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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useofcomplementaryandalternativemedicinein
hospitalizedpediatricpatientsandparentalreasonsforuse

Seo,Hyun-Suk
Advisor:Moon,Kyung-RyeM.D.,Ph.D
DepartmentofAlternativeMedicine
GraduateSchoolofPublicHealth,
ChosunUniversity

These days, more attention has been paid to complementary alternative 

medicine to cure diseases as well as to keep and enhance health. 

Therefore, this study aims at providing exact information on 

complementary alternative medicine to parents of patients. For the 

purpose, this study identifies use and kinds of complementary 

alternative medicine, and parents' recognition on it, and analyses the 

factors of use.  

For this study, the researcher visits a hospital, explains the purposes 

and intent of the study and asks the parent subjects to write the 

answers on the questionnaire. The period is from July 1 to August 30, 

2007. This study uses SPSS 12.0 to analyse the results obtained from 

the 150 copies of the questionnair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presented as follows: 

As general characteristics of children, boys are 59.3%, girls are 40.7%, 

average age is 4.8 years old.

For mothers' age,  40.6% are from 30 to 35, 49.3% have university 

degree, 53.3% are housewives, 39.3% have more than 3 million won 

income, and  66% have religion.  

For mothers' recognition on the alternative medicine, 49.0% 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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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ve response, 45.9% answer they prefer treatment provided by 

hospitals.

For the use rate of the alternative medicine, 55.8% of children, and 

78.0% of their parents have experiences. In the beginning, it was used 

to improve poor physical condition(anorexia) of children and to enhance 

parents' health by recommendation from neighbors. When they selected 

the alternative medicine, they asked it of the person who had 

experiences. And they selected to use it as they expected a favorable 

turn. For children, as 14.1% take vitamin tablets, and 9.2% take 

mushrooms, they mainly use diet and nutrition. For satisfaction in the 

alternative medicine, 45.7% of children and 47.8% of parents were 

satisfied with it and 5.1% of children and 7% of parents had side-effect. 

33.8% of children and  36.3% of parents consulted with medical staff 

and they showed no interest. 

For the children's experience of the alternative medicine according to 

parents' idea, when parents have no idea on it or consider it negatively,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ir experiences.  

For the experiences of the alternative medicin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only in 

children's age, number of hospitalization, and parents' age. For the 

reason to select the alternative medicine, there i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children's age, siblings, health, parents' age, 

family income, and educational background. 

Through the results above, this study finds that the alternative medicine 

for children is selected and decided based on recognition and 

experiences of parents. Parents select it to prevent diseases when their 

children are healthy and use it as a supplementary agent when their 

children are not very well. Parent's recognition is not negative, but 

though they prefer medical treatment provided by hospitals, they acquire 

information on it from family members or neighbors. The older children 

and their parents are and more experiences of hospitalization they have, 

the more they use it. However, as the results on the us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are not consistently presented, pro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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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and basic data should be provided through repetitive studies. 

When the complementary alternative medicine is used as a traditional 

supplementary agent, we need further studies on the stability that may 

occur through their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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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최근 우리나라 소아인구는 8.733.709명으로 전체 인구의 18%를 차지하여 노인 인
구 4.810.363명,9.9% 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통계청,2007).이는 최근 결
혼 증가와 출산 관련 정책 등으로 2000년 이후 지속되던 감소세가 6년 만에 증가
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통계청,2006).그러나 여성의 사회진출과 육아교육 문제
로 한 가정의 자녀수가 감소하여 아동의 건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아동이 건
강하거나 혹은 어떠한 질병상태에 있는 경우라도 최적의 건강과 성장 발달을 증진
시키고자 노력하여 아동의 안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보완대체요
법을 이용하고 이러한 방법에 대한 관심과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Losier등,
2005).
최근엔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 각 연구 단체들이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를 계속하고 있지만(김순희,2004)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정확한
학술적 정의가 없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법,민간요법,민속요법 등과 혼용되어 사
용되는 등 보완대체 요법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하다(모순악,2003).
우리나라는 한의학을 전통의학으로 인정하고 있어 한약요법이나 침 요법 등의

접근이 쉽고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민간 식이요법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장은영
등,2005)많은 환자들이 의료인에게 알리지 않고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하는 현 상
황에서 보완대체요법 사용실태를 파악하고 그와 관련된 사항들을 검토해야 할 것
이다(이명숙,2001).
조항석(2002)은 사망 6개월 전 보완대체요법 이용에 관한 연구에서 대상자의

83.1%,중년여성의 보완대체요법 이용에 관한 연구에서 박형숙 등(2005)은 연구 대
상자의 63.5%가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한다고 하였다.폐암 환자의 경우 93.8%가 이
용했으며(정귀선,2005)만성질환인 알레르기 환자를 대상으로 우편조사(이선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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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응답자 중 91.4%,황보영 등(2006)은 천식환자의 53%가 이용했다고 조사하
였다.보완대체요법은 노년층이나 경제적 수준,교육수준이 낮은 사람,지리적 여건
으로 현대 의학을 접할 기회가 적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
며 선행연구를 통해 암이나 만성질환 환자들의 경우 대부분은 병원치료의 대안이
나 병원치료를 하면서 병원치료를 보완하는 개념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아의 경우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소희(2005)는 35%,비 특정 집

단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박지현(2006)의 연구에서는 대상 아동의 86.6%가 보완대체
요법을 이용했다고 보고하였다.
선행 연구를 보면 대부분 암이나 관절염 등의 만성질환자,노인 및 성인을 중심

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 특히 아동의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포괄적인 이용 경
험이나 실태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박지현,2006).
따라서 본 연구자는 소아과에 입원중인 아동의 보완대체요법 이용률과 종류,그

와 관련된 요인 및 보호자의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인식,보완대체요법 이용률과 종
류를 파악하여 아동 건강관리자로서 보호자에게 보완대체요법 시행과 관련된 정확
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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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과 보호자의 보완대체요법 이용 실태를 알아보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아동과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2.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및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인식과 이용실태를 파악한다.
3.아동과 어머니의 보완대체요법 이용실태,이용 관련요인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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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문문문헌헌헌 고고고찰찰찰

111...보보보완완완대대대체체체요요요법법법

보완대체요법(ComplementaryandAlternativeMedicine)이라는 용어 자체는 서
양의학 중심에서 정통 서양의학이 아닌 의학의 개념들과 각 민족 고유의 전통의학
들을 포괄하여 대체의학(AlternativeMedicine),증명되지 않는(Unproven),비정통
적인(Unorthodox,Unconventional),보조적인(Complementary),비효과적인(Ineffective)
등으로 표현하였으나 최근 ComplementaryandAlternativeMedicine이라고 표현하
는 용어가 일반화되고 있다(조항석,2002).
보완대체요법은 미국국립보건원(NationalInstituteofHealth:이하 NIH)산하의

국립보완대체의학연구소(National Center for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이하 NCCAM)에서 ‘서양의학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간주되는 다양한 의
학체계,치료법,치료제’하고 정의하였다(NCCAM,2006).
보완대체요법은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한 나라의 표준이며 주가 되는 의료체계에

는 부합되지 않는 의료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기능적인 관점에서는 의학 교육기관
에서나 병원에서 보편적으로 교육되거나 실시되고 있지 않는 의학적 치료방법으로
정의할 수 있다(박지원 등,2002).
대한의학회 보완대체의학 실무위원회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정되는 정통의

학,주류의학,제도권 의학,정규의학에 속하지 않은 모든 보건의료체제 및 이와 동
반되는 이론이나 신념,그리고 진료나 치료에 이용되는 행위와 제품 등의 치유 자
원 전체를 통칭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오가실 등,2006).
우리나라에서는 대체요법,대체의학,보완요법,보완의학,대체보완의학,보완대체

요법,대체보완요법 등 여러 가지로 사용되고 있으나 본 연구는 ‘Complementary
andAlternative Medicine’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보완대체요법이라고 하였다.
또한 매우 다양한 진단과 치료방법 모두를 하나의 설명 틀로 묶을 수 없다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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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여 ‘의학’이 아닌 ‘요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조항석,2002).
보완요법(Complementary Medicine)은 전통적인 의료와 함께 사용되는 것으로

기존의 의학형태에서 보완해 주어야 할 부분을 총체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예를
들어 불면증 치료에 도움이 되도록 향기요법(Aromatherapy)을 사용하는 것이다.
대체요법(AlternativeMedicine)은 전통적인 의료행위를 대체하는 것으로,전통적

인 의학공동체에서 승인하지 않은 건강을 위한 중재법으로 의사의 처방이외의 다
른 대안적 또는 보조적인 치료방법의 이용을 의미하며 신체적,심리적,사회적,영
적인 측면에서 인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에 가치를 두는 방법이다(신경림,
1999).전통적으로 의사들이 암 치료에 이용하는 수술,방사선 치료,화학요법 대신
특별한 식이요법이나 치료방법을 선택했다면 이는 대체의학이라고 할 수 있다(유선
미,2004).
통합요법(Integrativemedicine)이란 정통적인 의료체계와 보완대체요법을 함께

통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체요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환자의 병력에 관한 정보를 가진 의사의 치

료 방침이나 의학적 권고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환자의 건강 향상,질병회복에 도
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환자 및 보호자가 선택한 치료형태 및 요법’으로 정의하
기도 하였다(이건세,1998).
본 연구에서는 보완대체요법의 정의를 ‘서양의학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간주되는

다양한 의학체계,치료법,치료제’를 통칭하지만 서양의학에 포함되는 치료제나 치
료법이라 할지라도 의료인이 직접 시술하는 것이 아닌 의사의 처방 없이 개인적으
로 구입하여 복용하는 비타민이나 각종 영양제등은 보완대체요법에 포함시켰다(박
지현,2006).
의학 교육면에서 미국의 여러 의과대학에서 대체의료에 대한 강의를 개설하고

대체의료의 치료방법에 관한 연구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영국도 전체 의과대학 약
25%와 대부분의 간호대학에서 보완대체요법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김순희,
2004).우리나라의 경우 포천 중문의대는 국내 최초로 대체의학 대학원을 설립했으
며 조선대 대학원,경기대 대학원이 있으며 전국 여러 대학에서 보완대체요법과 관
련한 학부가 생겨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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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보완대체의학의 과학적 검증 및 학문적 기초를 세우기
위해 ‘보완대체의학연구소’를 개소하였다.가천의대는 2002년에 통합의학센터를 설
립했고,가톨릭 의대 강남성모병원 가정의학과 내에 동종요법 클리닉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많은 국내 의원급 개인병원에서는 치료중심의학이 아닌 건강과
예방 중심 의학을 목표로 전통의학과 보완의학의 접목하여 환자를 돌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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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아아아동동동의의의 보보보완완완 대대대체체체요요요법법법

최근 건강한 사람의 건강유지 및 증진뿐만 아니라 질병치료의 목적으로 보완대
체요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특히 불치병과 난치병을 앓고 있는 만성질환
자들은 병원치료의 대안 및 치료를 보완하는 개념으로 보완대체요법을 사용하고
있었다(손행미,1999).
단순한 징후나 증상이 아닌 질병을 가진 인간을 중심으로 치료에 접근할 때 완

전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질병을 치료하고 후유증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을 얻고자 의학이 발전하고 있어,성인뿐만 아니라 아동의 보
완대체요법이용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그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국외의 연구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일반 소아과 외래 환자의 20～30%가 한

가지 이상의 보완대체요법 사용 경험이 있으며(Ottolini등,1999)청소년기가 되면
그 사용 빈도가 50～70%에 이른다고 보고하였다(Wilson등,2000).Losier등(2005)
의 연구에서는 소아응급실 방문 아동 620명 중 13%가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하였다
고 보고하였고,입원아동을 대상으로 한 Fong등(2002)의 연구에서는 33%가 보완
대체요법을 이용한 경험이 있고,그 중 41%는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을 이용하였다
고 조사되었다.오스트레일리아의 SawyerMG등(1994)은 뇌종양을 제외한 소아암
환자 48명중 46%가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했으며 대만의 18세 이하 소아암 환자 63
명을 조사한 결과 교육수준이나 사회적 수준과 상관없이 73%가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YehCH 등,2000).
국내의 경우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한 김소희(2005)의 연구에서 35%가 보완

대체요법을 사용하였으며 비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박지현(2006)의 연구에서는
86.6%로 비교적 많은 아동이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체보완요법에 대한 관심과 사용증가와 더불어 TV,신문,인터넷,잡지,각종

건강관련 서적을 통해 비교적 쉽게 정보들을 얻을 수 있으나 김소희(2005)는 주변
사람의 권고가 65%,박지현(2006)경우 친구나 주변 사람의 권유가 53%로 조사되는
등 아직 까지는 대부분 가족이나 친지,친구 등의 권유로 보완대체요법을 접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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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런 권유가 과학적 근거에 따른 효과,서양의학과의 상호작용 등에 대해

올바르게 설명하기 보다는 상품에 대한 소개나 검증되지 않은 효과에 대한 과대포
장이 많고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나 조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이는 전문적 지식
이 없는 일반인이나 환자로 하여금 혼란을 줄 수 있으며 불필요한 진료나 이중치
료로 재정적 손실을 가져 올 수 있다(문혜원,2004).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보완대체요법의 종류는 외국의 경우 Ottolini등(2001)의

연구에 의하면 비타민,영양요법,절식,약초요법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itettiR등(2001)의 연구에서는 동종요법,자연요법을,Menniti-Ippolito등(2002)

은 동종요법,약초요법,수기요법,침술의 순으로 이용하였는데 특히 동종요법은 주
로 급성 질환 시,약초요법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수기요법은 통증을 감
소시키기 위해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박지현,2006).
국내의 선행연구를 보면 김소희(2005)는 한약제,보조식품,비타민,선식,침술,

체를 냄,수지침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박지현(2006)은 건강할 때 이용한 보완대체
요법은 생물학적 기반요법,심신조정요법,한의학 치료,수기 신체요법 순이었으며,
질병이 있을 때는 생물학적 기반요법,한의학 순이라고 보고하였다.소아 아토피
환자의 경우 다양한 목욕법,한약 복용 및 침술,식이요법,건강보조 식품 순으로
사용한다고 하였다(장은영 등,2005).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보호자의 긍정적 인식은 김소희(2005)60.3%,박지현(2006)

51.6%로 조사되었다.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이동 동기는 아토피 환자의 경우 ‘뭐든
다해보고 싶은 바람’이 21%(장은영 등,2005),박지현(2006)은 ‘건강증진’목적이
50.5%,김소희(2005)는 ‘질병예방목적’이 3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완대체요법에 경험과 일반적 특징과의 관계에서는 Ottolini등(2001)의 연구에

서는 부모의 보완대체요법 이용 여부,부모의 나이가 많을수록,아동의 나이가 많
을수록,빈번한 호흡기질환,천식,두통,코피가 자주 나는 아동이 주로 보완대체요
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보완대체요법이용과 부모의 교육정도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osier등(2005)의 연구에서는 1세 이상의 아동과 부모의 고학력이 보완대체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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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용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고 수입,종교,부모 나이,만성질환은 관계가 없었
다.
국내 선행 연구를 보면 김소희(2005)의 연구에서는 보호자가 고학력일수록,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사용률이 증가하였으나 종교와의 연관성은 보이지 않았다.
박지현(2006)의 경우 아동의 성별,연령,과거질환,현재질환,어머니의 연령,직

업,가족의 월수입에 따른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없었으나 아동이 첫
째인 경우,어머니는 종교가 있고,학력이 높을수록 보완대체요법이 질병치료에 도
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특성별 보완대체요법 이용 양상은 학령기 아동으
로 현재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고 어머니는 나이가 많을수록,경제 상태가 좋을수
록 보완대체요법 이용이 많았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볼 때 각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이용하는 보완대체요법

들이 다양하고 이용 변수와 영향요인이 밝혀지지 않았음을 볼 때 지속적이고 반복
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아동이 이용하고 있는 보완대체요법과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자와 아동의 변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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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 설설설계계계

본 연구는 아동과 보호자의 보완대체요법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
사연구이다.

222...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K광역시에 위치한 C대학병원 소아과 병동에 입원한 아동
보호자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여 연구 참여를 허락한 150명을 대상으로 하였
다.

333...조조조사사사 도도도구구구

본 연구에 사용한 보완대체요법 이용에 관한 조사 도구는 미국국립보건원(NIH)
산하의 국립보완대체의학연구소(NCCAM)의 5가지 분류를 기준으로 김소희(2005)
의 설문지를 문경래 교수님의 지도와 소아과 병동 간호사들의 자문을 얻어 수정,
보완하였다.보완대체요법의 범주는 미국 국립보완대체의학연구소(NCCAM)의 기
준을 적용하여 식이 및 영양,정신 및 신체기법,수기요법,전자기장,한약을 포함
한 기타로 구분하였다.연구의 질문내용은 아동과 보호자의 일반적 특성 17문항과
아동과 보호자의 보완대체요법 이용에 관한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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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자자자료료료수수수집집집 기기기간간간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07년 7월 1일부터 8월 30일 까지였으며 본 연구자
가 직접 병실을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연구 참여를 허락한 어
머니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여 대상자가 작성하게 한 후 연구자가 직접 회
수한(회수율 99%)150부의 설문지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555...자자자료료료 분분분석석석방방방법법법

수집된 자료는 SPSS12.0을 이용하여,아동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과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인식,아동과 보호자의 보완대체요법
이용실태는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고 아동의 보완대체요법 이용관련 요인은 교
차 분석하였다.

666...연연연구구구의의의 제제제한한한점점점

1.K광역시에 소재한 3차 의료기관인 C대학병원에 입원한 아동의 보호자를 대상
으로 제한되어 질환의 중증도가 편중될 수 있고 지역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2.본 연구자가 병원의 의료인이기 때문에 아동의 치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생각으로 대답을 얼버무리는 경우가 있었다.
3.각각의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치료효과나 만족,부작용등을 조사하거나 객관적

인 자료가 아닌 설문지를 통한 주관적인 판단에 의지 하였으며,응답자의 기억을
돕기 위해 제시한 설문지 내용이 보호자의 생각을 한정시키는 결과가 생겼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전체 아동에게 확대 적용 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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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 및및및 논논논의의의

111...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특특특성성성

111)))아아아동동동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및및및 질질질병병병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 관련 특성은 다음과 같다.
아동 성별은 남자가 59.3%(89명),여자가 40.7%(61명)이었으며 나이는 평균 4.8세,5
세미만 51.3%(77명)로 나이가 어릴수록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형제관계는 첫째 57.3%(86명),둘째 26.0%(39명),셋째 이상이 16.7%(25명)로 보

호자들의 자녀양육 경험이 많아질수록 병원이용률이 감소한다고 생각 되었다.
병원 입원경험은 ‘처음이다’가 49.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평소건강상태는�건강하다’가 62.0%로 나타났는데 이는 단순 질환으로 입원을 한

경우 대부분의 보호자는 아이의 전체적인 상태는 건강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소 아이를 돌보아 주는 사람은 어머니가 60.5%로 가장 많았다.아이가 과거 및
현재 치료질환으로는 폐렴(기관지염,인후염 포함)이 24.9%로 가장 많았다<표 1-1>.

<표 1-1>아동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

일일일반반반적적적인인인 특특특성성성 및및및 질질질병병병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 NNN %%%

성별 남 89 59.3
여 61 40.7

나이
5세 미만 77 51.3

5～10세 미만 53 35.3
10세 이상 20 13.3

형제 관계
첫째 86 57.3
둘째 39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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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측치는 제외,*는 다중응답

셋째 및 기타 25 16.7

병원 입원 경험

처음이다 73 49.0
1～2회/1년 42 28.2
2～3회/1년 17 11.4
3회 이상/1년 17 11.4

평소 건강 상태
건강하다 93 62.0
보통이다 37 24.7

건강하지 못하다 20 13.3
건강하지 못했을 때
걱정되는 부분

질환예방 6 30.0
질환치료 14 70.0

평소 아이를 돌보아
주는 사람*

어머니 104 60.5
아버지 2 1.2
친할머니 15 8.7
외할머니 17 9.9

부모의 형제,자매 6 3.5
유치원 선생님(시설) 27 15.7
위탁모(다른 집) 1 0.6
전 체 172 100

아이의 과거 및
재 치료 받고 있는

질환*

천식 12 4.3
아토피 피부염 26 9.3

설사 39 13.9
비만 5 1.8

허약(식욕부진) 21 7.5
영양불량 7 2.5

알레르기 비염 5 1.8
복통 12 4.3
변비 13 4.6
야뇨증 3 1.1

폐렴(기관지염,인후염 포함) 70 24.9
발달장애 4 1.4
관절질환 1 0.4
경련 11 3.9
기타 52 18.5

전 체 28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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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어어어머머머니니니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어머니의 연령은 30～35세 46.0%,교육정도는 대학교졸 49.3%,종교는 있는 사람
이 56%,직업은 전업주부 53.3%,가정 수입은 300만원 이상 39.3% 대도시가
67.3%,아파트 66.0%,추가 가족은 ‘없음’이 60.0%로 가장 많았다.따라서 대상자는
단독세대를 형성하고 있는 30대 이상의 고학력인 주부가 다수였다<표 1-2>.

<표 1-2>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NNN %%%

연령
30세 이하 26 17.3
30～35세 69 46.0
35세 이상 55 36.7

교육정도

대학원졸 11 7.3
대학교졸 74 49.3
고졸 43 28.7
기타 22 14.7

종교

기독교 30 20.0
불교 16 10.7
가톨릭 28 18.7
무교 66 44.0
기타 10 6.7

직업

전문직 28 18.7
사무직(공무원 포함) 22 14.7

상업 7 4.7
관리직 6 4.0
영업직 1 0.7

노동,생산직 3 2.0
농/어업 3 2.0
전업주부 80 53.3

가정 수입
200만원 이하 41 27.3
200～300만원 50 33.3
300만원 이상 59 39.3



- 15 -

주거 지역
대도시 101 67.3
중소도시 30 20.0

군,읍,농어촌 19 12.7

주거 형태

아파트 99 66.0
한옥집 21 14.0
양옥집 20 13.3
기타 10 6.7

추가 가족

없음 90 60.0
시부모님 27 18.0
친정 부모님 15 10.0

형제,자매 및 기타 18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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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보보보완완완대대대체체체요요요법법법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어어어머머머니니니의의의 인인인식식식

보완 대체 요법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은 다음과 같다.
보완 대체 요법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49.0%,‘잘 모르겠다’47.7%,‘부정적’은
3.4%로 나타나 보완대체 요법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
났다.
보완 대체 요법과 병원치료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병원치료에 우선 중점을 두어

야한다’가 45.9%로 가장 많았다.박지현(2006)의 연구에서는 ‘병원치료와 병행하면
좋을 것이다’가 69.6%,김소희(2005)의 연구에서는 63.5%로 본 연구와 차이를 보였
다.이는 현재 병원에 입원한 환자 보호자는 보완 대체 요법도 좋으나 그것보다는
병원치료에 우선을 더 두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2>.

<표 2>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특특특 성성성 NNN %%%

대체요법에
대한 생각

긍정적 73 49.0
잘 모르겠다 71 47.7
부정적 5 3.4

대체요법과
병원치료와의

관계에 대한 생각

병원치료에 우선시 68 45.9
병원치료와 병행 58 39.2

병원치료와 병행 시 해로움 2 1.4
대체의학 치료 시 해로울 것 없음 20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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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보보보완완완대대대체체체요요요법법법 이이이용용용실실실태태태

111)))아아아동동동의의의 보보보완완완대대대체체체요요요법법법 이이이용용용실실실태태태

아동의 보완 대체 요법 이용실태는 다음과 같다.
보완 대체 요법 이용경험이 있는 아동은 55.8%로 나타났다.박지현(2006)의

86.6%보다 낮으나,김소희(2005)의 35%보다는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기회가
된다면 받아보고 싶다’가 10.9%로 대체의학에 대하여 관심은 있으나 나이 어린 아
동을 대상으로 한 보완대체요법의 정확한 정보나 기회가 마련되지 않아 이용률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따라서 과학적인 검증이나 임상실험을 거친 보완대체요법
에 관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이용률이 증가되리라 생각되었다.그러나 이선우 등
(2001)은 알레르기 환자를 대상으로 대체요법 사용 경험이 91.4%,장은영 등(2005)
은 소아 아토피피부염환자를 대상으로 이용 경험이 87.6%로 조사 보고하였다.이는
아동일지라도 특정 질환,또는 만성 질환을 가진 경우에 보완대체요법 이용이 높음
을 시사하고 있다.
대체요법 시작 시기의 아동의 질병이나 건강상태는 허약(식욕부진)이 17.3%,폐

렴 등 호흡기 질환(기관지염,인후염 포함)과 기타가 14.7%순으로 조사되었다.
박지현(2006)의 연구에서는 ‘특별한 병이 없고 건강한 상태’,‘병원 치료 도중’,‘병

이 시작된 상태’순으로 응답하였다.이와 같이 연구 대상자의 질병 경험 유무에
따라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하는 시기가 다르고,현재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질병
치료를 위해,건강한 상태에서는 최적의 건강상태 유지와 질병 예방을 위해 보완대
체요법을 이용하기 시작함을 알 수 있다.
대체요법을 접하게 된 경로는 주변사람의 권유가 58.5%,그다음 ‘신문/TV방송/

잡지/인터넷’이 28.0%로 나타났다.박지현(2006)의 연구에서는 ‘친구,주변사람의 권
유’,‘신문/TV방송/잡지/인터넷’등 순이었고,김소희(2005)의 연구에서도 ‘주변 사람
의 권고’,‘방송매체’순으로 본 연구와 비슷하였다.
그러나 이선우 등(2001)의 알레르기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보완대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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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정보를 ‘의사’‘신문’‘친지’‘한의사’순으로부터 얻었다고 보고하였다.장
은영 등(2005)의 연구에서도 ‘인터넷’,‘다른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가족’,‘가족’,‘친
구나 친척’,‘의료진’을 통해 정보를 얻음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대상자들이 보고
한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이는 과거에 가족이나 친척,친구 등 주변 사람들에게
서 제공 받던 건강에 대한 정보를 가족 구성원의 변화와 TV,인터넷 등 매체에서
건강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정보제공자가 변하고 있고 교육수준,경
제수준이 발달하면서 방송매체나 인터넷을 통한 정보 획득이 점차 증가 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 의료진을 통해 정보를 얻었다고 45.8%(이선우 등,2001),20.6%(장은영 등,
2005)가 대답하여 의료인들의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의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완대체요법을 선택하게 된 이유로는 ‘질병의 예방목적’45.1%로 김소희(2005)의
35.5%와 비슷했으나,소아 아토피 피부염을 대상으로 한 장은영 등(2005)의 연구에
서 보완대체요법 이용 동기로 ‘뭐든 다해보고 싶은 바람’21%로 만성 질병을 가진
경우에는 질병의 예방보다는 치료에 관심이 집중됨을 알 수 있다<표 3-1>.

<표3-1>아동의 보완대체요법 이용실태

특특특 성성성 NNN %%%

대체요법
치료경험 유무

있다 82 55.8
기회가 된다면 받아보고 싶음 16 10.9

없다 49 33.3

대체요법 시작 시
아이의 질병이나
건강상태*

천식 9 5.8
아토피 피부염 19 12.2

설사 13 8.3
비만 5 3.2

허약(식욕부진) 27 17.3
영양불량 7 4.5

알레르기 비염 8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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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통 6 3.8
변비 9 5.8
야뇨증 1 0.6

폐렴(기관지염,인후염 포함) 23 14.7
발달장애 3 1.9
관절질환 1 0.6
경련 2 1.3
기타 23 14.7

대체요법을
접하게 된 경로

주변사람의 권유 48 58.5
신문/TV방송/잡지/인터넷 23 28.0
다른 환자 보호자 권유 4 4.9

판매자 권유 2 2.4
기타 5 6.1

대체요법을
선택하게 된 이유

병원치료의 효과가 낮아서 12 14.6
병원치료의 보조제로 26 31.7
질환의 처음 치료제로 1 1.2
질병의 예방 목적으로 37 45.1

병과는 상관없이 심리적 안정 6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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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응답으로 한 본 연구에서 아동을 위해 사용한 경험이 있는 대체 요법으로는
종합비타민이 14.1%,매실즙 12.9%,녹용 8.6%,체질식 6.6%,홍삼 6.3%,선식
5.9%,기타(한약포함)5.1% 순으로 나타났으며,봉독요법,상담프로그램 참여,자석
요법,단전요법 등을 이용한 아동은 없었다.
구분으로 살펴보면 87.9%가 식이 및 영양식품을 이용 하여,아동의 건강을 위해

서는 운동이나 보조기구 이용보다는 건강식품이나 영양제를 통해 영양을 보충해
주는 것이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소희(2005)는 한약제,보조식품,비타민,선식,침술,체를 냄,수지침 순으로 조

사 되었다.박지현(2006)의 연구에서도 건강했을 때 이용한 보완대체요법은 생물학
적 기반 요법,심신 조정요법,한의학 치료,수기 신체요법 순이었으며,질병이 있을
때에는 생물학적 기반 요법,한의학 치료 순으로 본 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특정질환을 가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장은영(2005)의 연구에서

소아 아토피 환자들이 경험한 보완대체요법은 목욕법이 가장 높았으며 이선우
(2001)의 연구에서 알레르기 환자들은 한약,온천요법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대체요법을 사용한 이유로는 ‘사용해 본 경험자의 조언을 듣고’53.7%

‘치료에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29.3%로 조사되었다.이는 박지현(2006)의 ‘사용해
본 사람이 효과가 있다고 추천해서’67.7%와 비슷하게 조사 되었다.
김소희(2005)는 주변사람의 권고가 65%,방송매체가 21%로 본 연구결과와는 약

간의 차이가 있었다.이는 아직도 대부분 가족이나 친척 등 가까운 사람에 의해 제
공된 정보를 통해서 보완대체요법을 접하게 되며,서로간의 애정이나 신뢰를 표현
하는 방법으로 보완대체요법을 권유하고,권유받은 요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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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아동의 보완대체요법 경험 종류,선택 이유

특특특 성성성 NNN %%%

아동을 위해
사용한 경험이
있는 대체요법*

버섯류 10 3.9
도라지 17 6.6
녹즙 7 2.7
생식 6 2.3
매실즙 33 12.9

종합비타민 36 14.1
비타민C 17 6.6
미네랄 5 2.0
알로에 6 2.3
스쿠알렌 0 0.0
로얄제리 3 1.2
키토산 2 0.8
녹용 22 8.6
체질식 17 6.6
선식 15 5.9
홍삼 16 6.3
단식 1 0.4
요가 1 0.4
명상 1 0.4

심상요법 1 0.4
체조 2 0.8

영적치유 2 0.8
치유기도법 2 0.8
체면요법 0 0.0

상담프로그램 참여 0 0.0
봉독요법(벌침) 0 0.0

카이로프랙틱(척추교정) 3 1.2
수지침 3 1.2
쑥뜸 2 0.8
부항 1 0.4
마사지 6 2.3

향요법(아로마) 5 2.0
기치료 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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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대체 요법을 사용하면서 기대한 효과는�증상의 호전�43.9%로 선행연구
박지현(2006)의�건강증진�50.5%와 차이가 있었다.이는 연구 대상자가 현재 질환
을 앓고 있는 경우 질병치료나 증상완화에 우선을 두고,대상자가 건강하다고 인식
하고 있는 경우 건강증진이나 질병예방을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체 요법 치료기간으로는 1～6개월 미만 37.8%,1개월 이내 34.1%로 다른 선행
연구에서도 대부분 6개월 이내로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 되여 본
연구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보완대체 요법의 이용결과에 대해서는 보통이 45.7%,만족 27.2%,불만족 17.7%
로 나타나 박지현(2006)의�만족�49.5%,�보통�48.7%,�불만족�1.8%와 다소 차
이가 있었으나 김소희(2005)경우는�보통�54%,�만족�30%로 조사되어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만족했을 경우 그 이유로는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어서’가 68.2%로 가장 많았으

며,불만족 했을 경우 이유로는 ‘효과가 없어서’가 94.1%로 가장 많았다.
부작용 경험 유무에서는 ‘아니오’가 72.2%,‘잘 모르겠다’22.8%로 나타났다.
보완대체요법 치료기간이 6개월 미만이 71.9%,만족도에서 ‘보통’이 45.7%로 가

장 높고,‘불만족’의 94.1%가 치료에 효과가 없었다고 응답했으며,부작용 또한 ‘잘
모르겠다’가 22.8% 등으로 조사된 것으로 보면 병원 치료와 달리 보완대체요법은
단기간의 사용으로 높은 효과를 기대하고 시작하나 효과가 없으면 바로 중단하여
부작용이나 이용결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의 기회가 적었음을 알 수 있다.그러나
부작용의 경험에서 박지현(2006)의 1.1%보다 높은 5.1%가 부작용을 경험하였다고

자석요법 0 0.0
단전요법 0 0.0

한약포함(기타) 13 5.1

대체요법을
선택한 이유

치료에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24 29.3
과학적으로 증면된 자료를 보고서 10 12.2
사용해 본 경험자의 조언을 듣고 44 53.7
부작용이 적을 것 같아서 4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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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하여 보완대체요법의 과학적 입증이나 전통적 치료 보조 역할로 보완대체요법
을 사용할 때 이들 상호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정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대체요법 이용에 대해 의료진과 상의 여부에 대해서는 ‘말한다’33.8%,말했을 경

우 의료진의 반응에 대해서는 ‘무관심’39.0%로 나타났다.
박진현(2006)은 의료진과 38.0%가 상의하였으며 이때 의료진의 반응은 ‘긍정적

이였다’가 53.8%로 조사 보고하였다.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의료진과의 의
논은 낮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의료진들의 수용적인 자세와 보완대체요법 이용
에 대해 조언하려는 자세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다른 환자 보호자에게 대체요법 사용 권유의사에 대해서는 ‘정보만 제공 하겠다’

가 59.3%로 박지현(2006)의 ‘다른 사람에게 권유한다’85.3%에 비해 낮게 조사되었
다.
대체 요법 재사용 의사는 ‘잘 모르겠다’52.4%로 김소희(2005)의 67.6%와는 차이

를 보였다.이는 보호자들이 신뢰를 가지고 보완대체요법 결정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이용률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표 3-3>.

<표 3-3>아동의 보완대체요법 이용실태:기대효과,치료기간
치료결과,부작용 경험 유무,의료진과 상의 여부,권유 의사,재사용 의사

특특특 성성성 NNN %%%

기대효과

질병의 치유 24 29.3
증상의 호전 36 43.9
심리적 안정 21 25.6
기타 1 1.2

치료기간

1개월 이내 28 34.1
1～6개월 미만 31 37.8
6개월～1년 미만 12 14.6
1년 이상 11 13.4

치료결과 만족 22 27.2
보통 37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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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족 17 21.0
잘 모르겠다 5 6.2

부작용 경험 유무
아니오 57 72.2
예 4 5.1

잘 모르겠다 18 22.8

의료진과 상의 여부

말한다 27 33.8
기회가 되면 말하겠다 25 31.3
말하지 않겠다 3 3.8

물어볼 때만 말하겠다 25 31.3

권유 의사
권유한다 26 32.1

정보만 제공하겠다 48 59.3
권유하지 않겠다 7 8.6

재사용 의사

있다 20 24.4
적극 권한다면 사용하겠다 12 14.6

잘 모르겠다 43 52.4
없다 7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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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의 보완 대체 요법 이용 경험은 78.0%로 아동의 경우보다 보완대체요법
이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노인의 사망 전 6개월간 보완대체요법이용을 조사한
조항석(2002)의 83.1% 보다는 낮은 결과이나 박형숙 등(2005)의 중년여성의 보완대
체요법 이용률 63.5%,문혜원(2004)의 여성암환자의 보완대체요법 이용률 45.7%보
다 높게 조사 되어 일반 30～40대 여성에게도 보완대체요법이 보편화되어가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대체요법 시작 시 본인의 질병이나 건강상태는 건강증진 목적이 35.7%로 나타나,

박형숙 등(2005)의 ‘건강유지증진’41.4%와 비슷하게 조사되었다.
대체요법을 접하게 된 경로는 주변사람의 권유가 62.8%로 아동의 보완대체요법

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이는 의료선택을 결정하는 데는 대부분 가족이나 친지
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대체요법을 선택하게 된 이유로는 질병의 예방목적이 가장 많아 박형숙 등(2005)

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이나,여성암환자들의 선택이유인 ‘병이 낫기 위한 대안의
치료법을 차기 위해’,김순희(2004)의 입원한 암환자들의 이용 이유인 ‘치료방법을
찾아서’와는 차이를 보였다.이는 아동과 마찬가지로 건강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경
우에는 건강유지 및 질병예방에 중점을 두지만 만성 질병을 가진 경우에는 질병의
예방보다는 치료에 관심이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표 4-1>.

<표 4-1>보호자의 보완대체요법 이용실태

특특특 성성성 NNN %%%

대체요법
치료경험 유무

있다 117 78.0
기회가 된다면 받아보고 싶음 8 5.3

없다 25 16.7
대체요법 시작 시
본인의 질병이나

건강증진 74 35.7
허약(식욕부진) 14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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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태*

위염 29 14.0
암 0 0.0

심장질환 1 0.5
설사 7 3.4

알레르기 비염 10 4.8
복통 1 0.5
변비 12 5.8

아토피 피부염 4 1.9
성인병(당뇨,고혈압 등) 4 1.9
척추질환(디스크) 15 7.2
관절질환 8 3.9
부인과 질환 15 7.2
기타 13 6.3

대체요법을
접하게 된 경로

주변사람의 권유 71 62.8
신문/TV방송/잡지/인터넷 30 26.5
다른 환자 보호자 권유 5 4.4

판매자 권유 5 4.4
기타 2 1.8

대체요법을
선택하게 된 이유

병원치료의 효과가 낮아서 21 18.0
병원치료의 보조제로 38 32.5
질환의 처음 치료제로 5 4.3
질병의 예방 목적으로 45 38.5

병과는 상관없이 심리적 안정 6 5.1
기타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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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을 위해 사용한 경험이 있는 대체요법으로는 버섯류 9.2%,종합비타민 8.7%,
매실즙 8.1%,홍삼 6.9%,녹즙 6.1%,기타(한약포함)6.1% 순으로 나타났다.
구분으로 살펴보면 환아와 마찬가지로 ‘식이 및 영양’이 65.4%로 가장 높고, ‘수기
요법’, ‘정신 및 신체기법’, ‘한약포함 기타’,‘전자기장’순으로 나타났다.박형숙
등(2005)의 연구에서 ‘수치료’,‘식이요법’순이나 문혜원(2004)의 ‘식이 및 영양요법’,
‘한약’등의 순서와 차이를 보여 같은 여성일 지라도 건강 상태에 따라 보완대체요
법선택이 달라짐을 알 수 있으며 아동에 비해 적극적인 자세로 보완대체요법을 이
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 되었다.
본인을 위해 이러한 대체요법을 사용한 이유로는 ‘사용해 본 경험자의 조언을 듣

고’가 49.6%로 조사되어 김순희(2004),박형숙 등(2005)의 결과와 비슷함을 알 수
있다<표 4-2>.

<표 4-2>보호자의 보완대체요법 이용경험 종류,선택 이유
특특특 성성성 NNN %%%

보호자가 사용한
경험이 있는
대체요법*

버섯류 36 9.2
도라지 3 0.8
녹즙 24 6.1
생식 15 3.8
매실즙 32 8.1

종합비타민 34 8.7
비타민C 20 5.1
미네랄 3 0.8
알로에 10 2.5
스쿠알렌 8 2.0
로얄제리 9 2.3
키토산 8 2.0
녹용 14 3.6
홍삼 27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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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중응답

보완 대체 요법을 사용하면서 기대한 효과는 증상의 호전 44.8%,심리적 안정
29.3%로 나타나 질병의 치유와 심리적인 안정을 얻고자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함을
알 수 있다.

체질식 8 2.0
선식 6 1.5
단식 8 2.0
요가 22 5.6
명상 3 0.8

심상요법 2 0.5
체조 3 0.8

영적치유 2 0.5
치유기도법 1 0.3
체면요법 0 0.0

상담프로그램 참여 0 0.0
봉독요법(벌침) 2 0.5

카이로프랙틱(척추교정) 10 2.5
수지침 9 2.3
쑥뜸 13 3.3
부항 10 2.5
마사지 16 4.1

향요법(아로마) 6 1.5
기치료 2 0.5
자석요법 0 0.0
단전요법 3 0.8

한약포함(기타) 24 6.1

대체요법을
선택한 이유

치료에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36 30.8
과학적으로 증면된 자료를

보고서
6 5.1

사용해 본 경험자의 조언을 듣고 58 49.6
부작용이 적을 것 같아서 3 2.6

판매자의 권유로 13 11.1
기타 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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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요법 치료기간으로는 1～6개월 미만 38.5%,6개월～1년 미만 24.8%로 아동
보다는 장기적으로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완대체 요법의 이용결과에 대해서는 ‘보통’47.8%,‘만족’31.0%,‘불만족’17.7%

로 아동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만족했을 경우 그 이유로는 ‘질병치료에 효과
가 있어서’가 79.4%로 가장 많았으며,불만족 했을 경우는 ‘효과가 없어서’가75.0%
로 나타났다.부작용 경험 유무에서는 ‘부작용을 경험했다’가 7.0%였다.
대체요법 이용에 대해 의료진과 상의 여부에 대해서는 ‘말한다’가 25.7%,말했을

경우 의료진의 반응에 대해서는 ‘무관심’이 48.9%로 나타났다.
여성암환자의 경우 41.8%가 의료진과 상의했으며(문혜원,2004),일반 중년 여성

의 경우 43.7%가 의료진과 상의 했다고 응답하여(박형숙 등,2005)본 연구와 차이
를 나타냈다.
다른 환자 보호자에게 대체 요법 사용 권유 의사에 대해서는 ‘정보만 권유 하겠

다’가 60.7%,대체 요법 재사용 의사는 ‘잘 모르겠다’가 36.8%로 나타났다.
보호자의 보완대체요법 이용 실태의 연구 자료를 살펴보면 보완대체 요법 이용

결과,부작용 경험유무,의료진과 상의여부나 권유의사,재사용의사가 아동과 비슷
한 결과를 나타냄으로써 아동의 만족도나 결과 판단이 아동 스스로가 아닌 보호자
의 판단에 영향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을 위한 적절한 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보호자의 보완대

체요법에 대한 관심과 인식조사,자료수집,과학적 검증뿐만 아니라 정확한 정보제
공 등을 통해 보호자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표 4-3>.



- 30 -

<표 4-3>보호자의 보완대체요법 이용실태:기대효과,치료기간
치료결과,부작용 경험 유무,의료진과 상의 여부,권유 의사,재사용 의사

단,결측치는 제외

특특특 성성성 NNN %%%

기대효과

질병의 치유 28 24.1
증상의 호전 52 44.8
심리적 안정 34 29.3
기타 2 1.7

치료기간

1개월 이내 26 22.2
1～6개월 미만 45 38.5
6개월～1년 미만 29 24.8
1년 이상 17 14.5

치료결과

만족 35 31.0
보통 54 47.8
불만족 20 17.7

잘 모르겠다 4 3.5

부작용 경험 유무
아니오 78 67.8
예 8 7.0

잘 모르겠다 29 25.2

의료진과 상의 여부

말한다 29 25.7
기회가 되면 말하겠다 41 36.3
말하지 않겠다 5 4.4

물어볼 때만 말하겠다 38 33.6

권유 의사
권유한다 40 34.2

정보만 제공하겠다 71 60.7
권유하지 않겠다 6 5.1

재사용 의사

있다 38 32.5
적극 권한다면 사용하겠다 27 23.1

잘 모르겠다 43 36.8
없다 9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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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보보보완완완대대대체체체요요요법법법 이이이용용용 관관관련련련 요요요인인인

111)))보보보호호호자자자의의의 대대대체체체요요요법법법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생생생각각각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아아아동동동의의의 보보보완완완대대대체체체
요요요법법법 경경경험험험 유유유무무무와와와의의의 관관관계계계

보호자의 대체요법에 대한 생각에 따른 아동의 보완대체요법 경험유무와의 관계
를 알아본 결과,대체요법에 대한 보호자의 생각이 잘 모르거나 부정적일 경우에는
보호자와 아동의 보완대체요법 경험 유무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보호자의 생각이 잘 모르거나 부정적일 경우에는 보호자의 경험이 있
을 경우 아동의 경험도 있는 경우가 50.0%로 나타났으나,보호자의 경험이 없는 경
우 아동의 보완대체요법 경험은 0.0%임을 알 수 있다.이는 전적으로 보호자의 판
단과 선택에 의해 아동의 보완대체요법 경험 유무가 결정됨을 예견할 수 있다<표
5>.

<표 5>보호자와 아동의 보완대체요법 경험 유무와의 관계

***p<0.001

대체요법대체요법대체요법대체요법

에 에 에 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생각생각생각생각

보호자의 보호자의 보호자의 보호자의 

경험유무경험유무경험유무경험유무

환아의 환아의 환아의 환아의 경험유무경험유무경험유무경험유무




pppp

있다있다있다있다

기회가 기회가 기회가 기회가 

된다면 된다면 된다면 된다면 

받아봄받아봄받아봄받아봄

없다없다없다없다

긍정적

있다 46(75.4) 7(11.5)  8(13.1)

 1.267  0.867
기회가 된다면 

받아봄
 2(66.7)  0(0.0)  1(33.3)

없다  5(71.4) 1(14.3)  1(14.3)

잘 

모르겠음 

및 부정적

있다 28(50.0) 8(14.3) 20(35.7)

22.828  0.000
***기회가 된다면 

받아봄
 1(50.0)  0(0.0)  1(50.0)

없다  0(0.0)  0(0.0) 1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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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아아아동동동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인인인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보보보완완완대대대체체체요요요법법법 경경경험험험 유유유무무무와와와의의의
관관관계계계

아동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보완대체요법 경험 유무와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성별,형제관계,건강상태에 따라서는 보완대체요법 경험 유무와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으나,나이와 입원횟수에 따라서는 보완대체요법 경험 유무와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표6>.

<표 6>아동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보완대체요법 경험 유무와의 관계

***p<0.001 *p<0.05

특특특성성성 구구구분분분
아아아동동동의의의 경경경험험험유유유무무무


 ppp있있있다다다 기기기회회회가가가 된된된다다다면면면

받받받아아아봄봄봄 없없없다다다

나이
5세 미만 30(39.5) 6(7.9) 40(52.6)

28.593 0.000***5～10세미만 40(78.4) 6(11.8) 5(9.8)
10세 이상 12(60.0) 4(20.0) 4(20.0)

성별 남자 47(54.0) 10(11.5) 30(34.5) 0.276 0.871여자 35(58.3) 6(10.0) 19(31.7)
형제
관계

첫째 44(51.8) 6(7.1) 35(41.2)
8.076 0.089둘째 22(56.4) 7(17.9) 10(25.6)

셋째 및 기타 16(69.6) 3(13.0) 4(17.4)
건강
상태

건강하다 45(50.0) 11(12.2) 34(37.8)
5.573 0.233보통이다 23(62.2) 2(5.4) 12(32.4)

건강하지 못하다 14(70.0) 3(15.0) 3(15.0)

입원
횟수

처음이다 30(41.1) 9(12.3) 34(46.6)
15.199 0.019*1～2회/1년 28(66.7) 5(11.9) 9(21.4)

2～3회/1년 10(66.7) 1(6.7) 4(26.7)
3회이상/1년 14(82.4) 1(5.9)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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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보보보호호호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인인인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보보보완완완대대대체체체요요요법법법 경경경험험험 유유유무무무와와와
의의의 관관관계계계

보호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보완대체요법 경험유무와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가정수입,교육정도,종교,거주 지역에 따라서는 보완대체요법 경험 유무와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연령에 따라서는 보완대체요법 경험 유무와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표 7>.

<표 7>보호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보완대체요법 경험 유무와의 관계

**p<0.01

특성특성특성특성 구분구분구분구분

보호자의 보호자의 보호자의 보호자의 경험유무경험유무경험유무경험유무




pppp

있다있다있다있다
기회가 기회가 기회가 기회가 된다면 된다면 된다면 된다면 

받아봄받아봄받아봄받아봄
없다없다없다없다

연령

30세 이하 13(50.0) 3(11.5) 10(38.5)

19.664 0.001
**

30～35세 53(76.8) 3(4.3) 13(18.8)

35세 이상 51(92.7) 2(3.6) 2(3.6)

가정

수입

200만원이하 36(87.8) 2(4.9) 3(7.3)

3.965 0.411200～300만원 36(72.0) 3(6.0) 11(22.0)

300만원 이상 45(76.3) 3(5.1) 11(18.6)

교육

정도

대학원졸  8(72.7) 1(9.1) 2(18.2)

4.757 0.575
대학교졸 59(79.7) 3(4.1) 12(16.2)

고졸 30(69.8) 3(7.0) 10(23.3)

기타 20(90.9) 1(4.5) 1(4.5)

종교

기독교 23(76.7) 1(3.3) 6(20.0)

4.137 0.845

불교 14(87.5) 0(0.0) 2(12.5)

가톨릭 21(75.0) 3(10.7) 4(14.3)

무교 51(77.3) 3(4.5) 12(18.2)

기타  8(80.0) 1(10.0) 1(10.0)

거주

지역

대도시 80(79.2) 4(4.0) 17(16.8)

1.697 0.791중소도시 22(73.3) 3(10.0) 5(16.7)

군, 읍, 농어촌 15(78.9) 1(5.3) 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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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아아아동동동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인인인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보보보완완완대대대체체체요요요법법법 선선선택택택이이이유유유와와와의의의
관관관계계계

아동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요법 선택이유와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나이,형
제관계,건강상태에는 보완대체요법 선택이유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성별에 따라서는 보완대체요법 선택이유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성별에서는 남자의 경우 질병의 예방목적,병원치료 보조제,심리적 안정
순으로,여자의 경우 질병의 예방목적,병원치료효과 낮아,병원치료보조제 순으로
선택됨을 알 수 있다<표 8>.

<표 8>아동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보완대체요법 선택 이유와의 관계

*p<0.05

특특특성성성 구구구분분분
환환환아아아의의의 선선선택택택이이이유유유


 ppp병병병원원원치치치료료료

효효효과과과 낮낮낮아아아
병병병원원원치치치료료료
보보보조조조제제제

질질질환환환의의의
치치치료료료제제제

질질질병병병의의의
예예예방방방목목목적적적

심심심리리리적적적
안안안정정정

나이
5세 미만 6(20.0) 10(33.3) 1(3.3) 10(33.3) 3(10.0)

8.265 0.4085～10세미만 5(12.5) 14(35.0) 0(0.0) 18(45.0) 3(7.5)
10세 이상 1(8.3) 2(16.7) 0(0.0) 9(75.0) 0(0.0)

성별 남자 3(6.4) 18(38.3) 0(0.0) 21(44.7) 5(10.6) 9.639 0.047*여자 9(25.7) 8(22.9) 1(2.9) 16(45.7) 1(2.9)

형제
관계

첫째 6(13.6) 10(22.7) 1(2.3) 23(52.3) 4(9.1)
6.394 0.603둘째 4(18.2) 9(40.9) 0(0.0) 7(31.8) 2(9.1)

셋째 2(12.5) 7(43.8) 0(0.0) 7(43.8) 0(0.0)

건강
상태

건강하다 7(15.6) 11(24.4) 0(0.0) 23(51.1) 4(8.9)
8.707 0.368보통이다 3(13.0) 7(30.4) 1(4.3) 10(43.5) 2(8.7)

건강하지
못하다 2(14.3) 8(57.1) 0(0.0) 4(28.6)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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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보보보호호호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인인인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보보보완완완대대대체체체요요요법법법 선선선택택택 이이이유유유와와와의의의
관관관계계계

보호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다른 보완대체요법 선택 이유와의 관계를 알아본 결
과 연령,가정수입,교육정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9>.

<표 9>보호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보완대체요법 선택 이유와의 관계

*p<0.05

특특특성성성 구구구분분분
보보보호호호자자자의의의 선선선택택택이이이유유유


 ppp병병병원원원치치치료료료

효효효과과과낮낮낮아아아
병병병원원원치치치료료료
보보보조조조제제제

질질질환환환의의의
치치치료료료제제제

질질질병병병의의의
예예예방방방목목목적적적

심심심리리리적적적
안안안정정정 기기기타타타

연령

30세 이하 1(7.7) 3(23.1) 1(7.7) 8(61.5) 0(0.0) 0(0.0)

9.638 0.47330～35세 12(22.6) 15(28.3) 3(5.7) 20(37.7) 3(5.7) 0(0.0)

35세 이상 8(15.7) 20(39.2) 1(2.0) 17(33.3) 3(5.9) 2(3.9)

가정
수입

200만원
이하 9(25.0) 8(22.2) 2(5.6) 16(44.4) 1(2.8) 0(0.0)

8.472 0.583200～
300만원 4(11.1) 16(44.4) 1(2.8) 13(36.1) 1(2.8) 1(2.8)
300만원
이상 8(17.8) 14(31.1) 2(4.4) 16(35.6) 4(8.9) 1(2.2)

교육
정도

대학원졸 2(25.0) 1(12.5) 0(0.0) 4(50.0) 0(0.0) 1(12.5)

18.278 0.248
대학교졸 9(15.3) 22(37.3) 3(5.1) 20(33.9) 5(8.5) 0(0.0)

고졸 6(20.0) 12(40.0) 1(3.3) 10(33.3) 1(3.3) 0(0.0)

기타 4(20.0) 3(15.0) 1(5.0) 11(55.0) 0(0.0)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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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111...결결결론론론

본 연구는 소아과에 입원한 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서술적 조사 연구를 통해
아동과 보호자의 보완대체요법 이용과 종류,보호자의 인식을 파악하고,그와 관련
된 보완대체요법 이용요인을 분석하여 아동 건강관리자인 보호자들에게 보완대체
요법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인과 보호자와의 올바른 의사소통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조사도구는 관련 문헌을 참고하여 김소희(2005)의 설문지를 지도교수님의 지도와

소아과 간호사들의 자문을 얻어 수정 보완한 것으로 아동과 보호자의 일반특성 17
문항과 보완대체요법에 관한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방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였으며 본 연구자가 직접 병실을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연구 참여 동의를 허락한 보호자에게 설
문지를 배부하여 대상자가 작성한 150부의 설문지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이용
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은 수집된 자료는 SPSS12.0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1.아동의 일반적 특성은 남자 59.3%,여자 40.7%였으며 평균 연령은 4.8세로 5세
미만이 51.3%,첫째가 57.3%,처음 병원에 입원한 아동이 49.0%로 가장 많았다.평
소아동의 건강상태는 62.0%가 건강하다고 했으며,건강하지 못할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질환치료가 70.0%로 가장 많았다.60.5%의 어머니가 아동을 직접 돌보고
있으며 입원질환은 폐렴(인후염,기관지염포함)이 24.9%로 가장 많았다.어머니의
연령은 30～35세가 40.6%,대학교졸 49.3%,전업주부가 53.3%로 가장 많았으며 종
교는 있는 사람이 66%였다.가정 수입은 300만원 이상이 39.3%,아파트의 주거형
태가 66.0%,추가 가족은 없음이 60.0%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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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은 ‘긍정적’49.0%,‘잘 모르겠다’47.7%,
보완대체요법 이용은 ‘병원치료에 우선 중점을 두어야 한다’가 45.9%로 가장 많았
다.

3.보완대체요법 이용률은 아동 55.8%,보호자 78.0%이며,아동은 ‘허약(식욕부
진)’17.3%,보호자는 ‘건강증진’35.7%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완대체요
법을 접하게 된 경로는 ‘주변사람의 권유’가 아동의 58.5%와 보호자의 62.8%였고
질병의 예방목적으로 활용한 것은 아동 45.1%,보호자 38.5%였다.

4.보완대체요법을 사용해 본 ‘경험자의 조언을 듣고’가 아동 53.7%,보호자
49.6%,‘증상의 호전을 기대하며’가 아동 43.9%,보호자 44.8%,아동은 종합비타민
14.1%,보호자는 버섯류 9.2%를 가장 많이 사용했다.구분별로 보면 ‘식이 및 영양’
이 아동 87.9%,보호자 65.4%로 가장 높았다.치료기간은 ‘1～6개월 미만’이 아동
37.8%,보호자 38.5%로 나타났으며 보완대체요법 이용결과는 보통이 아동 45.7%,
보호자 47.8%,부작용은 아동 5.1%,보호자 7%로 나타났고 아동 33.8%,보호자
36.3%가 의료진과 상의했으며,상의했을 때 의료진의 반응은 ‘무관심’아동 39.0%,
보호자 48.9%로 가장 많았다.보완대체요법 권유의사는 ‘정보만 제공하겠다’가 아동
59.3%,보호자 60.7%,재사용 의사는 ‘잘 모르겠다’가 아동 52.4%,보호자 36.8%로
가장 많았다.

5.보호자의 생각에 따른 아동의 보완대체요법 경험 유무와의 관계에서는 보호자
의 생각이 긍정적일 경우에는 보호자와 아동의 경험 유무와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
지만 보호자의 생각이 잘 모르거나 부정적일 경우에는 보호자와 아동의 경험유무
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6.아동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보완대체 요법 경험 유무와의 관계에서는 나이와
입원 회수,보호자의 나이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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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아동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보완대체요법 선택이유와의 관계에서는 성별만
이 보완대체요법 경험유무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보호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보완대체요법 선택 이유와의 관계는 연령,가정

수입,교육정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아동의 보완대체요법은 전적으로 보호자의 인식과 경
험을 바탕으로 선택되어지며 아동의 보완대체요법의 경험 유무가 결정됨을 알 수
있다.보호자는 아동이 건강하거나 보통일 경우에는 질병의 예방목적으로,건강하
지 못할 때는 병원치료 보조제로 보완대체요법을 선택하고 있었다.보호자는 보완
대체요법에 부정적이진 않으나 보완대체요법보다는 병원치료에 우선을 두어야 한
다고 인식하고 있어 보호자들이 신뢰를 가지고 보완대체요법 이용을 결정할 수 있
도록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대부분 가족이나 주변에서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정보를 얻었으며,아동의 나이와 입원횟수가 많을수록,보호자의 나이가 많을
수록 보완대체요법의 이용경험은 증가하였으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보완대체요
법 이용 유무에 대한 결과가 일관성 있게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반복적인 연구를
통해 아동이 이용하고 있는 보완대체요법을 파악하여 올바른 정보와 기초자료를
만들어야 한다.또 부작용 경험이 아동 5.1%,보호자 7%로 조사되어 보완대체요법
의 과학적 입증이나 보완대체요법이 전통적 치료 보조제로 사용되었을 때 이들 상
호 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정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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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제제제언언언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일반아동 및 질병을 가진 아동을 대상으로 보완대체요법 이용경험관계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를 제언한다.
2.보완대체 이용경험이 있는 아동과 어머니를 대상으로 보완대체요법의 효과와

병원치료와 병행 시 안정성에 대한 연구를 제언한다.
3.본 연구에서는 미국국립보완대체의학 연구소의 정의를 기초로 하였으나 우리

나라 보건체계에 적합한 보완대체요법의 정의와 분류를 위한 학계의 검토가 이루
어지길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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