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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iveness of Moxibustion Treatment in Infertility with IVF-ET: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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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moxibustion
in infertility with In Vitro Fertilization and Embryo Transfer (IVF-ET).

Methods: We searched 8 databases (Embase, PubMed, CiNii, CNKI, OASIS,
ScienceOn, KMBASE, KISS)to identify eligible studies published before 2021 Oct.
We included randomized controlled clinical trials (RCTs) using moxibustion in
infertility with IVF-ET. The methodological quality of each RCT was assessed
by the Cochrane risk of bias tool.

Results: Two RCT studies were eligible in our review. The overall risk of bias
was evaluated as unclear. The meta-analysis of 2 trials indicated that favorable
results for the use of moxibustion with IVF-ET.

Conclusions: This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clinical trials suggests
that moxibustion with IVF-ET can effect on Infertility patients. However, because
of studies included analysis was biased due to unclear risk of bias and unreliable
study design, future RCT studies and additional Meta-Analysis are needed to judge
the supplementary treatment role of moxibustion in infertility with IVF-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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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불임(Infertility)이란 약 1년간 정상적

부부생활을 하였으나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로 과거에 한 번이라도 임신의 경험

이 없는 상태로 계속 임신이 되지 않는

거나 임신 경험이 있는 부부가 유산 혹은

분만 후 무월경의 상태가 끝난 뒤부터

만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

를 불임증이라고 지칭 한다1). 임상에서

는 35세 이상인 여성의 경우 6개월간의

피임 없는 성생활 후에도 임신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진료가 필요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항성이 있으며, 최근 정부의

보건사업 등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난

임(subfertility)이란 용어는 임신이 잘

되지 않는 상태 혹은 그와 같은 상태를

유발할 수 있는 질병을 가진 상태로 규

정 한다2).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

율(total fertility rate)은 ‘2020년 출생

사망 통계’에 따르면 2012년 1.297명, 2013년

1.187명, 2014년 1.205명, 2015년 1.239명으로

조금의 증감을 반복하다 2016년 1.172명,

2017년 1.052명, 2018년 0.997명, 2019년

0.918명, 2020년 0.837명으로 다른 OECD

선진국들의 수치가 소폭 하락한 것에 비해

급격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며3), 난

임 진료 인원의 경우 2008년 16만 명 수

준에서 2012년 19만 명, 2016년 22만 명,

2019년에는 23만 명 수준으로 매년 증가

하는 추세에 있다4).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선 2006년부터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사업이 국가적으

로 시행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체외수정

시술 등의 고액의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

는 사업과 더불어 2013년도부터는 한방

난임 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또한 급격하

게 확대되었다. 특히, 한방 난임 사업에

서는 한방 난임 대상자에게 약제 침, 뜸

을 중심으로 한 치료를 3~6개월간 제공

하였으며5-7), 또한, 이 사업의 긍정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 6월까지 총 16개

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제를 제정하

여 지속적인 난임 지원사업의 추진을 진

행하고 있다8).

난임의 대표적인 치료로는 먼저 체외

수정시술(In vitro fertilization, IVF)이

널리 사용되는데, 난임 환자에게 과배란

유도 호르몬제를 투여하고 난소로부터

난자를 흡인하여 배양액 내에서 일정 시

간 키워 성숙 된 난자를 배양접시 안에

서 정자로 수정시킨 후, 배아 발달과정

을 확인한 뒤 자궁 내로 수정된 배아를

이식하는 과정이다9). 그러나 반복되는

난임 환자에 대한 체외수정 시술에도 불

구하고 그에 비례하지 않는 임신율 및

출산율, 또한 과배란 유도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난소과자극증후군 등은 해결해

야 할 문제들로 남아있어 이를 보완할

대체요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의 체외수정 시술 처치를 받은 난

임 환자의 한방처치에 관한 연구들로는

한약 중재효과에 대한 실험 연구10-2) 및

임상연구13,14) 그리고 최신 임상연구 동

향15)이 있으며, 침의 중재에 관한 연구

는 최신 임상연구 동향16)이 보고되어 있

고, 체외수정과 한의학적 치료에 대한

문헌고찰 연구17)가 있었다. 그러나 체외

수정과 뜸의 중재효과에 대한 RCT 및

메타분석 연구는 국내에서 보고된 바가

없어, 국외의 RCT연구를 바탕으로 체외

수정 시술과 병행된 뜸 처치의 효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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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각 연구의 근거 수준을 평가하고

효과 값을 분석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

였다.

Ⅱ. 대상 및 방법

1. 데이터베이스 및 검색 방법

2021년 10월 5일까지 국내외에 발표된 논

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Excerpta Medcia

dataBASE(Embase), Publisher MEDLINE

(PubMed), 사이니(Citation Information

by Nii, CiNii)를 통하여 영어 논문, 일

본어 논문을 검색하였고, China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CNKI)를 통하

여 중국어 논문을 검색하였다. 오아시스

(Oriental Medicine Advanced Searching

Integrated System, OASIS), ScienceOn,

케이엠베이스(Korean Medical database,

KMBASE), 한국학술정보(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를 통

하여 한국어 논문을 검색하였다. Embase,

PubMed 에서는 검색식을 (“subfertility”

OR “infertility” OR “infecundity” OR

“sterility”) AND (“infertility therapy”

OR “Assited reproductive techn$” “in

vitro fertilization” OR “IVF” OR “GIFT”

OR “ZIFT”) AND (“moxibustion” OR

“moxibust*” “mox*”) 등으로 하였다. CiNii

에서는검색식을 (“infertility” OR “subfertility”

OR “infecundity” OR “sterility” OR

“不妊症” OR “不妊”) AND (“female”

OR “women” OR “woman” OR “女性”)

AND (“moxibustion” OR “artemisia” OR

“moxa*” OR “灸” OR “きゅう” OR

“艾灸” OR “灸法” OR “灸治療” OR

“灸療法”)로 설정하였으며, CNKI에서는

(“女性不育" OR “女性不孕症" OR “不

孕不育" OR “不孕不育症" OR “不育"

OR “不孕" OR “不孕症" OR “不育症"

OR “生育力" OR “低生育力" OR “受精

不足") AND (“灸" OR “艾条" OR

“MOXIBUSTION" OR “灸法" OR "灸疗"

OR “灸治" OR “灸治疗" OR “艾条"

OR “艾灸疗法" OR “天灸" OR “悬灸"

OR “隔姜灸" OR “隔蒜灸" OR “隔药灸"

OR “隔盐灸" OR “附子饼灸" OR “麦粒

灸" OR “温箱灸" OR “温针灸" OR “雷

火灸" OR “电子灸" OR “直接灸" OR

“间接灸" OR “隔物灸" OR “温和灸"

OR “督灸" OR “热敏灸" OR “药线点灸"

OR “Moxa" OR “Jiu") AND (“随机" OR

“对照")를 이용하여 검색하였다. OASIS,

scienceOn, KISS, KMBASE 는 각각을

(“난임” OR “불임” OR “임신” OR “구

사” OR “가임력” OR “난소예비력” OR

“AMH” OR “항뮬러관호르몬”) AND

(“뜸” OR “쑥뜸” OR “애주구” OR “뜸

법” OR “뜸요법” OR “구법” OR “애

구” OR “간접구” OR “직접구뜸” OR

“쑥뜸” OR “애주구” OR “뜸법” OR

“뜸요법” OR “구법” OR “애구” OR

“간접구” OR “직접구”)를 키워드로 이

용하여 검색하였다.

2. 선정 기준

국내와 국외에서 난임 환자 중 보조생

식술을 병행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뜸을

중재시술(intervention treatment)로 한 무

작위 대조 임상연구(Randomized Controlled

Clinical Trials, RCT)를 선정하였다. 보

조생식술 단독 치료군과 보조생식술 및

뜸 병행 치료군을 비교한 연구를 포함하

였으며, 뜸 이외의 한약 처치가 혼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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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군 만을 비교한 연구는 뜸 단독 사

용의 효과를 뚜렷하게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3. 자료 추출

두 명의 독립된 연구자(LHS, LJM)가

선정된 연구에서 정보를 추출하였다. 환

자특성, 연구디자인, 연구기간, 중재방법,

평가지표, 주요 결과, 이상반응 등을 요

약정리 하였다. 내용에 대하여 의견불일

치가 있을 경우 재논의 하였다.

4. 비뚤림 위험평가

Cochrane Handbook 비뚤림위험(Risk

of Bias)평가법18)을 사용하여 무작위 배

정순서 생성, 배정순서 은폐, 연구 참여

자와 연구자의 눈가림, 결과 평가자의

눈가림, 불완전한 결과의 처리, 선택적

결과 보고, 잠재적인 다른 비뚤림 위험

의 7가지 영역으로 평가하였다. 각 문항

에 대하여 문헌의 본문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에 따라 비뚤림 위험이 “높음(high

risk of bias)”, “낮음(low risk of bias)”,

“주어진 자료로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unclear risk of bias)”로 판정하였다. 세

명의 독립된 연구자가 평가를 시행하였

으며, 난임치료에 대한 뜸 처치의 체계

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의견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 재논의하고 교신 저자로부

터 의견을 구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각각의 연구 결과에 대한 효과를 종합하

여 분석하기 위하여 Cochrane Collaboration

software인 Review Manager(RevMan)

Version 5.3 for Windows를 이용하였다.

변량 효과 모형(random-effects model)을

이용하여 메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분

형 자료의 경우 상대위험도(Risk ratio, RR)

와 양측 95% 신뢰구간(CI)을 이용하여

표시하였고, 연속형 자료의 경우 평균차

(Mean difference, MD)를 95% 신뢰구간

과 함께 표시하였다. 개별 분석에서 이

질성은 I2를 이용하여 나타냈다.

Ⅲ. 결 과

1. 문헌 선정

총 8개의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서 검

색된 128건의 논문 중에서 최종적으로 2

건19,20)의 논문이 선정되었다(Fig. 1). 중

복된 28건의 논문을 제외하였고, 제목과

초록을 살핀 후 본 연구와 무관하다고

생각 되어지는 36건의 논문이 제외되었

다. 남은 64건의 논문 중에서 무작위 대

조군 임상 연구가 아닌 경우(n=18), 연

구하고자 하는 중재 방법에서 벗어난 경

우(n=37), 결과값이 연구와 무관한 경

우(n=36), 그 외에도 본 연구에 취지에

맞지 않는 무관한 경우(n=7)를 제외한

후 최종적으로 2건의 논문이 선정되었다.



보조생식술을 시행한 난임환자에서의 뜸 치료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32

Identification

Records identified through
database searching (n=128)

1. PUBMED (n=43)
2. CENTRAL (n=5)
3. EMBASE (n=32)
4. CNKI (n=28)
5. CiNii (n=2)
5. KISS(n=9)
6. KMBASE (n=7)
7. OASIS (n=1)
8. Scienceon (n=1)

Additional records
identified through other

sources (n=0)

↓ ↓

Screening

Records after duplicates (n=28) removed (n=100)

↓

Records screened (n=100) → Records excluded (n=0)

↓

Eligibility
Full-text articles assessed
for eligibility (n=100)

→

Full-text articles excluded
with reasons
1. No relevant outcome

(n=36)
2. Not RCT (n=18)
3. Not targeted intervention

(n=37)
4. Others unrelated (n=7)

↓

Included
Studies included in

qualitative synthesis (n=2)

Fig. 1. Flowchart of the trials selection process.

2. 선정된 논문 분석

선정된 논문의 주요 특징적인 부분은

Table 1에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총 환자

수는 33명, 31명으로 비슷하였다. 환자의

연령분포는 각각 25-40세, 22-41세 였고,

두 논문 모두 임상 임신율과 자궁 내막 두

께를 주요 평가지표로 사용하였다. 치료 기

간은 월경주기로 하였을 때 Li(2018)19)의

연구는 불분명하였으며. Huang(2020)20)

의 연구는 3주기를 기준으로 하였다. 시

험군과 대조군 모두 체외수정시술 및 배

아이식(Invitro Fertilization and Embryo

Transfer, IVF-ET) 단독 시행군과 뜸치료

병행군의 비교로 진행되었으며, Li(2018)19)

의 연구는 쑥뜸, Huang(2020)20)의 연구는

격약구로 치료를 시행하였다. 두군 모두

그 외의 처치는 없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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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Sample
(I/C)

Age Intervention Moxibustion herb Control

Duration of
treatment
(menstrual

cycle)

Acupoints Outcomes

Li
et al
201819)

33/33
25
-40

Moxibustion
+IVF-ET

Cuscutae Semen (兎絲子),
Psoraleae Semen (補骨脂),
Morindae Radix (巴戟天),
Cinnamomi Cortex (肉桂),
Evodia rutaecarpa Bentham

(吳茱萸),
Eucommiae Cortex (杜仲),
Aconiti Lateralis Radix

Preparata (附子),
Rehmanniae Radix Preparata

(熟地黃),
Angelicae Gigantis Radix (當歸),
Cnidium officinale Makino (川芎),
Paeoniae Radix Alba (白芍藥)

IVF-ET NR*

GV14, BL23,
BL32, CV4,
CV19, ST36,
SP6, KI3

Gn†,
ovulation,

MII,
endometrial
thickness
pregnancy

rate

Huang
et al
202020)

31/31
22
-41

Moxibustion
+IVF-ET

Artemisia princeps Pampanini
var. orientlis Hara (艾葉)

IVF-ET 3

CV4, CV19,
ST36, SP6,
GV4, BL23,
LU7, LR1,

SP10

NRS‡,
endometrial
thickness
pregnancy

rate

*NR : not reported, †GN : Gonadotropin, ‡NRS : numerical rating scale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Included Trials

3. 비뚤림 위험 평가

선정된 2건의 논문의 비뚤림 위험 평

가를 위하여 무작위 대조 임상 연구에

쓰이는 Cochrane Risk of Bias criteria21)

를 기준으로 하였다. 무작위 배정순서 생

성(Random sequence generation)항목에

서는 Li(2018)19)의 연구에서는 낮은 위

험으로 나타났고 Huang(2020)20)의 연구

에서는 불확실로 평가하였다. 배정순서

은폐(Allocation concealment) 항목에서

는 2건 모두 자세한 배정방법이 서술되

어 있지 않아 불확실로 평가하였다. 2건

의 중국 논문에서 연구 참여자와 연구자

의 눈가림(Blinding of participants and

personnel) 및 불완전한 결과값(Incomplete

outcome data)의 경우 중재 특성상 연구

참여자와 연구자를 눈가림할 수 없었으

나 결과값 및 평가지표 모두 눈가림과

상관이 없는 지표로 볼 수 있어 비뚤림

위험이 낮다고 평가하였다. 선택적 보고

(Selectivie reporting)의 경우 Li(2018)19)

의 연구에선 예상되는 모든 지표가 표시

되어있으나 Huang(2020)20)의 경우 난임

연구의 지표로써 예상되는 결과값들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확실로 평가하였

다. 나머지 비뚤림 항목에서도 논문에

언급되지 않은 것은 비뚤림 위험 불확실

로 평가하였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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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dom
sequence
generation

Allocation
concealment

Blinding of
participants

and personnel

Blinding of
outcome

assessment

Incomplete
outcome
data

Selective
reporting

Other
bias

Li et al
201819)

L U L L L L U

Huang
et al
202020)

U U L L L U U

Risk of bias : low risk of bias (L), high risk of bias (H), unclear risk of bias (U)

Table 2. Summary of Risk of Bias Assessment for Studies Included

4. 이상반응 보고

두 건 모두에서 이상반응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보고되어있지 않다.

5. 치료효과

1) 보조생식술 및 뜸치료 병행군과 보

조생식술 단독 처치군의 임상 임신

율 비교

IVF-ET를 시행한 난임 환자군에 뜸

치료의 유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변량

효과 모형(random -effects model)을 이

용하여 2건의 논문19,20)으로 메타분석을

시행하였다. 2건의 논문에서 임상 임신

율의 결과값을 비교하였다. 뜸치료를 병

행한 치료군이 뜸치료를 병행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임상 임신율이 유의하게 높

았다(RR=1.89, 95% CI:1.20 to 2.97,

p=0.002, I2=0%)(Fig. 2).

Fig. 2. Pregnancy rate after IVF-ET with moxibustion treatment versus only IVF-ET.

2) 보조생식술 및 뜸치료 병행군과 보

조생식술 단독 처치군의 치료 전후 자궁

내막 두께(Endometrial thickness) 비교

2건의 논문19,20)으로 메타분석을 이용

하여 치료 전, 후의 자궁내막 두께 변화

를 비교하였다. 보조생식술 단독 치료군

에 비하여 뜸치료 병행군이 자궁내막의

두께가 개선되었음이 나타났으며 통계적

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MD=0.66, 95%

CI: -0.06 to 1.39, p=0.19, I2=42%)(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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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ndometrial thickness after IVF-ET with moxibustion treatment versus only
IVF-ET.

Ⅳ. 고 찰

보조생식술은 임신을 돕기 위해 시행되는

체외에서의 난자와 정자를 조작하는 기술로

초기에는 여성의 난관 손상에 의한 불임치

료법으로 도입되었으나 점점 그 적응증이

확대되어 난자 공여(Oocyte Donation),

세포질 내 정자 주입술(intracytoplasmic

sperm injection, ICSI), 착상 전 유전진

단과 같은 방법을 포함한 다양한 보조생

식술로 발달 하였다22).

2018년 경기도 한방 난임 사업 결과

보고에 따르면23) 대상자 중에서 110명이

IVF-ET를 경험하였고, 평균 시도 횟수

는 3.06회였다. 이러한 반복적 보조생식

술 실패 대상자들의 경우 가임력의 저하

에 따른 임신 가능성의 저하를 예측할

수 있었으며, 2016년의 한방 난임 사업

결과 보고에 따르면24) 인공수정 시술을

체외수정 시술 후에 시행할 경우 임신율

이 전체 대상자의 13.9%에서 7.8%로 낮

아짐이 보고되었다. 또한, 반복적인 체외

수정 시술의 경우 시술의 회차가 증가함

에 따라 발생하는 임신율의 증가율은 감

소하며 5회 이상의 시술이 진행된 이후

엔 출산율의 증가가 관찰되지 않았다는

연구도 보고되었다25). 이러한 연구 결과

에 더하여 체외수정 시술 후의 부작용으

로 쌍둥이나 세쌍둥이를 임신하여 다태

임신으로 인해 산과적 합병증이 발생하

고, 신생아 유병률의 증가가 나타나거나

혹은, 다낭성난소낭종을 가진 난임 환자

에게서 과배란 유도 시에 난소 과자극

증후군이 발생하여 복수가 차거나 폐수

종 및 혈액 응고의 부작용 등이 진행되

는 것26)은 보조생식술에 추가적으로 시

행할 수 있는 보완요법의 필요성을 상기

시킨다.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로는 한약 중재

효과에 대한 실험연구10-2)와 임상연구13,14),

임상연구 동향15)이 있었고, 침의 중재에

관한 임상연구 동향16)이 보고되었으며,

한의학적 치료에 대한 문헌 고찰연구17)

가 있었으나 모두 뜸 치료에의 단독처치

에 대한 고찰 및 분석 연구는 국내에 발

표된 바가 없었다. 또한, 뜸치료의 월경

곤란증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에 따르면27),

뜸 치료가 월경곤란증에 있어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자궁 주변의

혈액순환을 개선시킨다는 연구가 있으나

월경 곤란을 개선 시키는 것과 난임의

보완요법으로서 역할 및 기전을 연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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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엔 불충분하였다. 또, 국외에서 진행된

다낭성난소증후군에 대한 한약과 뜸 치

료의 메타분석에 따르면28), 뜸치료는 난

소기능의 개선 및 성호르몬 수치의 정상

화 효과를 가져왔으나 뜸이 보조생식술

과 병행되었을 때의 보조작용에 대해선

알 수 없었다. 따라서 저자는 국내외에

서 시행된 연구를 검색하여 체외수정 시

술의 보완요법으로서 뜸 치료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을 시행하고자 하였다.

Huang(2020)20)의 연구에서는 성선자

극호르몬(Gonadotropin, Gn), 배란수, 성

숙난자 수(MetaphaseⅡ stage oocytes, MⅡ

oocytes), 우성배아율 및 수, 이식배아수,

자궁내막 두께, 및 임상임신율을 치료

후의 치료군과 대조군을 비교한 결과값

으로 산출하였다. Gn의 총량은 단독치료

군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치를 나타내었

으나(P<0.05) 배란수와 MII oocytes의 비교

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

내지 못하였다(P>0.05). 임상임신율은 대

조군이 10건으로 32.26%, 관찰군이 18건으

로 58.06%로(χ2=4.168，P=0.041) 현저히

높은 수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를

나타내었다. 자궁내막두께는 치료군이 대

조군에 비해 현저한 차이가 있었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진 않았다(P>0.05).

Li(2018)19)의 연구에서는 신양허 증상

의 난임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후 환자군

의 치료 후 증상점수, 신양허 증상점수,

월경증상점수, 자궁내막 두께, 자궁내막

분형(a, b, c), 에스트라디올(Estradiol, E2),

양질의 배아율, 임상임신율을 치료 전과

후로 나누어 치료군과 대조군을 비교하

였다. 치료 후 증상점수를 ‘臨床痊癒’, ‘显

效’, ‘有效’, ‘无效’로 구분하여 계산하였으

며, 증상 총 치료 효과는 치료군 총 유효율

96.7%, 대조군 총 유효율 21.2%(P=0.00)

로 차이가 현저한 통계학적 의의를 나타

내었다. 신양허 점수는 치료군에서 치료

전 12.21±4.08 치료 후 2.06±4.08(P<0.01),

대조군에서 치료 전 10.82±4.369 치료 후

8.67±5.372(P<0.05)로 두 군 간의 차이가

통계학적으로 의의가 있었다. 월경증상점

수는 치료군에서 치료 전 7.85±3.455 치료 후

3.70±2.456 대조군애서 치료 전 8.30±3.941

치료 후 6.48±2.502로 월경증상 개선에서

두 군 간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 자궁내막 두께 치료군

에서 치료 전 5.91±1.10 치료 후 8.39±1.97

대조군에서 치료 전 6.00±0.866 치료 후

7.36±1.141로 두 군 모두 치료 후 자궁내

막 두께가 유의미하게 개선되었으며, 두

군 간의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자

궁내막의 형태를 치료 전, 후 도플러 초

음파로 관찰하여 각각을 a, b, c형으로

중앙의 기능 층이 강한 에코라인을 보임

에 따라 차례로 나누었다. 치료 후 치료

군의 a형률은 54.5% 대조군 24.4%로 치

료군이 대조군에 비해 우수한 결과를 나

타내었다. 양질의 배란 수에선 치료군이

33명 중 8.6±4.07개, 대조군이 33명 중

5.6±2.42개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P<0.05). 임상 임신율에서는 치료

군이 33명 중 16명으로 48%, 대조군이 33명

중 8명으로 24%의 효율을 보여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

그러나 E2의 혈중농도는 치료군과 대조

군 두 군 모두 치료 전후의 결과는 효과

적으로 나타났으나 두 군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전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

지 못하였다(P>0.05).

선정된 2건의 논문에서 난임 치료를

위해 뜸을 뜬 경혈은 大椎(GV14), 氣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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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6), 命門(GV4), 列缺(LU7), 太溪(KI3),

次髎(BL32), 大敦(LR1), 血海(SP10) 이

각 1회씩 사용되었으며 腎兪(BL23), 關元

(CV4), 子宮(CV19), 足三里(ST36), 三陰

交(SP6)이 각 2회 사용되었다. Go et al.29)

의 연구에 따르면 SP6가 통증 관련 뇌

구역을 활성화 시키고 시상하부의 베타

엔돌핀 방출을 높여 시상하부-뇌하수체-

난소 축을 조정하여 GnRH의 함량을 낮

추어 전체 생식내분비 면역 네트워크를

통합적으로 조절한다고 밝혔으며, Yoo

(2005)30)은 子宮(CV19)와 足三里(ST36)

의 경우 뜸 치료가 혈류역학적 지표를

개선하고 혈액 순환을 증대시킬 수 있다

고 보았다. Li(2015)31)의 연구에선 關元

(CV4)의 뜸 치료가 적혈구 C3b 수용체 화

환율(Red blood cell C3b receptor rosette,

RBC-C3BRR)을 크게 증가시키고 적혈구

면역복합물 화환율(Red blood cell immune

complex rate, RBC-ICR)을 낮추어 면

역력을 향상 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

으로 자궁 내의 혈액 순환과 면역력 향

상에 기여되는 혈자리가 공통적으로 선

택됨을 추론할 수 있다.

Huang(2020)20) 연구에서는 단순 여성

난임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

으며, 쑥뜸을 사용하였다. Li(2010)32)는

쑥은 냄새가 향기롭고 불이 잘 붙으며 性

溫味苦하여 脾, 肝, 腎經에 들어가며 혈

자리를 온열하고 편안한 자극을 통해 경

락을 소통시키고 어혈을 푸는 효능으로

자궁의 혈류 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

다. Li(2018)19) 연구에서 격약구에 쓰여

진 약물로는 토사자, 보골지, 파극천, 육

계를 각 2푼 오수유, 두충, 부자, 숙지황,

당귀, 천궁, 백작약을 각 1푼으로 사용하

였다. 파극천은 性微溫味甘辛하며 補腎

陽, 壯筋骨, 治陽痿遺精, 宮冷不孕의 효

능이 있으며, 오로지 腎經에 작용하는 약

물이다. 두충은 性溫味甘味辛하며 補肝腎,

强筋骨, 安胎, 治妊娠漏血, 胎動不安의 효

능이 있고, 腎虛陽衰로 인한 陽痿에 쓰일

수 있으며, 肝, 腎經에 들어가 작용한다.

보골지는 性溫하고 味辛苦 하며 溫腎助

陽하고 治陽痿遺精의 효과가 있으며 오

로지 腎經에 들어가 補腎壯陽을 하는 약

물이다. 육계는 性熱味辛甘하며 補元陽,

除積冷, 通血脈, 溫裏祛寒의 효능이 있으

며, 오수유는 性熱味辛苦하고 散寒止痛,

助陽止瀉한다. 이러한 작용으로 신양을

보하고 어혈을 제거할 수 있는 본초들로

격약구 약물을 구성하였다고 생각한다.

뜸 치료의 난임 증상 개선에 대한 예

측되는 기전에 관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

다. 뜸 처치가 자궁 주변의 혈액 순환을

촉진시키고 조직 내로의 산소 공급을 증가

시켜서 혈관 내 prostaglandin, bradykinin,

histamine을 저하시킬 수 있다33). 또,

You(2018)34)은 말초혈액에서의 CD3+

T-cell및 Natural killer cell, Natural killer

T-cell의 세포 수를 개선 시키므로 CD4+

T-cell/CD8+ T-cell의 비율을 향상시킨

다고 보았다. Lu(2021)35)은 nuclear factor

erythroid2-related factor/heme oxygenase-1

(Nrf2/HO-1)신호 전달경로를 상향 조절하여

NOD-like receptor pyrin domain-containning

protein3(NLRP3) 활성화를 억제하는 항

염증 효과로 인해 말초혈액의 항염증성

사이토카인 Interleukin 10(IL-10)이 상

향조절되었고, 염증 유발인자 tumor necrosis

factor-α(TNF-α)를 감소시켜 여포자극

호르몬(Follicle-stimulating hormone, FSH),

E2, 및 항뮬러관호르몬(Anti-Mullerian

hormone, AMH) 수치를 개선한다고 보



보조생식술을 시행한 난임환자에서의 뜸 치료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38

고하였으며, 그 결과로 대조군 대비 치

료군에서의 자궁내막 두께의 증가가 관

찰되었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하여 볼 때 보조생식술과

병행된 뜸치료는 자궁 국소부위에서의

혈액순환 촉진 및 면역증진 그리고 자궁

강 내 환경개선의 효과로 인하여 발생한

다고 추측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논

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IVF-ET와 뜸

치료를 병행하여 유의미한 결과 값을 도

출한 연구들이 진행되지 않았거나 혹은

연구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 선정된 논문

의 수가 2편으로 적었다. 또한, 선정된

두 연구 모두 탈락자가 없어 논문의 신

뢰성이 불분명하였다. 뜸의 종류가 정확

히 기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무작위 배정

이라고 표기하였으나 그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식으로 진행하였는지 불충

분하였다. 실험 후의 이상 반응이 전혀

보고되어 있지 않거나 거의 없다고 하여

안정성의 신뢰도가 떨어졌다. 그러나 본

연구들로 자궁내막 두께를 비롯한 유의

미한 지표들이 임상 임신율을 개선시키

는 바 다른 한방치료에 비해 뜸치료가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됨에도 비용 대비

이득 효과가 큰 것으로 보여 보조생식술

을 시행하는 난임 여성에게 경제적, 치

료적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난임 치료에 대해 뜸치료가 선택적

인 수단으로 공고해지기 위해선 안전성

과 관련한 연구가 꾸준히 시행되어야 하

며, 기존 한방 중재법을 사용한 난임 치

료와의 비교연구도 꾸준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를 토대로 난임에

대한 뜸치료의 임상 진료지침 개발이 적

극적으로 이뤄져 임상에서의 근거기반

한방치료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Ⅴ. 결 과

보조생식술 및 뜸 치료 병행군은 보조

생식술 단독 치료군에 비해 난임 치료에

대하여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총 2건

의 논문에서 임상 임신율 및 자궁내막

두께의 개선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었

다. 그러나 실험 방법 및 연구 설계에 대

하여 한계점이 있어 신뢰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었으며, 실제 임상에 적용되기

위하여 추가적인 양질의 RCT 연구 및

메타분석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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