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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TheaimofthisstudywastoreportthecurrentstatusoftheKoreantraditionalmedicinesideeffectsdescribed

indomesticwesternmedicaljournalsinthepast10years.

Methods:WesearchedfordomesticwesternmedicalpapersaboutKoreantraditionalmedicinesideeffectscasesfromJanuary
1,2008,toAugust31,2017.

Results:Thirtypaperswereselectedfrom31studies.Thenumberofpapersofsideeffectscausedbyacupuncturewas21
(70%),byherbalmedicationwas7(23%)andbythreadliftingwas2(7%).Thenumberofpapersofsideeffectscausedby
Koreanmedicaldoctorswas20(66.8%),bynon-medicalpersonsincludingpatientswas2(6.6%),byherbalpharmacistswas
1(3.3%),bymultiplepractitioners,includingKoreanmedicaldoctors,was1(3.3%),andbyunknownpersonswas6(20%).
Reportedsideeffectsweremostlymild,exceptfordeathandseveresideeffects.

Conclusions:StudiesofKoreantraditionalmedicinesideeffectsareshort,andin-depthstudiesofstabilityareneeded.
ThesestudieswillimprovethesafetyoftheKoreantraditionalmedicine.

Keywords:Koreantraditionalmedicine,sideeffects,domesticwesternmedicaljournals,acupuncture,herbalmedication

Ⅰ.서 론

우리나라는 한방 의료와 양방 의료가 함께 공존

하는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다.한방 의료는 양방

의료에 비해 고연령층에서 이용되어져 왔으며,건

강에 한 심과 경제력의 향상,평균 수명 연장

으로 인한 인구의 고령화는 질병 구조의 양상을

성질환에서 만성질환 심으로 변화시키는 요인

이 되고 있다
1
.한방병원 이용자를 상으로 한 설

문조사에서 양방치료보다 한방치료로 더 쉽게 호

될 것으로 생각되는 질환으로는 58.1%의 응답자가

뇌졸 , 풍 등 뇌 계 질환을 꼽았으며,19.6%

는 염좌,12.2%는 근육통이라 응답하 다
2
. 한 최

근 들어 국,미국,독일 등 선진국들에서 한의학

을 비롯한 체의학에 한 심이 상당히 고조되

고 있다.이는 지난 수십 년간 침술,부항,한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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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치료 효과가 입증되었으며 불치병 난

치병에 한 체의학의 효과가 입증되었기 때문

이다3.

한방치료의 범주는 통 으로 침,한약,부항요

법,뜸 등이었으나 최근에는 약침,매선,침도요법,

추나, 침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한의학의

경락학설에 근거한 침 치료는 동통과 마비,내과

신경정신계질환 나아가서 마취에까지도 그 효

과가 뚜렷하게 나타난다.이러한 효과들은 과거에

는 부정 으로 평가를 받았으나 재 국제 으로

인정받고 있다.1979년 6월 acupuncture,moxibustion,

acupunctureanesthesia에 한 국제회의가 베이징

에서 개최되었으며 침의 효능을 UpperRespiratory

tract,Respiratorytract,Disordersoftheeye,Disorders

ofthemouth,Gastro-intestinaldisorders,Neurological

musculoskeletaldisorder로 세분화 하 다.그러나

비단 이 역에 한정된 것은 아니며 보다 실제 임

상에서는 이것보다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4
.

한약은 한의학의 기본이론인 기미론을 바탕으로

질병의 방이나 치료를 하여 사용하는 천연물

는 湯劑,丸劑,膏劑,散劑,酒劑 등의 다양하게

가공된 약물을 말하며 내과질환
5
,뇌졸

6
,통증

7
,

불면8,암9등 임상에서 리 사용된다.

한방 의료 서비스의 수요 증가와 함께 부작용

사례 보고 한 증가하 으며 최근 한약 복용 후

탈모와 신부 발생한 사례,안아키(약 안 쓰고 아

이 키우기)사태 등이 매스컴을 통해 자극 으로

보도되고 있다
10
.

한방진료는 국민의 우호 인 시각과 한방 의료

행 의 특성상 한의사 개인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

되어 의료사고의 안 지 로 여겨졌으나 국민 개

개인의 권리의식과 환자와 의사 사이의 계에

한 사회가치 의 변화로 인해 의료 분쟁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상 된다
1
.

한의학에서 사용되는 한약재는 안 하고 부작용

이 없다고 인식되어져 왔으나 이러한 한약재들은

부분 한의사의 변증과 경험에 의존하여 사용되

며 단일제제로 복용하기 보다는 복합제제로 복용

하기 때문에 부작용을 측하기 어렵다
11
. 한 침

에 의한 물리 인 손상,감염뿐만 아니라 종,신

경손상과 같은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다.Ernst등의

연구에서 침술을 시행 받은 환자 402명 11.4%에

서 부작용이 발생하 으며,부작용 출 , 종

이 가장 흔했으며 어지럼증과 실신 순서로 보고되

었다
12
. 한의사 회가 2015년 3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 의학과 문의의 97%가 근무 한방

진료 련 부작용 환자를 치료한 경험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하지만 한방치료 부작용에 한 단

편 인 증례보고가 부분이며,양방 학술지에 게

재된 한방치료 부작용에 한 고찰은 없었다.이에

자는 한방치료로 발생한 부작용 보고 황을

악하기 하여 2008년 1월1일 부터 2017년 8월 31

일까지 10년간 국내 양방 의학 학술지에 게재된 한

방치료 부작용에 한 논문을 고찰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바이다.

Ⅱ.연구 상 방법

1.논문의 검색

논문검색은 국내 논문검색 데이터베이스인 DBpia

(http://www.dbpia.co.kr),학술교육원(http://earticle.

net),한국학술정보(http://www.kstudy.com), 한

내과학회(http://www.kaim.or.kr), 한피부과학회

(http://www.derma.or.kr),교보문고 스콜라(http://

scholar.dkyobobook.co.kr),학지사 뉴논문(http://

www.newnonmun.com)을 이용하 다.논문을 검색

할 때에는 언어의 제한 없이 2008년 1월 1일 기

으로 발간된 논문 체를 상으로 검색하 다.검

색범 는 학술지로 한정하 으며 검색어는 한약

(herbalmedicine),침(acupuncture),부항(cupping),

뜸(moxibustion),매선(embedding,threadlifting),

약침(pharmacopuncture),추나(chuna),침도요법

(acupotomy),한방치료(KoreanTraditionalMedicine)

를 일차 으로 검색하고,그 검색결과에서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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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Firstauthor
(referenceNo.)

Sample
Koreantraditional

medicine
Sideeffect

Westernmedical
treatment

2008 ChungEJ(14) 1 Acupuncture
Limbhematomaand
acutecompartment

syndrome

Antibiotic&
Operation

2008 HwangSW (15) 1 Acupuncture Dystrophiccalcinosiscutis Observe

2008 KimSG(16) 1
Herbalmedication

(BuZhongYiQiTang)
Pneumonitis

Injection(methyl
prenisolone30mg)
& Steroid

2009 KimSY(17) 1 Acupuncture Perirenalhematoma Observe

2009 ChoiYJ(18) 1 Acupuncture Mycobacteriumfortuitum Antimicrobial

2009 KimTH(19) 1 Acupuncture Masticatoryspaceabscess Operation

Table1.ClinicalStudiesabouttheKoreanTraditionalMedicineSideEffectsCasesDescribedintheDomestic
WesternMedicalJournalsfor10Years

(sideeffects,adversereaction),발생(following)의

추가 검색어를 사용하 다.최신 연구 동향 보

고 황을 악하기 하여 2008년 1월부터 게재된

논문을 연구 상으로 선정하 으며,총 31편의 논

문이 검색되었다.

2.논문의 선별

검색된 논문의 문을 검토하여 국내 양방 의학

논문에 게재된 한방치료 부작용 련 논문을 선별

하 다.검색된 논문 침술에 의한 외상성 췌장

염으로 오진한 논문13한 편을 제외하고 총 30편을

최종 연구 상으로 선정하 다(Fig.1).

Databaseselected(n=31)
TheKoreanTraditionalMedicineSideEffectsCasesDescribedin
TheDomesticWesternMedicalJournalsfor10Years

Studiesexcluded(n=1)
⋅Misdiagnosis:1
(Acutegallstonepancreatitismisdiagnosed
asacupunctureinducedtraumatic
pancreatitis)

Articlesreceivedformoredetailedanalysis(n=30)

Fig.1.Flowchartofpublicationselectionprocess.

3.자료의 정리

선별된 논문 30편에 해 논문 게재 년도, 자,

연구 상의 숫자,부작용을 유발한 한방치료 종류,

부작용의 종류,부작용에 한 양방의학 치료법을

요약하 다(Tabl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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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BaeSH(20) 1
Herbalmedication
(Polygonimultiflori)

Toxichepatitis
Medicine

(Symptomtreatment)

2010 ChoSH(21) 1 Acupuncture Scar Laser

2010 ParkHS(22) 1 Herbalmedication Sideroblasticanemia Observe

2010 KangKW (23) 1 Herbalmedication

Acutemyocardial
infarctionwithgastric
ulcerbleedingfollowing
acuterenalfailure

Anticoagulant
& Stent(#2)

2010 ChoiYR(24) 1 Acupuncture Bullouspemphigoid Steroid

2010 ParkSC(25) 1 Acupuncture Brucellarspondylitis Antibiotic

2010 LeeSY(26) 1 Acupuncture
Internaljugularvein

trombosis
Anticoagulant
Antibiotic

2011 JeongYG(27) 1 Acupuncture Chestpain Operation

2011 KimJK(28) 1 Acupuncture Cardiactamponade
OperationInjection
(atropine)

2011 KimYM (29) 1 Acupuncture Compressionneuropathy Operation

2011 ParkKA(30) 1
Herbalmedication
(Licorice)

Hypokalemic
rhabdomyolysis

Injection&Medicine
(potassium)

2011 JhunBW (31) 1
Herbalmedication
(Goldenthread)

Interstitialpneumonitis
withacuteliverinjury

Steroid

2012 HwangJH(32) 1 Acupuncture Acutepancreatitis
Medicine

(Symptomtreatment)

2012 LeeJ(33) 1 Threadlifting Feelingofirritation Operation

2013 MoonHJ(34) 1 Acupuncture Ileocecalveinrupture Operation

2013 LeeSJ(35) 3 Acupuncture Scar
Steroid(1)
& Laser(2)

2013 KangHS(36) 1 Acupuncture Ocularinjury Operation

2013 JeonJM (37) 1
Herbalmedication
(CorniFructus)

Acuteinterstitialnephritis
Medicine

(ACEinhibitor)

2015 KangJN(38) 1 Acupuncture Lichenplanus Steroid

2015 KangHR(39) 5 Acupuncture Traumapancreatitis Unknown

2015 ParkGD(40) 1 Acupuncture Tattoo Observe

2016 HwangBH(41) 1 Threadlifting Mycobacteriumabscessus Antibiotic

2016 KimJH(42) 1 Acupuncture Mycobacteriummassiliense Antibiotic

2017 MunJY(43) 1 Acupuncture Allergiccontactdermatitis Steroid

Ⅲ.결 과

1.연도별 분포

연도별 분포는 2008년 3편,2009년 3편,2010년 7편,

2011년 5편,2012년 2편,2013년 4편,2014년 0편,

2015년 3편,2016년 2편,2017년 1편이었다(Table1).

2.연구 상 숫자

부분 단일 Case보고 으며 총 30편의 논문

28편이 단일 Case이며,3Case논문 1편,5Case

논문 1편 이었다(Tabl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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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작용을 유발한 한방치료 분류

침술로 인한 부작용 보고 논문이 21편으로 체

논문의 70% 으며,한약으로 인한 부작용 보고 논

문이 총 7편으로 체논문의 23%를 차지하 다.

매선으로 인한 부작용 보고 논문은 2편으로 7%를

차지하 다(Table2).

KoreantraditionalmedicineFrequency
Percentage

(%)

Acupuncture 21 70

Herbalmedication 7 23

Threadlifting 2 7

Total 30 100

Table2.KoreanTraditionalMedicineCausingSide
Effects

4.한방치료로 발생한 부작용의 분류

10년간 국내 양방논문에 보고된 한방치료 부작

용 사례 심장,신장,폐,간,췌장 등을 포함한

내과 질환 부작용 논문이 14편,이물반응,감염

등을 포함한 피부과 부작용 논문이 11편,안구천

공,척추염 등을 포함한 외과 질환 부작용 논문

이 5편 보고되었다. 체 비율로는 내과 질환이

46.7%,피부질환이 36.7%,외과 질환이 16.6% 차

지하 다(Table3).

Classification
ofsideeffects

Frequency
Percentage
(%)

Internalmedicinedisease 14 46.7

Surgicaldisease 5 16.6

Dermatologicaldisease 11 36.7

Total 30 100

Table3.Classification ofSideEffectsCaused
KoreanTraditionalMedicine

5.보고된 학술지 분류

한 피부과학회 11편, 한내과학회 6편, 한

결핵 호흡기 학회 3편, 한 신장 학회 1편,

한 악안면 성형 재건 외과 학회 1편, 한 간 학회

1편, 한 안과학회 1편, 한 류마티스 학회 1편,

한흉부외과학회 1편, 한 환자 의학회 1편,

한 족부족 학회 1편, 한 소화기 학회 1편,

한 응 의학회 1편 보고되었다. 체 보고된 논문

차지하는 비율은 한 피부과학회 37%, 한내

과학회 20%, 한결핵 호흡기 학회 10%, 한

신장 학회 3.3%, 한 악안면 성형 재건 외과 학회

3.3%, 한 간 학회 3.3%, 한 안과학회 3.3%,

한 류마티스 학회 3.3%, 한흉부외과학회 3.3%,

한 환자 의학회 3.3%, 한 족부족 학회

3.3%, 한 소화기 학회 3.3%, 한 응 의학회

3.3% 차지하 다(Table4).

Classificationofjournals Frequency
Percentage
(%)

KoreanJofDermatol 11 37.0
KoreanJofMed 6 20.0

KoreanJofTuberculosis
AndRespiratoryDiseases

3 10.0

KoreanJofNephrology 1 3.3
KoreanJofOralMaxillofac

Surg
1 3.3

KoreanJofHepatology 1 3.3
KoreanJofOphthalmolSoc 1 3.3
KoreanJofThorac
CardiovascSurg

1 3.3

KoreanJofRheumatic
Diseases

1 3.3

theKoreanSocietyof
CriticalCareMedicine

1 3.3

KoreanJofFootAnkleSoc 1 3.3
KoreanJofSocEmergMed 1 3.3
KoreanJofGastroenterol 1 3.3

Total 30 100

Table4.ClassificationofKoreanJournalsReported
oftheKoreanTraditionalMedicineSide
EffectsCases

6.시술자

한방치료를 시행한 시술자를 살펴보면 한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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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한 치료로 인한 부작용이 총 20편으로 체논

문 66.8% 이고,환자본인과 한약사의 약물 처방

으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 논문 각 1편 ,비의료인

에 의해 안구천공 시야장애를 유발한 논문 1편,

한의사를 포함한 복수시술자 1편으로 각각 3.3%

이며,시술자가 나와 있지 않는 논문 6편으로 체

논문의 20%이었다(Table5).

7.부작용 개선 후유증

총 36건의 Case 발생한 부작용을 개선하기

해 양방진료 받은 27Case 8Case만 완치되었으

며 17Case는 호 을 보 고 2Case는 논문에 기

재되지 않았다.양방치료 받지 않고 경과 찰한 4

Case 2Case에서는 부작용이 호 되지 않았다고

보고되었고,1Case는 완치되고 1Case는 논문에

기재되지 않았다.5Case는 양방치료 유무와 부작

용 개선 유무가 기재되지 않았다(Table6).

Practitioner Frequency
Percentage
(%)

Koreanmedicaldoctor 20 66.8

Patient 1 3.3

Non-medicalperson 1 3.3

Herbpharmacist 1 3.3

Multiplepractitioner
includingKoreandoctor

1 3.3

Unknown 6 20.0

Total 30 100

Table5.PractitionerofKoreanTraditionalMedicine

Result Frequency Percentage(%)

No-treatment

Completerecovery 1 2.8

Noimprovement 2 5.5

Unknown 1 2.8

Treatment

Completerecovery 8 22.2

Improvement 17 47.3

Noimprovement 0 0.0

Unknown 2 5.5

Notlistedinthepaper 5 13.9

Total 36 100

Table6.RecoveryofSideEffectsCausedKoreanTraditionalMedicine

Ⅳ.고 찰

우리나라는 서양의학이 도입되기 수천 년 부

터 한의학이 질병치료와 방,건강 증진 등의 목

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그 에서도 침 치료

한약,부항요법,뜸이 리 사용되어 왔다. 한 최

근에는 치료법이 더욱 다양화되어 약침,매선,침

도요법,추나, 침 등을 병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환자의 질병 치료를 목 으로 하는 다양한 치료

법은 그 안 성이 먼 우선 되어야 한다.하지만

실제 새로운 치료제에 하여 안 성과 효과를 과

학 으로 평가하기 해 시 허가 에 잘 설계된

연구계획에 따라 임상시험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

성을 인식하고 실시하게 된 것은 선진국에서도 그

리 오래되지 않는다
44
.부작용이란 의료에 있어서

약물 복용 치료 후 처음 의도한 것에 부차 인

효과를 일컫는 것으로 좋지 않은 효과를 의미한다
45
.

오늘날 한방치료의 한 분야인 침 치료는 해외에

서도 그 효과와 치료 응증에 하여 체계 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46
,침치료 후 발생한 부작용에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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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도 보고되었다.하지만 국내 양방 의학

에 게재된 논문을 살펴보면 단순 증례보고가 부

분이라는 한계가 있다.2015년 의료정책포럼에 출

간된 한방진료 부작용 사례와 시사 에 한 보고
48

는 있었으나 1200명의 응 의학 문의 단 67명

(5.6%)만 설문에 응답하 다는 ,한방 치료 시술

자에 한 명확한 구분이 없다는 ,한방치료가

부작용을 유발하 다는 의학 인 근거는 제시되지

않고 기억에 의존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 다는

에서 조사방법이 보완되어야 하나 한방치료와

련된 부작용에 한 황 고찰이라는 에서 의

의가 있다.

한의학에서 사용되는 한약재는 동,식물에서 유

래함으로써 비교 안 할 것이라는 인식이 이어

져 왔으나,모든 약물이 그러하듯 한약 한 약리

학 인 작용을 통한 유효성분의 흡수,분포, 사,

배설 과정을 거치므로 치료효과 동시에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46
.하지만 제약회사가 약

품을 제조하고 유통하는 국과 일본과는 다르게

한의원에서 개별 으로 조제된 한약이 부분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독성 한약에 한 부작

용 보고체계는 아직까지 미흡한 상황이다
49
.한약치료

의 안 성 문제는 자체의 독성(intrinsictoxicity),

불순물(adulteration), 체약물의 사용(substitution),

오염(contamination),약제의잘못사용(misidentification).

한약-양약 상호작용(herbaldrug-druginteractions),

표 화의 미흡(lackofstandardization)등으로 추

정하고 있다
50
.

한 한방치료로 리 사용되는 부항요법,뜸,

약침,매선,침도요법,추나, 침 등은 통증질환,

내과질환,염좌,정신질환,교통사고 후유증,뇌경

색 후유증 등에 사용하여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어

지지만 국내 한방 을 살펴보면 통증,두드러기,

피부질환,설사,염증반응, 훈,실신,아나필락시

스 쇼크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보고되었다51,52.

이에 자는 한방 의료와 양방의료가 상호 공존

하는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한방

진료 수요증가와 함께 부작용 사례 한 증가할

것이라 상됨으로써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여 10년간 국내 양방 의학 논문에

게재된 한방치료 부작용 사례에 하여 조사하 다.

10년간 국내 양방 의학논문에 게재된 한방치료

부작용 사례 논문은 2008년 3편,2009년 3편,2010

년 7편,2011년 5편,2012년 2편,2013년 4편,2014년

0편,2015년 3편,2016년 2편,2017년 1편으로 총 30

편 이었으며,모두 단순 증례보고 이었다.이 단

일 case보고가 28편이고,복수 증례보고는 2편에

불과하 다. 한의사 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 의학과 문의의 97%가 근무 한방진료

련 부작용 치료한 경험이 있다고 하 으며,2015년

3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 응 의학회 문

의 1200명을 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 한 결과48

를 보면 부작용과 련된 한방진료의 종류는 침이

61건(31.4%),한약 57건(29.4%),약침/ 침 37건

(19.1%),뜸 29건(14.9%), 의료기기 10건(5.2%)

로 통계되었으며 구체 사례를 묻는 질문에는 229

건의 사례가 보고되었다.2016년 12월 기 으로 면

허 등록 의사 사망자,해외이주,은퇴의사를 제

외한 활동인력은 88.9%인 101450명이며
53
,그 응

의학과 의사 1200명만을 상으로 설문조사하

을 때 229건의 사례가 보고되었으나 10년간 보고된

논문 수는 30편에 불가하 다. 한 증례군 연구

(Caseseries,CS)에 불가하 으며,무작 배정임상

시험(Randomizedcontrolledtrial,RCT), 조군

임상 연구(Casecontrolstudy,CCS),기존의 보고

된 논문을 고찰한 논문 등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

이다.

한방치료 후 발생한 부작용 원인을 살펴보면 침

술에 의한 부작용 논문이 체 30편 21편으로

70%를 차지하 으며,한약으로 인한 부작용 논문

7편으로 23%,매선 2편으로 7%를 차지하 고,부

작용을 분류하면 내과 질환이 46.7%,피부 질환

이 36.7%,외과 질환이 16.6% 차지하 다.2015년

의료정책포럼에 출간된 한방진료 부작용 사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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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48에서는 부작용을 경험한 한방진료 종류를

묻는 질문에서 침 61건(31.4%),한약 57건(29.4%)으

로 비슷한 수치를 보 으며 약침/ 침 37건(19.1%),

뜸 29건(14.9%), 의료기기 10건(5.2%)라고 보

고되었으며,구체 인 사례를 묻는 질문에서는 한

약 복용 후 발생한 독성사례 54건(23.6%), 침이

나 한약치료 후 발생한 과민반응 는 알 르기반

응 23건(10.0%),한방진료 후 발생한 화상,기흉,

흉 과 같은 손상사례 75건(32.8%).감염사례 39

건(17.0%),한방진단 오류 치료과정의 단오류로

인한 경우 38건(16.6%),응 치료 지연 28건(12.2%)

등으로 보고되었다.

본 논문과 이 의 양방 응 의학과 문의를

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차이 을 비교해 보면 10년

간 침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다른 원인에 비해

월등히 많이 보고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제약회사를 통해 보 되는 일본과 국과 달

리 개인 한의원에서 개별 으로 조제된 한약이

부분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에서는 한약의 구성 약

재 용량,포제법,성분에 해 실 으로 알기

힘들며,약물성분의 구성과 데이터베이스의 부재,

그 한약의 어떤 성분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약리

학 ,독성학 특성에 한 련정보 부족 등으로

인하여 의학 인과 계를 찾아내기 어렵기 때문

에 게 보고되어지고 있다고 사료된다. 한 국내

한의학 에서는 침 시술 후 아나필락시스 쇼

크 이후 병발한 신부 과 심근병증 1례54,부항 시

술에 의해 형성된 수포에 한 고찰
52
,추나 시술

부작용에 한 국내 황 보고51,침도 침술시 부작

용과 방법에 한 연구 등 보고되었으나 10년간

양방 의학 에서는 부항요법,뜸,약침,침도요

법,추나 에 한 부작용 사례가 한 차례도 보고되

지 않았다는 한계 이 있다.

본 논문에서 체논문 한의사가 시술한 경우

는 20편으로 66.8%이었으며 그 외의 시술자로는

환자 본인,한약사,비의료인 등으로 분류하 고

본인과 비의료인,시술자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를

합치면 총 30편 9편의 논문이 해당되었으며 30%

를 차지하 다.비의료인의 불법 의료행 에 따른

부작용 사례를 살펴본 결과 문신,주름,피부염,흉

터,감염 등 다양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55

의

결과로 보아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을 해

무면허 의료행 는 지되어야 하며 보건 생상

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사료되며 무면허 의료

행 에 해서는 강력한 법 조치가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한 환자 스스로 무면허 의료인에

의한 시술의 험성을 인지하고 올바른 치료를 받

을 수 있도록 의료법에 한 홍보와 교육 등이 필

요할 것이다.

총 36Case 27Case가 양방처치를 받았으며

양방처치를 받지 않고 경과 찰한 4Case 2Case

는 부작용이 호 되지 않았으며,한약을 지

하고 경과 찰만 하 을 때 완 회복된 경우 1Case,

추후 부작용의 개선여부가 나와 있지 않는 1Case

있었다.양방치료 받은 27Case 8Case만 완치되

었으며 17Case는 호 을 보 고 2Case에서는 부

작용 호 유무에 해 언 이 없었다.2015년 의

료정책포럼에 출간된 한방진료 부작용 사례와 시

사
61
에서는 총 157건의 응답 증 44건(28%),

사망 21건(13.4%)으로 사망을 포함한 증 부작용

이 41.4% 이었다.하지만 10년간 논문을 살펴보면

응 상동맥 조 술 Stent시술한 경우 1건,

침술 후 의식소실 쇼크 발생하여 응 실에서

심낭압 으로 진단받은 경우 1건,회결장 정맥

열로 개복술한 경우 1건,침술에 의한 안구천공과

시야장애 발생한 경우 1건을 제외하고는 부분

피부질환과 같은 경증의 부작용과 종제거술

는 약물 치료를 통해 회복될 수 있는 생명에 험

이 없는 부작용 이었다는 에서 경증 등도

의 부작용 보고에 편 되어 있으며 생명과 직결된

증 사망 부작용에 한 보고가 부족하다는

에서 한계 을 가진다.

10년간 양방 의학 논문에 게재된 한방치료 부작

용 논문을 살펴본 결과 침 치료 후 발생한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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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부작용 사례는 콩팥주 종,내경정맥

증,하지 종 구회증후군 총 3편이 다.공통

된 과거력은 없었으며,이 2편의 논문이 시술부

가 언 되었으나 정확한 자리는 나와 있지 않

았다. 한 침 시술 이후 발생한 복강 내 출 이

발생한 경우는 회결장 정맥 열,심낭압 2편이

으며,두 논문 모두 과거력으로 뇌경색과 고 압이

있었으나,회결장 정맥 열 논문에서는 제는

복용 이지 않았다.두 논문 모두 복부의 침 시술

을 시행하 다고 언 되었으며,구체 인 자리는

명시되지 않았다.

한약 복용 후 발생한 부작용 사례 ７편 ,산수

유 복용 후 발생한 성 간질성 신염,하수오 복용

후 발생한 재발성 독성 간염 1례만이 단일 한약재

로 발생한 부작용 사례 으며,복합 한약제제 복용

후 발생한 5편의 논문 1편만이 탕약의 이름이

구체 으로 명시되어져 있었으며 나머지 4편의 논

문에서는 감 ,황련 등 한약재의 일부만이 언

되었고 정확한 용량 용법에 해서 기재되지

않았다. 한 체 논문 비의료인,시술자가 알

려지지 않은 경우가 9편 이었으며,7편의 한약 복

용 후 발생한 부작용 사례 4편의 논문이 비의료

인의 처방으로 인한 사례 다.보건복지부에서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약을 세계화하기 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 으며,우수한 인력이 몰

려있는 한의학과 의학,약학 분야에서 신약의 개발

을 통한 경제 이익 창출이 가능할 것 이라고 사

료된다.하지만 그 이 에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

행 에 한 근 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한약제제

의 시 안 성 확보,유효성 평가체계의 구축,

더불어 시 이후의 안 성 감시체계를 구축함으

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안 하고 효과 인 한약

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국내 한방 에 보고된 한방치료 부작용에

한 연구를 살펴보면 증례군 연구뿐만 아니라,무작

배정,이 맹검, 약 조군 임상시험에 한

연구도 보고되어 지고 있다56.이 약물에 한 부

작용은 시호,어성 ,백모근 등 단일 한약의 독성

과 부작용에 한 문헌 고찰도 보고되었고,상용

한약재의 부작용에 한 연구 한 보고되어 지고

있다.침구 치료에 한 부작용 Case논문뿐만 아니

라,침 반응과 부작용에 한 연구,장침 기 자극

시술의 안정성 연구,안면미용침의 부작용 안

성에 한 조사 등 다방면의 침 치료의 안 성에

한 연구가 진행되어져왔으나 국내 양방 의학

을 살펴보면 단순 증례보고에 불가하다.이를 통

해 한방치료 후 발생한 부작용이라는 심증이 아닌

타당한 과학 근거를 제시하기 하여 시술자,과

거력,시술 부 ,시술 행 ,복용 한약재 용량

을 구체 으로 기재하여야 하며,시술 후 환자

의 개인 생 리,감염,소독에 한 로토콜

수,정부 차원의 한약 재배지 유통 리

추후 보다 범 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Ⅴ.결 론

10년간 국내 양방 의학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30편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10년간 국내 양방 의학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모두 증례논문 이 으며 30편의 논문 28편의

논문이 단일 증례논문 이 다.

2.침술로 인한 부작용이 21편(70%)이 으며 한약

으로 인한 부작용 7편(23%),매선으로 인한 부

작용 2편(7%)이며 부항요법,뜸,약침,침도요

법,추나에 의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

3.한방치료 후 발생한 부작용은 내과 질환 14편

(46.7%),피부질환 11편(36.7%),외과 질환 5

편(16.6%)로 보고되었다.총 36건의 Case 27

건이 양방 처치를 받았으며 이 8Case만 완치

되었으며 17Case는 호 을 보 다고 2Case에

서는 부작용 호 유무에 해 언 이 없었다.

4.총 36건의 Case 증의 부작용을 동반한 4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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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외하고는 부분 피부질환,약물 치료

종제거술을 통해 치료될 수 있는 경증의 부작

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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