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42권 4호(2021년 9월)
J. Int. Korean Med. 2021;42(4):488-509
http://dx.doi.org/10.22246/jikm.2021.42.4.488

488

기능성소화불량 환자에서 나타나는 정신적 증상의 한약 치료 :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

조윤재1,2, 이하늘1,2, 정해인1,2, 이현진1, 금창열1,2, 한아람1,2, 하나연2, 김진성1,2

1경희대학교 대학원 임상한의학과, 2경희대학교한방병원 위장소화내과

Herbal Medicine for Functional Dyspepsia with Psychological Symptom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Yun-jae Cho1,2, Hanul Lee1,2, Hae In Jeong1,2, Hyun-Jin Lee1,
Chang-Yul Keum1,2, Aram Han1,2, Na-Yeon Ha2, Jinsung Kim1,2

1Dept. of Clinical Korean Medicine, Graduate School, Kyung Hee University
2Dept. of Digestive Diseases, Kyung Hee University Korean Medicine Hospital

ABSTRACT
Purpose: Functional dyspepsia (FD) is a chronic syndrome accompanied by repetitive digestive symptoms that appear in

the upper gastrointestinal tract and are not caused by specific diseases. Psychological symptoms like anxiety, depression, insomnia,
and somatization are frequently observed in F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effect of herbal medicine on the
psychological symptoms that accompany FD.
Methods: Database search (PubMed, EMBASE, KISS, Kmbase, KoreanMed, NDSL, OASIS, CNKI) was performed on

February 24, 2021; a total of 1825 studies were searched. After the screening, 22 studies were included.
Results: The studies were assessed by Cochrane RoB 2 and sorted into a table according to psychological symptoms.

Meta-analysis was performed to estimate the effect of herbal medicine. Twenty of the twenty-two studies reported that herbal
medicine was significantly more effective than the control group. Only three of the studies did not have a high risk of bias.
Conclusion: Herbal medicine was significantly effective with or without Western medicine and had fewer adverse effects.

Severe adverse effect was not reported. Psychological symptoms in FD affect onset and duration of FD, and some FD patients
want to be treated for their anxiety before other symptoms. Reliable information about treatment for the psychological symptoms
of FD is lacking. We reviewed the effect of herbal medicine treatment in this study, the results of which could be selected for
primary or secondary treatment for 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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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기능성소화불량(Functional dyspepsia, FD)은 전

세계적으로 5~11%에 달하는 유병률을 가지며, 건

강에 상당한 손상을 초래하는 질환이다1,2. FD의

병태생리적 기전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위 운

동성 및 순응성의 문제나 내장 감각 과민, H. pylori

감염, 장내세균총의 변화, 십이지장의 염증, 심리사

회적 기능 이상과 같이 몇 가지 가능성 있는 기전

이 존재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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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은 상복부 통증, 상복

부 팽만감, 조기 만복감, 식후 포만감, 오심, 구토,

트림 등이 있다4. FD Rome IV 진단 기준에 따르

면, 불쾌한 식후 포만감, 불쾌한 조기 만복감, 불쾌

한 상복부 통증, 불쾌한 상복부 속쓰림의 4가지 증

상 중에서 1가지 이상이 6개월 전부터 있었으며,

최근 3개월 이내에도 증상이 지속될 때 진단할 수

있다5,6.

앞서 설명한 위장관 증상에 더불어 비(非)위장

관 증상도 나타나는데, 전형적인 비(非)위장관 증

상으로는 땀의 증가, 두통, 불면, 근 긴장, 심장의

기능적 증상, 과민성 방광과 같은 자율신경과 연관

되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다7. 또한 일부 FD 환

자들은 과민대장증후군이나 위식도역류질환이 동

시에 존재하는 중복 증후군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중복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여성에게 더 흔하고, 불안장애, 신체화 장

애, 우울증 등 정신과적인 문제가 동반되는 비율이

높다고 한다8,9.

FD 환자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문제를 측정하는

평가도구를 사용했을 때, 소화불량이 없는 사람에

비해 우울, 불안, 신체화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심리적 증상이 위장관 증상보다 삶의 질 저하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였다10. 실제로 FD 환

자들이 치료하고 싶은 첫 번째 목표 증상이 소화불

량이 아닌 불안이었음을 보고한 연구도 존재한다11.

이러한 연구 결과는 FD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서 위장관 증상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환자

가 호소하는 비(非)위장관 증상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비(非)위장관 증상 중에

서도 특히 불면, 불안, 우울, 신체화와 같은 정신적

증상의 치료가 필수적이라 느낄 수 있었는데, FD

환자 중에 소화불량 증상이 수년간 지속되고 악화

되면서 심한 불면증이나 우울, 불안이 생겼다고 호

소하는 환자를 다수 접할 수 있고, 이러한 정신적

증상들이 환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소화불량

증상을 악화시켜 중증 환자로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항우울제, 심리 치료와 같은 현대의학적 치료에

는 한계가 있어5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는 추세이며12, 현재까지 FD 환자에서 나타나는

정신적 증상의 한의학적 치료에 대한 체계적 고찰

이 시행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기능성소화불량 환자의 비(非)위장관 증상

중 불면, 불안 및 우울의 정신적 증상에 대한 한약

치료의 효과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문헌 검색

검색 엔진은 영미권에서 Pubmed(pubmed.ncbi.

nlm.nih.gov), EMBASE(www.elsevier.com), 국내에

서 KISS(Korean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kstudy.com), Kmbase(Korean medical article

database, kmbase.medric.or.kr), KoreanMed(www.

koreanmed.org), NDSL(National Digital Science

Links, www.ndsl.kr), OASIS(Oriental medicine Advanced

Searching Integrated System, oasis.kiom.re.kr), 중국에

서 CNKI(China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

www.cnki.net)의 총 8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다.

2021년 02월 24일을 기준으로 해당 시점까지 발

표된 논문을 검색하였고, 다음의 단어들을 조합하

여 검색하였다; 기능성소화불량, 소화불량, 불면,

불안, 우울, 수면장애, 정신적, functional dyspepsia,

anxiety, depression, insomnia, sleep dysfunction, sleep

disorder, mental disorder, psychological, psychology,

herbal medicine, oriental medicine, Chinese medicine,

complementary medicine, alternative medicine,

traditional medicine.

2. 문헌 선정 및 자료 추출

검색한 논문의 제목, 초록, 본문을 읽고 하기의

선정 및 배제 기준에 맞춰 선별하였다.

1)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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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주제 : FD 환자의 정신적 증상 중

불면, 불안, 우울에 대한 한약 치료 효과

(2) 연구 대상 : 기능성소화불량(FD) 환자 중

불면, 불안, 우울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

(3) 치료군 중재 : 국내에서 활용 가능한 한약

의 단독 및 병용 치료(투여 유형, 기간 및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음)

(4) 대조군 중재 : 위약 혹은 양약의 단독 및

병용 치료

(5) 결과 지표 : 정신적 증상의 평가 지표

(6) 연구 방법 : 무작위대조시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

2) 배제기준

(1) FD 환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경우

(2) 동물실험과 같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

가 아닌 경우

(3) 고전문헌의 분석 혹은 전문가의 의견과 같

이 임상 연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4) 증례와 같이 치료한 환자의 수가 적으며,

임상 연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5) 치료 중재가 한약이 아니거나 국내에서 활

용하기 어려운 경우

(6) 치료 중재가 한약 외의 침, 뜸, 추나 등의

한방 치료를 병행한 경우

(7) 정신적 증상 중 불면, 불안, 우울의 치료

효과에 대한 평가가 없는 경우

3. 비뚤림 위험 평가

Cochrane group이 제작한 Risk of bias(RoB) 2

도구를 사용하여 선정된 논문에 대한 비뚤림 위험

평가를 수행하였다. 두 명의 연구자(YJC and

HJL)가 선별한 논문을 독립적으로 평가하였고, 두

연구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제3의 연구

자(JSK)가 참여하여 의견 교환을 통해 해결하였다.

4. 데이터 분석

데이터 분석은 Review Manager program(RevMan)

5.3을 사용하였다. 이분형 자료의 경우 상대위험도

(RR, Risk Ratio)를 95% 신뢰구간으로 나타냈고,

연속형 자료의 경우 척도의 이질성에 따라 평균차

(MD, Mean Difference) 혹은 표준평균차(SMD,

Standard Mean Difference)를 95% 신뢰구간으로

나타냈다. 이질성 평가에 따라 I 2값을 구하여 50%

미만이면 고정 효과 모델(Fixed effects model)을,

50% 이상이면 변량 효과 모델(Random effect model)

을 사용하였다. 이질성 평가에 따른 I 2값이 50%

이상인 경우 이질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한약

의 종류에 따라 하위그룹 분석을 시행하였다. 유의

수준은 P-value 값이 0.05 미만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Ⅲ. 결 과

1. 문헌 검색 결과

검색 결과 총 1825편의 논문이 검색되었고, 중복

을 제외하여 1500편의 논문을 검토하였다. 원문을

찾을 수 없는 12편의 논문을 제외하고 제목과 초록

을 검토하여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 없는 365편,

중재가 한약이 아닌 716편, 임상시험이 아닌 203편,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46편을 제외하였다. 선

별된 158편의 논문 중 원문을 찾을 수 없는 10편을

제외하고 본문을 검토하여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

없는 52편, 중재가 국내에서 활용 가능한 한약이

아닌 74편을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22편의 논문

이 선정되었으며, 선정된 논문에 대하여 비뚤림 위

험 평가를 시행하였다.



조윤재⋅이하늘⋅정해인⋅이현진⋅금창열⋅한아람⋅하나연⋅김진성

491

Fig. 1. Flow chart of study selection. The flow diagram indicates the retrieval process of the study.

The total number of included studies is 22, but the “Anxiety” and “Depression” part have 12 duplicated studies.

선정된 논문을 정신적 증상(불면, 불안, 우울)에

따라 분류하였고, 연구 대상 및 진단 기준, 연구 종

류, 치료군 및 대조군, 치료 기간, 포함된 환자 수,

평가지표 및 결과, 이상반응을 다음의 표에 정리하

였다(Table 1).



기능성소화불량 환자에서 나타나는 정신적 증상의 한약 치료 :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

492



조윤재⋅이하늘⋅정해인⋅이현진⋅금창열⋅한아람⋅하나연⋅김진성

493



기능성소화불량 환자에서 나타나는 정신적 증상의 한약 치료 :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

494



조윤재⋅이하늘⋅정해인⋅이현진⋅금창열⋅한아람⋅하나연⋅김진성

495

2. 문헌 분석

1) 문헌 특성

선정된 논문은 모두 무작위대조시험(RCT)에

해당되며, 일본에서 시행된 1편21의 논문을 제외하

고 모두 중국에서 시행되었다. 발행연도는 2001년

에 1편13, 2005년에 1편16, 2009년에 1편17, 2011년에

1편18, 2013년에 1편30, 2014년에 3편31-33, 2015년에 1

편34, 2017년에 4편14,19-21, 2018년에 5편22-26, 2019년에

1편15, 2020년에 2편27,28, 2021년에 1편29발행되었다.

2) 연구 대상

모든 논문에서 FD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3편
13-15의 논문에서는 불면을 동반한 FD 환자, 8편
16-18,20,22-24,28은 불안과 우울을 같이 동반한 FD 환자,

3편22,25,26은 불안을 동반한 FD 환자, 4편30,32-34은 우

울을 동반한 FD 환자, 1편21은 불안과 연관되어 나

타나는 소화불량이 있는 FD 환자, 1편31은 우울 증

상이 있는 갱년기 여성 FD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22편의 논문 중 15편15-23,25,27,29,31,32,34에서 FD Rome

criteria를 기준으로 FD를 진단하였고, 불면은 1편15

의 논문에서 Pittsburgh sleep quality score(PSQI)로,

불안은 6편17,18,20,22,26,28의 논문에서 Hamilton Anxiety

Scale(HAMA)로, 1편25의 논문에서 Self-Rating anxiety

scale(SAS)로, 우울은 8편17,18,20,22,28,30,32,34의 논문에서

Hamilton Depression Scale(HAMD)로 진단하였다.

한의학 변증을 시행한 논문은 총 8편으로, 4편
20,28,29,31에서 간울비허증(肝鬱脾虛證)으로 변증한 환

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3편19,24,25에서 비허기체증(脾

虛氣滯證)으로 변증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1

편23에서 간울화화(肝鬱化火), 비허기체(脾虛氣滯)

로 변증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수는 최소 14명에서 최

대 240명으로, 한 군에 7명부터 80명까지 다양했고,

대부분의 논문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에 포함된 환

자 수는 동일했다.

3) 실험군 및 대조군 설계

22편의 논문 중 5편13,19,21,27,31의 논문에서 한약 치

료와 위약(placebo) 치료 효과를 비교하였고, 13편

15,17,18,22-26,29,30,32-34의 논문에서 한약 치료와 양약 치

료 효과를 비교하였고, 3편14,20,28의 논문에서 한약+

양약 병용 치료와 양약 치료 효과를 비교하였고, 1

편16의 논문에서 한약과 양약과 위약 치료 효과를

비교하였다.

대조군에서 사용된 양약은 Deanxit(8회), Mosapride

(7회), Domperidone(7회), St. John's wort extract

(2회), Estazolam(1회), Trypsin enteric-coated capsule

(1회), Omeprazole(1회), Itopride(1회), Pantoprazole

(1회) 순서로 많이 사용되었다.

4) 증상에 따른 한약 치료

(1) 불 면

총 3편의 논문에서 FD에 동반되는 불면에 대한

한약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한약은 온담탕가미(溫

膽湯加味)(1회), 월국보화산(越鞠保和散)(1회), 반

하사심탕가감(半夏瀉心湯加減)(1회) 순서로 많이

사용되었고, 하루에 2회 혹은 3회 복용하였으며, 치

료 기간은 2주에서 4주까지 다양했다.

(2) 불 안

총 14편의 논문에서 FD에 동반되는 불안에 대

한 한약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한약은 시호소간산

(柴胡疎肝散)(2회), 시작육군과립(柴芍六君顆粒)(2회),

귀비탕(歸脾湯)(2회), 가미육군자탕(加味六君子湯)

(2회), 향사육군자탕(香砂六君子湯)(1회), 소요산

(逍遙散)(1회), 가미소요산(加味逍遙散)(1회), 가미

감맥대조탕(加味甘麥大棗湯)(1회), 단치소요산합사

마탕(丹梔逍遙散合四磨湯)(1회), 채용지실소비환연

합황기건중탕가감(採用枳實消痞丸聯合黃芪建中湯

加減)(1회) 순서로 많이 사용되었고, 하루에 2회

혹은 3회 복용하였으며, 치료 기간은 4주부터 8주

까지 다양했다.

(3) 우 울

총 17편의 논문에서 FD에 동반되는 우울에 대

한 한약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한약은 가감시호소

간산(加减柴胡疏肝散)(3회), 시작육군과립(柴芍六君

顆粒)(2회), 가미육군자탕(加味六君子湯)(2회), 가미

사역산(加味四逆散)(2회), 귀비탕(歸脾湯)(1회),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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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군자탕(香砂六君子湯)(1회), 가미소요산(加味逍

遙散)(1회), 가미감맥대조탕(加味甘麥大棗湯)(1회),

단치소요산합사마탕(丹梔逍遙散合四磨湯)(1회) 순

서로 많이 사용되었고, 하루에 1회~3회 복용하였

으며, 치료 기간은 4주에서 8주까지 다양했다.

5) 평가도구

대부분의 논문에서 Total effective rate(TER)를

사용하여 효과를 평가하였다.

정신적 증상의 평가지표로는 불면에 대하여 sleep

quality score, Pittsburgh sleep quality score(PSQI)

를, 불안에 대하여 Hamilton Anxiety Scale(HAMA),

Self-Rating anxiety scale(SAS), 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A(HADS-A, HADA)를, 우울에

대하여 Hamilton Depression Scale(HAMD, HRSD),

Self-Rating depression scale(SDS), 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D(HADS-D, HADD)를 사용

하여 평가하였다.

6) 치료 결과

2편의 논문을 제외하고는 모든 논문에서 중재로

사용한 한약이 평가지표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변화시켰고, 불면, 불안, 우울에 효과 있음을 확인

하였다(P<0.05).

Tominaga, K. 등21(2017)은 불안과 연관되어 나

타나는 FD 환자에 대하여 육군자탕(六君子湯)의

효과를 확인하였고, 8주차에 Symptom scale 중

dyspepsia(P=0.057), EPS(epigastric pain syndrome)

(P=0.115) 점수가 감소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고 이외의 지표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상을 개선함을 확인하였다.

Chen, G. 등27(2020)은 FD 환자에 대하여 가미

소요산(加味逍遙散)의 효과를 확인하였고, HAMD

(P=0.093), HAMA(P=0.446) 점수가 4주간 향상

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이외의 지

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상을 개선함을 확인

하였다.

7) 이상반응

총 8편의 논문에서 한약 중재의 이상반응이 보

고되었다.

온담탕가미(溫膽湯加味)와 Deanxit을 병용14한

경우 어지럼증, 위장관 불편감이 각 1건씩, 반하사

심탕가감(半夏瀉心湯加減)15을 복용한 경우 오심

및 구토가 1건 보고되었다. 육군자탕(六君子湯)21을

복용한 경우 실험군의 10.8%에서 이상반응이 나타

나고 4.6%에서 부작용이 나타났으나 구체적인 증

상을 언급하지 않았고, 가미육군자탕(加味六君子

湯)24을 복용한 경우 변비가 4건, 어지럼증이 5건,

현기증이 5건, 가미소요산(加味逍遙散)27을 복용한

경우 경도의 설사가 1건, 경도의 변비가 1건, 간기

능 이상 1건, 시작육군과립(柴芍六君顆粒)28을 복용

한 경우 설사가 1건, 복통이 1건, 구강 건조증이 1

건 보고되었다.

이외 7편의 논문에서는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되

지 않았으며, 10편의 논문에서는 부작용에 대해 언

급하지 않았다.

3. 비뚤림 위험 평가

선정된 22편의 논문에 대하여 Cochrane RoB 2 도

구를 사용하여 비뚤림 위험을 평가하였다(Fig. 2, 3).

1) 무작위 배정(Randomization process)

18개의 연구(81.8%)에서 무작위 배정을 하였으

나, 배정 방법에 대한 언급이 없어 약간의 위험도

(Some concerns)가 관찰되었고, 4개의 연구(18.2%)

에서 난수표를 사용하여 무작위로 배정하였고 연

구참가자에게 배정 여부를 은폐하여 낮은 위험도

(Low)로 분류되었다.

2) 의도한 중재에서 이탈(Deviations from intended

interventions)

1개의 연구(4.5%)에서 연구참가자가 배정된 중

재를 알지 못하였으나 연구참가자의 기본 특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높은 위험도(High)

가 관찰되었고, 1개의 연구(4.5%)에서 연구참가자

가 배정된 중재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

으나 배정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적절한 분석이

사용되었으므로 약간의 위험도(Some concerns)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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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되었고, 20개의 연구(90.9%)에서 연구참가자

에게 배정된 중재를 은폐하였거나 배정된 중재를

알고 있음에도, 연구참가자 특성에 따라 각 군에

적절하게 배정되었으므로 낮은 위험도(Low)로 분

류되었다.

3) 결과 자료의 결측(Missing outcome data)

1개의 연구(4.5%)에서 모든 연구참가자의 결과

가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높은 위험도

(High)가 관찰되었고, 1개의 연구(4.5%)에서 모든

연구참가자의 결과가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나 결측치가 있을 가능성이 낮아 약간의 위험

도(Some concerns)가 관찰되었고, 20개의 연구

(90.9%)에서 모든 연구참가자의 결과가 반영되었

고 중도 탈락한 사유가 명시되어 있어 낮은 위험

도(Low)로 분류되었다.

4) 결과 평가(Measurement of the outcome)

19개의 연구(86.4%)에서 연구 결과의 평가 방법

은 적절하나 연구평가자에게 눈가림이 시행되었는

지 여부를 알 수 없어 높은 위험도(High)가 관찰

되었고, 3개의 연구(13.6%)에서 연구 결과의 평가

방법이 적절하며 연구평가자에게도 눈가림이 시행

되어 낮은 위험도(Low)로 분류되었다.

5) 선택적 결과 보고(Selection of the reported

result)

20개의 연구(90.9%)에서 사전에 계획한 분석 방

법에 따라 분석을 시행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

어 약간의 위험도(Some concerns)가 관찰되었고, 2

개의 연구(9.1%)에서 연구 결과를 분석하는 시점

까지 눈가림을 유지하여 낮은 위험도(Low)로 분류

되었다.

6) 전반적 비뚤림(Overall Bias)

비뚤림 평가 알고리즘 결과 19개의 연구(86.4%)

에서 높은 위험도(High)가 관찰되었고, 1개의 연구

(4.5%)에서 약간의 위험도(Some concerns)가 관찰

되었고, 2개의 연구(9.1%)에서 낮은 위험도(Low)

로 분류되었다.

Fig. 2. Risk of bias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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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isk of bias summary.

4. 메타분석(Meta-analysis) 결과

선정된 논문에 대하여 이질성과 효과의 유의성

을 파악하기 위해 메타 분석을 시행하였다. 먼저

주요 평가지표를 총유효율(TER)로 정하고, 이차

적 평가지표를 HAMA, HAMD(HRSD), SAS,

SDS로 정하여 메타분석을 시행하였다. 이외의 평

가지표 중 HADA와 HADD를 사용한 경우는 논문

2편 중 1편에서 평균값(Mean)을 제공하지 않아 메

타분석을 시행하지 못하였다. 또한 중재기간 중 2

회에 걸쳐 평가한 결과값을 제시한 논문의 경우,

다른 논문에서 주로 사용한 중재기간인 4주에 해

당하는 결과값을 입력하였다. 한약, 양약, 위약 치

료를 비교한 경우, 한약과 양약 치료군의 결과값을

입력하였고, 한약, 양약 2종류, 양약 3종류를 비교

한 경우, 한약과 양약 3종류를 사용한 군의 결과값

을 입력하였다.

1) 불 면

(1) 총유효율

불면에 대하여 포함된 논문은 총 2편이었다. 총

유효율의 RR값이 1.12로 치료군은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N=2, RR: 1.12,

95% CI: 1.01 to 1.24, P<0.05). I 2값은 0%로 문헌

간의 이질성이 낮았다(Fig. 4).

Fig. 4. Forest plot of TER of insom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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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 안

(1) 총유효율

불안에 대하여 포함된 논문은 총 11편이었다. 총

유효율의 RR값이 1.24로 치료군은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N=11, RR:

1.24, 95% CI: 1.16 to 1.32, P<0.001). I 2값은 27%

로 문헌 간의 이질성이 낮았다(Fig. 5).

Fig. 5. Forest plot of TER of anxiety.

(2) HAMA

포함된 논문은 총 6편이었다. 치료군은 대조군에

비해 HAMA 점수가 더 낮은 경향을 보였고, 그 차

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N=6, MD: -4.11, 95%

CI: -6.21 to -2.02, P<0.001). I 2값은 91%로 문헌

간의 이질성이 높았다(Fig. 6).

Fig. 6. Forest plot of HAMA.

이에 사용된 한약의 종류에 따른 하위분석을 시

행하였다. 시호소간산(柴胡疏肝散)에 대하여 포함

된 논문은 총 2편이었고, 시호소간산(柴胡疏肝散)

이 대조군에 비해 HAMA 점수가 더 낮은 경향을

보였고,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I 2값은

96%로 문헌 간의 이질성이 높았다(N=2, MD:

-5.91, 95% CI: -9.75 to -2.07, P<0.05)(Fig.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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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Forest plot of HAMA with 柴胡疏肝散.

소요산(逍遙散) 분류에 대하여 포함된 논문은 총

2편이었고, 소요산(逍遙散)이 대조군에 비해 HAMA

점수가 더 낮은 경향을 보였고, 그 차이가 통계적

으로 유의했으며, I 2값은 0%로 문헌 간의 이질성

이 낮았다(N=2, MD: -2.24, 95% CI: -3.24 to

-1.25, P<0.001)(Fig. 8).

Fig. 8. Forest plot of HAMA with 逍遙散.

(3) SAS

포함된 논문은 총 3편이었다. 치료군은 대조군에

비해 SAS 점수가 더 낮은 경향을 보였고, 그 차이

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N=3, MD: -6.18, 95%

CI: -7.24 to -5.12, P<0.001). I 2값은 0%로 문헌 간

의 이질성이 낮았다(Fig. 9).

Fig. 9. Forest plot of SAS.

3) 우 울

(1) 총유효율

우울에 대하여 포함된 논문은 총 13편이었다. 총

유효율의 RR값이 1.25로 치료군은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N=13, RR:

1.25, 95% CI: 1.14 to 1.38, P<0.001). I 2값은 68%

로 문헌 간의 이질성이 높았다(Fig.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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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Forest plot of TER of depression.

이에 사용된 한약의 종류에 따른 하위분석을 시

행하였다. 육군자탕(六君子湯) 분류에 대하여 포함

된 논문은 총 5편이었으며, 총유효율의 RR값이

1.14로 육군자탕(六君子湯)은 대조군에 비해 통계

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보였고, I 2값은 0%로 문헌

간의 이질성이 낮았다(N=5, RR: 1.14, 95% CI:

1.06 to 1.24, P<0.001)(Fig. 11).

Fig. 11. Forest plot of TER of depression with 六君子湯.

소요산(逍遙散) 분류에 대하여 포함된 논문은

총 4편이었으며, 총유효율의 RR값이 1.34로 소요

산(逍遙散)은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보였고, I 2값은 83%로 문헌 간의 이질성이

높았다(N=4, RR: 1.34, 95% CI: 1.06 to 1.70,

P<0.05)(Fig.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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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Forest plot of TER of depression with 逍遙散.

시호소간산(柴胡疏肝散)에 대하여 포함된 논문

은 총 2편이었으며, 총유효율의 RR값이 1.28로 시

호소간산(柴胡疏肝散)은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

로 유의한 효과를 보였고, I 2값은 0%로 문헌 간의

이질성이 낮았다(N=2, RR: 1.28, 95% CI: 1.06 to

1.54, P<0.05)(Fig. 13).

Fig. 13. Forest plot of TER of depression with 柴胡疏肝散.

(2) HAMD(HRSD)

포함된 논문은 총 11편이었다. 치료군은 대조군

에 비해 HAMD 점수가 더 낮은 경향을 보였고,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N=11, MD: -3.60,

95% CI: -4.88 to -2.31, P<0.001). I 2값은 93%로

문헌 간의 이질성이 높았다(Fig. 14).

Fig. 14. Forest plot of HA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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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사용된 한약의 종류에 따른 하위분석을 시

행하였다. 시호소간산(柴胡疏肝散)에 대하여 포함

된 논문은 총 3편이었고, 시호소간산(柴胡疏肝散)

이 대조군에 비해 HAMD 점수가 더 낮은 경향을

보였고,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I 2값은

98%로 문헌 간의 이질성이 높았다(N=3, MD:

-3.93, 95% CI: -7.75 to -0.10, P<0.05)(Fig. 15).

Fig. 15. Forest plot of HAMD with 柴胡疏肝散.

육군자탕(六君子湯) 분류에 대하여 포함된 논문

은 총 2편이었고, 육군자탕(六君子湯)이 대조군에

비해 HAMD 점수가 더 낮은 경향을 보였고,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I 2값은 45%로 문

헌 간의 이질성이 낮았다(N=2, MD: -2.53, 95%

CI: -5.00 to -0.06, P<0.05)(Fig. 16).

Fig. 16. Forest plot of HAMD with 六君子湯.

소요산(逍遙散) 분류에 대하여 포함된 논문은

총 3편이었고, 소요산(逍遙散)이 대조군에 비해

HAMD 점수가 더 낮은 경향을 보였고,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I 2값은 0%로 문헌 간의

이질성이 낮았다(N=3, MD: -3.08, 95% CI: -3.48

to -2.67, P<0.001)(Fig. 17).

Fig. 17. Forest plot of HAMD with 逍遙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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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산(四逆散) 분류에 대하여 포함된 논문은 총

2편이었고, 사역산(四逆散)이 대조군에 비해 HAMD

점수가 더 낮은 경향을 보였고, 그 차이가 통계적

으로 유의했으며, I 2값은 74%로 문헌 간의 이질성

이 높았다(N=2, MD: -0.87, 95% CI: -1.48 to

-0.26, P<0.05)(Fig. 18).

Fig. 18. Forest plot of HAMD with 四逆散.

(3) SDS

포함된 논문은 총 2편이었다. 치료군은 대조군에

비해 SDS 점수가 더 낮은 경향을 보였고, 그 차이

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N=2, MD: -5.96, 95%

CI: -7.56 to -4.35, P<0.001). I 2값은 68%로 문헌

간의 이질성이 높았으나, 포함된 논문의 수가 적어

하위분석은 시행하지 못하였다(Fig. 19).

Fig. 19. Forest plot of SDS.

Ⅳ. 고찰 및 결론

FD는 심리사회적 요인과 생리적 요인의 복잡한 상

호작용으로 인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FD를

포함한 기능성 위장 장애(Functional gastrointestinal

disorder, FGID) 환자들이 불안장애 또는 우울장

애와 같은 정신과적 장애를 동반한다는 일관된 보

고들이 존재하며, FGID를 가진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정신 병리가 더 흔하다고 알려져 있다35. 이렇

게 높은 정신과적 장애의 공존 유병률은 3차 의료

기관의 환자가 아닌 지역사회의 일반인구를 대상

으로 한 연구36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고, FD37 환

자의 경우 아시아권에서도 정신과적 장애를 동반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소화불량은 주로 범불안장애, 신체화, 주요

우울장애와 관련이 깊다고 알려져 있고38-42, FGID

환자들의 50%에서 발견되는 우울증의 경우 위장

관 증상의 발생과 지속 인자로써 작용한다는 보고
43가 있다. FD 환자의 경우 증상의 심각도 뿐만 아

니라 증상에 대한 인지방식이나 불안의 정도가 환

자의 의료이용에 영향을 주었고44, 실제로 FD 환자

에게 치료하고 싶은 첫 번째 목표증상이 소화불량

자체가 아니라 불안이었다는 보고가 존재한다11.

이처럼 정신적 증상을 호소하는 FD 환자를 임

상에서 흔하게 마주할 수 있으며, 위장관 증상의

발생과 지속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작용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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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FD 환자를 치료할 때 정신적 증상에 대한 평

가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임상에서 소화

기관용약과 더불어 항우울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 효과가 완전하지 못하여 양약 치료만으

로는 증상 조절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체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중이며,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방 치료 방법 중 한약 치료에 중점을

두고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을 시행하였다.

FD 환자에게 나타나는 정신적 증상인 불면, 불

안, 우울의 한약 치료를 체계적으로 고찰하였고,

포함된 논문에서 사용한 정신적 증상의 평가 지표

에 따라 메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이질성이 높은

경우 한약의 종류에 따라 하위분석을 시행하였다.

모든 분석에서 한약 치료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

게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16개의 분석 중 7개

에서 이질성이 높게 나타났다. 추가로 한약 치료가

정신적 증상을 유의하게 개선했을 뿐 아니라 위장

관 증상도 함께 호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부

분의 논문에서 한약 치료와 양약 치료 효과를 비

교하였고 양약에 비해 한약 치료의 효과가 유의하

게 큰 것을 확인하였으며, 한약+양약 병용 치료와

양약 치료 효과를 비교하여 병용 치료가 유의하게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정신적 증상을 호소하는 FD 환자들에게

한약 치료가 효과적임을 나타낸다. 양약 치료도 효

과적이나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방 치료

에 반응이 없거나 적은 환자에게 한방 치료를 병

행하여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한약 치료와 한약+양약 병용 치료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부작용 사례가 적었고, 한약으로 인

한 심각한 부작용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이는

한방 치료와 양방 치료를 병행했을 때 심각한 부

작용 없이 상호 보완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포함된 논문 대부분이

비뚤림 평가에서 높은 위험도로 평가되었기 때문

에, 양약과 한약을 동시에 복용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안전성의 문제나 시너지 효과에 대하여 추가

적으로 질 높은 연구가 시행될 필요가 있다.

환자 선정 방법에 변증을 포함한 논문은 총 8편

이며, 불안과 우울을 호소하는 환자 중 간울비허증

(肝鬱脾虛型), 간울화화(肝鬱化火), 비허기체증(脾

虛氣滯證)으로 변증한 환자, 불안을 호소하는 환자

중 비허기체증(脾虛氣滯證)으로 변증한 환자, 우울

을 호소하는 환자 중 간울비허증(肝鬱脾虛證)으로

변증한 환자에 대하여 치료를 시행하였다. 한의학

의 기(氣)가 정체되어 발산하지 못하는 증상은 울

증(鬱症)이라 총칭하며 우울증과 비슷한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고, 기(氣)의 흐름을 정상화시켜 울

(鬱)을 해소해 주는 것이 울증(鬱症)의 치료원칙

이다45. 포함된 논문에서 주로 소요산(逍遙散)과 시

호(柴胡)제를 사용한 것은 울증(鬱症)을 치료하는

데에 기여했고, 육군자탕(六君子湯)과 건중탕(健中

湯)을 사용한 것은 비허(脾虛)로 인한 기체(氣滯)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방 치료가 FD 환자의 정신적 증상에도 효과

적이라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여 정보를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FD 환

자에서 정신적 증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해소하거

나 발생 기전에 관여하여 치료 효과를 보이는 한

약을 연구하고, 다른 한방 치료를 활용하여 그 효

과를 확인하는 등의 시도를 할 수 있다.

FD 환자에서 정신적 증상이 나타나는 기전은 자

율신경계와 스트레스 호르몬, 뇌-장 축(Brain-gut

axis)과 관련이 있다46고 알려져 있다. 정신적 증상

의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이 기전에 작용하는 한

약을 활용해야 마땅하나, 소요산47,48 외에 해당되는

한약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추후 본 논문에 포

함된 한약들이 자율신경의 균형이나 스트레스 호

르몬, 뇌-장 축 조절 등에 효과적인지를 확인하여

선택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혹은 한약 치료에

더불어 침 치료를 시행해볼 수 있다. 침 및 전기침

치료가 뇌-장 축에 작용하여 위장 기능을 조절하

는 데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48,49.

또한 FD와 수면장애 사이에 상관성이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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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가 있으나50 그 기전이 밝혀지지 않았는

데, 복통에 의한 뇌의 각성효과로 인해 수면장애가

생긴다는 주장이 있으며51, 소화불량이 호전되면 그

에 따라 수면장애도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

한다52. 이를 고려하여 환자의 복통을 줄임으로써

불면을 치료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본 논문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연구

가 중국에서 시행되었고, 포함된 대부분의 연구에

서 높은 비뚤림 위험이 관찰되었으며, 포함된 논문

의 수가 22편으로 적었다. 더불어 포함된 논문에서

사용된 한약의 종류와 환자 수, 중재 기간, 평가지

표 등의 요소가 다양하여, 메타분석에 포함시킨 논

문의 수가 적었고, 일부에서 데이터 이질성이 크게

나타났다. 또한, 신체화의 경우 명확하게 그 증상을

정의하기 어려워 관련된 연구를 포함하지 못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정신적

증상을 호소하는 FD 환자에 대하여 한약 치료가

증상 조절에 효과적임을 확인하였고, 양약 치료의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FD 환자에 대한 한약

치료의 활용도를 높여주었으며, FD 환자가 호소하

는 비(非)위장관 증상에 관심을 갖고 한방 치료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에 의의가 있다.

추후 FD 환자의 비(非)위장관 증상에 주목하고

이에 대하여 한방 치료를 시행한 질 높은 임상 연

구가 시행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 포함된 한약

의 작용 기전을 확인하거나 침 치료를 병행했을

때의 치료 효과를 확인하는 등의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 정신적 증상을 동반하는 FD 환자의 한

방 치료에 대해 다양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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