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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ontheUseofAcupunctureandMoxibustionand
Preferences

-CenteringontheEnterpriseintheHanam IndustrialComplex-

KwakTae-Jin
Advisor:Prof.SuhChae-Hong,M.D.,ph.D.
DepartmentofAlternativeMedicine,
GraduateSchoolofChosunUniversity

AcupuncturehasbeenusedinAsiancountriesincludingKorea,Chinaand
Japan for such a long time. According to the recentboom ofthe
Complementary Alternative Medicine(CAM),many doctors in U.S.A.and
Europeareusingacupuncture.TheWorldHealthOrganization(WHO)and
theNationalInstituteofHealth(NIH)recognizedtheeffectofacupuncture
officially,and recommended thatitshould be accompanied by modern
medicaltreatmentandthenativemedicineofeachcountryshouldbeused
forthe1sttreatment.Manyacupunctureresearchorganizationsworldwide
haveaccelerateditsresearch. Itindicatesthattheoutstandingeffectofthe
acupuncturetreatmentwasrecognizedbyworldmedicalfields.However,in
our country,itseems thatacupuncture is considered as an assistant
treatmentmeanstotakecareofdiseasesinmuscular-skeletalsystems.In
reality,the acupuncture and moxibustion is a medicalaction limited to
Orientaldoctorsandtheaddedvalueoforientalmedicineisverylow asit
isconsidered asan academicfieldfocusing on medicineprescription.So
onlymedicaltreatmentfocusingonmedicineprescriptionisprovideda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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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high-addedvalue.Therefore,acupunctureisconsideredasinsignificant
and as western medicine which is easily available as Evidence Based
Medicine(EBM)iseasytosatisfythemedicalneedsofcontemporarypeople,
ourmedicalpolicy hasbeen enacted centering on western medicineand
implemented.Acupuncturehasbeenisolatedfrom medicaladministrationand
institution, which caused less organized research and low academic
development onit.
Asmany problemsin contemporary medicinehavebeen found,more

attention hasbeen paid totheCAM and traditionalmedicine,especially.
acupuncture.Tomeetsuchtrend,thisstudyistoidentifytheusestatusof
acupunctureandmoxibustionandpreferencestoimproverecognitiononit
usingcriticalviewsonacupunctureandsocialproblemsasachance.
Forthispurpose,thisstudytargets500subjectswhoareworking in

enterprisesinHanam industrialcomplexfrom September2007toOctoberof
thesameyear.Anditanalysestheresponsesfrom 435.Theresultsare
outlinedasfollows:Forgeneralcharacteristicsofthesubjects,thenumber
ofthemalesubjectsis230(52.9%),andthatoffemaleonesis205(47.1%);
156arebelow 29yearsold(35.9%),248rangesfrom 30to49(57.0%),and
31areabove50(7.1%);inrespecttoworkingtypes,163workinoffices
(37.5%),255areengagedinprocessline(58.6%),and17worksforother
areas(3.9%).Becauseofcharacteristicsoftheenterprisesinthecomplex,
asmostofthem worksinelectronicandassemblingline,theyarerelatively
youngandtherearemanyfemaleworkers.
Inrespecttotheexperiencesofacupunctureandmoxibustion,150male

oneshaveit(65.2%),and 133femaleoneshaveit(64.9%).Moremale
subjectshave experiencesofacupuncture,but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isfound.Theoldertheyare.themoreexperiencetheyhave,but
nodifferenceisfoundaccordingtoworkingtypes.Asplacesofacupuncture
and moxibustion,199 use orientalclinics (70.3%) and 52 use ori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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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pitals(18.4%).,whichindicatesthatmostofthesubjectsuseauthorized
medicalinstitutes. 188haveacupuncturetreatmentbecauseofdiseasesin
muscular-skeletalsystems (66.4%),38 have itbecause ofdiseases in
internalorgans (13.4%),and 36 have itbecause ofdiseases in neural
system (12.7%).Thesubjectswhohavediseasesinthemuscular-skeletal
systems usually use it,thinking that the effect is the best,but in
satisfactionafterthetreatment,thereisnosignificantdifferenceaccording
tokindsofdiseasesandfortreatmentofdiseasesininternalorgans,neural
system,andthroatandnose,theirsatisfactionishigh.Thereason why
theydecidetotakeacupunctureandmoxibustiontreatmentispresentedas
follows:A total258subjectsselectacupuncturebecausethey expectthe
treatmenttohaveagoodeffect(91.1%),andassomeofthem areafraidof
pain during treatment and do not trust it,they do not select the
acupuncturetreatment. Afterthetreatment, 177(62.5%)aresatisfiedwith
itandthemoresatisfied they arewith,themoreintention totakethe
treatment.So the treatmenteffectand absence ofpain are the most
importantreasonswhytheydecidetotakeit.Asmanysubjectsanswer
thattheywilltakethetreatmentifthereasonpeopleareunwillingtotake
itdisappear,relativelyhighpreferencesareshown.
Based on theresultsabove,toimprovepreferencesand userateof

acupunctureandmoxibustion,weshouldstudytheeffectofacupunctureand
develop itsnew paradigm asEBM through clinicalexperiments.Atthe
sametime,moreattentionshouldbepaidtouseofBosabeopandMeridian
Passways Adjustment,and skillfultechniques to use needles should be
developed so thatpatients have no pain during treatmentfollowed by
developmentof new treatmenttoolssuchaslaserneedle.Withincreased
averagelifespan,asthepopulationofoldpeoplehasalsoincreased,itis
expectedthatmedicalexpensesandregenerativeandchronicdiseaseshave
increased,whichwillcontributetoconstantdevelopmentofacupuncture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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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xibustionmarket.Mostoftheinternationalcountriesincludingadvanced
countriessuchastheU.S.A.andJapanencouragetheuseofacupuncture
andmoxibustion asan alternativetosavemedicalexpenses,anddueto
globalizedmedicalmarkets,ouracupuncturemarketsareunderpressureto
open.To lead the world acupuncture market as a suzerain state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we need to innovate acupuncture and
reorganizetheinstitutionsaccordingtotheglobal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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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서 론

제1절.연구의 필요성
침구(鍼灸)는 전통적으로 한국,중국,일본을 비롯한 아시아권 국가에서 오랫

동안 사용되어왔다.최근 보완대체의학(Complementary AlternativeMedicine,
CAM)의 붐으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의사들의 침(鍼)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
다.미국 의사 50% 이상이 대체의학(CAM)을 사용하고 있으며,독일의 경우 통
증클리닉 의사들의 70%가 침(鍼)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장인수,박
종배,서정철,2004).
세계보건기구(WHO)와 미 국립보건원(NIH)에서도 침(鍼)의 치료효과를 공식

인정하고,침구의료(鍼灸醫療)를 현대의료에 병용할 것과 그 나라 토속의술을 1
차 진료에 활용 할 것을 회원국에게 권장하고 있으며,세계의 여러 침구학술단
체들이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성상문,2005).이는 침구(鍼灸)의
치료효과에 대한 우수성을 세계 의료현장에서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인가 침구의료(鍼灸醫療)가 근육이나 관절 등 근골

격 계통에 질환이 발생 했을 때 보조 치료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느낌이다.
현실적으로 침구의료(鍼灸醫療)는 제도권 한의사(韓醫師)들에게 한정된 의료행
위로 간주되고 있다.한의학(韓醫學)은 본래부터 약제처방(藥劑處方)위주의 학
문으로 부가가치 차원에서도 약제처방(藥劑處方)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매
우 낮아 고부가가치의 약제처방(藥劑處方)위주의 시술이 행해지고 있어 침구
의료(鍼灸醫療)를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이다(성상문,2004).또한 자연과학의
기초에 뿌리를 두고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첨단 의료장비가 개발되어 접근이
용이한 근거중심의학(EvidenceBasedMedicine,EBM)위주의 서양의학이 현대
인들의 의료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한결 쉬워 서양의학 위주의 정책이 입안되고
실행되면서 제도적이나 의료행정적인 면에서 상당부분 소외되어 체계화된 조사
및 학문적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 결과라 하겠다(장준혁,김갑성,1993).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학적 치료의 15%만이 믿을만한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한다.침구(鍼灸)의 사용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세계적으로 전파 되면서 과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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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용어로서 침구(鍼灸)의 작용을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의 증가로 세계보건기
구(WHO)에서 1994년 6월 일본 아오모리에서 개최된 회의결과를 토대로 1995
년 침구임상지침서가 출판되어 침구(鍼灸)분야 임상연구는 급속도로 발전해 왔
지만,미 국립보건원(NIH)에서는 침구(鍼灸)의 치료효과를 공식 인정하면서도
근거중심적 고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박희준,서정철,김세현,김상우,안
경애,임사비나,김용석,최도영,강성길,2005:백용현,박동석,강성길,2002).
치료효과를 연구하고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임상시험을 통해 근거중심의학

(EBM)으로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확립하고 새로운 치료법의 개발 등으로 침구
의료(鍼灸醫療)의 종주국으로서의 명예를 회복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국내
주요 저널에 게재된 침구(鍼灸)에 대한 임상논문의 체계적 고찰에서 신경계질
환,정신,행동장애질환,뇌혈관질환,근골격계질환 및 수술부작용의 관리 및 기
타 질환을 대상으로 한 연구논문들의 67%에서 침술(鍼術)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공재철,2006).
현대의학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등으로 보완대체의학(CAM)및

전통의학에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서 침구치료(鍼灸治療)에 대한 관심 또한 높
아져 가고 있다.이런 추세에 맞추어 광주광역시 경제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하남산업단지 입주업체 직장인들의 침구치료(鍼灸治療)에 대한
태도를 살피고 이용실태를 조사하는 것은 침구치료(鍼灸治療)에 대한 일부 비
판적 시선과 사회적 문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광주지역 전체 시민들
의 침구치료(鍼灸治療)에 대한 인식과 정서에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하남산
업단지 입주업체 직장인들의 침구치료(鍼灸治療)이용실태 및 선호에 관한 조
사연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고 보고하는 바이다.

제2절.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침구치료(鍼灸治療)에 대한 인식과 이용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하남산업단지 입주업체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여 아래 사항을 파악
하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 3 -

1.연구대상자들의 침구치료(鍼灸治療)에 대한 이용실태를 알아본다.
2.연구대상자들의 침구치료(鍼灸治療)에 대한 태도를 알아본다.
3.연구대상자들의 침구치료(鍼灸治療)에 대한 향후 선호도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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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이론적 배경

제1절.침구법(鍼灸法)의 정의
침법(鍼法)이란 금속(金屬)물질로 특별히 만든 침(鍼)을 사람의 몸에 있는

경혈(經穴)부위에 찔러 넣어 시술하는 일정한 수법으로 자극작용이 몸에 생기
게 하여 기혈(氣血)이 조화되도록 하고 경락(經絡)의 유통을 좋게 하여 질병치
료 및 건강회복의 목적을 달성 하는 것이며,구법(灸法)이란 뜸쑥을 인체의 경
혈(經穴)부위에 놓고 연소시켜 뜸쑥의 특유한 냄새와 온열자극으로 신체부위의
생리기능을 조정하고 건강을 증진시켜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목적을 달성
하는 것이다.일반적으로 병을 치료할 때는 대개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함으로
이를 합하여 침구법(鍼灸法)이라고 한다(홍석은,1991).

제2절.침구(鍼灸)의 유래
침구의료(鍼灸醫療)는 태고시대(太古時代)부터 실지로 응용되어 온 듯하나 그

발상 연대는 확실 치 않다.침구(鍼灸)에 관한 최초의 종합의서로 원전이 되고
있는 황제내경(黃帝內徑)은 중국의 전한,후한시대(B.C 200여년)에 발간되었다
고 추정된다.
침구의료(鍼灸醫療)의 기원이 어디냐 하는 문제는 한국,중국,인도 등 여러

가지의 설이 있으나 1929년 함경북도 웅기군 송평동에서 석침(石鍼)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고증적으로 한국이 석기시대부터 침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
실하게 되어 침(鍼)은 한국(韓國)에서 발상되어 중국(中國)으로 건너가 이론적
으로 발달된 것으로 추정된다(홍석은,1991).
침(鍼)은 시초에 돌로 만든 석침(石鍼)이었고 후에 철침(鐵鍼)으로 개량되어

현재에는 스테인레스(StainlessSteel,STS)로 만든 침까지 발전해왔다.금침(金
鍼),은침(銀鍼)등 특수재질의 침(鍼)도 사용되고 있지만 강하고 쉽고 녹슬 지
않아 인체에 해가 적기 때문에 스테인레스(STS)강철(鋼鐵)로 이루어진 침(鍼)
이 오늘날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장인수 외,2004).뜸(灸)은 침(鍼)과
거의 같은 시대에 침과 병용되어 사용되어 왔고 고금을 통하여 쑥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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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다는 점은 동일하나 구술(灸術)방법에 있어서는 대 소,수량 관계 등이 다소
계량된 것 이외로는 별 차이가 없다(홍석은,1991).

제3절.침구(鍼灸)의 작용 및 효과
침구(鍼灸)의 작용은 이론이 심오하여 이를 밝히기 매우 어렵다.경혈(經穴)

이란 실질적으로 찾을 수 있는 신경계통 및 혈관계통과 다르므로 이에 대한 회
의적인 태도를 가지는 사람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국내 주요 저널에 게재된 침
에 대한 임상논문의 체계적 고찰에서 신경계질환,정신,행동장애질환,뇌혈관질
환,근골격계질환 및 수술부작용의 관리 및 기타 질환을 대상으로 한 연구논문
들의 67%에서 침술(鍼術)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공재철,
2006).근래에 들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침구임상지침서 출판을 계기로 침
구(鍼灸)분야 임상연구는 급속 도로 발전해 왔지만,효과를 공식 인정하면서도
근거중심의학(EBM)으로서의 고찰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1.고대학설(古代學說)
가.기혈(氣血)의 조화작용
한의학(韓醫學)에서는 인체의 생리현상에 대하여 안으로는 장부(臟腑),밖

으로는 기부(肌膚)로 하여 각부 조직에 이르기까지 서로 연락되어 있는 한 개
의 정체(整體)로 보고,그 상하 내외를 서로 연결해주고 연락을 담당하는 것을
경락(經絡)이라하며,경락(經絡)을 전신 기혈(氣血)의 운행 통로로 생각했다.인
체 각부 기능과 각종 체액을 주관하는 기혈(氣血)이 경락(經絡)사이 어디선가
막혀 불통될 때 기능장애가 발생하는데 곧 질병으로 여겼으며,이때 경락(經絡)
을 소통시켜 기혈(氣血)의 운행을 정상화 시키면 질병이 낳는다 하였다.
나.음양(陰陽)의 평행 작용
음양(陰陽)이란 인체의 상하,내외,장부,기혈,병의 표리,한열,허실,맥

의 부침(浮沈),지삭(遲數)등 모두를 음양(陰陽)으로 표시한다.정상 상태에서
는 음양(陰陽)은 서로 돕고 견제하며 평행을 유지하고 있다.그러나 조화를 잃
게 되면 한쪽이 성하고 한쪽은 쇠하게 되어 질병의 상태로 된다.침구(鍼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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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은 한쪽으로 치우쳐있는 음양(陰陽)의 평행을 회복시켜 질병의 소인을 제
거한다.
다.영수보사작용(迎隨補瀉作用)
침구(鍼灸)의 작용은 기혈(氣血)을 조화(調和)하고 음양(陰陽)의 평행을 도

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그러므로 기혈(氣血)이 허(虛)하면 보(補)하고,실(實)하
면 사(瀉)한다.침(鍼)을 사용하여 시술할 때는 두 가지 상반되는 동작의 수법
을 시행하여 혈맥(血脈)중에 운행하는 기혈(氣血)을 자극하여 두 가지 상반되는
작용을 일으키게 한다.
라.원도치료작용(遠導治療作用)
경맥(經脈)을 조절하여 기혈(氣血)을 통하게 하는 효과가 있고 또 경맥(經

脈)은 전신에 분포되어 각기 계통을 이루고 있으면서 서로 연결되어 기혈(氣血)
이 서로 관통하여 마치 끝없는 고리와 같이 되어 있으므로 원도의 치료 작용이
있다는 것이다.
마.지통작용(止痛作用)
침구법(鍼灸法)은 인체의 어떤 부위에든지 응용한다.경락(經絡)과 관계가

있는 통증은 경락(經絡)상의 경혈(經穴)을 위주로 하여 자침(刺鍼)한다.또 경혈
(經穴)에 관계없이 아픈 부위에 자침하는데 모두가 지통(止痛)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당천금방(唐千金方)에는 아시법(阿是法)이란 것이 있는데 그 방법은
통증이 있다고 하면 경혈(經穴)에 관계없이 아픈 부위의 위를 누르면서 병자에
게 아픈 것을 물어서 그렇다고 대답하면 그 곳에 자침(刺鍼)하는 시술법인데
이 모두가 지통(止痛)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2.근대학설(近代學說)
가.자극작용(刺戟作用)
침구(鍼灸)를 일종의 물리요법으로 인정하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려고 할

때는 자극작용을 위주로 하려고 한다.외국의 의학자들은 동물시험 및 임상실험
을 통하여 침구(鍼灸)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고 있다.

(1)흥분작용(興奮作用):신체의 모든 기능의 감퇴,마비에 대하여 흥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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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하게 하는 작용.
(2)진정작용(鎭靜作用):근육,신경,분비기관 등의 이상흥분 및 혈관의

병적 확장으로 인한 동통(疼痛)및 혈액의 과잉 유통을 억제 완화 또는 혈관의
수축 작용.

(3)반사작용(反射作用):구심성전도(求心性傳導),척수(脊髓)속의 반사중
추,원심성전도(遠心性傳道)등의 반사궁(反射弓)이 신경전로(神經傳路)를 응용
하여 자침(刺鍼)하여서 질병을 치료하는 작용.신체의 한 국부에 있는 지각신경
에 대한 약자극은 단지 같은 쪽의 일근(一筋)혹은 소근족(小筋族)에 운동을 일
으킴에 불과하나 강한 자극은 전신에 넓게 뻗어 전신경련을 일으키게 된다.이
반사원리에 의하여 자극을 활용할 때는 한 국소의 자극으로 넓은 범위로 근육
(筋肉)과 혈관(血管)에 어떤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4)유도작용(誘導作用):환부(患部)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부위에 자극
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작용.깊은 곳의 유혈성(流血性)염증(炎症)에 대하여 얕
은 부위 혹은 다른 부위에 자극하여 혈관을 확장하여 시술부위로 혈액유입을
유도하는 작용.
나.전기설(電氣說)
모든 금속(金屬)은 음양(陰陽)의 전기(電氣)를 가지고 있다.금속제품의 침

(鍼)을 인체에 찔러 넣으면 음성(陰性)전기가 발생하여 신경계통을 자극하고 질
병이 치료가 된다는 것이다.고대에서는 석침(石鍼),죽침(竹鍼)으로 질병을 치
료 하였다는 사실로 볼 때 증명이 되지 않는다.
다.변질설(變質說)
침(鍼)을 인체에 찔러 넣으면 조직에 일종의 상해를 준다.조직이 상해를

받으면 일종의 조직독소(Histotoxin)가 생산되어 제2차성 자극을 일으켜 인체의
생리기능이 조화되어 질병이 제거된다는 것이다.조직독소(Histotoxin)의 화학적
성질은 소염작용(消炎作用),항변태반응작용(抗變態反應作用),식물성신경(植物
性神經)의 평형작용(平衡作用),동맥경화억제작용(動脈硬化抑制作用)등이다.
라.Stress학설
내분비계의 평행 작용이 깨져서 편차가 생기면 질병이 되고 내분비 계통

이 만든 반응증후군(反應證候群)에 대한 질병의 각종 요인을 Stress라고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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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침(鍼)의 자극효능과 Stress자극반응이 비슷하여 뇌하수체(腦下垂體)및 신
상선피질소(腎上腺皮質素)로 하여금 적당한 분비를 하게하여 인체의 저항력을
증가시킨다는 점,서로 다른 자극량으로 내분비의 길항작용(拮抗作用)을 조정함
으로 그 대립성의 평형을 유지하여 질병을 제거하고 건강을 유지한다는 설.
마.Head'sBelt의 학설
인체안의 각 내장기관은 각각 인체 외표부의 피부표면과 서로 관련되어

있는 일정한 부위가 있다.장기가 질병에 걸리면 그 장기와 관련된 피부의 부
위에 지각과민 현상이 발생한다.어떤 장기에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그 장기와
서로 관련되어있는 피부표면의 일정한 부위에 지각과민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지대(地代)를 발병 한 장기에 대한 Head'sBelt라고 한다.일본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침구학(鍼灸學)의 경혈(經穴)은 대체적으로 Head'sBelt와 일치하다 는
것을 발견하고 내장별 치료를 할 때 그 내장과 관련된 피부 부위의 경혈(經
穴)을 응용함이 적당하다고 하였다.

제4절.현대 침구의료(鍼灸醫療)의 역사 및 현황
일제 해방 후 1951년 국민의료법(國民醫療法)이 제정되면서 안마사(按摩師),

접골사(接骨師)등과 함께 침구사(鍼灸師)에 관한 규정을 두고,동법 제59조에
서 침구사(鍼灸師)등의 의료유사업자(醫療類似業者)제도는 주무부령으로 정하
도록 규정하였다.제2공화국 시대에 침구의료(鍼灸醫療)종사자들의 투쟁 끝에
주무부령의 의료유사업자(醫療類似業者)령과,침사(鍼師),구사(灸師)등의 자
격시험 규정이 제정되게 되었으며,1957년 12월 3일 침구사(鍼灸師)양성기관이
설립인가 되었다.그러나 제3공화국에 이르러 국민의료법(國民醫療法)이 폐지
(1962년)되고,의료법(醫療法)이 신설되면서 침구사(鍼灸師)는 의료유사업자(醫
療類似業者)에 대한 명문의 규정에서 제외되게 되었다.법의 근거를 상실한 의
료유사업자(醫療類似業者)령도 개정되어 침구사(鍼灸師)자격시험도 사라지게
되었고,이때부터 우리나라 침구의료(鍼灸醫療)발전에 어려움을 낳기 시작하였
다(김남수,2004).우리나라 침구의료(鍼灸醫療)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있다.한
의사(韓醫師)제도가 존재하고 한의학(韓醫學)은 정통 공식의학(公式醫學)으로서
의 지위를 갖고 있어 침구(鍼灸)는 보완대체의학(CAM)이 아니라 공식의학(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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式醫學)의 한 부분으로 정립되었다.그럼에도 일반인의 많은 침구시술(鍼灸施
術)습득자가 생겨나고 있어 한의사(韓醫師)들은 불법 시술을 금지 시킬 것을
정부에 청하고 있다.현실적으로 침구의료(鍼灸醫療)는 제도권 한의사(韓醫師)
들에게 한정된 의료행위로 간주되고 있다.서양에서 침구시술(鍼灸施術)이 보편
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침구(鍼灸)독점에 문제를 제기하
고 있다.최근에는 한의학(韓醫學)과 서양의학을 제도적으로 통합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1960년대 의사(醫師)들의 주도에 의해 침구사(鍼灸師)제도가
폐지되었는데 지금은 생각이 변화된 때문이다(조병희a,2003:조병희b,2003).
한의학(韓醫學)은 본래부터 약제처방(藥劑處方)위주의 학문으로 부가가치

차원에서도 침구의료(鍼灸醫療)는 약제처방(藥劑處方)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매우 낮아 고부가가치의 약제처방(藥劑處方)위주의 시술이 행해지고 있어 침
구의료(鍼灸醫療)를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이다(성상문,2004).
한국의 침구치료(鍼灸治療)현황을 파악한 조사에서 한의사(韓醫師)들의 절반

이상이 침구치료(鍼灸治療)시 진찰방법으로 한의학적인 변증(變症)과 경락(經
絡)이론을 중시하고,맥진(脈診)을 활용하고 있으나,대부분이 치료 후 예후의
판정 방법으로 환자의 자각증상 개선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취혈
(取穴)방법은 근위(통증부위)와 함께 원위(경락조정)를 동시에 취혈(取穴)하고,
치료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보사법(補瀉法)중 기본보사법을 대부분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특히 임상 경험이 10년 이상인 한의사(韓醫師)보다는 임상
기간이 짧은 20,30대 한의사(韓醫師)들의 보사법(補瀉法)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고,침치료(鍼治療)시 80% 이상이 뜸(灸)을 같이 사용하고 있
으며 도구로는 대부분 호침(毫鍼)과 쑥뜸을 사용하고 레이저(LASER)침(鍼)
등도 일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한창현,신선화,안상우,최선
미,2005).

제5절.침구의료(鍼灸醫療)의 전망
2005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이 78.63세(여자 81.89세 /

남자 75.14세)로 노령화 지수는 47.4이며 이는 1970년 7.2에 비해 6.6배 증가한
수치이다.그리고 2026년에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중이 20%에 달하는 초 고



- 10 -

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통계청,2005).고령사회로 접어들수록 만성,퇴행성
질환의 노인성질환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급성질환에 대
한 치료위주여서 효과적이지 못하다.
외국의 침구의료(鍼灸醫療)활용 사례를 보면 영국의 경우 만성 류마티스 환

자에게 침시술(鍼施術)과 생활양식에 대한 권고를 통하여 비용절감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한다.또한 근골격계질환 환자에게 침술치료(鍼術治療)를 시행했을 경
우 치료비가 현대 의학적 치료의 40%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또한 미국,일
본을 비롯한 선진국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가 대부분이 고령사회 의료비 절감
의 대안으로 침구의료(鍼灸醫療)의 활용을 장려하고 있다(김남수,2004).의료시
장의 글로벌화로 우리나라의 침구시장(鍼灸市場)도 개방의 압력을 받고 있다.
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과정에서 미국은 한의사(韓醫師)자격을
상호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우리나라의 한의사(韓醫師)와 미국의 한의사는
많은 체계적 차별화가 있다.미국의 한의사(韓醫師)는 3년제인 침구(鍼灸)전문
이고 우리나라 한의사(韓醫師)는 6년제이고 약제(藥劑)를 주업으로 하고 침구
(鍼灸)는 일부로서 시술하고 있을 뿐이다.또한 미국 내 한의학(韓醫學)관련
의사(醫師)가 6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한의사(韓醫
師)는 1만 7천여 명 정도이다.이런 상황에서 침구의료(鍼灸醫療)의 개방은 균
등하지 못한 협상이라는 의견이 있다(황종국,2006).노인인구의 증가로 의료비
의 증가,만성,퇴행성질환의 증가로 인해 침구의료(鍼灸醫療)시장은 계속 성장
할 것으로 판단된다.침구의료(鍼灸醫療)의 종주국으로서 세계 침구의료(鍼灸醫
療)시장을 선도해가기 위해서는 세계적 조류에 맞추어 국내 침구의료(鍼灸醫
療)의 혁신적인 개혁과 제도의 전면적인 제정비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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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연구방법

제1절.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업단지 입주업체 883개,종업원 수

26,447명(광주광역시,2006)가운데 50개 업체를 선별 후 2007년 9월부터 10월
까지 설문에 응한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조사 대상자 중 응답의 불충
실,무응답 등 자료처리가 불가능한 설문지 65부를 제외하고 435명의 자료를 분
석하였다.

제2절.조사도구 및 방법
본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조사대상자 일반사항과 침구치료(鍼灸治療)에 대

한 사항으로 나누어 작성하였고 특히 치료 받았던 질환을 묻는 용어는 대상자
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근골격계질환,1)내과질환,2)신경
계질환,3)이비인후과질환,4)기타질환5)등의 현대의학 용어로 대체하여 사용하
였으며,설문지 내용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20명을 사전 조사하고 난 후 이

1) 

근골격계질환 :몸을 지지해주고 형태를 이루는 뼈와 관절(연골),연결된 뼈들을 덮어주며 운동이 가능하
도록 해주는 근육계통의 질환.
․뼈질환 -골다공증,골수염,골연화증 등
․관절질환 -관절염(통풍,골관절염,퇴행성관절염,류마티스관절염),관절굳음증,탈구,원반탈

출증,추간판탈출증,삠,염좌,좌골신경통 등
․근육질환 -근육통,경직,경축,근육긴장저하 등

2) 

내과질환 :내장기관의 질환.
․간장질환 -간염,간경화(간경변),지방간,황달,고지혈증,담낭염 등
․심장질환 -혈전증,동맥경화증,심장병,울혈성심부전,심근경색,고혈압,정맥류 등
․위장질환 -변비,설사,장염,위염,궤양,창자염,위산과다,소화장애 등
․폐질환 -폐렴,천식,폐기종,진폐증,기흉,기관지염,폐결핵 등
․신장질환 -신장염,방광염,당뇨,혈뇨,야뇨증,전립선염,비대증,소변불통,신부전 등

3) 

신경계질환 :신체의 기능을 조정하고 조절하며,여러 장기들의 서로 간 상호 연결체계 계통의 질환.
․실어증,언어장애,치매,신경통,마비,발작,경련,알츠하이머,뇌성마비,뇌혈관질환,간질,
대상포진,편두통,뇌수막염,파킨슨병,마비,수면장애 등

4) 

이비인후과질환 :귀,코,목구멍 계통의 질환.
․축농증,코골이,코피,비염,콧물,후각장애,중이염,이명,난청,미각장애,인후염,편도선염,
구내염 등

5) 

기타질환 :피부질환,안과질환(결막염,백내장,녹내장),여성질환,알르레기,비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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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정,보완 하였다.
조사는 조사대상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연구의 취지 및 목적을 설명하고 설

문지를 일괄 배부하여 조사 대상자가 직접 설문지에 기입하도록 한 후 회수하
였다.

제3절.자료처리 및 분석
본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 중 검토,정리 과정을 거친 435부를 MicroSoft

ExcelProgram을 이용하여 코딩하였으며,코딩된 자료를 SPSS12.0패키지를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고,분석 방법은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

χ

-test)을 실
시하였다.

제4절.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는 조사 대상이 광주광역시 하남산업단지 입주업체에 근무하는 일부

직장인에게 한정된 연구이므로 본 연구결과를 광주광역시 전체 또는 전국적으
로 확대 해석할 때 신중한 주의와 고려가 요구된다.또한 임상에서 침구(鍼灸)
치료를 행하고 있는 한의사(韓醫師)들의 대부분이 근골격계질환에는 부항(附缸)
을,만성질환과 소화기질환에 탕약을 동시에 활용한다고 보고되고 있어 본 연구
결과가 침구치료(鍼灸治療)하나만의 결과로 해석하는데도 신중성이 요구된다
(한창현 외,2005).



- 13 -

제4장.연구결과 분석 및 고찰

제1절.조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남자 230명(52.9%),여자 205명(47.1%)이었으며,

총 435명이었다.
연령별 분포는 19세 이하 13명(3.0%),20~29세 143명(32.9%),30~39세 180명

(41.4%),40~49세 68명(15.6%),50세 이상이 31명(7.1%)이었다.
조사 대상자의 근무 형태는 사무직이 163명(37.5%),생산직이 255명(58.6%),

기타 17명(3.9%)이었다<표 1>.
하남산업단지에 입주업체 특성상 전자,조립업체가 많아 여자의 근무 비율이

높은 편이고,20대에서 30대까지 비교적 젊은 층이 많으며,생산직 근무자가 높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기타는 외근 및 현장 지원인력 등이었
다.

일일일반반반적적적인인인 특특특성성성 빈빈빈도도도(((NNN))) 백백백분분분율율율(((%%%)))

성별 남 230 52.9
여 205 47.1

연령

19세 이하 13 3.0
20~29세 143 32.9
30~39세 180 41.4
40~49세 68 15.6
50세 이상 31 7.1

근무형태
사무직 163 37.5
생산직 255 58.6
기 타 17 3.9

<표 1>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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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침구치료(鍼灸治療)이용실태 및 태도조사

1.성별 침구치료(鍼灸治療)경험 여부
성별에 따른 침구치료(鍼灸治療)경험 여부 조사결과 조사대상 남자 230명

가운데 침구치료(鍼灸治療)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150명(65.2%),여자 205명
가운데 133명(64.9%)으로 남자가 약간 높게 조사되었으나,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구구구분분분 경경경험험험유유유무무무

χ

ppp예예예 아아아니니니오오오
성별 남 150(65.2) 80(34.8) 0.005 0.941여 133(64.9) 72(35.1)

<표 2>성별 침구치료 경험 여부

2.연령대별 침구치료(鍼灸治療)경험 여부
연령대별 침구치료(鍼灸治療)경험 여부 조사에서 19세 이하 13명 가운데

침구치료(鍼灸治療)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6명(46.2%),20~29세 143명 가운
데 72명(50.3%),30~39세 180명 가운데 129명(71.7%),40~49세 68명 가운데 52
명(76.5%),50세 이상 31명 가운데 24명(77.4%)으로 조사되어 19세 이하와
20~29세는 침구치료(鍼灸治療)경험이 있다와 없다가 비슷하게 나타났으나,30
세 이상은 침구치료(鍼灸治療)경험이 있는 사람이 높게 조사되어 연령대가 높
을수록 침구치료(鍼灸治療)경험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

구구구분분분 경경경험험험유유유무무무

χ

ppp예예예 아아아니니니오오오

연령

19세 이하 6(46.2) 7(53.8)

25.090 0.000***
20~29세 72(50.3) 71(49.7)
30~39세 129(71.7) 51(28.3)
40~49세 52(76.5) 16(23.5)
50세 이상 24(77.4) 7(22.6)

<표 3>연령대별 침구치료 경험 여부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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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무 형태별 침구치료(鍼灸治療)경험 여부
근무형태에 따른 침구치료(鍼灸治療)경험여부 조사에서 사무직 163명 가운

데 침구치료(鍼灸治療)경험이 있는 사람은 101명(62%),생산직 255명 가운데
170명(66.7%)이었으며,기타 17명 가운데 12명(70.6%)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구구구분분분 경경경험험험유유유무무무

χ

ppp있있있다다다 없없없다다다

근무형태
사무직 101(62.0) 62(38.0)

1.206 0.547생산직 170(66.7) 85(33.3)
기 타 12(70.6) 5(29.4)

<표 4>근무형태별 침구치료 경험 여부

4.침구치료(鍼灸治療)이용 장소
침구치료(鍼灸治療)를 이용한 장소는 한의원이 199명(70.3%)으로 가장 많았

고,한방병원 52명(18.4%),침술원 26명(9.2%),기타 6명(2.1%)으로 대부분의 사
람들이 공인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보완대체의학(CAM)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침구(鍼灸)를 가르치는 전문교육기관 및 각종 침구(鍼
灸)단체들로부터 침구(鍼灸)를 배우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일부는 보완대
체의학(CAM)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기타는 신경외과,일반의원
등에서 침구치료(鍼灸治療)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어 현대의학에서도 통증 치
료에 일부 침(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독일의 경우 통증클리닉
의사들의 70%가 침(鍼)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표 5>.

구구구 분분분 빈빈빈도도도(((NNN))) 백백백분분분율율율(((%%%)))

이용 장소
한방병원 52 18.4
한 의 원 199 70.3
침 술 원 26 9.2
기 타 6 2.1

<표 5>침구치료 이용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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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침구치료(鍼灸治療)경험자의 치료 질환
침구치료(鍼灸治療)경험이 있는 사람 283명의 치료 질환으로는 근골격계질

환이 188명(66.4%),내과질환 38명(13.4%),신경계질환 36명(12.7%),이비인후과
질환 11명(3.9%),기타 10명(3.5%)으로 근골격계질환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침
구치료(鍼灸治療)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기타는 다이어트,여성질
환,현대의학으로 치료되지 않은 난치성질환 등으로 나타나 침구치료(鍼灸治療)
가 비만 및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힘든 일부난치성 질환에 일부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표 6>.

구구구 분분분 빈빈빈도도도(((NNN))) 백백백분분분율율율(((%%%)))

치료 질환

근골격계질환 188 66.4
내과질환 38 13.4
신경계질환 36 12.7
이비인후과질환 11 3.9
기타 10 3.5

<표 6>침구치료 경험자의 치료 질환

세계보건기구(WHO)및 미 국립보건원(NIH)에서는 침구치료(鍼灸治療)의
효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1차 진료에 적극 활용하여 현대의료에 병용할 것
을 권장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 침구치료
(鍼灸治療)가 관절,근육 등 근골격계통에 질환이 발생했을 때 현대의학의 보조
치료 수단으로 치부되고 있는 실정이 반영된 결과라 하겠다.침구사(鍼灸師)제
도가 폐지(1962년)되면서 침구의료 발전에 어려움으로 작용하였고,제도권의 한
의학(韓醫學)은 본래부터 약제처방(藥劑處方)위주의 학문으로 부가가치 차원에
서 침구의료(鍼灸醫療)는 약제처방(藥劑處方)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매우 낮
아 고부가가치의 약제처방(藥劑處方)위주의 시술이 행해지고 있어 침구의료(鍼
灸醫療)를 소홀히 하여 체계화된 조사 및 학문적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또한 제도적으로 근거중심의학(EBM)위주의 서양의학 정책이 입안되고 실행되
면서 접근이 용이하고 현대인들의 의료욕구를 충족시키기에 한결 쉽기 때문일
것이다.치료효과를 연구하고 임상시험을 통해 근거중심의학(EBM)으로서 새로
운 패러다임을 확립하고 새로운 치료법의 개발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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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침구치료(鍼灸治療)선택 이유
침구치료(鍼灸治療)를 선택한 이유는 치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169명

(59.7%),주위 사람의 권유로 89명(31.4%),거리가 가까워 11명(3.9%),호기심 9
명(3.2%),치료비용이 저렴할 것 같아서 2명(0.7%),기타 3명(1.1%)으로 나타나
치료 효과와 주위 사람의 권유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주위 사람의 권
유는 치료효과에 따른 권유와 유사 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총 258명(91.1%)이
치료효과에 대한 기대 때문에 선택한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다.치료 장소까지
거리가 멀 거나 치료비용 등은 침구치료(鍼灸治療)를 선택하는 이유에 크게 작
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구구구 분분분 빈빈빈도도도(((NNN))) 백백백분분분율율율(((%%%)))

침구치료
선택이유

치료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169 59.7
주위사람의 권유로 89 31.4
호기심 때문에 9 3.2
치료받을 장소가지 거리가 가까워서 11 3.9
치료비용이 저렴할 거 같아서 2 0.7
기타 3 1.1

<표 7>침구치료 선택이유

7.질환별 침구치료(鍼灸治療)선택 이유
치료 질환별 최초 침구치료(鍼灸治療)선택 이유는 근골격계질환 치료를 받

는 사람 188명 가운데 치료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123명(65.4%),주변사람 권유
53명(28.2%),거리가 가까워서 7명(3.7%),호기심 4명(2.1%),치료비용이 저렴할
것 같아서 1명(0.5%)이었고,내과질환 치료를 받은 사람 38명 가운데 치료효과
가 있을 것 같아서 16명(42.1%),주변사람 권유 17명(44.7%),거리가 가까워서
2명(5.3%),호기심 2명(5.3%),기타 1명(2.6%)이었으며,신경계질환에 치료를 받
은 사람 36명 중 치료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21명(58.3%),주변사람 권유 14명
(38.9%),기타 1명(2.8%)이었고,이비인후과 질환에 치료를 받은 사람 11명 가
운데 치료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6명(54.5%),거리가 가까워서 2명(18.2%),주
변사람 권유 1명(9.1%),호기심 1명(9.1%),치료비용이 저렴할 것 같아서 1명
(9.1%)이었으며,기타 질환치료를 받은 10명 가운데 주위사람 권유 4명(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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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3명(30.0%),호기심 2명(20.0%),기타 1명(10.0%)
이었다<표 8>.

구구구분분분
침침침구구구치치치료료료 선선선택택택이이이유유유

효효효과과과가가가
있있있을을을 것것것
같같같아아아서서서

주주주위위위사사사람람람
권권권유유유로로로

호호호기기기심심심
때때때문문문에에에

거거거리리리가가가
가가가까까까워워워서서서

비비비용용용이이이
저저저렴렴렴할할할 것것것
같같같아아아서서서

기기기타타타

치료질환

근골격계 123(65.4) 53(28.2) 4(2.1) 7(3.7) 1(0.5) 0(0.0)
내과 16(42.1) 17(44.7) 2(5.3) 2(5.3) 0(0.0) 1(2.6)
신경계 21(58.3) 14(38.9) 0(0.0) 0(0.0) 0(0.0) 1(2.8)
이비인후과 6(54.5) 1(9.1) 1(9.1) 2(18.2) 1(9.1) 0(0.0)
기타 3(30.0) 4(40.0) 2(20.0) 0(0.0) 0(0.0) 1(10.0)

<표 8>치료질환별 침구치료 선택이유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근골격계질환 치료를 받은 사람 가운데 치료효과
기대에 따른 선택이 176명으로 전체 침구치료(鍼灸治療)를 받은 사람 가운데
치료효과 기대에 따른 선택 258명(91.1%)의 68.2%를 차지하고 있어 침구치료
(鍼灸治療)선택의 가장 큰 이유가 치료효과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는 결과로
추론해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근골격계질환에 침구치료(鍼灸治療)효과가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침구치료(鍼灸治療)불(不)선택 이유
침구치료(鍼灸治療)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 가운데 아픈 적이 없었던 80명

을 제외하고 침구치료(鍼灸治療)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치료효과에 대한 확
신이 없어서 38명(52.7%),치료 시 아플 것 같아서 23명(32%),치료 장소까지
거리가 멀어서 5명(6.9%),치료비가 비쌀 것 같아서 2명(2.8%),불결할 것 같아
서 1명(1.4%),기타 3명(4.2%)으로 치료효과에 대한 불신과 치료 시 통증에 대
한 두려움이 침구치료(鍼灸治療)를 선택하지 않은 주된 이유로 조사되었다<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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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구 분분분 빈빈빈도도도(((NNN))) 백백백분분분율율율(((%%%)))

침구치료
불 선택
이 유

치료효과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38 52.7
침 치료시 많이 아플것 같아서 23 32
치료 받을 장소까지 거리가 멀어서 5 6.9
치료비가 비쌀거 같아서 2 2.8
불결할 것 같아서 1 1.4
기타 3 4.2

<표 9>침구치료 불 선택 이유

침구치료(鍼灸治療)의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침구치료(鍼灸治療)의 효과
를 연구하고 임상시험을 통해 근거중심의학(EBM)으로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확
립함과 동시에 치료 효과를 상승시키는 보사법(補瀉法),경락조정(經絡調定)등
의 활용도를 높이고,자침(刺鍼)시 환자가 통증을 느끼지 못 하도록 숙련된 조
작법을 익혀 자유자재로 치료 기법을 운영하며,레이저(LASER)침 등과 같은
새로운 치료 도구 등의 개발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9.침구치료(鍼灸治療)효과에 대한 만족도
침구치료(鍼灸治療)를 받은 사람 283명의 치료 후 효과에 대한 만족도는 매

우만족 32명(11.3%),만족 145명(51.2%),보통 82명(29%),불만족 21명(7.4%),
매우 불만족 3명(1.1%)으로 전체적인 만족도는 177명(62.5%)으로 나타나 대체
로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0>.

구구구 분분분 빈빈빈도도도(((NNN))) 백백백분분분율율율(((%%%)))

효과 만족도

매우 만족 32 11.3
만족 145 51.2
보통 82 29.0
불만족 21 7.4
매우 불만족 3 1.1

<표 10>침구치료 후 효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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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치료 질환별 효과에 대한 만족도
치료 받았던 질환별 효과에 대한 만족도는 근골격계질환 치료를 받은 사람

188명 가운데 매우만족 16명(8.3%),만족 99명(52.7%),보통 57명(30.3%),불만
족 14명(7.4%),매우불만족 2명(1.1%)이었고,내과질환 치료자 38명 가운데 매
우만족 8명(21.1%),만족 16명(42.1%),보통 11명(28.9%),불만족 3명(7.9%),매
우불만족 0명(0.0%)이었으며,신경계질환 치료자 36명 가운데 매우만족 5명
(13.9%),만족 22명(61.1%),보통 7명(19.4%),불만족 2명(5.6%),매우불만족 0명
(0.0%)이었고,이비인후과질환 치료자 11명 가운데 매우만족 2명(18.2%),만족
5명(45.5%),보통 3명(27.3%),불만족 1명(9.1%),매우불만족 0명(0.0%)이었으며,
기타 질환 치료자 10명 가운데 매우만족 1명(10.0%),만족 3명(30.0%),보통 4
명(40.0%),불만족 1명(10.0%),매우불만족 1명(10.0%)으로 조사되어 질환별 치
료 효과에 대한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구구구분분분
만만만 족족족 도도도

χ

ppp매매매우우우
만만만족족족

만만만족족족 보보보통통통 불불불만만만족족족 매매매 우우우
불불불만만만족족족

치료
질환

근골격계 16(8.5)99(52.7)57(30.3) 14(7.4) 2(1.1)

17.937 0.328
내과 8(21.1)16(42.1)11(28.9) 3(7.9) 0(0.0)
신경계 5(13.9)22(61.1) 7(19.4) 2(5.6) 0(0.0)
이비인후과 2(18.2) 5(45.5) 3(27.3) 1(9.1) 0(0.0)
기타 1(10.0) 3(30.0) 4(40.0) 1(10.0) 1(10.0)

<표 11>치료 질환과 침구치료 후 만족도

근골격계질환 치료효과에 만족하는 사람은 115명(61.2%),내과질환 치료
효과에 만족하는 사람은 24명(63.2%),신경계질환 치료효과에 만족하는 사람은
27명(75.0%),이비인후과질환 치료효과에 만족하는 사람은 7명(63.7%),기타질
환 치료효과에 만족하는 사람은 4명(40.0%)으로 치료 질환별 만족도가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침구치료(鍼灸治療)가 근골격계질환 뿐 만 아니라 내
과,신경계,이비인후과 질환에도 효과가 높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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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치료 효과에 따른 향후 침구치료(鍼灸治療)여부
치료 효과에 따른 향후 침구치료(鍼灸治療)여부에 대한 조사에서 침구치

료(鍼灸治療)효과에 매우 만족하다고 답한 사람 32명 가운데 향후 치료를 받
겠다고 한 사람은 30명(93.8%),만족하다고 답한 사람 145명 가운데 141명
(97.2%),보통이라고 답한 사람 82명 가운데 61명(74.4%),불만족한 사람 21명
가운데 4명(00%),매우불만족인 사람 3명 가운데 0명(0.0%)으로 치료효과에 만
족할수록 향후 치료를 받겠다고 하는 경향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이것은
최초 침구치료(鍼灸治療)선택의 이유가 치료효과와 관련 있는 것과 일치하였
다<표 12>.

구구구분분분 향향향후후후 치치치료료료 의의의향향향

χ

ppp예예예 아아아니니니오오오

치료 후
만족도

매우 만족 30(93.8) 2(6.3)

105.199 0.000***
만족 141(97.2) 4(2.8)
보통 61(74.4) 21(25.6)
불만족 4(19.0) 17(81.0)
매우 불만족 0(0.0) 3(100.0)

<표 12>치료 만족도와 향후 침구치료 여부

***p<0.001

12.치료 질환별 향후 침구치료(鍼灸治療)여부
치료 받았던 질환별 향후 침구치료(鍼灸治療)여부를 묻는 조사에서는 근

골격계질환 치료를 받은 184명 가운데 향후 치료를 받겠다고 답한 사람은 162
명(86.2%),내과질환 치료를 받은 38명 가운데 29명(76.3%),신경계질환 치료를
받은 36명 가운데 31명(86.1%),이비인후과 질환 치료를 받은 11명 가운데 10명
(90.9%),기타 질환 치료를 받은 10명 가운데 4명(40.0%)으로 모든 질환에서 향
후 침구치료(鍼灸治療)의향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치료효과가 좋을수록 치
료 받겠다는 경향이 높다는 결과로 볼 때 침구치료(鍼灸治療)가 근골격계질환
뿐만 아니라 내과,신경계,이비인후과질환 치료에도 상당한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 된다.기타질환의 경우 향후 치료받겠다는 비율이 타 질환치료보다
낮게 나타난 이유는 기타질환이 비만,현대의학으로 치료되지 않은 난치성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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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치료에 애로가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표 13>.

구구구분분분 향향향후후후 치치치료료료 의의의향향향

χ

ppp예예예 아아아니니니오오오

치료질환

근골격계 162(86.2) 26(13.8)

16.658 0.002**
내과질환 29(76.3) 9(23.7)
신경계 31(86.1) 5(13.9)
이비인후과 10(90.9) 1(9.1)
기타 4(40.0) 6(60.0)

<표 13>치료 질환별 향후 침구치료 여부

**p<0.01

13.향후 침구치료(鍼灸治療)선호와 선호하지 않는 이유
침구치료(鍼灸治療)경험이 있는 사람 283명 중 향후 침구치료(鍼灸治療)를

선호하는 질문에 답한 235명의 이유로는 치료 효과가 좋아서 164명(69.8%),치
료 시 생각했던 것 보다 아프지 않아서 36명(15.3%)으로,치료 장소까지 거리가
가까워서 18명(7.7%),치료비용이 저렴해서 12명(5.1%),친절해서 1명(0.4%),청
결해서 1명(0.4%),기타 3명(1.3%)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표 14>.

구구구 분분분 빈빈빈도도도(((NNN))) 백백백분분분율율율(((%%%)))

선호이유

치료효과가 좋아서 164 69.8
치료시 생각했던것보다 아프지 않아서 36 15.3
비용이 저렴해서 12 5.1
치료 장소까지 거리가 가까워서 18 7.7
친절해서 1 0.4
청결해서 1 0.4
기타 3 1.3

<표 14>향후 침구치료 선호 이유

향후 침구치료(鍼灸治療)를 선호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 47명의 이유로는
치료효과가 없어서 27명(57.4%),치료 시 많이 아파서 10명(21.3%)으로 치료비
가 비싸서 4명(8.5%),거리가 너무 멀어서 2명(4.3%),불친절해서 2명(4.3%),불
결해서 1명(2.1%),기타 1명(2.1%)보다 역시 높은 비율로 조사되었다<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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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구 분분분 빈빈빈도도도(((NNN))) 백백백분분분율율율(((%%%)))

비 선호
이 유

치료효과가 없어서 27 57.4
치료시 많이 아파서 10 21.3
치료비가 비싸서 4 8.5
치료 장소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서 2 4.3
불친절해서 2 4.3
불결해서 1 2.1
기타 1 2.1

<표 15>향후 침구치료 비 선호 이유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치료효과와 치료 시 통증의 유무가 침구치료(鍼灸
治療)선택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4.처음 침구치료(鍼灸治療)선택 이유에 대한 향후 치료 수용
여부

치료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치료받은 169명 가운데 향후 치료 받겠다고 답
한 사람은 150명(88.8%),안 받겠다고 한 사람은 19명(11.2%),주위사람의 권유
로 치료받은 89명 가운데 치료 받겠다고 답한 사람은 67명(75.3%),안 받겠다고
한 사람은 22명(24.7%),호기심 때문에 치료 받은 사람 9명 가운데 치료 받겠다
고 답한 사람은 6명(66.7%),치료 받지 않겠다고 한 사람은 3명(33.3%),거리가
가까워서 치료 받은 사람 11명 가운데 치료 받겠다고 한 사람은 9명(81.8%),치
료 받지 않겠다는 사람은 2명(18.2%),치료비용이 저렴할 것 같아서 치료 받은
2명 중 치료 받겠다고 한 사람은 2명(100%),기타의 이유로 치료 받은 사람 3
명 중 치료 받겠다고 한 사람은 2명(66.7%),안 받겠다고 한 사람은 1명(33.3%)
이었다<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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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구 분분분 향향향후후후 침침침구구구치치치료료료 의의의향향향
예예예 아아아니니니오오오

침구치료
선택이유

치료효과가 있을거 같아서 150(88.8) 19(11.2)
주위사람의 권유로 67(75.3) 22(24.7)
호기심 때문에 6(66.7) 3(33.3)
치료받을 장소까지 거리가 가까워서 9(81.8) 2(18.2)
치료비용이 저렴할 거 같아서 2(100.0) 0(0.0)
기타 2(66.7) 1(33.3)

<표 16>최초 침구치료 선택이유와 향후 침구 치료 여부

15.향후 침구치료(鍼灸治療)선택에 따른 기대치와 결과
처음 침구치료(鍼灸治療)선택 이유에 대한 향후 치료 받겠다는 이유는 치

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치료 받은 149명 가운데 치료효과가 좋아서 116명
(77.9%),치료 시 생각 했던 것 보다 아프지 않아서 19명(12.8%),치료 장소까
지 거리가 가까워서 10명(6.7%),비용이 저렴해서 4명(2.7%)이었고,주위 사람
의 권유로 치료 받은 사람 67명 가운데 치료효과가 좋아서 42명(62.7%),치료
시 생각 했던 것 보다 아프지 않아서 14명(20.9%),비용이 저렴해서 5명(7.5%),
치료 장소까지 거리가 가까워서 4명(6.0%),기타 2명(3.0%)이었으며,치료 장소
가 가까워서 치료 받은 사람 9명 가운데 치료효과가 좋아서 5명(55.6%),치료
장소까지 거리가 가까워서 2명(22.2%),치료 시 생각 했던 것 보다 아프지 않아
서 1명(11.1%),치료비용이 저렴해서 1명(11.1%)이었고,호기심 때문에 치료 받
은 사람 6명 가운데 치료효과가 좋아서 1명(16.7%),치료 시 생각 했던 것 보다
아프지 않아서 1명(16.7%),거리가 가까워서 1명(16.7%),친절해서 1명(16.7%),
청결해서 1명(16.7%),기타 1명(16.7%)이었으며,치료비용이 저렴할 것 같아서
치료 받은 사람 2명 가운데 치료비용이 저렴해서 2명(100%)이었고,기타 이유
로 치료 받은 사람 2명 중 치료 시 아프지 않아서 1명(50.0%),거리가 가까워서
1명(50.0%)으로 조사되었다<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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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구분분분
향향향후후후 침침침구구구치치치료료료 선선선호호호 이이이유유유

치치치료료료효효효과과과 치치치료료료시시시
아아아프프프지지지
않않않아아아서서서

비비비용용용이이이
저저저렴렴렴해해해서서서

거거거리리리가가가
가가가까까까워워워서서서

친친친절절절해해해서서서 청청청결결결해해해
서서서

기기기타타타

침구치료
선택이유

치료효과 116(77.9)19(12.8) 4(2.7) 10(6.7) 0(0.0) 0(0.0) 0(0.0)
주위사람
권유 42(62.7)14(20.9) 5(7.5) 4(6.0) 0(0.0) 0(0.0) 2(3.0)
호기심 1(16.7) 1(16.7) 0(0.0) 1(16.7) 1(16.7) 1(16.7) 1(16.7)
거리가
가까워 5(55.6) 1(11.1) 1(11.1) 2(22.2) 0(0.0) 0(0.0) 0(0.0)
비용 저렴 0(0.0) 0(0.0) 2(100.0) 0(0.0) 0(0.0) 0(0.0) 0(0.0)
기타 0(0.0) 1(50.0) 0(0.0) 1(50.0) 0(0.0) 0(0.0) 0(0.0)

<표 17>향후 침구치료 선택에 따른 기대치와 결과

16.향후 침구치료(鍼灸治療)불 선택에 따른 기대치와 결과
처음 침구치료(鍼灸治療)선택 이유에 대한 향후 치료 받지 않겠다는 이유

는 치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치료 받은 19명 가운데 치료효과가 없어서 12
명(63.2%),치료 시 많이 아파서 4명(21.1%),치료 장소까지 거리가 멀어서가 2
명(10.5%),불친절해서 1명(5.3)%이었고,주위 사람의 권유로 치료 받은 사람
22명 가운데 치료효과가 없어서 13명(59.1%),치료 시 생각 했던 것 보다 아파
서 4명(18.2%),비용이 비싸서 3명(13.6%),불결해서 1명(4.5%),기타 1명(4.5%)
이었으며,호기심 때문에 치료 받은 사람 3명 가운데 치료효과가 없어서 1명
(33.3%),치료 시 생각 했던 것 보다 아파서 1명(33.3%),치료비가 비싸서 1명
(33.3%)이었고,치료 장소가 가까워서 치료 받은 사람 2명 중 치료효과가 없어
서 1명(50.0%),불친절해서 1명(50.0%)이었으며,기타 이유로 치료받은 사람 1
명 가운데 치료 시 생각했던 것 보다 아파서 1명(100%)이었다<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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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구분분분
향향향후후후 침침침구구구치치치료료료 불불불 선선선택택택 이이이유유유

치치치료료료효효효과과과
없없없어어어서서서

치치치료료료시시시
많많많 이이이
아아아파파파서서서

치치치료료료비비비가가가
비비비싸싸싸서서서

거거거리리리가가가
너너너무무무
멀멀멀어어어서서서

불불불친친친절절절
해해해서서서

불불불결결결해해해서서서 기기기타타타

침구치료
선택이유

치료효과 12(63.2) 4(21.1) 0(0.0) 2(10.5) 1(5.3) 0(0.0) 0(0.0)
주위사람
권유 13(59.1) 4(18.2) 3(13.6) 0(0.0) 0(0.0) 1(4.5) 1(4.5)
호기심 1(33.3) 1(33.3) 1(33.3) 0(0.0) 0(0.0) 0(0.0) 0(0.0)
거리가
가까워 1(50.0) 0(0.0) 0(0.0) 0(0.0) 1(50.0) 0(0.0) 0(0.0)
비용 저렴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기타 0(0.0) 1(100.0) 0(0.0) 0(0.0) 0(0.0) 0(0.0) 0(0.0)

<표 18>향후 침구치료 불 선택에 따른 기대치와 결과

17.이유 개선 후 침 치료 수용 여부
침구치료(鍼灸治療)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 152명 중 아픈 적이 없어서 치

료받지 않은 80명을 제외한 72명에 대하여 이유 개선 후 치료 받을 의향을 묻
는 조사에서 침구치료(鍼灸治療)효과에 확신이 없어 치료 받지 않은 38명 가
운데 치료효과가 있으면 치료 받으려는 사람이 37명(97.4%),치료 받지 않으려
는 사람이 1명(2.6%),치료 시 아플 것 같아 치료 받지 않은 사람 23명 가운데
아프지 않으면 치료 받으려는 사람이 18명(78.3%),치료 받지 않으려는 사람이
5명(21.7%),치료 장소까지 거리가 멀어서 치료 받지 않은 사람 5명 가운데 거
리가 가까우면 치료 받겠다는 사람이 4명(80.0%),받지 않겠다는 사람이 1명
(20.0%),치료비가 비쌀 것 같아서 치료 받지 않은 사람 2명 가운데 치료비가
저렴하면 치료 받겠다는 사람이 2명(100%),치료받지 않겠다는 사람이 0명
(0.0%),불결할 것 같아서 치료 받지 않은 사람 1명 가운데 청결하면 치료 받겠
다는 사람이 1명(100%),치료받지 않겠다는 사람이 0명(0%),기타 이유로 치료
받지 않으려는 사람 3명 가운데 이유가 해결되면 치료 받겠다는 사람이 1명
(33.3%),받지 않겠다는 사람이 2명(66.7%)으로 침구치료(鍼灸治療)를 선택한
사람이나 선택하지 않는 사람 모두 치료효과와 치료 시 통증이 침구치료(鍼灸
治療)선택의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아프지 않아서 치료
받지 않은 사람 80명 가운데 만약 아프다면 침구치료(鍼灸治療)를 받을 의향이



- 27 -

있느냐는 질문에 받으려는 사람이 51명(68.3%),받지 않으려는 사람이 29명
(36.3%)으로 침구치료(鍼灸治療)에 대하여 비교적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었다
<표 19>.

구구구 분분분 침침침구구구치치치료료료 수수수용용용 여여여부부부
예예예 아아아니니니오오오

이 유
개 선

만약 아프다면 51(63.8) 29(36.3)
치료효과가 있다면 37(97.4) 1(2.6)
치료시 아프지 않다면 18(78.3) 5(21.7)
치료 장소까지 거리가 가깝다면 4(80.0) 1(20.0)
치료비가 싸다면 2(100.0) 0(0.0)
청결하다면 1(100.0) 0(0.0)
기타 1(33.3) 2(66.7)

<표 19>이유 개선 후 침구치료 수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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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결론 및 제언

제1절 결과요약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경제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하남산업

단지 입주업체 직장인을 대상으로 침구치료(鍼灸治療)에 대한 이용실태 및 태
도를 조사하고 결과에 대한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침구치료(鍼灸治療)에 대한
일부 비판적 시선과 사회적 문제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조사 연구이다.
비록 하남산업단지 일부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광주지역
전체 시민들의 침 치료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추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
로 생각된다.
연구대상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업단지 입주업체 883개,종업원 수

26,447명 가운데 50개 업체를 선별 후 2007년 9월부터 10월까지 설문에 응한
500명을 대상으로 대상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조사대
상자가 설문지에 직접 기입하도록 한 후 회수하였으며 조사 대상자 중 응답의
불충실,무응답 등 자료처리가 불가능한 설문지 65부를 제외하고 435부를 분석
대상으로 침구치료(鍼灸治療)이용실태 및 태도를 분석하였다.
본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조사 대상자 일반사항과 침구치료(鍼灸治療)에

대한 사항으로 나누어 작성하였고 특히 치료 받았던 질환을 묻는 용어는 대상
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현대의학 용어로 대체하여 사
용하였으며,설문지 내용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20명을 사전 조사하고 난
후 이를 수정,보완 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처리는 SPSS12.0패키지를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고,분석

방법은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

χ

-test)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남자 230명(52.9%),여자 205명(47.1%)이었고,
연령 분포는 19세 이하 13명(3.0%),20~29세 143명(32.9%),30~39세 180명
(41.4%),40~49세 68명(15.6%),50세 이상이 31명(7.1%)이었다.근무형태는 사무
직이 163명(37.5%),생산직이 255명(58.6%),기타 17명(3.9%)이었다.하남산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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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입주업체 특성상 전자,조립업체가 많아 20~30대의 비교적 젊은 층이 많고
여자의 근무 비율도 높은 편이어서 향후 침구치료(鍼灸治療)이용실태를 예측
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침구치료(鍼灸治療)경험은 남자 150명(65.2%),여자 133명(64.9%)으로 남
자가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연령대별로는 19
세 이하 6명(46.2%),20~29세 72명(50.3%),30~39세 129명(71.7%),40~49세 52
명(76.5%),50세 이상 24명(77.4%)으로 조사되어 연령대가 높을수록 침구치료
(鍼灸治療)경험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근무형태별로는 생산직 170
명(66.7%),사무직 101명(62.0%)으로 조사되어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2.침구치료(鍼灸治療)를 이용한 장소는 한의원 199명(70.3%),한방병원 52명
(18.4%),침술원 26명(9.2%),기타 6명(2.18%)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인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보완대체의학(CAM)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부는 보완대체의학(CAM)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기타는 신경외과,일반의원 등으로 현대의학에서도 통증 치료에 일부 침(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침구치료(鍼灸治療)경험이 있는 사람 283명의 치료 질환을 분석한 결과
근골격계질환 188명(66.4%),내과질환 38명(13.4%),신경계질환 36명(12.7%),이
비인후과질환 11명(3.9%),기타 10명(3.5%)으로 근골격계질환에 가장 많은 사람
들이 침구치료(鍼灸治療)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비만 및 현대의
학으로 치료가 곤란한 난치성 질환에도 일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침구치료(鍼灸治療)를 선택한 이유는 치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169명
(59.7%),주위 사람의 권유 89명(31.4%),거리가 가까워 11명(3.9%),호기심 9명
(3.2%),치료비용이 저렴할 것 같아서 2명(0.7%),기타 3명(1.1%)으로 주위 사
람의 권유는 치료효과에 따른 권유와 유사 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총 25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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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이 효과 때문에 선택한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다.질환별 침구치료(鍼灸
治療)선택 이유는 근골격계질환 치료를 받는 사람 가운데 치료효과 기대에 따
른 선택이 176명으로 전체 치료효과 기대에 따른 선택 258명(91.1%)의 68.2%를
차지하고 있어 최초 침구치료(鍼灸治療)선택의 가장 큰 이유가 치료효과 때문
일 것이라는 결과로 추론해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근골격계질환에 침구치료(鍼
灸治療)효과가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침구치료(鍼灸治療)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아픈 적이 없었던 80명을 제
외하고 치료효과에 대한 확신이 없어 38명(52.7%),치료 시 아플 것 같아 23명
(32%),치료 장소까지 거리가 멀어 5명(6.9%),치료비가 비쌀 것 같아 2명
(2.8%),불결할 것 같아 1명(1.4%),기타 3명(4.2%)으로 치료효과에 대한 불신
과 치료 시 통증에 대한 두려움이 침구치료(鍼灸治療)를 선택하지 않은 주된
이유로 조사되었다.

6.침구치료(鍼灸治療)를 받은 사람들의 만족도는 매우만족 32명(11.3%),만
족 145명(51.2%),보통 82명(29%),불만족 21명(7.4%),매우 불만족 3명(1.1%)으
로 전체 만족도는 177명(62.5%)으로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질환별 만족도는 근골격계질환 115명(61.2%),내과질환 24명(63.2%),신경계질
환 27명(75.0%),이비인후과질환 7명(63.7%),기타질환 4명(40.0%)이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질환별 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어 침구치료(鍼灸治療)가
근골격계질환 뿐 만 아니라 내과,신경계,이비인후과 질환에도 효과가 높은 것
으로 추정할 수 있다.

7.침구치료(鍼灸治療) 효과에 따른 향후 치료 여부는 매우만족 30명
(93.8%),만족 141명(97.2%),보통 61명(74.4%),불만족 4명(00%),매우 불만족
0명(0.0%)이 향후 치료를 선호하고 있어 치료효과에 만족할수록 향후 치료를
받겠다고 하는 경향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8.치료받았던 질환별 향후 치료 여부는 근골격계질환 162명(86.2%),내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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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29명(76.3%),신경계질환 31명(86.1%),이비인후과 질환 10명(90.9%),기타
질환 4명(40.0%)이 치료를 받겠다고 조사되어 모든 질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 치료효과에 만족 할수록 치료 받겠다는 경향이 높은 결과로 볼 때 침구치
료(鍼灸治療)가 근골격계질환 뿐만 아니라 내과,신경계,이비인후과질환 치료에
도 효과가 높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9.침구치료(鍼灸治療)후 향후 치료를 선호하는 이유는 치료 효과가 좋아서
164명(69.8%),치료 시 아프지 않아서 36명(15.3%)으로,치료 장소까지 거리가
가까워서 18명(7.7%),치료비용이 저렴해서 12명(5.1%),친절해서 1명(0.4%),청
결해서 1명(0.4%),기타 3명(1.3%)보다 높게 나타났다.치료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치료효과가 없어서 27명(57.4%),치료 시 많이 아파서 10명(21.3%)으로
치료비가 비싸서 4명(8.5%),거리가 너무 멀어서 2명(4.3%),불친절해서 2명
(4.3%),불결해서 1명(2.1%),기타 1명(2.1%)보다 역시 높게 나타났다.치료효과
와 치료 시 통증 유무가 침구치료(鍼灸治療)선택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처음 침구치료(鍼灸治療)선택 이유에 대한 향후 치료 수용 여부 조사에
서 치료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치료를 받은 사람 150명(88.8%),주위사람 권유
로 치료 받은 사람 67명(75.3%),호기심 때문에 치료받은 사람 6명(66.7%),거
리가 가까워서 치료받은 사람 9명(81.8%),치료비용이 저렴할 것 같아서 치료받
은 사람 2명(100%),기타 치료받은 사람 2명(66.7%)이 향후 치료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향후 침구치료(鍼灸治療)선택에 따른 기대치와 결과는 치료 효과가 있
을 것 같아서 치료 받은 사람 가운데 향후 치료받겠다는 이유는 치료효과가 좋
아서 116명(77.9%),치료 시 생각보다 아프지 않아서 19명(12.8%),주위 사람의
권유로 치료 받은 사람 가운데 치료효과가 좋아서 42명(62.7%),치료 시 생각보
다 아프지 않아서 14명(20.9%),치료 장소가 가까워서 치료 받은 사람 가운데
치료효과가 좋아서 5명(55.6%),거리가 가까워서 2명(22.2%),호기심 때문에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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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받은 사람 가운데 치료효과가 좋아서 1명(16.7%),치료 시 생각보다 아프지
않아서 1명(16.7%),치료비용이 저렴할 것 같아서 치료 받은 사람 가운데 비용
이 저렴해서 2명(100%),기타 이유로 치료 받은 사람 가운데 치료 시 아프지
않아서 1명(50.0%)으로 나타났다.

12.향후 침구치료(鍼灸治療)불(不)선택에 따른 기대치와 결과는 치료 효
과가 있을 것 같아서 치료 받은 사람 가운데 치료 받지 않겠다는 이유는 치료
효과가 없어서 12명(63.2%),치료 시 많이 아파서 4명(21.1%),주위 사람의 권
유로 치료 받은 사람 가운데 치료효과가 없어서 13명(59.1%),치료 시 생각 했
던 것 보다 아파서 4명(18.2%),호기심 때문에 치료 받은 사람 가운데 치료효과
가 없어서 1명(33.3%),치료 시 생각 했던 것 보다 아파서 1명(33.3%),치료 장
소가 가까워서 치료 받은 사람 가운데 치료효과가 없어서 1명(50.0%),불친절해
서 1명(50.0%),기타 이유로 치료받은 사람 가운데 치료 시 생각했던 것 보다
아파서 1명(100%)이었다.

13.침구치료(鍼灸治療)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 중 아픈 적이 없어서 치료받
지 않은 사람을 제외하고 이유 개선 후 치료 의향을 묻는 조사에서 치료효과가
있으면 치료 받으려는 사람이 37명(97.4%),치료 시 아프지 않으면 치료 받으려
는 사람이 18명(78.3%),거리가 가까우면 치료 받겠다는 사람이 4명(80.0%),치
료비가 저렴하면 치료 받겠다는 사람이 2명(100%),청결하면 치료 받겠다는 사
람이 1명(100%),기타 이유가 해결되면 치료 받겠다는 사람이 1명(33.3%)으로
이유가 개선될 경우 치료받으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아프지 않아서 치료
받지 않은 사람 가운데 아프면 침구치료(鍼灸治療)를 받으려는 사람이 51명
(68.3%)으로 침구치료(鍼灸治療)에 대하여 비교적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었
다.

이상과 같이 하남산업단지 입주업체에 근무 중인 직장인들의 침구치료(鍼灸
治療)에 대한 태도,인식 및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용도와 선호도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고,연령대가 높을수록 침구치료(鍼灸治療)를 더 많이 이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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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향후 침구치료(鍼灸治療)에 대한 선호도도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처음 침구치료(鍼灸治療)선택이유와 향후 다시 치료받으려는
이유가 치료효과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며,치료 시 통증 유무 또한 중요
한 선택의 이유가 되었다.근골격계질환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침구치료(鍼灸治
療)를 선호하고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효과에 대한 만족도는 내과,
신경계,이비인후질환 치료를 받은 사람들도 높게 나타났다.
침구치료(鍼灸治療)에 대한 선호도 및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침구치료

(鍼灸治療)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임상시험을 통해 근거중심의학
(EBM)으로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확립함과 동시에 치료효과를 상승시키는 보사
법(補瀉法),경락조정(經絡調定)등의 활용도를 높이고 자침(刺鍼)시 환자가 통
증을 느끼지 못 하도록 숙련된 조작법을 익혀 자유자재로 치료 기법을 운영하
며,레이저(LASER)침 등과 같은 새로운 치료 도구 등의 개발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제2절 제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2005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평균수명이 78.63세(여자 81.89세/남

자 75.14세)로 노령화 지수는 47.4이며 이는 1970년 7.2에 비해 6.6배 증가한 수
치이다.그리고 2026년에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중이 20%에 달하는 초 고령
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고령사회로 접어들수록 만성,퇴행성 질환의 노인성
질환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급성질환에 대한 치료 위주여
서 효과적이지 못하다.미국,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가
대부분이 고령사회 의료비 절감의 대안으로 침구의료(鍼灸醫療)의 활용을 장려
하고 있다.의료시장의 글로벌화로 우리나라의 침구의료(鍼灸醫療)시장도 개방
의 압력을 받고 있다.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과정에서 미국은 한
의사 자격을 상호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 했다.우리나라의 한의사(韓醫師)와 미
국의 한의사는 많은 체계적 차별화가 있다.미국의 한의사는 3년제인 침구(鍼
灸)전문이고 우리나라 한의사(韓醫師)는 6년제이고 약제(藥劑)를 주업으로 하
고 침구(鍼灸)는 일부로서 시술하고 있을 뿐이다.또한 미국 내 한의학(韓醫學)



- 34 -

관련 의사가 6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한의사는 1만
7천여 명 정도이다.이런 상황 에서 침구 의료의 개방은 균등하지 못한 협상이
라는 의견이다.노인인구의 증가로 의료비의 증가,만성,퇴행성질환의 증가로
인해 침구의료(鍼灸醫療)시장은 계속 성장할 것으로 판단된다.침구의료(鍼灸
醫療)의 종주국으로서 세계 침구의료(鍼灸醫療)시장을 선도해가기 위해서는 세
계적 조류에 맞추어 국내 침구의료(鍼灸醫療)의 혁신적인 개혁과 제도의 전면
적인 제정비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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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먼저 귀하의 귀중한 시간을 본 설문지 작성을 위하여 마련하여 주심을 진심으
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대체의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현대인들의 의식 변화 등으로 한의학 및 대체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한의학과 대체의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침구치료
(鍼灸治療)에 대한 직장인들의 이용
실태 조사를 목적으로 본 설문지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현업에서 바쁘시더라도 설문의 해당사항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면 연구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본 연구 결과는 대체의학의 발전에 많은 도
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응답하신 내용은 오직 학문적 통계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는 바입니다.

2007년 월 일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대체의학과
연구자 :곽태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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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 일일일반반반사사사항항항

1.귀하의 성별은?
①남 ②여
2.귀하의 연령은?
① 19세이하 ② 20~29③ 30~39④ 40~49⑤ 50세 이상
3.귀하의 근무 형태는?
① 사무직 ② 생산직 ③ 기타( )

ⅡⅡⅡ 침침침구구구치치치료료료(((鍼鍼鍼灸灸灸治治治療療療)))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사사사항항항

4.침구치료(鍼灸治療)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5번에서 11번 문항까지는 5번 문항에서 “““①①①예예예”””를 선택한
분만 아래 문항에 답해 주세요.아니오를 선택하신 분은
12번 문항으로 이동해 주세요.

5.침구치료(鍼灸治療)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치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② 주위사람의 권유로
③ 호기심 때문에
④ 치료 받을 장소까지 거리가 가까워서
⑤ 치료비용이 저렴할 것 같아서
⑥ 기타( )
6.침구치료(鍼灸治療)를 이용한 곳은 어디입니까?
① 한방병원 ② 한의원 ③ 침술원 ④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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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무슨 질환 때문에 침구치료(鍼灸治療)를 받았습니까?
① 근골격계질환1) ② 내과질환2) ③ 신경계질환3)

④ 이비인후과질환4) ⑤ 기타5)( )
8.침구치료(鍼灸治療)후 효과에 대한 만족도는?
① 매우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불만족

9.향후에도 침구치료(鍼灸治療)를 받을 의향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9번 항목에 “““①①①예예예”””를 선택한 분만 아래 문항에 답해주세요.
10.향후에도 침구치료(鍼灸治療)를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치료 효과가 좋아서
② 치료시 생각했던 것 보다 아프지 않아서
③ 비용이 저렴해서
④ 치료 장소까지 거리가 가까워서
⑤ 친절해서
⑥ 청결해서
⑦ 기타( )

※ 9번 항목에 “““②②②아아아니니니오오오”””를 선택한 분만 아래 문항에 답해
주세요.

11.향후에 침구치료(鍼灸治療)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치료 효과가 없어서
② 치료시 많이 아파서
③ 치료비가 비싸서
④ 치료 장소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서
⑤ 불친절해서
⑥ 불결해서
⑦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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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번에서 19번 까지는 4번 문항에서 “““②②②아아아니니니오오오”””를 선택한 분만 아래 문항에
답해 주세요.

12.침구치료(鍼灸治療)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아프지 않아서
② 치료 효과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③ 치료 시 많이 아플 것 같아서
④ 치료 받을 장소까지 거리가 멀어서
⑤ 치료비가 비쌀 것 같아서
⑥ 불결할 것 같아서
⑦ 기타( )

※ 12번 항목에 “““①①①”””를 선택한 분만 아래 문항에 답해주세요.
13.만약 귀하가 아프다면 침구치료(鍼灸治療)를 받을 의향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12번 항목에 “““②②②”””를 선택한 분만 아래 문항에 답해주세요.
14.만약 침구치료(鍼灸治療)가 효과가 있다면 치료 받을 의향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12번 항목에 “““③③③”””를 선택한 분만 아래 문항에 답해주세요.
15.만약 침구치료(鍼灸治療)시 아프지 않다면 치료를 받을 의향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12번 항목에 “““④④④”””를 선택한 분만 아래 문항에 답해주세요.
16.만약 치료 받을 장소까지 거리가 가깝다면 침구치료(鍼灸治療)를 받을 의향
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12번 항목에 “““⑤⑤⑤”””를 선택한 분만 아래 문항에 답해주세요.
17.만약 치료비가 싸다면 침구치료(鍼灸治療)를 받을 의향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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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번 항목에 “““⑥⑥⑥”””를 선택한 분만 아래 문항에 답해주세요.
18.만약 치료 방법이나 치료 장소가 청결하다면 침구치료(鍼灸治療)를 받을 의
향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12번 항목에 “““⑦⑦⑦”””를 선택한 분만 아래 문항에 답해주세요.
19.만약 13번 항목에 기재한 사유가 해결되면 침구치료(鍼灸治療)를 받을 의향
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치치치료료료 질질질환환환의의의 분분분류류류>>>

1)근골격계질환 :몸을 지지해주고 형태를 이루는 뼈와 관절(연골),연결된 뼈들을 덮어주며 운
동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근육계통의 질환.
․뼈질환 -골다공증,골수염,골연화증 등
․관절질환 -관절염(통풍,골관절염,퇴행성관절염,류마티스관절염),관절굳음증,탈구,원반탈
출증,추간판탈출증,삠,염좌,좌골신경통 등

․근육질환 -근육통,경직,경축,근육긴장저하 등
2)내과질환 :내장기관의 질환.
․간장질환 -간염,간경화(간경변),지방간,황달,고지혈증,담낭염 등
․심장질환 -혈전증,동맥경화증,심장병,울혈성심부전,심근경색,고혈압,정맥류 등
․위장질환 -변비,설사,장염,위염,궤양,창자염,위산과다,소화장애 등
․폐질환 -폐기종,폐렴,천식,진폐증,기흉,기관지염,폐결핵 등
․신장질환 -신장염,방광염,당뇨,혈뇨,야뇨증,전립선염,비대증,소변불통,신부전 등

3)신경계질환 :신체의 기능을 조정하고 조절하며,여러 장기들의 서로 간 상호 연결체계 계통의
질환.
․실어증,언어장애,치매,신경통,마비,발작,경련,알츠하이머,뇌성마비,뇌혈관질환,간질,
대상포진,편두통,뇌수막염,파킨슨병,마비,수면장애 등

4)이비인후과질환 :귀,코,목구멍 계통의 질환.
․축농증,코골이,코피,비염,콧물,후각장애,중이염,이명,난청,미각장애,인후염,편도선염,
구내염 등

5)기타질환 :피부질환,안과질환(결막염,백내장,녹내장),여성질환,알르레기,비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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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한글:곽태진 한문 :郭泰鎭 영문 :KwakTae-Jin
주 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남동 주공아파트 514동 1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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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한글：鍼灸治療 利用實態 및 選好에 관한 硏究
-河南産業團地 入住業體를 中心으로 -

영어：A StudyontheUseofAcupunctureand
MoxibustionandPreferences
-CenteringontheEnterpriseintheHanam Industrial
Complex-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다 음 -
1.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기억장치에의 저장,전송 등을 허락함

2.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ㆍ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배포ㆍ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저장,전송 등은 금지함.
4.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ㆍ출력을 허락함.

동동동의의의여여여부부부 :::동동동의의의((( OOO ))) 반반반대대대((( )))

2008년 2월 일

저작자: 곽 태 진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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