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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전 인구의 15% 정도에
해당한다. 또한 세계적으로 장애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는 2011년

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1). 국내의 경우,

도에 발간한 세계장애보고서(World report on disability)

2017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에서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

에서 전 세계에서 10억 명 정도가 장애를 가지고 있을

율은 4.9%, 장애인 등록 비율은 94.1%, 등록 장애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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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668,411명으로 보고되었다2).

검색의 경우 “(handicapped inpatient OR disabled) AND

장애인의 경우, 일상 활동에 제한이 있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비교하여 건강 관리상 취약점이 존재하고, 일반

treatment”, 중국어 검색의 경우 “残疾人 AND 治疗”를 사
용하여 검색하였다.

적으로 이동에 제한이 있어 질병의 치료와 예방을 위한
서비스 기회가 장애가 없는 사람에 비해 적을 수 밖에
없다. 이에 보험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 장애인의 질병

2. 선정기준

률은 33.7%로서 장애가 없는 사람들의 질병률인 17%에

최대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검색어를

비하여 약 두 배에 이르고 있으며, 장애인의 77.2%가 만

조합하지 않고, 기본적인 검색어만을 이용하여 검색된

성질환을 보유하고 있고, 장애인들은 1인당 평균 1.8개

논문들의 제목과 원문 검토를 통해 분석에 사용될 논문

3)

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설문을

을 선정하기로 하였다. 검색된 논문들은 환자의 나이,

통한 응답 결과 “자신의 건강상태가 나쁨 또는 매우 나

성별, 치료 방법 및 기간 등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였

쁨”이라고 응답한 장애가 없는 사람들은 15.4%, 장애인

다. 결과 측정값 및 연구 디자인 또한 제한하지 않고 모

은 54.5%이며, 장애인의 경우 정신건강이 취약하고, 나

든 연구를 분석 대상으로 하고자 하였다. 다만 검색 결

이가 많아질수록 우울감을 경험하거나, 응답자 중 자살

과 장애인 진료가 아니거나, 의학적 연구가 아닌 경우,

을 고려하는 비율이 장에가 없는 사람들보다 2배 이상

예를 들어 장애인에 대한 자료라 하더라도 행정 보고서

3)

등 의학적 연구가 아닌 경우는 제외하기로 하였다. 초

높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
이와 같이 장애인들이 장애가 없는 사람들보다 심각

벌 검색 결과 선정된 데이터베이스에서 651편의 많은

한 건강상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어, 장애인 건강관리에

검색 결과가 나타나고, 너무 오래전의 진료 형태를 현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생각한다. 그러나 한의학계에서

시점에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2009

장애인 진료에 대한 연구가 검색되지 않아, 근거 활용

년 이후부터 10년간에 보고된 결과를 대상으로 선정하

이 어렵다. 이에 한의학계에 국한하지 않고, 장애인 진

기로 하였다.

료에 대한 국내 및 해외의 연구들을 살펴보고, 전반적
인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여겨져, 저자들은 기존 장
애인 대상 진료 연구들을 특정한 장애 유형 및 치료 중
재와 관계없이 국내 외에서 보고된 연구들을 분석해 보
고자 하여 본 문헌 고찰을 시행하는 바이다.

3. 포함 연구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장애인 진료에 대하여 치료 방법과 대상자
를 제한하지 않고 연구 현황 조사를 하기 위한 문헌 고
찰이다. 이를 위하여 독립된 연구자 여섯 명(EBK, JWL,
SYP, IHP, MSH, EHH)이 분석 대상 연구 논문들의 선

대상 및 방법»»»

정 과정을 거친 후에 최후에 선정된 연구의 원문을 검

1. 데이터베이스 선택 및 검색

장애 유형 또는 해당 질환, 적용된 치료법, 치료자의 유

토하고 그 정보를 추출하였다. 선정된 연구들의 해당
형(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및 주요 결과를

장애인 진료에 대한 문헌을 대상으로 PubMed (www.

각 연구별로 분석하고, 표로 정리하였다. 내용에 대한

pubmed.com), Chinese Academic Journals (CAJ; www.c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경우 재논의와 함께 제3의 다른

nki.net), EMBASE (www.embase.com), Medline, Cochrane

연구자(YKS)의 의견도 구하였다. 선정된 연구들의 디

Library (www.cochranelibrary.com), KMBASE (kmbase.

자인 및 평가 방법이 모두 다를 것으로 생각되어 서술

medric.or.kr), KISS (kiss.kstudy.com), KISTI (www.kisti.

적인 분석을 하기로 하였다.

re.kr), NDSL (www.ndsl.kr), RISS (www.riss.kr), Oasis
(oasis.kiom.re.kr) 등 11개의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였다.
검색어는 한국어 검색의 경우 “장애인 and 진료”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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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제외하고 국내 13편, 해외 24편, 총 37편의 문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Fig. 1).

1. 자료 선별
11개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최초 검색 결과 총 651편
의 연구가 검색되었다, 이에 2009년 이후부터 10년간의

2. 선정 논문의 분석
1) 장애인 진료 관련 국내 연구 보고

년까지로 제한한 결과 국내 연구 20편, 국외 연구 113

(1) 연구 형태

편으로 총 133편의 문헌이 선정되었다. 이 중에서 초록

선정된 장애인 진료 관련 연구 13편 중 후향적 코호트

과 제목으로 장애인 관련 법률 연구, 장애인 관련 시설에

연구 형태의 보고가 1편4), 장애인 치과 진료 비용 분석

관한 연구 등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연구와, 장애

연구가 1편5) 있었다. 가장 많은 것은 후향적 차트 리뷰로

인 치료 등 관리 업무를 맡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 총 8편6-13)이 이에 해당하였다. 이 외에도 장애인 대상

연구 및 중복 연구를 제외한 후, 마지막으로 검색 결과

치과 진료 만족도 분석 1편14), 치과의사들의 장애인 진료

초록까지만 볼 수 있고 원문을 얻을 수 없는 연구들을

에 대한 보고서 형태의 연구가 2편15,16)이 있었다(Table I).

Fig. 1. A flow chart describing the trial selection process.
www.e-jkm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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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tist (Retrospective
chart review)

Dentist (Retrospective
chart review)

Dentist (Retrospective
chart review)

Dentist (Retrospective
chart review)

Dentist (Retrospective
chart review)

Dentist (Retrospective
chart review)

Lim HS7)
(2015)

Kim JB8)
(2015)

64 J Korean Med Rehabil 2019;29(4):61-72.

Kim SY9)
(2013)

Kim SO10)
(2013)

Ahn HN11)
(2013)

Ryu YS12)
(2011)

Oral health care services analysis

It is expected that the systematic management of
dental clinicians and dental hygienists in the
public health centers in the country will be able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oral health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Examining records of mobile dental care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introduce a
in 2014 to classify patient's gender,
program to improve the oral health of people with
age, type of disability and type of
disabilities living in facilities such as restorative
treatment
treatment and regular preventive care.

Data were evaluated according to gender, Preventive oral care education and regular oral
types of disability, types of treatment,
screening are necessary for the oral health of
and the average number of caries.
patients with disabilities.

Research and analysis of anesthetic
technique

The demand for sedation and outpatient dental
anesthesia is expected to continue to increase in
the future and efforts should be made to provide
a better care environment and treatment through
continuous investigations and studies.

Provide guidelines for proper selection of general
anesthesia and sedation according to the patient's
age, treatment content, treatment time, and patient
co-ordination in dental treatment of children and
the disabled

114 severely disabled and dentally
Data were collected by individual dental It is believed that a disabled oral care center will
disabled person who undergone
and anesthesia records.
play a pivotal role and provide a leading
dental treatment under general
contribution to public health care in order to
anesthesia from January to June 2011
provide appropriate medical care.

875 patients who had sedation from Patient's distribution and treatment
January 2009 to September 2013 and
patterns were examined
88 patients who had outpatient
general anesthesia after May 2011

Disabled patients (Dental treatment
under general anesthesia)

Visited free dental clinic in 2000~2001 Comparison of mean scores before and The government needs to provide institutional
year (n=237)
after treatment
support for regular oral examinations and
treat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Disabled persons in Ulsan
Metropolitan City

203 disabled living in residential
facilities

141 patient records who visited the
charity free dental clinic between
2011~2016

Dental car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number of patients with disabilities who
receive care using the add-on system compared
Statistical analysis of medical expenses
to the registered population in the city is very
small and is not a real reward for the dentists

Dentist (Retrospective
chart review)

Disabilities

Shin HO6)
(2017)

Conclusions

Dentist (Analysis of
medical costs)

Methods

Kwon DY5)
(2018)

Disease or patients

Dental hygienist
198 domestic disabled people In
Disabled people's life quality according Considering that the use of oral care institutions is
(Restrospective cohort
Jeollabuk-do, on whom a survey was
to their use of dental healthcare
a variable that can change the quality of life
study)
conducted from May 1 to June 1,
services were examined, and the
related to oral health, it is necessary to have a
2008.
factors that influence their life quality dental clinic system centered on the local dental
were examined
clinic

Therapist
(Type of article)

Lee HO4)
(2009)

First author
(Year)

Table I. Studies of Disabled Person Care o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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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SJ16)
(2011)

Kim MJ15)
(2013)

Park SJ14)
(2010)

Kim CH13)
(2009)

First author
(Year)

Therapist
(Type of article)
Disease or patients

Methods

Conclusions

Dentist (Simple report)

Dentist (Simple report)

Disabled patients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Ulsan
(n=110)

Oral health care services analysis

Simple report

The dental system needs to expand the opportunities
for oral health education for the disabled, sufficient
preparation for the treat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government needs to provide
institutional support for regular oral examinations
and treat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lsan Metropolitan City's voluntary self-help oral
health project has been evaluated as one of the
alternative dental health care business with
excellent performance.

Dentist (Analysis of
Advantages of using the dental care at Analysis was the questionnaire consisting Most important factor due to their advantages of
satisfaction survey data)
B-welfare center (n=100)
of 100 items and survey data
taking services from volunteers and staff members

Dentist Dental hygienist 531 patients with disabilities (Pediatric Investigation of hospital path, number of Nationwide efforts to nurture separate dental
(Retrospective chart
dentistry from K University
caries teeth, dental experience and
personnels responsible for the disabled, to expand
review)
Hospital, 1994~2006)
general anesthesia after classification
relevant facilities and to improve the health care
by disease
insurance are required to promote the oral health
of disabled children.

Table I.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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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자

선정된 연구들에서 1편의 연구가 치위생사가 주도한

연구4)였으며, 치과의사와 치위생사가 공동으로 시행한
연구가 1편14)이었다. 이 외의 11편은 모두 치과 의사들

의 연구였다(Table I).
(3) 대상 환자 및 치료

선정된 연구들에서 특정 장애 유형을 밝히고 치료한

경우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모두 재가 장애인이나 특정
지역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치과 진료에 관한 연구

보고로 나타났다.

2) 장애인 진료 관련 해외 연구 보고

(1) 연구 형태 및 연구자

선정된 연구들은 국내 연구 보고와 달리 다양한 형태의

연구 보고가 있었으며, 무작위배정 임상연구는 없었으나,

단일군 전후비교 임상연구, 비무작위배정 임상연구 등

전향적인 임상연구 보고도 발표되었다. 24편의 연구 중,
치과 치료를 먼서 살펴보면 임상연구로서 단면조사연구

2편17,18), 비무작위 대조군 임상연구 2편19,20), 후향적 차트
리뷰 5편21-25)이 보고되었다. 증례보고는 2편26,27), 기타 단
순 보고서나 문헌고찰이 2편28,29) 보고되었다(Table II).
의과 연구의 경우 단면조사연구가 1편30), 비무작위대

조 임상연구 1편31), 단일군 전후비교 연구가 2편32,33), 후

향적 차트 리뷰 2편34,35)이 보고되었다. 증례보고가 1편36),

기타 단순 보고서나 문헌고찰이 4편37-40)이 보고되었다
(Table II).

(2) 연구자

17-29)

선정된 연구들에서 13편의 연구가 치과 치료 관련 연

구
였으며, 나머지 11편은 모두 의과 치료 관련 연구30-40)

이었다(Table II).

(3) 대상 환자 및 치료

국내 연구는 모두 치과 진료와 관련되고, 장애의 유

형을 따로 정하지 않은 연구만 보고된 것에 비하여, 국

외 연구에서는 지능장애 8편(치과 치료 5편17,20,26,27,29),

의과 치료 3편31,32,39)), 발달장애 환자에 대한 치과 치료

연구 1편18), 신체/정신/감각장애 환자에 대한 치과 치료

연구 1편19), 인지장애에 대한 치과 치료 연구 1편21), 다

운증후군 등에 대한 치과 치료 연구 1편22), 정신지체장

애에 대한 의과 치료 연구 2편33,38), 간질(epilepsy)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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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tist
(Cross-sectional
study)

Diab HA17)
(2017)

Conclusions

Periodontal health was recorded following The largest proportion of the sample was in need for
the community periodontal index of
oral hygiene instruction and calculus removal (42.3%).
treatment needs (CPITN), and treatment Age, geographical location, consumption of
need was assigned accordingly.
carbohydrate-rich meals and sweets between meal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CPITN score
severity in multivariate analysis.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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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tist
14 intellectually disabled, 16
(Non-randomized
normal person
controlled trial)

Dentist
(Retrospective
chart review)

Dentist
(Retrospective
chart review)

Dentist
(Retrospective
chart review)

Dentist
(Retrospective
chart review)

Edry R20)
(2011)

Wang N21)
(2018)

Turgut HC22)
(2017)

Chi SI23)
(2015)

Lee PY24)
(2009)
Any kind of disorder

The caregivers of 79 disabled
patients who underwent dental
procedures under general
anesthesia

Down syndrome, cognitive
disorders, limb paralysis,
epileptic seizures, motor
dysfunction, Parkinson, etc.

Cognitive disorder children or
adolescents

Dentist
Spanish children with Physical
(Non-randomized
disability, Mental disorder,
controlled trial)
Sensory disorder (n=60)

Analysis of dentistry under general
anesthesia

Analysis of hospital discharge education
and follow-up records after general
anesthesia dental treatment for the
disabled

General anesthesia (GA) treatment is effective in
children with disabilities who have cavities.
this study suggest that underlying medical or mental
conditions may influence the dental condition and
treatment modality provided.

13 side effects including fever and bleeding commonly
reported.
No other adverse effects were reported.
Helps to identify the necessity of hospitalization for
disabilities

Future evaluation of 664 anesthetic reports PONV (postoperative nausea and vomiting) may cause
(182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482
complications in patients with dysfunction during
adults with disabilities)
dental surgery which should be performed with deep
anesthesia

62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57 controls Dental treatment under general anesthesia is an
received dental treatment (surgical) under effective way to improve oral health of children with
general anesthesia
disabilities and adolescents
Comparison of oral health status after 1 year Regular follow-up and family dental care are important
to maintaining oral health

30 patie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Less anesthetics needed for patients with mental
to receive dental treatment after
retardation than normal
intravenous anesthesia.
Assessing levels of narcosism in 5 minute
increments.

Parents' overall satisfaction questionnaire Parents' satisfaction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was
after orthodontic treatment of 120 children;
generally high, and quality of life after orthodontic
disabled (n=60) and Normal (n=60)
treatment improved.

healthy (n=40) & medically
Comparative analysis of dental treatment Healthy children spend more time under dental
compromised/developmentally
provided under dental general anesthesia treatment than children with disabilities under general
disabled (MCDD) children (n=40)
(DGA)
anesthesia.

Intellectual disability (n=272,
m=141, f=131)

Disease or patients

Abeleira MT19)
(2014)

Loyola-Rodriguez Dentist
(Cross-sectional
JP18) (2009)
prospective
study)

Therapist
(Type of article)

First author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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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ical trials in patients with severe cognitive deficits
are influenced by the certainty of receiving genuine
medication, and open-label design should thus not
be used to evaluate the effect of pharmacologic
treatments in ID, as the results will be biased by an
enhanced placebo component.

High prevalence of HCV infection among adults with
disabilities
Encourage people with disabilities to undergo annual
physical examination and appropriate treatment

Pre-operative dental diagnosis methods, methods for
starting intravenous injection without pain,
intravenous drugs used for outpatient sedation, dental
clinical tips for special treatment patients and
post-operative evaluation techniques.

Combination therapy (metronidazole
Combination therapy is effective not only for treatment
administration and subsequent
but also for preventing recurrence.
administration of diloxanide furoate)
The effect of the drug treatment was judged
by microscopic stool test and E.
histolytica antigen detection kit

Doctor
(Single group
before & after
study)

Fujishima T32)
(2010)

Anesthesia in dental treatment

Doctor
Intellectual disability: Down
Open-label vs placebo-controlled clinical
(Non-randomized
syndrome, Fragile X syndrome,
trials was performed
controlled trial)
Prader Willi syndrome, William
syndrome

Intellectually disabled

This case presents the dental treatment of an
intellectually disabled child, who has intellectually
disabled parents, and who required general anesthesia
and hospitalization.

Survey and analysis on the status of dental Establish appropriate evaluation standards for oral
care provided to the disabled
clinical therapies for dysfunctional dentists to
establish and improve treatment methods optimized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Jensen KB31)
(2017)

Disabled persons

Case report of dental treatment after
induction of anesthesia through
sevoflurane inhalation

Disabled adults in Taiwan (n=845) Population-based, cross-sectional study
Prevalence of HBV or HCV carriers
Receipt of antiviral treatment
Early detection of unhealthy behaviors

Dentist
(Simple report)

Huchun W28)
(2017)

Intellectually disabled child with
intellectually disabled parents

Intellectual disability, 27 years old, During sedation, we used BIS and a newly The BIS (bispectral index) and ADMS (Anesthetic
1 case
developed Anesthetic Depth Monitor for Depth Monitor for Sedation)™ values were
Sedation (ADMS™)
maintained at approximately 70, and dental treatment
was successfully performed in approximately 30 min.

Doctor
(Cross-sectional
study)

Dentist
(Case report)

Han JH27)
(2016)

Conclusions

Effectiveness of a combination of low-dose Anesthetics using low dose levoflene and propolol are
propofol and sevoflurane anesthesia
useful for dental treatment of patients with
disabilities

Jane SW30)
(2016)

Dentist
(Case report)

Chi SI26)
(2016)

Any kind of disorder

Methods

Intellectually disabled

Dentist
(Retrospective
chart review)

Shiki A25)
(2009)

Disease or patients

Solomowitz BH29) Dentist
(2009)
(Simple report)

Therapist
(Type of article)

First author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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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tor
(Retrospective
chart review)

Doctor
(Retrospective
chart review)

Doctor
(Case report)

Doctor (Literature Epilepsy and intellectual disability Literature review of potential drug and
review)
behavior management for behavioral
disorders of the mentally disabled

Doctor (Literature Mental disorder
review)

Leon K35)
(2009)

Miyamoto A36)
(2013)

Kerr M37)
(2013)

Zhu ZH38)
(2013)

68 J Korean Med Rehabil 2019;29(4):61-72.

Doctor
(Simple report)

Influenza chart analysis

Assessment of symptoms is performed with multiple
factors in mind and appropriate management should
be performed as soon as possible.

Ramelteon was effective in 8 of 11 patients.
This study showed the efficacy and safety of ramelteon
for sleep disturbance in severely disabled children
and young adults.

The overall use of antiviral drugs for influenza is
limited because of the inter-racial gap.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pecific analgesic algorithm
and to obtain information on genotype and
phenotypic relationship to perform pharmacological
studies of pharmacokinetics and analgesics.

Phelan-McDermid syndrome adult Introduction to lithium therapy in adult men The addition of lithium to olanzapine therapy will
ma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continue to stabilize mood and behavior

Pain management evaluation, treatment
research

Introducing the effects of ACT (acceptance New cognitive and behavioral therapy should be
and commimtment therapy) on mental
available
disorders

4 cerebral palsy, 7 normal person Confirming the efficacy and safety of
melatonin by administering melatonin
3mg.

Any kind of disorder

Epilepsy caused by bilateral brain After adrenocorticotropic hormone
Three of the five groups were effective on the drug.
malformations
administration, patients were divided into 2 groups do not accept treatment.
5 categories according to EEG pattern It will contribute to the medical basis for managing
Clinical data of 23 patients (age,
3-23 years, M:F=7:16) were
and seizure type to compare drug effects
bilateral cortical anomalies.
retrospectively reviewed
between groups.

Valkenburg AJ39) Doctor (Literature Intellectually disabled
(2010)
review)

Egger JIM40)
(2017)

Conclusions

Occupational therapy is effective on people with mental
Effect of the occupational therapy
15 disabled persons’ centers (DPCs) in a
disability in the DPCs, and could be improved in
district of Beijing were studied with a
some aspects, such as regular vocational assessment
self-developed questionnaire.

Saito Y34)
(2009)

180 mentally disabled persons

Doctor
(Single group
before & after
study)

Methods

Neng WG33)
(2015)

Disease or patients

Therapist
(Type of article)

First author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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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의과 치료 연구 2편34,37), 뇌성마비(cerebral pal36)

sy)에 대한 의과 치료 연구 1편 , Phelan-McDermid syn40)

drome에 대한 연구 1편 , 그리고 장애의 종류를 명시
23-25,28)

하지 않은 연구 6편(치과 치료

30,35)

, 의과 치료

)등

다양한 장애 유형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었다(Table II).

경하여 시행될 예정인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서 재활
사업의 기본 인력 중 의료인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간
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되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의약 건강증진 관련 프로그
램이나 의료 체계는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다. 이에 장

치료 대상 질환이나 연구 중재에 관련하여 선정된 13

애인 방문진료에 대해 정책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한의

편의 연구 중 치과 치료와 관련된 연구의 경우 장애인

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요구도가 높다고 보여,

에 대한 치과 치료 시 전신마취 또는 전신마취제 용량

일차적으로 현재 국내외에서 시행되는 장애인 진료에

18,20-27,29)

관련 연구가 10편

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 장
17)

애인의 치과 검진 관련 연구 , 장애인 치과 치료 만족
19)

28)

대한 문헌 고찰을 시행하고자 하였다.
시행하고자 하는 연구 방법에 따라 검색하여 선정한

도 연구 , 장애인의 치과 치료에 대한 보고서 가 각각

국내 장애인 진료 관련 연구 13편과, 국외 연구 24편이

1편씩 발표되었다(Table II).

최종 선정되었다. 검색 결과를 Ko 등41)의 보고서와 비

의과 치료와 관련한 연구 11편은 대상 질환이나 연구

교하여 보았을 때,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진료에 대

중재가 각각 달랐다. 장애인 간염 유병률 관련 조사 연

한 연구를 검색하려 하였으나, Ko 등41)은 보고서 작성

구30), 장애인 임상 시험에 대한 주의사항 보고31), 지능

을 위한 논문 검색어가 본 연구와 달라 본 연구와는 다

32)

장애 환자의 장염 약물치료 관련 연구 , 지체 장애 환
33)

34)

자의 작업치료 연구 , 간질 치료 연구 , 장애인 인플루
35)

엔자 유병률 조사 , 뇌성마비 환자의 수면장애 약물치
36)

르게 2009년 이후, 장애인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 연구가
6편 정도 보고되었음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본 연구의 한계점이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는

료 연구 , 간질 환자의 행동장애에 대한 약물 치료 연

장애인 진료에 대한 최신 동향을 보기 위해 Ko 등41)의

구37), 정신장애 환자에 대한 ACT (acceptance and com-

보고서와는 달리 장애의 종류와 치료 방법을 제한하지

38)

mimtment therapy) 효과 연구 , 지적장애 환자의 통증
39)

관리에 대한 연구 , Phelan-McDermid syndrome으로
40)

인한 지능장애 환자에 대한 Lithium 치료법 소개 가

않고 살펴보았다는 것에 차이점과 장점이 있다고 생각
한다.
본 연구에서 검색 후 선정된 국내에서 보고된 장애인
진료 연구는 모두 치과의사 주도의 연구였다. 전향적인

각각 1편씩 보고되었다(Table II).

임상연구는 발표되지 않았으며, 모두 치료 만족도 조사,
후향적 차트 리뷰를 통한 치료 실태 조사 및 비용 조사

고찰 및 결론»»»

등의 영역에 속하였다. 거의 모든 연구에서 체계화된
장애인 치과 진료가 필요하며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

2015년 12월 29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

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국외에서 보고된 장애

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13661호)”이 신규 재정되어

인 진료 연구는 치과와 의과 치료 및 기타 약리학적 연

2018년 12월 11일부터 일부 개정 후 시행되고 있다. 이

구 등 다양한 연구가 보고되었다. 국내 연구와 달리 문

는 기존 장애인 복지에 관한 법률에 의료에 대한 내용

헌 고찰이나 실태조사, 설문 연구 뿐 아니라 전향적인

과 건강권에 대한 내용이 부족했던 배경에서 출발하여

임상연구도 발표되었다. 그러나 국내와 유사하게 치과

장애인들에 대한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에 관한 종합법

관련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치과 치료의 경우 국내와

률과 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법률로서, 이에 따라

마찬가지로 체계화된 장애인 치과 진료가 필요하며 정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과 함께 세부

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는 연구들

시행방안이 세워지는 시점이 되어 한의계의 장애인 종

이 많이 보고되었다. 그러나 국내 연구와는 달리 장애

41)

합계획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그러나 보건복지

인의 특성에 따른 진료 형태를 알아보기 위한 임상연

부에서 발표한 “2019년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구, 장애인 마취에 대한 특성 증례보고 등 다양한 영역

42)

안내 - 지역사회중심재활” 를 보면, 2020년도부터 변

의 보고가 있었다(Table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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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검색된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장애인들의

내리는 연구들이 많이 보고되었다. 장애인에 대한 한의

재활, 통증, 질병관리 등을 위한 국가의 제도적 지원이

학 치료는 침, 부항 등 치료 도구의 휴대가 간편하고, 추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일

나 또는 도인운동요법과 같은 경우 도구가 없는 상황에

반적으로 이동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아 질병의 치료

서도 한의사가 직접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와 예방을 위한 서비스 기회가 적을 것이다. 이에 일반

이에 차후에 한의사의 장애인 방문진료에 대한 연구 보

인과 같은 진료 서비스가 아닌 방문진료 서비스가 필요

고가 근거자료로 보충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의

할 것으로 생각한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9년

료기관 이용이 쉽지 않은 중증 재가 장애인에게 한의학

43)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 - 방문건강관리” 를

적 치료 방법을 활용한 건강관리는 방문 관리의 편의성

보면, 현재 방문건강관리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취

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이와 같이 보고하

약 계층의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와 장애인 대상 일상생

는 바이다.

활수행능력 관리, 관절 구축 예방과 신체 활동 교육 위
주의 건강관리와 만성 질환에 대한 자가관리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다. 방문건강관리에는 의사, 한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영양사, 사회복지사를 포함하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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