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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domized Clinical Controlled Trials of a Herb Remedies in 
Korea - Systemat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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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The study aimed to review all randomized controlled clinical trials (RCTs) performed in Korea with herbal 
medicine, to produce further useful information for herbal-drug development. 
Methods: All papers reporting RCT with herbal drugs were collected via public database of Korea Science and 
Technology Integration Services, and various Oriental medicine journals. Then, the clinical question, herbal medicine, 
result, RCT design, and its conductor were analyzed.
Results: A total of 20 RCTs were finally selected, and most of them were performed after 2003. The main subjects 
of RCT were related to heart and blood circulation, dermatitis, respiration disorder, Sasang constitution, or psychiatric 
disorders. Eight RCTs were done with a single herb while 12 RCTs were with multiple herbal formulae. In particular, 
three RCTs for atopic dermatitis with three formulae showed positive results. The quality of RCT was considered 
as better than average. 
Conclusions: This study revealed the current status of RCT using herbal drugs. This result would provide helpful 
information for research and drug development using traditional herbal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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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고령화 시대의 진입과 삶의 질에 대한 의학적 서

비스의 요구증가에 따라서 약물자원으로서 천연물

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천연물 의학시장

의 규모는 현재 통계상 약 200억 달러 이상으로 추

산된다
1). 천연물 의학의 가장 대표적인 약물이라 할

수 있는 한약은 오랜 역사를 두고 주로 임상적인 경

험을 바탕으로 발전하여왔다. 세계적으로는 자연 친

화적인 이미지로 천연물에 대한 높은 선호도가 있는

반면, 국내에서의 한약의 시장은 많이 위축되고 있

는 실정이다
2).

한의학의 전통적인 처방이나 약물들은 한의학의

가장 값진 지적재산이라 하겠으나 세계 천연물 시장

으로의 성공적인 진출은 없었다. 한약물들은 오랜

임상적 검증을 바탕으로 쓰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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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e of data collection and selection

(484)

세계시장에서 새롭게 요구하는 안전성과 유효성 및

표준화에 대한 엄격한 과학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

는 것이 한 이유라고 하겠다3). 그러한 측면에서 인

도의 전통의학인 아유르베다 의학에서 유래한 복합

처방을 이용한 Liv-52의 성공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고 하겠다. 7종의 천연물로 구성된 Liv-52는 그동안

40여 편이 넘는 국제적인 논문발표와 10여 차례의

임상시험을 거쳐서 현재는 매년 천만 불 이상이 수

출되고 있다4-6).
현재의 의학계에서 가장 중요한 논제는 증거중심

의 의학 (evidence-based medicine: EBM) 혹은 증거

중심의 대체의학 (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ECAM)이라 하겠다7). 이
러한 의미에서 임상시험, 특히 무작위배정 대조군

임상시험 (randomized controlled clinical trial: RCT)
은 약물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증거의 제

시방법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8). 근래

에 한의계에서도 한약을 이용한 RCT연구가 시도되

고 있지만 아직은 경험과 규모의 부족함이 현실이라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2009년 5월까지 국내에 보고된

한약에 관련된 RCT 연구 논문을 대상으로 현재까

지의 한약 관련 임상시험의 기본 정보를 분석하여, 
향후 한약을 이용한 RCT의 설계와 연구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1.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국내 학회지에 등재된 논문은 논문 검색 포털 사

이트인 ‘한국과학기술정보 통합서비스’에서 검색어

로 ‘임상시험 (clinical trial)’, ‘임상연구(clinical 
study)’, ‘한약 (herbal drug or herbal medicine)’, ‘탕
(tang)’을 조건으로 검색하였고, 대한한의학회와 대

한한방내과학회, 동의생리병리학회의 학회지를 추

가로 검색하였다.

2. 데이터 분석의 내용
한약을 이용한 RCT 연구들의 기본정보들, 즉 연

도별 RCT, 연구 주제, 사용 한약에 대하여 조사하였

다. 연구의 질에 대한 분석에서는 Jadad score 계산

법에 의거하여 평가하였다. Jadad score는 무작위 배

정, 이중 맹검, 탈락자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1점을

주고, 그 중에서 무작위 배정과 이중 맹검이 적정한

경우엔 1점씩을 추가로 부여하여 총 5점 만점으로

평가하였다
9). 무작위 배정은 난수표나 컴퓨터를 이

용한 무작위 배정뿐 아니라 블록무작위배정, 충화블

록무작위 같은 경우도 적절한 무작위 배정에 포함하

였다. 이중 맹검의 적절성은 일반 한약의 경우 대조

군으로 동일한 외형과 중량을 가진 캡슐을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향과 맛을 가진 액을 사용하는 것은 적

절한 방법으로 보았고, 피부연고는 육안으로 식별이

힘들기 때문에 동일제형과 색으로 제작하여 사용된

경우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았다. 할당 은닉은 연구

자가 피험자를 선정하는 central office나 통계학자에

의해 피험자의 배정을 통보 받는 방법, 배정이 적힌

쪽지가 적힌 봉인된 봉투를 이용하는 방법만을 적절

하다고 보았다.

결 과
 1. 한약을 이용한 RCT의 연도별 정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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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Number of RCTs according to year pa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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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Number of RCTs according to subject (left) and type of herbal medicine (right)

(485)

총 51편의 한약 관련 임상시험 논문이 일차적으

로 검색되었고, 이 중 23편의 RCT에 해당되는 논문

을 추출하여 하나씩 본문을 읽어서 임상시험 방법

중 무작위 배정을 하지 않았고 이중 맹검법을 사용

하지 않은 3편을 제외한 총 20편을 최종 연구 대상

으로 하였다(Fig. 1).
2000년도 이전까지의 한약을 이용한 RCT는 총 1

편이었다가 2003년에 1편을 시작으로 증가하기 시

작하여 2004년 3편, 2005년과 2007년도에 6편과 5
편으로 가장 많았다(Fig. 2).

2. RCT의 주제와 한약물 및 결과에 대한 분석
연구 주제별로 심혈관 질환이 4편으로 제일 많았

고, 피부질환을 다룬 시험은 3편, 호흡계 질환, 신경

정신질환, 체질을 다룬 논문은 각 2편, 소화질환, 비
뇨생식계 질환이 각 1편이었다. 기타 체중감소, 산
후조리, 슬관절염, 골다공증, 전신증상이 각 1편씩

이었다(Fig. 3).
한약별로 처방을 이용한 RCT가 9편이었고 나머

지 11편은 단일 약물을 이용한 RCT였다(Fig. 3). 처
방은 소청룡탕 2편, 목향생화탕, 슬관절방, 승갈탕, 
심적환, 연교승마탕, 황연해독탕 및 수종의 한약제

복합물이 각각 1편씩 이었다. 단일 약물로는 마황에

대한 RCT가 5편으로 제일 많았고 인삼과 홍삼이

각각 3편이었다.
RCT의 구체적인 임상시험의 질문들과 그 결과들

은 아래의 Table 1에 요약하였다. 전체적으로는 20
개의 RCT 중에서 4개를 제외한 16개는 통계적인

유의성 혹은 종합적인 측면에서 대조군과 차이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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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bal Drugs First author Questions
N. of subject

Duration
(week) 

Conclusion Jadad 
score

마황 

Son DH10) 마황은 심박변이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59 / 
1 (day) 자율신경계, 심기능활성도 다소 저하 5

Yang CS11) 마황은 성인 여자의 특성불안에 영향을 
미치는가? 95 / 2 불안수준을 높이는 효과 있음 5

Lee TH12) 마황에 대한 체질별 이상반응 차이가 
있나?

85 / 
1 (day) 통계적인 차이가 있음 5

Hsing LC13) 마황은 체질별로 불안반응에 차이점을 
보이는가?

79 / 
1 (day) 통계적인 차이가 있음 4

Yeo JJ14) 마황은 체중감소에 영향을 미치는가? 100 / 2 유의한 효과 있음 4

인삼

Seo JC15) 인삼과 서양삼은 혈압과 맥박에 영향을 
미치는가? 320 / 4 통계적 차이가 없음 (정상범위 영향 

미침) 5

Jo KH16) 인삼, 홍삼, 중국삼, 서양삼은 혈압강하에 
영향을 미치는가? 219 / 4 유의한 효과 있음 3

Seo JC17) 인삼과 서양삼이 전신증상에 미치는 
영항에 차이가 있는가? 320 / 4 부작용과 전신증상 개선효과가 

중국인에서는 유의한 차이 있음 5

홍삼
Ham WS18) 홍삼은 발기부전에 효과가 있는가? 73 / 8 경도, 중등도에서 유의한 효과 있음 3

Yeo MH19) 홍삼은 H. pylori 만성위염에 효과가 
있는가? 84 / 9 유의한 효과 있음 2

Kim NH20) 홍삼은 골다공증에 효과가 있는가? 49 / 52 통계적 차이가 없음 2

황련해독탕 Yun DC21) 아토피 피부염에 효과가 있는가? 39 / 4 유의한 효과 있음 3

연교승마탕 Kim SH22) 아토피 피부염에 효과가 있는가? 37 / 4 유의한 효과 있음 3

승갈탕 Shin SH23) 아토피 피부염에 효과가 있는가? 39 / 8 유의한 효과 있음 2

소청룡탕
Han YJ24) 소청룡탕이 감기에 효과가 있는가? 98 / 1 유의한 효과 없음 3

Park YC25) 풍한형 및 풍열형 감기에 효과가 있는가? 98 / 1 풍한형 감기의 비증상 에는 유의한 
효과 있음 3

심적환 Jang IS26) 흉통.흉민에 개선효과가 있는가? 81 / 8 통계적 차이는 없으나 증상개선 
있음 4

목향생화탕 Hwang DS27) 산후회복과 유즙분비에 효과가 있는가? 65 / 6 통계적 차이는 없으나 증상개선 있음 2

슬관절방 Park MJ28) 제형변화에 따른 효능 차이가 있는가? 47 / 8 통계적 차이가 없음 2

발아현미 & 
수종한약재 Kim LH29) 불안 및 스트레스 개선에 효과가 있는가? 47 / 4 유의한 효과 있음 3

Table 1. Summary of Questions and Results of RCTs

(486)

있었다. 마황에 대한 5개의 RCT는 모두 원래의 임

상시험 질문에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으며10-14), 인삼
과 홍삼의 다양한 효과에 대한 RCT에서도 골다공

증에 대한 것을 제외한 만성위염, 발기부전, 전신증

상, 혈압강하 등에 모두 효과가 입증되었다10-20). 특
히,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황련해독탕, 연교승마탕

및 승갈탕을 이용한 세 개의 RCT에서는 모두 유의

한 효과가 검증되었다21-23). 소청룡탕과 목향생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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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Factors “Yes” (Adequate) 
Number (%)

“No” (Inadequate) 
Number (%)

Described as randomized 19 (95%) 1 (5%)

Randomization scheme described and appropriate 6 (30%) 14 (70%)

Allocation concealment method 7 (35%) 13 (65%)

Double-blind 16 (80%) 4 (20%)

Double blinding appropriate 7 (35%) 13 (65%)

A description of dropouts and withdrawals 19 (95%) 1 (5%)

Table 2. Quality Assessment of Methodology

~50 ~100 ~200 ~500 캡슐 연고 액상 분말 환 ~2주 ~4주 ~8주 8주~

2

5

7
6

22
1 11

3

3

시험대상자 숫자 투약 형태 투약 기간

11

6

Fig. 4. Number of RCTs according to subject number, medication method or treatment period.

(487)

심적환 및 발아현미 등을 이용한 RCT에서는 일부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24-29). 

3. 임상시험 모델에 대한 분석
20개의 모든 RCT가 병행설계로 수행되었으며 다

른 종류의 인삼들 간의 비교연구인 3개의 RCT와
서로 다른 두 변증에 대한 소청룡탕의 효과를 비교

한 1개를 제외한 나머지 16개의 RCT는 두 그룹간

의 비교였다. 임상시험에 참여된 대상자는 평균 101
명으로 50명에서 100명 사이의 RCT가 11편으로 가

장 많았는데, 가장 적게는 37명에서 가장 많게는

320명 까지 있었다. 
투약의 형태는 캡슐로 제작한 한약을 사용한 예

가 13개로 가장 많았고, 아토피 질환을 다룬 2개의

RCT에서는 연고의 형태였으며, 나머지 5개의 RCT

에서는 액상과 분말 및 환의 형태로 투약되었다. 한
편, 한약을 투여한 기간은 1일 투여부터 1년 간 투

여 한 경우까지 다양하였다. 4주 정도 한약을 투여

하고 관찰한 임상시험이 7편으로 가장 많았다(Fig. 4).
Jadad score에 의한 임상시험의 질을 각각의 평가

법으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2 에 정리하였다. 전체

적으로는 5점이 5개, 4점이 3개, 3점이 7개 이었으

며, 5개의 RCT가 2점 이었다(Table 1). 

고 찰
 한의학은 일찍이 임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되

어 왔으며, 이러한 축적된 임상적 경험들은 하나의

매우 중요한 의학적 증거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근

래에 들어서면서 의학에서는 점차 과학적으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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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임상시험에 의한 세련된 증거들을 요구하게 되면

서 RCT는 의학연구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널리

채용되었다30). RCT 방법을 이용한 한약의 연구는

현재 과학화를 바탕으로 한 한약의 세계화라는 시대

적 요구에 매우 필요한 방법으로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를 이러한 향후의 연구에 유익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한약물을 이용한 RCT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1998년 골다공증에 대한 홍삼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RCT를20) 기점으로 2004년경부터는

점차 많은 RCT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

으나, 아직은 20건에 머물렀다. 상대적으로 활발한

침치료와 관련된 연구에 비해서 향후 한약의 과학적

개발을 위한 임상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황기와 단삼의 항피로에 대한 RCT 연구결과의 국

외 학회지에 발표처럼31) 여기서는 국내의 학회지에

수록된 논문들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일

부 자료의 누락가능성이 있다. 
3개의 인삼 연구를 포함하여 한약을 이용한 RCT 

연구들을 수행한 기관들은 모두 한의학 관련 병원들

이었으나, 홍삼의 연구를 위한 3개의 RCT는 모두

양방병원에서 수행되었다18-20). 인삼은 한의사들이

주로 처방함으로서 한의계의 관심이 많은 반면, 홍
삼시장의 팽창과 더불어 양의학계의 홍삼에 대한 관

심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하겠다. 마황에 대한 5개
의 RCT는 모두 한 그룹에서 지속적인 연구의 결과

물들이었다.
전통적인 한약의 처방들은 오랜 역사와 다양한

적응증들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엔 알러지질환에 대

한 한약의 선호도가 많은 편이다. 황련해독탕21), 연
교승마탕22) 및 승갈탕23)을 이용한 3개의 연구에서

모두 아토피에 유효한 효과가 있었다는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다. 반면에 임상에서 가장 대표적인

감기약인 소청룡탕이 감기에 유의한 효과가 밝혀지

지 않은 2개의 결과가 있었는데24,25), 이의 결과에 대

해서는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즉, 시험

약물의 품질엔 문제가 없었는지, 시험 대상자의 선

정과 투약기간이나 투여량은 적정했는지, 그러한 것

들이 모두 정상적이었다면 소청룡탕은 정말로 감기

에 효과가 없는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요

구된다. 
임상시험 질에 대한 평가항목에 따른 분석에 의

하면, 19개의 RCT에서 무작위 배정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방법이 서술된 연구는 6편뿐이

었다. 구체적 방법이 서술된 6개의 RCT는 컴퓨터

배정, 난수표, 층화블록 방식의 남녀를 층으로 하여

무작위배정표를 작성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배정

이 이루어졌다. 할당 은닉은 7편의 연구에서 시험자

와 피시험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배분 및 복용하

도록 하거나, 봉투에 기입하여 시험자에게 나눠 주

는 방식이었다. 이중 맹검은 16편에서 정확히 기록

되어 있었고, 나머지 4편의 연구에서는 이중 맹검의

언급이 없었다. 전체적으로 임상시험의 질적인 측면

은 양호하다고 하겠으며, 14개의 RCT가 50명 이상

의 임상시험 대상자를 이용함으로서 한약을 이용한

임상시험의 고비용을 추측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하여 보면, 아직 한약연구를 위

한 국내의 RCT는 크게 활성화 되어있지 않았다. 특
히 마황이나 인삼 혹은 홍삼과 같은 단일 약제를 제

외한 처방을 이용한 RCT는 크게 미진하였다. 향후

한약의 과학적 증거를 요구하는 의학환경에 맞는 한

약처방의 활발한 임상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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