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 라이버시 보호행동 실천에 한 연구 -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를 심으로 -

 447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행동 실천에 관한 연구
-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를 중심으로 -

김정자*․권은하**

A Study on the Therapists' Protective Actions of Medical Information Privacy
- With a focus on physical and occupational therapists -

Jeong-Ja Kim*․Eun-Ha Kweon**

요 약

본 연구는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의 환자 라이버시 보호행동 실천도를 알아보기 해 시도되었다. 국

에 소재한 종합병원  재활치료 문병원의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297명을 상으로 2012년 1월 2일부터 

1월 13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연구결과 총 실천도 평균은 3.54±.733으로 나타났으며, 각 역별 평균은 

의사소통 역 3.62±.776 직  역 3.57±1.013, 유지‧ 리 역 3.53±.780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  특성 

 각 역별로 분석한 결과 연령이 증가 할수록,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실천도가 높았다. 

환자 의료정보의 라이버시는 100% 보호되어져야 하는 것이며, 실천도는 매우 잘 하고 있음의 수 (5)에 

근 해야 할 것이나 환자의 기능 개선의 추  문가인 치료사로서 의료정보 보호에 한 심이 고 그 

내용에 해 거의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속 인 홍보와 교육을 통하여 환자 라이버시 

보호에 한 인식을 고취시고, 윤리의식을 확고하게 심어주는 마인드에 한 제고가 필요하다.

ABSTRACT

The present study was carried out with a view to examine the protective actions of physical and occupational therapists for 

patients's privacy. For this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with the questionnaires that were distributed to 297 physical and 

occupational therapists engaged in general hospitals as well as in rehabilitation clinics across the country from January 2 to 13, 

2012. From the survey, it was made known that the overall extent of protective actions practiced by them was 3.54±.733 in 

average. Divided by area, the average protective action in communication was 3.62±.776, followed by 3.57±1.013 in direct contact 

and 3.53±.780 in maintenance and management, respectively. The analysis of general characteristics by each area showed that the 

older their age gets and the longer their career is, the more the protective action is practiced by them.

Although they are well aware of the fact that the medical information of patients should be kept 100% secret and they practice 

it to almost excellent grade (5), the physical and occupational therapists, as key experts in charge of improving functions of 

patients, were found to have little concern for and little knowledge about contents of protecting medical information. It is thus 

required to perform public relation and instruction continuously to intensify their awareness of needs to protect patients' privacy and 

to implant ethical sense in this regard deep in their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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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지구  곳곳의 모습은 컴퓨터와 과학의 발 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1][2]. 디지털 사회의 험

은 인 이며, 개인 이고, 계산된 피해를 유발한다. 

최근 우리사회에 나타나는 개인정보유출은 직․간

으로 경제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물론 개인정보유출이 라이버시

와 매우 한 련성을 갖고 있다[3].

건강정보 유출시 야기될 수 있는 개인 생존권에 

한 치명  악 향으로부터의 보호를 해 반드시 보

호되어야하는 것을 개인정보로 분류하고 있다[4].

선진국의 경우 개인의 병  기록 보안 리는 최고

우선순  분야이다. 하지만 국내의 실은 각종 성병 

력, 인공 수술 과거력 등도 일반 직원에게 쉽게 

노출되는 상황이다. 병원 자의무기록(EMR)이 해당 

주치의는 물론 병원 내 다른 직원들에게까지 무방비

로 노출돼 환자의 비 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다. 따라서 병원 내 직원들에 한 내부정보의 오남용 

 유출에 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의료행 는 의사 한 사람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아

닌 을 구성하여 의료행 가 이루어지고, 의료기술의 

발달로 의사 외에 간호사, 의료기사 등, 행정직원 등 

병원 내부 직원은 물론, 병원 장실습학생 등도 의료

에 직ㆍ간 으로 여하고 있는 것이 실이기 때

문에 의료인과 그와 련된 사람들은 환자에 한 비

유지의무를 반할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으며

[5][6], 병원 내부자가 행정처리 문제로 의료정보를 열

람하는 도  실수로 의료정보가 노출되거나, 노출에 

한 부탁을 받는 경우, 그리고 사 인 자리에서 무의

식 에 설하거나 본인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빌려주

는 등 병원 내부자를 통한 환자 라이버시가 불필요

하게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특히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는 환자의 기능을 개

선시키기 해 노력하는 의료기사로서, 환자와의 많은 

화  소통이 필요하다. 이러한 은 환자가 수동

으로 참여하는 수술과 많은 차이 이 있으며, 물리치

료사와 작업치료사는 치료에 참여하는 동안 항상 의

료정보 설의 험성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

로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는 환자 의료정보 처리자 

 하나로서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여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의 부

당한 목 을 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이에 본 연구는 병원 내부자인 물리치료사와 작업

치료사들의 환자 의료정보 라이버시 보호에 한 

실천도를 알아보고, 조사 결과 생된 문제에 한 

심을 불러일으키고 그에 한 책 연구를 해 설문 

형식을 통한 기 조사  분석을 수행하 다. 

Ⅱ. 본 론

2.1 연구 상

본 연구는 환자를 직  하고 있는 의료기사  

물리치료  작업치료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

을 상으로 수행되었으며, 상자는 종합병원  재

활치료 문병원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

사 293명을 선정하여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 다.

2.2 연구도구

본 연구도구의 기본 인 개발은 미국의 Carolyn 

Buppert의 연구들[7][8]을 참고하 다. 본 연구의 설문

조사 문항들은 환자 라이버시 보호법령의 요구사항

들을 참고로 연구목 에 맞도록 하게 수정하여 3

역으로 구성하 다.

설문조사 상 역은 환자치료와 직 으로 연

이 있는 업무와 련된 ‘직  역’, 환자치료와 

직 인 련이 없는 방문객, 외부인, 병원내부인  

환자 등과의 과 련된 ‘의사소통 역’, 환자의 

각종 정보를 다루는 업무와 련된 ‘유지‧ 리 역’

등이다. 

설문조사 연구도구는 환자 라이버시 보호행동과 

련하여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를 상으로 일반

 특성에 한 문항을 포함하여 환자의 의료정보 보

호행동에 해 평소 실천하고 있는 정도를 측정하도

록 2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리커트 5  척도(항상 그 게 하지 않는

다.=1 , 약간 그 게 하지 않는다.=2 , 보통이다.=3

, 약간 그 게 한다.=4 , 항상 그 게 한다.=5 )로 

측정 되었고, 수가 높을수록 환자의 의료정보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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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성 구    분 빈 도 백분율

성    별
남  자 118 40.3

여  자 175 59.7

연    령

20～25세 115 39.2

26～30세 105 35.8

31세 이상 73 24.9

최종학력

2/3년제 대학 졸업 182 62.1

4년제 대학교 졸업 82 28

대학원 재학 및 졸업 27 9.9

근무경력

1년 미만 69 23.5

1년～3년 미만 83 28.3

3년∼5년 미만 44 15.0

5년 이상 97 33.1

담당직무
작업치료사 118 40.3

물리치료사 175 59.7

서약서 작성
그렇다 33 11.3

아니다 260 88.7

처벌규정

그렇다 25 8.5

아니다 29 9.9

모르겠다 239 81.6

개인정보보호법
알고있다 24 8.2

모르겠다 269 91.8

합 계 293 100.0

이버시 보호행동에 한 실천을 잘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2.3 분석방법

자료수집방법은 연구자가 직  의료기 을 방문하

면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피조사자들이 직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하도록 하 다. 설문지에 한 자

료조사는 2012년 1월 2일에서 1월 13일까지 실시하

으며, 총 표본의 크기는 의료기 의 치료실 직원들을 

상으로 임의로 할당한 300부  자료가 부실하거나 

락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 297부로 분석하 다.

수집된 자료는 SPSS ver.14.0 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 다. 자료 분석은 일반  특성은 

빈도분석을 실시하 고, 일반  특성과 환자의 의료정

보 라이버시 보호에 실제로 수행하는 실천도와 특

성과의 차이는 T-test와 ANOVA분석을 활용하 다.

Ⅲ. 연구결과

3.1 조사 상의 일반  특성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은 성별, 연령, 최종학

력, 근무경력, 담당직무, 서약서 작성, 처벌규정, 개인

정보보호법 등으로 구분하 다.<표 1>

먼  성별을 보면 여자가 173명(59.7%), 남자가 

118명(40.3%)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높은 분포를 보

다. 연령별로는 20～25세군이 115명(39.2%)으로 가장 

많았고, 26～30세가 105명(35.8%), 31세 이상이 73명

(24.9%) 순으로 조사 되었다.

조사 상자들의 최종학력은 2/3년제 학 졸업이 

182명(62.1%)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4년제 

학교 졸업이 82명(28%), 학원재학  졸업이 27명

(9.9%)순으로 나타났다. 근무경력을 보면 5년 이상이 

97명(33.1%)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1년～3년 

미만이 83명(28.3%), 1년 미만이 69명(23.5%), 3년∼5

년 미만이 44명(15.0%) 순으로 나타났다. 담당직무는 

물리치료사 175명(59.7%), 작업치료사 118명(40.3%)으

로 조사 되었다.

표 1.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rvey subject

입사시 의료정보를 사용시 지득하게 된 환자의 정

보에 한 비 을 지키겠다는 서약서 작성하는가에 

‘아니다’ 260명(88.7%), ‘그 다’ 33명(11.3%)으로 서약

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가 높았고, 의료정보 비  유출

시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가에 ‘모르겠다’ 239명

(81.6%), ‘아니다’ 29명(9.9%), ‘그 다’ 25명(8.5%)순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1년 9월 30일부터 면 시행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모르겠다’ 

269명(91.8%), ‘알고있다’ 24명(8.2%)으로 치료사로서 

의료정보 보호에 한 심이 고 그 내용에 해 

거의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의 실천도



한국 자통신학회논문지 제7권 제2호

450

조사 상 역을 직  역, 의사소통 역, 

유지․ 리 역 등 3 역으로 나 어 각 역에서 

의료정보의 환자 라이버시 보호행동에 한 실천 

정도를 조사하 다. 각 변수의 분석 결과 총 실천도 

체에 한 평균은 3.54±.733로 ‘보통이다’(3.0)와 ‘약

간 그 게 한다’(4.0)의 간수 이었다. 각 항목별 평

균을 보면 의사소통 역이 3.62±.776로 가장 높았고, 

직  역이 3.57±1.013이었으며, 유지․ 리 

역 3.53±.780 으로 가장 낮았다.<표 2>

표 2. 환자 의료정보 라이버시 보호행동 실천도
Table 2. Protective actions practice of medical 

information privacy

 2) 의사소통 영역 3.62 .776

환자 방문객에게 환자의 의료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다.

3.79 .910

업무목적 외에 동료나 아는 사람의 
의료정보를 조회하지 않는다.

3.89 .973

병원 복도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환
자와 관련된 대화를 하지 않는다.

3.52 .956

환자나 방문객이 있는 자리에서 환
자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직원들 
간의 대화를 하지 않는다.

3.56 .925

환자의 정보를 사적인 모임에서 동
료들과 이야기하지 않는다.

3.40 1.047

환자 치료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병
원 내 다른 부서 직원들로부터 환자
의 정보를 요청 받는 경우 알려주지 
않는다.

3.52 .970

환자의 의료정보는 환자의 동의 없
이는 보호자에게도 알려주지 않는다.

3.27 1.015

전화상으로 환자의 치료와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는 정보를 알려 주지 
않는다.

4.01 .984

3) 유지․관리 영역 3.53 .780

환자기록은 환자치료에 직접 관여되
는 최소한의 의료진에게만 안전하게 
열람되도록 한다.

3.65 .982

환자의 동의 없이 환자의 의료 정보
가 의학교육의 임상자료로 사용되지 
않게 한다.

3.76 1.042

환자가 자신의 의료정보를 보기 원
하면 주치의사의 승낙을 얻은 후에 
보여 준다.

3.54 1.038

의료기관 간의 정보 전달시 환자의 
동의와 주치의사의 승낙을 받은 후 
내용을 전달한다.

3.60 .982

환자가 치료받는 기관 이외의 모든 
곳에 환자의 의료정보를 공개할 때
는 환자의 서면동의를 받는다.

3.42 1.087

환자의료정보는 분실되거나 누락된 
기록과 모순되는 항목이 없도록 관
리한다.

3.68 .957

병원이 주관하는 환자의 의료정보보
호․관리․감독에 관해 정기적인 교
육을 받는다.

3.05 1.087

방문객, 보험업자, 의료기업자와 같
은 진료와 관련 없는 사람들은 병원 
내 환자 의무기록들을 볼 수 없게 
관리 한다.

3.96 .983

방문객, 보험업자, 의료기업자와 같
이 진료와 관련 없는 사람들은 병원 
내 컴퓨터를 볼 수 없게 한다.

4.07 .942

환자의 의료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각 분야별로 제한한다.(병원행
정관리자, 의료기사, 의사, 간호사 등)

3.73 1.002

의료정보시스템에 접근 할 때 반드
시 자신의 ID와 Password를 사용하
여 로그인한다.

3.59 1.220

자신의 ID와 Password는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3.56 1.205

의무기록이나 의료정보 화면을 열어
둔 채로 자리 비움을 하지 않는다.

3.38 1.065

의료정보시스템을 사용 후 즉시 로
그아웃 한다.

3.28 1.133

자신의 Password는 일정한 주기(1달
에 1번) 정도로 변경하여 사용한다.

2.65 1.284

각 역별 평균치보다 낮게 나타난 부분은 직

 역에서는 ‘환자 퇴원교육 등을 할 때 다른 환자, 

보호자, 련 없는 의료진 등이 보거나 듣지 못하게 

한다.’(3.16±.945), 의사소통 역에서는 ‘환자의 의료정

보는 환자의 동의 없이는 보호자에게도 알려주지 않

는다.’(3.27±1.015), 그리고 유지․ 리 역에서는 ‘자

신의 Password는 일정한 주기(1달에 1번) 정도로 변

경하여 사용한다.’(2.65±1.284), ‘병원이 주 하는 환자

의 의료정보보호․ 리․감독에 해 정기 인 교육

을 받는다.’(3.05±1.087), ‘의료정보시스템을 사용 후 즉

시 로그아웃 한다.’(3.28±1.133)이었다.

3.3 일반  특성에 따른 환자의료정보 보호 

3.3.1 직  역

일반  특성에 따른 환자 의료정보 리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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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하여는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분석결과, 

성별과 최종학력을 제외한 연령과 근무경력, 담당직무

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

라서는 31세 이상 군이 3.71±.816 으로 가장 높게 나

타났고, 26∼30세 군에서 3.40±.738 , 20∼25세 군이 

3.30±.866 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근무경력에 따라

서는 5년 이상이 3.62±.745 으로 가장 높고, 1년 미만 

3.47±.838 , 3년∼5년 미만 3.29±.817 , 1년∼3년 미

만 3.27±.842  순으로 나타났다. 담당직무에 따라서는 

작업치료사는 3.44±.900 , 물리치료사는 3.43±.757  

이었다. 서약서 작성의 경우 는 3.64±.784 으로 높

게 나타났고, 아니오는 3.41±.818 으로 나타났다. 처

벌규정은 그 다는 3.96±.697 , 모르겠다는 3.50±.767

, 아니다는 3.38±.854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안다는 3.83±.696 , 모른다는 3.40±.818 으

로 나타났다.

표 3. 일반  특성에 따른 직  역
Table 3. Direct contact area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특성 구분 평균 표준
편차 T/F P

성별
남자 3.57 .763

2.329 .742
여자 3.34 .840

연령

20～25세 3.30 .866

5.969 .003**26～30세 3.40 .738

31세 이상 3.71 .816

최종
학력

2/3년제졸업 3.40 .795

1.297 .365 4년제졸업 3.43 .851

대학원졸업 3.66 .837

근무
경력

1년미만 3.47 .838

1.593 .017*
1년～3년미만 3.27 .842

3년∼5년미만 3.29 .817

5년 이상 3.62 .745

담당
직무

작업치료사 3.44 .900
6.032 .015*

물리치료사 3.43 .757

서약서
작성

예 3.64 .784
.035 .852

아니요 3.41 .818

처벌
규정

그렇다 3.96 .697

4.522 .012*아니다 3.38 .854

모르겠다 3.50 .767

개인
정보법

안다 3.83 .696
1.057 .305

모른다 3.40 .818

3.3.2 의사소통 역

일반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 역에 하여는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다. 분석결과, 성별과 최종학력을 

제외하고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연령은 31세 이상이 3.80±.739 으로 가장 높게 나

타났고, 그 다음으로 20∼25세가 3.44±.803 , 26～30

세가 3.43±737 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 근무

경력 따라서는 5년 이상의 경력이 3.72±.729 으로 가

장 높았고, 1년 미만 경력이 3.56±.812 , 3년∼5년 미

만 3.40±.731, 1년∼3년 미만 경력이 3.35±.796 으로 

나타났다. 담당직무에 따라서는 물리치료사는 3.67 

±.720 으로 높게 나타났고, 작업치료사는 3.59±.861

으로 나타났다. 서약서 작성의 경우 는 3.72±.737

으로 높게 나타났고, 아니오는 3.61±.765 으로 나타났

다. 처벌규정은 그 다는 3.99±.741 , 모르겠다는 3.63 

±.767 , 아니다는 3.23±.754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

정보보호법은 안다는 3.81±.777 , 모른다는 3.60±.778

으로 나타났다.

표 4. 일반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 역
Table 4. Communication area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특성 구분 평균
표준
편차

T/F P

성별
남자 3.57 .739

.697 .748
여자 3.50 .807

연령

20～25세 3.44 .808

6.300 .002**26～30세 3.43 .737

31세 이상 3.80 .739

최종
학력

2/3년제졸업 3.51 .829

.910 .436 4년제졸업 3.76 .857

대학원졸업 3.73 1.131

근무
경력

1년미만 3.56 .812

3.930 .009**
1년～3년미만 3.35 .796

3년∼5년미만 3.40 .731

5년 이상 3.72 .729

담당
직무

작업치료사 3.59 .861
5.266 .022*

물리치료사 3.67 .720

서약서
작성

예 3.72 .737
.742 .621

아니요 3.61 .785

처벌
규정

그렇다 3.99 .741

6.842 .001**아니다 3.23 .754

모르겠다 3.63 .767

개인
정보법

안다 3.81 .777
1.266 .731

모른다 3.60 .778

3.3.3 유지․ 리 역

일반  특성에 따른 유지․ 리 역에 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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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에 나타난 바와 같다. 분석결과, 성별과 최종학력

을 제외하고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 주었

다.

연령의 경우 31세 이상에서 3.89±.780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26～30세가 3.54±.713 , 

20～25세가 3.51±.794 의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경력

의 경우 3년～5년 미만이 3.83±.690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년 미만이 3.69±.784 , 5년 이상이 3.62 

±.776 , 1년∼3년 미만이 3.42±.761  순이었다. 한 

담당직무의 경우 작업치료사는 3.67±.867 으로 높게 

나타났고, 물리치료사는 3.58±.709 으로 나타났다. 서

약서 작성의 경우 는 3.65±.798 으로 높게 나타났

고, 아니오는 3.51±.778 으로 나타났다. 처벌규정은 

그 다는 3.96±.697 , 모르겠다는 3.50±.767 , 아니다

는 3.38±.854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안

다는 3.80±.736 , 모른다는 3.50±.781 으로 나타났다.

표 5. 일반  특성에 따른 유지․ 리 역
Table 5. Area of maintenance and managemen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특성 구분 평균
표준
편차

T/F P

성별
남자 3.80 .997

1.361 .259
여자 3.61 .930

연령

20～25세 3.51 .794

6.281 .002**26～30세 3.54 .713

31세 이상 3.89 .780

최종
학력

2/3년제 졸업 3.59 .817

1.322 .267 4년제 졸업 3.89 .843

대학원 졸업 3.94 .438

근무
경력

1년 미만 3.69 .784

5.665 .001**
1년～3년미만 3.42 .761

3년∼5년미만 3.83 .690

5년 이상 3.62 .776

담당
직무

작업치료사 3.67 .867
7.533 .006**

물리치료사 3.58 .709

서약서
작성

예 3.65 .798
.042 .838

아니요 3.51 .778

처벌
규정

그렇다 3.96 .697

4.522 .012*아니다 3.38 .854

모르겠다 3.50 .767

개인
정보법

안다 3.80 .736
.072 .789

모른다 3.50 .781

Ⅳ. 고찰

개인의 의료정보 비 보호가 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  비 에 한 침해가 야기될 수 있으며, 

보험계약, 고용계약 등에서 차별을 받을 수 있고, 환

자 개인의 라이버시에 한 침해뿐만 아니라 정보

의 무결성을 침해하여 부정확한 정보의 제공으로 환

자 진료시 험을 래하여 정보보호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의료기  등의 조직 평    신뢰도 하

락 등의 험이 발생할 수 있다[5]. 따라서 치료사들

은 의료정보 노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환자의 라

이버시를 보호하기 하여 완 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총 실천도 체에 한 평균

(3.54±.733)에 비하면 의사소통 역(3.62±.776)의 평균

이 직  역(3.57±1.013)이나 유지․ 리 역

(3.53±.78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체 으로 환자에 

한 라이버시 보호에 한 실천수 이 낮은 것으

로 보여진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김소 [9]의 의료인 

심층면 조사에서 응답자의 100%가 환자의 의료정보

에 한 부탁을 받았고 이에 따라 응답자의 50%가 

노출에 응하 다는 연구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낸

다. 한 연구 상 의료인들의 과반수이상이 불필요하

게 진료내용을 설한 경험이 있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10].

일반  특성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실천도가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 다. 이

와 련한 선행연구 에서는 권은하[11], 이미 [12], 

이인 [13]에서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인다. 이

는 실무경력이나 교육의 이수 횟수  직‧간 인 

내부 규정의 충분한 숙지에 의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의 의료정보에 한 라

이버시 보호행동에 한 총 실천도(3.54±.733)는, 권은

하[11]의 진료지원부서  병원행정부서의 직원을 

상으로 한 환자 라이버시보호에 한 연구(3.91)와 

이미 [12]의 2개 종합병원 체 의료인을 상으로 

한 환자 라이버시 보호에 한 연구(4.11)보다 낮은 

평균치를 보 다. 그러나 이인희[13]의 일부 물리치료

사와 작업치료사의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이해

(2.35)보다는 높은 평균치를 보 다.

환자의 라이버시는 으로 보호되어야 바람

직하다는 에서 볼 때 이와 같은 결과는 인식정도가 

매우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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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역에서 “환자 퇴원 교육을 등을 할 때 

다른 환자, 보호자, 련 없는 의료진 등이 듣지 못하

게 한다.(3.16±.945)”는 권은하[11]의 진료지원부서  

병원행정부서의 직원을 상으로 한 환자 라이버시

보호에 한 연구(3.68)와, 이미 [12]의 간호사의 환

자 라이버시 보호행동에 한 인식과 실천(3.56)연

구 보다도 낮은 평균치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다

인실 주의 병실환경, 보호자의 치료행 에의 역할 

분담 등 우리의 의료 실을 반 한 것으로 보이지만, 

치료사들이 퇴원환자 교육을 한다거나 환자 치료에 

련된 이야기를 할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환자의 의료정보가 노출 되는 것에 한 인식이 부족

한 것으로 생각된다. 

의사소통 역에서 ‘환자의 의료정보는 환자의 동

의 없이는 보호자에게도 알려주지 않는다.(3.27±1.015)’

는 권은하[11]의 연구(3.82)와, 이미 [12]의 연구(3.56)

보다도 낮은 평균치를 나타냈다. 이는 개인보다는 가

족 심의 문화와 보호자가 치료행 에 역할 분담하는 

치료 실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유지․ 리 역에서 ‘자신의 Password는 일정한 

주기(월1회)로 변경하여 사용한다.’(2.65±1.284)는 권은

하[11]의 연구(2.91)와 이미 [12]의 연구(3.70)보다 낮

은 평균치를 보이며, ‘병원이 주 하는 환자의 의료정

보보호․ 리․감독에 해 정기 인 교육을 받는

다.’(3.05±1.087)는 권은하[11]의 연구(3.28)보다는 낮았

지만 이미 [12]의 연구(2.74)보다는 높았다. 

이처럼 의료계  분야에서 의료정보 보호에 한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치료사들은 부분의 역에

서 의료정보의 환자 라이버시 보호에 한 인식이 

낮게 나타났고, 다른 직종과 비교 해보았을 경우에 치

료사들에게 있어서 교육의 기회가 많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이에 치료사들에게도 환자 의료정보의 라

이버시 보호의 요성을 인식시키며, 병원 차원에서도 

특성화된 의료정보 보호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여 

정기 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어

야 할 것이다. 

2010년 3월 보건복지부는 500병상 이상 의료기 을 

상으로 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의료기 의 개인정보 처리업무에 필요한 기 을 제공

함과 동시에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 고, 

2011년 9월 30일에는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하

고, 개인정보 처리자의 의무를 확 하는 개인정보보호

법이 면 시행하 다.

환자의 의료정보 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의료정보

의 오남용을 이기 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

라인을 의료기 에서 실제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용하기 쉽도록 하며, 수도권의 형 병원뿐만 아니라 

지방의 소병원 직원들도 개인정보 보호  리 지

침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 으로 홍보하

고 교육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제한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설문을 통해 수행되었기 때문에 

응답자의 주  단에 의존하 으므로 이러한 방법

이 지니는 고유한 한계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아울러 

측정도구의 연구목 에 따른 타당성을 높이기 한 

도구의 개발이 향후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일부 종합병원  재활치료 문

병원의 인력을 상으로 분석하 기 때문에 우리나라 

체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의 일반 인 경향이라

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

들을 체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에 일반화 시켜 

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의 환자 의료

정보에 한 라이버시 보호 행동에 한 실천 정도

를 조사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악하고, 이를 근거로 

업무과정에서 환자 의료정보 라이버시 보호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 다.

환자 의료정보의 라이버시는 100% 보호되어져야 

하는 것임에 비추어볼 때 본 연구에서 치료사들의 실

천도는 매우 잘 하고 있음의 수 (5)에 근 해야 하

나, 본 연구 결과 총 평균(3.54±1.284)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이에 미치지 못함을 볼 수가 있다. 왜냐하면 

실 으로 환자 의료정보의 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에는 역부족인 의료 환경이 문제가 되어 완 하고도 

충분한 인식을 기 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한 입사시 의료정보를 사용시 지득하게 된 환자

의 정보에 한 비 을 지키겠다는 서약서 작성하는

가에 아니다 260명(88.7%), 의료정보 비  유출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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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하는 규정이 있는가에 모르겠다 239명(81.6%), 그리

고 2011년 9월 30일에 면 시행하게 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모르겠다 269

명(91.8%)의 결과로 의료정보 보호에 한 심이 

고 그 내용에 해 거의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환자 라이버시를 보호하기 해 마련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 할 수 있는 규정을 보유

하고 있는 병원도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병원 내부자로 인한 의료정보 유출을 방하

여 그로 인한 피해를 이고, 환자 라이버시 보호 

문제의 요성을 리 인식시키는데 기여하기 해서

는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환자의 라이버시 보호 의무를 환자권리장

 는 병원내규 등에 제도 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

요가 있다. 

둘째, 각 병원마다 의료정보에 한 근  보호 

리에 한 규정을 두어 치료사들이 업무를 수행할 

때마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어 합리 인 업무수행

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의료정보 보호에 한 QA활동을 정기 으로 

실행하면서 본인들의 정보보호 수 을 검할 수 있

고 그러한 활동을 통하여 환자 라이버시 보호에 

한 인식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환자 라이버시 보호문제의 요성에 한 

치료사들의 심과 이해를 하여 주기 인 보안교육

을 실시하고 윤리의식을 확고하게 심어주는 마인드에 

한 제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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