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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소득 증가와 인구 고령화에 따라 건강에 한 심이 증 하고 있다. 양질의 

진료란 의사가 환자와 충분한 화를 통하여 많은 정보를 얻어낸 후 최신 의학 지식

을 바탕으로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한 치료법을 선택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핵심

이다. 이를 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커뮤니 이션 능력이 필요하다. 최신 지식을 얻

기 한 의사들간의 커뮤니 이션, 질병 퇴치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의사와 환자가 

동반자 계를 맺도록 하는 의사-환자 커뮤니 이션, 의료 행 에 참여하는 다양한 

직역(의사, 간호사, 의료 기사, 약사 등)들간의 커뮤니 이션, 의료계와 보건 당국 

사이의 커뮤니 이션, 그리고 일반인을 상으로 하는 건강 캠페인 등이 모두 의료 

커뮤니 이션 역에 해당한다. 이 에서 상 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의사-환

자 커뮤니 이션과는 달리 의사들이 평소 어떤 커뮤니 이션 채 을 선호하고, 커뮤

니 이션 채 을 통하여 달되는 의학 정보의 어떤 부분을 요하게 여기는지에 

한 연구는 미흡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약에 한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을 심으



헬스커뮤니 이션연구, 제5호 (2011년 12월)  2

로 연구를 진행하 다. 구체 으로 신약 확산 과정에서 약품 요인과 커뮤니 이션 채

 요인이 신약 처방률에 미치는 향을 알아 보았다. 연구를 한 자료는 국의 개

원의 1,080명을 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하 다. 연구 결과, 의사들

은 약품 요인을 평가할 때 일반 으로 약효의 우수성을 가장 요하게 생각했지만 

기존 약품 체성도 함께 고려하 다. 개원의들은 학술   문서 과 학회 혹

은 학병원 주최 세미나, 동료 의사들을 요한 커뮤니 이션 채 로 인식하 으나 

인터넷은 상 으로 요도가 낮았다. 신약 처방에 있어서 약품 요인보다 커뮤니

이션 채 의 요도 인식이 더 큰 향을 미쳤다. 한 신약을 처방할 때 인 채

에 속하는 제약 회사 업사원, 학병원 주  세미나, 다른 의사들의 사용 경험은 

정 인 향이 있었으나 미디어 채 에 속하는 의료 련 인터넷 사이트, 학술  

 문서 , 의사 상 정기간행물은 오히려 부 인 향이 있었다. 이것은 인 채

의 경우 약품의 작용기 (機轉, mechanism)에 한 정보를 주로 다루지만 연구 

자료를 으로 싣는 인터넷과 인쇄매체는 신약에 한 정보량이 상 으로 

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 결과는 약품 정보를 공 하는 주체인 학술지, 

의학 문지, 각종 세미나와 연수 강좌를 주최하는 학회와 학병원, 세미나를 개최

하는  다른 주체인 제약회사, 의사를 상 로 운 하는 의료 련 인터넷 사이트, 

그리고 제약 회사 업 사원들에게 도움을  것으로 기 한다.

주제어 : 신약, 확산, 약품 요인, 커뮤니 이션 채 , 처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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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

국민소득 증가와 인구 고령화에 따라 건강에 한 심이 증 하

고 있다. 양질의 진료란 의사가 환자와 충분한 화를 통하여 많은 

정보를 얻어낸 후 최신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한 치료법을 선택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커뮤니 이션 능력이 필요하다. 최신 지식을 얻기 

한 의사들간의 커뮤니 이션, 질병 퇴치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의

사와 환자가 동반자 계를 맺도록 하는 의사-환자 커뮤니 이션, 의

료 행 에 참여하는 다양한 직역(의사, 간호사, 의료 기사, 약사 등)들

간의 커뮤니 이션, 의료계와 보건 당국 사이의 커뮤니 이션, 그리

고 일반인을 상으로 하는 건강 캠페인 등이 모두 의료 커뮤니 이

션 역에 해당한다. 

이 에서 상 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의사-환자 커뮤니 이

션과는 달리 의사들이 평소 어떤 커뮤니 이션 채 을 선호하고, 커

뮤니 이션 채 을 통하여 달되는 의학 정보의 어떤 부분을 요

하게 여기는지에 한 연구는 미흡했다. 일반 으로 질병을 치료하기 

해서는 여러 가지 선택이 가능하지만 그 에서 가장 한 치료

법을 선택하여 처방하는 것이 요하다. 특히 약물 치료에 주로 의존

하는 1차 의료기 인 개원의 입장에서는 신약에 한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악하고 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수 이다. 건강보험 심

사평가원 2008년 자료에 의하면(보건복지부, 2010)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에서 의료비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 이 29.4%로 OECD 

평균 16.7%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약에 한 의사

들의 정확한 평가는 약값의 상당 부분을 부담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

서도 요하다는 을 시사한다.

환자와 의사 모두 기존 약보다 더 좋은 신약이 나오기를 바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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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신약이 기존 약에 비해 부작용이 으

면서도 효과가 우수하다는 보장이 없는 반면 가격은 오히려 기존 약

보다 비싼 경우가 지 않다. 실제로 렴하면서도 효과가 좋은 신약

이 반드시 빠르게 확산되는 것은 아니라는 연구 결과도 많다(Romeo, 

Dubart, Grandchamp, de Verneuil, Rasa, Nordmann & Goossens, 1984; 

Ruof, Mittendorf, Pirk & Von der Schulenburg, 2002). 따라서 신약이 나

왔을 때 의사들이 신약에 한 정확한 정보를 달받아 자신의 

에서 기존 약과 비교하여 이를 평가하고 수용하는 과정은 진료 품질 

향상을 하여 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 신약을 개발, 보 하는 

제약 회사 입장에서도 약품 요인과 커뮤니 이션 채 이 신약 처방

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기존 약에 

비해 탁월한 효능을 지닌 신약이 개발 혹은 매될 때 의사들에게 

신약에 한 어떤 정보(약품 요인)를 강조하고, 어느 커뮤니 이션 채

을 통하여 정보를 확산하는 것이 효과 인지에 한 단에 도움

을 주기 때문이다. 정부 입장에서도 신종 루처럼 새로운 질환이 발

생했을 때 한 커뮤니 이션 채 을 선택하여 신속하게 정보를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따라서 약품 정보가 달되는 커뮤니 이션 채 과 이

게 달된 약품 정보가 의사들에게 받아들여져 내면화된 결과물인 

처방으로 나타나는 과정을 분석하고자 했다. 특히 본 연구는 다양한 

의학 정보 에서 신약 정보에 을 맞추어 각 약품 요인과 커뮤

니 이션 채 의 요도에 한 인식이 신약 처방에 어떤 향을 미

치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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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  논의

1) 개  확산 이론

개  확산 이론은 라이언과 그로스(Ryan & Gross, 1943)가 미국 아

이오와 주에서 시행한 신종 옥수수 종자의 보 에 한 연구를 통하

여 체계화되었고 이후 로 스에 의해 리 알려졌다. 로 스(Rogers, 

2005)는 개 이란 개인 혹은 다른 채택 단 들이 새롭다고 인식하는 

아이디어, 행, 는 물건을 말하며, 확산이란 하나의 개 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사회체제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특정 커뮤니 이션 채

을 통해 되고 채택되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하 다. 

개 성이 있는 아이디어나 물건에 한 정보가 커뮤니 이션 채

을 통해 잘 달되어도 수용자가 이를 인지하여 채택 여부를 결심하

기까지는 개인  시간차가 존재하게 된다. 개 확산 과정에서 수용자

들은 개 을 받아들이는 시 에 따라 개 자(innovators), 조기 채택자

(early adoptors), 조기 다수(early majority), 후기 다수(late majority)  비

개 자(laggards)로 나뉘게 된다. 개 의 결정은 일반 으로 지식-설득-

결정-실행의 과정을 거치는데, 지식 단계에서는 주로 개 이 무엇이

며 어떻게 작동하고 왜 작동하는지를 알고자 하는데 이 시기에는 매

스미디어가 효율 으로 정보를 달한다. 그러나 결정 단계로 갈수록 

개 으로부터 상되는 결과에 한 불확실성을 이기 하여 개

에 한 평가 정보를 찾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매스미디어보다는 

인 채 을 통한 구체 인 경험을 하는 것이 더 요한 역할을 하

게 된다. 이는 채택자들이 개  결정 과정 에서 어느 단계에 더 비

을 두는가에 따라 시하는 커뮤니 이션 채 도 달라질 수 있음

을 시사한다. 

콜맨 등(Coleman, Menzel & Katz, 1955, 1957)은 의료 보건 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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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확산 이론의 유용성을 입증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들의 연구는 

당시 새로 개발된 항생제인 테트라싸이클린 확산 과정에도 로 스의 

‘S’자형 확산 커 가 나타난다는 것을 밝혔다. 단순히 확산 커 만 일

치한 것이 아니라 개 인 의사들이 후기 채택자보다 훨씬 빈번하

게 다른 지역에서 열리는 의학 미 에 참석했다. 이것은 아이오와주

의 개 인 농부들이 신종 혼종 옥수수 종자에 한 설명을 듣기 

해 도시를 자주 찾은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개  확산 이론은 이후 의료 보건 분야에 폭넓게 용되어 페루의 

물 끓여 마시기 캠페인, 한국의 가족계획 운동, 이집트의 깨끗한 식

수 연구, 런던의 콜 라 확산 연구, 이집트의 간이 탈수 치료 캠페인, 

미국 볼티모어의 주사바늘 교환 로젝트 등 다양한 연구로 이어져

왔다(Rogers, 2005). 의료 문가 집단 연구에서도 개 확산 이론은 

요한 역할을 해왔다. 를 들어 퍼리 등(Ferlie, Fitzgerald, Wood, & 

Hawkins, 2005)은 국에서 성 질환의 치료 방법 확산 과정을 지역

인 확산, 기 도입자에서 일반 구성원으로 확산, 직종간의 확산으

로 나 어 분석하는 등 최근까지도 의료 보건 분야에서 확산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의료 보건 분야에 개 확산 이론을 용한 많은 연구가 있지만 신

약 확산 연구는 그 상이 문 인 지식을 가지고 엄격한 훈련을 

받은 의사 집단을 상으로 한다는 과 비록 최종 인 처방은 의사

가 하지만 환자의 입장과 제약 회사, 정부 등의 입장이 복합 으로 

작용한다는 에서 개 확산 연구 에서도 주목을 끄는 분야이다. 

본 연구는 여러 개 확산 이론 에서도 개 이 구성원들 사이에서 

확산되는  과정을 가장 체계 으로 분석한 것으로 평가받는 로

스의 이론 틀을 용하여 신약의 확산 과정을 살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신약의 확산 과정을 개 확산 이론의 각 단계인 개 (약

품 요인), 커뮤니 이션 채 , 시간(처방률), 그리고 사회체제에 맞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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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논의하고자 한다. 

 

2) 신약확산 과정의 요인들

 

(1) 약품 요인 

데니히 등(Denig, Haaijer-Ruskamp, & Zijsling, 1988)은 의사가 약을 

선택할 때에는 과거의 경험, 어떤 치료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에 한 

측, 그리고 동료를 포함한 문가 의견  환자가 보이는 반응 등

이 복합 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이쉬(Raisch, 1990)는 약품 선택 

요인을 처방을 지하거나 는 처방을 장려하는 정부나 보건 당국

에 의한 직 인 요인과 고나  활동, 동료 의사의 평 , 학 

시 의 교육, 각종 이나 세미나에서 얻은 지식과 같은 간 인 

요인으로 나 었다. 이러한 결과는 로 스가 제시한 개 의 속성 분

류와 체 으로 일치하므로 여기서는 로 스의 기 에 따라 신약 

채택 요인을 논의해 본다.

개 의 속성은 상  이 (relative advantage), 호환성(compatibility), 

복잡성(complexity), 시행 가능성(trialability), 그리고 찰 가능성

(observability)으로 나 어진다(Rogers, 2005), 이들 각각을 신약 확산 과

정에 용하면 약의 효능(상  이 ), 기존 약품 체성(호환성), 환

자의 의견(복잡성), 신약의 시험  용(시행 가능성), 다른 의사의 사

용 경험과 임상 데이터의 축 ( 찰 가능성)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이다.

 

ㅇ 상  이 : 약의 효능

상  이 은 개 이 이 의 아이디어보다 더 낫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신약의 경우 약의 효능이 여기에 해당한다. 의사가 

신약의 효능에 한 확신이 없다면 처방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다. 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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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Lilja, 1976)가 스웨덴의 개원의를 상으로 당뇨와 폐염 치료약의 

선택 기 을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당뇨와 폐염 모두 약의 효능을 

가장 시하 으나 당뇨 환자에 비해 폐염 환자의 경우 약의 가격이 

훨씬 요한 비 을 차지하 다. 이는 질환에 따라 약의 선택 기 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ㅇ 호환성: 기존 약품 체성

호환성이란 개 이 잠재  수용자가 지니고 있는 기존의 단 근

거, 과거의 경험  재의 필요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정도를 

말한다. 특히 의사들은 신약을 투여하여 악결과(惡結果)가 나왔을 경

우 의료 사고로 연결된 과거 사례를 참고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호환

성이 갖는 의미는 지 않다. 세갈 등(Segal & Oeltjen, 1982, 1985)에 의

하면 약의 선택은 특정 환자에게 다양한 약을 사용했을 때 나타날 결

과에 한 측과 그 측에 한 의사의 믿음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

은 아무리 상  이 이 높아도 기존의 행과 단 기 에 부합하

고 무엇보다도 부작용이 없다는 것이 인정되어야만 지속 인 확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호환성은 신약이 의사의 과거 경험과 

의사의 재 필요에 부합하면서도 안 하여 기존 약품을 체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Knapp et al., 1972; Lilja, 1976). 

를 들어, 고 압 약 에서 ACE 억제제의 경우 압을 낮추는 

기능 외에도 심증을 방하고 뇌졸 (腦卒中)의 가능성을 낮추며 

소변에서 단백뇨의 발생을 이는 등 상 인 이 이 뚜렷하 으나 

5∼10% 정도의 환자에서 기침을 유발하는 문제가 발생하 다. 기

에는 기침이라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상  이 이 워낙 뚜렷하여 

일단 투여한 후에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은 환자를 상으로 채택이 

증가하 다. 그러나 상  이 은 같으면서 기침과 같은 부작용 발

생률이 거의 없어서 안 성이 보장된 ARB 계열의 약이 보 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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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은 부분 ARB 계열로 체되었다.

 

ㅇ 복잡성: 환자의 의견 

아무리 좋은 개 이라도 채택자가 불편하게 느끼면 개 이 일어날 

수 없듯이 좋은 신약이 개발되어도 환자가 거부감을 느껴 순응도가 

떨어진다면 확산이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고 압, 당뇨, 고지 증과 

같이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기존의 약을 바꾸는 

것 자체에 한 거부감이 있고 환자에 따라서는 약값의 증가를 부담

스러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콕번 등(Cockburn & Pit, 1997)의 연구는 환자가 처방 을 원할 경우 

의사는 그 지 않은 경우보다 10배 정도 더 처방 을 많이 발 했음

을 밝혔다. 그리고 실제로 처방 을 원했던 환자는 그 지 않은 환자

에 비해 약 3배 정도 더 많이 처방 을 발 받았다. 이 연구는 의사

의 약품 선택에 있어서 환자의 견해가 요한 변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헤민키(Hemminki, 1975)에 의하면 처방은 의사와 환자 양측

이 모두 만족할 수 있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특히 의료 보험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환자의 요구가 좀 더 많은 약을 처방하도

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ㅇ 시험 가능성: 신약의 시험  용

객 인 데이터가 있어도 수용자들은 개인 으로 개 을 시험함

으로써 개 에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의 고유한 조건이나 상태에서 

개 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단하려고 한다. 시험 가능성은 수용자

들이 개 을 미리 시험해 볼 수 있는 정도로서 시험해 볼 수 있는 

새 아이디어는 그 지 못한 아이디어보다 채택될 확률이 높다. 일반

으로 개  채택이 상 으로 빠른 사람들이 후기 채택자보다 개

의 시험 가능성을 시하는 경향이 있다. 의사의 약품 처방시 성 



헬스커뮤니 이션연구, 제5호 (2011년 12월)  10

질환의 경우에는 단기간 사용을 하고 그 반응을 볼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콜맨 등(Coleman et al., 1957)이 테라마이신을 상으로 한 

연구는 짧은 기간에 효능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확산

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생활습 병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약을 복용해야 하며 그 효능도 장기 성 에 따라 입

증되므로 시험 가능성을 측정하기 쉽지 않다. 

 

ㅇ 찰 가능성: 동료 의사의 사용 경험과 임상 데이터 축  정도

찰 가능성은 개 의 결과가 타인에게 드러나는 정도를 말한다. 

이것을 신약 채택에 용하면 다른 의사들의 진료 경험을 자주 할 

수 있고 동료와 집단 논의가 활발할수록 신약 채택 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측이 가능하다. 요한  하나의 찰 가능성 지표는 

임상 데이터 축  여부이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서 꾸 히 복용해야 

하는 신약의 경우에는 임상 데이터가 매우 요하다. 신약이 외국에

서 개발되었을 경우 외국과 국내에서 동시에 시 되기도 하지만 국

가별로 시  시기가 다를 수도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시 되기 시작

했더라도 이미 외국의 임상 결과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의사가 

신약을 채택하는 데 도움을 받는다. 

 

(2) 커뮤니 이션 채  

커뮤니 이션 채 은 개  메시지를 달해 주는 수단이다. 매스미

디어는 다수에게 신속하게 개 의 존재를 알리는 데 효과 인 반면, 

인 채 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한 태도를 형성하거나 변화시키고 

나아가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데 효과 이다. 로 스(Rogers, 

2005)에 의하면 비슷하거나 동질 인 사람들 사이에 아이디어의 교환

이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문 인 교육 과정과 훈련 기

간을 거치고 같은 종류의 진료를 하면서도 경쟁이 치열한 의사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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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의 커뮤니 이션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여겨진다. 

 

ㅇ 학술 과 문서

일반 으로 문서 에 비해 학술 은 최신 지식을 빠르게 

해 주고 좀 더 구체 인 내용을 담을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발 테

(Valente, 1993)는 의사들이 신약에 한 정보를 학술 과 제약 회

사의 소책자에서 얻는다고 주장했다. 네 가지 이상의 을 보는 의

사와 세 가지 이하의 을 보는 의사로 나 어 분석한 결과 많은 

종류의 을 구독하는 의사들은 다른 의사들에게 더 많은 향을 

미치는 반면 은 수의 을 보는 의사들은 동료 의사들과의 

을 통하여 더 많은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우리나라에 

용하면 의학  구독과 학회 발표 기회가 제한된 1차 개원의가 

학병원 교수보다 동료 의사와의 정보 교류를 더 시한다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ㅇ 문지

의학 문지로는 의사 회에서 발행하는 <의 신문>과 민간 신문

인 <메디컬 옵 버>, <청년의사> 등이 있다. 이들은 학술 에 

실린 최신 의학 지식을 간결하게 요약·정리하고, 최신 이슈에 한 

문가들의 좌담회를 지상(紙上) 계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다양

한 내용을 하게 해 다. 이러한 문지는 모든 분야의 질환을 폭

넓게 다루기 때문에 희귀 질환이나 특정 분야 질환에 한 깊이있는 

지식을 습득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유병률이 높은 생활습 병의 

경우에는 최근 학문  흐름을 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 문지

를 통해 악한 최근 연구 결과를 학술 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찾아볼 경우 지식의 깊이를 더함으로써 상승효과를 기 할 수 있다. 

특히, 의 신문의 경우 의사 면허를 취득할 때 평생 구독료를 한꺼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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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납부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구독률이 매우 높다는 에

서 요한 커뮤니 이션 채 이다.

 

ㅇ 학회 주최 세미나

세미나는 직  만나서 강의가 진행되며 질문과 토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면 면  효과를 가지면서도 상 으로 다수 인원을 

상으로 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한 개원의의 경우 일년에 최소

한 12  이상의 연수 평 을 받아야 하는 규정 때문에 의사들은 각

종 학회와 지역 의사회, 학병원, 그리고 제약회사에서 주최하는 다

양한 세미나와 연수 강좌에 참여한다. 학회나 학병원에서 개최하는 

세미나는 좀 더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객 으로 주제를 설정하고 

립 인 입장에서 정보를 달한다는 에서 신뢰도가 높다는 것이 

장 이지만 개원가에서는 다룰 기회가 은 질환에 한 내용도 상

당수 있다는 에서 개원의 입장에서는 비효율 이라고 생각할 가능

성이 있다.

ㅇ 제약회사 주최 세미나

제약회사 주최 세미나는 규모 세미나와 소규모 세미나를 병행

하고 있는데, 규모 세미나는 주로 신제품을 출시할 때 많이 열

리는 경향이 있다. 반 덴 불트(Van den Bulte, Lilien, 2001)나 헤민키

(Hemminki, 1975) 등은 신약이 확산되는 모든 과정에서 제약 회사가 

주도 인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제약 회사는 신약 개발 연구에 한 

투자와 함께 이를 논리화하여 학술 에 게재하고 세미나 등을 통

하여 정보의 확산을 꾀하며 신약의 허가와 가격 책정 등을 하여 

보건 당국과 한다. 한 제약회사는 각종 홍보를 통하여 환자에

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등 확산의 모든 단계에 걸쳐 향력을 

행사하며 의제 설정을 주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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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터넷

인터넷도 요한 정보 채 이다. 우선 의사 회의 홈페이지는 

WHO, FDA등에서 발표하는 해외 의료 소식, 의약품 정보, 회원들의 

경험을 올리는 자료실 등을 운 하고 있다. 일부 학병원 사이트와 

제약회사 사이트는 회원으로 가입된 의사들에게 <Medline>에 등재된 

모든 자료를 검색하고 원문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학술 을 굳이 구독하지 않아

도 된다. 세미나 내용을 일로 공유하거나 동 상으로 할 수 있도

록 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메디게이트: www.medigate.net>, <닥 : 

www.docple.com>처럼 의사들끼리 진료 경험과 개인 취미 활동을 공유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카페의 개설을 지원하는 사이트도 있다. 특이한 

환자를 진료한 경험을 공유하거나 잘 모르는 내용에 하여 다른 의

사들의 조언을 구함으로써 마치 인 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다. 

 

ㅇ 동료 의사

신약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커뮤니 이션 채 이 담당하는 역할에 

하여 가장 주목을 끌고 한 많은 연구가 진행된 분야가 동료 의

사와의 커뮤니 이션 채 이다. 신약에 한 지식만으로는 약에 한 

확신을 갖기에 불충분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해 본 경험을 동료 의사

들과 공유함으로써 약에 한 정보를 내면 으로 평가하는 데 도움

을 받게 된다. 콜맨 등(Coleman et al., 1955, 1957) 등의 테트라싸이클

린 연구는 문가들에게 약품에 해 교육시키는 것만으로는 의사들

이 스스로 약품을 시험하고 처방하는 것을 신할 수 없지만 동료 

의사들의 사용 경험은 이를 어느 정도 신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동료 의사 네트워크의 요성에 한 심은 네트워크 내에서 수

용자가 차지하는 치(Burt, 1980, 1987), 네트워크내 정보 유통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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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 정도(Marsden, 1990) 등 구체 인 변인을 등장시키면서 다양한 

연구결과로 나타났다. 콜맨 등(Coleman et al., 1955, 1957)의 연구는 의

사가 약품을 처방할 때 단독으로 신약에 심을 갖는 경우보다는 동

료 의사들의 조언을 받는 경우에 확산의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밝혔

다. 즉 커뮤니 이션 채 이 잘 확보된 의사가 개 에 극 이며, 

에 실린 논문이나 제약 회사의 홍보보다는 동료의 경험담이 더 

설득력 있다는 것이다. 외국계 제약 회사는 일반 으로 의사 개인과 

일 일 보다는 의사들의 개업 지역에서 소규모 세미나를 개최하

여 참가 의사들 간의 정보 교류를 지원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 

한 동료 의사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ㅇ 제약 회사 업사원

인 채 에는 동료 의사 외에도 제약회사 업 사원들이 요한 

역할을 한다. 제약 회사는 업 사원을 통해 약품에 한 정보를 제

공하고 의사와 친분을 유지하려고 시도한다. 특히 신약 시 이 임박

한 시 에서는 제약 회사 업 사원들이 신약에 한 자료를 가지고 

의사들을 방문하여 신약에 한 정보를 조기에 인지하도록 유도한다. 

반 덴 불트(Van den Bulte et al., 1997, 2001)와 헤민키(Hemminki, 1975)

는 신약이 확산되는 모든 단계에서 제약 회사가 요한 역할을 한다

고 보았다. 그러나 제약회사가 확산의 모든 단계에 직 , 간 으

로 미치는 향력을 모두 측정하여 계량화하는 것은 실 으로 불

가능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가장 직 인 향을 미치는 제약

회사 주최 세미나와 업 사원의 역할에 을 맞추었다. 

 

ㅇ 사회체제

헤민키(Hemminki, 1975)는 의약품 처방에 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

들로 의과 학 교육, 고, 동료 의사들, 통제와 규제 장치, 사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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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의 요구, 의사의 개인 성향을 제시하 다. 즉, 의사의 처방은 

의사의 인구학  배경 요인  고와 동료 의사를 포함한 다양한 

커뮤니 이션 채 , 환자의 의견, 사회 인 통제와 규제 등의 요인이 

복합 으로 작용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진료 자체는 의사의 고유 권한으로서 의사의 독자 인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이처럼 다양한 요소들이 작용하며, 한 여러 

가지 사회 구조와 규범이 복잡하게 얽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7월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되면서 의약 분업 실시와 함께 건

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설립되어 업무를 개시하 다. 심평

원의 역할은 진료 행 의 정성에 한 평가와 약제비 청구에 한 

평가로 나뉘며, 약품 처방에 한 삭감 요인이 발생했을 때 해당 약

제비를 의사에게서 환수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가 개  억

제자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3. 연구 문제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개 확산 이론의 틀을 용하면 의사들의 

신약 채택 단계와 요소들을 개 (약품 요인), 커뮤니 이션 채 , 시

간, 그리고 사회체제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기존 치료제와 비

교했을 때 효능은 뛰어나면서도 안정성이 높은 신약이 개발되고(개

), 의사들이 신약에 한 정보를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인지하고 

평가하며(커뮤니 이션 채 ), 이 게 인지되고 평가된 정보를 의사 

개개인의 특성(인구학  변인)에 따라 기에 혹은 시간을 두고 찰

하다가 채택하게 되는데(채택 시 , 처방률), 실제 채택 과정에서는 

제약 회사의 마  략이나 정부의 규제(사회 체제)가 향을 미친

다는 것이다. 다만 약품 요인 에서 시험 가능성은 본 연구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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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삼은 생활습 병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약을 복용해야 하고 그 

효능도 장기 결과에 따라 입증되므로 시험 가능성을 측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연구 모형에 포함하지 않았다. 약품 요인과 커뮤니

이션 채 의 상  향력을 비교하는 본 연구의 특성상 사회 체제 

요인도 연구 모형에 포함하지 않았다. 연구 모형을 도해하면 다음과 

같다.

앞의 이론  논의와  연구 모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들을 도출하 다.

<그림 1> 신약 처방에 향을 미치는 약품과 커뮤니 이션 채  모형

연구문제 1: 개원의들은 신약 채택에 있어서 각 약품 요인을 얼마

나 시하는가?

연구문제 2: 개원의들은 신약 채택에 있어서 각 커뮤니 이션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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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얼마나 시하는가?

연구문제 3: 각 약품 요인은 개원의들의 신약 처방률에 어떤 향

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4: 각 커뮤니 이션 채 은 개원의들의 신약 처방률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

4. 연구 방법

 

1) 생활습 병 치료제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성장에 따라 생 상태 개선, 안  의식 함양 

같은 정 인 변화와 함께 운동량 하, 고지방 식품 섭취, 스트

스 증가, 각종 화학 물질에의 노출과 같은 부정 인 면도 같이 증가

하 다. 인구의 고령화도 격히 진행되면서 질병의 양상이 외상, 감

염성 질환에서 고 압, 심증, 당뇨  각종 암과 같은 선진국형 질

환인 생활습 병으로 바 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생활습 병 환자 숫자와 그로 인해 지불해야 하는 

진료비가 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 은 매우 높다. 2008년 보건

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연간 430만 명의 고 압 환자가 병의원을 방

문하여 1조 8,835억원의 진료비를 지출함으로써 단일 질환으로는 가

장 많은 지출이 이루어졌다. 당뇨병은 151만 명의 환자가 9,253억원

의 진료비를 지출하여 두 번째로 많은 지출이 이루어졌으며 심증 

한 46만 명이 4,492억원의 진료비를 지출하 다. 2009년도 국민건

강 양조사에 의하면 고 압의 경우 30세 이상 성인 유병률은 30.3%

에 달할 정도로 흔한 질환으로서 2007년 24.6%에 비해 불과 2년 사

이에 6% 가까이 증가하 다. 이것은 미국 고 압 유병률 30%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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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이다. 

따라서 생활습 병 치료에 뛰어난 효능을 가진 신약의 개발과 확

산은 환자의 치료 결과를 개선하여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

키게 된다. 그리고 장기 으로는 치료 결과의 향상으로 인한 진료비 

감과 함께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을 막아주는 간 인 효과 

한 무시할 수 없다. 일반 인 신약보다는 생활습 병 치료제를 연

구 상으로 삼은 다른 이유는 생활습 병이 가지고 있는 특성 외

에도 상 질환에 따라 신약의 확산 유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체 질환  생활습 병이 차지하는 비 이 크며, 환자의 수와 진료

비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고, 상 질환에 따라 약의 확산 커 가 

다르기 때문에 본 연구는 생활습 병 치료약을 연구 상으로 삼은 

것이다. 

 

2) 응답자

 

본 연구는 개원의들 에서 생활습 병을 주로 진료하는 의사들을 

응답자로 설정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면허만 있으면 실제로 진

료하는 과목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문의 자격보다는 실제로 

장에서 이루어지는 진료 과목을 심으로 연구 상을 정한 것이다. 

응답자는 제주도를 제외한 국에 분포하고 있는 의원  개원의 

에서 내과와 가정의학과를 주 진료과목으로 하는 개원의 에서 표

집하 다. 

한 제약 회사의 도움을 받아 2011년 2월 기 으로 개업하고 있는 

국 의료기 들을 업마  본부 직원들이 직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실제로 내과와 가정의학과를 주 진료과목으로 하는 의사의 수

는 22,824명으로 악되었다. 개업하고 있는 지역별 문의 수는 의

사 회를 통해서도 악할 수 있지만 문의 과목과 실제 진료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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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실제 개원의 수(%) 인구 수 연구 상자(%)

서울 5,677(24.9) 10,435,649 311(28.8)

경기 4,585(20.1) 11,223,368 297(27.5)

주 남 1,520(6.7) 3,346,644 93(8.6)

인천 1,115(4.9) 2,692,358 91(8.4)

구경북 2,272(10.0) 5,149,332 90(8.3)

부산경남 3,450(15.1) 7,908,072 90(8.3)

북 906(4.0) 1,854,508 40(3.7)

충청 2,393(10.5) 5,017,398 38(3.5)

강원 623(2.7) 1554607 30(2.8)

제주 283 (1.2) 562,663 -

합계 22,824(100) 49,777,599 1,080(100)

<표 1> 설문 응답자의 지역별 분포

이 다른 경우가 있으며, 개업을 하고도 의사 회에 신고하지 않거나 

고령이나 질환 등의 사유로 의사 회에는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 진

료는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연구 상 의사 수

를 악하기 하여 의사 회에 등록된 의사 수를 기 으로 하지 않

고 실제 진료 장인 각 의료기 을 일일이 방문하여 확인한 의사의 

수를 기 으로 집계한 것이다.

2011년 2월 1일부터 3월 25일까지 제약회사 업마  본부 직원

들이 해당 회사 약의 처방 유무와는 무 하게 무작  추출한 개별 

의료기 들을 방문하여 개원의들과 일 일 면담을 통해 1,080명의 개

원의들로부터 설문지에 한 응답을 얻었다. 체 개원의 수  설문 

응답자 비율은 국 으로 4.73% 으며(제주도를 제외하면 4.79%) 설

문 응답자의 지역별 분포는 개원의의 체 지역별 분포와 체로 비

슷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표본의 표성을 입증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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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문지

 

(1) 약품요인

약품 요인은 신약의 효능, 기존 약품 체성, 환자의 의견, 약품 가

격, 동료 의사들의 사용 경험, 임상 연구 데이터의 축  정도, 그리고 

제약 회사의 평 까지 모두 7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측정하 다. 응답

자들은 각 항목을 얼마나 요하게 생각하는지 ‘  요하지 않

다’(1 )부터 ‘매우 요하다’(7 )까지의 리커트 7  척도 상에 응답

하 다. 

 

(2) 커뮤니 이션 채

커뮤니 이션 채 은 학술   문서 , 의 신문 같은 의사 

상 정기 간행물, 학회 혹은 학 병원 주최 세미나, 제약 회사 주

최 연수 강좌, 의약 련 인터넷 사이트, 동료의사들과의 만남, 그리

고 제약 회사 업 사원까지 모두 7개 항목으로 분류하 다. 응답자

들은 각 항목을 얼마나 요하게 생각하는지 ‘  요하지 않다’(1

)부터 ‘매우 요하다’(7 )까지 리커트 7  척도 상에 응답하 다.

 

(3) 신약 처방률 

의사가 신약에 한 정보를 인지하여 받아들이는 최종 단계가 처

방이다(Miller, 1974; Raisch, 1990). 데니히 등(Denig et al., 1988)에 의하

면 처방률은 의사의 과거 경험과 약을 처방할 때 환자에게 어떤 치

료 효과가 나올 것인가에 한 측, 그리고 동료를 포함한 문가들 

 환자들이 보이는 반응이 복합 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최종 결과

이다. 그리고 일단 최  처방이 이루어진 후에도 지속 으로 처방이 

유지되려면 의사가 약에 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Raisch, 1990). 그런 

의미에서 신약 처방률은 커뮤니 이션 채 을 통해 달된 약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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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가 의사의 내면  확신으로 받아들여진 정도로서 신약에 한 정

보의 어느 부분이 의사에게 의미가 있으며, 어떤 커뮤니 이션 채

을 통해서 효율 으로 달되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된다.

기존 신약 채택 연구는 첫 번째 처방이 이루어진 시 (채택 시 )

을 기 으로 한 경우가 많으나 본 연구는 동일 질환 치료제 에서 

신약이 차지하는 비율을 처방률로 정의하여 측정하 다. 구체 으로 

본 연구는 응답 시  기 으로 같은 의사가 처방하는 체 당뇨병약 

에서 DPP-4 억제제 신약이 차지하는 비율을 처방률로 삼았다. 

DPP-4 억제제의 처방률과 비교 분석하기 한 조군(control group)으

로는 1994년 처음 도입되었고 2000년  들어와 격히 확산되었던 

고 압약인 ARB를 선택하 다. 측정 상으로 삼은 당뇨 치료제인 

DPP-4 억제제(약품명: 가 스, 자 비아)의 경우, 응답자가 처방하는 

체 당뇨약 에서 DPP-4 억제제가 차지하는 비율을 기입하도록 하

다. 마찬가지로 체 고 압약 에서 조군인 ARB 계열의 약을 

처방한 비율을 기입하도록 함으로써 신약(DPP-4 억제제)의 처방률과 

비교 분석하는 데 용이하도록 하 다.

응답자들이 처방한 당뇨약 에서 DPP-4 억제제 비율은 평균 17%

(표 편차 15.88)로서 조기 채택자들 사이에서 활발히 확산이 이루어

지는 단계 다. 이것은 DPP-4 억제제의 실제 처방 비율이 액 기

으로 2009년에 8.3%, 2010년 16% 던 보험공단 자료와 비슷한 수치

로서 체 개원의 집단을 표할 수 있는 응답 결과라고 여겨진다. 

응답자들이 체 고 압 약 에서 ARB를 처방한 비율은 44.4% 다. 

이것 역시 2010년 체 고 압약 처방 액 1조 4천억원  ARB 처

방 액이 7천 5백억원(53.6%)이었던 의료보험공단 자료를 크게 벗어

나지 않는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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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 결과

 

1) 약품 요인의 요도에 한 인식

 

여러 약품 요인 에서 응답자들은 신약의 효과(7  척도에서 6.06)

와 호환성(기존 약품 체성)(5.98)을 가장 시하 다. 그 다음으로 

요시한 것은(p<0.01) 임상 데이터의 축  정도(5.66) 고, 약품 가격

(5.52)과 환자의 의견(5.47)이 뒤를 이었다. 동료 의사들의 사용 경험

(5.34)과 제약회사의 평 (5.14)은 다른 약품 요인들에 비해서 상

으로 요도가 떨어졌다(p<0.01). 응답자들의 약품 요인 각 항목에 

한 인식은 <표 2>와 같다.

약품 요인 평균 표 편차

신약의 효과 6.06 0.86

체성(호환성) 5.98 0.84

데이터의 축  정도 5.66 0.96

약품 가격 5.52 0.98

환자의 의견 5.47 1.14

동료 의사들의 사용 경험 5.34 1.13

제약회사의 평 5.14 1.15

<표 2> 약품 요인 각 항목에 한 요도 인식

2) 커뮤니 이션 채 의 요도에 한 인식

 

응답자들은 학술   문서 (5.47), 학회 혹은 학병원 주최 

세미나(5.33), 동료 의사들과의 만남(5.25)을 상 으로 요한 커뮤니

이션 채 로 간주하 다. 다음으로는 의사 상 정기 간행물(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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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뒤를 이었고(p<0.01), 제약 회사에서 주최하는 세미나(4.87)와 제약 

회사 업사원(4.93)은 다른 채  요인 요도 인식과 통계 으로 유

의미한 격차를 보 다(p<0.01). 의약 련 인터넷의 경우는 상 으

로 낮은 수(4.77)를 받았으나 표 편차(1.23)는 가장 커서 개인차가 

두드러짐을 보여 주었다. 

 

커뮤니 이션 채 평균 표 편차

학술   문서 5.47 1.09

학회 혹은 학병원 주최 세미나 5.33 1.02

동료 의사들과의 만남 5.25 1.05

의사 상 정기 간행물 5.01 1.14

제약 회사 업 사원 4.93 1.08

제약 회사 주최 세미나 4.87 1.11

의약 련 인터넷 사이트 4.77 1.23

<표 3> 커뮤니 이션 채  각 항목에 한 요도 인식

3) 약품 요인과 커뮤니 이션 채 이 신약 처방률에 미치는 향

 

약품 요인과 커뮤니 이션 채  요도에 한 인식이 신약 처방

률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다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 다. 약품 요인이 커뮤니 이션 채  요인에 선행

한다는 단하에 모델 1에서는 먼  약품 요인 요도 인식 7개 항

목을 투입하 으며, 모델 2에서는 약품 요인에 커뮤니 이션 채  

요도 인식 7개 항목을 추가 투입하 다. <표 4>에서 보듯이 모델 1

의 DPP-4 억제제 처방률에 한 설명력(R
2
)은 1.5%로 나타났으며 통

계 으로 유의미하 다(F=2.34, p＜.05). 모델 1에서 DPP-4 억제제 처

방률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약품 항목은 약품 가격(β=-.10,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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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1 모델 2

B β t B Β t

약

품

요

인

신약의 효과 -0.10 -0.01 -0.17 0.19 0.01 0.30

체성(호환성) 0.15 0.01 0.24 0.74 0.04 1.23

환자의 의견 0.77 0.06 1.67 0.80 0.06 1.77

약품가격 -1.63 -0.10 -3.10** -1.27 -0.08 -2.49*

동료 의사의 사용경험 0.37 0.03 0.77 0.96 0.07 1.94

데이터의 축 -1.01 -0.06 -1.81 -0.28 -0.02 -0.52

제약회사의 평 0.21 0.07 0.48 0.02 0.00 0.05

커

뮤

니

이

션

채

학술   문서 -1.97 -0.14 -3.63***

정기간행물 -1.37 -0.10 -2.69**

학회  학병원 주최

세미나
1.59 0.10 2.92**

제약회사 주최 세미나 -0.07 -0.01 -0.15

인터넷 사이트 -2.52 -0.20 -5.17***

동료 의사들과의 만남 -0.61 -0.04 -1.12

제약회사 업사원 2.66 0.18 5.37***

F 2.34*   9.03***

R
2 0.015 0.106

△R
2 0.009 0.095

* p＜.05, **p＜.01, ***p＜.001

<표 4> 약품 요인과 커뮤니 이션 채  요도 인식이 DPP-4 억제제 처방률에 

미치는 향

＜.01)이 유일하 다. 그러나 커뮤니 이션 채 이 추가된 모델 2의 

DPP-4 억제제 처방률에 한 설명력(R2)은 10.6%로 모델 1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 다(△ R2=0.095, F = 9.03, p＜.001). 최종 모델인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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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에서 DPP-4 억제제 처방률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항목은 제약 회사 업 사원(β=.18, p＜.001), 학병원 주최 세미나(β

=.10, p＜.01) 다. 부정  향을 미친 항목은 의약 련 인터넷 사

이트(β=-.20, p＜.001), 학술   문서 (β-.14, p＜.001), 의사 

상 정기간행물(β=-.01, p＜.05) 순으로 나타났다. 모델 2에서 의미있는 

약품 요인은 모델 1과 마찬가지로 약품 가격 하나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당뇨병 신약인 DPP-4 억제제 확산에는 약품 요인의 요도 

인식보다는 커뮤니 이션 채 의 요도 인식이 훨씬 큰 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 다.

약품 요인과 커뮤니 이션 채  요도 인식이 신약 채택에 미치

는 향을 정  검증하기 해서는 조군과의 비교가 필수 이다. 

조군 상으로는 과거 약 에서 뛰어난 효능을 보 던 고 압 치

료제인 ARB를 선택하 다. 회귀분석을 하여 모델 1에서 약품 요인 

요도 인식 7개 항목을 투입한 결과 약품 요인으로 설명되는 ARB 

계열 고 압약 처방률의 체 설명력(R2)은 1.9%인 것으로 나타났다

(△ R
2
=0.013,F = 2.96, p＜.01). 약품 요인 에서는 신약 효과의 우

수성(β=-.07, p＜.05)와 호환성(β=.07, p＜.05), 데이터의 축  정도(β

=.07, p＜.05)가 ARB 계열 고 압약 처방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모델 2에는 약품 요인 요도 인식 7개 항목 이외에 커뮤니 이션 

채  요도 인식 7개 항목을 추가로 투입하여 분석하 다. 모델 2의 

ARB 계열 고 압약 처방률에 한 설명력(R
2
)은 8.6%로 모델 1의 설

명력보다 6.7% 높아졌다(△ R2=0.074,F = 7.17, p＜.001). 최종 모델인 

모델 2에 나타난 ARB 계열 고 압약 처방률에 향을 미치는 커뮤니

이션 채  변인을 살펴보면, 제약회사 주최 세미나(β=.07, p＜.05)만

이 정 인 향을 미쳤고, 의약 련 인터넷 사이트(β=-.17, p＜.001), 

학술   문서 (β=-.12, p＜.01)은 부정  향을 미쳤다. 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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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1 모델 2

B β t B Β t

약

품

요

인

신약의 효과 -1.32 -0.07 -2.01* -0.76 -0.04 -1.15

체성(호환성) 1.54 0.08 2.31* 2.31 0.11 3.54***

환자의 의견 0.71 0.05 1.42 0.85 0.06 1.72

약품가격 -0.84 -0.05 -1.49 -0.45 -0.03 -0.81

동료 의사의 사용경험 0.29 0.02 0.57 1.46 0.10 2.73**

데이터의 축 1.29 0.07 2.15* 2.11 0.12 3.56***

제약회사의 평 -0.59 -0.04 -1.22 -0.65 -0.04 -1.36

커

뮤

니

이

션

채

학술   문서 -1.94 -0.12 -3.28**

정기간행물 -0.89 -0.06 -1.62

학회  학병원 주최 

세미나
-0.60 -0.04 -1.01

제약회사 주최 세미나 1.15 0.07 2.07*

인터넷 사이트 -2.34 -0.17 -4.41***

동료 의사들과의 만남 -1.01 -0.06 -1.73

제약회사 업사원 0.91 0.06 1.69

F  2.96**   7.17***

R
2 0.019 0.086

△R
2 0.013 0.074

*p＜.05, **p＜.01, ***p＜.001

<표 5> 약품 요인과 커뮤니 이션 채  요도 인식이 ARB 계열 고 압약 처

방률에 미치는 향

요인 에서는 데이터의 축  정도(β=.12, p＜.001), 호환성(β=.11, p

＜.001), 동료 의사들의 사용 경험(β=.10, p＜.01) 순서로 ARB 계열 고

압약 처방률에 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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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조군에서는 신약과는 다소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즉, 커

뮤니 이션 채 이 추가로 투입된 모델 2의 설명력은 신약의 경우 

더 크게 나타나 커뮤니 이션 채 의 향력이 더 범 하게 미친

다는 것을 말해 다. 반면, 약품 요인은 조군과는 달리 신약에서

는 약품 가격만이 유의미하 다. 신약의 경우 아직 임상 데이터나 처

방 경험 혹은 기존 약품 체성이나 안 성에 한 자료가 축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6. 결론  논의

 

1) 연구 결과의 요약

 

좋은 신약은 진료 품질을 향상시키고 환자와 보호자의 생활에 

정 인 향을 미치지만 기치 않은 부작용 등 나쁜 결과가 나왔을 

때는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의료 분쟁의 여

지도 있다. 따라서 신약 채택을 해서 의사들은 다양한 요인들을 복

합 으로 고려하기 마련이다. 이런 에서 본 연구는 의사들이 약

품 요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커뮤니 이션 채 을 요하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먼  약품 요인 에서 의사들은 반 으로 신약의 효과에 해 

가장 요하게 생각하 고 그 다음으로 기존 약품 체성(호환성)을 

시했다. 약품 가격과 환자 의견은 상 으로 요도가 낮았고 제

약회사 평 은 가장 덜 요하게 생각했다. 커뮤니 이션 채 의 경

우 의사들은 오랜 세월을 통해 권 가 입증된 학술   문서

, 학회 혹은 학 병원 주최 세미나, 그리고 동료 의사들의 의견 

순서로 요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제약 회사가 주최하는 세미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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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사원에 해서는 상 으로 덜 요하게 생각했다. 한편, 매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의 경우 의외로 시도가 가장 낮았

지만(평균 4.77) 표 편차(1.23)도 가장 커서 개인차가 크다는 을 시

사한다. 

약품 요인 요도 인식이 처방에 미치는 향을 보기 해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약인 DPP-4 억제제에 미치는 약품 요인의 설

명력(R
2
)은 1.5% 고 약품 가격만이 유일하게 유의미한 향력이 있

었다. 약품 요인에 커뮤니 이션 채  항목을 추가하여도 여 히 약

품 가격만이 유일하게 향력이 있었다. 조군인 ARB 계열 고 압

약 처방에 한 약품 요인의 설명력(R
2
)은 1.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품 요인 항목 에서는 신약 효과의 우수성과 기존 약품 체성, 

임상 데이터의 축  정도가 유의미한 향을 미쳤다. 약품 요인에 커

뮤니 이션 채  항목을 추가했을 때는 임상 데이터의 축  정도, 기

존 약품 체성, 그리고 동료 의사들의 사용 경험 순서로 처방에 

향을 미쳤다.

커뮤니 이션 채  요도 인식이 신약 처방에 미치는 향력을 

보면 당뇨병 신약(DPP-4 억제제)의 경우 약품 요인 단독일 때의 설명

력(R2) 1.5%에 비하여 커뮤니 이션 채  변인을 추가하면 10.6%로 

크게 증가하 고 이와 같은 증가폭은 조군의 경우(1.9%에서 8.6%로 

증가)보다 훨씬 더 컸다. 신약의 경우 조군보다 커뮤니 이션 채

의 향력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신약의 경우, 커뮤니 이션 채  에서 제약 회사 업사원, 학

병원 주최 세미나의 요도 인식은 정 인 향을 미쳤으나 의약 

련 인터넷 사이트, 학술   문서 , 의사 상 정기간행물의 

요도 인식은 오히려 부 인 향을 미쳤다. 즉 이러한 채 을 시

할수록 신약 처방을 게 한다는 뜻이다. 조군(ARB)의 경우에는 제

약회사 주최 세미나 요도 인식만이 정 인 향을 미쳤고 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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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인터넷 사이트, 학술   문서  요도 인식 순으로 부정

 향을 미쳤다. 두 결과를 종합해 보면 신약과 조군 계없이 

체 으로 인 채  요도 인식은 약품 채택에 정 인 향을 미

치는 반면 인터넷과  등 미디어 채  요도 인식은 채택을 억

제하거나 최소한 채택에 도움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2) 연구 결과 논의

 

커뮤니 이션은 기본 으로 그 사회가 속한 문화와 정서의 향을 

받는 사회 상이다. 이는 의료 커뮤니 이션에도 용되며 특히 신

약 확산에서 의사의 인구학  특성, 사회 문화  요소, 의료 시스템

의 차이가 향을 미치게 된다(Miller, 1974; Hemminki, 1975; Raisch, 

1990). 커뮤니 이션 채 의 수용자인 의사의 특성에 따라 선호하는 

채 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Miller, 1974). 그런 맥락에서 우리나

라에서 의사들이 커뮤니 이션 채 과 이를 통해 달되는 정보인 

약품 요인에 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악하고, 이 게 확산된 

정보를 의사가 받아들여 내면화한 결과물인 신약의 처방률에 어떠한 

차이를 내는지 악한 본 연구는 요한 의미를 갖는다. 연구 결과를 

보면, 약품 요인의 경우 의사들은 반 으로는 신약의 효과에 해 

가장 요하게 생각하 고, 그 다음으로 기존 약품 체성을 요하

게 여긴 것은 다른 나라의 연구결과가 다르지 않지만 약품 가격과 

제약 회사의 평 이 상 으로 덜 요하게 나타난 이 두드러진

다. 

커뮤니 이션 채 에 한 의사들의 생각은 체 으로는 상업

인 목 이 배제된 학술   문서 , 는 학회 혹은 학 병원 

주최 세미나, 그리고 동료 의사들의 의견 순서로 시하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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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그러나 인터넷의 경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요도 인식은 덜 높았다. 이것은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모르

는 의사도 많으며, 학회와 상  종합병원에서 운 하는 사이트들은 

회원으로 가입된 의사에게만 열람 자격을 부여하는 등 제약을 내걸

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동료 의사들과의 만남은 그 요도 인식에 비해서 신약 채택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외국의 연구 결과와 차

이가 드러나는 흥미로운 결과이다(Burt, 1980, 1987; Coleman et al., 

1955, 1957; Marsden, 1990). 개원의들이 동료 의사와 만나서 서로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지 않지만 의사의 심 분야에 따른 다

양한 소모임과 스터디 그룹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료 의사

들과의 만남은 다분히 비공식 이고 친목  성격을 띤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동료 의사들과의 모임이 개업 지역에 기반하거나 

같은 수련병원 의국(醫局) 출신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강한 끈’의 성

격을 띤다는 사실을 돌아 볼 때 정보 교환의 장으로서의 역할은 뒤

질 것이라고 본다(Granovetter, 1997).

설문 조사 시 을 기 으로 시  3년 된 신약인 DPP-4 억제제의 

경우, 회귀분석을 했을 때 약품 가격 요도 인식만이 의미있는 향

을 미쳤으나 조군(ARB)은 신약 효과의 우수성과 기존 약품 체성, 

임상 데이터의 축  정도가 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를 이

루었다. 이는 신약의 경우 장기 성 에 한 데이터를 축 할 시간이 

충분치 않아 약에 한 평가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으로 해

석된다.

커뮤니 이션 채  요도 인식이 신약(DPP-4 억제제) 처방률에 미

치는 향은 조군에 비하여 크게 나타났으며, 채 별로는 제약회사 

업사원, 학병원 주최 세미나와 같은 인 채 은 정 이었으

나, 의약 련 인터넷 사이트, 학술   문서 , 의사 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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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행물 같은 비 인 채 은 오히려 부정 으로 향력을 미쳤다. 

이것 역시 신약의 경우 기존 약보다 뛰어난 작용기 (매커니즘)을 가

지고 있어도 이를 입증할 연구 자료와 데이터의 인 부족으로 

인한 불리함이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인 채 에서는 작용

기 을 주로 설명을 하지만 비 인 채 은 근거 심 의학 추세에 

따라 데이터 주로 기술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의사들 사이의 정보 달에 한 연구는 주로 채택률을 기 으로 

단하 거나 동료 의사 네트워크내의 상  치에 을 두고 

진행된 반면 지식이 달되는 경로인 커뮤니 이션 채  반에 

한 연구는 상 으로 빈약하 다. 신약이 채택되는 과정을 이해하기 

해서는 의사들이 개 의 어떤 요인에 심이 있으며, 어떤 경로를 

통하여 정보를 받아들여서 최종 으로 채택이 이루어지는지를 찰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는 의의가 크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서 행해진 련 선행 연구들은 보험공단 자료를 기반으

로 하고 의사에 한 설문을 보조 으로 사용하여 체 의약품 처방

의 일반 인 유형을 밝히는 것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같은 약품이라도 질환별로 확산의 유형이 다르다는 을 고려하여 

체 질환  비 이 높은 생활습 병 치료제를 상으로 이를 처방

하는 의사들의 커뮤니 이션 채 과 약품 요인에 한 인식을 다루

었다는 에서 가치가 있다고 본다. 한 과거에 비해 인터넷을 포함

한 매우 다양한 매체들의 등장과 세미나의 활성화, 련 제도의 변화

에 따라 연구의 제가 되는 커뮤니 이션 채  환경 자체가 달라졌

기 때문에 이러한 진료 환경의 변화를 반 한 연구가 필요했다. 그런 

맥락에서 재 시 에서 의사들의 신약 확산 과정을 고찰한 본 연구

는 시의 했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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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계  제언

 

본 연구는 의사의 신약 채택에서 약품 요인과 커뮤니 이션 채

이 차지하는 역할을 확인하 고 특히 신약의 경우에는 약품 요인보

다 커뮤니 이션 채 의 향력이 두드러진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나 

여 히 개  요인인 약품과 커뮤니 이션 채 만으로는 의사의 신약 

채택 체 변량의 10.6%만 설명했다는 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것

은 개 의 다른 요소인 의사 개개인의 특성(인구학  변인)과 개  

과정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요인(사회 체제)의 향력 한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약품 요인과 커뮤니 이션 채 에만 을 맞춘 본 

연구의 한계를 넘어 개  과정 반을 다루는 거시 인 의 연구

가 필요하다. 

표본의 표성과 련된 문제 한 언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개원의만을 상으로 시행했지만 개원의보다 동질성이 강한 2차, 3차 

진료를 담당하는 직의들을 상으로 했다면 다른 연구 결과가 나

왔을 수 있다. 향후 체 의사 혹은 직의를 상으로 하는 후속 연

구가 있기를 기 한다. 한 제약 회사 업 사원들이 설문 조사를 

한 데 따르는 한계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을 상으로 일정

한 분포에 따른 무작  추출을 원칙으로 하 으나 업 사원과 평소 

친분이 있는 개원의가 좀 더 많이 설문에 응했을 가능성 때문이다. 

업 사원들은 환자가 많은 병원 의사와 좀 더 친해지고자 하는 성

향이 있으므로 상 으로 많은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가 과다하게 

표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 서울  수도권(경기, 인천) 소재 응

답자 비율(64.7%)이 실제보다(49.9%) 다소 높은 것도 연구 결과 해석

에 신 을 요구한다. 신약에 한 정보를 할 기회가 상 으로 많

은 수도권 개업 의사들은 약의 효과와 기존 약품 체성에 해서 

훨씬 요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약품 요인의 요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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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 편향된 결과를 가져왔을 수 있다. 일반 으로 학회에서 시행하

는 학술 회는 일반 으로 일년에 한번은 서울, 그리고 한번은 지방

에서 열거나 두번 모두 서울에서 여는 반면 제약회사 주최 세미나는 

국 주요 거  도시에서 순차 으로 열기 때문에 비수도권에서 개

업하는 의사들도 쉽게 참석할 수 있는 이 이 있다. 따라서 개업 지

역에 따라 커뮤니 이션 채  선호가 다르게 나타났을 수 있다. 좀더 

다양한 의사 집단을 상으로 하는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 한다. 

그리고 이론  배경에서도 논의했듯이 질병에 따라 치료제의 확산 

양상이 다르므로 생활습 병 이외의 다양한 질병 치료제에 한 확

산 연구도 필요하다. 반드시 종 과 다른 매커니즘을 가지지 않더라

도 새로운 신약이 나왔을 경우 이에 한 향 (prospective)인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특히, 종합병원을 심으로 다양한 진단 기기와 약물 

외의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도입되고 있는 실을 감안할 때 신

약 외의 다양한 의료 신기술에 한 의사들의 인식과 확산에 한 

연구도 필요하다. 그리고 본 연구는 의사들 간의 커뮤니 이션을 

심으로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진행하 으나 신약의 확산에는 제약 회

사가 모든 단계에서 직 , 간 으로 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Hemminki, 1975; Van den Bulte, 1997, 2001) 이와 련한 내용도 요

한 연구 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새로 개정되어 2010년 11월

부터 시행된 의료법은 제약 회사가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을 지함은 물론 학회에 한 직 인 지원 신 한의학회 등

을 통한 간  지원을 하도록 하 다. 한 제약회사 주최의 세미나 

개최시 강연료 지 이나 식사 제공 등에 한 행정 규제가 함께 시

행되고 있어 향후 커뮤니 이션 채 에서 세미나를 통한 정보의 확

산 양상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개정 의료법 시

행 과 시행 후의 세미나 개최 빈도와 향력에 한 연구도 흥미

로운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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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affecting the prescription of new drugs

by physicians: Focusing on drug factors

and communication channels

Hyun Seok Lee

(Hyundai Central Clinic, M.D., PhD. of Communication)

Hyun Joo Kim

(School of Communication Kwangwoon University. PhD of Communi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cess by which medical 

information is diffused among doctors. The focus was given on the process 

of drug prescription for chronic disease, i.e. cardio-vascular disease(including 

hypertension, angina), hyper-lipidemia and endocrine disease (including 

diabetes mellitus). Based upon the review of diffusion literature in the field 

of medical studies,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were formulated. Data were 

collected from 1,080 local clinicians of internal medicine, regardless of 

medical board categorization. 

 

  Q1. What are the relative importance of drug related factors?

  Q2. What are the relative imporatnce of communication channels?

  Q3. How do drug related factors influence the prescription of new drugs?

  Q4. How do communication channels influence the prescription of new 

dru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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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showed that for physicians in general, drug effect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followed by the possibility of adverse effect. Among various 

communication channels, medical journals and textbooks, seminars held by 

academic organizations and general hospitals were particularly important. 

Reliance on internet sites is comparatively low. Communication channels were 

more important than drug factors for the prescription of drugs. Prescription 

of new drugs is determined by price and the patients' opinion rather than 

drug efficiency and its possible adverse effects. This study also showed that 

the prescription of new drugs is mainly promoted by interpersonal channels 

(i.e., pharmacy salesman, seminars held by general hospitals, and meeting 

with other physicians). While medical experience generates positive influence, 

medical sites on internet, medical journals, textbooks, medical newspapers 

elicit negative influence. It can be argued that interpersonal channels largely 

convey drug mechanism whereas internet and printed media may lack 

specific clinical documentations or data for the new drugs of interest.

Key words : new drug, diffusion, drug factors, communication channels, rate of 

pr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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