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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effects of MSAT (Motion style
acupuncture treatment) using Sandbag regarding low back pain with HIVD of L-SPINE.
Methods Forty patients received inpatient treatment from March 16 to May 16, 2015 in the
Daejon-Jaseng oriental medicine hospital were divided into 2 groups by blocked randomization: Group A (n=20) is routine treatment on HIVD of L-SPINE with MSAT using Sandbag
and Group B (n=20) is routine treatment on HIVD of L-SPINE (acupuncture, Shinbaro pharmacopuncture, herb medication, chuna treatment and physiotherapy). The MSAT (Motion style
acupuncture treatment) using Sandbag was administered each day and both groups were received routine treatment each day. Evaluations were made before treatment, after 3 days and
7 days, and before discharge using the NRS (numeric rating scale) and ODI (oswestry disability index). The statistically significance was evaluated by SPSS 22.0 for windows.
Results The NRS (numeric rating scale) and ODI (oswestry disability index) of both A and
B groups after 3, 7 days and before discharge of treatment significantly decreased (p
＜0.05). Regarding group comparison, the NRS (numeric rating scale) and ODI (oswestry
disability index) of A group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B group at 3, 7 days, before discharge (p＜0.05). Regarding improvement of the NRS (numeric rating scale) and ODI
(oswestry disability index), A group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B group at 3 day (NRS),
7 day (ODI) (p＜0.05).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at 7 days (NRS)
and before discharge (p＜0.05).
Conclusions Compared to routine treatment, the MSAT (Mostion style acuputure treatment) using Sandbag significantly improved the NRS (numeric rating scale) and ODI
(oswestry disability index) after 3, 7 days, and before discharge. Because early intervention
determines the grade of Low back pain with HIVD of L-SPINE, the MSAT (Motion style acupuncture treatment) using Sandbag will be clinically helpful to patients at the early stage. (J
Korean Med Rehab 2016;26(1):79-86)
Key words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MSAT (Motion style acupuncture treatment) using
Sandbag, lumbar disc herniation, NRS (numeric rating scale), ODI (oswestry disability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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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상 요추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고 요통으로 인하여

서론»»»

극심한 통증 및 일상생활 곤란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대상

요추추간판탈출증은 주로 하위요추부 추간판의 퇴행성

으로 Sandbag MSAT를 시행한 군과 시행하지 않은 군을

변화나 외력에 의해서 섬유륜의 중앙, 내측 또는 외측섬

비교하여 유효한 결과를 얻은 바,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유의 파열로 수핵의 일부 또는 전부가 탈출을 일으켜 경
막이나 신경근을 압박하여 신경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으
로 신경근의 압박으로 인해 요통과 하지 방사통이 유발되
며, 이학적 검사 시 하지 직거상 각도의 제한, 근력약화,
감각이상 등이 보이게 된다. 빈도는 L5 신경근, S1신경근,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L4 신경근 순서로 다발하며, 대개는 후외측탈출이고 간혹
중앙탈출이나 전방탈출도 발생한다1). 한의학에서는 요추
2)

본 연구는 2015년 3월 16일부터 2015년 5월 16일까지

추간판탈출증은 腰脚痛이라 하여 巢元方 이 腰脚痛十候

자생한방병원에 내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 중

論 중 “腰脚疼痛候”로 지칭하였으며 원인에 대하여는

L-SPINE X-ray 소견상 골절 소견을 배제하고 L-SPINE

2)

3)

巢 는 “腎氣不足而風邪所乘”이라 하고 謝 는 “寒氣痰濕

MRI 및 이학적 검사 상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고,

入於膀胱及膽二經所致”라 하여 風寒濕三氣가 腎氣不足을

추간판 탈출 정도나 위치로 나누지 않고, 요통을 호소하

乘하여 膀胱經과 膽經에 侵入한 것이 주된 것이라고 보았

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침치료, 약침치료, 추나치료를 시

다. 추간판 탈출증의 치료에는 수술적 치료와 보존적 치

행한 환자 20명, 침치료, 약침치료, 추나치료 및 Sandbag

료가 있고, 보존적 치료인 한의학적 치료방법으로는 침구

MSAT를 추가로 시행한 환자 20명을 고정성 무작위배정

요법, 한약요법, 봉독요법, 추나요법 등이 활용되고 있으

(Fixed randomization) 중 블록 부작위배정(Bolcked ran-

며 요추 추간판탈출증 환자의 요통, 하지이상감각, 하지

domization)을 사용하여 입원 순서에 따라서 무작위로 최

방사통 등의 치료와 일상생활의 동작기능 회복에 효과적

종 선정하였다.

4-6)

이다 .
동작침법(MSAT)이란, ‘Motion Style Acupuncture
Treatment’의 약어로 자침을 한 후 환자로 하여금 자침부
위를 움직이게 하는 치료법으로 근골격계 질환의 환자에

2. 연구방법
1) 피험자 동의

게 유효한 치료성과를 보이는 새로운 기법으로 급성 요통

연구 진행에 앞서 자생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서 2015년

환자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그 적응증이 요추추간판탈출증

4월 11일자 승인번호 KNJSIRB2015-10로 연구승인을 받

으로 인한 하지방사통, 목디스크, 좌골신경통 등에 유효한

았으며, 연구에 참여하게 된 환자분들에게는 입원시 학술

치료 성과를 내고 있는 자생한방병원 고유의 치료법이다.

자료활용에 동의하는 내용으로 서면동의를 대신하였으며,

7)

19)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는 Shin , Huh

등의 연구가 있었

다. 그 중 Sandbag MSAT란, ‘Motion Style Acupuncture
Treatment using Sandbag’의 약어로 침이 특정 혈위에 자

개인정보활용을 하지 않는 연구로 진행하였다.
2) 피험자 선정 및 제외, 탈락기준

침되는 것은 전통적인 방식과 유사하지만 침이 자침된 채

고정성 무작위배정(Fixed randomization) 중 블록 부

환자의 몸을 Sandbag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보행하게

작위배정(Bolcked randomization)을 사용하여 입원 순서

한 후 수동적 혹은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독특한 방

에 따라서 무작위로 최종 선정하였으며, L-SPINE X-ray

법으로, 요추추간판탈출증 및 기타 요추 관련 질환으로

소견상 골절 소견을 배제하고 L-SPINE MRI 및 이학적 검

인한 요통 및 둔부 통증 등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다. 하

사 상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고, 추간판 탈출 정

지만 Sandbag MSAT 후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요

도나 위치로 나누지 않고, 요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대

통의 호전도를 임상적으로 연구한 결과는 찾기 힘들었다.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자생 한방병원에 입원한 요통 환자 중 L-SP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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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현재 사용하고 있는 Sandbag은 하나의 도구일 뿐

3) 무작위배정 및 맹검(Blinding)

이고, 비슷한 무게의 어떠한 도구를 사용하여도 상관없

연구 진행 중 참여자는 연구 내의 중재에 개입을 하며,
무작위로 선정된 40명의 환자군들은 연구 내의 중재에 알
지 못하게 하여 연구 측정 및 결과에 대해 인위적인 조작
을 통제할 수 있는 single blinding 방식을 이용하였다.

다.
각 군에 시행한 기본적 처지는 (2)에서 (5)의 항목과
같다.
(2) 약침치료
자생약침연구소에서 제조한 신바로약침 2.0 cc를 일회

4) 중재(실험, 대조군에 대한 처치 내용)

용주사기(정림의료기산업(주), 3 ml, 25 g×2″ syringe)를

(1) Sandbag MSAT (Fig. 1, 2)

이용하여 요추 추간판 탈출증 환부의 후관절면을 향하여

Sandbag MSAT란, Motion Style Acupuncture Treatment

직각으로 50 mm의 심도로 종으로 자입하여 주입하였다.

using Sandbag의 약자로 刺針과 동시에 기능부전부위의

(3) 침치료

수동적 또는 능동적 움직임을 유도하여 해당부위의 기혈

침은 일회용 stainless steel 호침(0.30 mm×0.40 mm,

순환을 촉진하여 인체의 자생력을 배가시킴으로써 급성

동방침구제작소, 대한민국)을 사용하였으며, 취혈은 허리

7)

통증이나, 만성적인 운동기능부전을 해결하는 치료 로서,

부위의 최고통처 인근 혈위인 命門(GV4), 腰陽關(GV3),

이번 연구에서는 양측 행간(行間, LR2), 곡지(谷池, LI11),

志室(BL52), 腎兪(BL23), 氣海兪(BL24), 大腸兪(BL25), 關

풍부(風府, GV16) 및 압통처를 선택하여 0.30×40 mm 1

元兪(BL26) 및 압통처를 선택하여 10 mm의 심도로 15분

회용 호침(동방침구사, 한국)을 사용하여 刺針 후 치료자

간 유침하였다.

의 구령에 맞춰서 보행을 시행하였다. 어떤 특별한 조작

(4) 추나치료

도 이 과정에서 수행되지 않았고, 치료자들은 때때로 풍

추나베드를 통해 굴곡신연기법, 요추신전법, 측와위 회

부(風府, GV16)에 자입된 침을 수동적으로 조작했다. 5분

전 신전법, 측와위 요추 교정법 등을 입원 당일부터 주 5

간의 보행 후 1 kg의 Sandbag을 환자의 양측 팔에 올린

회 시행하였다.

후 다시 보행을 시행하고, 5분이 지날 때 마다 Sandbag의
개수를 3개까지 늘린 후 보행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다.
환자의 보행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통증이 경감되면 될
수록 Sandbag의 무게를 더 줄여갔고, 환자가 안정적 보행
이 지속적으로 되었을 때 모든 침을 발침하고 환자는 이
어서 추가적으로 1∼2분 더 걷도록 했다. 치료자는 또한
환자에게 구두응원을 하고 필요시에는 환자의 움직임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를 안심시켜 주었다. 각 환자당 치료
시간은 약 20분정도 소요되었다. 하루에 1회 시행하였다.

Fig. 1. Sandbag MSAT tools.

Fig. 2. Sandbag MSA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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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약요법

용하여 통계처리를 하였다. 연구 대상의 동질성 검사에서

한약으로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 환자의 치료 시 처방

성별은 Fisher’s exact test, 연령은 Independent t-test로

하는 자생한방병원 원내처방인 청파전과 청신바로환을

진행하여 p＜0.05 를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하였

투여하였으며, 입원 당일부터 21일 동안 1일 3회, 식후

으며, NRS변화 및 ODI변화에서의 유의성은 우선적으로

30분을 기준으로 복용하게 하였다.

각 검사수치의 변화 값들에 대하여 Shapiro wilks 방법을

양방적 처치는 하지 않았으며. 위의 치료는 연구에 참
여한 환자군들에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사용하여 p＜0.05의 결과를 도출 후 정규성을 띠지 않는
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비모수통계인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사용하여 군 내의 비교분석하였고, 군 간의
비교분석은 Mann-Whiteney U test로 진행하여 p＜0.05

3. 평가척도

를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하였으며. 성별은 빈도
Numeric Rating Scale (NRS) 및 Oswestry Disability

수, 나머지 결과 값은 mean±S.D.로 나타내었고, 모든

Index (ODI)를 평가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이러한 평가변

통계는 p＜0.05일 때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수들은 시술자 1인이 직접 평가하였으며. 평가자 맹검은
하지 않았다.
Numeric Rating Scale (NRS)의 경우, 환자의 입원 시 1
회 측정, 입원 3일 후, 7일 후, 퇴원 시에 각각 측정하였
고, Oswestry Low-Back Pain Disability Index (ODI)의

결과»»»
1. 일반적 특성

경우 환자의 입원 시 1회 측정, 입원 7일 후, 퇴원 시에
각각 측정하였다.
1) Numeric rating scale (NRS)

연구 대상이 된 환자는 총 40명으로 성별로는 남자 22
명, 여자 18명이며, 요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기본적인
처치와 더불어 Sandbag MSAT를 같이 시행한 A군에서

주로 전반적인 통증의 강도를 평가하는데 사용되며 환

남자는 10명, 여자는 10명이고, 평균 연령은 37.4±12.75

자가 자신의 통증 정도에 해당하는 숫자 중에 선택하는

세, 평균 치료기간은 18.6±10.34일로 나타났다. 요추 추

방법이다. 주로 0부터 10까지의 숫자를 사용하는 NRS-11

간판탈출증에 대한 기본적인 처치만 시행한 B군에서 남

을 많이 쓴다. 숫자평가척도의 장점은 매우 간단하며 편

자는 8명, 여자는 12명이고, 평균연령은 46.2±15.80세,

리하고 빠르다는 것이다. 작은숫자는 작은 통증을 의미하

평균 치료기간은 17.6±12.77일로 나타났다.

고 큰 숫자는 큰 통증을 의미한다는 개념은 환자가 쉽게

군간 성별에 대한 Fisher’s exact test 상에서 유의한 차

9)

이해할 수 있다 .
2) Oswestry low-back pain disability index (ODI)
ODI는 환자에 의해 작성되는 선다형 질문으로 일상생
활에서 각각의 동작과 관련된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에서는 일상생활의 장애를 0∼5점으로 6가
지 단계로 기술한다. 이 방법은 통증 정도보다 일상생활
의 장애를 평가하는데 기능적인 상태를 수치로 나타낸 것
이다10).

4. 통계 분석
자료의 분석은 SPSS 22.0 for Windows program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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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 Baseline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s
Characteristics

A Group
(N=20)

B Group
(N=20)

p Value

Age - yr
37.4±12.75 46.2±15.80 0.524*
Period of treatment - days 18.6±10.34 17.6±12.77 0.537*
Sex – no. (%)
1.00†
Male
10 (50)
8 (40)
Female
10 (50)
12 (60)
Values: mean±S.D.
*Using Independent t-test, †using Fisher’s exact test.
A group: Treated group by routine therapy on HIVD of L-SPINE
+MSAT using sandbag. B group: Treated group by routine therapy on HIVD of L-SPINE.
Statistical significance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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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I. Comparison of NRS and ODI within A Group
Comparison within A group
Outcome

NRS
ODI

p value

Before
treatment

Day 3

Day 7

Discharge

Day 3 vs
before treatment

Day 7 vs
before treatment

Discharge vs
before treatment

6.45±1.85
41.25±15.97

4.55±1.57
-

2.65±1.39
23.90±11.98

1.20±0.83
13.15±9.14

0.000*
-

0.000*
0.000*

0.000*
0.000*

Values: mean±S.D.
*Using Wilcoxon signed-rank test.
A group: Treated group by routine therapy on HIVD of L-SPINE+MSAT using sandbag.
Statistical significance p＜0.05.

Table III. Comparison of NRS and ODI within B Group
Comparison within B group
Outcome

NRS
ODI

p value

Before
treatment

Day 3

5.20±1.67
46.90±15.81

4.35±1.14
-

Day 7

Discharge

3.70±1.30
3.15±1.14
35.95±14.33 35.95±13.56

Day 3 vs
before treatment

Day 7 vs
before treatment

Discharge vs
before Treatment

0.001*
-

0.000*
0.000*

0.000*
0.000*

Values: mean±S.D.
*Using Wilcoxon signed-rank test.
B group: Treated group by routine therapy on HIVD of L-SPINE.
Statistical significance p＜0.05.

이는 없었으며(p=1.00), 군간 평균 연령 및 평균 치료기
간에 대한 Unpaired t-test 상에서 유의한 차이 또한 없었
다(p=0.524, p=0.537).

2. 치료 전후 Sandbag MSAT 시행군 및 Sandbag
MSAT 미시행군 내 비교
치료 기간 내에 진행된 Sandbag MSAT 시행군과 Sandbag
MSAT 미시행군 각각의 통증 변화의 통계적 유의성은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이용하여 확인했다. 치료 전
과 비교하여 Sandbag MSAT 시행군 및 Sandbag MSAT
미시행군의 NRS 및 ODI는 3일째, 7일째, 퇴원일까지 모

Table IV. Comparison of NRS and ODI between Groups
A group
Before treatment NRS 6.45±1.85
ODI 41.25±15.97
Day 3
NRS 4.55±1.57
Day 7
NRS 2.65±1.39
ODI 23.90±11.98
Discharge
NRS 1.20±0.83
ODI 13.15±9.14

B group

p value

5.20±1.67
46.90±15.81
4.35±1.14
3.70±1.30
35.95±14.33
3.15±1.14
35.95±13.56

0.029*
0.287
0.003*
0.003*
0.025*
0.012*
0.018*

Values: mean±S.D.
*Using Mann-Whiteney U test.
A group: Treated group by routine therapy on HIVD of L-SPINE
+MSAT using Sandbag. B group: Treated group by routine therapy on HIVD of L-SPINE.
Statistical significance p＜0.05.

두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 (Table II, III).
MSAT 미시행군 간의 통증 변화의 통계적 유의성은

3. 치료 전후 Sandbag MSAT 시행군 및 Sandbag
MSAT 미시행군 간 비교

Mann-Whiteney U test를 이용하여 확인했다. 치료 3일째
에 Sandbag MSAT 시행군은 NRS 4.55±1.57, Sandbag
MSAT 미시행군은 NRS 4.35±1.14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치료 기간 내에 진행된 Sandbag MSAT 시행군과 Sandbag

고(p=0.003), 7일, 퇴원시에도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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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p＜0.05). ODI 역시 7일째에 Sandbag MSAT 시행군은

부위를 움직이게 하는 치료법으로 근,골격계 질환의 환자

23.90±11.98, Sandbag MSAT 미시행군은 35.95±14.33로

에게 유효한 치료성과를 보이는 기법을 말한다. 이때, 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25), 퇴원시에도 군 간에 유의

침하는 침술법은 신경생리학적인 이론을 전통적인 침술이

한 차이가 있었다(p＜0.05) (Table IV).

론에 접목시킨 치료법으로서 추나요법과 병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흔히들 알고있는 동씨침법에서의 동기법과는
다른 치료법이다14-16).
MSAT의 치료법은 요통뿐만 아니라 각종 근,골격계 질

고찰»»»

환에 광범위하게 운용이 가능하며, 중풍으로 인한 각종

요추추간판 구조물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퇴행이
시작되며 특히 수핵의 수분량이 감소되고 탄력성을 잃게

마비성 증상에도 응용하여 임상적으로 유효한 효과를 보
이고 있다7).

된다. 여기에 외력이 가해지면 추간판 섬유륜의 약해진

적응증으로는 급성요통환자로서 극심한 요부 및 하지

부분이나 찢어진 부분으로 수핵이 후방으로 밀려나오게

부 통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거동이 힘든 환자와 요추의

9)

ROM이 극도로 제한될 만큼 심한 통증을 나타내며, 가동

되어 증상을 일으키게 된다 .
요추추간판탈출증의 일반적인 증상으로는 심한 요통과

혹은 체위변환시 통증의 증가가 심하여 환자 스스로 거동

함께 근경직을 동반하며 요추부의 정상적인 만곡이 감소

하는 것이 매우 힘든 환자가 대표적이다. 주로, 급성 요추

되어 평편상을 나타내고 요통은 운동을 시키면 더욱 증가

염좌나 급성 추간판탈출증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이 일반

하고 안정을 취하게 하면 감소된다. 보통 심한 급성기 요

적이며, 이에 따른 하지방사통을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통은 수일 내에 소실되며 그 후 작은 외상에도 동통이 반

하지방사통의 경우, 단순한 감각둔마감에서부터 하지부에

10)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등 다양한 임상양상을 보인다7).

복되고 더욱 심하면 오래 지속된다 .
요추추간판탈출증의 치료는 보존적요법과 수술적요법

동작침법(MSAT)에는 3가지 이론적 배경이 있다.

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약 90%의 환자에서 보존적 요법

첫째 MSAT 시행 시 침을 맞은 환자는 침을 맞은 부위

으로 치유되고 결과도 양호하며 극히 소수의 선택된 환자

와 환부에 酸, 脹, 重, 麻, 緊, 或快, 熱, 和등의 느낌을 받

10)

에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다 . 수술적치료의 적응증은

는데 이것이 氣至感應이론이다. 둘째로 침을 맞은 후 보

배뇨장애를 동반하는 급성 마미총 증후군을 보이는 경우,

행을 하게 하여 환부를 활동시켜 효과를 극대화 하는 것

6∼12주간 보조적 요법을 시행해도 효과가 없는 경우, 견

이 動氣針法의 이론이다. 마지막으로 환자로 하여금 걸을

딜 수 없는 통증이 계속되어 잠을 자지 못할 정도인 경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의사가 환자 곁에서 보증, 설득, 재교

우, 하지근육의 운동약화나 족하수와 같은 신경마비증상

육 등으로 안정시켜서 자신을 되찾도록 용기를 주는 것이

9)

을 일으키는 경우 등이 있다 . 치료의 방법이 어떤 것이

바로 至言高論療法이다. 이 모든 이론을 하나로 접목한

든지 간에 근본적인 목적은 환자를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것이 바로 MSAT 요법이다12).

놓아 사회에 복귀시키는데 있으며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

Sandbag MSAT 용법에 의한 효과는 위에서 설명한 여

이 완화된 후에도 간혹 같은 부위에서 재발되기도 하며

러 가지 한의학적 의미가 있는 것을 포함하여, 김20)의 연

또한 다른 분절의 추간판이 탈출될 수도 있다10).

구에서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Sandbag을 이용한 근력

한의학에서는 요추추간판탈출증은 腰痛, 痺症, 痲木症,
痿症의 범주에 속하며 脚氣에도 유사한 증상이 있으며 원
인 및 치료는 腎虛, 痰飮, 食積, 挫閃, 瘀血, 風, 寒, 濕, 痰
11)

熱, 氣의 十種원인에 따른 치료가 활용되었다 .

강화운동을 통하여, 하지부 근기능의 발전을 나타낼 수
있다고 설명되어 있다.
또한,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 받은 환자의 한의
학적 보존치료를 통한 영상 진단학적 호전도는 권21,22),

보존적 치료를 하는 한의학에는 약물, 침구, 봉독, 추나,

박 등23)의 연구에서 증명되었으며, 한의학적 보존치료를

운동, 물리요법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동작침법(MSAT)요

겸한 Sandbag MSAT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 받은

8,12,13)

법이 유효하다는 보고가 있다

.

동작침법(MSAT)이란 자침을 한 후 환자로 하여금 자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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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군 중 요통을 동반한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음이 증명
되었으며, 근골격계의 통증의 조기 감소가 환자들의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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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질에 호의적인 결과를 가진다는 것이 안 등 의 한의학적

으로 인한 요통에 대한 Sandbag MSAT가 확대되면 환자

치료에 의한 근골격계 통증 감소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

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향의 연구 결과, 통증의 조기 감소가 환자의 신체적 기능,
활력, 정신 건강, 일반 건강의 유의한 증가를 보인다고 설

또한 앞으로 더 많은 증례를 통해 임상적인 경험을 축
적하고 경과를 관찰하여야 할 것이다.

명되어있다.
본 연구에 앞서 요추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은 환자분
들의 호소하는 급성 통증을 우선적으로 제어가 되었을 경
우, 환자들의 치료 만족도 및 호전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론»»»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러한 호전도에 관한 논문을 검색한

본 연구는 2015년 3월 16일부터 2015년 5월 16일까지

결과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자생한방병원의 고

자생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요추추간판탈출증으

유 치료법 중 하나인, Sandbag MSAT를 통한 요추 추간판

로 인해 요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Sandbag

탈출증 환자분들의 요통을 우선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연

MSAT와 일반적인 한방치료를 병행한 군과 일반적인 한

구를 시행하게 되었고,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방치료만을 시행한 군을 각각 20명으로 나누어 치료 효과

본 논문에서 군 내 비교에서는 두 군 모두 치료 전에 비

를 관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해 3, 7일째, 퇴원시에 NRS (numeric rating scale), ODI

1. Sandbag MSAT와 일반적인 한방치료를 병행한 군

(oswestry disability index)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는

내의 전후 비교에서 NRS (numeric rating scale), ODI

Sandbag MSAT의 병행 치료 유무와 상관없이 일반적인 한

(oswestry disability index)는 치료 전, 3일 후, 7일 후,

방치료가 요추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요통에 효과가 있음

퇴원 시 모두 유의하게 감소하였다(모든 경우 p＜0.000).

을 나타낸다. 다만 군 간 비교에서 Sandbag MSAT를 포함

2. 일반적인 한방치료만을 시행한 군 내의 전후 비교에

한 치료는 포함하지 않은 치료에 비해 치료 3일 시점에서

서 NRS (numeric rating scale), ODI (oswestry disability

NRS (numeric rating scale)이 유의하게 감소했고, 치료 7

index)는 치료 전, 3일 후, 7일 후, 퇴원 시 모두 유의하

일 시점에서 ODI (oswestry disability index)가 유의하게

게 감소하였다(모든 경우 p＜0.000).

감소했다는 점은 Sandbag MSAT를 병행하면 상기 언급된

3. Sandbag MSAT와 일반적인 한방치료를 병행한 군

상승효과로 호전이 더 빨라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치료 7

과 일반적인 한방치료만을 시행한 군 간의 비교에서 NRS

일, 퇴원 시에도 역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감소하여

(numeric rating scale)와 ODI (oswestry disability index)

Sandbag MSAT의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는 입원시, 3일 후, 7일 후, 퇴원 시 유의한 차이가 있었

Sandbag MSAT를 병행한 치료군 20명, 요추추간판탈출

다(모든 경우 p＜0.05).

증에 사용되는 일반치료군 20명으로 총 40명이라는 제한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요통에 대해 Sandbag

된 환자 수를 대상으로 했지만, Sandbag MSAT를 병행할

MSAT를 병행한 치료가 Sandbag MSAT를 병행하지 않은

경우 초기에 빠른 호전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한 점은

치료 보다 단기적을 통증 경감에 대해서 더 효과적이었

의미가 있다. 대상 환자들의 치료 기간이 약 18일 정도였

다.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요통은 초기에 치료를

기 때문에 3주 이후의 경과를 확인하지 못했으며, 향후 연

어떻게 하느냐에 통증 정도의 호전도가 빨라질 수 있기

구에서는 1달 및 2달 시점의 평가까지 이루어져야 확고한

때문에 초기 Sandbag MSAT를 포함한 치료가 환자들에게

치료 효과 비교를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NRS

임상 의학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numeric rating scale), ODI (oswestry disability index)가
널리 활용되는 척도이긴 하지만, 객관적인 측정이 어렵다
는 면이 적용되어 향후 요추추간판탈출증의 요통 연구에서
Algometer Pressure 등의 도구도 활용할 계획이다.
상기 내용을 종합하면, Sandbag MSAT를 병행한 환자
군들이 초기에 더 빨리 호전되었기에, 요추추간판 탈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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