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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o research trends of studies on treatments of lumbar herniated intervertebral 

disc in Korean medicine.

Methods : We searched papers using Korean Traditional Knowledge Portal, OASIS, KISS. We 

used “low back pain”, “radiculopathy”, “lumbar herniated intervertebral disc” as keyword. 

Limitations were as follows; Domestic studies, published from 2000 to 2011, mentioning the 

treatments of lumbar herniated intervertebral disc in Korean medicine. This study researched 

and classified the papers according to the fields of the treatment and methods of study.

Results : The results were obtained as below ; 1. The number of papers published in 2000 was 

only three, but steadily increased to 15 in 2010 and the total number of papers was 93. 2. 

When categorized according to the fields of treatment, 93 researches are classified as 

acupuncture, moxibustion, Chuna therapy, drug, various physical therapies and collaborative 

Oriental-Western medicine therapy. 3. When categorized according to the methods of study, 

70 researches were the simple case report and non-RCT(non-randomized controlled trial) 

were 11 and RCT(randomized controlled trials) has been reported in 11 researches. 4. General 

assessment tools were VAS, ODI before, however these days, Physical examination(ROM, 

SLRT, etc.), Radiologic tests(MRI, X-ray), DITI etc. are used more in order to evaluate 

objective therapeutic effects.

Conclusions : These results indicate that researches on lumbar herniated intervertebral disc in 

Korean medicine have been investigated by various method and steadily increasing.

Key words : low back pain, radiculopathy, lumbar herniated intervertebral disc

I. 서  론

만성 요통은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에 많은 

향을 미치는데, 그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1)
. 근육

과 인  손상에 의한 염좌와 같은 일반 인 요통

의 이환율은 50~80%이며, 신경병증에 의한 하지 

방사통을 동반한 요통의 이환율은 10~15% 내외이



조형 ㆍ설재욱ㆍ신미숙

- 502 -

Fig. 1. Flow chart of the trials selection proess.

다
1)
. 하지방사통을 동반한 요통은 낮은 이환율에도 

불구하고 일반 인 요통에 비해 유병 기간이 길고, 

통증으로 인한 불편감이 크며 수술 인 처치 이후

에도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커서 치료와 재활에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하지방사통을 동반한 요추 추

간  탈출증의 보다 효과 인 치료를 탐색하기 

한 많은 연구가 행해지고 있고 그 요성 역시 지

속 으로 제기되고 있다2).

요추 추간  탈출증은 주로 하  요추부 추간

의 퇴행성 변화나, 외력에 의해서 섬유륜의 앙, 

내측 는 외측섬유의 열로 수핵의 일부 는 

부가 탈출을 일으켜 경막이나 신경근을 압박하

여 신경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2,3)

. 치료는 크게 

수술  치료와 비수술  치료로 나  수 있으며, 

후자가 80~90% 정도의 치료율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표 인 보존치료인 한의학  

근법에 심이 증 되고 있다4).

추간  탈출증에 한 한의학  치료에는 침구

치료, 약물치료, 침도요법, 약침요법, 독요법, 추

나요법, 한방물리요법 등이 있으며 이 치료법들은 

임상에서 복합 으로 용되거나 의학  치료

와 병행되는 한양방 진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

우가 흔하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부터 2011년까

지 국내 주요 한의학 학술지에 게재된 요추 추간

 탈출증의 한의학  치료와 련된 최근의 임상

연구들을 치료분야별로 분류하고 그 연구 경향을 

분석하여 약간의 지견을 얻었기에 아래와 같이 보

고하는 바이다. 

II. 문헌검색

2000년에서 2011년까지 국내 주요 한의학 학술

지에 게재된 논문들 에서 요통, 그 에서도 요

추 추간  탈출증과 련된 한의학 논문을 검색하

여 수집하고, 치료유형, 연구형태, 평가도구 등을 

비교 분석하여 정리하 다. 구체 으로 자료를 검

색하여 분류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국내 논문 검색 DB는 한국 통지식 포탈

(Korean Traditional Knowledge Portal)  통의

학정보포탈(OASIS), 한국학술정보(주)(KISS) 등 

3개의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발표된 

논문을 검색하 다. 검색어로는 ‘추간 ’ 뿐아니라, 

MeSH 검색을 통해 요추 추간  탈출증에서 병발

되는 요통(low back pain)과 방사통(radiculopa-

thy)을 검색어로 하 으며, 검색 민감도를 높이기 

해 배통(back pain)까지 추가로 검색을 시행하

다.

각 DB에서 1차 검색된 논문  2차로 요추 추

간  탈출증의 한의학  치료와 련된 논문 93편

만을 선별하고, 선별된 논문들에 해, 연구 분야

에 따라 크게 침치료 연구, 뜸치료 연구, 약물치료 

연구, 추나 연구, 복합한방치료 연구, 한양방 진

치료 연구, 기타 연구로 나 어 비교 분석하 으며, 

연구 방법에 따라 단순 증례보고(case report), 무

작  조군 임상연구(RCT; randomized con-

trolled trials), 비무작  조군 임상연구(non- 

RCT)로 분류하여 정리하 다.

III. 연구내용

1. 게재년도  학회지분석

2000년부터 2011년까지 검색된 논문은 총 93편이

었다. 연도별 발표 게재된 논문 개수에서 2000년 3

편에 불과하던 논문의 수가 해마다 증가추이를 보

이며 조 씩 증가해 2010년에는 15편으로 요추 추

간  탈출증의 한의학  치료에 한 연구자들의 

심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한 최종 선별된 논문 93편은 국내 주요 학술

지에 게재되어 있었는데, 한침구학회지가 32편으

로 가장 많았으며, 척추신경추나의학회지가 27편으

로 그 뒤를 이었다.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12편, 

한약침학회학회지 5편, 한방척추 학회지 4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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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year) Form
Case 

number
Evaluation index Remark

Cho et al. (2007)5) Case report  3 VNRS, Work Time M.S.T.

Jang et al. (2003)
6)

Case report 30 SLRT, ADF, APF Scalp Acup.

Han et al. (2005)7) Case report  1 SLRT, Bragard Test Sa-am / Dongssi

Chae et al. (2001)8) RCT 29 VAS Body
Acup.

Yun et al. (2001)
9)

Non-RCT 30 Grade 4 A-Shi
Point.

Jang et al. (2007)10) Case report  1 VAS, Cobb's angle,
 lower leg length

A-Shi
Point.

Yun et al. (2010)11) RCT 30 VAS, ODI Sa-am / Banggwang- 
 jeonggyeok 

Jang et al. (2002)
12)
 RCT 29 EVA, VAS EVA(Meridian)

Yun et al. (2010)13) RCT 63 VAS, ODI, Odem's degree Acupotomy

Jang et al. (2008)14) Case report  1 SLRT, PRS, ODI Acupotomy

Kyak et al. (2008)
15)

Case report  4 VAS, ODI, 5-point likert scale Acupotomy

Lee et al. (2008)16) Case report  3 VAS Acupotomy

ADF : Ankle dorsiflextion, APF : Ankle plantarflextion, DITI : Digital infrared thermal imaging, EAV: Electro-
acupuncture according to voll, M.S.T : Motion style treatment, ODI  : Oswestry disability index, PRS : Pain rating 
score, ROM : Range of motion, SLRT : Straight leg raising test, VAS : Visual analog scale, VNRS : Verbal numerical 
rating scale.

Table 1. Acupuncture Clinical Research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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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Number of clinical 
research for treatment of 
Korean medicine in lumbar 
herniated intervertebral disc.

학교 한의학연구소 문헌집 2편, 한스포츠한

의학회지 2편이 게재되었다. 그 외에도 경락경 학

회지, 경원 학교한의학연구소논문집, 한한방내

과학회지, 한한의학회지, 동의생리병리학회지, 복

치의학회지, 사상체질의학회지, 세명 학교한의학

연구소논문집, 한방성인병학회지 등에 각 1편씩 게

재되어 있었다.

2. 연구 분야에 따른 분석

연구 분야에 따른 분석에서 침, 뜸, 추나, 각종 

물리요법 등을 병행 치료한 한의학  보존 치료법

의 요추 추간  탈출증에 한 유효성 평가 연구

가 34건(35%)으로 가장 많았고, 침연구 31건

(33%), 추나요법 14건(15%), 뜸연구 3건(3%)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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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year) Form
Case

number
Evaluation Index Remark

Song et al. (2009)21) RCT 30 VAS, SLRT Soyeom

Choi et al. (2007)22) Case report  1 VAS, ROM, SLRT, Bragard Test Carthami Flos

Go et al. (2002)
23)

Case report 20 DITI, SLRT, ODI, VAS Scolopendrid

Kim et al. (2004)24) Case report 50 VAS,ODI,ROM, SLRT Scolopendrid

Go et al. (2003)25) Case report 70 DITI, SLRT, ODI Scolopendrid

Jeon et al. (2011)
26)

RCT 20 NRS, ODI ShinBaro

Kim et al. (2005)27) Non-RCT 30 VAS, ODI Bee Venom

Bae et al. (2002)28) Non-RCT 24 SLRT, Grade 5 Bee Venom

Yoon et al. (2000)
29)

Case report  1 VAS, SLRT, ROM Bee Venom

You et al. (2006)30) RCT 35 SLRT, VAS, ODI Bee Venom

Cha et al. (2004)31) Non-RCT 29 VAS, ODI Bee Venom

Yoon et al. (2006)
32)

Case report  1 MRI, X-ray Bee Venom

Lim et al. (2002)33) Case report  1 DITI, MRI, X-ray Bee Venom

Cha et al. (2006)34) Non-RCT 18 VAS, ROM Bee Venom

Chun et al. (2003)
35)

Case report 20 VAS, PRS, DITI Bee Venom

Lee et al. (2004)36) Case report 20 VAS, Grade 5 Bee Venom

Lee et al. (2001)37) Case report  1 VAS, ROM Bee Venom

Sin et al. (2011)
38)

RCT 34 VAS, Aberdeen LBP scale Bee Venom

Lee et al. (2003)39) Case report  1 MRI Bee Venom

DITI : Digital infrared thermal imaging,  LBP : Low back pain, M.S.T : Motion style treatment, NRS : Numerical 
rating scale, ODI : Oswestry disability index, PRS : Pain rating score, ROM : Range of motion, SLRT : Straight leg 
raising test, VAS : Visual analog scale.

Table 2. Pharmacopuncture Clinical Research List

물연구 1건(1%)의 순이었으며, 한양방 진 3건

(3%), 기타 연구도 8건이었다. 치료방법에 따른 세

부  연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침치료 연구

침치료에 련된 연구는 31건으로 일반 침치

료5-12)에 한 연구가 8건, 침도요법13-16)에 한 연

구가 4건이었다. 특히 침도요법의 경우 4건 모두 

2008년 이후의 문건으로 3건의 증례보고
14-16)

가 

2008년에 게재되었고, 2010년에는 RCT 임상연구논

문13)이 게재되어 최근에 주목받는 시술로 유추될 

수 있다. 일반 침치료에 한 연구는 일반 침치료
12)

의 효과에서부터 동작침법(MST; Motion Style 

Treatment)5), 두침법6), 사암침법7,11), 동씨침법7),  

체질침
8)
, 아시

9,10)
에 한 연구 등으로 다양했으

며, VAS나 ODI 등의 여러 평가도구를 통해 치료

효과를 객 으로 측정한 결과 치료종료 후 증세

가 호 되었음을 보고하고 있었다.

약침에 한 연구는 19건으로 독약침
27-39)

 연

구가 13건, 소염약침21), 홍화약침22), 오공약침23-25)이 

각각 3건, 신바로약침26)이 1건 보고되었다. 요추 추

간  탈출증 치료에는 독약침이 가장 많이 사용

되고 있었으며, VAS감소, ROM증가 등의 다양한 

평가 척도의 개선이 있었다. 이  RCT 임상연구

는 2009년 소염약침에 한 연구와 2011년 신바로

약침에 한 연구가 있었으며, 2006년30), 2011년38)

에는 독약침에 한 RCT 임상연구도 보고되었

다.

2) 뜸치료 연구

뜸치료 연구는 1건의 증례보고(case report)
19)
와 

2건의 RCT 임상연구17,18) 등 총 3건이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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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year) Form Case number Evaluation index Remark

Lee et al. (2011)17) RCT 95 NRS, ODI Sinseon 

Kim et al. (2011)18) RCT 32 VAS, ODI Indirect

Park et al. (2007)
19)

Case report  1 VAS, SLRT, Sit Time Direct

NRS : Numerical rating scale, ODI : Oswestry disability index, SLRT : Straight leg raising test, VAS : Visual analog 
scale.

Table 3. Moxibustion Clinical Research List

Title(year) Form
Case

number
Evaluation index Remark

Lee et al. (2007)40) Case report  3 VAS, ODI Spine
Decompression

Sin et al. (2009)
41)

Case report  1 VAS, SLRT, ODI, ROM Kyungkuen
Chuna

You et al. (2004)42) Case report  1 VAS, SLRT Flexion Distraction Tech

Kim et al. (2006)43) Case report  1 VAS Flexion Distraction Tech

Kim et al. (2003)
44)

Non-RCT 30 VAS, ODI Chuna

Lee et al. (2007)45) Non-RCT 30 VAS, Grade 5 Chuna.

Hwang et al. (2007)46) Case report  2 VAS Mckenzie
Method

Kim et al. (2006)
47) 

Case report  3 VAS Mckenzie
Method

Pil et al. (2009)48) Non-RCT  6 VAS, ODI Decompression

Won et al. (2007)50) Case report 15 VAS, RDQ Decompression

Park et al. (2008)
51)

Case report  1 VAS, Modified Rathel Index Chuna

Jung et al. (2006)52) Case report  1 VAS, MRI Chuna

Kim et al. (2010)53) Case report  7 VAS, ODI Decompression

DITI : Digital infrared thermal imaging, M.S.T : Motion style treatment, ODI : Oswestry disability index, RDQ : The 
Roland-Morris disability questionnaire, ROM : Range of motion, SLRT : Straight leg raising test, VAS : Visual analog 
scale.

Table 4. Chuna therapy Clinical Reserach List

RCT 임상연구는 모두 2011년에 보고된 것으로 요

추 추간  탈출증에 한 뜸치료의 효과가 최근에 

와서야 보다 심있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뜸치료를 제외한 다른 한의학  치료를 수

행한 조군에 비해 RCT 임상연구 2건 모두에서 

뜸치료가 유의한 치료효능을 보인 것으로 보고되

었고 연구에 선정된 뜸치료의 종류는 신선구법
17)
, 

간 구법18), 직 구법19) 등으로 다양하 다.

3) 약물치료 연구

2000년 이후 요추 추간  탈출증 치료에 한 

여러 보존  치료를 병행하는 논문에 비해 단독 

약물의 효능 검증 문건20)은 딱 1건 있었다. 내용은 

十棗湯 투약을 통한 증례보고로 호  치험례 5

에 한 임상 찰 보고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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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year) Form
Case

number
Evaluation index Remark

Lyu et al. (2009)91) Case report  5 VAS, RMDQ Sling exercise

Ban et al. (2010)92) Non-RCT 74 ODI, SF-36, VAS Smoking

Kim et al. (2004)
93)

Case report  1 VAS, DITI Soeumin patient

Yang et al. (2010)94) Case report 40 VAS, Grade 4 Sling exercise

Jang et al. (2006)95) Case report  1 VAS Patient undergoing

Park et al. (2010)
96)

Case report  1 VAS, ODI, RMDQ Pregnant

Cho et al. (2006)97) Case report  1 VAS, ROM, SLRT Taping therapy

Cho et al. (2003)98) Case report  1 VAS Rainbow therapy

DITI : Digital infrared thermal imaging, ODI : Oswestry disability index, ROM : Range of motion, RMDQ : The 
Roland-Morris disability questionnaire, SLRT : Straight leg raising test, VAS : Visual analog scale.

Table 5. Others Clinical Reserach List

4) 추나 연구 

요추 추간  탈출증의 치료에 많이 사용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는 추나요법
40-53)

에 한 문건은 14

건이었다. 단순 임상보고(case report)의 형태가 

부분이었으며, Non-RCT 임상연구44,45,48)는 3편 있

었으나, RCT 임상연구는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

다. 신 감압요법40,49,50,53)에 한 연구가 많았으며, 

골곡신연기법42,43,45), 요추신연고정법44), Mckenzie46,47)

에 한 연구, 감압요법과 일반  추나요법과의 비

교연구48) 등이 있었다. 

5) 한의학  병행치료 연구

요추 추간  탈출증의 한의학  치료에 한 임

상보고 형식의 증례보고54-87)는 34건이었으며, 특정

한 한의학  치료에 한 연구가 아닌 여러 병행

치료의 효능을 보고하는 연구들이었다. 치료법으로

는 침, 침, 약침, 약물, 뜸, 추나, 한방물리요법 등

을 환자의 증상에 따라 다양하게 용한 후, 이러

한 보존  치료법의 유효성 여부를 평가하 다. 

2000년 이후 요추 추간  탈출증에 한 이러한 증

례보고 34건의 증례의 총합은 639 으나 각 증례

의 정황이 달라 증례를 통합한 객 인 결과로서

의 효과성을 언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6) 한양방 진치료 연구 

요추 추간  탈출증의 한양방 진치료에 한 

문건은 3건으로 2000년
88,90)

에 2건, 2010년
89)
에 1건

의 보고가 있었으며, 한약과 양약을 복합처방했을 

때의 효능을 비교 분석한 결과 단독처방에 비해 

복합처방이 보다 우수한 치료 효능을 보인다고 하

다.

7) 기타 연구

요추 추간  탈출증에 한 여러 임상연구 에

는 통 인 한의학  치료 효능 이외에 슬링치료 

효과에 한 연구
91,94)

, 흡연과의 상 성 연구
92)
, 사

상의학을 활용한 임상보고93), 추나 치료 후 악화된 

임상보고95), 임신환자에 한 연구96), 테이핑치료법97) 

Rainbow요법
98)
 등이 있었다.

3. 연구방법에 따른 분석

검색된 93편의 논문을 연구방법에 따라 분류해 

보면 증례보고가 71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Non- 

RCT와 RCT 임상연구가 각각 11편 발표되었다. 

치료 주제에 따른 체계  문헌고찰 연구는 없었다. 

체의 75%에 해당하는 증례보고 문헌은 1  보고

부터 193 의 증례를 모아 발표한 다례보고까지 다

양하 으며, 2000년 발표된 증례의 총수는 958

으나, 치료방법과 환자의 병정이 다양하여 표 화

된 연구에는 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 침치료 등의 일반 인 한의학  치료군을 

조군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치료에 부가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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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Total 

participants
Trial group n Control group n Outcome measure(p value)

Cha
 et al. (2006)34)

18 BVP 10 MA  8 VAS, ROM(p＜0.05)

Bae
 et al. (2002)28)

24 BVP 12 MA 12 SLRT, Grade 5(p＜0.05)

Kim
 et al. (2003)

44)
30 Chuna+CT 15 CT 15 VAS, ODI(p＜0.05)

Ri
 et al. (2007)45)

30 Chuna+CT 15 CT 15 VAS(p＜0.05)

Ban
 et al. (2010)92)

74 Smoking 40 Non-smoking 34 ODI, SF-36, VAS(p＜0.05)

Pil
 et al. (2009)

48)
 6 Chuna  3 COMT  3 VAS, ODI(p＜0.05)

Cha
 et al. (2004)31)

29 BVP+MA 16 MA 13 VAS, ODI(p＜0.05)

Kim
 et al. (2005)27)

30 Proximalacupoints 15 Distal acupoints 15 VAS, ODI(p＞0.05)

Li
 et al. (2000)

88)
60 Western+KM 33 KM 27 Grade 4(p＜0.05)

Li
 et al. (2010)89)

18 Western+KM 9 KM  9 VAS, PRS, DITI(p＜0.05)

Yun
 et al. (2001)9)

30 Ah-Shi Points+MA 15 MA 15 Grade 4(p＜0.05)

BVP : Bee venom pharmacopuncture, COMT : Compressing therapy, CT : Conservative treatment, DITI : Digital 
infrared thermal imaging, KM : Korean medicine, MA : Manual acupuncture, ODI : Oswestry disability index, PRS : 
Pain rating score, ROM : Range of motion, SLRT : Straight leg raising test, VAS : Visual analog scale.

Table 6. Characteristics of Reviewed Non-RCTs of Korean Medicine for the Lumbar Herniated Inter-
vertebral Disc

약침
21,26,28,31,34)

, 뜸
17,18)

, 추나요법
44,45,48)

, 침도요법
13)
, 

아시 치료9) 등을 추가로 시행한 연구에서 모두 

유의한 치료효과를 보 으며, 일반 침치료군을 

조군으로 설정하고 효능을 비교한 사암침
11,12)

, 

약침26,30)치료군 한 조군에 비해 유의한 치료 

효능을 보 다. 한의학  치료만을 수행한 조군

에 비해 한양방 진
88,89)

치료를 수행한 치료군 역

시 유의한 치료효능을 보여주었다. 다만, Non-  

RCT 임상연구로 시행된 원 취 에 한 근 취

의 효능
27)
비교와 RCT 임상연구로 시행된 독

약침에 한 피내주사와 근육내 주사와의 효능34) 

비교연구는 치료 효능면에서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었다. 각 논문들은 다양한 평가 척도를 활용하여 

조군에 한 실험군의 치료 효능을 보여주었으

나, 각각의 논문들은 각 논문마다 평가 척도가 다

르고, 평가척도가 같다 하더라도 개별 논문마다 정

의를 달리하여 용하는 문제 이 있었다.

4. 평가척도 분석

평가척도는 크게 요추 추간  탈출증을 진단하

기 한 척도와 한의학  치료 후 치료의 정도를 

정량 으로 나타내기 한 평가척도로 나  수 있

는데, 여기서 말하는 평가척도란 후자를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 비교 분석된 임상연구에서는 여러 가

지 다양한 평가척도(evaluation index)가 요추 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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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Total 

participants
Trial group n Control group n Outcome

Song 
 et al. (2009)

21)
30 Soyeom Pharmaco-- 

 puncture  
15 MA 15 VAS, SLRT(p＜0.05)

You 
 et al. (2006)30)

35 BVP 20 MA 15 SLRT, VAS, ODI
 (p＜0.05)

Yun 
 et al. (2010)13)

63 Acupotomy+MA 33 MA 30 VAS, ODI(p＜0.05)

Sin 
 et al. (2011)

38)
34 Intracutane-ous BVP 20 Intramuscular BVP 14 VAS, Aberdeen LBP 

 scale(p＞0.05)

Chae 
 et al. (2001)8)

29 Constitution acupuncture 12 MA 17 VAS(p＜0.05)

Li 
 et al. (2011)17)

95 Sinseon
 moxibustion+CT

49 CT 46 NRS, ODI(p＜0.05)

Joun 
 et al. (2011)

26)
20 Sinbaro+MA 10 MA 10 NRS, ODI(p＜0.05)

Kim 
 et al. (2011)18)

32 Indirect moxibustion+
 MA

15 MA 17 VAS, ODI(p＜0.05)

Yun 
 et al. (2010)11)

30 Sa-Am 15 MA 15 VAS, ODI(p＜0.05)

Kim 
 et al. (2000)

90)
48 Herbal A/Herbal A+ 

 Weston 
11/
14

Herbal B/
 Herbal B+Weston

11/1
2

VAS(p＜0.05)

Jang 
 et al. (2002)12)

29 Sa-Am 14 MA 15 VAS(p＜0.05)

BVP : Bee venom pharmacopuncture, CT : Conservative treatment, LBP : Low back pain, MA : Manual acupuncture, 
NRS : Numerical rating scale, ODI : Oswestry disability index, SLRT : Straight leg raising test, VAS : Visual analog 
scale.

Table 7. Characteristics of Reviewed RCTs of Korean Medicine for the Lumbar Herniated Intervertebral 
Disc

 탈출증의 한의학  치료의 유의성 여부를 단

하는 지표로 각각 다르게 사용되었다. 가장 많이 

사용된 평가척도는 VAS(Visual Analog Scale)이다. 

VAS는 통증에 한 평가를 환자의 주 에 따라 

시행하기 하여, 간단한 구조와 사용하기 편리함, 

짧은 평가 시간 등의 장 으로 연속 으로 통증을 

측정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된다40). 통증 강도의 변

화뿐만 아니라 시간, 빈도, 동작의 값들  어떠한 

변화라도 민하게 표 되며, 신뢰도가 높고 기록

하기 용이하여 임상 으로 유용한 PRS(pain 

rating score)
35)
 역시 여러 편의 논문에서 사용하

다. 한 spinal disorder에 condition-specific하게 사

용되는 요통 평가 도구인 ODI(Oswestry disability 

index)26)와 24개의 설문항목으로 되어 있는 

RMDQ(the Roland-Morris disability question-

naire)91)도 많이 사용되었는데, 특히 주로 일상생활

의 장애 개선 정도를 평가척도인 ODI는 VAS만큼

이나 각종 논문에서 요추간  탈출증의 치료효과

를 검증하기 한 지표로 많이 활용되고 있었다. 

이 외에도 환자의 주  통증의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통증의 정도를 환자로 하여  0에서 10까

지의 숫자로 말하도록 하는 방법인 언어숫자통증

등 (VNRS : verbal numerical rating scale)5)과 

삶의 질 평가 척도인 SF-36
92)
도 활용되었다. 

환자의 주  평가와 다른 객  평가척도로

는 이학  검사, 상 의학  진단도구, DI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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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infrared thermal imaging)
99) 

등이 사용되었

다. 이학  검사에 한 지표로는 SLRT(straight 

leg raising test)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ROM 

(range of motion), Bragard Test, Patrick sign 등

도 보조 으로 사용되었으며, 상의학  진단도구

인 MRI(magnetic resonance imaging), X-ray 등도 

평가도구로 활용되어 보다 객 성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 외에도 동통의 단계를 4나 5단

계로 나 어 표시하는 Grade 4, Grade 5, 그리고 

도수근력검사(MMT : Manual Muscle Testing) 등

도 이용되었다. 

IV. 고  찰

2011년 보건복지부의 한방 의료 이용  한약 

소비 실태조사 결과발표에 따르면 40, 50, 60  

장년층이 한방 의료 기 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그 에서도 요통 환자들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00)

.

최근 요통을 비롯한 다양한 질환군에서  의

학을 보완하는 체 의학의 역할이 차 늘어가는 

가운데, 높은 수 의 의학  근거를 구비한 체 

의학의 연구결과도 차 많이 보고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00년 이후 요추 추간  탈출증으로 

진단을 받은 환자들을 상으로 한 한의학  치료

의 최근 동향을 살펴 으로서 지난 10여 년간의 성

과와 발 을 고찰하고, 요추 추간  탈출증의 한의

학  치료에 한 연구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서 향

후 연구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 다. 

2000년부터 2011년까지 게재된 논문은 총 93편으

로 2000년 이후 꾸 히 증가 추세 으며, 논문의 

형식을 살펴보면 71편의 논문이 증례보고 문헌이

며, non-RCT 임상연구와 RCT 임상연구가 각각 

11편으로 총 22편이었다. RCT 임상연구는 기존의 

한의학  보존치료를 수행한 치료군과 기존의 치

료법에 독약침28,31,34), 추나요법44,45), 침도요법49) 

등을 부가하여 치료하 을 때 치료효과가 더 유의

하게 나타나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연구와 기존의 

침법과 특정 침법을 비교해 보는 연구9), 독약침

의 근 취 과 원 취 의 효능차이를 비교하는 

연구27), 양약과 한약을 병용했을 때의 효능을 비교

하는 연구
88,89)

, 흡연군과 비흡연군의 비교연구
92)
 등

이 수행되었다. 2000년 이후 발표된 RCT 연구는 

각 연구의 분석증례가 50명을 넘는 연구는 2편13,17)

에 불과했으며 100증례 이상을 비교분석한 논문

은 없었다. 나머지 50증례 이하로 연구된 논문

들8,11,12,18,21,26,30,38,90)은 증례가 어 확실한 유의성을 

논하기에 미흡한 이 있었다. 한 치료기간 역시 

9일18), 13일17), 14일26), 30일30) 등으로 부분 짧고, 

이후 환자 상태에 한 추  찰이 제 로 이루

어져 있지 않아서 연구 설계상의 한계를 보여주었

다. 한 보다 많은 증례의 실험군과 조군, 보다 

충분한 연구기간을 확보하여 환자의 치료경과를 

치료시 부터 일정기간 후의 추이 찰까지 수행하

기 해서는 다양한 기 의 연구 참여가 더욱 격

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치료 분야에 따른 분류에서는 침, 뜸, 약침, 

독, 추나, 한방 물리요법 등을 병행한 한의학  보

존  치료법이 요추 추간  탈출증 환자에게 효능

이 있는지 여부를 보고하는 형태의 연구
54-87)

가 34

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침연구5-16,21-39) 31

건, 추나요법40-53) 14건, 뜸연구17-19) 3건, 약물연구20) 

1건의 순이었으며, 한양방 진연구
88-90)

 3건, 기타 

연구91-98)도 8건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가장 많은 증례보고는 복합 으로 한방치료를 

시행하고 그 치료효과를 보고하는 형식의  연구로 

총 34건이었고 증례 수로는 639 다. 한 치료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에 해서도 2000년 반에는 

통일되어 있지 않다가 차 VAS나 ODI 등의 평

가도구를 공통 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다만, 연구

의 구체 인 시행방법이나 기술의 방법이 통일되

지 않고 각 연구에 사용된 진단기기가 MRI, X- 

ray, DITI 등으로 다양했으며 환자의 주  통증

의 정도를 나타내는 평가도구들이 주로 사용되어, 

각 논문들 간에 일 되고 표 화된 결과를 도출하

기에는 무리가 많이 있어보 다. 

보고된 31건의 침연구  19건이 약침 연구 으

며, 그  13건
27-39)

이 독에 한 연구로 요추 추

간  탈출증 환자에게 독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독에 한 2개30,38)의 RCT 연구

에서 독약침이 일반 침치료에 비해서는 유의성 

있는 효능을 나타내었으나30), 독약침의 피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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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근육내 주사와의 효능을 비교하는 연구
38)
에서

는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향후 독 연구에 참고할만한 사항이라 사료

된다. 약침의 효능을 검정하는 문건으로는 오공약

침23-25)이 3건 있었으며, 소염약침21), 홍화약침22), 그

리고 척추 문 한방병원의 청 이라는 복합 처

방을 증류 추출한 신바로약침
26)
에 한 연구가 각

각 1건씩 있었다. 약침이 아닌 일반 침치료에 한 

연구5-16)는 총 13건이었는데, 크게는 일반 침치료의 

효능연구
5-12)

가 9건, 침도요법
13-16)

에 한 연구가 4

건이었다. 

침도요법은 1976년 국의 북경 의약 학 교

수 던 朱漢章이 한의학의 침법을 응용하여 만든 

새로운 치료법으로, 조직의 유착을 박리하여 원래

의 동  상태로 회복시켜 주고 병소 부 를 소통

시켜 기 을 순조롭게 통하게 하는 시술
16)
인데, 

2008년부터 꾸 히 보고되고 있어, 최근에 요추 추

간  탈출증의 치료에 많이 시도되고 있으며, 그 

효능도 꾸 히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침치

료의 효능에 한 연구는 증례보고5,6,7,10)가 4건, 

Non-RCT 임상연구9)가 1건, RCT 임상연구8,11,12)가 

3건으로 지속 으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침법의 종류에 따라서도 동작침법

(MST)5), 두침법6), 사암침법7,11), 동씨침법7), 체질

침
8)
, 아시

9,10)
연구 등이 있어서 요추 추간  탈출

증을 치료하는 침치료의 효능 연구가 비교  활발

함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아쉬운 은 임상에서 

많이 활용되는 침에 한 연구가 없었는데, 이는 

향후 반드시 추가되어야 할 연구 분야로 생각된다. 

한 2001년 처음 출 된 STRICTA(STandards 

for Reporting Interventions in Clinical Trials of 

Acupuncture; 침 임상연구에서 재 보고를 한 

표 ) 보고지침은 침 련 임상연구보고의 완벽성

과 투명성을 향상시켜 연구의 질  향상을 담보토

록 하고 있다. 발표된 침연구 논문에서 각각의 논

문들이 자마다의 기 에 의해 연구를 수행함으

로서 각 연구들의 통일된 치료효능을 검증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된 연구규정

에 따른 체계  연구가 시행될 때, 요추 추간  탈

출증 환자의 한의학  치료에 한 가이드라인 구

축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

해본다. 

추나요법에 한 연구40-53)도 14건이 있었는데, 

그  감압요법에 련된 연구40,48,49,50,53)가 5건으로 

비교  활발히 연구되고 있었는데 감압요법이란 

기존 견인치료의 문제 을 기술 으로 해결하여 

특정 요추간 에 감압을 용함으로써 그 치료효

과를 극 화한 치료법을 말한다. 표 인 운동요

법인 Mckenzie식 운동요법은 단지 신 운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몇몇 운동은 척추에 한 

고유수용성 인지를 증가 시키고 척추 주  근육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에 한 연

구46,47)가 2건 있었다. 그 이외에, 굴곡신연기법에 

의한 연구
42-45)

 3건, 요추신연고정법에 한 연구
44)
 

1건, 일반 인 추나치료에 한 효능비교연구51,52)가 

2건 더 있었다. 추나요법에 한 논문은 부분 

2006년 이후의 것이었고, 추나요법에 한 논문이 

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RCT 임상연구가 한 건

도 없었다. 이는 추나요법 치료에 한 한 

조군 설정의 어려움을 포함하여 연구방법 개발에

의 어려움 때문으로 사료된다.

한양방 진에 한 연구는 2000년88,90) 2건, 2010

년
89)
 1건으로 총 3건이 있었다. 3건의 연구 모두 

한약과 양약을 병행 투여했을 때 효능을 보여주는 

논문이었다. 2000년에 발표된 2건을 제외한다면 

2001년 이후 지 까지 단 1건만이 보고된 것인데, 

실제로 추간  탈출증에 진이 지속 으로 증가

하는 추세에 반하여 이에 련된 진 연구가 상

당히 부족한 실정임을 시사하고 있으며 향후 척추 

질환에 한 한양방 진을 한 진 로토콜 

개발과 진 모델 구축 등을 포함한 추가 인 연

구가 필수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기 된다.

한 본 논문에서 밝힌 것처럼 요추 추간  탈

출증에 한 한의학  치료에는 침치료, 뜸치료, 

추나요법, 약물치료 등 다양한 치료 재가 있고, 

향후 양약과 한약의 병행치료의 효과뿐 아니라, 침, 

뜸, 추나 등 다른 한의학  치료법과의 병행치료 

연구가 추가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추가

 연구가 충분히 쌓여야만 진에 한 당 성을 

진 트 인 의학 공자들에게 달하고 

그럼으로써 보다 효율 인 진이 이루어질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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뜸치료에 한 연구
17-19)

는 3건이 있었는데 신선

구법17), 간 구법18), 직 구법19) 련 연구가 각각 

1건씩 있었다. 신선구법17)이란 <동의보감>의 십종

요통에 기재된 방법으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가 변하지 않는 구법이다. 3편의 논문에서 요추 추

간  탈출증에 한 뜸의 효능이 유의한 것으로 

보이는 임상사례는 모두 128 는데, 이는 요추 

추간  탈출증에 뜸치료가 꾸 히 시행되어 왔음

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다만, 뜸치료에 한 연구

가 3건에 불과하여, 좀 더 객 인 뜸치료의 효능

을 언 하려면 보다 많은 임상연구가 필요하다. 

약물의 효능에 한 단독 연구20)는 1건에 불과

했는데, 한의학 치료의 특성상 침, 뜸, 약물 뿐 아

니라 각종 물리요법까지 병행하여 환자를 치료하

기 때문에 약물에 한 단독 치료의 효과를 보고

하고 있는 연구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요추 추간  탈출증에 한 기타 연구로는 슬링

치료91,94), 흡연과의 상 성 연구92), 사상의학 측면

에서의 임상보고
93)
, 추나 치료 후 악화된 임상보고

95)
, 

임신환자에 한 연구96), 테이핑치료법97), Rainbow

요법98) 등이 있었다.

본 연구는 최근 10여 년 동안의 국내에서 발표

된 논문만을 그 상으로 수행하 으므로 연구

상 설정에 있어서 범 상의 소함으로 인한 한계

를 가지고 있다. 향후, 국외의 보다 다양한 연구들

을 모두 아우르는 후속 연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그래야만, 요추 추간  탈출증에 한 보다 

정확한 한의학  치료법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V. 결  론

2000년부터 2011까지 보고된 요추 추간  탈출

증의 한의학  치료에 한 임상연구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아래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 다.

1. 요추 추간  탈출증에 한 한의학 연구 보고는 

2000년부터 해마다 증가하여 요추 추간  탈출

증의 한의학  치료에 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치료방법에 따른 분류에서는 침, 뜸, 약침, 독, 

추나, 각종 물리요법 등을 병행한 다양한 한의

학  보존치료가 요추 추간  탈출증 환자에게 

효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임상 연구가 34건으

로 가장 많았고, 단독치료에 한 보고로는 침

연구 31건, 추나요법 14건, 뜸연구 3건, 약물연구 

1건의 순이었으며, 그 이외에 한양방 진연구 3

건과 기타도 8건이 있었다.

3. 연구 유형에 따른 분류에서는 증례보고가 71건

이었으며 Non–RCT 임상연구가 11건, RCT 임

상연구가 11건이었다. 

4. 평가지표에 따른 분류에서는 환자의 주  요

통의 정도를 평가하는 VAS, ODI가 가장 높은 

빈도로 사용되었으며, 최근에는 치료에 한 객

 효능을 평가하기 한 이학  검사(ROM, 

SLRT 등), 상의학  진단(MRI, X-ray), 체

열 촬 (DITI) 등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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