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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aimed to identify research trends related to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therapy (CAT)
in Korea.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2000 to 2018 articles in Korean database (KISS, RISS and DBPIA).
295 semantic morphemes were extracted from 123 articles by network analysis program. Co-occurrence matrixes
of the morphemes were generated by weighting Jaccard-coefficient and then we did network analysis and
visualization. Results: Common morphemes with high centralities were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CAM)’, ‘CAT’, ‘Aged’, ‘Diet therapy’, ‘Herbal medicine’,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 Since 2000,
studies on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therapies have been actively involved in biological and manipulative
therapies, and it has been found that the main target of CAT is the elderly. Conclusion: Despite much attention
of complementary alternative therapies, the scientific basis is insufficient. Through this study, we could find
research trends in complementary alternative therapies and set the direction of future research. It is necessary
to expand research on complementary replacement therapy for various diseases and ag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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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018). 학계와 실무 현장에서 보완요법과 대체요법은 함께
포괄적으로 보완대체요법(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Therapy, CAT)으로 적용되고 있다.
현대 의학에도 분명한 치료적 한계는 있기에 보완대체요법

현대 의학에서 기존의 의학적 치료에 비주류 치료가 같이 처

을 일부 병원에서 도입하고는 있으나, 그 부작용만을 부각시키

방되는 경우를 보완요법(alternative therapy)이라고 하며, 의

는 자료들로 인해 많은 의사들이 선뜻 치료에 도입하기를 주저

학적 치료와 무관하게 비주류 치료가 시행되는 경우를 대체요

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칡즙을 음용한 다음 오심, 구토,

법(complementary therapy)이라고 한다(National Center

황달과 같은 증상을 호소한 환자는 독성 간염으로 밝혀져 병원

for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NCCAM],

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보고가 있다(Kim et al., 2009).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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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대체요법에는 약초요법(herbal medicine) 외에도 식이요법

을 줄여 데이터정련과정을 단축시키는 이점이 있다고 기대된

(dietary advice/restriction), 프로바이오틱스(probiotics), 아

다.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된다는 단점이 있으나, 이는 연구자 2

유르베다(Ayurveda), 동종요법(homeopathy), 자연요법(na-

인의 공동 작업을 통해 이견이 있는 경우, 최대한 저자 키워드

turopathy) 등 다양한 치료방법들이 있다(Kim, Lee, Seo,

에 수렴시키는 방식으로 타당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Baek, & Choi, 2012). 현재까지 서양의학을 전공한 의료인들
은 보완대체요법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며, 관

본 연구를 통해 보완대체요법 관련 연구의 연구 동향을 파악
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

심도 적고, 보완대체요법을 사용하는 환자들을 교육할 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의료인들이 꼽은 보완대체요법과 관

2. 연구목적

련된 가장 큰 문제점은 과학적 근거 부족이라고 한다(Raschetti,
Menniti-Ippolito, Forcella, & Bianchi, 2005).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보완대체요법들을 근거기반으로 분류
한 Choi (2006)의 연구를 보면, 질병 별 보완대체요법의 근거가

본 연구의 목적은 텍스트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해 국내의 보
완대체요법 연구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목적
은 다음과 같다.

충분치 않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비만에 녹차추출물은 근

 국내 보완대체요법 연구에 등장한 키워드(단어)를 대상으

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당뇨에 어유(fish oil)는 권고하지 않는

로 단순출현빈도와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

것이 현명하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암 환자에게 인삼 처방은

을 파악한다.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한다. 보완대체요법을 중재로 한 국내 논

 국내 보완대체요법 연구의 핵심 주제를 파악한다.

문의 질을 평가한 결과 5점 척도에서 평균 1점으로 나타나 방법

 국내 보완대체요법 연구의 하위 주제 집단(topic group)

론에서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Oh, Kim, Kwon, &

을 파악한다.

Park, 2006). 보완대체요법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과학적 근거

연구방법

가 필요하다. 보완대체요법과 관련한 근거 기반 연구가 필요하
다고 보며, 이번 연구를 통해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그간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1. 연구설계

그동안 보완대체요법 연구 경향은 통합적 고찰, 서지 계량적
방법 등으로 조사되었다(Kim et al., 2012; Oh et al., 2006). 이

본 연구는 텍스트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하여 국내 보완대체

러한 연구들을 통해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진행

요법 관련 연구의 연구 주제를 탐색하는 계량적 내용분석연구

되어 왔는지, 몇 편이 어느 분야에서 연구되었는지에 대해 살펴

이다.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연구가 활발해지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그간 축적된 연구를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은 이루어지지 않았

2. 연구대상

다. 최근의 국내 연구 진행 상황을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였으며, 이에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통해 대
량의 축적된 연구의 핵심 주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의학, 보건학 및 간호학 분야에서 수행된 보
완대체요법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검색어를 지정

기존의 텍스트마이닝 기법은 저자 키워드 또는 초록을 연구

하여 문헌을 일차적으로 추출하고, 초록을 읽으며 연구주제에

자료의 기본 단위로 분석이 이루어져 왔다(Kim & Jang, 2018;

맞는 문헌을 이차적으로 추출하였다. 이들 논문의 저자 키워드

Park, Kim, & Park, 2017). 이번 연구는 저자 키워드와 함께 초

와 초록 추출 키워드가 최종 자료 단위로 선정되었다. 저자 키

록 추출 키워드를 포함시켜 기존 연구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하

워드를 정제하는 과정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네

였다. 저자 키워드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을 경우 색인자 효과가

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강해지며, 초록을 분석 대상으로 삼으면, 자료 정련 과정이 길
어지고 정확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저자 키워드와 함께

3. 자료수집

연구자가 초록을 읽고 연구 주제에 부합하는 키워드 만을 추출
해내는 방법은 기존의 초록을 모두 연구자료로 포함시키는 방
법에 비해 키워드 정확도가 증가하며, 불필요한 불용어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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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문헌의 선정
국내 보완대체요법 연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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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 한국 학술 정보(Korean

들이 초록을 읽어 키워드와 논문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며, 정리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 DBPIA 데이터

한 키워드들을 회의를 통해 비교하였다. 일치하지 않는 키워드들

베이스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세 개의 데이터베이스는 연구

은 다시 초록을 읽어보고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였다. 정제 원

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국내 데이터베이스 중 하나이며, 등재지

칙을 정하여 유사어, 제외어를 선정하였다. 저자키워드에 해당되

이상에 게재된 논문만을 선택하여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지는 않지만 키워드가 초록에 나와 있고, 보완대체요법이나 보완

하였다. 최종 논문 검색 시점은 2018년 9월 1일이었으며, 출판

대체의학의 종류를 나타내고 있는 경우, 연구자들의 협의를 거쳐

시기는 2000년부터 2018년까지로 제한하였다. 검색어는 Boo-

키워드에 포함시켰다. ‘alternative medicine’, ‘complementary

lean 연산자(OR)를 이용하여 보완대체요법(‘보완대체요법’

alternative medicine (CAM)’은 ‘CAM’으로 통일하였으며,

OR ‘대체요법’ OR ‘보완대체의학’ OR ‘대체의학’)을 검색하

‘alternative therapy’와 ‘CAT’는 ‘CAT’로 통일하였다. 복수인

였고, 학문 분야(‘간호학’ OR ‘의학’ OR ‘보건학’)를 검색하였

‘specialists’는 ‘specialist’로 바꾸고, ‘traditional medicine’와

으며, 문서 유형은 ‘article’을 선택하였다. RISS 199편, KISS

‘traditional Korean medicine (TKM)’은 후자로 통일하였다.

194편, DBPIA 105편이 검색되었고, 총 498편의 논문 중 데이

‘method’와 ‘research’와 같이 일반적 단어는 제외어로 처리하

터베이스 간에 중복된 130편, 동물 연구 102편, 신장대체요법

였다.

73편, 호르몬대체요법 70편 등 연구목적에서 벗어난 375편을

수집한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 국내 논문에서 295개의

제외하여 123편을 수집하였다. 선정된 논문에서 제목, 저자, 초

키워드가 확인되었으며, 네트워크 분석결과를 시각화하기 위해

록, 저자키워드의 정보를 추출하였다(Figure 1).

2회 이상 출현한 다빈도 키워드 만을 선정하여 총 59개의 다빈
도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2) 키워드 추출 과정
추출된 논문들은 MS Office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해 출판

4. 자료분석

연도, 초록, 저자키워드를 정리하였다. 각 논문에 해당하는 정
보를 하나의 행으로 구성한 후 텍스트나누기 기능을 이용하여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키워드들을 정제하기 위해 먼저 연구자

1) 동시 출현 매트릭스 및 네트워크 생성
앞서 선정된 키워드 간 동시 출현 빈도를 값으로 하는 매트

Identification

Total 498 studies identified
 RISS (n=199)
 KISS (n=194)
 DBPIA (n=105)

Screening

368 studies screened after duplicates removed
 RISS (n=139)
 KISS (n=152)
 DBPIA (n=77)

Eligibility

Inclusion

245 studies excluded
 Animal studies (n=120)
 Renal replacement therapy (n=70)
 Hormone replacement therapy (n=77)

123 studies included

Figure 1. Flow diagram of study scre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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릭스를 생성하고, 동시 출현 관계를 연결선(링크)으로 표현한

(3) 네트워크 하위 집단 분석

키워드 네트워크를 개발하였다. Net Miner를 이용해 키워드

보완대체요법 연구의 하위 집단을 분석하기 위해 군집화하

간 동시 출현 빈도를 계산하고 이를 가중치 값으로 하는 매트릭

였다. 먼저 응집성분석을 하여 최대 하위 집단을 추출하고, 이

스를 생성하였다. 따라서 국내 연구는 키워드(노드) 59개간에

를 대상으로 커뮤니티 분석을 실시하였다. 커뮤니티 분석은 커

동시 출현(링크) 총 181회로 구성된 네트워크가 개발되었다.

뮤니티의 품질을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네트워크의 모듈래러
티(modularity)를 근거로 이 값을 향상시키는 노드들의 결합

2) 텍스트네트워크 분석

여부를 결정하고 모듈래러티를 향상시키는 결합이 있으면 반

(1) 키워드의 중심성 분석 및 네트워크 속성 분석

복해서 커뮤니티를 추출하는 방법이다. 네트워크의 모듈래러

국내 보완대체요법 연구의 핵심 주제를 찾기 위해 다양한 네트

티는 네트워크 내에서 하위 그룹 안에 많은 연결이 있고, 그룹

워크 중심성 지표 중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 근접중심성

들 간에는 적은 수의 연결이 있는 성질을 나타내는 척도이다

(closeness centrality),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Newman, 2006).

분석과 네트워크 속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결중심성은 노드
들이 얼마나 많은 연결을 가지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연결중심

연구결과

성이 높은 키워드는 다른 키워드와 많이 연결되고 있으므로 중
요한 핵심 주제어로 인정된다. 근접중심성은 한 노드가 다른 노

1. 국내 보완대체요법 연구의 일반적 특성

드에 얼마나 근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나타낸다. 매개중심
성은 한 노드가 다른 노드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있어 중개

본 연구에서 분석한 논문은 국내에서 수행된 123편이었다.

자 혹은 다리 역할을 얼마나 수행하는지를 측정한 것이다. 이

구축된 네트워크의 밀도는 0.106, 평균연결정도 3.085, 평균연

세 가지 중심성은 노드가 전체 네트워크에서 위치하는 정도를

결거리 2.067, 포화도는 1이었다.

표현하는 지표로 해석된다(Wasserman & Faust, 1994).
네트워크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 링크 수, 밀도, 평균연결거

2. 중요도에 따른 국내 연구의 키워드 분류

리, 평균연결정도 및 포화도를 구하였다. 링크 수는 존재하는
노드들 간의 링크 개수를 말하며 네트워크의 크기를 나타낸다.

국내 연구의 핵심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 1) 단순출현빈도,

밀도는 실제로 연결된 링크 수를 연결 가능한 전체 링크 수로

즉 키워드가 등장한 논문 수, 2) 연결중심성, 3) 근접중심성, 4)

나눈 값을 의미한다. 밀도가 낮은 네트워크는 상호 연결 관계

매개중심성을 기준으로 키워드 순위를 파악하였고, 각 기준 별

가 적고 밀도가 높은 네트워크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복잡한

상위 30개 키워드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구조를 의미한다. 평균연결거리는 네트워크 내 모든 노드 쌍의

4개의 중심성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상위 10위에 모

연결 거리의 평균을 의미하며, 임의의 두 노드가 몇 단계를 거

두 부합하는 핵심 키워드는 ‘보완대체의학(CAM), ‘보완대체

쳐 연결되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로 사용된다(Lee, 2012).

요법(CAT)’, ‘고령(aged)’, ‘식이요법(diet therapy)’, ‘태도
(attitude)’, ‘약초요법(herbal medicine)’, ‘침술(acupunc-

(2) 중요도에 따른 연구 키워드의 분류

ture)’, ‘동양의학(oriental medicine)’으로 나타났다. 네트워

국내 연구의 다빈도 키워드와 근접중심성 순위의 차이를 분

크 내에 키워드의 위치를 보여주고 키워드의 중심성과 키워드

석하여, 키워드의 연구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기 치료와

들 간의 관계성을 보여주기 위해 연결중심성(Figure 2), 근접

근접중심성이 모두 상위인 키워드는 연구가 양적으로 많이 수

중심성(Figure 3)의 시각화 결과를 제시하였다.

행되며 네트워크 내 중심키워드로 명명되었다. 다빈도 키워드

키워드의 상대적 중요성을 파악하기 위해 단순출현빈도와

에 속하지만 근접중심성이 약한 키워드는 연구가 많이 수행되

비교하기 위한 중심성 지표로 근접중심성을 선택하였다. 근접

고 있으나, 네트워크 내 중심성은 약한 키워드로 명명되었다.

중심성은 키워드분석에서 키워드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반영

다빈도 키워드에 속하지 않지만 근접중심성이 강한 키워드는

하는 지표로 알려져 있다(Wasserman & Faust, 1994). 단순출현

중심성이 높으나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게 수행되고 있는 키워

빈도와 근접중심성을 직접 비교한 결과, ‘한국전통의학(TKM)’,

드로 명명되었다.

‘임상시험(clinical trial)’, ‘지역사회 보건 인력(community
health practitioner)’, ‘학생(student)’의 단순 출현 빈도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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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내로 높지만 중심성은 30위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은 30위 이내로 높지만 단순 출현 빈도는 30위보다 낮은 것으

이는 키워드가 많이 연구되어 왔으나 네트워크상에서 중요한

로 조사되었다. 즉 네트워크상에 중요한 주제이지만 양적으로

주제에 속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대조적으로 ‘유방암(breast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있지 않아 향후 연구가 필요한 분야로 볼

cancer)’, ‘정통의학(conventional medicine)’의 경우 중심성

수 있다.

Table 1. The Core-keywords by Frequencies and Centralities in CAT Researches
Rank

Number of articles
†

Degree centrality

Closeness centrality

†

†

Betweenness centrality
†

1

CAM

CAM

CAM

CAM

2

CAT†

CAT†

CAT†

CAT†

3

Aged†

Diet therapy†

Diet therapy†

Acupuncture†

4

Diet therapy†

Herbal medicine†

Herbal medicine†

Aged†

5

Attitude

Aged

6

Herbal medicine

Acupuncture

Acupuncture

Herbal medicine

7

Acupuncture†

Health supplement

Health supplement

Oriental medicine†

8

Oriental medicine

Utilization

Perception

†

†

†

†

†

Aged
†

Diet therapy
†

†

Oriental medicine

†

†

Perception

Utilization

Oriental medicine

Utilization

10

Nursing student

Perception

Cancer

Herb

11

Research trend

Attitude

Perception

Attitude

12

Health supplement

Cancer

Massage

Health supplement

13

Utilization

Stress

Attitude

Massage

14

TKM

Lifestyle

Lifestyle

Mind-body medicine

15

Diabetes mellitus

Mind-body medicine

Mind-body medicine

Research trend

16

Clinical trial

Affect

Research trend

Cancer

17

Pain

Breast cancer

Health promotion

Lifestyle

18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

Massage

Atopic dermatitis

Health promotion

19

Atopic dermatitis

Health status

Nursing student

Nursing student

20

Student

Ginseng

Nurse

Breast cancer

21

Systematic review

Fatigue

Qualitative research

Health status

22

Cancer

Integrative medicine

Diabetes mellitus

Stress

23

Massage

Herb

Cancer patient

Qualitative research

24

Nurse

Research trend

Breast cancer

Insomnia

25

Stress

Gastric cancer

Herb

Affect

26

Qualitative research

Conventional medicine

Conventional medicine

Korean medicine

27

Herb

Rheumatoid arthritis

Pain

Conventional medicine

28

Mind-body medicine

Aroma therapy

Stress

Ginseng

29

Ginseng

Epidemiology

Ginseng

Pain

30

Korean medicine

Allergy

Korean medicine

Fatigue

9

CAM=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CAT=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therapy; TKM=traditional Korean medicine;
†
Core-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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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Degree centrality.

Figure 3. Closeness centrality.

3. 국내 보완대체요법 연구의 하위 주제 그룹

다. Table 2의 각 하위 그룹에 키워드 간 연결 강도 순으로 키워
드를 나열하고, 초록에서 이들 키워드가 사용된 맥락을 반영

응집성을 기준으로 발견된 최대 크기의 컴포넌트(compo-

하여 연구 주제 그룹을 명명하였다. 국내 연구는 1) 암 환자를

nent)는 국내 59개 키워드로 연결된 네트워크였으며, 이를 이

위한 보완대체요법, 2) 보완대체요법, 3) 한국 전통의학(한의

용하여 커뮤니티 분석을 수행하였다. 커뮤니티 분석을 통해

학), 4) 보완대체의학, 5) 통합 의학이라는 하위 주제를 발견하

Table 2와 같이 국내 연구에서 5개 하위 주제 그룹을 발견하였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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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ub-Topic Groups of CAM Research in Korea
Group No. Topic name

Keywords

1

Cancer

Conventional medicine, Gastric cancer, Herbal medicine, ginseng, Health status, Aged,
Diet therapy, Cancer, Oriental medicine, Health supplement, Herbal medicine,
Systematic review, Clinical trial

2

CAT

Mind-body medicine, CAT, Nursing student, Attitude, Curriculum, Perception, Chronic
illness, Back pain, Student, Qi, Health promotion, Adverse effect, Experience, Arthritis

3

TKM

Korean medicine, Research trend, TKM, Acupuncture, Herb, Moxibustion, Massage
breast cancer, Acupressure, Insomnia

4

CAM

CAM, Breast neoplasm, Qualitative research, Nurse, Cancer patient, Allergy, Epidemiology,
Aroma therapy,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 Chemotherapy, Diabetes mellitus

5

Integrative medicine

Integrative medicine, Lifestyle, stress, Osteoarthritis, Utilization, affect, Fatigue, Atopic
dermatitis, Pain, Rheumatoid arthritis

CAM=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CAT=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therapy, TKM=traditional Korean medicine.

논

의

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동양의학과 보완대체의학
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며, 이런 현상은 연구에도 나타났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에서 시행된 보완대

다. 연구자들마다 다른 기준으로 보완대체요법의 범위에 동양

체요법 관련 연구의 저자키워드와 초록 추출 키워드를 텍스트

의학을 포함시키거나 제외시켰다(Kim et al., 2012). 또한 호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분석하였고, 확인된 핵심 키워드를 통해

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해외에서 중의사(Chinese medi-

현재 국내의 연구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

cine practitioner) 면허를 획득한 자들의 등록 제도를 마련하

후 연구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는 등의 통합정책을 펼쳐, 향후 주류 의학과 보완대체요법의

총 123편의 논문에서 295개의 키워드가 확인되었고, 이 중 2
회 이상 출현한 59개의 키워드를 분석하였다. 대체요법 네트워

정의에도 변화를 줄 뿐 아니라 연구의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Park, 2015).

크의 밀도는 0.106으로 매우 낮았으며, 이는 노드들 간의 연결

그리고 핵심 키워드 중 ‘식이요법’, ‘약초요법’, ‘침술’은 우

관계가 적어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지 못하며 복잡하지 않은 구

리나라에서 많이 연구된 보완대체요법의 유형을 반영한다고

조임을 의미한다. 평균 연결 거리는 2.067로서 임의의 두 노드

볼 수 있다. NCCAM은 보완대체요법의 유형을 1) 비타민, 미

가 평균적으로 한 두 개의 중간 매개 노드를 통해 연결이 가능

네랄, 약초, 특정 식이요법 등의 생물학적 요법, 2) 기공 및 기 치

한 좁은 네트워크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소수의 주제들이 집

료 등을 포함하는 에너지요법, 3) 침술, 척추교정, 마사지 등의

중되어 연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기 요법, 4) 명상, 요가, 이완요법 등의 심신요법, 5) 동양의학,

단순출현빈도와 세 가지 중심성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상위

아유르베다 등의 대체요법의 다섯 영역으로 나누었다. 이 분류

10위 내에 공통적으로 ‘보완대체의학(CAM)’, ‘보완대체요법

에 따르면 핵심 키워드 중 ‘식이요법’과 ‘약초요법’은 생물학적

(CAT)’, ‘고령(aged)’, ‘식이요법(diet therapy)’, ‘약초요법

기반 요법에 해당되고 ‘침술’은 수기요법에 해당되어 2000년

(herbal medicine)’, ‘침술(acupuncture)’, ‘동양의학(oriental

이후 보완대체요법 관련 연구에서는 생물학적 기반 요법과 수

medicine)’이 핵심 키워드로 나타났다. 핵심 키워드 중 ‘동양

기요법이 활발하게 다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Oh 등

의학’이 포함된 것은 나라별로 보완대체요법의 정의를 반영한

(2006)이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의 한의학을 제외한 보완대

다고 볼 수 있다. NCCAM (2018)에서는 보완대체요법을 ‘비

체요법 주제 국내외 논문 총 588편을 분석한 결과에서 국내외

주류의학을 주류 의학과 함께 사용하거나 대체해서 사용하는

모두 서술연구에서는 생물학적 요법을 가장 많이 조사했고, 중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주류 의학이

재 연구의 경우 국내에서는 심신요법, 수기요법, 에너지요법

서양의학으로 일원화된 외국과는 달리 동양의학과 서양의학

순으로, 국외에서는 에너지요법, 심신요법의 순으로 나타났다

모두 주류의학으로 인정되는 특수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러

고 보고한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

한 특수성 때문에 핵심 키워드에 ‘동양의학’이 포함되었을 것

고 있다고 선행연구에서 보고되었던 요법으로 약초요법(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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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 medicine), 심신의학, 식이요법(diet), 아로마치료 등은 네

위 연구 주제에서 ‘암 환자를 위한 보완대체요법’ 그룹에 ‘정통

트워크 내에서 30위 이내에 출현하는 등 영향력이 높았으나,

의학(conventional medicine)’이 속해 있고, ‘한국 전통 의학’

동종요법과 카이로프랙틱은 연구네트워크의 핵심주제어로

그룹에 ‘유방암’이 속해 있었다. 이를 통해 암 환자들에게는 대

대두되지 못하고 있어 이 분야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

체요법보다는 서양의학을 보완하는 보완 의학의 성격을 가지

다(Lee, 2010).

고 보완대체요법이 연구되고 있으며, 이 중 유방암은 한의학에

핵심 키워드 중 ‘고령’은 대상자를 반영하는 키워드로 볼 수

서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있다. Oh 등(2006)의 연구에서는 보완대체요법의 대상자로 조

암 환자들은 평균적으로 1~2개의 보완대체요법을 사용하였

사연구에서 환자가 50% 이상, 실험연구에서는 환자가

으며, 암 환자에서 보완대체요법의 사용은 삶의 질에 영향을 끼

70~8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Kim 등(2012)의 동향분

치는 유의한 요인으로 파악되었다(Kuo, Tsay, Chang, Liao, &

석연구에서 대상자는 암 환자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일

Tung, 2018). 특히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말초신경병증을 앓는

반인, 관절염, 알레르기 질환, 당뇨, 뇌졸중, 만성질환 순으로

경우 이에 대한 효과적인 중재나 치료법이 없어 보완대체요법

나타났다. 즉, 고령화 시대로 인하여 일반인이나 환자군에서

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Oh & Kim, 2018). 암 환자에게

노인의 비중은 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

식이요법을 포함하여 다양한 보완대체요법이 사용되지만 근

으며, 보완대체요법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고령 대상자는 더

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 암 환자에서 보완대체요법의 효과

욱 확대되리라 기대된다.

와 안전성에 대한 연구가 계속 증가되어야 한다. 보완대체요

‘태도(attitude)’와 ‘인식(perception)’은 단순출현빈도로는

법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은 적

10위 내에 포함되고, 중심성에서는 8~13위를 차지하기에 네트

극적으로 보완대체요법을 기존의 서양의학의 틀 안에 통합

워크에서는 중요한 키워드로 볼 수 있다. 의료 전문가들의 보

시키는 통합 의학을 지향하고 있으며, 보완대체요법을 육성하

완대체요법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는 전략을 채택함으로 보완대체의학을 발전시키고 있다(Hu,

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간호학, 의학과 보완대체

Lorenc, Kemper, Liu, Adams, & Robinson, 2015). 우리나라

의학이 조화롭게 공존하면서 대상자에게 전인적이고 대상자

의 보완대체요법 하위 연구에 통합 의학이 포함된 것은, 한의학

중심의 통합적인 간호와 의료를 제공하기를 기대한다. 한편,

표준화 사업과 같은 동양 및 서양의학의 통합 정책에 기반을 둔

보완대체요법의 효과와 관련된 주제어는 ‘영향(affect)’만이

것으로 생각된다. 한방표준진료지침을 작성하고, 한방 표준의

상위에 도출되었으며, 다른 주제어는 도출 되지 않아 향후 연

료행위 개발, 전통의학 표준화 사업, 과학적 근거기반연구의

구 전략에 보완대체요법의 영향과 효과 측면의 연구를 포함시

확대 등의 노력을 통해 통합 의학의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켜야겠다.

(Hwang, 2012). 또한, 교모세포종으로 진단되어 항암치료와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기존의 서지 계량적 접근 방식의 논문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서양의학과 한의학적 치료를 통합한 통

주제 탐색과 텍스트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찾은 논문 주제의 차

합 의학을 제공하였을 때 장기간 생존한 사례가 보고되는 등 통

이점을 볼 수 있었다. ‘한국전통의학(TKM)’, ‘임상시험(clinical

합의학으로 인한 긍정적인 치료 성과도 보고되고 있다(Yang

trial)’, ‘지역사회 보건 인력(community health practition-

et al., 2018). 이에 우리도 보완대체요법과 관련한 연구를 늘리

er)’, ‘학생(student)’와 같은 키워드들은 논문에 단순 출현을

고 통합 의학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겠다.

많이 하였으나 네트워크 내의 중심성은 30위에 들지 못해 영향

앞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재활 간호의 중요성이 증가하

력이 적은 키워드들로 탐색되었다. 반면, ‘유방암(breast can-

고 있으므로, 환자에게 맞는 개별화 된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한

cer)’, ‘정통의학(conventional medicine)’은 출현 빈도는 낮

간호중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보완대체요법의 핵심키워드로

아도 네트워크 내의 영향력은 높은 키워드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사나 간호대 학생이 도출되었으나 다섯 개의 하위 연구에

기존의 서지 계량적 방법과 텍스트네트워크 분석법을 서로 상

간호 연구가 독립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이 분야에서 향후 간호

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연구동향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는

연구가 발전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핵심키워드로 드러

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난 ‘마사지(massage)’, ‘향기요법(aroma therapy)’, ‘생활습

보완대체요법의 하위 연구 주제는 ‘암 환자를 위한 보완대

관(lifestyle)’, ‘스트레스(stress)’ 및 ‘기치료(qi)’는 간호 영역

체요법’, ‘보완대체요법’, ‘한국전통의학’, ‘보완대체의학’, ‘통

으로 포함시켜 보다 활발한 연구가 시행되어야 겠다(Kim et

합의학’의 다섯 주제로 분류되었다. 이번 연구결과, 파악된 하

al., 2012).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한 재활 간호의 확장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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