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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의료소비자권리와 공유의사결정에 대한 연구 

의료서비스는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고도의 전
문 지식과 치료기술을 기반으로 제공된다. 따라서 공급자인 의료전문가들이 
그 수요를 결정하는 공급자 주도의 독과점적 측면이 강하며, 의사를 비롯한 
의료전문직은 누적적이고 체계화된 지식과 오랜 수련 기간 등을 통해 높은 권
위와 보상을 지켜왔다. 이와 같은 의료서비스의 특성과 의료전문가주의는 의
료시장에서의 공급자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 현상을 심화시켰고, 소비자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20세기 중후반
까지 전성기를 구가하던 의료전문직의 위상에 변화가 생기면서, 그 반대급부
로 소비자의 위상이 높아지게 됐다. 개인의 권리에 대한 사고가 증대되고, 의
료분야에 소비자주의가 도입되면서 의료행위를 의사-환자 간 계약 관계로 보
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또한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존중과 환자의 자
기결정권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면서, 그동안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무조
건적인 수용자에 불과했던 환자는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능동적
인 의료소비자로 변모했다.

우리나라에서 의료소비자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들어
서이며, 1982년 시작된 의료소비자운동은 1990년을 전후해 성공적으로 진행된 
사회민주화운동의 영향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고,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통
해 의료보험조합의 통합일원화(1998), 의약분업(1999) 등과 같이 의료의 지배
구조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성과들을 거뒀다. 또한 2000년 1월 『보건의료
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건강권, 알 권리, 자기결정권, 비밀보장 등의 의료소비
자 4대 권리가 명문화됨으로써 의료소비자 주권 확립의 기반이 마련됐다. 

기존의 의료소비자권리 관련 연구들은 권리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그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권리 증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소
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자신에게 부여된 권리를 의료서비스 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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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충족시키는지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
다. 의료서비스를 환자를 치료하는 행위와 관련된 직⋅간접의 모든 서비스라
고 할 때, 치료행위에 대한 의학적 의사결정은 의료서비스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의학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비자가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이를 충족시켜 나가는지를 규명하는 것은 의
료소비자권리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료소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권리는 무엇인지 알
아보고, 의료소비자권리의 필요도와 보장수준은 어떠한지 살펴보며, 보장수준
에 따라 의료소비자권리는 어떻게 나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최근 이
용한 의료서비스에서의 공유의사결정 수준과 그 영향요인을 알아보고, 이러한 
공유의사결정 수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의료소비자권리 보장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봄으로써, 의료소비자 주권 향상에 기여하고, 의료소비자교
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연구문제 1: 의료소비자권리의 우선순위와 필요도 및 보장수준은 어떠한지 
알아보고, 보장수준에 따라 의료소비자권리는 어떻게 나뉘는지 
살펴본다.

 연구문제 2: 의료서비스에서의 공유의사결정 수준과 그 영향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연구문제 3: 공유의사결정 수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의료소비자권리 보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이상의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20~50대 남녀 소비자 619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조사를 실시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7가지 의료소비자권리 사이에 다툼이 있을 때, 
소비자들은 차별없이 진료받을 권리인 건강권이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하
고, 그 다음으로는 안전할 권리, 알 권리, 선택권이, 마지막으로 참여권, 불만
제기 및 보상받을 권리, 비밀보장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답했다. 또 각각의 권
리에 대한 필요도는 7개 항목 모두에서 5점 만점에 평균 4.33점 이상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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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할 권리의 필요도가 가장 높았다.
둘째, 의료소비자권리가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비밀보장

권의 보장수준이 가장 높았고, 알 권리, 건강권, 선택권 순으로 잘 보장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불만제기 및 보상받을 권리와 참여권의 보장수준은 낮았
다. 또한 의료소비자권리의 필요도와 보장수준의 차이는 불만제기 및 보상받
을 권리에서 가장 컸고, 선택권에서 가장 작았다.

섯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7가지 의료소비자권리는 공공재이자 시장재인 
의료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한 두 가지 하위 차원으로 나눴으며, 알 권리, 선택
권, 참여권, 불만제기 및 보상받을 권리 등은 ‘소비자로서의 권리’로, 건강권, 
안전할 권리, 비밀보장권은 ‘환자로서의 권리’로 명명했다.

넷째, 가장 최근에 이용한 의료서비스에서의 공유의사결정 수준은 5점 만
점에 3.47점으로, 소비자와 의료진 사이의 의사소통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소비자들은 필요한 검사나 선택 
가능한 진료에 비해, 치료법과 관련 부작용, 치료 대안의 장점 등과 같은 정
보에 대한 의사의 설명이 부족했다고 답했다. 또한 의료기관이나 의사를 선택
할 때보다 실제 진료를 받을 때 자신의 선택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았고, 치료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정보를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최종 치료법 선택 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주저하고 있었다.

다섯째, 공유의사결정 수준에 대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
회인구학적 특성을 제외한 의료소비자적 특성과 의료공급자 측면의 특성만이 
공유의사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소비자적 특성 중
에서는 주관적 소비자역량(β= .160)의 영향력이 가장 컸으나, 의료공급자 특성
인 소비자친화적 의사 태도(β= .638) 변수의 영향력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있었다. 

여섯째, 의료소비자권리 보장수준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변수는 소비자친화적 의사 태도였고, 권리의 필요도, 공유의사결정 수준
의 순으로 그 영향력이 컸다.

일곱째, 의료소비자권리를 환자로서의 권리와 소비자로서의 권리로 나눠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두 하위 차원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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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는 연령, 취업 여부(직업),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 관심도, 의료소비자권리 
필요도, 소비자친화적 의사 태도였다. 소득은 환자로서의 권리에만 정적인 영
향을 미쳤고, 교육수준, 결혼 여부, 주관적 소비자역량, 이용 의료기관 종류와 
의료서비스 유형, 공유의사결정 수준은 소비자로서의 권리에만 유의미한 영향
을 미쳤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결론을 도출했다. 
첫째, 소비자들은 『보건의료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건강권, 알 권리, 자

기결정권, 비밀보장 등의 4대 권리뿐 아니라 본 연구에서 추가로 제시한 참여
권, 안전할 권리, 불만제기 및 보상받을 권리 등도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
다. 따라서 의료소비자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보건의료기본법』에 참여권, 안
전할 권리, 불만제기 및 보상받을 권리 등을 추가해, 의료소비자권리의 범위
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의사가 치료 대안과 함께 각 대안의 장단점(혜택, 위험, 비용 등)도 
함께 설명해야만 의료진과 소비자 간 원활한 공유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
다. 따라서 의사에게는 치료 대안과 함께 각 대안의 장단점도 함께 설명하도록 
주지시키고, 소비자에게는 자신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의사에게 치료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도록 하는 의료소비자권리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진은 소비자와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이들의 결정 회피 유인이 
제거되도록 돕고, 소비자는 자신의 선택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셋째, 공유의사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에서 소비자친화
적 의사 태도 변수의 영향력이 가장 컸는데, 이는 주관적 소비자역량 변수의 
4배에 달했다. 이러한 두 변수의 영향력 차이는 의료시장에서의 의료공급자와 
소비자 간 힘의 비대칭을 보여준다. 즉, 소비자로서의 주관적 역량을 높임으
로써 의료소비자권리를 더 많이 행사하도록 유도할 수 있지만, 의료 현장에서 
의사가 권위적인 태도를 취하는 한, 공유의사결정의 실현은 요원할 수밖에 없
다. 따라서 소비자로서의 역량 강화에 앞서 소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의료진의 태도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 이와 함께 주관적 소비자역량 강
화를 위한 의료소비자교육의 실시를 통해 의료서비스에서의 공유의사결정 수
준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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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건강권, 안전할 권리, 비밀보장권 등의 환자로서의 권리의 보장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수적이며, 알 권리, 선택권, 참
여권, 불만제기 및 보상받을 권리 등의 소비자로서의 권리 보장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의료공급자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소비자는 평상시에 꾸준히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소비자로
서의 주관적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의료서비스 이용 시에 
치료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해 공유의사결정 수준을 높여야 한다. 다음으로, 의
료공급자는 소비자가 의료서비스 이용 시에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소비자친
화적 태도를 함양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설명의무를 다하며, 소
비자와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그들의 결정 회피 유인이 제거되도록 돕
고, 소비자가 선택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의료소비자 주권 실현을 위해 의료서비스의 3
주체인 소비자, 의료공급자(의사 등), 정부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
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의료소비자권리 중에서도 특히 건강권, 안전할 권리, 비밀보
장권의 보장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 건강권 확
보를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의 양과 함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
고, 체계적인 감염병 관리 등을 통해 의료기관에서의 소비자 안전권 확보에 
힘써야 하며, 『환자안전법』의 조속한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의료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책 마련에 힘써야 
하며,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과법(Apology law)’ 제정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의료서비스 정책에 소비자들의 의견이 적
극 반영될 수 있도록 소비자 참여의 통로를 마련하고, 정부 차원에서의 의료
소비자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로 의료소비자의 권리 의식 향상을 도모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의료공급자인 의사, 의료기관, 의료협회, 의과대학 등의 의사 양성기
관 등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먼저, 의사는 권위적 태도에서 
탈피해 소비자와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시도하고, 의료서비스 이용 시에 소
비자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소비자친화적 태도를 함양해야 한다. 다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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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의료기관은 의료진의 소비자친화적 태도 증진과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
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속적인 의료진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진실말하
기(disclosure)’와 같은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의료피해 발생 시 소비자와의 
원만한 의료분쟁 해결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의사협회 
등과 같은 의료인 단체의 경우, 개업의와 같은 1차 의료기관 의료진을 대상으
로 한 보수교육을 통해 이들의 소비자친화적 태도와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
해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의과대학 등의 의료진 양성기관은 교육과정에 
소비자친화적 태도를 기르고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과목을 포
함시켜 의사들이 수련과정에서부터 이러한 태도와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
야 할 것이다.   

셋째, 소비자는 자신의 소비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
해야 하고, 의료소비자로서의 권리 의식을 갖고, 의료서비스 이용 시에 의사
결정의 주체로써 이러한 권리를 적극 행사해야 한다. 의료공급자뿐 아니라 소
비자도 의료기관 내 안전사고 예방 및 의료정보 보호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안전할 권리와 비밀보장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더불어 소비자지향적 
의료체계 마련을 위해 정부와 의료공급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적극 개진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의료소비자권리, 공유의사결정, 소비자친화적 의사 태도, 주관적 
소비자역량, 위계적 회귀분석, 경로분석

학  번 : 2007-3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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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문제제기

의료서비스는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 지식과 치료기술을 기반으로 제공된다. 따라서 소비자가 수요를 결정
하는 여타 재화나 서비스와 달리, 공급자인 의료전문가들이 그 수요를 결
정하는 공급자 주도의 독과점적 측면이 강하며, 의사를 비롯한 의료전문직
은 누적적이고 체계화된 지식과 오랜 수련 기간 등을 통해 높은 권위와 
보상을 지켜왔다. 이와 같은 의료서비스의 특성과 의료전문가주의는 의료
시장에서의 공급자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 현상을 심화시켰고, 공급자 
주도의 의료체계 구축을 당연시하게 만들었으며, 소비자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20세기 중후반까지 전성기를 구가하던 의료전문직의 위상에 변
화가 생기면서, 그 반대급부로 소비자의 위상이 높아지게 됐다. 이러한 의
료소비자의 위상 변화는 급성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의 질병구조의 변화, 
의료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의료비 증가에 따른 의료의 시장화와 관
리의료의 등장, 의료소비자주의 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의료기술
의 발달로 동일 질병에 대해 다양한 치료법 적용이 가능해지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과거에 비해 건강 및 의료정보의 습득이 쉬워지면
서,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평등하고 쌍방향적인 전인적 관계로 발전하게 
됐다. 그리고 개인의 권리에 대한 사고가 증대되고, 의료분야에 소비자주
의가 도입되면서 의료행위를 의사가 환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푸는 시혜가 
아닌 의사-환자 간 계약 관계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또한 개
인의 자율성에 대한 존중과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
면서, 그동안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무조건적인 수용자에 불과했던 환자
는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능동적인 의료소비자로 변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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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의료소비자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들
어서이며, 1982년 YMCA가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소송을 도와주
면서 의료소비자운동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최순애, 2000). 1980년대 
말 의료이용이 늘어나면서 의료사고와 분쟁도 함께 증가했는데, 이러한 의
료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YMCA 시민중계실은 1989년 의료사고 피해 실태
조사와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료분쟁조정법’의 입법 활동을 전개했다(최순애, 2000). 또한 의료서비스
에 대한 환자만족도나 서비스 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1985
년 7월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하 소시모)’은 환자권리선언
을 통해 의료소비자 스스로 권리를 찾고, 의무 또한 성실히 수행해야 함을 
강조했는데, 이러한 소시모의 환자권리선언은 의료계의 반발로 채택되지는 
못했다(최순애, 2000). 

1990년을 전후해 성공적으로 진행된 사회민주화운동의 영향으로, 의료
소비자운동도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으며,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의료
보험조합의 통합일원화(1998), 의약분업(1999) 등과 같이 의료의 지배구조
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성과들을 거뒀다(조병희, 2001). 그리고 2000
년 1월 『보건의료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건강권, 알 권리, 자기결정권, 비
밀보장 등의 의료소비자 4대 권리가 명문화됨으로써 의료소비자 주권 확립
의 기반이 마련됐다.    

이러한 의료소비자권리와 관련한 연구는 1990년대 들어서면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1990년대까지 이루어진 초기 연구들(김선민, 1992; 원
혜일, 1994 등)은 의료소비자로서의 권리 인식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
른 인식의 차이 등을 알아보는 수준이었다. 이후 1998년 발생한 보라매병
원 사건1)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1) 1998년 5월 남부지원 형사 1부에 의해 '치료비가 없다'는 가족의 주장에 따라 중환자를 퇴원시켜 
의사까지 기소된 ‘보라매병원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안락사 논쟁을 촉발시킨 사례로(뉴시스, 
2007. 6. 5일자), 6년간의 법정공방 끝에 2004년 대법원에서 뇌출혈 환자를 퇴원시켜 숨지게 한 
가족에게는 살인죄가, 퇴원시킨 의사 2명에게는 살인방조죄가 적용돼 유죄가 확정됐음(SBS뉴스, 
2008. 11.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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됐으며, 이러한 흐름에 따라 2000년대에는 의료소비자권리 전반에 대한 
연구뿐 아니라, 알 권리나 자기결정권 등 특정 권리에 초점을 맞춰, 그 인
식수준과 영향요인을 알아보고, 해당 권리의 증진을 위한 방안을 제언하는 
등의 연구도 진행됐다. 또한 의료소비자의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를 대상
으로 해당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 실태조사
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상에서 살펴본, 의료소비자권리 관련 연구들은 주로 의학과 간호학, 
보건학 분야에서 이루어졌으며, 소비자학적 관점에서의 연구는 미미한 수
준이었다. 특히 의학과 간호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들(백명화, 1989; 
정순아, 1989; 김선민, 1992; 원혜일, 1994; 안선화 외, 2009; 김채원, 
2015 등)의 경우, 환자나 권리의 수혜정도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환
자-의사관계를 보는 의료공급자와 소비자 간 시각차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연구자마다 상정한 의료소비자권리 항목이 상이하고, 
환자 권리와 의료소비자권리가 혼재돼 사용되고 있어 소비자관점에서의 
권리 항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존의 의료소비자권리 관련 연구들은 권리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그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권리 증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자신에게 부여된 권리를 의료서
비스 이용과정에서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충족시키는지에 대한 논의는 이
루어지지 않았다. 의료서비스를 환자를 치료하는 행위와 관련된 직⋅간접
의 모든 서비스라고 할 때(서정희, 1993), 치료행위에 대한 의학적 의사결
정은 의료서비스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학
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비자가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이를 충
족시켜 나가는지를 규명하는 것은 의료소비자권리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료소비자권리에 대한 인식과 
함께 의학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비자와 의료진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
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히포크라테스에서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의사는 전문적 의학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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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기술을 가지고 의학적 의사결정을 독점했고, 환자는 의사가 자신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것이라고 내린 결정에 순응해야 했다(김진경, 2008). 그
러나 1960년대 초부터 의학적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의사의 배타적이고 절
대적인 권위에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이는 자연스럽게 환자 자율성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의학적 의사결정은 환자의 자율성에 토대를 둔 정
보에 근거한 의사결정으로 변화하게 됐다(김진경, 2008). 이러한 변화에 
따라 그동안 객체로 인식됐던 환자가 의학적 의사결정의 주체가 됐고, 의
사의 역할은 환자에게 필요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김진경, 
2008). 하지만 정보에 근거한 의사결정의 경우, 의사가 환자에게 환자 본
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의학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모든 선택을 떠맡
김으로써, 환자가 수많은 정보 중에서 어떤 정보를 취사선택해야 하는지 
결정하지 못하는 정보과부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이은영, 2015). 또한 
심각한 질병, 치료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다양한 치료법 중에서의 선택으
로 인한 부담감 등은 환자 스스로 자신의 결정을 회피하게 만들기도 한다
(김진경, 2008). 이처럼 정보에 근거한 의사결정은 환자의 자유로운 선택
과 결정을 존중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개인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강조
한다는 점에서 비판도 받고 있다(Wolpe, 1998; 이은영, 2015에서 재인용). 
이상에서 살펴본 가부장적 의사결정과 정보에 근거한 의사결정 모두 의사
나 환자 가운데 어느 한 쪽의 입장에만 초점이 맞춰진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환자와 의사간의 상호 존중과 파트너십을 토대로 환자와 의
사 모두가 의학적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는 공유의사결정이 오늘날 요구되
는 의학적 의사결정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김진경, 2008). 

의사와 환자 간 공유의사결정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됐으나, 관련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인 2000년대 들어서이다. 공
유의사결정 관련 국내 연구들은 주로 의학이나 법학 분야에서 이루어졌으
며, 공유의사결정에 대한 이론 고찰, 이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의 
규명,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가부장적 의사결정과 공유의사결정의 선
호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공유의사결정 수준을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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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도구에 대한 것이나 공유의사결정이 환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본 연구가 소수 존재한다. 이에 비해 공유의사결정에 대한 소비자학적 관
점의 연구는 전무한 상황인데, 의학적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공유의사결정
이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과 선택권 행사라는 점에서 소비자학적 관점의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의학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비자가 의사결정의 주
체로서 자신의 권리를 얼마나 행사하고 있는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은 의료소비자권리 충족을 위한 방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소비자기구(CI)의 환자권리장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소비자 7대 권리와 『소비자기본법』 상의 소비자 8대 권리를 바
탕으로, 의료소비자권리를 재설정하고, 이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알아보
고자 한다. 또한 실제 의료서비스 이용 시에 소비자의 공유의사결정 수준
을 살펴보고, 의료소비자권리 보장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함으
로써, 궁극적으로는 의료소비자 주권 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목적 및 내용

본 연구는 의료소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권리는 무엇인지 알아보고, 
의료소비자권리의 필요도와 보장수준은 어떠한지 살펴보며, 보장수준에 따
라 의료소비자권리는 어떻게 나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최근 이용
한 의료서비스에서의 공유의사결정 수준과 그 영향요인을 알아보고, 이러한 
공유의사결정 수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의료소비자권리 보장수준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봄으로써, 의료소비자 주권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언
하고, 의료소비자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의 달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의료서비스의 개념
과 특성, 의료소비자주의와 의료소비자권리, 의학적 의사결정 등에 대해 
고찰한다. 다음으로, 의료소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권리는 무엇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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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비자권리의 필요도와 보장수준은 어떠한지 알아보고, 최근에 이용한 
의료서비스에서의 공유의사결정 수준과 그 영향요인을 살펴본다. 마지막으
로 의료소비자권리 보장수준에 대한 공유의사결정 수준의 매개효과를 알
아보고자 경로분석을 실시하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소비자 주권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언함으로써 의료소비자를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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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의료서비스의 개념과 특성, 의료소비자주의와 의료소비자
권리, 의학적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먼저 제1절에서는 의료서비
스의 개념과 특성을 알아봤고, 다음으로 제2절에서는 의료소비자주의와 의
료소비자권리에 관해 살펴봤으며, 마지막으로 제3절에서는 의학적 의사결
정에 대해 개괄했다. 

제 1 절 의료서비스의 개념과 특성

1. 의료서비스의 개념

의료서비스는 고도의 전문교육을 거쳐 일정한 자격이나 면허를 취득한 
전문가들이 행하는 진료행위의 과정 또는 시스템을 말하며(박주희⋅김성
환, 1993),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그 증세에 따라 적절한 투약이나 처치
를 행하는 것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행위와 관련된 직⋅간접의 모든 서비
스를 의미한다(서정희, 1993). 여기에서 말하는 치료행위는 병을 치료하는 
행위로, 이미 걸린 질병을 치료하는 행위뿐 아니라 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예방적 처치를 포함한다(박주희⋅김성환, 1993). 이러한 의료서비스는 의
료행위 자체에 해당하는 본질적인 서비스와 의료소비자가 의료행위를 받
게 되기까지 경험하는 의료행위 이외의 부가적인 서비스로 구분된다(서정
희, 1993). 

다시 말해, 의료서비스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또는 병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 환자가 병원에 도착한 후 접수부터 투약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
정을 의미한다(박주희⋅김성환, 1993). 이러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과
정에는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를 비롯한 각종 의료기사 및 행정지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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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등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관여하고, 소비자가 한 병원에 대해 이미지
를 떠올리고 방문결심을 하고 병원 현관을 들어서서 접수를 하고 진료, 입
원, 퇴원을 하는 전 과정이 어떻게 수행되느냐에 따라 소비자만족과 새로
운 가치가 창출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전 과정을 의료서비스로 볼 수 있
다(안상윤, 20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료서비스를 소비자가 받게 되는 의료행위뿐 아
니라 이를 받게 되기까지 경험하는 의료행위 이외의 부가적인 서비스 모
두를 포함한 개념으로 본다. 

  
2. 의료서비스의 특성

의료서비스는 고도의 전문 지식과 치료기술을 바탕으로 제공되므로, 공
급자인 의료전문가가 그 수요를 결정하는 공급자 주도의 독과점적인 성격
이 강하며, 이로 인해 공급자와 소비자 간에 정보 비대칭성 문제가 발생한
다. 또한 의료서비스의 수요와 효과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외부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 분배의 전 과정에 국가 또는 사회
가 직접 관여해 그 공급을 조정하는 우량재적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의료
서비스의 특성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서비스는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구매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결정하기 위
해서는 다년간의 전문적인 교육과 임상실습 등의 과정이 필요하고, 의료공
급자인 의료전문직의 경우, 엄격한 면허 제도를 통해 그 수급이 관리되기 
때문에,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의료서비스 관련 정보가 제공되기는 어렵다
(윤강재 외, 2013). 이러한 이유로 의료서비스 시장에서는 경제행위의 두 
당사자 중에서 한쪽은 객관적 사실을 알고 있거나 상대방의 행위를 관찰
할 수 있는 반면, 나머지 한쪽은 이에 대한 정보가 없는 정보 비대칭
(asymmetric information)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김영세, 2013). 이와 같
은 의료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편향성은 의료시장에서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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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이는 소비자 무지(consumer 
ignorance)를 유발한다(안상윤, 2011). 의료소비자는 자신이나 가족에게 
일어난 건강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법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
하기 때문에(윤강재 외, 2013), 공급자인 의료전문가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의료서비스 구매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종류나 범위의 선택도 공급자인 의사에게 크게 의존할 수밖
에 없다(안상윤, 2011). 특히 질병과 같이 고통과 급박함을 동반하는 비정
상적인 상황으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은 더욱 제한된다(윤강재 외, 
2013). 자신이나 가족이 받게 될 의료서비스가 양질의 것인지, 얼마나 효
과적인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가격은 적정한지에 대한 소비자 무지는 
의료전문가 결정의 절대성을 부각시키게 되고, 이는 대리인(agent)으로서
의 의료전문직의 위상 강화로 이어진다(윤강재 외, 2013). 이러한 의료서
비스에서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그동안은 성실한 대리인이라는 직업윤리가 강조돼 왔으나, 최근에는 소비
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용적인 의료정보의 생산과 제공에 대한 요구가 증
대되고 있다(윤강재 외, 2013).

둘째, 의료서비스는 그 수요와 치료효과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Arrow, 1963). 어떤 종류의 질병이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 규모로 발생
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로, 이러한 질병 발생의 불확
실성은 의료수요의 불확실성과 연결되며, 특히 실제 의료서비스 이용으로 
이어지는 유효수요(effective demand)를 측정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안상
윤, 2011). 또한 의료서비스의 구매 전⋅후에 나타나는 만족도의 불일치, 
경험에 의한 서비스 제공자 선정 등과 같은 소비자 측면의 요인뿐 아니라 
개별 수요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차별성이나 품질 관리의 어려움, 의료
광고 또는 판촉방법의 제한 및 효과의 불확실성 등의 공급자 측면의 요인
도 의료수요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킨다(안상윤, 2011). 이러한 수요 및 치
료효과의 불확실성은 의료전문직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
는데, 이러한 자율성의 수준은 의료서비스에서의 소비자 위상에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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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다(윤강재 외, 2013). 즉, 장기간의 전문적 교육과 경험에서 우러나는 
직관적 지식의 효용성이 높을수록 그에 비례해 자율성은 높아지고, 그 반
대의 경우에는 의료경영의 주체나 소비자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상대적으
로 전문직 자율성의 침해 가능성은 높아진다(Salmon et al., 1990; 윤강
재 외, 2013에서 재인용).

셋째, 의료서비스의 생산과 유통은 『의료법』에 의해 규정된 일정한 자
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에게만 허용되는 법적 독점의 성격을 갖는다(양봉
민 외, 2013). 이러한 의료서비스 생산의 법적 독점은 본래 과도한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으나, 요즘에는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의 고소
득과 권위를 보장하는 보호막 역할과 집단이익을 위해 기능하는 측면이 
강해, 오히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원인이 된다는 비판도 있다(안상윤, 
2011). 또한 면허 의료인의 수가 제한돼 있고, 서비스의 저장이 불가능하
기 때문에, 전염병과 같이 갑작스런 대규모 질병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처
하기 어렵고, 시장이 아닌 정부가 의료서비스 공급 인력의 양성과 배치를 
통제하기 때문에 국민과 사회의 보건 안정에 기여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수요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안상윤, 2011).

넷째, 의료서비스는 이를 직접 구매하거나 소유하지 않은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외부효과(externality)가 존재한다(안상윤, 2011). 예를 들
어 어떤 사람이 예방접종을 받거나 치료를 통해 면역력을 가지게 되면, 본
인을 포함해 주변의 타인이 전염병에 걸릴 확률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것
이 의료서비스의 외부순효과에 해당한다(양봉민 외, 2013). 만일 의료서비
스 제공을 전적으로 민간에 맡길 경우 공급자는 수익성이 높은 의료서비
스의 제공에 치중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1차 의료나 예방
서비스를 소홀히 하게 돼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이 질병에 노
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외부효과는 국가나 사회가 
의료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근거가 된
다(안상윤, 2011). 

다섯째,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이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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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서비스를 향유할 건강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 의료서비스를 우량재
(merit goods)로 다루고 있다(양봉민 외, 2013). 본래 경제학에서 우량재
는 열등재의 반대어로 소득이 증가하면 판매량이 증가하는 소비재를 의미
하나, 의료시장에서의 우량재는 동일 공동체의 이익이 개인의 선택에 우선
하는 상황에서 재화의 생산과 소비 및 분배의 전 과정을 시장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 또는 사회가 직접 관여함으로써 공급을 조정하는 것을 뜻한다
(안상윤, 2011). 질병으로 인해 나빠진 개인의 건강상태는 자신뿐 아니라 
가족, 나아가 개인이 속한 사회조직에 경제적 또는 비경제적 피해를 가져
오기 때문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통한 건강 증진은 질병의 파급효과를 
줄이고 그 혜택은 당사자뿐 아니라 그 가족, 나아가 사회 전체에 돌아가게 
된다(양봉민 외, 2013). 따라서 우량재로서의 의료서비스 소비는 개인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장기적 편익을 도모해야 하는 공공재적 특성을 가
지며, 이러한 특성은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정부 개입의 
당위성을 부여한다(안상윤, 2011).     

여섯 번째 의료서비스의 특성으로는 첨단기술과의 융합을 들 수 있는데,  
IT, BT, NT 분야 등의 첨단기술이 의료분야에 접목되면서(안상윤, 2011), 
개인의 유전자 스크리닝 및 분자 표지(molecular marker) 등을 활용한 
질병 진단이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건강을 위한 최적의 처방은 물론, 부
작용을 최소화하고 환자의 치료 순응도를 높일 수 있는 맞춤형 의학
(personalized medicine)으로 발전하고 있다(김대중 외, 2013). 이러한 
첨단의료기술의 활용은 보건의료 부문에서의 의료전문직의 위상과 소비자
권리와 관련해 다음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윤강재 외, 2013). 첫째, 첨
단기술과의 융합으로 의료전문직의 진료능력이 향상되고, 치료효과가 제고
됨에 따라 공급자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되나, 정보화의 진전이 ‘정보공개의 진전’으로 이어질 경우 정보 비대칭에 
근거해 의사-환자 사이의 ‘능동-수동 모형’ 하에서 누리던 의료전문직의 
지배권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강병우 외, 2011; 윤강재 외, 2013에서 재
인용). 뿐만 아니라 전산화를 통해 보관되는 의료정보는 소비자의 질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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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방법 등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을 높여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의 정보
와 지식의 비대칭성을 줄여주고 소비자의 권한 강화를 가능케 한다(권순
만, 2005). 둘째, 의료서비스의 첨단화를 통한 신의료기술은 치료방법의 
개선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이는 불가피하게 지출 의료비 증가
와 같은 경제적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안상윤, 2011). 신약과 첨단 의료기
기의 개발은 특허를 통해 독점권이 보장되고, 건강보험 급여 범위에 포함
되기까지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되며, 대규모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 높
은 가격이 책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 부담 능
력에 따른 서비스 이용의 차별과 낙인(stigma)을 경험할 확률이 높고, 이
용 가능한 서비스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윤강재 외, 2013).

제 2 절 의료소비자주의와 의료소비자권리

1. 의료소비자주의

⑴ 의료소비자의 등장과 위상 변화

정보비대칭이 발생하기 쉬운 의료서비스에서 공급자인 의료전문직의 위
상과 수요자인 소비자의 위상은 반비례적인 성격을 가지며, 의료전문직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형성된 전문직 지배(professional dominance)2)와 의
료화(medicalization)3)는 소비자의 선택권과 정보접근권, 의료사고 등의 
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권, 불만제기권 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

2) ‘전문직 지배’는 의료서비스 영역 내에서 자신의 업무 내용뿐 아니라 타 직종의 업무까지 제한하
는 것을 의미함(Freidson, 1970; Nettleton, 1995에서 재인용).

3) ‘의료화’는 고령, 출산, 음주, 어린이 행동 등과 같이 의학적 문제로 여기지 않던 영역에까지 의
학전문기술을 적용시킴으로써 과거에는 정상으로 받아들여졌던 삶의 여러 측면들까지 의료문제
로 만들거나 의학적으로 재정의하고, 이를 통해 일반인들이 신체의 변화에 대해 의료전문가에게 
점점 더 의존하게 되는 경향을 말함(Zola, 1972; Conrad, 199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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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윤강재 외, 2013).
하지만 20세기 중후반까지 전성기를 구가하던 의료전문직의 위상에 최

근 들어 변화가 생기면서, 그 반대급부로 소비자의 위상이 과거에 비해 높
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다음의 네 가지를 들 수 있다(윤강재 외, 
2013). 첫째, 전염성 질환 중심에서 만성질환 중심으로 질병구조가 변하면
서 기존의 지배적 의학 패러다임인 생의학 모형에 중요한 수정이 불가피
하게 됐고, 이에 따라 의료전문직에 대한 사회의 반응이 달라지면서 소비
자 위상에도 변화가 발생했다(윤강재 외, 2013). 근대사회의 질병은 전염
성 질환으로, 질병으로 인한 생사의 판가름이 신속하게 결정됐고, 병균에 
의한 전염으로 질병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치료약의 개
발을 통해 신속하게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조병희, 2003). 하지만 탈
근대적 질병인 만성질환은 그 발병 원인 자체가 불분명하고, 나타나는 증
상도 가변적이며, 대부분 사회환경적 요인과 함께 개인의 건강행태나 생활
방식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기 때문에(윤강재 외, 
2013), 치료 수단도 마땅치 않고, 의학적 치료효과 역시 불분명하다(조병
희, 2003). 더욱이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은 질병 과정이 일
생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근대의료의 경우처럼 신속한 치료를 통한 의학
적 권위를 발휘하기 어렵다(조병희, 2003). 또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
해 개인의 건강증진 활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환자의 생애를 고려한 전일
적 의료(biographical and holistic medicine)의 필요성이 증대됐다
(Armstrong, 1979). 이러한 질병구조의 변화는 환자들의 병에 대한 관념 
또한 변화시켰다(조병희, 2003). 과거처럼 예방부터 치료까지의 전 과정을 
의료전문직에게 맡겨놓고, 단지 의사의 지시를 수동적으로 따르는 것만으
로는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면서, 환자는 스스로 자신의 생활방식
을 개선하고자 하는 등 자신의 신체에 대한 적지 않은 통제권과 선택권을 
갖게 됐고, 능동적인 의료소비자로 변모하게 됐다(조병희, 2003). 다시 말
해, 환자는 보다 합리적이고 주체적인 선택을 하게 됐고, 치료과정의 전권
을 행사하던 의료전문직의 역할은 환자의 주체적인 건강관리 행동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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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고 필요한 경우에 전문적 상담에 응하는 것으로 바뀌었다(조병희, 
2003).     

둘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치료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 감소하면서 
의료전문가의 영향력은 감소한 반면, 소비자의 권한은 증대됐다(윤강재 
외, 2013). EDI(건강보험전자청구시스템), PACS(영상정보저장전송시스템), 
EMR(전자의무기록) 등으로 대표되는 의료정보기술은 개인의 의료정보를 
디지털화함으로써 소비자와 의료공급자간(B2C) 또는 의료공급자와 의료공
급자간(B2B) 정보교류 및 공동 활용을 가능하게 했고(김대중 외, 2013), 
치료과정과 치료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도 가능해졌다(윤강재 외, 
2013). 더불어 정보통신기술은 소비자의 의료정보 접근 장벽을 낮췄고, 많
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의료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 구축
에도 기여해 소비자의 권한을 크게 강화시켰다(윤강재 외, 2013). 소비자
들은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부터, 비용부담 없이, 24시간 내내 건강정보
는 물론이고, 단순한 건강 상담에서 좀 더 복잡한 중재에 대한 조언을 얻
을 수 있고, 의약품의 거래를 포함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됐으며, 온라인상에서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교환하고, 정서적인 지
지를 얻을 수 있는 공동체의 구축을 통해 국가와 의료전문직을 상대로 자
신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정영철 외, 2005).

셋째, 의료비 증가에 따른 의료서비스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의
료소비자의 위상에도 변화가 생겼다. 인구구조의 변화로 고령인구가 빠르
게 증가하고 치료와 예방을 위해 지출되는 의료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의료비를 적절히 통제하는 것이 중요한 의료정책의 
과제로 떠올랐으며(윤강재 외, 2013),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80년대 이후 
의료의 시장화라는 새로운 조류가 형성됐다(조병희, 2006). 의료부문에 대
한 정부 개입이 많았던 서구 유럽 국가들은 규제를 완화하고 의료기관을 
민영화하거나 내부시장을 도입하는 등 경쟁을 강화하는 조치들을 취했다 
(Scarpaci, 1989; 조병희, 2006에서 재인용).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
장의 힘이 강력했던 미국에서는 의료비 절감을 위한 의료규제 방안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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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의료(managed care)가 등장했다(윤강재 외, 2013). 지난 수십 년 사
이 보건의료정책의 기조가 가부장적 온정주의의 강조에서 소비자주의의 
강조로 전환되면서, 환자는 정당한 요구사항과 욕구를 가진 소비자로 간주
됐고, 의료서비스는 이들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의무를 가지게 됐다
(Klein, 1989; Nettleton, 1995에서 재인용).

마지막으로 Reeder(1972)가 보건의료소비자(Health Care Consumer)
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면서, 의료서비스의 ‘공급자-소비자’라는 용어가 
‘의사-환자 관계’를 대체하게 됐고, 소비자교육과 의료소비자운동이 확산되
면서 소비자들의 의식 수준이 향상돼, 과거에는 의사의 시혜로 여겨지던 
의료를 경제적 관점에서 보게 됐다(정영철 외, 2005). 또한 생활수준이 향
상됨에 따라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욕구가 증대됐고, 의료부문에 대한 경
제적 자원의 투입이 늘어나면서 의료서비스의 경제성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정영철 외, 2005).

19세기 이전까지 서구 사회의 일반적인 의료서비스 형태는 ‘침상의료
(bedside medicine)’였는데, 이러한 침상의료는 의사와 환자의 긴밀한 인
간관계와 의사의 후원자로서의 환자를 그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치료과정
에서 의사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자율성을 가진 반면, 환자는 치료방식 선
택에 있어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Jewson, 2009). 하지만 생의학 모형이 
지배적인 의학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전문적인 의학교육이 이루어지면
서 치료과정에 환자가 개입할 요소는 점차 줄어들었고, 이러한 변화 속에
서 환자의 상식과 전문가(의사)의 과학적 정당화 사이의 상호관계는 급격
히 후자 쪽으로 그 무게중심이 이동했다(윤강재 외, 2013).

다음의 [표 2-1]과 같이 의사-환자 관계를 3가지로 구분할 때, 의료전
문직의 상대적 우월성을 인정하는 입장은 의사-환자 관계를 부모가 어린 
자식이 필요로 하는 것을 대신해 주는 것처럼 의사가 환자의 대리인이 돼 
치료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선택하고 환자는 이를 그대로 수용하는 
‘능동-수동 모델’에 해당한다(조병희, 2003). 즉, 의사는 오로지 생의학의 
관점에서 질병을 규정하고 그에 적합한 치료법을 선택하고, 그 치료의 성



- 16 -

공이나 효과 여부도 의사가 판단하며, 환자는 단지 시술의 대상일 뿐 그가 
자신의 증상이나 고통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나 경험은 진료과정에서 부차
적인 것으로만 다루어지는 권위주의적인 의사-환자 관계가 형성됐다(조병
희, 2003).

[표 2-1] 의사-환자 관계의 3가지 기본 모델

모델 의사 역할 환자 역할 모델의 임상적용 원형 모델

능동-수동 의사가 환자에게 
조처를 취함

의사의 지시에 
따르기만 함

마취, 혼수상태, 
섬망

부모-유아
관계

지도-협력 의사가 환자에게 
…하라고 말함

협력
(지시에 순응함) 급성 전염 등 부모-어린이(

청소년) 관계

공동참여
환자로 하여금 

스스로 
행동하도록 도움

파트너십으로 
참여(전문적 
도움 이용)

거의 모든 
만성질병, 정신분석

성인-성인 
관계

출처: Szasz and Hollender(1956)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질병의 양상이 만성질환 중심으로 변
화하고 의료소비자의 권리의식 및 지식수준이 높아지면서 의사와 환자 관
계에도 적잖은 변화가 생겼다(윤강재 외, 2013). 급성기⋅전염성 질환의 
치료에 효과적이었던 기존의 생의학 모형은 고령사회와 만성질환에 효과
적으로 대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만성질환의 특성상 ‘질병과 함께’ 
평생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환자의 질병 경험과 생활방식의 변화를 위한 
주체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윤강재 외, 2013). 또한 최근에는 인터
넷으로 대표되는 지식정보화 추세가 보건의료 영역에서도 급속히 확산되
면서, 과거 의료전문직이 독점했던 의료정보에 일반 소비자들도 접근할 수 
있게 됐고, 이러한 의료정보화는 소비자들의 질병 및 치료방법에 대한 정
보접근성을 높여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여주고 소비자의 권한 강화와 적극
적인 참여를 가능케 했다(권순만, 2005).

이와 같은 변화에 힘입어 전통적인 능동-수동의 의사-환자의 관계는 
공동참여(mutual participation) 모델로 변화하고 있다(윤강재 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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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게 전적으로 의존해 그 지시 사항에 순응해야 했던 환자들은 수동
적인 수혜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치료과정에 ‘또 다른 전문가’로서 공동 참
여하고,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윤강재 외, 
2013). 자조 모임 등과 같은 네트워크화도 환자의 지위 상승을 가속화시
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정영철 외, 2005), 의료전문직과 환자의 커뮤니
케이션 형태가 치료효과와 만족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Shaw 등
(2007)의 연구결과 역시 기존의 능동-수동의 의사-환자 관계를 변화시키
는 데에 일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의료정보화와 의사-환자 관계에서의 커뮤니케이션 강조
가 의사-환자 관계를 공동참여 모델로 변화시키는 데 일조한 측면이 있지
만, 여전히 의학정보가 전문적인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의사와 
동등한 위상을 갖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비판도 있다(윤강재 
외, 2013). 정연재(2008)는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정보의 과도한 생산과 
분배의 구조가 오히려 의료의 질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수많은 의료정보가 범람하면서 의학적 판단에서
의 비결정성4)을 증가시키고, 이러한 정보의 양적 팽창에 따른 확실성의 
위기뿐 아니라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부적절한 의료정보의 유통으로 인해 
의사-환자 관계에서 필수적인 신뢰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
험하다고 지적했다.  

⑵ 의료소비자주의

1960년대에 여성단체에 의한 민간운동으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소비자
운동은 1980년 『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와 재정적 지원을 얻게 
되면서 활성화됐고, 보다 적극적인 개념의 소비자주의로 발전했다(정영철 
외, 2005). 1982년 YMCA가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소송을 도와

4) 비결정성이란 사람들이 더 많은 정보를 제공받음에 따라 그들의 판단에서 확신은 증가하지만(과
신), 정확성은 증가하지 않는다는 역설적 상황을 뜻한다(정연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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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면서 시작된(최순애, 2000) 의료소비자운동은 의료분쟁에 대한 피해사례 
발굴, 의약품에 대한 시장조사나 유통체계 조사, 의료보험제도나 각종 의
료정책에 대한 제안, 의료비 확인 및 부당청구에 대한 민원 제기, 의료기
관 서비스 평가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정영철 외, 2005) 의료소비자
권리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의료소비자주의에 대해 알아보
기 위해 먼저 소비자주의의 개념을 고찰한 후, 의료소비자주의의 역할과 
의료소비자운동에 대해 살펴봤다. 

① 소비자주의(Consumerism)의 개념
1960년대 초 미국에서 처음 사용된 소비자주의는 소비자옹호주의

(Consumer Activism)와 사상(ism)이 결합된 용어로(이기춘, 2005), 이는 
소비자옹호자들이 기업과 소비자 사이를 유리시켜 자유기업제도를 불구로 
만들려 한다는 산업계의 우려에서 기인한 것이었다(이기춘⋅김정은, 
2012).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산업계가 소비자주의를 기업의 사명을 
잘 수행하도록 하는 도전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이러한 소비자주의에 대한 
오해는 불식됐고, 기업과 정부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얻으며 발전하게 됐다
(이기춘⋅김정은, 2012). 

많은 학자들이 소비자주의에 대해 다양하게 정의했는데, 소비자의 권익
을 증진시키기 위한 소비자들의 조직화된 노력으로 보거나, 그 범위를 확
대해 소비자권리 보호를 위해 전개되는 정부, 기업의 활동까지를 포함한 
것으로 정의하거나, 소비자를 돕고 보호하기 위해 기업에 대해 법적⋅도덕
적⋅경제적 압력으로 작용하는 사회적 힘으로 보거나, 기업이 그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기업에 대한 도전으로 보기도 했다(이기춘⋅
김정은, 2012).     

일반적으로 소비자주의는 소비자단체, 정부 및 기업 등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전개하는 조직적 운동으로, 소비자 등이 여러 경로를 통해 소비자 관
련 활동을 수행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형성함으로써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
하거나 기업으로 하여금 판매 후에도 자사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책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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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다(장흥섭, 2012). 또한 소비자주의는 소비자주권이 
실현되고 소비자권익이 확립돼야 한다는 하나의 이념이나 사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그 실천적 행동이라 할 수 있는 소비자운
동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장흥섭, 2012).   

  
② 의료소비자주의의 역할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소비자주의 개념이 대두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며, 이처럼 의료소비자주의의 태동이 늦은 것은 소비자문제의 원인인 
의료관련 지식의 전문성, 의사-환자 간 정보 비대칭 문제 등과 같은 정보 
문제가 어느 분야보다 심각하고, 그 해결이 어려웠기 때문이다(정영철 외, 
2005). 역사적으로, 의료소비자운동의 주요한 이슈는 환자의 사생활과 비
밀 보장, 치료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동의 등과 같은 환자 권리에 대한 것
이었으나, 의료소비자주의가 등장하면서 환자권리헌장의 소개, 치료에 대
한 사전 동의 절차의 법적 근거 마련, 병원 내 환자 대표의 도입, 의료정
보 카드(report cards) 사용, 사전 치료 결정 제도의 마련 등이 이루어졌
으며, 환자들의 의료소송도 증가했다(Harris and Veinot, 2004). 

의료소비자주의는 의료소비자의 의식 전환, 의료전문영역의 장벽 파괴, 
보건의료정책 의제 형성에의 시민참여 유도, 의료기관 감시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음에서는 각 역할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봤다(정영
철 외, 2005). 

첫째, 소비자주의의 확산으로 환자들은 자신들이 시혜 대상이 아닌 의
료서비스의 소비자라는 인식을 갖게 됐고,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의료의 
질, 서비스 제공의 신속도, 선택권, 진료의 적절성, 적정 가격 등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이어졌다(Harris and Veinot, 2004). 의료소비자주의는 소
비자에게 스스로 정보를 찾아 소유하고, 자신의 질병과 치료법에 대해 잘 
알며, 원하는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독려했다(정영철 외, 2005). 이러한 변화에 힘입어 소비자들은 이전의 표준
화된 의료서비스가 아닌 자신에게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원하게 됐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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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치료법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게 됐다(Harris and 
Veinot, 2004). 또한 의료소비자주의는 당장의 불편을 없애는 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의료소비자중심 의료시스템 정립을 목표로 혼란
한 의료체계 및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 전환을 유도함으로
써, 삶의 질을 추구하는 시민운동의 핵심 분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정영
철 외, 2005).

둘째, 의료소비자주의는 신뢰재적 특성으로 인해 그동안 소비자운동의 
치외법권 지대로 여겨졌던 의료서비스 영역의 장벽을 허무는 데에도 일조
했다(정영철 외, 2005). 소비자권리는 유형의 재화뿐 아니라 무형의 서비
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 3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 
회계공개 등의 의료기관 관련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보
했으며, 온라인을 통해 의약품 가격을 공개하고 각종 의료정보를 제공함으
로써 의료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격차를 줄이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정영철 외, 2005). 

셋째, 의료소비자주의는 정부, 의료계와 함께 소비자가 보건의료정책 
의제 형성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다(정영철 외, 2005). 그동안 보건의료정책의 결정과 집행, 평가 과정에
서 소외됐던 소비자들은 의료소비자운동을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정책 
과정에 반영할 통로를 마련했고, 소비자의 이익은 곧 사회 전체의 이익이 
되므로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정당성 확보에도 일조하고 
있다(정영철 외, 2005).  

마지막으로 의료소비자주의는 의료기관을 감시하는 역할을 가지는데, 
사회의 공적인 부분에서부터 사적인 기업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감
시기능이 증대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관에 대한 시민감시 기능
도 대폭 증가하는 추세이다(정영철 외, 2005).

③ 의료소비자운동    
의료소비자운동은 그 전개과정과 지향에 따라 유럽, 일본 등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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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생활협동조합형과 미국 중심의 소비자정보 제공형으로 대별되는데, 
생활협동조합형은 소비자의 협동을 중시하고 생산자와 경제적 파트너로서
의 공존을 지향하는 데 비해, 소비자정보 제공형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
장하고 상품의 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도
모한다(최순애, 2000). 대표적인 생활협동조합형 의료소비자운동의 예로 
일본을 들 수 있는데, 일본의 의료소비자들은 의료전문가들과 연대해 자신
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지역보건사업, 복지사업 등도 함께 전개하고 
있다(최순애, 2000). 우리나라의 의료소비자운동은 생활협동조합형과 소비
자정보 제공형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의 그것과
는 다른 전개 양상을 보인다. 

우리나라의 의료소비자운동은 그 주체에 따라 소비자단체 중심, 의료전문
인 중심, 소비자단체와 의료전문인 공동, 시민단체 및 시민단체 연대, 보건의
료전문 NGO, 환자단체 중심의 운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정영철 외, 2005). 
아래의 [그림 2-1]은 의료소비자단체의 성장과 활동영역을 도식화한 것이고, 
주체별 대표 단체와 주요 활동내용은 다음의 [표 2-2]와 같다. 이와 같이 우
리나라의 의료소비자운동이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된 배경에는 정부 주도하에 
의료개혁이 진행된 서구와 달리,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한 의료개혁이 자리하
고 있다. 

[그림 2-1] 국내 의료소비자단체의 성장과 활동영역

출처: 김미⋅민현정(2004), 정영철 외(2005)와 조병희(2006)을 근거로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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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국내 의료소비자운동의 주체별 구분

주체 대표 단체 및 활동내용

소비자단체

⋅YMCA,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의료
  소비자연대 등
 - 의료사고 피해상담 및 피해구제
 -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 처리
 - 의료소비자권리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의료전문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건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참된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청
  한),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행동하는 의사회,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 의료봉사 및 상담활동  
 - 각종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정책토론

소비자단체
& 의료전문인

⋅의료생활협동조합, 한국의료생협연합회
 - 지역주민의 참여와 의료전달체계에서의 1차 의료 강화

시민단체 
및 

시민단체 연대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의료보험 통합일원화와 보험적용확대를 위한 범국민연대회의
  (1994. 4), 의약분업 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1999), 국민건
  강권 확보를 위한 범국민연대(1999. 7), 의료연대회의(2004), 무
  상의료국민연대(2011), 의료소비자권리찾기운동연대(2012), 의료
  민영화 저지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2014), 보건
  의료개혁국민연대(2016) 등
 - 국회에 대한 로비 등의 상층활동과 대중 집회, 선전전, 홍보 
   및 교육 등 대중 활동을 유기적으로 결합

보건의료전문 NGO ⋅건강세상네트워크(의료운동가와 환자단체의 결합 조직) 등
 - 환자 권리 확보, 빈곤층 건강권 확보, 시민참여 사업 추진 

환자단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 투병지원, 환자중심의 보건의료정책 개발, 환자 권익증진 등

출처: 정영철 외(2005)와 조병희(2006)을 근거로 재구성함5).

우리나라에서 의료소비자운동이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해서는 여
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1982년 YMCA가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소송을 도와주면서부터 의료소비자운동이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
다(최순애, 2000). 1980년대 말 의료이용이 증가하면서 의료사고와 분쟁도 
함께 증가했는데, 이러한 의료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YMCA 시민중계실은 

5) 정영철 외(2005, p.126~127)와 조병희(2006, p.578~607)을 바탕으로, 2007~2017년까지 이루어진 
의료소비자운동 현황을 추가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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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의료사고 피해 실태조사와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목
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료분쟁조정법’의 입법활동 등을 전개했다(최
순애, 2000). 또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만족도나 서비스 질에 대한 사
회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1985년 7월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
임(이하 소시모)’은 환자권리선언을 통해 의료소비자 스스로 권리를 찾고, 
의무 또한 성실히 수행해야 함을 강조했는데, 이러한 소시모의 환자권리선
언은 의료계의 반발로 채택되지 못했다(최순애, 2000).  

1990년대 이후 의료소비자운동은 보다 일상적인 의료이용과 관련한 소
비자불만을 조사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방향으로 그 관심영역이 확대됐다
(조병희, 2001). 환자의 정당한 권리를 정립하고, 그와 관련된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해결을 도모하고자 의료보험료 시비나 보험조합 운영문제, 약국
과 의원의 투약과 처방 행태, 종합병원의 급식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문제제기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현상적으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대증적
(對症的)인 접근에 불과한 것으로, 의료체계 전반의 모순구조를 밝히거나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조병희, 
2001). 

1990년을 전후해 성공적으로 진행된 사회민주화운동의 영향으로, 의료
소비자운동은 전형적인 소비자운동과는 다른 차원의 시민운동으로 변모했
으며, 의료보험조합의 통합일원화(1998)와 의약분업(1999) 등과 같이 의료
의 지배구조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성과를 거뒀다(조병희, 2001). 하
지만 1999년 5월 시민단체 주도로 추진된 의약분업은 의사폐업이라는 사
상 초유의 사태를 거치면서 시민단체들은 물론이고 의료보험재정이 투입
되는 제도변화의 당연 참가단체인 가입자 단체마저 배제된 채, 의료계-정
부 및 약계-정부의 합의에 의해 2000년 11월 최종안이 결정됐다(우석균, 
2002). 이 과정에서 ‘의료 이용 시 국민의 추가부담이 없는 의약분업’이라
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마저 무너지면서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높아졌고 이
에 따라 건강권이 제한됐으며, 정책에 참여할 권리, 알 권리, 진료의 질을 
보장받을 권리, 선택권 등 의료소비자의 권리 전 분야에 걸친 커다란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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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었다([표 2-3] 참조, 우석균, 2002). 또한 의약분업 정착과정에서 소
비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 간에 관점의 차이가 발생하고 활동의 중심도 달
라지면서 의료소비자운동은 개별단체들의 활동역량에 따라 각자 관심 있
는 주제를 다루는 정도로 축소됐다(청년의사, 2014). 

[표 2-3] 의료소비자권리 측면으로 본 의약분업 모형 변화와 최근 현황

의료소비자 
권리

시민단체 주도 
5⋅10 의약분업 모델

2000년 11월 
이행된 의약분업 내용 2017년 현재

건강권
의료이용 시 국민의 

추가부담 없는 
의약분업 실시 

재정투입 미비와 
과도하고 근거 없는 

수가인상으로 추가부담 
발생

2015년 현재 건강보험 
보장성은 63.4%(OECD 

평균은 80% 수준)6)이고, 
2013년 현재 17.64%7)가 

미충족 의료 경험이 있었음. 

참여권

의료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참여 

보장

시민사회단체의 
참여제한 시민사회단체의 참여제한

지역의약분업 
협력위원회 근거 조항 삭제 -

알 권리

처방전에 환자가 원할 
때만 병명 적지 않음 의사 재량 처방전에 환자가 원할 때만 

질병분류기호 미기재

처방전 2장 발행 의무
의원급 의료기관 

비협조로 부분(17%) 
이행됨

처방전 2장 발행이 
원칙이나, 환자가 

원할 때만 2장 발행

약사의 설명의무 설명의무 조항 삭제 2014년 약사의 복약지도 
의무화

진료의 질

약사의 임의조제방지 상당 부분 이행 의사 동의 없이  
대체조제불가 

의약담합방지 의약담합 방지조항 미비 ‘시설 개설제한 규정’으로 
의료기관과 약국 담합방지8)  

의약품 품질 확보 실시유보 또는 필요성 
소실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제도 

운영

주사제 남용 방지 주사제 의약분업 제외 주사제 의약분업 제외

선택권 환자 동의로 대체조제 의사 동의 없이 
대체조제불가 

의사 동의 없이 
대체조제불가 

비밀보장권 약사 비밀보호 조항 이행 이행

자료: 우석균(2002)을 바탕으로 2017년 현재 상황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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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이 지나면서 의료전문인 중심의 의료소비자운동은 시장개방과 정
부규제 철폐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세력에 대항해 의료의 공공성을 확대
하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설정했다(보건의료단체연합, 2002). 하지만 이들
이 주장하는 의료의 공공성은 매우 추상적인 모습으로만 존재할 뿐, 이를 
구체적으로 현실화해 보여줄 만한 역량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의료소비자운
동이 정책운동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조병희, 2006). 뿐만 아니라, 
조직 정체성의 불확실성이라는 의료전문가 중심의 의료소비자운동의 태생
적 한계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위기를 맞게 됐다(조병희, 2006). 의료전
문인의 경우, 의료소비자운동을 전업으로 하지 않는 이상 직종의 이해관계
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회원들의 직업적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운동단체들이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는 일
이 종종 발생했다(조병희, 2006). 게다가 2000년대 들어 학생운동의 퇴조
와 함께, 새 회원을 충원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조직의 활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공급자들이 이전보다 더욱 뚜렷하게 조직화
돼 독자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와 협상을 시도하게 되면서 의료전문
가 중심의 의료소비자운동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조병희, 
2006). 

이러한 상황에서, 2004년 의료운동가와 환자단체의 결합으로 탄생한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병원의 선택진료제 폐지나 상급병실료 개선 등 환자 
이익에 반하는 여러 정책의 개선과 함께 ‘환자권리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환자주권 확립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정책운동 성격의 이전 운동과는 차별

6) 뉴시스(2017. 4. 20일자)
7) 허순임⋅이혜재(2016)에 따르면, 미충족 의료 경험자는 2013년 현재 17.64%였으며, 이들 중에서 

5.81%(미충족 의료 경험자의 32.9%)가 경제적 이유로 인한 것이었음. 
8) 현행 『의료법』(제33조제7항제2호)은 담합방지를 위한 규제책으로서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약
국과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
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또한 『약사법』(제20
조제5항)에서도 △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
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
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
를 설치하는 경우, 약국의 개설을 금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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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새로운 의료소비자운동의 가능성을 보여줬다(조병희, 2006). 또한 1998
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정을 계기로 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의
료생활협동조합9)도 침체된 의료소비자운동에 활력을 불어넣었다(조병희, 
2006). 하지만 무분별한 의료생협의 난립으로 인해 이들 의료기관의 관리
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태조사 
결과, 설립기준을 위반한 곳이 43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일본의 의료
생협10)과 같이 성공적인 지역의료소비자운동으로의 정착을 위해서는 해당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시급한 상황이다(MEDICAL Observer, 
2014).  

소비자단체 내에서의 의료소비자운동의 경우에도 겨우 그 명맥만 유지
되고 있어, 보건의료 영역에서의 소비자운동의 위상은 약화될 수밖에 없었
는데, 이러한 의료소비자운동의 약화는 결국 조직화된 사업자인 대한의사
협회나 대한간호협회 등과 같은 직능단체들의 이해관계에 국가정책의 방
향을 맡겨버리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청년의사, 2014). 의료서비스
의 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소비자운동
의 당위성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약화된 의료소비자운동의 위상을 다시 세
워나가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청년의사, 2014).

2. 의료소비자권리

⑴ 소비자권리의 등장과 종류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특징으로 소비자 선호의 중시와 소비자주권
(Consumer Sovereignty)의 실현을 꼽을 수 있으나, 정보의 비대칭성과 
비조직화⋅파편화 등으로 인해 실제 현실에서의 소비자 위상은 생산자에 

9) 소비자가 주인이자 고객이 되고, 의료인이 고용자이자 동반자인 새로운 형태의 의료생산방식임
(조병희, 2006).

10) 2015년말 기준 일본의료복지생활협동조합연합회에는 112개의 생협(연합회 포함)이 가입돼 있고, 
총 조합원 수는 292만 명, 회원생협 매출은 3,332억 엔임(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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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윤강재 외, 
2013). 이와 같은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경제 및 사회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권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1962년 케네디 대통령의  「소
비자이익의 보호에 관한 특별교서(Special Message to the Congress 
on Protecting the Consumer Interest)」를 통해 소비자권리가 처음으로 
선포됐다(이기춘⋅김정은, 2012). 이때 선포된 안전할 권리(The right to 
safety), 알 권리(The right to be informed), 선택할 권리(The right to 
choose), 의사를 반영할 권리(The right to be heard) 등의 4가지는 가
장 기본적인 권리로, 오늘날 소비자권리의 기반이 됐다(이기춘⋅김정은, 
201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975년 ‘소비자보호와 정보에 관한 기본 
계획’에서 5가지 소비자권리를 선언했는데, 여기에는 생명과 건강을 침해
당하지 않을 권리, 적정한 표시를 행하게 할 권리, 부당한 거래조건에 강
제당하지 않을 권리, 부당하게 입은 피해로부터 공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
을 권리,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 등이 포함됐다(이기춘⋅김정은, 
2012). 일본에서도 1950년대에 발생한 모리나가 비소분유 사건, 가짜 소
고기 통조림 사건 등을 계기로 소비자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1968년 ‘소비자보호기본법’이 제정됐고 소비자 이익의 옹호 및 증진에 관
한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국가의 소비자교육 담당 책무 등이 도입
됐다(안상윤, 2011).

국제소비자기구(CI: Consumer International)은 소비자의 8가지 기본
적인 권리와 다섯 가지 책무를 제시했는데, 이는 현재까지 제시된 소비자
권리의 종합적인 정리로 볼 수 있으며, CI의 소비자권리는 의료서비스에서
의 소비자권리에도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표 2-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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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국제소비자지구(CI)의 소비자 8대 권리와 5대 책무

구분 내용

소비자
8대 
권리

⋅기본적 욕구충족의 권리(The right to satisfaction of basic needs)
⋅안전할 권리(The right to safety)
⋅알 권리(The right to be informed)
⋅선택할 권리(The right to choose)
⋅의사를 반영할 권리(The right to be heard)
⋅보상을 받을 권리(The right to redress)
⋅소비자교육을 받을 권리(The right to consumer education)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The right to a healthy environment)

소비자
5대 
책무

⋅비판적 시각을 가질 책임(Critical awareness)
⋅적극적 참여 혹은 능동적 행동의 책임(Involvement or action)
⋅다른 시민 혹은 국제사회에 미칠 소비자의 영향력에 대한 사회적 책임
  (Social responsibility)
⋅생태계 보호에 관한 환경적 책임(Ecological responsibility)
⋅단결과 연대의 책임(Solidarity)

출처: 이기춘⋅김정은(2012)

⑵ 의료소비자권리

서비스를 소비하는 주체인 소비자는 자신의 효용이나 만족을 정당하게 
충족시킬 권리가 있고, 이러한 권리가 충족되지 않을 때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사회적 신념인 소비자주의가 모든 시장에 적용되고 있는
데, 이러한 소비자주의가 서구 사회에서 의료의 상업화와 함께 의료 부문에 
대두되면서 의료소비자권리가 재조명됐다(백승완 외, 2009). 

의료서비스에서의 소비자권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1994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된 ‘환자권리에 대한 유럽지역 회의(The European 
Consultation on the Rights of Patients)’에서 발표된 『환자의 권리증진을 
위한 선언(A Declaration on the Promotion of the Rights of Patients 
in Europe)』에서 시작됐으며, WHO는 환자의 권리로 ① 의료에서의 인권과 
가치(Human Rights and Values in Health Care), ② 정보권
(Information), ③ 동의권(Consent), ④ 비밀보장권(Confidentiality and 
Privacy), ⑤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Care and Treatment) 등의 다섯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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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제시하고 있다(윤강재 외, 2013, 자세한 내용은 [부록 1] 참고).
국제소비자기구(CI) 역시 소비자의 8대 권리를 바탕으로, 의료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의료소비자 7대 권리를 『환자권리장전(Charters for 
Patients’ Rights)』이라는 형태로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의 [표 2-5]
와 같다(윤강재 외, 2013).

[표 2-5] 국제소비자기구(CI)의 환자권리장전

권리 내용

진료 받을 권리
(The Right to
Health Care)

⋅의료소비자는 합리적이고 조건에 부합하는 의료서비스 수혜기준을 가져
  야 하며, 정부는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가짐. 
⋅비용이나 시설의 부족 등을 이유로 환자의 진료권 침해 금지
⋅연령, 성별, 인종, 종교, 경제상황, 계급 등을 이유로 의료접근성에 대한 
  차별행위 금지

정보접근권
(Access to

Information)

⋅의료소비자가 자신의 진료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는 건강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
⋅의료소비자는 치료과정과 다른 치료대안에 대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
  요되는 시간과 비용에 대해 분명하고 충분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으
  며, 이 때 환자가 이해가능한 쉬운 용어로 설명되어야 함. 
⋅자신의 의료기록을 열람할 권리 
⋅의료소비자는 치료뿐만 아니라 질병예방, 건강행위, 기본적인 의료에 대
  한 조언을 추구하고 얻을 권리를 가짐. 
⋅의료소비자는 자신에게 행해지는 진료의 내용과 부작용, 성공가능성, 대
  체가능한 치료 내용과 예측되는 결과 등에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 

선택권
(Choice)

⋅의료소비자가 자신에게 치료를 제공할 의료인과 치료가 행해지는 장소, 
  제공되는 치료행위의 형태에 대해 선택할 권리 
⋅가능한 선택들에 대한 정보를 안 후, 의료소비자는 의학적 개입에 동의
  하거나 거절하거나 중지시킬 권리를 가짐. 또한 의료시스템은 의료소비
  자가 의료인과 시설을 선택할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유연해야 함.

진료참여권
(Participation)

⋅의료소비자는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의료서비스의 질과 형태, 의료서비
  스가 전달되는 조건들에 대해 계획하고 평가함으로써 서비스 전달체계
  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짐.

존엄권
(Dignity and
Human Care)

⋅UN의 『세계인권선언』에서 천명한 바와 같이, 의료소비자는 어떠한 차별
  도 받지 않고, 관심과 고려와 존중과 존엄으로서 다루어질 권리를 가짐.

비밀보장
(Confidentiality)

⋅진료와 관련된 정보의 비밀보장은 환자와 의료인 간의 성공적 관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으로서,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본인의 동의
  가 있거나, 불가피한 의학적⋅법적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비밀이 
  보장되어야 함.

손해배상청구권
(Complaints and

Redress)

⋅의료인의 과실이나 치료 실패로 인해 초래된 손실 또는 악화된 질병과 
  손상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 
⋅설령 치료로 인해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서비스의 질에 문제
  가 있을 때에는 불만을 제기할 권리를 가짐.

출처: 국가인권위원회(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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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두 가지 환자권리장전을 비교해 보면, 인권으로서의 건강, 개인
정보의 보장, 의료서비스의 정보 및 선택권, 소비자불만에 대한 이의 제기 
등 의료소비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포함돼 있음
을 알 수 있다(권혜영, 2003).

⑶ 우리나라의 의료소비자권리 규정

우리나라 헌법 제10조, 제34조 등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하면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규
정하고 있고, 국가는 이러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
음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제37조 제1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는 헌법
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도 보호해야 하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라도 규정되어 있는 
제(諸) 기본권과 그 효력에 있어서 전혀 우열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따
라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고 건강에 관한 기본적 권리를 보
호하기 위한 보건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국민들이 적절한 의료서비
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으며(국가인권위원회, 2009), 이러한 의
무는 협의의 행정당국만이 아니라 의료계를 포함해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부과된다고 볼 수 있다(백승완 외, 2009). 

우리나라 헌법은 소비자권리를 직접적으로 보장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
는 않으나, 제124조에서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소비자권리를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보건 분야에서의 보호(제36조) 및 인간다운 생활과 사회보장⋅사회복지 증
진(제34조)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어, 의료분야에서도 소비자
로서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윤강재 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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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 제4
조에 소비자는 기본적 권리로서 ① 안전할 권리, ② 정보를 제공받을 권
리, ③ 선택할 권리, ④ 의사를 반영시킬 권리, ⑤ 보상받을 권리, ⑥ 교육
받을 권리, ⑦ 단체를 조직⋅활동할 권리, ⑧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
릴 권리 등의 8가지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비
자의 8대 권리는 의료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 준용될 수 있다.  

① 『보건의료기본법』에서의 의료소비자권리 
의료서비스 분야에 특화된 소비자권리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명시돼 

있다. 『보건의료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
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이 조화를 이루
어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제2조), 
보건의료소비자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제4조) 및 보건의료인
의 책임(제5조)을 명시하는 한편, 제6조 제1항은 “모든 환자는 자신의 건
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
고 규정하고 있어 환자의 권리를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다. 또한 제10조에
서 제13조까지의 조항을 통해 의료소비자의 4대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각 조의 내용은 다음의 [표 2-6]과 같다. 

[표 2-6] 『보건의료기본법』 상의 의료소비자 4대 권리

권리 내용

건강권
(제10조)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짐.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음.

알 권리
(제11조)

⋅모든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내용의 공개를 청
  구할 권리를 가짐.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이나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
  한 기록 등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음.

자기결정권
(제12조)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의학적 연
  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臟器移植)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짐.

비밀보장
(제13조)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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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제14조에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가지며,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지도에 협조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고 명시함으로써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의무를 규정하
고 있다. 

② 『의료법』에서의 환자 권리와 의무 
의료서비스 영역을 총괄하는 『의료법』에도 환자 권리와 의무가 규정돼 

있다. 『의료법』에 명시된 환자 권리는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제4
조), 진료를 받을 권리(제15조, 제59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제19조, 제
21조), 기록열람권 및 처방전교부청구권 등의 알 권리(제18조, 제21조), 요
양방법을 지도받을 권리(제24조), 무면허의료행위를 받지 않을 권리(제27
조), 진료의사선택권(제46조), 병원감염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제47조), 신
의료기술의 적용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제53조) 등으로, 이는 『보건의료
기본법』(제10조~제13조) 상에 규정된 의료소비자권리와 유사하다(자세한 
내용은 [부록 2] 참고).

또한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법』 제4조 ③과 시행규칙 제1조의2에 의거
해,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환자 권리와 의무
([그림 2-2] 참고)에 관한 내용을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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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의료법 시행규칙』 상의 환자의 권리와 의무

환자의 권리와 의무(제1조의2제1항 관련)

1. 환자의 권리

 가.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ᆞ나이ᆞ종교ᆞ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ᆞ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

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

다.

 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ᆞ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

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ᆞ발표하지 못한다.

 라. 상담ᆞ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2. 환자의 의무 

 가. 의료인에 대한 신뢰ᆞ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

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③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의 국민 권리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도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가 명시돼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국민으로서의 권리는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제3조, 제6조, 제8조, 제11조, 제13조), 응급의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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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알 권리(제4조), 응급의료의 설명⋅동의(제9조), 비밀을 보장받을 권
리(제41조) 등이며, 『의료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
의 권리도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 규정된 권리들과 유
사하다(자세한 내용은 [부록 3] 참고).   

④ 의료소비자권리 증진을 위한 기능적 법률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법령은 제정목적을 기준으로 본래적 소비자보호법

과 기능적 소비자보호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능적 소비자보호법은 관
련 법률과 정책을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
고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를 말한다(윤강재 외, 
2013).

의료서비스의 경우, 의료소비자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본래적 의미의 법
령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의료서비스에서 다루는 제품과 서비스가 국민
의 건강 및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개별 법령에서 소비자권
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위해 방지와 표시 
및 광고 적정화 분야에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가 집중돼 있다(윤강재 외, 
2013). 

의료소비자권리 보호를 위한 기능적 법률의 유형은 위해 방지,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표시 및 광고의 적정화, 개인정보 보호, 피해구제 등의 5
가지로 대별되며, 각 유형에 해당하는 법률은 다음의 [표 2-7]과 같다.  

첫 번째는 위해 방지 관련 분야로, 의료서비스 분야의 상품과 서비스가 
본질적으로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위해 
방지는 ‘안전하게 사용할 권리’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주제라 할 수 있다
(윤강재 외, 2013).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 등에 관한 법률』, 『공중
위생관리법』 등은 각종 식품과 공중위생 서비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장
치를 규정하고 있고, 면허인에 의한 독점적인 의료서비스(『의료법』)와 전
문가에 의한 약사(藥事) 관리 및 위해의약품의 관리(『약사법』) 등도 소비
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위해 방지를 그 목적으로 하는 조항들을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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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윤강재 외, 2013).

[표 2-7] 의료서비스에서의 기능적 소비자보호 법령 

유형 해당 법령

위해 방지

의료법(면허제도), 약사법(면허제도, 복약지도, 위해의약품 회수), 식품
안전기본법(위해성 평가), 식품위생법(위해식품 판매 금지), 건강기능
식품 등에 관한 법률(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금지), 어린이식생활 안
전관리 특별법, 화장품법(화장품 안전기준), 공중위생관리법(위생관리),
혈액관리법(혈액의 안전성 확보) 등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의료법(의료기관인증제), 약사법(의약품 제조), 화장품법(화장품 제조),
의료기기법(의료기기 등급 분류), 농수산물품질관리법(품질인증제), 정
신보건법(정신의료기관시설기준) 등

표시 및 광고의 
적정화

의료법(의료광고), 약사법(의약품 표시기재), 식품위생법(영양표시, 허
위표시 규제), 건강기능식품 등에 관한 법률(표시기준), 화장품법(화장
품 표시기재), 공중위생관리법(위생등급), 국민건강증진법(건강위해물
질 광고 제한, 경고문구 삽입) 등

개인정보 보호

의료법(환자비밀 누설 금지), 개인정보보호법(개인의료정보 보호), 건
강검진기본법(개인 건강정보 활용 제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
률(개인유전정보 등 보호),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비밀유지), 정신
보건법(비밀유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등

피해 구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출처: 윤강재 외(2013)

두 번째 영역은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관련 분야로, 여기에는 의료서
비스 관련 거래를 할 때 계량 또는 규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재화의 표준화를 통한 품질개선을 도모함으로써 소비생활 향상
에 기여하기 위한 조항들이 포함된다(윤강재 외, 2013). 일례로, 『약사법』
은 의약품의 제조, 포장, 유통 등의 과정을 표준화함으로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의료기기법』은 규격과 잠재적 위해성 등을 고려해 의료기기의 
등급을 분류⋅지정함으로써 안전한 의료기기 관리를 담보하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인증제도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한 품질인증제도 
역시 규격화를 유도함으로써 서비스와 제품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소
비자를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이다(윤강재 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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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표시 및 광고의 적정화 분야로, 『의료법』은 의료광고를 엄격
히 규제하고 있고, 『약사법』 역시 의약품의 포장 등에 대한 표시기재를 세
분화시켜 적용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등도 관련 상
품과 서비스가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위해성을 감안해 영양표시 등을 준수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윤강재 외, 2013).

마지막은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와 피해구
제 관련 분야이다(윤강재 외, 2013). 『건강검진 기본법』은 개인의 건강검
진 자료의 활용과정에서 사생활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은 건강에 관한 개인정보를 ‘민감정보’로 
분류해,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출과 활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의료법』은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고, 환자 본인 이외의 사람이 환자의 기록을 열람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윤강재 외, 2013). 『의료사고 피해구
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 비대칭 현상이 발생하는 의
료서비스의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상대적 약자인 소비자가 
공정한 판정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윤강재 외, 2013).

⑷ 의료소비자권리 관련 소비자 인식 선행연구 

우리나라에서 의료소비자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로, 환자 권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김기숙(1985)의 연구
가 의료소비자권리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최초의 연구이다(김채원, 2015). 
의료소비자권리 인식 관련 연구는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
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1990년대까지 이루어진 의료소비자권리 관련 
초기 연구들(백명화, 1989; 정순아, 1989; 김선민, 1992; 원혜일, 1994 
등)은 모두 의학과 간호학, 보건학 영역에 속한다. 보건학 분야에 해당하
는 원혜일(1994)의 연구에서는 의료소비자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백명화
(1989), 정순아(1989), 김선민(1992) 등의 의학과 간호학 분야의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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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권리의 수혜정도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의사-환자 관계
를 시혜의 개념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들 초기 연구들은 
주로 환자로서의 권리 인식 여부와 성별, 연령, 학력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인식의 차이 등을 알아보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후 1998년 발생한 보라매병원 사건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환자의 자
기결정권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2000년대 들어 
알 권리나 자기결정권 등과 같은 일부 권리에 초점을 맞추거나 특정 서비
스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는 연구가 많아졌다. 또한 의료소비
자의 권리 증진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의 경험 여부와 이에 대한 개
선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다음에서는 의료
소비자권리 관련 소비자인식 연구를 권리 전반에 관한 것과 알 권리나 자
기결정권 등과 같은 일부 권리에 관한 것으로 대별해 살펴봤다([표 2-8]과 
[표 2-9] 참고). 

[표 2-8] 의료소비자권리 전반에 대한 소비자인식 연구

연구자 연구대상 연구결과

백명화
(1989)

경남 10개 
지역보건소 방문
성인 환자 149명 

- 환자 권리(5점 만점에 4.32점)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음. 
- ‘의료진으로부터 신중하면서도 정중한 대우를 받을 권리’
  의 인식 정도가 4.79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았음.
- ‘자신의 간호와 치료에 관계되는 다른 기관(보건사회부, 
  보험공단, 행정당국)에 대해 알 권리’에 대한 인식 정도
  가 3.89점(5점 만점)으로 가장 낮았음.

정순아
(1989)

1개 대학병원(광주)과  
2개 종합병원(전북) 
입원 환자 187명

- 환자 권리에 대한 입원환자들의 인식정도, 요구정도 및
  수혜정도를 알아보고, 이들 사이의 관계를 규명함.
- 가족의 월수입에 따라 인식정도에 차이가 있었고, 환자의 
  권리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있는 경우에 요구정도가 높았
  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수혜정도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환자 권리의 인식정도와 요구정도는 상관관계가 없었고, 
  인식정도와 수혜정도는 역상관관계가, 요구정도와 수혜정
  도는 순상관관계가 있었음. 

김선민
(1992)

대전 소재 의료기관 
입원 환자 423명

-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권
  리 인식 수준이 높았으나, 의료이용 경험에 따라서는 차
  이가 없었음. 
- 인구통계학적 요인 외에 의료이용 경험을 영향요인으로 
  고려했고, 환자 권리뿐 아니라 의무도 중요함을 강조했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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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의료소비자권리 전반에 대한 소비자인식 연구(표 계속)

연구자 연구대상 연구결과

원혜일
(1994)

대학생, 소비자보호 
기관 방문 민원인, 
환자 등 총 444명

- 젊은 세대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의료소비자로서의 권
  리 인식 수준이 높았음. 
- 높은 권리 인식에도 불구하고, 실제 병원 이용 시 해당 
  권리를 만족스럽게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원인은
  의료인의 불친절과 무성의, 설명부족 등이었음. 
- 82.0%가 환자-의사 관계를 계약관계로 보는 것에 동의했
  고, 72.5%가 “의사는 존경받는 인술의 사도”라는 것에 
  동의해, 환자-의사 관계에 대한 의료소비자의 관점이 의
  사가 환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푸는 시혜에서 평등한 계약
  관계로 전환되는 과도기에 있음을 알 수 있었음. 

백혜란
⋅

이기춘
(2006)

의료서비스를 
이용중이거나 

이용경험이 있는 
성인 남녀 1,063명

- 의료소비자정보에 대한 소비자 평가와 소비자의 정보추구
  수준을 알아보고, 의료소비자 권리 증진 방안을 제언함.
- 의료시장에서 제공되는 소비자정보에 대해 소비자들은 매
  우 부족하다고 평가했음. 특히 진료비, 의사 및 진료기관 
  선택에 필요한 정보 등이 제대로 제공되고 있지 않았음.
- 의료소비자들의 정보추구수준은 심각하게 낮은 수준으로, 
  소비자들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권리를 거의 행사하지 않
  고 있었음. 
-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경제 계층이 높을수록, 의
  료소비자 지식이 높은 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정보추구행
  동을 많이 했으며, 의료소비자권리 의식 수준이 정보추
  구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음. 
- 의료소비자권리를 7가지로 설정했는데, 『보건의료기본법』
  에서 규정된 건강권, 비밀보장권 등의 권리가 제외됐다는 
  한계가 있음.   

조홍준 
외

(2008)

서울 및 수도권 
전문요양기관 이용자

-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에 명시된 진료받을 권리,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정보를 
  열람할 권리, (진료계획 등을) 설명받을 권리, 의료행위를 
  동의 받을 권리 등의 의료기관 이용자 권리에 대한 인지 
  여부, 권리 침해 경험, 권리보장을 위한 개선과제 등을 
  알아봤음. 
- 의료소비자권리 전반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알아보고, 실
  제 소비자가 생각하고 있는 권리보장을 위한 우선순위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의료소비자권리의 존
  재 여부를 알고 있는지와 권리 침해 경험 여부 등에 대해
  서만 간략하게 질문하는 등 설문 구성이 비교적 단순해 
  구체적인 의료소비자권리 보장 수준은 파악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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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의료소비자권리 전반에 대한 소비자인식 연구(표 계속)

연구자 연구대상 연구결과

윤강재 
외

(2013)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

- 건강권, 알 권리, 선택권, 참여권, 환자안전, 비밀보장권, 
  불만제기권 등의 7가지를 의료소비자권리로 설정해, 그 
  인식정도를 알아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제공하는 진료비 확인, 의약품 
  안심서비스, 약제기준급여정보, 식품⋅의약품 위해정보, 
  병원평가 정보에 대한 이용 여부와 도움 정도, 향후 제공
  받기를 원하는 보건의료정보,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의 불만 사항과 해결방법, 의료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등을 조사함. 

황은애
(2014)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

- 2013년 “한국의 소비생활지표” 조사를 활용해, 의료소비
  자권리 보장이 의료서비스 만족도와 피해경험의 영향요인
  임을 확인함. 특히 의사-환자간 의사소통을 통한 치료 
  결정은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영역이고, 
  의료서비스/진료비/약제비 등에 대한 알 권리가 충족되지 
  않을 때, 피해경험이 더욱 높아졌음. 

이영희
⋅

이제호
(2014)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

- “2013 한국의 소비생활지표” 조사를 활용해, 소비자역량 
  만족과 의료서비스 권리 보장에 대한 인식이 의료서비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의료소비자 권리 
  중에서 치료결정 권리와 알 권리가 의료서비스 만족도에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함. 
- 사회인구학적 특성 이외에 소비자역량 만족과 의료서비스 
  권리 보장 인식 등의 소비자특성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
  미가 있으나, 치료결정 권리와 알 권리가 어떤 과정을 통
  해 의료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지는 규명하지 못했음.  

김채원
(2015)

일반인(환자, 보호자) 
272명 

및  
의료인 101명

- 『보건의료기본법』과 미국 및 국내의 환자권리장전을 비교
  분석해 도출한 14개 환자 권리의 중요도와 수혜도, 환자
  권리 실행의 방해 요인과 해결방안을 알아봄. 
- 일반인과 의료인 모두 환자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 실행정도는 낮았고, 짧은 진료 시간과 환자의 권리 인
  식 부족 등이 권리 실행의 방해 요인이었음. 
- 환자권리 교육의 필요성과 의료인뿐 아니라 정부도 의료
  정보 제공 및 환자 교육의 주체임을 강조했음. 
- 법률과 환자권리장전 등에 열거된 환자 권리 항목을 그대
  로 사용함으로써, 의료소비자권리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
  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구혜경
(2016)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2,575명

- “2015 한국의 소비생활지표” 원자료를 활용해, 50세 이
  상 장노년층의 의료분야에 대한 권리인식, 문제경험, 의료
  서비스 만족 실태를 살펴본 결과, 장노년층의 의료서비스 
  만족 수준은 10점 만점에 5.89점으로, 다른 생활영역에 
  비해 높았으나, 절대적인 만족도가 높지는 않았음. 
- 의료서비스에 불만족하는 일부 장노년층의 경우, 의사와 
  환자 간에 충분한 소통을 통해 치료법을 결정한다고 인식
  하는 경우에 만족도가 높았고, 의사나 병원을 선택하기 
  위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경우 만족도가 낮아졌
  음. 높은 기만광고 문제 경험율을 보이거나 재무역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역량 측면에서 만족 집단과 차
  이가 있었음. 
- 우리나라 장노년층의 의료서비스 불만 해소를 위해 불투
  명한 정보 체계의 개선과 소통 노력 외에 의료비나 약제
  비 청구 체계에 대한 시스템을 갖추는 등의 정책적 보완
  이 필요함을 제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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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의료소비자권리 일부에 대한 소비자인식 연구

연구자 연구대상 연구결과

경실련
(2002) 성인 1,000명

- 처방전 2매 발행,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발행, 급여⋅비급
  여에 대한 의료기관 및 약국의 설명 여부, 약국의 복약지도, 
  조제 확인 여부 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함.

백혜란
⋅

이기춘
(2003)

의료서비스를 
이용중이거나 

이용경험이 있는 
성인 남녀 551명

- 의료소비자가 알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함. 
- 알 권리에 대한 지식수준, 요구수준, 평가수준이 의료소비자
  의 알 권리 실행에 영향을 줬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료소비
  자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안함.  

안선화 
외

(2009)

서울과 성남 소재 
2개의 대학병원 
내시경실 방문 

외래환자 249명

- 환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과 실현 정도를 
  알아본 결과, 환자들은 진료과정에서의 알 권리를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로 인식한 반면, 진료 방향을 결정할 때에는 의
  료진의 의견에 많이 의존하는 경향을 보여 자기결정권 실현 
  정도는 낮았음. 

보건의
료미래
위원회
(2011)

전국 성인 
1,500명

- 보건의료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인식,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실태 및 만족⋅불만족 요인, 보건의료체계의 질과 보장성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함. 
- 알 권리(의료기관⋅의약품 가격 및 질에 대한 양질의 정보제
  공)의 필요성에 대해 82%가, 치료과정에서의 의사 반영 권
  리(의사와 환자 간 수평적 관계)의 필요성에 대해 78%가 동
  의함.

소시모
(2012)

전국 성인 
1,050명

- 의료소비자권리 가운데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의료비가 적
  절하다고 생각하는지, 부당하게 의료비를 지불한 경험이 있
  는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정보를 원하는지 
  등의 의료소비자권리에 대한 의식을 조사함. 
- 의료소비자의 알 권리와 관련이 있는 진료비 확인제도, 병원
  평가 정보공개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
  도의 이용 여부와 미이용 이유를 파악함으로써 해당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심효주
(2014)

부산 소재 
종합병원 6곳의 
입원 및 외래  

이용 의료소비자
712명

- 알 권리에 대한 인식도, 요구도, 만족도, 실행정도를 파악하
  고 평가항목 간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요구도에 비해 인
  식도, 만족도, 실행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았고, 교육정도가 높
  을수록 알 권리에 대한 인식도가, 연령이 낮을수록, 가구 월
  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이용 빈도가 높을수록 알 권리 요구
  도가 높았음. 또한 이용 빈도가 높을수록 알 권리에 대한 만
  족도와 실행정도가 높았음. 
- 알 권리의 인식도, 요구도, 만족도, 실행정도 간에는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인식도와 실행정도의 r= .102에서 만족도와 
  실행정도의 r= .328)가 있었음.   

이한슬기
(2016)

서울과 경기도 
소재 5개 

종합병원 및 
의원의 방문 

내원객 215명

- 알 권리, 자기결정권 등의 의료소비자권리와 환자안전 사이
  의 연관성을 규명함.
- 의료소비자의 알 권리 인식도(3.55점, 5점 만점)가 자기결정
  권 인식도(2.78점, 5점 만점)에 비해 높게 나타나, 의료소비
  자가 의료서비스 선택에 있어 의료인의 의견에 더 많이 의존
  하고 있었음. 
- 학력이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 환자안전 인식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음.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료소비자권리 인식과 관련한 연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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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의학과 간호학, 보건학 분야에서 이루어졌으며, 소비자학적 관점의 
연구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특히 의학과 간호학에서 진행된 연구(백명화, 
1989; 정순아, 1989; 김선민, 1992; 원혜일, 1994; 안선화 외, 2009; 김채
원, 2015 등)의 경우, 환자나 권리의 수혜정도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환자-의사관계를 바라보는 소비자와 의료공급자 간 시각차가 존재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연구자마다 상정한 의료소비자권리 항목이 상
이하고, 환자 권리와 의료소비자권리가 혼재돼 사용되고 있어 소비자관점
에서 권리 항목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윤강재 외(2013)의 연구에서와 같이, 국제소비자기
구(CI)의 환자권리장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소비자 7대 권리와 『소비자
기본법』 상의 소비자 8대 권리를 바탕으로, 의료소비자권리를 건강권, 알 
권리, 선택권, 참여권, 안전할 권리, 비밀보장권, 불만제기 및 보상받을 권
리 등의 7가지로 설정했다. 또한 사회인구학적 특성뿐 아니라 미충족 의
료 경험, 의료 피해 경험, 주관적 소비자역량 등과 같은 의료소비자적 특
성을 영향요인으로 고려하고자 한다.   

제 3 절 의학적 의사결정 

1. 의학적 의사결정의 개념과 유형 

⑴ 의학적 의사결정의 개념 

의사결정(Decision Making)이란 문제를 해결하거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택 가능한 대안들 중에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으로, 의사
결정자는 가능한 한 모든 대안을 검토해 좋은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으
나, 현실적으로 모든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접근 가능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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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들 중에서 가장 좋다고 판단되는 것을 선택해 실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병도, 2006). 의료행위는 의사가 환자의 의학적 상태를 파악해 진단하고 
처방하는 활동을 의미하므로(이효진, 2012), 의학적 의사결정이란 의사소통
을 통해 수행할 의료행위를 도출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이효진, 
2013). 일반적으로 의학적 의사결정은 의학적⋅개인적⋅사회적 체계의 교
집합 내에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학적 체계는 환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물학적인 최선을 찾아내는 것을, 개인적 체계는 환자 개
인의 선호와 편익에 의해 대안을 지향하는 것을, 사회적 체계는 의료의 직
접 당사자인 의사와 환자 외에 사회가 의료에 가하는 제약을 의미한다(이
효진, 2013). 즉, 의학적 의사결정은 의료가 추구하는 본래의 이상인 환자
의 건강한 상태를 달성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환자 개개인의 복잡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규범에 충실해야만 한다(이효진, 2013). 
하지만 이는 이상일 뿐, 실제 의학적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의료
인의 전문지식과 직업관에 의한 목표와 환자의 개인적 욕구에 의한 목표가 
서로 불일치하거나 어느 한 쪽이 불합리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이 둘 모두를 제약할 수 있는 사회의 법적⋅윤리적 규범에 반하지 않는 선
택을 해야 하지만, 사회적 가치와 제도 역시 급변하는 의료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이효진, 2013).

 
[그림 2-3] 의학적 의사결정에서의 의학적⋅개인적⋅사회적 체계의 역학 관계

출처: 이효진(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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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그림 2-3]은 의학적 의사결정에 작용하는 3가지 힘의 역학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이러한 힘의 역학 관계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효진, 2013). 과거에는 의사의 전문적 권위에 의한 의사결정이 지배적
이었으나, 최근에는 개인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이 부각되면서 이들의 의
사결정에의 참여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환자와 가족의 참여 비
중이 증가할수록 의학적 최선에 가치를 두는 의사와 사회경제적 부담의 
주체인 환자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는 빈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이효진, 
2013). 이렇게 갈등이 발생할 때는 법적⋅윤리적 측면의 힘이 작용해 의
사와 환자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기도 하고, 때로는 권고나 명령을 통해 갈
등을 해결하기도 한다(이효진, 2013). 

⑵ 의학적 의사결정의 유형 

의료는 고도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의료행위는 특
정한 교육을 받고 특정한 자격과 면허를 획득한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루
어지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의료행위는 환자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의료
인의 전문적인 판단에 의해 행해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정규원, 
2002). 하지만 개인의 권리에 대한 사고가 증대되고, 의료분야에 소비자주
의가 도입되면서 의료행위를 보는 관점이 의사가 환자에게 일방적으로 베
푸는 시혜에서 의사-환자 간 계약 관계로 변화했고, 환자 개인의 자율성
에 대한 존중과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고려가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
게 됐다(정규원, 2002). 또한 의료기술의 발달로 동일 질병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치료가 가능해지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건강 및 의료정보의 습
득이 용이해지면서, 의료진과 환자가 평등하고 쌍방향적인 전인적 관계로 
발전하게 됐다(박용익, 2010).

Roter와 Hall(2006)은 의학적 의사결정의 두 주체인 의사와 환자의 통제 
수준에 따라 의사-환자 관계를 유형화했는데([표 2-10] 참고), 이러한 의사-환
자 관계의 유형에 따라 의학적 의사결정을 가부장적 의사결정(Paternal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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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정보에 근거한 의사결정(Informed medical model), 공유의사결정
(Shared decision making model) 등의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Joosten et 
al., 2008). 다음의 [표 2-11]은 이와 같은 3가지 의학적 의사결정 유형들을 
비교한 것이다.  

  
[표 2-10] 의사-환자 관계의 유형

  의사의 통제
환자의 통제 낮음 높음

낮음 태만(Default) 가부장주의(Paternalism)

높음 소비자주의(Consumerism) 상호의존(Mutuality)

출처: Roter and Hall(2006)

[표 2-11] 의학적 의사결정 유형의 비교 

가부장적 의사결정
(Paternalistic model)

공유의사결정
(Shared decision 
making model)

정보에 근거한 의사결정
(Informed medical 

model)

의사의 
역할

능동적
- 환자에게 선별된 정보

만 제공, 의사가 생각
하기에 환자에게 최선
인 치료방법을 결정 

능동적
- 환자에게 모든 정보 

제공, 치료방법 제안 
가능, 환자와 함께 치
료방법을 결정 

수동적
- 환자에게 모든 정보 제

공, 치료방법 제안하지 
않음, 치료방법 결정하
지 않음.  

환자의
역할

수동적
- 의사의 제안 수용, 치

료에 협조할 의무를 
가짐.

 

능동적
- 모든 정보 수용, 치료 

방법의 위해와 편익에 
대해 스스로 판단 형
성, 개인의 선호에 대
해 의사와 논의, 의사
와 함께 치료방법을 
결정함.

능동적
- 모든 정보 수용, 스스

로 판단을 내림, 의사
의 치료방법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모든 치료
방법에 대해 선택의 자
유가 있음. 치료방법을 
스스로 결정함. 

정보의 흐름 의사→환자 의사↔환자 의사→환자
치료방법에 
대한 논의

의사 개인 및 다른 
의료진 의사와 환자 환자

의사결정자 의사 의사와 환자 환자

출처: Joosten et al.(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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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포크라테스에서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의사는 전문적 의학 지식
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환자-의사 관계에서 모든 힘을 가지고 
의학적 의사결정을 독점했으며, 환자는 의사가 자신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것이라고 내린 결정에 순응해야만 했다(김진경, 2008). 이러한 의사결정 
유형을 가부장적 의사결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유형의 의학적 의사결정
의 주체는 의사이며, 환자는 단지 소극적인 역할만을 수행하는 객체에 불
과하다. 가부장적 의사결정에서, 좋은 의사는 언제나 자신의 환자에게 최
선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들에게 최선이 된다고 생각되는 것을 
행하는 사람을 뜻하며, 좋은 환자란 가치평가와 기술적 문제에서 의사의 
권위를 완전히 수용하고 언제나 의사의 지식에 따르는 사람을 말한다
(Edwards and Graber, 1988; 김진경, 2008에서 재인용). 

가부장주의에 기반을 둔 전통적 의학적 의사결정은 의사의 전문적인 
견해와 가치를 존중한다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커다
한 한계를 가진다(김진경, 2008). 첫째, 가부장적 의사결정은 오늘날 의료
윤리의 중요한 원칙인 자율성 존중 원칙과 양립하기 어렵다(김진경, 
2008). 가부장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사는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것을 의사 단독으로 판단하고, 환자는 이러한 의사의 일방적인 결정을 따
르도록 요구받게 되므로, 자신의 신체를 둘러싸고 내려지는 결정의 주체가 
아닌 객체에 머물 수밖에 없다(김진경, 2008). 둘째, 가부장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환자의 가치는 배제된 채, 의사 본인의 전문적인 견해나 가치에 
따른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김진경, 2008).   

1960년대 초부터 의학적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의사의 배타적이고 절대
적인 권위에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일반 대중들의 교육수준 향상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칸트의 자율성 강조 등에 힘입어, 이러한 의문은 자
연스럽게 환자 자율성에 대한 관심으로 옮아갔다(김진경, 2008).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환자의 자율성에 토대를 둔 정보에 근거한 의사결정
이 가부장적 의사결정의 대안으로 떠오르게 됐고, 그 동안 객체로만 인식
되던 환자가 의학적 의사결정의 주체가 됐으며, 의사의 역할은 환자에게 



- 46 -

필요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김진경, 2008).  
하지만 정보에 근거한 의사결정은 의사가 환자에게 환자 본인의 건강 

상태에 관한 의학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모든 선택을 떠맡김으로써, 
환자가 수많은 정보 중에서 어떤 정보를 취사선택해야 하는지 결정하지 
못하는 정보과부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이은영, 2015). 또한 심각한 질
병, 치료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다양한 치료대안 중에서의 선택으로 인한 
부담감 등은 환자 스스로 자신의 결정을 회피하게 만들기도 한다(김진경, 
2008). 이처럼 정보에 근거한 의사결정은 환자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을 
존중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강조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Wolpe, 1998; 이은영, 2015에서 재인용).

이상에서 살펴본 2가지 의학적 의사결정 유형은 그것이 가부장주의에 
기초한 것이든 환자 자율성에 기초한 것이든 간에 의사나 환자 가운데 어
느 한 쪽의 의견만을 더욱 우선시 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와 같이 어느 
한 쪽의 입장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의사결정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
다(김진경, 2008).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는 병을 경험하는 환자, 그
를 치료하는 의사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람 모두가 연결된 문제이므로, 의
학적 의사결정은 감성적⋅언어적⋅사회문화적 중요성을 통합하는 상호관
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김진경, 2008). 따라서 환자와 의사 간 상호 
존중과 파트너십을 토대로 환자와 의사 모두가 의학적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는 공유의사결정이 오늘날 요구되는 의학적 의사결정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김진경, 2008).   

2. 공유의사결정의 개념과 특징

⑴ 공유의사결정의 개념 

1982년 미국의 의료생물학행동연구 윤리문제 대통령 자문 위원회가 발
간한 『보건의료적 결정(Making Health Care Decision)』에서 공유의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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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한 이후(President’s Commission, 1982), 의
사와 환자 간 공유의사결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있어왔다. 아
직까지 공유의사결정의 개념에 대한 공통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Makoul and Clayman, 2006), 공유의사결정은 의학적 의사결정의 당사
자로서 환자와 의사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이 문제에 대해 가장 잘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이들 각각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문제
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김진경, 2008), 기존의 가부장적 의사결정에 
비해 환자의 영향력이 강화된 의학적 의사결정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서
원식⋅이채경, 2010). 

공유의사결정의 가장 기본적인 주체는 환자와 의사의 관계로 설명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의료에서 환자와 의사는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되어지
는 관계이므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사나 다른 의료 관련자들은 개별자로
서의 환자에 대한 존중, 즉 그들의 특별하고 독특한 욕구들과 가치들을 존
중해야 하며,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김진경, 2008). 
이러한 점에서 공유의사결정은 개별 환자를 위한 최선의 치료행위라는 의
료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환자와 의사가 공통으로 노력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김진경, 2008). 그러므로 공유의사결정에서 환자는 자신이 바라는 
범위에서의 위험과 이로움 모두를 포함하는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설명 
받을 수 있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들이 바라는 정도의 의사 권위를 결합
시킬 수 있다(김진경, 2008).

⑵ 공유의사결정의 특징 

공유의사결정은 환자와 의사가 각자의 견해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그러한 과정에서 의사는 환자와 함께 환자를 위한 최종 판
단을 내리고 그 결정을 이행하게 되므로, 공유의사결정은 개별 환자의 최
선의 치료를 위해 환자와 의사가 반드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의사소통
해야 한다(김진경, 2008). 이러한 공유의사결정은 다음의 4가지 특징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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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첫째, 공유의사결정은 “적어도 두 집단, 특히 의사와 환자의 참여 및 
협조가 필요하며, 치료과정에서 이들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Edwards 
and Elwyn, 2006). 공유의사결정 과정에서 의사는 자신의 기술적 전문성
에 기반을 둔 권위를 가지고, 환자는 자신의 행복에 대한 본인의 관심에 
토대를 둔 권위를 부여받는다(Rosenfeld et al., 2000). 

둘째, 공유의사결정에서 환자와 의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환자의 치료 
결정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므로, 이 과정에서 환자-의사간의 상호성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김진경, 2008). 즉, 환자와 의사가 공동으로 의사결정 과정
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로 신뢰를 형성하고 상호성을 인식하
는 것이 중요하며, 이들 간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필수적이다(김
진경, 2008).  

셋째, 공유의사결정이 이루어지려면 환자와 의사 상호간의 정보공유가 
반드시 필요하다(김진경, 2008). 의사들은 환자 치료를 위해 자신의 전문
적인 의학 지식과 기술을 적용할 의무가 있는데,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시
간적 제약과 경제적 인센티브 등의 유인으로 인해, 많은 의사들이 환자와
의 의사소통 없이 단독으로 치료 결정을 내리고자 한다(김진경, 2008). 하
지만 질병은 총체적인 인간의 삶과 관계되는 것이므로, 총체적인 의미의 
인간의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김진경, 2008). 따라서 환자와 의사 사이에
는 개별 환자의 총체적인 삶과 관련해 치료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보의 
공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환자와 의사간에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이루
어져야 하고, 의사는 환자의 말을 경청하고 정보를 이끌어내는 능력을 함
양할 필요가 있다(김진경, 2008). 

마지막으로 공유의사결정을 통해 내려진 의학적 결정에 대해, 관련 당
사자들은 동의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김진경, 2008). 공유의사결정에서 
치료결정이 도출됐다는 것은 환자와 의사를 포함한 의사결정자들이 치료 
선택에 있어 동의했다는 것을 의미할 뿐, 도출된 치료 선택이 최선의 것이
라는 사실을 의사결정자들 모두가 똑같이 확신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
는다(Charles et al., 1997).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와 의사를 포함한 의



- 49 -

사결정자들은 모두 합리적이면서 동시에 비합리적이므로, 공유의사결정 과
정에서 환자와 의사는 상호 수용을 통해 최종 결정에 대한 책임감을 공유
해야 한다(Charles et al., 1997).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공유의사결정은 환자가 다양한 진료대안에 대
한 선택의 기회와 함께 의사에게 자신의 증상에 관해 충분히 설명할 기회
를 갖고, 의학적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Elwyn et al., 2005). 공유의사결정은 환자가 수동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본인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학적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
사-환자 간 합의된 치료 선택을 도출함으로써 환자의 의료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Edwards and Elwyn, 2006). Parker 등(2009)의 
연구에 따르면, 진료과정에서 환자와 의사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게 되면 신뢰감이 형성될 뿐 아니라 환자의 근심을 덜어주고 
시술의 만족도와 효과를 높여준다. 의사와 환자 간의 쌍방향 의사소통은 
정보교환과 관계형성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는데, 공유의사결정은 환
자에게는 치료효과의 증진과 함께 치료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가져다주고
(현대원⋅이수영, 2010; 김용, 2013에서 재인용), 의료진에게는 적극적으
로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옹호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에게 발
생 가능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므로, 의료 과실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줄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Coulter and Collins, 2011). 
즉 공유의사결정은 환자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치료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긍정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하고, 의료진에게는 의사결정권을 환
자와 공유함으로써 필요 이상의 윤리적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며, 
의료사고의 감소도 기대할 수 있다(김윤, 2008). 

Tuckett(2004)은 환자가 자신의 진단과 병의 진행, 예후 등에 관한 정
보를 얻음으로써 알 권리가 충족돼 치료를 견디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되고, 우울, 불안, 두려움이 줄고 고통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확
인했다. 또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환자일수록 협조적이었고 회복이 빨
랐으며, 의사결정에 참여한 환자일수록 의료진의 지시에 대한 순응도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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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Sakellari, 2003).
공유의사결정은 특히 만성질환 중심의 진료 환경에서 더욱 유용한 데, 

이는 단순히 질병의 치료에 목적을 두는 급성기 질환의 경우 의사와 환자 
사이의 관계가 일시적이지만, 고혈압, 당뇨 등과 같이 장기적인 치료를 요
하는 만성질환의 경우에는 환자가 의사와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
기 때문이다(서원식⋅이채경, 2010). 

하지만 이러한 공유의사결정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료 현
장에서는 공유의사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Edward and 
Elwyn, 2006). Say와 Thomson(2003)는 공유의사결정의 실행을 가로막
는 장애물로, 첫째, 환자 선호도가 근거 중심 임상진료지침의 선호 방향과 
다를 가능성이 있고, 둘째, 어떤 의사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환자보다 더 
우월한 권한을 갖길 원하며, 셋째, 의사가 공유의사결정을 위한 의사소통
에 미숙할 수 있고, 넷째, 어떤 환자는 자신의 선호도를 공유하길 주저하
며, 마지막으로, 비전문가인 환자의 지식이 의사의 지식이나 용어와 일치
하지 않을 수 있어, 실제 의료현장에서 공유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고 보았다. 또한 Corke 등(2005)는 기존의 의료 훈련체계가 질환과 치료
에 대한 이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의사들이 환자를 이해하는 환자중심
적 사고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유의사결정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Elwyn 등(2010)은 이러한 공유의사결정 실행의 한계를 극복하고 위해
서는, 환자와 의사가 임상 근거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여러 치
료대안들의 장점과 단점을 어떻게 따져봐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하며, 환자의 참여를 독려하는 임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Towle과 Godolphin(1999)은 의사와 환자 간 공유의사결
정을 촉진하기 위해 의사를 대상으로 환자의 개인적 가치, 선호 등을 존중
하는 태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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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유의사결정 관련 선행연구

공유의사결정이라는 용어가 1982년 처음 사용된 이후, 의사와 환자 간 
공유의사결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있어왔으나, 관련 연구가 활
발해지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인 2000년대 들어서이다. 다음에서는 
공유의사결정 관련 선행연구를 국외와 국내로 나누어 살펴봤다. 

⑴ 공유의사결정 관련 국외 연구 
 
공유의사결정 관련 국외 연구들은 공유의사결정의 개념 정의에 관한 

것, 의학적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환자의 참여 선호와 그 영향요인에 대한 
것, 공유의사결정의 임상 현장 적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유의사결정의 개념과 관련해, Makoul과 Clayman(2006)는 1980년부
터 2003년까지의 관련 연구들(총 418개)을 분석했는데, 그 결과, 공유의사
결정의 공동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고,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한 
필수 요소들을 통합한 개념을 제안했다. 최근까지도 공유의사결정의 개념
에 대한 공동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환자와 의사가 임상적 증거
에 기반을 두고 함께 검사, 치료, 계획을 결정하는 과정을 공유의사결정으
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김준혁, 2017). 

다음으로, 의학적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환자의 참여 선호와 그 영향요
인을 살펴본 연구의 경우, 그 연구대상이 일반 의원 방문자부터 만성질환, 
암 또는 심혈관질환, 우울증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했다(Kaplan and 
Frosch, 2005). Say 등(2006)은 1975년부터 2003년까지의 공유의사결정
에 관한 25개의 양적 연구와 7개의 질적 연구를 분석해, 환자의 참여 선
호도와 관련 영향요인을 규명했다. 그 결과, 젊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
록, 남성보다는 여성이 의사결정 과정에 더 활발히 참여하고자 했고, 질환
과 치료 경험, 진단과 건강상태(주관적 건강수준 포함), 질환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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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양과 의학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치료의 종류, 환자의 태도와 의사와의 
관계 등에 따라 환자의 참여 선호가 달라짐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공유의사결정의 임상 현장 적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 및 평
가에 대한 연구는 공유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도구에 관한 것과 공유의사결
정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의 개발에 대한 것으로 나뉜다. 

먼저 환자와 의사 간 공유의사결정 수준 향상을 위한 보조 도구의 활
용 가능성을 확인한 연구를 살펴보면, Levine 등(1992)은 유방암 절제 수
술 후 보조 항암요법을 실시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보조 항암요법을 시행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한 암 재발률을 시각화한 파이차트를 
활용해 환자와의 공유의사결정 수준을 높일 수 있었다. 또한 Whelan 등
(2003)은 Levine 등(1992)이 고안한 도구를 활용한 비교연구를 진행했는
데, 도구를 사용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보조 항암요법의 한계
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고, 도구를 매개로 한 쌍방향 의사소통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Murray 등(2001)은 전립선비대증 환자를 대상으
로, 대화형 멀티미디어 도구를 활용해 참여 선호도와 의사결정 갈등 정도
를 측정했으며, 멀티미디어 도구를 활용한 환자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
에 비해 의사결정 갈등이 적었고, 의사결정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했다는 
결과를 얻었다.  

의료 현상에서의 공유의사결정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Elwyn 등
(2005)의 OPTION Scale과 Kriston 등(2010)의 공유의사결정 설문지
(Shared Decision Making-9 Questionnaire, SDM-Q-9)가 대표적이다. 
Elwyn 등(2005)에 의해 개발된 OPTION 척도는 의사결정 주체인 의사나 환
자의 관점이 아닌 외부 관찰자가 직접 관찰된 자문 또는 시청각 자료를 통
해 의사결정과정을 평가하는 것으로(Sepucha and Scholl, 2014), 의료소비
자의 관점에서 공유의사결정 수준을 평가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Kriston 등(2010)은 환자가 직접 공유의사결정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SDM-Q-9을 개발했다. SDM-Q-9은 9개 문항을 통해 환자가 인식한 공유의
사결정 정도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으나, 특정 질병에 대해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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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치료법이 존재할 때와 같이, 선호에 민감한 의사결정의 경우에만 적용
이 권장되고 있고, OPTION 척도로 측정된 공유의사결정 수준과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대체하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다(Sepucha and 
Scholl, 2014).

⑵ 공유의사결정 관련 국내 연구 

공유의사결정 관련 국내 연구들은 의학나 법학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
졌으며, 공유의사결정에 대한 이론 고찰이나 이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 나이⋅성별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가부장적 의사결정과 공유
의사결정의 선호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공유의사결정
이 환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나 측정 도구 등에 대한 연구가 소수 있었
다. 이에 반해, 공유의사결정에 대한 소비자학적 관점의 연구는 전무한 상
황으로, 의학적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공유의사결정이 의료소비자의 알 권
리 충족과 선택권 행사라는 점에서 소비자학적 관점에서의 연구의 필요성
이 제기된다.

다음에서는 공유의사결정 관련 선행연구들을 의사결정 주체별 인식과 
그 영향요인, 측정 도구의 개발, 의료만족도와의 관계 등으로 나누어 살펴
봤다. 먼저 공유의사결정에 대한 인식과 그 영향요인을 알아본 연구에는 
의학적 의사결정의 두 축인 소비자(환자, 가족)와 의료진(의사, 간호사 등) 
모두를 대상으로 한 것(김학선, 2009: 윤영신 외, 2014: 박애란 외, 2014)
과 소비자(권복규, 2015: 김남순 외, 2015) 또는 의료진(김미선, 2010)만
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연구들을 좀 더 자세히 살
펴보면 다음의 [표 2-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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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공유의사결정에 대한 인식과 그 영향요인 관련 연구

연구자 연구대상 연구결과

김학선
(2009)

65세 이상 노인 
암 환자 6명과 그 

가족, 담당 
의료진 대상 

심층면담

- 연구에 참여한 노인 암 환자의 경우, 자신의 질병을 외면하
  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질병에 관한 정보를 알고, 치료 의
  사결정에도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음에도, 치료비 부담
  과 어른스러워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으로 인해 의료소비자로
  서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망설이고 있었음. 
- 환자와 가족, 의료진 사이에서 일어나는 공유의사결정의 양
  상을 규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김미선
(2010)

3차 의료기관인 
대학병원 근무 
외래 의료진
(의사 4명, 

간호사 4명) 
대상 심층면담

- 연구에 참여한 의료진들 모두 외래 환자와의 공유의사결정이 
  필요하고, 환자의 의사결정 참여가 지금보다 더 많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응답, 공유의사결정의 필요성에 공감했음.
- 짧은 진료시간 등과 같은 진료환경, 권위적인 의료진의 태
  도, 공격적이고 비협조적인 환자들의 태도 등이 의사-환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방해해 공유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답해, 이러한 저해 요인의 제거를 통해 의사-환자 
  간 의사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음.

박애란
외

(2014)

전남 소재 암 
센터 입원 환자와 

가족, 의사와 
간호사 

각 50명
(총 200명)

- 의학적 의사결정 상황에서 선택과 결정권의 주체가 누구인지
  를 알아본 결과, 암 진단 통고의 경우, 환자는 본인이, 가족
  과 의사는 가족에게, 간호사는 환자와 가족에서 가장 먼저 
  알려야 한다고 응답함. 
- 암 치료방법 선택에 대해 환자는 주치의와 환자 자신이, 가
  족과 의사, 간호사는 환자와 가족이 함께 결정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치료 선택에 대해 환자와 가족이 이견을 보일 때
  에는 모든 주체들이 환자에게 최종 의사결정 권한이 있고, 
  가족과 주치의가 환자의 결정을 조력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답함. 

윤영신 
외

(2014)

암 진단 후 
수술을 결정한 

65세 이상 
노인 입원 환자 

109명

- 환자와 의사의 공유의사결정 정도가 환자와 가족 간의 공유
  의사결정 수준보다 높았고, 환자의 연령이 65~74세인 경우, 
  대졸 이상, 전이가 되지 않은 경우, 암 관련 통증이 없는 경
  우, 본인이 수술을 결정한 경우에 공유의사결정 정도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음. 
- 환자의 수술 의사결정 갈등은 여성인 경우, 연령이 75~84세
  인 경우, 무학인 경우, 전이가 있는 경우, 가족이 수술을 결
  정한 경우, 자녀가 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유의미하게 높
  았으며, 환자와 의사의 공유의사결정 정도가 수술 의사결정 
  갈등의 가장 큰 영향요인이었음. 
- 이를 통해, 수술 결정 시 갈등을 줄이기 위해 환자와 의사의 
  공유의사결정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했음.

권복규
(2015)

수도권 거주
 19세 이상 성인 

500명

- 의료소비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의학적 의사결정은 정보에 
  근거한 의사결정이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의사와의 의사
  소통을 통한 공유의사결정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 
- 의학적 의사결정에 있어 환자-의사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좋은 의사소통은 의료 윤리적 측면에서 
  환자의 자율성을 더 잘 보장해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의사와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의료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함.

김남순 
외

(2015)

3개 대학병원 
척추질환 

입원 환자 192명

- 공유의사결정에 대한 질적 면담 결과, 보다 자세하고 쉬운 
  용어로 설명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의사가 여러 치료 대안을 
  설명해주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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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공유의사결정 측정도구의 개발과 관련해서는 조계화(2012), 
이은영(2014, 2015) 등의 연구가 있다. 기존의 공유의사결정 측정도구가 
환자의 자율성과 의사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반면, 조계화(2012)는 말기 
환자의 의료적 의사결정 상황에서의 활용을 전제로, 인간존중에 근거한 의
사결정의 다차원적 측면을 고려해 정보공유, 지원체계구축, 설명의무, 자
율성, 시기포착, 가족참여, 그리고 인격존중의 7개 하부요인으로 측정도구
를 구성했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조계화(2012)의 측정도구는 일반적
인 의학적 의사결정 과정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은영(2014)은 공유의사결정의 정착을 위한 도구로써의 환자의사결정
도구(PtDAs)의 개념과 효과, 해외 사례를 살펴봤는데, 이는 실제 우리나라 
의료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PtDAs에 대한 경험 연구가 아닌 개념 연구
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이은영(2015)의 연구에서는 공동의사결정을 
지지하는 의학적 의사결정 코칭의 구조와 역할, 의료현장에 대한 영향 등
을 알아봤는데, 이러한 의사결정 코칭이 우리나라에 정착되지 못한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마지막으로 공유의사결정이 소비자의 의료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는 서원식과 이채경(2010)와 민현준과 서원식(2011), 김명숙(2011) 
등의 연구가 있다. 서원식과 이채경(2010)는 Swanson 등(2007)의 연구모
형을 수정해 다양한 질병군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사와 환자 간 공유의
사결정의 구체적 단면들이 환자만족도에 미치는 개별적인 영향을 실증적
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그 결과, 진료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고, 의사에게 본인의 질병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얻은 환자일수록 
만족도가 높았고, 환자만족도를 의료인력 만족도, 진료과정 만족도 및 전
체적 만족도로 구분했을 때 공유의사결정과 의료인력 만족도 사이에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  

민현준과 서원식(2011)은 외래 및 입원서비스를 이용한 군인을 대상으
로 연구를 진행했으며, 공유의사결정이 환자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침
을 확인했다. 의료진이 제시한 다양한 선택의 기회 중 최선안을 선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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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적 형태의 참여보다 의료진에게 본인의 질병을 충분히 설명하고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동적인 형태의 참여과정이 환자만족도 제
고에 더 효과적이었는데, 이는 일반 의료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서원식과 
이채경(2010)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했다.

서울 소재 류마티스 전문병원의 외래 환자 372명을 대상으로 한 김명
숙(2011)의 연구에 따르면, 84%의 환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기를 기대했
고, 75.7%가 실제 진료 시에 의사결정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앞선 두 연구와 마찬가지로, 의사-환자 간 공유의사결정 참여도가 높을수
록 진료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공유의사결정이 진료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의학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료진과 환
자(가족 포함) 모두 공유의사결정이 필요하고, 이러한 공유의사결정이 궁
극적으로는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암과 같은 중증 질환뿐 아니라 일상적인 
의료서비스 이용 시에도 의료소비자는 끊임없이 선택권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므로, 의료서비스 전반에서의 공유의사결정 수준을 알
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20~50대 소비자를 대상으로 의학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료진과의 
공유의사결정 수준은 어떠했는지 알아보고, 이에 따라 의료소비자권리의 
보장수준에 차이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또한 공유의사결정은 
소비자와 의료진 사이에서 일어나는 의사소통이므로, 건강상태나 건강 관
심도와 같은 의료소비자적 특성뿐 아니라 의사 태도 등과 같은 의료공급
자 특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사 태도, 의
료기관 종류 및 의료서비스 종류 등의 의료공급자 측면의 특성을 영향요
인으로 고려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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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의료소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권리는 무엇이고, 의료
소비자권리의 필요도와 보장수준은 어떠한지 알아보고, 보장수준에 따라 
의료소비자권리는 어떻게 나뉘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최근 이용한 의료서
비스에서의 공유의사결정 수준과 그 영향요인을 알아보고, 이러한 공유의
사결정 수준이 의료소비자권리 보장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의료소비자 주권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언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연구문제 1: 의료소비자권리의 우선순위와 필요도 및 보장수준은 어떠한
           지 알아보고, 보장수준에 따라 의료소비자권리는 어떻게 나
           뉘는지 살펴본다.
    1-1. 의료소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권리는 무엇이고, 각 권리별 
         필요도는 어떠한가?    
    1-2. 의료소비자권리 보장수준은 어떠하며, 필요도와 보장수준의 차
         이는 어떠한가?
    1-3. 보장수준에 따라 의료소비자권리는 어떻게 나뉘는가?

연구문제 2: 의료서비스에서의 공유의사결정 수준과 그 영향요인은 무엇
           인지 알아본다. 
    2-1. 의료서비스에서의 공유의사결정 수준은 어떠한가? 
    2-2. 의료서비스에서의 공유의사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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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3: 공유의사결정 수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의료소비자권리 
           보장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그림 3-1] [연구문제 3]의 연구모형

   

제 2 절 연구방법

본 연구는 의료소비자권리의 필요도, 우선순위 및 보장수준을 알아보고, 
최근에 이용한 의료서비스에서의 공유의사결정 수준을 살펴보며, 이러한 
공유의사결정 수준이 의료소비자권리 보장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소비자조사를 실시했다. 다음에서는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인터넷 설문
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 과정과 질문지를 구성한 근거 및 설문내용을 제시
했다.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의료소비자권리의 필요도, 우선순위 및 보장수준을 알아보고, 
공유의사결정 수준이 의료소비자권리 보장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
로써, 의료소비자 주권 확립을 위한 방안을 제언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의료서비스는 소비자 누구나 이용하는 것이므로 20~50대의 성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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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를 그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11). 또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 2]에 해당하
는 의료서비스 이용 시 의료진과의 공유의사결정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최
근 6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보호자12)로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
는 소비자로 조사대상을 한정했고, 의료급여 대상자13)를 제외한 직장 또는 
지역 의료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했다.

소비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과 의료소비자권리의 필요도, 우선순위 
및 보장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및 건강 관심도, 조사대상자의 주관적 소비
자역량과 사회인구학적 특성 관련 문항 등으로 설문지를 구성해 예비조사
를 실시했고,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설문지를 작성해 본 조사에 
사용했다. 본 설문은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SNUIRB No. E1611/002-002, 승인일: 2016. 11. 14.).

본 조사는 ‘엠브레인(http://www.embrain.com)’에 인터넷 설문을 의뢰
해 2016년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했고, 각 연령별 조사 인원
은 우리나라 인구통계 비율을 근거로 할당했으며, 총 619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에 사용했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실증연구의 조사도구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사용했다. 

11) 2016년 말 현재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645만 명(전체의 12.7%)으로, 이들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38.7%에 해당하는 25조 187억 원이었음(2016 건강보험 주요통계). 이
와 같은 65대 이상 소비자의 의료이용 현황을 고려할 때, 60대 이상 소비자도 연구대상에 포함
해야 하나, 인터넷 조사의 표집 한계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60대 이상 소비자를 연구대상에서 
제외했음.   

12) 소비자는 획득자, 배분자, 구매자, 사용자 및 처분자로서 사회시스템(정부, 기업 등)과 상호작용
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이기춘⋅김정은, 2012), 본 연구에서는 의료서비스를 실제 사용한 환자
뿐 아니라 미성년자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성인 환자를 대신해 의료서비스 구매결정을 한 보호자
까지를 연구대상에 포함시켰음.

13)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국가가 지원하
는 제도로, 2016년 말 현재 의료급여 대상자는 151만 명으로, 전체 의료보장 인구의 2.9%에 해
당함(2016 건강보험 주요통계). 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 대부분의 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 또는 지역 의료보험가입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행태와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연구대상에서 제외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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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지는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장 최근에 이용한 의료서비
스 관련 사항(의료기관 선택 이유, 공유의사결정, 소비자친화적 의사 태도 
등), 의료소비자권리의 필요도, 우선순위 및 보장수준, 치료받지 못한 경험
과 이유, 의료피해 경험, 만성질환 유무, 주관적 건강상태 및 건강 관심도, 
주관적 소비자역량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항목별 세부 내
용은 다음과 같다. 

⑴ 공유의사결정  

본 연구에서의 공유의사결정은 의사와 소비자가 함께 치료방향을 정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로 구성된다. 먼저, 의사결
정의 두 주체인 의사와 소비자는 의사결정의 필요성을 인식한 후, 의사가 
치료 대안과 함께 각 대안의 장단점(혜택, 위험, 비용 등)을 제시하면, 소
비자는 이에 대해 자신의 증상과 우려를 적극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소비자의 이해도를 확인한 후, 의사와 소비자는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고 치료를 진행하는 것으로 의사결정 과정이 마무리된다
(Sepucha and Scholl, 2014). 

의사와 소비자 사이에서 이러한 공유의사결정이 이루어지려면, 의사는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고, 소비자는 자신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충
분히 행사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에 이용한 의료서비스에
서의 공유의사결정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서원식과 이채경(2010)의 연구에
서 사용한 의사의 설명의무 관련 3문항, 소비자의 알 권리 관련 2문항 및 
선택권 관련 3문항 등 총 8개의 설문문항을 사용했다. 자세한 설문문항은 
다음의 [표 3-1]과 같고, 1점(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에서 5점(매우 그런 
편이다)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했으며, 설문문항의 Cronbach’s α 
계수는 .87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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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공유의사결정에 대한 설문문항 

구분 문항 Cronbach’s α

의사의 
설명의무

의사는 내 증상에 필요한 검사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

.878

의사는 나에게 선택 가능한 진료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

의사는 치료법과 관련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14)

소비자의 
알 권리

나는 각 치료 대안의 장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나는 치료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정보를 
이해했다

소비자의 
선택권

나는 병원 및 의사 선택 시에 나의 의견을 능동적으로 
제시했다 

나는 의사에게 (나의 증상과) 가능한 치료 대안에 대한 
나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다

나는 가능한 치료 대안 중에서 최종 치료법 선택 과정에 
적극 개입했다 

⑵ 소비자친화적 의사 태도 

본 연구는 의료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소비자가 느낀 의사 태도를 공유
의사결정의 영향요인으로 고려했으며, 소비자친화적 의사 태도는 소비자가 
궁금한 사항을 충분히 물어볼 수 있고, 소비자의 의견을 진료과정에 반영
해 주며, 소비자가 편안함을 느끼도록 하는 의사 태도로 정의했다. 

이러한 소비자친화적 의사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문기태 외(2000)의 
연구에서 사용한 의료서비스 질의 구성 차원 중에서 진료수준과 의사 차
원에 해당하는 문항 중에서 의사 태도와 관련된 4개 문항을 사용했다. 사
용된 문항은 다음의 [표 3-2]와 같고,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7점(매우 
그렇다)까지의 7점 척도로 측정했으며, 설문문항의 Cronbach’s α 계수는 
.908이었다.

 

14) 서원식과 이채경(2010)의 연구에서는 약물과 각 약물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 여부를 물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 범위를 넓혀 치료법과 관련 부작용에 대한 설명 여부를 물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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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소비자친화적 의사 태도에 대한 설문문항 

문항 Cronbach’s α
담당의사의 태도는 공손했다

.908
담당의사에게 궁금한 것을 충분히 물어볼 수 있었다

담당의사는 진료과정에서 나(또는 가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었다 
담당의사는 나(또는 가족)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었다

⑶ 의료소비자권리의 필요도, 우선순위 및 보장수준   

본 연구에서는 의료소비자권리를 국제소비자기구(CI)의 환자권리장전에
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소비자 7대 권리와 『소비자기본법』 상의 소비자 8
대 권리를 바탕으로, 건강권, 알 권리, 선택권, 참여권, 안전할 권리, 비밀
보장권, 불만제기 및 보상받을 권리 등의 7가지로 설정했으며, 각각의 권
리 항목은 다음의 [표 3-3]과 같다.

[표 3-3] 7가지 의료소비자권리 항목

의료소비자권리 항목

『보건의료
기본법』 상의 
의료소비자 
4대 권리

차별없이 진료받을 권리(건강권)
질병, 치료과정 및 방법에 대한 정보를 의료인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알 권리

(알 권리) 
 자신에게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선택권)
개인건강정보와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비밀보장권)

본 연구에서 
추가로 
고려한 

의료소비자 
권리

환자에게 중요한 의료정책의 결정 과정에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할 권리(참여권)

병원에서의 감염 등 의료사고로부터 안전할 권리(안전할 권리)

의료서비스에 불만이 있는 경우, 이를 제기하고 피해구제를 받을 권리
(불만제기 및 보상받을 권리)

이상의 7가지 의료소비자권리의 필요도를 알아보기 위해, 각각의 권리
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1점(전혀 필요하지 않다)에서 5점(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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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시 필요하다)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물었고, 7가지 권리 중에서 우선
적으로 보장돼야 할 권리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 순위를 매기도록 했다. 또
한 의료소비자권리의 보장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각각의 권
리가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1점(매우 낮은 편이다)에서 
5점(매우 높은 편이다)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도록 했다.

⑷ 미충족 의료 경험과 의료피해 경험 
    

미충족 의료는 의료적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미충족 의료 경험을 본인이
나 가족이 몸이 아픔에도 치료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로 물었고, 
그 이유도 함께 응답하도록 했다. 

의료오류는 의료제공과정에서 착오나 실수 등으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잘못된 제공을, 의료사고는 의료제공과정에서 생명⋅신체의 피해가 발생
(상해, 질병 등)한 경우를 뜻하는데(김재영⋅황은애, 2015),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의료오류와 의료사고를 포괄해 의료피해로 보았다. 응답자의 의료
피해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본인이나 가족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
에서 의료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경험한 의료피해는 무엇이었
는지 응답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피해를 경험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물었다. 

⑸ 만성질환 유무와 주관적 건강상태 및 건강 관심도 

조사대상자의 만성질환 보유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만성질환이 있다면 이를 관리하고 치료하기 위해 지난 1년 간 의
료기관 방문 경험이 있는지, 주로 방문하는 의료기관의 형태는 무엇인지 
물었다. 또 주관적 건강상태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인식으로, 응답자의 주
관적 건강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송태민 외(2011)의 연구에서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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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 3-4]의 5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했으며, 주관적 건강상태
에 대한 Cronbach’s α 계수는 .809였다.  

 
[표 3-4]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설문문항 

문항 Cronbach’s α
나는 평소에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809
나는 동일한 연령의 다른 사람들보다 건강하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쉽게 병에 걸리는 것 같다(R)
나는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다

나는 동일한 연령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다

  (R) 역코딩된 문항

다음으로 건강 관심도(health consciousness)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일상생활에 통합된 정도를 의미하며, 응답자의 건강 관심도를 알아보기 위
해서는 Dutta-Bergman(2004)의 연구에서 사용한 5개 문항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했다. 사용된 문항은 다음의 [표 3-5]와 같고, 건강 관
심도에 대한 Cronbach’s α 계수는 .752였다.  

[표 3-5] 건강 관심도에 대한 설문문항 

문항 Cronbach’s α
건강하게 사는 것은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

.752
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적당한 식사와 운동, 예방 노력이 나의 건강한 삶을 유지시켜 줄 것이다 
나의 건강은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잘 돌보느냐에 달려 있다
나는 나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

⑹ 주관적 소비자역량 

소비자역량(consumer competencies)은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
기 위해 갖춰야 하는 지식, 태도, 실천의 총체로(이기춘 외, 2007), 주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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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역량은 개인이 심리적으로 인식하는 주관적 차원의 소비자역량 수
준을 말한다. 이러한 주관적 소비자역량을 알아보기 위해, 소비자정보 활
용 능력, 구매의사결정 능력, 분쟁해결 능력, 소비자권리의 인식과 사용 
능력, 윤리적 소비생활 참여도 등의 5가지 영역에 대해 소비자로서의 본
인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1점(매우 낮다)에서 5점(매우 높다)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도록 했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22.0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해 각각의 단계
에서 다음과 같은 분석기법을 통해 자료를 분석했다. 우선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의료소비자적 특성, 의료공급자 측면의 특성을 알아
보기 위해 빈도분포,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등을 실시했다.

다음으로, 의료소비자권리의 필요도와 보장수준, 의료서비스 이용 시 
소비자의 공유의사결정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등을 이용
했고, 의료소비자권리의 하위차원을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또한 집단별로 의료서비스에서의 공유의사결정 수준과 의료소비자권리 보
장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과 일원분산분석(ANOVA)
을 실시했고, 일원분산분석의 사후검정으로 Duncan 검정(p＜ .05)을 사
용했다. 

마지막으로, 관련변수군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공유의사결
정 수준을 종속변수로 하는 위계적 다중회귀분석15)을 실시했고, 의료소비
자권리 보장수준에 대한 공유의사결정 수준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경로

15)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로 도입되는 변수들의 순서와 그 설명력, 그리고 새로운 독립변수가 도입
될 때 이전에 도입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의 변화는 이론적, 현실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유성모, 2015). 위계적 회귀분석은 특정 독립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얻어진 다른 독립변수의 고유 설명력을 산출하고 각 변수들이 가지는 고유 설명력을 
비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유성모, 20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를 사회인구학적 특
성, 의료소비자적 특성, 의료공급자 측면의 특성 등의 3가지 변수군으로 구분해, 각 변수군들의 
고유 설명력을 비교하고자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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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실시했다. 

제 3 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사회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성별은 남자와 여자를 같은 비율로 할당했고, 연
령대별 조사대상자 수는 우리나라 인구통계 비율에 따라 할당표집을 실시
했으며,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다음의 [표 3-6]과 같다.

   [표 3-6]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항목 구분 빈도(%) 항목 구분 빈도(%)

성별
남자
여자

310( 50.1)
309( 49.9) 취업 

여부
(직업)

취업(White)
취업(White 외)

비취업(주부, 학생, 무직 등)

389( 62.8)
 82( 13.2)
148( 23.9)계 619(100.0)

연령

만20~29세
만30~39세
만40~49세
만50~59세

145( 23.4)
162( 26.2)
155( 25.0)
157( 25.4)

계 619(100.0)

거주지
대도시

중소도시 또는 농어촌
367( 59.3)
252( 40.7)

계 619(100.0)
계 619(100.0)

결혼 
여부

기혼(유배우자)
미혼(이혼, 별거, 사별 포함)

368( 59.5)
251( 40.5)

교육
수준

고졸 이하
대학 재학
대졸 이상

 90( 14.5)
 61(  9.9)
468( 75.6)

계 619(100.0)

자녀 
유무

있음
없음

339( 54.8)
280( 45.2)계 619(100.0)

월
평균
가계
소득

250만 원 미만
250～450만 원 미만
450～650만 원 미만

650만 원 이상

114( 18.4)
218( 35.2)
175( 28.3)
112( 18.1)

계 619(100.0)

막내
자녀 
연령

6세 이하
6~12세 이하
12세 초과

 76( 22.4)
 65( 19.2)
198( 58.4)

계 619(100.0) 계 339(100.0)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은 대졸 이상이 468명(75.6%)으로 가장 많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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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이하가 90명(14.5%)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취업 중인 사람은 471
명(76.1%)이었고, 취업자 중 직업16)이 White에 속하는 사람은 389명, 그 
외의 직업을 가진 사람은 82명이었으며, 148명(23.9%)은 비취업 상태였다.

결혼 여부를 살펴보면, 미혼자(이혼, 별거, 사별 포함)가 40.5%인 251
명, 기혼자(유배우자)가 59.5%인 368명이었고, 자녀가 있는 사람은 339명
(54.8%)이었으며, 막내 자녀 연령은 12세를 초과한 경우가 198명으로 
58.4%를 차지했다. 

조사대상자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250~450만 원 미만이 218명(35.2%)으
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450~650만 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75명(28.3%)이었다. 거주지를 살펴보면,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367명으로 59.3%를 차지했고, 중소도시 또는 농어
촌에 거주하는 사람은 40.7%인 252명이었다. 

2. 의료소비자적 특성

⑴ 최근 이용 의료기관 선택 이유

조사대상자의 최근 이용 의료기관 선택 이유를 살펴보면, “거리가 가까
워서”(320명, 51.7%)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니던 병원이라서”라는 
응답이 146명(23.5%)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의료기관 종류별로는 의원
급(1차 의료기관)과 병원급(2차 의료기관)의 경우, 가까운 거리가 가장 많
은 선택 이유였고, 종합병원급(3차 의료기관) 이용자의 가장 많은 선택 이
유는 다니던 병원이라서라는 것이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표 
3-7]과 같다.   

 

16) 전문/자유직, 사무/기술직, 경영/관리직에 속하는 사람은 취업(White)로, 판매/서비스직, 일용/
작업직, 생산/운수직, 자영업, 농림축수산업, 기타(파트타임) 종사자는 취업(White 외)로, 전업주
부, 대학(원)생, 무직은 비취업자로 분류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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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최근 이용 의료기관 선택 이유

          이용 의료기관 종류
선택 이유

의원급(1차)
빈도(%)

병원급(2차)
빈도(%)

종합병원급(3차)
빈도(%) 계

거리가 가까워서 184( 65.7) 102( 52.6)  34( 23.4) 320( 51.7)
비용이 저렴해서   7(  2.5)   5(  2.6)   1(  0.7)  13(  2.1)

의료진이 우수하다고 생각돼서  14(  5.0)  20( 10.3)  34( 23.5)  68( 11.0)
의료장비, 시설 및 병원 

환경이 뛰어나서   4(  1.4)  12(  6.2)  26( 17.9)  42(  6.8)

다니던 병원이어서  62( 22.2)  42( 21.6) 42( 29.0) 146( 23.5)
의료진이 친절해서   4(  1.4)   2(  1.0) -   6(  1.0)

주변의 권유로   4(  1.4)   9(  4.6)   5(  3.4)  18(  2.9)
기타   1(  0.4) 2(  1.0)   3(  2.1)   6(  1.0)
계 280(100.0) 194(100.0) 145(100.0) 619(100.0)

⑵ 미충족 의료 경험과 의료피해 경험 

조사대상자의 미충족 의료 경험은 다음의 [표 3-8]과 같으며, 본인이나 
가족이 몸이 아픔에도 치료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71
명(11.5%)이었고, 그 이유는 “진료비가 부담되어서”(38명, 53.5%), “대기 
기간이 너무 길어서”(13명, 18.3%) 등의 순이었다.

  
[표 3-8] 미충족 의료 경험 및 이유

항목 구분 빈도(%)

미충족 
의료
경험

아니오(없음) 548( 88.5)

예(있음)

진료비가 부담되어서  38( 53.5)
치료⋅입원을 위한 대기 기간이 너무 길어서  13( 18.3)
치료보다 생계활동이 더 급해 치료시기 놓침   6(  8.5)

치료받기를 원하는 의료기관이 없거나 접근하기 
어려워서(먼 거리, 교통편 문제 등)   6(  8.5)

오진 등 의사를 믿지 못해서   3(  4.2)
중질환으로 진단될 것이 두려워서   1(  1.4)

기타   4(  5.6)
소계  71( 11.5)

계 61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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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나 가족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의료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05명(17.0%)이었고, 의료오류 중에는 진단오
류(44명)가, 의료사고 중에는 시술/수술 사고(40명)가 가장 많았다(자세한 
사항은 [표 3-9] 참고).  

[표 3-9] 의료피해 경험 및 종류 

항목 구분 빈도(%)

의료피해 경험 유무
아니오(없음)

예(있음)
514( 83.0)
105( 17.0)

계 619(100.0)

의료피해 경험 종류
(N=105, 복수응답)

의료
오류

진단오류
투약오류

시술/수술 오류
검사/장비 오류

처치오류
의사-환자 간 의사소통 오류

 44
 18
 34
  3
 31
 12

소계 140

의료
사고

진단사고
투약사고

시술/수술 사고
감시/장비 사고

처치사고
낙상사고
수혈사고
병원 감염

편의/부대시설 이용사고

 32
 16
 40
  2
 21
  2
  1
  4
  2

소계 120

이러한 의료피해 경험자를 대상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했
는지를 응답하도록 했는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3-10]과 같다. 의료피해 
경험이 있는 105명 중에서 전문 지식이 없어 그냥 참고 넘어갔다는 응답자
가 52명(49.5%)로 가장 많았다. 의료진에게 직접 불만사항을 전달해 해결
했다는 응답도 41.0%(43명)에 달해, 소비자가 의료피해가 발생했을 때 의
료진과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비해, 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에 제보하거나 의료분쟁
조정 등의 피해구제제도를 이용했다는 응답은 5.8%(6명)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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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의료피해 경험자의 해결 노력

의료피해 해결 노력 빈도(%)
의료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어 그냥 참았다 52( 49.5)

의사 또는 약사 등에게 불만사항을 직접 얘기했다 43( 41.0)
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에 제보했다  3(  2.9)

의료분쟁조정 등 피해구제제도를 이용했다  3(  2.9)
기타  4(  3.8)
계 105(100.0)

⑶ 만성질환 유무 및 관리 의료기관 현황  

조사대상자 중에서 32.1%에 해당하는 199명이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
었고, 이들 중에서 최근 1년 이내에 만성질환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사
람은 160명이었다.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주로 방문하는 의료기관은 의원
급(1차 의료기관)이 가장 많았고(60명, 37.5%), 1개 의료기관에서 모든 만
성질환을 진료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84명(52.5%)으로 가장 많았다. 조사
대상자의 만성질환 유무와 해당 질환 관리를 위한 이용 의료기관 현황은 
아래의 [표 3-11]과 같다.

[표 3-11] 만성질환 유무 및 관리 의료기관 현황

항목 구분 빈도(%) 항목 구분 빈도(%)

만성
질환 
유무

예(있음)
아니오(없음)

199( 32.1)
420( 67.9)

만성질환
으로 인한 

의료기관 방문 
경험(1년 이내)

예(있음)
아니오(없음)

160( 80.4)
 39( 19.6)

계 619(100.0) 계 199(100.0)

만성
질환 
관리 
위한 
주

방문 
의료
기관

의원급
(1차 의료기관)  60( 37.5)

만성질환 
관리 위해 

동일 의료기관 
방문 여부

 1개 의료기관에서 
모든 만성질환을 진료  84( 52.5)

병원급
(2차 의료기관)  46( 28.7) 질환별로 정해진 

병의원을 다님  60( 37.5)

종합병원 또는 
상급 종합병원
(3차 의료기관)

 50( 31.3)
  정해진 병의원 없이 

경우에 따라 다른 
병의원을 다니고 있음

 14(  8.8)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3(  1.9)  한방 병의원만 방문   1(  0.6) 

한방병의원   1(  0.6) 기타   1(  0.6)
계 199(100.0) 계 199(100.0)



- 71 -

⑷ 주관적 건강상태와 건강 관심도  

조사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다음의 [표 3-12]와 같이, 5점 만점에 
3.11점이었고, 응답자의 건강 관심도는 3.81점(5점 만점)이었다(자세한 사
항은 [표 3-13] 참고).

[표 3-12] 조사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

구분 평균(표준편차)

나는 평소에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3.22( .836)
나는 동일한 연령의 다른 사람들보다 건강하다 3.10( .845)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쉽게 병에 걸리는 것 같다(R) 3.27( .904)
나는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다 2.99( .787)

나는 동일한 연령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다 2.97( .800)

주관적 건강상태 3.11( .629)

  (R) 역코딩된 문항

[표 3-13] 조사대상자의 건강 관심도 

구분 평균(표준편차)

건강하게 사는 것은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 4.30( .683)

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3.49( .827)

적당한 식사와 운동, 예방 노력이 나의 건강한 삶을 유지시켜 줄 것이다 3.98( .702)

나의 건강은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잘 돌보느냐에 달려 있다 4.05( .707)
나는 나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 3.23( .879)

건강 관심도 3.81( .541)

⑸ 주관적 소비자역량  

조사대상자의 주관적 소비자역량은 5점 만점에 3.38점으로, 구매의사결
정 능력이 3.83점으로 가장 높았고, 분쟁해결능력이 3.05점으로 가장 낮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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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각 영역별 주관적 소비자역량은 아래의 [표 3-14]와 같다.      
  

[표 3-14] 조사대상자의 주관적 소비자역량 

구분 평균(표준편차)

소비자정보 활용 능력 3.37( .742)

구매의사결정능력 3.83( .709)

분쟁해결 능력 3.05( .797)

소비자권리의 인식과 사용 능력 3.22( .780)

윤리적 소비생활 참여도 3.40( .749)

주관적 소비자역량 3.38( .571)

3. 의료공급자 측면의 특성

⑴ 이용 의료기관 및 의료서비스 유형

가장 최근에 이용한 의료서비스 경험에 대해 살펴보면, 조사대상자 본
인이 이용한 경우가 96.6%(598명), 보호자로서 이용한 경우는 3.4%(21명)
이었다. 이용 의료기관의 종류는 의원급(1차 의료기관)이 280명(45.2%)으
로 가장 많았고, 병원급(2차 의료기관)이 194명,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
병원(3차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가 23.4%(145명)이었다. 이용 의료서비
스의 종류로는 외래진료가 87.4%(541명)으로 가장 많았고, 입원진료가 
8.6%(53명)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이용 진료과목으로는 내과가 239명
(38.6%)으로 가장 많았고, 이비인후과(82명, 13.3%), 정형외과(79명, 
12.8%) 순이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표 3-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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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이용 의료기관 및 의료서비스 유형

항목 구분 빈도(%) 항목 구분 빈도(%)

의료
서비스 
이용자

본인
직계비속(자녀 등)
직계존속(부모 등)

형제자매
배우자

598( 96.6)
  9(  1.5)
  9(  1.5)
  2(  0.3)
  1(  0.2)

이용 
진료
과목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의원(전문과목 미표시)

239( 38.6)
  9(  1.5)
  6(  1.0)
 12(  1.9)
 79( 12.8)
 16(  2.6)
  4(  0.6)
  3(  0.5)
  5(  0.8)
 28(  4.5)
 15(  2.4)
 36(  5.8)
 82( 13.3)
 49(  7.9)
  7(  1.1)
  2(  0.3)
  6(  1.0)
 17(  2.8)
  4(  0.6)

계 619(100.0)

의료
기관 
⋅ 

의료 
서비스
종류

의원급
(1차)

외래
입원
응급

267( 43.1)
  8(  1.3)
  5(  0.8)

소계 280( 45.2)

병원급
(2차)

외래
입원
응급

167( 27.0)
 19(  3.1)
  8(  1.3)

소계 194( 31.4)
종합병원 

또는 
상급

종합병원
(3차)

외래
입원
응급

107( 17.3)
 26(  4.2)
 12(  1.9)

소계 145( 23.4)
계 619(100.0) 계 619(100.0)

⑵ 소비자친화적 의사 태도 

가장 최근에 이용한 의료서비스의 공급자인 의사 태도가 얼마나 소비
자친화적이었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의 [표 3-16]과 같다. 

[표 3-16] 소비자친화적 의사 태도(괄호 안=N)  

구분
의원급

(1차 의료기관)
병원급

(2차 의료기관)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

(3차 의료기관)
평균
(표준
편차)외래 입원 응급 계 외래 입원 응급 계 외래 입원 응급 계

의사  
태도

5.06
(267)

5.13
(  8)

4.10
(  5)

5.10
(280)

5.18
(167)

5.08
( 19)

5.44
(  8)

5.18
(194)

5.05
(107)

5.37
( 26)

4.56
( 12)

5.07
(145)

5.09
(1.053)

조사대상자가 이용한 의료서비스에서의 의사의 소비자친화적 태도 점수
는 7점 만점에 5.09점이었고, 이용 의료기관별로는 병원급(2차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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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가장 소비자친화적이었다. 또한 이용 서비스 유형별로는 외래 및 응
급진료의 경우, 병원급(2차 의료기관) 의사가,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종합병
원 및 상급종합병원(3차 의료기관) 의사가 가장 소비자친화적 태도를 보였
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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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및 분석

제 1 절 의료소비자권리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하위 차원 

1. 의료소비자권리의 우선순위와 필요도

본 연구에서 제시한 7가지의 의료소비자권리 중에서 우선적으로 보장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권리는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1~7위까지로 순위
를 매기도록 했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4-1]과 같다.  

 
[표 4-1] 의료소비자권리의 우선순위*

                                    순위 

 의료소비자권리 항목

1순위
(빈도, 

%)

2순위
(빈도, 

%)

3순위
(빈도, 

%)

4순위
(빈도, 

%)

5순위
(빈도, 

%)

6순위
(빈도, 

%)

7순위
(빈도, 

%)

『보건의료
기본법』 

상의 
의료소비자 
4대 권리

차별없이 진료받을 권리(건강권)   262
( 42.3)

   96
( 15.5)

   65
( 10.5)

   75
( 12.1)

   59
(  9.5)

   39
(  6.3)

   23
(  3.7)

질병, 치료과정 및 방법에 대한 
정보를 의료인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알 권리(알 권리) 
  105
( 17.0)

  140
( 22.6)

  144
( 23.3)

  120
( 19.4)

   73
( 11.8)

   30
(  4.8)

    7
(  1.1)

 자신에게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선택권)

   28
(  4.5)

   93
( 15.0)

  146
( 23.6)

  153
( 24.7)

   99
( 16.0)

   61
(  9.9)

   39
(  6.3)

개인건강정보와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비밀보장권)

   13
(  2.1)

   33
(  5.3)

   60
(  9.7)

   63
( 10.2)

  101
( 16.3)

  147
( 23.7)

  202
( 32.6)

본 
연구에서 
추가로 
고려한 

의료소비자 
권리17)

환자에게 중요한 의료정책의 결정 
과정에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할 

권리(참여권)
    4
(  0.6)

   16
(  2.6)

   36
(  5.8)

   72
( 11.6)

  151
( 24.4)

  188
( 30.4)

  152
( 24.6)

병원에서의 감염 등 의료사고
로부터 안전할 권리(안전할 권리)

  182
( 29.4)

  196
( 31.7)

   96
( 15.5)

   64
( 10.3)

   44
(  7.1)

   27
(  4.4)

   10
(  1.6)

의료서비스에 불만이 있는 경우, 
이를 제기하고 피해구제를 받을 

권리(불만제기 및 보상받을 권리)
   25
(  4.0)

   45
(  7.3)

   72
( 11.6)

   72
( 11.6)

   92
( 14.9)

  127
( 20.5)

  186
( 30.0)

계   619
(100.0)

  619
(100.0)

  619
(100.0)

  619
(100.0)

  619
(100.0)

  619
(100.0)

  619
(100.0)

* 각 순위별로 1, 2위에 해당하는 권리를 음영으로 표시했음.

17) 국제소비자기구(CI)의 환자권리장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소비자 7대 권리와 『소비자기본법』 
상의 소비자 8대 권리를 근거로 추가했으며, 불만제기 및 보상받을 권리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제시된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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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에서 알 수 있듯이, 조사대상자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할 의료소비자권리로 건강권(262명)과 안전할 권리(182명)를 꼽았고, 2순
위로 안전할 권리(196명)와 알 권리(140명)를 선택했으며, 불만제기 및 보
상받을 권리와 비밀보장권의 우선순위를 가장 낮게 평가했다. 즉, 의료소
비자권리 사이에 다툼이 있을 때, 소비자들은 차별없이 진료받을 권리인 
건강권이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보았고, 그 다음으로는 안전할 
권리, 알 권리, 선택권이, 마지막으로 참여권, 불만제기 및 보상받을 권리, 
비밀보장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답했다.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
서비스의 특성상 안전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는 하지만,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안전 자체를 논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이러한 이유로, 소비자들은 건강권을 안전할 권리보다 더 우
선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응답했을 것이다.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비밀보장권의 경우, 『소비자기본법』에서 규정하
고 있는 소비자권리 8대 권리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보건의료기본법』에
서 의료소비자 4대 권리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의료정보가 갖는 
독특한 특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의료정보는 사회적 낙인이나 배
제 효과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보 노출 시에 고용상의 불이익
이나 집단적 왕따를 당할 수 있고, 사회적 평판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에
서 치명적이다(참여연대⋅건강과대안, 2016). 이와 같은 이유로 의료정보
는 민감정보로 분류되며, 이러한 의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보건의료기본
법』 상에 비밀보장을 의료소비자의 4대 권리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것
이다. 이처럼 의료정보는 개인정보만큼이나 중요하지만, 소비자가 비밀보
장권의 우선순위를 낮게 인식한 것은 실제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
하지 않는 한, 해당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고,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따
라서 비밀보장권 실현을 위해서는 소비자보다는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하
며, 소비자들이 의료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의료정보 
보호 행동을 하도록 하는 캠페인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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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건강권, 알 권리, 선택권, 참여권, 안전할 권리, 비밀보장권, 
불만제기 및 보상받을 권리 등의 7가지 의료소비자권리에 대해, 소비자들
은 각각의 권리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1점(전혀 
필요하지 않다)에서 5점(반드시 필요하다)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했
고, 그 결과는 아래의 [표 4-2]와 같다. 

[표 4-2] 의료소비자권리 필요도

의료소비자권리 항목 평균(표준편차) 95% 신뢰구간

『보건의료
기본법』 상의 
의료소비자 
4대 권리

차별없이 진료받을 권리(건강권) 4.49( .727) 4.43-4.55

질병, 치료과정 및 방법에 대한 정보를 
의료인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알 권리(알 권리) 4.61( .635) 4.56-4.66

 자신에게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선택권) 4.44( .685) 4.39-4.49

개인건강정보와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비밀보장권) 4.58( .703) 4.53-4.63

본 연구에서 
추가로 
고려한 

의료소비자 
권리

환자에게 중요한 의료정책의 결정 과정에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할 권리(참여권) 4.33( .711) 4.27-4.39

병원에서의 감염 등 의료사고로부터 안전할 
권리(안전할 권리) 4.68( .659) 4.63-4.73

의료서비스에 불만이 있는 경우, 이를 
제기하고 피해구제를 받을 권리

(불만제기 및 보상받을 권리)
4.55( .677) 4.50-4.60

의료소비자권리 필요도 4.52( .598) 4.48-4.57

위의 [표 4-2]와 같이, 각각의 권리에 대한 필요도는 7개 항목 모두에서 
5점 만점에 평균 4.33점 이상이었다.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권리는 ‘병
원에서의 감염 등 의료사고로부터 안전할 권리’로 그 필요도는 4.68점이었
고, ‘질병, 치료과정 및 방법에 대한 정보를 의료인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알 권리’(4.61점)의 필요도가 그 다음으로 높았다. 이에 비해, ‘의료정책의 
결정 과정에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할 권리’(4.33점)의 필요도가 가장 낮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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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자신에게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의 필요도는 
4.44점으로 두 번째로 낮았다. 

소비자들이 안전할 권리의 필요도를 가장 높게 평가한 것은 인간의 생
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서비스에서 안전이 최우선 가치이기 때문이다. 이
러한 의료서비스의 특성과 함께, 2015년 여름 우리나라를 강타한 메르스
(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 확인된 감염병 위기 대응 시스템의 후
진성과 병원 내 감염의 취약성도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요구를 높이는 데 
일조했을 것이다.

우선순위가 가장 높았던 건강권의 필요도는 4.49점으로 5위에 해당했
는데, 이와 같이 건강권의 우선순위와 필요도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것은 
그동안 추진된 보건의료정책의 성과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즉, 전
국민 의료보험 시행 등과 같은 보건의료정책의 성과로 의료서비스의 양적 
팽창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건강권이 일정부분 충족됐기 때문에, 소비
자가 건강권의 필요도를 낮게 평가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소비자는 알 권리에 비해 선택권의 필요도를 더 낮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는 질병의 심각성, 치료결과의 불확실성, 다양한 치료선택에 
대한 부담감 등이 소비자의 결정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즉, 소비자는 의사로부터 자신이나 가족의 질병, 치료과정 및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듣기를 원하지만, 치료결과의 불확실성과 다양한 선택 대안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해 스스로의 결정을 회피하고자 하는 유인을 갖게 
되므로, 응답자들은 알 권리에 비해 선택권의 필요도를 낮게 평가했을 것
이다. 이러한 소비자의 선택회피 유인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자신이 의학
적 의사결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치료를 감당해야 하므로, 의사는 소비자가 
알 권리와 함께 선택권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의료서비스 제공 시에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결과의 불확실성이나 다양한 선택안으로 인한 부
담감을 해소해 줘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소비자들은 『보건의료기본법』이 규
정하고 있는 건강권, 알 권리, 자기결정권, 비밀보장 등의 4대 권리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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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본 연구에서 추가로 제시한 참여권, 안전할 권리, 불만제기 및 보상
받을 권리 등도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안전할 권리는 소비자
들이 그 필요도를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음에도, 『보건의료기본법』 상의 
의료소비자권리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 또한 불만제기 및 보상받을 권리
의 경우에도 『의료법시행규칙』의 환자의 권리와 의무 규정 중에 상담⋅조
정을 신청할 권리로만 명시돼 있어, 이를 보다 적극적인 권리인 불만제기 
및 보상받을 권리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의료소비자권리를 규정하
고 있는 『보건의료기본법』에 참여권, 안전할 권리, 불만제기 및 보상받을 
권리 등을 추가해, 의료소비자권리의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2. 의료소비자권리의 보장수준과 필요도-보장수준 차이 

⑴ 의료소비자권리의 보장수준

실제 의료현장에서, 의료소비자권리가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알아본 결과는 다음의 [표 4-3]과 같다. 본 연구에서 설정
한 7가지 권리 중에서 불만제기 및 보상받을 권리(2.44점)을 제외한 나머
지 권리들의 보장수준은 5점 만점에 2.8점 이상이었고, 전체 의료소비자권
리의 보장수준은 2.97점으로 보통이었다. 또한 『보건의료기본법』 상의 의
료소비자 4대 권리의 보장수준은 3점 이상인 반면, 본 연구에서 추가로 
고려한 3가지 권리의 보장수준은 2점대 후반으로, 법에 명시된 4대 권리
에 비해 그 보장수준이 낮았다. 소비자들은 비밀보장권(3.20점)이 가장 잘 
보장되고 있다고 평가했고, 알권리(3.13점), 건강권(3.12점), 선택권(3.07
점) 순으로 잘 보장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비해, 불만제기 및 보상받
을 권리(2.44점)와 참여권(2.86점)의 보장수준은 낮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황은애(2014)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과거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목표는 의료서비스의 양적 확충에 맞춰
져 있었는데, 이러한 정책이 성과를 거두면서 의료서비스의 양적 팽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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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고, 그 결과 소비자의 건강권이 일정 수준 충족됐다고 볼 수 있
다. 따라서 이러한 보건의료정책의 성과에 힘입어, 소비자들이 인식한 건
강권 보장수준이 높게 나타났을 것이다. 또한 전국민 의료보험 시행에 따
른 당연지정제 도입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원하는 의료기관을 제한 없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권 보장수준도 높게 인식했을 것이다.    

[표 4-3] 의료소비자권리 보장수준

의료소비자권리 항목 평균(표준편차) 95% 신뢰구간

『보건의료
기본법』 

상의 
의료소비자 
4대 권리

차별없이 진료받을 권리(건강권) 3.12( .876) 3.05-3.19

질병, 치료과정 및 방법에 대한 정보를 
의료인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알 권리(알 권리) 3.13( .863) 3.06-3.20

 자신에게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선택권) 3.07( .892) 3.00-3.14

개인건강정보와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비밀보장권) 3.20( .851) 3.13-3.27

본 연구에서 
추가로 
고려한 

의료소비자 
권리

환자에게 중요한 의료정책의 결정 과정에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할 권리(참여권) 2.86( .897) 2.79-2.93

병원에서의 감염 등 의료사고로부터 안전할 
권리(안전할 권리) 2.94( .930) 2.87-3.01

의료서비스에 불만이 있는 경우, 이를 
제기하고 피해구제를 받을 권리

(불만제기 및 보상받을 권리)
2.44(1.065) 2.36-2.52

의료소비자권리 보장수준 2.97( .701) 2.91-3.02

소비자들은 불만제기 및 보상받을 권리의 보장수준을 가장 낮게 평가했
는데, 이는 2014년 10월 발생한 가수 신해철의 사망사건 해결과정을 통해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구제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학습한 결과가 반영된 것
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도입이 추진된 
것은 1989년 12월이었으나, 해당 제도가 실제 도입된 것은 20여 년 만인 
2011년 4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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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분쟁조정법)」(2012. 4. 8. 시행)의 제정과 2012년 4월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의 설립을 통해서였다. 이러한 의료중재원의 출범
으로 의료분쟁해결을 위한 제도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4월 이
후 접수된 누적 의료분쟁 조정신청 사건 7,394건 중 43.8%(3,229건)18)만
이 피신청인(의료기관)의 동의를 얻어 조정 절차가 개시되는 등 의료분쟁조
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끊임없이 제기됐었다. 그러던 중, 2014년 
가수 신해철의 의료사고가 이슈화되면서 이를 계기로 조정절차 자동개시를 
골자로 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일명 “신해철법”)19)이 국회를 통과해, 
2016년 11월 30일 시행됐다. 이러한 법 개정 이후, 의료분쟁조정 신청 건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고, 2017년 3월 현재 15건의 사망사고에 대한 
자동조정이 개시되는 등20) 개정안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
지만,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의료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불만제기 및 보상받을 권리를 보장하
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의료정책의 결정 과정에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할 권리(참여권) 역시 그 
보장수준이 2.86점으로 권리 전체의 평균 보장수준보다 낮았다. 1999년 5
월 시민단체 주도로 추진된 의약분업 모델에서 의료정책 결정 과정에 시
민사회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했으나, 2000
년 11월 시민사회단체가 배제된 채, 의약분업 최종안이 결정되면서 참여
권 확보라는 목표는 달성돼지 못했다. 게다가 이전에 비해 의료공급자들이 
더욱 뚜렷하게 조직화돼 독자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와의 협상을 시
도하는 등 의료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소비자의 참여는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료공급자와 소비자 간 힘의 불균형을 해

18) 자세한 사항은 『2016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참고.
19) 2016년 5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등급 제
1급이 되었을 경우 피신청인(의사나 병원)의 동의 없이도 자동으로 의료분쟁 조정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며, 2016년 5월 29일 공포돼 같은 해 11월 30일 시행됐음.    

20) 개정안 시행 이후인 2016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3개월간 의료중재원에 접수된 의료분쟁
조정 신청은 481건으로, 전년도 동 기간(374건) 대비 128% 증가했으며, 그 중 15건의 사망사고
에 대해 실제 의료분쟁조정절차가 자동으로 시작됐음(MEDICAL Observer, 2017. 3.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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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고, 의료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구된다. 

  
⑵ 의료소비자권리의 필요도와 보장수준의 차이

의료소비자가 인식한 권리의 필요도와 보장수준의 차이는 다음의 [표 
4-4]와 같으며, 불만제기 및 보상받을 권리가 2.11점으로 그 차이가 가장 
컸고, 선택권은 1.36점으로 가장 차이가 작았다.   

 
[표 4-4] 의료소비자권리의 필요도와 보장수준의 차이

의료소비자권리 항목
필요도 보장수준 차이

평균
(표준편차)

순
위

평균
(표준편차)

순
위

평균
(표준편차)

순
위

병원에서의 감염 등 의료사고로부터 안전할 
권리(안전할 권리)

4.68
( .659) 1 2.94

( .930) 5 1.74
(1.201) 2

질병, 치료과정 및 방법에 대한 정보를 
의료인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알 권리(알 권리) 

4.61
( .635) 2 3.13

( .863) 2 1.48
(1.089) 3

개인건강정보와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비밀보장권)

4.58
( .703) 3 3.20

( .851) 1 1.38
(1.107) 5

의료서비스에 불만이 있는 경우, 이를 
제기하고 피해구제를 받을 권리

(불만제기 및 보상받을 권리)

4.55
( .677) 4 2.44

(1.065) 7 2.11
(1.373) 1

차별없이 진료받을 권리(건강권) 4.49
( .727) 5 3.12

( .876) 3 1.37
(1.142) 6

 자신에게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선택권)

4.44
( .685) 6 3.07

( .892) 4 1.36
(1.130) 7

환자에게 중요한 의료정책의 결정 과정에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할 권리(참여권)

4.33
( .711) 7 2.86

( .897) 6 1.46
(1.162) 4

의료소비자권리 전체 4.52
( .598)

2.97
( .701)

1.56
( .944)

[표 4-4]의 권리 항목 중에서 안전할 권리와 불만제시 및 보상받을 권
리의 경우, 권리의 필요도에 비해, 보장수준이 낮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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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불일치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이들 권리가 필요하다고 인식할수록 그 
기대치가 높아져 상대적으로 보장수준을 낮게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으
며, 이러한 결과는 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정도와 수혜정도가 역상관관계
임을 밝힌 정순아(1989)의 연구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안전할 권리와 불만제시 및 보상받을 권리는 기대불일치로 
설명할 수 있는 반면, 건강권과 선택권의 경우, 필요도 순위가 보장수준의 
순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국민 의료보험 시행 이
후 지난 20여 년이 동안 의료서비스의 양적 확충이 이루어져 건강권 보장
이 일정수준 이상 달성됐고, 당연지정제 시행과 자유로운 의료기관 선택 
등의 이유로 선택권도 상당부분 보장되고 있다고 판단한 소비자들이 이들 
권리의 필요도를 낮게 평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안전할 권리의 경우, 그 보장수준
은 5위에 해당했고, 필요도와 보장수준의 차이는 1.74점으로 2위를 차지
했다. 이는 진료받을 권리인 건강권이 어느 정도 보장된 상황에서, 안전할 
권리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데 비해, 2015년 발생한 메르
스 사태에서 확인된 우리나라의 감염병 위기 대응 시스템의 후진성과 병
원 내 감염의 취약성 등으로 인해 그 보장수준을 낮게 인식했기 때문이다. 
2000년대 들어 환자안전은 전 세계적으로 보건의료의 주요 패러다임으로 
급부상했고, 이러한 흐름에 따라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대만 등은 지
난 2002~2005년 사이에 환자안전을 위한 법과 보고 체계를 마련했다. 이
러한 세계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의 환자안전에 대한 관심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다가, 2010년 5월 발생한 일명 종현이 
사건21)을 계기로 환자안전이 중요한 보건의료 의제로 떠올랐고, 2016년 7
월 29일 드디어 환자안전법이 시행되게 됐다. 하지만 법의 제정과 시행에

21) 정종현 군은 백혈병 투병중인 아홉 살 어린이로, 2007년 4월 백혈병 진단을 받고, 3년간 총 16
차례의 항암치료를 받았고 17차 항암치료만 받으면 완치되는 상황이었으나, 마지막 항암치료 과
정에서 정맥에 주사해야 할 '빈크리스틴'이라는 항암제를 의료진이 실수로 척수강 내로 잘못 주사
하면서 열흘 동안 극심한 고통을 겪고 2010년 5월 19일 결국 사망했음(내일신문, 2013. 3. 13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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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에서는 제도적 기반이나 시책 등을 마련하지 못
했고, 환자안전사고 보고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는 등 제도의 실효
성 확보를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다. 따라서 환자안전법의 조속
한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되며, 더불어 병원 직원들뿐만 아
니라 환자와 보호자들도 병원내 안전사고 예방의 주체임을 인식할 수 있
도록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료공급자와 
소비자 모두 병원내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
경과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보장수준에 따른 의료소비자권리의 하위 차원 

의료서비스는 의료라는 공공재적 특성과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재적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특수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 설정한 7가지 의료소비자권리는 공공재이자 시장재인 의료서비스
의 특성을 반영한 하위 차원으로 나뉠 것이다. 이에 의료소비자권리 보장
수준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는 [표 4-5]와 같다. 

다음의 [표 4-5]에서 알 수 있듯이, 건강권, 안전할 권리, 비밀보장권의 
3가지 권리가 하나의 요인으로, 나머지 4가지 권리가 또 다른 요인으로 
분류됐다. 의료서비스라는 용어를 의료와 서비스로 분리했을 때, <요인1>
로 분류된 알 권리, 선택권, 참여권, 불만제기 및 보상받을 권리의 경우에
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서비스의 특성에서 기인한 권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소비자로서의 권리’로 명명했다. 또한 <요인2>로 
묶인 건강권, 안전할 권리, 비밀보장권은 공공재이자 인간의 생명을 다루
는 의료의 특성에서 기인한 권리들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환자로서의 
권리’로 이름 붙였다. 이하에서는 ‘환자로서의 권리’와 ‘소비자로서의 권
리’의 두 가지 하위 차원으로 구분해 분석을 실시했으며, 각 하위 차원별
로 해당 권리의 보장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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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의료소비자권리 보장수준에 대한 요인분석

구분 의료소비자권리 항목
보장수준

요인1 요인2

환자로서
의 권리

차별없이 진료받을 권리(건강권) .165 .859
병원에서의 감염 등 의료사고로부터 안전할 권리

(안전할 권리) .540 .626

개인건강정보와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비밀보장권) .404 .660

소비자
로서의
권리

질병, 치료과정 및 방법에 대한 정보를 
의료인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알 권리(알 권리) .609 .497

 자신에게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선택권) .805 .264

환자에게 중요한 의료정책의 결정 과정에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할 권리(참여권) .854 .220

의료서비스에 불만이 있는 경우, 이를 제기하고 
피해구제를 받을 권리(불만제기 및 보상받을 권리) .708 .380

고유값  2.731  2.075

전체 변량(%) 39.009 29.638
누적 변량(%) 39.009 68.647

 

  

제 2 절 의료서비스에서의 공유의사결정

1. 의료서비스에서의 공유의사결정 수준

조사대상자가 가장 최근에 이용한 의료서비스에서 의료진과 어느 정도  
공유의사결정을 했는지를 알아본 결과, 다음의 [표 4-6]과 같이 8개 항목 
모두에서 5점 만점에 3.2점 이상이었다. 또한 최근 이용한 의료서비스에서
의 공유의사결정 수준은 3.47점으로, 의료 이용 시 소비자와 의료진 사이
의 의사소통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항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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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살펴보면, “치료결정을 내릴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정보를 이해했다”는 
항목의 점수가 3.71점으로 가장 높았고, “의사는 치료법과 관련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는 항목은 3.23점으로 가장 낮았다. 

  
[표 4-6] 의료서비스에서의 공유의사결정 수준

구분 문항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Cronbach’s

α

의사의 
설명의무

의사는 내 증상에 
필요한 검사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

3.63
( .781)

3.48
( .725)

3.57-3.69

3.42-3.54

.878

의사는 나에게 선택 
가능한 진료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

3.58
( .825) 3.51-3.64

의사는 치료법과 관련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

3.23
( .898) 3.16-3.30

소비자의 
알 권리

나는 각 치료 대안의 
장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3.27
( .826)

3.49
( .599)

3.21-3.33

3.45-3.54
나는 치료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정보를 이해했다

3.71
( .658) 3.66-3.76

소비자의 
선택권

나는 병원 및 의사 선택 
시에 나의 의견을 

능동적으로 제시했다 

3.60
( .805)

3.44
( .670)

3.54-3.66

3.39-3.49

나는 의사에게 (나의 
증상과) 가능한 치료 

대안에 대한 나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다

3.46
( .812) 3.40-3.52

나는 가능한 치료 대안 
중에서 최종 치료법 
선택 과정에 적극 

개입했다 

3.26
( .846) 3.19-3.33

최근 이용한 의료서비스에서의 
공유의사결정 수준

3.47
( .594) 3.43-3.50

의료서비스 이용 시에, 소비자는 의료진과의 공유의사결정을 통해 알 
권리를 충족하고 선택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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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반드시 의사의 설명의무가 선행돼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
유의사결정 수준을 측정하는 문항에 의사의 설명의무에 해당하는 항목을 
포함시켰다. 위의 [표 4-6]에서 알 수 있듯이, 소비자들은 필요한 검사
(3.63점)나 선택 가능한 진료(3.58점)에 비해, 치료법과 관련 부작용(3.23
점)이나 치료 대안의 장점(3.27점) 등과 같이 좀 더 자세한 정보에 대한 
의사의 설명이 부족했다고 응답했다. 물론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환
자를 진료해야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의료 체계로 인해 ‘3분 진료’가 당연
한 것으로 여겨지는 현실에서, 의사의 설명의무를 무한정 늘리는 것은 불
가능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의사가 치료 대안과 함께 각 대안의 장단점(혜
택, 위험, 비용 등)도 함께 설명해야만 의료진과 소비자 간 원활한 공유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의사에게는 치료 대안과 함께 각 대안의 
장단점도 함께 설명하도록 주지시킬 필요가 있고, 소비자에게는 자신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의사에게 치료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의료소비자권리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의료소비자의 선택과 관련된 2개의 항목에 대해 살펴보면, 
“병원 및 의사 선택 시에 나의 의견을 능동적으로 제시했다”는 항목의 경
우에는 평균보다 높은 3.60점이었으나, “가능한 치료 대안 중에서 최종 치
료법 선택 과정에 적극 개입했다”는 항목은 3.26점으로 평균보다 낮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소비자가 의료기관이나 의사를 선택할 때보다 실제 
진료를 받을 때 자신의 선택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들은 치료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정보
를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최종 치료법 선택 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주저하
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그들의 병과 그것에 대해 
결정의 우선권을 가지고자 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가 자신의 치료 결정을 
스스로 내리는 것에 있어 두려움을 느끼고, 자신이 정보를 공유하는 한에 
있어서는 의사가 결정을 내려주는 것을 선호한다는 Charles 등(1997)과 
안선화 외(200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의
학적 의사결정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질병, 치료결과에 대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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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불확실성, 제시되는 다양한 치료선택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해 결
정을 회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정 회피 유인에도 불구
하고, 소비자가 의료기관이나 의사를 선택할 때와 마찬가지로, 실제 치료
법을 선택할 때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야만 하는 이유는 의
학적 의사결정을 통한 치료과정을 온전히 감당해 내야 하는 것은 소비자 
자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진은 소비자와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
해 이들의 결정 회피 유인이 제거되도록 도와야 하고, 소비자는 자신의 선
택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2. 공유의사결정 수준에 대한 영향요인

공유의사결정 수준은 8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에 1점, 
‘매우 그런 편이다’에 5점을 주어 그 점수를 모두 합산하고, 이를 항목수
로 나누어 평균을 사용했다. 이러한 공유의사결정 수준이 관련변수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성별, 결혼 여부, 자녀 유무, 거주지, 미
충족 의료 경험, 의료피해 경험, 만성질환 유무,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 관
심도, 주관적 소비자역량, 소비자친화적 의사 태도, 의료소비자권리 필요
도22)에 대해 t-검정을, 연령, 교육수준, 취업 여부(직업), 월평균 가계소득, 
이용 의료기관의 종류, 이용 의료서비스의 종류에 대해 일원분산분석을 실
시했다(부록 [표 4] 참고).

공유의사결정 수준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취업 여부(직업), 월평균 가
계소득, 거주지, 미충족 의료 경험, 만성질환 유무, 이용 의료기관의 종류, 
이용 의료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결혼 여부, 
자녀 유무, 의료피해 경험,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 관심도, 주관적 소비자
역량, 의료소비자권리 필요도, 소비자친화적 의사 태도에 따라서는 집단 

22) 주관적 건강상태(평균 3.11), 건강 관심도(평균 3.81), 주관적 소비자역량(평균 3.38), 의료소비자
권리 필요도(평균 4.52)는 평균보다 높은 경우를 고(高)로, 평균보다 낮은 경우를 저(低)로 나눴으
며, 소비자친화적 의사 태도(평균 5.09)는 평균보다 높은 집단을 소비자친화적, 평균보다 낮은 집
단을 소비자비(非)친화적으로 명명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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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차이가 있었다. 즉, 미혼보다는 기혼인 사람이, 자녀가 있는 경우에, 의
료피해 경험이 없는 사람이, 주관적 건강상태가 높은 집단이, 건강 관심도
가 높은 집단에 속하는 사람이, 주관적 소비자역량이 높은 집단에 속하는 
사람이 최근 이용한 의료서비스에서의 공유의사결정 수준이 높았다. 또한 
이용 의료서비스의 담당의사가 소비자친화적이었다고 인식한 집단이, 의료
소비자권리 필요도가 높은 집단에 속하는 사람이 최근 이용한 의료서비스
에서의 공유의사결정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나열한 관련변수들 가운데 어떤 변수가 공유의사결정 수준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영향을 미친다면 그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 교육수준, 취업 여부(직업), 결혼 여부, 자녀 유무, 월평균 가계소득, 
거주지), 의료소비자적 특성(미충족 의료 경험, 의료피해 경험, 만성질환 
유무,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 관심도, 주관적 소비자역량, 의료소비자권리 
필요도), 의료공급자 측면의 특성(이용 의료기관의 종류, 이용 의료서비스
의 종류, 소비자친화적 의사 태도)의 3가지 변수군을 독립변수로 하고, 공
유의사결정 수준을 종속변수로 하는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는 다음의 [표 4-7]과 같다.   

먼저, 사회인구학적 변수군을 독립변수로 한 1단계 다중회귀분석 결과, 
고졸에 비해 대졸자의 공유의사결정 수준이 더 높았다. 공유의사결정은 의
사와 소비자가 함께 치료방향을 정해 나가는 것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사와의 의사소통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
로 예측되므로, 교육수준이 공유의사결정 수준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작용
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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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공유의사결정 수준의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종속변수(공유의사결정 수준)
 독립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B β B β B β

사
회
인
구
학
적

특
성

성별(여자=1)  .022  .018 -.017 -.015 -.018 -.015
연령(30대=1) -.036 -.027 -.031 -.023 -.031 -.023
연령(40대=1)  .006  .005  .003  .002 -.078 -.057

연령(50대=1)  .053  .039  .011  .008 -.128 -.094

교육수준(고졸=1) -.141 -.084* -.093 -.055 -.006 -.004
교육수준(대학 재학=1)  .148  .074  .139  .070  .047  .024

취업 여부(직업)(취업(White 외)=1)  .130  .074  .126  .072  .077  .044
취업 여부(직업)(비취업=1) -.022 -.016  .001  .000  .009  .007

결혼 여부(미혼(기타 포함)=1) -.015 -.012 -.040 -.033 -.063 -.052
자녀 유무(있음=1)  .145  .122  .122  .102  .056  .047

월평균 가계소득(250~450만 원 미만=1)  .030  .024 -.007 -.006  .026  .021
월평균 가계소득(450~650만 원 미만=1)  .013  .010 -.098 -.075 -.056 -.042

월평균 가계소득(650만 원 이상=1) -.021 -.014 -.160 -.104* -.037 -.024
거주지(중소도시 또는 농어촌=1)  .051  .042  .080  .066  .025  .021

의
료
소
비
자
적
특
성

미충족 의료 경험(있음=1) -.116 -.062  .034  .018
의료피해 경험(있음=1) -.134 -.085* -.038 -.024
만성질환 여부(있음=1) -.047 -.037 -.002 -.002

주관적 건강상태  .023  .024 -.045 -.047
건강 관심도  .147  .134**  .125  .114**

주관적 소비자역량  .249  .239***  .166  .160***

의료소비자권리 필요도  .131  .125** -.005 -.005

의료
공급
자

측면
의 

특성

이용 의료기관 종류(병원급=1) -.006 -.004
이용 의료기관 종류(종합병원급=1)  .132  .094**

이용 의료서비스 종류(외래=1) -.021 -.012
이용 의료서비스 종류(응급=1) -.107 -.035

소비자친화적 의사 태도  .360  .638***

상 수 3.342 1.445  .808
수정된 R2 .014 .140 .499

△R2 .036 .133 .351
F비 1.632 5.804*** 24.702***

* p＜.05  ** p＜.01  *** p＜.001
* 기준: 성별(남자), 연령(20대), 교육수준(대졸), 취업 여부(직업)(취업(White)), 결혼 여부(기혼(유배우자)), 자녀 

유무(없음), 월평균 가계소득(250만 원 미만), 거주지(대도시), 미충족 의료 경험(없음), 의료피해 경험(없
음), 만성질환 여부(없음), 이용 의료기관 종류(의원급), 이용 의료서비스 종류(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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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2단계에서는 1단계 모형에 의료소비자적 특성을 추가했으며, 
그 결과, 학력수준에 따른 공유의사결정 수준 차이는 없어진 반면, 월평균 
가계소득, 의료피해 경험, 건강 관심도, 주관적 소비자역량, 의료소비자권
리 필요도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즉, 월평균 가계소득이 650만 
원 이상인 사람보다 250만 원 미만인 사람이, 의료피해 경험이 없는 사람
이, 건강 관심도가 높을수록, 주관적 소비자역량이 높을수록, 의료소비자
권리 필요도가 높을수록 공유의사결정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
았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대 수준도 높아지므로, 650
만 원 이상 소득자가 250만 원 미만의 월 소득을 가진 사람에 비해 공유
의사결정에 기대치가 높아, 그 수준을 낮게 평가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의료피해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는 이러한 의료피해의 해결
과정에서 의료진과의 감정적 마찰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감정
적 마찰로 인해 불편했던 경험은 추후 의료서비스 이용 시 의료진과의 의
사소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의료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공유의사결정 수준이 경험자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을 것이
다.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 의료피해가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이나 의료진
은 회피나 침묵과 같이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일반
적이다. 이렇게 의료진이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는 이유는 의료피해 발생에 
대한 의료인의 사과를 과실로 받아들이는 문화적 정서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의료진의 방어적 행동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무력감과 좌절감을 주
게 되고, 이는 불필요한 의료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의
료피해에 대한 적절한 사과와 잘못을 공개하는 ‘진실말하기(disclosure
)’23) 프로그램의 도입과 함께 의료진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한 사과가 법적 

23) '진실말하기 프로그램'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병원이나 의료진이 환자 측에 곧바로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바를 투명하게 설명하고 신속한 조사를 약속하는 것으로, 환자 측이 원할 경우에 
제3자의 조사 참여도 허용하고, 조사 결과 실수를 깨닫게 되면 환자 가족과 만나 진심으로 사과
하는 동시에 적절한 배상책을 먼저 제시하는 것임. 미시간 대학병원의 사례가 대표적인 성공 사
례인데, 미시간 대학병원은 2001년 이 프로그램을 도입한 후, 연간 262건이던 의료분쟁소송이 
2007년 83건으로 줄어들었고, 병원이 의료분쟁소송을 위해 쓴 비용도 300만 달러에서 100만 달
러로 줄어들었음(왓처데일리, 2016. 7.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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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하는 일명 ‘사과법(Apology 
law)’의 제정을 추진함으로써 의료피해 해결과정에서의 의료진과 소비자 
간의 불필요한 감정적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관적 소비자역량이 높을수록 공유의사결정 수준이 높았는데, 
이는 소비자로서의 자신의 역량을 높게 인식할수록 자신감이 높아져 의료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료소비자권리가 필요하다고 인식
할수록 공유의사결정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충족하고자 하는 유인이 커져, 
공유의사결정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의료소비자교육을 통해 소비
자로서의 자신감을 높여주고,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서비스에서의 공유의사결정 수준을 높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2단계 모형에 의료공급자 측면의 특성을 추가
로 투입했는데, 그 결과, 소비자친화적 의사 태도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나 의료피해 경험과 의료소비자권리 필요도의 영향력은 제거됐고, 2단
계에 비해 건강 관심도와 주관적 소비자역량의 영향력도 줄어들었다. 이러
한 결과를 통해, 소비자친화적 의사 태도(β= .638)가 여타의 변수와 비교
했을 때 공유의사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변수임을 알 수 
있었고, 건강 관심도, 주관적 소비자역량, 이용한 의료기관의 종류도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요인이었다. 즉, 의원급(1차 의료기관) 이용자에 비해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3차 의료기관) 이용자가, 주관적 소비자역량
이 높을수록, 건강 관심도가 높을수록, 해당 의료서비스의 담당의사가 소
비자친화적일수록 공유의사결정 수준이 높았고,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49.9%였다. 

2단계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유의미했던 의료피해 경험은 소비자친화적 
의사 태도 변수가 추가되면서 그 영향력이 제거됐다. 의료피해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는 그 해결과정에서 의료진과의 감정적 마찰 등을 경험하게 되
고, 이러한 불편 경험이 추후 의료서비스 이용 시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공유의사결정 수준을 낮췄을 것이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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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의료피해 경험의 영향은 공유의사결정의 상대방인 의료진의 소비
자친화적 태도에 의해 제거될 수 있다. 또한 2단계 분석에서 의료소비자
권리가 필요하다고 인식할수록 공유의사결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유인이 
커졌으나, 3단계 분석을 통해 의사의 소비자친화적 태도가 의료소비자권리
의 필요성 인식과 관계없이 공유의사결정 참여도를 높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의료진의 소비자친화적 태도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의료진이 소비자와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
을 향상시킴으로써 의료피해 경험이나 낮은 의료소비자권리 필요도 등의 
저해요인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공유의사결정 수준
에는 의료소비자적 특성과 의료공급자 측면의 특성만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료소비자적 특성 중에서는 주관적 소비자역량
(β= .160)의 영향력이 가장 컸는데, 이 변수의 영향력은 의료공급자 측면의 
특성인 소비자친화적 의사 태도(β= .638) 변수의 것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두 변수의 영향력 차이는 의료시장에서의 의료공급자와 소비자 간 
힘의 비대칭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소비자로서의 역량에 
대한 주관적 자신감을 높임으로써 의료소비자권리를 더 많이 행사하도록 독
려할 수 있으나, 의료 현장에서 의사가 소비자친화적인 태도를 갖지 않는 
한, 공유의사결정의 실현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비자로서의 주관
적 역량을 높이는 노력에 앞서 소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의료
진의 태도 변화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또한 주관적 소비자역량 강화를 위
한 의료소비자교육도 함께 실시함으로써 공유의사결정 수준을 높이는 상승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공유의사결정이 만성질환자 중심의 진료환경에서 유용하다는 서원식과 
이채경(2010)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만성질환 여부가 공유의사결
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만성질환 치료를 위해 이
용한 의료서비스가 아닌 가장 최근에 이용한 의료서비스 관련 경험을 바
탕으로 설문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 만성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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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리 또는 치료를 위한 의료서비스 이용경험을 대상으로 공유의사결정 
수준을 조사한다면 이와는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제 3 절 의료소비자권리 보장수준에 대한 경로분석

1. 의료소비자권리 전체의 보장수준에 대한 경로분석

의료소비자권리 보장수준은 7가지 권리 항목에 대해 ‘매우 낮은 편이다’
에 1점, ‘매우 높은 편이다’에 5점을 주어 그 점수를 모두 합산하고, 이를 
항목수로 나누어 평균을 사용했다. 이러한 의료소비자권리 보장수준이 관련
변수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성별, 결혼 여부, 자녀 유무, 
거주지, 미충족 의료 경험, 의료피해 경험, 만성질환 유무, 주관적 건강상
태, 건강 관심도, 주관적 소비자역량, 소비자친화적 의사 태도, 의료소비자
권리 필요도, 공유의사결정 수준24)에 대해 t-검정을, 연령, 교육수준, 취업 
여부(직업), 월평균 가계소득, 이용 의료기관의 종류, 이용 의료서비스의 종
류에 대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했다(부록 [표 5] 참고).

의료소비자권리 보장수준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 여부, 자녀 유
무, 월평균 가계소득, 거주지, 미충족 의료 경험, 만성질환 유무, 이용 의
료기관의 종류, 이용 의료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취
업 여부(직업), 의료피해 경험,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 관심도, 주관적 소
비자역량, 의료소비자권리 필요도, 소비자친화적 의사 태도, 공유의사결정 
수준에 따라서는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 즉, 취업(White 외)에 속하는 사
람이, 의료피해 경험이 없는 사람이,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집단이, 건
강 관심도가 높은 집단에 속하는 사람이, 주관적 소비자역량이 높은 집단
에 속하는 사람이 의료소비자권리 보장수준이 높았다. 또 이용 의료서비스

24) 공유의사결정 수준(평균 3.47)은 평균보다 높은 경우를 고(高)집단으로, 평균보다 낮은 경우를 
저(低)집단으로 나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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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담당의사가 소비자친화적이었다고 인식한 집단이, 의료소비자권리 필요
도가 높은 집단에 속하는 사람이, 최근 이용한 의료서비스에서의 공유의사
결정 수준이 높았던 사람이 의료소비자권리 보장수준을 높게 인식했다.

위에서 열거한 관련변수들의 의료소비자권리 보장수준에 대한 인과관계
를 알아보고자 경로분석을 실시했다. 경로모형은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의
료소비자적 특성, 의료소비자권리 필요도, 의료공급자 측면의 특성을 독립
변수로, 공유의사결정 수준을 매개변수로, 의료소비자권리 보장수준을 종
속변수로 구성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와 경로계수를 확인한 경로분
석의 결과는 [그림 4-1]과 같고, 각각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인
과적 효과를 직접효과와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효과로 분해한 결과는 다음
의 [표 4-8]과 같다.  

[그림 4-1] 의료소비자권리 보장수준의 경로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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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의료소비자권리 보장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인과관계

종속
변수 독립변수 총효과

인과적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공유 
의사
결정  
수준

연령(40대=1) -.058 -.058 -

연령(50대=1) -.095 -.095 -

건강 관심도  .116  .116 -

주관적 소비자역량  .163  .163 -

이용 의료기관 종류(종합병원급=1)  .096  .096 -

소비자친화적 의사 태도  .651  .651 -

의료
소비자
권리 
보장 
수준 

연령(30대=1) -.073 -.073 -

연령(40대=1) -.121 -.113 -.008

연령(50대=1) -.126 -.112 -.014

취업 여부(직업)(취업(White 외)=1)  .111  .111 -

결혼 여부(미혼(기타 포함)=1) -.073 -.073 -

주관적 건강상태  .082  .082 -

건강 관심도  .089  .072  .017

주관적 소비자역량  .023 -  .023

의료소비자권리 필요도 -.182 -.182 -

이용 의료기관 종류(종합병원급=1)  .014 -  .014

소비자친화적 의사 태도  .325  .231  .094

공유의사결정 수준  .144  .144 -

* 기준: 연령(20대), 취업 여부(직업)(취업(White)), 결혼 여부(기혼(유배우자)), 이용 의료기
관 종류(의원급)

먼저, 의료소비자권리 보장수준에 대해 매개변수로 영향을 미치는 공유
의사결정 수준에 따른 인과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유의사결정 수
준을 매개로 의료소비자권리 보장수준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
령(40대=1, 50대=1), 건강 관심도, 주관적 소비자역량, 이용 의료기관 종
류(종합병원급=1), 소비자친화적 의사 태도였다. 즉, 20대에 비해 40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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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의 권리 보장수준이 낮았고, 의원급 이용자보다 3차 의료기관인 종합
병원급 이용자가, 건강 관심도가 높을수록, 주관적 소비자역량이 높을수
록, 이용했던 의료서비스의 담당의사가 소비자친화적일수록 공유의사결정 
수준을 매개로 의료소비자권리 보장수준이 높아졌다. 

다음으로, 의료소비자권리 보장수준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면, 연령(30대
=1, 40대=1, 50대=1), 취업여부(직업)(취업(White 외)=1), 결혼 여부(미혼
=1),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 관심도, 의료소비자권리 필요도, 소비자친화적 
의사 태도, 그리고 매개변수인 공유의사결정 수준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이들은 의료소비자권리 보장수준에 직접적으로 또는 공유의사결정 수준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인과효과를 나타냈다. 즉, 20대에 비해 30대, 40대, 50
대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보다 미혼인 사람이, 의료소비자권리 필요도가 
높을수록 권리 보장수준이 낮았고, 취업(White)에 속하는 사람에 비해 취
업(White 외)에 해당하는 사람이, 건강 관심도가 높을수록, 이용했던 의료
서비스의 담당의사가 소비자친화적일수록, 공유의사결정 수준이 높을수록 
의료소비자권리 보장수준이 높았다. 그리고 주관적 소비자역량과 이용 의
료기관 종류(종합병원급=1)는 의료소비자권리 보장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공유의사결정 수준을 매개로 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는데, 주관적 소비자역량이 높을수록, 의원급 이용자보다 종합병원급 
이용자가 의료소비자권리 보장수준이 높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경로분석의 결과를 종합하면, 의료소비자권리 보장수
준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변수는 소비자친화적 의사 태도였고, 권리의 
필요도, 공유의사결정 수준의 순으로 그 영향력이 컸다. 연령이 증가할수
록 의료소비자권리 보장수준에 대한 부적 효과가 커졌는데, 이는 나이가 
들수록 의료서비스 이용이 많아짐에 따라 기대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높
은 기대수준으로 인한 기대불일치 효과가 나타나 권리의 보장수준이 낮아
졌을 것이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에 비해 미혼자의 권리 보장수준
이 낮았는데, 이는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함께 의료서비스 전반에서의 권
리 행사를 본인 혼자 감당해야 하는 등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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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이용한 의료기관의 종류도 권리 보장수준에 정적 효과가 있었는
데, 의원급보다 종합병원 이용자의 권리 보장수준이 높았으며, 이는 종합
병원의 경우, 의원급에 비해 다양한 질병과 많은 임상경험을 할 수 있고, 
의료기관 차원의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
한 이유로 종합병원 이용자가 의료소비자권리가 더 잘 보장되고 있다고 
응답했을 것이다.     

 
2. 의료소비자권리의 하위 차원별 보장수준에 대한 경로분석

의료소비자권리를 환자로서의 권리와 소비자로서의 권리로 나눠, 각 하
위 차원별 권리 보장수준에 대한 인과관계를 알아보고자 경로분석을 실시
했다. 경로모형은 사회인구학적 특성, 의료소비자적 특성, 의료소비자권리 
하위 차원별 필요도, 의료공급자 측면의 특성을 독립변수로, 공유의사결정 
수준을 매개변수로, 각 하위 차원별 권리 보장수준을 종속변수로 구성했
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와 경로계수를 확인한 경로분석의 결과는 다음
의 [그림 4-2]와 [그림 4-3]과 같고, 각각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
는 인과적 효과를 직접효과와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효과로 분해한 결과는 
다음의 [표 4-9]와 [표 4-10]에 각각 제시했다. 

[그림 4-2]와 [그림 4-3]에서 알 수 있듯이, 공유의사결정 수준의 매개
효과는 소비자로서의 권리(알 권리, 선택할 권리, 참여권, 불만제기 및 보
상받을 권리)의 보장수준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다음에서는 의료
소비자권리 하위 차원별로 보장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인과관계
를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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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환자로서의 권리 보장수준의 경로모형

[그림 4-3] 소비자로서의 권리 보장수준의 경로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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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환자로서의 권리 보장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인과관계

종속
변수 독립변수 총효과

인과적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공유 
의사
결정  
수준

연령(40대=1) -.058 -.058 -

연령(50대=1) -.096 -.096 -

건강 관심도  .118  .118 -

주관적 소비자역량  .163  .163 -

이용 의료기관 종류(종합병원급=1)  .095  .095 -

소비자친화적 의사 태도  .652  .652 -

환자
로서의 
권리 
보장
수준 

연령(30대=1) -.092 -.092 -

연령(40대=1) -.123 -.123 -

연령(50대=1) -.116 -.116 -

취업 여부(직업)(취업(White 외)=1)  .123  .123  -

월평균 가계소득(250~450만 원 미만=1)  .082  .082  -

주관적 건강상태  .075  .075 -

건강 관심도  .099  .099  -

환자로서의 권리 필요도 -.110 -.110 -

소비자친화적 의사 태도  .188  .188  -

* 기준: 연령(20대), 취업 여부(직업)(취업(White)), 월평균 가계소득(250만 원 미만), 이용 
의료기관 종류(의원급)

먼저, 환자로서의 권리 보장수준의 매개변수로 설정한 공유의사결정 수
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공유의사결정의 매개효
과가 제거됐기 때문에 환자로서의 권리 보장수준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는 
다중회귀분석의 그것과 같았다. 환자로서의 권리 보장수준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30대=1, 40대=1, 50대=1), 취업 여부(직업)(취업
(White 외)=1), 월평균 가계소득(250~450만 원 미만),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 관심도, 소비자친화적 의사 태도 등이었다. 즉, 환자로서의 권리 필
요도가 높을수록, 20대에 비해 30대, 40대, 50대가 환자로서의 권리 보장
수준을 낮게 평가했고, 취업(White)에 속하는 사람에 비해 취업(White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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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속하는 사람이, 월평균 가계소득이 250만 원 미만인 집단에 비해 
250~450만 원 미만인 집단에 속하는 사람이,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
록, 건강 관심도가 높을수록, 이용했던 의료서비스의 담당의사가 소비자친
화적일수록 환자로서의 권리 보장수준이 높았다. 

환자로서의 권리 보장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소비자친
화적 의사 태도(β= .188)였고, 취업 여부(직업), 연령, 환자로서의 권리 필
요도 순으로 그 영향력이 컸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환자로서의 권리 보장
수준에 대한 부적 효과가 커졌는데, 이는 나이가 들수록 의료서비스 이용
이 많아짐에 따라 기대수준이 높아져, 이로 인한 기대불일치 효과가 나타
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월평균 가계소득이 250~450만 원 미만
에 해당하는 사람이 250만 원 미만인 사람보다 권리 보장수준이 높게 나
타났는데, 건강권, 안전권 등의 환자로서의 권리의 경우, 일정 수준의 경
제력이 갖춰져야 충족이 가능하고, 45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기대수준이 높아져 보장수준을 낮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저소
득층이나 고소득층보다 중소득층의 보장수준이 높게 나타났을 것이다.   

다음으로, 소비자로서의 권리 보장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인과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4-10]과 같다. 첫째, 소비자로서의 권리 보장
수준에 매개변수로 영향을 미치는 공유의사결정 수준에 따른 인과관계를 
살펴보면, 공유의사결정 수준을 매개로 소비자로서의 권리 보장수준에 간
접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40대=1, 50대=1), 주관적 소비자역량, 건
강 관심도, 이용 의료기관 종류(종합병원급=1), 소비자친화적 의사 태도였
다. 즉, 20대에 비해 40대, 50대의 권리 보장수준이 낮았고, 주관적 소비
자역량이 높을수록, 건강 관심도가 높을수록, 의원급 이용자보다 3차 의료
기관인 종합병원급 이용자가, 이용했던 의료서비스의 담당의사가 소비자친
화적일수록 공유의사결정 수준을 매개로 소비자로서의 권리 보장수준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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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소비자로서의 권리 보장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인과관계

종속
변수 독립변수 총효과

인과적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공유 
의사
결정  
수준

연령(40대=1) -.058 -.058 -

연령(50대=1) -.095 -.095 -

건강 관심도  .114  .114 -

주관적 소비자역량  .162  .162 -

이용 의료기관 종류(종합병원급=1)  .097  .097 -

소비자친화적 의사 태도  .650  .650 -

소비자
로서의 
권리
보장 
수준

연령(40대=1) -.104 -.093 -.011

연령(50대=1) -.112 -.094 -.018

교육수준(대학 재학=1)  .074  .074 -

취업 여부(직업)(취업(White 외)=1)  .091  .091 -

결혼 여부(미혼(기타 포함)=1) -.084 -.084 -

주관적 건강상태  .080  .080 -

건강 관심도  .021 -  .021

주관적 소비자역량  .030 -  .030

소비자로서의 권리 필요도 -.196 -.196 -

이용 의료기관 종류(종합병원급=1)  .099  .081  .018

이용 의료서비스 종류(외래=1)  .075  .075 -

소비자친화적 의사 태도  .348  .228  .120

공유의사결정 수준  .185  .185 -

* 기준: 연령(20대), 교육수준(대졸), 취업 여부(직업)(취업(White)), 결혼 여부(기혼(유배우자)), 이용 
의료기관 종류(의원급), 이용 의료서비스 종류(입원) 

둘째, 소비자로서의 권리 보장수준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면, 연령(40대
=1, 50대=1), 교육수준(대재=1), 취업 여부(직업)(취업(White 외)=1), 결혼 
여부(미혼=1), 주관적 건강상태, 소비자로서의 권리 필요도, 이용 의료기관 
종류(종합병원급=1), 이용 의료서비스 종류(외래=1), 소비자친화적 의사 태
도, 그리고 매개변수인 공유의사결정 수준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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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로서의 권리 보장수준에 직접적으로 또는 공유의사결정 수준을 매
개로 간접적으로 인과효과를 나타냈다. 즉, 20대에 비해 40대, 50대가, 배
우자가 있는 사람보다 미혼인 사람이, 소비자로서의 권리 필요도가 높을수
록 소비자로서의 권리 보장수준을 낮게 평가했고, 대졸보다 대학 재학중인 
사람이, 취업(White)에 속하는 사람에 비해 취업(White 외)에 속하는 사람
이,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의원급 이용자보다 종합병원급 이용자
가, 입원서비스 이용자보다 외래진료 이용자가, 이용했던 의료서비스의 담
당의사가 소비자친화적일수록, 공유의사결정 수준이 높을수록 소비자로서
의 권리 보장수준이 높았다. 또한 건강 관심도와 주관적 소비자역량은 소
비자로서의 권리 보장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공유
의사결정 수준을 매개로 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으며, 건강 관심도가 
높을수록, 주관적 소비자역량이 높을수록 소비자로서의 권리 보장수준이 
높았다. 

이상의 소비자로서의 권리 보장수준에 대한 경로분석의 결과를 종합하
면, 소비자로서의 권리 보장수준에 가장 큰 영향요인은 소비자친화적 의사 
태도였고, 소비자로서의 권리의 필요도, 공유의사결정 수준의 순으로 그 
영향력이 컸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의료소비자권리 보장수준에 대한 부적 
효과가 커졌는데, 이는 의료서비스 이용이 증가할수록 기대수준이 높아지
고, 이러한 높은 기대수준으로 인한 기대불일치 효과와 함께 의료소비자로
서의 학습효과까지 더해져 권리의 보장수준을 낮췄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한 대졸자에 비해 대학생의 소비자로서의 권리 보장수준이 높았는데, 이는 
소비자권리에 대한 교육의 효과에서 기인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용
한 의료기관의 종류와 이용 의료서비스의 종류도 권리 보장수준에 정적 
효과를 나타냈는데, 의료기관 종류의 경우에는 의원급에 비해 종합병원이 
의료기관 차원의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입원치료
를 받은 사람보다 외래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이 질병의 중증도가 덜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아, 이
들의 소비자로서의 권리 보장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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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비자권리를 환자로서의 권리와 소비자로서의 권리로 나누어 살펴
본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두 하위 차원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는 연령, 취업 여부(직업),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 관심도, 의료소비자권리 
필요도, 소비자친화적 의사 태도였다. 그리고 소득은 환자로서의 권리에만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교육수준, 결혼여부, 주관적 소비자역량, 이용 의료
기관 종류와 의료서비스 유형, 공유의사결정 수준은 소비자로서의 권리에
만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알 권리, 선택권, 참여
권, 불만제기 및 보상받을 권리 등의 소비자로서의 권리는 의료공급자와 
소비자의 노력에 따라 그 보장수준을 향상시킬 여지가 많으나, 건강권, 안
전할 권리, 비밀보장권과 같은 환자로서의 권리는 의료공급자와 소비자의 
의지만으로는 그 권리의 보장수준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따라서 환자로서의 권리의 보장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인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소비자로서의 권리 보장수준을 높이기 위해, 소
비자 측면에서는 건강 관심도를 높이고, 소비자로서의 자신감을 증진시키
며, 의료서비스 이용 시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공유의사결정 
수준을 높여야 한다. 의료공급자 측면에서는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
해 설명의무를 다하고, 소비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독려하며, 소
비자가 의료서비스 이용 시에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소비자친화적 태
도를 함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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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결론 및 제언

제 1 절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의료소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권리는 무엇이고, 의료
소비자권리의 필요도와 보장수준은 어떠한지 알아봤으며, 보장수준에 따라 
의료소비자권리는 어떻게 나뉘는지를 살펴봤다. 또한 최근 이용한 의료서
비스에서의 공유의사결정 수준과 그 영향요인을 알아봤고, 이러한 공유의
사결정 수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의료소비자권리 보장수준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살펴봤으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7가지 의료소비자권리 사이에 다툼이 있을 
때, 소비자들은 차별없이 진료받을 권리인 건강권이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
돼야 하고, 그 다음으로는 안전할 권리, 알 권리, 선택권이, 마지막으로 참
여권, 불만제기 및 보상받을 권리, 비밀보장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답했다. 
또 각각의 권리에 대한 필요도는 7개 항목 모두에서 5점 만점에 평균 
4.33점 이상으로, 의료소비자들은 『보건의료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건강
권, 알 권리, 자기결정권, 비밀보장 등의 4대 권리 외에도 참여권, 안전할 
권리, 불만제기 및 보상받을 권리 등도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특히 『보건
의료기본법』 상의 의료소비자권리에 포함돼 있지 않은 안전할 권리를 가
장 필요한 권리로 뽑았다.  

둘째, 의료소비자권리가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비밀
보장권(3.20점)의 보장수준이 가장 높았고, 알 권리(3.13점), 건강권(3.12
점), 선택권(3.07점) 순으로 잘 보장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불만제기 및 
보상받을 권리(2.44점)와 참여권(2.86점)의 보장수준은 낮았다. 또 의료소
비자권리의 필요도와 보장수준의 차이는 불만제기 및 보상받을 권리에서 
가장 컸고, 선택권에서 가장 작았다. 

섯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7가지 의료소비자권리는 공공재이자 시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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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의료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한 하위 차원으로 나뉠 것으로 판단해, 권리 
보장수준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건강권, 안전할 권리, 
비밀보장권의 3가지 권리가 하나의 요인으로, 나머지 4가지 권리가 또 다
른 요인으로 분류됐다. 의료서비스라는 용어를 의료와 서비스로 분리했을 
때, 알 권리, 선택권, 참여권, 불만제기 및 보상받을 권리의 경우에는 시장
에서 거래되는 서비스의 특성에서 기인한 권리에 해당하므로, 이를 ‘소비
자로서의 권리’로 명명했다. 그리고 건강권, 안전할 권리, 비밀보장권은 공
공재이자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의 특성에서 기인한 권리이므로, ‘환
자로서의 권리’로 이름 붙였다.  

넷째, 가장 최근에 이용한 의료서비스에서 의료진과 어느 정도 공유의
사결정을 했는지를 알아본 결과, 그 수준은 5점 만점에 3.47점으로, 의료 
이용 시 소비자와 의료진 사이의 의사소통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소비자들은 필요한 검사나 선택 
가능한 진료에 비해, 치료법과 관련 부작용, 치료 대안의 장점 등과 같은 
정보에 대한 의사의 설명이 부족했다고 답했다. 또한 의료기관이나 의사를 
선택할 때보다 실제 진료를 받을 때 자신의 선택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
고 있지 않았고, 치료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정보를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최종 치료법 선택 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주저하고 있었다. 

다섯째, 공유의사결정 수준에 대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
과,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제외한 의료소비자적 특성과 의료공급자 측면의 
특성만이 공유의사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소비
자적 특성 중에서는 주관적 소비자역량(β= .160)의 영향력이 가장 컸으나, 
의료공급자 특성인 소비자친화적 의사 태도(β= .638) 변수의 영향력과 비교
했을 때 큰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영향력의 차이는 의료시장에서의 의료공
급자와 소비자 간 힘의 비대칭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여섯째, 의료소비자권리 보장수준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가장 큰 영향
력을 가진 변수는 소비자친화적 의사 태도였고, 권리의 필요도, 공유의사
결정 수준의 순으로 그 영향력이 컸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의료소비자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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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수준에 대한 부적 효과가 커졌고,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에 비해 미혼
자의 권리 보장수준이 낮았으며, 의원급보다 종합병원 이용자의 권리 보장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일곱째, 의료소비자권리를 환자로서의 권리와 소비자로서의 권리로 나
눠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두 하위 차원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 취업 여부(직업),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 관심도, 의
료소비자권리 필요도, 소비자친화적 의사 태도였다. 소득은 환자로서의 권
리에만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교육수준, 결혼 여부, 주관적 소비자역량, 
이용 의료기관 종류와 의료서비스 유형, 공유의사결정 수준은 소비자로서
의 권리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결론을 도출했다. 
첫째, 소비자들은 『보건의료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건강권, 알 권리, 

자기결정권, 비밀보장 등의 4대 권리뿐 아니라 본 연구에서 추가로 제시
한 참여권, 안전할 권리, 불만제기 및 보상받을 권리 등도 필요하다고 인
식하고 있었다. 특히 안전할 권리는 소비자들이 그 필요도를 가장 높게 평
가하고 있음에도, 『보건의료기본법』 상의 의료소비자권리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 또한 불만제기 및 보상받을 권리의 경우에도 『의료법시행규칙』의 
환자의 권리와 의무 규정 중에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로만 명시돼 있
어, 이를 보다 적극적인 권리인 불만제기 및 보상받을 권리로 변경할 필요
가 있다. 따라서 의료소비자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보건의료기본법』에 참
여권, 안전할 권리, 불만제기 및 보상받을 권리 등을 추가해, 의료소비자
권리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소비자들은 치료법과 관련 부작용, 치료 대안의 장점 등과 같은 
보다 세부적인 정보에 대한 의사의 설명이 부족했다고 답했는데, 의사가 
치료 대안과 함께 각 대안의 장단점(혜택, 위험, 비용 등)도 함께 설명해야
만 의료진과 소비자 간 원활한 공유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의사에게는 치료 대안과 함께 각 대안의 장단점도 함께 설명하도록 주지시
키고, 소비자에게는 자신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의사에게 치료결정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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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도록 하는 의료소비자권리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소비자들은 의학적 의사결정의 주체임에도, 심각한 질병, 치료결과에 
대한 상당한 불확실성, 제시되는 다양한 치료선택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해 결정을 회피하고 있었다. 의학적 의사결정을 통한 치료과정을 온전히 
감당해 내야 하는 것은 결국 소비자 자신이므로, 의료진은 소비자와의 적
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이들의 결정 회피 유인이 제거되도록 도와야 하
고, 소비자는 자신의 선택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셋째, 공유의사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에서 소비자
친화적 의사 태도 변수의 영향력이 가장 컸는데, 이는 주관적 소비자역량 
변수의 4배에 달했다. 이러한 두 변수의 영향력 차이는 의료시장에서의 의
료공급자와 소비자 간 힘의 비대칭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소비자로서의 
주관적 역량을 높임으로써 의료소비자권리를 더 많이 행사하도록 유도할 수 
있지만, 의료 현장에서 의사가 권위적인 태도를 취하는 한, 공유의사결정의 
실현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비자로서의 역량 강화에 앞서 소비자
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의료진의 태도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 이와 
함께 주관적 소비자역량 강화를 위한 의료소비자교육의 실시를 통해 의료서
비스에서의 공유의사결정 수준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알 권리, 선택권, 참여권, 불만제기 및 보상받을 권리 등의 소비
자로서의 권리는 의료공급자와 소비자의 노력에 따라 그 보장수준을 향상
시킬 여지가 많으나, 건강권, 안전할 권리, 비밀보장권과 같은 환자로서의 
권리는 의료공급자와 소비자의 의지만으로는 그 보장수준을 높이는 데에
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환자로서의 권리의 보장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수적이며, 소비자로서의 권리 보장수준을 높
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의료공급자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먼저, 소비자는 평상시에 꾸준히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지
고, 소비자로서의 주관적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의료
서비스 이용 시에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치료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해 공
유의사결정 수준을 높여야 한다. 다음으로, 의료공급자는 소비자가 의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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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이용 시에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소비자친화적 태도를 함양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설명의무를 다하며, 소비자와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그들의 결정 회피 유인이 제거되도록 돕고, 소비자가 선
택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제 2 절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의료소비자권리의 필요도는 높으나, 보장
수준은 그보다 낮았고, 의료서비스 이용 시에 소비자와 의료진 사이의 의
사소통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공유의사결정 과정에서 소비자
는 알 권리에 비해 선택권을 덜 행사하고 있었다. 또한 의료서비스에서의 
공유의사결정 수준과 의료소비자권리 보장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소비자친화적 의사 태도였고, 권리의 필요도와 보장수준은 부적 관
계가, 공유의사결정 수준과 권리의 보장수준은 정적 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의료소비자 주권 실현을 위해 의료서비스의 
3주체인 소비자, 의료공급자(의사 등), 정부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
언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의료소비자권리 중에서도 특히 의료의 특성에서 기인한 
건강권, 안전할 권리, 비밀보장권의 보장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의 양과 함께 질
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체계적인 감염병 관리 등을 통해 
의료기관에서의 소비자 안전권 확보에 힘써야 하며, 『환자안전법』의 조속
한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민감정
보인 의료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보안책을 마련해 비밀보장권 실현
에 앞장서야 하며,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의료진이 환자
나 보호자에게 한 사과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
도록 하는 일명 ‘사과법(Apology law)’ 제정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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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의료서비스 정책에 소비자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소
비자 참여의 통로를 마련하고, 정부 차원에서의 의료소비자교육 프로그램
의 개발과 실시를 통해 의료소비자로서의 권리 의식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의료공급자인 의사, 의료기관, 의료협회, 의과대학 등의 의사 양
성기관 등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먼저, 의사는 권위적 태
도에서 탈피해 소비자와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시도하고, 의료서비스 이
용 시에 소비자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소비자친화적 태도를 함양해
야 한다. 다음으로, 의료기관은 의료진의 소비자친화적 태도 증진과 의사
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속적인 의료진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진실말하기(disclosure)’와 같은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의
료피해 발생 시 소비자와의 원만한 의료분쟁 해결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의사협회 등과 같은 의료인 단체의 경우, 개업의와 
같은 1차 의료기관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보수교육을 통해 이들의 소비자
친화적 태도와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의
과대학 등의 의료진 양성기관은 교육과정에 소비자친화적 태도를 기르고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과목을 포함시켜 의사들이 수련과정
에서부터 이러한 태도와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소비자는 자신의 소비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
력해야 하고, 의료소비자로서의 권리 의식을 갖고, 의료서비스 이용 시에 
의사결정의 주체로써 이러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의료공급자
뿐 아니라 소비자도 의료기관 내 안전사고 예방 및 의료정보 보호의 주체
임을 인식하고, 안전할 권리와 비밀보장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한 소비자지향적 의료체계 마련을 위해 정부와 의료공급자에게 자신의 의
견을 적극 개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단순히 의료소
비자의 권리 인식 수준을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공유의사결정이라는 의학적 의사결정을 통해 소비자가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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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와 선택권을 얼마나 행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했으며, 이러한 
공유의사결정이 의료소비자권리 보장에 매개변수임을 규명하고, 이러한 결
과를 바탕으로 의료소비자권리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언했다는 점에서 의
미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7가지 의료소비자권리를 환자로서의 
권리와 소비자로서의 권리로 구분하고, 각 하위 차원별 경로분석을 통해, 
해당 권리들의 영향요인을 파악함으로써 하위 차원별 권리의 보장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사
회인구학적 특성뿐 아니라 미충족 의료 경험, 의료피해 경험, 주관적 건강
상태, 건강 관심도, 주관적 소비자역량 등의 의료소비자적 특성과 함께 의
료기관과 의료서비스의 종류, 의사 태도 등의 의료공급자 측면의 특성을 
영향요인으로 고려했고, 이러한 특성들을 변수군으로 설정해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각 특성별 변수군의 영향력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
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
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60세 이상의 고령소비자와 의료급여대상자
를 연구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이들은 의료서비스에 있어 취약 계층에 해당
한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를 통해 취약 계층 의료소비자
의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필요가 있다.  

둘째, 공유의사결정은 만성질환자 중심의 진료환경에서 더 유용하다는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만성질환 여부가 공유의사결정 수준에 영
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만성질환 치료를 위해 이용한 의료서비스가 아
닌 가장 최근에 이용한 의료서비스 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설문이 이루어
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만성질환의 관리 또는 치료를 위한 의료서비
스 이용경험을 대상으로 공유의사결정 수준을 조사한다면 이와는 다른 결
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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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표 1] WHO(1995)의 환자권리장전

권리 내용

의료에서의 
인권과 인간의 
가치(Human 
Rights and 
Values in 

Health Care)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자기결정권을 갖고 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존엄과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도덕적⋅문화적 가치와 종교적⋅철학적 신념이 존
  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건강보호를 위해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적
  절한 조치를 받고, 최고수준의 건강을 추구할 기회를 가질 권리를 가
  진다.

정보권
(Information)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와 의료서비스를 최선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가 대중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환자는 자신의 건강상태와 그 상태에 관련된 의학적 사실과 자신에게 
  수행된 의료시술에 대해서 그 잠재된 위험과 이득에 대해 충분히 알 
  권리가 있으며 진단, 예후, 치료과정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효과까지를 포함하여 알 권리가 있다.
⋅이러한 정보가 긍정적인 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으면서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경우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특별한 경
  우에만 환자에게 정보를 제한할 수 있다.
⋅정보가 전달될 때는 익숙하지 않은 기술적 용어들을 최소화하여 환자
  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만약 환자가 일
  반적 언어 능력이 없다고 하면, 환자가 이러한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
  록 다른 의사전달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환자는 자신의 명확한 요구로 정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환자는 자신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
⋅환자는 필요한 경우 다른 의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때, 환자는 자신을 치료하는 의료인들의 신
  원과 전문적 지위, 치료와 체류에 관계된 규칙과 일상적 과정을 알 수 
  있도록 고지되어야 한다.
⋅환자는 퇴원 시 자신의 진단, 치료, 간호에 대한 요약 문서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동의권
(Consent)

⋅환자의 동의가 없이는 어떠한 의학적 중재도 이루어질 수 없다.
⋅환자는 의학적 중재를 거부하거나 중지시킬 권리를 갖는다. 그러한 중
  재의 거부나 중재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환자에게 자세하게 설명
  되어야 한다.
⋅환자가 자신의 의지를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와 의학적 중재가 
  긴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경우에는 그러한 상황을 대비해서 이전에 승
  낙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하지 않았다면, 환자가 동의한 것으
  로 추정된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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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WHO(1995)의 환자권리장전(표 계속)

권리 내용

동의권
(Consent)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긴박하게 의학적 중재가 이루어져야 
  할 때, 대리인의 동의를 시간 내에 얻을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의학적 
  개입은 정당한 것으로 간주된다.
⋅만약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지 않았지만, 의사나 다른 의료제공자가 그 
  의학적 중재가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가진다면, 그 결정을 
  위원회나 다른 중재 기구에 회부해야 한다.
⋅환자가 동의를 고지할 수 없는 상황 하에서 법정대리인 또는 이러한 
  환자를 대신할 다른 대리인도 없다면, 환자의 바람에 대해 알려진 것
  과 추정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가능성의 최대한의 범위를 고려해서 
  대체의사결정과정을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만 한다.
⋅인체물질을 사용하거나 보존할 때에는 환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 환
  자의 진단과 처치 그리고 치료의 현 과정에서 사용해야 하는 물질일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임상교육에 참여가 필요할 때에는 고지에 입각한 환자의 동의가 필요
  하다.
⋅과학연구에 참여가 필요할 때는 고지에 입각한 환자의 동의가 선결조
  건이다. 모든 원안들은 적절한 윤리적 고찰과정을 거쳐 제출되어야 하
  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고 그 연구가 환자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
  로 연구할 수 없다.

비밀보장권
(Confidentiali

-ty and 
Privacy)

⋅환자의 건강상태, 의학적 상태, 진단, 예후, 치료와 개인에 대한 정보 
  모두는 사후에까지도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가 노출되는 것은 환자의 명백한 동의나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 한한다. 환자의 처치에 관계된 다른 의료제공자에게 정보가 노
  출되는 것은 환자가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환자의 신원이 파악될 수 있는 모든 기록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한 기록의 보호는 보안이 유지되는 보관방법을 택해야 한다. 환자
  의 신원이 알려질 수 있는 기록인 인체물질도 이와 같이 보호되어야 
  한다.
⋅환자는 자신의 의무기록과 기술적 기록, 그리고 그들의 진단과 처치치
  료에 관련된 다른 모든 파일과 기록에 접근과 그 복사본을 받을 권리
  를 가진다. 그러나 제3자가 관련된 기록에는 접근이 배제된다.
⋅환자는 자신과 관련된 신상기록 또는 의학적 기록이 부정확하거나, 미
  비되었거나, 모호하거나, 또는 지난 기록일 경우 이에 대한 수정, 완
  성, 삭제, 명료화와 최신의 정보로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환자의 사생활과 가족생활은 침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환자의 진단과 
  처치, 치료에 필수적이고 환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그러한 침해가 정당
  화될 수 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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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WHO(1995)의 환자권리장전(표 계속)

권리 내용

비밀보장권
(Confidentiali

-ty and 
Privacy)

⋅의학적 개입은 개인의 사생활을 적절히 존중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환자가 동의하거나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의학적 개
  입에 필수적인 사람만이 있는 상황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의료시설에 요양 중인 환자는 사생활을 보장할 신체를 위한 편의시설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 특별히 의료제공자가 환자에게 개인적 간호를 제
  공하거나 검사와 치료를 수행할 때는 더욱 그러하다.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Care and 
Treatment)

⋅모든 사람은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적 치료나 예방적 활동을 포함하여 
  자신의 건강욕구에 적합한 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의료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각 사회가 가진 인적⋅물질적⋅재정적 자
  원에 따라서 차별 없이 모두에게 공평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
⋅환자는 의료체계의 각 수준에서 제공된 치료의 기능과 질, 범위를 포함
  한 의료서비스의 계획과 평가에 관련한 문제에 대해 어떤 형태의 대표
  를 가질 집단적 권리를 가진다.
⋅환자는 높은 기술표준과 환자와 의료제공자 사이의 인도적 관계에 의해
  서 제공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환자는 자신의 진단과 처치 그리고 치료에 관련된 모든 의료제공자와 
  의료기관들 사이의 협력을 포함하는 지속적인 치료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공급이 제한된 특정 처치를 위해서 의료공급자가 수여자를 선택해야 할 
  때는 그 처치를 받을 환자를 선택하기 위해 공정한 선정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선택은 반드시 의학적 범주에 기반해야 하며 차별에 의해 
  선택되어서는 안 된다.
⋅환자는 의료체계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한 자신의 의사 또는 다른 의
  료제공자 그리고 의료시설을 선택하거나 바꿀 권리를 가진다.
⋅의료시설에 계속 체류하여 치료를 받을 장소가 없어서 다른 의료시설이
  나 집으로 보내지게 될 때에는 사전에 환자는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
  가 있다. 다른 의료시설로 옮길 때에는 그 환자를 받아주겠다는 동의가 
  있은 연후에 환자를 이송해야 한다. 환자가 집으로 퇴원하게 되는 경우
  에는 환자의 상태에서 요구되는 지역사회 의료서비스와 가정 간호서비
  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환자는 그들의 진단과 처치 그리고 치료에 관련해서 존엄성을 잃지 않
  게 다루어질 권리를 가진다. 그것은 환자들의 문화와 가치관에 대한 존
  중을 갖고 행해져야 한다.
⋅환자는 치료를 받는 동안에 그들의 가족과 친지, 친구들의 지원을 향유
  하며, 언제든지 정신적 지지와 안내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환자는 현존지식에 의거하고 고통을 경감 받을 권리를 가진다.
⋅환자는 인도적인 말기 치료를 받으며 존엄 있게 죽음을 맞을 권리를 가
  진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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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WHO(1995)의 환자권리장전(표 계속)

권리 내용

권리의 
적용과 실행

⋅이 문서에서 제기된 권리들이 실제 행사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권리들을 향유하는데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 환자들은 법에 규정된 과정과 부합
  하도록 해야 하며, 인권선언서들과 양립해야 한다는 제한에는 복종해
  야 한다.
⋅만일 환자가 이 문서에서 제기된 권리들을 스스로 이용할 수 없다면, 
  이러한 권리들은 그의 법정대리인이나 또는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자가 지정한 사람에 의해 행사되어져야 한다. 법정
  대리인이나 다른 지정된 대리인이 없는 상황에서는 환자의 대리를 위
  한 다른 수단이 강구되어져야 한다.
⋅환자들은 이 문서에 제기된 권리들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
  보나 충고들을 알도록 노력해야 한다. 환자들은 자신들의 권리가 존
  중받지 못했었다는 것을 알면 불만을 제기하게 된다. 위원회에 의뢰
  하는 것 외에도 불만을 제기하고 중재하며 조정하는 과정을 도와주는 
  제도적이고 독립적인 기재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재 중에는 특히 
  환자들이 불만처리에 관계되는 정보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개인들이 그러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도와주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경로를 찾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
  재들이 환자를 대신해서 필요물과 보조자, 변호인을 사용가능 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환자들은 그들의 불만이 검토되고, 완전하고 효과
  적이며 신속한 방법으로 그것이 다루어지면, 그 결과를 고지 받을 권
  리를 가진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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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표 2] 『의료법』 상의 환자 권리와 『보건의료기본법』과의 비교

권리 내용
『보건의료
기본법』 

상의 
소비자권리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감
  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
  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건강권

진료를 
받을 권리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
  이 거부하지 못한다(제15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
  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
  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
  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
  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의료인과 의료기
  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제59조).

무면허의료
행위를 받지 
않을 권리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제27조).

병원감염으로
부터 보호받을 

권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
  료기관의 장은 병원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관리위원
  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
  력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47조).

신의료기술의 
적용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
  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의료기술의 안
  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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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의료법』 상의 환자 권리와 『보건의료기본법』과의 비교(표 계속)

권리 내용

『보건의료
기본법』 

상의 
소비자권리

기록열람권 및 
처방전교부청구권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
  속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진료를 위하
  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또한 환자가 검사기록, 방사선 필름 등의 사
  본교부를 요구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21조 단서).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하면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
  게 내주거나 발송(전자 처방전만 해당된다)하여야 한
  다(제18조).

알 권리

요양방법을 
지도받을 권리

⋅의료인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요양방법이나 
  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제24조).

진료의사선택권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의료기관의 특정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
  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한 의료인이 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는 선택진료의 변경 또는 해
  지를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
  에게 선택진료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정
  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제46조). 

자기결정권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
  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
  호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
  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제19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
  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
  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
  니 된다(제21조 본문).

비밀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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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표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상의 국민 권리와 『보건의료기본법』과의 비교

권리 내용

『보건의료
기본법』 

상의 
소비자권리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
  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
  (제3조).
⋅응급의료기관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하며,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
  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
  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제6조).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에 대하여는 다른 환자보다 우선
  하여 상담⋅구조 및 응급처치를 하고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8조).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
  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
  송하여야 한다(제11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
  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
  하여야 한다(제13조).

건강권

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
  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에 대한 시책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
  련하여야 한다(제4조).

알 권리

응급의료의 
설명⋅동의

⋅응급의료종사자는 일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급
  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 대리인이 동행하였을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응급
  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
  인이 동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후 
  응급처치를 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진료를 할 
  수 있다(제9조). 

자기결정권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응급구조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여
  서는 아니 된다(제41조). 비밀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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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표 4] 공유의사결정 수준의 t-검정 및 일원분산분석

항목 구분 공유의사결정 수준
평균(빈도) F비(t값) 사후검정

(Duncan)

성별 남자
여자

3.47(310)
3.47(309) ( .078)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3.42(145)
3.41(162)
3.49(155)
3.55(157)

1.882

  a     
  a  
  a  
  a   

교육수준
고졸 이하
대학 재학
대졸 이상

3.39( 90)
3.52( 61)
3.48(468)

1.066
  a  
  a    
  a 

취업 여부
(직업)

취업(White)
취업(White 외)

비취업(주부, 학생, 무직 등)

3.45(389)
3.57( 82)
3.47(148)

1.512
  a     
  a
  a 

결혼 여부 기 혼
미 혼(기타 포함)

3.52(368)
3.39(251) (2.565*)

자녀 유무 있 음
없 음

3.54(339)
3.39(280) (3.183**)

월평균 
가계소득

250만 원 미만
250～450만 원 미만
450～650만 원 미만

650만 원 이상

3.43(114)
3.49(218)
3.48(175)
3.45(112)

 .334

  a
  a   
  a   
  a       

거주지 대도시
중소도시 또는 농어촌

3.44(367)
3.51(252) (-1.311)

미충족 의료 경험 있 음
없 음

3.36( 71)
3.48(548) (-1.681)

의료피해 경험 있 음
없 음

3.36(105)
3.49(514) (-2.005*)

만성질환 유무 있 음
없 음

3.48(199)
3.47(420) ( .214)

주관적 건강상태 고(高)
저(低)

3.54(313)
3.40(306) (-2.953**)

건강 관심도 고(高)
저(低)

3.59(273)
3.38(346) (-4.470***)

주관적 소비자역량 고(高)
저(低)

3.59(344)
3.32(275) (-5.693***)

의료소비자권리 
필요도

고(高)
저(低)

3.52(394)
3.37(225) (-3.323**)

이용 의료기관 
종류

의원급(1차)
병원급(2차)

종합 또는 상급종합병원(3차)

3.43(280)
3.47(194)
3.55(145)

2.071
  a 
  a  
  a   

이용 의료서비스 
종류

외래
입원
응급

3.47(541)
3.56( 53)
3.34( 25)

1.174
  a 
  a  
  a   

소비자친화적 
의사 태도

소비자친화적
소비자비(非)친화적

3.76(335)
3.12(284) (-15.748***)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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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의료소비자권리 보장수준의 t-검정 및 일원분산분석

항목 구분 의료소비자권리 보장수준
평균(빈도) F비(t값) 사후검정

(Duncan)

성별 남자
여자

2.97(310)
2.96(309) ( .231)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3.02(145)
2.91(162)
2.93(155)
3.02(157)

1.079

  a     
  a  
  a  
  a   

교육수준
고졸 이하
대학 재학
대졸 이상

3.02( 90)
3.13( 61)
2.94(468)

2.472
  a  
  a    
  a  

취업 여부
(직업)

취업(White)
취업(White 외)

비취업(주부, 학생, 무직 등)

2.91(389)
3.20( 82)
3.00(148)

5.952**
  a     
     b 
  a  

결혼 여부 기 혼
미 혼(기타 포함)

3.00(368)
2.93(251) (1.208)

자녀 유무 있 음
없 음

3.00(339)
2.92(280) (1.428)

월평균 
가계소득

250만 원 미만
250～450만 원 미만
450～650만 원 미만

650만 원 이상

2.93(114)
3.03(218)
2.94(175)
2.93(112)

 .947

  a
  a   
  a   
  a       

거주지 대도시
중소도시 또는 농어촌

2.96(367)
2.98(252) -.016

미충족 의료 경험 있 음
없 음

2.83( 71)
2.99(548) (-1.768)

의료피해 경험 있 음
없 음

2.81(105)
3.00(514) (-2.258*)

만성질환 유무 있 음
없 음

2.98(199)
2.96(420) ( .309)

주관적 건강상태 고(高)
저(低)

3.07(313)
2.86(306) (-3.702***)

건강 관심도 고(高)
저(低)

3.04(273)
2.91(346) (-2.389*)

주관적 소비자역량 고(高)
저(低)

3.02(344)
2.90(275) (-2.081*)

의료소비자권리 
필요도

고(高)
저(低)

2.91(394)
3.06(225) (2.889**)

공유의사결정 수준 고(高)
저(低)

3.14(336)
2.76(283) (-7.014***)

이용 의료기관 
종류

의원급(1차)
병원급(2차)

종합 또는 상급종합병원(3차)

2.91(280)
3.02(194)
3.01(145)

1.695
  a 
  a  
  a   

이용 의료서비스 
종류

외래
입원
응급

2.97(541)
2.89( 53)
2.99( 25)

 .391
  a 
  a  
  a   

소비자친화적
의사 태도

소비자친화적
소비자비(非)친화적

3.13(335)
2.77(284) (-6.550***)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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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서울대학교 대학원 소비자정책 연구실에서 “의료소비자의 권리
인식과 의료서비스 이용경험”에 대한 연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약 20분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조사 참여에 따라 예상되는
위험 및 손실, 이득은 없습니다. 또한 연구윤리위원회의 지침 하에, 여러분의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주소) 등은 수집하지 않으며,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
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모두 익명으로 처리되고, 순수하게 학문적인 목적 이
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본 설문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으므로 귀하께서 평소 생각하시는 대로 응
답해 주시고,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에라도 응답하기 불편한 내용은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언제라도 동의를 철회하고 연구 참여를 중단하셔도 되
며, 이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도 없을 것입니다.

연구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주소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소비자정책연구실
고은경 드림

* 본 설문은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SNUIRB No. E1611/002-002, 승인일: 2016. 11. 14.)

[부록 5]

설 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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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자 선별 문항]

1. 귀하께서는 의료급여(1종, 2종) 가입자이십니까? 
 ① 예(→ 설문 종료)                    ② 아니오(→ 2번으로) 
▶의료급여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임. 

2. 귀하께서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직접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2-1번으로)                    ② 아니오(→ 3번으로) 

  

2-1. 가장 최근에 귀하께서 이용하신 의료기관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① 의원급(1차 의료기관)                  ② 병원급(2차 의료기관)
 ③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3차 의료기관)

2-2. 가장 최근에 귀하께서 이용하신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은 무엇입니까?

① 내과 ② 신경과 ③ 정신건강의학과 ④ 외과
⑤ 정형외과 ⑥ 신경외과 ⑦ 흉부외과 ⑧ 성형외과
⑨ 마취통증의학과 ⑩ 산부인과 ⑪ 소아청소년과 ⑫ 안과
⑬ 이비인후과 ⑭ 피부과 ⑮ 비뇨기과 ⑯ 영상의학과

⑰ 재활의학과 ⑱ 가정의학과 ⑲ 의원
 (전문과목 미표시)

⑳ 치과
(→ 설문 종료)

21. 한의원((→ 설문 종료)

3. 귀하께서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보호자로서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3-1번으로)                    ② 아니오(→ 설문 종료)   

  

3-1. 귀하께서는 누구의 보호자로서 의료기관을 이용하셨습니까?
① 자녀 등의 직계비속       ② 부모 등의 직계존속          ③ 형제자매
④ 배우자                   ⑤ 기타 (               )

3-2. 가장 최근에 귀하께서 보호자로서 이용하신 의료기관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① 의원급(1차 의료기관)                  ② 병원급(2차 의료기관)
③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3차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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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가장 최근에 귀하께서 보호자로서 이용하신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은 무엇입니까?

① 내과 ② 신경과 ③ 정신건강의학과 ④ 외과
⑤ 정형외과 ⑥ 신경외과 ⑦ 흉부외과 ⑧ 성형외과
⑨ 마취통증의학과 ⑩ 산부인과 ⑪ 소아청소년과 ⑫ 안과
⑬ 이비인후과 ⑭ 피부과 ⑮ 비뇨기과 ⑯ 영상의학과

⑰ 재활의학과 ⑱ 가정의학과 ⑲ 의원
 (전문과목 미표시)

⑳ 치과
(→ 설문 종료)

21. 한의원((→ 설문 종료)

4. 가장 최근에 귀하께서 직접 또는 보호자로서 이용하신 의료서비스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① 응급의료서비스                             ② 외래진료          

 ③ 입원진료(응급 또는 외래진료 후 입원 포함)   ④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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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귀하께서 가장 최근에 이용하신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1. 귀하께서는 가장 최근에 (앞에서 응답한 의료기관 및 진료과목)를 이용하셨다고 
  응답하셨습니다. 귀하께서 (앞에서 응답한 의료기관 및 진료과목)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① 거리가 가까워서                  ② 비용이 저렴해서 
③ 의료진이 우수하다고 생각되어서   ④ 의료 장비, 시설 및 병원 환경이 뛰어나서
⑤ 다니던 병원이어서                ⑥ 의료진이 친절해서
⑦ 주변의 권유로                    ⑧ 기타 (                     ) 

2. 귀하께서는 가장 최근에 (앞에서 응답한 의료기관 및 진료과목)를 이용하셨다고 
  응답하셨습니다. 응답하신 의료서비스 이용과정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되는 
  부분에 ∨표 하여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런 

편이다

  나는 치료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정보를 
 이해했다
  나는 병원 및 의사 선택 시에 나의 의견을 능동적
 으로 제시했다. 
  의사는 나에게 선택 가능한 진료에 대해 충분히 설
 명했다.
  의사는 내 증상에 필요한 검사에 대해 충분히 설명
 했다.
  의사는 치료법과 관련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
 했다.
  나는 의사에게 가능한 치료 대안에 대한 나의 의견
 을 충분히 전달했다.
  나는 각 치료 대안의 장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나는 가능한 치료 대안 중에서 최종 치료법 선택 
 과정에 적극 개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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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하께서는 가장 최근에 (앞에서 응답한 의료기관 및 진료과목)를 이용하셨다고 
  응답하셨습니다. 응답하신 의료서비스 이용과정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되는 
  부분에 ∨표 하여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거의
그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다
(3점)

보통
이다
(4점)

그저 
그렇다
(5점)

그렇다
(6점)

매우 
그렇다
(7점)

담당의사의 태도는 공손했다
담당의사에게 궁금한 것을 충분히 

물어볼 수 있었다
담당의사는 진료과정에서 나(또는 

가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었다 
담당의사는 나(또는 가족)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었다

※ 다음은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권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4. 의료소비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다음 항목들에 대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
  십니까? 해당되는 부분에 ∨표 하여 주십시오.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그저 
그렇다

조금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차별없이 진료받을 권리(건강권)
질병, 치료과정 및 방법에 대한 정보를 

의료인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알 권리(알권리) 
 자신에게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선택권)
환자에게 중요한 의료정책의 결정 과정에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할 권리(참여권)
병원에서의 감염 등 의료사고로부터 안전할 

권리(안전할 권리)
개인건강정보와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비밀보장권)
의료서비스에 불만이 있는 경우, 

이를 제기하고 피해구제를 받을 권리
(불만제기 및 보상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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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귀하께서는 다음의 의료소비자 권리 중에서 어떤 권리가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7위까지 순위를 매겨주십시오.   

① 건강권                                     ② 알권리
③ 선택할 권리                                ④ 참여권
⑤ 안전할 권리                                ⑥ 비밀보장권
⑦ 불만제기 및 보상받을 권리

※ 다음은 의료서비스 이용 행태 및 불만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6. 지금까지 본인이나 가족이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었
  습니까? 
 ① 예(→ 6-1번으로)                       ② 아니오(→ 7번으로)   
 

6-1. 치료를 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① 진료비가 부담되어서
② 치료⋅입원을 위해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서
③ 치료보다 생계활동이 더 급해서 치료시기를 놓침
④ 치료받기를 원하는 의료기관이 없거나 접근하기 어려워서(먼 거리, 교통편 문제 등)
⑤ 오진 등 의사를 믿지 못해서 
⑥ 중질환으로 진단될 것이 두려워서
⑦ 기타 (                               ) 

7. 지금까지 귀하 및 가족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의료오류 또는 의료사고
  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예(→ 7-1번으로)                       ② 아니오(→ 8번으로)   
   ☞ 의료오류란? 의료제공과정에서 착오나 실수 등으로 의료서비스의 잘못된 제공
   ☞ 의료사고란? 의료제공과정에서 생명, 신체의 피해 발생(상해, 질병 등)

7-1. 귀하 및 가족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의료오류는 무엇이었
    습니까? 해당하는 곳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① 진단오류               ② 투약오류        ③ 시술/수술 오류     
  ④ 검사/장비 오류         ⑤ 처치오류        ⑥ 의사-환자간 의사소통 오류  
  ⑦ 기타(               )   ⑧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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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귀하 및 가족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의료사고는 무엇이었
    습니까? 해당하는 곳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① 진단사고                ② 투약사고              ③ 시술/수술 사고     
  ④ 검사/장비 사고          ⑤ 처치사고              ⑥ 낙상사고 
  ⑦ 욕창발생                ⑧ 수혈사고              ⑨ 병원 감염
  ⑩ 병원 내 화재, 감전 등 사고    ⑪ 편의/부대시설 이용사고
  ⑫ 기타 (                    )   ⑬ 없음

7-3. 의료오류나 의료사고를 경험하셨을 때,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① 의료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그냥 참았다         
② 의사 또는 약사 등에게 불만사항을 직접 이야기했다
③ 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에 제보했다
④ 의료분쟁조정 등 피해구제제도를 이용했다(→ 7-4번으로)
⑤ 기타 (                               )
  

7-4. 귀하께서는 의료분쟁조정 등 피해구제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셨
     습니다. 의료분쟁조정 등의 피해구제제도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습니까?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②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도움이 되었다          
     ⑤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 다음은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권리 보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8.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에서 아래의 의료소비자 권리가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부분에 ∨표 하여 주십시오. 

매우 
낮은 

편이다
낮은 

편이다
보통
이다

높은 
편이
다

매우 
높은 

편이다
차별없이 진료받을 권리(건강권)

질병, 치료과정 및 방법에 대한 정보를 의료인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알 권리(알권리) 

 자신에게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선택권)
환자에게 중요한 의료정책의 결정 과정에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할 권리(참여권)
병원에서의 감염 등 의료사고로부터 안전할 권리(안전할 권리)
개인건강정보와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비밀보장권)
의료서비스에 불만이 있는 경우, 이를 제기하고 피해구제를 

받을 권리(불만제기 및 보상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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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귀하의 건강상태 및 건강 관심 정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9. 귀하께서는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십니까?
   ① 예(→ 9-1번으로)                       ② 아니오(→ 10번으로)  
 

 9-1. 귀하께서는 만성질환을 관리 및 치료하기 위해 지난 1년 간 병의원을 방문 
      하고 계십니까?

  ① 예(→ 9-2번으로)     ② 아니오, 지난 1년 간 방문한 적 없음(→ 10번으로) 

 9-2. 귀하께서는 보유하고 계신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동일한 병의원을 방문하시는 
      편입니까?

  ① 1개의 병의원에서 모든 만성질환을 진료하고 있음 
  ② 질환별로 정해진 병의원을 다니고 있음
  ③ 정해진 병의원 없이 경우에 따라 다른 병의원을 다니고 있음
  ④ 한방 병의원만 방문
  ⑤ 기타 (                                      )

 9-3. 귀하께서는 보유하고 계신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주로 방문하는 의료기관의 
      형태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① 종합병원/대학병원        ② 병원              ③ 의원                  
  ④ 보건(지)소/보건의료원     ⑤ 한방병의원        ⑥ 기타 (              )

10. 다음은 귀하의 건강상태 및 건강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정도에 ∨표 하여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평소에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동일한 연령의 다른 사람들보다 건강하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쉽게 병에 걸리는 것 

같다
나는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다

나는 동일한 연령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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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의 각 문항을 잘 읽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부분에 ∨표 하여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건강하게 사는 것은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
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적당한 식사와 운동, 예방 노력이 나의 건강한 

삶을 유지시켜 줄 것이다 
나의 건강은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잘 

돌보느냐에 달려 있다
나는 나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

※ 다음은 귀하의 소비자역량에 대한 질문입니다.  

12. 다음은 귀하께서 스스로 생각하시는 소비자로서의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평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소비자로서의 능력을 평가해 주십시오. 

매우 낮다 낮다 보통 높다 매우 높다
 1) 소비자 정보 활용 능력
 2) 구매의사결정 능력
 3) 분쟁해결 능력
 4) 소비자권리의 인식과 사용 능력 
 5) 윤리적 소비생활 참여도

※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13. 귀하의 연령은?  …………………………………………………… 만 (           )세

14. 귀하의 성별은? ……………………………………………………………… (        )
   ① 남                                ② 여

15. 귀하의 결혼 여부는? ………………………………………………………… (        )
   ① 기혼                  ② 미혼                ③ 이혼 및 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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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귀하는 자녀가 있으십니까? ………………………………………………… (        )
   ① 자녀 있음(→ 16-1번으로)             ② 자녀 없음(→ 17번으로)

16-1. 귀하의 막내 자녀는 몇 살입니까? …………………………………… (        )
    ① 6세 이하               ② 6~12세 이하           ③ 12세 초과     

17. 귀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 (        )
   ① 전문/자유직               ② 사무/기술직           ③ 경영/관리직     
   ④ 판매/서비스직             ⑤ 일용/작업직           ⑥ 생산/운수직        
   ⑦ 전업주부                  ⑧ 대학(원)생             ⑨ 자영업
   ⑩ 무직                      ⑪ 농림축수산업          ⑫ 기타(            )

18. 귀하의 학력은? ………………………………………………………………… (        )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대학 재학      
   ④ 대졸                   ⑤ 대학원 재학 이상  

19. 귀하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 (         ) 
   ① 150만 원 미만            ② 150~250만 원 미만     ③ 250~350만 원 미만  
   ④ 350~450만 원 미만        ⑤ 450~550만 원 미만     ⑥ 550~650만 원 미만  
   ⑦ 650~750만 원 미만        ⑧ 750만 원 이상
  ☞ 여기서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가계구성원 전체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20. 귀하의 거주지역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         ) 
   ①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② 중소도시(시, 군)           
   ③ 농어촌 또는 읍면동(소도시, 읍면동)         

 이제 설문이 끝났습니다. 많은 질문에 끝까지 응답해 주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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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ights of Healthcare Consumers and 

Shared Decision-making in Medical Services

Ko, Eunkyong

Dept. Consumer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Medical services are based on a high level of expertise and treatment 

techniques, since they target human life and health. Therefore, the 

provider-led monopoly of the provider, which determines the demand, is 

strong, and the medical profession, including the doctor, has maintained high 

authority and reward through cumulative and systematic knowledge and long 

training period. These characteristics of medical services and medical 

professionalism deepened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suppliers and 

consumers in the medical market, and consumers were forced to rely 

entirely on diagnosis and prescription of doctors. However, as the status of 

medical profession, which had been in its heyday during the middle and late 

20th century, changed, and the level of the consumers increased with the 

opposite. As the thinking about individual rights has increased and 

consumerism has been introduced into the medical field, there has been a 

shift in the perception that medical care is regarded as a contract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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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ian and patient. In addition, respect for individual autonomy and 

patient's self-determination have become important factors, and patients who 

were only unconditional prisoners of provided medical services became 

active consumers who actively pursue their rights.

In the 1980s, the medical consumer movement began to be interested in 

medical consumers in Korea, and the medical consumer movement, which 

started in 1982, received new influences due to the successful social 

democratization movement around 1990, through the solidarity with civil 

organizations, it has achieved remarkable changes in medical governance 

such as unification of medical insurance union (1998) and division of 

medicine (1999). In January 2000, 『The Basic Law for Health and Medical 

Field』 was enacted to establish the basis for establishment of healthcare 

consumer sovereignty by naming four rights of the right to health care 

without discrimination, the right to be informed, self-determination, and 

confidentiality.

The existing research on healthcare consumer rights identifies the 

consumers' perceptions about the rights, the factors influencing them, and 

suggests ways to promote the rights. However, there has been no discussion 

of how consumers perceive their rights and how they meet the rights 

granted to them through the use of medical services. When medical services 

are all direct or indirect services related to the treatment of patients, medical 

decision-making about treatment behavior is an essential part of health care 

services.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improve the consumer's right to health 

by explaining how consumers exercise their rights and fulfill them in these 

medical decision-making proces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what rights the healthcare 

consumer thinks importantly, what the level of healthcare consumer rights 

need and guarantee, and how healthcare consumer rights are di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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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level of guarantee. In addition, by examining the level of 

Shared Decision-making in medical services and its influential factors, and 

by examining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level of healthcare consumer 

rights assurance, In order to provide basic data of healthcare consumer 

education, we set up the following research problems.

  Research Question 1: What is the priority, necessity and guarantee level 

of healthcare consumer rights, and how healthcare consumer rights 

are divided according to the level of guarantee.

  Research Question 2: Identify the level of Shared Decision-making in 

medical services and their influential factors.

  Research Question 3: Identify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level of 

assurance of healthcare consumer right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level of Shared Decision-making.

In order to investigate the above research problems, we conducted an 

internet survey on 619 male and female consumers in their 20s and 50s, 

and the results of statistical analysis are summarized follows. 

First, when there is a controversy between the seven healthcare consumer 

rights set out in this study, consumers should be given first priority to the 

right to health care without discrimination, followed by right to safety, right 

to be informed, right to choose, finally, they said that the right to 

participate, rights to complain and redress, and confidentiality rights should 

be guaranteed. In addition, the need for each of the rights was averaged 

over 4.33 points out of a total of 5 out of 7, and the need for a right to 

safety was the highest.

Secon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extent of assurance of healthcare 

consumer rights, it was found that the level of assurance of confidenti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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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s was the highest, and that it was guaranteed in the order of right to 

be informed, the right to health care without discrimination and to choose. 

The guarantee level of rights to complain and  redress, the right to 

participate was low. In additi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level of need 

and the level of assurance of healthcare consumer rights was the largest in 

the rights to complain and redress, the smallest in the right to choose.

Third, the seven healthcare consumer rights defined in this study are 

divided into two sub-dimension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goods 

and market-oriented medical services. The right be informed, the right to 

choose, the right to participate and the rights to complain and redress were 

named as ‘rights as consumer’, and the right to health care without 

discrimination, the right to safety, and confidentiality rights are called ‘rights 

as patients’.

Fourth, the level of shared decision - making in the most recently used 

medical service was 3.47 out of 5 points, and it was found that the 

communication between the consumer and the medical staff is relatively well 

done. Looking at the details, consumers said they lacked the doctor's 

explanation of information such as treatment and related side effects and the 

benefits of treatment alternatives, compared to the required tests or selectable 

care. In addition, they were not actively using his or her right to choose 

when receiving actual treatment, rather than choosing a medical institution or 

physician, and was reluctant to intervene in the final therapy selection 

process while understanding the information sufficiently to make treatment 

decisions. 

 Fifth,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the level of Shared 

Decision-making showed that only the characteristics of healthcare consumer 

and medical provider except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influenced the 

level of Shared Decision-making. Among the healthcare consu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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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the influence of subjective consumer competency(β= .160) 

was the greatest, and there was a big difference when compared with the 

influence of the consumer friendly attitude of physician(β= .638).

Sixth, as a result of the path analysis on the level of assurance of 

healthcare consumer rights,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s were consumer 

friendly attitude of physician, necessity of rights, and level of Shared 

Decision-making.

Seventh,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path analysis by dividing the 

healthcare consumer rights into rights as patients and rights as consumers, 

the variables affecting both sub-dimensions are age, employment 

status(occupation), subjective health status, necessity of healthcare consumer 

rights, and consumer friendly attitude of physician. Income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rights as patients, and education, marital status, 

subjective consumer competency, types of medical institutions and types of 

medical services, and level of Shared Decision-making influenced only the 

rights as consumers.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First, consumers should be aware of not only the four rights such as the 

right to health care without discrimination, the right to be informed, 

self-determination, and confidentiality, which are prescribed by 『the Basic 

Law for Health and Medical Field』, the right to participate, the right to 

safety, the rights to complain and redress were also needed. Therefore, the 

scope of the healthcare consumer rights should be expanded by adding the 

right to participate, the right to safety, the rights to complain and redress to 

『the Basic Law for Health and Medical Field』 which prescribes healthcare 

consumer rights.

Second, the physician must explain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benefits, risks, costs, etc.) of the alternatives along with the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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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s so that the Shared  Decision-making between medical staff and 

consumers can be made. Therefore, doctors should explain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each alternative along with treatment options, and 

Consumers need education on healthcare consumer rights that require 

physicians to positively request information related to treatment decisions in 

order to meet their own right to be informed. In addition, medical staff 

should actively communicate with consumers to help eliminate their 

avoidance of decision-making, and consumers should actively exercise their 

right to choose. 

Third, among the variables affecting the level of Shared Decision-making, 

the consumer friendly attitude of physician variable had the greatest 

influence, which was four times the subjective consumer competency 

variable. The difference in influence of these two variables shows the 

asymmetry of force between the health care provider and the consumer in 

the medical market. In other words, by raising the subjective competency as 

a consumer, it can induce more exercise of healthcare consumer rights, but 

as long as the doctor takes an authoritarian attitude at the medical field, it 

is inevitable to realize the Shared Decision-making. Therefore, prior to 

strengthening the competency as a consumer, the attitude of the medical 

staffs who actively communicate with consumers should be preceded. In 

addition, we can expect to improve the level of Shared Decision-making in 

medical services by conducting healthcare consumer education to enhance 

subjective consumer competency.

Fourth,  in order to improve the level of assurance of ‘rights as patients’ 

such as the right to health care without discrimination, the right to safety, 

and confidentiality rights, active intervention by the government is essential. 

And in order to raise the level of assurance of ‘rights as consumers’ such 

as right to be informed, the right to choose, the right to participate,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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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s to complain and redress, the following efforts can be made in terms 

of consumers and medical providers. First of all, the consumer should pay 

attention to the health constantly and try to improve the subjective 

competency as the consumer, and should participate actively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when using the medical service to raise the level of Shared 

Decision-making. Next, the medical providers is required to develop a 

consumer friendly attitude so that consumers can feel comfortable when 

using medical services, to fulfill the obligation of explanation to satisfy 

consumers' right to be informed, and to encourage consumers to take full 

advantage of the right to choose by actively communicating with consumers, 

helping them to eliminate their avoidance of decision-making.

From the conclusion mentioned above, in order to realize healthcare 

consumer sovereignty, the following are suggestions about the roles of 

consumers, medical providers (physicians, etc.) and governments, which are 

the three main bodies of medical services.

First, the government should actively take measures to raise the level of 

assurance of the right to health care without discrimination, the right to 

safety and confidentiality rights among healthcare consumer rights. In order 

to secure the right to health care without discrimination, efforts should be 

made to improve quality along with the amount of medical services, the 

government must strive to secure the right to safety in medical institutions 

through systematic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and the institutional 

apparatus for establishing the 『Patient Safety Act』 and ensuring its efficacy 

should be established. Also,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prepare a 

security policy so that medical information is not leaked, and it is necessary 

to actively review the 'Apology law'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medical dispute settlement system.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hannel of consumer participation so that consumers' opinions can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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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ly reflected in the decision of medical service policy, and to improve 

the consciousness of healthcare consumers' rights through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healthcare consumer education program at the 

government level.

Second, medical providers such as doctors, medical institutions, medical 

associations, medical institutes such as medical schools should perform the 

following roles. First of all, doctors should try to communicate positively 

with consumers by escaping from the authoritarian attitude and cultivate a 

consumer friendly attitude so that consumers can feel comfortable when 

using medical services. Next, medical institutions should provide education 

programs to improve the consumer friendly attitude of medical staffs and 

improve their communication skills, and to continuously educate the medical 

staff. Through the introduction of programs such as 'disclosure' Institutional 

arrangements should be made to enable smooth medical dispute resolution. 

In the case of medical organizations such as doctors' associations, efforts 

should be made to improve their consumer friendly attitudes and 

communication skills through the provision of remedial education to primary 

medical staff such as practitioners. Lastly, medical institutes such as medical 

schools should include courses that improve consumer friendly attitudes in 

the curriculum and improve their communication skills so that doctors can 

develop these attitudes and abilities from the training process.

Third, consumers must constantly strive to strengthen their competency as 

consumers, have a sense of rights as a healthcare consumer, and actively 

exercise these rights as the subject of decision-making when using medical 

services. Recognizing that healthcare providers as well as consumers are 

responsible for the prevention of accidents and medical information in 

medical institutions, they should strive to secure the right to safety and 

confidentiality rights. In addition, the government and medical provi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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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uld make their own opinions in order to establish a consumer-oriented 

healthcare system.

Keywords : Rights of Healthcare Consumers, Shared Decision-making, 

Consumer friendly attitude of physician, Subjective consumer 

competency,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Path 

analysis

Student Number : 2007-3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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