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의사와 환자 간 정보의 비대칭은 의료영역의 독특한 

특성이며, 의료시장의 실패를 야기하는 주요인이다[1]. 

그러나 2000년에 접어들면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소비자들은 인터넷을 활용하여 의료문제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쉽게 얻으면서 자신들의 진료문제 결정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2]. 동시

에 국내 총 요양기관의 수는 최근 10년 간(‘08-‘18) 꾸

준히 증가해왔다. 종합병원은 2008년 268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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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02곳으로 늘었고, 병원은 2008년 1,088곳에

서 2018년 1,471곳으로 증가하였다[3]. 김소연과 김선

이[4]에 따르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시장에서 소비

자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공급자들은 소비자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식을 찾고 있으며, 

이를 위해 소비자의 정보탐색에 대해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의료소비자의 정보탐색행태는 의료소비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진료과목, 병력 등 질병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1,4,5]. 따라서 이들의 정보탐색

행태를 분석하는 것은 이들의 정보욕구를 반영한 효율

적인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마케팅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한편, 현대의 질병구조는 과거 급성감염성 질환에서 

만성퇴행성 질환 위주로 변모하고 있다. 만성질환이란 

질병으로 발현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며, 예방이 가

능하지만 발현된 이후 치료되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지

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건강문제를 의미한다[6]. 만성

질환의 증가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지속성을 위협하

고 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사망의 81%가 만

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이며, 사망원인 상위 10위 중 8개

가 만성질환이다[7]. 2019년 만성질환 진료비는 34조 

5,297억 원,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86조 1,110억 원의 

약 40.1%에 달하고 있다[8]. 만성질환은 적절하게 관리

하고 예방하면 추후에 발생하는 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9]. 최근 보건의료 패러다임은 사후적

인 치료/수술에서 벗어나 사전적인 예방중심으로 변모

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맞춰 만성질환자의 정보탐

색행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만성질환 유무에 따라 의료소비자의 정보탐

색행태를 파악한 연구는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만성질환 유무에 따른 의료소비자의 정보탐

색행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2. 본론

2.1 연구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 

방문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자료이다. 본 연구수

행을 위해 설문 문항의 적절성 및 타당성 파악을 위한 

예비조사가 2016년 1월 19일에서 2016년 1월 30일까

지 이루어졌으며, 본 조사는 2016년 2월 9일에서 2월 

11일까지 3일간 수행되었다. 설문의 응답률을 높이고

자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시행하였다. 본 조

사를 통해 수거한 설문지를 검토하여, 총 261부의 설문

지 중 무응답이 많거나 혹은 획일적인 점수를 부여한 

설문지 21부를 제외하고 총 24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

다. 설문은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이에 동

의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환자가 직접 기입

하는 자기기입 방식을 이용하였고, 부득이하게 환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질의응답 혹은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설문조사는 C대

학교 기관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KC15EISI0103]을 

받았으며, 연구윤리를 준수하여 수행되었다. 

2.2 연구도구

본 연구의 설문항목은 의료소비자의 정보탐색에 관

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개발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일

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혼인상태, 학력, 직업, 소득 등 

7문항이다[10,11], 의료정보원은 개인적 정보원, 경험

적 정보원, 서적, 대중매체, 전문가 정보원, 온라인 정보

원 등 5문항[5,12,13]이다. 질병관련 탐색내용은 질병의 

기본정보, 치료/예방, 영양관리, 운동관리, 동일 질환자

의 사례 등 5문항이며, 병원 관련 탐색내용은 병원의 

평판, 의사의 진료경험/교육수준, 진료안전성 등 10개 

문항이다[1,13]. 구체적인 설문문항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Questionnaire items 

Category Items (No. of items)

Individual 

Characteristics

Gender, Age, Marital status, Education, Job, 

Income, Chronic diseases (7)

medical 

information 

sources

Individual sources(acquaintance, friend, family, 

colleague, etc.) Books, Mass media(TV, radio), 

Specialist(doctor, Nurse, etc.) On-line(internet, 

smart phone) (5)

diseases-related 

searching 

contents

Basic information(definition, causes, etc.) 

Treatment/Prevention, Food & Nutrition 

management, Exercise management, Patient 

case (5)

hospital-related 

searching 

contents

Hospital reputation, Doctor’s medical 

experiences/degree, Latest equipment, Safety 

of treatment, 

Amenity, Kindness of employees, Procedure 

convenience, Transport convenience, Waiting 

time, Medical expenses (10)

2.3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한 자료처리는 SPSS Ver. 26.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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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본 연구대상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기술통계를 산

출하였다. 다음으로 연구대상자의 만성질환 유무와 의료정

보원, 질병관련 탐색내용, 병원 관련 탐색내용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카이제곱 검정(Chi-squared test)을 시행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본 

연구대상자 중 만성질환자는 154명(64.2%), 만성질환

이 없는 사람은 86명(35.8%)이다. 성별은 남성 136명

(43.3%), 여성 104명(43.3%)이며, 연령은 50대가 81명

(33.8%)으로 가장 많고 60대 이상이 54명(22.5%)으로 

그 뒤를 따랐다. 혼인상태는 혼인 중인 사람이 126명

(52.5%), 이혼/사별/미혼인 사람은 114명(47.5%)이다. 

학력은 대졸 128명(53.5%), 고졸 이하 58명(28.4%)이

다. 직업은 임금근로자 142명(59.2%), 자영업자 43명

(17.9%), 학생 등 고용상태가 아닌 사람이 55명(22.9%)

이다. 소득은 300만원대가 100명(41.7%), 300만원 미

만 91명(37.9%), 400만원 이상이 49명(20.4%) 이다.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rvey 

responders

Variable Categories

Chronic diseases Total

(n=240) pWith Without

n % n % n %

Gender
Male 88 57.1 48 55.8 136 56.7

0.822
Female 66 42.9 38 44.2 104 43.3

Age

~ 20s 6 3.9 12 14.0 18 7.5

0.000

30s 12 7.8 30 34.9 42 17.5

40s 36 23.4 9 10.5 45 18.8

50s 59 38.3 22 25.6 81 33.8

60s ~ 41 26.6 13 15.1 54 22.5

Marital 

status

Married 82 53.2 44 51.2 126 52.5
0.788

Unmarried (etc.) 72 46.8 42 48.8 114 47.5

Education

~ High school 34 23.8 25 25.8 59 24.6

0.881Univ.(college) 76 53.1 52 53.6 128 53.5

Graduate ~ 33 23.1 20 20.6 53 22.1

Job

Wage&salary 

worker
85 55.2 57 66.3 142 59.2

0.070Self-employed 34 22.1 9 10.5 43 17.9

None(housewife, 

student, etc.)
35 22.7 20 23.3 55 22.9

Income

(ten 

thousand 

won)

~ 299 67 42. 24 29.6 91 37.9

0.082300 ~ 399 65 40.9 35 43.2 100 41.7

400 ~ 27 17.0 22 27.2 49 20.4

3.2 만성질환 유무와 의료정보원 이용의 연관성 분석

만성질환 유무와 의료소비자의 의료정보원 이용의 

연관성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의료정보원 이용

은 개인적 정보원(p=0.000)과 경험적 정보원

(p=0.000), 전문가 정보원(p=0.000) 그리고 온라인(스

마트폰) 정보원(p=0.000)이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연관성을 나타냈다. 만성질환이 있다고 응

답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인적정보원, 

온라인 정보원보다 경험적 정보원 및 전문가 정보원을 

이용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Relationship between the use of medical 

information sources and the chronic 

diseases group using Chi-square test

Variable Categories

Chronic diseases

pWith Without

n % n %

Individual 

sources(acquaintance, 

family, friends etc. 

Yes 13 8.4 29 33.7
0.000

No 141 91.6 57 66.3

Books
Yes 29 18.8 17 19.8

0.494
No 125 81.2 69 80.2

Personal experience
Yes 144 93.5 28 32.6

0.000
No 11 6.5 58 67.4

Mass media

(TV, radio)

Yes 5 3.2 6 7.0
0.208

No 149 96.8 80 93.0

Specialist

(doctor, nurse, etc.)

Yes 99 64.3 24 27.9
0.000

No 55 35.7 62 27.9

On-line

(Smart phone)

Yes 55 35.7 62 72.1
0.000

No 99 64.3 24 27.9

3.3 만성질환 유무와 질병 관련 탐색내용의 연관성 

분석

만성질환 유무와 의료소비자의 질병 관련 탐색내용

의 연관성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p<.001 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인 탐색내용은 

영양관리(p=0.000). 운동법(p=0.000). 동일질환을 앓

고 있는 다른 환자의 사례(p=0.000)로 나타났다. 만성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모두 영양관리, 운동법, 타 환자

들의 사례를 탐색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만성질환이 없

는 사람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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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lationship between diseases related 

searching contents and the chronic 

diseases group using Chi-square test

Variable Categories

Chronic diseases

pWith Without

n % n %

Basic information

(definition Causes, 

Symptoms, etc.)

Yes 25 16.2 21 24.4
0.086

No 129 83.9 65 75.6

Treatment/

Prevention

Yes 62 40.3 35 40.7
0.527

No 92 59.7 51 59.3

Nutrition 

management

Yes 111 72.1 41 47.7
0.000

No 43 27.9 45 52.3

Exercise
Yes 97 63.0 40 46.5

0.010
No 57 37.0 46 53.5

Patient case
Yes 106 68.8 38 44.2

0.000
No 48 31.2 48 55.8

3.4 만성질환 유무와 병원 관련 탐색내용의 연관성 

분석

만성질환 유무에 따른 병원 관련 탐색내용의 연관성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병원의 평판(p<0.01), 의

사의 진료경험/교육정도(p<0.01), 최신장비 보유여부

(p<0.05), 직원의 친절도(p<0.05), 수속의 편리함

(p<0.05), 대기시간(p<0.001), 진료비(p<0.01) 등의 탐

색내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을 보였다. 병원 관

련 탐색내용의 경우 만성질환이 없는 사람들이 만성질

환이 있는 사람들보다 모두 탐색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

다. 반대로 대기시간과 진료비는 만성질환자가 더 많이 

탐색했다.

Table 5. Relationship between hospital-related 

searching contents and the chronic 

diseases group using Chi-square test

Variable Categories

Chronic diseases

pWith Without

n % n %

Hospital reputation
Yes 12 7.8 18 20.9

0.004
No 142 92.2 68 79.1

Doctor’s medical 

experiences/

degree

Yes 69 44.8 57 66.3
0.001

No 85 55.2 29 33.7

Safety of treatment
Yes 74 48.1 55 64.0

0.012
No 80 51.9 31 36.0

Latest equipment
Yes 40 26.0 30 34.9

0.096
No 114 74.0 56 65.1

Amenity
Yes 88 57.1 58 67.4

0.076
No 66 42.9 28 32.6

Kindness of 

employees

Yes 85 55.2 61 70.9
0.011

No 69 44.8 25 29.1

Procedure 

convenience

Yes 76 49.4 61 70.9
0.001

No 78 50.6 25 29.1

Transport convenience
Yes 56 36.4 38 44.2

0.146
No 98 63.6 48 55.8

Waiting time
Yes 94 61.0 31 36.0

0.000
No 60 39.0 55 64.0

Medical expenses
Yes 86 55.8 29 33.7

0.001
No 68 44.2 57 66.3

4. 고찰

본 연구에서는 만성질환 유무와 의료소비자의 정보

원 이용, 질병 관련 탐색내용 및 병원 관련 탐색내용의 

연관성을 분석함으로써, 의료소비자의 정보탐색행태를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와 함의는 다음과 같다.

만성질환 유무에 따른 정보원 이용을 보면, 만성질환

자가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 전문가 정보원을 이용

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만성질환은 이환기간이 길며, 

완치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의료소비자들이 초기에 

주로 이용하는 개인적 정보원보다 본인의 질병 치료에 

적합하고 보다 전문적인 정보원을 이용하게 되는 것으

로 사료된다. 본 결과는 질병이 확인되는 순간 연령과 

상관없이 치료과정 중에는 전문의료인이 가장 주요한 

정보획득원이 된다고 한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14]. 또한 만성질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경

험적 정보원을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의료

서비스 구매 시 본인의 경험이 중요한 정보원이라는 선

행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5]. 

한편, 온라인 정보원의 경우 만성질환이 없는 사람들

의 이용 비율이 만성질환자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만성질환자에 노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고연령대일수록 온라인 정보

탐색 정도가 낮아진다는 선행연구 결과에서도 이러한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1,11].

만성질환 유무와 의료소비자의 질병 관련 탐색내용 

간의 연관성 분석 결과, 만성질환자들은 만성질환이 없

는 사람들에 비해 영양관리, 운동법을 더욱 많이 탐색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만성질환

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운동과 식이를 포함하여 음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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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을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통제할 것을 권고하였으

며, 많은 문헌에서 건강증진행위와 만성질환의 관계가 

입증되고 있다[15-17]. 따라서 만성질환자들의 경우 그

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만성질환관리를 위해 질병치료

와 예방관리과 관련된 정보들을 더욱 많이 탐색하고 있

는 것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동일한 질환을 앓고 

있는 다른 환자들의 사례들 많이 탐색한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병원 관련 탐색내용 중 만성질환자들은 만성질환이 

없는 사람들보다 진료비 관련 정보를 탐색한 비율이 높

았다. 김창훈 등[18]이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분석한 연

구에서는 만성질환 이환 수 증가에 따라 진료비도 증가

함을 확인할 수 있다. 본 결과는 본인들의 질환 및 비용

에 대해 지각된 위험이 있을 때 의료소비자들은 정보탐

색을 통해 이를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1]를 지지한다. 

대기시간 또한 만성질환을 보유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탐색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진료 

대기시간은 의료소비자들의 의료기관 선택에 있어서 

유의미한 요인으로 밝혀진 바 있다[13]. 특히, 복합만성

질환들의 경우 다양한 진료과를 방문해야 하는 만큼 만

성질환이 없는 사람들보다 사전에 병원 진료 대기시간

을 더욱 많이 탐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대로 병원의 평판, 의사의 진료경험/교육정도, 진

료의 안전성, 직원의 친절도, 수속의 편리함 등은 만성

질환이 없는 사람들이 만성질환자들보다 더 많이 탐색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숙 등[19]에 따르면, 만성질환

의 수가 많을수록 정기적 의료이용을 할 확률이 높다. 

이는 만성질환자들이 합병증을 포함하여 동반상병이 

많을수록 질환에 대한 위험요인을 더 많이 인지하고 있

음을 반영한 결과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과거 본인의 

의료서비스 경험에 크게 의존하게 되는 의료서비스의 

구매의 특성상 만성질환자들은 병원을 탐색하고 선택

하는데 중요한 요인들인 상기 탐색내용을 이미 본인들

이 직접 경험한 만큼 상대적으로 그 외의 요인들을 더 

많이 탐색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현실적인 제약 조건 하에 수행되어 다음

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서울에 소재한 일개 대학병

원에 방문한 환자들을 연구대상으로 했으므로 본 연구

결과는 전체 의료소비자의 정보탐색행태로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의료소비자의 정보탐색

행태는 환자들이 의료서비스 구매에 있어서 갖게 되는 

지각된 위험, 생활양식, 병원 방문목적(치료, 수술) 종별 

의료기관(의원, 병원, 종합병원) 등의 영향을 받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를 포괄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분석결과 연구대상자의 사회경

제학적 특성 중 연령은 만성질환 유무와 유의미한 연관

성이 나타났다. 만성질환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병

률이 높아지는 특성이 있다. 선행연구[1]를 보면 연령에 

따른 정보탐색행태 중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난 결과는 

연령이 많은 집단이 젊은 층에 비해 온라인 정보탐색을 

적게 수행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서 만성

질환 유무에 따른 온라인 정보탐색의 경우 해석에 주의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만성질환이 있는 집단

과 없는 집단의 비교를 위해 만성질환 유무를 제외한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매칭하는 성향점수매칭(PSM) 등

의 방법이 있다. PSM은 선택편의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작위 배정의 적용이 어려운 연구 등과 같이 

준실험에 해당되는 연구방법에서 선택편향을 감소시키

는 방법으로 사용된다[20]. 다만 성향점수매칭의 경우 

PSM 과정에는 분석에 포함되지 않고 버려지는 표본의 

수가 상당히 존재함으로, 발생율이 낮거나 표본수가 작

은 경우에는 사용이 어렵다. 또한 상당히 보수적인 방

법(conservative method)임에도 불구하고 선택편향

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 이외의 제한점들로는 관찰

되지 않은 공변량에 대해서는 조정이 불가능하고, 많은 

표본수를 요구하거나, 처치와 관련된 공변량을 대상으

로 조정하나 그 공변량이 결과변수에 전혀 관련이 없거

나 혹은 아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분석의 결과에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21]. 

본 연구는 만성질환 유무와 의료소비자의 정보원 이용, 

질병 관련 탐색내용 및 병원 관련 탐색내용의 연관성을 

분석하고자 교차분석을 수행하였으나, 추후 후속연구 

수행 시 보다 많은 표본수를 대상으로 하여 처치군과 

대조군 간의 매칭작업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종

별 의료기관의 특성과 병원방문목적, 라이프스타일 등 

정보탐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인 변수들을 

반영하여 의료소비자의 정보탐색행태를 분석하길 제안

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일개 대학병원을 방문한 환자를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여 만성질환 유무에 따른 의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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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들의 정보탐색행태를 분석하였다. 만성질환자들은 

본인의 경험과 전문적 정보원을 주로 이용하여 의료정보

를 탐색하였다. 주로 알아본 질병 관련 내용은 운동법, 

영양관리, 동일질환자들의 사례이며, 병원 관련해서는 

진료비와 대기시간을 많이 탐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는 만성질환 유무에 초점을 맞춰 의료

소비자들의 정보탐색행태를 파악하였으며, 이들의 수요

를 반영한 효율적인 의료정보 제공과 마케팅전략 수립

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했음에 그 의의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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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보건학사)

․ 2010년 8월 : 경희대학교 대학원 

의료경영학과(의료경영학석사)

․ 2010년 8월 ~ 현재 : 가톨릭중앙

의료원

․ 2015년 3월 ~ 현재 :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박

사과정 

․ 관심분야 : 보건정책관리, 의료경영전략

․ E-Mail : jh.han531@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