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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is study aimed to analyz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Medicine users aged 19-39 years,
the determinants of Korean Medicine use and effects of Korean Medicine use experience on behavioral
intentions among youths.

Methods : We studied Korean Medicine Utilization and Herbal Medicine Consumption Survey(2017) data set
by complex-sample survey data analysis. In order to derive the characteristics of younger users, Rao-
scott χ2 test and t-test were conducted. Through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model adjusted by general
characteristic variables, the determinants and behavioral intentions of the Korean Medicine utilization among
youths were derived.

Results : Fist of all, young users and non-users hav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perception on Korean Medicine. Among the general characteristic variables, region, age, marital status,
occupation, chronic disease, and private health insurance plans had an effect on the Korean Medicine use
in young people(Model ). And adjusted by general characteristic variables as control variables, awarenessⅡ
of Korean Medicine and perception of safety of herbal medicine were deduced as determinants of Korean
Medicine use(Model ). Secondly, Korean Medicine use experience increased intentions to use and recommendⅢ
Korean Medicine services(Model -1, 3).Ⅳ

Conclusions : In order to increase the use of Korean Medicine among young people, Korean Medicine
institutions should strive to increase users’ satisfaction, and public health insurance coverage for Korean Medicine
services needs to be expa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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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Ⅰ

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2017『 』1)에 따

르면 국민의 가 한의의료를 경험했으나 만73.8% , 19~

세와 의 이용률은 각각 에 불과29 30 43.1%, 63.4%

했다 게다가 성인의 향후 한의의료 이용의향은 평균.

였으나 그 중 만 세와 의 이용의향은84.2% , 19~29 30

각각 에 머물렀다 청년층은 한의의료서67.3%, 80.0% .

비스 분야의 잠재적 이용자로서 한의의료서비스 이용,

의 지속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청년층 이용자의 특성

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청년층의 한의의료 이용양태는 타연령 와 차별화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선행연구 부분은 전연,

령2)-6) 혹은 고령자7),8)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청년,

층 이용자의 특성이나 한의의료 이용 결정요인을 도출

한 연구는 부족하다 또한 연구주제가 한의의료 이용자.

의 성별 연령 혼인상태 소득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 , ,

에 한정되어 있을 뿐2)-8) 한의의료 비용을 보장하는 민

간의료보험 보유 여부 한의의료에 한 주관적 인식, ,

정보획득경로 행동의도에 한 연구 역시 부족한 실정,

이다.

이 뿐만 아니라 여러 선행연구에서 연구 상의 표

성을 확보하기 위해 복합표본으로 설계된 국가통계 데

이터를 사용하면서도 복합표본분석법(Complex Sam-

신 단순임의표본분석법을 사용하였ples Analysis)

다2),4),5),9). 이 경우 유의확률이 과도하게 낮아져 편향된

결과를 도출할 우려가 있음을 다수 선행연구에서 지적

하였다10),11).

이에 저자는 한의의료 이용자 니즈에 부합하는 서비

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복합표본분석법을 적용하여 청

년층의 한의의료이용 결정요인과 행동의도를 분석하였

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의의료서비스 유관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방법.Ⅱ

연구자료1.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2017『

약소비실태조사 국가승인통계 승인번호 제 호( 117087 )』 1)

일반 국민 부문 마이크로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였다.

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는 만 세2017 19『 』

이상 성인을 상으로 한의의료서비스 수요 서비스 이,

용행태 서비스 만족도 등을 분석했다 조사기간은, . 2017

년 월 일 월 일까지였다9 14 ~12 11 .

모집단 차 층화 시 전국 개 시 도를 개 권역1 17 22⋅
으로 설정하였으며 차 층화 시 조사구 특성에 따라, 2

동 지역 아파트 일반과 읍 면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 ) .⋅
표본은 복합표본설계 하(complex sampling design)

에서 추출되었다 차 추출단위는 조사구로 설정하여. 1

가구 수에 비례하는 확률비례계통추출법을 적용하였고,

차 추출단위는 가구로 설정하여 가구를 계통추출법2 10

으로 추출하였다 끝으로 최종 추출단위는 가구 내 가.

구원으로 설정하여 만 세 이상 적격 가구원을 전수19

추출하였다.

연구대상2.

최근 발의된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연령을 세‘ ’ 19~39

로 규정12)하고 있어 이 연구에서도 청년층을 만19~39

세로 정의하였다.

응답자의 실제 출생연도와 출생월을 기준으로 연구

자가 직접 만연령 을 산출하여 총 명의( ) , 5,000滿年齡

응답자 중 청년층만 세 을 도출하였다( 19~39 ) .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년 이내에 한의의료를‘ 1

이용한 자를 이용자로 평생 한 번도 한의의료를 이’ ‘ ’ , ‘

용한 경험이 없는 자를 비이용자로 정의하였다 이용’ ‘ ’ .

자와 비이용자의 정의는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

태조사 한국의료패널 국민건강영양조사 등의 국가통, ,

계자료를 분석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하였다1),3),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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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와 비이용자 정의에 부합하는 청년층 응답자 중 직

업을 알 수 없는 명을 제외하고 최종 연구 상자 총11

명 이용자 명 비이용자 명을 확정하였다1,302 ( 508 , 794 ) .

분석항목3.

일반적 특성1)

청년층 한의의료 이용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거주(

지 성별 연령 혼인상태 학력 직업 월평균가구소득, , , , , , ),

건강상태 만성질환 여부 의료보장 및 보험 관련 의료( ), (

보장형태 민간건강보험 보유 여부 민간건강보험의 한, ,

의의료 보장 여부 등 총 개 변수를 분석하였다) 11 .

본 연구는 첫째 서울 경기 인천을 수도권으로 정, , ,

의하였다 둘째 청년층의 고학력 경향을 반영하여 학. ,

력은 고졸 이하와 졸 이상으로 재분류하였다 셋째. ,

청년층의 연령 특성상 학생이나 취업준비생 등 비경제

활동인구의 비중이 높으므로 예비 경제활동인구까지

포함하여 하는 일을 기준으로 직업을 구분하였다‘ ’ .

한의의료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정보획득경로2)

특성

한의의료에 한 주관적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한의

의료에 한 인지도 한의의료 이용비용에 한 인식, ,

한약재의 안전성 건강보험 급여확 시 우선 적용이,

필요한 한방치료법 한의의료 개선과제 등 개 변수를, 5

선정하였다 이 중 한의의료에 한 인지도 한의의료. ,

이용비용 한약재 안전성에 한 응답은 이분화하여 분,

석에 활용하였다 예를 들어 한의의료에 해 매우 잘. , ‘

알고 있음과 약간 잘 알고 있음 개 응답을 통합하여’ ‘ ’ 2

잘 알고 있음으로 보통 별로 알지 못함 전혀 알‘ ’ , ‘ ’, ‘ ’, ‘

지 못함 개 응답을 통합하여 보통 및 잘 알지 못함’ 3 ‘ ’

으로 분류하였다.

정보획득경로는 중매체방송매체 종이매체 온라( , ),

인 인터넷 웹사이트 포털 등 한의의료기관 한( , , SNS ), (

의사와의 상담 등 오프라인 홍보물포스터 현수막 전), ( , ,

단지 기타 주변사람 가족 친구 등 으로 분류하였다, ), ( , ) .

한의의료에 대한 행동의도3)

한의의료 이용경험이 향후 한의의료 이용의향 향후,

한약복용 의향 한의의료 추천의향 등 개 변수에 미치, 3

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4.

통계분석을 위해 SPSS statistics 28.0(IBM, USA)

의 복합표본분석법 을 사(Complex Samples Analysis)

용하였으며 유의수준은 양측검정 로 설정하였다, 0.05 .

복합표본분석은 단순임의표본분석과 달리 가중치가

반영된 가중평균으로 계산되며 분산추정 시에도 층화,

집락 가중치 등(stratification), (clustering), (weights)

이 반영되어 추정된다1),10) 만약 복합표본설계 자료를.

단순임의표본분석법으로 처리할 경우 평균 오즈비 등,

의 추정치와 표준오차가 과소추정되고 검정력을 높일

우려가 있다1),10) 따라서 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 2017『

약소비실태조사 는 복합표본설계 하에서 추출되었으므』

로 본 연구에서는 복합표본분석법을 사용하였다.

주요분석방법으로 청년층 한의의료 이용자의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 복합표본 교차분석을 통한 라오 스콧 카-

이제곱검정 과 복합표(Rao-Scott Chi-Square Test)

본 일반선형모형의 를 사용하였다t-test .

그리고 청년층의 한의의료이용 결정요인과 한의의료

이용경험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복합표본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세부적인.

방법은 첫째 한의의료이용 결정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거주지 성별 연령 혼인상태 학력 직업 월평균 가, , , , , ,

구소득 만성질환 여부 민간건강보험 보유 여부 등 일, ,

반적 특성 변수 개와 주관적 인식 변수 개 등 총9 3 12

개 항목을 독립변수로 한의의료 이용 여부를 종속변수,

로 설정하여 복합표본 단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교차분석 결과를 토 로 의료보장형태 건강. ,

보험 급여확 가 필요한 순위 한방치료법 한의의료1 ,

우선 개선과제는 독립변수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2017『

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 조사의 정보획득경』

로 설문 보기 중 한의의료기관이 포함되어 있다 이용‘ ’ .

자는 비이용자에 비해 한의 의료기관에서 정보를 얻는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보획득경로는 교차.

분석에서 이용자와 비이용자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

나 독립변수에서 제외하였다 한방의료를 포함하는 민.

간건강보험 가입여부는 연구 상 중 일부 명만(1,030 )

이 응답하였으므로 역시 독립변수에서 제외하였다 한.

의의료이용에 한 소득의 영향에 해서는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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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 결과가 상이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소득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월평균 가구소득을 독립변수에

포함하였다 둘째 개 일반적 특성 변수가 한의의료이. , 9

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다중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해 변수간의 교란효과를 제거하였다(Table 4.

셋째 주관적 인식 변수가 한의의료이용에Model ). ,Ⅱ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개 일반적 특성 변수를 통9

제변수로 설정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Table 넷째 한의의료 이용경험이 행4. Model ). ,Ⅲ

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한의의료 이용

경험을 독립변수로 일반적 특성 변수 개를 통제변수, 9

로 행동의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복합표본 다중 로,

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5).

연구결과.Ⅲ

청년층 이용자와 비이용자의 특성 비교1.

일반적 특성1) (Table 1)

응답자총 명 중 연구 상은( 5,000 ) 26.0%(n=1,302)

로 청년층 한의의료 이용자 이하 이용자 는( ‘ ’) 37.7%

청년층 한의의료 비이용자이하 비이용자 는(n=508), ( ‘ ’)

를 차지했다 거주지 성별 연령 혼인62.3%(n=794) . , , ,

상태 교육 직업 만성질환 여부 민간건강보험 보유, , , ,

여부 민간건강보험의 한의의료 보장 여부 등 개 항목, 9

에서 이용자와 비이용자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용자의 가 수도권에 비60.4% ,

이용자의 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었다50.5% (p=.022).

이용자의 가 여성인 데 반해 비이용자는52.6% , 42.9%

만이 여성이었다 연구 상자 명 중(p=.010). (1,302 ) 19~

세 이하 는 세 이하 는29 ( ‘20 ’) 50.6%, 30~39 ( ‘30 ’)

평균연령은 세였다 한편 이용자49.4%, 29.09±0.25 .

중 는 는 로 비이용자 비20 33.9%, 30 66.1% 30

비중이 높고 평균연령 세로 비이용자, 31.36±0.38

세 보다 나이가 많았다 이용자(27.72±0.26 ) (p<.001).

는 기혼 사별 이혼 사실혼 포함 비율 이 높았( , , ) (57.8%)

으나 비이용자는 미혼 비율 이 높았다, (70.5%) (p<.001).

이용자는 졸 이상이 였으나 비이용자는 졸72.9% ,

이상이 로 이용자군에서 졸 이상 학력자가 더62.1%

많았다(p=.002).

직업 항목에서도 이용자와 비이용자는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 이용자 그룹에서는 서비스 및 판매(p<.001).

직 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기능 및 노무(32.3%) (15.6%),

전업주부 농림 및 어업 학생 및 진학(15.2%), (13.7%),

준비 전문 관리 사무직 순이었다 비(13.4%), (6.8%) .⋅ ⋅
이용자군도 서비스 및 판매직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이용자와 달리 학생 및 진학준비 가 뒤(29.2%), (27.6%)

를 이었다.

만성질환자 비율은 비이용자 보다 이용자(1.6%) (6.7%)

에서 높았고 민간건강보험 보유비율 역시 이(p=.002),

용자 가 비이용자 보다 높았다 한(86.1%) (75.6%) (p<.001).

의의료를 보장하는 민간건강보험에 가입한 비율도 이용

자 가 비이용자 보다 높았다(38.2%) (25.7%) (p=.002).

한의의료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정보획득경로2)

특성(Table 2)

한의의료에 한 인지도 한의정보 획득경로 한의의, ,

료 이용비용에 한 인식 한약재의 안전성 변수에서,

이용자와 비이용자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용자의 가 한의의료에 한 인지도가 높았48.3%

으나 비이용자의 는 인지도가 낮았다, 92.5% (p<0.001).

한의의료에 해 보통 이상의 인지도를 가진 응답자

를 상으로 한의의료에 한 정보 지식 획득(n=323) ⋅
경로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와 비이용자간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 이용자의 주요 정보원천은 중매(p=.002).

체 한의의료기관 주변인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물 순, , , ,

이었다 반면 비이용자군에서는 주변인 중매체 온. , ,

라인 오프라인 홍보물 한의의료기관 순이었다, , .

한의의료 이용비용에 한 주관적 인식을 분석한 결

과 이용자의 가 한의의료 이용비용을 비싸다고, 58.8%

인식하고 있었으나 비이용자군은 만이 비싸다, 45.8%

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의의료기관 약국 한(p=.002). , ,

약방에서 취급하는 한약재가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

는 비율은 비이용자군 보다 이용자군(29.2%) (42.6%)

에서 더 높았다(p=.001).

한의의료 관련 행동의도3) (Table 3)

이용자와 비이용자는 한의의료 이용의향 한약복용,

의향 한의의료 추천의향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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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Total Users Non-Users

p-value
n=1302 n=508(37.7) n=794(62.3)

Region
0.022*Non-Capital Area 741(45.8) 268(39.6) 473(49.5)

Capital Area 561(54.2) 240(60.4) 321(50.5)
Sex

0.010*Female 612(46.6) 271(52.6) 341(42.9)
Male 690(53.4) 237(47.4) 453(57.1)

Age

< 0.001***
19-29 years 672(50.6) 174(33.9) 498(60.7)
30-39 years 630(49.4) 334(66.1) 296(39.3)
M±SE
(95% CI)

29.09±0.25
(28.61-29.57)

31.36±0.39
(30.59-32.13)

27.72±0.26
(27.20-28.24)

Marital Status
< 0.001***Married† 535(40.1) 308(57.8) 227(29.5)

Single 767(59.9) 200(42.2) 567(70.5)
Education

0.002**High School≤ 444(33.8) 134(27.1) 310(37.9)
College, University≥ 858(66.2) 374(72.9) 484(62.1)

Occupations

< 0.001***

Professionals, Administrators,
and
Office clerks

56(4.0) 32(6.8) 24(2.3)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193(16.4) 64(13.7) 129(18.1)

Students 295(22.3) 62(13.4) 233(27.6)
Housewives 126(9.0) 82(15.2) 44(5.3)
Jobless 50(3.9) 13(3.0) 37(4.5)
Services, Sales 384(30.4) 165(32.3) 219(29.2)
Technical, Manual 198(13.9) 90(15.6) 108(13.0)

Household Income ( 10,000)₩
150 < 46(2.5) 15(2.3) 31(2.7)

0.912
150-300 212(15.5) 78(15.7) 134(15.4)
300-450 430(34.1) 193(35.7) 237(33.1)
450-600 397(31.1) 148(29.5) 249(32.1)

600≥ 143(16.8) 74(16.8) 217(16.8)
Chronic Disease

0.002**Yes 43(3.5) 34(6.5) 9(1.6)
No 1259(96.5) 474(93.5) 785(98.4)

Health Care System

0.530
Self-Employeed 309(25.0) 122(24.2) 187(25.5)
Employee 990(74.9) 384(75.6) 606(74.5)
Medical Aid Program 3(0.1) 2(0.2) 1(0.0)

Private Health Insurance Plans
< 0.001***Yes 1030(79.6) 437(86.1) 593(75.6)

No 272(20.4) 71(13.9) 201(24.2)
Private Health Insurance Plans Cover Korean Medicine Treatment

0.002**Yes 349(31.0) 179(38.6) 170(25.7)
No or Unclear 681(69.0) 258(61.4) 423(74.3)

p<.001***, p<.01**, p<.05*

Abbreviation: M=Mean, SE=Standard Error, CI=Confidence Interval, ref=Reference Group
†‘Bereaved’, ‘Divorced’ and ‘Common-Law Married’ included

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Aged 19~39.
Unit : unweighted count(weigh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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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먼저 이용자의 가 향후 한의의료 이용의향을. , 93.8%

가지고 있었으나 비이용자는 만이 이용의향을 보, 53.8%

였다 둘째 이용의향이 있는 응답자 명(p<0.001). , (916 )

중 이용자의 비이용자의 가 한약복용 의77.7%, 70.8%

향을 가지고 있었다 끝으로 이용자의 한의(p=0.049).

의료 추천의향 이 비이용자 보다 높았다(77.6%) (22.8%)

(p<0.001).

일반적 특성과 주관적 인식이2.

한의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전 일반적 특성 변수간 다

중공선성을 진단한 결과 공차한계 가, (Tolerance) 0.01

보다 크고 분산팽창인자(0.39-0.99), (VIF, Variance

가 미만 으로 다중공선Inflation Factor) 10 (1.01-2.58)

Variables
Total Users Non-Users

p-value
1302 508(37.7) 794(62.3)

Awareness
<0.001***High 323(22.9) 255(48.3) 68(7.5)

under Moderate 979(77.1) 253(51.7) 726(92.5)
Information Source 323 255(79.6) 68(20.4)

0.002**

Online (Websites, SNS) 33(11.1) 27(10.3) 6(14.4)
Clinics, Hospitals 69(21.1) 68(26.3) 1(0.8)
PR Materials, etc. 10(3.9) 9(4.4) 1(2.0)
Family members, Friends 90(26.2) 58(21.7) 32(43.9)
Mass Media 121(37.6) 93(37.3) 28(38.9)

Perceived Price
0.002**High 658(50.7) 289(58.8) 369(45.8)

under Moderate 644(49.3) 219(41.2) 425(54.2)
Safety of Herbal Medicine

<0.001**High 446(34.3) 222(42.6) 224(29.2)
under Moderate 856(65.7) 286(57.4) 570(70.8)

The First Korean Medical Treatment That Should Be Available on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NHIS), If
NHIS are expanded.
Herbal Medicine Formulation 280(20.5) 102(18.9) 178(21.5)

0.339
Decoction 653(50.8) 254(50.3) 399(51.0)
Physical Therapy 137(10.3) 52(10.2) 85(10.3)
Chuna Treatment 141(11.4) 57(11.3) 84(11.5)
Pharmacoacupuncture 91(7.0) 43(9.2) 48(5.7)

Core Issue on Korean Medicine
Expand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Coverage

547(39.4) 235(43.0) 312(37.2)

0.227

Cooperative
practices with Western Medicine

196(15.5) 71(14.8) 125(15.9)

Development of Various Herbal
Medicine Formulations

84(7.0) 40(8.6) 44(6.0)

Improvement of Herbal Medicine
Safety

287(23.0) 97(20.1) 190(24.7)

Accurate and Reliable information
on Korean Medicine

115(9.2) 32(7.4) 83(10.4)

Treatment Standardization 71(5.7) 33(6.0) 38(5.5)
Others 2(0.2) - 2(0.3)

p<.001***, p<.01**, p<.05*

Table 2. Subjective Perceptions and Information Sources of Respondents.
Unit : unweighted count(weigh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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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문제가없었다(Table 4. Model , Table 5. ModelⅡ

그리고 일반적 특성 변수와 주관적 인식-1, 2, 3).Ⅳ

변수를 상으로 다중공선성을 진단한 결과에서도 공

차한계가 보다 크고 분산팽창인자는0.01 (0.38-0.98),

미만 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10 (1.02-2.61)

확인하였다(Table 4. Model ).Ⅲ

단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1)

단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월평균 가구소득을,

제외한 거주지 성별 연령 혼인상태 학력 직업 만, , , , , ,

성질환 여부 민간건강보험 가입여부 민간건강보험의, ,

한의의료 포함 여부 한의의료에 한 인지도 한의의, ,

료 이용비용에 한 인식 한약재 안전성에 한 인식,

등 총 개 항목이 한의의료이용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11

(Table 4. Model ).Ⅰ

첫째 일반적 특성 변수에 한 분석결과 한의의료, , ‘

이용 오즈비 이하 오즈비 는 비수도권 거주자에 비해( ‘ ’)’

수도권 거주자가 배 여성이 배 가1.49 , 1.48 , 30 3.02

배 기혼이 배 졸 이상이 배 높았다 직업 변, 3.28 , 1.64 .

수에서 오즈비는 무직 비 전문 관리 사무직이 4.48⋅ ⋅
배, 전업주부가 배 높았다 만성질환자가 배4.29 . 4.17 ,

민간건강보험을 보유한 경우에 오즈비가 배였다2 .

둘째 주관적 인식 항목의 오즈비는 한의의료에 한,

인지도가 높은 경우 배 한의의료 이용비용을 비11.56 ,

싸다고 인식하는 경우 배 한약재가 안전하다고 인1.69 ,

식하는 경우는 배 높았다1.79 .

일반적 특성 변수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2)

결과

일반적 특성 변수로 구성된 다중 로지스틱 회귀모델

은 유의했다 하지만 단변(Table 4. Model ) (p<.001).Ⅱ

량 회귀분석 모델 과 달리 성별 학(Table 4. Model ) ,Ⅰ

력은 영향요인에서 제외되고 거주지 연령 혼인상태, , , ,

직업 만성질환 여부 민간건강보험 보유 여부 등 개, , 6

일반적 특성 변수만 한의의료이용 결정요인으로 선정

되었다.

오즈비는 수도권 거주자가 배 가 배1.47 , 30 1.72 ,

기혼자가 배 만성질환자가 배 높였다 직업도1.91 , 3.80 .

영향요인이었으며 세부적으로는 무직 비 농(p=.025),

림 어업직의 오즈비가 배 무직 비 학생의 오즈0.71 ,⋅
비가 배로 감소했다0.98 .

주관적 인식변수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3)

주관적 인식변수를 일반적 특성변수로 보정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모델 은 유의했으며(Table 4. Model )Ⅲ

한의의료에 한 인지도와 한약재 안전성에(p<.001).

한 인식은 한의의료이용 결정요인으로 작용했다 오.

즈비는 한의의료에 한 인지도가 높은 경우 배10.91 ,

한약재의 안전성을 높게 평가하는 경우 배 높았2.09

다 통제변수 중 거주지 성별 연령 혼인상태 직업. , , , , ,

만성질환 여부는 보정효과가 있었다.

Variables
Total Users Non-Users

p-value
1302 508(37.7) 794(62.3)

Intention to Use Korean Medicine Services

Yes 916(68.9) 479(93.8) 437(53.8)
< 0.001***

No 386(31.1) 29(6.2) 357(46.2)

Intention to Take Korean Herbal Medicine

Yes 678(74.3) 371(77.7) 307(70.8)
0.049*

No 238(25.7) 108(22.3) 130(29.2)

Intention to Recommend Korean Medicine Services

Yes 609(43.4) 404(77.6) 205(22.8)
< 0.001***

No 693(56.6) 104(22.4) 589(77.2)

p<.001***, p<.01**, p<.05*

Table 3. Behavioral Intentions of Respondents.
Unit : unweighted count(weighted %)



대한예방한의학회지 제 권 제 호 년 월25 2 (2021 8 )

92



윤량숙 임병묵· : 청년층만 세의 한의의료이용 결정요인 및 행동의도( 19~39 ) : 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중심으로2017『 』

93



대한예방한의학회지 제 권 제 호 년 월25 2 (2021 8 )

94

한의의료 이용경험이 행동의도에 미치는3.

영향

한의의료이용의향을종속변수로설정한회귀모델(Table

과 한의의료 추천의향을 종속모델로5. Model -1)Ⅳ

설정한 회귀모델 은 유의하였다(Table 5. Model -3)Ⅳ

반면 한약복용 의향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회(p<.001).

귀모델에서는 한의의료 이용경험이 유의한 효과를 나

타내지 않았다(Table 5. Model -2).Ⅳ

세부적 결과는 첫째 한의의료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

한의의료 이용의향이 배 높았다13.71 (Table 5. Model

한편 통제변수는 모두 보정효과가 없-1, p<.001).Ⅳ

었다 둘째 한의의료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 한의의료. ,

추천의향이 배 높았다12.28 (Table 5. Model -3, p<Ⅳ

통제변수 중 거주지와 만성질환이 보정효과를.001).

보였다 하지만 한의의료 이용경험은 한약복용의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p=.113).

고 찰.Ⅴ

저자는 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 조2017『

사』1)에 복합표본분석법을 적용하여 청년층 한의의료 이

용자의 특성 한의의료이용 결정요인 한의의료에 한, ,

행동의도를 연구하였다.

인구사회학적 영향1)

이용자와 비이용자의 일반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 이,

용자군에서는 수도권 거주자 여성 기혼자, , 30 , ,

졸 이상의 학력 만성질환자 민간건강보험 가입 한의, , ,

의료가 포함된 민간건강보험을 보유한 비율이 높았다.

직업 구분에서는 이용자와 비이용자 모두 서비스 및 판

매직 비중이 높았으나 이용자의 경우 기능 노무직과, ⋅
전업주부가그뒤를이었고 비이용자 비전문 관리, ⋅ ⋅
사무직의 비중이 높았다 반면 비이용자군에서는 학생.

과 농림 어업직 비중이 높았다(Table 1).⋅
한의의료이용 영향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일반적 특

성 변수로 보정한 결과 수도권 거주자 기혼자, , 30 , ,

만성질환자 민간건강보험 가입자의 한의의료 이용확,

률이 높았다 반면 무직 비 농림 어업직과 학생에서. ⋅

는 한의의료 이용확률이 낮았다(Table 4. Model ).Ⅱ

년 분기 기준 전국 한의원 개 중 수도2020 4 14,490

권에 전국 한방병원 개 중 가 수도권에51.6%, 391 44%

소재했다15) 따라서 수도권 거주자의 한방의료 이용확.

률 증가는 한방의료 기관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과 무관

하지 않을 것이다 기혼자의 한의의료 이용확률. 30 ,

이 높은 이유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건강상태가 좋지 못

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 한의의료 이용확률이 증가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3) 만성질환자의 한의의료 이용.

확률이 높은 이유 역시 건강상태와 한의의료 이용의 관

계로 설명 가능하다3).

본 연구에서처럼 전체 연령 혹은 중장년층 상의

선행연구에서도 기혼자2),6),9)와 만성질환자3),5),7),8)의 한

의의료 이용확률이 높고 기능 노무직 서비스 판매, ,⋅ ⋅
직 등 육체노동자9)가 한의의료 이용자의 다수를 차

지했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는 이용자 중 기능 노무. ⋅
직의 한의의료 이용비율이 가장 높았던 반면3) 본 연구,

에서는 서비스 판매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청년층의 직업이 서비스 판매직에 편(p<0.001). ⋅

중된 결과에서 기인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전체 연령 혹은 중장년 이상을 상으로 진행된 선

행연구에서는 여성이며2)-4) 학력, 3),4)과 소득수준이 낮

을수록2) 한의의료 이용확률이 높았다7),8) 하지만 본 연.

구에서 교란효과를 제거한 결과 성(Table 4. Model )Ⅱ

별 학력 월평균 가구소득은 한의의료이용 결정요인으, ,

로 작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발표될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성별 학력 소득의, ,

영향력에 관한 추가 연구 및 경향 비교가 필요하다.

일반적 특성 변수 사이의 교란효과 제거 전후 모두

에서 만성질환자와 민간건강보험 가입자의 한의의료

이용확률이 높았다 만성질환(Table 4. Model , ).Ⅰ Ⅱ

자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므로 의료비용부담이 크다.

그리고 민간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한의의료 이용확

률이 높았다는 점은 한 양방을 불문하고 의료비용을⋅
보장받을 가능성이 있는 이들이 의료서비스를 적극적

으로 이용한다는 뜻이다 반면 비이용자에 비해 비용에.

한 관여도가 높은 실제 이용자는 한의의료서비스를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상의 내용은 이(Table 1).

용자의 의료비용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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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인식의 중요성2)

이용자군에서 한의의료에 해 높은 인지도를 보유

한 비율 한의의료 비용을 비싸다고 인식하는 비율 한, ,

약재를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Table 2).

그리고 일반적 특성 변수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보정

한 결과 한의의료에 한 인지도(Table 4. Model ), ‘ ’Ⅲ

와 한약재 안전성에 한 인식이 높을수록 한의의료‘ ’

이용확률이 증가했다 따라서 정부와 한의계는 의료수.

요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뿐만 아

니라 한의의료에 한 주관적 인식 개선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전문적 맞춤형 정보 제공의 필요성3) ⋅

청년층은 온라인을 활발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예상과 달리 이.

용자 와 비이용자 모두 온라인을 통해(10.3%) (14.4%)

정보를 획득하는 비중이 상 적으로 낮았다 이용자는.

중매체 와 한의사 상담 등을 통한 한의 의료(37.3%)

기관 에서 비이용자는 주변인 과 중(26.3%) , (43.9%)

매체 에서 주로 한의의료 정보를 얻었다 이는(38.9%) .

과거에 비해 정보교류 채널이 다양화되었으나 중매

체의 영향력이 여전히 건재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한.

편 한의의료 정보는 전문적이고 이용자 개인의 관여도

가 높은 정보이다 따라서 이상의 결과는 전문가 혹은.

본인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주변인을 통해 개인맞춤

형 정보를 획득하려는 청년층의 특성이 드러난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의 의의 및 향후 과제4)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 첫.

째 한의의료의 미래 수요에 미치는 영향에도 불구하고,

연구에서 배제되었던 청년층을 연구 상으로 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이용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뿐만 아니,

라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민간건강보험 가입 여

부 민간건강보험의 한의의료보장 여부 한의의료에, ,

한 주관적 인식 한의의료정보 획득경로 한의의료에, ,

한 행동의도까지 분석 상으로 삼았다 셋째 복합표본. ,

으로 설계된 국가통계자료에 단순임의표본분석법을 적

용했던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복합표본분석법을 적

용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먼.

저 직업변수의 다양성으로 인한 문제점이다 저자는 원, .

자료에서 제시한 직업변수를 그 로 사용하지 않고 유

사 직업군을 통합하여 타변수와 양적 균형을 추구하였

다 하지만 여전히 직업변수가 타변수 비 세분화된.

상태인 바 회귀모델에 한 변수의 영향력이 왜곡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연.

구마다 직업변수의 유의성이 상이했기 때문에 직업변

수의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직업변수를 모델에 적용하

였다 또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용자 중 특정 직업군.

의 비율이 높았기에 그 결과가 청년층에서도 유효한지

확인하기 위해 직업변수를 활용하였다 둘째 본 연구. ,

는 만성질환 여부가 한의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해 분석하였을 뿐 만성질환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연구,

를 진행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추가 연구를 통해 한의.

의료 이용률이 높은 만성질환군을 도출하고 해당 환자

군에 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끝으로 본 연구는 한의의료 이용경험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두 변수 사이의 매개변수,

와 조절변수를 도출하지 않았다 이 역시 향후 연구과.

제로 제언하는 바이다.

결 론.Ⅳ

청년층만 세 이용자의 특성 한의의료이용 결( 19~39 ) ,

정요인 및 행동의도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

출하였다.

이용자와 비이용자의 일반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1. ,

수도권 거주자 기혼자 서비스 판매직 및, 30 , , ⋅
기능 노무직 만성질환자 민간건강보험에 가입, ,⋅
한 경우에 한의의료 이용확률이 높았다 그리고.

한의의료에 한 인지도와 한약재 안전성에 한

인식이 높을수록 한의의료 이용확률이 높았다.

한의의료 이용경험은 향후 한의의료 이용의향과2.

추천의향 가능성을 높였다 반면 한의의료 이용.

경험은 한약복용의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용자군과 비이용자군 모두에서 한약복용의향이

이상으로 높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의의료70%

이용경험과 별도로 한약복용에 한 청년층의 니

즈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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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의료서비스 공급자와 정부는 현재 이용자를3.

위한 맞춤형 한의의료서비스와 건강보험 확 적

용 등 이용자의 비용부담을 제도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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