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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심신의학의 정의는 ‘심적인 능력을 이용하여 정신과 

신체의 기능을 증진시켜 각종 질병과 장애 그리고 그에 

따른 증상들을 예방 및 완화하거나 치료하게 하는 다양

한 기술 이용을 포함하는 의학의 한 분야(NCCAM Web)1) 

이다. 이론적 배경은 정신과 두뇌, 신체와 행동이 서로 

연결되어 상호작용을 하여 건강에 향을 미친다는 것

으로, 건강관리의 대상에는 신체, 정신, 무의식의 감정, 

혼, 행동, 사회의 광범위한 역이 포함되어 있다. 

  심신의학은 21세기의 혁신적인 건강 관리법으로 여겨

지는데 그 이유는 질병 양상의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과거의 주된 질병 원인이 급성 질환으로 주로 감염, 신체

적 손상 등이었는데 비해 현대의 주된 질병은 정신적 요

소, 생활양식, 환경 및 스트레스 원인 등이 복합적으로 

연관된 기능성 질환, 만성 퇴행성 질환이다.

  일차 진료의사를 방문하는 환자들의 호소하는 의학적 

혹은 감정적인 문제들의 70% 가량이 스트레스나 인간관

계, 생활습관과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
2)
 또 내과를 방문

한 환자 1,000명 중 16%만이 기질적인 원인이었고, 10%

에서 정신적인 요인에 의한 경우 고 나머지 74%는 아

무 원인도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3)
 

  그러다보니, 현대에 와서 과거처럼 신체적인 면만을 

치료의 대상으로 해서는 치료의 한계점을 느끼게 되며, 

이런 한계점을 보완해주는 치료적 대안 중의 하나가 심

신의학 치료법(혹은 심신요법)인 것이다. 그러나 현재 대

다수의 진료실에서 심신요법은 외면당하고 있다. 많은 

의사들이 실질적인 진료 시에 생활상의 스트레스, 부적

절한 식이, 운동 부족에 의한 의학적 문제점에 대해 인식

하고 있으나, 이런 요소들에 대한 관리는 정통 서양 의학

적 치료의 시도에서 실패했을 경우 혹은 환자의 증상에 

대한 원인을 찾을 수 없을 경우, 치료법이 특별히 없을 

경우에 고려해 볼 뿐이다.
4) 
게다가 심신의학에 대한 고

려가 실제 임상진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지난 30년에 걸쳐 실로 많은 연구들이 심신의학의 안

정성과 유효성에 대해 근거를 제시해 왔다. 그 근거들에 

의해 환자교육이나 인지행동요법 등의 심신요법은 정통 

주류의학으로 인정을 받고 있으며, 명상, 최면, 기도, 각

종 예술 치료, 적 치료 등은 보완대체의학의 범주에 

남아있으나5), 현재 심신요법들의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

한 수많은 연구들이 진행 중이다.

  심신 요법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안전하며 부작용

이 없고, 자연스럽고 비 침습적이며, 효과도 인정되고 있

고 가격도 저렴하여 많은 과학적 근거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일차 진료의사들을 

중심으로 심신의학의 임상적 활용에 많은 관심이 필요

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저자는 본 논문에서 심신의학의 

임상 적용에 대한 근거들을 제시하기 위한 과학적 배경 

및 근거중심의 임상적용 및 심신의학에 대한 전반적인 

◇ 종  설 ◇

심신의학의 임상 적용: 근거 중심적 접근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

옥      선      명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지난 수 십년간 많은 연구들은 정신사회적인 요인들이 생리적 기능과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근거들

을 제시하여, 일부 만성 질환과 기능성 질환의 관리에 효과적이며 암과 같이 완화적 요법이 필요한 경우에도 긍정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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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질의 향상 등을 위해 심신의학의 개입은 필연으로 여겨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심신의학의 근거중심적인 임상 

적용 및 전반적인 개요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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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를 제시하 다.

본      론

    1. 심신의학의 과학적 이론 배경

  지난 수 십년간 과학자들은 정신과 신체와의 상호작

용에 대해 연구를 해왔다. 감정, 믿음, 삶에 대한 수용 

태도가 모든 만성 질환에 향을 미칠 수 있으며, 두려

움, 냉소, 절망감, 무기력감 같은 느낌들이 건강에 유해

한 반면 용기와 유머, 자신감, 희망은 건강에 좋다고 했

다. 따라서 낙천적인 사람들은 병에 덜 걸리며, 병에 걸

린 경우에도 더 오래 살며 고통이 덜하다고 했다.6)

  이런 이론들은 정신과 신체를 분리시켜 온 이분법적

인 서양정통의학적인 개념으로는 의학과 동떨어져 의료

에서 다뤄야 할 분야에서 제외되어 왔었다.

  그러나 지난 30년간의 학문의 흐름과 연구 결과들은 

이분법적인 접근법이 전부가 아니며 그동안 의료계에서 

배제되어 왔던 정신과 혼의 요소들을 의학의 범주로 

끌어들여 치료의 대상으로 인정했는데 이것이 바로 심

신의학이다.

  심신의학의 과학적 근거의 이론적 토대는 정신과 신

체사이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새로운 학문 분야인 정신신

경내분비면역학(psychoneuroendoimmunology, PNEI)에서 찾

아볼 수 있다.

  1974년 Ader7)은 생쥐의 Pavlov의 조건반사 시도를 이

용한 실험을 통해 획기적인 사실을 발견한다. Lupus에 걸

리기 쉽게 된 생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인공감미료

를 탄 물을 준 후 면역 억제제를 주고 조건반사가 면역

학적인 측면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를 하여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된다. 조건화 된 생쥐가 인공감미료

를 탄 물만을 마시고도 면역 억제반응을 보인 것이다. 

이 실험은 뇌와 면역 체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첫 증거를 

제시하 다. Ader의 연구 이후로 의학계에 정신신경면역

학(psychoneuroimmunology)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생기고 

1970년대 이후로 이 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최근에는 여기에 내분비학이 더해져 정신신경내분비면

역학으로 발전하 다. 정신신경내분비면역학은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같은 정신적인 요소가 신경계, 내분비계, 

면역계를 망라한 신체 전체에 향을 미치며, 정신-신경

-내분비-면역계 사이에는 내재적인 연결망이 있어 서로 

양 방향으로 상호작용을 하며 교류를 한다는 것이다. 정

신이 신체에, 신체가 정신에도 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증거들을 제시하 다.

  또 다른 주요한 심신의학의 학문적 토대는 스트레스

와 건강과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들에서 찾을 수 있다. 

스트레스의 생리 반응은 중추신경계, 자율신경계, 내분

비계, 면역계와 연관되어 있다. 스트레스를 받아 생기는 

행동과 감정의 항상성 파괴는 중추신경계 통로와 연관

되어 있으며 신경계와 내분비계, 면역계의 세포들은 신

경전달물질, 신경펩티드(neuropeptide), 호르몬, 사이토카

인(cytokine)을 통해서 서로 교류한다.8) 스트레스에 의한 

교감신경계의 자극은 심장박동수와 혈압을 올리고 심박

동수 변이를 감소시키고 소화 기능을 떨어뜨린다. 신체

적 혹은 정신적 질병을 일으킬 수 있을만한 심한 스트레

스 혹은 사소한 스트레스라도 여러 번 반복되면 주요 신

체 계통 사이의 교류를 파괴시키며 이는 신체나 감정에 

손상을 일으키게 된다.9) 스트레스에 의해 면역계의 변화

가 생기며 이런 변화는 또 다른 기분 나쁜 감정을 생기

게 한다.10)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과 도파민 그리고 정상적 감정에서는 정

상으로 유지되는 신경전달물질들을 억제한다. 이런 상

태가 만성적으로 넘어가 코르티솔의 분비가 스트레스에 

반응하지 않으면 염증 관여 신경펩티드의 분비가 증가

하고 자가 면역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증가한다. 그 이외

에도 Fibromyalgia, 만성 피로 증후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우울증에 상대적으로 

이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11) 

    2. 심신의학의 근거 중심적 임상 적용 

  최근 20년 동안 심신의학은 정신적인 요소가 질병의 예

방과 치료에 어떻게 관여하는지에 대한 수많은 연구결과

들을 통해 상당한 근거들을 과학적으로 제시해 왔다.

  이 결과들은 심신의학의 임상적 적용 시 어떤 질환에 

어떤 심신의학이 유용할 것인지에 관한 근거들을 제시

하므로 대단히 중요하며, 현재도 심신의학의 임상 적용

의 유효성을 보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 중이다.

  일부 논문12,13)에서는 현재까지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

여 심신요법의 임상적 적용에 관한 과학적 근거를 평가

하 다. 그 결과 일부 질환들은 광범위한 무작위 대조 

시험(extensive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RCTs)에 따른 연

구 결과에서 심신 요법이 중등도 이상의 유효성(strong 

to moderate evidence of efficacy)을 가지고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임상적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데, 그 경우로는 심혈관질환, 고혈압, 불면증, 통증 

및 전신 동통 증후군, 요통, 두통, Fibromyalgia, 관절염의 

자가 관리 요법, 실금, 수술 결과의 향상, 암 치료에 대한 

보조적인 요법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은 명백한 임상 시험 결과가 제시되지는 않았으

나(less definitive research) 잘 고안된 임상 시험에서 심신요

법의 치료 결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된 경우들(well desig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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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ical trials with positive and promising outcomes)로 알러지, 

천식, 피부과 질환, 에이즈의 진행, 당뇨, 과민성 대장 증

후군, 중풍 후 재활, 궤양, pregnancy outcomes, 이명,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이 있다.
12,13)

 

  다음은 심신요법의 임상적 적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주요한 11가지 경우들의 근거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다.

  1) 심혈관 질환: 인간과 동물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들

을 통해 우울증, 적대,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적인 요소들

이 심혈관 질환의 발달과 진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으며14) 관상동맥질환 치료에 심신요법

이 효과적이라는 근거도 있다.

  1996년 23개의 무작위 연구들(randomized trials)을 대상

으로 메타 분석15)한 결과 정통적인 심장 재활 치료에 정

신사회적 처치(예: 이완 요업, 그룹과 개개의 정신 요법, 

A형 성격의 행동수정, 스트레스 관리 등)를 추가하고, 2

년 후 추적 관찰시 사망률이 41%의 감소되었고, 치명적

이지 않은 심장병의 재발이 46%의 감소를 보 다.

  Dusseldorp 등
16)
에 의한 37개의 연구들을 종합한 메타 

분석에서는 정신교육학적 처치(건강 교육과 스트레스 

관리)로 심장 사망률이 34%가 감소되었고, 심근 경색의 

재발이 29%의 감소되었으며, 식이요법과 운동 습관, 체

중, 흡연, 콜레스테롤과 혈압 조절에 유의한 긍정적인 효

과를 나타났다. 상기의 메타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던 

2002년도의 전향적 연구
17)
에서는 94명의 관상동맥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스트레스 관리를 하고 5년간 

추적 관찰 결과 유의하게 관상동맥질환의 재발이 적었

다는 결과를 제시하 다.

  2) 고혈압: 고혈압 치료에 심신 요법이 유효한지에 대

한 증거는 아직도 불명확한 상태이다.

  Jacob 등
18)
에 의한 이완 요법의 유효성을 본 시험과 

Eisenberg 등19)의 인지행동요법의 유효성에 대한 메타분

석에서는 결과가 불명확했으나, Linden 등20)의 메타분석

에서는 심신의학 치료(특히 개인별 맞춤 인지행동요법)

가 이완기, 수축기 혈압을 낮추며, 그 효과는 약물치료에 

필적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Linden 등
20)
의 메타 분석 이후로도 수 개의 무작위 임

상 시험 결과가 발표되었다. 나이가 많은 아프리카계 미

국인들(n=127)을 대상으로 한 연구21)에서는 고혈압 환

자들을 무작위로 3개월간의 명상 후에 다른 군들(점진적 

근육 이완요법 실시군과 혈압 교육만 실시한 대조군)과 

비교한 시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을 각각 10.7, 6.4 mmHg

를 낮추는 유의한 효과를 보 다. Shapiro 등
22)
에 의한 작

은 규모의 시험(n=39)에서는 6주간의 다양한 구성의 인

지 행동 요법(점진적 근육 이완요법, 온도 조절 바이오피

드백, 스트레스와 노여움 관리 포함) 실시 이후 항고혈압

제의 요구량이 유의하게 감소되었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이런 명백한 결과들에도 불구하고 아직 심신요

법의 유효성과 혈압의 자가-관찰 혹은 운동/식이요법/체

중 감량의 유효성을 비교한 대규모 연구는 없었다. 비록 

다양한 무작위 대조 시험을 통해 고혈압 치료를 위한 여

러 시술을 비교하기는 하나, 결국 고혈압 원인에 여러 

가지 인자가 관여가 되어 있는 만큼 치료에 있어서도 정

통적인 치료와 함께 하는 다각적인 치료 접근이 필요하

며 그 중의 하나로 통합의학 개념의 심신요법의 개입이 

필요하다. 

  3) 불면증: 여태까지 불면증 치료를 위한 심신요법의 

유효성에 대한 여러 체계적 고찰
23-26)

, 메타 분석
27,28)
이 있

었다. 59개의 연구들을 대상으로 한 1994년도 메타 분석27) 

에서는 평균 5시간의 심리학적 처치가 입면 대기시간과 

수면 동안 깨어있는 시간에 신뢰할 수 있는 변화를 주었

다고 보고했다. 1996년도의 미국 국립보건원의 토론 합

의문29)에서는 심신 요법(특히 이완요법과 바이오피드백)

이 수면 양상에 유의한 변화를 주기는 하나 전체수면시

간과 입면의 향상 정도가 임상적으로 유용한지에 대해

서는 불확실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1999년도의 체계적 

고찰
25)
에서는 자극 통제, 점진적 근육 이완요법, 역설 의

도(paradoxical intention)가 미국심리학단체의 기준으로 경

험적 근거가 있는 반면, 3개의 추가 접근법(잠 제한, 바

이오피드백, 다면적 인지행동요법)은 “아마도 유효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심신 요법은 또한 노인들의 불면증 치료에 도움이 된

다.
26) 
최근 Morin 등

30)
에 의한 무작위 임상시험에서는 인

지행동요법 단독 치료와 약물치료와 병행하는 경우 모

두에서 노인들의 입면 후 깨어 있는 시간을 효과적으로 

줄인다고 한 반면, 약물 치료만 했을 경우에는 위약보다

는 효과적이나, 추적 관찰 시 치료 효과의 유지는 인지행

동요법 경우에서만 나타났다고 밝혔다. 비록 단기간의 

관찰에서는 약물 치료가 행동요법보다 수면 개선이 빨

랐으나, 4∼8주의 기간에는 행동요법과 효과가 동일했

으며 장기적(6∼24월) 측면에서는 행동요법이 약물치료

보다 치료 결과가 더 좋았다고 했다.
31) 

  현재까지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볼 때, 불면증은 심신 

요법과 약물 요법이 효과적으로 결합되면 어느 한쪽의 

접근에 의한 경우보다 확실히 더 좋은 치료 결과를 나타

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통합의학적 접근에 대한 

모델의 확립을 위해서는 향후 적극적인 연구를 필요로 

한다. 

  4) 통증 관리: 급성과 만성 통증 치료를 위한 단독 이완

요법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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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의 미국국립보건원의 토론합의문
32)
에서는 이

완 요법이 만성 통증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강한” 증거

가 있었다고 했으나, 9개의 무작위 임상시험을 종합한 

체계적 고찰
33)
에서는 단지 3개의 연구에서만 명백한 치

료 효과를 발견했으므로, 이완 요법이 만성 통증을 이완

요법만으로 치료하는 것은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

다. 또 다른 체계적 고찰
34)
에서도 급성 통증치료를 위한 

이완 요법에 대해 “일부 약한 근거가 있다”고 평가했다. 

  5) 요통: 2000년도 Van Tulder 등35)이 Cochrane 자료들을 

종합하여 만성 요통에 관한 심신요법의 유효성에 대해 

발표했다. 20개의 무작위 임상 시험을 대상으로 하 는

데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대상 시험들 중 25%에서만 

높은 평가를 받긴 했으나, 저자들은 심신요법이 통증의 

강도에 중등도의 감소를 가져왔으며, 기능적인 면과 행동

학적인 면에서도 경미하기는 하나 긍정적인 향을 주었

으므로 ‘강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6) 두통: 1990년도 Holroyd와 Penzien에 의한 메타 분석36) 

에서는 재발성 편두통의 치료로 이완 요법 및 바이오피

드백을 실시한 경우(34개 임상 시험)와 약물 치료를 함께

한 경우(25개 임상시험)의 유효성을 비교하 다. 그 결과 

양쪽 모두에서 유사한 결과를 얻어, 평균 43%에서 두통

이 감소하 다. 한편 위약을 준 경우에는 14%의 감소만

을 보 으며, 약을 아예 주지 않은 경우 두통의 감소는 

없었다. Holroyd와 Penzien의 체계적 고찰37)에서는 이완 

요법과 체온을 이용한 바이오피드백을 함께 할 경우 행

동요법만 하는 경우보다 효과가 더 좋다는 결론을 얻었

다. 1997년의 메타 분석38)에서는 만성 두통의 치료에서 

집과 병원에서 함께 한 심신요법이 일반적인 치료를 받

는 경우보다 유효하다고 제안한다. 2001년 Holroyd 등39)

은 만성 긴장성 두통의 치료로 스트레스 관리 훈련을 할 

경우 삼환계 항우울제 만큼 효과적이므로, 치료 시 이 

2가지를 함께 할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처치만 하는 경

우에 비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7) Fibromyalgia: Fibromyalgia에 관한 심신요법의 유

효성은 불분면한 상태이다. 13개의 대조 시험을 종합한 

Cochrane 체계적 고찰40)에서는 대다수 연구들의 방법론

의 질이 낮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또한 심신 요법이 일반

적인 처치나 대기자들에 비해서는 유효하지만, 생리요

법이나 교육-주의법과 비해 더 효과적이냐는 점에 대해

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여, 결국은 제한된 증거만을 제

시하 다. 

  8) 관절염: 여러 연구들에서 다양한 심신요법들이 골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에 유용한지에 대해 조

사하 다. 시도되었던 심신요법은 이완 요법, 바이오피

드백, 인지 치료, 교육요법들이 결합한 형태 다. Lorig와 

Holman의 체계적 고찰
41)
에 의하면 관절염 자가-관리 프

로그램42)이 관절염 치료의 보조 요법으로 유용하다고 했

다. 이 프로그램에는 환자 교육, 인지 재구성, 이완 요법, 

통증과 장애를 줄이기 위한 운동 요법, 문제 해결의 활성

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3년도 Lorig 등43)의 연구에

서는 501명의 환자(68% 골관절염, 15% 류마티스 관절

염, 나머지 17%)를 대상으로 이 요법을 적용 후 통증의 

감소가 4년간 유지되었으며, 병원을 찾는 경우도 40%나 

정도 줄이게 되었다고 하 다.

  1996년도의 메타 분석
44)
에서는 심리교육요법의 유효

성을 비스테로드성 항염증약물과 비교하 다. 결과 총

체적으로 심신요법에 의한 통증, 기능적 장애,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 관절 통증 부위의 수 감소에 대한 효과

는 미미하 다. 그러나 저자들은 이 연구 대상의 대부분 

환자가 이미 소염진통제를 많이 복용하 으므로 심신요

법의 효과가 절하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토로하 다. 

2002년도 25개의 무작위 임상 시험을 대상으로 한 메타 

분석45)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 통증, 장애, 우

울증에 효과가 미미하기는 하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을 미쳤으며 평균 8.5개월 이후의 추적 관찰에서도 통

증에 유효한 결과를 보 다고 하 다.

  9) 실금: 요실금의 치료로 바이오피드백을 통한 근육

의 강화가 효과적이라는 강한 증거가 있으므로, 1996년

도 건강관리정책 및 연구 기관에서 제시한 임상치료지

침에서 행동 치료를 요실금 치료의 최우선 치료법으로 

권고했다.46) 

  1999년의 메타 분석47)에서는 바이오피드백과 함께 골

반마루근육 강화훈련을 하면 골반 근육강화훈련만 한 

경우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최근의 몇 개

의 연구들48-50)에서도 바이오피드백이 요실금 치료에 유

효하다는 근거를 제시하 다. 특히 Burgio 등
49)
에 의한 

무작위 임상 시험에서는 노인 여성에서 바이오피드백과 

함께 행동 치료를 하면 약물 치료보다 더 유효하다고 하

다. 그 이후의 연구들에서도 바이오피드백이 수동 및 

절박 분실금51,52)과 부인과 손상 이후의 분실금 장애53), 

변비54,55)에 유효하다는 근거를 제시하 다.

  10) 수술 결과: 여러 연구들에서 수술 전 심신요법들이

(예: 이완 요법, 심상 유도, 최면, 시술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교육적 중재 등) 수술 결과에 미치는 향에 대해 

조사 다.
56)

  1993년도의 메타분석57)에 의하면 고통, 약물 투여, 입

원 기간, 회복 시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중등도

에서 높은 유효성을 보여 주었다. 이 결과는 이전의 메타

분석들58-61)의 심신요법이 수술 결과에 긍정적인 향을 

미친다는 결과들과 일관성을 보여 주었다. 그 예로 De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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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은 191개의 연구들의 메타분석에서 76개의 교차연

구 결과를 종합하 을 때 수술 전 심신 요법을 받은 경

우 병원 입원 기간을 1.5일 줄 다고 보고하 다.

  그러나 이런 연구들이 심신요법이 가장 유효하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며 또 어떤 기전으로 이런 효

과를 나타내는지에 관한 기전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도 심신 요법이 수술 결과 및 임상적, 비용적인 면에 

긍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11) 암: 다양한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심신요법들은 환자의 기분과 삶

의 질, 대처 능력을 증진시키며62-66) 질병 및 치료와 연관

된 증상들을 호전시키고67-70) 통증71-73) 및 기능74)에 향

을 미친다고 했다.

  1995년도 Devine와 Westloke75)가 80개의 임상 시험들을 

대상으로 한 메타 분석과 Meyer와 Mark76)의 45개의 무작

위 임상 시험들을 종합한 체계적 고찰은 성인 암환자들

을 대상으로 심리교육적 중재의 유효성에 대해 조사하

여 일치되는 결과를 얻었는데, 심리교육적인 심신요법

이 암치료 및 질병과 연관된 증상들과 기능적인 면과 감

정적인 면에 효과가 미미하기는 하나 통계적으로 유효

한 향을 미친다고 하 다.

  1995년도 54개의 연구들을 종합한 또 다른 체계적 고

찰77)에서는 암환자의 치료와 연관된 부작용의 관리를 위

한 행동의학적인 중재(예: 이완요법, 심상유도, 최면 등)

의 유효성에 대해 조사하 다. 그 결과 심신요법들이 예

견된 구역과 구토 및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

증의 관리에 유효하다고 결론지었다.

  한편으로는 여러 연구들
78-80)
에서 심신요법이 암환자

에서의 다양한 면역 지표들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

과를 제시하 는데, 이러 변화들이 질병의 향상에 향

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임상적 의의를 가지는지에 대해

서는 불명확하다. 실제로 2개의 무작위 대조 시험81,82)에

서는 면역지표들의 변화와 질병의 향상 및 생존과의 연

관성을 찾기 위한 시도를 했으나 실패하 다. 그러나 심

신요법이 암환자의 생존에 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

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3개의 무작

위 대조 시험
82-84)
에서 심신요법이 유의하게 생존을 늘

기 때문이다. 이들 중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연구는 1989

년도 Spiegel 등83)에 의한 전이성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

로 한 연구 는데, 1년간 매주 지지요법과 최면요법을 

실시하고 10년 후 추적 관찰시 생존율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물론 이런 좋은 결과들도 있으나 다른 4개의 무작위 

대조 시험85-88)에서는 이런 요법들이 생존에 향을 미치

지 못한다는 결과들도 있었다. 그러나 암환자들의 생존

과 치유에 관한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오건 관계없이 중

요한 점은 심신요법이 암환자들의 삶의 질과 생존하는 

시간의 질을 개선시킨다는 점이다.

    3. 많이 이용되는 심신요법의 소개

  임상 역에서 주로 사용되는 심신요법으로는 바이오

피드백, 심상유도, 자율신경훈련, Jacobson의 점진적 이완

요법, 이완 반응, 최면 및 자가 최면 요법, 요가, 태극권, 

각종 명상, 심호흡법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이 어떤 치료

인지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다. 

  1) 바이오피드백(Biofeedback): 1960년대부터 개발 

된 방법으로 인간의 생리적 반응(예: 혈압, 근육활성도 

등)을 측정 혹은 증폭시킬 수 있는 간단한 전자도구를 

이용하여, 평상시에는 인식하기 힘든 무의식적인 신체

의 기능을 의식적으로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을 

배운다. 환자의 눈 또는 귀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사

용하여 잘못된 생리 현상을 알아차리게 하고 통제하도

록 유도한다. 주로 이용되는 생리적 현상으로는 근육의 

긴장도, 피부의 온도, 피부의 저항도, 뇌파의 변화 등이

다. 이를 통해 일부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전반

적인 건강 상태를 향상시킨다. 대소변의 실금, 만성변비, 

두통, 소화기계, 뇌졸중 이후의 재활에 효과가 있다고 알

려져 있다.

  2) 심상유도(Guided imagery): 상상에 의한 정신적 

상을 이용하는 일종의 이완 요법이다. 예를 들면 치료

자는 환자들이 암이 있는 곳에 면역세포들이 침투하는 

것을 상상하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중재는 시작 초기에

는 치료사가 직접 또는 치료자가 만든 테이프를 통하여 

안내하며 시간이 지나면 본인 스스로 그러한 상상을 유

도 가능하게 한다. 이런 유도 상상은 20분에서 30분 정도

의 시간이 소요된다. 최면과 마찬가지로 깊이 최면에 걸

린 경우가 상상 치료에도 도움 받을 가능성이 높다. 수동

적인 참여를 요하는 최면과는 달리 심상 유도에서는 환

자 자신이 치료자와의 상호 작용, 최소한의 적극적인 참

여하도록 한다.

  심상유도의 임상 적용에 대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

면 수술 후 또는 암 환자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고 한다. 그러나 만성 통증 경우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 힘들다.

  3) 명상(Meditation): 명상은 가장 흔한 심신 치료의 

하나로 마음을 지배하는 생각을 극복하고 정신적 평온

과 신체적 이완을 얻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주의력을 

통해 자신을 통제해야 한다. 명상의 기원은 고대 인도에

서 약 3,000여년 전에 시작되었다고 하며 대부분의 주요 

종교 수양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다. 명상에는 집중 명



Sun Myeong Ock: Clinical Application of Mind-body Medicine: An Evidence-Based Approach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가정의학회지84

상(concentration meditation)과 통찰 명상(mindfulness medi-

tation)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집중 명상은 초월 명상

(transcendental meditation)과 이완 반응(relaxation response)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대표된다. 통찰 명상은 자신의 마

음을 살펴가면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프로그램이다. 통

찰이란 현재 매 순간을 아무런 편견과 판단 없이 느끼고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이 명상법은 앉아서 하는 법, 눕

거나 동작이 정지된 상태에서 신체 일부에 정신 집중하

여 상세히 살피는 것, 그리고 요가의 자세를 취하면서 

신체 움직임을 깨닫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두 가

지 명상의 공통점은 명상 시에 지정된 대상에 온 정신을 

집중하는 것이다. 마음이 그 대상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다시 그 대상으로 주의력을 돌리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집중 명상에서는 변하지 않는 이미지, 즉 ‘만트라’라고 

하는 주문, 문귀 또는 단어 그리고 호흡 관찰과 같은 한 

가지 대상을 주제로 하여 지속, 반복하는 수련을 한다. 

통찰 명상에서는 초기에 호흡 관찰을 연습한 후, 통증, 

정서 상태(잘못된 생각, 불안감)와 같이 사람이 겪는 다

양한 경험들을 대상으로 관찰한다.

  4) 요가(Yoga): 요가는 숨쉬기 운동과 신체적인 자세, 

명상이 함께 어우러진 심신의학의 치료 방법이다. 요가

는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신체와 마음과 혼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이완(Relaxation): 심신 치료 방법의 하나로 마음을 

안정시키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다양한 방법을 일컫는

다. 이 목적은 신체적인 긴장을 완화시키고 감정적인 편

안함을 증가시킨다. 이완 요법 중의 하나는 점진적 근육 

이완(progressive muscle relaxation, PMR)으로 1938년에 Ja-

cobson에 의하여 개발되었으며 약 30여개의 근육을 이완

시키도록 훈련을 받는다. 그 후 점점 이완방법이 간소화 

되었다. 임상에서 특히 불면증, 두통에 효과적임을 밝히

고 있다. 그 외 정신적 스트레스, 염증성 관절염, 신경성

대장염 등에 효과가 있다고도 한다. 그러나 만성통증에 

대해서는 그 효과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6) 최면(Hypnosis): 최면이란 치료자가 환자의 지난 경

험을 감각, 지각, 생각, 행동에서 변화하도록 암시하는 

것이다. 최면상태는 암시감응성이 증가된 결과라고 생

각한다. 최면은 개인간의 차이가 심한데, 최면에 깊이 걸

린 경우일수록 더 유의한 생물학적 변화를 보인다. 깊이 

최면에 걸린 경우와 얕게 최면이 걸린 경우는 서로 다른 

뇌파 또는 면역계의 변화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치료

자들이 최면을 통증 감소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유

는 급성, 만성 통증 모두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유용함

을 확인하 기 때문이다.

  7) 심호흡법(Deep breathing exercise): 복근을 이용

하여 서서히 깊게 숨을 쉬게 하면서 최면과 또는 음악을 

동시에 이용하면 정서적 환기 또는 완화를 꾀할 수 있다. 

  8) 태극권(Tai chi): 전통중국의학의 운동요법 중의 하

나이다. 이 운동은 부드럽고 느린 연속 동작들로 구성되

어 있으며 운동시 마음과 신체의 균형에 도움이 되며 심

호흡과 정신적인 집중력을 높여준다고 알려져 있다. 

  9) 이완 반응(Relaxation Response): 이완반응은 하버

드 대학의 허버트 벤슨 박사가 개발한 것으로 다른 명상

에서 얻는 효과인 자율신경계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도

록 초월 명상을 수정하여 배우기 쉽도록 만든 프로그램

이다. 이 방법은 불면증, 월경증후군, 다른 질병시 동반

되는 정신 증세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10) 자율신경 훈련(Autogenic training): 이완 요법의 

하나로 간단한 단어들을 이용하여 생리적 반응을 유도

하는 훈련이다. 예를 들어 내 다리가 무겁고 따뜻하다고 

하면 그 부위의 혈액순환이 증가하며 이완이 유도된다

는 이론 하에 심호흡과 단어들을 반복하며 머리에서 발

끝까지 진행을 하며 반복한다.

    4. 심신의학의 치료 시의 원리 및 특징2,3)

  심신요법은 병의 병명 나오면 그에 따른 일률적인 치

료 원칙에 따라 치료를 시행하게 되는 정통의학과의 달

리 각각 개인의 특성에 따라 치료를 개별화 시켜 실시한

다. 환자의 증상이나 불편함을 치료의 메시지로 받아들

이며(Illness as message, not enemy), 치료 시 기관별 혹은 

질환 별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전체적인 혹은 전인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

  또한 심신의학의 이론적 배경에는 만성스트레스와 인

체의 평형의 손상이 질병과 연관되어 있다고 되어있으

므로, 만성 스트레스를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때로는 

에너지 역에 관한 시야(energy field perspective), 혹은 이

에 대한 고려를 필요로 하기도 한다(예: 치료적 접촉, 

Therapeutic touch).

  심신의학에서는 행동의학적 접근, 정신사회학적인 중

재가 치료의 초기부터 포함된다. 환자들은 치료 계획을 

짜는 초기단계에서부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질병 

치유 과정에서 개개인의 자가 관리 및 책임성을 부여받

게 되며 특히 생활습관 수정 및 정신사회적면에서 더 많

은 책임이 부여된다. 따라서 심신의학에서는 환자 교육 

및 환자의 자기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며 이는 임상 치료

와 통합되어 관리되게 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위해서

는 친 한 환자-치료자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 친근감

과 믿음의 정신적 유대감 속에서 좋은 치료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심신의학에서는 치료과정에서 인간

의 선천적인 치유 능력(the body’s innate healing cap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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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요시하여 치료 시 이를 이용하는데, 이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 신체, 정신, 감정의 균형 및 평형 상태를 얻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된다.

  심신의학은 치료의 모든 단계에서 환자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필수적인데, 이런 환자의 적극적인 참여는 치료 

결과를 증진시킬 뿐 아니라 환자의 만족도 증가로 이어

진다. 

    5. 심신요법을 적용 시 유의할 사항89)

  1. 우선 기질성 질환을 제외해야 한다.

  2. 환자들은 자신들의 정서적 측면의 문제점을 간과하

고 간접적으로 신체증상만을 주로 호소한다는 것을 인

지해야 한다.

  3. 개인 또는 사회적 변화 및 상황들이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야기하는 요소임을 알아야 한다. 예로 퇴직, 실

직, 사회의 무관심, 낮은 교육수준 등이다.

  4. 내적 통제와 자신감은 서로 접한 관계가 있으므

로 치료자는 환자 자신의 통제력 회복을 강조하여야 한

다. 즉, 질병 자체를 잘 이해하고 환자의 잘못된 믿음을 

고쳐야 된다.

  5. 감정 상태(우울증, 공황장애 등)에 대한 진단이 필요

하다.

  6. 환자들이 자신의 정신적 문제를 나타내고 싶어하지 

않을 경우 굳이 환자들에게 진단명을 강조할 필요는 없

으며 스트레스를 만든 요인들에 대한 집중적 분석과 치

료가 더 중요하다.

  7. 환자들이 참여하여 같이 만든 교육적인 치료 계획

을 제공한다.

  8. 심신의학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므로 효과적이며 

유효성을 가지고 있으나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으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6. 심신요법의 제한점

  대다수 심신요법이 공통점으로 한 장소에 조용히 앉

아 있거나 정신 집중을 필요로 하지만 실제로 행하는 것

이 쉽지 않다. 더군다나 심한 증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은 규칙적인 연습을 하기가 힘들다. 심신요법이 좋은 결

과를 얻기 위해서는 환자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환자들이 빠른 치료 결과를 

원하며, 약물이나 주사 요법을 선호하는 환경에서는 심

신의학이 정착하기는 힘들다. 심신요법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시행하면서 시간이 지나야 축적된 

결과를 가져오므로 환자들에게 이에 대한 확신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심신요법의 연구 결과가 긍정적이

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환자가 이러한 제한점을 이해 못하

고 현실적이 아닌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면 도리어 실패

감, 자책감, 불만감 등이 생길 수 있다.

  심신요법의 경우 환자-치료자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

여 치료 결과에 향을 미치게 되므로 치료자가 심신요

법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결코 좋은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심신의학 

교육이 의과대학이나 전공의 수련과정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으며 대다수의 의사들은 심신의학에 대해 생소

하며 경험이 없으며, 그러다 보니 치료 효과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지게 되므로 이런 상태는 심신요법 적용에 

큰 걸림돌이 된다.

  의료진의 입장에서의 가장 큰 제한점은 보상 체계의 

문제점 및 치료 효과에 대한 확신의 부재 등을 들 수가 

있다. 심신요법을 위해서는 환자 뿐 아닌 의료진 측면에

서도 많은 정성과 시간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체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의료 환경도 문제가 된

다. 의사들이 심신의학 치료의 중요성을 인지를 한다고 

해도 환경의 뒷받침이 없다면 실질적인 의료계 내에서

의 보급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결      론

  심신의학은 지난 수십년 동안 많은 연구들을 통해 신

체와 정신사이의 상호연관성 및 각종 질환에 대한 효과 

및 적용에 대한 많은 증거들을 제시해왔다. 그 결과 일부 

만성 질환과 기능성 질환의 관리에 효과적이며 암과 같

이 완화적 요법이 필요한 경우에도 긍정적이라는 근거

를 제시하 다. 이에 따라 과학적 근거를 인정받은 일부

의 심신요법은 정통의학의 범주에 들어와 있으며 현재

도 심신요법의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한 수많은 연구들

이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임상에서는 심신의학이 배제

되어 임상에서의 심신의학의 도입은 거의 실시되지 않

고 있는 실정인데,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우선

적으로는 교육의 부족 및 의료 환경을 들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의 의료계에서도 심신의학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임상에 적용을 원하는 의사들이 점차로 늘어나고 있다.

  심신의학의 적용은 의료 질의 향상 및 정통의학의 한계

점 보완 및 환자의 만족도 증가 측면에서 일차 진료 의사

들 중심으로 적용을 고려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한다. 

  향후 심신요법이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외국의 자료가 

아닌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한 우리들의 자료와 근거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임상 적용의 지침 및 심신요법이 

행해질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위한 행정적인 뒷받침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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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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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임상 퀴즈에 응답해서 60% 이상 득점하시는 회원에게는 대한가정의학회 학술회원 평점 4점을 드립니다. 임상 퀴즈에 답하셔서 

응답지를 대한가정의학회 사무처로 보내주십시오. 정답은 다음 호에 게재됩니다(팩스: 3210-1538, E-mail: kafm@hitel.net).

  1. 심신의학의 과학적 근거의 중요한 이론적 토대 중에 하나로 1974년 Ader에 의해 시작된 정신과 신체사이와의 상호작용

에 대한 새로운 학문 분야는? 

  2. 심신의학의 임상 적용 시 주의할 점이다. 맞지 않은 것은?

가) 우선 기질성 질환을 제외해야 한다.

나) 환자들이 참여하여 같이 만든 교육적인 치료 계획을 제공한다.

다) 환자들은 자신들의 정서적 측면의 문제점을 간과하고 간접적으로 신체증상만을 주로 호소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라) 심신의학은 수십년 간의 연구를 통해 유효성은 인정받았으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비용이 많이 든다. 

마) 내적통제와 자신감은 서로 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치료자는 환자 자신의 통제력 회복을 강조하여야 한다. 즉, 

질병 자체를 잘 이해하고 환자의 잘못된 믿음을 고쳐야 된다.

제 27 권 제 1 호 임상퀴즈의 정답은 140쪽에 있습니다.

제27권 2호 응답지  (심신의학의 임상 적용: 근거 중심적 접근)

의사면허번호 전문의 번호 소속 지회

성        명 연락처(전화) 연락처(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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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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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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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상 퀴 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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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심신의학의 기본 개념이다. 틀린 것은?

가) 심신의학은 심적인 능력을 이용하여 정신과 신체의 기능을 증진시켜 각종 질병과 장애 그리고 그에 따른 증상들을 

예방 및 완화하거나 치료하게 하는 다양한 기술 이용을 포함하는 의학의 한 분야이다. 

나) 심신의학은 21세기의 혁신적인 건강 관리법으로 여겨지는데 그 이유는 질병 양상의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 심신 의학은 과거 의료계에서 배재되어 왔던 정신과 혼의 요소들을 의학의 범주로 끌어들여 치료의 대상으로 

인정하 다. 

라) 1974년 Ader의 생쥐 실험은 조건화 된 생쥐가 인공감미료를 탄 물만을 마시고도 면역 억제반응을 보인 사실을 

밝혀, 뇌와 면역 체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첫 증거를 제시하 다. 

마) 정신-신경-내분비-면역계 사이에는 내재적인 연결망이 있으나 한 방향(one way direction)으로 향을 미친다. 

  4. 심신의학의 치료 시의 원리 및 특징이다. 맞는 것은?

가) 심신요법은 병의 병명에 따른 정형화 된 치료 원칙에 따라 치료를 시행하게 된다. 

나) 환자의 증상이나 불편함은 치료가 필요를 알리는 전달자이므로 이에 따라 질환별, 기관별 치료를 한다. 

다) 심신요법에는 만성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며, 에너지 역에 관한 고려가 필요로 하기도 한다. 

라) 심신요법은 우선 불편한 증상을 치료하고, 그 다음 단계적으로 행동의학적 접근, 정신 사회학적인 중재를 실시한다. 

마) 심신요법은 환자의 능동적 참여가 필수인데, 이 과정에서 치료자와의 갈등이 잘 생기므로 환자의 만족도를 저하시

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