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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 능력 평가에서 나타난 한국 의료 종사자의 특징과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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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Korean Medical Workers in Communication Skills Evaluation
Jun Seok Kim, Eun Jung Choi*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Daedong Hospital, Busan, Korea

Background: The Korean version of the Rhetorical Sensitivity Scale (RHETSEN-K) is a tool for measuring communication skills under development. This
study focused on determining whether the results of the RHETSEN-K questionnaire on health-care workers are similar to those of medical students.
Methods: We applied RHETSEN-K to health-care worker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deterministic factor analysis were conducted. Participant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type of RHETSEN-K, and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ose of previous studies.
Results: Results of the factor analysis were similar to those of previous studies. The internal consistency of the three factors were all above 0.7. The
rhetorical reflector type was the most frequent, and the rhetorical sensitivity and noble self types were similar. The distribution of the type according
to sex and occupation were statistically insignificant. Of the total respondents, 22.7% were not classified as any type, which is similar to the results of
the non-classification of previous research.
Conclusion: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concept of three rhetorical factors in Korean culture is different from those used in RHETSEN2, suggesting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evaluation tool that reflects these results.
Keywords: Rhetorical Sensitivity Scale; Rhetorical Sensitivity; Noble Self; Rhetorical Reflector; Health-Care Worker

영미권에서는 이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왔는데, Aristotle2)는 상

서론

대를 설득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3요소 중 화자의 고유한 특징을 에
환자와 의사 간의 관계의 변화 및 의료 종사자의 공급이 증가하
는 사회 변화에 따라 한국에서도 의대 교육과정에 커뮤니케이션 교

토스(ethos)로 규정하였으며,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방법
들이 모색되기 시작했다.

육이 도입되었으나, 한국의 커뮤니케이션 교육 성과는 미약하다.

그 방법 중 하나인 레토릭 지수는 사람에 따라 나타나는 커뮤니

Kim 에 따르면 이것은 ‘침묵이 금이다’로 대표되는 의사소통보다

케이션 능력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수치화해서 평가하기 위한 노력

침묵을 강조하는 문화적 풍토, 나이에 따른 위계, 존댓말로 대표되

의 일환으로 개발되었으며, 이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나타내고 평

는 한국 문화권 특유의 의사소통 방식이 이상적인 커뮤니케이션 형

가할 수 있는 설문 문항들을 개발하고, 결과를 유형화한 뒤에 통계

태와 대립하면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을 종합적으로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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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t와 Burks3)는 수사적 민감성(rhetorical sensitivity)이라는 개념을

토대로 RHETSEN2를 번안한 RHETSEN-K를 제작하여 의대, 치대,

처음 제안하였다. 수사적 민감성의 구성요소로 Hart와 Burks는 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요인 구조를 분석하고 의료 관련 전공 대학

섯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① 개개인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받아들이

생들의 수사적 민감성의 특성 및 세 유형의 변별타당도를 확인한

며 ② 틀에 박힌 대화를 피하며, ③ 자신과 상대방의 역할을 받아들

Ahn과 Yi의10) 연구가 시행되었으며, 당시 연구에서는 요인 분석상

일 수 있어야 하며, ④ 할 말과 안 할 말을 구분할 수 있으며 ⑤ 의도

30문항 중 24문항이 적합하였으며 RHETSEN2에서 수사적 과민형

를 전달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인내할 수 있는

으로 분류된 일부 문항이 수사적 민감형으로 분류되면서 한국어

사람이다.

화자에 적합한 새로운 문항 개발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Brockriede와 Darnell 은 수사적 고집형(noble self ), 수사적 과민형

본 연구는 현직 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RHETSEN-K 설문을 시

(rhetorical reflector)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두 유형은 각각 수사적 민

행하여 현직 의료 종사자에서 나타나는 수사적 유형을 확인하고 요

감형의 양극단에 서 있는 유형으로 수사적 고집형의 경우 대화 양

인분석을 통해 이전 연구에서 보였던 특징들이 본 연구에서도 확인

상은 냉소적, 대화의 성실성 부족 등으로 묘사되며, 대체로 어떤 상

가능한지 검증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4)

황에서도 일관된 대화 양상을 보인다. 수사적 과민형은 고집형과는
대조적으로 적응력이 풍부하며, 각각의 대화 시나리오에 따라 변하

방법

는 다면적인 자아와 다면적인 커뮤니케이션 태도를 보인다.

Hart 등5)은 수사적 민감성에 추가로 Brockriede와 Darnell4)의 개념

1. 연구 대상

을 받아들인 후, 이 세 가지를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유형으로 정의

대동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250명에게 RHETSEN-K 설

하고 이를 측정하고 분류할 수 있는 도구인 RHETSEN (Rhetorical

문지를 배포하였고, 이 중 200매를 회수하였고, 불성실 응답 2명을

Sensitivity Scale)을 개발하였다.

제외하고, 198명을 최종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RHETSEN은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5점 리커르트 척도로 표시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는 상관분석을 통

분석결과 남자가 21명(11.5%), 여자가 162명(88.5%)이고, 평균연령

해 유형별로 분류하게 된다. 미국에서 4년제 대학에 49곳에 재학 중

은 32.68세(standard deviation=7.68)로 29세 이하가 89명(45.2%), 30

인 학생 3,02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한 후 분석한 결과 한가지

세–39세가 75명(38.1%), 40세 이상이 33명(16.8%)이며, 직업은 의사가

유형으로만 분류되는 사람의 비율은 50%에 미치지 못하였다(민감

25명(13.2%), 간호사가 159명(83.7%), 기타가 6명(3.2%)으로 나타났다.

형 26.9%, 고집형 14.5%, 과민형 6.7%).

Eadie와 Powell6)은 RHETSEN에서 단일 유형으로 분류되는 비율
이 낮은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세 유형이 단일차원이 아닌 다차원적
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개념을 제시하였고, 이를 반영한 도구인

Variable

RHETSEN2를 발표하였다.
RHETSEN2가 발표된 후 다양한 언어권에서 후속 연구가 진행되
었는데, Ting-Toomey 의 프랑스, 일본, 미국 비교 연구에서는 프랑스
7)

인 화자는 좀 더 직설적인 대화를 선호하며 일본어 화자는 중도적
인 화법을, 미국인 화자는 간접화법을 선호했으며, Knutson 등8)의
연구에서 미국인과 태국인을 비교한 결과 미국인에서 수사적 민감
형과 고집형의 비율이 현저히 더 높았으며 이는 RHETSEN2의 문항
이 아시아의 문화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
았으며 이를 반영한 THAIRETSEN을 개발하였다.
대한민국에서는 RHETSEN2를 번역하여 의료전공 대학생에게 시
행 후 분석한 Yi9)의 연구가 있었고, 당시에는 통계적으로 적합한 문
항은 18문항이었고, 간호대생이 치대생보다 수사적으로 더 민감하
였으며, 남학생에서 고집형의 비율이 더 높았다. Yi 의 연구 결과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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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n=198)
Statistic

Sex
Male
Female
No answer

21 (11.5)
162 (88.5)
15

Age (y)
Below 29

89 (45.2)

30–39

75 (38.1)

Above 40

33 (16.8)

No answer

1

Occupation
Doctor

25 (13.2)

Nurse

159 (83.7)

Other

6 (3.2)

No answer
Total

8
198 (100.0)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or number only.
Other occupations are 1 physician assistant, 1 service part, 1 psychologist, 1 dental hygienist, 2 audiolog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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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2. 측정 도구 및 절차

R HETSEN-K 설문지는 원저자의 허가하 에 사 용하였으며
RHETSEN2에서 권장하는 방법에 따라 문항을 무작위로 재배치한

1. 탐색적 요인분석

후 배포하였으며, 응답자의 성별, 연령, 직업을 작성하게 하였다. 배

탐색적 요인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ver. 19.0 (IBM Corp.,

포한 설문지는 Appendix 1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문항에 해당하

Armonk, NY, USA)을 사용하였으며 RHENSEN-K의 원점수간 상관

는 유형은 Appendix 2의 문항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RHETSEN-K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원래 척도가 수사적 과민형, 수사적 민감형, 수

각 유형의 점수는 요인분석 결과(수사적 과민형 6개 문항, 수사적

사적 고집형의 세 구조를 가정하고 있으므로 요인 수를 세 개로 지

민감형에 12개 문항, 수사적 고집형에 10개 문항)에 기초해 구하였으

정하여 주축요인추출법으로 요인분석을 하였으며, direct oblimin 회

며, 수렴 및 변별타당도를 구하는 과정에서는 Ahn과 Yi의 연구와

전기법을 사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KMO는 0.790, Bartlett의 구형

동일하게 각 유형의 총점을 이용하였다. 각 유형의 내적 일치도

성 검증결과 χ2 (435)=1,981.938 (P<0.0001)로 나타나 요인구조는 안정

(Cronbach’s α)는 수사적 과민형이 0.796, 수사적 민감형이 0.839, 수

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세 요인으로 설명된 변량은 33.68%였으며, 요

사적 고집형이 0.835로 나타났다.

인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 구조계수를 사용하였다.

10)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은 가설적인 개념으로서 응답자

Table 2. The results from exploratory factor analysis: the Korean version of the Rhetorical Sensitivity Scale
Item

RR

RS

NS

01. I prefer to go along with others rather than openly disagree with them.

0.488

-0.040

0.122

11. I feel uncomfortable when people argue in public.

0.518

0.113

-0.098

15. I avoid others rather than risk saying something that might hurt them.

0.098

0.189

-0.316

18. More than occasionally I have felt that others take advantage of me when we communicate.

0.126

0.104

-0.155

19. I usually feel uncomfortable when faced with persuading others.

0.456

-0.220

-0.218

26. If at all possible I try to avoid arguing with others.

0.492

0.091

0.137

29. I would rather say nothing than say something that another wouldn’t like to hear.

0.642

-0.021

-0.080

30. If what I would like to say might make others uncomfortable, I keep quiet instead.

0.528

-0.027

0.111

02. In conversations, pleasing the other person is an important goal for me.

0.145

0.421

-0.251

08. In conversations I am most successful when I am able to please the other person.

0.229

0.646

-0.271

03. Others have to me that I communicate well with difficult people.

-0.029

0.464

-0.203

05. Most of the conflicts I have with others are resolved to everyone’s satisfaction.

-0.088

0.556

0.048

07. In groups, I enjoy offering my opinions about the topic of discussion.

-0.157

0.546

-0.353

09. As a child I communicated easily with adults.

0.038

0.610

-0.092

10. In an argument, I can usually get my point across without hurting my relationship with the other person.

0.047

0.500

-0.125

13. I’m good at figuring out the meanings behind what others say.

0.044

0.564

-0.101

17. I have been told that I am able to give criticism in a way that does not hurt others.

0.170

0.419

-0.200

22. I value my ability to adapt when faced with various communication situations.

-0.160

0.663

-0.164

24. I can disagree with someone in a way that does not damage our relationship.

-0.020

0.599

-0.133

25. More than a few times I’ve been told that I communicate well in difficult situations.

-0.061

0.658

-0.299

04. Other people think that I am too direct with them.

-0.118

0.291

-0.521

06. More than occasionally, I am honest to the point of being blunt when communicating with others.

-0.110

0.139

-0.555

12. Others have often been uncomfortable because I have not hidden my opinions from them.

0.224

0.087

-0.542

14. When asked for an opinion, I tend to say the first thing that comes to mind.

0.056

0.196

-0.435

16. I like to talk according to my own beliefs, no matter what other may think.

-0.051

0.370

-0.614

20. I like to tell other exactly what I feel.

-0.141

0.243

-0.590

21. Others have been known to react negatively because I am too honest with them.

-0.056

-0.021

-0.791

23. Most of the time I express my opinions, even if they bother others.

-0.263

0.285

-0.668

27. Regardless of the consequences, I tell my friends what I think.

-0.220

0.292

-0.545

28. When I disagree with others, I find it difficult to back down.

0.212

-0.090

-0.543

Eigen value

2.079

5.285

2.741

Variable (%)

6.930

17.617

9.136

Total variable (%)

6.930

24.547

33.684

Cronbach’s α

0.796

0.839

0.835

RR, rhetorical reflectors; RS, rhetorical sensitives; NS, noble sel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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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는 것과 같은 유형의 분포를 얻었다.

신뢰성 있게 정확히 측정되었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신뢰성

수사적 과민형이 가장 빈도가 높았고, 수사적 민감형과 수사적

(reliability)은 측정의 안정성, 일관성, 예측 가능성, 정확성이 내포된

고집형은 비슷하였고, 성별에 따른 유형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 통계

개념으로서 측정결과가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측정되었는지 또는

적으로 무의미하였고(χ2 (3)=3.884, P>0.05), 직업에 따른 유형의 분포

측정결과에 오차가 존재하는지를 의미한다. 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였다(χ2 (3)=2.293, P>0.05).

설문지의 각 항목에 대한 신뢰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크론바하 알파
(Cronbach ’s α)계수를 신뢰도 계수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신뢰성에

전체 응답자의 22.7%가 어느 유형으로도 분류되지 않았으며, 이
는 기존의 연구9,10)에서 나타난 미분류 결과와 유사하였다.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고, 일반적으로 0.7 이상을 측정지표의 신뢰
성에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므로, 본 연구에서도 0.7 이상을
기준으로 신뢰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변인별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계수 결과는 Table 2와 같다.

3. 상관분석

RHETSEN-K의 원점수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5와 같고, 수사적
민감형과 수사적 고집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요인부하량이 0.4 이상인 문항만을 포함하면 수사적 과민형에서

것으로 나타났다(r=0.320, P<0.001).

문항 15와 18이 삼요인 구조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본 연
구에서는 수사적 과민형에 6개 문항, 수사적 민감형에 12개 문항,

고찰

수사적 고집형에 10 개 문항 이 포함되어 총 28 개의 문항 이

RHETSEN-K에 포함되었고, 이렇게 묶인 문항들의 내적 일치도

개개인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차이를 객관적인 수치로 보여주기

(Cronbach’s α)는 0.815이고, 자세히 살펴보면 수사적 과민형이 0.796,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이 레토릭 지수이며, 그 결과 사

수사적 민감형이 0.839, 수사적 고집형이 0.835로 적절하였다.

람들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수사적 과민형, 수사적 민감형, 수사적
고집형 세 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수사적 민감형을 이상적인 커뮤니
케이션 태도로 규정하고 항상 유연한 커뮤니케이션 태도를 갖는 것

2. 유형 분류

원 척도인 RHETSEN2에서는 세 유형에 각각 해당되는 10문항을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풀고 총점을 구하여 총점의 분포로 유형을 구분하였고, 수천 명의

요인분석의 결과는 기존 연구에서 확인된 3요인 구조와 매우 흡

자료에 근거하여 점수를 분류할 수 있는 규준(norm)을 개발하였다.

사하다. RHETSEN2에서는 수사적 과민형이 문항 01, 02, 08, 11, 15,

총점의 분포는 높음, 평균 이상, 평균 이하, 낮음의 4단계로 나누었

18, 19, 26, 29, 30, 수사적 민감형이 문항 03, 05, 07, 09, 10, 13, 17, 22,

고, 하나가 평균 이상이고 두 개가 평균 이하인 경우 평균 이상인

24, 25, 수사적 고집형이 문항 01, 02, 10, 13, 16, 18, 23, 25, 27, 30이었

것이 그 사람의 유형(type)이 된다. 두 개가 평균 이상인 경우 점수가
더 높은 것이 그 사람의 1차 성향(primary orientation)이며, 낮은 것
이 그 사람의 2차 성향(secondary orientation)이다. 세 개가 모두 평균

Table 4. Frequency of three types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Rhetorical Sensitivity Scale (%)
Type

이상이거나 평균 이하일 때는 분류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각 점수 분포의 4분위 값으로 점수를 4단계로 나누었고
원척도의 방식대로 유형을 구분하였다. 그 결과 Table 3과 Table 4에

Rhetorical reflectors
Rhetorical sensitives
Noble selves
No type
Total

Table 3. Frequency of three types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Rhetorical Sensitivity Scale (%)
Type
Rhetorical reflectors
Rhetorical sensitives
Noble selves
No type
Total

Male

Female

Total

8 (25.0)

62 (28.6)

70 (28.1)

9 (28.1)

53 (24.4)

62 (24.9)

11 (34.4)

48 (22.1)

59 (23.7)

4 (12.5)

54 (24.9)

58 (23.3)

32 (100.0)

217 (100.0)

249 (100.0)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The sum of male and female does not add up to the total in the rightmost column because 15 participants did not indicate their sex.

Korean J Fam Pract. 2020;10(5):338-347

Doctors

Nurses

Total

9 (25.0)

63 (29.3)

72 (28.7)

9 (25.0)

52 (24.2)

61 (24.3)

12 (33.3)

49 (22.8)

61 (24.3)

6 (16.7)

51 (23.7)

57 (22.7)

36 (100.0)

215 (100.0)

251 (100.0)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6 others and 8 no answers were excluded from the analysis.
The first and second tendencies are treated as multiple responses.

Table 5. Correlations among the three types
Type

Rhetorical reflectors

Rhetorical sensitives

Rhetorical sensitives

-0.003

-

Noble selves

-0.059

0.320***

-, not available.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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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석결과 요인과 차이가 나는 문항은 02번과 08번이었는데, 이

는 양상을 보였으며 이 점이 결과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둘

두 문항은 원척도인 RHETSEN2에서는 수사적 과민형에 해당하였으

째, 응답 결과를 분석하면 이전 연구들도 연구 시행에 따른 편차가

나 본 연구에서는 수사적 민감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몹시 큰데 이 편차에 대한 유의미한 해답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충

두 문항은 각각 ‘대부분의 대화에서 남을 즐겁게 하는 것은 나의 중

분히 큰 표본을 사용하지 못했다. 향후 이러한 점들을 반영한 연구

요한 목표이다’와 ‘대체로 나는 남을 즐겁게 할 때 대화에서 성공을

가 필요하다.

거둔다’이다. 이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상대를 즐겁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에서 나타나는 수사적 유형은

게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이 되면서 수

서양 문화권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고, 그 차이가 기존 연구 결과

사적 민감형의 특징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와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한국 문화권에 적합한 문항 개
10)

요인 분류 결과 역시 안정적이었고, 유형 분류 결과는 Ahn과 Yi

발과 분류체계 확립을 통한 한국형 레토릭 지수의 개발이 필요하

가 제시한 결과와 유사한 결론을 도출하였으나 세부적인 부분에서

며, 이를 기반으로 그 결과를 임상에 적용하여 환자-의사간 관계 개

는 차이가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세 유형의 분포는 수사적 과민

선 및 전공 대학생의 학부 과정 커뮤니케이션 교육 및 임상 종사자

형이 가장 많았으며 고집형, 민감형의 비율은 차이가 없었다. 성별,

의 사후 보수교육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직업에 따른 유형의 분포 차이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했으며, 미분류
율 역시 22.7%로 기존 연구에서 확인된 미분류율인 20.7%와 유사

요약

했다.
상관분석 결과 역시 기존 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가 도출되었으

연구배경: 한국형 레토릭 지수(RHETSEN-K)는 RHETSEN2를 기반

며 수사적 민감형과 고집형 사이에는 정적인 상관, 민감형과 과민

으로 만들어진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직 의료 종사자를 대상

형, 고집형과 과민형 사이에는 부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이는 Hart

으로 RHETSEN-K 조사를 시행하여 의료 전공 대학생의 결과와 차

등3)이 제시한 상관 유형과는 차이가 있었으며 Ahn과 Yi10)의 연구 결

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과에서 도출된 상관과 유사했다.

방법: 현직 의료 종사자들에게 RHETSEN-K 설문을 시행하였고, 결

이러한 유형 분포의 차이는 의료 종사자들이 졸업 이후 임상 분

과를 토대를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야에서 임상 경험을 쌓으면서 커뮤니케이션 양상이 변해서 나타난

결과를 RHETSEN-K의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기존 연구결과와의 차

차이라고 가정할 수도 있으나, 조사 대상인 대동병원의 의료적 종사

이점을 분석하였다.

자들의 인구적 구성이 여성, 간호사 위주로 편중되었기 때문에 나온

결과: 요인 분석 결과는 이전 연구와 유사했으며, 세 유형의 내적 타

에서 보이듯 연구마다

당도는 모두 0.7 이상이었다. 수사적 과민형이 가장 흔했으며, 수사

성별 및 직업에 따른 편차가 크게 차이 나기 때문에 성별 및 직업에

적 민감형과 수사적 고집형의 빈도는 비슷했다. 성별 및 직업에 따

따른 분포 차이는 추후의 연구를 통해 추가적인 재검증이 필요할

른 분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했으며, 응답자의 22.7%는 유

것으로 보인다.

형을 분류할 수 없었고 이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결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

9,10)

9,10)

에서도 계속해서 높게 관찰되었는데,

결론: 연구 결과 한국 문화에서 보이는 수사적 유형의 개념은

이러한 미분류율은 설문지 재작성을 권장한 Eadie와 Powell 의 가이

RHETSEN2에서 적용된 개념과는 차이가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를

드라인만으로는 원인을 설명하기 어려우며, 이는 요인분석 및 상관

반영한 문항 및 평가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한국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수사적

었다. 동시에,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통해 의료 종사자의 수사적 특

요인에 대한 개념이 RHETSEN2에서 사용되는 것과 차이가 있음을

성을 개선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미분류율은 기존 연구들

6)

암시한다고 가정한 Ahn 및 Yi 의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로 보는 것
10)

이 타당하다. 동시에, 현재 RHETSEN2가 동서양의 언어적, 문화적

중심단어: 한국형 레토릭 지수; 수사적 민감형; 수사적 고집형; 수

특 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므 로 이를 반영한 평가도구인

사적 과민형; 의료 종사자

THAIRHETSEN을 개발한 Knutson 등 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8)

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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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RHETSEN-K 설문지
다음은 의사소통 태도(communication attitudes)에 관한 진술들입니다. 이것을 읽고 각각의 항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해당
점수에 동그라미(○)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1. 나는 남들과 공개적으로 의견의 차이를 들어내기 보다는 남의 의견을 따른다.
① 거의 매번 그렇다 ② 자주 그렇다 ③ 이따금 그렇다 ④ 드물게 그렇다 ⑤ 거의 매번 그렇지 않다
2. 대부분의 대화에서 남을 즐겁게 하는 것은 나의 중요한 목표이다.
① 거의 매번 그렇다 ② 자주 그렇다 ③ 이따금 그렇다 ④ 드물게 그렇다 ⑤ 거의 매번 그렇지 않다
3. 나는 까다로운 사람들과 말이 잘 통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① 거의 매번 그렇다 ② 자주 그렇다 ③ 이따금 그렇다 ④ 드물게 그렇다 ⑤ 거의 매번 그렇지 않다
4. 사람들은 때때로 내가 너무 직설적이라 생각한다.
① 거의 매번 그렇다 ② 자주 그렇다 ③ 이따금 그렇다 ④ 드물게 그렇다 ⑤ 거의 매번 그렇지 않다
5. 내가 남과 겪는 대부분의 갈등은 모두에게 만족스럽게 해결된다.
① 거의 매번 그렇다 ② 자주 그렇다 ③ 이따금 그렇다 ④ 드물게 그렇다 ⑤ 거의 매번 그렇지 않다
6. 나는 남과 대화할 때 당혹스러울 정도로 솔직한 경우가 종종 있다.
① 거의 매번 그렇다 ② 자주 그렇다 ③ 이따금 그렇다 ④ 드물게 그렇다 ⑤ 거의 매번 그렇지 않다
7. 남들과의 토론에서 보통 나는 토론 주제에 관한 내 의견을 제시한다.
① 거의 매번 그렇다 ② 자주 그렇다 ③ 이따금 그렇다 ④ 드물게 그렇다 ⑤ 거의 매번 그렇지 않다
8. 대체로 나는 남을 즐겁게 할 때 대화에서 성공을 거둔다.
① 거의 매번 그렇다 ② 자주 그렇다 ③ 이따금 그렇다 ④ 드물게 그렇다 ⑤ 거의 매번 그렇지 않다
9. 어렸을 때 나는 어른들과 말이 잘 통했다.
① 거의 매번 그렇다 ② 자주 그렇다 ③ 이따금 그렇다 ④ 드물게 그렇다 ⑤ 거의 매번 그렇지 않다
10. 논쟁에서 나는 보통 남과의 관계를 해치지 않고 내 뜻을 관철시킬 수 있다.
① 거의 매번 그렇다 ② 자주 그렇다 ③ 이따금 그렇다 ④ 드물게 그렇다 ⑤ 거의 매번 그렇지 않다
11. 나는 사람들이 내 앞에서 논쟁을 벌일 때 불편함을 느낀다.
① 거의 매번 그렇다 ② 자주 그렇다 ③ 이따금 그렇다 ④ 드물게 그렇다 ⑤ 거의 매번 그렇지 않다
12. 남들은 때때로 내가 그들 앞에서 내 의견을 숨기지 않을 때 불편해 한다.
① 거의 매번 그렇다 ② 자주 그렇다 ③ 이따금 그렇다 ④ 드물게 그렇다 ⑤ 거의 매번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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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나는 남들이 말하는 것의 속뜻을 잘 찾아낸다.
① 거의 매번 그렇다 ② 자주 그렇다 ③ 이따금 그렇다 ④ 드물게 그렇다 ⑤ 거의 매번 그렇지 않다
14. 누군가 내게 의견을 물어오면 나는 보통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을 말한다.
① 거의 매번 그렇다 ② 자주 그렇다 ③ 이따금 그렇다 ④ 드물게 그렇다 ⑤ 거의 매번 그렇지 않다
15. 나는 보통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을 하는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다.
① 거의 매번 그렇다 ② 자주 그렇다 ③ 이따금 그렇다 ④ 드물게 그렇다 ⑤ 거의 매번 그렇지 않다
16. 나는 보통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내 신념에 따라 말을 한다.
① 거의 매번 그렇다 ② 자주 그렇다 ③ 이따금 그렇다 ④ 드물게 그렇다 ⑤ 거의 매번 그렇지 않다
17. 나는 남들을 비판하면서 상처를 주지 않는 능력이 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① 거의 매번 그렇다 ② 자주 그렇다 ③ 이따금 그렇다 ④ 드물게 그렇다 ⑤ 거의 매번 그렇지 않다
18. 대화 중 남들이 나보다 말을 잘 한다고 느낄 때가 종종 있었다.
① 거의 매번 그렇다 ② 자주 그렇다 ③ 이따금 그렇다 ④ 드물게 그렇다 ⑤ 거의 매번 그렇지 않다
19. 나는 보통 남들을 설득해야 할 때 불편함을 느낀다.
① 거의 매번 그렇다 ② 자주 그렇다 ③ 이따금 그렇다 ④ 드물게 그렇다 ⑤ 거의 매번 그렇지 않다
20. 대부분의 경우 나는 남들에게 내가 느낀 점을 그대로 말한다.
① 거의 매번 그렇다 ② 자주 그렇다 ③ 이따금 그렇다 ④ 드물게 그렇다 ⑤ 거의 매번 그렇지 않다
21. 내가 너무 직설적이어서 남이 내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일이 종종 있다.
① 거의 매번 그렇다 ② 자주 그렇다 ③ 이따금 그렇다 ④ 드물게 그렇다 ⑤ 거의 매번 그렇지 않다
22. 나는 나 자신이 다양한 대화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① 거의 매번 그렇다 ② 자주 그렇다 ③ 이따금 그렇다 ④ 드물게 그렇다 ⑤ 거의 매번 그렇지 않다
23. 대부분의 경우 나는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지라도 내 입장을 표명한다.
① 거의 매번 그렇다 ② 자주 그렇다 ③ 이따금 그렇다 ④ 드물게 그렇다 ⑤ 거의 매번 그렇지 않다
24. 나는 보통 누군가와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다른 의견을 나타낼 수 있다.
① 거의 매번 그렇다 ② 자주 그렇다 ③ 이따금 그렇다 ④ 드물게 그렇다 ⑤ 거의 매번 그렇지 않다
25.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말이 잘 통한다는 소리를 종종 들었다. 1-2-3-4-5
① 거의 매번 그렇다 ② 자주 그렇다 ③ 이따금 그렇다 ④ 드물게 그렇다 ⑤ 거의 매번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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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가능한 한 나는 남과 부딪치지 않으려고 애쓴다.
① 거의 매번 그렇다 ② 자주 그렇다 ③ 이따금 그렇다 ④ 드물게 그렇다 ⑤ 거의 매번 그렇지 않다
27. 나는 결과와 상관없이 내가 생각하는 바를 친구들에게 말한다.
① 거의 매번 그렇다 ② 자주 그렇다 ③ 이따금 그렇다 ④ 드물게 그렇다 ⑤ 거의 매번 그렇지 않다
28. 나는 남들과 의견이 다를 때 내 입장을 바꾸기가 힘들다고 생각한다.
① 거의 매번 그렇다 ② 자주 그렇다 ③ 이따금 그렇다 ④ 드물게 그렇다 ⑤ 거의 매번 그렇지 않다
29. 나는 남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기 보다는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① 거의 매번 그렇다 ② 자주 그렇다 ③ 이따금 그렇다 ④ 드물게 그렇다 ⑤ 거의 매번 그렇지 않다
30.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남을 불편하게 할 경우 나는 일반적으로 침묵을 지킨다.
① 거의 매번 그렇다 ② 자주 그렇다 ③ 이따금 그렇다 ④ 드물게 그렇다 ⑤ 거의 매번 그렇지 않다
◉ 성: (남 / 여) ◉ 나이: ( ) ◉ 직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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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RHETSEN-K 문항표
수사적 과민형
2. 대부분의 대화에서 남을 즐겁게 하는 것은 나의 중요한 목표이다.
15. 나는 보통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을 하는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다.
1. 나는 남들과 공개적으로 의견의 차이를 드러내기 보다는 남의 의견을 따른다.
11. 나는 사람들이 내 앞에서 논쟁을 벌일 때 불편함을 느낀다.
8. 대체로 나는 남을 즐겁게 할 때 대화에서 성공을 거둔다.
29. 나는 남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기 보다는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30.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남을 불편하게 할 경우 나는 일반적으로 침묵을 지킨다.
19. 나는 보통 남들을 설득해야 할 때 불편함을 느낀다.
18. 대화 중 남들이 나보다 말을 잘 한다고 느낄 때가 종종 있었다.
26. 가능한 한 나는 남과 부딪치지 않으려고 애쓴다.
수사적 민감형
3. 나는 까다로운 사람들과 말이 잘 통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10. 논쟁에서 나는 보통 남과의 관계를 해치지 않고 내 뜻을 관철시킬 수 있다.
9. 어렸을 때 나는 어른들과 말이 잘 통했다.
13. 나는 남들이 말하는 것의 속뜻을 잘 찾아낸다.
22. 나는 나 자신이 다양한 대화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7. 남들과의 토론에서 보통 나는 토론 주제에 관한 내 의견을 제시한다.
17. 나는 남들을 비판하면서 상처를 주지 않는 능력이 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24. 나는 보통 누군가와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다른 의견을 나타낼 수 있다.
5. 내가 남과 겪는 대부분의 갈등은 모두에게 만족스럽게 해결된다.
25.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말이 잘 통한다는 소리를 종종 들었다.
수사적 고집형
4. 사람들은 때때로 내가 너무 직설적이라 생각한다.
6. 나는 남과 대화할 때 당혹스러울 정도로 솔직한 경우가 종종 있다.
23. 대부분의 경우 나는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지라도 내 입장을 표명한다.
16. 나는 보통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내 신념에 따라 말을 한다.
12. 남들은 때때로 내가 그들 앞에서 내 의견을 숨기지 않을 때 불편해 한다.
28. 나는 남들과 의견이 다를 때 내 입장을 바꾸기가 힘들다고 생각한다.
14. 누군가 내게 의견을 물어오면 나는 보통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을 말한다.
27. 나는 결과와 상관없이 내가 생각하는 바를 친구들에게 말한다.
21. 내가 너무 직설적이어서 남이 내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일이 종종 있다.
20. 대부분의 경우 나는 남들에게 내가 느낀 점을 그대로 말한다.
*검사 시 문항의 순서는 무작위로 배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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