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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a rapid increase of the senior citizens' population in Korea, the number of 

seniors citizens who are having difficulties due to elderly diseases is 

increasing, too. In addition, weakening health of senior citizens not only 

increases dependability in everyday life and limits social roles of senior 

citizens, but also leads to problems such as financial burden of a family or 

financial health insurance problems. Therefore, there is a desperate need today 

more than ever for diverse studies and interests in appropriate medical services 

and care for senior citizens who are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everyday life. 

 In order to actively counteract to the senior citizens' problem, the government 

started a senior citizens' long-term recuperation insurance system on July 1, 

2007. However, the insurance provides senior citizens who cannot do things a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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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aily life with services to support physical activities or housework, and the 

reality is that there is still a lack of a system that provides a comprehensive 

service for daily health management for senior citizens who have complex demands 

for treatment and insurance. The system does provide a link between long-term 

facilities and medical facilities, but this is normally for extreme diseases, 

and the only care there is for chronic and degrading diseases are drugs. In such 

a reality, alternative supplementation treatments to surgeries and chemical drug 

use of senior citizen patients, such as treatment methods that are a combination 

and balance of physical, mental, spiritual, social and environment fields, that 

see the patient as a whole human being and strengthens the patient's immunity 

and natural treating ability, is the most appropriate solution for daily health 

management of senior citizen patients.    

 In order to apply senior citizens' welfare services to daily life, first, they 

must be easy to apply regardless of time or place, second, they must supplement 

disadvantages and side effects of modern day technology and be appropriate for 

senior citizens who have low immunity, and third, they must be able to control 

and combine imbalance between the mind, emotions and body.

 Specific alternative supplementation treatments that can be executed in 

everyday life are image treatment, bath treatment, scent treatment and music 

treatment, and previous studies show through documentary analysis that these 

treatments are effective on emotional stability and reduction of depression, 

relieving stress, overcoming fatigue, relieving pain, improving awareness 

functions of dementia patients, and reducing violent or problematic actions. 

 This study aimed to find a method to activate application of alternative 

supplementation treatments at long-term facilities from a manager's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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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is the perspectiv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and 

theoretically it used a social welfare application approach method and support 

approach method as a frame and used case management functions and active service 

quality methods of long-term recuperation insurance. Through these tools, 

client's health condition and improvement of independency in daily life were 

reflected in evaluation of long-term facilities, and a graded incentive system 

was introduced in the facility salary, to find a way to activate application of 

alternative supplementation treatments at long-term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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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Ⅰ. . . . 서론서론서론서론

 A.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평균 수명의 증가와 저출산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다른 선진국에서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7년 

총 인구의 9.9%인 481만 명으로 이러한 증가속도라면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

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향후 노인의료복지의 문제가 가장 큰 국가적 정책과

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노

인 의료비도 1999년 16.7%에서 2004년 24.4%로 증가하였으며 1996년 노인 인구 비율이 

5.8%에서 2004년 7.9%로 증가한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비 지급에서 노인 의료

비의 비율은 1991년 13.6%에서 23.8%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런 상태로 

간다면 2019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의료비가 65세 미만 전체 인구 의료비를 초과할 것

으로 예상된다(김진수 등, 2005).

  또한 노인 의료비의 많은 부분은 노인성질환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향후 노인성 질환

의 예방과 적극적인 치료․  재활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료

체계는 급성 질병의 치료 위주의 체계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노인들의 신체

적, 정신적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기에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노인성 질

환은 대부분 만성적, 퇴행적으로 진행되면서 기본적 일상생활에 장애를 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의료 서비스와 케어 제공을 위한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연구의 필요

성이 절실하다고 보여진다. 

  산업화에 따른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노인의 가족부양능력이 점차로 약화되고 있

어 노인의 건강문제는 이제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

다. 노인의 건강 악화는 일상생활에서의 노인의 의존성을 증가시켜 사회적 역할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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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하는 등 노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사회적 입원으로 가정의 

경제적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악화 등의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낳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사회연대원리를 기초로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대처

하고자 정부는 2008.7.1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장

기요양보험제도는 치매· 중풍 등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을 치료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

이 아니라,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장기치료와 보호 서비

스에 대한 복합적인 수요를 가진 노인들에 대한 포괄적이고 일상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제공 시스템이 부족한 것 또한 현실이다. 물론 장기요양기관에서 의료기관으로 

연계체계는 갖춰져 있지만 이는 주로 급성 질환에 해당되는 경우이고 만성적․  퇴행적 

질환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는 투약관리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신체․  인지 기능과 면역력이 약한 노인환자들에게 수술이나 화학적 

약물을 사용하는 대신 인체의 면역력과 자연치유력을 강화시켜주고 환자를 전체성을 

가진 인간으로 보고 신체적, 정신적, 영적, 사회적, 환경적 부분까지 조화를 이룬 치

료방식을 사용하는 대체의학이야말로 노인환자들에게 일상적 건강관리를 위한 가장 적

합한 치료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의학의 문제점은 진단된 병에 대한 부분적인 처치를 행할 뿐 그 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모든 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반면에 대체의학은 개개인의 생

활패턴과 주위환경, 또는 성격적, 정서적 상황을 고려하고 치료와 예방에 폭넓게 이용

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전세일, 전홍준, 오홍근, 2000). 현대의학은 과학적

인 생물의학에 기초하여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선택되고 있는 의학이지만 아직 많은 

질환이 제대로 규명되거나 치료되지 못하고 있거나 기술적인 치료나 약물 치료에서 부

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현대의학에 대한 신뢰가 줄어들고 있다. 

현대의학은 질병에 대한 즉각적이고 빠른 치료효과를 가져오지만 반면에 화학약물 투

여와 증상 위주로 한 부작용과 악순환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에 비해 대체의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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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병은 부분적으로 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보면서 정신 신체 기능을 보강해주고 

자연 산물을 통하여 부작용 없이 치료하는 의학이라고 볼 수 있다(오흥근, 1996).

  이러한 측면에서 보완대체요법은 신체기능과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는 노인 환자에게 

활용하기 적합한 의학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의료영역과 요양서비스

의 중간 영역에 걸쳐 있는 보완대체요법을 장기요양기관에서 질병의 악화방지와 우울

감 해소 및 정서적 안정감 등에 적용하고 이러한 건강관리를 통하여 노인들의 일상생

활 자립도를 향상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

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치료와 보호 서비스에 대한 복합적인 수요를 갖고 있는 장기요양

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정서안정과 우울감 해소, 그리고 일상적인 건강관리까지 좀 

더 포괄적이고 능동적인 케어 제공을 위해 장기요양보험 관리운영주체의 관점에서 장

기요양기관에서의 보완대체요법 적용에 대한 방법론을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B. 연구의 목적

  선행된 국내 연구 자료를 보면 대체의학 인식에 관한 연구와 대체의학의 이용행태, 

의료인들의 임상에서의 대체의학의 적용에 관한 논문은 발표되었지만 장기요양보험 관

리운영주체의 관점에서 장기요양기관의 보완대체요법 적용을 위한 방법론에 대한 연구 

논문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인식과 이용행태 등에 대한 선행 연구논문

을 분석․  고찰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노인전문요양시설, 단기보호시설, 주야간보호시

설)에서의 각종 프로그램에 적용 가능한 보완대체요법에 대해 조사하고 장기요양보험 

관리운영주체의 관점에서 사회복지실천이론의 사례관리 과정을 통해 보완대체요법의 

적용을 방법론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건강복지를 위한 보완대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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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용과 노인들의 건강복지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C. 연구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선행 연구논문과 보완대체요법과 사회복지실천이론 등 관련 참고문헌, 연

합뉴스와 의료전문 디지털신문의 보도자료, 네이버와 다음포털의 인터넷 자료 등을 중

심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보완대체요법의 특징과 현황, 보완대체요법의 이용 

실태 및 효과 등을 파악하고 장기요양기관에서 활용 가능한 보완대체요법 종류에 대해 

조사한 다음, 장기요양보험 관리운영주체의 관점에서 사회복지 실천이론인 사례관리 

과정을 이용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의 보완대체요법 적용을 위한 방법론에 대한 내용을 

연구하고자 한다. 

 D.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장기요양보험 관리주체의 관점에서 장기요양기관의 보완대체요법 적용을 

위한 방법론적인 고찰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이를 위해 장기요양기관에서의 보완대체

요법에 대한 인식과 이용실태 등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기에 효과를 검

증하고 평가하기 위한 연구는 진행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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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Ⅱ. . . . 이론적 이론적 이론적 이론적 배경배경배경배경

 A.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장기요양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영어 표기는 

long-term care이다. 이 개념은 외국의 노년학(gerontology)，노인병학(geriatrics)，

간호학, 사회복지학 등에서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이다(조지현, 2008).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장기요양 보호정책이 확정되지 않아 용어의 해석에 대하여 

학자들 사이에도 간병, 수발， 장기요양보호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통일되어 있지 

않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입법과정에서 노인요양보험법， 노인수발보험법 등으로 

명칭이 자주 바뀌어 혼란을 가중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으로 확

정되었다. 이러한 장기요양보호의 개념정의에 대해서는 “선천적， 후천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기능적 활동능력을 상당 수준 잃어버린 사람에게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 또는 

간헐적으로 제공되는 일련의 건강보호서비스， 대인보호 서비스， 사회서비스라는 견

해(Kane, 1987)와 허약， 만성질환 또는 기능적 장애로 인하여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도움， 서비스 그리고 주거편의”라는 견해(Eustis, 1984) 등이 있

다. 이와 같은 정의를 종합하여 장기요양보호란 “노쇠， 허약， 질병 또는 장애로 일

정한 정도의 기능적 활동능력을 상실하여 스스로 돌보기가 어려운 사람에게 장기간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건강보호， 대인적 보호와 사회적 지원서비스”·라고 정

의한 견해도 있다(차홍봉, 1993).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장기요양보호 서비스의 대상

은 젊은 층도 포함될 수 있지만 주된 대상은 노인이고， 노인의 허약․  노쇠․  만성질

환․  기능장애 등의 기능적 활동능력 제약이 장기요양보호의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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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법은 “장기요양급여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노인장기요양법 제 2조 제 2

호).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장기요양보호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기능적 장애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이상 자주적인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사람에게 일정기간 지속

적으로 제공되는 보호서비스， 기초의료서비스， 사회적 지원서비스 등 일상생활 영위

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이명수, 2007).

  2. 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 

  우리나라의 장기노인요양정책은 노인 및 그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으

로서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므로 보험료 부담은 전 국민이 되며 공공부조 대상

자도 본 제도에 포함 된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수급자가 모두 장기노인요양보험 

적용대상이 되며,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로서 치매, 중풍,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

병에 해당되어야 한다. 그리고 실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

회에서 심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 수발이 필요하다는 인정을 받아야 하며 등급별 판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된다(조인자, 2008). 

  3. 급여종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로 구분되며, 치매․  중풍 등의 노인

으로서 장기요양인정으로 판정을 받게 되는 노인은 두 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급여지급은 재가서비스에 대해서 요양필요도에 따라서 보험급여의 상한액이 설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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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시설가입자도 요양필요도에 따라 급여액이 정해져 있다. 시설서비스는 장기요양

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

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가 해당된다. 재가서비스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

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6종류가 있다(조인자, 2008).

  4.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 시행령이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장

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아야 하며(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장기

요양기관을 지정한 때 지체 없이 지정명세서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방문간호

기관은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지방자치단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운영할 

수 있으며(법 제32조), 신고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신고 내역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방문간호기관은 치과의사 및 조산사를 제외하고 의료법에 따

른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가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절차 및 방법을 준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하여야 한다(법 제35조). 또한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의 선택을 용이하게 하고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급여의 내용, 시설, 인력 등 현황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

하는 인터넷에 게시하여야 한다(법 제34조). 

  5. 장기요양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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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의 장기요양요원은 요양

보호사 1급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방문간호의 장기요양요원은 간호사로 최근 5

년 이내에 2년 이상의 임상경험이 있는 자와 간호조무사 중 최근 10년 이내에 3년 이

상의 임상경험이 있는 자 및 치과위생사를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다(법 제23조 제2항, 

시행령 제11조).

  6. 장기요양보험의 관리운영기관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고(법 제48조 제1항), 공단

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48조 제2항).

①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

②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징수

③ 신청인에 대한 조사

④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⑤ 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제공

⑥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⑦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제공․안내․상담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⑧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

⑨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⑩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⑪ 노인성질환예방사업

 B. 보완대체요법

  1. 보완대체요법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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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연구와 문헌들에서 대체의학(Alternative medicine)의 정의를 살펴보면 정통의

학, 제도권의학(Orthodox medicine)을 대신한다는 의미로 만들어진 말인데 다른 명칭

으로는 정통의학의 어떤 부분을 보충해준다는 의미로 '보완의학 (Complementary 

medicine)', 서구적 전통의학, 또는 주류 의학 (Conventional medicine)에 대비되기 

때문에 '비전통 의학 (비주류 의학, Unconventional medicine)', 제 3 의학 (Third 

line medicine)이라고도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치유 방법의 특징이 사람의 전체를 보

면서 치료하기 때문에 '전인 의학(全人醫學, Wholistic or Holistic medicine)', 인간

의 질병을 자연의 치유 능력에 맞추어 조율해 주고 복원시켜주는 의학이라는 의미로 '

자연의학(Natural medicine)'이라고도 불린다. 모두 의미 있는 명칭들이며 어느 관점

을 중요시 하느냐에 따라 적절히 불릴 수 있으나 최근 미국국립건강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Health: 이하 NIH) 산하의 미국국립보완대체의학센터(National Center 

for Complementary Alternative Medicine: 이하 NCCAM)에서는 '보완대체의학(CAM,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체요법, 대체의학, 보완대체의학, 보완대체요법 등 여러 가지로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통일된 용어는 없으나 본 논문에서는 매우 다양한 진단 또

는 치료방법 모두를 하나의 설명 틀로 묶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의학’이 아니라 

‘요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이상욱, 2002).

  2. 보완대체요법의 특징

  지금까지의 서양의학(Western medicine), 또는 정통의학은 서양철학과 과학 문명의 

발전에 기초를 두어 분석적이고 합리적인 방식과 사고로 의학을 발전시켜 왔으며 인간

의 질병을 다루어 왔다. 이러한 지금까지의 정통의학, 또는 제도권 의학(Orthodox 

medicine)은 인류를 질병에서 어느 정도 해방시켜 주었으나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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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적이고 합리적인 학문적 사고방식은 인체를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인체에 대한 전

체적인 접근의 중요성을 상실하게 하였으며 기계와 화학약품에 대한 의존비율을 지나

치게 높여 의료비를 높이고 인체 부작용을 심화시킴과 아울러 의료의 비인간화 및 치

료방법에 대하여 사고의 기계적 고착화를 불러 더 나은 치유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어 만성퇴행성 질환 질병구조의 변화로, 그동안 중요한 보건문

제로 여겼던 전염성 질환 등 급성 질환을 대신하여 고혈압, 당뇨, 암, 심장질환, 관절

염 등 만성질환으로 보건 분야에서 질병구조의 전환을 가져왔다. 질병구조의 전환은 

약품과 기술에 의존하는 기존의학으로 하여금 한계를 보이게 하였다. 또한 의사중심적

인 기존 의료에 대한 불만, 고가의 의료기술 및 장비 이용으로 인한 의료비 상승문제

를 가져왔다.

  이러한 기존 정통의학의 한계로 인해 인간의 질병을 다루는 의학은 종합적이고 전인

적인 접근 방식이 적용되어야 완전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관점의 치유(care) 개

념이 최근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면서 다양한 건강 증진(healthcare) 및 치료

(treatment) 방식이 대두되었고, 널리 연구되어지고 있다. 

  보완대체요법은 매우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특

징을 가지고 있다(오홍근, 2008). 

① 병이 발생한 부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 신체의 전체적 조화와 균형 상태를 

중시한다.

② 수술 등과 같이 우리 몸에 인위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일을  되도록 줄이며 침투적

이고 공격적인 방법이나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다.

③ 체내의 독성 물질이나 노폐물을 제거하고 배출시켜 정화된 상태를 유지하게 한다.

④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 치유능력을 강화하고 면역력을 보강하여 전체적으로 조

화를 이루게 한다.

⑤ 인공합성 약물의 사용을 삼가고 자연산물에서 추출한 활성물질로 치료하여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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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줄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치료자는 환자에게 상담자와 교육자의 역할까지 담당하여 건강에 관심을 갖게 한

다.

⑦ 스스로 건강을 지켜나가는 예방의학적 생활태도와 습관을 교육하여 질병을 미리 방

지하고 평상시의 건강관리에 중점을 둔다.

⑧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무조건 억제시키는 것보다는 시간이 걸리고 증상이 당장 없

어지지 않더라도 근본적인 면역기능의 강화와 보충에 역점을 둔다.

⑨ 질병을 치료한다는 개념보다는 인간을 전인적으로 접근하여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

다. 전인적이라는 말은 환자의 성격, 환경, 유전, 가정, 감정상태, 환경 등을 관찰하

여 병의 원인을 밝히고 치료하는 데에 활용한다는 뜻이다.

⑩ 질병이란 환자의 내부 상태에 문제가 있을 때 보이는 외적 표현이므로 환자의  내

부 상태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

  3. 보완대체요법의 분류

  우리나라에서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한 연구들에서 그 분류기준은 대체로 미국국립건

강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Health: 이하 NIH) 산하의 미국국립보완대체의학센터

(National Center for Complementary Alternative Medicine: 이하 NCCAM)의 분류에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담아서 분류하고 있다. NCCAM에서는 보완대체의학을 크게 

Alternative Medical System, Mind-Body Intervention, Biologically Based 

Therapies, Manipulative and Body-Based Methods, Energy Therapies 등 5가지의 범주

로 분류하고 있다.

  Alternative Medical System이란 현대서양의학이 정립하기 전 여러 지역에서 독자적

으로 이루어져 이론과 실기 전반을 아우르고 있는 의학체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한

의학이나 인도의 아유르베다의학, 서양의 동종요법이나 자연요법이 여기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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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d-Body Intervention이란 마음의 육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육체의 건강을 회복하

고자 하는 방법이다. 명상, 기공, 음악치료, 인지행동치료, 최면 등과 종교적 영적 치

료가 여기에 속한다.  Biologically Based Therapies란 자연적 생물학적 원리에 근거

한 치료법과 생산품과 그 생산품들을 이용한 술기를 말한다. 약초, 자연산 약재, 식

품, 비타민과 벌침요법 등의 술기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 Manipulative and 

Body-Based Methods란 물체:신체, 신체:신체의 접촉이나 움직임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마사지, 지압, 열 치료, chiropractic, 서양의학체계가 아닌 물리치료 등이 포함된다. 

Energy Therapies는 신체 내외에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 에너지장을 이용하는 방법이

다. 기공사나 기 치료사가 행하는 기 치료, 자기장 등을 이용하는 방법이 포함된다(이

상욱, 2002).

  4. 보완대체요법의 현황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신현규 박사팀은 `세계 보완 대체의학 시장 현황 및 향후 전망 

연구보고서'에서 세계 보완 대체의학시장을 2천124억 달러 규모로 집계했다. 지역별로 

보면 북미 시장이 719억 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큰 보완 대체의학 시장을 형성했으며 

다음으로 아시아 시장 570억 달러, 유럽시장 496억 달러, 기타 지역 310억 달러 등으

로 추산됐다. 한국과 중국, 일본 등 3개국 시장 규모는 352억 달러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중국이 180억 달러 규모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고 일본 124억 달러, 한국 48

억 달러 등의 순이다.

  연구팀은 2000년~2005년 6년간 세계 각국 통계에 나타난 약초제제 상품과 침술 등 

보완대체요법, 천연 건강 상품, 전통의료 등 다양한 보완 대체의학 관련 항목을 대상

으로 이번 조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향후 세계 보완 대체의학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느리기는 하지만 꾸준하

게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연구팀은 시장 성장전망 근거로 ▲고령화 시대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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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의학에 대한 치료 수요 증가 ▲현대 의학에 대한 불만 ▲환자의 자가 치료 욕구 

▲자연주의 선호사상 ▲보완 대체의학요법의 안전 및 유효성 확보 등을 들었다(연합뉴

스, 2007.11.18).

  WHO에 의하면 세계 의료형태의 30∼40%만이 서양 정통의학(conventional western 

medicine), 즉 현대의학을 따르고 나머지는 보완의학 또는 대체의학(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이 차지하고 있는데, 가천의대 이성재 교수는 “최근 한 연

구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에 정통의학 치료에 사용되는 약품비가 5조원

에 불과한데 비해 건강기능식품이나 보약에 사용되는 비용은 20조원에 이른다.”고 한

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보완대체의학의 종류가 몇 가지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지난 97년 발족된 한국대체의학회(현 한국통합의학회)에 따르면 

보편화되고 있는 것들은 봉독요법, 심신의학, IMS, 아로마요법, 식이요법, 자연요법, 

동종요법, 카이로프랙틱, 증식요법, 인도의학 등 대략 20가지 정도이다. 

  특히 지난 2003년 대한의사협회와 가천의대 길병원에서 시행한 ‘국내에서 보완대체

의학의 합리적인 수용을 위한 정책연구’에서 보완대체의학 치료법에 대한 인지도 조

사를 한 결과 IMS 44.4%, 테이핑 24.3%, 자연요법 13.4%, 카이로프랙틱 24.6%, 증식요

법 23.2% 등의 인지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디지털 청년의사, 2005).

  5. 보완대체요법의 법적 지위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보건 관련법에 나타나 있다. 세계보건기구의 연

구에 따르면 다음의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배타정책; 과학적이며 현대적인 

의료만을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는 정책. 둘째, 관용정책; 과학적인 의료만을 합법적

인 것으로 인정하지만 일부 전통의료인의 보완대체요법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정책. 셋

째, 포괄정책; 전통적인 모든 보완대체요법을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는 정책. 넷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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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정책; 전통적인 보완대체요법과 현대 의료를 보건의료체계에 통합하려는 정책.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배타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나라로는 프랑스, 일본, 스

칸디나비아 나라, 호주, 캐나다 등이며 관용정책은 몇 개의 선진국과 개도국 등에서 

보여진다. 독일의 경우 레이요법(lay healing)은 1914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활용되고 

있으며, 1939년에는 법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어 더욱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공식

적인 보험체계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전염성 질환과 산부인과 관련 서비스는 제공하지 

못한다. 영국은 공영의료기관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운영되고 있는 나라로서 보완대체

의학의 주류인 식물요법, 침술, 동종요법 외에도 여러 종류의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치

료비를 국가 의료보험에서 오래 전부터 지불되고 있다. 그러나 8세 미만 아동과 전염

성질환은 다루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포괄정책은 보완대체요법을 국가 보건의료체계

의 하나의 부분으로 인식하며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인도, 파키스탄, 태국 등으

로 고대 힌두문화에서 발생한 아유르베다 의학을 중요한 치료원리로 하고 있다. 통합

정책은 중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북한과 네팔에서도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중국의 기본정책은 보완대체요법 의사와 현대의사를 병원에 함께 고용하며 환자 

치료를 함께 행하고 있다(밀턴 뢰머, 2002).

  우리나라의 경우,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인식과 이용이 현대의 세계적인 증가추세이

고 시대적인 흐름이라도 실제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때 많은 법적 제약으로 인한 어려

움이 있다. 즉 의료법상 무면허의료 행위의 금지 조항에 걸려 있다(김미영, 2005). 의

료법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의료법 제25조 1항),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의료법 제25조 2항). 그리고 의료법 제25조 1항에 위반한 경우에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의료법 제66조). 

의료행위의 개념을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

위라고 볼 때, 생체자기요법, 식이요법, 약초요법, 동종요법, 척추요법 등 대체의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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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또한 대체의료행위를 한 자는 의료

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 등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의료법에 의해

서 처벌받는다. 또한, 의료법에 대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는 ‘의료

법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치과의

사가 아닌 자가 치과 의료행위를, 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방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자

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 

한다고 규정하여 부정 의료 업자를 처벌하고 있다. 즉, 대체의료행위를 한 자가 영리

를 목적으로 업으로 의료행위를 행한다면 이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를 위반하여 처벌받게 된다(최오호, 2004).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① 환부 또는 그 반대부위 및 척추나 골반에 나타

나는 구조상의 이상상태를 도수 또는 바이타기 등으로 압박하는 등의 시술을 계속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5.5.14 선고 84도2888판결: 1985.5.28. 선고 84도2135 판

결). ② 피부관리사로 하여금 피부 박피술을 시행한 사실이 인정된 바, 이러한 행위는 

인체의 생리구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이를 행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 신체

나 공중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므로 이는 단순한 미용술이 아니라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한다(대법원2003.9.5. 선고 2003도2903 판결). ③ 의료행

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는 것으로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밖에 의료인

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단순한 피로회복 또는 

통증완화를 넘어서 심층까지 지압행위를 하여 통증을 유발할 경우, 인체의 뼈, 골격이

나 신경계통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찜질을 하다 화상을 입은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

이고, 안마나 지압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그것이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

하여 시술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대하여 상당한 물리적 충격을 가하는 방

법으로 어떤 질병의 치료행위에까지 이른다면 이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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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행위, 즉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2.25. 선고 99도

4542 판결). ④ 기를 강화 내지 조절하여 사람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면서 환

자들에게 기를 넣어준다는 소위 기공술을 시행하는 외에 척추 등에 질병이 있는 환자

의 환부를 한 차례에 1시간 가향 때로는 환자가 환부에 약간의 통증을 느끼게 될 정도

로 손으로 두드리는 방법으로 치료행위를 하여 오면서 치료비를 받았다면 보건범죄단

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7.27. 선고 93도1352 판결). 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질병치료를 위하여 인체에 벌침, 쑥뜸 등의 시술행위를 하였다면 

그것이 의료기구 또는 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실제로 효험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이는 금지된 의료행위를 한 것과 다름없다(대법원 1992.10.13. 선고 92도1982 판

결). ⑥ 막연히 강박 강념, 공포증 및 언어장애 등의 병증 환자들을 모아 놓고 정신 

안정법, 암시법, 발성법, 호흡 등의 정신요법을 시술한 것은 보건위생상 위험이 있다

고 보아지고, 그 소위를 의료행위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79.5.22. 선고 79도612 판

결).

  한편, 대법원은 수지침 시술행위와 관련한 의료행위여부에 대한 판례(대법원 

2004.4.25 선고 98도 2389)에서 대체의료행위도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보아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

행위로서 형사상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유사의료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형법 제 20조(정당행위)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로, “보건위생상 위해”라는 개념이 추상적인 위험이 아닌 

구체적인 위험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진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일반인들에 의해 널리 시행되고 있는 심신(명상)요법, 목

욕요법, 향기요법, 음악치료 등의 경우에 있어서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의 보완대체요법 시행이 의료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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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복지가족부의 답변에 의하면 ‘보완대체요법들은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시행한다면 

의료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단순히 정서안정 등을 목적으로 시행한다면 가능하

다고 판단된다.’고 회신하였다(2AA-0811-055565, 2008.11.25).

  따라서 최소한 독일이나 영국처럼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관용정책을 취하지 않고 의

료행위의 범주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행 법 체계 상, 장기요양기관(노

인복지시설) 내에서 사회복지사 등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보완대체요법을 시행할 경우, 

사회적으로 일반인들에 의해 널리 시행되고 있으며 신체적인 침습이 없이 단순히 정서

적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향기요법, 족욕요법, 음악치료 등은 노인건강복지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에 활용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다. 다만, 마사지와 같은 신체적인 접촉

이 필요하고 치료를 목적으로 행하는 보완대체요법의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인에 의해 

행해져야 할 것이다.

  

  6. 보완대체요법의 인식 및 이용실태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이상욱(2002)은 종말기 노인환자의 보건의료 비용과 삶의 질에 대한 연구에서 65세 

이상 노인 중 사망 전 6개월간 보완대체요법 중 하나라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자는 전

체의 83.1%였는데, 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73.9%(남문석, 1994), 암환

자의 53.0%(이건세 등, 1999), 고혈압환자 40.6%(정유석 등, 1998), 만성질환 35.6%

(송미숙 등, 1999) 등의 연구 결과 등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이용률을 나타내고 있다

고 하였다. 

  정낙현(2005)은 만성질환자들의 상당수(67.6%)가 지난 1년 간 자신들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대체의학 치료법을 이용하였고 이용 이유는 질병치료, 

악화나 재발의 예방, 건강유지와 안녕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대체의학의 이용에 대

한 종합적인 만족도에서는 비교적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치료하기 전 기대치

와 비교 만족도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여 대체의학이 노인환자들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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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뇌졸중 의 경우 노인들이 선호하는 보

완대체요법은 침 요법(40.0%) 다음으로 수기요법(20.0%)과 식이요법(20.0%)이었으며, 

치매성 질환의 경우에도 침 요법(33.3%) 다음으로 수기요법(26.7%)로 나타났다. 

  한편, 이종문(2003)은 의료기관 종사자의 대체의학 이용양상 및 인식에 관한 조사연

구에서 의료종사자들이 선호하는 보완대체요법은 지압․ 마사지(49.6%), 수지침

(35.3%), 건강보조식품(30.3%) 순이었으며 보완대체요법의 임상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는 물리치료사(97.5%), 간호사(85.0%), 의사(77.5%) 순으로 가능하다고 하였다. 조현

준(2007)의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의 보완대체요법 경험 여부를 묻는 조사에서는 없다 

50.5%, 있다 40.5%로 나타났으며 임상에서 환자에게 적용시키거나 허용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서는 없다 58.%, 있다 41.7%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해본 보완대체요법의 종류에 

대해서는 침, 뜸 및 부황이 15.7%, 찜질요법이 12.1%, 수지침 11.7% 순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침․  뜸 및 부황요법은 한의학의 영역이므로 정통의학의 분야라고 본다

면, 선행 연구문헌을 통해 우리나라 노인들은 보완대체요법을 보편적으로 이용하고 있

으며 노인성 질병(치매, 뇌졸중)이 있는 노인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보완대체요법은 

수기요법이며, 의료종사자들과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도 침․  뜸을 제외하면 마사지와 

같은 수기요법과 찜질요법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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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 . . .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기관에서 적용 적용 적용 적용 가능한 가능한 가능한 가능한 보완대체요법보완대체요법보완대체요법보완대체요법

 A. 노인의료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한 보완대체요법

  노인의료복지서비스를 위한 의료복지시설이나 재가복지서비스에서 연계체계 구축, 

전문 인력 확충 등을 통해 서비스를 증진시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인에게 좋은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우선적으로 시행할 과제라

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 노인들에게 일상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보완대체요법을 활용하

여 노인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노인의료복지서비스를 위해 일상적으로 적

용 가능하기 위해서는 첫째, 실용적이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활용하기 용이

해야 하며 둘째, 지속 가능성과 비용의 적절성이 있어야 한다. 만성적 질환으로 장애

를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보완대체요법의 시행은 그 효과가 비교적 오래 걸리므로 최

소한 3개월 이상의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에서의 보완대체요법 시행

에 대한 별도의 개별수가가 산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은 비용으로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현대의학의 단점(부작용)을 보완하면서 면역력이 약한 노인에게 적합해야 

하며 넷째, 정신과 감정 그리고 신체적 불균형을 조절하고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보완대체요법은 장기요양기관의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도 있다. 

  권중돈(2003)은 노인복지시설에서 활용하는 건강관련 프로그램의 종류로 위생관리, 

ADL 훈련, 건강체조․  기체조, 명상․  요가, 수지침, 발마사지, 회상요법 등을 열거하

고,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접근성, 지속성, 적합성, 포괄성, 비용의 적절성 등을 제시

하였듯이, 보완대체요법이 노인의 특성과 노인성 질환에 적합하므로 노인복지시설에서 

프로그램 운영에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매일 생각하고, 듣고, 호

흡하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적용이 가능하며 적은 비용으로 노인에게 활용하기에 용이

한 보완대체요법은 심신요법, 목욕요법, 향기요법, 음악치료로, 이후 일상생활 속에서 

시행할 수 있는 보완대체요법을 일상적 보완대체요법이라고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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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심신요법

  1. 심신요법의 개념

  정신의학이 발달하면서 뇌에서 나오는 신경전달물질과 호르몬들이 인간의 마음과 감

정의 본질을 조절하며 생리화학적, 역동적 과정을 거쳐 신체 질환을 일으킨다는 사실

들이 밝혀지고 있다. 정신과 신체는 상호 영향을 주는 불가분의 관계로 이들의 메커니

즘과 심리적 치료 기술들을 이용하면 정신적 상처나 갈등을 해결하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축적되어온 생각과 신념으로 느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 정

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인 것이다. 그러한 마음의 덩어리

를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접근해서, 필요하면 그것을 바꾸기도 하고 조절하기도 

하는 것이 심리치료다. 인간의 심리적, 정신적 갈등과 내재된 부정적 경험을 들춰내 

상담을 통해 심신장애의 근원을 캐는 분석치료와 증상의 완화에 초점을 맞추는 지지치

료 등 이 원리를 응용한 많은 치료법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정신치료, 명상요법, 호

흡법, 심상요법, 최면요법, 바이오피드백, 이완요법, 기도치료, 기공법 등이다(오홍

근, 2008).

  2. 심신요법 종류

   a. 심상요법

  완전한 이완에 이른 상태에서, 마음의 힘을 빌려 마치 질병이 몸에서 빠져 나가는 

것처럼 상상함으로써 실제로 병이 없어지는 것을 노리는 치료방법이다. 심상은 고대로

부터 사용된 치유의 기술로 상상을 사용함으로써 사건이나 개인이 처한 환경, 경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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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식을 변화시켜주는 인지적 전략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긍정적인 이미지로 대

치시켜 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건강행위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준

다(Halter, 1998) 이러한 심상은 단순히 시각적인 내용뿐 아니라 후각, 미각, 촉각 등

의 감각을 이용하여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상자로 하여금 인지, 정

서적, 심리적, 생리적, 행위적 반응을 유발한다. 특히 심상은 정서적인 반응까지 일으

키므로 대화를 통한 중재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을 꾀하도록 한

다.(Tusek & Cwynar, 2000) 

  심상요법은 이완과 인식의 변화기능에 초점을 두며 심층적 심상의 체험이 아닌 상상

적 사고 수준의 심상을 응용한 행동주의적 심상요법과 심층적 심상체험을 통하여 노출

된 우리 마음의 기능, 특징, 상태 등을 분석하고 규명한 다음 이 내용을 심상으로 재

구성시켜주는 치료 작업인 역동적 심상요법이 있다(오원옥, 석민현, 2002).

  심상요법의 종류에는 구체적 치료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이거나 치료적으로 심

상을 사용하는 지시적 심상요법과 관련정서를 유발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정

서적 심상요법이 있다. 그리고 지시적 심상요법은 안정, 평화, 진정, 및 이완의 감정

을 증진하도록 고안된 유쾌한 심상들이 표준화되어 있으며(Sodergren, 1985) 이외에도 

과정심상요법과 결과심상요법으로 구분되어 있고 심상유도 여부에 따라 지시적 심상요

법과 자유 심상요법으로 나누어진다.

  심상요법의 적용으로는 암환자를 위한 집중적 심리요법 프로그램(사이몬튼 외, 

1990), 갈등해소(Ashen, 1977), 불안감소(Korn, 1983), 동통(Korn, 1983), 분만

(McCaffery, 1979), 수면(McCaffery, 1979) 등이 있다.

  심상은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요법을 받는 암환자에게 치료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

해 사용되고 있고, 급만성 통증이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도 사용되고 있는데

(Sodergren, 1992), 이러한 심상의 적용으로 인하여 대상자들은 심리적인 안정을 얻게 

되어 병원 진료 횟수가 감소하고 수술환자의 경우 입원기간이 단축되며 원인을 설명할 

수 없었던 신체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의료비용의 감소 등 매우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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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나타나고 있다(Davenport, 1996).

   b. 아봐타 프로그램

  산스크리트어인 아봐타(Avatar)는 ‘깨달아 뜻대로 사는 자’라는 뜻이다(조연현, 

2003). 프로그램(Avatar Program)을 개발한 미국의 교육심리학자 해리 팔머(Harry 

Palmer)는 대학생 시절부터 동, 서양의 다양한 의식 개발 및 영적 수련법을 추구해 오

던 중 1986년 감각차단 탱크 속에서 8주 동안 지내는 특별한 경험을 하였다. 감각 차

단 탱크의 경험이란 관(棺)처럼 생긴 통 안에 소금물을 채운 후 여기에 들어가 뚜껑을 

덮고 누워서 둥둥 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 오관(五

官)의 감각을 차단한 조건 속에서 자신의 의식 상태를 스스로 관찰하였는데, 모든 감

각이 차단되자 이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들이 마치 폭풍처럼 일어났고 두 달 

가까이 지내면서 모든 생각이 잠재워지자 본래 갖추어져 있던 고요하고 순수한 의식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체험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순수한 의식의 상태란 마치 바다 해면에서 출렁거리는 파도이기를 그만두

고 깊은 바다 밑으로 내려와 고요하고 편안하게 된 상태와 비유할 수 있다. 생사(生

死)를 초월한 생명의 실상(實相), 과거 수많은 성인들이 도달하였던 영적 추구의 끝에

서 완벽한 평화를 체험한다.

  그 후 많은 사람들이 이 감각 차단 탱크 속에 들어가고 싶어 하였다. 그러나 해리 

팔머는 이와 같은 위험한 모험을 사람들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면서, 그 

대신 감각차단 탱크와 비슷한 수준의 체험을 쉽고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아봐타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경험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야말로 인류가 추구해온 모든 지혜의 종합적 완성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프로그램에는 "몸 다루기(Body Handling)"라는 연습이 있는데 이것은 누구나 쉽게 

감각차단 탱크와  비슷한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나"란 다만 물질적 존재가 아니

라 그 물질적 존재 너머의 영적 존재이며 따라서 몸이 죽더라도 내 생명은 영원히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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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음을 자각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기도 한다. 이 프로그램

을 환자 치유에 활용하고 있는 세계의 여러 의사들은 한결같이 이것을  "근원적 치유

에 도달케 하는 탁월한 의학적 테크놀로지"라고 평가하고 있다(의식과 생명아카데미, 

2008.10.15).

   c. 아우토겐 수련

  독일에서 시작하여 유럽 전역에 이완요법 중 가장 보편적으로 보급되어 있다. 의학

적으로 검증된 방법으로 그 효과가 임상과 비임상 분야를 넘나들며 널리 인정받고 있

다. 독일에서 아우토겐 수련은 병원에서 의사에 의해 고혈압이나 당뇨병 또는 불안장

애나 우울증 등 내과적, 정신과적으로 진단 가능한 질환의 치료에 시행되거나 심리상

담소에서 심리치료사에 의해 심리 상담과 치료에 활용된다. 독일에는 직업치료사라고 

하는 국가적으로 공인된 치료직업군이 있고 이완지도자라고 하는 이완요법을 전문적으

로 가르치는 직업도 형성되어 있다. 

  독일에서의 명칭은 아우토게네스 트레이닝(Autogenes Training)이다. Autogenes 의 

어머 -es 는 독일어의 문법적 특성에 따른 형용사 어미이다. 의미의 핵심은 Autogen 

에 있는데 이는 그리스어인 Autos (스스로) 와 genos (생성하다. 일어나다, 태어나다) 

의 합성어로 “스스로 일어나다, 스스로 생성하다” 라는 뜻이다. 이 이름은 슐츠박사

가 1926년 베를린의 학술대회에서 20여년에 걸친 연구를 “Autogenes Orhanubungen" 

이란 제목으로 발표하고 1932년 ”Das Autogenes Training - konzent-rative 

Selbstentspannung" 이라는 결정적인 저서로 집대성할 때까지의 일련의 과정에 걸쳐 

지어진 이름이다. 아우토겐수련이란 “당신이 당신 스스로의 마음의 힘으로써 - 즉, 

아우토겐하게 - 당신 자신을 이완하게끔 배우는 방법” 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슐츠 

박사의 선택이 선견지명이 있었음을 70여년이 지난 오늘날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 현

재 인정받고 있는 다양한 이완요법들 중 아우토겐수련이 가장 탁월하며 독보적인 입지

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보다도 바로 이 자율성에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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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토겐 수련이 독일에서 치료에 적용될 시 그 비용을 전액 의료보험에서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일반인들이 아프지 않아도 예방 차원에서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고

자 하는 Well-being(웰빙) 차원에서 보건소나 평생교육기관에서 아우토겐 수련을 받고 

그 비용 역시 의료보험에서 지불해 주고 있다. 독일에서는 아우토겐 수련이 치료 범주 

뿐 아니라 “스트레스 대처와 질병의 예방” 이라는 범주로도 보험수가가 적용되는데, 

스트레스의 문제가 점차로 더욱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질병의 발병과 경과에 미치는 

기전이 점점 더 명확하게 규명되고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 자율훈련법의 태동 이래로 근 10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만큼 오랜 검

증을 거친 것이다. 자율훈련법이 개인에게는 이완을 통해 심적 신적 치유와 영적인 성

숙을 가져오는 한편,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다는 것 역시 검

증되었기에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이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임

상가와 비임상가, 몸을 다루는 사람과 마음을 다루는 사람, 제도권 내 의료인과 제도

권 외 치유인을 막론하고 인간의 성장과 치유라는 문제에 진지하게 임하는 사람들 간

에 "이완이 기본"이라는 견해의 일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완은 문화이

다’라고 하는 인문적이며 동시에 실천적인 입지가 대두되고 있다. 

  자율훈련법은 최초로 체계화 되고 실용화 된 심신상관의학이며, 삶의 불균형이 병으

로 나타나기 이전에 주효하는 예방의학이며, 일반인 또는 환자가 의료전문가와는 종속

적인 관계가 아닌 동반자적인 관계 속에서 치료의 주체가 되는 제 3의 의학이며, 외부

로부터 오는 물질이나 기계적 조작이 아닌 내면으로 부터 오는 자연적인 힘이 치유의 

본질임을  갈파하고 있는 자연치유학이다(아우토겐수련, 2008.10.15).

   d. 사이몬튼 요법 

  미국 포트워스 암 연구센터의 방사선 종양학자 칼 사이먼튼(Carl Simonton)은 상상

법을 개발했다. 그는 오레곤 대학 레지던트 시절 방사선 암 치료 수업 중 획기적인 사

실을 발견하게 된다. 암환자인 연구 대상들을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누어, A그룹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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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방사선 치료를 실시하고, B그룹에는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암이 아이스크림 녹

듯 사라진다'는 생각을 하도록 만들었다. 일정 기간이 지난 뒤 B그룹 환자들은 A그룹

에 비해 증세가 호전됐다. 

  구체적으로 Carl의 마음치료는 긴장이완법과 이미지요법을 중심으로 하루에 3회씩 

5~15분간의 명상을 통해 전신의 이완 상태를 유도한 후 암의 이미지를 상상하고 몇 백

만이나 되는 방사 에너지의 탄환이 그 암세포를 공격하는 방사선의 활동을 상상하게 

한 다음, 체내의 백혈구가 활동하는 상황, 즉 암세포를 백혈구가 흡수하고 사멸된 암

세포를 신장과 간장을 통해 배설하는 상황을 상상하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암세포가 

점차로 축소되어 가는 상황과 그 결과로서 건강을 점차로 회복해 가는 상황을 명확하

게 머릿속에 그리는 것이다(Carl Simonton, 1990).

  특히, Carl(1990)은 암 발병의 심신상관 이론의 모델에서 암 발생에 있어서 심리적 

스트레스와 뇌하수체 활동 등의 심신상관관계에 대한 단계적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심리적 반응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모든 스트레스가 다 질병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가 누구이며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학습된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우

리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에 제약을 가해 스트레스에 충분하게 대처할 수 없게 

하기 때문에 미해결의 문제를 남기게 된다. 그 결과 그 사람에게는 우울감, 절망감, 

무력감이 생겨날 수 있다. 이러한 감정들은 대다수의 암환자들이 발병 전에 체험한다

는 감정 바로 그것이다. 이런 감정들을 체험하는 탓으로 무슨 중병에 걸린다든가 죽는

다는 일이 이런 감정들로부터 벗어나려는 해결책으로서 마음에 들게 되는 것이다. 이

런 심리적 과정은 반드시 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무의식적으로도 이루어지

는 것이다.”

  따라서 환자들이 자기개념을 바꾸어 암 발병 전에 체험한 생활상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거나 또는 그 문제들에 관한 개념을 바꿈으로써 그 문제들

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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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3. 심상요법과 관련한 선행연구 고찰

  오원옥과 석민현(2002)은 국내 간호연구에서 적용된 심상요법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에서 심상요법을 실험처치로 활용한 논문 15편을 분석한 결과 심상요법은 심리적 

변수 중 자존감을 제외한 변수 즉, 상태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에 대해 보통 또는 그 

이상의 효과크기를 보여주었고, 생리적 변수인 코르티졸이나 맥박과 같은 생리적 변수

에 더욱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심상유형에 있어서는 행동주의적 심상요법

이 역동적 심상요법보다 상태불안과 우울 감소에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적

용 간격별로는 주(week) 단위로 적용된 경우가 일(day)단위로 적용된 경우보다 상태불

안, 우울, 맥박수 감소에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조미림과 유숙자(1997)는 지시적 심상요법이 정신질환자의 우울, 혈중 코르티졸 농

도 및 심상능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1996년 9월부터 1997년 2월까지 부산 

메리놀병원 정신과 병동에 입원한 환자 34명(실험군 17명, 대조군 17명)을 대상으로 4

주 동안 지시적 심상요법을 실시한 결과 우울정도와 혈중 코르티졸의 농도가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감소하고 심상능력은 실혐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였음

을 확인하였다.

 C. 목욕요법

  1. 목욕의 생리적 변화

  모든 생체는 열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방출하면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외부에

서 가해진 열에 대해서도 반응을 나타낸다. 인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신진대사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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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을 생산하고 생산된 열은 피부에서의 복사나 대류, 증발, 전도 등에 의하여 적당히 

방출된다. 안정 시 체열손실이 약 25%는 호흡기 및 피부표면에서의 불감 증발에 의해 

그리고 75%는 체표로부터의 대류와 복사의 형태로 일어난다. 인체의 체온은 자동 온도

조절 기능에 의하여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내적, 외적인 변화에 의하여 

여러 가지 반응을 나타낸다. 전신에 목욕과 같이 온열을 적용하게 되면 인체가 나타내

는 첫 번째 반응은 체내 열부하량이 열손실량보다 커져 피부혈관을 확장시켜 말초조직

의 열전도를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체열평형을 유지할 수 없을 때는 땀을 

분비하여 증발시킴으로써 열손실을 촉진시킨다. 특히 외계온도가 피부온도보다 높을 

때는 대류나 복사에 의한 열손실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발한작용만이 가장 효율적인 

열 발산 방법이 된다.

  사람의 피부에는 약 250만 개의 한선(sweat gland) 성분이 있으며 이곳에 교감신경

이 분포되어 땀 분비를 조절한다. 땀은 한선에서 혈장성분이 여과된 후 도관을 지나는 

동안에 Na˖와 기타 용질들이 재흡수되어 형성된 저장성 용액으로서 주성분은 Nacl이며 

K˖, lactate, urea, ammonia, amino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피부를 통하여 배출되는 질소성 폐기물(요소, 요산 등)의 유출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

나 신장질환이 있을 때는 피부를 통하여 유출되는 요소의 양이 증가된다.

  온열의 전신작용은 인체의 체온조절기전에 의해 여러 생리적 변화가 나타난다. 말초

혈관들은 체열 방출을 증가시키기 위해 확장되고 혈류율의 현저한 증가와 함께 맥박의 

증가가 일어나며 104˚F 이상의 온도에서 심박동률은 증가하지만 심박출량은 감소한

다. 그리고 수축기혈압이 초기에 일반적으로 상승했다가 잠시 후 정상 혹은 정상보다 

약간 낮게 떨어진다. 또 확장기 혈압은 하강하고 맥압은 상승한다.   온도 1˚F 상승

할 때마다 호흡률이 5~6회 정도 증가되는데 온도가 급속하게 상승할 때 특별히 과환기

(hyperventilation)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과환기에 의해 내쉬는 숨 속의 과도한 

이산화탄소의 양을 감소시키려고 하는 것이며 그 결과 혈중 pH의 증가와 알칼리혈증이 

일어난다. 온열을 장시간 적용하면 수근과 발의 경련과 함께 강축증(tetany)이 유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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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흉부의 중압감과 흥분이 일어날 수 있다. 강축증과 알칼리혈증은 혈액 내에 

이산화탄소가 농축되거나 이산화탄소가 호흡 중에 높게 유지됨으로써 일어난다.

  습열을 전신에 적용할 때 나타나는 또 다른 효과에는 혈구세포의 양적 변화가 있다. 

온열을 전신에 적용하는 환경에서는 조직으로부터의 액체가 혈류 내로 이동해가는 경

향이 있다. 그래서 혈액의 체적이 전체적으로 다소 증가되고 혈액의 체적이 증가됨으

로써 혈액이 약간 희석되는 경향이 있으며 cu.mm당 적혈구 수가 상대적으로 감소된다

(이미림, 2007). 

  2. 목욕요법의 효과

  물 요법은 네 가지 효과가 있다(Basu, 2000 ; Ramaiah, 2004). 첫째, 피로회복 및 

신경의 안정이다. 과로로 인해 몸에 피로가 쌓이고 스트레스가 올 때 따뜻한 물에 목

욕을 하고 나면 몸과 마음이 날아갈 듯 가벼워진다. 우울증, 히스테리, 불면증 등의 

신경성 질환에 있어서도 몇 시간의 지속적인 온욕을 통해 안정과 회복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때 온도는 약 36℃ 전후가 적당하다.

  둘째, 진통과 해열, 지혈효과이다. 허리통, 근육통, 신경통, 류머티즘, 관절염 등의 

통증이 심한 부위에 약 40℃의 더운 물에 적신 수건을 사용해서 번갈아 온․  냉찜질을 

해주면 진통효과가 있다. 또 열이 날 때는 얼음물에 적신 수건으로 이마와 팔 다리에 

냉찜질을 해줌으로써 열을 떨어뜨릴 수 있다.

  셋째, 탕욕과 증기욕에 의한 신진대사 촉진이다. 더운 물에 몸을 담그거나 사우나에 

들어가면 혈관이 늘어남과 동시에 심장의 운동이 빨라져 혈류의 양과 속도가 급격히 

증가된다. 이때 혈관의 벽에 붙어 있는 찌꺼기들이 쉽게 분리되며 빠른 속도로 배출된

다. 뿐만 아니라 모세혈관의 확장과 땀의 분출이 배가되어 체내에 축적된 노폐물의 배

출이 촉진된다. 또한 온탕욕과 냉탕욕을 겸하게 되면 혈관 및 신체 부위들이 확장과 

수축의 교차작용으로 인해 대사효과를 증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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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냉수마찰과 냉수욕에 의한 피부단련과 체력의 강화이다. 온몸을 냉수에 적신 

수건으로 냉수마찰을 하거나 냉수욕을 하면 피부 단련에 큰 효과를 얻는 것은 물론 체

력 강화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이미림, 2007).

  3. 목욕요법의 종류

   a. 각탕법(脚湯法) 

  각탕법이란 전신을 담그는 것이 아니고 제 2의 심장이라 불리는 장딴지 부위까지만 

물에 담그는 것이다. 발목까지만 하는 것은 족탕법(足湯法)이라 한다. 모두 제독과 혈

행 촉진의 효과가 크고 집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특히 감기·몸살이

나 기타 고열·미열의 열 환자 모두에게 탁월한 효과가 있어 민간요법에서 많이 시술되

고 있다. 각탕법은 발한을 목적으로 하는 열 요법으로서 고열이나 미열 등 열이 나는 

병 일체, 신장병, 부종, 불면증, 당뇨병, 기침이나 감기 등에 잘 듣는다. 사경을 헤매

는 위독한 환자도 각탕법으로 소생한 예가 있다고 한다. 브라우플레 박사는 "나에게 

열을 유발하는 힘을 주면 만병을 고칠 수 있다."고 말했는데 각탕법이 바로 그것이다

(장두석, 2003). 

  또한 족욕요법은 혈액순환을 향상시켜 전신을 편안하고 따뜻하게 유지시켜주며

(Inami M, 1992), 말초 피부표면의 체온 상승으로 심부체온이 떨어져 수면을 촉진시키

는데 유용한 방법(Krauchi K, 1999 ; Liao WC, 2004)이기도 하다. 족욕은 목욕이 힘든 

환자의 전신이완을 위해 자주 이용되며(Inami M, 1992), 하지 냉감이 있는 경우에도 

피로감 감소와 전신이완 등 전신욕의 효과 뿐 아니라 하지 냉감에 의한 통증을 완화시

키며 정신적, 신체적 피로감을 완화시키는데도 효과적이라고 보고되고 있다(Morita H, 

1991).

   b. 소금물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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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의 제독, 제염 작용과 마그밀의 수렴 작용을 이용한 것이다. 욕조에 몸이 잠길 

정도의 물을 받아 볶은 소금 300그램과 마그밀 300그램을 넣고 몸을 담근다. 담그는 

시간은 20분, 물 온도는 43℃를 계속 유지해주어야 한다. 부인과 질환이나 치질, 피부

질환, 특히 가려움증에 잘 듣는다. 

   c. 생강물욕 

  생강의 열성과 우리 밀의 흡수력을 이용한 치료법이다. 

생강 1.5킬로그램과 우리 밀 500그램을 함께 갈아 옹기나 스테인리스 그릇에 물 2리터

를 넣고 끓인 뒤 욕조에 몸이 잠길 정도의 물을 받아 끓인 물을 한데 붓는다. 약 20분

간 몸을 담그는데 물의 온도는 43℃를 유지해야 한다. 

  생강물욕 도중에 어지러워지면 즉시 나와 냉수로 몸을 헹군 다음 욕조에 다시 들어

가 20분을 채운다. 한번 준비한 생강 물은 5명까지 쓸 수 있다. 생강물욕은 각종 질환

에 효과적이지만 특히 백혈병과 임파선 종양, 피부질환 등에 유효하다(장두석, 2003).

   d. 반신욕

  반신욕은 체온보다 약간 높은 38℃ 정도의 더운 물 속에 명치 아래쪽만을 담그는 목

욕방법으로 전신욕보다는 심장에 무리가 없어 20~30분 정도의 장시간 이용도 가능하

다. 반신욕은 하반신을 집중적으로 따뜻하게 데워주어 혈액의 흐름을 돕기 때문에 생

리불순이나 생리통 등 부인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감기예방, 정신적 긴장과 스트레

스를 해소하는 데에도 효과가 탁월하다. 전신욕이 부담스러운 고혈압 환자나 심장병 

환자에게도 무리가 없어 매우 좋은 방법이다. 탕에 들어가기 전 몸에 물을 끼얹지 말

고 발에 물을 끼얹고 탕에 들어가 가슴 밑 명치까지만 물속에 담근다. 팔도 담그지 않

는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윗몸이 더워지면서 땀이 흐른다.

  냉증으로 하반신이 냉하게 되면 만병의 근원이라는 한방의 원리처럼 반신욕은 한방

의 가장 기본이 되는 두한족열(頭寒足熱)의 원리와 음양오행 가운데 수승화강(水昇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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降)의 원리를 이용한 대표적인 목욕방법이다. 노년에 매일 안심하고 할 수 있는 목욕

법으로 가장 좋으며, 반신욕 시 발을 때때로 들어 올려 발목, 발가락을 자주 놀리면 

효과가 더욱 커지고, 이 목욕법은 심장마비 등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한영준, 2002).

  4. 목욕요법 선행연구 고찰

  이미림(2007)은 목욕요법 형태와 생리적 지표에 따른 건강증진 효과에 대한 연구에

서 전신욕의 효과내용 중 스트레스 해소, 질병과 통증완화, 피부미용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반신욕의 효과 내용 중에는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증진에 정적인 상관을 보

였고, 족욕의 효과내용 중에서는 피부미용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고 했다. 또한 목욕

요법의 이용행태는 전신욕, 반신욕, 족욕의 순이었고 신체활력징후의 변화와 전해질 

손실 및 피부온도 분포에 따른 혈액순환 효과는 역시 전신욕, 반신욕, 족욕의 순이었

고 피로회복 및 독성물질 제거의 가능성을 보였다고 했다. 

  피로회복 방법에는 충분한 휴식, 수면 등의 수동적인 방법과 고탄수화물 중심의 식

이요법, 근긴장과 완화를 위한 마사지, 사우나, 목욕, 적당한 운동 등의 능동적인 방

법이 있다. 능동적인 방법은 정맥혈 회귀를 촉진시켜 체내에 축적된 피로물질을 신속

히 제거하는 방법이며 수동적인 방법보다는 적극적이며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

다(Greenhaff et al, 1988).

  또한, 서희숙(2007)은 족욕요법이 노인의 수면과 피로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에

서 족욕요법은 수면양이나 수면에 대한 만족도를 상승시킴으로써 노인의 수면장애 감

소와 피로완화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신체 열작용이 심부체온의 저하를 가져

와 수면을 쉽게 유도시켜 수면 잠복기를 단축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였다.

 D. 향기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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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향기요법의 원리와 효과

  아로마테라피는 향 또는 향기를 의미하는 아로마(aroma)와 치료를 의미하는 테라피

(therapy)의 합성어로 향기 나는 식물에서 추출한 휘발성 물질을 사용하여 심신을 건

강하게 하는 것으로 방향요법 또는 향기요법이라고도 한다. 향기요법은 각종 식물의 

꽃, 열매, 줄기, 잎, 뿌리 등에서 추출한 휘발성 향유인 에센셜 오일을 흡입하거나 목

욕, 마사지 등의 방법을 이용해 심신을 건강하게 하는 요법을 말한다. 향기요법의 기

본원리는 코와 피부를 통해 향을 뇌에 전달함으로써 정신적, 신체적 치료효과를 가져

오는 것이다. 그 장점으로는 두통약, 해열제 등 여러 가지 잡다하게 갖춰야 하는 가정

상비약을 대신해 모든 용도에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간편성을 들 수 있다. 이 밖에

도 복잡한 감정을 조절하여 우울증에 빠지지 않게 하고 신체 기능을 균형 있게 회복시

켜 주는가 하면 성기능을 강화시켜 건강한 성생활을 유지토록 해 준다. 피부 미용 효

과 역시 빼놓을 수 없는 향기요법의 한 분야이다. 아로마를 응용한 향수와 화장품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으며 주변 환경을 일순간에 바

꾸는 방향 효과에서도 아로마는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아로마 에센셜오일은 온갖 질병과 증상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근육통이나 류

머티즘성관절염 등의 통증 치료, 정신질환, 소화 장애, 여성 질환, 생리질환, 알레르

기성 질환, 피부질환, 혈액순환장애, 임파선 순환장애, 기관지염과 같은 감염증세, 면

역기능 장애, 내분비기능 장애 등에서부터 특이성 질환은 물론 최근에슨 항암치료와 

신투석, 방사선 치료 중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는 데에도 사용되고 있다. 그 

밖에도 회복기 단축, 기본적인 방부 효과, 항균 효과, 기억력 증진, 각성효과(치매, 

학습효과), 치과, 한의학, 간호학적인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퇴행성 

질환이나 암환자 재활에도 그 효과를 발휘한다(오홍근, 2002).

  2. 아로마 오일의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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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로마 오일은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상태와 증상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

할 수 있는데 오일을 체내로 흡수하는 일차적인 신체 기관에 따라서 크게 네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가운데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안전하게 사용되는 방법은 코를 

통한 흡수방법과 피부를 통한 흡수방법이다. 아로마 오일은 휘발성이거나 인화성이 있

는 물질로 독성이 매우 강한 것부터 약한 것까지 그 성질이 다양하다. 또한 침투력이 

강하기 때문에 피부가 민감한 사람에게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아로마 오

일은 사용하기 전에 필히 안전성에 관한 자료를 숙지하여야 하며 patch test를 실시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아로마 오일 한 방울을 팔뚝의 안쪽 넓은 부위에 떨어뜨리

고 우선 15분 정도 경과 후 피부상태와 자극반응을 관찰한다. 완전한 결과를 보기 위

해서 48시간 경과 후 피부의 상태를 관찰한다. 이때 피부의 표면에 붉은 반점이 생기

거나 피부 자극이 있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경우보다 더욱 희석하여 사용하거나 사용을 

금하여야 한다(순희자, 2004).

  3. 향기요법 선행연구 고찰

  이선영(2004)은 60세 이상의 알츠하이머 치매 노인들을 대상으로 라벤더 향 요법 마

사지를 실시하여 인지기능, 정서,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 결과, 인지기능의 

점수가 증가되었고 정서안정 및 공격행동 감소의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정서의 

효과는 처치 종료 후 2주까지 지속되어 정서적 안정을 통해 공격행동 감소의 효과를 

더욱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으며, 따라서 알츠하이머 치매노인의 

인지기능 향상, 정서 안정과 공격행동 감소를 위한 실무 현자에서 정규 프로그램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고 알츠하이머 치매노인의 인지기능, 정서, 공격행동에 

라벤더 향 요법 마사지의 적용은 효과적인 간호중재의 방법으로 향 요법 마사지의 임

상사용에 대한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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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희자(2004)는 노인의료복지서비스 증진 방안에 관한 연구(노인성 질환에 대한 아

로마 요법 활용을 중심으로)에서 아로마 요법 사례조사결과에 따른 활용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관절염에 대한 활용방안 : “아로마 오일과 초음파치료가 경견부 통증에 미치는 영

향”의 논문과 “아로마 에센셜오일이 근골격계의 급성 염좌 및 좌상의 동통 및 종창

에 미치는 효과(라벤더 및 케모마일을 중심으로)”에서 검증된 바와 같이 아로마가 통

증과 종창을 치료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그리하여 로만 카모마일, 

마조람 스위트, 라벤더를 활용하여 관절염의 통증과 염증을 조속히 치료함으로써 노인

환자의 심리적 안정감은 물론 치료기간을 단축시키고 환자가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사용의 편의성과 효과성, 또한 부작용 없는 자연치유라는 점이 아로마 요법

의 연구를 더욱 활발하게 하고 노인들의 건강을 위한 대체요법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

도록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는 노령화 사회 의료복지서비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은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노인천식에 대한 활용방안 : “아로마 향기의 흡입요법의 항 알러지 천식에 대한 면

역학적 연구”라는 논문에서 검증된 바와 같이 유칼립투스, 라벤더, 레몬을 블랜딩하

여 쥐에게 투여한 결과 granulocyte 수가 감소, 폐의 무게 감소, 폐의 총 세포 수, 

BALF내의 총 granulocyte 수와 eosinophil 수 감소, photomicrographs에서 BALF내 

eosinophil 감소, 혈청 내 IL-13와 IgE 분비량, BALF내 IL-5, histamine 분비량 감소, 

RT-PCR을 이용하여 천식유발과 관련된 여러 cytokine들의 mRNA 발현이 감소, 폐조직을 

Hematoxyline and Eosin 염색법과 Masson and Trichrome 염색법으로 조직을 검사한 결

과 염증세포의 감소를 보여 주었다. 

  이는 과학적으로 아로마 요법이 천식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로마 요법은 천연물질에 의한 치료법이므로 부작용이 적고 사용하기가 용

이하므로 아로마를 활용한 천식치료가 활발해진다면 노인의 건강증진에 커다란 기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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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으로 보인다.

  우울증에 대한 활용방안 : 이 논문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이미 입증된 아로마요법이 

스트레스와 우울증 감소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에서 같은 효과를 입증하였다. 즉 아로

마요법이 산모의 스트레스와 우울증감소에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고 이는 노인의 우

울증상과 스트레스에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그 활용방법에 따라서 노인들에게

서 증가하고 있는 정서적 불안, 스트레스로 인한 여러 가지 증상이나 질병을 예방, 치

료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여 볼만 하다.

  스트레스, 수면장애에 대한 활용방안 : 아로마요법이 스트레스와 수면장애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보고에 의해서 아로마요법은 노인의 일상생활에서 노화나 소외 때문에 흔

히 느끼는 여러 가지 장애나 증상 또는 감정적인 불안정, 정신적 증상 등에 폭넓게 활

용할 수 있으리라 본다.

  박정언(2004)은 온열요법을 병행한 아로마요법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하지관절

통증 및 관절가동범위와 일상활동장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류마티스 관절

염 환자의 통증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라벤더, 주니퍼베리, 로즈마리 및 페퍼민트를 혼

합한 오일을 적용한 온열요법을 병행한 아로마요법과 아로마요법만을 적용한 간호중재

법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통증 완화에 효과적임이 확인되었다고 하였다.

 E. 음악치료

  1. 음악치료의 개념

  음악치료(Music Therapy)는 예술로서의 속성인 ‘음악’과 과학적인 입장을 가지는 

‘치료’가 복합된 용어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는 쉽지 않다. 또한 치료사

와 환자(client)와의 교류적 상황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개인적인 특유성을 가지게 

되며 음악치료의 대상 역시 유아에서부터 노인에까지 그 영역도 정신과, 특수교육,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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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질환, 일반의료 등 다양하기 때문에 음악치료를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최

병률, 1997).

  먼저 음악에 대한 정의를 한다면 음악을 멜로디, 하모니, 리듬이 갖추어진 우리 귀

에 듣기 좋은 음악이라고 불리기에 무리가 없는 아름다운 소리를 음악으로 정의할 수 

있고 또는 음악 작곡가들처럼 우리 주변의 소음이나 침묵마저 음악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유덕희, 1998).

  다음으로 음악치료에서 말하는 치료라는 개념은 의사가 행하는 의술(medical 

treatment)이 아닌 테라피(therapy)의 개념이며 테라피의 사전적 의미는 약물이나 수

술을 이용하지 않고 신체적 질병을 치료한다는 것이다. 테라피 개념도 심리치료, 물리

치료, 작업치료 등 여러 영역에서 사용되지만 음악치료에서 말하는 테라피의 개념은 

심리치료(Psychotherapy)의 개념을 갖는다(강성우, 2004).

  2. 음악치료의 원리

   a. 동질의 원리(ISO principle) 

  I.M. Altshuler(정신과 의사이며 음악치료 연구자)는 음악으로 병을 치료할 때 사용

하는 음악은 환자의 그 때의 기분과 정신템포에 맞는 곡을 선택하면 환자는 그 음악을 

받아들여 유효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이것을 동질의 원리라 하며 심리학

적 음악치료의 원리로서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즉 몸과 마음에 영향을 주는 좋지 않

은 정서를 몸 밖으로 내보내든지 빨리 없애고 싶을 때 작용되는 원리이다. 흥분해서 

초조해 있을 때나 분노의 마음이 가라앉지 않을 경우에 동질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음

악을 사용하면 흥분이 가라앉고 초조한 마음속의 응어리가 토해져 나와 분노의 마음도 

자연히 사라져 버린다. 이것은 동종요법과 동일한 원리이다. 동종요법이란 환자의 병

과 같은 종류의 병 또는 비슷한 병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미량

의 동종요법 약을 환자가 복용하면 자신의 병과 비슷한 병을 가볍게 앓게 되고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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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가 시작된다. 결국 음악치료에 있어 동질성의 원리는 외부적인 소리의 모양이 대

상자의 내면의 상태와 유사하게 일치되어 내면의 세계를 외부의 소리세계로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b. 카타르시스의 원리

  음악으로 치료를 하려할 때 오히려 반대되는 특성을 가진 음악에 의해서 중화시키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반대이며 동질의 음악밖에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 이 또한 동종요법의 원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때문에 일시

적으로 상태가 악화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상태는 포화하여 응어리를 토해내고 그

것을 계기로 자기 스스로의 치료가 작용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카타르시스의 원리이

다(김영익, 2000).

   c. 균형의 원리

  멜로디가 풍부한 곡은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마음에 휴양을 준다. 이것은 음

악에 의해서 긴장이 완화되는 효과에 의한 것이다. 또한 화성이 장대하고 리듬이 자극

적인 곡은 반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급하게 만드는데 이것은 음악에 의해 긴장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들려지는 음악에 따라 인간의 몸과 마음은 일정한 폭을 가지고 균형

을 유지하는데 이것이 균형의 원리이다(임은희, 1993).

  3. 음악치료의 효과

  음악치료는 치매환자의 공통적 특징인 인지능력의 쇠퇴나 분열적 행동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임이 여러 논문에서 증명 되었으며 그 가운데 신체적 공격이나 언어적 공격

의 문제를 가진 환자들에게 효과적임을 보여 주었다.

  Brotons외 등(Brotons, et al. 1997)은 1985년에서 1996년까지의 치매와 관련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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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69편을 분석한 후 노인성 치매를 위한 음악치료의 적용 효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첫째, 치매와 관련된 장애로 진단된 노인들은 질병 말기 단계에까지 구조화된 음악 

활동에 참가를 계속할 수 있다.

  둘째, 치매와 관련된 장애를 가진 환자들이 그들의 지병 마지막 단계에까지 가장 많

이 참어하고 또 오랫동안 참가하는 활동으로 기악 연주와 춤, 움직이는 활동으로 보고

되고 있다. 노래하는 것이 노인집단에 대단히 일반적이고 널리 사용되는 활동이지만 

치매 환자들에게는 시간이 흐르면서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의적이거나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활동이라도 각 환자의 기능에 적절하게 적용

되는 경우에는 환자는 다양한 음악 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

  셋째, 치료사나 더 나은 기능을 보이는 동료 환자들의 참여나 시범은 참가를 유지시

키고 약속하는 중요한 요소인 듯하다. 

  넷째, 치매와 관련된 장애를 가진 환자들을 위한 음악치료 세팅은 3명에서 5명이나 

개인 세션에서 가장 성공적인 듯하다.

  다섯째, 상호 교류와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하는 사회적, 감정적 기술들은 구조적인 

음악 활동을 통해 강화시키며 향상시킬 수 있다. 음악치료 활동은 상호 교류를 제공하

고 환자나 간병인들에게 새로운 상호 교류 기술을 가르칠 수 있다.

  여섯째, 음악은 기억력 같은 인지 기술을 강화할 수 있다. 노래의 구조 속에 제시된 

정보는 정보의 보유와 상기를 강화하는 듯 보인다. 

  일곱째, 음악활동은 환자의 행동 문제를 조절하는데 약이나 신체적 억제에 대한 효

과적인 대체로 보여 진다. 문헌 검토에서 볼 때 음악치료의 성공을 보장하는 요소로서 

음악의 선호를 보고하고 있다(이금선, 2004).

  그리고 음악치료가 보다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음악치료 목적 영역을 명확히 하고 적

절한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효과적

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창조적인 활동을 자극하고 특별히 과거의 음악적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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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을 더욱 발달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정광희, 

2006).

  4. 음악치료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권자연(1998)은 음악치료가 치매노인의 인지기능과 기억회상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고 분석하면서, 우울뿐 아니라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켰다고 

하였으며, 공은희(1999)는 치매노인환자들이 식사 시 여러 가지 스트레스 원인으로 인

해 나타나는 초조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 음악을 적용하였을 때 음악은 불안과 스트레

스 상태에 있는 대상자를 이완시키며 치매노인이 친숙하여 음악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

낼 수 있는 한국 이완음악을 선정하여 적용했을 때 치료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하였

고 음악을 선곡할 때에는 곡의 빠르기, 고저, 크기, 음조, 친숙함, 선호도 등을 고려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김부영(1998)은 치매 노인의 음악치료 효과에 관한 연

구에서 치매노인에게 음악치료를 통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노인의 문

제 행동 및 정서를 감소시킬 수 있는 과정인 간호중재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고 하였

고, 나미희(1999)는 이전에 음악치료 활동에 참여한 적이 없는 62세 이상의 여자 노인 

9명을 대상으로 음악치료가 노인의 우울 정도와 자아 존중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를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 이들의 우울 정도와 자아 존중감 점수는 음악 활동에 참여하

기 이전보다 향상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 하였다(이금선, 2004).

  정광희(2007)는 음악치료가 노인환자의 실망감과 초조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에서 음악치료는 노인환자의 실망감과 초조감 감소에 큰 효과가 있으며 이는 음악치료

를 통해 노인환자의 우울감이나 불안감 해소에 효과가 있으며, 이는 결국 음악 활동이 

노인환자로 하여금 긍정적 자아감 형성과 생활의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였다.

  강성우(2004)는 음악치료의 동양의학적 접근방법 연구에서 지금까지 음악을 매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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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치료가 정신이나 정서적인 질병의 치료에 연결되어 행동과학의 한 분야로서 환자의 

장애적 행동을 수정하는 행위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신체적 질병의 치료수단으로

서의 행위로서의 음악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동양의학의 음양오행 이론을 

토대로 오성이나 오음이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각(角)음은 간과 담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치(徵)음은 심

장과 소장에 영향을 미치고 궁(宮)음은 비위 기능에, 상(商)음은 폐와 대장에, 우(羽)

음은 신장과 방광에 영향을 미치므로 오음(五音), 오장(五臟), 칠정(七情), 오행(五

行)의 상생(相生) 상극(相剋) 이론에 따라 그 고유의 파장과 구성으로 정상인과 환자

에게 들려주어 병적인 정서 및 장부의 질환에 적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 41 -

ⅣⅣⅣⅣ. . . .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기관에서 보완대체요법 보완대체요법 보완대체요법 보완대체요법 적용을 적용을 적용을 적용을 위한 위한 위한 위한 접근방법접근방법접근방법접근방법

 A. 보완대체요법 적용을 위한 사회복지실천 접근방법의 틀

  1. 직접적(미시적) 접근방법

  개인, 부부, 가족, 그리고 집단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클아이언트 집단들로 이 수준

에서의 실천가들이 면대면의 접촉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하기 

때문에 직접실천이라고 한다. 현금 혹은 현물급여도 포함, 환경조정도 포함한다. 의료

복지서비스에 있어서 구체적인 분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별의료복지서비스: 가족이나 방문 간호사 등의 서비스

집단의료복지서비스: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의료복지 서비스

지역사회의료복지서비스: 지역 내의 행정기관 또는 보건소 등을 통한 의료복지 서비스

  2. 간접적(거시적) 접근방법

  면대면의 서비스전달에서 훨씬 벗어난 거시적 접근방법으로 사회계획과 지역사회조

직의 과정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간접적 접근방법이라고 부른다. 정책의 입안과 시행

목표 변경, 조직 내와 조직 간의 시행의 관리, 직원의 지도와 지도감독, 재정과 자원

의 할당, 프로그램의 계획과 개발, 프로그램의 설계와 수행 등의 의료복지서비스 행정 

및 정책과 관련된 접근방법 등이 간접적 접근방법의 준거가 된다.

  3. 지원적 접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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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복지서비스 사례조사와 의료복지서비스 사례관리를 들 수 있는데, 사례관리기법

은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client)에 대해 그 욕구에 맞는 개별적인 원조

계획을 통해 여러 가지 자원을 연결․  동원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클라이

언트의 기능회복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말한다(최옥채, 2001).

 B. 장기요양보험에서의 사례관리

  1. 사례관리의 개념적 접근

  Johnson 등(1983)은 사례관리 어프로치의 기본원칙은 한 사람의 워커인 사례관리자

가 클라이언트와 복잡한 서비스전달체계를 체결해 클라이언트가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확보하는 책임을 갖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Parker(1992)는 클라이언트를 

위해 모든 서비스 활동을 조정한다고 하였다. 즉, 사례관리의 기본요건은 클라이언트

와 적절한 서비스를 접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례관리는 클라이언트와 서비스의 연계 

내지는 정보제공 및 중계서비스를 고도화시킨 것, 초기상담부문을 독립 강화한 것이라

고 이해할 수 있다(김영숙, 2008).

  사례관리의 개념적 접근을 생태체계적 관점, 임파워먼트 및 사회적 지지망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손용진, 2007). 

  생태체계적 관점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주변 환경과 상호 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스트

레스 등 인간과 환경 사이의 불일치를 경험하게 되며, 문제의 규명과 해결을 단순한 

인과관계가 아니라 복잡한 상호교류(transaction)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임파워먼트 관

점은 클라이언트의 내․  외적 해결능력을 중시하여 능동적인 주체로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케어매니저와 파트너적인 관계를 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적 지지망 관점은 전문가에 의한 공식적인 자원체계보다 가족, 친지, 이웃, 자조

집단, 자원봉사집단 등의 비공식적인 연결망을 활용하여 원조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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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다.

  2. 사례관리의 목적

  사례관리는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복지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전통적인 사회복지 

실천방법으로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도입된 것으로 노인복지와 노인보건의 통합적인 서

비스 전달체계, 보호의 연속성이 유지되는 포괄적인 서비스, 노인의 보건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성과 접근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인보건복지에 있어서 사례관리의 목적은 노인의 복잡한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와 신속하게 연결시키며 복합적인 욕구에 대처하기 위해 보건, 의료, 복지의 서

비스를 통합, 조절하고 만성질환 등으로 일상생활 자립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3. 장기요양보험에서 사례관리자의 역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사례관리자의 역할을 요양보호 욕구를 사정하고, 캐어 플랜을 

작성하며, 서비스를 조정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노인요양보호 대상자를 상담하

여 요양보호 대상자의 상태에 적절한 재가 및 시설서비스 계획을 작성하여 요양서비스 

관리기관, 시설 및 재가서비스 사업자 등과의 연계, 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재가서비

스 계획에 근거하는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사례관리자가 조정하는 역할을 맡아 재가서

비스 사업자 등과의 연락 조정 등을 실시한다. 재가 요양대상자 등이 요양시설의 입소

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례관리자가 조정하는 역할을 맡아 요양시설 등을 소개한

다. 요양시설에서는 사례관리자가 작성한 서비스의 내용, 서비스 제공인력의 계획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된다(김영숙, 2008). 

  또한 장기요양보험에서 사례관리자는 연계, 중재, 대변 등의 역할을 통해 클라이언



- 44 -

트의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한정된 공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통제(control)역할도 하게 된다(손용진, 2007).

 C. 장기요양기관에서 보완대체요법 적용을 위한 방법론

  1. 도입(intake)

  도입단계에서는 주로 케이스 발견, 초기면접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사례관리자

의 과업은 원조를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의 장애나 욕구를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또 

사례관리자를 통해 제공해 줄 수 있는 원조의 내용을 클라이언트에게 상세히 설명하여 

클라이언트가 그러한 원조를 수령할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하는 일이 중심이 

된다. 의뢰, 자발적 방문 등을 통해 클라이언트와 초기 접촉이 이루어지면 사례관리자

는 클라이언트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도입 시의 기초정보는  과거에 

일한 경험, 과거의 치료 경험, 재정상태, 현재 문제 및 유발 사건, 이전의 서비스 제

공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이때 정보는 아주 필수적인 부분에 국한되

어야 한다. 이후 본격적인 사정과 중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초기 정보 수집의 목적은 

욕구의 긴급성, 복잡성을 확인하여 서비스 제공 결정을 가능한 빠르고 민감하게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기초 정보수집이 이뤄지면 클라이언트가 서비스 이용에 해당

되는 적절한 특성을 갖추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

하는 스크리닝 절차를 통해 클라이언트가 사례관리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지역사

회 내의 다른 자원에 의뢰한다. 요약하면 사례관리서비스가 필요한 집단과 개인을 설

정해서 대상화하는 과정으로 장기요양보험에 있어서는 클라이언트 또는 가족․  대리인

의 장기요양 인정신청 및 신청과정 상의 초기면접을 말한다. 초기면접을 통해 클라이

언트 또는 그 가족의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인지도 등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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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정(assesment) 

  표준화된 임상면접 기술을 이용해 현재 클라이언트의 심리적, 사회적 기능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장기요양보험에 있어서 방문조사, 즉 클라이언트의 신

체․  인지기능상태와 욕구조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보통 진단의 과정을 포함한다. 구체

적인 평가항목은 기본적 일상생활 기능(Activity of Daily Living, ADL) 영역 12개, 

인지 영역 7개, 문제행동 영역 14개, 간호처치 영역 9개, 마비구축 영역 10개, 총 5개 

영역 52개 항목을 평가하게 되는데, 이 단계를 통해 클라이언트가 선호하는 보완대체

요법의 종류 및 욕구정도를 파악한다.

  3. 서비스 계획(planning)

  사정단계에서 얻어진 정보를 기초로 해서 종합적인 서비스 계획을 전개하는 것으로 

장기요양보험에 있어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작성을 의미한다.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작성의 기본원칙은 첫째, 클라이언트의 심신상태․  생활환경과 

클라이언트 및 그 가족의 욕구와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인정

되는 범위 안에서 클라이언트가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클라이언트의 기능상태, 욕구, 생활환경 등 클라이언트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가 또는 시설급여 계획을 작성하며, 셋째, 장기요양기관 현황, 장기요양보험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고려하여 작성자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작성한다. 사정을 

통해 파악된 클라이언트의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욕구 등을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반영

한다.

  4. 서비스와 연결(l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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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정도를 결정하고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적절한 자원이 없거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경우에는 클라이언트 권리에 대해 옹호를 하거나 서비스 체계의 경직성을 극복하려는 

노력, 클라이언트가 불공정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강하게 주장하는 것, 설득하는 것 

등이 중요한 부분으로써 자리 잡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에 있어서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등급판정 과정을 거친 후 클라이언트와 가족들의 욕구에 맞춰 1~2등급의 경우 시설입

소 또는 재가서비스 이용을, 3등급의 경우 재가서비스를 이용토록 지원․  연계하는 것

이다. 이러한 연계과정을 통해 건강, 재활 등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음악치료, 족욕요법, 향기요법 등의 보완대체요법을 활용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

보를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한다.

  5. 점검(monitoring) 

  현재의 서비스 배정 상태가 클라이언트에게 만족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변화가 필요

한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계획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두 가지 형태를 취한다. 첫

째는 클라이언트의 복리를 점검하는 것이고, 둘째는 계획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또한 클라이언트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수행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독할 필요가 있

다. 일반적으로 이 과정은 가정 방문, 유선 통화, 기관과의 상의 및 관찰 등의 방법을 

통해 클라이언트, 가족, 서비스 제공자와의 정기적인 접촉을 요한다. 이 과정을 통해 

클라이언트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적절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점검대상 영역은 케어 계획의 목적이 잘 달성되고 있는지 서비스 및 자원의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기관 내에서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이 어떠한지, 보호의 질이 어떠한지, 비용 청구가 적정하게 잘되고 있는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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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질에 대한 판단은 먼저 구조적 차원, 과정 차원, 결과 차원으로 구분하여 평

가할 수 있다. 구조적 차원은 케어 매니저에게 할당된 클라이언트 수, 장기요양기관 

근무자의 자격 등과 같은 행정 체계를 검토하는 것이고 과정 차원에 대한 점검은 서비

스 제공자에 의해 수행되는 활동을 평가하는 것으로 한 달간 방문 회수, 초기 면접에

서의 공식적인 사정,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까지 걸린 시간 등을 통해 평가한다. 결과 

차원에 대한 점검은 변화가 있었는지, 그 변화가 예상된 변화인지, 그리고 클라이언트

가 보완대체요법 프로그램의 시행 결과에 만족하는지 여부 등을 통해 평가하는 것이

다. 또한 클라이언트에 대한 상황 변화 여부와 서비스 제공자의 능력, 계약 이행 등도 

점검해야 하며 서비스 제공자들의 노력이 서로 보완적인지, 모든 정보가 공유되고 있

는지 여부도 함께 평가되어야 한다.

  장기요양보험에 있어서 점검 과정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재가 서비스의 경우 1개월 

마다, 시설 입소 클라이언트의 경우 2개월 마다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이용지원을 포함

하는데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평가지표를 생성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6. 평가

  평가단계는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된 서비스, 클라이언트의 진척상황, 보호계획, 서비

스 활동 및 서비스 체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전반적으로 판단하고 사례관리를 수정 

또는 종결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사례관리의 평가를 위해서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직접

적 면접, 전화 면접, 전문가의 기록에 대한 검토, 시설과 기관의 이용 빈도 등을 활용

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보험에서 평가는 등급판정을 받은 클라이언트에 대해 매년마다 

시행하는 ADL영역 등에 대한 갱신조사(renewal-assesment)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평가

와 갱신조사는 동일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단일사례 실험설계법을 활용하여 지난 해 서비스 이용 전의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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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언트에 대한 사정(assesment)을 기초선으로 하여 개입 전과 개입 후의 변화를 비

교 분석하여 평가한다. 평가 결과, 일상적 보완대체요법을 활용한 프로그램의 서비스

를 이용한 클라이언트 변화와 만족도 정도를 비교 분석하고 이를 2차 케어 플랜 작성

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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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Ⅴ. . . . 고찰 고찰 고찰 고찰 및 및 및 및 제언제언제언제언

 A. 고찰

  보완대체요법은 인간의 질병을 자연의 치유능력에 맞춰 조율하고 복원시켜주면서 면

역기능과 생명력의 회복능력을 증강시켜주는 자연적인 접근 방식이므로 체력과 면역력

이 저하되어 있는 노인들에게 일상적인 건강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들

로써 일상생활에 장애를 겪고 있는 노인들의 일상생활 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효

과도 함께 거둘 수 있기에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취지와도 부합된다.

  인구의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급증으로 인해 의료의 개념도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모델에 입각하여 치유(cure)보다는 관리(management) 또는 보호(care)의 관점이 점차 

강조되어 지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심신요법, 목욕요법, 향기요법, 음악치료 등 일상

적 보완대체요법은 노인성질환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노인요양시설에서 적용

되고 활성화되어 노인의료복지서비스가 증진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김미영

(2005)은 노인건강복지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대체의학을 통한 건강증진을 제시하면

서 노인건강증진의 방법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시행될 수 있는 부분을 스트레스 탈

출, 식이요법, 에어로빅 워킹(Aerobic Walking), 침․뜸의 활용, 미술치료, 자연치유

법, 심신조정으로서의 신앙치유 등을 열거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장기요양보험 관리운영주체의 관점에서 일상적 보완대체요법의 적용

을 위한 방법으로 사회복지실천 이론의 사례관리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또한 장기요양

보험에서의 적극적인 서비스 질 관리를 통해 클라이언트의 건강상태 및 일상생활 자립

도의 향상 정도 등을 장기요양기관의 평가에 반영하여 이를 토대로 요양급여비 차등지

급 등의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고, 장기요양 인력에 대한 보완대체요법 교육의 체계

화, 방문재활 서비스 제도 도입 등을 마련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에서의 보완대체요법 

적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순희자(2004)는 노인성 질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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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아로마요법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사례조사와 사회복지실천 이론을 활용한 

접근방법을 통하여 노인의료복지서비스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바람직한 대안으로 아로

마요법을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아로마요법의 특성상 공간적 제한이 없으므로 노

인요양시설, 보건복지시설 또는 가정에서 재가복지서비스를 통하여 행할 수 있으며, 

특별한 기술이나 도구의 사용을 필요로 하지 않기에 현재 의료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을 충분히 활용 가능하며, 연계시설이 부족하고 의료복지서비스가 열악한 농촌지

역의 보건소나 방문간호 현장에서도 시행이 가능하므로 접근성 제한에 대한 대안으로 

적합하며, 노인의 질병은 중복, 정신, 신체적, 기능적 문제들을 동시에 수반하기 때문

에 질병의 치료 외에 요양, 간호, 재활 등의 의료요구가 다양하므로 아로마의 특성을 

활용하면 포괄적인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또한 일상적 보완대체요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인력에 

대한 보완대체요법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정기적인 보수교육 시스템도 정

립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조현준(2007)은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

사에서 종사자의 41%가 환자들에게 대체의학을 임상에 적용한 경험 있는 것으로 볼 

때, 잘못된 대체의학 지식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이 대체의학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갖추게 될 때 환자들에게 적절하게 조언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일상적 보완대체요법은 그 특성이 시․  공간의 제약 없이 신체의 질병을 스스로 치유

할 수 있는 능력과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므로 적은 비용으로도 질병의 치료와 재

활 등의 포괄적인 서비스가 가능하고 정신과 신체, 감정의 부조화 등을 통합적으로 조

절하여 정서적 안정과 우울감 해소뿐만 아니라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노인

요양시설에서 적용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B.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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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에게 있어서 대표적인 문제는 경제적 빈곤, 건강의 악화로 인한 질병, 역할상실

과 고독,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 중에서도 노인의 질병은 자신

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대한 장애를 동반하기 때문에 가족과 사회에 

많은 부담을 갖게 한다. 따라서 노인의 질병 등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장애와 가족의 

고통을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하고자 시행 중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어떠한 난관

이 있더라도 반드시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앞으로 꾸준히 발전해 나가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복합적인 질환으로 일상생활 장애를 겪고 있는 노인들에 대해 단순

히 수발하는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Total Care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기관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건강을 증진하고 정서적 

안정감과 나아가 영적인 교류까지 가능한 보완대체요법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

이 제언한다.

  1. 적극적인 서비스 질 관리

  영국의 경우 장기요양 서비스 질 관리 등을 위한 독립적 기구인‘사회적 케어 감독 

위원회(Commission for Social Care Inspection, CSCI)’를 두고 정기적으로 지방정부

와 사회적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구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그 기관에 등급을 부

여하고 있으며 조사된 내용을 공표할 뿐만 아니라 특정 기관이 일정한 서비스 기준에 

맞추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면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 등을 포함한 권고사항도 함

께 제시하고 있다(전용호, 2008).

  독일의 경우에는 요양보호 등급 판정과 요양서비스의 질 관리를 담당하는 객관적인 

medical service 기관으로 MDK(Medizinischer Dienst der Krankenversicherung)를 두

고, 구조․  과정 중심의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2년 마다 현장조사를 통하여 시설의 광범

위한 영역에 대한 집중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비용의 삭감 

또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다(이광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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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경우도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내용을 지속

적으로 관리․  평가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하기 위해(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 제1항),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권리와 편의에 대한 만족도, 장기

요양기관의 급여제공 과정,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실태, 종사자의 전문성 및 시설환경,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도록 되어있으며(시행규칙 제

38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  절차․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급여를 제공하였는지

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장

기요양보험법 제54조 제2항), 이에 따라 장기요양 관리요원들의 모니터링 과정 등을 

통해 확인된 서비스 제공의 구체적인 내용과 현장에서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발전적 평가 지표를 만드는 자료로 활용

할 수 있겠다. 이러한 평가지표에는 수급자의 일상생활 자립도 또는 건강상태와 서비

스에 대한 만족도뿐만 아니라 재활, 건강, 여가․  취미와 관련한 프로그램에 일상적 보

완대체요법의 적용 항목도 포함되어야 하며, 이러한 평가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등급을 정하고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 차등지급 등의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한다면, 장기

요양기관에서 일상적 보완대체요법 서비스제공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등급 판정을 위한 사정(Assessment)에 치우쳐 있는 장기요양관리요원들 

업무의 상대적인 비중에도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며 많은 케이스로 허덕이고 있는 장기

요양관리요원들의 인원도 확충되어야 한다.

  2. 장기요양 인력에 대한 보완대체요법 교육

  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부분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제도 시행 초기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 인력의 공급이라는 특수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요양보호사 인력양성교육기

관을 지나칠 정도로 무분별하게 설립되도록 방치하여 형식적인 교육을 통해 서비스제

공 인력이 양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대안으로 장기요양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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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는 인력을 통합적으로 교육하고 관리하는 양성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

기관은 정부기관의 관리감독과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가야한다. 

  또한 장기요양서비스 인력의 교육과정에 기본요양보호기술, 가사일상생활지원, 서비

스이용지원 등의 과목 외에 일상적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요양보호사 뿐만 아니라 시설장,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장기

요양서비스 인력 전체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교육 시스템도 정립되어야 한다. 

  3. 방문재활 서비스제도 도입

  보완대체요법 이용실태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에서 확인하였듯이 장기요양보험법 제2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성 질병인 치매, 중풍과 같은 노인성 질환자들이 침 요법 

다음으로 가장 많이 경험하는 보완대체요법은 마사지, 찜질 등의 수기요법으로, 이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반적인 욕구와도 일치한다고 보여진다. 또한 이종문(2003)의 

연구에서 의료인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보완대체요법은 지압, 마사지와 같은 수기요

법(49.6%)이며, 의료종사자 중에서 보완대체요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가장 많이 답변

(97.5%)한 의료종사자가 물리치료사인 점에 착안하여, 물리치료사의 재활 서비스를 보

완대체요법과 접목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방문재활 서비스 제도를 도입하고 보완대체

요법 전문 인력의 제도화를 통해 노인의료복지서비스의 확충을 모색해야 한다. 

  4. 장기요양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이와 더불어 서비스제공 인력의 적정임금의 확보 문제도 중요한 문제이다. 현재 장

기요양보험제도 시행 후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시간당 6,000원에서 6,500원 수준이며 

별도의 보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중 부상, 질병, 폭력 등의 위

험에도 노출되어 있어 이들의 근무환경은 열악한 상황이다. 이런 현실에서 이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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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에 대해 일상적 보완대체요법을 활용하는 등의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

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장기요양 인력에 대한 자격조건과 교육, 훈련 등 인력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 제공인력들에 대한 취약한 

임금구조와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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