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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소식 전하기와 관련된 개인적 특성이 학생들의 
의사소통기술에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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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Personal Characteristics Related to Breaking Bad News 
Influence Students' Communication Skills?

Sun Ju Im*, So Jung Yune*, Sang Yeoup Lee, Hae Jin Jeong, Shin Young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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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rpose: Delivering bad news is a task that occurs in most medical practices, rendering communi-
cation skills essential to competent patient ca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factors that 
are associated with scores on an assessment of medical students' communication skills in delivering 
bad news to help develop more effective curricula to enhance these essential skills. 
  Methods: One hundred fifty-four fourth-year medical students at Pusan National University were 
included. Skills for delivering bad news were assessed using the SPIKES protocol in the CPX. The 
students were categorized into three main groups according to total scores: ‘Exceeds expectations (E)’, 
‘Meets expectations (M)’, and ‘Needs development (N)’. Personal experiences with misfortune and 
attitudes toward breaking bad news were surveyed, and school records were collecte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E and N groups were analyzed based on performance test and survey.
  Results: Compared with students in the N group, E group students acquired significantlyhigher scores 
on the items of Perception, Invitation, a division of Knowledge, Empathy and Strategy, and Summary 
but not on Setting and a part of Knowledge. E group students had better records in classes and 
clerkships.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personal experiences and attitudes toward breaking bad news 
between the groups. 
  Conclusion: Personal experience with delivering bad news does not guarantee better communication, 
and attitudes toward this task do not influence student performance. We expect that deliberate 
educational programs will have a positive impact on improving communication skills for delivering bad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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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나쁜 소식 달'은 의학생들이 임상실습과정에

서 자주 하게 되는 상황으로 서구에서는 일 이 

‘나쁜 소식 달' 교육이 의과 학 교과과정에 필수

인 내용으로 인식되어져 오고 있다 (Knox & 

Thomson, 1989). 그러나 아직도 여 히 나쁜 소식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매우 어려워하고 있어(Baile et 

al., 2002), 많은 곳에서 의학생뿐 아니라 이미 졸업

한 임상 의사들을 상으로 나쁜 소식을 잘 하기 

한 의사소통기술 교육 로그램을 운 하거나 개

발 에 있다.  

  지 까지 ‘나쁜 소식 달’에 한 연구는 주로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고 평가하여 그 효과를 검

증하는 것에 을 맞추어 진행되어져 왔다. 가장 

리 사용되는 기법으로는 SPIKES 로토콜 (S, 

Setting up the interview; P, Assessing the patient's 

Perception; I, Obtaining the patient's Invitation; K, 

Giving Knowledge and information to the patient; E, 

Addressing the patient's emotions with Empathic 

response; S, Strategy and Summary)이 알려져 있다

(Garg et al., 1997; Baile et al., 1999; Laidlaw et al., 

2002; Ladouceur et al., 2003; Kim et al., 2006). 그

러나 교육을 통해 ‘나쁜 소식 달' 과정에서 요구

되는 환자-의사간의 의사소통기술이 향상될 수 있

는지에 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한 로 서

구의 연구 (Garg et al., 1997)뿐만 아니라 국내의 연

구 (Kim et al., 2006)에서 '나쁜 소식 달' 교육이 

큰 효과는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 지만, 연구 상

자의 수가 고 지원자-바이어스의 개입 가능성  

단편 인 일회성 교육 시행이라는 연구의 제한 으

로 인해 이것만으로는 교육의 효과 유무를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나쁜 소식 달’에 한 개인  인식에

는 개인의 특성과 개인이 이 에 겪은 간  경험, 

그리고 문화를 포함하는 환경  요소가 요한 요

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ramer, 1998). 특

히나 의학생과 의사들의 나쁜 소식 하기에 한 

태도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환자의 인구학  변인들, 

환자에게서 기 되는 반응, 문화  배경, 병의 진행

상태, 의사의 윤리 원칙, 의사의 문성, 의사의 사

회  치, 그리고 임상  경험에 따라 달라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Mystakidou et al., 1996; Rodriguez- 

Marin et al., 1996; Burton & Parker, 1997). 

  를 들어, 나쁜 소식을 달해야 하는지 혹은 그

지 않은지에 있어서도 한 개인이 속한 문화에 따

라서도 다른 태도를 보이게 된다. 미국은 아  법으

로 환자의 요구 로 질병 경과  치료에 해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법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반면 (Baile et al., 2002), 동양에서는 가족 사에 

있어 개인보다는 가족의 결정을 우선시하는 문화  

배경 때문에, 환자에게 나쁜 소식을 하고자 할 때 

나머지 가족들의 반 에 많이 부딪히게 된다. 일본

의 경우에는 비록 1989년 일본복지후생성에서 암 

환자에게 진단뿐 아니라, 삶의 여명 등에 한 더 

많은 정보를 알려  것으로 권고하고는 있지만, 실

제 진료에서는 그 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Uchi-

tomi & Yamawaki, 1997), 국의 경우에도 환자 자

신이 암 진단을 알게 되면 희망이 사라지고 좌 에 

빠지기 때문에, 오히려 암과 싸우려는 마음이 어

들 것이라고 보고, 나쁜 소식을 하지 않으려고 하

는 경향이 있다 (Li & Chou, 1997).

  이러한 면에서 볼 때, ‘나쁜 소식 달’을 한 교

육 로그램과 평가 방법 개발 이 에 ‘나쁜 소식 

달’을 잘 할 수 있는 개인  특성  경험의 종류

는 무엇인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개인  특성이나 

경험에 의해서 나쁜 소식을 달하는 의학생들의 

태도에 많은 차이가 나타난다면, 교육 로그램 개

발 이 에 직․간 인 경험을 많이 하게 하거나 

는 그러한 특성을 가질 수 있는 성향 교육이 이루

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 나쁜 소식을 달

할 때 서구의 평가 척도를 사용함에 있어 항목 서술

이 객 인 평가가 가능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

다. SPIKES 로토콜로 평가를 하 을 때 한국의 

의 생들은 나쁜 소식 하기를 어떠한 식으로 하

고 있으며, 한국의 의학생  나쁜 소식을 환자에게 

잘 달하는 학생들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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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학생을 상으로 ‘나쁜 소

식 달' 과정을 표 화 환자를 이용하여 그들의 수

행 능력을 평가하고, 특별히 잘 수행하는 학생들의 

특성을 추가 설문을 통해 고찰하 다. 그 결과로 서

구의 ‘나쁜 소식 달’ 방법  가장 리 사용되고 

있는 SPIKES 로토콜을 이용한 평가에 있어 객

인 평가 방법인지, 그리고 어떠한 사  경험이나 

개인  특성이 나쁜 소식을 잘 달할 수 있는 특성

이 될 수 있는지를 밝  향후 나쁜 소식 하기에 

한 교육 로그램 개발과 평가를 한 기  자

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 으로 진행되었다.

상  방법

1. 상  구분

  본 연구는 일개 의과 학 의학과 4학년 (154명)을 

상으로 하 다. 동일한 시나리오로 충분히 연습한 

표 화 환자 2명을 이용하 으며, 나쁜 소식 달과

정을 SPIKES 로토콜에 따라 사 에 교육받은 교

수 4인이 채 하도록 하 다. 그리고 채  결과를 

모듈 평가 총 (total scores)에 의하여 상 수를 

받은 10%를 상 군 [Exceeds expectations (E) group]

과 하  수를 받은 10%를 하 군 [Needs develop-

ment (N) group]으로 구분하 다. 

  모듈 평가 총 은 Aopendix 1에 제시된 바와 같

이, 평가기 은 Baile et al. (2000)  Choi et al.

(2006)이 사용한 SPIKES 모델과 ‘나쁜 소식 달' 

과정에서 가  해서는 안 되는 항목 (15번에서 20

번까지의 감  항목)을 합한 체크리스트와 의학  

지식 (2), 교수 평가자에 의한 반 인 평가 (2)  

표 화 환자에 의한 반 인 평가 (2)를 합하여 총 

20 으로 하 다.

2. 시나리오 개발

  실제 임상에서 경험되었던 환자 증례를 기반으로 

문가 2인에 의해 제한된 평가시간 (4분 30 )에 

맞도록 수정하 다. 다음과 같은 문제를 읽고 학생

이 시행해야 될 과제로는 첫 번째, 조직검사와 복부 

컴퓨터단층촬  결과를 토 로 환자가 암인 사실

을 알리고 면담을 시행하는 것, 두 번째로는 진행성 

암의 치료계획에 해 알려주는 것이었다.

  ￭환자 (남, 38세)는 5일 에 신 무력감과 공

복 속 쓰림, 체  감소 한 검사를 해 개인 

병원으로부터 원이 되었다. 내시경 결과 

진행성 암으로 강력히 의심되었다. 상 로 

조직검사 결과는 암이었고, 복부 컴퓨터단층

촬  결과 다발성 간 이 소견을 보 다. 환자

는 자신의 병명이나 상태를 모르는 상황이다. 

오늘 환자는 조직검사 결과를 보기 해서 외

래를 방문하 다. 

3. 의학생의 성

  상 군과 하 군 간의 성  비교를 해 임상실

습을 시작하기 의 체 성 과 임상실습 후 1년간

의 성 을 조사하 다.

4. 나쁜 소식 달과 련된 사  경험과 태도 조사

  임상수행평가 결과에 따라 분류된 상 군과 하

군 학생을 상으로 나쁜 소식 달을 잘 할 수 있

는 개인  특성과 태도를 밝히기 하여 설문 조사

를 시행하 다. 연령, 성별, 결혼 여부, 종교 유무를 

비롯하여 가족과 친구의 나쁜 소식 경험 여부, 임상

실습 기간 동안 나쁜 소식을 하는 모습을 직  

찰 혹은 나쁜 소식 달에 한 교육 유무, 책이나 

화를 통한 나쁜 소식 달의 간  경험을 조사하

다. 나쁜 소식 달에 한 태도는 Donovan (1993)

에 의한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모델을 이용하 다. 이 모델은 6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Likert 5  척도를 사용하 다. 

5. 분석 방법

  의학과 4학년  ‘나쁜 소식 달' 평가 결과에 

따른 상 군과 하 군 사이의 특성을 알아보기 

하여 집단 (상 군, 하 군) 간의 성별, 나이  임상

실습  성 , 임상실습 후 성   다른 임상수행

시험의 채 결과 등의 항목을 카이제곱 검정, Fisher

의 정확검정  two-sample t-test로 비교분석하 다. 

상 군, 하 군 간의 나쁜 소식 달과 련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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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sults of Each Checklist Item between ‘Exceeds Expectations' and ‘Needs Development' groups by 
Total Scoring                                                                      No.(%)

Checklist items Exceeds expectations (n=17) Needs development (n=14)

Initial interviewing skills

  Greet patient and introduce self to patient in a 
professional manner

  17 (100.0)  13 (92.9)

  Confirm patient’s identity   17 (100.0)  11 (78.6)

Breaking bad news (SPIKES)

  Setting up the interview   17 (100.0)  11 (78.6)

  Assessing the patient's Perception
a)  12 (70.6)   3 (21.4)

  Obtaining the patient's Invitation

    Ask whether the patient wants to know the details of 
the condition

c)
  8 (47.1)  1 (7.1)

    Prepares patient before breaking bad newsb)  16 (94.1)  1 (7.1)

  Giving Knowledge and information to the patient

    Provides diagnosis in a straightforward manner   17 (100.0)   14 (100.0)

    Align yourself with the patient by using language he 
or she will understand

 16 (94.1)  10 (71.4)

    Check patient’s understanding regularly
b)  10 (58.8)  1 (7.1)

  Addressing the patient's emotions with Empathic 
response

b)
 16 (94.1)   4 (28.6)

  Strategy

    Think what is best medically, access the patient’s 
expectations of treatment, make a shared-decision on 
treatment goal and plan with the patient

d)

  17 (100.0)   8 (57.1)

  Offer supportive, positive, realistic hopeb)  14 (82.4)   4 (28.6)

  Summary
b)  11 (64.7)  0 (0.0)

What NOT to do 

  Using medical jargon  0 (0.0)  1 (7.1)

  Express excessive sympathy  0 (0.0)   3 (21.4)

  Lie or be economical with the truth  0 (0.0)  0 (0.0)

  Be blunt  0 (0.0)   2 (14.3)

  Use extreme words such as ‘never, always’  0 (0.0)  0 (0.0)

  Prognosticate  1 (5.9)  1 (7.1)

Medical knowledge (E/M/N)

  Student's medical knowledge about gastric cancer with 
metastasis

b)
14(82.4)/3(17.6)/0(0.0) 0(0.0)/11(78.6)/3(21.4)

Global rating (E/M/N)

  By faculty examiners
b) 15(88.2)/2(11.8)/0(0.0) 0(0.0)/1(7.1)/13(92.9)

  By standardized patient examiners
b) 14(82.4)/2(11.8)/1(5.9) 0(0.0)/4(28.6)/10(71.4)

E: Exceeds expectations, M: Meets expectations, N: Needs development
a)p<.05, b)p<.01 by chi-square test, c)p<.05, d)p<.01 by Fischer's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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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Personal Experiences with Breaking Bad News between ‘Exceeds Expectations' and 

‘Needs Development' groups*                                                          No.(%)

Checklist items Exceeds expectations (n=17) Needs development (n=14) p

Age 25.95±1.99 26.21±1.93 .90

Sex (men %)  18 (81.8)  11 (73.3) .31

Married  2 (9.1)  1 (6.7) .13

Religion  11 (50.0)   9 (60.0) .13

Family with bad news  15 (68.2)  10 (66.7) .80

Friends with bad news   6 (27.3)   4 (26.7) .99

Direct observation of delivering bad news 

during clinical clerkships 
  6 (27.3)   7 (46.7) .36

Education for delivering bad news during 

clinical clerkships
 2 (9.1)  1 (6.7) .49

Indirect observation of breaking bad news 

from book, media etc.
 20 (90.9)  12 (80.0) .55

Age is tested by Kruskal Wallis test. Sex, friends with bad news, education for delivering bad news during clinical 

clerkships, and indirect observation of breaking bad news from book, media etc. are tested by Fisher's exact test. 

Religion, family with bad news, and direct observation are tested by Pearson χ
2 test.

 특성을 비교할 때는 Kruskal Wallis 검정, Fisher

의 정확검정  Pearson 카이제곱 검정을 사용하

고, 나쁜 소식 달에 한 태도 차이는 다변량 분

산분석 (MANOVA)을 이용하 다. SPSS 12.0 통계 

로그램을 통해 분석되었다.

결    과

1. 모듈 평가 총 (total scores)에 의한 상 군

과 하 군 간의 구분

  총 154명 에 표 화 환자의 반 인 평가에 

의한 상 군은 17명 (11.0%), 하 군은 14명 (9.1%)

이었다. 학생 수 에서 기  이상으로 나쁜 소식을 

잘 달하는 상  학생은 집 인 교육이 필요한 

하  학생에 비해, 나쁜 소식을 달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사 에 알고 있는 정도 악 (P), 나쁜 소식

의 단계  달 (I), 면담 간 간 환자의 이해 정

도 확인 (K), 감정의 변화 악  처 (E), 계획수

립단계  요약 (S)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

수가 상 군으로 단한 학생  암에 한 의학

인 지식이 학생 수 에서 기  이상이라고 교수

가 평가한 비율은 82.4%이었고, 매우 부족해서 추

가 인 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비율은 1명도 없었다. 

반면에, 교수가 하 군으로 단한 학생  암에 

한 의학 인 지식이 학생 수 에서 기  이상이

라고 교수가 평가한 비율은 1명도 없었고, 매우 부

족해서 추가 인 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비율은 무

려 21.4%인 것으로 나타났다 (p<.01). 상 군과 하

군 간에 바람직하지 못한 면담을 한 학생의 분포

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1).  

2. 임상실습 직  학기의 학 과 임상 실습 후 1년

간의 학  비교

  모듈 평가 총 에 의한 상 군과 하 군 간에는 

상 군의 임상실습 직  학기의 학 이 하 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3.45±0.36 vs. 3.04±0.51, 

p=.018). 한 임상 실습 후 1년간의 학 에도 유의

한 차이를 보 다 (3.83±0.35 vs. 3.43±0.34) (p<.01). 

반면에, 교수  표 화 환자의 반 인 평가에 의

한 상 군과 하 군 간의 임상실습 직  학기의 학



Korean J Med Educ Vol. 20, No. 3: 231-240, September 2008

- 236 -

Table 3. Comparison of Attitudes toward Breaking Bad News between 'Exceeds Expectations' and 'Needs 

Development' groups

         Model        Group M SD  SS df MS F

Non-disclosure
Exceeds expectations

Needs development

5.22

4.73

1.41

1.22

2.58 1 2.58  1.55

Full-disclosure
Exceeds expectations

Needs development

7.54

7.53

1.50

1.12

 .14 1  .14   .07

Individualized disclosure
Exceeds expectations

Needs development

8.63

8.60

 .90

 .82

 .11 1  .11  .14

Wilks' λ=.94,    F=.56,    p=.65

by MANOVA

과 임상 실습 직후 학기의 학 에는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3. 나쁜 소식 달과 련된 사  경험과 태도 비교

  양 군에서 연령, 성별, 결혼 여부  종교 유무에 

한 응답의 차이는 없었다. 나쁜 소식을 한 가족

이나 친구들의 경험은 양 군 간에 유사하 다. 임상

실습 기간 동안 나쁜 소식을 하는 상황을 직  목

격한 경우는 상 군에서 41.5%, 하 군에서 46.9%

로 50% 미만이었으며 양 군 간의 차이는 없었다. 

반면 임상실습 기간 동안 나쁜 소식을 하는 교육

을 받은 경우는 상 군, 하 군 모두 10% 미만으로 

매우 조하 다. 하지만 부분의 학생들은 책이나 

화 장면을 통해 의료인이 나쁜 소식을 하는 장

면을 간 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Table 2).

  설문 조사에 근거하여 나쁜 소식 달에 한 태도

를 비공개 (non-disclosure), 완 공개 (full-disclosure) 

 개인별 차등공개 (individualized disclosure)로 나

었을 때, 학생들의 태도는 양 군에서 개인별 차등

공개에 한 선호가 높았고 (상 군: 8.63, 하 군: 

8.60), 완 공개에 한 선호가 다음으로 높았다 (상

군: 7.54, 하 군: 7.53). 상 군과 하 군에서 나

쁜 소식 달에 한 태도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Wilks' λ=.94, F=.56, p=.65) (Table 3).

고    찰

  모듈평가 총 에 의한 상 군과 하 군의 분류에

서 상 군 학생들은 환자의 사 에 알고 있는 정도 

악 (P), 나쁜 소식의 단계  달 (I), 나쁜 소식을 

달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이해 정도 확인 (K), 감

정의 변화 악  처 (E), 계획수립단계  요약

(S)에서 높은 수를 얻었다. 그러나 상 군 학생들

도 나쁜 소식을 하기 에 환자에게 이미 알고 있

는 사실에 해서 물어보고 (P, 52.8～70.6%), 환자

가 알기를 원하는지 물어보는 (I, 25～47.1%) 항목을 

시행하는 경우가 었는데, 환자의 사  지식을 고

려하고 환자가 알기를 원하는 정도를 악하여 환

자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는 면담 교육이 강조되

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SPIKES 로토콜 에 S에 해당하는 

한 자세와 속도로, 을 맞추거나 손짓을 사용하

고, 환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서 신뢰 계를 형

성하는 과정과 K에 해당하는 “진단명에 하여 솔

직하게 직 으로 말한다.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문장을 사용한다.”에 항목은 상 군과 하

군 간에 변별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 군 학

생들도 80% 이상에서 나쁜 소식을 하기 에 환

자와 신뢰 계를 형성하는 과정을 시행하 는데, 이

는 임상실습을 완료하는 4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시행한 시험에서 평가하 기 때문에 기 면담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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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WHO Framework Describing Comparison of Disclosure Models (Donovan, 1993)

Model
Doctor-patient 

communication

Management decision-making 

style
Doctor-patient relationship

Nondisclosure

Full disclosure

Individualized disclosure

Poor

Fair

Good

Physician only

Patient only

Joint

Paternalistic

Paternalistic

Partnership

이 우수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K의 두 항목

에서 두 군 간의 차이가 없었던 이유는 실제 학생 

능력의 차이가 없을 가능성도 있지만, K 항목 서술

이 객 인 평가를 해 합한 표 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바람직하지 못한 표  6가지에 있어 상 군과 하

군 사이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교수의 

체  평가에서만 환자를 동정하는 항목에서 그 차

이가 나타났다. 나머지 지나친 의학용어 사용, 사실 

축소, 비 인 표 , 경과를 언하는 듯한 표  등

에서는 양 군 간의 차이가 없었다. 다만 지나친 동

정심을 보이거나 경과를 언하는 표 을 사용하는 

등 교정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으므로, 교육 로그

램 계발하고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제시하기 해서

는 바람직하지 못한 면담 습 에 한 조사가 필요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 모듈평가 총 에 의한 상 군이 임

상실습 직  학기의 평  뿐 아니라 임상실습 이후

의 평 에 있어서도 하 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평가 기 에 의학  지식을 반 하기 때

문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표 화 환자  교수 평가

자의 경우에는 상 군과 하 군간의 학기 평  차

이가 나지 않았는데, 이로 볼 때 이들은 나쁜 소식

을 잘 달하는 학생의 특성으로 지식의 많고 음

을 우선시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할 은, 나쁜 소식 달과 련

된 개인  경험과 태도를 조사하 을 때 상 군과 

하 군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이다. 가족이

나 친구의 나쁜 소식을 한 경험, 임상실습 기간 

동안 나쁜 소식을 하는 상황을 직  목격한 경험 

 교육을 받은 경험은 수행 시험에서 의사소통기

술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 다. 이것은 

공의를 상으로 시행한 Yudkowsky et al. (2006)

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임상실습을 포함한 이

의 경험 자체는 공의들의 자신감은 높이지만 실

제 수행에서 향상된 면담 기술을 보이는 것과 련

이 없으며, 다만 표 화 환자를 상으로 수행을 직

 시행해 본 학생은 공의가 되었을 때보다 우수

한 의사소통 능력을 보여 주었다고 하 다. 따라서 

면담 기술 향상을 한 로그램에서는 학생에게 

찰을 하도록 하는 것 보다는 직  환자를 면하

는 기회를 주는 것이 효과 일 수 있겠다. 

  한, 임상실습을 하는 동안 나쁜 소식을 하는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모든 학생이 의

료인이 나쁜 소식을 하는 상황을 하지 않는 것

으로 볼 때, 나쁜 소식 하는 것과 련된 서   

화 등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의 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단지, 이번 조사에서 부분의 학생들은 책

이나 화 장면을 통해 의료인이 나쁜 소식을 하

는 장면을 간 으로 경험한 바 있지만, 그 다고 

부분이 나쁜 소식을 잘 달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단지 읽고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함께 고

민을 하고 서로의 의견을 나 는 특정한 교육 매체 

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WHO 모델 (Donovan, 1993)에 의한 설문 조사로

서, 나쁜 소식 달에 한 태도는 6문항의 응답에 

따라 비공개 (non-disclosure), 완 공개 (full-disclo-

sure)  개인별 차등공개 (individualized disclosure)

로 나  수 있다. 이러한 모형에 따르면, 세 가지 태

도 유형은 의사-환자 의사소통, 의사 결정 방법  

의사-환자 계에서 차이를 보인다. 비공개형의 의

사는 환자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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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의사가 하며 환자를 압도하는 계를 보인

다. 완 공개형의 의사 역시 환자에게 지배 인 

계를 유지하나 환자와의 의사소통은 원만하고 의사

결정은 환자 스스로 하도록 한다. 개인별 차등공개

형의 의사는 환자와의 의사소통이 아주 우수하며 

환자와 함께 의사결정을 하여 서로 동반 인 계

를 보인다. 이론 으로 완  공개와 개인별 차등공

개를 선호하는 의사는 환자와의 면담과 의사결정이 

비교  순조롭게 이루어진다고 하 다 (Table 4). 본 

연구에서 상 군과 하 군의 나쁜 소식 달에 

한 태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나쁜 소식 달

에 한 태도 차이가 실제 수행에 향을 미치는지

에 한 여부는 추가 으로 조사되어야 하겠다. 한

편, 나쁜 소식 달에 한 학생들의 태도는 개인별 

차등공개에 한 선호가 뚜렷했는데, 나쁜 소식 

달에 한 태도가 더욱 더 환자 심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Novack et al. (1979)와 Razavi et al. (1991)

의 연구와 일치한다. 

  결론 으로 표 화 환자를 이용하여 ‘나쁜 소식 

달' 과정에 한  상태를 평가한 결과 총 154명 

에, ‘나쁜 소식 달' 모듈의 평가 총 에 의한 상

군 학생은 하 군 학생에 비해, 나쁜 소식을 달

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사 에 알고 있는 정도 악, 

나쁜 소식의 단계  달, 면담 간 간 환자의 

이해 정도 확인, 감정의 변화 악  처, 계획수

립단계  요약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쁜 

소식 달' 평가 방법으로 서구에서 많이 사용하는 

SPIKES 로토콜 항목을 서술할 때 객 인 평가

가 가능한 표 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나쁜 소

식 달과 련된 개인  경험과 태도는 나쁜 소식

을 하는 수행을 시행하는 데 향을 미치지 못하

는 것으로 단된다. 학생들을 극 으로 참여시키

는 교육 로그램을 시행한다면, 의사소통기술을 향

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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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나쁜 소식 하기” 평가 배

부산 학교 의학 문 학원 2007 의학과 4학년 진료수행평가

평가 항목 시행

기 면담 기술

1 인사를 하고 학생의사로서 자신을 소개한다. 1

2 환자의 이름을 확인한다. 1

나쁜 소식 하기

3
 Setting 한 자세와 속도로, 을 맞추거나 손짓을 사용하고, 환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서 신뢰 계를 형성한다. 
1

4  Perception 건강상태에 해 환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것에 해 묻는다. 1

5
 Invitation

환자가 자신의 병에 하여 알기를 원하는지 물어본다. 1

6 미리 나쁜 소식이 있다고 말하여 환자에게 비를 시킨다. 1

7

 Knowledge

진단명에 하여 솔직하게 직 으로 말한다. 1

8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문장을 사용한다. 1

9 환자의 이해 정도를 주기 으로 확인한다. 1

10
 Exploration &   

Empathy
환자의 감정 상태를 확인하고 공감을 표시한다. 1

11
 Strategy

치료와 후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의 치료에 한 기  정도를 평

가하며, 치료의 목표와 계획을 같이 결정한다. 
1

12 지지 이고 정 이며 실 인 희망을 제시하며 마무리한다. 1

13  Summary 요 사항을 반복하고 요약한다. 1

14  진료 종료 외래(입원)계획을 잡아주고, 집에 함께 갈 가족이 있는지 확인 1

바람직하지 못한 면담을 하는 경우 표시해 주십시오. 

15  의학용어를 사용한다.

16  환자를 동정한다.

17  사실을 축소시켜 이야기하거나 숨기려 한다. 

18  냉정하거나 비 으로 말한다 (더 이상 해  것이 없어요).

19  극단 이고 과도한 표 을 사용한다. 

20  경과를 언하듯 말한다 (딱 6개월 남았습니다).

의학  지식

21  암에 한 의학  지식
상

(2) (1)

하

(0)

체 진료 수행도 (학생들의 분포 - 상: 10～15%, : 80% 이상, 하: 10% 이하)

2  평가자에 의한 학생의사 평가
상

(2) (1)

하

(0)

23  표 환자에 의한 학생의사 평가
상

(2) (1)

하

(0)

총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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