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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식 치료식 도입에 대한 대만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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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se of Vegetarian Hospital Diets in 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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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of Longevity and Biofunctional Medicine,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how vegetarian diets in Taiwanese hospitals are well 
established and provide suggestion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in Korea. Micro-ethnographic case study with 
in-depth interviews, field observations, and paper reviews were used for this study. Experiences of doctors and 
nutritionists from Taiwanese hospitals where deliver vegetarian hospital diets were analyzed. This research 
found out Taiwanese life respect culture has influence on introducing vegetarian diets in hospital, besides most 
Participants agreed to use vegetarian diets for the medical purpose according to their clinic experiences and 
research results. Meanwhile there is no restriction to compel patients to keep vegetarian diets. All participants 
answered food has a large effect on the human body and further study on vegetarian diets’ efficacy is 
required. The hospital chief’s decision making is crucial to introduce vegetarian diets in hospitals. For the 
bigger picture, social supports, organizational supports and national policy supports are all important factors 
for it. The implica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Korean hospitals were discussed. The public awareness for 
vegetarian diet for medical purpose along with research on its efficacy would be needed. In order to make 
good use of a vegetarian diet for medical purposes, we first need to build a vegetarian-friendly environment, 
go deep into the study of a diet’s effects using diverse methodologies, and combine the diet with traditional 
medicine theor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primary study, more related studies should be carried out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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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필요성
    일찍이 『黃帝內經1)』에서는 “病熱少愈, 食肉則復, 多食則遺, 
此其禁也”《熱論篇 第三十一》, “凡治消癉仆擊, 偏枯痿厥, 氣滿發
逆, 肥貴人, 則高粱之疾也”《通評虛實論篇 第二十八》이라 하여, 
질환에 따라 육식이 증상을 악화시키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으며, 消渴, 中風, 半身不遂, 肥滿 등은 과도한 육식
과 膏粱珍味에 의한 질병임을 논하고 있다. 이와 함께 “五穀爲
養, 五果爲助, 五畜爲益, 五菜爲充”《藏氣法時論篇 第二十二》이
라 하여, 음식의 분류에 따라 중요성과 역할에 차등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최근의 웰빙 트렌드는 이러한 채식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다시금 불러일으키고 있는데2), 동물보호를 위한 연예인의 채식

주의3)와, 채식의 윤리적인 이유에 관한 책4), 그리고 환경오염 
및 기아, 기후변화에 대한 해결책5) 등의 이유로 언론에 실리고 
있다.
    채식의 의학적 효과는 다양한 질환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
는데, 비만, 심혈관계 질병, 고혈압, 2형 당뇨병, 대장암, 유방
암, 담석증, 변비, 게실증과 같은 만성질환의 유병률 감소와 예
방, 치료에 유의함이 보고되었다6). 이와 함께 채식은 죽상동맥경
화증 발병률과 심혈관계 사망률을 낮추고7), 콜레스테롤, 저밀도 
지질단백질(low-density lipoprotein, LDL-C), 심혈관계 질환의 
바이오마커로 알려진 고감도 C-반응단백(high sensitivity CRP, 
hs-CRP) 관상동맥 경화증 및 뇌혈관계질환 진단 지표로 이용되
는 호모시스테인(homocysteine) 등에서 낮은 수치를 보인다8)고 
알려졌다. 
    아울러 만성 질환의 예방에 있어, 채식은 BMI, 수축기 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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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혈압, 아스파테이트 아미노전이요소(aspartate transaminase), 
알라닌 아미노전이요소(alanine transaminase), 중성지방 수치
를 낮추고9), 당뇨와 공복혈당장애(impaired fasting glucose)를 
예방10)하며, 심혈관 질환 관련인자의 상승률을 저하시켜 예방 또
는 치료 한다11)고 보고되었다. 이에 만성질환과 난치질환 환자들
을 위한 일반인 건강 서적에 있어 채식위주의 식단을 강조하는 
경우를 쉽게 접할 수 있다12).
    그러나 위와 같은 채식의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한
국의 현실은 이를 사회적, 의학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Embrain Trend Monitor13)의 보고(2012년)에 따르면 
국내 성인남녀 1000명 중 719명이 “채식을 하면 건강해진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채식의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으
나, 채식주의자에 대한 호감도는 18.9%, 26.5% 정도로 낮게 조
사되었다. 교육에 있어서는 불교 종립(宗立) 학교에서조차 채식
식단을 찾을 수 없고, 한식과 양식을 구별할 수 있어도 육식과 
채식을 구별하여 선택할 기회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14). 이와 
함께 한의학적으로도 양생(養生)과 예방의학에 있어서 임상과의 
연계를 통한 구체적인 활용은 드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채식 치료식의 도입과 활용을 위한 토
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만의 사례를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대
만은 한국과 유사한 의료환경을 지니고 있으면서15,16), 높은 채식 
인구 비율과 고도화된 채식 문화를 지니고 있다. 국내에서는 채
식 치료식의 활용에 대한 선행연구를 찾아볼 수 없는 반면, 대
만은 대형 종합병원 및 개인 클리닉에서 채식 치료식을 공급하
거나 제안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질적 연구는 논의나 
실행 경험이 부족한 국내 현실을 개선함에 있어 유용하게 사용
될 수 있을 것이다. 

2. 대만에서의 채식과 의료
 1) 대만의 의료 체계
    대만은 한국과 같은 中-西醫 의료 이원화 체계를 갖추고 있
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 보험 제도에 중의학을 포
함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에 전통 의학의 역사, 이원적 면허 및 
행정 체계, 자원 및 이용 규모 면에 있어서 한국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15,16). 
 2) 채식 인구와 채식 문화
    台灣食品消費調查統計年鑑(2010년)에 따르면 대만의 채식 
인구는 약 250만 명으로 인구의 10%를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데, 비정기적인 채식 인구까지 포함하면 500만 명에 달한다. 채
식 시장의 규모는 20억 달러를 넘는 수준이다17). 대만의 104시
장조사센터(2010년 2월)의 조사에서는, “채식이 환경보호 행위 
중 하나라고 여긴다”, “채식이 맛있다”고 한 응답자가 각각 
86%, 76%를 차지하고 있다. 코트라의 시장 동향보고서(2011
년)18)를 참고할 때 대만의 보편화된 채식 문화는 불교(35%)와 
도교(33%)에 의한 종교적 특성, 생명 존중의 문화에서 그 이유
를 찾을 수 있다. 
 3) 채식 상품의 높은 접근성
    대만에서는 채식 전문 매장을 찾지 않아도 손쉽게 채식 제

품을 구입할 수 있는데, 구매 경로가 슈퍼마켓 31.6%. 재래시장 
30.8%, 대형마트 16.2% 순으로 나타났다18). 이와 함께 채식 단
계(Table 1)에 따른 다양한 상품들을 선택할 수 있는 고도화된 
시장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데18), 채식주의자를 위한 초콜릿, 과
자, 라면, 만두, 빵 등에 있어서 비건(Vegan), 락토-오보
(Lacto-Ovo)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와 함께 단백질 결핍을 
보충할 수 있는 채식고기류, 두부류 가공식품들이 다양하게 유
통되고 있는데, 고기와 유사한 질감에 채소의 영양을 동시에 만
족시키고 있다19). 두부 제품에 있어서도 기본의 두부류를 포함하
여 두부피, 유부, 두부조림, 훈제두부, 발효두부 등 다양한 형태
가 있다20). 

Table 1. Types of vegetarian diets36)

Type Red meat Poultry  Fish Eggs Dairy

Vegetarian

    Vegan X X X X X

    Lacto X X X X O

    Ovo X X X O X

Lacto Ovo X X X O O

Semi-Vegetarian

    Pesco X X O O O

    Pollo X O O O O

    Flexitarian △ △ △ △ △

 4) 채식 치료식의 활용
    본 연구의 연구 대상 중 Buddhist Tzu-Chi General 
Hospital은 모든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채식 치료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병원 내에 채식 카페테리아와 식당가를 구비하고 있다. 
예를 들어, Taipei 분원의 채식 식당가는, 800평 면적에 매일 
3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21). 
    Buddhist Tzu-Chi 재단은 慈善、醫療、教育、人文을 4대 
과업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병원 내 채식 치료식은 그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재단은 대만 내 6개의 병원과 간호대, 의과대학, 학
사 후 중의과정 등을 포함한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600병상
급 대형 종합병원으로서 Hualien에 Tzu-Chi Medical 
Center(1986년), Dalin에 Tzu-Chi General Hospital(2000년), 
Taipei에 Tzu-Chi General Hospital(2005년), Taichung에 
Tzu-Chi General Hospital (2007년)을 개설하였고, Yuli에 
Tzu-Chi General Hospital (2000년), Kuanshan에 Tzu-Chi 
General Hospital (2000년)을 개설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 설계
    병원 내 채식 치료식 도입에 대한 대만 사례를 고찰함에 있
어, 주로 심층면담에 근거하였으며, 현장관찰, 문헌조사 등을 보
조 자료로 사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시적 관점의 문화기술적 
사례 연구(micro-ethnographic case study)를 적용한 질적 연
구를 하였다. 
    문화기술적 사례 연구는 한 개인, 집단, 사회 또는 다른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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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로서 배경, 현재 상태, 환경적인 특성 
및 상호작용 관련의 심층적 자료를 자연적인 상태에서 연구하는 
방법론22-24) 으로, 독특한 사례를 깊이 있게 서술하면서 연구 질
문이나 쟁점이 시사하는 바를 알리기 위한 목적을 가진 연구에 
유용하다25). 이와 함께 미시적인 접근은 사회 집단과 개인들의 
삶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으로 파악되는 장면을 선택하여 구체화 
된 장면 속에서 관찰 대상을 탐구 한다26).

2. 심층 면담의 대상 및 진행
    심층면담은 입원환자에게 채식 식단을 제공하는 대만 
Tzu-Chi general hospital 및 채식을 치료식으로 환자에게 권고
하는 Taipei 소재의 개인 클리닉 두 곳에 소속된 양방의사, 중의
사와 영양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
성은 Table 2와 같다. 채식여부를 제 1조건으로, 직군을 제2조건
으로 설정하여 정렬하였다.
    본 연구는 중어중문학을 전공한 한국인으로서 대만에서 석
사학위를 취득하고 약 4년간 대만에서 체류한 연구자에 의하여 
진행되었는데, 연구를 수행하기 이전에 대만의 채식문화를 접한 
경험이 있으며 언어나 문화적인 차이에 익숙하였다. 
    연구의 설계, 연구소개 자료와 면담 문항의 개발에 있어서
는 사회과학과 및 한의학과 교수님 2인의 자문을 통해 진행하였
으며, 이들의 중국어 번역은 연구자가 직접 진행한 이후 대만 
현지인의 감수를 거쳐, 심층 면담 과정에서 면담자에게 제공되
었다. 
    심층 면담의 시작에 앞서, 연구자 본인의 소개, 연구의 목적
과 연구 방법 및 동의여부에 관하여 중국어로 작성된 자료를 제
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구두로 재차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
고, 동의여부는 녹음 및 서면 기록으로 보존하였다. 이와 함께, 
면담자료의 기밀성과 익명성이 유지된다는 것, 녹취 파일과 설
문지 등 면담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종료 
후에는 모두 폐기한다는 것, 원하면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면담 시작 전에 설명하였다. 
    병원에 대한 현장조사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진
료 중 빈 시간과 근무 이후의 시간을 활용하였는데, 면담대상자
와는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관찰자의 입장에서 면담과 관찰을 
수행하여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Participants Diet Occupation Ages Clinical experience 
(years) Religion

A Non-vegetarian MD(Oriental) 20s ≤5 None

B Non-vegetarian MD(Oriental) 50s ≤30 None

C Semi-vegetarian MD(Western) 40s ≤20 Buddhist

D Semi-vegetarian MD(Oriental) 40s ≤15 Buddhist

E Vegetarian MD(Western) 50s ≤30 Buddhist

F Vegetarian MD(Oriental) 20s ≤5 None

G Vegetarian MD(Oriental) 50s ≤30 Buddhist

H Vegetarian MD(Oriental) 70s ≤45 Buddhist

I Vegetarian Nutritionist 30s ≤10 Buddhist

J Vegetarian Nutritionist 30s ≤5 Buddhist

3. 자료의 수집과 분석
    자료의 수집은 2014년 7월부터 2014년 8월까지 4주 동안 
진행되었다. 자료는 심층면담 및 현장관찰, 문헌조사 등에 근거
하였으며, 연구 시작에 앞서 채식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연구방향을 설정하고 초점을 좁혀 효율적인 
자료수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심층 면담은 미리 일정을 정하
여 녹음과 함께 진행되었는데, 1회 면담에 1-2시간이 소요되었
으며, 면담 내용 중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현장 질문이나 이메
일, 메신저 대화 등의 방식으로 보완되었다. 
    심층면담에는 주로 반구조화 된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s) 방식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구조화된 면담’과 같이 
미리 만들어진 면담지를 사용하지만, 개방적인 방식의 응답이 
가능한 질문을 사용한다는 점과 질문 방식에 있어 융통성을 지
닌다23,27).
    질문 항목은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수정되었으나, 공통적
으로 (1) 본인의 채식 여부와 이유, (2) 치료식으로 채식, (3) 채
식 치료식에 대한 환자 선호도, (4) 약과 음식의 상호관계, (5) 
채식 치료식 도입 위한 중요 요인들, (6) 채식 치료식 도입 위한 
정책 우선순위, (7) 채식 치료식의 의학적 효능 연구에 대한 내
용이 포함되었다.
    자료의 정리와 분석에 있어서는, 면담대상자가 기술한 중국
어 면담 내용을 한국어로 자연어에 가깝도록 연구자가 직접 번
역하면서 필사하였다. 
    면담 결과의 분석에 있어서는, 면담 직후 필사한 내용과 면
담대상자가 직접 표기한 면담 문항지를 재확인하여 정리하고 반
복적으로 읽으면서 면담대상자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의미 있는 문장을 추출하여, 이를 주제별로 분류한 후 그 유사
성과 차이를 비교분석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면담대상자의 진술
내용과 분석결과의 일치 여부 검증을 위하여 분석내용을 면담대
상자에게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 번역과정에서의 오류를 
최소화하였다. 
    이와 함께 현장관찰 및 문헌조사 결과, 면담자료 등을 지속
적으로 비교해가면서 결과를 정리함으로써, 본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연구 분석 결과는 7개의 문항별로 결과를 대표할 만한 중요 
답변을 답변자별로 정리하여 기술하였으며, 이들 내용을 표로 
요약하였다. 

결    과
1. 본인의 채식 여부와 이유
    면담대상자 본인의 채식 여부와 채식을 시작하게 된 이유를 
알아보았다.

    직장에서는 채식식단을 이용하고 채식을 지향하지만 
저를 제외한 가족들이 모두 채식을 하지 않고 있어서 엄격
한 채식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제 배우자가 
성장기 자녀들이 채식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굳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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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있기 때문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 가정에서는 채식만
을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딸아이가 겨우 말문이 티
였을 즈음 식탁 앞에 앉아 “엄마, 아빠가 큰 물고기를 먹
어버리면 작은 물고기는 엄마를 못 찾잖아! 난 물고기 안 
먹을래”라고 했던 일화가 저에게 채식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도록 했던 계기입니다. 누가 아이에게 그런 걸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생명에 대한 자비심, 동정심은 아마 사람
의 근본 본성이겠지요. [C]
    채식을 하고 있는데, …… 채식을 하면 환경오염이나 
건강에 미치는 해악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F, G, I, J]
    채식을 하게 된 계기는 …… 임상을 하면서 환자들이 
호전되는 것을 직접 보고 채식의 효과에 대해 확신하게 되
었습니다. 사실 병에 걸리게 되는 요인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채식하는 사람은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만에서는 닭, 소, 돼지를 사육하는 
과정에서 호르몬이나 항생제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어서 
육류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 도리어 암세포의 주요 에너지
원으로 쓰이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좋지 않지요. [E, H]

    면담대상자는 크게 채식(vegetarian), 세미 채식
(semi-vegetarian), 비채식(non-vegetarian)으로 나눌 수 있었
으며, 채식 및 세미 채식을 하게 된 이유로는 종교적인 이유, 생
명에 대한 자비심, 건강에 대한 고려, 명상 등으로 다양하게 제시
되었으며, 대만 사회의 종교적인 정서로 인한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전원이 채식의 이로움과 생명 존중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이는 대만 사회 전반에 있어 채식의 이로움을 인지하고 있으며, 
종교적인 문화 특성으로 인하여 채식 식습관이 특이한 개인 취
향 혹은 사회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
으로 보인다. 비채식인들도 근무시간만큼은 채식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편하다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밝혔는데, 이는 직장 
환경의 뛰어난 채식 접근성과 편리한 채식 환경도 채식 식습관
을 유지할 수 있는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암환자들
을 주로 진료하는 중의사와 양방의사들은 현재의 축산시스템의 
폐해와 그로 인한 육식의 해악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2. 치료식으로서 채식
    채식을 치료식으로 제공하는 병원 내 정책에 대하여 찬성하
는지의 여부와 함께, 치료식으로서 채식이 환자의 치료에 유효
하다고 판단하는지 알아보았다. 

    채식을 치료식으로 제공하는 병원 정책에 찬성합니다. 
특히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등의 열성질병에 채식 치료
식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이런 환자들이 채식을 하면 빨리 
호전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환자의 체질과 연령에 따라 
세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빈혈이나, 허약한 질병을 가진 
환자, 항암 등의 화학적 치료를 하는 환자들에게는 채식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식 본연의 특성이 寒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중의학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통증은 순
환부전이 원인인 경우가 많은데 육식뿐만 아니라 찬 음식
의 섭취가 해롭습니다. …… 채식을 할 때 寒한 속성을 완
화해줄 수 있는 음식도 함께 섭취해서 찬 속성을 상쇄 시
킬 필요가 있습니다. [D, F]
    치료식으로서 채식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토피나 비염 등의 알레르기 질환 환자들의 경우 채식 식단
을 섭취하는 것이 좋고, 소화가 힘든 복잡한 육식 위주의 
음식은 해롭습니다. …… 그러나 영양불량 상태이거나 과
도한 황두류 음식 섭취로 인해 가스가 차는 등 소화장애를 
겪고 있는 환자에게 무턱대고 두부류가 주를 이루는 채식
을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 영양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영양사가 중의학을 잘 모르기 때
문에 어려움이 따르죠. 외래환자의 경우에는 우리 과에서 
배포하는 음식 속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환자 스스
로 음식의 속성에 따라 섭취에 주의를 하라고 교육을 합니
다. [A, B, G]
    채식을 치료방법으로 이용하는데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진료시간이 짧기 때문에 모든 의사들이 영양이나 식습관에 
대한 환자 티칭을 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입니다. …… 환
자가 심리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
서 섣불리 채식을 권유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생기는 경우
도 많죠. 의학적인 목적이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라고 오해
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와 충분한 라뽀(교
감)가 형성되기 전에는 채식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일거라고 예상되는데 대만에서 의대교육과정 상 
채식 혹은 영양 관련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합니다. 
때문에 적지 않은 의사들이 환자에게 도리어 붉을 살코기
를 먹도록 권유하기도 하죠. 특히 수술 앞둔 환자들에게 
기력보충을 위해 육류 섭취를 권유하는 의사가 많습니다. 
항암치료 중에 있는 환자들은 고단백 식단이 요구되기 때
문에 기존에 채식습관이 없는 환자에게 항암치료 과정 중
에 갑자기 채식을 요구하기에는 식단조절에 어려움이 따릅
니다. 특히 입원환자가 아닐 경우 스스로 조절하기 힘듭니
다. 너무 큰 변화는 자칫 환자의 몸에 큰 스트레스로 작용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채식을 하던 환자라면 균형 잡
힌 채식을 유지하도록 조언을 해주고 채식을 하지 않았던 
환자들에게는 암세포 증가 위험이 큰 붉은 살코기 정도만 
되도록 피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C]

    면담 대상자 중 9명이 채식을 치료식으로 활용하는 정책에 
찬성한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연구 결과나 임상 경험에 의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다만 환자들에게 채식을 권고하는지에 대한 추가 질문에는 먼
저 환자의 상황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환자의 체질과 연령 및 질병의 특성, 기존의 식습관, 환자의 가치
관, 순응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답하였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채식 적용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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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 양방의사와 중의사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
다. 대부분의 중의사들은 아이스크림 등의 차가운 음식이 인체
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언급한 반면, 양방의사와 영양사들
에 있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중의사들은 질병 자체
의 속성과 환자의 체질 및 음식 고유의 속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는데, 채식 자체가 寒한 속성이 있기에 환자의 
체질이나 질병 속성에 따른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음식
의 속성에 대한 추가 자료를 환자들에게 제공하고 조언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면담대상자 중 양방의사들은 환자에게 직접 
식습관 지도를 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응답하였다. 많은 환
자를 신속하게 진료해야 하는 의료현장의 현실이나 의과대학에
서 가르치는 영양학의 편향된 시각과 양적, 질적 지식 부족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3. 채식 치료식에 대한 환자 선호도
    Buddhist Tzu-Chi General Hospital의 경우 입원 환자 
모두에게 채식 치료식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개인적 기호 또는 
치료 과정에서의 상이한 만족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환자
의 순응도나 의료진에 대한 반응의 차이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환자들에게 억지로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동물성 
식재료의 위험성을 자세히 설명하고, 환자의 상황에 따라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채식에 대한 권유를 하
기도 합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일체의 동물성 약을 처방하
지 않습니다. 환자들이 채식의 효과를 체험하고 나면 굳이 
다시 강조하지 않아도 환자들 스스로 잘 알게 됩니다. [E, 
H]
    우리 병원의 특징 중 하나가 영양사의 적극적인 협력
입니다. 환자마다 담당 영양사들이 있어서 능동적으로 환
자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우리 병원에서 출산 
직후의 산모들을 위해 개발한 산후관리용 채식식단이 제공
되고 있는데 환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고
단백식단으로 산모들의 빠른 회복을 돕고 수유를 원활히 
하는데 효과적일 뿐 아니라 10일 단위로 각기 다른 메뉴가 
배정이 되어 있어서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채식을 
하지 않던 산모들도 “채식도 다양하구나!” “채식도 맛있구
나!” 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C]
    환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죠. 병원 내의 환
자식이나 구내식당에서는 모두 채식을 제공한다 해도 사실
상 환자 가족들이 외부에서 반입하는 음식물까지 일일이 
제한할 수 도 없고요. [A, C, D, I, J]
    환자들이 식욕도 없고 그렇다 보니 채식인지 육식인지 
여부를 떠나서 병원밥 자체를 싫어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
니다. …… 병원이 불교 재단이라서 기존에 채식을 하던 
환자 비율이 높은 편인데, …… 기존에 채식을 했더라도 
질병이 생긴 환자들을 보면 대다수는 건강하지 않은 채식
을 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 내에서 제공하는 식단은 
영양적으로 균형 있는 식단을 제공하니까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I]
    병원에서 채식 식단을 처음 접하는 환자들 중에 채식
을 하면서 병이 호전된 것 같다고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영양과잉으로 인한 질병이 많으니까요. 특히 알러지 질환
이나 암, 소화기 계통 환자들의 경우 채식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 환자 만족도도 좋습니다. [B, G, J]

    답변에 있어 예상과는 다르게 환자에게 채식을 강력하게 권
고하거나 강제하지는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병동 주치
의와 영양사 간의 긴밀한 협조, 영양사의 병동 방문 및 환자 의
견 반영을 통해 환자만족도를 제고시킨다. 추가로 산모들의 산
후조리를 위한 다양한 채식 식단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다는 
것이 순응도와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약과 음식의 상호관계
    치료식으로서의 채식이 지니는 의학적 효용성과 함께, 약과 
음식간의 사용 호작용에 대한 경험 여부 등을 알아보았다. 

    중의학에서는 藥食同源이라고 하죠. 음식은 약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식의 속성을 고려한 
식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B, D, F, G]
    매일 먹는 음식이 오히려 약물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
고 생각해요. 임상경험에 근거하여 볼 때 유방암, 전립선
암, 대장암 환자의 경우 채식으로 전환한 후에 양호한 경
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이 관찰됩니다. 특히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임상현장에서 접하는 전립선암 환자군의 
경우인데, 전립선암 환자들은 채식 식단 유지 여부에 따라
서 가시적인 전립선특이항원(prostate specific antigen, 
PSA) 수치의 변화를 보입니다. PSA 수치 상 호전되던 환
자가 다음 검진 결과에서는 갑자기 오히려 악화되는 경향
성을 보여서 혹시 육식을 하셨냐고 물으면 거의 백발백중 
이예요. 환자 말이 송년회도 있고 연말연시에 술자리가 많
아서 다시 육식을 했다는 답변이 돌아오더라고요. [C]
    식습관의 중요성은 약이 질병에 미치는 영향과 비슷하
다고 봅니다. 임상경험을 통해 보면 …… 타이페이 환자들
의 경우 가공식품 섭취율과 환경오염 노출 정도가 상대적
으로 높아서 그런지 경락의 소통이나 회복 속도 면에서 지
방도시 환자들보다 불량한 경과를 보이는 경우가 아주 많
습니다. [A]
    매일 먹는 음식이 약보다 중요합니다. 인체의 기능은 
오묘해서 무한한 능력과 가능성이 있지요. 세포 스스로 자
기 반성을 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병이 걸렸다는 것은 그간의 생활습관이 잘못되었
기 때문이고 병은 이제 그만하라는 인체가 보내는 경고 신
호입니다. 환자에게 가장 먼저 고치라고 강조하는 것이 식
습관입니다. [E, H]

    면담대상자들은 모두 치료식의 의학적 효과가 크기에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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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답하였다. 다만, 의학적 효용성의 정도에 
대해서는 이견을 지니고 있었는데, 매일 먹는 음식이 약보다 중
요하다는 의견에서부터 약만큼 효능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치료
효과를 높이는데 중요하다 혹은 약과 비슷하다는 답변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약과 음식의 영향 외에도 환경오염이나 가공
식품의 과다한 섭취, 잘못된 생활습관, 과도한 스트레스, 운동부
족 등이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제시되었
다. 임상경험을 근거로 채식의 효과, 육식의 악영향을 구체적인 
임상지표의 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언급도 있었다.

5. 채식 치료식 도입 위한 중요 요인들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입원식으로서 채식 치료식을 도입
하기 위한 중요 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①병원장의 정책 결
정권, ②영양사 협조, ③비용부담 등의 경제적 문제, ④의사들의 
인식, ⑤기타 등의 보기를 주고 선택하도록 하였다. 

    자금과 권력 및 채식 치료식에 대한 의지를 가진 병원
장의 결정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B, C, 
D, E, F, G, H, I, J]
    의사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환자
를 직접 대면하는 사람은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가 환자에
게 채식에 대한 유효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권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A]
    영양사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4개 
분원 간에 영양사들이 매주 화상 미팅을 통해 케이스 발표 
및 관련 지식을 공유하고 있고, 병원 전체적으로도 의학적
인 근거 마련을 위해 채식 효과에 대한 연구를 적극 권장
하는 분위기입니다. [C, I, J]

    면담대상자 중 9명이 병원장의 정책 결정권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응답하였으며, 1명은 진료진의 인식이 가장 중요하
다고 대답하였다. 답변 내용을 통해, 치료식으로서의 채식의 역
할에 대하여 대만 내 병원에서도 아직 발전 과정 중에 있으며, 
병원 차원에서 의학적인 근거 보강을 위한 연구 활동을 격려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6. 채식 치료식 도입 위한 정책 우선순위
    거시적 측면에서 채식 치료식을 도입하기 위한 여건의 중요
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①채식에 대한 보험 적용, ②국가의 제도
적 지원, ③병원 차원의 조직적 지원, ④사회적인 인식 개선을 
위한 운동, ⑤기타 등 예시를 주고 선택하도록 하였다. 

    채식이 건강에 좋고 채식을 하는 것이 생명을 존중하
며 기아나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사회전반의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만은 종교적인 이유 때문
이기도 하고 채식을 하는 것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식습관 같은 경우 스스로 
깨우쳐야지 누가 억지로 시킨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

식의 개선과 전환이 채식을 치료식으로 도입하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인식 개선을 위한 운동
이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 E, G, I]
    사회전반적인 인식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만의 
경우 채식문화가 보편적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이런 병
원이 탄생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봐요. [A, D]
    병원 차원의 조직적 지원정책이 먼저 시행되어 합니
다. 예를 들어 우리 재단의 경우 곳곳에 개인이 직접 휴대
한 식기와 수저를 직접 씻을 수 있는 개수대가 마련되어 
있어요. 환자를 위한 채식 치료식 제공뿐 만 아니라 직원
들과 보호자들에게도 환경보호를 위한 식기 및 수저를 휴
대하라는 캠페인을 많이 벌였는데 이런 캠페인을 실천할 
수 있도록 사소한 것이라도 제도적인 정책이 뒷받침이 선
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운동
도 중요하고 이런 운동은 비단 우리 재단에서만 시행한 것
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캠페인을 많이 했어요. 
사회적인 인식 개선을 위한 운동의 힘이지요. [J]

    채식 치료식 도입에 필요한 정책 우선순위에 대하여 전반적
으로 고른 답변 경향을 보였다. 병원 차원의 조직적 지원, 사회
인식 개선을 첫째 우선순위로 꼽은 답변이 각 3명이었고, 보험
적용, 국가의 제도적 지원은 각 2명이었다. 비단 단편적, 부분적
인 변화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 저변의 변화가 있어야만 채
식의 치료식 도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7. 채식 치료식의 의학적 효능 연구 
    채식 치료식의 의학적 효과를 연구함에 있어서의 어려움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며, 이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연구방법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채식의 효능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음식
이 단일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기전연구는 힘들다
고 봅니다. 환자들을 대상으로 변수를 제어해서 무작위대
조군연구(RCT)를 진행하는 것도 무리가 있기 때문에 아무
래도 타 일반병원의 환자들과의 비교연구나 관찰연구, 코
호트연구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C]
    어려움이 따르지만 채식 효능 연구는 꼭 필요합니다. 
케이스스터디나 코호트연구 방식으로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A, B, E, G, H, J]
    채식의 효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합니
다.……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식단을 이루는 식재료 마다 성분 분석을 해서 계
략적인 경향성을 밝히는 정도의 연구는 할 수 있고 또 필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D, I]

    면담대상자들은 채식 치료식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에는 동
의하였으나, 신약과 같은 기존의 기전연구는 힘들 것 같다고 응



554 S. Y. Suh et al

답하였다. 식품이 포함하고 있는 성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전반
적인 경향성을 파악하는 연구, 채식인구가 상대적으로 많고 채
식 문화가 발달한 대만 내의 인구 구성과 특성을 고려한 비교연
구나, 코호트 연구, 관찰연구가 유효할 것, RCT 연구의 경우 병
인 통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Table 3. Summary of the interview responses
Items for interview summary of the responses

reasons for vegetarian 
diet

Respect for life [C]; prevention of environmental 
pollution and promotion of personal health status 

[F,G,I,J]; clinical experience [E,H]

Vegetarian diet as 
medical therapy

consideration the specific status of patients [D,F]; 
need of teaching material for patients [A,B,G]; 

patient-doctor reliability as prerequisite [C]

compliance of 
vegetarian diets

effectiveness of the vegetarian diet improves the 
compliance [E,H]; high satisfaction with postpartum 

patients [C]; provision of vegetarian diet as option for 
the difficulty of application [A,C,D,I,J]; well balanced 
diet compared to their previous ones [I]; effectiveness 

for allergy, cancer and others [B,G,J]

medicine-food 
interaction

food is effective as medicine or food and medicine 
came from same source (藥食同源) [A,E,H]; food is 
more important than medicine [E,H]; effectiveness 

was shown with breast, prostate and colon cancer [C] 
factors for adopting 
vegetarian hospital 

diets (hospital)

decision of hospital director is crucial 
[B,C,D,E,F,G,H,I,J]; recognition of doctors [A] and 

nutritionist [I,J]
factors for adopting 
vegetarian hospital 

diets (general)

Social awareness [C,E,G,I]; vegetarian-friendly culture 
of Taiwan [A,D]; provision of facilities in hospital and 

others [J]

Study on clinical 
efficacy

need of comparative studies, observational studies 
and cohort studies [C]; studies for the causal 
relationship, such as case study, cohort study 

[A,B,D,E,G,H,J]; trial of all possible methods [D,I]

고    찰
    본 연구의 결과는 Table 3에 요약되어 있다. 한국 병원에 
채식 치료식을 도입하기 위한 선행조건으로 사회 인식 개선, 채
식문화 확대, 채식 저변 마련, 채식 효과에 대한 연구 강화, 전
통의학 이론 접목 등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동향보고서18) 등의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대만은 채식 인
구의 비율이 높고, 채식제품 구매가 용이한 시장구조와 다양한 
채식제품이 보편화된 특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 현장조사 
및 심층면담을 통해 대만에서 채식 치료식을 제공하고 치료의 
한 수단으로 권고할 수 있는 밑바탕에는 생명존중, 불교 중심의 
문화가 그 기초가 됨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채식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지만 채식문화 전반에 대한 인식
변화나 건강한 채식식단을 선택하고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인 
기반은 여전히 미미한 현황이 아래 선행연구에서도 지적되었다. 
유28)는 우리나라의 강한 집단주의 문화는 채식주의자가 남들과 
다른 자신의 식습관을 드러내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켜나가는
데 있어 커다란 장애가 된다고 밝혔으며, 이29)는 채식 저변확대
를 위해서는 우선 육식 위주의 외식문화에 대한 개선과 채식인
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우리나라에서도 채식
의 저변확대와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집단주의적인 성향에 
대한 개선과 누구나 자연스럽고 편하게 채식을 접할 수 있는 문

화와 환경의 구축이 중요하다. 
    채식 저변 확대의 중요성은 영향균형을 소홀히 한 채식식단
으로 인한 위험을 제기한 선행연구결과에도 나타난다. 최30) 등은 
채식주의군에서 상당수가 종교적인 이유나 아토피성피부염 등의 
질병 완화를 위해 채식을 선택한 경우가 많고, 열량, 엽산, 칼슘 
및 식이섬유 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영양의 불균형이 초래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31) 등은 식품군의 다양성 정도를 파
악하는 식품군 점수와 식사의 질 지수에서 채식 그룹이 일반식 
그룹에 비하여 낮게 평가되어, 채식을 할 경우 동물성 식품군을 
대체할 수 있는 균형적인 식사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즉, 채식을 할 때 다양한 채식제품이 개발되어 있지 못한 우리
나라 시장 현황을 고려하여 영양적으로도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도록 세밀한 주의가 요구되며,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채식 저변이 확대되어야 한다. 
    한편, 음식과 약의 상호 관계에 관하여 면담대상자 전원이 
음식의 효과는 크며 치료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답했는데 이는 
한의학이론 중 藥食同源의 개념과 유사하다. 면담대상자 중 중
의사들은 영양학적 이론 외에, 질병 자체의 속성과 환자의 체질 
및 중의학 이론에 기반 한 음식 고유의 속성을 모두 고려하여 
채식을 치료식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藥膳을 주제로 한 선행연구에서도 제기되었다. 박32) 등은 약선 
치료식의 기본원칙은 한의학적 整體관이며, 음양의 불균형과 장
부 간의 병적 상태를 음식으로 조정하여 질병을 치료한다고 논
하였다. 또 劉33)는 같은 질환이라도 병인, 증상, 체질, 생활환경
에 따라 섭취해야 할 음식이 다르다는 同病異食 이론과 다른 질
환이라도 병리과정이 같으면 동일한 음식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異病同食 이론에 근거하여 치료식단을 개발 할 수 있다고 밝혔
다. 대만병원의 환자식단 역시 주로 현대 영양학에 근거하여 처
방되고 있는데, 전통의학 이론에 의거한 藥膳 食療法 등을 적극 
활용하여 환자의 상태와 요구에 부합하는 채식 치료식 프로그램
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입원환자 전원에게 채식을 제공하는 
Buddhist Tzu-Chi General Hospital의 의료진 중에 실제로 채
식을 하는 사람의 비율은 대만 전체 역학조성과 크게 다르지 않
다는 사실을 심층면담과 현장관찰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그 이
유는 종교나 채식여부에 차별 없이 의료진을 선발하는 정책과 
병원의 짧은 역사와 방대한 규모로 인해 대부분의 의료 인력을 
Tzu-Chi대학이 아닌 외부에서 충당한 때문이었다. 병원 정책은 
채식 치료식 보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그 시작은 의학적인 
근거보다는 종교적, 윤리적 이유가 근간이 된 것이다. 채식 치료
식을 선도하고 있는 Tzu-Chi 재단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으며, 
동서남북 각 지역 의료를 담당하는 압도적인 규모의 대형종합병
원을 단기간에 설립하고 채식 치료식을 보급할 수 있었던 
Tzu-Chi 재단의 역량 및 활동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그밖에 입원환자 전원에게 채식을 공급하기 위한 병원 내 
조건으로는 병원장의 정책 결정권이 가장 중요하다는 면담 결과
를 얻었다. 이는 Tzu-Chi 재단에서 모든 입원환자에게 전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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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채식 치료식을 제공하게 된 발단이 의학적인 근거보다는 
종교, 윤리적인 사회문화적 요소에 기반 한다는 현장조사 및 심
층면담 결과나 Tzu-Chi 종합병원의 역사가 길지 않다는 설립 
배경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현재, 제7일 안식교에서 운영하는 臺安醫院(대만)과 한국 삼
육재단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도 채식 환자식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병원 홈페이지 자료와 위키백과34)에 따르면, 臺安醫院은 
450병상 입원시설과 7개 진료과를 갖추고 있으며, 삼육재단은 
29개 진료과와 436병상을 보유한 삼육의료원 및 208병상의 에
덴요양병원, 채식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삼육식품 등을 운영한다. 
국내에서 채식 환자식을 제공하는 병원으로는 이들이 유일하며, 
채식 치료식을 제공하는 국내 및 해외 의료기관들에 대한 비교 
및 선행연구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삼육재단은 생활의학연구
소(2010년 개관)를 통해 채식 효능에 대한 연구 및 채식 전시회 
행사 등을 진행하고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병원 규모, 행사 규
모, 채식 보급에 대한 사회적 기여도 면에 있어서 대만과 비교
하기에 미약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환자에게 있어 식습관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의료현
장에서 크게 강조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 면에서는 대만과 우리
나라가 유사하다는 사실을 현장관찰에서 알 수 있었다. 다만, 면
담대상자들이 속한 대만의 병원에서는 주치의와 영양사 간의 긴
밀한 협조 및 영양사의 병동방문, 환자 면담 등을 통해 식습관
에 대한 환자지도를 일정부분 수행한다는 특징이 있었다. 김35) 
등의 선행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환자를 위한 영양교육 및 
영양사 역할은 질병의 경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채식 치료
식을 병원에 도입하기 위하여 식습관을 교육할 수 있는 매뉴얼
과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보수교육 등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또 영양사의 협조와 역할이 중요한 만큼, 영양사들의 교육과정
에도 음식의 전통의학적 접근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채식의 효능에 대한 연구와 관련하여 모든 면담대상자들이 
채식 관련 연구는 꼭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반수 이상의 면담
대상자들이 신약과 같은 기존의 기전연구나 RCT 연구의 경우 
병인 통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
했다. 선행 연구 중 채식이 건선 치료, 류마티스 관절염에 도움
이 된다는 보고가 있는데, 이는 육류 섭취가 중단되면서 육류에 
포함된 아라키돈산(arachidonic acid)의 섭취가 줄어 류고트리
엔B4(LTB4)의 생산이 감소된 것이 건선에 좋은 영향을 준 것36)

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 채식식단이 항
체 생성을 도우며, 금식 후의 채식으로 호전된다는 다수의 사례
연구 및 임상시험(controlled trial) 보고37-39)가 있다. 또 
Mark40) 등은 채식 식단을 통해 섭취한 단백질이 림프구의 단백
질인산화효소 mTOR복합체1(Akt-mTORC1)을 억제하여 자가면
역 질환에 효과를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채식 연구에 단일성분 
분석을 통한 기전연구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지만, 모든 연구방법론은 한계와 장점을 가지고 있고 
현재 채식 치료식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채식의 효
과나 육식의 해로움에 대한 기전 연구, 특정 질환을 타깃으로 

한 임상연구방법의 활용 등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 그밖에 우리
나라에서 채식의 효능을 주제로 코호트 연구, 관찰연구를 진행
하려고 할 때 낮은 채식인 인구조성으로 인해 연구 설계 단계에
서부터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향후 대만, 인도 등 채식인구 비율
이 높고 채식 문화가 발달한 국가들과 비교연구, 코호트 연구, 
관찰연구 등의 연구 협력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면 좋은 성과
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가장 큰 한계는 선행연구 부족으로 인하여 대만 
사례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기초연구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이
다. 또한 되도록 본인이 채식을 하거나 채식을 치료방편으로 환
자에게 제안하는 의료진들의 경험을 참고하고자 했기 때문에 면
담대상이 연령별, 직군별로 고른 분포를 이루고 있지 못하다. 
    본 선행연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 병원에 채식 치
료식 도입을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세부적으
로 채식과 종교 및 문화, 채식 가공식품 개발과 활용의 필요성, 
전통의학 이론과 영양학, 음식속성에 대한 전통의학적 연구, 환
자상태 및 질병 특성에 따른 채식의 영향, 질병 임상지표의 변
화와 식습관, 산후관리, 노인보양 등의 특수목적 채식 치료식 프
로그램의 개발 등, 문헌연구가 필요한 주제와 IRB 심사가 필요
한 임상연구 주제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결    론
    채식 문화가 발달한 대만의 의료진 10명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 분석을 한 결과, 사회 전반에 자리 잡은 채식에 대한 긍정
적인 인식이나 생명을 중시하는 문화, 채식하기 편리한 주변 환
경과 채식음식의 뛰어난 접근성 등이 채식을 의료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선행조건의 일부로 판단된다. 
    음식의 효과에 대한 면담대상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음식의 
효과가 크며 약과 함께 치료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이다. 치료
식으로서 채식을 제공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환자 상태에 대한 충
분한 고민이 필요하며, 전통의학적인 관점에서 질병 속성 및 환
자 체질, 음식 속성까지 모두 고려한 치료식의 개발이 필요하다.
    채식 치료식을 도입하기 위한 병원 내 조건으로 병원장의 
정책 결정, 의사의 인식, 영양사의 협조 등을 꼽을 수 있고, 거
시적인 관점에서 병원 차원의 조직적 지원, 사회적인 인식 개선, 
국가의 제도적 지원 등이 모두 필요하다. 
    채식 효능에 관한 연구는 기존의 기전연구나 RCT보다는 비
교연구나, 코호트 연구, 관찰연구가 유효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
았는데, 채식 관련 연구가 다방면에서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다
양한 시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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