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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자동차 보급 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량의 증가, 교통
수단의 다양화, 그리고 교통수단의 고속화가 야기된 후 우
리나라의 교통사고는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
키고 있다. 그 예로, 2015년도의 교통사고 현황은 사고
232,035건, 사망 4,621명, 부상 350,400명이었으며1),

‘2015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15년 운수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5,539명으로 국내 주요 사인 중 9위에 해당하
고 있다2). 또한 2014년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인적피해비
용이 13조 6,413억 원으로 나타나는 등 경제적으로도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3).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는 신체적으로 골절·탈구, 좌상·
염좌, 창상, 추간판탈출증, 타박상외 기타 다양한 병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4), 이 중 좌상·염좌가 90.2 %로 대부분
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보고된 바가 있다5). 또
한 교통사고 상해 증후군 환자의 예후에 관한 체계적 문헌
고찰에서는 교통사고 후 신체적 증상 외에도 저하된 자기
효능감(self-efficacy)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과 같은 심리적 요소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심리적
요소가 신체적 증상의 만성화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나
타내기도 하였다6).

교통사고 상해 증후군 환자의 서양의학 치료는 통상적으
로 상해 정도에 따라 치료하며, 환자교육, 운동치료, 수술
및 외과적 처치, 약물치료,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 등을 시
행할 수 있다7). 그러나 교통사고 상해 증후군 환자는 뇌진
탕, 단순 염좌 등의 경상자가 중상자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
으며, 이러한 경추부 및 요추부의 염좌로 영상검사에서 큰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약물치료 외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
어 환자들이 한의치료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8). 교통사고
상해 증후군 환자에 대한 한의치료는 자동차 보험의 영역
내에서 침과 한약치료를 비롯하여 추나치료, 약침치료 등
의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외적으로 교
통사고 상해 증후군 환자들의 한의치료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무작위대조군 임상시험을 통한 양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근 보고된 체계적 문헌고찰에서는
교통사고 손상에 대한 침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연구는 양
과 질 모두에서 부족하여 근거를 입증하는데 제한이 있다
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9).

그러나 침치료 등의 한의치료는 서양의학 치료와는 다른
특징과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서양의학적인 임상연구의
틀에 맞추어서 평가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보고된 바
가 있으며10), 양적 연구의 지표들로 측정하지 못한 다양한

치료효과를 경험하였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가 있다11).
즉 감정 상태의 긍정적인 변화, 통증에 대하는 능력의 향상,
전반적인 건강 상태의 호전, 활동성의 증가 등의 다양한 치
료효과들이 인터뷰에 의해 이야기 되었으나, 기존의 서양
의학적 틀에 맞춘 양적 연구에서는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
가 있는 점을 보여주고 있었다. 따라서 한의치료의 다양한
효과들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환자들이 치료 과정 중 겪는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며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분석하
는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저자들은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를 받은 환자들
이 겪은 경험에 대한 탐색을 주제로 교통사고 후 환자들이
어떠한 치료를 받았는지, 그리고 한의치료 과정의 경험은
어떠한지에 대한 근거이론 연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보
고하는 바이다.

Ⅱ. 대상 및 방법

1.�연구대상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0일까지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체적 증상이 발생하여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침구
의학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자 중에서 만 19세 이상 65세
이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에서 본인의 의사 표
현에 문제가 없으며, 본 연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의로 서면 동의한 자 중에서 선정하였다. 대상자 중 교통
사고 이전에 발생한 기저질환으로 인한 증상의 불편함이
교통사고 증상으로 인한 불편함보다 심한 자 및 교통사고
이외의 다른 질환이 있어, 제반 증상이 교통사고로 인한다
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자 등은 제외하였다. 또한 지난 6
개월 내 약물 남용 및 의존증 혹 기타 정신질환 진단 받은
적이 있는 자 및 기타 연구 담당자가 판단하기에 임상연구
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자 등도 연구 참여자 선정에서 제
외하였다.

2.�연구방법

1)�근거이론�방법을�적용한�질적�연구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인 근거이론의 접근방

법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교통사고 환자들이 치료 과정 중
에 겪는 경험에 대한 탐색을 주제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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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이론의 접근방법을 채택하였다.
첫째,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를 받기까지 환자들의 치료

경험 및 한의치료 과정의 경험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목
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둘째,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를 받기까지 환자들의 치료
경험, 한의치료를 선택하는 과정과 한의치료 경험 등은 일
련의 연결된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2)�윤리적�고려

본 연구는 연구 시작 전 연구 대상자들이 입원치료를 받
았으며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기관윤리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KOMCIRB-141110-HR-019).
면담 시작에 앞서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았고 연
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연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
명하였다. 또한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면담 내용은
녹음될 것임을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여 동의를 구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면담 내용은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에 대한 정보
도 제공하였고, 연구 참여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연구와 관련된 문
의 사항은 언제든지 질문을 받고 설명을 하였다. 더불어 연
구 참여자와 관련된 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사생활을 보호
하기 위해 어떠한 경우라도 익명성이 보장됨을 알렸다.

3)�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1 : 1 심층 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주
로 활용하였고, 면담 시 참여자를 관찰하여 특이사항 또는
행동 및 감정 표현을 메모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활용하였
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4년 11월 20일부터 2015년
2월 23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연구 참여자 총 10명을 대상
으로 면담을 시행하였고 중도 탈락자는 없었다. 본 연구에
서 연구 참여자의 선정은 교통사고 환자가 치료 과정 중 겪
은 경험에 대한 탐색에 목적이 있으므로 근거이론의 접근
방법에 따라 이론적 표집(theoretical sampling)을 시행
하였다. 자료 수집은 근거이론 단계에 따라 자료 수집 후
바로 자료 분석을 시행하여, 이론적 포화(theoreticalsat-
uration)에 이를 때까지 계속하였다. 이론적 포화란 근거
이론에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개념적 이해의 틀을 만
들고, 새로운 자료를 수집하고 지속적인 비교 분석을 통해
개념적 이해의 틀을 수정 보완하게 되며, 조사자가 개발한
이론적 설명들이 연구대상으로 설정된 전체 환경에 적용
가능하고 더 이상 추가적인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지 않다
고 판단될 때 자료의 수집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12). 면담
전에 연구자와 참여 대상자는 서로 전혀 관계가 없고 정보

가 없었으며, 연구 참여 대상자에게 전화로 연구의 의도 및
필요성을 설명하고 연구의 참여의사를 확인한 후에 연구가
시작되었다. 면담은 반 구조화된 면담 지침을 참고로 하여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연구자가 직접 1 : 1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 시간은 연구 참여자가 편리한 시간을 선
택했으며, 장소는 면담에 방해되지 않으며 조용한 병원 내
회의실에서 이루어졌다. 면담은 각 1~2회 정도 시행하였
으며, 면담 소요 시간은 30분~1시간 소요되었다. 면담 내
용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하였으며, 녹음한 자료
를 그대로 전사하여 원자료로 사용하였고, 면담 중 메모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면담이 진행된 다음날에 면
담 시 빠뜨린 내용이 있는지 전화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
고, 추가 면담은 진행하지 않았으며, 분석을 할 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직접 연구자가 전화를 하여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근거이론 단계에 따라 자료 수집
후 바로 자료 분석을 시행하여, 이론적 포화(theoretical
saturation)에 이를 때까지 계속하였다.

4)�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trauss와 Corbin(2001)이 제
시한 근거이론의 자료 분석 절차인 개방코딩(open cod-
ing), 축코딩(axial coding), 선택코딩(selective coding)
의 절차로 연구자 1명에 의해 자료 분석 소프트웨어의 사
용없이 이루어졌으며, 각 코딩 단계에서 반복적 비교분석
을 통해 자료 수집과 동시에 자료 분석이 이루어지게 하
였다.

자료 분석의 제1단계인 개방코딩에서는 줄 단위 분석
(line-by-lineanalysis)을 통해 원자료의 개념을 밝히고
범주화시키는 작업을 하였다13).

제2단계인 축코딩에서는 개방코딩에서 범주화된 자료가
패러다임 모형을 통해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알 수 있도록
각 범주를 인과적 조건, 중심현상,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
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의 근거이론 패러다임에 맞
추어 연결하고 파악하였다.

3단계는 선택코딩의 단계로 개방코딩의 모든 범주를 통
합하는 핵심 범주(core category)를 선택하며, 선택한 핵
심 범주를 다른 범주들과 통합시키고 이론을 정교화하였으
며, 현상에 대한 핵심 범주를 이야기 윤곽(story line) 작성
을 통해 이에 대해 설명하고, 시각적 모형을 활용하여 이론
을 제시하였다13).

5)�연구의�엄격성

근거이론에서는 연구의 엄격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자
의 준비 과정이 중요한데, 본 연구의 연구자는 남성 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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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2011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침구의학과에서 전
공의로 근무하면서 교통사고 환자들을 치료하였다. 또한
연구의 엄격성을 높이기 위해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진행한 질적 연구방법론 워크샵에 참여하여 질적 연구 방
법론을 학습했으며 약 1년간 참고 서적의 학습을 통해 질적
연구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형성하였다.

질적 연구인 본 연구는 양적 연구와는 연구 목적, 방법론
등에서 차이가 있기에 양적 연구에서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질적 연구에서
엄격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양적 연구의 ‘내적 타당
성’, ‘외적 타당성’, ‘신뢰성’, ‘객관성’에 대응하는 개념
인 질적 연구의 ‘신뢰성(credibility)’, ‘재연가능성
(transferability)’, ‘감사가능성(auditability)’, ‘확인가
능성(confirmability)’ 등을 적용하였다14).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의 엄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첫째, 자료의 다각화(data triangulation)를 위해 면담,
문서 자료, 관찰 자료 등을 활용하여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
고자 하였다.

둘째, 연구 참여자 확인법(member checks)으로 연구
자가 연구 참여자 가운데 1~3명을 선정하여 연구자가 재
현한 내용과 연구 참여자의 의도 사이의 왜곡 가능성을 확
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해석이 올바른지에
대해 연구 참여자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한 2명에게 추후 재
확인하여 연구의 타당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였다.

셋째, 동료 검토법(peer examination)으로 질적 연구
전문가에게 연구 자료 및 결과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여 연
구의 타당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였다.

넷째, 자료 수집 및 분석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감사
흔적(audit trail)으로 사용되어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연구의 보고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질적 연구 보고
가이드라인인 consolidated criteria for reporting
qualitative studies(COREQ) 항목을 준수하여 본문을
기술하였다(Appendix 1).

Ⅲ. 결과

1.�연구�참여자의�일반적�특징

본 연구에서 면담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는 총 10명이었

다. 참여자의 성별은 남성은 3명, 여성은 7명이었으며, 참
여자의 연령은 만 19~61세까지 다양했으며 평균 37.1세이
었다. 참여자의 평균 신장 및 체중은 각각 166.5 cm, 62.8
kg이며, 직업은 사무직 3명, 주부 2명, 학생 1명, 무직 1명,
강사 1명, 자영업 1명, 판매직 1명 이었다. 교통사고로 상해
일은 2014년 2월부터 10월까지이며 한방병원 입원치료 전
에 서양의학 치료 경험이 있는 환자는 10명 중 총 6명이며,
서양의학 치료를 받지 않은 4명 중 2명은 응급실에서 검사
를 받은 후 치료는 받지 않고 퇴원 후 한방병원으로 입원하
여 치료를 받았으며, 나머지 2명은 서양의학 검사와 치료
를 전혀 받지 않고 바로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환자였다. 교통사고 상해 후 한방병원 입원 시기까지는
1~14일까지 평균 5.8일이 소요되었으며, 한방병원 입원치
료 기간은 4~18일까지 평균 11.9일이었다. 한방병원 입원
시 주 진단명은 ‘편타성 손상’으로 입원한 환자가 5명, ‘허
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입원한 환자가 3명, ‘목뼈의 염
좌 및 긴장’으로 입원한 환자가 1명, ‘엉덩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입원한 환자가 1명이었다(Table 1).

2.�개방코딩(open coding)의�결과

개방코딩의 결과 최종적으로 69개의 개념을 도출하였으
며, 개념을 좀 더 추상화시킨 23개의 하위 범주와 12개의
범주를 구성하였다.

1)�교통사고�후�서양의학�치료�기회�발생

‘교통사고 후 서양의학 치료 기회 발생’이란 교통사고를
당한 후 응급실 등의 경로를 통해 병원에 방문하거나, 혹은
병원 방문을 권유받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서양의학 치료
의 기회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 참여자들도 대부
분 사고 당일 또는 이튿날에 병원에 방문해 병원에서 서양
의학 치료를 받을 기회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중 서양의학 치료를 실제로 받는 경우도 있었으나 치료
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1) 교통사고 후 서양의학 치료를 받음
참여자 중 6명의 참여자들이 교통사고 후 발생한 서양의

학 치료 기회에서 서양의학 치료를 경험하였다. 서양의학
치료를 경험한 참여자들 중에는 교통사고 후 즉시 응급실
에 실려 와서 서양의학 치료를 받은 경우가 있었고, 즉시
병원에 가지 않았더라도 시간이 지난 후 증상이 발생해서
병원에 방문한 경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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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01 : “출근길에 운전을 1차로에서 하다가… 중앙선에
있는 도로 난간에 차가 부딪혔어요. 그래서 앞유리가 깨
지고 119가 와서 OO병원 응급실로 갔었고, 응급실에서
X-ray 촬영하고 다행히 골절은 없어서 응급실에서 나
왔다가 바로 당일 OOO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했어요.”

S007 : “자동차가 서행을 하고 있었는데 앞에 갑자기 버
스가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그 버스 때문에 속도를 늦추
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박아버렸어요. 그날 당일에
병원에 바로 갔는…”

(2) 교통사고 후 서양의학 치료를 받지 않음
교통사고 후 서양의학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로 참여자

들 중에는 4명이 교통사고 후 서양의학 치료를 받지 않았
다. 그들 중에는 교통사고 후 병원에 방문하였으나 검사에
이상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 과거 서양의학 치료

를 받았을 때 만족하지 못했던 사람, 한의치료를 선호하여
서양의학 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S002 : “저는 병원 응급실로 실려 오게 됐어요. 당시는
정신이 없어서 몰랐는데 응급실에 와보니 팔, 어깨, 목,
허리 등이 아팠고요. 치아가 깨져 있더라고요. 응급실에
서 정형외과 선생님이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해서 오
래 기다려서 X-ray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에는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입원치료를 권유 받았는데 그냥 나
왔어요.”

S009 : “처음에는 집 근처 정형외과에 가서 X-ray만 찍
었는데 이상이 없어서 치료 받은 것도 없었고 바로 그 다
음 날 한방병원으로 왔어요. 제가 2012년에 디스크가 있
어서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아 봤는데 일시적으로 통증
만 없애주고 치료가 되는 느낌이 아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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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of�Participants

Code Gender Age
Occupa-

tion

Height(cm)
/

Weight(kg)

Date of 
traffic 

accident

Date of 
admission

Admission
period
(days)

Experience of
western med-
ical treatment

Diagnosis

S001 M 34
Office
worker

178 / 90 2014.10.13 2014.10.24 8
Admission
treatment

Whiplash injury

S002 F 52
House-
wife

158 / 50 2014.07.07 2014.07.10 8 None Whiplash injury

S003 F 27
Office
worker

160 / 53 2014.07.01 2014.07.09 8
Admission
treatment

Whiplash injury

S004 F 19 Student 169 / 52 2014.05.19 2014.05.20 17
Admission
treatment

Sprain and
strain of hip

joint

S005 F 55
House-
wife

162 / 77 2014.02.22 2014.02.28 14
Admission
treatment

Sprain and
strain of cervi-

cal spine

S006 M 32
Office
worker

178 / 65 2014.09.26 2014.09.29 4 None Whiplash injury

S007 F 26
unem-
ployed

158 / 52 2014.02.14 2014.03.01 13
Admission
treatment

Sprain and
strain of lumbar

spine

S008 M 31 Teacher 177 / 79 2014.02.21 2014.02.28 14
Admission
treatment

Sprain and
strain of lumbar

spine

S009 F 34
Self-em-

ploy
166 / 51 2014.09.03 2014.09.05 15 None

Sprain and
strain of lumbar

spine

S010 F 61
Sales-
man

159 / 59 2014.06.29 2014.07.01 18 None Whiplash injury



S006 : “바로 다음 날에 한방병원으로 입원을 했어요.
일단 제가 한의치료에 대해 호의적인 면이 있어서 받고
싶었어요.”

2)�서양의학�치료�후�부정적�경험

‘서양의학 치료 후 부정적 경험’이란 교통사고 후 서양의
학 치료를 경험한 여러 참여자들이 서양의학 치료 후 부정
적인 경험을 한 것을 말한다.

(1) 서양의학 치료의 효과를 못 느낌
많은 연구 참여자들이 서양의학 치료를 일정 기간 받은

후에도 통증 및 운동범위 제한 등의 신체적 증상에서 호전
을 느끼지 못하고 효과를 느끼지 못한 경험을 하였다.

S003 : “OO병원에 입원해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어요.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아도 잘 안 나아서,
어지러운 게 지속되어 이비인후과 방문해서 귀에 문제가
있는지 검사받고 이비인후과 약도 먹었어요. 처음에 OO
병원에서 1주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호전이 없었고…
OO병원에서는 아프다고 하니까 진통제만 주고, 호전되
는 것도 없었고, 치료를 받지 못했어요.”

S007 : “제가 한의치료를 받게 된 게 그 전에 OOO병원
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허리가 나아지는 게 없었어요. 2
주간 입원치료를 받았는데도 허리를 구부리거나 펴는 것
에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2) 부작용 및 불편 경험
연구 참여자들 중 일부는 서양의학 치료 시 스테로이드 치

료로 인한 부작용 및 약물 복용 시 소화기의 불편함, 그 밖에
검사 및 치료 과정의 불편함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다.

S005 : “동네 정형외과에 가서 1주일 정도 입원치료를
받았어요. 링거 주사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았고요. 스
테로이드 주사를 맞은 후에 부작용으로 잠을 못자고, 식
은땀이 흐르고… 맞고 나니까 계속 잠도 못자고, 속도 메
슥거리고, 몸도 붓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었어요.”

S005 : “양약을 먹으면 위가 약해서 위에 부담이 많이
갔었어요.”

S002 : “양방에서는 먹어야 할 약도 많고, 검사 받는 것
도 많고, 쓸데없이 링거도 뺏다 꽂았다 해서 힘들었어요”

(3) 이해 부족 및 관심 부족을 경험
서양의학에 만연한 교통사고 상해 증후군 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여러 연구 참여자들이 느끼는 경우가 있
었으며, 이로 인해 서양의학에서는 자신의 상태를 이해하
지 못한다고 느끼며 치료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교통사고 상해 증후군 환자는 중증 환자에 비해 가벼
운 환자 취급을 하며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

S008 : “제가 교통사고 환자다보니, 저는 진짜로 아팠다
가 안 아팠다가를 반복하는데, 양방병원에서는 오해하
는 것 같았어요. 아프지도 않는데 입원한 것처럼 오해하
는 것 같더라고요.”

S007 : “양방병원에선 중증 환자 아니면 신경을 별로 안
써주셨어요”

3)�검사�및�치료에�대한�신뢰감�저하

‘검사 및 치료에 대한 신뢰감 저하’란 연구 참여자들이
서양의학을 경험 후 검사 및 치료에 대한 신뢰감이 저하되
는 현상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신체적 증상에도 불구하
고 영상검사에서는 이상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으며, 치료
의 획일화를 경험하며 신뢰감이 저하되는 모습을 보였다.

(1) 검사에 이상소견이 없음에 의한 신뢰감 저하
많은 연구 참여자들이 병원에 방문해서 실시한 영상검사

에서 이상이 없거나 단순 염좌인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
런 상황에서 약물치료 등을 받은 경우 참여자들은 치료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서양의학에서는 치료를 못한다고 인
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S008 : “저는 진짜로 아팠다가 안 아팠다가 하는데 양방
병원에서는 아픈 원인을 잘 못 잡아 주는 것 같았어요. 양
방으로는 아무리 X-ray를 찍고 해봐도 그런 데에는 이
상은 없고 말 그대로 통증만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양방에서 치료를 못해 주는 것 같아서…”

S004 : “처음에는 아파서 걸을 수가 없었고 계속 누워만
있는데 정형외과에서 X-ray 검사에서 골절 등은 없고
염좌라는 소견만 받았어요. 아파서 걸을 수가 없는데 염
좌다보니 받은 치료도 없어서…”

(2) 획일화된 치료에 신뢰감 저하
연구 참여자들은 서양의학 치료가 획일화된 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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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감이 저하된 모습을 보였다. 우선 치료방법이 약물치
료, 물리치료, 주사치료 등 제한적이라는 상황에 대해서 신
뢰감이 저하된 모습을 보였고, 치료를 했을 때 호전이 없어
도 치료에 변화가 없이 지속되는 점, 교통사고로 입원한 다
른 환자들이 모두 동일한 치료를 받는다는 점 등에서도 신
뢰감이 저하된 모습을 보였다.

S002 : “정형외과에서는 링거만 맞고 물리치료를 받는
게 전부잖아요.”

S003 : “병원에 입원해서는 약물치료랑 물리치료만 받
았어요. …그렇게 1주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호전이
없었고, 약 먹어도 낫질 않는데 똑같은 약을 계속 주고,
물리치료도 말이 물리치료지 마사지 조금 하는 거라 치
료도 아니고…”

S008 : “양방병원에 갔었는데 치료가 흐지부지되고 어
떤 치료를 받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입원해 있다가
시간되면 나오는 과정이었어요. 그냥 교통사고 전문병
원이고 모든 사람이 교통사고 환자인데 전부 똑같은 약
먹고 그랬어요.”

4)�서양의학�치료에�불만족

‘서양의학 치료에 불만족’이란 연구 참여자들이 교통사
고 이후 경험한 서양의학 치료에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을
말한다. 서양의학 치료에 만족하지 못하는 원인으로는 치
료를 받아도 효과를 못 느끼는 경우가 있었고, 서양의학 치
료를 받은 후 부작용을 경험하거나 신체적 불편함을 호소
하기도 하였으며, 치료 과정 중 교통사고 상해 증후군 환자
는 따뜻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몸이 아픈 것을 의사들이
이해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꾀병 환자로 오해하기도 하는
여러 상황이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상황들은 각각 개별적
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여러 상황이 동
시에 나타나기도 하여 더욱더 치료에 만족하지 못하는 점
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원인들로 인
해 ‘서양의학 치료에 불만족’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S002 : “정형외과에서는 링거만 맞고 물리치료 받는 게
전부잖아요. …쓸데없이 링거도 뺏다 꽂았다 하는데…”

S003 : “처음에 OO병원에서 1주일간 입원치료를 받았
는데 호전이 없었고… 물리치료도 말이 물리치료지 마사
지 받는 거라 치료도 아니고… OO병원에서는 아프다고
하니까 진통제만 주고, 호전되는 것도 없었고, 치료를 받

지 못했어요.”

S009 : “정형외과 치료는 일시적인 진통효과만 있고 치
료가 맞지 않는 것 같았어요.”

5)�주위�사람이�한의치료�권유

‘주위 사람이 한의치료 권유’는 많은 연구 참여자들은 가
족 및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한의치료에 대한 권유를 받았
으며, 이러한 권유는 서양의학 치료에 불만족하는 상황에
서 더욱 크게 작용하여 한의치료를 선택하게 되는데 영향
을 끼치는 모습을 보였다.

S001 : “한방 쪽으로 와서 침 맞고 어혈을 풀어줘야 한다
고 주위에서 권유를 받았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많이 추
천을 해주셔서 한방치료를 받는 게 낫지 않겠냐 해서…”

S003 : “어머니께서 한방치료를 받아보라고 권유하셔
서…”

6)�한의치료에�대한�기존�경험�및�인식

‘한의치료에 대한 기존 경험 및 인식’이란 참여자들의 한
의치료에 대한 기존의 긍정적인 경험 및 인식을 말하는 것
으로 기존에 한의치료를 경험한 참여자도 몇 명 있었고, 기
존에 한의치료를 직접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여러 방법으로
한의치료를 간접적으로 접하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
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 과거 한의치료의 효과 경험
연구 참여자 중에서 일부의 참여자들은 교통사고로 인해

한의치료를 받기 이전에 가벼운 염좌 등의 상해가 있을 때
동네 한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한
의치료를 경험했을 때 치료효과에 대해 만족했던 모습을
나타내었고, 서양의학 치료효과와 비교해서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S002 : “원래 이전에 한방치료를 받았던 경험이 있었는
데 한방치료가 좋더라고요.”

S008 : “예전에 농구하다가 발목을 삐거나 하면 정형외
과 가봤자 아무 효과가 없었고 동네 한의원가서 침치료나
뜸치료를 받았을 때 훨씬 더 잘 나았던 경험이 있었어요.”

(2) 기존의 긍정적 인식
여러 참여자들이 기존에 한의치료를 경험해 본 적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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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나 간접적으로 한의치료를 접하고 긍정적인 인식이 있
었음을 나타내었다.

S006 : “저는 한방치료는 자연치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라든지 후유증이 적고 그래서 한방
치료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사실 한방치료는 처음이기
는 한데, 부작용이나 후유증 면에서 한방치료가 양방치
료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한방치료의 경우에는
몸에 자연치유를 하기 때문에 침이 결국 자연적으로 치
유가 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훨씬 좋다고 생
각해요.”

S010 : “저는 원래 약을 잘 안 먹는 편이에요. 부작용이
많고 그래서 양방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한방
은 예로부터 나무니까 달여 먹으면 다른 데도 다 좋아진
다고 해서 한방을 좋아해요.”

7)�서양의학�치료로�치유�안�됨을�염려함

‘서양의학 치료로 치유 안 됨을 염려함’이란 참여자들이
서양의학 치료에 불만족하게 된 이후에 치료를 그대로 지
속하다가 치유가 안 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작용으로
모습이 나타난 것을 말한다.

(1) 근본 치료가 안 될까 염려함
참여자들은 서양의학 치료는 근본 치료가 안 되고 진통

효과만 있는 것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아플 때
순간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진통제를 복용하면 통증은
못 느끼지만 결과적으로는 몸이 치유가 안 되지 않을까 염
려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S003 : “처음에 OO병원에서 1주일간 입원치료를 받았
는데 호전이 없었고, 약 먹어도 낫질 않는데 똑같은 약을
계속 주고, 물리치료도 말이 물리치료지 마사지 받는 거
라 치료도 아니고, 빨리 나아야 하는데 안 되고… OO병
원에서는 아프다고 하니까 진통제만 주고, 호전되는 것
도 없었고, 치료를 받지 못했어요.”

S005 : “양방치료는 약 먹을 때는 안 아프지만 약 기운
이 떨어지면 다시 아프기 때문에 내 몸 상태가 얼마나 좋
아졌는지를 알 수가 없었고요.”

S009 : “정형외과 치료는 일시적인 진통효과만 있고 치
료가 맞지 않는 것 같았어요.”

(2) 후유증에 대한 불안
참여자들은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해 불안해 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는 주위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거나 기존에
교통사고는 후유증을 잘 남길 수 있다는 인식이 작용하는
모습이었으며, 서양의학 치료효과의 부재와 맞물려서 더욱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고 이로 인해 한의치료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001 : “교통사고 발생 후 그 당시 충격이 추후에 후유
증이 남을 수 있다고 들어서… 한방 쪽으로 와서 침 맞고
어혈을 풀어줘야 한다고…”

S002 : “처음에 OO병원에서 1주일간 입원치료를 받았
는데 호전이 없었고… 빨리 나아야 하는데 안 되고, 후유
증도 생길까봐 두려워서…”

(3) 부작용 염려
일부 몇 명의 연구 참여자들은 서양의학 치료의 부작용

을 염려하는 모습을 많이 나타냈는데, 이러한 서양의학 약
물치료의 부작용에 대한 염려는 한의 약물치료는 부작용이
적다는 인식과 대조되어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S006 : “양약은 화학약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
는데…”

S010 : “저는 원래 양약을 잘 안 먹는 편이에요. 부작용
이 많고 그래서 양방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8)�치료의�변화를�위해�한의치료�선택

‘치료의 변화를 위해 한의치료 선택’이란 참여자들이 서
양의학 치료로 치유가 안 됨을 염려하게 되면서 치료의 변
화를 갈망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말한다. 참여자들은 치료
의 변화를 갈망하다가 서양의학 치료를 중단하고 한의치료
를 선택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1) 치료 변화를 갈망
연구 참여자들은 서양의학 치료에 불만을 느끼는 현상을

겪은 후 치료를 지속해도 낫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의
단계를 지나면 치료 변화를 갈망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S007 : “2주간 입원치료를 받았는데도 허리를 구부리거
나 펴는 것에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치료를
받고 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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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09 :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아봤는데 일시적으로
통증만 없애주고 치료가 되는 느낌이 아니어서, 다른 치
료를 받아야 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2) 서양의학 치료 중단 후 한의치료 선택
서양의학 치료에서 다른 치료를 갈망한 참여자들은 고민

의 결과 한의치료를 유일하게 선택하였다. 이는 국내의 이
원화된 의료 체계가 참여자들에게 치료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또한 한의치료의 우수성이 서
양의학 치료에 비해 뒤지지 않는다는 참여자들의 인식이
작용한 것이라 판단된다. 서양의학 치료에 불만을 갖고, 치
유에 대한 염려, 다른 치료를 갈망한 참여자들은 그 대안으
로 한의치료를 유일하게 떠올리고 선택하였다.

S001 : “X-ray검사후에 뼈에는 큰 문제가 없어서 양방
에서 치료를 받을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신경외과 입
원 중에 퇴원하고 한방 쪽으로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S003 : “OO병원에서 1주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거의 호
전이 없어서, 한방병원으로 옮겨서 1주일 정도 입원치료
를 받았어요.”

9)�불편함에도�불구하고�증상이�호전됨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됨’이란 한의치료를
선택한 참여자들이 한의치료를 받으면서 불편함을 경험하
게 되지만 그 불편함과 함께 증상이 좋아지는 느낌을 받고
직접적인 증상의 호전을 경험하는 모습을 말한다.

(1) 한의치료의 불편함
많은 참여자들이 한의치료를 받으면서 치료로 인해 발생

하는 불편함을 호소하였다. 한의치료의 치료방법은 침치
료, 부항치료, 뜸치료, 봉독치료 등이 신체에 직접적인 자
극을 가하는 치료방법이기에 통증을 비롯한 각종 자극이
되고 이러한 반복적이며 통증을 유발하는 신체 자극으로
인해 육체적인 불편함을 호소하였다.

S002 : “한방치료는 침치료, 뜸치료, 물리치료, 봉독치
료, 한약치료 등을 받았는데요. 침 맞는 게 하루에 3회씩
맞으니 너무 힘들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맞으니
몸이 힘들어서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고 했었어요.”

S009 : “새벽에 통증이 심하게 날 때, 양약은 일시적인
진통효과가 있는데, 한약은 바로 진통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서 그냥 견뎌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 견디는 게 좀 힘들었어요.”

(2)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좋아지는 느낌을 받음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한의치료를 받으면서 아프고

힘들다는 불편함을 경험하는 것과 함께 불편함에도 불구하
고 호전이 되고 있고 치료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경험하였
다. 이러한 증상이 좋아지는 느낌은 서양의학 치료를 받을
때에는 경험하지 못한 느낌이기에 한의치료로 인한 불편함
에도 불구하고 치료에 만족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 것으
로 판단되었다.

S001 : “한방치료를 받을 때의 느낌은 일단 치료를 받을
때는 침이 몸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이물감이 있어서 개
인적으로 느낌은 좋지 않은데, 치료를 받으면 아픈 부위
가 치료가 되는 느낌이 듭니다.”

S002 : “물론 침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3회씩 맞으면
서 아프긴 하는데 어쨌든 맞으면 시원하니까. 혈액순환
도 잘 되는 것 같고, 아프긴 하지만 아플 때는 치료를 받
아야 하니까…”

S003 : “하루 종일 침치료나 부항치료를 받으니 치료를
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프고 힘들긴 했는
데, 치료를 받으면 후유증은 안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하루 종일 이것저것 치료를 해주니까 더 후
유증이 생기는 것을 막은 것 같아요. 입원 당시 1주일 동
안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지만 몸이 회복할 수 있게 만들
어 준 것 같아요.”

(3) 증상이 호전됨
참여자들은 한의치료를 받으면서 좋아지는 느낌뿐만 아

니라 즉각적으로 보이는 증상의 호전을 경험하였다. 이러
한 증상의 호전은 모든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였
고, 서양의학 치료에서는 잘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다.

S001 : “직업이 사무직이다 보니 교통사고 발생 후에는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많이 아프고, 두통도 사고 발생
후 1주일에 1~2회 정도 발생하였었는데 한방치료를 받
으면서 호전되어서 좋습니다. …처음에는 목이 굉장히
많이 뭉쳐서 만지기만 해도 아플 정도였는데 입원하면서
침치료 받고 하면서 많이 풀려서 좋았습니다.”

S002 : “초기에는 목도 못 움직이는 상태였는데 침치료
랑 뜸치료를 병행해서 받으니 많이 편해졌어요. 목,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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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등의 통증이 많이 좋아졌어요. 침 맞으면서 뜸까지
병행을 하니까 엄청 시원하면서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S004 : “치료 받으면서 일단 며칠 지나고 바로 걸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등 좋아졌고요. 팔다리에 통증도 줄어
들었어요.”

10)�전반적인�몸�상태가�좋아짐

‘전반적인 몸 상태가 좋아짐’이란 일부 연구 참여자들이
한의치료를 받으면서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증상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와 관련 없는 건강 상태도 좋아지는
것을 경험한 것을 말한다. 혈액순환이 잘 되는 느낌, 기운
이 보해지는 느낌 등의 경험이 대표적이었으며, 수면 장애,
손발끝 저림, 신체적 통증, 소화기 장애 등의 호전을 경험
하였다.

S002 : “전체적으로 몸이 부드러워지고 편해지고 심리
적으로도 편해지고, 잠도 원래 잘 자기도 했지만 더 잘
자게 되었고 변비도 좋아졌어요. 한약 때문에 전체적으
로 좋아진 것 같아요. 근육통도 한약을 먹으면서 좋아진
것 같아요. …침은 혈액순환도 잘 되는 것 같고…”

S005 : “평소에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했었는데 그런
게 좋아졌어요. 혈액순환도 잘 돼서 그런지 평소에 무리
하거나 긴장할 때 손끝이 저리고 했었는데 한방치료를 받
으면서 손끝이 저리고 했던 것도 좋아졌어요. …복부에
뜸치료는 평소에 배가 찬 게 있었는데 뜸치료 받으니까
좋더라고요. 평소에 배가 차서 소화도 잘 안 되고 위산이
넘어오는 것도 있었는데 뜸치료 받으면서 좋더라고요.”

S006 : “치료 느낌이 아픈 부위만 치료를 받는다기보다
몸을 전체적으로 보해준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몸이 그
렇게 느끼는 것 같았어요. 기운이 더 좋아지는 느낌이 있
었어요. 한약을 먹으면서 전체적으로 몸이 좋아지는 느
낌이었어요.”

11)�한의치료�경험�후�만족

‘한의치료 경험 후 만족함’이란 많은 참여자들은 한의치
료를 경험한 후 한의치료에 대해 만족하는 모습을 말한다.
이러한 모습은 단순히 기대했던 치료효과에 만족했을 뿐만
아니라 기대하지 않았던 한의치료의 장점을 경험하게 되거
나 또는 서양의학 치료와 비교했을 때 느낀 장점으로 인해
새롭게 긍정적인 인식을 생성한 모습과 이로 인해 한의치
료를 지속하고 주변에 홍보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1) 한의치료 경험 후 긍정적 인식을 갖게 됨
참여자들에게서 한의치료를 경험한 후에 새롭게 긍정적

으로 한의치료를 인식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기
존에 기대한 효과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인식하
지 못했던 장점들을 경험하거나 또는 서양의학 치료와 비
교했을 때 느낀 장점으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었다.

S006 : “양방치료와 비교했을 때 양방치료는 후유증도
남을 수 있고, 약도 화학약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한방치료의 경우에는 몸에 자연치유를 하기 때
문에 침이 결국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게 하는 거기 때문
에 그런 점에서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S008 : “한방병원에서의 치료는 무언가 좀 많이 달랐어
요. 이곳에서는 개별적으로 정말 치료를 해주셨고요. 치
료효과도 확실히 좋았어요. …좀 비싸긴 하지만 비싼 가
치가 있는 것 같아요.”

S009 : “일단은 치료 자체가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오셔서 선생님의 실력으로 치료를 하잖아요. 양
방은 치료를 기계나 약으로 하기 때문에 좀 더 한방 쪽이
신뢰가 간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침도 많이 아프지
않았어요. 향후 교통사고가 다시나면 다시 올 것 같아요.”

(2) 한의치료 지속 및 홍보
참여자들은 한의치료를 경험한 후 만족하고 새로운 긍정

적인 인식이 생성되면서 그에 대한 작용으로 퇴원 후에도
한의치료를 지속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교통사고로 한의치료를 경
험한 지 시간이 상당히 흐른 후에도 한약치료나 뜸치료 등
을 지속하는 모습을 보였고, 주위 사람들에게 한의치료를
홍보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S003 : “한약을 먹고 좋아서 현재까지 5개월째 자비로
한약을 먹고 있거든요.”

S005 : “복부에는 평소에도 배가 찬 게 있었는데 뜸치료
받으니깐 좋더라고요. 평소에 배가 차서 소화도 잘 안 되
고 위산이 넘어오는 것도 있고 했었는데 뜸치료 받으면
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집에서 복부에 뜸을 뜨고
있어요.”

S010 : “주변에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 있어서 제가 그
사람에게 한방과가 좋다고 말해서 그 사람도 여기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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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었어요. 저도 교통사고가 다시 발생하면 다시 한방치
료 받을 거예요.”

12)�부족한�교통�보험에�불만족

한의치료를 경험한 연구 참여자들이 치료에 만족하는 모
습과 동시에 교통 보험에 불만을 가지게 되는 모습을 보였
다. 보험 적용 기간이 짧은 점과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치료
항목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은 참여자들이 교통 보험에
불만족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한의치료의
높은 질에 의해 환자들의 치료받고자 하는 욕구가 높은데,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보험이 적용이 안 되서 치료의 기회
가 박탈당하거나 욕구를 충족할 수 없어서, 교통 보험에
불만을 가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S003 : “교통 보험은 한약을 오래 먹는 것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제일 아쉬웠어요. 한약을 먹고 좋아서
현재까지 5개월째 자비로 한약을 먹고 있거든요.”

S008 : “교통 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항목이 많아서 경
제적으로 부담이 돼요. 제가 2주 정도 입원했었는데, 금
전적으로 버틸 수 있을 만큼 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거고
요. 전에 양방에서 같은 기간 치료 받은 것보다 훨씬 몸
이 좋아졌기 때문에 퇴원한 거였어요. 그래도 보험 적용
만 잘 되면 좀 더 입원해 있고 싶었어요.”

3.�축코딩(axial coding)의�결과

본 연구에서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겪
은 경험에 관한 탐색을 이해하기 위한 패러다임 모형을 제
시하였다(Fig. 1).

본 연구에서 중심 현상은 ‘서양의학 치료에 불만족’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상해 증후군 환자들은 교통사고를 당
한 후 통증, 운동범위 제한 등의 신체적 증상이 발생하게
되어 심리적, 육체적인 고통을 경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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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중심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에 대한 분석 결과
‘교통사고 후 서양의학 치료 기회 발생’으로 인해 서양의학
치료를 경험하는 것과 함께 ‘서양의학 치료 후 부정적 경
험’이 인과적 조건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 중에는 교
통사고 후 서양의학 치료 기회가 발생했을 때 치료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고, 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둘
다 결과적으로 서양의학 치료에 만족하지 못하는 중심 현
상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검사 및 치료에 대한 신뢰감 저하’가 ‘서양의학 치료에
불만족’의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조건으로 파악하
였다. 즉 서양의학 치료에 불만족하게 되는 현상은 교통사
고 후 서양의학 치료 기회가 발생하고 서양의학 치료 후 부
정적 경험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되는 현상이지만, 그 과정
에서 환자들이 서양의학 검사 및 치료에 대한 신뢰감 저하
가 불만족이라는 현상에 영향을 미쳐 증폭시키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 중재적 조건은 ‘주위 사람이 한의치료 권유’
하는 상황과 ‘한의치료에 대한 기존 경험 및 인식’이 작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양의학 치료에 불만족’하는 중
심 현상 속에서 참여자들은 가족 및 가까운 지인 등 주위 사
람들로부터 한의치료를 받아보는 것은 어떻겠냐는 권유를
받게 되거나, 기존에 한의치료를 경험했던 참여자들은 그
경험 및 한의치료에 대한 인식이 떠오르게 되고, 이러한 상
황은 참여자들이 서양의학 치료에 불만족하는 상황에 안주
하지 않고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취하도록 매개하는 역할
을 하게 된다.

이에 대해 참여자들이 취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는
‘서양의학 치료로 치유 안 됨을 염려함’과 ‘치료의 변화를
위해 한의치료 선택’이 있다. ‘서양의학 치료로 치유 안 됨
을 염려함’은 서양의학 치료를 받은 후에 자신의 신체적 증
상이 치유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걱정하고 염려하는 현상
으로 ‘서양의학 치료에 불만족’하는 현상에 대한 작용으로
나타나게 된다. 여기서는 신체적 증상이 치유 안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염려가 나타나며 이러한 염려는 서양의학 치
료에 대한 불만족의 감정을 넘어서, 자기 자신의 신체적 상
황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며, 현재의 치료에 안주하지 않고
다른 치료를 갈망하는 과정의 전 단계에서 나타나는 심리
적 상황에 해당한다.

그 결과 ‘서양의학 치료로 치유 안 됨을 염려함’과 ‘치료
의 변화를 위해 한의치료 선택’의 작용/상호작용의 결과로

‘불편함에도 증상이 호전됨’, ‘전반적인 몸 상태가 좋아짐’
과 ‘한의치료 경험 후 만족함‘을 도출하였다.

4.�선택코딩(selective coding)의�결과

1) 핵심 범주 본 연구에서의 핵심 범주는 ‘서양의학 치
료의 부족을 보완한 전인적 치유를 위해 한의치료를
선택‘으로 도출하였다.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치료 경험은
서양의학 치료의 기회가 발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
된다.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적 증상이 발생한 것에 대
해 많은 환자들이 서양의학 치료를 우선적으로 생각
하고 검사를 받거나 치료를 받기위해 병원에 찾아가
게 되는데, 그렇게 찾아간 병원에서 환자들은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효과를 못 느끼거나, 약을 복용한 후 부
작용 및 불편함을 느끼거나, 의사들로부터 관심을 받
지 못하거나 이해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하는 상
황에 부딪히게 된다. 게다가 신체적 증상의 원인이 무
엇인지 알기 위해 시행한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등의 치료
를 받게 되지만 치료에 대한 신뢰도 저하되어 환자들
은 검사와 치료에 대한 불신의 상태에 이르게 되고,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을 겪으면서 환자들은 서양의
학 치료에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 이때 가족 및 주변
지인이 한의치료를 권유하거나, 또는 환자 자신이 기
존에 한의치료에 대한 경험과 인식이 떠오르는 작용
이 발생하게 되면, 현재의 서양의학 치료를 유지하다
가는 근본적인 몸의 치유가 안 될 것을 염려하기에 이
르고, 결국 치료의 변화를 위해 한의치료를 선택하게
된다. 그렇게 한방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한의치료를
경험하면서 치료 방식에서 육체적인 불편함을 겪기
도 하지만 몸이 호전되어가는 것을 느끼고, 전반적인
몸 상태가 좋아지는 것을 느끼며, 한의치료에 대한 긍
정적인 인식을 형성하게 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면
서 ‘서양의학 치료의 부족을 보완한 전인적 치유를 위
해 한의치료를 선택한 경험’을 마치게 된다.

2) 이야기 윤곽(story line) 연구자가 면담한 참여자들
은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를 받은 환자이며, 그들의 치
료 과정은 교통사고 후 서양의학 치료의 기회가 발생
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연구 참여자들 중에는 교통
사고 후 서양의학 치료 기회가 발생했을 때 치료를 받
은 사람들도 있었고, 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
는데, 서양의학 치료를 받지 않는 환자들은 기존의 서
양의학 치료에 불만족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서양의
학 치료를 애초에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일
반적인 많은 환자들은 교통사고 후 바로 응급실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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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또는 하루 이틀 지난 후 증상이 악화되면 근처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는 것으로 치료 경험이 시
작된다. 병원에 방문한 환자들은 서양의학 치료를 받
으면서 증상이 호전되기를 기대하지만 막상 치료효
과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간혹 약물
복용 후 부작용을 경험하거나 치료 과정 중 불편함을
겪는 경우도 있었으며, 의사로부터 관심과 이해를 받
지 못하거나 오히려 몸에 이상이 없는데 꾀병을 부리
는 것으로 오해를 받아 실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
게 교통사고 후 서양의학 치료의 기회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된 것이 원인이 되어 환자들은 서양의학
치료에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환자들은
서양의학 치료에 신뢰감 저하를 경험하게 된다. 교통
사고로 인해 신체적 증상이 발생했을 때 그 이유에 대
해 알고 싶어서 병원에 찾아가지만 막상 검사 결과에
서는 몸에 구조적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얘기
를 듣고 한편으로는 이상이 없음에 대한 안도감을 느
끼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상이 없음으로 인
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을 갖
게 된다. 그리고 검사에서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상황
에서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을 받으면서 환자들은 서
양의학 치료에 대해 순간적인 진통효과를 나타낼 뿐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게 되고, 또
한 신체적 증상의 호전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동
일한 치료를 지속하는 상황 및 나뿐만 아니라 다른 교
통사고 상해 증후군 환자들도 전부 똑같은 치료를 받
는 서양의학의 획일화된 치료를 경험하면서 치료방법
에 대한 신뢰감이 저하된다. 이렇게 환자들은 서양의
학 치료 기회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한 것이 원인이 되
고, 검사와 치료에서 신뢰감이 저하되는 전체적인 맥
락에서 서양의학 치료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현상을
경험하고 이현상이 전체 상황에서 중심현상이 된다.
그 후 서양의학 치료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된 현상 속
에서 환자들은 가족 및 가까운 지인 등 주위 사람들로
부터 한의치료를 받아보는 것은 어떻겠냐는 권유를
받게 되거나, 기존에 한의치료를 받았던 경험 및 한의
치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떠오르게 되고, 그러한
조건은 환자들에게 치료에 대한 불만감을 갖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몸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강화하게 된
다. 즉, 환자들은 이렇게 서양의학 치료를 유지하다
가 몸의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되거나 부작용이 발생하
거나 혹은 후유증이 남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과 염
려가 증가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고, 그 후 치료의 변
화를 갈망하고 결국 한의치료를 선택하기에 이르게

되어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한의치료를 경험하게 된
다. 결과적으로 환자들은 한의치료를 경험하면서 서
양의학 치료와 달리 치료 시 통증 등 육체적 불편함을
느끼며 동시에 증상이 호전되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
리고 기존 서양의학 치료를 받을 때 느끼지 못했던 증
상의 호전을 경험하면서 육체적 불편함은 감수할 만
한 것으로 여기고 한의치료를 지속하게 되고 만족하
기에 이른다. 또한 증상의 호전뿐만 아니라 평소 안
좋았던 소화 상태 및 관절 통증, 손발의 저림 등의 증
상이 호전되거나 몸이 상쾌하고 기운이 나는 느낌을
경험하는 등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지는 것을 느
끼게 된다. 이러한 신체적 증상의 호전 이외에도 한의
치료를 경험하면서 한의치료는 다양하고 개별적인 맞
춤치료로 획일화된 서양의학 치료에 비해 개별적이
고 효과가 좋다고 인식하게 되며,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게 도와주고 부작용 없이 증상이 호전된다고 인식
하게 된다. 그 밖에도 서양의학 치료를 받을 때와 비
교해 한의치료는 관심과 신경을 많이 써주며, 심리적
으로 편안하고 거부감이 없어서 몸이 안정이 되는 느
낌, 기계나 약으로 하는 치료가 아닌 한의사의 의술과
정성으로 하는 치료라고 느끼게 되며 비싸지만 비싼
가치를 하는 치료로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긍정적인
인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환자들은 치료가 종료된 이
후에도 건강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한의치료를 유지
하는 모습을 보이며, 주위 사람에게도 홍보를 하고,
재발 시 다시 한의치료를 받겠다는 다짐을 하는 형태
를 나타내며 ‘서양의학 치료의 부족을 보완한 전인적
치유를 위해 한의치료를 선택’의 경험을 마치게 된다.

5.�과정(process)�모형

본 연구는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치료
과정 중 겪은 경험에 대한 탐색을 주제로 분석한 결과 중심
현상은 ‘서양의학 치료에 불만족’으로 나타났고, 핵심 범
주는 ‘서양의학 치료의 부족을 보완한 전인적 치유를 위해
한의치료를 선택’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서양의학 치료
에 불만족’이라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서양의학 치료를
받는 순간부터 한의치료를 받은 경험까지 과정에서 나타난
작용/상호작용의 연속에 대해 분석한 결과 ‘실망 단계’, ‘불
만족 단계’, ‘염려 단계’, ‘갈망 단계’, ‘도전 단계’, ‘만족
단계’, ‘확산 단계’로 나타났다(Fig. 2). 이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실망 단계부터 경험이 시작되는 경우가 일반적
이었으나, 과거의 서양의학 치료 경험 또는 한의치료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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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주위 사람들의 강한 권유라는 조건에 의해 불만족 단계,
갈망 단계, 도전 단계부터 경험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었다.

6.�이론�생성

지금까지의 연구를 바탕으로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를 받
은 환자들이 치료 과정 중 겪은 경험에 대해 최종적으로 이
론을 구성한다.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경
험을 패러다임 분석을 통해서 중심 현상, 작용/상호작용 전
략, 결과에 대해 알아본 후 ‘서양의학 치료의 부족을 보완
한 전인적 치유를 위해 한의치료를 선택’ 이라는 핵심 범주
를 도출하였고, 여기서 나타나는 참여자들의 경험을 과정
분석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실망 단계’, ‘불만족 단

계’, ‘염려 단계’, ‘갈망 단계’, ‘도전 단계’, ‘만족 단계’,
‘확산 단계’ 로 설명하였다. 이상을 바탕으로 도출한 ‘서양
의학 치료의 부족을 보완한 전인적 치유를 위해 한의치료
를 선택’의 경험에 대한 이론적 모형은 순환적 구조로 나타
내었다(Fig. 3).

Ⅳ. 고찰

본 연구는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치료
과정 중 겪은 경험에 대한 탐색을 주제로 분석하여 환자들
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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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Process�model�of�‘the�selection�of�the�traditional�korean�medicine�treatment�over�other�treatments�for�ho-
listic�healing�that�complements�deficiency�of�the�Western�medical�treatment’



문제로 교통사고 상해 증후군 환자들이 한의치료를 선택하
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교통사고 상해 증후군 환
자들이 한의치료를 받을 때 겪는 경험은 어떠한가를 설정
하였다.

질적 연구방법은 인간 삶의 본질을 탐구하고 개인의 주
관적인 경험과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의 의미를 행위자
의 목소리를 통해 관찰하고 해석하여 현상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도모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사회 현상 안에서 이
루어지는 개인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연구자가 연구 참
여자의 체험 속으로 들어가는 추(追)체험의 과정으로 해석
학적 순환(hermeneutic circle)의 원리에 따라 개인의 경
험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다15). 이러한 질적 연구는 엄격
하고 더 구조적인 형식의 양적 연구와 대조적으로 상황에
개입하여 사회 현상의 유동적이고 역동적인 본질로 이끌
수 있다12).

이 중 근거이론은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어떤 현상에 대
해 연구자가 직접 현장에서 추출된 실제 자료에 근거해서
일련의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하나의 이론을 귀납적으로
창출하고 발전시키는 질적 연구방법이다. 근거이론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개인의 표현 속에서 연구 참여자가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사항이나 문제점을 연구 참여자의
관점에서 파악하려고 한다13). 근거이론의 접근방법은 자료
들로부터 이론을 도출하는데 사용되며, 기존의 이론적 기
반이 갖추어지지 않은 분야이거나 인간의 행위를 설명하는
데 양적 연구방법이 적절하지 않은 분야들에서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환자들이 치료 과정 중에 겪는 경험에 대한 심
층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양적 연구가 아닌 연
구 참여자에 대한 심층 면접과 관찰을 할 수 있는 질적 연
구가 적당하였고, 환자들의 경험의 과정은 근거이론의 패
러다임 모형을 통해 현상의 원인, 맥락, 과정과 결과를 체계
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에 근거이론의 접근방법이 적합하다
고 판단하여 근거이론의 접근방법으로 연구를 시작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trauss와 Corbin(2001)이 제
시한 근거이론의 자료 분석 절차인 개방코딩(open cod-
ing), 축코딩(axial coding), 선택코딩(selective coding)
의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각 코딩 단계에서 반복적 비
교분석을 통해 자료 수집과 동시에 자료 분석이 이루어지
게 하였다. 반복적 비교분석이란 관찰, 자료의 수집, 자료
의 조직 및 자료로부터 이론 형성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자료의 수집과 동시에 자료의 분석을 실시하고, 다시
현장에서 자료를 추가 수집하는 과정을 말한다.

자료 분석의 제1단계인 개방코딩은 줄 단위 분석(line-
by-line analysis)을 통해 원자료의 개념을 밝히고 범주
화시키는 작업이다13).

제2단계인 축코딩은 개방코딩에서 범주화된 자료가 패
러다임 모형을 통해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알 수 있는 작업
이다. 패러다임(paradigm)은 범주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
기 위한 조직적인 도식의 틀로, 각 범주를 인과적 조건, 중
심현상,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
과의 근거이론 패러다임에 맞추어 연결하고 파악한다15). 이
러한 축코딩은 육하원칙에 따라 범주의 관계를 밝혀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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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의 본질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

3단계는 선택코딩의 단계로 개방코딩의 모든 범주를 통
합하는 핵심 범주(core category)를 선택하며, 선택한 핵
심 범주를 다른 범주들과 통합시키고 이론을 정교화하는
단계이다. 또한 현상에 대한 핵심 범주를 이야기 윤곽
(story line) 작성을 통해 이에 대해 설명하며, 시각적 모형
을 활용하여 이론을 제시하는 과정이다13).

개방코딩의 결과 총 69개의 개념과 23개의 하위 범주,
12개의 범주가 도출되었고, 이 중 분석에 직접적으로 사용
된 12개의 범주는 ‘교통사고 후 서양의학 치료 기회 발생’,

‘서양의학 치료 후 부정적 경험’, ‘검사 및 치료에 대한 신
뢰감 저하’, ‘서양의학 치료에 불만족’, ‘주위 사람이 한의
치료 권유’, ‘한의치료에 대한 기존 경험 및 인식’, ‘서양의
학 치료로 치유 안 됨을 염려함’, ‘치료의 변화를 위해 한
의치료 선택’,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됨’, ‘전
반적인 몸 상태가 좋아짐’, ‘한의치료 경험 후 만족함’, ‘부
족한 교통 보험에 불만족’으로 나타났다.

축코딩은 개방코딩에서 도출된 주요 범주를 중심 현상,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
략, 결과로 나누어 패러다임에 따라 구성하였다. 그 결과,
중심 현상은 ‘서양의학 치료에 불만족’으로 나타났으며,
중심 현상의 원인이 되는 인과적 조건은 ‘교통사고 후 서양
의학 치료 기회 발생’, ‘서양의학 치료 후 부정적 경험’으
로 나타났고, 중심 현상에 영향을 끼친 맥락적 조건은 ‘검
사 및 치료에 대한 신뢰감 저하’로 나타났다. 중심 현상에
대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촉진시킨 중재적 조건은 ‘주위
사람이 한의치료 권유’, ‘한의치료에 대한 기존 경험 및 인
식’으로 나타났으며, 중심 현상에 대한 작용/상호작용 전
략은 ‘서양의학 치료로 치유 안 됨을 염려함’, ‘치료의 변
화를 위해 한의치료 선택’이었다. 이러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통한 결과로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
됨’, ‘전반적인 몸 상태가 좋아짐’, ‘한의치료 경험 후 만족
함’이 나타났다.

선택코딩에서는 전체 범주를 아우르는 핵심 범주를 ‘서
양의학 치료의 부족을 보완한 전인적 치유를 위해 한의치
료를 선택‘으로 도출하였으며, 핵심 범주를 중심으로 이야
기 윤곽을 서술하였다.

이러한 3단계 분석 과정 후 ‘서양의학 치료의 부족을 보
완한 전인적 치유를 위해 한의치료를 선택’하는 경험을 시
간의 흐름에 따라 연결하는 과정 분석을 진행하였다. 서양
의학 치료를 받는 순간부터 한의치료를 받은 경험까지 나
타난 작용/상호작용의 연속에 대해 분석한 결과 과정 분석
은 ‘실망 단계’, ‘불만족 단계’, ‘염려 단계’, ‘갈망 단계’,

‘도전 단계’, ‘만족 단계’, ‘확산 단계’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교통사고 이후 병원에 찾아가지만 서양

의학 치료를 경험하면서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부작용 및
불편함을 겪고, 관심 및 이해의 부족을 경험하면서 서양의
학 치료에 대한 ‘실망 단계’를 경험하고, 이후에 이미 서양
의학 치료에 대해 실망감을 느낀 참여자들은 이후 치료와
검사에 대한 신뢰감이 저하되면서 서양의학 치료에 대한

‘불만족 단계’를 경험하게 된다. ‘불만족 단계’를 경험한
이후에는 치료를 지속했을 때 자신의 신체적 건강 회복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하는 ‘염려 단계’를 경험하게 되고, 치
료의 변화를 갈망하는 심리와 치료 변화를 모색하는 행동
을 거쳐 한의치료에 대한 욕구가 나타나는 ‘갈망 단계’를
경험한다. 그 후 참여자들은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한의치
료를 선택하고 경험하는 단계인 ‘도전 단계’를 겪게 되고
한의치료를 경험하면서 효과를 느끼고, 치료 과정 중 다양
한 긍정적인 경험과 인식을 형성하여 결과적으로 한의치료
에 대해 만족하게 하는 ‘만족 단계’에 이른다. ‘만족 단계’
에서 한의치료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한 참여자들은
한의치료를 지속하든지, 또는 주위사람들에게 권유하는

‘확산 단계’에 도달하고, ‘확산 단계’를 마지막으로 참여자
들은 ‘서양의학 치료의 부족을 보완한 전인적 치유를 위해
한의치료를 선택’하는 경험을 마치게 된다.

이러한 ‘서양의학 치료의 부족을 보완한 전인적 치유를
위해 한의치료를 선택’하는 경험은 일회성 경험으로 끝나
지 않고 다시 사고가 발생하거나 혹은 주위사람에게 영향
을 미쳐 경험이 다시 반복됨으로써 지속적으로 순환하는
구조를 형성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상으로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치료
과정 중 겪은 경험에 대해 탐색한 결과 환자들은 ‘서양의학
치료의 부족을 보완한 전인적 치유를 위해 한의치료를 선
택’하는 경험을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 상해 증후군 환자들은 서양의학
치료의 부족에 대한 불만족의 경험과 한의치료에 대한 만
족의 경험을 갖게 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참여자들은 질병
의 이해, 치료방법, 치료효과, 기타 인식의 항목에서 서양
의학 치료에 대한 불만족을 경험하였고 이를 한의치료를
받으면서 만족하게 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를 통해 교통사고 상해 증후군 환자의 경험을 심
층적으로 탐색하면서 환자들의 입장에서 한의치료가 의미
하는 몇 가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로 우리나라의 환자들에게 한의치료가 갖는 의미는
서양의학 치료의 부족한 점이 보완된 훌륭한 치료라는 점
이다. 특히 교통사고 등의 몇몇 특정 질환에서 한의치료는
서양의학 치료보다 훨씬 많은 장점을 가지는 것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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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서양의학 치료는 교통사고 상해 증후군 환자들 입
장에서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등으로 치료가 다양하지 못
하고 획일화되어 있으며 화학적으로 조제된 약물의 부작용
으로 인해 환자들에게 치료의 거부감도 갖게 하며, 불편함
등 많은 부족한 점을 느끼게 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으로는 환자들은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로는 직접적인 신체
증상의 호전을 경험하는 경우가 적었다. 이에 반해 한의치
료는 직접 신체에 물리적으로 자극이 가해지기 때문에 통
증 및 육체적 피로 등의 불편함을 유발했지만 치료방법이
다양하고, 거부감이 적으며, 일시적인 효과가 아니라 근본
적이고 자연적으로 신체가 치유 되게끔 도와주는 치료법이
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이는 환자의 입장에서 한의치료
가 치료의 효과뿐만 아니라 치료 과정 중의 다양한 면에서
서양의학 치료에 비해 더 큰 장점을 갖고 있고 서양의학 치
료의 부족한 점이 보완된 훌륭한 치료의 의미를 갖고 있다
는 점을 알게 해주었다.

둘째로는 이런 좋은 장점을 갖는 한의치료이지만 현재는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선적으로 서양의학 병원에 먼저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이유로는 신체적 증상에 대해 영상 의학
적 검사를 받고 싶어 하는 심리도 있었지만, 한의치료가 접
근성이 떨어지는 점이 드러났다. 환자들은 교통사고 이전
에도 한의치료를 전혀 겪어 보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적은
수의 환자들이 가끔 한의원에서 침치료를 받아본 경험이
전부였다. 따라서 환자들은 교통사고 이후에도 한의치료를
받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방병
원 입원하기 전까지 한방병원에서는 어떤 치료를 하는지
잘 알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서양의학 치료에서 변화
를 모색할 때에도 한의치료는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는지,
효과가 어떤지 알지 못해서 더욱 고민하다가 입원한 경우
도 있었다. 환자의 입장에서 한의치료는 접해본 기억이 거
의 없고, 주변에 한방병원이 많이 없을 뿐만 아니라, 홍보
도 활발하지 않으며, 한의치료는 가격이 비싸다는 인식으
로 인해 접근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한의
치료를 접한 이후에는 참여자 대부분이 매우 높은 만족도
를 보인 만큼 한의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우리
나라의 환자들에게 좋은 의료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셋째로는 교통보험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한의치료에 대해 좋은 효과를 경험
하고 높은 만족도를 느꼈지만, 실제 입원치료 기간은 최고
18일이며 평균 11.9일에 머물렀다. 이 기간은 그리 짧지 않
은 기간이지만 환자들 입장에서는 신체적 증상의 큰 호전
을 경험하기에는 부족한 기간이었다. 실제로 더 입원하고

싶었는데 보험 정책상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퇴원한 환
자가 많이 있었고, 퇴원 후에 자비를 들여가며 한의치료를
지속한 환자들이 여럿 있었다. 이는 환자들이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로 신체적 증상이 크게 호전되어 퇴원하는 것은
현재의 보험 정책으로는 힘든 일이고 보험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본 연구의 참여자는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를 받

은 환자들로 한정했으며, 서양의학 치료만 받고 증상이 호
전되었거나 한의치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한의치
료를 받지 않은 환자들은 본 연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서양의학 치료만으로도 증상의 호전을 경험하고 만
족한 환자들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환자는 본
연구에서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교통
사고 후 한의치료를 받은 환자에게만 한정되어 이해하여야
한다.

둘째로 본 연구에서 밝혀진 한의치료의 의미 또는 서양
의학 치료의 부족한 점은 교통사고 상해 증후군 환자들의
경험에 한정되므로 다른 일반적인 질환의 환자들이 같은
경험을 하는 것으로 확장할 수 없다. 한의치료의 중심이 되
는 침치료는 임상연구를 바탕으로 통증 질환에 대한 효능
이 입증되어 있으며16), 교통사고 상해 증후군 환자는 일반
적으로 통증이 주요 증상이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
는 교통사고로 인해 한의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경험에 한
정하여 이해하여야 한다.

셋째로 본 연구 과정 중 참여자 선정은 심층 면담에 동의
한 환자로 제한할 수밖에 없는 점에서 참여자들이 한의치
료에 만족한 환자들로만 구성되었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한의치료에 만족하지 못한 환자들도 존재할 수 있으
며 이들은 연구 참여에 동의를 하지 않은 환자 군에 포함되
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서 참여자들이
한의치료의 경험에 만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뒷받침하
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뿐만 아니라 양적 연구로도 교통사
고 상해 증후군 환자에 대한 한의치료의 효과가 입증되어
야 할 것이다.

Ⅴ. 결론

교통사고 상해 증후군 환자들에 대한 한의치료 경험의
질적 연구를 위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0
일까지 교통사고 후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체적 증상이 발

http://dx.doi.org/10.13045/acupunct.2016056 89

교통사고상해증후군환자들에대한한의치료경험의질적연구-�근거이론접근방법으로-�



생하여 경희대학교 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만 19세
이상 만 65세 이하의 1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상
해 증후군 환자들이 치료 과정 중 겪은 경험에 대한 탐색을
주제로 근거이론의 접근방법을 적용하여 분석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교통사고 상해 증후군 환자들이 한의치료를 선택하게
되는 이유는 서양의학 치료의 부족을 경험한 후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교통사고 상해 증후군 환자들이 한의치료를 받을 때
겪는 경험은 한의치료를 경험한 후 치료에 만족하게
되며, 자기확산 및 주위확산을 겪는다.

3. 교통사고 상해 증후군 환자들은 질병의 이해, 치료방
법, 치료효과, 기타 인식의 항목에서 대증치료 중심
의 서양의학 치료에 대한 불만족을 경험하였고 이
를 전인적 치료 중심인 한의치료를 받으면서 만족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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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Interview�Guide

연구 질문 상세 질문 예시

교통사고 후 어떤 치료 경험
을 겪으셨나요?

* 교통사고 발병 후 상태는(사고 상황, 신체적 증상, 환자 상태) 어땠나요? 
* 한의치료 받으러 내원하기 전에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는 어떻게 받으셨나요? 
* 서양의학 치료를 받으셨다면, 치료 경험은 어땠나요?
* 치료를 받으시면서 느낀 점은 무엇이었나요?
* 한의치료를 받기 전 본인의 감정적 상태는 어땠나요? 
* 현재 받고 있는 한의치료 이외의 다른 치료 경험이 있으신가요?

한의치료 경험은 어땠나요?

* 어떻게 한의치료를 받기로 결심을 하셨나요?
* 어떤 치료방법으로 치료를 받았나요?
* 한의치료 받을 때의 느낌은 어떠셨나요? 
* 한의치료 후 교통사고 증상은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 한의치료 받은 후 교통사고 증상 이외에 다른 부가적인 신체적/정신적 변화가 있나요? 
* 한의치료가 도움이 되었나요? 도움이 되었다면 어떤 면으로 도움이 되었나요? 도움이 안 되었다면 어
떤 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았나요?

* 한의치료 받으면서 나빴던 점,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씀해주세요.
* 한의치료의 전체적인 느낌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치료 과정을 겪으시면서 전체
적인 느낌은 어떤가요?

* 주변에 교통사고 발생한 다른 환자가 치료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어떻게 말해 주시겠어요?
* 향후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다시 받을 생각이 있으신가요?

1일 후 추적관리 질문 * 어제 인터뷰 끝나고 못해서 아쉬웠던 말 있으신가요?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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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Consolidated�Criteria�for�Reporting�Qualitative�Studies(COREQ�32-item)�Checklist

범위 # 항목 및 체크리스트

범위 1 : 연구팀 및 반성성(research team and reflexivity)

연구자 특성

1 저자 중 인터뷰를 수행한 사람은 누구인가? page 3.

2 인터뷰를 수행한 사람의 최종 학력은 무엇인가? page 3.

3 인터뷰를 수행한 사람의 직업은 무엇인가? page 3.

4 연구자의 성별은 무엇인가? page 3.

5 연구자의 선행 훈련 정도는 얼마나 되는가? page 3.

참여자 관계

6 연구가 시작되기 전에 환자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 성립되었었는가? page 3.

7 연구자에 대해 참여자들이 알고 있었던 정보는 무엇이 있는가? page 3.

8 인터뷰를 수행한 사람에 대한 정보는 얼마나 알고 있었는가? page 3.

범위 2 : 연구 디자인 (research design)

바탕이론 9 어떤 방법론에 의해 연구를 진행하였는가? page 2.

참여자 선정

10 참여자들은 어떻게 모집하였는가? page 2.

11 참여자들에게 동의는 어떻게 구했는가? page 2.

12 총 모집된 참여자 수는 몇 명인가? page 2.

13 탈락된 피참여자 수는 몇 명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page 2.

환경

14 자료가 수집된 장소는 어디인가? page 3.

15 자료 수집 시 연구자 외 다른 참여자도 있었는가? page 3.

16 참여자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page 2.

자료

17 면담 흐름표가 존재하였는가? page 3.

18 인터뷰를 반복한 적은 있는가? page 3.

19 오디오 혹은 비디오를 통해 녹화하였는가? page 3.

20 자료 수집 시 관찰 메모를 작성하였는가? page 3.

21 인터뷰는 총 몇 분이 걸렸는가? page 3.

22 자료는 충분히 수집되었는가? page 3.

23 전사 자료는 참여자들에 의해 확인되었는가? page 3.

범위 3 : 분석과 결과(analysis and findings)

자료 분석

24 코딩은 몇 명에 의해 이루어졌는가? page 3.

25 코딩 작업에 대해 작가들이 자세히 설명하였는가? page 3.

26 주제는 미리 정해서 연구를 수행하였는가? page 2.

27 자료의 분석을 위해 소프트웨어가 사용되었는가? page 3.

28 분석 자료는 참여자들에 의해 확인되었는가? page 3.

결과 보고

29 주제를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 참여자들의 면접 내용이 결과에 인용되어 있는가? page 4~13.

30 자료와 자료의 분석 결과가 비슷하게 나타나는가? page 4~13.

31 핵심 주제는 연구 결과에 잘 반영되었는가? page 14.

32 기타 다양한 사례 및 소주제에 대해서 언급하였는가? page 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