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HRITIS

INFORMATION SHEET

보조요법
Complementary therapies (Korean)

이 정보지는 관절염을 가진 사람들에게 보조요법에 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또한 관절염 보조요법에 대한 최근 증거자료 요약과
더불어, 이러한 요법들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도 제공합니다.
보조요법이란?

‘보조요법’은 질병의 일반적인 치료(의약품이나
수술) 범주에 속하지 않는 모든 치료 및 요법입니다.
보조요법은 일반 치료와 병행되며 ‘전통’ 또는 ‘
대체’의학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보조요법은 침술,
마사지, 아로마요법, 비타민, 미네랄 및 한약 등을
포함합니다.

보조요법은 효과가 있나요?

보조요법이 가장 큰 비판을 받는 부분은 그 효과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거의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또는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경우에는 신뢰성이 부족한
연구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결과도 부정확하거나
과장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결코 보조요법을
시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보조요법의 효과가 명확하게 증명되었는지를 파악하여
오해나 헛된 희망을 가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절염 보조요법에 대한 신빙성 있는 최근
증거자료는 다음 페이지의 도표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보조요법은 안전한가요?

이 요법들 중 다수는 철저한 실험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한지 여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보조
의약품도 다른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존중심을 가지고
주의깊게 다루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보조 의약품들은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으며
다른 의약품과 상호작용 또는 상충작용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는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불러오거나 다른
의약품(예를 들어 처방의약품)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보조요법을 사용하기 전에 일반의, 약사 또는
인증된 보조요법사와 상담하십시오.

보조요법을 사용하기 전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몇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일반의로부터 정확한 진단을 받으십시오.
어떤 보조요법이라도,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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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가진 관절염의 정확한 유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해당 보조요법에 대해 일반의와 상담하십시오.
해당 보조요법이 현재 받고 있는 치료와 상호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먼저
일반의와 의논하지 않고 현재 사용중인 치료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	해당 보조요법에 대한 정보를 얻으십시오.
해당 제품이나 요법을 권하는 사람이 제공하는
정보는 신뢰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십시오. 일반의, 약사 또는 지역 관절염 상담소와
상담하십시오.
•	해당 치료나 요법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특히 해당 치료를 계속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	해당 치료나 요법을 제공하는 사람의 자격요건을
확인하십시오. 아래의 일부 전문가 협회 웹사이트
목록을 참조하시면 자세한 정보나 인증된 전문가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험 신호

새로운 치료법을 고려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위험
신호에 주의하십시오.

•	완치를 보장한다. 현재 관절염 유형들의 대부분은
치유할 수 없으므로, 완치를 보장하는 제품이나
치료는 주의해야 합니다.
•	치유책, 치료제 또는 요법 등이 비밀이라고
표현한다. 합법적인 의료인들은 자신이 발견한
지식을 나눔으로써 동료들이 검토할 수 있게
합니다.

•	치료효과의 증거가 오로지 증언으로만 이루어져
있다(개인적 경험담). 이는 해당 치료가 과학적인
실험을 거치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	현재 사용중인 효과적인 치료를 중단하라고 하거나
일반의의 치료를 받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
•	치료 비용이 비싸고 어떤 의료보험으로도 커버되지
않는다.

의료진과 협력하기

여러분은 일반의나 의료진의 다른 구성원들이
보조요법에 대해 비판적일까봐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설사 그렇다 해도 사용중인 보조요법을 의료진에게
증거자료 충분

알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돌보는 의료진은,
그 중 특히 일반의와 약사는 여러분이 받고 있는 모든
치료에 대해 알지 못하면 전문가로서 최상의 의견을
제시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에는 비타민 보조제, 한약
및 기타 다른 요법도 포함됩니다.

관절염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지가 필요하시면
인근 지역 관절염 상담소에 연락하십시오.

골관절염(OA)

증거자료 보통*

•
•
•
•
•
•
•
•

침술 (무릎 OA)
생강
초록입 홍합
인디안 프랭킨센스 (보스웰리아 세라타)
파이토돌로르
소나무 껍질 추출물
로즈힙
S-아데노실 메티오닌 (SAMe)

증거자료 불충분#

• 침술 (고관절 골관절염)
• 아보카도-콩 불검화물 (ASU)
•	FNZG나 SJG 를 포함하는 중국 한약 패치
• 콘드로이틴
• 악마의 발톱
• 생선 오일
• 글루코사민 황산염
• 크릴 오일
• SJG
• SKI 306X
• 튜메릭
• 비타민 A, C, E
• 비타민 B 복합제
• 윌 나무껍질 추출물

류마티스 관절염(RA)

• 생선 오일

• 감
 마리놀렌산 (달맞이꽃 오일,
서양지치/ 해바라기씨 기름 및
블랙커런트씨 기름에 함유)

• 침술
• 크릴 오일
• 파이토돌로르

* 다수의 연구결과는 긍정적이나 효과에 대한 일부 의혹이 여전히 존재.
# 단독 연구결과는 긍정적이나 효과 여부에 대해 심각한 의혹이 존재.

(참고: 기타 다른 요법들도 있으나 이들의 안전 및/또는 효과는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보조요법들이 다른 모든
유형의 관절염에 효과적이라는 신빙성 있는 증거는 없습니다.)

모든 치료제는, 심지어 ‘자연’ 치료제 까지도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치료를 받고 있는지 항상
의료진에게 알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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