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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로 인한 만성 난치성 질환이 증가
하면서 여러 가지 보건 의료 문제들이 제기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
라의 경우 고령화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이 빠르기 때문에 앞
으로 사회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통계청의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고령인구는 총인구의 
12.7%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5가구 중 1가구는 고령가구이며 
2013년 고령자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34.5%에 이르렀다1). 이와 
같이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이 늘어나고 이는 의료비용의 
증가로 이어져 이에 따른 사회적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2).
    만성질환은 서양의학적 접근만으로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세계
적으로 만성질환의 치료와 관리에 대해 기존의 서양의학에 보완대
체의학을 결합한 형태의 통합의료(Integrative Medicine)에 대한 수
요가 증대해 왔다. 특히 영국, 네덜란드, 미국, 호주 등은 1차의료 

부문에서 보완대체의학의 역할에 대해 주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합
한 의료시스템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3). 독일과 같은 경우는 2000년
대에 들어 자연치유 통합의학(Naturheilkunde und Integrative 
Medizin)이라는 명칭으로 체계화되어 일반국민의 보완대체요법 이
용률이 1970년대 52%였으나 2004년에 73%로 증가하였으며 미국 
국립보건원(NIH: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보고에 의하면 미
국에서는 보완대체의학의 이용비는 약 40조원이고 매년 성장률이 
15-20% 정도라고 한다4). 
    서양에서의 통합의학은 서양의학을 기반으로 보완대체의학이 
결합된 것으로 생각되어왔으나 최근 서양의학에 보완대체의학이 단
순히 결합한 형태로만 보지 말고 건강과 치유를 강조하는 더 고차
원적인 의료 체계로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5). 국내
에서는 의료일원화와 혼용해서 통합의료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부터 근거가 확보된 보완대체의학을 선택하여 현대의학과 병행, 통
합치료 하는 학문이라는 의사중심의 용어정의까지 다양한 의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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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의학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져 왔다6,7). 하지만 우리나라는 한의
학이 체제의학에 포함되어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단순히 서양의
학에 보완대체의학을 결합하는 것을 통합의료라고 정의할 수 없으
며 의학과 한의학의 통합을 주축으로 하여 보완대체요법을 결합하
는 진료를 한번에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통합의학으로 정의하
는 것이 합리적이다8,9).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의학과 한의학의 통
합을 주축으로 하여 보완대체요법을 결합한 의학을 통합의료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통합의료의 정의를 기준으로 살펴볼 때 현재 국내에서
는 통합의료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행정적 뒷받침이 이루어지지 않아 의학과 한의학, 보완대체요법의 
통합모델을 구현하는 의료서비스의 제공은 힘든 상황이다10).
    지금까지 국내의 통합의료에 대한 연구는 주로 통합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예측 혹은 영향요인, 통합의료서비스 이용현황 등에 대
한 연구였다11-14). 그나마 보건복지부에서 전남 장흥군과 대구시에 
지원을 하여 통합의료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통합의료 제도화 관련 
기초 연구 및 사업 평가 등이 진행되어 왔다15). 특히 대구 통합의료
센터를 중심으로 통합의료 임상프로토콜 및 제도와 행정적인 지원 
방법에 대한 연구가 시행되어져 왔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국내의 통
합의료에 대한 연구는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 중 델
파이와 AHP방법을 사용하여 통합의료정책의 우선순위를 수립하여 
통합의료 제도화 실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1차 통합의료 정책 틀 및 세부정책 도출
    2014년 3월 1일부터 5일까지 통합의료 관련 전문가 2인이 국
회도서관, DBPIA 학술논문(누리미디어), KISS(한국학술정보학술지원
문데이터베이스), 교보문고 스콜라 등의 검색엔진에서 ‘통합의료’, 

‘통합의료정책’, ‘Integrative medicine’ 등의 검색어를 사용하여 통
합의료와 관련된 정책 보고서 2편을 찾아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한편 2012년 6월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의 주최로 ‘통합의
료 제도화 추진 간담회’가 개최되었는데 보건복지부 공무원, 통합의
료 관련 외부전문가(한의학, 의학, 보완대체의학, 기초응용과학, 의
료법학 등의 전문가) 및 통합의료 관련 단체장 등 총 22명이 참석
하여 통합의료 제도화 추진 방안 마련 등에 대한 안건을 논의하였
다. 이에 ‘통합의료 제도화 추진 간담회’의 회의결과를 토대로 1차 
통합의료정책의 틀 4개와 그에 따른 10개의 세부정책을 도출하였다
(Fig. 1).

2. 전문가 그룹 선정
    22명의 ‘통합의료 제도화 추진 간담회’ 참석자 중 통합의료에 
대한 연구를 1회 이상 시행한 학자, 통합의료를 시행하는 기관에서 
통합의료서비스를 시행하는 의료인, 통합의료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
거나 시행하는 자를 대상으로 통합의료 전문가를 선정하였으며 연
구에 동의한 총 17명이 선정되었다.
    AHP조사는 1,2차 델파이 조사에 모두 응해준 15명의 통합의료 
전문가를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3. 델파이 조사
    델파이 조사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집, 수렴하는 
방법으로 익명성이 보장되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
다16). 본 연구에서는 2-라운드 미니델파이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문
헌 고찰 및 자문을 통해 1차적으로 도출된 정책 틀 및 세부 정책을 
토대로 설문지를 개발하여 통합의료 전문가를 대상으로 통합의료 
제도화를 위한 정책의 틀과 세부정책에 대한 미니델파이 조사를 시
행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는 1차 통합의료 정책 틀 및 세부정책에 
대해 비구조화 된 개방형질문을 사용하여 응답들을 범주화하여 분
석하였다. 2차 델파이조사는 1차 조사를 통해 얻어진 범주화된 정책

Fig. 1. The Induced Policies and Actions about Integrative Medicine by Delphi From the Delphi-method survey, four policies and 16 actions were 
ob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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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동의정도를 5점 척도로 설문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는 4
월 14일부터 18일에 시행하였으며 2차 델파이 조사는 4월 21일부
터 4월 25일까지 시행하였다. 신뢰도 검정을 위해 2차 델파이조사 
결과에 대해 켄달(Kendall)의 W분석을 시행하였다. 

4. AHP조사
    계층적 분석과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은 계층적
으로 의사결정을 표현하고 의사결정자의 쌍대비교에 대한 판단으로 
대안들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다 기준 의사결정모델이다17). 이론의 
단순성 및 명확성, 적용의 간편성 및 범용성의 특징으로 정치, 경
제, 사회, 경영,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의사결정분야에 
활용된다18). 본 연구에서는 미니 델파이 조사를 바탕으로 도출된 정
책 틀과 세부정책에 대한 우선순위 조사를 2014년 5월 2일부터 5
월 16일까지 시행하였다. 수집된 정책의 우선순위는 엑셀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코딩, 분석하였고 상대적 중요도와 일관성 비율(CR)을 계
산하였다. 일관성 비율은 일관성지수(CI)/난수지수(RI)×100%로 0.1
이하인 경우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한다19). 일관성 비율 값이 0.1이
하가 되지 않은 대상자는 재설문을 시행하였다.

결    과

1. 응답자 비율 및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일반사항은 Table 1과 같다. 델파이조사에 응한 
조사 대상자는 총 17명 중 15명으로 응답률이 88.2%였으며 여성 2
명, 남성 13명, 평균연령은 52.3±10.0세였다. 조사대상자는 한의학, 
통합의료, 보완대체의학 관련 기관 교수가 총 9명으로 가장 많았으
며 통합의료센터근무 의사가 총 3명, 국립연구소 연구원이 총 3명이
었다. 
    AHP조사는 델파이 조사에 2회 모두 응한 15명을 대상으로 시
행하였으며 응답한 조사자는 총 10명으로 응답률이 66.7%, 평균연
령은 55.3±3.1세, 여성 2명, 남성 8명이었다(Table 1).

2. 문헌 고찰 및 자문을 통한 통합의료 제도화 1차 정책 틀 및 세
부 정책 도출
    문헌 조사 및 자문 회의를 통해 통합의료 제도화 방안에 대한 
1차 정책 틀 및 세부 정책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로 ‘통합
의료 콘텐츠 개발’, ‘통합의료의 전문화’, ‘통합의료 관련 법, 제도 
정비’, ‘통합의료 국내외 산업화 기반 구축’ 등 크게 4개의 정책 틀
을 도출하였으며 4개의 큰 정책 틀 아래에 총 10개의 세부 정책을 
수립하였다.
    ‘통합의료 콘텐츠 개발’ 하에는 ‘통합진료 프로토콜 개발’, ‘임
상프로토콜의 임상평가 및 과학적 검증’, ‘통합의료에 따른 생활습
관 개선, 예방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3개의 세부정책을, ‘통
합의료의 전문화’ 하에는 ‘통합의료 진료인력 양성’, ‘통합의료 교과
과정 개발’, 이라는 2개의 세부 정책을, ‘통합의료 관련 법, 제도 정
비’ 하에는 ‘통합의료 특별법 제정’, ‘통합의료에 따른 건강보험 수
가 개편’이라는 2개의 세부 정책을, ‘통합의료 국내외 산업화 기반 
구축’ 하에는 ‘한·양약 복합제제 개발’, ‘새로운 의료 진단기기 개

발’, ‘통합의료 의료관광 특화, 시장개척 및 확대, 세계화 기반 조
성’이라는 3개의 세부 정책을 도출하였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Category Delphi 
Method AHP

Age

<40 years(N) 1 0
40-49 years(N) 5 3
50-59 years(N) 6 4
<60 years(N) 3 3

Average±S.D.(years) 52.3±10.0 55.3±3.1

Sex
Male (N) 13 8
Female(N) 2 2

Job

Korean Medical College Professor 2 1
IM Research Institute Professor 2 1

CAM Research Institute Professor 2 1
IM Graduate School Director 2 1

IM Center CAM Professor 1 1
National Research Institute Director or 

Researcher 3 2

IM Center Director or Dr. 3 3

Career

0 - 5 years(N) 3 3
6 -10 years(N) 1 1

11-15 years(N) 7 3
>15 years(N) 4 3

Total(N) 15 10

3. 미니델파이를 통한 최종 정책 틀 및 세부정책 도출
    1차 정책 틀과 세부정책을 토대로 두 차례에 걸친 미니 델파이
를 통해 최종 정책 틀 및 세부 정책이 도출되었다. 1차 델파이에서 
문헌고찰 및 자문을 통해서 선정된 정책 틀과 세부정책에 대해 전
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편이었으나 통합의료 콘텐츠의 개발
은 반드시 근거를 바탕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통합의
료 전문가에 대한 면허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법률적 정비가 중요
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통합의료 산업화에 대해서는 통합의료산업
에 대한 지원법을 제정하여 실버산업과 고령화 대비 정부 정책과의 
연계방안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를 토대로 1차의 
‘통합의료 콘텐츠 개발’이라는 항목이 ‘근거중심의학(Evidence-based 
medicine: EBM)에 근거한 통합의료 콘텐츠 검증 및 개발’로 구체
화 되었으며 ‘통합의료 관련 연구지원사업’, ‘통합의료 특별위원회 
구성’, ‘통합의료 산업 지원법 제정’, ‘통합의료 관련 면허제도 정
비’, ‘산업화와 관련된 기술의 EBM 연구 지원’, ‘기존 산업과의 연
계 방안 연구’ 등 총 6가지 세부정책이 추가 되어 총 4개의 정책 
틀 및 16개의 세부 항목이 도출되었다(Fig. 1).
    2차 델파이에서는 이에 대한 동의정도를 5점 척도로 물어보았
는데 ‘한·양방 복합제제 개발’이 3.50으로 가장 낮았고 ‘통합의료 전
문인력 양성’이 4.73으로 가장 높았다(Table 2). 켄달의 W검정으로 
순위의 일치도를 확인한 결과 유의확률(p-value)이 0.046으로 0.05
보다 낮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4. AHP 조사 결과
    AHP조사는 델파이 조사에 2회 모두 응한 15명을 대상으로 시
행하였으며 응답한 조사자는 총 10명으로 응답률이 66.7%,이었다.
 1) 4가지 정책 틀의 실행 우선순위 비교



Y. O. Park et al 69

    ‘통합의료 국내외 산업화 기반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나타났
으며 ‘통합의료의 전문화’, ‘EBM에 근거한 통합의료 콘텐츠 검증 및 
개발’, ‘통합의료 관련 법·제도 정비’순으로 우선순위가 도출되었다. 
4가지 정책 틀에 대한 실행 우선순위 비교에서 일관성 비율
(Consistency Ratio: CR)은 0.1미만이었다.
 2) 세부 정책에 대한 실행 우선순위 비교
    ‘통합의료 국내외 산업화 기반 구축’에서는 ‘새로운 의료진단 
및 치료 기기 개발’이 가장 중요하다고 도출되었으며 ‘통합의료의 
전문화’에서는 ‘통합의료 전문 인력 양성’이, ‘EBM에 근거한 통합의

료 콘텐츠 검증 및 개발’에서는 ‘각 질환별 통합진료 프로토콜 개
발’이, ‘통합의료 관련 법·제도 정비’에서는 ‘통합의료 관련 면허제도 
정비’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도출되었다. 세부 정책에 대한 실
행 우선순위 비교에서 4영역 모두 일관성비율(CR)는 0.1미만으로 
나타났다(Table 2).

고    찰

    본 연구는 국내의 통합의료 서비스를 실행하기 위해 어떠한 정

Table 2.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the agreement about Final Policies and Actions induced by Delphi
4 Policies 16 Actions

Mean S.D. Mean S.D.

 Validation and 
Development of 

Integrative Medicine 
Contents

4.13 0.74

Development of integrative medicine treatment protocol 3.80 0.86
Lifestyle interaction program(including diet) by integrative 
medicine 4.40 0.74

Validation integrative contents based on EBM 4.40 0.93

 Specialization of 
Integrative Medicine 4.00 0.65

Development of experts certification on integrative medicine 4.73 0.59
Development of the integrative medicine curriculum 4.33 0.72
Supporting research about integrative medicine 4.13 0.74

Institutional 
arrangements of 

Integrative Medicine
3.87 0.92

Revision of medical laws and enactment of special laws 
about integrative medicine 3.67 0.90

Setting up special committee 3.67 0.98
Reorganization medical insurance fee about integrative 
medicine 4.10 0.88

Legislation of integrative medicine industry support 3.93 0.88
Organization of integrative medicine  licence system 3.80 0.86

Building the 
Infrastructure of 

Industrialization in the 
Integrative medicine

4.27 0.89

Developing complex medication with western medicine and 
korean medicine 3.53 0.92

Developing new medical diagnostic and treatment 
instruments 3.73 0.96

Supporting evidence based research according to the 
industrialization 3.80 0.86

The Research of the connection methods with conventional 
industry 3.80 1.08

Specialized medical tour, market development, globalization 
about integrative medicine 3.73 0.88

Table 3. The Weight and Ranking of the Final Policies and Actions induced by AHP
4 Policies 16 Actions

Weight Ranking Weight Ranking

 Validation and 
Development of 

Integrative Medicine 
Contents

0.216 3

Development of integrative medicine treatment protocol 0.377 1
Lifestyle interaction program(including diet) by integrative 
medicine 0.349 2

Validation integrative contents based on EBM 0.274 3

 Specialization of 
Integrative Medicine 0.269 2

Development of experts certification on integrative medicine 0.503 1
Development of the integrative medicine curriculum 0.327 2
Supporting research about integrative medicine 0.169 3

Institutional 
arrangements of 

Integrative Medicine
0.157 4

Revision of medical laws and enactment of special laws 
about integrative medicine 0.167 4

Setting up special committee 0.222 3
Reorganization medical insurance fee about integrative 
medicine 0.120 5

Legislation of integrative medicine industry support 0.233 2
Organization of integrative medicine  licence system 0.259 1

Building the 
Infrastructure of 

Industrialization in the 
Integrative medicine

0.358 1

Developing complex medication with western medicine and 
korean medicine 0.235 2

Developing new medical diagnostic and treatment 
instruments 0.266 1

Supporting evidence based research according to the 
industrialization 0.110 5

The Research of the connection methods with conventional 
industry 0.205 3

Specialized medical tour, market development, globalization 
about integrative medicine 0.18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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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실현이 우선적으로 필요한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실
행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통합의료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파
이 방법을 통해 의견을 취합한 이후 AHP방법을 통해 정책별로 우
선순위를 매겼다. 
    델파이 기법은 어떠한 문제에 대해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20). 익명성을 기초로 하여 적어도 2회 이상 
5명에서 20명 정도의 전문가 의견을 제시받아 불확실한 문제에 대
한 해결 방안 등을 제시받는다. 이는 기존의 패널식 조사연구 방법
의 장점을 보완한 것이다21,22).
    본 연구에서는 델파이 조사를 위한 통합의료 전문가 그룹 선정
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통합의료 제도화 추진 간담회’ 참
석자 중 통합의료센터에서 근무하면서 통합의료를 시행하거나 통합
의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거나 통합의료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 가운데 본 연구에 동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한
방병원, 보완대체의학 및 통합의료 센터 근무자, 국립연구소 근무
자, 통합의료관련학회장 등의 다양한 통합의료 관련 전문가를 섭외
할 수 있었다. 
    1차 정책 및 세부 정책 틀에 대해 1차 델파이를 시행하였을 때 
근거를 바탕으로 통합의료 콘텐츠 개발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대해서는 한의과・의과・통합의료전문가의 직군의 차
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통합의료 전문가에 대한 면허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주로 통합의료센터 근무경력이 긴 전문가에게서 많이 나왔
다. 연구소에 근무하는 전문가군에서는 실버산업과 고령화 대비 정
부 정책과의 연계방안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를 토대로 4개의 정책과 16개의 세부정책을 수립하여 다시 2차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4개의 정책 중 ‘통합의료 국내외 산업화 기
반 구축’ 에 대한 동의율이 가장 높았던 반면 그에 따른 세부정책에 
대한 동의율은 3점대로 낮은 편에 속했다. 즉 세부정책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다고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델파이 조사에서 신뢰성
과 정확성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나 본 연구에서는 순위의 
일치도를 평가하는 비모수검정인 켄달의 W검정을 사용하여 2차 설
문의 신뢰도를 평가하였는데 통계적으로 일치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델파이 조사에 이어 시행한 AHP 조사는 쌍대비교를 통해 인간
의 판단을 합리적으로 종합하는 방식으로 상대평가에 근거한다23). 
델파이 조사를 통해 선정된 전문가들의 답변 중 일관성이 맞지 않
는 결과는 재조사를 통해 일관성비율을 0.1 미만으로 맞추었다. 그 
결과 전문가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정책
은 ‘통합의료 국내외 산업화 기반 구축’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새로
운 의료진단 및 치료 기기 개발’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 전문가들은 통합의료가 제도화 되고 활성화 되려면 산업
화를 기반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통합의료
가 산업화를 통해 정착하였을 때 전문화 및 콘텐츠 개발, 법 제도 
정비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들이 통합의료 제도화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부분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지금까지 통합의료
가 제도화되기 어려운 이유로 현재 국내 의료법이나 약사법 등의 
법률이 통합의료 시스템을 적용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
하거나24) 통합의료의 문제점으로 통합의료의 효과성 및 안전성이 과

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고 의료기관에서 통합의료를 시행할 수 있
는 법과 제도 마련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하였다10). 하지만 본 연구
의 결과에서는 오히려 ‘통합의료 관련 법, 제도 정비’가 '통합의료의 
전문화‘ 와 ‘통합의료 콘텐츠 개발‘ 보다도 우선순위가 밀려 4위에 
선정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대상이 된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통합
의료의 문제점은 통합의료 시행을 위한 우선적인 실행 정책 순위와
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통합의료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고민을 해왔던 전문
가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통합의료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
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통합의료와 직접 관련된 종사자에 
국한하여 전문가를 선발하였기 때문에 한의학계 및 의학계의 전반
적인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시한 
정책이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직종의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통합의료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연구가 뒤따를 필요가 
있다.
    양대 의학계의 합의가 이루어져 분야별 전문가들이 동참하여 
추진해 나간다 해도 통합의료의 제도화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이 
논문이 통합의료 정책 방향에 대해 각 의학분야(의학, 한의학, 보완
대체의학) 전문가들의 지침이 된다면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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