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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effects of ultra sound (U/S) and
chuna on lumbago by meridian muscle electrography (MMEG). we performed U/S and chuna on erector spinae muscle.
Methods This study was carried out on 20 lumbago patients. 20 patients were divided
into U/S group and chuna group. U/S group take treatment 5 minutes. Chuna group take
treatment 10 minutes. After performing U/S and chuna treatment 6 times, we compared
both in terms of VAS, ODI, ROM, root mean square (RMS) and special edge frequency
(SEF) on erector spinae muscle. The effect of each treatments are compared by Wilcoxon’s
signed rank test. The difference of effect between both groups are compared by Wilcoxon’s
rank-sum test.
Results 1. Both U/S group and chuna group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 in VAS and
ODI after treatment. 2. U/S group showed insignificant improvement in both RMS and SEF.
3. Chuna group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 in SEF at left lower point and RMS at left
upper point. 4. Both U/S group and chuna group showed insignificant improvement in
ROM. 5.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both groups except SEF at left upper
point.
Conclusions According to above results, we found out that performing U/S or chuna on
erector spinae muscle has effect in terms of VAS and ODI. But, in terms of SEF, we found
out different result for both side. And we can’t found out effect in terms of RMS and ROM
of L-spine. (J Korean Med Rehab 2015;25(4):9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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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생산력 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2).

서론»»»

요통으로 인한 요부 근육의 병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

요통은 현대 성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의 제한을

기 위해 경근전도(meridian-electromyograph, MEMG)를

유발하는 주된 질환으로 전체 인구의 70∼85%는 일생 동

활용해 볼 수 있다. 경근전도는 근육의 상태를 나타내는

1)

안 한 번 이상의 요통을 경험하게 된다 . 근로자의 50∼

생리신호로써, MEMG를 활용한 근긴장도와 근피로도의

65 %는 업무수행 중에 요통을 경험하며 이는 산업국가에

분석 기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3), 임상 의학적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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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아니라 상해의 예방 및 운동선수의 과학적인 훈련에도
활용되고 있다4).
경근전도를 활용한 선행연구로는 파킨슨씨병과 소뇌
5)

6)

이상 환자의 운동 양상 분석 , 하지의 경직의 평가 , 전
7)

침과 경근 저주파의 경직 완화에 대한 효과 분석 , 요통
환자에 대한 경근 중주파요법과 추나요법의 치료효과 비

1) 선정기준
(1) 만 19세 이상, 65세 이하의 남성 및 여성
(2) 요통으로 인한 증상을 겪고 있는 자
(3) 본 인체적용시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자
의로 참여를 결정하고 동의서에 서명한 자

8)

교연구 등이 진행되어 있다.
경근전도를 통해 추나요법과 혈위초음파요법의 효과에

2) 제외기준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하고, 두 치료 간의 비교를 통해

(1) 과거 척추관련 기질적 질환의 진단을 받은 자

혈위초음파요법과 추나요법의 임상에서의 활용도를 높일

(2) 요통 관련 수술 경험이 있는 자

수 있는 이론적 근거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3) 최근 3개월 이내에 요통과 관련된 약물 복용이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저자는 요통 환자에게 각각 기립근에 추나요법
혹은 혈위초음파요법을 시행한 후 치료 시행 전 후 환자

대체 요법을 사용한 자
(4) 임상시험에 비협조적인 태도의 가능성이 있는 자
또는 시험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들의 근전도, VAS, ODI 및 굴곡과 신전의 ROM의 변화
정도를 통해 두 군 의 치료효과 및 두 군 간의 치료효과의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이에 결과를 얻어 보고하는 바이다.

2. 연구 및 측정방법
1) 처치
(1) 추나요법군의 처치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추나요법군의 경우 요추 기립근 경근이완/강화기법(근
에너지기법)과 Cox 기법을 10분간 시술하였다.
요추 기립근 경근이완/강화기법(근에너지기법)9)은 다
음과 같이 시행하였다(Fig. 1).

본 연구는 2015년 3월 1일부터 2015년 8월 20일까지

① 환자는 측와위로 눕게 하고 아래의 팔은 환자의 뒤

요통환자 20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세명대학교 캠

에 두고 위의 상체는 앞으로 회전시켜 위의 팔이 테이블

퍼스 내에 모집공고문을 붙인 후 공고문을 보고 전화문의

아래로 자연스럽게 떨어지도록 하고 아래의 하지는 무릎

하였거나, 혹은 병원에 내원한 요통환자 중에서 본 연구

과 고관절을 굴곡시켜 안정시킨다.

에 대한 설명 후 서면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하여 동의서

② 의사는 환자의 앞에 위치하여 한손으로는 환자의

를 작성하고, 선정기준을 모두 만족하며 제외기준에 해당

골반의 전상장골극을 고정하고 다른 한손으로는 위쪽의

사항이 없는 20명을 선정하였다.
이번 임상시험에는 총 39명이 자원했으며, 그 중 스크
리닝 단계에서 8명이 탈락하였고 11명이 개인사유로 총
6회의 방문횟수를 채우지 못하여 중도 탈락하였다.
치료기간은 3주였으며, 치료횟수는 6회로 시행하였다.
무작위배정을 통하여 혈위초음파요법을 시행한 군(혈위초
음파군, 10명)과 기립근에 추나요법을 시행한 군(추나요법
군, 10명)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요법을 시행 후 결과를 비
교하였다. 대상자 선정기준과 제외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본 임상시험은 본원 임상시험연구윤리위원회(IRB No.
2015-05-01)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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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patient side lying lateral position. Doctor perform
muscle energy technique on erector spinae muscle 5 minutes.

혈위초음파요법과 추나요법이 요통환자 척추 기립근의 경근전도에 미치는 영향

요추부 근육을 넓게 잡은 후 전상장골극을 후방으로 밀어

시술한다. 혈위초음파요법은 2 MHz의 주파수로, 치료강

서 시술자의 몸에서 멀어지게 하여 척추기립근의 최대 이

도는 1 W/cm2로 시행한다.

완까지 오게 한다.

① 환자는 테이블 위에서 복와위로 눕는다.

③ 환자는 숨을 들이쉬면서 상체를 저항에 반하여 후

② 시술자는 환자의 양측 척추기립근 부위에 상처가

방으로 회전시키는 방향으로 힘을 주게 하여 5초간 유지

없는지 확인 후, 척추기립근 부위를 알코올 솜으로 소독

하게 한 후 환자에게 힘을 완전히 빼게 하여 이완시켜 5

한다.

초간 안정 상태에서 유지시킨다.
④ 안정 상태 이후 다시 척추기립근을 최대이완까지

③ 시술자는 혈위초음파의 음도자에 sonic-gel을 도포
한다.

오게 하여 환자의 호흡을 이용한 등척성 수축 운동을 4회

④ 음도자를 이용하여 환자의 척추기립근 부위를 2.5

더 반복한 후 반대편 측와위로 눕게 하여 같은 기법으로

cm/sec의 이동속도로 120 Lb/inch2의 압박 정도로 50%씩

5회 반복한다.

중첩하여 시행한다.
10)

Cox 수기요법 은 다음과 같이 시행하였다(Fig. 2).
① 환자는 추나 테이블에 복와위로 엎드리도록 하고
의사는 추나테이블 골반대 측면에 선다.

⑤ 5분간 시행한다.
2) 경근전도

② 의사는 주동수로 치료하고자 하는 추간판의 위쪽

경근전도(meridian-electromyograph, MEMG)는 8 채널

척추 극돌기를 장근부로 접촉하고 보조수로 테이블의 손

전산화 무선 근전도 측정시스템(LXM3208-RH, (株)Laxtha,

잡이를 눌러 추나테이블의 골반대를 내린다. 이 때 접촉

Korea)을 사용하였으며 요방형근의 치료 전후의 RMS

수를 넓게 펴고 다섯 개 손가락 전체가 연조직 견인을 하

(root mean square) 및 SEF (special edge frequency)의

도록 하여 어제부에 불필요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변화를 비교 평가하였다. 척추기립근에서 腰陽關(GV3)

한 번 시행하는데 4초 정도의 속도로 시행하며 5분간

동일 높이에 해당하는 양측 부위에 좌측에는 1번 채널,

시술한다.

우측에는 2번 채널을 부착하였으며, 命門穴(GV4) 동일

(2) 혈위초음파군의 처치

높이에 해당하는 양측 부위에 좌측에는 3번 채널, 우측에

혈위초음파군의 경우 혈위초음파기기는 (株)스트라텍

는 4번 채널을 부착하여 총 4개의 채널에서 경근전도 신

사의 ST-50L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행하였
11)

다 (Fig. 3).
환자의 요추의 기립근 부위에 혈위초음파요법을 5분간

호를 측정하였다.
경근전도는 환자가 요부를 동일한 속도로 5초간 능동
신전 시키는 동안 측정하였으며 각각 총 3회 실시한 경근전
도 수치를 평균 내어 경근전도 결과로 사용하였다(Fig. 4).

Fig. 2. The patient lie prone. Doctor perform Cox technique 5
minutes.

Fig. 3. The patient lie prone. Doctor perform ultra sound 5
min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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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 The General Characteristic of Chuna and U/S Treated
Group

Male
Female
Age
Height
Weight

Chuna

U/S

p-value

3
7
38.70±16.91
163.12±8.65
58.49±9.98

6
4
24.50±5.19
167.02±10.11
68.35±17.61

0.361*
0.052†
0.353†
0.165†

Values are mean±SD.
Chuna: Group treated with chuna on erector spinae muscle,
U/S: Group treated with U/S on erector spinae muscle.
†
*Tested by Pearson’s chi-square test, Tested by Wilcoxon’s
rank-sum test.

를 사용하여 1명의 한의사가 전후의 각도를 비교하였다.

3. 자료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은 SPSS 18.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
Fig. 4. Attach the pad on both side of erector spinae muscle.

3) 통증수준
통증수준의 평가는 100 mm 시각적 상사척도(visual
analogue scale; VAS)를 사용하였다.
VAS는 환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요통 정도를 0∼100
mm의 선에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0 mm는 통증의

용하였으며 모든 자료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두 군 간의 성별 비교는 Pearson’s chi-square test를 사
용하였으며, 두 군 간의 연령, 키, 체중은 Wilcoxon’s
rank-sum test를 사용하였다. 각 군의 치료 전후 비교는
Wilcoxon’s signed rank test를 이용하였으며, 두 군 간의
치료효과 비교는 Wilcoxon’s rank-sum test를 사용하였
다. p-value는 0.05 이하인 경우를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자각증상이 전혀 없는 상태이며, 100 mm는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12).
4) ODI (Oswestry disability index)

결과»»»

ODI는 환자에 의해 작성되는 선다형 설문으로 일상생

1. 일반적 특성

활에서 각각의 동작과 관련된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
다. 각 항목에서는 일상생활의 장애를 0∼5점으로 6가지

연구 대상에서 추나요법군, 혈위초음파군은 각각 10 명

단계로 기술한다. 이 방법은 통증 정도보다는 일상생활의

이었으며, 추나요법군은 남자가 3 명, 여자가 7 명이었고,

장애 정도를 평가하는데 더 유의한 것으로 요통을 평가하

혈위초음파군은 남자가 6 명, 여자가 4 명이었으며 두 군

는데 기능적인 상태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13). 성생활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추나요법군의 평균 연령은

같은 답하기 모호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항목은

38.70±16.91 세, 평균 신장은 163.12±8.65 cm, 평균 체

생략하여 9개의 항목을 이용하였다14).

중은 58.49±9.98 kg이며, 혈위초음파군의 평균 연령은

5) ROM (range of motor)
환자의 요추부 굴곡 및 신전 ROM을 측면에서 각도기
96 J Korean Med Rehab 2015;25(4):93-103

24.50±5.19 세, 평균 신장은 167.02±10.11 cm, 평균 체
중은 68.35±17.61 kg으로 두 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
다(Tabl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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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기립근의 RMS를 평균내었을 때 51.72±20.97 μV

2. 치료성적

에서 64.94±34.07 μV로 증가하였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1) RMS 측정

(Table III).

(1) 추나요법군의 RMS
추나요법군의 경우 좌측 하부 척추기립근의 RMS는

2) SEF 측정

52.36±15.38 μV에서 44.98±8.59 μV로 감소하였으며

(1) 추나요법군의 SEF

유의성이 있었다(p＜0.05). 좌측 상부 척추기립근의 RMS

추나요법군의 경우 좌측 상부 척추기립근의 SEF가

가 51.99±11.82 μV에서 50.22±11.81 μV로 감소하였

50.81±12.62 Hz에서 61.25±18.40 Hz로 증가하였으며

으며 좌측 척추기립근의 RMS를 평균내었을 때 52.18±

유의성은 있었고(p＜0.05), 좌측 하부 척추기립근의 SEF

12.07 μV에서 47.34±9.22 μV로 감소하였으나 유의성

는 55.28±18.21 Hz에서 64.41±24.95 Hz로 증가하였으

은 없었다. 우측 상부 척추기립근의 RMS는 52.94±11.80

나 유의성은 없었다. 좌측 척추기립근의 SEF를 평균내었

μV에서 52.40±13.76 μV로 감소하였으며 우측 하부

을 때 52.18±12.10 Hz에서 62.83±20.07 Hz로 증가하였

척추기립근의 RMS는 49.20±12.30 μV에서 46.16±12.24

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우측 상부 척추기립근의 SEF는

μV로 감소하였고, 우측 척추기립근의 RMS를 평균내었

53.10±16.73 Hz에서 59.66±22.86 Hz로 증가하였고, 우

을 때 51.07±11.53 μV에서 49.28±12.65 μV로 감소
하였으나 모두 유의성은 없었다(Table II).
(2) 혈위초음파군의 RMS

Table III. Variation of RMS for U/S Group

혈위초음파군의 경우 좌측 상부 척추기립근의 RMS가
52.32±21.80 μV에서 54.07±19.20 μV로 증가하였고,
좌측 하부 척추기립근의 RMS는 50.53±21.25 μV에서
49.26±20.88 μV로 감소하였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좌
측 척추기립근의 RMS를 평균내었을 때 51.42±20.85 μ
V에서 51.67±19.62 μV로 오히려 증가하였으나 유의성
은 없었다. 우측 상부 척추기립근의 RMS는 52.22±20.69

Left side (Upper) (μV)
Left side (Lower) (μV)
Left side (μV)
Right side (Upper) (μV)
Right side (Lower) (μV)
Right side (μV)

Before treat

After treat

p-value

52.32±21.80
50.53±21.25
51.42±20.85
52.22±20.69
52.22±23.57
51.72±20.97

54.07±19.20
49.26±20.88
51.67±19.62
79.44±57.76
50.44±18.58
64.94±34.07

0.721
0.878
0.721
0.285
0.799
0.333

μV로 감소하였으나 둘 다 유의성은 없었다. 우측 척

Values are mean±SD.
Before treat: Check the RMS(root mean square) of erector spinae muscle before U/S treat, After treat: Check the RMS(root
mean square) of erector spinae muscle after U/S teatment is
ended.
Tested by Wilcoxon’s signed rank test.

Table II. Variation of RMS for Chuna Treated Group

Table IV. Variation of SEF for Chuna Group

μV에서 79.44±57.76 μV로 증가하였고, 우측 하부 척
추기립근의 RMS는 52.22±23.57 μV에서 50.44±18.58

Left side (Upper) (μV)
Left side (Lower) (μV)
Left side (μV)
Right side (Upper) (μV)
Right side (Lower) (μV)
Right side (μV)

Before treat

After treat

p-value

51.99±11.82
52.36±15.38
52.18±12.07
52.94±11.80
49.20±12.30
51.07±11.53

50.22±11.81
44.98±8.59
47.34±9.22
52.40±13.76
46.16±12.24
49.28±12.65

0.878
0.047*
0.059
0.799
0.386
0.878

Values are mean±SD.
Before treat: Check the RMS (root mean square) of erector
spinae muscle before Chuna treat, After treat: Check the RMS
(root mean square) of erector spinae muscle after Chuna
treatment is ended.
Tested by Wilcoxon’s signed rank test.
*represents p＜0.05.

Left side (Upper) (Hz)
Left side (Lower) (Hz)
Left side (Hz)
Right side (Upper) (Hz)
Right side (Lower) (Hz)
Right side (Hz)

Before treat

After treat

p-value

50.81±12.62
55.28±18.21
52.18±12.10
53.10±16.73
57.32±19.83
55.21±17.36

61.25±18.40
64.41±24.95
62.83±20.07
59.66±22.86
65.55±22.61
62.60±21.33

0.022*
0.386
0.241
0.374
0.203
0.169

Values are mean±SD.
Before treat: Check the SEF (special edge frequency) of erector spinae muscle before Chuna treat, After treat: Check the
SEF(special edge frequency) of erector spinae muscle after
Chuna treatment is ended.
Tested by Wilcoxon’s signed rank test.
*represents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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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하부 척추기립근의 SEF는 57.32±19.83 Hz에서
65.55±22.61 Hz로 증가하였으나 모두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다. 우측 척추기립근의 SEF를 평균내었을 때 55.21±
17.36 Hz에서 62.60±21.33 Hz로 증가하였으나 유의성

3) VAS 측정
추나요법군의 VAS는 6.50±1.64에서 4.20±1.22로 유
의한 감소가 있었다(p＜0.05).
혈위초음파군의 VAS는 6.30±2.21에서 4.00±2.35로

은 없었다(Table IV).
(2) 혈위초음파군의 SEF

유의한 감소가 있었다(p＜0.05) (Table VI).

혈위초음파군의 경우 좌측 상부 척추기립근의 SEF가
55.11±25.80 Hz에서 51.36±18.77 Hz로 오히려 감소하
였고, 좌측 하부 척추기립근의 SEF는 70.06±39.07 Hz에
서 74.45±22.99 Hz로 증가하였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좌측 척추기립근의 SEF를 평균내었을 때 62.59±31.56
Hz에서 62.91±18.93Hz로 증가하였으나 유의성은 없었
다. 우측 상부 척추기립근의 SEF는 54.50±32.80 Hz에서
44.28±16.41 Hz로 감소하였고, 우측 하부 척추기립근의

4) ODI 측정
추나요법군의 ODI는 10.30±2.16에서 5.80±2.29로 유
의한 감소가 있었다(p＜0.05).
혈위초음파군의 ODI는 11.00±5.14에서 7.50±5.48로
유의한 감소가 있었다(p＜0.05)(Table VII).
5) Lumbar ROM 측정

SEF는 62.75±35.86 Hz에서 69.72±25.35 Hz로 증가하

(1) Lumbar flexion

였으나 모두 유의성은 없었다. 우측 척추기립근의 SEF를

추나요법군의 요추부 굴곡 각도는 시술 전 74.50±

평균내었을 때 58.62±34.14 Hz에서 57.00±19.59 Hz로

6.43o에서 시술 후 78.00±4.21o로 증가했으나 유의성은

감소하였으나 유의성은 없었다(Table V).

없었다.
혈위초음파군의 요추부 굴곡 각도는 시술 전 78.80±
2.86o이었으며 시술 후 80.70±4.27o로 증가했으나 유의
성은 없었다(Table VIII).

Table V. Variation of SEF for ICT Group

Left side (Upper) (Hz)
Left side (Lower) (Hz)
Left side (Hz)
Right side (Upper) (Hz)
Right side (Lower) (Hz)
Right side (Hz)

Before treat

After treat

p-value

55.11±25.80
70.06±39.07
62.59±31.56
54.50±32.80
62.75±35.86
58.62±34.14

51.36±18.77
74.45±22.99
62.91±18.93
44.28±16.41
69.72±25.35
57.00±19.59

0.285
0.575
0.721
0.386
0.445
0.959

Values are mean±SD.
Before treat: Check the SEF (special edge frequency) of erector spinae muscle before U/S treat, After treat: Check the
SEF(special edge frequency) of erector spinae muscle after
U/S treatment is ended.
Tested by Wilcoxon’s signed rank test.

(2) Lumbar extension
추나요법군의 요추부 신전 각도는 시술 전 29.00±

Table VII. Variation of ODI for Chuna and U/S

Chuna
U/S

Before treat

After treat

p-value

10.30±2.16
11.00±5.14

5.80±2.29
7.50±5.48

0.005*
0.017*

Values are mean±SD.
Before treat: Check ODI before treat, After treat : Check ODI
after treatment is ended.
Tested by Wilcoxon’s signed rank test.
*represents p＜0.05.

Table VI. Variation of VAS for Chuna and U/S
Table VIII. Variation of flexion ROM for Chuna and U/S
Chuna
U/S

Before treat

After treat

p-value

6.50±1.64
6.30±2.21

4.20±1.22
4.00±2.35

0.004*
0.010*

Values are mean±SD.
Before treat: Check VAS before treat, After treat: Check VAS
after treatment is ended.
Tested by Wilcoxon’s signed rank test.
*represents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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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a
U/S
Values
Before
Check
Tested

Before treat

After treat

p-value

74.50±6.43
78.80±2.86

78.00±4.21
80.70±4.27

0.202
0.138

are mean±SD.
treat: Check flexion rom before treat, After treat:
flexion rom after treatment is ended.
by Wilcoxon’s signed rank test.

혈위초음파요법과 추나요법이 요통환자 척추 기립근의 경근전도에 미치는 영향

o

o

2.10 에서 시술 후 29.50±1.58 로 증가했으나 유의성은

않았다.
좌측 상부 척추기립근의 SEF는 추나요법군은 10.44±

없었다.
혈위초음파군의 요추부 신전 각도는 시술 전 29.00±
o

o

15.39 Hz, 혈위초음파군은 −3.75±8.28 Hz의 변화를 보

2.62 이었으며 시술 후 30.70±1.77 로 증가했으나 유의

였고 좌측 하부 척추기립근의 SEF의 경우 추나요법군은

성은 없었다(Table IX).

9.14±20.41 Hz, 혈위초음파군은 4.39±27.32 Hz의 변화를
보였으며, 좌측 척추기립근의 SEF을 평균냈을 경우 추나요

6) 두 군간 치료효과 비교
추나요법군과 혈위초음파군의 각 평가항목들의 치료

Table X. Comparison the Variation between Chuna and ICT

전후의 수치를 비교했을 때, VAS의 경우 추나요법군은
−2.30±1.16, 혈위초음파군은 −2.30±2.21의 변화를 보
였으며 ODI의 경우 추나요법군은 −4.50±3.14, 혈위초
음파군은 -3.50±3.24의 변화를 보여 두 군간 VAS와 ODI
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Flexion rom의 경우 추나요법군은 3.50±7.83o, 혈위초
음파군은 1.90±3.73o의 변화를 보였으며 Extension rom의
경우 추나요법군은 0.50±2.84o, 혈위초음파군은 1.70±
3.09o의 변화를 보여 두 군간 ROM의 유의한 차이는 보이
지 않았다.
좌측 상부 척추기립근의 RMS의 경우 추나요법군은
−1.77±8.21 μV, 혈위초음파군은 1.75±8.89 μV의 변
화를 보였으며 좌측 하부 척추기립근의 RMS의 경우 추나
요법군은 −7.91±10.38 μV, 혈위초음파군은 −1.27±
11.19 μV의 변화를 보였고, 좌측 척추기립근 RMS을 평
균냈을 경우 추나요법군은 −4.84±7.90 μV, 혈위초음
파군은 0.24±8.74 μV의 변화를 보였다. 우측 상부 척추
기립근의 RMS의 경우 추나요법군은 −0.54±11.06 μV,
혈위초음파군은 27.22±60.18 μV의 변화를 보였고 우측
하부 척추기립근의 RMS의 경우 추나요법군은 −3.04±
10.04 μV, 혈위초음파군은 −0.79±7.96 μV의 변화를
보였으며, 우측 척추기립근의 RMS을 평균냈을 경우 추나요
법군은 −1.78±10.01 μV, 혈위초음파군은 13.22±30.03
μV의 변화를 보여 두 군간 RMS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Table IX. Variation of extension ROM for Chuna and U/S

Chuna
U/S

Before treat

After treat

p-value

29.00±2.10
29.00±2.62

29.50±1.58
30.70±1.77

0.564
0.108

Values are mean±SD.
Before treat: Check extension rom before treat, After treat:
Check extension rom after treatment is ended.
Tested by Wilcoxon’s signed rank test.

VAS
ODI
Flexion
Extension
RMS (Left upper)
RMS (Left lower)
RMS (Left)
RMS (Right upper)
RMS (Right lower)
RMS (Right)
SEF (Left upper)
SEF (Left lower)
SEF (Left)
SEF (Right upper)
SEF (Right lower)
SEF (Right)

Chuna

ICT

p-value

−2.30±1.16
−4.50±3.14
3.50±7.83
0.50±2.84
−1.77±8.21
−7.91±10.38
−4.84±7.90
−0.54±11.06
−3.04±10.04
−1.78±10.01
10.44±15.39
9.14±20.41
9.78±15.81
6.56±16.00
8.23±18.60
7.69±15.85

−2.30±2.21
−3.50±3.24
1.90±3.73
1.70±3.09
1.75±8.89
−1.27±11.19
0.24±8.74
27.22±60.18
−0.79±7.96
13.22±30.03
−3.75±8.28
4.39±27.32
0.32±17.26
−10.22±24.42
6.97±26.02
−1.62±23.37

0.684
0.796
0.684
0.315
0.631
0.218
0.143
0.481
0.529
0.436
0.043*
0.971
0.579
0.190
1.000
0.796

Values are mean±SD.
Chuna: Group treated with erector spinae muscle chuna, U/S:
Group treated with U/S (Ultrasound) on erector spinae muscle, VAS: Variation of VAS between before treat and after
treat, ODI: Variation of ODI between before treat and after
treat, RMS (Left upper): Variation of RMS(root mean square)
for left upper side between before treat and after treat, RMS
(Left lower): Variation of RMS (root mean square) for left
lower side between before treat and after treat, RMS (Left):
Variation of RMS (root mean square) for left side between before treat and after treat, RMS (Right upper): Variation of RMS
(root mean square) for right upper side between before treat
and after treat, RMS (Right lower): Variation of RMS(root
mean square) for right lower side between before treat and
after treat, RMS (Right): Variation of RMS (root mean square)
for right side between before treat and after treat, SEF (Left
upper): Variation of SEF (special edge frequency) for left upper side between before treat and after treat, SEF (Left lower):
Variation of SEF (special edge frequency) for left lower side
between before treat and after treat, SEF (Left): Variation of
SEF (special edge frequency) for left side between before treat
and after treat, SEF (Right upper): Variation of SEF (special
edge frequency) for right upper side between before treat and
after treat, SEF (Right lower): Variation of SEF (special edge
frequency) for right lower side between before treat and after
treat, SEF (Right): Variation of SEF (special edge frequency)
for right side between before treat and after treat.
Tested by Wilcoxon's rank-sum test.
*represents p＜0.05.

www.e-jkmr.org 99

조동인⋅윤정원⋅박동수⋅김순중

법군은 9.78±15.81 Hz, 혈위초음파군은 0.32±17.26 Hz의

근피로는 근육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거나 혈액 중

변화를 보였다. 우측 상부 척추기립근의 SEF의 경우 추나

젖산의 비율이 증가하여 근력 생산이 감소되는 것을 말하

요법군은 6.56±16.00 Hz, 혈위초음파군은 −10.22±

며23), 이로 인해 근육에 피로가 유발되면 근섬유의 활동

24.42 Hz의 변화를 보였고 우측 하부 척추기립근의 SEF

전위의 전파 속도가 느려지게 된다24). SEF 수치가 높을수

의 경우 추나요법군은 8.23±18.60 Hz, 혈위초음파군은

록 근섬유의 활동 전위의 전파 속도가 빨라지는 것으로

6.97±26.02 Hz의 변화를 보였으며, 우측 척추기립근의

근육의 피로정도가 적은 것으로 판단한다25).

SEF을 평균냈을 경우 추나요법군은 7.69±15.85 Hz, 혈위

한방물리요법 중 혈위초음파요법은 초음파 에너지를

초음파군은 −1.62±23.37 Hz의 변화를 보여 좌측 상부

통하여 기계적 진동 작용 및 열 작용을 통해 국소 혈관을

척추기립근의 SEF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X).

확장시키고 혈류를 확대하며, 신진대사를 촉진해주는 치
료법으로11), 통증을 경감시키는 효과와 더불어 관절 가동
범위를 증가시켜주고26), 부종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뛰어
나다고 알려져 있으며27), 상부승모근의 통증에 미치는 영

고찰»»»

향28), 골절에 대한 치유 효과29), 국소의 항 종양 효과에

요통은 근래에 빈도가 더욱 증가되고 있으며, 직장인이

대한 연구30) 등이 진행된 바 있다.

결근하거나 조퇴를 하는 가장 많은 원인이 되고 있어 개

근에너지기법은 시술자의 힘과 환자가 주동근에 주는

인적인 건강문제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중

힘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등척성 운동시에 수축하고 있는

15,16)

근육의 길항근에 상호억제 반응이 일어나며, 생리학적,

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서양의학에서 요통의 원인은 요천추부 염좌, 추간판 탈

신경학적 반응에 의해 수축 후 이완 효과가 발생되어 단

출증, 척추관 협착증, 척추 분리증과 척추 전위증, 골다공

축된 근육과 조직을 이완시키는 치료법이다31). 이러한 근

증, 퇴행성 변화 등으로 보고 있다. 요통을 치료하는 방

에너지기법은 운동이 제한된 관절의 가동화, 근육 및 근

법으로는 침상안정, 약물치료, 척추주사치료, 물리치료,

막의 신장, 국소 순환 향상, 근육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한

17)

환자 교육 및 수술적 치료 등이 제시되고 있다 .
18)

19)

신경-근육 관계의 조정, 비대칭의 약화 부위의 강화, 호흡

Andersson EA 나 McGill S 는 초음파를 활용하여 근

과 순환기능의 개선, 통증의 완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

육의 근복 중앙 부위에 패드를 부착하여 근전도를 측정하

어 최근 수기치료 중에서 가장 유용하게 쓰이고 있으며32),

였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命門穴(GV4), 腰陽關(GV3) 동

최근 근에너지기법을 이용한 자세 교정33), 통증 호전34),

일 높이에 해당하는 양측 부위에 척추기립근의 근복 부위

관절 운동 범위 증가35), 통증 유발점 비활성화36), 양측 척

를 촉진하여 패드를 부착하여 경근전도를 측정하였다.

추기립근의 비대칭 분율 감소37)에 대한 선행연구가 진행

근전도는 주변의 기기, 소음 등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
20)

있기 때문에

주변에 다른 기기가 없는 독립된 방에서

되었다.
Cox 기법은 척추의 인체공학과 자연적 척추 운동성에
중점을 가지고 flexion과 distraction의 방법으로 척추를

측정을 시행하였다.
경근전도는 RMS와 SEF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RMS

치료하는 치료기법으로써38) 척추전방전위증38)과 요천추

를 활용하여 근긴장도를 측정하였는데, RMS는 근육이 수

신경근병증39)에 대한 치료효과의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축하는 동안 증가하는 형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근육의 힘

본 연구에서는 임상에서 추나요법과 혈위초음파요법이

21)

의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된다 . 그리고 RMS 수

요통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추나요법과 혈

치가 높아질수록 근육의 긴장도 혹은 활성도가 높아진다

위초음파요법의 치료효과를 비교하여 그 실효성의 여부

22)

고 할 수 있다 . 근긴장도가 높아질 경우 같은 동작을

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므로, 각각의 군에 기립근에 대

할 때 사용되는 근육의 활동량이 늘어나야하기 때문에 일

하여 각각 추나요법과 혈위초음파요법을 시행하여 실제

반적으로 RMS 수치가 높아질수록 근육에 과부하가 쉽게

임상에서의 치료효과를 가늠해보고자 하였다.

걸리는 상태로 근긴장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근피로도 지표로는 SEF를 활용하였는데,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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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은 모두 요통에 유효한 치료효과를 가지고 있고, 근피로

추나요법군은 남자가 3명, 여자가 7명, 혈위초음파군은

도의 회복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추나요법에서 더 나은

남자가 6명, 여자가 4명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추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한의사가 수기로 치료

요법군과 혈위초음파군의 평균 연령, 평균 신장, 평균 체

하는 추나요법의 경우, 물리치료 기기를 필요로 하는 혈

중에서 두 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위초음파요법에 비해 임상적으로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

혈위초음파군의 기립근의 RMS에서 좌우측 모두 유의

각된다.

성 있는 결과를 확인하지 못했다. 추나요법군의 경우 좌

이번 연구를 근에너지기법과 경근 중주파요법의 비교

측 하단부의 경우만 유의하게 감소되는 결과를 얻었으며

연구40)와 비교하면, 요방형근에 경근 중주파요법을 시술

그 외의 부분에서는 모두 RMS의 감소를 보였으나 유의하

한 경우 좌측 요방형근의 SEF와 VAS, ODI에서 유의한

지 않았다.

효과가 있었으며, 요방형근에 근에너지기법을 시술한 경

SEF의 경우 혈위초음파군에서는 양측 모두 유의한 결

우 좌측 요방형근의 SEF와 VAS, ODI에서 유의한 효과가

과를 얻지 못하였다. 추나요법군의 경우 좌측 상단부에서

있었다. 경근 중주파요법와 근에너지기법 간에 유의한 차

만 유의하게 증가했으며 그 외의 부분에서 모두 SEF의

이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증가를 보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혈위초음파요법과 추나요

혈위초음파군의 경우 RMS와 SEF 모두 유의한 결과를

법 모두 요통의 치료에 활용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

얻지 못하였으며 추나요법군도 모든 부분에서 호전된 수

다. 본 연구는 요통 환자들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두 가

치를 보였으나 한 부분에서만 유의성이 있었는데, 사전

지 치료방법의 효용성에 대한 비교를 하되, 요통의 평가

스크리닝 모임에서 환자의 주요 통처가 어느 쪽인지, 척

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며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 통

추기립근의 경결정도는 어떠한지 등에 대한 조사를 시행

증지표인 VAS, 요통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장애정도를 평

하지 못했던 것은 이번 연구의 아쉬운 부분이다. 또한 시

가하는 ODI, ROM과 함께 객관적으로 근육의 상태를 볼

술횟수를 늘려서 확인을 해 보거나, 시술 후 충분한 시간

수 있는 경근전도를 지표로 삼아 요통의 치료효과에 대해

이 경과한 후 양측 근육에 시술시 자극으로 인한 긴장이

입체적으로 관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풀어진 후 관찰을 해 보는 등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혈위초음파요법 및 추나요법에서 VAS와 ODI는 모두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하지만, 피실험군이 20명이었으며, 대조군이 없었고,
시술 전과 시술 후에 경근전도 변화를 측정했던 만큼, 대
조군과의 비교 및 치료효과의 지속시간에 대한 추적조사
등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요통 환자에게 추나요법이나 혈위초음파요법의 시행이

연구는 척추 기립근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던 만큼, 대

환자의 자각적 통증 정도에 호전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상자 선정시 척추 기립근의 이상을 가지고 있는 요통환자

수 있으며, 자각적 통증의 감소를 통해 요통 환자들이 요

를 선정기준으로 정하지 못한 것은 이번 연구의 아쉬운

통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장애정도에서 호전을 기대할 수

부분이다.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추의 굴곡 및 신전의 ROM에서는 두 군 모두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혈위초음파요법 및 추나요법의 각 평가항목들의 치료

결론»»»

전후의 수치를 비교했을 때, 좌측 상단의 SEF에서만 두

요통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 대상자를 모집하여

군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이에 부분적으로 추나요

2015년 3월 1일부터 2015년 8월 20까지 추나요법군 10명

법이 혈위초음파요법에 비해 요통환자 척추기립근의 근피

과 혈위초음파군 10명으로 나누어 치료 전후를 관찰하여

로도 회복에 보다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그 외의 지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에서는 두 군간 치료효과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추나요법과 혈위초음파요법

1. 추나요법군 및 혈위초음파군 모두 요통환자의 VAS
와 ODI를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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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혈위초음파군의 RMS와 SEF의 유의성은 없었다.
3. 추나요법군의 좌측 상단의 SEF와 좌측 하단의 RMS
의 경우 유의한 호전이 있었으며, 그 외의 경우 RMS와
SEF의 호전은 보였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4. 혈위초음파군과 추나요법군 모두 ROM의 변화에 유
의성은 없었다.
5. 추나요법군 및 혈위초음파군 간의 치료효과는 좌측
상단에서 측정한 SEF를 제외하고는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었다.
이상으로 요통환자에 대한 기립근의 추나요법 및 혈위
초음파요법의 시행이 VAS 및 ODI 수치 감소에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추나요법군의 경우 좌측 상
단부분의 SEF와 좌측 하단의 RMS의 유의한 수준의 호전
을 보여 요통환자의 기립근에 대한 추나요법과 혈위초음
파요법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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