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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evalence and utilization patterns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CAM) among cancer patients. We conducted a nationwide interview of 333
participants with cancer through structured questionnaires and performe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modeling to predict CAM use. CAM use in the past 1 year was 77.5%. Central and southern region
residents displayed a significantly lower rate of CAM usage than the northern; moreover, CAM was more
likely to be used by patients who have had cancer for 2∼3 years and ≥6 years than those who for
≤1 year. Natural products (71.8%) and red ginseng (19.8%) were the most frequently used CAM type
and modality, respectively. The main reason for trying CAM was vague expectations (67.4%). The first
source of information about CAM was friends (43.0%), and the first counselor of CAM use was family
(36.8%). The subjective effectiveness of CAM was found to be excellent in 68.3% of the patients, and
76.7% of the patients were willing to recommend CAM to others. CAM is widely used among cancer
patients. Doctors should provide information on the effectiveness and safety of CAM for cancer patients,
as well as patient-centered care through active discussion with these patients and their families. (Cancer
Prev Res 18, 8-1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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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도 국내 사망원
인은 남녀 전체 기준으로 약 30년간 1위를 차지한 암

(71,579명, 27.8%)이었다.1) 또한, 1999년부터 2010년 말까
지 암을 진단받은 환자 중 생존하고 있는 암 유병자는
모두 96만 654명으로 우리나라는 암과 함께 살아가는 국
민이 100만명 시대가 되었다.2) 최근 의학 기술의 발달로
암의 조기 발견 및 치료로 생존율을 높이고 삶의 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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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모색되고 있지만, 암 발생 원인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을뿐더러 완치율이 낮고 치료과
정의 부작용 등으로 인해 암 환자와 가족들은 여전히 신
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심한 고통을 받고 있
3)
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암 환자와 가족은 가능한 모든 수
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질병의 회복에 도움을 받고 싶어
한다. 비록 효과에 대한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비정통적
인 방법이라 하더라도 건강과 삶에 대한 자신들의 가치
나 믿음과 부합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완대체요법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CAM)을 이용하고
4)
있다.
미국의 암 환자 중 80%가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하고
5)
있다고 보고되었고, 영국에선 최근 11년간 보고된 암
환자의 보완대체요법의 평균 이용률은 30.5%로 보고되
6)
7)
었다. 국내에서도 암 환자의 53.0%, 소화기암 환자의
8)

9)

75.0%, 부인암 환자의 72.7% 등이 보완대체요법을 이
용한 경험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
외국의 연구에서 서양의학을 정규의학으로 보고 그
외의 의학을 모두 보완대체요법에 포함시키는 바, 국내
에서도 보완대체요법에 한의학을 포함시켜 연구하는 경
향이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한의학은 정규의학의 범
주에 있으므로 보완대체요법과는 그 위상이 다른 현실
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연구 결과가 나오는 문제가 있
10,11)
다.
또한, 암 환자에 대한 보완대체요법의 이용 실태
조사가 일부 지역의 병원을 방문한 암 환자에 대해서만
3,7,12∼15)
이루어졌고,
전국을 대상으로 한 암 환자들에 대
해서는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하는 빈도나 실태에 대해
연구된 바는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암 환자를 지역
별, 성별로 비례 할당하였으며, 보완대체요법의 정의를
‘(한방)병ㆍ의원 외에 의료인이 아닌 비제도권 시술자나
자가 관리로 하는 전통적 요법이나 외국에서 유래한 요
법’으로 정하여 지난 1년간 그 이용률과 이용양상을 조
사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암 환자가 이용하고 있는 보
완대체요법을 조사하여 이용률을 산출하고자 하였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 암 질환의 유형 및 이환 기간,
암의 전이 등의 변수와 보완대체요법 이용 간의 관련성
을 조사하였다. 셋째, 보완대체요법의 이용 이유와 기대
효과, 보완대체요법을 알게 된 경로, 상담 대상과 추천
의향 등에 대해 조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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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DB의 시도
별 중증 암 질환 급여현황 자료(2009)16)를 기준으로 연구
대상을 지역별 비례 할당하였고, 국립암센터의 성별 주
요 암 발생현황(2008년)17)을 기준으로 성별을 비례 할당
하여 전국 16개 시ㆍ도를 성별ㆍ지역별로 총 333명을 할
당표집(quota sampling)하였다.
조사는 암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는 암 환자 및 보호자
를 대상으로 보완대체요법의 이용실태에 대해서 2011년
9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방문 대면면접조사(face-toface interview)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구조화된 설문지
를 이용하여 조사원이 질문을 읽고 응답자가 답하는 방
식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조사는 전문 조사기관(메가리서치, 한국)에 위탁
하여 이루어졌다. 16명의 조사원을 선발하여 조사의 목
적, 특징, 설문내용 등에 대해 2시간의 사전 교육을 실시
하였고, 측정자간 신뢰도(inter-rater reliability)를 높이기
위해 조사원을 2인 1조로 짝지어 조사원과 응답자의 역
할을 서로 바꿔가면서 교육훈련을 하였다. 조사 종료 후
에는, 설문조사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완료된 설
문지 중에서 30%를 무작위 추출하여 질문지에 기록된
응답자 전화번호로 다시 전화하여 조사에 응했는지 여
부를 확인한 뒤,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포함한 응답
문항 중 1~2개 문항에 대한 일치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설문 전에 한국한의학연구원 내 IRB의 승인
을 받았다(심의번호: I-1108/004-001-01).
2. 연구도구

설문지는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암 관련 특
성, 보완대체요법 이용실태와 소요 비용, 보완대체요법
이용한 이유와 기대 효과, 보완대체요법 중단 여부와 그
이유, 보완대체요법을 알게 된 경로 및 상담 대상, 보완
대체요법에 대한 주관적 효과 및 추천 의향을 묻는 문항
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지는 초안 개발 후 연구방법론 전
문가 1인과 의사(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한의사 각각
1인의 자문을 통해 내용타당도를 보완하였다. 대상자에
게 최근 1년 동안 (한방)병ㆍ의원 외의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한 적이 있는지를 물었다.
보완대체요법의 범주별 이용률은 NCCAM의 분류를
기준으로 하였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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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분석

응답자의 보완대체요법 이용률은 백분율로 제시하였
으며, 보완대체요법 이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환자의 연령 같은 연속형 변수의 경우
two-sample t-test를 수행하였으며, 성별, 결혼, 종교, 거주
지역, 거주지역 규모, 교육정도, 직업, 수입, 가족 내 보건
의료인 유무, 질환 이환 기간, 질환 전이와 같은 범주형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Total
n (%)

CAM user
n (%)

Non-CAM user
n (%)

333 (100.0)
54.3±9.9
174 (52.3)
303 (91.0)
155 (46.5)

258 (77.5)
54.4±9.0
131 (50.8)
237 (91.9)
117 (45.3)

75 (22.5)
53.9±12.4
43 (57.3)
66 (88.0)
38 (50.7)

175 (52.6)
83 (24.9)
75 (22.5)

150 (58.1)
52 (20.2)
56 (21.7)

25 (33.3)
31 (41.3)
19 (25.3)

155 (46.5)
164 (49.2)
14 (4.2)

126 (48.8)
127 (49.2)
5 (1.9)

29 (38.7)
37 (49.3)
9 (12.0)

64 (19.2)
167 (50.2)
102 (30.6)

44 (17.1)
132 (51.2)
82 (31.8)

20 (26.7)
35 (46.7)
30 (26.7)

117 (35.1)
49 (14.7)
167 (50.2)

94 (36.4)
36 (14.0)
128 (49.6)

23 (30.7)
13 (17.3)
39 (52)

25 (7.5)

20 (7.8)

5 (6.7)

Characteristic
Total
Age (mean±SD)
Women
Married
Religion (yes)
Area
North1)
Central2)
South3)
Region
City
Town
Village
Education
Less than middle school
High school
University or more
Occupation
White collar
Blue collar
Others
Healthcare professionals among family
members (yes)
Monthly income (won/month)
≤2 million
2.01~3 million
3.01~4 million
≥4.01 million
Cancer type
Stomach cancer
Thyroid cancer
Colorectal cancer
Liver cancer
Breast cancer
Uterine cervical cancer
Others
Cancer duration (yr)
≤1
2~3
4~5
≥6
Cancer metastasis (yes)
1)

p-value

0.735
0.317
0.304
0.416
<0.001

<0.001

0.172

0.586

0.754
0.004

66
71
107
89

(19.8)
(21.3)
(32.1)
(26.7)

42
51
90
75

(16.3)
(19.8)
(34.9)
(29.1)

24
20
17
14

(32.0)
(26.7)
(22.7)
(18.7)

86
39
30
28
43
38
69

(25.8)
(11.7)
(9.0)
(8.4)
(12.9)
(11.4)
(20.7)

69
32
23
24
30
29
51

(26.7)
(12.4)
(8.9)
(9.3)
(11.6)
(11.2)
(19.8)

17
7
7
4
13
9
18

(22.7)
(9.3)
(9.3)
(5.3)
(17.3)
(12.0)
(24.0)

65
125
82
61
58

(19.5)
(37.5)
(24.6)
(18.3)
(17.4)

40
103
65
50
43

(15.5)
(39.9)
(25.2)
(19.4)
(16.7)

25
22
17
11
15

(33.3)
(29.3)
(22.7)
(14.7)
(20.0)

0.685

0.007

2)

0.725

North: Seoul, Incheon, Gyeonggi-do, Gangwon-do, Central: Daejeon, Chungcheongbuk-do, Chungcheongnam-do, Daegu,
Gyeongsangbuk-do, Jeollabuk-do, 3)South: Busan, Gwangju, Ulsan, Gyeongsangnam-do, Jeollanam-do, Jeju-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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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의 경우 chi-square test를 수행하였다.
보완대체요법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인자를 조
사하기 위해, 단변량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
를 독립변수로, 보완대체요법 이용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회귀분
석시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의미하는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산확대지수(Variable Inflation
Factor)를 구하여 평가하였다. IBM SPSS 20.0, SAS 9.1.3 통
계 패키지 프로그램이 이용되었으며, 모든 통계적 검정
은 양측검정으로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보완대체요법 이용률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암 관련 특성을 보완대
체요법을 이용여부에 따라 나누어 기술하였다. 설문에
응한 응답자는 총 333명으로 평균 연령은 54.3세이고, 남
자가 47.7%, 여자가 52.3%였다.

Table 2. Type of CAM (n=333)
Type of CAM
Natural products
Diet therapy
Plants
Animals
Others
Functional foods
Herbal medicine based
Others
Herbal medicine1)
External applications
Mind and body medicine
Qi gong, Meditation, Yoga
Spiritual theraypy
Forest therapy
Music therapy
Manipulative and body-based therapies
Thermotherapy
Physical exercise
Massage
Physiotherapy
Other CAM practices
Acupuncture1)
Moxibustion1)
Cupping therapy1)
Others
1)

n
239
175
164
23
2
106
85
27
12
2
42
10
10
26
2
40
29
8
6
5
14
4
5
3
6

%
71.8
52.6
49.2
6.9
0.6
31.8
25.5
8.1
3.6
0.6
12.6
3.0
3.0
7.8
0.6
12.0
8.7
1.5
1.8
2.4
4.2
1.2
1.5
0.9
1.8

Herbal medicine, acupuncture, moxibustion, and cupping
therapy were treated by unlicensed practitio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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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33명의 연구 대상자 중에 지난 1년 동안 (한방)병ㆍ
의원 외의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한 사람은 258명(77.5%)
이었다. 보완대체요법 이용률에 대한 chi-square test를 실
시한 결과 거주 지역에서는 북부지역 거주자에서 유의
하게 높은 이용률을 보여주었다(p<0.001) 또한 거주 지
역 규모에서는 중소도시 거주자에서(p<0.001), 가정의
월수입에서는 300만원 초과에서 400만원 사이에서
(p<0.004), 질환 이환 기간에서는 2~3년 사이에서
(p<0.007) 유의하게 높은 이용률을 나타내었다(Table 1).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한 258명이 이용한 요법의 개수
는 총 486건으로, 이용자 1명당 평균 1.9종의 요법을 이
용하였다. 보완대체요법으로 비용을 지출한 대상자당
평균 소요비용은 연간 1,114,832원이었다.
2. 보완대체요법 범주별 이용률

연구 대상자의 보완대체요법의 범주별 이용률을 살펴
보면, 가장 많이 이용한 요법의 범주는 천연제품이 239
명(71.8%), 심신치료가 42명(12.6%), 수기 및 신체기반 요
법이 40명(12.0%), 기타요법이 14명(4.2%) 순이었다. 천
연제품 중에 식이요법이 52.6%, 건강기능식품이 31.8%,
한방 병의원 외에서 조제된 한약이 3.6%, 외용제가 0.6%
였다. 식이요법 중에는 식물성요법이 49.2%, 동물성요법
이 6.9%, 기타가 0.6%순 이었다. 건강기능식품에서는 한
약기반 건강보조식품이 25.5%, 일반건강보조식품이 8.1%
이었다. 심신치료에서는 주로 산림요법(7.8%)이, 수기 및
신체기반 치료에서는 주로 온도요법(8.7%)이 차지하였
다(Table 2).
또한, 가장 많이 이용된 보완대체요법은 홍삼(66명,
19.8%)이었고 상황버섯(44명, 13.2%), 삼림요법(26명, 7.8%),
비타민(16명, 4.8%) 신선초(13명, 3.9%), 포장된 녹즙(11
명, 3.3%), 반신욕(11명, 3.3%), 동충하초(10명, 3.0%), 안
Table 3. Frequently used modalities of CAM (n=333)
CAM modalities
Red ginseng
Phellinus linteus
Forest therapy
Vitamin
Angelica keiskei
Packaged vegetable juice
Half-bath
Cordyceps militaris
Faith healing
Eat uncooked food
Grape juice

n (%)
66
44
26
16
13
11
11
10
9
9
9

(19.8)
(13.2)
(7.8)
(4.8)
(3.9)
(3.3)
(3.3)
(3.0)
(2.7)
(2.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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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도(9명, 2.7%), 생식(9명, 2.7%), 포도즙(9명, 2.7%) 순
으로 빈도가 높았다(Table 3).
3. 보완대체요법 이용 예측인자

보완대체요법의 이용 예측인자는 사회인구학적 변수
중에서 거주지역이었으며, 질환 관련 변수 중에서는 암
이환기간이었다. 즉, 북부지역 거주자보다 중부(OR: 0.358,
95% CI: 0.179∼0.715)와 남부(OR: 0.484, 95% CI: 0.239∼
0.978)지역 거주자가 보완대체요법 이용 비율이 낮았다.
암 이환 기간이 1년 이하보다 2~3년(OR 2.630, 95% CI
1.244∼5.564)과 6년 이상(OR: 2.826, 95% CI: 1.161∼6.876)
에서 보완대체요법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Table 4).
4. 보완대체요법 이용한 이유와 기대 효과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한 응답자 258명에게 요법 이용의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67.4% (174명)의 응답자가 ‘보
완대체요법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응답하
였다. 그 다음 12.4%에서 ‘기존 치료가 도움이 되지 않았
기 때문’, 8.9%의 응답자는 ‘기존 치료의 부작용으로 인
하여 이용하였음’, 4.3% (11명)의 대상자는 ‘기존 치료보
다 비용이 적은 이유로 이용하였음’, 기타 의견으로는
‘암 치료에 상당히 도움이 되므로’, ‘건강증진’, ‘오래전

Table 4. Logistic regression results for predicting CAM use in
last 12 months
a)

Factor

Adjusted
Odds ratio (95% CIb))

p-value

Area

5. 보완대체요법 중단 여부와 그 이유

최근 1년 이내에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암 환자 258명 중에서 59명(22.9%)의 대상자는 이용을
중단한 적이 있었다. 중단 사유로는 22명(37.3%)이 ‘해당
요법이 만족할만한 효과가 없어서’, 18명(30.5%)이 ‘경제
적 부담 때문에’, 8명(13.6%)이 ‘해당요법 이용이 불편하
여’, 7명(11.8%)이 ‘의사나 한의사가 요법 이용을 제제해
서’, 2명(3.4%)이 ‘치료 목적이 달성되어서’, 마지막으로
2명(3.4%)이 ‘해당 요법에 부작용이 있어서’를 이유로 들
었다. 부작용 2건의 내용은 ‘얼굴과 눈이 부어서’, ‘구토
가 생겨서’였다.
6. 보완대체요법을 알게 된 경로 및 상담 대상

보완대체요법을 알게 된 경로는 ‘친구 및 주변사람’이
111명(43.0%), ‘가족이나 친척’이 76명(29.5%), ‘텔레비전,
라디오 등의 대중매체’가 23명(8.9%), ‘의사, 한의사 권
장’이 20명(7.8%), ‘인터넷’이 15명(5.8%), ‘건강관련 서
적’이 8명(3.1%), ‘약사’가 3명(1.2%) ‘비제도권 요법 시술
자의 권유’가 2명(0.8%) 순이었다.

0.010
North
Central
South

Reference
0.358 (0.179∼0.715)
0.484 (0.239∼0.978)

0.004
0.043
0.588

Region
City
Reference
Town
0.924 (0.517∼1.651)
Village
0.492 (0.128∼1.896)
Monthly income (won/month)
≤2 million
Reference
2.01~3 million
1.502 (0.699∼3.226)
3.01~4 million
2.581 (1.200∼5.551)
≥4.01 million
2.457 (1.104∼5.467)
Cancer duration (yr)
≤1
Reference
2~3
2.630 (1.244∼5.564)
4~5
2.079 (0.939∼4.602)
≥6
2.826 (1.161∼6.876)
a)

부터 복용해 왔기 때문’ 등으로 답하였다(Fig. 1).
또한, 보완대체요법 이용 시에 기대한 효과에 대한 질
문에 대해서, 34.1%의 응답자는 ‘면역기능 증진’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 30.6%에서 체력 증진을 위
하여, 17.8%에서 암 재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응답하였
다. 그 이외의 응답으로는 ‘심리적 안정’ (7.0%), ‘통증 완
화’ (5.4%), ‘불면증 해소’ (1.6%)가 있었다.

Adjusted means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fidence interval.

0.789
0.303
0.056
0.297
0.015
0.028
0.049
0.011
0.071
0.022
b)

CI: con-

Fig. 1. Reasons for using CAM (N=258).

박정환 외 8인：지역사회 기반 암 환자의 보완대체요법 이용 실태조사

고

Fig. 2. Counselor of CAM use (N=258).

보완대체요법을 이용 시 주 상담자의 경우, ‘가족’이
95명(36.8%), ‘의사나 한의사’가 61명(23.6%), ‘같은 질병
을 앓는 환자’가 59명(22.9%), ‘아무와도 상담하지 않음’
이 26명(10.1%), ‘약사’가 11명(4.3%), ‘비제도권 요법시술
사’가 4명(1.6%), ‘기타’가 2명(0.8%) 순으로 나타났다
(Fig. 2).
의사나 한의사를 주 상담자로 택한 61명을 제외한 197
명의 응답자에게 보완대체요법 이용에 대해 의사나 한
의사에게 상담하지 않은 이유를 질문하였는데, ‘의사나
한의사에게 상담해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이 84명
(42.6%)으로 가장 많았고, ‘의사나 한의사가 요법을 이용
하고 있는지 유무를 묻지 않았음’이 53명(26.9%), ‘의사
나 한의사에게 상담할 경우 요법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 같아서’가 50명(25.4%), ‘의사나 한의사에게 상담
할 시간이 없어서’가 9명(4.6%), 기타 1명(0.5%)이 있었
다.
7.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주관적 효과 및 추천 의향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한 후에 요법의 주관적인 효과를
질문한 결과, ‘효과 있었음’이라는 응답이 68.3%, ‘효과
없었음(또는 잘 모르겠음)’이 31.1%이 있었고 ‘악화되었
음’을 응답은 0.6%에 불과하였다.
또한, 이용한 요법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
는가의 질문에 ‘있음’이 198명(76.7%), ‘없음’이 24명
(9.3%), ‘잘 모르겠음’이 36명(14.0%)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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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암 환자의 보완대체요법 이용률은 53.0% (1998
7)
12)
13)
년), 56.9% (2000년), 55.5% (2002년), 78.5% (2004
14)
3)
15)
년), 75.7% (2006년), 63.7% (2007년) 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 연구들은 모두 의료기관을 통해서 대상을 표집
하였고 정규 한의학의 치료법을 보완대체요법 안에 포
함하여 이용률을 조사하였다. 반면 본 연구는 의료 기관
외부에서 표집한 암 환자 중 지난 1년간 (한방)병ㆍ의원
이외에 자가로 시술하거나 비제도권 시술자 등을 통해
시술받은 보완대체요법을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로서,
정규 한의학을 배제했음에도 이용률이 77.5%로 나타나
국내 암 환자의 보완대체요법의 이용률이 점차 높아지
는 기존의 경향과 일치하였다.
보완대체요법 이용 예측인자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특성은 거주지역과 암 이환기간이었다. 외국의 경우에
는 암 환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 정도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으며 상대적으로 여성 환자가 많이 이용한다
5)
3,13)
는 보고 가 있었고, 국내의 보고 에서는 진단받은 암
의 종류에 따라서 암 환자의 보완대체요법 이용에 차이
가 있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의 유
의한 차이를 확인하지 못했다. 암 이환기간이 1년 이내
의 환자보다는 그 이상의 이환기간을 가진 환자가 보완
대체요법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암
이환기간이 길어질수록 암 환자의 보완대체요법 이용
19)
빈도가 높다고 한 보고와 유사하였다.
요법 범주별로는 천연제품(71.8%)이 가장 많이 이용되
었으며 그 중 식이요법(52.6%), 건강기능식품(31.8%)이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요법의 세부 종류별로 보았을 때
는 홍삼(19.8%), 상황버섯, 삼림요법, 비타민, 신선초 순
으로 빈용 되었다. 암 환자의 보완 대체요법으로 버섯류
14,15,19)
를 가장 많이 이용한 타 연구와는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조사된 홍삼
은 환자들이 제품으로 구입하거나 직접 수삼을 달여 홍
삼으로 만들어 주로 단미(單味)만으로 복용하였다. 암 환
자의 경우에 단지 효과가 좋다고 하여 단미만을 장기간
20,21)
복용하는 경우는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2003년 국내에서는 2명의 폐암 환자가 느릅나무 껍질 달
인 물을 복용하고 급성간염 및 신부전이 발생된 증례보
22)
고가 있었다. 또한, 일본에서는 암 환자가 보완대체요
법으로 알려진 아가리쿠스 버섯을 복용한 후 간 손상으
23)
로 사망한 2건의 증례보고가 있었다. 비록 본 연구를
비롯하여 다른 연구에서도 암 환자들이 이용한 보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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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

체요법의 부작용 발생률이 크지 않았지만,
암 환자가
보완대체요법의 안전성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복용시
사망과 같은 중대한 유해사례(SAE: Serious Adverse Event)
등의 부작용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복용하는 한약 또는 양약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연구가 없는 보완대체요법에 대해서는 그 심각성
24,25)
이 더 커질 수 있다.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한 이유에 대한 응답은 보완대체
요법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67.4%)이 가장 많았고, ‘기
존 치료가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 (12.4%), ‘기존 치료
의 부작용이 심했기 때문’ (8.9%) 순이었다. 기대한 효과
에 대해서는 ‘면역기능 증진’ (34.1%), ‘체력증진’ (30.6%),
‘재발 방지’ (17.8%), ‘심리적 안정’ (7.0%) 등으로 응답을
하였다. 이는 암 환자들이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함에 있
26)
어서 Söllner 등 이 주장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암을 이겨
내려는 태도보다는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막연한 믿음,
특히 면역과 관련한 막연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보완대체요법을 알게 된 경로는 의사나 한의사의 권
장(7.8%)에 의한 것이 아닌, 친구 및 주변사람과 가족이
8,15)
나 친척이 가장 많아(72.5%) 기존 연구와 유사하였다.
주로 상담하는 대상의 경우에도 의사나 한의사(23.6%)보
다는 가족이나 같은 질병을 앓는 환자(59.7%)가 더 많았
다. 의사나 한의사와 상담하지 않은 이유로는 상담해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거나 요법을 이용하고 있는지를
묻지 않았음이 다수의 응답이었다(69.5%). 의사들의 관
점에서 환자와 의사의 대화를 막는 장애 요인을 의사들
의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지식의 부재와 무관심, 부정적
27,28)
반응이라는 외국의 보고가 있었다.
국내에서도 보완
대체요법에 대한 환자와의 상담을 주저한 이유로 의사
들은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지식이 부재함을 주된 원인
으로 꼽았으며, 환자들이 왜 보완대체요법에 대해 상담
하지 않거나 숨긴다고 느끼는가에 대해 의사들은 ‘환자
들은 의사가 이를 싫어할 것’이라는 응답을 첫 번째로
29)
들었다. 일부 한의과대학교에서는 2007년부터 학부생
을 대상으로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교육이 시행되기 시
30)
작했고,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한의사들의 인지도가 높
고 보완대체요법의 적용 필요성에 대해서도 상당수의
한의사들이 공감하고 있어 한의학 분야에서는 환자의
보완대체요법 이용에 비교적 깊은 관심을 가진 것으로
31)
보이지만, 아직 환자들은 보완대체요법의 상담 대상으
로 의사나 한의사보다는 가족을 선호하고 있었다. 의사
나 한의사들은 암에 대한 치료뿐만 아니라 보완 대체요
법에 대한 지식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의학적인 치료

와 보완대체요법의 상호 작용 및 보완대체요법 유해사
례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환자 중심의 의료 태도를 갖고
암 환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상담
32)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객관적인 자료인 의무기록
자료를 토대로 하여 암 환자를 선정한 것이 아닌 설문대
상자에게 암 질환 이환 여부를 질문하여 연구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따라서, 포함된 표본에 현재는 암 환자로 진
단받은 적이 없는 환자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암이 중증질환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암 환자가 아닌 대상자가 설문대상자로 포함되었을 오
분류의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보완
대체요법 이용여부를 회상하는 기간을 최근 1년 이내로
제한하였으나, 회상 비뚤림(recall bias)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다. 셋째, 할당추출법의 특성상 조사 쿼터(quota)
내에서는 비확률적으로 표본을 표집하므로 선택 비뚤림
(selection bias)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암 환자를 대상으로 전
국 지역사회기반에서 정규의학을 제외한 자가 또는 비
제도권 시술자에 의해 시행된 최신의 보완대체요법 이
용실태에 대한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향후에
는 암 환자의 정규의학의 치료와 보완대체요법 이용을
비교하며 보완대체요법을 선택하는 이용자들의 의사결
정 이유를 파악하기 위한 심층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결

론

전국 암 환자의 보완대체요법 이용 실태와 양상을 조
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암 환자의 최근 1년간 보완대체요법 이용률은 77.5%
였으며 가장 많이 이용한 보완대체요법은 홍삼, 버섯류
등과 같은 천연제품이었다.
2.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건강 증진
의 효과를 보기 위하여 이용하며 그에 대해 긍정적인 효
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3. 보완대체요법의 이용에 대해 의사ㆍ한의사보다는
주로 가족 및 친구, 주변사람에게 정보를 얻으며 상담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건대 의사와 한의사는 암 환자
에게 이용하는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유효성뿐만 아니라
부작용 등의 안전성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며, 암
환자 및 그 가족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환자 중심의 치
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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