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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e objective of this stu d y is to identify the difference in attitu de tow ard m ed ical

care betw een p atients w h o visited a u niversity h osp ital or an oriental m ed ical h osp ital of

oriental m edical college, an d p h ysician s w h o en gaged in the sam e h osp itals. The su bjects

of th is stu d y w ere 397 cases w h o agreed to resp on d the p rep ared qu estion n aire,

inclu din g 288 p atients(146 u n iver sity h osp ital u tilizer s an d 142 u tilzers for an oriental

m ed ical h osp ital) an d 109 p hysician s(76 p hy sician s an d 33 oriental m edical d octor s).

Th e attitu de tow ard m edical care w as m easu red by th e stru ctu red qu estionn aire

d evelop ed for this stu dy, w hich h ad high valid ity an d reliability accordin g to factor

an alysis, item d iscrim in ant validity, an d Cronbach ' s α coefficients. On th e criteria of

m ean valu e of care an d cu re score, the attitu de tow ard m edical care w as classified in to

4 grou p s encom p assin g a grou p w ith dep en dent attitu de on m edical care, a grou p w ith

skep tical attitu de tow ard it, a grou p w ith cu re-oriented attitu d e, an d a grou p w ith care-

p referred attitu de .

Th e resu lts of chi-squ are test, d iscrim in an t an alysis, an d logistic regression an alysis

w ere as follow s; p atients w h o visited a u nivisity h osp ital, p atients w h o visited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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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ental h osp ital, p hysician s, an d oriental m edical d octor s in clu d ed in the grou p w ith

d ep en den t attitu de, th e grou p w ith cu re-oriented attitu de, th e grou p w ith skep tical

attitu de, an d th e grou p w ith care-p referred attitu d e, retrosp ectively .

Am on g the su bd om ain s of care an d cu re d om ain s, w h ich classified in referen ce to

the resu lt of factor an aly sis on p ilot stu d y, th ose th at p atients ran ked m ore im p ortantly

th an p hy sician s w ere ' th e imp ortance of m edical equ ip m ent for d iagn osis an d treatmen t' ,

' au th ority of p hysician , ' aggressiven ess of treatm ent' , ' inform ation givin g' , ' p erson al

interest' in the case of w estern m edicin e . In the case of oriental m edicine, th ose w ere

' th e im p ortan ce of equ ip men t for d iagn osis an d treatm en t' , ' aggressiveness of treatm ent' ,

' am enities an d accessibility' , ' coord in ation of med ical staff' . Both p hysican s an d p atients

p u t th e su bd om ain , 'p h ysician s' med ical kn ow lege an d skillfu ln ess' on the highest ran k .

Th e differen ces in rankin g th e im p ortan t attr ibu tes of m edical care betw een p atien ts

an d p hysician s w ere ap p arent in the area of an ' im p ortance of m edical equ ip m en t for

d iagn osis an d treatm ent' an d so on . It m eant th at p atien t h ad over-exp ectation on

m ed ical care an d su ggested th at th e p olicy on dem an ad side su ch as the develop em en t

an d dissem in ation of an eviden ce-based recom men d ation p rotocol for health care

con su m ers m ight be imp ortant in Korea . In ad dition, regardin g the attitu de of

p h ysician s, du rin g the med ical edu cation an d trainin g it m ay be n eccessary to em p h asize

the asp ect of 'care' of m edical care rath er th an 'cu re' . In p lan nin g on h eath care delivery

system , it sh ou ld be con sidered th at there is a differen ce in the attitu de tow ard m edical

care betw een w estern m edicine an d oriental med icine as w ell as betw een h ealth care

p rovid ers an d con su mers.

We exp ect th at m ore v alid m easu rem ent tool be d evelop ed in this area, w hich m ay

be m ajor lim itation of this stu d y an d th at this kin d of research be exp an ded into the

n on-academ ic settin 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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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나라 의료는 소비자의 불만이 높은 대표적 영역이다(조병희, 1997). 이러한 소비자의

불만과 불신은 거시적으로 보자면 한국의료체계 전반에 걸쳐 누적된 구조적 문제의 발현이

지만(양봉민, 1997; 한달선, 1997), 미시적 차원에서 보자면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의료환경

내의 인간관계가 원만치 못함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배상수, 1993).

환자-의사관계 갈등의 원인으로 두 집단간의 이해의 불일치가 거론되기도 하지만

(William son, 1993) 환자와 의사의 만남이 환자의 치료라는 궁극적 목적의 동일성을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로 환자-의사간 의사소통의 문제가 지적되며 의사소통

을 방해하는 요인으로는 동일한 대상에 대한 기대와 설명모형의 차이가 흔히 거론되어 왔다

(Brody 등, 1989).

여러 연구자들이 의사와 환자간에 이러한 기대와 설명모형의 차이의 원인으로 급성전염

성질환의 시대에 확립된 과도한 치료중심적 사고가 이미 질병부담이 바뀌어 버린 시대에도

여전히 잔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생의학적 모형이나 급성질환치료모형이라 불리

우는 치료지향적 사고는 환자와 의사 간의 지속적 의사소통과 환자에 대한 지지를 요구하는

만성퇴행성 질환시대의 의료에는 걸맞지 않는다는 것이다(Th orne, 1996). 또한 의료분야에서

도 소비자주의가 대두되고 있어 전통적인 전문가 중심적 사고와의 대립과 갈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지금까지 전문가의 판단과 의사결정이 주도하던 분야에서도 소비자적 관점이 적극적

으로 수용되고 있다(H au g와 Lavin , 1983; Rosen stein , 1986; Brow n과 Sw artz, 1989; Reiser,

1993; Caln an, 1998). 이에 따라 아직까지 보건의료제공자에게 성공적 의료 제공의 기준이

되고 있는 보건의료의 전통적 목표로서의 단순한 치료(cu re)는 새로운 질병부담과 변화된

환자의 요구에 따라 보건의료의 역할을 새로이 규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William son , 1993).

한편, 1980년대 이후로 서구에서는 대체의학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Eisenberg

등, 1993; MacLenn an 등, 1996) 이러한 현상에 대해 소비자주의의 출현과 현대 서구의료가

지니고 있는 한계에 대한 환자의 각성과 실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William s와

Caln an, 1996).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의학적 체계가 다른 한방과 양방이 동시에 공식 부분내

에 공존하여 상호대체재나 보완재로 기능해 왔으나 그 역기능 또한 여러 차원에서 지적되고

있다(권오주, 1996). 또 두 의학체계는 서로 다른 가치체계에 기초해 있으므로(김종렬과 김우

종, 1996) 의료에 대한 태도 역시 상이할 것으로 판단되며 의학체계에 따른 의료에 대한 태

도의 차이를 밝히는 것은 두 의학체계의 공존에 따른 문제의 해결이 서로 간의 장점에 대한

이해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태도는 주로 만족도의 차원에서 측정되거나 연구되어

왔다. 소비자 만족도, 특히 환자만족도를 개념화하기 위한 모형은 대부분 기대가치이론에 근

거하고 있다(Strasser 등, 1993). 기대가치이론에 근거할 때, 소비자의 만족도나 평가는 소비

대상에 대한 기대와 경험의 함수로 표현될 수 있으며(Parasu ram an 등, 1985; Cad otte 등,



1987; Brow n과 Sw artz, 1989) 기대(exp ectation)를 특정 상품의 성능의 평가기준으로 개념화

한다. 또 협의로 정의하자면 기대는 전형적으로 상품이 원하는 속성을 가졌으리라는 신념의

집합이나 예상(Cad otte 등, 1987)으로서 일차적으로 기대수준(exp ectancy) 즉, 주어진 사건이

발생 가능하리라는 지각을 반영한다. 따라서 의료에 대한 환자의 기대는 어떤 사건이 의료

의 결과나 시술 도중에 발생하리라는 예측이라고 할 수 있다(Uh lm an n, 1984). 이러한 기대,

기준은 감성적 태도 즉, 대상에 대한 선호성의 배후를 형성하는 신념이나 태도와 등치시킬

수 있으며 태도가 가지는 일관성에 입각하면 이를 측정함으로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태

도를 알아 볼 수 있으며(김학윤과 이호배, 1996) 의료서비스에 대한 태도 역시 이러한 이론

에 입각하여 측정되어 왔다.

의료소비자와 의료제공자의 의료에 대한 견해 차이를 밝히려는 연구들은 대부분 의료의

특정 속성이나 차원에 대해 두 집단이 부여하는 중요성이나 이러한 평가의 일치여부를 중심

으로 이루어져 왔다(Sm ith와 Metzner, 1970; Price 등, 1971; D on abedian, 1980; Laine 등,

1996). 또 산과적 치료(Drew 등, 1989), 항암 화학요법(Slevin 등, 1990), 산모의 의료서비스

욕구(Fred a 등, 1993) 등 의료의 일부 속성에 대한 의료제공자와 소비자의 견해 차이에 대한

연구들 역시 이와 동일한 수준에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일관성 있게 행동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서 의료에 관련된 태도를 명확히 정의하고 구조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물

다. 또 이를 기대수준이나 태도의 면에서 분석한 연구들도 태도를 구분하거나 명료하게 정

의하지 않고 일반적인 만족도의 수준에서 연구를 진행해 왔다(Stratm ann, 1975; W are와

Sn yder, 1975).

그 동안 의료소비자와 의료제공자가 의료에 대한 신념이나 태도, 설명모형의 차이를 보

인다는 연구들은 이러한 차이가 환자와 의사의 의사소통을 교란하고 왜곡된 의료이용행태를

낳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만족도 저하, 환자의 치료불순응, 의료분야에서의 소송행위 증가

등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해 왔다(DiMatteo와 H ats, 1980; 조병희, 1997).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과 불신이 높고 여러 갈등요인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만족도에 대한 몇몇 연구를 제외하면 환자나 의사집단의

인식, 태도를 규명하고자 한 연구나 두 집단의 의료에 대한 인식 또는 태도의 차이와 관련

된 연구는 매우 드물다. 그러나 인간존중의 의료(맹광호, 1996)나 환자중심의료(이상일,

1996)로의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환자-의사 관계 전반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기초적 작업의 일환으로 의료에 대한 의사와 환자간의 태도

차이를 연구할 필요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 중소도시의 의사와 한의사집단 및 의료이용자를 대상으로 단면연구

를 통해 각 집단의 의료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조사·연구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따른 구체

적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에 대한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개발한다. 둘째, 개발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의사 및 한의사, 병원이용환자 및 한방병원이용

환자의 의료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고 의사와 의료이용자의 태도차이를 구조적으로 규명한

다. 셋째, 의료의 속성별로 각 집단의 태도차이를 고찰함으로서 태도차이가 나타나는 영역을

규명한다.



II. 연 구 방 법

1. 연구대상 및 표본추출 방법

이 연구의 대상자는 병원이용환자, 한방병원이용환자, 의사, 한의사이다. 병원이용환자와

한방병원이용환자는 1998년 5월 2주일 동안 W시의 한 대학병원 내과계 외래를 방문하여 진

료대기 중인 환자와 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외래를 방문하여 진료대기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의 취지를 간단히 설명한 후, 설문작성에 동의하는 306명(양방 152, 한방 154)

의 환자들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조사(self-adm inistered

qu estionn aire)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병원과 한방병원이용환자 모두 연구방법을 숙지한 의

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 3명이 조사하였으며 먼저 병원이용환자를 조사한 후 이와 동수의

한방병원 외래환자를 조사하였다. 병원이용환자는 한방병원이용환자와 비교하기 위하여 내

과계(내과, 신경과)를 방문한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의사의 경우는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의와 전공의를 대상으로 연구자가 모든 연구대

상자를 방문하여 연구의 취지를 간단히 설명하고 환자와 동일한 양식의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포한 후 일정시간 후에 회수하는 자기기입식 설문지법으로 조사하였고, 한방병원의 경우

에는 연구의 취지에 동의하는 한방병원 수련의가 의사의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조사하여

의사 79명 한의사 33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의사의 경우도 환자와 동일하게 내과계

에 한정하였으며 정신과 의사는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조사대상자 중 의료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문항에 2개이상의 공란을 남긴 대

상을 제외하고 병원이용환자 146명, 한방병원이용환자 142명, 의사 76명, 한의사 33명 등 총

397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설문 개발을 위한 예비조사시에 조사하였던 의과대학생

515명과 다른 연구를 위해 동일한 설문지로 조사한 한의과대학생 178명 중 각각 환자와 동

일한 수의 학생들을 확률추출하여 연속형변수로 측정된 치료점수와 돌봄점수(설문개발 방법

참고)를 범주화할 때 기준으로 삼았던 산술평균을 계산할 때 의사 및 환자자료와 함께 이용

하였다.

2. 변수의 내용 및 측정 방법

모든 변수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종속변수는 의료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연구자가 개발한 38개 문항의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의료에 대한

태도는 크게 치료와 돌봄이라는 두 측면으로 나누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총 38개 문항을 치

료 23개 문항과 돌봄 15개 문항으로 나누었다. 또 의료의 세부적 속성에 대한 태도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치료와 돌봄이라는 의료의 구성요소를 각각 4개, 5개의 하위변수군으로 분류

하였다(설문 개발방법 참고). 각 문항은 그 중요도를 묻는 0-1-2-3 Likert 4점 척도로 구성하

였으며, 각 변수군에 속한 문항을 더하여 총점을 구한 후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그림 1>과



High cure score Low cure score

High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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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 dent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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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lassification of d ep en den t v ariable

같이 4개의 집단으로 분류한 후 각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먼저, 치료점수와 돌봄점수가 모두 높은 군으로 의료에 대한 높은 기대 수준을 가진 집

단은 '의료의존적 집단' (grou p w ith the attitu d e dep en dent on m edicical care)(Greert sen ,

1997)으로 정의하고, 치료 점수는 높으나 돌봄점수는 낮은 군으로 의료의 여러 측면 중 돌

봄보다는 치료를 중시하는 집단을 '치료지향적 집단' (grou p w ith cu re-oriented attitu de)

(Christ akis와 F eudtner , 1997)으로 정의하였다. 또 돌봄점수는 높으나 치료점수는 낮은 군으

로 의료의 여러 측면 중 돌봄의 측면을 높게 평가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돌봄선호적 집단'

(grou p w ith care-p referred attitu de)으로, 치료점수와 돌봄점수가 모두 낮고 의학체계에 대

해 회의주의적 견해를 가진 집단은 '의료회의적 집단' (grou p w ith th e skep tical attitu de to

w ard med ical care)(F iscella 등, 1998)으로 각각 정의하였다.

이러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된 독립변수들을 역시 구조화된 설문지로 조사

하였다. 연령, 성, 종교, 다른 의학체계에 대한 개방성,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주로 거주한

지역(농촌/ 도시) 등을 모든 연구대상에 공통된 변수로 조사하였다. 다른 의학체계에 대한 개

방성은 의료이용자의 비전통성(u nconvention ality)이 의료 이용에 영향을 미치며(McGregor

와 Peay, 1996), 이러한 신념상의 차이가 의료에 대한 태도와도 관련성이 있으리라고 판단하

여 다른 의학체계에 대한 개방성을 연구변수로 설정하였다.

이 변수는 평소의 이용행태(행태), 친지에게 그러한 치료방법을 권유할 것인가의 여부

(의도), 효능에 대한 평가(신념)를 묻는 세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의사와 병원이용환자의 경우에는 한의학에 대한 개방성을 묻고 한방병원이용환자와 한의사

의 경우에는 서양의학에 대한 개방성을 물었다. 먼저 평소 다른 의학체계에 입각한 치료방

법이나 의료기관을 얼마나 이용하는가를 행태의 측면에서 묻고(자주 이용하는가 그렇지않은

가), 이러한 의학체계를 주변의 친지에게 권유할 것인가(권유할 생각이 있는가 없는가)의 여

부를 의도의 측면에서 물었으며 다른 의학체계의 효용성에 대한 규범적 인지의 수준을 물었

다(5점 척도). Fishibein 등은 의도가 행태에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Carter, 1990) 이에 따라 행태 > 의도 > 신념의 순으로 가중치를 주되, 가중치를 주어 합산

한 값이 정규분포성을 만족하도록 하였다(Streiner와 N orm an , 1989). 이러한 두 조건을 만족

하는 수의 조합으로 행태 3점, 의도 2점, 규범적 인지, 즉 신념에는 1점의 가중치를 부과하



여 합산한 후 다른 의학에 대한 개방성의 지표로 이용하였다.

사람들이 성장시기에 경험한 문화가 신념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러한 사고 형성

에 문화적 저류지인 지역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Cockerh am , 1997; Cow ell과 Mark s,

1997; Gochm an, 1997)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주로 거주한 지역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의사집단의 특이변수로는 면허취득 후 의사로 봉직한 연수, 환자집단의 특이변수로는 소

득과 직업을 각각 조사하였다.

3. 설문 개발방법

1) 문헌고찰

의료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설문지와 환자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와 의사와 환자

간의 의료에 대한 견해 차이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설문문항들로부터 문항을 추출한 후

(표 3) Brook과 William s(1975), Don abed ian (1980)이 의료의 기본요소로 구분한 기술적 요소

(tech nical care)와 대인적 요소(in terp erson al care)를 각각 치료와 돌봄으로 정의하고 이에

따라 두 개의 변수군으로 나누었다. 이때 Christakis와 Feu dtn er (1997), Fox(1997)가 제시한

치료중심모형, 보완적 치료모형의 정의를 참고하여 이들 각 모형이 치료와 치유를 이념형으

로 강조한다고 보고 두 차원을 보다 명료히 구분하기 위한 문항을 추가하였다(표 3의 C5,

C15, C19, C21, C28, C33).

2) 예비조사 및 요인분석, 한의사 자문

문헌고찰을 통해 구성한 설문문항을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적용하여 본 후 요인분석을

시행하여 고유근을 고려하여 인자의 수를 결정하고 이를 치료와 돌봄 변수군의 하위변수군

을 구성하는데 참고하였다(표 1). 또한 어떠한 인자에도 유의한 수준의 인자적재값을 갖지

않는 문항을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이를 제외할 경우에 그 하위변수군의 신뢰도를 증가시

키는 지도 고려하였다. 이와 동시에 태도 관련지표(attitu din al in dices)를 개발할 때 흔히 사

용되어 왔던 FH ID (Factored H om ogeneou s Item Dim en sion)방법을 적용하였다(Com erey,

1961; W are와 Sn yder, 1975; 분석방법 참조). 또 한의과대학 교수 2인에게 개발된 설문지를

한의학 영역에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다. 그 결과에 따라 원

래의 41개 문항에서 3문항을 제외하고 최종 설문지를 구성하였다(표 3).

4 . 분석방법

1) 조사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개발된 설문문항의 신뢰도는 돌봄과 치료라는 두 변수군과 각 변수군의 하위변수군별로

Cron bach의 α계수를 구하여 내적일치도를 평가하였다.

요인분석과 척도화 가정(scalin g assu m p tion )을 검정하기 위한 문항내적일치도 및 문항



Table 1. The d efinition of su bd om ain s

Domains Subdom ains Definition References Itm es (no . )

Cure P h y s i c i a n s ' s
know lege and
skillfulness
;UPH

T he am ount of up - to- date k now le dg e a

p hy s ician has about m e dica l s cience; the sk ill

a p hy s ician has in doing p roce dure

; the thoroug hness of the p hy s ician 's

exam ina tion; whea ther the p hy s ician orde rs

app rop ria te tes t and p rescribes app rop ria te

trea tm en t

DiM atteo, F ox (1997),

Donabedian , Hu lka,

K ane, Kristj an son ,

Laine, P ar asur am an ,

Rubin , Str atm ann ,

W are (1975, 1988), Zyzan ski

C8, C30, C31

C35, C36 (5 )

P h y s i c i a n s '
authority
;UPA

P riority of p rof es s iona l op in ion of a p hy s ician

on d iag nos is and trea tm ent;

use of m e d ica l te rm inology on dia log ue

am ong s taff s regard ing p a tien ts ' p roblem s

DiM atteo, F ox (1997),

Zyzanski

C9, C34, C39

C40 (4 )

Import ance of
medical
equipments for
diagnosis and
treatment
;UEQ

W hea the r the facilit ies hav e up - to- da te

e qu ip m ents f or d iag nos is and t rea tm en t or

not ; am oun t of the equip m en ts

Donabedian , F ox (1997),

M acin tyre , St ratm ann ,

Zyzanski, W are (1975)

C5, C15, C19

(3 )

Aggressiveness
;UAG

W hea the r the p hy s ician try ag g res s iv e

trea tm en t or m oda lity unconce rne d w ith

p at ien t 's f inancial s ta tus or p hy s ica l s uff ering

F ox (1997), W are (1975) C11, C21, C23

(3 )

Care I n f o r m a t i o n
g iving
;AIG

W hat the p hy s ician p rov ides p at ien ts w ith the

inf orm ation on the ir illnes s , treatm en t and it 's

s ide eff e ct, p rev ent ion of illnes s, the way to

av oid recurrence

Delbanco, DiM atteo,

Donabedian , K ane, Laine

Kristj an son , M acintyre ,

P ar asur am an , Roghm ann ,

Rubin , Sixm a, Str atm ann ,

W are (1975)

C2, C4, C6

C7, C12, C17

(6 )

Participation of
patient in
decision - m aking
;APA

W hea the r the p hy s ician encourag es p a tients to

becom e inv olv e d in the ir own m e dica l care

Delbanco, Donabedian ,

F ox (1997), Kristj anson ,

Laine, Rub in

C3, C18, C23,

C27 (4 )

Amenities and
acces sibility
;AAA

L ocat ion of facilit ies ; am enit ies of

f acilit ies or wa iting room

Donabedian , Hulka, Laine,

M acin tyre , P ar asur am an ,

Roghm ann , Rubin , Sixm a,

S t r a t m a n n ,W a r e ( 1 9 7 5 ,

1988), Zyzansk i

C20, C24 (2 )

Coordination of
care
;ACO

Com m unica ting w ith othe r hea lth care

p rov ide r who m ay be inv olv ed in the

p at ien ts ' care

Delbanco, F ox (1997),

Kristj an son , Laine

C10, C14 (2 )

Personal interes t
;API

T he courtesy and resp e ct the p hy s ician shows

p at ien ts ; the am oun t of caring and concern

a p hy s ician shows to p at ien ts ; hum anness

Delbanco, DiM atteo,

Donabedian , F ox (1997),

Kristj an son , Laine,

M acin tyre , P ar asur am an ,

Roghm ann , Rubin , Sixm a,

Str atm ann , W are (1975,

1988), Zyzansk i

C13, C22, C25

C26, C28, C29

C32, C38, C41

(9 )

: Ref er to table 3, : The number of items

판별타당도를 이용하여 설문문항의 구성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평가하였다. 문헌고찰을 통

해 구성한 설문지를 의과대학생과 병원이용환자를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의 결과를 이용하



여 개념을 구성하는데 참고하였으며 최종 설문문항의 구성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 이용하였다. 이때 인자의 갯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초기인자패턴행렬을 인자에 대한 해

석이 쉬운 단순한 구조로 변경시키기 위한 인자의 회전방식으로는 직교회전(VARIMAX)방

식을 선택하였다(김기영과 전명식, 1996).

문항내적일치도는 Com erey (1961)가 고안하고 W are 등(1993)이 통계학적으로 응용하여

제시한 방법을 이용하였는데 이미 개념적으로 구성된 하위변수군과 그 변수군내에 속한 각

항목과의 상관계수를 구하여 타당도를 평가하였다. 이때 각 변수군과 그 변수군 내에 속한

문항의 상관계수가 0.40이상인 경우 문항내적일치도가 높다고 판정하였다. 또 문항판별타당

도는 이미 개념화한 하위변수군과 관련문항이 항목내적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방법으로, 각 문항에 대해 그 문항이 속한 하위변수군과 다른 개념적

구성을 가진 하위변수군과의 상관계수를 비교하여 전자가 더 높은 경우 의미를 부여하는데

총 문항수를 분모로 하고 이 중 위에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문항의 백분율을 성공률

(su ccess rate)로 제시하여 판별타당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이용하였다(W are 등, 1993).

2. 연구가설의 검정을 위한 분석방법

유형(환자/ 의사)별로 의료에 대한 태도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ch i-squ are 검정을 이용하였

으며 연속형 변수로 측정된 하위변수군의 유형별(환자/ 의사) 차이를 보기 위해 독립된 두집

단 간의 t-검정을 이용하였다.

유형(의사/ 환자)과 기타 독립변수에 따라 범주화된 종속변수의 집단으로 분류시에 각 독

립변수가 가지는 판별력과 전체적인 분류경향, 독립변수에 따른 적중률(hit r atio) 등을 평가

하기 위해 판별분석을 시행하였다. 판별분석시 적중률의 기준으로는 비례기회확률기준

(p roportional chance criteria :Cp r op )을 적용하였다. 이 기준은 각 그룹의 크기가 현저히

다른 경우 종속변수의 그룹을 정확하게 분류하고자 할 때 사용되며 판별분석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기준으로 대각선상에 있는 정확히 분류된 비율이 각 그룹의 비율의 자승

의 합보다 25%이상 크다면 판별력이 있다고 한다. 이를 통계적으로 검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수식으로 표현되는 t값을 이용하였다(이영준, 1995).

t = ( Q - P ) / P ( 1 - P ) / n (Q : h it r atio, P : Cp rop , n : samp le size)

또 각 집단에 의사와 환자가 어떻게 소속되는지 검정하기 위해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이용

하였다. 의료에 대한 4가지 태도 각각을 나머지 집단을 기준집단으로 하여(예, 의료의존적/

기타) 종속변수로 하고, 유형(병원이용환자, 한방병원이용환자, 의사, 한의사), 성, 연령, 중학

교 때까지 주로 거주한 지역, 종교, 다른 의학체계에 대한 개방성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로

지스틱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때, 독립변수 중 유형은 각각의 유형을 나머지 유형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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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n exam p le of logistic regression an alysis for classification of attitu de

tow ard m edical care

집단으로 투입하여 유형별로 4가지 종속변수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분석을 각각 시행하고 그

중 특정집단에 대한 유형의 비차비가 의미있게 1 이상인 집단이 있다면 나머지 독립변수를

보정하였을 때 그 유형이 그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다고 판정하였다(그림 2).

이들 통계분석을 위해 수집된 설문지는 d BASE III+로 처리한 후 SPSS/ PC+(Ver . 4 .0)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요인분석과 판별분석의 판별력을 보기 위한 t값의 유의확률을 구하

는데는 통계 패키지 SAS에서 제공하는 함수를 이용하였다(성내경, 1996).



Table 2. Gen eral ch aracteristics of stu dy p op u lation

Variables
Patien t Ph ysician

Western

(n =146)

Oriental

(n =142)

Western

(n =76)

Orien tal

(n =33)

Ag e
Mean (SD)

39.7
(13.6)

37.6
(14.2)

32.4
(7.5)

30.2
(6.4)

Sex
Male
Fem ale
Missin g

71(48.6%)
75(51.4)

-

74(52.1%)
65(45.8)

3( 2.1)

63(82.9 %)
13(17.1)

-

29(87.9 %)
4(12.1)

-
O ccup ation

Man ager &
p rofession al

Wh ite collar
Blu e collar
H ou se w ife
N o
Missin g

31(21.2)

8( 5.5)
31(21.2)
36(24.7)
36(24.7)

4( 2.7)

23(16.2)

10( 7.0)
43(30.3)
29(20.4)
33(23.2)

4( 2.8)

- -

Rel ig ion
Protestantism
Cath olicism
Bu d dhism
N o
Others
Missin g

37(25.3)
16(11.0)
43(29.5)
44(30.1)

4( 2.7)
2( 1.2)

36(25.4)
18(12.7)
26(18.3)
57(40.1)

3( 2.1)
2( 1.4)

42(55.3)
6( 7.9)
4( 5.3)

22(28.9)
2( 2.6)

-

4(12.1)
6(18.2)
8(24.2)

15(45.5)
-
-

Reg ion g row n-up *

Ru ral
Urban
Missin g

61(41.8)
85(58.2)

-

60(42.3)
80(66.3)

2( 1.4)

7( 9.2)
69(90.8)

-

8(24.2)
25(75.8)

-
Years after tak ing

l iscen se
year (SD)

- - 6.5
(5.7)

5.6
(6.1)

In com e
10,000w on

/ m onth / family (SD)

206.8
(176.2)

212.7
(136.5)

- -

* N ative place where (s)he had grown up bef ore graduation of the middle school

III. 연 구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표 2>에 제시하였다.



병원이용환자와 한방병원이용환자의 평균연령은 각각 39.7세와 37.6세로 병원이용환자가

다소 높았으나 통계학적 의의는 없었으며 성별 구성, 직업적 구성 역시 유사하였다. 종교는

병원이용환자는 불교신자가, 한방병원이용환자는 무교가 많았으며 다른 종교의 구성비는 유

사하였다. 환자들의 가족당 월평균 소득은 병원이용환자 206.8만원, 한방병원이용환자가

212.7만원으로 유사하였다. 의사들의 평균연령은 32.4세로 30.2세인 한의사 집단에 비해 다소

높았으나 통계학적 의의는 없었다. 성별 구성은 두 의사 집단이 유사하였으나 종교적 구성

은 한의사가 의사에 비해 불교신자와 무교가 많았고, 의사는 한의사에 비해 기독교신자가

많아 차이가 있었다.

2. 조사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1) 의료에 대한 태도 측정 설문지의 타당도

가. 요인분석 결과

최종설문지로 조사된 자료의 총 38개 문항을 고유값(eigen v alu e) 1을 기준으로 인자적재

시키면 9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이를 크게 요인수를 2로 주어 분석하면 27개의 문항과

11개의 문항으로 나뉘었는데 요인1에 속한 27개의 문항 중 5개를 제외한 문항이 돌봄점수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이었고 요인2에 속한 11개의 문항 중 1문항을 제외한 10개의 문항이 치

료점수를 측정하기 위해 구성된 문항이었다(표 3).

총 38개의 문항을 원래의 개념적 구성에 따라 돌봄과 치료로 나누고 각 하위변수군의 수

를 인자수로 부여하여 요인분석한 결과를 <표 4>와 <표 5>에 제시하였다. 돌봄변수군의 하

위변수군 중 요인에 따라 묶이지 않는 문항은 없었고 원래의 개념적 구성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요인1에서 10문항 중 1문항, 요인3, 요인4, 요인5에서 각각 3문항 중 1문항씩이었다.

치료변수군에서는 요인1로 묶인 변수군 6개문항 중 2문항 만이 원래의 개념적 구성과 달리

분류되었고 요인에 따라 묶이지 않는 변수는 없었다.

나. 척도화 가정에 대한 검정 : 문항내적일치도와 문항판별타당도

척도화 가정에 대한 검정을 위해 각 항목의 표준편차와 문항내적일치도, 문항판별타당도

를 구하였다. 문항의 표준편차는 각 하위변수군 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문항내적일

치도에 대한 검정은 <표 6>에 제시된 상관행렬표에서 동일한 행의 같은 개념적 구성에 속

하는 문항들과의 상관계수와 다른 개념적 구성에 속하는 문항과의 상관계수를 비교한 것으

로 이를 분석방법에 기술한 바대로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문항내적일치도를 보기 위한

성공률은 모든 하위 변수군에서 100%였고 성공률로 나타낸 문항판별타당도 역시 모든 하위

변수군에서 100%였다.



Table 3. Th e resu lt of factor an alysis (total)

It em s Content F actor1 F actor2

C2 의사는 환자가 평소에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고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할 것인지 설명해 주어야
한다 0 .4261 -0.0922

C3 의사는 어떤 치료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환자와 상의해야 한다 0 .3733 0.3222

C4 의사는 진단목적의 검사를 할 때 왜 검사해야 하는 지 환자에게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0 .4775 0.2748

C6 의사는 처방한 내용을 환자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0 .3815 0.3360
C7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방법과 치료의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해야 한다 0 .5226 0.1001

C8 의사는 많은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0.3149* 0.3002

C12 의사는 질병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0 .6024 0.0265

C13 의사는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환자에 대한 순수한 관심을 표시해야 한다 0 .5308 0.0732

C14 의료기관은 환자가 이용하기 쉬운 곳에 위치해야 한다 0 .4306 0.3166

C17 의사는 질병의 예후에 대해 환자에게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0 .6273 0.0580

C18 의사는 가족과 환자가 자신의 치료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찿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0 .5230 0.1202

C20 의사는 치료와 진단 과정에서 다른 의료진과 상의하고 협력한다 0 .44 72 0.2621

C22 의사는 환자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환자의 문제를 함께 토론해야 한다 0 .5636 0.2297

C23 의사가 치료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환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0 .5169 0.2284

C24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는 다른 의료진과 잘 협력해야 한다 0 .5032 0.2322

C25 의사는 환가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잘 들어 주어야 한다 0 .6087 0.0296

C26 의사는 환자가 부담할 진료비를 되도록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0 .5300 0.1629

C27 치료방법을 결정하는데 환자의 의견은 중요하다 0 .4399 0.2837

C28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말기 암환자는 편안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남은 생애동안 의
사의 지지가 필요하다 0 .4184 0.2220

C29 의사는 병원을 찿은 환자가 기대하고 있는 바를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0 .5315 0.1940

C30 의사 및 전문직의 숙련도가 높아야 한다 0.4062* 0.2129

C31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의사의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0.4976* -0.0122

C32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과 고통을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 주어야 한다 0 .3986 0.3210

C33 진료비와 무관하게 환자의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0.3089* 0.2685

C35 검사 결과에 대한 의사의 올바른 해석능력은 중요하다 0.4449* 0.1281

C38 환자를 대할 때 의료진은 친절하고 공손하게 대해야 한다 0 .4946 0.2701

C41 의사는 환자진료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0 .5246 0.0888

C5 의사는 환자와 만났을 때 자신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꼭 필요한 정보만을 얻기 위한 질문을
한다 0.0653 0 .5513

C9 의료기관은 최신 진단 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0.0350 0 .8216

C10 진료를 받기 위해 환자가 대기하는 곳은 깨끗하고 편안해야 한다 0.3190 0 .3537*

C11 효능이 입증된 신약으로 치료해야 한다 0.1543 0 .6846

C15 의료인이 환자의 문제로 의료진 간에 대화할 때는 전문적인 의학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0.0576 0 .2587

C19 치료와 진단과정에서 의사의 전문적 견해를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 0.2350 0 .4583

C21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말기 암환자는 효과가 불확실한 실험적 방법을 써서라도 끝까지
과감하게 치료해야 한다 0.1014 0 .4639

C34 병원이나 의원은 최신의 치료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0.0354 0 .8434

C36 진단은 되도록 신속히 내려져야 한다 0.2723 0 .4150

C39 의료기관은 정확한 진단을 위한 여러 진단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0.0821 0 .7573

C40 의사는 되도록 환자의 증상보다는 검사소견 등 객관적인 방법에 따라 진단해야 한다 0.0997 0 .6088

Variance exp lained by each factor 6.5808 5.1576

* The items showing the diff eren t result f rom conceptual construct



T able 4. T he result of factor analy sis

(Care dom ain )

T able 5. T he result of factor
an aly sis (Cure dom ain )

Item s F actor 1 F actor 2 F actor 3 F actor 4 F actor 5 It em s F actor 1 F actor 2 F actor 3 F actor 4

C13

C18

C22

C25

C26

C27

C28

C29

C32

C41

0 .4444

0 .3660 *

0 .3999

0 .694 1

0 .6753

0 .5473

0 .5770

0 .6343

0 .4040

0 .42 15

0.2873

0.2947

0.3314

0.1834

0.0480

- 0.0763

0.0520

0.0706

0.2769

0.3184

0.0662

0.1516

0.1996

- 0 .0195

0.1578

0.4661

0.0451

0.1643

0.2004

0.0325

- 0 .0904

0 .2693

0 .1591

0 .1125

0 .0652

0 .2270

0 .1732

0 .1158

- 0 .0004

0 .1082

0 .3619

0 .0676

0 .2366

0 .1619

0 .1287

- 0 .1122

0 .0764

0 .1401

0 .0891

0 .2315

C9

C11

C34

C36

C39

C40

0 .8557

0 .6823 *

0 .8443

0 .4 106 *

0 .7998

0 .5066

0.0542

0.1023

0.0716

0.2578

0.1819

- 0 .0318

0.0877

0.2745

0.0974

0.2033

0.0264

0.2560

0.0795

0.0372

0.2205

0.0213

0.0841

0.3274

C8

C30

C31

C35

0 .3484

0 .1546

- 0 .1091

0 .1294

0 .462 1

0 .7327

0 .7908

0 .66 12

- 0 .0262

0.1177

0.0892

- 0 .0387

0.1197

- 0 .0741

0.0707

0.1257

C5

C15

C19

0 .3226

- 0 .0208

0 .2728

- 0 .0367

0.0133

0.2784

0 .5797

0 .7598

0 .5990

0.1753

- 0 .0604

0.0742

C2

C7

C12

C17

0 .0043

0 .1075

0 .2000

0 .2035

0 .7 115

0 .5678

0 .5848

0 .6305

- 0 .0302

0.3903

0.1407

0.1566

- 0 .0407

0 .1588

0 .1016

0 .2360

0 .0899

- 0 .0449

0 .1870

0 .0447 C21

C33

0 .2185

0 .1382

- 0 .0615

0.2532

- 0 .0615

0.2532

0 .5533

0 .8296C3

C4

C6

C23

0 .1837

0 .0585

0 .0871

0 .3902

0.0537

0.3252

0.1585

0.0498

0 .7504 *

0 .63 18

0 .6756

0 .4632 *

- 0 .0189

0 .0744

0 .1393

0 .4206

0 .1478

0 .2329

0 .1485

- 0 .1090
Var 3 .3951 2.0792 1.6701 1.2459

* T he item s show ing the diff e ren t res u lt f rom

concep tua l cons truct..

Variance exp laine d by each factor.

C20

C24

0 .1229

0 .2163

0.1723

0.0976

0.0928

0.0974

0 .7728

0 .803 1

0 .1402

0 .1846

C10

C14

C38

0 .0684

0 .3047

0 .2576

0.0658

0.0485

0.2812

0.1285

0.1187

0.1636

0 .0912

0 .2253

0 .0799

0 .7966

0 .6092

0 .4703 *

Var 3 .3207 2.3361 2.28625 1.8324 1.7716

* T he item s show ing the d iff e ren t res ult f rom concep tua l cons truct..

Variance exp laine d by each factor.



Table 6. Item m ean s, stan d ard deviation an d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 een each item
an d h yp othesized scale

Item Mean S.D.
Cure Care

UP K UEQ UPH UA G AIG A PA ACO AA A AP I

UP K 1 2.60 .058 0 .6227 0.2962 0.2270 0.2808 0.3328 .02218 0.2244 0.2101 0.2892

UP K2 2.57 0.58 0 .6967 0.2423 0.1702 0.2299 0.2858 0.2200 0.3014 0.2732 0.3471

UP K3 2.59 0.57 0 .6788 0.0432 0.0997 0.1516 0.2625 0.2138 0.2722 0.2121 0.3609

UP K4 2.67 0.51 0 .6383 0.1832 0.0875 0.1867 0.3736 0.2247 0.2439 0.1915 0.3021

UP K5 2.06 0.79 0 .6158 0.3235 0.2610 0.2667 0.2606 0.2946 0.2129 0.2283 0.3622

UEQ1 1.96 0.87 0.2859 0 .850 1 0.3978 0.4963 0.2472 0.2555 0.2148 0.3491 0.2244

UEQ2 1.87 0.95 0.2887 0 .88 12 0.3774 0.5450 0.1789 0.2720 0.2389 0.3103 0.2263

UEQ3 2.16 0.84 0.3467 0 .8174 0.3259 0.4296 0.1951 0.2723 0.2959 0.2640 0.2196

UEQ4 1.69 0.88 0.2177 0 .6924 0.3672 0.3510 0.1836 0.2640 0.2828 0.1916 0.2229

UPH 1 1.38 0.95 0.1453 0.4155 0 .7256 0.3484 0.2078 0.2434 0.2910 0.1226 0.1965

UPH2 1.09 1.01 0.1242 0.1802 0 .7 184 0.2163 0.0974 0.1126 0.1535 0.1735 0.1171

UPH3 1.89 0.78 0.3477 0.3876 0 .6776 0.3602 0.2429 0.2392 0.2571 0.2150 0.2739

UA G1 1.84 0.94 0.2994 0.5658 0.4100 0 .6979 0.2327 0.2920 0.2371 0.3797 0.2827

UA G2 1.33 1.03 0.1636 0.3473 0.3196 0 .7292 0.1403 0.2152 0.1525 0.1466 0.2983

UA G3 2.01 0.87 0.2657 0.2295 0.1261 0 .6136 0.2434 0.1583 0.2012 0.1866 0.3454

AIG1 2.57 0.58 0.1892 - 0.0272 0.0487 0.1476 0 .5 139 0.1296 0.0738 0.1604 0.2612

AIG2 2.35 0.68 0.2968 0.2372 0.2045 0.2275 0 .6933 0.4520 0.2468 0.3179 0.3856

AIG3 2.10 0.79 0.2310 0.2700 0.2100 0.2230 0 .6251 0.4385 0.2332 0.2556 0.3244

AIG4 2.58 0.57 0.2818 0.1820 0.1063 0.1396 0 .6777 0.3640 0.2745 0.1655 0.3833

AIG5 2.64 0.53 0.4175 0.0980 0.1067 0.1888 0 .6 164 0.3300 0.2715 0.2874 0.4632

AIG6 2.38 0.66 0.3750 0.1280 0.2373 0.1868 0 .6856 0.3874 0.3139 0.2553 0.4681

APA 1 2.24 0.72 0.2162 0.2459 0.2020 0.1989 0.4598 0 .6968 0.2032 0.2190 0.3162

APA2 2.18 0.67 0.2848 0.1276 0.2074 0.1781 0.4193 0 .5754 0.2944 0.2930 0.4107

APA3 2.10 0.82 0.2954 0.2580 0.1986 0.2660 0.3868 0 .7644 0.3987 0.1940 0.4356

APA4 1.82 0.83 0.2525 0.2761 0.1700 0.2718 0.3370 0 .768 1 0.3282 0.2177 0.4573

ACO1 2.22 0.64 0.3487 0.2566 0.2874 0.2468 0.3475 0.3578 0 .8829 0.2554 0.3525

ACO2 2.23 0.68 0.3273 0.3018 0.2002 0.2587 0.3073 0.4128 0 .8828 0.3385 0.3947

AAA 1 2.35 0.66 0.2938 0.2784 0.1966 0.2758 0.3043 0.2218 0.2203 0 .8 135 0.3482

AAA 2 2.04 0.76 0.2853 0.2977 0.1984 0.3009 0.3492 0.3117 0.3355 0 .8569 0.4383

AP I1 2.30 0.76 0.2844 0.0816 0.0312 0.2401 0.3644 0.2655 0.1591 0.3277 0 .5807

AP I2 2.15 0.75 0.3471 0.2198 0.1735 0.3736 0.4533 0.3734 0.2998 0.2812 0 .6155

AP I3 2.08 0.76 0.2954 0.0701 0.1433 0.2107 0.3610 0.4057 0.2935 0.3126 0 .6824

AP I4 1.86 0.87 0.3325 0.1321 0.1686 0.2969 0.3355 0.4272 0.2737 0.2927 0 .6532

AP I5 1.98 0.79 0.2752 0.2043 0.2240 0.2921 0.2928 0.3452 0.2973 0.2462 0 .5586

AP I6 2.07 0.74 0.2746 0.1874 0.2249 0.2625 0.3647 0.4209 0.2742 0.2876 0 .6520

AP I7 2.22 0.68 0.3434 0.2477 0.2196 0.3041 0.3458 0.2947 0.1711 0.1744 0 .52 17

AP I8 2.47 0.63 0.3770 0.2735 0.1790 0.3058 0.3662 0.2937 0.2754 0.3719 0 .6168

AP I9 2.35 0.64 0.3061 0.1063 0.0970 0.1991 0.3568 0.2885 0.2682 0.2957 0 .57 14

2) 의료에 대한 태도 측정을 위한 설문지의 신뢰도

설문문항들의 신뢰도는 내적일치도를 보기 위한 Cron bach의 α계수를 이용하였다. 돌

봄 15문항의 Cronbach의 α계수는 0.82, 치료 23문항의 Cronbach의 α계수는 0.88이었고

하위변수군별로 보면 의사의 지식과 기술(UPK) 0.61, 진단과 치료시 장비의 중요성(UEQ)



Table 7. Item intern al con sistency an d discrim in ant v alidity

Subdom ain k a

Range of correlat ion Internal consistency d Discriminant validity e

Item intern al

con sistency b

Item discr im inant

v alidity c

Success
/ T otal

Succes s
r at e (% )

Success
/ T otal

Succes s
r at e (% )

UPK 5 0.62 - 0.70 0.04 - 0.37 5/ 5 100 40/ 40 100

UEQ 4 0.69 - 0.88 0.17 - 0.55 4/ 4 100 32/ 32 100

UPH 3 0.68 - 0.73 0.10 - 0.42 3/ 3 100 24/ 24 100

UAG 3 0.61 - 0.73 0.13 - 0.57 3/ 3 100 24/ 24 100

AIG 6 0.51 - 0.69 0.02 - 0.47 6/ 6 100 48/ 48 100

APA 4 0.58 - 0.77 0.13 - 0.46 4/ 4 100 32/ 32 100

ACO 2 0.88 - 0.88 0.20 - 0.41 2/ 2 100 16/ 16 100

AAA 2 0.81 - 0.86 0.20 - 0.44 2/ 2 100 16/ 16 100

API 9 0.52 - 0.68 0.10 - 0.46 9/ 9 100 72/ 72 100

a A number of items and item internal consistency tests per subdomain
b Correlation between items and hypothesized scale corrected f or overlap
c Correlation between items and other subdomains
d A number of ± .40

Table 8. Reliability of qu estion n aire

Dom ain Subdom ain Number of item s Cronbach ' s α

Cure 15 0 .8 2

UPK 5 0.61

UEQ 4 0.83

UPH 3 0.50

UA G 3 0.46

Care 23 0 .88

A IG 6 0.69

A PA 4 0.65

A CO 2 0.69

A AA 2 0.52

A PI 9 0.79

0.83, 의사의 권위(UPH ) 0.50, 치료의 과감성(UAG) 0.46, 정보제공(AIG) 0.69, 치료과정

에 환자 및 가족의 참여(APA) 0.65, 의료진 간의 협조(ACO) 0.69, 의료시설의 쾌적함과

접근성 0.52, 환자에 대한 개인적 관심(API) 0.79 등이었다(표 8).



Table 9. The differen ce in attitu de tow ard m edical care by typ e

Typ e

Grou p

Patient Ph ysician

Western Oriental Subtotal Western Oriental Subtotal

Dep en d ent on
m edical care

68(58.1) 53(46.1) 121(52.2) 19(26.4) 3(11.1) 22(22.2)

Cu re-oriented 22(18.8) 32(28.7) 55(23.7) 6( 8.3) 1( 3.7) 7( 7.1)

Care-p referred 4( 3.4) 5( 4.3) 9( 3.9) 12(16.7) 9(33.3) 21(21.2)

Skep tical
tow ard

m edical care
23(19.7) 24(20.9) 47(20.3) 34(47.2) 15(55.6) 49(49.5)

Su m 117(100) 115(100) 232(100) 72(100) 27(100) 99(100)

p=.00, p=.00, p=.00 in chi-square test

3. 환자와 의사의 의료에 대한 태도

1) 환자와 의사의 의료에 대한 태도

의사와 환자를 양방과 한방의 구별없이 chi-squ are 검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대

부분의 환자(52.2%)가 의료의존적 집단에 속하였으며 치료지향적 집단, 의료회의적 집단에

각각 23.7%, 20.9 %의 환자가 속하였고 돌봄선호적 집단에 속한 환자는 4.3 %로 가장 적었다.

반면 의사의 경우는 의료회의적 집단에 속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49.5 %), 의료의존적 집

단, 돌봄선호적 집단에 각각 22.2 %, 21.2%가 속하였고 치료지향적 집단은 7.1%로 가장 적어

의사와 환자가 각 집단에 속할 확률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00)(표 9).

이를 양방과 한방으로 나누어 보면 병원이용환자의 경우에 의료의존적 집단이 가장 많았

고(58.1%) 돌봄선호적 집단은 가장 적은(3.4 %) 반면, 의사의 경우는 의료회의적 집단이 가장

많고(47.2%) 치료지향적 집단이 가장 적어(8.3 %) 전체 환자-의사의 경우와 유사한 구성을 보

였으며 각 집단에 속할 확률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00). 한방병원이용환자 역시 의

료의존적 집단이 가장 많고(46.1%) 돌봄선호적 집단이 가장 적었고(4 .3 %), 한의사의 경우도

의료회의적 집단이 가장 많고(49.5 %) 치료지향적 집단의 백분율은 3.7%로 가장 적어 전체

환자-의사와 구성이 유사하였으며 한방병원이용자와 한의사가 각 집단에 속할 확률에는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p =0.00).

다만, 병원이용환자와 한방병원이용환자를 비교해 볼 때 한방병원이용환자가 병원이용환

자에 비해 의료의존군이 적고 치료의존군이 많았으며, 의사와 한의사를 비교해 볼 때 한의

사의 경우 의사에 비해 의료의존적 집단의 백분율이 낮고 돌봄선호적 집단이 보다 많았다.



Table 10. The resu lt of d iscrimin ant an lysis for the discrim in ation

of th e grou p s of attitu de tow ard med ical care

Variable Wilks' lam bd a F p -v alu e

Typ e
(physician / patient)

0.79 28.26 0.00

Age
(real value)

0.94 6.25 0.00

Sex
(female/ male)

0.97 2.85 0.04

Religion
(yes/ no)

0.99 1.41 0.24

Region
(u rban / ru ral)

0.95 5.28 0.00

Op enness
(real value)

0.98 2.37 0.07

Statistics H it ratio Cp r op p v alu e

Valu e 0.51 0.39 0.00

Percen t of "grouped" cases correctly classif ied

Proportional chance criteria

p value ,where t =(Q-P)/√P(1-P)/ n, degree of f reedom= sample size-1

종속변수로는 4개의 집단으로 분류한 의료에 대한 태도를, 독립변수로 환자를 기준집단

으로 하여 가변수 처리한 유형변수(typ e, 의사/ 환자)외에 연령, 남자를 기준집단으로 가변수

처리한 성, 종교없음을 기준집단으로 가변수 처리한 종교, 농촌지역을 기준집단으로 가변수

처리한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의 주요거주지역(region) , 다른 의학체계에 대한 개방성

(op enn ess) 을 투입하여 판별분석한 결과를 <표 10>에 제시하였다. 유형과 연령의 Wilks의

lam bd a값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고 유형의 Wilks의 lambd a값이 0.79으로 가장 작아 종속

변수를 분류하는데 가장 판별력이 큰 변수였다. 또 사전확률(p rior p robability)로 각 집단의

분율을 투입하여 유의한 변수로 선택된 변수에 따라 각 집단에 소속될 적중률을 보면

51.61%였으며 이를 비례기회적중기준과 비교하여 보면 차이의 유의확률이 0.00으로 모형에

투입한 독립변수들에 의한 종속변수의 집단을 판별하는 판별력이 컸다.

분석방법에서 제시한 절차에 따라 로지스틱회귀 분석을 시행한 결과를 <표11>에 제시하

였다. 의사, 한방병원이용환자, 한의사를 모두 기준집단으로 하여 병원이용환자를 독립변수

로 투입한 4가지 로지스틱회귀 모형 중에서에서 나머지 태도를 기준집단으로 집단1(의료의

존적 집단/ 기타 집단)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에서만 유형변수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비차비

를 가졌으며, 이 모형의 적합도는 모델 ch i-squ are값이 31.14(자유도 6, p =0.00)로 높았고 유

형의 비차비는 2.02였다. 병원이용환자, 의사, 한의사를 모두 기준집단으로 하여 병원이용환

자를 독립변수로 투입한 4가지 로지스틱회귀 모형 중에서에서는 나머지 태도를 기준집단으

로 집단2(치료지향적 집단/ 기타 집단)를 종속변수로 한 모형에서만 유형변수가 통계학적으



Table 11. The resu lts of logistic regression an alysis for classification of

attitu de tow ard med ical care by typ e

O d d s ratio(95 % CI)

Typ e Patien t Physician

Western Oriental Western Orien tal
Dep en den t
variable

Grou p 1
/ Other s

Grou p 2
/ Other s

Grou p4
/ Other s

Grou p 3
/ OthersIn dep en den t

variable

Age
(real valu e)

1.03
(1.21 - 3.35)

0.99
(0.97 - 1.02)

0.98
(0.95 - 1.00)

0.96
(0.92 - 1.01)

Sex
(fem ale/ m ale )

1.52
(0.92 - 2.51)

1.03
(0.57 - 1.86)

0.76
(0.43 - 1.35)

0.52
(0.20 - 1.39)

Religion
(yes/ no )

0.95
(0.79 - 1.14)

1.09
(0.86 - 1.36)

1.02
(0.83 -
1.25)

0.94
(0.68 - 1.30)

Op en ness
(real valu e)

1.01
(0.92 - 1.12)

1.00
(0.88 - 1.14)

1.06
(0.94 - 1.20)

0.84
(0.70 - 1.00)

Region
(Urban / Rural )

0.88
(0.70 - 1.11)

0.65
(0.48 - 0.89)

1.36
(1.07 - 1.74)

1.22
(0.85 - 1.73)

Typ e
( / others )

2.02
(1.21 - 3.35)

2.38
(1.32 - 4.28)

2.29
(1.15 - 4.56)

4.10
(1.48 - 11.38)

: Ref eren t group

로 유의한 비차비를 가졌으며, 이 모형의 적합도는 모델 chi-squ are값이 21.74(자유도 6,

p =0.00)로 높았고 유형의 비차비는 2.38이었다. 또 병원이용환자, 한방병원이용환자, 한의사

모두를 기준집단으로 의사를 독립변수로 투입한 4가지 로지스틱회귀 모형 중에서에서는 나

머지 태도를 기준집단으로 집단4(의료회의적 집단/ 기타 집단)를 종속변수로 한 모형에서만

유형변수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비차비를 가졌으며, 이 모형의 적합도는 모델 chi-squ are값

이 28.79(자유도 6, p =0.00)로 높았고 유형의 비차비는 2.29였다. 병원이용환자, 한방병원이용

환자, 의사 모두를 기준집단으로 한의사를 독립변수로 투입한 4가지 로지스틱회귀 모형 중

에서는 나머지 태도가 기준집단인 집단3(돌봄선호적 집단/ 기타 집단)과 집단4(의료회의적

집단/ 기타 집단)를 종속변수로 한 모형의 유형변수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비차비를 가졌으

며, 이 모형의 적합도는 모델 chi-squ are값이 각각 22.59(자유도 6, p =0.00), 28.55(자유도 6,

p =0.00)로 높았고 유형의 집단3에 대한 비차비는 4.10, 집단4에 대한 비차비는 2.72였다.



●■ : mean, horizontal bar : standard deviation, p :

by studen t t-test

Fig. 3. The d ifference of attitu de tow ard m edical care betw een p atients an d p hysician s

by su bd om ain s (left : w estern , right : oriental)

2) 의료의 각 속성에 대한 환자와 의사의 태도

이러한 의료에 대한 태도를 보다 세분하여 어떤 하위변수군에서 환자와 의사의 태도 차

이가 큰지 알아보기 위해 각 하위변수군의 연구대상별 산술평균을 종속변수로 하여 의사-병

원이용환자, 한의사-한방병원이용환자간의 t검정을 시행하였다. 치료변수군에서는 진단과 치

료시 장비 등의 중요성 (p =0.000), 의사의 권위 (p =0.000), 치료시의 과감성 (p =0.000)이, 돌봄

변수군에서는 정보제공 (p =0.010), 환자에 대한 개인적 배려 (p =0.000) 등의 변수군의 중요

도를 병원이용환자가 의사보다 높게 평가하였으며 나머지 변수군에서는 환자와 의사간에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한방병원이용환자와 한의사의 경우에는 치료변수군 중 진단과

치료시 장비의 중요성 (p =0.000), 치료시의 과감성 (p = 0.000), 돌봄변수군 중 치료과정에 환

자 및 보호자의 참여 (p =0.004), 진료시설의 편의성과 접근도 (p =0.000) 등의 하위변수군의

중요도를 한방병원이용환자가 한의사보다 높게 평가하였으며 나머지 하위변수군에서는 한방

병원이용환자와 한의사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그림 3).



IV. 고 찰

1.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이 연구는 환자와 의사 등 서로 이질적인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집단별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환자나 의사 등 의료이용과 관련되어 관계를 맺게되는 사람들이 의

료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에 대한 차원의 분류는 주로 요인분석을 이용해 왔다. Ware와

Sn yder (1975)는 이 분야의 초기 연구에서 의료에 대한 환자의 태도를 크게 4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였는데 의사의 행동에 대한 환자의 태도로서 인간적 측면(hu m ann ess; p atien t

attitu de tow ard carin g)과 기술적 능력(com p etence; p atient attitu de tow ard cu rin g)을 구분

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가능성 요인(en ablin g factors)과 접근성, 편의성을 구분하고 요인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경험적 연구를 통해 이러한 견해의 차원을 구분하고자 한 최근의

시도들 역시 모두 태도나 견해의 차원을 분류할 때 요인분석을 이용하여(Laine 등, 1996) 본

연구에서도 이를 따랐다.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흔히 구조화된 설문지가 사용되며 이 때 도구의 신뢰도

와 타당도가 문제가 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의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 요인분석

과 문항내적일치도 및 문항 판별타당도를 이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고유값 1을 기준으로

하면 9개의 요인수를 결정할 수 있어 개념적 구성과 예비 조사 결과의 경험적 자료를 근거

로 구분한 하위변수군의 수와 동일하였으며 각각의 요인들이 적재하는 문항 역시 원래의 개

념 구성과 크게 상이하지 않았다. 또 요인수를 2개로 주어 분석한 결과와 치료와 돌봄 문항

들에 각각 4개와 5개의 요인수를 주어 분석한 결과도 이와 크게 상이하지 않아 개념적 구성

의 타당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 판별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한 문항내적일치도와 문항판별타당도는 이 연구를

위해 개발된 설문지와 같이 각 변수군을 구성하는 문항수가 비교적 적은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고상백 등, 1997; Ware 등, 1993) 성공률이 모두 100%로 판별타당

도 역시 높다고 판단하였다.

개발된 설문지의 신뢰도는 Cronbach의 α계수를 이용하여 내적 일치도를 보았는데 치료

와 돌봄의 경우는 각각 0.82와 0.88로 이는 연구대상이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다른 학문적 체계에 기초한 집단을 포괄하고 있어 매우 이질적인 집단이었

음을 고려하면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었다. Ware 등(1993)은 이질적인 집단에 적용되는 설

문지가 신뢰도가 있다고 판단하려면 Cronbach의 α계수가 0.5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제시

하고 있는데 본 설문지의 하위 변수군들 중, 의사의 권위, 치료의 과감성은 0.5 이하였다. 그

러나 위에서 지적한 대로 연구대상이 매우 이질적이었을 뿐 아니라 Cronbach의 α계수는

문항수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고, 비교적 적은 문항수를 가진 하위변수군

에서 이 값이 낮았기 때문에 이 역시 수용할 만하다고 판단하였다. 추후에 유사한 연구의

설계시에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설문지에서 사용된 Likert 척도를 사용할 때 긍정적으로 치우친 답을 하는 경

우가 많아(p ositive skew ) 측정상의 편의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의료진에 설문지가 적용될

때 이러한 문제가 초래되는 경우가 많으며(Strein er와 N orm an, 1989) 본 설문문항이 연구대

상이 가지고 있는 규범적 태도를 묻는 것이었고 전문가집단이 일반인에 비해 규범에 근거한

(n orm -based) 판단을 한다는 점(Goch m an , 1997)에 비추어 볼 때 의사의 점수가 보다 높을

것이라고 추측하였지만 치료와 돌봄 모두 환자에 비해 의사의 점수가 낮아 이러한 편의가

개재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치료와 돌봄점수를 나누는 기준점은 각 항목에 대해 중요도를 높게 평가할수록 높은 점

수가 부여되도록 0-1-2-3으로 점수를 주어 각 변수군에 속한 항목의 값을 합산한 후 그 값의

산술평균을 이용하였다. 이 때 중위수를 사용할 수도 있으나 합산한 변수군별 총점이 정규

분포에 근사하고 있어(치료와 돌봄점수의 첨도와 왜도는 각각 -0.135, -0.145; -0.449, -0.042),

산술평균과 중위수(돌봄의 중위수 52, 산술평균 51.6; 치료의 중위수 30, 산술평균 29.7)에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산술평균을 기준점으로 이용하였다. 또 이러한 기준점을 결정할 때

의사나 환자와는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으리라고 판단되는 집단 중에서 의과대학생의 자료

를 함께 이용하였다. 예비조사과정과 다른 연구를 위해 동일한 측정도구로 조사한 학생들의

표본수는 환자나 의사에 비해서 많았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이용할 경우 학생들의 태도에

의해 기준점이 과도하게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자와 동수의 학생표본만을 확률

추출하여 이용하였다. 이 경우에 표본오차(sam p lin g error)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연구대상(의사, 환자)의 표본수를 늘리는 것이 보다 좋은 방법이지만 연구대상병원의 의사수

에 제한이 있고 확률추출한 학생표본 3가지를 비교한 결과 큰 차이가 없어 이 방법을 이용

하였다.

연구방법과 관련하여 설문문항의 개발시에 전적으로 외국문헌에 의존하였고 환자의 진료

만족도나 의료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 의사와 환자의 의료에 대한 견해 등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 등 이질적 측정도구로부터 추출한 것이어서 본 연구의 가설을 입증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일관성과 적합성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점이 통계학적

타당도 검정에 의해서 오히려 은폐될 수 있는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이를 극복하기 위

해 환자와 의사에 대한 개방형 설문과정을 통해 문항을 개발하고 우리나라 의료의 문제에

대한 통찰에 근거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추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리라고 판단된다. 이후의 연

구에서 이러한 측면이 극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 가설의 입증을 위한 분석방법에 사용한 판별분석은 정준판별분석으로서 독립변수가

범주형 변수일 경우에는 k-최소근방(k-nearest n eighbor)분석방법 등 비모수적 방법을 사용

해야 하나(김기영과 전명식, 1994), 독립변수를 가변수처리하면 모수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

고(이영준, 1995) 이 방법이 원자료로부터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기에 모수적 방법

을 이용하였다. 참고로 k-최소근방분석방법을 적용하였을 때 동일한 독립변수에 의한 적중

률은 93.4 %로 매우 높았다.



2.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이 연구의 결과, 환자는 의사에 비해 의료의존적이고 의사집단은 환자에 비해 의료에 대

해 회의적인 집단에 속하며 이는 양방과 한방에 있어 유사하였다. 또 성, 연령, 종교, 중학교

졸업시까지의 성장지역 등 주요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다른 의료체계에 대한 개방성들을 통

제한 로지스틱회귀 분석의 결과를 종합하면, 병원이용환자는 의료의존적 집단에, 한방병원이

용환자는 치료지향적 집단에, 의사와 한의사는 각각 의료회의적 집단과 돌봄선호적 집단에

속할 확률이 다른 경우에 비해 의미있게 높았다.

양방의 경우, 이러한 결과는 의사들의 경우에 내과계 의사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보다 치

료중심적일 것이라고 기대되는 외과계 의사들이 제외된 것을 하나의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현재 병원이나 한방병원을 방문한 환자가 잠재적 의료소비자 전체의 태도를 반영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있다. 즉, 병원을 찾은 환자의 경우에 의학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건강상의 문제나 장애를 가지고 있어 돌봄보다는 치료가 현실적인 당면 문제이기 때문에 일

반 인구집단에 비해 치료 쪽으로 과도하게 치우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아울러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라 의료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는 매우 다르다는 점

을 고려할 수 있다. 이중 연령은 특히 중요한 변수로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이용의

경험이 많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의료에 대해 보다 현실적이거나 보다 낮은 기대 수준을 가

지게 되는데(Caln an, 1994), 연구대상 중 환자의 평균연령이 병원이용환자의 경우 39.7세, 한

방병원이용환자의 경우 37.6세 등 모두 40세 이하였기 때문에 의료에 대한 기대가 높은 집

단이 연구대상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조병희(1997)는 한 도시 시민들의 의료분쟁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에서 의학기술의 진

보가 일반 국민의 치료효과에 대한 기대수준을 높였지만 동시에 질병구조의 변화로 새로운

만성퇴행성질환에 대한 유효한 치료법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환자들의 불만과 불신을 크게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한다. 즉, 현대의사들은 관료제 방식으로 조직된 병원에

서 기술적으로만 세련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반하여 환자들은 과거보다 더 높은

치료효과를 기대하고 병원을 찾게 된다. 이와 아울러 과거에 사회구성원들에게 정서적 보호

기능을 수행하던 가족이나 친족 또는 교회는 오히려 쇠퇴하게 됨으로써 심신이상을 담당하

는 의료부문이 이 기능을 상당부분 떠맡게 되어 환자들이 더 많은 정서적 문제를 간직한 채

병원에 오기 때문에 의사와 환자간에 기대의 불균형이 존재하게 되며 이러한 조건 속에서

환자-의사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지적은 본 연구결과를 해석하

는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의사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의학이 초래하는 결과의 허와 실

을 두루 알고 있어 비교적 객관적으로 의료에 대해 평가할 수 있으며 의학의 보편화로 인해

의료가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치료가 가지는 효과를 협소하게

평가하는데 비해 매스컴 등에 의한 새로운 치료법, 신약, 첨단장비 등의 무분별한 보급으로

환자들의 기대는 비현실적으로 부풀려져 있을 수(이윤성, 1995)도 있기 때문이다.

서구에서 초기에 이루어진 연구들도 이와 유사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즉, 의사는 자신의



한계에 대해 보다 분명한 자각을 가지고 있는 반면(Price, 1971), 환자는 의료를 보다 광범위

하게 정의하는 경향이 있어 의료제공자가 제공하려 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기대한다고 한다(Don abedian , 1980). 그러나 이보다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들에 의하면

환자에 비해 의사가 보다 치료중심적이고 환자의 전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환자의 이해관계

를 이념형으로 대변하고 있는 의료영역내에서 소비자 운동의 주창자들은 이러한 의사들의

치료중심적 견해와 태도에 매우 비판적이라고 지적되고 있다(Rosen stein , 1986; Som ers,

1986; William son , 1993).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인을 대상으로 의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태도를 조사·연구한

전병재 등(1995)은 의사의 전문적 권위에 대한 순응태도가 매우 큰데도 불구하고 환자의 알

권리에 대한 찬성태도가 많고 환자치료를 위한 의사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반대태도가 강한

점 등을 근거로 최근 한국사회에서도 의료소비자로서 환자의 권리에 대한 의식이 서서히 대

두되는 초기 단계에 있어 의료전문직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태도의 여러 측면에서 모순된 의

식이 공존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 처럼 환자들의 태도가 의료에 대해 의존적이고 이러한 특성이 한방

병원이용환자에서 병원이용환자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사회가 서구의학을

중심으로 상당히 의료화(m edicalization)되어 있는 데 반해 소비자의 이념형을 대표하는 소

비자운동이 의료 분야에서 아직 성숙하지 못했고 서구의학에 대한 근대적 성찰성(m odern

reflexity)이 아직 개화하지 못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Mishler 등, 1981;

Gid den s, 1991; William s와 Caln an , 1996).

병원이용환자과는 달리 한방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치료지향적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

다. 환자들이 양의학의 선진성과 전문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한의학을 찾는 이유를 조

사하기 위한 연구(권성실 등, 1992) 결과에 따르면 환자들이 한의학을 이용하는 주 요인으로

지적한 것은 문화적 동질감과 친밀감 외에도 발전된 의학을 배웠기 때문에 실수가 적다 ,

치료하면 잘 낫는다 는 항목 등에서 양방과 동등한 평가를 내렸다. 이는 한방을 찾는 환자

들도 역시 한의사의 전문성과 한의학의 효능에 대한 평가가 한방병원을 찾는 주 요인임을

시사하며 본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의사들은 의료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의 백분율이 매우 높았고 기타 변수를 통제한 로지

스틱회귀모형에서는 이러한 현상은 동일하였다. 의사의 회의적 태도는 치료의 면에서는 현

실적인 판단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으나, 환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돌봄의 차원 역시 경시

하고 있는 것은 의료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에 기인한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의사들은 대개

진료시간에 쫒기고 있기 때문에(Billin gs와 Block, 1997; Ch ristakis와 Feu d tn er, 1997) 환자의

요구가 높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환자의 개인적 이해를 헤아리기 어려우며 이러한 진료여건

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더욱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규범적 측면에 있어서조차 의사들이 돌봄의 측면을 상대적으로

경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 또한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의사들과는 달리 한의사들은 다른 집단에 비해 돌봄선호적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한의학이 서양의학에 비해 전인적 관점과 접근방법을 가지고 있다(김종렬과 김우종, 1996)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예측할 수 있었던 결과로서 향후 한방과 양방의 협조적 관계나 효율적인

의료제공체계를 구축하려 할 때 이를 감안해야 할 것이다.

치료와 돌봄을 각각 4개와 5개의 하위 변수군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의사의

지식과 숙련도 에 있어서는 환자와 의사간에 차이가 없었으며 의사와 환자 모두 의사의 지

식과 숙련도 를 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서구에서 이루어진 여러

연구결과들(Price 등, 1971; Lain e 등, 1996)과 일치하는 것으로 전문직의 형성과정에서 전문

직에 대한 합의가 전문가적 능력(p rofession al com p eten cy)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전병재 등, 1995).

치료변수군 중 환자가 의사에 비해 높게 평가한 하위변수군들은 진단과 치료시 최신 장

비의 중요성 , 의사의 권위 , 치료의 과감성 등이었다.

진단과 치료시 최신 장비의 중요성 에 대해 환자들이 의사에 비해 매우 높게 평가한 결

과와 관련하여 현대의료의 상품화 경향에 따라 의료산업의 중요한 상품인 약품과 내과적,

외과적 진단장비가 이 분야에서의 중요한 이윤창출의 한 면을 이루고 있다는 지적은 고려할

만하다(문창진, 1992). 또 의사는 이를 매우 낮게 평가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전문직으로 자리잡는 과정에서 전문직종내의 수직적, 수평적 분업관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경쟁적 관계에 들어서면서 자신의 전문가적 자질에 의해서가 아니라 최신 장비의 보유여부

로 평가받게 된 측면이 있고 환자의 요구에 매우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으며(조병희, 1994),

우리나라 병원의 최신장비 보유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한달선, 1997) 환자들의 높은 최신

장비 선호 경향에 의사가 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환자가 의사의 권위 를 의사에 비해서 오히려 높게 평가한 것은 우리나라 환자의 의료

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의존성을 보여주는 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치료의 과감성 은 역시 동일한 차원에서 해석될 수 있으나 현재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는 환자로서의 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암 환자와 이를 치료하는 여러

의료전문직의 화학요법에 대한 태도를 연구한 Slevin 등(1990)은 암환자들이 의료진을 포함

하여 암에 이환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편익이 별로 없는 근치적 치료를 훨씬 높게

평가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 본 연구결과의 해석과 관련하여 고려할 수 있는 결과이다.

돌봄 변수군의 하위변수군에서는 정보제공 과 환자에 대한 개인적 배려 를 의사보다 환

자가 높게 평가하였고 이는 환자들이 의료에 대한 불만의 주요한 부분이 긴 대기시간과 설

명의 부족이라는 기존의 조사 결과(조병희, 1994)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또 의료에 대한 일

반 대중의 소비자주의적인 의식이 환자의 알 권리를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전병

재 등(199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부분으로 환자의 알 권리에 대한 태도가 비교적 상당히

보편화된 것에 비해 의료에서 환자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 대한 찬성태도는 적으며

치료방식을 환자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데도 찬성태도가 적다는 점은 다음과 같은 예측

을 가능케 한다. 즉, 상승된 권리의식이 본인의 결정권에 대한 의식과 균형을 취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의료소송 등이 매우 증가할 것이며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소송률이 높은 것



(조병희, 1997)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위에서 살펴 본 환자와 의사의 태도, 의료의 각 차원별 차이를 보면 의사의 규범적 태도

를 필요로 판단할 때 환자의 의료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고, 이러한 높은 기대는 주로 최신

장비 등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어서 환자의 태도가 우리나라 의료비 급등의 한

요인이 될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요측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환자들이 의료에 대해 가지는 태도를 고려해 볼 때 수요차원의 대책

이 단순한 이용억제 차원에 그칠 경우 접근성이 떨어지는 계층의 의료에 대한 박탈감만 가

중시키고 환자-의사간의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일반인의 경우에 건전한 회의론

(h ealthy skep ticism )이 필요하다는 지적(Caln an , 1998) 즉, 건강에 대한 환자의 자기 효능감

(self efficacy)을 높여주고 건강증진의 차원을 보다 강조함으로써 의료비 상승의 수요요인을

원천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지적(Fries 등, 1998)은 경청할 필요가 있다.

최근, 소비자의 의료에 대한 참여의 중요성이 거론되고 특히나 이러한 참여가 공소해지

지 않으려면 그 결정과정에 의료소비자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다(김용익,

1992). 이를 위해 임상진료지침의 개발과정에 의료소비자 대표를 참여시켜 그 견해를 지침

개발에 반영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Bastian, 1996; 이상일,

1998; Dom enighetti 등, 1998). 또한 미국 보건의료정책연구소(AH CPR)는 진료지침을 개발하

여 보급하면서 의사용과 함께 환자용 소책자도 함께 발간하는데 이 환자용 소책자의 말미에

는 각 치료방법이나 진단방법이 가지는 의학적 효과와 위험, 경제적 비용과 편익 등을 대차

대조표 형식으로 첨부하고 있다. 이렇듯 보건의료의 개입이 가지는 진정한 효과에 대한 자

료가 공개됨으로서 환자의 의료에 대한 태도를 현실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의료소비자의 의료에 대한 결정과정에

참여시키고 그러한 결정과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를 가진(evid ence-based) 정보의

개발과 확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연구 결과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 연구가 가진 몇가지 한계를 지적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이 연구의 연구대상이 대학병원과 한의과대학부속 한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만을 대상으

로 했기 때문에 전체 의사집단의 태도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즉, 개원의에 비

해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경우 보다 규범적 판단을 하는 경향이 클 것이고 보다 증

상이 심하거나 치료하기 어려운 환자를 접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태도에 차이

가 있을 것이다. 이는 환자의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적해야 할 것은 자료

수집기간 중 연구대상이 된 한방병원이 무료 진료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어 평소에 한방병원

을 선호하는 환자들의 고유한 성향이 희석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러

나 무료진료서비스 시행전과 비교할 때 일일 진료환자수에 있어 큰 변동이 없었다는 동 병

원 원무과의 통계를 바탕으로 한다면 이러한 영향력이 과도하지는 않다고 판단하였다.



V.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1998년 5월 중 2주일 동안 한 중소도시의 대학병원 내과계 외래와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외래를 방문한 환자 288명과 동대학병원과 부속한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109명 등 총 397명을 대상으로 의사와 환자간의 의료에 대한 태도 차이를 파악하고 이를 구

조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를 위해 개발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개발된 설문지에 대해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정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요인분석과 문항 판별타당도, 문항 내적일치도, Cronbach의 α계수로 평가한 결과

개발된 설문지의 구성타당도, 판별타당도 및 신뢰도는 비교적 높았다.

둘째, 의료에 대한 태도를 치료와 돌봄 변수군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의료의존적 집단,

치료중심적 집단, 돌봄선호적 집단, 의료회의적 집단으로 분류하여 카이제곱검정, 판별분석,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병원이용환자는 의료의존적 집단에, 한방병

원이용환자는 치료지향적 집단에, 의사는 의료회의적 집단에, 또 한의사는 돌봄선호적 집단

에 속할 비차비가 1보다 커서 다른 집단에 속할 확률에 비해 의미 있게 높았다.

셋째, 환자와 의사의 의료에 대한 태도 차이를 보다 세부적으로 구명하기 위해 치료와

돌봄을 예비조사시의 요인분석의 결과를 참고하여 분류한 하위변수군별로 분석한 결과 의사

에 비해서 병원이용환자가 치료변수군 중에서는 진단과 치료 장비의 중요성 , 의사의 권

위 , 치료의 과감성 을, 돌봄변수군에서는 정보제공 , 환자에 대한 개인적 관심 등을 높게

평가하였고, 의사와 환자 모두 동일하게 의사의 지식과 숙련도 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평

가하였다. 한의사와 한방병원이용환자를 비교하여 보면 한의사에 비해 한방병원이용환자가

치료변수군 중에서는 진단과 치료시 장비의 중요성 , 치료의 과감성 을, 돌봄변수군에서는

진료시설의 편의성과 접근성 , 의료진 간의 협조 를 높게 평가하였으며 한의사와 한방병원

이용자 모두 의사의 지식과 임상적 숙련도 를 가장 높게 평가하였고 의사와 병원이용환자

에 비해 정보제공 을 보다 중요하게 평가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의 의료이용자들은 대부분 의료의존적 집단이

나 치료지향적 집단에 속하였고 의료제공자 중 의사는 주로 의료회의적 집단에 속하였다.

이는 의료제공자에 비해 의료이용자의 의료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며 이는 한국사회의 사회

적 현실에서 의료이용자들이 의료에 대해 과도한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과도한 기대가 수요차원에서 왜곡된 의료소비나 환자-의사간의 갈등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즉 의료이용자의 수요요인에 대한 적절한 대책으로서 의료

이용자가 의료의 치료차원에 대한 현실인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과학적 증거에 근거한 정보

의 보급 등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의료이용자의 요구에 비해 낮은 의사의 돌봄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한의사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돌봄선호

적 집단에 속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의료제공체계와 관련된 문제를 다룰 때 이러한 양·한방

의료제공자간의 태도차이를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주요 한계는 의사와 환자의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의 개발시 그 문항구성

을 외국문헌의 고찰로부터 추출하였기 때문에 통계학적 유의성과는 무관하게 그 일관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대학병원과 한의과대학 부속한방병원만을 대상으로 하였

기 때문에 전체 의사와 환자의 태도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후의 연구에서

이러한 한계가 극복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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