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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o evaluate the evidence supporting the effectiveness of Chuna manual ther-
apy for primary insomnia.
Methods The researcher conducted search across the 3 electronic databases (Pubmed, 
CAJ and Oasis) to find all of randomized controlled clinical trials(RCTs) that used Chuna 
manual therapy as a treatment for primary insomnia.
Results Four RCTs met inclusion criteria. The meta-analysis showed positive results for 
the use of Chuna manual therapy in terms of the PSQI when compared to medication treat-
ments alone. Positive results were also obtained, in terms of the PSQI, when comparing 
Chuna manual therapy combined with acupuncture therapy to acupuncture therapy alone, 
bu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clusions The review found encouraging but limited evidence of Chuna manual ther-
apy for primary insomnia. We recommend clinical trials which compare the effectiveness of 
Chuna manual therapy with usual care to obtain stronger evidence without the demerits of 
trial design. (J Korean Med Rehabil 2016;26(3):79-84)

Key words Chuna manual therapy, primary insomnia, Review, Traditional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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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세계적으로 인구의 10~20% 정도가 수면 장애로 고통

을 받고 있으며, 그중 50% 정도는 한 달 이상의 만성적인 

경과를 보인다고 한다1). 구체적으로 수면 장애가 1개월 

이내로 지속될 경우는 급성형에 속하고, 3개월 이상 지속

되는 경우는 만성형으로 분류된다2). 불면증의 발생빈도는 

연령에 따라 증가하며, 남자보다는 여자에게서 높은 경향

이 있다3,4).

한의학 문헌인 靈樞, 大惑論에서는 “衛氣不得入于陰 

常留于陽 留于陽則陽氣滿 陽氣滿則陽蹺盛 不得入于陰則

陰氣虛 故目不眠矣”라고 하여 불면의 기본적인 병인이 양

성음허(陽盛陰虛)라고 하였으며, 靈樞, 邪客論에는 “補
其不足 邪其有餘 調其虛實 以通其道以去其邪 飮以半夏湯

一劑 陰陽已通 其臥立至”라고 불면의 치료에 대해 설명하

고 있다. 素問, 逆調論에서는 “逆氣不得臥 而息有音者 

是陽明之逆也 … 陽明不得從其道 故不得臥也 … 胃不和

則臥不安”라고 하여 비위불화(脾胃不和)를 불면의 중요 

병인으로 기술하였다5).

일차성 불면증은 “수면의 시작이나 수면 유지의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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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 또는 원기 회복이 되지 않는 수면을 호소하는 수면장

애로, 내과 질환, 우울장애 등 타 정신과적 장애나 약물 

등의 요인이 원인이 아닌 불면증”으로 정의된다. 증상으

로는 수면의 시작과 수면의 유지에 문제가 있고, 자고 일

어나서 원기 회복이 되지 않는 것이 대표적이다. 일차성 

불면증 진단을 위해서는 적어도 1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

되어야 하며, ‘일차성’이라는 말이 의미하듯 다른 내과적, 

정신과적 장애로 인한 불면증이 아니어야 한다5,6).

국내 임상 연구를 살며보면, 박7), 박 등8)은 일차성 불

면증에 대하여 한약물로 치료하여 호전을 보인 사례를 보

고하였다. 한 편, 한의학적 수기치료 방법 중 하나인 추

나요법은 인체의 비위(脾胃) 조절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

을 하는데, 이는 위의 기능을 강하게 하여 기기(氣機)를 

조창(調暢)하기 때문이며, 도수기법의 직접적인 작용을 

통하여 기혈순행 기능을 개선하고, 촉진하는 작용을 갖기 

때문이다9).

이에 본 저자는 이러한 추나요법의 특성을 이용한 일

차성 불면증의 추나 치료에 관해 기존에 발표된 임상 연구

를 체계적으로 고찰하여 그 효과를 알아보고 임상적 근거 

자료를 마련 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대상 및 방법»»»
1. 데이터베이스 선택 및 검색

2016년 5월까지 국내외에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Pubmed (www.pubmed.com), Chinese Academic Journals 

(CAJ; www.cnki.net), 오아시스(oasis.kiom.re.kr)”의 3

가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추나요법을 일차

성 불면증에 활용한 연구를 검색하였다.

검색어는 Pubmed에서 [(tuina OR chuna) AND (pri-

mary insomnia)]를 사용하였고, CAJ에서는 “推拿”와 “原
发性失眠”의 조합을, 오아시스에서는 “추나”와 “일차성 

불면증”을 이용하여 각각의 데이터베이스에 적합하게 영

어, 중국어, 한국어를 사용하였다. 

2. 선정기준

제시한 검색어만을 이용하여 검색된 논문들의 제목과 

초록 검토를 통해 분석에 사용될 논문을 선정하기로 하였

다. 검색된 논문들 중에서 임상논문이며 일차성 불면증을 

치료의 대상으로 하고, 추나요법을 중재로 사용한 무작위

배정 비교임상시험(Randomized Controlled Clinical Trials; 

RCT) 또는 비무작위배정 비교임상시험(non-Randomized 

Controlled Clinical Trials; nRCT)을 선정하였다. 

한편 중재로 사용된 추나요법의 경우, 영어(tuina 또는 

chuna)와 중국어(推拿), 한국어(추나)로 명명된 모든 추

나 치료 기법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기법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대조군 역시 위약(Placebo) 등을 포함하는 약물 

치료 등의 적극적인 개입 치료도 포함하기로 했다. 그러

나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형태의 추나요법 사이의 효과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는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3. 포함 연구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일차성 불면증에 대한 추나요법의 연구 현

황에 대한 문헌적 고찰 연구로서, 분석 대상 선정 과정을 

거친 후 최종 선정된 각 연구들의 원문을 검토한 뒤 정보

를 추출하였다. 선정된 연구들의 연구 디자인, 적용된 중

재, 대조군, 평가 지표, 주요 결과 등을 각 논문별로 분석

을 하고, 표로 정리하였다.

1) 내용 분석

연구자가 선택된 임상연구를 대상으로 하여 중재 방법

과 대조군, 평가 지표 등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였다.

2) 데이터 추출

각각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추나요법의 효과를 요약하기 

위해서, 결과 값이 이분형 변수인 경우 비교위험도

(Relative Risk; RR), 연속형 변수인 경우 표준화된 평균차

(the Standardized Mean Difference; SMD)와 95% 신뢰

구간(Confidence Interval; CI)를 Cochrane Collaboration 

software[Review Manager (RevMan) Version 5.3 for 

Windows. Copenhagen: The Nordic Cochrane Centre]

를 이용하여 계산하여 추출하였다10).

또한 카이 제곱 검정과 Higgins I2 통계량을 통해 연구

들 간의 과도한 통계적 이질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포

함된 연구들의 결과를 변량 효과 모형(Random effect 

Model)을 이용하여 종합하였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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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flow chart describing the 
trial selection process.

결과»»»
1. 자료 선별

2016년 5월까지 발표된 논문들 중에서 Pubmed, CAJ, 

오아시스 등의 3가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검색의 결

과 오아시스에서는 검색되지 않았고, Pubmed에서는 1편, 

CAJ에서는 11편의 논문이 검색되어 총 12편의 논문이 검

색되었다.

검색된 논문들의 제목과 초록, 본문 등을 검토하여 일

차성 불면증을 대상으로 추나요법 이용한 RCT, nRCT가 

아닌 연구들을 배제하여 최종적으로 4편11-14)의 논문이 분

석 대상으로 선정되었다(Fig. 1). 

2. 선정 논문의 분석

1) 연구 개요

최종 선정된 4편의 임상연구들은 연구의 디자인에 따

라 RCT 4편11-14)이었다. 추나치료 방식에 따라 추나치료

를 단독으로 시행한 것12-14)과, 추나치료와 함께 기타 다

른 치료를 병행한 방식11)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추나치

료와 침술 병행 치료를 연구한 RCT가 1편12), 추나치료와 

약물치료의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가 3편12-14)이었다. 

2) 평가 지표

총 4개의 임상연구에서 264명의 환자가 평가되었고, 

결과 측정은 모두 피츠버그 수면 질 척도(Pittsbu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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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meta-analysis of Chuna + Acupuncture versus Acupuncture.

Fig. 3. The meta-analysis of Chuna versus Estazolam.

First Author
(Year)

Study 
Design

Intervention Control
Primary 
Outcome

Main 
Result

Ji DS 
(2008)11)

Parallel 2-arm, 
RCT

A : CN＋Acupuncture 
(n=38)

B : Acupuncture (n=36) 1. PSQI 1. A: 13.87±3.26→6.77±2.84 
  B: 13.64±3.39→6.91±2.82 

Neck, Back/30∼40 min/
qd 40 days.

GV20, EX-HN2, HT7, 
LI4, LR3, SP6＋etc. 

Li L 
(2009)12)

Parallel 2-arm, 
RCT

A : CN (n=30) B : estazolam (n=30) 1. PSQI 1. A: 12.53±1.81→8.17±2.61
  B: 12.77±1.77→10.50±2.05Head, Abdomen, Back/

30 min/qd 30 days. 
2 mg hs qd

Li JN 
(2014)13)

Parallel 2-arm, 
RCT

A : CN (n=30) B : estazolam (n=30) 1. PSQI 1. A: 16.66±2.37→6.00±2.585
B: 16.52±2.12→8.32±2.244Head, Abdomen, Back/ 

20∼30 min/qd 30 days 
2 mg hs qd

Yu ML 
(2015)14)

Parallel 2-arm, 
RCT

A : CN (n=35) B : estazolam (n=35) 1. BDI
2. BAI
3. PSQI
4. ratio of 

REM
5. PSG

1. A: 18.05±3.83→10.20±2.68
B: 17.07±3.58→12.13±2.23

2. A: 50.33±7.23→41.83±5.86
B: 51.47±6.20→42.40±4.34

3. A: 12.93±2.46→8.12±1.54 
B: 12.87±2.56→9.33±2.02

4. A: 9.13±1.06→14.07±1.87
B: 9.38±1.35→7.87±1.13

5. A: 8.67±1.29→13.87±1.96
B: 8.42±1.36→6.40±0.91

Neck, Head,/90 min/
qod 30 days

2 mg hs qd

Table I. Data of Clinical Studies of Chuna for Primary Insomnia

Sleep Quality Index, PSQI)11-14)가 사용되었다(Table I). 

3) 치료 효과

(1) 추나 치료와 침술 병행 치료

1편11)의 RCT가 추나치료와 침술을 병행하여 시행하고 

침술만 시행한 대조군과 효과를 비교하여 치료율 지표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p＞0.05) 

(Fig. 2). 

(2) 추나 단독 치료

3편12-14)의 RCT가 추나치료를 단독으로 시행하여 약물

치료(estazolam)를 시행한 대조군과 그 효과를 비교하였

는데, PSQI 지표에서 추나치료가 약물치료에 비해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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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pooled outcomes of PSQI for Chuna.

가 있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p＜0.001) (Fig. 3). 

(3) 추나 치료 효과

이상의 4편11-14)의 RCT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 추나 치

료가 약물 또는 침술 단독 치료에 비교하였을 때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더 효과적이었다(Fig. 4).

4) 추나 기법

2편11,14)의 논문에서는 “揉, 按, 滚, 摩, 弹拨等法”의 

기법을 위주로 사용하였고, 2편12,13)의 논문에서는 “点揉
法, 按揉法, 抹法, 摩法, 一指禅推法, 扌袞法, 振法等”의 

기법을 위주로 사용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고찰 및 결론»»»
수면은 일상생활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기에 수면 장애

는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수면장애(질병코드 

G47)’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인원이 2010년 28만9500명에

서 지난해 45만5900명으로 최근 5년 사이 57% (16만6400

명) 가량 증가하였다고 한다15). 이와 같은 증가 추세에 따

라 불면증의 치료에 대한 중요성은 널리 인식되어 왔다. 

서양 의학에서는 행동 및 인지요법, 이완요법, 바이오피

드백, 수면제한, 자극 조절법 등을 시행하며, Benzodia-

zepine, zolpidem, zaleplon, eszopiclone 등의 약물을 투

여하기도 한다16).

국내 한의학계도 불면증 치료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

으나, 불면증을 침술17) 또는 한약7,8)으로 치료한 증례 연

구 정도가 있을 뿐이다. 일차성 불면증에 대한 침술 또는 

약물치료에 대한 근거 수준 높은 임상 연구가 필요하며 

치료법에 있어서도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의학적 수

기치료 방법 중 하나인 추나요법은 인체의 비위(脾胃) 조

절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는 위의 기능을 강

하게 하여 기혈순행 기능을 개선하고, 촉진하는 작용을 

갖기 때문이다9). 해부생리학적인 관점에서 자율신경은 심

장 박동, 혈압, 체온의 조절에 관여하여, 수면과 자율신경 

사이에 중요한 상호 작용이 존재한다. 수면 중에는 대부

분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며 이는 깨어서 조용히 휴식하

고 있을 때보다 더 높다18). 부교감신경은 뇌신경 및 천추

(S2, S3, S4)를 통해 유출되고 교감신경은 흉추 및 요추

(L1-L4)를 통해 유출되어 각 신체 부위를 지배한다. 특히 

상부 경부 교감 신경절(superior cervical ganglion)은 송

과체를 비롯한 두개내의 여러 구조물을 지배하게 된다. 

일차성 불면증의 경우 내과적, 정신과적 장애가 배제되기

에 자율신경계와의 관련성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한다19). 

척추관절의 변위는 근골격계 뿐만아니라 자율신경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 비정상적인 자율신경 활성이 수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9). 추나치료는 척추, 근육 및 신경계

에 작용하여20) 비정상적인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등의 기

전으로 불면의 치료 효과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추나요법의 특성을 이용한 일차성 불면증의 추

나 치료에 관해 기존에 발표된 임상 연구를 체계적으로 

고찰하여 그 효과를 알아보고 임상적 근거 자료를 마련 

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외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일차성 불면증에 추나 치료를 활용한 임상연구들을 조사

하여 그 연구현황을 분석하였고, 분석 결과 일차성 불면

증에 대한 약물치료와 추나치료의 비교에서 추나치료가 

약물치료보다 더 유의한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본 연구는 적절한 근거 자료로서의 가치를 가지기 

위하여 전체적으로는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론을 따랐으

나, 3개로 제한된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검색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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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일차성 불면증에 대한 

연구 자체가 많지 않은 실정이기에 검색 방법의 간소화로 

인한 제한점은 크지 않다고 사료된다. 

향후 일차성 불면증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으로서의 가

능성을 모색하여 관련된 임상 연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었다. 전체적으로 체계적 

문헌고찰의 방법론적 과정을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기에 

일차성 불면증에 대한 추나요법의 적절한 근거 자료로서

의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체계적 고찰 

결과와 메타분석 결과, 일차성 불면증에 대한 추나요법의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미루어 볼 때 추나요법은 일차성 

불면증의 치료법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 편, 중국에서만 편향되게 연구결과가 발표되었기에 

결과 해석시 중의 추나에 국한된 결과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한국 추나와 중의 추나의 기법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무작위배정 비교임

상시험의 수가 4편11-14)뿐이라는 점과 더불어 대부분의 연

구가 연구 방법론적으로 수준이 높지 않았던 것은 본 연

구의 결과의 활용에 대한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종합하여 보면 일차성 불면증의 추나치료와 같은 비약

물적 치료 방법에 대한 임상적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

는 양질의 임상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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