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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ystematic Review on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for Female 
Sexual Dysfunction

Young-Min Jeong, Song-Baek Kim, Chang-Min Choi
Yun-Jung Seo, Han-Baek Cho

Dept. of Oriental Obstetrics & Gynec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review systemically clinical trials on 
the trends of studies for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in the treatment 
of female sexual dysfunction and provide basic resource for future treatment and 
suggestions for improving research methods.

Methods: Through medical website ‘Pubmed', foreign clinical literatures about 
female sexual dysfunction were searched and domestic clinical literatures about 
female sexual dysfunction were searched using internet websites ‘National assembly 
library', ‘KISS', ‘RISS', ‘Korean traditional knowledge portal'. 

Results: Total 19 literatures were selected from January 2000 to June 2012. 15 
foreign literatures were selected through medical website and 4 domestic literatures 
were chosen using internet websites or hand-searching. 5 literatures were published 
in 2008 and 13 literatures mentioned about age group of patients. FSFI is most common 
tool for female sexual dysfunction. 9 of 19 literatures were using Herbal medicine 
for treatment. 5 literatures were about CBT, 6 literatures were about Biofeedback 
and other one literatures are about Perineal massage. There were 14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and 5 Non-randomized controlled trials. And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were relatively low in risk of bias than non-randomized controlled trials.

Conclusions: Upon these results, in similar future more clinical trials should 
be done and accumulate Evidence-based literatures.

Key Words: Female sexual dysfunction, Complementary alternative medicine, 
Oriental medicine, Clinical trial, Systemat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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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緖  論

성은 인간의 기본욕구이며 인간의 성

생활은 종족번식이란 원  본능을 넘

어 자신의 정체성과 생명력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한 성생

활과 성생활에 한 만족도는 삶의 질과

도 한 계가 있다
1)
. 2007년 세계보

건기구(WHO)에서는 성 건강이란 성과 

련하여 육체 , 감성 , 정신 , 사회

 측면의 행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

하며, 성 건강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권임을 강조하여 여성의 성 건강이 

여성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요한 척도

로 인정하 다2).

성 반응은 심신의 과정으로 성기능장

애의 원인으로는 심리  과정과 신체  

과정 양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심인

성 는 기질  원인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질환의 특성상 개

는 심리  요인과 기질  요인  어느 

것이 더 요한지는 확인하기 어려워 이 

상태를 혼합성 혹은 불확실한 원인에 의

한 것으로 범주화하는 것이 일반 이다3).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 성기능

장애가 43%로 남성 성기능장애의 31%

보다 높게 보고되고 있다4). 한 최근 

국내에서 보고된 연구에 따르면 평균 

28.5세의 은 여성을 상으로 한 연구

의 경우 43.5%가 성기능장애를 경험하

고 있으며5) 평균 37.9세의 기혼 여성을 

상으로 한 경우 57.5%가 성기능장애

를 보 다6).

성기능장애의 유병률이 여성이 남성보

다 높고 여성의 삶에서 건강한 성생활이 

매우 요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남

성 성기능장애에 한 연구와 치료법의 

발 에 비하여 여성 성기능장애에 한 

심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7-9).

체의학(Alternative medicine)이란 정

통의학을 신한다는 의미로 만들어 졌

으며 정통의학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다는 의미로 보완의학(Complementary 

medicine)이라고도 하며10) 최근 만성, 퇴

행성 질환이 증가하고 건강  삶의 질

에 한 심이 높아지면서 정통의학 뿐

만 아니라 보완 체의학에 한 심과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11).

여성 성기능장애에 한 높은 유병률

에 비해 국내외 연구들은 부족한 상태이

며 기존 연구들도 이론  기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특히 여성의 삶에 있

어서 요한 요소인 성기능 개선과 련

된 임상 연구들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자는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여

성 성기능장애의 치료에 한 보완 체

의학의 연구논문들을 수집하고 피험자, 

평가방법, 처치방법 등을 분석하여 약간

의 지견을 얻었기에 보고하고 향후 련 

연구 방향에 도움을 주고 추동하는 계기

를 마련하고자 한다.

Ⅱ. 硏究方法

1. 연구 자료 선정

1) 상 논문 형식

보완 체의학을 이용하여 여성 성기능

장애를 치료한 논문  임상논문을 상

으로 하 다.

2) 상 논문 선정 조건

 (1) 논문 선정 조건

- 주증상이 여성 성기능장애로 연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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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을 선정하 다.

- 임상연구, 임상보고 등 사람을 상

으로 연구한 논문을 선정하 다.

- 보완 체의학의 범주는 서양의학을 

제외하고 한의학을 포함한 모든 의학으

로 하 다. 

 (2) 논문 배제 조건

- 여성 성기능장애가 주증상이 아닌, 부

수 증상으로 사용된 논문은 제외하 다.

- 사람을 상으로 하지 않은 실험논

문은 제외하 다.

2. 논문 검색 방법

1) 국외 논문 검색 

국외논문은 Pubmed의 데이터베이스

를 이용하여 2000년 1월부터 2012년 6월

까지의 논문을 검색하 다. 

 (1) Pubmed 검색

검색조건인 성기능장애는 Sexual 

dysfunction, physiological과 Sexual 

dysfunction, psychological의 MeSH Term

을 이용하여 검색하 다(Table 1, 2).

MeSH Term

Sexual 
Dysfunction, 
Physiological

Physiological Sexual dysfunction
Physiological Sexual dysfunctions
Sexual Dysfunctions, Physiological

Sex disorders
Sexual Disorder, Physiological
Physiological Sexual Disorder
Physiological Sexual Disorders
Sexual Disorders, Physiological

Table 1. MeSH Term of Sexual Dysfunction 
(Physiological)

MeSH Term

Sexual 
Dysfunction, 
Psychological

Psychological Sexual dysfunction
Psychological Sexual dysfunctions
Sexual Dysfunctions, Psychological

Sex disorders
Sexual Disorder, Psychological
Psychological Sexual Disorder
Psychological Sexual Disorders
Sexual Disorders, Psychological

Table 2. MeSH Term of Sexual Dysfunction 
(Psychological)

한 Pubmed Database의 Limits 조

건을 이용하여 검색하 다. ‘Humans or 

animals’에서는 ‘Humans’를, ‘Languages’

에서는 ‘English’를, ‘Type of article’에서

는 ‘Clinical trial’을, ‘sex'에서는 ‘Female'

을 선택하 다.

 (2) 국외 논문 검색 결과

상기의 검색어와 방법으로 2000년 1월

부터 2012년 6월까지의 논문을 Pubmed

에서 검색한 결과 21편이 검색되었다. 이 

 본 연구의 목 과 취지에 상응하지 않

는 논문을 제외하여 총 15편의 논문을 

선정하 다.

2) 국내 논문 검색

국내 논문은 국회도서 , 한국학술정보

(K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한

국 통지식포탈 의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2000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국내에

서 발표된 학 논문과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수집하 다.

국내논문의 경우 Pubmed에서 제공하

는 Database system이 없고 련 논문

을 최 한 빠짐없이 검색하기 해 여성

성기능장애 련 핵심 단어인 ‘여성성기

능장애’, ‘성기능장애’, ‘성기능’, ‘성욕’, ‘성

흥분’, ‘ 정감’, ‘성동통’, ‘성교통’, ‘질경

련’을 검색어로 검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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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내 논문 검색 결과

검색 후 ‘한의학 는 보안 체의학’, 

‘사람을 상으로 한 임상실험’에 부합하

는 논문을 Hand-Searching한 후 2000년 

이  논문을 제외한 결과 총 4편의 논문

을 선정하 다.

3. 조군 연구 질 평가 방법

비뚤림 험 평가도구(Risk of Bias, 

Hira-RoB)
12)
와 Jadad score

13)
를 이용하

여 조군 연구의 질을 평가하 다.

Hira-RoB는 2011년 건강보험심사평가

원과 한림  산학 력단이 공동 개발한 

임상연구문헌 분류도구  비뚤림 험 

평가도구에 제시된 평가도구이다. Hira 

-RoB에서 무작  연구의 경우 무작  

배정 순서가 한 방법에 의하여 생성

되었는가, 배정순서가 히 은폐되었

는가, 피험자와 개 수행자  결과 측

정자에 한 가림이 한가, 분석을 

한 결과자료가 충분히 제공되는가, 분

석에 사용될 자료가 선택  보고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이 없는가, 비뚤림 험을 

높일 수 있는 다른 명백한 문제는 없는

가에 한 6가지 항목을 평가한다.

Hira-RoB에서 비무작  연구의 경우 

한 방법으로 상군을 선정하 는가, 

주요 교란 변수를 확인하 는가, 재에 

한 노출 확인 측정은 한가, 자료 

수집자에 한 가림이 한가, 불완

한 자료가 충분히 다루어졌는가, 연구 

결과에 한 선택  결과 보고가 없는가

에 한 6가지 항목을 평가한다.

평가자는 도구를 이용할 때 각 항목에 

하여 ‘ ’, ‘아니오’, ‘불확실’로 답한

다. ‘ ’는 비뚤림 유입의 가능성이 낮음

을 의미하고 ‘아니오’는 비뚤림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불확실’의 경우는 비

뚤림에 한 험을 단하기 어려운 경

우로써 ‘아니오’의 경우에 하여 보수

으로 다루는 것이 권고된다.

Jadad score는 1996년 Jadad에 의해 고

안된 methodological quality assessment

로 Randomization  Blinding의 요성

에 따른 임상시험연구의 quality를 평가

하여 나타낸다. 무작  분류 여부, 이  

맹검 여부, 도 탈락 여부, 무작  배분 

방식의 성, 이  맹검 방법의 

성으로 총 5가지 항목을 평가하며 만족

할 경우 1 , 만족하지 못할 경우 0 이

다. 평가받은 수의 총합으로 quality를 

측정한다.

Ⅲ. 硏究結果

1. 논문검색결과

2000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의 논

문을 검색한 결과 국외논문 15편, 국내

논문 4편으로 총 19편의 논문이 검색되

었다(Table 3-1,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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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Author Title

2000
Ashton AK, 

et al
14) Antidepressant-induced Sexual Dysfunction and Ginkgo Biloba

2000
Labrecque M, 

et al
15)

Randomized Trial of Perineal Massage during Pregnancy:
Perineal Symptoms Three Months after Delivery

2001
Bergeron S, 
et al16)

A Randomized Comparison of Group Cognitive-Behavioral Therapy, 
Surface Electromyographic Biofeedback, and Vestibulectomy in 
the Treatment of Dyspareunia Resulting from Vulvar Vestibulitis

2001
McKay E, 
et al17)

Treating Vulvar Vestibulitis with Electromyographic Biofeedback 
of Pelvic Floor Musculature

2002
Kang BJ, 
et al18)

A Placebo-Controlled, Double-Blind Trial of Ginkgo Biloba for 
Antidepressant-induced Sexual Dysfunction

2006
Danielsson I, 

et al
19)

EMG Biofeedback versus Topical Lidocaine Gel: a Randomized 
Study for the Treatment of Women with Vulvar Vestibulitis. Acta 
Obstet Gynecol Scand

2008
Dording CM, 

et al20)
A Double-Blind, Randomized, Pilot Dose-Finding Study of Maca 
Root (L. Meyenii) for the Management of SSRI-induced Sexual 
Dysfunction. CNS Neurosci Ther

2008
Brooks NA, 

et al21)
Beneficial Effects of Lepidium Meyenii (Maca) on Psychological 
Symptoms and Measures of Sexual Dysfunction in Postmenopausal 
Women are not Related to Estrogen or Androgen Content. Menopause

2008
Meston CM, 

et al22)
Short- and Long-Term Effects of Ginkgo Biloba Extract on 
Sexual Dysfunction in Women

2008
Bergerson S, 

et al23)
Surgical and Behavioral Treatments for Vestibulodynia: Two 
-and-One-Half Year Follow-up and Predictors of Outcome

2010
Stephenson KR, 

et al24)
Differentiating Components of Sexual Well-being in Women: Are 
Sexual Satisfaction and Sexual Distress Independent Constructs?

2010
Oh KJ, 
et al25)

Effects of Korean Red Ginseng on Sexual Arousal in Menopausal 
Women: Placebo-Controlled, Double-Blind Crossover Clinical Study

2011
Silverstein RG, 

et al26)
Effects of Mindfulness Training on Body Awareness to Sexual 
Stimuli: Implications for Female Sexual Dysfunction

2012
Brotto LA, 
et al

27)

A Brief Mindfulness-Based Cognitive Behavioral Intervention 
Improves Sexual Functioning versus Wait-List Control in Women 
Treated for Gynecologic Cancer

2012
Brotto LA, 
et al28)

Pilot Study of a Brief Cognitive Behavioral versus Mindfulness 
-Based Intervention for Women with Sexual Distress and a 
History of Childhood Sexual Abuse

Table 3-1. Foreign Studies about Female Sexual Dysfunction(n=15)

Year Author Title

2005 Lee JE, 
et al29)

A Report on the Clinical Efficacy of Daejo-hwan(DJH) about the 
Dryness of Vagina and Sexual Satisfaction in Climacteric Women

2005 Chae MJ30) Effect of Pelvic Floor Muscle Exercis by Electrical Stimulation on Pelvic 
Floor Muscle Contraction and Sexual Function in Married Female

2008 Jung H
31) The Effect of Conservative Therapy for Urinary Incontinence on the 

Improvement of Women's Sexual Dysfunction

2009 Kim DI, 
et al32)

Efficacy and Safety of Red Ginseng on Women`s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and Sexual Function

Table 3-2. Domestic Studies about Female Sexual Dysfunction(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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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도별 분석

2000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연 평

균 1.5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2008년

에 5편으로 발표된 논문의 수가 가장 많

았다(Table 4).

Year Author
Piece
(s)

2000
Ashton AK14), 
Labrecque M15) 2

2001 Bergeron S16), McKay E17) 2

2002 Kang BJ
18)

1

2005 Lee JE29), Chae MJ30) 2

2006 Danielsson I19) 1

2008
Dording CM

20)
, Brooks NA

21)
,

Meston CM
22)
, Bergeron S

23)
,

Jung H
31)

5

2009 Kim DI32) 1

2010 Stephenson KR24), Oh KJ25) 2

2011 Silverstein RG
26) 

1

2012 Brotto LA27,28) 2
TOTAL 19

Table 4. Publication Year of Clinical 
Studies

3. 피험자 분석

1) 피험자 수

19편의 논문의 총 피험자 수는 1,570명

이었으며 피험자 수가 20명 이상 40명 

미만으로 설정된 논문이 6편으로 가장 

많았다. 100명 이상의 피험자 수를 상

으로 한 논문이 3편이었으며 그  20명 

미만의 피험자 수를 상으로 한 논문이 

3편이었다(Table 5).

Sample
size

Author
Piece
(s)

≥100
Labrecque M15), 

Meston CM22), Hye Jung31)
3

80≤ <100
Bergeron16), 

Stephenson KR24) 2

60≤ <80 Bergeron
23)

1

40≤ <60

Danielsson I19), 
Silverstein RG26), 
Brotto LA28), 

Myoung Jung Chae30)

4

20≤ <40
Ashton AK14), McKay E17), 
Kang BJ18), Oh KJ25), 
Brotto LA27), Kim DI32)

6

<20
Dording CM

20)
, 

Brooks NA
21)
, Lee JE

29) 3

TOTAL 19

Table 5. Sample Size of Studies

2) 피험자 연령  

19편의 논문  피험자의 연령 를 제

시한 논문은 13편이었으며 6편의 논문에

서는 연령 에 한 언 이 없었다. 피

험자의 연령 를 제시한 13편의 논문  

9편의 논문에서는 평균 연령을 언 하

으며 4편의 논문에서는 연령 별 비율을 

제시하 다(Table 6-1). 연령 를 제시

한 13편의 논문을 평균 연령 로 분류하

면 20~40  평균 연령 의 환자를 상

으로 한 논문이 6편이었으며 40~60 의 

평균 연령 의 환자를 상으로 한 논문

이 6편이었다. 나머지 1편의 논문의 경

우  연령층을 상으로 하 다(Table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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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Piece(s)

Mentioned 
Age Group

Mentioned
Mean Age

McKay E17), Kang BJ18), Dording CM20), 
Stephenson KR24), Oh KJ25), Silverstein RG26), 

Brotto LA27,28), Lee JE29)

9

13
Mentioned 
the Ratio of 
Age Group

Brooks NA21), Meston CM22), Jung H31), 
Kim DI32) 

4

Not Mentioned Age Group
Ashton AK14), Labrecque M15), Bergeron S16,25) 

Danielsson I19), Chae MJ30)
6

TOTAL 19

Table 6-1. Mention of Age Group of Patients

Author Piece(s)

20s~40s
McKay E17), Dording CM20), Stephenson KR24), 
Silverstein RG26), Brotto LA28), Dong Il Kim32) 6

40s~60s
Kang BJ18), Brooks NA21), Oh KJ25), Brotto LA27), 

Jung Eun Lee29), Hye Jung31)
6

All Age Group Meston CM22) 1

TOTAL 13

Table 6-2. The average age group of patients

4. 평가 방법 분석

성기능 장애의 정도를 평가하는 평가 

도구로 다양한 지표들이 사용되었으며 

19편의 논문  둘 이상의 평가도구를 

사용한 논문이 6편 있었다. 성기능장애 

평가도구  Female Sexual Function 

Index(FSFI)
33)
가 8편으로 가장 많이 사

용되었다. Female Sexual Distress Scale 

(FSDS)34), Sexual Satisfaction Scale for 

Women(SSS-W)
35)
, Sexual Function 

Questionnaire(SFQ)
36)
, SF-36

37)
, Mcgill 

Pain Questionnaire(MPQ)38)가 2편씩 인

용되었으며 그 외에 Arizona Sexual 

Experience Scale(ASEX)
39)
, The Mindful 

Attention Awareness Scale(MAAS)40), 

Kupperman's Index41) 등이 1번씩 사용

되었고 출처가 분명치 않은 Questionnaire

를 언 한 논문이 2편 있었으며 성기능 

평가 도구에 한 언 이 없었던 논문이 

3편 있었다(Table 7-1,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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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of Tools Author Assessment Tool Piece(s)

3 Brotto LA et al27) FSFI, SFQ, FSDS 1

2

Dording CM20) SFQ, ASEX

5

Meston CM
22)

FSFI, SSS-W

Stephenson KR24) FSFI, SSS-W

Brotto LA28) FSFI, FSDS

Kim DI
32)

FSFI, SF-36

1

Bereron S16) MPQ

8

Danielsson I19) SF-36

Bergeron S
23)

MPQ

Oh KJ25) FSFI

Silverstein RG26) MAAS

Lee JE
29)

Kupperman's Index

Chae MJ30) FSFI

Jung H31) FSFI

Unclear
Labrecque M

15)

Questionnare(Unclear) 2
Kang BJ18)

Not Mentioned Ashton AK14), McKay E17), Brooks NA21) 1

TOTAL 19

Table 7-1. Paper Analysis of Assessment Measure

Assessment Tool Author Piece(s)

FSFI
Meston CM22), Stephenson KR24), Oh KJ25), 

Brotto LA27,28), Chae MJ30), Jung H31), Kim DI32)
8

FSDS Brotto LA27,28)

2

SSS-W Meston CM
22)
, Stephenson KR

24)

SFQ Dording CM20), Brotto LA27)

SF-36 Danielsson I19), Kim DI32)

MPQ Bergeron S
16,23)

MAAS Silverstein RG26)

1Kupperman's Index Lee JE29)

ASEX Dording CM
20)

Questionnare (Unclear) Labrecque M15), Kang BJ18) 2

Not mentioned Ashton AK14), McKay E17), Brooks NA21) 3

Total 26

Table 7-2. Tool Analysis of Assessment Measure

5. 처치 방법 분석

총 19편의 논문  Herbal Medicine을 

이용하여 연구를 한 논문이 9편으로 가

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Biofeedback에 

한 연구로 6편이 있었다. Cognitive- 

behavioral therapy(CBT)에 한 논문

이 Biofeedback과 치료를 병행한 2편의 

논문을 포함하여 5편이 있었으며 1편의 

논문은 Perineal massage에 한 내용이

었다(Tabl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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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 Author Piece(s)

Herbal Medicine
Ashton AK14), Kang BJ18), Dording CM20), 

Brooks NA21), Meston CM22), Stephenson KR24), 
Oh KJ25), Lee JE29), Kim DI32)

9

Biofeedback McKay E17), Danielsson I19), Chae MJ30), Jung H31) 4

Biofeedback + CBT Bergeron S
16,23)

2

CBT Silverstein RG26), Brotto LA27,28) 3

Perineal Massage Labrecque M15) 1

Total 19

Table 8. Method of Treatment

1) Herbal Medicines 

여성 성기능 장애에 한 19편의 논문 

 Herbal Medicines을 사용한 연구는 총 

9편이었으며(Table 9) 그  ginkgo biloba

에 한 논문이 4편으로 가장 많았다.

2) Cognitive-behavioral therapy(CBT)

여성 성기능 장애에 한 19편의 논문  

CBT를 사용한 연구는 5편이었다(Table 10).

Treatment Author Year No. of patients Duration

Ginkgo Biloba

Ashton AK, et al
14)

2000 22 a month

Kang BJ, et al18) 2002 37 2 months

Meston CM, et al22) 2010 167 8 weeks

Stephenson KR, et al
24)

2010 99 a month

Maca root
(L. Meyenii)

Dording CM, et al20) 2008 17 12 weeks

Brooks NA, et al21) 2008 16 12 weeks

Red ginseng
Oh KJ, et al

25)
2008 32 20 weeks

Kim DI, et al32) 2005 24 6 weeks

Deacho-hwan Lee JE, et al29) 2005 7 8 weeks

Table 9. Studies of Herbal Medicines(n=9)

Treatment Author Year No. of patients Duration

Vulvar Vestibulectomy
CBT, Biofeedback

Bergeron S, et al16) 2001 87 6 months

Bergeron S, et al23) 2008 78 2.5 years

Mindfulness Training Silverstein RG, et al
26)

2011 44 12 weeks

CBT Brotto LA, et al27) 2012 38 2 months

CBT, MBT Brotto LA, et al28) 2012 58 5~6 weeks

Table 10. Studies of CBT(n=5)

3) Biofeedback 

여성 성기능 장애에 한 19편의 논문 

 Biofeedback 치료를 사용한 연구는 6

편이었다(Table 11).

4) Perineal massage

여성 성기능 장애에 한 19편의 논문 

 Perineal massage를 사용한 연구는 1

편이었다(Tabl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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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 Author Year
No. of
patients

Duration

EMG-Biofeedback McKay E, et al17) 2001 29 6 months

EMG-Biofeedback, Topical Lidocaine Gel Danielsson I, et al19) 2006 46 4 months

Vulvar Vestibulectomy
CBT, Biofeedback

Bergeron S, et al
16)

2001 87 6 months

Bergeron S, et al23) 2008 78 2.5 years

Pelvic Floor Muscle Exercise, 
Electrical Stimulation by Biofeedback

Chae MJ30) 2005 44 6 weeks

Jung H
31)

2008 153 6 weeks

Table 11. Studies of Biofeedback(n=6)

Treatment Author Year No. of patients Duration

Perineal massage Labrecque M, et al15) 2000 572 2 weeks

Table 12. Perineal massage(n=1) 

6. 비뚤림 험 평가

여성 성기능장애에 한 총 19편의 논

문  무작  조군 연구는 14편, 비무

작  조군 연구는 5편이었다.

1) 무작  조군 연구의 비뚤림 험 

평가

무작  조군 연구 14편의 비뚤림 

험을 Hira-RoB를 이용하여 평가한 결과 

무작  배정 순서는 8편의 논문의 경우 

blocked randomization을 사용함으로써 

비뚤림 험이 낮게 평가되었으며 5편의 

경우 randomization을 시행하 으나 더 이

상의 비뚤림 험을 평가할 수 없었다. 1

편의 논문은 gender에 따라 randomization

을 시행함으로써 비뚤림 험이 높게 평

가되었다. 배정순서에 해서는 3편의 

논문은 배정순서 은폐에 한 언 을 함

으로써 비뚤림 험이 낮게 평가되었고 

1편의 논문은 시험자가 배정순서를 인지

함으로써 비뚤림 험이 높게 평가되었

다. 나머지 10편은 배정순서에 한 언

이 없어 비뚤림 험을 평가할 수 없

었다. 피험자, 수험자에 한 가림은 6

편의 논문에서 double-blind를 언 함으

로써 비뚤림 험이 낮게 평가되었으며 

single-blind를 시행한 논문과 blind를 시

행하지 않은 논문이 각각 1편으로 비뚤

림 험이 높게 평가되었다. 나머지 6편

의 논문은 가림에 한 언 이 없어 

비뚤림 험을 평가할 수 없었다. 결과

측정자에 한 가림여부는 1편의 논문

만이 비뚤림 험이 높게 평가되었으며 

나머지 13편에서는 제시되지 않아 평가

할 수 없었다. 14편의 논문 모두 결측치

가 거나 결측 이유가 논문의 결과에 

크게 향을 주지 않아 비뚤림 험이 

낮게 평가되었다. 8편의 논문에서 선택

 결과보고에 한 비뚤림 험이 낮게 

평가되었으며 나머지 6편의 경우 비뚤림 

험 평가가 불명확 하 다. 13편의 논

문의 경우 기타 비뚤림 가능성에 한 

평가가 불확실 하 고 1편의 논문은 지

원군 모집에서의 한계를 보이며 기타 비

뚤림 험이 높게 평가되었다(Table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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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Author
Sequence
Generation

Allocation
Concealment

Blinding of
Participants

&
Personnel

Blinding 
of

Outcome
Assessors

Incomplete
Outcome
Data

Selective
Outcome
Report

Other
Bias

Labrecque M15) L U H U L L U

Bergeron S16) L U H U L U U

Kang BJ
18)

L U L U L L U

Danielsson I19) L U U U L U U

Dording CM20) H U L U L L U

Brooks NA
21)

U L L U L U U

Meston CM22) U U L U L L U

Bergeron S23) L H U U L L U

Stephenson 
KR

24) U U U U L U U

Oh KJ25) L L L L L L U

Silverstein 
RG26) L L U U L L H

Brotto LA
27)

U U U U L U U

Brotto LA28) L U U U L U U

Kim DI32) U U L U L L U
Unclear=U, High risk=H, Low risk=L

Table 13. Hira-RoB of Randomized Controlled Studies(n=14)

2) 비무작  조군 연구의 비뚤림 험 

평가

비무작  연구 5편의 비뚤림 험 평

가 역시 Hira-RoB의 평가 방법을 이용

하 으며 조군 설정은 4편의 논문은 

모두 모집기 과 기간이 동일하여 동일 

집단으로 간주되어 비뚤림의 험이 낮

았으나 1편의 논문에서는 다른 집단에서 

조군을 설정하여 비뚤림의 험이 높

게 평가되었다. 교란변수를 통제한 논문

은 3편이 확인되었으며 2편의 논문은 교

란변수에 한 언 이 없어 비뚤림의 

험이 높게 평가되었다. 5편 모두 노출측

정에 한 언 이 없어 비뚤림의 험이 

높게 평가되었으며 가림 역시 모두 시

행되지 않았다. 4편의 논문에서 탈락자

의 탈락이유가 명시되고 연구 결과에 

향을 미치지 않아 비뚤림 험이 낮게 

평가되었으며 1편의 논문은 배제, 탈락

에 한 보고가 불충분하여 비뚤림 험 

평가가 불명확 하 다. 분석 자료가 선

택  결과일 가능성에 해서는 4편의 

논문에서 언 이 되어 있지 않아 불확실

로 평가되었으며 1편의 논문은 기존의 

로토콜을 제시함으로서 비뚤림 험이 

낮게 평가되었다(Table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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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Author
Subjects
Set-up

Confounding
Variable

Exposure
Monitoring

Blinding of
Outcome
Assessors

Incomplete
Outcome
Data

Selective
Outcome
Report

Ashton AK14) L H H H L U

McKay E17) L L H H L U

Lee JE
29)

L L H H L U

Chae MJ30) H L H H L L

Jung H31) L H H H U L
Unclear=U, High risk=H, Low risk=L

Table 14. Hira-RoB of Non-Randomized Controlled Studies(n=5)

3) Jadad score 

탐색된 국내외 논문에 하여 Jadad 

Score를 실시하 다(Table 15).

무작  배정 연구가 비무작  배정 연

구에 비해 체 인 Jadad score가 높게 

나타났으며, 비무작  배정 연구의 경우 

단 한편의 논문만이 탈락이유를 제시함

으로써 1 을 획득하 을 뿐 나머지 4편

의 논문은 0 을 획득하여 5편 모두 논

문의 질이 낮게 평가되었다. 

Jadad
Score

Randomized Controlled Studies Non-Randomized Controlled Studies

Foreign Paper Domestic Paper Sum Foreign Paper Domestic Paper Sum

5 2 0 2 0 0 0

4 2 1 3 0 0 0

3 6 0 6 0 0 0

2 3 0 3 0 0 0

1 0 0 0 0 1 1

0 0 0 0 2 2 4

Sum 13 1 14 2 3 5

Table 15. Results of Jadad Score(n=19)

Ⅳ.   察

여성 성기능장애(female sexual dysfunction)

는 성 반응 주기(성욕단계, 성  각성 

단계, 정감 단계, 해소 단계)에 따른 

정신 생리  변화의 장애 는 성교에 

동반되는 통증을 특징으로 하는 장애이

며 심한 고통과 인 계의 어려움을 일

으키는 질환이다
42)
.

여성의 사회  지   권  향상과 

개방 인 서구 문화의 향으로 과거와 

달리 여성도 보다 성 으로 능동 인 역

할을 하게 되었으며 여성의 성건강이 여

성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가장 요한 

척도로 인정되고 있는 시 로 어들면

서 여성의 성기능과 그에 따른 성기능 

장애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다43). 

최근 국내에 보고된 연구에 따르면 은 

여성을 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 43.5%, 

기혼 여성을 상으로 한 경우 57.5%로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다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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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성의 성기능장애 유병률이 

남성에 비해 높고 이러한 심이 증가함

에도 불구하고 남성 성기능장애에 한 

연구와 치료법의 발 에 비하여 여성 성

기능장애에 한 연구와 심은 부족하

며 이로 인해 성에 한 의료 반의 이

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7-9)

. 

여성 성기능 장애에 한 연구가 부족

한 원인으로 여성에 한 사회문화  편

견, 여성 성 반응에 한 정확한 측정이

나 평가의 어려움, 성기능 장애에 한 

개념  정의의 불명확성을 들 수 있다7). 

여성의 성기능에 향을 주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여 각종 정신 , 사회문화 , 

신체 인 문제들이 정상 인 성기능에 

향을 주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성 반응에 있어 어느 한 요소에 장

애가 생기면 다른 요소에까지 민감하게 

그 결과가 되며, 한 심리 인 인

자가 좀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4). 따라서 실제 임상에서 여성

의 성기능장애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며 여러 련 인자들이 복합 으로 작용

하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인자들을 모두 

고려한 체계 이고 다각  근이 필요

하다고 사료된다.

미국 National Institute of Health(NIH)

산하 National Center for Complementaty 

and Alternative Medicine(NCCAM)의 보

완 체의학에 한 정의를 보면, 보완

체의학이란 재 정통의학(conventional 

medicine)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모든 다

양한 의학, 보건의료체계, 치료자, 생산

물의 그룹으로, 이  안정성과 효과에 

있어 증명된 치료법은 정통의학으로 채

택되어 의료에 있어 새로운 근으로 인

정된다고 하 다
44)
. 

 세계 으로 보완 체의료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세 명 의 

한 명이 지난 한 해 동안 보완 체의료

를 이용하 고
45)
, 1990~1997년 사이에는 

보완 체의료 이용으로 인한 의료비 증

가가 45.2%로 나타났다46). 우리나라의 보

완 체의학 시장규모 역시 2004년도 약 

4.4조원에서 2009년도 약 7.4조원으로 증

가추세이며, 지속 인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2015년까지 약 10조원 규모로 성장

을 추경하고 있다4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 성기능 장애의 치료에 한 

보안 체의학의 연구논문들을 수집하여 

피험자, 평가도구, 처치방법 등을 분석하

여 향후 련 연구 방향에 도움을 주고 

추동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 다.

국외 논문의 경우 Pubmed를 이용하

으며 국내 논문의 경우 국회도서 , 한

국학술정보(K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 한국 통지식포탈 의 검색엔진

을 이용하여, ‘여성성기능장애’, ‘성기능

장애’, ‘성기능’, ‘성욕’, ‘성흥분’, ‘ 정감’, 

‘성동통’, ‘성교통’, ‘질경련’을 검색어로 

검색하여 2000년 1월 이후의 임상논문을 

추려낸 결과 총 19편의 논문이 검색되었

다(Table 3). 

2000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12

년 6개월간 검색된 논문의 수는 19편으

로 연 평균 1.5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그  5편의 논문이 2008년에 발표되었

으며 이후 1~2편의 논문이 해마다 발표

되었지만 발표수가 어 연구가 활발하

다고 볼 수 없었다(Table 4, Fig. 2).

분석 상 19편의 논문의 총 피험자 

수는 1,570명이었으며 60명 이상의 환자

수를 상으로 한 논문이 6편이었고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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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이하의 논문이 13편이었으며 그  

10명 미만의 피험자 수를 상으로 한 

논문도 1편 있었다(Table 5, Fig. 3). 이

는 상자의 수가 성기능장애 환자라는 

특정 모집단을 표하기에 미흡한 면이 

있다고 생각되며, 향후 더욱 많은 피험

자를 상으로 하는 임상 연구가 이루어

져야 논문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

인다.

19편의 논문  피험자의 연령 에 

한 언 을 한 논문은 13편이었으며 그 

 20~40 의 환자를 주 연령층으로 하

는 논문은 6편이었고 40~60 의 환자를 

주 연령층으로 하는 논문도 6편이었다. 

그 외 1편의 논문은  연령층의 환자를 

상으로 하 다(Table 6-1, 6-2). 

여성의 성기능을 평가하고 치료 결과

를 정하는데 검사실 검사에 의한 방법

도 많이 개발되었지만
48)
, 장애의 특성상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자기보고형 설문지 

척도를 사용한 평가가 가장 타당한 것으

로 인정받고 있다
49)
. 재 자기보고형 평

가척도는 Derogatis Sexual Function 

Inventory(DSFI)50), Brief Sexual Function 

Index for Women(BSFI-W)
51)
, Female 

Sexual Function Index(FSFI)33), Sexual 

Function Questionnaire(SFQ)36) 등이 있

으며 검색된 총 19편의 논문에서 사용된 

평가도구의 경우 FSFI가 총 8편(42.1%)에

서 사용되어 가장 빈용 되었다(Table 7-2). 

Rosen등
52)
이 개발한 FSFI는 모두 19문

항의 의문형으로 이루어진 자기보고식 

설문지이며 하부 역은 성  욕구와 성

 흥분, 윤활액, 정감, 만족감, 성교 

동통 등 여섯 개로 분류되어 있다.

선정된 논문은 크게 네 가지의 처치 

방법으로 분류하 는데, Herbal medicine 

련 논문이 9편으로 가장 많았고 CBT 

련논문이 5편, Biofeedback 련논문이 

6편, 그 외 Perineal massage 련 논문

이 1편 있었다. 그  2 편의 논문은 

Biofeedback과 CBT를 동시에 다룬 논문

이었다(Table 8). 

Herbal medicine 련 논문의 경우 

ginkgo biloba를 사용한 논문이 4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 Maca root, Red 

gingseng이 각각 2편, 조환이 1편의 논

문에서 사용되었다(Table 9). 

Ginkgo biloba는 은행나무과(Ginkgoaceae)

에 속하는 낙엽교목으로 생  이후 재

까지 생존하고 있는 종으로, 소철과 함께 

"살아있는 화석(a living fossil)"이라고

도 불린다
53)
. 

항우울제(Antidepressant), 특히 선택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 SSRI)를 섭취한 여성

의 58%가 부작용에 의한 성기능장애를 

호소하 는데54) 은행나무 추출물(ginkgo 

biloba extract)이 류 순환을 진시키

고 Nitric Oxide(NO)의 유리를 증가시

킴으로써 SSRI와 연 된 여성 성기능장

애에 효과가 있다
55)
. 하지만 Kang BJ

18)
와 

Meston CM22)의 연구를 보면 은행나무 추

출물(ginkgo biloba extract)이 antidepressant 

-induced sexual dysfunction 환자군에게 

효과는 있었으나 Placebo군과 유의한 차

이는 없었다. 이 두 논문의 Jadad score

는 각각 5 , 4 으로 신뢰도가 높은 논

문인만큼 g은행나무 추출물(ginkgo biloba 

extract)에 한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Maca(Lepidium meyenii)는 십자화과

(Brassicaceae)에 속하며 페루의 안데스 

산맥 해발 4,000m 이상의 고지 에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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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되는 다년생 식물로 감자와 비슷한 형

태인 뿌리부분이 토착민들에게 주요한 

식량자원으로 이용되고 있다56). Maca의 

정확한 기 은 밝 져 있지 않지만 

phytoestrogen β-sitosterol이 함유되어 

있어 에스트로겐 효과로서 여성의 갱년기

증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된다
57,58)

. 

Maca root를 사용한 Dording CM20), Brooks 

NA21)의 논문 역시 Placebo군에 비해 유

의성 있는 효과가 있었다.

홍삼(Red ginseng)의 성기능 개선과 

련된 연구에 있어서는 남성의 성기능

장애, 특히 발기부 과 련한 홍삼의 효

과를 규명한 연구들이 많았다59). 반면 여

성의 성기능장애 개선에 한 연구는 극

히 드문 실정이지만 암컷 백서에게 홍삼 

추출물을 투여한 결과 질 주변 평활근 

수축을 이완시킴으로써 류 개선 효과

를 나타낸 연구 결과
60)
등이 보고되어 있

다. 김 등32)의 연구에 따르면 홍삼을 투

여한 후 성기능 개선, 삶의 질 개선 효과

가 나타났으나 Placebo군과 통계 인 유

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심리  인자

가 강하게 작용하는 여성 성기능장애 환

자들의 특성으로 미루어 보아 홍삼의 치

료효과에 한 기 감이 치료결과에 상

당히 반 된 결과로 보인다.

大造丸은 紫河車, 生地黃, 龜板, 杜冲, 

天門冬 등으로 구성된 처방으로 補腎滋

陰하는 효능이 있어61) 기본 병기가 腎虛
62)
가 되는 갱년기증후군에 합한 처방

이며 이 등29)의 연구에 따르면 Estrogen 

부족으로 인한 질 축 등의 개선효과가 

있었다.

총 19편의 논문  CBT 련 연구는 5

편이었다(Table 10). CBT란 인간의 사

고과정을 수정, 변화시킴으로써 정서 , 

행동  장애를 교정하고자 하는 치료 혹

은 훈련으로 주로 내담자의 정서  혼란과 

계되는 비합리  사고를 합리  사고로 

환하고, 논리 으로 생각하는 습 을 

체득하도록 원조하는 심리교육이다63). CBT

는 인지의 변화가 행동과 정서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제 아래 인지론  

방법과 행동론  방법의 조화를 이루는 

방법64)으로 Silverstein RG26)의 경우 CBT

의 직 인 언 은 없지만 논문에서의 

치료방법인 Mediation trainging이 지속

인 명상 수련을 통해 신체 인 효과를 

얻은 치료 방법으로 의미가 비슷하다고 

생각되어 CBT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Mediation trainging을 통해 내부감각수

용 인식기능의 증가를 보 으며 이로 인

한 attention, self-judgement  임상증

상들이 개선되었다. Bergeron S23)의 연

구를 보면 외음부 정염 환자를 상으

로 외음 정부 제수술, Biofeedback, 

CBT의 세 가지 치료법을 사용하 다. 

실험 결과 세 치료군 모두 치료 후 유의

한 효과가 있었다. 

총 19편의 논문  Biofeedback 련 

치료 논문은 6편이었으며 그  2편은 

CBT 치료의 논문과 복되었다(Table 

11). Biofeedback이란 사람이 인식할 수 

없는 신체 내부의 생리  상이나 상태

를 모니터를 이용하여 인식할 수 있게 

교육하는 방법으로 골반  근육 장애나 

비뇨기계 문제에도 자주 용된다
65)
. 특

히 바이오피드백과 함께 기 자극을 이

용하여 골반  근육운동을 병행하는 것

은 질 수축을 강화하고 여성 성기능 향

상에 우수한 효과를 보인다66). 정31)과 채
30)의 연구에서도 모두 기 자극치료와 

함께 바이오피드백을 이용한 골반 근운



J Korean Obstet Gynecol Vol.26 No.2 May 2013

81

동을 병행하여 여성 성기능장애에 유의

한 효과가 있었다.

Perineal massage 련 논문은 Labrecque 

M
15)
의 1편이 있었으며 임신 도  Perineal 

massage를 받고 출산 후 회음부 통증의 

경우 실험군과 조군 사이의 유의한 차

이는 있었지만 음부통증, 성교통, 성만

족, 소변실  등은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문헌분류과정은 개별 연구를 연구 설

계별로 기 에 따라 분류하는 작업이다. 

문헌을 분류함에 있어 연구자에 의한 실

험  배정이 이루어졌는지의 여부에 따라 

무작  조군 연구와 비무작  조군 

연구로 나 수 있다67). Systematic Review

를 하기 해서는 우선 으로 논문의 연

구형식이 올바르게 는지 객 으로 

검증하여 분석 상에 포함시킬지에 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요하다. 특히 

무작  조군 연구의 경우 재효과를 

제 로 평가하기 한 신뢰할 수 있는 

연구디자인으로 인정받고는 있으나, 무

작  조군 연구에서 비뚤림 험이 높

은 경우에는 실제의 효과가 아닌 잘못된 

효과를 보고할 수 있기 때문에 비뚤림 

험 평가가 필요하다68). Hira-RoB를 사

용하여 무작  조군 연구의 질을 평가

하 으며(Table 13) 그 결과 부분의 논

문에서 배정순서 은폐 항목의 비뚤림 

험이 불확실로 평가되었다. Pildal 등69)

의 연구에 따르면 배정순서 은폐는 

하게 시행했는가 아닌가에 따라 추정 효

과 크기가 달라져 비뚤림을 유발할 수 

있는 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향후 진

행되는 임상 연구에서는 배정순서 은폐

를 고려하여 연구디자인을 할 필요가 있

다. 가림 여부의 경우 피험자, 수험자

에 한 가림은 6편의 논문에서 double 

-blind를 언 함으로서 비뚤림 험이 낮

게 평가되었으나 부분의 논문의 경우 

결과측정자에 한 가림여부는 제시되

지 않았다. 그 외 항목인 불충분한 결과

자료, 선택  보고 등의 항목에서는 결

측치가 거나 결측 이유가 논문에 크게 

향을 주지 않아 부분의 논문의 비뚤

림 험이 낮게 평가되었다. 

비무작  연구의 비뚤림 험 평가 역

시 Hira-RoB를 이용하 다(Table 14). 

조군 설정의 경우 4편의 논문은 모두 

모집기 과 기간이 동일하여 동일 집단

으로 간주되어 비뚤림 험이 낮았고 교

란변수를 통제한 논문 3편의 경우 비뚤

림 험이 낮게 평가되었다. 그 외 노출

측정이나 가림의 경우 5편 모두 언

이 없어 비뚤림의 험이 높게 평가되었

다.

Jadad score 결과 2편의 논문18,25)이 5

을 획득하 으며 3편의 논문21,22,32)이 4

을 획득하 다. 6편의 논문
15,16,19,20,23,26)

의 경우 3 을 획득하 으며 3편의 논문
24,27,28)은 2 을 획득하 다. 1편의 논문30)

은 1 을 획득하 으며 4편의 논문
14,17,29,31)

은 0 을 획득하 다. 무작  조군 연

구의 경우 총 14편의 연구 모두 2  이

상의 수를 획득하 으며 비무작  

조군 연구의 경우 5편 모두 1  이하의 

수를 획득함으로써 논문의 질이 상

으로 낮게 평가되었다(Table 15). 

이와 같이 2000년부터의 여성 성기능

장애에 한 국내외 연구들을 조사한 결

과 련 연구는 양 으로도 질 으로도 

매우 미진한 실정이다. 여성의 성건강에 

한 심 증가, 여성 성기능장애에 

한 높은 유병률, 그리고 심신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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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이 우세할 수 있는 질병의 특성상 보

안 체의학  치료의 연구가 더욱 실

히 요구된다.

최근 의학계는 근거 심의학(EBM)에 

한 심과 그 요성에 한 인식이 

증 되면서 특히 질병의 메커니즘이나 

병태생리학  연구결과보다는 최신 임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임상  결과

에 더 큰 비 을 두고 있다70). 즉 근거

심의학은 무작  배정의 향  조군 

연구 결과와 그에 기반을 둔 종설연구를 

우선 인 근거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

다
71)
.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서처럼 여

성 성기능장애에 한 연구는 양 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국내 논문의 경우 

근거 심의학에서 말하는 근거등 이 낮

은 유형의 논문이 다수 을 뿐만 아니라 

연구논문 자체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

었다. 앞으로 양 으로 더 많은 근거논

문들을 축 할 뿐만 아니라 논문의 질도 

향상시켜 이를 토 로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과학 , 객  기반을 제시해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Ⅴ. 結  論

2000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Pubmed

와 국회도서 , 한국학술정보(KISS), 학

술연구정보서비스(RISS), 한국 통지식

포탈을 검색하여 여성 성기능장애에 사

용되는 보완 체의학의 임상논문을 검색

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국외논문은 15편, 국내논문은 4편으로 

총 19편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2. 연 평균 1.5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그  5편의 논문이 2008년에 발표되

었다. 이후 1~2편의 논문이 해마다 발

표되었지만 발표수가 어 연구가 활

발하다고 볼 수 없었다

3. 19편의 논문에서 피험자 수가 20명이

상 40명 미만으로 설정된 논문이 6편

으로 가장 많았다. 평균 연령 를 제

시한 논문은 13편이었고 그  6편은 

20~40 , 6편은 40~60 , 나머지 한 

편은  연령층을 상으로 하 다. 

4. 총 19편의 논문에서 여성 성기능장애

의 평가도구로는 FSFI가 8편에서 사

용되어 가장 많았다.

5. 총 19편의 논문  9편이 Herbal medicine

에 한 내용이었으며 그  Ginkgo 

biloba를 사용한 논문이 4편으로 가장 

많았다. Herbal medicine 외에 CBT가 

5편, Biofeedback이 6편에서 사용되었

으며 그  2편은 CBT와 Biofeedback 

치료를 병행하 다.

6. 18편의 논문  무작  조군 연구 

논문이 총 14편이었고, 비무작  조

군 연구 논문이 5편이었다. 비무작  

연구 논문에 비해 무작  연구 논문

의 경우 비뚤림 험이 상 으로 

낮았으며 무작  연구 논문의 경우 14

편 모두 Jadad score에서 2  이상을 

획득한 반면, 비무작  연구 논문의 

경우 5편 모두 1  이하의 낮은 수

를 획득하 다. 

□ 투  고  일 : 2013년  4월 24일

□ 심  사  일 : 2013년  5월  2일

□ 게재확정일 : 2013년  5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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