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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ThisstudywasconductedtoassesswhetherKoreanmedicinedoctors’attireinfluences

patients’preference(confidence,comfortability,neatness)inauniversityhospital.

Materials and Methods : Employingacross-sectionaldesign,outpatientsansweredaquestionnaireina

universityhospitalofKoreanMedicine.Respondentswereaskedforcompletingthequestionnaireto

estimatetheirpreferenceofdoctor’sattireforconfidence,comfortabilityandneatnessafterwatching4

typesofattireinbothmaleandfemaleKoreanmedicinedoctors,includingwhitecoat,traditionalattire,

formalsuitandcasualclothes.WhetherKoreanmedicinedoctors’attireonapatients’preferenceis

importantwasalsoaskedfortherespondentsusinga5-pointLikertscale.

Results : All175patientswereenrolled,ofwhom38.9% weremalerespondents,46.3% graduatedfrom

auniversityatleastandmeanageofresponderswas47.1.Mosthadatendencyforpreferringwhite

coatfollowedbytraditionalattireandonlyasmallportionofrespondentspreferredforformalsui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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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ualclothes.Whencomparingpreferencesinconfidencebetweenwhitecoatandtraditionalattireonly,

malepatientspreferredwhitecoatmorethanfemalepatientsdidwithstatisticalsignificance.Inaddition,

85.4% ofrespondentsansweredthatKoreanmedicinedoctors’attireisimportanttoaclinicalsituation

withhigherratiooffemalerespondents(87.9%)thanmalerespondents(80.9%).

Conclusion : PatientspreferredwhitecoatandtraditionalattiremostlyfortheKoreanMedicine

doctor’sattirewithonlysmallpreferenceforformalsuitandcasualclothes.Also,Patientsrecognized

thatKoreanmedicinedoctors’attireisimportantintheclinicalsituation.

Keywords：attire,whitecoat,traditionalcoat,doctor-patientrelationship

I. 서 론

진료 환경에 있어 의사의 면담,진찰 진료

의 기술 인 측면 외에도 최근에는 의사-환자

간바람직한 계형성의 요성이 강조되

고 있다.특히 환자와의 라포를 형성하는데 있

어 의학 면담시 의사의 첫인상이 아주 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1,2)
의사에 한 첫

인상을결정함에있어언어 인요소뿐만 아니

라 의사의 복장,차림새,표정,몸짓, ,목

소리 진료환경등의비언어 인요소들 한

한 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3,4)
비언

어 인요소들 에서도의사의진료복장은 환

자가의사를 면하 을때 처음인지되는 모습

으로 다른 요소들에 비해 의사-환자 계를 형

성하는데 더 큰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인

식되고 있다.
5)

재 부분의의사는흰가운을입고진료행

를 하고 있다.이것은 1880년 후반 외과의

사들이 생의목 으로입기시작한것이 시

로 알려져 있으며,이후 20세기 부터 흰 가운

은 다수의의사들에게 리퍼져의사의 유니

폼으로써 자리를 잡게 되었다.
6)

하지만,이처럼 재 진료 복장으로써 리

이용되고 있는흰가운에 해서부정 인 견해

도일부제기된바있다.즉, 생의목 으로착

용하는 흰 가운이 감염의 경로로서의 역할

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므로 생상태를

유지하기 해서는 팔꿈치 이하는 복장으로 덮

이지않도록해야한다는barebelowtheelbow

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 연구가 있었

다.
7,8)

한 몇몇 연구에서는 whitecoathyper-

tension 상을 보고하 는데,환자가 흰 가운

을입은의사를포함한 의료환경에노출될경우

압이 일시 으로올라가는증상이생길 수있

다고 하 다.
9,10)

의사의 진료 복장에 한 환자들의 선호도,

신뢰도 연구에서,미국,일본,이탈리아, 랑스,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양한 진료 환경에서 환자

들이 의사복장으로서 흰가운을선호한다고보

고되었다.
11-16)

반면,일부 다른 연구들
17-19)
에서

는 오히려 캐주얼한 복장을 한 의사를 더 선호

하 음을 보고하기도 하 다.

한편,우리나라에서는 한의원에서 한의사 복

장에 따른 신뢰도 차이를 본 연구가 있었는데,

환자들이한의사가다른 복장에비해흰 가운을

입었을 때 보다 더 높은 신뢰감을 얻을 수 있다

고 보고하 다.
15)
그러나 한방병원 진료환경에

서 한의사의 진료 복장에 따른 선호도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진 바 없다.이에 본 연구진들

은 바람직한 환자-의사 계 형성의 요성을

고려하여어떠한진료 복장을한한의사가환자

들에게 신뢰감,편안함,깔끔함 등의 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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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1.AMale/FemaleKoreanMedicineDoctorsinFourDifferentStyles.

인식을 수있는지를한방병원에내원한 환자

들을 상으로 단면 연구를 수행하 다.

II. 상  방법

1.연구 상

본설문연구는 한의사의 복장에 따른 환자들

의 선호도 신뢰도를 평가하기 해 2011년 7

월부터 2012년 8월까지 부산 학교 한방병원을

내원한 외래환자 175명을 상으로 진행되었다.

피험자 선정기 으로써 만 14세 이상의 환자만

을 포함시켰으며,설문 연구에 응할 수 없을 정

도로통증이심한자나설문연구에 합해보이

지않는자는배제하 다.본연구는부산 학교

한방병원 기 심의 원회(IRB)의 승인을 얻고

진행하 다(승인번호 KCRC-IRB-2011008).

2.연구방법

설문 연구를 진행하기 한 차 방법은

다음과 같다.

1층 투약 기장소에 기 인 외래환자에

게동의를얻은후,남자혹은여자한의사가동

일한 배경을 바탕으로 각각의 4가지 복장(의사

가운, 통한의사가운,정장,캐주얼)으로서있

는 사진을 환자에게 보여주고,설문지를 작성하

도록 하 다.설문 내용은 기존의 연구 설문 문

항을 참조하여 연구자들이 한방병원 외래 환자

에 하다고 생각되는 설문을 추가하여 개발

하 으며 정상인을 상으로 가독성,의미 달

에 을 두어 비 설문을 통해 수정 보완하

다.설문에 제시되지 않은 환자의 개인 정보

(주소,주민번호,연락처 등)는 최 설문 담당

자가 자료분석자에게 달할수없도록 처리하

다.설문지는 각각의 문항에 해 환자 본인

의 선호도를 표시하는 10개의 문항과 한의사의

복장이 한의사가 진료함에 있어서 요한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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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Value

Age (mean±SD) 47.1 ±16.2

Sex(n)
Male 68 (38.9%)

Female 107 (61.1%)

Education

Postgraduatedegree 12 (6.9%)

Bachelor’sdegree 69 (39.4%)

HighSchooldegree 63 (36.0%)

Middleschooldegreeorless 31 (17.7%)

Table1.CharacteristicofStudyParticipants(n=175)

부를 묻는 1문항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설

문지의 문항 4가지 복장에 한 각각의 선호

도를 묻는 10개의 문항은 크게 세 가지(신뢰도,

편안함,깔끔함 등)의 분류에 의해 구분되어 개

발되었으며,이는 신뢰도에 한 3문항,편안함

에 한 3문항,깔끔함에 한 4문항 등으로 구

성되었다. 의세가지 분류(신뢰도,편안함,

깔끔함등)에 한본인이선호하는복장에 해

보기에 표기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고,한의사

의 복장이 진료를 하는데 있어서 요한지 여부

에 응답하는 1개의 문항은 5-pointLikertscale

을 이용하 다.

4가지복장을입고서있는각각의사진은 같

은 인물에 각각 4가지 복장을 입고 있는 을

제외하고 모든 다른 요소들은 동일하게 하 다.

한성별에따른편향의 가능성을 이기 해

랜덤 표를 만들어 그 랜덤 순서에 따라 해당 순

서에배정된성별의한의사 사진을보여주는 방

법으로 진행하 고,이에 한 개요는 다음과

같다(Fig1).

평가 항목으로써 4종류의 진료 복장을 한 한

의사에 한 신뢰도,편안함,깔끔함, 체 인

이미지 등에 한 선호도를 평가하 다.

3.통계분석

통계분석방법으로써 SPSS통계 로그램의교

차분석법을이용하 으며,조사방법으로써단면

연구방법을이용하 다.유의수 은0.05로 사

에 정하 다.

III. 결 과

본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는 총 175명이었으

며,평균연령은 47.1세 고,응답자 남성은

68(38.9%),여성은 107명(61.1%)으로 나타났다.

한 학교졸업이상의학력을가진 응답자(

학원 졸업이상, 학교 졸업)는 81명으로 체

의 46.3%로 나타났다.고등학교 졸업 이상은 63

명(36.0%), 학교 졸업 이하의 응답자는 31명

(17.7%)이었다(Table1).

선호도 련 설문 문항에서 다수의 응답자

들은 신뢰감,편안함,깔끔함 등의 모든 측면에

서 정장 차림과 캐주얼 차림의 한의사는 거의

선호하지 않았고, 체 으로 흰 가운과 통복

장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 다.그 신뢰도와

깔끔함 측면에서는흰 가운을입은한의사가정

장차림이나 캐주얼 차림의 한의사는 물론, 통

복장을 한한의사보다도 더높은비율로 선호되

었다.하지만 편안함 측면에서는 흰 가운을 한

한의사가 통복장을 한 한의사에 비해 선호도

가 높았으나 그 차이가 다른 항목에 비해 작았

다. 체 인 선호도는 흰 가운, 통복장,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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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AttireofpreferredKoreanmedicinedoctor

Formal

suit

White

coat

Tradition

alattire

casual

clothes

Pvalue*

1.WhichattireofKoreanmedicinedoctor

wouldyoutrustthemost?

0 104

(59.4)

70

(40.0)

1

(0.6)

<.0001

2.WhichattireofKoreanmedicinedoctor

wouldyoubemorelikelytofollowtheir

advice?

1

(0.6)

109

(62.3)

65

(37.1)

0 <.0001

3.WhichattireofKoreanmedicinedoctor

wouldyourecommendtoyouracqu-

aintance?

3

(1.7)

100

(57.1)

71

(40.6)

1

(0.6)

<.0001

4.WhichattireofKoreanmedicinedoctor

wouldyoubethemostcomfortable?

1

(0.6)

87

(49.7)

77

(44.0)

10

(5.7)

<.0001

5.WhichattireofKoreanmedicinedoctor

wouldyouprefertodiscussanintimate

socialproblemoraprivateissue?

1

(0.6)

82

(46.9)

76

(43.4)

16

(9.1)

<.0001

6.WhichattireofKoreanmedicinedoctor

wouldyoupreferforaminormedical

problem(eg,acold)?

2

(1.1)

89

(50.9)

74

(42.3)

10

(5.7)

<.0001

7.WhichattireofKoreanmedicinedoctor

wouldyouexpecttobethemostclean?

2

(1.1)

110

(62.9)

62

(35.4)

1

(0.6)

<.0001

8.WhichattireofKoreanmedicinedoctor

wouldyouexpecttobethemosthygienic?

2

(1.1)

111

(63.4)

60

(34.3)

2

(1.1)

<.0001

9.WhichattireofKoreanmedicinedoctor

wouldyouexpectnottospreadinfectious

germstoothers?

1

(0.6)

107

(61.1)

64

(36.6)

3

(1.7)

<.0001

10.WhichattireofKoreanmedicinedoctor

wouldyouhavethemostconfidencein

theirdiagnosisandtreatmentwhenthey

performclinicalexaminationbytouching

you?

2

(1.1)

103

(58.9)

68

(38.9)

2

(1.1)

<.0001

*Pvaluewerederivesfromchi-squaredtestsforspecifiedproportions.

Table2.ResultsofKoreanMedicineDoctorAttireQuestionnaire

얼차림,정장차림 순으로 나타났다(Table2).

설문 결과 정장 차림과 캐주얼 차림은 거의

선호되지않았으므로,이를제외한후흰가운과

통복장 2개를 따로 비교 분석한 결과,신뢰감

측면에서는 남성 응답자들이 여성 응답자들에

비해 흰 가운을 통 복장 보다 더 신뢰감을 주

는 복장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Table3).

신뢰감 측면을 제외한 편안함,깔끔함 등의

측면에서는 응답자들의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그리고 한의사의 진료복장이 진료

하는데 있어 요한지를 묻는 문항에서는 다

수의 응답자들이 한의사의 복장이 진료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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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1* WhiteCoat TraditionalAttire Chi-square Pvalue

Male 47 21 4.056 0.044

Female 57 49

Question2** WhiteCoat TraditionalAttire Chi-square Pvalue

Male 49 19 4.228 0.040

Female 60 46

Question3*** WhiteCoat TraditionalAttire Chi-square Pvalue

Male 47 21 5.262 0.0218

Female 53 50

1*WhichattireofKoreanmedicinedoctorwouldyoutrustthemost?

2**WhichattireofKoreanmedicinedoctorwouldyoubemorelikelytofollowtheiradvice?

3***WhichattireofKoreanmedicinedoctorwouldyourecommendtoyouracquaintance?

StatisticalanalysisongenderpreferencewasconductedbyChi-squaretest.

Table3.TheRespondents’PreferencefortheConfidenceinaKoreanMedicineDoctor

withaWhiteCoatorTraditionalAttire

Figure2.TheRespondents’PreferencefortheConfidenceinaKoreanMedicineDoctor

withaWhiteCoatorTraditionalAttire.

1*WhichattireofKoreanmedicinedoctorwouldyoutrustthemost?

2**WhichattireofKoreanmedicinedoctorwouldyoubemorelikelytofollowtheiradvice?

3***WhichattireofKoreanmedicinedoctorwouldyourecommendtoyouracquaintance?

StatisticalanalysisongenderpreferencewasconductedbyChi-squaretest.

서 요하다고 답하 다(85.14%). 한 한의

사의 복장이 진료에 있어서 요하다고 생각하

는여성응답자들의비율(87.9%)이남성응답자들

의비율(80.9%)에비해더 높게나타났다(Fig2,

Tabl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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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emely

important

Quite

important

Important Notso

important

Notatall

important

total

Male

Respondents
10(14.7)* 23(33.8) 22(32.4) 12(17.6) 1(1.5) 68(100)

Female

respondents
25(23.4) 38(35.5) 31(29.0) 10(9.3) 3(2.8) 107(100)

*N(%)

Table4.TheResultfromRespondentsbyGenderHowaKoreanMedicineDoctors’Attire

IsImportantduringConsultantHours

IV. 고찰

본연구는의사-환자 계에첫 면시환자

의선호도에 향을미치는 많은요소들 에서

언어 인 요소를제외한비언어 인요소 의

사 복장을 주제로 한 선호도에 조사,분석하

다.첫 인상에 있어서 복장이 요하다는 연구

가 있었고
11)
,언어 인 요소나 다른 비언어 인

요소들(표정,자세,행동 등)에 비해 측정이 용

이하다고 단되어의사 복장으로선호도 연구

를 진행하 다.

응답자들은 반 으로 정장차림이나 캐주얼

차림 보다는 흰 가운과 통 복장을 한 한의사

를 선호하 다.그 에서도 흰 가운을 입은 한

의사를 보다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 다.이는

캐주얼 복장,수술 복장,정장 흰 가운 등 다

양한 복장 가운데 흰 가운을 가장 선호한다고

발표한 이 연구결과
11-16)
들과 일치하 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에서와는 달리 한방

병원이 통의학인 한의학을 기반으로 진료가

행해지는 특수한 공간이라는 을 감안하여,흰

가운외에도 통복장이라는 하나의변수를

추가하 으며,그 결과 흰 가운뿐만 아니라

통복장을 한 한의사도 체 으로 많이 선호되

었음을 확인하 다.이는 의사복장을 가장 선호

하고, 통 복장을 그 다음으로 선호하 던 이

의일반 로컬한의원에서의한의사진료 복장

에 한연구결과와일치하 다.
15)
하지만본연

구에서는 흰 가운, 통 복장의 다음 우선순

로 캐주얼,정장 등으로 나타났지만,이 의 한

의사 진료 복장에 한 연구는 정장,캐주얼 등

의 순 로 선호도 결과가 나타난 차이가 있었

다.이는장등
15)
의연구에서는 반 인선호도

를 평가한 반면,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요소로

평가 기 을 나 어 비교 평가하 기 때문이라

고 사료된다.

이처럼 한방병원은 통 의학을 이용한 진료

장소라는 에서 통복장을 포함한 선호도 연

구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단된다.

한의사복장에따른환자들의인식을살펴

본 기존 연구들은 많이 있었으나,본 연구에서

처럼평가항목으로써신뢰감,편안함,깔끔함의

크게 세 요소로 나 고 각각의 요소에 한 세

부 인 문항을만들어 비교평가한연구는없었

다.의사-환자와의 계에서신뢰감은 보완 체

요법 시술자가 환자를 첫 면할 시에 환자를

단계 으로 진료해 나아가는데 있어서 특히

요하다는 연구가 있었다. 한 편안함,의사를

포함한 의사환경의깔끔함등도 요하다고보

고하 다.5)깔끔함 등의 생 인 측면은 에

서언 한 로의사복장의 생상태와 련해

서 barebelowtheelbow의 규칙 등이 알려져

있는등논의가있었다.7,8)이에근거하여본연

구에서는 의사-환자 계에 있어서 신뢰감,편

안함,깔끔함 등의 세가지 요소를 정하여 설문

을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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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이여러항목들에서흰가운을입은한

의사를 선호한다는 본 연구 결과는 한방병원의

한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신뢰감,편안함,깔끔함

등의 인상을 주기 해선 흰 가운을 입을 필요

가 있음을 시사한다.한의사임에도 환자들에게

는 통 복장보다 오히려 흰 가운이 더 선호되

었는데,이는 환자들은 진료를 담당한 상이

한의사일지라도 이미 ‘의사는 흰 가운을 입어야

의사’라는 일종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한 편안함 측면에 한 설

문에서도 상 에게편하게 보일수있는캐주얼

복장을한 한의사보다는다소딱딱하게보일 수

있는 통 복장이나 흰 가운을 입은 한의사가

선호된다는 은 진료를 한 상황에서는 격식

에맞는 진료복장을갖추어야환자들에게 문

성을 갖춘 한의사의 모습으로 인식되어 환자들

로하여 개인의사소한 문제까지도털어 놓을

수 있는 편안한 느낌을 주는 데에 기여한다고

여겨진다.

한편,신뢰감 측면에서 남성 응답자들이 여성

응답자들에 비해 흰 가운을 통 복장 보다 더

선호하 는데,이것은 남성이 일반 으로 여성

에 비해 좀 더 보수 인 경향이 강하여 의사는

흰가운을 입어야한다는 인식이강하게자리잡

고 있기 때문에 한의사라 하더라도 흰 가운을

입은 한의사를 더 선호한다고 생각된다.이는

RehmanSU등의 연구에서 흰 가운을 입은 의

사를 다른 복장을 한 의사보다 신뢰할 수 있다

는 결과와 비슷하 다.
11)
응답자들은 체 으

로 한의사의 복장이 진료 환경에서 요하다고

답했다.이는 의사의 복장이 진료 시 향을 미

치지 않는다는 Al-GhobainMO등의 연구결과
14)
와차이가났고,의사의복장이 요한지에

한 질문에 남녀의 응답 차이가 거의 없다는 일

본의보고와도달랐다.
12)
특히응답자 에서여

성응답자는남성응답자에 비해한의사의 복장

의 요성을더높게인식하 는데이는여성이

상 으로 남성보다 외형 인 면에 심이 많

고,이를 더 요시하기 때문이라고 단된다.

RehmanSU등의 연구에서는 여성 응답자들은

여성 의사의 외 인 면이 남성 의사의 외 인

면보다 요하다고나타난바있다.
11)
한편일본

의의사복장선호도 연구에서는의사의 복장이

요한지에 한질문에 남녀의응답차이가거

의 없었다.
12)
이는 한의사라는 직종의 특수성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평가항목별로 나 어 각각에 한

선호도를 평가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으나

일개 한방병원 외래 내원 환자 일부만을

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일반화 시키기에는 무리

가 있다.따라서 추후 국내 다수의 한방병원에

서 더 큰 규모의 피험자를 상으로 하는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그리고 모델의 외

형 인 모습에 따른 선입견,호감도에 따라 다

른 결과를 나타낼 가능성을 완 히 배제할 수

없었던 한계 도 수정,보완 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한 통복장과 흰 가운이 같은 색

상이어서 사진상으로는 구분이 힘든 면이 있었

는데 이는 표성을고려하여가장많이 사용되

는의사가운 통복장가운을채택하 기때

문으로 사진으로만 찰한 환자가 설문내용을

평가하기에 미흡한 이 있었다. 한 정장

캐주얼 복장 역시 다양한 형태와 색 등에 따라

환자에 미치는 향이 다를 수 있으나 이를 반

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한 첫 면 시 한의사의 복장 뿐만 아니라

표정,몸짓, ,목소리,진료 환경 등의 많

은요소들이한의사와 환자와의 계형성에

향을 수 있으므로 복장이라는 한 가지 요소

에 한 선호도 연구 뿐만 아니라 상기한 여러

언어 ,비언어 요소들을 복합 으로 비교 분

석하는 연구가 지속 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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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한방병원을 방문한 외래환자를 상으로 한

의사의 복장(정장,흰 가운, 통복장,캐주얼

둥)에 따른 선호도를 비교한 결과,신뢰감,편안

함,깔끔함 등의 면에서 흰 가운, 통복장을 입

은 한의사를 정장이나 캐주얼차림의 한의사보

다 더 선호하 고,모든 항목에서 흰 가운을 입

은 한의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신뢰감 측면에서는 남자 응답자들이 흰 가운을

입는 한의사를 통복장을 한 한의사보다 유의

하게 선호하 음을 알 수 있었지만,편안함,깔

끔함등의 측면에서는유의성을갖는결과를 얻

지 못하 다.본 연구를 통해 한방병원에서 한

의사의 진료 시 흰 가운을 입는 것이 신뢰감 측

면에서 통복장을포함한 다른복장보다 유리

한 것으로 보인다. 한 한의사의 복장이 진료

에 요한 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보다 정확한 단을 해서는 규모의

추가 후속 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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