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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요로감염의 한약 치료에 관한
무작위 대조군 임상 연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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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view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of Korean Medicine for Chronic
Urinary Tract Infections

Ji-Won Lee, Dong-Chul Kim
Dept. of Korean Obstetrics & Gynecology, 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gu Haany University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review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on the
effectiveness of korean medicine for chronic urinary tract infections.

Methods: We analyzed the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that intervented korean
medicine treatment on chronic urinary tract infections retrieved using seven
databases. Literature search was conducted on August 10, 2020.

Results: Of the 188 studies searched, 8 studies were finally selected. In all
studies, the treatment group was treated with korean medicine and the control
group was treated with western medicine. Although the evaluation index was
different for each study, all the indexes in the treatment group were significantly
improved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Conclusions: Korean medicine treatment for chronic urinary tract infections
had a significant effect compared to the western medicine treatment. Further high
quality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should be carried out to verify the strong
evidence and safety of herbal medicine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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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요로감염은 신장, 방광, 요도 등에 의

미 있는 세균뇨가 있는 상태로, 배뇨곤

란, 빈뇨, 긴박뇨, 치골 상부 통증, 심하

면 혈뇨 등의 증상을 보인다1). 성별에

따른 요로감염 이환율은 8:1의 비율로

여성에게서 더 흔하게 나타난다2). 그 이

유는 여성의 요도 길이가 남성보다 짧고

곧으며, 위치상 항문과 가까이 있기 때

문이다1). 50~60%의 여성이 평생 적어

도 한 번의 요로감염을 경험하게 되며,

젊은 여성들에게서 0.5회/1년의 빈도로

요로감염에 이환 된다고 추정된다2).

요로감염은 만성으로 이환되는 경우가

흔한데, 요로감염 상태가 지속되거나 1년

에 3회 이상 감염 상태를 보일 때 만성

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 만성과 재발의

용어는 혼용되어 쓰이기도 한다. 그러나

만성 상태는 치료되지 않은 미해결 감염,

일정 기간 후에 새로운 세균에 의해 감염

되는 재감염, 동일한 세균에 의해 재발

하는 세균지속감염 크게 세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3).

요로감염의 재발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는 예방적 항생제 요법, 폐경기 여성에게

에스트로겐 보충, 크랜베리, 행동 교정,

프로바이오틱스, 면역강화요법 등이 있

다4). 이 중 저용량 항생제를 지속해서 복

용하는 예방적 항생제 요법의 경우 재발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었지만 6~12개월 이

상의 항생제 복용에 대한 효과와 안정성

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며, 항생제 복용

을 중단하면 재발하는 경우가 흔했다4).

한의학에서는 요로감염을 尿不利, 小

便頻數, 癃閉, 淋病 등의 범주로 보고 있

으며, 만성 감염의 경우 주로 虛證으로

보고 肝腎陰虛型과 氣虛不固型 등으로

변증하여 치료하고 있다3).

만성 요로감염의 한약 치료에 관한 국

내 연구를 살펴보면 澤車補中益氣湯加味

方 투여 후 호전된 만성 재발성 방광염

3례5), 한약과 봉약침으로 치료한 만성 재

발성 방광염 3례6)등 증례보고가 주를 이

루고 있다. 문헌 고찰 연구로는 침술 치료

에 관한 고찰7) 밖에 없으며, 한약 치료에

관한 임상 연구를 고찰한 연구는 보고되

지 않아, 무작위 대조군 임상 연구나 문

헌 고찰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만성 요로감염에

대한 경구 한약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무작위 대조 연구를 분

석 및 고찰하였다.

Ⅱ. 연구 대상 및 방법

1. 데이터베이스 및 검색 방법

국내⋅외의 7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이

용하여 논문을 검색하였다. 국내 데이터

베이스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 한

국학술정보서비스(Korean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 전통의학정보포

털(Oriental Medicine Advanced Searching

Integrated System, OASIS), 과학기술

지식인프라(ScienceON)을 사용하였고, 국

외 데이터베이스는 PubMed, Cochrane

library, 중국학술정보원(Chinese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 CNKI)를 활

용하였다. 검색일은 2020년 8월 10일이었

고, 언어와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검

색하였다.



J Korean Obstet Gynecol Vol.33 No.4 November 2020

115

국내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어는 ‘만

성’ AND (‘요로감염’ OR ‘방광염’ OR

‘요도염’ OR ‘신우신염’) AND (‘한약’

OR ‘한방’)을 사용하였다. 국외 데이터

베이스에서는 ‘Chronic’ AND (‘urinary

tract infection’ OR ‘cystitis’ OR ‘urethritis’

OR ‘pyelonephritis’) AND (‘chinese medicine’

OR ‘herbal medicine’ OR ‘korean medicine’

OR ‘oriental medicine’ OR ‘alternative

medicine’)을 사용하였으며 복수형을 포

함했다.

2. 선정 및 배제 기준

본 연구는 국내외의 만성 요로감염에 대

한 한약 치료 임상 연구 논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체계적 고찰은 Participants,

Interventions, Comparison, Outcome, Study

Design(PICO-SD)을 통해 구체화하였다.

1) 연구 대상 : 만성 요로감염 환자

치료 연구

2) 중재 : 한약 단독 치료

3) 비교 중재 : 양약 단독 치료

4) 결과 : 제한 없음

5) 연구유형 : Randomized Controlled

Trial(RCT)

6) 배제 기준

(1) 중복이 되는 문헌

(2) 요로감염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연구

(3) 만성 요로감염의 한약 치료와 관

계되지 않은 연구

(4)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가

아닌 경우

(5) 증례보고와 같은 비 대조군 임상

연구

(6) 문헌 고찰 및 질적 연구

(7) 원문을 찾을 수 없는 논문

(8) 한약 단독치료가 아닌 한약과 양

약의 병행치료 연구 또는 한약과 침, 뜸

과의 병행치료 연구

(9) 한약 성분을 알 수 없는 논문

(10) 환자마다 다른 한약을 사용하거

나 치료 기간 중 2개 이상의 한약을 사

용한 경우

3. 자료 수집 및 분석

최종적으로 선정된 논문들을 분석하여

저자, 출판 연도, 연구 대상자의 수, 치료

군과 대조군의 치료 방법 및 기간, 평가

지표, 주요 결과, 부작용 등을 표로 정리

하였다.

Ⅲ. 결 과

1. 최종 문헌 선정

최초 검색에서 국내외 188편의 논문이

검색되었으며, 국내에서 47편, 국외에서

141편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일차적으로

검색한 총 188편의 논문 중에서 40편의

중복된 문헌을 제외하고, 제목과 초록을

검토하여 배제 기준에 따라 일차적으로

24편의 논문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24편

의 논문은 원문을 확인하여 선정 기준에

서 벗어나는 16편의 연구를 제외하고 최

종 8편의 연구가 선별되었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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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wchart of selection process.

2. 선정 문헌 분석

1) 연도별 분포

최종적으로 선정된 8편8-15)의 논문 모

두 CNKI에서 검색되었고 중국어로 작

성되었다. 연도별로 분포를 보면 2015년

1편, 2013년 1편, 2012년 1편, 2010년 1편,

2009년 1편, 2008년 1편, 2006년 1편,

2002년 1편이 게재되었다(Table 1).

2) 연구 대상자 수의 분포

총 연구 대상자 수는 824명으로 치료

군 436명, 대조군 388명이었다. 연구 대

상자가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연구 6

편8-11,13,14), 100명 이상인 연구 2편12,15)이

었다(Table 1).

3) 나이와 이환 기간 및 치료 기간

치료군과 대조군의 나이가 언급된 연

구는 6편8,9,11,13-5)이었는데 17세부터 75세

까지 다양했으며, 이환 기간은 5편8,9,11,14,15)

의 연구에서 언급이 되어있었고 최단 1개

월, 최장 28년이었다. 치료 기간은 최단

2주에서 최장 12주이었고, 치료 후 추적

기간은 총 5편9,11,12,14,15)의 논문에서 명시

되어있는데 6개월이 가장 많았다(Table 1).

4) 치료군 중재

치료군은 모두 한약 치료 단독으로 시

행하였는데 처방당 최소 7가지에서 최대

13가지, 1일 약재 총량은 최소 70 g에서

최대 220 g이 사용되어 처방 당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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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2.25가지의 약재가 하루에 총 139.13

±41.63 g이 사용되었다. 가장 빈용된 약

재는 甘草와 牛膝이였으며 生地黃, 車前

子, 土茯苓, 瞿麥, 太子參, 黃芪, 薏苡仁이

그 뒤를 이어 빈용되었다(Table 2).

5) 대조군 중재

대조군의 설정을 양약의 단독 투여로

제한한 연구를 선별하였으며, 5편8,10-3)의 논문

에서 Levofloxacin을 투여했다. 그중 2편12,13)

의 연구에서는 Levofloxacin, Trimethoprim

-sulfamethoxazole, Nitrofurantoin을 각각

다른 환자들에게 4주씩 투여했고, 그 외의

연구에서는 Ciprofloxacin과 Norfloxacin이

각각 사용되었다(Table 1).

6) 평가지표 분석

8편의 무작위대조군 연구에서 총 11종

류의 평가지표가 사용되었다. 그중 2편

이상의 논문에서 사용된 평가지표는 총

3개였으며, 가장 많이 사용된 지표는 총

유효율로 7편8-12,14,15)의 논문에서 사용되

었고(87.5%), 재발률이 4편9,11,12,15)(50%),

임상 증상 점수가 3편11,12,15)(37.5%)의 논

문에서 사용되었다(Table 1).

(1) 총 유효율

선정된 논문 8편 중 7편8-12,14,15)에서 총

유효율을 평가지표로 삼았고, 총 유효율

은 (총 n수-無效 수)/총 n수×100%로 계

산되었다.

총 유효율을 평가지표로 삼은 7편의

논문 모두 치료군의 총 유효율이 대조군

의 총 유효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높았다(p<0.05)(p<0.01)(Table 1).

(2) 재발률

재발률을 언급한 논문은 4편9,11,12,15)으

로, 치료가 끝난 후 추적 검사를 통해 재

발률을 평가하였다. 4편의 논문 모두에

서 추적 기간은 6개월이었고, Deng 등9)

은 추가로 치료 3개월 후 추적 검사도

시행하여 총 두 번 평가하였다. Zhou 등12)

은 재발한 사람의 수와 재발 횟수를 따

로 구별하여 비교하였으며, Wen 등15)은

재발률과 재감염률을 따로 비교하였다.

치료군과 대조군을 비교했을 때 4편의

논문 모두 치료군에서 유의하게 낮은 재

발률을 보였다(p<0.05)(p<0.01)(Table 1).

(3) 치유율과 임상 증상 점수

3편11,12,15)의 논문에서 치료 전과 후의

임상 증상 점수를 통해 평가하였다. 연

구마다 차이는 존재하지만 尿頻, 尿急,

尿有餘瀝, 小腹墮脹, 腰膝酸軟, 神疲乏力

등 한의학적으로 바라보는 요로감염 증

상들의 유무와 경중에 따라 점수를 기록

하였다.

3편의 논문 모두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치료군에서 치료 전후의 임상 증상 점수

차가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Table 1).

(4) 안전성

4편8,9,14,15)의 연구에서 부작용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 3편8,9,14)에서는 부작용이

없다고 언급을 하였고, Wen 등15)은 치료

군에서 나타난 부작용은 없었고 대조군

의 2%에서 가벼운 위장장애가 발생하였

다고 언급하였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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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year) Composition of herbal medicine

Deng
(2015)8)

Seed of Plantago asiatica L. (車前子), Rhizome of Smilax glabra Roxb. (土
茯苓) 各 30 g, Leaf of Pyrrosia lingua (Thunberg) Farwell (石葦) 20 g,
Talcum (滑石), Herb of Dianthus superbus Linne (瞿麥) 各 15 g, Root of
Angelicae sinensis (Oliv.) Diels (當歸) 12 g, Fruit of Gardenia jasminoides
Ellis (梔子), Herb of Lophatherum gracile Brongh. (淡竹葉) 各 10 g, Root
of Glycyrrhiza uralensis Fisch. (生甘草) 6 g, Medulla of Tetrapanax papyriferus
K. Koch (通草) 5 g

Deng
(2013)9)

Steamed root of Rehmannia glutinosa Liboschitz var. purpurea Makino (熟
地黄) 25 g, Fruit of Cornus officinalis Siebold et. Zuccarini (山茱萸), Rhizome
of Dioscorea batatas Decne. (山藥), Herb of Polygonum aviculare Linne (萹
蓄), Herb of Dianthus superbus Linne (瞿麥), Talcum (滑石) 各 20 g,
Sclerotium of Poria cocos Wolf (茯苓), Rhizodermis of Paeonia suffruticosa
Andrews (牡丹皮), Tuber of Alisma plantago-aquatica L. var. orientale
Samuels (澤瀉), Bark of Phellodendron amurense Ruprecht (黄柏), Rhizome
of Anemarrhena asphodeloides Bunge (知母) 15 g, Seed of Plantago asiatica
L. (車前子), Root of Glycyrrhiza uralensis Fisch. (生甘草) 各 10 g

Sun
(2012)10)

Rhizome of Dioscorea batatas Decne. (山藥) 30 g, Root of Angelicae sinensis
(Oliv.) Diels (當歸) 15 g, Fruit of Foeniculum vulgare Mill. (小茴香), Root
of Paeonia lactiflora Pall. (白芍葯), Seed of Zanthoxylum piperitum A.P. DC.
(椒目) 各 10 g, Ramulus of Cinnamomum cassia Blume (桂枝), Rootlet of
Glycyrrhiza uralensis Fisch. (生甘草稍) 各 5 g

Cao
(2010)11)

Tuberous root of Pseudostellaria heterophylla (Miq.) Pax (太子参), Root of
Rehmannia glutinosa (Gaertner) Liboschitz (生地黃), Root of Astragalus
membranaceus Bunge (黃芪), Fruit of Ligustrum lucidum Ait. (女貞子), Root
of Achyranthes bidentata Bl. (牛膝), Root and Rhizome of Salvia miltiorrhiza
Bge. (丹蔘), Seed of Coix lachyma-jobi var. mayuen Satpf (薏苡仁) 各 15 g

Zhou
(2009)12)

Tuberous root of Pseudostellaria heterophylla (Miq.) Pax (太子参), Root of
Rehmannia glutinosa (Gaertner) Liboschitz (生地黃), Root of Achyranthes
bidentata Bl. (牛膝), Seed of Coix lachyma-jobi var. mayuen Satpf (薏苡
仁), Root of Polygonum cuspidatum Sieb. et Zucc. (虎杖), Climbing stem of
Spatholobus suberectus Dunn. (鷄血藤) 各 15 g, Tuberous root of Lindera
strichnifolia (Sieb. et Zucc.) Vill. (烏藥) 10 g

Zhou
(2008)13)

Tuberous root of Pseudostellaria heterophylla (Miq.) Pax (太子参), Root of
Rehmannia glutinosa (Gaertner) Liboschitz (生地黃), Root of Achyranthes
bidentata Bl. (牛膝), Seed of Coix lachyma-jobi var. mayuen Satpf (薏苡
仁), Root of Polygonum cuspidatum Sieb. et Zucc. (虎杖), Climbing stem of
Spatholobus suberectus Dunn. (鷄血藤) 各 15 g, Tuberous root of Lindera
strichnifolia (Sieb. et Zucc.) Vill. (烏藥) 10 g

Li
(2006)14)

Root of Astragalus membranaceus Bunge (黃芪), Seed of Plantago asiatica L.
(車前子), Root of Achyranthes bidentata Bl. (懷牛膝), Root of Rehmannia
glutinosa (Gaertner) Liboschitz (生地黃) 各 30 g, Rhizome of Dryopteris
crassirhizoma Nakai (貫衆) 20 g, Flower of Lonicera japonica Thunb (金銀花),
Sclerotium of Polyporus umbellatus Fries (豬苓), Herb of Viola mandshurica
Baker (紫花地丁), Rhizome of Smilax glabra Roxb. (土茯苓) 各 10 g, Root
of Glycyrrhiza uralensis Fisch. (甘草) 5 g

Table 2. Herbal Medicine for Chronic Urinary Tract Infections



J Korean Obstet Gynecol Vol.33 No.4 November 2020

121

Ⅳ. 고 찰

요로감염은 감염 부위에 따라 신우신

염 등의 상부요로감염과 요도염, 방광염

등의 하부요로감염으로 나눌 수 있다.

하부요로감염의 증상은 배뇨시 통증, 빈

뇨, 긴박뇨, 야간뇨, 치골 위 불쾌감 등이

있고, 상부요로감염은 발열, 오한, 오심,

구토 등 전신적인 증상이 나타난다16).

요로감염은 주로 직장 내 세균의 상행성

감염으로 발생하는데4), 국내에서 가장 흔

한 원인균은 Escherichia coli이고, 그 외에

Klebsiella pneumoniae, Proteus mirabilis,

Enterococcus 균주, Staphylococcus saprophyticus

등이 있다16).

요로감염은 해부학적, 생리학적 이유로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흔하게 나타난다1).

여성에 있어서 재발성 요로감염의 위험

인자는 폐경 전과 후로 크게 나누어서

볼 수 있다. 폐경 전의 여성에게서는 성

관계의 시간과 횟수, 살정제의 사용, 과거

항생제의 사용, 가족력, 골반 구조 등이

중요한 위험인자이며, 폐경 후의 여성에

게서는 에스트로겐 결핍과 요실금, 방광

탈출증, 배뇨 후 잔뇨 등과 같은 비뇨기

과적 위험요인이 요로감염과 연관이 있

었다4).

서양의학에서는 단순 요로감염을 치료

하기 위해 주로 Fluoroquinolone 계열의 경

구 항생제를 사용하는데, 급성 방광염은 3

일, 가벼운 급성 신우신염의 경우에는 7-14

일 투여를 권고하고 있다16). 균 배양 검사

에서 세균이 모두 제거된 후 예방적 항생제

요법으로 Trimethoprim-Sulfamethoxazole,

Nitrofurantoin, Fluoroquinolone(Ciprofloxacin,

levofloxacin), Cephalosporins 등을 치료

용량보다 적은 용량으로 6-12개월간 투

여하여 재발을 예방하기도 한다17). 그러

나 항생제를 복용하는 예방 기간에 재발

률은 감소하지만, 복용을 중단하는 경우

예전 상태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얼마 동안 항생제를 지속 복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

고, 피부 발진, 심한 구역 등의 부작용과

항생제 내성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4).

한의학에서 요로감염은 증상에 따라

尿濁, 淋證, 癃閉 등의 범주에 속하며, 만

성기는 신체에 濕熱이 오래 머무르면서

제거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補腎健脾, 淸

利濕熱, 淸熱解毒의 방법으로 치료한다1).

만성 요로감염에 관한 이전 연구들을

살펴보면 국내에서는 澤車補中益氣湯加

味方 투여 후 호전된 만성 재발성 방광

염 3례5), 한약과 봉약침으로 치료한 만

성 재발성 방광염 3례6) 등 증례보고 위주

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국외에서는 Flower

Wen
(2002)15)

Root of Astragalus membranaceus Bunge (黃芪), Leaf, stem, branch of Taxillus
chinensis (DC.) Danser. (桑寄生) 各 20 g, Seed of Akebia quinata Decaisne
(木通子), Rhizome of Atractylodes macrocephala Koidzumi (白朮), Rhizome
of Smilax glabra Roxb. (土茯苓), Seed of Cuscuta chinensis Lamark (菟絲
子), Leaf of Pyrrosia lingua (Thunberg) Farwell (石葦), Root of Gentiana
macrophylla Pall. (蓁艽) 各 15 g, Root of Platycodon grandiflorum A. (Jacq)
DC. (桔梗), Herb of Dianthus superbus Linne (瞿麥) 各 10 g, Peel of Citrus
unshiu Markovich (陳皮), Processed tuber of Pinellia ternata (Thunb.)
Breitenbach (法半夏), Root of Glycyrrhiza uralensis Fisch. (甘草) 各 5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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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등18)의 여성 재발성 요로감염 환자의

한약 치료에 관한 문헌 고찰 연구가 시

행되었으나 국내에서는 만성 재발성 요

로감염 환자에 대한 무작위 대조군 임상

연구나 문헌 고찰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

다. 이에 본 연구는 만성 요로감염 환자

의 한약 치료에 대한 체계적 고찰을 시

행하여 임상적 근거와 안정성을 평가하

고자 하였다. 국내외 7개의 데이터베이

스를 통해 만성 요로감염 환자에게 한약

치료를 시행한 무작위대조군 연구 8편을

선별하였고, 선정된 8편8-15)의 연구는 2002

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에서 시행되었다.

중재 시술은 한약 단독 치료로 한정하였

으며, 양약 단독치료를 시행한 대조군과

비교 하였다.

선정된 연구에서 사용된 45개의 약재

를 본초학책의 목차에 따라 분류했을 때,

利水滲濕藥이 10개(22.2%), 淸熱藥이 9개

(20%), 補益藥이 9개(20%)로 높은 비중

을 보였고, 그 외의 약재들이 다양한 분

류에 포함되었다19). 그 중 牛膝, 生地黃,

車前子, 瞿麥, 薏苡仁, 土茯苓, 太子參,

黃芪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Table 2).

이들 한약재의 효능을 살펴보면, 牛膝은

上炎된 火를 降下시켜 血을 和平하게 하

고 利尿通淋하며, 生地黃은 淸熱하는 동

시에 養陰生津하고, 車前子, 瞿麥, 薏苡

仁, 土茯苓은 모두 利尿, 通淋, 滲濕하는

효능으로 濕熱의 邪氣를 소변을 통해 배

출시키는 작용을 돕는다. 太子參과 黃芪

는 공통적으로 脾, 肺경에 작용하여 補

氣시키고 黃芪는 固表하여 陽氣를 溫運

케 하여 利水消腫하는 효능도 가지고 있

다19). 이를 통해 한의학에서 요로감염을

濕熱證으로 보고 체내 水濕의 停滯를 通

利시키면서 淸熱하는 약재를 사용하여 치

료하는 동시에 만성적으로 질환이 이환

되면서 虛弱해진 正氣를 補益해주는 효

능을 가진 약재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조군은 양약 단독 치료를 시행하였고,

Levofloxacin, Ciprofloxacin, Trimethoprim

-sulfamethoxazole, Nitrofurantoin, Norfloxacin

이 사용되었다. 각 연구 별로 투여 용량

과 횟수는 상이했다.

연구들마다 다양한 평가지표들을 사용

했는데 그중 가장 많이 사용된 평가지표

는 총 유효율로, 선정된 논문 8편 중 7편
8-12,14,15)에서 사용되었다. 4편8,10,11,15)의 논

문에서 痊愈, 顯效, 有效, 無效으로 분류하

여 총 유효율을 측정하였고, Zhou 등12)은

痊愈 대신 臨床控制를 사용하고, Deung

등9)과 Li 등14)은 有效 대신 好轉을 사용

하여 총 4가지로 분류하였다. 논문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痊愈는 환자의 모

든 임상 증상이 사라지고 육안상 소변이

정상이며, 요배양검사 상 음성이 나오는

것이고 顯效는 임상 증상이 모두 사라지

거나 기본적인 증상이 사라지며 육안상

소변이 거의 정상에 가깝게 보이고, 요배

양검사 상 음성이 나오는 것이다. 有效는

임상 증상의 경감과 육안상 소변 검사에

서 개선을 보이나 요배양검사 상 간혹 양

성이 나오는 것이고 無效는 임상 증상 및

육안상 소변 검사, 요세균배양검사 상 개

선이 없을 때 분류된다. Zhou 등12)은 (치

료 전 임상 증상 점수 총합-치료 후 임상

증상 점수 총합)/치료 전 임상 증상 점수

총합×100%로 하여, 臨床控制는 95%이상,

顯效는 70~94%, 有效는 30~69%, 無效는

30% 미만으로 하여 통계를 냈다. 총 유효

율은 (총 n수-無效 수)/총 n수×100%로

계산되었다. 총 유효율을 평가지표로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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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7편의 논문에서 치료군의 총 유효율은

최소 86.11%에서 최대 96.5%였고, 대조군

의 총 유효율은 최소 60%에서 최대 75.9%

였다. 7편의 논문 모두 치료군의 총 유효

율이 대조군의 총 유효율에 비해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5)(p<0.01).

재발률을 언급한 논문은 4편9,11,12,15)으

로, 치료가 끝난 후 추적 검사를 통해 재

발률을 평가하였다. 4편의 논문 모두에

서 추적 기간은 6개월이었고, Deng 등9)

은 추가로 치료 3개월 후 추적 검사도 시

행하여 총 두 번 평가하였다. Zhou 등12)

은 치료 기간 동안의 재발률도 평가하였

으며 재발한 사람의 수와 재발 횟수를

따로 구별하여 비교하였다. Wen 등15)은

재발률과 재감염률을 따로 비교하였다.

치료 6개월 후 추적 검사에서 치료군의

재발률은 최소 4.28%에서 최대 34.7%였

고, 대조군의 재발률은 최소 47.9% 최대

65.00%로 두 그룹의 재발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p<0.01). 추

가적으로 치료 기간 동안의 재발률은 치료

군에서 24.75%, 대조군에서 50.00%(p<0.05)

로 나타났으며, 치료 3개월 후 추적 검사

에서의 재발률은 치료군에서 11.5%, 대

조군에서 40.0(p<0.05)로 모두 치료군에

서 유의하게 낮았다. 따라서 4편의 논문

모두 추적 기간과 관계없이 치료군에서

유의하게 재발률이 낮았다.

임상 증상 점수를 통해 평가한 논문은

3편11,12,15)이었다. Cao 등11)은 尿頻, 尿急,

尿有餘瀝, 小腹墮脹, 腰膝酸軟, 舌苔, 脈

像 등의 주요 증상과 병증을 경중에 따

라 점수를 기록하였다. 치료군의 치료 6개

월 후 임상 증상 점수는 3.26±3.11로 치료

전 점수인 15.25±2.12와 비교했을 때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p<0.01), 대

조군의 치료 후 점수는 12.48±2.45로, 두

그룹 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1). Zhou 등12)은 尿頻尿急, 尿後餘

瀝, 腰膝酸軟, 神疲乏力의 치료 전후의

임상 증상 점수를 각각 측정하여 비교하

였고, 각 4가지 증상 그룹 모두에서 치료

군 그룹이 대조군보다 증상의 호전이 유

의하게 높았다(p<0.01). Wen 등15)은 小

便頻數, 尿後余瀝은 2점씩, 小腹墮脹, 腰

部隱痛, 頭昏乏力, 面足經度浮腫, 大便溏

薄은 1점씩으로 해서 점수를 매겨서 치료

전후의 점수 차이를 비교했다. 치료군의

치료 전후의 점수 차는 4.17±1.09, 대조군

은 1.60±0.53으로 두 그룹 간 사이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본 연구는 만성 요로감염 환자에 대한

한약 치료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무작

위 대조군 연구를 대상으로 체계적 고찰

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만성 요로감염

에 대한 한약 치료는 양약 치료보다 총

유효율, 임상 증상점수, 재발률에 대한

유의한 효과가 있었고, 안정성 부분에도

큰 이상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요로감염에 이환된 환자들은 급성 감

염에 그치지 않고 치료 후에도 잦은 재

발을 경험하거나 만성화되는 경우가 많

다. 급성 요로감염 환자에게 항생제 치

료는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세균을 감소

시키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나 만성화

되면 치료 효과에 한계가 있으며 부작용

및 장기적으로 복용할 시 항생제 내성이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뚜

렷한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으면서 치료

효과를 보이는 한약을 만성 요로감염 환

자에게 유용하게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이며 본 연구가 임상적 활용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한약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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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과와 안전성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

에서의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

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포함된 문헌 수와 연구 대상자의 수가

적어서 연구 결과의 타당성이 떨어질 수

있다. 둘째, 선정된 논문들의 무작위 배

정 방법에 대한 자세한 기술이 부족하여

비뚤림의 위험성이 크다. 셋째, 치료군과

대조군의 치료 횟수 및 기간이 연구 별

로 다양했다. 또한 연구 별로 선정된 평

가지표가 다양했으며, 평가지표로 사용

된 용어의 정의가 통일되지 않았다. 따

라서 향후 치료군과 대조군의 치료 기간

및 용량, 평가지표 등에 대한 설정을 통

일시킨 높은 근거 수준의 연구가 수행되

어야 할 것이며 선정된 논문들 일부에서

만 안정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만큼

한약의 안정성에 관한 연구가 추가로 수

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 론

만성 요로감염에 대한 8편의 무작위

배정 비교 임상시험 연구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최종적으로 선정된 8편의 논문 모두

CNKI에서 검색되었고 중국어로 작

성되었다.

2. 치료군 중재는 한약 단독치료였고, 다

용된 약재는 牛膝과 甘草였으며 生地

黃, 車前子, 土茯苓, 瞿麥, 太子參, 黃芪,

薏苡仁이 그 뒤를 이어 빈용되었다.

3. 총 유효율을 평가지표로 삼은 7편의

논문에서 치료군의 총 유효율은 최소

86.11%에서 최대 96.5%였고, 대조군

의 총 유효율은 최소 60%에서 최대

75.9%였다. 7편의 논문 모두 치료군

의 총 유효율이 대조군의 총 유효율

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p<0.05)(p<0.01).

4. 치료 6개월 후 재발률을 평가한 4편의

연구에서 치료군의 재발률은 최소 4.28%

에서 최대 34.7%였고, 대조군은 최소

47.9%에서 최대 65.00%였다. 4편의 연

구 모두에서 치료군의 재발률이 대조

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

다(p<0.05)(p<0.01).

5. 임상 증상 점수를 통해 평가한 논문은

3편이었으며 각 연구에서의 평가 방

법은 상이했지만 결과적으로 모두 치

료군이 대조군보다 증상의 호전이 유

의하게 높았다(p<0.01).

6. 총 4편의 연구에서 부작용에 대해 언

급을 하였는데, 3편에서는 치료군과

대조군 모두 부작용이 관찰되지 않았

고, 1편의 연구에서는 대조군에서 가

벼운 위장장애가 발생하였으나 치료

군에서는 부작용이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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