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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asoursocietyisbecominganagingsociety,theprevalence
rate ofelders'chronic degenerative illnesses has been increasing.
Thus,we come to need a lotoflong-term care hospitals which
provideseniorcitizenswithmedicaltreatmentsandlong-term care.In
orderto treatchronic diseases ofthe elders,Complementary and
AlternativeMedicine(CAM),whichisconsideredhelpfulinpreventing
and treating illnessesand improving generalhealth,hasbeen used
frequentlythesedays.

From thispointofview,Thisstudytrytolookintomethodologyin
ordertoutilizeCAM toseniorpatientswhoareinthelong-term care
hospitaleffectively,so ultimately help improve theirgeneralhealth
condition.Intheprocessofthestudy,itrefertotheKorean aged
population increase,degenerative chronic diseases,long-term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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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pitals,internalandinternationalpaperworksconcerningCAM,and
thestatisticaldataofpublichealthinstitutions,andreview andanalyse
paperworkscorrelatedthisstudy.

TheresultsoftheMethodologicalstudyfortheutilizationofCAM to
theoldpatientsintheLong-Term careHospitalsiscondensedinto4
steps.
In the firststep - assessmentordiagnosis phase,To assess or
diagnosevariousphysical,psychological,socialfactorsandfunctional
levelsofoldpatientswhowouldgetutilizationofCAM
Inthesecondstep-planorprescriptionphase,planningtheutilization
ofCAM and the objectofCAM based upon the assessmentor
diagnosisofrespectiveoldpatients.
Inthethirdstep-Implementationphase,makeprogresstheutilization
ofCAM fortheagedpatientswith2ndstepsplan.
In the fourth step - evaluation phase,compare and evaluate the
conditionandsatisfactionleveloftheagedpatientswiththeutilization
ofCAM.

Inconclusion,themethodologyforutilizationofCAM isnecessaryfor
solution of systematical application that CAM expert help the
promotionofhealthlevelandqualityoflifewhichiskeepupwith
patients'medical,psychologicalandsocialdesires.

WhenCAM isimplementedproperlyandsystematically,togetherwith
medicaltreatment,itwillbehelptoimprovethehealthofthea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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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fferingfrom chronicdiseases.

Also,inordertomanageandsuperviseCAM moreefficientlyinthe
nationaldimension,theindependentorganizationshouldbeestablished
toarrangetherelatedlaws,andverifyCAM moresystematically,and
providetherelatedinformationmoreeffici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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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AAA...연연연구구구의의의 배배배경경경 및및및 필필필요요요성성성
현대사회의 산업화에 따른 경제의 발전과 보건의료과학의 발달로 노령인
구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0년
에 전체인구의 7%가 넘어 이미 고령화 사회가 되었고,2007년 7월 1일
현재는 총 인구의 9.9%인 481만 명으로 집계되었다.특히 우리나라 고령
화 사회 진행속도가 선진국의 전례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빠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에 따른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그 중에서도 의료보장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 대상자가 많은데
그 이유는 고령화의 진전과 평균 수명이 연장될수록 노인들은 신체적,정
신적 질병으로 장애를 동반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노화에 따라 질병의 구조는 만성적이고 퇴행성 형태를 보이게 되며 신체
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려워 장기간에 걸친 다양한 유형의 예방과 치료
양식,수발이 필요하게 된다.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급증하게 되고
유병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노인의료비가 증가하여 이는 가족은 물론 사
회적 차원에서도 과중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이러
한 노인수발문제를 대응하고자 정부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시행예정이
다.
또한 증가된 노인의료수요에 따라 노인환자들이 의료서비스를 받고,장기
요양이 가능한 시설을 갖춘 노인병원이나 요양병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노인의 퇴행성 만성 질환은 증상 조절은 가능하나 완전 치유가 곤
란하여 점진적으로 증상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어,환자 및 환자 가족에게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그리하여 기존의 치료 외에
도 증상 완화,질병 회복,심리적 안정을 위해 그들의 삶에서 축적되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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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나 습관에서 나온 건강관행,민속요법 등에서 발전된 다양한 보조
적이거나 대안적인 치료,즉 대체요법을 추구하게 된다(Arcury etal.,
1996).특히 노인 환자들의 경우 만성 질환 유병률이 높아 다른 연령군에
비해 보완대체요법을 많이 이용하고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다양한 종
류의 보완대체요법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문경희,2006).

본 연구를 실행하기 전에 급증하는 고령인구의 퇴행성 만성 질환자를 위
한 의료복지서비스 시설인 요양병원이 최근에 많이 증설 또는 신설되고
있음을 착안하고,또한 노인환자에게 보완대체요법을 적용하는 사례가 늘
어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많은 종류의 보완대체요법은 수술이나 화학적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치료
법이기에 면역력이 약한 노인 환자에게 활용하기 적합한 분야이며,환자
에게도 만족도가 높아 보완대체요법의 적용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
다.이러한 상황에서도 보완대체요법 활용을 위해 방법론적으로 접근한
연구가 없었다.
선행된 국내 연구 자료를 보면 노인의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인식과 만족
도,경험한 요법의 종류 또는 사용실태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완대체요법을 시행하는 전문가가 요양병원 노인
환자에 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계획과 목표를 설정하여 실행한 후 평
가하는 동안 면밀히 검토해야하는 일련의 공통적인 과정을 방법론적으로
고찰함으로써 보완대체요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며,또한 시행효과를 높
이는데 기초자료로서 그 필요성이 있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보완대체요법을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설
계로 치료효과를 증대시킴으로써 다양한 의료욕구를 충족시키고 의료서비
스의 만족도를 높여 보완대체요법을 통해 노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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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본 연구는 기존의 자료 정리와 분석을 통한 문헌연구 위주의 서술적 연
구방법을 채택하였으며,우리나라 노인의 인구증가 및 퇴행성 만성질환,
노인 장기요양보험 및 요양병원,그리고 보완대체요법에 관련된 국내외의
선행된 연구논문과 각종 참고문헌 그리고 보건관련기관의 통계자료를 참
조하였다.

CCC...연연연구구구의의의 제제제한한한점점점
본 연구는 요양병원의 보완대체요법 적용을 위한 방법론적 고찰에 중점
을 두고 있으며,이에 따른 효과를 검증하고 평가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실제 보완대체요법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와 요양병
원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 등에 관한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
다.

DDD...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및및및 내내내용용용
본 연구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환자에게 보완대체요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론을 고찰하고자 하였다.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내
용은 다음과 같다.
1)노인인구와 퇴행성 만성질환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2)노인이 인식하고 경험하는 보완대체의학 실태를 파악한다.
3)보완대체의학의 개념적 정리와 이용 양상을 파악한다.
4)노인 장기요양보험과 요양병원의 현황을 파악한다.
5)요양병원 노인환자에게 보완대체요법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방법론
적인 내용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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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이이이론론론적적적 배배배경경경

AAA...노노노인인인환환환자자자
현대사회 노인들의 특징은 유병 장수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특
히,퇴행성 만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후기 고령자를 중심으로 한 노인
계층의 급증으로 노인 의료서비스의 이용 및 지출비용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노인계층에 적합한 보건의료체계가 요구되어지고 있다.

111...노노노인인인의의의 개개개념념념
일반적으로 노인이란 생리적이고 신체적인 노화와 더불어 심리적인 변화
로 개인의 자기 유지 기능과 사회적 역할 기능이 약화되어 정상인으로서
의 기능에 지장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즉 육체적,정신적으로 기능
이 감퇴되어 정상적인 생활기능과 직접적인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시기
에 있는 사람을 지칭한다.이를 종합하면 인생의 최종단계에 돌입하면서
신체적,정신적 측면에서의 상실현상을 겪고 있는 65세 이상에 있는 사람
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최경설,1993).그러나 노화는 매우 복잡한 과정
으로서 많은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개인에 따라 그 특징이 매우 다르
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정의는 생리적,신체적,심리적,사회적 연령을 기
준으로 해도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의하기는 어
렵다.
1951년 제2회 국제노인학회에서 발표한 노인의 다섯 가지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박차상,2005).
① 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조직 기능이 감퇴되고 있는 사람
② 생체의 자체 통합 능력이 감퇴되고 있는 사람
③ 인체의 기관,조직,기능에 쇠퇴현상이 일어나는 시기에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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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생활체의 적응 능력이 점차로 결손 되고 있는 사람
⑤ 조직 및 기능저장의 소모로 예비능력이 감퇴하여 환경 변화에 적응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222...노노노인인인인인인구구구 증증증가가가 현현현황황황
2000년에 국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7%를 넘어 이미 고령
화 사회로 진입하였고,2005년에는 9.1%가 되었다.2007년 7월 1일 발표
된 통계청 고령자 통계를 보면 현재는 481만 명으로 총인구의 9.9%를 차
지하여 10년 전인 1997년 6.4%에 비해 3.5%가 증가했다.2018년에는 노
인인구 비율이 14.3%에 도달하여 고령사회가 되고,2026년에는 20.8%가
되어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65세 이상 인구를 14세 이하 인구로 나눈 노령화 지수는 2007년 현
재 55.1이지만 2016년에는 100.7이 돼 노인 인구가 유년인구를 추월할 것
으로 예측됐다.
<표 1>고령 인구 비율 및 노령화 지수

자료:통계청.장래인구추계.2006.

연도
총인구 65세 이상

노령화 지수
(천명) 수(천명) %

1990 42,869 2,195 5.1 20.0

2000 47,008 3,394 7.2 34.4

2010 48,874 5,356 11.0 67.7

2020 49,325 7,701 15.6 125.9

2030 48,634 11,810 24.3 213.8

2040 46,343 15,040 32.5 314.8

2050 42,342 16,155 38.2 4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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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80세 이상의 최고령 노인이 전체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차지하는 백
분율이 2000년에는 14.2%,2025년에 22.0%,2050년에는 37.9%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33...노노노인인인의의의 만만만성성성 퇴퇴퇴행행행성성성 질질질환환환
노화 현상에서 생기는 일반적인 노인성 질환을 노인병(geriatricdisease)
이라고 하며,기본적인 질병에 세월의 경과(노화)가 보태어진 노인병의 양
상은 다양하고 복잡하다.노인병은 발현 증상이나 징후만으로는 질환의
위치를 비롯한 상태를 알 수 없게 한다.노인에게선 질병이 비특이적 기
능 이상으로 발현하는 경우가 흔하고,증상이 거의 없거나 애매하여 자칫
오진하기 쉬우며,노화와의 구분이 어렵고,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드
물며 만성적이고 퇴행적인 경과를 보인다.
질환은 각기 다른 이환양상을 나타내고 있지만,관절염,고혈압,당뇨병과
같은 질환은 고령화 사회에서 각 나라가 주요 만성질환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4).

만성 퇴행성 질환이란 급성 전염성 질환에 대응되는 질환군으로 만성 경
과를 취하면서 연령과 더불어 증가하는 질병들을 의미한다.
만성 퇴행성 질환은 다음과 같은 공통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류
할 수 있다(이시백 등,1998).
① 일단 발생하면 3개월 이상 오랜 기간의 경과를 취한다.
②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결국 점점 나빠지는 방향으로 진행된다.악
화가 거듭될 때마다 병리적 변화는 커지고 생리적 상태로의 복귀는 적
어진다.

③ 대부분의 만성 퇴행성 질환은 연령증가와 비례적으로 그 유병률이 증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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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 질환군에 속하는 대부분의 질병들은 감염성 병원체가 알려진 결핵,
백혈병 등 몇몇 질환군을 제외하면 역학적 연구에 의해 여러개의 위험
요인은 파악되었으나 원인이 명확하게 알려진 것은 드물다.

⑤ 대부분 기능장애를 동반한다.

노인질환은 노화과정과 더불어 질병 발생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특성을
지니며,노화의 정도에 따라 신체기능의 저하 및 기능장애,기능상실 등으
로 다양하게 나타난다.또한 인간생체기능의 감퇴를 가져오는 생리적 측
면에서 노화는 장기나 기관에 따라 그 정도와 속도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신체적 변화는 외관의 변화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의 증상을 가져온다.
노인은 질병의 발생률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데 이것은 노화와 관련
된 전신적 기능의 퇴행적 변화와 관계가 있다.
노화에 따른 질병양상은 다음과 같은 6가지 특성을 갖고 있으며 <표 2>
로 요약할 수 있다.
① 노인은 각종 만성질환에 이환될 가능성이 높고 질환의 누적으로 여러
가지의 질병을 동시에 가지는 경향이 있다.따라서 동시에 많은 약제
의 복용 위험성이 있다.

② 예비능력의 저하와 항상성 유지의 손상,여러 질병의 공존 등에 의해
질병의 발현양상이 비전형적이며 기능이상 현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③ 노인들의 질환은 누적성이며 합병증의 발생 위험이 높은 만성 퇴행성
질환이다.

④ 각 장기의 기능 및 면역기능 저하,회복력의 부족 등에 따라 치료와
약물 복용에 의한 부작용 발생의 위험이 높고,특히 의식과 인지기
능의 저하가 쉽게 발생한다.

⑤ 장기적인 유병상태와 합병증 발생에 따른 일상생활 활동기능의 저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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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발생하고,그만큼 보살핌과 재활의 욕구가 늘어난다.
⑥ 노인의 질병,빈곤,소외,역할상실은 연계성이 높아 다른 여러 사회경
제적 요인들이 건강상태에 큰 영향을 미친다(유승흠과 이윤환,2007).

<표 2>노인의 질병양상의 특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결
과에 의하면 전국 3,278명의 노인을 조사한 결과 전체 노인의 90.9%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병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중에서 55% 정도는 3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대부분의 노인들이 스스로 건강하지 못하다고 평가하였으며 또한
이런 건강상태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연령에 따라 유병률도 증가하여 노인들에게는 더욱 심각해 건강의
회복이 어려운 관계로 장기간의 치료나 관리를 요구하며,타 연령층에 비
해 과다한 의료비 지출이 발생되고 있다.

2006년 건강보험 통계에 의하면 노인 의료비가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
는 비중이 2006년 25.9%로 2005년의 24.4%에 비해 1.5% 증가하였다.의
료비 문제는 이러한 경향이 인구 고령화에 수반되어 더욱 가속화될 것이
라고 예측된다는 것이다.
또한,65세 이상 고령층에서 지출하는 의료비 상승은 대부분 입원에 의

1 질병 다발성과 다약제 복용

2 질병증상의 비전형성과 무증상

3 만성 퇴행성 질환 및 난치성

4 치료 및 약물투여에 따른 부작용 증가

5 기능저하 발생의 위험성

6 비의학적 요인들과 높은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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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며,입원 다빈도 질병을 살펴보면 10순위까지의 질병 거의가 만성
질환이며,장기진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다.
<표 3>건강보험 청구 다빈도 입원 10대 질병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2년 상반기 건강보험통계자료.2002.

과거에는 의료수요가 높지 않았으나 현재는 노인의 암,뇌졸중,심장질환
등과 같은 만성질환 발생률이 높아져 그에 따른 의료이용도는 당연히 증
가되며 진료비도 점차 증가되고 있다.또한 소득수준의 향상과 경제력 향
상,의료보장정책의 확충,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노인의 의료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기숙,1994).
노인의 만성 질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예방법 등 만성 질환과 관련된 질
병의 치료 외에 요양,간호,재활,간병 등의 의료요구가 다양하므로 이에
부합되는 포괄적인 노인 의료복지 대책 마련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순위 65세 이상 다빈도 질환명

1 노인성 백내장

2 뇌경색(증)

3 기관지 및 폐 악성 신생물

4 기타 만성 폐쇄성 폐질환

5 위의 악성 신생물

6 대퇴골의 골절

7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8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9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 신생물

10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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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노노노인인인의의의 보보보완완완대대대체체체의의의학학학 인인인식식식 및및및 이이이용용용양양양상상상
최근 의학의 발달과 경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노인 질병의 양상과 사망
원인이 크게 변하여 퇴행성 만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이러한 만성 질환은 급성 질환과는 달리 서서히 발병되고 점진적으
로 그 증상이 심해지면서 악화되며,이러한 문제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
므로 일생을 통해서 계속 조절해 나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또한 현대
의학으로 증상의 조절은 가능하나 완치되기가 어려우므로,만성질환자들
은 자신의 질병관리를 하고자 하는 의료욕구를 충족하고 증상을 치료 예
방하는 수단으로 현대의학이 흡족하게 만족시켜 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현대의학 이외의 다른 의료서비스,즉 보완대체요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여진,1999).

노인의 대체의료 이용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건강에 대한 염려증이
심하거나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경향성 때문이 아니라 대체의료에 대한 인
지도 및 신뢰도,주관적 건강상태 수준 순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그러므
로 대체의료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대체의료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
수록,주관적인 건강상태 인지도가 나쁠수록 노인이 대체의료를 이용할
확률이 높아진다.사회구조적 요인보다는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 대체의료
가 노인들에게 이용되고 있었다.즉,교육 수준,소득 등의 인구 사회학적
변수들 보다 건강상태 요인이 대체의료 이용에 주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신영,2002).

국내의 경우에는 재가노인의 66.84%,노인 관절염 환자의 94.2%,요통을
경험하는 척추질환자의 91.7%,입원 뇌졸중환자의 71.6%,당뇨병환자의
65%가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보완대체요법은 질병이환
기간이 길고,유병률이 높은 만성퇴행성 질환이 있는 노인들이 많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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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순복,2007).

노인은 다른 대상자에 비해 대체요법의 사용빈도가 높고,특히 여성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현시점에서 남성보다는 여성노인의 대체요법 이용 빈도
가 높으며 식이요법이나 수기치료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경
림 등,2004).

노인 만성질환자들의 상당수가 지난 1년간 자신들의 건강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대체요법을 이용하였고,관절염환자가 가장 많
이 이용한 대체요법은 침요법,수기요법,자기요법이었다.당뇨병환자는
식이요법과 약초요법을,고혈압환자의 경우는 약초요법,침요법을 주로 이
용하였다.이처럼 노인 만성질환 종류에 따라 많이 이용한 대체요법종류
가 각기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연구 대상자 90.2%가 대체요법 이용에
대한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74.5%는 계속 이용할 것이며,
61.5%는 다른 사람에게 권유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낙현,
2005).

노인들은 오랜 기간 살아오는 가운데 신체적인 쇠약과 건강의 약화로 인
해 의료의 수요가 증가하지만 경제적 사정이나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적
인 요인들로 인해서 병원에는 가지 못하고 증상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하여 전해 내려오는 여러 가지 대체요법을 임시방편으로 사용한다.일
상생활에서 이용한 대체요법의 종류로는 주변에서 구하기 쉽고 즉각적으
로 사용할 수 있는 풀(약초)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고,그 외 전통적인
치료방법(동양의학)인 쑥뜸,부황,수지침,일반적인 침술 등과,도수적 치
료방법(ManualHealingMethods)인 마사지,한증요법과,마음의 평정을
위한 단전호흡과 기공 등이 있었다.노인들에게 있어 보완대체요법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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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 기존의 치료법보다 질병 치유에 효과가 있고 보완적으로 사용하
기보다는 완치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체요법에 대한 의존도나 기대감
이 다른 연령군에 비해 특히 더 높다고 할 수 있다(이강이와 김순이,
1999).

또한,일개 의료기관에 입원중인 노인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치료와 보완대체요법의 병행이 바람직한 치
료방법이라 생각하며,병원에서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해주기
를 원한다고 하였다(서순복,2006).

그러나 노인들이 보완대체요법을 사용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일관된 정보
나 근거가 없이 경험에 의존하고 있거나,정보 제공처가 가족,친지,친구
의 권유에 의해 상당 부분 이용되고 있어 문제가 된다(장은희와 박경숙,
2003).
만성 질환자 및 노인환자들은 질병의 치유 및 통증의 완화,심리적 안정
을 목적으로,각각의 질병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궁극적으로 노인의 퇴행성 만성 질환의 특성을 감안할 때 질병 치유에 있
어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욕구를 보완대체요법이 충족시켜 주는 것
으로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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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요요요양양양병병병원원원
오늘날 우리나라는 빠른 고령화 속도와 함께 치매,뇌졸증,기타 퇴행성
만성 질환 등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환자의 증가가 예상되어,노인
환자의 의료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고 만성퇴행성질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노인 장기요양(long-term care)보건의료체계가 대두되었다.

111...장장장기기기요요요양양양 서서서비비비스스스의의의 개개개념념념
노인 의료복지 서비스에서 장기요양(Long-Term care)의 개념은 요양의
연속성에 기초한다.요양은 예방,진단,치료,재활,지속적인 수발서비스
를 연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이상적인 장기요양 서비스 체계
는 포괄적이고 통합적 치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동시에 변화하는
환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치료를 제공한다.
또한,장기요양보호란 ‘일정정도 기능적 능력을 상실함으로써 스스로 생활
할 수 없는 노인 및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질병 또는 장애,재해로 인하
여 발생된 제한적인 일상생활 능력을 향상,유지시키는데 필요한 장기적
이고 연속적인 각종 보건 의료 및 복지서비스 체계’로 정의할 수 있다(김
철중,2004).
노인의 장기요양 목표는 노인질병의 특성인 퇴행성 만성 질환을 치료하는
것과 장기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면서 질병증상 개선,합병증 예방,남은
기능의 최대한 재활 그리고 최적의 안녕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222...요요요양양양병병병원원원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노령인구는 노화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신체적 기능의 저하와 면
역기능의 감소로 인하여 각종 질병과 신체장애에 쉽게 노출되어 만성질환
의 유병률이 높다.노인에게 질환이 심하게 발현되어 입원하는 중증 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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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만성 질환의 경우에 급성 질환중심의 병원에 장기입원하며,높은 병원
입원율과 높은 의료 요구율에 비하여 치료율이 상대적으로 낮다.이와 같
은 주된 이유는 치료가 종결되지 않는데 있으며 이는 노인의 만성질환이
현재 급성질환 중심의 병원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도 노인들
스스로에게는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노인들을 위한 만성질환 중심의
의료서비스가 부족한 현실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장기간의 진료 및
요양이 요구되는 노인 및 만성 환자가 단기 급성환자 진료 중심으로 설계
된 병원에 장기 입원하게 됨에 따라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과다한 의료비
용을 부담하면서도 노인 특성에 부합하는 적절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최병길,2001).

특히 80세 이상의 후기고령노인은 신체적으로 허약하여 일상생활 기능수
준이 현저하게 낮고,혼자의 힘으로는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기 때문
에 의료적인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이러한 현 시점에 맞추어 증가
하고 있는 노인 인구층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
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하여 가
족제도가 핵가족으로 변화되고 있어 노인부양에 대한 가족의 기능이 약화
되고 노인을 가족 내에서 보호하기가 어렵다.
또한 노인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기혼여성의 취업증가로 가족의 노인부
양기능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그러므로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가족에 의
한 서비스로는 다가오는 고령사회와 제환경의 변화에 대처할 수 없으므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의료복지서비스의 확충이 필요하게 되었다(이근홍,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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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요요요양양양병병병원원원의의의 개개개념념념
노인 복지의료 시설에는 노인전문병원,요양병원,치매요양병원은 의료법
상 ‘요양병원’이라는 의료기관 종별에 속하고,개념상으로는 노인요양 의
료시설에 속한다.즉 노인전문병원과 요양병원,치매요양병원은 노인요양
의료 시설의 하위 단위로 구분되어진다.노인전문병원은 노인복지법상으
로는 노인복지시설이며,의료법상으로 요양병원이다.주로 대상자는 노인
성질환으로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혹은 임종을 앞둔 환자로 되
어 있다.치매 요양병원의 기능은 치매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및 요
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질환의 악화방지 및 치매노인 가족의 부담을 경
감시키는데 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의사 또는 한의사가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요양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주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
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요양병원 이용대상자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 4에 의한 노인성 환
자,만성질환자 및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로서
주로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하고 있다.다만 정신질환자(노인성 치매환
자를 제외한다)및 전염성 질환자는 입원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요양병원의 인력기준은 완화된 기준으로 의료인의 정원으로 의사는 연평
균 1일 입원환자 40인마다 1인을 기준으로,간호사는 입원환자 6인마다 1
인을 기준으로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범위 내에서 간호조무사를 둘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다.요양병원 시설기준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장기
간 입원에 불편함이 없도록 식당,휴게실,욕실 및 화장실 등의 편의 시설
을 갖추도록 되어 있다.이에 반하여 현행 일반 의료기관의 의료인 정원
에서 의사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인마다 1인을 기준으로,간호사는 입
원환자 5인마다 2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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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요요요양양양병병병원원원의의의 특특특성성성
단편적이고 집중적인 임상진료로 질병의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병원
과는 달리 노인환자의 의료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사회,심리적인 부분
에 이르기까지 노인환자와 관련된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함
으로써 노인환자의 의료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요양병원이다.
요양병원은 노인환자의 의료이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면서 합병증과
질병의 악화를 막고,생활의 재적응이 가능한 만족스러운 삶이 되도록 종
합적인 협조를 한다.검사나 약물치료와 같은 의학기술 뿐만 아니라 노인
의 심리면과 사회면을 중시해서 보다 인간답게 살도록 건강을 지원하는
전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대부분의 노인환자는 타인의 도움 없이는 기본적인 신체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여 타인의 의존정도에 따른 일상생활 보조가 필요하다.이러한 보조
의 원활한 수행 여부에 따라 질병의 치료효과와 삶의 질 향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555...요요요양양양병병병원원원 국국국내내내현현현황황황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노인계층의 높은 만성질환 유병률,노인진
료비 증가,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욕구에 적합한 보건의료체계가 필요
하게 되어 정부차원의 노인보건 및 의료 정책과 요양병원의 사회적 역할
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지난 2001년 정부는 노인요양 보장제도를 도입할 것을 발표 2007년 4월 2
일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여 2008년 7월부터의
시행이 확정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대상자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4세 이하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질환 등 대통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이며,고령이
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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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수발기관을 통해 노인을 돌보는 간병활동 또는 가
사지원 등의 비의료적 서비스 급여를 포함하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한다.
이 보험제도가 시행되어 요양병원 입원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어 요양병
원의 많은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1994년 1월7일 의료법을 개정하여 의료기관 종별에 요양병원
을 신설하고 이러한 병원의 성격,시설 및 인력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다.노인을 주 입원 대상으로 하는 요양병원의 수는 지난 2001
년 29개소 3400여 병상이었던 것이 매년 급격히 늘어 2007년 9월 현재를
기준으로 520여 개소에 6만여 병상에 달하고 있다(강홍조,2007).
<표 4>연도별 요양병원 설치현황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환자의 주요 진단명으로 살펴보면 치매,뇌경색
질환,당뇨병 등 신경계질환과 순환기질환이 대다수를 차지했고 주 대상
재원기간을 살펴보면 노인전문병원의 경우 31일 이상 장기 입원이 74.2%
를 차지,3개 질환 평균 31일 이상이 63%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진용욱,
2005).

유은영(2006)의 ‘장기요양병원의 진료비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전국 97
개 요양병원에서 조사한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노인·치
매병원은 20개(50.0%),일반 요양병원은 29개(59.2%)에 해당된다.조사대
상 요양병원 49개(50.5%)에서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고,
실시 예정인 조사대상 요양병원도 30개(30.9%)로 보다 적극적이고 전문화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9

병원수 29 54 68 113 203 361 520이상

병상수 3,417 6,238 8,027 13,958 24,756 42,617 6만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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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프로그램의 활용이 요구되었다.환자에게 제공되는 치료서비스의 항목
수에 있어서 노인·치매병원의 경우 11개 이상이 16개(40.0%),5～10개가
14개(35.0%),4개 미만이 10개(25.0%)의 분포를 보였고,일반요양병원의
경우 4개 미만이 22개(38.6%),11개 이상이 21개(36.8%),5～10개가 14개
(24.6%)의 분포를 보였다.
따라서 노인·치매병원이 일반 요양병원보다 치료서비스 항목수가 많은 것
으로 분석되는데,이는 노인·치매병원이 재활치료 및 현재의 기능보전적
인 역할이 더 강하고,일반 요양병원은 진료과에 의한 적접적인 치료적
역할이 강하므로 노인·치매병원의 치료서비스 항목수가 많음을 알 수 있
다.
신체기능수준에 따른 재활치료,현재의 기능수준을 유지하고 기능의 저하
과정을 지연시키기 위한 서비스,만성질환이나 기능의 손상,또는 생애 말
기에 있는 개별 노인들의 보호서비스의 제공 등의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
프로그램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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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보보보완완완대대대체체체의의의학학학
최근 들어 의학기술의 발달과 경제수준의 향상으로 인구의 노령화,질병
의 만성화,건강증진에 대한 욕구 증대 및 의료 수요의 다양화로 인하여
건강의 유지 증진뿐만 아니라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대체의학에 대한
의료인과 일반인의 관심이 증가하고 또한 이용률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
다.

111...보보보완완완대대대체체체의의의학학학의의의 정정정의의의
우리나라 대한의학회 보완대체의학실무위원회(2005)에서는 보완대체요법
을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정되는 정통의학,주류의학,제도권 의학,정규의
학에 속하지 않는 모든 보건의료체제 및 이와 동반된 이론이나 신념,그
리고 진료나 치료에 이용되는 행위와 제품 등의 치유자원 전체를 통칭한
다’고 정의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NIH산하의 대체의학연구기관 NCCAM에서는 대체의학을
‘다양한 범위의 치료에 대한 철학,접근방법,요법을 포괄하는 것으로 일
반적으로 의학교육을 통해 가르쳐지지 않거나,병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
하지 않거나,의료보험을 통해 그 수가가 지급되지 않는 치료나 진료’를
의미한다.
WHO에서는 보완대체의학을 정통의학에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의
학적 체계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상황은 외국과는 달리 한의학
(韓醫學)이 주류의학,제도권 의학,정규의학에 속하므로 한의학은 보완대
체의학에 포함되지 않는다.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나라 의학을 서양에서
도입된 의료체제라고 규정하면 한의학이 보완대체의학에 포함될 수도 있
다.즉 우리나라의 한의학은 WHO의 의학체계 분류법에 의해,오랜 역사
성과 민족의 문화를 담고 발전된 전통의학 이지만,이미 제도권 안에 포
함되어 있는 주류의학이다.WHO에서 정의한 정통의학이 ‘서양의학,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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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의학 또는 현대의학’임을 감안할 때,우리나라의 한의학은 정통의학으
로 볼 수 없다.우리나라의 한의학은 역사성이 있고,민족의학적인 측면이
있으나 정통의학이 아닌 우리나라의 전통의학으로 분류할 수 있다.또한
의료와 비의료의 경계선 상에 위치한 행위 혹은 제품이 치료,예방,건강
증진 등과 같은 의학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모두 보완대체 영역에 포
함시킨다.

222...보보보완완완대대대체체체의의의학학학의의의 특특특성성성
보완대체의학이란 인간의 온갖 질병과 고통을 자연의 치유능력에 맞추어
조율하고 복원시키자는 의학이다.즉,인체의 면역기능과 회복 능력을 증
강시켜 주는 여러 가지 자연적인 접근방식을 동원하여 환자를 전체성을
가진 인간으로 보고 그 병이 난 신체부위에만 치중하여 치료하는 것이 아
니라 정신적,사회적,환경적인 부분까지 관찰하여 조화롭게 치료하자는
것이다.보완대체의학의 일반적인 특성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오홍근,
2004).
•병이 발생 부위뿐만 아니라,정신과 신체의 전체적 조화와 균형 상태를
중요시한다.

•수술 등과 같이 우리 몸에 인위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일을 되도록 줄이
며,침투적이고 공격적인 방법이나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다.

•인체 내의 축적된 독성물질이나 노폐물을 제거하고 배출시켜 정화된 상
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 치유능력을 강화하고 면역력을 보강하여 전
체적으로 조화를 이루게 한다.

•인공합성 약물들의 사용을 삼가고 자연산물에서 추출한 활성물질로 치
하여 부작용을 줄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무조건 억제시키는 것보다는 시간이 걸리고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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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장 없어지지 않더라도 근본적인 면역기능의 강화와 보충에 역점을
둔다.

•질병을 치료한다는 개념보다는 인간을 전인적으로 접근하여 파악하는데
중점을 둔다.전인적이라는 말은 환자의 모든 면,즉 성격,환경,유전,
가정,직장과 직업,감정상태,환경 등을 관찰하여 병의 원인을 밝히고
치료하는 데에 활용한다는 뜻이다.

•스스로 건강을 지켜나가는 예방의학적 생활태도와 습관을 교육하여 질
병을 미리 방지하고 평상시의 건강관리에 중점을 둔다.

•질병이란 환자의 내부 상태에 문제가 있을 때 보이는 외적 표현이므로
환자의 내부 상태 개선에 주력한다.

대체의학은 광범위한 영역에서 걸쳐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같은 공통적인
신념 및 특성을 가지고 있다.즉,인간 신체는 자체적인 치유능력을 가지
고 있으며,적절한 자극에 의하여 그 능력이 촉진되고 때로는 그 작용이
인체에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또한 대체의학은 육체적,정
신적,사회심리적 건강과 생활습관,식이습관 등이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전일적인 건강관에 근거하여 특히 조화와 균형을 강조하는 동시에
신체에 가장 적게 위해를 끼치는 방법 등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유왕
근,1998).

333...보보보완완완대대대체체체의의의학학학의의의 분분분류류류
보완대체의학의 영역이 광범위하고 종류도 국가 및 민족마다 문화적,사
회적,종교적 환경이 따라 다양하게 생성되고 분포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일률적으로 분류하기는 어렵고,실제 학자와 국가에 따라 그 분류방법이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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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NCCAM에서는 대표적인 보완대체요법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① AlternativeMedicalSystems(대체의학체계)는 대체의학체계는 현대서
양의학이 정립하기 전 여러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이루어져 이론과 실기
전반을 아우르고 있는 의학체계를 말한다.정통 의학체계와는 다른 독립
적인 이론과 실제를 가진 광범위한 의학체계로 전통 중의학,인도의 아유
르베다,서구의 동종요법이나 자연요법 등이 포함된다.우리나라의 한의학
이 여기에 속한다.
② Mind/BodyIntervention(심신요법)은 마음이 육체와 상호작용을 통해
신체기능과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으로 다양한 방법이 있다.환자
교육과 인지 및 행동에 대한 접근 방법이 심신요법의 주류를 이루고,다
른 한편으로는 명상,최면,무용,음악,예술요법과 기도와 심령치료 등이
심신요법의 범주에 든다.
③ BiologicallyBasedTherapies(생물학적 요법)은 자연적이고 생물학적
이론에 근거한 치료법과 생산품인데 영양보조식품과 많은 부분을 공유하
고 있다.허브,특수식품,약초요법,각종 식이요법 등이 이에 속한다.
④ ManipulativeandBody-BasedMethods(수기요법)은 신체의 수기 혹
은 움직임에 근거한 방법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신체의 구조와 기능의 건
강회복에 주점을 둔다.치료도구 구성요소인 물체·신체,신체·신체의 접촉
이나 움직임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마사지,지압,척추교정등과 온열치료
등 서양의학체계가 아닌 물리치료들이 포함된다.
⑤ EnergyTherapies(에너지요법)은 신체내외에 있다고 생각되는 에너지
장 또는 전자기장을 이용하는 방법이다.기공이나 기치료 등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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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는 2005년 대한의학회의 CAM 실무위원회가 보완대체의
학을 대분류와 중분류법으로 분류하여 가장 최근에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보완대체의학 연구로 역시 NCCAM의 분류를 사용하되 우리나라 의료현
실을 반영하여 보완대체의학을 다음과 같이 6가지로 분류하였다.
① Alternative MedicalSystems(대체의학체계) - Anthroposophycal
Medicine,Ayurvedic Medicine,Naturopathic Medicine,Homeopathy,
TraditionalChineseMedicine.
② Mind/Body Intervention(심신요법) - Art Therapy,Biofeedback,
Breathing Execises,Cognitive-BehavioralTherapy,Dance Therapy,
Dream Therapy, Guided Imagery, Hypnosis, Laughter Therapy,
Meditation, Mental Healing, Music Therapy, Neuro-Linguistic
programming,PoetryTherapy,RelaxationTechniques,TaiChi,Yoga.
③ Biologically Based Therapies(생물학적 요법)-Herb,Nutrition &
Food,Dietbasedtherapy,Others.
④ Manipulative and Body-Based Methods(수기요법)- acupressure,
alexander technique,aston-patterning,bonnie prudden myotherapy,
bowentechnique,craniosacraltherapy,exploringtheconceptofenergy
in touch-based healing, feldenkrais method, hellerwork structural
integration,kinesiology,appliedmanipulation,chiropracticmanipulation,
osteopathic manipulation, spinal massage, polarity therapy,
Reflexoltherapy,Rolfingstructuralintegration,Rosenmethod,Shiatsu,
tragerapproach,TapingTherapy.
⑤ EnergyTherapies(에너지요법)-Biofieldtherapies,bioelectromagne
tic-basedtherapies.
⑥ Unclassified(기타)-Diagnosticmethod,Therapeutic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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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국 대체의학회(KACAM)에서는 대체의학의 분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서양의학에 밀접한 대체의학
정골의학(OsteopathicMedicine),족부의학(PodiatricMedicine),척추교정
의학(ChiropracticMedicine),중금속제거요법(ChelationMedicine),해독요
법(Detoxification therapy), 최면요법(Hypnotic therapy), 심신의학
(Body-MindTherapyMedicine),에너지의학(EnergyMedicine),영양요
법(NutritionalMedicine),분자정형의학(OrthomolecularMedicine),엔자임
요법(Enzyme Medicine),환경의학(EnvironmentalMedicine),산소요법
(Oxygen Therapy), 자장요법(Magnetic Field Therapy), 응용운동학
(AppliedKinesiology),바디워요법(Bodywork),롤핑요법(Rolfing),꿈치료
법(Dream Therapy), 오락치료(Recreation Therapy), 마술치료(Magic
Therapy),신경치료(neuralTherapy),재건요법(ReconstructiveTherapy),
세포치료법(CellTherapy),두개천골자극요법(CraniosacralTherapy),홍
채진료법(Iridology), 자발요법(Autogenic Therapy), 라이히안요법
(Reichian Therapy), 신경언어학적 프로그램요법(Neuro-Linguistic
Programming), 도인상상요법((Guided Imagery), 생체되먹이요법
(BiofeedbackTherapy),무드요법(DanceTherapy),생물학적 치과치료법
(BiologicalDentistry).

2)동양의학에 밀접한 대체의학
아유르베다의학(AyurvedicMedicine),자연의학(NaturopathicMedicine),
명상요법(Transcendental Meditation), 요가(Yoga), 기공치료(Qigong
Therapy),생약요법(HerbalMedicine),꽃요법(FlowerTherapy),향기요
법(Aroma Therapy),소리요법(Sound Therapy),원예요법(Horticulture
Therapy),반사요법(Reflexolgy),봉침요법(Beevenom Therapy),접촉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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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TouchingTherapy),심령치료법(PsychicHealing).

3)동․서의학 접목형의 대체의학
동종요법(Homeopathic Medicine),오감요법(Sense Therapy),식이요법
(Diet Therapy),절식요법(Fasting),쥬스요법(Juice Therapy),장요법
(ColonTherapy),광선요법(LightTherapy),수치료(Hydrotherapy),고열
요법(Hyperthermia), 양자의학(Quantum Medicine), 뇨료법(Urine
Therapy), 테이핑요법(Taping Therapy), 심층근육 자극요법
(Intra-muscularstimulation,IMS).

444...보보보안안안대대대체체체의의의학학학의의의 선선선행행행연연연구구구
현대 인간의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그 동안 중요한 보건문제로 여겨졌던
전염성 질환 등 급성 질환을 대신하여 고혈압,암,심장질환,관절염 등
만성 질환으로 질병구조의 전환을 가져왔다.
질병구조의 전환은 약품과 기술에 의존하는 기존의학으로 하여금 치료에
대한 한계를 보이게 하였다.또한 고가의 의료기술 및 장비 이용으로 인
한 의료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효과가 없어 기존 의료에 대한 불만
이 증가하여,건강증진을 위해 다른 방법을 찾게 되었다.
특히,환자 자신의 건강관리에 있어서 의사결정에 대한 자율성 등과 같은
제반요인들이 기존 서양의학에서 벗어나 다양한 대체의학의 이용을 통하
여 그들의 의료욕구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최근 보건의료전문가는 새로운 치료법의 모색에 움직임이 활발하고 일반
인과 환자들은 건강유지 및 증진뿐만 아니라 질병치료의 목적으로 보완대
체요법 이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특히 불치병과 난치병을 앓고
있는 만성질환자들은 치료의 대안 및 보완의 개념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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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김병욱,2005).

만성질환자들의 대체요법 이용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만성
질환자들은 현대의 정통 의학으로 완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오
히려 현대 의학의 부작용을 피하여 대체의료를 찾거나 자연으로부터 치료
방법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또한 정통 의료가 심각한 부작용을 나타내
거나 질병 치유에 효과적이지 못한 경우에는 대체요법 그 자체가 정통적
의료를 대신하여 사용되기도 하는데 실제로 많은 불치병 환자들은 정통적
치료 동안에 신체면역 반응을 증가시키고,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
러 대체요법을 이용하고 있으며,나아가 더 이상 정통 의료가 해 줄 것이
없다고 판단하여 완전히 대체요법에만 기대를 거는 경우도 있다(Gordon
JS,1996).

대체의학 또는 대체요법에 관심이 높아지는 또 다른 이유로는 과학성을
표방하는 현대의학이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함을 들었는데,질병양
상의 변화로 암이나 심혈관성 질환과 같은 주된 사망원인인 질환이나 관
절염,만성통증과 같은 만성질환에 대해 치료가 아닌 증상완화만을 제공
하는 제한점을 보이고 있다.또한 질병과 증상 중심의 전통적으로 의학적
모형이 주된 의료 환경은 질병을 가진 인간보다는 단지 질병이 있는 부분
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도 대체요법을 찾게 하는 요인이 된다.이와 관련
환자들은 자신이 무시되고 있음을 느끼게 되어 자신의 전체성을 존중하고
개별적인 접근을 강조하는 대체요법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Kottow,1992).다시 말해,환자가 치료의 주체가 되는 전인적이고
개별적인 접근을 추구하는 보완대체의료의 특성이 탈근대사회 속에서 살
고 있는 의료 소비자들의 의료에 대한 지향과 일치함으로써 보완대체의료
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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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 주의의 대두는 의료 소비자들에게 의료 서비스
이용에 있어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의료 소비자들은 가부
장적인 의료 권력으로부터 자신의 몸의 통제권을 되찾아 나가고자 하고
있다.이러한 움직임의 하나로 나타나는 것이 보완대체의료 이용이라고
할 수 있다.기존의 치료 방식에 대해 부족함을 느끼는 의료 소비자들은
전인적이고 환자 중심적인 철학을 근간으로 하는 보완대체의료에 대해 호
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O'Callaghanetal,2003).

WHO(2001)에서 발행한 각국의 보완대체의료에 관찰 보고서에서는 우리
나라의 보완대체의료 이용률이 전체 국민의 69%라고 보고하였다.국내의
연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대체요법 이용률을 보면 전체 국민의 64%이
고,대체요법 관련 비용지출은 국민의료비 지출의 2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체요법 이용질병의 분포는 근골격계 질환,소화기계 질환,순
환기계 질환 순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병묵 등,
2004).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대체요법을 살펴보면 ①식이 및 영양요
법,②약초요법,③생식요법,④운동요법,⑤수지요법(침,뜸,부황,수기),
⑥단전,명상,기공요법,⑦찜질요법,⑧고주파요법,⑨아로마요법,⑩마사
지요법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양수,1997).

보완대체요법은 연령이 높고,적극적-행동적 대처방식을 지니고 있고,
대체의학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건강에 대한 내적 통제감을 지니고 있는
경우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희정 등,1999).
치료를 위해 보완대체의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연령이 높을수록,소수민족
일수록,그리고 하층 집단일수록 더 많았는데,이는 젊은 연령층이나 백인
보다 소외 집단의 노인들이 만성질환을 경험하는 비율이 더 높기 때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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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MendesdeLeonetal.,1997).

유럽 각 국의 경우에도 20～49%가 대체의학의 경험이 있음을 보고하였
고(FisherP& Ward.A,1994),미국의 경우 1990년에는 33%의 인구가
치료의 다른 방법으로 대체의학을 이용하였고 1997년에는 그 이용률이
42%로 성장하는 양상을 보였고,2002년 NHIS(NationalHealthInterview
Survey)에서는 62.1%로 나타났다(EisenbergDM & WolskoPM,2002).
외국에서도 그 효과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지만 대다수의 대상자가
대체요법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현대의학으로
는 불치의 병으로 알려진 암에 걸렸을 때 대체요법을 찾는 경향이 많음을
알 수 있다.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국내외 보건의료계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중
보완대체요법 적용 후 효과 보고율은 국내에서는 81.3%(통증)에서 100%
(삶의 질)까지,국외는 53.9%(신체적 기능)에서 90%(행동적 기능)까지 나
타났으며 이중 행동적 기능은 국내,국외 논문 모두 90% 이상에서 효과
가 있다고 보고하였고,통증은 국내가 81.3%로 국외는 77.4%로 나타났다
(오가실 등,2006).

많은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들은 보완대체의료 이용률
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다만,조사 대상자들의
질병 종류에 따라서만 보완대체의료 이용률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보완대체의료가 질병예방이나 건강증진 수단
이기보다는 주로 질병 치료를 위해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보완대체의학을 통해서 희망과 심리적 안정을 느끼며
이러한 희망이 보완대체의학을 찾게 되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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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질환,류마치스 관절질환 등 현대의학으로 치료의 한계가 있는 질환일
수록 병기가 악화될수록,치료의 가능성이 낮을수록,또는 심리적으로 불
안,우울,재발에 대한 공포가 있을수록,삶의 질이 악화될수록 보완대체
의학을 찾게 된다는 것이다(CassilethBRetal,1984).

서순복(2006)의 연구를 보면 양․한방 협진 병원에 입원한 노인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 보완대체요법 이용에 대한 의료진과 상의여부
에서 ‘상의한 적이 없다’가 83.7%였으며 그 이유는 ‘병원의 치료와는 별
개’이므로 말할 필요가 없어서 64.4%,의료진이 다른 치료에 대해 ‘묻지
않았다’가 13.6%,‘싫어할 것 같아’와 의료진들은 ‘논의 할 준비가 되어 있
지 않다’가 각각 10.2%로 나타났다.그러나 대상자들의 보완대체요법 인
식에서 75.9%가 의료진과 보완대체요법 이용에 대한 개방적 의논이 필요
하다고 느끼면서도 실제로는 16.3%만이 의논한 것으로 나타나 의료진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대다수의 환자들이 보완대체
의학에 대해 좀 더 의료인들과 상의하기를 바라며 좀 더 신뢰성 있는 정
보와 지식을 갖기를 희망한다는 인식을 알 수 있었다.

의료인들의 보완대체의료 이용 양상이나 태도,신념 등을 보면,보완대체
의료에 대한 교육 경험이나 이용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대상
자보다 보완대체의료에 대해 더욱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HirschkornKA etal,2005).
최근 일반인의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건강유지와 질병예방 및 증
상의 완치를 위해서 선택하는 대체요법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신뢰여부
에 대해서는 아직 부족한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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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요요요양양양병병병원원원의의의 보보보완완완대대대체체체요요요법법법 적적적용용용을을을 위위위한한한 방방방법법법론론론
보완대체요법을 적용하는 과정은 보완대체요법 전문가가 노인환자의 특
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의료욕구,심리적 욕구,사회적 욕구에 맞춰 건
강 수준과 삶의 질을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사용하는 체계적인 문제 해결
절차라 할 수 있다.이 과정은 대체로 4단계로 설명할 수 있다.

111)))사사사정정정(((aaasssssseeessssssmmmeeennnttt)))또또또는는는 진진진단단단(((dddiiiaaagggnnnooosssiiisss)))
보완대체요법분야에서 노인환자의 사정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사정은 보완대체요법 적용에 있어 다른 모든 단계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부분이다.사정은 환자의 구체적인 욕구와 대체의학의 목적을 파
악하기 위해 환자와 의료기관으로 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이다.사정
은 노인환자 개인이나 집단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와 특성을 잘 파악하고
수집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의미한다.
노인환자의 사정은 각기 다른 장애나 질환의 정도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보완대체요법을 제공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사정의 기능은 가
장 적절한 보완대체요법을 노인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질환정도,신체장애정도,인지도 등을 파악하여 보완대체요법 시행효과를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다양한 영역의 사정 내용으로는 정신적,신체
적 건강과 사회적,정서적인 기능 그리고 경제적인 것까지 포함되어야 한
다.이것이 환자에게 보완대체요법의 전인적인 접근(holisticapproach)에
필요한 첫번째 과정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 결과는 노인환자가 보완대체요법 참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여러 변화에 대한 기초적인 역할도 수행한다.
또한 요양병원시설의 유형적,무형적 환경 파악도 필요하다.대체요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설비가 갖추어진 독립된 공간이 요구되므
로 공간의 적합성 여부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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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대체요법 전문가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는 노인환자의 욕구에 맞는
가장 적절하고 유용한 보완대체요법의 방법과 목표를 설정하는 일이 될
것이다.노인환자 각 개개인의 특성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개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보완대체요법의 특성과 목표에 맞게 가장 중요한 요소를 선별적으
로 분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222)))기기기획획획(((ppplllaaannn)))또또또는는는 처처처방방방(((ppprrreeessscccrrriiippptttiiiooonnn)))
보완대체요법에 있어 기획하는 것은 종합적인 과정이다.기획은 전단계
인 사정 단계의 자료를 조직화하여 다음단계는 실행이 가능하게 하는 것
이다.이 과정은 보완대체요법 실행을 위해 노인환자의 기본 욕구와 활용
가능한 자원을 가늠하기 위하여 사정 단계의 자료를 충분히 분석하여야
한다.기획 단계에서는 주로 노인환자의 특성에 염두에 두어 두고 있어야
하며,모든 참여하는 대상과 개별적인 치료 기획에 바탕을 둔다.
대체요법에 참여할 노인환자의 신체기능 및 정신기능 등의 능력수준과 흥
미에 적합한 내용이어야 하며,주제나 내용도 다양화하여 노인의 흥미를
자극할 수 있어야 한다.
사정에서 얻어진 모든 자료는 노인환자의 욕구를 파악하게 하고 그 자료
를 바탕으로 실행을 위한 보완대체요법 과정 및 방법을 선정하게 된다.
기획단계에서는 노인환자에게 시행할 보완대체요법의 정보와 지식을 제공
해주며,동기유발을 일으킨다.이것은 다음 단계인 실행에서 참여를 높여
더욱 효율적일 것이며,계획된 방법이나 목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다음 보완대체요법을 실행하고자 할 때 공통적으로 고려해야할 점은
요양병원의 노인환자가 중심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보완대체요법을 노
인환자에게 적용함에 있어 치료효과적인 면에서 가장 뛰어난 한 가지의
요법을 선정하기는 매우 어려우며,환자와 병원의 상황에 보다 적합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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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검토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333)))실실실행행행(((iiimmmpppllleeemmmeeennntttaaatttiiiooonnn)))
보완대체요법 실행은 앞에서 결정된 계획안을 실천 하는 단계이다. 노
인환자의 다양한 요구에 따른 대체요법 시행 목표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각각의 치료와 연계성을 가지는 내용이어야 한다.
노인환자의 질환별,장애정도별,인지도별로 나누어 보완대체요법을 시행
하는 것이 효율적인데 집단적으로 시행함에 있어 노인환자들은 각기 다양
한 욕구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이유로 먼저 개인중심의 방법에
서 점차 소집단,대집단으로 구성하여 시행하는 것이 효과를 증대시킨다.
기획은 실행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 활용되고,전문가는 노인환자와 집단
의 경과를 모니터하고 계획단계에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한다.
보완대체요법의 실행은 대인 상호 작용적이고 기술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
다.관찰,그리고 의사소통은 실행을 성공으로 가져가는데 있어 중요한 기
술이다.실행하는 동안 노인환자와 집단의 반응에 따라 보완대체요법 전
문가는 목표와 목적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필요하다면 재사정도 실시
해서 계획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
노인환자에게 대체요법을 시행하는 동안,보완대체요법 전문가는 계속적
으로 관찰을 하게 된다.노인환자를 관찰하는 것은,실행계획이 정확하였
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전문가의 고도의 실행 노력과 효과적인 요법을
선택하고 시행함에 이어 노인환자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된
다.

444)))평평평가가가(((eeevvvaaallluuuaaatttiiiooonnn)))
마지막 단계인 평가에서는 보완대체요법 활용 계획과 시행결과에 있어
목적과 목표를 평가하는 것이다.평가는 구체적인 목적에 맞춰 개발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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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에 대해 노인환자 개인 또는 집단 치료 프로그램을 중간단계 또는 최
종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는 것이다.노인환자와 집단의 치료 프로그램
평가는 계획했던 개인들에 대한 노인환자와 집단의 반응이 어떠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보완대체요법의 효과를 검토를 하고 평가를 하는데 있어 공통적으로 사
용되는 방법은 노인환자를 면담하고 세밀한 관찰을 하는 것이다.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체요법은 일회성이 아니므로 평가단계가 반
드시 필요하다.
평가에는 또한 노인환자와 집단 그리고 치료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
로 영향을 준 사항에도 적용된다.평가는 노인환자에게 가장 효과적일 수
있도록 선정된 보완대체요법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보완대체의학 적용 사전 평가사항<표 5>의 구성은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
해서 프로그램 우선순위를 결정하고,목적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목표를
개발하고,프로그램,전략,그리고 접근법을 구체화하고,평가 수단을 결정
하는 순서에 따라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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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보완대체요법 사전 평가사항
영역 기능 항목

상황평가 -계획의 설정
-정보의 수집

-해당 보완대체요법 체계화 정도 파악
-대체의학 전문가의 역할 설정
-환자의 현황 및 요구파악
-이용 가능한 자원 파악

투입평가 -구조적 결정 -해당 보완대체요법의 실행을 위한 인적/
물적/경제적 요소의 평가

과정평가 -실행결정
-보완대체요법 행위적 패턴분석
-보완대체요법 행위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산출평가 -결과평가

-보완대체요법의 이용으로 인한 결과 평가
(임상적 건강과 삶의 질 등 수준측정)
-환자의 만족도 평가
-해당 보완대체요법의 경제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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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결결결론론론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어 노인들의 퇴행성 만성 질환의 유병률이 증가함
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받으면서 장기요양이 가능한 시설을 갖춘 요양병
원이 필요하게 되었다.또한 노인환자들은 그들의 만성질환을 관리하기
위하여 질병치유,예방 및 건강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사료되는 보완대체
요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환자들에게
보완대체요법을 적용하기 위한 방법론을 고찰하여,보완대체요법을 효과
적으로 시행하고 궁극적으로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선 노인환자에게 보완대체요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특성을 이
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보완대체요법을 적용하는 과정은 보완대체요법 전문가가 노인환자의 특성
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의료욕구,심리적 욕구,사회적 욕구에 맞춰 건강
수준과 삶의 질을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사용하는 체계적인 문제 해결 절
차라 할 수 있다.이 과정은 대체로 4단계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단계,사정(assessment)또는 진단(diagnosis)은 보완대체요법을 적용
받을 사람의 이해에서 시작한다.다양한 신체적,심리적,사회적요소와 관
련된 노인환자의 기능화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다.
둘째단계,기획(plan)또는 처방(prescription)단계로 각각의 노인환자에 대
한 사정을 토대로 보완대체요법 적용 방법과 목표를 계획하는 것이다.이
방법과 목표 계획은 각 노인환자의 개별적인 욕구와 사정의 결과에 바탕
을 둔다.
셋째단계,보완대체요법 프로그램을 실행(implementation)하는 단계이며,
이미 노인환자를 사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획된 보완대체요법을 노인환
자에게 적용하여 이루어진다.
넷째단계,평가(evaluation)단계에서는 결과를 신중히 비교 검토한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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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이러한 보완대체요법 적용과정에 따른 결과를 면밀히 파악하여 피드
백형태로 반영하면서 전체 적용과정을 수정하고 개선한다.

ⅤⅤⅤ...고고고찰찰찰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AAA...고고고 찰찰찰
노인의 만성질환은 그 특성상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며,이에 노인들이
수행하기 쉽고 호응도가 높고 비용이 적게 들어 효과적이며 질병 치료보
다는 건강증진,질병예방,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보완대체요법의 활
용이 더욱 요구된다.
보완대체요법은 정통의학과는 다른 철학을 가진 개별적이고,전체적이며,
직관적인 의학체계이므로 연구방법에 있어서도 정통의학과 다른 접근방식
을 취해야 하고(AngellM & KassirerJP,1998),RCT와 같은 임상시험
에 있어서도 표본 설정,치료의 과정,결과 측정의 각 부분에 보완대체요
법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보완대체
요법을 이용한 치료 과정에서는 치료의 표준이 필요하고,시술자의 요인,
즉 시술자의 경험이나 숙련도 차이 등이 크게 작용하므로 이에 대한 고려
가 포함되어야 하며,결과 측정에 있어서도 보완대체요법의 특성을 반영
한 적합한 측정 방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MasonS,2002).
앞서 본 보완대체요법 적용을 위한 방법론의 목적은 정통의학과는 별개의
서비스가 아닌 하나의 연속성을 지닌 보건체계로 통합하여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것이다.연속성을 가진 통합적인 보건체계는 1)부적
절한 서비스 제공을 피하고,2)환자의 상태에 따라 변화하는 요구에 부응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3)다양한 의료수요를 조정하여 제공되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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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합하고,4)효율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보완대체의학과 관련하여 가
장 중요한 문제는 난립하고 있는 보완대체의학의 현황을 파악하여,각각
의 안전성과 유효성의 정도를 검증하고,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
하여야 하며,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보완대체의학은 제도권 안으로
포함시켜 국가차원의 관리ㆍ감독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BBB...보보보완완완대대대체체체요요요법법법 적적적용용용에에에 관관관한한한 문문문제제제점점점
최근 건강유지 및 증진뿐만 아니라 질병치료의 목적으로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러한
보완대체요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문제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대부분의 보완대체의학이 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검
증되지 않고 무차별하게 소개되고 있다는 점이다.즉 여러 가지 치료법이
나 식품 등이 이론적 체계 없이 효과와 검증을 거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보완대체의학이라는 이름으로 난립하고 있다.이론적 방법이 다를 수는
있을지라도 보완대체의학 역시 끝없는 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하는
작업이 과학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국내에서의 보완대체의학은 이러한
과정이 없다.
그나마 미국을 중심으로 이미 무작위 대조 시험(RandomizedControlled
Trial,RCT)이 상당수 진행되고 있고,기타 임상연구도 상당수 수행되고
있으며,우리나라도 이미 대한의학회에서 보완대체요법들의 근거 확보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결과를 중심으로 효
과와 효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거나 임상적 근거의 확보 차원의 연구가
대부분으로 실질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요법들에 대한
규제나 관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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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보완대체의학은 의학을 보완하는 목적만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성을 넘어 환자들을 왜곡시키거나 과장하여 환자의 생명을 위험하
게 하고 심지어 이를 이용하여 상업화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즉 여러 종류의 보완대체요법이 난무해 있어 의학적 지식이 없는 환자들
로 하여금 혼란과 많은 문제점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불
필요한 진료나 이중진료로 인한 재정적 손실이나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키
고 있다.
셋째,전문 의료인이 아닌 비전문가들이 보완대체의학이라는 이름으로
무책임하게 비과학적이고 비의학적인 시술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또한
환자들의 경우도 정확한 정보 없이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지나친 신뢰를
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의료인들의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인식은 차츰 긍정적
으로 변하고 있다.그러나 다수의 의료인들은 아직도 부정적인 시각을 가
지고 있어 보안대체요법을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한편
으로는 의료인자체가 무관심하여 보완대체요법들의 제도권 밖에서 음성적
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보완대체요법과 관련하여서는 보완대체요법 중 의료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나 요법이 있으나 방치되어 있다는 점이다.즉 보완대체요법 중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나 요법의 경우에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행하는
것이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그 위험
성이나 불법성이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다.그러므로 실제 보완대체
요법을 행해야 하는 행위자,환자의 생명이나 건강상태에 미치는 위험의
정도,그 효과의 과학적 검증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각을 그 정도에 따라
관리ㆍ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외국의 경우 한의학은 보완대체의학의 한 종류로 간주되고 있으
나,우리나라는 한의학이 제도권의학,주류의학에 편입되어 있으므로 이에



- 39 -

대한 고려와 입장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정확한 현황이 파악되
어있지 않다는 것도 큰 문제점이다.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보완대
체요법의 제공자나,이용형태,비용 등에 대한 현황이 파악되어야 하며,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보완대체의학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
인 관리 방안이 확립되어야 한다.

CCC...제제제 언언언
보완대체의학의 체계적인 검증과 관리를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연구,
관리,감독 등에 관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고,이러한 관점에서 보완대체
의학에 대한 국가차원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
시하고자 한다.
먼저 보완대체의학과 관련된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다.현재 우리나라에서
보완대체의학이라는 이름으로 시술되고 있는 보완대체요법 중에는 의학적
인 안전성과 유효성의 검증이 없이,또한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이 일정
자격이나 면허의 기준 없이 행하는 경우가 많다.보완대체의학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관련 법률을 정비하여 보완대체의학
을 국가차원에서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법적 기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보완대체의학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 상설기구
를 마련해야 한다.즉 이 기구에서는 모든 보완대체의학의 국내외의 현황
을 파악하고,각 행위의 관련 자료 및 해당 행위의 근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체계화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이것이 안전성과 유효성 검
증의 근거로 활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으로는 국가차원에서 보완대체의학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직접 검증하
는 연구를 수행하여 그 결과 역시 체계화하고,축적된 자료들을 통해 관
련 보완대체의학의 표준화된 진료지침을 마련하여야 하며,관련 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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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에 대한 인력풀도 구성하여야 하고,보완대체의학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보완대체의학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는 정규대학 교육과정에서 보완대체의학의 교육과 훈련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여러 나라에서 정규대학의 교육과정에 보완대체의학과정이 포함되어
있고,우리나라도 보완대체의학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의료인
을 중심으로 보완대체의학을 연구하고,임상에 활용하고자 하는 관련 학
회의 활동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검증된 보완대체의학의 현 의료체
제내의 원만한 통합을 위해서라도 의료인의 보완대체의학의 교육과 훈련
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완대체의학의 검증을 위한 다양하고 정확한 방법론이 개발되어야
한다.현재 보완대체의학의 검증방법은 외국의 경우도 근거중심 의학적
방법에 의거한 검증방법을 활용하고 있고,그 행위의 특성상 보다 과학적
인 임상시험이 용이하지는 않다는 점도 있으나,이러한 과학적 검증방법
의 개발 역시 국가차원의 지원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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