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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 나라에서는 1995년 기준으로 전 인구의 50.7%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인구조사에서 보고된 바 있다.1) 

과반수 이상이 되는 인구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종교의 향을 간

과할 수 없게 만든다. 특히 종교가 건강에 미치는 향은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현재까지 이 분야에 대

한 의학계의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또한 종교와 건강

과의 관계를 연구함에 있어서 염두에 두어야 하는 점이 

있는데 그것은 우선 ‘의사와 환자 간에 종교에 관한 논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것과 ‘의사가 환

자에게 어떤 식으로 종교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좋은

가’ 등 환자에게 종교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과 방법을 먼저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종교인구의 비율이 낮을 뿐 

더러, 여러 종교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1,2) 조

심성 없는 종교적 접근은 환자의 거부감을 유발하기 

매우 쉽다. 따라서 본 연구는 종교가 건강에 미치는 

향에 대한 연구에 앞서, 의사의 종교적 질문에 대

한 환자들의 인식에 대해 알아보고 그와 더불어 좀더 

나은 접근법을 제시하여 앞으로 건강과 종교에 관한 

연구를 하는 데 있어 초석이 되고자 한다.

방      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02년 8월, 서울시에 위치한 2곳의 3차 진료

기관 가정의학과 외래를 방문한 환자 중 무작위로 선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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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우리 나라 인구의 50.7%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비해 종교와 건강의 관계에 대한 분야에서 의학적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앞으로는 외국에서와 같이 종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기대 되는 바이나, 

그에 앞서 환자에게 종교관련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과 그 방법을 먼저 검증해야 한다. 본 연구는 종교적 질문에 

대한 환자들의 인식에 대해 알아보고 그와 더불어 좀 더 나은 접근법을 제시하여 앞으로 건강과 종교에 관한 연구를 

하는 데 있어 초석이 되고자 한다.

방법: 본 연구는 2002년 8월, 서울시에 위치한 2곳의 3차 병원 가정의학과 외래를 방문한 환자 중 92명과 1차 병원 

가정의학과 2곳의 외래를 방문한 환자 중 85명을 무작위로 선별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진료 기관의 종류, 종교의 

종류, 종교의 중요성에 따른 결과의 차이를 χ2-test로 검증하였다.

결과: 전체적으로 환자의 종교에 대해서 묻는 것에 관하여 비호의적인 의견이 더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중한 

질병이 있는 상황에서의 종교적 질문에는 호의적인 의견의 비율이 일반적인 상황과 비교해 증가하는 소견을 보였다. 

1, 3차 진료군 간에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종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군과 기독교군에서는 종교적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 유의하게 호의적이었다.

결론: 본 연구의 결과가 앞으로 종교와 건강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환자에게 접근하는 방법의 기초자료

가 되어, 외국의 경우와 같이 종교가 건강에 미치는 역할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와 

더불어 우리나라 환자들에게 종교적인 접근을 하는 데 있어 보다 나은 방법들을 찾기 위해 좀 더 대규모적인 연구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

중심 단어: 종교, 건강, 질문, 설문연구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접수일: 2002년 8월 31일, 승인일: 2002년 12월 13일

교신저자: 강희철

Tel: 02-361-5823, Fax: 02-362-2473

E-mail: kanghc@yumc.yonsei.ac.kr



박성배 외: 일차진료 환자들은 의사가 환자의 종교에 대해 물어 보는 것을 원하는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ol. 24, No. 1 73

92명과, 2곳의 1차 진료기관 가정의학과 외래를 방문한 환

자 중 무작위로 선별한 8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 다.

    2. 연구 방법

  2곳의 3차 진료기관 가정의학과 외래와 다른 2곳의 1

차 진료기관 가정의학과 clinic에서, 총 25문항의 설문지 

177부가 진료를 위해 외래에 방문한 환자들에게 외래 간

호사들에 의해 접수 시에 나누어지고, 자발적으로 참여

한 환자들이 스스로 작성 후 접수에 다시 반환하는 방법

으로 작성 후 곧바로 수거되었다. 설문지의 구성은 인구

통계학적 질문 8문항, 자신의 건강에 대한 인지도 1문항, 

종교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 5문항, 일반적인 의료상황에

서 의사가 환자의 종교에 관해 묻는 것에 대한 질문 3문

항, 특수한 의료상황에서 종교에 관해 묻는 것에 대한 

질문 4문항, 의사 개인의 종교에 대한 질문 2문항과 환자

의 경험에 대한 문항 2문항 등 총 25문항으로 이루어졌

다. 환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어떠한 부가설명을 개인

적으로 따로 하지 않았고 177명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하

으며, 작성을 거부한 사람들의 의사를 존중하 다. 1) 

3차 진료환경과 1차 진료환경에서의 비교, 2) 환자의 종

교적 성향과 종교적 질문에 대한 태도와의 상관 관계, 

3) 환자의 종교와 종교적 질문에 대한 태도와의 상관 관

계, 4) 일반적인 의료상황과 특수한 상황에서의 비교 등

을 중점적으로 분석하 다.

    3. 연구 자료 분석

  이 검사의 결과는 SPSS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여 측정치

의 분포를 얻었고, 각 변수들의 유의한 관계 유무를 알아

보기 위해 χ2-test를 사용하 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
ꠧꠧꠧꠧꠧꠧꠧꠧꠧꠧꠧꠧꠧꠧꠧꠧꠧꠧꠧꠧꠧꠧꠧꠧꠧꠧꠧꠧꠧꠧꠧꠧꠧꠧꠧꠧꠧꠧꠧꠧꠧꠧꠧꠧꠧꠧꠧꠧꠧꠧꠧꠧ

Total patients (%)
Characteristics

N=171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ge in years   ＜30  48 (28.1)
30∼39  45 (26.3)
40∼49  32 (18.7)
50∼59  19 (11.1)
60∼69  17 (9.9)
70≤   6 (3.5)

Sex Male  56 (32.7)
Female 114 (66.7)

Marital status Single  54 (31.6)
Married 110 (64.3)
Etc.   6 (3.5)

Education ≤Highschool  94 (55.3)
＞Highschool  76 (44.7)

Occupation Unemployed   9 (5.3)
Housewife  38 (22.2)
Blue-collar   6 (3.5)
White-collar  85 (49.7)
Student  11 (6.4)
Etc.  22 (12.9)

Religion None  58 (33.9)
Buddhism  27 (15.8)
Protestant  71 (41.5)
Catholic  13 (7.6)
Etc.   2 (1.2)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able 2. Patients' attitude about religious questions, comparing 
the primary clinic group to the tertiary hospital group.

ꠧꠧꠧꠧꠧꠧꠧꠧꠧꠧꠧꠧꠧꠧꠧꠧꠧꠧꠧꠧꠧꠧꠧꠧꠧꠧꠧꠧꠧꠧꠧꠧꠧꠧꠧꠧꠧꠧꠧꠧꠧꠧꠧꠧꠧꠧꠧꠧꠧꠧꠧꠧ
Patients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Questions

Total Primary Tertiary
inquired P-

patients (%) hospital hospital
value∥

N=171 N=83 N=88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In general..... , should doctors ask.....? .400

Agree 34 (19.9) 13 (15.7) 21 (23.9)
No opinion 40 (23.4) 20 (24.1) 20 (22.7)
Disagree 97 (56.7) 50 (60.2) 47 (53.4)

†In general..... , would the question.....? .501
Agree 51 (29.8) 26 (31.3) 25 (28.4)
No opinion 44 (25.7) 18 (21.7) 26 (29.5)
Disagree 76 (44.4) 39 (37.0) 37 (42.0)

‡In a grave situation..... , should doctors ask....? .828
Agree 45 (26.3) 23 (27.7) 22 (25.0)
No opinion 54 (31.6) 27 (32.5) 27 (30.7)
Disagree 72 (42.1) 33 (39.8) 39 (44.3)

§
In a grave situation.... , would it enhance.....? .744

Agree 58 (33.9) 29 (34.9) 29 (33.0)
No opinion 50 (29.2) 22 (26.5) 28 (31.8)
Disagree 63 (36.8) 32 (38.6) 31 (35.2)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In a general situation, should doctors ask about their patients’ 
religion?
†In a general situation, would it enhance your trust in your 
doctor, if he asks about your religion?
‡In a grave situation, such as a serious illness, should doctors 
ask their patients whether they have religious believes to influ-
ence their medical decisions?
§In a grave situation, such as a serious illness, would it en-
hance your trust in your doctor, if he asks you whether you 
have religious believes to influence your medical decisions?
∥
P-value was tested by χ

2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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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1.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징(표 1)

  표 1은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설문에 응답한 대상은 총 177명이었으며, 그중 6명은 

작성을 완성하지 못하여 제외시켰기에, 총 유효한 대

상은 171명이었다. 연령범위는 18세에서 81세이었으

며, 평균 연령은 39.6±15.3세 고, 남자는 57명, 여자

는 114명이었다. 교육 정도는 중졸 이하 19명, 고졸 

75명, 대졸 이상 76명이었고 직업은 무직 9명, 주부 

38명, 생산직 6명, 사무직(전문직, 관리직, 경 자 포

함) 85명, 학생 11명, 기타 19명이었다. 종교는 기독교

가 71명(41.5%)으로 가장 많았고, 무교 58명(33.9%), 

불교 27명(15.8%), 천주교 13명(7.6%), 기타 2명(1.2%) 

순이었다.

    2. 1차 진료 가정의학 clinic 환자군과 3차 교육기관 

가정의학과 외래 환자군간의 종교적 질문에 대한 

태도 비교(표 2)

  표 2는 1차 진료군과 3차 진료군 간의 의사의 종교적 

질문에 대한 환자태도의 비교를 보여주고 있다. 종교적 

질문에 대한 설문 중에 네 가지 문항에 대해 분석하 다. 

첫째, 일반적인 상황에서 의사가 환자의 종교에 대해 물

어보기를 바라는가. 둘째, 일반적인 상황에서 의사가 위

와 같이 물어본다면 의사에 대한 신뢰가 더욱 높아지겠

는가. 셋째, 특수한 상황, 예를 들어 위중한 질병을 앓을 

때, 의학적 결정에 향을 미칠 종교적 신념을 환자가 

가지고 있는가를 의사가 물어보기를 바라는가. 넷째, 그

러한 특수한 상황에서 의사가 그러한 질문을 한다면 의

사에 대한 신뢰가 더욱 높아지겠는가.

  네 가지 질문 모두에 대해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모르겠다, 4) 아니다, 5) 절대 아니다 중에 한 가지를 

Table 3. Comparison of the attitude about religious questions among the subgroups with different religious importance.
ꠧꠧꠧꠧꠧꠧꠧꠧꠧꠧꠧꠧꠧꠧꠧꠧꠧꠧꠧꠧꠧꠧꠧꠧꠧꠧꠧꠧꠧꠧꠧꠧꠧꠧꠧꠧꠧꠧꠧꠧꠧꠧꠧꠧꠧꠧꠧꠧꠧꠧꠧꠧꠧꠧꠧꠧꠧꠧꠧꠧꠧꠧꠧꠧꠧꠧꠧꠧꠧꠧꠧꠧꠧꠧꠧꠧꠧꠧꠧꠧꠧꠧꠧꠧꠧꠧꠧꠧꠧꠧꠧꠧꠧꠧꠧꠧꠧꠧꠧꠧꠧꠧꠧꠧꠧꠧꠧꠧꠧ

Is the religion very important in your life?
Total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Questions inquired patient (%)

Agree No opinion Disagree
N=171 P-value∥

N=102 N=44 N=2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In general..... , should doctors ask.....?   .001

Agree 34 (19.9) 26 (25.5)  2 (4.5)  6 (24.0)
No opinion 40 (23.4) 30 (29.4)  8 (18.2)  2 (8.0)
Disagree 97 (56.7) 46 (45.1) 34 (77.3) 17 (68.0)

 †
In general..... , would it enhance.....? ＜.001

Agree 51 (29.8) 41 (40.2)  3 (6.8)  7 (28.0)
No opinion 44 (25.7) 28 (27.5) 12 (27.3)  4 (16.0)
Disagree 76 (44.4) 33 (32.4) 29 (65.9) 14 (56.0)

 ‡In a grave situation..... , should doctors ask....? ＜.001
Agree 45 (26.3) 38 (37.3)  2 (4.5)  5 (20.0)
No opinion 54 (31.6) 33 (32.4) 16 (36.4)  5 (20.0)
Disagree 72 (42.1) 31 (30.4) 26 (59.1) 15 (60.0)

 §In a grave situation.... , would it enhance.....? ＜.001
Agree 58 (33.9) 48 (47.1)  3 (6.8)  7 (28.0)
No opinion 50 (29.2) 28 (27.5) 15 (34.1)  7 (28.0)
Disagree 63 (36.8) 26 (25.5) 26 (59.1) 11 (44.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In a general situation, should doctors ask about their patients’ religion?
†In a general situation, would it enhance your trust in your doctor, if he asks about your religion?
‡In a grave situation, such as a serious illness, should doctors ask their patients whether they have religious believes to influence their 
medical decisions?
§In a grave situation, such as a serious illness, would it enhance your trust in your doctor, if he asks you whether you have religious 
believes to influence your medical decisions?
∥
P-value was tested by χ

2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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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ol. 24, No. 1 75

선택하도록 하 고 첫 번째 1), 2)의 응답은 ‘동의한다’

로, 4), 5)의 응답은 ‘반대한다’로, 그리고 3)의 응답은 ‘의

견 없음’으로 재분류하 다. 1차 진료군과 3차 진료군, 

두 군 사이의 인구통계학적 자료에서 종교분포의 차이

는 없었으나, 나이, 결혼, 직업에서는 의미있게 차이를 

보 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문항 

모두에서 의미있는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전반

적으로 보았을 때 일반적인 상황보다 특수한 상황에서 

질문받는 것을 더 선호하 고, 두 가지 상황 모두에서 

실제로 질문받기를 원하는 환자보다 질문받으면 의사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환자들이 증가

하 으나 통계적으로 의미는 없었다.

    3. 종교의 중요성에 따라 나눈 세 군 간의 종교적 질문

에 대한 태도의 비교(표 3)

  표 3은 종교가 자신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가 라는 

질문에 응답한 환자들을 세 개의 군, 즉 동의하는 군과 

동의하지 않는 군, 의견 없는 군으로 나누어 종교적 질문

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 다. 표 2에서 언급한 네 가지 

문항에 대해 분석하 는데, 종교가 중요하다고 한 군에

서는 네 가지 문항 각각에서 동의한다는 비율이 높았으

며 이는 통계적으로 다른 두 군과 의미있게 차이가 있었

다. 또한 이번 비교에서도 일반적 상황보다 특수한 상황

에서 동의한 비율이 높았으며 질문을 하는 것 자체에 동

의한 비율보다 그러한 질문을 하면 신뢰가 높아질 것이

라고 응답한 비율이 두 가지 상황 모두에서 높았다.

    4. 다른 종교군 간의 종교적 질문에 대한 태도의 비교

(표 4)

  표 4는 환자의 종교를 기준으로 무교, 불교, 기독교, 

천주교 네 군으로 나누어 종교적 질문에 대한 태도를 비

교하 다. 네 가지 문항 모두에서 종교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왔고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특히 기독교

군에서는 일반적 상황에서 종교적 질문을 받기를 원하

는가 라는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질문에는 찬성

이 반대보다 많았다. 불교군에서는 특수한 상황에서 종

Table 4. Comparison of attitude about religious questions among different religious groups.
ꠧꠧꠧꠧꠧꠧꠧꠧꠧꠧꠧꠧꠧꠧꠧꠧꠧꠧꠧꠧꠧꠧꠧꠧꠧꠧꠧꠧꠧꠧꠧꠧꠧꠧꠧꠧꠧꠧꠧꠧꠧꠧꠧꠧꠧꠧꠧꠧꠧꠧꠧꠧꠧꠧꠧꠧꠧꠧꠧꠧꠧꠧꠧꠧꠧꠧꠧꠧꠧꠧꠧꠧꠧꠧꠧꠧꠧꠧꠧꠧꠧꠧꠧꠧꠧꠧꠧꠧꠧꠧꠧꠧꠧꠧꠧꠧꠧꠧꠧꠧꠧꠧꠧꠧꠧꠧꠧꠧꠧ

Total Patients (%) sub-grouped in terms of religion
Questions inquired patient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N=171 No religion Buddhism Protestant Catholic P-value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In general..... , should doctors ask.....?   .004

Agree 34 (19.9)  7 (12.0)  3 (11.1) 24 (33.8) 0 (0)
No opinion 40 (23.4) 11 (19.0)  5 (18.5) 20 (28.1) 4 (30.8)
Disagree 97 (56.7) 40 (68.7) 19 (70.4) 27 (38.0) 9 (69.2)

†In general..... , would the question.....? ＜.001
Agree 51 (29.8)  8 (13.8)  6 (22.2) 36 (50.7) 1 (7.7)
No opinion 44 (25.7) 15 (25.9)  7 (26.0) 15 (21.1) 6 (46.2)
Disagree 76 (44.4) 35 (60.3) 14 (51.9) 20 (28.2) 6 (46.2)

‡
In a grave situation..... , should doctors ask....?   .001

Agree 45 (26.3)  6 (10.3)  8 (29.6) 31 (43.7) 0 (0)
No opinion 54 (31.6) 18 (31.0)  9 (33.0) 20 (28.2) 6 (46.2)
Disagree 72 (42.1) 34 (58.6) 10 (37.0) 20 (28.2) 7 (53.8)

§
In a grave situation.... , would the question.....? ＜.001

Agree 58 (33.9)  7 (12.1) 10 (37.0) 40 (56.3) 0 (0)
No opinion 50 (29.2) 21 (36.2)  8 (29.6) 16 (22.5) 5 (38.5)
Disagree 63 (36.8) 30 (51.7)  9 (33.3) 15 (21.1) 8 (61.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In a general situation, should doctors ask about their patients’ religion?
†
In a general situation, would it enhance your trust in your doctor, if he asks about your religion?
‡In a grave situation, such as a serious illness, should doctors ask their patients whether they have religious believes to influence their 
medical decisions?
§
In a grave situation, such as a serious illness, would it enhance your trust in your doctor, if he asks you whether you have religious 
believes to influence your medical decisions?
∥
P-value was tested by χ

2 
analysis.



Serng Bai Pak, et al: Do Patients Want Physicians to Inquire about Their Reli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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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A․F․M76

교적 질문 시 신뢰가 높아질 것인가라는 항목에만 찬성

이 더 많았고, 나머지 문항에서는 모두 반대하 다. 무교

군에서는 모든 문항에서 반대가 찬성보다 우세하 다. 

특히 무교군에서는 특수 상황이라고 해서 찬성률이 높

아지지는 않았다.

    5. 특수한 상황하에서, 의학적 결정에 영향을 미칠만

한 종교적 신념의 유무를 기준으로 나눈 세 가지 군 

간의 종교적 질문에 대한 태도의 비교(표 5)

  표 5는 위독하게 아플 경우 의학적 결정에 향을 미

칠 종교적 신념이 있는 군과 없는 군, 그리고 의견이 없

는 군 세 군으로 나누어, 위독하게 아플 경우 그러한 신

념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 다. 

모든 대상자를 통틀어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물어보기

를 원하지 않는 환자들이 더 많았고 물어 보았을 경우 

신뢰가 커지지도 않을 것이라는 환자가 과반수가 넘었

지만, 그럴 경우 종교적 신념이 있다고 응답한 군에서는 

질문 자체에도 신뢰면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환자

들이 월등히 많았다. 다시 말해 세 군 간에는 이러한 상

황에서의 질문에 대한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고      찰

  국민의 80% 이상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2), 

종교가 건강에 미치는 향에 관하여 그동안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종교가 전반적인 건강 -또는 건

강에 관련된 행동- 에 미치는 향3-7)에 대한 연구를 포

함하여, 사망률8,9), 혈압10), 암의 발생11-13), CHD (Coronary 

Heart Disease)로 심장수술을 한 환자들의 예후 등에 미치

는 향에 대한 연구14), 심지어는 원거리에서 후원 기도

를 하는 것이 CCU (Coronary Care Unit)에 입원한 환자의 

예후에 미치는 향까지도 연구되어
15,16)

 종교가 건강과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여러 차례의 연

구가 보고된 바 있다. 하지만 종교인구가 50.7%인 우리

나라의 경우를 보면 의학계 내에서는 이러한 분야에 대

해 연구된 바가 거의 없고 종교학계나 간호학계에 의해 

이루어진 몇몇 연구만이 있을 뿐이다.17-23) 하지만 이러

한 연구들도 구체적인 의학적 관점에서 진행된 연구들

이 아니므로 종교가 건강에 미치는 향에 대한 의학적 

연구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 활발히 연구

가 되어질 것으로 생각되는 바 그에 앞서서 고려해야 되

어야할 사항이 있다. 많은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진 미국

에서도 종교와 건강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간

과하지 않은 것은 ‘의사와 환자 간에 종교에 관한 논의

가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것과 ‘의사가 환자

에게 어떤 식으로 종교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좋은

가’ 등 환자에게 종교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것이 타당

한가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에 대해 연구하 다. 종

Table 5. Correlation between having the religious belief and the attitude about  religious questions in times of grave illness.
ꠧꠧꠧꠧꠧꠧꠧꠧꠧꠧꠧꠧꠧꠧꠧꠧꠧꠧꠧꠧꠧꠧꠧꠧꠧꠧꠧꠧꠧꠧꠧꠧꠧꠧꠧꠧꠧꠧꠧꠧꠧꠧꠧꠧꠧꠧꠧꠧꠧꠧꠧꠧꠧꠧꠧꠧꠧꠧꠧꠧꠧꠧꠧꠧꠧꠧꠧꠧꠧꠧꠧꠧꠧꠧꠧꠧꠧꠧꠧꠧꠧꠧꠧꠧꠧꠧꠧꠧꠧꠧꠧꠧꠧꠧꠧꠧꠧꠧꠧꠧꠧꠧꠧꠧꠧꠧꠧꠧꠧ

*In a grave situation.... , I have...... .
Total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Question inquired Patient# (%)

Agree No opinion Disagree
N=171 P-value§

N=78 N=33 N=6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In a grave situation..... , should doctors ask....? ＜.001

Agree 45 (26.3) 35 (44.9)  3 (9.1)  7 (11.7)
No opinion 54 (31.6) 23 (29.5) 15 (45.5) 16 (26.7)
Disagree 72 (42.1) 20 (25.6) 15 (45.5) 37 (61.7)

‡In a grave situation.... , would it enhance.....? ＜.001
Agree 58 (33.9) 41 (52.6) 11 (33.3)  6 (10.0)
No opinion 50 (29.2) 19 (24.4) 13 (39.4) 18 (30.0)
Disagree 63 (36.8) 18 (23.1)  9 (27.3) 36 (60.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In a grave situation, such as a serious illness, I have a religious belief to influence my medical decision.
†In a grave situation, such as a serious illness, should doctors ask their patients whether they have religious believes to influence their 
medical decisions?
‡In a grave situation, such as a serious illness, would it enhance your trust in your doctor, if he asks you whether you have religious 
believes to influence your medical decisions?
§
P-value was tested by χ

2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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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구가 80% 이상이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미국에서

조차 의사가 환자에게 종교적인 면으로 다가가는 것에 

대해 매우 신중한 이유는, 최근 들어 미국 정부가 보여준 

종교에 대한 태도 몇 가지가 잘 말해주고 있는데, 그중 

하나를 예로 들면 국기에 대한 맹세의 내용이 너무 기독

교 적이어서 종교적인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로 

그것을 학교에서 강요를 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결 나

온 것을 들 수 있다.24)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종

교적인 질문을 하는 자체가 매우 부담스러운 것이라고 

미국의 의사들이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적용되어야 할 점이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의사가 환자에게 종교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다거나 하지는 않지만, 외국

에 비해 종교인구의 비율이 낮을 뿐더러, 여러 종교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1,2), 신중하지 않은 종교적 

접근은 환자의 거부감을 유발하기 매우 쉬운 여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설문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환경

에서 의사의 환자에 대한 종교적 접근을 환자 자신이 어

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각각의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표 2에서는 찬성자의 

수가 60% 이상으로 나온 미국 저널들의 결과와는 달리, 

응답자의 절대적 숫자에 있어서는 종교적 질문에 대한 

환자의 태도에서 환자가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호의적

이기보다는 반대가 더 많았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

서 종교적 질문에 대한 찬성자의 수와 비교해 중한 질병

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의 찬성자의 수는 증가하는 경향

이었고, 그로 인해 의사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는

데 동의하는 환자의 수는 더욱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일반적 상황과 특수한 상황 두 경우 모두에서, 질문

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의 비율에 비해 

그 질문으로 인해 의사에 대한 신뢰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 찬성하는 사람의 비율이 증가하 다. 위의 두 가지 

점에서 중병을 앓고 있는 상황이 되면 의사의 종교적 접

근에 대해 거부감을 덜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에서 1차와 3차 진료기관의 비교에서 종교적 질문

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것은 종교

적 접근은 기관의 종류에 차이가 없이 이루어 질 수 있

다는 것을 보여 준다.

  표 3에서 종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환자일수록 의

사가 종교적인 질문으로 다가오는 것에 더 호의적인 것

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결과 으나 종교가 중요하

다고 여기는 환자일지라도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종교적 

질문에 반대하는 수가 더 많았다는 것은 유의할 만한 점

이다. 하지만 그런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질문에 의해 신

뢰가 증가하리라고 생각하는 환자의 수는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환자의 수보다 많았다. 그러므로 종교가 중요

하다고 생각하는 환자들에게는 종교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 환자와 의사 간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 될 것이다. 

  표 4에서는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기독교인의 경우 

표 3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질문에 대해서

만 반대한 수가 더 많았을 뿐, 나머지 세 질문에 모두에 

대해서는 찬성한 수가 더 많았다. 이는 기독교인일 경우

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종교적 질문에 조금 더 호의적이

며, 다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질문

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라도 해서 종교적 

질문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는 앞에서 언

급했듯이 질문 자체에는 반대하는 환자의 수가 더 많으

나 질문에 의해 의사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다는 데에는 

동의하는 수가 더 많기 때문이다.

  표 5에서는 위중한 병을 앓고 있을 경우에 국한시켜서 

분석한 것인데, 설문지상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세 가지 

문항, 즉 ‘당신은 자신이 “위중한 질병을 앓고 있을 때”, 

의학적 결정에 향을 끼칠 종교적 믿음을 가지고 있습

니까?’라는 문항과 그러한 상황에서 의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봐 주길 원하는지에 대한 문항, 그리

고 그런 질문을 한 의사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지에 대한 

문항 간의 연관관계를 분석하 다. 예상할 수 있는 바대

로 그러한 믿음이 있을 경우 종교적 질문을 받길 원하고 

신뢰도 높아진다는 것이 통계적으로도 의미있게 나왔

다. 이는 위중하게 아픈 상황에서 의학적 결정에 향을 

미칠 종교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에는 반드

시 그것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러한 믿음이 없을 경우에는, 질문을 하는 것에 

호의적이지 않는 환자가 훨씬 많고 신뢰도 높아진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삼가야 할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보호자에게 일단 물어보아 어

느 정도 예상이 될 수 있으므로 그후에 질문을 해야할지

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설문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자료가 우리나라 전체 통계와 비교해서 다른 점이 있다

는 것을 우선 들 수 있다. 95년 인구주택 총 조사에 따르

면 기독교가 19.7%로 되어 있으나
1)
, 본 설문조사에서는 

기독교가 41.5%로 매우 높게 나왔으며, 불교는 23.2%보

다 낮은 15.8%, 총 종교인구는 50.7%보다 높은 66%로 

나와 기독교의 비율이 높게 샘플링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의 의미는 종교인의 의견을 반 한 데이터의 3분의 2 

정도가 기독교인에 의한 응답에 의해 좌우되었을 가능

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본 연구의 설문지에서 

인구통계학적 문항 바로 후에 환자의 종교에 대해 좀더 

자세히 묻는 항목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신의 존재를 



Serng Bai Pak, et al: Do Patients Want Physicians to Inquire about Their Religion?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J․K․A․F․M78

믿습니까’, ‘신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등 

다소 기독교적인 색채가 강한 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어 

기독교도가 아닌 응답자들 중에서 본 연구의 설문지가 

기독교적 설문지라는 선입견으로 의해, 후에 나오는 의

사의 종교적 질문에 대한 태도를 묻는 문항에 대해 부정

적인 쪽으로 치우쳤을 가능성이 있다. 이의 방지를 위해 

종교에 대한 질문을 설문지의 끝에 첨부하 더라면 비 

기독교인들의 응답도 좀 더 호의적인 방향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종교의 종류에 따른 차이에서도 인구통계학적 

자료를 종교별로 분석해 보면 나이의 차이가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것으로(P=0.048) 분석되었는데 표 4를 분

석하는 데 있어서 나이를 보정하 더라면 좀 더 정확

한 분석이 가능하 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의사가 환자의 종교에 관해 

묻는 것에 대해 비호의적인 환자들이 더 많다는 것과, 

하지만 심각한 질병의 상황에서 묻는 것을 가정하 을 

때 좀더 호의적으로 변한다는 것, 종교가 중요하다고 생

각하는 환자일 경우와 환자의 종교가 기독교일 경우에

는 종교적 질문을 함으로써 환자와의 신뢰관계를 증진

시킬 수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심각한 질병의 상황에서 

의학적 결정에 향을 줄 종교가 있는 환자들에게는 그

러한 종교가 있는지 반드시 질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것 등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적은 표본 수 의료기관에 따른 비뚤림 등의 제

한점이 있어 앞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기초가 되어, 외국

의 경우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종교와 건강 간의 상관

관계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활발한 연구가 이루

어지길 기대하며, 더불어 좀 더 대규모적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환자들에게 종교적으로 접근할 좀더 방법들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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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o Patients W ant Physic ians to  Inquire  
about Their R elig ion?
Serng Bai Pak, M.D., Moon Chul Kang, M.D., Bok Gi Lee, 
M.D., Soo Jin Jung, M.D., Hee Cheol Kang, M.D. and Bang 
Bu Youn, M.D.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Shinchon Severance Hospital,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Background: In Korea, there has been a few medical 

stud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n and health. 

In future, active research is anticipated in this area. 

However, the validity and methods of performing relig-

ious inquiry should be tested beforehand. This study was 

designed to look into the attitudes of patients about 

religious inquiries by their physicians and to suggest 

better methods of religious approach to aid future re-

searches on the effect of religion on health.

Methods: A survey was performed on the religious 

attitude among 177 patients among which 92 were 

randomly selected from an outpatient clinic of tertiary 

teaching hospitals and 85 from two local family practice 

offices on August, 2002. Χ
2 test was used to verify the 

difference of results between the subgroups.

Results: As a whole, more than half of patients disagreed 

with religious inquiries by their physicians regardless of 

medical situation; however, there was a trend that a 

critical health reasons produced a higher percentage of 

patients accepting religious inquiry than in ordinary 

patient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answer 

between the two practice settings but a significant dif-

ference among the subgroups with strong religious be-

lief and among those with a particular type of religion 

existed.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be used as data 

on the method of approaching patients with religious 

inquiries for future stud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n and health, and also should encourage active 

researches on this subject. (J Korean Acad Fam Med 

2003;24: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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