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의생리병리학회지 제 25권 3호 Korean J.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25(3):582∼588, 2011

- 582 -

양·한방 의료 이용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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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ifference about manner of utilization and satisfaction on western and

oriental medical care. The data came from the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in 2001 and 2005. The

Andersen model of health behavior was employed to make this analysis. The major statistical methods used in this

analysis are chi-square test and logistic regression.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Medical care is totally increased

in 2005 in comparison with 2001, but medical care in the oriental side is decreased. There is no significant variables

in predisposing factors such as sex, age, education level and spouse. Of health behavior factors, the average persons

in health state are more favorable in oriental care rather than western care. Oriental care is favorably taken in health

insurance subscribers and residents in a large city of enabling factors. The patients with musculoskeletal disease are

more dependent in oriental care than western medical care. In conclusion, the findings show that it is largely related to

patients' health state, medical insurance, living area and disease types to take oriental medical care. These

characteristics should be considered in establishing policies of the oriental medical car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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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노인성 질환 및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급증하고, 이로 인한 노인의료비의 증가가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1)

,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

로 만성질환 및 노인성질환에 대한 비용효과적인 대안으로 한의

학 및 보완대체의학이 제시되고 있다2). 또한 만성질환 관리에 대

한 서양 의학적 접근방법의 한계와 한방의료 제도의 발전 및 육

성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 전통의료의 효용성에 대한 국제

적 관심의 고조 등으로 인하여 한방의료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3)

.

한방 의료서비스는 오랜 전통을 바탕으로 풍부한 임상증례

를 갖추고 있으며, 만성질병 치료에 대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으

나, 객관적이고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며, 건강보험

혜택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의료이용 연구는 의료를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그리

고 어떤 종류의 의료를 이용하는가에 관심이 있으며4), 의료이용

이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이 요인들이 어느 정도 의

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서 보건정책 및 전

략을 수립하는데 기본적인 중요한 연구이다.

의료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밝히

는 연구들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5-7)

. 지

금까지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해 이루어진 많은 연구들은 주로

양방의료 중심으로 각각의 관심대상 집단별로 수행되어 왔으며,

한방 의료에 관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도 거시적인 측면의 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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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제도 및 정책에 대한 연구8,9) 혹은 한방의료 이용에 대한 만

족도 등의 행태 연구에 국한되어 오다가 최근 들어 양방의료와

비교한 한방 의료이용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방의료 이용행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단면적

인 연구들은 다수 시행되어 왔으나10-13) 연도별 변화에 대해 논의

한 선행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는 Andersen의 이론적 모델14,15)을 근거로 하여, 국민

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양방의료와 한방의료 이용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양·한방 이용에 관한 변화 양상을

비교하였다. 고령화와 만성질환이 만연한 현대에 대안적 의료라

고 여겨지는 한방의료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하여 양

방 의료이용과 비교하여 살펴보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한방 의

료가 접근해야할 의료소비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향후 한방 의료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으로 삼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1. 연구자료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국민건

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 증진법에 따라 국민의 건강수준, 건강관

련 의식 및 행태, 식품 및 영양섭취 실태에 대해 국가 및 시도 단

위의 대표성과 신뢰성이 있는 통계를 산출하기 위해 보건복지가

족부에서 1998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기 조사가 완

료되었다.

본 조사에서는 양방 의료이용과 한방 의료이용에 관련된 설

문 구분이 명확한 2기(2001년)와 3기(2005년) 자료를 사용하였으

며,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2기 25,542명, 3기

24,864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방법

의료 이용 시 양·한방 의료이용 및 의료기관의 선택에 영향

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의 Andersen 모형을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하였다. 연구모형 설정에 필요한 관련 변수 설

정을 위하여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의료이용 행태에 관

한 연구에서 사용한 개인속성 요인별, 의료가능 요인, 의료필요

요인, 건강행태 요인 변수
16,17)

들을 살펴본 후, 2001, 2005년도 국

민건강영양조사 자료의 원시자료로부터 유의 변수들과 관련이

있는 항목을 추출하였다. 그러고 나서, 수집된 자료를 Andersen

모형에서 제시한 의료이용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5개 요인(개인

속성 요인, 건강행태 요인, 의료가능 요인, 의료필요 요인, 의료

경험 요인)을 중심으로 양·한방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들에 대해 연구 자료를 비교 분석하였다.

3.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7.0 ver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의료기관 이용 유무 및 양·한방 의료 서비스 이용에 따른 독립변

수들에 대한 분포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제곱검정

(chi-square test)을 시행하였으며, 양·한방 의료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기분석을 시행

하였다.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5%로 하였다.

결 과

1.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의료이용률 변화

2001년도 전체 분석대상자 중 21.1%인 5,397명이 의료이용

을 하였고, 2005년도 분석대상자 중 28.3%인 7,037명이 의료이용

을 하여 조사 대상자의 의료이용률은 2001년도에 비해 2005년도

에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01). 의료이용률에 대한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2001년도와 2005년도 모두 남성에 비해 여성의

의료이용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p<0.001), 성별에 따른

2001년도와 2005년 의료이용률의 변화는 차이가 없었다. 연령별

의료이용률을 살펴보면, 2001년도와 2005년도 모두 60대 이상의

의료이용이 유의하게 높았으며(p<0.001), 2001년과 2005년도의

연령별 의료이용에는 차이가 없었다. 교육수준에 따른 의료이용

에 대해 살펴보면, 2001년도와 2005년도 모두 초졸 이하에서 의

료이용이 유의하게 높았으며(p<0.001), 2001년도에 비해 2005년

도의 대졸이상 학력자 의료이용이 유의하게 높아졌다(p<0.001).

배우자 유무에 따른 의료이용률을 살펴보면, 2001년와 2005년도

모두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의료이용률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연도

별 차이는 없었다(Table 1).

2. 연도별 양·한방 의료이용률 변화

연도별 양·한방 의료이용률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양·한방

의료기관을 중복으로 이용하였거나, 양·한방 의료기관을 제외한

기타 의료기관을 이용한 대상자를 제외한 후 분석한 결과, 2001

년의 경우 한방 의료기관 이용자는 332명으로 전체 의료이용자

의 8.3%였으며, 2005년에는 한방 의료기관 이용자는 421명으로

전체 의료이용자의 6.9%을 차지해 2001년도에 비해 2005년의 한

방 의료기관 이용자 비율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Table 2).

3. 양·한방 의료이용에 영향을 끼치는 개인속성별 요인과 연도별

변화

양·한방 의료이용자의 개인속성별 특징 중, 성별에 따른 양·

한방 의료이용에 대해 살펴보면, 2001년도와 2005년 모두 여성의

양·한방 의료이용이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2001년도와 2005년도의 연도별 차이도 없었다. 양·한방 의료이용

자의 연령분포에 대해 살펴보면, 2001년도에 40대의 한방 의료이

용 비율이 2005년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p=0.001). 학력수

준에 따른 양·한방 의료이용 분포를 살펴보면, 2001년에 고졸 학

력자의 한방이용이 타 학력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p=0.009), 2005년에는 학력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연도별 차이

를 살펴보면, 고졸과 대졸에서 양방 의료이용이 유의하게 증가하

였다. 2001년과 2005년 모두 배우자 유무에 따른 양·한방 의료이

용에는 차이가 없었으며 2001년에 비해 2005년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한방 의료 이용자 비율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p=0.002)(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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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redisposing factors that affects utilization on western and oriental medicine in 2001 and 2005 Unit: Persons(%)

Variable
2001 2005

Difference in
2001&2005*

Western med Oriental med Total p-value Western med Oriental med Total p-value p-value

Sex

Male 1,379 (37.6) 122 (36.7) 1,501 (37.5) 0.771 2,164 (38.0) 151 (35.9) 2,315 (37.8) 0.386 0.060

Female 2,293 (62.4) 210 (63.3) 2,503 (62.5) 3,532 (62.0) 270 (64.1) 3,802 (62.2) 0.059

Age

19～29 322 (8.8) 28 (8.4) 350 (8.7) <0.001 557 (9.8) 44 (10.5) 601 (9.8) 0.119 0.703

30～39 554 (15.1) 59 (17.8) 613 (15.3) 870 (15.3) 73 (17.3) 943 (15.4) 0.193

40～49 671 (18.3) 96 (28.9) 767 (19.2) 1,106 (19.4) 95 (22.6) 1,201 (19.6) 0.001

50～59 724 (19.7) 59 (17.8) 783 (19.6) 1,053 (18.5) 79 (18.8) 1,132 (18.5) 0.643

≥60 1,401 (38.2) 90 (27.1) 1,491 (37.2) 2,110 (37.0) 130 (30.9) 2,240 (36.6) 0.768

Education

≤Elementary 1,495 (40.7) 109 (32.8) 1,604 (40.1) 0.009 2,034 (35.7) 136 (32.3) 2,170 (35.5) 0.182 0.515

Middle 539 (14.7) 46 (13.9) 585 (14.6) 776 (13.6) 65 (15.4) 841 (13.7) 0.926

High school 1,000 (27.2) 116 (34.9) 1,116 (27.9) 1,643 (28.8) 137 (32.5) 1,780 (29.1) 0.012

≥University 638 (17.4) 61 (18.4) 699 (17.5) 1,243 (21.8) 83 (19.7) 1,326 (21.7) 0.040

Spouse

presence 2,575 (70.1) 244 (73.5) 2,819 (70.4) 0.198 4,033 (70.8) 290 (68.9) 4,323 (70.7) 0.404 0.002

nothing 1,097 (29.9) 88 (26.5) 1,185 (29.6) 1,663 (29.2) 131 (31.1) 1,794 (29.3) 0.899

Total 3,672 (100) 332 (100) 4,004 (100) 5,696 (100) 421 (100) 6,117 (100) 0.008
*
The difference in behaviors of utilization on western and oriental medical care in 2001 and 2005

Table 2. Utilization on western and oriental medical care in 2001 and 2005
Variable 2001 2005 Total p-value

Western medical care 3,672 (91.7) 5,696 (93.1) 9,368 (92.6)
0.008

Oriental medical care 332 (8.3) 421 (6.9) 753 (7.4)

Total 4,004 (100.0) 6,117 (100.0) 10,121 (100)

Table 1. Utilization on western and oriental medical care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in 2001 and 2005

Variable
2001 2005

Difference in
2001&2005*

Total
respondents

Medical care
Utilization

Percent P-value
Total

respondents
Medical care
Utilization

Percent P-value P-value

Sex

Male 12,032 2,072 38.4
<0.001

11,549 2,707 38.5
<0.001 0.931

Female 13,510 3,325 61.6 13,315 4,330 61.5

Age

19～29 5,395 527 9.8

<0.001

4,489 694 9.9

<0.001 0.130

30～39 6,344 888 16.5 5,477 1,059 15.0

40～49 5,751 1,042 19.3 5,726 1,358 19.3

50～59 3,449 1,018 18.9 3,867 1,291 18.3

≥60 4,603 1,922 35.6 5,305 2,635 37.4

Education

≤Elementary 5,495 2,108 39.1

<0.001

5,469 2,537 36.1

<0.001 <0.001
Middle 3,066 798 14.8 2,808 967 13.7

High school 9,371 1,530 28.3 8,488 2,011 28.6

≥University 7,610 961 17.8 8,099 1,522 21.6

Spouse

presence 17,813 3,784 70.1
<0.001

16,896 4,944 70.3
<0.001 0.862

nothing 7,729 1,613 29.9 7,968 2,093 29.7

Total 25,542 5,397 100 24,864 7,037 100 <0.001
*The difference in behaviors of utilization on western and oriental medical care in 2001 and 2005

4. 양·한방 의료이용에 영향을 끼치는 건강행태 요인과 연도별

변화

건강상태, 흡연여부, 음주여부, 운동여부, 스트레스 정도, 건

강 검진 여부 등 건강행태에 따른 양·한방 의료이용에 영향을 끼

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본 결과, 2001년도의 경우는 건강상태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2005년도의 경우는 보통인 경우에 한방

의료이용이 42.5%로 양방의 34.8%보다 높았으며(p=0.006), 2001

년과 2005년의 연도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 외 흡연 여부,

음주여부, 운동여부, 스트레스인식도와 건강검진 여부에 따른

양·한방 의료이용률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5. 양·한방 의료이용에 영향을 끼치는 의료가능 요인과 연도별

변화

소득 수준을 1분위를 낮은 수준으로 하고, 4분위를 높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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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nabling factors that affects utilization on western and oriental medicine in 2001 and 2005 Unit: Persons(%)

Variable
2001 2005

Difference in
2001&2005*

Western med Oriental med Total p-value Western med Oriental med Total p-value P-value

Income(Quartile)

1st (lowest) 1,026 (27.9) 87 (26.2) 1,113 (27.8)

0.040

1,476 (25.9) 100 (23.8) 1,576 (25.8)

0.547

0.140

2nd 865 (23.6) 101 (30.4) 966 (24.1) 1,454 (25.5) 114 (27.1) 1,568 (25.6) 0.005

3rd 939 (25.6) 80 (24.1) 1,019 (25.4) 1,410 (24.8) 113 (26.8) 1,523 (24.9) 0.687

4th (highest) 842 (22.9) 64 (19.3) 906 (22.6) 1,356 (23.8) 94 (22.3) 1,450 (23.7) 0.583

Area of residence

Rural 1,003 (27.3) 67 (20.2) 1,070 (26.7)

0.018

1,346 (23.6) 85 (20.2) 1,431 (23.4)

0.010

0.739

Medium sized 1,025 (27.9) 99 (29.8) 1,124 (28.1) 1,836 (32.2) 118 (28.0) 1,954 (31.9) 0.004

Urban 1,644 (44.8) 166 (50.0) 1,810 (45.2) 2,514 (44.1) 218 (51.8) 2,732 (44.7) 0.158

Medical insurance

Insurance 3,366 (91.7) 318 (95.8) 3,684 (92.0)

0.012

5,234 (91.9) 403 (95.7) 5,637 (92.2)

0.018

0.009

Medicare 294 (8.0) 12 (3.6) 306 (7.6) 458 (8.0) 18 (4.3) 476 (7.8) 0.921

Not joined 12 (0.3) 2 (0.6) 14 (0.3) 4 (0.1) 0 (0.0) 4 (0.1) 0.001

Total 3,672 (100) 332 (100) 4,004 (100) 5,696 (100) 421 (100) 6,117 (100)

*The difference in behaviors of utilization on western and oriental medical care in 2001 and 2005

Table 5. Diseases that affects utilization on western and oriental medicine in 2001 and 2005 Unit: Persons(%)

Disease
2001 2005

Difference in
2001&2005*

Western med Oriental med Total p-value Western med Oriental med Total p-value P-value

Musculoskeletal 643 (17.5) 119 (35.8) 762 (19.0)

<0.001

565 (9.9) 80 (19.0) 645 (10.5)

<0.001

0.056

Cardiovascular 362 (9.9) 27 (8.1) 389 (9.7) 660 (11.6) 42 (10.0) 702 (11.5) 0.534

Respiratory 181 (4.9) 9 (2.7) 190 (4.7) 369 (6.5) 25 (5.9) 394 (6.4) 0.437

Endocrine 183 (5.0) 3 (0.9) 186 (4.6) 264 (4.6) 15 (3.6) 279 (4.6) 0.039

Gastrointestinal 148 (4.0) 8 (2.4) 156 (3.9) 73 (1.3) 3 (0.7) 76 (1.2) 0.691

Cancer 19 (0.5) 0 (0.0) 19 (0.5) 27 (0.5) 1 (0.2) 28 (0.5) 0.405

None 2,136 (58.2) 166 (50.0) 2,302 (57.5) 3,738 (65.6) 255 (60.6) 3,993 (65.3)

Total 3,672 (100) 332 (100) 4,004 (100) 5,696 (100) 421 (100) 6,117 (100)

*The difference in behaviors of utilization on western and oriental medical care according to disease in 2001 and 2005

Table 6. Satisfaction level of western and oriental medicine in 2001 and 2005

Satisfaction
level

2001 2005
Difference in
2001&2005*

Western med Oriental med p-value Western med Oriental med p-value p-value

Satisfaction 2,423 (66.8) 226 (70.4)

0.014

4,525 (79.6) 344 (81.9)

0.441

0.022

Average 1,075 (29.6) 76 (23.7) 1,005 (17.7) 68 (16.2) 0.799

Dissatisfaction 129 (3.6) 19 (5.9) 152 (2.7) 8 (1.9) 0.015

Total 3,627 (100)　 321 (100) 5,682 (100) 420 (6.9)

*The difference in satisfaction level of utilization on western and oriental medical care in 2001 and 2005

준으로 두고 총 4그룹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을 때, 양·한방 의

료이용자의 소득 수준에 대해 살펴보면, 2001년의 2분위 소득수

준의 경우 한방이 30.4%로 양방의 23.6%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p=0.04), 2005년의 경우는 소득수준별 양·한방 의료이용은 차이

가 없었다. 양·한방 의료이용자의 거주지 분포를 살펴보면, 2001

년 대도시 거주자의 한방 의료이용이 50.0%로 양방 의료이용

44.8%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p=0.018). 2005년의 양방의료이용

은 중소도시가 32.2%로 한방의 28.0%보다 높았으며, 대도시의

경우 한방이 51.8%로 양방의 44.1%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p=0.010). 연도별 차이를 보면 중소도시의 한방 의료이용률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04). 보험 가입자의 한방의료이용이

양방의료이용에 비해 높았다(p=0.009)(Table 4).

6. 양·한방 의료이용에 영향을 끼치는 질환 종류와 연도별 변화

양·한방 의료이용자의 질환 종류에 대해 살펴보면, 근골격계

질환자의 한방 의료이용이 양방의료이용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

으며, 나머지 순환기계질환, 호흡기계 질환, 내분비대사성 질환,

소화기계 질환 및 암은 양방 의료이용률이 높았다. 연도별 차이

를 살펴보면 2001년에 비해 2005년에 내분비대사성 질환에서 한

방 의료이용이 유의하게 높아졌다(p=0.039)(Table 5).

7. 양·한방 의료이용에 대한 만족도와 연도별 변화

양·한방 의료이용자의 의료 만족도에 대해 살펴보면, 2001년

도는 한방 의료이용자의 만족도가 양방 의료이용자의 만족도보

다 유의하게 높았으며(p=0.014), 2005년도의 경우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001년과 2005년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2001년도에 비해

2005년도에 한방 의료이용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

고(p=0.022), 불만족도는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15)(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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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양·한방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양·한방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양방 의료기관 이용자와 전혀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한방 의료기관 이용자와 전혀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한방 의료기관 이용자와 양방 의료기관 이용자간의 로지스틱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양방의료이용은 2001년도에 비해

2005년에 1.648배 이용이 증가하였으며, 성별, 연령, 주관적 건강

상태, 소득, 건강보험종류에 따라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방 의료이용과 비이용을 비교해 보았을 때 2001년에

비해 2005년에 1.297배 증가하였으며, 성별, 연령, 주관적 건강상

태, 거주지에 따라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 의료이용은 양방 의료이용에 비해 2001년과 비교했을

때 0.811배 적게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주관적 건강상

태, 건강보험, 거주지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

에 비해 보통인 경우 한방 의료이용률이 1.315배 증가하였으며,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보호 가입자가 0.513배 덜이용하며 농촌

거주자에 비해 대도시 거주자의 경우 1.329배 한방 의료이용이

증가하였다(Table 7).

Table 7. Affecting factors on the use of western and oriental

medicine Unit: Odds Ratio (95% CI of OR)

Variables
Western med vs
Not used

Oriental med vs
Not used

Oriental med vs
Western med

Year (2001) 1.648 (1.569-1.732) 1.297 (1.120-1.502) 0.811 (0.697-0.942)

Sex(Male) 1.465 (1.393-1.540) 1.539 (1.322-1.791)

Age(20)

30-39 1.229 (1.115-1.354) 1.475 (1.103-1.971) 1.139 (0.843-1.537)

40-49 1.450 (1.317-1.597) 2.078 (1.577-2.737) 1.320 (0.992-1.757)

50-59 2.192 (1.985-2.421) 2.245 (1.671-3.015) 0.945 (0.698-1.279)

≥60 3.107 (2.834-3.407) 2.639 (1.979-3.519) 0.810 (0.605-1.085)

Health status
(Healthy)

Normal 1.803 (1.699-1.914) 2.391 (1.981-2.886) 1.351 (1.112-1.642)

Not healthy 4.092 (3.820-4.383) 4.587 (3.714-5.666) 1.151 (0.929-1.426)

Income(1st)

2nd 1.061 (0.989-1.138)

3rd 1.149 (1.071-1.233)

4th 1.414 (1.062-1.226)

Medical
Insurance
(Insurance)

Medical Care 1.956 (1.743-2.194) 0.513 (0.351-0.750)

Not joined 0.420 (0.247-0.714) 1.352 (0.309-5.928)

Area of
residence
(Rural)

Medium sized
cities

1.118 (0.901-1.388) 1.078 (0.866-1.343)

Urban 1.301 (1.069-1.584) 1.329 (1.089-1.621)

고 찰

최근 인구의 급속한 노령화에 따른 노인성 질환의 증가로

만성 질환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노령층 의료비 재정은 한국의

의료 정책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노인성 질환 및 만성 질

환에 대한 대안으로 한국의 전통의학인 한의학 및 한의학 육성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8)

.

본 연구는 Andersen의 의료서비스 이용 모델을 이용하여 양

방의료와 한방의료의 이용실태와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기

존에 유의미하게 사용되어온 의료이용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의료가능 요인, 의료필요 요인, 건강행태 요인과 의료경험 요인

이 의료기관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 자료는 전국 규모의 표본을 추출한 대표성을 가지는 국민

건강영양조사를 사용하였다.

2001년도 전체 분석대상자 중 21.2%가 의료이용을 한 반면,

2005년도에는 28.3%가 의료이용을 하여 2001년도에 비해 2005년

도의 의료이용 비중이 다소 증가하였다. 2005년도 건강보험 통계

연보에 따르면, 외래이용자수가 2001년도에 비해 2005년도에

7.5% 증가하였으며, 이후에도 의료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

는 추세이다19). 이는 국민들의 건강 관심도 증가로 인한 의료소

비 욕구 확대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의료이용에 대해 살펴보면, 2001년도

와 2005년도 모두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의료이용이 많았고, 연령

이 증가할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의료이용이 높았으며, 2005

년도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비해 의

료이용이 유의하게 높아 기존 연구16,20)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양·한방 의료이용에 대해 살펴보면, 2001년에 양방의료 이

용자가 91.7%, 한방 의료 이용자는 8.3%였으나, 2005년에는 양

방의료기관 이용자는 93.1%, 한방 의료기관 이용자는 6.9%로

2001년도에 비해 2005년의 한방 의료기관 이용자 비율이 다소

줄어들었다. 국민건강보험 자료에 따르면
18)

, 2001년도 한방진료

건수는 전체의 7.4%에서 2005년 8.6%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이나, 총 진료비 중 한방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1년도 3.8%에서

2005년도에 4.4%까지 증가하다가 2007년도에는 4.2%로 감소하

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도 2001년에 비해 2005년도의 전체 의료이용은

증가하였으나, 한방 의료의 경우 오히려 감소한 추세를 보였다.

최근 정부에서는 한의약 의료이용을 대폭 확대시킬 방안으로

‘한의약 육성 발전 계획안’을 발표하는 등 국민 건강 향상을 위

해 한의약 발전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양·한방 의료이용에 영향을 끼치는 개인속성별 요인을 2001

년과 2005년도 자료로 살펴본 결과, 2001년도와 2005년 모두 여

성의 한방 의료이용이 남성에 비해 높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교

육수준이 낮을수록,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높은 경향을 나타내어

전체 의료이용 패턴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2001년에 비해

2005년에는 40대의 한방 의료이용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고졸

과 대졸이상 학력자,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한방 의료이용이 감

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기존의 연구에서도 조사 대상자군

에 따라 개인속성별 특성은 각기 상이한 양상을 나타내어 10-12,21),

뚜렷한 차이를 특징짓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건강행태 요인은 개인이 건강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취하

는 건강실천행위, 건강위해 배제행위, 생활습관 등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개념이다22). 양·한방 의료이용에 영향을 끼치는 건강행

태 요인을 2001년과 2005년도 자료로 살펴본 결과, 2001년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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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에서는 건강상태, 흡연, 음주, 운동, 스트레스 인식도, 건강검진

여부 등 모든 항목에서 양·한방 의료이용에 대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으며, 2005년도 자료의 경우 건강상태가 보통이라고 느끼

는 사람이 건강하다고 느끼는 경우나 건강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에 비해 한방 의료이용이 유의하게 높았다. 주관적 건강상태

가 좋다고 느끼는 경우나 반대로 좋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방 의료에 대한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접근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의료이용 요인이라 함은 질병발생 이전에 이미 형성되어 있

기는 하나 의료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보다 직접적인 요

인들을 말하며, 개인의 의료비 부담 능력으로, 소득이나 의료보

장 유형, 그리고 지역적인 특성으로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력 등

의료자원을 들 수 있다23). 양·한방 의료이용에 영향을 끼치는 의

료 가능 요인에 대해 살펴본 결과, 2001년의 경우 2분위 소득자

와 대도시 거주자, 건강보험 가입자의 한방 의료이용이 양방의료

이용에 비해 높았다. 2005년의 경우는 소득수준별 양·한방 의료

이용에는 차이가 없었으며, 대도시 거주자와 건강보험 가입자의

한방 의료이용이 양방의료이용 보다 높았다. 대도시 거주자의 한

방 의료이용이 높은 이유는 한방병의원에 대한 대도시 거주자들

의 접근성이 농촌 지역보다는 용이했기 때문일 것으로 유추할

수 있겠다. 대도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방 의료를 좀 더 홍보하

고, 농촌지역의 한방 의료에 대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다

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 가입자의 한방

의료 이용이 높으나, 한방 의료 급여 범위가 기본적으로 제한되

어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한방의료에 대한 보험급여 범위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의료필요 요인은 개인의 의료필요정도와 관련된 요인들로서

자신이 스스로 인지한 질병의 증상과 장애정도에 대하여 개인이

반응하고 평가한 것 또는 건강상태에 대한 의료적 평가 및 질병

에 대한 의사진단의 긴급성에 의해 측정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양·한방 의료이용에 영향을 끼치는 근골격계, 순환기

계, 호흡기계, 내분비대사성질환, 소화기계 질환, 암 등 6대 질환

에 대해 살펴본 결과, 2001년도와 2005년도 모두 한방 의료이용

률이 양방 의료이용률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질환은 근골격계

질환으로 나타났다. 2001년부터 2007년도까지 한방 청구내역에

서 질병 대분류를 살펴보면
19)

구안와사, 마목, 위증 등의 운동기

질환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심계질환, 외과질환의 순서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2001년과 2005년도

차이를 살펴보면 당뇨와 갑상선 장애를 포함한 내분비대사성 질

환자의 한방 의료이용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는데, 만성질환에 대

한 한방의료 이용의 증가 추이는 한방의료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긍정적인 면이라 할 수 있겠다.

의료이용을 경험한 자를 대상으로, 양·한방 만족도에 대해

살펴보면, 2001년도의 경우 한방 의료기관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

하게 높았고, 2005년도에는 양·한방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만족

도 차이가 없었다. 2001년과 2005년도 연도별 비교를 해보면,

2001년도에 비해 2005년도의 한방 의료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하

게 높아졌고, 불만족도는 유의하게 낮아졌다. 이는 한방 의료서

비스가 고객 만족도 면에서 양방 의료서비스에 비해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2001년에 비해 2005년도에 전체 의료이용자 수는 증가하였

으나, 한방 의료이용자는 양방 의료이용자수와 비교했을 때 오히

려 감소하는 추세였다. 전체 한방 의료비용도 해마다 증가하기는

하지만 전체 의료비 증가에 비하면 그 증가율은 미미한 실정임

을 감안할 때, 한방 의료의 활성화를 위해 보다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본 연구는 2차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양방의료와 한방

의료에 대한 인식 및 태도가 누락되었다. 보건의료에 대한 부정

적인 인식이 의료이용을 덜하도록 하는 요인임이 밝혀진 바를

고려해 본다면, 양방의료와 한방의료의 종류를 선택하는데 있어

서 이러한 인식 및 태도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

다. 또한 지난 2주간 의료이용으로 제한하다 보니 2주간 이외에

양방의료와 한방의료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실태를 정확히 구분

해 낼 수 없다는 문제점도 있으며, 질병의 종류에 대한 계절적

편의(seasonal bias)가 개입되었을 가능성과 지난 2주간 의료이용

방문기관 및 회수를 기억하는데 있어서 기억회상 편의(recall

bias)가 개입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한방의료 이용자수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의료보험 공단의 자료를 활용

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의 2001년도 자료와 2005년도

자료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의료이용과 양·한방 의료이용에 대

한 흐름을 파악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될 것을 희망하며, 향후

국민건강영양조사 설문 시 한방 의료에 대한 보다 실질적이고

심층적인 질문이 추가되기를 바란다.

결 론

의료이용 및 양·한방 의료이용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기 위

해 2001년도와 2005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다

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2001년도에 비해 2005년도의 전체 의료이용은 증가하였으

나, 한방 의료이용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등의 개인 속성별 요인

중 양·한방 의료이용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변수는 없었다.

건강상태, 흡연, 음주, 운동, 스트레스 건강검진 등의 건강행

태별 요인 중, 건강상태가 보통인 경우에 한방 의료이용이 양방

의료이용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소득수준, 거주지역, 건강보험 종류 등의 의료가능 요인별

요인 중, 건강보험 가입자와 대도시 거주자의 한방 의료이용이

양방 의료이용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근골격계질환의 한방의료 이용이 양방의료 이용보다 유의하

게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한방의료 이용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건강상

태, 건강보험 가입여부, 거주지역 및 질환종류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향후 한방정책 수립 시 이러한 한방 의료이용자의 특성

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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