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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세계보건기구는 만성질환치료에 대한 환자의 비순응(nonadher-

ence)은 전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밝힌바 있다[1]. 약물을 

지시대로 복용하는 것은 질병치료 및 관리측면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

분 중 하나이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대상자의 약 30-50%는 처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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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2]. 약물에 대한 비순

응은 약물에 대한 치료효과를 감소시켜 질병의 이환율 및 사망률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질환이 악화되거나 합병증이 나타날 경우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켜 보건의료자원을 낭비하는 요인[3,4]으로 작

용하게 된다. 

복약순응도란 약물에 대한 의료진의 지시사항을 환자가 수행하는 

것 또는 그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1], 이러한 순응도는 약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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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념에 영향을 받게 된다[5]. Horne et al. [5]에 따르면 약물에 대한 신

념은 해로움 및 남용으로 구성되는 약물에 대한 일반적인 신념과 약

물에 대한 필요성 및 걱정으로 구성되는 약물에 대한 특정(specific) 신

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두 신념을 함께 혹은 별도로 측정할 수 있다. 

약물에 대한 일반적 신념은 친숙하지 않은 약물을 처음 처방 받았을 

때, 약물에 대한 특정신념은 약물치료를 진행하면서 약물에 대한 믿

음과 잠재적 부작용에 대한 근심을 측정할 때 유용하다[6]. 특히, 약물

에 대한 필요성(necessity)과 해로운 효과에 대한 염려(concern)의 지각

은 복약순응도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7,8]. 즉, 약물

에 대한 필요성을 더 많이 지각할수록 더 높은 수준의 순응도를 보이

고, 약물에 대해 더 많이 염려할수록 더 낮은 수준의 순응도를 보이게 

된다[9]. 실제, 류마티스관절염[3], 정신과적 질환[10], 천식[11] 등의 여러 

질병에서 약물에 대한 신념은 복약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인

구사회학적 혹은 다른 임상적 변수들 보다도 복약순응도를 강하게 예

측하는 요소였다.

약물에 대한 신념도구(belief about medication questionnaire, BMQ)

는 약물에 대한 대상자들의 믿음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5] 독일[12], 

포르투갈[13], 스페인[14] 등에서 번안작업이 이루어졌다. 약물에 대한 

신념은 질병특성이나 문화적 요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9,15] 국내 대상자의 약물에 대한 신념의 결과를 비교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한국어판 BMQ의 번역과 역번역을 포함한 체계적인 도구검

증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항호르몬제를 복용하는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

로 한국어판 BMQ-specific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정하고자 한다. 유

방암은 한국 여성의 암종별 유병률 2위를 차지하는 주요 암중의 하나

로, 유방암의 관해 상태를 위해 예방적으로 사용되는 항호르몬제 복

용이 유방암치료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16]가 되

므로, 한국어판 약물에 대한 신념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정하기 

위해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 활용 

시 검증받은 측정도구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BMQ-specific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함으로

써 추후 한국인을 대상으로 약물에 대한 신념을 평가하는 연구에 사

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약물에 대한 신념도구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한국어판 

BMQ-specific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론적 연구이

며, 설문지를 이용한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 및 표본크기

본 연구의 대상자는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절제술을 받은 후 항호르

몬제를 복용하는 유방암 환자이다. 2016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A 병원 

외래를 내원한 환자 중 1) 만 20세 이상의 여성, 2) 유방암 이외의 다른 

암에 이환되지 않은 자, 3) 정신과적 문제가 없는 자, 4) 본 연구의 목적

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를 편의표집방법으로 표본 추출하

였다. 40문항 이하의 요인분석에 필요한 표본 수는 200명이 적당하므

로[17]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포함한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의 안정성있는 검정을 위해 210명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시행하였다. 

연구도구

약물에 대한 신념

약물에 대한 신념은 Horne et al. [5]이 개발한 BMQ-specific을 이용

하여 측정하였다. BMQ-specific은 총 10문항으로 약물에 대한 필요성

과 약물에 대한 염려의 각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전혀 그

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필요성과 염려 모두 5문항 값을 합쳐서 5-25점까지 점수가 분포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필요하다고 믿고 염려가 된다고 믿는 것을 의미한다. 

약물에 대한 필요성과 염려 값의 점수 차이로 표현되는 유익성은 -20-

20점까지 분포를 나타낸다[9]. 개발당시 BMQ의 Cronbach’s α는 0.55-

0.86이었다[5].

복약순응도

항호르몬제 복약순응도는 MMAS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Morisky 

[18]가 개발한 MMAS는 복약순응도를 측정하기 위한 자가보고형식의 

도구이다. 8개 문항 중 7개 문항은 ‘예(0점)/아니오(1점)’의 이분화된 척

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 한 문항은 0점(‘항상 있음’)에서 4점(‘전

혀 거의 없음’)의 1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0 = 0; 1 = 0.25; 

2 = 0.5; 3 = 0.75; 4 =1). 점수범위는 8점의 경우 높은 순응 군, 6점 이상 8

점 미만의 경우 중간 순응 군, 6점 미만인 경우 낮은 순응 군으로 분류

된다[18]. 본 연구에서는 저자로부터 도구 사용 승인을 구한 후 한국어 

버전 도구를 받아 사용하였다. 한국어 버전의 MMAS는 구성타당도 

및 수렴타당도가 확보되었으며[19,20],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한 

Shin and Kim [1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0.71이었고, 유방암 환자

를 대상으로 한 Ha [21]의 연구에서는 0.52이었다. MMAS 개발 당시 

MMAS Cronbach’s α는 0.8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0.69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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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절차

도구번역

BMQ-specific의 사용을 위해 도구개발자의 승인을 얻은 후 번역-역

번역 작업을 거쳐 사용하였다. 연구팀과 도구개발전문가 1인, 약물순

응도 관련 연구전문가 1인, 유방암 연구전문가 1인의 패널이 원본 영문

설문지를 한국어로 번역하였고, 영어가 모국어이면서 한국어와 영어

를 모두 구사할 수 있는 번역가에게 역번역을 의뢰하였다. 이후 역번역

된 도구와 원도구의 의미상의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역번역된 도구는 

원도구와 의미가 일치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자료수집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보호심의위원회의 심사와 승인을 받은 후 진

행하였다(no. 2016-0351). 자료수집은 유방센터 외래를 방문한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간호사가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대상자에게 구조

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가보고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작성에는 20

분정도가 소요되었다. 그 외 분석에 필요한 대상자의 인구학적 정보, 

치료와 관련된 자료는 전자의무기록을 통해 수집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23.0 프로그램(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

였다. 도구의 각 문항의 편중정도를 검토하기 위해 문항별 평균과 표준

편차, 왜도, 첨도를 확인하였다. 문항-총점상관계수(item-total correla-

tion coefficient)를 계산하여 각 문항이 약물에 대한 신념이라는 측정

도구의 개념을 반영하는지 확인하였다. 구성타당도 검증을 위해 베리

맥스(VariMax) 회전의 주성분 분석의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요인분

석 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KMO (Kaiser-Meyer-Olkin) 표본적

합성 측도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시행하였다. 요인구성 문항의 적

절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요인공통값과 요인부하치를 분석하였다. 준

거 타당도검증은 약물에 대한 신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알려진 

MMAS와 상관관계가 있는지 검정하였다. 도구의 신뢰도 검정은 

Cronbach’s α를 산출하였으며, 전체 도구의 신뢰도와 요인별 신뢰도를 

각각 산출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전체 대상자의 연령분포는 25-76세로 평균연령은 50.31세이었다. 연

령대별 분포는  40대가 85명(40.5%)으로 가장 많았다. 결혼상태는 대상

자 중 189명(90.0%)이 기혼이었고, 139명(69.2%)이 유방암 수술 당시 아

직 폐경이 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직업이 없는 대상자가 115명(55.6%)으

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대상자 중 203명(96.7%)은 이전 암의 기왕력

이 없었으나, 82명(39.1%)은 암의 가족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호르몬제 복용기간은 평균 26.75개월로, 이중 12개월 이내의 대상

자는 75명(35.7%), 12개월 초과 36개월 이하인 대상자는 59명(28.1%), 36

개월을 초과한 대상자는 76명(36.2%)이었다. 수술유형에 있어 183명

(87.1%)은 유방보존술을 시행하였고, 유방전절제술을 받은 대상자는 

27명으로 전체의 12.9%에 해당되었다. 방사선요법 경험자는 177명

(84.3%)이었고, 항암화학요법 경험이 있는 환자는 100명(47.6%)이었다

(Table 1).

문항분석

문항분석의 기초작업으로 도구의 각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와 첨도를 검토한 결과 왜도의 경우 ± 3.0, 첨도의 경우 ±7.0을 넘는 문

항은 없었다[22]. 각 문항은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의 범위를 가지고 있

었고, 전체 문항의 평균은 2.45점이며, 표준편차는 1.07로 나타났다. 이

중 약물에 대한 걱정과 필요성을 나타내는 문항의 평균은 각 10.68 

(SD = 4.10), 13.83 (SD = 4.17)이었고 전체 문항의 평균은 23.50 (SD =  

6.47)이었다. 수정된 문항-총점상관계수를 측정하여 문항분석을 실시

한 결과 문항 간 상관계수는 최고 0.59부터 최저 0.26까지의 분포를 보

였다(Table 2). 이들 중 수정된 문항-총점상관계수가 0.20 미만으로 척

도영역 내에서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23] 문항은 없었다.

구성타당도검증

도구의 각 문항들이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KMO 값과 Bartlett 구형성검정을 하였다. KMO 값은 0.788로 나타났

고 유의확률이 0.001보다 작게 나타나 요인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

었다. 적절한 요인을 추출하기 위한 기준으로 고유값 1.0 이상[24]과 스

크린 도표변화를 고려하여 2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요인분석을 실시

한 결과 각 문항의 공통값과 요인부하치는 모두 0.40보다 높았다. 총 

누적 설명변량을 확인한 결과 61.19%이었고, 약물에 대한 염려를 나타

내는 요인 1은 30.74%, 약물에 대한 필요성을 나타내는 요인 2는 

30.45%의 설명변량을 나타내었다(Table 3).

준거타당도검증

준거타당도검정은 BMQ-specific의 하부요인인 약물에 대한 염려와 

약물에 대한 필요성, 약물에 대한 필요성-염려값과 MMAS로 측정한 

복약순응도 점수 간의 상관관계로 살펴보았다. 약물에 대한 염려는 복

약순응도 점수와 부적 상관관계(r= -0.25, p< 0.001)가 있었으며, 약물

에 대한 필요성, 약물에 대한 유익성(필요성-염려)의 값과는 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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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0.001), 0.39 (p< 0.001)의 순 상관관계가 있었다. 

신뢰도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일관성을 조사한 결과 총 10개 

문항에 대한 Cronbach’s α는 0.80이었고, 약물에 대한 염려와 필요성 

요인 모두 0.83으로 나타났다. 

고   찰

본 연구는 한국어판 BMQ-specific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인하고자 

시행되었다. 먼저, 구성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방법을 활

용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행한 결과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총 누

적설명력은 61.19%이었다. 첫 번째 요인은 약물에 대한 걱정으로 5개 문

항이 포함되었고, 두 번째 요인은 약물에 대한 필요성으로 5개 문항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Horne et al. [5]이 원도구에서 제시한 요인 및 문항

과 일치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누적설명력은 Horne et al. [5]의 원버전 

52.5%, 포르투갈어 버전[13]의 설명력 44.4% 보다는 높았고, 독일어 버

전[12]의 63.2% 보다는 낮았으나 측정도구에 대한 설명분산변량이 50-

60%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제시한 Hair et al. [25]의 기준에 부합하였다.

한국어판 BMQ-specific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s alpha 

값은 약물에 대한 걱정 및 필요요인 모두 0.83으로 나타났다. 내적일치

도는 항목들 사이의 동질성 즉, 항목들이 유사한 특성에 대해 평가하

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0.8-0.9 정도면 적절하다는 기준[23]

을 충족하였다. 본 연구결과의 신뢰도 계수는 독일어 버전[12]에서와 

같은 수치이고, 포르투갈어 버전[13]의 약물에 대한 걱정 0.67, 약물에 

대한 필요성 0.76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Horne et al. [5]

의 연구에서 제시한 약물에 대한 걱정의 신뢰도 계수 0.63-0.80, 약물

에 대한 필요성 0.55-0.86의 범위에 속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약물에 대한 믿음은 사회경제적 및 임상적인 다른 요인들보다

도 복약순응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26]. 이에 본 

연구에서는 BMQ의 타당도를 검정한 Mahler et al. [12]연구에서와 같

이 복약순응도와의 상관관계를 통해 준거타당도를 검정하였다. 약물

에 대한 걱정은 복약순응도와 부적 상관관계(r= -0.25, p< 0.001)를, 약

물에 대한 필요성은 순 상관관계(r= 0.24, p< 0.001)를 갖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약물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인지할수록[26], 약물에 대한 

필요성과 걱정에 대한 값의 차이가 클수록[9] 복약순응도가 높음을 

뒷받침하였다. 

약물에 대한 걱정과 필요성 요인의 값을 다른 문화권에서 사용 중

인 도구의 값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Horne et al. [5]은 여러 연구결

과를 바탕으로 약물에 대한 걱정과 필요성 요인의 평균값을 12.92-

Table 1. Population characteristics by adjuvant endocrine therapy (n=210)

Characteristics n % Mean (SD) Range

Age (y) 50.31 (9.03) 25-76
≤39 20 9.5 
40-49 85 40.5 
50-59 74 35.2 
≥60 31 14.8 

Prior history of cancer
No 203 96.7 
Yes 7 3.3 

Family history of cancer
No 128 61.0
Yes 82 39.1
Unknown 7

Menopausal status at  
   time of operation

Premenopause 139 69.2 
Postmenopause 44 21.9 
Hysterectomy 18 8.9 
Unknown 9

Educational level
College or above 84 40.8 
High school 90 43.7 
Below high school 32 15.5 
Unknown 4

Marital status
Single 21 10.0 
Married 189 90.0 

Occupation
Yes 92 44.4 
No 115 55.6 
Unknown 3

Duration of ET (mon) 26.75 (19.79) 1-75
≤12 75 35.7 
13-36 59 28.1 
≥37 76 36.2 

Operation type
Mastectomy 27 12.9 
Conservation 183 87.1 

Tumor
In situ 26 12.4 
Invasive 184 87.6 

Node metastasis
Negative 145 69.0 
Positive 65 31.0 

RT
Yes 177 84.3 
No 33 15.7 

CT
Yes 100 47.6 
No 110 52.4 

SD, standard deviation; CT, chemotherapy; ET, endocrine therapy; RT, ra-
dio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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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tem analysis of the beliefs about medicines questionnaire-specific (n=210)

Factor No. Items Mean SD Skewness Kurtosis
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Concern 2 Having to take medicines worries me. 2.19 1.09 0.57 -0.70 0.38 
5 I sometimes worry about long-term effects of my medicines. 2.68 1.27 0.10 -1.19 0.52
6 My medicines are a mystery to me. 1.97 1.03 0.96 0.23 0.47
8 My medicines disrupt my life. 1.96 0.98 0.82 -0.09 0.47
9 I sometimes worry about becoming too dependent on my medicines. 1.88 0.98 1.11 0.70 0.54
Submean 2.14 1.07 0.71 -0.21 
Subtotal 10.68 4.10 

Necessity
1 My health, at present, depends on my medicines. 3.23 1.10 -0.09 -0.77 0.42
3 My life would be impossible without my medicines. 2.16 1.07 0.77 -0.03 0.58
4 Without my medicines I would be very ill. 2.24 1.12 0.70 -0.25 0.57
7 My health in the future will depends on my medicines. 2.53 1.15 0.27 -0.83 0.59
10 My medicines protect me from becoming worse. 3.67 0.96 -0.88 0.71 0.26
Submean 2.77 1.08 0.15 -0.24 
Subtotal 13.83 4.17 
Total 2.45 1.07 0.43 -0.22 
Sum 24.50 6.47 

SD, standard deviation. 

Table 3. Factor analysis of the beliefs about medicines questionnaire-specific (n=210)

No. Items
Factor loading

Concern (Factor 1) Necessity (Factor 2)

8 My medicines disrupt my life. 0.85 -0.03
6 My medicines are a mystery to me. 0.78 0.04
2 Having to take medicines worries me. 0.78 -0.07
5 I sometimes worry about long-term effects of my medicines. 0.73 0.19
9 I sometimes worry about becoming too dependent on my medicines. 0.66 0.27
7 My health in the future will depends on my medicines. 0.16 0.84
1 My health, at present, depends on my medicines. -0.04 0.79
4 Without my medicines I would be very ill. 0.21 0.78
3 My life would be impossible without my medicines. 0.25 0.75

10 My medicines protect me from becoming worse. -0.16 0.65
Eigenvalue 3.06 3.04
Explained variance (%) 30.60 30.40
Cumulative (%) 30.60 60.90
KMO (Kaiser-Meyer-Olkin) 0.78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χ2 =859.09, df=45, p<0.001
Total Cronbach’s α= 0.80 0.82 0.83

15.76과 17.72-21.26의 범주로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약물에 대한 

걱정과 필요성 요인의 각 평균값은 10.68 (SD = 4.10), 13.83 (SD = 4.17)이

었다. 아직까지 BMQ의 절단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없어 본 연구

에서 나타난 결과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본 결과는 독일어 

버전[12]에서 약물에 대한 걱정과 필요성의 평균 13.55 (SD = 4.98), 

22.27 (SD =3.53), 포르투갈어 버전[13]의 17.7 (SD =3.9), 19.9 (SD =2.8) 

점수에 비해 낮은 수치였다. 또한 유럽권에서 암이라는 동일한 특성을 

가진 Horne et al. [9]의 약물에 대한 걱정 13.2 (SD =3.80), 필요성 19.9 

(SD =3.28)점수와 비교해 보았을 때에도 낮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본 결과를 약물에 대한 걱정과 필요성 요인의 점수에 따라 약물

에 대한 신념을 수용, 양가감정, 회의적, 무관심의 태도로 분류한 

Horne et al. [27]의 연구에 비추어 보았을 때 역시 본 연구대상자들이 

약물에 대한 걱정과 필요성이 모두 낮은 무관심한 특성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약물에 대한 걱정과 필요성의 차이가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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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차이에서 기인한 것은 아닐지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

약물에 대한 걱정과 필요성 요인의 값을 국내 환자의 질환과 약물의 

특성에 따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신장이식 환자를 대상으로 한 

Jung et al. [28] 연구에서 약물에 대한 걱정과 필요성의 평균값은 13.1 

(SD = 4.8), 21.0 (SD = 4.1)이었고,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한 Bae et al. 

[29]의 연구에서는 13.6 (SD =2.9), 17.6 (SD =3.9)으로 나타났다. 여러 약

물을 복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Lee [30]의 연구에서 약물에 대한 

걱정과 필요성, 유익성의 각 문항평균은 2.32, 4.04, 1.72이었고, 약물의 

걱정에 비해 필요성을 더 높게 인지하는 유익성의 비율은 96.5% 

(112/116명)이었다. 본 연구의 약물에 대한 걱정과 필요성, 유익성의 각 

문항의 평균은 각각 2.14, 2.77, 0.63, 유익성 비율은 73.3% (154/210명) 이

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항호르몬제를 복용해야 하는 약물에 대한 필

요성의 값이 낮아 약물에 대한 필요성과 걱정값의 차이를 나타내는 유

익성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약물에 대한 

필요성이 국내 다른 연구결과 보다 낮게 보고되는 이유로는 유방암 환

자들이 복용하는 항호르몬제의 특성을 생각할 수 있다. 항호르몬제는 

유방암의 재발을 막기 위한 예방적 치료약물로, 고혈압 약제 등과 같

이 증상을 조절하고 그 효과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약물과는 

다른 특성을 갖는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단일기관에서 동일한 질환을 가진 여자 환

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다양한 질환을 가진 다기관의 대상자를 통

해 반복 연구를 시행하여 측정도구를 일반화할 필요가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BMQ-specific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

론적 연구이다.  항호르몬제를 복용하는 유방암 환자 210명의 자료를 

토대로 문항분석, 구성타당도, 준거타당도, 신뢰도를 검정하였다. 문항

분석 결과 왜도 및 첨도에서 편중을 보이거나 문항-총점 상관계수가 

낮은 문항은 없었다. 구성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 주성분 분석

의 요인분석 결과 2요인이 추출되었고, 총 누적설명력은 61.19%이었다. 

복약순응도와 약물에 대한 걱정, 필요성, 유익성(필요성-염려)과의 상

관이 각각 -0.25 (p< 0.001), 0.24 (p = 0.001), 0.39 (p< 0.001)로 나타나 준

거타당도가 확보되었다. 신뢰도는 약물에 대한 염려와 필요성 요인 모

두 Cronbach’s α는 0.83이었으며, 전체 0.80으로 신뢰성이 입증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한국판 BMQ-specific은 개인이 갖는 

약물에 대한신념을 평가하는 적절한 도구이다. 본 도구는 복약순응도

를 저해하는 요인 중 핵심요인으로 알려진 약물에 대한 낮은 필요성과 

약물의 해로운 효과에 대한 높은 염려를 완화하는 개인별 맞춤화된 간

호중재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임상에서 BMQ-specific을 보

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인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질병 

특성을 고려한 약물에 대한 필요성 걱정, 유익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절단

값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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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Korean version of the beliefs about medicines questionnaire-specific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의 현재 건강은 나의 약에 달려있다.

2. 약을 복용한다는 것은 나에게 근심을 준다.

3. 나의 생활은 약이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4. 내 약이 없다면 나는 많이 아플 것이다.

5. 나는 때때로 한참 후까지 지속되는 약물의 부가적인 효과(부작용)에 대해서 걱정한다.

6. 내 약은 나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이상한(미스터리) 것이다.

7. 미래의 내 건강은 나의 약에 달려있다.

8. 내 약은 내 생활을 방해한다.

9. 나는 때때로 내 약에 의존적(중독)이 되어가는 것 같아 걱정이 된다.

10. 내 약은 현재의 상태가 악화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해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