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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 Qigong is an energy-healing intervention used to prevent and cure ailments and to improve
health through regular practice. Although qigong neither itself nor its postulated mechanism of action are— —
within the paradigm of modern Western medical science, its effects on the human body could be possible.
Objectives :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bibliography, biological responses and therapeutic effects of
Qigong. In the process, this review will grasp trends in this field of studies and will direct further
researches into the right direction.
Method : The computerized Korean databases were searched from their respective inceptions up to January
2008. The search terms used were ‘qi’, ‘qigong’, ‘doin’, ‘training’, ‘bioenergy', 'life nurturing' and random or
Korean language terms related to qigong. Several specialized journals were also manually searched for
relevant articles.
Result : Since the 1990s, Qigong papers in the Korean Literature are increased. The articles on Korean
traditional medicine had been published more than those on physical education or nursing etc. However,
since the majority of the trials determine questionnaire, it was difficult to determine the efficacy of a
specific intervention. The methodological quality of the trials was generally low (Jadad score: mean, 1.3;
range, 1 to 4), questioning their reliability.
Conclusions : More profound studies for Qigong are needed. Further rigorous clinical trials with more
objective outcome measures that include sham procedures should be performed. Specifically, we think it
should be clinical studies and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for evaluation are needed.
Key Words : Qigong, Systematic review, Korean, Clinical trial

서 론.Ⅰ
은 장기간에 걸친 질병이나 노쇠와의氣功

투쟁 과정에서 자신의 을 단련하기 위心身

하여 점차적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과方法

가운데 하나이다理論 1) 오늘날 흔히 사용.
되는 이라는 명칭은 에 편찬된氣功 淸末 ⌜

중에< > ‘少林券術秘訣 第一章 氣功闡微 氣⌟
하니 요 니라고’功之設有二 一日養氣 二日練氣

한데서 찾아 볼 수 있다2) 의 방법을. 氣功
의학적으로 정리하여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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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함과 동시에 의 미신적인 요소를舊代

제거하려는 노력이 거듭되어 왔으므로 이런

의미에서 이라고 부르게 되었는데氣功療法
3) 이러한 이라는 명칭은 년, 1933氣功療法

의 이-董浩 肺癆病 特殊療養法 氣功療法⌜ ⌟
라고 한 에서 비롯되었는데 그 당시에書名

는 사람들의 주의를 끌지 못하였고 년, 1957
이 을(1920 1983)劉貴珍 氣功療法實踐∼ ⌜ ⌟

출판한 때로부터 및 에 대한氣功 氣功療法

해석이 내려지면서 의 ,各門 各派 吐納呼吸

등을 총괄하는 명, , ,導引 靜坐 內功 煉丹法

칭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4).
중국식 의 의미는 종교적이거나 또는氣功

정치적인 특수한 목적을 위해 무술을 단련

하는 신체단련 과정과 더불어 정신훈련 과

정에서 양자가 종합되는 차원 높은 힘을 발

휘하기 위해 철학의 근본 개념인 기로 회귀

한다는 뜻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이에 비.
해 한국에서는 초월적인 힘보다는 깨달음을

통해 참된 인간 완성을 목표로 하고 나아‘ ’
가 자기완성 뿐 아니라 깨달음을 통해 세상

을 이롭게 하는 데까지 목적을 둔다5) 최근.
에는 전통적인 수련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동양의 전통적인 수련법,
중에는 기공체조 과 등 호흡, 太極捲 國仙道

운동의 특수한 형태와 요가 등이 있으며 이,
들 전통적인 수련법 등은 운동 강도가 높지

않아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行

알려져 있다6) 이러한 기공수련법은 인체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방법이 된다는 점과 ‘ ’氣
를 다룬다는 점에서 한의학 및 우리 민족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게 되는데 일찍이,
에서는 “黃帝內經 聖人不治己病 治未病『 』

이라 하였고”不治己亂 治未亂 7) 은, 許浚 東『

에서 “醫寶鑑 道家 以淸淨修養爲本 醫門』

라”以藥餌鍼灸爲治 是道得其精 醫得其粗也

말하였다8) 한의학의 특징은 이다 따라서. .氣

의사로서의 일을 수행하기 위한 의술을 익

히고 윤리적 덕목을 익히는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수행을 같이 진행하여야 한

다9).
최근 의료계에는 국제적인 추세에 힘입어

대체 보완요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
고 또 적극적으로 임상에 활용함으로써 많

은 임상 연구에 몰입하고 있다 기 기공이. ,
예방의학적 측면으로 많이 활용되고 또한

심신의 작용에 대한 연구 결과도 많이 나오

고 있고 오늘에 이르러 기공은 일반인에게,
는 단순한 운동의 개념으로 많이 보급되고

있지만 현대 한의학에서 기공학 분야는 아,
직 임상에서의 침이나 뜸에 비해 상대적으

로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다 하지만 침구치.
료와 함께 적절한 기공요법의 활용이 임상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국내외적으로 근거중심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양생 및 기공에 대한

연구 동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출판된 의학 논. ,
문에 대한 질적 평가 작업은 많이 이루어지

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특히 무작위,
임상시험 연구에 관한 의학정보 데이터베이

스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국내,
자료의 임상적 활용 및 이를 이용한 메타분

석에 어려움이 많다10) 이에 저자는 한국 저.
널에 게재된 양생 및 기공에 대한 연구 동

향을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한의학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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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

고 나아가 임상에서도 많이 활용되어질 수

있는 것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방 법II.
연구 대상1.
연구 대상 논문의 선정은 기공수련 관련

논문의 체계적 분석 을(Systematic Review)
위해서 학회지 검색뿐만 아니라 학위논문집

도 검색하였다 중복검색이 되더라도 누락되.
는 논문이 없도록 관련 사이트를 모두 검색

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www.nanet.go.kr),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www.riss4u.net),
학술정보 한국의학논문데(kiss.kstudy.com),

이터베이스 대구한의(kmbase.medric.or.kr),
대학교 문헌정보 보건(http://omis.ik.ac.kr),
연구정보센터 검색 엔진을(www.richis.org)
대상으로 조사하고 한의학 관련(Table 1),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 년 월까지2008 3
등록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검색 기,
간은 년 월부터 월까지 하였다 위의2008 2 4 .
검색엔진에서 기 기공 도인 수련 양생“ , , , , ,
명상 생체에너지 를 검색어로 하여 문헌을, ” ,
찾아낸 다음 제목 및 초록을 일일이 확인하

고 검색된 논문의 참고문헌을 일일이 확인

하여 논문을 선별하였다.
검색결과 총 편의 논문이 검색되었다1016 .
그 중 중복되어 검색되거나 기공과는 관련

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 편견을 피하기 위하,

Title Publisher URL
Database
National Assembly Library National Assembly Library of the Republic of Korea www.nanet.go.kr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system Korea education &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www.riss4u.net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orean Studies Information Co. kiss.kstudy.com
Korean Medical Database Medical Research Information Center(Korea) kmbase.medric.or.kr
Oriental Medicine Information System Daegu Haany University(Korea) omis..ik.ac.kr
Database of RICH Research Information Center for Health www.richis.org
DBPIA Kyobo Book Center & nurimedia (Korea) www.dbpia.co.kr
Several Libraries of Oriental Medical school
Journal
The Journal of Korean Oriental Medicine Korean Oriental Medical Society koms.or.kr
The Journal of Korean Acupuncture & MoxibustionSociety Korean Acupuncture & Moxibustion Society www.acumoxa.or.kr
The Korean Journal of Meridian & Acupoint The Korean Society of Meridian & Acupoint www.acupoint.org
Journal of oriental rehabilitation medicine The Korean Academy of Oriental Rehabilitation Medicine www.ormkorea.org
The Journal of Korea CHUNA Manual Medicine Korean Society of Chuna manual Medicine for Spine &Nerves www.chuna.or.kr
Korean Journal of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The Korean Association of Oriental Medical Physiology andThe Korean Society of Oriental Medical Pathology Not available
The Journal of Korean Oriental Internal Medicine The Korean Society for Oriental Internal Medicine www.oim.or.kr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jungshin science The Korean society of jungshin science www.ksjs.or.kr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medicalGi-gong The Korean Academy of medical Gi-gong www.gigong.or.kr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MeridianDiagnosis The Korean society of Meridian Diagnosis www.ksmd.or.kr

Table 1. A List of Database and Journals (hand searched) Searched in the Course of Thi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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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학술대회 및 심포지엄에서 초록의 형태

로 발표된 자료나 기타 보고서 잡지 및 기,
사 등도 제외하였으며 단순히 기공이나 양,
생을 언급해 놓은 논문 등도 제외하였다 이.
상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관련성이 높은 총

편의 논문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366 (Table
1).

연구 방법2.
편의 선정된 자료를 문헌 및 역사적366

고찰 현대 과학적 연구 임상연구 등의 내, ,
용을 중심으로 분류하여 연도별 추이 및 학

술지별 논문 발표 빈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Fig. 1).

Excluded publication (n=237)
문헌연구 (n=195)•
실험연구 (n=42)•

Potentially relevant articles
identified and retrieved for more
detailed evaluation (n=366)

Further evaluation about
randomization (n=129)

Exclusion criteria
증례 연구 (n=4)•
단일군 연구 (n=40)•
대조군 연구 (n=57)•

RCTs included in the
systematic review
(n=28)

Fig. 1. Flowchart of trial selection process

3. 질 평가 방법
추출된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

(Randomized Controlled Clinical Trials,
논문의 질적 평가는 가장 간단하면서RCT)

도 객관성이 입증되어 메타분석의 질적 평

가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Jadad
을 이용하였다Quality Assessment Scale .

도구는 무작위배정 양측눈가림 중도Jadad , ,
탈락이나 조기종료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경

우 각각 점을 부여하고 무작위배정이나 양1 ,
측눈가림 방법이 적절하다면 각 점 추가1 ,
부적절하면 각 점 감소로 총 점까지 등1 0-5
급화한 도구이다.

결 과.Ⅲ
기공관련 연구 연도별 분류1.
저널에 게재된 기공관련 연구 논문을 발

표 연도별로 살펴보면 년부터 본격적으1990
로 증가하다가 년도부터 하향하는 것을2000
알 수 있으며 분야별로 분류해보면 한의학,
분야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편으로 정152
신과학이나 체육학 및 간호학 등 기타 다른

분야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Fig. 2).

Fig. 2. Number of studies for Qigong according to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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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관련 임상연구 디자인별 분류2.
한국 저널에 게재된 기공관련 임상연구논

문을 분류해보면 증례연구 편 단일군연구4 ,
편 대조군연구 편 편으로 대조38 , 55 , RCT 28

군연구가 다른 방법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대조군 단일군(Fig. 3). , , RCT,
증례연구 순으로 나타남에 년부터 본격1990
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갈수

록 꾸준히 연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Fig. 3).

Fig. 3. Number of studies for clinic study

according to years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 연구 동향3.

및 질 평가

대상자별 분류1)
한국 저널에 게재된 기공관련 임상연구논

문 중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 논문 편을28
연구 대상자별로 살펴보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편 운동선수 및 일반인을 대상4 ,
으로 한 연구는 편으로 환자를 대상으로24
임상연구를 진행한 것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환자 대상 임상시험 연구 결과2)
환자를 대상으로 한 편 무작위임상연구4
의 대상 질환은 월경통 임신부 항강 알코, , ,
올의존 등이 있었으며 각각 연구의 디자인

과 실험결과는 다음과 같음(Table 2)11-14).
비환자 대상 임상시험 연구 결과3)

운동선수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는 편 이었다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한 연24 .
구는 편 이었고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3 ,
로 한 연구는 편 이였으며 각각 연구의21 ,
디자인과 실험결과는 다음과 같음(Table
3)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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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author(Year)

Conditions
Sample size
(randomized/ analyzed)

QualityScore,Blinding
Experimental treatment

(Regimen)
Controltreatment(Regimen)

Concomitanttreatment Main outcomes Intergroupdifference Authors conclusion

이경혜11)

(2000)
월경통

90/56
2, n.r. 단전호흡

(80min, daily for 4weeks, n=28)
No treatment
(n=28)

None 월경전후기의 불편감에 관한1.
평가도구(MDQ, MenstrualDistress Questionnaire)

1) P=0.002 단전호흡술을 적용받은1.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월경전후기의 불편감에서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김미나12)

(2004)
임신부

90/8
2, n.r. 청정공

(60min, 2 times weeklyfor 4 weeks, n=40)
No treatment
(n=50)

None 상태불안척도1.
신체자각증상2.

1) NS
2) P<0.05

청정공을 통한 기태교가 산모1.
본인과 태아와의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함

정은영13)

(2003)
항강

22/22
1, n.r. 외기 치료

(once, n=11)
수지침 부항,
(once, n=11)

수지침 부항, 스트레스 진단기1. ABR 2000 1) NS 기공 외기치료가1.
자율신경조절에 효과가 나타남

박후남14)

(2005)
알코올의존

62/50
3, n.r. 명상

(90min, 2 times weeklyfor 6 weeks, n=25)
No treatment
(n=25)

통상 치료 자기개념 척도1.
금주자기효능 척도2.
금주율 척도3.

1) P<0.05
2) P<0.05
3) P<0.05

자기개념 금주자기효능1. , ,
금주율은 명상을 시행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았음

aQuality Score: Jadad score, n.r.: not reported; NS: no significant;

Table 2. Key data of RCT of Qigong for Patients

Firstauthor(Year)

Conditions
Sample size
(randomized /analyzed)

QualityScore,Blinding
Experimental treatment

(Regimen)
Control treatment(Regimen) Concomitanttreatment Main outcomes Intergroupdifference Authors conclusion

강상조15)

(1986)
체육대학 선수

30/30
1, n.r. 단전호흡 한방약1. +

(90min, 5 times weeklyfor 21 weeks, n=5)
단전호흡 비투약1. +

(90min, 5 timesweekly for 21weeks, n=5)
한방약2. (n=10)

3. No treatment
(n=10)

None 생화학적 검사 젖산농도1. ( ,
헤모글로빈 글루코스 함량, )
생리학적2.
검사 최대산소섭취량( ,
최대심박수 심박수의,
회복속도)
체력검사 배근력 순반력3. ( , ,
페활량 검사)

1) NS
2) NS
3) NS

단전호흡과 한방투약이1.
생화학적 생리적 체력, ,
향상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김길영16)

(1986)
체육과 대학생

40/40
1, n.r. 단전호흡

(60min, daily for 8weeks, n=20)
No treatment
(n=20)

None 배근력 측정1.
체전굴 측정2.
수직뛰기 측정3.

1) P<0.05
2) P<0.05
3) P<0.05

배근력과 수직뛰기는1.
단전호흡군이
증가하였으나 체전굴은
별차이가 없었음

최현17)

(1992)
중학교 남학생

98/83
2, n.r. 참선프로그램1.

(30min, 3 times weeklyfor 6 weeks, n=23)
국선도 프로그램2.

(40min, 3 times weeklyfor 6 weeks, n=21)

No treatment
(n=43)

None 자아개념 일반 불안 공경성1. , ,
검사

1) NS 참선과 국선도 수련법은1.
중학생의 자아개념 향상,
공격성 감소 불안감,
감소에 효과가 없었다.

이상철18)

(1993)
역도선수

12/12
1, n.r. 명상요법

(30min, daily for 8weeks, n=6)
No treatment
(n=6)

신체훈련 역도 인상기록1.
팔 다리 근력2. ,
호흡곡선 및 근전도3.
혈액 채혈 분석4.

1) P<0.05
2) P<0.05
3) P<0.05

명상훈련 전후에1. ,
인상기록이 증가

완신전력 좌측과2.
완굴곡력 우측에서만
유의한 증가

명상훈련 전후 호흡수가3.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근전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

혈액 분석결과 유의한4.
차이가 없음

최영곤19)

(1994)
여대생

13/13
1, n.r. 단전호흡

(60min, 5 times weeklyfor 11 weeks, n=7)
No treatment
(n=6)

None 간이건강조사표1. CMI
간이정신진단검사2. (SCL-90-R)

1) P<0.05
2) P<0.05

특성불안 및 심박수는1.
국선도 단전호흡수련에
의해 유의하게
감소하였음

a
Quality Score: Jadad score, n.r.: not reported; NS: no significant;

Table 3. Key data of RCT of Qigong for General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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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author(Year)

Conditions
Sample size
(randomized /analyzed)

QualityScore,Blinding
Experimentaltreatment
(Regimen)

Control treatment(Regimen) Concomitanttreatment Main outcomes Intergroupdifference Authors conclusion

최영곤20)

(1995)
대학생

30/29
2, n.r. 단전호흡

(60min, 5 timesweekly for 12weeks, n=15)

No treatment
(n=14)

None 불안 측정1. (STAI)
심박수2.
혈압3.
혈액분석 혈당4. ( ,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
뇌파5

1) P<0.001
2) P<0.01
3) NS
4) P<0.01
5) NS

단전호흡수련은 불안을1.
감소기킴

단전호흡수련은 심박수를2.
감소기킴

단전호흡수련은 혈압을3.
감소시키지는 않음

단전호흡수련은 혈당 및 총4.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킴

뇌파에서 이완안정상태을5.
나타내지는 않음

조춘호21)

(1997)
여자 중학생

24/24
1, n.r. 단전호흡1.

(60min, 3 timesweekly for 12weeks, n=12)

No treatment
(n=12)

None 양궁 슈팅1.
다트던지기2.

1) NS
2) NS

양궁슈팅 및 다트던지기1.
수행에 있어서 단전호흡
수련군이 통제군에 비해
우수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김연화22)

(1998)
여자 중학생

30/30
1, n.r. 단전호흡 및 기춤

(60min, 5 timesweekly for 12weeks, n=15)

No treatment
(n=15)

None 표준화 성격진단 검사1. 1) P<0.05 실험군에서 사회성1. ,
남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함

박진성23)

(1999)
남자 중학생

32/32
1, n.r. 단전호흡

(60min, 3 timesweekly for 12weeks, n=8)

단전호흡 및 유산소1.
운동 (n=8)
유산소 운동2. (n=8)
보강운동3. (n=8)

(60min, 1 times weeklyfor 12 weeks)

None 호흡순환기능분석1.
(LE-6000)
자동호흡가스분석기2.

(Oxycon Alpha)
심박수측정기3. (PE3000)

1) NS
2) NS
3) NS

최대환기량1. ,
최대산소섭취량,
호흡교환율 심박수에,
있어서 보강운동군을
제외한 나머지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음

혈압은 단전호흡수련군과2.
단전호흡 및
유산소운동군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음

박재홍24)

(2000)
남자 초등학생

40/40
1, n.r. 태극권1.

(60min, 3 timesweekly for 16weeks, n=20)

No treatment
(n=20)

None 자아개념 검사지1.
자기2. Rosenberg

존중감 검사지

자기3. Sonstroem
신체평가 검사지

1) P<0.05
2) P<0.05
3) P<0.05

태극권 수련은 초등학교1.
학생들의 자아개념 수준과
자기 존증감 및 자기 신체
평가 수준을 향상시킴

박진성25)

(2000)
남자 중학생72/60 2, n.r. 단전호흡

(60min, 3 timesweekly for 9weeks, n=20)

농구1. (60min, 3 timesweekly for 9weeks, n=20)
무처치2. (n=20)

None 간이정신진단검사

(SCL-90R)
1) P<0.001 대인예민성 공포불안을1. ,

제외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단전호흡과 농구군이
통제군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음

박진성26)

(2000)
남자 중학생

24/24
1, n.r. 단전호흡

(10min, once, n=8)
심상연습1. (10min, once,n=8)
무처치2. (n=8)

골프관련VTR
시청(20min)

골프퍼팅1. 1) P<0.05 단전수련군 심상연습군이1. ,
통제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향상됨

조춘호27)

(2000)
남자 중학생

32/32
1, n.r. 단전호흡

(60min, 1 timesweekly for 12weeks, n=8)

단전호흡 및 유산소1.
운동 (n=8)
유산소 운동2. (n=8)
보강운동3. (n=8)

(60min, 1 times weeklyfor 12 weeks)

주간3
사전기술지도

양궁 표적판1. 30m
(FITA)

1) P<0.01 단전호흡수련군1. ,
단전호흡수련 및 유산소
운동군 보강운동군이,
유산소 운동군보다
유의하게 향상됨

차성웅28)

(2000)
남자 중학생

32/32
1, n.r. 단전호흡

(60min, 3 timesweekly for 12weeks, n=8)

단전호흡 및 유산소1,
운동 (n=8)
유산소 운동2, (n=8)
보강운동3, (n=8)

(60min, 1 times weeklyfor 12 weeks)

None 달리기 기록1. 1,000m 1) P<0.02 단전호흡수련군이1.
보강운동군보다 유의하게
향상됨

단전호흡수련군2. ,
단전호흡수련 및 유산소
운동군 유산소 운동군,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

박종웅29)

(2001)
건강한 남자

36/36
1, n.r. 외기공

(1min, once dailyfor 5 days,n=12)

배기권식부항1. (n=12)
화권식부항2. (n=12)

(1min, once daily for 5days)

None 1. D.I.T.I(Digital InfraredThermal Image)
적외선 전신촬영기

1) NS 기공부항이 체열을 더1.
감소시킴

a
Quality Score: Jadad score, n.r.: not reported; NS: no significant;

Table 3.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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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author(Year)

Conditions
Sample size
(randomized /analyzed)

QualityScore,Blinding
Experimentaltreatment
(Regimen)

Control treatment(Regimen) Concomitanttreatment Main outcomes Intergroupdifference Authors conclusion

심준영30)

(2001)
남자 중학생

30/30
1, n.r. 뇌호흡

(20min, 5 timesweekly for 12weeks, n=15)

No treatment
(n=15)

None 심박수1.
호흡수2.
수축기 혈압3.
이완기 혈압4.

1) P<0.05
2) P<0.05
3) P<0.05
4) P<0.05

실험군과 비교군 간에 유의한1.
차이 있음

실험군과 비교군 간에 유의한2.
차이 있음

실험군과 비교군 간에 유의한3.
차이 있음

집단간 유의한 차이 없음4.
조춘호31)

(2001)
남자 중학생

24/24
1, n.r. 단전호흡

(10min, once, n=8)
신체연습1. (10min, once,n=8)
2. No treatment
(n=8)

다트관련VTR
시청(20min) 다트 표적판1. 1) P<0.05 단전수련군 신체연습군이1. ,

통제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향상됨

진영수32)

(2002)
세 여성63~86

24/24
1, n.r. 기공체조1.

(60min, 5 timesweekly for 12weeks, n=8)

유산소운동1.
(60min, 5 times weeklyfor 12 weeks, n=8)
2. No treatment
(n=8)

None 면역세포1.
2. - adrenergicβReceptor
총항산화능3.
자율조절기능4.

1) P<0.05
2) P<0.05
3) P<0.05
4) P<0.05

기공체조와 같은 저강도의1.
트레이닝을 지속하면
자율신경조절을 항진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효과가,
신경내분비계에 영향을 주어
호르몬의 반응을 증대시키고,
세포막 표면에 베타아드레날린
수용기를 활성화 시킴으로써
면역계에도 변화를 일으키는
경향이 있음

심준영33)

(2002)
남자 초등학생

35/28
2, n.r. 뇌호흡1.

(30min, 6 timesweekly for 12weeks, n=12)

이완체조1.
(20min, 6 times weeklyfor 12 weeks, n=8)
무처치2.

(n=8)

None 면역세포 백혈구1. - ,
호중구 림프구 단구, , ,
림프구 보조 세포T , T ,
억제 세포 세포T , NK ,
림프구B , Th/Ts
비율

스트레스 호르몬2, -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콜티졸

1) P<0.05
2) P<0.05

백혈구 림프구 단구 림프구1. , , , T ,
세포 수에서 뇌호흡군이NK

대조군에 비해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

에피네프린 콜티졸 농도에서2. ,
뇌호흡군과 비교군 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

장혜숙34)

(2002)
노인

94/94
4, subjectandoperatorblinding.

외기발공

(once, n=47)
가짜 외기발공1.

(once, n=47)
None 불안 우울 피로1. , , ,

통증 VAS 1) P<0.05 불안 우울 피로도는 대조군에1. , ,
비해 좋았음

조춘호35)

(2002)
남자 중학생

28/28
1, n.r. 단전호흡

(10min, once, n=7)
감각적 심상1, (10min,once, n=7)
신체연습2. (10min,once, n=7)

3. No treatment
(n=7)

다트관련VTR
시청(10min) 다트 표적판1. 1) P<0.05 단전수련군 감각적심상군1. , ,

과제연습군이 통제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향상됨

심준영36)

(2003)
남자 초등학생

28/28
1, n.r. 도인체조 뇌호흡명+

상

(30min, 6 timesweekly for 12weeks, n=12)

도인체조1.
(20min, 6 times weeklyfor 12 weeks, n=8)
2. No treatment
(n=8)

None 1.
혈액분석(Epinephrine, Norepinephrine,Cortisol)

1) P<0.01 은 실험군에서1. Epinephrine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나머지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심준영37)

(2003)
세 남성30~42

21/21
1, n.r. 뇌호흡

(50min, 3 timesweekly for 8weeks, n=7)

유산소 운동1,
(50min, 3 times weeklyfor 8 weeks, n=7)
2. No treatment
(n=7)

None 부신피질자극호르몬1, (A
코티졸CTH),

심박수2, (HR),
호흡수(BR)
피부전기전도도3, (SCL)

1) P<0.05
2) P<0.05
3) P<0.05

뇌호흡군에서 자극제시 전후에1.
유산소 운동군과 통제군의
증가에 비하여 거의 변화가
없거나 감소하였으며 그 외의,
심박수 호흡수, ,
피부전기전도도에 대해서는
모두 유의하게 유사한
경향성을 보였음

심준영38)

(2004)
직장인 남성

20/20
1, n.r. 단학기공 훈련

(60min, 3 timesweekly for 10weeks, n=10)

No treatment
(n=10)

None 일상적 스트레스1.
평가서(daily stressinventory:DSI )
심박수2.

1) P<0.05
2) P<0.05

단학기공 프로그램의 적용이1.
일상적인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성을 감소시키고,
생리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임

a
Quality Score: Jadad score, n.r.: not reported; NS: no significant;

Table 3.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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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질 평가4)
한국 저널에 게재된 기공관련 무작위 대

조군 임상시험 연구의 방법적 질은 대부분

높지 않았다 전체 개 중에서. 28 Jadad score
점 이상은 개였으며 그중 점 이상은 한2 7 , 3
개뿐 이었다 무작위 방법에 대하여 언급한.
것은 개 밖에 없었으며 임상시험 날짜를2 ,
기록한 것은 개였다 오직 한 개의 임상시10 .
험만이 맹검에 대하여 언급하였고 다른 모,
든 임상시험은 맹검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

았다 탈락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개였으며 샘플사이즈가 명 이상인7 , 50
것은 개였으며 에서 명 사이가 개였6 , 10 49 22
다 무작위 임상연구 방법에 대하여 종합한.
결과는 와 같다Table 4, 5 .

No Author (year) Randomization Blinding Description ofdropouts
or withdrawals Jadad total Ethicalapproval Dateaccording AdverseeventDescribed asrandomized Appropriatemethod Inappropriatemethod Subject Operator

1. 강상조15) (1986) 1 1 n.r. n.r.2. 김길영16) (1986) 1 1 n.r. R n.r.3. 최 현17) (1992) 1 1 2 n.r. R n.r.4. 이상철18) (1993) 1 1 n.r. R n.r.5. 최영곤19) (1994) 1 1 n.r. n.r.6. 최영곤20) (1995) 1 1 2 I R n.r.7. 조춘호21) (1997) 1 1 n.r. R n.r.8. 김연화22) (1998) 1 1 n.r. R n.r.9. 이경혜11) (2000) 1 1 2 I R n.r.10. 박진성23) (1999) 1 1 n.r. n.r.11. 박재홍
24) (2000) 1 1 n.r. n.r.12. 박진성25) (2000) 1 1 2 n.r. n.r.13. 박진성26) (2000) 1 1 I n.r.14. 조춘호27) (2000) 1 1 n.r. n.r.15. 차성웅28) (2000) 1 1 n.r. n.r.16. 박종웅29) (2001) 1 1 n.r. R n.r.17. 심준영30) (2001) 1 1 I n.r.18. 조춘호31) (2001) 1 1 n.r. n.r.19. 진영수32) (2002) 1 1 I n.r.20. 심준영33) (2002) 1 1 2 I n.r.21. 장혜숙
34) (2002) 1 1 1 1 4 Y n.r.22. 조춘호35) (2002) 1 1 I n.r.23. 김미나
12) (2003) 1 1 2 n.r. n.r.24. 정은영13) (2003) 1 1 I R n.r.25. 심준영36) (2003) 1 1 I n.r.26. 심준영37) (2003) 1 1 I n.r.27. 심준영38) (2004) 1 1 n.r. n.r.28. 박후남14) (2005) 1 -1 1 1 I R n.r.

n.r.: not reported; R: reported; N: No adverse events; Y: approved; I: mentioned only informed consent

Table 4. Quality Scores for Included RCT by Jadad Score

Categories Number of RCTsNumber of included trials 28Objective of trialsTo determine efficacy of Qigong forPatients 4
To determine efficacy of Qigong forGeneral Public 24
Quality of trials (average of Jadad score) 1.3 (range from 1 to 4)Randomization methodsAppropriate 1 (Block Randomization)
Inappropriate 1 (according to admissiondate)BlindingSubject blinded 1Evaluator blinded 0Operator blinded 1Description of Informed consentFully described with ethical approval 1Just for informed consent 11Type of controlOther therapies 13Other Qigong method 1No treatment 14Type of intervention groupDanjeon Breathing Training 14Brain Respiration Training 4External Qigong 3Meditation 2Other Qigong method 5
Sample size
Over 50 6
10< N < 50 22

Table 5. Summary of Methods in Included R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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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Ⅳ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기공관련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 연구 논문 편에 대하여28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각 연구들은 다양.
한 조건과 환경에서 여러 가지 기공관련 기

술들을 사용하여 시행되었다 저널에 게재된.
기공관련 연구 논문을 연구 대상자별로 살

펴보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편 운4 ,
동선수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24
편으로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연구를 진행한

것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환자를 대상으.
로 한 편의 무작위임상연구에서 대상 질환4
은 월경통 임신부 항강 알코올의존 등이, , ,
있었는데 각각의 임상시험에서 모두 기공관,
련 치료를 하였을 때 다른 치료를 하지 않

은 것 보다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혜11)는 월경전후기의 불편감에 관한 평

가도구(MDQ, Menstrual Distress
를 통하여 단전호흡이 유의한Questionnaire)

효과가 있다고 하였고 김미나, 12)는 지금까지
산전관리 연구로 많이 사용된 라마즈 훈련

법과 소프롤로지식 훈련법이외에 기 태교-
청정공을 통한 실제 임산부들의 심신에 미

치는 효과를 연구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보

고하였으며 정은영, 13)은 한의원에서 많이 활
용되는 수지침과 부항요법에 기공 외기치료

를 더하여 자율신경조절에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고 박후남, 14)은 급성기를 지난 알코
올중독 환자를 대상으로 명상수련프로그램

을 실시하여 자기개념 금주자기효능 금주, ,
율이 명상을 시행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좋

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

으로 다양한 기공요법과 그에 알맞은 질환

을 선택하여 기공요법에 대한 임상적 효과

검증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더 이루어져야

하겠다 운동선수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편 이었는데 운동선수를 대상으로24 ,
한 연구는 편 이었고 학생 및 일반인을 대3 ,
상으로 한 연구는 편 이었다 운동선수를21 .
대상으로 한 강상조15) 김길영, 16) 이상철, 18)은
단전호흡이나 명상요법이 배근력 순반력, ,
폐활량 팔다리 근력과 같은 체력검사 뿐만,
아니라 생화학적 검사나 생리학적 검사 등

에서도 유의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조춘호21) 박진성, 26) 조춘호, 27) 차성웅, 28) 조,
춘호31) 조춘호, 35)는 단전호흡을 시행한 그룹
이 심상연습과 보강운동이나 아무것도 시행

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양궁 슈팅 다트던지,
기 골프퍼팅 달리기 등에서 기록이, , 1,000m
유의하게 향상됨을 보고하였고 심준영, 30),
심준영33) 심준영, 36) 심준영, 37) 심준영, 38)은 뇌
호흡이나 단학기공 프로그램을 통한 심박수,
혈압 면역세포 스트레서 호르몬 등의 변화, ,
를 관찰함으로써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계

속적으로 보고하고 있었다 그리고 최현. 17),
최영곤19) 최영곤, 20) 김연화, 22) 박재홍, 24) 박,
진성25) 장혜숙, 34)은 자아가념 불안 측정,

간이건강조사표 간이정신진단검사(STAI), ,
표준화 성격진단 검사(SCL-90-R), ,

자기 존중감 검사지Rosenberg , Sonstroem
자기 신체평가 검사지 등과 같은 설문지를

이용하여 단전호습이나 태극권 수련이 효과

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밖에 박종웅. 29)의
연구에서 D.I.T.I(Digital Infrared Thermal

적외선 전신촬영기를 이용하여 기공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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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항이 체열을 더 감소시킨다는 보고도 있

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학생들을 대.
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임상연구에 있어,
서 대상자를 모집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으

로 인해 일반인이나 환자보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았던 것으로 보여 지

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신적,
이나 체력적인 면에서 대부분 향상된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를 바탕으로 학생지도에.
있어서 기공요법을 잘 활용하는 것도 필요

하다고 사료된다.
실험의 방법적 질은 대부분 낮았다 전체,
개 중에서 점 이상은 개였28 Jadad score 2 7

으며 그중 점 이상은 한 개뿐 이었다 전, 3 .
체적 평균을 내어보면 으로 임상연구에1.3
있어서 아직 질이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무작위 방법에 대하여 언급한 것은, 2
개 밖에 없었으며 오직 한 개의 임상시험만,
이 맹검에 대하여 언급하였고 다른 모든 임

상시험은 맹검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
무작위나 맹검은 임상시험에 있어서 편견이

개입되지 않게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

법으로써 이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는 것은 시술자나 연구자의 편견이 임

상시험 결과에 많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

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보여 진다 그리고. ,
임상시험 날짜를 기록한 것은 개였으며10 ,
탈락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7
개였다 샘플사이즈가 명 이상인 것은 개. 50 6
였으며 에서 명 사이가 개였다 임상, 10 49 22 .
시험을 계획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좀 더 객

관적이고 과학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앞으로 체계적으로 계획서를 작성하고 연구

자 및 시술자의 편견을 객관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사용하여 연구 되어져야

하겠다.
임상연구에 있어서 연구의 객관성과 과학

성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윤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
기공관련 임상연구에 있어서 윤리위원회에

정식 승인을 받고 진행된 연구는 편에 불1
과했다 그리고 동의를 받고 연구를 진행했.
다고 언급한 연구도 편에 불과했다 이러11 .
한 결과는 대부분 학생이나 일반인들을 대

상으로 기공요법이 효과가 있는 지에 대한

검증만을 목표로 하였을 뿐 인간의 존엄성

에 대한 윤리적인 부분을 간과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임상연구에 있어서 이러.
한 윤리적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여 임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Ⅴ
기공수련 관련 논문의 체계적 분석을 위

해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www.riss4u.net),
한국학술정보 한국의학논(kiss.kstudy.com),
문데이터베이스 대구(kmbase.medric.or.kr),
한의대학교 문헌정보(http://omis.ik.ac.kr),
보건연구정보센터 검색 엔(www.richis.org)
진 및 한의학 관련 학술지에서 제공하는 논

문 중 년 월까지 등록된 논문을 대상2008 3
으로 하여 기 기공 도인 수련 양생 생체“ , , , , ,
에너지 를 검색어로 문헌을 찾아낸 다음 제”
목 및 요약을 일일이 확인하여 논문을 선별

하고 검색된 논문의 참고문헌을 일일이 확,
인하여 다시 조사한 결과 총 편의 논문1016



한창현이상남박지하안상우․ ․ ․

- 38 -

이 검색되었다 그 중 중복되어 검색되거나.
기공과는 관련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 학술,
대회 및 심포지엄에서 초록의 형태로 발표

된 자료나 기타 보고서 잡지 및 기사 등은,
편견을 피하기 위하여 제외하였으며 단순히,
기공이나 양생을 언급해 놓은 논문 등은 제

외하여 총 편의 논문을 선정하여 분석한366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 저널에 게재된 기공관련 연구 논문

편을 발표 연도별로 살펴보면 년부366 1990
터 본격적으로 증가하다가 년도부터 하2000
향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한국 저널에 게,
재된 기공관련 임상연구 논문 편 중에서129
대조군 연구가 가장 많았다.
무작위 임상시험 개 중에서28 Jadad

점 이상은 개였고 점 이상은 한score 2 7 , 3
개뿐 있었으며 전체적 평균은 으로 연구, 1.3
에 있어서 질은 낮다고 평가할 수 있었다.
윤리위원회에 정식 승인을 받고 진행된 연

구는 편에 불과했고 동의를 받고 연구를1 ,
진행했다고 언급한 연구도 편에 불과했다11 .
이상으로 한국 저널에 게재된 기공관련

임상연구 논문들을 살펴본 결과 앞으로 연,
구방법 및 대상자와 시술방법과 평가도구

등에 있어서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

법들이 개발되어져야 할 것이며 와 같, RCT
은 질 높은 임상연구가 좀 더 많이 진행되

고 윤리적인 부분도 간과되지 말아야 할 것

으로 생각된다 또한 한의학 분야에서 기공.
에 대한 관심과 경락경혈과의 연관성 연구

를 진행하고 나아가 임상에서도 많이 활용

되어질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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