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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Nowadays, the assessment of new health technologies is gaining interest as an 

important issue for the safety of national health in the rapidly changing medical environmen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how ignorant the korean medicine doctors are of new 

health technologies.

Methods : The authors conducted a survey on the status of the ignorance of new health 

technologies in Korean medical doctors by e-mail.

Results : Korean medical doctors’ ignorance of new health technologies proved serious. The 

awareness of the law, however, was reached to some degree.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 present items of Korean Medicine listed in the medical care expenses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are too deficient to treat their patients effectively.

Conclusions : It is strongly needed to try for more active registration of Korean medical new 

health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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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세계 각국은 변하는 의료 환경에서 자국

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 의료비 지출을 감하

기 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노

력 속에서 의료 기술은 발 을 거듭하고 있다. 그

러나 이러한 의료 기술의 발 은 고가의 비용과 

윤리 인 문제와 같은 부작용을 래하고 있기도 

하다
1)
. 따라서 무분별한 의료 기술의 발 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해 선진 각국에서는 신

의료기술을 평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

의료기술에 한 합리 인 건강보험 여 결정을 

통해서 불필요한 의료비의 증가를 막고 효율 으

로 국민건강이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
.

신의료기술은 유효성과 안정성이 평가되지 아니

한 의료 기술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았으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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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목 , 사용 상, 시술 방법 등이 변경된 의료 

기술로서 복지부 장 이 이에 한 평가가 필요하

다고 인정한 것을 말한다
3)
. 신의료기술의 평가를 

한 제도는 기본 으로 유효성과 안정성이 입증

된 의료 기술을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권을 보호하고 신의료기술의 발 을 진하도록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4)
 이러한 목표 아래 

선진 각국은 미국의 AHRQ(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국의 NETSCC(NIHR 

Evaluation, Trials and Studies Coordinating Cen-

tre), 호주의 MSAC(Medical Services Advisory 

Committee), 캐나다의 CADTH(Canadian Agency 

for Drugs and Technologies in Health) 등과 같은 

평가 제도를 운 하고 있다
5)
. 이러한 신의료기술 

평가를 한 국가 제도는 근거 심의학(Evidence 

Based Medicine)이라는 시  조류와 맞물려  

의료 환경의 요한 테마로 자리 잡고 있다.

새로운 의료 기술의 도입 속도가 비교  빠른 우

리나라에서도 신의료기술 평가 제도의 필요성이 제

기됨에 따라 2000년 신의료기술 평가 제도가 시행된
3)
 이래 많은 발 을 거듭하 으나 아직까지는 여러 

문제 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6,7)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의료기술의 신청과 평가는 부분 의학계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한의학과 련된 

신의료기술의 황은 더욱 조한 실이다
6)
.

따라서 자는 근거 심의학(EBM)이라는 시

 흐름 속에서 한의학 발 의 기반 마련에 도움

이 되기 한 기  작업으로 신의료기술에 한 

한의사들의 인식 정도를 조사하 기에 그 결과를 

보고하는 바이다.

II. 재료  방법

1. 설문 조사

1) 설문지 개발

본 연구를 한 설문지(부록)는 신의료기술 등

재에 한 한의사의 인식을 조사하기 하여 조사 

연구의 경험이 풍부한 연구자가 개발하 으며, 

Bias를 방지하기 해 방의학 교수의 감수를 거

쳤다.

2) 설문 조사 상  방법

설문 조사는 2012년 4월 개발된 설문지를 국

의 한의사에게 온라인(이메일)으로 배포하여 시행

되었으며, 조사를 시행할 시 에서 한한의사 회

에 이메일 주소가 등록된 모든 한의사를 조사 

상으로 하 다.

2. 조사 결과 분석

설문 조사 결과 총 655명의 응답이 회수되었다. 

응답의 내용은 빈도와 백분율로 표시하 으며, 일

반 인 특성에 따른 응답의 차이 분석은 SPSS 

program(ver.20.0)을 이용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

다. 유의수 은 p＜0.05인 경우 유의한 것으로 인정

하 다.

III. 결  과

1. 설문 상자의 인구 사회학  분석

설문 조사 응답자의 성별, 연령별, 근무형태별, 

경력별, 지역별 분포는 Table 1과 같다.

2. 신의료기술 인지도

1) 신의료기술에 한 인지도

‘신의료기술’에 해 알고 있는가 묻는 질문에 

6.3%(41명)는 ‘들어본 도 없다’고 답하 고, 

42.1%(276명)는 ‘들어보긴 했지만 잘 모른다’고 답

하 으며, 38.8%(254명)는 ‘어느 정도 략 알고 

있다’고 답하 다. ‘비교  잘 알고 있다’는 

8.9%(58명)이었고, ‘아주 잘 알고 있다’는 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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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How much do you know about the new 
health technologies?

Table 1. Continued.

Number(%)

Type of region

  City 562(85.8)

  Gun 19(2.9)

  Myeon 37(5.6)

  Eup 34(5.2)

  Etc  3(0.5)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
ders(n=655)

Number(%)

Gender

  Male 591(90.2)

  Female  64(9.8)

Age(years old)

  20∼29  38(5.8)

  30∼39 266(40.6)

  40∼49 268(40.9)

  50∼59  80(12.2)

  60≤   3(0.5)

Type of work

  Local private clinic 536(81.8)

  Hospital  65(9.9)

  Public health center  33(5.0)

  College, research
   institute

 18(2.7)

  Etc   3(0.5)

Work experience(years)

  ＜5 126(19.2)

  5∼9 192(29.3)

  10∼19 241(36.8)

  20∼29  90(13.7)

  30≤   6(0.9)

Region

  Seoul 174(26.6)

  Incheon  23(3.5)

  Daejeon  25(3.8)

  Gwangju  20(3.1)

  Daegu  35(5.3)

  Ulsan  11(1.7)

  Busan  38(5.8)

  Gyeonggi-do 134(20.5)

  Gangwon-do  18(2.7)

  Chungcheongbuk-do  19(2.9)

  Chungcheongnam-do  20(3.1)

  Jeollabuk-do  36(5.5)

  Jeollanam-do  24(3.7)

  Gyeongsangbuk-do  32(4.9)

  Gyeongsangnam-do  43(6.6)

  Jeju-do   3(0.5)

명)로 조사되었다(Fig. 1). 따라서 ‘신의료기술’의 

존재에 해서 잘 알고 있는 한의사들은 매우 

은 것으로 나타났다.

2) 한의 신의료기술에 한 인지도

신의료기술  한의사와 직 으로 련이 있

는 ‘한의 신의료기술’에 해 알고 있는가 묻는 질

문에서는 10.4%(68명)가 ‘들어본 도 없다’고 답

하 고, 47.9%(314명)는 ‘들어보긴 했지만 잘 모른

다’고 답하 으며, 31.6%(207명)는 ‘어느 정도 략 

알고 있다’고 답하 다. ‘비교  잘 알고 있다’는 

7.3%(48명)이었고, ‘아주 잘 알고 있다’는 2.7%(18

명)로 조사되어(Fig. 2) ‘신의료기술’에 비해 ‘한의 

신의료기술’에 해 알고 있는 한의사의 수가 더 

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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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How much do you know about the pro-
cess of application and assessment of new health 
technologies?

Fig. 2. How much do you know about the new
health technologies of Korean Medicine?

Fig. 4. How much do you know about the law 
that restricts the requirement of payment for the 
diagnosis or treatment with the items not listed in 
the medical care expense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3. 신의료기술 련 제도에 한 인지도

1) 신의료기술 신청  평가 차에 
한 인지도

‘신의료기술 신청  평가의 차’에 해 알고 

있는가 묻는 질문에서는 29.2%(191명)가 ‘들어본 

도 없다’고 답하 고, 53.7%(352명)는 ‘들어보긴 

했지만 잘 모른다’고 답하 으며, 12.7%(83명)는 

‘어느 정도 략 알고 있다’고 답하 다. ‘비교  잘 

알고 있다’는 3.2%(21명)이었고, ‘아주 잘 알고 있

다’는 1.2%(8명)로 조사되어(Fig. 3) 신의료기술 

등재를 신청하거나 이에 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차에 해서 조 이라도 알고 있는 한의사는 1/5

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신의료기술 련 법  규제에 한 
인지도

진단  치료 기술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해 

요양 여목록( 여 는 비 여 항목)에 등재된 

것이 아니면 환자에게 시술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

도록 규정된 행법에 해 알고 있는가 묻는 질

문에서는 15.9%(104명)가 ‘들어본 도 없다’고 답

하 고, 24.0%(157명)는 ‘들어보긴 했지만 잘 모른

다’고 답하 으며, 35.3%(231명)는 ‘어느 정도 략 

알고 있다’고 답하 다. ‘비교  잘 알고 있다’는 

16.2%(106명)이었고, ‘아주 잘 알고 있다’는 8.5% 

(56명)로 조사되어(Fig. 4) 과반수의 한의사들이 

행 법조항에 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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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How many items not listed in the medical
care expense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do 
you use?

Fig. 6. How frequently do you use the items not 
listed in the medical care expense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4. 요양 여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기술

1) 사용하는 경우

(1) 개수

재 요양 여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기술을 사

용하고 있는가 묻는 항목에서는 ‘사용한다’는 43.1% 

(282명), ‘사용하지 않는다’는 56.9%(373명)으로 등

재되지 않은 기술을 사용하는 한의사는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사용하는 

경우에서 몇 가지를 사용하는가 묻는 질문에서는 

17.7%(116명)가 ‘한 가지’를 사용한다고 응답하

고, 15.1%(99명)이 ‘두 가지’를 사용한다고 응답하

으며, 6.9%(45명)는 ‘세 가지’를 사용한다고 응답

하 다. ‘네 가지’를 사용한다는 응답은 0.5%(3명)

에 불과하 으며, ‘다섯 가지 이상’이라는 응답은 

2.9%(19명)으로 조사되어(Fig. 5) 한 두 가지를 사

용하는 경우가 부분이었다.

(2) 빈도

등재되지 않은 기술을 사용하는 빈도를 묻는 질

문에서는 ‘월 1 회 이하’가 2.6%(17명), ‘월 2∼3 

회’가 5.5%(36명), ‘주 1 회’가 6.6%(43명), ‘주 2∼

5회’가 12.2%(80명), ‘일 1 회 이상’이 16.2%(106

명)인 것으로 조사되어 사용하는 한의사의 부분

이 극 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6).

2) 사용하지 않는 경우

(1) 이유

재 요양 여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기술을 사

용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교육받은 경험이 없어서’

가 20.0%(131명), ‘임상에 효과가 없기 때문’이 

0.2%(1명), ‘객  근거가 불명확하기 때문’이 

8.9%(58명), ‘요양 여 기술로도 충분히 치료되기 

때문’이 4.3%(28명),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 21.7%(142명)로 조사되어(Fig. 7) 사

용 경험의 부족과 비용 청구의 곤란함이 주된 이

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5. 요양 여목록에 등재된 기술

1) 등재된 기술의 충분성 여부

재 요양 여목록에 등재된 한의 치료 기술들

이 진료하기에 충분한가를 묻는 질문에서는 ‘많이 

부족하다’가 42.4%(278명), ‘부족하다’가 46.0%(301

명), ‘ 당하다’가 8.2%(54명), ‘충분하다’가 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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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How sufficient are the items of Korean 
medicine listed in the medical care expense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Fig. 7. W hat is the reason that you don’t use the  
items not listed in the medical care expense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Fig. 9. W hat do you think of the reason why the 
items of Korean medicine listed in the medical 
care expense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are  
not sufficient for the effective treatment?

명), ‘많이 충분하다’가 0.9%(6명)으로 조사되어 거

의 부분의 한의사가 재 등재된 기술만으로는 

진료에 부족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8).

2) 등재된 한의 치료 기술이 부족한 이유

재 요양 여목록에 등재된 한의 치료 기술들

이 부족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를 묻는 

질문에서는 ‘신의료기술에 한 한의계의 인식 부

족’을 꼽은 응답자가 12.1%(79명), ‘까다로운 신청 

 평가 차’라는 응답이 7.6%(50명), ‘양방 주

의 의료정책으로 인한 장벽’ 때문이라는 응답이 

39.4%(258명), ‘신의료기술 등재를 한 한의사

회의 노력 부족’이 10.5%(69명), ‘객  근거에 

한 학계의 연구 부족‘이 14.4%(94명), ’새로운 기술

의 활용  보 에 한 임상가의 노력 부족‘이 

3.7%(24명)로 조사되어 양방을 주로 하는 의료 

정책과 한의계의 반 인 노력 부족을 이유로 꼽

았다(Fig. 9).

6. 한의 신의료기술 후보군 수집ㆍ조사

1) 추가 등재를 한 노력

한의학계에서 새로운 의료기술을 수집ㆍ조사하

여 '한의 신의료기술(요양 여 는 비요양 여 항

목)'에 추가로 등재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  필요없다’는 응답이 0.3%(2명), 

‘필요없다’는 응답이 0.2%(1명), ‘보통이다’는 응답

이 2.1%(14명), ‘필요하다’는 응답이 24.9%(163명),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은 72.5%(475명)으로 조사

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한의 신의료기술 등재 추

진에 한 열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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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W hat do you think of the reason why 
the society for Korean medicine must try for addi-
tional registration of new health technologies of 
Korean medicine?

2) 이유

한의학계에서 새로운 의료기술을 수집ㆍ조사하

여 '한의 신의료기술(요양 여 는 비요양 여 항

목)'에 추가로 등재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이유에 

해서는 ‘치료율 증가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6.3%(172명), ‘한의학의 역을 확 할 필

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6.5%(370명), ‘유용

한 기술이 사장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2%(34명), ‘합법 으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8.9%(58명) 등으로 조사되어 

한의학의 역 확 와 치료율 증가에 필요하기 때

문이라는 응답이 부분이었다(Fig. 10).

IV. 고  찰

본 연구는 신의료기술에 한 한의사들의 인식 

상태를 조사하고 나아가 향후 한의 신의료기술 등

재를 한 지침을 마련함에 있어 참고가 될 수 있

는 기  자료를 제공하기 해 수행되었다. 조사는 

온라인 설문지 배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회수된 

655명의 응답을 분석하 다.

응답자의 부분은 남성이었고, 연령 는 30 와 

40 가 주를 이루었으며, 근무 형태에서는 개원가

의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근무 경력은 20년 이하가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응답이 가장 많

았으며, 근무 지역의 형태는 부분 도시 지역이었

다.

먼  ‘신의료기술’에 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서는 부분의 한의사가 들어보긴 했

지만 잘 모르거나 어느 정도 략 으로 알고 있

다고 답하 으며, 이에 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

은 12.7%에 불과하 다(Fig. 1). 따라서 ‘신의료기

술’의 존재에 해서 잘 알고 있는 한의사들은 매

우 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한의 신의

료기술’에 한 인식에서도 부분의 한의사들은 

‘들어보긴 했지만 잘 모른다’ 내지는 ‘어느 정도 

략 알고 있다’고 응답함으로써(Fig. 2) ‘신의료기술’

에 비해서 ‘한의 신의료기술’에 한 인식의 정도

가 더 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한의사

들의 조한 신의료기술 인식 태도는 최근 3년간

(2007∼200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신의료기술 신

청 수 통계에서 한의학이 차지하는 비 이 4.6%에 

불과한 실(Lee SH2009)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신의료기술 등재를 신청하는 차  평가의 

차에 한 인식의 정도는 신의료기술의 존재에 

한 인식에 비해 더욱더 낮아서 약 83%의 한의사들

이 잘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 으며, 이에 해 조

이라도 알고 있는 한의사는 약 17%에 불과한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신의료기술에 한 한의사들의 인식 

정도는 아직까지 매우 조한 수 에 머물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환자를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기술  '신의료기

술' 평가를 통해 요양 여목록( 여 는 비 여 

항목)에 등재된 것이 아니면 환자에게 시술 비용

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된 행 의료법에 해 

알고 있는가 묻는 질문에서는 들어보았거나 략

으로 알고 있다는 응답이 과반수 으며,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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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약 16%에 불과하여(Fig. 

4) 부분의 한의사들이 이와 련된 행 법조항

이 있음을 최소한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재 요양 여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기술을 사

용하고 있는가 묻는 항목에서는 과반수의 한의사

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런데 이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한의사들 에서 몇 가지를 사

용하는가 묻는 질문에서는 부분 한 두 가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Fig. 5), 사용 빈도

에서는 부분 매일 1 회 이상 는 주 2 회 이상

이라고 응답하여(Fig. 6) 이를 사용하는 한의사의 

부분이 극 인 사용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재 요양 여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기술

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서는 시술 후 비용을 청

구하지 못한다는 것과 교육받지 못하여 경험이 부

족하다는 것을 부분의 이유로 꼽았다(Fig. 7).

재 요양 여목록에 등재된 한의 치료 기술의 

종류가 진료하기에 충분한가를 묻는 질문에서는 

부족하다는 의견(88.4%)이 이정도면 당하거나 

충분하다는 의견(11.5%)에 비해 훨씬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거의 부분의 한의사들이 재 요양

여목록에 등재된 기술만으로는 진료에 부족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8).

재 요양 여목록에 등재된 한의학  치료 기

술들이 부족한 것에 해서는 양방 주의 의료정

책을 시행함으로 인해 한의학  기술들을 이러한 

기 에 맞추어 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의

견이 가장 많았으며, 이와 함께 평가의 참고 자료

가 되는 객 인 근거를 확보하기 한 한의학계

의 연구가 부족했다는 것과 신의료기술에 한 인

식이 조한 한의계의 반 인 분 기를 그 이유

로 꼽았다(Fig. 9).

한의학계에서 새로운 의료기술들을 수집  조

사하여 '한의 신의료기술(요양 여 는 비요양

여 항목)'에 추가로 등재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

는가를 묻는 질문에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거의 

부분이었으며(97.4%), 필요 없다는 응답은 0.5%

에 불과하 다. 따라서 한의사들은 새로운 ‘한의 

신의료기술’을 발굴하여 이를 요양 여목록에 등재

하는 것에 해 높은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한의학계에서 이와 같은 노력을 해야 하는 

이유에 해서는 한의학의 역 확 와 치료율 증

가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부분

(82.8%)을 차지하 다(Fig. 10).

그러므로 많은 한의사들은 아직까지 신의료기술

에 해 충분히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련된 법률에 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며, 한의 신의료기술 등록이 더욱 많아짐

으로써 이것이 한의학의 역 확 와 치료율 제고

로 이어지기를 기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하여 련 

지식에 한 학에서의 정규 교육  한의사 회

의 보수 교육 등이 이루어져 한의사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련 제도에 해 극 으로 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에서 한계를 가진다. 

첫째 이메일을 통해 설문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이

메일을 사용하지 않는 한의사들의 의견을 반 하

지 못한 것은 한계 으로 지 될 수 있다.  응답

자가 655명에 불과한 것은 체 한의사의 인식을 

악하 다고 말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숫자이므로 

향후 더 많은 응답자를 확보하여 더욱 정확한 조

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응답자에 한 인구학

 분석 상 특정 연령 와 남성에 집 된 경향이 

있으므로 조사 결과를 해석함에 주의가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의학이 서양의

학에 비해 취약한 신의료기술 분야에 해 한의사

들의 인식 실태를 악하기 한 기 자료로서 의

미가 있으며, 향후 심층 조사를 통해 한의학의 신

의료기술 등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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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  론

국의 한의사를 상으로 한의 신의료기술과 

련한 사항들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 설문 

조사를 시행하여 응답 내용을 악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아직까지 많은 한의사들이 신의료기술에 하여 

깊이 인식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련 법률에 

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2. 한의사들은 향후 한의 신의료기술 등록이 더욱 

많아지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의학의 

역이 확 됨은 물론 치료율이 향상되기를 기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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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한의 신의료기술 조사 설문지

 ※ 문의 : 구한의 학교 한의과 학

            침구경 학교실 이  효

              TEL  : 053-770-2252

              FAX  : 053-768-6340

              Email : dlqhdgy@freechal.com

 

           한국한의학연구원 문헌연구그룹

            선임연구원  한 창  

              TEL  : 042-868-9498

              FAX  : 042-863-9463

              Email : chhan@kiom.re.kr

 안녕하십니까?

 는 한국한의학연구원과 함께 한의 신의료기술 등재를 한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를 담당하고 있

는 구한의 학교 한의과 학 침구경 학교실 이 효라고 합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은 ｢한의문헌 창의  해석을 통한 <미래지식보감>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한의 신의료기술 가이드라인  분류 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의료기술’이란 안정성ㆍ유효성이 평가되지 않은 기술  목 , 상, 시술방법이 변경된 기술

을 말하며, 행법 상 신의료기술 평가를 거쳐 요양 여목록에 등재된 기술이 아니면 환자로부터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의 목 은 한의사들이 임상에서 사용하고는 있으나 신의료기술로 등재되지 못한 유용한 기

술들을 수집하고 이를 신의료기술로 등재할 수 있도록 하기 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것이며, 이를 

하여 한의학 임상, 연구, 교육에 종사하는 분들을 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설문에 응해

주시는 내용은 본 연구 이외의 다른 목 으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한의학의 발 을 해 귀한 시간 잠시만 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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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 식 문항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내용에 체크( : ① V 남성)를 해주시고 주 식 문항의 경우에는 

한 내용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사항  답

성 별 ___ 남 ___ 여

연 령
___ 20세 이상 

 ∼30세 미만

___ 30세 이상

 ∼40세 미만

___ 40세 이상

 ∼50세 미만

___ 50세 이상

 ∼60세 미만
___ 60세 이상

 재

근무 형태

___ 

임상개원( 직의 

포함)

___ 병원 근무 ___ 공보의
___ 학교     

연구원 근무

___ 기타

(            )

 업 

종사 경력
___ 5년 미만

___ 5년 이상

 ∼10년 미만

___ 10년 이상

∼20년 미만

___ 20년 이상

 ∼30년 미만
___ 30년 이상

근무지역

___ 서울 ___ 인천 ___ ___ 주 ___ 구

___ 울산 ___ 부산 ___ 경기도 ___ 강원도 ___ 충청북도

___ 충청남도 ___ 라북도 ___ 라남도 ___ 경상북도 ___ 경상남도

___ 제주도

근무지역 형태 ___ 도시 ___ 군소재지 ___ 면소재지 ___ 읍소재지 ___ 그 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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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본 도 없다
들어보긴 했지만 
잘 모른다

어느 정도 
략 으로 알고 

있다

비교  잘 알고 
있다

아주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들어본 도 없다
들어보긴 했지만 
잘 모른다

어느 정도 
략 으로 알고 

있다

비교  잘 알고 
있다

아주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들어본 도 없다
들어보긴 했지만 
잘 모른다

어느 정도 
략 으로 알고 

있다

비교  잘 알고 
있다

아주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들어본 도 없다
들어보긴 했지만 
잘 모른다

어느 정도 
략 으로 알고 

있다

비교  잘 알고 
있다

아주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 ‘신의료기술’에 해 알고 있습니까?

2) ‘한의 신의료기술’에 해 알고 있습니까?

3) ‘신의료기술’ 신청  평가 차에 해 알고 있습니까?

4) 진단  치료 기술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해 요양 여목록( 여  비 여 항목)에 등재된 것이 

아니면 환자에게 시술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된 행법에 해 알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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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 진료에서 ‘요양 여목록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①      → 5-1, 2)문항으로 

② 아니오 → 5-3)문항으로 

5-1) ‘요양 여목록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면 몇 가지 정도를 사용하십니까?

① 한 가지   ② 두 가지   ③ 세 가지   ④ 네 가지   ⑤ 다섯 가지 이상

5-2) 최근 한 달 동안 ‘요양 여목록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의 평균 사용빈도에 가장 가까운 것은 다음 

 어느 것입니까? 

① 월 1회 이하   ② 월 2∼3회   ③ 주 1회   ④ 주 2∼5회  ⑤ 일 1회 이상

5-3) ‘요양 여목록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 

② 임상에 효과가 없기 때문   

③ 객  근거가 불명확하기 때문  

④ 요양 여 기술로도 치료가 충분하기 때문 

⑤ 환자에게 비용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

⑥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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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당하다. 충분하다. 많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6) 재 요양 여목록에 포함된 기술들이 귀하께서 진료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를 답하 을 경우 6-1)문항으로

6-1) 요양 여목록에 등재된 한의 치료 기술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신의료기술에 한 한의계의 인식 부족

② 까다로운 신청  평가 차 

③ 양방 주의 의료 정책으로 인한 장벽 

④ 신의료기술 등재를 한 회의 노력 부족 

⑤ 객  근거에 한 학계의 연구 부족

⑥ 새로운 기술의 활용  보 에 한 임상가의 노력 부족 

⑦ 기타(                                                        )

7)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해 한의 기술을 요양 여목록에 등재시키고자 할 때 가장 걸림이 되는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임상 효과에 한 근거부족

② 신청 기술에 한 양방과 한방간의 정책  단 필요

③ 심사 차  구비서류 미비 

④ 기존 유사행 와의 차별성 부족

⑤ 소요장비  재료의 식약청 허가 여부

⑥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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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필요없다. 필요없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8) 한의학계에서 새로운 의료기술을 수집ㆍ조사하여 ‘한의 신의료기술(요양 여 는 비 여 항목)’에 추

가로 등재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②를 답하 을 경우 8-1)문항으로

④⑤를 답하 을 경우 8-2)문항으로

8-1) 필요 없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지  등재된 항목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② 한의학의 역을 더 이상 확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③ 등재되지 않은 유용한 기술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④ 노력해도 추가로 등재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⑤ 기타(                                                           )

8-2) 필요하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치료율 증가에 도움이 되기 때문 

② 한의학의 역을 확 할 필요가 있기 때문 

③ 유용한 기술이 사장될 수 있기 때문 

④ 합법 으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

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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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도요법, 한방음악치료, 침스밴드치료, 색채첩 요법, 기공(발공)치료, 

용량 HE-NE 이  유침치료 

동태심율검사, 심기도검사, 율검사, 조식동태검사, 경근 도검사, 
도검사, 생체경락기능검사( 동검사), 유 자체질검사, 어 형태검사, 

경락기능검사를 이용한 약제 합성 검사, 팔체질론 체의학 맥법, 
경락생기능측정검사(컬리언 검사), 생 액검사, 경근생기능검사, 
장기형상검사, 골수노화검사, 한방청력검사, 뇌맥 류검사

9)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해 진행 이거나 반려된 아래 한의치료기술  요양 여목록에 등재되었으면 

하는 기술들을 요한 순서 로 3가지만 기입하세요.

1순                                                               

2순                                                               

3순                                                               

10)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해 진행 이거나 반려된 아래 한의진단기술  요양 여목록에 등재되었으면 

하는 기술들을 요한 순서 로 3가지만 기입하세요.

1순                                                               

2순                                                               

3순                                                               

11)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요양 여목록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이 있다면 명칭이나 도구, 방법 등에 

해 간단히 기술하여 주십시오.

◎명 칭: (                                                             )  

◎도 구: (                                                             )

◎방 법: (                                                             )  

끝까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