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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이 연구는 일개 역시민 500명을 상으로 한의약 건강증진 강좌 개설을 한 기 자료를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조사 도구로는 상자의 일반 특성, 한의약 치료에 한 경험 인식, 한의약 건강증진 강좌에 한 수요조사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이용하 다. 조사 결과 지난 1년간 응답자의 56.8%가 한의약 치료를 이용한 경험이 있었고, 이들 74.6%

가 한의원을 이용하 다. 질환별로는 근골격계 질환(48.2%), 치료방법으로는 침치료(34.8%)의 이용률이 가장 높았다. 한의

약 치료의 효과가 좋다는 응답률은 72.3% 으며, 응답자의 90.9%가 다른 사람에게 한의약 치료를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하 다. 응답자의 81.2%가 한의약 건강증진 강좌에 참여할 의사를 보 으며, 강좌 시행에 합한 장소로는 의료기 (22.5%)

을 가장 많이 선택하 다. 강좌 참여 결정에 가장 요한 사항으로 ‘강좌의 주제 내용’(59.1%)을 수강 희망 주제 질환으로

는 순환기질환(23.7%)을 우선으로 선택하 으며, 강좌를 통해 기 하는 사항으로는 ‘질환에 한 자가 건강 리 방

법’(69.0%)을 가장 많이 고려하 다. 이 연구의 결과는 상자의 요구를 보다 충족시킬 수 있는 한의약 건강증진 강좌 구성

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된다.

주제어 : 한의약, 건강증진 강좌, 치료경험, 인식, 수요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500 citizens of one metropolitan city to prepare foundational data for the 

opening of health promotion course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A questionnaire examined participants’ general 

characteristics and their experience with and awareness of oriental treatment and a survey on the need for health 

promotion course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were used as the research tools. Results showed that 56.8% of 

respondents had an experience with oriental treatment over the last year. Participants who responded that oriental 

treatment was effective accounted for 72.3%. Respondents selected “subject and contents of class” (59.1%) as the 

important factor in attending the oriental health promotion course, and cardiovascular disease (23.7%) as the disease 

they wanted to learn about. They considered “self-health care method for diseases” (69.0%) as what they expected 

most from the class.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ful when planning health promotion course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to satisfy the participants’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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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은 한의약 건강증진 로그램

한의약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풍, 치매 등 만성퇴

행성 질환의 방과 치료를 통하여지역주민의 건강증진

과 삶의 질 향상,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에 목 을 두고

있다[1]. 2012년 기 보건기 에서 지역주민을 상으로

한의약 치료를 운 하는 한의약 지역보건사업은 206개

소, 기공체조 교실, 풍 방교육, 한의약 가정방문, 사

상체질교실, 한의약 육아교실 등과 같은 필수 로그램

지역 특화 로그램의 한의약 건강증진 로그램을

제공하는 한의약 건강증진 Hub보건소는 85개소에 이른

다.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은 한의약계가 처해있는 여러 난

을 극복하고 새로운 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주요한

역이며[2], 특히 한의학의 임상에서 실제 용하는 건

강증진 기법들을 로그램화하여 보건사업화해야 하는

특성이 있고, 각 학회와 연구기 들과의 연계가 필수

이다[3]. 한, 지역사회주민의 한의약 의료에 한 의식

행태 수 련 자료는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의 제도화와

수행에 기 자료로서 반드시 필요하다[4]. 그리고 무엇보

다 한의약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질환양상이나 진료

방법, 이용에 한 만족수 건강증진을 한 요구사

항 등을 악하여 이용자 측면에서의개선 을 도출하고

후속 조치로 반 하는 것이 요하나, 그간 이루어진 연

구들[4-14]은 주로 한의약 의료서비스 이용에 한 황

실태, 한의약 의료에 한인식이나 만족도 부분에

을 두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한의약보험 부분과 법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특성화된 한의약 공공사업의 개발

등을 제언하고 있으나, 한의약 의료 이용자의 수요와 이

를 토 로 한 한의학 건강증진을 극 반 할 수 있는

략을 활용 는 기획하는 심층 인 연구 사례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한

의약 건강증진 강좌를 개설하는데 기 자료를 마련하고

자 그 수요와 련하여 조사 분석을 시도하 다.

2. 연  

2.1 조사   대상 

이 연구의 자료 수집은 일개 역시에 거주하는 시민

500명을 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조사

기간은 2012년 10월부터 12월까지 으며, 일개 역시

소재 노인종합복지 , 효문화마을 리원, 학교, 기업체

등 기 의 시민 500명을 상으로 하 다. 자체 개발한

자기 기입식 설문지를 배부하여 조사하 으며, 일부 문

항에서는 복수응답을 허용하 다. 가독성이 떨어지거나

직 설문 작성이 어려운 60 이상의 고 연령층 상자

의 경우 연구자가 1 1로 면하여 직 읽어주고 기입

하는 방식으로 하 다. 배부된 500부의 설문 응답에

오류가 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16부를 제외하고 총

484부(응답률 96.8%)를 최종 분석 자료로 이용하 다.

2.2 연 도 ( 문지 ) 

설문은 상자의 일반 특성 9문항(성별, 연령, 교육

정도, 직업, 결혼유무, 지역, 월소득, 건강보험, 건강상태),

한의약 치료에 한 경험 인식조사 1문항(6개 하 문

항 별도), 한의약 건강증진 강좌에 한 수요 조사 8문항

(2개 하 문항 별도) 등 총 18문항으로 구성하 다.

2.3 료  

수집된 자료는 SPSS program(version 18.0)을 이용하

여, 총 484명의 응답자를 상으로 한 설문조사 각 문항

( 상자의 일반 특성, 한의약 치료에 한 경험 인

식, 보건소 한의약 건강증진 강좌에 한 수요 황)에

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을 시행하여 각 응답범주별

빈도와 퍼센트를 제시하 다.

3. 연  결과

3.1 대상  적 특징

체 조사 상자 여성이 286명(59.1%)으로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세 이하가 152명

(31.5%), 31-49세가 123명(25.5%), 50-69세가 124명

(25.7%), 70세 이상이 83명(17.2%)이었다. 교육정도는

졸이상이 219명(45.2%)으로 가장 많았고, 고졸이 178명

(36.8%)이었다. 직업별 분포는 무직(학생, 주부 포함)이

267명(55.2%)으로 가장 많았으며, 회사원( 문직, 공무원

포함) 163명(33.7%), 기타 30명(6.2%), 자 업 24명(5.0%)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 상태는 기혼이 258명(53.3%), 미

혼(이혼, 사별, 별거 포함)이 226명(46.7%)이었고,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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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은 동부가 273명(56.4%), 서부가 211명(43.6%)이었

다. 가구 월평균 소득은 100-300만원 미만이 157명

(32.4%)으로 가장 많았으며, 300-500만원 미만이 138명

(28.5%)이었고, 건강보험의 종류는 직장건강보험이 303

명(62.6%), 지역건강보험이 150명(31.0%)이었다. 상자

의 건강상태에 한 응답에서는 ‘(매우)건강하다’가 262

명(54.1%), ‘보통이다’가 169명(34.9%)으로 나타났다.

Table 1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Study variables N(%)

Gender
Male 198(40.9)

Female 286(59.1)

Age

(years)

≤30 152(31.5)

31-49 123(25.5)

50-69 124(25.7)

≥70 83(17.2)

Educational

attainment

≤Middle school 87(18.0)

High school 178(36.8)

≥ College 219(45.2)

Occupation

Company worker 163(33.7)

Owner-operator 24(5.0)

Unemployed 267(55.2)

Others 30(6.2)

Marital status
Married 258(53.3)

Not married 226(46.7)

Residential

district

Eastern(Low socio-economic condition) 273(56.4)

Western(High socio-economic condition) 211(43.6)

Average

household

income per

month(KRW)

〈 1million 116(24.0)

1million - 3million 157(32.4)

3million - 5million 138(28.5)

≥ 5million 73(15.1)

Type of

social

security

Residence-based insurance 150(31.0)

Workers-based insurance 303(62.6)

Medicaid 31(6.4)

Subjective

health status

good 262(54.1)

Average 169(34.9)

bad 53(11.0)

한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한의약치료의 경험에 차

이가 있는지를 교차분석한결과 성별, 연령, 교육정도, 월

평균 소득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P<0.05). Table 2

Table 2. Experience of utilization of oriental 

medical servic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Study variables

Experiences on oriental medical

services

Yes No
P-

value

Gender

Male
94

(47.5)

104

(52.5)
0.001

Female
181

(63.3)

105

(36.7)

Age(years)

≤30
52

(34.2)

100

(65.8)

0.000

31-49
66

(53.7)

57

(46.3)

50-69
93

(75.0)

31

(25.0)

≥70
63

(75.9)

20

(24.1)

Educational

attainment

≤Middle school
63

(72.4)

24

(27.6)

0.002High school
89

(50.0)

89

(50.0)

≥ College
123

(56.2)

96

(43.8)

Occupation

Company worker
83

(50.9)

80

(49.1)

0.214

Owner-operator
13

(54.2)

11

(45.8)

Unemployed
163

(61.0)

104

(39.0)

Others
16

(53.3)

14

(46.7)

Residential district

Eastern(Low

socio-economic

condition)

158

(57.9)

115

(42.1)

0.593
Western(High

socio-economic

condition)

117

(55.5)

94

(44.5)

Average

household

income per

month

(KRW)

〈 1million
78

(67.2)

38

(32.8)

0.022

1million - 3million
92

(58.6)

65

(41.4)

3million - 5million
68

(49.3)

70

(50.7)

≥ 5million
37

(56.8)

36

(49.3)

3.2 한 약 치료에 대한 경험  식 조사

지난 1년간 한의원 한방병원, 보건소(보건지소, 진

료소 포함)의 한의약 치료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가에

한 응답으로 ‘경험이 있다’ 275명(56.8%), ‘경험이 없다’는

209명(43.2%)으로 나타났다. 경험이 있다고응답한 사

람의 경우 주로 이용한 곳은 한의원이 205명(74.6%)으로

가장 많았고, 한방병원 52명(18.9%), 보건소 18명(6.5%)

으로 나타났다. 이용한 질환에 한 복응답을 허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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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에 한 이용자가 170명(48.2%)으로 가장

많았고, 소화기질환이 45명(12.7%)으로 그 뒤를 이었다.

기타질환에 한 이용 분야로는 다이어트나 비만치료,

보약, 부종, 어지럼증, 안면마비, 피부과질환, 비뇨기과질

환 등의 응답을 보 다. 지난 1년간 이용경험 횟수에

한 응답으로는 10회 미만이 205명(75.1%)으로 가장 많

았고, 11-30회 미만이 56명(20.5%)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경험한 한의약 치료의 경우침이 254명(34.8%)

으로 가장 많았고, 뜸과 한의약 물리치료가 각각 128명

(17.5%)으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한의약 치료에 한 효과는 ‘매우 좋음’ 90명(32.7%),

‘약간 좋음’ 109명(39.6%), ‘보통’ 71명(25.8%), ‘효과없음’

이 5명(1.8%)으로 나타났다.

한의약 치료를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는가에 한 문항에서 ‘추천할 의향이 있다’가 249명

(90.9%)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 다. Table 3

Table 3. Experiences and awareness about 

         utilization of oriental medical services

Study variables N(%)

Experiences on oriental

medical services

Yes 275(56.8)

No 209(43.2)

Utilized medical facility

Oriental medicine clinic 205(74.6)

Oriental medicine hospital 52(18.9)

Public health center 18(6.5)

Category of diseases

Musculoskeletal diseases 170(48.2)

Digestive diseases 45(12.7)

Respiratory disease 42(11.9)

Circulatory disease 39(11.0)

Cerebrovascular disease 11(3.1)

Endocrine disease 10(2.8)

Gynecological disease 7(2.0)

Cancer and other incurable diseases 6(1.7)

Psychiatric disease 3(0.8)

Others 20(5.7)

Visit frequency per

year(number)

<10 205(75.1)

11 - 30 56(20.5)

≥31 12(4.4)

Type of oriental

medical services

Acupuncture 254(34.8)

Moxibustion 128(17.5)

Oriental physical therapy 128(17.5)

Oriental herbal medicine

(decoction/tablet)
109(14.9)

Cupping 101(13.8)

Herbal extracts 8(1.1)

Others 2(0.3)

Satisfaction on the

effect of treatment

Very good 90(32.7)

Good 109(39.6)

Average 71(25.8)

No effect 5(1.8)

Willingness to

recommend oriental

medical services

Yes 249(90.9)

No 25(9.1)

3.3 한 약 건강 진 강좌에 대한 수  

이 에 한의약 건강증진 강좌의 수강 경험에 해 조

사한 결과 ‘경험이 있다’가 82명(16.9%), ‘경험이 없다’가

402명(83.1%)으로 아직 한의약 건강증진 강좌가 시민들

에게 보편 으로 근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한의약 건강증진강좌 수강 경험자의 경우 수강 실

시기 은 의료기 이 27명(34.2%), (노인)복지 20명

(25.3%)으로 나타났으며, 한의약 건강증진 강좌를 시행

하는 데 가장 합한 장소에 한 응답으로는 의료기

109명(22.5%), 문화센터 는 평생교육원 107명(22.1%)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에 한 응답자는 20명(4.1%)으로

기업이나 기 , 학교 등을 선택하여 재 이루어지고

있는 건강증진 강좌의 시행기 이 보다 다양화 되어야

할 필요성을확인할수 있었다. 한, 한의약 건강증진강

좌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요하게 고려하

는 사항에 한 응답으로는 ‘강좌의 주제 내용’이 286

명(59.1%), ‘강사의 문성 강의 진행기술’이 146명

(30.2%)으로 나타났다.

보건소에서 한의약 건강증진 강좌를 시행할 경우 참

여 의향에 한 응답에서는 ‘참여할 의사가 있다’가 393

명(81.2%)으로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응답 91명(18.8%)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시간부족 32명(43.2%), 강의수강 불필요 19명

(25.7%), 심부족 9명(12.1%), 근성의 어려움 효과/

근거, 문성 부족이 각각 5명(6.8%), 기타 4명(5.4%)으

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특히 시간부족을 강좌 불참의

가장 요한 사유라고 응답하 는데, 이는 향후 동 상

서비스나 모바일 서비스 등을 통한 다양한 수요자용 서

비스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한의약 건강증

진 강좌에 실질 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요일과 시간 에

한 문항에서는 토요일 오 (94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다음으로 토요일 오후(88명)를 선택하여 토요일이

가장 하다고 응답하 다. 1일 강좌의 한 교육시

간에 한 응답으로는 30∼60분 미만이 275명(56.8%)으

로 가장 많았고, 60∼90분 미만이 160명(33.1%)으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한의약 건강증진 강좌를 통해서 가장 기 하는 내용

에 한 응답으로는 ‘질환에 한 자가 건강 리 방법’이

334명(69.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해당 질환에

한 최신정보 습득’이 79명(16.3%)으로 나타났다.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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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Needs for health courses of the traditional 

korean medicine
Study variables N(%)

Experience on

oriental medical of

health courses

Yes 82(16.9)

No 402(83.1)

Type of educational

institute

Medical facilities 27(34.2)

Welfare center 20(25.3)

Public health center 17(21.5)

Cultural center/lifelong learning center 9(11.4)

Community outreach center 3(3.8)

Others 3(3.8)

Venue type of

courses

Medical institution 109(22.5)

Cultural center /lifelong learning center 107(22.1)

Public health center 93(19.2)

Welfare center 78(16.1)

Community outreach center 71(14.7)

Religious organizations 6(1.2)

Others 20(4.1)

The most important

aspect of

participation of the

courses

Lecture topics and content 286(59.1)

Expertise and teaching skills of

instructors
146(30.2)

Course time 27(5.6)

Name value of the course provider 22(4.5)

Teaching facilities 2(0.4)

Non-response 1(0.2)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the

courses

Yes 393(81.2)

No 91(18.8)

Appropriate time of a

session (min)

< 30 43(8.9)

≥30 -〈60 275(56.8)

≥60 -〈90 160(33.1)

≥90 6(1.2)

Expectation on the

topic of the courses

Get the latest information on the

disease
79(16.3)

How to self-health care for diseases 334(69.0)

Expected changes in health behaviors 47(9.7)

Medical institutions and medical staff,

medical technology, information on the

acquisition

24(5.0)

한의약 건강증진 강좌에 참여할 경우 수강을 희망하

는 질환에 한 응답별 순 는 순환기질환이 125명

(23.7%)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근골격계질환 109명

(20.6%), 소화기질환 87명(16.4%), 호흡기질환 72명

(13.6%), 뇌 질환 38명(7.0%), 내분비질환 37명

(7.0%), 부인과질환 27명(5.1%), 암 등 난치성질환 21명

(4.0%), 기타질환 8명(1.5%), 정신과질환 5명(0.9%) 순으

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수강 희망 질환을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 교육정도, 직업, 결혼상태, 가구

월평균 소득, 건강보험 종류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 다

(p<0.05). 특히 남자는 순환기질환, 여자는 근골격계질환,

연령별로는 30세 미만이 소화기질환을, 31∼49세와 50∼

69세는 순환기질환을, 70세 이상은 근골격계질환을 가장

많이 선택하 다. 학력별로는 졸이하가 근골격계질환,

고졸과 졸이상은 순환기질환을 가장 많이 선택하 다.

직업별로는 사무직과 무직이 순환기질환을, 기타의 직업

군에서는 호흡기질환을 가장 많이 선택하 으며, 자 업

자는 순환기 근골격계질환을 동일하게 가장 많이 선

택하 다. Table 5

4. 고찰 

이 연구는 일개 역시에 거주하는 시민을 상으로

한의약 치료 한의약 건강증진 강좌에 한 경험과 인

식을 통해 향후 한의약 건강증진 강좌를 시행하여 시민

들의 건강 리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고자시행되었다.

건강증진은 건강을 옹호하는 일반 인 과정을 의미하는

범 한 개념으로서 교육, 환경개선, 입법, 사회 규범

의 변화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건강증진의 은 개인,

집단, 크게는 사회가 될 수도 있다[15]. 양방 치료와 더불

어 한방 의료에 한 심과 이용이 차 높아지고 있는

요즘,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증진

법이 필요하며, 이에 한 방법 의 하나가 문가를 통

한 교육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한의약 건강증진 강좌는

문가인 한의사가 지역주민들에게 특정 주제에 한

심을 유도하여 그에 한 한의학 지식 정보를 제공

하고, 한의약 치료를 통해 방,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 리법을 무료로 제공

할 수 있기 때문에 한의약 건강증진 로그램으로서의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 사료되나, 부분 단회성으로 진

행되는 경우가 많고, 일정시간 지속 으로 진행하는 경

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한의약 건강증진 강좌의 수요 조사에

앞서 기본 인 한의약 치료에 한 경험과 인식을 알아

보고자 지난 1년간의한의약 치료경험을조사하 다. 한

의약 치료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56.8%로 일반 국민

들의 60% 가량이 한의약 치료를 받았다고 보고한 연구

[16]나, 한의약 치료의 효과에 해서도 72.3%가 정

인 결과를 보여 한방 의료기 에서 받은 진료에 해

70%이상의 응답자가 만족하는 편으로 조사된 연구[17]

와 비슷한결과를보 다. 한의약 치료의 경험은 성별,

연령, 교육정도, 월평균 소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으

며, 특히여성과 50 이상의 연령층, 학생과 주부를포함

한 무직, 3백만원 이상의 소득 가구에서 한의약 치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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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한의약 치료

경험이 더 많고 나이가 많을수록 한의약 치료 경험이 많

았다고 보고한 기존 연구[10-12,18-22]와 일치된 결과를

보 다. 응답자의 부분이 한의원에서 침 치료를 가

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이용 질환은 근

골격계질환으로 나타났는데, 이 한 기존의 연구

[4,12,23-25] 결과와 비슷하 다.

체 응답자의 83.1%가 한의약 건강증진 강좌에 한

Table 5. Category of diseases required as contents of the cours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Study variables

Category of diseases

Age(years)

≤30
28

(22.8)
37

(42.5)
36

(50.0)
10

(27.0)
23

(21.1)
11

(40.7)
4

(10.5)
3

(60.0)
9

(42.9)
5

(62.5)
166

0.000

31-49
29

(23.6)
27

(31.0)
26

(36.1)
9

(24.3)
20

(18.3)
9

(33.3)
6

(15.8)
0
(0.0)

4
(19.0)

0
(0.0)

130

50-69
38

(30.9)
13

(14.9)
9

(12.5)
8

(21.6)
35

(32.1)
7

(25.9)
15

(39.5)
1

(20.0)
6

(28.6)
1

(12.5)
133

≥70
28

(22.8)
10

(11.5)
1

(1.4)
10

(27.0)
31

(28.4)
0

(0.0)
13

(34.2)
1

(20.0)
2

(9.5)
2

(25.0)
98

Total 123 87 72 37 109 27 38 5 21 8 527

Gender

Male
60

(48.0)
34

(39.1)
34

(47.2)
12

(32.4)
38

(34.9)
1

(3.7)
19

(50.0)
4

(80.0)
10

(47.6)
4

(50.0)
216

0.001

Female
65

(52.0)
53

(60.9)
38

(52.8)
25

(67.6)
71

(65.1)
26

(96.3)
19

(50.0)
1

(20.0)
11

(52.4)
4

(50.0)
313

Educational
attainment

≤Middle
school

30
(24.0)

6
(6.9)

4
(5.6)

6
(16.2)

36
(33.0)

2
(7.4)

9
(23.7)

0
(0.0)

1
(4.8)

1
(12.5)

95

0.000
High
school

43
(34.4)

37
(42.5)

28
(38.9)

14
(37.8)

31
(28.4)

11
(40.7)

14
(36.8)

4
(80.0)

15
(71.4)

2
(25.0)

199

≥
College

52
(41.6)

44
(50.6)

40
(55.6)

17
(45.9)

42
(38.5)

14
(51.9)

15
(39.5)

1
(20.0)

5
(23.8)

5
(62.5)

235

Occupation

Company
worker

40
(32.0)

37
(42.5)

26
(36.1)

11
(29.7)

27
(24.8)

16
(59.3)

7
(18.4)

1
(20.0)

5
(23.8)

3
(37.5)

173

0.048

Owner-
operator

7
(5.6)

3
(3.4)

2
(2.8)

2
(5.4)

7
(6.4)

1
(3.7)

1
(2.6)

0
(0.0)

1
(4.8)

0
(0.0)

24

Unemploy
ed

75
(60.0)

41
(47.1)

34
(47.2)

22
(59.5)

69
(63.3)

9
(33.3)

28
(73.7)

3
(60.0)

13
(61.9)

5
(62.5)

299

Others
3

(2.4)
6

(6.9)
10

(13.9)
2

(5.4)
6

(5.5)
1

(3.7)
2

(5.3)
1

(20.0)
2

(9.5)
0

(0.0)
33

Marital
status

Married
77

(61.6)
37

(42.5)
26

(36.1)
21

(56.8)
60

(55.0)
14

(51.9)
29

(76.3)
1

(20.0)
10

(47.6)
3

(37.5)
278

0.000
Not

married
48

(38.4)
50

(57.5)
46

(63.9)
16

(43.2)
49

(45.0)
13

(48.1)
9

(23.7)
4

(80.0)
11

(52.4)
5

(62.5)
251

Average
household
income per
month
(KRW)

〈 1million
42

(33.6)
13

(14.9)
10

(13.9)
10

(27.0)
35

(32.1)
2

(7.4)
14

(36.8)
0

(0.0)
5

(23.8)
2

(25.0)
133

0.004

1million -
3million

32
(25.6)

39
(44.8)

22
(30.6)

15
(40.5)

34
(31.2)

9
(33.3)

11
(28.9)

3
(60.0)

7
(33.3)

2
(25.0)

174

3million -
5million

32
(25.6)

28
(32.2)

24
(33.3)

7
(18.9)

22
(20.2)

10
(37.0)

11
(28.9)

2
(40.0)

7
(33.3)

3
(37.5)

146

≥
5million

19
(15.2)

7
(8.0)

16
(22.2)

5
(13.5)

18
(16.5)

6
(22.2)

2
(5.3)

0
(0.0)

2
(9.5)

1
(12.5)

76

Type of
social
security

Residence
-based
insurance

44
(35.2)

23
(26.4)

26
(36.1)

13
(35.1)

30
(27.5)

6
(22.2)

14
(36.8)

1
(20.0)

6
(28.6)

1
(12.5)

164

0.011
Workers-
based

insurance

70
(56.0)

60
(69.0)

45
(62.5)

21
(56.8)

66
(60.6)

21
(77.8)

21
(55.3)

3
(60.0)

10
(47.6)

7
(87.5)

324

Medicaid
11
(8.8)

4
(4.6)

1
(1.4)

3
(8.1)

13
(11.9)

0
(0.0)

3
(7.9)

1
(20.0)

5
(23.8)

0
(0.0)

41

Total 125 87 72 37 109 27 38 5 21 8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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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의약 건강증진

강좌에 한 참여 의사는 90.9%로 높게 나타나 한의약

건강증진 강좌에 한 심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

다. 참여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이유로는시간 심부

족, 근성의 어려움, 효과 근거/ 문성 부족 등을 꼽

았고, 강좌 참여시 가장 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강좌

의 주제 내용’이며 ‘질환에 한 자가 건강 리 방법’

을 기 효과로 응답하 는데, 이는 한방의료 이용에

한 소비자의 인지도를 제고시키기 해양방과 차별화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마 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보고에서도 알 수 있다[26]. 한 한의약 건강증진 강좌

에 한 극 인 홍보, 심 있는 주제의 수요 악

선정, 근성이 용이한 기 에서의 효과 인 건강 리법

에 한 강좌 시행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응답자들은 건강증진 강좌 실시에 합한

기 으로 의료기 을 가장 많이 선택하 는데, 이는 의

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 이외에도 지역 주민들에게

의학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부가 인 역할

까지도 원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의

약 건강증진 강좌 참여시 순환기질환과 근골격계질환에

한 수요가 많았는데, 이는 근골격계 일부 만성질환

을 가진 사람일수록 한방 의료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한 서 등[11]의 연구나 치료 목 으로 한방

의료를 이용하는 부분의 환자들이 근골격계질환이나

순환기계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17], 한방 의료서비

스 이용자 48.5%가 근골격계질환이라고 보고한 연구

[27], 탕약의다빈도 처방질환 보험 용 한약제제다

빈도 처방질환이 근골격계 질환(53.5%)이라는 보고[28]

와 마찬가지로 다빈도 질환일수록 이에 한 심도 역

시 높아지며, 자연스럽게 한의약 건강증진 강좌의 수요

에 반 된 것으로보인다. 한 이러한양상은 고령화 사

회로 가고 있는 질환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련

질환에 한 방 리에 한 극 책 마련이 필

요함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성별, 연령, 교육정도, 직업, 결혼상태, 가구

월평균 소득 등에 따른 수강 희망 질환에서도 유의한 차

이를 보 는데, 이러한 응답자의 특성을 잘 반 하여 맞

춤형 한의약 강좌를 개설할 경우 보다 효과 인 건강증

진 강좌 제공의 기회가 될 것이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수행 시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지역 주민에게필요한 사

업 진행’ 항목이 가장 우선순 로 보고된 연구[29]나 한

의약건강증진사업의 발 방안으로 주민 교육을 한 사

교안자료 개발이 필요하다고 한 연구[30]에서 알 수

있듯이, 수요자의 요구를 사 에 악하는 것이 수요자

공 자의 측면에서도 훨씬 더 경제 이고 효과 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이 연구는 상자의 응답률을 최 한 높이고자

설문 문항을 간단하게 개발하는 과정에서 한의약 건강증

진 강좌를 수강하는 이유를 명확히 드러낼 수 있는 심도

깊은 질문을담지못한 제한 이 있다. 를 들면, 이 의

한의약 건강증진 강좌에 한 수강 경로 수강 횟수,

강의 주제 혹은 련 질환, 강의를 통해 좋았던 과 개

선해야 할 사항, 원하는 강의 스타일, 강의 자료 배포 유

무나 배포 형태 등 한의약 건강증진 강좌의 수요를 반

하는데있어 도움이 될수 있는내용이나 희망행태를보

다 면 히 조사하지 못하 다. 향후 수요를 기획하는 연

구 수행 시에는 이러한 들을 보강하여 보다 종합 이

고 다차원 인 측면에서의 구체 인 수요조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이 연구는 일개 역시에거주하는 시민 500명을 상

으로 한의약 건강증진 강좌 개설을 한 기 자료를 마

련하고자 수행하 다. 연구 결과 상자의 반 이상이

한의약 치료에 한 경험 치료의 효과에 해 정

인 응답을 보 고, 한의약 치료의 경험은 성별, 연령, 교

육정도, 가구 월평균 소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특

히 체 응답자의 83.1%가한의약 건강증진 강좌에 한

수강 경험이 없었으나, 한의약 건강증진 강좌에 한 참

여 의사는 매우 높게 나타나 강좌에 한 심도가 높음

을 알 수 있었고, 향후 이러한 요구를 반 한 지역사회

내에서의 문가 교육이나 세미나 등의 한의약 련 강

좌가 극 개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한의약 건강증진 강좌 참여시 순환기질환과 근

골격계질환에 한 수요가 많았는데 이는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질환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개인 차원

에서의 련 질환에 한 방 리도 요하지만,

증가하는 만성질환에 한 정부 차원에서의 극

책 방안도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상자가 강좌 참여시 가장 요하게 고려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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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강좌의 주제 내용’을 기 효과로는 ‘질환에

한 자가 건강 리 방법’을 응답하 는데, 한의약 건강증

진 강좌에 한 극 인 홍보, 심 있는 주제의 수요

악 선정, 근성이 용이한 기 에서의 효과 인 건강

리법에 한 강좌 시행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특히,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심 질환

의 선정, 진료를 통한 수동 리가 아닌, 개인차원에서

의 능동 인 리 방법에 한 구체 인 지침, 는 그

방법을 제시하고 교육할 수 있는 한의약 문가의 역할

이 실하다.

이 연구의 결과는 상자의 수요를 보다 충족시킬 수

있는 한의약 건강증진 강좌 구성에 기 인 자료로 활

용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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