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뜸 요법이 원발성월경곤란증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정은영

요약

본 연구는 뜸 치료요법이 부인과적 질환이 없는 원발성 월경곤란증으로 고통받는 여성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연구한 논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총
개의 문헌이 검색되었으며 중복논문 배제 등의 문헌 선택 및 배제과정을 거쳐 총 개의 일차연구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분석에 포함된 연구 중 편은 무작위배정연구 편은 비무작위연구 편은 전후비
교연구이었다
및
를 사용하여 생리통증 정도
를 측정한 연구는 편 중 편이었다 편에 대한 메타분석결과 뜸 치료를 적용한 군에서 뜸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군보다 로 측정한 경우
정도 경감하였고 로 측
정 시 또한 유사한 폭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생리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 정도는 뜸 요법을 시행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
정도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 뜸치료 요법이 원발성 월경곤란증의 치료 뿐 아니라 예방적 수단으로
서 적극 권장할 수 있는 임상적 근거가 있는 치료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어 원발성 월경곤란증 생리통 뜸 체계적 문헌고찰
Abstract
Purpose To synthesize and figure out the studies that identified the relationship between moxibustion and
primary dysmenorrhea in young women. Methods Electronic databases were searched, including KmBase,
KoreaMed. riss4u, PubMed, MedLine, Cochrane library and CINAHL. The search terms included primary
dysmenorrhea, abdominal cramp, moxibustion. Only papers published in Korean and English were included.
Results 11 studies were finally included from 299 references screened. Study designs were 2 randomized
controlled studies(RCT), 7 Non-RCT and 2 before and after studies. After the moxibustion treatment, the
score of VAS(Visual Analogue Scale) and GRS(Graphic Rating Scale) has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and the difficulties in ADL(Activities of Daily Life) also has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Conclusion Moxibustion was effective in relieving the abdominal pain and difficulties in
activities of daily life on primary dysmenorrh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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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연구의 필요성
원발성 월경곤란증이란 뚜렷한 골반 내 병변이 없는 상태에서 반복적이며 경련성이 있는 하복
부 통증이 생리기간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사춘기 여성에게서 특히 많이 볼 수 있으며 하복부 통증
뿐 아니라 오심 구토 설사 피곤 열감 두통 등을 대부분 동반하여 일상생활에까지 심각한 영향
을 미치는 대표적 여성질환이다 원발성 월경곤란증의 원인으로 서양의학은 자궁내막에서 프로
스타글라딘이 비정상적으로 과다하게 생성됨으로 인해 불규칙하고 과도한 자궁수축이 발생하며 자
궁수축은 자궁으로의 혈류를 감소시키고 이로 인해 자궁에 저산소증을 초래한다고 설명하며 한의
학에서는 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원발성 월경곤란증의 발생빈도를 보
면 캐나다의 경우 정도의 여성이 원발성 월경곤란증으로 고통 받고 있고 이 중 의 여성
이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불편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생리통으로 인해 직장 또는 학교를
결석하는 경우도 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유사하여
이상의
여성이 원발성 월경곤란증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원발성 월경곤란증의 치료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또는 경구피임제와 같은 약물투여 피하신경전기자극치료
침 또는 지압 등과 같은 비약물적 치료 및
신경절제와 같은 수술적 방법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젊은 여성이 원발성 월경곤란증을 겪고
있고 학교를 결석하거나 직장을 결근하는 가장 큰 원인이 생리통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정
작 병원을 방문하거나 약제를 복용하는 등 의학적 접근을 시도하는 경우는 정도로 낮은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즉 생리통증에 대해 주변의 누군가에게 고통을 호소하기는 하지만 의학적 치
료를 시도하는 경우는 그리 높지 않으며 또한 약제복용 시 허가된 최대용량을 예정생리일 일
전 복용하여 통증을 예방하거나 신속히 감소시키기보다는 저용량을 복용하는 경향이 있다 의학
적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약 정도가 따뜻한 물주머니 또는 안정을 취하도록 하는 비의료적
처방을 받았고 가량은 아무런 의학적 충고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비약물
적 치료는 원발성 월경곤란증을 겪고 있는 여성의 대부분 이 시도하고 있으며 그 효과성에 대
해서는 평균 범위
정도가 효과가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비약물치료 중 하나인
뜸 요법은 인체의 혈 자리에 쑥 등을 연소시켜 약물작용과 온열작용을 동시에 적용시키는 대표적
한방치료법으로 약물 및 침 치료와 더불어 한의학의 대표적이며 중요한 기술의 하나로 꼽히고 있
다 뜸의 장점으로는 치료효과 및 대상자들의 반응이 좋고 적응증이 광범위하며 특별한 부작용
이 없다는 점을 들 수 있고 뜸 치료를 적용하는 대표적 질환은 근골격계 질환 및 부인과 질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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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발성 월경곤란증 대상자들의 가 뜸 및 부항 등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한 적이 있으
며 이용 후의 만족도 또한 높은 것 으로 보고되어 원발성 월경곤란증 대상자에 대한 뜸 치
료요법의 효과에 대한 검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뜸 치료 후 생리
통이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계속 있었으나 대부분의 일차연구가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또한 신
뢰도와 정확성이 불충분한 연구방법으로 인해 임상적 효과를 확정적으로 제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
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 원발성 월경곤란증에 시행된 뜸 치료에 대한 개별 일차연구결과
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론을 통해 포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뜸 치료에 대한 근거평가와 더불
어 향후 향상된 임상근거수립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
본 체계적 문헌고찰은 뜸치료가 원발성 월경곤란증으로 인한 통증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에 미
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를 시도한 일차연구를 합성하고 그 통계적 결과를 기술하여 뜸 치료가 원발
성 월경곤란증을 완화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검색 데이터베이스 및 주제어 등
본 연구의 핵심질문은 뜸치료가 원발성 월경곤란증 대상자의 생리통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 정
도에 효과가 있는지 여부이다 문헌검색은 국내 데이터베이스 개 국외 데이터베이스 개로 총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였으며 국내 데이터베이스로는 한국의학논문 데이터베이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를 국외 데이터베이스로는
및
을 포함하였다 데이터베이스 검색 시 검색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검색
일 현재
까지 관련 주제어 등에 해당하는 모든 문헌을 검색하였다 또한 선택기준에 의
거 선택된 문헌의 참고문헌 리스트를 검토하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검색되지 아니한 문헌이 발견
되는 경우 해당 문헌을 검색하여 선택기준 충족 시 분석에 포함하였다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함에 있어 주요검색어는 ‘원발성 월경곤란증’, ‘생리통’, ‘뜸’이었으
며 데이터베이스별로 연산자 활용이 가능한 경우는 ‘(월경곤란증 OR 생리통) AND 뜸’의 검색식
을 사용하여 검색하였다.

문헌 선택 및 배제기준
검색된 일차연구 중 첫째 원발성 월경곤란증 대상으로 연구한 경우 분석에 포함하였으며 둘째
뜸 치료를 중재요법으로 적용한 경우를 선택하되 침과 뜸이 동시에 적용된 경우 등 뜸 치료와 타
ISSN: 2383-5281 AJMAHS
Copyright
2017 HSST

505

치료방법을 병행한 연구는 제외하여 뜸 치료만의 순수 효과를 보고자 하였다 수지 뜸을 중재로 한
경우 포함 셋째 뜸의 효과를 측정하는 도구로 시각통증척도
또는
그림통증척도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을 측정한 일차연구를 포함하였
고 넷째 연구유형은 무작위배정연구 코호트 환자 대조군 연구 등 모든 연구유형을 포함하였으며
다섯째 영어 및 한국어로 발표된 연구를 선택하였다 배제기준으로는 산부인과적 문제 등 질환으
로 인한 속발성 월경곤란증을 대상으로 한 경우 중재요법으로 뜸 치료와 타 치료방법 예 침 부항
또는 경구진통제 등 을 동시에 적용한 연구 질적 연구 원저가 아닌 연구
등 전 임상시험연구
초록만 발표된 연구 또
는 예비조사 연구 중복 출판된 연구 등은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문헌 스크리닝 방법
문헌검색 전략에 의거 각 데이터베이스별로 검색된 문헌을 모두 병합한 후 중복문헌을 제거하
였다 연구자 인에 의해 중복문헌 제거 후 일차연구의 제목과 초록을 통해 본 연구의 핵심질문과
부합하지 않는 연구를 배제하였으며 제목과 초록으로 선택 또는 배제여부 판단이 불분명하거나
선택기준에 완전히 부합되는 일차연구는 전문을 확보하여 포함여부를 판단하였다

비뚤림 위험 평가 도구
본 체계적 문헌고찰에 포함된 일차연구 편 중 무작위배정연구는 편 비무작위배정연구 편
전후비교연구가 편으로 무작위배정연구에 대한 비뚤림 위험 평가는
의
도구를 비무작위배정연구와 전후비교연구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의
를 사용하였다

자료통합
일차문헌에 대한 비뚤림 위험 평가 후 개 일차연구에 대한 데이터 추출이 이루어졌으며 양적
통합이 가능한 결과지표인 생리통증에 대한 메타분석에는 총 편이 일상생활 곤란정도에는 편의
연구가 메타분석에 포함되었다
표 분석에 포함된 연구 요약
Author(year) Country Study design
1

Gao J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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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RCT

Participants
n=20

Intervention
First phase

Comparison
First phase

Outcome
Pain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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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cross over
study

17-25 aged

Moxibustion: CV4, CV8
20min/treatment, once
a day lasting 5-7
days before
menstruation
2 consecutive
menstrual cycles
In second phase the
intervention was
switched

Author(year) Country Study design

Participants

Intervention

Placebo: site and
treatment time same
as intervention
2 consecutive
menstrual cycles
In second phase the
intervention was
switched

NRS :0 to 10)
VRS: none∼
unbearable, 6 steps
PRI
VAS
BRS-6: 0 to 5
RSS : associated
symptom measure

Comparison

Outcome

2

Ma Y-x et al
(2015)

China

RCT

n=20
17-35 aged

Moxibustion: CV8
7 days before menses
once every 3 days
until menstruating
2 hrs/treatment,
3 consecutive
menstrual cycles

Acupuncture: SP6
7 days before
menses
once a day until
menstruating
15 min/treatment
3 consecutive
menstrual cycles

VAS
LC-MS

3

IS Lee &
Cho JY et al
(2010)

Korea

Non-RCT

n=40
average 19-20
aged

Hand moxibustion
After finishing mense, 2
treatments/week for 4
weeks(total 8
treatments)

No treatment

GRS : 0 to 10
Difficulties of ADL:
9 items, 5 point
scale
Dysmenorrhea:18
items,
4 point scale

4

Kim HJ et al
(2007)

Korea

Non-RCT

n=27
20-35 aged

n=13
Abdominal moxibustion
25min/time,
3 times/week, from
the ending of one
menstrual cycle to
the beginning of the
next menstrual cycle

n=14
No treatment

VAS
MDQ: 47 items,
5 point scale

5

Kim YS et al
(2006)

Korea

Non-RCT

n=48
18-23 aged

n=24
No treatment

VAS
MDQ

6

Lee IS & Choi
HS et al
(2005)

Korea

Non-RCT

n=31
college
students

n=24
Abdominal moxibustion
20min every 2 days
for 3 weeks
n=16
Hand moxibustion
20min/day for 7 days
from before the
expected menstrual
date to the beginning
of the mense

n=15
No treatment

GRS : 0 to 10
Difficulty of ADL: 9
items, 5 point scale

7

Lee IS (2004)

Korea

Non-RCT

n=33
college
students

n=19
Hand moxibustion
3 times a week, twice
a time from the
ending of one
menstrual cycle to
the beginning of the
next menstrual cycle

n=14
No treatment

Pain
GRS: 0 to 10
FRS: 6 point scale
ALPRS
Dysmenorrhea score:
18 items, 0 or 1
Difficulty of ADL:
9 items, 5 point
scale

8

Chang et al
(2003)

Korea

Non-RCT
4 groups

n=64
19-24 aged

n=16
Hand moxibustion
3 times a week for
5~6 weeks(total 15-18
times) from 1 week
earlier the expected
menstrual date to the
nd
beginning of the 2
menstrual cycle

n=16
No treatment
n=16
pellet
n=16
Hand moxibustion
and pellet

GRS: 0 to 10
Dysmenorrhea score:
15 items, 4 point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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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Kim SO & Cho
SH et al
(2001)

Korea

Non-RCT

n=40
18-23 aged

10 Chiang S et al
(2008)

Korea

BA study

n=27
18-40 aged
(avg 28.4)

11 Shin KR et al
(2004)

Korea

BA study

n=15
avg 29.0±8.61

n=20
n=20
Hand moxibustion
Acupuncture
4 times/week for 60
4 times/week for 60
days
days
n=24
Tibia moxibustion(SP6)
2 times/week for 3 weeks (total 5
treatments)
Hand moxibustion : 1/day for 8 weeks

VAS

MMP : VAS
MSSL : 0 to 10
Difficulty of ADL :
0-10
VAS
DITI

결과
일차연구의 비뚤림 위험 평가 결과
무작위배정연구 편에 대하여
의 도구 를 이용하여 비뚤림 위험을 평가한 결과
등 의 연구는 세 번째 영역인 연구 참여자 및 연구자에 대한 맹검이 이루어지지 않았
으나 자료분석자에 대한 맹검은 시행되어 해당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비뚤림 위험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등 의 연구도 연구대상자 배정 시 연구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제
자가 컴퓨터를 이용한 난수를 생성하여 대상자를 배정하는 등 모든 영역에서 비뚤림의 위험이 낮
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비뚤림 위험 평가결과

비무작위연구 편 및 전후비교연구 편에 대하여
를 이용하여 비뚤림 위험을 분석
한 결과 비무작위연구 모두 중재군과 대조군이 동일한 인구집단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비뚤림
508

Copyright

2017 HSST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7, No.1, January (2017)

위험이 낮았으며 전후비교연구 또한 연속적인 환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전향적으로 수집하여 비뚤
림 위험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교란변수를 확인하고 이를 연구디자인이나 분석에서
고려하여야 하는 영역에서는 김호진 등의 연구를 제외한 편의 연구 모두 비뚤림 위험이 높은 것
으로 판단되었는데 이는 포함된 모든 일차연구가 교란변수의 확인 및 이를 연구디자인 단계에서
고려하였다는 언급이 없어 비뚤림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중재 노출 를 측정함에 있어 모든 연구가 자기기입식 설문지 또는 시각통증척도인 등을 이
용하여 측정하였고 각 결과변수 측정에 있어 두 번 이상 측정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 또한 통증측
정시
등 여러 도구를 사용한 경우도 각 도구의 상관성에 대한 분석시도가 없어 비뚤
림의 위험이 높았고 결과평가자에 대한 눈가림 여부에 대해서는 편의 연구 모두 정확히 기재하
지 않아 판단할 수 없어 비뚤림 위험이 불확실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대상자가 연구진행
도중 탈락된 경우 그 이유와 명수를 실험군과 비교군 모두에서 기재하였고 탈락 또는 배제된 대
상자를 제외한 중재군과 대조군간 기저상태의 차이가 없어 불완전한 자료 비뚤림의 위험이 낮았
다 또한 연구에 대한 프로토콜은 편의 연구 모두 없었지만 사전에 분석하고자 정의한 모든 결
과를 포함하고 있어 선택적 결과보고의 위험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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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비뚤림 위험 평가요약

포함된 일차연구의 특성
문헌검색 전략에 의해 검색된 문헌 수는 총 개이며 이 중 중복문헌 개는 제외하였고 제목
과 초록 내용 검토 후 제외된 일차연구는 개 전문검토 후 배제된 문헌은 개로 최종 개의
일차문헌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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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문헌선택과정

포함된 편의 연구 모두 년 이후 발표되었고 무작위배정연구 편
비무작위연구
편 전후비교연구가 편 이었으며 편
은 중국에서 시행된 연구였으나 나머지 편은
모두 한국에서 이루어진 연구이다 연구대상자의 규모는 최소 명에서 최대 명으로 연구 당 평
균 명 내외였고 연령대는 주로 간호대학생 또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여 세 세로 나타났
다 또한 생식기계를 포함한 기타 신체적 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건강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되
평소 생리통 등 원발성 월경곤란증을 겪고 있는 자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뜸의 위치는 복부에
뜸을 시행한 연구가 편
손바닥에 수지뜸을 뜬 경우가 편 그리고 경골부위에 뜸
치료를 행한 연구가 편 이었다 전후비교연구 편을 제외한 편의 일차문헌 중 비교대상으로
침 치료를 선정한 연구가 편
아무런 중재도 하지 않은 무치료연구가 편이었고 중재와
동일한 기구 등을 사용하였지만 종이를 태운 플라시보 중재가 편 뜸 봉 뜸과 봉 및 무치료
개 군간 비교연구 가 편이었다 결과변수로는
편
편 이었
다 또한 일상생활의 어려움
을 점 척도로 문항을 조사한
연구가 편 이었고 시각적으로 측정한 연구가 편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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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통증 및 일상생활 곤란정도에 대한 뜸 치료의 효과
및 를 사용하여 생리통증정도를 측정한 연구는 모두 편이었으나 에 대한 정량
적 수치 등을 제시하지 않고 그래프만 제시한
등 과 김순옥과 조수현의 연구 는 메
타분석에서 제외되어 총 개의 일차연구가 생리통증정도 메타분석에 포함되었다 또한 생리통증의
정도를 조사함에 있어 와 는 에서 까지의 강도로 대상자가 느끼는 통증의 강도를 표시
하며 오른쪽으로 갈수록 의 경우 오른쪽으로 숫자가 높을수록 생리통의 강도가 커진다는 의
미에서는 유사한 통증척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 경우 통증이 없는 상태
부터 참
을 수 없는 통증
까지 개의 통증에 대한 언어적 설명이 등 간격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점에서 와 차이가 있고 또한 일부 연구에서 동일한 처치 전후 와 로 통증을
표현하도록 한 경우 두 개의 척도가 통증정도에 대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 에
따라 메타분석 시 통증척도 종류별로 하위그룹분석을 시도하였다
생리통은 뜸 치료를 적용한 군에서 뜸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군보다 로 측정한 경우
정도 경감하였고 로 측정 시 또한 유사한 폭으로
감소하였다 두 종류의 통증척도를 모두 합성한 결과 뜸 치료를 시행한 군에서
만큼 통증이 감소하여 뜸 치료가 생리통 완화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측정도구별 하위그룹분석을 살펴보면 메타분석 결과는 일차연구들 간 이질성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의 경우
로 중간 정도의 이질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로 측정한 연구에서 이질성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로 측정한
연구가 모두 비무작위연구라는 동일한 연구유형을 가지고 있으나 로 측정한 연구 편은 무작
위배정연구 편 비무작위연구 및 전후비교연구 각 편으로 연구디자인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측정 편을 연구디자인별로 하위그룹분석을 시도하였고 분석 결과 이질성의 대부분이 전후비교연
구
에서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로 측정한 연구의 이질성 요인인 연구유
형이 아닌 뜸의 치료위치에 따른 결과인지를 알기 위하여 측정연구 편을 복부 수지 및 경
골부위별로 메타분석한 결과 복부에 뜸 치료를 시행한 편의 연구에서 상당한 이질성이 있는 것
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복부에 뜸 치료를 시행한 연구 편 중 편은 무작위연구였고
편은 비무작위연구 결과임을 감안할 때 뜸 치료 위치보다는 연구유형별로 하위그룹분석을 시도한
결과가 좀 더 신뢰성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생리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은 개의 연구에서 시행되었으며 이 중 강승우 등의 연구는 일
상생활의 장애정도를 와 같은 시각적 척도로 지장 없음 에서부터 완전히 지장을 줌 까지
의 숫자 중 표시하도록 하여 설문조사 형태로 개 문항의 점 척도로 조사한 개 연구와 구별되어
메타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생리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 정도는 뜸 요법을 시행한 경우 그렇
지 않은 경우와 비교
정도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으며 연구 간
이질성은 없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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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생리통 측정 도구별 생리통에 대한 뜸치료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결과

그림 연구유형별 생리통증에 대한 뜸치료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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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원발성 월경곤란증으로 인한 일상생활 어려움에 대한 뜸치료 효과 메타분석

논의
본 연구는 뜸 치료요법이 부인과적 질환이 없는 원발성 월경곤란증으로 고통받는 여성의 증상
을 완화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연구한 일차연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총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총 개의 문헌이 검색되었으며 중복논문 배제 등의 문헌 선택 및 배제과정을 거쳐 총
개의 일차연구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분석에 포함된 연구 중 편은 무작위배정연구 편은 비무작
위연구 편은 전후비교연구였다 포함된 일차연구 모두 년 이후 발표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데 우리나라의 경우 년 이후 진행된 일차연구가 없는 반면 중국의 경우 두 편 모두 년에
발표되었고 근거의 강도가 높은 무작위배정연구로 진행된 특징을 보여주어 근거중심의 대체의학
에 대하여 중국이 관심을 가지고 활발하게 임상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 포함된 일차연구는 대상자 선정에 있어 생리주기가 일정하고 부인과적 질환이 없으
며 손이나 배 등에 피부과적 병변이 없고 연구 시작 전 등의 측정을 통해 생리통증의 강도
가 일정 수준 이상인 세 세를 대상으로 하여 본 연구에 포함된 일차연구의 연구대상자들이 어
느 정도 동질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뜸의 치료효과를 비교하는 대상으로 본 연구에 포함된 대부분의 연구가 아무런 치료를 시행하
지 않는 무치료군을 설정하였으며 침요법과 비교한 연구가 편 플라시보 치료와 비교한 연구가
편이었다 뜸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시행함에 있어 대조군 선정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위약투여 등과 달리 거짓 뜸을 시술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는 주장
을 감안하더라도 무치료군을 비교군으로 하기보다는 경구약제와의 비교 등 다양한 비교군 선
정을 통해 뜸 치료의 효과성 여부를 좀 더 뚜렷하게 제시하는 시도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메타분석 결과 원발성 월경곤란증에 뜸 치료는 생리통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어려
움 정도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뜸 치료가 원발성 월경곤란증의 치료뿐 아니
라 예방적 수단으로서 적극 권장할 수 있는 임상적 근거가 있는 치료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뜸
을 비롯한 보완대체요법의 경우 그 시술의 기원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역사가 길지만 그와 비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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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또한 특정질환 등에 특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광범위한 적응증 등
으로 인해 한의사 등 전문의료인뿐 아니라 일반인들에 의해서도 시행되어 민간요법 수준으로 취급
받기도 한다 그러나 인터넷이 상용화된 최첨단의 사회에서 원발성 월경곤란증에 대한 뜸 치료
등 보완대체요법에 대하여 우리나라 젊은 여성들의 절반가량이 이용해 본 경험이 있으며 주위 사
람으로부터의 경험을 듣거나 보고 본인 스스로 또는 친구들의 권유 등으로 대체요법을 이용하고
있고 또한 보완대체 이용 시 부작용경험이 낮게 나타나는 등 전반적 만족도가 이상으로 나타
났다 이를 감안할 때 뜸 치료가 근거가 미약한 민간요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메타분석의 결
과로도 그 임상적 효과를 증명할 수 있음을 제시할 경우 그 활용도가 높아질 뿐 아니라 많은 환
자들이 뜸 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및 제언
현재 한의학에서 사용하는 뜸 치료는 동양은 물론 서양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그 임상적
근거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존재하고 있는 바 원발성 월경곤란증에 뜸 요법이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을 시행하였다 메타분석 결과 뜸 요법은 생리통 등 월경곤란증의 증
상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시킴은 물론 일상생활의 곤란정도 또한 뜸요법을 시행한 경우
많이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본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 뜸 요법이 근거가 미약한 민
간요법이 아닌 임상적 근거가 있는 치료법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미래의 연구자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뜸 요법이 생리통 등 원발성 월경곤란증에 효과가 있다는 임상적 근
거로서 보다 더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거의 강도가 높은 디자인의 연
구가 시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 포함된 일차연구 편 중 무작위배정연구는 단 두 편에 불과하
였고 모두 중국에서 시행되었으며 나머지 편의 연구는 비무작위연구 또는 전후비교연구로 임상근
거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연구유형이었다 이는 뜸을 이용한 무작위배정연구 편 중 중국에
서 가 시행되었고 우리나라는 단 편에 불과하다는 보고 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은 한의
학의 과학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년 이후 무작위연구는 물론 비
무작위연구도 시행된 바 없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둘째 뜸 요법 후 그 효과의 지속성을 장기간
추적 관찰한 연구가 거의 없어 뜸 치료의 효과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그 효과를 유지하는지에 대
한 고찰이 미약하다는 점이다 원발성 월경곤란증의 치료법을 선택함에 있어 통증완화뿐 아니라
해당 치료에 대한 대상자의 플라시보 효과도 고려되어야 하며 통증감소가 시작될 때까지의 소요
시간 통증이 감소된 후 효과가 지속되는 시간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 경감 정도 등 생리통증 외에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증상의 완화 정도 및 이로 인해 일상생활 또는 업무수행에 질적인 향상이 있
는지 여부를 결석률 또는 결근율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가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본
체계적 문헌고찰에 포함된 일차연구들의 결과측정 기간은 단기간에 속한다 할 수 있겠다 즉 뜸
치료 후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생리주기에서의 통증의 정도 등만으로 뜸 치료의 효과를 측정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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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연구가 대부분으로 뜸 치료 후 통증의 감소뿐 아니라 결석률이 어느 정도 감소되어 대상자
의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연구결과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무작위연구를 제
외한 비무작위연구에서 비뚤림의 위험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점이다 즉 양쪽 군을
비교함에 있어 알려진 또는 알려져 있지 않은 교란변수를 최대한 고려한 일차연구가 거의 없었고
결과평가자에 대한 눈가림여부에 대한 보고가 없는 점 그리고 중재의 효과를 측정함에 있어 자기
응답에 의한 주관적 통증정도를 측정하였고 통증이라는 변수 자체가 주관적일 수밖에 없으나
등으로 측정한 통증의 정도를 다른 방법으로 동시 측정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고 측정방법 간 연관
성 등을 분석하였다면 좀 더 비뚤림의 위험이 낮은 질 좋은 연구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원발성 월경곤란증에 시행한 뜸 치료는 생리통증과 일상생활의 어
려움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임상적 근거가 있는 접근성이 높은 방법이며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치료법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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