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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인식 및 적용요인, 적용실태, 성별에 따른
만족도, 유용성에 관한 연구로 추후 보완대체의학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충남에 소재한
H대학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본 연구 결과 인식, 적용요인 및 실태로는 보완대체의학을
현대의학의 보조 수단으로 인식한 응답이 150명(50.3%), 적용요인으로 정신적·심리적 안정감이 61명(20.3%), 적용
질환으로는근골격계 질환자가 101명(33.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른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만족도
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보완대체의학의 유용성 적용 시 장점은 2.60이었으며, 개선점과 특징은
2.32, 일반적 인식은 2.80을 보여 유용성에대한지식수준이낮은 것으로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사회의기반이되는
대학생들의 질병예방과 건강유지를 위하여 보완대체의학의 올바른 인식 보급이 필요하다. 또한 보완대체의학의 인
식과적용요인, 성별에 따른 만족도를분석한결과향후보완대체의학프로그램개발을위한정보로제시할수있을
것이다.

• 주제어 : 보완요법, 대체요법, 통합의학, 보완대체의학, 건강관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how to apply CAM to college students by studying
the perceptions and application factors of CAM, the actual condition of application, satisfaction according
to sex, and usefulness.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narrative research on H university students in
Chungnam.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150(50.3%) respondents recognized CAM as an auxiliary
means of modern medicine, 61(20.3%) mental and psychological stability (33.7%), and the satisfaction rate
of CAM according to gender was higher in women than in men. The usefulness of CAM was 2.60, and
the improvement and characteristics were 2.32 and 2.80, respectively.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for university students who are the foundation of society to correctly recognize and promote
CAM to prevent disease and maintain health. In addition, the analysis of the recognition and application
factors of CAM, and the satisfaction according to gender, could provide information for program
development of CAM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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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과학기술의발달로현대의학은혁명적인발전을이루

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나 다양한 유행병, 만성질환

의확산, 정신적스트레스등은계속증가하고있다. 하지

만현대의학의발전에도불구하고많은사람들이고혈압,

근육통, 두통, 퇴행성 질환, 헤르페스, 대상포진, 독감 등

의 만성적질환과암같은질병으로여전히고통을받고

있다. 현대인들은 완치되지 않는 만성질환의 관리에 따

른의료비용부담, 화학적약물복용의부작용, 통증에따

른신체적, 정신적고통과스트레스등으로삶의질을저

하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정신과 육체의 광범위한 의료 접근법인 보

완대체의학(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CAM)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최근

몇 십 년 동안 서구 국가에서는 보완대체의학을 기존의

의료 시스템에 부분적으로 통합하고 있다[1].

세계적으로보완대체의학의사용률은일본 76%, 호주

69%, 영국의 경우 26%로 보급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세

계보건기구(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

따르면세계인구의 4분의 3이 건강을위해보완대체의학

에 의존한다고 보고하였다[2,3]. 보완대체의학은 만성적

질환의 완화와 질병예방, 건강관리의 필요를 충족하는

다양한 실천 방법과 셀프케어(self-care)의 편리성으로

인하여전세계적으로꾸준히증가하고있다[4]. 또한 보

완대체의학은일반적인건강문제에대한다양한치료법

과합리적인가격으로의료비용절감에도움을줄수있

으며, 약물복용에따른잠재적인위험발생을줄일수있

다[5].

모든계층과남녀모두에게보완대체의학의보급률을

높이고안전성을보장하기위해제약의약품과의상호교

류, 적절한 사용 및 관리, 법적 규제의 정의, 치료 지침,

보건 전문가에대한교육등이이루어진다면보완대체의

학의 부작용 우려에 대한 태도의 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6]. 그러나 보완대체의학의 안전성과 유효

성에대한이론을뒷받침하는증거가부족하거나불분명

하여 일부 치료법에 대하여 논쟁의 여지가 있으나, 질병

의 예방과치료의효능이과학적표준에따른증거가없

다는 것이 반드시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7].

지금까지의 보완대체의학의 연구들을 요약해보면, 특

정 질병, 만성질환 등에 대한 보완대체의학의 적용과 효

능[4,7,8], 의료인, 성인들을 대상으로한 보완대체의학의

사용실태및유용성을제외하고[8,9], 대학생들을대상으

로보완대체의학에대한이해도와적용요인, 적용요인의

유용성을성별로구분한구체적인연구의수행은부족하다.

따라서본연구는대학생들을대상으로보완대체의학

의 인식 및 적용요인을 파악하여 만족도와 유용성을 규

명하여대학생의건강을향상시키는방법을모색하기위

한기초자료를제공할뿐만아니라일반대중및의료전

문가모두에게보완대체의학에대한의식의변화에영향

을 주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이해및적용요인, 성별에따른적용실태에대한만

족도, 적용요인에 대한 유용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

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2) 연구대상자의 보안대체의학의 인식 및 적용요인의

특성을 파악한다.

3) 연구대상자의 성별 차이에 따른 적용실태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한다.

4) 연구대상자의 적용요인의 유용성을 파악한다.

2.3 연구대상
2.3.1 연구대상 및 기간
본연구의대상자는충남에소재한 H대학교대학생을

대상으로연구의방법과목적을충분히설명하고자발적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7

년 9월 10일부터 30일까지였다. 배포된 설문지 350부 중

320부가설문조사완료되어응답률은 91.42 %이다. 이중

12부가부적절한응답, 8부가오직한번만요구될때두

가지답변이있는응답으로데이터가누락되어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총 300부의 자료를 수집하여통계처리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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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개발한 도구

를 학생 50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연구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자체 완성하였다

[10,11]. 설문지는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자가 기입식

설문방식을 채택하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4문항,

보완대체의학의이해및적용요인 6문항, 성별에따른보

완대체의학에대한만족도 14문항, 보완대체의학의유용

성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4.1 설문지 내용 신뢰도
설문지 내용의 문헌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문항에 대한 신뢰도 검토 검사결과 신뢰

성은 Cronbach's = .690이었다.

2.5 자료 분석
수집된 데이터는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여 코딩되고

분석되었다. SPSS/WIN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1)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로 검정하였

다.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보완대체의학의 이해

및적용실태를파악하기위해백분율과빈도를산

출하였다.

3) 성별에 따른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만족도, 유용성

은 independent t-test를 실시하였다.

4) 보완대체의학의 유용성은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평균연령은

20.47세(±2.38)이었고, 성별은 여자 165명(55.0%), 남자

135명(45.0%)이었다. 거주지는 대도시 169명(56.3%), 농

어촌 131명(43.7%)이었다. 건강관리를 위해평소이용하

는방법으로는휴식 135명(29.4%)이 가장많았으며다음

으로운동 113명(24.6%), 특별한 것이 없다 99명(21.6%),

식이조절 74명(16.1%), 건강보조식품 32명(7.0%) 등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300)

Classification n(%)
Age(yr) 20.47±2.38
Gender
Female 165(55.0)
Male 135(45.0)
Place of residence
Metropolitan areas 169(56.3)
Rural areas 131(43.7)
Usual health care
Sport 113(24.6)
Dietary regulation 74(16.1)
Rest 135(29.4)
Health supplement 32(7.0)
Nothing special 99(21.6)
Etc 6(1.3)

3.2 보완대체의학의 인식 및 적용요인
보완대체의학의 인식은 현대의학의 보조치료방법이

151명(50.3%)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약물사용을

하지않는다가 54명(18.0%), 병원치료외다른치료법이

48명(16.0%), 심리적 삶의 질을 향상이 39명(13.0%), 과

학적 근거가 결여된 불완전한 치료법이 8명(2.7%)으로

순위가나타났다. 보완대체의학이질병치료법에대한역

할로는 질병치료의 보조요법이 121명(40.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신적·심리적 안정감이 61명(20.3%),

생활에서 건강보조 역할은 53명(17.7%), 질병의 치료제

는 31명(10.3%), 기타 6명(2.0%)의 순위를 보였다. 보완

대체의학의 문제점으로는 치료효과에 대한 과학적 증거

부족이 79명(26.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

로전문가부족이 53명(17.7%), 부작용을예측할수없다

가 48명(16.0%), 보완대체의학 시설부족이 35명(11.7%),

빠른효과를볼수없다가 34명(11.3%), 기타 26명(8.7%)

의순위로나타났다. 보완대체의학의적용질환으로는근

골격계 질환자가 101명(33.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다음은 정신질환자(우울증 등) 85명(28.3%), 만성적

질환이 67명(22.6%), 약물 부작용 환자 20명(4.0%), 방사

선치료후가 15명(5.0%), 기타 12명(4%)의순위였다. 보

완대체의학을 현대의학에 적용할 경우 가장 좋은 점은

정신적·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93명(31.0%)으로 가장 높

았으며, 다음으로는 치료를 긍정적 극대화는 66명

(22.0%), 통증 감소 63명(21.0%), 약물에 대한 부작용감

소 34명(11.3%), 치료 후건강유지 32명(10.7%), 기타 12

명(4%) 순위였다. 보완대체의학의 수행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것은누구인가? 에서는보완대체의학전문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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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명(64.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한의사 32명

(10.7%), 의사 26명(8.7%), 물리치료사 21명(7.0%), 간호

사 16명(5.3%), 기타 11명(3.7%)으로나타났다 <Table 2>.

<Table 2> Recognition and application factors
Classification n(%)

Understanding of CAM
Secondary method of modern medicine 151(50.3)
Do not use drugs 54(18.0)
Improving of psychological and quality of life 39(13.0)
Treatment methods other than hospital 48(16.0)
Lack of scientific evidence 8(2.7)
The Role of Disease Therapy in CAM
A cure for disease 31(10.3)
Aid to the treatment of disease 121(40.3)
Mental, psychological stability 61(20.3)
Health supplement of life 53(17.7)
Improve natural healing ability 28(9.3)
Etc 6(2.0)
The problem of CAM
Lack of scientific evidence of therapeutic effect 79(26.3)
Side effects can not be predicted 48(16.0)
Lack of experts 53(17.7)
Expensive. 25(8.3)
Lack of specialized facilities 35(11.7)
The effect is not fast 34(11.3
Etc 26(8.7)
Applicable diseases for CAM
Chronic disease 67(22.3)
A mentally ill person 85(28.3)
After radiation therapy 15(5.0)
A musculoskeletal patient 101(33.7)
Drug Side Effects 20(4.0)
Etc 12(4.0)
Benefits of CAM
Reduced adverse drug effects 34(11.3)
Pain relief 63(21.0)
Psychological mental stability 93(31.0)
Positive treatment 66(22.0)
Maintain health after treatment 32(10.7)
Etc 12(4.0)
Performing of CAM
Doctor 26(8.7)
Nurse 16(5.3)
Oriental medicine 32(10.7)
CAM Professionals 194(64.7)
Physical therapist 21(7.0)
Etc 11(3.7)
Total N=300

3.3 성별에 따른 적용실태에 대한 만족도
성별에따른보완대체의학에대한만족도를비교하기

위해 여자 165명, 남자 135명을 조사하였다. 아로마테라

피는 여자 3.31±1.161, 남자 2.70±1.22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P=.002). 요가는 여자 3.24±1.219,

남자 2.78±1.24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P=.001). 마사지는 여자 2.84±1.270, 남자 3.29±1.209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P=.002). 지압은 여자

2.67±1.274, 남자 2.27±0.958로 통계적으로유의한결과를

보였다(P=.003). 부항은여자 2.90±1.161, 남자 2.30±0.979

로 통계적으로유의한결과를보였다(P=.000). 뜸은여자

2.88±1.130.161, 남자 2.32±0.99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보였다(P=.000). 발 반사는 여자 3.05±1.258, 남자

3.56±1.30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P=.001)

<Table 3>.

<Table 3> Satisfaction with actual conditions according 
to sex

Item Gender Mean±SD t p
Aroma

therapy

A(n=165) 3.31±1.161
3.166 .002

B(n=135) 2.70±1.223

Yoga
A(n=165) 3.24±1.219

3.212 .001
B(n=135) 2.78±1.244

Food
A(n=165) 2.64±1.225

-0.747 .456
B(n=135) 2.75±1.364

Acupressure
A(n=165) 2.76±1.175

-0.094 .925
B(n=135) 2.77±1.165

Massage
A(n=165) 2.84±1.270

-3.153 .002
B(n=135) 3.29±1.209

Shiatsu
A(n=165) 2.67±1.274

3.006 .003
B(n=135) 2.27±0.958

Subcontract
A(n=165) 2.90±1.161

4.718 .000
B(n=135) 2.30±0.979

Moxibustion
A(n=165) 2.88±1.130

4.514 .000
B(n=135) 2.32±0.990

Meridian
A(n=165) 2.99±1.232

-0.847 .398
B(n=135) 3.12±1.310

Taping
A(n=165) 2.52±1.140

0.494 .621
B(n=135) 2.45±1.056

Medicinal
herbs

A(n=165) 2.35±1.004
-0.418 .676

B(n=135) 2.39±0.931

Meditation
A(n=165) 3.20±1.294

0.000 1.000
B(n=135) 3.20±1.434

Foot reflex
A(n=165) 3.05±1.258

-3.411 .001
B(n=135) 3.56±1.308

Chiropractic
A(n=165) 1.99±1.051

0.887 .376
B(n=135) 1.89±0.982

A: Female B: Male SD: standard deviation

3.4 보완대체의학의 유용성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보완대체의학의 유용성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3개의

하위 요인을 도출하였다. ‘적용 시 장점’이라 명명하고,

세부항목으로 ‘문항10-보완대체의학의 적용은 질병발생

을 줄일 수 있다.’, ‘문항11-만성적 질환에 보완대체의학

의 적용은 효과적이다.’, ‘문항12-일상생활에서 보완대체

의학의 적용은 효과적이다.’, ‘문항4-보완대체의학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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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학의부작용을줄일수있다.’로구성하였다. 본문항

의 신뢰도는 Cronbach's = .827이었다. ‘개선점과 특

징’이라 명명하고, 세부항목으로는 ‘문항7-보완대체의학

은 전문가에 대한 인증이 필요하다.’, ‘문항8-보완대체의

학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문항2-보완대체의학은 현

대의학을보조할수있는치료이다.’, ‘문항3-보완대체의

학은 인체의 자연 치유력을 촉진한다.’, ‘문항1-보완대체

의학은 현대의학의 치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치료

적 가치가 있다.’로 구성하였다. 본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 .865이었다. ‘일반적 인식’이라 명명하

고, 세부항목으로는 ‘문항5-보완대체의학의 원리와 적용

은 비과학적이다.’, ‘문항6-보완대체의학은 위약효과가

크다.’, ‘문항9-일반대중들도 보완대체의학을 많이 적용

하고 있다.’로 구성하였다. 본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 .689이었다<Table 4>.

<Table 4> Factor analysis on the usefulness of applied 
factors 

Number
Factor Cronbach

AlphaFactor 1 Factor2 Factor 3
No.10 .855

.827
No.11 .776
No.12 .712
No.4 .643
No.7 .863

.865
No.8 .815
No.2 .691
No.3 .569
No.1 .551
No.5 .881

.689No.6 .811
No.9 .514

Eigenvalue 5.566 1.488 1.082
KMO(Kaiser-Meyer-Olkin) .881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Chi-Square 1746.541
df(p) 66(.000)

3.5 보완대체의학의 유용성에 대한 요인 평균비교
보완대체의학의 유용성 정도를 살펴보면 최댓값 5점

만점에서적용시장점은 2.60이었으며, 개선점과특징은

2.32, 일반적 인식은 2.80으로 나타났다.

<Table 5> Factor average comparison for usability
Minimum
value

Maximum
value

Mean±SD

Factor 1 1.00 5.00 2.60±0.65
Factor 2 1.00 5.00 2.32±0.64
Factor 3 1.00 5.00 2.80±0.58

Factor 1:Advantages of Application, Factor 2: Improvements and
Features, Factor 3: General recognition SD: standard deviation

4. 논의
본연구는 H대학교에서전공별로구분하지않고일부

전공과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전체적인 대학생들과

비교하여 논의하는데 제한점이 있음을 밝힌다. 이러한

한계에도불구하고본연구는보완대체의학에대한대학

생들의일반적인이해및적용요인, 성별에따른 만족도,

유용성에 관한 연구를 연구함으로써 대학생들의 건강증

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데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보완대체의학의 인식으로는 보완대체의

학을현대의학의보조수단 150명(50.3%), 약물사용을하

지 않는다가 54명(18.0%)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병원 치료의보조적 수단으로 나타난선행연구[12]와 같

은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보완대체의학의 문제점으로 치료 적용 시 과학적 증

거부족이 79명(26.3%)으로가장높게나타났다. 선행연

구[8]에서도충분하지못한개인지식, 경험등으로응답

자의 25.3%가 부정적시각을보였다. 이는보완대체의학

의정의는계속진화하고있으나보완대체의학의안전성

과 유효성의 증거는 혼재되어 있으며 일부 치료법은 논

쟁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보완대체의학의 적용 질환으로 근골격계 질환자가

101명(33.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선행 연구

[4,14].에서도 본 연구와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스

트레스, 노동, 자세 불균형등에서만성적근골격계통증

치료에 보완대체의학이 효과가 있거나 증상이 완화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성별에따른보완대체요법적용실태에대한만족도에

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선행연

구[1]에서 여성의보완대체의학적용이호주 52.0%, 미국

68.5%, 영국 57.1% 독일 50.7%로 여성이 남성보다 보완

대체의학 적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

는 선행연구[15]에서 여성은 임신과출산에 대한두려움

의극복을위해서보완대체의학으로요가, 아로마테라피,

마사지, 명상등에높은만족을보여보여주었다. 이는가

족의 건강과복지에대해중요한책임을지닌여성이보

완대체의학에 대한 긍정적 사고는 앞으로 보완대체의학

의 대중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보완대체의학의 적용요인의 유용성은 적용 시 장점은

2.60이었으며, 개선점과 특징은 2.32, 일반적 인식은 2.80

을 보여 유용성에 대한 지식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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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16]와 같은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보완대체의학을 현대의학에 적용요인으로는 정신적·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93명(31.0%), 치료의 극대화는 66

명(22.0%), 통증 감소 63명(21.0%)순으로나타났으며, 이

러한 결과는 선행연구[13]과 같은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

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볼 때, 대학생들은 보완대체의

학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의 태도와 적용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건강관리를 위해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관심

이높아지고있다는것으로유추할수있다. 따라서보완

대체의학의다양한임상을통해안전하고효과적인실용

적 보완대체의학 전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즉 수세기

동안 민간, 전통 요법이었던 보완대체의학을 현대의 과

학적 임상체계로 발전시킨다면 광범위한 건강관리에 보

편적으로 적용되어질 수 있다고 본다.

5. 결론
본 연구 결과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은긍정적이나적용요인에대한충분한지식은부족하다.

사회적기반이되는대학생들의잠재적건강관리와삶의

질향상에도움을주기위해보완대체의학을더쉽게이

용할수있는정보를제공할필요가있다. 또한보완대체

의학의이해와제도적정책이지속적으로개선되도록보

건전문 교육을 확대 시행해야 한다. 따라서 보완대체의

학에대한더많은경험적연구를통해현대의학과의적

절성을 모색한다면 추후 보완대체의학이 대학생들의 일

상생활에 유익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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