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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통 환자의 특성 조사 예비 연구: 다기관, 전향적, 관찰연구

박창현⋅장보형*⋅고유미*⋅박동수†⋅김순중†⋅박원형‡⋅차윤엽‡⋅고성규*⋅송윤경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재활의학교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재활의학과교실†,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재활의학교실‡

Pilot Study on Characterization of Patients with Low Back Pain: 
Multi-center, Prospective, Observation Study

Chang-Hyun Park, K.M.D., Bo-Hyoung Jang, K.M.D.*, You-Me Ko, M.D., T.C.M.*, 
Dong-Su Park, K.M.D.

†
, Soon-Joong Kim, K.M.D.

†
, Won-Hyung Park, K.M.D.

‡
, 

Yun-Yeop Cha, K.M.D.
‡

, Seong-Gyu Ko, M.D., Ph.D., M.P.H.*, Yun-Kyung Song, K.M.D.
Department of Korean Rehabilitation Medicine, College of Korean Medicine, Gachon University,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Department of Korean Rehabilitation Medicine, College of Korean Medicine, 
Se-Myung University†, Department of Korean Rehabilitation Medicine, College of Korean Medicine, Sangji University‡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한의약 선도 
기술개발 사업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과제 고유번호: 
B120014).

RECEIVED April 12, 2016
ACCEPTED April 15, 2016

CORRESPONDING TO

Yun-Kyung Song, Department of 
Korean Rehabilitation Medicine, 
College of Korean Medicine, Gachon 
University, 1342, Seongnam-daero, 
Sujeong-gu, Seongnam 13120, 
Korea

TEL (032) 770-1298
FAX (032) 468-4033
E-mail lyricsong@naver.com

CO-CORRESPONDING TO

Seong-Gyu Ko,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26, Kyunghee-daero, 
Dongdaemun-gu, Seoul 02447, 
Korea

TEL (02) 961-0339
FAX (02) 966-1165
E-mail epiko@khu.ac.kr

Copyright © 2016 The Society of 
Korean Medicine Rehabilitation

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done as pilot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pa-
tients who have low back pain through registry.
Methods This study is done under approval of Gil Oriental Medical Hospital of Gachon 
University, Oriental Medical Hospital of Sangji University, Jecheon Oriental Medical Hospital 
of Se-Myung University IRB. Among subjects who signed the consent form by their own 
will, we decided whom to register as subjects of this study by the standard of selection and 
exception. We collected the sociological investigation, character of low pack pain, degree 
of symptom which they felt before and after the hospitalization from registered subjects.
Results 1. The number of the subjects is 16. The average age is 41.0. 9 of them are fe-
male, 7 of them are male. Most of the subjects have history illness which has connection 
with low pack pain. 2. According to the patient's free description of the back pain, 6 of 
them suffered throbbing pain. And 8 of the patients have chronic pain, 6 of them have inter-
mittent pain of back pain analysing the character of the low back pain. They answered the 
pain lasted for 47.6 minutes on average. 3. About the change on the average R.O.M. of 
L-spine, R.O.M. of Lateral bending, Extension, Flexion, Rotation has increased after leaving 
the hospital compared with before hospitalization. 4. The amount of discomfort or strength 
of pain, which was checked by VAS on the day of leaving the hospital, has decreased than 
they were before the hospitalization. And there was the improvement on the dysfunction 
score and EQ-5D.
Conclusions Through this study, we specifically analyzed the symptoms of the low back 
pain by accumulating the analysis about the symptoms using several indicators and de-
scription which is freely spoken by patients about their symptoms. Further research is ex-
pected to complete multi-center registry by building registry and by using it, to get various 
epidemiologic informations about low back pain. (J Korean Med Rehab 2016;26(2): 
12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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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요통은 주로 요ㆍ천추부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통증을 

말하며1), 최근 6개월 내 요통을 앓은 사람이 전체 인구의 

40%에 달하고, 인구의 84%가 일생 중 요통을 경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2014년 한방 의료 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에 따르

면 한방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 이용 이유 중 요통이 

10.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으며, 입원 이용 

진료의 이유에서도 요통이 7.0%로 뇌졸중, 중풍의 20.4%, 

디스크의 19.2% 다음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어3) 

한방 진료영역에서 최다 빈도를 보이고 있다.

한의학에서 요통은 오래전부터 많은 문헌에서 소개되

어 왔고, 요통의 한의학적 치료는 보존적인 치료법을 위

주로 시행해 왔다. 그 방법으로는 침구치료, 추나치료, 한

방물리요법, 약물치료 등의 방법이 활용되어 왔다4).

요통에 대한 한의학적 연구 역시 활발하여 문헌고찰5,6), 

치료 증례7-10), 임상시험11) 등 다방면으로 연구가 진행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요통 레지스트리 구축을 위

한 예비 연구로써, 김 등12)은 향후 활용할 설문지를 선정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임상 연구에 사용된 설문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였고, 김 등13)은 요통 변증의 실용적

이고 객관적인 진단 도구의 개발을 위해 기존 연구 분석

을 시행하였으며, 차 등14)은 근골격계 질환 위험요인으로

서의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현황 및 경향 분석을 통해 작

업 관련성 요통의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환자 등록체계(Registry)는, 유병률과 발병률을 추정하

고, 질환의 시간적 변화와 공간적 분포를 파악하며, 질환

의 전체적인 임상양상을 파악하고, 임상적 또는 비임상적 

표지자를 발견하고, 치료 방법과 사회 경제적 영향을 파

악하며, 자료은행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의 여러 가

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15).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기본적인 

역학정보에 대한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한의학계에서도 

허 등16)의 연구와 같이 뇌신경 재활 통합 등록체계의 환

자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한 의무기록 분석을 통해 치료의 

효과를 분석하는 등 레지스트리를 이용한 연구가 있으나,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요통을 치료하기 위해 한방 의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른 요통에 대한 한의학적 연구가 활발한 실

정에도 불구하고 환자 등록 체계를 통한 요통 환자들의 현황

에 대한 분석을 시행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므로 전향적으로 

요통 환자의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가천대학교 부속 길 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 상지대

학교부속 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 세명대학교 부속 제

천 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에 요통을 주소로 입원한 환

자를 대상으로 본 연구에 대하여 연구진이 설명하고 서면

으로 동의서를 작성한 사람을 예비 연구에 등록시켜 자료

를 수집하였다.

2. 연구방법

1) 피험자의 선정 기준, 제외 기준

대학병원 한방재활의학과에 요통을 주소로 입원한 자

이면서, 만 19세 이상인 자,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연구동의서에 서명한 자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

다. 이 중 임상연구 참가에 앞서 연구의 목적,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본인이 서면 동의한 성인으로

서 아래 기술된 조건에 부합되는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또한, 다른 질환으로 인한 요통 환자, 치매 또는 경도인지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자, 연구자 

판단에 따라 정상적인 임상연구 수행이 불가능한 자와 같

은 경우는 제외되었다.

2)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가천대학교부속 길 한방병원, 상지대학교 부

속한방병원, 세명대학교부속 제천한방병원 IRB (가천대학

교 IRB 승인번호: 14-101, 상지대학교 IRB 승인번호: SJ 

IRB 14-004, 세명대학교 IRB 승인번호: 2014-06)의 승인 

하에 Piot study로써 수행되었다. 자의에 의해 동의서에 

서명한 피험자의 선정 기준 및 제외기준에 의해 적합하다

고 판단이 되면 본 연구에 등록하였다. 등록된 피험자에게 

입원과 퇴원 시 각각의 시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최

종 등록된 연구 참여자는 총 1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아래

와 같은 정보를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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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mean±SD or n

연령(세) 41.0±14.4

성별(남/여) 7/9

교육기간(년) 13.3±3.3

신장(cm) 163.7±9.2

체중(kg) 66.4±10.2

허리둘레(cm) 83.6±10.1

둔부둘레(cm) 96.1±10.6

음주력(금주/음주) 7/8

흡연력(금연/흡연) 5/11

평소 규칙적 운동 여부(함/안함) 8/8

요통 관련 과거력(있음/없음) 11/5

Table I.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1) 인구의 사회학적 조사

연령과 성별, 교육기간, 신체지수(신장, 체중, 허리둘

레, 둔부둘레), 과거력, 음주력, 흡연력 등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2) 요통의 특성

요통의 위치, 요통의 양상, 요통의 발생 시기, 요통의 

악화 상황, 요통의 완화 혹은 소실 상황, 요통의 빈도와 

지속시간, 10종 요통 분류, 3종 요통 분류, 요통의 증상 

및 동반 증상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3) 입원 전후 증상의 정도

허리 가동범위(신전, 굴곡, 측굴, 회전), 요통으로 인한 

불편 정도 및 통증 정도, 요통 기능장애 척도, 삶의 질을 

입원 당시와 퇴원 당시 각각 측정하여 변화를 관찰하였다.

3) 측정 방법

(1) 100 mm VAS

불편 정도와 통증 수준의 평가는 100 mm 시각적 상사

척도(visual analogue scale; VAS)를 사용하였다.

VAS는 환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요통 정도를 0∼100 

mm의 선에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0 mm는 통증의 

자각증상이 전혀 없는 상태이며, 100 mm는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17).

(2) ODI (Oswestry Disability Index)

ODI는 환자에 의해 작성되는 선다형 설문으로 일상생

활에서 각각의 동작과 관련된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

다. 각 항목에서는 일상생활의 장애를 0∼5점으로 6가지 

단계로 기술한다. 이 방법은 통증 정도보다는 일상생활의 

장애 정도를 평가하는데 더 유의한 것으로 요통을 평가하

는데 기능적인 상태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18).

(3) EQ-5D

EQ-5D는 건강관련 삶의 질을 측정하는 포괄적인 도구

로 보건의료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19). 5가지 영역인 

운동능력(mobility), 자가관리(self-care), 일상활동(usual 

activity), 통증 및 불편(pain/discomfort), 불안 및 우울

(anxiety/depression)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20), 각 질문

에 대해 간단하게, 빨리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21).

(4) SF-36

건강수준 평가는 Ware와 Sherboune22)에 의해 개발된 

SF-36을 Koh 등23)에 의해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한

국어판 SF-36을 사용하였다. SF-36은 신체적 기능(Physical 

function, PF) 10항목, 사회적 기능(social function, SF) 2

항목, 신체적 역할제한(role limitation function, RP) 4항

목, 감정적 역할제한(role limitation emotion, RE) 3항목, 

정신건강(mental health, MH) 5항목, 일반건강(general 

health, GH) 5항목, 건강상태의 변화(health change) 1항

목 등 9개 영역의 36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23).

결과»»»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전체 16명의 연령 평균은 41.0세, 성별은 남성 7명, 여

성 9명이었다. 연구 참여자는 과거력으로 요통관련 질환

을 대부분 가지고 있어 요통 관련 과거력이 있는 11명 중 

있는 요부 추간판 탈출증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척추관 

협착증, 요부 염좌 등이 뒤를 이었다.

2. 요통의 분류에 따른 요통의 양상

진료한 한의사가 기입한 10종 요통의 분류로는 신허요

통이 4명, 좌섬요통이 2명, 어혈요통이 5명으로 분류하였

으며, 신허요통, 기혈응체요통, 풍한습요통 등 3종 요통으

로 분류한 것을 보아 신허요통이 3명, 기혈응체요통이 9

명, 신허요통과 기혈응체요통이 같이 있는 경우가 1명이

라고 분석할 수 있었다. 3종 요통과 10종 요통 분류의 관

계를 보면 3종 요통에서 신허요통으로 분류한 3명은 10종 

요통에서 전부 신허요통으로 분류하였으며, 기혈응체요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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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질문

요통의 특성 만성화된 요통, 통증 양상이 다리 측면으로 나타난다, 통증 양상이 다리 앞면으로 나타난다, 통증 양상이 다리 
뒷면으로 나타난다, 자세 변경 시 통증이 증가한다, 삐끗하거나 다친 후에 발생한 허리 통증, 낮에는 덜하고 
밤에는 심해지는 허리 통증, 몸을 돌릴 수 없다 (몸을 비틀 수 없다), 통증이 심하다, 통증부위가 돌아다닌다, 아픈 
부위가 고정되어 있다, 아픈 부위에 열감이 동반된다, 휴식 시 감소하지 않는 요통, 휴식 후에 나아지는 허리 통증, 
뜨거운 곳에 가면 통증이 증가한다, 뜨거운 곳에 가면 통증이 감소한다, 차가운 곳에 가면 통증이 증가한다, 
차가운 곳에 가면 통증이 감소한다, 비가 오는 날에 통증이 증가한다, 흐린 날씨에 증상이 심해진다 

동반하는 증상 다리가 시리다, 다리가 붓는 느낌이다, 다리가 터질 듯이 아프다, 다리가 저린다, 다리가 무겁다, 다리가 뻣뻣하다, 
다리가 당긴다, 허리(몸)을 굽히고 펴는 것이 힘들다, 등허리가 무겁다, 엉덩이가 불편하다 (환도가 시리다), 
어깨가 무겁다, 허리와 무릎이 시리고 연약함, 발가락에 힘이 없다, 정강이가 차다

전신 증상 몸이 무겁다, 피곤하다, 기운이 없다, 몸이 자주 붓는다, 오래 서 있지 못한다, 감각이 둔하다, 멀리 걷지 못한다, 
뜨거운 것이 싫다, 뜨거운 것이 좋다, 차가운 것이 싫다, 차가운 것이 좋다, 손발이 차다, 손발바닥이 뜨겁다, 아랫 
배는 찬데 가슴과 얼굴 부위는 열감이 있다, 피부 특정 부위의 색이 검다 

머리 부위 특성 머리가 빠진다, 입이 마른다, 귀에서 소리가 난다, 귀에서 소리가 나거나 잘 안 들린다, 어지러움증

소화, 가슴, 배 가슴 아래가 그득하다, 메스껍다, 식욕이 없다, 윗배를 눌렀을 때 통증이 있다, 윗배가 아프거나 불편하다

대소변 상태 대변이 묽고 끈끈하다, 대변색이 검다, 소변이 붉고 적다

땀 신체 일부분의 부분적 발한이나 무한, 자한이 있다, 도한이 있다

생리 생리통이 심하다, 생리주기가 길다, 짧다, 불규칙하다, 생리량이 많다. 생리량이 적다, 생리 색깔이 어둡다, 생리에 
덩어리가 있다. 

Table III. Symptoms of Low Back Pain & Associated Symptoms

3종 요통 10종 요통 양상 발생 상황 심해질 때 줄어들 때 빈도

신허(3) 신허(3) 쑤시는, 결리는, 
찌릿한, 뻐근한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2), 
기상시, 특정자세 
유지 후 변화시

기상시 구부릴 때, 
활동 시 바로 누웠을 때, 
허리를 굽히다가 펼 때

측와위시(2), 보행시, 
누워서 스트레칭 시

지속(2)
간헐(1)

기혈응체(9) 좌섬(3) 삔 것 같은, 
조이는, 
빠지는듯한, 
뻐근한

점진적으로, 전날 요가 
후 기상, 일하는 도중

앉아있을 때, 활동시, 
기상시, 자세변경시, 
굴곡시

누워서 혹은 서서 
가만히 있을 때, 
누워있을 때, 
안정시

지속(1)
간헐(2)

어혈(6) 뻐근한(3), 
욱씬거림, 
빠지는듯한, 
조이는, 
찌릿찌릿한

교통사고(3), 
넘어지면서(1), 
일하는 도중(2)

걸을 때, 구부릴 때, 
활동시(2), 일하는 도중, 
기상시, 잠자기 전, 
야간에

누워있을 때(3), 
일에 몰두할 때, 
안정시, 
자고 일어나면 

지속(3)
간헐(3)

신허·기혈응체(1) 신허(1) 뻐근한 오토바이 타다가 넘어짐 앉아있을 때, 활동시 누워있을 때 간헐적

Table II. Patterns of Low Back Pain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of Low Back Pain

로 분류한 9명 중 어혈요통이 6명, 좌섬요통이 3명이었다. 

환자들이 호소하는 요통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주관식 

형태로 자유롭게 기술한 요통의 양상은 뻐근한 통증이 6

명으로 가장 많았고 찌릿찌릿한 통증이 3명, 빠지는 듯한 

통증이 2명, 쑤시는 통증이 2명, 조이는 통증이 2명, 끊어

질 듯한 통증이 2명 등이었고 기타 ‘욱씬거린다’, ‘근육이 

삔 것 같이 아프다’와 같은 표현이 있었다.

요통의 발생 시 상황에 대해서는 오토바이를 타다 발

생한 1명을 포함하여 교통사고 4명, 기상 시 3명, 일하던 

도중 3명,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2명, 넘어지면서 2명 등

의 순이었다.

요통이 어떤 상황에서 심해지는지에 대해서는 활동 시 

5명, 구부릴 때 4명, 앉아있을 때 4명, 기상 시 3명, 바로 

누웠을 때 2명, 서있을 때 2명 등의 순이었고 기타 잠자

기 전, 야간에 라고 한 환자도 있었다.

요통이 줄어들거나 사라질 때를 물어봤을 때 누워있을 

때 7명, 측와위시 2명, 안정 시 2명의 순이었고 그 외에 

각각 보행 시, 엎드려있을 때, 가만히 있을 때, 일에 몰두

할 때, 자고 일어난 이후라고 한 경우가 있었다.

요통의 형태는 지속적이 8명, 간헐적이 8명이었고 1회 

발생 시 평균 47.6분정도 지속된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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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ults of responses about symptoms of low back pain 
(number in bracket is respondent. people who did not answer 
or refused to answer are excluded).

Fig. 2. Results of responses about Associated symptoms 
(number in bracket is respondent. people who did not answer 
or refused to answer are excluded).

3. 요통의 증상 및 동반 증상에 대한 분석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진이 선정한 요통의 증상 및 동

반 증상(Table III)에 대해 각 증상여부를 ‘없다(0)-약간

(1)-보통(2)-심함(3)-매우 심함(4)’ 및 ‘모름’으로 대답하도

록 하였다.

1) 요통의 증상

응답 결과 응답자의 평균이 보통(2.0) 이상의 정도를 

호소한 증상은 ‘자세 변경 시 통증이 증가한다’, ‘삐끗하거

나 다친 후에 발생한다’, ‘통증이 심하다’, ‘아픈 부위가 고

정되어 있다’, ‘비가 오는 날에 통증이 증가한다’ 등이었다.

2) 요통에 동반되는 증상

응답 결과 응답자의 평균이 보통(2.0) 이상의 정도를 

호소한 동반 증상은 ‘허리(몸)을 굽히고 펴는 것이 힘들

다’, ‘등허리가 무겁다’ 등이 있으며, ‘어깨가 무겁다’, ‘다
리가 당긴다’, ‘다리가 저린다’ 등의 증상이 그 뒤를 이었다.

3) 요통에 동반되는 전신 증상

응답자의 평균이 보통(2.0) 이상의 정도를 호소한 전신 

증상은 ‘피곤하다’, ‘오래 서 있지 못 한다’, ‘멀리 걷지 

못한다’, 등이었으며, 다음 순으로 ‘몸이 무겁다’, ‘기운이 

없다’, ‘아랫 배는 찬데 가슴과 얼굴 부위는 열감이 있

다’, ‘손발바닥이 뜨겁다’, ‘손발이 차다’ 등의 증상을 호

소하였다.

4) 요통에 동반되는 기타 증상

머리 부위, 소화 관련, 대소변, 생리 등을 포함한 기타 

증상은 응답자의 평균이 보통(2.0) 이상의 정도를 호소한 

증상이 없었으며, 1.5 이상의 정도를 호소한 증상은 ‘생
리에 덩어리가 있다’, ‘생리량이 많다, 적다’, ‘생리통이 

심하다’ 등이었으며, 그 뒤로는 ‘어지러움증’, ‘신체 일부

분의 부분적 발한이나 무한’, ‘생리주기가 길다, 짧다, 불

규칙하다’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4. 입원과 퇴원 사이 증상의 변화

본 연구에서는 허리 가동범위(신전, 굴곡, 측굴,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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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sults of responses about Systemic symptoms (number 
in bracket is respondent. people who did not answer or re-
fused to answer are excluded).

　 입원 시 퇴원 시

신전(o) 19.7 20.9

굴곡(o) 61.7 79.5

측굴(Left) (o) 32.7 35.5

측굴(Right) (o) 34.3 33.6

회전(Left) (o) 44.3 50.0

회전(Right) (o) 46.3 50.0

Table IV. Change of Average about R.O.M of L-spine at 
Admission and at Discharge

입원시 퇴원시

불편 정도 VAS 55.8 43.2

통증 강도 VAS 58.8 49.1

ODI (%) 43.2 28.1

EQ-5D vas 4.9 5.1

Table V. Change of Average about Degree of Discomfort & 
Pain Intensity at Admission and at Discharge

입원시 퇴원시

신체적 기능(physical functioning) 57.7 43.9

신체적 건강문제로 인한 역할 제한
(role limitations due to physical health)

71.2 82.5

정서적 건강문제로 인한 역할 제한
(role limitations due to emotional problems)

64.1 66.7

활력(energy/fatigue) 55.7 60.9

정신적 안녕(emotional well being) 46.9 45.1

사회적 기능(social functioning) 45.5 45.5

통증(pain) 46.0 44.3

일반적인 건강상태(general health) 48.6 49.2

Table VI. Change of score about SF-36

Fig. 4. Results of responses about symptoms of head, diges-
tion, feces, menstruation etc. which are accompanied with low 
back pain (number in bracket is respondent. people who did 
not answer or refused to answer are excluded).

요통으로 인한 불편 정도 및 통증 정도(VAS), 요통 기능

장애 척도 (Oswestry disability Inventory, ODI), 삶의 질 

(SF-36, EQ-5D)를 입원 당시와 퇴원 당시 각각 측정하여 

변화를 관찰하였다. 

1) 입원 시와 퇴원 시 각각 허리 가동 범위(Range of 

motion, R.O.M)의 평균의 변화

허리 가동범위는 측굴과 신전, 굴곡, 회전 등의 모든 

가동 범위가 증가하였다.

2) 입원 시와 퇴원 시 불편 정도 및 통증 강도의 평균 변화

불편, 통증 정도는 100 mm VAS로, ODI는 %로 표시되

며, 숫자가 높을수록 기능장애가 심함을 의미한다. 요통

으로 인한 불편정도나 통증의 강도가 감소하였고 기능장

애 점수도 감소하여 호전되었음을 분석할 수 있다. 또한 

같이 측정한 EQ-5D vas에서도 호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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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F-36의 점수 변화

RAND의 계산법을 사용한 SF-36은 점수가 높을수록 건

강상태가 좋음을 의미한다. 입원 시와 퇴원 시 비교 결과, 

신체적 기능, 정신적 안녕, 통증은 점수가 낮아졌고, 신체

적ㆍ정신적 역할제한, 활력, 일반적인 건강상태 등은 점

수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고찰 및 결론»»»
요통은 전체 인구의 약 80%에서 일상생활 중에 한 번 

이상 경험하고, 성인의 연간 발생률은 5%, 연간 유병률은 

15∼20%, 재발률은 75%에 이르는 의료기관 방문의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이다24). 요추는 다른 척추와 비교하여, 

체중을 지지하는데 따르는 긴장과 압박을 가장 많이 받으며, 

운동범위가 넓고 근육발달도 타 부위보다 월등하므로 손상

과 변성의 기회도 그만큼 많아 쉽게 통증이 발생한다25). 요

통의 주된 원인은 30대 후반부터의 퇴행성 변화, 오래 서 

있는 자세, 외상 등의 신체적 원인을 들 수 있으며26), 서

양의학에서는 요통의 원인을 내장기성(viscerogenic), 혈관성

(vasculogenic), 신경성(neurogenic), 심인성(psychogenic), 

척추성(spondylogenic)으로 분류하며 대부분의 요통은 

척추질환이나 척추의 기능이상에 의해 발생하지만, 통증

을 일으키는 정확한 해부학적 부위 및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또한 적지 않다27).

본 연구는 요통 환자의 특성을 조사하기 위한 환자 등

록 체계(registry) 구축 본 조사를 위한 예비연구(pilot 

study)로 수행되었다. 가천대학교부속 길 한방병원, 상지

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세명대학교부속 제천한방병원 IRB

의 승인 하에 요통을 주소로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본 

연구에 대하여 연구진이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서를 작

성한 16명을 예비 연구에 등록시켜 자료를 수집하였다.

등록체계를 이용한 연구는 전향적으로 새롭게 발생하

는 환자를 등록함으로써 발병률과 발병 위험요인을 연구

하기에 적합하고, 진단이 모호한 경우 주기적 추적 관찰

을 통해 임상적 표현형의 종류를 알 수 있으며, 질환의 

자연 경과를 연구하기에 용이하다. 다기관 환자 등록체계

를 통해 전향적 연구를 통한 기본적인 역학정보와 함께 

병인에 대한 연구, 치료 효과에 대한 연구, 환자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 및 조직은행을 이용한 연구 등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다28-29).

환자 등록 체계에 대한 한의학적 연구로 정 등30)은 뇌

혈관 한의학 기반 연구사업 등록 자료를 통해 수도권에서

의 한방병원에 내원하는 급성기 뇌경색 환자의 임상양상 

및 그 특성 분포를 가늠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홍 등31)

은 뇌혈관 질환의 환자 등록 자료의 조사, 분석을 통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인지 여부에 대한 임상적 특성

을 분석하였다. 또한, 신 등32)은 한방 의료기관에서 환자

의 치료 형태를 조사하여 향후 국가 암 등록 조사사업에 

한방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위한 예비 조사

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 16인의 연령 평균은 41.0세, 교육기

간은 평균 13.3년이었다. 성별은 남성 7명, 여성 9명이었다. 

신장은 평균 163.7 cm, 체중은 66.4 kg, 허리둘레는 83.6 

cm, 둔부둘레는 96.1 cm이었다. 음주력은 금주 7명, 음주 8

명, 불명 1명이었으며, 흡연력은 금연 5명, 흡연 11명이었

다. 평소 규칙적 운동에 대해 한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8

명.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참여자가 8명이었다. 과거력으

로 요통관련 질환을 대부분 가지고 있어 요통 관련 과거

력이 있는 11명 중 있는 요부 추간판 탈출증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척추관 협착증, 요부 염좌 등이 뒤를 이었다.

요통의 증상 및 3종 요통과 10종 요통의 분류에 따른 

증상을 분석한 결과, 진료한 한의사가 기입한 10종 요통

의 분류로는 신허요통이 4명, 좌섬요통이 2명, 어혈요통

이 5명으로 분류하였으며, 3종 요통의 분류 기준으로는 

신허요통이 3명, 기혈응체요통이 9명, 신허요통과 기혈응

체요통이 같이 있는 경우가 1명이라고 분석하였다. 3종 

요통과 10종 요통 분류의 관계를 보면 3종 요통에서 신허

요통으로 분류한 3명은 10종 요통에서 전부 신허요통으

로 분류하였으며, 기혈응체요통으로 분류한 9명 중 어혈

요통이 6명, 좌섬요통이 3명이었다. 

환자들이 호소하는 요통 양상을 주관식 형태로 자유롭

게 기술한 것을 분석한 결과, 요통의 양상은 뻐근한 통증

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찌릿찌릿한 통증이 3명, 빠지는 

듯한 통증이 2명, 쑤시는 통증이 2명, 조이는 통증이 2명, 

끊어질 듯한 통증이 2명 등이었고 기타 ‘욱씬거린다’, ‘근
육이 삔 것 같이 아프다’와 같은 표현이 있었다.

요통의 발생 시 상황에 대해서는 오토바이를 타다 발

생한 1명을 포함하여 교통사고 4명, 기상 시 3명, 일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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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중 3명,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2명, 넘어지면서 2명 등

의 순이었다.

요통이 어떤 상황에서 심해지는지에 대해서는 활동 시 

5명, 구부릴 때 4명, 앉아있을 때 4명, 기상 시 3명, 바로 

누웠을 때 2명, 서있을 때 2명 등의 순이었고 기타 잠자

기 전, 야간에 라고 한 환자도 있었다.

요통이 줄어들거나 사라질 때를 물어봤을 때 누워있을 

때 7명, 측와위시 2명, 안정 시 2명의 순이었고 그 외에 각

각 보행 시, 엎드려있을 때, 가만히 있을 때, 일에 몰두할 

때, 자고 일어난 이후라고 한 경우도 각각 1차례 있었다.

요통의 형태는 지속적이 8명, 간헐적이 8명이었고 지속

시간의 경우 1회 발생 시 평균 47.6분정도 지속된다고 응

답하였다. 

요통의 증상 및 동반 증상, 전신 증상과 머리 부위, 소

화 관련, 대소변과 생리 관련 기타 증상에 대해 분석한 

결과, 요통 증상의 경우 응답자가 보통(2.0) 이상의 정도

로 호소한 증상은 ‘자세 변경 시 통증이 증가한다’, ‘삐끗

하거나 다친 후에 발생한다’, ‘통증이 심하다’, ‘아픈 부

위가 고정되어 있다’, ‘비가 오는 날에 통증이 증가한다’ 
등이었다. 동반 증상에 대해서는 ‘허리(몸)을 굽히고 펴

는 것이 힘들다’, ‘등허리가 무겁다’ 등이 보통(2.0) 이상

의 정도를 호소하였으며, ‘어깨가 무겁다’, ‘다리가 당긴

다’, ‘다리가 저린다’ 등의 증상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보통(2.0) 이상의 정도를 호소한 전신 증상은 ‘피곤하다’, 
‘오래 서 있지 못 한다’, ‘멀리 걷지 못한다’, 등이었으며, 

다음 순으로 ‘몸이 무겁다’, ‘기운이 없다’, ‘아랫배는 찬

데 가슴과 얼굴 부위는 열감이 있다’, ‘손발바닥이 뜨겁

다’, ‘손발이 차다’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머리 부위, 

소화 관련, 대소변, 생리 등을 포함한 기타 증상은 응답자

의 평균이 보통(2.0) 이상의 정도를 호소한 증상이 없었

으며, ‘생리에 덩어리가 있다(1.7)’, ‘생리양이 많다, 적다

(1.6)’, ‘생리통이 심하다(1.6)’ 등이었으며, 그 뒤로는 ‘어
지러움증(1.4)’, ‘신체 일부분의 부분적 발한이나 무한

(1.4)’, ‘생리주기가 길다, 짧다, 불규칙하다(1.3)’ 등의 증

상이 뒤를 이었다.

입원과 퇴원 사이 증상의 변화에 대해서는 환자가 느

끼는 주관적 통증 지표인 VAS와 요통이 일상생활에 미치

는 장애 정도를 평가하는 ODI의 입원 시와 퇴원 시의 전

후 비교를 통해 환자의 자각적 불편 정도나 통증 강도, 

가능 장애 정도에 호전을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한, 건강관련 삶의 질을 측정하는 EQ-5D에서도 호전을 

보였음을 볼 수 있었다.

SF-36을 통한 건강수준 평가는 신체적 기능, 정신적 안

녕, 통증의 측면은 약간의 악화를, 신체적ㆍ정신적 역할

제한, 활력, 일반적인 건강상태 측면에서는 호전을 보였

음을 알 수 있었다.

입원 시와 퇴원 시의 허리 가동 범위의 평균 변화를 분

석한 결과, 허리 가동범위가 측굴과 신전, 굴곡, 회전 등

의 모든 범위에서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었고, 이는 입원 

치료로 호전을 보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요통을 주소로 입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환자가 느끼는 증상에 대해 여러 가지 지표를 사용한 분

석뿐만 아니라 실제 증상을 주관적으로 기술한 결과들을 

축적하여 요통의 증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관찰했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가 16명으로 비교적 적은 수로 시

행되었으며, 시행된 연구가 예비 연구라는 측면 자체에서 

한계점을 찾을 수 있다. 향후 본 연구를 통한 레지스트리 

구축을 통해 다기관 등록체계를 완성하고, 이를 이용함으

로써 요통에 대한 여러 역학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축된 레지스트리를 통해 환자의 삶의 질에 

대한 설문을 통해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거

나, 한약물 치료 효과를 판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등 더 

발전적인 방향의 연구들이 시행될 것이며, 등록체계를 사

용하는 연구들의 정보 공유성을 바탕으로 더 많은, 그리

고 새로운 연구 진행의 기본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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