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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Clinical Research Methodologies for Acupuncture: 
Based on Review of Clinical Studies on Back Pain

Yu Lee Park

Global Center,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 Institute of Korean Medicine Education and Evaluation

Objectives : The results from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on traditional medicine have been negative or ambiguous. The 

appropriateness of the research methodology started to be questioned. However, the research methodology appropriate for 

studying traditional medicine has not been well-established.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appropriate research methodologies 

for clinical studies on acupuncture. Methods : Clinical researches evaluating the efficacy and effectiveness of acupuncture for back 

pain were systematically searched and evaluated focusing on research methodology. The acupuncture treatment protocol is 

evaluated by 9 items which is individual treatment based on diagnosis, combining proximal and distal acupoints, exact location 

of acupoint, De Qi, adequate stimulation, duration of acupuncture, treatment sessions, treatment interval, and establishing 

relationship between patients and doctors. Results : Systematic review of acupuncture researches on low back pain suggested that 

observational studies and pragmatic trials rather than explanatory studies could incorporate these elements. Qualitative studies 

also could help understanding complex characteristics of acupuncture treatment which could not be evaluated by quantitative 

studies. Conclusions : In designing clinical researches on acupuncture, various study designs, especially observational study and 

pragmatic study, should be considered according to research objectives and subjects. The efforts to incorporate the core 

characteristics of acupuncture practiced in everyday clinical setting are also ess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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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근거중심의학(Evidence-Based Medicine, EBM)”이라는 용어

는 1991년 캐나다 McMaster 대학의 임상역학자들에 의해 처음으

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그들은 근거중심의학이 의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이라고 주장하였다1). 즉, “근거중

심의학”이란,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 현존하는 최선의 근거를 신

중하고 세심하게 활용하는 의료행위로, 근거중심의학 이전의 의료

는 임상경험과 병리적 이론, 전문가의 견해 등에 근거하여 이뤄졌

지만, 근거중심의학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서의 의료는 환자에

게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체계적 관찰에서 나온 

임상연구의 근거들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2). 이러한 “근거중심

의학”의 실질적인 정의는 의료행위에 있어서 다양한 의학적 근거 

가운데 무작위배정 대조 연구(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의 결과를 가장 중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3).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한의학계에서도 “근거중심의학”의 개념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14406/acu.2014.31.4.039&domain=pdf&date_stamp=20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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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조되기 시작하였고, 한의학 치료의 과학적 근거에 대한 요구

에 의해 임상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한의학 

임상연구 역시 한의학 치료가 과학적으로 ‘정말 효과가 있는가’라

는 질문을 중심으로 이뤄졌고, 이를 위해 근거중심의학에서 가장 

과학적인 연구방법론으로 인정받고 있는 RCT를 활용한 연구가 급

증하였다4). 하지만, 이러한 임상연구가 증가하면서 실제 임상에서 

환자와 의료인에 의해 보고되고 있는 긍정적인 치료효과와는 달리 

부정적이거나 애매한 연구 결과들의 축적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많은 연구자들은 연구방법론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들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무엇보다 서양의학의 치료법, 특히 신약의 효과를 증

명하기 위해 개발된 RCT가 전혀 다른 철학적 배경을 갖고 있는 

한의학 연구방법론으로서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

지기 시작하였다5-7). 

기존에 이뤄진 한의학 임상연구방법론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보

면, RCT가 연구방법론 가운데 가장 과학적인 연구방법이기 때문에 

RCT의 틀은 유지하면서 한의학 진료의 특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었고8,9), 한편으로는 현행의 실험적 연

구가 한의학 치료의 효과를 평가하는데 부적절함을 비판하며 관찰

연구나 질적 연구 등의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논의들이 있었다10,11). 

특히, 한의학을 환자 개인에 맞는 개별화된 진단 및 치료를 통해 

환자 스스로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유지하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

을 배양시키기 위한 의학(Whole Systems)이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특징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연구방법(Whole Systems Research)을 

개발하기 위해 활발하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연구자들도 있었다12).

또한, 일부의 학자들은 한의학의 발달과정과 임상특징을 고려할 

때 현재 근거중심의학에서 강조하고 있는 근거피라미드의 순위가 

한의학에는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한의학의 근거피라미드 순위는 

서양의학에서 중시되는 순위와 반대로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기

도 하였으며13), 혹은 근거의 수직적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

를 강조하는 학자들도 있었다14).

국내에서는 엄석기 등이 “역사적 근거중심의학”을 주장하며, 동

아시아 전통의학의 전통적 근거는 문헌자료와 문헌에 근거한 임상

가의 경험이고, 현대의학에서 전문가의 견해나 증례(군)보고, 기술

적 연구 등이 근거로 인정되고 있는 것처럼 동아시아 전통의학의 

전통적 근거 또한 ‘근거중심의학’의 근거의 범주에서 재해석 되어

야 함을 강조하며 6단계의 구체적인 연구단계를 제안하였다15).

한편, 이처럼 다양한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의학적 특징에 근거하여 기존의 임상연구들을 연구방법론 중심으

로 체계적으로 분석하거나 고찰하여 문제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

로 구체적인 연구방법론의 대안을 제시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의학의 특징적인 임상과정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환

자에게 직접적으로 물리적, 심리적 영향을 끼치는 시술행위이기 때

문에 무작위배정대조연구를 적용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

되어 임상연구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뤄진 침 

임상연구에 국한하여 한의학적 특징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임

상연구방법론을 모색하고자 한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 일반론

적인 임상연구방법론에 대한 고찰은 이뤄졌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는 ‘요통’이라는 특정 질환에 대한 기존의 침 임상연구들을 조사하

여 실질적인 사례들을 통해 침 임상연구에 활용된 다양한 연구방법

론들을 정리하고, 연구설계를 비교 고찰함으로써 각 연구방법론의 

장단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요통의 침 임상연구의 체계적 문헌고찰을 위해 다음과 같은 검

색기준과 전략을 통해 논문을 검색하고 선택하였다.

1. 연구 선택 및 배제기준

연구 디자인은 요통 치료와 관계된 임상평가를 수반한 모든 연

구디자인을 포함하였으며, 실험연구, 유사 실험적 연구, 모든 관찰

연구(코호트, 환자대조군연구, 단면연구, 증례군보고) 등이 포함되

었다. 단, 기존의 연구 결과를 체계적으로 고찰한 연구나 연구대상

이 한 명인 증례보고는 배제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특징은 이환기간이 4주 이상인 요통을 앓고 있는 

성인으로, 요통은 비특이성 요통과 특이성 요통을 모두 포괄하였다. 

한편, 4주 이하의 요통이나 임신성 요통처럼 일반적인 요통이 아니

라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요통은 배제하였다.

침 시술법은 연구의 목적에 따라 한의학 이론에 근거 혹은 전통

적 穴位에 자침한 연구, 자극에 있어서는 수기자극과 전침자극을 

사용한 연구, 도구에 있어서는 호침을 사용한 침 임상연구를 포함

하였다. 호침 외에 피내침 등 다른 도구를 활용한 연구들은 배제하

였다. 

대조군이 있는 연구의 경우, 플라시보 대조군, 현행 양방 치료 

대조군, 보완대체의학 치료 대조군, 침 치료군을 모두 포함시켰다.

결과 평가에 있어서는 임상적 결과평가가 이뤄진 연구를 모두 

포함시켰다. 따라서 요통 임상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통증 강도, 기능적 상태, 전반적 평가(전반적 호전, 호전된 환자의 

비율, 주관적 통증 호전 평가), 직장 복귀 등의 기본적인 평가 중 

한 가지만 만족시켜도 본 연구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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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udy flow diagram.

2. 연구의 검색과 선택

위의 선정 기준에 근거하여 PUBMED(http://www.pubmed. 

com), EMBASE(http://www.embase.com), Cochrane Library 

(http://www.thecochranelibrary.com)의 검색엔진을 활용하여 

논문을 검색하였으며, 기간은 2000년에서 2010년으로, 언어는 한

국어, 영어, 중국어로 제한하였다. 검색어는 “acupuncture”, “back 

pain”, “low back pain”을 사용하였고, 연구 선택은 혼자서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체크하였다. 

3. 결과 평가

각 연구디자인별로 연구설계의 전반적인 특징에 대하여 평가하

고 비교하였다. 평가의 항목은 연구 환경, 연구대상자의 특징, 침 

시술의 특징, 결과평가 항목 및 평가시기 4가지 항목으로 이뤄졌다. 

이 중 침 시술의 특징은 임상 실제와의 근접성을 평가하기 위해 

‘침 시술은 단순히 침의 삽입을 뛰어넘어 다양한 요소들이 긴 하

게 연결되어 있어 정확하게 어떤 요소들이 특이적 효과를 내는 것

인지 규정짓기 어려운 “복합적 치료”16)’라는 전제하에서 선혈의 과

정에 있어서 한의학적 진단과정(개별치료)과 配穴, 得氣, 手技, 留

鍼시간, 치료횟수, 치료기간, 다른 치료의 병행 여부, 의료인과 환자

의 긴 한 관계형성의 9가지 항목17,18)으로 평가하였다.

4. 통계적 분석

각 연구디자인별로 특징을 비교하기 위해 변수의 특징과 분포의 

성격에 따라 Mann-Whitney test, independent t-test, chi-square 

test를 활용하였으며, 통계프로그램은 SPSS ver 18.0 for Win-

dows(IBM, USA)를 사용하였다. 

결    과

1. 체계적 고찰에 포함된 연구의 분류와 특징

총 987편의 논문이 검색되어 논문의 제목, 초록, 혹은 논문 전체

의 내용에 근거하여 미리 계획된 포함기준과 배제기준에 따라 33편

의 논문이 체계적 고찰에 포함되었다(Fig. 1). 

최종적으로 선택된 33편의 논문 가운데 23편은 실험연구, 8편은 

관찰연구, 2편은 질적 연구였으며, 실험연구는 Gartlehner 등19)의 

연구에서 제안한 7개의 항목을 기준으로 실용적 연구와 설명적 연

구로 분류한 결과, 17편은 설명적 연구, 6편은 실용적 연구로 분류

되었다. 유사 실험연구와 관찰연구는 Linde 등20)의 기준을 참고하

여 분류한 결과, 5편의 코호트연구와 3편의 증례군보고가 있었다. 

각 연구의 일반적인 특징을 연구환경, 연구참여자, 침 시술, 결과

평가를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Table 1).

2. 실험연구와 관찰연구 비교

관찰연구와 실험적 연구의 특징을 비교한 결과, 가장 현저한 차

이를 보이는 것은 관찰연구에서는 실험적 연구의 장기추적조사연

구 외에는 모두 대조군이 없었다는 것과 실험적 연구는 모두 비특

이적 요통을 대상으로 한 반면 관찰연구는 3편의 연구가 특이적 

요통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는 점이었다.

연구 설계의 각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구 장소에 

있어서 관찰연구는 실험연구에 비해 1차 의료기관에서 이뤄진 비

율이 높았고(67% vs. 30%, p=0.061) 다기관 연구도 더 많았으나

(44% vs. 26%, p=0.314),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

았다. 또한, 연구 참여자의 나이나 성별, 요통의 이환기간 등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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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al Studies(n=23)
Explanatory vs. 

Pragmatic Observational 
Studies (n=9)

Experimental  vs. 
Observational

Explanatory 
RCT(n=17)

Pragmatic 
RCT(n=6)

p value p value

Research Site
  Primary health care center 1(5.9%) 6(100%) ＜0.001 6(67%) 0.061
  Multicenter(sites≥2) 2(11.8%) 4(66.7%) 0.008 4(44%) 0.314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umber median(range) 50(26∼298) 450(75∼3093) ＜0.001  150(48∼204,775) 0.046
  Age(y) median(range) 53.8(27∼76) 46.8(42.7∼52.9) 0.150 52.1(32.5∼58.2) 0.199
  Proportion of female(%)
  median(range)

60(0∼82.7) 59(50∼62) 0.779  59(33∼85) 0.801

  Non-specific LBP  17(100%) 6(100%) 1 6(67%)
  Duration of LBP (y) median(range) 7(0.9∼14.7) 7.2(0.3∼8) 0.459 6.1(0.4∼16) 0.985
Characteristics of Acupuncture 

Treatment
  Diagnosis(individual treatment) 9(52.9%) 5(83.3%) 0.190 9(100%) 0.027
  Acupointscombination 13(76%)* n.a n.a
  Sensation(De Qi) 14(82%) n.a n.a
  Manipulation 9(53%)** n.a n.a
  Needle retention time(m)

median(range) 
20(0∼30) 20(18∼30) 0.883    30(20∼30) 0.199

  Number of treatment
  median(range)

10(1∼20) 10(8.1∼24) 0.433   8.7(7∼24) 0.949

  Period of treatment(w)
  median(range)

5(4∼12) 11(5∼12) 0.036 n.a

  Co-interventions 1(5.9%) 2(33.3%) 0.086 7(78%) ＜0.001
  Practitioner-patient relationship 0(0%) 5(83.3%) ＜0.001 8(89%) 0.001
Evaluation of outcomes
  Quality of life and functional

change
14(82.4%) 6(100%) 0.270 6(67%) 0.186

  Long-term follow up ≥6m 5(29.4%) 5(83.3%) 0.022 5(56%) 0.538

LBP: Low Back Pain. *One study excluded, †Two studies excluded.

Table 1. Comparison of Experimental Studies and Observational Studies Included in Systematic Review

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관찰연구가 실험적 연구에 비해 

더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150 vs. 60, p=0.046).

관찰연구일수록 침 치료에 있어서 환자에 따른 개별진단과 치료

를 허용하였고(100% vs. 61%, p=0.027), 침과 함께 뜸이나 부항과 

같은 병행치료를 허용하였으며(78% vs. 13%, p＜0.001), 의료인

과 환자와의 치료적 관계형성도 자율적으로 허용하였다(89% vs. 

21.7%, p＜0.001). 한편, 한의학적 침 치료의 특징 가운데 配穴, 

得氣, 手技 등의 항목에 대해서는 관찰연구와 실용적 임상연구 모

두에서 명확하게 기술된 바가 없어 평가가 불가능하였다. 결과평가

에 있어서는 실험적 연구에서 삶의 질이나 요통과 관련된 기능적 

장애를 평가하는 도구를 사용한 연구가 더 많았지만(87% vs. 67%)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었으며(p=0.186), 6개월 이상의 

장기추적조사는 관찰연구에서 더 많이 이뤄졌으나 실험적 연구와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인 것은 아니었다(p=0.538). 

3. 실험연구 중 설명적 연구와 실용적 연구의 특징 비교

설명적 연구와 실용적 연구는 여러 가지 설계상의 차이를 보였

는데, 먼저 연구 장소에 있어서 실용적 연구일수록 일차의료기관에

서 이뤄졌으며(100% vs. 6%, p＜0.001), 여러 의료기관이 참여하

는 경향성을 보였다(67% vs. 12%, p=0.008). 또한, 연구 참여자수

에 있어서도 실용적 연구가 훨씬 많은 수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뤄져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450 vs. 50, 

p＜0.001). 

침 치료의 특징에 있어서는 53%의 설명적 연구와 83%의 실용적 

연구가 환자에 따른 개별 치료를 허용하여 절대적 수치로는 큰 차

이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p=0.190). 본 

연구에서는 표준화된 穴位와 선택 가능한 穴位를 함께 제시한 반 

표준화된 침 프로토콜과 아시혈 침법을 모두 개별 치료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이에 반 표준화된 침 프로토콜과 아시혈 침법을 사용

한 연구를 배제한 후 비교해본 결과, 실험연구에서는 17개 중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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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es Acupoints used in each study

Zaringhalam, 2010 BL: BL23, BL25, BL28, BL32, BL60/ GB: GB30, GB34
Cherkin, 2009 GV: GV4/ BL: BL23, BL40/ KI: KI3/ Ashi points
Itoh, 2009 BL: BL23, BL25, BL32, BL40, BL60/ GB: GB30, GB34
Szczurko, 2007 GV: GV3, GV4/ BL: BL23, BL25, BL40
Brinkhaus, 2006b* (Standardized) GV: GV3, GV4, GV5, GV6/ BL: BL20~BL34, BL50~BL54/ GB: GB30

(Individual) GV: GV14, GV20/ BL: BL40, BL60, BL62/ GB: GB31, GB34, GB41/ LR: LR3/ KI: KI3, KI7/ 
SI: SI3

Itoh, 2004 BL: BL23, BL25, BL40, BL60/ GB: GB30, GB34/ Ashi points
Tsui, 2004 BL: BL25, BL26, BL40/ GB: GB30/ ST: ST36
Kerr, 2003 GV: GV4/ BL: BL23, BL25, BL40/ GB: GB30/ KI: KI3
Meng, 2003* (Standardized) GV: GV3, GV4/ BL: BL23, BL24, BL25, BL28 

(Individual) BL: BL36, BL37, BL40, BL54/ GB: GB30, GB31
Yeung, 2003 BL: BL23, BL25, BL40/ SP: SP6
Leibing, 2002 GV: GV3, GV4/ BL: BL23, BL25, BL31, BL32, BL40, BL60/ GB: GB34/ SP: SP6/ Extra points
Molsberger, 2002 BL: BL23, BL25, BL40, BL60/ GB: GB30, GB34
Carlsson and Sjölund, 2001* BL: BL24, BL25, BL26, BL40, BL57, BL60/ LI: LI4, LI11

BL: Bladder meridian, GB: Gallbladder meridian, GV: Governor Vessel, KI: Kidney meridian, LR: Liver meridian, SI: Small intestine meridian, 
ST: Stomach meridian, SP: Spleen meridian, LI: Large intestine meridian. *Studies using semi-standardized acupuncture protocol.

Table 2. Acupoints Used in the Experimental Studies

의 연구만이 진정한 의미의 개별 치료를 허용하였고, 실용적 연구

에서는 6개 중 4개의 연구가 개별 치료를 허용하여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25).

실제로 요통 치료에 활용한 穴位들을 제시한 설명적 연구들과 

실용적 연구21-33)들을 토대로 임상연구에 활용된 穴位에 대해 정리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2). 

한편, 配穴과 得氣, 手技에 대해서는 실용적 연구에서 구체적으

로 기술하지 않아 비교가 불가능하였으나, 아시혈을 사용한 연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설명적 연구에서 近位穴과 遠位穴을 配穴하였으

며, 得氣와 手技를 시도하였고, 手技는 得氣를 유발시키거나 유지

하기 위한 자극법으로 시도되었다. 총 침 치료횟수는 두 연구 모두 

중간값이 10회로 차이가 없었으나 설명적 연구에서는 1회의 치료

만 이뤄진 연구가 있어 1회에서 24회의 넓은 범위를 보였고, 치료

기간에 있어서는 설명적 연구의 중간값은 5주, 실용적 연구의 중간

값은 11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36). 각 연구에서 사용

된 총 침의 개수는 실용적 연구에서는 10개의 중간값을, 설명적 

연구에서는 12개의 중간값을 보여 큰 차이가 없었으나, 실용적 연

구에서 사용된 침의 개수의 범위는 10개에서 17개의 범위인 반면, 

설명적 연구에서는 1개에서 20개로 치료횟수와 마찬가지로 극단적

인 최소값과 최고값을 보였다. 환자와의 치료적 관계 형성 허용에 

있어서 대부분의 설명적 연구에서는 통제하였으나 많은 실용적 연

구에서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 형성을 자유롭게 허용하여 큰 차이를 

보였다(p＜0.001). 

결과평가에 있어서는 두 연구 모두 비슷한 비율로 삶의 질, 요통

과 관련된 기능적 변화를 평가하는 도구를 활용하였고, 특히 모든 

실용적 연구에서는 SF-12, SF-36과 같은 삶의 질을 평가하는 도구

를 이용하여 침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한편, 6개월 이상의 장기추적

조사는 실용적 연구에서 월등하게 많았고(83% vs. 29%, p=0.022), 

6개의 실용적 연구 가운데 5개의 연구에서 임상적 결과 평가와 함

께 경제성 평가를 병행하였다22,24,34-36).

4. 질적 연구 

요통의 침 치료에 대한 질적 연구에 대해서는 각 연구의 연구방

법과 연구주제, 핵심적인 결론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MacPherson 등에 의한 연구37)는 침의 만성 요통 치료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실용적 연구36)에 병행되어 이뤄진 연구였다. 

MacPherson 등은 임상연구에 참여한 6명의 침시술자를 대상으로 

치료를 마친 후 침 치료를 위한 진단과 침 치료과정의 핵심적인 

요소들, 환자와 의료인의 치료관계, 침시술자들이 임상연구에 참여

하면서 느낀 한계점 등에 대해 심층 면접을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그들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37). 첫째, 침시술자들이 중시하

는 침 치료과정의 핵심은 환자에 따른 개별 치료였다. 둘째, 침 치

료는 치료 직후의 통증 완화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치료효과를 목표

로 하고 있었다. 셋째, 이러한 장기적 치료효과를 목표로 환자와의 

신뢰관계 형성, 치료과정에 있어서 환자의 적극적 참여, 환자의 증

상과 전신적인 상태에 따른 개인별 치료가 치료과정에서 중시되었

다. 넷째, 이를 위해 침시술자들이 구체적으로 선택한 전략은 환자

와의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대화시도, 진단과정 중 환자와의 상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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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한의학적 발병원인, 치료과정, 목표에 대한 설명을 통해 환자의 

질병에 대한 이해 도모와 생활 변화의 동기유발 등이었다. 다섯째, 

침시술자들이 치료 중에 환자들에게 제안하는 운동, 식생활 변화, 

감정조절, 생활환경 변화 등에 대한 조언은 치료의 부수적인 부분

이 아닌 한의학적 진단에 근거한 치료과정의 일부였다. 

다음으로 Hsu 등에 의한 질적 연구38)는 침, 마사지, 요가, 카이

로프랙틱, 태극권과 심리요법 등의 요통 치료 효과를 평가하기 위

한 5개의 무작위배정 대조 연구에서 환자들에게 전화 인터뷰를 통

해 환자들이 주관적으로 느낀 치료효과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바탕

으로 이뤄진 연구였다. 총 844명의 연구 참여자들 가운데 483명

(57%)의 환자들이 침 치료를 받았는데, 침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응답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빈도순으로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가능성 인식과 그로 인한 희망이 생김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

체와 발병원인, 치료에 대한 인식의 전환, 인체에 대한 관심의 증가, 

요통과 관련된 근육 및 전신적, 정신적 이완, 감정적 안정, 전반적 

건강 증진, 마음과 영혼, 육체의 접한 관계에 대한 인식 등이었다. 

Hsu 등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효과 평가도구들은 환자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다양한 효과들을 평가에는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고    찰

지금까지 요통의 침 치료 임상 연구에 대한 고찰을 통해 침 치료

의 핵심적 요소 반영 여부를 중심으로 각 연구들의 연구 설계 특징

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각 연구마다 연구 디자인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특징들을 보였고, 침 치료의 핵심적 요소의 반영 

여부에서도 큰 차이를 나타냈다. 이에 각 연구 디자인별로 고찰을 

통해 도출된 각 연구의 장점과 한계점들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실험적 연구의 가장 큰 장점은 무작위배정을 통해 비교집단 간

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즉, 연구 결과의 내적 타

당도가 높다는 점이다. 특히 실험적 연구 중 설명적 연구는 표준화

된 혹은 부분적으로 선택 가능한 경혈들을 사용함으로써 연구의 

재현성이 높았다는 점과 환자의 맹검을 통해 침의 비특이적 효과를 

통제함으로써 ‘특정 穴位에 자침하는 것이 요통 치료에 효과가 있

는가’라는 침의 특이적 효과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의 내적 타

당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한편, 17개의 설명적 

연구 가운데 16개의 연구가 전문화된 3차 의료기관에서 이뤄졌고, 

환자군을 모집할 때 협소한 포함기준과 많은 배제기준을 설정하여 

지나치게 선택적인 환자집단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뤄진 것 등으로 

인해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표

준화된 침 치료 프로토콜이 과연 침 치료의 실제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 설명적 연구에서 사용된 혈위들이 모든 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와 선정 근거의 타당성 문제와 맹

검을 통해 침의 비특이적 효과를 배제하는 것이 복합적 치료과정인 

침 치료의 핵심을 배제하는 것이라는 문제점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즉, 설명적 연구를 침 시술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중심으로 분석해

본 결과, 많은 설명적 연구는 침을 다양한 치료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치료과정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침의 삽입(needling)”이

라는 행위로 단순화하여 ‘경혈에 침을 삽입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가’라는 침의 특이적 효과만을 분리하여 평가하려는 연구

였다. 이는 무작위배정 대조 연구가 신약의 효과 평가를 위해 개발

된 연구디자인이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무작위배정 대조 연구의 

전형적인 형태인 설명적 연구에서 침을 양약과 같이 단순하게 재구

성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시도는 서

양의학의 환원주의적 관점에서 침의 정체성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용적 연구의 장점은 모두 일차 의료기관에서 이뤄졌고, 환자

의 모집도 실제 임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양상대로 환자의 선택 혹

은 의료인의 의뢰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또한 환자의 포함기준 및 

배제기준이 덜 엄격하여 다양한 환자를 포괄하였기 때문에 외적 

타당도는 높았다. 또한, 침 시술의 양상도 실제 임상을 그대로 반영

하려고 하였고, 평가 역시 본 연구에 포함된 모든 실용적 연구에서 

삶의 질, 요통과 관련된 기능적 변화 등을 다각도에서 평가하였고, 

6개 중 5개의 연구에서 6개월 이상의 장기적 추적조사를 통해 침 

치료의 장기적 효과를 평가하였다. 한편, 실용적 연구에서는 개별

적인 침 치료 시술을 허용함으로써 연구의 재현성이 낮다는 점과 

플라시보 대조군 없이 대부분 현행의 양방 치료와 효과를 비교하였

기 때문에 환자들의 맹검이 불가능했고, 침 치료군에 참여한 환자

들이 갖고 있던 기대심리, 믿음 등 침의 비특이적 효과가 강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음으로 인해 침의 특이적 효과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와 함께 침 외에 뜸이나 부항 등 부수

적인 치료법들을 병행하여 침 치료 패키지에서 어떤 치료가 효과를 

나타냈는지 평가가 불가능하였으며, 연구에 참여한 의료인이 2명 

이상인 경우가 많아 의료인의 편차가 결과에 끼칠 가능성도 있었다. 

관찰연구는 실용적 연구와 비슷한 측면이 많았으며, 가장 큰 장

점은 실제 임상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또한, 많은 

수의 환자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 본 연구에 포함된 관찰연구에

서 알 수 있듯 디스크 탈출을 확진 받은 요통, 혹은 반척추분리증, 

고질적인 요부 근막염과 같은 특이성 요통을 대상으로 연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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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ngths Limitations

Experiment
al study

Explanatory ㆍHigh internal validity
ㆍHigh Reproducibility
ㆍHigh quality of report on acupuncture treatment

ㆍLow external validity
ㆍDifficulty to reflect acupuncture treatment in 

practice
ㆍShort-term follow up

Pragmatic ㆍReflection of acupuncture treatment in real practice
ㆍHigh external validity
ㆍLong-term follow up
ㆍEvaluation of various outcomes
ㆍEvaluation of cost-effectiveness

ㆍImpossibility to evaluate specific acupuncture 
treatment

ㆍDifficulty to apply the result to specific patients in 
practice

ㆍLow reproducibility
Observational study ㆍReflection of acupuncture treatment in real practice

ㆍInclusion of many participants
ㆍPossibility to study rare diseases

ㆍImpossibility to evaluate specific acupuncture 
treatment

ㆍLow internal validity, especially in studies without 
controls

ㆍLow response rate
Qualitative study ㆍSuggestion of various aspects of acupuncture 

treatment that cannot be evaluated in quantitative 
studies 

ㆍImpossibility to control researcher’s bias
ㆍLow impact compared to quantitative studies

Table 3. Strengths and Limitations of Study Designs

있다는 점이 장점이었다. 한편, 실용적 연구와 마찬가지로 침 시술

의 특이적 효과를 평가할 수 없다는 문제점과 대조군 부재로 인한 

내적 타당성 저하, 평가시점에 참여자들의 낮은 응답률 등으로 인

한 타당성 저하 등의 문제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질적 연구는 일반적으로 체계적 고찰 연구의 대상은 

아니지만, 다양한 임상 관련 연구 디자인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

에 포함시켰으며, 가장 큰 장점은 양적 연구로 반영할 수 없었던 

침 치료의 과정, 치료의 목표와 환자들이 느끼는 침 치료의 효과에 

대해 깊게 탐색함으로써 수치로서 평가될 수 없었던 침 치료의 핵

심적인 부분을 보여줄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는 

향후 침 시술 프로토콜의 설계나 결과 평가도구를 개발하거나 선택

함에 있어서 방향제시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한편, 질적 

연구는 침 치료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

의 결과가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낮고, 연구자의 선입견이나 편견

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한계가 있었다. 

각 연구디자인의 장점과 한계점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Table 3).

지금까지 요통의 체계적 고찰의 결과에 근거하여 각 연구디자인

별로 장점과 단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각 연구디자인마다 장점이 

있었고, 내재적 한계와 각 연구의 설계가 미흡하여 발생한 극복 가

능한 한계점들이 있었다. 따라서 어떤 특정 디자인만이 우월한 연

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연구의 목적과 연구 대상의 특징에 

따라 각 연구디자인의 장점과 한계점들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연구디자인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고찰한 각 

연구디자인의 장점과 한계점들을 바탕으로 연구대상과 목적에 따

라 각 연구디자인이 어떻게 활용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도

록 하겠다. 

침 치료가 일반화된 질환에 대해서는 코호트 연구처럼 많은 수

의 환자를 장기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연구디자인이 적절할 것이

다. 특히, 코호트 연구는 치료의 장기적 효과를 평가할 수 있기 때

문에 만성적 질환에 적절할 것이다.

침 치료가 일반화되어 있지만 서양의학에 있어 효과가 있는 치

료법이 확립되지 않은 질환의 경우에는 침 치료와 서양의학의 치료

법의 효과를 비교하는 실용적 임상연구가 가능할 것이다39). 또한, 

실용적 임상연구는 실제 임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침 시술의 양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화된 침 시술의 적용이 어렵고 

환자와 침 시술자 간의 치료적 관계 형성이 치료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내상질환일 수록 더욱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만약 

현실적, 윤리적 이유로 무작위배정이 불가능하여 실용적 연구가 이

뤄질 수 없다면, 유사 실험적 연구 중 대조군이 있는 전후 평가 

연구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임상적 효과 평가뿐만 아니라 

경제성 평가의 병행을 고려한다면, 실용적 임상연구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穴位나 침 시술의 방법에 있어서 정형화된 시술이 이뤄지

고 있는 일부 질환들에 대해서는 설명적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무

엇보다 설명적 연구는 침의 효과가 관찰연구나 실용적 연구를 통해 

어느 정도 밝혀진 상태에서 특정 穴位에 자침하는 것이 정말 효과

가 있는가라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연구를 할 때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체계적 고찰에 포함된 2편의 설명적 연구26,40)에

서 알 수 있듯 침 시술의 빈도, 자침 깊이 혹은 서로 다른 종류의 

침 시술법의 효과를 비교하는데도 유용한 연구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설명적 연구는 ‘침이 효과가 있는가’라는 광범위한 질문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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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침의 특이적 효과, 침 치료법의 비교 등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연구하고자 할 때 적절한 연구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침 치료가 일반화되지 않은 질환, 혹은 희귀해서 서

양의학에서도 치료법이 확립되지 않은 질환들에 대해서는 증례군 

연구나 증례보고 등이 이러한 질환들에 대한 침 치료 가능성을 보

여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하나의 질환에 대한 임상연구들을 연구방법론 중심으

로 체계적 문헌고찰을 시도한 연구로서 실험적 연구뿐만 아니라 

관찰연구, 질적 연구까지 포함함으로써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포괄

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가장 큰 한계점은 체계

적 고찰을 혼자서 수행하였기 때문에 각 단계에서 오류 및 편견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 체계적 고찰에서 언어와 시간, 검색 

엔진을 제한함으로써 영어, 중국어,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쓰

인 임상연구, 2000년 이전과 2010년 이후의 연구와 Pubmed, 

EMBASE, Cochrane Library에서 검색되지 않았던 연구들은 배제

되었을 것이다. 셋째, 침 임상연구의 연구방법론을 고찰함에 있어 

요통이라는 특정 질환에 국한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다른 

질환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의 일반화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 포함된 관찰연구와 질적 연구의 수가 

각 연구 디자인의 일반적인 특징 및 장점과 단점을 평가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다섯째, 체계적 고찰에 포함된 연

구들의 연구보고의 질에 있어 큰 편차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발견된 연구 디자인에 따른 차이가 실제 이뤄진 연구의 차이가 아

닌 보고의 차이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한의학 이론에 근거한 침 시술의 특징을 잘 반영

할 수 있는 임상연구방법론 개발을 위해 요통의 침 임상연구들을 

연구방법론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

렸다.

침 치료는 단순히 경혈에 침을 삽입하는 것 이상의 다양한 요소

들이 결합하여 이뤄지는 복합적 치료과정으로 한의학적 진단에 근

거한 개별 치료와 配穴, 정확한 穴位, 得氣, 증상에 따른 手技, 적절

한 留鍼시간과 치료횟수, 치료간격, 의료인과 환자의 긴 한 관계 

형성 등이 침 치료의 핵심적인 요소라는 전제 하에 요통의 침 임상

연구에 대해 체계적으로 고찰한 결과, 설명적 연구에 비해 관찰연

구나 실용적 연구가 침 치료의 핵심적 요소를 잘 반영하였다. 질적 

연구는 침 치료의 과정 및 치료효과에 대해 깊게 탐색한 연구들로 

양적 연구로 평가되기 어려웠던 개별 치료의 중요성, 환자와 의사

의 관계의 중요성 등이 밝혀졌다. 

근거중심의학에서는 일반적으로 무작위배정 대조 연구(RCT)로 

대표되는 설명적 연구를 가장 과학적인 연구디자인으로 중시하고 

있으나 본 연구의 결과 전체적으로 한의학적 침 시술의 특징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연구는 관찰연구와 실용적 연구였으며, 질적 연구

는 양적 연구에서 평가될 수 없었던 침 치료과정과 치료목표, 치료

결과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하였다. 따라서 향후 침 

임상연구를 설계함에 있어서 ‘과학적’이라는 이유로 설명적 연구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기보다는 연구의 목적과 대상에 따라 각 연구디

자인의 장점과 한계를 고려하여 적절한 연구디자인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연구디자인에는 내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여 내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어떤 연

구디자인을 선택하든 침 치료의 핵심적 요소를 잘 반영할 수 있도

록 설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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