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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rket of conferences and expos of traditional/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has not been mature enough while 

interests in those medicines are growing fast. 

Meanwhile, some related events in Europe, North America, and Asia, held on regular basis, have reached to the international level in size, 

such as CAMExpo The Complementary, Natural & Healthcare Show in Europe, Integrative Healthcare Symposium in North America, Ayurveda 

Congress & Arogya Expo in India, International Conference and Exhibition of the Modernization of Chinese Medicine & Health Products in 

Hong Kong.

Those events have been held for 10 years or so, initiated their own features, and secured their own regular booth exhibitors and visitors. 

They open the homepage on the internet one or two years before their events are held and vigorously advertise their events on yearly basis.

To succeed in, and bear fruits from, the 2013 World Traditional Medicine Expo in Sancheong, it is needed to analyze strong points of 

the events above and benchmark a practical timeline and technical roadmap to the 2013 Expo from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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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2013년은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이 되는 해이다. 동의
보감이 완성된 지 400년이 되었던 2010년과 발간한지 400
년이 되는 2013년을 기념하기 위해, 몇 년 전부터 동의보
감이 한국의학과 동아시아의학의 전개에 미친 향과 현재
적 의의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행사를 진행해 왔고 진행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학연구원은 10
년 기간의 장기적 계획으로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

사업”을 추진하면서 매년 동의보감 국제심포지엄를 개최하
여 각국의 전통의학 역사 및 임상, 연구개발 전문가들을 초
빙하여 동의보감의 세계적 홍보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2009년에는 동의보감을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여 다시 한
번 본서의 세계보건사적 의의를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 다. 허준박물관에서는 완성 400주년을 기념하여 2010
년에 동의보감 특별전 행사를 개최하 는데, 지금까지 동의
보감과 허준에 관련된 다양한 문화콘텐츠까지 막나한 전시
회를 기획하 다. 이 특별전은 동의보감과 저자 허준을 학
문적 시각에서 아니라 대중문화적 시각에서 다양한 출간물, 
공중파 방송 드라마 및 다큐멘터리 등 문화콘텐츠를 한군
데 모아 동의보감 관련하여 새로운 형태의 전시관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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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개척하기도 하 다.
2013년에는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을 계기로 한의학의 

세계화를 기치로 경상남도 산청에서 세계전통의약엑스포가 
개최될 예정이다. 동의보감과 한의학 관련 최대규모의 행사
이자, 현재의 계획대로다면 지금까지 개최되었던 전통의학/
대체보완의학 관련 세계 최대의 행사가 될 것으로 예상된
다. 다양한 분야에서 오랜 기간과 많은 노력을 전개하여 개
최가 결정된 만큼 행사 기획과 준비도 철저히 준비해야 하
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한의계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2013 엑스포는 한의학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중요한 도약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세계 최대의 세계전통의약엑스포를 개최한다는 것에는 
이에 걸맞은 행사 콘텐츠도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함의되어 
있다. “동의보감 세계전통의약엑스포”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산청 엑스포는 ‘동의보감으로 상징되는 한의학’, ‘세
계성’과 ‘전통의학’이 핵심 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의 전통의학 ‘한의학’과 지구상의 ‘전통의학/대체보완의학’이 
한자리에 모여 전통의학의 ‘세계성’을 드러내 보이고자 하
는 행사이다. 세계성을 보유한 전통의학의 축제 속에서 한
의학의 위상과 미래의 모습을 보고자 하는 행사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목적에 걸맞는 행사 콘텐츠를 확보하려면 
일단 현재 세계 각지에 행해지고 있는 전통의학/대체보완의
학이 먼저 파악이 되어야 하고, 이런 전통의학을 알리고자 
하는 행사가 어떤 것들이 있으면, 어떤 행사내용으로 진행
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 선결요건이다. 그래야 
사전 조사에 바탕으로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의 행사 콘
텐츠를 미리 기획하여 사전에 확보해 나갈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세계전통의학/대체보완의학 관련 엑
스포의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세계 유수 관련 박람회나 컨퍼런스
에서 벤치마킹해야 할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한다.1)

Ⅱ. 세계 전통의학과 대체보완의학

엑스포 현황

사실 세계전통의학/대체보완의학 엑스포를 조사하는 데
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많은 통계나 보고에서 세계전통의

학/대체보완의학 시장이 수천억 달러라는 논의들이 있긴 하
지만,2) 관련 시장이 산발적이고 매우 지역적 한계에 제한되
어 있어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공통의 단일시장이 존재하
지 않아 관련 엑스포도 대부분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 다. Fairs and Exhibitions라는 세계학회, 엑스포 등을 
안내하는 포탈 사이트에서 ‘Medical & Pharmaceuticals 
Fairs & Exhibitions’ 부분에서 소개하는 325 엑스포 소개 
중에서 전통의학이나 대체보완의학 관련 소개는 거의 찾아
보기 어려웠으며 런던에서 매년 열리는 CAMExpo 정도가 
유일하 다. 그만큼 세계전통의학/대체보완의학 시장이 크
지 않으며 때문에 관련 엑스포나 학술콘퍼런스가 활발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수많은 관련 박람회나 전시회가 몇 회
를 넘기지 못하고 사라지거나, 처음부터 단발성 행사로 기
획된 경우가 많았다. 또한 행사 내용도 거의 판매부스 전시 
형태로 유지되어 다양성이 부족하 다.

대체적으로 유럽과 북미 지역의 전통의학/대체보완의학 
박람회가 전체 구성이나 상업적인 면에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에서는 런던에서 매년 열
리는 CAMExpo, The Complementary, Natural & Healthcare 
Show, 북미에서는 Integrative Healthcare Symposium, 아
1) 논문을 위한 자료는, 논문 형태의 자료를 거의 구할 수 없어, 참관 

조사 자료, 해당 컨퍼런스나 엑스포가 제공하는 홈페이지 자료, 검
색 결과 자료를 주로 사용하 다. 한국학술정보(주)의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KISS)에서 ‘엑스포’라는 검색
어로 전수 조사한 결과, 소수의 제천 바이오엑스포, 금삼 인삼엑스
포와 한건의 남원 세계허브산업엑스포에 대한 논문이 존재하나 대
부분 방문객의 만족, 재참가 의도, 또는 추진 경과에 대한 글들이 
대부분이었다. 의료관광과 한의학을 다룬 논문은 다음과 같다. 한
국의_의료관광 상품개발을 위한 탐색적_연구(김미경 외. 관광학연
구. 2008.12; 제32권 제 6호(통권 70): pp. 431-447. 한국관광협
회), 한의약 문화산업의 성격분류와 현황분석(권오민 외. 한국한의
학연구원논문집 2008. 12; 제14권14호(통권24권): pp.23-29.한국
한의학연구원), 한의학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축제 현황 분석(박
상  외.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2009. 4; 제 15권 제 1호(통권 
25): pp.49-54.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국제박람회 참가자의 
중요도-만족도 차이 연구(조의 . 관광경 학연구 2008.12; 제12
권 제4호(통권 제37호): pp. 89-109. 관광경 학회) 등이 있다. 
한국의 의료관광 전반에 대한 것으로는, 남원 세계허브산업엑스포 
방문객의 만족과 재참가 의도간의 관계(김진성. 서비스경 학회지 
2007. 3; 제8권 제1호: pp. 215-237. 서비스경 학회), 한국의 의
료관광 상품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김미경 외, 관광학연구 2008. 
12; 제32권 제6호(통권70): pp. 431-447. 한국관광학회), 한국의 
의료관광 현황과 연구과제에 대한 탐색적 연구(이은미 외, 한국관
광학회, 한국관광학회 2011년 제69차 학술대회 및 연구논문 발표
대회 발표집; 2011. 2: pp. 161-175) 등이 있다.

2) Eisenberg, D. M., R. B. Davis, S. L. Ettner, S. Appel, S. Wilkey, 
M. van Rompay, and R. C. Kessler. 1998. “Trends in Alternative 
Medicine Use in the U.S., 1990-1997: Results of a Follow-Up 
National Survey.”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80: pp. 1569-75과 Groopman, Jerome. 2008. “Faith and Healing: 
Review of Anne Harringtion, The Cure Within: A History of Mind -Body Medicine.” New York Times Book Review, January 27, 14 
(Adele E. Clarke et al. Biomedicalization: Technoscience, Health, 
and Illness in the U.S., Duke University Press, 201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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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지역에서는 인도의 아유르베다 관련 컨퍼런스 겸 박
람회인 World Ayurveda Congress & Arogya Expo, 중화
권에서는 홍콩의 International Conference and Exhibition 
of the Modernization of Chinese Medicine & Health 
Products 정도가 국제적인 면모를 갖추고 비교적 안정적으
로 유지되고 있다.3) 위 네 곳의 박람회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아 2013년 세계전통의학엑스포에서 벤치마킹해야 할 
부분을 분석해 보겠다.

이외의 박람회는 건강식품과 같은 보다 포괄적 주제 하
의 한 부분으로 전통의학이나 대체보완의학 섹션을 구성하
거나 단발적 행사가 많았다. 상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중동 아시아에 위치한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
에서 2007와 2008년에 ‘Arab Naturals Expo & Conferences’
라는 명칭으로 중동 지역 전통의학 엑스포가 개최된 적이 
있다. 그러나 현재 관련 도메인은 관련이 전혀 없는 일본어 
사이트로 변모해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 싱가포르 전통의학 
박람회(TMExpo-Traditional Medicine Expo 2010)는 2009
년에 처음 개최되었고, 2010년 10월 15일에서 17일까지 
Suntec Convention Centre에서 120여개 업체가 참가하여 
전통의학, 헬스케어 및 치료, 건강보조제, 관련 장비 및 서
비스, 그리고 전통의학의 R&D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 박
람회의 특이한 점은 문으로는 ‘traditional medicine’를 사
용하 지만, 한자로는 단지 ‘전통약’이라고 표기하여, 싱가
폴 내에서는 전통의학이라 하면 주로 약재나 처방으로 인
식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2011년에 개최되지 않
은 것으로 보인다4). 이 엑스포가 사용하던 도메인 주소인 
www.tmxpo.com은 현재 연결이 되지 않는다.

그림 1. TMExpo 2010 부로셔.

상해 국제전통의약 및 건강 박람회(Shanghai International 

Traditional Medicine & Health Exhibition)는 2004년에 처
음 개최되어 격년으로 2010년 4회째를 맞이하 다. 전시 
범위는 단순히 전통의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관
련 용품, 천연물 유래 두발미용 및 피부미용까지 포괄하고 
있다. 문제점은 메인 홈페이지에 문판 메뉴도 존재하긴 
하지만 연결 자체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실제적으로는 

문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여, 웹상으로는 중화
권 이외의 부스 참여자나 관람객이 접근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5)

제1회 북경중의약문화박람회(Beijing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Culture & Industry Expo 2011)는 오는 12월 
10일에서 12일까지 북경전람관(Beijing Exhibition Center)
에서 열리는데, 한국이 주빈국으로 참가하고 있다. 주로 전
시관람 위주로 특별한 워크샵이나 콘퍼런스는 주목할 만한 
것이 없다. 이 엑스포의 특징은 문 소개가 여타의 중국 전
통의학 엑스포에 비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다는 점이다.6)

한의학국제박람회(The International Expo on Oriental 
Medicine)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리는 한의학 전문 박람
회이다. 이 박람회는 1999년 처음 개최되어 2011년에 12
회가 될 만큼 세계적으로도 꽤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전체적인 구성은 여타 박람회와 유사하며 점차 관람객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문 소개를 구비하고 있지 않아 국제 
엑스포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Herbal Asia’의 박람회를 2011년까지 
7회째 개최해 왔다.7) 자연치료, 슬로우 푸드, 허브치료, 기
타 건강음료 및 자연전통의학까지 포괄하고 있다. 이 엑스
포는 전통의학이나 대체보완의학을 주테마로 하지는 않는
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이외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Herbal &Health Food Indonesia’라는 명칭으로 유사한 엑
스포가 개최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전통의학 부분은 매우 
빈약하다는 인상이다.8) 다만 동남아시아에서는 어가 공
용어라는 점 때문에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트가 어로 작
성되어 있어 전세계 어디에서도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장
3) 이 외에 American Association of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 

(AAAOM, 전미중의공회)이 개최하는 AAAOM International Conference 
and Exposition도 주목할만 하다. 이 단체는 2011년에 미 매릴랜드 
대학 의과대학의 통합의학센터와 공동 컨퍼런스와 엑스포를 개최
하기도 하 다.

4) Singapore Convention and Exhibition Directory 2010/2011이라는 
자료에는 2011년에 개최한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관련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다(http://www.sgmeetings.com/Indprof/SCNE/SCNEED04.pdf).

5) http://www.shtmh-expo.com/
6) http://www.tcmcie.com/english.php
7) http://www.herbalasia.com.my/index.html
8) http://www.interfood-indonesia.com/herbal/index_herbal.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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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보유하고 있다.

그림 2. Herbal Asia의 메인 홈페이지 초기화면.

Ⅲ. 세계 주요 전통의학

/대체보완의학의 현황

1. CamExpo, The Complementary, Natural 

& Healthcare Show, London, UK

CamExpo, The Complementary, Natural & Healthcare 
Show는 우리말로는 ‘캠엑스포, 보완의학, 자연의학과 의료 
박람회’ 정도로 번역할 수 있다. 매년 10월 셋째주 토요일
과 일요일 이틀에 걸쳐 매년 꾸준히 개최되고 있으면 2008
년부터 필자 중 한명에게 꾸준히 연초부터 행사당일까지의 
엑스포 정보와 홍보물를 계속적으로 보내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상당히 조직화되고 기반이 탄탄한 엑스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럽과 미주에서 진행되는 대표적 엑스포 중 
하나이다. 이 캠엑스포는 2013년 세계전통의학엑스포의 성
공적 개최를 위안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CamExpo를 개최하고 있는 Diversified Business Communications
는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엑스포와 이벤트 개최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다국적 기업이다. 현재 미국, 
국, 인도, 홍콩, 캐나다에 지사를 운 하고 있으며, CamExpo 
브랜드는 2005년에 이 회사가 인수되었다. 2003년에 제1
회 엑스포가 개최되어 2011년에 제9회를 10월 22, 23일 
토, 일 이틀간에 걸쳐 개최하 다. 2012년에 10회를 맞아
하게 되어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몇 안 되는 전통의학
이나 대체의학 박람회 중 하나이다.9) CamExpo의 기원과 
역사에 대하여는 CamExpo 주최측에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위의 사실에서 
역산해 보면 1993년에 최초의 엑스포가 개최된 것으로 보
인다. 다만 홈페이지에서‘aquisi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전에 다른 형태로 개최되던 엑스포를 인수
하여 다시 1회부터 시작했을 가능성도 있다.10) 

엑스포의 전체 구성은 본 전시, 키노트 세미나, 시연 워
크샵, 시연 행사, 각종 수상식을 구성되어 있다. 2010년에
는 186 기관 및 업체가 부스를 개설하 으며, 5413명이 관
람하 다. 2011년에는 190 기관 및 업체가 전시부스를 개
설하고, 5333명의 관람객이 참여하여, 27개의 주제발표 세
미나, 34개의 시연, 48개의 체험 워크샵이 진행되었다. 또한 
‘올해의 대체보완의학 클리닉 상(CAM Clinic of the Year 
2011)’, ‘올해의 대체보완의학 성과상(Outstanding Achievement 
Award)’ 등의 수상식도 행사의 일부로 진행하 다.

그림 3. 런던 CamExpo의 ‘올해의 대체보완의학 크리닉 상’, 
‘올해의 대체보완의학 성과상’ 심볼.

CamExpo가 가지는 있는, 다른 전통의학 엑스포와 다른 
중요한 특징은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전시 및 행사 관련 다국적 기업이 주체하는, 민간기업의 상
업적 박람회이며, 둘째, 비교적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행
사의 기획부터 홍보가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상당히 체계
9) http://www.camexpo.co.uk/
10) CamExpo와 함께 Diversified Business Communications사는 개

최하는 엑스포로 “CAMEXPO West”와 “CAMEXPO East”가 있었
다. 미국에서 열리는 이 두 엑스포는 북미의 대체보완의학 시장 
상황과 엑스포 개최의 지역성격을 잘 보여준다. CAM Expo East
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에서 2007년 정도까지 개최
되었다. 명칭은 런던의 그것과 유사하게 ‘서부 캠엑스포, 국제 보완, 
자연의료 콘퍼런스와 엑스포(CAMEXPO West, the International 
Complementary and Natural Healthcare Conference and Expo)’
라는 명칭으로 로스엔젤레스의  Hyatt Regency Century Plaza에
서 개최하곤 하 다. 엑스포 전시 범위는 런던과 같이 Functional 
Medicine, Food-as-Medicine, Pediatric Heath and Women's 
Heath를 포괄하 고, 2006년에는 “9th World Congress on Qigong 
and Traditional Chinese Medicine”를 메인 주제로 설정하여 개
최하 다. 미 동부 지역에서 동일한 형태의 ‘동부 캠엑스포, 국제 
보완, 자연의료 콘퍼런스와 엑스포(CAMEXPO East, the International 
Complementary and Natural Healthcare Conference and Expo)’가 
개최되었다. 지금은 중단된 상태이다.(http://www.centerforwomenshealth. 
com/past-events.html; http://www.divcom.in/ourcompany.aspx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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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엑스포는 전통의학 임상시술
자를 타겟으로 하고 있다. 아시아의 전통의학 엑스포가 주
로 일반 관람객 위주의 엑스포인 반면, CamExpo는 유럽의 
대체보완의학 시술자, 즉 아시아적 관점에서 본다면 전통의
학 의사나 시술자들이 새로운 임상 경향과 기술을 습득하
는 엑스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CamExpo를 주최하는 Diversified Business Communications
사는 국제 무역 및 소비자 이벤트, 콘퍼런스, 관련 출판 및 
미디어 사업을 하는 다국적 기업이다. 건강과 의료 관련 행
사로는 전세계에서 CamExpo를 비롯하여 ‘Australian Health 
& Fitness Expo’, ‘Integrative Healthcare Symposium’, 
‘Primary Care Today, Good Food & Wine Show’ 등 다양
한 행사 이벤트 등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으며, 
2011년 만해도 전세계에서 80개 이상 무역 관련 박람회
(fair), 엑스포 등을 주최하고 있다.11) 아시아의 전통의학 
박람회가 대부분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개최
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단순한 홍보 위주의 기획행사가 아
니라 실질적인 상업적 성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포트폴
리오 중 하나라는 특징이 있다. 관련 사업을 장기간 진행해
온 모기업이 있고, 전문 자회사가 사업 포트폴리오적 관점
에서 개최하고 있다는 점이 CamExpo의 홍보와 행사 진행
에 있어서 체계적 진행을 가능하게 한다. 2011년 CamExpo 
행사가 지난 22-23일 양일에 걸쳐 개최되었는데, 주최측인 
Diversified Business Communications의 런던 법인은 행사
가 종료되자마자 11년도 사업의 성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있고, 바로 2012년 동 엑스포의 개최 장소와 개
최 일자를 공지하고 있다.12) 이는 바로 장기적 관점에서 
엑스포의 연차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이다.

그림 4. 2012년 CamExpo의 장소와 일자 공지.

또한 개최측은 1년 내내 안내 메일을 전세계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아래의 안내메일 모음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최 달인 10월에만 10통, 9월에는 최소 5통 
이상의 안내메일을 보내고 있으며, 그 내용도 엑스포 전반
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특히 안내 메일를 열
면 바로 관련 웹사이트 관련 부분으로 바로 연결되어 한눈

에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하 다. 내용은 각종 표상에 대
한 투표, 등록안내, 각종 시연 및 워크샵 안내 등 엑스포에 
대한 모든 부분을 포괄한다.

그림 5. CamExpo 연중 안내 메일.

그림 6. 2010년 관람객 등록 시작 안내메일.

마지막으로 중요한 특징은 바로 이 엑스포가 전통의학 
전문가 및 임상시술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치료약물, 
임상기술 및 기법을 교류하는 광장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여타 지역의, 특히 전통의학의 역사가 긴 지역일수
록 엑스포의 목적이 의학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기보다 일
반 관람객에게 대상 의학을 알리거나 관련 상품을 판매하
는 목적으로 개최되는 반면, 이 엑스포는 관련 종사자들의 
전문적 모임 성격이 강하다. 이 점은 런던 CamExpo의 
Event Manager인 Zoe Campbell과의 인터뷰에서 잘 나타나 
있다. Zoe Campbell은 CamExpo는 국내의 대체의학의 
상황을 고려하여 주로 일반 대체보완의학 시술자 위주라면 
11) http://www.divbusiness.com/uploadedFiles/Diversified/Press_Room 

/25795_dbc11_presskit_final.pdf와 http://www.divbusiness.com/ 
uploadedFiles/Diversified/Events/Events2011_04-27-2011.pdf

12) CamExpo의 홈페이지는 이미 2012년 엑스포 안내로 개편된 상태
이다(http://www.camexpo.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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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내용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같은 
회사 미주 법인이 개최하는 CAMEXPO West와  CAMEXPO 
East는 주로 의사 등 기존의 의료전문인들이 주로 참가하
는 것을 고려하여 상당히 학문적 심포지움을 주테마로 구
성하여 박람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 다.13) 이런 차이점
은 유럽과 미주에서 대체의학의 시술에 관한 관련 의료법
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유래하는 듯하다. 유럽 내에서도 
국은 최근까지 대체보완의학의 시술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진입장벽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나, 미국은 대체의학
이나 전통의학의 시술에 대한 면허제도가 상당히 제도화되
어 전문면허나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는 의료시술을 행할 
수 없는 법적, 제도적 제약에서 기인한 듯하다. 이런 제도
적 차이가 대체보완의학 엑스포의 주제와 내용 구성에도 
상당한 향을 미친 것을 보인다.

2011년 CamExpo의 기조발표 세미나를 살펴보면 모두 
전문적 내용의 임상시술과 기법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한국의 국제한의학박람회(EXOM) 세미나
는 대부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강좌 다.

그림 7. 2011년 CamExpo 세미나 일정표.

2. Integrative Healthcare Symposium, New 

York, USA 

Integrative Healthcare Symposium은 Diversified Business 
Communications 북미 본사가 개최하는 대체보완의학 심포
지엄 겸 엑스포 행사이다. 오는 2월로 계획되어 있는 2012
년 행사 구성을 살펴보면, 2월 8일 본 행사 전날 프리컨퍼
런스를 미리 개최하고14), 9일에서 11일까지 본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 행사의 특징을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
다. 먼저 이 심포지엄은 다양한 분야의 의료인과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환자치료와 치유를 위한 전문적 의학기술과 기
법의 배우고 교류하는 일종의 ‘광장’으로 행사 정체성을 규
정하고 있다는 점이다.15) 이런 특징은 엑스포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보다 심포지엄이라고 명칭한데에서도 알 수 있다. 
둘째, 매년 대체보완의학 분야 중 집중 조명할 주제를 정하
여 행사를 기획하고 있고, 다양한 북미 대체보완의학 학회
들과 연계하여 이 행사에서 진행되는 컨퍼런스에 참가하면 
보수교육 학점도 동시에 부여한다. 그리고 다른 행사보다 
세미나나 워크샵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고 행사명
도 심포지엄이라 하 지만, 실제 구성에 있어서는 엑스포의 
성격도 매우 강하다. 마지막으로, 행사의 등록비가 다른 행
사들에 비하여 매우 고가라는 점이다. 2012년 모든 행사에 
참가할 수 있는 등록비는 2011년 10월 31일 이전의 사전
등록자는 445 달러, 12년 2월 8일 이전에는 545달러, 현장
등록은 645달러에 달하고 있다.16) 학술대회와 전시관람을 
복합적으로 동시에 진행한고 있다. 이런 특징들은 바로 미국
적 대체보완의학 시장이 상당정도 면허 취득을 요하는 전문
직화 되었다는 점에서 강한 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행사의 홈페이지 메인 화면을 보면 Integrative Healthcare 
Symposium의 정체성의 상당 부분이 학술 행사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먼저 메인화면 주메뉴에는 연자, 컨퍼
런스, 자문위원, 전시홀 안내, 새로운 제품 전시 등등의 순
으로 배열되어 있다. 즉 학술대회와 연자가 가장 앞에 배치
되어 있고, 이어 전시부분이 배열되어 있다. 메인화면에 바
로 각 연자의 약력과 강연 내용을 실고 있다.
13) 2008년 엑스포에서 필자 중 한명이 Zoe Campbell와 인터뷰함.
14) 프리-학술대회는 2012년부터 새로이 기획된 행사이다.(http://www. 

ihsymposium.com/12/custom/pdfs/27703_ihs12_vb_final.pdf)
15) http://www.ihsymposium.com/12/public/MainHall.aspx?ID=60816 

&sortMenu=101000. 이점은 앞에서 런던의 CamExpo의 특징을 분
석할 때도 언급한 바 있다.

16) http://www.ihsymposium.com/12/custom/pdfs/27703_ihs12_vb_final.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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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Integrative Healthcare Symposium의 홈페이지 메
인화면.

이 심포지엄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매년 역점 주제를 
정하여 집중 조명하고 있다. 2012년 역점주제는 Nutrition, 
Integrative Cardiology, Hormones, Pain Management, and 
Mind Body Spirit의 5개 분야로 선정하고 있고, 동시에 ‘집
중 조명 세션’, ‘체험 워크숍’, ‘이동강의’ 등도 동시에 제공
을 계획하고 있다. 분야별로 다양한 주제로 수많은 학술대
회를 기획하고 있다.

그림 9. 2012년 Integrative Healthcare Symposium의 등록비.

또한 학술대회와 동시에 진행되는 엑스포의 규모도 상당
하다. 엑스로 배치도에서도 알 수 있드시 전시규모가 세계
적으로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의 규모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0. Integrative Healthcare Symposium의 Exhibit Hall
의 배치도.

요약하면, Integrative Healthcare Symposium는 상당히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는 학술대회 겸 엑스포로서 사전 
안내에서부터 행사 구성까지 고도의 기획된 행사로서 깔끔
하게 조직되어 있으며, 고가의 참가비에도 불구하고 매우 
상업적으로 매우 성공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2013 세
계전통의학엑스포가 벤치마킹할 만한 몇 안 되는 박람회 
성격의 이벤트라 할 수 있다.

3. World Ayurveda Congress & Arogya Expo, 

Bangalore, Karnataka, India

World Ayurveda Congress & Arogya Expo는 2010년에 
4회째를 맞이하 고,17) 2012년에 제5회 박람회를 여는 격
년제 야유르베다 엑스포 겸 컨퍼런스이다. 이 2012년 컨퍼
런스 겸 엑스포는 아유르베다가 전세계적으로 보건의료체
계에 완전히 자리 잡고, 과학적 기반을 제공하며, ‘AROGYA 
Expo’가 아유르베다를 찾는 의료소비자와 의료인, 관련 산업
과 아유르베다 지식보고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목적
으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18) World Ayurveda Congress 
& Arogya Expo도 1-4차까지의 지난 컨퍼런스와 엑스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자세히 소개하고 있고, 12
년 5차 행사에 대하여도 주제, 장소 및 일시에 대하여 사전
에 자세히 안내하고 있어, 홍보와 기획이 장기적 안목을 진
행되고 있었다.

17) http://www.vijnanabharati.org/blogs-related-articles/5th-wac-a 
-arogya-expo.html

18) http://www.ayurworld.org/hom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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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1-4차 컨퍼런스 개요와 주제.

그림 10. 1차 대회 및 엑스포 장면.

4. Internatioanl Conference and EXhibition 

of the Modernization of Chinese Medicine 

& Health Products 國際現代化中醫藥 及

健康産品展覽會曁會議, Hong Kong

이 박람회 겸 학술대회는 우리나라의 코트라와 유사한 
홍콩의 무역발전국(HKTDC)과 중의약현대회협회(Modernized 
Chinese Medicine International Association Ltd (MCMIA))
가 COEX와 같은 이벤트홀인 香港會議展覽中心(HKCEC)에
서 매년 공동 개최하는 행사이다. 매년 8월 중에 개최되면 
2011년에 10회째이다. 2011년 행사에는 캐나다, 일본, 이
스라엘, 중국 등의 나라에서 참가하 으며, 항바이러스 와 
신경치료에 대하여 집중적인 학술대회를 개최하 다.19) 총
138 부스 참가 중 65 부스가 홍콩 내에서 참가하 으며, 
73 부스가 해외에서 참가하 다. 총 9,365명의 참가자 중
5,961명이 홍콩 거주자 으며, 3,404명이 해외방문객이었
다. 현대화 학술대회 및 박람회는 아시아의 전통의학 관련 
박람회가 그러하듯이 여타 박람회는 위에 소개한 박람회와
는 성격이 달라, 주로 건강관련 산업물품 판매가 중요한 부

분을 이루고 있다.
다른 엑스포나 컨퍼런스와 구별되는 이 박람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바로 유사한 성격의 행사를 같은 장소와 일시
에 동시에 개최한다는 점이다. 2011년에만 8월 11일에서 
15일 사이에 HKTDC Food Expo 2011을, 11일에서 13일
까지 Hong Kong International Tea Fair 2011을, 그리고 
11일에서 15일까지 2011 본 컨퍼런스와 박람회를 동시에 
개최하여 각각의 박람회장을 찾은 관람객이 한번에 3곳을 
모두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있다. 

Ⅳ. 맺는말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세계적으로 전통의학/대체보완의
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전통의학/대체보완의학 
관련 학술 컨퍼런스와 전시관람 시장이 아직 잘 형성되지 
못한 상황이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유럽, 미주, 그리고 아시아 지역별로 1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꾸준히 이어지는 전통의학/대체보완의
학 엑스포나 학술 컨퍼런스가 있다. 유럽에서는 런던에서 
매년 열리는 CAMExpo, The Complementary, Natural & 
Healthcare Show, 북미에서는 Integrative Healthcare 
Symposium, 아시아 지역에서는 인도의 아유르베다 관련 
컨퍼런스 겸 박람회인 World Ayurveda Congress & Arogya 
Expo, 중화권에서는 홍콩의 International Conference and 
Exhibition of the Modernization of Chinese Medicine & 
Health Products는 국제적인 면모를 갖추고 비교적 안정적
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런 이벤트들이 10년여 지속될 수 있
었던 이유는 바로 각 행사의 주고객을 명확히 설정하고 그 
성격에 맞게 행사를 사전기획하고, 장기간에 걸친 효과적 
홍보와 유치활동을 전개하 기 때문이다. 특히 성공적인 행
사들은 모두 일년 내내 문 홈페이지를 운 하면서 세계
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제 
막 출발선에 선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도 성공적 세
계 엑스포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세계각지의 관련 행
사들의 장점을 벤치마킹하는 동시에, 이들 행사 주최측과 

19) http://www.hktdc.com/fair/icmcm-en/s/2100-General_Information 
/International-Conference-and
Exhibition-of-the-Modernization-of-Chinese-Medicine-and
-Health-Products/Conferenc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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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세계 각지의 전통의학 유치의 에
이전시 활용하는 등 치 한 사전 기획과 장기간의 유치홍
보를 전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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