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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Meridian sinew theory was introduced in Miraculous Pivot, Huangdi's Internal 
Classic, to explain in relation with locations of meridian sinews, causes, mechanisms, and 
treatment of diseases. The meridian sinews are understood to include muscles, tendons and 
ligaments, or muscles in the superficial body made up with muscles, ligaments, tendons, fascia 
etc. This theory shows the similarity or organic relationship between the meridian sinews and 
muscles. From the Hippocrates(460-385 BC) ages, traction therapy was used as a treatment 
method on muscular diseases such as low back pain, scoliosis, etc in western medicine. The 
effects of traction therapy, however, were unclear so that this study was purposed to 
illustrate the effectiveness of continuous traction therapy and to develop meridian sinews 
treatment.  
Methods : We made 2 hypotheses to explain the cause of scoliosis occurrence, muscles 
contraction and relaxation. As the hypothesis, we made the spinal model having 3 joints with 
wood and rubber bands. Each of the three joints in the spinal model represents the case of 
normal(NT; control), contraction(AT 1)and relaxation(AT 2) condition, and distance between 
the vertebrae joints was measured.
Results : Under normal circumstance models, the normal type 1(NT 1; muscle relax state) and 
normal type 2(NT 2; muscle contract state) all joints were being towed equally. But in an 
unusual contracted situation, regardless of the relationship of joint area, contracted part of 
joint was not released. And in a relaxed situation, regardless of joint areas, released parts of 
joint were further released. These observation results mean that the effects of traction might 
be different from the purpose of traction therapy of Hippocrates.
Conclusions : To explain the effect of traction therapy for scoliosis, the spinal cord model and 
scoliosis model were made. After vertebral bodies were pulled with different tensile forces, we 
compared the observed length of the each joints pulled. The results suggested that there were 
no effects of traction in objected parts with traction method from Hippocrates' design, 
continuous traction method. Moreover, it may worsen the symptom in worst case. Of course, 
our results are just the result of experimental models and clinical results may be different. 
More careful studies, therefore, are required.

Key words : meridian sinews, scoliosis, continuous traction therapy, traction therapy

I. 서  론

靈樞 ｢經筋篇｣에 언 되어진 경근은 어느 특

정한 근육만을 지칭한 것이 아니고 근육에 반 되

는 기능과 병증과의 유기  연 계1), 근육과 건2), 

근육3), 경맥의 순행부 상에 분포된 기육, 근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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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인  등 체표근육계통의 총칭
4)
 등으로 이해되

고 있으며 이는 한의학에서 질병의 원인과 치료방

법에 있어서 근육의 요성에 한 인식을 나타내

고 있다. 

한편, 척추 근육질환  하나인 척추측만증을 치

료하기 하여 히포크라테스(460-350 BC)가 고안5)

하 다고 알려진 continuous traction therapy는 견

인요법의 한 종류로 력과 연부조직으로 야기되

는 압력을 감소시키고자 신체에 기계 인 힘을 가

하여 근육을 이완시키고 척추 구조물이 늘어나도

록 하는 것으로 추간  내의 음압을 증가시켜 신

경근의 압력을 감소시키고 통증을 제거하는 것을 

목
6)
으로 한다. 견인요법에 향을 주는 인자는 

환자에게 용되는 견인 무게의 양, 견인 시간의 

정도, 견인 치료 횟수, 견인각의 크기 등으로 알려

져 있다
7)
. 

견인요법의 주 목 부 에 해당하는 척주는 

로는 머리를 받치고 아래로는 골반과 연결되어 체

을 다리로 달하며, 33개의 척추와 그 사이의 

섬유연골성 척추원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척추는 

경추 7개, 흉추 12개, 요추 5개, 천골 5개, 미골 4개

로 구성되는데 성인은 천골  미골이 유합되어 

총 26개의 척추로 구성되어 다  형태인 척주를 

이루고 척주로 하여  축회 , 굴곡, 신 , 측굴의 

운동을 가능하게 한다
8)
.   

척추측만증은 해부학 인 정 앙의 축으로부터 

척추가 측방으로 만곡 혹은 편 되어 있는 상면

상의 변형일 뿐만 아니라, 추체의 회 도 동반되어 

시상면상에서도 정상 인 만곡 상태가 소실되는 3

차원 인 변형을 가리킨다9). 척추측만증의 원인으

로는 유  요소 외에 생활습 , 자세, 신체에 부

합한 책상 등 환경 인 요소에 기인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10). 척추측만증의 치료방법으로는 수술

요법과 비수술요법이 있으며, 수술  방법은 척추 

견인, 보조기 착용을 포함한 그 외 보존 인 방법

으로 치료를 시행하 는데도 만곡이 계속 진행되

거나 체간의 불균형이 심하고 나이 많은 환자가 

이로 인해서 동통을 호소할 경우 최후로 권장11-13)

되는 치료방법이며, 한국 사회 정서상 수술에 한 

두려움이 매우 커서 의료행 는 매우 제한 일 수 

밖에 없는 실이다. 

지 까지 보고된 척추측만증에 한 견인요법의 

치료효과는 치료효과가 있다는 정 인 결과14-18)

와 치료효과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부정 인 결

과
19-26)

, 그리고 오히려 악화된다는 좋지 않은 결

과27,28)로 구별되어져 혼란을 가 시키고 있다. 이

러한 이유에 하여서는 Clarke 등29)은 견인요법의 

효과를 증명하기 한 과학  실험방법이 어려운 

임상증례가 많으며, 임상증례에 한 비교 상군의 

설정이 어렵다는 과 견인자극은 기계  자극이

어서 blind test가 한 어려운 , 환자의 교육상

태, 병증에 한 이해, 그리고 견인요법의 응증

이 무 넓어서 병인의 동질여부에 한 구별이 

모호하다는 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이에 자는 한의학 경근과 근육간의 한 

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경근 치료의 개발  임상

 활용을 하여 서양의학에서 근육질환  하나

인 척추측만증을 치료하기 하여 고안되어진 con-

tinuous traction method(CTM)와 유사한 실험모

델, 척추측만증과 유사한 근육학  질병모델을 설

정하여 인장력에 따른 척추간 견인 길이를 찰, 

분석하 고 이 결과를 경근 치료방법 개선 는 

개발  임상 응용사례의 기  자료로 활용되기를 

희망하여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II. 재료  방법

1. 척추의 제작과 고무밴드 

각각의 척추는 목재를  68×88×38 mm 크기로 만

들어 사용하 고, 고무밴드( 신, 한국)는 인장력 

테스트(20 cm를 견인하 을 경우 200 g의 인장력

을 나타내는 조건)를 거쳐 일정한 고무밴드를 선

별하여 사용하 다. 

2. 다  척주 모델

각각 척추 4개와 고무밴드를 연결하여 3개 

의 척주 모델을 제작하 다. 척주 인 는 120 cm의 

수평 와 수직  만들어 척추가 특정 방향 외의 

방향으로 일탈되는 바를 막았다. 척주모델의 고정

부 와 인장부 를 정하여 고정부 에서 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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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multi-joint 
model of spinal co-
lumn.

순서로 1st, 2nd, 3rd 의 명칭을 정하 다(Fig. 1).

3. 정상 다  모델 NT 1, NT 2 설정

정상 다  모델은 두 가지 형태로 설정하 다. 

먼 , 첫 번째는 normal type 1(NT 1)으로 척추의 

3  각각의 힘이 균등히 이완된 상태를 설정하

다. 두 번째는 normal type 2(NT 2)으로 척추의 

3  각각의 힘이 균등히 긴장된 상태를 설정하

다. 이 까닭은 척주의 힘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

으므로 통증이 없으며 크게 척주가 이완되어 있는 

형태의 사람을 모델 1로 설정하 고, 긴장되어 있

는 형태의 사람을 모델 2로 설정하 다. 이를 바탕

으로 이완된 상태는 고무밴드 1개, 긴장된 상태는 

고무밴드 2개, 2가지 형태의 모델을 설정하 다. 

4. 비정상  다  모델 abnormal type 
1(AT 1), abnormal type 2(AT 2) 설정 
 측정 

AT 1은 특정 부  근육의 단축이 척추만곡

을 발생시켜 측만증을 유발한다는 가설하에, AT 

1-1st는 첫 번째 부  밴드를, AT 1-2nd는 두 

번째 부 의 밴드를, AT 1-3rd는 세 번째 

부 의 밴드를 정하여 단축된 은 고무밴드 2

개, 그 외 정상 인 은 고무밴드 1개로 설정하

고 각기 다른 인장력으로 견인하 을 경우 그 척

추간 거리를 버니아 캘리퍼스(후지, 일본)를 이용

하여 측정하 다. 척추간 거리는 을 형성하는 

각 척추의 아랫면과 다음 척추의 윗면간의 거리로 

설정하 다.  

이와 반 로, AT 2는 특정 부  근육의 이

완이 척추만곡을 발생시켜 측만증을 유발한다는 

가설 하에, AT 2-1st는 첫 번째 부  밴드를, 

AT 2-2nd는 두 번째 부 의 밴드를, AT 

2-3rd는 세 번째 부 의 밴드를 정하여 이완된 

은 고무밴드 1개, 그 외 정상 인 은 고무

밴드 2개로 설정하고 각기 다른 인장력으로 견인

하 을 경우 그 척추간 거리를 찰하 다.

인장력은 NK-50(JISC, 일본)으로 측정하여 동

일한 조건에서 실험을 진행하 으며, 실험에 진행

된 각 조건은 natural state(NS, 견인시키지 않고 

고무밴드의 길이가 늘어나지 않는 조건), 200(200 

g의 무게로 견인하는 조건), 400(400 g의 무게로 

견인하는 조건), 600(600 g의 무게로 견인하는 조

건)이었다.  

5.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3회 반복하여 Mean±SD로 표기하

다. 통계 로그램은 origin 6.0을 사용하 고 

ANOVA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유의성을 찾은 후 

집 으로 비교 찰할 두 표본값을 t-test를 통해 

표기하여 강조하 다. 유의성 표기방법은 *, ＋(p

＜0.05), **, ＋＋(p＜0.01), ***, ＋＋＋(p＜0.001)

로 표기하 다.

III. 결  과

1. NT 1에서 CTM에 의한 견인효과 

NS 상태에서 첫 번째 의 추체간 길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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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effects of continuous traction in 
normal type 1.
Data were Means±SD, triplicated. NS means normal state 
without tensile force. 200 is 200 g, 400 is 400 g, 600 is 600 
g of tensile force, NT 1 was the normal type 1 which was 
described in material and method. 1st means the first 
joint in NT1, 2nd means the second joint, 3rd means the 
third joint in NT 1. 

Fig. 3. The effects of continuous traction in AT 
1-1st.
AT 1-1st means that muscle contraction is happened in the 
first joint of the abnormal type 1. *** : vs 2nd, ＋＋＋ : 
vs 3rd, p＜0.001. t-test. 

10.28±0.15 cm이었고, 두 번째 간은 10.36±0.13 

cm이었으며, 세 번째 간은 10.52±0.11 cm이었

다. 

인장력이 200 g이었을 때, 첫 번째 의 추체

간 길이는 11.63±0.77 cm이었고, 두 번째 간은 

11.10±0.20 cm이었으며, 세 번째 간의 거리는 

11.81±0.37 cm이었다.

인장력이 400 g이었을 때, 첫 번째 의 추체

간 길이는 20.41±2.07 cm이었고, 두 번째 간은 

20.68±2.23 cm이었으며, 세 번째 간의 거리는 

11.81±0.37 cm이었다.

인장력이 600 g이었을 때, 첫 번째 의 추체

간 길이는 31.46±2.48 cm이었고, 두 번째 간은 

31.73±2.40 cm이었으며, 세 번째 간의 거리는 

32.25±1.95 cm이었다(Fig. 2).

2. AT 1-1st에서 CTM에 의한 견인효과

NS 상태에서 첫 번째 의 추체간 길이는 

10.15±0.15 cm이었고, 두 번째 간은 10.32±0.09 

cm이었으며, 세 번째 간은 10.18±0.23 cm이었

다. 

인장력이 200 g이었을 때, 첫 번째 의 추체

간 길이는 10.63±0.09 cm(p＜0.001, vs 2nd, vs 3rd) 

이었고, 두 번째 간은 12.49±0.30 cm이었으며, 

세 번째 간의 거리는 13.80±0.20 cm이었다.

인장력이 400 g이었을 때, 첫 번째 의 추체

간 길이는 15.98±0.19 cm(p＜0.001, vs 2nd, vs 3rd) 

이었고, 두 번째 간은 27.33±0.15 cm이었으며, 

세 번째 간의 거리는 31.79±0.26 cm이었다.

인장력이 600 g이었을 때, 첫 번째 의 추체

간 길이는 21.86±0.13 cm(p＜0.001, vs 2nd, vs 3rd) 

이었고, 두 번째 간은 34.98±0.12 cm이었으며, 

세 번째 간의 거리는 39.28±0.66 cm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  부   첫 번째 부

의 근육이 비정상 으로 긴장되었을 경우, 첫 번

째 부 에서 CTM에 의한  견인효과는 없

음을 의미하고 있다(Fig. 3). 

3. AT 1-2nd에서 CTM에 의한 견인효과

NS 상태에서 첫 번째 의 추체간 길이는 

10.52±0.07 cm이었고, 두 번째 간은 10.44±0.06 

cm이었으며, 세 번째 간은 10.36±0.03 cm이었

다. 

인장력이 200 g이었을 때, 첫 번째 의 추체

간 길이는 10.97±0.15 cm이었고, 두 번째 간은 

10.48±0.02 cm(p＜0.01, vs 1st; p＜0.001, vs 3r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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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effects of continuous traction in AT
1-2nd.
AT 1-2nd means that muscle contraction is happened in 
the second joint of the abnormal type 1. ＋＋ : vs 1st, 
triplicated, t-test, p＜0.01. *** : vs 3rd, triplicated, t-test, 
p＜0.001.

Fig. 5. The effects of continuous traction in AT  
1-3rd.
AT 1-3rd means that muscle contraction is happened in 
the third joint of the abnormal type 1. ＋＋ : vs 1st, 
triplicated, t-test, p＜0.01. ＋＋＋ : vs 1st, triplicated, 
t-test, p＜0.001. *** : vs 2nd, triplicated, t-test, p＜0.001. 

었으며, 세 번째 간은 12.23±0.23 cm이었다. 

인장력이 400 g이었을 때, 첫 번째 의 추체

간 길이는 24.72±0.31 cm이었고, 두 번째 간은 

14.71±0.45 cm(p＜0.001, vs 1st, vs 3rd)이었으며, 

세 번째 간의 거리는 27.82±0.24 cm이었다.

인장력이 600 g이었을 때, 첫 번째 의 추체

간 길이는 37.03±0.15 cm이었고, 두 번째 간은 

19.63±0.45 cm(p＜0.001, vs 1st, vs 3rd)이었으며, 

세 번째 간의 거리는 37.69±0.20 cm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  부   두 번째 부

의 근육이 비정상 으로 긴장되었을 경우에도, 

두 번째 부 에서 CTM에 의한  견인효과

는 없음을 나타낸다(Fig. 4). 

4. AT 1-3rd에서 CTM에 의한 견인효과

NS 상태에서 첫 번째 의 추체간 길이는 

10.45±0.33 cm이었고, 두 번째 간은 10.50±0.20 

cm이었으며, 세 번째 간은 10.49±0.28 cm이었

다. 

인장력이 200 g이었을 때, 첫 번째 의 추체

간 길이는 11.36±0.21 cm이었고, 두 번째 간은 

11.67±0.10 cm이었으며, 세 번째 간의 거리는 

10.99±0.01 cm(p＜0.01, vs 1st; p＜0.001, vs 2nd)이

었다.

인장력이 400 g이었을 때, 첫 번째 의 추체

간 길이는 30.47±0.27 cm이었고, 두 번째 간은 

27.85±0.39 cm이었으며, 세 번째 간의 거리는 

17.26±0.47 cm(p＜0.001, vs 1st and 2nd)이었다.

인장력이 600 g이었을 때, 첫 번째 의 추체

간 길이는 37.84±0.17 cm이었고, 두 번째 간은 

27.85±0.39 cm이었으며, 세 번째 간의 거리는 

17.26±0.47 cm(p＜0.001, vs 1st and 2nd)이었다.

상기 결과는 다  부   세 번째 부

의 근육이 비정상 으로 긴장되었을 경우, 세 번째 

부 에서 CTM에 의한  견인효과는 발생

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Fig. 5). 

5. NT 2에서 CTM에 의한 견인효과

NS 상태에서 첫 번째 의 추체간 길이는 

10.20±0.32 cm이었고, 두 번째 간은 10.16±0.25 

cm이었으며, 세 번째 간은 10.06±0.23 cm이었다. 

인장력이 200 g이었을 때, 첫 번째 의 추체

간 길이는 10.92±0.45 cm이었고, 두 번째 간은 

11.31±0.34 cm이었으며, 세 번째 간의 거리는 

11.62±0.38 cm이었다.

인장력이 400 g이었을 때, 첫 번째 의 추체



신정훈ㆍ황성연ㆍ 경수ㆍ김재효ㆍ손인철ㆍ안성훈

- 390 -

Fig. 6. The effects of continuous traction in nor-
mal type 2.
Data were Means±SD, triplicated. NT 2 was the normal 
type 2 which was described in material and method. 

Fig. 7. The effects of continuous traction in AT 
2-1st.
AT 2-1st means that muscle relaxation is happened in the 
first joint of the abnormal type 2. *** : vs 2nd, p＜0.001. 
t-test. ** : vs 2nd, t-test, p＜0.01. ＋＋ : vs 3rd, t-test, 
p＜0.01.

간 길이는 12.51±1.75 cm이었고, 두 번째 간은 

13.18±1.91 cm이었으며, 세 번째 간의 거리는 

13.84±2.19 cm이었다.

인장력이 600 g이었을 때, 첫 번째 의 추체

간 길이는 18.36±0.22 cm이었고, 두 번째 간은 

19.12±0.58 cm이었으며, 세 번째 간의 거리는 

20.31±0.57 cm이었다(Fig. 6).

6. AT 2-1st에서 CTM에 의한 견인효과

NS 상태에서 첫 번째 의 추체간 길이는 

10.37±0.09 cm이었고, 두 번째 간은 10.14±0.08 

cm이었으며, 세 번째 간은 10.09±0.04 cm이었

다. 

인장력이 200 g이었을 때, 첫 번째 의 추체

간 길이는 10.91±0.21 cm이었고, 두 번째 간은 

10.67±0.06 cm이었으며, 세 번째 간의 거리는 

10.92±0.03 cm이었다.

인장력이 400 g이었을 때, 첫 번째 의 추체

간 길이는 21.03±2.22 cm(p＜0.01, vs 2nd and 3rd) 

이었고, 두 번째 간은 14.00±0.62 cm이었으며, 

세 번째 간의 거리는 14.69±0.60 cm이었다.

인장력이 600 g이었을 때, 첫 번째 의 추체

간 길이는 31.17±1.09 cm(p＜0.001, 2nd; p＜0.01, 

vs 3rd)이었고, 두 번째 간은 19.07±1.63 cm이

었으며, 세 번째 간의 거리는 19.45±2.55 cm이

었다.

상기 결과는 근육 는 근력의 약화에 의하여 

병변 는 통증이 첫 번째 부 에서 발생하

을 경우, CTM에 의한 견인 효과는 첫 번째 

부 에 집 되어 나타남을 의미한다(Fig. 7).

7. AT 2-2nd에서 CTM에 의한 견인효과

NS 상태에서 첫 번째 의 추체간 길이는 

10.06±0.17 cm이었고, 두 번째 간은 10.51±0.23 

cm이었으며, 세 번째 간은 10.16±0.05 cm이었

다. 

인장력이 200 g이었을 때, 첫 번째 의 추체

간 길이는 10.52±0.15 cm이었고, 두 번째 간은 

12.88±0.26 cm(p＜0.01, vs 3rd; p＜0.001, vs 1st)이

었으며, 세 번째 간의 거리는 11.38±0.17 cm이

었다.

인장력이 400 g이었을 때, 첫 번째 의 추체

간 길이는 14.80±0.87 cm이었고, 두 번째 간은 

28.05±1.22 cm(p＜0.001, vs 1st and 3rd)이었으며, 

세 번째 간의 거리는 16.77±0.80 cm이었다.

인장력이 600 g이었을 때, 첫 번째 의 추체

간 길이는 20.83±1.19 cm이었고, 두 번째 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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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he effects of continuous traction in AT  
2-3rd. 
AT 2-3rd means that muscle relaxation is happened in the 
third joint of the abnormal type 2. ＋＋＋ : vs 1st, 
triplicated, t-test, p＜0.001. *** : vs 2nd, triplicated, 
t-test, p＜0.001. 

Fig. 8. The effects of continuous traction in AT 
2-2nd.
AT 2-2nd means that muscle relaxation is happened in 
the second joint of the abnormal type 2. ＋＋ : vs 3rd, 
triplicated, t-test, p＜0.01. ＋＋＋ : vs 3rd, triplicated, 
t-test, p＜0.001. *** : vs 1st, triplicated, t-test, p＜0.001.

37.89±0.15 cm(p＜0.001, vs 1st and 3rd)이었으며, 

세 번째 간의 거리는 22.60±0.84 cm이었다.

상기 결과는 근육 는 근력의 약화에 의하여 

병변 는 통증이 두 번째 부 에서 발생하

을 경우, CTM에 의한 견인 효과는 치에 

계없이 두 번째 부 에 집 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Fig. 8).

8. AT 2-3rd에서 CTM에 의한 견인효과

NS 상태에서 첫 번째 의 추체간 길이는 

9.99±0.04 cm이었고, 두 번째 간은 10.04±0.06 

cm이었으며, 세 번째 간은 10.27±0.11 cm이었

다. 

인장력이 200 g이었을 때, 첫 번째 의 추체

간 길이는 10.51±0.02 cm이었고, 두 번째 간은 

10.93±0.03 cm이었으며, 세 번째 간의 거리는 

13.41±0.11 cm(p＜0.001, vs 1st and 2nd)이었다.

인장력이 400 g 이었을 때, 첫 번째 의 추체

간 길이는 15.19±0.25 cm이었고, 두 번째 간은 

16.19±0.26 cm이었으며, 세 번째 간의 거리는 

28.91±0.60 cm(p＜0.001, vs 1st and 2nd)이었다.

인장력이 600 g이었을 때, 첫 번째 의 추체

간 길이는 20.76±0.31 cm이었고, 두 번째 간은 

21.97±0.39 cm이었으며, 세 번째 간의 거리는 

35.92±0.80 cm(p＜0.001, vs 1st and 2nd)이었다.

상기 결과는 근육 는 근력의 약화에 의하여 

병변 는 통증이 세 번째 부 에서 발생하

을 경우, CTM에 의한 견인 효과는 치에 

계없이 세 번째 부 에 집 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Fig. 9).

IV. 고  찰

靈樞 ｢經筋篇｣에 언 되어진 경근은 경락계통

의 하나로서, 분포의 특징은 사지, 구간, 흉곽, 복강

에 분포할 뿐이고 내부의 장부와는 연결되지 않으

며, ‘결'과 ‘취' 등의 차이가 있다는 이다. 경근의 

명칭은 12경맥에 의거하여, 족태양경근, 족소양경

근, 족양명경근, 족태음경근, 족소음경근, 족궐음경

근, 수태양경근, 수소양경근, 수양명경근, 수태음경

근, 수궐음경근, 수소음경근으로 나뉘어진다. 그러

나, 이에 한 해부학  개념은 모호하여 Lee 등
1)

은 경맥의 순행부 에 치한 근육군으로 설명하

며 근육의 기능과 병증과의 유기  계설정을 주

장하 고, Han과 Yook
2)
 역시 경맥의 순행부 에 

치한 근육군으로 설명하며 근육, 건, 인  등의 

복합  부 로 인식하 고, 특이한 것은 하나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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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이 여러 개의 근육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한 

하나의 근육이 여러 개의 경근으로 작용할 수 있

음을 주장하 고 경맥과는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하

다. Song 등
3) 

한 신의 근육을 십이경맥의 순

행부 에 따라 열 두 개의 근육군으로 나 고 십

이경맥과 동일하게 붙여서 칭한 것으로 이해하고 

근육과 과의 기능  계에 요성이 있음을 

주장하 다. Kwon 등4)은 경근이 하나의 근육을 

독립하여 일컫는 말이 아니라 경맥의 순행 부 상

에 분포된 체표근육계통을 총칭하는 말로 치료  

에서 정골요법과의 연 성을 주장하 다. 결론

으로 경근의 개념은 근육이 주요소이고 여기에 

의 운동기능학 인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이러한 다소 모호한 

은 경근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 해부학 인 인식

이 무 강하고 기능학 인 인식이 부족한 결과로 

이해된다. 따라서 이에 한 연구가 좀더 진행되어

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경근과 근육과의 

계는 불가분의 계이므로 근육의 병태생리, 생리

기능에 한 이해는 경근을 이해함에 있어 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척주(vertebral column)는 일반 으로 33개의 척

추분 들 즉, 7개의 경추, 12개의 흉추, 5개의 요추, 

5개의 천추, 그리고 4개의 미추 분 들로 구성된다. 

척주는 ligamentum flavum(황인 ), supraspinous 

and interspinous ligament(극상인 와 극간인 ), 

intertransverse ligament(횡돌기간 인 ), anterior 

longitudinal ligament( 종인 ), posterior longitu-

dinal ligament(후종인 ) 등 수많은 인 들로 지지

되며, 척추인 들은 척추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자

연스런 척추만곡을 유지시켜 주며, 체간과 경부 

체에 안정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척수를 보호하고 

척수신경들이 빠져나가는 통로를 제공한다8). 

척추측만증은 해부학 인 정 앙의 축에서 척추

가 측방으로 만곡 혹은 편 되어 있는 상면상의 

변형일 뿐만 아니라, 추체의 회 도 동반되어 척추

가 3차원 으로 변형되는 증상
9)
을 말한다. 척추측

만증은 일반 으로 성장이 빠른 시기에 나타나며 

14세 이 에 발생되는 것이 보통이고, 여자에서 남

자보다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30)
. 사춘기를 후로 

발생하기 쉬우며 발생 후 1∼2년 사이에 속히 진

행을 하며 발병 기엔 보조기 등의 착용을 치료

할 수 있지만 척추측만증이 계속해서 진행하게 되

면 심장, 폐의 기능에 장애를 래하기도 한다. 척

추의 변형은 신체 기능에 향을 미치는 것 외에 

심리 , 경제 , 사회 인 면에서도 향을 끼치며, 

심한 상태의 척추측만증 환자의 경우, 사망률, 결

혼상태, 직장취업, 요통과의 계 등에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정상인들보다 불리한 것으로 보고31)

되어 있다. 

Continuous traction method는 견인요법의 표

인 방법  하나32)로, 척추측만증을 치료하기 

하여 히포크라테스가 고안한 이래 재까지 치료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33)
. Continuous traction 

therapy(견인요법)는 력과 연부조직에 의해 야기

되는 압력을 감소시키고자, 신체에 기계 인 힘을 

가하여 근육을 이완시켜서 척추 구조물이 늘어나

도록 하는 것으로, 추간  내의 음압을 증가시켜 

수핵에 가해지는 힘을 제거시킴으로 수화작용을 

증가시키고, 신경근의 압력을 감소시킨다는 원리
6)

로 이에 해서 Jackon과 Delacerda34)는 경추구조

물의 긴장이나 부착물을 감소시키거나 해시킴 

는 순환력을 개선시킴으로 통증을 감소시킨다는 

가설로 설명하고자 했으며, Wall34)은 견인 자체가 

spinal cord 벨에서 통증섬유 달을 시냅스 에 

해하는 근육이나 부  근육의 large afferent 

fiber를 자극함으로 통증을 억제한다는 가설을 주장

하 다. 그러나, 이와 반 로 Weinberger35)는 neck 

pain은 손상을 입은 근섬유나 connective tissue에 

의해서 발생되며, 이 게 염증화된 구조물을 잡아

당기게 되면 오히려 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설

을 내세워 견인요법을 험성을 강조하기도 하

다. 

견인요법의 효과를 설명하기 한 실험결과로는 

Nosse
36)
는 inverted position traction이 spinal 

length의 길이를 증가시키고, 척추 주 근의 EMG 

activity를 감소시키므로 traction therapy가 근육섬

유에 활동성을 감소시킴으로 통증을 제거한다는 

보고와 Delacerda37)의 경추견인에서 견인각의 증가

와 muscle activity 사이에 연 성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고와는 달리 견인효과는 여

히 임상 으로 많은 의문 을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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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견인요법의 효과를 실험 으로 증명하기 

한 실험모델을 설정하기에 본 연구에서는 견인

요법의 기본 원리와 개념에 가장 충실한 conti-

nuous traction method을 모델로 가장 유사한 견인

방법을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척추측만증의 실험  모델은 두 가지 가설에 의

하여 설정되었다. 첫 번째는 척주  특정 부

에서 근육의 단축이 발생하여 척주만곡이 변화

한다는 가설과 두 번째는 척주  특정 부

에서 근육의 이완이 발생하여 척주만곡이 변화한

다는 가설에 의하여 normal type 1(NT 1), normal 

type 2(NT 2)를 설정하 다. NT 1은 정상 은 

밴드 1개로 단축이 일어난 에서는 밴드 2개를 

연결하여 병증을 설정하 고, NT 2는 정상 은 

밴드 2개로 이완이 일어난 에서는 밴드 1개를 

연결하여 병증을 설정하 다. AT 1-1st는 근육의 

단축이 첫 번째 에서, AT 1-2nd는 근육의 단

축이 두 번째 에서, AT 1-3rd 근육의 단축이 

세 번째 에서 각각 일어난 상태이며, AT 2-1st

는 근육이 이완이 첫 번째 에서, AT 2-2nd는 

근육의 이완이 두 번째 에서, AT 2-3rd 근육

의 이완이 세 번째 에서 각각 일어나고 있음

을 설명한 모델이다. 

실험결과, 정상 인 상황 NT 1과 NT 2에서는 

각 이 모두 동등하게 견인되고 있으나 비정상

인 상황 abnormal type(AT)인 단축된 병증 상

황에서는 부 에 계하지 않고 단축된 부분

이 견인되지 않았으며 이완된 병증 상황에서는 오

히려 견인되어 간의 거리가 더욱 벌어진 상황

이 찰되었다. 이러한 찰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히포크라테스 방식의 견인요법은 견인요법의 시행

목 과는 다르게 작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본 연구의 병증 모델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으

나, Weinberger
35)
의 가설과 유사하며 임상결과에서

는 치료효과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부정 인 결

과19-26)와 오히려 악화된다는 좋지 않은 결과27,28)를 

설명하고 있다. 

이상으로 척추측만증에 한 견인요법의 유효성 

여부를 찰하기 한 척주모델과 척추측만증 모

델을 설정하고 견인한 후, 각 간 견인 길이를 

찰한 결과, 히포크라테스의 견인 방법으로는 유

효한 결과가 찰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V. 결  론

경근 치료 방법의 개발  임상  활용을 하

여 continuous traction method(CTM)와 유사한 실

험모델과 척추측만증과 유사한 근육학  질병모델

을 설정하여 각기 다른 인장력으로 견인한 후, 각

각의 간 견인 길이를 찰 비교한 결과는 다

음과 같았다. 

1. 부 의 근력이 정상상태의 다  척추 모

델에서 CTM에 의한 견인효과는 각 부 에 

고르게 나타났다.

2. 특정 부 의 근력이 긴장하여 병증이 야기

된 다  비정상 척추 모델(AT 1)에서 CTM

에 의한 견인효과는 의 치에 계없이 긴

장된 부 에 나타나지 않았다.

3. 특정 부 의 근력이 이완되여 병증이 야기

된 다  비정상 척추 모델(AT 2)에서 CTM

에 의한 견인효과는 의 치에 계없이 이

완된 부 에 나타났다.

상기 결과는 다  부 에서 히포크라테스의 

견인 방법인 continuous traction therapy는 목 부

의 견인효과를 기 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악화

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그러나, 이상의 결과

는 단지 실험모델의 결과이며 임상상 결과와는 다

를 수 있으니 좀 더 면 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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