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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우리나라는 한방과 양방의료를 모두 인정하는 이원화된 의료제도를 취하
고 있으며 한방의료와 양방의료는 특성이 서로 다르고 제공하는 의료서비
스도 서로 다르다. 요통은 한방병의원의 외래환자 중 가장 흔한 증상으로
일부 환자는 동일한 증상으로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는 ‘의사장보기’ 행
태를 보이기도 한다. 본 연구는 어떠한 요인이 한방병원에 내원한 요통 환
자의 중복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여 요통환자의 포괄적 치
료 및 한․양방 협진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요통을 주소로 2002년 9월 12일부터 2002년 10월 2일까지 서
울소재 2개 한방병원에 처음으로 내원한 환자중 자기 기입식 설문지와 간
이정신진단검사(Symptom Checklist-90-Revision)을 이용하여 성별, 연령, 결혼
상태, 교육수준, 요통의 이환기간, 요통의 정도, 심리상태, 한방의료의 선택
동기 등이 조사된 95명을 대상으로하여 의료무경험군과 중복의료이용군을
비교하고 중복의료이용군을 한방의료경험군, 양방의료경험군, 한․양방의료
경험군으로 나누어 비교하여 한방의료선택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여 다음
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조사 대상 환자는 95명이었고, 이중 의료무경험군은 21명(22.1%), 중복
의료이용군은 74명(77.9%)이었다. 중복의료이용군중 한방병원 내원전 동일
한 요통으로 한방의료를 경험한 환자는 27명, 양방의료를 경험한 환자는
16명, 한방과 양방을 모두 이용한 환자는 31명이었다.

2. 의료무경험군과 중복의료이용군의 성별,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등
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요통의 이환기간, 요통의 정도, 심리상태에서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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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한방의료의 선택동기에서 ‘집에서 가까
우므로(교통이 편리해서)’의 문항에서 의료무경험군이 중복의료이용군보다
유의한 높은 점수를 보였다.

3. 중복의료이용군 74명의 성별, 결혼상태, 교육수준 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는 세 집단 간의 차이는 없었으나, 연령에서는 양방의료경험군이 한
방의료경험군과 한․양방의료경험군보다 높은 연령을 보였다.

4. 중복의료이용군의 이환기간에서는 한방의료경험군이 양방의료경험군
과 한․양방의료경험군보다 6주 이하의 급성 환자가 많았으며, 양방의료경
험군과 한․양방의료경험군은 12주 이상의 만성 환자가 많았다.

5. 중복의료이용군의 요통의 정도는 한․양방의료경험군이 한방의료경험
군에 비해 높게 인식되고 있었다.

6. 중복의료이용군의 심리상태는 세 집단 간의 차이가 없었다.

7. 중복의료이용군의 한방의료 선택동기에 있어서 한방의료경험군이 양
방의료경험군과 한․양방의료경험군보다 ‘한방병원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의 문항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요통환자의 중복의료이용행태는 매우 흔하게 나타나
며, 의료기관의 위치, 연령, 이환기간, 요통의 정도, 병원에 아는 사람의 유
무 등이 중복의료이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중심단어: 한방병원, 요통, 중복의료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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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한의학에 바탕을 둔 한방의료와 일제강점기 이후
서양에서 전해온 서양의학적 양방의료를 모두 인정하는 이원화된 의료제도
를 취하고 있다. 한방의료와 양방의료는 특성이 서로 다르고 이를 이용하
는 환자 구성도 차이가 나며(이응세 등, 1999),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도 서
로 다르다. 우리나라의 한․양방 의료이용의 차이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한방의료의 경우 양방의료에 비해 고연령층이 이용하며, 근골격계 질환 중
심으로 의료이용이 이루어지며, 의료보험의 한방급여 범위가 부족하여 높
은 본인부담이라는 제약 조건이 있다(이응세 등, 1999; 조경숙 2000). 양방
의료에 비해 한방의료를 선택할 확률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상용 치료원
을 한방병의원으로 가지고 있을수록, 인구 10만명당 한의사수가 많을수록,
근골격계 질환에 이환 될수록, 순환기계질환에 이환 될수록, 사고 및 후유
증에 이환 될수록 증가한다(조경숙, 2000). 또한 한방병원을 이용하는 사람
일수록 병원이용 만족도가 높으며 ‘병원의 시설과 장비’, ‘한의사 및 직원
들의 친절’, ‘병원의 명성 및 신뢰성’과 같은 변수를 포함하는 병원특성 요
인이 만족도에 유의하게 작용한다(박상태, 2000). 의료기관 선택기준은 가
벼운 질환에서는 거리와 교통이 편리해야, 전문적인 병원, 실력 있는 의사,
본인 또는 가족이 다니던 병원, 친절한 서비스, 현대적인 의료시설과 장비
등의 순으로 선택되며, 입원해야 할 질환인 경우는 전문적인 병원, 규모가
큰 병원, 현대적인 시설과 장비, 실력 있는 의사, 유명한 병원, 친절한 서비
스 등의 순으로 의료기관의 선택기준이 나타난다(조우현 등, 1992).
동일한 질환을 가지고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는 ‘의사장보기’ 행태를

- 1 -

보이는 환자들은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의사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
하거나, 의사의 진단 및 처치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Sato 등, 1995). 또한
의사와의 의사소통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의사의 치료방법에 따르지 않
고 여러 의료기관을 떠돌아다니게 되는데, 이는 의사소통의 문제나 기술적
인 측면에 대한 불만보다는 문제 인식과 해결에 대한 기대와 설명이 의사
와 환자간에 상이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한다(Brody 등, 1989). 우리나라
와 같이 양․한방의 이원적 의료체계를 가진 홍콩에서는 동일한 질환으로
‘의사장보기’ 행태를 보이는 외래환자는 40%에 이르며 증상의 지속이 주요
원인이며 ‘의사장보기’ 행태를 보이는 환자는 보다 젊고 의료에 대해 높은
기대를 가지며 현 의료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또한
환자들은 서양의료를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며 서양약물, 특히 주사제
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가진다고 한다(Lo 등, 1994). 또한 의사의 능력에
대한 불신, 의사의 환자에 대한 무성의, 의사에 대한 반감, 높은 의료비, 의
료기관의 위치와 시간의 불편, 의사의 자질에 대해 나쁘게 보는 태도 등의
요인이 ‘의사장보기’ 행태와 관련이 있으며 고소득층에서는 건강염려증도
‘의사장보기’ 행태와 관련이 있다(Kasteler 등, 1976). 그리고, 질병에 대한
불안도 대학 병원을 방문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한다(Sato 등, 1999). 요
통 환자들이 불안해하는 내용은 재발과 회복에 대한 불안이 크며, 우리나
라의 경우 요통 환자의 80-92%가 양방병원 내원 전에 어떤 종류든지 치료
를 받았으며(석세일, 1986; 정복임, 1987), 대학병원에 요통을 주소로 내원
한 환자 중 이전에 다른 의료를 경험한 이유로는 남들이 좋다고 해서, 수
술이 두려워서, 치료비가 적게 들기 때문 등이며, 여러 병원을 다닌 이유는
병명을 확실히 알고 싶어서, 잘 낫지 않아서의 순서로 나타났다(정복임,
1987).
일부 근골격계 질환에서 한방의료가 양방의료의 대체재로 이용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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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조경숙, 2000), 요통은 한방병의원의 외래환자 중 가장 많은 질환이고
(의료보험통계연보, 1999), 전체 인구 중 약 80%의 사람들이 일생을 통해
서 적어도 한번쯤은 요통으로 고통을 받은 일이 있다고 한다(Nachemson,
1971). 요통과 흔히 동반되는 관련통이나 방사통은 거의 대부분에서 보존
적 치료 방법으로 완화되고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경우는 약 2%에 이른다
(정형외과학회, 1993). 만성 동통은 증상이 아닌 하나의 질병으로 급성 질
환 및 손상의 보편적 과정보다 길게 지속되는 동통을 말하며 급성 동통과
는 현저히 다르다. 만성 동통 이론은 동통의 물리적인 면뿐 아니라 동기적
인 면이나 인지적, 정서적인 면을 포함한 가설로 동통에 대한 기전을 유해
자극에 의한 동통, 중추 신경계 동통, 심리적 동통, 동통 행태로 나눈다. 동
통 행태는 만성 동통 환자의 중요한 요인으로 비록 처음 동통을 유발한 인
자가 사소하더라도 동통 행태는 오래 지속되며 이는 환경적인 요인에 대한
보상의 기전이 대부분이며 가족, 의료진의 친절, 투약, 신체적, 정신적 필요
에 따라 동통의 행태가 악화되는 것이 보통이다(김진호 와 한태륜, 1999).
전형적인 만성 동통환자의 다면적 인성검사결과는 건강 염려증, 우울증, 히
스테리 척도가 증가되는 것이 특징이다(김진호와 한태륜, 1999). 요통 환자
에 대한 다면적 인성검사 결과, 요통 환자군은 건강염려증 척도, 우울증 척
도, 히스테리 척도가 정상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점수가 나타나 효
과적인 요통 치료를 위해서는 기질적 병변에 대한 검사와 더불어 심리적
요인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이영희, 1986). 만성 동통의 경우는 아직까지
완전한 동통의 제거보다는 동통의 완화 및 동통 행태의 개선에 의한 기능
의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만성 동통은 어느 한 의사의 힘으로
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따라서 다원적 접근에 의한 팀 접근법이
필요하게 된다(김진호와 한태륜, 1999).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팀 접근법
이 아직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고, 한․양방의 이원적 의료제도의 환경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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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만성 동통 환자는 동일질환을 가지고 한․양방의료를 전전하게 되고
이러한 중복의료이용은 소비자 측면에서는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불편
을 증가시키며 국가적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인 자원활용의 문제가 있다. 이
전의 연구에서 한․양방의료의 선택요인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와 ‘의사장
보기’ 행태의 관련요인, 만성 동통의 심리적 요인에 대한 평가는 이미 있었
지만, 동일 질환을 가지고 양방과 한방을 중복해서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선택요인, 심리적 요인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방병의원의 외래환자 중 가장 흔한 증상인 요통을 대상으로 한, 양방중
복의료이용에 대한 실태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한․양방
협진 및 요통 환자의 포괄적 치료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어떠한 요인이 한방병원에 내원한 요통 환자의 중복의
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여 요통 환자의 포괄적 치료 및 양․
한방 협진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첫째, 한방병원에 내
원한 요통 환자들 중 중복의료 이용 환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
며, 둘째, 요통의 이환기간, 통증의 정도, 심리적 상태를 파악하고, 셋째, 한
방 의료의 선택동기를 파악하여, 넷째, 중복의료이용에 관련된 요인을 분석
하여 결론을 얻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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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2년 9월 12일부터 2002년 10월 2일까지 서울소재 2개 한방
병원에 요통을 주소로 처음으로 내원한 환자 중 질문지의 문항을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는 환자 106명을 대상으로 하여 자기 기입식 설문지와
Derogatis가 개발하고 김광일 등(1984)이 번역한 간이정신진단검사(Symptom
Checklist-90-Revision)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다. 회수된 설문지와 간이정신진
단검사 중 정보가 불충분한 일부 설문지를 제외한 95부를 최종분석에 이용
하였다. 이 중 한방병원 내원 전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은 환자는
21명이었고,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환자는 74명이었다.

2. 연구의 틀

요통관련
- 이환기간
- 통증정도
- 심리상태

사회인구학적 특성
- 성, 연령, 결혼,
교육

중복의료이용군
한
양 한
방
방 ⋅
양
의
의 방
료
료 의
료
경
경
경
험
험 험

의
료
무
경
험
군

<그림 1> 연구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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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료의
선택동기

3. 조사내용 및 측정방법

성,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요통의
이환기간은 6주이하의 급성, 6주에서 12주 사이의 아급성,

12주 이상의 만

성으로 분류하고(Frymoyer, 1988), 통증의 정도는 시각적 상사척도(Visual
Analogue Scale)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심리적 상태는 간이정신진단검사
(SCL-90-R)를 사용하여 T 점수를 평가하였다. 한방의료이용의 선택동기는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고 설문의 내용은 박상태(2000)가 사용한 설문
과 같이 다음과 같은 9항목으로 구성하였다. (1) 한방병의원의 시설과 장
비, (2) 한의사 및 직원들의 친절, (3) 한방병의원의 명성 및 신뢰성, (4) 내
질병은 양방보다는 한방이 더 잘 나을 것 같아서, (5) 한방을 신뢰하므로,
(6) 이전부터 다니던 곳이라 나의 병력에 대해 잘 알고 있으므로, (6) 집에
서 가까우므로(교통이 편리해서), (7) 다른 사람들 또는 다른 병원(의원)의
권유로, (9) 한방병의원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이들 각 항목은 모두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4. 분석방법

과거에 동일한 요통 증상으로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험이 없는 의료
무경험군과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중복의료이용군의 연령을
2

제외한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이환기간의 비교는 X test, 연령과 통증의 정
도, 간이정신진단검사의 T 점수 및 한방병원선택동기의 두 집단 간 비교는
T-test를 사용하였다. 중복의료이용군의 세 집단 간의 비교에서는 연령, 통
증의 정도, 간이정신진단검사의 T 점수 및 한방병원선택동기의 비교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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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성별, 결혼상태, 교육수준, 이환기간의 비교는
2

X test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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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1. 의료무경험군과 중복의료이용군의 비교

1) 사회인구학적 특성

전체 대상자는 95명으로 의료무경험군은 21명(22.1%), 중복의료이용군은
74명(77.9%)이었다. 이중 남자는 52명이었고, 여자는 43명이었으며, 의료무
경험군의 경우는 남자가 11명, 여자가 10명이었고, 중복의료이용군의 경우
는 남자가 41명 여자가 33명이었다. 두 집단의 평균 연령은 의료무경험군
은 37.7±10.9세이고, 중복의료이용군은 38.1±12.3세였다. 결혼관계는 기혼이
의료무경험군에서는 71.4%, 중복의료이용군에서는 60.8%로

두 집단 모두

에서 높은 분포를 보였다. 교육수준의 분포는 의료무경험군과 중복의료이
용군 모두 대졸이상의 학력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서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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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두 집단의 성별,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의 분포 및 비교

성별

*

의료무경험군
(N=21)

중복의료이용군
(N=74)

남

11(52.4)

41(55.4)

여

10(47.6)

33(44.6)

37.7±10.9

38.1±12.3

미혼

6(28.6)

26(35.1)

기혼

15(71.4)

45(60.8)

이혼 및 별거

0(0)

2(2.7)

사별

0(0)

1(1.4)

초졸이하

2(9.5)

3(4.1)

중졸

2(9.5)

5(6.8)

고졸

6(28.6)

30(40.5)

대졸이상

11(52.4)

36(48.6)

P-value

0.806
**

연령

결혼상태

*

0.559

0.816

교육수준*

0.520

* 명(%)
** 세(평균±표준편차)

2) 요통의 이환기간

요통의 이환기간은 의료무경험군에서는 6주이하의 급성인 경우가 71.4%
를 차지하였으며, 중복의료이용군에서는 47.3%를 차지하였으나 두 집단 간
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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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두 집단의 요통의 이환기간 비교
명(%)
이환기간 (주)

의료무경험군
(N=21)

중복 의료이용군
(N=74)

0-6

15(71.4)

35(47.3)

7-11

1(4.8)

5(6.8)

12-

5(23.8)

34(45.9)

P-value

0.127

3) 요통의 정도

시각적 상사척도(VAS)를 이용하여 측정한 요통의 정도는 의료무경험군
이 5.4±1.7이었고, 중복의료이용군이 6.1±2.0로 중복의료이용군이 높게 나타
났으나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 3).

*

<표 3> VAS 를 이용한 두 집단의 요통의 정도 비교
평균±표준편차

VAS

의료무경험군
(N=21)

중복의료이용군
(N=74)

P-value

5.4±1.7

6.1±2.0

0.115

* VAS : Visual Analogue Scale

4) 심리상태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의 9개 증상 차원 중 신체화를 제외한 나머
지 8개 증상 차원에서 의료무경험군의 T 점수가 높게 나왔으나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 4).
- 10 -

5) 한방의료의 선택동기

요통으로 한방병원에 내원한 환자의 한방의료의 선택동기를 9문항으로
나누어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이전부터 다니던 곳이라 나의 병력에 대
해 잘 알고 있으므로’와 ‘집에서 가까우므로(교통이 편리해서)’의 두 문항
에서는 의료무경험군이 중복의료이용군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한방병
원 또는 한의원의 시설과 장비’, ‘의사 및 직원들의 친절’,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의 명성 및 신뢰’, ‘내 질병은 양방보다 한방이 더 잘 나을 것 같아
서’, ‘한방을 신뢰하므로’, ‘다른 사람들 또는 다른 병원(의원)의 권유로’,
‘한방병의원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등의 7문항에서는 중복의료이용군이
의료무경험군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집에서 가까우므로(교
통이 편리해서)’의 문항에서만 의료무경험군이 중복의료이용군보다 유의한
높은 점수를 얻었다(표 5).

<표 4> 두 집단의 간이정신진단검사 T점수 비교
평균±표준편차

신체화

의료무경험군
(N=21)
49.8±8.6

중복의료이용군
(N=74)
51.3±9.4

강박증

43.2±6.0

42.7±8.5

0.751

대인예민성

44.8±9.8

43.1±7.1

0.474

우울

44.3±8.4

42.9±7.1

0.480

불안

46.2±8.5

44.8±7.7

0.499

적대감

47.0±6.0

44.6±6.1

0.127

공포불안

47.1±10.3

45.4±8.1

0.504

편집증
정신증

43.8±8.4
46.1±9.0

42.7±6.4
44.9±7.2

0.593
0.606

증상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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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alue
0.472

<표 5> 두 집단의 한방의료 선택동기 비교
평균±표준편차
문항

의료무경험군
(N=21)

중복의료이용군
(N=74)

P-value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의
시설과 장비

3.3±0.7

3.3±0.9

0.838

한의사 및 직원들의 친절

3.7±0.7

3.8±0.8

0.499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의
명성 및 신뢰

3.7±0.6

3.9±0.6

0.236

내 질병은 양방보다 한방이
더 잘 나을 것 같아서

3.8±0.5

3.9±0.8

0.588

한방을 신뢰하므로

3.6±0.5

3.6±0.8

0.867

이전부터 다니던 곳이라
내 병력을 잘 알고 있으므로

2.3±1.0

2.2±1.1

0.595

집에서 가까우므로
(교통이 편리해서)

3.1±1.0

2.5±1.1

0.033

다른 사람들 또는 다른
병원(의원)의 권유로

2.6±1.2

3.1±1.2

0.059

한방병의원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1.8±0.8

1.8±1.0

0.729

2. 중복의료이용군의 집단간 비교

1) 사회인구학적 특성

연구대상인 2곳의 한방병원을 방문하기 이전에 다른 의료경험이 있는 중
복의료이용군 74명을 이전에 경험한 진료형태에 따라 한방병의원만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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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험이 있는 한방의료경험군, 양방병의원만의 진료를 경험한 양방의료
경험군, 한방과 양방을 모두 방문한 경험이 있는 한․양방의료경험군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 간의 성별, 연령, 결혼, 교육수준 등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성별과 결혼상태 및 교육수준에서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
나, 연령에서는 양방의료경험군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연
령을 보였다(표 6).

<표 6> 중복의료의용군의 성별,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의 분포 및 비교
한방의료경험 양방의료경험 한․양방의료
P-value
군(N=27)
군(N=16) 경험군 (N=31)
성별*

남

16(59.3)

8(50.00)

17(54.8)

여

11(40.7)

8(50.00)

14(45.2)

35.0±9.8

45.9±14.4

36.7±11.8

미혼

12(44.4)

3(18.8)

11(35.5)

기혼

14(51.9)

12(75.0)

19(61.3)

이혼 및 별거

1(3.7)

1(6.2)

0(0.0)

사별

0(0.0)

0(0.0)

1(3.2)

초졸이하

0(0.0)

1(6.3)

2(6.4)

중졸

1(3.7)

4(25.0)

0(0.0)

고졸

12(44.4)

4(25.0)

14(45.2)

대졸이상

14(51.9)

7(43.7)

15(48.4)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 단위 : 명(%)
** 단위 : 평균±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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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7
0.012

0.307

0.051

2) 요통의 이환기간

중복의료를 이용한 세 집단간의

이환기간은 6주이하의 급성인 경우는

한방의료경험군에서는 81.5%, 양방의료경험군은 31.2%, 한․양방의료경험
군에서는 25.8%를 차지하였고, 12주이상의 만성인 경우는 한방의료경험군
에서는 18.5%, 양방의료경험군은 56.3%, 한․양방의료경험군에서는 64.5%
를 나타내어 한방의료경험군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급성환자의 비율이 높
게, 만성환자의 비율은 낮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7).

<표 7> 중복의료이용군의 요통의 이환기간 비교
명(%)
이환기간(주)

한방의료경험군 양방의료경험군
(N=27)
(N=16)

한․양방의료
경험군 (N=31)

0-6

22(81.5)

5(31.2)

8(25.8)

7-11

0(0)

2(12.5)

3(9.7)

12-

5(18.5)

9(56.3)

20(64.5)

P-value

0.001

3) 요통의 정도

중복의료를 이용한 세 집단 간의 시각적 상사척도는 한방의료경험군에서
는

5.5±1.9,

양방의료경험군에서는

5.8±2.1,

한․양방의료경험군에서는

6.8±2.0을 나타내어, 한․양방의료경험군이 한방의료경험군보다 유의하게
요통의 정도를 더욱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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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 중복의료이용군의 VAS 를 이용한 요통의 정도 비교
평균±표준편차
한방의료경험군 양방의료경험군 한․양방의료
(N=27)
(N=16)
경험군 (N=31)
VAS

5.5±1.9

5.8±2.1

6.8±2.0

P-value
0.0406

* VAS : Visual analogue scale

4) 심리상태

간이정신진단검사의 9개의 증상 차원 중 정신증을 제외한 나머지 신체
화,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등의 8개의
증상에서 한․양방의료경험군이 모두 높은 T 점수를 나타내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 9).

<표 9> 중복의료이용군의 간이정신진단검사 T점수 비교
평균±표준편차
증상 차원

한방의료경험군 양방의료경험군 한․양방의료
(N=27)
(N=16)
경험군 (N=31)

P-value

신체화

49.7±10.4

48.3±8.1

54.3±8.6

0.0600

강박증

41.9±8.1

40.4±7.5

44.6±9.0

0.2225

대인예민성

42.9±7.8

40.1±5.5

44.8±8.9

0.1544

우울

41.1±6.1

41.6±5.2

44.7±8.4

0.1532

불안

43.9±7.4

42.1±4.7

46.7±8.9

0.1719

적대감

44.2±6.1

42.6±3.4

46.1±6.8

0.1413

공포불안

44.4±5.2

44.3±5.2

46.8±11.0

0.4359

편집증

42.9±5.6

40.8±3.7

43.6±8.0

0.3699

정신증

45.7±7.6

42.3±3.7

45.6±8.0

0.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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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방의료의 선택동기

세 집단의 한방의료 선택동기를 비교한 결과는 ‘한방병원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의 문항에서 한방의료경험군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표 10).

<표 10> 중복의료이용군의 한방의료 선택동기 비교
평균±표준편차
문항

한방의료경험 양방의료경험 한․양방의료
P-value
군 (N=27)
군 (N=16) 경험군 (N=31)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의
시설과 장비

3.4.±0.8

2.9±0.9

3.5±1.0

0.1309

한의사 및 직원들의 친절

4.0±0.7

3.5±0.8

3.9±0.8

0.1184

3.9±0.6

4.1±0.23

3.8±0.8

0.5050

3.9±1.0

4.0±0.6

3.8±0.8

0.6617

3.8±0.7

3.5±0.7

3.6±0.8

0.3520

2.3±1.0

2.1±0.8

2.2±1.2

0.6909

2.7±1.0

2.6±1.2

2.3±1.2

0.3050

3.1±1.2

2.9±1.2

3.3±1.1

0.4372

2.3±1.3

1.5±0.6

1.7±0.9

0.0266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의
명성 및 신뢰
내 질병은 양방보다 한방
이 더 잘 나을 것 같아서
한방을 신뢰하므로
이전부터 다니던 곳이라
내 병력에 대해 잘 알고
있으므로
집에서 가까우므로 (교통
이 편리해서)
다른 사람들 또는 다른
병원(의원)의 권유로
한방병의원에 아는 사람
이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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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본 연구는 한방병의원에 내원하는 가장 흔한 질환인 요통 환자를 대상으
로 한방의료의 선택동기와 관련된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성, 연령, 결혼,
교육 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통증의 정도, 이환기간, 심리적 상태 및 한
방의료의 선택동기를 조사분석 하였다.
의료이용의 결정요인 중 환자특성과 관련된 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성은
의료이용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여성이 남성보다 의료이용을 더 많이
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Campbell 과 Roland, 1996; Jackson 등, 1999). 연
령에 따른 의료이용의 차이는 선진국에는 10대 후반 또는 20대 연령에서
의료이용이 가장 낮고, 0-4세 및 70세 이상에서는 의료이용이 가장 높게
나타나 연령과 의료이용의 관계가 U자형 곡선을 보이는데 반해(Campbell
과 Roland, 1996), 우리나라는 노년층의 의료이용이 낮아지는 L자형 곡선을
보인다(김병익 등, 1991). 이는 노인인구의 특성상 신체적 취약성으로 의료
에 대한 욕구는 높으나 노년층의 경제적 취약성으로 실질적인 의료이용은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조경숙, 1996).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기능으로
무배우자일수록 사회적 지원기능의 약화로 의료이용을 많이 하며(Feldstein,
1974; Ivanov & Flynn, 1999), 이혼 또는 사별한 사람의 경우는 독신자나 결
혼한 사람보다 사회적 지원망이 약화되어 의료이용을 더 많이 하게 된다고
한다(Ingham & Miller 1983).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건강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이용이 감소된다(Grossman, 1972;
Knickman 과 Foltz, 1984; McMahon 등, 1991)는 연구결과가 있는 반면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접근도가 높아지므로 의료이용이 증가될 것이라는
상반된 의견도 있다(McAlpine 과 Mechanic, 2000).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병
의원 방문여부 및 방문회수에 교육수준이 양(+)의 영향력이 보인다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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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있다(박현애 등, 1994).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의료무경험군과 중복의
료이용군 간의 비교에서 성, 연령, 결혼관계, 교육수준에서는 유의한 차이
는 없었으나 중복의료이용군의 각

집단 간 비교에서는 양방의료경험군이

높은 평균연령을 보였는데 이는 고연령층이 양방보다 한방을 선호한다(이
응세 등, 1999)는 이전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이다.
한방의료의 선택요인은 평소 한, 양방의료를 이용하던 습관이 한, 양방의
료의 선택에 영향을 미쳐 상용치료원을 한방병의원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
상용치료원이 없는 경우보다 한방의료이용확률이 6.7배 높으며, 한방의료이
용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한방의료서비스 가격인 반면, 양방

의료이용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이환일수로 차이를 보이고,
한방의료이용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친절인식도였다(조경
숙, 2000). 대학부속한방병원을 위주로 조사한 박상태(2000)의 연구에 의하
면 한방병원 선택 동기 중 한방병원의 시설과 장비, 한의사의 친절, 한방병
원의 명성 및 신뢰성 등의 병원특성요인이 강하게 작용하며 결혼상태, 교
육수준, 병원유형에 따라 병원특성요인이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
서 한방의료의 선택동기를 9문항으로 나누어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이
전부터 다니던 곳이라 나의 병력에 대해 잘 알고 있으므로’, ‘집에서 가까
우므로(교통이 편리해서)’와 같은 접근성 요인에서 의료무경험군이 높은 점
수를 보였고, 병원의 시설과 장비, 한의사의 친절, 한방병원의 명성 및 신
뢰성과 같은 병원특성요인과 타인의 권유와 같은 대인관계요인에서는 중복
의료이용군이 높은 점수를 보여 이전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나 유
의한 차이는 없었다. 중복의료이용군의 집단 간 비교에서는 양방의료경험
군이 ‘내 질병은 양방보다 한방이 더 잘 나을 것 같아서’와 같은 인식요인
이 높게 나왔고, 한․양방의료경험군에서는 ‘한방병원의 시설과 장비’, ‘다
른 사람들 또는 다른 병원(의원)의 권유로’ 등의 문항에서 높은 점수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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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지만 유의성은 없었다.
‘의사장보기’ 행태(Doctor shopping behaviour)는 동일한 질병으로 의사의
권유 없이 자기의사에 의해 의사를 바꾸는 행태로 의료의 질과 환자만족도
와 관련하여 의의가 있다(Lo 등, 1994). Sato 등(1995)은 외래환자의 23%가
‘의사장보기’ 행태를 가지고 있으며, 7.9%가 대체의료를 이용했는데, 만성
적 질병상태와 의사-환자의 관계가 ‘의사장보기’ 행태와 가장 관련 있으며,
대체의료이용은 현대적 의료의 상징성을 가진 대학병원에 대한 기대감 때
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신체화 장애가 두 집단 모두에서 높은 이환율을 보
였으며 환자의 병력을 청취할 때 동일한 증상으로 이전에 몇 곳의 의료기
관을 방문했는지와 대체의료를 얼마나 이용하였는지를 물어볼 것을 제안하
였다. Lo 등(1994)은 외래환자의 40%정도가 ‘의사장보기’ 행태를 보였고 그
에 대한 중요한 원인은 증상의 지속 때문이라고 하였다. Kasteler 등(1976)
은 고소득층의 48%, 저소득층의 37%가 진료에 불만을 가지고 의사를 바꾸
며 건강염려증이 고소득층에서는 ‘의사장보기’ 행태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
다. Olsen 등(1976)은 고소득층의 53%, 저소득층의 51%가 ‘의사장보기’

행

태를 보이며 ‘의사장보기’ 행태를 보이는 집단은 젊은 층이며, 전문의학지
식을 잘 알고 있고, 자기확신이 부족하며, 건강염려증을 가지고 있으며, 의
사에 대해 적대감을 적게 나타나고, 의료체계에 긍정적 태도가 부족하다고
했다. Sato 등(1999)은 동일한 질환으로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이차의
견 행태(second opinion behaviour)는 두 곳 이상의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의
사장보기’와 다른 행태로서 질병의 이환기간이 짧고, 증상의 악화를 느끼
지 못한다는 점에서 ‘의사장보기’ 행태와 구별되며 질병에 대한 불안으로
대학부속병원을 방문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양방병원에 내원한 요통 환자의 80.7-90%가 내원 전 어
떤 종류든지 치료를 받았으며(정복임, 1987; 석세일, 1986) 이러한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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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이유 중 다른 사람의 권유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여러 병
원을 다닌 이유는 병명을 확실히 알고 싶어서, 잘 낫지 않아서가 높은 비
율을 나타내었다(정복임, 1987). 본 연구에서도 한방병원에 내원한 요통 환
자의 77.9%가 내원전 다른 의료를 경험하여 기존의 양방병원에 내원한 요
통 환자와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요통의 이환기간에서 중복의료이용군이
6주 이하의 급성요통과 12주 이상의 만성요통에서 높은 분포를 보인 반면
의료무경험군에서는 6주 이하의 급성요통이 많았다. 중복의료이용군 간의
비교에서도 한․양방의료경험군에서 만성요통의 비율이 높아 증상의 지속
이 중복의료의 의료형태 선택에 있어서 관련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요통 환자의 심리적 상태와 관련하여 Calsyn 등(1976)은 기능적 요통군과
기질적 요통군의 다면적 인성검사 성적을 비교하여 기능적 요통군에서는
신경증 삼주징(neurotic triad)인 건강염려증 척도, 우울증 척도 및 히스테리
척도의 평균 T점수가 높게 나오고, Naliboff 등(1985)은 요통 환자군이 정상
대조군에 비해 다면적 인성검사와 관련하여 건강염려증 척도, 우울증 척도,
편집증 척도, 정신분열증척도 및 사회적 내향성 척도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음을, 이영희(1986)는 건강염려증 척도, 우울증 척도, 히스테리 척도만이
높음을 보고하였다. 정복임(1987)은 요통 환자들이 기질불안이 상태불안보
다 높게 나타나며 재발과 만성화에 대해 불안을 느낀다고 하였다. Nickel
등(2002)은 요통 환자의 신체화와 ‘의사장보기’가 수술적 치료이든 보존적
치료이든 불량한 치료결과에 대한 높은 위험인자라고 하였다. Gatchel 등
(1992)은 만성 요통 환자는 급성 환자와 달리 신체와 정신이 심하게 퇴화
되어 있으며 이러한 “deconditioning” 상태를 치료와 기능회복을 위한 복합
적이고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하여 강도 높은 교육과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행동학적 “reconditioning” 상태로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하
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요통 환자들의 심리적 상태를 측정하는 도구

- 20 -

로 Derogatis에 의해 개발되고 김광일 등(1984)에 의해 번역된 간이정신진
단검사(SCL-90-R)을 사용하였는데, 간이정신진단검사는 실시시간이 20분
정도로 짧고, 검사문항이 쉬우며, 환자의 증상을 대체로 포괄하고 있는 장
점이 있다(김광일 등, 1984). Schmitz 등(2002)은 간이정신진단검사가 정신
건강을 고려한 환자의 현재 상태를 이해하는 유용한 도구로 이용될 수 있
음을 보고하였는데, 중복의료이용과 관련된 심리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사
용된 간이정신진단검사의 T점수는 신체화에서 중복의료이용군이 높은 점
수를 보이고 불안과 우울 등의 T점수는 의료무경험군에서 오히려 높게 나
왔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중복의료이용군의 집단 간 비교에서 한․양방의
료경험군이 정신증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지만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요통 환자를 위한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으나
이 질병의 자연 경과와 비교하여 치료효과가 우수한 치료방법은 드물며
(Nachemson, 1992), 다양한 치료 방법에도 만성 요통 환자는 증가하고 이
로 인한 장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현재까지 요통 환자에게 시행해왔던
기존 치료 방법들은 요통의 치료에 실패하였다고 생각되며 새로운 치료 방
법들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주장(Wheeler 와 Hanley, 1995)과 같이 본 연구
에서도 요통 환자는 다른 의료를 경험한 후에도 증상이 지속됨으로 한방병
원을 선택하며 급성일수록 한방의료만을 중복이용하지만, 만성일수록, 통증
을 심하게 느낄수록 양방과 한방을 중복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 소재의 2개 한방병원에 내원한 요통 환자만을 대상
으로 하여 표본선정에 문제가 있으며, 조사기간이 짧아 연구대상에도 제한
이 있지만, 한․양방의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한방병의
원의 흔한 질환인 요통을 대상으로 하여 두 의료체계의 중복의료이용 행태
에 관련된 요인을 연구한 것이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양방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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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한 요통 환자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지 못했으므로 향후 우리나라에
서의 요통 환자의 의료이용의 행태의 연구에 있어서 한․양방의 통합된 연
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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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요통을 주소로 2002년 9월 12일부터 2002년 10월 2일까지 서울소재 2개
한방병원에 처음으로 내원한 환자중 자기 기입식 설문지와 간이정신진단검
사을 이용하여 성별,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요통의 이환기간, 요통의
정도, 심리상태, 한방의료의 선택동기 등이 조사된 95명을 대상으로하여 의
료무경험군과 중복의료이용군을 비교하고 중복의료이용군을 한방의료경험
군, 양방의료경험군, 한․양방의료경험군으로 나누어 비교하여 한방의료선
택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조사 대상 환자는 95명이었고, 이중 의료무경험군은 21명(22.1%), 중복
의료이용군은 74명(77.9%)이었다. 중복의료이용군중 한방병원 내원전 동일
한 요통으로 한방의료를 경험한 환자는 27명, 양방의료를 경험한 환자는
16명, 한방과 양방을 모두 이용한 환자는 31명이었다.

2. 의료무경험군과 중복의료이용군의 성별,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등
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요통의 이환기간, 요통의 정도, 심리상태에서는 두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한방의료의 선택동기에서 ‘집에서 가까
우므로(교통이 편리해서)’의 문항에서 의료무경험군이 중복의료이용군보다
유의한 높은 점수를 보였다.

3. 중복의료이용군 74명의 성별, 결혼상태, 교육수준 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는 세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연령에서는 양방의료경험
군이 한방의료경험군과 한․양방의료경험군보다 높은 연령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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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복의료이용군의 이환기간에서는 한방의료경험군이 양방의료경험군
과 한․양방의료경험군보다 6주 이하의 급성 환자가 많았으며, 양방의료경
험군과 한․양방의료경험군은 12주 이상의 만성 환자가 많았다.

5. 중복의료이용군의 요통의 정도는 한․양방의료경험군이 한방의료경험
군에 비해 높게 인식되고 있었다.

6. 중복의료이용군의 심리상태는 세 집단 간의 차이가 없었다.

7. 중복의료이용군의 한방의료 선택동기에 있어서 한방의료경험군이 양
방의료경험군과 한․양방의료경험군보다 ‘한방병원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의 문항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요통환자의 중복의료이용행태는 매우 흔하게 나타
나며, 의료기관의 위치, 연령, 이환기간, 요통의 정도, 병원에 아는 사람의
유무 등이 중복의료이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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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about doctor-shopping of low back pain
patients who visit Oriental medical hospital
Sang-Moo Lee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Chang-Il Park, M.D., Ph.D.)

This country adopts two medicine which includes Oriental medicine and
Western medicine. They offer different medical services and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Since low back pain is the most common symptom of
outpatients

in

Oriental

medical

clinics,

some

patients

have

shown

doctor-shopping behaviour; they visit several medical facilities with the same
sympto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materials for the comprehensive care
of low back pain for cooperation between Oriental medicine and Western
medicine by analyzing what factors affect on doctor-shopping behaviour of low
back pain patients visiting Oriental medical hospital.
95 first-visit patients from two Oriental medical hospital located in Seoul

- 29 -

answered

a

questionnaire

and

Symptom

Check

List-90-Revision

(SCL-90-R) from Sept. 12th to Oct 2nd 2002.

1. There are 21(22.1%) first-visit patients(FVP) and 74(77.9%) doctor-shopping
patients(DSP) among 95 patients. There are 27 experiencers of Oriental medicine
(EOM), 16 experiencers of Western medicine (EWM) and 31 experiencers of
both Medicines(EBM) in doctor-shopping patients.

2.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FVP and DSP in social
characteristics(sex, age, marital status and educational level), symptom duration,
pain intensity and psychological factors but DSP showes significant high score
in ‘Near to place of residence(Convenient location)', one of the items of the
reasons of choosing Oriental medicine.

3. There is no difference among three subgroups of doctor-shopping patients
except age. The EWM patients are older than EOM and EBM patients.

4. In symptom duration, the number of the acute patients(≤6 weeks) in
EOM patients is larger than those of EWM and EBM patients. There are,
however, more chronic patients(≥12 weeks) in EWM and EBM patients.

5. In pain intensity, EBM patients feel more painful than EOM patients
among doctor-shopping patients.

6.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psychological factors am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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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tor-shopping patients.

7. EOM patients show significant high score in ‘Having an acquaintance in
Oriental medical hospital', one of the items of the reasons of choosing Oriental
medicine.

The above results show that doctor-shopping behavior of low back pain
patients is very common. In addition, location, age, symptom duration,

pain

intensity and having an acquaintances have more effects on doctor-shopping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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