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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한방외래의료 이용관련 요인 연구
: 2010-201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다른 국가들보다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 노인성 질환으로 질병양상의 변화가 이뤄지면서 건강의 질적 문제,

건강수명의 연장이 중요한 건강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만 45세 이상 중고령자의

한방외래이용 관련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2010-2014년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인구사회적 요인과 건강 및 기능 관련 요인, 만성질환

요인으로 양･한방 외래 의료이용 여부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전체 대상자는

5,947명이었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구사회적 요인으로는 조사년도에서 2010년에 비해 2013년 군에서 교차비가

1.56(95% CI=1.13-2.16), 2014년 군에서 교차비 1.58(95% CI=1.17-2.15)로

한방외래의료용이 유의하게 높았다. 건강 및 기능 관련 요인으로는 통증 또는

불편 정도가 없는 군을 준거집단으로 조금 있는 군에서 교차비가 1.87(95%

CI= 1.49-2.35). 매우 심한 군에서 2.32(95% CI=1.55-3.50)로 통증 또는 불편

정도가 심할수록 한방외래이용이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입원 경험이 없는

군에 비해 경험 있는 군에서 0.63(95% CI=0.47-0.85)으로 한방외래의료

이용이 유의하게 낮았다. 만성질환 요인에서는 만성질환이 없는 정상군에

비해 순환기계 질환군에서 0.68(95% CI=0.56-0.83), 내분비 대사성 질환군

0.66(95% CI=0.51-0.87)으로 한방외래의료 이용이 유의하게 낮았다. 세부적으로는

순환기계 질환에서는 고혈압 보유군이 0.69(95% CI=0.57-0.84), 내분비 대사성

질환에서는 당뇨병 보유군이 0.63(95% CI=0.47-0.83)으로 한방 외래이용이

유의하게 낮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만 45세 이상 중고령층의 한방의료 이용관련 요인을

인구사회적 요인과 건강 및 기능 관련 요인, 만성질환 요인을 모두 보정하여

분석한 연구이며, 특히 그 동안 선행연구에서 부족했던 만성질환을 세분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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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외래의료 이용관련 요인을 분석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볼 때, 한방외래의료는 통증 또는 불편 정도가 심할수록

이용이 높고, 입원 경험이 있는 자와 만성질환군에서 순환기계 질환, 내분비

대사성 질환 보유자는 한방외래의료 이용이 낮았다.

연구 결과를 살펴볼 때, 만성질환 중 순환기계 질환, 내분비 대사성 질환이

한방외래의료 이용이 낮은 이유에 대한 심층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통증 치료를 벗어난 질병 예방과 치료, 관리를 위한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한의약의 과학화․표준화에 질환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외에 고령화 사회에 빠른 진입에 따른 철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중고령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연구에 대한

투자와 정책적 지원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제한된 자원에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중고령자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보건의료

정책 마련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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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 현상으로 2000년에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7.2%로 ‘고령화 사회’에 들었고, 2008년 9.9%, 2018년에 14.3%로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8%로 ‘초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통계청은 예측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히 그 동안 사회 제도적․문화적 기반 취약, 인프라 부족

등으로 고령사회의 준비에 미흡한 상황이었고 고령화 속도가 빨라 대체할

시간도 충분치 않다는 사실은 문제의 심각성을 가중시키고 있다(Kang, 2012).

범정부 차원의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정책 추진을 위해 수립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에 따르면 고령화 문제를 적기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경제․사회적으로 큰 충격에 맞닥뜨릴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미래

재정적 부담이 급격히 증가됨으로써 후세대의 부양부담 급증으로 세대간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 있다고 지적하고 한다. 이에 고령층이 급격히 늘어나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여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고령화는 여러 사회․경제적 문제를 일으키지만 보건의료 측면에서 본다면

막대한 의료비의 상승과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부담의 증가를 유발한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5년 전체 진료비 58.0조원

중 21.9조원(37.8%)으로 2000년 2.3조원에 비해 9.7배나 급증하였다(HIRA,

2016). 이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하겠다.

또한 ‘2015년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중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률이 가장 높고(12.1%),

연령이 높을수록 이용률이 높고, 해당 서비스 이용비용이 10-20% 증가하여도

응답자 중 65.4%는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령자의 의료비 비용

부담과 이에 대한 사회적 부담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자, 치매환자 등 비감염성 질환으로

질병양상이 변화하고 있어 의료비 부담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여 진다.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 2016년에 발간한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만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전체 사망의 81%를 차지하며, 사망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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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위 중 7개가 만성질환이다. 국제적 비교 시 만성질환의 회피예방 가능

사망률은 38.8%로, 그 중에서도 치료 가능 사망보다 예방 가능 사망이 영국

등에 비해 10.8% 포인트 높아 예방분야의 취약성이 존재하고 있다(KCDC,

2016).

인구의 고령화, 만성 노인성 질환으로 질병양상의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오늘날 건강의 질적 문제, 건강수명의 연장이 중요한 건강이슈로 부각되고

있다(Moon, 2017). 이러한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욕구는 높은 의료비용에

대한 대안과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이어져 전통의약․보완대체의학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MOHW, 2016). 이는 기존의 정통의학

(conventional medicine)에서 해결될 수 없거나 의료비의 절감, 삶의 질을

높이는 예방 차원의 수단으로 대체 혹은 보완재의 역할에 대한 요구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Hwang, 2012).

전세계 전통의약․보완대체의학 시장은 시장조사 기관 Global Industry

Analysis(GIA)에 따르면 2015년 1,141.8억 달러에서 2020년 1,542.7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방 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015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조사한 ‘한방병원 및 한의원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자료’에 의하면, 한방진료 인원은 2010년 1,335.5만명에서 2014년

1,395.9만명으로 59.4만명이 증가하였고, 한방진료비는 2010년 1조

7,832억원에서 2014년 2조 4,005억원으로 총 6,173억원이 증가하여 5년간

연평균 7.7%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IRA, 2018).

하지만 서양의학에 바탕을 둔 양방의료서비스와 전통적인 한의학에 바탕을

둔 한방 의료서비스를 모두 인정하는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Lee et al., 2011), 한방 의료서비스 요구도와 이용에 대한

심층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Yoo, 2003).

의료이용에 관한 연구는 이용량과 이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의료이용 형태를 규명함으로써 의료이용의 효능을 높여 국가 정책적

또는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다(Kim, 2013). 이에 이원화된

의료체계 속에서 고령화에 따른 질병양상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한방의료

의료 현황 파악이 필요하며, 특히 고령인구 대상인 만 45세 이상 중고령자에

대한 수요를 더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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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한방의료 이용실태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하나의 특정

질환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보완대체요법의 이용여부와 각각의

보완대체요법별로 이용률을 파악하거나(Lee et al., 1994; Um et al., 1997; Lee

et al., 1998; Lee, 2001; Kim, 2003; Mok, 2003; Park et al., 2003; Yoon, 2004;

Moon, 2004; Joo, 2005; Kim, 2005; Kim, 2007; Kim, 2008; Oh, 2008; Lim,

2008; Lim, 2009; Kin, 2009; Kim, 2010; Kim, 2011), 만성질환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보완대체요법의 인구사회적 및 건강행태적 이용요인을 분석한

연구(Lee et al., 1999; Park et al., 2011; Oh et al., 2009; Choi, 2010)가

있었다.

한편, 대표성을 가지는 자료를 활용한 선행연구들이 있었다. 제3기(2005)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만성질환자의 한방의료서비스 이용

결정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Lee et al., 2011), 2011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

소비실태조사 보고서(보건복지부)를 이용하여 비복합과 복합만성질환자의

한방의료서비스 이용결정 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Yoon et al., 2015), 한국

의료패널을 이용한 한방외래의료이용 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Kim, 2013;

Moon 2017)가 있었다.

이와 같이 한방의료 서비스 이용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질환별 접근 보다는 총괄적인 한방의료 서비스

이용 결정 요인을 제시하거나, 연구대상이 일부 지역이거나 특정 기관

이용자로 국한하여 조사되거나, 일반 성인, 연령, 소득․교육 수준 등에 대해

파악하는 연구가 대부분으로 특히 한방 의료서비스 이용에 중요하게 관련될

수 있는 질환에 대한 세부적 분석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체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국민건강영양조사의

2010-2014년 자료를 이용하여 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한방의료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만 45세 이상 중고령자의 한방 외래의료 이용관련

요인을 조사하고, 인구사회적, 건강 및 기능 관련 요인과 세부 질환요인으로

살펴보고 한방 외래의료 이용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고령화 시대에 따라 증가되는 질환과 의료비용 부담에

대비하여 효과적인 양․한방 의료체계 정책수립과 예방 및 관리 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초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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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만 45세 이상 중고령자의 한방외래의료 이용과 관련된

인구사회적 요인과 건강 및 기능 관련 요인, 만성질환 요인 대한 특성을 확인

하고, 중고령자의 한방 외래이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

이다. 이를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경제적 손실 방지와

질병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한방 의료서비스 정책을 수립하고, 그 근간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한방 외래의료 이용 여부에 따른 일반적 특성을 인구사회적

요인, 건강 및 기능 관련 요인과 만성질환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요인, 건강 및 기능 관련 요인과 만성질환

요인에 따른 한방 외래의료 이용의 차이를 분석한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요인, 건강 및 기능 관련 요인과 만성질환

요인을 서로 보정한 채로 한방 외래의료 이용 관련 요인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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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우리나라 만 45세 이상 중고령자의 한방외래의료 이용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에 만 45세 이상 성인에서 외래의료

이용자 중 한방의료 이용자와 비이용자를 비교하였으며, 원시자료 변수 중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관련 요인으로 추정되는 변수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한방의료 서비스 이용 결정요인을

연구한 선행연구(Lee et al., 2011)에서는 최근 1년간 한방의료 서비스 이용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한방의료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립

변수로서 인구학적 요인과 사회 경제적 요인 그리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관련 변수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최근 1년간 한방의료 서비스 이용여부

항목은 제3기(2005)에서만 있는 항목이었으며, 선행연구에서 만성질환별

한방외래의료 이용에 대한 분석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5기(2010-2012)와 제6기(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원시자료에서 최근 2주간 한방 외래이용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독립변수로 선행연구의 변수 중 관련 요인으로 추정되는

변수를 추가로 선정하여, 인구 사회적 요인(성,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거주지역, 동거 가족 수, 세대유형, 가구소득, 직업, 건강보험 종류,

민간의료보험 유무, 조사년도)과 건강 및 기능 관련 요인(음주, 흡연,

스트레스, 식이보충제 복용 여부, 불편 또는 통증 정도, 우울 또는 불안정도,

입원 경험, 주관적 건강인식, 신체활동 제한 여부) 그리고 만성질환

요인(만성질환 병명)으로 구분하였으며, 한방 외래의료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한방외래의료 이용과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선정된 모든 변수에

대해 기술분석을 시행하였으며, 한방외래의료 이용 여부와 각 변수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Rao-Scott chi-square를 이용하여 단변수 분석을

하였다. 한방외래의료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log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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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ression을 사용하여 다변수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모든 분석은 survey

특성을 고려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2. 연구대상 및 분석자료

본 연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한 제5기(2010-2012)와

제6기(2013-2015)의 원시자료를 이용하였다. 제3기(2005)는 선행연구에서

이용되었으며, 제4기 (2007-2009)자료와 제6기 중 2015년도 자료는 외래

의료서비스 이용기관 조사 항목이 없어 포함하지 않았다.

제5기와 제6기 국민건강영양조사는 매년 192개의 표본 조사구를 추출하여,

3,840가구의 만 1세 이상 가구원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이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건강설문조사, 영양조사, 검진조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건강설문조사와 영영조사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 선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제5기와 제6기 국민건강

영양조사 중 2010-2014년도의 참여자 수는 제5기(2010-2012) 23,865명, 2013-

2014년 14,165명으로 총 38,030명이였다. 그 중 45세 이상 성인은 각

11,104명과 6,661명으로 총 17,765명으로 나타났다. 45세 이상 성인 중 최근

2주간 외래의료 이용 여부를 묻는 항목에서 미이용자 10,003명과 무응답자 총

541명과 결측치 165명을 제외하였고, 민간의료보험 67명, 건강보험 종류 61명,

흡연 54명, 소득수준 46명, 가족구성원 수 34명, 음주여부 10명, 직업종류 9명,

결혼여부 7명, 신체활동 제한 여부 3명의 무응답과 결측치를 제외한 총

5,947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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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election process of the study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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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에 사용된 변수

가.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는 만 45세 이상 중고령자의 한방 외래의료 이용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한방 외래이용 여부를 종속변수로 선정하였다.

한방 외래의료 이용 여부는 제5기(2010-2012)와 제6기(2013-2015) 국민건강

영양조사에서 2010년-2014년은 ”최근 2주간 외래를 이용한 의료기관의 종류는

무엇입니까?“에 한번이라도 한의원 또는 한방병원으로 응답한 경우를 한방

외래의료 이용자로 종합병원과 병원으로 응답한 경우를 비이용자로 구분

하였다. 응답 중 한방외래의료 이용 여부가 구분되지 않는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와 구강질환을 치료하는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은

제외하였다. 2015년 도에는 해당 문항 대신 환자경험 문항에 주로 이용한

외래의료기관의 종류를 조사하고 있으나, 선택지로 종합병원, 병원, 의원,

한의원으로 구분되어 한방 병원에 대한 이용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제외하였다.

나. 독립변수

1) 인구사회적 요인

① 성별

선행연구(Oh, 2008; Choi, 2010; Kim, 2010; Park et al., 2011; Lee et al.,

2011; Kim, 2013; Moon, 2017)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한방외래의료 이용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를 보인

연구(Park et al., 2011)도 있어 성별 변수에 대해 분석을 시행하였다.

② 연령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한 선행연구(Lee et al., 2011)에서는 10살

단위로 구분하여 7개 군으로 분류하였으며,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한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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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 2004; Oh, 2008; Choi, 2010, Kim, 2011)도 10살 단위로 분류하였다.

한국의료패널 2008년 자료를 이용한 선행연구(Kim, 2013)와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한 선행연구(Kim, 2005)에서는 45세를 기준으로 4개 분류로 구분하였다.

고령화패널 2006년 자료를 이용한 선행연구(Park et al., 2011)는 45-64세와

65세 이상으로 구분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고령자’는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하며 의료소비가 가장 많으며 향후 5년 이내 중고령자에

포함되는 45세 이상 50세 미만의 중년과 50세 이상 55세 미만의 중고령자 및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모두 포괄한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자의 나이에 따른 이용 변화를 파악하고자 5살 단위로 7개로

분류하였으나 단변수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에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45세 미만 그룹을 제외한 ‘45-64세’, ‘65-74세’,

‘75세’ 이상의 3개 군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③ 교육수준

교육수준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한 선행연구(Lee et al,, 2011)는

제3기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문항으로 ‘미취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 이상’ 6개 군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5기와 제6기 국민건강

영양조사의 문항과 같이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의 4개 군으로

분류하였다.

④ 결혼상태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한 선행연구(Lee et al, 2011)에서는 결혼상태를

변수로 두지 않았다. 고령화패널 자료를 이용한 선행연구(Park et al., 2011)

에서는 이혼･별거･사별･미혼인 사람들이 혼인 중인 사람들 보다 한방 의료

서비스 이용 확률이 낮다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배우자가 있으며 함께 살고 있음으로 응답한 자를 배우자 ‘있음’으로,

별거･이혼･ 사별･미혼으로 응답한 자를 배우자 ‘없음’의 2개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⑤ 거주지역

거주지역을 독립변수 한 선행연구(Cho, 2000; Kim, 2005; Park et al., 2011;



- 10 -

Kim et al., 2012, Kim, 2013)가 이었으며 이 중 선행연구에서

‘특별시/광역시’와 ‘시/도’로 구분(Kim et al., 2012)과 16개 시도도 구분한(Kim,

2013)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방외래의료 이용의 접근성을 살펴보고자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을 ‘특별시/광역시’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를 시/도’로 구분하였다.

⑥ 동거 가족 수

동거 가구원수는 세대주와 함께 동거하는 가족 수로 동거 가족 유무에

따른 한방외래이용 관련성을 보기 위해 원시자료의 ‘가구원수’ 변수에서

응답자 본인 1명을 제외한 가구원수로 정의하였다. 이에 선행연구(Kim et al.,

2012)를 참고하여, ‘0명’,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의 5개 범주로

구분하였다.

⑦ 세대유형

선행 연구에서 세대유형을 구분한 연구(Kim et al., 2012; Kim, 2013)에서

1세대, 2세대, 3세대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원시

자료에서 1인가구를 제외하고 1세대, 2세대, 3세대로 구분하였다. 1세대

가구는 부부(응답자+배우자), 부부 외 미혼 형제자매, 응답자와 미혼 형제자매,

부부와 기타 친인척, 응답자와 기타 친인척과 상기를 모두 제외한 모든 1세대

가구를 포함하며, 2세대는 부부와 미혼자녀, 편부와 미혼자녀, 편모와

미혼자녀, 부부와 양친, 부부와 편부모, 부부․자녀와 부부의 형제 또는 자매,

조부모와 미혼 손자녀, 편조부(모)와 미혼손자녀, 기타 상기를 제외한 모든

2세대 기구를 포함하고, 3세대는 부부․미혼자녀와 양친, 부부․미혼자녀와

편부모, 기타 상기를 제외한 모든 3세대 이상 기구를 포함한다.

⑧ 가구소득

가구소득은 월평균 가구균등화 소득을 사용한 연구(Kim, 2013)가 있었으며,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사용하는 가구 균등화

소득 산정 방법(가구 균등화 소득 = 월평균 가구 총소득 ÷ √ 가구 구성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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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을 적용하였으며, 이렇게 보정한 표준화 소득을 4분위수로 나누어 ‘하’,

‘중하’, ‘중상’, ‘상’ 4개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⑨ 직종

직종은 선행연구(Kim et al., 2012; Kim, 2013)에서 이용한 기준을 참고

하여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는

‘비육체직업군’으로, 농림어업숙련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는 ‘육체직업군’으로 구분하였으며,

실업자 및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는 ‘비경제활동군’으로 구분하였다.

⑩ 건강보험 종류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건강보험 가입자가 한방외래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들과 같이 건강보험 종류를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 급여자’의 2개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⑪ 민간의료보험

한국의료패널의 2008년도 상반기 자료로 활용한 선행연구(Kim et al,

2012)에서 민간의료보험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보유자의 양·한방 의료이용

여부를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민간의료보험 유무에 따른 한방외래

의료서비스 이용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있음’과 ‘없음’으로 구분 하였다.

⑫ 조사년도

제5기 및 제6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이뤄진 연도 중 한방외래이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사항목이 있는 2010-2014년까지 5개 년도를 변수로 구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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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finition of the independent variables: Socio-demographic factors

Variables Group

Sex
1. Male

2. Female

Age

1. 45-64

2. 64-74

3. ≥75

Education

1. ≤Elementary school

2. Middle school

3. High school

4. ≥College

Marital status
1. No spouse

2. With spouse

Household monthly income

1. Low

2. Middle low

3. Middle high

4. High

Region
1. Metro

2. Province

Households type

1. 1st generation household

2. 2nd generation household

3. 3rd generation household

Living with family

1. 0

2. 1

3. 2

4. 3

5. 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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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finition of the independent variables: Socio-demographic factors

(continue)

Variables Group

Occupation

1. No job

2. White color jobs

3. Blue color jobs

Public health insurance type
1. National health Insurance

2. Medical care aid

Private health insurance

type

1. No

2. Yes

Year

1. 2010

2. 2011

3. 2012

4. 2013

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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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 및 기능 관련 요인

① 음주

선행연구(Kim, 2005)에서 음주 여부로 분석을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와 같이 음주 경험이 없거나 월 1회 이하 음주하는 자를 비음주자,

월 2회 이상 음주하는 자를 음주자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② 흡연

선행연구(Kim, 2005)에서 흡연 여부로만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현재

담배를 매일 또는 간헐적으로 피우는 ‘현재 흡연자’, 과거에 피웠으나 현재는

피우지 않는 ‘과거흡연자’, 담배를 평생 동안 피워본 적이 없는 ‘비흡연자’로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③ 스트레스

선행연구(Kim, 2005)에서 스트레스 인지도를 ‘거의 안 느낌’, ‘조금 느낌’,

‘많이 느낌’으로 구분한 것을 참조하여,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의 질문에 ‘대단히 많이 느낀다’와 ‘많이 느끼는 편이다’를 ‘많이

느낌’으로 구분하고 이외 ‘조금 느낌’, ‘거의 안 느낌’의 3개 그룹으로 구분

하였다.

④ 식이보충제 복용 여부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한 선행연구(Lee et al, 2011)에서는 식이보충제

복용 여부를 변수로 두지 않았다. 한국의료패널을 이용한 선행연구(Kim,

2018)에서는 건강기능식품 구매 가구일 경우 비급여 조제 한약을 이용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식이보충제 복용과 한방외래

의료 이용의 관련성을 보고자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최근 1년 동안 2주 이상

지속적으로 식이보충제 복용한 경험에 응답한 자를 ‘있음’과 ‘없음’, ‘무응답’의

3개 군으로 구분하였다.

⑤ 주관적 건강인식

선행연구(Park et al., 2011)에서 주관적 건강상태로 ‘좋은 편’, ‘보통’, ‘나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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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으로 구분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와 같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답변한 매우 좋음과 좋음을 ‘좋음’으로, ‘매우 나쁨’과 ‘나쁨’을 ‘나쁨’, 그리고

‘보통’의 3개 군으로 구분하였다.

⑥ 통증 또는 불편 정도

선행연구(Park et al, 2011)는 통증으로 인한 활동제한 여부를 변수로

두었으며, 또 다른 선행연구(Kim, 2013)는 통증 또는 불편 정도를 변수로

사용하였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제공되는 통증 또는 불편 정도를 ‘없음’, ‘다소

있음’, ‘매우 심함’의 3개 군으로 구별하였다.

⑦ 불안 또는 우울 정도

선행연구(Kim, 2013)는 불안 또는 우울 정도를 변수로 사용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가 많지 않은 불안과

우울함에 대한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불안 또는 우울

정도를 ‘없음’, ‘불안 또는 우울 다소 있음’, ‘불안 또는 우울 매우 심함’의 3개

군으로 구별하였다.

⑧ 신체활동 제한 여부

선행연구(Park et al, 2011)는 통증으로 인한 활동제한 여부를 변수로 두었

으며, 또 다른 선행연구(Kim, 2013; Moon, 2017)는 장애여부를 변수로 사용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상의 문제나 신체

혹은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제한을 받고 있는 여부를

‘있음’과 ‘없음’으로 구별하였다.

⑨ 입원 여부

선행연구(Lee et al, 2011)는 입원 경험 여부를 변수로 사용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입원과 한방외래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지난 1년간 입원 경험 여부를 ‘없음’과 ‘있음’의 2개 군으로

구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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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finition of the independent variables: Health and function related

factors

Variables Group

Smoking

1. Non-smoker

2. Former smoker

3. Current smoker

Drinking
1. Non-drinking

2. Current drinking

Degree of stress

1. No

2. A little bit

3. Very severe

Taking Dietary Supplements

status

1. No

2. Yes

Subjective Health condition

1. Good

2. Normal

3. Bad

Degree of pain or discomfort

1. No

2. A little bit

3. Very severe

Degree of anxiety or

depression

1. No

2. A little bit

3. Very severe

Activity restriction due to

health and mental condition

1. No

2. Yes

Hospitalization experience
1. No

2.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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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성질환 요인

① 만성질환 종류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전체 사망의 81%를 차지하며, 국내 사망원인

상위 10위 중 7개가 만성질환으로 질병부담이 높은 상황이나, 만성질환 질병

종류를 변수로 사용한 논문은 많지 않았다. 선행연구(Kim, 2013)에서는

고혈압, 당뇨병, 기타 내분비·영양 및 대사 질환, 관절염, 기타 코 및

코․얼굴(비동)의 5개 질환과 한방 외래의료서비스 이용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5기(2010-2012)와 제6기(2013-2015)

자료에서 한방병원 이용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2015년 자료를 제외하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자료를 사용하였다. 건강설문 조사 중 이환조사 문항

에서 총 25개의 만성질환별 의사 진단 여부와 현재 유병 여부 그리고 현재

치료여부를 확인하였다. 최종 만성질환 보유자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현재

유병 중이거나 치료 중인 자로 정의하였다.

이 중 만성질환 중 위암, 간암 등 8개로 분류한 ‘악성 신생물’ 질환들 중

한방외래이용자가 없거나 최대 11명으로 낮게 나타나 ‘암 질환’으로 통합

하였다. C형 간염과 간경변증에서 한방외래의료 이용자가 각 4명으로 나타나

B형 간염과 통합하여 ‘간 질환’으로 구분하였다. 한방외래의료 이용자가

5명으로 나타난 신부전은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8개의

만성질환군 으로 분류하였다(Table 3).

- 순환기계 질환(4개) : 고혈압, 이상지혈증, 뇌졸중, 심근경색증 및 협심증

- 근골격계 질환(1개) : 골관절염 및 류마티스성 관절염

- 호흡기계 질환(2개) : 폐결핵, 천식

- 신경･감각계 질환(1개) : 우울증

- 피부질환(1개) : 아토피피부염

- 내분비 대사성 질환(2개) : 당뇨병, 갑상선 질환

- 악성 신생물 (1개) : 암 (8개 암질환 통합)

- 간 질환 질환 (1개) : 간 질환(B형 간염, C형 간염, 간경화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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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finition of the independent variables; Chronic disease

Variables Group

Chronic Disease of the

circulatory system

1. No

2. Yes

Chronic Disease of the

musculoskeletal system

1. No

2. Yes

Chronic Disease of the

respiratory system

1. No

2. Yes

Chronic Endocrine metabolic

disease

1. No

2. Yes

Chronic Skin disease
1. No

2. Yes

Cancer
1. No

2. Yes

Depression
1. No

2. Yes

Chronic Liver disease
1. No

2.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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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방법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5기(2010-2012), 제6기(2013-2014)의 5개년도

자료에 통합가중치(wt_itvex)를 적용하였으며, 복합표본설계 자료 분석용 프로

시저를 사용하였다. SAS version 9.4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세부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인구사회적 요인,

건강상태 요인에 대하여 기술 분석을 실시하고 빈도와 백분율을 표시하였다.

둘째, 중고령자의 한방 외래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인구 사회학적 요인, 건강 및 기능 관련 요인과 만성질환 요인의 변수들과

한방 외래이용에 대해 단변수 분석을 실시하여 Rao-Scott Chi-square 검정을

통해 비교하였으며, p-value를 제시하였다. p-value<0.05 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 하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한방 외래의료 이용과 인구사회적, 건강 및 기능 관련 요인, 만성질환

요인 변수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변수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변수

분석방법으로 Survey특성을 반영한 logistic regression 방법을 이용하였다.

변수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결혼과 가족 구성원수 변수에서

다중공선성이 확인되었다. 결혼은 배우자가 있음과 없음으로 가족 구성원

수는 5개에서 4개와 3개로 재범주화 하였으나 VIF가 5.89로 높게 나타나

변수에서 제외하였고 VIF를 다시 확인 결과 1.01-3.24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고령층의 한방 외래의료 이용관련 요인을 파악하고자 3개의 모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모형 1에서는 인구사회적 특성과 한방 외래의료서비스

이용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모형 2에서는 모형 1의 인구사회적

요인에 건강 및 기능 관련 요인을 추가로 통제하여 분석하였다. 모형 3에서는

모형 2에 만성질환 요인을 추가로 통제하여 한방 외래의료서비스 이용관련

요인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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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 특성을 반영한 logistic regression에서 한방 외래의료 이용군을

1로, 비이용군은 0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각 수준별 교차비(Odds

Ratio)와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CI)을 산출하였다.

또한 각 모형의 통계적 타당도, 검정 및 적합도를 파악하기 위해 c 통계량 및

AIC 값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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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기술분석

가. 일반적 특성
본 연구는 우리나라 만 45세 이상 중고령자의 한방 외래의료 이용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에 만 45세 이상 중고령자에서 외래의료

이용자 중 한방 의료기관 이용자와 한방의료기관 비이용자를 비교하였으며,

원시자료 변수 중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관련 요인으로 추정되는 변수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 2010-2014년 대상자 중 만 45세 이상 중고령자로 외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최종 연구대상자는 총 5,947명이었다. 이중 한방

외래의료를 비이용군은 5,154명(86.7%)이었고, 한방외래의료 이용군은 793명

(13.3%)이었으며 모두 양․한방 외래를 병행 이용한 자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4). 여성은

3,744명(63.0%), 남성은 2,203명(37.0%)이었다. 연령은 45-64세가 3,024명

(50.87%)으로 가장 많았으며 65-74세 1,942명(32.7%), 75세 이상 981명(16.5%)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초졸 이하가 2,939명(49.4%)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 1,327명(22.3%), 중졸 985명(16.6%), 대졸 696명(11.7%)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 상태는 전체 대상자 중 4,502명(75.7%)이 배우자 있음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혼, 이혼, 별거, 사별 등의 이유로 현재 배우자가 없는

대상자는 1,446명 (24.3%)이었다. 소득수준은 2010-2014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제공한 월평균 가구균등화 소득을 사분위수(가구)로 하 2,033명(34.2%), 중하

1,548명(26.0%), 중상 1,186명(20.0%), 상 1,180명(19.8%)이었다. 거주

지역으로는 시/도 지역 거주자 3,195명(53.7%), 특별시와 광역시 거주자

2,752명(46.3%)이었다. 동거가족 수에서는 1명이 2,478명(41.7%), 2명

1,297명(21.8%), 0명 840명(14.1%), 3명 827명(13.9%), 4명 354명(6.0%) 5명

이상은 151명(2.5%)으로 나타났다. 세대 유형에서는 1세대가

3,021명(50.8%)으로 가장 많았고, 2세대 2,273명(38.2%), 3세대 653명(11.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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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으로 확인되었다. 직업의 경우 비경제활동군 3,175명 (53.4%), 육체직업군

1,710명(28.7%), 비육체직업군 1,062명(17.9%)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종류는

전체 대상자의 94.3%인 5,606명이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다고 하였으며,

민간의료보험의 혜택을 받는 자는 3,295명(55.4%)이었다. 조사년도는 2011년

1,366명(23.0%), 2010년 1,231명(20.7%), 2012년 1,189명 (20.0%), 2013년

1,100명(18.5%), 2014년 1,061명(17.8%)로 확인되었다.

건강 및 기능 관련 변수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5). 흡연은 비흡연자

3,770명(63.4%), 과거 흡연자 1,389명(23.4%) 현재 흡연자 788명(13.2%)로

나타났다. 음주는 비음주자 4,101명(69.0%), 현재 음주자 1,846명(31.0%)으로

나타났다. 평소 스트레스 인지도는 다소 있음 3,234명(54.4%), 매우 심함

1,485명(25.0%)의 순으로 나타났다. 식이보충제 복용 여부는 최근 1년간 2주

이상 지속 복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2,94명(47.0%), 없음으로

응답한 대상자가 2,715명 (45.6%), 무응답 438명(7.4%)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인식은 보통 2,630명(44.2%), 나쁨 2,072명(34.9%), 좋음 1,245명

(20.9%)로 나타났다. 통증 또는 불편정도에서 없음이 3,447명(58.0%), 다소

있음이 2,076명(34.9%), 매우 심함이 424명(7.1%)로 확인되었다. 불안 또는

우울 정도에서 없음이 4,760명(80.0%)으로 가장 높았고 다소 있음 1,060명

(17.8%), 매우 심함이 127명(2.2%)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체활동 제한 여부는

전체 대상자의 78.5%인 4,666명이 제한이 없다고 하였으며 1,281명(21.5%)은

건강상의 문제나 신체 혹은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입원경험 여부에서 5,003명(84.1%)이 최근

1년간 입원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 요인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6). 고혈압, 이상지혈증,

뇌졸중, 심근경색증, 협심증의 순환기계 질환을 보유한 대상자는 3,157명

(53.1%), 골관절염 및 류마티스성 관절염의 근골격계 질환을 보유한 대상자는

1,641명(37.6%), 당뇨병, 갑상선 질환의 내분비 대상성 질환을 보유한

대상자는 1,216명(20.4%)로 나타났다. 이외 만성질환으로는 폐결핵, 천식의

호흡기계 질환 보유자 237명(4.0%), 우울증 289명(4.9%), 악성 신생물(암)

210명(3.5%), 아토피부염의 피부질환 71명(1.2%), 간 질환 71명(1.2%)이 각

질환에 이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만성질환 요인에서 추가로 전체 연구 대상자의 만성질환 동시 이환 개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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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다. 전체 대상자 5,947명 중 만성질환 미보유자는 1,651명(27.8%),

보유자는 4,296명(72.2%)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 보유자 중 1개의 만성질환

보유자는 2,260명(38.0%), 2개 이상 보유한 자는 1,506명(25.3%), 3개 이상

보유자는 530명(8.9%)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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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 Socio-demographic

factors

Variables Group N %

Socio-demographic factors

Sex
Male 2,203 37.0

Female 3,744 63.0

Age

45-64 3,024 50.8

65-74 1,942 32.7
≥75 981 16.5

Education

≤Elementary school 2,939 49.4

Middle school 985 16.6

High school 1,327 22.3
≥College 696 11.7

Marital status
No spouse 1,445 24.3

With spouse 4,502 75.7

Household monthly

income

Low 2,033 34.2
Middle low 1,548 26.0

Middle high 1,186 20.0

High 1,180 19.8

Region
Metro 2,752 46.3
Province 3,195 53.7

Living with family

0 840 14.1

1 2,478 41.7

2 1,297 21.8
3 827 13.9

4 354 6.0

≥5 151 2.5

Households type
1st generation household 3,021 50.8
2nd generation household 2,273 38.2

3rd generation household 653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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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 Socio-demographic

factors (continued)

Variables Group N %

Socio-demographic factors

Occupation

No job 3,175 53.4

White color jobs 1,062 17.9

Blue color jobs 1,710 28.7

Public health insurance

type

National health Insurance 5,606 94.3

Medical care aid 341 5.7

Private health insurance

type

No 2,652 44.6

Yes 3,295 55.4

Year

2010 1,231 20.7
2011 1,366 23.0

2012 1,189 20.0

2013 1,100 18.5

2014 1,061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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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 health and function

related factors

Variables Group N %

Health and function related factors

Smoking
Non-smoking 3,770 63.4

Former smoking 1,389 23.4
Current smoking 788 13.2

Drinking
Non-drinking 4,101 69.0

Current drinking 1,846 31.0

Degree of stress

No 1,228 20.6

A little bit 3,234 54.4
Very severe 1,485 25.0

Taking Dietary

Supplements status

No 2,715 45.6

Yes 2,794 47.0

Non-response 438 7.4

Subjective Health

condition

Good 1,245 20.9

Normal 2,630 44.2

Bad 2,072 34.9

Degree of pain or

discomfort

No 3,447 58.0

A little bit 2,076 34.9
Very severe 424 7.1

Degree of anxiety or

depression

No 4,760 80.0

A little bit 1,060 17.8

Very severe 127 2.2

Activity restriction

due to health and

mental condition

No 4,703 78.4

Yes 1,297 21.6

Hospitalization

experience

No 5,003 84.1

Yes 944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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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 chronic disease

prevalence of over 45 years of age

Variables Group N %

Chronic disease factors

Chronic Disease of the

circulatory system

No 2,790 46.9

Yes 3,157 53.1

Chronic Disease of the

musculoskeletal

system

No 4,306 72.4

Yes 1,641 27.6

Chronic Disease of the

respiratory system

No 5,710 96.0

Yes 237 4.0

Chronic Endocrine

metabolic disease

No 4,731 79.5

Yes 1,216 20.5

Chronic Skin disease
No 5,876 98.8

Yes 71 1.2

Cancer
No 5,737 96.5

Yes 210 3.5

Depression
No 5,658 95.1

Yes 289 4.9

Chronic Liver disease
No 5,876 98.8

Yes 7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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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방 의료기관 이용자와 비이용자의 차이 : 단변수 분석

가. 인구사회학적 요인
만45세 이상 외래이용자들의 인구사회적 요인에 따른 양･한방 의료이용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Rao-Scott Chi-square 검정을 이용하여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7).

총 연구대상자 5,947명 중 한방외래의료 비이용군은 5,154명(86.7%)이었고,

한방외래의료 이용군은 793명(13.3%)이었다. 성별에서 한방외래의료 이용자를

보면 여성이 14.7%로 한방외래의료 이용률이 유의하게 높았다(p<.001).

민간보험에서 민간보험 보유군의 한방외래의료 이용률이 14.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28). 조사년도에서는 2014년이 15.0%로 가장 높았으며

2013년 14.4%, 2011년 14.1%, 2012년 12.3%, 2010년 11.1% 순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34).

반면 만 45-64세와 65-74세, 중졸, 배우자 없음, 소득수준 상, 특별․광역시,

동거 가족 5인 이상, 2세대, 건강보험 가입자, 비육체직업군에서 한방

외래의료 이용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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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Difference between non-user and user of TKM* outpatient by

general characteristics: Socio-demographic factors

* TKM : Traditional Korean Medicine

Variables Group

Non-user of

TKM*

(N=5.154)

User of

TKM*

(N=793) p-value

N % N %

Sex
Male 1,961 89.0 242 11.0

<.001
Female 3,193 85.3 551 14.7

Age

45-64 2,615 86.5 409 13.5

0.60165-74 1,679 86.5 263 13.5

≥75 860 87.7 121 12.3

Education

≤Elementary school 2,553 86.9 386 13.1

0.386
Middle school 838 85.1 147 14.9

High school 1,152 86.8 175 13.2
≥College 611 87.8 85 12.2

Marital

status

No spouse 1,252 86.6 193 13.4
0.965

With spouse 3,902 86.7 600 13.3

Household

monthly

income

Low 1,764 86.8 269 13.2

0.900
Middle low 1,343 86.8 205 13.2

Middle high 1,032 87.0 154 13.0
High 1,015 86.0 165 14.0

Region
Metro 2,370 86.1 382 13.9

0.250
Province 2,784 87.1 411 12.9

Living with

family

0 726 86.4 114 13.6

0.809

1 2,158 87.1 320 12.9

2 1,118 86.2 179 13.8

3 710 85.8 117 14.2

4 313 88.4 41 11.6
≥5 129 85.4 22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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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Difference between non-user and user of TKM outpatient by

general characteristics: Socio-demographic factors(continue)

Variables Group

Non-user of

TKM

(N=5.154)

User of

TKM

(N=793) p-value

N % N %

Households

type

1st generation household 2,634 87.2 387 12.8

0.2192nd generation household 1,948 85.7 325 14.3

3rd generation household 572 87.6 81 12.4

Occupation

No job 2,756 86.8 419 13.2

0.185White color jobs 903 85.0 159 15.0

Blue color jobs 1,495 87.4 215 12.6

Public health

insurance type

National health Insurance 4,850 86.5 762 13.5
0.165

Medical care aid 304 89.1 37 10.9

Private health

insurance type

No 2,327 87.7 325 12.3
0.028

Yes 2,827 85.8 468 14.2

Year

2010 1,094 88.9 137 11.1

0.034

2011 1,174 85.9 192 14.1

2012 1,042 87.6 147 12.4

2013 943 85.7 157 14.3

2014 901 84.9 160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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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강 및 기능 관련 요인
만45세 이상 외래이용자들의 건강 및 기능 관련 요인에 따른 양･한방

의료이용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Rao-Scott Chi-square 검정을 이용하여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8).

건강 및 기능 관련 요인 중 흡연에서 비흡연자가 14.7%로 한방외래의료

이용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1). 주관적 건강인식에서 나쁨이

15.3%로 한방외래의료 이용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02). 통증

또는 불편에서 다소 있음이 17.2%, 매우 심함이 16.8%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또한 최근 1년간 입원 경험이 없는 군이

13.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05).

반면 비음주 군, 스트레스 인지도가 매우 심한 군, 식이보충제 복용군, 불안

또는 우울 정도가 매우 심한 군에서 한방 외래의료 이용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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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Difference between non-user and user of TKM outpatient by

general characteristics: Health and function related factors

Variables Group

Non-user of

TKM

(N=5.154)

User of

TKM

(N=793)
p-value

N % N %

Smoking

Non-smoking 3,217 85.3 553 14.7

<.001Former smoking 1,224 88.1 165 11.9

Current smoking 713 90.5 75 9.5

Drinking
Non-drinking 3,537 86.2 564 13.8

0.157
Current drinking 1,617 87.6 229 12.4

Degree of

stress

No 1,086 88.4 142 11.6

0.059A little bit 2,801 86.6 433 13.4

Very severe 1,267 85.3 218 14.7

Taking Dietary

Supplements

status　

No 2,371 87.3 344 12.7

0.226Yes 2,399 85.9 395 14.1

Non-response 384 87.7 54 12.3

Subjective

Health

condition

Good 1,108 89.0 137 11.0

0.002Normal 2,290 87.1 340 12.9

Bad 1,756 84.7 316 15.3

Degree of

pain or

discomfort

No 3,083 89.4 364 10.6

<.001A little bit 1,718 82.8 358 17.2

Very severe 353 83.2 71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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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Difference between non-user and user of TKM outpatient by general

characteristics: Health and function related factors(continue)

Variables Group

Non-user of

TKM

(N=5.154)

User of

TKM

(N=793)
p-value

N % N %

Degree of

anxiety or

depression

No 4,142 87.0 618 13.0

0.280A little bit 904 85.3 156 14.7

Very severe 108 85.0 19 15.0

Activity

restriction

due to health

and mental

condition

No 4,059 87.0 607 13.0

0.159

Yes 1,095 85.5 186 14.5

Hospitalization

experience

No 4,309 86.1 694 13.9
0.005

Yes 845 89.5 99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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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만성질환 요인
만45세 이상 외래이용자들의 만성질환 요인에 따른 양･한방 의료이용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Rao-scott Chi-square 검정을 이용하여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9).

만성질환 종류에서는 순환기계 질환 미보유군이 15.7%로 한방 외래의료

이용률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또한 호흡기계 질환에

이환되지 않은 군이 13.5%로 한방 외래의료 이용률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0.039), 내분비 대사성 질환에서 미보유군이 14.2%로 이용률이

높았고(p<.001)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반면 근골격계 질환, 피부질환, 암, 간

질환 보유군과 우울증 미보유군에서 한방외래의료 이용이 높았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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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Difference between non-user and user of TKM outpatient by

general characteristics: Chronical disease factors

Variables Group

Non-user of

TKM

(N=5.154)

User of

TKM

(N=793) p-value

N % N %

Chronic

Disease of the

circulatory

system

No 2,353 88.3 437 15.7
<.001

Yes 2,801 88.7 356 11.3

Chronic

Disease of the

musculoskele

tal system

No 3,751 87.1 555 12.9
0.102

Yes 1,403 85.5 238 14.5

Chronic

Disease of the

respiratory

system

No 4,938 86.5 772 13.5
0.039

Yes 216 91.1 21 8.9

Chronic

Endocrine

metabolic

disease

No 4,059 85.8 672 14.2
<.001

Yes 1,095 90.0 121 10.0

Chronic Skin

disease

No 5,097 86.7 779 13.3
0.111

Yes 57 80.3 14 19.7

Cancer
No 4,973 86.7 764 13.3

0.837
Yes 181 86.2 29 13.8

Depression
No 4,901 86.6 757 13.4

0.653
Yes 253 87.5 36 12.5

Chronic Liver

disease

No 5,094 86.7 782 13.3
0.590

Yes 60 84.5 11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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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방외래의료 이용 관련 요인 : 다변수 분석

만 45세 이상 중고령자의 한방 외래의료 이용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Survey 특성을 반영한 Survey logistic regression을 시행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10). 인구사회적 변수, 건강 및 기능 관련 변수, 만성질환

변수에 대해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단변수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는 동거가족수의 변수는 VIF가 11.53으로 높게 나타나 다변수

분석 변수에서 제외하였고 VIF를 확인 한 결과 1.01-3.24 수준 사이로 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은 높지 않게 나타났다. 각 모델의 통계적 타당도 검정을 위해

c-statistics를 확인하였으며, 각 모형의 c-statistics 값은 모델 1은 56.6%,

모델 2는 61.8%, 모델 3은 63.7%로 확인되었다. 모형의 적합도를 파악하기

위해 AIC 값을 비교한 결과 모델 1은 4549366.6 모델2는 4039808.7, 모델 3은

3991723.1로 변수가 추가될수록 한방 외래의료 이용 관련성을 설명하는데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1은 인구사회적 요인과 한방 외래의료 이용의 관련성을 survey 특성을

반영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파악하였다. 성별은 남성을 준거집단으로

하였을 때 ‘여성’의 교차비는 1.41(95% CI=1.14-1.7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조사연도에서 2010년에 비해 2013년의 교차비가 1.45(95%

CI=1.06-1.98), 2014년의 교차비가 1.49(95% CI=1.11-1.99)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연령, 교육, 배우자 여부, 소득수준, 거주지역, 세대유형, 직업종류,

건강보험 종류, 민간보험 보유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모델2는 모델 1에 건강 및 기능관련 요인을 추가하여 통제하였다. 모델

1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성별은 모델2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조사연도에서 2010년에 비해 2013년의 교차비가 1.55(95% CI=1.11-2.14),

2014년의 교차비가 1.59(95% CI=1.17-2.15)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통증 또는 불편 정도’에서 ‘없음’을 준거집단으로 ‘다소 있음’의 교차비가

1.89(95% CI=1.51-2.36), ‘매우 심함’의 교차비가 2.29(95% CI=1.53-3.4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최근 1년간 입원 이용 경험은 ‘없음’에 비해 ‘있음’의

교차비가 062(95% CI=0.46-0.83)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모델2에 만성질환 변수를 추가로 보정한 모델3에서는 조사연도와 ‘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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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불편 정도’, ‘입원 경험 여부’가 모델2에서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조사연도에서 2010년을 기준으로 2013년의 교차비가 1.56(95% CI=1.13-2.16),

2014년 1.58(95% CI=1.17-2.1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교차비는 모델2에

비해 증가하였다. 또한 ‘통증 또는 불편 정도’에서 ‘없음’을 준거집단으로 ‘다소

있음’군의 교차비는 1.87(95% CI=1.49-2.35), ‘매우 심함’에서 2.32(95%

CI=1.55-3.50), 입원 경험 여부에서 없음을 기준으로 ‘있음’이 0.63(95%

CI=0.47-0.8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만성질환 변수에서는 만성질환

미보유군을 준거집단으로 순환기계 질환군에서 0.68(95% CI=0.56-0.83),

내분비 대사성 질환군에서 0.66(95% CI=0.51-0.8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성별, 연령, 교육, 배우자 여부, 소득수준, 거주지역, 세대유형, 직업종류,

건강보험 종류, 민간보험 보유 여부, 주관적 건강인식, 불안 또는 우울 정도,

신체적 제한 여부, 근골격계 질환, 호흡기계 질환, 피부질환, 암, 우울증, 간

질환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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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Factors related to use of TKM outpatient according to

multivariable analysis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OR 95% CI OR 95% CI OR 95% CI

Socio-demographic factors

Sex

Male 1.00 1.00

Female 1.41** 1.14-1.74 1.14 0.78-1.66 1.10 0.75-1.61

Age

45-64 1.00 1.00 1.00

65-74 1.18 0.94-1.50 1.07 0.83-1.37 1.16 0.90-1.51

≥75 1.09 0.80-1.48 0.98 0.70-1.35 1.02 0.76-1.44

Education

≤Elementary school 1.00 1.00 1.00

Middle school 1.25 0.95-1.64 1.28 0.98-1.71 1.29 0.98-1.67

High school 1.05 0.82-1.36 1.11 0.85-1.48 1.08 0.82-1.43

≥College 0.98 0.67-1.41 0.99 0.69-1.51 0.97 0.65-1.43

Marital status

No spouse 1.00 1.00 1.00

With spouse 1.17 0.93-1.47 1.20 0.94-1.53 1.17 0.92-1.50

Household monthly income

Low 1.00 1.00 1.00
Middle low 0.91 0.71-1.18 0.93 0.71-1.21 0.93 0.71-1.22

Middle high 0.84 0.63-1.12 0.84 0.61-1.15 0.86 0.62-1.18

High 0.92 0.67-1.26 0.901 0.64-1.29 0.92 0.65-1.30

Region

Metro 1.00 1.00 1.00

Province 0.99 0.82-1.20 1.03 0.84-1.25 1.02 0.8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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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Factors related to Traditional Korean Medicine outpatient use

according to multivariable analysis(continued)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OR 95% CI OR 95% CI OR 95% CI

Households type

1st generationhousehold 1.00 1.00 1.00

2nd generation household 1.08 0.88-1.33 1.10 0.85-1.32 1.04 0.84-1.30

3rd generation household 0.83 0.61-1.14 0.91 0.65-1.28 0.93 0.66-1.31

Occupation

No job 1.00 1.00 1.00

White color 1.15 0.88-1.49 1.11 0.84-1.46 1.08 0.82-1.42

Blue color 1.04 0.83-1.31 0.95 0.74-1.21 0.91 0.71-1.16

Public health insurance type

National health Insurance 1.00 1.00 1.00

Medical care aid 0.84 0.55-1.29 0.78 0.50-1.22 0.79 0.50-1.25

Private health insurance type

No 1.00 1.00 1.00

Yes 1.11 0.89-1.37 1.16 0.93-1.45 1.11 0.88-1.39

Year

2010 1.00 1.00 1.00

2011 1.32 0.96-1.79 1.31 0.96-1.78 1.34 0.99-1.82

2012 1.19 0.87-1.64 1.30 0.95-1.78 1.32 0.96-1.81

2013 1.45* 1.06-1.98 1.55** 1.11-2.14 1.56* 1.13-2.16

2014 1.49** 1.11-1.99 1.59** 1.17-2.15 1.58** 1.17-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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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Factors related to Traditional Korean Medicine outpatient use

according to multivariable analysis(continued)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OR 95% CI OR 95% CI OR 95% CI

Health and function related factors

Smoking

Non-smoking 1.00 1.00

Former smoking 0.90 0.62-1.31 0.89 0.61-1.30

Current smoking 0.66 0.42-1.04 0.66 0.42-1.04

Drinking

Non-drinking 1.00 1.00

Current drinking 1.02 0.81-1.29 1.02 0.81-1.28

Degree of stress

No 1.00 1.00

A little bit 1.05 0.80-1.37 1.04 0.80-1.36

Very severe 1.04 0.76-1.41 1.05 0.77-1.42

Taking Dietary Supplements status

No 1.00 1.00

Yes 1.18 0.97-1.42 1.20 0.9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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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Factors related to Traditional Korean Medicine outpatient use

according to multivariable analysis(continued)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OR 95% CI OR 95% CI OR 95% CI

Subjective Health condition

Good 1.00 1.00

Normal 0.89 0.68-1.17 0.94 0.71-1.23

Bad 1.08 0.80-1.45 1.23 0.91-1.67
Degree of pain or discomfort
No 1.00 1.00

A little bit 1.89*** 1.51-2.36 1.87*** 1.49-2.35

Very severe 2.29*** 1.53-3.42 2.32*** 1.55-3.50

Degree of anxiety or depression
No 1.00 1.00

A little bit 0.79 0.61-1.03 0.81 0.62-1.05

Very severe 0.94 0.49-1.80 1.01 0.51-1.98

Activity restriction due to health and mental condition
No 1.00 1.00

Yes 1.07 0.83-1.40 1.10 0.85-1.43

Hospitalization experience

No 1.00 1.00
Yes 0.62** 0.46-0.83 0.63** 0.47-0.85

Chronic disease factors

Chronic Disease of the circulatory system

No 1.00

Yes 0.68** 0.56-0.83

Chronic Disease of the musculoskeletal system

No 1.00

Yes 0.95 0.7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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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Factors related to Traditional Korean Medicine outpatient use

according to multivariable analysis(continued)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OR 95% CI OR 95% CI OR 95% CI

Chronic Disease of the respiratory system

No 1.00

Yes 0.60 0.35-1.03

Chronic Endocrine metabolic disease

No 1.00

Yes 0.66** 0.51-0.87

Chronic Skin disease

No 1.00

Yes 1.50 0.66-3.41

Cancer

No 1.00

Yes 1.13 0.68-1.88

Depression

No 1.00

Yes 0.69 0.44-1.07

Chronic Liver disease

No 1.00

Yes 0.78 0.31-1.93

AIC 45449366.6 4039808.7 3991831.1

C-statistics 0.566 0.618 0.636

*: p<0.05, **: p<0.01 ***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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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M : Traditional Korean Medicine

OR: Odds ratio CI : Confidence interval
†Model 1: adjusted for socio-demographic variables
‡Model 2: adjusted for socio-demographic and health and function related

variables
§Model 3: adjusted for socio-demographic, health and function related

variables and chronic disease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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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 질환 증가 등 질병양상의 변화가 이뤄지면서 의료비 부담 증가,

건강의 질적 문제, 건강 수명의 연장이 중요한 건강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기존의 정통의학에서 해결될 수 없거나 의료비의 절감, 삶의 질을

높이는 예방 차원의 수단으로 대체 혹은 보완재의 역할에 대한 요구에

전통의약․보완대체의학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한방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가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고령화와 이에 따른 질병양상 변화에 따라 이원화된 의료체계 속에서 한방

의료이용의 이용현황 파악이 필요하며, 특히 고령인구 대상인 만 45세 이상

중고령자에 대한 수요를 더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만 45세 이상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한방 외래의료

이용관련 요인에 대한 분석 연구로 고령화가 급속히 빠르게 진행되는

사회에서 보건의료체계의 한 축인 한방 외래의료 이용과 관련성이 있는

요인을 파악하여 중고령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과 효율적 의료자원

이용을 위한 한방 의료 정책 수립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1.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한방의료 이용 요인을 분석한 대부분의 선행연구(Lee, 1971; Kim, 1997;

Mok, 2003; Kim, 2005; 오종수 et al., 2008; Choi, 2010)들의 연구대상자는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질환에 대한 한방의료기관 이용자들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데이터로 분석하였다. 국가승인 표본조사인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하여 한방의료서비스 이용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는 1998년 자료(Cho, 2000)와 2005년 자료(Kim 2005; Lee et al,

2011)를 이용하여 19세 이상 성인의 한방의료이용 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한국고령화 패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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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패널 등 2차 자료가 구축되어 이를 활용한 대표성 있는 연구가 최근

들어 이뤄지고 있으나, 특정 연령군과 특정 질환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여서 질환군별 한방 의료이용의 관련성을 파악하기에는 포괄적이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기수 또는 단년도

자료로는 한방 의료이용 관련 요인 파악이 미흡할 것으로 보고 2010-2014년

까지의 복합표본 데이터를 이용하고 만성질환 변수를 추가 적용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에 따른

질병양상의 변화와 이로 인한 의료비 증가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구대상자를 중고령자로

선정하였다. 우리나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고령자는 55세 이상으로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자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하며 의료소비가 가장

많으며 향후 5년 이내 중고령자에 포함되는 45세 이상 50세 미만의 중년과

50세 이상 55세 미만의 중고령자 및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모두 포괄한

개념으로 ‘중고령자’를 정의하였다.

연구 분석 방법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선행연구(Cho, 2000; Kim, 2005; Park

et al., 2011, Lee et al., 2011; Kim et al., 2012; Kim, 2013; Moon, 2017)에서

카이제곱 검정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함께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사회적 요인, 건강 및 기능 관련 요인, 만성질환 요인에 따른

한방외래의료 이용률을 비교하고자 Rao-Scott chi-square 검정을 이용하였고,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의 survey 특성을 반영한 다중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모든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하여 한방 외래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변수 분석에 포함할 변수 선정을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하였다. 먼저, 인구사회적, 건강 및 기능 관련 요인, 만성질환

요인 변수에 대해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결혼상태는 ‘미혼’, ‘배우자

동거’, ‘(이혼․사별 등으로)배우자 없음’에서 VIF가 22.08-22.75로 나타나

‘배우자 있음’과 ‘배우자 없음’으로 재범주화 하였다. 또한 VIF값이 높으면서

단변수 분석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던 동거 가족수 변수를 제외하였다.

다중공선성을 재확인한 결과 VIF는 1.01에서 3.24 수준 사이로 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은 높지 않게 나타나 다시 다변수 분석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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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에서 45세부터 세부 연령별 한방 외래의료 이용관련 요인을 파악하고자

5살 단위로 구분하였으나 단변수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10살

단위도 크게 차이가 없었다. 이에 연령을 ‘45-64세’, ‘65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난 선행연구(Park et al., 2011)를 참조하였으며

노인인구의 한방외래의료 이용요인을 세분화하여 파악하고자 ‘45-64세’

‘65-75세’, ‘75세 이상’으로 재범주화 하였다.

만성질환군에서 비뇨, 생식기계 질환으로 분류된 만성질환은 신부전 1개

이었고 신부전 질환 이환자 39명 중 한방 의료기관에서 외래서비스를 이용한

연구 대상자가 2명으로 나타나 만성질환 변수에서 제외하였다.

선행연구에서 한방외래의료 이용과 관련성 있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았다.

선행연구(Cho, 2000; Yoo, 2003; Kim, 2005, Park et al., 2011; Kim, 2013;

Moon, 2017)에서 공통적으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역, 소득수준, 만성

질환 여부 또는 이환 개수가 한방 의료이용과 관련 있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이외에 혼인, 주관적 건강상태, 통증으로 인한 활동 제한(Park et al., 2011),

세대구성과 통증 또는 불편감(Kim, 2013), 의료보험 종류(Moon, 2017)가

있었다. 선행연구(Kim, 2013)에서는 고혈압, 관절염, 기타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 기타 코 및 코얼굴(비동)의 질환과 한방 외래의료 이용의 관련성을

분석하였으며 고혈압 환자군은 이용할 확률이 낮고 관절염 보유군은 이용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변수 선정은 2010-201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서 획득

가능한 변수 중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선택하였다. 선택된 변수들의 특성에

따라 인구사회적 요인, 건강 및 기능 관련 요인, 만성질환 요인으로 구분

하였으며 각 변수는 독립변수의 정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연령은 경제활동이 비교적 가능하며 정년 연장나이로 논의되고 있는 만

65세를 기준으로 45-64세, 65-74세, 75세 이상의 3개 범주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결혼상태는 미혼, 배우자 동거와 별거, 사별, 이혼으로 인해 배우자

비동거로 분류하였으나 다중공선성 검사에서 VIF 값이 높았다. 이에

선행연구(Park et al., 2011; Kim, 2013; Moon, 2017)를 참고하여 배우자

있음과 없음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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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가족 수와 세대유형에 따른 한방외래의료 이용 관련성을 보고자 두

변수 모두를 확인하였다. 동거가족 수는 본인을 제외한 동거인 수로 정의하여

‘0명’에서 ‘5명 이상’의 6개 범주로 분류하였으나, 단변수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다중공선성에 검사 결과 동거가족 수의 VIF가

높게 나온 동거가족수는 다변수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선행연구 중 식이보충제 복용 여부를 변수로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식이보충제 수요와 시장이 커지면서 한의약 시장과 이용자가

축소되었다고 인지하고 있어 이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식이보충제 2주간

지속 복용 여부를 변수로 사용하였다.

만성질환 종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건강설문조사로 제공되는 만성질환 중

연구대상 자료인 2010-2014년에 공통으로 제공되는 만성질환을 질환군별

한방외래의료 이용 관련성을 보고자 원시데이터에서 제공된 질환군 분류를

사용하였다. 순환기계 질환으로 고혈압, 이상지혈증, 뇌졸중, 심근경색증 및

협심증, 근골격계 질환에 골관절염 및 류마티스성 관절염, 호흡기계 질환에

폐결핵, 천식, 내분비 대사성 질환에 당뇨병, 갑상선 질환, 암 질환에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갑상샘암, 기타 암, 간 질환에 B형

간염, C형 간염, 간경변증을 포함하여 질환군으로 구분하였다. 이 밖에 원시

자료에서 1개 질환으로 분류된 아토피피부염은 피부질환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하였고 우울증은 질환명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신부전 1개 질환으로만

구성된 비뇨, 생식기계 질환은 한방외래의료 이용자가 2명으로 나타나

변수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한 연구로 자료원의

특성에 따른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조사시점에 변수를 측정한 단면적 조사로써

중고령자의 한방외래의료 이용과 관련된 요인들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설명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둘째, 한방 외래의료 이용자들의 대상은 외래이용자들 중 2주 동안 한번

이라도 한방외래를 이용한 자들로 정의하여, 한방외래 이용들과 질환들과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설명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매년 설문조사 응답자의 응답

시기가 달라 질병종류의 계절적 편의가 개재되었을 가능성과 2주간 의료이용

방문기관을 기억하는데 있어서 기억회상 편의가 개재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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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한방 의료 이용 요인에 있어 한방 의료에 대한 인식과 태도와 비용,

의료기관의 시설과 서비스의 질 등도 중요한 요인이나 원시자료에서 제공되지

못하여 본 연구에서는 해당 변수가 누락되었다.

넷째, 의료이용은 일정기간 동안 의료이용 경험 유무와 의료이용량과 지출

의료비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제공되는 자료의

제한으로 인해 종속변수를 한방의료 이용여부에만 두어 조사년도에 따른

시계열 분석, 의료이용량, 지출 의료비와 관련한 입체적인 분석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다섯째, 한방외래의료 이용 세부 지역별 관련성에 대해 다수준 회귀분석이

필요하였으나 수행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국민건강양조사는 7개

특별․광역시와 9개 도 지역의 전국 일반조사구에 대해 층화 2단계

집락추출을 하여 표본을 표집한 자료로, 각 조사구 안에서 개인이 포함되어

있는 계층적 자료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료의 경우, 집단의 특성에

따라 집단 내 개인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고, 같은 집단 내

개인들은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 왜곡된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다수준 회귀분석이 필요하였으나 추가 검토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민건강영양조사 문항의 제한으로 인해 자료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한방 의료이용 현황과 관련한 조사 문항은 2005년과 2010-2014년까지

문항으로 있어 2015년 자료를 활용하지 못하였다. 2015년에는 환자 경험으로

외래이용 의료기관 종류 문항이 신설되었으나 한방병원은 항목에서 누락되어

전반적인 한방 의료 이용현황을 파악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정부는 한의약

육성․발전을 위해 범정부 차원으로 5년마다 수립되는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있다. 국가 단위의 설문조사인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한방 의료 관련 정책 수립과 평가를 위한 통계 생산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여겨진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대표성을 가진 자료를 이용하여

중고령자의 한방 외래의료 이용에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였고

특히, 인구사회학적, 건강 관련 요인 이외에 만성질환과의 한방 외래의료 이용

관련성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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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본 연구는 2010년에서 2014년의 5년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만 45세 이상 중고령자의 한방 외래의료 이용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로 인구사회적 요인, 건강 및 기능 관련 요인, 만성질환 요인을 통제하여

Survey 특성을 반영한 Survey logistic regression 분석을 실시하였다.

총 연구대상자 5,947명 중 한방 외래의료 이용군은 793명, 비이용군은

5,154명이었으며, 인구사회적 요인과 건강 및 기능 관련 요인, 만성질환

요인을 모두 통제한 모델 3의 결과를 중심으로 중고령자의 한방 외래의료

이용 관련 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성별에서 인구사회적 요인만을 통제한 모델1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한방

외래의료 이용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델2와 모델3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모델2에서 추가로 보정한 변수인 흡연과

음주가 여성에 비해 남성이 더 많은 상황이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조사년도에서는 2010년을 준거집단으로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2013년도와 2014년도의 한방외래의용 이용률이 더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2011년 한의원의 만 65세 이상 노인 외래 본인부담

기준 및 본인부담액 제도가 변경되었고, 2012년에는 한방시술 중 자락관법

실시 사용되는 일회용 부항컵이 재료대 급여로 적용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2011년 이전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에서 외래를 이용할 경우

총 진료비가 15,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본인 부담금 1,500원 부과되었다.

2011년 한의원을 포함한 의약분업 미실시 의료기관의 외래 본임부담 기준 및

본인부담액 제도가 65세 이상 노인 투약시 본인부담기준금액을 20,00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제도 변경 후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투약시 20,000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2,100원이 부과되었다. 이는 의료 이용자 입장에서는 총

의료비 대비 진료비 할인 제도로 인식(Jeong, 2017)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방의료를 이용자는 고령층이 많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변경된 제도 하에

노인환자들은 총 진료비가 5,000원이 늘어나면서 시술 또는 처방의 혜택이

커진 반면 본인부담금은 상대적으로 소액(600원)이기에 한방의료 이용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만 45-64세군과 만 65세 이상



- 50 -

군으로 재분류한 연도별 한방외래의료 이용자분석에서도 2010년을 기준으로

한방외래의료이용자가 2010년 137명에서 2014년 160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Table 11). 그러나 외래 본인부담 기준 변경에 따른

한방외래의료를 이용할 확률과의 관련성은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해 보다

확실히 밝힐 필요가 있다.

통증 또는 불편 정도가 심할수록 한방 외래의료를 이용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의 한방외래의료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이 1,933건(65.3%)으로 가장 많았다(부록

Table 12). 건강보험심사평가의 한방의료 다빈도 상병 급여현황을 살펴보면

등통증 (M54),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연조직장애(M79),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S33), 근육의 기타 장애(S93), 발목 및 발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S93), 어깨병변(M75)의 순으로

대부분 통증과 관련된 질환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한방 의료를

이용하는 요인은 대상자가 통증이 있는지 여부로서(Kim, 2013), 중고령자

역시 통증 치료와 관리에 한방의료서비스를 적극 선택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입원 여부는 최근 1년간 입원한 적이 없는 군에 비해 입원 경험이 있는

군이 한방외래의료를 이용할 확률이 적었다. 선행연구(Lee et al., 2011)에서

입원 경험이 있는 군의 한방외래의료를 이용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였다. 2016년 건강보험통계지표에 따르면 한방 의료기관의

입원 청구건수는 전체 요양기관의 청구 건수에서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진료비에서는 0.9%만을 차지하고 있으나, 입원 경험이 있는 군이 한방외래의료

이용이 낮은 이유에 대해 심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만성질환에서는 순환기계 질환과 내분비 대사성 질환군이 한방 외래의료를

이용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 중에서는 근골격계 질환과

순환기계 질환이 있는 경우 한방의료 기관 선택 확률이 높다는 연구(김대환,

2005)가 있어 본 연구와는 반대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순환기계 질환과

내분비 대사성 질환에 대해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질환을 파악하기 위해

세부 질환에 대한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부록 Table 13). 결과를 살펴보면,

질환이 없는 군을 준거 집단으로 순환기계 질환에서 고혈압군의 교차비는

0.69(95% CI=0.57- 0.84), 내분비 대사성 질환에서 당뇨병군의 교차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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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95% CI= 0.57-0.84)로 나타났다.

순환기계 질환에서 선행연구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은 본연구와의

통제변수가 서로 달라 차이가 낮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고혈압, 당뇨병에

이환된 환자의 경우 한방외래의료이용이 적은 것은 병원에서 진단 받을

받거나 입원 치료 후 1차 의료기관으로 보낼 때 한의원으로 보내지 않는 현재

하위의료기관 전원체계로 인한 가능성도 있으므로 향후 고혈압과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과 한방외래의료 이용에 관한 추가적인 심층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한의약은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과 건강증진에 중요한 영향을 제공해

왔기에 (Kim, 1997) 향후 고령화 사회에서 증가된 고령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예방과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이외에 만성질환 중 대다수 선행연구에서 근골격계 질환과 한방 외래의료

이용은 양의관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근골격계

질환 범위가 무릎관절통, 무릎강직, 엉덩관절통, 요통의 ‘골관절염 및

류마티스성 관절염’으로 국한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 대상자의

외래의료 질병코드를 추가로 분석한 결과, 근골격계 관련 질환인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이 1,933건(65.3%),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질환’ 203건(6.9%)으로 한방 외래의료 이용자 중 70%이상이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으로 한방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만성질환과 한방 의료서비스와의 관련성에 대한 심층연구가 필요하다.

대다수 선행연구에서 만성질환 보유군일수록 한방 의료서비스 이용 확률이

높았으나 본 연구 결과는 상충되었다. 심층연구를 통해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증가하는 만성질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대안 개발 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통증 중심 치료를 벗어난 다양한 한방의료

서비스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고령화 사회에서 늘어나는 만성․

노인성 질환 관리를 위해서는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한의학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양생과 치미병의 개념이 발달되어 왔기 때문에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증진과 관리에 장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 치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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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삶의 질 제고와 의료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한의약의 과학화․표준화에 질환적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한방 치료기술의 임상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만성․노인성 질환을 포함하여 진행함으로써

중고령자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고령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연구에 대한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빠른 인구고령화 속도와 빠른 의료비

부담 증가율 그리고 높은 고령 빈곤비율을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고령자의 효과적이고 효율적 건강증진과 관리를 위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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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다른 국가들보다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인구의

고령화, 만성 노인성 질환으로 질병양상의 변화가 이뤄지면서 건강의 질적

문제, 건강수명의 연장이 중요한 건강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에서 우리나라 만 45세 이상 중고령자의 한방 외래의료 이용관련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2010-2014년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인구사회적

요인과 건강 및 기능 관련 요인, 만성질환 요인으로 양･한방 외래 의료이용

여부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전체 대상자는 5,947명이었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변수 분석에서 한방외래의료 이용군은 793명(13.3%)이었고 한방외래의료

비이용군은 5,154명(86.7%)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에서 성별과

민간보험 보유여부, 조사년도, 건강 및 기능 관련 요인에서 흡연, 주관적

건강인식, 통증 또는 불편 정도, 1년간 입원 경험 여부, 만성질환 요인에서

순환기계 질환, 호흡기계 질환, 내분비 대사성 질환에 따라 한방외래의료

이용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다변수 분석에서는 인구사회적 요인으로는 조사년도에서 2013년과

2014년도에서 한방외래의료 이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건강 및

기능 관련 요인으로는 통증 또는 불편 정도가 심할수록 한방외래의료 이용이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입원 경험이 있는 경우 한방 외래의료 이용이

유의하게 낮았다. 만성질환 요인에서는 순환기계 질환과 내분비 대사성

질환군에서 한방 외래의료 이용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는

순환기계 질환에서는 고혈압 군, 내분비 대사성 질환에서는 당뇨병 군의

한방외래의료 이용이 유의하게 낮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만 45세 이상 중고령층의 한방의료 이용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인구사회적 요인과 건강 및 기능 관련 요인, 만성질환 요인을

모두 보정하여 분석한 연구이며, 특히 그 동안 선행연구에서 부족했던 만성

질환을 세분화하여 한방 외래의료 이용의 관련성을 분석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자료의 한계상 지난 2주 동안 의료이용 방문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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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하는데 있어 기억회상 편의의 발생 우려가 있고, 한방 의료서비스 대한

인식과 태도, 비용과 횟수, 의료기관의 시설, 서비스 질 등의 요인을 포함하지

못하였으며, 조사연도에 따른 시계열 분석, 의료이용량과 지출 의료비 등

입체적 분석이 이루지지 못한 한계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제한된 자원에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중고령자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보건의료

정책 마련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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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Table 11. The Number of TKM outpatient user by year and age

Variables Group
User of TKM by Age (N=793) Total

Number45-64 % ≥65 %

Year

2010 76 55.5 61 44.5 137

2011 97 50.5 95 49.5 192

2012 77 52.4 70 47.6 147

2013 87 55.4 70 44.6 157

2014 72 9.1 88 11.1 160

Total 409 51.6 384 48.4 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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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The Number of TKM outpatient user by KCD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KCD)

Number of TKM

outpatient User
N %

Diseases of the musculoskeletal system and

connective tissue
1,933 65.3

Injury, poisoning and certain other consequences of

external causes
203 6.9

Symptoms signs and abnormal clinical and

laboratory findings
122 4.1

Disease of the circulatory system 113 3.8

Diseases of the respiratory system 98 3.3

Diseases of the digestive system 84 2.8

Diseases of nervous system 65 2.2
Diseases of the eye and adnexa 43 1.5

Diseases of skin and subcutaneous tissue 32 1.1

Disease of endocrine, nutrition and metabolic 22 0.7

Disease of genitourinary system 21 0.7
Certain infectious and parasitic diseases 19 0.6

Diseases of the ear and mastoid process 18 0.6

Mental and behavioural disorders 17 0.6

Factors influencing health status and contact

with health services
16 0.5

Diseases of the blood and blood-forming organs and

certain disorders involving the immune mechanism
8 0.3

Neoplasm 2 0.1
Non-response 145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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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Chronic disease related to Traditional Korean Medicine outpatient

use according to multivariable analysis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OR 95% CI OR 95% CI OR 95% CI

Chronic disease factors

Hypertension

No 1.00

Yes 0.69** 0.57-0.84

Dyslipidemia
No 1.00

Yes 1.09 0.79-1.28

Stroke

No 1.00
Yes 1.13 0.70-1.83

Myocardial Infarction & Angina pectoris

No 1.00

Yes 0.82 0.55-.1.24
Osteoarthritis & Rheumatoid arthritis

No 1.00

Yes 1.06 0.85-1.32

Tuberculosis of lung
No 1.00

Yes 0.77 0.51-1.16

Asthma

No 1.00
Yes 0.66 0.42-1.03

Diabetes

No 1.00

Yes 0.63** 0.47-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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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Chronic disease related to Traditional Korean Medicine outpatient

use according to multivariable analysis(continued)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OR 95% CI OR 95% CI OR 95% CI

Thyroid Disease
No 1.00
Yes 1.00 0.67-1.52
Cancer
No 1.00
Yes 0.89 0.58-1.34

Depression

No 1.00

Yes 0.89 0.63-1.25

Atopic dermatitis

No 1.00

Yes 1.40 0.71-2.77

Liver disease

No 1.00

Yes 1.06 0.58-1.95

AIC 3989671.6

C-statistics 0.637

*: p<0.05, **: p<0.01 *** : p<0.001
TKM : Traditional Korean Medicine
OR: Odds ratio CI : Confidence interval
§Model 3: adjusted for socio-demographic, health and function related 

variables and chronic disease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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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the Factors of Korean Middle-Aged

and Older Groups’ Use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Outpatient Care : Using the 2010-2014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Data

Hyoju Nam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Woojin Chung, Ph.D.)

With the population of Korea aging much faster than other countries and

the aspects of diseases consequently changing to chronic geriatric

conditions, the quality of health and extension of healthy life are being

stressed as key health issues. For the analysis of factors of over 45

patients’ use of Korean traditional medicine clinics, the 2010 ~ 2014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data were used to compare and

check whether the outpatients of Western medicine and Traditional Korean

Medicine(TKM) clinics are visiting the clinics with regard to the social

demographic factors, health and functions-related factors, or factors such

as chronic conditions. The total analysis target number was 5,947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In terms of the social demographic factors, the odds ratios of use of

TKM clinics in 2013 and 2014 were 1.56(95% CI=1.13-2.16) and 1.58(95%

CI=1.17-2.15), respectively, which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compared to 2010. With regard to the health and functions-related factors,

the group with no pain or discomfort was the reference group, and the

odds ratio of the group with slight pain or discomfort was 1.87(95%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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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35) whereas that of the group with severe pain or discomfort was

2.32(95% CI=1.55-3.50). The use of outpatient services in TKM clinic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 when the pain or discomfort was more

serious. The use of the hospitalized group, however,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non-hospitalized group with ratio of 0.63(95%

CI=0.47-0.85). In terms of chronic condition factors, the rates of the group

with circulation-related conditions or endocrinology or metabolism

conditions were 0.68(95% CI=0.56-0.83) and 0.66(95% CI=0.51-0.87),

respectively, which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normal

group with no chronic conditions. In detail, the group with hypertension in

the circulation-related groups and the group with diabetes in the groups

with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conditions visited TKM clinics less

often with 0.69(95% CI=0.57-0.84) and 0.63(95% CI=0.47-0.83), respectively,

and the differenc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research was done by classifying and analyzing the factors related

to the use of Korean traditional medical clinics of over 45 outpatients into

social demographic factors, health and function-related factors, and chronic

conditions factor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erms of the classification

of chronic conditions and analysis of factors in the use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clinic outpatient services that have not been done by past

studies sufficiently.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more patients visit Korean

traditional medical clinics when they experience more serious pain or

discomfort, whereas patients who have been hospitalized or with chronic

conditions such as circulation-related conditions and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conditions made few visits. The results suggest that in-depth

studies on the relation between chronic conditions and use of TKM should

be done and services for the prevention, treatment, and management of

conditions for over 45 patients should be developed instead of simple

treatment of pains. In other words, approaches to scientific and

standardized TKM for each condition are required to be prepared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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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a of aging population. With this, investment and policy supports for

studies on the improvement of health and quality of life of middle-aged

and elderly Koreans should be done to prepare thorough countermeasures

in dealing with the rapidly aging popul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healthcare policies to improve the health and quality of life of

middle-aged and elderly people efficiently and effectively using limited

resources to be prepared for the aged population.

Key Words : Traditional Korean Medicine, TKM, Outpatient care, Korean

middle age, Korean elder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