가 잘 이해하게 되면,순응도가 높아져 치료결과에도 정 향을 수 있다.

정확한 정보 달로 부작용이나 주의사항에 해 환자가 잘 인식하고 있고,치료의

성공확률이 높아진다면 의료소송 건수를 낮추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의사와 환자 간 소통의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나 어볼 수 있다.

첫째는 의사가 스스로 소통능력 배양을 해 행하는 연구 경향이다.Mainman과

Becker등은 의사들의 화 기술과 상담능력 증진을 한 방법을 연구해왔다.7)8)

둘째는 의사와 환자의 계를 서비스제공자와 사용자의 계약 계로 근하는 경

향이다.그들은 일반 인 교육수 의 향상으로 의사의 경외감은 무 지고 의사를



7

서비스 제공자로 하는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보았으며,9)의사들의 냉담성과 부평

등성,경제 욕망 등을 지 하며10)의사와 환자를 계로 설정하 다.11)

이와 같은 논의가 있어왔지만,치료법이나 진단법에 한 연구논문에 비해 의사와

환자 간의 소통에 한 연구는 그 요성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다.더구나

치과의사에 특화된 연구는 더욱 미비하다.

한편,일반 의사와 치과의사의 진료 형태를 비교해보면 몇 가지 차이 이 있다.

첫째,치과에서 진료받는 환자는 다른 일반 진료보다 긴장이 고조된 상태일 때가

많다. 를 들어,우식 와동형성 등의 외과 시술이 마취 없이 진행될 경우가 있는

데,구강은 과 신경이 풍부한 해부학 특성에 의해 비슷한 자극에도 불편감이

더 클 수 있고,통증에 민감하게 된다. ,진료 특성 상 핸드피스의 소음이 환자에

게 직 달되므로 환자의 두려움을 높일 수 있다.따라서 자연스러운 화로 편

안한 분 기를 조성하는 것이 요하다.둘째로,치과의사와 환자의 물리 거리가

가까워 신체 이 빈번히 일어날 수 있다.셋째,치과의사는 진료실에서 환자와

면하는 시간이 다소 긴 편이다.치과에서는 외과 시술을 하더라도,깊은 마취

없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넷째,치과에서는 주로

치아나 등 경조직을 다루므로 치료의 결과가 체 으로 비가역 이다.치료 후

에 원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환자의 주소를 정확히 알고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요하다.마지막으로 치과에서의 진단의 방법이 제한 이라

는 이다. 를 들어,의과에서처럼 항원항체 반응 등을 이용한 액검사와 같은

다양한 진단 기법이 발달하지 못하 다.따라서 치과의사의 정확한 진단을 해서

는 환자의 표 에 의한 정보 달이 요하다.이러한 들을 고려해볼 때, ‘치과’

에서의 특수한 소통 형태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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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 배경

의사소통

인간은 사회 동물이며,이러한 사회성은 타인과의 계 형성으로 이루어진다.

이 ‘계 형성’의 주된 도구는 의사소통이며,이를 통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주고

받게 된다.이 상호 계는 주로 언어로 매개되지만,그 외에도 각 사회에서 통용되

는 신호나 동작,표정을 포함하는 상징을 통해 성립된다.이와같이 언어와 상징을

매개로 타인과 상호교섭하는 과정을 ‘소통’이라 한다.12)소통에 하여 Deacon과

Firebaugh는 언어/비언어 방법으로 메시지가 상호 달되는 과정으로 보았고,13)

Adams는 우리가 말하는 방법과 그 내용이며 자기표 ,분 기,표정,사회 편견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다.14)Galvin과 Brommel은 소통이 상징 상호작용이며,

의미를 창조,공유하는 과정이라고 하 고,15)Gross등은 개인 간의 정보가 교환되

는 것으로 보고 인간사회는 기본 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체계이므로 소통이 요하

다고 했다.16)

이러한 소통은 여러 기능을 하는데,구체 으로 서로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기능,

즐거움을 공유하는 오락 기능,문화를 수하는 기능,상 방과의 의견과 다를 때

설득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17)궁극 으로 소통의 가장 요한 기능은 사회 구성원

들 사이의 동을 통한 사회유지 기능이며,인간은 소통으로 타인과 연 될 때에

비로소 사회 존재가 된다.18)즉,인간은 효과 인 의사소통으로 자신을 표 하며

내 긴장이 완화되고,경험의 공유에 의해 소속감을 느끼고 안정감을 획득할 수

있다.19)이 듯 기본 으로 의사소통은 인간생활을 하는 데 필수 인 역할을 하지

만,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치과진료서의 소통은 환자의 건강 획득에 여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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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그 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인간의 소통은 한 사회에서 공인된 기호체계를 사용하는 언어 인 것과 언어 외

인 요소들의 통칭인 비언어 소통으로 구분된다.20)

언어 소통

‘언어’는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시켜 주는 요한 특징 하나로,각 사회에서

약속한 기호체계를 사용하는 소통의 가장 근본 인 수단이다.언어의 본질은 ‘의미

의 달과 표 ’이고,언어는 인간사회에서 소통의 심이 된다.21)언어는 음성언어

와 유사언어로 나 수 있다.22)

첫째로 음성언어는 발성,발음,호흡 등을 의미한다.발음은 ,치아,입술 등을

이용해 말을 이루는 소리를 내는 것을 의미하는데,올바른 의사 달을 해서는 정

확한 발음이 필요하다.23) 한 화자의 감정상태는 목소리를 통해 드러나므로 확신

에 차 있고 굳건한 목소리로 화자가 안정된 감정상태임을 나타낼 수 있다.24)치과

의사는 환자에게 진료 차를 설명하고 지시사항을 정확히 달해야 하기 때문에 음

성언어의 올바른 구사는 그 직무에 있어서 필수요소라고 하겠다.

둘째,유사언어는 언어라고도 하며 공식 언어가 아닌 인간이 발생시키는 여

러 소리를 칭한다.목소리의 크기,음높이,말의 속도,억양,음량,음질,쉼 등이 이

에 해당한다. 를 들어, 한 크기의 목소리는 상 에게 자신감을 보여주어 신뢰

감을 형성하는 데 기어하지만,지나치게 크면 강압 이고 으로 느껴지며,

무 작으면 자신감이 없어보이게 되어 신뢰감에 부정 인상을 다.25) 언어 요

소를 통해 화남,슬픔,의문,즐거움과 같은 인간의 감정이나 함축 메시지에 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한 유사언어는 말하는 사람의 능력이나 사회성을 추측할

수 있게 해 듣는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이끌어낸다.26)이 듯 언어 소통이 상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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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의 신뢰 형성에 요한 역할을 하므로,27)환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진료

행 를 행하는 의료인에게 있어,언어 소통의 요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비언어 소통

비언어 소통은 언어 외 인 모든 방식의 소통 방식을 의미한다.인간의 사고와

감정은 매우 복잡하고 미묘하기 때문에 언어만으로는 완벽히 이를 구사해내지 못

할 때가 있는데,비언어 소통을 통해 이를 보완하여 수 있다.28)언어습득의 과

정을 보면,어린 아이는 발성기 이 미숙하여 울음과 몸짓으로 자신의 의사표 을

하게 된다.29)이처럼 비언어 요소가 언어 요소를 보조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

지만,비언어 표 이 보다 원형 이며 본능 인 의사소통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비언어 소통은 동작언어(Kinesics), 공간 행 (Proxemics), 언어

(Paralanguage),신체 외양(Physicalappearance)등 네 가지 요소로 나 어 생각

할 수 있다.30)본 연구에서는 언어가 발성에 의해 나타나므로 말하는 행 의 부

수 결과로 보고,‘언어 소통’으로 분류하 다.

첫째,동작언어란 맞춤이나 끄덕임,손짓,미소나 편안한 자세 등 언어에 의하

지 않은 신체의 움직임에 의한 신호를 의미한다.Burgoon에 의하면 서비스 제공자

가 소통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행동을 통해 친근감 등의 정 의미를 달 할 수

있으며,반 로 상 방의 을 피함으로써 부정 감정을 유발할 수 있다.31)특히,

얼굴표정은 비언어 소통에서 화자의 감정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요인이다.32)

둘째,공간 행 (Proxemics)는 의사소통하고 있는 두 사람 간의 공간 거리와

신체 인 을 의미한다.Hall(1966)에 따르면 인간도 동물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역이라 생각하는 공간을 가지려하며, 화 시 상 방과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

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33)34) 에 보이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이 이 공간을 침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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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불안함을 느낄 수 있다.35)36)따라서 자기 자신을 상 방과 당한 거리로 유지

하는 것은 비언어 요소 하나로서 자기표 의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37)

셋째,신체 외양(Physicalappearance) 한 비언어 요소에 속하며,말하는 사

람의 시각 인 외형을 의미한다.우리가 입는 의복은 본인의 직업이나 성품에 한

정보를 제공해 주며,일반 으로 기 되는 외양이 존재한다. 를 들어,의료서비스

종사자에 있어 고객은 청바지나 샌들 등은 어울리지 않으며 흰 가운과 배지 등 정

형화된 의상을 착용하기를 원한다.38)따라서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본인의 지 에

맞는 의상 착용으로 고객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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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 은 치과진료실에서 언어 ,비언어 소통이 진료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는 것이다.아래 그림은 이에 한 분석모형이다.

<그림1>분석 모형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언어 /비언어 소통의 요소에 해당하는 설문 항목을 각

각 8문항으로 구성하 다.그리고 5 리커트 척도를 이용해 설문 응답을 받았다.

이후 2015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 까지 3개월 동안 서울시 소재 한 학병원을 방

문한 방문자를 상으로 설문을 실시하 으며,배부한 250부의 설문지 ,회수된

설문지 총 227부에서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다수의 미응답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208부에 한 결과를 통계 산출에 사용하 다.

언어 요소의 문항에는 치과의사의 목소리의 크기가 당하다,치과의사는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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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말투를 사용한다,치과의사는 강압 인 말투를 사용한다,치과의사는 당한

속도로 설명해 다,치과의사는 분명한 발음으로 말한다,치과의사는 진료 간에

유머를 히 사용한다,치과의사는 나의 이름을 불러 다,치과의사는 진료 외

인 소소한 화로 나를 편안하게 해 다로 구성하 다.39)40)41)42)

비언어 요소의 문항에는 치과의사는 웃으며 나를 맞이한다,치과의사는 나와

을 맞추며 화한다,치과의사는 내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여 다,치과의사는 설

명을 하며 한 제스처를 취한다,치과의사의 자세는 나를 향해있다,치과의사는

화할 때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둔다,치과의사의 복장은 단정하다,치과의

사의 인상이 좋고 외모가 수하다로 선정하 다.43)44)45)46)

분석 도구는 SPSS21.0을 사용하 는데,우선 측정도구에 일 성에 한 별을

해 크론바하 알 계수를 이용해 신뢰성을 검증하 다.이후 구성개념 타당성을

측정하기 해 요인분석기법을 용해,고유값 1이상이 되는 최종 요인 두 가지를

추출하여 각각 ‘언어 소통’,‘비언어 소통’으로 명명하 다.이를 바탕으로 다

회귀분석을 통해 두 가지 요인이 환자의 치과의사에 한 신뢰도와 진료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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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문항

그

지않

다

그

지않

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① ② ③ ④ ⑤
1 치과의사의 목소리의 크기가 당하다.

2 치과의사는 배려있는 말투를 사용한다.

3 치과의사는 강압 인 말투를 사용한다.
4 치과의사는 당한 속도로 설명해 다.

5 치과의사는 분명한 발음으로 말한다.

6
치과의사는 진료 간에 유머를 히

사용한다.
7 치과의사는 나의 이름을 불러 다.

8
치과의사는 진료 외 인 소소한 화로

나를 편안하게 해 다.

설문문항

그

지않

다

그

지않

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① ② ③ ④ ⑤

1 치과의사는 웃으며 나를 맞이한다.
2 치과의사는 나와 을 맞추며 화한다.

3
치과의사는 내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여

다.

4
치과의사는 설명을 하며 한 제스처

를 취한다.

5 치과의사의 자세는 나를 향해있다.

<표1>치과의사와 환자의 소통이 진료만족도에 미치는 향애 한 설문지

-------------------------------------------------------------------

1.가장 최근 치과에서 진료받은 시 은?

① 6개월 이내 ② 1년 이내 ③ 3년 이내 ④ 3년 이상

2.치과에서 어떤 치료를 받았나요?(복수응답가능)

① 스 일링,잇몸치료 ② 충치,신경치료 ③ 보철치료(틀니,릿지)④ 임 란트 ⑤

치열교정 ⑥ 외과 수술(발치,양약수술 등)⑦ 심미치료(치아미백,라미네이트

등)⑧ 기타

♣ 다음은 치과의사의 커뮤니 이션 특징에 한 설문입니다.

만났던 치과의사 ‘한 명’을 떠올리시어,가장 일치하는 응답에 체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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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치과의사는 화할 때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둔다.

7 치과의사의 복장은 단정하다.

8
치과의사의 인상이 좋고 외모가 수하

다.

설문문항

그

지않

다

그

지않

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① ② ③ ④ ⑤
1 나는 이 치과의사를 신뢰한다.

2
나는 이 치과의사의 진료에 만족한

다.

♣ 에서 답한 ‘같은 의사’에 하여 다음의 평가를 해주세요.

[기본사항]

1.귀하의 성별은?① 남 ② 여

2.귀하의 연령은 :① 10 ② 20 ③ 30 ④ 4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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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결과

1.인구통계 특성

본 연구의 설문 응답자 208명 남성은 54.8%,여성은 45.2%의 비율을 보 다.

연령은 10 가 14.0%,20 가 40.9%,30 가 9.1%,40 이상이 35.6% 다.가장 최

근의 치과진료 시 에 한 질문에는 6개월 이내가 44.2%로 가장 많았고,1년 이내

가 31.7%,3년 이내가 14.4%,3년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이 9.6% 다.치과에서 받

은 진료에 한 질문에는 복수응답이 가능하 는데,스 일링과 잇몸치료가 40.9%

로 가장 빈도가 높았고,다음으로 충치,신경치료가 30.2%,보철치료가 21.0%,임

란트 8.7%,치열교정이 7.9%,외과 수술이 6.7%,심미치료 2.0%,기타 4.8% 순으

로 나타났다.

2.신뢰성 타당성 검증

(1)신뢰성 검증

신뢰성이란 일 성이 높은 측정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에 한 정도로서,측정

결과에 오차가 들어 있지 않은 정도를 의미한다. 날리(Nunnally)에 의하면 신뢰성

은 척도의 타당성을 주장하기 한 필요조건으로 척도에 한 신뢰성의 평가 없이

는 어떤 측정도구들도 타당성을 가진 척도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하 다.47)

신뢰성을 검증하는 방법에는 반복측정 신뢰성(test-retestreliability),여러 가지

측정도구를 이용한 신뢰성(alternativeform reliability),크론바하 알 (Cronbach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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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 등이 있다.여러 측정항목들로 구성된 척도의 경우 크론바하 알 계수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신뢰성 검증방법이다.48)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 분석을 구성 개념 변수들에 하여 Cronbach'sα값을 이용

하여 실시하 으며,항목- 체상 성 값이 0.6이상인 변수들만 분석에 이용하 다.

그 결과 언어 소통을 측정하는 ‘치과의사는 강압 인 말투를 사용한다’가 항목-

체상 성 값이 0.6이하로 나타나 제거하 다.그 결과는 <표2>와 같다.

<표2>신뢰성 검증

변 수 명 문항번호 Cronbach'sα 비 고

소통

언어  소통 1,2,4,5,6,7,8 .904

비언어  소통 1,2,3,4,5,6,7,8 .927

(2)타당성 검증

타당성이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속성을 어느 정도로 정확하게 측정하 는

가를 나타내게 되며,개념이나 속성을 측정하기 하여 개발된 측정도구가 무엇을

측정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인 동시에 평가하려는 문제를 정확하게 측정하는가의 문

제이다.49)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성개념 타당성을 측정할 때 리 이용되는 요인

분석기법을 용하 으며,요인 재치의 단순화를 해 직각회 (varimax)을 실시

하 다.그 결과는 <표3>과 같다.본 연구에서 채택된 요인의 수는 고유값(eigen

value)이 1이상이 되는 것으로 선택하 는데,소통은 최종요인은 2개가 추출되었다.

이 선택된 2개의 요인이 설명하는 총분산 설명력은 66.12%이다.요인분석 결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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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된 혼잡도에 한 2개의 요인은 각각 ‘언어 소통’,‘비언어 소통’으로 명명하

다.

<표3>소통의 요인분석

소통

차 원

공통성

언어 소통 비언어 소통

목소리 크기 당

배려있는 말투

당한 속도

분명한 발음

한 유머

호명

화로 편안함

.721

.673

.752

.770

.784

.767

.801

.357

.398

.366

.345

.123

.133

.217

.648

.611

.700

.711

.630

.605

.689

미소

맞춤

고객 끄덕임

한 제스처

나를 향한 자세

충분한 화

단정한 복장

외모 수

.311

.216

.211

.184

.214

.306

.328

.269

.739

.765

.826

.839

.819

.751

.705

.727

.643

.633

.728

.738

.717

.658

.605

.600

아이겐값

분 산

분산

7.987

53.25

53.26

1.932

12.88

66.12

3.가설 검증

연구가설 1인 ‘소통(언어 비언어 소통)이 신뢰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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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하기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4>와 같다.

회귀모형의 F값이 p=.000에서 190.141로 나타나 유의수 .000에서 통계 으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나 언어 비언어 소통이 신뢰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이때 수정된 R2이 .647로 나타나 회귀식의 설명력은 64.7%로 나타났다.

회귀식의 독립변수에 한 t검증 결과 언어 소통은 신뢰에 t값이 6.076으로 유

의수 .000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며, 한 비언어 소통도 신뢰에 t

값이 11.011으로 유의수 .000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가설 1은 채택되었다.

<표4>소통(언어 비언어 소통)이 신뢰에 미치는 향

구분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확률

Β 표 오차 베타

상수

언어  소통

비언어  소통

-.193

.397

.699

.209

.065

.064

.317

.574

6.076

11.011

.000***

.000***

R2=.651,수정된 R2=.647,F=190.141,p=.000****

***<p.001

연구가설 2인 ‘소통(언어 비언어 소통)이 만족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를 검증하기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회귀모형의 F값이 p=.000에서 282.390으로 나타나 유의수 .000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언어 비언어 소통이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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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이때 수정된 R2이 .732로 나타나 회귀식의 설명력은 73.2%로 나타났다.

회귀식의 독립변수에 한 t검증 결과 언어 소통은 신뢰에 t값이 6.301로 유의

수 .000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며, 한 비언어 소통도 신뢰에 t값

이 14.354로 유의수 .000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는 채택되었다.

<표5>소통(언어 비언어 소통)이 만족도에 미치는 향

구분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확률

Β 표 오차 베타

상수

언어  소통

비언어  소통

-1.003

.406

.899

.206

.065

.063

.286

.652

6.301

14.354

.000***

.000***

R2=.735,수정된 R2=.732,F=282.390,p=.000****

***<p.001

연구가설 3인 ‘신뢰도가 만족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증하기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6>와 같다.

회귀모형의 F값이 p=.000에서 592.345로 나타나 유의수 .000에서 통계 으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나 신뢰도가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때 R2이

.743로 나타나 회귀식의 설명력은 74.3%로 나타났다.따라서 가설 3은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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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신뢰도가 만족도에 미치는 향

구분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확률

Β 표 오차 베타

상수

신뢰도

.044

.976

.156

.040 .862 24.338 .000***

R2=.743,수정된 R2=.742,F=592.345,p=.000****

***<p.001

다음으로는 추가 으로 치과의사의 언어/비언어 소통이 신뢰를 매개로 하여 진

료만족도에 정 인 향을 주는가에 한 검증을 하 다.이를 해 SobelTest를

실시하 다.Sobeltest는 변인의 수가 많지 않은 경우에 독립변인와 종속변인 사이

매개의 향을 검증하는 방법이다.그 결과는 다음의 <표7>과 같으며,신뢰가 소통

이 진료만족도에 미치는 향(p<.001)사이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7>신뢰 매개 효과

매개

변수
선행→결과

선행→매개

회귀변수

매개→결과

회귀변수
Sobel통계량 P

신뢰

언어→신뢰→

만족
.397(.065) .976(.040) 5.9248 .000

비언어→신뢰→

만족
.699(.064) .976(.040) 9.9248 .000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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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론

본 연구의 목 은 치과진료 환경에서 의사와 환자의 소통의 실태와 만족도를 조

사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 인 소통의 방법에 하여 고찰해 보는 것이다.

먼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언어 /비언어 소통의 각 요소에 해당하는 설문 문

항을 구성하 다.서울시 소재 한 학병원의 방문자를 상으로 설문을 실시하

으며,총 208부에 한 결과를 통계 산출에 사용하 다.다음으로 측정도구의 일

성에 한 별을 해 크론바하 알 계수를 이용해 신뢰성을 검증하 다. 한 구

성개념 타당성을 측정하기 해 요인분석기법을 용하 다.이를 통해 도출된 ‘언

어 소통’,‘비언어 소통’두 가지 요인이 환자의 치과의사에 한 신뢰도와 진료

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다 회귀법으로 분석하 다.

연구가설 1인 ‘소통(언어 비언어 소통)이 신뢰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를 검증하기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회귀모형의 F값이 p=.000(.001보

다 작음.이하 동문)에서 190.141로 나타나 유의수 .000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나 언어 비언어 소통이 신뢰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가설 2인 ‘소통(언어 비언어 소통)이 만족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를 검증하기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회귀모형의 F값이 p=.000에서

282.390으로 나타나 유의수 .000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언어

비언어 소통이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가설 3인 ‘신뢰도가 만족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증하기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회귀모형의 F값이 p=.000에서 592.345로 나타나 유의

수 .000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신뢰도가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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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결과를 통해 언어 ,그리고 비언어 인 소통이 치과의사와 환자 간의 신

뢰 형성과 진료만족도에 직 으로 향을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이는 치과

진료에서 소통의 요성을 보여주며,Platt(1995)의 서에서 의사와 환자 간의 소통

형태에 따라 치료결과가 다르다는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50)

Weinberger는 이러한 요성을 인지하고 효과 소통을 해 의사와 환자가 각각

의사소통의 지침을 개발하고 용시킬 것을 권유하 다.51)

여기서 여겨 보아야 할 것은,언어 요소와 비언어 요소가 모두 신뢰와 진

료만족도에 정의 향을 미쳤지만,비언어 요소(신뢰 :.574,진료만족도 :.652)가

언어 요소(신뢰 :.317,진료만족도 :.286)에 비해 모두 더 큰 기여를 했다는 이

다.따라서 환자와의 신뢰를 쌓기 해 치과의사는 분명한 발음과 당한 속도와

크기의 목소리로 말하는 것 등 언어 인 소통 외에도 환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거

나 한 제스처를 취하고 을 자주 맞추는 등의 비언어 소통에 높은 비 으로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이는 잦은 마주침은 상 방에게 진실성을 지각시켜 신

뢰하고 있음을 표 해 다고 한 Leslie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52)다시 말해서,

치과의사가 환자와 언어 으로 잘 소통되더라도 맞춤이나 끄덕임,환자를 향한

자세 등 비언어 인 소통에서 실패하면 신뢰 형성에 있어 더 크게 불리할 수 있는

것이다.따라서 치과의사는 언어 소통 뿐만 아니라 비언어 으로도 환자와 효과

으로 소통할 것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이번 연구의 결과로 구체 으로 어떻게 환자와 소통하는 게 좋을지에 한 단서

를 얻을 수 있다. 요도 순으로 언 을 해보면,언어 소통에서는 환자에게 진료

외 인 소소한 화로 긴장을 풀어주고(.801)유머를 히 사용한다.(.784)분명한

발음(.770)과 한 속도(.752),크기(.721)로 화하고,환자의 이름을 직 불러주

며(.767)배려있는 말투(.673)를 사용하면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이 된다.실제로 의료

소송을 당한 경험이 없는 의사는 그 지 않은 의사에 비해 진단이나 진 시에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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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진료 차에 해 더 자주 설명해주고,더 많은 유머를 구사하고,환자를 더

많이 격려하고,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 다.53)비언어 소통에서는 한 제스

처로 환자의 이해를 돕고(.839)환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765)환자를 바라보는

자세를 취한다.(.819) 한 환자의 을 보고 얘기하며(.765)시간 여유를 가지고

화하여 환자가 충분히 자신의 상태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751)환자가 진료

실에 들어올 때는 웃으며 맞이하고(.739)온화한 인상을 유지하며(.727)치과의사에

알맞은 단정하고 생 인 복장을 착용하여 환자에게 신뢰감을 주도록 한다.(.705)

최희경(2010)의 연구에서 온화한 표정, 한 제스처와 맞춤 등의 신체언어를 많

이 사용할수록 상 방에게 친 감과 신뢰감을 다고 한 것54)은 일맥상통하는 부분

이 있다.이 게 형성된 신뢰감은 진료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한계가 있을 수 있겠다.첫째는 연구 상의 한계

로,이번 연구에서 한정된 시간 동안 서울의 한 학병원 방문자를 상으로 하

는데,확장된 인구를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면 보다 일반 인 결과를 얻을 수 있

을 것이다.둘째는 진료만족도의 결정요인으로 소통의 측면만을 분석한 것이다.진

료만족도에는 그 외에도 치과의사의 문성,병원의 시설이나 치 등의 다른 요인

이 향을 미칠 수 있다.이러한 요인을 더 고려하여 그 상 계를 악하면 다른

요인에 비해 소통이 어느 정도 요성을 갖고 있는지 등 치과의사가 환자의 만족도

향상을 해 필요한 노력에 해 심도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언어/비언어 소통이 신뢰형성과 진료만족도에 결정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았다면,앞으로는 구체 으로 언어 /비언어 으로 어떤 방식이 효

과 일지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를 들어,일정 수 이상의 진료

만족도를 얻기 해 필요한 최소한의 진료시간, 화 한 쉼의 정도,환자의

심리상태를 고려한 단어선택 등 화법에 한 연구 등이다.이러한 연구가 진행된다

면 실제 진료실에서 치과의사가 효율 으로 환자와 소통하는 데 직 도움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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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환자의 구강건강 획득과 의료소송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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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ofverbalandnonverbal

communicationbetween

dentistsandpatientsontreatment

satisfaction

ZiHeonMok

DepartmentofDentistry

SchoolofDentistry

SeoulNationalUniversity

Communicationbetweenpatientsanddentistsplaysanimportantpartofdental

treatment.Considering theprocess oftreatment,patient’s chiefcomplaintis

transferredby communicationforthediagnosis,andthisinfluencesaloton

treatmentpaln.Smoothcommunicationhelpspatient’sunderstandingwhenthe

dentistreports the resultofdiagnosis or treatmentprocedure and remind

instructions. Also the improvement of patient’s compliance by good

communicationleadstopositivetreatmentresults.

The modern medicalenvironment has changed from doctors to patients

centeredtreatmentandpatientsactivelyincreaseparticipationintreatment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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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procedure.Increasinginterestsoftreatmentresults,thenumberofmedical

litigation is growing by patients who does not satisfy the result.Good

communicationofpatientsanddentistswouldhelpforgettingpatientshealthy

which isthefinalgoalofmedicalpracticeanddecreasing casesofmedical

lawsuits.Thisstudysurveystheactualconditionandlevelofsatisfactionof

communicationindentalclinic,andconsidereffectivemannerofcommunication.

Based on previous reports, eight questions on verbal and non-verbal

communicationwasformedrespectively.Thesurveywasconductedtowhom

visitedoneoftheuniversityhospitalinSeoul,SouthKorea,andoverall208

resultswasusedforstatisticcalculation.Afterverifying theconfidenceand

validity,theeffectofverbalandnon-verbalcommunicationfactorsoncredibility

andtreatmentsatisfactionwasexaminedthroughmultipleregressionanalysis.

Theresultsofanalysiswereasfollows:first,thepositiveevaluationofverbal

and non-verbalcommunication ofdentisthad positive effecton credibility.

Second,thepositiveevaluationofthebothtypesofcommunicationhadalso

positive effecton treatmentsatisfaction.Third,analysis on credibility and

treatmentsatisfactionshowedthatcredibilityhadpositiveeffectontheother

one.Thereforeitcouldbeindicatedthatverbalandnon-verbalcommunication

play an importantrole on dentist-patients talk forbuilding credibility and

improvingsatisfaction.Asnon-verbalfactoraffectsmore,dentistsneedtodo

morenon-verbalcommunicationsuchasmakinggesturesandnoddingtothe

patients.



33

Keywords:dentist,verbalcommunicaion,non-verbalcommunication,treatment

satisfaction

Studentnumber:2012-22164



34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결과
	Ⅴ. 결론
	참 고 문 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