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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Patients with respiratory diseases are increasing as air pollution due to fine dust gets worse. Diseases that 
occupy a large proportion of respiratory diseases in medical institutions are acute bronchitis, chronic bronchitis and 
Allergic rhinitis. The number of patients with all three diseases is gradually increasing. This study was to suggest 
assignment of medicine policy for improving accessibility to Korean medical treatment of respiratory diseases 
analyzing the current treatment status of acute bronchitis, Chronic bronchitis and Allergic rhinitis patients in Western 
medical and Korean medical institutes in this situation.
Methods: This study used 2017 National patient sample data from the Korean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for research. Acute bronchitis, Chronic bronchitis, Allergic rhinitis was according to KCD code. 
This research contains Socio-demographic analysis classified by sex and age, the number of three disease's patients. 
Also the number of medical treatment, the expense of recuperation cost, medical practices were analyzed compare 
with Western and Korean medicine. 
Results: The incidence of three diseases is higher among female than male. There are many patients under the age 
of 10 in the case of acute bronchitis and allergic rhinitis, while there are many patients over 50 years of age in 
chronic bronchitis. Western medical treatment take up a larger proportion than Korean medical treatment in part of 
the number of three disease's patients, the number of medical treatment, the expense of recuperation cost. 
Conclusions: Much more patients of these diseases visit in Western medical clinic and hospital than Korean medical 
clinic and hospital for treatment. There are many parts of Korean medical treatment that are not covered by Health 
insurance benefits like herbal decoction, pharmacopuncture, etc. Korean medicine need to do the efforts for expanding 
medical field in variety. Also it is demanded for institutional support for reduction of the cost burden and improving 
on accessibility of Korean medical treatment in order to treat with the increase in respiratory diseases due to fine 
d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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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미세먼지의 증가에 따른 공기 오염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대기오염 물질인 

미세먼지는 다양한 질병을 유발시키면서 국민 건강

을 위협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미세

먼지 노출에 의한 단기 및 장기적으로 건강에 미치

는 영향을 발표했는데, 단기적으로는 폐의 염증 반응 

및 호흡기 증상의 증가와 약 사용 증가, 심혈관계 부

정적 영향, 병원 입원 및 사망률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미세먼지 노출 시에는 하기도 증

상 증가, 어린이 폐기능 감소, 만성폐쇄성폐질환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환

자 증가, 성인 폐기능 감소 속도 증가, 폐암 발생 증

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1).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5년도 대기오염에 대한 

건강피해 연계성 연구에 따르면, 건강영향별 근거수

준을 비교해 보았을 때, 1단계 근거수준은 총 호흡기

계 질환(All respiratory)이 가장 높았으며, 만성폐쇄

성폐질환(COPD), 총 뇌혈관계 질환(All cerebrovascular 

disease), 총 심혈관계 질환(All cardiovascular disease), 

급성 하기도 호흡기 감염(ALRI), 급성 관동맥 증후

군(ACS), 심부전(HF), 허혈성 심질환(IHD), 허혈성 

뇌졸중(Ischemic stroke), 만성 기관지염(Chronic 

Bronchitis), 부정맥(Arrhythmia), 급성 기관지염(Acute 

Bronchitis), 출혈성 뇌졸중(Hemorrhagic stroke) 순

이었다2).

2017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양방 

외래 다빈도 질환 통계를 살펴보면,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KCD7)에 따른 질병코드를 기준으로 호흡계

통 질환 중 흔히 감기(common cold)라고 불리는 급

성상기도감염 코드(J00-J06)를 제외하면 1위 급성기

관지염(J20), 3위 혈관운동성 및 앨러지성 비염(J30), 

24위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J40) 순으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3).  

이처럼 공기오염 중 특히 미세먼지에 의해 유발되

는 호흡기 질환은 중요한 의료계의 과제라 할 수 있

다. 호흡기 질환 중에서 실제 1차 의료기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호흡기 질환으로, 급만성 기관지염과, 알

레르기성 비염이 있다. 

먼저, 급성 기관지염은 급성의 호흡기 감염으로 유

발되는 기관 및 기관지의 염증 질환을 말한다4). 감기

와는 달리 3주 가까이 혹은 그 이상 동안 지속되는 

기침을 주소로 내원하는 환자들을 폐렴 등의 기질 

질환을 배제한 후 급성 기관지염으로 진단하게 되며
5). 2017년도 양방 외래 다빈도 질환 중 환자수 1위

로, 국내에서 가장 흔한 질병중 하나로 일상생활이나 

사회 활동을 방해하여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며 진료

비 증가율이 12.4%로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중요한 질환이다6).

만성 기관지염은 천식, 폐암, 기관지 확장증, 또는 

만성 폐감염 등의 다른 질환 소견없이 객담을 동반

하는 해수, 객담, 호흡곤란 등이 주 증상으로 나타나

며 임상적으로는 기도 점액의 분비 증가와 객담을 

동반하는 기침이 1년에 3개월 이상 2년 이상 지속되

는 것으로7), 기류제한은 없는 것으로 정의한다8). 임

상적으로 만성 기관지염 환자의 호흡기 증상이 급격

히 악화되는 것을 만성 기관지염의 급성 악화라고 

하는데 기도의 폐쇄를 조장하여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으로의 진행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9). 현재 노령인구의 증가와 흡연 및 대기 오염으로 

만성기관지염에 대한 이환율과 사망률이 점차 증가

하고 있는 실정이며, 만성 기관지염은 만성 폐쇄성 

질환(COPD)으로 발전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

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다10). 

이와 더불어 주요 호흡기계 질환 중 하나인 알레

르기성 비염은 모세혈관의 확장과 분비샘의 과민반

응에 기인한 IgE 매개 염증성 질환으로 코막힘, 콧

물, 재채기를 3대 증상으로 하며 결막의 충혈, 가려

움, 작열감 등을 동반하는 질환이다11,12). 성인과 소아 

모두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만성질환 중의 하나로

써, 성인, 소아 모두에게서 약 10% 내외의 유병율을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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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진료 인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질환으로 나

타났다13). 알레르기성 비염은 증상에 의해서 발생하

는 삶의 질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학생들의 경

우 집중력 감소를 동반하게 되고, 천식, 결막염, 부비

동염,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 등의 다양한 질환을 동

반하여, 더 심각한 삶의 질 감소를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다1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미세먼지 등의 

공기오염과 함께 2015년부터 양방 외래 진료에서 

급, 만성 기관지염 환자 및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 등

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한방 외래 진료

에서는 세 질환 모두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ure 1)15).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된 세 

질환의 환자수, 진료건수, 요양급여비용, 급여행위 분

석 등을 토대로 양, 한방 진료에서 세 질환의 진료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한방 진료 행위 및 정책 변화

의 필요성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방 법

1. 연구 자료

본 연구의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이 

제공하는 2017년도 환자 표본 자료로써, 요양급여비

용명세서를 진료년월 기준 1년 단위로 표본 추출한 

후 비식별화 조치하여 구성한 데이터셋 자료이다. 본 

논문에서는 2017년 전체 환자 데이터셋(HIRA-NPS)

자료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건강보험 청구데

이터’란 요양기관(Healthcare service providers)이 의

료서비스를 제공한 후 환자의 진료비용 중 국민건강

보험이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 지급의뢰를 하기 위하

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험급여 청구를 하면서 

발생하는 데이터 자료이다. 청구데이터는 진료 내역

(처치, 시술, 검사, 처방전, 약 등), 진단명, 보험자 지

급 비용, 환자 부담금, 환자 인구 특성, 요양기관 정

보 등과 같은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연구자들의 데이터 접근성

과 편의성을 위하여, 무작위층화로 추출된 1년 단위

의 표본 자료를 제공해오고 있다. 이 자료는 원자료

(raw data)에서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정보를 제거한 

후 통계학적으로 표본 추출된 2차 자료로, 해당년도 

요양개시일 기준으로 1년간 청구된 진료내역으로 구

축하였다. 1년간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내역과 처방내역을 포함하여 성별, 연

령구간(5세 단위)에 따른 환자단위 층화계통 추출한 

자료이다. 본 제공된 자료에는 2017년도의 전체 환

자 중 추출 비율 3%를 추출하여 약 145만 명이 포

함되어 있다16).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급성 기관지염, 만성 기관지염, 알레르

기성 비염을 주상병으로 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급성 기관지염 환자 485,004명, 만성 기관지염 환자 

100,148명,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 193,448명을 최종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3. 질병 분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7) 7차 개정으로 분류

된 질병코드를 기준으로 하였다.

급성 기관지염 환자의 경우 J20(급성 기관지염), 

J20.9(상세 불명의 급성기관지염)의 질병 코드로 진

단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만성 기관지염 환

자의 경우 J40(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

관지염), J41(단순성 및 점액화농성 만성 기관지염), 

J42(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 J41.0(단순 만성기

관지염), J41.1(점액화농성 만성 기관지염), J41.8(단

순 및 점액화농성 혼합형 만성 기관지염)의 질병 코

드로 진단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의 경우, J30(혈관운동성 및 앨러지성 비

염), J30.3(기타 앨러지비염), J30.4(상세불명의 앨러

지비염)을 대상으로 하였다.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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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명 윤리 검토 및 환자 개인 정보 보호

본 연구를 수행한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한 자료로, 진료년월 기준 1년 단위로 표본 추출

한 후 비식별화 조치하여 구성한 데이터셋으로, 환자

고유키, 요양기관기호, 명세서 조인키는 임의의 일련

번호로 대체하여 가명 처리하였다. 요양개시일자 등 

날짜정보에 대하여 환자별 임의의 노이즈를 부여하

여 추가 하였으며, 연도별 및 데이터 종류별 수진자

식별대체키, 요양기관대체키는 연결 불가능하게 부여

한 후 연구자에게 제공하였다. 

이 연구는 경희 대학교 IRB에 의해 심의면제 결정

을 받았다 (KHSIRB-19-060(EA)).

 

5. 분석

1) 사회 인구학적 분석

급, 만성 기관지염,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의 사회 

인구학적인 특성을 성별, 연령별로 구분하여 분석하

였다. 성별은 남녀, 연령은 5세 단위로 구분하여 분

석하였다.

2) 행위 급여 분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된 진료 행위에 대해 

양방과 한방 진료별 행위를 분석하였다.

진찰료는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시진, 문진, 청진, 

타진, 촉진 등을 통해 증세를 살피는 모든 행위에 대

한 비용이다. 진찰료는 초진과 재진으로 나뉘어 청구

된다. 주사료는 주사를 위해 투입되는 약제와 행위에 

대한 비용이다. 투약 및 조제료는 처방 받은 약품비, 

그리고 그 약을 조제하는 비용을 모두 합친 것이다. 

한방 진료에서 경혈 침술료는 경혈 부위에 침 치료

를 행하였을 때 청구되는 비용이다. 간접구는 쑥 외

의 재료를 쑥 뜸과 피부 사이에 놓아서 뜸을 뜨는 것

을 말하며, 이때 청구되는 비용이다. 부항요법은 부

항을 체표에 흡착하여 부항 안의 공기를 제거하여 

음압을 발생시켜 충혈이나 어혈 현상을 일으키게 하

여 질병을 진단, 예방 및 치료하는 외치법으로, 유관

법은 부항을 흡착 후 일정 시간 유지하는 것이고, 주

관법은 부항을 흡착시킨 뒤 밀고 당기고 돌려서 이

동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행위를 했

을 때 청구되는 비용이다. 

6. 통계적 처리

빈도 분석을 통해 급, 만성 기관지염과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들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및 환자 수, 진

료 건수, 요양급여비용, 진료 행위 급여에 대해 빈도

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1인당 요양급여비용

은 총 요양급여비용에서 환자수로 나누어 산출하였

고, 진료당 요양급여비용은 명세서를 기준으로 하여 

총 요양급여비용에서 진료건수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통계프로그램은 SPSS 25.0버전을 이용하였다. 

결 과

1. 급, 만성 기관지염과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징

1) 전체 환자 수 및 성별 분석

급성 기관지염으로 내원한 환자 수는 총 485,004

명으로, 남자는 216,905명, 여자는 268,099명이다. 

만성 기관지염으로 내원한 총 환자수는 100,148명으

로, 남자는 43,901명, 여자는 56,247명이다. 비염으

로 내원한 총 환자수는 193,448명으로, 남자는 

90,179명, 여자는 103,269명으로 세 질환 모두 여자

의 비율이 조금 더 많음을 알 수 있다(Table 1, 

Figure 2).

2) 연령별 환자 수

급성 기관지염과 알레르기성 비염의 경우 10세 이

하의 소아 청소년기 환자가 많은 반면, 만성 기관지

염의 경우 50세 이상의 중 장년 및 노년층 환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Figur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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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Number of Acute bronchitis, Chronic bronchitis and Allergic rhinitis patients in recent 6 years(2013-2018). 
a) Number of Acute bronchitis patients in medical treatment. b) Number of Acute bronchitis patients in Korean medical treatment. c) Number 
of Chronic bronchitis patients in medical treatment d) Number of Chronic bronchitis patients in Korean medical treatment. e) Number of Allergic 
rhinitis patients in medical treatment. f) Number of Allergic rhinitis patients in Korean medical treatment. 

Table 1. The whole number of patients of Acute bronchitis, Chronic bronchitis and Allergic rhinitis.

Acute bronchitis Chronic bronchitis Allergic rhinitis

Number of 
Patients 

Total(n) Sex Total(n) Sex Total(n) Sex

485,004
M F

100,148
M F

193,448
M F

216,905 268,099 43,901 56,247 90,179 103,269

% 100 44.7 55.3 100 43.8 56.2 100 46.6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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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ercentage of Acute bronchitis, Chronic bronchitis and Allergic rhinitis patients by sex.

Fig. 3. Percentage of Acute bronchitis, Chronic bronchitis and Allergic rhinitis patients by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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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 한방 진료 수 

급, 만성 기관지염과 알레르기성 비염을 주 상병으

로 내원한 환자의 명세서를 바탕으로 하여, 진료 건

수를 기준으로 하여 의과입원, 의과외래, 한방입원, 

한방외래, 기타 보건기관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기

타 보건기관의 경우 보건기관외래 및 의료급여 혈액

투석정액 진료가 포함되며, 백분율 %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결과이다. 

세 질환을 양방 진료와 한방 진료를 비교 하였을 

때, 급성 기관지염은 양방진료가 99.83%를 차지하

고, 한방진료는 0.02%이다. 만성 기관지염의 경우에

도 양방진료가 98.59%를 차지하고, 한방진료는 

0.29%에 그친다. 알레르기성 비염의 경우는 양방진

료가 95.54%, 한방진료가 4.11%임을 알 수 있다. 세 

질병 모두 양방 진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

며. 입원 진료보다는 외래 진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Table 2). 

3. 요양급여비용

급, 만성 기관지염,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의 요양

급여비용 총액을 분석한 결과, 급성 기관지염의 총 

요양급여비용은 26,760,871(이상 단위: 천원), 만성

기관지염은 5,163,516, 알레르기성 비염은 7,775,790

이다. 총 요양급여비용은 각 질병 별로 양방 진료와 

한방 진료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세 질환 모두 

의과 외래에서 가장 많은 요양급여비용이 청구된다. 

세 질환의 1인당 청구되는 요양급여비용과 1회 진료

당 청구되는 요양급여비용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Table 3).

4. 진료 행위 급여 분석

급성 기관지염, 만성 기관지염, 알레르기 비염 환

자 모두 앞선 분석 결과에 따라 입원에 비해 외래 진

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진료 행위는 양방 진료, 

한방 진료 모두 외래 진료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급성 기관지염의 경우 양방 진료에서의 의원 내 

재진 진찰료, 한방 진료에서의 한의원, 한방병원에서

의 재진 진찰료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양방 진료는 약 처방, 한방 진료는 경혈침

술 2부위를 차지한다(Table 4).

만성기관지염의 경우 첫 번째로 양방 진료에서는 

약 처방이, 한방 진료에서는 한의원, 한방병원에서의 

재진진찰료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두 번째는 

양방 진료는 의원 내 재진진찰료, 한방 진료에서는 

경혈침술 2부위이다(Table 5).

알레르기성 비염의 경우는 첫 번째로 양방 진료는 

의원내의 재진 진찰료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한방 진료는 한의원, 한방병원 내의 재진 진찰료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양방 진료는 의원내의 초진진찰

료, 한방 진료에서는 경혈침술 2부위가 가장 높다

(Table 6).

진료항목 분류에서의 특이점은 한방 진료와 다르

Table 2. Number of medical treatments of Acute bronchitis, Chronic bronchitis and Allergic rhinitis.

Number of medical treatments
Acute bronchitis Chronic bronchitis Allergic rhinitis

N % N % N %

Total 1,670,946 100 215,584 100 473,205 100

Western Medical Inpatients 3,123 0.19 1,373 0.64 182 0.04

Western Medical Outpatient 1,665,006 99.64 211,158 97.95 451,901 95.50

Korean Medical Inpatients 2 0.00 9 0.00 0 0

Korean Medical Outpatient 394 0.02 634 0.29 19,432 4.11

The others 2,421 0.14 2,410 1.12 1,690 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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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양방 진료의 경우, 의원급, 병원급, 종합병원급으

로 나누어 진찰료를 다르게 구분하였고, 세 질환 모

두 양, 한방 진료가 의원급인 1차 의료 기관에서 주

로 다루어지고 있다. 

고 찰

미세먼지는 흡입이 가능한 크기의 입자로 하부 기

관지 및 폐 실질 까지 침착하여 호흡기계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대기 중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수록 호흡기계의 증상 악화를 초래하고 호흡기 질환

의 유병률 및 사망률을 증가시킬 수 있기에, 사회적

으로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다17). 미세먼지의 건강 

영향 중 사망률 증가와의 관련성을 보면 미세먼지 

Table 3. Western Medical treatment expense of Acute bronchitis, Chronic bronchitis and Allergic rhinitis.

　Classification
Total expense

(unit:1000won)

Expense-
per-patient
(unit:won)

Expense-
per-treatment

(unit:won)

Acute bronchitis

W.Medical Inpatient

26,760,871

1,910,377 1,741,456 611,712

W.Medical Outpatients 24,825,946 51,429 14,910

K.Medical Inpatient 219 219,000 109,500

K.Medical Outpatients 7,601 88,384 19,292

The others 16,728 15,305 6,910

Chronic bronchitis

W.Medical Inpatient

5,163,516

1,269,248 1,482,767 924,434

W.Medical Outpatients 3,861,106 39,337 18,285

K.Medical Inpatient 2,004 1,002,000 222,667

K.Medical Outpatients 13,128 75,017 20,707

The others 18,030 18,801 7,481

Allergic  rhinitis

W.Medical Inpatient

7,775,790

66,057 623,179 362,951

W.Medical Outpatients 7,283,249 38,428 16,117

K.Medical Inpatient 0 0 0

K.Medical Outpatients 412,296 132,104 21,217

The others 14,188 20,473 8,395

Table 4. Western and Korean Medical treatment for Acute bronchitis.

Acute bronchitis 
Medical treatment Classification %

Acute bronchitis
Korean medical treatment Classification %

Consultation fee(Revisit): Medical in clinic 25.2 Consultation fee(Revisit) 20.6

Medication 20.8 Meridian Acupuncture(Over 2 Acupoints) 10.3

Consultation fee(initial): Medical in clinic 15.9 Herbal medication 9.5

Outpatient Pharmaceutical fee [per 1day]: Clinic 7.8 Consultation fee(Initial) 8

Injection fee/ Hypodermic, Intramuscular 7.2 Syndrome Differentiation fee 6.9

Upper Respiratory Inhalation treatment 3 Meridian Acupuncture(1 Acupoint) 5.1

Consultation fee(Revisit): Medical in hospital 2.7 Indirect Moxibustion/ Device 4.5

Consultation fee(initial): Medical in hospital 1.1 Infrared Therapy 3.8

Lower Respiratory Inhalation treatment [per 1day] 1.1 Joined Puncture 3.4

Outpatient Pharmaceutical fee [per visit]: Hospital 0.7 Outpatient/Discharge patient pharmacy fee(3days per 1 time) 3.4

Consultation fee(Revisit): General Hospital 0.6 Division Acupuncture(ear,head,foot,hand,finger,face,nose etc)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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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가 10㎍/㎥ 증가하면 미국(20개 도시 대상 조사)

의 경우에는 전체 사망률이 0.51%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18), 국내에는 사망률이 0.8%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9).

Xiong et al.(2015)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12년

까지 0~0.3㎛, 0.3~0.5㎛, 0.5~1.0㎛의 공기 역학 직

경의 중국 내 미세 입자를 수집하여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호흡기 질환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

으며, 공간 분석과 Grey 상관 관계 분석을 통해 호흡

기 건강과 미세 입자 사이의 상관 관계를 규명하였

다. 그 결과 호흡기건강과 미세입자 사이에는 연광성

이 있음을 입증하였다. 호흡기 질환이 있는 외래 환

자가 많은 지역의 PM1(입자물질≤1.0㎛) 농도는 다

른 모든 지역보다 높았다. 한 미세 입자 농도와 외래 

환자 수의 상관 관계에서 더 미세한 입자는 큰 입자

보다 호흡기 계통 질환에 분명히 큰 영향을 미친다

(Grey상관관계)고 주장하였다20).

김정희 외(2010)는 인천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5가지 대기오염 물질 수준과 알레르기 질환 

및 폐 기능과의 연관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측정을 

위해 학교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까지 비 인접 

학교와 인접 학교로 나누어 비교하였고, 대기오염물

Table 5. Western and Korean Medical treatment for Chronic bronchitis

Allergic rhinitis  
Medical treatment Classification

%
Allergic rhinitis

　Korean medical treatment Classification
%

Consultation fee(Revisit): Medical in clinic 27.4 Consultation fee(Revisit) 22.6

Consultation fee(initial): Medical in clinic 19.5 Meridian Acupuncture(Over 2 Acupoints) 14.5

Medication 15.6 Indirect Moxibustion/ Device 8.8

Outpatient Pharmaceutical fee [per 1day]: Clinic 6.6 Syndrome Differentiation fee 8

Injection fee/ Hypodermic, Intramuscular 6.4 Cupping therapy(Dry Cupping)/moving cupping 4.7

Upper respiratory steam inhalation treatment 4.8 Joined Puncture 4.6

Consultation fee(Revisit): Medical in hospital 2.5 Consultation fee(Initial) 4.4

Consultation fee(initial): Medical in hospital 1 Indirect Moxibustion/ Mugwort 3.3

Infrared therapy [per 1day] 1 Meridian Acupuncture(1 Acupoint) 3.2

Consultation fee(Revisit): General Hospital 0.8 Infrared Therapy 3.2

NasoPharyngoscopy 0.8 Acupucture in Nasal cavity 3.1

Table 6. Western and Korean Medical treatment for Allergic rhinitis

Allergic rhinitis
Medical treatment Classification

%
Allergic rhinitis

　Korean medical treatment Classification
%

Consultation fee(Revisit): Medical in clinic 27.4 Consultation fee(Revisit) 22.6

Consultation fee(initial): Medical in clinic 19.5 Meridian Acupuncture(Over 2 Acupoints) 14.5

Medication 15.6 Indirect Moxibustion/ Device 8.8

Outpatient Pharmaceutical fee [per 1day]: Clinic 6.6 Syndrome Differentiation fee 8

Injection fee/ Hypodermic, Intramuscular 6.4 Cupping therapy(Dry Cupping)/moving cupping 4.7

Upper respiratory steam inhalation treatment 4.8 Joined Puncture 4.6

Consultation fee(Revisit): Medical in hospital 2.5 Consultation fee(Initial) 4.4

Consultation fee(initial): Medical in hospital 1 Indirect Moxibustion/ Mugwort 3.3

Infrared therapy [per 1day] 1 Meridian Acupuncture(1 Acupoint) 3.2

Consultation fee(Revisit): General Hospital 0.8 Infrared Therapy 3.2

NasoPharyngoscopy 0.8 Acupucture in Nasal cavity 3.1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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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낮은 학교로 나누어 비

교하였다. 그 결과, O3을 제외한 대기오염물질 농도

는 배기 시설과 인접한 학교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PM10의 상대적 농도가 높은 군에서는 알레르기 비

염의 유병률이 높았다. 결과적으로 학교의 대기 오염

물질은 학생들의 알레르기 비염의 유병률 증가와 폐 

기능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다21).

상기 연구들에 따르면, 미세먼지로 인해 사망률 증

가, 호흡기 질환 증가, 알레르기 비염의 유병율 증가 

및 폐기능 감소와 같은 다양한 호흡기 질환과의 관

련성을 알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

가원 다빈도 질환 통계 순위에 따라 급만성 기관지

염 및 알레르기 비염을 중심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급, 만성 기관

지염 및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에 있어 환자수, 진료

수, 요양급여비용 모두에서 양방 진료와 한방 진료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

제로 세 질환의 치료에서 양방 진료 환자 수가 한방 

진료 환자 수에 비해 월등히 많으며 높은 비율을 차

지한다. 여기에는 실제로 환자들의 인식이 주로 양방

치료에 머물러 있으며, 더 많은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통계 결과만

을 보고 세 질환의 치료 효과 면에서 양방 진료가 한

방 진료에 비해 우수하다고는 볼 수 없으며, 통계 숫

자상의 비교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여러 면

에서 존재한다.

먼저, 한방 진료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탕약 처방은 건강보험급여 부분에 포함되어 있지 않

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 자료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탕약뿐 아니라 그 외 비급여 한방 진료는 

본 논문에서 활용된 환자 표본 통계 자료에 포함되

지 않아 실제 치료 비율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한

계가 있었다.  

실제로도, 세 질환의 치료에 탕약 처방, 약침 치료 

등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연구들

이 있다. 2017년도에 급성 기관지염 임상시험 가이

드라인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로써 진행된 급성 기관

지염에 대한 문헌 고찰 연구에서, 최근 10년 간 이어

진 급성 기관지염의 약물을 중재로 한 무작위 대조

군 연구인 15편의 논문 중 2편의 양약제제 비열등성 

시험을 제외하면 모두 Herbal medicine에 속하는 약

제들이었고, Pelargonium sidoides 6편, Ivy, Primrose, 

Thyme등 2편, Essential oils 2편, Homeopathic 

medicine 1편, 한약제제가 2편이다. 급성 기관지염의 

치료제로 기존 진해거담제 및 항생제, 베타-2 확장제

의 효과가 입증된 연구결과는 없고, 대체요법인 다양

한 Herbal medicine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6). 실제로 이처럼 급성 기관지염 

치료에 한약치료의 효과가 입증되었으며, 실제 임상

에서도 한약 처방이 다양하게 쓰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만성 기관지염의 경우 급성 악화가 진행되

면 COPD로 발전할 수 있는데, 2006년 2월 1일부터 

2016년 2월 1일까지 10년 동안 경희대학교 한방병

원 폐장․호흡기내과 외래에 내원한 COPD 환자를 대

상으로 한 후향적 임상 분석 결과, 총 192명 중 192

명(100%)이 전문가의 변증에 따라 한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22). 또한, 만성 해수에 대한 肺俞(BL13) 

녹용약침 치험례 등을 통해 만성 기관지염의 증상인 

만성 해수 치료에 약침 치료 또한 이루어지고 있음

을 알 수 있다23). 이와 같이 기관지염의 치료에 있어, 

비급여 부분에 포함되는 탕약 처방 및 약침 치료 등

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15년도에 발표한 

알레르기성 비염의 한의학 및 보완 대체 의학적 치

료에 대한 국내 임상 연구 동향에서는 1980년 이후

부터 2015년까지 발표된 알레르기 비염의 한의학적, 

대체 의학적 치료와 관련된 국내 임상 연구 36편을 

통해 각 연구에서 이용된 치료법, 경혈, 처방, 평가 

지표 및 치료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36

편의 논문 중에서 약물 치료가 이용된 연구가 21편, 

그 중에서 탕약 치료가 19편, 환제를 사용한 연구 1

편, Ex.제를 이용한 연구가 5편이었다. 침 치료는 20

편, 약침 치료 3편, 뜸 치료 3편, 부항요법 1편, 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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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용 11편, 이외에도 레이저 치료 3 편, 적외선 

조사 2편, 식이요법 2편, 압봉치료, 명상요법, 척추교

정, 산소 네뷸라이저를 이용한 연구가 각각 1편씩이

었다. 이상의 치료법들은 같은 연구에서 이용되었을 

경우 중복 사용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침, 

뜸, 부항 치료, 적외선 조사 등의 경우에만 건강보험 

급여 행위이며 나머지는 모두 비급여 행위에 포함된

다24). 이처럼 급, 만성 기관지염 및 알레르기성 비염

의 한방 치료에 다양한 비급여 치료 행위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이러한 치료법들은 모두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이 발표한 통계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확히 어떠한 치료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

는 부분들이 존재한다. 

다음으로, 한방 질병 코드에는 U코드라는 특수목

적 코드가 존재한다. 만약 세 질환의 한방 진료 시에 

U코드로만 질병 코드가 입력된 후 치료가 이루어졌

다면, 이 또한 통계 자료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세 질환의 경우 진단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 검사 및 진단 기기 등을 이용한 정확

한 진단 없이 환자와의 문진을 통해서만 질병 코

드가 입력되었다면, 양, 한방 진료 모두에서 질병

코드의 정확성이 결여 되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하

기 힘들다. 

이와 같이, 세 질환 모두 한방 진료에서는 비급여 

행위를 통한 진료가 많으며, 이는 환자의 접근도가 

떨어지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다만 한방치료 선

호도 저하의 원인은 이 뿐만 아니라 매우 복합적이

며, 여러 방면에 대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호

흡기 질환의 한방 진료에 대한 환자의 비용 부담 해

소를 위하여 한의학 정책에 있어 적극적인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새로운 치료 술

기나 제제의 개발도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앞으로도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호흡기 환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방 진료 부문에서도 

호흡기 질환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며,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더 많은 환자가 한방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호흡기 질환 이외에도 다양한 질병군에서 

한의학 치료의 효과가 입증되고 있는바, 지속적인 한

의학의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한

방 치료 효과 홍보와 함께 한방 진료 행위의 건강보

험 급여화 확대, 새로운 치료 기술의 개발 등이 뒷받

침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

하여 다양한 의료 행위들을 통해 질병 치료의 기회

와 진료 혜택이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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