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ackground: Hospital selection reflects the decision-making of patients or their caregivers. We in-
vestigated the factors related to hospital selection by patients with epilepsy and compared them be-
tween patients with medically intractable epilepsy and pharmacoresponsive epilepsy. 

Methods: This questionnaire-based cross-sectional study evaluated the patients with epilepsy at a 
university hospital. The patients were asked to complete a series of questions including their demo-
graphic information, socio-economic status, and hospital- and patient-related factors related to their 
selection of a hospital. 

Results: In total, 230 patients with epilepsy were analyzed, including 66 patients with medically in-
tractable epilepsy and 164 patients with pharmacoresponsive epilepsy. Acquaintances constituted 
the primary information source that patients with epilepsy used to select a hospital, followed by in-
formation from the internet. No patients with pharmacoresponsive epilepsy gathered information 
from print media. Approximately 94% of patients with medically intractable epilepsy had visited an-
other medical center. As the most important factors for choosing a hospital, the patients gave an av-
erage score of at least four out of five for simple administrative procedures (4.03 ± 0.82), the compe-
tence of clinicians (4.06 ± 0.89), excellent equipment (4.04 ± 0.85), and reputation of the hospital 
(4.02 ± 0.88). 

Conclusions: This is the first study to analyze the factors related to hospital selection among pa-
tients with epilepsy in South Korea. This study may contribute to improvements in the medical sys-
tem by presenting insights into the medical behavior of patients with epilep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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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뇌전증은 기원전 3,000년 경에 만들어진 의학서에서부터 기록

을 찾아볼 수 있으며, 오랜 시간 동안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왔

다.1,2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던 뇌전증은 한때는 성

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였으며, 신비로운 현상이라고 

알려지기도 하였다. 중세 의학을 거치면서 뇌전증은 신앙으로 

치료를 시도하다가,1 19세기의 근대 신경학의 발전과 함께 과

학적 접근이 이루어지면서 브롬화칼륨 등의 치료제가 등장하게 

되었다.

뇌전증에 관련된 대표적 국제기구인 국제뇌전증퇴치연맹(In-
ternational League Against Epilepsy, ILAE)이 1909년에 설립되

었다.3 ILAE에서 1993년에 제시한 정의에 따르면 뇌전증 발작

은 “뇌세포의 비정상적이며 과도한 흥분으로 발생하는 증상”이

며, 뇌전증은 “비유발성 뇌전증 발작이 반복되는 임상적 상태”

이다.4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에 대한뇌전증학회(당시 대한간

질학회)가 발족하여 많은 의료진과 연구자들이 뇌전증의 치료와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세계의 많은 과학자와 의료진의 노력으

로 현대 의학에서는 약 20여 종의 항경련제가 개발되어 임상에

서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이 중 거의 대부분의 약물

을 사용할 수 있다.

뇌전증은 국내 인구 중 약 0.4%가 겪고 있는 흔한 뇌질환이

다.5 뇌전증은 약물 난치성 뇌전증의 문제뿐만 아니라 의식 장애

로 인한 부상 발생과 질병에 대한 부정적 시선 때문에 환자들의 

사회 활동이 위축되기 쉬운 질환으로서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받지 않는, 치료 간극이 높은 질환이며,6 현대 의학의 발전

에도 불구하고 전체 뇌전증 환자의 약 30%는 두 가지 이상의 항

경련제를 충분히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뇌전증 발작이 완전히 조

절되지 않는 약물 난치성 뇌전증 환자들이다.7 한편, 최근 사회

적,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각종 매체와 인터넷의 대중화로 인하

여 여러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증가하고 개인적인 경험과 지식

을 공유하기 쉬운 시대가 되었다. 더불어, 질환에 대한 일률적인 

진료 방식에서 탈피하여 환자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또는 “환자 중심”의 의료를 지향하는 현재의 추세에서, 환자들

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는 환자의 진료에 대

한 고민만큼이나 중요하다. 이에 저자들은 지역의 3차 의료기관

의 뇌전증 센터를 찾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뇌전증 환자들이 어

떻게 의료기관을 선택하는지,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얻는지, 그리고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조사하고 약물 난치성 뇌전증 환자와 비

난치성 뇌전증 환자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20년 10월 20일부터 2020년 11월 20일까지 시행

된 단면 연구로서,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뇌전증센터에서 뇌전증

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병원 선택에 대한 요인 분

석을 시행하였다.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였으며(No. 2020-10-054), 대상자 중에서 

설명문을 통한 충실한 설명을 들은 후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

한 경우에만 동의서에 서명을 받고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를 작

성하였다.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외국인, 18세 미

만, 입원 중인 환자, 설문지 작성에 협조가 되지 않는 인지장애

나 언어장애 환자, 그리고 담당 의사가 본 연구에 참여시키기 힘

들다고 판단한 경우는 제외하였다. 시력이 좋지 않거나 학력이 

낮아서 글을 읽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 의료진이 아닌 연구원

이 설문지 작성을 도와주었다. 통계 분석을 위해서 IBM SPSS 

version 22.0 (IBM Corp., Armonk, NY, USA)를 사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은 양측 유의 수준 5% 이하에서 판단하였다. 환자

들의 나이와 병원 선택 시에 고려한 5점 만점의 중요도는 t-test
를, 직업 유무, 만성질환 유병률, 주요 정보원 등의 범주형 변수

에서는 chi-square 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2. 설문 내용

인구사회학적 정보로 환자의 나이, 성별, 교육 정도(초등학교 졸

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직

업(1년 이상 지속적으로 종사하는 경우) 유무, 건강보험 자격(건

강보험, 의료급여)을 확인하였다. 또한, 뇌전증 외에 정기적인 

약물 치료를 받는 질환의 유무를 확인하였다. 선행 연구를 바탕

으로 뇌전증과 지역 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자들이 보완하

여 고안한 설문지를 제작하였다.8-16 병원 선택 요인에 대한 평가 

정보로서, 병원을 최종적으로 선택한 주체는 누구인지, 병원을 

선택하는 과정에 가장 주요한 정보는 어떻게 얻었는지, 현재까

지 뇌전증으로 다른 의료기관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병원 선택 요인으로는 병원 시설의 새로움, 접근성

(거리와 교통), 예약과 접수와 수납 등의 행정 절차의 간편성, 짧

은 대기 시간, 병원 내의 편의시설, 근무하는 지인의 유무, 의사

의 친절, 의사 외 직원들의 친절, 의료진의 전문성, 장비의 우수

성, 병원의 명성, 병원 서비스의 차별성, 뇌전증 환자의 숫자, 진

료비 혜택(본 병원에는 법인 소속 직원과 그 배우자, 그리고 그

들의 직계 존, 비속에 대한 진료비 감면 혜택이 있다), 그리고 응

급상황의 대처 능력에 대해 병원 선택 시에 고려한 중요도에 따

라 5점 만점의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였다.

약물 난치성 뇌전증은 두 가지 이상의 적절한 항경련제를 충

분한 용량으로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뇌전증 발작이 간헐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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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경우로서, 본 연구에서는 3가지 이상의 항경련제를 사

용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 내에 뇌전증 발작이 발생한 경우를 

약물 난치성 뇌전증으로 분류하였다.17 

결과

연구에 동의하여 조사에 응한 환자는 총 230명이었다. 이들의 

평균 나이는 약 45.56 ± 15.90세였고, 남자는 115명(50.0%)이

었다. 대졸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가진 환자는 83명(36.1%)이

었으며, 직업을 가진 환자는 165명(71.7%)이었다. 조사에 참여

한 뇌전증 환자 중에서 의료급여인 경우는 56명(24.3%)였으며, 

정기적인 투약이 필요한 다른 질환을 가진 환자는 66명(28.7%)

이었다. 전체 환자 중에서 약물 난치성 뇌전증은 66명으로, 

28.7%에 해당하였다(Table 1). 약물 난치성 뇌전증과 비난치성 

뇌전증 환자들로 나누어 인구사회학적 정보를 비교한 결과에서

(Table 1), 나이(44.77 ± 12.67세 vs. 45.87 ± 17.05세, p =  

0.593)와 성별(남성 47.0% vs. 51.2%, p =  0.560)에서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약물 난치성 뇌전증 환자들의 학력이 고등학

교 졸업 이상인 경우가 더 많았으며(81.8% vs. 56.7%, p =  

0.001), 의료급여의 비율이 더 높았다(45.5% vs. 15.9%, p <  

0.001). 뇌전증 이외에 정기적으로 투약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는 

양쪽 그룹에서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47.0% vs. 52.4%, p =  

0.453).  
병원을 선택한 주체에 대한 조사에서(Table 2), 약물 난치성 

뇌전증과 비난치성 뇌전증 모두에서 병원을 최종적으로 선택한 

주체를 비교했을 때, 비난치성 뇌전증 그룹에서는 병원 선택의 

가장 흔한 주체는 가족과 친척이었다. 하지만 난치성 뇌전증에

서는 병원을 선택한 주체는 가족, 친척과 본인이 같은 비율을 차

지했다. 하지만 약물 난치성 뇌전증과 비난치성 뇌전증을 비교

했을 때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p =  0.530). 약물 난치성 뇌전

Table 1. Demographic data of the patients with epilepsy
Variable Total Medically intractable epilepsy Pharmacoresponsive epilepsy p-value
No. of patients 230 66 164
Age (yr) 45.56 ±  15.90 44.77 ±  12.67 45.87 ±  17.05 0.593
Male sex 115 (50.0) 31 (47.0) 84 (51.2) 0.560
Education
 ≤ High school graduate 147 (63.9) 54 (81.8) 93 (56.7) 0.001
 ≥ University graduate 83 (36.1) 12 (18.2) 71 (43.3)
Occupation, yes 165 (71.7) 40 (60.6) 125 (76.2) 0.017
Health insurance coverage
 Fee-for-service with financial support from the NHIS 174 (75.7) 36 (54.5) 138 (84.1) < 0.001
 Fully insured by the NHIS 56 (24.3) 30 (45.5) 26 (15.9)
Medically intractable epilepsy (yes, %) 66 (28.7)
Other chronic disease with regular medication (yes, %) 117 (50.9) 31 (47.0) 86 (52.4) 0.453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only, mean ± 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NHIS,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Table 2. People contributing to hospital selection and sources of information
Variable Medically intractable epilepsy (n =  66) Pharmacoresponsive epilepsy (n =  164) p-value
The selector
 The patient 34 (51.5) 55 (33.5) 0.375
 Family 30 (45.5) 88 (53.7)
 Clinician at another clinic 6 (9.1) 13 (7.9)
Source of information
 Acquaintances 42 (63.6) 91 (55.5) 0.040
 Clinician at another clinic 8 (12.1) 23 (14.0)
 Broadcast media 5 (7.6) 4 (2.4)
 Printed media 1 (1.5) 0 (0.0)
 Internet 10 (15.2) 46 (28.0)
Visited another medical center 62 (93.9) 69 (42.1) < 0.001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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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으로 병원을 선택할 때에 가장 흔한 정보원은 주변의 권유로 

42명(63.6%)이었으며, 인터넷 검색과 다른 병의원의 추천이 각

각 10명(15.2%)과 8명(12.1%)이었고, 비난치성 뇌전증 환자 역

시 주변의 권유가 91명(55.5%)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터넷 검색

과 다른 병의원의 추천이 각각 46명(28.0%)와 23명(14.0%)을 차

지했다. 양쪽 그룹을 비교했을 때는 약물 난치성 뇌전증 환자가 

병원을 선택할 때 주변의 권유와 방송 매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 비난치성 뇌전증 환자들보다 방송 매체를 더 많이 이

용했지만 인터넷 검색은 더 적었다(p =  0.040). 한편, 본 연구가 

진행된 상급종합병원의 뇌전증 센터를 방문한 약물 난치성 뇌전

증 환자 62명(93.9%)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서 69명(42.1%)의 비난치성 뇌전증 환자보다 많았다(p <  

0.001). 

설문지에서 제시한 15개의 병원 선택의 중요성 항목 중에서, 

뇌전증 환자들이 리커트 척도 5점 중에 평균 4점 이상으로 평가

한 항목은 행정 절차의 간편성(4.03 ± 0.82), 의료진의 전문성

(4.06 ± 0.89), 장비의 우수성(4.04 ± 0.85), 병원의 명성(4.02 

± 0.88)이었다. 약물 난치성 뇌전증 환자들은 행정 절차의 간편

성(4.11 ± 0.81), 장비의 우수성(4.02 ± 0.90), 그리고 병원의 

명성(4.11 ± 0.81)에, 비난치성 뇌전증 환자들은 의료진의 전문

성(4.06 ± 0.86), 장비의 우수성(4.03 ± 0.83)에 리커트 척도 4
점 이상을 부여했다. 각 항목에 대해서 약물 난치성 뇌전증 환

자와 비난치성 뇌전증 환자를 비교했을 때 점수의 차이는 없었

다(Table 3). 

고찰

병원 선택 요인은 환자가 병원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고려하는 

요소를 일컫는 말로서,8 환자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한 판단의 

과정이며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이전 연구들에서는 환자들의 병

원을 선택할 때 병원의 규모나 장비보다는 개인의 판단이 여건

(비용, 접근성 등)을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10 환자

에 대한 확신이나 공감과 같은 개인적 경험의 중요성이 보고된 

바가 있다.9,14 뇌전증은 다른 만성 질환과 다른 몇 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 뇌전증의 증상은 흔히 의식 장애를 동반하므로 증상

이 발생할 때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환자들의 병식이 없을 

수 있다. 또한 모든 검사가 정상이라 하여도 두 번의 뇌전증 발

작 병력만으로 진단할 수 있으므로 목격자의 진술이 중요한 질

병이며,18 사회적인 낙인 효과가 존재하는 질병이다.19 뇌전증은 

다른 질환에 비교했을 때, 경제적 문제보다는 사회적인 시선과 

부정적 인식으로 인하여 치료 간극이 높은 질환으로서,6 뇌전증 

환자를 위한 사회적, 학문적 분석과 학회나 시민단체의 노력이 

있어왔으나 뇌전증 환자들이 병원을 선택하는 과정이나 요인에 

대한 분석은 거의 없다.

뇌전증에서 남자와 여자의 유병률 차이는 보고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 시행된 이전의 연구에서는 남자에서 뇌

전증의 유병률이 더 높았다.20 본 연구에서는 뇌전증 환자 전체

에서나 약물 난치성 뇌전증과 비난치성 뇌전증의 비교에서도 성

별, 나이, 그리고 직업 유무의 차이는 없었다. Lee 등20이 이전의 

우리 나라의 연구에서는 수입이 낮은 계층에서 뇌전증의 유병률

이 높은 것을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약물 난치성 뇌전증 

환자에서 학력이 더 낮고 의료 보호에 대항하는 환자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약물 난치성 뇌전증 환자가 사회경

제적으로 더 취약한 위치임을 시사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뇌전증 환자는 병원 선택에서 가족과 친척이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난치성 뇌전증에서 병원 선택의 가장 

Table 3.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choosing a hospital
Variable Total (n =  230) Medically intractable epilepsy (n =  66) Pharmacoresponsive epilepsy (n =  164) p-value
Recent establishment of the hospital 3.85 ±  0.93 3.89 ±  0.93 3.84 ±  0.94 0.667
Accessibility 3.83 ±  0.94 3.95 ±  0.83 3.77 ±  0.96 0.181
Simple administrative procedures 4.03 ±  0.82 4.11 ±  0.81 3.99 ±  0.80 0.336
Waiting time 3.38 ±  1.03 3.27 ±  1.02 3.35 ±  1.00 0.581
Amenities 3.81 ±  0.97 3.94 ±  1.01 3.77 ±  0.92 0.231
Acquaintances in the hospital 3.70 ±  0.95 3.68 ±  1.04 3.70 ±  0.90 0.923
Kindness of clinicians 3.42 ±  1.02 3.33 ±  1.03 3.42 ±  1.00 0.553
Kindness of staff other than clinicians 3.19 ±  0.94 3.24 ±  0.95 3.15 ±  0.92 0.476
Competence of clinicians 4.06 ±  0.89 3.98 ±  0.94 4.06 ±  0.86 0.555
Excellent equipment 4.04 ±  0.85 4.02 ±  0.90 4.03 ±  0.83 0.902
Reputation of the hospital 4.02 ±  0.88 4.11 ±  0.81 3.96 ±  0.89 0.261
Excellent reception of the hospital 3.94 ±  0.89 3.99 ±  0.93 3.90 ±  0.87 0.450
Number of patients with epilepsy 2.10 ±  1.14 1.86 ±  0.96 2.10 ±  1.19 0.145
Benefits for medical expenses 3.50 ±  1.09 3.52 ±  1.10 3.51 ±  1.08 0.985
Ability to cope with an emergency 2.83 ±  1.22 2.86 ±  1.28 2.82 ±  1.18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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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주체가 본인이 아니라 가족과 친척이었으며, 약물 난치성 

뇌전증에서도 가족이나 친척이 병원을 결정하는 것은 환자 본인

이 결정한 것과 같은 비율을 보였다. 이것은 뇌전증의 질병의 특

성과 맞닿아 있다. 즉, 뇌전증 발작을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시 상황이나 정황을 본인이 알 수가 없고, 그러므로 목

격자로서의 가족 또는 친척이 병원 선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순위는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약물 난치

성과 비난치성 뇌전증 환자에서 병원 선택의 주체에서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 따라서 뇌전증의 병원 선택에서 가족과 친척이 

가장 중요한 병원 선택 주체라기보다는 가족과 친척이 병원 선

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특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

다.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 중의 하나는, 병원 선택에 있어서 다

른 병원 또는 의원의 의료진이 병원 선택의 주체가 아니라는 점

이다. 본 연구는 상급종합병원에 방문한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

한 조사이므로, 우리나라의 의료 전달 체계에 따라서 환자들은 

1차 또는 2차 의료기관에서 의뢰서를 발급받아서 방문해야 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난치성 뇌전증 환자의 42.1%만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며, 병원 선택

에 다른 병원 또는 의료진의 추천보다 가족이나 친척 또는 본인

의 선택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 것이다. 또한 재미있는 점은, 비

난치성 뇌전증 환자들이 병원을 선택할 때 정보를 수집하는 방

법에서 방송이나 인쇄매체가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

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향후 뇌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홍보물 제작에서 방송 또는 인쇄 매체보다는 

인터넷 기반의 컨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뇌전증 환자들이 병원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항목은 약물 난치성 뇌전증 환자와 비난치성 뇌전증 환자 사이

에 차이가 없었으나, 의료진이나 직원의 친절이나 대기 시간보

다는 행정 절차, 의료진의 전문성, 병원의 장비, 그리고 병원의 

명성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해당 병원에서 진료받는 뇌전

증 환자의 숫자나 응급상황의 대처 능력에 3점 미만의 점수를 

부여한 것, 그리고 의료진이나 직원의 친절에 대해서 중요도가 

떨어지는 점은 병원의 근본적인 존재 의의인 ‘나를 위한 치료와 

그 결과’가 중요하다는 반증이 되겠다.

본 연구에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는 지역의 상급종합

병원에서 이루어진 단면조사이므로 선택 편향을 배제할 수 없

다. 일차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들의 병원 선택 요인에 

대해서는 조사되지 않았으며 조사기간이 길지 않았다. 통상적으

로 약물 난치성 뇌전증의 유병률은 약 30%로 알려져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약 28%였다. 본 상급종합병원의 뇌전증 센터에서 

추적하는 환자 중에서 약물 난치성 뇌전증의 실제 유병률은 더 

높지만, 환자 본인이 내원하지 않은 경우나 환자가 동의하지 않

은 경우, 그리고 설문지 작성에 협조가 되지 않는 인지장애나 언

어장애 환자는 본 연구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우리 나라의 뇌전증 환

자들의 병원 선택 요인을 분석한 첫 번째 연구로서 의미가 있으

며, 약물 난치성 뇌전증 환자의 병원 선택 요인을 보여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향후 다양한 지역에서 여러 형태의 의료

기관을 대상으로 연구한다면 우리나라 뇌전증 환자의 의료 이용 

행태에 대한 이해와 뇌전증 진료의 현실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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