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뜸을 이용한 임상연구의 경향에 대한 개괄RCT
손창규1*

1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간장면역학교실

Overview for pattern and results of moxibustion-derived clinical trials
Chang-Gue Son11Liver-Immunity Department of Oriental Medicine College, Daejeon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 : To make comprehensive picture of clinical trials using moxibustion and their results by today,
then help a strategy for moxibustion-derived clinical studies in the future.
Methods : Surveyed literatures containing randomized controled clinical trial (RCT) from PubMed and
Korean journals. Analysis was performed according to distribution mainly by study subject, target diseases,
study design, and its efficacy.
Results : Fifty two literatures were selected according to inclusion criteria of randomized controled clinical
study. Moxibustion-derived RCT have been rapidly increased from 2003 since the first was published in
China in 1992. The main subjects of RCT are associated with immunity, cancer, arthritis, chronic colitis and
urogenital disorders, which are connected to cold-elated pathogenesis. The average number of subjects was
94, and direct-moxibustion was mainly applied. The control groups were set up by giving conventional
therapy, herbal medicine, acupuncture or only observation. The most of RCTs showed positive results.
Conclusions : This study would be helpful for designing or conducting RCTs to develop the scientific
development of moxibustion.
Key words : Moxibustion, Oriental medicine, CAM, RCT, Clinical trial

서 론.Ⅰ

뜸치료는 인체의 일정한 혈위에 쑥 등을

연소시켜 과 을 이용하는溫熱作用 藥物作用

한방 치료법으로서 최근 들어 국내외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치료법이다1,2) 약물 및 침.
치료와 더불어 하고 를 주溫通氣血 扶正祛邪

요 목적으로 하는 뜸치료는 한의학의 가장

중요한 기술 중의 하나로서 년 기준으2007

로 약 억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가 뜸의200
시술료로 지급되었다3).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연구에

서 약 의 의료인들이 운동기 질환을 비67%
롯한 대부분의 질환에 뜸치료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뜸의 가장 커다란 장점으로 치료효,
과 및 환자들의 반응이 좋은 것이라고 하였

다4,5) 향후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고령화.
사회에서 뜸을 이용한 질병치료로서의 활용

이나 예방의학적 수단으로서의 뜸치료법은

더욱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뜸치료법은 오랜 시술의 전통과 광

범위한 적응증의 이유로 인하여 적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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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민간인들이 사

용하고 있으며 오랜 임상경험에 비하여 과,
학적인 검증이나 기전연구는 매우 부족하여

민간요법 수준의 치료기술로 취급을 받기도

한다6).
한편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

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으로 가장 대두되고

있는 의학적 이슈는 근거의학

혹은 근거중심의(evidence-based medicine)
대체의학(evidence-based complementary

이다alternative medicine) 7-9) 국내의 미약한.
뜸연구에 비하여 중국을 중심으로 매우 활

발한 뜸연구와 논문 발표가 있어왔으며 특,
히 무작위 대조군을 이용한 임상시험

이 많이(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
시도되어졌다 이러한 엄격한 원칙을 적용한.

임상연구는 향후 과학적 근거를 확립RCT
하기위한 한의학 연구에 가장 권장되는 연

구방법론이다.
이에 본 연구는 그동안의 수행된 뜸관련,

모든 임상연구들을 분석하여 향후 뜸RCT
치료법의 개발을 위한 과학적 임상연구의

수행에서 하나의 기초자료로 삼고자 한다.

연구 방법II.
뜸 연구관련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의 논문

사이트인 와 국내저널 사이트에서PubMed
뜸을 이용한 임상연구 중에서 무작위 배정

대조군에 의한 임상시험 에 근거한(RCT)
논문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에. PubMed
서 검색어Default Tag “Title"

을 사용하여 년 월 일“Moxibustion" 2009 1 31
까지 등록된 논문을 검색하였다 국내의 논.
문들은 한국의학논문데이터베이스 침구학회,
지 재활의학회지 한의학회지 내과학회지, , ,
및 타 분야에서는 검색어로 뜸 뜸치료” “ ” “ ”
구법 간접구 직접구 를 사용하여 논문을“ ” “ ” “
검색하였다 이렇게 검색된 논문들 중에서.

에 해당되는 개의 임상논문만을 최종RCT 52
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하였다.

결 과.Ⅲ

뜸을 주제로 한 논문의 수와 연도별1.
분석

년도 월 일까지 에 뜸을2009 1 31 Pub-med
주제로 한 임상연구의 논문은 개가 있으67
며 그 중에서 형태는 편이었다, RCT 51 .

에 검색되지 않는 국내의 저널을Pub-med
조사한 결과 뜸을 주제로 한 논문은 편이33
있었으며 그 중에서 임상논문으로서, RCT
형태의 것은 편이었다1 .

이렇게 선택된 편의 논문들을 분석해본52
결과 연도별로는 년에 처음으로1992 RCT
형태의 임상연구 논문이 발표되었으나 이후

년간은 매우 적은 숫자여서 까지 총10 2002
편의 논문만이 있었다 년도부터는 본10 . 2003

격적인 논문이 발표되어서 년도부터 매2005
년 편 이상의 형태의 임상논문이 게10 RCT
재되어 매우 활발한 뜸의 임상연구가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임상연구가 이루어진 국가별로 보면 중국

이 전체의 에 해당되는 건을 차지하75%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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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한국에서는. 건의 논문을 다음으로5 ,
이태리가 건 독일이 건 브라질과 대만에3 , 2 ,
서 각각 건씩을 차지하였다1 (Figure 1).

의 연구주제와 임상시험 결과의2. RCT
분석

개의 임상시험의 연구주제별 분류와 임52
상시험 결과를 분석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면역이나 암과 관련된 임상시험(Table 1).
이 가장 많았고 소변장애나 만성 전립선염, ,
생리불순과 같은 비뇨생식기계의 질환에 대

한 연구도 두 번째로 많았다 다음으로 류마.
티스 관절염 같은 관절질환과 만성 대장염

등의 소화기계 질환에 대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단일질환으로는 이상태위의 회.
복효과 검증를 위한 가 건으로 가장RCT 5
많았고 안면신경장애에 대한 임상시험 연구

도 건이 되었다 기타 혈액투석환자의 뜸치3 .
료에 의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연구나 한

냉형 만성 골반염의 치료효과에 대한 연구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연구가 시행되RCT
었다.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들은 개의52 RCT
중에서 개의 연구가 긍정적으로 유효하게41
나타났으며 이상태위에 대한 뜸치료의 효과,
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 하나만이 결론RCT
을 내기에 미흡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China  

39

Korea

5

Germany 2

Italy
3

Other 2

China  

39

Korea

5

Germany 2

Italy
3

Other 2

Fig. 1. Number of RCT-derived papers using moxibustion by 2008 (left) and national

distribution performed (right)

Table 1. Summary of moxibustion-RCT according to subjects and their results

Subjects N. of RCT
(positive result) Main contents

Immunity or tumor 9 ( 9 ) Preventing nosocomial infection10), Treatment of chemotherapy-induced leukopenia11), Treating
middle-late stage malignant tumor12)

Arthritis 7 ( 9 ) Effect on rheumatoid arthritis13), Treatment of knee osteoarthritis14), Effect on knee joint pain15)
GI track disorder 6 ( 6 ) Effect on postsurgical gastroparesis16), ulcerative colitis17), Crohn's disease18), chronic colitis19)

Abnormal presentation 5 ( 4 ) Effect or correction of fetal behavior of breech presentation20-24)
Urogenital disorder 5 ( 5 ) Effect on post-stroke urinary symptoms25,26), chronic prostatitis27,28)
Quality of life 5 ( 5 ) Effect on QOL in hemodialysis patients29), decreasing pain and "coldness" in women with

hysterectomy30)
Dysmenorrhea 3 ( 3 ) Dysmenorrhea of cold-damp stagnation type 31,32)

Facial nerve disorder 3 ( 3 ) Effect on myofascial pain syndrome33), refractory facial paralysis34), Bell's palsy35)
Others 9 ( 9 ) Effect on chronic pelvic inflammation of cold-damp stagnation36), antispastic effect in stroke

patients37), performance by sedentary subjects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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뜸의 종류와 대조군의 처지방법 및3.
치료 기간

뜸치료를 이용한 형태의 임상시험RCT
연구에서 뜸의 종류는 직접구가 건으로30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간접구가 건 이었. 18
으며 침봉에 뜸을 시술하는 온침구의 형태

도 건이 있었다 간접구는 소금이나 마늘4 .
을 비롯하여 다양한 한약물들을 이용하였다.

뜸을 시술하는 시험군과 비교하기 위한

대조군의 설정형태를 분석해본 결과 양약이,
나 양방 처치를 시행한 경우가 건으로 가15
장 많았다 침을 놓은 경우가 건이었고 다. 12
음으로 건은 아무런 처치도 하지 않았으10
며 한약을 복용하도록 대조군을 설정한 경,
우도 건을 차지하였다 반면 거짓형태9 .

의 뜸을 시술한 후 비교하는 경우는(sham)
건에 불과하였다2 (Figure 2).
한편 뜸치료의 시술 횟수가 기간은 임상,

시험에 따라서 일정한 패턴은 없었으며 단,
일회의 뜸시술부터 개월간의 시술 및 관찰6
까지 너무 커다란 편차를 띄고 다양하였다.

직접구 간접구 온침구 거짓뜸 침치료 양약 한약 관찰 기타

뜸의 종류 대조군의 처치 방법

30

18

4 2

12
15

9 10

4

직접구 간접구 온침구 거짓뜸 침치료 양약 한약 관찰 기타

뜸의 종류 대조군의 처치 방법

30

18

4 2

12
15

9 10

4

Fig. 2. Classification of moxibustion-RCT

according to moxibustion method or

treatments for control

임상시험의 대상자 숫자 및 그룹설4.
정

형태의 임상시험을 수행함에 있어서RCT
연구 디자인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분석해

본 결과 시험대상자는 평균 명 중간 값은, 94 (
명 으로 가장 적게는 명에서 가장 많70.5 ) 10

게는 명 까지 있었으며 명 사이의480 50-100
임상시험이 가장 많았다 실험군과 대상군의.
설정에서 대부분은 의 설계로two arms 43
편이었고 나머지 편은 의 그룹9 three arms
을 설계한 형태였다 (Figure 3).

~50        ~100       ~200      ~500           Two       Three

시험 대상자 숫자 그룹 숫자

13

24

9
6

43

9

~50        ~100       ~200      ~500           Two       Three

시험 대상자 숫자 그룹 숫자

13

24

9
6

43

9

Fig. 3. Classification of moxibustion-RCT

according to number of subject or

grouping

고 찰.Ⅳ

뜸의 활용성에 대해서 의학입문 에< > “藥
라 하였듯이 뜸”之不及 針之不及 必須灸之

치료법은 한의학에서 약물과 침 및 부항요

법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한방 치료기술 중

의 하나이다38) 전통적으로 뜸치료법은 만성.
질환의 주요한 치료법으로 사용되어왔는데,
최근에 임상의 및 사회적 뜸치료에 대한 관

심이 증가하고 있고 뜸치료의 과학적 연구

의 필요성도 더욱 대두되고 있다.
위의 연구결과에서처럼 최근에 들어서 뜸

의 임상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침



뜸을 이용한 임상연구의 경향에 대한 개괄RCT

- 45 -

이나 약물보다 동물모델에 뜸치료법을 적용

하기가 어렵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년 이후 현재까지 형태의 연구논문1992 RCT

이 총 편이 있는데 는 뜸치료를 비52 , RCT
롯한 한의학의 과학적 연구방법론으로 가장

바람직한 시도라 여겨진다8,9) 본 연구의 분.
석에서 이루어진 뜸연구를 위한 의 대RCT
부분인 건이 중국에서 이루어진 것인데39
아마도 에 검색되지 않는 논문까지Pub-med
를 포함한다면 훨씬 많은 연구가 있을RCT
것으로 추측된다 그동안 한국에서의. RCT
연구는 총 건이5 15,25,29,31,36) 검색되었는데 향

후 좀 더 적극적인 임상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의 연구대상이 된 질환은 특히 암과RCT

면역에 대한 연구와 함께 만성 슬관절염이

나14) 대장염19) 소변장애, 25) 만성 전립선염, 27),
생리불순31) 및 만성 골반염36) 등이 주를 이

루었다 이러한 질환들은 한의학적으로. 寒冷

의 병태와 관련이 깊으며 뜸의 특징적病證

치료작용과 매우 유관하다고 하겠다 특이하.
게 태위이상에 대한 뜸치료 효과연(BL67)
구가 이탈리아 그룹에 의해서 회 이루어졌4
는데20-24) 확실한 검증을 위한 치밀한 연구

가 연속적으로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뜸을 놓는 자리나 시술 횟수는 목표 질환마

다 매우 다양하여 일정한 패턴을 발견할 수

는 없었다 뜸치료의 방법은 가 직접구. 67%
를 시행하였는데 이는 한국의 한의사, 66%
가 간접구를 사용한다는 조사연구와는 대비

되는 결과이다4).
뜸을 이용한 임상연구에 있어서 대조군의

설정에 많은 고려와 논란이 있는데 이는 침,

이나 약과 달리 거짓 뜸을 시술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도 거짓형태 의(sham)
뜸을 적용한 대조군을 설정한 경우는 건에2
불과하였으며 건의 임상시험은 아무런 처, 10
치를 하지 않고 무처치군으로서의 대조군을

두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예상될 수 있는 결과이지만 향후 한국에서

의 뜸의 임상연구에서 참고할 사항이라 하

겠다.
조사대상의 약 의 연구가 뜸치료와80%

기존의 치료법과의 효능을 비교하는 연구가

많았다 따라서 비교군은 전통적인 양약이나.
한약의 복용 혹은 침의 시술을 하면서 뜸치

료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예로 만성 괴양성. ,
대장염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뜸치료RCT
가 양약을 이용한 서양의학적 치료보다 효

과적임을 증명하였다17) 뜸을 이용한. RCT
연구의 는 두 그룹 간의 비교였지만83%

는 세 그룹 간에 비교를 하였는데 이러17% ,
한 경우는 뜸과 침의 그룹 및 침과 뜸을 동

시에 처치하는 그룹으로 나누기도 하였다24).
시험대상자의 숫자는 평균 명이었으나 비94
교적 대규모라고 할 수 있는 명 이상도200
건이 있었다6 .
본 연구에서 분석한 건의 연구 중52 RCT

에서 건이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고 태위51 ,
이상에 대한 건만이 유효한 뜸의 효RCT 1
과를 증명하는데 실패하였다21) 이러한 통계.
는 실제적인 뜸의 효과와 더불어 에서RCT
부정적인 결과들은 논문으로 게재가 되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뜸에.
대한 결과들은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R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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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사회에서 예방의학과 삶의 질 향상에 대

한 의학의 수요가 확대되어가고 있는 상황

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예로. ,
뜸치료가 항암치료나 혈액 투석의 부작용

감소나 삶의 질을 개선시킨다던지 행동의

제약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시험에

서 행동력을 향상시킨다는 연구들은11,29,38)

한의학적 뜸치료의 기술개발을 위한 임상연

구에 좋은 모델이라 여겨진다.

결 론.Ⅴ

그동안의 국내외에서 연구된 뜸을 이용한

형태의 임상연구를 통한 편의 논문RCT 52
들의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

었다.

형태의 임상연구는 년도를 기1. RCT 2003
점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총 52
편의 논문이 있으며 한국에서 이루어진

논문은 편이었다5 .
연구의 주제는 주로 면역이나2. RCT 寒冷

과 관련이 있는 관절질환 대장염 만, ,病症

성의 비뇨생식기 질환 및 증상들이 많았

다.
직접구를 이용한 가 간접구를3. RCT 67%,
이용한 연구가 이었다33% .
대부분의 대조군은 양약이나 한약 침치4. ,
료를 하여 비교하였으며 건은 무처치, 10
대조군과 비교하였으며 가짜 뜸치료를

시행한 것은 건에 불과하였다2 .
시험 대상자의 숫자는 평균 명으5. RCT 94

로 두 그룹간의 비교가 이었고, 83% 17%

가 세 그룹간의 비교였다.

이상과 같이 국내외 형태의 뜸치료RCT
연구에 대한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하여 보

았다 본 연구는 향후 뜸치료법 개발을 위한.
과학적 임상연구의 설계와 수행에 하나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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