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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evant factors which determine the use of 

oriental healthcare services among subjects with chronic illnesses. 

Method : This study utilized the data from the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in 2005. Out of all the participants of the survey, 11,665 individuals who are older than 19 years 

old and have one or more chronic diseases were included in this study. 

Results : The factors that affect utilization of oriental healthcare service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gender, educational level, job, personal income, the number of chronic illnesses, experiences of non- 

treatment or delayed treatment and admission experiences for the last one year(p<.001). Although some 

of these factors need further studies, the determining factors for the use of oriental healthcare services 

are the presence of chronic illness and the number of chronic disease. That is, the chronically ill are 

more likely to seek oriental healthcare services. And the more chronic diseases the clients have the 

higher probability of seeking oriental healthcare services was found. 

Conclusions :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national integrated care services should be established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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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erse development of policy regarding the quality of care of chronic illness and cost-effectiveness.

Key words：oriental healthcare services, chronic illness, determining factors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인구구조의 노령화, 만성퇴행성 질환으

로의 질병양상의 변화, 만성질환 리에 한 

서양의학  근 방법의 한계, 통 의료의 효

용성에 한 국제  심의 고조 등으로 한방

의료서비스에 한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다.
1) 

한방의료서비스는 양방의료서비스에 비해 비과

학  시술로 간주되기도 하 고 구시 이고 

낙후된 의료서비스로 인식하던 때가 있었다. 그

러나 1980년 부터 식 의료진단용 장비와 

재활  물리치료기를 보유한 한방병원이 늘어

나면서, 한방의료서비스의 규모와 행태에 변화

를 가지고 왔고 이에 따른 국민들의 요구  

참여도 획기 으로 높아졌다.2) 한 한방의료

가 의료보험에 요양취 기 으로 포함되면서 국

민들의 한방의료서비스 이용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3)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서양의학에 바탕을 

둔 양방의료서비스와 통 인 한의학에 바탕

을 둔 한방의료서비스를 모두 인정하는 이원화

된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의료서비스

의 선택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선행연구에 의

하면 만성질환자는 질병 리  치료를 하여 

90%가 서양의료서비스를 이용하며, 한 상

자의 66%가 한방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서 

만성질환자들이 서양  한방의료서비스를 동

시에 이용하고 있다.4) 그러나 다양한 의료서비

스와 증가된 소비자의 요구에 비해 이들이 이

용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은 높지 않다. 를 들

면, 각각의 질병마다 의료기 에서 처방하는 

약물들이 약물－약물  약물－질병 등의 상호

작용을 고려하지 않고 처방되는 경우가 발생하

고 있다. 한, 복합 인 질병 리와 련된 내

용이 환자와 환자의 치료에 참여하는 의료기  

 의료인들에게 제 로 달되지 않아 복검

사, 서로 상충되는 의학  조언과 응 실 방문, 

약물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효

과  합병증 방  리는 이루어 질수 없

다. 이러한 의료기  이용행태에는 한방의료서

비스도 포함되고 있는 것이 실이다. 만성질환

자들이 한․양방 의료서비스를 복 이용하는 

것은 진료비 부담을 증가시킬 뿐만아니라 약물

부작용과 효과  합병증 방  리는 이루

어질 수 없다. 

이러한 의료서비스 이용에 해 이루어진 많

은 연구들은 주로 양방의료서비스를 심으로 

각각의 심 상 집단별로 수행되어 왔으며, 이

에 기 한 양방의료서비스의 요구와 이용에 

한 정책  지원도 꾸 히 이어져 왔다. 이에 

반해, 한방의료서비스에서는 한방의료서비스 요

구도와 이용에 한 심층  연구는 부족한 실

정이며1) 다각  정책이나 략을 활용할 수 있

는 한방의료서비스 이용에 한 자료도 부족하

다고 볼 수 있다.5) 의료서비스 이용에 한 연

구는 의료를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그리고 

어떤 종류의 의료를 이용하는 가에 심이 있

으며 의료이용이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향을 

받는지, 이 요인들이 어느 정도 의료이용에 

향을 미치는지를 악할 수 있어 보건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요한 연

구이다.5) 따라서 한방의료서비스를 주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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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만성질환자들을4)6)7) 상으로 한방의료서

비스를 이용하는 요인을 악함으로써 한방의

료서비스를 정책 이나 략 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기 자료뿐만 아니라 한방․양방의료

서비스를 통하여 체계 으로 만성질환자들을 

리할 수 있는 정책  근을 수립하기 한 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방의료서비스를 이용

하는 만성질환자들을 상으로 만성질환자의 

한방의료서비스 이용에 한 결정요인을 악

하여 만성질환자에 한 한방․양방 의료서비스

의 상호보완 이고 체계 인 건강 리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

본 연구는 만성질환자의 한방의료서비스 이

용에 한 결정요인을 악하여 만성질환자의 

효과 이고 체계 인 건강 리 방안을 모색하

는데 기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 이 있다. 이

를 한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1) 만성질환자의 한방의료이용 여부와 인구

학  특성과의 계를 악한다. 

2) 만성질환자의 한방의료서비스 이용여부와 

한방의료서비스 이용행태를 악한다.

3) 만성질환자의 한방의료서비스 이용에 

한 결정 요인을 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 상  조사방법

본 연구는 2005년 국민건강 양조사의 건강

행태조사 자료를 활용하 다. 16개 시도의 만 

19세 이상 국민건강 양조사에 참여한 자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11,665명

을 상으로 하 다.8) 일반  특성은 성별, 나

이, 교육수 , 직업, 소득수 , 의료이용의 특성, 

만성질환 동시이환수, 지난 1년간 입원여부, 지

난 1년간 한방의료서비스 이용여부 등을 조사

하 다. 소득수 은 제3기 국민건강조사자료 이

용지침서에 따라 소득사분 수로 구분하 으며 

소득사분 수(개인)는 성별․5세단  연령 그룹

별 가구균등화소득(가구소득/가구원수)의 사분

수에 의하여 분류하 다. 1개 이상의 만성질

환을 가지고 있는 상자  한방의료서비스 

이용여부에 해 응답한 11,661명을 상으로 

한방의료서비스 이용에 따른 일반  특성과 한

방의료서비스에 한 인식에 한 차이를 분석

하 다. 한방의료서비스 이용행태는 인구학  특

성과 의료서비스 이용에 한 인식과 련된 변

수를 사용하 다. 

2. 용어의 정의

1) 만성질환 이환수 :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만

성질환  재 치료 인 만성질환 는 완치

되지 않은 만성질환을 이환 인 만성질환으

로 정의하고, 이들 만성질환  동시에 이환된 

만성질환 수를 만성질환 이환수로 정의하 다. 

2005년도 제3기 국민건강 양조사의 건강면

조사 조사 상 만성질환 39개  치아 는 구

강질환에 해당하는 3개 질환을 제외한 36개 만

성질환을 재분류하여 만성질환 이환수를 측정

하 다. 재분류된 만성질환(질환군)은 암, 

염(골 염 는 류마티스 염), 골다공증, 

디스크(요추의 추간 탈출), 당뇨병, 갑상선장애, 

빈 , 십이지장궤양, 만성 간질환(만성 간염 

는 간경변증), 고 압, 고지 증, 뇌졸 , 허

성심장질환( 심증 는 심근경색증), 치질, 

결핵(폐결핵 는 폐외결핵), 천식, 만성폐쇄성

폐질환(만성기 지염 는 폐기종), 만성부비동

염, 알 르기성 비염, 만성 안질환(백내장 는 

녹내장), 만성 이염, 만성 피부염(아토피성 피

부염 는 피부 알 르기), 만성 신부 , 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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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총 24개 만성질환(질환군)이었다.

2) 한방의료서비스 : 2005년 국민건강 양조사

의 조사표에 의하면8) 한방의료서비스란 한방병

원과 한의원을 방문하여 제공받은 한약, 한방제 

제약, 침, 뜸, 부황 등을 포함한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3. 분석방법

통계 자료는 SPSS PASW Statistics 18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  한방의료서비스 이용행태는 서술  

통계를 이용하 고, 상자의 인구학  특성과 

한방의료서비스 이용과의 계  한방의료이

용여부와 한방의료서비스 이용행태와의 계는 

t-test, χ2 test를 이용하 다. 한방의료서비스 

이용에 한 결정요인은 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하 다. 교육수 과 개인  가구 소득사

분  변수는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분석하 다. 

최근 1년간 한방의료서비스 이용여부를 종속변

수로 하고 한방의료서비스 이용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독립변수로서 인구학  요인으로는 성

과 연령, 만성질환이환수를 사용하 으며, 사회

경제  요인으로는 교육수 , 직업, 소득수

(개인), 소득수 (가구)을 사용하 다. 의료서비

스에 한 인식 련 변수로는 지난 1년간 미치

료 혹은 치료지연 경험여부, 지난 1년간 입원

여부 등을 사용하 다. 자동변수 선택 차로는 

‘입력’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III. 연구결과

1. 만성질환자의 일반  특성과 

한방의료서비스 이용행태

만성질환자의 일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상자의 평균 연령은 52.48(±16.08)세로 남성 

40.4%(4,710명), 여성 59.6%(6,955명)로 여성이 

더 많았다. 교육수 은 고등학교 졸업(28.5%)

이 가장 많았으며 등학교 졸업(23.4%), 학

교졸업(20.2%), 학교 졸업(14.1%) 순이었다. 

직업의 경우 무직(23.2%)이 가장 많았으며, 주

부(22.4%), 기능단순노무직 서비스종사자(18.2%), 

매서비스직(11.7%) 순이었다. 상자의 개인 

소득사분 수(개인)는 1사분 수 26.6%로 가장 

많았으며 4사분 수가 23.5%로 가장 낮았다. 가

구 소득사분 수는 1사분 수가 28.2%로 가장 

많았으며 4분 수가 22.1%가 가장 낮게 포함

되었다. 

2. 만성질환자의 한방의료서비스 

이용행태

만성질환 동시이환수는 만성질환 1개 보유자 

6,164명(52.8%), 만성질환 2개 보유자 2,816명

(24.1%), 만성질환 3개 보유자 12.7%(1,484명)

이었으며, 만성질환 4개 이상 보유자도 10.3%

(1,201명)이었다. 조사당시 지난 1년간 미치료 

는 치료지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22.8% 

(2,665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입원 한 경

험이 있는 상자는 13.2%, 지난 1년간 한방의

료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만성질환자는 

체 응답자의 38.5%(4,495명) 다(Table 2). 

3. 한방의료서비스 이용여부와 

인구학  특성과의 계

한방의료서비스 이용군과 비이용군에 따른 한

방의료서비스 이용에 한 실태는 다음과 같다

(Table 3). 한방의료서비스 이용군은 총 4,492명

으로 남자가 31.9%(1,435명), 여자가 68.1%(3,057

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54.05(±15.45)세 다. 

한방의료서비스 비이용군은 총 7,169명으로 남

자가 45.7%(3,274명), 여자가 68.1%(3,895명)이

었으며 평균 연령은 51.49(±16.38)세 다. 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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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or M(±SD)

Gender Male 4,710(40.4)

Female 6,955(59.6)

Age(years) 19∼29 1,093( 9.4)

30∼39 1,615(13.8)

40∼49 2,324(19.9)

50∼59 2,341(20.1)

60∼69 2,460(21.1)

70∼79 1,415(12.1)

80< 417( 3.6)

Mean 52.48(±16.08)

Education None 1,402(12.0)

Elementary school 2,725(23.4)

Middle school 1,646(14.1)

High school 3,320(28.5)

College 2,362(20.2)

College< 207( 1.8)

Occupation Administrators 793( 6.8)

Office clerks 680( 5.8)

Salespersons 1,362(11.7)

Agriculture and fishery 1,120( 9.6)

manual workers 2,121(18.2)

Soldiers 20( 0.2)

Students 253( 2.2)

Housewives 2,611(22.4)

Jobless 2,702(23.2)

Individual income

1 quarter 3,099(26.6)

2 quarters 2,926(25.1)

3 quarters 2,772(23.8)

4 quarters 2,736(23.5)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rvey Subjects with Chronic Illness
     N=11,665

(%)

Number of chronic illness

1 6,164(52.8)
2 2,816(24.1)
3 1,484(12.7)
4< 1,201(10.3)

Non-treatment and delayed 
Treatment for the last year

No 8,857(75.9)
Yes 2,665(22.8)
Not applicable 137( 1.2)
Non-response 6( 0.1) 

Admission for the last year
No 10,121(86.8)

Yes 1,541(13.2)

Visiting the oriental healthcare 
service for the last year

No 7,169(61.5)

Yes 4,492(38.5)

Table 2. The Behavior Characteristics of Survey Subjects with Chronic Illness over Healthcare Services

     N=11,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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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Group
(n=4,492)

Non-user Group
(n=7,169) χ2 or t p

n(%) or M(±SD) n(%) or M(±SD)

Gender Male 1,435(31.9) 3,274(45.7) 216.025 .000

Female 3,057(68.1) 3,895(54.3)

Age(years) 19∼29 320( 7.1) 773(10.8) 105.064 .000

30∼39 567(12.6) 1,048(14.6)

40∼49 827(18.4) 1,496(20.9)

50∼59 967(21.5) 1,374(19.2)

60∼69 1,027(22.9) 1,432(20.0)

70∼79 641(14.3) 773(10.8)

80< 143( 3.2) 273( 3.8)

Mean 54.05(±15.45) 51.49(±16.38) -8.495 .000

Education None 632(14.1) 769(10.7) 160.594 .000

Elementary school 1,256(28.0) 1,469(20.5)

Middle school 644(14.3) 1,002(14.0)

High school 1,111(24.7) 2,208(30.8)

College 779(17.3) 1,583(22.1)

College< 70( 1.6) 137( 1.9)

Occupation Administrators 279( 6.2) 514( 7.2) 102.375 .000

Office clerks 231( 5.1) 449( 6.3)

Salespersons 527(11.7) 835(11.7)

Agriculture and fishery 550(12.2) 570( 8.0)

Technical posts 721(16.1) 1,400(19.5)

Soldiers 8( 0.2) 12( 0.2)

Students 71( 1.6) 182( 2.5)

Housewives 1,081(24.1) 1,529(21.3)

Jobless 1,024(22.8) 1,675(23.4)

Individual 
income

1 quarter 1,111(25.0) 1,987(28.1) 21.527 .000

2 quarters 1,118(25.1) 1,808(25.5)

3 quarters 1,079(24.2) 1,690(23.9)

4 quarters 1,142(25.7) 1,594(22.5)

Number of 
chronic illness

1 2,071(46.1) 4,092(57.1)

2 1,108(24.7) 1,706(23.8)

3 677(15.1) 806(11.2)

4< 636(14.2) 565( 7.9)

P value : user group vs non-suer group using χ2 or t-test.

Table 3. The Comparisons of Two Groups fo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with Utilization of Oriental Healthcare Services
     N=11,661

의료서비스 이용군의 경우 여자가 남자에 비해 

37.8%(1,622명) 더 높았으나 비이용군의 경우 여

자가 남자보다 8.6%(621명)더 높았다. 한 한방

의료서비스 이용군의 평균 나이는 54.05(±15.45)

세로 비이용군의 평균나이 51.49(±16.38)세 보다 

약 3세 정도 더 많아 두 집단 간 성별과 나이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한방의료서비스 

이용군의 교육수 은 등학교 졸업(28.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고등학교 졸업(24.7%)순

인 반면, 한방의료서비스 비이용군의 경우 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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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Group
(n=4,492)

Non-user Group
(n=7,169) χ2 or t p

n(%) or M(±SD) n(%) or M(±SD)

Non-treatment and delayed 
treatment for the last year

No 3,355(74.7) 5,499(76.8) 23.116 .000

Yes 1,104(24.6) 1,560(21.8)

Non-response 33( 0.7) 104( 1.5)

Admission for the last year

No 3,817(85.0) 6,300(87.9) 19.955 .000

Yes 673(15.0) 868(12.1)

Non-response 2 1

Intention to use the oriental health-
care service in the near future

3.12±1.058 2.74±0.839 21.428 .000

Non-response 62 379

P value : user group vs non-suer group using χ2 or t-test.

Table 4. The differences of the behaviors and utilization of oriental healthcare services

     N=11,661

학교 졸업이 30.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학교 졸업이 22.1% 순으로 두 집단간 교육수

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직업의 경

우 한방의료서비스 이용군의 직업은 주부(24.1%)

가 가장 많았으며 무직(22.8%), 기능단순노무직

(16.1%), 농어업(12.2%) 순이었으나, 한방의료서

비스 비이용군의 경우 무직(23.4%)이 가장 많았

고 다음은 주부(21.3%), 기능단순노무직(19.5%), 

매서비스직(11.7%)순으로 나타나 두 집단 간 

직업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개인소

득 사분 수는 한방의료서비스 이용군의 경우 

각 사분 수에 비교  24.2-25.7%로 고르게 분

포되어 있으며, 한방의료서비스 비이용군의 경

우 1사분 수에 28.1%가 포함되었고 4사분 수

의 경우 22.5%가 포함되어 두 집단간 개인의 

소득사분 수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만성질환을 2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한

방의료서비스 이용군의 경우 53.9%가 해당되었

으며 비이용군의 경우 42.9%를 나타내었다. 

4. 한방의료이용여부와 한방의료

서비스 이용행태와의 계

의료서비스 이용여부와 인식에 해서 살펴

보면 한방의료서비스 이용군의 경우 ‘지난 1년간 

미치료 혹은 치료지연 경험이 있다’가 24.6%

으며, 비이용군은 ‘지난 1년간 미치료 혹은 치료

지연 경험이 있다’가 21.8%로 약 3%가 더 많

은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Table 4). 한 지난 1년간 입

원이용경험도 한방의료서비스 이용군은 15.0%

로 한방의료서비스 비이용군 12.1%보다 3%높

게 나타났다(p<.001). 향후 1년간 한방의료서비

스 이용의향에 해 ‘ 재보다 아주 많이(6 )’, 

‘ 재보다 많이(5 )’, ‘ 재와 비슷하게(4 )’, ‘

재보다 게(3 )’, ‘ 재보다 아주 게(2 )’, 

‘ 로 이용하지 않음(1 )’ 등으로 코딩을 변

경하여 분석하 다. 분석 결과, 한방의료서비스 

이용군은 3.12(±1.058) 으로 한방의료서비스 비

이용군의 2.74(±0.839) 보다 약 0.4 이 높아 

한방의료서비스 이용군이 비이용군에 비해 향후 

한방의료서비스이용 의향이 높았다(p<.001).

5. 만성질환자의 한방의료서비스 

이용 결정요인 

상자 11,661명  련변수 미응답자 145명

을 제외한 11,516명을 분석 상으로 하 다. 만

성질환자의 한방의료서비스 이용 결정요인 분석

결과 성, 교육수 , 직업, 소득수 (개인), 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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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E d.f p OR
Confidence Interval

Lower Upper

Age -.001 .002 1 .760 0.999 0.996 1.003

Gender -.519 .048 1 .000 0.595 0.542 0.654

Education level -.090 .023 1 .010 0.914 0.874 0.955

Occupation 8 .000

   Administrators

   Office clerks .247 .099 1 .012 1.281 1.055 1.554

   Salespersons .151 .104 1 .146 1.163 0.949 1.425

   Agriculture and fishery .170 .076 1 .026 1.185 1.021 1.376

   Technical posts .475 .075 1 .000 1.608 1.388 1.861

   Soldiers .073 .067 1 .280 1.076 0.942 1.227

   Students .631 .463 1 .173 1.880 0.759 4.656

   Housewives -.081 .162 1 .618 0.922 0.671 1.267

   Jobless -.014 .065 1 .835 0.987 0.869 1.120

Individual income .112 .019 1 .000 1.119 1.078 1.161

Number of chronic disease .155 .017 1 .000 1.168 1.130 1.207

Non-/delayed treatment 2 .009

   No

   Yes .491 .204 1 .016 1.633 1.094 2.438

   Not applicable .576 .208 1 .006 1.779 1.184 2.671

Admission experience -.195 .058 1 .001 0.823 0.735 0.921

Constant -.950 .263 1 .000 0.387

P value : using logistic regression.

Table 5. The factors affecting the use of oriental healthcare services 

by survey subjects with chronic illness 

질환수, 지난 1년간 미치료 혹은 치료지연 경

험여부, 지난 1년간 입원여부 등이 통계학 으

로 유의하게 나타났다(Table 5). 한방의료서비

스 이용은 여성이 남성보다 약 0.6배 더 이용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교육수

이 높을수록 한방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경향

이 높은 것으로(p<.001) 나타났으며 직업의 경

우 기능단순노무직이 문행정 리직보다 한방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1.6배 높은 것으

로(p<.001) 나타났다. 한 개인 소득수 이 높

을수록 이용하는 확률이 1.1배 높은 것으로

(p<.001) 나타났다. 만성질환수가 증가할수록 

한방의료서비스 이용확률은 1.2배 높았고, 지난 

1년간 미치료 혹은 치료지연 경험이 있는 경우 

이러한 경험이 없는 상자보다 1.6배 높았으

며 지난 1년간 입원경험이 있는 경우 입원 경

험이 없는 상자보다 0.8배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IV. 고 찰

본 연구는 2005년도 국민건강 양조사 자료 

분석을 통하여 만성질환자들이 한방의료서비스

를 이용하는 요인에 한 기 자료를 제공하

고자 수행되었다. 

먼  인구사회학  특성에 한 자료분석 결

과를 살펴보면, 본 연구결과는 여성이 한방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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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더 많고 나이가 많을수록 한방치료경험

이 많았던 일 지역주민을 상으로 한 김경신 

등(2010), 오종수 등(2009)  신헌태 등(2007)

의 연구결과와4)9)10) 일치하 다.

한방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결정요인으로 일

반  특성  성별과 가구 소득수 이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제주 지역의 주민들

을 상으로 한 한방의료서비스 이용과 결정요

인에 한 연구4)에서 여성일수록 가족의 수입

이 낮을수록 한방의료서비스 이용과 련있다

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나이의 경우 박성순

과 남철 (1999)의 연구결과와6) 오종수외(2009)

의 연구결과4)와 일치하 다. 교육수 의 경우 

교육수 이 낮을수록 한방의료서비스 이용률

이 높은 것으로 측되었는데 교육수 이 낮은 

군이 한의약의료를 더 선호한다는 연구결과11)

와 부합하며 한 만성질환자의 보완 체의료 

이용률에 있어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교육수 이 낮은 군이 높은 이용률을 나타내는 

기존의 연구결과4)와 유사하다. 직업의 경우 기

능단순노무직이 문행정 리직보다 한방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1.6배 높은 것으로 

측되었는데 유왕근(2003)의 단순노무직(70%)의 

이용률이 높은 연구결과11)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소득수 의 경우 소득수 이 낮을수록 

한방의료서비스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측되

었는데 이는 오종수 등(2009)의 연구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소득이 낮을수록(100

만원 미만군), 의료보장 여 2종군이 이용률이 

높은 경향을 보인 것4)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

내었다. 그러나 박용억(2000)의 한방병원 입원

환자의 의료재이용 결정요인에 한 연구결과

에 의하면 환자의 성별, 연령, 직업, 소득수 , 

학력수 에 따른 의료재이용 의사는 유의하지 

않았다.12) 비록 상자가 한방병원 입원환자

지만 일반  특성과 련된 한방의료서비스 

이용 요인에 한 반복연구가 필요다고 볼 수 

있다. 

그 외 본 연구결과에서는 만성질환수는 한

방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결정인자로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만성질환 보유자가 

보완 체의료 이용과 련있다는 오종수 등

(2009),4) 박성순과 남철 (1999)의 선행연구6)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분석 상자의 만성

질환 이환수는 만성질환 1개 보유자가 52.8%

인 반면, 만성질환 2개 보유자가 47.2%에 해당

되었고 한방의료서비스 이용 결정요인으로서 만

성질환수가 많을수록 1.2배 높았는데 이와 같

은 결과는 일반인을 상으로 한 질병치료목

으로 한의사들로 제공받는 한방의료서비스 이

용률 15%13)에 비하여 2∼3배 이상 증가하 음

을 나타낸다. 따라서 만성질환을 2개이상 보유

하고 있는 만성질환자에 한 체계  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지난 1년간 미치료 는 

치료지연 경험유무  지난 1년간 입원경험 유

무도 한방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결정요인으

로 나타났는데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보면 만성질환자들의 한

방의료서비스 이용에 한 결정인자로서 성별, 

교육수 , 직업, 개인 소득수 , 만성질환수, 지

난 1년간 미치료 는 치료지연 경험, 지난 1

년간 입원 경험 등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여성일수록, 교육수 이 낮을수록, 단순노무직

인 경우, 개인 소득수 이 높을수록, 만성질환

수가 많을수록, 지난 1년간 미치료 는 치료

지연 경험과 입원경험이 있는 경우 한방의료서

비스 이용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

방의료서비스 결정요인으로서 통계 으로 의

미있는 ‘교육수 ’, ‘단순노무직여부’, ‘개인소득

수 ’  ‘지난 1년간 미치료 는 치료지연 경

험’과 ‘입원경험’ 등의 변수에 해서는 결과 

해석에 있어 주의와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선행연구들과 맥락을 같이 하는 연구결과로

서, 한방의료서비스 이용은 만성질환자일수록 

만성질환 이환수가 많을수록 한방의료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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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즉 여러 

개의 만성질환에 이환된 이들은 양방  한방 

의료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며, 이들 만성질환자들을 해 보다 효과

이고, 효율 인 만성질환 리방안 마련을 

해 양방  한방 의료서비스를 포 하는 정

책  근이 필요하다는 을 시사하는 것이라

고 단된다. 

본 연구의 제한 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2005년도 국민건강 양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분

석하 으므로 연구변수 선정에 제한이 있었다. 

한방의료서비스 이용 결정요인에 한 선행연구

들에 의하면, 본 연구에 포함된 변수들외에 주

 건강상태 인지정도, 치료만족도,14) 의료서

비스의 질,9) 반  환경상태,12) 질병의 종류,14) 

한방의료에 한 인식9) 등이 포함되었다. 본 연

구에서는 이들 변수  구체  질병이나 한방 

 양방의 진 이용 경험 등과 련된 요인들

에 해 분석하지 못하 다. 만성질환자를 

한 한방  양방 의료서비스를 체계 , 포

인 정책  근을 수립하는데 기 자료로 활용

될 수 있는 이러한 요인들을 포함한 추후연구

를 제언한다. 한 인구학  특성과 한방의료

서비스에 한 인식과 련된 다양한 변수 등

이 포함된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V. 결 론

본 연구는 만성질환자의 한방의료서비스 이

용에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해 수행되

었다. 이를 통하여 재 이원화된 의료체계에

서 지역 만성질환자들에게 다양한 의료선택과 

정보를 제공하여 효율  리를 개발할 수 있

는 정책 개발을 한 기 자료를 마련하고자 

본 연구가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한방의료서비스 이용은 여성이 

남성보다 약 0.6배 더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교육수 이 낮을수록 한방의

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직업의 경우 기능단순노무직이 문행

정 리직보다 한방의료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1.6배 높았고 개인 소득수 이 높을수록 이용하

는 확률이 1.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한 한방의료서비스 이용확률은 만성질환을 가

지고 있을수록 1.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1년간 미치료 혹은 치료지연 경험이 있는 

경우 1.6배, 지난 1년간 입원경험이 있는 경우 

0.8배 높았다(p<.001). 

한방의료서비스 이용과 연 성 있는 다른 요

인과 더불어 한방의료서비스 이용은 만성질환

자일수록 만성질환 이환수가 많을수록 한방의

료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

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만성질환

자에 한 양방과 한방 의료서비스의 상호보완 

체계를 높이기 한 정책 개발과 지원이 필요

하다. 

최근 인구노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자의 속

한 증가가 상되며, 만성질환자들이 양방  

한방 의료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고 있는 실

을 고려할 때,3) 포 이고 체계  만성질환 

리체계 개발이 실하다고 볼 수 있다. 만성

질환의 특성상 지속  리와 의료비용 감을 

해 효율 , 체계 , 통합 리방안이 국가차

원에서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한 다양

한 정책개발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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