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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is aimed to evaluate the feasibility of further clinical research of 

warm needle acupuncture as an effective and safe treatment for chronic low back pain.

Methods  Thirty participants will be randomly assigned to the Warm needle acu-

puncture group (n=15) and Dry needle acupuncture group (n=15). All patients will re-

ceive acupuncture therapy twice a week for 6 weeks, but only the experimental group 

will receive thermal stimulation. The primary outcome will be measured using the vis-

ual analogue scale for bothersomeness of low back pain, and the secondary outcome 

will be measured using the VAS for pain intensity, Oswestry disability index, 36-Item 

Short Form Health Survey, Beck's depression inventory, and amount of analgesics used.

Conclus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d to determine the feasibility of a fu-

ture large-scale randomized controlled trial that provides clinical evidence for the effi-

cacy and safety of warm needle acupuncture in the treatment of patients with chronic 

low back pain. (J Korean Med Rehabil 2020;30(4):15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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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요통은 근골격계 질환 중 가장 임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질환으로 청소년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에 발생

하며 성인 노동 인구의 주요 장애 원인이다1). 유병률이 

매우 높아 1년 동안 15-20%의 성인이 요통을 경험하며 

50-80%의 성인은 평생 동안 한 번 이상의 요통을 경험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2). 이 중 비특이적 요통은 병리가 

밝혀지지 않은 요통으로 대부분의 요통은 비특이적이

다. 추간판 장애, 척추관 협착증 등의 특이적 원인이 있

는 경우는 5-10%에 불과하다3).

요통은 통증 지속 기간에 따라 3개월 미만 지속되는 

급성 요통,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요통으로 분류한

다4). 요통의 예후는 비교적 양호하여 3개월 이내에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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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w chart of the trial. Flowchart showing the steps in

participant recruitment, treatment, and analysis. F/U: follow up.

가 회복된다고 보고되고 있지만 완치의 어려움 및 높은 

재발률로 인해 다수가 만성 요통으로 진행되며 만성 요

통을 경험하는 사람이 23%에 이른다5). 요통 증상이 만

성화되면 단순한 허리통증이나 기능 장애 뿐만 아니라 

우울증과 삶의 질 저하와 같은 사회심리학적인 문제가 

초래되며6) 이로 인해 만성 요통에 대한 보건 의료 지출

이 상승할 수 수 있다7).

만성 요통은 한방 치료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질병으

로 2000년부터 한의학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치료 

증례 및 침8), 약침9), 부항10), 추나요법11), 매선요법12) 등 

다양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표준진료지침에도 충분

한 근거 수준으로 보고될 만큼 한방치료의 다양한 연구 

결과 보고가 있으나 요통에 대한 온침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13).

온침은 침술과 뜸을 이용한 병용치료로 침을 자입한 

후 침의 손잡이인 침병에 쑥을 붙이고 태워서 열을 가

하는 치료방법이다. ≪傷寒論≫에서 최초로 명칭이 등

장했으며, 쑥의 온기를 빌려 경맥을 소통시키고 기혈을 

원활하게 운행시켜 경락이 차가운 기운에 의해 막히고 

기혈이 정체되어 있는 일련의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다. 관절의 저린 통증, 사지의 냉감, 마비감 등 각종 풍

습에 의한 관절 질환, 차가운 기운에 의한 질병을 위주

로 적용할 수 있다14).

2000년 이후부터는 온침 치료에 대한 연구가 주로 

임상 동향 위주로 한국에서 보고되고 있다. Chung 등15)

은 근골격계 통증 질환에 온침 치료를 사용한 무작위 

대조 시험(randomized clinical trials)을 전반적으로 고찰

했다. Hwang 등16)은 중국에서 출판된 다양한 증상과 

질병에 사용되는 온침의 치료법을 조사했다. 최근 Ko 

등17)과 Kim 등18)은 2020년과 2018년에 각각 발목 염좌

와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온침의 치료 효과를 검

토했다. Kim 등19)은 2020년에 온침치료에 대한 문헌고

찰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온침치료가 대부분의 근골

격계 질환에 적용 가능함을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해

당 연구에서 조사된 연구의 대부분이 신뢰성 및 연구 

윤리적인 측면에서 한계를 지닌다고 보고하며 보다 정

교하게 설계된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량화된 온침 치료가 만성 비특이적 

요통 환자의 통증, 기타 신체기능, 삶의 질 및 우울감 

등 다양한 방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는 대

규모 무작위 대조 임상연구의 실행가능성(feasibility)을 

알아보고 온침 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

는 예비 임상연구를 시행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 디자인

본 연구는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에서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3개월 이상 지속된 

요통을 주소로 하는 만 18-65세의 환자 총 30명을 무작

위 배정을 이용해 실험군 15명과 대조군 15명으로 배정

하고 실험군은 온침 치료를, 대조군은 일반 침 치료를 

받게 된다(Fig. 1). 6주간 주 2회 시술을 원칙으로 하여 

총 12회 치료를 시행하며 시험기간 동안 일체의 다른 

처치는 시행하지 않는다. 모든 시술은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가 시행하며 시술자는 모두 연구에

서 정해진 방법에 따라 온침 및 침 시술을 할 수 있도록 

연구책임자 주관 workshop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반

드시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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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

1) 대상자 수

본 연구는 온침의 만성 요통의 임상적 효과를 관찰하

기 위한 예비 임상연구로서 유사한 선행 연구가 없어 

선행 연구를 통한 정확한 대상자 수 계산은 시행하지 

않았다. 이에 표본 수는 연구의 실행 가능성과 통상적

인 예비 임상연구의 권고 대상자 수를 고려하여 각 군

당 균등하게 12명씩 24명의 대상자 수를 정하였고20),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총 모집 인원수는 각 군당 15

명 씩 총 30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 대상 환자 모집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는 본 연구에 대한 보도자료 

발표 및 임상연구 실시 기관 내외의 홍보 포스터 부착

을 통해 모집한다. 3개월 이상 지속된 비특이적 요통을 

주소로 한 환자가 광고 또는 연구진의 소개를 통해 자

발적 참여 의사를 밝히면 연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연

구 동의서를 작성한다. 동의의 과정은 병원 내 클리닉

의 비공개된 방에서 이루어지고 연구의 목적과 특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한다. 이후 

환자의 선정 및 제외 기준의 여부를 확인하는 스크리닝 

과정을 진행하게 되며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자

에 한해 연구를 진행한다. 연구 시작 이후에 피험자에

게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하거나 연구 담당자의 판단

에 의해 시험 진행이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에서 제외한다.

3. 대상자 선정 및 제외 기준

1) 선정기준

언어소통에 지장이 없으며 제외기준에 해당되지 않

는 자로서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자

(1) 3개월 이상 지속된 요통을 주소로 하는 만 18-65

세 환자

(2) 시험 참가 전 1주일 간 요통으로 인한 불편함(bo-

thersomeness)이 10 cm 시각적 상사 척도(visual 

analogue scale, VAS)로 5 이상인 경우(0, 전혀 불

편하지 않음; 10, 극도로 불편함)

(3) 신경학적 검사 결과 정상인 경우

(4) 연구 기간에 다른 치료를 받지 않기로 서약한 경우

(5)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동의서에 서명한 경우

2) 제외기준

다음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는 본 연구에 

참여할 수 없다.

(1) 이전에 요추 수술을 시행하였거나, 연구 기간 내 

수술이 예정된 경우

(2) 최근 1개월 내 요통으로 인해 주사 치료, 침 치료

를 받았거나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NSAIDs) 등 통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한 경우

(3) 요통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심각한 특정 질병 진단

을 받은 경우; 악성 종양, 척추골절, 척추감염, 염

증성 척추염 등

(4) 치료효과나 결과의 해석을 방해할 수 있는 다른 

만성적인 질환이 있는 경우; 심혈관계 질환, 당뇨

병성 신경병증, 활동성 간염, 섬유근육통, 류마티

스성 관절염, 치매, 출혈성 질환, 간질 등

(5) 진행성 신경학적 결손이 있거나, 마미증후군 등

의 심각한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된 경우

(6) 침 치료가 부적합하거나 안전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출혈성 질환, 항응고제 치료를 받는 경우, 

심장 박동기, 임신, 발작장애 등

(7) 기타 임상연구에 참여 중이거나 연구 책임자가 

판단하였을 때 본 임상연구 수행이 곤란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4. 무작위배정 및 눈가림

1) 무작위배정

본 연구의 목적 및 디자인 설계에 관여하지 않은 연

구 참여자가 SAS 9.3 프로그램(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을 활용하여 블록 무작위배정(block random-

ization) 방식으로(block size=6) 피험자들을 침 치료군과 

온침 치료군에 1:1로 배정하여 무작위배정표(randomization 

list)를 작성한다.

무작위배정표는 연구 대상자의 모집 및 시행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자들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봉

투 안의 내용물이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봉투에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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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를 매겨 보관한다. 자의에 의해 임상시험 동의

서에 서명하고 선정/제외 기준을 만족시키는 피험자가 

본 임상시험에 등록되면, 시험자는 무작위배정 봉투를 

개봉하여 피험자의 배정군 정보를 확인한 후 피험자에

게 무작위배정 번호를 부여한다.

2) 눈가림

본 연구는 일반 침과 온침 치료라는 중재 방식의 차

이로 인하여 피험자와 치료자를 눈가림하는 것이 불가

능하므로, 피험자가 어떤 치료를 받는지 모르는 제 3의 

관찰자가 치료 결과를 평가하는 평가의 눈가림 방식을 

활용한다. 평가자는 피험자의 무작위 배정이나 치료 방

식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으며, 평가지표들에 대한 정

보만을 얻게 된다.

5. 중재

1) 실험군(온침 치료군)

온침 치료를 받는 실험군의 환자들은 6주간 주 2회 

시술을 원칙으로 하여 총 12회 온침 치료를 받는다. 

0.25×40 mm 일회용 멸균침(동방침구제작소, 보령, 한

국)을 이용하여 시술하며 침을 자입한 후 일정한 심도

에 이르러 감응이 있으면 鍼尾에 탄화애(炭化艾)를 올

려놓고 연소시키며 20분간 유침한다. 치료에 사용하는 

시술 혈위는 동의보감, 침구학교과서, 요통의 사용 경

혈에 관련한 기존 논문을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인 요통 

치료를 위한 경혈을 선택하였다(Table Ⅰ).

다음 변증유형에 따라 해당되는 혈위를 선택한다.

(1) 膽經型: 통증이 족소양담경의 유주경로 상에서 나

타나는 경우 완골(GB12), 대맥(GB26), 환도(GB30), 

양릉천(GB34), 족임읍(GB41), 협계(GB43)에서 취

혈한다.

(2) 膀胱經型: 통증이 족태양방광경의 유주경로 상에

서 나타나는 경우 신수(BL23), 기해수(BL24), 대장

수(BL25), 은문(BL37), 위중(BL40)에서 취혈한다.

(3) 중간형(혼합형): 현재 경락적인 관점에서 명확한 

유형을 알기 어려운 경우이거나 요부에만 통증이 

국한되는 경우 신수(BL23), 기해수(BL24), 대장

수(BL25), 은문(BL37), 위중(BL40)의 방광경형 

경혈과 완골(GB12), 대맥(GB26), 환도(GB30), 양

릉천(GB34), 족임읍(GB41), 협계(GB43)의 담경

형 경혈에서 취혈한다.

상기 변증 유형과 관계없이 지창(ST4), 족삼리(ST36), 

부사(SP13), 복결(SP14), 요양관(GV3), 명문(GV4), 현

추(GV5), 인중(GV26), 승장(CV24)에서 혈위를 추가할 

수 있다.

2) 대조군(일반 침 치료군)

일반 침 치료를 받는 대조군은 실험군과 마찬가지로 

6주간 주 2회 시술을 원칙으로 하여 총 12회 일반 침 치

료를 받는다. 0.25×40 mm 일회용 멸균침을 이용하여 시

술하며 1회 치료 시 20분간 유침을 원칙으로 한다. 침 

시술 내용은 온침 치료군과 동일한 근거를 적용한다.

결과»»»

1. 피험자들의 기초 특성(baseline characteristics)

모든 대상자들에 대하여 최초 방문 시 성별, 생년월

일, 연령, 신장, 체중, 활력징후, 병력조사를 시행하여 

기록한다. 환자의 요통과 관련된 back pain history를 문

진을 통해 증례기록지에 기록한다. 요통의 형태, 요통

이 지속된 기간, 지난 한달 간 통증이 있었던 일 수, 지

난 3개월 간 요통으로 인한 기능제한 정도, 과거 침 치

료를 받았던 경험, 지난 3개월 간 물리치료를 받은 경험

이나 진통제를 복용한 내용에 대하여 기록한다. 치료 

시작 첫 날과 치료 종료 2주 후에 요추의 입위(standing) 

X-ray (antero-posterior, both oblique, lateral, extension, 

flexion)를 촬영한다. 8주차, 12주차, 24주차가 되는 시

점에 추적 조사를 진행한다(Table Ⅱ).

2. 주 평가 항목

1) VAS21) for bothersomeness of low back pain

본 연구에서는 단순하게 통증의 심한 정도를 점수화

하여 평가하기 보다는 만성요통이 피험자의 삶에 미치

는 영향(impact)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통해 온

침치료로 인한 증상 호전을 평가하고자 한다. Baseline, 

치료 시작 4, 6, 8, 12, 24주 후 측정하고 본 연구의 p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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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Detail Description

1) Acupuncture 

rationale

1a) Style of acupuncture Warm needle acupuncture

1b) Reasoning for treatment 

provided

Based on a textbook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medicine, historical 

context, literature sources and the consensus of KMDs

1c) Extent to which treatment was 

varied

All participants will receive standardized treatment. No variation of treatment 

among patients.

2) Details of 

needling

2a) Number of needle insertions 

per subject per session

6-8 needles

2b) Names (or location if no 

standard name) of points used

BL23, BL24, BL25, BL37, BL40, GB12, GB26, GB30, GB34, GB41, GB43, 

ST4, ST36, SP13, SP14, GV3, GV4, GV5, GV26, CV24

2c) Depth of insertion 5~20 mm

2d) Response sought De-qi

2f) Needle stimulation Attach a small moxa stick to the needle tail and light the moxa stick

2g) Needle retention time 20 min

2h) Needle type Sterilized stainless steel needle measuring 0.25mm in width and 40mm in 

length (DB108C; Dongbang Medical co., Boryung, Korea)

3) Treatment 

regimen

3a) Number of treatment sessions 10-12 sessions

3b) Frequency and duration of 

treatment sessions

once or twice a week for 6 weeks

4) Other 

components of 

treatment

4a) Details of other interventions 

administered to the 

acupuncture group

Other interventions such as medications, injections, physical therapy, surgical

procedures, acupuncture, cupping, and moxibustion will not be permitted 

during whole period.

However, any concomitant medication taken by the subject will be allowed 

at the investigator’s discretion; this would not affect the interpretation of 

the trial results.

4b) Setting and context of 

treatment

The study will be conducted at Korean Medicine hospital. The study 

participants will be outpatients. All information except the allocated 

treatment will be provided to the participants.

5) Practitioner 

background

Description of participating 

acupuncturists

Licensed Korean medicine rehabilitation medical residents or specialists with 

at least 3 years of experience in manual acupuncture treatment who have 

undergone training and are able to provide identical acupuncture treatment 

in accordance with a predefined protocol.

6) Control and 

comparator 

interventions

6a) Rationale for the control or 

comparator in the context of 

the research question, with 

sources that justify this choice

Based on a textbook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medicine, historical 

context, literature sources and the consensus of KMDs

6c) Precise description of the 

control or comparator

Follow the same protocol used for the treatment group except stimulation 

using moxa stick

KMDs: Korean medicine doctors.

Table Ⅰ. Details of Treatments Based on the STRICTA (Standards for Reporting Interventions in Clinical Trials of Acupuncture)

2010 Checklist

mary endpoint는 8주 후, 즉 치료 종료 후 2주 지나서 

측정한 것으로 한다. 10 cm의 시각적 상사척도를 이용

하여 좌측 끝을 0 (전혀 불편함이 없음), 우측 끝을 10 

(극도로 불편함)으로 하여 피험자로 하여금 지난 한주

간의 자신의 요통으로 인한 불편함에 해당하는 위치에 

표시하도록 한다.

3. 이차 평가 항목

1) VAS for pain intensity

통증 강도를 baseline, 치료 시작, 4, 6, 8, 12, 24주 후 

측정한다. 10 cm의 시각적 상사척도를 이용하여 좌측 

끝을 0 (전혀 통증이 없음), 우측 끝을 10 (극도로 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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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Baseline (screening)(wk) Active treatment (wk) Follow up (wk)

0 4 6

8

(primary 

endpoint)

12 24

Informed consent form ●

Confirm inclusion/exclusion criteria ●

Allocation ●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

Back pain history ●

X-ray ● ●

Efficacy 

evaluation

VAS for bothersomeness of low back pain ● ● ● ● ● ●

VAS for pain intensity ● ● ● ● ● ●

Oswestry disability Index ● ● ● ● ●

General health status (SF-36) ● ● ● ● ●

Beck's depression inventory ● ● ● ● ●

Medication use ● ● ● ●

Check adverse events* ● ● ● ● ● ●

*: at every single visit.

VAS: visual analogue scale, SF-36: 36-Item Short Form Health Survey.

Table Ⅱ. Schedule for Data Collection and Outcome Measurement

이 심함)으로 하여 피험자로 하여금 자신의 통증에 해

당하는 위치에 표시하도록 한다.

2) Oswestry disability index (ODI)22)

요통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장애를 통증 정도, 개인위

생, 물건 들기, 걷기, 앉기, 서 있기, 수면, 성생활, 사회생

활, 여행의 10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설문지를 통해 평가

한다. 한 문항 당 6개의 항목 중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요통이 호전됨을 의미한다. Baseline, 

치료 시작 6, 8, 12, 24주 후 측정한다.

3) 36-Item Short Form Health Survey (SF-36)23)

일반적인 건강상태, 삶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로 11문

항으로 이루어진 설문지를 통해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

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SF-36 total 뿐 아니라 physical health, mental health, sub-

scale pain을 분석한다. Baseline, 치료 시작 6, 8, 12, 24

주 후 측정한다.

4) Beck's depression inventory (BDI)24)

만성통증 환자에게서 빈번한 우울증에 대한 평가를 병

행하고자 21항목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활용한다. Baseline, 

치료 시작 6, 8, 12, 24주 후 측정한다.

5) Medication use

약 이름, 용량(mg), 1일 복용횟수를 기록하며, Baseline 

때 기록하고 이후 medication diary를 통해 침 치료 시작 

8주까지 기록하도록 한다.

4. 통계 및 분석

선정 및 제외기준을 만족하고, 무작위 배정을 받아 1회 

이상 시험에 응한 모든 피험자를 대상으로 Intent-to-treat 

분석을 시행한다. 시험 시작 후 결측치(dropouts)를 제

외하고 임상 시험 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들에 대

해 위배 없이 시험의 전 과정을 완료한 피험자를 대상 

Per-protocol 분석을 실시한다. 결측치의 처리는 Last-ob-

servation-carried forward 방식을 활용할 것이다. 분석에 

이용되는 통계패키지는 SPSS ver. 25.0 (IBM Corp., 

Armonk, NY, USA)이며,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통

계적 유의성을 판정할 것이다.

연속변수에 대해서는 평균과 표준편차, 또는 중앙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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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사분위수로 제시할 것이며 범주형 변수에 대해서는 

빈도와 백분율로 제시할 것이다. 각 군에서의 전후 비

교 시 결과값이 정규성을 만족할 경우 대응 표본 t 검정

(paired t-test)을,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 Wilcoxon

의 순위합 검정(Wilcoxon rank sum test)을 실시할 것이

다. 본 연구의 primary endpoint인 8주 후 두 그룹 간 차

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결과값이 정규성을 만족할 경우 

독립표본 T 검정(independent t-test)을, 정규성을 만족하

지 않을 경우 만-휘트니 검정(Mann Whitney U test)을 실

시할 것이다. 각 그룹에서 연속형 결과들의 baseline 값과 

시점 별 결과 값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는 Repeated-meas-

ures analysis of variance를 통한 분석을 시행할 것이다.

5. 안전성 평가

치료 중 발생하는 이상반응은 방문 시 마다 시험담당

자의 면담 및 문진 등 진료를 통하여 확인한다. 발현일 

및 소실일, 이상반응의 정도 및 결과, 이상반응에 대한 

치료 여부 및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며, 침 및 온침 

치료와 연관성이 있는 이상반응과 연관성이 없는 이상

반응으로 구분하여 발생 빈도를 기록한다.

침 치료 시행에 따라 드물지만 심계, 현훈, 오심, 구

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온침 조작 시 국소 

부위에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이상반응의 중증도

는 Common Terminology Criteria for Adverse Events 

v4.025)에 따라 grade 1~5의 5단계로 나누어 평가한다.

고찰»»»

요통은 흔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 중 하

나로 병원을 찾게 되는 가장 흔한 원인이다1). 요통은 

회복속도가 느리고 완치가 어려우며 재발률이 높은 특

성이 있어 요통 환자의 대부분이 만성 요통으로 진행되

는 경향을 보이고, 일상생활에서 신체적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장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26). 만

성 요통은 골절, 상해, 감염 등 특이적 요인에 의해 발생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비특이적으로 나타난다27). 따

라서 만성 요통의 비특이적 특성과 만성요통으로 유발

되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문제를 고려할 때 이를 

관리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효과적인 중재를 

파악하고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28).

만성 요통 관리를 위한 중재 방법은 약물 중재와 비

약물적 중재로 구분할 수 있다. 약물 중재로는 마약⋅

비마약성 진통제, 근육이완제, 항경련제나 스테로이드 

주사 등이 포함되나27), 만성 요통의 관리를 위해 약물

요법을 시행할 경우 잘못된 약물 용량이나 약물 간 상

호작용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이 있으며 장기간 약물 

사용을 위한 경제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어 활용이 제

한적이다29). 또한 만성 요통의 치료나 중재의 목적이 

치료를 통한 완치보다 증상 조절, 신체 기능의 유지 및 

일상생활에서의 장애 완화라는 점에서 약물 중재보다 

비약물적 중재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27).

만성 비특이적 요통에 적용할 수 있는 한의학적 치료

방법은 변증에 따른 한약치료, 침구치료, 물리치료, 추

나치료, 전침치료, 운동요법 등이 있으며, 침구치료에서

는 체침, 사암침, 동씨침, 팔체질침, 이침, 수지침, 약침 

등의 다양한 침법이 활용되고 있다30).

온침요법은 ≪傷寒論≫에서 ‘太陽病三日 己發汗 若吐 

若下 若溫鍼’이라 하여 그 명칭이 처음으로 기재되었으

며, 자침 후 鍼尾에 쑥을 붙이고 태워서 열을 가하는 치

료방법으로 艾火의 연소열을 빌려 경맥을 溫通하고 기

혈을 선행시켜 경락이 寒滯되고 기혈이 痺阻한 일련의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다15).

온침은 국소 조직 내 고온 영역을 활성화하여 신진대

사를 촉진하고 혈관을 확장하며 말초신경의 흥분성을 

감소시킨다31). Cheng 등32)의 연구에서는 방사열이 침체

를 통해 전도되어 표면을 따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깊

은 조직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다. 또한 온

침이 치료효과를 집중시켜 경혈 순환을 빠르게 정상화

시킨다는 주장도 있다33). 핫팩, 뜸, 원적외선 등 표피에 

온열자극을 주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지만 온침요

법은 침을 통하여 열기를 조직 깊은 층까지 전달하여 

더욱 집중적인 자극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34).

단순 침 치료를 적용한 만성 비특이적 요통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여 통증 개선, 기능 개선의 관점에서 유

의미한 효과를 보고한 논문을 확인해 볼 수 있으나35,36),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미하지 않은 한계를 보인 연구 또

한 확인된다37,38). 온침은 진통 효과가 있는 침 자극과 

온열 자극을 동시에 가하는 방식으로 하여 이러한 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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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진통 효과에 대한 연구33)가 보고된 바 있다. 또

한 근골격계 통증성 질환16)과 요통 환자39)에 대해 유의

미한 치료 효과를 보고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기존의 침 

치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보다 통증 질환에 대해 더욱 

유의미한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

나 비특이적 만성요통을 대상으로 하는 온침에 대한 임

상 연구는 전무하여 이에 온침 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양질의 임상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량화된 온침 치료가 만성 요통 환

자의 통증, 기타 신체기능, 삶의 질과 우울감 등 다양한 

방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는 대규모 무작위 

대조 임상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실행가능성(feasibility)

을 알아보고자 하는 예비 연구 프로토콜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임상적으로 만성 요통 환자들이 경험하는 신체적⋅

정신적⋅사회적 불편감은 통증 강도에 비례하지 않으

며 작은 통증 강도에도 큰 불편감을 느끼거나 통증 강

도는 크지만 일상생활에서 별다른 불편감을 느끼지 않

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ho 등40)의 선

행연구를 참고하여 만성 요통으로 인해 환자가 느끼는 

불편감(bothersomeness)에 대한 VAS를 주 평가항목으

로 설정하였고 온침 치료군과 일반 침 치료군에서 유효

한 효과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그

러나 예비 임상연구 결과 두 그룹 간 효과 차이가 유효

하게 나타나지 않을 경우 주 평가지표를 통증 강도에 

대한 VAS 또는 ODI 등으로 변경하거나 대조군을 wait 

list 또는 NSAIDs 약물, 물리요법 등 만성 요통에 일반

적으로 흔히 사용하는 기타 치료로 설정하는 등 연구 디

자인의 수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해 온침이 만성요통에 미치는 효과에 대

한 대규모 임상연구의 실행가능성을 평가하고 적절한 

피험자 수를 예측하여 향후 다기관 임상연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

본 연구는 만성요통을 호소하는 피험자를 대상으로 

온침 치료군과 일반 침 치료 대조군을 비교하는 임상연

구를 통해 온침 치료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안전성을 확

보하기 위한 예비연구 프로토콜이다. 본 연구를 통해 

온침 치료를 활용한 대규모 임상연구의 실행가능성을 

확인하고, 온침 치료의 치료 활성화 및 의료의 질 향상

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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