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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Clinical improvements can be observed following placebo administrations in clinical trials.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have been conducted to disentangle the specific effects of therapeutic interventions over the past decade. In acupuncture 

trials, non-penetrating placebo needles offer the opportunity to determine the specific effects of needling. Methods: The present 

review provides an overview of the concept of the placebo effect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lacebo needles. Results: Placebo 

control can contribute to minimize for bias and the contextual and psychological components of therapeutic interventions. 

Placebo control should meet two criteria: blinding efficacy (indistinguishable from active treatment) and physiological inertness. 

In the case of acupuncture, however, it is difficult to meet both criteria simultaneously. The dilemma of placebo needles suggests 

that placebo needles do not constitute proper control in acupuncture research.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placebo needles, 

patients are more likely to perceive placebo needles as active treatment in acupuncture trials compared to placebo pills in 

pharmaceutical trials. Placebo response might be observed more frequently to placebo needles than to placebo pills. When 

acupuncture treatments are utilized in clinical use, placebo effects can be enhanced by exploiting patients’ expectations in the 

contextual or environmental cues that surround medical intervention. Conclusions: We have to consider these unique 

characteristics of placebo needles in order to avoid drawing premature conclusions that acupuncture itself is just a place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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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임상 시험에서 플라시보(placebo)를 처치한 경우 아무 처치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더 많은 증상 개선을 나타내는 플라시보 효과

(placebo effect)가 관찰되기도 한다. 무작위 배정 임상연구는 플라

시보 효과와 같은 사회심리적인 요인(psychosocial factors)을 배

제하고 치료제의 특이적 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적용되어 왔다. 

침구 임상연구에서 비침습성 플라시보 침(non-penetrating 

placebo needle)은 침 치료의 유효성(efficacy)을 검증하기 위한 

대조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1,2). 그러나 비침습성 플라시보 침은 눈

가림 성공(successful blinding)과 생리적 비활성(physiological 

inertness)이라는 플라시보의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만족시키기 어

려운 속성을 지니고 있다3-5). 플라시보 침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니

고 있어, 침 치료 임상연구에서 대조군으로서 적절성에 대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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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Determining the placebo effect and the drug (or acupuncture) effect. The natural history effect can be estimated as the
change in symptom severity relative to symptom level on enrollment (grey line). Placebo effect is defined as the difference between
the placebo group and the no-treatment group (blue line). The drug (or acupuncture) effect is determined by the difference in symptom
severity between the drug (or acupuncture) and placebo group after treatment (red line). (B) The efficacy paradox. Hypothetical four-arm
study can be used to compare both specific and placebo effect of different types of treatment (i.e. drug vs. placebo pill and acupuncture
vs. placebo needle). Patients are randomized to one of four arms, each two of which represent a double-blind sub-study with an active
and a corresponding placebo arm. Acupuncture treatment can have a smaller specific effect than drug treatment, but its overall effect
can be larger as it is associated with a larger placebo effect.

이 계속되어 왔다6). 

플라시보 침은 플라시보 약과 달리 플라시보 침이 진짜 침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졌다. 즉 플라시보 침은 플라시보 약의 경우에서 치

료제와 플라시보 약을 50% 확률로 추측할 수 있는 방식과는 다르다. 

플라시보 침을 처치 받아 진짜 침과 유사한 감각을 유도 받고, 이로 

인해 침 치료를 받았다고 믿게 하여 플라시보 침 처치군에서 50% 

보다 훨씬 높은 확률로 침 치료를 받았다고 믿게 된다7). 이로 인해, 

플라시보 침 처치군은 플라시보 약 처치군 보다 치료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치료에 대한 기대감 차이로 플라시

보 침이 플라시보 약에 비해 높은 플라시보 효과를 유도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침 치료와 관련된 플라시보 효과를 논하기전에, 플라시

보 약과 다른 플라시보 침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플라시보 침은 침구의학에서 침 치료의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되었지만, 침 치료의 본질적인 속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 고

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임상연구에서 침 치료의 유효

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플라시보 효과를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

졌다. 그러나, 유효성 검증이라는 측면을 벗어나, 임상에서 환자에

게 최선의 치료를 한다는 측면을 생각하면, 플라시보 효과와 같은 

사회심리적인 요소를 침구의학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중요

한 요소이다8). 모든 의학적 치료에서 치료의 본질적인 요소 외에 

치료제 속성, 환자 속성, 치료자 속성, 의사-환자 관계, 헬스케어 

상황 등 맥락적 효과(contextual effect)가 끊임없이 작용하게 된다9). 

『黃帝內經』에서 언급한 “병 치료를 허락하지 않는 경우 병은 반드

시 치료되지 않고 치료해도 소용없다(病不許治者 病必不治 治之無

功矣 『素問·五臟別論』)”라고 한 것도 치료에 있어서 의사-환자

와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사회심리적인 요인이 기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침구의학에서 조기치신(調氣治神)을 강조하는 것도 

치유과정에서 사회심리적인 부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10). 

본 논문은 침구의학에서 플라시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하

기 위해, 최근 연구 동향에 기반하여 플라시보의 개념과 작용원리, 

침구의학에서 플라시보 침 개발 의의와 한계, 플라시보 약과 다른 

플라시보 침의 특성, 침구의학에서 플라시보 효과 활용의 측면을 

서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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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three main components 
of the placebo effects.
Three major components of psycho-
social context are verbal, condition-
ing, and observational cues. The 
diagram show how psychosocial 
context surrounding the patient and
therapeutic environments are per-
ceived by the brain to form expect-
ations. An inferential process in the
brain is conceptualized as perception,
in which information from prior 
experiences is used to generate 
expectations about future perception
and to interpret sensory inputs. 
Placebo effects are regarded as a 
probabilistic integration between 
top-down expectations of prior 
beliefs and bottom-up sensory 
signals.

본    론

1. 플라시보 개념과 작용원리

1) 플라시보와 플라시보 효과 개념: 20세기 초 플라시보는 현재 치

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의사가 주는 위안을 주는 위약(慰藥)으로, 환자

가 치료에 대한 의지를 살리고 지속적인 보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1955년 헨리 비처(Henry Beecher)가 “The 

powerful placebo”라는 제목으로 15개 기존 연구를 종합하여 플라시

보를 처치 받은 1,082명의 환자 중에 평균 35.2%가 유의한 호전을 

보인다는 사실을 발표하였다11). 이를 통해 플라시보가 단순히 위안을 

주는 위약이 아니라 진짜 치료제와 비슷한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사실

을 보여주며, 진짜 치료제의 효과를 밝히기 위해서 환자나 치료자 모두 

치료제인지 플라시보인지 알지 못하게 하는 이중 눈가림(double 

blind) 방법을 통해 치료제의 유효성을 확인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후 신약개발 혹은 치료제의 효능 검증을 위한 연구에서 플라시보라

는 위약(僞藥) 대조군과 비교하는 연구가 요구되어 왔다. 

플라시보 효과(placebo effect)는 치료에 대한 기대감을 유발할 

수 있는 플라시보(placebo) 처치를 통한 증상 개선을 말한다. 다만, 

플라시보 효과는 질병이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현상(natural history) 

혹은 평균으로 회귀(regression to the mean) 등과 구분되어야 한

다12). 무처치 대조군과 비교하여 플라시보 대조군에서 치료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나타나는 효과를 플라시보 효과로 볼 수 있다. 즉, 

치료제의 효과는 플라시보 대조군과 비교를 통해 치료제의 유효성

을 평가할 수 있고, 플라시보 효과는 무처치 대조군과 비교를 통해 

플라시보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Fig. 1A). 다시 말해, 치료

군과 플라시보 대조군과 효과 비교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치료제가 플라시보 효과가 크다고 이야기 할 수 없다. 

2) 플라시보 효과 작용 원리: 플라시보 효과의 작용은 일반적으

로 다음 세 가지 방식으로 설명된다13). 첫째, 실제로는 효과가 없는 

플라시보를 주면서 강력한 진통제라고 제안하여 기대감을 유도하

는 방식이다. 편두통 환자에게 진통제라고 말하고 실제로 플라시보

를 주는 경우가 플라시보라고 말하고 플라시보를 주는 경우 보다 

진통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14). 이는 동일하게 효과가 없는 플라시

보가 제안되는 방식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suggestion: verbal cues). 둘째, 마치 파블로프의 개의 실험

처럼, 무조건적 자극(unconditioned stimuli: US)과 조건 자극

(conditioned stimuli: CS)과의 관계를 학습하여 조건 자극에 대해

서 조건화된 반응(conditioned response: CR)이 관찰되는 현상으

로 나타난다. 실험실조건에서 모르핀 주사(모르핀 약물: 무조건 자

극+주사치료: 조건 자극)를 받고 통증 완화를 연속해서 경험한 사

람들의 경우, 어느 날 모르핀 주사를 생리식염수로 대체하더라도 

주사 치료라는 조건 자극에 대해 통증 완화라는 조건화된 반응이 

관찰되게 된다15). 이는 투여하는 주사제가 강력한 효과가 있다고 

제안을 하지 않더라도,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학습되는 방식으로 

기대감이 유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associative learning: 

conditioning cues). 셋째, 본인이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더라도 

타인이 특정 조건에서 반응을 관찰하는 방식을 통해 학습되기도 

한다. 타인이 특정 조건에서 증상 완화되는 현상을 확인하면, 간접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도 그런 증상 완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

감이 생겨서 자신의 증상이 완화된다(observational learning: 

observational cues)16). 이 세 가지 방식 모두 궁극적으로 뇌에서 

치료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치료 효과를 보이게 된다(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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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는 과거 경험과 기대에 따라 현재 상황을 추론하여 인지한다. 

과거 경험으로부터 정보가 현재 감각 정보를 해석하는데 끊임없이 

사용된다. 베이지안 추론(Bayesian inference)에 따라 뇌는 모든 

감각정보 시스템에서 예측오류(prediction errors)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감각정보를 해석한다17). 최근 이러한 이론이 플라시보 효

과를 이해하는데도 적용되어, 과거 통증 정보에 대한 기대와 현재 

감각정보 신호의 확률적 통합하는 현상으로 플라시보 진통효과를 

설명한다18). 이 때 과거 통증 경험 강도(magnitude) 뿐만 아니라 

변이도 혹은 불확실성(variability or uncertainty)에 대한 정보도 

새로운 정보에 대한 판단을 예측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된다18,19). 최근 한 연구에서 두 가지 치료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며 

통증을 경험하도록 하는 시뮬레이션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 가지 

치료는 항상 일정한 그러나 약한 통증 완화를 경험하고(낮은 강도, 

적은 변이도), 다른 한 가지 치료는 강한 혹은 약한 통증 완화를 

경험하게 하고 난 후(높은 강도, 많은 변이도), 조건화된 반응으로 

나타나는 플라시보 진통 효과를 비교하였다. 두 가지 치료법으로 

유도된 통증 감소 경험이 모두 테스트 단계에서 주어지는 통증 자

극에 대해 플라시보 진통 효과를 보이는데 성공하였고, 과거 통증

을 경험한 반응 정도와 변이도에 기반하여 각각의 플라시보 진통 

반응 정도를 예측할 수 있었다20). 실제 의료 환경에서 일어나는 치

료제의 경험과 이에 대한 기대감이 끊임없이 현재 들어오는 정보를 

해석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2. 침구의학에서 플라시보 대조군

1) 플라시보 침 개발 의의와 한계: 침 치료는 “치료적 목적으로 

몸의 특정 부위에 바늘을 넣고 자극하는 의료행위”라고 정의된다21). 

1998년 처음으로 개발된 비침습성 플라시보 침은 자침 시 침체가 

침병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가서 실제로는 피부 안으로 자입 되지는 

않지만, 육안으로 보았을 경우 침이 피부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졌고, 플라시보 침 시술을 받은 경우도 환자들이 침

을 맞은 것처럼 믿도록 하는 데 성공하였다2). 몇 해 뒤 Park Sham 

Device 역시 같은 원리를 통해 개발되어, 진짜 침과 플라시보 침을 

구별할 수 없고, 진짜 침이 플라시보 침에 비해 득기감을 많이 유발

한다는 사실을 통해 그 타당도를 검증하였다1). 

이후 플라시보 침을 이용하여 침 치료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

겠다는 생각으로 수많은 임상 연구가 진행되었다. 많은 연구들에서 

침 치료가 플라시보 침에 비해 효과가 높다는 유효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플라시보 침이 무처치 대조군에 비해서 효과가 높

은 플라시보 효과를 보여주었다22,23). 이러한 결과는 “침 효과는 플

라시보 효과이다”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침 

치료 유효성 검증을 위한 비교 대상이 플라시보 침인 경우, 침 치료 

과정의 복합적인 프로세스를 고려하여 단순히 비침습성이라는 이

유만으로 적절한 대조군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

다6). 실제로 침 치료군이 플라시보 대조군에 비해서 높은 유효성

(efficacy)을 보이지 못한 경우에도, 다른 치료제 보다 높은 효과

(effectiveness)를 나타내는 유효성 패러독스(efficacy paradox) 현

상이 제기되기도 하였다(Fig. 1B)24).

실제로 플라시보의 기본적인 두 가지 전제조건인 치료제와 플라

시보 처치를 구별하지 못해야 한다는 점과 대조군인 플라시보 자체

가 생리적인 작용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진짜 침의 경우 피부 안 결합조직과 결합력이 작용하여, 자입 

시 혹은 발침 시 침체에 결합력이 크게 작용하지만, 플라시보 침은 

피부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설계되어 자입 시 혹은 발침 시 침에 

걸리는 결합력이 다르게 작용하게 된다4). 자침 부위의 이러한 생체

역학적인 차이가 진짜 침과 플라시보 침이 신체부위에 서로 다른 

감각을 유도하게 되어, 플라시보 침의 눈가림을 방해하게 된다. 또

한, 플라시보 침의 경우에도 피부를 뚫지는 않지만, 침을 받는 것으

로 믿게 만들어 심박동수의 감소와 피부전도도의 증가와 같은 일시

적인 교감신경 항진반응을 유발하게 된다5). 즉, 플라시보 침이 다른 

약물과 달리 생리적 활성 작용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플라시보 

침이 눈가림과 생리적 비활성이라는 플라시보의 두 가지 전제조건

을 만족하지 못하여, 플라시보 대조군으로서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

이 밝혀졌다. 

대조군으로서 플라시보 침의 적절성에 대한 실험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침 시술이 신체 특정 부분을 자극하여 득기감을 유도하

여 치료 효과를 유도하는 의료행위라는 점에서 눈가림의 성공과 

생리적인 비활성이라는 점을 동시에 만족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인지과학적인 측면에서 플라시보 침의 개발 원리를 살펴

보면, 플라시보 침을 진짜 침처럼 믿도록 하는 것은 시각적으로 진

짜 침처럼 피부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촉각적으로 

진짜 침과 비슷한 감각(대표적으로 득기감)을 신체에 유도한 것에 

기반한다. 첫 번째 상황으로 눈가림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플라시보 

침이 진짜 침과 비슷한 득기감을 유도해야 한다. 다만, 이렇게 하면 

플라시보 침이 진짜 침과 비슷한 득기감을 유도하기 때문에 생리적

으로 비활성하지 못하게 된다. 두 번째 상황으로 생리적 비활성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플라시보 침이 진짜 침과 달리 매우 적은 득기

감을 유도해야 한다. 그러나 플라시보 침이 득기감을 매우 적게 유

도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플라시보 침을 진짜 침으로 생각하게 만

들지 못하게 된다. 현재 개발된 비침습성 플라시보 침은 본질적으

로 이러한 두 가지 전제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수 없는 “플라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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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dilemma of placebo 
needles.
In clinical trials, the placebo control
should be indistinguishable from 
the active treatment (i.e. successful 
blinding) as well as physiologically 
inert. If there are unnoticeably small
differences in de qi sensations 
between acupuncture and placebo 
needle, this placebo needle ensures
successful blinding but not phy-
siological inertness. If there are 
distinctively huge differences in de 
qi sensations between acupuncture
and placebo needle, this placebo 
needle ensures physiological inert-
ness but not successful blinding. 
Simultaneously considering both 
blinding and physiological inertness
issues of the placebo needles, we
inevitably face with the dilemma of
placebo needles.

침의 딜레마(The dilemma of placebo needles)”에 빠지게 된다3) 

(Fig. 3). 

2) 플라시보 침의 특성 이해: 침 치료 뿐만 아니라, 주사 요법, 

경피신경자극법(trans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 

TENS), 수술요법 등에도 유사한 플라시보 문제가 존재한다25). 침습

적 방식의 플라시보가 플라시보 약에 비해 강한 플라시보 효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메타분석에서도 침과 같은 물리적 자극을 수

반하는 플라시보 방식이 플라시보 약보다 높은 플라시보 효과를 

보고하였다26). 또한, 실험적 팔 통증 모델에서 플라시보 침이 플라

시보 약에 비해 높은 플라시보 진통효과를 보였다27). 다음과 같은 

플라시보 침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통해 왜 플라시보 침이 플라시

보 약에 비해 높은 플라시보 효과를 보일 수 있는지 생각해 본다. 

플라시보 침은 플라시보 약과 다른 중요한 특성이 있다. 첫째, 

플라시보 침은 약물에서와 같이 조건화된 반응을 유도하는 조건화

된 자극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플라시보 침은 플라시보 약과는 

달리 진짜 침보다는 작지만, 분명한 촉각 자극을 준다. 이러한 촉각 

자극은 침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28). 반면. 

플라시보 약은 단지 조건화된 반응을 유도하는 조건화된 자극 역할

을 할 뿐이다. 침 자극은 바늘로 피부를 뚫어 신체 특정 부위에 

감각을 유도하는 것을 치료의 목표로 하는 의학적 도구이다. 만일 

플라시보 침이 진짜 침과 유사한 정도 혹은 정도는 낮지만 일정 

정도의 감각을 유도한다고 하면, 이는 이미 플라시보 대조군이 아

닌 낮은 농도 침 자극이라 불릴 만 하다. 따라서, 플라시보 침이 

치료제의 속성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대조군으로 설정

하는 것은 불합리하게 된다. 그리고 플라시보 약과는 달리 플라시

보 침이 주는 촉각자극이 치료를 받는다는 기대감을 직접적으로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플라시보 약에 비해 높은 플라시보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둘째, 약물과는 달리 플라시보 침은 플라시보 침을 진짜 침으로 

믿게 하도록 개발된 방식이고, 진짜 침을 플라시보로 믿도록 하는 

원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약물 치료에서 진짜 약의 경우에도 진짜 

약으로 믿거나 플라시보 약으로 믿을 확률은 50:50의 무작위 확률

에 가깝게 된다. 반면 침 치료의 경우, 진짜 침의 경우는 진짜 침으

로 쉽게 믿게 되고, 플라시보 침의 경우도 플라시보 침을 진짜 침으

로 믿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많은 경우 진짜 침을 받았다고 믿게 

된다. 예를 들어, 정신과 질환에서 약물학적 처치의 경우, 눈가림 

지수(blinding index: BI)가 진짜 치료군의 경우 0.18, 플라시보 

약의 경우 0으로 두 집단 모두 무작위 추측에 가까운 범위(BI: 

−0.2∼0.2)에 존재하여 눈가림 에 성공하게 된다29). 반면에 침 치

료 연구에서, 진짜 침 치료군의 경우 눈가림 지수가 0.55로 나타나

서 진짜 침은 진짜 침으로 믿게 되고(unblinded), 플라시보 침 치료

군의 경우 눈가림 지수가 −0.33으로 플라시보 침도 진짜 침을 시

술 받은 것으로 믿게 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opposite guess)30). 

이렇듯 플라시보 약의 경우 50:50 무작위 확률을 통해 치료제를 

받는다고 추측할 수 밖에 없어 치료에 대한 기대감이 50% 수준에 

머무른다면, 플라시보 침의 경우 진짜 침을 치료 받을 것이라 믿게 

하여 치료에 기대감이 50% 보다 훨씬 높게 형성될 수 있게 된다. 

플라시보 효과는 결국 치료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

이라는 점에서 플라시보 침이 플라시보 약에 비해 높은 플라시보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요인이 된다(Fig. 4). 물론, 플라시보 약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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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Greater expectations during placebo needling can exhibit greater placebo effects compared to placebo pills.
(A) Both active and placebo pills have a 50% chance level of being perceived as active in the pharmaceutical trials. Patients make
random guesses about whether they are allocated active or placebo pills (successful blinding). (B) Both acupuncture needle and placebo
needle can make patients believe that they are receiving active treatment in acupuncture trials. Patients believed that they received 
active treatment for acupuncture needling, and patients also believed that they received active treatment for placebo needling (opposite
guess). As a result, placebo responses may be more frequent in placebo needles than in placebo pills since patients are more likely
to perceive the use of placebo needles as active treatment.

에도, 임상연구 참가자들은 기본적으로 치료군에 배정되기를 바라

는 마음(wishful thinking)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플라시보 약을 투

여 받은 집단에서 치료군으로 믿는 편향 현상(opposite guess)이 

종종 발견된다31). 플라시보 침의 경우에도 이러한 치료군에 배정되

고 싶은 마음(wishful thinking)은 동일한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고32), 

플라시보 침은 진짜 침과 유사한 촉각자극을 주는 방식으로 진짜 

침을 치료받는다고 믿게 되는 편향이 증대될 수 있다. 

이렇듯 플라시보 침은 실제 촉각자극이라는 측면에서 생리적으

로 활성물질이라는 점과 플라시보 침을 진짜 침을 받는 것으로 보

이도록 만들어져 치료에 대해 기대감을 높게 만든다는 점에서 플라

시보 약과 본질적으로 다른 특성을 지닌다. 플라시보 침은 이런 특

성으로 인해 플라시보 약보다 높은 플라시보 효과가 나올 수 있다. 

이상과 같은 플라시보 침의 특성을 무시한 채, 침 연구에서 플라시

보 효과가 높다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플라시보 

침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침 연구에서 플라시보 침의 플라

시보 효과에 대해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침구의학에서 플라시보의 활용

플라시보 효과는 의학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되어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치료제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되는 플라

시보 대조군에서는 플라시보 반응이 적게 나타나는 것이 치료제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좋다. 하지만, 임상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

술 행위에 포함되는 플라시보 효과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이다8). 동일한 약물을 주입하더라도 치료자가 약물을 주입

하는 시점을 환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준 경우(open injection)가 컴

퓨터가 무작위로 설정된 시간에 따라 주입하여 환자가 모르게 주입

한 경우(hidden injection) 보다 통증 완화 정도가 높게 관찰되었다

고 하였다33). 환자 모르게 주입한 경우 효과가 감소하는 현상은 치

료에 대한 정보가 효과게 영향을 주고, 환자-의사와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오피오이드계 진통제인 레미펜타닐 

(remifentanil)을 언제 들어가는 지 모르게 주입한 경우(no 

expectancy) 보다 약물 주입을 알려주어 치료에 대한 긍정적 기대

감을 유도한 경우(positive expectancy) 통증 완화가 크게 나타났

고, 반면에 약물 주입을 마쳤다는 치료에 대한 부정적 기대감을 유

도한 경우(negative expectancy) 통증 완화가 감소하게 나타났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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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동일한 치료제라 하더라도 치료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 치료

제의 반응이 증가되거나 감소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기존 치료제 경우도 치료제가 제시되는 방식에 따라 효과가 다

르게 나타날 수 있다. 편두통 환자에게 편두통 치료제 맥설트

(maxalt pill)를 주는데, 치료제라고 알려준 경우(certain pills)와 

플라시보라고 알려준 경우(certain placebo), 치료제일 수도 있고 

플라시보일 수도 있다(uncertain pills)라고 경우 세 가지 방식으로 

제시하였다. 각각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을 다른 수준으로 유도하여 

실제 동일한 편두통 치료제라 하더라도 어떤 용어로 제안하는지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관찰되기도 하였다14). 침 자극에 있어서도 침 

자극을 여러 통증자극을 받는 것 중에 하나의 통증 자극으로 받는 

경우와 달리, 침 치료를 통해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 치유의 맥락에

서 침 치료를 받는 경우 뇌의 보상 체계와 관련된 복측 선조체

(ventral striatum)의 활성을 유도하였다35). 물리적으로 동일한 자

극에 대해서 어떤 맥락에서 받는지에 따라 인체에서는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동일한 침 치료를 하는 경우에도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어떻게 형성하면서 치료받는지에 따라 환자의 반응

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실제 임상에서 플라시보와 마찬가지로 노시보(nocebo) 현상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 양성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를 처치 받는 

연구에서 부작용으로 성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정보를 받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3배 정도 높게 보고하는 결과를 보여

주기도 하였다36). 동일한 상황에서 어떻게 치료제에 대한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받는지가 실제 부작용을 보고하는 비율에 

영향을 주게 된다. 한 집단은 침 치료 효과에 대한 정보를 받고, 

다른 집단은 침 치료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받은 후, 동일한 침 

자극에 대해서 생리적인 활성 반응을 관찰하였을 경우, 침 치료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받은 집단의 경우 동일한 침 자극에 

대한 교감신경 반응이 더 높게 관찰되었다37). 침 치료에 대한 부작

용에 대해 두려움을 지니고 있는 환자의 경우, 부작용에 대한 부정

적 기대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노시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침 치료 시 적절한 지도를 통해 예상치 못한 노시보 현상이 나타나

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임상에서 예기치 못하게 나

타날 수 있는 노시보 현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치료효과를 극대화하

는 방법이 될 것이다38). 

의학에서 플라시보가 생명을 구하는 수술요법이나 타깃이 명확

한 약물과 비교하면 높은 효과를 주지는 못할 것이다. 천식 환자에

게 천식 치료제인 알부테롤(albuterol), 플라시보 약, 플라시보 침, 

무처치 대조군을 비교한 연구에서, 플라시보 약과 플라시보 침은 

알부테롤과 비슷한 수준으로 무처치 대조군에 비해 높은 주관적인 

증상 완화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최대강제호기량(maximum forced 

expiratory volume)이라는 객관적인 지표에서는 무처치 대조군과 

비슷하게 효과를 보이지 못하였다39). 플라시보 자체가 증상완화에

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완전한 치료에 이르게 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플라시보의 특성은 침구의학에서만의 이야기는 아

니고, 플라시보 효과가 의학이 치유 과정을 이루는 핵심요인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결    론

이상에서 의학과 뇌과학에서 플라시보의 개념과 작용원리를 살

펴보고, 침구의학에서 사용된 플라시보 침의 의의와 한계, 플라시

보 침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침구 치료에서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

를 위해 고전 침구의학의 지식과 최근 임상지견을 반영하여 최적의 

침구 치료방식을 통해 환자를 치료할 것이다. 최적의 침 치료를 하

는 상황에서, 침 치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경우에는 치료 효과

가 높게 관찰될 것이고, 침 치료에 대한 기대감을 낮인 경우는 치료 

효과가 낮게 관찰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임상에서 중요한 것은 대

조군과 비교하여 유효성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침 치

료와 이와 함께 수반되는 치료에 대한 기대감을 포함한 전인적인 

치료방법을 통해 환자의 병세 호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현재 개발되어 사용중인 비침습성 플라시보 침은 플라시보 침의 

침 치료의 유효성 평가를 위한 대조군으로서 적절하지 못하고, 플

라시보 약에 비해 플라시보 효과가 높게 나타날 수 있는 특성이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플라시보를 이해함에 있어

서 치료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대조군으로서 애써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것에서 벗어나 치료적 의식 혹은 의미와 관련

된 다이나믹한 효과라는 현대적 의미로 변화되고 있다. 플라시보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마음-뇌-몸의 상호작용을 통

해 신체의 치유과정을 이해하는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침구의학에서 플라시보의 역할을 관찰하는 것은 침구치료

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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