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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investigates the attitudes of medical users toward Korean oriental medicine and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and their future demand. The subjects are 404 university students both in Korea and in China. The items 

that were questioned in this paper were the attitudes toward Korean oriental medicine and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the experience of using the medicine, the reason they used the traditional medicine, the factors that made 

them satisfied with the medicine, and the future plan for using the traditional medicine. The reason the university 

students were selected as subjects was that they have more possibilities as future users of the traditional medicine. 

This paper show that Chinese students have more positive attitude toward the traditional medicine than Korean 

students. The Koreans' experience rate of using the traditional medicine was comparatively high and the subjects in 

both the countries used the western medicine for the symptoms of a cold and dental problems. For the illness of 

stomach, Korean and Chinese subjects used the traditional medicine and the western medicine half and half. This 

paper presented the subjects with the common 14 diseases that they can have and asked which medicine they will 

use when they have the diseases. The results of analysis indicate that the subjects tend to use different medical 

institution according to the diseases. The subjects in Korea and China selected different medical institution for the 

same disease. From the analysis of the questionnaire, it can be seen that there are some differences between 

Koreans and Chinese in using the medical institution, which results from the difference in medical cultur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raditional medicine and medical users could be figured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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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한의학과 의학은 통의학으로서 유사한 발 과정을 경험

하 다. 근 화 이후 서구의학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

학과 의학은 문화를 달성하고 독자 인 지 를 확립하 다. 

물론 양국의 문화 과정에는 국가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에 따

른 차이 이 나타난다. 한의학의 문화 과정에서 국가가 자유방

임  입장을 취했으므로, 한의학은 정책  지원 없이 독자 인 

노력으로 문화를 추구했다. 그러나 의학의 문화 과정에는 

국가가 극 으로 개입함으로써 국가정책에 의해 문화를 달

성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의학과 의학 육성정책에 한 

양국의 지원도 두드러지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1).

    사회의 의료 역은 서구의학을 심으로 발 을 이루어

왔다. 서구의학은 과학주의의 후 을 입고 세계 의학으로 독

인 지 를 확립하고 있다. 이런 독 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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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국가를 포함한 비서구권 국가에 존속하던 통의학은 비과학

인 것으로 폄하되고 소멸의 기에 직면하는 역사를 경험하 다. 

    한국과 국의 통의학도 마찬가지의 역사  부침을 경험

했다. 그러나 사회에서 한의학과 의학은 국민의료의 한 축

을 담당하고 있으며, 서구의학의 한계를 극복하는 미래  의료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므로 한의학 이용에 한 연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의학의 이용에 한 연구는 다양한 각도에서 이루어졌다.  

표 인 연구경향은 한방과 양방의 이용형태에 한 연구2)
와 

그에 한 만족도
3)
를 분석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한방의료기

 황과 발 방향에 한 연구4)
와 한방의료의 이용실태에 

한 연구5)
가 있다. 이와 유사한 문제의식에서 한방의료 이용자들

의 계층별, 지역별, 성별 특징을 분석하는 연구
6)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 연구들은 한의학의 이용에 한 황을 악7)하고 이용

자들의 성향을 이해하는 데 기여한 바가 크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서 한방의료 서비스의 장기 인 망을 수립하고 발 을 

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본 연구는 한의학 이용과 련한 선행연구들의 성과를 토

로 하여, 한의학 수요에 한 의료소비자들의 태도를 조사하고자 

한다. 학생을 조사 상자로 하여 그들의 한의학에 한 태도를 

분석하고, 나아가 앞으로 질병발생시 의료기  이용에 한 자세

를 분석할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한국과 국의 국가별 비교

연구로 확 함으로써 사회체제와 통의학 발 략에 따른 의

료소비자들의 태도 차이를 분석한다.

    본 논문은 “한국과 국 통의학의 의료 문직의 구조에 

한 비교연구”를 한 2차년도 연구이다. 의료 문직을 둘러싼 

의료구조는 국가, 련 의료 문직, 의료수요자 등이 있다. 본 연

구자는 1차년도 연구에서 “한의학과 의학에 한 국가정책 비

교연구”를 수행하면서, 한의학과 국가의 계를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한의학과 의료수요자의 계를 다루고자 한다. 한국

과 국의 의료수요자들이 어떤 이유에서 한의학을 이용하고 있

으며, 앞으로 어떤 질병에 해서 한의학을 이용할 의사를 가지

고 있는지를 연구한다. 

본    론

1. 연구 상과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한국과 국의 학생을 상으로 설문조사한 내

용을 분석한 것이다. 학생들은 재 의료수요자로서 의료서비

스를 구매하고 있지만, 미래에 더욱 극 인 의료소비자가 될 

것이라는 에서 앞으로 한의학 수요자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조사 상자들이 재 한방 의료서비스를 구매하는 정도를 

양방과 비교하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한방 의료서비스 구매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이며, 한방의

료 이용 이후에 어떤 부분에 만족하는지를 조사할 것이다. 그리

고 14가지의 구체 인 질병명을 제시하고, 질병이 발생할 경우 

양방과 한방 가운데 어떤 것을 이용할 것인지에 한 태도도 조

사한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내용의 분석은 한국과 국을 독립변인

으로 하여, ‘한의학에 한 태도’, ‘한방  양방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 ‘의료서비스 이용정도’, ‘의료서비스 이용내용’, ‘한방 의료

서비스 이용의 계기’, ‘한방 의료서비스에 한 만족도’, ‘질병발

생시 한방과 양방 이용태도’ 등을 비교연구 한다.

    이 조사는 2008년 10월 1일에서 10월 10일까지, 한국 계명

학교 학생 203명과 국 북경사범 학교 학생 201명을 상

으로 했다. 조사내용을 통계 로그램 SPSS 14.0을 이용하여 분석

했으며, 독립변인 국가와 에 밝힌 종속변인과의 빈도분석, 교

차분석을 주된 통계방법으로 사용했다.

    조사 상자들의 일반 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Table 1. 조사 상자들의 특성 

변 수  항 목  조 사 표 본    체

성별
남
여

무응답

161명(39.9%) 
237명(58.7%)
6명(1.5%)

404명(100.0%)

출생지역
도시
농

무응답

288명(71.3%)
102명(25.3%)
14명(3.5%)

404명(100.0%)

연령

18세-20세
21세-25세
26세 이상

무응답

181명(44.8%)
182명(45.1%)
5명(1.2%)
12명(3.0%)

404명(100.0%)

가족의 경제생활 
정도

상

하
무응답

16명(4.0%)
306명(75.7%)
70명(17.3)
12명(2.9%)

404명(100.0%)

    이 조사에서 사용한 한의학 태도에 한 9가지 변인(X1-X9)

은 홍승표의 연구에서 선행 조사된 지표를 사용하 다8). 이 변인

은 조사결과를 통해서 한의학에 한 태도를 분석하는데 유용한 

지표로 단되어, 본 조사에서는 새로운 변인을 구성하기 보다는 

이미 검증된 지표를 사용키로 했다. 

2. 한의학( 통의학)에 한 태도

    최근 한의학계는 한의학의 표 화, 과학화, 세계화를 목표로 

새로운 탄생을 한 노력을 다각 으로 기울이고 있다. 한국 정

부는 2003년 한의약육성법을 제정하여 한의학의 세계화를 한 

략  투자를 하고 있다. 국의 경우는 1986년 국가 의약 리

국을 설치하면서 본격 으로 의학의 세계화를 한 정책 인 

지원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의약은 세계 통의약시장에서 60% 

이상을 유하고 있다9). 

    이상과 같이 양국의 정부와 한의사집단은 한의학의 발 을 

해서 지속 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노력 못지 않게 한

의학의 발 에 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은 바로 의료수요자들

의 태도이다. 한의학에 한 의료수요자들의 태도는 한의학의 이

용에 직 인 향을 미칠 수 있는 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여기서는 한국과 국의 학생들이 재 한의학에 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했다. 

    Table 2 에 나타나듯이, 조사 상자들은 체 으로 한의학

에 해 정 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먼 , 한의학의 존재 필요

성에 한 질문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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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1 오늘날 한의학  치료방법은 필요 없다”라는 문항에 

‘  아니다’가 50.2%, ‘아니다’가 40.3% 응답함으로써 한의학  

치료방법의 필요성에 매우 정 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

고 “X7 한의학은 치료효과가 느리므로 오늘날엔 합하지 않다”

에 해서 ‘  아니다’라고 17.3%, ‘아니다’에 63.6%가 답했다.

    다음으로 한의학 치료효과에 한 응답내용을 살펴보자.   

    “X4 한의학은 때로 서양의학이 치료할 수 없는 병도 고칠 

수 있다”에 해 ‘그 다’고 응답한 비율은 59.9%, ‘ 으로 그

다’는 15.3%를 답했다. 응답자의 75.2%가 정 인 답을 했다.  

    “X9 한의학은 만성 인 병의 치료에 있어서 서양의학보다 

효과 이다”에 해 ‘그 다’는 응답이 41.3%, ‘ 으로 그 다’

는 11.9%가 답했다. 53.2%가 정 인 답을 했다. 반면 부정 인 

답을 한 비율은 12.6%에 불과했다.

    마지막으로 “X3 진맥에 의한 진단은 비과학 이다”를 통해

서 한의학  진단에 한 조사 상자들의 태도를 알 수 있다. 이

에 해 응답자들은 ‘그 다(5.0%)’와 ‘ 으로 그 다(07%)’라

고 답했다. 조사 상자들의 한의학  진단에 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한의학에 한 태도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 다 으로 
그 다

무응답 체

X1 오늘날 한의학 
 치료방법은 필 

요 없다
50.2% 40.3% 5.2% 2.7% 1.5% 0.0% 100.0%

X2 양약은 병의 
피상 인 증상을 
치료할 뿐 근원  
인 치료를 하지는 
못한다

10.9% 42.6% 21.3% 21.8% 3.5% 0.0% 100.0%

X3 진맥에 의한 
진단은 비과학  
이다

21.5% 56.9% 15.3% 5.0% 0.7% 0.4% 100.0%

X4 한의학은 때로 
서양의학이 치료 
할 수 없는 병도 
고칠 수 있다

3.5% 6.4% 14.9% 59.9% 15.3% 0.0% 100.0%

X5 의사들의 진단 
은 한의사들의 진 
단보다 정확하다

2.7% 28.7% 42.8% 23.8% 1.2% 0.7% 100.0%

X6 주사는 단지 
일시 인 효력이 
있을 뿐이다

4.0% 40.3% 27.2% 24.0% 3.5% 0.9% 100.0%

X7 한의학은 치료 
효과가 느리므로 
오늘날엔 합하 
지 않다

17.3% 63.6% 11.4% 7.2% 0.0% 0.5% 100.0%

X8 양약은 한약보 
다 부작용이 많다

1.0% 23.3% 28.0% 36.9% 10.9% 0.0% 100.0%

X9 한의학은 만성 
인 병의 치료에 

있어서 서양의학 
보다 효과 이다

1.7% 10.9% 33.4% 41.3% 11.9% 0.7% 100.0%

    다음으로는 한국과 국 조사 상자들의 한의학에 한 태

도를 수화하여 비교해 보았다. 평균값을 비교할 때, X1, X3, X5, 

X7은 반 방향으로 부호화하여 계산하 다. 한의학에 한 태도

수는 최  1 에서 최고 5 으로 계산했다. 그러므로 평균값이 

3보다 높으면, 한의학에 해 정 인 입장을 나타내는 것이다.  

    조사 상자들의 한의학에 한 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able 3. 한의학에 한 태도 한  비교

한국 
평균값
(Mean)

국 
평균값
(Mean)

T-검증
(p value) 

X1* 오늘날 한의학  치료방법은 필요 없다 4.29 4.40 P<.170

X2 양약은 병의 피상 인 증상을 치료할 뿐 
근원 인 치료를 하지는 못한다

2.59 2.69 P<.312

X3* 진맥에 의한 진단은 비과학 이다 3.73 4.12 P<.000

X4 한의학은 때로 서양의학이 치료할 수 없는 
병도 고칠 수 있다

3.62 3.92 P<.001

X5* 의사들의 진단은 한의사들의 진단보다 
정확하다

2.97 3.15 P<.035

X6 주사는 단지 일시 인 효력이 있을 뿐이다 3.04 2.55 P<.000

X7* 한의학은 치료효과가 느리므로 오늘날엔 
합하지 않다

3.89 3.94 P<.510

X8 양약은 한약보다 부작용이 많다 2.95 3.72 P<.000

X9 한의학은 만성 인 병의 치료에 있어서 
서양의학보다 효과 이다

3.29 3.67 P<.000

* 변인 X1, X3, X5, X7은 태도척도를 계산할 때, 반 방향으로 부호화했음. ** 1 : 
 아니다, 2 : 아니다, 3 : 보통이다, 4 : 그 다, 5 : 으로 그 다 *** 평균값

이 3보다 크면 한의학에 해 정 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Table 3 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분석할 수 있다. 첫

째, 한국과 국 조사 상자들의 한의학에 한 태도를 비교해보

면, 국 조사 상자들이 한국 조사 상자들에 비해 한의학에 

해 정 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 Table 3 에 나타나듯이 한국보

다는 국 응답자들의 평균 수가 반 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

다. X6을 제외하고는 모든 항목에서 국 응답자의 수가 높았

다. 이 결과는 한국 조사 상자보다는 국 조사 상자들이 한의

학에 해 더 정 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 다.

    둘째, 조사 상자들은 체 으로 한의학의 존재 필요성에 

해 정 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한의학의 존재 필요성에 

한 항목 X1과 X7을 분석해보면, 조사 상자들은 체 평균값으

로 X1에 4.35 , X7에 3.91 으로 다른 항목보다 높은 수를 보

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국가별로 수 차이가 크게 나타나

지 않았다. 이 결과를 통해서 양국의 조사 상자들은 모두 한의

학의 존재 필요성에 정 인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한국과 국의 의료문화의 차이가 한의학에 한 태도 

차이로 나타난다. 한국의 경우, 체 으로 국에 비해 한의학

에 한 태도 수가 낮았지만, “X6 주사는 단지 일시 인 효력

이 있을 뿐이다”에 해서는 더 정 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 한국 의료계에서 주사남용에 한 문제의식이 확

산된 향이 반 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X8 양약은 한

약보다 부작용이 많다”는 항목에 한 응답도 의료문화의 차이

를 보여 다. 한국의 경우, 한약재의 안정성에 한 문제의식이 

높고, 그런 이유로 한약복용을 기피하는 상으로 나타나기도 한

다. 그 결과 국보다는 한국 응답자들이 한의약에 해 부정

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3. 한의학( 통의학)의 이용실태 

    조사 상자들의 한의학 이용실태를 알아보기 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설문조사했다. 먼 , 최근 2년간 의료기 을 얼마

나 이용했는지 물었다. 다음으로 주로 한방과 양방  어느 의료

기 을 이용했는지 질문했다. 그리고 질병에 따른 한방과 양방 

이용경험을 조사했다. Fig. 1 은 조사 상자들의 최근 2년간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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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이용횟수를 조사한 결과이다.

Fig. 1. 최근 2년간 의료기  이용횟수

    Fig. 1 에 나타나듯이 최근 2년간 국 조사 상자들은 의료

기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06년 통계

청 자료에 의하면, 15세 이상 인구의 의료서비스 이용률 조사에

서 ‘이용한 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7.1%로 나타났다
10). 이 

자료를 기 으로 볼 때, 본 조사의 한국 조사 상자들은 의료이

용률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조사 상자들의 병원 이용률이 한

의원 이용률 보다 체 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오늘날 

나타나는 양방과 한방 의료이용률의 차이가 본 조사에서도 동일

하게 반 되고 있다. 한 양방과 한방의 의료공 의 차이를 생

각한다면, 이용률의 차이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의료기 별 이용횟수가 한국과 국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비교분석하기 해서 Table 4 로 정리해 보았다.

Table 4. 최근 2년간 의료기 별 이용횟수 한 비교

한국(N, %) 국(N, %) 체(N, %)

한방 양방 한방 양방 한방 양방

1-2회 57(58.8) 52(32.3) 57(85.1) 76(70.4) 114(69.5) 128(47.6)

3-5회 24(24.7) 67(41.6) 9(13.4) 29(26.8) 33(20.1) 96(35.7)

6-10회 13(13.4) 30(18.6) 1(1.5) 3(2.8) 14(8.6) 33(12.3)

11회 이상 3(3.1) 12(7.5) 0(0.0) 0(0.0) 3(1.8) 12(4.4)

체(N, %) 97(100.0) 161(100.0) 67(100.0) 108(100.0) 164(100.0) 269(100.0)

    Table 4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분석할 수 있다. 

    첫째, 한국 조사 상자들이 국 조사 상자들 보다 체

으로 의료서비스 이용 빈도가 높다. 의료기  이용을 복수 응답

하도록 했으며, 단순 빈도를 합산하면 한국 조사 상자들은 횟수

에 계없이 258명이 국은 175명이 답했다. 

    둘째, 한국과 국 모두 ‘1-2회’ 이용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가

장 높은 비율을 보 다. 한국 조사 상자들은 ‘1-2회’를 답한 경

우가 한방 이용으로 58.8%, 양방 이용에 32.3% 다. 반면 국 

조사 상자들은 ‘1-2회’라고 응답한 경우가 한방 85.1%, 양방 

70.4%로 집 되어 있었다. 한국 조사 상자들의 경우, ‘6회 이상’ 

이용경험에 답한 경우가 국 조사 상자와 비교할 때 높아서 

의료기  이용횟수에서도 국보다 높았다. 

    의 결과는 한국과 국 조사 상자들의 건강상태만을 반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질병 증상 발생과 의료기 을 이용 행

에 의한 의료문화의 차이를 반 한다. 한국의 조사 상자들의 경

우 국 조사 상자들 보다는 건강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의료

기  이용률이 높다기보다는, 질병 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 을 

이용하는 의료소비문화가 발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질병증상에 한 자가 치유력과 처에 있어서 

한국 조사 상자들이 국 조사 상자들보다 낮다는 것을 반

하기도 한다. 다음으로는 2년간 조사 상자들이 치료한 구체

인 질병에 해서 알아보자.

Fig. 2. 최근 2년간 의료기 별 치료한 질병 

    최근 2년간 의료기 별로 치료한 질병을 한  비교해 보았

다. 첫째, 한방과 양방 이용률을 기 으로 보면, ‘감기’와 ‘치과’ 

이용은 한국과 국 모두 양방이용에 집 되어 있다.

    둘째, 장병의 경우, 한방과 양방 이용률이 비슷하게 나타

난다. 이는 장병이 한방과 양방 치료의 선호도가 유사한 질병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골 의 경우, 한국 조사 상자들은 한방의료 이용 경

험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국 조사 상자들은 골 에 한 한

방의료 이용 경험이 없고 양방 치료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 조사 상자들의 골  치료에서 한방이용 비율이 높은 이유

는 한국의 경우 골 로 인한 정형외과 치료 이외의 침이나 부황 

등을 포함하는 한방 물리치료 이용이 높은 것을 반 하고 있다.

    넷째, 한국 응답자의 경우, 요통으로 인한 한방이용이 두드러

지게 높다. 이 결과는 한국 조사 상자들의 치료경험의 특징을 

반 한다. 그리고 요통치료에 한방의료 이용이 집 되어 있으므

로 요통은 한방 치료 선호도가 높은 질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서 조사 상자들이 어떤 의료기 을 이

용하고 어떤 질병을 치료받았는지에 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는 한방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이유에 해서 살펴보자.

Table 5. 한의학 이용계기에 한 한  비교 

한국(N, %) 국(N, %)

본인의 선택 25(17.4) 20(12.9)

부모님의 권유 101(70.1) 40(25.8)

효과를 본 경험자의 소개 17(11.8) 71(45.8)

기타 1(0.7) 24(15.5)

체(N, %) 144(100.0) 155(100.0)

χ²= 121.131  D.F.=3  P<.000

    한의학을 이용하게 된 계기에 해서 한국과 국 조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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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차이 을 보이고 있다. 첫째, 한의학을 이용하게 된 계기

에 해 국 응답자들은 ‘효과를 본 경험자의 소개(45.8%)’에 가

장 높은 응답을 했다. 국 조사 상자들이 한의학을 이용하는 

데는 질병에 한 효과와 유경험자들의 소개가 선택의 가장 

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한국 응답자들은 ‘부모님의 권유(70.1%)’에 의해 이용

하게 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한국 조사 상자들의 경우 부모세

가 의료선택권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재 

한국 은이들의 의료소비는 자신들의 단보다는 부모세 의 

의료이용에 한 가치 이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러므로 이들 부모세 의 향력이 제외된 의료이용 태도가 미래 

수요를 측하는 데 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셋째, 국 조사 상자들의 경우, ‘효과를 본 경험자의 소개

(45.8%)’, ‘부모님의 권유(25.8%)’, ‘기타(15.5%)’, ‘본인의 선택

(12.9%)’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한국 조사 상자들과 달리, 

의료선택권이 부모 세 의 향을 크게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 다. 따라서 국에서 의학 이용률은 세 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크게 변화될 가능성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이들이 한방 이용 후에 어떤 부분에 만족했는지 알아

보자. Fig. 3은 한방의료 이용 유경험자의 만족 요인을 도식화한 

것이다.

Fig. 3. 한방의료 이용 유경험자의 만족 요인

    한의학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조사 상자들이 만족을 느끼

는 요인에서 한국과 국 응답자들의 차이 이 나타났다. 

    한국 조사 상자의 경우, ‘부작용 없음(30.1%)’에 가장 높은 

응답을 보 고, 다음으로는 ‘쉽게 효과를 (18.7%)’, ‘질병의 근

본 인 해결(14.4%)’, ‘친 함(13.4%)’, ‘가까이 있음(12.0%)’, ‘치

료비 렴(8.1%)’ 순으로 답했다. 한편, 국의 경우는 ‘쉽게 효과 

(24.8%)’과 ‘질병의 근본 인 해결(22.3%)’, ‘치료비 렴

(12.5%)’, ‘가까이 있음(4.3%)’, ‘친 함(3.4%)’ 순으로 응답했다. 

    이 결과를 통해서 볼 때, 국 조사 상자들의 경우 한의학 

이용 후 한의학의 치료효과가 높고 질병의 근본 인 문제를 해

결한다는 의학  효과에 한 만족도가 높았다. 반면 한국 조사

상자의 경우는 한의학의 의학  효과와 외 인 부분인 친 함

과 근 성 등에서 만족을 느낀 비율이 국에 비해 높게 나타났

다. 이 결과는 의료서비스 개념이 발 하지 못한 국의 의료문

화를 반 한다. 따라서 의료수요자들은 친 한 태도에 한 욕구

가 그다지 높지 않고 의료이용의 만족 요인으로 요하게 고려

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14개 질병발생 시 어떤 의료기 을 이용할 것인

지에 해 한  비교를 해보자. 이 질병들은 발병률이 높다고 

단되거나, 일상생활에서 쉽게 경험할 수는 것을 심으로 선정

하 다. 

Table 6. 질병발생 시 의료기  이용의사에 한 한  비교

한국(N, %) 국(N, %)

양방
이용

한방
이용

동시
이용

체
양방
이용

한방
이용

동시
이용

체

장병
100
(49.8)

37
(18.4)

64
(31.8)

201
(100.0)

44
(21.9)

71
(35.3)

86
(42.8)

201
(100.0)

결핵
160
(79.6)

13
(6.5)

28
(13.9)

201
(100.0)

104
(52.0)

18
(9.0)

78
(39.0)

200
(100.0)

풍
49
(24.4)

78
(38.8)

74
(36.8)

201
(100.0)

58
(29.3)

48
(24.2)

92
(46.5)

198
(100.0)

열병
89
(44.3)

65
(32.3)

47
(23.4)

201
(100.0)

75
(37.7)

38
(19.1)

86
(43.2)

199
(100.0)

심장병
149
(74.9)

8
(4.0)

42
(21.1)

199
(100.0)

116
(57.8)

13
(6.6)

71
(35.6)

200
(100.0)

홍역
120
(59.7)

35
(17.4)

46
(22.9)

201
(100.0)

85
(43.1)

34
(17.3)

78
(39.6)

197
(100.0)

신경통
60
(30.2)

85
(42.7)

54
(27.1)

199
(100.0)

65
(32.7)

54
(27.1)

80
(40.2)

199
(100.0)

골
136
(68.0)

25
(12.5)

39
(19.5)

200
(100.0)

100
(50.0)

35
(17.5)

65
(32.5)

200
(100.0)

출산
141
(70.9)

14
(7.0)

44
(22.1)

199
(100.0)

116
(58.6)

18
(9.1)

64
(32.3)

198
(100.0)

염
89
(44.3)

47
(23.4)

65
(32.3)

201
(100.0)

33
(16.6)

65
(32.7)

101
(50.7)

199
(100.0)

불임
102
(51.5)

28
(14.1)

68
(34.3)

198
(100.0)

54
(27.4)

59
(30.0)

84
(42.6)

197
(100.0)

감기
120
(59.7)

31
(15.4)

50
(24.9)

201
(100.0)

90
(45.0)

33
(16.5)

77
(38.5)

200
(100.0)

다래끼
156
(78.0)

22
(11.0)

22
(11.0)

200
(100.0)

75
(37.9)

38
(19.2)

85
(42.9)

198
(100.0)

여드름
86
(42.8)

62
(30.8)

53
(26.4)

201
(100.0)

35
(18.0)

71
(36.4)

89
(45.6)

195
(100.0)

    체 14개의 질병에 해 앞으로 질병이 발생할 경우, 어떤 

의료기 을 이용할 것인지 조사했다. Table 6 의 조사결과를 분

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의 경우 한방과 양방을 동시에 이용하겠다는 비율

이 모든 질병에서 한국과 비교할 때 높았다. 한국과 비교할 때, 

모든 질병에 해 한방과 양방을 동시에 사용하겠다는 태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국의 경우, 서결합의 등을 통해

서 한방과 양방이 동시에 의료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는 실이 

향을 미친 것이다. 국 의료수요자들은 특정 질병에 해 한

방과 양방을 선택 으로 이용하지 않고 동시에 활용하는 태도를 

가지기 쉽다.

    둘째, 결핵, 심장병, 홍역, 골 , 출산, 감기 등은 양방을 이용

하겠다는 입장이 높게 나타났다. 이 질병들에 해 이용하고자 

하는 의료기 은 한국과 국이 유사하게 양방을 이용하겠다고 

했다. 단, 한국 응답자들은 ‘양방 이용’에 으로 높게 응답

했다. 반면 국의 경우는 이 질병들이 발생하면 ‘양방 이용’을 

하겠다는 응답이 반 으로 높기는 했지만, ‘동시 이용’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낮지 않았다는 에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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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장병의 경우, 한국 응답자들은 ‘양방 이용’이 49.8%, 

‘동시 이용’에 31.8%, ‘한방 이용’은 18.4%가 응답했다. 국 응답

자들은 ‘동시 이용’에 42.8%, ‘한방 이용’이 35.3%, ‘양방 이용’에 

21.9%가 답했다. 한국 응답자들은 국 응답자들에 비해, 장병

의 경우 양방 의존도가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 

    넷째, 풍의 경우, 한국 응답자들은 ‘한방 이용(38.8%)’, ‘동

시 이용(36.8%)’, ‘양방 이용(24.4%)’의 순으로 답했다. 그런가 하

면, 국에서는 ‘동시 이용(46.5%)’, ‘양방 이용(29.3%)’, ‘한방 이

용(24.2%)’ 순으로 응답하 다. 한국에서 한의학이 표 인 효

과를 거두는 분야가 풍, 골 (침), 보약 등으로 인식되고 있다.  

    홍승표(1991)의 연구에서는 풍이 발생할 경우, 응답자들은 

‘양방 이용(4.2%)’, ‘한방 이용(94.8%)’, ‘무응답(1.0%)’ 순으로 답

했다. 홍승표의 연구에서는 ‘동시에 이용한다’는 항목이 없었고 

 연령 를 상으로 한 조사한 차이 이 있었다. 하지만 ‘양방 

이용’만을 상으로 본다면, 태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본 연

구의 조사 상자들은 한의학  치료의 상으로 인식되던 ‘ 풍’ 

한 양방을 이용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고    찰

    의료 문직이 사회 인 지 를 유지하고 권 를 획득하는 

데는 의료수요자들의 태도가 요한 향을 미친다. 그것은 의료

문직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한 신뢰와 직결되어있다. 일

반 으로 의료 문직과 의료수요자의 만남은 의료수요자들의 의

료 문직에 한 일방 인 의존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러나 오늘날 만성질환이 증가하여 의료 문직이 성공 으

로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수요자는 소비

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선택권을 행사하고 있다11). 의료 문

직과 의료수요자의 계가 변화하고 있다.

    최근 의료 문직을 둘러싸고 있는 의료구조는 변하고 있

다. 본 논문에서 심을 기울이고 있는 의료수요자 역시 변하

는 의료구조 가운데 하나의 요소이다. 의학지식이 의료 문직에

게 독 되던 시기와 달리 오늘날 의료수요자들은 문 인 지식

과 정보를 소유하고 있다. 일부 의료수요자들은 그런 지식을 바

탕으로 ‘환자자조모임’을 통해 활동하기도 한다. 게다가 높은 소

비자 권리의식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 문직과 의료수요

자의 실은 한의사들에게도 동일하게 용된다. 이제 한의사들

도 극 으로 의료수요자들의 요구를 분석하고 수요에 부응하

는 한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이상의 변화를 고려하면 한의학의 발 을 한 략을 수립

하는 데에는 의료수요자들의 한의학에 한 태도를 연구하는 것

이 필요하다. 그런 필요성에서 본 연구는 한의학에 한 의료수

요자들의 태도와 이용실태  미래  수요에 해 조사하 다.  

    한국과 국의 학생 404명을 상으로 한의학에 한 태

도, 이용경험, 이용계기, 이용만족 요인, 미래 이용의사 등을 조

사했다. 이들의 태도를 통해서 재보다 미래의 의료수요자로써 

한방의료 이용에 한 자세를 분석할 수 있었다. 

    이 조사를 통해서 한국보다는 국의 조사 상자들이 한의

학에 해서 더 정 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의료이용경험은 한국 조사 상자들이 이용횟수가 비교  높

게 나타났다. 감기와 치과 치료 등은 국가에 계없이 양방 이용

이 집 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장병의 경우, 양국 모두 양방

과 한방 이용이 비슷한 비율을 보 다. 한의학을 이용한 계기는 

한국의 경우는 ‘부모님의 권유’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 고, 

국의 경우에는 ‘효과를 본 경험자의 소개’가 가장 높았다. 

    일상 으로 발생하는 14가지 질병이 발생할 경우 한방과 양

방 그리고 동시 이용에 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 질병에 따른 

의료기  이용에 한 태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한국과 국 응

답자 모두 ‘결핵, 심장병, 골 , 감기, 출산’ 등은 양방을 이용하겠

다고 한 응답률이 높았다. 동일한 질병에 해서 한국과 국의 

조사 상자들의 의료기  선택이 다른 차이 도 발견했다. 국 

조사 상자들은 반 으로 한방과 양방을 동시 이용하겠다는 

태도가 강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재 국의 서결합의 의료서

비스 이용이 보편화되어있는 의료문화의 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한국과 국의 의료문화 차이에 따른 의료기  

이용태도 차이를 분석할 수 있었다. 한의학과 의학은 표면 으

로는 유사한 통과 역사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날의 지

를 확보하는 과정과 재의 사회경제  지 는 매우 다르다.  

    한의학은 재 서구의학과 함께 독립 인 의료체계를 형성

하고 있으며, 정책  제도 으로 독자 인 길을 걷고 있다. 그리

고 한의사의 사회  지 는 높은 편이다. 의사와 비교할 때, 상

인 박탈감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사회경제 인 면에서 한의사

의 지 는 지속 으로 높아지고 있다.

    반면 의학은 내 인 역량 강화로 이루어낸 문화가 아니

라, 국가의 정책  지원에 의해 문화를 달성했다. 따라서 의

사 집단을 심으로 하는 독자 인 발 의 노력이나 역량은 매

우 약하다. 동시에 의사의 사회  지 도 그리 높지 않다. 물론 

국의 의료 문직은 반 으로 공산당 간부, 정부 료, 외국 

기업 회사원 등과 비교할 때 사회경제  지 가 낮다12). 

결    론

    이상의 사회문화  차원을 고려할 때, 본 조사를 통해서 분

석할 수 있었던 한의학에 한 태도와 이용에 있어서 국 조사

상자들이 한국 조사 상자들에 비해 정 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이 결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의료사회학 인 해석을 

할 수 있다. 

    첫째, 한의사 집단은 의사 집단에 비해 사회경제 인 지

는 높다. 그러나 한의사집단에 한 의료수요자들의 사회  지지

는 약하다고 할 수 있다. 한의학의 역사 인 경험을 통해서 보면, 

의료수요자들의 한의학에 한 태도가 우호 일수록 한의사집단

의 사회경제  지 가 높다. 1970년  반 이후 통에 한 새

로운 해석과 함께 한의학에 한 재평가가 이루어졌다. 그 후 한

의학 이용률이 증가했고 동시에 한의사집단의 사회경제  지

도 높아졌다13). 그런데 본 조사 결과에서 한의학에 한 정

인 태도가 국에 비해 한국 조사 상자들이 약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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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된 조사 상자의 특징일 수도 있겠지만, 이 조사를 통해

서 한의사집단에게는 의료수요자들의 사회  지지의 의미를 새

롭게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의료수요자의 사회  지지를 

상실한 의료 문직의 지 는 모래 의 지어진 성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둘째, 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서결합의의 의료문화가 한

방의료 이용에 한 태도에 정 으로 작용한다는 이다. 실제

로 양방과 한방을 동시에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조사 상

자들처럼 특정 질병에 한 양방과 한방 이용의 경계가 분명하

지 않을 수 있다. 

    셋째, 실제 국사회는 의학 이용이 한국사회보다 비교  

높고, 이용이 용이한 의약의 개발이 활발하다. 그 결과 국인들

의 일상생활에는 의약 이용률이 매우 높다. 의약이 값싸고 편

리하기 때문에 이용이 확 되고 있다. 이것은 의약의 산업화를 

극 으로 추진해온 국 정부의 노력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학생이라는 특정집단의 한의학에 한 수

요 조사를 통해서 얻은 것이다. 이 결과를 통해서 재 한의학계

와 의료수요자의 계에 한 반성  고찰을 시도해 볼 수 있다.  

    한의사집단이 의학의 길을 그 로 걸을 수는 없다. 그리고 

의학의 길이 옳은 길이라고만 할 수도 없다. 재 의학은 표

화와 과학화를 이루었다고 자칭하고 있다. 하지만 표 화와 과

학화의 기 이 서구의학이 되고 의학의 통을 상실해버리는 

것이라면, 그 공과를 따져 야 할 것이다. 

    한의사들에게는 한의학의 실에 맞는 의료수요자와의 계 

형성을 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해서는 한의사집단은 

재 의료수요자들의 요구와 한의학에 한 인식을 면 히 검토하

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통해서 의료수요자가 선택하고 

필요로 하는 의료로서 한의학이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과 국의 의료수요자들이 어떤 이유에서 한

의학을 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질병에 해서 한의학을 

이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본 연구는 조사 상자

의 선정과 규모 등이 제한 이라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

는 재보다는 미래의 의료수요자들인 학생들의 한의학에 

한 태도와 이용의사를 연구함으로써, 한의학에 한 미래  수요

를 분석하는 데 단 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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