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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isstudywasaimedtocontributetotheestablishmentofbaseforthedevelopmentof

newhealthtechnologyinKoreanMedicine.

Methods : Surveywasperformedwith200samplesobtainedthroughstratifiedsamplingfrom thelist

ofmembersofAssociationofKoreanMedicine.

Results : Forthequestionabouttherecognitionofnew healthtechnology,54.0% answered‘yes’and

45.0% answered‘no’.Forthequestionaboutwhetherusingthetherapynotlistedinthemedicalcareof

nationalhealthinsurance,43.5%answered‘use’.

Conclusion : DoctorsofKoreanMedicineseemtowanttheenlargementofnewhealthtechnologyinthe

KoreanMedicine.

Keywords：New HealthTechnology,TelephoneSurvey,KoreanMedicine,KoreanMedical

Do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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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산업과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인의

생활방식과 환경이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이

러한 변화에는 공해,노인인구 증,이상 기후

등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며,이에 따라 과거

에는많지 않았던새로운 질병들이발생하고 있

다.따라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자국민의 건

강 보호와 의료비 지출의 감소를 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그 결과로 새로운 의

료 기술들이 발 하고 있다
1)
.그러나 이런 새로

운 의료기술들은 안 성과 유효성을 평가받을

필요성이 있으며,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이러한

의료기술을 평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그와 함

께 합리 인 건강보험 여를 결정하고자 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00년 7월에 국민

건강보험의체제하에서 신의료기술에 한 여

와 비 여의 여부를 결정하는 신의료기술결정

신청제도가 시행되었으며
3)
,이후 신의료기술에

한 평가와 여결정에 있어서 문제 과 미비

을 보완하기 하여 2007년 4월 련 의료법

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신의료기술평가과

정은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신청과정과 신의료

기술평가로 세분화 되었다
4)
.

하지만그이후의신의료기술의신청 평가

를 살펴볼 때 주로 의학계를 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한의학과 련하여서는 매우

조한것이 실이다. 련한연구 한엄
5)
,이

6)
,

김
7)
등 의료계나 보건분야를 심으로 연구되

고 있으며 한의계의 련논문은 거의 없다시피

한 것이 실정이다.이러한 원인으로는 한의학과

련한 법률 제도에서의 문제 ,신의료기술

과 련한 교육 홍보 등의 여러 가지 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의 졸업 후 재

임상에서 의료기술을 이용하고 있는 한의사들

을 상으로하여신의료기술에 한인식과이

용실태를 조사함으로써 앞으로 한의학에서의

신의료기술의 발 에 한 기반을 마련하고 국

민건강에 기여하고자 한다.

II. 연구 상  방법

1.연구 상

본 연구는 한한의사 회에서발행된 2012년

도 한의사 회원 명부를 기 으로 층화추출을 실

시하 다.층화추출방법은한의사 회에등록된

체 한의사 수를 기 으로 각 지부의 한의사수

비율을구한다음 체목표설문조사 상200명

을곱하여각지부별로 화설문조사인원을산

출(반올림)하여 무작 로 추출하 다.그 결과는

아래표와 같다(Table1).행정구역의기 은시,

도별로구분하 으며하 행정구역의구분은

체조사 상자수를고려하 을때의미가없어

더 이상구분하지 않고추출하 다.추출방법은

SPSS20.0statisticpackage를 이용하여 무작

추출하 다. 상자 응답거부 불가인

경우 비표본을 사용하여 조사하 다.

2.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통계분석은 SPSSversion20.0

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연속형 변수의 경우

평균과 표 편차로 표시하 으며,범주형 자료

는 빈도수와 분율(%)로 표시하 으며,범주형

자료 Likert’sscore로 측정된 자료의 경우

평균과 표 편차로 표시하 다.통계검정의 경

우 연속형 변수와 Likert’sscore는 정규성 검정

는 등분산검정을거쳐모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가정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두 군간 평

균비교에는 student’sttest를 수행하 으며,다

군간평균비교에는 ANOVAtest를실시하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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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Resultofstratifiedrandomsampling

Servicearea
No.ofKorean

MedicineDoctor
%

No.ofprimary

sampling

No.of

secondary

sampling

Total

Seoul 4,159 28.67 57 29 86

Busan 1,044 7.20 14 7 22

Daegu 822 5.67 11 6 17

Gwangju 604 4.16 8 4 12

Incheon 474 3.27 7 3 10

Daejeon 612 4.22 8 4 13

Ulsan 321 2.21 4 2 7

Gyeonggi-do 2,741 18.90 38 19 57

Gangwon-do 349 2.41 5 2 7

Chungcheongbuk-do 371 2.56 5 3 8

Chungcheongnam-do 457 3.15 6 3 9

Jeollabuk-do 596 4.11 8 4 12

Jeollanam-do 417 2.87 6 3 9

Gyeongsangbuk-do 636 4.38 9 4 13

Gyeongsangnam-do 760 5.24 10 5 16

Jeju-do 143 0.99 2 1 3

Total 14,506 100.00 200 100 300

간차이를평가한후군간차이가있음이확인된

결과는 Tukeytest로 사후검정을 실시하 다.

다 군간 평균비교에서는 응답이 하나인 경우는

제외하고 군간 비교를 수행하 다. 한 모수

방법을사용할수있는가정이성립되지않는경

우에는 두 군간 비교에는 Mann-Whitneytest

를 실시하여 평가하 으며,다 군간 비교에서는

Kruskal-Wallistest와 사후검정으로 Tamhane

test를 실시하여 분석하 다.범주형 자료는 교

차분석을 실시하여 차이를 비교하 다.통계검

정의 유의수 은 5%에서 실시하 다.

III. 연구 결과

1.인구학 특성

화설문에는총200명이응답하 다.응답한

한의사들의 평균연령은 39.5±8.9세이었으며,성

별분포는 남자가 176명으로 88%를 차지하 고

여자는 24명으로 12%를 차지하고 있었다.평균

연령은 남자는 39.9±9.2세,여자는 36.3±4.9세로

남자의 평균연령이 여자의 평균연령보다 더 높

은 것으로 분석되었다(Mann-Whitneytest,p=

0.042).

근무지역은 서울이 28.0%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 17.5%,부산 7.0% 순으로 분포하 다.

지역별 연령분포에서는 강원도가 54.6±11.9세로

가장높았으며,그다음으로 46.6±8.1세,충

청북도 42.0±8.2세 순으로 분석되었고 경상남도

가 29.1±5.5세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지

역에 따른응답자들의 연령차이가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2,Kruskal-Wallistest,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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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2.CharacteristicsofRespondents

Gender Age　

(Mean±S.D.)Male Female Total %　

Gender Male 176 0 176 88.0 39.9±9.2

Female 0 24 24 12.0 36.3±4.9

Service

area

Seoul 45 11 56 28.0 40.9±11.1

Busan 12 2 14 7.0 40.4±7.1

Daegu 10 1 11 5.5 39.2±8.1

Gwangju 6 1 7 3.5 39.4±6.9

Incheon 8 0 8 4.0 39.1±3.6

Daejeon 8 0 8 4.0 46.6±8.1

Ulsan 6 0 6 3.0 36.7±3.4

Gyeonggi-do 31 4 35 17.5 39.2±5.6

Gangwon-do 4 1 5 2.5 54.6±11.9

Chungcheongbuk-do 4 1 5 2.5 42.0±8.2

Chungcheongnam-do 6 0 6 3.0 34.2±3.3

Jeollabuk-do 6 2 8 4.0 40.5±8.2

Jeollanam-do 6 0 6 3.0 37.3±6.1

Gyeongsangbuk-do 8 1 9 4.5 35.7±7.0

Gyeongsangnam-do 11 0 11 5.5 29.1±5.5

Jeju-do 2 0 2 1.0 33.5±2.1

Non-response 3 0 3 1.5 38.7±2.9

Total 176 24 200 100.0 39.5±8.6

2.신의료기술에 한 인지 정도

신의료기술에 한 인지 정도를 살펴본 결과

항목별 무응답자를 제외하고 신의료기술을 알

고 있다는 응답은 108명(54.0%)이었고,모른다

는 응답은 90명(45.0%),무응답은 2명으로 나타

났다.성별에 따라서는 남자의 54.6%(95명)가

알고 있다고 답하 으며,여자는 54.2%(13명)가

알고 있다고 답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연령 별로는 40 64.9%

(48명)가 알고 있다고 답하여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20 에서는 36.0%(9명)가 알고 있다고 답

하여 가장 낮게 나타났다.근무지역에 따라서는

인천과 에서 신의료기술을 알고 있는 비율

이 각각 7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상남

도에서 18.2%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그러나

신의료기술의인지에 한결과는 성별,연령별,

근무지역별 통계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3).

3.신의료기술에 한 세부 인지도

신의료기술에 한 세부 인지도는 Likert’s

score(5 척도)로측정하 으며‘들어본 이없

다.’를 최소값으로 1 ,‘아주 잘 알고 있다.’를

최 값으로 5 을 부여하여 평가하 다.신의료

기술에 한 세부 인지도는 신의료기술에 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을 상으로 분석

하 다(Table4).

신의료기술의 신청 평가 차에 한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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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3.Cognitionofnewhealthtechnologies

　
‘신의료기술’에 해 알거나 들어본 이 있습니까?

Total
Yes(%) No(%)

Gender Male 95(54.6) 79(45.4) 174

Female 13(54.2) 11(45.8) 24

Subtotal 108(54.5) 90(45.5) 198

Age

20～29 9(36.0) 16(64.0) 25

30～39 40(51.3) 38(48.7) 78

40～49 48(64.9) 26(35.1) 74

50～59 9(60.0) 6(40.0) 15

60～69 0(0.0) 2(100.0) 2

70～79 0(0.0) 1(100.0) 1

>80 1(100.0) 0(0.0) 1

Subtotal 107(54.6) 89(45.4) 196

Service

area

Seoul 39(70.9) 16(29.1) 55

Busan 4(28.6) 10(71.4) 14

Daegu 8(72.7) 3(27.3) 11

Gwangju 3(42.9) 4(57.1) 7

Incheon 6(75.0) 2(25.0) 8

Daejeon 6(75.0) 2(25.0) 8

Ulsan 3(50.0) 3(50.0) 6

Gyeonggi-do 18(51.4) 17(48.6) 35

Gangwon-do 1(25.0) 3(75.0) 4

Chungcheongbuk-do 2(40.0) 3(60.0) 5

Chungcheongnam-do 3(50.0) 3(50.0) 6

Jeollabuk-do 4(50.0) 4(50.0) 8

Jeollanam-do 3(50.0) 3(50.0) 6

Gyeongsangbuk-do 5(55.6) 4(44.4) 9

Gyeongsangnam-do 2(18.2) 9(81.8) 11

Jeju-do 1(50.0) 1(50.0) 2

Subtotal 108(55.4) 87(44.6) 195

여부를 살펴본 결과 평균 2.2±0.9 으로 조사되

었다.성별에따라서는남자2.1±0.9 ,여자1.6±

0.8 으로 나타나 성별 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연령 별로는 30 가 1.8±0.7

인 것에 반해 50 가 2.9±1.1 으로 분석되었다.

근무지역에 따른 수는 구지역의 응답자들

평균 수가 2.5±0.9 으로 가장 높았으며, 라

북도 지역의 평균 수가 1.3±0.6 으로 가장 낮

게 조사되었으나 연령이나 지역에 따른 인지정

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진단 치료기술 신의료기술평가를통해

요양 여 목록에 등재된 것이 아니면 환자들에

게 비용청구를 할 수 없는 행법에 한 인지

도 조사에서는평균3.4±1.1 으로 나타났다.성

별에 따라서는 남자(3.5±1.0 )가 여자(2.6±1.3)

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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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4.Detailedcognitionofnewhealthtechnologies

　

신의료기술 신청

평가 차

요양 여 제외목록

비용청구 지 법률

한의학 분야

신의료기술

Mean±SD Statistic p-value　Mean±SD Statistic p-value　Mean±SD Statistic p-value　

Gender Male 2.1±0.9
453.5a 0.057

3.5±1.0
414.5a 0.025

2.6±1.0
455.5a 0.099

Female 1.6±0.8 2.6±1.3 2.2±0.8

Service

Area

Seoul 2.2±1.0

0.956b 0.505

3.3±1.2

12.402c 0.648

2.4±1.0

1.188b 0.296

Busan 2.0±0.0 2.5±0.6 2.5±0.6

Daegu 2.5±0.9 3.1±1.6 2.4±1.2

Gwangju 1.7±0.6 3.0±1.0 2.3±0.6

Incheon 1.7±0.5 3.5±0.8 3.0±0.9

Daejeon 2.2±0.4 3.8±0.4 3.8±0.4

Ulsan 2.3±0.6 3.7±0.6 3.0±0.0

Gyeonggi-do 1.8±0.9 3.4±1.0 2.9±1.1

Gangwon-do 2.0 4.0 3.0

Chungcheongbuk-do 2.0±1.4 3.5±0.7 2.5±0.7

Chungcheongnam-do 2.0±0.0 4.0±0.0 2.7±0.6

Jeollabuk-do 1.8±1.0 3.5±0.6 2.5±0.6

Jeollanam-do 1.3±0.6 2.7±1.2 1.7±0.6

Gyeongsangbuk-do 1.4±0.5 4.0±0.0 2.0±1.0

Gyeongsangnam-do 3.0±1.4 4.0±1.4 3.0±1.4

Jeju-do 2.0 4.0 2.0

Age

20～29 2.0±0.7

4.331b 0.006

2.9±1.2

0.823b 0.484

2.2±0.4

2.975b 0.035

30～39 1.8±0.7* 3.5±1.0 2.4±0.9

40～49 2.1±0.9 3.4±1.0 2.8±1.0

50～59 2.9±1.1* 3.5±1.4 3.3±1.2

>80 3.0 4.0 3.0

a;Mann-WhitneyUstatistics,b;ANOVAFstatistics,c;χ2statisticsfromKruskal-Wallistest,
*;SignificantdifferencebetweengroupsbyTukeyposthoctest

무지역에 따라서는 충청남도와 경상북도,경상

남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의사들이 행법에

해잘 알고있는것으로 조사되었으나지역에

따른 인지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연령에 따른 인지도에서도 30 와 50 에

서가장 높은평균 수를 보이고있었지만 연령

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의학 분야의 신의료기술에 한 인지도 조

사에서는 평균 2.6±1.0 을 보 다.성별에 따른

차이에서는 남자 2.6±1.0 ,여자 2.2±0.8 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근무지역에

따라서는 지역에서 평균 3.8±0.4 으로 조

사되어 가장높은 수를보 지만지역에따른

차이 역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령에 따른

인지도 결과에서는 50 가 3.3±1.2 을 보인 반

면 20 가 2.2±0.4 으로 나타나 연령이 증가할

수록 인지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의료기술을 들어본 이 없다고 응답한 사

람들을 상으로 이유를 알아본 결과 ‘한의사

회의 홍보 부족’을 주 원인으로 삼고 있었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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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에 따른 주요 이유로 남자 응답자의 37.7%가

‘한의사 회의홍보부족’을선택하여가장높은

응답률을보이고있었으며,여자응답자는‘신의

료기술담당정부기 의홍보부족’과‘한의사

회의 홍보 부족’을 각각 27.3%로 많이 선택하

지만 성별에 따른 이유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지역에 따른 이유로는 ‘신의료기술

담당 정부기 의 홍보 부족’은 서울이 3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한의사 회의 홍보 부

족’은 부산 18.8%,‘국가 의료 정책에 한 한의

사의 심 부족’은 경기도 33.3%,‘한의사 회원

들 간의 정보 교류 부족’은 경기도 22.7%로 가

장 높은 응답률을 보 지만 통계 으로 의미가

있는차이는없는것으로분석되었다.연령에따

른 이유로는 20 는 ‘신의료기술 담당 정부기

의 홍보 부족’을 제외한 나머지 이유들을 각각

31.2%로 선택하여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으

며,30 는 ‘한의사 회의 홍보 부족’을 47.4%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 고 40 이상은 ‘신의료

기술 담당 정부기 의 홍보 부족’을 30.3%로 주

요 이유로 답하고 있었지만 연령에 따른 차이

역시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Fig1).

4.신의료기술 이용 황

화설문 조사 응답자 200명을 상으로

재진료에서요양 여 목록에해당하지 않는기

술 이용 여부에 한 조사에서총 199명이 응답

하 으며 그 43.5%에 해당하는 87명이 요양

여 목록에포함되어 있지않은기술을 진료에

서 사용하고 있다고 답하 다.성별에 따른 차

이를 살펴본 결과 남자는 40.6%가 사용하고 있

다고 답한 반면 여자는 66.7%가 사용하고 있다

고 답하 다(Fig2).연령별 차이에서는 30 는

사용하고있는비율과 사용하고있지않는비율

이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나머지 연령 에서는

사용하고있지않은비율이높게나타났으며,연

령 에 따른 이용비율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근무지역에따라서는 라북도87.5%,

주 85.7%로 이용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경

상남,북도와 제주도에서는 이용하고 있다고 응

답한 경우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근무지역에

따른 이용비율의 차이가 있는 것(p<0.001)으로

분석되었으나 응답자 수가 어 지역 차이가

있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신의료기술 담당

정부기 의 홍보 부족

14.8%

한의사 회의

홍보 부족

29.6%국가 의료 정책에 한

한의사의 심 부족

25.0%

한의사 회원들 간의

정보 교류 부족

20.4%

기타

10.2%

Figure1.Reasonsoftheignoranceofnewhealth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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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2.Genderdifferenceintheclinicaltechnologiesusagewhichwasnotincludedincare

insurancecatalog.

한 재요양 여목록에포함되지않은기

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87명을 상으로

기술의 종류와 빈도를 조사한 결과 한 가지 기

술을이용하고있는경우와 매일사용하고 있다

고 답한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Fig3).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는 2,3가지를 이용하는

비율이 여자보다 남자에게서 많은 것으로 조사

되었지만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30 에서는 한가지를가장 많이사용하고 있다

고 답한 반면 20 와 40 이상에서는 두 가지

를가장 많이사용하고있다고답하 으나 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근무지역에 따른

이용분포에서는 서울,부산,울산,경기도,강원

도,충청북도가 한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 비율

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조사되었고,두 가지는

주, 라북도, 라남도이었으며,세 가지는

구,네 가지는 ,다섯 가지는 충청남도로

나타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p=0.026)는 보

이고있었으나응답자수가 어근무지역에 따

른 이용하는 종류의 차이가 있다고 단하기에

는 무리가 있었다.

기술의 평균 사용 빈도 결과에서는 남자

(67.6%)와 여자(64.3%)모두 다 1일에 1회 이상

이용한다고답한경우가 가장높은비율을차지

하고 있었으며 빈도가 낮을수록 응답비율도 낮

아지는 경향을보이고 있지만성별에따른차이

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연령에 따른 사용

빈도 분석에서도 모든 연령에서 1일 1회 이상

이용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40

이상에서는주2～5회 사용빈도가다른 연령

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20 에서는

월2～3회이용이다른 연령 보다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p=0.033)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다

고 해석하기에는 표본 수가 어 무리가 있다.

근무지역에 따른 분포에서도 을 제외한 모

든 지역에서 1일 1회 이상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지역에 따른 차이 역시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요양 여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기술을 사용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112명을 상으로 그 이

유를 조사한 결과 ‘환자에게 비용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7.4%로 가장 높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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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3.Numberandfrequencyofusingnewhealthtechnologies

타났으며,‘교육을받은경험이없기때문’23.0%,

‘요양 여기술로도치료가충분하기때문’20.4%

순으로 나타났다(p<0.001)(Fig4).

성별에 따른 이유로는 여자는 ‘환자에게 비용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75.0%로

분석되어 여성 응답자 부분이 경제 인 이유

를 들고 있는 반면에 남자는 ‘교육을 받은 경험

이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5.7%로 가장 높게

조사되어 성별에따른이유의차이가있는 것으

로 나타났지만(p<0.001),여자 응답자들의 응답

이 집 되어 있어 통계결과를 신뢰하기에는 무

리가 있었다.20 에서는 53.3%가 ‘교육을 받은

경험이없기때문’을가장많이선택하 고,30

이상에서는 ‘환자에게 비용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응답을가장많이선택한것으로조

사되었으나 연령에 따른 이유의 통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하지만 연령이 낮을수

록 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를 선택한 비율이 높

아지는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요양 여 기술만

으로도충분히치료할수 있기때문이라는 응답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재 요양 여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만

으로임상진료가충분한지를5 척도로측정한

결과 조사 상자 200명의 평균 수가 2.34±

0.95 으로 분석되어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

는것으로나타났다.성별에따른차이는남자가

평균 2.35±0.96 으로 나타나 여자 평균 2.21±

0.88 보다 높은 수를 보이고 있었지만 통계

으로 차이는 없었다.근무지역에 따라서는 경

상북도가 평균 3.22±0.88 으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충청북도가 1.80±0.45 으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지만역시지역에따른차이는 없는것

으로 분석되었다.연령에 따른 차이에서는 60

이상에서평균3 이상의 수를 보여 요양

여 목록만으로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40 가 2.25±0.93 으로 가장 낮은 수

를보 지만통계 으로 차이는없는것으로조

사되었다.

한의 신의료기술을 평가를 통해 요양 여 목

록에 등재시키고자 할 때 가장 걸림이 되는 문

제로‘임상효과에 한근거부족’을선택하 으

며,‘신청 기술에 한 양방과 한방간의 정책

단 필요’등의 순으로 나타났다(Fig5).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는 39.8%가 ‘임상 효과

에 한 근거부족’을 선택하여 가장 높은 비율

을보이고있었으나,여자는45.8%가‘신청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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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

23.0% 임상에 효과가

없기 때문

3.5%

요양 여 기술로도

치료가 충분하기 때문

20.4%

환자에게 비용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

27.4%

기타

7.1%

객 근거가

불명확하기 때문

18.6%

Figure4.Causeofdisuseaclinicaltechnologieswhichwasnotincludedincareinsurancecatalog.

임상 효과에 한

근거부족

32.6%

기존 유사행 와의

차별성 부족 7.0%

소요장비 재료의

식약청 허가 여부 11.0%

기타

12.8%

신청 기술에 한

양방과 한방간의 정책 단 필요

29.5%

심사 차 구비서류

미비 7.0%

Figure5.Obstacletolistingtechnologieswhichwasnotincludedincareinsurancecata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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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율 증가에

도움이 되기 때문

27.7%

합법 으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

15.8%

기타

4.0%

한의학의 역을

확 할 필요가 있기 때문

41.1%

유용한 기술이 사장될

수 있기 때문

11.5%

Figure6.Reasonstobelistedasnewhealthtechnologies

에 한 양방과 한방간의 정책 단 필요’를

선택하여 요양 여 목록 등재 시 걸림이 되는

문제에 해 성별에 따른 서로 다른 의견을 보

이고있었지만통계 인차이는없는것으로 분

석되었다.연령 에 따른 문제 의 차이에서는

20 와 30 가 ‘임상 효과에 한 근거부족’을

각각 64.0%,35.9%로 가장많이선택한반면 40

이상에서는 ‘신청 기술에 한 양방과 한방

간의 정책 단 필요’를 가장 많이 선택하

다.근무지역에 따른 분포에서는 ‘임상 효과에

한 근거부족’을 가장 큰 문제 으로 선택한

지역은 구, 주,울산,경기도,충청북도,경

상남,북도,제주도로 조사되었으며,나머지 지

역은 ‘신청 기술에 한 양방과 한방간의 정책

단 필요’를 가장 큰 문제 으로 들고 있었

다.하지만 연령과 근무지역에 따른 문제 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의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임상기술을 조사,

수집하여 한의 신의료기술로 등재할 필요성에

한조사결과200명 상자 198명이응답하

으며 평균 4.26±0.68 으로 나타나 등재할 필

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성별에

따라서는 남자가 평균 4.25±0.68 으로 여자 평

균4.38±0.71 보다낮은 수를보이고있었지

만 성별에 따라 필요성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30 에서 평균 4.15±0.70 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지만 나머지 연령 에서는 평

균 4.3 이상의 응답을 보 다.지역에 따라

서는 구가 평균 4.64±0.92 으로가장높은필

요성을나타내고있는반면에부산은평균3.79±

0.80 으로가장낮은 수를보이고있었다.하

지만 연령이나 근무지역에 따른 수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의료기술로 등재될 필요가 없다라고 응답

한 응답자는 총 7명이었으며 그 이유로는 ‘지

등재된 항목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가 4건,‘등

재되지 않은 유용한 기술이 더 이상 없기 때문

에’가 1건,기타 2건의 응답이 있었다.

신의료기술로 등재되어야 할 이유에 해서

는총 187명이 복수응답하여253건의응답이있

었으며,가장 많이 응답한 이유는 ‘한의학의

역을 확 할 필요가 있기 때문’으로 조사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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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 다음으로 ‘치료율 증가에 도움이 되기 때

문’을 들고 있었다(χ2test,p<0.001)(Fig6).

성별에따라서는남자와여자모두다한의학

의 역 확 를 가장 많은 이유로 선택하고 있

었으며,모든 연령층에서도 같은 이유를 선택하

고 있었다. 한 근무지역에서는 울산과 라남

도와 라북도는 치료율의 증가를 이유로 선택

한반면 나머지지역에서는 모두한의학의 역

확 를 이유로 선택하 다.

IV. 고 찰 

신의료기술이란 안 성과 유효성이 평가되지

않은 의료기술과 신의료기술로 평가를 받았으

나 사용 상이나 사용목 ,시술방법이 변경된

것으로 복지부 장 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

한 것을 말한다.이러한 신의료기술은 과학 기

술의 발 ,새로운 질병의 출 ,보다 효과 인

의료기술에 한 요구 등의 변하는 의료환경

에 따라 심이 높아져가는 분야이다.그러나

2007년 4월 우리나라에서 신의료기술평가와

련하여의료법이개정되어 시행된이후 체 신

의료기술 신청을볼때한의사와 련된신청은

930건 37건(13%)에 불과 하 으며 주요시설

의료인이 한의사 단독인 경우는 19건(2%)에 불

과하 다
8)
.이러한 결과는신의료기술이라는 분

야에서한의학의 역이매우좁다는것을 나타

내며 앞으로 학문의 역 확 한의학 임상

기술의 개발 발 에서 망이 밝지 않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그 원인을 밝히

고 그에 따른 비책을 마련하기 하여 실제

임상에서 의료기술을 직 사용하고 있는 한의

사를 상으로 하여 신의료기술에 한 인식과

실제이용 황등에 한 조사를함으로써 향후

한의 신의료기술의 발 에 토 가 될 수 있는

기 자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체 한의사를 상으

로각지역별지부별로한의사수의비율을구한

다음 화 설문조사의 상자를 선정하여 무작

설문조사에 따른 지역별 편차를 최소화 하고

조사결과에 한타당성을높이고자하 다.그

리하여 화 설문조사에 남자가 88%(176명),여

자는 12%(24명)로 총 200명이 참가하 다.

근무지역은 서울이 가장 많았고 경기도,부산

등의 순으로 분포하 다.지역별 연령분포에서

는 강원도가 54.6±11.9세로 가장 높았고,경상남

도가29.1±5.5세로가장낮았으며 이를볼때지

역에 따라응답자들의 연령차이가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의료기술에 한 인지정도에서는 ‘신의료

기술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108명(54.0%),‘모

른다’는응답은90명(45.0%),‘무응답’은2명으로

신의료기술에 하여 알고 있는 경우와 모르고

있는경우는비슷하 으며성별,연령별,근무지

역별에 따른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신의료기술에 한 세부 인지도를 조사한 결

과,첫째 신의료기술의 신청 평가 차에

한인지도는평균2.2±0.9 으로조사되어잘알

고 있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연령 별로

는 30 가 1.8±0.7 인 것에 반해 50 가 2.9±

1.1 으로 분석되어 연령이 높아질수록 신청

평가 차에 해 더 많이 알고 있는 경향을 보

이고 있었다.근무지역에 따른 인지정도의 차이

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해 요양 여 목록에 등

재된 것이 아니면 새로운 진단 치료기술을

환자들에게비용청구를 할수없는 행법에

한인지도를조사한결과평균3.4±1.1 으로나

타나 비교 잘알고 있는것으로분석되었으며

성별이나 지역,연령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한의학 분야의 신의료기술에 한 인지도 조

사에서는 평균 2.6±1.0 을 보여 어느정도 인지

하고는 있지만잘모르고있는것으로 악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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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성별과 지역에 따른 차이 역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연령에 따른 인지도 결과에서

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인지도가 증가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신의료기술을 들어본 이 없다고 응답한 한

의사를 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한의

사 회의 홍보 부족’이 29.6%,‘국가 의료 정책

에 한 한의사의 심부족’25.0%,‘한의사 회

원들 간의 정보 교류 부족’20.4%순이었다.그

리고 성별,지역별,연령에 따른 차이는 통계

인 의미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이를 볼 때

신의료기술에 한 정보를 극 으로 홍보함

과동시에 회차원의 심과노력이무엇보다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며, 회 뿐 만 아니라 이

와 련한 학회나 소모임 등의 활동을 통하여

한의사간의정보의교류를 활성화시킬필요성

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 진료에서 요양 여 목록에 해당하지 않

는 기술을 이용하는지의 여부에 한 조사에서

는 200명 총 199명이 응답하 으며 그

43.5%에 해당하는 87명이 ‘요양 여 목록에 포

함되어있지않은기술을 진료에서사용하고 있

다’라고답하 다.성별에따른조사에서는남자

40.6%,여자는 66.7%로 여자가 요양 여 목록

에 포함되지 않은 기술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연령 에 따른 이용비율

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근무지역

에 따른 이용비율의 차이는 있는 것(p<0.001)으

로 분석되었다.그러나 응답자 수가 어 이 결

과만으로 지역 차이가 있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재 요양 여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87명을 상으로 기술

의 종류와 빈도를 조사한 결과 한 가지 기술을

이용하고 있는경우와매일 사용하고있다고 답

한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Fig3).

요양 여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기술을 사용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112명을 상으로 그 이

유를 조사한 결과 ‘환자에게 비용청구를 할 수

없기때문’이라는응답이27.4%,‘교육을받은경

험이 없기 때문’23.0%,‘요양 여 기술로도 치

료가 충분하기 때문’20.4%순으로 나타나 요양

여 목록에포함되지 않은기술을사용하지않

는 것은 경제 인 이유 때문으로 나타났다(p<

0.001).

성별에 따른 이유로는 여자는 ‘환자에게 비용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75.0%로

분석되어 여성 응답자 부분이 경제 인 이유

를 들고 있는 반면에 남자는 ‘교육을 받은 경험

이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5.7%로 가장 높게

조사되어성별에따른 이유의차이가있는것으

로 나타났지만(p<0.001),여자 응답자들의 응답

이 집 되어 있어 통계결과를 신뢰하기에는 무

리가 있다. 한 연령에 따른 이유의 통계 차

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하지만 연령이

낮을수록교육을받지 않은이유를선택한비율

이높아지는반면연령이높을수록요양 여기

술만으로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비율이증가하는경향을볼때연령이높아

지며 경험에 따른 치료기술의 향상으로 신의료

기술에 한 필요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재 요양 여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만

으로임상진료가충분한지를5 척도로측정한

결과 조사 상자 200명의 평균 수가 2.34±

0.95 으로 분석되어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성별,지역별,연령

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 한의 신의료기술을 평가를 통해 요양

여 목록에 등재시키고자 할 때 가장 걸림이 되

는 문제로는 ‘임상 효과에 한 근거부족’을 선

택하 으며,‘신청기술에 한양방과한방간의

정책 단 필요’를 그 다음으로 들고 있어 신

의료기술로등재시문제가되는 으로 한의사

들은 정책이나 행정 차보다 임상에서의 근거

확보를 더 요하게생각하는것으로해석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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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χ2test,p<0.001).

한의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임상기술을 조사,

수집하여 한의 신의료기술로 등재할 필요성에

한조사결과200명 상자 198명이응답하

으며 평균 4.26±0.68 으로 나타나 등재할 필

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성별,

연령별,지역별에 따른 수의 차이는 없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신의료기술로 등재되어야 할 이유에 해서

는총187명이복수응답하여253건의응답이 있

었으며,‘한의학의 역을 확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 가장 많았으며,그 다음으로 ‘치료율 증

가에 도움이 되기 때문’을 들고 있었다(χ2test,

p<0.001).

성별과연령별에서모두다한의학의 역확

를 가장 많은 이유로 선택하고 있었으며,근

무지역 별로는 울산과 라남,북도가 치료율의

증가를 이유로 선택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동

일하게 한의학의 역확 를 이유로 선택하고

있는데 이는 재 차 축되어 가고 있는 한

방 의료시장의 상황이 반 된 이유라 단된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조사 결과를 볼 때 한의

사들의 신의료기술에 한 인식 정도는 확실히

는 아니라도 알고는 있는 것으로 단된다.세

부 인지도를 살펴보면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하

여요양 여에등재된것이 아닌새로운기술은

비용청구를 할수없는 행법에 하여는 비교

잘 알고 있는 편이나 신청 평가 차에

하여서는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신의료기술 등재에 한 필요성에서는 부분

의 한의사가 등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한 과

기존의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

하는 을 볼 때 한의 신의료기술의 확 를 원

하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한의신의료기술의

평가와 등재에서 가장 걸림이 되는 것을 ‘임상

효과에 한 근거 부족’을 선택한 것과 신의료

기술의 인식 부족에서 회의 홍보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선택한 것을 볼 때 앞으로 회 차원

에서의 극 인 홍보와 정책마련과 동시에 여

러 한의 신의료기술에 한 한의학계의 활발한

연구와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200명이라는 한정된 숫자의 한의

사를 상으로한 에서 체한의계의 인식을

악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실

제 임상에서 의료기술을 사용하는 한의사를

상으로 지역별편차를 여실제인식의 정도와

의료기술 사용 황을 악한 에서 의의가 있

으며 향후 보다 많은 상자를 통한 연구 확

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V. 결 론

국 200명의 한의사를 상으로 하여 신의

료기술에 한 인식 임상 황을 화조사하

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한의사들은신의료기술에 한인식에서는

련한 행법 등에 하여는 비교 잘 알고

있는 편이나신청 평가 차에 하여서는잘

알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2.한의사들은 한의학의 역 확 를 하여

한의 신의료기술이 보다 많이 등재되기를 원하

고 있다.

3.앞으로 회 차원에서의 극 인 홍보

정책마련과 동시에 여러 한의 신의료기술에

한한의학계의활발한 연구와검증이필요한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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