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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일반적으로 ‘어지러움’이라고 표현하는 증상은 현훈 

또는 현기로 진단할 수 있다. 현훈(vertigo)은 회전성의 

어지러움을 의미하고, 현기(dizziness)는 현훈을 포함한 

눈앞이 깜깜하고 불안정한 느낌까지 나타내는 광범위

한 의미이다. 현훈은 말초성 문제로 나타나는 진성현훈

과 중추성 문제로 나타나는 가성현훈으로 구분하는데1), 

현훈을 주로 동반하는 질환은 말초성의 경우 미로성 병

변, 전정신경병변 등이 있고 중추성의 경우 전정핵 및 

뇌간의 장애가 있다. 이외에도 경부 병변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예로 변형성 척추증, 편타성 상해, 추골동

맥 압박 등이 있다2).

현훈은 한의학적 변증에 따라 간양상항(肝陽上亢), 간

화상염(肝火上炎), 기혈휴허(氣血虧虚), 신정부족(腎精不

足), 담습교조(痰濕交阻), 실혈현훈(失血眩暈) 등으로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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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appraise the effect of electro-acupuncture 

(EA) for the treatment of cervical vertigo.

Methods  We performed a literature search using nine electronic databases up to the 

end of November 2020. We included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RCTs) which ap-

praised the effect of EA in the treatment of cervical vertigo. The risk of bias was eval-

uated from the Cochrane risk of bias tool.

Results  Thirteen appropriate RCTs were included and analyzed. The efficacy rate of 

the EA group was statistically higher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treated with 

western medicine (p<0.00001). EA treatment significantly improved efficacy rate 

when combined with western medicine than western medicine alone (p<0.0001). Also 

EA used with combined therapy (traction,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injection) sig-

nificantly improved efficacy rate compared with combined therapy alone (p=0.02). 

Meta-analysis of thirteen studies demonstrated positive results for using EA for the 

treatment of cervical vertigo.

Conclusions  Based on results, EA treatment could be effective in cervical vertigo.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the studies included in this research are regionally 

biased and small in number. Further well-designed research should be required. 

(J Korean Med Rehabil 2021;31(1):10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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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및 병기를 분류할 수 있으며, 이외에 정지소상(情志

所傷), 음식소상(飮食所傷), 실혈(失血), 노권과도(勞倦過

度), 한토하 태과(汗吐下 太過), 병후 부주의(病後 不注意) 

등으로 인해 유발되기도 한다. 한의학적 치료 원칙은 

보허사실(補虛瀉實)과 음양(陰陽)을 조정하는 것이며, 임

상에서는 우황청심원, 반하백출천마탕, 청심화담탕, 자

음건비탕, 오령산, 택사탕 등을 변증에 따라 처방한다2). 

서양의학적 치료에서는 일반적으로 환자에게 안정을 

취하게 하고 전정기능 억제제나 진토제 및 혈관확장제 

등을 처방한다. 그 외 만성적인 현훈 환자에게는 머리

운동, 시선고정운동, 체위변환운동, 자세운동과 같은 재

활운동요법을 시행한다2).

경추성 현훈이라는 용어는 1955년에 처음으로 Ryan

과 Cope가 사용하였다3). Wrisley 등의 연구에서 일반적

으로 경추성 현훈은 경부의 움직임이나 자세 변화로 나

타나며 수 분 혹은 수 시간 동안 지속된다고 보고하였

다. 진단은 평형 장애 및 어지러움과 경부 통증 사이의 

연관관계, 경부 질환 과거력 등을 확인하면서 전정기능 

검사를 통해 전정기능 이상을 배제해야 한다4). 환자에

게 주로 불균형감, 불안정감, 방향감각 상실, 목의 통증, 

가동범위의 제한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두통

을 동반한다5). 이는 종종 수년간 지속되어 생리학적, 심

리학적 문제를 유발하여 삶의 전반적인 질에 영향을 미

칠 수 있고 생산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6). Stevens 등

의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인구의 30%가 어지러움을 경

험하고 그 중 66%가 경추학적 문제와 연관된다고 하였

다7). 경추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추골동맥의 협착과 불충

분한 혈액공급이 그 원인으로 제시되며8), 발생기전과 관

련된 가설에는 고유 수용성 감각, 길랑바레 증후군, 회전

성 추골동맥 증후군 그리고 편두통 연관성 등이 있다5).

한편 전침(electro-acupuncture)은 1826년 Louis Berlioz

가 신경통 치료에 전침을 사용한 이후 여러 질환에 꾸

준히 활용하고 있다9). 전침요법은 2개 이상의 경혈에 

자침한 후 약한 전류를 흘려보내 치료 부위에 침자극과 

함께 전기적 자극을 주어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주로 수술 후, 분만 시, 급⋅만성 질환에 통증 완화를 

위해 활용하며 다른 수기요법과 달리 전기 자극을 쉽게 

조절하여 자극을 재현성 있게 반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10). 또한 근육경직을 감소시키고 활동성을 증가시

키며 순환을 개선하므로 수기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환

자들에게 활용할 수 있다11).

국내에서 전침을 경추성 현훈에 적용한 임상연구는 

찾을 수 없었으며 한의학계에서 경추성 현훈에 대한 연

구는 전신조정술, 한방 복합치료를 각각 사용하여 치료

한 증례보고 2편12,13), 추나요법을 사용한 치료효과를 

다룬 체계적 문헌고찰 2편14,15) 외에는 보고된 바 없다. 

해외에서 경추성 현훈의 치료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

된 것에 비해 국내 연구의 수는 적어 이에 전침요법이 

사용된 연구를 체계적으로 고찰하여 그 효과를 알아보

고 임상적 근거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문헌 검색

2020년 11월까지 국내외에 발표된 모든 논문을 대상으

로 한국전통지식포탈(oasis.kiom.re.kr),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 www.riss.kr), 한국전통지식포탈

(www.koreantk.com), 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NDSL; www.ndsl.kr), PubMed (www.pubmed.com), Cochrane 

(www.cochrane.org), Medline (www.medline.com), J-STAGE 

(www.jstage.jst.go.jp), Chinese Academic Journals (CAJ; 

www.cnki.net)의 9개의 온라인 검색 사이트를 이용하여 

경추성 현훈에 전침치료를 적용한 논문을 검색하였다. 

검색어는 한국전통지식포탈, RISS, 한국전통지식포탈, 

NDSL에는 [‘경추성 현훈’ AND ‘전침’] 으로 사용하였

고, Cochrane, PubMed, Medline, J-STAGE에는 [(‘Cervical 

dizziness’ OR ‘Cervical vertigo’) AND ‘Electro-acupuncture’], 

CAJ에는 [(‘颈性眩暈’ OR ‘颈原性眩暈’) AND ‘电针’]을 

사용하였다.

2. 문헌 선정 기준

중재인 전침요법과 대상 질환인 경추성 현훈을 기본 

검색어로 사용하였으며 누락 방지를 위해 이외의 검색

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논문의 제목 및 초록, 원문을 검

토하여 분석할 논문을 선정하였다. 검색된 논문 중 경

추성 현훈 환자를 대상으로 전침을 시행한 무작위 대조 

비교 임상시험(randomized-controlled clinical trials, R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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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동물실험이나 문헌고찰은 

제외하였다.

3.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환자의 성별, 연령 및 이환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경추성 현훈으로 진단받은 환자 전체를 포함

하였다. 중재로 사용된 전침은 영어(electro-acupuncture), 

중국어(电针), 한국어(전침)로 명명된 모든 치료 방법을 

포함하고, 치료 시간이나 구체적인 방법과 시술 부위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치료군의 중재로는 전침 단독 치

료뿐만 아니라 병행 치료도 포함하였다. 대조군의 중재

는 서양의학 치료뿐만 아니라 단독 침 치료 및 기타 치

료(견인, 한약, 약침 등)를 모두 포함하였다. 다만 전침

요법의 단독효과를 비교할 수 없거나 전침의 혈위에 따

른 치료 효과를 비교하는 논문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

였다.

4. 자료 분석

1) 내용 분석

독립된 세 명의 연구자(YEK, ICC, IHP)가 선택된 13

개의 RCTs를 대상으로 연구 디자인, 적용된 중재와 대

조군, 평가 지표 등에 대해 분석하였고 분석 결과에 대

한 불일치는 제3의 다른 연구자(ISH)와 재논의 과정을 

거쳤다.

2) 비뚤림 위험 평가

본 연구에서 선정된 논문들의 비뚤림 위험 평가를 위

하여 독립된 두명의 연구자(YEK, ICC)가 Cochrane risk 

of bias (RoB) criteria16)에 따라 평가하였다. 모든 항목

의 평가는 선정 대상의 원문 중 내용이 직접적으로 명시

된 경우에만 인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평가자간의 이견

은 제3의 다른 연구자(YYC)와 재논의 과정을 거쳤다.

3) 대상 환자

환자의 연령, 성별, 이환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경

추성 현훈으로 진단받은 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4) 안전성

본 연구에서 경추성 현훈 환자에게 전침요법으로 인

한 이상반응을 언급한 내용이 있다면 그 정보를 추출하

여 기록하였다.

5) 평가 지표

유효율(efficacy rate), 증상점수(symptom score), 경두

개초음파도플러(transcranial doppler, TCD)로 측정한 기

저동맥, 측두동맥의 혈류속도(blood flow velocity)를 평

가지표로 보았고, Table Ⅰ에는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사

용한 측두동맥의 평균혈류속도를 기재하였다.

6) 통계 분석

선정된 연구 결과를 요약하기 위하여 이분형 변수

(dichotomous data)로 나타난 수치는 비교위험도(relative 

risk), 연속형 변수(continuous data)로 나타난 수치는 표

준화된 평균차(standardized mean difference)와 95% 신

뢰구간(confidence interval)을 Cochrane Collaboration 

software (Review Manager [RevMan] Version 5.3 for 

Windows; The Nordic Cochrane Centre, The Cochrane 

Collaboration, Copenhagen, Denmark)를 이용하여 결과값

을 계산하였다. 또한 카이제곱검정 및 Higgins I2 통계량

을 통하여 이질성을 판단하였으며 변량 효과 모형(random 

effect model)을 이용하여 메타분석을 진행하였다.

First 

Author

(year)

Intervention Control Outcomes Results

Shang17) 

(2015)

A: EA (n=30)

GV20, Ex-B2 (C2~6)

(10-12 Hz,30 min×30 days)

B: Med (n=30)

(flunarizine)

(1 time/day×30 days)

1. Efficacy rate

2. CV symptom score 

difference

3. BA mean blood 

flow velocity (cm/s)

1. A: 80%, B: 53.3% p<0.05

2. A: 6.35±1.02

B: 4.52±1.32 (p<0.05)

3. A: 40.94±7.36 → 43.41±6.25

B: 40.65±8.24 → 43.12±5.87 (p>0.05)

Table Ⅰ. Summary of the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of EA for Cervical Vert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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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Author

(year)

Intervention Control Outcomes Results

Cai18) 

(2012)

A: EA (n=37)

GV20, BL10, Ex-B2 (C6)

(50-80 Hz, 30 min×7 days)

B: Med (n=34)

(Chinese patent)

(3 times/day×7 days)

1. Efficacy rate

2. BA mean blood 

flow velocity

1. A: 62.2%, B: 61.8% (p<0.05)

2. A: 22.61±4.45 → 32.25±5.38

B: 22.40±4.44 → 32.01±5.26 (p<0.01)

Li19) 

(2018)

A: EA (n=57)

GB20, GV20, Ex-HN5, 

Ex-HN1, SP6, GB39, 

Ex-B2 (C4~7), ST36

(2-100 Hz, 30 min×6 weeks)

B: Med (n=55)

(flunarizine, betahistine)

(1 time/day×6 weeks)

1. Efficacy rate

2. CASCS

3. PSV

1. A: 92.98%, B: 78.18% (p<0.05)

2. A: 2.68±0.79 → 2.03±0.46

B: 2.74±0.81 → 2.23±0.42 (p<0.05)

3. A: 41.68±6.92 → 50.31±8.87

B: 42.79±6.84 → 45.83±7.53 (p<0.05)

Wang20) 

(2016)

A: EA (n=40)

Ex-B2

(30 min×7 days)

B: Med (n=40)

(cinepazide, merislon)

(3 times/day×7 days)

1. Efficacy rate

2. CV symptom 

score

3. BA mean blood 

flow velocity

1. A: 97.5%, B: 70.0% (p<0.05)

2. A: 7.12±2.13 → 22.15±3.07

B: 6.45±2.51 → 18.15±2.43 (p<0.01)

3. A: 23.45±3.24 → 27.53±1.41

B: 23.81±3.23 → 30.5±1.28 (p<0.05)

Luo21) 

(2012)

A: EA (n=50)

GB20, GV20, GV16, Ex-B2 

(C1~3), LR3, KI3

(30 min×15 days)

B: Med (n=50)

(flunarizine)

(3 times/day×15 days)

1. Efficacy rate

2. BA mean blood 

flow velocity

1. A: 100%, B: 60.9% (p<0.01)

2. A: 52±13 → 56±11

B: 51±13 → 52±14 (p<0.05)

Tan22) 

(2013)

A: EA (n=60)

Ex-B2 (C2~3)

(20 min×20 days)

B: AT (n=60)

(20 min×20 days)

1. Efficacy rate 1. A: 87.50%, B: 81.03% (p>0.05)

Li23) 

(2011)

A: EA (n=31)

GV20, Ex-HN5, Ex-HN3

(20 min×4 weeks)

B: AT (n=30)

(20 min×4 weeks)

1. Efficacy rate

2. BA mean blood 

flow velocity

1. A: 80.6%, B: 63.3% (p<0.05)

2. A: 36.88±4.42 → 53.35±6.08

B: 37.32±3.51 → 48.98±5.57 (p<0.05)

Fu24) 

(2010)

A: EA (n=23)

GV20, GV16

(20 min×unknown)

B: AT (n=23)

(30 min×unknown)

1. Difference of 

mean blood 

flow velocity

1. A: 12.14±10.53

B: 10.33±7.37

Zhao25) 

(2019)

A: EA (n=59)

GV20, GB20 (10-100 Hz, 30 

min×30 days)+med 

(flunarizine, betahistine)

B: Med (n=59)

(flunarizine, betahistine)

(1 time/day×30 days)

1. Efficacy rate

2. Symptom score

3. BA mean blood 

flow velocity

1. A: 93.20%, B: 74.06% (p<0.05)

2. A: 2.55±0.36 → 0.91±0.28

B: 2.57±0.35 → 1.76±0.26 (p<0.05)

3. A: 21.94±6.28 → 26.25±5.71

B: 22.16±6.30 → 21.85±5.62 (p<0.05)

Wang26) 

(2014)

A: EA+med (n=39)

Ex-B2 (C2~6), GB20

(6~8 Hz, 30 min×20 days)

B: Med (n=39)

(flunarizine)

(3 times/day×20 days)

1. Efficacy rate 1. A: 94.9%, B: 56.04% (p<0.05)

Liu27) 

(2011)

A: EA (n=30)

Ex-B2 (1-2 Hz, 30 min×14 

days)+med (1 time/day×14 

days)

B: Med (n=30)

(1 time/day×14 days)

1. Symptom score

2. BA mean blood 

flow velocity

1. A: 3.27±1.23 → 6.60±1.07

B: 3.47±1.17 → 5.53±1.46 (p<0.05)

2. A: 31.93±1.75 → 33.94±2.51

B: 31.75±1.6 → 32.73±2.07 (p<0.05)

Mou28) 

(2010)

A: EA (n=67)

GB20, GV20, Ex-HN1, SI3

(80-100 Hz, 30 min×21 

days)+traction (3~5 kg, 20 

min×21 days)

B: Traction (n=63)

(3~5 kg, 20 min×21 days)

1. Efficacy rate 1. A: 95.52%, B: 87.30% (p<0.05)

Wu29) 

(2009)

A: EA (n=32)

GB20 (30 min×20 

days)+combined treatment 

(traction, TCM, injection)

B: Combined treatment 

(n=32)

Traction (30 min×20 days), 

TCM (1 time/day×20 

days), injection (1 

time/day×5 days)

1. Efficacy rate 1. A: 89.13%, B: 65.62% (p<0.01)

EA: electro-acupuncture, Med: medication, CV: cervical vertigo, BA: basilar artery, CASCS: clinical assessment scale for cervical 

spondylosis, PSV: peak systolic velocity, AT: acupuncture, TCM: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Table Ⅰ.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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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1. 자료 선별

2020년 11월까지 발표된 논문들 중에서 국내외 데이

터베이스 검색을 이용하여 총 60편의 문헌을 검색하였

다. 이 중 중복 검색된 문헌 1편을 제외하고 일차적으로 

제목 및 초록을 통해 스크리닝한 후 원문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전침에 대한 연구가 아닌 것 25편, 무작위 

대조 비교 임상시험(RCT)이 아닌 것 4편, 임상연구가 아

닌 것 2편, 전침의 단독 효과로 증명할 수 없는 것 11편

을 제외 후 최종적으로 RCT로 진행된 13건의 연구17-29)

를 선정하였고, 그 중 11건의 연구는 추가적인 메타분

석을 수행하였다(Fig. 1).

2. 선정 논문의 분석

1) 연구 개요

최종 선정된 총 13편의 RCT17-29)에서 총 1,100명의 

경추성 현훈 환자가 평가되었고, 연구 디자인에 따라 

크게 전침 단독 치료와 전침요법과 다른 치료를 병행한 

방식으로 나눌 수 있었다. 전침요법 단독치료 연구 8편 

중 5편17-21)은 전침요법군과 서양의학 약물 투여군을 비

교한 연구였으며, 3편22-24)은 전침요법군과 단독 침 치

료군을 비교한 연구였다. 전침치료와 다른 치료를 병행

한 연구 5편 중 3편25-27)은 전침요법에 서양의학 약물치

료를 병행한 군과 대조군으로 서양의학 약물치료 단독

군을 비교한 연구였으며, 2편28,29)이 전침요법에 견인, 

한약, 약침 등 기타치료를 병행한 군과 대조군으로 기

타치료 단독군을 비교한 연구였다.

2) 치료 효과

(1) 전침 단독 치료

전침요법군과 서양의학 약물 투여군을 비교한 5개의 

RCT17-21)를 분석하였을 때 전침요법군이 유효율에서 

통계적으로 더 유의한 결과(p<0.00001)를 나타내었다

(Fig. 2). 2편17,20)에서 대조군보다 치료군에서 현훈 증상 

Fig. 2. Forest plot of all studies comparing effective rate versus EA on Med. EA: electro-acupuncture, Med: western-medication.

Fig. 1. Study selection process of PRISMA flowchart. RISS: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OASIS: Oriental Medicine

Advanced Searching Integrated System, NDSL: 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CNKI: China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

EA: electro-acupuncture, RCT: randomized controlled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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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개선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TCD

로 측정한 혈류속도는 2편19,21)에서 대조군보다 치료군

에서 현저한 혈류 속도 개선이 확인되었고, 2편17,18)에

서는 혈류속도 차이가 유사하였다. 한 연구20)에서는 치

료군보다 대조군에서 현저한 혈류 속도 개선이 확인되

었다.

전침요법군과 침치료군을 비교한 3개의 RCT22-24)를 

분석하였을 때 전침요법군이 유효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p=0.13)는 나타내지 않았으나(Fig. 3), 2

편23,24)에서 대조군보다 치료군에서 현저한 혈류 속도 

개선이 확인되었다. 1편24)은 유효율의 부재로 메타분석

에서 제외되었다.

(2) 전침 병행 치료

전침요법과 서양의학 약물 투여를 병행하고 서양의

학 약물 투여만 단독으로 시행한 환자들을 대조군으로 

설정한 3개의 RCT25-27)를 분석하였을 때, 전침요법과 

서양의학 약물 투여를 병행한 군이 유효율에서 통계적

으로 더 유의한 결과(p<0.0001)를 나타내었다(Fig. 4). 2

편25,27)에서 현훈 증상 점수를 결과지표로 제시했으나 

두 논문 사이의 기준이 서로 상이하여 비교하지 못하였

다. 1편27)은 유효율의 부재로 메타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전침요법과 기타 치료(견인, 한약, 약침 등)를 병행하

고 기타 요법만 단독으로 시행한 환자들을 대조군으로 

설정한 2개의 RCT28,29)를 분석하였을 때, 전침요법과 

기타 치료를 병행한 군이 유효율에서 통계적으로 더 유

의한 결과(p=0.02)를 나타내었다(Fig. 5). 13편의 연구 

모두에서 전침요법으로 인한 이상반응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Fig. 3. Forest plot of all studies comparing effective rate versus EA on AT. EA: electro-acupuncture, AT: acupuncture.

Fig. 4. Forest plot of all studies comparing effective rate versus EA plus Med on med. EA: electro-acupuncture, Med: western-medication.

Fig. 5. Forest plot of all studies comparing effective rate versus EA plus combined on combined. EA: electro-acupuncture, combined: 

traction,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TCM), in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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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뚤림 위험 평가

선정된 13편 연구의 비뚤림 위험 평가를 위해 

Cochrane risk of bias criteria RoB tool16)을 적용한 결과, 

9편18-23,25,27,28)에서 난수표를 사용한 구체적인 무작위 

배정 방법을 언급하여 선택 비뚤림(무작위 배정순서 생

성)에서 ‘비뚤림 위험 낮음’으로 평가하였다. 1편24)에서

는 대상자 무작위 배정과정에서 내원순서에 따라 배정

하여 선택 비뚤림에서 ‘비뚤림 위험 높음’으로 평가하

였다. 2편18,22)에서 Software 및 밀봉된 무작위 배정 봉

투를 사용한 방법으로 선택 비뚤림(배정 순서 은폐)에

서 ‘비뚤림 위험 낮음’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전침요법

이라는 중재의 특성 상 시술자 및 환자의 눈가림이 어

려워 모든 연구에서 실행 비뚤림(연구 참여자 눈가림)

은 ‘비뚤림 위험 높음’으로 평가하였다. 결과 확인 비뚤

림이나 보고 비뚤림에서는 모두 언급된 자료가 없어 불

확실함이 관찰되었다. 탈락 비뚤림에서는 1편21)이 결

측치를 언급하여 ‘비뚤림 위험 낮음’으로 평가하였고, 

2편19,23)이 결측치가 있었으나 관련된 언급이 부족하여 

‘비뚤림 위험 높음’으로 평가하였다. 각각의 세부적인 

항목 평가에 따른 결과는 Fig. 6과 같다.

고찰»»»

본 연구는 경추성 현훈 환자를 대상으로 전침요법을 

시행한 무작위 대조 비교 임상시험을 체계적으로 고찰

하여 전침요법의 임상적 효과를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전침요법 활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진행하였다. 

본 저자들은 2020년 11월까지 경추성 현훈 환자를 대상

으로 전침요법을 중재로 한 임상연구 중 총 13편의 무

작위 대조 비교 임상시험(RCT)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체계적 문헌고찰을 시행하였다. 그 중 유효율

을 지표로 하여 전침요법과 서양의학 단독군 비교 연구 

5편, 전침요법과 침 단독군 비교 연구 3편, 전침요법 및 

서양의학 병행 치료군과 서양의학 단독 치료군 비교 연

구 3편, 전침요법과 기타치료를 병행하고 기타 치료를 

단독으로 시행한 군 비교 연구 2편에 대해 각각 메타분

석을 진행하였다. 메타분석을 통해 경추성 현훈의 치료

에서 전침요법군이 서양의학 약물 투여군보다 임상적 

효과가 더 유의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p<0.00001). 그

리고 전침요법과 서양의학 약물 투여를 병행한 군이 서

양의학 약물 투여 단독군보다 임상적 효과가 더 유의하

다는 결과를 도출했다(p<0.0001). 또, 전침요법과 견인, 

한약, 약침등 기타 치료 결합군이 기타 치료 단독군보다 

임상적 효과가 더 유의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p=0.02).

총 13편의 연구에서 사용한 전침의 혈위 분석 결과 

주로 경추부 주변 혈위가 사용되었다. 8편의 연구에서 

백회혈(GV20)을 사용하였고, 8편의 연구에서 경추 2번

에서 7번 사이의 협척혈(Ex-B2)을 사용하였고, 6편의 

연구에서 풍지혈(GB20)을 사용하였다. 이 외에 원위부Fig. 6. Risk of bias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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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혈위도 사용하였으나 경추부 주변 혈위에 비해 빈도

가 낮게 나타났다. 연구에 사용한 전침의 시간 및 주파

수 분석 결과 대부분의 연구에서 20분에서 30분 사이로 

전침치료를 시행하였다. 모든 연구에서 주파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고 저빈도, 고빈도가 

혼재되어 사용되어 추후 진행될 연구에서 통일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전침의 주파수와 관련하여 저주파와 

고주파 전침 치료를 시행할 때 통증 역치가 모두 증가

하나 그 기전은 다르다는 연구가 있다30). Andersson과 

Holmgren의 연구에서는 저빈도인 2 Hz의 주파수를 사

용할 경우에는 통증 역치가 완만하게 증가하여 진통 효

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고빈도인 100 Hz의 주파수를 사

용할 경우에는 통증 역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진통 효

과가 단기간 내에 나타난다고 하였다31). 상기 연구 결

과에 근거하여 경추성 현훈에 적용할 주파수에 대한 추

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2개의 국내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2018년까지 발표된 전침의 

부작용에 대해 체계적으로 고찰한 연구에 의하면 총 37

개의 연구에서 전침의 부작용이 보고되었고 피부의 창

백, 색소 침착, 어지러움, 흉통, 구토, 의식 상실 등이 포

함되었다32). 그러나 이 논문에 인용된 연구들에서는 모

두 전침 요법으로 인한 이상반응을 언급하지 않아 추후 

안전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추성 현훈 환자의 대다수는 경추부위의 적절한 치

료로 통증이 개선되며, 주로 수기 견인 치료, 가동범위

의 수동적⋅능동적 증가, 심부 경추 근육의 이완요법, 

자세 교육, 마사지, 압통점 주사요법 등이 임상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환자의 약 75%가 

운동, 올바른 자세로 개선될 수 있지만 더 심한 경우에

는 경추부 치료와 더불어 전정 기관에 대한 치료가 필

요한 경우도 있다33). 외상에 의해 발생한 급성 경추성 

현훈의 경우에는 부드러운 경추 보호대를 사용하는 것

이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다34).

해외에서 경추성 현훈 치료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

된 것에 비해 국내 연구의 수는 적어 향후 본 연구 결과

를 활용하여 잘 짜여진 대규모 무작위 대조 비교 임상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근거수준 높

은 임상 근거자료로서의 가치 마련을 위하여 체계적 문

헌고찰 방법 및 메타분석의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하지

만 해외에서 전침에 대해 연구된 임상연구의 수가 적

고, 본 논문에 인용된 연구들이 모두 중국 데이터베이

스인 CAJ에서 검색되고 한 국가에서만 발행되어 지역

적인 편향이 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각 연구마다 사

용된 전침의 주파수와 지속시간, 혈위에 대한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임상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추가

적인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상반응에 대

한 언급이 없어 추후 추적관찰과 함께 이상반응에 대한 

보고가 요구된다. 본 저자들은 종합적으로 해당 체계적 

문헌고찰을 수행하여 경추성 현훈에 전침요법이 제한

적으로 임상적 활용 근거로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

하였다. 추후 보다 객관적인 임상근거 확보를 위해 국

내에서 이와 관련된 질 높은 임상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경추성 현훈에 대한 전침요법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

하여 2020년 11월까지 출판된 문헌들을 대상으로 체계

적 문헌고찰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총 60편의 논문 중 13편의 무작위 대조 비교 임상

연구가 최종 선정되었으며, 모두 1,100명의 경추

성 현훈 환자가 평가되었다.

2. 메타분석 결과, 전침요법과 서양의학 약물 투여를 

비교하였을 때 전침요법군이 유효율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3. 메타분석 결과, 전침요법과 침 치료를 비교하였을 

때 유효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

해내지 못했다.

4. 메타분석 결과, 전침요법과 서양의학 약물투여를 

병행한 것과 단독으로 서양의학 약물 투여한 것을 

비교하였을 때 전침요법과 서양의학 약물 투여를 

병행한 군이 유효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

과를 보였다.

5. 메타분석 결과, 전침요법과 기타 치료(견인, 한약, 

약침 등)를 병행한 것과 단독으로 기타 치료만 시

행한 것을 비교하였을 때 전침요법과 기타 치료를 

병행한 군이 유효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

과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지역적으로 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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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비뚤림 위험이 높으며 적은 수의 연구를 바탕으로 

임상효과 검증을 하였고 안전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 

추후 국내에서 비뚤림 위험이 낮고 질 높은 대규모 무

작위 대조 비교 임상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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