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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의료대화란 의사와 환자의 관계와 치료의 성공을 위해 중요한 

것이므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소비자는 

셀프케어(self-car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의료계는 그보다 

앞서 대화가 치료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로 한국은 2006년 대한의료커뮤니케이션학회를 

중심으로 의료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고, 독일은 이보다 

빠른 1970년대부터 의료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대한의료커뮤니케이션에서 제출한 논문의 수는 총 161개나 되지만, 

이렇게 다양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독일의 대조언어학적인 

대화분석은 국지연(2015)의 연구뿐이었다. 하지만 이 연구마저도 

Agency 현상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이에 본 석사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방법을 

사용하여 한국과 독일의 의료대화를 대조언어학적으로 비교분석해 

보았다. 먼저 대화원형(Dialogmuster)을 분석하여 대화의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시작화행(Initialsprechakt)을 분석하여 누가 대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았다. 세 번째로는 최소대화(Minimaldialog)를 

분석하여 하나의 최소대화에는 한 개의 주제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주제전환의 빈도수와 대화의 심도를 연관시켜 보았다. 마지막으로 

각 대화 참여자의 대화기여 정도를 분석하여 각 대화 참여자가 

어느 정도로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보았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코퍼스(Korpus)는 총 18개이며, 시청각 정보가 없는 전사 

텍스트의 형태이므로 대화기여의 정도를 대화의 길이로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특성들을 종합하여 실제로 사용되는 한국과 

독일의 의료대화의 차이점은 무엇인지를 보았다.

분석결과, 생략된 원형단계가 비교적 적은 한국이 독일보다 

이상적인 구조로 의료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두 

나라 모두 의사가 대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한국과 독일 모두 문진단계에서 심도 깊은 대화가 

확인되었지만, 전반적으로 독일 의료대화에서 사용되어진 어절의 

평균이 모든 원형단계에서 두 자리 수를 나타냄으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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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화보다 고른 성향의 대화심도를 가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환자가 의사보다 많은 발화시간을 갖는 반면에, 

독일은 의사가 환자보다 더 많은 발화시간을 갖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적은 수의 코퍼스를 가지고 분석했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타당성이 제한적일 수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수의 

대화 자료를 확보하여 이 논문에서 사용한 방법으로 분석한다면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대화분석, 의사-환자 대화, 대화원형, 시작화행, 최소대화, 
대화기여.
학  번 : 2013-22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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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셀프케어(self-care)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의사의 말에 의존하던 이전과는 달리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많은 
건강정보를 접하고 있다. 이런 소비자의 욕구와 더불어 
의료계에서도 환자와의 대화가 환자 질환의 유형과 원인을 
발견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에 의사들은 의학 지식에 바탕을 둔 진단과 
처방에만 의존하지 않고 의료현장에서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상호작용을 위해 이미 대화분석을 하고 있던 언어학자들과 손을 
잡고 의료대화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니즈(needs)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커뮤니케이션은 여전히 환자 비우호적인 성향을 띤다. 
아래의 글은 한국의 환자 비우호적인 의료대화 성향을 띄는 기사의 
일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1) 의료라는 특성에 비쳐볼 때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환자는 늘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환자와의 분쟁을 없애고 환자가 만족할 만한 
커뮤니케이션이란 어떤 것일까. -메디칼타임즈(2016.11.24.)1) 

반면에 선진국으로 알려진 독일의 의료커뮤니케이션의 경우, 
일찍부터 대화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 환자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된 기사의 일부분은 아래와 같다.

(2) 독일은 의대생을 병원의 임상환경에 조기 노출시키고, 환자를 
배정받아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등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Student)과 환자(Patient)의 합성어인 'StudiPat' 
프로그램은 학생 한 명당 환자를 한 명씩 배정해 6년 동안 돌보도록 
하며, 학생은 학기 마다 담당 교수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전체기사: http://www.medicaltimes.com/News/1108483



- 2 -

-메디파나뉴스(2016.10.05.)2) 

위의 두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 의료대화의 경우, 환자가 
대화하는데 있어 불리한 위치에 있는 반면에, 독일 의료대화의 경우 
일찍부터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의료대화와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는 독일이 
한국보다 먼저 앞서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된 
기사의 일부를 발췌한 것은 아래와 같다. 

(3) 설명의무는 의료소송에서 환자 측의 입증경감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는데, 독일에서는 1941년 독일 제국법원 판결에서 처음으로 
의사의 설명의무를 법적의무로 요구한 이래 설명의무에 관한 수많은 
판례가 형성됐다. 우리나라는 1979년 후두종양제거술 이후 목이 쉰 
사건에서 대법원이 처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뒤, 판례를 통해 설명의무의 구체적 내용이 형성·발전돼 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의료사고 소송에서 환자 측은 
의료과실과 함께 거의 자동적으로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고 있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소비자원의 의료사고 
분쟁조정절차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어, 설명의무에 대한 
의료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의약뉴스(2017.05.23.)3)

의료분야에 있어서 모든 것이 앞선 독일의 경우 커뮤니케이션 
면에서 한국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어떠한 면에서 한국의 
의료대화는 환자 비우호적인 면을 띠며, 독일의 의료대화는 환자 
우호적인 면을 띠고 있을까? 실제 의료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어떠한 방식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는가? 그리고 
한국과 독일의 의료대화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러한 차이점을 
알아보기 전에 본 논문에서는 의료대화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다. 
의료커뮤니케이션이란 병원 구성원들 가운데 의료 관련 전문 

2) 전체기사: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89207&MainK

ind=A&NewsKind=5&vCount=12&vKind=1

3) 전체기사: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69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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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의사, 간호사, 기사)과 환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의미한다.4) 의료커뮤니케이션은 일상대화와는 다르게 제한된 시간 
내에 효과적인 결과를 얻어야 하는 대화이기 때문에 대화의 
작동원리와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이해하고 조망할 수 있어야 하며, 
원활한 의사소통의 진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예측을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5) 환자와 의료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의료대화에서는 다양한 양상의 주도권과 힘의 

불균형이 나타난다. 이는 우리가 병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해서 의사와 대화를 나눌 때 직접 느낄 수 있다. 환자는 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며, 의사에게 전문지식, 또는 

조언을 구하는 입장이다. 이와는 달리 의사는 환자에게 자신의 

지식을 나눠주고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입장이다. 또한 시간이라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대화의 주도권이나 진행방향은 대화의 

우선권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의사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이러한 대화속의 힘의 불균형은 어디서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 대화는 어떤 참가자에 의해 주도되고, 또 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가? 대화 참여자의 역할이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대화에 대한 기존의 언어학적 연구를 조사해 보았지만 

지금까지의 선행연구 중 한국과 독일의 의료대화를 대조하여 

비교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론을 사용하여 대화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먼저 대화의 기본구조인 

대화원형(Dialogmuster)과 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시작화행(Initialsprechakt), 그리고 하나의 완결된 화행연속체인 

최소대화(Minimaldialog)와 마지막으로 발화자에게 주어진 

발화기회인 대화기여(Redebeitrag),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한국과 

독일의 의료대화가 어떠한 차이점과 공통점을 가지는지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먼저 대화원형을 분석하여 대화의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본 뒤,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되는지, 아니면 특정 단계가 

반복되는지, 반복된다면 어디에서 반복구간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볼 

4) 박용익 (2006: 217).

5) 강창우 (2009: 15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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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다음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시작화행의 수를 헤아려 누가 

대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것이다. 하나의 완결된 

화행연속체인 최소대화의 경우 한 개의 최소대화에는 하나의 

대화주제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최소대화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루는 주제가 많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해당 최소대화에서 

사용된 어절의 수는 대화의 심도와 연관시켜 보았다. 마지막으로 각 

대화 참여자의 대화기여의 정도를 분석하여 각 대화 참여자가 어느 

정도로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보았다. 이러한 특성들을 

종합하여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국의 의료대화는 환자 

비우호적이고 독일의 의료대화는 환자 우호적인지, 그리고 한국과 

독일의 의료대화의 차이점은 무엇인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연구목표이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코퍼스(Korpus)는 총 18개이며, 모두 의사와 
환자의 2인 대화이고 초진대화이다. 한국의 의료대화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시행된 ‘의료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대화분석적 연구’ 
프로젝트에서 실제 의료대화를 문자로 전사한 자료를 받았으며, 
독일의 의료대화는 IDS(Institut für Deutsche Sprache)6)로부터 
실제 의료대화를 문자로 전사한 자료를 Datenschutzerklärung에 
서명한 뒤 메일을 통하여 총 13개의 자료를 받았다. 총 13개의 
대화 중 초진대화는 9개였으며, 독일 의료대화 자료 확보의 한계로 
인해 독일의 의료대화와 최대한 유사한 한국의 의료대화를 
선정하였다. 오로지 문자로 전사된 자료만을 가지고 대화를 
분석했기 때문에 질적인 평가보다는 양적인 부분에 비중을 두고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의료대화에 대한 기존의 언어학적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3장에서는 연구의 방법론을 설명한다. 그 다음 
4장에서는 한국과 독일의 의료대화를 3장에서 제시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5장에서는 4장의 결과들을 가지고 한국과 
독일의 의료대화의 특성을 비교하고자 한다. 

6) 관련정보: http://www1.ids-mannheim.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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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대화에 대한 기존의 언어학적 연구 

대화분석론이 시작되는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미국에서 시작된 민족방법론적 회화분석론이다. 회화분석론은 다시 

사회학적(또는 민족방법론적) 회화분석론과 언어학적 

회화분석론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학적 회화분석론은 1960년대 

중반 고프만(Goffman)의 제자이자 가핑겔(Garfinkel)의 동료인 

미국의 사회학자 하비 삭스(Harvey Sacks)와 임마누엘 

쉐글로프(Emmanuel Schegloff), 게일 제퍼슨(Gail Jefferson), 및 

고프만과 가핑겔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연구의 한 분파이다. 

이들의 목적은 인간 상호작용의 구조의 기술과 분석이었으며, 이 

목적을 위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을 시각적, 청각적으로 

기록하여 정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경험주의 및 귀납법적인 

방법론을 바탕으로 한다. 언어학적 회화분석론의 연구방법론은 

사회학적 회화분석론과 방법론은 같지만, 목적과 연구 대상의 

설정에 있어서 다르다. 사회학적 회화분석론은 사회적 질서와 

실제성의 생성장치를 밝혀내려는 반면에 언어학적 회화분석론은 

인간의 언어적 의사소통의 구조와 발화단위들의 구체적인 의미 

등을 밝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화분석론이 언어학의 한 

분야로 정립된 것은 1970년대 이래로 화용론이 언어학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하게 된 점이다. 대화분석론의 생성과 발달에 

영향을 끼친 것은 민족방법론적 회화분석론, 화행론 그리고 입말에 

대한 연구와 텍스트언어학으로부터이다. 민족방법론적 회화분석론은 

입말연구론과 함께 언어학의 연구대상을 실제 언어활동의 결과인 

입말과 대화로 확대시켰다. 화행론은 대화를 구성하고 명명하는 

이론과 방법론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텍스트언어학의 경우 

문장보다 더 큰 언어단위가 언어학의 연구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고 본다. 이 중 독일의 여러 대화분석 

학파에서 대화분석에 뿌리를 두는 것은 화행론이었다. 현재 

대화분석에 큰 영향을 끼친 언어학적 대화분석론은 버밍햄 학파
7)
의 

7) 영국의 학파로 싱클레어와 쿨사드, 몽고메리 등이 주요 연구자들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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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점이 된 싱클레어/쿨사드(Sinclair/Coulthard 1975)와 

대화문법론의 출발점이 된 프릿츠/훈츠누르셔 

(Fritz/Hundsnurscher 1975) 그리고 화용언어학자들과 

대화분석론자들에게 영향을 끼친 분더리히(Wunderlich 1976)가 

있다. 대화분석론은 연구의 중심이 글말에서 입말로 옮겨지고, 

이상화된 발화가 아니라 실제 의사소통행위로 연구 대상이 

바뀜으로서 연구의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측면이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두고 있다. 아울러 의사소통의 의미와 기능을 보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도 

연구기여에 의의를 두고 있다.8)

한국에서의 대화분석은 마찬가지로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나 의사-환자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는 

2000년 중반에 들어서야 시작되었다. 의료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2005년 
서울대학교에서 진행되었던 의료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대화분석적 
연구팀에 의해 이루어졌다. 또한 2006년에는 대한의료커뮤니케이션 
학회가 설립되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2012년에는 
고려대학교에서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의료기관 
구성원의 조직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을 위한 대화분석연구팀도 
있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연구팀이 있었지만, 본 논문에서는 
연구의 주류를 이뤘던 앞선 두 연구팀의 연구경향을 중심으로 한국 
의료대화에 대한 기존의 언어학적 연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서울대학교에서 진행되었던 의료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대화분석적 연구는 다양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의료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의료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목표로 한다. 연구기간동안 발표되었던 논문은 
총 35편으로 한국독일어교육학회, 한국텍스트언어학회, 
한국독어학회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논문들의 연구내용은 

2006년에는 대화분석연구를 위한 이론적 방법론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과, 연구대상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연구의 주를 

며, 특히 싱클레어/쿨사드의 수업대화를 분석대상으로 한 대화분석 모형이 

유명하다. 수업대화 분석과 대화분석론 발달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박용익 

(2001: 362f.).

8) 박용익 (2001: 51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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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뤘다.9) 그 다음 해인 2007년부터는 실제로 수행된 의료대화를 

분석하여 장점과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이 연구의 주를 이뤘고,10) 

마지막으로 2008년부터는 의료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평가와 

능력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설정, 그리고 교육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11)12) 2006년에 소개되었던 논문 중 

의료대화의 제도적 특성에 관한 것이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의료대화가 가부장적이고 의사 중심적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자면, 의료대화는 병원이라는 제도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도적 의사소통의 한 유형으로, 

일반대화와는 다르게 아래와 같은 제도적 특성이 나타난다. (ten 

Have 1991, 141ff.; Lalouschek 2002, 17: 박용익 2006 재인용).

- 의사가 시작발화를 하고 환자는 대부분 이에 반응한다.

- 의사가 대화의 시작과 종료, 주제선택과 대화의 전개과정을 

결정하고 환자는 수용한다.

- 의사는 환자의 대화시작이나 화행을 중단시키거나 억제하는 

경우가 많다.

- 의사는 환자보다 많은 발화시간을 갖는다.

- 전형적 의사의 질문들은 예/아니오의 대답을 요구하는 닫힌 

질문을 사용하기에 환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 의사는 자발적으로 추가적인 설명을 하는 경우가 드물다.

- 위의 현상들 때문에 환자의 욕구는 충족되지 않는다.

- 환자는 위의 현상들로 인해 탈개인화되고 소외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위의 논리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의료대화는 가부장적이고 의사 중심적이다. 최근의 연구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환자 중심적인 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9) 해당년도 논문에는 박용익 (2006), 이소영 (2006) 등이 있다.

10) 해당년도 논문에는 서민순 (2007), 황은미 (2007) 등이 있다.

11) 해당년도 논문에는 강창우 (2010), 박일환 (2010) 등이 있다.

12) 강창우 (2009: 15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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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2012년에 설립된 의료기관 구성원의 
조직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을 위한 대화분석연구팀의 연구에서도 
드러난다. 의료기관 구성원의 조직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을 위한 
대화분석연구팀의 경우, 의사소통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의료기관 구성원들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교육 프로그램 
제시를 목표로 한다. 연구내용의 흐름은 2013년도에 의료기관 
내에서 수행되는 조직 커뮤니케이션의 특성과 유형들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13) 2014년도에는 실제 의료기관 조직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커뮤니케이션 능력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론을 중점으로 연구하고 있다.14) 
2015년도부터는 앞선 연구들을 토대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의 
타당성과, 실제 의료기관 구성원들의 조직 커뮤니케이션 수행 
양상에 질적으로 변화가 있는지 검증해보는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15)16) 한국의 의료대화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 쉽게 전망할 수는 없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더 발전되거나 또는 안정화된 이론, 새로운 

형태의 기술과 접목한 새로운 이론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17)

독일어권에서 의사-환자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는 한국보다 

빠른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이미 의료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던 독일은 1950년대 후반에 실제 대화를 녹음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1960년대에는 발린트(Balint)-그룹18)을 

13) 해당년도에는 ‘의료기관 내 조직 커뮤니케이션의 규범’이라는 주제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고, 이 연구의 결과를 6월 22일에 열린 한국독어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

14) 이러한 연구 결과는 2014년 10월 간호학 국제 학술 대회를 필두로 국

내 학술대회 및 국제 학술대회에서 활발히 발표.

15) 이러한 연구 결과는 대한의료커뮤니케이션학회 2015 봄철 학술대회,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교(Narrative in Practice University of Freiburg)에

서 개최된 학회, 한국간호과학회(INC 2015 10th International Nursing 

Conference)의 국제학술대회 등에서 발표

16) 기초학문자료센터.

https://www.krm.or.kr/krmts/search/detailview/research.html

17) 박성철 (2016: 10ff.).

18) 헝가리 출신의 정신분석의 발린트(Balint)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의사조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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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여 의사-환자 대화의 경험을 성찰해보고, 의사소통행위가 

상호적인지를 관찰하였다. 특히 심리치료분야에서는 대화가 

치료과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제시한다. 이에 

대한 예로 프로이트(Freud)는 정신분석을 “talking cure =  

대화치료”라고 칭한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치료는 

의사소통으로부터 출발한 것으로 보았다. 1960년대 후반부터 

언어학은 전통 언어학 분야(음운론, 문법, 어절론 등)로부터 

확장되어 화용론과 사회언어학 등의 새로운 언어학적 분야로 

관점을 넓혀, 실제 사회현실에서의 언어사용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언어학에서 본격적으로 의사-환자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였다. 이때부터는 행동 이론과 

인지에 중점을 둔 심리치료에서의 치료대화연구가 시작되었다.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의사-환자 커뮤니케이션에는 다섯 

가지 특수성이 내제되어 있다. 그 다섯 가지의 특수성은 제도적 

환경조건과 전문성, 참여자들 간의 불균형, 목표관계 그리고 

신뢰조건이다. 제도적인 환경조건에는 의사들의 설명의무와 대화의 

시간적 제약,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시간투자와 대화에 

들이는 근무수당, 문서 기록의 의무 등이 있다. 전문성은 의사가 

갖고 있는 의료지식에 근거한다. 참여자들 간의 불균형에는 지식의 

불균형과 제도적 불균형, 관련성의 불균형, 힘의 불균형 그리고 

대화참여의 불균형이 있다. 지식의 불균형은 전문가인 의사와 

비전문가인 환자의 대화에 의해 일어난다. 제도적 불균형은 의사가 

치료과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찰하고 통제할 수 있지만, 

환자는 치료과정을 예상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련성의 

불균형 경우, 환자는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반면에, 의사는 

질병을 치료해야하는 하나의 직업적인 활동으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힘의 불균형이 의미하는 것은 의사는 

전문가이며 제도적 시스템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환자보다 힘에 있어 

우위에 있다는 가부장적인 것을 의미한다. 대화참여의 불균형은 

의사가 대화를 이끌고 시간을 조절하며 환자는 이에 순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사와 환자간의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가 의사-환자 커뮤니케이션의 실질적인 연구 대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진단과 성공적인 치료결정이 목적이 되는 과제 중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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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화는 본래 목적인 정보교환이나 자기표현을 초월하고 있다. 

한편 신뢰성은 성공적인 치료과정을 위해 환자의 능동적이고 

성실한 동조를 이끌어내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1990년대 중반까지는 독일의 의사-환자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전문용어의 사용문제와 의사의 질문전략 그리고 대화불균형 문제를 

주로 다뤘으며, 최근 연구는 의사소통에 문제를 가진 집단들의 

의사소통 특수화와, 환자들이 의료에 대한 정보나 의견을 가져오는 

매체 의료커뮤니케이션에 관심을 두고 있다.19) 

선행연구 조사결과, 한국과 독일 모두 의료대화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는 현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두 나라 모두 

가부장적인 의사 중심적 의료대화 모델에 근거하여 대화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환자 중심적인 의료대화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과 독일의 의료대화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은 독일이 

앞서 연구를 시작했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인식이 빨랐다는 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이미 여러 방도로 시도해 보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의료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는 독일에 

비해 30년이나 뒤처졌는데, 현재 두 나라의 의료대화는 어떠한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을까? 이에 본 논문에서는 두 나라의 

의료대화가 어떠한 차이점과 공통점을 갖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한국과 독일의 의료대화를 대조언어학적으로 분석한 연구로는 
국지연(2015)의 연구가 있지만 이 연구는 Agency현상에만 
집중했다. 따라서 한국과 독일의 의료대화를 대조적으로 연구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방법론을 사용하여 대조언어학적으로 한국과 독일의 
의료대화를 비교분석해 보고자 한다. 먼저, 
대화원형(Dialogmuster)을 분석하여 대화의 구조를 파악한 뒤, 
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시작화행(Initialsprechakt)의 분석을 통하여 
대화의 주도권은 누가 지니고 있는지를 볼 것이다. 다음으로 
최소대화(Minimaldialog)를 분석하여 얼마나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를 보고, 마지막으로 발화자에게 주어진 
대화기여(Redebeitrag)를 분석하여 각 대화 참여자가 대화에 
얼마나 참여하는지를 양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19) Deppermann A. (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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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가설과 방법론 

선행연구에 대한 조사결과, 지금까지 한국과 독일의 의료대화를 

대조언어학적으로 비교한 연구를 찾지 못하였으므로, 3장에서는 

대화원형과 시작화행, 최소대화 그리고 대화기여의 관점에서 두 

나라의 의료대화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이 네 가지 관점에서 대화를 

분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화를 분석하는 한 가지 방법은 

대화가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화의 구조를 대화원형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대화원형에 제시된 각 단계들이 순차적으로 나오는지, 

아니면 변형된 현상을 보이는지에 대하여 분석할 것이다. 다음으로 

언어학적 특수성에 있어서 의료대화는 대화 참여자들 간의 

불균형을 가진다. 이에 의사가 대화의 시간을 조절하고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시작화행이론에 근거하여 대화의 

주도권을 누가 갖는지 그리고 각 화자는 어느 단계에서 더 많은 

대화주도권을 행사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시작화행은 새로운 

화행연속체를 도입하는 화행으로, 시작화행을 많이 하는 화자가 

대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의사와 환자가 수행한 

시작화행을 양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세 번째로 최소대화는 하나의 

완결된 화행연속체로 하나의 최소대화가 한 개의 대화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각 기능단계별로 최소대화의 

수와 한 최소대화에서 사용된 어절의 수를 평균 내어 그 수가 

클수록 해당 최소대화의 길이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최소대화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것은 해당 최소대화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정보량이 많은 대화의 

심도는 깊을 것이라고 보고, 이 관점에서 한국과 독일의 의료대화를 

비교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대화기여의 양을 분석하여 각 화자가 

의료대화에 얼마나 참여하는지를 보았다. 주어진 자료가 실제 

의료대화를 문자화한 자료이므로 최소대화와 마찬가지로 

대화기여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각 화자의 대화를 계량화하여 

대화참여도와 연관시켜 보았다. 아래에서는 이 네 가지 방법을 

상세하게 기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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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대화원형

대화원형이란 대화가 구성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대화의 이상적 구조이다. 대화원형은 대화 참여자에 의해 

실현된다.(Spiegel C./Spranz-Fogasy T. 2001). 이러한 

대화원형은 어떤 부분이 대화원형요소에 속하고, 무엇이 순차적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누가 무엇을 행하는지를 포함하고 

있다.(Spranz-Fogasy T. 2008).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화원형에 근거하여 대화 참여자들의 상호작용과 대화의 구조, 

그리고 대화원형의 실현형태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스프란츠(Spranz-Fogasy 2008)는 여러 전문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의사의 실제 의료대화 60개를 분석하여 의료대화의 

행위원형으로 다음과 같은 5개의 요소를 제시하였다.

1. 인사와 대화개시(Begrüßung und Gesprächseröffnung)

2. 증상기술과 증상사정(Beschwerdeschilderung und 

Beschwerden)

3. 진단내리기(Diagnosestellung)

4. 치료계획과 치료발전(Therapieplanung und –entwicklung)

5. 대화종료와 마침인사(Gesprächsbeendigung und 

Verabschiedung)

위의 행위구조를 토대로 서민순(2007)은 초진대화의 기능단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시작단계
2, 문진단계
3. 진찰단계
4. 처방단계
5. 마침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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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홍길자님↗

환자: 예:

의사: ((의자를 가리키며)) 들어오세요. ((환자가 들어온다))

시작단계는 의사와 환자의 진료가 시작되기 전에 나누는 대화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서로 협조적인 관계를 형
성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보통 비언어적인 행위(가벼운 목례
나 눈인사)와 인사가 포함된다. 시작단계의 예는 다음과 같다. 

시작단계의 예 1.20)

한국의 의료대화에서는 인사를 생략한 채, 환자에게 자리를 권하
거나 환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관찰된다. 가끔 인사가 포함된 대화도 있었으나, 이것은 오히려 드

비언어와 준언어적 요소 기호

동시발화/겹침 []

강세 그래

억양 ↗,↘,↷(올라갔다 내려옴)

미세휴지, 휴지, 침묵 (.), ((휴지)), ((침묵))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소리가 길어짐 연제: 가

발화가 바로 이어짐 =

소리크기 및 속도 <<빠르게> 나는>, <<큰소리로> 학교>

끊어진 소리 제-비

비언어적 현상 ((기침을 한다)), ((손뼉을 친다)).

전사자의 의문사항 (?), (재료?), 그(런?)것

음질적 웃음 하하하, 호호호, 히히히

20) 전사규범은 ‘의료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대화분석적 연구’ 프로젝트 

2005년도에 수립된 의료커뮤니케이션의 전사협약을 기준으로 전사된 것이

다. 

<표> 의료커뮤니케이션의 전사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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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차트를 앞으로 끌어당긴 뒤 모니터 보고)) 안녕하세
요 잘 지내세요↗

환자: <<작게>네>

의사: 네↘ ((눈은 모니터 보고 의자를 향해 손짓하며)) 여
기 앉으세요

문 경우였다.

시작단계의 예 2.

 
독일 의료대화의 전형적인 시작단계는 인사로 시작되거나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시작단계의 예 3.

A:   tag frau (...)

P:   gutn tag doktor

시작단계의 예 4.

A:   frau merzel (-) der sie (.) der herr graag schickt 
sie

P:   ja

이처럼 의료대화의 시작은 관계형성이 시작되는 순간으로 의사가 

다양하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으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사가 환

자에게 주의 집중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21) 본 논문에서는 진료

21) Spranz-Fogasy T. (2008: 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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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환자: ((왼쪽 귀 뒤를 만지며) 귀 뒤가 붓고↘), 

를 시작하기 위해 환자에게 증상을 묻는 질문 이전의 대화들을 시
작단계로 보았다. 

문진단계는 의사가 환자의 병과 증상의 정도를 확인하는 단계22)

로 질문과 대답의 연속체로 이루어진다.23) 한국의 의료대화에서 문
진단계가 시작되는 전형적인 방식은 다음과 같은 질문이다. 

문진단계의 예 1.

문진단계의 시작을 나타내는 질문의 유형은 비슷하며, 환자의 반
응에 따라 문진단계의 대화진행이 달라진다. 이에 서민순(2007)은 
문진단계의 대화진행을 다음과 같이 14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
다. 

(1) 질문 - (의증긍정)대답 – 의사확인
(2) 질문 - (의증긍정)대답 – 구체질문
(3) 질문 - (의증부정)대답 – 재 질문
(4) 질문 - (의증부정)대답 – 되묻기
(5) 질문 – 비 대답 – 재 질문
(6) 질문 – 비 대답 – 질문포기
(7) 질문 – 되묻기 – 재 질문 - (의증긍정)대답 – 의사확인
(8) 질문 – 되묻기 – 재 질문 - (의증긍정)대답 – 구체질문
22) Hak, T./de Boer, F. (1996: 94f.).

23) 서민순 (2007: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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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질문 – 되묻기 – 재 질문 - (의증부정)대답 – 재 질문
(10) 질문 – 되묻기 – 재 질문 - (의증부정)대답 – 되묻기
(11) (질문) - 통증호소 – 질문
(12) (질문) - 통증호소 – 이론 – 재 통증호소 – 설득
(13) (질문) - 통증호소 – 이론 – 수용
(14) (질문) - 통증호소 – 인정

(1)번은 환자가 자신의 증상을 말함으로써 화행이 종결된 것이고, 
(2)번은 의사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원할 때 추가질문을 하는 것이
다. (3)의 경우, 환자의 대답에 만족하지 않고 의사가 환자에게 재 
질문을 하는 것이며, (4)의 경우 환자의 대답과 관련해서 다른 추가
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다. 환자가 반응하지 않거나 동문서답을 하는 
경우에는 (5)처럼 의사가 대답을 얻기 위해 재 질문을 하거나 (6)
처럼 포기할 수 있다. (7), (8)의 경우 환자가 의사의 질문을 이해하
지 못해 되물어서 의사가 다시 질문을 한 후 (1), (2)번과 같이 진
행되는 경우이다. (9), (10)번 역시 (7), (8)번과 같이 되묻기와 재 
질문이 추가되어 (3), (4)번과 결합된 형태이다. (11)은 의례적인 
의사질문에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고 이에 의사가 정확한 증상을 알
기 위해 질문을 하는 경우이며, (12)의 경우 환자의 통증에 의사가 
이론을 제기하고 이에 환자가 다시 통증을 호소할 때 의사가 증상
을 설명하며 설득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13)번의 경우 의사가 
이론을 제기했을 때 환자가 이를 수용하는 것이며, (14)의 경우는 
의사가 환자의 호소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문진단계
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끝을 맺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연속체에 근거한 상세한 분석은 하지 않겠다. 다음의 예에서는 독일
의 의료대화에서 전형적으로 나오는 문진단계의 질문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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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 정도? 함 누워 보세요.

환자: ((침대로 가서 눕는다))

문진단계의 예 2.
A:   was gibt s denn (--) für (-) [probleme]

P:                                [also ich] hab ich hab

이처럼 본 논문에서는 환자의 증상을 확인하기 위해 질문하는 부
분부터를 문진단계의 시작으로 보았다. 

다음으로 진찰단계는 문진단계에서 드러난 환자의 증상을 확인하
기 위하여 의사가 신체를 검진하는 단계이다.24) 한국의 의료대화에
서 나타나는 진찰단계는 다음의 예에서 볼 수 있다. 

진찰단계의 예 1.

대체적으로 진찰단계에서 의사의 지시사항은 달랐지만, 신체적인 
검사를 한다는 부분에서 공통점을 보이고 있었다. 서민순(2007)은 
진찰단계를 의사의 지시이후 환자의 반응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종류의 지시와 수용의 연속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1) 지시 – 수용
(2) 지시 – 비수용(거부) - 수용
(3) 지시 – 비수용(거부) - 설득 – 수용

24) 서민순 (2007: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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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끄덕끄덕) 예:: ((차트에 기록한다)) 이 검사 같은 거
(한번 해 보시면?)

의사: ((차트에 적는다.))
약 한 일주일 정도 먹고:↗ 만약에 그런: 의식이: 뭐, 
<<빠르게>아까 얘기한 그런 내가 얘기한 그런것들 
좀 문제가 있으면↗> 병원에 빨리, 내일 토요일이잖

(1)의 경우 의사의 지시를 환자가 따르는 것으로 발화가 동반되
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2)의 경우 환자가 지시를 거부할 때, 필
수사항이 아니라면 의사는 환자의 의견을 수용하지만, 만약 필수사
항이라면 (3)번처럼 환자를 설득시켜 이를 수용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 문진단계와 마찬가지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진찰단계의 세
세한 연속체 구분을 생략한 채 신체검진을 하는 모든 경우를 진찰
단계로 보았다. 독일의 의료대화에서도 의사의 지시에 의해 신체검
사가 이뤄지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진찰단계의 예 2.
Ä:  legen s sich hier mal ich will mal gucken wies 
aussieht (1.7) ja

다음으로 처방단계는 의사가 환자의 증상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단
계25)로 대체적으로 검사처방이나 약물처방이 의사에 의해 이뤄진
다. 

처방단계의 예 1.

처방단계의 예 2.

25) 서민순 (2007: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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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주말에 외래 없, 없어도: 가
까운 응급실로라도 와서↗ 머리가 좀 이상하다고 사진 
좀 찍어달라고 해서 찍어봐야 되요. 응?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처방은 의사의 제안이나 지시에 의해 
시작된다. 독일의 의료대화에서도 마찬가지로 병에 대한 해결책이나 
추가적인 검사 제안으로 처방단계가 시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처방단계의 예 3.
Ä:   ging nich jaha (0.6) na ja (0.4)
     wir wir machen das so 
     ich schreibe sie erst mal krank (0.4)
     sie bleiben m (0.1) äh diese woche zu hause

처방단계의 예 4.
A:   (---) klar

     (---) gut (.) machen wir aber mit ne 

     [großes] blutbild 

이렇게 처방단계의 시작은 지시나 제안에 의해 이뤄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서민순(2007)은 처방단계에서 다음과 같이 6종류의 지
시 혹은 제안과 수용의 연속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1) 지시 – 수용
(2) 지시 – 비수용(반박) - 수용
(3) 지시 – 비수용(반박) - 설득 –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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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간호사실에서: (.) 날짜 잡으시면 됩니다.

환자: 예.

의사: 안녕히 가세요↗.

환자: 수고하세요↗

(4) 제안 – 수용
(5) 제안 – 비수용(거부) - 수용
(6) 제안 – 비수용(거부) - 경고 – 수용

(1)의 경우 의사가 해결책을 제시하고 환자는 이를 받아들이는 
이상적인 경우이지만, (2)와 같이 환자가 지시에 반박했을 때, 이것
이 타당할 경우 의사는 이를 수용하거나 (3)에서와 같이 환자를 설
득시켜 수용하게끔 만들게 하는 경우도 있다. (4)의 경우 의사가 환
자에게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없어 다른 검사를 제시했을 때, 환자
는 이를 수용하거나, (5)에서와 같이 환자가 이를 거부했을 때, 타
당할 경우 수용하거나, (6)에서와 같이 환자에게 경고함으로써 제안
을 수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위의 단계들과 마찬가지로 본 논
문에서는 세세한 연속체의 구분을 제외하고, 의사가 환자에게 해결
책이나 추가 검사를 제안하는 모든 경우를 처방단계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마침단계는 대화를 마무리하는 단계로, 보통 예약이 
이뤄지거나 인사로 끝을 맺는 단계이다. 한국의 의료대화에서 나타
나는 전형적인 마침단계는 다음의 예에서 볼 수 있다. 

마침단계의 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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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예 ((손짓하며)) (?)치료 후 약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환자: (일어나 나간다))

의사: 예↘ 안녕히가세요↺

마침단계의 예 2.

이처럼 다음의 진료를 예약하거나 진료의 끝을 알리는 모든 부분
을 마침단계로 보았으며, 독일의 의료대화에서도 이와 다르지 않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침단계의 예 3.
A:   gut (1.5) na ja (0.7)
P:   ich danke ihnen für des
A:   gut (.) jaha

마침단계의 예 4.
A:   ja (0.2) gut (3.3)

     wollen wir ma hoffen dass es gut geht [jetzt] ne

P:                                         [ja   ]

P:   ja ja tschüss

본 논문에서는 대화를 마무리하는 경우를 마침단계로 보았지만, 
또 다른 마침단계의 의미를 가지는 Spranz-Fogasy(2008)의 이론
도 적용하여 보았다. 그는 대화종료와 마침인사는 진료의 ‘마지막 

기회’로 이전의 단계에서 말하지 못한 요구나 질문을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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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이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료가 진행될 수 있는 출발점으로 

보았는데, 실제로 의료대화에서 마침단계 이후 이전 단계로 되돌아

가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예들은 4.1장에서 자세히 볼 

것이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대화원형이란 대화의 이상적인 진행이다. 짧은 

시간 내에 효과적인 결과를 내야하는 의료대화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의료대화에서 나타나는 가장 이상적인 구조는 위의 단계들이 반

복되지 않고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지는 것이다.26) 하지만 대화는 항

상 이상적인 구조를 따르지 않고, 많은 경우 이것이 변형되어 나타

난다. 변형된 현상으로는 단계치환, 단계생략, 단계혼합, 단계추가 

그리고 단계삽입 등이 있다.27)  본 논문에서는 서민순(2007)의 대

화원형모델에 따라 5단계로 한국과 독일의 의료대화를 분류하였으

며, 의료대화가 이상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지 아니면 변형된 현

상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런 방식으로 두 나라의 대화원형

을 각 표로 정리한 뒤, 한국과 독일의 의료대화는 대화원형에서 어

떠한 차이점이 나타나는지를 보고자 한다.

3.2 시작화행

화행이란 발화의도를 담고 있는 최소단위, 즉 의사소통의 최소단
위를 구성하며 목적 지향적인 언어적 행위이다. 화행을 어떤 목적과 
관점에서 분류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유형 분류가 가능하지만, 언어
26) 본 논문에서 사용된 실제 의료대화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 의료대화는 

2분 43초 만에 끝났다. (평균 12분)

27) 박용익 (2001: 205).

단계치환: 기능단계 중 어느 한 기능단계가 먼저 실현.

단계생략: 기능단계 중 어느 한 기능단계가 실현되지 않음.

단계혼합: 두 기능단계가 섞인 상태.

단계추가: 하나의 기능단계가 반복되어 나타남.

단계삽입: 기능단계 중간에 다른 기능단계가 끼어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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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환자: ((왼쪽 귀 뒤를 만지며) 귀 뒤가 붓고↘), 

학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Searle(1969)의 분류이다. 
Searle(1969)은 화행의 분류기준을 12가지로 제시하였고 그 중 발
화 목적(illokutionärer Zweck)과, 심리적 태도(psychische 
Einstellung), 그리고 말과 사태의 일치 방향
(Entsprechungsrichtung)을 가장 중요한 분류기준으로 삼았다. 이 
기준을 이용하여 Searle(1969)은 화행을 제시화행(Repräsentativa), 
지시화행(Direktiva), 위임화행(Kommissiva), 정표화행
(Expressiva) 그리고 선언화행(Deklarativa)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은 화행은 대화연속체에 나타난 위치에 따라 시작화행, 반응화행 
그리고 재 반응화행으로 분류된다. 다음은 시작화행
(Initialsprechakt)의 예이다.28)

시작화행의 예 1.

시작화행의 예 2.
P:   jedes mal nach dem essen hab ich (0.4)
     jetz sodbrennen [obwohl ich des] früher nie hatte
Ä:                   [jaha          ]
Ä:   ja (0.4)
P:   das is ganz ganz schlimm geworden und da hab
     ich diese woche [(...)]

위의 예들에서 볼 수 있듯이 시작화행의 경우 의문문의 형태일수
도 있고 평서문의 형태일수도 있다. 대화를 구조적으로 보면 문장의 

28) 본 논문에서는 시작화행을 ISA(Initialsprechakt)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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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1(1. Zug) 화자2(2. Zug) 화자1(3. Zug)
질문

비대칭적 부탁
비구속적 요구(조언, 경고)
구속적 요구(명령, 지시)

사실적 정보행위(전달, 예고)
단언적 정보행위(주장, 추측)

부정적 반응

질문고수
간청
독촉
종용
확언
맹세

연속체로 볼 수도 있으며, 의미상으로는 명제적 내용들의 연속체, 
기능상으로는 화행의 연속체로 볼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대화를 
화행의 연속체로 보았다. 다음의 대화연속체를 보자.

<표1> 고수화행의 하위분류

이 표는 대화연속체의 세 번째 위치에서 고수화행이 실현되는 경
우들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첫 번째 대화순서, 즉 1. Zug에 해당하
는 것이 바로 시작화행이다. 이처럼 시작화행은 대화를 주도하거나 
시작하는 역할을 하는 화행들로, 본 논문에서는 각 기능단계에서 행
해지는 시작화행을 의사와 환자별로 나눠 분석해보았다. 의료대화의 
특성상 의사가 대화를 주도하기 때문에,29) 시작화행은 대체적으로 
의사에 의해 진행되며, 전 단계에서 환자에 비해 의사가 수행하는 
시작화행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시작단계에서의 시작화행은 
다음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의사가 환자를 반겨주거나 인사를 건
네는 화행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29) ten Have, P. (1991: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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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환자에게 손짓으로 앉으라고 하며)) 앉으세요.

환자: ((문을 닫고))

의사: 그냥 앉으세요.

환자: ((자리에 앉는다.))

의사: 우리 병원에 전에 오셨었나요?

의사: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환자: ((왼쪽 귀 뒤를 만지며) 귀 뒤가 붓고↘), 

시작단계에서의 시작화행 예 1.

시작단계에서의 시작화행 예 2.
A:   frau merzel (-) der sie (.) der herr graag schickt 
sie

P:   ja

문진단계도 보통 의사가 환자에게 병원을 찾은 이유를 질문하면서 
시작되기 때문에 주로 의사가 시작화행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문진단계에서의 시작화행 예 1.

문진단계에서의 시작화행 예 2.
A:   was gibt s denn (--) für (-) [probleme]

P:                                [also ich] hab ich hab 

     (.) an sich hab des (1.0)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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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눈을 검사하는 도구를 들고) 안경 좀 벗어볼까?)

환자: ((안경을 벗는다.))

의사: 우선은: ((차트기록)) 심장쪽의 가능성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식도 역류증의 가능성이 가장 크세요
((손을 위아래로)) 환자분이 얘기하시는거 보면? ((손
을 빙빙 돌린다)) 이거는↘ 이제 약 드시면 되는데↗
((손부채질))

환자: 예

진찰단계 또한 주로 의사가 환자에게 요청을 하기 때문에 의사에 
의해 단계가 진행되고 시작화행을 의사가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진찰단계에서의 시작화행 예 1.

진찰단계에서의 시작화행 예 2.
A:   so da wolln wer mal gucken

zeigen sie noch mal her (1.2)
das ist (1.0) vor acht tagen
sind sie da nich [(hmhm)]

P:                    [nein  ] 
ich bin am samstag gekommen 

처방단계 또한 의사가 환자에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단계이므로 주
로 의사에 의해 시작화행이 이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처방단계에서의 시작화행 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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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간호사실에서: (.) 날짜 잡으시면 됩니다.

환자: 예.

의사: 안녕히 가세요↗.

환자: 수고하세요↗

처방단계에서의 시작화행 예 2.
Ä:   also (0.2) zu fühlen is da nix (1.8)
     da wolln wa erstmal abwarten nich aber wie gesacht
     nicht in ihrer wohnung rumsitzen da und grübeln und
     über ihr schicksal nachdenken (0.2) ne (0.5)
     ich meine sie wollten das ja nun
     [müssen se das auch]
P:   [mh (...) genau    ]

마지막으로 마침단계도 다음 진료예약을 안내하거나 환자에게 진
료가 끝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단계이므로, 의사가 시작화행을 많이 
수행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마침단계에서의 시작화행 예 1.

마침단계에서의 시작화행 예 2.
A:   dann komm sie am [montach nüchtern nich jaha]

P:                    [montach früh um acht uhr  ]

A:   wolln wer sehn

위의 예들처럼 의사가 전체적으로 대화의 시작을 주도하고 있는지 
실제 의료대화 자료를 분석하여 확인해 보겠다. 또한 위에 제시한 
예들에서 시작화행을 하는 사람에게 대화의 주도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과 독일의 의료대화 코퍼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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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여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의사가 대화를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는지 살펴보고, 한국과 독일의 의료대화를 이 
점에서 비교해보겠다. 

3.3 최소대화

최소대화(Minimaldialog)란 의사소통의 최소단위로, 여기에서 의
미하는 ‘최소’의 의미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다.30) 하나는 필
수적인 화행으로만 구성된 대화구조를 의미하고 또 다른 하나는 하
나의 완결된 화행연속체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완결’이란 화자가 추
구하는 목적의 달성여부가 발화를 통해 명확해진 상태를 의미한다. 
최소대화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길 묻기 대화를 들 수 있는데 이 
대화는 원칙적으로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완결된 화행
연속체로 볼 수 있다. 

최소대화의 예31)

A: 명동성당으로는 어떻게 가야 합니까?
B: 오른쪽으로 돌아서 한 100m 쯤 가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가시

면 됩니다.

Franke(1990)는 Hundsnurscher(1980)의 대화문법을 바탕으로 
의사소통 과정에 내재해 있다고 여겨지는 보편적 대화행위의 구조
를 다음과 같이 7개의 최소대화 유형으로 재구성하였다.32)

30) 본 논문에서는 최소대화를 MD(Minimaldialog)로 표시하였다.

31) 박용익 (2001: 162).

32) Franke W. (1990: 27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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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1: (ISA/S1) + (PB/S2) 
MD2: (ISA/S1) + (NB/S2) + (RETSA/S1)
MD3: (ISA/S1) + (ZURÜCKW/S2) + (RETSA/S1)
MD4: (ISA/S1) + (GISA/S2) + (REVSA/S1) + (RETSA/S2)
MD5: (ISA/S1) + (NB/S2) + (REVSA/S1) + (RETSA/S2)
MD6: (ISA/S1) + (GIS/S2) + (REISA/S1) + (RETSA/S2)
MD7: (ISA/S1) + (GISA/S2) + (REISA/S1) + (REISA/S2) ...33)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시작화행에 대한 반응은 크게 구체적 대응
과 비구체적 대응으로 나눌 수 있다. 구체적 대응이란 화자2가 화자
1의 의사소통 목적을 달성시켜주는 긍정대답과, 그렇지 않았을 경우
의 부정대답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비구체적 대응이란 화자2
가 명확한 대응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으려고 할 때 나타나는 반
응으로, 화자1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발생한다. 이렇
게 되는 경우 화자1은 자신의 의사소통 목적을 포기할 수 있는데 
이를 포기화행이라고 한다. 이 가운데 화자1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

33) 위에서 나타나는 MD는 아래와 같으며 이에 대한 해석은 박용익 

(2001: 374)을 인용하였다.

MD1: 시작화행 + 긍정대답

MD2: 시작화행 + 부정대답 + (포기화행 = 단념화행)

MD3: 시작화행 + 반박 + (포기화행 = 철회화행)

MD4: 시작화행 + 역시작화행 + 수정화행 + 포기화행

MD5: 시작화행 + 부정대답 + 수정화행 + 포기화행

MD6: 시작화행 + 역시작화행 + 재시작화행 + 포기화행

MD7: 시작화행 + 부정대답 + 재시작화행 + 포기화행 

· 약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Franke W., 1990: 27ff.).

PB = positiven Bescheid / NB = negativen Bescheid

RETSA = retraktiven Sprechakt

ZURÜCKW = Zurückweisung

GISA = gegen Initialsprechakt

REVSA = revidierenden Sprechakt

REISA = re-initiativen Sprecha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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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대화연속체를 끝내면 이것은 단념화행
이라고 한다. 다음으로 유형3의 경우와 같이, 화자2가 화자1의 발화
를 듣고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반박이라 한다. 화자2가 반박을 하는 
경우, 화자1이 이에 동의하며 자신의 발화를 포기하면 본인이 추구
하던 의사소통 목적을 철회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철회화행이라고 
한다. 유형4에서 언급되는 역시작화행이란, 화자2가 화자1의 발화목
적을 무시하고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새로운 대화연속체를 
시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화자2가 역시작화행을 사용할 경우, 화자1
은 자신의 목적을 변형시키는 수정화행을 수행할 수 있는데, 이러한 
수정화행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화자1
이 화자2의 새로운 목적에 동의하되 자신의 목적 일부를 제한시키
는 수정의 유형이다. 두 번째 유형은 화자2가 자신의 의도에 긍정대
답을 할 수 있도록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형은 두 화자의 목적을 절충해서 두 화자가 부분적으로나마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유형6에서 나오는 재시작화행의 경우, 화자1
이 화자2의 이해는 무시한 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주장을 밀고 나가는 것이다. 여기서 언급된 역시작화행과 재시작화
행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다음 예문을 보자.

(1) 화자1: 엄마 설거지하는 것 좀 도와드려라. (시작화행)
    화자2: 언니보고 하라 하세요. (역시작화행)
    화자1: 당장 도와드리지 못해! (재시작화행)

위와 같이 역시작화행은 ISA 이후 발화자의 목적 달성여부에 대
한 결정이 다음 대화이동에서 이루어지는 화행이며, 재시작화행의 
경우, 목적달성에 대한 결정이 나지 않는 화행이다. 이렇듯 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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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홍길자님↗

환자: 예:

의사: ((의자를 가리키며)) 들어오세요. ((환자가 들어온다))

연속체는 종결되지 않고 목적달성에 대한 결정은 추후로 미뤄지거
나, 끝까지 결정되지 않고 다툼대화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34) 

본 논문에서는 화자1의 의사소통 목적 달성 여부가 명확해진 하
나의 완결된 화행연속체를 최소대화로 보았다. 

한국 의료대화에서 나타나는 최소대화의 예

위의 예에서 나타나는 최소대화는 총 두 개로 모두 의사에 의해 
진행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최소대화는 의사가 환
자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환자가 대답한 것으로 구성되며, 두 번째
로 나타나는 최소대화는 의사가 환자에게 들어오라며 자리를 권하
고 이에 환자가 반응하는 것이다. 이처럼 화행으로 실현되지 않고 
비언어적로 반응행위가 이루어져도 최소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35) 대화의 심도와 연관 지어 볼 때, 위처럼 짧은 최소대화
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환자의 성명과 진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
했다는 점이며, 이에 드러나는 대화의 심도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 독일의 의료대화에서 나타나는 최소대
화의 예를 보면 아래와 같다. 

독일 의료대화에서 나타나는 최소대화의 예
A:   frau merzel (-) der sie (.) der herr graag schickt 
sie

34) 박용익 (2001: 286).

35) 특정한 시작화행은 협약이나 규칙에 의해서 허용되는 특정한 행위와 

결합됨. 박용익 (2001: 29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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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ja

A:   was gibt s denn (--) für (-) [probleme]

P:                                [also ich] hab ich hab 

     (.) an sich hab des (1.0) problem 

이것은 시작단계에서 문진단계로 넘어가는 대화이다. 여기에서도 
총 두 개의 최소대화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최소대화는 의사가 환
자를 맞이하며 병원에 오게 된 경로를 파악하고 의사의 화행에 환
자가 대답하며 끝난다. 두 번째 최소대화는 의사가 환자에게 병원에 
방문한 이유를 물어보고 환자는 이에 답하며 최소대화가 길게 늘어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의사의 말에
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환자의 성명과 병원으로 오게 된 경로이다. 
이처럼 최소대화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얻을 수 있는 정보량 또한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을 토대로 각 단계별로 몇 개의 최소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보았으며, 위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최소대화의 길이가 짧을
수록 대화는 간단하며,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될수록 대화의 심
도는 얕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반대로 최소대화가 
길수록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대화의 심도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최소대화가 하나
의 완결된 화행연속체일 때, 그 수가 많고 최소대화의 길이가 길어
질수록 한 단계에서 다루는 내용이 많을 것이라고 보았다. 최소대화
의 개수와 대화의 길이를 대화의 심도와 연관시켜보면 동일한 길이
의 대화에서 최소대화의 개수가 적을수록 대화의 심도는 깊은 것으
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 개의 최소대화의 길이를 알
아내기 위해 해당 최소대화의 어절의 수를 세었으며, 어절의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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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을수록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눈 것이라고 보았다. 자료가 전사된 
자료이므로 대화의 길이를 어절의 수로 측정하였다. 위의 방법론을 
토대로 어느 단계에서 가장 많은 최소대화를 사용하는지를 분석해 
보았으며, 그 결과를 가지고 한국과 독일의 의료대화에서 최소대화
의 차이점이 드러나는지를 보고자 한다. 

3.4 대화기여

하비 삭스(Harvey Sacks, 1974)에 의하면 대화의 기본 단위는 
‘차례’ 즉 ‘turn’이다. 대화 참여자들이 동시에 발화할 경우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때문에 사람들은 동시에 발화하지 않고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거나 쟁취한다. 다음의 예를 보자. 

차례(turn)의 예36)

말할이1 : 1) 실례합니다.
          2) 길을 잘 몰라서 그런데요.
          3) 명동성당으로는 어떻게 가야 합니까?
말할이2 : 1) 오른쪽으로 돌아서 한 100미터 쯤 가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2) 제가 일러드린 대로 가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3) 거기는 무슨 일로 가세요?

위의 예에서 말할이1의 대화기여는 말할이1이 수행한 발화 1)부
터 3)까지고 말할이2의 대화기여는 말할이2가 수행한 발화 1)부터 
3)까지이다. 여기서 말할이1이 발언한 전체가 하나의 차례를 구성
하고, 말할이2가 발언한 전체가 다른 하나의 차례를 구성한다.

36) 박용익 (2001: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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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자는 자신의 대화기여가 종료되고 말할 권리를 다음 사람에게 
넘기는 지점들이 있는데 이를 ‘전이’(transition)라고 한다.37) 이 전
이는 화자가 다음 화자를 지명하여 권리를 직접적으로 주거나, 억양
이나 쉬는 ‘휴지’(pause) 등을 만들어 길을 열어 놓는 간접적인 방
법이 있다. 이것들 외에도 전이 지점을 무시하거나 대화 중간에 끼
어들기 등의 방법들도 존재한다.38) 이러한 자신의 차례, 발화순서 
교체에 의해 시작되고 또 다른 발화순서 교체에 의해 종결될 때, 발
화자에게 주어진 발화기회를 발화기여(Redebeitrag)라고 한다.39) 
발화기여는 청각적 또는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형태적 역동성
을 가지고 있고 독화적 텍스트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자
화하여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하나의 대화기여 내에서 두 
개 이상의 의사소통기능이 발현될 수 있으며 대화를 형태적 단위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화기여는 대화이동과 구별되지 않고 쓰
이는 경우도 종종 있으나, 대화이동은 대화전개에 필요한 기능표시
를 의미하고, 대화기여는 발화의 총체를 의미한다. 헤네/레복
(Henne/Rehbock)은 대화기여를 대화화행과 청자반응을 포함하여 
보았으며 대화화행을 대화이동과 같은 의미로 보았다.40)  브링커/자
거(Brinker/Sager)는 대화기여를 대화이동과 청자반응을 포함하여 
보았으며, 복합적인 구조를 지닌 것으로 간주하였다.41) 제네바
(Geneva) 모형42)에서는 대화이동을 화행으로 구성된 단위이자, 대

37) 민족방법론의 용어에서는 기술적으로 ‘전이 적합 지점’(transition 

relevance points) 또는 TRP라고 부른다. Jacob L. Mey (1996: 220).

38) Jacob L. Mey (1996: 220).

39) 여기에서는 대화기여를 RB(Redebeitrag)로 표시하였다.

40) Henne/Rehbock (1979: 181f.).

41) Brinker/Sager (1989: 63).

42) 제네바학파: 스위스의 제네바 대학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대화분석론의 

한 갈래. 주요 대화분석론자들로는 룰레(Roulet), 뫼쉴(Moeschler), 오쉴랭

(Auchlin), 에그너(Egner) 등이 있다. 제네바 모형의 특징은 대화를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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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뭐를 먹으면 (?) ((가슴 쪽을 만지며)) 쪼금 여기에서::

의사: 예

환자: 걸려 있는 느낌이 (.) 들거든요↗

의사: 예

환자: 그래서 내시경을: 한번 찍어볼까:

의사: 예

환자: 해가지고 왔어요

의사: =음: 이런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화이동 연속체의 직접 구성성분으로서 완결성과 독립성을 갖는 것
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테히트마이어(Techtmeyer)는 대화이동을 대
화의 목표성취에 있어서 중요한 행위이자 발화자의 의사소통 목적
을 부분적으로 실현하는 기능을 갖는 것으로 보았다.43) 

본 논문에서는 의사와 환자의 대화기여를 구분하기 위하여 제네바
의 모형과 테히트마이어의 이론에 따라 화행이동 연속체의 완결성
을 갖고 발화자의 의사소통 목적을 부분적으로 실현하는 기능을 포
함시켜서 보았다. 

의료대화에서 나타나는 대화기여의 예 1.

위의 예에서 보면 화자교체가 빈번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
만, 의사는 환자의 발화에 참여하고 있다는 반응(Hörersignal)을 보
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의 대화에서 이루어진 화자교체는 단 
한 번뿐이며, 화행이동 연속체의 완결성이 하나의 기여라고 봤을 
때, 환자의 turn 또한 한 번만 이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
을 다시 의사와 환자의 발화로 나눠서 봤을 경우, 위의 예에서 이루

는 요소들이 위계적 원칙에 의거하여 대화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며, 대화

를 구성하는 단위들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이들의 위계적 관계를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박용익(2001: 348).

43) 박용익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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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대화에서 환자의 기여가 의사의 기여보다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의사의 대화기여: 예 예 예 음 이런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환자의 대화기여: 뭐를 먹으면 ? 쪼금 여기에서 걸려 있는 느낌이 들

거든요 그래서 내시경을 한번 찍어볼까 해가지고 왔어요

독일의 의료대화에서 나타나는 대화기여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
다. 

의료대화에서 나타나는 대화기여의 예 2.
A:   [das hat den] vorteil dass sie zentral hier
P:   [s geht noch]
A:   mittendrin liegen 
A:   [und]
P:   [ja ]
A:   alles zu fuß machen [können]
P:                       [ja    ]
A:   nich
P:   genau

위의 예와 마찬가지로 의사의 turn은 한 개로 이뤄져 있으며, 의
사와 환자의 발화를 따로 떼어놓고 분석하게 되면 아래와 같다. 

의사의 대화기여: das hat den vorteil dass sie zentral hier mittendrin 
liegen und alles zu fuß machen können nich

환자의 대화기여: s geht noch ja ja gen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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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홍길자님↗

환자: 예:

의사: ((의자를 가리키며)) 들어오세요. ((환자가 들어
온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환자: 속이 쪼끔: (.) 더부룩한 거 같더라고요↷

의사: 예.

환자: 뭐를 먹으면 (?) ((가슴 쪽을 만지며)) 쪼금 여기
에서::

의사: 예

환자: 걸려 있는 느낌이 (.) 들거든요↗ 00:18

주어진 예에서만 봤을 때, 이 대화에서는 의사의 대화기여가 환자
의 대화기여보다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각 의료대화를 분석하여 대화기여를 분석하고자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코퍼스는 시청각 정보가 없고 전사 텍스트
의 형태이므로 대화기여의 정도는 문자화된 텍스트를 근거로 측정
하였다. 대화기여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발화시간을 측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만, 주어진 코퍼스에는 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전
사 텍스트 밖에 없기 때문에 일정 길이의 전사 텍스트가 실제로 어
느 정도의 시간에 상응하는지 측정하였다.

18초 동안 이루어진 한국 의료대화

18초 동안 이루어진 독일 의료대화
P:   ja ich habe seit drei tagen einen äh (0.2) finger 
     wo ich nicht weiß (0.1) was ich damit machen soll

(0.8) also ich wenn ich (0.2)
gestern abend hab ich n brief geschrieben

da is er also ganz dick geworden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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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한국의 의료대화를 보면 18초 동안 일어난 발화자의 대화기
여의 양을 계량화하기 위해 각 화자의 발화에서 모든 기호를 제거
한 뒤 워드(Microsoft Word 2010)를 사용하여 어절의 수를 측정하
였다. Word에서 문서의 페이지 및 어절 개수를 자동으로 계산하여 
작업 영역 맨 아래에 있는 상태 표시줄에 단어의 수를 표시하는데 
여기서는 이것을 사용하였다.44) 이러한 예는 다음과 같다.

한국: 홍길자님 예 들어오세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속이 쪼끔 더부룩한

거 같더라고요 예 뭐를 먹으면 ? 쪼금 여기에서 예 걸려 있는 느낌이 들거

든요

한국의 의료대화에서 18초 동안 일어난 발화자들의 어절 수는 총 
21개이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독일의 의료대화에서 일어나는 대화
기여를 측정해보면 아래와 같다.

독일: ja ich habe seit drei tagen einen äh finger wo ich nicht weiß was 
ich damit machen soll also ich wenn ich gestern abend hab ich n brief 
geschrieben da is er also ganz dick geworden 

독일의 경우에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18초 동안 사용된 발화자의 
어절 수는 총 36개이며, 한국 자료와 비교했을 때, 같은 시간 내에
서 사용된 어절의 수가 한국보다 독일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더 자세한 비교를 위해 두 나라 모두 위의 대화보다 긴 시간
의 대화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44) Microsoft Word 2010 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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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차트를 덮으며)<<작게<어떻게 오셨어요?>

환자: 허리가 아파서 그러거든요↘

의사: (차트를 한곳으로 치우며)<<작게<허리가
아프다↗>

환자: =음, 그냥 개인 정형외과 가도

의사: (모니터를 보며)예.

환자: 찍어 봤는데 뭐, 아무 이상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작년 됐어요. =근데 지금 조금 더 심하고.
<<빠르게<그래서 가서 그랬거든요> 그럼 이상
없는데 왜 아프냐고↘ (손으로 허리를 짚는다.)

의사: 무슨 검사 하셨는데요? 00:50

50초 동안 이루어진 한국 의료대화

50초 동안 이루어진 독일 의료대화
A:   [nich erinnerlich ](0.1)
     was is n das hier für n kleines loch (0.2)
P:   ja das heißt (0.3)

da hat mich glaub ich eine katze (1.0)
gehakt

A:   wann warn [das   ]
P:             [das is] och (0.1) des is (1.2)

moment ich bin (0.2)
ich komm nämlich jetzt von australien und äh 
(1.2)
meine güte des müsste vielleicht am (0.7)

위 두 대화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든 기호를 제거하고 보면 다
음과 같다. 

한국: 어떻게 오셨어요 허리가 아파서 그러거든요 허리가 아프다 음 그

냥 개인 정형외과 가도 예 찍어 봤는데 뭐 아무 이상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작년 됐어요 근데 지금 조금 더 심하고 그래서 가서 그랬거든요 그럼

이상 없는데 왜 아프냐고 무슨 검사 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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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nich erinnerlich was is n das hier für n kleines loch ja das heißt da 
hat mich glaub ich eine katze gehakt wann warn das das is och des is 
moment ich bin ich komm nämlich jetzt von australien und äh meine güte 
des müsste vielleicht am

한국의 경우 50초 동안 39개의 어절이 쓰였으며, 독일의 경우 같
은 50초 동안 47개의 어절이 쓰였다. 언어유형적 특성상 이것을 정
확하게 수치화할 수는 없지만, 위의 예를 통해 평균적으로 독일의 
대화가 같은 시간동안 어절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주어진 코퍼스의 대화시간이 전부 
표시되어 있지 않아 대화기여의 길이를 측정하기 위해 어절의 수를 
활용하였으며, 이를 비율로 나타내어 한국과 독일의 의료대화를 비
교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토대로 어절의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대
화기여 또한 큰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대화기여가 클수록 대화참여
도도 그에 비례하여 높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3장에서 소개한 방법론을 가지고 4장에서는 본격적으로 한국과 
독일의 의료대화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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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번호 대화순서
1. M06032 시작 > 문진 > 진찰 > 문진 > 처방 > 마침

2. M06039 문진 > 진찰 > 처방 > 문진 > 마침 > 처방 > 문진 > 
처방 > 마침 > 처방 > 마침 > 처방 > 마침

3. M06040 시작 > 문진 > 진찰 > 문진 > 처방 > 문진 > 처방 > 
문진 > 처방 > 마침

4. 한국과 독일의 의료대화 코퍼스 분석 

4.1. 대화원형에 대한 대조분석

대화원형은 가장 이상적인 대화 단계의 구성인데, 시간제약이라는 

의료대화의 특성상 가장 효율적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5단계인 시작단계, 문진단계, 진찰단계, 처방단계 

그리고 마침단계가 반복되지 않고 실현되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 

대화는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변형된 대화구조나 

원형이 반복되는 현상도 생긴다. 이번 장에서는 실제 의료대화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은 단계 순서가 변형되거나 

반복되어 나타나는지와 관련하여 한국과 독일의 의료대화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4.1.장에서는 한국과 독일에서 전사작업을 통해 

문자화된 실제 의료대화를 각각 9개씩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두 

나라의 의료대화 자료는 의사와 환자의 2인 대화인 초진대화로 

한정하였으며, 다섯 단계인 시작단계, 문진단계, 진찰단계, 처방단계 

그리고 마침단계를 분석하여 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을 정리하였다. 

4.1.1 한국 의료대화의 대화원형에 대한 분석

총 9개의 한국 의료대화를 분석하여 대화원형의 진행과정을 

나열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2> 한국 의료대화의 대화원형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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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06044 시작 > 문진 > 처방 > 문진 > 진찰 > 처방 > 마침 > 
처방 > 문진

5. M06047 시작 > 문진 > 진찰 > 문진 > 진찰 > 문진 > 처방 > 
마침

6. M06050 시작 > 문진 > 진찰 > 처방 > 마침
7. M06053 문진 > 처방 > 문진 > 진찰 > 처방 > 마침

8. M07055
시작 > 문진 > 처방 > 문진 > 처방 > 문진 > 처방 > 
문진 > 처방 > 문진 > 처방 > 문진 > 처방 > 문진 > 
처방 > 문진 > 진찰 > 처방 > 문진 > 처방 > 마침

9. M07065 시작 > 문진 > 처방 > 진찰 > 문진 > 처방 > 마침

1 환자: 노크한다 ((똑똑))
2 의사: 예:
3 환자: ((들어오며)) <<작게>안녕하세요>

먼저 한국 의료대화의 진행을 보면,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대화가 시작단계로 시작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눈에 띄는 점은 시작단계를 제외한 나머지 단계들은 반복적으로 

실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화는 한 개를 제외하고는 

마침단계로 대화의 끝을 맺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원형단계들은 단계가 생략되어 나타나거나 반복되어져서 나타날 

수도 있으며 순서가 뒤바뀌어 나타날 수도 있다. 먼저 시작단계부터 

보면, 시작단계는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인사말로 대화의 

시작을 알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이루어진 대화의 

시작은 아래와 같다. 

시작단계로 시작되는 의료대화의 예(M06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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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 ((차트 보면서))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2 환자: 몸살 좀 나가지구요

1 의사: (차트를 덮으며)<<작게<어떻게 오셨어요?>

2 환자: 허리가 아파서 그러거든요↘

4 의사: 예: 들어오십시오. ((의자로 손짓하며)) 이쪽으로 앉으
실까요↗

5 환자: ((의자로 다가가며)) 예:
6 의사: 김oo 님이시죠↗
7 환자: =<<빠르게>예>

위의 대화를 보면 환자의 행동에 의사는 반응을 보이고, 환자는 

들어오며 의사에게 인사를 건넴으로써 대화가 시작된다. 이에 

의사는 다시 환자의 인사에 반응하며 자리에 앉기를 권하고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처럼 시작단계는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인사말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위의 표를 보면 총 9개의 의료대화 중 2개의 의료대화에서 

시작단계가 생략된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시작단계 

없이 바로 의사가 환자에게 증상을 묻는 문진단계로 대화가 

시작된다. 

시작단계가 생략된 예 1.(M06053)

시작단계가 생략된 예 2.(M06039)

위의 두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시작단계는 생략될 수 있으며 

위의 단계 순서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시작단계는 다른 

단계와는 달리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는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진단계는 환자의 증상을 알아보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환자의 증상을 알아보기 위해 보통 환자가 자신의 상태에 대하여 

의사에게 상세히 진술하거나, 의사의 유도질문에 환자가 대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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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의사: =(들이마시고?) (내쉬고?) (?) (?) ((손 씻으러 간다))

62 환자: ((일어나며)) 근데 이제 누워 있다가요:

63 의사: ((손씻으며)) 예:

64 환자: 가-끔가다 한번씩:

65 의사: 예:

66 환자: ((복부를 가리키며)) 이 양쪽 여기에 있는 맹장 있는
데

67 의사: ((손 닦으며)) =예

68 환자: 여기가 굉장히:

69 의사: =예

70 환자: 지금 아프: 아프거든요↗

71 의사: =예

72 환자: <<작은 소리로>그건 왜 그래요?>

두 가지 형식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문진단계는 여러 번 반복되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가 다시 문진단계로 되돌아 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초진대화에서 문진단계는 시작단계가 생략되었을 경우 선두로 나올 

수 있으며, 시작단계와 문진단계를 제외하고는 대화의 선두로 나올 

수 있는 단계는 주어진 코퍼스에는 없었다. 실제 의료대화에서 첫 

문진단계가 나타나는 곳은 시작단계 다음이거나 시작단계가 

생략되었을 경우 위의 예시에서 확인하였던 것처럼 시작단계를 

대신하는 대화의 시작부분이다. 여기에서는 처음 나타나는 

문진단계의 예를 제외하고 문진단계가 반복되는 구간부터의 예를 

보여주고자 한다. 문진단계가 반복되는 구간은 대체적으로 

진찰단계와 처방단계 이후였으며, 예외적으로 마침단계 이후에 

나타난 경우도 확인이 되었다. 먼저 진찰단계 다음으로 문진단계가 

나오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진찰단계 다음으로 문진단계가 나온 예(M06032)

대화 M06032의 경우 앞서 나온 대화의 순서 표를 보면, 문진 

단계 이후 진찰단계에서 다시 문진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위의 대화는 진찰단계 일부분부터 가져온 것이다. 해당 

대화의 61행에서 의사는 환자에게 특정한 사항을 지시하며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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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297
298

의사: 그래서 그: 나중에 (?)가 있었는지, 물론 머리 아픈 게
도저히 꼭 뭐 통증이 악화가 되서 못 참게 되면 그 전
에라도 오셔야죠. 응급실이라도 오셔야 되는데↷ 그:
인제 약 먹고 견딜 정도면은.

299 환자: 머리가 이렇게 (10년째 아프면은?) 머리 아픈 거는 (?)

300 의사: 무겁다는 뜻, 머리 무겁기만 하고↗ 통증은 없다는 말
씀이신가요?

116 의사: [약으]로 한 번 해보고 잘 [안 들면은]. 

117 환자: [안들면은], (.) 예.

118 의사: 주사로 한 번 해: 드려 볼게요.

119 환자: 예, 예.

120

121

의사: ((차트에 적는다.))
((계속 쓰면서) 평상시에 뭐 소화 안 되거나 그런 건 
없으셨죠?

상태를 검진하는 진찰단계이며, 진찰단계 이후 62행에서 환자가 

앞선 단계에서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상태에 대해 추가적으로 

진술을 하면서 다시 문진단계가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처방단계 다음으로 문진단계가 나오는 대화는 아래와 

같다.

처방단계 다음으로 문진단계가 나온 예(M06040)

해당 대화 M06040에서는 앞서 여러 번 문진단계가 반복되었고, 

이에 대한 처방이 116행의 의사에 의해 내려지면서 처방단계가 

이루어지는 대화이다. 이렇게 처방단계가 이뤄지면서 121행에서는 

다시 한 번 의사의 추가질문으로 인해 문진단계가 다시 

반복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문진단계는 대부분 

진찰단계 이후나 처방단계 이후에서 흔히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예외적으로 마침단계 이후에 확인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러한 예는 아래와 같다. 

마침단계 이후로 문진단계가 나온 예(M06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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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302
303

환자: 그렇지요. 무거운 것도 아니고 그냥: 힘이 없다 보니까
이게: ((손으로 머리를 만지는 시늉을 하며)) 이게: 하
여튼 그래요. 머리:는 그렇게 아프면 몸이: 추운 게:
(?)

310 의사: =전립선염:에 대한 어떤 특별한 진단 같은 거는 없으시
고? [(?)]

311
312

환자:
[(?)] 여기가 따끔따끔했는데 요즘은 (그렇지는 않고?)
원래 (?)

313 의사: 여튼 뭐 (?) 없으시죠?

해당 대화 M06044에서는 대화의 모든 과정을 거치고 대화를 

마무리하려는 의사의 296행에서 마침단계가 형성되어있으며, 

299행에서는 환자가 다시 자신의 상태에 대해 추가적인 진술을 

하면서 문진단계가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문진단계는 환자가 자신의 상태에 대해 추가적으로 진술하거나, 

의사가 추가적인 질문을 할 경우 제한 없이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대화는 마침단계에서 종료되지만 위의 

대화는 마침단계 이후에 문진단계가 계속되고 이 대화는 결국 

문진단계로 대화가 종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진단계로 대화가 종료되는 예(M06044)

위의 예는 앞선 대화 M06044의 계속적인 대화로 296행의 

마침단계에서 대화가 끝을 맺어야하지만, 299행에서 환자의 

추가적인 질문으로 대화가 다시 문진단계로 되돌아간다. 299행부터 

313행까지 문진단계가 계속해서 이어지며 대화의 마지막인 

313행에서 계속적인 의사의 추가질문으로 대화가 문진단계에서 

끝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첫 문진단계는 

시작단계 이후 발생되며, 단계가 반복되는 경우는 대체로 처방단계 

이후나 진찰단계 이후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추가적인 정보를 

필요로 할 때 원형단계의 순서를 막론하고 문진단계가 실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사가 환자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얻었을 

경우 문진단계는 반복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러한 

대화는 9개의 의료대화중 단 한 개뿐이었다. 반복된 단계의 횟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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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211
212

의사: 음((5초)) 피검사도 좀 하시고 ((환자보며))<<빠르
게>약간의> 검사를 지금 좀 해보시구 자 이쪽으로
((양손을 들어 환자 얼굴 쪽으로 댄다)) 

213 환자: (?는 나와요↘) ((의사 쪽으로 다가간다))

214
215

의사: 예 오늘 나와요 ((환자 얼굴을 만지고)) 혀 한번 내밀
어보세요↘ 

53 의사: ((차트에 기록하며)) 소변은 안 가리세요?

54 환자: ((들숨)) 소변:은 (?) 정도?

55 의사: (?) 정도? 함 누워 보세요.

56 환자: ((침대로 가서 눕는다))

한 의료대화 내에서 적게는 두 번, 많게는 아홉 번이었다.

다음으로 진찰단계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신체적인 검사가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한국 의료대화에서는 9개의 대화에서 

진찰단계가 모두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진찰단계는 

대체적으로 문진단계 다음으로 이뤄졌으며, 예외적으로 처방단계 

다음으로 이뤄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래의 예는 보편적으로 

문진단계 다음으로 진찰단계가 나오는 대화이다.

문진단계 다음으로 진찰단계가 나온 예(M06032)

해당 대화 M06032의 53행에서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질문을 하는 문진단계에서 환자의 상태를 검사하는 55행의 

진찰단계로 넘어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한 대화에서 

진찰단계는 한 대화를 제외하고는 모두 문진단계 이후에 

나타났으며, 예외적인 한 대화의 경우 처방단계 이후에 진찰단계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처방단계 다음으로 진찰단계가 나온 예(M07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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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환자: ((손으로 입술을 만지작거리며)) 가스가 좀 찼는지 배
도 안 꺼지고

77 의사: (끄덕끄덕) 예:: ((차트에 기록한다)) 이 검사 같은 거
(한번 해 보시면?)

해당 대화의 210행에서 의사는 환자에게 검사처방을 내려주는 

처방단계가 이뤄지고 있으며 214행에서 의사는 다시 환자에게 

지시사항을 내리며 환자의 상태를 검진하는 진찰단계가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처방단계 이후에 진찰단계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문진단계 이후에 진찰단계가 나오는 것이 주어진 

코퍼스에서는 보편적이었다. 앞서 나온 시작단계와 문진단계처럼 

진찰단계는 서두에 쓰이지 않았으며, 분석한 모든 대화에서 

진찰단계가 확인된다. 단 한 대화에서만 진찰단계가 반복되어진 

것으로 보아 단계가 중복되어 나올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진찰단계가 중복되는 경향은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처방단계는 환자가 자신의 목적, 즉, 자신의 증상에 

대한 해결책을 달성하는 단계로, 이 단계가 달성됨에 따라 앞으로의 

진료가 계속될 것인지 아니면 무산되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다. 

한국의 의료대화에서는 모두 처방단계가 존재하였으며, 반복된 

횟수가 많은 것으로 보아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가 다른 단계에 비해 빈번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처방단계의 경우 문진단계 이후에 나오는 경우가 가장 빈번했으며, 

진찰단계 이후나 마침단계 이후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문진단계 다음으로 처방단계가 나오는 대화의 예는 아래와 같다.

문진단계 다음으로 처방단계가 나온 예(M06032)

해당 대화의 76행에서 환자는 의사에게 자신의 증상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는 문진단계이며, 이에 의사는 77행에서 

환자에게 검사처방을 제안하는 처방단계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진찰단계 다음으로 처방단계가 나오는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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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의사: (환자의 허리를 만지며) 이상이 없다는게 아니고 (?게)

122 환자: 거기 누르면 아픈, 지금은 거기는 안 아프고 (허리를
만지며)여기 뼈가 돌출된거 같은데 안그래요? 뼈가
거기 나온거 같거든요?(?하면 )허리가 배겨서 못
누워요. 그땐 안그랬는데

123

124

125 의사: (개수대에서 손을 씻으며)그때 정형외과에서 사진
찍은걸 좀 가져오시겠어요? 다음에 오실 때?126

127 환자: (다시 자리에 앉으며)어 저기 뭐꼬, 그 병원에 가서,
그게 일년이 넘었는데?128

344 환자: 어: 아휴, 그러면 여기로 오는거에요, 접수를 해야
되는거 아녜요↘

345 의사: 예, 이쪽으로 오세요

346
347
348

환자:
.어: 그러면 얘들 아빠는 처음 오는거니까는↗ 근데
저는 오늘 오니까 여기서 하니까는 소견서가 없으면은
그 뭐 보험이 안된다고 했거든요↗

349 의사: [아:]

진찰단계 다음으로 처방단계가 나온 예(M06039)

해당 대화의 121행에서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살펴보는 

진찰단계가 이뤄지고 있으며, 125행에서 의사는 환자에게 정확한 

처방을 내리기 위한 지시사항을 내리는 처방단계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마침단계 이후 처방단계가 나오는 예는 아래와 같다. 

마침단계 다음으로 처방단계가 나오는 예(M06039)

해당대화의 344행에서 환자는 예약을 마치는 마침단계이다. 이후 

환자는 346행에서 보험에 관한 정보를 물으며 대화가 다시 

처방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처방단계는 대체적으로 

문진단계 다음으로 많이 나왔으며, 진찰단계와 마침단계 이후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어진 코퍼스 내에서 

처방단계는 진찰단계와 마찬가지로 대화의 선두나 마지막에 쓰이지 

아니하며, 첫 문진단계 전으로는 처방단계가 나오지 못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복되어지는 단계의 횟수는 적게는 두 번, 

많게는 다섯 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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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102

의사: 예 (피는 뽑는 게?) 수면내시경 하시려면: 심전도를 하
나 찍으셔야 되거든요↗

103 환자: 예.

104 의사: =심장이 (어떠신지를 알아야 되니까↗?)

105 환자: 예.

106 의사: 간호사실에서: (.) 날짜 잡으시면 됩니다.

107 환자: 예.

108 의사: 안녕히 가세요↗.

109 환자: 수고하세요↗

332 환자: 근데 어제 만약에 오늘 같이 왔는데 저거가 왔다가
만약에 뭐 입원

333 이나 하게 되면은 둘이가 같이 있으면 안된다고
저거가 하고

334 난 뒤에 한다고 그냥 갔어요.

335 의사: <<작게<다음에 꼭 모시고 나오세요. 20일날>

마지막으로 마침단계는 대화를 마무리하는 단계로 분석한 모든 

의료대화에서 마침단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단 한 개의 대화만이 

문진단계로 끝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화의 마지막에서 마침단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마침단계는 대체로 처방단계 다음으로 

존재하였으며, 예외적으로 문진단계 다음으로도 마침단계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보편적으로 처방단계 다음으로 

마침단계가 나오는 예이다.

처방단계 다음으로 마침단계가 나오는 예(M06032)

해당 대화의 101행에서 의사는 환자에게 검사처방을 하는 

처방단계가 이뤄지고 있으며, 그 이후 106행에서 다시 의사가 

환자에게 예약을 권하는 마침단계를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대화가 위와 같은 형식으로 끝을 맺고 대화를 마무리 짓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외적으로 문진단계 다음으로 마침단계가 

나오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문진단계 다음으로 마침단계가 나오는 예(M06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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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대화의 332행에서 환자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 진술하는 

문진단계가 나온 뒤, 335행에서 의사가 예약을 잡아주는 

마침단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마침단계는 한 대화를 제외하고는 대화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부분에 자리하고 있었으며, 반복되는 경향이 적기는 하지만, 

시작단계와는 달리 반복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대체로 

마침단계의 위치는 처방단계 이후였으며, 환자가 자신의 증상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거나 또는 의사가 추가질문을 했을 경우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어진 코퍼스 내에서 대체로 한국의 의료대화는 시작단계를 

선두로 하여 마침단계로 끝을 맺었으며, 시작단계는 생략은 

가능하지만 다른 단계로 넘어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는 

없었다. 문진단계의 경우 시작단계를 대신하여 대화의 선두에 나올 

수 있으며, 첫 문진단계를 제외하고는 반복되는 문진단계의 순서는 

단계의 순서를 막론하고 자유롭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체로 문진단계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곳은 처방단계 

이후였으며, 처방단계를 다음으로 진찰단계 그리고 마침단계의 

순이었다. 진찰단계의 경우 대화의 선두에 쓰이지 않으며, 문진단계 

다음으로 빈번하게 쓰이고 처방단계 이후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 

진찰단계는 반복되어질 수는 있으나 진찰단계가 반복되어지는 

대화는 전체 의료대화 중 단 한 개로 경우의 수가 작았다. 

처방단계도 문진단계만큼이나 순서를 막론하고 자유롭게 나타날 수 

있었지만 문진단계와는 달리 대화의 선두에 쓰이지 못하며 대부분 

문진단계 다음으로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문진단계를 

선두로 진찰단계 그리고 마침단계 다음으로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마침단계의 경우 대체로 대화의 

마무리를 짓기 위해 대화의 끝에서 존재하였으며, 시작단계와는 

달리 추가적인 정보가 있을 경우 단계가 다시 되풀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침단계는 대부분 처방단계 다음으로 

나타났으며 문진단계 다음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의료대화에서의 

원형단계들은 해당단계의 정보에 따라, 단계의 정보가 부족하면 

해당단계가 반복되어지고, 해당단계의 정보, 즉 만족도가 충족되는 



- 52 -

대화번호 대화순서

1. AA_BI_01_GAT
문진 > 시작 > 문진 > 처방 > 문진 > 처방 > 
진찰 > 처방 > 문진 > 처방 > 마침 > 처방 > 
마침

2. AA_BI_03_GAT 시작 > 문진 > 진찰 > 처방 > 문진 > 처방 > 
마침

3. AA_BI_05_GAT 시작 > 문진 > 진찰 > 처방 > 마침 > 처방 > 
마침 > 문진 > 처방 > 마침

4. AA_HD_01 시작 > 문진 > 처방 > 진찰 > 처방 

5. AA_HD_05 시작 > 문진 > 처방 > 문진 > 처방 > 마침 > 
문진 > 진찰 > 마침

6. IA_MR_01
시작 > 문진 > 처방 > 문진 > 처방 > 문진 > 
처방 > 문진 > 처방 > 문진 > 처방 > 문진 > 
처방 > 문진 > 마침

7. UR_HD_04 시작 > 문진 > 처방 > 마침 > 처방 > 마침
8. UR_HD_05 시작 > 문진 > 처방 > 문진 > 처방 > 마침
9. UR_HD_08_GAT 시작 > 문진 > 진찰 > 문진 > 마침

경우 단계가 마무리되어지는 성향을 보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대화의 구조를 파악하여 해당단계가 반복되어지지 않게 효과적으로 

대화원형을 사용한다면, 짧은 시간 내에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의료대화가 실현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다음으로 

독일의 의료대화를 같은 방식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4.1.2 독일 의료대화의 대화원형에 대한 분석

한국 의료대화와 마찬가지로 총 9개의 독일 의료대화를 분석하여 

대화원형의 순서를 나열하면 아래의 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3> 독일 의료대화의 대화원형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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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한 대화를 제외하고는 모두 시작단계로 대화가 시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시작단계가 처음은 아니더라도, 

시작단계가 생략되지 않고 단지 문진단계와 순서가 바뀌어 

시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대체적으로 쓰인 시작단계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시작단계로 대화가 시작하는 예(AA_HD_01)
1 A:   (-) gudn tach 
2      (-) darf ich mal vorne was vorneweg fragen= 
3 P:   =ja

해당 대화의 1행에서 의사는 환자에게 인사를 건네면서 환자에게 

질문을 유도하는 시작단계이다. 이에 3행에서 환자는 의사의 질문에 

대답을 하며 대화가 진행된다. 이렇듯 독일 의료대화에서의 

시작단계도 대부분 인사로 대화가 시작되거나 대화를 이어나갈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문진단계와 

시작단계의 순서가 바뀐 예외적인 대화의 예는 아래와 같다.

문진단계와 시작단계의 순서가 바뀐 예(AA_BI_01)
1 Ä:   (6.8) so na (0.2) was führt sie denn hierher (2.0)
2 P:   guten morgen (0.5)
3 Ä:   setzen sie sich mal (0.1) mh

해당 대화의 1행에서 의사가 한 말은 인사로 해석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환자에게 병원을 방문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으로 해석하고 문진단계로 대화를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처럼 대화는 문진단계로 시작하며 시작단계가 생략된 

것처럼 보이지만, 환자가 의사의 질문을 무시하고 2행에서 인사를 

건네는 시작화행이 확인됨으로써 대화의 순서가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의사는 3행에서 환자에게 자리를 권하며 대화가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독일 의료대화에서의 

시작단계는 생략되지 않고 모든 대화에 존재하였으며, 한 대화를 

제외하고는 시작단계는 모두 대화의 문두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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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예외적으로 대화의 순서가 바뀌어 나올 수는 있지만, 

단계는 반복되지 아니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가 다시 

시작단계로 돌아오지 않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문진단계의 경우도 시작단계와 마찬가지로 생략되지 않고 9개의 

대화에서 모두 존재하였으며, 적게는 두 번, 많게는 일곱 번씩 한 

대화 내에서 반복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국대화와 

마찬가지로 첫 문진단계의 경우 시작단계를 대신하거나 시작단계 

다음으로 나왔으며, 대체로 반복되어진 구간은 처방단계 이후인 

것을 확인하였다. 그 외에도 마침단계와 진찰단계 다음으로도 

문진단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보편적으로 시작단계 

다음으로 문진단계가 나오는 경우이다. 

시작단계 다음으로 문진단계가 나온 예(IA_MR_01)
1 A:   tag frau (...)
2 P:   gutn tag doktor ich bin nämlich so erkältet (0.2)
3       ich [werd] de erkältung gar net los

해당 대화의 1행에서 의사는 환자에게 인사를 건네는 시작단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2행에서 환자는 의사의 인사에 답하며 바로 

자신이 병원을 찾은 이유에 대한 문진단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첫 문진단계는 모두 시작단계 다음으로 

위치하며 혹은 시작단계를 대신하여 대화의 선두에 쓰이기도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제 문진단계가 반복되는 구간의 예들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다음의 대화는 진찰단계 다음으로 문진단계가 

나오는 예이다.

진찰단계 다음으로 문진단계가 나온 예(UR_HD_08)
79 A:   [ich tupf hier noch mal drauf]
80       [ach so ]
81 P:   [ich hab] eigentlich mehr (0.5) die stelle (1.2) 
82 A:   un sie [sachte] auch die frau mende dass sie ne äh 
83 P:          [äh    ]
84 A:   (1.3) lymphknotenschwellung da auch [dabei]
85 P:                                       [j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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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대화의 79행에서 의사는 환자의 신체를 검진하는 

진찰단계가 이뤄지고 있으며, 82행에서 다시 의사는 환자에게 

추가적인 증상에 대해 질문하면서 문진단계로 되돌아가고 있다. 

진찰단계에서 문진단계로 넘어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으며 아홉 

개의 대화중에서도 오직 한 대화에서만 발견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반복되어지는 구간 중 빈도가 가장 높은 처방단계 

다음으로 문진단계가 나오는 예이다. 

처방단계 다음으로 문진단계가 나온 예(AA_BI_01)
174 Ä:   und ähm (0.5) machen ma nur in ruhe (0.5) nich
175      (0.6) und ich gebe ihnen medikament und sie essen
176      mal ganz vorsichtich (0.3)
177      [etwas] essen müssen sie so suppen
178 P:   [mhm  ]
179 P:   ja ich hab also jetzt extra diese woche kein
180      essen von der sparkasse [bestellt (...)           ]
181 Ä:                           [nein lassen sies mal wech]
182 P:   jedes mal nach dem essen hab ich (0.4)
183      jetz sodbrennen [obwohl ich des] früher nie hatte
184 Ä:                   [jaha          ]

해당 대화의 174행에서 의사는 환자에게 취해야할 행동을 

지시하는 처방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에 환자는 182행에서 

자신의 상태에 대한 추가적인 증상을 말하면서 다시 문진단계로 

되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대화에서처럼 대부분의 

문진단계는 처방단계 이후에 가장 빈번하게 나왔으며 반복되어지는 

수도 다른 단계에 비해 큰 것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마침단계 

다음으로 문진단계가 나오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마침단계 다음으로 문진단계가 나온 예(AA_BI_05)
562 A:   könn se inzwischen ausfüllen dann bringen se dann
563      nächste [woche] mit ne (2.7)
564 P:           [mhm  ]
565 A:   viel durst oder sowas ham sie nicht 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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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대화의 562행에서 의사는 환자에게 다음번의 진료를 

예약하며 대화를 끝맺으려는 마침단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565행에서는 다시 의사가 환자에게 추가적인 증상을 물음으로써 

문진단계로 되돌아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예들처럼 

문진단계가 반복되는 현상은 환자가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추가질문을 하거나, 환자의 증상에 대한 정보 불충분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추가질문을 던질 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첫 문진단계의 순서는 시작단계 

이후이거나 시작단계를 대신하여 자리가 뒤바뀌는 것으로서 

확인되어지며, 문진단계가 반복되어지는 구간은 대체적으로 

처방단계 이후에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처방단계를 다음으로 진찰단계 그리고 마침단계 이후에서도 

문진단계가 나올 수 있으며, 시작단계와는 달리 순서에 자유롭고 

무한히 반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독일 의료대화에서 진찰단계는 한국 의료대화와는 달리 

모든 대화에서 진찰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생략되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진찰단계가 생략이 된 경우에는 

보통 문진단계로만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진찰단계가 생략된 대화를 제외하고 진찰단계가 

나타나는 구간은 문진단계 이후와 처방단계 이후였다. 

문진단계 다음으로 진찰단계가 나오는 예(AA_BI_05)
392 P:   ja [nun wollt ich s   ]
393 A:      [und da wollt n wer] mal noch so n bisschen
394       nachsehen ob alles in ordnung [is]
395 P:                                  [ja]ja das tun wir auch 
396       nich
397 P:   ja
398 A:   wolln mal sehn so ziehn se sich mal oben rum aus

해당 대화의 392행에서 환자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 알아보고 

싶다 말하는 문진단계가 나오고 있으며, 뒤이어 398행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진찰을 위해 옷을 올려보라는 지시를 내리는 진찰단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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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진찰단계는 

문진단계 다음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다르게 

처방단계 다음으로 진찰단계가 나오는 경우는 아래의 예와 같다.

처방단계 다음으로 진찰단계가 나온 예(AA_BI_01)
188 Ä:                   [ja   ] das is richtich (...)
189      (0.6) und em (1.3)
190      sie liegen viel aber brauchen nich (0.2)
191     pausenlos im bett zu liegen nich legen s sich hier
192   mal ich will mal gucken wies aussieht (1.7) ja (...)

해당 대화의 188행에서 의사는 환자에게 지켜야할 사항을 

당부해주는 처방단계가 이뤄지고 있으며, 191행 중후반부터는 

환자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환자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는 

진찰단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의 수는 문진단계 다음으로 

진찰단계가 나오는 경우의 수보다 작았다. 위 두 대화의 예는 

진찰단계가 존재하는 의료대화의 예를 본 것이고, 진찰단계가 

생략된 의료대화의 경우 본 논문에서는 총 세 개가 존재하였는데, 

세 대화의 경우 대화의 시작단계와 마침단계를 제외하고, 진찰단계 

없이 문진단계와 처방단계로만 대화를 이끌어 가는 것을 <표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진찰단계가 생략된 대화 전체를 보여줄 수 

없으므로 문진단계에서 처방단계로 넘어가는 대화의 예를 

보여주고자 한다.

진찰단계가 생략된 의료대화(UR_HD_05)
241 P:   jetzt muss ich (halt a mol kumme) ((lacht))

242 A:   sie müsse müssen net

243      (-)

244 P:   na [es is ja au besser wenn]

245 A:      [es is folgendes        ] ja ich äh es is 
folgendes also 

246      zwei di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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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대화의 241행에서 환자는 의사에게 자신의 상태에 대하여 

진술하는 문진단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들어주고 맞장구를 쳐주며 대화가 이어져나가다가 245행에서 

의사가 환자의 말을 끊고 의심되는 질병을 설명하면서 검사처방이 

이루어지는 처방단계로 넘어가는 대화이다. 대화의 전체를 보여줄 

수는 없지만 이렇듯 독일 의료대화에서는 진찰단계가 생략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진찰단계의 경우 시작단계와 

마찬가지로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가 다시 진찰단계로 돌아오는 

경우는 없었으며, 시작단계와는 다르게 생략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진찰단계가 나오는 구간은 문진단계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가장 빈번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처방단계 다음에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문진단계와는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매우 한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처방단계의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면에서는 반드시 

존재해야 할 단계이다. 하지만 환자의 증상이 분명치 않아 의사가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해 처방단계가 생략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독일의 의료대화에서 나타나는데, 이러한 대화는 아래의 

예와 같다.

처방단계가 생략된 예(UR_HD_08) 
124 A: dann is es sicherlich irgend ne eintrittspforte 
125     gewesen (0.5) 
126     äh irgendwas verändert (.) äh ne entzündliche
127     veränderung (0.3) 
128     ich will jetzt nur kucken dass kein pilz dahinter
129     is (0.4) also ich würde sie bitten in vier tagen
130      ((räuspern)) 
131 A: anzurufen (0.4) 
132 P: okay (0.6) 

해당 대화의 124행에서 의사는 환자의 의심되는 증상을 언급하는 

문진단계인데 환자에게 이렇다 할 해결책을 제시 못하고 바로 

128행에서 다음에 있을 진료예약의 마침단계로 넘어가면서 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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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맺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예외적으로 처방단계가 

생략되어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처방단계는 문진단계 다음으로 가장 

빈번하게 반복되어지는 단계이며, 문진단계나 진찰단계 또는 

마침단계 다음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문진단계 다음으로 처방단계가 나오는 예는 다음과 같다. 

문진단계 다음으로 처방단계가 나온 예(AA_BI_01)
166 P:                  [(...) ] (es ist zur zeit da) (0.9)
167      ich hab heute nacht hab ich mich dreimal wieder
168   übergeben (0.5) heute morgen (1.1) ging einfach nich
169 Ä:   ging nich jaha (0.6) na ja (0.4)
170      wir wir machen das so 
171      ich schreibe sie erst mal krank (0.4)
172      sie bleiben m (0.1) äh diese woche zu hause

해당 대화의 167행에서 환자는 자신의 증상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 문진단계가 확인되며 이후 의사는 170행에서 환자에게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처방단계를 확인할 수 있다. 위의 예처럼 

문진단계 다음으로 처방단계가 나오는 것이 가장 빈번하며 

문진단계를 다음으로 진찰단계 그리고 마침단계 순으로 처방단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문진단계를 다음으로 처방단계가 빈번하게 

나오는 진찰단계를 보면 아래와 같다. 해당 대화는 진찰단계 

다음으로 처방단계가 나오는 예이다.

진찰단계 다음으로 처방단계가 나온 예(AA_BI_05)
502 A:   das könn se auch alles bewegn
503 P:   ja
504 A:   ja (4.0) na wolln wer gucken ziehn se sich
505      mal wieder an (.) also so kann ich ja n n ihnen 
506      nichts finden ich brauche noch so ein paar (-)
507   blutuntersuchungen [urin]untersuchungen und da machn

해당 대화의 502행에서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검진하는 

진찰단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후 505행의 중간에서 의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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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검사를 제안하는 검사처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마침단계 다음으로 처방단계가 나오는 예는 

아래와 같다. 

마침단계 다음으로 처방단계가 나온 예(AA_BI_01)
336 Ä:   freitag is der dritte (2.1) morgens um acht uhr
337      (0.1) ne
338 P:   mh
339 Ä: (...)(4.0) tja aber irgendwie sind sie ja nun doch
340     mit ihrem schicksal nich ganz zufrieden nich (0.4)
341     was (1.5) so scheint mir das (0.3)
342     na wolln erst mal gucken (1.0) jetzt nehmen sie zu
343     jeder mahlzeit so einen sologastrilbeutel
344 P:   mhm (1.7)

해당 대화의 336행에서 의사는 환자에게 다음의 예약을 알려주는 

마침단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후, 342행에서 의사가 다시 

환자에게 복용해야 할 약들을 알려주며 처방단계로 돌아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주어진 코퍼스 내에서 처방단계는 대화의 

중간단계에서 반복되어져서 나올 수 있으며, 일반적인 이론상 

대화의 서두나 끝에 존재할 수 없는 단계이다. 하지만 독일의 

의료대화 중 한 대화가 예외적으로 처방단계로 대화를 끝맺은 

경우를 볼 수 있었는데, 이는 아래의 대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처방단계로 대화가 끝나는 예(AA_HD_01)
835 A:   könnt das sein (.) viele gespräche in=n letzten 
836      (-) wochen 
837      (-) weil so (.) du hast n bissl 
838      (-) mehr vorgeschichte so 
839      (1.6) krass des betont 
840     (-) dass gespräche dir nich [so mehr] möglich sind
841 P:                               [ja     ]
842     (--) ja (.) also ich führ ziemlich viele gespräche
843 A:   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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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      (1.4)
845 P:   überhaupt ((lacht))
846 A:   überhaupt selber ((lacht))

해당 대화의 835행에서 의사는 환자에게 의심되는 결과를 말하는 

처방단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환자는 동의하고 서로 

웃으면서 처방단계로 대화가 끝맺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화의 

흐름상 대화가 846행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면서 대화의 

주제가 다음에 있을 예약이나 대화를 마무리하며 끝맺는 

마침단계로 넘어가야하는데, 해당 대화에서 전사된 부분은 846행이 

마지막이었다. 만약에 예상하는 바와 같이 대화가 846행에서 

계속되고 전사하는 부분에 있어 문제가 있던 거라면 전사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언급이라도 있어야하는데, 어떠한 언급도 없이 

846행에서 전사가 끝이 났으므로 전사에 대한 완료성으로 판단하여 

해당 대화가 처방단계에서 끝을 맺은 것이라고 사료하였다.  

위의 <표3>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처방단계의 위치는 

대개 문진단계 이후에서 자주 나타났으며, 종종 진찰단계와 

마침단계 이후에서도 발견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예외적으로 대화가 처방단계로 애매모호하게 끝맺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환자의 증상이 확실치 않아 생략되어지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 다른 원형단계들과 마찬가지로 처방단계의 경우도 

정보량의 만족도에 따라 반복되어질 수 있으며 한 대화 내에서 

많게는 여섯 번씩 반복되어지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마침단계의 경우 대화를 마무리하는 단계로 보통 

예약이나 인사말이 포함되어지는 단계이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처방단계로 대화가 끝맺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 대화에서 

마침단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대화의 끝에 순서하고 있었다. 

마침단계의 경우 대체적으로 처방단계 다음으로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외에도 문진단계나 진찰단계 이후에도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먼저 문진단계 다음으로 마침단계가 

나오는 대화의 예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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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단계 다음으로 마침단계가 나온 예( IA_MR_01)
469 P: tach hab ich fürs herz eingenommen und dass und da

470     wars aus

471 A:   mhm (0.2) mhm 

472      (0.6)

473 P:   ja s (0.6) deswegen muss ich vorsichtig sein

474 A:   ja (0.2) gut (3.3)

475      wollen wir ma hoffen dass es gut geht [jetzt] ne

476 P:                                         [ja   ]

477 P:   ja ja tschüss

해당 대화의 469행에서 환자는 자신의 상태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는 문진단계가 이뤄지고 있으나, 475행에서 의사가 대화를 

마무리하며 대화의 끝을 맺는 마침단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문진단계 다음으로 마침단계가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으며 

독일 의료대화에서는 단 두 개의 대화에서 이러한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보다 더 드문 경우는 진찰단계 다음으로 마침단계가 

이뤄지는 예인데, 이는 다음과 같다.

진찰단계 다음으로 마침단계가 나온 예(AA_HD_05)
238 A:   hundertfünfundzwanzig achtzig [ja            ]

239 P:                                 [bissl arg hoch]

240      (---)

241 A:   na ja des is (--) besser [(...)] (da unten)

242 P:                            [mhm  ]

243      (1.6)

244 P: na ja (--) okay dann müssen wer des morgen mal mit dem 
blut 

245      ma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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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대화의 238행에서 의사는 환자의 혈압을 재는 진찰단계가 

이뤄지고 있으며, 환자에 의해 244행에서 내일 이루어질 진료가 

예약되는 것으로 대화는 끝을 맺는 마침단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경우는 분석한 독일 의료대화 중 오로지 한 개였으며, 매우 

드문 경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처방단계 다음으로 

마침단계가 위치하는 대화의 예를 보면 아래와 같다. 

처방단계 다음으로 마침단계가 나온 예(AA_BI_01)
356 Ä: reis(0.4) maccaroni(1.1) ne (0.1) tee und zwieback
357     (0.3) knäckebrot ne (0.1) diese sachen (2.0)
358      kein rohes obst (0.2) heute ist der (1.2) erste
359      (3.0) so (0.1) machen wir so (.)
360      [nich] und am freitach (0.4)
361 P:   [mhm ]
362 Ä:   [hierher kommen ne]
363 P:   [(...) ja mhm     ] gut

해당 대화의 356행에서 의사는 환자에게 주의사항을 알려주는 

처방단계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후 360행에서 금요일에 재방문을 

위한 예약이 이뤄지며 마침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처방단계 다음으로 마침단계가 나타나는 것이 가장 

빈번하였으며 반복되어지는 구간으로도 가장 높은 것이 확인되었다. 

주어진 독일 의료대화에서 마침단계는 대체로 처방단계 다음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시작단계와는 다르게 마침단계는 반복되어질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독일 의료대화의 마침단계는 보다 

순서에 있어서 자유로운 경향을 보였으며, 심지어는 생략 또한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침단계가 생략되고 처방단계로 대화의 

끝을 맺었던 특수했던 한 경우만을 제외하고는 마침단계는 대화의 

마지막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두 나라의 대화원형순서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표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표의 분류범주에서 ‘존재함’이 의미하는 

것은 총 9개의 의료대화에서 해당단계가 존재하는 의료대화의 

개수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와 반대로 ‘존재하지 않음’의 경우 



- 64 -

해당단계가 존재하지 않는 의료대화의 개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누적 횟수’의 경우, 존재하는 원형단계에서 동일 

단계가 중복되어 실현된 것의 누적 횟수를 의미한다. 

<표4> 대화원형의 정리표

대화원형
존재함 존재하지 않음 누적 횟수

한국 독일 한국 독일 한국 독일
시작단계 7개 9개 2개 0개 7번 9번
문진단계 9개 9개 0개 0개 29번 24번
진찰단계 9개 6개 0개 3개 10번 6번
처방단계 9개 8개 0개 1개 27번 24번
마침단계 9개 8개 0개 1개 12번 13번
총 각 9개의 의료대화

위의 표를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시작단계가 두 번 생략된 것을 

제외하고는 독일과 다른 점은 없었으며, 두 나라의 시작단계가 

존재하는 대화의 수와 누적 횟수가 같으므로 주어진 코퍼스 내에서 

시작단계는 반복되어 나타나지 않는 성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진단계의 경우 두 나라 모두 9개의 의료대화에서 

존재하였으며, 누적횟수가 높은 것으로 보아 문진단계가 빈번하게 

반복되는 성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진찰단계의 경우 

한국은 모든 대화에서 진찰단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한 

대화에서는 심지어 진찰단계가 반복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독일의 경우는 한국과는 반대로 진찰단계가 생략되어진 대화가 3개 

있으며 진찰단계의 존재하는 대화의 수와 누적 횟수가 같으므로 

시작단계처럼 진찰단계가 반복되어 나타나지 않는 성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처방단계의 경우 한국은 처방단계가 모든 

대화에서 존재하였지만, 독일의 경우는 한 대화에서 생략되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처방단계가 

존재하는 대화의 수보다 누적 횟수가 더 많으므로 처방단계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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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ISA 환자 ISA ISA의 합
시작단계 20 0 20

문진단계만큼이나 빈번하게 반복되는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마침단계의 경우 독일 의료대화에서 

한 대화를 제외하고는 모든 대화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마침단계가 존재하는 의료대화의 수보다 누적 횟수가 높은 것으로 

보아 시작단계와는 다르게 단계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2. 시작화행과 대화주도권

앞선 방법론에선 시작화행(Initialsprechakt = ISA)이 대화를 

주도하거나 시작하는 역할이라 언급하였다. 그렇다면 

의료대화에서의 대화주도권은 어떤 화자가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독일의 의료대화가 환자 우호적이라면 의사가 

대화를 이끌어가기보다는 환자 스스로가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 그렇다면 

독일의 의료대화는 환자의 ISA가 의사의 ISA보다 많은가? 한국의 

의료대화는 환자 비우호적이기 때문에 의사의 ISA가 환자의 

ISA보다 압도적으로 많은가? 이를 알아보기 위해 4.2.장에서는 

ISA를 사용하여 ISA를 많이 하는 화자가 대화를 시작하고 

주도한다는 점에서 해당 대화의 주도권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ISA의 개수를 활용하여 각 경우의 수를 다르게 

하여 다각도로 대화의 주도권 비율을 의사와 환자별로 비교해 

보았다. 

4.2.1 한국 의료대화의 시작화행과 대화주도권

아래의 표는 총 9개의 한국 의료대화에서 각 단계마다 시행된 

의사와 환자의 ISA 수를 나타낸 것이다. 

<표5> 한국 의료대화의 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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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단계 188 49 237
진찰단계 48 7 55
처방단계 86 64 150
마침단계 20 15 35
총 362 135 497

먼저 전체의 ISA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ISA는 

문진단계로 전체 ISA에서 반 이상을 차지고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오는 것이 처방단계로 전체 ISA에서 대략 

1/3을 차지하고 있다. ISA는 문진단계와 처방단계에서 압도적으로 

많으며 그 뒤를 진찰단계, 마침단계 그리고 시작단계가 따르고 

있다. 의사의 경우 전체 단계 중에서 문진단계의 ISA 수가 

압도적으로 높은데, 이는 의사가 문진단계에서 환자의 질병을 

알아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화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의사의 ISA만 보더라도 문진단계에서의 ISA가 전체 ISA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문진단계를 다음으로 처방단계 

그리고 진찰단계 순서로 ISA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이하게도 의사의 시작단계와 마침단계의 ISA 수는 같았다. 

반면에 환자의 경우 처방단계에서 제일 높은 ISA의 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치료방법에 있어서 많은 의견을 낸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처방단계에서의 ISA 수가 가장 높긴 하지만 그 수가 환자 

전체 ISA의 절반을 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처방단계를 다음으로 

문진단계, 마침단계 그리고 진찰단계 순서로 ISA의 수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환자의 경우 

시작단계에서 전혀 ISA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였다. 

이제 <표5>에 있는 수를 토대로 한국 의료대화에서 나타나는 

ISA를 비율로 나타내어 다각적인 면에서 이를 보고자 한다. 먼저 

각 화자가 어느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화를 주도하는지를 보기 

위해 각 화자의 ISA 합을 100%로 놓고 보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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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1> 한국 의사의 단계별 ISA 비율

<그래프2> 한국 환자의 단계별 ISA 비율

 

각 화자의 ISA 합을 100%로 비교하여 보면, 의사와 환자가 

어느 단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ISA를 활용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의사의 ISA를 가장 많이 사용한 순서대로 놓고 보면 

다음과 같이 나열할 수 있다: 문진 > 처방 > 진찰 > 시작 = 마침. 

전 단계 중 의사는 문진단계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문진단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전체 단계에서 50%가 

넘으며 이는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알아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 68 -

338 환자: 그러면 그때 올 때 그 뭐 소견서를 갔다 놨거든요↗

339 의사: 예.

340 환자: 그럼 뭐 그걸 갖고 와야 되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문진단계를 다음으로 

처방단계 그리고 진찰단계가 순서를 따르고 있으며, 두 단계의 

ISA를 합하더라도 문진단계의 ISA 비율을 능가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시작단계와 종료단계에서는 같은 ISA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환자의 경우도 의사와 마찬가지로 ISA 사용비율을 순서대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처방 > 문진 > 마침 > 진찰 > 시작. 환자는 

특이하게도 시작단계에서 전혀 ISA를 하지 않고 있는데, 앞선 

대화원형에서 시작단계가 대화의 환경을 조성하는 단계라고 할 때, 

이러한 비율은 환자가 무의식적으로 의사에게 의료대화의 주도권을 

넘겨주고 대화에 참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진료가 이루어지는 진찰단계에서는 매우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의사와는 반대로 문진단계보다 처방단계에서 높은 ISA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 환자의 경우 처방단계에서 보다 

많은 개인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 하나 

눈여겨 볼 것이 시작단계가 대화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마침단계가 

예약을 하고 대화의 마무리를 짓는 단계라고 했을 때, 의료대화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문진단계, 진찰단계 그리고 

처방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의사의 경우 시작단계와 마침단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세 개의 단계에서 높은 ISA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지만, 환자의 경우 이와 다르게 마침단계에서 진찰단계보다 높은 

ISA의 비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진찰단계의 경우 앞서 

언급했다시피 의사에 의해 진행되는 단계이므로 당연하게 환자의 

ISA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치료의 일부인 진찰단계보다 

대화의 마무리를 짓는 마침단계의 ISA가 높은 것은 환자가 

적극적으로 대화를 끝내고 싶어 하기보다는 다음에 있을 예약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대화에서도 발견된다. 

마침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의 예 1.(M06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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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 환자: (일어서서 소견서를 받으며) 예, 예. 어디로 가요?
정형외과로요?

546 의사: 아뇨, 저 밖에 간호사한테.

해당 대화의 338행에서 환자는 다음에 있을 진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마침단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화를 

끝내기보다는 하나의 질문을 던짐으로써 대화를 지속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음의 대화에서도 이러한 성향을 볼 수 있다. 아래의 

예도 같은 대화에서 이루어진 내용이다.

마침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의 예 2.(M06039)

역시나 마침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로 545행에서 환자는 또 

다시 새로운 질문을 의사에게 하면서 대화를 이어나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성향 때문에 환자의 마침단계 ISA가 진찰단계 

ISA보다 높게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각 단계별로 수행된 

ISA 비율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래프3> 한국 의료대화의 단계별 ISA 수행 비율

  

각 단계별로 사용된 ISA의 총 비율을 보면 의사와 환자가 어느 

단계에서 가장 많은 ISA를 사용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위의 

그래프를 보면 특히 문진단계에서의 ISA 비율이 다른 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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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 홍길자님↗

2 환자: 예:

3 의사: ((의자를 가리키며)) 들어오세요. ((환자가 들어온다))

비하여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진단계에서만 수행되는 

ISA는 전체 ISA 가운데 약 47% 가량이며, 문진단계 다음으로 

ISA가 많이 쓰인 처방단계에서는 약 30% 정도의 ISA가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진찰단계에서 약 11%의 ISA가 

쓰이면서 처방단계 다음으로 많이 쓰였으며, 마침단계가 약 7% 

그리고 시작단계가 약 4% 순으로 ISA가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을 다시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문진 > 처방 > 

진찰 > 마침 > 시작. ISA의 수행 비율은 의사의 ISA 사용비율 

흐름과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의사의 

ISA 비율이 환자의 ISA 비율보다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제 각 단계별로 각각의 화자가 대화를 주도하는 예를 보고자 

한다. 먼저 시작단계에서는 의사만이 ISA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의사가 주도하는 대화의 시작단계는 다음과 같다.  

의사가 시작단계를 주도하는 의료대화의 예(M06032)

위의 대화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의사에 의해 대화가 

시작되고 주도되며, 환자는 이에 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대화들 중 환자의 ISA는 0%였고, 시작단계를 

환자가 먼저 나서서 대화를 주도한 것이 없으므로 환자는 

시작단계에서는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 문진단계에서도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알아보기 위해 

환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단계로서 이 단계 또한 의사에 의해 

주도되어진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짐작되어지는 바와 같이 위의 

그래프에서도 의사와 환자의 ISA 비율은 약 3.8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의사가 문진단계를 주도하는 의료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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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사: 어떻게 오셨습니까?

5 환자: 속이 쪼끔: (.) 더부룩한 거 같더라고요↷

97 환자: 이거 이렇게 된지는 몇 달 됐어요. 그럼 이것도
허리하고 상관이 있나보죠↘98

99 의사: (환자를 보며) 예, 있을 수 있죠.

55 의사: (?) 정도? 함 누워 보세요.

56 환자: ((침대로 가서 눕는다))

아래와 같다. 

의사가 문진단계를 주도하는 의료대화의 예(M06032)

대부분의 문진단계가 위의 예와 같이 의사에 의해 

주도되어진다. 하지만 낮은 비율로 환자에 의해 문진단계가 

주도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아래와 같다. 

환자가 문진단계를 주도하는 의료대화의 예(M06039)

위의 예처럼 환자에 의해 문진단계가 주도되는 경우, 대개 

환자의 추가질문이나 자신의 증상에 대해 추가적으로 진술을 

덧붙일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진찰단계의 경우 약 9:1의 비율로 역시나 대다수의 진찰단계가 

의사에 의해 주도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대화의 예는 아래와 같다.

의사가 진찰단계를 주도하는 의료대화의 예(M06032)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진찰단계는 위와 같이 의사에 의해 

주도되어지는 것이 보편적이다. 다음은 아주 드물게 환자에 의해 

진찰단계가 주도되어지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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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환자: 거기 누르면 아픈, 지금은 거기는 안 아프고 (허리를
만지며)여기 뼈가 돌출된거 같은데 안그래요? 뼈가
거기 나온거 같거든요?(?하면 )허리가 배겨서 못
누워요. 그땐 안그랬는데

123

124

125
126 의사: (개수대에서 손을 씻으며)그때 정형외과에서 사진

찍은걸 좀 가져오시겠어요? 다음에 오실 때?

159

160

의사: ((계속 자판과 모니터를 보며 입력 중이었다.) 한 번) 
약을 일주만 한 번 드셔 보세요. 

161 환자: 예.

환자가 진찰단계를 주도하는 의료대화의 예(M06039)

해당대화의 122행에서 환자는 진찰도중, 의사에게 아픈 곳을 

자발적으로 설명하면서 대화의 ISA를 가져오지만 125행에서 

의사는 환자의 의견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하지 않고 검사처방으로 

대화가 넘어가면서 진찰단계는 끝을 맺는다. 진찰단계에서 환자가 

ISA를 하는 경우는 위의 예처럼 극히 드문 상황이며 대체로 의사에 

의해 진찰단계의 ISA는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처방단계의 경우도 환자에 비해 의사가 주도하는 

경우가 더 많았지만, 각 화자별로 봤을 때, 환자의 ISA 비율 중 

처방단계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환자가 다른 단계에 비해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고 

요구하는 것이 많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의사에 의해 

처방단계가 주도되는 경우를 보면 아래와 같다. 

의사가 처방단계를 주도하는 의료대화의 예(M06040)

의사에 의해 주도되는 처방단계의 경우는 위의 예와 같이 

대체로 환자의 증상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곳이다. 이러한 

성향의 처방단계가 주류를 이루는 것 같지만, 환자에 의해 

처방단계가 주도되는 경우도 종종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예는 

아래의 대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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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환자: 약을 계속 먹어야되는 거예요?

322 의사: 쫌 오래 드셔야되요 한 몇주? 한 6주쯤: 드셔야죠 근
데 먹고 나서

323 도 다시 재발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식습

324 관(볼펜 든 손을 환자쪽으로 튕긴다)) 생활습관을 바
꾸는 게 제일 

325 중요해요↷

108 의사: 안녕히 가세요↗.

109 환자: 수고하세요↗

환자가 처방단계를 주도하는 의료대화의 예(M07055)

해당 대화의 321행에서 환자는 의사에게 궁금한 점을 물어보며 

ISA를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의사는 322행에서 

환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다. 위의 대화에서 

볼 수 있듯이 환자가 자신의 케어(care)에 대한 관심을 가짐으로써,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면서 환자의 ISA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마침단계의 경우 의사와 환자의 ISA 비율 차가 

가장 적었으며, 다른 단계와 마찬가지로 근소한 차로 의사의 ISA 

비율이 환자의 ISA 비율보다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먼저 의사에 

의해 마침단계가 주도되어지는 대화의 예를 보면 아래와 같다.

의사가 마침단계를 주도하는 의료대화의 예(M06032)

이처럼 의사에 의해 마침단계가 주도되어지는 경우는 의사가 

먼저 인사를 건넴으로써 대화가 종결되는 것이다. 반대로 환자가 

마침단계를 주도할 경우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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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환자: 다음에 오면 그러면 거기서 접수해가지고 아 어차피
그럼 전 이리

388 와야되겠네요. 여기서 했으니까 그죠?

389 의사: (고개를 끄덕이며)<<작게<그렇죠>

환자가 마침단계를 주도하는 의료대화의 예(M06039)  

해당 대화의 경우 387행에서 환자가 예약에 관한 질문을 하며 

대화의 ISA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에 의사는 

389행에서 환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것으로 예약을 

마치는 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위의 두 대화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의사가 마침단계에서의 ISA를 할 경우 대화를 끝맺으려는 경향이 

있지만, 반대로 환자가 마침단계의 ISA를 할 경우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듯이 모든 단계에서의 대화는 

의사에 의해 주도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문진단계에서의 의사 ISA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환자의 질병을 

알아내기 위해 환자의 설명을 듣기 보다는 질문으로 환자의 질병을 

유추해 내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환자는 

문진단계에서 자신의 상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의사에 의해 질병이 유추되었으며, 처방단계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셀프케어(self-care)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ISA를 각 

단계별로 구분하여, 해당되는 두 화자의 ISA 합을 100%로 놓고 

봤을 때 더 명백하게 드러난다. 아래의 그래프는 각 단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와 환자의 ISA 수행 비율을 확인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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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4> 단계 내에서 수행되는 의사와 환자의 ISA 비율

각 단계별로 구분해서 보면 전반적으로 의사의 ISA 비율이 

환자의 비율보다 높으며, 이는 의사에 의해 대화가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두 화자의 ISA 수행 

율은 약 7:3으로 의사의 ISA 비율이 환자의 ISA 비율보다 약 

2.6배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의사가 전반적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의사 중심적인 의료대화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그래프에서 눈에 띄는 점은 의사의 ISA가 환자의 ISA보다 높긴 

하지만 의사의 ISA는 대화의 후반부로 갈수록 ISA 비율이 

낮아지는 반면에 환자는 의사와는 반대로 대화의 후반부로 갈수록 

ISA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시작단계부터 

보면, 이 단계에서는 환자가 전혀 ISA를 하지 않으므로 의사가 

차지하는 시작단계의 ISA 비율은 100%이다. 문진단계에 

이르러서는 환자가 자신의 상태에 대하여 진술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ISA 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의사의 ISA 비율이 

환자의 ISA 비율보다 약 4배 정도 많다. 진찰단계로 넘어가서는 

다시 의사가 단계를 주도하며 환자의 ISA를 뺏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처방단계에서는 환자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함으로써 다시 자신의 ISA를 되찾아오며 이에 대한 ISA의 

비율 차는 크게 좁혀진다. 좁혀진 ISA의 비율 차는 마침단계까지 

이어져 같은 비율을 유지한다. 이는 대화의 초반에는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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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ISA 환자 ISA ISA의 합
시작단계 17 13 30
문진단계 269 133 402
진찰단계 65 14 79
처방단계 86 43 129
마침단계 27 11 38
총 464 214 678

적극적인 참여보다는 의사가 의도한대로 대화가 진행되어지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으며, 대화의 중간에 이르러서야 환자가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의도하는 것을 내비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환자의 관심이 질병의 원인을 

알아내기보다는 처방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4.2.2 독일 의료대화의 시작화행과 대화주도권

독일의 의료대화는 환자 우호적일까? 한국의 경우 의사에 의해 

대화가 진행되어지고 주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의사 

중심적인 의료대화인 것을 확인하였다. 독일의 의료대화는 어떠한 

성향을 띄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국과 같은 방법으로 총 9개의 

독일의 의료대화에서 시행된 의사와 환자의 ISA 수를 각 단계별로 

보았다. 이에 대한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6> 독일 의료대화의 ISA

독일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문진단계에서 가장 많은 ISA가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문진단계에서만 차지하는 ISA 

비율이 전체 ISA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진단계를 다음으로 역시나 처방단계가 전체의 ISA 중 

1/6정도의 ISA를 차지하고 있으며 처방단계를 다음으로는 

진찰단계, 마침단계 그리고 시작단계가 순서대로 ISA의 비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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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각 화자별로 보더라도 의사의 

경우에도 역시나 문진단계에서만 발생한 ISA의 수가 의사 전체 

ISA의 수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의사가 환자의 질병을 알아내기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문진단계에 참여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처방단계에 들어서 

의사의 ISA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기는 하지만, 두 번째로 높은 

ISA의 수를 가지고 있으며, 진찰단계의 ISA 수와는 별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다. 의사의 경우 시작단계에서보다 마침단계에서의 

ISA 수가 더 크며, 이는 대화의 시작보다는 마무리 짓는 것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환자의 경우도 의사와 

마찬가지로 문진단계에서만 차지하는 ISA의 수가 환자 전체 ISA의 

수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환자가 매우 적극적으로 자신의 상태에 대해 진술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의사와 마찬가지로 처방단계에 들어서면서 

ISA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지만 두 번째로 높은 ISA의 수를 

가지고 있으며, 진찰단계에 이르러서 ISA의 수가 더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환자는 특이하게도 진찰단계에서의 ISA 수와 

시작단계에서의 ISA 수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마침단계보다 

시작단계에서 더 적극적인 참여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환자의 

진찰단계와 마침단계 그리고 시작단계의 ISA 수를 합치더라도 

처방단계의 ISA 수를 능가하지 못하며 ISA의 배율이 균일하지 

않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 <표6>의 수를 토대로 

의사와 환자가 어느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화를 

주도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각 화자의 ISA 합을 100%로 놓고 

보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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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5> 독일 의사의 단계별 ISA 비율

<그래프6> 독일 환자의 단계별 ISA 비율

각 화자의 ISA 합을 100%로 비교해 보면, 각 화자가 어느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화를 주도하는 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위의 그래프를 봤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점은 의사와 환자의 

ISA 비율이 문진단계에서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의사의 경우 

그 비율이 거의 60%에 가까우며, 환자의 경우는 심지어 60%를 

능가한다. 이는 의사와 환자 모두 질병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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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적극적인 태도로 대화에 임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문진단계에 너무 집중이 된 나머지, 다른 단계에서의 

ISA 비율이 고르지 못하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드러난다. 의사의 

경우 남은 40% 내에서 ISA 비율을 나누고 있으며, 문진단계를 

다음으로 처방단계에서 약 19% 그리고 진찰단계에서 약 14%의 

순서대로 ISA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의사는 시작단계보다 

마침단계에서 더 높은 ISA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앞서 

언급했다시피 대화의 시작보다는 대화를 마무리하는 것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의사의 ISA 비율에 따라 

적극적으로 주도되어진 단계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문진 > 처방 > 진찰 > 마침 > 시작. 환자의 경우도 의사와 

마찬가지로 문진단계의 ISA 비율을 제하고 남은 40%의 ISA 비율 

내에서 나머지 네 단계가 분배되어지는데, 이 중 20% 가량을 

처방단계가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처방단계를 

다음으로 약 6.5%의 비율을 진찰단계가 차지하고 있으며 

여기까지의 순서는 의사와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환자와 의사와의 

ISA 비율에서 드러나는 차이점은 대화의 시작과 끝에 있는데, 

의사의 경우 시작단계보다는 마침단계에 집중한 반면에, 환자는 

마침단계보단 시작단계에서 높은 ISA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의사와는 반대로 대화를 마무리 짓는 것에 집중하기 보다는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더 집중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환자가 적극적으로 대화를 주도한 

단계를 순서별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문진 > 처방 > 진찰 > 

시작 > 마침. 전반적으로 의사와 환자의 ISA 비율은 단계별로 

비슷한 성향을 띄고 있으며, 이는 각 단계별로 대화를 주도하는 

의사와 환자의 비율이 비슷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은 각 

단계별로 수행된 ISA 비율을 보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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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7> 독일 의료대화의 단계별 ISA 수행 비율

독일의 경우 문진단계에서 차지하는 ISA 비율이 약 60%로 

압도적으로 높은 대화의 주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처방단계가 약 20%의 ISA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의사나 환자 모두 문진단계에 굉장히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질병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기보다는 질병 그 자체를 이해하는 데에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처방단계를 다음으로 진찰단계가 약 

12%의 ISA 비율을 가지고 있으며, 대화의 시작과 끝을 제외하고 

봤을 때, 의료대화의 핵심적인 단계가 위의 세 단계라면 그만큼의 

ISA 비율을 세 단계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그 뒤를 마침단계가 약 6%의 ISA 비율을 가지고, 시작단계가 약 

4%의 ISA 비율을 가지면서 독일의 의료대화에서도 마찬가지로 

대화의 시작에 비해 대화를 마무리 짓는 것에 더 집중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을 ISA 사용비율의 비중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문진 > 처방 > 진찰 > 마침 > 시작. 이처럼 두 화자의 ISA 

사용비율의 비중은 의사의 ISA 사용비율의 비중순서와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각 화자가 단계별로 대화를 주도하는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시작단계에서 나타나는 두 화자의 ISA 

비율의 차는 크지 않으며, 의사에 의해 시작단계가 주도되어지는 

대화의 예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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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시작단계를 주도하는 의료대화의 예(IA_MR_01)
1 A:   tag frau (...)

2 P:   gutn tag doktor ich bin nämlich so erkältet (0.2)

3       ich [werd] de erkältung gar net los

보통 의사에 의해 시작단계가 주도되는 경우, 위의 예와 같이 

의사가 환자에게 인사의 말을 건넴으로써 대화가 시작되거나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환자가 시작단계를 주도하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단지 주도자가 의사에서 환자로 바뀌었을 뿐 대화의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예는 다음과 같다.

환자가 시작단계를 주도하는 의료대화의 예(AA_BI_01)
2 P:   guten morgen (0.5)
3 Ä:   setzen sie sich mal (0.1) mh

해당 대화에서 의사는 시작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환자에게 

병원을 찾은 이유를 묻는 문진단계로 대화의 시작을 시도하였으나 

환자가 이를 무시하고 의사에게 인사를 건넴으로써 시작단계와 

문진단계의 단계치환이 일어나는 구간이다. 3행에서 의사는 다시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오며 환자에게 자리를 권하고 앞선 

문진단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환자가 시작단계에서의 주도권을 가지고 올 

수는 있지만 대화의 주도권이 다시 의사에게 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시작단계에서의 대화주도권은 

환자에 비해 의사가 더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가장 많은 ISA의 비율을 차지하는 문진단계를 보면, 

역시나 의사의 ISA 비율이 환자의 ISA 비율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의사가 적극적으로 환자의 질병을 

알아내기 위해 대화를 주도하여 이끌어가는 것을 해석할 수 있다. 

또한 ISA의 비율이 전체 ISA 비율에서 60% 가까이 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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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환자도 의사 못지않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여 

자신의 상태에 대해 진술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먼저 의사가 

문진단계를 주도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의사가 문진단계를 주도하는 의료대화의 예(UR_HD_05)
3 A:   was gibt s denn (--) für (-) [probleme]

4 P:                                [also ich] hab ich hab 

5      (.) an sich hab des (1.0) problem 

6      also für mich (-) äh is kein problem 

7      ich kann also durch mei behinderung

대개의 문진단계는 위의 예와 같이 의사의 질문에 의해 

시작되며, 의사가 질문으로 대화를 유도함으로써 의사의 ISA가 

환자의 ISA보다 두 배 높게 나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문진단계에 참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러한 예는 다음과 같다. 위와는 반대로 

환자가 문진단계를 주도하는 경우이다. 

환자가 문진단계를 주도하는 의료대화의 예(IA_MR_01)
2 P:   gutn tag doktor ich bin nämlich so erkältet (0.2)

3      ich [werd] de erkältung gar net los

4 A:       [hmja]

5      ach du lieber gott

해당 대화에서 환자는 의사의 인사말에 답하며 곧바로 자신이 

병원을 찾아 온 이유를 밝히는 문진단계가 이뤄지고 있다.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환자가 의사의 질문 없이 바로 병원에 

온 목적을 밝히거나 환자 스스로 자신의 질병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추가적인 질문을 할 경우, 환자에 의해 문진단계가 

주도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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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진찰단계의 경우 대개 의사에 의해 단계가 

주도되어지는 곳으로, 당연히 의사의 ISA 비율이 환자의 ISA 

비율보다 높은 곳이다. 두 화자의 ISA 비율 차는 약 4배이며, 간혹 

환자에 의해 단계가 주도되어지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의사에 의해 진찰단계가 이루어지는 대화는 아래와 같다.

의사가 진찰단계를 주도하는 의료대화의 예(AA_HD_01)
620 A:   ja 
621      (1.8) (so un jetzt) sagste ma ah
622 P:   ah:::
623      (---)

일반적으로 진찰단계는 의사가 환자에게 지시사항을 내리는 

단계로 대부분이 의사에 의해 단계가 주도되어진다. 하지만 낮은 

비율로 환자에 의해 진찰단계가 주도되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대화는 아래와 같다.

환자가 진찰단계를 주도하는 의료대화의 예(AA_BI_05)
406 P:   noch weiter frei machen oder

407 A:   ne erst mal so wir wolln mal blutdruck 
messen(1.3)

환자가 주도적으로 진찰단계를 하는 경우는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앞으로 행해질 지시사항을 환자 스스로가 의사에게 

질문하면서 대화의 주도권인 ISA를 가져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매우 드물며, 대부분의 진찰단계는 의사의 

지시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어 의사가 대부분의 ISA를 가져간다.

 다음으로 처방단계에서도 의사의 ISA 비율과 환자의 ISA 

비율의 차가 두 배 정도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의사가 

환자에게 취해야 할 행동을 일러주는 단계임으로 이러한 ISA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먼저 의사에 의해 처방단계가 

주도되어지는 대화는 아래와 같다. 



- 84 -

의사가 처방단계를 주도하는 의료대화의 예(AA_BI_01)
169 Ä:   ging nich jaha (0.6) na ja (0.4)
170      wir wir machen das so 
171      ich schreibe sie erst mal krank (0.4)
172      sie bleiben m (0.1) äh diese woche zu hause
173 P:   mhm

일반적으로 의사에 의해 주도되는 처방단계의 경우, 위의 

대화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70행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치료를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해주며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처방단계는 의사가 환자에게 

대처방안을 제안하기 때문에 의사가 먼저 대화를 시작하고 

주도권을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환자도 마찬가지로 

처방단계에서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아래의 대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자가 처방단계를 주도하는 의료대화의 예(AA_HD_05)
157 P:   (ja und dann bräucht ich eben noch) 

158      (---) [ne bestät      ]igung dass ich eben 

159 A:         [ne krankmeldung] 

160 P:   [(diese) woche nicht kommen kann]

161 A:   [    ne krankmeldung genau      ]      

162      ja

환자가 처방대화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오는 경우는, 위의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환자가 의사에게 보험을 위해 필요한 

증명서를 157행에서 요구하면서 처방단계에서의 ISA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환자가 처방에 있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요구하면서 처방단계의 ISA를 가져가는 경우도 종종 

발견할 수 있으며, 이러한 ISA의 비율은 확인된 바와 같이 높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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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마침단계에서 나타나는 의사와 환자의 ISA 비율의 

차는 약 두 배이며 마침단계에서도 의사의 ISA 비율이 환자의 ISA 

비율보다 높았다. 이는 대화를 마무리하는 데에 있어 의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화의 예는 

아래와 같다.

의사가 마침단계를 주도하는 의료대화의 예(AA_BI_01)
329 Ä:  und dann wolln wa mal gucken (7.2)
330     sie komm am freitag noch mal bitte hier rein [ja ]
331 P:                                                [mhm]

위의 대화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의사에 의해 마침단계가 

주도되는 경우는 330행에서처럼 의사가 환자에게 예약을 해주면서 

의사가 대화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상황과는 반대로 환자가 마침단계를 주도하는 경우는 아래의 

대화와 같다.

환자가 마침단계를 주도하는 의료대화의 예(AA_BI_03)
425 P:   ich danke ihnen für des
426 A:   gut (.) jaha

해당 대화의 425행에서 환자는 의사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며 

마침단계의 ISA를 가져오며 대화를 마무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환자도 의사와 마찬가지로 대화를 마무리 지으려는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두 화자의 역할이 바뀌었을 뿐 대화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의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단계는 의사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ISA의 비율은 약 7:3으로 한국과 비슷한 성향을 

보였지만 의사와 환자 모두 문진단계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관심을 

가지고 대화에 참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시작단계에서의 

ISA는 의사의 경우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가 대화의 전개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지만, 의사와 반대로 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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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단계에서의 ISA를 가져가는 것은 대화의 전개방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진단계와 진찰단계 

그리고 처방단계에서 환자가 ISA를 가져가는 경우는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상태를 진술하고 원하는 바를 

요구하는 경향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마침단계의 경우 

의사가 그 단계의 ISA를 가져가든 환자가 ISA를 가져가든 대화를 

끝맺는다는 데에 있어서 공통점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성향이 각 단계 내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나타내면 

다음의 그래프와 같다.  

<그래프8> 단계 내에서 수행되는 의사와 환자의 ISA 비율

위의 그래프는 각 단계 내에서 의사와 환자의 수행 비율을 

나타낸 것인데, 이를 통해 각 화자의 대화성향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먼저 전반적으로 의사의 ISA 비율이 환자의 ISA 비율보다 

높으며 최종 시행된 두 화자의 ISA 비율은 7:3으로 한국과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먼저 위의 그래프에서 눈에 띄는 점은 의사의 

ISA 수행 비율과 환자의 ISA 수행 비율이 반비례한다는 것이다. 

의사의 경우 수행되는 ISA 비율의 시작이 점차 높아지다가 

진찰단계에서 최고점을 찍고 다시 낮아지는 반면에, 환자는 의사와 

정 반대로 수행되는 ISA의 비율이 점차 낮아져 진찰단계에서 

최저점을 찍은 후 다시 ISA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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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시작화행)
의사 ISA 환자 ISA ISA의 합
한국 독일 한국 독일 한국 독일

시작단계 20 17 0 13 20 30
문진단계 188 269 49 133 237 402
진찰단계 48 65 7 14 55 79
처방단계 86 86 64 43 150 129
마침단계 20 27 15 11 35 38
총 362 464 135 214 497 678

수 있다. 이는 한 화자가 적극적으로 대화를 주도할 때 다른 화자는 

이를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두 화자의 화합이 잘 

맞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역시나 각 단계별로 구분하여 

보아도 모든 원형단계에서 의사의 ISA 수행 비율이 환자의 ISA 

수행 비율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사와 환자의 ISA 

비율 차가 가장 적게 나는 단계는 시작단계로 약 6:4의 비율을 

보였으며, 의사와 환자의 ISA 비율 차가 가장 큰 단계는 약 8:2의 

비율을 보이는 진찰단계였다. 이는 환자가 대화의 시작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여 자신의 상태에 대해 충분히 진술하고 

진찰이 필요한 경우 이를 수용하며, 처방단계 이르러서는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고 또는 의사의 의견을 수용하며 대화를 잘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의 5장에서 더 자세하게 언급하겠지만 지금까지 보았던 

ISA의 내용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 표를 확인할 수 있다. 

<표7> 한국과 독일 의료대화의 ISA 개수

위에서 보았던 한국과 독일의 의사와 환자가 사용한 ISA의 

수를 비교하기 위해 위와 같이 정리해보면 의사의 경우 시작단계를 

제외하고는 독일의 의사가 한국의 의사보다 더 많은 ISA를 

사용하였으며, 환자의 경우 대화의 초반단계는 독일의 환자가 

한국의 환자보다 많은 ISA를 사용하고 있지만, 대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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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단계에서는 한국의 환자가 독일의 환자보다 많은 ISA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반적인 ISA 사용에 

있어서는 처방단계를 제외하고는 독일의 ISA 수가 한국의 ISA 

수보다 높았으며, 한국과 독일 모두 문진단계에서 가장 많은 ISA를 

사용하고  시작단계에서 가장 적은 ISA의 사용량을 보여주고 있다. 

두 나라 모두 총 ISA 사용량의 순서에 있어서 같은 성향을 띄고 

있으며, 한국의 의사 경우 시작단계와 마침단계의 ISA 수가 같게 

나왔지만, 두 나라의 의사는 같은 ISA의 사용량 순서를 보여주고 

있다. 문진단계 다음으로 두 나라 모두 처방단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ISA를 사용하고 있으며, 처방단계를 다음으로는 진찰단계 

그리고 마침단계 마지막으로 시작단계의 순을 보여주고 있다.

4.3. 최소대화와 대화의 심도

의료대화는 시간의 제약 속에서 진행되는 대화이다. 짧은 시간 

내에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발화 속에서 최대한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소대화(Minimaldialog = MD)가 하나의 

완결된 화행연속체로 한 개의 대화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라고 할 

때, 주어진 시간 내에 수행되는 최소대화가 많을수록 그 대화 

내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량이 많아질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최소대화 내에 포함되는 정보량이 많아질수록 대화의 길이 또한 

길어질 것이라 추정하였고, 대화가 길어질수록 대화에 대한 심도 

또한 이에 비례할 것이라 예상하였다. 앞에서 이미 언급했다시피 

분석된 자료가 전사된 자료이고 시간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대화의 

길이를 비교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방법이 발화의 어절 수를 

세어 이를 비율로 나타내고 그 비율을 비교하는 것이었다. 발화의 

어절 수를 세기 위해 워드(Microsoft Word 2010)를 사용하였고, 

워드에서 사용된 어절 개수의 계산법은 해당 발화의 모든 

대화기호를 제외하고 문서에 입력된 단어들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작업영역 맨 아래 상태표시줄에 표시된 단어의 수를 사용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총 9개의 한국 의료대화를 각 단계별로 차지하는 

최소대화의 개수와 어절의 개수 그리고 각 MD당 차지하는 어절의 
평균 개수를 구하여 보았다. 대화의 심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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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의 개수 어절의 개수 MD 1개당 평균 어절 수
시작단계 20개 100개 5개
문진단계 237개 4922개 20.77개
진찰단계 55개 409개 7.44개
처방단계 150개 2968개 19.79개
마침단계 35개 533개 15.23개
총 497개 8932개 17.97개

MD당 사용된 어절의 수에 따라 어느 정도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를 보았으며, 정보량이 많을수록 대화의 심도는 깊어질 
것이라 사료하였다. 

4.3.1 한국 의료대화의 최소대화와 대화의 심도

위의 방법론을 사용하여 한국의 의료대화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 
표가 나온다.

<표8> 한국 의료대화의 MD

 위의 표는 총 9개의 의료대화를 분석하여, 각 단계별로 시행된 

MD의 수가 몇 개인지를 보았고, 해당단계에서 사용된 어절의 수를 

세어 분류해 놓았다. MD의 수는 의사와 환자의 ISA를 합한 값이다. 

또한 그 단계에서 사용된 어절의 수를 활용하여 각 MD당 사용된 

평균 어절의 수를 구하였으며, 평균 어절의 수가 크면 클수록 

대화의 길이는 길어지고, 해당 MD에 포함되는 정보량이 많아져 

이에 대한 심도 또한 깊을 것이라 사료하였다. 어절의 수는 

4.4.장에서 언급되어질 의사와 환자의 RB를 합한 값이며, MD 한 

개당 평균 어절의 수를 구하기 위해 어절의 개수에서 MD의 개수를 

나누어 구하였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의료대화에서 나타나는 대화의 

심도를 알아보기 위해 해당 발화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량을 

기준으로 보았으며, 정보량은 발화된 어절 수에 비례할 것이라고 

사료하였다. 이에 대한 예를 각 단계별로 보고자 한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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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단계에서 이루어지는 MD는 한 개의 MD당 평균 5개의 어절이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시작단계에서 

이루어지는 MD의 예는 아래와 같다.

시작단계의 최소대화 예 1.(M06047)

1 의사: 예,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앉으십시요.

2 환자: ((의자에 앉는다.))

보통 시작단계에서 이루어지는 MD의 경우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의사가 인사말을 건네거나 환자에게 특정한 행동, 특히 

자리에 앉기를 권하면서 화행의 연속체가 완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어느 특정한 행동을 권하는 제안의 경우 청자의 별다른 

발화 없이 제안에 응함으로써 화행을 완성시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화의 심도와 관련하여 위의 MD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환자에게 인사를 건네고 자리를 권하는 것으로 대화의 심도는 

얕다고 해석할 수 있다. 위에서 제시된 대화의 경우 총 1개의 

MD가 사용된 예이며, 한 단계 내에서 여러 개의 MD가 실현될 

수도 있으며 이러한 예는 아래와 같다. 

시작단계의 최소대화 예 2.(M07065)

1
2 의사: ((차트를 앞으로 끌어당긴 뒤 모니터 보고)) 안녕하세

요 잘 지내세요↗

3 환자: <<작게>네>

4 의사: 네↘ ((눈은 모니터 보고 의자를 향해 손짓하며)) 여
기 앉으세요

위의 대화의 경우, 3행에서 환자가 의사의 질문에 반응함으로써 

하나의 MD, 그리고 4행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자리를 권하는 두 

개의 MD를 확인할 수 있다. 위의 MD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의사가 환자에게 인사를 건네면서 안부확인 후 자리를 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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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첫 번째 대화에서보다 MD의 수는 늘어났지만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같으므로 심도는 처음 봤던 예와 같이 얕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시작단계에서 쓰이는 어절은 한 개의 MD당 평균 

5개의 어절이 사용되며, 이는 시작단계에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고 있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 문진단계에서 이루어지는 MD의 경우 총 239개로 전체 

MD에서 절반 가까이에 달하는 MD의 개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어절 

또한 제일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진단계에서는 한 개의 MD당 평균 20.77개의 어절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통 문진단계에서 나타나는 

MD의 예는 아래와 같다. 

문진단계의 최소대화 예 1.(M06053)

1 의사: ((차트 보면서))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2 환자: 몸살: 좀 나가지구요

3 의사: 음: 그래요. <<빠르게>어디가 제일 불편해요?>

해당 대화의 경우 의사가 환자에게 병원을 방문한 목적을 

물어보는 한 개의 MD와 3행에서 구체적 증상을 알기 위해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는 두 개의 MD를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간결하게 문진단계를 진행시킬 수는 있지만 해당 대화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량은 굉장히 한정적이다. 따라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된다면 해당 MD에 내포하고 있는 정보량이 많아질 것이라고 

사료하였으며, 정보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해당하는 MD의 길이도 

길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진단계의 최소대화 예 2.(M06050)

 8 의사: 어디 불편해서 오신 거예요?
 9
10 환자: 이(,) 관 무릎 관절 때문에((처방전을 의사에게보이며) 

저기 진통제를 먹는데↘ 
11 의사: 네:((처방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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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환자: 관절, 무릎을 수술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19 의사: 음
20
21 환자: 그래((손으로 처방전 쪽 가리키며))가져와서 일주일 

정도 먹었는데도((배를 만지며))소화가 전혀 안돼요.
22 의사: 음
23
24 환자: 그리고 그래서 전화를 걸고 그약 일단끊고 그랬는데

도 한달이 되도 정상으로 소화가 안 되고↘
25 의사: 안 돼요↗

12 환자: ((처방전에 손짓하며))그 심해질 경우는 그 약을 먹
는데요

13 의사: 예.
14 환자: 진통제를 먹는데 ((들숨)) 그 약을: 사러갔더니↷  
15 의사: 음

16 환자: ((손가락으로 처방전 가리키며)) 이런 약 이런 약을 
같이 먹으면은

17 의사: 예

26
27 환자:

지금 두달: 이상 됐는데도↷ 소화가 되긴 되는데 깨끗
이 이렇게 거 전처럼 완전히 소화가잘 된거 같지가 않
고

28 의사: ((차트 기록하며)) 네
29 환자: 약간 불쾌감이 남아있어요. 
30 의사: 네에
31
32 환자: 그래서 혹시나하고 위 한번 조사 한번 해보면 어떨

까하고 그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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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의사: (?) 정도? 함 누워 보세요.

56 환자: ((침대로 가서 눕는다))

57
58

의사: ((의사는 청진기 가지고 침대로 가 환자의 앞쪽 배를
진찰한다.))
뒤로 누우시고:↗ (?)

해당 대화의 경우 빈번한 화자교체가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8행에서 수행된 의사의 질문에 환자가 32행까지 한 번의 

turn으로 대화가 이루어져 있으며, 대화 중간마다 행해진 의사의 

발화는 청자의 반응(Hörersignal)으로 의사소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에 질문에 대한 

답변이 32행에서 종결됨으로 이것은 하나의 긴 MD라고 볼 수 

있으며, 짧은 MD의 비해 긴 MD가 더 많은 정보량을 지니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으로 대화의 심도 또한 깊다고 볼 수 있다.

진찰단계에서 이루어지는 MD의 경우 평균 7.44개로 비교적 적은 

어절이 사용되며, 시작단계와 마침단계를 제외한 다른 원형단계에 

비해 내포하고 있는 정보량이 적다고 볼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의사가 환자에게 지시사항을 내리는 것으로, 보통 환자의 발화 없이 

화행이 완료되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대화의 예는 아래와 같다. 

진찰단계에서의 최소대화 예(M06032)

해당 대화의 55행에서 의사는 문진을 마치고 환자에게 

누워보라고 지시하는 진찰단계의 시작을 볼 수 있다. 이에 환자는 

아무런 대답 없이 의사가 지시한 행동을 따름으로써 하나의 MD가 

시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환자가 행동을 취하자 의사는 또다시 

58행에서 환자에게 뒤로 누울 것을 지시하는 두 번째 MD의 실현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처방단계의 경우 문진단계 다음으로 MD가 가장 많은 

구간으로써 역시나 다수의 주제가 언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총 

9개 의료대화의 처방단계에서 사용된 어절의 수는 2968개이며, 

이는 한 MD당 평균 19.79개의 어절 수로 보다 많은 정보량을 해당 

단계에서 공유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보통 처방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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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124

125

의사: ((웃으며) 예.)) 잘 드시는 편이세요? ((모니터를 보
며)지금 드리는 약이 그: 뭐 안전한 약인데요)((자판
을 치며) 그 중에 약 하나가 조금 그: 물이, 물이 먹힌
다고 그러나요?) 입이 좀 잘 말라요.

126 환자: 예.

134 환자: 그거 찍어보면, 오늘 찍을 수 있어요?

135 의사: 사진은 오늘 찍을 수 있죠.

136
137 환자: 그럼 만약 이상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사진 찍으면은

이상이 나올까요?

이루어지는 주제는 의사가 환자에게 문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 

또는 제안을 해주거나 환자가 스스로 원하는 처방을 의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포함된다. 이에 대한 예는 아래와 같다.

처방단계에서의 최소대화 예 1.(M06040)

해당 대화의 123행에서 의사는 문진단계를 끝마치고 약 처방을 

해주는 처방단계로 넘어가면서 환자에게 약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에 환자는 반응을 보이는 한 개의 MD가 실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처방단계에서의 최소대화 예 2.(M06039)

해당 대화의 134행에서 환자는 의사가 검사처방을 내린 가운데 

검사와 관련된 질문을 하고 이에 의사가 대답을 하는 하나의 

실현된 MD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135행에서 한 MD가 종결되고 

환자는 136행에서 추가질문을 하며 또 다른 MD의 실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처방단계에서는 문진단계만큼이나 많은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으며, 다른 단계에 비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마침단계에서는 대화를 정리하거나 마무리하는 단계로 

총 35개의 MD가 쓰였으며, 어절의 개수가 시작단계보다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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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의사: 안녕히 가세요↗.

109 환자: 수고하세요↗

276 환자: 그러면은 다음 (.) 주에 그 예약을

277 의사: =예약은 제가 예약을 해 달라고 하면 돼요.

278
279

환자: 담주에 제가 오는데, 제가 자주는 못 오니까
올 때 그때 하면 되겠네요.

280
281
282
283
284

의사: 그때 (.) 일단은 그: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약
이 있으시니까↷ 가져 오셔요. 그럼 제가 보고
일단은 검사하고 나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보죠. 우선↗ 자주 못 오시니까 예약을 해 놓
고 다음주에 왔을 때 저한테 다시 한번 말씀
해 주세요. 머리가 일주일 동안 아파서 어떤지

285 환자: 예.

286 의사: =말씀해 주시고↷ 그게 계속 되면은 (?)

287 환자: ((달력을 보면서)) 다다음주면 12월 10일이구
나. 12월 10일:

288
289

의사: 12월: 6일날 제가 수요일날 12월달은 수요일날
보거든요↗ 12월 6일날 괜찮으시겠어요?

290 환자: <<빠르게>아니 저 비뇨기과 같이 해야 되니
까>

291 의사: 아: 저기 비뇨기과 오시는 날이 목요일이세
요?

292 환자: 예예.

293
294

의사: 그럼 꼭 제가 아니더라도 제가 다른 선생님한
테 환자분 그걸 다 말씀을 드려 놓을게요.

295 환자: ((끄덕인다))

이상으로 많고 평균 어절 수 또한 3배나 높은 것으로 보아, 한국의 

대화는 시작보다 마무리하는 것에 더 초점을 두고 있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침단계에서 나타나는 MD의 예는 아래와 같다.

마침단계에서의 최소대화 예 1.(M06032)

위의 대화는 마침단계에서 흔히 나타나는 대화이며, 종종 

작별인사로 대화의 종결을 알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른 

예로는 예약을 확인하며 대화를 마무리하는 것도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보통 예약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화의 길이가 

길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예는 아래와 같다.

마침단계에서의 최소대화 예 2.(M06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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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대화의 276행에서 환자는 의사에게 예약확인을 하고 의사는 

277행에서 환자의 발화를 대신 끝맺어 주고 있다. 환자는 

278행에서 자신의 발화를 계속 이어가며 끝을 맺고, 의사는 

280행에서 다시 새로운 ISA를 하면서 새로운 MD가 시작된다. 

280행에서 시작된 의사의 발화는 286행에서 끝을 맺고, 환자는 

287행에서 새로운 ISA를 하면서 새로운 MD가 시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은 무시한 채 의사는 288행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 대화는 계속 이어나가다가 293행에서 

의사가 상황을 정리하며 마침단계는 종료된다. 위의 마침단계에서 

사용된 MD는 총 5개이다. 

이처럼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MD을 확인해 보면 한국의 

의료대화는 문진단계에서 가장 많은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 

단계에서 사용했던 어절의 수 또한 타 단계에 비해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다시 타 단계에 비해 나누는 정보량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심도 또한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문진단계를 다음으로 처방단계에서도 꽤 높은 비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어절의 수도 문진단계 다음으로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균 어절의 개수가 문진단계와 처방단계가 

비슷했단 점을 감안했을 때, 처방단계에서도 많은 정보량일 

공유됐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이는 보다 높은 심도의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진찰단계에서는 

일방적으로 의사가 지시를 내리고 환자가 이에 따르는 단계로 많은 

정보량을 갖고 있지 않으며 타 단계에 비해 대화의 심도도 

떨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대화를 시작하는 시작단계와 이를 

마무리하는 마침단계의 경우에도 어절의 수에 비교해 봤을 때 많은 

정보량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대화의 시작보다 대화를 마무리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3.2 독일 의료대화의 최소대화와 대화의 심도

다음으로 독일의 의료대화도 한국의 의료대화와 같은 방식으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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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의 개수 어절의 개수 MD 1개당 어절의 개수
시작단계 30개 478개 15.93개
문진단계 402개 11227개 27.93개
진찰단계 79개 1450개 18.35개
처방단계 129개 2951개 22.88개
마침단계 38개 749개 19.71개
총 678개 16855개 24.86개

<표9> 독일 의료대화의 MD

독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문진단계에서 가장 많은 MD를 가지고 

있으며 문진단계를 다음으로 처방단계에서도 많은 MD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역시나 대화의 심도를 알아보기 위해 

어절의 개수 또한 문진단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문진단계 다음으로 처방단계에서 많은 양의 어절이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개의 MD당 내포하고 있는 평균 어절의 

수를 봤을 때 전반적으로 고른 평균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모든 단계에서 균일한 정보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시작단계를 보면 시작단계에서 쓰인 평균 어절 수는 

15.93개로 상당히 높은 수를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작단계에서 나타나는 MD의 예를 보면 아래와 같다.

시작단계에서의 최소대화 예 1.(IA_MR_01)
1 A:   tag frau (...)

2 P:   gutn tag doktor ich bin nämlich so erkältet (0.2)

3      ich [werd] de erkältung gar net los

해당 대화의 1행에서 의사는 환자에게 인사를 건네고 환자는 

이에 대답을 하며 2행에서 바로 문진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대화의 시작단계에서 이루어진 MD는 한 개이며 

보통 인사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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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진 시작단계의 경우, 대화의 

길이도 짧을뿐더러 대화에서의 어떠한 정보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심도 또한 매우 얕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위의 <표9>에서 보면, 

시작단계에서의 MD 평균 어절 수가 상당히 높은 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녹취되어지는 진료과정을 문진하기에 앞서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해주기 때문이며, 이러한 예는 아래의 

대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작단계에서의 최소대화 예 2.(AA_HD_01)
1 A:   (-) gudn tach 
2      (-) darf ich mal vorne was vorneweg fragen= 
3 P:   =ja
4 A:   und zwar (-) äh sie ist ne (medi[zinstudentin)]
5 P:                                   [(...)        ]
6      (---)
7 A:   darf ich kurz (-) vorstellen ja 
8 P:   ja ja
9 A:   ähm (-) die ne doktorarbeit macht über arzt 
10      patienten (kommunika[tion)] 
11 P:                       [ah ja]
12      (-)
13 A:   ob sie (.) ob sie mithörn darf 
14 P:   [ja  ]
15 A:   [ohne] jetzt groß angsprochen zu werden 
16      (-)und ob tonband mitlaufen darf 
17      (-) ob sie das unterschrei unterscheiben 
18      (1.4)
19 P:   hm (-) (na gut) .h

1행에서 의사는 환자에게 인사를 건넴과 동시에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환자는 의사의 말에 반응을 하며, 의사는 다시 

7행에서 새로운 ISA를 하며 환자의 동의를 구한다. 환자가 이에 

동의하자 의사는 다시 9행에서 자세한 소개를 시작하고 환자의 

동의를 구하면서 13행에서 다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간다. 

환자는 계속 이에 반응하고 동의하며 대화는 계속 이어진다. 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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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는 시작단계에서의 일부분을 가져온 것이며, 해당 대화는 

계속해서 상황설명을 하다가 의사가 환자에게 병원을 찾아온 

이유를 물어보며 문진단계로 넘어간다. 위의 시작단계에서 시행된 

MD는 총 5개이며, 이와 같은 이유로 시작단계의 평균 어절 수가 

높아지며 얻을 수 있는 정보량 또한 많아짐으로 대화의 심도도 

깊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문진단계에서는 가장 많은 MD가 사용되었으며, 평균 

어절 수도 27.93개로 가장 높았다. 보통 첫 문진단계는 의사가 

환자에게 내원한 이유를 물으며 시작된다. 그 외의 문진단계는 

의사의 추가질문이나 환자의 추가질문으로 시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첫 문진단계에서 나타나는 MD의 예는 아래와 같다.

문진단계에서의 최소대화 예 1.(AA_BI_03)
6 A:   jaa gewesen ne riesen straße 
7       na weswegen kommen sie denn her
8 P:   ja ich habe seit drei tagen einen äh (0.2) finger 
9       wo ich nicht weiß (0.1) was ich damit machen soll
10     (0.8) also ich wenn ich (0.2)
11      gestern abend hab ich n brief geschrieben
12      da is er also ganz dick geworden (0.5)
13 A:   hm
14 P:   und das is als ob hier ein (0.1) ne nadel oder
15       irgendwas drin wär (1.0)

해당 대화의 6행에서 환자의 말에 대답을 하는 의사의 맞장구로 

시작단계가 끝나고 다시 7행에서 의사는 환자에게 내원한 이유를 

묻자 환자는 8행에서 이에 대답하며 15행까지 하나의 MD를 

이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화 중간 13행에서 의사는 환자의 

말에 집중하고 있다는 반응(Hörersignal)을 보이고 있으며 여기에서 
이루어진 turn은 따라서 한번이다. 이와 같이 첫 문진단계에서는 
보통 의사가 환자에게 내원한 이유를 물으며 환자의 답변을 듣는 
것이 보편적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진단계의 MD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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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단계에서의 최소대화 예 2.(AA_BI_01)
7  P:   [(...)] immer so übel (0.6) und nu geht das schon
8       (0.6) drei wochen lang so (0.4) 
9      und ich wa ich glaube ich weiß auch woher das kommt
10 Ä:   na woher
11 P:   ich lebe zur zeit in scheidung mit meinem mann und
12 Ä:   mädchen ihr seid doch erst [ganz frisch     ] 
13 P:                              [LACHT RESIGNIERT]
14      verheiratet was
15 P:   ich glaube das is das geht mir so (-) aufn (kopf)
16       ich kann mich auf der arbeit überhaupt nich
17      konzen[trieren]
18 Ä:         [ja     ] (0.8)
19      warum lassen se sich denn scheiden

해당 대화의 7행에서 환자는 의사의 질문에 답변을 하며 위의 

MD를 끝맺고 9행에서 새로운 주제를 꺼내면서 새로운 MD를 

시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의사는 10행에서 환자에게 

새로운 질문에 대한 상세질문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유도해내며 

환자는 다시 11행에서 구체적 설명을 하기 시작한다. 의사는 다시 

12행에서 맞장구를 쳐주며 환자는 14행에서 계속 11행에서의 말을 

이어나간다. 9행에서 시작된 MD는 18행에서의 의사답변에서 끝을 

맺으며 19행에서 의사는 다시 새로운 질문을 하며 새 MD가 

시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대화에 포함되어진 MD는 

따라서 총 세 개다.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발화 속의 정보가 

많아질수록 해당되는 발화의 길이는 길어지며, 이에 대한 심도 또한 

깊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진찰단계에서 나타나는 MD는 보통 의사가 지시를 하고 

환자가 이에 응하는 식의 MD가 많으며, 평균 어절 수가 18.35개로 

꽤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진찰단계에서 나타나는 예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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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단계에서의 최소대화 예(AA_BI_03)
304 A:   so da wolln wer mal gucken
305      zeigen sie noch mal her (1.2)
306      das ist (1.0) vor acht tagen
307      sind sie da nich [(hmhm)]
308 P:                    [nein  ] 
309      ich bin am samstag gekommen 

해당 대화의 304행에서 의사는 환자에게 아픈 곳을 보여주길 

요구하며 증상을 확인하는 진찰단계의 MD 시작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환자는 308행에서 의사의 요구에 응하고 확인질문에 

답하며 MD가 종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대화에서 나타난 

MD의 개수는 한 개이며, 해당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의사는 

환자에게 지시로만 해당단계를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환자의 상태를 살펴보기 때문에 진찰단계에서의 발화가 길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진찰단계에서의 평균 

어절 수가 증가되고 대화의 심도 또한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처방단계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MD를 보유하고 있는 

단계로 평균 22.88개의 어절이 쓰였으며, 이 단계에서는 보통 

의사가 환자에게 지시 또는 제안을 하거나 환자가 의사에게 요구를 

하는 등의 MD가 많다. 처방단계에서는 문진단계만큼 많은 

정보량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심도 또한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예는 아래와 같다.

처방단계에서의 최소대화 예 1.(AA_BI_01)
225 Ä:   also (0.2) zu fühlen is da nix (1.8)
226     da wolln wa erstmal abwarten nich aber wie gesacht
227    nicht in ihrer wohnung rumsitzen da und grübeln und
228     über ihr schicksal nachdenken (0.2) ne (0.5)
229     ich meine sie wollten das ja nun
230     [müssen se das auch]
231 P:   [mh (...) genau    ]
232 Ä:   durchstehn nich (0.2) nich wahr (0.5) und s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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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müssen sich ja in diesem j eim jahr nun darüber
234    klar werden (0.7) äm was (0.5) werden soll ihr mann
235     würde die ehe weiter fortsetzen oder nich (0.9)
236     oder will der auch nich mehr (2.1)

해당 대화의 225행에서 의사는 환자에게 의심되는 증상을 

말하면서 이에 대한 처방을 내리고 있는 MD이다. 231행에서 

환자는 의사의 처방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있다는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며 의사의 화행은 230행에서 계속 이어져 

234행의 앞부분에서 첫 MD를 끝낸다. 처방단계를 다음으로 대화는 

다시 의사가 환자에게 증상에 대한 질문을 하며 문진단계의 MD가 

시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처방단계에서만 사용된 MD는 

따라서 총 한 개이며, 발화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포함되는 정보량 

또한 많아지며 대화의 심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의 

대화는 환자가 의사에게 원하는 바를 요구하는 MD이다.

처방단계에서의 최소대화 예 2.(AA_BI_05)
647 P:                     [äm frau doktor dann] hätt ich

648      eine bitte

649 A:   na

650 P:   könnten sie mir die pille aufschreiben 

651      (2.0)

652 A: wie heißt denn das sa [ma da] man a wofür is n das

653 P:                         [seda ]

해당 대화의 647행에서 환자는 의사에게 원하는 바를 요구하는 

MD의 시작을 볼 수 있으며, 의사는 649행에서 이에 대한 요구가 

무엇인지를 말해보라는 반응을 보이고 환자는 이에 650행에서 

자신의 요구에 대한 발언을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의사는 

구체적인 약의 명칭을 알기 위해 다시 질문을 던지며 새로운 MD가 

시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대화에서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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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는 총 두 개다. 이처럼 대화는 길어질수록 발화 내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대화의 심도 

또한 비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마침단계에서의 나타나는 MD의 경우 대부분 인사로 

이루어져 있거나 감사표시를 하는 등 대화를 마무리하는 것이 이에 

포함되며, 마침단계에서 이루어지는 MD의 평균 어절 수는 

19.71개로 시작단계와 진찰단계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침단계의 예는 아래와 같다.

마침단계에서의 최소대화 예 1.(AA_BI_03)
425 P:   ich danke ihnen für des
426 A:   gut (.) jaha

해당 대화의 425행에서 환자가 의사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MD의 

시작과 이에 의사가 환자의 고마움에 응하며 해당 MD가 종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독일 의료대화에서 마침단계가 길어지는 

이유는 예약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데, 이 경우 보통 의사가 

환자에게 지시사항을 내리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예를 보면 아래의 대화와 같다.

마침단계에서의 최소대화 예 2.(AA_BI_01)
329 Ä:   und dann wolln wa mal gucken (7.2)
330     sie komm am freitag noch mal bitte hier rein [ja ]
331 P:                                                [mhm]
332 Ä:   (9.1) und den urin bringen se am freitag auch mit
333 P:   mhm
334 Ä:   und da kommen se ganz nüchtern bitte ja
335 P:   mhm
336 Ä:   freitag is der dritte (2.1) morgens um acht uhr
337      (0.1) ne
338 P:   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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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대화는 329행에서 처방단계를 끝맺고 330행에서 

마침단계로 넘어가는 구간이며, 예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의사는 환자에게 방문해야할 날짜와, 재방문 시 필요한 

사항을 환자에게 일러주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환자에게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을 확인시켜준다. 환자가 매 지시사항마다 대답을 하고 

있으므로 위의 대화에서는 총 네 개의 MD가 실현되고 있으며 

대화가 길어질수록 심도 또한 이에 비례한다. 

독일의 의료대화 경우, 전체 단계에서 문진단계에서만 MD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60%이며, 한 MD당 평균 27.93개의 어절로 

가장 많은 MD의 수와 높은 평균 어절의 수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의사와 환자 모두 타 단계에 비해 문진단계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화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환자의 

상태와 증상을 알아보기 위해 다양하고 많은 주제가 심도 있게 

진행되었음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처방단계에서는 약 

19%의 MD가 포함되어 있으며, 문진단계에서보다 MD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기는 했지만, 문진단계 다음으로 MD를 많이 

보유하는 곳이 처방단계이다. 이는 처방단계에서도 어느 정도 

적절한 양의 주제를 가지고 대화가 진행되었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처방단계에서는 한 MD당 평균 22.88개의 어절이 쓰였으며, 

문진단계만큼이나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진찰단계의 경우는 비교적 적은 양의 주제교환이 일어났지만, 한 

MD당 평균 18.35개의 어절이 쓰였으므로 보다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MD의 수는 진찰단계가 세 번째로 

많지만, 각 MD의 평균 어절에 있어서는 마침단계가 진찰단계보다 

높음으로, 마침단계에서 보다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마침단계의 경우 평균 19.71개의 어절로 

시작단계의 평균 어절 15.93개 보다 수가 높은 것으로 보아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화의 시작보다 종결하는 데에 있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MD의 양에 따라 단계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문진 > 처방 > 진찰 > 마침 > 

시작. 마찬가지로 대화의 심도에 따라 단계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문진 > 처방 > 마침 > 진찰 >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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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MD의 양과 대화의 심도가 서로 비례하지만 진찰단계와 

마침단계에서는 다른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진찰단계에서 

여러 가지 주제가 언급되는 반면에 대화에 대한 심도는 

마침단계에서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금까지 보았던 위의 이러한 MD를 정리하여 한국과 독일 

의료대화의 MD 평균 어절 수를 비교하기 위해 MD 한 개당 어절의 

개수를 비율로 나타낸 표는 아래와 같다.

<그래프9> 각 단계별로 시행된 MD의 평균 어절 비율의 비교

위의 그래프를 보면 두 나라 모두 문진단계에서 제일 높은 MD의 

평균 어절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문진단계를 다음으로 처방단계, 

마침단계, 진찰단계 그리고 시작단계를 순서로 한 공통점이 보인다. 

전반적으로 독일의 평균 어절 비율이 한국의 평균 어절 비율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차가 제일 큰 곳은 시작단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대화를 시작하는데 있어, 한국보다 

독일에서 보다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노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두 나라 모두 문진단계에서는 의사와 환자 

모두 나누려는 정보량이 많아,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진찰단계의 경우, 한국은 비교적 얕은 

심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독일의 경우 보다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다음으로 처방단계에서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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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모두 문진단계 다음으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눈 곳으로, 

역시나 많은 정보가 교환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문진단계와 처방단계에서의 비율 차가 낮지만, 독일의 경우 한국에 

비해 두 단계의 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마침단계의 경우 두 나라 모두 비슷한 성향의 심도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 의료대화는 시작단계에서 한 자리수의 평균 비율을 

나타내는 반면에 독일의 경우 평균 비율이 전체 단계에서 두 자리 

수로 나온 것으로 보아 대화의 심도가 비교적 균일성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MD에 대한 자세한 비교는 뒤의 

5장에서 다시 언급하고자 한다.

4.4. 대화기여와 대화참여도

대화기여(Redebeitrag = RB)가 발화자에게 주어진 발화기여로 
청각적 또는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형태적인 것이므로, 연구에 
사용한 대화의 길이를 측정하기 위해 이를 문자화하여 시각적인 

형태로 만들어 보았다. 여기서 나타낸 시각적인 형태는 각 

원형단계별로 의사와 환자의 발화를 나누어 모든 기호를 제외하고 

순수 어절만을 측정한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발화의 시간을 

측정하여 대화기여와 참여도를 보았으면 훨씬 더 정확한 비교가 

가능했겠지만, 대화의 시간정보가 없어서 문자화된 대화의 길이를 

가지고 대화기여와 대화참여도를 측정하였다. 한 발화에서 정보량이 

많을수록 대화의 길이 또한 길어질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대화길이가 길어지는 것은 대화에서 쓰인 어절 수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발화의 어절 수를 세어 대화기여의 크기를 

측정하였다. 어절의 수는 워드(Microsoft Word 2010)에서 

자동으로 계산된 단어 수를 기반으로 하였다. 대화의 기여가 

높을수록 대화참여도 또한 이에 비례할 것이라 예측하였다. 

4.4.1 한국 의료대화의 대화기여와 대화참여도

각 단계별로 사용한 어절의 수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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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RB 환자RB RB의 합
시작단계 74 26 100
문진단계 1721 3201 4922
진찰단계 217 192 409
처방단계 2090 878 2968
마침단계 297 236 533
총 4399 4533 8932

<표10> 한국 의료대화에서 쓰인 어절의 개수 

먼저 표를 살펴보면 의사의 경우 전 단계 중 처방단계에서 가장 

많은 어절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처방단계에서의 대화기여가 가장 

높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처방단계를 다음으로 

문진단계에서도 많은 어절이 사용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마침단계 그리고 진찰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작단계를 순으로 어절들이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화기여 

또한 같은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환자는 대부분의 어절을 

문진단계에서 사용하였으며 문진단계 다음으로는 처방단계에서 

많은 어절이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다시 

문진단계에서의 대화기여가 가장 높으며 대화참여도 또한 

문진단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처방단계를 다음으로는 마침단계 그리고 진찰단계 마지막으로 

시작단계 순으로 어절이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화기여와 대화참여도도 비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위의 수를 

가지고 각 화자의 RB 합을 100%로 비교해 보면, 각 화자가 어느 

단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했는지를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그래프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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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10> 한국 의사의 단계별 RB 비율

<그래프11> 한국 환자의 단계별 RB 비율

각 화자의 RB 합을 100%로 봤을 때, 각 화자가 어느 단계에서 

가장 많은 RB를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의료대화에서 

의사는 거의 50%의 RB를 처방단계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문진단계에서도 상당히 많은 양의 RB가 사용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환자의 증상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다른 단계보다 많은 어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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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에 자신의 증상과 

상태를 서술해야할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단계에 비해 

문진단계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RB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문진단계를 제외하고 처방단계에서도 어느 정도의 요구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단계들은 한 자리수의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많은 RB를 할애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의사의 경우도 

문진단계와 처방단계를 제외한 나머지 단계에서 한 자리수의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한국 의료대화에서의 RB는 문진단계와 

처방단계에서 높은 대화기여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의사의 처방단계 RB가 제일 높고 환자의 문진단계 RB가 제일 높은 

것은 증상을 설명하는 환자와 이에 대한 해결책을 의사가 

제시해주는 것으로 전형적인 의료대화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어느 단계에서 가장 많은 RB를 하는지 보기 

위해서 두 화자의 RB 합을 보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나타난다. 

<그래프12> 한국 의료대화의 단계별 RB 수행 비율

두 화자의 RB 합을 100%로 놓고 보면, 두 화자 모두 

시작단계에서는 전체 대화에서 약 1%의 RB를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시작단계에서 나누는 대화가 많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환자의 RB가 가장 높은 문진단계에서는 

전체 대화에서 약 55% 이상의 RB를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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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는 두 화자 모두 높은 대화의 참여도를 보여주고 

있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진찰단계에서는 상당히 낮은 

RB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체 대화에서 진찰단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5%가 채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처방단계의 경우, 의사의 RB가 가장 높은 단계로 의사의 적극적인 

대화참여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전체 단계에서 약 33%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문진단계만큼은 아니더라도 두 

번째로 높은 RB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문진단계와 처방단계가 

차지하는 총 비율이 약 88%로 대화의 참여도가 이에 집중되어 

있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마침단계에서의 RB는 약 

6%로 시작단계보다 높은 대화참여도가 확인되며 이는 대화의 

시작보다 대화의 마무리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나타내고 있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제 각 단계별로 수행되는 두 화자의 RB 비율을 

보기 위해 각 단계별로 RB 합을 100%로 놓고 보았으며, 이는 

아래의 그래프와 같다.

<그래프13> 단계 내에서 수행되는 의사와 환자의 RB 비율

각 단계별 RB 합을 100%로 놓고 보면 각 단계 내에서 의사와 

환자의 RB 수행 비율을 알 수 있다. 먼저 눈에 띄는 점은 

문진단계를 제외하고는 의사의 RB 수행 비율이 환자의 RB 

수행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시작단계와 처방단계에 있어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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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의 비율 차는 컸으며, 진찰단계와 마침단계에서의 두 화자 RB 

비율 차는 미미했다. 유일하게 문진단계에서만 환자의 RB 수행 

비율이 의사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는 약 두 배 정도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각 단계별로 살펴보면, 시작단계에서는 

의사의 RB가 환자의 RB보다 압도적으로 높으며, 이는 의사의 

대화참여도가 환자의 대화참여도보다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진단계에서는 앞서 언급했다시피 환자의 RB가 의사의 RB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환자의 적극적인 

대화참여도를 짐작할 수 있다. 진찰단계에서는 의사와 환자 모두 

비슷한 비율의 RB가 확인되었으며 미세한 차이로 의사의 RB가 

높은 것으로 보아 의사의 대화참여도가 환자보다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처방단계에서도 시작단계와 마찬가지로 

의사의 압도적인 RB의 비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의사의 

대화참여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대로 환자의 

경우 생각보다 낮은 비율로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의사에 비해 상당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으로 

짐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마침단계에서의 RB도 의사가 환자보다 

높으며 이에 대화참여도 또한 의사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대화의 참여도는 의사가 환자보다 높으며, 환자는 

무엇보다도 문진단계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의사보다 환자의 RB 비율이 높은 

이유는 의료대화에서 나타나는 RB가 문진단계와 처방단계에 

집중되어 있으며, 집중된 단계 중 문진단계에서 환자가 매우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체 단계에 있어서 두 화자의 RB 비율이 집중된 

문진단계와 처방단계에서 환자의 문진단계 RB가 타 단계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을 나타내기 때문에 문진단계에서는 환자가 매우 

적극적인 대화참여도를 보이고 있고, 처방단계에서는 의사의 

적극적인 대화참여도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의료대화의 

성향을 나타내고 있는 의료대화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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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RB 환자RB RB의 합
시작단계 287 191 478
문진단계 5259 5968 11227
진찰단계 1056 394 1450
처방단계 1939 1012 2951
마침단계 555 194 749
총 9096 7759 16855

4.4.2 독일 의료대화의 대화기여와 대화참여도

다음으로 독일의 의료대화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의료대화에 쓰인 

어절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표를 확인할 수 있다.

<표11> 독일 의료대화에서 쓰인 어절의 개수

먼저 시작단계에서는 의사가 환자보다 많은 RB를 하고 있으며 

전체 RB 합에서도 절반 이상의 RB를 의사가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문진단계의 경우 미세한 정도로 환자가 

의사보다 많은 RB를 하고 있으며 거의 비슷한 대화참여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진찰단계의 경우 의사의 RB가 

환자의 RB보다 많으며 대화참여도 또한 의사가 더 높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처방단계에서도 역시 의사가 환자보다 많은 RB를 하고 

있지만 대화참여도는 비슷한 정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마침단계의 경우도 역시나 의사의 RB가 환자의 

RB보다 높으며 대화참여도 또한 의사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의사의 RB가 환자의 RB보다 높으며 의사의 

대화참여도 또한 환자보다 높다고 볼 수 있다. 이 숫자를 토대로 각 

화자의 RB 합을 100%로 놓고 보면 의사와 환자가 어느 단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했는지를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참여율은 아래의 그래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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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14> 독일 의사의 단계별 RB 비율

<그래프15> 독일 환자의 단계별 RB 비율

위의 그래프에선 각 화자가 어느 단계에서 가장 높은 RB를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의사의 경우 문진단계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RB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문진단계가 차지하고 

있는 RB의 비율은 전 단계에서 60% 가까이 된다. 문진단계를 

다음으로 처방단계에서도 높은 RB를 보이고 있지만 그 비율이 

문진단계의 1/2이 채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처방단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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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진찰단계 그리고 마침단계 마지막으로 시작단계를 순서로 

RB의 비율이 높으며 한 단계에 치우진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환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문진단계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RB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환자는 문진단계에서만 77% 가까이 되는 

RB가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진단계를 다음으로 

따르는 RB의 비율은 의사와 같은 순서인 처방단계, 진찰단계, 

마침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작단계 순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화자 모두 문진단계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RB가 

확인되는데, 이는 다른 무엇보다 증상에 대한 원인을 알아내는 것에 

대화의 초점을 두고 있음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대화의 

참여도 또한 문진단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으며 

문진단계에 치우쳐 처방단계에서와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화자가 어느 단계에서 가장 많은 RB를 

수행했는지를 보기 위해 두 화자의 RB 합을 100%로 놓고 보면 

아래의 그래프와 같다.

 

<그래프16> 독일 의료대화의 단계별 RB 수행 비율

이 그래프를 통해 두 화자의 RB 수행 비율을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시작단계에서는 약 3%의 RB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시작단계에서의 나타나는 대화참여도는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문진단계는 전체 단계에서 가장 많은 RB 비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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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는 곳으로 유일하게 의사보다 환자의 RB가 높은 단계이며, 

환자의 높은 대화참여도를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이다. 문진단계가 

전체 단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6%가 넘으며, 다소 문진단계에 

RB가 치우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진찰단계의 경우 전체 

대화에서 약 9%의 RB 비율을 나타내며 의사와 환자 모두 다소 

낮은 대화참여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처방단계의 

경우도 의사의 RB가 환자의 RB보다 두 배 가량 높아지는 단계로 

문진단계 다음으로 많은 RB가 시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 

비율은 20%가 채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마침단계에서는 약 4%의 RB 비율이 나타나며 이는 두 화자의 

대화참여도가 다시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화의 

전반적인 RB 비율을 봤을 때, 독일의 의료대화는 문진단계에 

치우친 대화참여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다소 고르지 못한 

대화참여도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RB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문진단계와 처방단계만을 봤을 때, 사용된 RB의 

비율은 약 85%로 대화참여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은 각 단계 내에서 의사와 환자의 RB 수행 

비율을 비교해보기 위해 각 단계별 RB 합을 100%로 놓고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은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프17> 단계 내에서 수행되는 의사와 환자의 RB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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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기여
의사RB 환자RB RB의 합

한국 독일 한국 독일 한국 독일
시작단계 1.68% 3.16% 0.57% 2.46% 1.12% 2.84%
문진단계 39.12% 57.82% 70.62% 76.92% 55.11% 66.61%
진찰단계 4.93% 11.61% 4.24% 5.08% 4.58% 8.60%

각 단계에서의 RB 합을 100%로 놓고 보면 두 화자의 RB 수행 

비율을 비교해 볼 수 있는데, 균일한 평균이 나올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생각보다 두 화자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문진단계를 제외하고는 의사의 RB 수행 비율이 

환자의 RB 수행 비율보다 높았으며, 두 화자 사이의 RB 비율 차는 

최소 두 배였다. 이제 각 단계별로 봤을 때, 먼저 시작단계에서의 

대화참여도는 약 6:4로 의사가 환자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화의 RB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문진단계의 경우 환자의 RB 

비율이 50%가 넘지만 의사와의 RB 비율 차가 크지 않으므로 의사 

또한 대화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진찰단계의 경우 의사와 환자의 RB 비율 차이가 두 배 이상 나며, 

의사가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처방단계의 

경우도 의사와 환자의 RB 비율 차이가 두 배 가까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화참여도 또한 의사가 환자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마침단계의 경우도 큰 RB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의사와 환자의 RB 비율이 3배 가까이 

차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의사의 RB 비율이 

환자의 RB 비율보다 높으며, 대화의 참여도 또한 의사가 환자보다 

높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환자도 보다 적극적인 참여도를 

보이고 있지만 문진단계를 제외하고는 의사에 비해 대화참여도가 

낮으며, 문진단계에서도 의사와의 RB가 크게 차이나지 않으므로 

전반적인 의료대화에서의 대화참여도는 의사보단 낮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아래 5장에서 자세한 비교가 이뤄지겠지만 한국과 

독일의 의료대화 RB를 비교하기 위해 비율로 나타내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표를 확인할 수 있다. 

<표12> 한국과 독일의 RB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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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단계 47.51% 21.32% 19.37% 13.04% 33.23% 17.51%
마침단계 6.75% 6.10% 5.21% 2.50% 5.97% 4.44%
총 100% 100% 100% 100% 100% 100%
 

한국과 독일의 RB 사용을 비교하기 위해 두 나라의 의사와 

환자의 RB 사용을 비율로 나타내어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한국의 RB에 비해 독일의 RB 비율이 더 높았지만, 처방단계와 

마침단계에 있어서는 한국의 RB가 독일의 RB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이하게도 두 나라 모두 사용되어지는 RB 

비율이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큰 차이가 

드러나는 단계는 처방단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단계별로 

봤을 때, 먼저 시작단계에서는 한국보다 독일의 RB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두 나라 모두 환자보다 의사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진단계 역시 두 나라 모두 가장 많은 RB의 사용을 

나타내고 있으며 의사보다 환자의 RB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독일의 경우 두 화자에서 그 숫자가 다른 단계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에 한국의 경우 의사의 RB는 다른 단계에서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진찰단계의 경우 

마찬가지로 독일의 RB가 한국의 RB보다 크며, 두 나라 모두 

환자보다 의사의 RB가 다시 커지는 단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처방단계의 경우 한국이 독일의 RB를 능가하는 단계로, 두 나라 

모두 의사가 환자보다 RB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마침단계의 경우도 한국의 RB가 독일의 RB를 능가하는 단계로, 

역시나 두 나라 모두 의사가 환자보다 RB의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의 의료대화는 문진단계에서 가장 높은 

관심을 가지고 대화에 참여하지만, 처방단계에서는 독일보다 많은 

대화참여도를 보이고 있으며, 독일 의료대화의 경우 문진단계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대화참여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해석을 아래의 5장에서 다시 언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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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번호 대화순서
1. M06032 시작 > 문진 > 진찰 > 문진 > 처방 > 마침

2. M06039
문진 > 진찰 > 처방 > 문진 > 마침 > 처방 > 
문진 > 처방 > 마침 > 처방 > 마침 > 처방 > 
마침

3. M06040 시작 > 문진 > 진찰 > 문진 > 처방 > 문진 > 
처방 > 문진 > 처방 > 마침

4. M06044 시작 > 문진 > 처방 > 문진 > 진찰 > 처방 > 
마침 > 처방 > 문진

5. M06047 시작 > 문진 > 진찰 > 문진 > 진찰 > 문진 > 
처방 > 마침

6. M06050 시작 > 문진 > 진찰 > 처방 > 마침
7. M06053 문진 > 처방 > 문진 > 진찰 > 처방 > 마침

8. M07055

시작 > 문진 > 처방 > 문진 > 처방 > 문진 > 
처방 > 문진 > 처방 > 문진 > 처방 > 문진 > 
처방 > 문진 > 처방 > 문진 > 진찰 > 처방 > 
문진 > 처방 > 마침

9. M07065 시작 > 문진 > 처방 > 진찰 > 문진 > 처방 > 
마침

5. 한국과 독일의 의료대화의 특성 비교 

4장에서는 한국과 독일의 의료대화의 특성을 살펴보았는데 

5장에서는 4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과 독일의 의료대화의 

특성을 비교해 보겠다. 다음은 앞선 4장에서 한국과 독일의 

대화원형순서를 정리한 표이다. 

<표2> 한국 의료대화의 대화원형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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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번호 대화순서

1. AA_BI_01_GAT
문진 > 시작 > 문진 > 처방 > 문진 > 처방 > 
진찰 > 처방 > 문진 > 처방 > 마침 > 처방 > 
마침

2. AA_BI_03_GAT 시작 > 문진 > 진찰 > 처방 > 문진 > 처방 > 
마침

3. AA_BI_05_GAT 시작 > 문진 > 진찰 > 처방 > 마침 > 처방 > 
마침 > 문진 > 처방 > 마침

4. AA_HD_01 시작 > 문진 > 처방 > 진찰 > 처방 

5. AA_HD_05 시작 > 문진 > 처방 > 문진 > 처방 > 마침 > 
문진 > 진찰 > 마침

6. IA_MR_01
시작 > 문진 > 처방 > 문진 > 처방 > 문진 > 
처방 > 문진 > 처방 > 문진 > 처방 > 문진 > 
처방 > 문진 > 마침

7. UR_HD_04 시작 > 문진 > 처방 > 마침 > 처방 > 마침
8. UR_HD_05 시작 > 문진 > 처방 > 문진 > 처방 > 마침
9. UR_HD_08_GAT 시작 > 문진 > 진찰 > 문진 > 마침

<표3> 독일 의료대화의 대화원형순서

위의 <표2>와 <표3>를 보면 시작단계는 대화를 시작하고 

단계가 반복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이고 있으며, 두 

나라의 차이점은 한국의 경우 시작단계가 생략되고 바로 

문진단계로 넘어가는 반면에 독일의 경우 모든 대화에서 

시작단계가 확인되었으며, 시작단계로 시작되지 않더라도 

문진단계와 치환되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시작단계가 화자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단계라고 할 때, 한국에 비해 

독일 의료대화에서 관계형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다음으로 문진단계의 경우 다른 단계 뒤에서 자유롭게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처방단계 뒤에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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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이 공통점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나라에서 드러나는 차이점은 한국의 경우 진찰단계 이후에서도 

문진단계가 종종 나타나는 반면에 독일의 경우 진찰단계 이후에 

나타나는 대화는 단 하나였으며, 오히려 마침단계 이후에 더 

빈번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진찰단계의 경우 한국은 

모든 의료대화에서 진찰단계를 찾아볼 수 있었지만, 독일은 분석된 

대화 중 1/3에서 진찰단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진찰단계에서 

드러난 차이점은 한국의 경우 진찰단계가 한 번 정도 반복되었지만, 

독일의 경우에는 오히려 생략되어 나타나고 있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두 나라 모두 공통적으로 진찰단계는 문진단계나 

처방단계 이후에서만 나타났는데, 대개는 문진단계 이후에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처방단계는 두 나라의 대화에서 모두 

문진단계 다음에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진찰단계와 마침단계 이후에도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나라의 대화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은 한국은 처방단계가 

생략된 경우가 없는 반면에, 독일의 의료대화는 처방단계가 

생략되고 바로 예약이 이루어지는 마침단계로 넘어간 경우가 

있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독일의 의료대화에서는 처방단계로 대화가 

끝나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마침단계의 경우 

한국과 독일 모두 처방단계 뒤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이 

공통점으로 확인되었다. 마침단계에서 확인된 두 나라의 차이점은 

한국의 경우 모든 대화에서 마침단계가 존재하며,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방단계 뒤에서 마침단계가 나타난 반면에, 독일의 

경우에는 마침단계가 생략된 경우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진찰단계나 문진단계 이후에 나타나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다.

총 18개의 의료대화를 분석하여 대화원형에 나타나는 각 

단계가 존재하는 대화의 개수와 존재하지 않는 대화의 개수를 세어 

보았으며, 대화원형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어진 단계는 한국의 경우 

문진단계이고 독일의 경우 문진단계와 처방단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한국의 경우 문진단계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고, 

독일은 처방단계에 초점을 더 맞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독일의 의료대화는 문진단계와 처방단계 다음으로 마침단계가 

많이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한국 의료대화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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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시작화행)
의사 ISA 환자 ISA ISA의 합
한국 독일 한국 독일 한국 독일

시작단계 20 17 0 13 20 30
문진단계 188 269 49 133 237 402
진찰단계 48 65 7 14 55 79
처방단계 86 86 64 43 150 129
마침단계 20 27 15 11 35 38
총 362 464 135 214 497 678

마침단계 다음으로 진찰단계가 많이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두 나라의 시작화행(ISA)을 비교하기 위해 앞선 

4장에서의 표를 가져오면 아래와 같다.

<표7> 한국과 독일 의료대화의 ISA 개수

먼저 한국 의사와 독일 의사의 ISA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그래프18> 한국 의사와 독일 의사의 대화단계별 ISA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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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래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두 나라 모두 

의사는 본인이 수행한 ISA의 절반 이상을 문진단계에서 수행했다는 

점이며 이는 두 나라 모두 문진단계에서의 대화주도권이 높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두 나라 모두 문진단계 다음으로는 

처방단계, 진찰단계의 순서로 ISA를 많이 수행한 것이 공통점으로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과 독일의 의사가 수행한 

ISA 비율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은 한국의 경우 시작단계와 

마침단계에서 수행한 ISA 비율이 같지만, 독일의 경우에는 

시작단계보다 마침단계에서 더 많은 ISA를 수행했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 의사는 독일 의사보다 시작단계에서 비교적 높은 

대화주도권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처방단계에서도 독일 의사보다 높은 대화주도권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두 나라 모두 문진단계와 처방단계에서 두 자리 

수의 ISA 비율을 나타내는 반면에 진찰단계와 시작단계, 그리고 

마침단계에서는 한 자리 수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 공통점으로 

드러났으며 대화주도권의 흐름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은 한국과 독일의 환자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그래프19> 한국 환자와 독일 환자의 대화단계별 ISA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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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경우 의사와는 다른 특징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한국 환자의 경우 문진단계보다 처방단계에서 보다 많은 

ISA의 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독일 환자의 경우 의사와 마찬가지로 

문진단계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ISA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또 다른 

점은 의사들의 경우 문진단계와 처방단계에서 두 자리 수의 ISA 

비율을 보이는 반면에, 환자의 경우에는 각각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단계에서만 두 자리 수의 ISA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눈여겨 볼 수 있는 점은 한국 환자의 경우 

시작단계에서 전혀 ISA를 하지 않고 마침단계에서 진찰단계보다 

높은 ISA의 비율을 보여준 반면에, 독일 환자는 한국 환자와는 

반대로 시작단계에서 보다 높은 ISA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진찰단계와 마침단계에서도 비슷한 ISA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 환자는 문진단계에서보다 처방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독일 환자의 

경우 문진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화에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과 독일의 의사 및 환자의 역할을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위의 두 그래프를 합쳐놓으면 다음과 같다. 

<그래프20> 각 단계 및 화자별 ISA 수행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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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21> 한국과 독일의 단계별 ISA 수행 비율

 

이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의 경우 시작단계에서는 

의사만 ISA를 수행했다는 점이다. 그러한 반면에 독일의 경우 

시작단계에서의 의사와 환자의 비율 차가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한국 환자에 비해 독일 환자들이 social setting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문진단계의 경우 한국 

의사와 독일 의사의 ISA 비율이 비슷한 반면에 환자의 비율에서 두 

나라의 차이점을 볼 수 있는데, 독일 환자가 한국 환자에 비해 ISA 

비율이 10% 가량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다시 한국 

환자에 비해 독일 환자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상태에 대해 

서술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진찰단계는 의사가 환자에게 

지시를 내리는 단계로 두 나라 모두 비슷한 ISA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처방단계는 문진단계 다음으로 

높은 ISA의 비율을 가진 단계로 다른 단계와 마찬가지로 의사의 

ISA 비율이 환자의 ISA 비율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나라의 차이점은 처방단계의 ISA 합이 독일보다 한국이 10%정도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한국이 독일에 비해 

처방단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환자의 요구 또한 처방단계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마침단계에서도 두 나라 

간의 비슷한 비율의 ISA를 볼 수 있는데, 한국의 경우 의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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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ISA 비율 차가 낮은 반면에 독일은 한국에 비해 그 차가 큰 

것으로 보아 한국 환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시작단계에서 한국 환자가 아무런 ISA도 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해보면 이는 한국 환자는 대화의 시작보다 대화의 

마무리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독일의 환자는 한국의 환자와는 대조적으로 대화의 마무리보다는 

대화의 시작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두 나라 환자의 성향차이를 보여주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두 나라 모두 의사의 ISA 비율이 환자의 ISA 비율보다 훨씬 

높았으며, 그 비율이 전체 대화의 68%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환자의 ISA 비율은 31% 내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의사의 ISA 비율을 능가하는 환자의 ISA 

비율은 없었다. 이것은 다시 의료대화의 주도권은 한국이나 독일 

모두 의사가 지니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독일에 비해 

한국의 의료대화에서 의사와 환자가 수행하는 ISA 비율 차가 더 

큰데, 이는 한국 의사가 독일 의사보다 더 주도적으로 의료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두 나라 모두 문진단계에서 

가장 높은 ISA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비율은 한국이 거의 50% 

그리고 독일의 경우는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두 나라의 

대화단계별 ISA 수행비율 순서는 같으며, 문진단계, 처방단계, 

진찰단계, 마침단계 그리고 시작단계 순이다. 

다음으로 최소대화에서 나타나는 두 나라의 차이점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3장에서 이미 언급했다시피 최소대화란 하나의 

완결된 화행연속체로써 하나의 MD당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것은 대화에서 MD의 개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의사와 환자가 나눈 대화의 주제는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절의 

개수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각 MD에서 사용되는 어절의 수가 

많을수록 대화의 길이는 길어질 것이라 사료하였으며, 대화의 

길이가 길수록 공유할 수 있는 정보가 많아지고 해당 MD에서 

나누는 대화의 심도는 깊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다음 

표에서는 위의 4장에서 보았던 두 나라의 의료대화의 각 

단계별에서 수행된 MD의 수와 사용된 어절의 수, 그리고 한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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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MD의 개수 어절의 개수 MD 1개당 평균 어절

한국 독일 한국 독일 한국 독일
시작단계 20개 30개 100개 478개 5개 15.93개
문진단계 237개 402개 4922개 11227개 20.77개 27.93개
진찰단계 55개 79개 409개 1450개 7.44개 18.35개
처방단계 150개 129개 2968개 2951개 19.79개 22.88개
마침단계 35개 38개 533개 749개 15.23개 19.71개
총 497개 678개 8932개 16855개 17.97개 24.86개

MD당 차지하고 있는 어절의 평균수를 재구성하여 제시하였다. 

<표13> 한국과 독일 의료대화의 단계별 MD 개수 비교표

<그래프9> 각 단계별로 시행된 MD의 평균 어절 비율의 비교 

두 나라의 의료대화에서 시행된 MD의 평균 어절을 비교하기 

위해 비율로 나타내면 위와 같은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시작단계에서 나타나는 MD당 사용된 평균 어절의 비율은 한국의 

경우 7%, 독일의 경우 15%로 독일이 한국보다 2배 이상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대화의 길이와 얻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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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량만을 기준으로 대화의 심도를 봤을 때, 독일이 한국보다 

시작단계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의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문진단계의 경우, 한 개의 

MD당 사용한 평균 어절의 비율이 한국이 30%, 독일이 27%라 할 

때, 한국이 독일보다 심도 있는 문진단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진찰단계 역시 한 개의 MD당 사용된 어절의 평균 

비율이 한국이 11%, 독일이 18%로 다시 독일의 의료대화가 더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눈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처방단계 또한 한 개의 MD당 사용된 평균 어절의 비율이 한국의 

경우 29%, 독일이 22%로 한국이 더 심도 깊은 대화의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볼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마침단계에서도 하나의 

MD당 사용된 평균 어절의 비율이 한국은 22%, 독일은 19%로 

한국이 좀 더 심도 깊은 대화의 성향을 나타내고 있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체적인 MD의 평균 어절 비율을 봤을 때, 한국 

의료대화의 평균 어절의 비율은 문진단계와 처방단계에서 독일보다 

높은 비율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전반적인 흐름으로 

보았을 경우, 독일의 의료대화가 전체 단계에서 두 자리 수의 평균 

어절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한국보다 독일이 더 심도 

깊은 의료대화의 성향을 나타내고 있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두 

나라 모두 문진단계에서 가장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눈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처방단계 그리고 마침단계, 마지막으로 

시작단계 순으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눈 것이 공통점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MD의 개수에 있어서 두 나라 모두 문진단계, 

처방단계, 진찰단계, 마침단계 그리고 시작단계의 순으로 많은 것이 

확인되었으며, MD의 개수와 MD당 사용된 어절의 양이 다른 

단계는 비례하는 것에 반해 진찰단계와 마침단계는 반비례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진찰단계에서는 대화주제가 자주 

바뀌고 대화의 심도는 낮은 반면에, 마침단계에서는 대화주제가 

적지만 대화의 심도는 이와 반비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독일의 의료대화에서 의사와 환자의 

발화기여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발화의 시간을 

비교해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만, 전사자료에 발화시간이 



- 128 -

대화기여
의사RB 환자RB RB의 합

한국 독일 한국 독일 한국 독일
시작단계 1.68% 3.16% 0.57% 2.46% 1.12% 2.84%
문진단계 39.12% 57.82% 70.62% 76.92% 55.11% 66.61%
진찰단계 4.93% 11.61% 4.24% 5.08% 4.58% 8.60%
처방단계 47.51% 21.32% 19.37% 13.04% 33.23% 17.51%
마침단계 6.75% 6.10% 5.21% 2.50% 5.97% 4.44%
총 100% 100% 100% 100% 100% 100%

기재되지 않아 실제 발화된 시간이 아닌 발화된 어절 수를 가지고 

측정하였다. 발화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해당 발화의 어절 수 또한 

많아지는 것을 감안하여, 어절 수가 많을수록 해당 단계에서의 기여 

또한 높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더불어 대화의 기여가 높다는 것은 

전달하는 정보의 양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대화의 참여도 또한 

이에 비례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앞서 4장에서 언급되었던 각 

단계별 각 화자가 사용한 어절 수를 비율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12> 한국과 독일의 RB 비교표

 

<그래프22> 한국 의사와 독일 의사의 대화단계별 RB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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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각 단계에서 의사가 수행한 RB의 비율을 비교해보면, 

한국 의사는 처방단계에서 그리고 독일 의사는 문진단계에서 가장 

높은 RB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한국 

의사의 경우 처방단계에서 환자에게 보다 많은 대처방안을 

알려주는 반면에 독일 의사의 경우 문진단계에서 환자와 같이 

질병을 알아가는 차원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각 단계별로 봤을 때, 시작단계부터 진찰단계까지는 독일 

의사가 한국 의사보다 대화참여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 의사의 경우 처방단계와 마침단계에서 독일 의사보다 높은 

대화참여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의사의 

경우 처방단계, 문진단계, 마침단계, 진찰단계, 그리고 시작단계를 

순으로 많은 대화기여를 하고 있으며, 독일 의사는 문진단계, 

처방단계, 진찰단계, 마침단계, 그리고 시작단계 순으로 대화기여를 

많이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두 나라 

모두 문진단계와 처방단계를 제외하고 나머지 단계에서의 RB 

비율이 한 자리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공통점으로 드러난다는 

점이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두 나라의 환자 RB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그래프23> 한국 환자와 독일 환자의 대화단계별 RB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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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경우 두 나라 모두 문진단계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대화기여와 참여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공통점으로 나타났으며, 

문진단계에서만 두 자리 수의 RB 비율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의 단계에서는 모두 한 자리 수의 RB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한국 환자의 경우 문진단계 다음으로 처방단계, 마침단계, 

진찰단계, 그리고 시작단계의 순서로 높은 RB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독일 환자의 경우 문진단계 다음으로 처방단계, 진찰단계, 

마침단계, 그리고 시작단계 순서로 높은 RB의 비율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전반적인 RB 사용 흐름에 있어서 한국 환자들의 

경우에는 독일 환자들과 달리 진찰단계보다 마침단계의 RB 비율이 

높게 나타는 것이 차이점으로 드러났다. 이는 독일 환자들에 비해서 

한국 환자들은 마침단계에서 다루어지는 주제, 예를 들어 검사, 

다음 번 진료 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각 단계별로 비교해 봤을 때, 시작단계에서는 독일 환자의 

RB가 한국 환자보다 높은 반면에 문진단계에서는 한국 환자가 독일 

환자보다 미미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진찰단계에서는 다시 독일 환자가 한국 환자보다 높은 RB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처방단계에 와서는 다시 한국 환자의 RB가 독일 

환자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마침단계의 경우도 

한국 환자의 RB가 독일 환자의 RB보다 높은 것은 확인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시작단계와 진찰단계를 제외하고는 한국 환자의 

RB가 독일 환자의 RB보다 높음으로 한국 환자들의 대화참여도가 

독일 환자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과 독일의 

의사 및 환자의 참여도를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위의 두 그래프를 

합쳐놓으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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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24> 각 단계 및 화자별 RB 수행 비율

<그래프25> 한국과 독일의 단계별 RB 수행 비율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제일 눈에 띄는 점은 한국의 경우 환자의 

RB 비율이 의사의 RB 비율보다 높은데 비해, 독일의 경우에는 

한국과 반대로 의사의 RB 비율이 환자의 RB 비율보다 높게 

나왔다는 점이다. 각 단계별로 살펴보면, 두 나라 모두 문진단계를 

제외하고 모든 단계에서 의사의 RB가 환자의 RB보다 높게 나온 

것이 공통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두 나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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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단계에서 가장 높은 대화참여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문진단계를 다음으로 처방단계에서 높은 대화참여도를 

보이는 것이 공통점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나라의 RB가 차이나는 구간은 진찰단계와 마침단계로, 한국의 경우 

진찰단계보다 마침단계에서 더 높은 대화참여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던 반면에, 독일의 경우 마침단계보다 

진찰단계에서 더 높은 대화참여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나라 모두 시작단계에서 가장 낮은 대화참여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공통점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화자간의 RB 비율 차가 가장 큰 단계는, 한국의 경우 

문진단계이었으며, 독일의 경우 처방단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RB에서 문진단계가 차지하는 RB의 비율은 두 나라 모두 

50%를 넘었으며, 특히 독일의 경우 전체 단계에서 66% 이상의 

비율을 문진단계가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한국에 비해 독일의 문진단계의 대화기여와 대화참여도가 더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체 RB에서 진찰단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한국의 경우에는 5% 미만이었지만 독일의 경우 9% 가까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한국의 경우 처방단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30%가 넘는 반면에 독일의 경우 20%가 채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행하는 세 단계와는 달리 처방단계부터는 한국이 

독일보다 더 높은 대화기여와 대화참여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4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한국과 독일의 

의료대화 특성을 비교한 결과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화원형의 경우 한국과 독일 모두 대체적으로 시작단계로 

대화가 시작되었지만 한국 의료대화의 경우 문진단계로 시작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었다. 다른 단계와는 달리 시작단계는 반복되어 

나타나는 경우는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진단계는 한국과 

독일 모두 시작단계 다음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주어진 

코퍼스 내에서는 문진단계가 생략되는 경우는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문진단계는 두 나라 모두 빈번하게 반복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진찰단계의 경우 반복되는 경우가 극히 

제한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대개 문진단계 다음에 실현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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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처방단계 뒤에도 실현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시작단계와 마찬가지로 진찰단계가 생략되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처방단계는 한국과 독일 모두 대체로 문진단계 

다음에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시작단계 다음을 제외한 다른 

단계 뒤에서 모두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진단계와 마찬가지로 처방단계는 생략되면 안 되는 중요한 

단계이지만 예외적으로 의사가 확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생략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마침단계의 경우에는 

대화를 마무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한국과 독일 모두 대화의 

마지막에 위치하며 특히 처방단계 다음에 위치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시작단계와는 달리 이 단계가 

반복되거나 생략될 수도 있다는 성향이 나타났다.

시작화행의 경우 한국과 독일 모두 대체로 의사에 의해 

수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한국 의료대화보다 독일 

의료대화에서 더 많은 ISA가 수행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계별로 살펴보면, 한국 의료대화의 시작단계에서 나타나는 ISA 

가운데 의사와 환자가 수행하는 비율이 10:0으로 완전히 의사 

주도적인 반면에, 독일의 경우에는 6:4의 비율을 보이고 있어 

비교적 균형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문진단계는 한국이 8:2, 독일이 7:3의 비율로 역시 의사 

주도적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단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진찰단계의 경우는 한국이 9:1, 독일이 8:2로 서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역시 두 나라 모두 의사 주도적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단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처방단계의 경우 

한국이 6:4, 독일이 7:3의 비율로 마찬가지로 의사가 대화를 

주도하는 단계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마침단계의 경우 

한국은 6:4, 독일은 7:3의 비율로 역시나 의사가 대화를 주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화 전체에서 나타나는 ISA를 보면, 한국 

의사와 환자의 ISA 비율은 6:4, 독일 의사와 환자의 ISA 비율은 

7:3으로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한국보다 독일이 더 의사 주도적인 

의료대화의 성향을 나타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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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대화의 경우 독일의 MD당 평균 어절 수가 한국의 MD당 

평균 어절 수보다 많았는데 이것은 독일의 의료대화가 한국의 

의료대화보다 심도 있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경우 제일 낮은 비율을 나타내는 시작단계의 

7%와 제일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문진단계의 30%의 비율 차가 

21%로 다소 큰 반면에, 독일의 경우 제일 낮은 비율을 나타내는 

시작단계의 15%와 제일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문진단계의 27%의 

비율 차가 12%로 다소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독일 

의료대화의 MD에서 나눈 평균 어절 수가 한국 의료대화의 MD에서 

나눈 평균 어절 수보다 고르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보다 

독일의 의료대화가 더 고른 대화심도의 성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화기여의 경우 한국과 독일이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는데, 한국의 경우 4.9:5.1로 의사보다 환자의 RB와 

대화참여도가 더 높게 나왔으며, 독일은 5.4:4.6으로 환자보다 

의사의 RB와 대화참여도가 더 높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단계별로 보더라도 문진단계를 제외한 나머지 단계들에서 

의사의 RB가 환자의 RB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의료대화에서 전반적인 환자의 RB가 

의사의 RB보다 높게 나타난 이유는 문진단계에서 수행된 RB의 

양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단계에서 수행하는 

환자의 RB가 높으므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위에서 제시한 분석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독일의 의료대화가 

기대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의료대화보다 더 환자 중심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ISA의 경우 한국과 독일 모두 의사가 

높으므로 두 나라 모두 의사 주도적인 의료대화의 성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RB는 한국의 경우 의사보다 환자가 

많으므로 한국의 의료대화는 의사 주도적으로 진행되기는 하지만 

환자의 적극적인 대화참여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독일 

의료대화보다는 한국의 의료대화가 대화참여도에 있어서 환자 

중심적인 성향을 가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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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오늘날 사회가 변화하면서 환자는 자신의 건강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의사도 질병의 원인을 발견하고 치료하는데 

커뮤니케이션이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지만 

의료대화는 일상대화와는 달리 정해진 시간 내에 의사소통 목표를 

달성해야하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이며 체계적인 대화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한국과 독일에서는 여러 분야의 전공자들이 모여 

의료대화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였고, 대화연구를 위한 다양한 

이론적·방법론적인 토대를 마련하고 실증적인 연구 자료들을 

구축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연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독일의 의료대화를 대조언어학적으로 접근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 두 나라의 의료대화가 어떠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 실제 의료대화를 

비교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실제 의료대화를 

녹취하여 전사한 자료로, 대화상황은 초진대화로 한정하였으며, 

한국과 독일자료 9개씩, 총 18개의 의료대화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대화의 전개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기 위해 

대화원형(Dialogmuster)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초진대화의 원형을 이론적인 바탕으로 

삼았는데, 선행연구에 따르면 초진대화는 시작단계, 문진단계, 

진찰단계, 처방단계 그리고 마침단계(서민순 2006)로 구성된다. 

이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한국의 경우 총 9개의 의료대화에서 

시작단계가 빠진 대화가 두 개 확인된 반면에, 독일의 경우 총 

9개의 의료대화에서 진찰단계가 빠진 대화가 세 개, 처방단계가 

빠진 대화와 마침단계가 빠진 대화는 각 한 개로, 대화원형으로만 

봤을 때는 한국의 의료대화가 독일의 의료대화보다 이상적인 

성향의 대화를 나타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ISA를 분석하여 각 대화단계별로 의사와 환자 가운데 

누가 대화주도권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각 화자는 어느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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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대화주도권을 행사하는지 분석하였다. 의사와 환자가 

수행한 전체 ISA 가운데 각 단계에서 어느 정도 비율로 ISA를 

수행하는지를 살펴 본 결과 한국의 경우 의사는 문진단계에서 가장 

높은 ISA의 수행 비율을 보였고, 환자의 경우 처방단계에서 가장 

높은 ISA의 수행 비율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독일은 의사와 

환자 모두 문진단계에서 가장 높은 ISA의 수행 비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단계에서 수행된 ISA 가운데 의사와 환자가 수행한 

비율을 조사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두 나라 모두 의사가 대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단계별로 

살펴보더라도 두 나라 모두 전체 단계에서 의사가 대화를 주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ISA를 가장 많이 사용한 단계는 한국과 

독일 모두 문진단계, 처방단계, 진찰단계, 마침단계, 그리고 

시작단계 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각 단계마다 얼마나 많은 MD가 사용되었고, 한 개의 

MD당 사용된 어절의 수를 비율로 계산하여 분석해 보았다. 한 개의 

MD에서 사용된 평균 어절의 수가 크면 클수록 한 주제에 대하여 

길게 대화한 것으로 보고, 그에 따라서 대화의 심도 또한 깊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분석결과, 두 나라 모두 문진단계에서 가장 

많은 MD가 사용되었으며 사용된 어절의 수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나라 모두 MD의 개수와 평균 어절 수의 사용에 

있어서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전반적인 

평균이 독일 의료대화가 한국 의료대화보다 고른 것으로 보아 

심도에 있어서 독일 의료대화가 더 균형 있는 대화를 나눈 성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평균 

어절의 비율에 대화의 심도 또한 비례한다고 가정할 때 심도가 

깊은 순서대로 단계를 나열하면 문진단계, 처방단계, 마침단계, 

진찰단계 그리고 시작단계 순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의사가 환자보다 더 많은 발화시간을 사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화의 기여도를 측정하여 보았다. 의료대화가 

전사된 자료이기 때문에 사용된 어절의 수를 기준으로 측정했는데, 

대화의 기여가 높으면 높을수록 발화되는 어절의 수 또한 증가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대화의 기여가 높으면 대화참여도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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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례할 것이라고 보았다. 대화단계별 대화기여도를 측정하기 

위해 단계별 RB의 비율을 비교해 본 결과, 두 나라 모두 

문진단계에서 가장 높은 RB의 비율을 보이고 있었으며, 각 

화자별로 보았을 때 한국의 경우 의사는 처방단계에서 가장 높은 

RB의 비율을, 그리고 환자는 문진단계에서 가장 높은 RB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독일의 경우에는 의사와 환자 모두 문진단계에서 가장 

높은 RB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한국의 경우 의사는 처방단계에 큰 비중을 두고 의사소통하는 

반면에 환자는 문진단계에서 증상을 설명하는데 큰 비중을 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두 화자 모두 문진단계에 

많은 비중을 두고 적극적인 대화참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각 단계에서 수행되는 RB의 총량에서 두 화자가 수행하는 

RB의 비율을 보면 한국과 독일 모두 문진단계를 제외하고는 의사의 

RB 비율이 환자의 RB 비율보다 높았다. 그리고 의사와 환자의 RB 

전체를 비교해보면 한국은 환자가 의사보다 더 많은 RB를 수행한 

반면, 독일은 의사가 환자보다 더 많은 RB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주어진 범위 내에서 

더 이상적인 구조로 의료대화가 이루어진 것은 비교적 원형단계가 

적게 생략된 한국 의료대화라고 볼 수 있으며, 대화의 주도권은 두 

나라 모두 의사가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두 나라 모두 

문진단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눈 단계로 해석할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독일의 

의료대화가 전 단계에서 고른 대화의 심도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독일은 의사가 환자보다 더 많은 

발화시간을 가진 반면에, 한국은 환자가 의사보다 더 많은 

발화시간을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논문에서는 적은 수의 

코퍼스를 가지고 분석했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타당성이 제한적일 

수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수의 대화 자료를 확보하여 이 논문에서 

사용한 방법으로 분석한다면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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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의료대화 코퍼스(Korpus)번호

한국: 의료커뮤니케이션 전사자료
(1) M06032
(2) M06039
(3) M06040

(4) M06044

(5) M06047

(6) M06050

(7) M06053 

(8) M07055

(9) M07065

독일: IDS(Institut für Deutsche Sprache)
(1) AA_BI_01_GAT

(2) AA_BI_03_GAT

(3) AA_BI_05_GAT

(4) AA_HD_01

(5) AA_HD_05

(6) IA_MR_01

(7) UR_HD_04

(8) UR_HD_05

(9) UR_HD_08_G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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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Eine Analyse der 
ÄrztePatientenKommunikation 

in Korea und Deutschland

Kang, Saetbyul

Bisher wurden Auskünfte zur Gesundheit hauptsächlich von Ärzten 
erteilt. Je nach Qualitätsverbesserung des nationalen Einkommens gibt es 
jedoch unter den Verbrauchern von heute ein großes Interesse an 
Selbstpflege (Self-Care) und Informationen zur Lebensqualität. Nach 
dieser Tendenz wird eine effektive Kommunikation und Interaktion zur 
Gesundheitsförderung im medizinischen Bereich benötigt. Bei der 
Kommunikation handelt es sich nicht um eine einfache Diagnose und 
Verschreibung, sondern sie sollte eine kommunikative Interaktion 
zwischen Ärzten und Patienten beinhalten. Zum Beispiel kann man durch 
diese Kommunikation Informationen zu einer bestimmten Krankheit 
erhalten oder zur Verbesserung der Gesundheit zusätzliche Hilfe anbieten. 
All dies ermöglicht es, informierte, medizinische Entscheidungen zu 
therapeutischen Zwecken zu treffen.

Die Kommunikation selbst ist keine leichte Aufgabe, denn es ist 
kompliziert den Begriff der Kommunikation zu verallgemeinern. Trotz der 
Schwierigkeiten ist es notwendig in kürzester Zeit effektive Ergebnisse zu 
erzielen. Da die Forschung zu dieser Kommunikationsform sich in Korea 
noch im Anfangsstadium befindet, wäre es ein guter erster Schritt, die 
Kommunikationsansätze mit dem gegenwärtigen deutschen Modell zu 
vergleichen. Aus diesem Grund hoffe ich, dass sich durch diesen Vergle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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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n solider Ausgangspunkt erstellen lässt. Insgesamt liegen 9 deutsche 
Gespräche vor, die hier auf das Erst-Gespräch beschränkt werden. Die 
koreanischen Gespäche werden passend dazu ausgewählt, da der Zugang 
zu diesen einfacher ist. 

Zuerst werden die einzelnen Gespräche in die angegebenen fünf Stufen 
(Eröffnungsphase, Frage-Phase, Anamnese-Phase, Rezept-Phase und 
Beendigungsphase) eingeteilt. Folgend wird die Anzahl der 
Initialsprechakte gezählt, um zu bestimmen auf welcher Seite die Initiative 
während des Gesprächs lag. Fortfahrend werden die Minimaldialoge 
gezählt um die Gesprächstiefe bestimmen zu können. Anschließend 
werden die Redebeiträge gezählt um die Teilnahme am Dialog zu 
vergleichen. Anhand der Ergebnisse können dann die Unterschiede 
zwischen der koreanischen und der deutschen 
Ärzte-Patienten-Kommunikation bestimmt werden. Die verwendeten 
Korpora in dieser Arbeit sind insgesamt 18, und weil die Form des 
Korpus’ keine audio-visuellen Informationen hat, wird das Ausmaß des 
Redebeitrags anhand der Dialog-Länge, gemessen an der Anzahl von 
Tokens (jedes einzelne Vorkommen eines Wortes in einem Text), 
gewertet.

Die Ergebnisse innerhalb des analysierten Kopus’ zeigen, dass die 
koreanische Kommunikation eine idealere Struktur aufweist als die 
deutsche Kommunikation, da weniger Dialogmuster fehlen. In beiden 
Ländern wurde der Dialog vom Arzt initiiert. Sowohl in Korea als auch in 
Deutschland wurde in der Frage-Phase am intensivsten ein Dialog 
geführt, aber insgesamt zeigte die deutsche Kommunikation 
durchschnittlich eine zweistellige Anzahl von Tokens in allen Phasen. So 
läßt sich auf Grund der Analyse folgern, dass die Tiefe des Dialogs in 
Deutschland tiefer als in Korea zu sein scheint. Schließlich, zeigte Korea 
mehr Redebeiträge der Patienten als der Ärzte, wogegen in Deutsch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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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Ärzte mehr Redebeiträge als die Patienten beitrugen. Die Analyse 
dieser Arbeit behandelt eine geringe Anzahl des Korpus’, daher ist die 
Verlässlichkeit der Ergebnisse begrenzt. Aber wenn in Zukunft eine 
größere Anzahl von Dialogen durch dieses Analyseverfahren behandelt 
wird, kann man erwarten, dass die Zuverlässigkeit und Gültigkeit der 
Forschungsergebnisse sich erhöhen.

Keywords : Konversationsanalyse, 

Arzt-Patient-Kommunikation, Dialogmuster, Initialsprechakt, 

Minimaldialog, Redebeitrag.

Student Number : 2013-22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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