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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욕기 여성의 보완대체요법 이용 실태와 태도
배수현1), 이은주2), 박정숙3)

Experiences and Attitudes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among Postpartum Women
Su Hyun Bae1), Eun Joo Lee2), Jeong Sook Park3)

요 약
본 연구는 산욕기 여성을 대상으로 보완대체요법 이용 실태와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
기 위하여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수집은 D시 여성전문병원 3곳을 대상으로 출산 후 8주
이내의 산욕기 여성 143명에게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인구사회학적 특성 5문항, 출산관련 특성 9문항,
보완대체요법 이용실태 24문항,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태도 1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
의 90.2%가 보완대체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며 43.3%가 효과가 있었다. 보완대체요법의 이용
은 천연제품, 수기신체기반실무, 심신요법 순으로 나타났으며, 보완대체와 관련된 정보는 대부분이 가
족과 지인의 권유를 통해서 제공받고 있었다. 대상자의 92.2% 산욕기 관리를 위해 병원치료와 보완대
체요법이 병행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태도는 3.48±0.37(5점)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산욕기 여성들이 이용하고 있는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올바르고 안전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보완
대체요법의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산욕기 여성들이 보완대체요법을 이용시 요구되는
간호 요구를 파악하고, 이에 적절한 간호 중재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핵심어 : 산욕기, 보완대체요법, 산후관리, 이용실태, 태도

Abstract
In this study was to obtain information of use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CAM) among
early postpartum women.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in 3 Women's Hospital, D-city from 2015 August
to 2015 September and a total of 143 subjects participated. Data were analyzed through frequency, test and
ANOVA test. 90.2% of the subjects reported experienced CAM and 43.4% of the subjects reported adverse
effects of the therapies. The most commonly used CAM category was natural products(80.0%). CAM-related
information was being provided mostly through the advice of family and friends. Attitudes of CAM was
3.48±0.37 in 5 point.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s that systematic management and scientific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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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needed to provide accurate and safety information on the CAM that can be used for postpartum women.
It also suggests that to grasp of nursing needs and to develop of the nursing interventions for use of CAM
in postpartum women.
Keywords : Postpartum,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CAM), Postpartum care, Experiences, Attitude

1. 서론
출산은 정상적인 생리과정이지만 임부와 태아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신체적, 심리
적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시기이다[1]. 특히 산욕기(postpartum, puerperium)는 임신과 분만으로
야기되었던 신체 모든 기관이 임신 이전상태로 서서히 회복되는 적응과정으로, 기간은 대개 분만
직후부터 6-8주간을 말한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 산모
와 태아에게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산후 회복과 중년 이후의 건강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1][2].
보완대체요법은 일반적으로 전통의학(conventional medicine)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을 일련의 의
사와 건강관리체계에서 사용하는 것으로[3], 비교적 안전하고 태아나 신생아에게 해롭지 않다고 여
겨지기 때문에 출산 여성들에게 주로 사용되고 있다[4-6]. 그러나 출산 여성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다양한 보완대체요법들은 안전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과학적 뒷받침이 부족하며[7][8], 실제 보완대
체요법의 사용이 의료인보다는 환자의 요구, 주변사람의 권유, 대중매체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
기 때문에[9] 사용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국외연구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산욕기 여성의 28% 정도가 보완대체요
법을 사용하고 있으며[4], 특히 주산기 우울을 경험하는 여성들은 오메가 3, 엽산, 광선치료, 운동,
마사지, 침 등의 보완대체요법을 주로 사용하였다[10]. 중국 임산부들은 대개 약초를 사용하며[11].
독일에서는 침술과 동종요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12]. 국내 보완대체요법의 기존 연구들은 주로
만성 및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13-15], 출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산후 회복
을 위한 보양식품섭취[2][16], 요가[17], 명상[18], 아로마테라피, 좌욕[19], 체외자기장 치료 및 체간
안정화 운동[20], 웃음프로그램[21] 등의 실험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자궁의 퇴축, 산후통의
조절, 월경과 배란의 복구, 수유를 위한 유방의 변화 등의 신체적 회복이 필요한 산욕기 산모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보완대체요법의 이용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보완대체요법의 경계에 대하여 한의학계와 의료계 간 의견이 모호하며,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보완대체요법의 효과성이나 위해성을 명확히 제시한 국가적 가이드라인도 없
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젊은 여성들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관점이 바뀌면서 적극적 건강관리를
위한 보완대체요법의 사용이 증가한 점을 고려한다면[22] 임산부의 무분별한 보완대체요법의 사용
과 부작용의 위험을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신체적, 심리적 재통합이 이루어지는 산욕기인[1] 출산 후 8주 이내의 산욕기 여
성을 대상으로 임신 동안과 산욕기 동안의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태도를 포함한 전반적인 실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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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출산 여성의 보완대체요법 이용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며, 그들
의 요구에 부응하는 간호중재와 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산욕기 여성을 대상으로 보완대체요법에 관한 이용 실태 및 태도를 조사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2015년 8월 14일부터 9월 4일까지 D시의 3개의 여성전문병원에서 출산 후 8주 이내의 산욕기

여성을 대상으로, 1:1 면담법을 이용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표본의 수는 G
power program을 이용하여 효과크기 0.3, 유의수준 0.05, 검정력 0.8로 하였을 때 143명으로 산출

되어 본 연구에서는 탈락률을 고려하여 160명으로 선정, 총 160부를 배부하여 불성실한 17부를 제
외한 최종 143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일반적 특성 및 출산 관련 특성
일반적 특성과 출산관련 특성에 대한 문항은 국 내외 문헌고찰을 참고로 하고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5문항, 출산관련 특성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3.2 보완대체요법 이용실태
보완대체요법 이용실태는 미국 국립보완대체의학연구소[3]에서 정의하고 분류한 4개 영역을 기
준으로 Kim[13]가 제작한 도구를 토대로 본 연구자가 국 내외 문헌고찰을 참고로 산욕기 산모들
에게 적합하도록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다. 보완대체요법 관련문항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여성건강간호학 전공인 간호학과 교수 2인의 자문을 받았으며, 산욕기
산모 5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 및 내용을 수정, 보완한다.

2.3.3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태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보완대체요법 태도 측정도구는 Kim[13]이 개발한 도구로 17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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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가 높을수록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나타낸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76이었다. 본 연구에서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태도 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α
= .81이었다.

2.4 자료분석
SPSS/PC 18.0 WIN을 사용하여, 보완대체요법 이용 실태와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태도는 빈도분

석, 보완대체요법 이용실태에 따른 보완대체요법 태도 차이는 t-test와 ANOVA test로 분석하였다.

2.5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경남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2015-024-HR-08)의 승인을 득한 후, 설문조사에 앞서 각 병원의 간호부장에게 연구의 목적에

대한 설명 후 연구의 동의를 얻은 후 진행하였다. 또한 목적과 과정을 이해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대상자에 한해서 대상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며,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연구결과를 사용하지 않으
며,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언제라도 철회가 가능함을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
여하기로 동의한 대상자에게만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연구데이터는 코드화하였고, 설문지는 독립된 공간에 보관하다가 연구가
종료되면 모두 폐기처분할 예정이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및 출산 관련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평균 연령은 33.01세이며, 종교는 무교 42.7%, 최종학력은 대졸 86.0%로
가장 많았다. 현재 직업은 없는 경우가 49.0%, 있는 경우가 30.0%, 육아휴직중인 경우가 21.0%이었
으며, 가족월수입은 201~300만원 52.4%로 가장 많았다(표1).
대상자의 출산관련 특성은 자연분만이 58.0%, 제왕절개가 42.0%였으며 출산전후 산모의 몸무게
변화는 3.09±8.50kg이었으며, 출산 후 신체 통증 경험이 있다가 73.4%, 출산후 피로감 경험이 있다
가 82.5%로 나타났으며, 산과력은 초산이 60.1%로 많았다. 자녀수는 평균 1.47±.65명으로 나타났다
(표1).

3.2 보완대체요법 이용 실태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전체의 90.2%로 나타났다. 이들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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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완대체요법의 종류로는 ‘천연제품’이 80.0%로 가장 많은 것, 다음으로는 ‘수기신체기반실무’
13.4%, ‘심신요법’ 4.1% 순으로 나타났다. 보완대체요법 이용에 대한 주요 정보원으로는 ‘가족 및

지인의 권유’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40.3%로 가장 많았으며, 보완대체요법 사용후 효과로는 ‘편안
함’이 62.8%로 가장 높았고, ‘전신상태의 호전’ 15.5%, ‘전신권태 및 피로의 감소’ 11.7%, ‘수유증가’
3.9% 순으로 나타났다. 보완대체요법 이용에 따른 유해반응 경험률은 3.9%,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이용 후 만족감은 ‘보통이하’가 56.5%로 나타났으며, 보완대체요법의 문제점으로는 ‘과학적으로 증
명되지 못함’이 48.8%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값이 비싸거나 구하기 어려움’ 24.0%, ‘부작용의
발생’ 7.8%, ‘이용방법이 복잡함’ 4.7% 순으로 나타났다. 보완대체요법 사용에 대해 의료진과의 상
의를 해 본 경험은 29.5%로 나타났다. 산후관리를 위해 상용되기를 원하는 치료법으로 ‘병원치료
와 보완대체요법의 병행’이 92.2%로 나타났고, 산욕기 관리에 보완대체요법의 이용에 대해 92.5%
가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2).
[표 1] 일반적 및 출산 관련 특성
[Table 1] General・Obstetr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haracteristics

(n=143)
Categories

33.01±3.84

Age(yrs)

Religion

Education level

Job

Monthly income(10,000won)

Type of deli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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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M±SD

Christianity

29(20.3)

Catholic

15(10.5)

Buddhism

38(26.5)

No

61(42.7)

High school

12( 8.4)

College or university

123(86.0)

Graduate school

8( 5.6)

Yes

43(30.0)

No

70(49.0)

Maternity leave

30(21.0)

≦100

14( 9.8)

101-200

37(25.9)

201-300

75(52.4)

>300

17(11.9)

Vaginal birth

83(58.0)

Cesaren birth

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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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aby's birth weight(kg)

3.22±3.64

Changes in body weight after giving
birth(kg)

3.09±8.50

Days after birth

6.96±4.37
Yes

105(73.4)

No

38(26.6)

Yes

118(82.5)

No

25(17.5)

Primipara

86(60.1)

Multipara

57(39.9)

Pain after having a baby

Fatigue after having a baby

Parity

1.47±.65

Number of children
[표 2] 보완대체요법 이용 실태에 따른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태도 차이
[Table 2] The difference of experience and attitude of CAM

(n=143)
Attitude about CAM

Variable

Experience of CAM

Categories

n

%

Yes

129

90.2

No

14

9.8

Natural products

389

80.0

Mind-body therapy

20

4.1

Manipulative and body-based
therapies

65

13.4

Unclassified therapies

12

2.5

Mass-media

25

Other mothers
From family or friends

M±SD

t or
F

19.4

3.42±.4
0

.30

16

12.4

3.35±.3
1

52

40.3

3.57±.3
3

p

User of CAM(n=129)

†

Type of CAM

Source of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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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fit of CAM

The postpartum care centers

19

14.7

3.63±.4
1

Medical staff

13

10.1

3.48±.3
4

Others

4

3.1

3.18±.6
8

Comfortable

81

62.8

3.51±.3
8

Reduction of systemic malaise &
fatigue

15

11.7

3.40±.3
7

Improvement of general condition

20

15.5

3.60±.3
0

Breast-feeding increases

5

3.9

3.37±.1
0

Others

8

6.1

3.39±.6
0

Yes

5

3.9

3.51±.2
6

No

124

96.1

3.50±.3
8

Very good(a)

14

10.9

3.86±.3
9

Side effect of CAM

Satisfaction for use of
CAM

Problems of CAM

Provide information o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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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b)

42

32.6

3.59±.2
8

Below average(c)

73

56.5

3.38±.3
7

Poor scientific evidence

63

48.8

3.50±.3
7

Side effects

10

7.8

3.38±.2
3

Cost or difficult to find

31

24.0

3.53±.3
5

Indifference to utilization

6

4.7

3.66±.4
9

Others

19

14.7

3.46±.4
5

Yes

38

29.5

3.54±.3

.67

.429

.04

.966

-13.97

.000

‡

(a)>(b
)>(c)

.63

.645

.87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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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care providers
for use of CAM

Treatments to be used
for postpartum care

4
3.48±.3
7

No

91

70.5

Only conventional medicine

10

7.8

3.24±.4
6

Conventional medicine + CAM

119

92.2

3.52±.3
6

Yes

118

91.5

3.54±.3
5

No

11

8.5

3.05±.4
2

Intention to use of
CAM for postpartum
care

.020

‡

-2.35

.000

‡

4.45

CAM=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multiple choices p<.05

†

‡

3.3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태도
산욕기 여성의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태도는 매우 부정적(1점)에서 매우 긍정적(2점)의 5점척도로
측정한 결과, 평균 3.48±0.37점으로 나타났다(표3).
[표 3]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태도
[Table 3] Attitudes towards CAM

(n=143)

Variable

M±SD

Range

Attitudes about CAM

3.48±.37

1-5

3.4 보완대체요법 이용 실태에 따른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태도 차이
보완대체요법 이용 실태에 따른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태도 차이를 살펴보면, 보완대체요법의 대
한 태도는 이용 후 만족도(p=0.000), 산후관리에 병원치료와 보완대체요법이 병용 여부(p=0.020),
산욕기 관리에서 보완대체요법이 적용되기를 원한다(p=0.000)는 측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
관계로 나타났다(표 2).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산욕기 산모들의 보완대체요법 이용 실태 및 태도를 파악하여 그들의 요구에 맞는
간호중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결과를 통해, 산욕기 산모의 대다수는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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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정으로 인한 불편감 및 전신 피로 등을 해소하고자 다양한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하고 있었다.
또한 대부분이 가족과 지인에 의해 정보를 제공받고 있었으며, 정확한 정보가 없이 과학적으로 증
명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문제점으로 제시를 하고 있었다. 보완대체요법의 사용이 비의료인과 상
담을 하거나 대상자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작용이 절반 이상 발행하였다는
여러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더라도 보완대체요법의 사용에 있어 건강전문가로서의 의료인의 개방적
이고, 적극적인 교육과 상담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산욕기 산모의 경우, 향후에도 지속적인
사용 의사가 있고, 전통의학과 보완대체요법이 병행되기를 원하고 있었으며, 보완대체요법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임을 고려해 볼 때, 산욕기 여성들의 보완대체요법의 올바른 이해와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산욕기 여성들의 이용하는 보완대체
요법의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보완대체요법의 효과, 부작용에 대한 명확성 제시할 수 있는 과
학적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산욕기 여성들의 보완대체요법과 관련된 간호 요구 파악과 간호 중재
개발과 관련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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