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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임상 진료 지침은 진료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의사의 진료와 과학적 근거의 간격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인 도구로 최근 10여년 사이에 주로 선진국에서 지침 개발이 활성화 및 개발되고 있습니다. 

개발된 진료 지침은 의사. 환자, 임상연구자 및 보건의료제도 발전에 많은 편익을 가져다주며, 의사

들이 진료 과정에서 내리는 치료 결정의 질을 향상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서양 의학계에서는

임상진료지침의 많은 개발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의학계의 임상진료지침 개발은 취약한

편이며, 특히, 한의학계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방 의료기관에서 근ㆍ골격계 질환은 진료 환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질환입니다. 근ㆍ골격계

질환은 노동력 손실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크며, 산업화 사회에서 볼 수 있는 흔한 통증의 원인으로

환자의 고통 및 치료비용 등의 문제로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은 막대합니다. 그러나, 근ㆍ골격계 질환

환자의 한방치료인 침, 한약 등과 같은 치료 기술의 대부분이 임상 한의사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것

이기 때문에 체계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어 개인적 편차가 심합니다, 

그 중 목, 허리, 무릎의 통증에 의한 진료가 의료보험 외래 상병명 10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 이 부분에 침이 효과가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거 중심 연구를 포함한 제시된

Guideline이 없어 광범위한 문헌 조사와 설문조사, 전문가들의 합의를 거친 경항부, 요부, 슬부 질환에

대한 임상진료 지침 개발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에 대한침구의학회에서는 근ㆍ골격계 중 경항통, 요통, 슬통에 대한 개발위원회 및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신의 근거 중심 연구를 반영하는 전문가 집단의 합의를 통하여 양의학적 병명에 따른 침

치료의 권고지침 방안과 한의학적 병명에 따른 진단, 변증, 침 치료의 권고사항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는 위 질환에 대한 치료의 근거를 제시하고 표준화 및 체계화된 고급 한방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과잉 진료를 막고 의료비의 투명성을 통한 국민의 신뢰를 얻

고 국민 보건에 있어서 이바지하고자 “경항통, 요통, 슬통의 침치료 진료지침 2013”을 발간하게 되었

습니다.

발간된 “경항통, 요통, 슬통의 침치료 진료지침 2013”이 환자를 진료하는데 널리 활용되기를 바랍

니다.

연구책임자 조남근(경항통)

이재동(요통)

김갑성(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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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ical Guideline on Acupuncture Treatment for Neck Pain

A. Research background and purpose

Neck pain is a physical ailment commonly seen in primary care clinics. The  statistical index of 

health insurance in 2009 shows neck pain to be the 4th most frequent illness treated in Oriental 

medicine institutions for outpatients. Neck pain is also one of the three most common musculoskeletal 

symptoms patients complain overseas, which indicates its frequent occurrence. Thus neck pain can be 

seen as an ailment that limits everyday life and influences the quality of life for individuals and also 

socially increases the social cost. 

Our researchers aim to provide a high quality treatment for neck pain patients and enhance public 

health by making a clinical guideline on acupuncture treatment for neck pain which fits Korea's 

medical state through applying domestic and overseas studies and domestic expert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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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cope of neck pain in this clinical guideline

Generally, neck pain covers the terms cervical spondylosis, cervical sprain and strain, cervical disc 

disease in western medicine. This clinical guideline on acupuncture treatment for neck pain is limited 

to adults over the age 18 and exempts serious and less often seen ilnesses such as neck pain by 

dislocation, malignancy, inflammatory disease, tuberculosis of larynx, fibromyalgia, vertebral fracture, 

infection, congenital malformation.

The target user of this clinical guideline is Oriental medicine doctors, and it is aimed to offer high 

quality treatment for neck pain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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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neck pain ② stiff neck ③ torticollis ④ strained neck

C. Recommendation of this clinical guideline 

1. Diagnosis

A) Diagnosis system and method of diagnosis

Using the Delphi method which is an expert consensus achieving method, the final diagnosis system 

for neck pain that was consented in a expert committee is as follows.

A questionnaire which consists of 48 different sypmtoms related to neck pain was given out to 103 

neck pain patients. Through interviewing each of the patients by 3 oriental medicine doctors, Oriental 

medical diagnosis (above 4) was done and the  analysis by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s 

(CART, Breiman, 1984) results in the diagnosis of neck pain to be as follows.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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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Differentiation of syndromes for neck pain

As a result of discussion through an expert committee, the differentiation of syndromes for neck 

pain is as follows.

(1) Differentiation of syndromes according to pathological changes of Jangbu organs

This differentiation is based on the physiological function and pathological expression of the five 

viscera and six bowels. Symptoms are analysed and inducted, pathogenesis is revealed, lesions, 

charateristics of disease, the struggle between the vital principal and the pathogenic factors are decided 

through this. 

Insufficiency and impairment of liver-kidney essence +Exopathogen/ Deficiency of 

Liver-yin and Kidney-yin / Hyperactivity of Liver-yang

(2) Differentiation according to the theory meridians and collaterals

This differentiation occurs where the meridian system of meridians and collaterals circulate. This 

diagnosis method finds out which of the meridian has been ailed by analysing and putting together 

the patient's expression of pathology applying the theory of meridians and collaterals.

(3) Differentiation of symptoms and signs for determining the pathogenic factors of 

a disease

Every symptom is a result of a certain factor, and this differentiation is to find out the factor by 

analysing these symptoms.

Wind-cold-dampness pathogen /Affection by wind-dampness exopathogen/ Wind-cold 

pathogen/ Obstruction of collateral by phlegm-dampness/Damp-heat/Wind-heat pathogen with 

dampness

(4) Differentiate syndromes by studying the pathological changes of Gi -blood & 

Eum-Yang 

This differentiation analyses the difference in between Gi and blood, the decrease in Yang, and 

circulation problems which causes various pathological changes and also discriminates different 

symptoms that reflect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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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d stasis due to Qi Stagnancy/

Qi and Blood deficiency/stasis of blood and muscle pulse

Survey (2009.3.26-2009.4.14) on Oriental medicine doctors shows that the differentiation 

according to the theory meridians and collaterals are most used and the most frequently used 

meridians were the Small Intestine Meridian, Small Intestine Meridian and Bladder Meridian. 

Therefore the expert committee recommends its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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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Western medicine diagnosis of neck pain

The most frequent causes of neck pain in western medicine are ervical spondylosis, cervical sprain 

and strain, cervical disc diseases and these are diagnosed as follows. 

(1) Cervical spondylosis

<Summary>

Cervical spondylosis is a chronic degeneration disease that not only effects the petrous bone and disc 

of the cervical spine, but also the spinal canal. Some doctors also includes the degeneration of the 

facet joint, longitudinal ligament and ligamentum flavum. Most are caused by aging of the spinal disc.

<Diagnosis>

- physiologic examination: spurling test, Hoffman sign, Lhermitte sign

- radiologic examination: an MRI is recommended

<Prevalence>

The symptoms of cervical spondylosis occur after the age 30, but it is most common in the age 

40-60. The change in spondylosis increase with age. 70% of patients with no symptoms over the age 

70 show degeneration of the cervical spine.

(2) Cervical sprain and strain

<Summary>

Cervical sprain and strain are the most common seen musculoskeletal problem by 

neuromusculoskeletal experts in clinics. One of the causes of cervical sprain is acceleration and 

deceleration of the cervical spine. It is also called whiplash injury. A sprain means a damage to the 

ligament, and the diagnose of a cervical sprain means that the facet joint, ligaments and joint capsules 

related to the spine are damaged. 

<Diagnosis>

- physiologic examination: ROM, palpation, posture evaluation, spurling test etc.

- radiologic examination: an MRI is recommended. X-ray, CT scan & arthrography

<Prevalence>

Almost 85% of neck pains are caused by acute or repeated cervical spine damage, or chronic 

pressure and sprain. Athletic sports accidents are the most common reason for ER visits, almost as 

much as car accidents. As people participating in athletic activities increase, there will be more and 

more patients with cervical spine inju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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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ervical disc diseases

<Summary>

Cervical disc diseases includes herniation of nucleus pulposus(HNP), degeneration of disc disease 

(DDD), internal disc disruption (IDD). Degeneration and herniation of the disc can damage the spinal 

cord and the nerve root, and can cause stenosis or myofascial pain syndrome.

<Diagnosis>

- physiologic examination: spurling test, ROM, Lhermitte sign, exercise and sensory function, deep 

tendon reflex

- radiologic examination: an MRI is recommended, X-ray, CT etx.

<Prevalence>

36% of all spinal disc diseases is the cervical spine disease, this is second to the lumbar disc disease 

which is 62%.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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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reatment

A) Acupuncture treatment

(1) Basic Rules

1. Always wash hands when treating different patients.
2. Always use sterilized acupuncture needles.
3. Always secure a clean area.
4. Always wash hands if they are contaminated before performing acupuncture.
5. Always isolate used acupuncture needles after use.

(2) Safety

An acupuncture procedure could be regarded as a safe treatment if it was performed properly by an 

Oriental medicine doctor. 

(3) Treatment Method

There were not enough objective ground reference about acupuncture treatment for neck pain, so 

the Oriental medicine doctors who are targets of this clinical  guideline were researched for their 

actual condition and practice pattern (2009.11.23~2010.1.9) to create the guideline and reflect actual 

conditions to it.

It is recommended that patient treatments should reflect actual treatments as below.

1. Differentiation according to the theory meridians and collaterals is the most frequently used 
differentiation method of syndromes.

2. Cervical spine ROM, area of pain and description of the pain, information obtained by pulse 
feeling and palpitation, history of pain, the patients usual factor and etc., are main diagnosis 
standards.

3. Frequently used acupuncture methods, in order of high frequency, Saam-chimbeop - 
asihyeol(Asihyeol-chimbeop) - five Su points five points-chimbeop - DongQi-chimbeop - acupuncture 
based on anotomical structures.

4. Both the normal, and the ill side of the patient are mix treated. 
5. The most frequent used needling depth is about 1.5-3cm, needle thickness 0.25mm, needle 

length 40mm and the prone position is the most frequent used position for acupuncutre treatment.
6. De-qi and tonification-purgation are frequently performed and  most of the acupuncture 

treatment had a duration time of over 15 minutes- below 20 minutes. 
Most patients were treated 3 times a week, and the treatment period for acute neck pain was 

under 3 weeks, and for chronic neck pain (in pain for over 3 months) were over 3 weeks and under 
5 wee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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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reatment followed by Western Medical diagnosis  

 A) Cervical spondylosis

  (1) Education and self-management

Cervical spondylosis is a normal progress in aging, ROM exercises and daily habit correction is 

recommended, exercises and postures that induce impact should be advoided.

  (2) Physiotherapy

- Fixation of the cervical spine

The stronger the fixation equipment, the more effectively fixed cervical spine. Wearability should be 

taken in consideration.

- Traction therapy

Although there is debate on the effect of traction therapy, intermittent traction therapy is 

recommended rather than continuous traction therapy.

 - Manual therapy

Manual therapy for cervical spondylosis is common but its effect is controversial. 

  (3) Other treatments

- Recreation therapy helps the patient, family, and society.

- Steroid injections, epidural block, heat therapy, cold therapy are also effective.

  (4) Cervical spondylosis that needs operation

Operation is suggested for neurological deficit in progress, recorded pressure on cervical neuromuscle 

and spinal nerve, and intolarable pain. 

The above is requoted from  Sandeep S Rana. Cervical Spondylosis, Diagnosis and Management, 

Drexe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Mar 24, 2010.  Hassan Ahmad Hassan Al-Shatoury, Ayman 

Ali Galhom. Cervical Spondylosis. Suez Canal University. Apr 24, 2009.  Robert E Windsor, Daniel 

Hankley, L Anita Cone-Sullivan, Frank J King, Erik D Hiester. Cervical Facet Syndrome. Department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Apr 30, 2009. which provides valid basis for this guideline.

This clinical guideline recommends as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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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Acupuncture treatment on Cervical spondylosis 

A
Electroacupuncture and acupuncture is recommended for cervical spondylosis, although 

there is lack in research on other acupuncture treatments, which brings the need for 
further research. 

B) Cervical sprain and strain

  (1) Education and self-management

A chronic cervical sprain patient can learn appropriate postures. Every exercise should emphasize the 

importance of correct postures of the head and neck.

  (2) Physiotherapy

Fixation of the cervical spine is recommended for acute ROM disorder patients. 

Manual therapy is also a treatment that can reduce pain, improve movement, and help the patient 

start an exercise without pain. 

Active exercise treatments are effective for whiplash injury patients and therefore recommended.

  (3) Other treatments

Other effective treatments for cervical sprain are work treatment and trigger point injections. 

Continuous use of trigger point injection is not recommented.

The above is requoted from  Oregon K Hunter Jr, Michael D Freeman. Cervical Sprain and 

Strain. Southeastern Rehabilitation Medicine, SIMED. Jul 15, 2009.  Gerard A Malanga, Michael J 

Mehnert, Daniel Kim. Cervical Spine Sprain/Strain Injuries. Sports Medicine. Mar 31, 2008.  Andrew 

A Sama, Federico P Girardi, Frank P Cammisa, Jr. Cervical Spine Injuries in Sports.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Jun 25, 2008.  Robert E Windsor, Ricardo A Nieves, Kevin P Sullivan, Samuel 

Punnamoottil Thampi,  Frank J King, Erik D Hiester. Cervical Disc Injuries. Sports Medicine. Jan 6, 

2010. which provides valid basis for this guideline.

This clinical guideline recommends as above.

  (4) Acupuncture Treatment for Cervical sprain and strain

A
Acupuncture treatment are effective on cervical sprain patients. But other than 

the ordinary acupuncture treatment, research on electroacupuncture and other 
acupuncture treatments are little or has less a desirable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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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ervical disc diseases

  (1) Education and self-management

The patients should be told of their cervical disc disease progress, cervical spine stimulation should 

be avoided, correct posture and exercise programs are recommended. 

  (2) Phsiotherapy

Acute physiotherapy: It should be focused on reducing pain and inflammation and cervical spine 

fixation is recommended.

Convalescence physiotherapy: Recovery of ROM and flexibility of the neck and shoulder is 

recommended. The patient should be taught appropriate stretching techniques and should perform 

them 1-2 times a day. 

  

  (3) Other treatments

Other treatments for cervical disc diseases like epidural steroid anesthesia etc. could have side effects, 

therefore it should be performed on patients who suffer from constant neurological pain, but does not 

react to physiotherapy or rest. 

The above 1) R.I.C.E 2) Non-pharmacological management 3)surgical and nonsurgical treatments 

were already mentioned in NZGG(New zealand guidelines group. Diagnosis and Management of Soft 

Tissue Knee Injuries: Internal Derangements. July 2003) with a valid basis and therefore was requoted 

in this clinical guideline.

This clinical guideline recommends as above.

  (4) Acupuncture treatment on cervical disc disease

C+

Acupuncture treatments for herniations of cervical disc patients is effective and 
recommended. But other than the ordinary acupuncture treatment, research on 
electroacupuncture and other acupuncture treatments are little or has less a 
desirable quality which brings the need for further research.

D) Other neck pain that is difficult to determine

A

Electroacupuncture, acupuncture, and other acupuncture treatments are effective 
and safe for neck pain patients. But other than ordinary acupuncture and 
electroacupuncture, there is lack of research on other acupuncture treatments and 
brings the need for furthe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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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cupuncture treatments on cervical spondylosis <EA>

Reference Year Type n
Patient 
charact
eristics

Intervention meridian point
Number 

of
treatment

frequency period
follow 

up
Outcome 
measures

Outcome
Grace 

A
Grade 

B
Additional 
comments

vs alternative treatment, waiting, education, standard  care

Luo 
Zhongda 
et al

1997 RCT
436(T:27
8, C158)

spondyl
opathy

EA+massa
ge vs only 
massage

G20, LI15, LI4, 
LI11

10
once /2d 
ays

undescr
ibed

1 year symptoms

The effective ratio of exeriment group vs 
control group were 98.9%, 96%. But the 
rates were cured 82.7%, marked 
improvement 14.4%, improvement 1.8% 
for the experiment group and cured 61%, 
marked improvement 27%, improvement 
8% for the control group.

2 1

The rate varied 
according to time 
period and type of 
the illness , and 1 
case was 
introduced. 
N=436

Detailed comparison of acupucnture treatments by EA

Xue Bin, 
et al

2007 RCT
57(T:29, 
C:28)

spondyl
opathy

EA vs 
acupuncture

EX-B 2, G20, 
GV20, G8

10 once/day
undescr
ibed

undescri
bed

scoring 
system(total 
score 40),  
physical sign

Both of the groups showed pain decrease 
(experiment group 92.86%, control group 
84.62%), but the experiment group showed 
superiority in pain decrease, quality of life, 
physical examination, time for the 
treatment to take effect.

2 1

Before and after 
both of the 
treatment   were 
verified by 
Chi-square.
N=57
DOUBLEBLIND

Others

Lee Ok-ja 
et al.

2003
case 
study

1
spondyl
osis

EA

EX-B 
2,BL13,BL18,LI4,
SI3,TE3,G34,ST3
6,ST40,G39,BL62
,KI3,KI6,
BL23,BL22,BL40 

92 times
twice/ 
day

46 days
5month
s

Gait analysis of 
JOAscore,Nuric
k, VAS/ reflex 
test/ digital 
infra red 
thermographic 
imaging

JOA score 7->13//Nurick  4->2/VAS8->2 4 2

Zhuang 
Lixing

2000 RCT
40(T:21, 
C:19)

spondyl
osis

EA + 
moxibustion 
vs EA

GV20(moxibustio
n) EX-B 2

10
undescrib
ed

undescr
ibed

undescri
bed

cure and 
markedly 
effective rate

The effective ratio for the group that used 
EA and moxibustion was 85.7%, the group 
that used only EA was 57.8%(p<0.01) 

2 1

Focused on  
whether or not 
moxibustion 
treatment was 
done
N=40

Wang 
Lifeng et 
al.

2003
case 
study

172
spondyl
opathy

EA, 
massage

G20,GB21,GV20,
BL11,SI11,LI15,L
I11,H3,TE5,LI4,T
E3,G34,BL60

undescribe
d

once/ day 20days
undescri
bed

Disappearance 
of symptoms 
and signsin the 
examinations

All had significant effect in cervical, 
vertebral artery,  nerve root spinal cord, 
and mixed.

4 2
No control group
N=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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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Year Type n
Patient 
charact
eristics

Intervention meridian point
Number 

of
treatment

frequency period
follow 

up
Outcome 
measures

Outcome
Grace 

A
Grade 

B
Additional 
comments

VS sham acupuncture

FU 
Wen-bin 
et al

2009 RCT 112
Cervical 
spondyl
osis

acupuncture 
59  vs sham 
acupuncture 
58

acupoint-DU14, 
Ex-HN15, SI15
sham acupoint-1 cm 
apart laterally from 
acupoints (Ex-HN15, 
SI15)

9 twice/day 18days 3months NPQ, VAS

Acupuncture shows
good immediate effect in treating 
cervical spondylosis, but its long-term 
effect is not satisfactory. The difference
in syndrome type may have some 
impact on the effects of acupuncture

2 1

vs alternative treatment, waiting, education, standard  care

Du 
Yuzheng, 
Li  Dajun

2002 RCT
104(T
:53, 
C:51)

spondyl
opathy

Lifing and 
thrusting vs 
routine  
menuever

EX-B 2, G20, G12
undescribe
d

twice/day
undesc
ribed

undescri
bed

Disappearance of 
the
main symptoms 
with no
functional 
disturbance and 
improvement in 
roentgenography

The experiment group using routine 
menuever was 88.7%, the control 
group not using routine  menuever was 
47.1%. Which shows that manual 
therapy is effective.

2 1 N=104

Wang 
Guangye

2001 RCT

715(T
:482, 
C:233
)

spondyl
opathy

acupuncture 
+ warming 
via  
moxibusion+ 
point injection 
VS traction 
therapy

G20, EX-B 2, Asihyeol 7
once/2da
ys

undesc
ribed

undescri
bed

symptoms

The experiment group had 97.1%, 
control group had  82% effective ratio 
(P<0.01), which shows it is more 
effective to perform acupuncture along 
with massage.

2 1

Acupuncture 
points were added 
according to the 
differentiation of 
syndromes
N=715
DROPOUT

Detailed comparison of acupucnture treatments by the filiform needle

Ahn 
Byeong- 
joon et. 
al.

2007 CCT 29

spondyl
osis 
deform
ans

Bee-Venom 
Acupuncture 
17 vs the 
filiform needle  
12

local acupoint -
G20,GB21#,LI16,TE15
,SI11,TE14
distal acupoint - 
LI11,TE3,SI3

undescribe
d

2-3 
times/ 
2weeks

undesc
ribed

undescri
bed

VAS, NDI

The NDI, VAS decreased significantly 
in before and after treatment in both 
groups (p<0.01), the Bee-Venom 
Acupuncture group showed significant 
decrease(p<0.05)

4 2 Chart review

Others

Li  
Baomin 
et al.

2002
case 
study

72
spondyl
opahty

scalp-acupunct
ure
bodyacupunct
ure

G20, GV20, EX-B 2, 
TE5

10 once/ day
undesc
ribed

undescri
bed

clinical 
symptoms, TCD

96% showed improvement in pain and 
TCD blood flow rate, cured 68%, 
markedly effective 19%, effective 8%, 
failed 4%

4 2
No control group
N=72

Hu 
jinsheng

1998
case 
study

1
spondyl
opathy

acupuncture

SI3,BL39,GV14,EX-B 
2,BL10,
G20,GB21,SI11,SI13,SI
12

15
undescrib
ed

undesc
ribed

undescri
bed

symptom All the symptoms dissapeared 4 2
1 case study and 
Q&A of doctors 

2. Acupuncture treatments on cervical spondylosis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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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Year Type n
Patient 

characteristics
Intervention meridian point

Number 
of 

treatment
frequency period

follow
-up

Outcome measures Outcome
Grace 

A
Grade 

B
Additional 
comments

Wu Ming 2007
case 
study

76 spondylosis
local and 
distal 
acupuncture

EX-B 2, stiff neck,
G39,BL59,BL63

10
once/
2days

undes
cribed

undes
cribed

symptoms, recovery 
of muscular  forced 
and functional 
activities of the neck

A total of 94.74% showed 
significant effect(cured44.73%, 
markedeffecd26.32%,improve23
.66%,failed5.26%)

4 2

Acupuncture 
points were added 
according to the 
sypmtoms and the 
differentiation of 
syndromes
N=76

Jun-ho 
Chang et 
al.

2005
case 
study

2 spondylosis
the filiform 
needle 

trapezius(TP1,2),GB21,LI16,
SI15,SI14,TE15,  
iliopsoas(ST24,ST25,ST26,S
T27,SP15,SP14),rectus 
femoris(ST31,ST32),inguinal 
region(ST30,SP12),lumbar 
region(BL23,CV6,BL25,BL5
2)

54
twice/ 
day

27day
s

once 
every 
3days

Nurick'sclassification
,
kadoya'sclassification
,
JOA,VAS

Improvement in everyday life 
using the upper limb and in 
lower limb walking 

4 2

Lee 
Min-jung 
et al.

2012
case 
study

1 spondylosis
acupunture, 
pharmacopun
cture, Chuna

GB21,GB20,SI14,SI15,
LI11,LI10

undescribe
d

once/
week

3-4m
onts

undes
cribed

Nurick'sclassification
, score of pain part, 
slipped disc ratio 
and A-P 
compression 
ratio(chnage of 
MRI), symptom

patient’s score of pain part, 
Nurick grade were decreased 
and slipped disc 
ratio, A-P compression ratio 
were also improved

4 2

Lee seul-ji 
et al.

2010
case 
study

1

spondylosis
(C5 Articular 
Facet 
Arthropathy)

acupuncture,  
pharmacopun
cture(Hwangr
yunhaedok-ta
ng, bee 
venom), 
chuna

local-SI15,SI14,GB21,SI12,S
I13,TE14,Hyeopcheok(Jiaji) 
of lower cervical
distal-GB20,LI11,LI4,SI3,TE
5

undescribe
d

phamaco
acupunct
ure 
once/day

undes
cribed

undes
cribed

NRS, ROM, 
Distraction, 
compression, 
spurling, valsalva 
test

NRS decrease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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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Year Type n
Patient 

characteristics
Intervention meridian point

Number 
of 

treatment
frequency period

follow
-up

Outcome 
measures

Outcome
Grace 

A
Grade 

B
Additional 
comments

Others

Pakr 
Jin-woon
g et al.

undes
cribed

case 
study

1
whiplash Injury
(radiculopathyofC
6-Taspinalcord)

EA

G20,GB21,GV14,EX-B2,,G
V20,EX-HN1,CV24,GV26,
LI11,ST36,G39,G34,PC8,KI
1,LR3,LI4 ,EX-LE10 
,EX-UE9  

undescribed
undescribe
d

undes
cribed

undes
cribed

VAS,
ODI,SLR

70% function recovery 4 2

Han sang 
yeob et al

2011 RCT 58
whiplash injury 
patients caused 
by TA

acupuncture+EA vs 
acupuncture

BL10,GB20,GB21,SI14,SI15
,SI11, Asihyeol(cervical)

8
twice/wee
k

4week
s

undes
cribed

VAS, NDI

In both goups, VAS & NDI 
were decreased. but not 
significant reduction of the 
NDI

2 1

Cameron 
ID et al

2011 RCT 124
Subacute and
Chronic 
Whiplash

EA vs Simulated EA
GB 39, GB 20, LI 14, SI6 
Bilaterally

12
twice/wee
k

6week
s

3mon
th, 
6mon
th

VAS, NDI, 
SF-36, ADL, 
SF-MPQ

Real EA was associated with a 
significant reduction in pain 
intensity. 

2 1

3. Acupuncture treatments on cervical sprain and strain <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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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Year Type n
Patient 

characteristics
Intervention meridian point

Number 
of 

treatment
frequency period

follow
-up

Outcome 
measures

Outcome
Grace 

A
Grade 

B
Additional 
comments

VS sham acupuncture

Nicolas  
Aigner et 
al

2006 RCT 50
whiplash 
injury cervical 
spine

Laser 
acupuncturevs  
placebo Laser   
acupuncture 

local-BL10,BL40,G20,G34,T
W5,SI16,LG14
distal-aricular acupuncture 
29374155

9 3 3weeks
12 
mont
hs

Questionna
rir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from the control group.

2 1

Detailed comparison of acupucnture treatments by the filiform needle

Song 
Joo-hyun 
et. al.

2007 CCT 60
whiplash 
Injury

Eo-hyeol bang30 
vs body 
acupuncture30

Eo-hyeol bang - SP3, LU9, 
LI11
body acupuncture - BL10, 
G20, GB21#,  SI14, SI15, 
SI13, SI11, asihyeol

8 times
twice/ 
week

4weeks
undes
cribed

VNRS, 
NDI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3 2

Ki-bum 
Park et. 
al.

2005 CCT 33
whiplash 
Injury

Bee-Venom 
Acupuncture18 vs 
the filiform needle  
15

Bee-Venom 
Acupuncture:GV16, G20, 
G12, GV15
the filiform needle:GV16, 
BL7,  G20, G12, GV15, BL11 
,GV20, CV24, SI3

undescribe
d

3times/we
ek

undesc
ribed

undes
cribed

VAS, 5 
scale 
evaluation 

The experiment group of Bee-Venom 
Acupuncture treatment had a shorter 
treatment period of 12.3 days than  
the control group which had 15.6 
days. 
The Bee-Venom Acupuncture 
treatment had Gr0 the most and the 
control group had Gr2 the most

3 2
No 
statistic 
analysing

Chang 
So-young 
et. al.

2007 CCT 44
whiplash 
Injury

Carthami Semen 
Pharmacopuncture 
, Juglandis Semen 
Herbal 
Acupuncture  

Experiment group : asihyeol + 
following the meridian,
Control group : followimg the 
meridian

herbal 
acupunctu
re 3-6 
times

undescribe
d

undesc
ribed

undes
cribed

VAS, 
ROM

Significant improvement before and 
after treatment 
VASp<0.05,VASp<0.05
There were more patients with ROM 
over 70% in the experiment group

4 2

Seol 
Hyun et. 
al.

2005 RCT 60
whiplash 
Injury

Jungsongauhyul 
herbal 
acupuncture+the 
filiform needle 24 
vs the filiform 
needle 36

Jungsongauhyul herbal 
acupuncture : EX-B2, asihyeol
the filiform needle :GV14, 
G20,  G12, GV16, BL11, 
GB21#, SI11, B43, GV20, 
BL40/GV14, G20, G12, 
GV16, BL11, GB21#, SI11, 
B43, GV20, BL40

undescribe
d

5 
times/wee
k

undesc
ribed

undes
cribed

VAS, 5 
scale 
evaluation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p=0.003

2 1
over 50 
patients

4. Acupuncture treatments on cervical sprain and strain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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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Year Type n
Patient 

characteristics
Intervention meridian point

Number 
of 

treatment
frequency period

follow
-up

Outcome 
measures

Outcome
Grace 

A
Grade 

B
Additional 
comments

Lim 
Gwang 
mook et 
al.

2012 CCT 26
Whiplash 
injury by TA

acupuncture + 
Jungsongouhyul 
Pharmacoacupuncture 
14 vs acupuncture + 
Soyeom 
Pharmacoacupuncture 
12  

Pharmacoacupuncture: EX-B 2, 
Asihyeol, 
GB20,GB21,GB14(bilaterally)
Acupuncture: 
GB20,GB21,SI15,SI14,BL12,SI
13,SI12(bilaterally)

Pharmaco
acupunctu
re 5

Pharmacoac
upuncture
once/2days

undes
cribed

undes
cribed

SP-MPQ, 
VAS, 
NDI, 

Both group represented effective 
improvement in SF-MPQ, VAS 
and NDI  and no statistical 
significanæ difference.‘

3 2

Lim 
jeong-gyu
n et al.

2011 RCT 20
Acute 
whiplash 
injury by TA

acupuncture 10 vs 
acupuncture+soyeom 
pharmacopuncture 10

Acupuncture: 
GB20,GB21,SI15,SI14,BL12,SI
13,SI12

acupunctu
re10
pharmaco
acupunctu
re 5

acupuncture 
once/day
pharmacoac
upuncture 
once/2days

10day
s

undes
cribed

VAS, 
NDI,, 
DITI

Test group is more effective than 
control group in VAS, statistically

2 1

Others

Jae-hui 
Kang et 
al.

2002
case 
study

37
whiplash 
Injury

the filiform needle , 
physiological saline  

undescribed
undescribe
d

undescribed
undes
cribed

undes
cribed

4 scale 
evaluation, 
5 scale 
ROM , 5 
scale 
overall 
evaluation

6 cured, 10 Excellent, 12 Fair, 6 
not improved, 3 failed 4 2

Kim 
Kun-hyu
ng et al.

2006
case 
study

28
whiplash 
Injury

the filiform needle , 
Bee-Venom 
Acupuncture

Bee-Venom 
Acupuncture-BL10,G20,GB21
#,SI14,SI15,SI13,SI11
the filiform 
needle-SP3,LU9,LI11

8 times twice/week
4week
s

undes
cribed

VAS, SF36

Significant improvement
VASp=0.002SF36  I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in physical 
function, social function, physical 
role limits, emotional role limts, 
mental health, physical pain. 

4 2

Ji-sik 
Hwang 
et. al.

2000
case 
study

52
whiplash 
Injury

the filiform needle 
local-G20,GB21,SI15,SI14,LI16
distal-LI4,SI3,TE3

undescribe
d

undescribed
undes
cribed

undes
cribed

NRS

30 patients(57.7%) showed NRS 
below 4, and 13 patients(25%) 
showed NRS of 4-5 when 
discharged.
Patients who had ROM limits 
decreased from 40 when 
hospitalized, to 19 when 
discharged

4 2
over 50 
patients

Seung-hu
n Baek 
et. al.

2005
case 
study

1
whiplash 
Injury

the filiform needle Jung-gun, Jung-jong
undescribe
d

undescribed
2week
s

undes
cribed

VAS, 
ROM

ROM normal when discharged, 
10% of the pain remained 
comparing to the initial pain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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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Year Type n
Patient 

characteristics
Intervention meridian point

Number 
of 

treatment
frequency period

follow
-up

Outcome 
measures

Outcome
Grace 

A
Grade 

B
Additional 
comments

Kim 
Keoo-seo
k et. al. 

2004
case 
study

1
whiplash 
Injury

Eo-hyeol bang
LU9, SP3, LI11, TE5 +cervical 
region 

undescribed once/day 6days
undes
cribed

VAS VAS 10>3 when discharged 4 2

Kim 
Jeong-ho 
et. al.

2003
case 
study

1
whiplash 
Injury

the filiform needle 

morning- LI, ST were mainly 
chosen
afternoon-EX-B2 

undescribed twice/day
undes
cribed

3mon
ths

Change in 
MRI

MRI: Spinal cord edema, range 
of lesion, decrease in size/ 
significant improvement in 
motor abnormality, 
improvement in numbness and 
pain

4 2

Kim 
sun-min 
et al.

2012
case 
study

78
Neck pain 
caused by TA 

Acupuncture, 
Pharmacoacupunctre( 
Hwangryunhaedok-ta
ng)

 Acupuncture, 
GV16,GB20,GB21,TE14,SI11 
Pharmacoacupunctre-GB21(bilat
erally)

8 tweice/week
4week
s

undes
cribed

NRS, NDI

Pain improvement 
no relation between 
Improvement of neck pain and 
physical function and cervical 
curvature.

4 2

Shin 
hyun-jin 
et al.

2012
case 
study

8
whiplash 
Injury by TA

Acupuncture, Muscle 
energy technique

GB20,GB16,GB21,SI15,SI14,SC
M,Scalene,Suboccipital 
m,Splenius capitis & cervics, 
Trapezius, Levator scapular m, 
Rhomboids TP

16 twice/day 8days
undes
cribed

VAS, PRS, 
ROM, 
PSSG scale

VAS 10 to 4.125
PRS 102.625 to 45.75
PSSG Scale 2.625 to 1.875

4 2

Choi 
eun-sill et 
al.

2012
case 
study

33
whiplash 
Injury by TA

Acupuncture, 
BV acoacupuncture

Acupuncture-
once:local:GB20,GV16,DU14,SI
14,BL10,TE16,GB21 
twice:distal:Sa-am:Banggwang, 
Dam, Sojang   jeonggyeok)
BV-GB20,GV16,DU14,SI14,BL
10,TE16,GB21

undescribed twice/day

averag
e 
10.6d
ays

undes
cribed

Cervical 
curvature(
X-ray, 
VAS,NDP
S  

VAS, NDPS were decreased 
significantly

4 2

Jeon 
hyeon-jeo
ng et al.

2010
case 
study

197
neck pain by 
TA

Acupuncture(combine 
with 
pharmacoacupuncture
, EA)

GB20,GV16,DU14,GB21,SI14 undescribed once/day
undes
cribed

undes
cribed

5Grade(de
gree of 
pain, 
movement 
limitaion)

Total result Fair 40.1%, Good 
34.5%, Excellent 16.2%, Poor 
9.1%

4 2

Lee seul-ji 
et al.

2011
case 
study

10
whiplash 
Injury

Acupuncture, 
BV acoacupunctre

Acupuncture-GV16,SI15,GB21,
BL11(affected part)
BV acoacupunctre–Facet joint

8 twice/week
4week
s

undes
cribed

NRS, NDI NRS was decreased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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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Year Type n
Patient 

characteristics
Intervention meridian point

Number 
of 

treatment
frequency period

follow
-up

Outcome 
measures

Outcome
Grace 

A
Grade 

B
Additional 
comments

Lee 
jae-hoon 
et al.

2012 RCT 82
neck pain by 
TA

Acupuncture+Pharmacoac
upuncture(wangryunhaedo
k-tang) vs 
Acupuncture+Chuna

GV16,GB20,GB21,TE
14,SI11,SI13

8 twiece/week
4week
s

undes
cribed

VAS,NDI
NDI, VAS were decreased 
significantly in both groups.

2 1

Woo 
jae-hyuk 
et al

2011 RCT 60
Cervical pain 
by TA

Acupuncture+Chuna vs 
Acupuncture +Ouhyul 
pharmacoacupuncture

GB20,DU14,BL10,BL1
1,GB21,GB20,SI11

4 twice/week
2week
s

undes
cribed

VAS,NDI

Both group demonstrated 
significant improvement in 
VAS, NDI. But no significant 
differences.

2 1

Kim 
min-seok 
et al.

2011 RCT 85
whiplash 
Injury

Acupuncture vs 
Acupuncture+Indirect 
moxibustion

DU14,GV13,BL11,SI1
5,SI14,,SI13,SI10,TE15
,GB21,LI16

undescribe
d

Acupunctur
e twice/day 5days

undes
cribed

VAS,NDI

Effective improvement in both 
groups.
Acupuncture+Indirect 
moxibustion has more 
significant effect

2 1

5. Acupuncture treatments on cervical sprain and strain <Other acupun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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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Year Type n
Patient 
characte
ristics

Intervention meridian point
Number 

of 
treatment

frequency period
follow

-up
Outcome 
measures

Outcome
Grace 

A
Grade 

B
Additional 
comments

vs Detailed Comparison of Acupuncture Methods used in acupuncture Studies

Kang 
Jae-hui 
et. al.

2012 CCT 30 cervical 
HIVD 

the filiform 
needle15 vs the 
filiform 
needle+Bee-Veno
m Acupuncture15

local point-GV16, GV14, BL10, 
BL11, GB20, SI9, SI11, Asihyeol
distal point-Small Intestine Meridian, 
Triple Energizer Meridian,Large 
Intestine Meridian
Bee-Venom Acupuncture-Neck 
Asihyeol

undescribe
d

the 
filiform 
needle2tm
es/day
BV3-4tim
es/week

over 
10day
s

undes
cribed

NRS, Spurling 
test positive 

Admission 5days later :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control group
Admission 10days later : the 
filiform needle+Bee-Venom 
Acupuncture group showed more 
significant than the filiform 
needle group

3 2

Others

Lee Ok-ja 
et al. 2004 case 

study 16 cervical 
HIVD the filiform needle 

local-LI15,SI15,SI14,GB21#,BL11,B
L12,TE14,G20,GB21,TE15,TE10
distal-SI3,TE3,BL62,G39+ST36,LI4,
LI11/+G34,TE5/+LR3,LU9/+HT7,
SP6/+PC6,KI6

differ 
from 
patient

twice/day undes
cribed

undes
cribed

4 stages ( 
outstanding, 
satisfactory, 
normal, poor)

14 out of 16 patients showed 
outstanding or satisfactory 
improvements

4 2

Lee 
Kil-soong 
et. al.

2005 case 
study 14 cervical 

HIVD 
Bee-Venom 
Acupuncture G20, GV14, GB21#, asihyeol undescribe

d
once/3day
s

undes
cribed

undes
cribed

VAS, JOA 
score, Odom's 
degree

evaluation upon discharge 
VASp=0.000
JOAp=0.000, Excellent7 Good4 
Fair3 cases

4 2

Period of 
treatment 
differs from 
patients, and 
the method 
was not 
described in 
detail

Lee 
Geon-mo
k et al.

2006 case 
study 20 cervical 

HIVD 
Bee-Venom 
Acupuncture

local-GV14,GV13,BL10,BL11,BL12,
SI15,SI14,GB21,G20,GB21#,asihyeo
l
distal-G34,ST36,SI3,BL62

undescribe
d

undescribe
d

undes
cribed

undes
cribed

VAS, 4 scale 
evaluation

upon discharge Good 7, Fair 7, 
Excellent 6 cases
VASp=0.000,

4 2

Moon 
Ja-young 
et. al.

2007 case 
study 5 cervical 

HIVD 

Bee-Venom 
Acupuncture, the 
filiform needle, 
herbal medicine,  
Ch'una therapy

Bee-Venom Acupuncture - asihyeol
the filiform needle - 
asihyeol,G20,LI11,SI3,LI4

undescribe
d

7times/we
ek

undes
cribed

undes
cribed

Change in 
NRS, MRI

Significant decrease in NRS, 
significant decrease of protruding 
disc in MRI

4 2

Case study 
without 
statistic 
analysing

Lee 
Hyo-eun 
et. al.

2008 case 
study 88 cervical 

HIVD 

Bee-Venom 
Acupuncture, the 
filiform needle, 
herbal medicine, 
Ch'una therapy

Bee-Venom Acupuncture - asihyeol
the filiform needle - 
asihyeol,G20,LI11,SI3,LI4

undescribe
d

7times/we
ek

undes
cribed

undes
cribed

4 scale 
evaluation

Improvement of Excellent 26 
cases, Good 55 cases, Fair 7cases, 
Poor 0 case

4 2

Kim 
Ki-yuk 
et. al.

2008 case 
study 9 cervical 

HIVD 

Bee-Venom 
Acupuncture,  the 
filiform needle, 
herbal medicine, 
Ch'una therapy

cervical region EX-B 2, GV, 
BL(Bee-Venom Acupuncture) 
splenius cervics, SCM,  levator 
scapulae, trapezius의 asihyeol(the 
filiform needle), G20, LI11, SI3, LI4

undescribe
d

7times/we
ek

undes
cribed

undes
cribed

4 scale 
evaluation, 
Change in 
MRI  

The decrease of the area of 
herniated spinal disc was 
p=0.015, the decrease of the 
width of  herniated spinal disc 
was p=0.008, 6 cases of 
Excellent, 3 cases of Fair

4 2

The subjects 
were patients 
who were 
improved 
after 3-6 
months 

6. Acupuncture treatments on Cervical disc diseases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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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Year Type n
Patient 
characte
ristics

Intervention meridian point
Number 

of 
treatment

frequency period
follow

-up
Outcome 
measures

Outcome
Grace 

A
Grade 

B
Additional 
comments

Choi 
Chang-mi
n et. al.

2004
case 
study

1
cervical 
HIVD 

Bee-Venom 
Acupuncture, 
the filiform 
needle 

local-SI14,SI15,GB21#,SI13,SI1
2,BL10(Bee-Venom 
Acupuncture)SI14,SI15,GB21#,S
I13,SI12,SI10,LI15(the filiform 
needle),
distal-LI11,LI10

undescribe
d

undescribed
undescr
ibed

undes
cribed

VAS
The VAS decreased from 10 to 1, 
numbness of fingers were 
improved

4 2

Lee 
Geon-mo
k

1995
case 
study

15
cervical 
HIVD 

the filiform 
needle 

local:BL10,G20,BL13,BL14,BL15
,TE14,LI15,GB21#,SI15,SI14
distal:SI3,BL62,TE3,G34,LI4,ST3
6,GV26

undescribe
d

7times
/week

undescr
ibed

undes
cribed

4 scale 
evaluation,DI
TI

Excellent 80%, Good 6.7%, Fair 
0%, failed 13.3% DITI evaluation: 
Excellent 80%, Good 6.7%, Failed 
6.7%

4 2

Lee 
Geon-mo
k et al.

1989
case 
study

50
cervical 
HIVD 

the filiform 
needle 

SI3, BL62, TE3, G34, LI4, 
ST36, GV26, GV20, G39, CV24

undescribe
d

7times
/week

undescr
ibed

undes
cribed

4 scale 
evaluation

Excellent 35 cases, Good 10 cases, 
Fair 3 cases, Failed 2 cases

4 2

Bon-gil 
Goo et. 
al.

2004
case 
study

1
cervical 
HIVD 

Saam-chim
GB41,SI3,SI2 (-)  BL66 (-)
LV8 (+)  KD10(+),
LV4 (-)  LU8 (-)

undescribe
d

undescribed
undescr
ibed

undes
cribed

ROM,
spurlingtest,
distractiontest 
copressiontest

symptom improved 4 2

Park 
Jong-min 
et. al.

2011
case 
study

20
cervical 
HIVD 

the filiform 
needle, 
Bee-Venom 
Acupuncture,Ch
una treatment

the filiform needle-fire point(+), 
water point(-) following the 
meridian(Non-affected Side 
Bee-Venom) Acupuncture-GV14, 
SI9, SI12, LI15, SI10

undescribe
d

1time
/week

12week
s

undes
cribed

VAS, SF-36 VAS, SF-36 : showed significance 4 2

Seo 
Sang-kyo
ung et. 
al.

2011
case 
study

27
cervical 
HIVD 

the filiform 
needle, s미.nal 
decompression

GB20, LI11, SI3, LI4, 
Asieyeo(cervical & Shoulder area)

10times
2-3times
/week

undescr
ibed

undes
cribed

SF-MPQ, 
VAS, NDI

5, 10time later, 
VAS, SF-MPQ,NDI-showed 
significance

4 2

Lee 
Hyung-eu
n et. al.

2011
case 
study

1

Traumat
ic 
rupture 
of 
intervert
ebral 
disc

the filiform 
needle, soyeom 
pharmacupunctu
re

the filiform needle:EX-B2, 
GV14, SI9, SI11
soyeom 
pharmacupuncture:EX-B2

undescribe
d

2times/day 20days
undes
cribed

VAS, ROM, 
NDI

NDI score 26→18 4 2

Jeong 
Si-yeong 
et. al.

2011
case 
study

1
cervical 
HIVD 

the filiform 
needle,Chuna 
treatment

GV16, GV14, BL10, BL11, 
GB20, GB21, SI11

undescribe
d

undescribed 37days
undes
cribed

Recovery 
rate(Hirabayas
hi),NDI,VNR
S

Recovery rate 100%
VNRS score 8→2 
NDI score 22→13

4 2

Shin 
Hwa-you
ng et. al.

2010
case 
study

1
cervical 
HIVD 

the filiform 
needle,Bee-Veno
m Acupuncture

EX-B2
undescribe
d

the filiform 
needle1time/da
y
BV2-3times/we
ek

2month
undes
cribed

JOA score, 
Motor grade, 
ROM

BeeVenom therapy is 
effective(upper limb disability was 
improved)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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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Year Type n
Patient 

characteristics
Intervention meridian point

Number 
of 

treatment
frequency period

follow
-up

Outcome measures Outcome
Grace 

A
Grade 

B
Additional 
comments

Kim 
Eon-kuk 
et. al.

2009
case 
study

23
cervical 
HIVD 

acupotomy, 
the filiform 
needle 

GB21, SI11, LI15, BL11, G20, GV14,  
asihyeol(the filiform needle ) ligamentum 
nuchae insertion, trapezius origin, 
semispinalis capitis insertion, longissimus 
capitis insertion, SCM posteromedial 
insertion, ligamentum nuchae, splenius 
capitis, trapezius,  splenius cervics origin

10times
undescrib
ed

undes
cribed

undes
cribed

Odom'sdegree,VAS
,NDI,JOAscore

 Improvement  
Excellent12cases, 
Good5cases, Fair4cases, 
Poor2cases, 
VASp<0.05,NDIp<0.05, 
JOAScorep<0.05

4 2

7. Acupuncture treatments on Cervical disc diseases <Other acupun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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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Year Type n
Patient 

characteristic
s

Intervention meridian point
Number 

of 
treatment

frequency period
follow

-up
Outcome measures Outcome

Grace 
A

Grade 
B

Additional 
comments

VS sham acupuncture

Dong He  
et al.

2004 RCT 24
chronicneck&
shoulderpain 

EA+acupuncturevsB
odyelectroacupunctu
rewithoutapplyingan
yvoltage 

local-ExHN,GB21,BL12
,GV14,SI15,SI14
distal-LI4,LI11,GB31,au
ricular acupuncture

10
3times/w
eek

3-4 
weeks

3years
VAS, Pain threshold 
by  algometry, 
Questionaire A/B/

The experiment group showed 
significancy in pain intensity and 
frequency (p<0.04) and this lasts 
fro 3 years (p<0.001)

2 1

Dong He 
et al.

2005 RCT 24
chronic neck 
& shoulder 
pain

EA+acupuncturevs
Bodyelectroacupunct
ure without applying 
any voltage

local-ExHN,GB21,BL12
,GV14,SI15,SI14
distal-LI4,LI11,GB31,au
ricular acupuncture

10
3times/w
eek

3-4 
weeks

3years
VAS, Questionaire  
A/B/C

Shows statistical significancy in 
pain-related activity 
impairment(p<0.04), quality of s 
leep, anxiety, depression and 
satisfaction with life(p<0.05)

2 1

Birch, et 
al.

1998 RCT 46
chronic 
myofascial 
pain

EA vs irrelevant 
acupuncture,
no-acupuncture 
control treatment
of consisting of 
anti-inflammatory 
medication

relevantgroup
stage1-SI3BL62GB41T
W5
stage2-G20L.R/GB21R/
G12LR/BL10LRBL11LR
/GV14

14

8times/4
weeks
4times/4
weeks
2times/2
weeks

4weeks
4weeks
2weeks

3mon
ths

CPEQ, SF-MPQ, 
Pain intensive 
ratings, SF-36, 
SCL-90-R,  
Medication diary, 

Acupuncture treatment shows 
significant effect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p<0.05)

2 1

Sahin N 
et al.

2010 RCT 29
chronic neck 
pain

Conventional 
acupuncture+EA 13 
vs sham 
acupuncture16

acupuncture-BL10, 
BL60, LI4, TE5, GB20, 
SI9, GV14
sham 
acupuncture-1-2cm 
lateral to the standard 
acupuncture points

10
3times/w
eek

3-4wee
ks

3mon
th

VAS, SF-36

VAS-Both of the groups showed 
significance before and after 
treatmen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control group

2 1

Detailed comparison of acupuncture treatments by EA

SabineM.
etal.

2003 RCT 21
chronic neck 
pain 

EA vs 
acupuncture(auricula
r)

Auricular acupuncture
(cervicalspine,shenmen,c
ushion)

6
once/wee
k

6weeks
10wee
ks

VAS(pain score, 
well-being  score, 
activity score, sleep 
score)

EA+Auricular acupuncture shows 
more statistical significance than 
MA+Auricular acupuncture

2 1

8. Acupuncture treatments on Neck pain <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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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Year Type n
Patient 

characteristics
Intervention meridian point

Number 
of 

treatment
frequency period follow-up

Outcome 
measures

Outcome
Grace 

A
Grade 

B
Additional 
comments

Systematic review

P. White, 
et al. 2002 SR 265 neck pain

(RCT)

acupucture,
EA,
lasers over 
acupuncture

NA NA NA NA NA NA

Total 10 studies, Acupuncture is 
effecttive(2 studies), there is no 
evidence or not effective than 
control group(8 studies)

1 1

A. R 
White  et 
al.

1999 SR 724 neck pain
(RCT)

acupucture,
EA,
laser acupuncture

NA NA NA NA NA
VAS, ROM, 
McGill, pain 
relief(scale)

positive, negative results(each 7 
studies), At least acutpuncture is 
effective than waiting-list

1 1

Trinh K 
et al. 2006 SR NA

neck disorder
(RCT, CCT, 
quasi-RCT)

acupuncture,
EA,
laser acupuncture

NA NA NA NA NA

VAS, NRS, 
NDI, ADL, 
Patient 
satisfaction

Moderate evidence that 
acupuncture is more effective than 
inacftive treatment for pain relief, 
measured at the end of treatment

1 1

vs sham acupuncture

Kazunori  
Itoh et al. 2007 RCT 40 neck pain

acupuncture, 
Triggerpoint,
Non-triggerpoint,
shamacupuncture

local-G20,GB21#,BL11,ST2
5,SI12,SI13
distal-TE5,LI4,SI3,SI2

6 once/week 12 
weeks 12weeks VAS, NDI Only the TrP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 statistically (p<0.01) 2 1

T.Nabeta 
et al 2002 RCT 34

chronic neck 
& shoulder 
pain

acupucturevs
shamacupuncture

tender points (such as BL10, 
G20, G12, GB21, B43) 3 once/week 3weeks

VAS: 
1month
PPTs: 
2weeks

VAS, 
PPTs(Pressur
e pain 
thresholds)

Acupuncture treatment showed 
statistical significance right after 
the treatment, but did not show 
any significance after 7days

2 1

Xue Man 
Zhu et al. 2002 RCT 29 CNP(chronic 

neck pain)

1stAcupucture2ndSh
am vs 1stSham    
2nd Acupucture 

local-G20,GB21#,SI12,SI13,
GV14
distal-LI10,LI11,TE5,TE8

9 3times 3weeks 16 weeks VAS, NDI, 
ROM, PT

Both of the groups showed 
significance before and after 
treatmen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control group

2 1

Dominik 
Irnich et 
al.

2002 RCT 34 neckpain 

acupuncture at 
distant  points vs 
DN(dry needling of 
local myofascial 
trigger points),sham 
laser  acupuncture

experiment 
groupdistal:SI3,KI2,Ex28,LU
7,BL60,LI4,CV21,CV22,GV2
0,GV14,auricular 
acupuncture 
control grouplocal:sham/DN 

1 once/week 2weeks

15-30min
utes after 
treatment, 
1week 
after 
another 
treatment

VAS(VisualA
nalogueScales
),
ROM,11-poi
ntverbalratin
gscale

Distant points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 compared to DN 
and SHAM group in pain intensity 
through movement (p=0.00006) 
and patient evaluation(p=0.0001) 
and ROM recovery (p=0.014)

2 1

Liang Z 
et al. 2011 RCT 178 chronic neck 

pain
acupucture vs
sham acupuncture

acupucture-GV14, SI15, 
Ex-HN15
sham acupuncture-1 cm 
lateral to the standard 
acupuncture points

9times 3times
/week 3weeks

after 
1month, 
3month

NPQ, VAS, 
SF-36, 
Doctor’s 
judgement

NPQ, VAS, SF-36 all Show 
significant acupuncture group 2 1

9. Acupuncture treatments on Neck pain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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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Year Type n
Patient 

characteristics
Intervention meridian point

Number 
of 

treatment
frequency period

follow
-up

Outcome measures Outcome
Grace 

A
Grade 

B
Additional 
comments

Domimik 
Irnich et 
al.

2001 RCT 177
CNP(chronic 
neck pain)

acupuncturevscon
ventionalmassage
,"sham"laseracupu
ncture

local-SI13,BL11,G20
distal-BL60,LR3,G34,TE5 

5
undescrib
ed

3weeks
3 
mont
hs

VAS, ROM, 
pressure pain   
threshold, SF-36 

The acupuncture treatment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 
in VAS compared to massage 
(p=0.0052), but no significance 
compared to the sham laser c 
treatment 

2 1

Hyuk Ga 
et al.

2007 RCT 39
chronic MPS 
of the 
trapezius

acupuncture vs 
0.5% lidocaine  
inj.

undescribed 12
undescrib
ed

2weeks
28 
days

VAS, Wong-Baker 
FACES, PPI, 
ROM,  GDS-SF

Showed significance before and 
after the treatment but no 
statistical significance between the 
groups

2 1

Detailed comparison of acupucnture treatments by the filiform needle

Ceccherell
i F

2010 RCT 36 Neck pain
5 needles 18 vs 
11needles 18

11needles-SI3, TE5, 
BL62, GB20, GV14, 2 
trigger points
5needles-SI3, GV14, 2 
trigger points

6
1time/we
ek

6weeks

after 
1mon
th, 
3mon
th

MG-PQ, VAS no significance 2 1

Kim 
Hyo-eun 
et. al.

2002 RCT 34
soft tissue 
injury

Carthami Semen 
Pharmacopunctur
e 17 vs the 
filiform needle 17

local-G20,BL11,SI15,GB2
1,SI11,TE14+asihyeol, 
distal-LI11,TE5,LI4,TE3,S
I3

3
once/ 
2days

7 days
undes
cribed

VAS, ROM, 5 
scale evaluation

Showed significance before and 
after the treatment (VAS, ROM) 
p<0.01but no statistical 
significance between the groups

2 1

Kang 
Young-h
wa et. al.

2002 RCT 34
soft tissue 
injury

Bee-Venom 
Acupuncture+th
e filiform needle 
17 vs the filiform 
needle 17

local-G20,BL11,SI15,GB2
1,SI11,TE14+asihyeol, 
distal-LI11,TE5,LI4,TE3,S
I3

2
once/ 
2days

4 days
undes
cribed

VAS, ROM, 5 
scale evaluation

Showed significance before and 
after the treatment (VAS, ROM) 
p<0.01, Bee-Venom Acupuncture 
group VAS, ROM p<0.05

2 1

Kwon 
Soon-jung 
et. al.

2004 CCT 22
soft tissue 
injury

Bee-Venom 
Acupuncture10 
vs the filiform 
needle 
+습식부항12

treatment group - 
asihyeol,
control group - 
GB21,SI11,LI15,BL11,G
V14,G20, LU, SI

undescribe
d

dependin
g on the 
patient

undesc
ribed

undes
cribed

VAS, 5 scale 
evaluation

Before and after the treatment 
VAS p<0.01, Bee-Venom 
Acupuncture group VAS p<0.01, 
5 scale evaluation p<0.05

3 2

Treatment 
period all 
differed and 
ramdom was 
not mentioned 

Kim 
Kyung-ta
e et. al.

2005 RCT 26
soft tissue 
injury

Bee-Venom 
Acupuncture+th
e filiform needle  
13 vs 
physiological 
saline +the 
filiform needle  
13

local-chose between 
GB21,SI11,SI14,SI15,G20
distal-SI3,BL62,BL65

3days+-
undescrib
ed

undesc
ribed

undes
cribed

VAS, NDI

Showed significant decrease before 
and after the treatment p<0.01, 
Bee-Venom Acupuncture group 
VAS p=0.043  NDI p=0.03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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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Year Type n
Patient 

characteristics
Intervention meridian point

Number 
of 

treatment
frequency period follow-up

Outcome 
measures

Outcome
Grace 

A
Grade 

B
Additional 
comments

Sun MY 
et al 

2010 RCT 34

Chronic Neck 
Myofascial
Pain 
Syndrome

acupucture vs
sham acupuncture

acupucture-GB20, TE14, SI3
sham acupuncture-depth of 
about 2mm without manual 
twisting

6times
2times/w
eek

3weeks
after
4,, 
12weeks

SF-36, ROM,
motion-relate
d pain, 
SF-MPQ

SF-36, ROM,
motion-related pain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control group

2 1

vs alternative treatment, waiting, education, standard care

Daisy  
L.M.Fran
ca et al

2008 RCT 46
Tesion neck 
syndrome

acupuncture+phy
siotheraphy16 vs  
acupucture15 vs 
physiotherapy15

scalppoint:kineticpoints(B,C),yp
silon    points(Y1,Y4,Y5)/body 
points(LR3, LI4, SP6, KI3, 
HN.3-Yintang)

10~20
once-twic
e/week

10wee
ks

6 months
VAS, 
C-CFT,INMS
, NDI-BR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 within the group 
after 10 weeks, 6 
months(p<0.05), Group 1 
showed more improvement than 
Group 3 

2 1

LyntonG.
F.Gileseta
l 

2003 RCT 69 neck pain

acupuncturevs
medication,
chiropracticspinal
manipulation

local:８　to 10 needles 
paraspinal intramuscular 
maximum pain areas,distal:5 
distal acupuncture point 
meridians 

18
twice/wee
k

9weeks 9weeks
NDI,SF-36,V
AS

3 groups all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 physiotherapy 
group had a better improvement 
in shorter treatment periods 

2 1

Reinhold 
Muller et 
al

2005 RCT 69 neck pain

acupuncture vs 
medication, 
chiropractic spinal 
manipulation

local:８　to 10 needles 
paraspinal intramuscular 
maximum pain areas,distal:5 
needles distal acupuncture 

18
twice/wee
k

9weeks 1year
NDI,
SF-36,VAS

Only the Spinal manipulation 
showed significance

2 1

Claudia  
M. Witt 
et al.

2006
RCT
+coh
ort

303
6

CNP(chronic 
neck pain)

acupuncture vs 
routine care

undescribed 10+-2.8
undescrib
ed

12wee
ks

6 months
NPAD,
 SF-36

Acupuncture treatment showed 
statistical significance

2 1

Gemma 
C  Salter 
et al

2006 RCT 24
CNP(chronic 
neck pain)

acupuncture+GP 
care vs GP care

GB21,asihyeol,G20,SI3,Huatoaj
iajiatC6,7 

7.9
undescrib
ed

undesc
ribed

3 months
NPQ, SF-36, 
EQ-5D

Acupuncture treatment was 
effective but did not show 
statistical significance ( A PILOT 
with a smaller SAMPLE SIZE is 
needed. The aim of this research 
was to calculate the number of 
people) 

2 1

Y.B Yip 
et al

2006 RCT 32
subacute,non 
specific neck 
pain

manual 
acupressure with 
aromatic  avender 
essential oil vs 
conventional 
treatment

local-TE15,BL11,GV15,GV16,
G20,GB21#,SI14,TE14
distal-LI10,LI11,SI10

8
undescrib
ed

3weeks 4 weeks
VAS,stiffnessl
evel,stressleve
l,ROM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in the pain 
intensity(p=0.02), 
neckstiffness(p=0.001) 
stresslevel(p=0.0001),flexion(p=0.
02)latflexion(p=0.02)extension(p
=0.0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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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AVID 
et al.

1998 RCT 70
CNP(chronic 
neck pain)

acupuncture vs 
physiotherapy

local - GB21, 
distal - LI4

6 1 6weeks 6 months
VAS,NPQ,G
HQ,ROM

The acupuncture treatment was 
better but showed no statistical 
significance(p=0.18)

3 1

Jeorge 
Vas et al

2006 RCT 123
uncomplicated 
neck pain

acupuncture vs 
TENS placebo

local-G20,GB21#,BL11,GV14
distal-LR3,LI4,G34,SI3,HT7,au
ricular 
acupuncture+G39,GV20,SP6

5
undescrib
ed

3weeks 6 months

VAS,NPQ,A
CM,PCM,SF-
36,SF-36PCS,
SF-36MCS

The acupucnture treatment 
showed significance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in most of the 
evaluation scales(p<0.00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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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Year Type n
Patient 

characteristics
Intervention meridian point

Number 
of 

treatment
frequency period

follow
-up

Outcome 
measures

Outcome
Grace 

A
Grade 

B
Additional 
comments

Park 
Jae-yeon 
et. al.

2011 RCT 20
Menopausal 
Women neck 
pain

the filiform needle10 
vs the filiform 
needle+Carthami-Flos 
Pharmacopuncture10

the filiform needle-GV14, GV16, 
BL10, BL11,GB20, SI9,SI11
Carthami-Flos 
Pharmacopuncture-GB20, SI9 
Both

undescribe
d

the filiform 
needle1time
/day,Cartha
mi-Flos 
PA.2times/
day

30day
s

undes
cribed

VAS, NDI, 
MENQOL

Show significant
the filiform 
needle+Carthami-Flos 
Pharmacopuncture group 
showed more significance than 
the filiform needle group

2 1

Kim 
Young-w
ook et. 
al.

2003 CCT 20 neck pain
8 constitusion 
acupuncture 10 vs 
body acupuncture 10

BL10,BL11,BL12,BL13,BL14,BL
15,BL16,SI15,SI13,SI12,SI11,SI1
0,GB21,LI15,CV14,LI14,TE15,T
E16,TE14,G20,GB21#,GV14,G
V15,GV16,GV17,GV12,GV13

undescribe
d

3times/wee
k

2week
s

undes
cribed PDI,  VAS No significant difference of 

PDI, VAS between  groups 3 2

Lee 
Hwi-yong 
et. al.

2008 CCT 10 neck pain

Neighboring 
Acupuncture Points 5 
vs Remote 
Acupuncture Points 5

local -  trapezius,suboccipital 
m.,posterior neck m.,SCM, 
levator scapulae, supraspinatus
distal - LI4,LR3,SI3,TE3,CV24

undescribe
d undescribed undes

cribed
undes
cribed

VAS,ROM,cli
ncal 
manifestation  
scale,
Five-pointLike
rtscale

The Remote Acupuncture 
Points group improved twice as 
much/ noticeable improvement 
in ROM ( flexion and rotation) 
/Remote Acupuncture Points 
group showed Satisfactory or 
more, and Neighboring 
Acupuncture Points showed 
Fair

4 2

Park 
Jae-yeon 
et. al.

2011 RCT 36 neck pain
local acupoint + distal 
acupoint  18 vs local 
acupoint  18

distal acupoint-SI3, BL62, GB34, 
TE3 + Dong-Qi therapy
local acupoint -GB20, BL11, 
GV16, BL10, GV14, SI9, SI11 
Both

undescribe
d undescribed 5days undes

cribed VAS, NDI

Show significant improvement
local acupoint + distal acupoint 
group showed more significance 
than local acupoint group

2 1

Kim 
So-jung 
et. al.

2011

RCT
crosso
ver 
clinica
l trial

20 chronic neck 
pain

local acupoint washout 
distal acupoint 10 vs 
distal acupoint 
washout local acupoint 
20

local-SI9, SI14, GB20, SI15
Distal-Sojangjungkyuk,Damjungk
yuk Banggwangjeonggyeok,LI4, 
LR3, ST36

2 1time/week 3week
s

undes
cribed VAS, NDi

VAS-local acupoint greater 
improvement than distal 
acupoint
NDI-local acupoint, distal 
acupoint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 2 group has no 
significance

2 1

Lee 
Seung 
deok

2004 CCT 40 neck pain
deep acupuncture19 vs 
non treatment 
group21

EX-B 2, intraspinal region, G12, 
G20, GB21#, GV14, SI14,  
SI13

undescribe
d

twice-5time
s/week

24.61
+-21.
36

undes
cribed

VAS, Cobb 
angle

VA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deep 
acupuncture group, and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of the 
cobb angle at C2 and C7

4 2

Yoon Il-ji 
et. al. 2007 RCT 40 neck pain

Jungsongauhyul herbal 
acupuncture+the 
filiform needle 20 vs 
physiological saline 
+the filiform needle 
20

GV14, GV20, GV16, BL11, 
GB21#, SI15, SI14(acupuncture)  
asihyeol(Jungsongauhyul herbal 
acupuncture)/same acupucnture 
points , asihyeol(physiological 
saline)

undescribe
d undescribed undes

cribed
undes
cribed VAS

Before and after treatment 
p<0.05,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2 1

Randomiz
ed control 
by odd or 
even order 
of hospital 
vis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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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Year Type n
Patient 

characteristics
Intervention meridian point

Number 
of 

treatment
frequency period

follow
-up

Outcome 
measures

Outcome
Grace 

A
Grade 

B
Additional 
comments

etc 

Byung-ry
ul Lee et. 
al.

1999
case 
study

50 neck pain the filiform needle 

local-G20,G12
distal-SI3,TE3,TE5,GV26,
GB41,BL65+PC7,G34,CV
24

over 3 
times

undescribed
undesc
ribed

undes
cribed

5 scale evaluation 
of patient state , 
4 scale evaluation 
of treatment 
results

47 cases out of 50 were more 
than improved ( improved, 
good, excellent)

4 2

50 
patients 
who had 
more than 
3 
treatment
s

Lee 
Chae-woo 
et. al.

2003
case 
study

44 neck pain DongQi-chim

Jung-gun, Jung-jong, 
Joong-ja, Joong-sun, 
Gyun-joong, Young-gol, 
Dae-Baek, Sang-baek, 
Gol-Ja, Pae-sim

undescribe
d

twice/week
over 
2weeks

undes
cribed

4 scale evaluation
Shows significant difference 
after 2-4 weeks of treatment 
p<0.05

4 2

Patients 
only who 
had more 
than 2 
weeks of 
treatment

Lee 
Yeun-ho 
et. al.

unde
scribe
d

case 
study

67 neck pain the filiform needle 
GV16,G20,BL10,LI15,TE1
4,GB21,TE17, 
LI11,TE3,SI3,TE5

undescribe
d

undescribed
undesc
ribed

undes
cribed

4 scale pain 
pattern, pain self 
evaluation, 4 scale 
function 
evaluation

pain pattern 2.13->2.83, pain 
self evaluation 10->6.44, 
function evaluation 
2.46->1.75, improved overall 

4 2

Yeo 
Kyeong-c
han et. 
al.

2010
case 
study

12 neck pain

the filiform 
needle+Positional 
release therapy(upp. 
trapezius, levator 
scapulae, SCM)

GB20, GV16, SI9, GV14
undescribe
d

undescribed
undesc
ribed

undes
cribed

VAS, NDI
Before and after treatment 
p<0.05 Shows significant 
difference(VAS, NDI)

4 2

Ryu 
Young-jin 
et. al.

2010
case 
study

29 neck pain the filiform needle EX-B 2(C4-C7 side 1.5cm)
undescribe
d

3 times
undesc
ribed

undes
cribed

VAS, NDI effective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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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Year Type n
Patient 

characteristics
Intervention meridian point

Number 
of 

treatment
frequency period follow-up Outcome measures Outcome

Grace 
A

Grade 
B

Additional 
comments

VS sham acupuncture

Francesco  
Cecchelli 
et al.

2006 RCT 62
myofascial 
pain

uriculotherapy+so
maticacupuncture 
VS acupuncture

local: GV14, GV15, G20, BL11
distal: body acupuncture(SI3,  
TE5, LI4) auricular acupuncture

undescribed once/week
undescr
ibed

3months MPQ, VAS

There wa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between 
the control group

2 1

Detailed comparison of acupuncture treatments by EA

Lee 
Geon-mo
k et al.

2008
case 
study

16 neck pain acupotomy

ligamentum nuchae insertion, 
trapezius origin, semispinalis 
capitis insertion, splenius capitis 
insertion, SCM posteromedial 
insertion, ligamentum nuchae, 
splenius capitis, trapezius,  
splenius cervics origin

undescribed undescribed
undescr
ibed

undescrib
ed

3 scale evaluation of 
treatment effect

10 cases of Excellent 
recovery and 4 cases 
of Good

4 2

10. Acupuncture treatments on Neck pain <Other acupun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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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Acupuncture treatments on  Other Neck disease

Reference Year Type n
Patient 

characteristics
Intervention meridian point

Number 
of 

treatment
frequency period follow-up

Outcome 
measures

Outcome
Grace 

A
Grade 

B
Additional 
comments

Etc

 Kim 
Jong-uk 
et. al.  

2004
case 
study

6

Ossification of 
ligaments 
within spinal 
canal 

Bee-Venom 
Acupuncture+t
he filiform 
needle  total 
0.8cc

(the filiform needle)GV16, GB20, 
GV14, SI14, SI15, SI9#, SI3, 
TE3, BL23, BL52, BL24, BL25, 
BL60, BL62
(Bee-Venom Acupuncture)SI14, 
SI15, SI9#, LI15, BL23, BL52, 
BL24, BL25

undescribed 1/day undescribed undescribed
JOAScore,
4 scale 
evaluation

JOA score change : 
11.5>13.5
7.5>12.514>166>10
9>08>9
Excellent1,Good1,
Fair2,Failure2

4 2

Kim 
Sook-kye
ng et. al. 

2002
case 
study

3 OPLL
the filiform 
needle

GB20, GV16, GV15, GV14, 
SI9#, SI15, BL10, BL11 
demonstration-LU10, LU5, LI4, 
LI11, ST36, SP6, BL18, BL10, 
BL23, KI3, GB39, TE3, TE5, 
ST41

undescribed
undescrib
ed

undescribed undescribed
4 scale 
evaluation

2 cases-evaluated poor
1case-evaluated fair, 
clinical grade Ⅱ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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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임상진료지침의 개요

A. 목적
경항통에 대해 현재까지 알려진 국내외 자료와 국내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의료실

정에 적절한 한의학적 경항통 침구 임상진료지침을 마련하여 경항통 환자에게 양질의 한의학적 치료

를 제공하고자 한다. 

B. 필요성
경항통은 개인적으로 많은 일상생활의 제한을 끼치게 되며 사회적으로 많은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경항통에 대한 현재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한의학계에서도 이러한

경항통의 치료에 대해 많은 접근들이 시도되고 있지만 연구와 임상 분야 모두에서 과학적인 접근이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임상진료 지침은 의사. 환자, 임상연구자 및 보건의료제도 발전에 많은 편익을

가져다주며, 의사들의 진료 과정에서 내리는 결정의 질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줄 수 있기에 국내 임상

진료지침은 여러 분야 특히 서양 의학계에서 많이 개발이 시도되고 있으나, 근골격계 질환 분야에 대

해서는 아직 개발이 미진한 편이다. 특히 한의학계에서는 아직 임상진료지침이 개발,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

C. 국내 경항통 침구임상진료지침 현황
국내의 경우 내과 같은 타 분야에 대한 임상진료지침 제시가 최근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근골격계

질환 특히 경항통의 치료에 대해서는 아직 개발이 미진한 편이다. 요근래 한의학의 과학적인 접근 및

치료방법의 증가와 그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으므로 한의학 학문의 정비면에서도 경항통에 대한

임상진료지침의 제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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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국외 경항통 침구임상진료지침 현황
•The National Health and Medical Research Council(NHMRC). Evidence based management of 

acute musculoskeletal pain:a guide for clinicians. 2004

•Neck pain: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linked to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from the Orthopaedic Section of the American Physical Therapy 

Association(http:/ /www.guideline.gov)

등이 개발되어 있다.

E. 본 경항통 침구임상진료지침의 한계
1. 부족한 국내자료
－국내외 침구치료와 관련한 논문의 질과 양 양면에서 부족

－특히 한의학적 진단기준에 의한 한의학적 치료 논문 부족

2. 권고사항에 대한 동의
－본 임상진료지침의 내용에 모든 치료자가 동의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환자 개개인의 임상상황에 맞게 치료자가 최종 결정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개개 환자에 대한 진료행위는 담당 한의사가 환자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결

정하여야 한다. 이 진료지침은 현장에서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제한하거나, 건강

보험 심사의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특정한 임상적 상황에 놓인 환자에 시행

된 진료행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하는데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3. 적용대상
－지침에서는 소아 및 청소년 환자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으며, 만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진료지침에 국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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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조사대상과 근거수준
1. 검색어
검색어로는 한국어로는 항통, 경추, 경부, neck, cervical, neck pain, 염좌, 낙침, 항통, 추간판, 편타

손상 등을 사용하였으며, 영어로는 ICD 10 중 Diseases of the musculoskeletal system and connective 

tissue 부분에서 경항통과 관련된 질환 및 단어는 모두 Neck pain, Dorsopathies, Kyphosis, Lordosis, 

Scoliosis, Kyphoscoliosis, Spinal osteochondrosis, Spondylolysis, Spondylolisthesis, Myelopathy, 

Spondylitis, Spondylopathies, Spinal enthesopathy, Osteomyelitis of vertebra, Intervertebral disc, Discitis, 

Spondylosis, Radiculopathy, Stenosis, Hyperostosis, Cervical disc, Cervical, HIVD, Disc, Cervicocranial, 

Cervicobrachial, Spinal instabilities, Dorsalgia, Cervicalgia, Myalgia, Panniculitis, Fibromyalgia, 

Musculoskeletal, Deformity 등을 사용하였다. 한국어 논문의 경우 전통의학 정보포털인 오아시스

(http://oasis.kiom.re.kr/portal/index.jsp)를 중심으로 대한침구학회지(http://www.acumoxa.or.kr/), 대한한

의학회지(http://www.koms.or. kr/), 대한재활의학과학회지(http://www.ormkorea.org/) 등을 검색하였으

며, 외국논문의 경우 pubmed (http://www.ncbi.nlm.nih.gov/pubmed/)를 중심으로 해당 검색어를 중심으

로 그 내용을 검토하고 최근에 작성된 리뷰를 선정하여, 인용된 문헌들의 목록을 바탕으로 추가분석

수행하였다.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본 지침서의 기본목록에 부합되는 참고문헌을 정하였다. 

2. 근거수준 
1) 각 논문의 근거수준
서양 의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근거수준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기에는 한의학계의 연구의

질과 양이 그에 적합하지 않았다. 이에 본 임상진료지침에서는 각 논문의 근거 수준의 경우 아래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하였다. 

한 가지는 NZGG(New Zealand Guidelines Group)가 2006년에 제시한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s grading system으로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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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수준 근거의 출처

1 신뢰성이 높은 근거

객관적인 비교를 시행할 수 있도록 잘 검증된 방법을 통해 얻어진 결과가 불확실성을

거의 지니지 않은 연구

근거 수준 1의 경우 보통 SR 혹은 대규모 수준 높은 무작위 대조군 연구

2
신뢰성이 있으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근거

객관적인 비교를 시행할 수 있도록 잘 검증된 방법을 통해 얻어진 결과가 불확실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연구.(연구 규모, 높은 탈락율, 군 설정 방법의 문제 등)
근거 수준2의 경우 보통 일관된 결과를 얻지 못한 SR, 소규모 RCT, 규모는 크지만 높은
탈락율의 RCT, Cohort 연구

3
신뢰성이 높지 않은 근거

가 어느 정도 존재

연구 디자인이 객관적인 비교를 보증하지 않아 연구 결과가 신뢰성이 가지 않는 연구

근거 수준 3의 경우는 보통 case-control에 대한 SR이거나 case-control 연구

4
비교 가능한 군이 없는

연구에 기반을 둔 근거가

어느 정도 존재

결과가 운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연구(예를 들어, 비교군이 없는 연구, 
비교군이 연구 시초부터 잘못 설정된 경우)
근거 4의 경우는 보통 cohort연구, 실제로 비교 가능하지 않은 군과 비교한 case-control 
연구, 혹은 case-series 연구

표.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s grading system(NZGG 2006)

다른 한 가지는 Brosseau L이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acupuncture 논문에서 제시한 침치료

연구에서 근거 수준 제시 방법이다. 

Brosseau L, Wells GA, Finestone HM, Egan M, Dubouloz CJ, Graham I, Casimiro L, Robinson VA, 

Bilodeau M, McGowan J.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acupuncture. Top Stroke Rehabil 2006 Spring 

; 13(2) : 65-7.

근거수준 근거의 분류

Ⅰ 무작위 대조군 연구

Ⅱ 비무작위 연구

표. Brosseau L이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acupuncture에서 제시한 근거수준

2) 권고수준
마찬가지로 각 가이드라인의 권고 수준은 Brosseau L이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acupuncture 

논문에서 제시한 침치료 연구에서 근거 수준 제시 방법을 따랐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권고수준 근거수준

A 임상적으로 매우 유익하며,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게 나타난 1개 이상의 RCT

B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임상적으로 유익하다는 관찰연구 혹은 대조군 임상 연구(CCT)

C+ 임상적 유익성은 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음. 

C
임상적으로 중요한 차이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으나, 모집 기준에 맞춰서 적절한 평가지표를 사용하여
평가한 연구. 
Consensus를 바탕으로 한 전문가들의 권고*

D+ 통계적으로 대조군이 우세하다고 나타난 1개 이상의 RCT

D 통계적 유의성은 없으나 대조군이 우세하다고 나타난 연구

D- 통계적으로 대조군이 우세하다고 나타난, 1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RCT 1편 이상

*의 경우 AHCPR(Agency for Healthcare policy and research)의 recommendations을 참고하여 추가함. 

표. Brosseau L이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acupuncture에서 제시한 권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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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임상진료지침의 제작
1. 제작진

개발위원회

위원장 조남근 (원광대 침구과)

위원

김갑성 (동국대 침구과, 대한한의학회 회장)
김성철 (원광대 침구과)
김은정 (동국대 침구과)
남동우 (경희대 침구과)
송호섭 (경원대 침구과)
이재동 (경희대 침구과)
이은용 (세명대 침구과)
홍권의 (대전대 침구과)

검토위원회

(대한침구의학회, 
재활의학과 학회, 
약침학회, 침도학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

위원장 조남근 (원광대 침구과)

간사 김은정 (동국대 침구과)

위원

강중원 (경희대 침구과)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 전회장)
김기현 (대한한의학회 수석부회장)
강미숙 (경원대 침구과)
김종인 (경희대 침구과)
백용현 (경희대 침구과)
육태한 (우석대 침구과)
윤현민 (동의대 침구과)
이상훈 (경희대 침구과)
이승덕 (동국대 침구과)

조명래 (동신대 침구과)
조은희 (원광대 침구과)
최도영 (경희대 침구과)
김재수 (대구대 침구과)
장준혁 (대한약침학회)
송춘호 (대한경락경혈학회장)
이건목(대한침도학회장) 
김호준 (동국대 재활의학과)
이명종 (동국대 재활의학과)
정석희 (경희대 재활의학과)

2. 제작과정
1) 임상진료지침 개발 관계자 사전교육 및 연구 계획 수립
2) 문헌정보 수집
－고문헌 검색

－논문 검색

3) 임상진료지침개발 전문가위원회 및 검토 위원회 구성
－전문가위원회 구성

－검토위원회 구성

－전문가 위원회 및 검토위원회 워크샵

4) 진단 기준 마련(전문가위원회) 및 진단도구개발을 위한 임상연구
－전문가 위원회의 논의와 합의를 통한 진단 기준 및 세부 진단 기준 마련

－진단도구 개발을 위한 수련의 및 임상 연구 간호사 사전 교육



경항통 침구임상 진료지침

－ 6 －

－진단도구 개발을 위한 임상연구

－진단도구 개발을 위한 임상연구 결과 통계 분석

5) 경항통에 대한 진단 및 침구 치료 방법에 대한 프로토콜 개발
－한의학 고문헌, 현대문헌의 치료방법을 바탕으로 설문지 설계

－진단 및 침구 치료 방법에 대한 프로토콜 개발 설문조사

－진단 및 침구 치료 방법에 대한 프로토콜 개발 설문조사 결과 통계 분석

6) 임상진료지침 제시
－임상진료지침 검증을 위한 임상 연구 및 추후 보완 대책 마련

3. 인증
본 연구 결과물은 경항통 침구임상진료지침으로 대한침구의학회, 한방척추관절학회, 대한한의침도학

회의 인증을 받았다.

4. Funding
본 임상진료지침은 보건복지가족부(보건산업진흥원)의 한의약 선도 기술개발 사업의 근골격계 질환

의 침구임상 진료지침 개발연구 과제(B080017)의 일환으로 제작되었다. 

기간 : 2008.07.01-2013.06.30



경항통 침구임상 진료지침

－ 7 －

Ⅱ. 경항통 개요 및 진단

A. 경항통의 개요
1. 역학(유병률, 발병요인)
 우리나라에서는 경항부 질환이 2009년도 건강보험 통계지표에서는 질병 소분류별 다발생 순위별

한방기관 외래 요양급여실적 중 경부통이 4위에 해당하는 다빈도 질환으로 그 비율이 크다 할 수 있

다. 

표. 2009년 건강보험 통계지표 - 질병 소분류별 다발생 순위별 한방기관 요양급여실적 : 외래

순위 질병분류기호 실인원 청구건수 내원일수 요양일수 요양급여비용(천원)

1 요통 4,284,835 24,456,976 24,886,925 25,565,715 308,455,543
2 견비통 3,139,306 14,247,707 14,370,824 14,689,502 178,359,607
3 염좌 2,306,052 7,994,465 8,066,920 8,256,582 99,088,395
4 경부통 1,208,984 3,999,768 4,110,840 4,224,020 50,343,455
5 마목:감각신경 871,108 4,545,458 4,616,618 4,734,548 56,785,166
6 복통 745,787 2,431,400 2,462,366 2,946,065 30,163,884
7 두통 739,265 2,952,371 3,017,505 3,244,930 37,146,899
8 고 및 슬부옹저 726,081 4,273,320 4,316,525 4,407,867 53,269,824
9 상근 568,430 2,127,032 2,153,605 2,212,019 25,987,268

10 감모 503,897 1,057,732 1,066,437 2,293,851 12,161,419

 목의 통증은 외국에서도 근골격계 증상 중에서 가장 흔하게 호소하는 3가지 중 하나이다. 캐나다

사람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유병률은 22%에 달한다. 목의 통증의 발생원인은 명확하지 않다. 목의

통증은 자발적으로 제한된 상태에서 발생한다고 여겨진다. 성인인구에서 26-71%에서 살면서 목의 통

증이나 강직감을 경험한다고 한다[brattberg 1989, horal 1969, hult 1954a, hult 1954b] 노르웨이 성

인을 대상으로 한 교차 조사에서 남성의 10%, 여성의 17%에서 과거에 6개월 이상 지속된 목의 통증

이 있다고 보고하였다[bovim 1994]. 그래서 목의 통증은 건강관리 기관을 방문하고, 생산성이 상실과

관련하여 건강관리 지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다.[borghouts 1999, hoving 2001]

 Bovim 등은 10000명의 성인 중 34%에서 최근에 목의 통증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유

병률은 남자보다는 여자에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증가하게 된다. 목의 통증은 허리통증 만큼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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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할 수 없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kvarnstro은 연구에서 스웨덴의 제조 산업에

서 일하는 사람들 중 전체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의 1.5%가량이 목과 허리의 통증으로 출근할 수 없

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목의 통증은 종종 만성화 될 수 있다. 6개월 이상 문제를 일으키는 목의

통증의 경우 남자에는 10%, 여자에서는 17%까지 나타났다. 

 노르웨이 조사에서 노동 인구 13%가 지난 2주 동안 중등도 혹은 고도의 노동 관련 목, 어깨 통증

이 있으며(2000, 2001년), 모든 장기 병가(16일 이상)를 낸 노르웨이 여성 11%가 이러한 통증에 의해

고통 받는다(RTV-report, 2000)고 보고되었다. 미국에서는 인구의 10% 이상이 주어진 해에 3개월 이

상의 기간 동안 고통을 경험해왔다(Birch, 1997). 상황은 다른 산업 국가에서도 주로 유사하다. 이러한

병가 비용은 이렇게 상당하다. 

  목, 어깨 통증은 특히 여성들에게 주요 의학적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다. 조사는 노르웨이 노동

인구의 13%가 이전의 2주 동안 중등도 혹은 심각한 작업 관련 목, 어깨 통증이 있다고 보고되었고, 

2002년에는 목과 어깨 통증에 질병 혜택으로 국가적 보험 NOK 1625만 달러를 소비했다. 이런 만정

적인 통증은 일의 능률에 영향을 미치고, 신체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

는 삶의 질을 감소시킬 수 있다.

참고문헌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연보. http://www.nhic.or.kr

Dong He, Kaj Bo Veiersted, Arne T. Hostmark, Jon Ingulf Medbo. Effect of acupuncture treatment on 
chronic neck and shoulder pain in sedentary female workers : a 6-month and 3-year follow-up study.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pain. 109;(2004):299-307.

Dong He, Arne T Hostmark, Kaj Bo Veiersted, Jon Ingulf Medbo. Effect of intensive acupuncture on 
pain-related social and psychological variables for women with chronic neck and shoulder pain - an RCT 

with six mopnth and three year follow up. Acupuncture in medicine. 2005;23(2):52-61.

A. R White and E. Ernst. A systematic review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of acupuncture for neck pain. 
British Society for Rheumatology. 1999;38: 143-7.

Trinh K, Graham N, Gross A, Goldsmith Ch, Wang E, Cameron ID, Kay TM, Cervical Overview Group. 

Acupuncture for neck disorders(Review). The cochrane collaboration. 2008;4:1-48.

B. 경항통의 정의 및 진단
1. 경항통의 정의 및 진단
1) 문헌고찰을 통한 정의 및 진단
(1) 경항통

 한의학에서는 경항통이란 頸項痛, 項强, 頭項强痛, 項强痛, 痺證, 落沈 등에 속하는데 주로 外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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勞損, 感風寒濕邪, 직업성 스트레스로 인하여 脈絡不通, 氣血運行不暢, 經絡瘀阻되어 근골 관절에 동

통과 마목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기타 肝腎虛나 선천적 기형으로 인하기도 한다.

 경항부는 경락상에서 족태양방광경이 주로 연계되어 있고 그 외에도 위경, 대장경, 소장경, 담경, 

삼초경 등의 경락이 연계되어 있다. 

경항통은 한의학적으로 項强, 頭痛, 强痛, 項强痛, 痹症, 落枕 등에 속하며, ≪黃帝內經≫<素問․

至眞要大論>에 “諸頸項强 蓋屬於濕”, “諸暴强直 蓋屬於風”, ≪傷寒論≫에 “項背强几几” “頭項强

痛”, ≪萬病回春≫에서는 “頭項强痛” 등으로 기재하고 있다. 

 원인으로는 주로 風, 寒, 濕, 痰, 熱邪의 병인에 의하며, 크게 外力, 六淫邪氣, 邪毒所傷, 勞損傷害

등의 외인성과 久病體弱, 肝腎虛損 등의 내인성으로 분류된다. 

참고문헌

이은용, 이승렬. 항통을 주소로 입원 치료한 환자 25례에 대한 임상적 고찰. 대한침구학회지. 1998 ; 15(2) : 

384-5, 401-2.

전국한의과대학 재활의학과학교실. 동의재활의학과학. 서원당. 1995 : 303-6.
김경식. 동의임상지침. 서울 : 대성문화사. 1998 : 167.

나창수. 두면 척수 사지병의 진단과 치료. 서울 : 대성문화사. 1995 : 123.

楊維傑. 黃帝內經素問譯釋, 서울 : 일중사. 1991 : 142-4, 251-3, 257-60.
張仲景. 仲景全書. 서울 : 대성문화사. 1993 : 50, 88, 103, 108-9.

龔廷賢. 萬病回春. 서울 : 일중사. 1991 : 3.

한국추나학회편. 한국추나학. 서울 : 대한한의학회 추나분과학회 부설출판사. 1995.
김인현, 안동애. clinical experiences at pain clinic. 대한통증학회지. 1988 ; 1(1) : 3-5.

이윤호, 최준배, 최용태. 경항통의 임상적 고찰. 대한침구학회지. 1991 ; 8(1) : 9-25.

(2)경추부 염좌 및 손상

 편타성 손상으로 인한 경항통은 한의학적으로 頸部痛에 해당되는 項强, 項痛, 頭頸强痛, 落枕 등

과 교통사고 후유증에 해당되는 落傷, 瘀血, 打撲, 跌撲, 血結, 瘀血骨折, 墜落, 蓄血 등에 함께 포함

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연부 조직의 손상과 瘀血로 인한 諸症狀은 상호 공통적인 요소가 있는데 교통사

고 발생요인이 瘀血의 발생 요인과 유사하게 충격으로 인한 血行不調로 기인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

라서 血行의 不調를 바로잡고 瘀血을 제거하여 손상부위에 血行을 조절한다면 교통사고 후유증에 유

효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경부 연부조직의 급성 손상은 項痛, 捻挫傷, 頸部傷筋과 頸椎病의

범주에 속하며 치료원칙은 消散瘀血, 舒筋通絡, 疏利關節로 疼痛경감을 위주로 하며 치료에는 鍼灸療

法, 藥物療法, 牽引療法, 理學療法, 利筋推筋, 藥鍼療法 등을 적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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巢元方. 諸病源候論. 台北 : 國立醫學硏究所. 1977 : 86-90.
王淸任. 醫林改錯.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76 : 24-37.

李梴. 編註醫學入門. 서울 : 남산당. 2000 : 77-89.

최진봉, 이철완. 跌撲, 打撲, 墜落에 기인한 질병의 문헌적 고찰. 한방재활의학회지. 1994 ; 4(1) : 259-267.
강재희, 장석근, 이현, 이병렬. 교통사로고 인한 편타성 손상 환자 37례에 대한 임상연구. 대한침구학회. 

2002 ; 19(3) : 180-191.

육태한, 이창현, 이학인. 홍화자, 녹용, 자하거 약침이 골다공증에 미치는 영향. 대한침구학회지. 2001 ; 18(1) 
: 61-75.

박서영, 김재수, 고경모, 최성훈, 이윤규, 이윤경, 이경민, 이봉효, 임성철, 우창훈, 안희덕, 정태영, 서정철. 교

통사고로 유발된 경항통 환자의 추나요법의 효과에 대한 임상적 고찰. 대한침구학회지. 2007 ; 24(6) : 
37-44.

장소영, 차정호, 정기훈, 이태호, 황희상, 유정석, 이은용, 노정두. 편타손상으로 인한 경항통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약침 치료에 대한 임상적 고찰. 대한침구학회지. 2007 ; 24(4) : 35-41.

(3) 경추 추간판 탈출증

 한의학에서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을 肩項疼痛과 上肢放射痛이 主症일 때는 項强, 項痛, 頭項强痛, 

項强痛, 痺症, 筋痺, 肩臂痛 또는 “頸痺, 痲木”의 범주로 보고 있고, 상지의 근력 弱化와 萎縮 또는

척수증 증상이 동반될 경우 痿證의 범주로도 보고 있다. ≪黃帝內經․素問․庳論≫에서는 外傷, 勞傷, 

外感風寒濕, 氣血運動不暢, 氣滯血瘀 등이 이 원인이 된다고 보았고, 현대에는 선천적 기형, 직업적

스트레스가 포함되어 脈絡不通, 氣血運行不暢, 經絡疽瘀되어 筋, 骨, 關節에 疼痛과 痲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발병 원인에 대하여 ≪傷寒論≫에서는 “太陽之爲病” ≪東醫寶鑑≫에는 “皆屬於濕”, “太陽感

風濕爲頸項强痛”, “腎氣絶而肝氣弱 肝腎二臟受陰氣”라 하였다. 즉 太陽經을 주축으로 三經이 風寒濕

外邪에 감촉되는 外因과 肝腎不足에 기인하는 內因을 말하고 있다. 痿證에 대해서는 ≪黃帝內經․靈

樞≫에서 “恐懼而不解則傷精, 精傷則骨酸痿厥”, ≪丹溪心法≫에 “痿之不足 乃陰血也”, ≪臨証指南醫

案≫에서는 “肝腎肺胃四經之病”이라 하였으니 주로 肝腎不足으로 肝主筋 腎主骨의 생리작용이 불리

하여 발생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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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준. 정교동의보감. 서울 : 한미출판사. 2001 : 360.

홍원식. 정교황제내경영추. 서울 :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 36-40.
朱丹溪. 新篇丹溪心法附餘. 서울 : 대성문화사. 1993 : 675.

葉天士. 臨證指南醫案. 신문풍출판공사. 1974 : 525.

上海中醫學院. 傷科學. 上海 : 商務印書館. 1982 : 321.
王琦. 黃帝內經素問今釋. 北京 : 성보사. 1979 : 206-7.

한방재활의학과학회. 한방재활의학과학. 서울 : 군자출판사. 2003 : 57-8.

(4) 항강

 항강은 일반적으로 “落枕”, “斜頸”이라 칭하며, 頸項位剖의 운동장애를 총칭하는 병증으로, 증상

이 매우 다양하여 목을 回顧하지 못하며 微痛하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경항부가 강직하여 좌우로

돌리거나 뒤로 돌아볼 수 없고 또한 환부가 酸楚疼痛하고 동측의 肩部上腕으로 확산되며 혹은 頭痛, 

惡寒, 局部의 筋肉이 痙攣, 壓痛이 있는 질환을 말한다.

 仲景이 ‘項强 卒口噤 背反張爲 痓’라 하고 동의보감에서 ‘傷寒項强 結胸項强 痓病亦項强’라고 표

현한 항강은 서양의학의 경추추간판 탈출증, 경추의 골관절염, 경부척추증, 척추종양, 사경증, 경추부

의 경근의 유통성손상, 경부염좌, 경부신경성 긴장 등이 속하고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이상에 의해서

도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다. 

 문헌상에서 항강의 원인을 살펴보면 內經에서는 ‘諸頸項强皆屬於濕’ 本事에서는 ‘頸項乃足太陰膀

胱之經 足少陰腎經與膀胱經 爲表裏 故太陽感風濕 爲經項强痛 身腰反張 爲痓’이라 하였으며, 丹溪는

‘一人 項强不能回轉 動則而痛 脈弦數實作痰熱 用太陽經’ 王肯堂은 ‘發熱惡風項强者 屬太陽 太陽傷

寒 項背强 其或 太陽中風 加之寒濕而 成硬者 亦項强也 頭下項 頭項上痛者 太陽表病也 張或間上條

所云 頭項强痛 此邪氣仍在表也’ 入門에서는 項硬하여 좌우회전을 못하는 것은 太陽初證이라하고 王

肯堂은 夫頭項强痛而硬 汗下 而不解 心下滿 而微痛 小便不利 此爲手飮內蓄邪不在表‘라 보고 있다. 

 河間六書에서는 ‘비腫經痛 胸滿服脹은 上實下虛로 기궐하여 역해서 양기가 풍중에 울체’된 것으

로 보고 傷寒明理論은 ‘傷寒項强은 太陽脈이 目內眥에서 일어나 위로 額部로 올라가 顓頂에서 만나

고 腦로 絡하고 다시 項部로 나와 肩臂를 循하고 脊部를 끼고 腰中에 抵하기에 생긴다’라고 하였다. 

동의보감에서는 어떤이가 午時 이후에 발병하되 黃昏이 되면 안정되었다는 문구가 있는데, 원인을 腎

氣絶하고 肝氣弱하여 肝腎二臟이 陰氣를 받아 생기는 것이라 보고 있다.

 이를 다시 임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질환별로 나누어 그 원인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① 경부손상

- 跌撲挫閃 등으로 頸項部 經絡筋脈肌肉이 손상 받아 氣血瘀抯한 경우

- 본래 몸이 허약하고 榮衛氣가 부족하며 腠理가 치밀하지 못하여 風寒濕 外邪가 侵襲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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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熱病久病으로 眞血을 耗損하여 筋脈經絡肌肉의 濡潤작용을 하지 못한 경우

- 年老하여 間腎不足하거나 脾胃虛弱하여 氣血化生이 부족하여 筋脈經絡肌肉의 濡潤작용을 하지

못한 경우

② 落枕

- 수면시 항부의 위치가 부적당하거나 베개가 너무 높거나 낮아서 장시간 두경부가 偏轉된 위치로

있어 경부의 기혈운행이 不暢한 경우

- 수면시 寒을 받거나 濕地에 오래 있거나 汗出當風하여 風寒濕邪가 項背에 侵襲한 경우.

참고문헌

정선희, 박동석. 항통의 환자치료의 임상적 고찰. 대항침구학회지. 1998:15(1):8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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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경

 한의학적으로 사경은 손상성 경추관절질환, 경부염좌와 함께 낙침의 범주에 속하는데, 낙침은 어

느 한쪽의 항배부 근육이 酸痛하여 운동의 제약을 받는 것으로, 수면 중에 풍한의 사가 경락에 침입

하거나 수면시의 체위가 부적당함으로써 氣血이 不和하여 근육이 강직된 소치로 발병하며, 그 증상은

경항부가 강직하여 좌우 회전이 어렵거나 환부가 酸炒疼痛하고 동측의 견부상완으로 확산되며 혹 두

통, 오한, 국부의 근육경련, 압통 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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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가위원회의 분류
 전문가위원회(2009.8월)에서 진행된 경항통 분류의 경우 <내경>,<경악전서>,<유문사친>,<침

구갑을경>,<만병회춘>,<침구대성>,<동의보감>,<사암도인침구요결>,<의학심오>,<침구학>등의

한의학 고문헌, 현대문헌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경항통, 항강, 사경, 낙침으로 합의를 도출하였다.

(1) 낙침

* 낙침의 원인

- 肝腎虧虛 + 外邪

평소에 肝腎이 虧虛한 사람이 근육을 단련하지 않으면 신체가 쇠약해지고 氣血이 不足하게 되어

수축과 이완을 하는 근육이 정상기능을 잃게 된다.

혹은 頸椎가 손상된 후 오랫동안 치료하지 않아 근육이 약화되거나 과로로 피곤한 상태에서 다시

風寒의 沈襲을 받게 되면 經絡이 不舒하게 되어 肌肉의 氣血이 凝滯되고 막혀 뻣뻣한 통증이 생기면

서 落沈이 발생한다.

- 風寒의 沈襲으로 발생된 경우

목, 어깨 부위가 風寒의 邪氣를 받아서 목 부위 筋肉의 氣血이 凝滯되고, 筋脈이 不舒하게 되어 목

과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게 된다. 이 병증은 風邪가 편성한 경우와 寒邪가 편성한 경우의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 수면자세 불량 또는 목의 근육이 비틀린 경우

수면자세가 나쁘거나 과로한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 갑작스럽게 목에 자통을 느끼고 목을 돌리기 힘

들며, 疼痛을 회피하기 위해 움직이지 않으려 한다. 목에 고정된 壓痛이 있으며, 설은 紫하거나 瘀班

이 있고 苔는 薄白하며 脈은 緊하다.

* 낙침의 분류

- 風寒

감별증 : 頸項背部痛, 拘緊痲木

전신증 : 淅淅惡寒, 微發熱, 頭痛時 表證

설맥 : 舌淡, 苔薄白, 脈弦緊

- 瘀滯

감별증 : 기상후 頸部疼痛, 活動不利, 活動時 患側 疼痛 加重, 患側으로 머리가 기운다. 局部에 뚜

렷한 壓痛點, 때로 硬結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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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맥 : 舌紫暗, 脈弦緊

(2) 항강

- 外感風濕

감별증 ; 項强, 轉側不利

전신증 : 惡寒發熱, 頭重沈裏 肢體酸楚, 關節疼痛而重着

설맥 : 苔白, 脈浮

- 外感風寒 (絡沈 頸椎捻挫)

감별증 ; 項强, 轉側不利

전신증 : 頭痛, 身痛, 惡寒發熱, 無汗

설맥 : 苔薄白, 脈浮緊

- 邪熱傷津

감별증 : 項强, 甚則角弓反張

전신증 : 手脚戀急, 高熱, 煩燥, 甚則神昏譫語, 口禁加齒, 服滿, 便秘, 小便短赤

설맥 : 苔黃苔, 脈弦數

(3) 경항통

- 外感風濕

감별증 : 頸項部强痛. 頸項部는 外觀은 正常

전신증 : 惡寒, 發熱, 汗出熱不解, 全身疼痛, 頭痛, 頭重感.(外邪에 의한 表證隨伴)

설맥 : 舌苔白, 脈浮

- 風熱挾濕

감별증 : 頸項部强痛, 頸項部는 外觀은 正常

전신증 : 惡寒, 發熱, 咽痛, 口乾, 紅腫潰破.(外邪에 의한 表證隨伴)

설맥 : 舌質紅, 苔黃, 脈弦數

- 氣滯血瘀(捻挫)

감별증 : 偏側頸項痛, 重壓感, 運動時疼痛加重, 甚則頸項肌肉의 强直

전신증 : 沈呼吸, 咳嗽, 재채기 時에 疼痛加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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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맥 : 舌紫暗, 脈弦緊

(4) 사경

- 濕熱浸潤

감별증 : 頸部의 筋肉의 拘攣

설맥 : 舌苔白潤, 脈滑數

- 瘀血筋脈

감별증 : 흉쇄유돌근 부위의 血腫이 촉지, 索狀硬結의 촉지, 두부가 患側으로 돌아감

설맥 : 舌紫暗, 有瘀班, 脈澁

- 氣血不足

감별증 : 患側의 흉쇄유돌근이 가늘어진다. 흉쇄유돌근의 緊張, 顔色蒼白

설맥 : 脈細弱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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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상연구방법 설명
-  진단도구 개발을 위한 임상연구 계획

-  진단도구 개발을 위한 수련의 및 임상 연구 간호사 사전 교육

-  2개 병원 103명의 경항통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도구 개발을 위한 임상연구(환자 면접심층 조사) 

시행

-  진단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 결과 통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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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T(연속형) 예측실제 경항통 낙침 사경 항강 전체

오분류표

(Confusion Matrix)

경항통 34(80.95%) 2(4.76%) 6(14.29%) 0(0.00%) 42

낙침 3(25.00%) 6(50.00%) 1(8.33%) 2(16.67%) 12

사경 1(5.26%) 0(0.00%) 13(68.42%) 5(26.32%) 19

항강 4(13.33%) 3(10.00%) 4(13.33%) 19(63.33%) 30

Total Error Rate (%) 30.10%

Adjusted Rand Index (ARI)

Rand Index (RI)

4) 경항통 진단 방법
48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을 103명의 경항통 환자에게 시행하고, 각각의 환자를 3명의 한의사

의 개별 면담을 통해 한의학적 진단을 시행한 결과 경항통 42명, 낙침 12명, 사경 19명, 항강 30명으

로 판정됨. 이들의 설문 문항을 아래와 모수적 방법과 비모수적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함

- Linear Discriminant Analysis (LDA, Fisher, 1936) 

- Diagonal Linear Discriminant Analysis (DLDA) /Diagonal Quadratic Discriminant Analysis 

(DQDA)

- K-Nearest Neighbor Classification (KNN) 

-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s (CART, Breiman, 1984)

- Support Vector Machines (SVM, Vapnik, 1995)를 이용함. 

5가지 방법 중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s (CART, Breiman, 1984)의 분석 방법 의 결과를

이용하고자 함. (CART는 의사 결정 규칙을 도표화하여 관심대상이 되는 집단을 소집단으로 분류하거

나 예측을 수행하는 분석방법으로 연구자가 분석과정을 쉽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으며, 위의 5가지

연구 결과 중 경항통의 판별에 가장 효과적인 결과가 도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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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s을 이용한 경항통 진단 도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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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양의학적 관점의 경항통 진단
1) 경추성 척추증 Cervical Spondylosis
(1) 개요

 경추에는 많은 통증의 원인이 존재하는데, 추간판, 후관절, 인대, 근육과 신경근 등이다. 후관절은

목의 통증 원인으로 지목되며, 경추 후관절 증후군은 제외되거나 고려되지 않는 진단이었다. 임상적으

로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경추 후관절 통증은 후관절이나 근육의 촉진시 압통, 경추의 후만 혹은

회전시 통증, 신경학적 결손이 없는 경우가 많다. 방사선학적 검사는 통증의 다른 원인 가령 골절이나

악성종양 등을 배제 진단할 때를 제외하고는 보통 의미가 없다. 경추 척수증의 징후, 추간공의 협소, 

골극, 다른 퇴행성 변화는 목의 통증이 있거나 혹은 없는 사람들 모두에게 흔히 있는 일이다.

 경추성 척추증은 목의 추체와 추간판 뿐만 아니라 척추관에 영향을 주는 경추의 만성 퇴행성 변화

이다. 몇몇 의사들은 후관절, 종인대, 황인대의 퇴행성 변화까지 포함한다.

 척추증은 나이와 함께 증가하고, 종종 다양한 공간에서 발달된다. 만성 경추의 퇴행은 점진적인 척

수 신경과 신경근 압박이 가장 큰 원인이다. 척추증 변화는 척추강, 외측 오목, 구멍에서 협착이 발생

하면서 진행된다.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신경근병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경추증은 경추가 퇴행성이 진행된 흔한 상태이다. 이것은 대부분 나이와 연관된 추간판의 변화로

발생하기 쉽다. 임상적으로 경추증은 목 통증과 어깨 통증, 후두 아래부위 통증과 두통, 방사통, 경추

성 척추증(CSM) 등 여러 증상이랑 뚜렷하게 겹치는 경우가 있다. 디스크 변성이 일어남에 따라 기계

적인 압박이 골극을 유발하게 되어 척추관의 복측(전면)에 형성하게 된다.

 이것은 종종 후관절(facet joint), 황인대의 비후, 후종인대의 골화의 퇴행성 변화와 연관되어 발생

하기도 한다. 이것들은 신경, 척수와 같은 통증민감구조물(pain sensitive structure)과 충돌하여 다양한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다. 경추증 변화는 종종 인구 노령화에서 관찰되기도 한다. 그러나 방사선촬영

에서 경추증이라고 진단이 되는 환자 중 소수만이 증상을 보인다. 1993년, Ghormley는 후관절 증후군

이라는 용어를 도입하여 요추의 퇴행성 변화와 그와 관련된 여러 증상을 기술하였다. 최근의 각종 문

헌에서 경추 후관절 증후군을 경추 후면의 세로축 통증에 대한 2차적 원인으로 언급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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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태생리학

 추간판 디스크는 나이가 듦에 따라 수분과 탄력을 소실하게 되고, 그것은 균열과 틈으로 이어진다. 

그것을 싸고 있는 인대들도 탄력을 잃게 되고 골극을 당기게 되면서 키우게 된다. 그 뒤 생화학적 불

안정으로 디스크는 붕괴되고 고리모양으로 바깥으로 퍼지게 된다. 디스크 공간이 좁아짐에 따라 고리

모양으로 퍼지게 되고, 단면은 짓밟히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차례차례 동작을 증가시키고, 나아가 디

스크 파괴를 촉진시킨다. 고리모양의 균열과 탈출이 일어날 수도 있다. 급성 디스크 탈출은 만성 척추

증 변화를 복잡하게 만든다.

 고리모양의 팽만이 일어남에 따라 척추강 단면이 좁아지게 된다. 이 영향은 후관절, 황인대가 나이

듦에 따라 비대해지고 두꺼워짐에 따라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다. 목의 확대는 인대가 안으로 접히

면서 척추강 전후 직경의 감소를 발생시킨다.

 디스크 퇴행이 발생함에 따라 공간의 등-바깥쪽 부위에 갈고리모양의 돌기가 진행되고, 비대해진

다. 이와 같이 후관절 비대는 등-바깥쪽 구멍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변화는 경추성 척추증과 연관되는

신경근병증으로 이어진다. 주변부의 골격이 자라나기도 한다. 외상이나 장기적인 무게 등으로 인한 부

가적인 압력은 이 과정을 촉진시킬 것이다. 이러한 골극들은 인접한 추체들을 안정화시키는데, 추체판

의 무게를 견디는 표면을 증가시킨다. 

 관절면과 인대의 퇴행은 동작의 감소로 이어지며, 기계적으로 제한되어 나아가 퇴보로 이어진다. 

후종인대의 비후와 칼슘화는 척추관 직경을 감소시킨다.

 척수신경의 혈액공급량은 병리생리학적으로 중요한 해부학적 요인이다. 척수 신경과 관의 크기도

인자 중 하나이다. 선천적으로 좁은 관은 꼭 척수병증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관의 크기가 13mm이

상 되는 사람은 좀처럼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다.

  경추증은 디스크 퇴행으로 발생한다. 디스크가 세월이 흐름에 따라, 부서지고, 수분을 잃고, 붕괴

된다. 간단히 말해, 이것은 수핵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것은 섬유륜의 바깥쪽 동심원 띠가 바깥쪽으로

부풀어지는 동안 고리모양의 중심 판(central annular lamellae)이 안으로 찌그러들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것은 추체 가장자리에 있는 연골 끝판의 기계적인 압박을 증가시킨다. 

 그다음 골막하 골 형성이 진행되는데, 골극을 형성하여 척추관의 추체쪽 측면을 따라 확장되며, 그

것은 때로 신경을 침범하기도 한다. 이것은 특히 디스크 물질 손실의 결과로 인한 과잉운동상태에 있

는 추체, 가까이 있는 추체에 고착화된다. 게다가 갈고리 모양의 돌기(process)가 비대해지면, 종종 추

간공의 복외측(ventrolateral) 부분을 침범하기도 한다. 신경근이 자극되면 추간판 디스크 단백당

(proteoglycan)이 저하될 수 있다.

 아시아인들에게 종종 발생하는 증상인 후종인대의 골화는 경추증과 함께 유발될 수 있다. 이 상태

는 부가적으로 앞쪽의 신경을 심하게 압박하는 원천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경추성 척추증은 몇몇 중요한 병리생리학적인 요인들에 의하여 발생한다. 이것은 static-mechanical, 

dynamic mechanical, 척수신경 허혈, stretch associated injury이다. 복측의 골극이 자라남에 따라, 경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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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 공간은 점점 좁아진다.; 선천적으로 척추관이 좁은(10-13mm) 환자들은 특히 경추성 척추증으로

진행된다.

 나이와 연관된 황인대의 비후와 뼈의 비대는 나아가 신경 공간의 협소를 초래한다. 게다가 퇴행성

척추후만증과 아탈구는 경추 척추관 협착증 환자의 신경 압박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흔하다. 신경

의 정상적인 굴곡과 신전과 관련된 여러 다양한 원인들은 신경에 고정된 압력을 주게되어 척수신경

손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목을 굴곡하고 있는 동안에는 복측의 골극 bar가 늘어나면서 척수신경

은 길어진다. 신전하고 있는 동안에는 황인대가 인대와 앞측의 골극 사이에 신경을 끼이게 하면서 압

박을 하게 된다.

 척수 신경 허혈 또한 경추성 척추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추성 척추증 환자에서 조직병리학적

변화는 회백질과 일부 백질의 변화를 포함한다. - 허혈은 손상된 미소순환(impaired microcirculation)에

발생할 수 있다. 

 늘어남과 관련된 손상은 경추성 척추증에서 병리생리학적인 요인으로써 연관이 있다. 경추성 척추

증에서 보여지는 척추관의 협소와 비정상적인 동작은 힘의 압박을 증가시키는데, 이것은 축색돌기 신

경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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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험 요소

• 나이

° 경추성 척추증은 대부분 노인연령에서 흔하게 관찰되는 질환이다.

° 40세 이하의 사람 중 MRI검사상 25%에서 퇴행성 디스크 질환이 발견되었으며, 4%에서 추간공

협착증이 발견되었다.

° 40세 이상의 사람 중 MRI검사상 60%에서 퇴행성 디스크 질환이 발견되었으며, 20%에서 추간공

협착증이 발견되었다.

• 외상

° 경추성 척추증에서의 외상의 역할은 논쟁이 많다.

° 반복적인 무증상성 외상은 아마도 발병일과 진행률에 영향을 주는 것 같다.

• 직업

 경추성 척추증은 머리로 짐을 드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발병율이 훨씬 높다. 직업적인

일(무거운 물건을 반복하여 나르는 경우, 직업 댄서, 운동선수)을 반복하는 경우 그럴 수 있다. 직업적

인 부분은 특히 근로자의 보상과 연관된 의료법률적인 면에서 논란이 많다.

• 유전

° 유전적인 것은 확실하지 않다.

° 방사선학적 검사상 정상적인 경추를 갖고 있는 50세 이상의 환자들의 형제자매는 방사선학적 검

사상 정상이거나 약간의 이상만 가지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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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흡연도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 불안정한 정서와 과도한 움직임(선천적인 돌기의 휨, 뇌성마비, 다

운증후군)이 경추성 척추증의 위험 인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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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단

① 과거력

 경추 후관절 증후군의 환자들은 종종 목의 통증, 두통, 동작 제한 등에 대한 불편을 호소한다. 통

증은 먹먹하며, 뒷목의 불편한 통증으로 때로는 어깨 혹은 등 쪽까지 통증이 방사된다고 한다. 또한

환자들은 과거에 목의 편타 손상에 대한 기왕력이 있다. 

② 이학적 검사 (Physical)

임상적 특징은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종종 경추 관절의 통증과 측면 관절이나 근육을 촉진했

을 때의 경결, 경추를 신전 혹은 회전시킬 때의 통증, 신경학적 결손이 없는 경우를 보여준다. 경추의

척수증 징후나, 추간공의 협소, 골극, 그리고 다른 퇴행성 변화들은 목의 통증이 있거나 없거나 비슷

한 정도의 유병률을 보인다. 

각종 검사는 목의 통증, 방사선학적인 신호, 그리고 척수병증 신호를 발견할 수 있다. 경추성 척추

증을 가지고 있는 목 통증 환자들은 종종 목의 뻣뻣함을 호소한다. 이것은 비특이적인 신호이며, 다른

원인으로 인한 목의 통증과 뻣뻣함도 생각해봐야 한다.

병력이 경추 신경근병증과 부합한다면 극상근, 극하근, 삼각근, 삼두근, 첫 번째 등쪽뼈사이근 등에

근위축 신호가 있는지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

견갑골이 솟아오를 수도 있는데, C6이나 C7 신경근병증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상 등과 같

은 시각화된 것보다 소모된 것을 일찍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근육을 촉지해봐야 한다. 만약 위약감

이 근육절 분리 혹은 2-3개의 말초 신경 중 하나에서 감지된다면, 말초 신경 손상은 원인으로써 제외

될 수 있다. 근육 검사는 감각 혹은 반사 반응보다 더 특이적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경추성 척추증의 가능성을 가진 환자에서 상세한 감각, 반사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방사통이 종종

교과서에 나오는 피부분절 챠트와 엄격히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도 지적해야 한다. 환자들은 종종 통

증을 그들의 사지에서 가깝게 여기는 반면, 이상감각은 멀리 여기는 특징이 있다.

- Spurling test (경추 압박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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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추 신경근병증 환자에 접근하는데 유용하다. 이 검사는 환자들이 앉아서 능동적으로 자신의 목

을 바깥쪽으로 신전시키고 한쪽으로 회전시키는 가장 많이 시행하는 검사이다. 다음, 주의깊게 위에서

아래로 압박을 준다. 이 수기법은 굴신과 회전을 하는 동안 후방의 디스크가 팽만되기 때문에 동측의

신경 구멍이 좁아짐으로써 의미가 생긴다. 이 검사법이 경추성 척추증에 민감도가 적은 방법이지만, 

특이도는 거의 100%에 가깝다. 다른 유용한 검사법으로는 axial manual traction과 shoudler abduction 

test 등이 있다.

- 경추성 척추증에서, 가장 전형적인 검사는 과잉운동 건반사와 발목과 무릎의 간헐성 경련 혹은

경직, 바빈스키 사인, 호프만 사인과 같은 상지 기능 장애 평가이다. 

- 호프만 사인

 중지를 꼬집으면 엄지와 검지손가락이 구부려지는 반사이다. 비록 이 징후가 바빈스키 사인과는

달리 피질척수로 기능장애를 나타내지만, 과잉반응과 신경증을 일반화시키는 데에도 또한 사용된다. 

이 검사는 경추성 척추증이 없는 사람에게서도 양성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이 검사는 다른 상위 운

동 뉴런과 관련된 것이었을 때에만 가치가 있다. 호프만 사인은 환자의 손을 쉬게 하고 검사자의

index와 중지 사이의 손가락 첫째마디를 안정화시킨다. ; 검사자의 엄지와 함께 환자의 중지 끝 쪽이

구부러지게 된다. 이 검사의 민감도는 환자가 목을 끝까지 신전 혹은 굴곡하는 동안 증가할 것이다. 

호프만 사인은 양쪽 손에서 전부 다 반응이 나타나면 별 의미가 없다.

- 흉근 반사

 삼각흉근 고랑에 있는 흉근 건을 테이핑함으로써 시행하는데, 과잉운동장애가 있을 경우, 이것은

어깨의 내전과 내회전을 유발한다. 양성 반응은 위쪽 경추 돌기(C2-4)의 압박을 의미한다. 만약 환자

가 분산된 과잉반응을 나타낸다면, 턱 반사와 큰 후두공(foramen magnum) 위의 영역으로부터 위쪽

경추 신경 압박을 구별해야 한다.

- 경추성 척추증 환자에서 위약감은 상지 증상이 전형적으로 시작되는 삼두근과 손의 고유한 근육

에서 발생하기 쉽다. 고유한 손의 근육계의 소모 또한 전형적인 증상이다. 환자의 손에 대한 철저한

검사가 시행되어야 한다. 환자에게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10초 동안 20번 반복하게 함으로써, 경추성

척추증으로 인한 장애와 서투름이 관찰되는지 보아야 한다. 손가락이 풀리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이것에 접근하기 위하여, 환자는 손가락을 들고 길게 뻗치고 내전시킨다. 만약 척측의 손가락이 외전

과 굴곡이 30-60초 안에 일어난다면, 경추성 척추증이 있는 것이다.

- 하지의 검사를 통한 고전적인 방법은 근위의 운동 위약을 보이며, 장요근에서 흔하게 나타나는데, 

다음의 대퇴사두근에 의한다.; 원위의 위약감은 덜 자주 보인다. 상지 증상은 없는 하지 위약감과 하

지의 위쪽의 운동 뉴런 증상은 흉추 신경 병리를 유발할 수 있다.

- 가능할 때마다 어떤 신경학적 검사를 하는 동안 보행하게 한다. 경추성 척추증 환자들은 전형적

으로 그들의 질병이 진행된 이후에 특별히 경직된 걸음을 걷는다.

- Lhermitte 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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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검사는 목을 굴곡하는 동안 전기적 자극과 같은 것을 환자의 등 중앙에서 사지로 흘러내려가게

하는 것이다. 이 검사는 경추성 척추증에 특이적인 것은 아니며, 전통적으로 뒤쪽 척주 장애에 관한

것이다. Lhermitte sign에 반응하는 다른 것으로는 경화증, 종양, 다른 압박 병리 등이 있다. 

- 경추성 척추증의 감각장애는 다양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 사지에서의 진동감각과 고유감각의 손

실이 일어날 수 있는데, 특히 발에서 일어난다. 척수시상 감각 손상도 비대칭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말초 신경질환의 원인인 당뇨나 기타 대사성 질환은 감각 검사를 어렵게 만든다. 완전한 운동 검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고유한 손의 근육계의 소모가 경추성 척추증 환자에서 전통적으로 발견된다. 

• 감별 진단 (Differential Diagnoses)

 유착성 관절낭염, 당뇨병성 신경병증, Brown-Sequard 증후군, 다발성 경화증, 수근관 증후군, 근막

통증, 중심성 척수 증후군, 경추 디스크 질환, 경추 근막 통증, 경추 염좌, 만성 통증 증후군, 종양성

상완신경총병증, 공다공증과 척수 손상, 상완신경총병증으로 인한 방사통, 류마티스 관절염, 외상성 상

완신경총병증, 근위축측삭경화증, 강직성 척추염, 동정맥 기형, 뇌간 신경교종, 군발성 두통, 당뇨병성

신경병증, 정중신경병증, 수막종, 뇌의 대사 장애, 척추의 대사 장애, 편두통, 편두통 : 신경-눈 관점, 

유사 편두통, 다발성 경화증, 근긴장성 두통, 결절다발동맥염, 요골 단발신경병증, 반사교감신경이상증, 

지주막하 출혈, 척수공동증, 흉곽출구증후군, 사경 등

• 고려될만한 다른 질환 (Other problems to be considered)

 후종인대골화증, C1-2의 척추증 변화로 인한 후두 신경통, 일차 척수신경 종양, 척수공동증, 바깥

수질 병변(종양, 흉추 디스크 탈출), 유전성 연축성 대마비, 정상적인 뇌압의 뇌수막종, 척수 경색증, 

척수 패혈증, 편타 손상, 판코스트 종양, 이중분쇄증후군, 봉우리빗장관절 병증, 급성 경추 긴장, 대동

맥 질환, 지주막염, 요통, 이두근 건염 - 회전근개 열상, 외상과염, 뇌간 증후군, 석회성 건염, 경추디

스크 증후군, 경추 림프절염, 경늑 증후군, 선천성 척추 결손, 추간판염, 이중 분쇄 증후군, 경막외 농

양, 외인성 종양, 섬유조직염증후군, 담낭 질환, 상완관절염, 통풍, 심장 질환, 과잉 운동 증후군, 추간

판 골관절염, 특발성 상완신경총병증, 내인성 종양, 폐질환, 수막염, 목과 어깨의 근,인대의 손상, 신생

물, 어깨의 신생물, 신경 손상, 후두 신경통, 골수염, 골단관절 골수염, 파제트병, 췌장 질환, 소화궤양

질환, 인두 감염, 외상후 후관절 골절, 체위 장애, 심인성 질환, 늑쇄골 압박, 회전근개 열상 및 건염, 

목갈비 근육, 패혈 관절염, 척수신경 종양, 흉쇄유돌근 건염, 견봉하 활액낭염, 점액낭종, 척수 매독, 

열대성 강직성 대마비 등

③ 실험실 검사

실험실 검사는 일반적으로 경추 후관절 증후군의 진단을 나타내지 않는다. 대개 특별한 이상이 없

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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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소견으로 병인학 혹은 발병학적인 장애가 척추증 변화를 시작하게 했을 수 있다.

시아노코발라민(비타민 B12) 수치와 혈청 RPR카드검사는 경추성 척추증의 신경근병증의 원인이 대

사성인지 감염성인지 구별하게 해준다. 대사와 감염 상태는 경추성 척추증과 공존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이 비정상적인 실험실 결과는 경추성 척추증을 배제하지 못한다.

④ 영상검사 (Image studies)

가. MRI

일반적인 경추 필름이 비용이 적게 들고 널리 쓰이지만 MRI를 추천한다.

MRI는 직접적인 신경 구조물을 시각화하여 보여주고 보다 정확한 신경 공간 측정을 가능하게 한

다. 

MRI는 비침습적이고 방사선피해가 없는 도구로써 척수 신경 영상과 지주막하 공간을 훌륭하게 표

현하고, 경막외 병리상태를 세부적으로 표현하는 도구이다. MRI는 신경 요소들을 훌륭하게 나타내는

다면 회손 영상을 가능하게 하며, 내인성 척수 질환을 진단하는데 정확성을 높인다. 몇몇 척추증 징후

(작은 골극, 석회화된 추체)는 MRI로 간과할 수 있다.

대체로 MRI의 장점은 단점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척추증 질환을 진단하는데 있어 표준이 되어

가고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MRI는 경추성 척추증의 진단 민감도가 90%인 반면, CT조영술과 CT 

스캔은 100%의 민감도를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MRI는 경추성 척추증을 진단하는데 추천할 만한 검사이다. 장점은 다음과 같다.

° 즉각적이고 다양한 평면적 영상

° 신경학적 요소 판단에 더 좋다.

° 내측 척수 신경 질환을 평가하는데 정확성을 높임

° 비침습적

° 척수강조영상과 같은 영상 : 고신호 강도 소견이 MRI에서 척수신경 압박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 

이는 예후가 좋지 못함을 나타낸다.

나. X-ray

 경추의 일반적인 필름은 증상을 보이는 환자 중 척추증에 접근하는 저렴한 방법이다. 경추의 일반

적인 필름은 디스크 공간의 협소화, 골극, 경추전만의 소실, 갈고리척추관절 비대, 골단골관절염, 추체

관 직경 등을 증명할 수 있다. 고령 환자에서의 척추증 방사선학적 변화의 발견은 거의 환자 개인별

로 약-중-강등도의 척추증 변화를 분류를 할 수 있게 한다.

다. CT 스캔 & CT 조영술

CT 스캔은 또다른 중요한 검사방법이다. 골관련 해부를 판단할 때 MRI보다 우수하며, 신경공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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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는데 더 낫다. 

CT 조영술 또한 신경근 부위를 증명하는데 유용한 검사방법이다. 이 검사는 신경근을 증명해내는

데 매우 뛰어나다. 그러나 몇몇 학자들은 CT 조영술이 일반적인 방사선검사보다 낮츤 확률로 거짓양

성반응을 나타낼 수도 있다고 하였다. 몇몇 학자들은 CT 조영술이 오직 양성반응을 나올 때에만 의미

가 있다고 하였으며,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때는 척추증을 의심할만한 임상 증상이 있을 때 CT 스캔

을 통하여 진단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최근 CT 조영술이 경추성 척추증 환자 중 수술적 치

료 계획을 가진 환자들에게 유용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척수강 조영술과 CT는 척수와 추간공 협착증을 검사하는 방법이다. 척수강 조영술은 침습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임상의들이 경추성 척추증을 진단할 때 MRI에 의지한다. 척추강 조영술은 척추증

평가에 있어 해부학적 정보를 준다. 척추강 조영술은 특히 신경근을 시각화하는데 유용하다. CT 스캔

은 척추강내의 염색의 유무를 떠나 척추관의 직경을 파악하는데 쓰인다. CT 스캔은 작은, 바깥쪽의

골극과 석회화된 추체 가운데 부위를 증명해낼 수 있다.

⑦ 다른 검사

근전도검사(EMG)는 경추증으로 인한 신경근병증을 평가하는데 유용하지만, 오직 신경근병증만을

평가하는데에만 가치가 있다. EMG는 비정상적인 해부구조물을 분류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다른

비슷한 방사통 양상의 원인으로부터 경추 신경근병증을 구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경추성 척추증

환자에서 EMG는 경추성 척추증 진단을 확진하는 것보다는 말초 신경근병증을 제외하는데 더욱 유용

하다.

  체성감각과 피질 운동이 전위를 유발하는 것 또한 척수 신경 기능장애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

며, 특히 경추성 척추증 초기 증상이 없거나, 약간의 증상만 있는 환자를 진단하는데 좋다.

경근병증에서, SSEP가 지연되거나 낮은 진폭으로 반응한다.

- 침습정 과정으로써 추간판조영술은 경추성 척추증을 진단하는데 흔하게 사용되지 않는다.

- 전기진단학적 방법이 많은 환자들에게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 경추 후관절 내에 국소 마취제를 주사하여 통증이 없어지면 경추 후관절 증후군을 진단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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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추 염좌 및 손상 Cervical Sprain and Strain
(1) 개요

 운동시 가장 빈번한 경부 손상은 아마도 목의 근육계 급성 좌상과 염좌 뿐만 아니라 연부조직 타

박상일 것이다. 좌상은 근육의 손상을 말하며 근육-건 단위가 신장되거나 과부하시에 발생한다. 흔히

손상받는 경부 근육들은 흉쇄유돌근(SCM), 승모근, 능형근, 척추기립근, 사각근, 견갑거근이다. 

 염좌는 인대 손상을 말하며 경부 염좌의 진단은 경부 후관절과 척추와 연관된 인대와 관절낭 구조

들이 손상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경부 염좌는 좌상과 구별하기 어렵고, 2개의 손상이 종종

유사하게 발생한다. 통증은 배측 분지에 의해 조절되는 어떤 근원으로 인한 근육과 관련이 있다. 

 수많은 역학 연구들은 특정한 스포츠와 연관된 손상 위험 패턴들을 밝히고자 하였다. 많은 압도적

인 수의 스포츠와 관련된 척추 손상들이 자기제어되고 보고되기 전에 해결되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은

가벼운 손상들을 보고하는 것을 꺼리는데, 이러한 연구들의 정확도를 요구해왔다. 경추 손상의 예방과

치료의 요점은 훈련을 통한 좋은 내구력과 유연성이다.

 경추 염좌는 임상에서 다방면에 걸쳐 신경근골격계 전문가들이 많이 접하는 근골격 문제의 가장

흔한 원인 중의 하나이다. 경추 염좌의 한가지 이유는 경추의 가속과 감속이다. 이는 흔히 편타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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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부르기도 한다. 

 편타는 자동차 사고 시 치명적이지 않은 손상의 후유증 중 가장 흔한 것으로 척추의 질환 중 가장

알려지지 않았으며 그 사고의 심각성은 임상적으로 상관관계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경추의 손

상 과거력은 만성 경추통증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목과 머리의 과회전은 관절낭의 긴장을 증가시키

며, 편타 손상의 기전을 뒷받침 하게 된다. 

 경추 디스크 손상은 2가지를 포함한다. 더 흔한 형태는 추간판 탈출증을 동반한 섬유륜파열을 포

함한다(연성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 손상의 두 번째 형태는 추간판 탈출증이 없이 섬유륜 파열만 있

는 것이다(추간판 내장증). 

 경추디스크 손상 용어만을 고려했을 때 경추 퇴행성 질환의 자연 경과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 잠

행적으로 경추 디스크 손상이 급성 혹은 만성으로 진행되기 쉽게 되는 과정이다. 경추 디스크 손상은

보존적으로 혹은 수술에 의해 치료될 수 있으며, 이는 임상 양상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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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태생리학

• 기능 해부학

 척수는 경추에 의해 보호되는데, 두부를 지탱하고 상당히 큰 관절 운동 범위(ROM)를 가진다. C7

은 수직으로 배열되어 척추 골격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척추(C1과 C2를 제외한)는 앞쪽으로 척추체가

있고 뒤쪽으로 추궁과 척추경에 의해 고리모양을 이룬다. 이러한 보호를 받는 고리모양의 뼈는 척추

관을 형성하는데, 척수를 둘러싸고 보호하는 작용을 한다. 척수와 척수액 주위 조직이 남는 공간을 채

우게 된다. C1(atlas)는 고리 모양으로 외측에 커다란 덩어리가 있고 두개골의 후두융기에 부착하여 지

탱하게 된다. 

 횡인대는 C1의 2개의 외측 덩어리 사이 앞쪽에 있고 바로 뒤쪽으로 C2(axis)의 치아돌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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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 척추체 위로부터 보호하고 있는 치아돌기는 C1의 전방 가지와 횡인대 사이에 포함되어 있다. C1

과 C2의 변위는 이 인대의 파열과 연관되며, 척수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

 나머지 경추(C3-C7)들은 기능과 모양이 비슷하다. 난형의 척추체는 높이보다 직경이 더 넓다. 후외

측에 위치한 양측 구상돌기는 위쪽 척추체의 하방에 있는 경사진 표면에 상응한다. 구추관절이라고도

불리는 Luschka 관절은 경추의 발생학적 발달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외력과 부하로 인한 섬유륜의

퇴행과 적응적 변화의 결과로 발생한다.

 경부의 돌기사이관절(후관절)은 자연적으로 활액이 분비된다. 관절면은 연골로 덮여 있고, 섬유 관

절낭은 활막이 늘어서 있다. 경부의 돌기사이 관절의 방향은 무게 부하를 받는 역할을 하고 전방 전

위에 제한을 제공하도록 한다. C2-C3 후관절은 별도로 움직이는 상부와 하부 경추 사이에 위치한다. 

이는 해부학적과 생체역학적으로 과도기적으로 여겨진다.

 하부 경추는 굴곡과 신전을 하고, 환축관절은 회전 운동을 한다. 측굴하는 동안 극돌기는 중하부

경부에서 만곡의 볼록면으로 움직인다(극돌기는 좌측 측굴시 우측으로 움직인다). 양측 측굴은 C2-C3 

부위의 응용된 축성 회전에 반대방향으로 발생한다. C2-C3의 측굴은 먼 쪽의 같은 방향 회전과 결부

되는데, 왜냐하면 경부 돌기사이 관절의 경사각도가 약 45°이기 때문이다. 정면에서 관절면의 경사는

발생하는 측굴과 회전의 상대적인 정도를 결정한다. 수직의 관절면일수록 측굴과 더 결부된다. 수평의

관절면일수록 회전과 더 결부된다. 

인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관절에 안정성을 제공한다. (2) 외상시 에너지를 흡수한다. (3) 신

체 운동시 관절위치 변환기로서 작용한다. 경추에 있는 경부주위 근육과 마찬가지로 인대는 척수 또

는 신경근이 손상된 척추 사이의 움직임을 방지한다. 경추 인대는 다양하고 복잡한 상호관계를 가지

고 있다.

척추체 전,후방을 따라 수직으로 전,후종 인대가 추간판에 붙어있다. 단단히 붙어있는 후종인대는

그것의 중심부에서 두꺼운데, 척수 뒤쪽으로 직접적인 압박으로부터 추간판이 탈출되는 것을 방지해

준다. 극간인대는 또한 뒤쪽에 위치하고 있지만 경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노란색의 탄력 있는 막인 황색인대는 인접한 척추 추궁과 신경궁 사이에 가로놓여 있다. 황색인대

의 후면 위치는 과굴곡을 제한한다. 황색인대는 과신전시 짧아지고 두꺼워지고 과굴곡기 늘어나고 얇

아진다. 과신전 동안 3.5mm만큼 척추관으로 돌출된다. 신전시 척수의 충돌은 정상적으로 인대의 탄력

성에 의해 방지된다. 그러나 퇴행성으로 인한 황색인대 비후 또는 탄력성의 감소는 척추관 협착 또는

척수 충돌을 일으킨다. 

후관절과 거의 직각을 이루는 관절낭 인대는 후관절의 견인의 저항에 최대의 기계적인 효율을 제공

하지만 상대적으로 절단에 약하다. 후종인대는 굴곡과 견인을 제한하고 덮개막은 굴곡과 신전을 제한

하고 극상, 극간인대는 굴곡과 전방 전위를 제한한다. 

익상인대의 주요 기능은 회전을 억제하는 것이다. 익상인대는 C2 치상돌기의 후외방에서 기시하여

후두융기의 내측면에 종지한다. 익상인대의 단측이 절단되면, 축성 회전이 양쪽 모두 상당히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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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양쪽 인대는 그대로 보존되기 위해여 동작을 억제한다. 익상 인대는 두부가 회전되면서 굴곡

될 때 가장 신장되고 인대는 신전할 때 이완된다. 횡인대의 전방은 C1(atlas) 회전의 중심축으로 작용

한다. 

atlas 전방 고리와 맞붙는 C2의 치상 돌기를 붙잡고 있는 횡인대의 기능은 치상 돌기에 띠를 두르

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다. atlas의 굴곡과 전방전위는 그것의 방향에 의해 억제된다. 후관절낭은 후방

안정성에 기여하는 강한 섬유성 구조이다.

근육 손상 또는 어느 정도의 반응은 거의 매일 경부 손상과 연관되어 있다. 목의 근육계는 신체 어

디에 있는 근육에라도 영향을 주는 같은 타입의 손상에 취약하다. 근육의 역할은 척추를 안정시키고, 

부하를 받고 움직임을 제공하는 것이다. 척추간 근육의 힘의 작용은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손상 받

은 척추의 추간 움직임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 두부 굴곡근 : 장경근, 전두직근과 외측두직근, 솔골상근과 설골근

* 두부 신전근 : 두판상근, 두반극근, 두최장근, 하두사근과 상두사근, 대후두직근과 소후두직근

* 경부 굴곡근 : 전사각근, 중사각근, SCM

* 경부 신전근 : 경반극근, 경최장근, 경판상근

대부분의 굴곡근육군은 C4-5 부위에 있고 주요 신전근육군은 C6-T1 부위뿐만 아니라 환축 부위까

지 가로놓여있다. 이근육군들은 큰 외력의 장소일 것이다. 경추를 외측으로 굴곡과 회전하는 근육군은

다음과 같다: 외측두직근, 하두사근과 상두사근, 횡돌간근, 다열근, 경장늑근, 경장근, 견갑거근, 주최

장근, 두판상근, 경판상근, SCM, 사각근

알려진 생물학적 모델에서, 경추의 뼈, 관절, 디스크와 후관절, 신경(신경근과 척수를 포함), 연부조

직(인대, 건, 근육)에 대한 손상은 기능장애와 통증의 원인이 된다. 경추의 좌상은 경추에 가해지는 과

도한 힘에 의한 근-건 단위가 과도하게 손상을 받아 발생하게 된다. 그 원인으로는 근육 혹은 인대의

과도한 신장과 파열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차적 부종, 출혈, 염증이 나타날 수 있다. 

많은 경추 근육들은 건에서 끝나지 않으며 직접 골막으로 부착된다. 근육은 손상에 대하여 수축하

는 반응을 보이는데, 주위의 근육들이 손상 받은 근육에 부목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근막 통증 증후군

은 그에 따른 임상적 증상으로 생각되며, 디스크와 측면관절의 손상에 대한 2차적 연부조직 반응으로

생각된다. 

측면 관절 인대는 자유종말신경(통증을 수용하는)을 가지고 있으며, 관절낭에 대한 주사요법으로 이

러한 인대가 팽창되는 것은 건강한 사람에게 있어서도 편타 손상을 받은 것과 같은 통증을 야기 시켰

다. 경추의 측면관절 인대는 구부러지고 부러지며 압박되는 힘등에 의한 편타 손상 같은 상황 하에게

손상을 받게 된다. 이러한 기전은 편타 손상의 손상에 대한 기전의 기초를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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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의 좌상과 관련된 만성통증은 측면관절, 추간판, 상부 경추 인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2-3 측면관절은 두통을 호소하는 환자의 통증과 관련된 가장 흔한 원인이다. (60%), C5-6 부

위는 경추와 종축 그리고 팔을 통증에 연관되는 가장 흔한 원인이다. 경추 측면관절 통증은 전형적으

로 한쪽이 먹먹하며, 때로는 후두 혹은 견갑골내측으로 통하는 쑤시는 목의 통증을 표현한다. 경추 측

면관절은 만성 목의 통증에서 상당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추의 측면관절은 근막과 추간판

통증의 양상과 겹쳐지는 통증을 야기시킨다. 

신경해부학에서는 측면관절이 자유 종말 신경을 포함하며 풍부하게 신경을 통하게 할 수 있다고 한

다. 측면관절낭은 C섬유와 A-델타 섬유에 신경을 통하게 한다. 이러한 많은 신경은 높은 한계점에서

통증을 야기시킨다. 국소 압박과 관절낭의 스트레칭은 이러한 신경을 능동적으로 활성화시킨다. 이러

한 뉴런은 자연적인 염증인자, P물질과 포스포리파제 A등을 포함한, 의 발생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흥

분되거나 예민해지기도 한다. 

척수의 생리학적 변화는 특히 배부 쪽의 통증 복합체에서, 흥분선의 아미노산 즉 P물질과, 글루메

이트, GABA, NMDA 등에 연관되며, 다른 원인들도 만성통증에서 배부 을 예민하게 만든다. 그 기전

은 경추의 손상으로부터 유해한 자극을 엄청나게 크게 입력하는 것이다. 

Bogduk에 따르면, 후향적 연구에 따라, 생역학 연구와 임상적 연구에서, 편타 손상에서 측면관절이

손상을 받는 다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하였다. 임상적 연구에서는 편타 손상을 받은 후 만성 목 통증

을 호소하는 환자의 흔한 원인이 측면관절의 통증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손상은 경추 측면관절 인

대의 복합적인 굽힘, 부러짐, 압박 등이 뒤쪽에서의 충격이 발생해 나타나는 결과라고 하였다. 

근육-건 단위의 과도한 손상은 경추의 좌상을 일으키며 이는 경추에 과도한 힘을 가하는 원인이 된

다. 이러한 손상은 근육이나 인대의 신장과 파열을 동반하며, 이차적으로 부종과, 출혈 염증을 발생시

키기도 한다. 많은 경추의 근육은 직접 뼈(골막)에 붙으며, 근육은 손상에 대한 반응으로 수축을 일으

키며 주위의 근육들이 손상된 근육에 대하여 부목의 역할을 하게 된다. 

• 편타 손상의 고전적 기전

 어떠한 방향에서라도 충돌은 만성 편타 손상을 일으킨다. 임상적 고찰에서, Barnsly와 그의 동료들

은, 뒤에서 받혀진 차를 탔던 환자들에게서, 고전적 편타 손상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러한 유형은

교통사고는 아래의 방식으로 발생하였다. 

충돌 순간, 자동차는 갑자기 앞으로 가속을 한다. 약 100m 후에서 환자의 몸과 어깨가 자동차 운전

선의 가속과 함께 나타난다. 

환자의 머리는 직접적으로 힘을 받지는 않지만 고정된 자세로 공간에 남아있게 된다. 그 결과로 경

추의 신전이 발생하며, 어깨가 머리의 앞쪽으로 움직이게 된다. 이러한 신전으로 인하여 머리는 관성

으로 움직여서 앞으로 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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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목은 머리의 앞쪽으로 가속화 되며 목의 굴곡을 유발하게 된다. 

 앞쪽에서의 충격은 중간인 C2-3에서 C4-5까지, 하부인 C6-7과 C7-T1의 손상을 일으킨다. 직접적

인 안면의 충격은 상부 혹은 중부의 굴곡 동작을 보여주며, 하부 경추의 신전 동작을 일으킨다. 

 20mph(32km/h) 정도의 속력을 동반한 충격은 사람의 머리가 신전할 때 최고 12G 정도의 힘을 가

속하게 된다. 만약 머리가 약간 회전한 상태라면, 뒤쪽에서의 충격은 신전시 더욱 회전하게 되며 측면

관절낭, 추간판, 측부인대 등의 다양한 경추의 구조물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구조물은 손상을 민감하

게 만들어 준다. 근육 손상은 다른 기전보다 충격시 머리가 회전한 채로 적은 속도의 충격을 받게 될

가능성이 적다. 

 만약 뒤쪽에서 충격이 가해져 물체의 왼쪽으로 작용하면, 결과적으로 양쪽의 흉쇄유돌근에 근전도

활동의 증가를 야기할 뿐 아니라, 힘을 견뎌내는 충격의 방향과는 반대측의 판상근을 이동시켜서 손

상을 유발한다. 편타 손상시 어느 근육이 가장 영향을 받는가는 머리의 회전 방향에 달려있다. 머리가

좌측으로 회전되어 있으면 우측의 흉쇄유돌근이 반응하며, 반대의 경우도 있다. 편타 손상의 예방에

대한 측정은 충돌시 왼쪽 혹은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는가에 따라 대칭의 근육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하부 경추 측부관절은 앞쪽에서는 부러짐과 견인의 기전에 따라 달라지며, 뒤쪽에서는 부러짐과

압박에 따라 달라진다. 연구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손상받기가 쉽다고 하였으니, 이는 성에 따

라 유전적으로, 호르몬적으로, 구조적으로 혹은 인내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머리를 뒤쪽으로 한 상태에서의 충격은 머리를 앞쪽으로 보고 충격을 받는 것에 비하여 C0-1, 

C5-6의 분명하고 큰 손상을 야기한다. C5-6과 C6-7의 다발성 손상은 머리를 돌리고 있는 상태의 충

격으로 잘 발견된다. 머리를 뒤로 돌리고 충격을 받는 것은 최대 8G 정도의 힘을 받으니 이는 전형적

인 측면과 위쪽의 인대 손상은 아니다. 

 머리를 돌린 상태의 충격은 또한 역동적으로 경추의 추체 사이를 좁게 만들어서 C5-6과 C6-7 사

이의 비협착성 추간공에도 잠재성 결절의 압박을 일으킨다. 협착성 추간공 환자에 있어서는 위험성이

증가하여 C3-4에서 C6-7까지 이른다. 

 뒤쪽에서의 충돌은 하부 경추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추간판의 과신전으로 5G 혹은 그

이상의 가속을 일으킨다. 추간판의 유연성에 대한 우선적인 증가는 C5-6에서 5G 정도의 가속으로 발

생한다. 만약 이것보다 가속이 빠르다면 손상은 증가하여 주위의 단계(C4-5에서 C4-T1)까지 뻗어나간

다. 편타에 따른 2가지 손상 단계는 (1) C5-6과 C6-7의 과신전과 C0-4의 약한 굴곡이며 (2) 전체 경추

의 과신전이다. 

 C5-6의 중심축에서 갑작스러운 변화가 발생하여 C5의 아래 측면관절과 C6의 상부 측면관절에 충

돌 현상을 일으킨다. 편타 손상에 따른 비생리적 운동학적 변화가 발생하여 상부 경추의 중립 구조

혹은 하부 측면관절에 오는 충격을 감소시킨다. 그 결과는 충분한 신경병증 혹은 침해성 통증을 이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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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낸다. 

 머리-목의 근육 구성은 높은 가속 정도 혹은 그 완화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하게 된다. 이는 편타

손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근육반응은 느린 가속에서 보다는 빠른 가속에서 심하게 나

타난다. 경추 근육의 좌상이 후방충격에서 감소된다는 것은 앞서 보고된 단독 신장 혹은 능동적 근육

의 손상에 대한 한계점과, 후방 충돌 후에 발생하는 후부경추 부위의 통증에 대한 임상적 고찰 의 일

관된 신전근의 큰 긴장에 비하여 더욱 크다.  

자동차 사고로 발생하는 편타 손상의 위험성은 사물이 급작스럽거나 준비되지 않은 충격인 경우 더

욱 증가한다. 경추 손상의 가장 중요한 연구 중 하나는 롤러코스터 손상에 대한 사례보고이다. 롤러코

스터는 대략 100ms, 최고가속 4.5-5G의 수직 혹은 종축의 가속과 1.G의 측면 가속이 나타난다는 것

을 말해주었다. 19개월 동안의 연구에서 656명의 목과 허리 손상이 연구되었다. 손상에는 추간판 탈

출, 팽륜과 압박골절도 포함된다. 연구의 결과는 분명한 척추 손상의 최소 한계점은 정립되지 않았다

고 한다. 척추에 무리를 주는 사고로 발생하는 손상에 대한 가장 좋은 설명은 예측할 수 없는 변화지

만, 손상에 대한 각 개인의 민감성인 것이다. 

•스포츠 경추 손상의 개요

 스포츠에서 심각한 손상의 반 이상이 경추 손상이다. 경추 손상은 대부분 풋볼, 하키, 럭비, 레슬

링과 같은 접촉 스포츠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스키, 육상경기, 다이빙, 서핑, 역도, 승마경기와 같은

몇몇의 비접촉성 스포츠에서도 일어난다고 보고되었다. 경추손상은 모든 풋볼 선수의 10-15%에서 발

생한다고 추정되고 있다. 심각한 손상에서 신경학적인 후유증이 남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은 자가

치유된다. 

 풋볼과 럭비는 모든 스포츠 중에서 경추 손상 발생률이 가장 높다. 손상은 보통 두 선수 사이의

높은 속도의 충돌로 인해 목 위에 있는 머리의 가속 또는 감속이 일어나면서 이차적으로 발생한다. 

가속은 보통 목에 신전력이 가해지는 편타 손상의 유형으로 일어나는데 반해, 감속은 보통 굴곡력의

결과이다. 

 정상적인 경추의 자연스러운 만곡은 척추의 전만이다. 전만은 움직임을 조절하고 보조 근육과 연

부 조직으로 힘이 전달되게 한다. 목이 약 30° 정도 굴곡 되었을 때, 정상적인 전만이 곧게 펴지고 축

성으로 부하되는 힘은 골과 추간판으로 전달된다. 만약 힘의 영향이 척추의 항복 강도보다 크면, 척수

손상을 동반한 골절과 탈구가 발생될 수 있다. 

•스포츠손상의 분류

① 신경근/상완 신경총  손상

 풋볼 선수에게 가장 흔한 경추 손상은 충돌 후 한쪽 팔의 타는 듯 하거나 찌르는 듯한 통증을 동

반하는 일시적인 기능 감소이다. Tulane University에서 수행된 전향적인 연구에서 대학 풋볼 선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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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에서 찌르는 듯한 통증의 발생률은 7.7%로 나타났다. 처음에 선수들은 보통 해소되는 양쪽 팔의 위

약과 방사되는 타는 듯한 감각을 호소하였다. C6 피부분절의 둔한 감각은 지속되기도 한다. 위약은

어깨 외전근, 팔꿈치 굴곡근, 상완 외회전근, 손목과 손가락 신전근에서 지속되기도 한다. 증상이 나타

나는 기간은 2-10분에서 24시간까지이다. 증상은 Spurling test에 의해 재발된다. 기능은 서서히 근위

근육군에서부터 원위 근육군으로 회복된다. 

 손상의 심각성은 아래의 병리생리학과 연관이 있다. 신경좌상은 신경초의 선택적인 탈수초화이고, 

이것은 가장 양성 손상이다. 축삭절단은 축삭과 신경초가 파열되지만 신경상막은 온전하다. 가장 심각

한 손상은 신경절단 또는 신경내막의 완전한 파열이다. 이 손상은 가장 불량한 예후를 보인다. 

 타는 듯한 통증의 감별 진단은 급성 경추 추간판 탈출증, 추간공 협착증, 경막외 척수내 종양을 포

함한다. 

 찌르는 듯한 통증은 다음의 기전 중의 하나의 결과라고 생각된다.

- 견인 또는 신장 손상은 머리가 통증이 있는 팔의 반대편으로 밀리고 동측의 어깨가 눌려진다. 원

인은 상완신경총 위쪽가지에 순간적인 신장 손상에 의한다.

- 늘어난 경추는 압박되고 통증이 있는 팔을 향해 돌아간다. 경추신경은 섬유조직에 의해 묶여지기

때문에 손상은 척추 동맥과 각 경추 레벨에 있는 원위 추간공 사이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톱니 모양

의 인대의 부착은 척추에 있기 때문에 경추 신경근을 긴장시키고 신장시킨다. 

 대부분의 타는 듯한 통증은 자가 치유되기 때문에 팀 주치의 가장 중요한 치료 의무는 불안정성

경추 손상을 배제하는 것이다. 평가의 요점은 타는 듯한 통증을 가진 환자가 통증이 없는 완전한 목

의 관절운동범위(ROM)을 가지는 것이다. 만약 목의 움직임이 감소되거나 통증이 있으면, 운동선수를

경기에서 빼고 골절/탈구를 배제하기 위해 경추 방사선 촬영을 해야 한다. 만약 증상이 손상 후 3-4주

동안 지속된다면, 상부 체간의 기능 평가를 위해 근전도(EMG)를 시행한다.    

② 급성 경추 염좌/좌상

 염좌는 척추 주위 근육건 단위의 손상으로 정의된다. 좌상은 주위 근육 자체의 손상으로 정의된다. 

염좌나 좌상이 있는 운동선수는 보통 목이 재빠르게 돌아간 후에 나타난다. 통증은 경추에 국한되고

경추 ROM은 제한된다. 통증과 감각이상은 팔로 방사되지 않는다. 신경학적 검사는 정상이고, 방사선

사진에서는 골절이나 탈구의 증거가 없다.

 운동선수에게 ROM을 평가하기 위해서 연속적인 동작을 하게 한다. 만약 환자가 방사통, 감각이상

없이 완전한 ROM을 가지고 신경학적 검사가 정상이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와 안정을 위한 soft 

cervical collar(C-collar)를 처치한다. 일단 통증이 해소되면, 운동선수는 활동에 복귀할 수 있다. 만약

운동선수가 ROM이 제한되면, 목을 보호하고 활동을 제한한다.     

 전후영상(AP)과 측면 굴곡/신전위 영상을 포함하는 방사선 series를 촬영한다. 만약 골절이나 탈구

가 있으면, 적절한 고정과 안정화를 시킨다. 만약 방사선 사진이 음성이지만 증상이 지속되면, 추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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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출을 배제하기 위한 MRI를 촬영한다. 

③ 추간판 손상

 풋볼에서 급성 추간판 탈출증은 드물다. 그러나 급성 발병의 일시적인 신경학적 결함과 음성의 경

추 방사선 사진을 가진 경우는 경추 디스크의 파열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추간판 탈출증의 증상은

방사통에서부터 전척수증후군까지 다양하다. 전척수증후군은 상지, 하지, 또는 사지의 급성 마비와 함

께 발생한다. 관련된 통증과 온도감각 소실은 해당 병변부위 레벨에서 발생한다. 후척주는 진동 감각, 

고유수용성 감각, 가벼운 촉각은 보존된다. 

 높은 정도의 임상적인 의심은 디스크 손상의 오진을 피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만약 디스크 손상이

의심되면, CT 척수조영술이나 MRI를 이용해서 확진한다. 일단 신경학적 증상을 가진 급성 디스크 탈

출로 진단되면, 추체간 융합과 함께 전방 추간판 제거술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접촉 스포츠에서 급성 디스크 탈출의 드문 발생과는 대조적으로 디스크 탈출이나 신경학적 손상이

없는 디스크 손상은 흔하고 만성적인 변화로 특징지어진다. 만성 디스크 변화는 접촉 스포츠 경기에

참가하는 운동선수에게서 자주 보인다.

④ 경추 협착증

 경추 협착증은 고립된 선천적인 관찰 또는 디스크 탈출증 또는 퇴행성 변화 또는 외상 후 불안정

성에 따른 척추관의 전후 직경 감소로 정의된다.

 척추관 협착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영상 기술의 발전과 함께 발달해왔다. 1956년 Wolfe et al

은 단순 측면 경추 사진에서 척추체 후면의 중앙부터 C-3-7 척추의 spinolaminar line의 가장 앞부분까

지의 거리를 측정함으로써 척수를 위한 공간을 측정하는 것을 설명했다. 정상 범위는 14.2-23mm이다. 

13mm보다 작으면 협착증을 고려한다. 측면 단순 방사선 사진에서 측정에 의해 얻은 값은 영상 기술

에서 영상적 확대나 다양성 때문에 왜곡될 수 있다. 척추관의 실제 크기는 CT영상에서 더 잘 평가할

수 있다.

 영상 기술에서의 이러한 변화를 보정하기 위해서 Torg와 Pavlov는 Torg/Pavlov 비율을 고안했다. 

이 비율은 같은 레벨에서 척수에게 허용된 공간에 의해 나누어진 측면 경추 사진에서 특정한 척추체

너비의 측정이다. 측정값이 0.8보다 작으면 경추 협착증과 접촉 스포츠에서 신경학적 손상의 심각한

위험인자를 고려한다. 

 Herzog는 Torg/Pavlov 비율은 위양성 지표가 될지도 모른다고 설명한다. Herzog는비정상적인

Torg/Pavlov 비율을 가진 풋볼 선수의 CT 영상을 보고 비정상적으로 작은 Torg/Pavlov 비율을 가진

선수들의 70%가 정상 크기의 경추 척추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발견은 풋볼 선수

들이 비정상적으로 큰 척추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 설명된다. 이 사실은 Torg/Pavlov 비율이

크다는 것을 말하며, 비율값은 위양성의 결과로 인위적으로 감소된다. 덧붙이자면, Herzog는 0.8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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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Torg/Pavlov 비율과 어떤 일시적인 신경좌상 또는 지속적인 신경학적 결함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

성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American Journal of Sports Medicine에서 Castro et al은 척수 직경 또한

다양하고 협착증의 임상적인 조건에 부합하는 척추관 크기와 척수 직경 사이에는 비교적 차이가 있다

고 설명했다. 

 Epstein은 협착된 척추관은 척수 손상의 사망률과 예후에 영향을 주며 작은 척추관 전후 직경을

가진 환자는 대부분 손상에 따fms 심각한 척수증을 가진다고 결론지었다. Eismont et al은 경추 골절, 

탈구가 있는 98명의 환자를 관찰했을 때 신경학적 손상의 정도가 경추 척추관의 크기와 상관이 있다

고 발견하면서 Epstein의 결론에 동조했다. 그들은 작은 척추관 직경을 가진 환자는 더 심각한 신경학

적 후유증을 가진다는 데에 동의했다. Matsura et al은 척추관 모양과 척추관 중심 직경과 척수손상의

소인과의 상관성을 발견했다.   

 Cantu는 척추관 협착증의 기능적 정의를 지지했다. 기능적인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관의 크기가 너

무 작아서 척수 주위의 척수액의 보호 쿠션 작용이 없어지거나 CT 척수조영술 도는 MRI에서 척수가

변형되었을 때 나타난다. 기능적인 경추 협착증을 가진 어떤 운동선수는 사지마비의 위험성이 증가되

었고 접촉 스포츠 경기의 참가를 억제시켜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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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험 요소

경추 좌상과 염좌는 종종 자동차 사고, 낙상, 스포츠 관련 사고, 머리와 목이 갑자기 홱 재껴지면서

일어나는 기타 외상으로 발생하는 편타 손상의 결과로 자주 발생한다. 그러한 기전에 의한 충격의 속

도는 이동하는 에너지의 양과 가속과 감속의 양과 비례하여 손상의 격렬함과 연관성이 있다. 그러나

돌기사이관절 통증은 연부조직 손상보다 편타 손상 후 가장 흔한 만성적인 목 통증으로 입증되고 있

다. 

 경부 손상은 오랜 기간 동안 발전될지도 모른다(장기간의 비정상적 자세, 만성적으로 반복되는 목

의 좌상). 몇몇의 저자는 운동선수에게서 경부 굴곡 손상 후에 나타나는 신경학적 증상이 발전과 함께

지연되거나 늦은 불안정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설명한다. 약화된 근육 상태 또는 반복되는 근육

손상은 늦은 불안정성에 관여하며 조사자들은 운동경기 전 정상적인 상태와 적합한 준비운동의 중요

성을 강조한다. 

* 일반적인 외상 혹은 원인으로 경추의 좌상/염좌 손상을 이끌며, 여기에는 자동차 사고와 무거운

물건을 끌거나 잡아당기는 경우, 잘못된 수면자세, 비정상적인 상지의 작업, 오랫동안 경직된 자세 등

이 포함된다. 

* 굴곡/신전 손상은 척수증을 지닌 환자에게 있어서 척수신경병증을 촉진시킬 수 있다. 신경근 혹

은 척수의 압박은 기존의 협착 혹은 경추의 척수증에 중추성 허혈상태를 유발한다. 

굴곡/신전 손상, 머리의 손상, 무거운 물건을 들면서 발생하는 목의 손상은 경추의 척수증을 급격하

게 가속화 시킬 수 있다. 

* 반복된 혹은 잘못된 자세는 경추의 좌상과 염좌에 기여한다. 

* Giannoudis와 그 동료들이 한 연구에서는, 외상 심각성의 정도와 편타 손상의 발생정도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음을 밝혔다. 

경추 디스크 손상은 접촉성 혹은 비접촉성 운동을 포함한 운동선수들에서 상대적으로 흔하다. 경추

손상 정보는 축구 선수들의 평가로부터 일차적으로 얻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고위험 운동을

하는 운동선수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 경추 손상과 관련된 운동으로는 축구, 럭비, 아이스하키, 레슬

링, 체조선수, 치어리더, 야구(곤두박질쳐서 미끄러지는), 수영(얕은 물에 다이빙하는 것)이 있다. 

손상은 힘이 적용되는 축의 결과로 종종 일어나며, 과굴곡, 과신전, 전체 손상 패턴에 가중된 회전

의 2차적인 힘에 의해 일어난다. 경추 디스크 질환은 종종 하나의 국소부위에 가장 많이 제한되며, 대

개 단측성이다. 증상을 호소하는 운동선수들에서 신경근 압박은 디스크 후외방 돌출, 복합성 디스크

변성, 골 증식체, 디스크 분절 돌출의 결과일 수 있다. 먼저 있었던 경추 분리증이나 진행성 협착은

long-tract 신경학적 발견에서 중심성 디스크 탈출을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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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단

① 임상 과거력

 정확한 과거력을 획득하는 것은 경부 통증을 가진 환자를 평가할 때 필수적인 것이다. 잠재적으로

심각한 척수나 비척수적인 병리 또는 치료를 방해하는 컨디션인 특정한 적신호의 식별은 매우 중요하

다. 적신호의 결여는 자발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는 증상의 첫 4주 동안 특별한 연구의 필요성을 감소

시킨다. 적신호와 관련된 심각한 척수와 비척수 상태는 다음을 포함한다: 암/악성종양, 감염, 골절 가

능성이 있는 외상, 골절 가능성이 있는 골다공증, 척추 불안정성과 관련한 상태(eg, 류마토이드 관절

염, 다운 증후군), 특정한 또는 진행하는 신경학적 결손(eg. 심한 근무력증 그리고/또는 반사 소실, 대

변 그리고/또는 소변 실금 또는 축적), 척추 기저동맥 부족, 임신

° 위치, 발병일자, 기간, 빈도, 묘사, 분포, 악화인자, 완화 인자를 포함한 통증의 특성에 대한 정확

한 기술을 획득해야 한다.

° 연관통과 방사통을 구별하는 것은 중요하다. 연관통이 더 확산되는 반면, 방사통은 좀 더 구체적

으로 피부분절의 경로를 따른다.

° 디스크 변성을 가진 환자는 정기적으로 몇 주 동안 악화된 만성적인 낮은 강도의 통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다. 

° 경추 추간판성 동통은 국한적인 통증, 연관통, 또는 방사통일 수 있다.

° 기계적 통증은 지속되거나 간헐적일 수 있고, 반면에 화학적 통증은 더 지속적이다.

° 경추성 통증은 오래 앉은 자세, 특히 앉은 자세에서 머리를 돌출시키거나 또는 장기간 굴곡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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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에서 나쁘다. 

° bending position은 또한 경추성 통증을 일으킨다.

° 자세의 빈번한 변화는 안정을 제공한다. 그러나 심한 급성 통증의 경우에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② 이학적 검사 (Physical)

- 자세 평가 : 경부의 강직감, 앞을 향한 목, 구부러진 목, 둥근 어깨, 목이나 어깨의 비대칭성, 목의

기울어짐 혹은 회전, 양쪽 어깨의 높이 차이 등

- 촉진 : 강직감(동작의 감소 혹은 자세의 이상), 경련, 근긴장도, 염발음, 부종, 관절의 종창, 압통, 

압통점, 발통점 등을 나타내는지 확인한다. 척추관절돌기의 촉진은 아픈 관절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는 골관절염 혹은 사고 후의 관절낭 자극 때문이다. 

- ROM : 능동 혹은 수동의 운동범위의 감소가 발생한다. 손상된 경추의 운동범위(특히 종축면)는

무증상과 사람과 장애를 동반한 편타 손상의 사람을 구별하는데 도움이 된다. 경추의 운동범위를 특

별하게 측정하여 건강한 사람과 만성 편타 손상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비교할 수 있다. MCV(Mean 

Coefficient of Variation)를 사용하고 TCROM(Total Cervical Range Of Motion)을 사용하는데, 건강한

사람과 비교하여 환자에서는 TCROM은 상당히 낮고, MCV는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 급성 편타 손상 후 목의 움직임은 분명히 감소한다. 하지만 3개월 이후의 운동성은 대조군과 편

타 손상 환자군이 비슷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 특수운동 : 경추 신경압박은 중앙추간공(신경근 압박으로)의 협소 혹은 측면관절의 압박으로 인하

여 양쪽 견갑골 혹은 팔의 통증을 유발한다. 

- 상지와 하지의 무력, 피부분절 분포에 따른 감각변화나 반사 변화를 포함하는 신경학적 검사

- 사경은 이학적 검사 상 관찰될지도 모르지만, 감소된 ROM이 더 흔히 나타난다. 침범된 근육 또

는 인대의 신장을 일으키는 움직임은 보통 제한된다. 손상부위를 촉진하는 것은 흔히 건을 나타낸다. 

저항에 대항하여 회전, 굴곡 또는 신전시 나타나는 통증은 특정 근육의 염증 또는 손상을 가리킨다. 

후관절 염증으로 인한 통증은 동시에 목의 신전과 회전이 이루어지면 일어난다. 

- 정신상태 : 불안이나 우울한 정도의 감정 변화를 확인한다. 

- 운동기능 : 만약 경추의 방사통이 나타난다면 상지의 힘과 근육량이 감소할 수 있다. 만약 신경근

병이 나타나면, 상지 혹은 하지의 약화가 나타날 수 있다. 

- 팔의 둘레 : 정상의 팔과 전완이 비정상적 팔에 비하여 약간 크게 보인다. 

- 반사 : 경추 방사통에서, MSRs는 연관된 상지에서 감소할 것이다. 하지만, 하지에서는 정상이다. 

반대로, 경추의 척수병증(경추 척수동반됨)에서 원래 분절에 따른 MSRs의 상승이 상지에서는 감소하

며 하지에서는 하지의 강직과 함께, 바빈스키 징후의 양성, 호프만징후의 양성과 함께 증가할 것이다.

- 감각 : 경추 방사통이 발생하고 있으면, 가벼운 감촉으로 인한 통증 혹은 2지점의 구별이 상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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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구역에서 감소하게 될 것이다. 

- 방사통 혹은 척수증에서 상지의 조화력은 감소할 것이다.    

- 보행 : 경추의 척수증에서는, 환자의 보행패턴이 강직의 결과로 이상해진다. 강직은 상지 운동신

경의 이상기능을 나타내며, 반대로 말초신경에 손상을 준다. 

- Spurling test : 경추의 신전과 편측 굴곡을 하며 검사자가 종축의 아래 방향으로 힘을 가하는 것

이다. 이 검사법은 경추 방사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있어서 방사증상을 증가시킬 수 있다. 

•감별 진단 (Differential Diagnoses)

 경추 방사통, 꾀병, 류마티스성 복합근육통, 외상성 뇌손상, 환축 손상과 기능이상, 상완신경총 손

상, 경부 추간판 손상, 경부 디스크성 통증 증후군, 경부 후관절 증후군, 경부 방사통, 운동선수에서의

근막성 통증 등

• 고려될만한 다른 질환 (Other problems to be considered)

 경추 추간판 탈출증, 경추 신경병증, 경추 골관절염, 감염 혹은 골수염, 염증성 류마티스 질환, 정

신기인성 통증 장애, 흉곽출구 기인성 연관통, 경추의 종양 혹은 악성신생물, 경추구조의 혈관성 이상, 

경부 탈구, 경부 아탈구, 경추 급성 골 손상 등

③ 실험실 검사

 실험실 연구는 일반적으로 경추 좌상/염좌 손상의 진단에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감염이나 종양이

관련되었다면 CBC를 구별하고, 만약 염증성 관절염 혹은 다발성 류마티스, ESR의 변화가 동반된 관

절염을 의심할 수 있다.

④ 영상검사 (Image studies)

 염좌/좌상의 특징이 없지만, 방사선학적 검사는 다른 배제진단과 심한 손상을 구분하는데 중요하

다. 방사선 사진은 경추의 염좌/좌상을 평가하는데 유용하다. 

가. MRI

종합적으로 MRI는 비침습적이며 추간판이나 척수의 상태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가장 세부적이며 훌

륭한 영상 연구방법이다. 

MRI는 보통 신경학적 결함이 있는 운동선수 그리고 단순 방사선촬영과 CT영상이 확정적인 단서가

되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할 때 필요하다.

MRI는 신경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환자의 척수와 신경근 손상의 진단에 유용하다.

MRI의 이점은 추간판 탈출증, 인대 파열, 혈종, 척수의 출혈 또는 부종, 척수공동증과 같은 연부조

직과 척수의 이상을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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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또는 골 신티그램은 움직임의 제한, 통증 또는 방사통이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다.

나. X-ray

경추 외상에서 일반적인 방사선 촬영은 초기 영상 연구의 선택을 유지하고 있다. 경추 방사선 사진

은 남용된 과거력이 분명하지 않는 한 촬영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편타 손상 또는 운동으로 인한 강

한 부하의 결과로 발생된 미세현미경적 손상은 일반적인 영상 연구에서 보여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경추 series는 보통 전후(AP), 측위, 사위, 치상돌기 영상을 포함한다. 모든 7 척추는 상상될 수 있어

야 하고 추간판 사이 공간은 전 경추에 걸쳐서 대략 같아야 한다.

측위 영상은 배열과 연부조직 종창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 C3-5의 앞부분과 기도 사이 정상 간격

은 성인에서 5mm이다. 이 간격의 증가는 연부조직 종창과 중요한 손상을 의미한다. 척추 후면은 비

교적 전만을 그리는 직선을 이루어야 한다. 각각의 극돌기의 수평축에 의해 그려지는 선은 정상적인

경부 전만이 나타날 때 척추 후면의 지점으로 집중된다. 전만의 감소는 근육 경련을 암시하는 데 반

해 집중의 감소는 잠재적인 불안정성을 암시한다. 척추체의 배열에서 계단 함몰은 후관절의 아탈구나

탈구 또는 후방골절을 가리킨다. 

 측위영상은 또한 C1과 C2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 치상돌기의 전면과 C1의 앞쪽 고리

의 인접한 후면과의 간격이 2-3mm보다 크면, C1의 비정상적인 이동성을 의미하며 이것은 치상돌기의

골절이나 횡인대 파열 때문이다. 측위 영상에서 서로 인접한 척추로부터 11° 이상의 회전이 나타나거

나 하나의 척추와 연관된 다른 척추 사이의 수평전위가 3.5mm 이상 나타나게 되면 접촉 활동에 참여

하는 것은 절대적인 금기이다. 

치상돌기 또는 개구위 영상은 전후 방향에서 치상돌기를 보여준다. 치상돌기와 C1 고리의 양측 수

평면과의 거리는 같아야 한다. 만약 이 거리가 같지 않으면, 회전식의 아탈구가 나타날지도 모른다. 

사위는 후관절과 신경공을 가장 잘 보여준다. 만약 영상에서 골절, 탈구, 아탈구의 증거가 보이면 환

자의 목을 고정하고 환자는 즉시 정형외과나 신경외과로 가야 한다. 만약 초기 고정된 영상이 정상이

라면 일단 급성 증상이 진정되면 굴곡-신전 측위 영상을 찍어야 한다. 급성 외상의 경우, 굴곡-신전하

는 동안 의인성 신경학적 손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굴곡-신전 영상은 피해야 한다. 굴곡-신전 영

상은 급성 외상 후 아급성기 인대의 불안정성이 있을 때 가치가 있다. 

다. CT 스캔 & CT 조영술

CT 영상은 단순 촬영이 비정상적이거나 촬영상 결론나지 않는 임상적으로 강하게 골절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수행되어진다.

척추체 또는 추궁의 단열, 후관절의 골절, 관강내 파편은 CT영상, 특히 재생된 영상에서 더욱 잘

보여진다. 시상 또는 관상면으로 재구성된 다엽적인 영상은 골절과 수평단면상 최적으로 보여지지 않

거나 비교적 긴 범위인 다른 병소를 더 강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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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영상은 경추의 외상성 골병변을 평가하기 위해 선택하는 영상이다. 

CT는 만약 뼈의 영상이 골절이나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경우에 시행된다. CT는 비록 추간판의 영상

이 좀 낮은 결과를 도출한다 하더라도, 밀실공포증이 있는 환자에게 있어 MRI의 대안이 될 수 있다. 

CT 척수촬영법은 침습적인 영상기법으로 CT나 MRI로 의심되는 병태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주지

못 할 경우 시행된다. 

⑤ 다른 검사

- 전기전단연구

- 근전도

- 신경전도 연구

- 골스캔 : 척추 종양, 감염 혹은 알 수 없는 골절이 의심될 경우 시행한다. 

- 영상형광투시법 : 경추의 비정상적 분절 운동의 증가 혹은 감소를 평가하는데 사용하는 논란이

많은 기법이다. 

- 디스코그라피 : 수술적 평가에 사용하며, 어느 부위를 수술할 지를 결정하는데 응용한다. MRI에

서 분명한 파열을 종종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 디스코그라피는 디스크 기인성의 경추통증을 나타낼

수 있다. MRI가 통증이 되는 디스크를 가장 잘 분별하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거짓 양성과 높은 거짓

음성을 나타낼 수 있다. 디스코그라피는 수술부위에 직접 작용하여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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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추 디스크 질환 Cervical Dsc Diseases
(1) 개요

 경추 추간판 질환은 모든 척추 추간판 질환의 36%에 달하며, 이는 모든 척추 추간판 문제의 62%

에 달하는 요추 디스크 질환에 이어 두 번째이다. 경추의 문제는 요추의 문제보다 신체의 약화를 덜

유발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것은 요추의 문제들처럼 개인이 자주 일을 놓치게 되지는 않는다.

 정형외과 방문 환자 중 1/5은 CDP(Cervical Discogenic Pain) 때문이고, C5-6과 C6-7의 문제가 대

략적으로 75%에 달한다. C7은 문제에 포함되는 가장 흔한 신경 뿌리이다. CDPS(Cervical Discogenic 

Pain Syndrome)는 처음에는 근위의 증상을 나타내다가, 나중에는 상완신경통으로 진행할 수 있다.

 경추디스크 장애는 수핵탈출증(HNP), 퇴행성 디스크질환(DDD), 추간판 내장증(IDD)을 포함한다. 

수핵탈출증은 디스크를 채우고 있는 물질이 척추체의 후면을 넘어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환모양

의 섬유가 대부분 탈출한다. 퇴행성 디스크질환은 디스크가 퇴행성으로 환 모양으로 찢어진 것, 디스

크 높이의 소실, 핵의 감소이다. 추간판내장증은 외부적 디스크 기형을 동반하지 않는 환모양의 열상

이다. 경추 신경뿌리병증은 디스크 탈출이나 협착에 의한 신경 뿌리의 상처에서 기인할 수 있는데, 특

히 대부분 척추사이구멍협착증이 신경뿌리 분포에 침범하여 감각, 운동 또는 반사 장애를 발생시킨다.

 경추디스크 장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해부학적, 생체역학적 지식이 요구된다. 추간판은

충격을 흡수하고 움직임과 지지를 제공하며 척추체를 분리하여 추간공의 높이를 유지한다. 디스크는

기이하게 위치된 수핵과 그 주위를 환 모양으로 둘러싸며 C2부터 T1까지의 각 분절을 분리시키는 섬

유로 구성된다. C1과 C2사이에는 디스크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인대와 관절낭이 과도한 움직임을

제어한다. 디스크의 퇴행과 탈출은 척수, 신경뿌리에 손상을 줄 수 있으며 협착이나 근막동통증후군을

유발시킨다.

 경추 신경근병증은 경추의 신경근의 손상이다, 경추 신경근 7번(60%), 6번(25%)이 가장 흔하게 손

상받는다. 젊은 인구에서 경추 신경근병증은 추간판 탈출증이나 급성 손상이 추간공 압박을 일으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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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발생한다. 추간판 탈출증은 경추 신경근병증의 약 20-25%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대가 높은 환

자군에서는 종종 경추 신경근병증은 골극 형성과 감소된 추간판 높이, 전방의 uncovertebral joint와 후

방의 후관절의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추간공이 좁아지는 결과로 발생한다. 

 위험인자들은 25파운드가 넘는 물체를 들어 올리는 수동적 노동, 담배, 운전 혹은 진동기구 조작

등이 있다. 덜 관련이 있는 인자로는 척추 종양, 경추 윤활종의 확장, 경추 후관절의 활액막 연골종증, 

경추 뿌리 혈관의 거대세포 동맥염, 그리고 척수 감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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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태생리학

•기능적 해부

7개의 경추와 8개의 경추 신경근이 존재한다. C1-2사이 관은 상위 경추 분절을 형성한다. 이 관절

은 약 경추의 회전은 약 50% 가능하게 한다. occipitoatlantal joint가 굴곡과 신전기능의 약 50%를 담

당한다. C2-3이하부터는 경추의 외측 굴곡은 동측 회전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짝을 이루게 된다. 이것

은 경추 후관절의 45도 경향성으로 인한 것이다.

C3-C7까지의 추체는 외관과 기능 모두 유사하다 .이들은 후방으로 후관절을 통하여 관절면을 형성

하고 있다. 추체의 바깥쪽의 면은 날카롭게 정제된 모서리로 이것은 관절면을 형성하고 있다. 이 교합

들은 uncovertebral 관절 혹은 Luschka 관절이라 칭한다. 이 관절들은 추간공을 좁히게 되는 골극을 형

성할 수 있다. 

추간공은 C2-3사이가 가장 크며 점진적으로 C6-7 level로 갈수록 크기가 줄어든다. 신경근은 추간공

면적의 25-33%를 차지한다. 신경공은 앞안쪽면으로 uncovertebral 관저로 뒤바깥쪽면으로는 후관절로

구분되며, 위쪽으로는 추골 윗부분의 경에 의하여 아래쪽으로 아래 추골의 경에 의하여 구분된다. 안

쪽으로 추간공은 종판의 모서리와 추간판에 의하여 형성된다. 신경근은 추체인 C2에서부터 C7을 따

라 순차적으로 위에서부터 존재한다. C1은 뒷통수와 고리뼈 사이에 위치하여 C8은 C7추체 아래에 위

치하게 된다. 추간공을 형성하는 구조의 퇴행성 변화는 신경근 압박을 일으킬 수 있다. 이 압박은 골

극의 형성과 추간판 탈출증 그리고 상기 두 가지의 조합으로 발생 할 수 있다.

경추는 트렁크에 관련하여 머리의 폭넓은 범위의 운동(ROM)를 허용한다. 안정도와 신축성은 운동

을 제어하고 척추에 적용된 힘을 흩뜨리도록 요구된다. 해부학과 기능의 큰 차이는 occiput-C1, C1-2 

(상부 콤플렉스)과 C3-C7 (더 낮은 콤플렉스) 레벨 사이에 존재한다. 

8개의 모션 분절은 occiput과 T1 사이에 발생한다. C1과 C2 사이에는 디스크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첫번째 추간판은 C2와 C3의 사이에 있다. 

추간판은 외부 섬유성 고리와 내부 속질핵으로 구성된다. 

추간판은 앞쪽이 더 두껍고, 보통 경부 척주 전만에 기여하는 것이다. 

C6-7 디스크는 경추의 가장 두꺼운 디스크이다. 

속질핵과 섬유성 고리의 내부 2분의 1은 무혈성이고, 확산, 압축, 탈수와 액체의 흡수를 통해 영양

을 제공받는다.

섬유성 고리, 특히 바깥 1/3 부위는 동척추 신경과 척추 신경을 자극하여 발견되었다.

척추 신경(autonomic root)이 주로 교감 신경 계통으로부터 파생되는 반면, 동척추 신경은 복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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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somatic root)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척추 신경 또한 디스크로부터 구심성으로 운반할 수 있는 가능

성을 제안하는 경추 복부가지와 연결되어 있다.  

섬유성 고리 안의 침해수용기와 기계적 수용기는 추간판 자체의 구조적 분열이나 또는 포스포리파

제 A2의 화학적으로 중재된 염증 효과로부터 통증 전달을 중재한다.

파치니 소체와 골지 건 기관은 추간판으로부터 자기수용의 정보를 전송하는 고리의 바깥 1/3부분인

posterolateral 지역에 존재한다.

성인의 목 디스크는 앞쪽으로 반월형의 모양을 가지는데, 양측에 있는 구추관절에 반월형의 정점이

있다. 뒤의 고리 부분에는 많은 수직의 fissure가 있는데 추간판 조영술이나 육안적 검사에서 퇴행된

모습을 보인다. 게다가 목 디스크의 핵은 허리 디스크와 비교할 때 덜 중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경추

디스크와 비교할 때, 허리 디스크의 핵은 디스크의 중앙에 잘 제한되고, 뒤 고리는 상대적으로 온전하

게 남아있는 경향이 있다. 또 허리 디스크의 고리형 균열은 사실상 원주형 또는 방사상 모양인 경향

이 있다.

• 병태생리학

 HNP의 징후는 유형에 따라 구분된다. 디스크 팽만(bulge)은 일반적으로 대칭적인 디스크 가장자

리의 탈출로, 인접한 척추의 종판을 넘어 탈출한 것이다. 디스크 돌출(protrusion)은 수핵 물질이 탈출

한 것으로, 환 모양의 결함으로 인해 디스크 가장자리가 중점적으로 확장된다. 디스크 탈출(extrusion)

은 수핵 물질의 탈출로 인해 수핵의 기시점으로부터 전방의 경막 외로 덩어리가 형성되어 붙어있는

모양인데, 종종 척추뿌리를 통과한다. 디스크 분리(sequestration)는 디스크로부터 물질이 분리되는 것

으로, 궁극적으로 척추관에 놓여있다.

 전형적인 탈출은 이차적으로 후방측면의 핵에 압력을 발생시킨다. 탈출은 하나의 외상성 사건에

의해서는 거의 기인하지 않는다. 급성 외상성 경추 HNP는 중심척수증후군의 주요 병인학적 역할을

한다. C6-C7 디스크 탈출은 다른 레벨의 디스크보다 더 자주 발생한다.

 급성 디스크 탈출은 proteoglycan과 인지질 분해효소(phospholipase)가 수핵으로부터 나와 유발되는

화학적 염증반응인 화학적 신경뿌리염을 통해, 또는 직접적으로 신경 뿌리를 압박함으로써 척수 신경

근통을 유발한다. 인터루킨6과 산화질소 또한 디스크로부터 나와 염증을 유발하는 역할을 한다. 화학

적 신경뿌리염은 신경뿌리를 단독으로 압박함으로써 HNP로 유발되는 통증의 가장 주요한 요소인데, 

비록 감각신경 뒤 뿌리 신경절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항상 통증을 유발하지는 않는다. 디스크 탈출은

신경학적 증상을 동반하는 신경 탈수초 현상을 유도할 수도 있다. 경추 HNP는 급성기 동안 재흡수될

수도 있다. 실제로 연구에 의하면 잦은 탈출의 재흡수와 퇴행성 증상과 연관된 탈출의 해결은 경추

척수신경근통의 보수적인 치료방법을 지지한다.

 드물게 외상으로 유도된 경추 C2-C3 HNP증후군은 구체적이지 않은 목과 어깨의 통증, 주변부의

감각이상, 근육병증보다는 신경근병증, 하지보다는 상지의 운동 및 감각신경의 기능이상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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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절의 과부하에 의한 척추증(spondylosis)으로 유발되는 중간 그리고/또는 하부 경추의 움직임의

감소는 노인 환자에서의 상위 경추 디스크를 촉발시킬 수 있다. 치아 후면의 디스크는 상부로 이동하

는 C2-C3 HNP에서 기인할 수 있다. 몇몇의 케이스 리포트에서는 Brown-sequard 신드롬으로 유발되

는 경추 HNP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선천적으로 통증에 둔감한 환자들에게서 이례적으로 신

경뿌리 증상과 관련이 없다.

 경추 신경근병증은 기계적 신경근 압박 또는 극심한 염증(ex. 화학적 신경근염)에서 기인한다. 특

히, 신경근 압박은 디스크 돌출(protrusion)에 의해 신경근 전방의 가장 좁은 분절인 추간공 입구와

uncovertebral 골극, 후방의 상부돌기, 황색인대, 치근 주위의 섬유조직에서 발생할 수 있다.

 디스크 높이의 감소, 하부 Z-관절 비대에 의해 발생하는 나이와 연관된 추간공 넓이의 감소는 후

에 신경근에 영향을 준다. 모든 신경근병증의 5~36%가 경추에서 발생한다. 신경근 레벨에 따른 경추

신경근병증의 빈도는 다음과 같다: C7(70%), C6(19-25%), C8(4-10%), C5(2%).

 경추 신경근병증의 가장 큰 원인은 추간공의 잠식(70-75%)이다. 이 원인은 다원적인데, 디스크의

퇴행과 Luschka의 uncovertebral 관절과 zygapophyseal 관절의 퇴행을 포함한다. 요추의 장애로 이어지

는 경추의 HNP는 신경근병증의 단지 20-25%에 불과하다.

 경추 퇴행성 디스크 질환은 연령과 관련된 변화에 의한것이 일반적이나 일상생활, 유전적, 흡연, 

영양, 운동 등의 조건에 의해서도 또한 영향을 받는다. 퇴행성 디스크 변화는 방사선촬영에 의해 관찰

되는데 단순한 노화를 반영할 수는 있지만 증상적 과정을 필수적으로 명시하지는 않는다.

 디스크는 20대에 퇴행성 변화로부터 시작된다. 반복적인 사용 후 수핵 후측면으로부터 주변부가

찢어지는 형태로 발생한다. 수차례의 주변부의 찢어짐은 합쳐져 방사상의 찢어짐이 되는데, 이는 방사

상 열상으로 진행하는 과정이다. 디스크는 찢어짐과 함께 파괴되어 디스크 밖으로 탈출한다. 디스크

높이의 감소는 차후 핵 주변부의 팽출을 동반한다. proteogylcan과 물이 열상으로부터 탈출하여 핵이

저하되고, 디스크 공간이 더욱더 얇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척추 경화증과 골극 형성으로

이어진다.

 경추 디스크 변성 질환군을 고려했을 때, 연령 관련 형태학적 변화는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추간

판은 수핵성 하중지지 구조이다. 수핵은 갇혀있으며, 섬유륜 내에 존재하는 잘 국한(구축)된 액체이다. 

축을 전환하는 것에 대한 수핵의 기능들은 섬유륜과 척추 종판에 인장력에 부하된다.

 인생의 첫 20년 동안, 인대 종판을 통한 디스크 돌출의 진행이 관찰된다. 퇴행성 변화는 50세가

되기 2/3 동안 뚜렷하며, 추간판 높이가 소실되고 골증식체가 진행되는데, 특히 척추 종판에서 기원한

다. 후관절, 후관절낭과 황색 인대 비대는 잠재적으로 추간공과 중심 척추관을 위험하게 한다. 디스크

가 변성됨에 따라 정수압은 감소한다. 

 디스크 내의 누르는 힘 때문에 디스크 물질은 방사형 균열이 초래되는 경향이 있게 되는데, 이는

최소 저항의 경로이기 때문이다. 한번 방사형 균열이 완전하게 되면, 디스크는 탈출하려는 성향이 생

기게 된다. 바깥 섬유륜 벽을 통한 관통은 herniation(extrusion, 탈출)으로 정의한다. 후종인대(PLL)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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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통한 디스크 탈출은 수핵이 빠져나간 탈출을 나타낸다.  

 후종인대에 의해 갇혀있던 채로 있는 것은 수핵이 빠져나가지 않은 탈출이라고 말한다. 일차적인

섬유륜 파열은 말초에서부터 발생한다. 이는 테두리 부위라고 부른다. 이러한 과정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섬유륜과 수핵의 가장자리는 콜라겐 3형의 침윤으로 유착되며, 젤라틴 타입의 수핵은 교체된다. 

디스크는 점차 섬유화된다. 

 수핵 탈출의 가장 큰 위험은 젊은 연령군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젊은 연령군의 수핵물질이 심각한

팽창을 발생할 수 있어서 국소적인 탈출을 유발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심각한 디스크 변성은 수

핵 조직이 결핍되고; 따라서 분열에 필요한 힘을 발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디스크 탈출은 노인에서는

보기 드물다. 디스크 탈출이 발생했을 때 일차적으로 후종인대의 가장자리 바깥 디스크의 후외방 측

면이다. 이곳은 강화가 취약한 명백한 곳이다. 

 추간판 내장증은 외적으로 디스크의 기형이 없이, 디스크 내부의 병리적인 고리모양의 열상이다. 

이 장애는 경추의 굴곡과 회전으로 유발되는 고리모양의 손상 또는 목뼈손상 등의 외상과 관련한 수

핵의 저하로 기인한다. 고리모양의 외부 디스크 자극은 통증의 주요한 원인이다. 경추 퇴행성 디스크

질환은 궁극적으로 추간판 내장증으로 진행된다.

 통증이 심하여 잠에서 깨는 것은 부적절한 베개를 사용하거나 잠자는 동안 부적절한 자세를 취한

것과 관련된다. 1959년 Ralph B. Cloward는 목 추간판조영술을 사용하기에 추천되는 경추 유형을 출

판했다. 그는 경추디스크의 앞가장자리 쪽을 자극하는 것이 동측의 견갑골에 통증을 만들어낸다는 것

을 발견했다. 디스크 앞면의 가운데의 자극은 어깨가운데인 등의 중앙에 통증을 만들어낸다. 

 Cloward는 C6-C7 디스크로부터의 통증이 견갑골의 아래각에서 느껴졌다고 기술했다. C5-C6디스

크로부터의 통증은 중앙 견갑골선의 중간에서 느껴졌다. C4-C5디스크로부터의 통증은 척추와 위쪽

angle에서 느껴졌다. C3-C4디스크로부터의 통증은 C7 극상돌기와 승모근의 후부 경계로 참고되었다. 

Cloward는 또한 posterolateral 부분에 디스크 돌출을 가진 환자를 자극할 때 앞쪽 부분에 디스크를 가

진 환자를 자극할 때보다 더 민감하다는 것을 발견했고 또한 견갑골의 vertebral border에서부터 어깨

와 상완의 팔꿈치만큼 자극이 퍼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중심선 뒤쪽의 디스크 돌출부는 5번 경추에서 2번 흉추 극돌기의 중심선 근처에 있으며, 위쪽 디

스크는 좀 더 머리 쪽으로, 아래쪽 디스크는 좀 더 꼬리 쪽의 제한된 영역의 통증과 관련되어 있다. 

광범위한 디스크 파열과 변성이 있을 때, posterolateral 부분과 midline posterior부분의 결합이 발견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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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험요소

 HNP는 반복적인 경추의 자극 또는 드물지만 하나의 외상성 사건에 의해 기인한다. 진동적 자극, 

무거운 물건 들기, 지속적인 좌위, 목뼈손상 사고, 잦은 가속/감속 등의 증가된 위험에 의해 발생한다. 

디스크 퇴행성 질환은 자연적 노화의 일부이지만, 결핍된 영양, 흡연, 죽상동맥경화증, 직업과 연관

된 활동, 유전 등에 의해서 또한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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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 내장증은 목뼈손상, 경추의 굴곡/회전에 의한 손상 등을 포함하는 경추의 외상과 반복적인

사용에 의해 발생한다.

경추 신경근병증은 탈출된 디스크 물질이나 협착, 프로테오글리칸 매개성의 화학적 감염 등에 의한

이차적인 신경근 압박에 의해 기인한다. 흡연과 특정 직업적 활동 또한 경추 신경근병증을 발생시키

는 경향이 있다.

• 퇴행성 변화

 퇴행성 변화는 아래의 경추에서 더 빨리 나타나는데, 가장 심각한 변화는 C5-6과 C6-7 level에서

나타난다. Kramer에 따르면, 광범위한 운동에 의한 경추 추간판의 기계적인 영향이 단단한 흉추와 연

관되어 경추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경추디스크가 흉추나 요추에 비하여 사각

형 센티미터당 부하가 크게 걸린다. 경추의 퇴행성 변화는 첫 번째로 추간판에서 나타나는 데 30, 40, 

50대에 나타난다. 

 퇴행성 디스크 변화는 추간판의 높이와 척추의 종말판에서 시작하는 골극의 발달로 평가된다. 이

러한 변화는 충격-흡수 수용력을 감소시키고, 비정상적인 힘을 전달하여 척추관절돌기에 부하를 증가

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므로 목 척추관절돌기의 퇴행성 변화는 보통 추간판 디스크의 변성을 따

른다. 감소된 추간판 공간과 비대해진 파셋 조인트의 퇴행은 추간공을 좁히는 원인이 되며, 이는 빠져

나오는 신경을 잠재적으로 압축하여, 방사통과 관련이 될 수 있다. 

 퇴행성 디스크 변화는 추간판의 높이와 척추의 종말판에서 시작하는 골극의 발달로 평가된다. 이

러한 변화는 충격-흡수 수용력을 감소시키고, 비정상적인 힘을 전달하여 척추관절돌기에 부하를 증가

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크리프(creep)는 최대한으로 ROM에 도달하고 끊임없는 힘이 콜라겐 구조에 가해진 후에 발견할

수 있는 움직임이다. 크리프는 콜라겐 섬유, 프로테오글리칸과 수분을 함유한 인대 또는 압박을 받는

캡슐의 점진적인 재배열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속질핵의 수분 함유량이 디스크 변화와 노화로 감

소하는 것처럼, 물을 흡수하고 압착 하중을 분포시키는 능력도 감소한다. 그 결과 압력에 의해 증가된

크리프는 고리를 무능력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Hickey와 Hukins는 인대가 그들이 휴식기 길이의 4% 이상 늘어나면, 회복할 수 있는 손해가 따른

다고 보고했다.

 디스크 퇴행이 계속 되면, 핵과 고리 사이의 구별이 점차 사라지게 된다. 반전된 프로테오글리칸의

측면 사슬은 흡수력을 잃으면서 감소한다. 이 과정 동안, 디스크 내의 전체적은 콜라겐 함량은 증가한

다. 중요한 고리 파열은 처음에는 주변부에서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테두리 장애(rim lesion)서 언급된

다. 과정이 계속 진행되고, type3 콜라겐이 침투된 고리와 핵의 margine이 융합되면, 젤라틴으로 된

핵은 대체되고 디스크는 섬유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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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추 신경근병증의 원인

 경추 신경근병증의 자연사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염증과정을 포함하는 신경근병증의

병태생리는 신경근 압박에 의하여 시작된다. nitiric oxide, 프로스타글란딘 E2, 인터루킨-6 등 염증 매

개체 및 금속단백분해효소가 탈출된 추간판에서 분비된다. 이것은 신경근의 부종을 야기한다. 압박은

추간판 탈출과 신경공에 대한 퇴행성 변화 혹은 이두가지의 조합으로 발생하게 된다. 경추 디스크 병

증을 가진 환자에 대한 연구는 신경근 눌림으로 상하지 통증이 야기되는 반면 추간판의 압력이 목과

견갑골 내연으로의 통증을 형성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추간판 내부로의 주사와 전기적인 추간판으

로의 자극의 결과는 또한 목의 통증이 손상된 바깥 섬유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목의

근육 경련은 또한 추간판의 전기적인 자극 후에 발견될 수 있다. 

• 목 추간판성 통증 증후군(CDPS)의 원인

 목 추간판성 통증 증후군의 취약, 유발 인자는 나쁜 자세로 오래 앉아 있는 것(eg, 머리를 돌출시

킨 자세), 자주 굴곡 시키는 것, 갑자기 기대하지 않은 운동과 외상을 포함한다. Harms-Ringdahl은 돌

출된 좌위를 유지함으로써 증상이 없는 개인에게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었다. 연구의 모든 대상은

2-15분 내에 경부통이 나타났다고 보고되었다. 올바르지 못한 좌위나 와위 자세에서 고정된 부하는

결국 경추의 문제를 일으킨다. 올바르지 못한 자세는 또한 외상이나 경부 골절로 인해 이미 지속중인

경부 통증을 강화시키거나 영속시킬 수 있다.

 Kramer는 그의 환자 중 대부분의 환자가 어떤 특별한 이유없이 통증이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또 경추의 빈번한 굴곡은 경추로부터 증상이 발생하게 하는 또 다른 취약요소이다. 특별히 돌출된

자세에서, 머리와 목의 측굴과 회전을 포함한, 갑작스러운 기대하지 않은 움직임은 목 통증의 유발 요

인이 될 수 있다. 경추에 대한 외상은 스포츠와 연관된 경추 부상이나 심각한 모터차량 사고의 결과

로 일반적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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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단

① 이력 (History)

아래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 통증 발병일과 관련된 정보(ex. 돌연한 발병은 급성 손상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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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 이후의 시간

* 손상의 메커니즘

* 주 통증과 부수적 통증의 비율 대비 (ex. 90%의 목 통증 vs 10%의 상지 통증)

* 발견되지 않았으나 가능성이 있는 전체적인 병증에 대한 검토 (ex. 열은 감염을, 체중감소는 악성

종양을 암시한다)

전형적인 신경근 침범을 동반하지 않은 추간판성 통증은 모호하고 분산되어 있으며 축 방향으로 분

산되어 있다.

* 디스크에서 상지로의 연관통은 대개 피부분절을 따르지 않는다.(nondermatomal)

* 디스크 사이의 압력을 증가시키는 활동(ex. 들기, Valsalva 동작)은 통증을 심화시킨다. 대조적으

로, 와위자세는 디스크 사이의 압력을 감소시켜 편안함을 준다.

- 운전에 의한 진동자극 또한 추간판성 통증을 악화시킨다.

- 주요 운동 혹은 감각신경의 관련성이 존재할 경우, 이에 의하여 척수 신경근통은 깊고 둔하며 날

카롭고 화끈거리며 전기가 통하듯 하다. 

* 척수 신경근통은 피부분절 혹은 근육분절 방향을 따라 상지에 발생한다.

* 경추 척수 신경근통은 주로 견갑내측으로 방사되며, 후두, 어깨, 팔로도 방사될 수 있다.

* 목의 통증은 반드시 동반되는 신경근병증은 아니며,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

* 환자는 통증 외에도 사지 원위부의 저림이나 근위부의 소력감 등을 호소할 수 있다. 비대도 존재

할 수 있다.

* 한 연구에서는 경추 HNP로 유발되는 열의 변화(ex. thermatomes)가 특히 상지에 분포한다고 입

증하였다.

* 경추 신경 뿌리의 기계적인 자극은 연관되는 신경근 증상(ex. dynatome)이 감각적 결손에 따라

기존의 피부분절 지표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경추 신경근병증의 history taking 

질문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한다.

# 우선 환자가 가장 불편하신 곳이 어디십니다? (통증, 마비, 쇠약, 증상의 위치 등)

- 0에서부터 10까지의 시각 아날로그 척도(VAS)를 사용하여 환자가 인지하는 통증의 정도를 파악

하도록 한다.

- 해부학적인 통증 그림 역시 임상의가 빠른 환자 통증 양상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증상이 어떠한 활동 혹은 머리를 움직일 때 증가 혹은 감소하나요?

- 이정보는 진단과 치료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언제 부상이 발생하였는지, 어떤 부상의 메커니즘이었는지 그 당시에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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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이전에 비슷한 증상이나 국소적인 목의 통증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환자가 경추 척수병증이라고 의심될만한 증상, 예를 들어 보행의 변화, 장 혹은 방광의 기능장애

또는 하지 감각장애 혹은 무력증은 없으셨습니까?

# 환자가 이전에 어떤 치료를 받았습니까?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될 수 있다.

- 한랭 혹은 온열 요법

- 약물(아세트아미노펜, 아스피린, NSAIDs)

- 물리적 치료, 견인. 조작

- 수술적 치료

# 사회력은 환자의 스포츠 활동, 직업 그리고 담배나 알콜 섭취 여부에 대하여 포함하여야 한다. 

경추 신경근병증의 전형적인 환자는 잠행성 발생이후 목과 팔의 불편감을 호소한다. 이 불편감은 둔

한 통증에서 심각한 타는 듯한 통증까지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통증은 견갑골의 내측 모서리에 따라

나타나며 환자의 주 호소는 어깨 통증이다. 신경근병증이 진행됨에 따라 통증은 윗 팔에서 아래팔 및

손까지 방사되어 나타나는데 신경근이 지배하고 있는 감각 구역에 따라 증상이 발현된다.

# 연령대가 높은 환자들은 이전에 목의 통증이 있었을 수 있고 경추의 관절염을 앓았던 병력이 있

을 수 있다.

# 급성 추간판 탈출증이나 갑작스런 신경공의 협소는 급격한 경추의 신전, 외전, 회전, 축하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상들 또한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환자들은 추간공이 좁아지는 목의 위치에 따라

증가되는 통증의 양상을 호소한다. 

# 많은 환자들이 보고하기를 그들의 어깨를 외전시킬 때 혹은 머리 뒤에 손을 올릴 때 근성 증상

이 감소된다. 이 수기법은 신경근의 긴장을 덜어줌으로써 증상을 경감 시켜주는 것이라 생각 된다.

# 환자들은 또한 신경근 피부분절에 따라 저림, 마비감. 감각저하 등의 감각의 변화를 동반

할 수 있다.

# 몇몇 환자들은 운동 능력 약화를 호소하기도 한다. 환자들 중 낮은 비율에서 심한 통증이나 감

각 불편 없이 쇠약만 나타나기도 한다.

② 이학적 검사 (Physical)

경추 추간판성 동통을 가진 환자의 신체적 시험에는 척수병증의 잠재적인 신경학적 결손을 위한 평

가가 포함된다. 환자를 평가하는 동안, 변형된 균형과, 구부림과 wide-base 걸음, 위약, 상지의 감소된

감각, 상지에서의 하위 운동신경원, 하지에서의 상위 운동 신경원을 찾아야 한다. 

신경근병증 없이 탈장된 속질핵(HNP)을 가진 환자는 제한된 ROM과 연관통을 가질 수 있으며, 그

것이 compression test에 의해 유도될 수 있다. 신경근병증을 가진 HNP 환자는 제한된 ROM과 신경

근통, 피부분절상의 감각소실, 근분절 분포에서 감소된 힘, 근긴장 반사의 감소를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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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ermitte 테스트는 환자가 앉은 자세에서 목을 구부린 채 수행된다. 이 테스트는 척추 아래로 전기

느낌의 감각을 만들 수 있고 때로는 사지 말단까지 전기 느낌의 감각을 만들 수 있다. 이 전기 느낌의

감각은 경추성 척추증, 목 척수병증, 종양에 부차적인 경부 척수 관련 질환과 다발성 경화증을 가진

환자에서 보고되었다. Lhermitte 징후는 전기적인 충격 요법을 척추에 방사시키는 방법으로 몇몇 환자

는 상하지의 자극의 방사를 느끼고 목의 굴곡이 유도된다. ; 그러나 Lhermitte 징후는 경추 신경근병

증에서는 음성으로 나타나야 한다. 수기적 견인이 목과 상하지의 증상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 다른 도움이 되는 임상적인 사인은 파열된 경추 디스크의 경우에 팔을 외전할 시 통증이 완화되

는 경우이다. 

팔의 위치에 따른 통증의 무변화는 질병이 소공협착을 가진 척추증일 때 일어난다.

Spurling test, 축 방향 견인, 어깨 외전 테스트는 목 디스크 질병에서 신경뿌리에 압력을 가하는 진

단을 위해 특이도는 높으나 민감도는 낮다. 낮은 민감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테스트들은 목과 팔 통

증을 가진 환자의 임상적인 검사로 가치가 있다. Spurling test는 아마도 가장 경추 신경근병증 진단하

기 위해 확인시키는 가장 좋은 검사이다. 이것은 환자의 목은 신전시킨 채로 머리를 회전하고 아래쪽

으로 힘을 가함으로 실시하는 검사방법이다. 이 검사는 만약 머리가 회전된 동측방향으로 상지에 방

사되는 통증이 있을 경우 양성이라고 판단한다. Spurling test는 높은 특이성 때문에, 경추 신경근병증

의 진단에 유용하다. 그러나 Spurling test상 음성이어도 그것의 낮은 민감성 때문에 신경근병증의 진

단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척수신경근통을 가진 환자는 또한 경추 ROM의 감소를 나타낸다. 통증은 목 신전과 회전 또는

Spurling 동작(환자의 목이 확장, 측굴된 상태에서 아래로 숙이는 동작)에 의해 악화되며, 이는 신경근

증상을 이끌어낸다. 통증은 목의 굴곡 또는 증상이 나타나는 상지를 두정부 이상으로 외전하였을 때

호전된다. 통증을 느끼는 정도의 감소, 촉각의 둔화, 진동은 상지 원위부에서 나타난다. 근위부의 소력

감은 명백한 운동신경의 절충이 존재할 때 나타나는데, 이 증상은 통증과 연관 있는 소력감을 명확하

게 구분지을 수 있다. 반사의 부재 혹은 감소는 신경근 레벨의 존재에 해당한다. 상, 하지 반사의 증

가 혹은 다른 상부운동신경 징후는 근육병증과 적극적인 진단 평가의 권한을 암시한다.

신경근 침범을 동반하지 않는 추간판성 통증 환자는 경추 ROM의 감소, 신경학적 검사상 정상, 종

축성 압박으로 인한 발생 가능한 통증의 악화, 산만함을 동반한 통증의 경감을 입증한다.

최초로 유발됐거나 다른 병리학적 과정에서 이차적으로 발생한 근막성 압통점 혹은 유발점(trigger 

point)이 대개 감지된다.

후방에서 전방으로 움직일 때 발생하는 압통(tenderness)은 디스크의 병적 이상을 암시한다.

수동적 경추 견인검사역시 이학적 검사로 사용 될 수 있다. 앙와위에서 부드럽게 수기로 견인하면

종종 신경근병증의 환자의 목과 상하지의 증상이 감소하게 된다.

※ 이학적 진단의 과정

가. 관찰 (Ob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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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검사는 환자의 병력을 평가하는 동안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때에는 머리와 목의 위치와 정

상적인 대화 도중에 움직임을 포함하여야 한다. 전형적으로 환자는 그들의 머리를 부상 받은 쪽의 반

대편으로 기울거나 목을 곧추 세우게 된다.

- 능동 ROM은 일반적으로 감소하게 되는데 특히 신전 및 회전, 측굴 그리고 영향을 받은 신경근의

방향 혹은 반대편 둘 다에서 나타나게 된다.

- 손상 받은 반대쪽으로 측굴시 증가하는 통증은 탈출된 수핵이 신경근 방향으로 전위가 증가함으

로서 발생할 수 있고 반면에 동측으로 측굴시 통증은 신경근의 위치에서 신경근이 압착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나. 촉진 (Palpation)

- 촉진시 압통은 보통 경추 paraspinal muscle 을 따라 나타나며 이것은 보통 손상된 신경근의 동측

을 따라 더 자주 보고 되고 있다.

- 근육 압통은 증상이 나타나는 장소의 근육에 따라 존재 할 수도 있다. (견갑골 내연, 팔의 근위부, 

바깥쪽 위관절 융기) 

- 통증이 있는 근육의 관련된 고긴장성 혹은 촉진시 경련이 발생할 수도 있다.

- Letchman et el은 경추 신경근병증은 신경근병증의 위치에서 증가된 긴장된 점들과 연관되어 있

고 연관된 신경근에 의하여 분포된 근육 방향으로 편향됨이 나타난다. 이 연구에서는 단순히 통증뿐

아니라 압통 역시 신경근병증으로 언급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다. 운동 기능 평가 (Motor)

- 수동 근육 테스트는 손상 받은 신경근의 위치를 이학적 검사로 감별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 

근육 분절상 미약한 무력감을 탐지하는데 수동 근육 테스트를 시행해야 한다.

- 손상 받은 쪽의 팔다리를 중력의 반대방향에 위치시키고 근위부에서 원위부로 저항을 가한다. 예

를 들어 extensor carpi ulnaris 근육을 시험하기 위해서라면 환자의 전완을 엎친 상태에서 테이블에 놓

거나 지지상태를 유지시킨다. 환자가 그 후 손을 신전시키도록 지시한 후 팔을 척골 쪽으로 빗나 가

게하고 검사자가 5번째 metacarpal bone의 배면으로 저항을 가한다. 근력은 0에서부터 5까지 척도로

등급을 매긴다.

*0-근육 수축 없음

*1- 근육 수축하나 관절이나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음

*2- 근육이 관절이나 팔다리는 움직일 수 있으나 중력에 대항할 수 없음

*3- 근육이 중력에 대항하여 관절이나 팔다리를 움직일 수 있으나 총체적 운동 범위는 불가함

*4- 근육이 관절이나 팔다리를 ROM상 모두 움직일 수 있으나 대측대비 저항에 대항하는 힘이 떨

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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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육 힘의 정상(대측대비)

- 삼각근, 극상근, 극하근, 이두근의 근력저하는 C4-5 level의 문제를 암시한다.

- 이두근, 상완근, 회외근, 요측수근신근 근력저하는 C5-6 level의 문제를 암시한다.

- 삼두근, 요측수근굴근의 근력저하는 C6-7 level의 문제를 암시한다.

- 척측수근신근, 척측수근굴근, 신근, 무지내전근, 총지신근의 근력저하는 C7-T1 level의 문제를 암

시한다.

라. 감각 기능 평가 (sensory)

- 감각적인 검사에서 명백한 신경병증을 가진 환자는 감각의 소실 및 저하를 표현하여야한다.

- 신경근병증을 가진 환자는 가벼운 접촉이나 pin-prick 검사시 감각저하를 가질 수 있다.

- 이러한 감각검사는 환자의 반응의 호소에 달라지므로 주관적일 수 있다.

- 삼각근 부위의 감각 저하는 C4-5 level의 문제를 암시한다.

- 엄지손가락 배측면과 2지의 감각 저하는 C5-6 level의 문제를 암시한다.

- 2지와 3지, 손등 부위의 감각 저하는 C6-7 level의 문제를 암시한다.

- 4지와 5지의 감각 저하는 C7-T1 level의 문제를 암시한다.

마. 심부건 반사 (Deep tendon reflexes)

- 건반사, 더 적절하게 표현하자면 근육 신장 반사(근유인 펴지면서 반사가 나타나므로)는 신경근병

증이라고 추정되는 상하지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를 평가하기 위해 효과적이다. 검사자는 검사시 환자

의 상하지의 체위를 적절하게 유지시켜야 하는데 환자가 가능한 이완되어야한다. 반사의 어떠한 정도

라 하더라도 정상이 될 수 있는데, 반사의 대칭성이 가장 효과적인 파악방법이다.

- 이두근 건반사는 주와의 원위부 건을 두드려 검사한다. 이 반사는 C5-6 level을 확인하는 방법이

다. 

- 상완요골근 반사는 완관절 요골부위를 타진하는데 이곳의 반사 역시 C5-C6 level을 확인한다. 

- 삼두근 반사는 팔꿈치 후방의 원위부 건을 타진하는데 이때 이완된 주관절을 90도 굴곡시킨 채로

검사하도록 한다. 이 검사는 C6-7 level의 C7 신경근을 테스트한다.

- 회내건 반사는 C6 및 C7 신경근의 문제를 감별하는데 유용하다. 만약 회내건 반사가 비정상적 삼

두건 반사를 동반할 경우 C7의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회내건 반사는 전완을 중립위치에서 원위부 요

골 앞모서리를 타진한다. 이것은 원엎침근이 신장되면서 회내 반사가 나타나게 된다. 

- 환자가 임상적으로 척수병증의 가능성이 염려되는 면이 있으면 하지 반사 및 호프만. 바빈스키

반사 역시 평가 되어야 한다. 광범한 반사의 과항진 혹은 호프만 검사의 양성 그리고 비정상적인 바

빈스키 반사의 경우 환자의 경추 척수병증을 가지는 것을 암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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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별 진단 (Differential Diagnoses)

상완신경총 손상, 경추 디스크 손상, 경추 신경근병증, 경추 추간판성 통증 증후군, 경추 후관절 증

후군, 경추 염좌 / 과도긴장 손상, 회전근개 손상, 파제트병, 상완신경염, 건선성 관절염, 경추 근막동

통, 흉곽출구증후군, 경추 척추증(spondylosis), 류마티스 관절염, 복합국소동통증후군, Scheuermann병

증, 섬유근육통, 골관절염, 골다공증

•고려될만한 다른 질환 (Other problems to be considered)

- 기계적 병인 : 경추 협착, 경추 후관절증

- 감염성 병인 : 추간판염, 경막외, 경막하, 경막내 농양

- 대사성 병인 : 골연화증, 부갑상선 병증

- 류마티스성 병인 : 류마티스성 다발성 근육통, 강직성 척추염, 라이터 증후군, 장병성 관절염, 골

격과골증(DISH)

③ 실험실 검사

실험실 연구는 목 추간판성 통증 증후군의 진단에 전형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발생 가능한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라이터 증후군, 류마티스성 다발성 근육통을 평가하

기 위해 류마티스성 정밀검사의 수행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 테스트는 아래를 포함한다. :  

 * 류마토이드 인자 (류마티스 관절염의 평가)

 * HLA-B27 (강직성 척추염의 양성)

 * 적혈구 침강 속도 (류마티스성 다발성 근육통의 평가)

발생 가능한 추간판염, 경막 외 농양, 척추 골수염을 평가하기 위해 감염성 정밀검사의 수행이 고려

되어야 한다. 이 테스트는 아래를 포함한다. :

 * 백혈구 세포 개수와 차이 (박테리아 감염의 이동 평가)

 * blood culture (감염성 유기체의 양성)

 * 적혈구 침강 속도 (감염의 평가. 그러나 비특이적 발견)

④ 영상검사 (Image studies)

영상연구는 기능보다는 해부를 평가하며, 위양성과 음성 결과를 평가하기 쉽다. 예를 들어, Boden 

et al의 경추 MR 연구는 무증상의 거의 20% 가까이에서 기형을 나타낸다고 인용한다. 결과적으로, 영

상 연구의 결과는 각각의 임상적 경우에 따라서 전후사정에 맞게 해석되어야 한다.

경추의 방사선 사진은 심각한 외상(eg, 모터 차량 사고, 스포츠 부상)이 포함되는 경우와 과거력과

신체검사시 골절과 불안정성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일차적으로 필요하다. 

Oblique view는 관절간부의 골절과 후관절의 관절병증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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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전방전위증이 발견되고, 증상적으로 나타나면, 굴곡/신전 측면도는 불안정성을 평가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경추 추간판성 통증 증후군(CDPS)에서, 방사선학적 결과물은 정상일 수 있고 또는 감소된 척추간

공간과 후관절 또는 추체의 퇴행 변화와 관련되어 나타날 수 있다.

방사선학적 결과물은 일반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55살 이상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방사선 촬영 검사에서 증후적이고 무증후성 개체와 구조적 변화 사이에 작은 연관성이 존재한다.

 1987년에 Deyo는 방사선 연구가 다음의 상황에서 시행되는 것을 추천했다.:

° 50세 이상의 환자

° 심각한 외상의 과거력 (골절 위험도)

° 신경운동계 결손 (척추전방전위증 또는 종양을 배제하기 위해)

° 설명되지 않은 체중감소 (악성종양을 배제하기 위해)

° 약물 또는 알콜 남용 (골수염, 골다공증과 외상의 위험요소)

° 암의 과거력 (전이를 배제하기 위해)

° 코르티코스테로이드의 사용 (감염과 골다공증의 위험 증가) 

° 발열 (골수염 또는 경막외 농양의 잠재적 사인)

° 보존적 요법으로 치료 실패

° 소송과 관련된 법의학적 사례

가. MRI

MRI는 목에서 추간판 탈출과 같은 중요한 연부조직 병리를 영상화하는 수단이 되었다. 미국 방상

선연합회에서는 MRI가 정상 방사선촬영소견을 가지나 신경학적인 증상이 있는 만성 목통증 환자들에

게 가장 적합한 검사법이라고 권고한다. MRI는 다른 영상 검사들로 판단될 수 없는 인대 및 추간판

파열까지 탐지할 수 있다. 전체적인 척수, 신경근, 종적 골격모두 시각화 될 수 있다. 이 방법은 보통

종단면과 횡단면이 촬영된다.

MRI는 비록 T2 강조영상이 협착의 정도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지라도 경추관의 협착을 가

진 환자의 척수 주변의 뇌척수액의 양을 평가하는데 꽤 효과적이라 알려져 왔다. Cantu는 경추협착증

의 가능성을 가진 운동선수를 MRI를 사용하여 평가한 결과 척추관의 기능 보유를 결정하는데 꽤 효

과적이었다고 말했다.

비록 MRI는 경추 신경근병증의 평가의 영상수단으로서 간주될 지라도 항상 무증상환자에서도 비

정상 소견이 발견되곤 하였다. 한 연구에서는 40세 이하의 대상자중 약 10% 가 추간판 탈출을 가진

다고 언급되었고 40세 이상의 대상자중 약 20%가 추간공 협착의 증거를 가지며 약 8%는 디스크 돌

출 및 탈출을 가진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모든 영상검사와 같이 MRI 결과는 환자의 병력과 이학적 검

사결과와 함께 같이 평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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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는 낮은 사망률 덕분에 경추 HNP를 평가하는 영상 양식 평가의 하나로 유지된다.

* 연조직의 선명함(Ex. 경추 디스크, 척수)과 뇌척수액의 해상도, 환자가 방사선 노출을 보다 적게

받는다는 점 등을 포함하는 이점이 있다.

* 새로운 MRI는 연속적이고 고음영의 영상을 보다 빠르고 세밀한 영상으로 제공한다.

* 일부 연속촬영(Ex. spin echo)은 병리상태를 실제 크기보다 좀 더 크게 나타내고 불분명한 다른

비정상적 상태를 나타낸다. 다른 불리한 점은 비용, 폐쇄공포증 환자가 촬영과정을 견디지 못할 경우, 

인공적인 물질이 최소화되도록 환자의 협동이 요구된다는 점, 높은 위양성률, CT와 비교했을 때 골

구조물 평가에 대해 상대적으로 기능성이 떨어지는 점 등이 있다.

* MRI는 경추 디스크 탈출과 (Ex. soft 경추 디스크) 척추염성, 골증식성 압박(Ex. hard 경추 디스

크)의 구분능력이 한 단계 아래다.

* MRI 대조영상은 pacemaker, 수술적 클립, 척수자극기, 인공심장판막 등 환자에게 매립되어 있는

금속 물질을 포함하여 MRI 자성에 의해 축출되게 한다.

MRI는 퇴행성 추간판성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선택적인 연구이다. 

MRI는 이온을 방사하지 않고도, 다중 영상 제공이 가능하고 훌륭한 연부조직과 공간 해상도를 가

진 민감한 진단학적 기법이다. MRI는 또한 디스크의 수분 함유량에 관하여 생리적 정보를 제공한다.

Schellhas 등은 징후가 없고 통증을 경험한 적이 있는 대상을 상대로 연구했다. 연구자는 중요한 디

스크 고리의 파열이 종종 MRI 검출을 벗어나고, MRI가 경추 추간판성 통증 증후군(CDPS)의 source를

확실히 확인할 수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MRI의 이상소견은 징후가 없고 그래서 반드시 신체검사에서 경추 추간판성 통증 증후군(CDPS)의

진단을 입증해야하는 환자에서 일반적이다. 

Matsumoto 등은 징후가 없는 497명 환자의 연구를 완성했다. 이 연구에서, 나이가 증가할수록 퇴

행성 변화의 빈도가 증가한다고 경추 MRI가 밝혀냈다. 

디스크 퇴행은 가장 흔하게 관찰된다. 20대 남자와 여자에서, 17%의 남자와 12%의 여자에서 디스

크 퇴행이 관찰되었다; 60세 이상에서, 86%의 남자와 89%의 여자에서 디스크 퇴행이 관찰되었다. 척

수 압박을 입증할 수 있는 뒤쪽 디스크 돌출은 7.6%에서 발견되었는데, 대부분 50세 이상에서 발견되

었다.

나. X-ray

단순 경추 촬영은 만성 퇴행성 변화, 대사성 병증, 감염, 척추 기형과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

된다. 경추 외상 영상은 7개의 view가 사용되는데, 전-후방 촬영(AP), 측면촬영, 양측성 사선 촬영, 개

구촬영, 굴곡과 신전 촬영이 그것이다.

° 경추의 평면 방사선촬영술은 보통 목과 사지의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처음 실시되는 진단

적 테스트로서 그리고 더 자주 이 검사는 신경근병증으로 인한 경추의 병증의 진단하는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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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방상선 학회에서는 평면 방사선촬영술은 만성 목의 통증을 가진 모든 환자들에게 초기에 사용되

는 가장 적합한 검사법이라고 밝혔다. 측면, 앞뒤방향촬영, 사선촬영 등이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이

영상은 종양, 골극, 골절을 확인할 수 있다.

° 측면영상에서는 위에 혹은 아래와 비교하여 디스크간격의 좁아진 간격을 살펴야한다. 전형적으로

경추 추간판 간격은 C2에서 C6으로 갈수록 커지며, C5-6에서 정상 경추에서 가장 넓은 공간을 갖고

C6-7에서 약간 좁아진다. 좁아진 간격 뿐 아니라 연골하 경화증 및 골극 형성도 살펴야 한다. 측면영

상은 안정성과 척추증을 평가할 수 있다. 

° 사선영상에서 의심되는 신경근병증 높이에서의 추간공 협착을 연관되지 않은 반대측 추간공과 비

교하여 살펴야한다. 예를 들어 환자가 C6 신경근의 오른쪽 분절을 따라 감각의 이상이나 통증이 나타

나는 환자의 경우 왼쪽 대비 오른쪽 C5-6의 신경공의 협착을 살펴야 한다. 사선 영상은 퇴행성 디스

크질환과 uncovertebral 혹은 Z-joint의 골극에 의한 추간공 잠식을 밝힌다.

° 굴곡-신전 영상은 아탈구, 경추의 불안정성을 확인한다.

° Open mouth view는 만약 큰 급성의 외상이 발생하였을 때 오직 환추축의 외상을 감별하기 위하

여 촬영 하여야 한다. 모든 7개의 경추를 시각화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C7이 잘 보이지 않

는다면 “Swimmer's view"(앙와 사선위로 환자의 팔을 머리에 올리고 찍는다) 혹은 CT로 C7과 T1사이

의 영상을 얻어야 한다. 또한 치아돌기와 C1-C2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다.

환추치돌 간격(ADI)은 C1 앞부분의 아치에서 치아돌기까지의 거리를 이른다. 이 간격은 성인에서

3mm 아이들에서는 4mm 이하여야 한다. ADI 의 증가는 환추축의 불안정성, 예를 들어 외상이나 류

마티스 관절염 등을 암시한다. 굴곡 및 신전 영상은 척추의 운동성과 이환자들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

임상의들은 평면 방사선촬영술의 한계를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특이도 및 민감도에서 문제가 존재

한다. 디스크 간격 협소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에 관해서 평면 방사선 촬영술과 카데바 검안결과 사

이에 약 67%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그러나 방사선 촬영술은 단지 큰 후방 골극은 57%, 절단이 있는

골단 관절의 비정상은 32%밖에 분별하지 못하였다. 

다. CT 스캔 & 추간판 조영술

° CT 스캔

CT 스캐닝은 고화질의 골의 세부 묘사와 공강 해상도를 제공한다.

CT 스캐닝은 광범위한 뼈의 퇴행 변화와 협착이 의심되거나 일반 X-선 필름으로 확인되지 않은 뼈

의 병리를 가진 환자를 평가하는데 가치 있는 부가물이다. 

CT 스캔은 또한 MRI 금기인 환자에서 디스크 헤르니아를 평가하기 위한 대안이 된다.

추간판 조영술과 함께 사용하면, CT 스캐닝은 고리 균열을 탐지함에 있어 MRI를 능가한다.

척수조영술과 CT스캔을 함께 사용하면 뼈나 디스크의 재료로부터 신경 요소가 경막외 압력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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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된다.

CT영상은 경추 골절을 기술하고, 광범위한 외상의 경우에 사용된다.

나선형 CT영상은 정보의 습득 후 무한한 개수의 영상을 만들어내며, 세부골절평가에 대한 정보를

일반 CT영상보다 더 많이 제공한다. 

CT 영상에 의한 척추촬영은 신경근 수술이나 경추 척수의 감압에 앞서 구해져야 한다. 이 검사는

척추관과 척수, 신경근 충돌의 연관성에 대해 신경근의 디스크, 돌기, 추간공 잠식 등을 평가한다. CT 

척추촬영법은 여전히 표준적인 기준이며, 더 많은 비용과 사망률에도 불구하고 측면과 추간공 잠식을

발견하는데 MRI보다 한수 위로 평가받는다. 결과적으로, CT 척추촬영법은 간략한 영상연구가 아니라

척추와 그로부터 연관되는 여러 복합적인 경우를 평가하는 연구이다.

CT는 뼈 요소를 효과적으로 시각화하여 급성 골절을 평가하는데 효과적이다. 또한 본래 C6과 C7은

방사선 촬영상 측면영상이 명백히 보이지 않을 때 CT가 매우 도움이 된다. CT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

을 진단하는데 약 72-91%의 정확도를 가진다. 

척수 조영술 CT의 경우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에 정확도는 약 96%에 달한다. 더 나아가 조영물질

의 추가하면 지주막하 공간을 시각화하고 척수 및 신경근에 대해 평가 또한 가능하게 된다. 척수조영

술이 추가된 CT는 일반 CT보다 국소적인 척수 압박 및 다른 잠재적 위축을 평가하는데 더 선호되고

있다. 이 방법은 또한 운동선수가 경추협착의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척추관의 기능 보유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척수조영술과 함께라도 CT는 연부조직 시각화는 MRI에 비하여 떨어진다. 이러한 이유로

MRI가 대부분의 경추 척추 장애를 영상화하는데 CT를 대신하게 되었다.

°경추 추간판 조영술

경추 추간판 조영술은 경추 추간판성 동통 증후군을 가진 환자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보조기법이다. 

특히 다른 진단학적 연구가 경추 추간판성 동통의 자각 증상을 가진 환자에서 어떤 이상을 탐지하는

데에 실패할 때에 중요한 보조 기법이 된다.

Manchikanti 등은 경추 추간판 조영술 문헌의 systematic review를 수행했다. 연구자들은 위양성, 표

준화의 부족, 잠재적인 혼동 인자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추 추간판 조영술이 외과적인 적응증

을 선택하고, 결과를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Manchikanti 등은 통증의 연

구를 위한 국제 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경추 추간판 조영술이 디스크 탈출이나 척수 신경근염이 아

닌 만성적인 경부 통증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건강 연구와 질을 위

한 협회(AHRQ)의 정확도 평가와 미국 예방 서비스 업무 집단(USPSTF) 레벨의 증거 기준을 기반으로

하면, 이 systematic review는 경추 추간판 조영술의 진단학적 정확도를 level II-2로 나타낸다."

경추 추간판 조영술은 또한 수술이 고려되는 다양한 수준의 디스크 헤르니아나 광범위한 퇴행성 디

스크를 가진 환자의 평가에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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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 추간판 조영술의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극/무통증 반응이다. 왜나하면 무증상성 디스

크로부터 증후가 나타나게 하여 구분지을 것이기 때문이다. Osler가 출판한 연구에서 추간판 절제술을

하거나 하지 않은 앞쪽 경추 융합에 의한 양성 경추 무통성 추간판 조영술을 가진 환자들은 81%에서

훌륭하거나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Osler는 무통성 추간판 조영술이 통증성 디스크 증후군의 병변

위치를 테스트 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결론지었다.

* 자극적 경추 추간판 조영술은 증상적 디스크를 밝히고 명확하게 진단되지 못한 환자의 평가를 돕

고 수술 전 기능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된다.

* 자극적 추간판 조영술의 이용을 금지해야 할 경우는 더 큰 디스크 탈출과 중앙 시상면의 척주관

직경이 12mm 이하일 때이다.

* 합병증은 추간판염, 경막외 농양, 사지마비, 뇌졸중, 기흉, 신경 손상, 척수손상 등을 포함한다. 경

추 추간판염은 0.37%로 보고되었다.

* 추간판 조영술은 모든 접근 가능한 경추 레벨에서 시행되어야 하고, 경추 디스크 증상이 나타나

는 다양한 레벨에서 더 높은 빈도로 시행되어야 한다.

* 자극적 추간판 조영술은 수술이 필요한 집단을 밝혀내는 능력은 부족하다. 따라서 이 혼란을 개

선시킬 결과가 필요하다.

⑤ 다른 검사

가. 근전도 검사(EMG) 

EMG는 경추 신경근병증으로 의심되는 환자의 과거력과 신체검사의 확장으로서 첫째로 신경과 또

는 내과와 재활 전문가들에 의해 수행된다. 

EMG는 작업자의 보상을 위한 기준이나 기존에 존재하는 부상을 배제하기 위한 개인적 부상에 대

한 평가로써 활용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증상을 가진 환자의 초기 평가에 필요하지 않은 생리적인 시

험이다.

대략적으로 증상의 시작 후 EMG를 시행하기까지 3주를 기다려야 한다. 3주 동안 연구를 지연시키

는 것은 양성파와 세동전위의 정확한 검출을 보장한다. 

EMG는 또한 경막외 주사, 선택적인 신경근 차단, 또는 외과적인 수술의 결정을 도움으로써 유용할

수 있다. 

EMG는 포착신경병증, 말초신경병증, 상완신경총병증, 근질환, 운동뉴런 질환과 같이 다른 신경학적

상태를 수반할 가능성을 식별하는 데에 가치가 있다.

감각 유발 잠재력은 경추 척수병증을 가진 환자를 평가함에 있어 유용하다.

근전도 검사는 신경근의 생리적 비정상을 판단하고 환자의 호소 중 다른 신경학적 원인을 배재하기

위하여 중요한 검사법이다. EMG는 신경병증을 진단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보여져 왔고 척수조영술과

수술에서의 결과와 연관되어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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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전도 검사는 2가지가 있다 : (1) 신경 전도 검사 (2) 바늘전극 검사. 신경 전도 검사는 표면 전극

을 근육이나 감각부분에 놓고 신경을 자극하여 신경을 따라 고정된 지점의 근육 혹은 감각영역에 전

도가 되는지 수행하는 검사법이다. 이것으로 진폭, 원위부 잠복기, 속도 등을 측정한다. 진폭은 손상되

지 않은 축삭의 숫자와 연관있으며 반면 원위부 잠복기 및 수행속도는 수초형성의 정도에 더 연관되

어 있다.

전기 진단적 검사의 EMG의 바늘 위치는 정제된 바늘 전극을 근육에 삽입함으로 실행한다. 전기적

인 활동은 근육에 바늘 삽입함으로써 우연한 운동 단위의 발생으로 자발적인 근육 수축이 일어나게

된다. 이 활동은 오실로스코우프 화면에 의하여 관측되고 측량된다 ; 가청음은 역시 발생된다. 탈신경

된 근육은 근육이 쉬고 있을 동안에도 우연한 근육적 활동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전위를 세동 혹은

positive sharp wave라 부른다. EMG는 검사 시기가 중요한데 이는 positive sharp wave및 세동이 신경

근병증이 발생한지 18-21일 이후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검사는 손상을 입은 후 3주까지

는 연기하여 되도록 결과가 정확하도록 하여야 한다.

EMG의 초기 사용은 진단이 경추 신경근병증으로부터 다른 손상에 이르기까지 이학적 검사가 명확

하지 않을 때 신경근장애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비록 전기 진단적 방법이 민감하고 특

이적이지만 정상 EMG 결과를 가진 환자들에서 지속적인 경추 신경근 병적인 증상과 징후가 나타난

다면 경추척수병증을 배재하지 말아야 한다.

나. SNRB (선택적 신경근 차단술)

SNRB에서 적은 국소 마취제로 신경근과 배면 뿌리 다발을 마취시키는데 이것은 환자의 통증이 특

정 신경근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SNRB는 신경근병증을 진단하는데

유용하다고 보여져왔고 그 결과는 외과적 결과와 함께 평가되어야 한다. 

SNRB는 MRI의 결과가 애매하고 몇몇 경추 레벨에서 비정상이 나타나는데 또 환자의 증상이 상

응되지 않을 때 가장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SNRB의 음성 결과는 손상의 부재를 가리키는

데 이는 의심이 가지만 임상적으로 무해하여 손상이 없는 환자들을 의사들이 시술하지 못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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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민감도 특이도 의심 손상

Spurling test 0.62 77% 92% 목신경뿌리병증

Jackson test unknown unknown unknown 목신경뿌리병증

Distraction test 0.88 43% 100% 목신경뿌리병증

Brachial plexus
 teosion test

0.77 97% 22%
운동신경병변

양측성-UMN
편측성-LMN

Bakody's sign unknown
36%-신경학적
31%-신경뿌리적

100%-신경학적
80%-신경뿌리적

목신경뿌리병증

4) 경항통 이학적 검사의 신뢰도, 민감도 및 특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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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경항통의 발병율 및 유병율

1. 발병율
(1) 경추성 척추증 Cervical spondylosis

 ① 가나의 발병률 및 유병률

 경추성 척추증은 비외상성 경직 편마비 혹은 사지마비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비외상성 척수신경병증 증상을 갖는 환자 중 23.6%에서 경추성 척추증을 진단받았다고 한다.

 가나인들의 연구에 따르면 ‘225명의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다니는 사람들 중 143명(63.6%)가

경추성 척추증이 있었고, 머리에 짐을 이고 다니지 않은 80명의 사람들 중 29명(36%)이 경추성 척추

증이 있었다’고 한다.

② 미국의 발병률 및 유병률

 경추성 척추증은 전체 입원 환자 중 2% 정도로 추정되는 흔한 질환이다. 보통 55세 이상 환자들

에서 척수신경 장애로 빈번하게 발생한다. 방사선학적 소견을 기초로 50세 이상 남성의 90% 이상에

서, 60세 이상 여성의 90%에서 경추의 퇴행성 변화의 증거가 관찰되고 있다. 

 2009년 보고된 연구에서는 신경근병증을 가진 경추성 척추증은 미국에서 1992년부터 2005년까지

퇴행성 경추의 수술적 치료를 위하여 입원한 노인 환자 중 가장 흔한 질환(36%)이다. 병원에 입원한

노인 요양 수혜자 156,82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경추의 퇴행성 변화가 가장 흔한 결합 증상

(70%)이었다고 하였다. 

• 경추 후관절 증후군 유병률

 Aprill 과 Bogduk은 손상에 의한 이차적 증상으로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목의 통증이 나타나

는 환자들을 검토하여 경추 후관절 통증의 유병률을 조사하였다. 이 환자들은 디스크그라피를 받거나, 

후관절 신경차단 혹은 둘 모두를 받았다.

 전체 318명의 환자가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환자중 26%는 최소한 한가지 이상의 후관절 증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원래 집단의 126명만이 후관절 증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환자중 65%는 후

관절의 통증이 있었다. 게다가, 디스크그라피와 후관절 신경차단을 모두 받은 환자중 62%는 후관절

통증이 있었다. 이 조사는 경추 후관절 통증이 적게는 26%에서 많게는 65%까지 이며, 얼마나 적극적

으로 조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말해준다. 

 Manchikanti 등에 의한 연구에서는 만성 특발성 척추통증 환자를 500명 가지고 조사하였다. 후관

절통증의 유병률은 1%의 리도카인과 0.25%의 bupivacaine으로 국소 마취 신경차단을 한 것과 관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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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졌다. 이 연구에서 경추 후관절 통증은 55%였다. 

 경추 후관절은 목의 통증의 일반적 원인이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경추 통증에는 추간판 탈출증과

같은 다른 통증의 원인도 있다. 디스크가 경추통증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하여 앞선 연

구에서 56명의 환자를 선발하였다. 이 환자군은 디스코그라피와 후관절 신경 차단을 동일한 경추 분

절에 진단적 과정의 하나로 시술한 환자들로 이루어 졌다. 

 결과는 환자군의 41%에서 추간판과 후관절의 통증이 동일한 부분에서 나타났으며 추가적으로

23%에서는 후관절의 통증이 나타났지만 동일한 부분에서 추간판의 통증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므

로 표본의 대부분에서는 후관절의 통증이 있었지만 동일한 정도의 디스크 통증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후관절과 추간판이 경추의 초기 운동에 어떻게 관여 하는지를 생각해보면 그리 놀랄만

한 결과는 아니다. 

 경추 후관절 통증은 편타 손상의 보편적 후유증이다. Barnsley와 Lord 등은 편타 손상 후 발생하는

만성 경추 후관절 통증에 이중맹검법, 대조군, 후관절의 진단적 신경차단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

를 진행하였다. 관절에는 단기효과 혹은 장기효과의 진통제를 무작위로 사용하였으며, 통증이 완전하

게 없어진 경우에는 2주후에 관절에 신경차단을 하였다. 이를 마친 38명의 환자 중 27명에서 두 개의

진통제로부터 완전한 회복을 보였으며, 더 이상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표본에서의 유효율

은 54%이며 보통 사람들에게 만성 경추의 통증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은 경추 후관절 통증이라

는 것을 알게 되었다. 

 Lord와 Barnsley 등은 그 다음의 연구로 편타 손상후 발생하는 만성 경추 후관절 통증의 유병률에

대하여 이중맹검, 위약대조군 방법을 이용하였다. 표본은 자동차 사고 후 이차적으로 발생한 경추통증

환자로 3개월 이상 통증을 호소하는 68명의 환자로 이루어 졌다. 그들 중,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는 사

람들은 제3후두신경 차단술을 시행하였으며 만약 통증이 경감 되었다면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제3후

두신경은 표피에 분포하며 그 신경가지는 C2-C3의 후관절에 이어진다. 그러므로 이 부분의 통증을 가

지고 있는 환자는 위약 실험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이는 그들이 국소 마취의 효과를 느꼈기 때문이다. 

나머지 41명의 환자는 단기작용 혹은 장기작용 하는 국소 마취제를 사용한 진단용 신경차단을 받았으

며 2차 신경차단을 받을 때 에는 생리식염수 혹은 다른 진통제를 사용하였고, 3차 신경차단에는 남은

물질을 사용하였다. 

 조사에서는 각각의 마취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통증의 경감 효과가 있었지만, 생리식염수를 사용한

경우에는 통증의 경감 효과가 없었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편타 손상 후에 발생하는 경추 후관절 증

후군의 유병률은 60%에 달하며, 가장 흔한 부위는 C2-C3, C5-C6 부위이다.

③ 인종에 따른 발병률 및 유병률

  경추성 척추증에 인종과의 관련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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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성별에 따른 발병률 및 유병률

 경추성 척추증은 남성과 여성 모두 비슷하게 영향을 받는다. 보통 남성이 여성에서보다 빨리 나타

나지만, 모든 연령에서 그런 것은 아니다. Irvine et al.에서는 경추성 척추증의 빈도를 방사선학적 근

거를 이용하여 정의하였다. 남성에서는, 30대에서 13%이던 것이 70세에 가서는 거의 100%에서 발견

되고 있다. 여성에서는 40대까지는 5%이던 것이 70세 이후 96%에서 발견되고 있다. 또다른 연구에

서는 부검할 때 환자를 검사하였다. 60세에서는 1/2의 남성과 1/3의 여성에서 확실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 1992년 연구에서는 척추증성 변화가 40세 이후 가장 흔하다고 보고하였다. 결국 남녀 70%에

서 영향을 받지만, 방사선학적 변화는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욱 심하다고 하였다. 경추성 척추증의

증상은 30살 이후에 발생을 하지만 보통 40-60세 사이에서 제일 흔하다. 방사선학적으로 척추증의 변

화는 환자의 나이에 따라 증가한다. ; 70세 이상의 증상이 없는 사람 중 70%에서 경추의 퇴행성 변화

가 보인다. 경추성 척추증이 젊을 때 발생했다면, 이는 대부분 2차적으로 유발되었거나 약간의 외상으

로 말미암아 경추 추체에 이상이 생김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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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추 염좌 및 손상 Cervical Sprain and Strain

① 유럽의 발병률 및 유병률 

 스위스에서의 매년 발생정도는 1000명당 0.44명이다. 노르웨이에서는 1000명당 2명이 보고가 되

었다. 유럽에서의 매년 발생정도는 1000명당 1명 꼴이다. 

② 미국의 발병률 및 유병률 

 목 통증의 거의 85%는 급성 혹은 반복적인 경추의 손상 혹은 만성 압박과 염좌에 의한다. Dreter 

와 Boden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경추와 어깨의 통증이 1년 동안 16-18%는 있다고 하였다. 

 또한 매년 교통사고에 의해서 100만 명 이상의 편타 손상이 발생한다고 발표하였다. Barnsley와

그 의 동료들은 편타 손상에 따른 매년 증상의 정도가 인구 1000명당 3.8명이라고 하였다. Freeman과

동료 연구자들은 미국 사람들 중 6.2% 즉 1550만 명이 편타 손상증후군이 있다고 하였다. 

 경추 손상은 풋볼 선수의 10-15% 정도에서 발생하며, 재손상률은 학교 풋볼 선수에게서 높게 나

타나는데, 모든 경추손상 중 17.2%로 보고되었다. 2회의 이전 손상이 있었던 풋볼 선수들은 87%의

재손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과거에 목 손상을 받은 적이 없는 레슬링 선수는 1년간 목

손상을 받을 확률이 20%가 된다. 그러나 이전에 목 손상을 받았던 레슬링 선수는 재발할 확률이 약

50%가 된다. 

 목 손상으로 응급실 방문하는 주원인으로서 스포츠 사고는 자동차 사고에 버금간다. 그리고 더 많

은 사람들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경부 손상의 발생률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스포츠 관련 부상의 2-3%가 척추 부상이고 이것의 대다수는 풋볼, 축구, 레슬링, 다이빙, 서

핑, 스키와 sand lot 게임처럼 감독받지 않은 활동을 하는 동안 일어난다. 그러나 이용가능한 문헌의

대부분은 풋볼에서 발견되고, 이 그룹이 경부 외상을 지속시킬 가능성이 가장 많다. 

  풋볼 선수들의 경추손상 발생범위의 통계적인 추정은 7000명중 1명의 사지마비 선수부터 58,000

명 중 1명의 손상까지 다양하다. 다른 리뷰는 1977년 이후로 풋볼 선수 중 영구적인 경추 척수 손상

은 매년 10건 이하라고 보고했다. 

③ 성별에 따른 발병률 및 유병률

 만성 경추 통증의 경우, 원인을 불문하고 남자에서 9.5%, 여자에서 13.5%가 보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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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추 디스크 질환 Cervical Disc Diseases

① 이탈리아의 발병률 및 유병률

 1996년 이탈리아에서의 연구에 의하면 척추염성 경추 신경근병증의 유행은 인구 천 명당 3.5의

경우 발생하였다.

② 미국의 발병률 및 유병률

경추 신경근병증은 요추 신경근병증보다 훨씬 낮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다. 연간 발생횟수는 10만

명 당 약 85명이다.

40세 이하의 증상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경추 추간판 탈출증의 유병율은 10%였

으며, 디스크 변성은 25%, 추간공 협착은 4%의 유병율을 보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무증상의 대상

자 중 경추 국소 디스크 돌출의 유병율이 50%였으며, 한 곳 혹은 그 이상의 레벨에서의 윤상 열상이

있는 자는 37%였다. 

HNP는 MRI에 의해 발견되는데, 40대 이하에서는 10%, 40대 이상에서는 5%가 무증상이다. MRI

에 의해 발견된 퇴행성 디스크 질환은 40대 이하에서는 25%, 40대 이상에서는 60%가 무증상이다. 

실질적 발생정도와 경추 신경근병증의 유행은 확실치 않지만 성인의 51%에서 종종 목과 팔의 통증으

로 나타난다. Rochester, Minn의 인구학적 연구에 의하면 매년 보고되는 경추 신경근병증의 발생빈도

는 인구 10만 명 당 남성에서 107.3, 여성에서 63.5의 경우가 나타났다.

경추 추간판 질환은 모든 척추 추간판 질환의 36%에 달한다. 이러한 상태는 여성에게서 더 일반적

이다. 비록 급성 공격이 급성 사경이나 “wry neck"처럼 매우 어린 나이에 시작되었을 지라도, 발생률

은 45-50세의 나이일 때에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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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성별에 따른 발병률 및 유병률

 Kelley는 경추 디스크 탈출의 남성-여성 발생빈도는 대략 1:1이라고 주장하였다. Marchiori와

Henderson의 인용에 의하면, 퇴행성 디스크질환은 여성에게서 더 높게 보고된다고 한다.

④ 연령에 따른 발병률 및 유병률

 HNP는 전형적으로 40대 이하의 젊은 환자에게서 발생한다. 퇴행성 디스크질환은 자연적 노화의

일부로, 전형적으로 40대 이상의 고령 환자에게서 발생한다.

참고문헌

Michael B Furman, Jeremy Simon, Kirk M Puttlitz, Frank John English Falco. Cervical Disc Disease. Mar 

29, 2010.

Robert E Windsor, Ricardo A Nieves, Kevin P Sullivan, Erik D Hiester. Cervical Discogenic Pain Syndrome. 
Apr 24, 2009

Gerard A Malanga, Michael A Romello. Cervical Radiculopathy. Dec 22, 2009.

<상기 문헌에서 재인용함.>
Radhakrishnan K, Litchy WJ, O''Fallon WM, Kurland LT. Epidemiology of cervical radiculopathy. A 

population-based study from Rochester, Minnesota, 1976 through 1990. Brain. Apr 1994;117 ( Pt 

2):325-35..
Salemi G, Savettieri G, Meneghini F, et al. Prevalence of cervical spondylotic radiculopathy: a door-to-door 

survey in a Sicilian municipality. Acta Neurol Scand. Feb-Mar 1996;93(2-3):184-8. 

Kelley LA. In neck to neck competition are women more fragile?. Clin Orthop. Mar 2000;(372):123-30. 
Marchiori DM, Henderson CN. A cross-sectional study correlating cervical radiographic degenerative findings 

to pain and disability. Spine. Dec 1 1996;21(23):2747-51.

Bailes JE, Maroon JC. Management of cervical spine injuries in athletes. Clin Sports Med. Jan 
1989;8(1):43-58. 

Maroon JC, Steele PB, Berlin R. 풋볼 head and neck injuries--an update. Clin Neurosurg. 1980;27:414-29. 

Cantu RC. The cervical spinal stenosis controversy. Clin Sports Med. Jan 1998;17(1):121-6. 
Morganti C. Recommendations for return to sports following cervical spine injuries. Sports Med. 

2003;33(8):563-73.

2. 경항통의 경과와 예후
1) 경추성 척추증 Cervical Spondylosis
(1) 예후

경추성 척추증은 특히 신경학적 압박과 연결될 때 느리게 진행되며, 만성적인 관절 장애를 보인다.

경추성 척추관 협착증은 가장 심각한 상태이다.

MRI에서 고신호강도 영역은 척수 신경 압박을 의미하며 이럴 때는 예후가 좋지 않다.

(2) 사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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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성 척추증은 느리게 진행되고, 환자들은 증상이 없거나 약간의 목의 통증만을 느낄 수도 있다.

장기간의 비진행성 장애가 전형적이며, 적은 케이스에서 환자의 상태가 점진적으로 악화되었다

고 보고되었다.

만성 경항통, 방사통, 경추 ROM 감소, 두통, 위약감으로 이어지는 신경근병증, 운동 능력의 장

애로 사지마비나 괄약근 장애로 진행된 경우도 있다. 환자는 결국 휠체어나 누워서 생활하게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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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추 염좌 및 손상 Cervical Sprain and Strain
(1) 예후

운동선수의 경추 염좌와 좌상의 예후는 매우 좋다.

Gun과 그의 동료들의 연구에서, SF-36에 나타나는 신체의 통증 점수와 감정 점수는 향상된 결과

를 도출하는 것과 분명히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와의 상담은 소송될 가능성을 감소시

키며, 1년이 지나고 난후에도 여전히 치료를 받을 가능성을 증가시킨 것과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상담은 직장에 복귀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없었다. 자동차에서 받은 손상의 정도는 결과를

예측하는 지표가 아니었다.

Hendriks 등의 연구에 따르면 편타 손상으로 인해 장애 중 회복이 잘 되지 않는 경우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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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수준이 낮은 경우, 초기의 심한 통증, 심한 불안정성, 신체화 장애의 높은 정도와 수면장애인

경우라고 하였다. 목통증의 강도와 작업의 장애가 낮은 회복의 가장 큰 예측 지표가 되었다.

자동차 사고로 편타 손상을 얻게 된 환자들의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한 비슷한 결과가

Walton등에 의해 발견되었다. 그들은 3193명의 환자를 메타 분석하여 9가지의 분명한 예측인자를

발견하였는데, 이차적 교육의 부재, 여성, 목통증의 과거력, 55/100을 넘는 목통증의 강도, 모의 통

증이 나타나는 기점, 두통이 나타나는 기점, 천재지변, 2-3도 이상의 편태손상, 충돌 순간의 안전벨

트 유무이다. 그러한 원인들 중, 4가지는 강력한 변수이니, 경추의 정도, 편타 손상과 관련된 장애

정도, 두통과 이차적 교육의 부재이다. 

“두려움 회피 모델”을 사용하여 급성 편타 손상 후에 호소하는 불편의 발전에 대하여 효과적인

이해를 할 수 있다. 손상 받은 환자는 회피, 장애, 통증의 증가되는 하향성 소용돌이에 사로잡혀

나타나는 것이다. 

(2) 합병증

경추 신경근병증은 척수증이 있는 환자에서 굴곡/신전 손상의 합병증이다. 경추의 추간판은 퇴행

성 과정을 거치면서 통증을 일으키게 되니, 이는 반복된 미세손상 혹은 과도한 작업에 의해 발생

한다. 디스크 손상에 의한 통증은 섬유륜 파열로부터 발생하며 이는 국소 신경 혹은 혈관 조직의

염증 혹은 압박에 의해 발생한다. 

편타 손상 후 발생하는 척수 압박은 생리적인 신전 이상과는 다르다. 그러나, 척추관이 좁은 사

람에게 있어서 척수손상에 의해 발생하는 사지마비의 위험성은 증가하게 된다. 

후향적 연구에서는 인대손상이 편타 손상후 흔한 질환이지만, 추간판 탈출증은 흔하지 않다고

보고되어진다. 

한 연구에서는 편타 손상을 받은 33%의 환자에서 2년간의 추적 조사 끝에 수질층의 충돌에 의

한 추간판 탈출이 있음이 보고되었다.  

다른 연구에서는, 편타 형태의 염좌가 추간판인대 손상의 16%를 차지한다고 하였다. MRI상 심

하고 지속되는 방사통을 호소하는 대부분의 환자가 수술에서 확인된 돌출보다 더 큰 추간판 탈출

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목의 통증과 방사통은 조기의 추간판 절제술과 융합술로 경감될 수 있다. 

전방의 섬유륜의 좌상 혹은 파열과 후종인대(추간판의 팽륜으로 손상받는)의 측면은 편타 손상후

디스크성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임상에서 보이는 측부관절의 손상과 해부학

적 연구에서 골절, 출혈, 파열, 균열 등이 관절낭에서 발생하고, 연골판의 골절, 내측 관절 반월판

의 손상, 관절면의 골절 등을 포함한다고 한다. 

경추의 염좌로 인한 상부 경추 추간판의 돌출은 불명확한 어깨의 통증을 유발한다. 근력 약화

혹은 반사와 감각의 이상은 제한적이거나 불명확하다. 신경통은 척수징후보다 많을 것이다. MRI 

혹은 CT, 척추촬영법 은 진단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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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망률/질병률

사망률은 심각한 외상으로 인하여 경추의 염좌가 뇌 혹은 척수손상을 일으킬 정도의 사고이거나

호흡기계와 혈관계의 손상을 입히지 않는다면 거의 없다. 

질병률은 증상을 포함하는 경추통증증후군을 포괄한다. 급성 혹은 만성 경추 염좌로 인한 장애

는 엄청난 사회경제적 비용을 치르게 된다. 6-9mph(9.7-14.5km/h)에 해당하는 작은 에너지의 충돌

은 큰 목의 외상을 일으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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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추 디스크 질환 Cervical Disc Diseases
(1) 예후

 가끔, 급성 HNP는 중심부에서 탈출될 수 있고, 이는 근육병증을 유발한다. 이 경우 양성의 병

리적 반사(이를테면 바빈스키나 호프만 징후 같은), 조임근 징후 등 과다반사의 징후가 나타날 수

있다. 만약 치료되지 않은 채로 남는다면, 그 영향은 비가역적이다.

(2) 합병증

척추사이의 디스크가 척수를 압박하는 것은 소력감, 과도반사 및 장과 방광의 기능이상을 동반

하는 근육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신경근병증은 상지의 소력감 및 저림의 명확한 징후가 나타날

수 있다. 축성 혹은 방사성 통증은 경추 디스크 장애에서 기인할 수 있다.

경추 장애의 합병증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 아주 다루기 힘든 종축 혹은 방사성 통증

 * 소력감, 과다반사, 신경성 장/방광 기능이상과 연관된 근육병증

상지의 소력감과 저림과 연관된 신경근병증

<참고문헌>

 Michael B Furman, Jeremy Simon, Kirk M Puttlitz, Frank John English Falco. Cervical 

Disc Disease. Mar 29, 2010.

 Robert E Windsor, Ricardo A Nieves, Kevin P Sullivan, Erik D Hiester. Cervical 

Discogenic Pain Syndrome. Apr 24, 2009

 Gerard A Malanga, Michael A Romello. Cervical Radiculopathy. Dec 2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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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증

0. 통증이 없다.                            3. 통증이 중간 정도이며 잘 변하지 않는다. 
1. 통증이 미약하다.                        4. 통증이 심하나 왔다갔다 한다. 
2. 통증이 중간 정도이며 왔다갔다 한다.     5. 통증이 심하며 잘 변하지 않는다.

자기관리

0. 통증을 유발시키지 않고 내 자신을 돌볼 수 있다.
1. 내 자신을 돌볼 수 있으나 통증이 유발된다.
2. 내 자신을 돌보는 것은 고통스러우며 느리고 조심스럽다.
3.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은 스스로 한다.
4. 매일, 대부분의 활동에서 도움이 필요하다.
5. 스스로 옷을 입지 못하고 씻기 어려우며 침대에만 있는다.

물건들기

0. 통증없이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있다.
1.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있으나 약간의 통증이 있다.
2. 바닥에 있는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없으나, 편한 위치에서는 가능하다.
3.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없으나, 가벼운 물건이 편한 위치에 있으면 들 수 있다. 
4. 매우 가벼운 물건만 들 수 있다.
5. 어떤 물건도 옮길 수 없다.

읽 기

0. 목의 통증 없이 원하는 시간만큼 책을 읽을 수 있다. 
1. 목에 약간의 통증만 느끼며 원하는 시간만큼 책을 읽을 수 있다.
2. 중간 정도의 통증을 느끼며 원하는 시간만큼 책을 읽는다. 
3. 중간 정도의 통증 때문에 원하는 시간만큼 책을 읽지 못한다.
4. 심한 통증 때문에 원하는 시간만큼 책을 읽지 못한다.
5. 전혀 책을 읽지 못한다. 

두 통

0. 전혀 두통이 없다.                    3. 종종 중간 정도의 두통이 있다.
1. 드물게 약간의 두통이 있다.           4. 종종 발생하는 심한 두통이 있다.
2. 드물게 중간 정도의 두통이 있다.      5. 거의 항상 두통이 있다. 

표. NDI (Neck disability index)

D. 경항통의 평가척도

1. NDI (Neck disability index)
 캐나다 메모리어 카이로프랙틱 대학의 Vernon과 Miro가 Oswestry 지수를 개정하여 발전시킨 것이

며, 경부 통증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의 활동력 저하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이다.

 경추부의 손상은 환자의 기능수행능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서기, 걷기, 구부리기, 들어

올리기, 여행, 사회생활 등 실생활에 있어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통증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의

기능수행능력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NDI를 치료 전후로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NDI는 환자에 의해

작성되는 선다형 설문으로서 일상생활의 각각의 동작과 관련된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에서는 일상생활의 장애를 0-5점으로 6가지 단계로 기술하는데 이 방법은 경항통을 평가하는 데

기능적인 상태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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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중

0. 어려움 없이 충분히 집중할 수 있다. 
1. 약간의 어려움을 가지고 원하는 만큼 집중할 수 있다. 
2. 중간 정도의 어려움을 가지고 원할 때 집중할 수 있다. 
3. 내가 원할 때 집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4. 내가 원할 때 집중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5. 전혀 집중하지 못한다. 

일

0. 원하는 만큼 일 할 수 있다.                3. 나의 일상의 일을 하지 못한다. 
1. 일상의 일만 할 뿐 더 이상은 못한다.       4. 좀처럼 어떠한 일도 하지 못한다.
2. 대부분의 일을 하나 더 이상은 못한다.      5. 전혀 일을 하지 못한다.

운 전

0. 통증 없이 차를 운전할 수 있다.           
1. 약간의 통증을 느끼며, 차를 원하는 만큼 운전할 수 있다. 
2. 중간 정도의 통증을 느끼며 차를 원하는 만큼 운전할 수 있다. 
3. 중간 정도의 통증 때문에 차를 원하는 만큼 운전할 수 없다. 
4. 목의 심각한 통증 때문에 좀처럼 차를 운전할 수 없다.
5. 운전을 할 수 없다. 

수 면

0. 자는 데 문제가 없다.                  3. 통증 때문에 자다가 3—5회 깬다. 
1. 통증 때문에 자다가 1회 깬다.          4. 통증 때문에 수시로 깬다.  
2. 통증 때문에 자다가 2—3회 깬다.       5. 전혀 잘 수 없다.            

여가활동

0. 통증 없이 모든 여가활동을 할 수 있다.
1. 약간의 통증이 있으나, 모든 여가활동을 할 수 있다.
2. 통증으로 거의 대부분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지만 모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통증으로 약간의 여가활동만 할 수 있다.
4. 통증으로 거의 여가활동을 할 수 없다.
5. 여가활동을 전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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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per
extremity
function

0. Impossible to eat with either chopsticks or spoon

1. Possible to eat with spoon, but not chopsticks

2. Possible to eat with chopsticks, but inadequate

3. Possible to eat with chopsticks, but awkward

4. Normal

Lower
extremity
function

0. Impossible to walk

1. Need cane or aid on flat ground

2. Need cane or aid only on stairs

3. Possible to walk without cane or aid, but slow

4. Normal

Sensory

A. Upper extremity

0. Apparent sensory loss

1. Minimal sensory loss

2. Normal

B. Lower extremity Same as A

C. Trunk Same as A

Bladder
function

0. Complete retention

1. Severe disturbance

⑴ Inadequate evacuation of the bladder

⑵ Straining

⑶ Dribbling

2. Mild disturbance
⑴ Urinary frequency

⑵ Urinary hesitance

3. Normal

2. PDI
환자의 자각증상은 그 경중을 객관화하기 위하여 11단계로 구분. PDI는 통증이 심한 것

은 10점, 통증이 없는 것을 0점으로 하는 10-point system을 사용한다. 각 영역의 점수는

최종점수로 더해지고 scale의 최종적인 최고점수는 70점이 되고 최저점수는 0점이 된다. 

PDI의 내용은 가정에서의 임무, 여가활동, 사회활동, 직장생활 등의 7개의 다양한 항목으

로 구성되어 있다.

3. 일본 정형외과학회 점수 (Japanese Orthopedic Association, 
이하 JOA score)

일본 정형외과학회가 척추증의 증상에 대한 환자의 주관적 표현 및 보행능력, 일상동작

에 대한 객관적 정황에 대하여 각 항목당 0점에서 2-4점까지의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13

점을 만점으로 한다.

표. JOA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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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F-36
 SF-36은 1992년 Ware와 Sherbourne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이 조사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되었고,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SF-36은 8개 범주와

3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임상연구에서 특정 질병의 치료효과들을 측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SF-36의 신체적 기능(Physical Functioning, PF), 사회적 기능(Social Functioning, SF), 신체적 역할제

한(Role-Physical, RP), 감정적 역할제한(Role-Emotional, RE), 정신건강(Mental Health, MH), 활력도

(Vitality, VT), 신체적 통증(Bodily Pain, BP), 일반건강(General Health, GH)의 8개 범주를 이용하여, 

건강수준 8개 영역을 측정한다. 

5. VAS (시각적 상사척도 : Visual analogue scale)
Visual analog scale(이하 VAS)을 이용한 설문지를 경추 추간판 탈출증 환자의 치료 시작 전과 치료

종결 후에 기록하도록 하였다. 통증이 없는 상태를 0으로 하고, 가장 심한 통증을 10으로 하여 표시해

놓고 환자가 숫자를 선택하도록 하여 측정한다. 

6. NRS (Numerical Rating Scales)
치료과정 중 통증정도를 숫자통증등급(numerical rating scales, 이하 NRS)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숫

자통증등급은 0-10까지의 일련의 숫자로 구성되는데 0은 통증이 없음을 10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통증으로 분류한다. 환자는 그 순간에 가장 일치하는 통증의 강도를 선택한다.

7. 주관적 증상 호전(QVAS : Quadruple Visual Analogue Scale)
증상의 호전도에 대한 환자들이 퇴원할 때 객관적인 분류 방법으로 채 등의 분류방법을 사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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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QVAS(Quadruple Visual Analogue Scale)

ID :                  환자명 :                  검사날짜 :  20 년 월 일

C/C : 
MRI finding :            

설명 : 질문에 대해 가장 근사하다고 생각되는 숫자에 O표 하세요.
예)
No pain(무통)                                   Worst possible pain(가장 아픈 통증) 
      
0    1    2    3    ④ 5    6    7    8    9    10

1. 지금의 통증 정도는 어떻습니까?
No pain(무통)                                   Worst possible pain(가장 아픈 통증) 
       
0    1    2    3    4    5    6    7    8    9    10

2. 입원 기간 중 평균 통증 정도는 어떻습니까?
No pain(무통)                                   Worst possible pain(가장 아픈 통증) 
       
0    1    2    3    4    5    6    7    8    9    10

3. 가장 통증이 호전되었을 때 통증 정도는 어떻습니까?
No pain(무통)                                   Worst possible pain(가장 아픈 통증) 
       
0    1    2    3    4    5    6    7    8    9    10

4. 가장 통증이 악화 되었을 때 통증 정도는 어떻습니까?
No pain(무통)                                   Worst possible pain(가장 아픈 통증) 
       
0    1    2    3    4    5    6    7    8    9    10

8. 임상 증상 등급별 평가 기준
자각증상의 경중을 객관화하기 위하여 동통 및 활동의 제한 정도에 따라 5단계로 구분

① Grade 0(=5점) : 동통이 전혀 없는 상태

② Grade Ⅰ(=4점) : 경도의 동통으로 안정기에는 동통이 없으나 동직시 미약한 동통이 있는 상태

③ Grade Ⅱ(=3점) : 중등도의 동통으로, 동작시에는 제한이 없으나 동통으로 불편한 상태

④ Grade Ⅲ(=2점) : 심한 동통으로, 동작시 활동이 제한되며 조심하면 가동할 수 있는 상태

⑤ Grade Ⅳ(=1점) : 극심한 동통으로, 자력으로는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

9. Five-point Likert Scale
① 5점 : 시술이 매우 만족스럽다.

② 4점 : 시술이 만족스럽다.

③ 3점 : 시술이 그저 그렇다.

④ 2점 : 시술이 불만스럽다.



경항통 침구임상 진료지침

－ 83 －

⑤ 1점 : 시술이 매우 불만스럽다.

10. 객관적 치료성적 평가 (Odom’s degree) 
① Excellent(우수) : 자각증상 및 이학적 검사상 정상 회복되어 자연생활에 별다른 장애가 없는 경

우

② Good(양호) : 자각증상 및 이학적 검사상 모두 초진시에 비하여 명백한 호전을 보인 상태

③ Fair(호전) : 자각증상 및 이학적 검사상 어느 한 쪽만 좋아지거나 약간의 호전만 보인 상태

④ Poor(불량) : 자각증상, 이학적 검사상 모두 무변화하거나 악화된 상태

4 Grade Classification of Recovery Degree(Odom’s degree)

Degree Excellent Good Fair Poor

Check

회복 정도를 4단계로 나누어 해당하는 항목에 표시를 하였으며, 이후 각각 표시된 것을 더하여 그

분포를 살펴보았다. 

11. ROM (Active Range of Motion)
경부 능동적 관절가동범위 측정. 경부의 ROM 검사는 굴곡, 신전, 회전, 측굴을 goniometer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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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양명대장경
순행부위 : 大腸手陽明之脈,...上臑外前廉, 上肩, 出髃骨之前廉, 上出於柱骨之會上...
병증 : 肩前臑痛, 大指次指痛不用

수태양소장경
순행부위 : 小腸手太陽之脈,... 上循臑外後廉, 出肩解, 繞肩胛, 交肩上...
병증 : 不可以顧, 肩似拔, 臑似折, 頸, 頷膻, 肩, 臑, 肘, 臂外後廉痛

수소양삼초경
순행부위 : 三焦手少陽之脈, ... 循臑 外上肩... 上項, 系耳後直上, 出耳上角
병증 : 耳後, 肩, 臑, 肘臂外皆痛, 小指次指不用

수태음폐경
순행부위 : 肺手太陰之脈, ... 下循臑內...
병증 : 臑臂內前廉痛厥, 掌中熱

수소음심경 순행부위 : 心手少陰之脈, ... 下循臑內後廉...

Ⅲ. 경항통의 치료

A. 한의학적 진단에 따른 치료
1. 변증방법
1) 전문가 위원회
변증진단학, 한의진단명과 진단요건의 표준화연구, 중약신약임상연구지도원칙, 침구학교과서 등을

참고로 하여 경항통의 변증방법 및 상세 증상들을 수집하였으며 전문가위원회에서 이를 검토하여 아

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2) 장부변증

肝腎虧虛 + 外邪

평소에 肝腎이 虧虛한 사람이 근육을 단련하지 않으면 신체가 쇠약해지고 氣血이 不足

하게 되어 수축과 이완을 하는 근육이 정상기능을 잃게 된다.
혹은 頸椎가 손상된 후 오랫동안 치료하지 않아 근육이 약화되거나 과로로 피곤한 상태

에서 다시 風寒의 沈襲을 받게 되면 經絡이 不舒하게 되어 肌肉의 氣血이 凝滯되고 막

혀 뻣뻣한 통증이 생기면서 落沈이 발생

肝腎陰虛

감별증 : 頸, 肩, 上肢串痛麻木
전신증 : 眩暈, 頭痛, 耳鳴, 耳聾, 失眠, 多夢, 肢體麻木, 面紅目赤, 腰膝軟
설맥 : 舌紅少津, 脈弦

肝陽上亢

肝陽上亢型

②眩暈型

주요증상은 頭暈, 目眩, 耳鳴이다. 머리를 흔들면 眩暈이 심해지고 심하면 卒倒하게 되
는 것이 특징이다.

가.肝陽上亢型
眩暈, 耳鳴, 不眠이 주요임상증상이고, 舌紅少津하며 脈은 弦細하다.

肝陽上亢型
주증 : 어지러움, 頭痛, 목적, 설질은 맑고 설태는 백, 조급하고 화를 잘 낸다.
부증 : 면홍, 입마름, 변비, 소변적색, 설질은 붉음, 설태는 황함, 맥현삭

3) 경락변증



경항통 침구임상 진료지침

－ 85 －

병증 : 臑臂內後廉痛厥, 掌中熱痛

수궐음심포경
순행부위 : 下循臑內,...下臂行兩筋之間...
병증 : 手心熱, 臑肘攣急...

족태양방광경
순행부위 : 膀胱足太陽之脈... 還出別下項...
병증 : 項似拔, 頭顖項痛, 項背腰...痛, 

독맥 순행부위 : 起於小腹以下骨中央...與太陽...上額交巓 上入絡腦 還出別下項... 

족소양담경
순행부위 : 膽足少陽之脈... 至肩上...下大迎 合手少陽...
병증 : 頭痛, 頷痛, 缺盆中腫痛

風濕

風寒濕

감별증 : 頸, 肩, 上肢串痛痲木, 頸部 沈重感, 목이 뻣뻣하다, 活動不利, 惡寒, 畏風
전신증 : 頭重沈重感, 惡寒畏風
설맥 : 舌淡紅, 苔薄白, 脈弦緊

外感風濕

감별증 ; 項强, 轉側不利
전신증 : 惡寒發熱, 頭重沈裏 肢體酸楚, 關節疼痛而重着
설맥 : 苔白, 脈浮

外感風濕

감별증 : 頸項部强痛. 頸項部는 外觀은 正常
전신증 : 惡寒, 發熱, 汗出熱不解, 全身疼痛, 頭痛, 頭重感.(外邪에 의한 表證隨伴)
설맥 : 舌苔白, 脈浮

風寒

風寒

감별증 : 頸項背部?痛, 拘緊痲木
전신증 : 淅淅惡寒, 微發熱, 頭痛時 表證
설맥 : 舌淡, 苔薄白, 脈弦緊

外感風寒

(絡沈 頸椎捻挫)

감별증 ; 項强, 轉側不利
전신증 : 頭痛, 身痛, 惡寒發熱, 無汗
설맥 : 苔薄白, 脈浮緊

風寒型

上肢의 疼痛과 麻木이 주요임상증상이나 疼痛이 위주가 된다. 疼痛 이외에 목의
强直으로 활동이 제한되며 추위를 싫어한다. 舌質은 淡紅하고 苔는 薄白하며 脈은
弦緊하다.

風寒의 沈襲으로 발

생된 경우

목, 어깨 부위가 風寒의 邪氣를 받아서 목 부위 筋肉의 氣血이 凝滯되고, 筋脈이
不舒하게 되어 목과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게 된다. 이 병증은 風邪가 편성한 경우
와 寒邪가 편성한 경우의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風寒阻絡證

주증 : 목에 風寒을 감수하여 발병한 것으로 지체가 시고 차가우며 따뜻하게 하면
좋아진다.
부증 : 경항강통, 활동이 부드럽지 않음, 지체 끝이 저리고 아픔, 사지가 당김, 어떤
사람은 근육이 마르고 약해지고 손.발가락이 뻣뻣하다. 설질은 어둡고, 설태는 옅
고 백하며, 맥은 침현하거나 침지하다.

濕痰

痰濕阻絡

감별증 : 頭暈目眩, 頭重如裏, 四肢痲木不仁, 納呆

전신증 : 皮膚枯燥, 頭暈, 眼花, 視物慔糊, 失眠, 健忘, 胸悶胸痛
설맥 : 舌暗紅, 苔厚膩, 脈弦滑

痰濕中阻型
頭重과 頭暈이 주요임상증상이고, 팔다리가 권태롭고 기운이 없으며 痰涎을 토한
다. 舌苔는 厚膩하고 脈은 弦滑하다.

熱

濕熱浸潤
감별증 : 頸部의 筋肉의 拘攣
설맥 : 舌苔白潤, 脈滑數

邪熱傷津

감별증 : 項强, 甚則角弓反張
전신증 : 手脚戀急, 高熱, 煩燥, 甚則神昏譫語, 口禁加齒, 服滿, 便秘, 小便短赤
설맥 : 苔黃苔, 脈弦數

風熱挾濕

감별증 : 頸項部强痛, 頸項部는 外觀은 正常
전신증 : 惡寒, 發熱, 咽痛, 口乾, 紅腫潰破.(外邪에 의한 表證隨伴)
설맥 : 舌質紅, 苔黃, 脈弦數

氣滯血 氣滯血瘀型  감별증 : 疼痛, 腫脹, 그 외 發熱惡寒, 頭痛, 頭暈, 脈洪大, 苔膩口苦, 大便秘結, 畸

4) 기혈음양진액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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瘀(瘀血)

形, 强直, 向側偏, 不能轉動

瘀滯

감별증 : 기상후 頸部疼痛, 活動不利, 活動時 患側 疼痛 加重, 患側으로 머리가 기
운다. 局部에 뚜렷한 壓痛點, 때로 硬結이 나타난다.
설맥 : 舌紫暗, 脈弦緊

氣滯瘀血

감별증 : 頸肩部, 上肢刺痛, 痛處固定, 肢體麻木
전신증 : 皮膚枯燥, 頭暈, 眼花, 視物慔糊, 失眠, 健忘, 胸悶疼痛
설맥 : 舌質暗, 脈弦

瘀血筋脈

감별증 : 흉쇄유돌근 부위의 血腫이 촉지, 索狀硬結의 촉지, 두부가 患側으로 돌아
감

설맥 : 舌紫暗, 有瘀班, 脈澁

氣滯血瘀(捻挫)
감별증 : 偏側頸項痛, 重壓感, 運動時疼痛加重, 甚則頸項肌肉의 强直
전신증 : 沈呼吸, 咳嗽, 재채기 時에 疼痛加重
설맥 : 舌紫暗, 脈弦緊

氣滯血瘀證

주증 : 목의 외상 혹은 손상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경항강통하고 움직이면 더
심해지며 통처가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다. 
부증 : 항상 지체가 뻣뻣한 것을 수반한다. 舌質은 淡紅하거나 자주빛으로 어두우
며 어혈반이 있다. 脈은 弦하거나 澁하다.

氣血虛

氣血虛型 감별증 : 腫脹과 瘀班이 뚜렷하지 않고 疼痛, 活動不利 호소

氣血兩虛

감별증 : 四肢痲木, 頸肩上肢痛
전신증 : 頭暈, 目眩, 面色蒼白, 心悸, 短氣, 倦怠乏力
설맥 : 舌淡苔少, 脈細弱

氣血不足
감별증 : 患側의 흉쇄유돌근이 가늘어진다. 흉쇄유돌근의 緊張, 顔色蒼白
설맥 : 脈細弱

氣血虧虛型
頭重, 頭暈, 目眩이 주요임상증상이고, 面色蒼白, 心悸, 氣短, 四肢無力이 나타난다. 
舌質은 淡하고 苔는 薄白하며 脈은 細無力하다.

氣血不足證

주증 : 頸項이 脹痛하고 무거우며, 어지럽고, 頭痛이 있으며, 무릎에 힘이 없고, 찬
것을 싫어하고 사지가 차가다.
부증 : 耳鳴, 心悸, 숨참, 夜間頻尿, 舌質은 맑고 舌苔는 白, 脈沈細弱

虛寒型

上肢의 麻木과 疼痛이 주요임상증상이나 麻木이 위주가 된다. 四肢가 차며
피곤하며 무력하며, 추운 것을 싫어한다. 舌은 胖大하고 苔는 薄白하며 脈은

弦細無力하다.
(침구학 교과서 - 목척추굳음증 : 비증형)

痿虛型

頸項의 疼痛과 項强이 주요임상증상이고, 팔다리에 힘이 없고 시리고 무거
워서 걷는 자세가 서툴러 보인다. 심한 경우에는 팔다리가 무력하여 걸을 수
없게 된다. 苔는 薄白하고 脈은 細 또는 沈하다.

落沈型
頸項과 어깨의 疼痛이 주요임상증상이고, 목을 굽히거나 젖히거나 돌릴 수
없으며, 偏頭痛이 동반되기도 한다. 苔는 薄白하며 脈은 弦하다.

수면자세 불량 또는 목의 근육이

비틀린 경우

수면자세가 나쁘거나 과로한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 갑작스럽게 목에 자통을

느끼고 목을 돌리기 힘들며, 疼痛을 회피하기 위해 움직이지 않으려 한다. 
목에 고정된 壓痛이 있으며, 설은 자하거나 瘀班이 있고 苔는 薄白하며 脈은
緊하다.

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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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료방법
1) 설문조사의 이유
한의학적 치료방법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부족하여 본 임상진료지침의 이해당사자 중

진료지침의 목표대상인 한의사를 대상으로 하여 실태 및 진료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진료지침의 개발

및 실제적 상황을 반영하고자 함. 

2) 설문대상자 선정
서울시 한의사 협회의 협조로, 2009년 한국 서울의 개원 한의사 2,906명의 명단을 확보하였다.  통

계학자의 도움으로 이들 명단을 층화 임의추출법 표본설계로 추출하여 한의사 288명을 대상으로

2009년 11월 23일부터 2010년 1월 9일까지 면접조사를 시행하였다. 

면접조사는 조사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본과 3학년 학생들을 조사원으로 선

발하였으며 조사의 전반적인 절차와 조사원의 역할 등에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들 조사원들

이 조사 대상 한의사들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어 심층 대면 조사를 하였다. 조사결과 288명의 한의사

중 234명(81%)의 응답을 받았다. 

3) 설문지의 구성
설문지는 한국 한의사들의 경항통 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방법을 파악하고자 총 17개의 문항으

로 구성하였다. 설문의 내용은 경항통 침구치료시 사용하는 변증 방법, 중요시 여기는 진단의 기준, 

주로사용하는 침법이나 치료혈, 상세 침구치료 방법 (환,건측의 사용, 근,원위혈의 사용, 자침 깊이, 유

침시간, 사용침의 두께와 길이, 취혈자세, 기타자극), 득기 및 보사법, 치료기간 및 치료 주기, 병행치

료법에 대해서였다. 

설문지는 경력 11년 이상의 3명의 침구학 전문가가 작성하였으며 이에 대해 동국대학교, 경희대학

교 등 한의과 대학의 침구학 교수들과 침구학 전공의 10여명이 설문항목의 선정 및 표현의 적합성을

평가하도록 하여 타당성을 확보하였으며 이후 통계학 전문가가 수정 및 검토를 진행하였다. 

4) 통계분석
설문지 문항으로부터 작성된 자료들은 STATA 9.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5) 결과
(1) 설문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회수된 설문지를 기준으로 한 응답자의 평균 나이는 45.1±0.7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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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가끔

사용한다.
보통 정도로

사용한다.
자주

사용한다.
거의 항상

사용한다.
무응답

1
경항부의 종창과 만곡, 
사경 정도

8(3.42%) 19(8.12%) 59(25.21%) 67(28.63%) 70(29.91%) 11(4.70%)

2 경항부의 ROM 9(3.85%) 17(7.26%) 34(14.53%) 69(29.49%) 94(40.17%) 11(4.70%)

3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

부위와 통증 묘사
0(0%) 3(1.28%) 19(8.12%) 78(33.33%) 131(55.98%) 3(1.28%)

4 환자의 한열감각 6(2.56%) 35(14.96%) 67(28.63%) 62(26.50) 56(23.93%) 8(3.42%)

5 통증의 악화 호전 요인 6(2.56%) 17(7.26%) 49(20.94%) 79(33.76%) 76(32.48%) 7(2.99%)

응답자의 성별의 경우 전체 234명중 남 209명(89.3%) 여 25명(10.7%)로 나타났으며, Practitioners 

대학을 졸업한 뒤 평균 18.6±0.55년 동안 임상 경험을 가졌다. 

한국 한의사의 경우 그 수련과정은 6년제 대학과정을 졸업하고 한의사 고시에 합격한 사람으로 그

교육과정은 일정하였다. 

서울 25개구를 동서남북으로 나누어 계산한 결과 각 구별 분포 비율 또한 유사하였다.

(2) 변증방법

경항통을 치료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변증(differentiation of syndromes)방법에 대해, 응답 결과는

Table 1과 같이 경락변증을 사용하는 비율이 과반수 이상임을 나타내었다. 

표. 234명의 설문참여 한의사의 변증 방법
변증방법 빈도 백분율(%)

장부변증 34 14.53

경락변증 142 60.68

병인변증 30 12.82

기혈음양진액변증 8 3.42

기타 17 7.26

무응답 3 1.28

Total 234 100

(3) 진단기준

경항부의 ROM,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 부위와 통증 묘사, 切診에 따른 정보, 통증의 병력 청취, 환

자의 평소 요인 등의 방법이 ‘거의 항상’과 ‘자주’를 합하면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통증의 악화 호전 요인

이에 비해 脈診, 舌診, 이학적 검사, 서양의학적 진단 (X-ray 등)은 ‘거의 항상’과 ‘자주’를 합하면

40% 미만으로 나타나 그 사용빈도가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경항통 환자 치료에 있어 경락과 경혈 선택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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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날씨가 궂으면 심

해진다. 계단 보행시 심
해진다.)

6
切診에 따른 정보 (예 : 
환자의 통증 부위의 압

통과 긴장 등)
6(2.56%) 12(5.13%) 33(14.10%) 68(29.06%) 106(45.30%) 9(3.85%)

7
통증의 병력 청취 (발생
이유)

1(0.43%) 2(0.85%) 21(8.97%) 75(32.05%) 128(54.70%) 7(2.99%)

8 환자의 평소 요인 1(0.43%) 9(3.85%) 44(18.80%) 89(38.03%) 80(34.10%) 11(4.70%)
9 脈診 31(13.25%) 69(29.49%) 46(19.66%) 32(13.68%) 45(19.23%) 11(4.70%)
10 舌診 68(29.06%) 70(29.91%) 47(20.09%) 15(6.41%) 22(9.40%) 12(5.13%)

11 이학적 검사 51(21.79%) 53(22.65%) 46(19.66%) 36(15.38%) 27(11.54%) 21(8.97%)
12 서양의학적 진단 59(25.21%) 82(35.04%) 46(19.66%) 19(8.12%) 9(3.85%) 19(8.12%)

(4) 빈용하는 침법과 치료혈

침구치료를 할 때 침법이나 치료혈에 대해 사암침법 - 아시혈 - 오수혈 - 동씨침 - 해부학적 구조물

기준 순으로 다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혈, 해부학적 구조물 기준의 자침 같은 해부학적 기준의 침법의 사용비율은 38.74%, 사암침을

비롯한 오수혈, 특정혈, 태극침법, 동씨침법 같은 비해부학적 기준의 침법이 61.26%로 나타났다

표. 234명의 한의사가 응답한 침법
침법의 종류 빈도 백분율(%)

    사암침법 79 33.76

    오수혈 27 11.54

    특정혈(하합혈, 원락극모혈, 팔회혈, 팔맥교회혈) 5 2.14

    태극침법 2 0.85

    동씨침법 23 9.83

    아시혈 64 27.35

    해부학적 구조물(근육, 인대 및 관절강) 기준 22 9.40

    기타 12 5.13

    Total 234 100

(5) 침법상세

환측과 건측의 혈위사용의 경우 환측과 건측을 섞어서 사용하는 비율이 53.85%에 달하였다.

근위와 원위혈의 사용비율은 근위혈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38.36±36.9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근

위와 원위를 섞어서 사용하거나 원위혈만 사용하는 경우가 각각 34.83%±43.55%와 28.49%±34.01%

로 나타났다.

자침 깊이의 경우 5푼에서 1촌에 해당하는 경우가 37.61% 정도로 나타났다.

사용침두께의 경우 0.25mm를, 사용침 길이의 경우 40mm를 40%이상의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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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median(range) or n(%)
환측과 건측의 혈위사용 비율

－환측

－건측

－환측+건측

64(27.35%)
44(18.80%)
126(53.85%)

근위와 원위혈의 사용비율

－근위

－원위

－근위+원위

38.36±36.99%
28.49%±34.01%
34.83%±43.55%

자침깊이

－1-2푼
－3-5푼
－5푼-1촌
－1-2촌
－2촌 이상
－무응답

7(2.99%)
60(25.64%)
88(37.61%)
53(22.65%)
14(5.98%)
12(5.13%)

사용침의 두께

－0.20mm
－0.25mm
－0.30mm
－0.35mm
－0.40mm
－기타

－무응답

29(12.39%)
102(43.59%)
67(28.63%)
17(7.26%)
11(4.70%)
5(2.14%)
3(1.28%)

사용침길이

－15mm
－30mm
－40mm
－50mm
－60mm
－기타

－무응답

5(2.14%)
77(32.91%)
116(49.57%)
24(10.26%)
9(3.85%)
1(0.43%)
2(0.85%)

취혈자세

－앙좌위

－측와위

－앙와위

－복와위

－기타

－무응답

43(18.38%)
55(23.50%)
50(21.37%)
81(34.62%)
4(1.71%)
1(0.43%)

경항통을 치료할 때 환자의 취혈자세의 경우 복와위(34.62%)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표. 상세침법

(6) 보사법

득기를 시행하는 경우(76.92%)가 그렇지 않은 경우(21.79%)보다 높게 나타났다.

보사를 시행하는 경우(62.82%)가 그렇지 않은 경우(36.75%)보다 높게 나타났다.

보사법의 경우 구육(28.38%), 염전(28.38%), 제삽보사(19.59%)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침시간의 경우 반 수이상의 한의사가 15분 이상 - 20분 미만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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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median(range) or n(%)
득기여부

－Yes 
(근위혈만/원위혈만/근위혈 원위혈모

두)
－No
－무응답

보사법 사용 여부

－Yes
－No
－무응답

보사법 사용 종류

－제삽보사

－염전보사

－서질보사

－호흡보사

－구육보사

－영수보사

－개합보사

－기타

－무응답

유침시간 종류

－거의 유침하지 않는다

－5분 미만
－5분 이상 - 10분 미만
－10분 이상- 15분 미만
－15분 이상 - 20분 미만
－20분 이상 25분 미만
－25분 이상 30분 미만
－30분 이상
－무응답

침자극 방법

－특별한 자극을 사용하지 않음

－전침

－온침

－화침

－기타

－무응답

180(76.92%)
(43(18.38%)/43(18.38%)/94(40.17%))
51(21.79%)
3(1.28%)

147(62.82%)
86(36.75%)
1(0.43%)

29(19.59%)
42(28.38%)
2(1.35%)
8(5.41%)
42(28.38%)
23(15.54%)
0(0%)
1(0.68%)
1(0.68%)

14(5.98%)
2(0.85%)
5(2.14%)
40(17.09%)
123(52.56%)
35(14.96%)
11(4.70%)
3(1.28%)
1(0.43%)

133(56.84%)
73(31.20%)
14(5.98%)
1(0.43%)
11(4.70%)
2(0.85%)

침자극 방법의 경우 특별한 자극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56.84%)가 가장 많았으며 사용하는 한

의사 중에는 전침, 온침, 화침 중에 전침을 가장 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득기, 보사법 및 유침시간

(7) 치료주기와 기간

치료주기의 경우 1주일에 3회를 치료하는 경우가 전체 응답의 57.69%로 나타났다. 급성 경항통의

전체 치료기간의 경우 90%이상의 한의사가 3주미만이라고 응답하였으나, 만성 경항통의 치료기간의

경우 3주 이상 5주미만이 31.20%, 1주이상 3주미만이 30.77%의 한의사가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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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median(range) or n(%)

치료주기

－1회/주
－2회/주
－3회/주
－4회/주
－5회/주
－6회/주
－7회/주
－기타

－무응답

급성 경항통의 치료기간

－1주미만
－1주이상 3주미만
－3주이상 5주미만
－5주이상 7주미만
－7주이상 - 9주미만
－9주이상
－무응답

만성 경항통의 치료기간

－1주미만
－1주이상 3주미만
－3주이상 5주미만
－5주이상 7주미만
－7주이상 - 9주미만
－9주이상
－무응답

3(1.28%)
29(12.39%)
135(57.69%)
33(14.10%)
19(8.12%)
11(4.70%)
1(0.43%)
3(1.28%)
0(0%)

159(67.95%)
63(26.92%)
7(2.99%)
2(0.85%)
0(0%)
0(0%)
3(1.28%)

7(2.99%)
72(30.77%)
73(31.20%)
26(11.11%)
27(11.54%)
26(11.11%)
3(1.28%)

표. 치료주기와 기간 

(8) 병행치료

근골격계 질환 치료시 병행하는 치료법으로 15개를 설문의 예시로 두고 복수응답토록 한 결과

5.98개의 치료법을 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습식부항, HOT pack, 첩약투여, 생활습관교

육, 건식부항, 운동교육 순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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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경항통을 치료하는데 있어 234명의 한의사가 응답한 병행치료 빈도
병행 치료 n(%)

뜸

습식부항

건식부항

첩약투여

Ex제제 투여
봉약침

봉약침 제외한 약침요법

ICE pack
Hot pack
TENS
간섭파치료기(ICT)
초음파, 초단파 등 심부 투열기
레이저 치료기

운동 교육

생활습관교육

기타

무응답

93(6.65%
)

171(12.22
%)

123(8.79
%)

151(10.79
%)

56(4.00%
)

54(3.86%
)

48(3.43%
)

32(2.29%
)

157(11.22
%)

91(6.50%
)

119(8.51
%)

18(1.29%
)

7(0.50%)
121(8.65

%)
139(9.94

%)
11(0.79%

)
8(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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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침치료의 위생(淨鍼法)
1) 침치료의 기본 원칙
침 소독 기법의 기본 요령은 다섯 가지이다.

1. 환자가 바뀔 때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다.

2. 항상 살균된 침만 사용한다.

3. 반드시 청결 구역을 확보한다.

4. 손이 오염되었으면 침을 놓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는다.

5. 사용하고 난 침은 반드시 격리시킨다.

2) 손세척
1. 손을 씻는데 필요한 도구 준비 : 액체 비누 사용 권장한다. 

2. 소매를 걷어 올리고 시계나 패물을 벗는다

3. 비누와 손에 물을 충분히 적신다

4. 비누를 칠해서 거품을 낸다

5. 모든 피부를 손가락 사이나 손톱 주변과 및, 손목까지 씻는다.

6. 수도꼭지에 쏟아지는 물에 손을 다시 씻어 깨끗이 한다. 

7. 물과 비누가 손가락 끝을 통하여 흘러가도록 손을 아래쪽으로 향한다. 

8. 비누칠을 해서 다시 손 세척 과정 반복한다. 

9. 마무리로 손을 행군다. 

10. 수도꼭지를 잠글 때 주의하도록 한다.

11. 깨끗한 헝겊 수건이나 종이수건으로 손을 꼼꼼히 말리거나 손을 공중에 뿌려 말린다.

12. 손톱은 짧게 유지토록 한다. 

3) 기구의 선택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모든 침술용 침과 기구들은 절대적으로 살균 처리 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침

술용 침과 매화침, 즉 칠성침 및 기타 피부를 찌르는 모든 기구가 다 포함된다. 

침술 시술시 일회용 침 사용 적극 권장하며

1.포장은 반드시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함

2.살균 처리된 포장에서 침을 꺼낼 때는 오염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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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관 : 1회용 침관을 사용하거나, 환자가 바뀔 때마다 다시 살균처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침트레이 : 살균 처리된 침을 담는 트레이와 거즈는 반드시 살균 처리 권장한다. 

칠성침 또는 매화침 : 표준 살균법에 따라 살균처리하여야 한다. 

4) 일반 지침
청결구역 확보 : 진료소는 항상 청결 정돈되어야 하며 가급적 쓰레기 먼지가 없어야 한다. 

진료실 내 또는 가까운 곳에 찬물과 더운물 나오는 세면대 비치하도록 한다. 

5) 침 놓을 부위의 준비
1. 침놓을 자리에 상처나 부상 내지 질병이 없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2. 치료할 신체 부위가 청결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3. 침놓을 자리를 준비하는 데에는 항균용 70%이소프로필알코올이 적합다. 

4. 침놓을 자리를 알코올로 닦고 알코올이 마를 때까지 기다린다. 같은 자리는 한 번만 문지른다. 

5. 침 놓기 전에 알코올이 마를 때까지 기다린다.

6) 혈위의 촉진
피부를 청결케한 다음에 침놓을 자리를 만져보는 것은 괜찮으나 만져보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다시

씻거나 손가락을 알코올 솜으로 닦아야 한다. 

7) 살균 침 사용
1. 침체는 자침하기 전 절대적으로 살균 처리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침의 포장을 열 때 침이 살균되지 않은 물체와 접촉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3. 맨손이 침체와 접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침체를 받칠 때에는 살균처리된 거즈나 솜을 사용하

여야 한다.

8) 침관 사용
1. 환자가 바뀔 때마다, 치료를 시작할 때마다 살균하여야 한다. 

2. 침관을 사용할 때에는 침의 손잡이 부분부터 침관 속에 떨어뜨려 넣어야 한다.

3. 사용하고 난 침관들은 살균처리에 들어갈 때까지 청결구역에 놓아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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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장갑 사용
1. 침을 뽑을 때 알코올 솜으로 침 놓을 자리를 누르고 있는 손에는 항상 고무 장갑이나 골무를 끼

기를 권한다.

2. 장갑이나 골무를 끼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B형 간염 바이러스나 HIV 전염 위

험 요인에 관한 연구 성과와, 환자와 의료요원이 침술 시술과 관련하여 직면하는 위험한 요인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3. 장갑을 끼었다고 침에 직접 찔리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오직 오염된 침을 적절히 다루는 것만이

위험을 막아줄 수 잇다. 

4. 전염은 점막이나 피부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 피나 혈청이 튀어 눈이나 입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잠재적으로 위험한 노출로 여겨야 하며 혈약이나 기타 감염된 체액이 피부의 상처를 통해

서 체내로 들어갈 수 있음을 주지하여야 한다. 

5. 혈액이나 기타 잠재적 감염 물질, 점막, 불순한 피부 등과 접촉할 가능성, 혈관에 접근하는 절차, 

오염된 물건이나 표면을 다루거나 만질 가능성 등이 합리적으로 예상될 때 의료요원들은 장갑을

껴야 한다.

6. 침을 뽑을 때 고용인의 손에 피가 묻을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장갑을 끼어야 하고, 처치 중

고용인의 손에 피가 묻을 리가 없다면 장갑을 끼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의료요원은 각자

가 치료와 그에 따른 행위를 할 때마다 반드시 자신이 피와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지 스스로 판

단해야 한다.

7. 다음의 경우 반드시 장갑을 껴야 한다.

－다량의 출혈이 있어 피와 접촉할 위험이 있는 곳에서 치료하는 동안

－ 드러내 놓은 상처가 있거나 피부에서 진물 등이 배어 나오는 환자를 상대로 치료할 때

－의료요원이 손을 베엿거나 마모, 갈라진 피부, 손톱이나 발톱 껍질이 벗겨졌거나 감염 위험성이 있

는 위치에 상처가 있을 때

－입 속 또는 서혜부를 촉진하거나 침을 놓을 때

8. 일회용 장갑이 오염되었을 때에는 가능한 빨리 교체해야 하며, 찢어졌거나 구멍이 났거나 차폐

막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을 때에도 가능한 교체해야 한다.

10) 혈액 및 혈액 접촉의 처리 
1. 일반 예방 조치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노출로 인한 감염, 특히 HBV, HCV, HIV에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한다. 

11) 사용된 기구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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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하고 난 침은 살균 처리 또는 폐기 처분할 때까지 격리시켜 두어야 한다. 

2. 사용하고 난 침을 담는 통은 정기적으로 바꾸어야 하며, 사용하고 난 침이 그릇 위로 나올 만큼

가득 차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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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침치료의 안전성
1) 근거

침시술의 전반적 안전성에 관한 연구로 Yamashita H et al. 2008은 1980년부터 2002년 동안 일본

에서 시행된 침구시술중 부작용을 보고한 120편의 논문을 조사한 결과, 적정한 교육을 받은 침구사에

의해 적절히 시행된 침구치료의 경우 심각한 이상반응은 드물었다고 보고하였다. 피로, 졸음, 악화, 소

량의 출혈, 자침부위의 통증 및 혈종등이 가장 흔하고 일시적인 이상반응으로 나타났다.

White A. 2006은 영국의 조사를 통해 652명의 침구사가 6733건의 이상반응을 보고하였는데 피로

감을 포함하는 경우 그 발생률은 10.2%였다. 피로감, 자반, 증상의 악화, 자침부위의 통증이 가장 흔

한 이상반응으로 나타났으며 심각한 이상반응은 없었으며 따라서 침은 안전한 치료방법이라고 제시하

였다. 

MacPherson H et al. 2001은 2000년 침구사들의 응답을 통해, 1848명의 침구사가 시행한 34407회

의 침치료 동안 침치료로 발생한 심각한 이상반응은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Ernst E et al 2001이 시행한 9편의 침 안전성과 관련한 논문을 분석한 systematic review연구에서

가장 흔한 이상 반응으로 자침으로 인한 통증(1% to 45%), 피로 (2% to 41%), 출혈 (0.03% to 38%). 

현기증 또는 졸도(0% to 0.3%)가 보고되었다. 기흉은 대단히 드물어 25만건의 침치료 동안 2차례 발

생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G. Ernst et al 2003은 일반적인 침치료 순서를 따를 때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 독일의 13곳 클리

닉에서 409명의 환자에게 행해진 3535건의 침치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침사고는 402건의 치료

(11.4%), 153명의 환자에게서 관찰되었고, 주된 부작용은 약한 출혈(2.9%), 혈종(2.2%), 현기증(1%), 

다른 전신적 증상(2.7%)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침 치료는 다른 치료법과 마찬가지로 부

작용이 나타날 수 있지만, 안전성 수칙에 따라 적절한 부위에 신중하게 시술이 시행된다면 안전한 치

료방법이라고 제시하였다. 

Vanita Jindal et al 2008은 소아에 대한 자침사고를 분석해본 결과 100건의 침 시술 중 1.55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침치료는 소아과 환자에게 안전한 대체의학적 방법이라고 보고하였다.

A 한의사에 의해 적절히 시행된 침구치료의 경우 안전한 치료방법으로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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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서양의학적 진단에 따른 치료

1. 경추성 척추증 Cervical Spondylosis
1) 환자 교육 및 자가 치료 Education and self-management
° 생활 습관(경추교정 전문 학교) 수정도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경추교정 전문 학교는 적

극적으로 회복에 대한 의지를 갖는 환자들에게 그룹별로 테크닉을 가르쳐주는 곳이다. 이것은 제한된

임상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주로 저부하(low-load)에 초점을 맞춘 인체 역학을 교육한다. 목을 앞으로

숙이거나 회전하는 것을 피하고, 목을 신전하는 것을 연장하는 것을 피하고, 앉거나 서 있는 것을 피

하고 적합한 의자를 고르도록 한다. 또한 업무나 여가생활 도중 목이 완강해지는 것을 감소시키기 위

하여 업무 장소 교정과 인체 공학적인 것을 교육한다.

° 경추성 척추증은 나이를 먹음에 따라 나타나는 정상적인 과정의 일부분이므로 예방하는 것이 어

렵다. 다만 개인에 따라 건강하고 활력있는 생활습관을 통하여 목의 힘과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그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목의 손상(스포츠에서 올바른 기구의 장착, 오토바이에서 머리받침대 등)을 막는

것 또한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다.

° 매일 ROM 운동을 통하여 경추 관절 능력과 목 근육의 힘, 특히 신전근을 강하게 유지해야 한다. 

목 통증을 위해 설계된 운동법은 정적 수축의 목 강화운동을 포함하여, 목과 어깨 스트레칭, 유연성

운동, 허리 스트레칭, 에어로빅 등이 있다. 이러한 치료법에 대한 대조군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 큰 충격을 주는 달리기, 점프 같은 운동을 피해야 한다.

° 장시간 목을 한 자세로 유지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TV보기, 운전하기 등)

° 목의 신전을 늘리는 것을 피해야 한다.

° 드물게 물리 운동을 할 때 조심해야 한다. ; 어떤 운동들은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다.

° 환자들이 오직 아침에 뻣뻣함을 느낀다면, 장기간 동안 따뜻한 샤워를 매일 하는 것이 도움이 된

다.

경추성 척추증은 세월에 따라 나타나는 정상적인 과정의 일부분으로 ROM운동과 생활습관 교정을 하는 것이
좋고, 충격을 주는 운동 및 자세를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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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침치료 
(1) 연구방법

경추증성 척추증의 침 치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집하였다. 

치료방법 : 전침 치료, 침 치료, 기타 침 치료(약침 치료 포함)
대조군 선정 : 대조군으로 거짓침(비침습적, 침습적)을 시행하거나, 타치료 방법 또는 대기군, 교육군을 둔 연구
및 침 치료 방법끼리의 비교를 시행(예) 약침 vs 침) 한 RCT, CCT 연구를 주로 수집하였다. 이외에도 한의학계에
서 출판된 경추증성 척추증에 대한 침 치료 연구의 경우 case study인 경우에도 포함하여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 침 치료에 따른 환자의 증상 변화 및 통증, 기능, 삶의 질 등을 결과로 나타낸 연구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2) 근거고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추증성 척추증의 침 치료 논문의 경우

6편의 RCT 연구(n=1464), 1편의 CCT 연구(n=29), 8편의 Case study 연구(n=326)을 선택할 수 있

었다. 

① 전침치료

  전침 치료의 경우 3편의 RCT 연구(n=533), 2편의 Case study 연구(n=173)를 분석할 수 있었다.

연구마다 대조군, 환자 수, 치료 기간 및 빈도, 치료방법, 평가방법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대조군을 타치료 방법 또는 대기군, 교육군을 둔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1편의 RCT 연구(Luo Zhongda et al)가 있었으며, 전침과 마사지 치료를 실험군으로, 마사지 치료만

을 한 군을 대조군으로 한 결과 관련 제반 증상이 유의하게 호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 후 1년

후까지도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풍지, 견우, 합곡, 곡지를 치료 혈위로 사용하였다. 

(NZGG  Grades 2 / CPGA Grade Ⅰ) Grade A

침 치료 방법끼리의 비교를 시행한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1편의 RCT 연구(Xue Bin et al)가 있었으며, 전침 치료와 일반침 치료와의 비교에서 관련 제반 증

상과 physical sign 등을 비교한 결과 두 그룹 모두에서 통증감소의 효과(실험군 92.86%, 대조군

84.62%)가 나왔지만, 통증감소와 삶의 질, 이학적 검사, 효과가 나타나는 시간 모두 실험군에서 더 우

월한 효과가 있음이 나타났다. 치료 혈위는 협척혈, 풍지, 백회, 솔곡이었다.

(NZGG  Grades 2 /CPGA Grade Ⅰ) Grade A 

상기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전침 치료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RCT 연구 1편, Case study 연구 2편이 있었다. 전침과 뜸 치료(백회혈)를 함께 치료한 군을 실험군

으로, 전침 치료만 한 군을 대조군으로 설정한 RCT 연구에서는 두 그룹 다 효과가 있는 가운데, 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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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용하였을 때의 효과가 더욱 좋았다고 하였다. 나머지 2편의 Case study 연구에서도 전침의 유의성

있는 효능을 보고하였다. 2회 이상 기술된 혈위로는 백회, 협척, 양릉천, 합곡, 중저로 나타났다.

(NZGG  Grades 2 : 1편, NZGG  Grades 4 : 2편 / CPGA Grade Ⅰ: 1편, CPGA Grade Ⅱ: 2편) 

Grade B 

② 일반침치료 :

일반침 치료의 경우 3편의 RCT 연구(n=931), 1편의 CCT 연구(n=29), 6편의 case study(n=152), 

연구를 분석할 수 있었다.

연구마다 대조군, 환자 수, 치료 기간 및 빈도, 치료방법, 평가방법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대조군을 거짓침으로 둔 연구결과들을 종합하면,

총 1편의 RCT 연구가 있었는데, 침은 척추증 환자의 통증치료에 효과가 있으나 3개월의 추적관찰

시에는 효과가 유지되지 못했으며 환자군의 변증에 따라 침 효과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NZGG  Grades 2 : 1편 / CPGA Grade Ⅰ: 1편) Grade A 

대조군을 타치료 방법 또는 대기군, 교육군으로 둔 연구결과들을 종합하면

2편의 RCT 연구가 있었으며, 2편 모두 실험군에서 통증 및 관련 제반 증상이 유의하게 호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침 치료를 할 때 수기법을 사용한 실험군과 수기법을 사용하지 않은 대조군을 비교

한 연구(Du Yuzheng, Li Dajun)에서는 수기법을 사용한 치료군은 88.7%, 수기법을 사용하지 않은 대

조군은 47.1% 호전을 보여 수기법을 사용한 경우가 효과가 높다고 하였다. 침과 마사지를 병행한 치

료와 견인요법의 비교 연구(Wang Guangye et al)에서는 침 치료와 마사지군의 치료효과가 유의성 있

게 높다고 하였다. 화타협척혈과 풍지혈이 두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었다. 

(NZGG  Grades 2 : 2편 / CPGA Grade Ⅰ: 2편) Grade A 

침 치료 방법끼리의 비교를 시행한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1편의 CCT 연구가 있었는데, 봉약침과 일반침 치료를 비교한 결과 두 그룹 모두에서 NDI, VAS의

유의한 감소가 있다고 하였다. 

(NZGG  Grades 4 / CPGA Grade Ⅱ) Grade C+ 

상기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일반침 치료를 시행한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6편의 case study 연구가 있었는데, 6편 모두 관련 제반 증상이 대부분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3

회 이상 사용된 혈위는 풍지, 견정혈이었다. 

(NZGG  Grades 4 : 6편 / CPGA Grade Ⅱ : 6편) Grade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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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타침치료 :

 해당 연구 없음.

④ 안전성

 경추성 척추증의 침 치료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언급이 된 연구는 한 편도 없었다.  

경추성 척추증 환자에게 전침 치료, 침 치료는 권고할 만한 효과적인 치료방법이다. 다만 기타 침 치료의 경우
연구의 수가 적어서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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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경추성 척추증의 침치료 
1. 전침치료 

Reference Year Type n
Patient 

characteri
stics

Intervention 혈위 횟수 빈도 기간
추적

조사

Outcome 
measures

Outcome
Grace 

A
Grade 

B
Additional 
comments

vs alternative treatment, waiting, education, standard  care

Luo 
Zhongda et 

al
1997 RCT

436(T:27
8, C158)

spondylo
pathy

EA+massag
e vs only 
massage

풍지, 견우, 합곡, 
곡지

10
1회/2
일

undes
cribed

1년 symptoms

실험군 vs 대조군 치료율은 98.9%, 
96%이지만,  실험군에서는 cured 82.7%, 
marked improvement 14.4%, improvement 
1.8% 이지만 대조군에서는 cured 61%, 

marked improvement 27%, improvemnet 8%임

2 1

병의기간과유형

에따라치료율이

다름을말하였으

며,전형적인사례1
례를들었다

N=436

vs Detailed Comparison of Acupuncture Methods used in Electroacupuncture Studies.

Xue Bin, et 
al

2007 RCT
57(T:29, 

C:28)
spondylo

pathy
EA vs 

acupuncture
협척혈, 풍지, 백회, 

솔곡
10

1회/1
일

undes
cribed

undesc
ribed

scoring 
system(total 
score 40),  

physical sign

두군 모두에서 통증감소의 효과(실험군
92.86%, 대조군 84.62%)가 나왔지만, 
통증감소와 삶의 질, 이학적검사, 효과가
나타나는 시간 모두 치료군이 더 우월한

효과가 있음이 나왔다

2 1

두그룹간치료전

후는모두카이스

퀘어검증을하였

다

N=57
DOUBLEBLIND

Etc

이옥자 외 2003
case 

study
1

경추증

성

척수증

EA

협척,폐수,간수,합곡,
후계,중저,양릉천,족
삼리,풍륭,절골,신맥,

태계,조해,
신수,삼초수,위중

92회
2회/
일

46일 5개월

JOAscore,Nuric
k의보행평가방

법,
VAS/반사검사/
적외선전신체열

촬영기

JOA점수7->13/Nurick  4->2/VAS8->2 4 2

Zhuang 
Lixing

2000 RCT
40(T:21, 

C:19)
spondylo

sis

EA + 
moxibustion 

vs EA
백회(뜸) 협척혈 10

undes
cribed

undes
cribed

undesc
ribed

cure and 
markedly 

effective rate

전침과뜸을병용한군의효과는85.7%
전침만사용한군의효과는57.8%(p<0.01)

2 1
뜸치료의여부가

주가됨

N=40

Wang Lifeng 
et al.

2003
case 

study
172

spondylo
pathy

EA, massage

풍지,견정,백회,대저,
천종,견우,곡지,소해,
외관,합곡,중저,양릉

천,곤륜

undes
cribed

1회/
일

20일
undesc
ribed

Disappearance of 
symptoms 

and signsin the 
examinations

cervical, vertebral artery,  nerve root spinal 
cord, mixed 모든 형태에서 유의한 호전

4 2
대조군설정없음

N=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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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침치료

Reference Year Type n
Patient 

characteristics
Intervention 혈위 횟수 빈도 기간

추적

조사
Outcome measures Outcome

Grace 
A

Grade 
B

Additional 
comments

VS sham acupuncture

FU 
Wen-bin et 

al
2009 RCT 112

Cervical 
spondylosis

acupuncture 59  
vs sham 

acupuncture 58

침-대추,경백로,견중수,
거짓침-경혈점 외측 1cm

9회
2회/
일

18일 3개월 NPQ, VAS

두 군간 NPQ, VAS 모두
감소하였으나 치료 3개월의
추적관찰시 통증이 증가되는

양상을 보임

변증타입에 따라 침치료의

효과에 차이가 있음

1 1

vs alternative treatment, waiting, education, standard  care

Du 
Yuzheng, 
Li  Dajun

2002 RCT
104(T
:53, 

C:51)
spondylopathy

Lifing and 
thrusting vs 

routine  
menuever

화타협척혈, 풍지, 완골
unde
scribe

d

2회/
일

undes
cribed

undesc
ribed

Disappearanceofthe
mainsymptomswithno

functionaldisturbanceand
improvementinroentgeno

graphy

수기법을사용한치료군은88.7%
수기법을사용하지않은대조군

은47.1%
로수기법을사용한경우가효과

가높음

2 1 N=104

Wang 
Guangye

2001 RCT

715(T
:482, 
C:233

)

spondylopathy

acupuncture + 
warming via  
moxibusion+ 

point injection 
VS traction 

therapy

풍지, 화타협척혈, 아시혈 7
1회/2
일

undes
cribed

undesc
ribed

symptoms

실험군에서는 97.1% 대조군은
82%의 유효율 (P<0.01)로
침과 마사지를 병행하면 더

좋은 효과를 낸다고 결론

2 1

변증에따라

혈자리를추

가하였다.
N=715

DROPOUT

Detailed Comparison of Acupuncture Methods used in acupuncture Studies.

안병준외 2007
CCT(
후향

적)
29

변형적

척추증

봉독약침 17 vs 
호침 12

근위-풍지,견정#,거골,천료,
천종,견료,

원위-곡지,중저,후계

unde
scribe

d

2-3회/
2주

undes
cribed

undesc
ribed

VAS, NDI

두군에서치료전후

NDI,VAS모두유의한감소(p<0.
01),

봉약침치료군이치료성적유의

한감소(p<0.05)

4 2 Chart revie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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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Year Type n
Patient 

characteristics
Intervention 혈위 횟수 빈도 기간

추적

조사
Outcome measures Outcome

Grace 
A

Grade 
B

Additional 
comments

Etc

Li  Baomin 
et al.

2002
case 

study
72

spondylopah
ty

scalp-acupuncture
bodyacupuncture

풍지, 백회, 협척, 외관 10
1회/
일

undes
cribed

undesc
ribed

clinical symptoms, TCD

96%에서 유의한 통증호전과
TCD 혈류속도 개선,  cured 

68%, markedly effective 19%, 
effective 8%, failed 4%

4 2
대조군설정없

음

N=72

Hu 
jinsheng

1998
case 

study
1

spondylopat
hy

acupuncture
후계,위양,대추,양협척,천주,
풍지,견정,천종,곡원,병풍

15
undes
cribed

undes
cribed

undesc
ribed

symptom 모든 증상이 사라졌다. 4 2

1례에 대한
케이스와

의사들의 문답

형식

Wu Ming 2007
case 

study
76 spondylosis

local and distal 
acupuncture

화타협척혈,낙침,
현종,부양,금문

10
1회/2
일

undes
cribed

undesc
ribed

symptoms, recovery of 
muscular  forced and 

functional activities of the 
neck

총94.74%에서유의한효과가나
타남(cured44.73%, 

markedeffecd26.32%,improve23.
66%,failed5.26%)

4 2

증상과변증에

따라혈자리를

추가하였다.
N=76

장준호외 2005
case 

study
2 spondylosis 호침

상부승모근압통점(TP1,2),견
정,거골,견중수,견외수,천료,  
장요근압통점(활육문,천추,외
릉,대거,대횡,복결),대퇴사두
근압통점(비관,복토),서혜부
압통점(기충,충문),요부압통
점(신수,기해,대장수,지실)

54
2회/
일

27일
3일에
1번씩

Nurick'sclassification,
kadoya'sclassification,

JOA,VAS

상지를사용하는

일상생활및

하지보행상태의개선

4 2

이민정외 2012
case 

study
1 spondylosis 호침, 약침, 추나

견정,풍지,견외수,견중수,곡
지, 수삼리

unde
scribe

d

1회/
주

3-4개
월

undesc
ribed

Nurick'sclassification, score 
of pain part, slipped disc 

ratio and A-P compression 
ratio(chnage of MRI), 

symptom

score of pain part와 Nurick 
grade, slipped disc 

ratio가 감소되며 A-P 
compression ratio가 개선됨

4 2

이슬지외 2010
case 

study
1

spondylosis
(경추5번
후관절

증후군)

호침, 
약침(황련해독탕
, 봉약침), 추나

근위-견중수,견외수,견정,병
풍,곡원,견료,하부경추부

협척혈

원위-풍지,곡지,합곡,후계,외
관

unde
scribe

d

약침

1회/
일

undes
cribed

undesc
ribed

NRS, ROM, Distraction, 
compression, spurling, 

valsalva test
NRS 감소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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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리요법
(1) 경추 고정

 경추성 척추증 환자에서 경추 고정(soft collar, Philadelphia collar, 뻣뻣한 정형술, Minerva 

자켓, 경추 맞춤 베개 등)은 주된 보존적인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다. 경추 고정은 목의 움직임

을 제한하여 신경이 압박되는 것을 줄인다. soft collar는 많이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경추의 움직

임을 크게 제한하지 못하기 때문에 플라세보 효과가 큰 편이다. 그것은 장기간의 효능이 입증되

지 못하였다. 제대로 사용하였을 때, soft collar는 상대적으로 굴곡이 가능하다. 가능한 한 하루

종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환자가 편안함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다. 증상이 진행함에 따

라, collar는 격렬한 운동 중에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지속될 수 없었고, 더욱 단단한

장치가 경추를 고정시키는 데에 필요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들은 근육과 목의 경직을 유발할

수 있다. 더욱 확고한 보조기(필라델피아 collar, 미네르바 자켓 등)가 경추 고정을 확실히 할 수

있다. 보조기를 사용할 때는 환자들의 인내와 준수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경추의 정적수축운동

프로그램이 고정시키는 기구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근육 긴장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본뜬 경

추 베개도 자는 동안에 척추를 가지런하게 해주고, 증상 완화를 도와줄 수 있다.

고정 장치가 단단할수록 경추의 움직임을 제한하는데 효과적이며 이때 착용감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2) 견인요법

 기계적인 견인도 널리 사용되는 기법이다. 이 치료형식은 경추 영역의 고정을 촉진하고, 추

간공을 벌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용하다. 그러나 경추 통증에 대한 견인치료는 2개의 무

작위 그룹에 대해서 플라세보와 다르지 않았다는 보고가 있다. 경추 신경근병증에 흔하게 사용

되는 경추 기계적 견인은 경막외 공간의 순환을 도와주고, 디스크 압박을 줄여주고, 유착을 풀

어준다. 연구에 따르면, 이것의 효용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간헐적인 견인이 지속적인 견인

보다 효과가 좋은 것으로 밝혀졌다. 요약하면, 10lb 무게가 추천된다면, 결국 20lb로 올려야 한

다. 한번에 15분 동안 집에서 2-3회 할 수 있다. 이 치료는 척수병증 환자, Lhermitte sign 양성

반응 환자,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하여 환추 아탈구가 있는 환자에겐 금하고 있다. 연구에 따

르면 약-중등도의 경추성 척추증 증후군 환자의 81%에서 증상 안정을 보였다고 전하였다.

견인 요법의 효능에 대하여 논란이 있지만, 지속적인 견인보다 간헐적인 견인 요법이 권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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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기요법

 추나의사와 정골의사들에게 흔하게 사용되는 수기요법은 4000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다. 요

통에서도 흔하게 사용되는 치료법이다. 기술은 다양하고 저속-고진폭 수기요법, 고속-저진폭 수

기요법, 찌르지 않는 수기법 등을 포함한다. 수기요법에 대한 결과는 연구들마다 이견이 많으며, 

경추성 척추증의 치료 효과에 대해서 기술한 연구는 거의 없다. 경추 수기요법의 금기는 척추

골절, 탈구, 감염, 암종, 전방전위증, 신경근병증, 다양한 류마티스와 결합조직 장애 등이다.

 

경추성 척추증 치료에 대한 수기요법의 효능에 대하여 논란이 많다.

4) 다른 치료법
(1) 레크리에이션 치료

 레크리에이션 치료사는 다음과 같은 상호적인 활동을 시행한다.

- 환자들의 체력, 사회적 기술, 동기를 유지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 환자와 가족의 장애를 조정한다.

- 비정형적인 환자의 행동을 감소시킨다.

- 환자의 독립심을 키운다.

- 다른 치료법을 강요한다.

- 지역사회 통합을 제공한다.

- 경추성 척추증으로 발생한 심각한 장애 수준을 극복하여 기능을 끌어올린다.

레크리에이션 치료는 환자와 가족, 사회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

(2) 기타

- 감염에 대해서는 경추, 추간관절 사이, 관절 내 스테로이드 주사가 활동성 윤활막염에 도움

을 줄 수 있다. 기계적인 후관절 통증은 후관절 신경 차단으로 더욱 잘 진단할 수 있다. 장기간

의 호전은 신경근절제술을 시술하면 동반될 수 있다. 경추 경막외 차단술은 경추성 척추증에 좋

은데, 염증 소견이 있을 때 특히 좋다. 경막외, 선택적 신경근 차단은 진단적, 치료적으로 신경

근병증에 도움이 된다. 압통점 주사도 도움이 된다.

- 그밖에 통증을 치료하는데 흔히 사용하는 것은 열치료, 냉치료, 압통점 주사, TENS, 저전력

냉레이져 등이 있다. 대부분의 퇴행성 경추 질환에 수동적인 치료방법들은 의사에 의하여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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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기타 치료로 스테로이드 주사, 경막외 차단술, 열치료, 냉치료 등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경추 후관절 증후군의 단계별 물리요법>

① 급성기

 Kiber 등은 연부조직 손상의 재활치료 시기를 3단계로 정의하였다. 첫 번째 구간의 목표는

통증과 염증을 줄여서 통증없는 관절운동범위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얼음이 급성 시기에 혈류를

감소시키며 손상된 조직으로는 차후의 출혈을 감소시키며 국부의 부종을 감소 시킬 수 있다. 얼

음을 이용하여 근육의 경련 또한 줄일 수 있다. 초음파와 전기 자극같은 치료적 행위는 통증이

있는 근육의 경련을 감소시킨다. 관절 안정화, 연부조직 마사지, 근육 스트레칭과 같은 수기법

도 종종 도움이 된다. 통증 없는 범위에서의 수동적 관절운동범위(PROM) 와 능동적 관절운동

범위(AROM) 운동이 이 시기에 시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등축성 운동과 등장성 운동에 대

한 견딤과 함께 근육강화를 해야 한다. 

② 회복기

 경추 후관절 증후군 환자는 통증이 거의 없어지는 시기에 재활운동의 회복기로 이행해야만

한다. 이시기의 목표는 통증을 완전히 없애며, 운동범위의 증가, 힘의 증가, 신경근 조절의 증가

이다. 연부조직에 대한 수기요법과 마사지 그리고 안정화는 여전히 필요하지만 힘, 유연성과 신

경근 조절의 향상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 

③ 유지기

 경추 후관절 증후군 환자는 완전히 통증 없는 운동범위를 회복하고, 힘의 분명한 향상이 있

고 난 후에 마지막 재활운동 단계를 준비해야 한다. 유지기의 목표는 힘과 유연성의 균형을 맞

추고 인내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④ 기타

 Sherman 등은 만성 목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스스로 관리하는 책자보다 치료적 마

사지가 더 효과적인지 아닌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임의 대조군 실험을 하였다. 환자(n=64)는 임

의로 최대 10번까지의 마사지를 10주 이상 받거나 스스로 관리하는 책자를 받았다. 10주후의

NDI 평가에서 임의로 마사지를 경험한 참가자가 자가 관리 책자 군(19%)에 비하여 분명한 향

상(39%)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만성 경추통증에 있어서 단기간의 통증감소에 마사지가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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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물론 더 많은 연구가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하다. 

경추 후관절 증후군의 치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① 급성기 : 아이스팩과 관절운동(ROM, 등척성, 등장성 운동)이 권장된다.
② 회복기 및 회복기 : 힘, 유연성과 신경근 조절의 향상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
* 단기간의 통증 감소에 마사지가 권장된다. 

5) 특별한 조언 Referral for specialist service
(1) 수술적 개입 (Surgical care)

 경추성 척추증의 수술적 치료는 신경근이나 척수신경을 압박하는 퇴행성 병리로 인한 해부

학적 교정을 포함한다. 수술의 목표는 통증을 완화시키고, 신경학적 구조 압박물을 안정화시키

는 데 있다. 수술을 하려고 결정하는 것은 특히 신경근병증이 진행될수록 조심해야 한다. 수술

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고, 환자 주변사람들은 수술의 기대 이익을 조심스러워 할

수도 있다.

수술의 적응증이 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진행되고 있는 신경학적 결손

- 기록되는 경추 신경근과 척수 신경의 압박

- 참을 수 없는 통증

(2) 상담

 심리학자 혹은 정신과 의사, 신경과의사, 신경외과 의사, 정형척추의사, 비뇨기과의사, 내과

의사, 직업 치료사, 물리치료사, 레크리에이션 치료사, 의료사회사업가 등

진행되고 있는 신경학적 결손, 기록되는 경추 신경근과 척수 신경의 압박,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있는
경우 수술적 개입이 권장된다.

6) 특별한 염려 (Special concerns)
(1) 법의학의 함정

° 오토바이 사고 후 경추 편타 손상에서의 경추성 척추증은 법의학적으로 논란이 많다.

° 1973년, Verbiest 특히 법적인 혹은 보상적인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추성 척추증 증상을

보이는 약간의 외상을 겪은 환자를 대할 때 임상의들은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 경추 추간판 탈출 환자 648명 중 단 한 명만이 가까운 후방충돌 교통사고의 결과로 전형적

인 과잉신전 손상을 겪었다고 보고되었다.

° 특별히 근로자의 보상과 사고 손상의 경우 경추성 척추증과 연관이 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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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적 함정

° 근이완제나 통증 관련 약제의 과사용

° 휴식의 연장 혹은 활발한 운동

° 영상에의 과도한 의지

° 우울증의 인식 실패

° 불면증의 인식 실패

° 만성 통증 증후군의 인식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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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방법 : 전침 치료, 침 치료, 기타 침 치료(약침 치료 포함)
대조군 선정 : 대조군으로 거짓침(비침습적, 침습적)을 시행하거나, 타치료 방법 또는 대기군, 교육군을 둔 연구
및 침 치료 방법끼리의 비교를 시행(예) 약침 vs 침) 한 RCT, CCT 연구를 주로 수집하였다. 이외에도 한의학계에
서 출판된 경추 염좌 및 손상에 대한 침 치료 연구의 경우 case study인 경우에도 포함하여 고찰하였다. 
결과 : 침 치료에 따른 환자의 증상 변화 및 통증, 기능, 삶의 질 등을 결과로 나타낸 연구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2. 경추 염좌 및 손상 Sprain and Strain
1) 환자 교육 Education and self-management

- 스스로 돌보는 환자 교육은 건강을 제공하는 제공자에 대한 의존도를 방지하며, 뿐만 아니

라 과도한 장애를 방지하기도 한다. 

- 물리치료사는 만성 경추 염좌 환자에게 적절한 자세와 뼈의 기전을 가르칠 수 있다. 

- 올바른 머리와 목의 자세는 모든 스포츠에서 강조되어야 한다. 

2) 침치료 Acupuncture Treatment
(1) 연구방법

경추 염좌 및 손상의 침 치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집하였다. 

(2) 근거고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추 염좌 및 손상의 침 치료 연구의 경우

8편의 RCT 연구(n=539), 4편의 CCT 연구(n=163), 12편의 Case study 연구(n=449)를 선택

할 수 있었다. 

① 전침 치료

전침 치료의 경우 1편의 Case study 연구(n=1)와 2편의 RCT(n=182)를 분석할 수 있었다. 

1편의 Case study와 1편의 RCT 모두 VAS, ODI, NDI의 수치에 있어 유의한 증상 경감을 보

였다고 하였다. 또다른 1편의 RCT에서는 전침치료가 거짓침치료에 비해 통증감소에 효과적이

었으나 삶의 질이나 기능장애 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다고 하였다.

(NZGG  Grades 4:1편,  NZGG  Grades 2:2편 / CPGA Grade Ⅰ:2편, CPGA Grade Ⅱ:1편) 

Grade B

② 일반침 치료

일반침 치료의 경우 6편의 RCT 연구(n=110), 4편의 CCT 연구(n=163), 11편의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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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분석할 수 있었다.

연구마다 환자 수, 치료 기간 및 빈도, 치료방법, 평가방법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대조군을 거짓침으로 둔 연구결과들을 종합하면, 

총 1편의 RCT 연구(Nicolas Aigner et al)가 있었는데, 치료 후 12개월까지의 추적조사에서

통계적으로 실험군과 대조군이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NZGG  Grades 2  / CPGA Grade Ⅰ). Grade A

침 치료 방법끼리의 비교를 시행한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총 2편의 RCT 연구와 4편의 CCT 연구가 있었는데, 어혈방과 체침을 비교한 CCT 연구(송주

현 외)를 제외하고는 모두 실험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였다. 4편의 논문에서

는 실험군으로 중성어혈약침, 봉약침, 홍화약침, 소염약침 치료 군으로 하였고, 대조군은 일반침

치료 군으로 하였다. 2회 이상 사용된 혈위는 풍지, 견정, 풍부, 대저, 완골, 백회 등이 사용되었

다. 1편의 논문에서는 소염약침군과 중성어혈 약침군을 비교하였다.

(NZGG  Grades 2 : 2편, NZGG  Grades 3: 3편, NZGG  Grades 4 : 1편 / CPGA 

Grade Ⅰ : 2편, CPGA Grade Ⅱ : 4편) Grade B

상기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일반침 치료를 시행한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총 11편의 case study 중 모든 연구에서 증상이 경감되었다고 나타났다. 실험군으로 호침, 수

침, 봉약침, 황련해독탕약침, 근에너지기법 등을 사용하였다.,

(NZGG  Grades 4 :11편 / CPGA Grade Ⅱ : 11편). Grade C+

③ 기타 침 치료

 총 3편의 RCT 논문이 있었으며 2편은 일반침치료 외 약침치료병행군과 추나치료병행군 두

군 모두 증상이 경감되었다고 하였다. 1편의 논문은 대조군을 침치료군, 실험군으로 침+간접구

치료 군으로 하였다.

 (NZGG  Grades 2 : 3편 / CPGA Grade Ⅰ : 3편). Grade B

④ 안전성

 경추 염좌 및 손상의 침 치료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언급이 된 연구는 한 편도 없었다.  

경추 염좌 환자에게 침 치료는 권고할 만한 효과적인 치료방법이다. 다만 전침 치료와 기타 침 치료의 경우 연구
의 질이 낮거나 또는 연구의 수가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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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경추 염좌 및 손상의 침치료

1.전침치료
Reference Year Type n

Patient 
characteristics

Intervention 혈위 횟수 빈도 기간
추적

조사

Outcome 
measures

Outcome
Grace 

A
Grade 

B
Additional 
comments

기타

박진웅외

unde
scrib
ed

case 
study

1
경추손상

(radiculopathyofC6
-Taspinalcord)

EA
풍지,견정,대추,협척,신정격,백회,사
신총,승장,인중,곡지,족삼리,절골,양
릉천,노궁,용천,사관,팔풍,팔사

undes
cribed

undes
cribed

undes
cribed

undescri
bed

VAS,
ODI,SLR

70%기능회복 4 2

한상엽 외
201
1

RCT 58
교통사고로 인한

편타성 손상
체침+EA, 체침

천주,풍지,견정,견외수,견중수,천종,
경부아시혈

8회
2회/
주

4주
undescri

bed
VAS, NDI

두군모두 VAS, NDI 
유의한감소가 있었으나 두군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음

2 1

Cameron 
ID et al

201
1

RCT 124
아급성, 만성
편타성 손상

EA vs Simulated EA 현종,풍지,비노,양로 12회
2회/
주

6주
3개월,6
개월

VAS, NDI, 
SF-36, ADL, 

SF-MPQ

EA군이 Simulated EA군에 비해
통증감소에 효과적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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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침치료

Reference Year Type n
Patient 

characteristics
Intervention 혈위 횟수 빈도 기간

추적

조사
Outcome measures Outcome

Grace 
A

Grade 
B

Additional 
comments

VS sham acupuncture

Nicolas  
Aigner et 

al
2006 RCT 50

whiplash 
injury cervical 

spine

Laseracupuncturevs  
placebo Laser   
acupuncture 

근위-천주위중풍지양릉천T
W5천창LG14,

원위-이침29374155
9 3 3주

12개
월

Questionnarire 통계적으로 대조군과 차이가 없음. 2 1

vs Detailed Comparison of Acupuncture Methods used in acupuncture Studies

송주현외 2007 CCT 60
교통사고 후

경부통증
어혈방30 vs 체침30

어혈방:태백, 태연, 곡지, 
체침:천주, 풍지, 견정#,  
견외수, 견중수, 곡원, 천종, 

아시혈

8회
2회/
주

4주
undesc
ribed

VNRS, NDI 군간유의한차이없음 3 2

박기범외 2005 CCT 33
교통사고 후

경부통증
봉약침 18 vs 호침 15

봉약침:풍부, 풍지, 완골, 
아문/호침:풍부, 통천,  풍지, 
완골, 아문, 대저 ,백회, 승장, 

후계

unde
scribe

d

3회/
주

undes
cribed

undesc
ribed

VAS,
5단계평가척도

봉약침치료군이치료기간12.3
대조군15.6일로치료기간이짧음
봉약침치료는Gr0이가장많고
대조군은Gr2가가장많음. 

3 2
통계처리

없음

장소영외 2007
CCT(
후향적

)
44 편타손상

홍화약침, 호도약침
총량 0.4cc

실험군 아시혈 및 국부경혈

+ 해당경락을 따라, 대조군
해당경락을 따라

약침

3-6
회

undes
cribed

undes
cribed

undesc
ribed

VAS, ROM

치료전후유의하게호전

VASp<0.05,VASp<0.05
ROM70%이상

개선된사람이실험군에많다

4 2

설현외 2005 RCT 60 편타손상
중성어혈약침+호침

24 vs 호침 36

(중성어혈약침) 협척혈, 
아시혈 (호침)대추, 풍지,  
완골, 풍부, 대저, 견정#, 
천종, 고황수,백회, 정근, 
위중/대추, 풍지, 완골, 풍부, 
대저, 견정#, 천종, 고황수, 

백회, 정근,  위중

unde
scribe

d

5회/
주

undes
cribed

undesc
ribed

VAS, 5단계
평가척도

두군간

유의한차이

보임p=0.003
2 1 50명 이상

임광묵

외
2012 CCT 26

교통사고 후

편타손상

침+중성어혈약침 14 
vs 침+소염약침 12

약침: 경추 협척혈, 아시혈, 
양측 풍지, 견정, 대추

침: 
풍지,견정,견중수,견외수,풍

문,곡원,병풍

약침

총5
회

1회/2
일

undes
cribed

undesc
ribed

SP-MPQ, VAS, 
NDI, 

두군모두 SP-MPQ, VAS, NDI에서
효과가 있었으나 군간의 유의한 차이

없음

3 2

임정균

외
2011 RCT 20

교통사고 후

편타손상

침 10 vs 
침+소염약침10

침:풍지,견정,견중수,견외수,
풍문,곡원,병풍

침

10회, 
약침

5회

침1회
/일, 
약침1
회/2
일

10일
undesc
ribed

VAS, NDI,, DITI 두 군간 유의한 차이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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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Year Type n
Patient 

characteristics
Intervention 혈위 횟수 빈도 기간

추적

조사
Outcome measures Outcome

Grace 
A

Grade 
B

Additional 
comments

Etc

강재회외 2002
case 
study

37
편타손상

(교통사고환
자)

호침,수침(생리식염
수 혈위당 0.2cc)

undescribed
undesc
ribed

undesc
ribed

undes
cribed

undesc
ribed

4단계평가척도,
관절가동범위5단
계,5단계종합판정

완치6명,우수10명,호전12명,미호전6명,
불량3명

4 2

김건형외 2006
case 
study

28
외상성

경부증후군
호침,봉독약침

봉독약침-환측천주,풍지,견
정#,견외수,견중수,곡원,천
종

호침-태백,태연,곡지

8회 2회/주 4주
undesc
ribed

VAS, SF36

유의하게호전

VASp=0.002SF36신체적기능,사회적기
능,신체적역할제한,감정적역할제한,정
신건강,신체적통증유의한차이보임

4 2

황지식외 2000
case 
study

52 편타성손상 호침

근위-풍지,견정,견중수,견외
수,거골,
원위-합곡,후계,중저

undesc
ribed

undesc
ribed

undes
cribed

undesc
ribed

NRS

퇴원시 통증정도 NRS 4이하인 사람이
30명(57.7%), 4-5인 사람이
13명(25%) ROM 제한이 입원시
40명에서 퇴원시 19명으로 감소

4 2 50명 이상

백승훈외 2005
case 
study

1 편타성 손상 호침 정근, 정종
undesc
ribed

undesc
ribed

2주
undesc
ribed

VAS, ROM
퇴원당시ROM정상,
초기통증의10%남음

4 2

김규석외 2004
case 
study

1
경추의염좌

및긴장(교통
사고)

어혈방
태연, 태백, 곡지, 외관
+경항부 체침

undesc
ribed

1회/일 6일
undesc
ribed

VAS 퇴원당시 VAS 10>3 4 2

김정호외 2003
case 
study

1
교통사고로

인한 경추

손상

호침
오전-수족양명경위주로선혈
오후-화타협척혈

undesc
ribed

2회/일
undes
cribed

3개월 MRI 변화
MRI:척수부종,병변범위,크기감소
/운동장애현저한호전,
저림감각,통증에도유효한효과

4 2

김선민외 2012
case 
study

78
교통사고로

인한 경추

손상

호침,황련해독탕약침
호침-풍부,풍지,견정,견료,천
종

약침-양측 견정
8회 2회/주 4주

undesc
ribed

NRS, NDI
세군모두 통증 호전

경추부 통증 호전도와 경추 만곡도간

상관관계는 없음

4 2

신현진외 2012
case 
study

8
교통사고로

인한

편타성손상

호침, 근에너지기법

풍지,풍부,견정,견중수,견외
수,흉쇄유돌근,사각근,후두하
근,두판상근,경판상근,승모근
,견갑거근,능형근 TP

16회 2회/일 8일
undesc
ribed

VAS, PRS, ROM, 
PSSG scale

VAS 10에서 4.125로 변화
PRS 102.625에서 45.75로 변화
PSSG Scale 2.625 에서 1.875로 변화

4 2

최은실외 2012
case 
study

33
교통사고로

인한 경추통
호침, 봉약침

호침-1회:풍지,풍부,대추,견
외수,천주,천유,견정, 
1회:원위취혈:통중분포경락
에 따라 방광, 담,소장정격
약침-풍지,풍부,대추,견외수,
천주,천유,견정

undesc
ribed

2회/일
평균

10.6
일

undesc
ribed

X-ray를 통한
경추만곡각도, 
VAS,NDPS  

VAS, NDPS의 유의한 감소 4 2

전현정외 2010
case 
study

197
교통사고로

인한 경항통

호침(환자증상에
따라 약침, 전침
동반)

풍지,풍부대추,견정,견외수
undesc
ribed

1회/일
undes
cribed

undesc
ribed

동통의 정도 및

활동제한정도에

따른 5단계

치료성적 호전 40.1%, 양호34.5, 
우수16.2, 불량 9.1%

4 2

이슬지외 2011
case 
study

10 편타성손상 호침, 봉약침
침-풍부,견정수,대저,견정
환측 약침-후관절

8회 2회/주 4주
undesc
ribed

NRS, NDI NRS의 감소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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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침치료
Reference Year Type n

Patient 
characteristics

Intervention 혈위 횟수 빈도 기간
추적

조사

Outcome 
measures

Outcome
Grace 

A
Grade 

B
Additional 
comments

이재훈외 2012 RCT 82
교통사고로 인한

경추 손상

호침+황련해독탕약
침 vs 호침+추나

풍부,풍지,견정,견료,천종,곡원
총

8회
2회/
주

4주
undescri
bed

VAS,NDI
침+황련해독탕약침군과
침+추나군 모두 NDI, VAS 
수치의 유의한 변화

2 1

우재혁외 2011 RCT 60
교통사고로 인한

경추 손상

호침+추나 vs 
호침+중성어혈 약침

풍부,대추,천주,대저,견정,풍지,천종
총

4회
2회/
주

2주
undescri
bed

VAS,NDI

침+추나군과
침+중성어혈약침군 모두
유의한 변화를 보였으나 두군간

치료차이는 없었음

2 1

김민석외 2011 RCT 85 편타성 손상 호침 vs 호침+간접구
대추,도도,대저,견중수,견외수,곡원,
노수,천료,견정,거골

undes
cribed

침2회
/일 5일

undescri
bed

VAS,NDI
두군모두 유의한 효과, 군간
유의한 차이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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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리요법
충돌의 과거력이 있고 제한된 ROM과 심한 통증을 가진 운동선수는 근육계의 안정과 통증

조절을 돕기 위해서 경부 고정을 한다. 의존성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환자에게 경추보호대를 사

용하도록 주의 깊은 지시를 주어야 한다. 환자는 사용 후 3일까지 최소 3시간마다 한 번씩 경

추보호대를 벗어줘야 한다. 이 시간을 점차 증가시켜 나갈 수 있다. 환자는 중요한 골/인대의

손상이 없다면 손상으로부터 1주까지 보호대 사용을 지속하지 않아도 된다.   

수기법은 또한 통증 감소와 이동성 개선과 환자가 통증이 없는 방법으로 운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연부 조직 촉진법을 포함하는 수기 요법은 여전히 척추 움직임 제한을 제거하

고 경부 PROM과 AROM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연부조직의 유연성과 움직임을 개선하는 데 필

요하다. 이 기법은 연부조직 마사지, 수기 또는 리드미컬한 근육 신장운동, 척추의 종축으로 작

용하는 견인운동, 수동적인 관절 운동을 포함한다. 통증과 경련을 감소시키기 위해 숙련된 치료

사가 grade 1 또는 grade 2 운동을 시행한다. 반복적인 수동적 관절 진동법을 관절의 가능한

ROM이 제한되는 지점에서 시행하면 관절 운동성에 기계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척추 움직임의

제한을 개선시킬 수 있다. 기계적으로 조절된 수동적인 또는 능동적인 관절의 운동은 국소 결합

조직의 리모델링, 건 회복의 비율, 회복 과정 중 건초의 글라이딩 기능을 개선시킬 수 있다.

조기의 재활운동은 만성 통증과 불안정성의 예방에 도움을 준다. 수동적 운동에는 열치료, 냉

치료, 전기자극, 마사지, 근막이완, 견인요법을 포함한다. 수동적 운동은 통증의 경감과 염증의

경감, 능동적 재활프로그램의 참여를 도울 수 있으며, 능동적 재활프로그램에는 스트레칭과 신

장기법을 포함한다. 능동적 프로그램이 없는 수동적 운동의 확장은 보통은 적합하지 않다. 

능동적 치료는 치료적 운동을 말하며 이는 환자의 힘, 인내력, 유연성, 자세 몸의 역학을 향

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목표는 독립적으로 자가에서 할수 있는 운동요법이나 사회 운동프

로그램을 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운동처방은 주 3회로 4-8주를 권장한다. 

경추손상에 대한 운동치료 관리의 과학적 근거는 희박하다. 초기에, 능동적 계획은 기능향상

과, 활동량의 증가 만성화의 예방을 목표로 계획되어 진다. 자동차 사고로 발생하는 편타 손상

의 환자들은 반복적인 능동 최고아래 운동과 진단과 치료의 기전이 초기에 휴식하고, 부드러운

보호대를 사용하고, 자가 훈련을 하는 프로그램에 비하여 통증을 감소시키는 데 훨씬 효과적이

다. 

편타 손상과 관련된 환자에게 있어서, 능동적인 개입이 일반적으로 통증의 정도와 남아있는

통증을 제거하는 개입보다 훨씬 효과적이며, 또한 관절운동범위의 회복을 돕는데도 도움이 된

다. 잘 훈련된 건강상담 전문가가 능동적인 개입을 시작하고 지지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종종

반복된 능동적 경추 회전을 하게 되면 필요하다면 McKenzie의 과정을 따르기도 한다. 12개월간

힘과 인내력에 대한 훈련은 만성화되고 비특이적인 경추통을 호소하는 여자에게 있어 통증과

불안정성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다. 스트레칭과 운동 요법은 만성통증을 가진 환자에게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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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만, 스트레칭과 에어로빅 운동을 홀로 하는 것은 근력강화에 비하여 덜 효과적이다. 

만성 목의 통증에 사용하는 특별한 목 운동법은 경추근육의 능동적 운동과 역동적 신장기법

을 포함하며, 불안정성 점수를 분명히 향상시켜 줄 수 있다. 반복되는 증거(무작위, 대조군 시

험)에 의해서 안정화를 지지하는데 효과적이며 급성 편타 손상성 장애에 비침습적인 개입이 되

는 것이다. 

자동차 사고 후 발생하는 편타성 외상에 2가지 종류의 개입에 대한 비용과 결과를 확인해 보

니, 능동적 개입과 물리치료를 사용하는 것이 경추 보호대를 착용하고 전단지를 따라 점진적 자

가 운동 프로그램을 시행한 경우에 비하여 비용도 적게 들며 효과도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연부조직 유연성과 근력의 적절한 균형은 운동선수가 생체 역학적으로 올바른 자세를 가지도

록 하는데 중요하다. 힘과 내구성 훈련은 다면적으로 결합된 정상적인 경부 움직임을 유지하는

데에 점을 둔다.

급성기의 ROM장애 환자에서는 경부 고정이 권장된다. 
수기법은 또한 통증 감소와 이동성 개선과 환자가 통증이 없는 방법으로 운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준

다.
편타 손상과 관련된 환자에게 있어서, 능동적인 운동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권장된다.

4) 다른 치료법
1993년에 발간된 무작위 대조군의 여러 연구와 역학적 연구를 고찰하여 약물학이나 수술적

개입에 대하여 고려는 고주파 신경절제를 적당히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었다. 스테로이드 주사

와, 보튜리움 치료, 경추의 디스크 절제술은 논란이 있거나 명확하지 않다. 

주사는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목의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에 사용한다. 기능적 장애나 특정 경

추의 방사통이 나타나는 심한 목의 통증에 주사치료를 사용한다. 

측면관절의 중앙 신경 가지에 대한 피하 고주파 신경절제는 경추 척추관절돌기 통증에 기인

하는 만성 목의 통증에 효과적이다. 

편타 손상과 관련된 두통은 보튤리움독 A를 경추의 발통점에 주사함으로 경감될 수 있다. 만

성 MND에 대한 근내 Botox A 주사요법이 생리식염수 주사에 비하여 나을 게 없다는 증거도

있다. 

부드러운 경추 보호기로 목을 감싸는 것은 증상의 경감을 줄 수 있다. 보호기는 경추를 움직

이지 못하게 하면 안 되며, 단지 환자의 목을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드러운 경추 보호

기의 장시간 사용은 힘과, 유연성 기능의 악화를 가져올 수 도 있다.

(1) 직업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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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 치료는 현재의 문제가 상지의 원위부위 기능을 동반하거나 인체공학적 원인이 아닐 경

우에 시행된다. 인체공학적 평가는 만약 작업시 생역학적 자극이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야기 시

키는 원인일 경우에 나타난다. 

 목의 통증 혹은 기능부전의 정도는 표준화된 척도를 통하여 평가되어 진다. 척도의 선택은

목표 대상 사람들과 평가의 목적에 따라 선택되어야 한다. NDI(Neck Disability Index)는 환자

에게 자주 사용되는 평가 척도이며 PSS(Patient Specific Scale)는 각자의 환자에게 효과적으로 적

용할 수 있는 도구이다.

 

(2) 발통점 주사 

 만약 재활의 급성기 동안 환자의 통증이 확실하게 해소되지 않으면, 견갑골 내측연을 따라

발통점에 주사하는 것이 발통 부위와 연관통을 감소시키고 근육의 유연성을 개선시키는 데 도

움이 된다. 이러한 주사요법은 재활을 더 빠르게 진행시키기 위해 사용되지만, 능동적인 재활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는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반복적인 주사요법은 추천되지 않는다.

경추부 염좌에 대한 기타 치료법으로 직업 치료와 발통점 주사가 효과적이다. 특히 발통점 주사의 경우
반복적인 사용은 권고하지 않는다. 

5) 특별한 조언 Referral for specialist service
- 인대의 척추 불안정성이 의심되는 환자는 척추 외과의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다.

- 물리치료사 같은 신경근골격 전문가는 경추의 염좌/좌상 환자에게 추적 평가를 시행한다.

- 환자는 정형외과의사, 신경과의사, 신경외과의사, 류마티스의사, 가정의학과의사 등에게 추

적 검사를 받는다.

(1) 법의학의 함정

부상당한 운동선수를 적절하게 치료하지 못한 운동선수 트레이너와 팀 주치의 그리고 치료받

은 부상당한 운동선수들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진 소송 판례가 있다. 평가와 관리가 가장 어려운

운동선수의 손상은 머리와 경추를 침범한 경우이다. 신경계의 침범 가능성 때문에 위험성은 높

아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오차범위는 낮다. 더 심각한 손상은 다행스럽게도 거의 없다. 그러나

더 심각한 손상의 가능성을 배제해야 하기 때문에 경추의 철저한 신경학적 검사와 평가와

ROM은 필수적이다.   

급성 손상 후 즉시 운동선수의 머리와 목을 고정하고 기도를 확보하고 운동선수의 호흡과 맥

박을 확인해야 한다(ABCs). 경추 손상이 의심되는 운동선수에게서 기도 확보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턱을 벌리고 고개를 들어 올리는 것이다. 머리를 기울이는 방법은 안전하지 않다.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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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경학적 증상; 사지 경추 압통이나 안정시, 저항시 심한 경부통증이나 능동적인 움직임은

모두 척수 손상의 기준에 의해 운송한다. 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 항상 척수 손상이 있는 것처럼

환자를 운송한다. 항상 머리와 목의 배열 유지의 주요 우선 원칙을 가지고 운동선수를 바로 들

것으로 옮긴다. 운송하는 동안 움직임의 가능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들것에 싣고 나면

운동선수는 끈으로 안전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2) 의료적 함정

통증호소는 재활프로그램 도중에 악화될 수 있다. 

통증은 적극적으로 적절하게 치료되어야 한다. 

근본적인 의학적 상황은 재활훈련을 할 수 있도록 평가되고 치료되어야 한다.

치료의 목적은 기능의 재활과 환자의 근력, 인내력과 유연성의 회복을 증진 하는데 있다. 

환자가 정체기에 접어들면, 객관절인 측정을 사용하여 결정하며, 치료 과정은 집에서 독립적

으로 하거나 혹은 공동 운동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한다. 

Toronto연구에 따르면, 편타 손상에 대한 조기의 적극적인 치료는 빠른 회복을 촉진하지는

않으며, 카이로프랙틱과 의사의 관리의 조합이 환자의 회복률을 분명히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3) 주의사항

대부분의 경추 염좌는 우리의 산업사회와 일차적 이동수단인 자동차 같은 것에 의해 발생한

다. 자동차의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무계획적이거나 급하게 수행되어지지 않아야하는 과정은 의식이 없거나 경추에 상당한 손상

이 의심되는 운동선수를 평가하는 것이다. 가장 좋은 예방조치는 회복가능한 손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상황을 다루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다. 손상이 진행되는 것을 막는 것이 기억할 가장 중

요한 점이다. 심사위원은 의식이 없는 운동선수를 치료할 때 항상 척수손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경부 손상으로부터 발전된 장기적인 합병증은 만성 통증, 두통, 우울, 영구적인 경부 ROM 

소실, 불안정성을 포함한다. 점진적인 재활운동의 접근에 반응이 없는 만성적인 증상을 가진 환

자에게 진단적 돌기사이관절 주사요법은 잠재적인 치료 과정을 확립하고 고주파 신경제거술에

적합한 환자군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임상의사는 항상 중요한 골 또는 인대 손상을 감별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손상을 놓치

게 되면 신경학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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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방법 : 전침 치료, 침 치료, 기타 침 치료(약침 치료 포함)
대조군 선정 : 대조군으로 거짓침(비침습적, 침습적)을 시행하거나, 타치료 방법 또는 대기군, 교육군을 둔 연구
및 침 치료 방법끼리의 비교를 시행(예) 약침 vs 침) 한 RCT, CCT 연구를 주로 수집하였다. 이외에도 한의학계에
서 출판된 경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침 치료 논문의 경우 case study인 경우에도 포함하여 고찰하였다. 
결과 : 침 치료에 따른 환자의 증상 변화 및 통증, 기능, 삶의 질 등을 결과로 나타낸 연구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3. 경추 디스크 질환 Cervical Disc Diseases
1) 환자 교육 (Education and self-management)
적절한 경추 자세를 유지하고 경흉추의 힘과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은 경추의 외상을 피하

고 반복적인 경추 자극을 피하며, 건강한 일상생활을 하며 적당한 영양을 유지하고 운동을

하며 금연하면 경추 디스크 장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환자를 교육할 때, 추간판성 통증을 악화시키는 공격적인 인자를 피해야 한다. (ex.운전에

서 오는 진동적 자극, 경추 굴곡, valsalva 동작) 

추가적으로, 교정된 자세와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프로그램을 교육해야 한다. (ex.경흉추

안정, 에어로빅)

환자에게 급성 신경근병증의 자연 경과를 알리는 것이 제안된다. 대부분의 환자는 몇 주에

서 몇 달 사이에 회복되므로 수술은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다. 경추 추간판성 통증 증후군

을 가진 환자를 집 프로그램 활동과 연관하여 교육하는 것은 그들의 척추와 연관된 근육 그

룹을 강하게 하는 것을 돕고, 이는 미래의 부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환자에게 경추 추간판 질환의 경과를 주지하고, 경추 자극을 피하고 교정된 자세와 운동프로그램이 권장
된다.

2) 침치료 
(1) 연구방법

 경추 추간판 탈출증의 침 치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집하였다. 

(2) 근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추 추간판 탈출증의 침 치료 연구의 경우

1편의 CCT(n=30)와 16편의 Case study(n=292)를 선택할 수 있었다. 

① 전침치료 

해당 연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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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반침치료

일반침 치료의 경우 1편의 CCT(n=30)과 15편의 Case study(n=265) 연구를 분석할 수 있었

으며 연구마다 환자 수, 치료 기간 및 빈도, 치료방법, 평가방법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침 치료 방법끼리의 비교를 시행한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1편의 CCT 연구에서는 치료기간에 따라 통증호전율간 유의성에 차이가 있었으며 치료 10일

째 통증 호전율은 봉약침 병행 치료군이 일반 침치료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고 하였다.

상기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일반침 치료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모든 Case study 연구에서 침 치료의 유의성 있는 호전이 도출되었고, 그 평가로는 VAS, 4단

계 평가척도 등이 주로 사용되었다. 호침만을 사용한 논문이 5편, 봉약침과 호침을 함께 사용한

연구가 7편, 봉약침만 사용한 연구가 1편, 소염약침과 호침을 사용한 연구가 1편, 홍화약침만을

사용한 연구가 1편, 호침과 감압치료를 병행한 연구가 1편이었다. 대부분 1일 1회 침 치료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5회 이상 사용된 혈위로는 풍지, 견정, 곡지, 합곡, 후계, 신맥, 양릉천 등이

다용되었다. 

(NZGG  Grades 3 : 1편, NZGG  Grades 4 : 15편 / CPGA Grade Ⅱ: 16편) Grade C+

③ 기타침치료

기타침 치료의 경우 1편의 Case study(n=23) 연구를 분석할 수 있었다.

침도침을 사용하여 Odom's degree, VAS, NDI, JOA score를 평가한 결과 유의성 있는 호전이

관찰되었다.

(NZGG  Grades 4 / CPGA Grade Ⅱ) Grade C+

④ 안전성

경추 추간판 탈출증의 침 치료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언급이 된 연구는 한 편도 없었다.  

경추 추간판 탈출증 환자에게 침 치료는 권고할 만한 효과적인 치료방법이다. 다만 전침 치료와 기타 침 치료의
경우 연구의 수가 적고, 일반침 치료의 경우 연구의 질이 낮기 때문에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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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경추 추간판 탈출증의 침치료
1. 일반침

Reference Year Type n
Patient 

characteristics
Intervention 혈위 횟수 빈도 기간

추적

조사

Outcome 
measures

Outcome
Grace 

A
Grade 

B
Additional 
comments

vs Detailed Comparison of Acupuncture Methods used in acupuncture Studies

강재희외 2012 CCT 30
경추추간판

탈출증

침15 vs 
침+봉약침

15

근위-풍부,대추,천주,대저,풍지,견정,천
종,아시혈

원위-소장경,삼초경,대장경
봉약침-항부아시혈

undes
cribed

침2회
/일
봉약

침3-4
회/주

10일
이상

undesc
ribed

NRS, 
NRS호전율, 
Spurling test 
양성반응

입원5일째 통증 호전율은 두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입원10일째 봉약침
병행치료군에서 일반

침치료군보다 유의한 차이를 보임

3 2

Etc

이옥자외 2004
case 

study
16

연성

경추추간판

탈출증

호침

근위-견우,견중수,견외수,견정#,대저,풍
문,견료,풍지,견정,천료,천정,

원위-후계,중저,신맥,절골+족삼리,합곡,
곡지/+양릉천,외관/+태충,태연/+신문,
삼음교/+내관,조해(방산통경락에따라) 

환자

에따

라

2회/
일

undes
cribed

undesc
ribed

4단계 (우수, 
양호, 보통, 
불량)

16명중 14명이 우수 및 양호의
결과

4 2

이길숭외 2005
case 

study
14

경추신경근병

변증
봉독약침 풍지, 대추, 견정#, 아시혈

undes
cribed

1회/3
일

undes
cribed

undesc
ribed

VAS, JOA 
score, Odom's 

degree

퇴원시평가VASp=0.000JOA
p=0.000,Excellent7Good4Fair3례

4 2

치료기간

다다르며 방법

자세히

언급되지 않음

이건목외 2006
case 

study
20

경추추간판탈

출증환자
홍화약침

근위-대추,도도,천주,대저,풍문,견중수,
견외수,견정,풍지,견정#,아시혈,
원위-양릉천,족삼리,후계,신맥

undes
cribed

undes
cribed

undes
cribed

undesc
ribed

VAS, 4단계
평가척도

퇴원할때Good인경우가7례,
Fair7례.Excellent6례VASp=0.000, 

4 2

문자영외 2007
case 

study
5
경추추간판탈

출증환자

봉독약침, 
호침, 약물,  
추나, 
이학요법

봉독약침-아시혈
호침-아시혈,풍지,곡지,후계,합곡

undes
cribed

7회/
주

undes
cribed

undesc
ribed

NRS, MRI 변화
NRS상현저한감소,

MRI상돌출된디스크가현저하게감
소함. 

4 2
통계적처리없

는증례보고

이효은외 2008
case 

study
88

경추추간판탈

출증

봉독약침, 
호침, 약물, 
추나, 
이학요법

봉독약침-아시혈
호침-아시혈,풍지,곡지,후계,합곡

undes
cribed

7회/
주

undes
cribed

undesc
ribed

4단계 평가척도
Excellent26명Good55명
Fair7명Poor0명으로호전

4 2

김기역외 2008
case 

study
9
경추추간판탈

출증환자

봉독약침,  
호침,약물,
추나치료

경추부 협척혈, 독맥혈, 
방광경상(봉독약침) 경판상근, 
훙쇄유돌근,  견갑거근, 승모근의
아시혈(호침),풍지, 곡지, 후계, 합곡

undes
cribed

7회/
주

undes
cribed

undesc
ribed

4단계평가척도,
MRI변화

탈출된추간판면적의감소는p=0.015
, 탈출된추간판의직경감소p=0.008, 

Excellent6례,양호3례
4 2

3-6개월치료후
좋아진환자만

을대상으로

최창민외 2004
case 

study
1
경추추간판탈

출증

봉독약침, 
호침

근위-견외수,견중수,견정#,곡원,병풍,천
주(봉독약침)견외수,견중수,견정#,곡원,
병풍,노수,견우(호침),원위-곡지,수삼리

undes
cribed

undes
cribed

undes
cribed

undesc
ribed

VAS
VAS가 10에서 1로 감소, 손가락

저림증세도 감소
4 2

이건목 1995
case 

study
15

경추추간판탈

출증
호침

근위:천주,풍지,폐수,궐음수,심수,견료,
견우,견정#,견중수,견외수,원위:후계,신
맥,중저,양릉천,합곡,족삼리,수구

undes
cribed

7회/
주

undes
cribed

undesc
ribed

4단계
평가척도, DITI

우수80%호전6.7%보통0%,불량13
.3%, DITI평가: 우수80%, 

호전6.7%, 보통6.7% 불량6.7%
4 2

이건목외 1989
case 

study
50

경추추간판탈

출증
호침

후계, 신맥, 중저, 양릉천, 합곡, 족삼리, 
수구, 백회, 현종, 승장

undes
cribed

7회/
주

undes
cribed

undesc
ribed

4단계 평가척도
우수 35례, 양호 10례, 호전 3례, 

불량2례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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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Year Type n
Patient 

characteristics
Intervention 혈위 횟수 빈도 기간

추적

조사

Outcome 
measures

Outcome
Grace 

A
Grade 

B
Additional 
comments

김언국외 2009
case 

study
23
경추추간판탈

출증

침도침, 
호침

견정, 천종, 견우, 대저, 풍지, 대추,  아시혈(호침) 
항인대종지점, 승모근기시점, 두반극근 종지점, 
두최장근 종지점, 흉쇄유돌근 후내측 종지점, 
항인대, 두판상근, 승모근,  경판상근 기시점

10회(
호침)

undes
cribed

undesc
ribed

undesc
ribed

Odom'sdegree,
VAS,NDI,JOA

score

Excellent12명Good5명Fair4명
Poor2명으로호전,VASp<0.05,
NDIp<0.05,JOAScorep<0.05

4 2

Reference Year Type n
Patient 

characteristics
Intervention 혈위 횟수 빈도 기간

추적

조사
Outcome measures Outcome

Grace 
A

Grade 
B

Additional 
comments

구본길외 2004
case 

study
1
경추추간판탈

출증

호침(사암
침)

임읍,후계,통곡,전곡(소장정격),
음곡,곡천,중봉,경거(간정격)

undes
cribed

undes
cribed

undes
cribed

undesc
ribed

ROM,spurlingtest,distract
iontest, copressiontest

증상 호전 4 2

박종민외 2011
case 

study
20

경추추간판탈

출증

호침, 
봉독약침,
추나

호침-화수보사법 활용, 상지방산통
방향에 따라 수양명대장경, 

수태양소장경, 수소양삼초경으로 구분, 
건측 화혈,수혈

봉약침-대추,견정,병풍,견우,노수

undes
cribed

1회/
주

12주
undesc
ribed

VAS, SF-36
VAS수치, SF-36수치에 있어

유의한 변화
4 2

서상경외 2011
case 

study
27

경추추간판탈

출증

호침, 
척추감압치

료

풍지,곡지,후계,합곡, 경부 및 견부의
아시혈

10회
2-3회/
주

undes
cribed

undesc
ribed

SF-MPQ, VAS, NDI
5회, 10회 치료 후 VAS, 

SF-MPQ,NDI에서 유의성있는
감소

4 2

이형은외 2011
case 

study
1
추간판 외상성

파열

호침,소염
약침

호침:경추 협척혈,대추,견정,천종
약침:경추협척혈

undes
cribed

2회/
일

20일
undesc
ribed

VAS, ROM, NDI NDI 26점에서 18점으로 변화 4 2

정시영외 2011
case 

study
1
경추추간판탈

출증
호침,추나 풍부,대추,천주,대저,풍지,견정,천종

undes
cribed

undes
cribed

37일
undesc
ribed

회복율,NDI,VNRS
100%의 회복율, VNRS는
8에서 2로, NDI는 22에서

13으로 감소
4 2

신화영외 2010
case 

study
1
경추추간판탈

출증

호침,봉약
침

경추협척혈
undes
cribed

호침1
회/일
봉약

침2-3
회/주

2달
undesc
ribed

JOA score, Motor grade, 
ROM

일반적 침치료를 시행한 최초

8일은 호전이 없었으나
경추협척혈 봉약침이

병행되면서 상지활동장애가

좋아짐

4 2

2.기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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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리요법
 신경근병증의 유무를 떠나 경추 추간판성 통증을 가진 환자를 위한 물리요법은 적절한 자

세, 적절한 신체 구조, 어떻게 특정한 운동 프로그램을 이행할 것인가에 대해 환자를 교육하는

것에 집중시켜야 한다. 연습 프로그램은 적절한 기술과 연습의 성과를 보장하기 위해 처음에는

관리되어야 한다. 

 기계적인 평가의 McKenzie 방법과 경추의 치료는 증상을 감소시키고 부분 운동을 향상시키

는 운동이나 위치를 확인하는 패턴처럼 각각의 방향으로 1개의 경추 운동, 통증의 기준, 원위

혹은 근위 증상의 기준을 가진 ROM의 기초를 설립하는 것을 포함한다. 때때로 ROM의 끝에

도달하기 위하여 이미 확인된 방향으로 가동화 또는 조작으로 힘을 더하는 것은 필요하다.

(1) 급성기 물리요법

 초기 치료는 통증과 염증을 감소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국소적 아이스팩 , 

NSAIDs, 그리고 신경근을 압박하는 힘을 줄이는 수단 등으로 치료를 시작한다.: 상대적인 휴식; 

팔과 목의 증상을 증가시키는 자세를 피하기; 그리고 만일 필요하다면 물리적인 견인 등이 있

다. 

 덧붙여 경추 collar는 환자의 편안과 지지를 위하여 사용 될 수 있다. 밤에는 경추 베개가 목

의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신경공의 협착을 야기하는 머리의 자세를 제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만일 필요하다면 수기적으로 물리적 견인이 추간공의 압박과 디스크사이의 압력을 줄

임으로 신경근 증상을 감소시킬 수 있다.

 Kujiper et al은 초기 경추 신경근병증 환자의 경우 중간 강도의 경추 collar와 3-6주의 휴식

과 6주간의 가료 및 물리치료를 대기요법과 비교하였을 때 목과 팔의 통증이 상당히 감소하였

다고 하였다. RCT에서 1달 이하의 경추 신경근병증의 증상을 가진 205명의 환자들이 목통증을

첫 6주 동안 가시적으로 감소하지 않았지만 반면 경추 collar와 휴식을 취한 경우 시각 아날로

그 척도에서 17mm 통증이 준 것으로 나타났고, 물리치료를 한 환자들은 14mm 통증이 줄었다. 

목의 불편척도는 경추 collar와 휴식을 취한 경우 큰 변화를 보였고 물리치료 및 집안 운동은

대기요법에 비하여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전기자극과 같은 대부분의 방식의 연구는 사용되지 않는다. 비록 기법이 경추문제와 발견된

연관된 근육통과 경련을 감소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보일지라도 이들은 치료 단계의 초기 통증

조절 단계에서는 제한되어져야 한다.  

(2) 회복기 물리요법

 일단 통증과 염증이 조절되면 환자치료는 관절 가동 운동범위의 회복과 목과 어깨의 유연성

회복을 진행시켜야한다. 많은 연부조직 가동화 테크닉은 연부조직의 비수축성 요소를 신장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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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환자에게 적절한 스트레칭 테크닉을 가르쳐주고 하루에 1-2차례 수행

시킨다. 환자들에게 부드럽게 스트레칭 할 것이 권고된다. 스트레칭은 워밍업 활동이다.

 관절가동 범위와 유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추 근육 강화는 단일 평면 및 굴곡, 신전, 측

굴, 회전 등을 포함하여 등척성 강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추가로 trapezius, rhomboids, serratus 

anterior, latissimus dorsi 등 견갑골 안정화 근육은 등장성 운동으로 단련시켜야 한다. 근력 훈련

은 수기적 저항 적인 경추 안정화 운동이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 될 수 있다. 모든 운동은 통증

없이 수행되어야 하며 비록 어느 정도의 운동 후 근육통은 발생될 수 있다.

 목과 상지의 등운동성 운동은 기능적이지 않고 권고되지 않는다. 반면 개별적으로 독립된

근력강화는 여러 근육이 연관된 운동을 실행하기 전에 단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치료의 초기

로서 강화는 등척성 운동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일반 신경근 증상이 해결되면 점차적으로 등장

성 운동이 시작 될 수 있다. 초기에는 작은 부하로 시작하며 많은 반복을 하도록 한다. 밀접한

운동 연쇄 활동은 약한 어깨 이음뼈 근육을 재활하는데 효과적이다. 하지만 RCT에 따르면 특정

한 목의 안정화 운동과 일반적인 목 치료 운동 사이에 연관성은 없는 것을 나타난다.

 재활과정에서 환자들에게 그들의 가능한 한 높은 심혈관 수준을 유지시켜야 한다. 이것은

재활과정에서 환자의 증상이 악화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심혈관 상태의 악화는 가능한 한

예방 하여야 한다. 이러한 운동은 스트레칭 프로그램 전에 특별한 워밍업을 시행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환자들에게 이 운동들이 재발의 예방의 목표와 연계되어 있다고 말해야 한다.

 유지단계에서는 환자들은 독립적으로 스트레칭 해야 하며 프로그램을 강화시켜야하며 지속

적으로 운동 트레이너의 감독 하에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운동을 시행하여야 한다. 목의 앞쪽

과 어깨 근육그룹과 목과 견갑근육의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일단 물리치료의 목표는 일

상생활과 운동시 적절한 목과 머리의 위치를 유지해야 한다.

 회복단계에서는 경추 추간판성 통증 증후군을 위한 재활 단계는 연부조직 과부하와 생체역

학 기능장애에 초점을 맞춘다. 이 단계의 목적은 통증을 제거하고, 척추의 매커니즘을 정상화하

고, 부상당한 경추의 신경근 제어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휴지근 길이와 통증의 제거, 경부 ROM

의 복구가 필요하다. 강화운동은 처음에는 간단하게 시작하여 복잡한 근육 패턴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경추 추간판성 통증 증후군(CDPS)를 위한 재활의 최종 단계는 기능적이고, 무통인 경부

ROM과 적절한 척추와 어깨 거들의 매커니즘을 요구한다. 스포츠-적절한 신축성, 힘, 기술이 경

기하기 전에 필요하다. 스포츠-특정활동은 특히 접촉과 충돌 스포츠에서 정확한 기술을 보장하

기 위해 재검토 되어야 한다.

급성기 물리요법 : 통증과 염증을 감소시키는데 초점을 맞춰야 하며, 경추 고정이 권장된다. 
회복기 물리요법 : 관절 가동 운동범위의 회복과 목과 어깨의 유연성을 회복시키는 것이 권장된다. 환자에
게 적절한 스트레칭 테크닉을 가르쳐주고 하루에 1-2차례 수행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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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른 치료법
경추 경막외 스테로이드 : 치료적 경추 경막외 주사는 방사통을 치료한다. 또한 종축성 통증

도 제거함을 입증하는 논문도 있다. 마취제 및 스테로이드 혼합물이 경막외 공간에 주사되거나

신경근을 따라서 주사되려면, 방사선학적으로 정확하고 조영제를 사용하여 적합한 지역에 주사

하여야 한다. 스테로이드는 감염에 의해 발생한 통증에 장기간의 완화를 제공한다. 이러한 주사

는 무통의 기회를 제공하며, 보다 적극적인 물리 치료에 이용될 수 있다.

약물 주사법은 견인, 그리고 잘 짜여진 물리치료 프로그램에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의 환자

들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숙련된 임상의가 적절하게 투시장치의 안내에 따라 수행하며 다른 치

료법에 반응하지 않는 경추 신경근병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많은 환자들이 경추 경막외

스테로이드에 반응하였다. The Bone and Joint 연합회는 경막외 코티코스테로이드법의 단기적

인 증상적 호전시킨다는 문헌을 지지하였고, 반면 통증 임상 미국연합회는 경추 경막외 스테로

이드 주사법이 단기 및 장기적으로 경추 신경병증에 호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에 적절한 증

거를 밝혔다. 연구들에서 경막외 코티코스테로이드 주사법은 호의적인 결과들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에서 장기적으로 신경근 통증과 목통증의 장기적으로 60% 통증 경감과 환자들의 일상활동

으로부터 복귀를 나타냈다. 이러한 시술의 합병증은 드물고 하지만 몇몇 케이스 스터디에서 합

병증은 재앙이 될 수 있고 척수와 뇌간 경색으로부터 심각한 후유증을 포함할 수 있다. SNRB

는 전기 진단학적으로 단일 신경근 손상이 나타난 환자에게 효과적이다. 이것은 저자의 경험상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경추 신경근병증을 가진 대다수의 환자는 성공적으로 주사

없이 치료 될 수 있다. 그들은 지속적인 신경병증의 통증을 호소하나 구강 약물복용, 물리치료

및 상대적인 휴식에 반응하지 않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이 주사법은 어느 정도 연속

적으로 수행해야하는지에 대한 지시법은 없다. 대부분의 경우 단지 1-2차례의 주사만으로 신경

근 염증과 환자의 활동 능력 프로그램에서 향상을 가져왔다. 경추 경막외 주사는 경추 신경근병

증을 가진 환자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보인다.

- 마취제, 스테로이드의 부작용

* 주사에 앞서 혈전이 유지되는 환자의 경우 출혈체질을 의심해야 한다. 실제로, 척수압박은

출혈을 일으키고, (ex. 시상면 직경이 12mm 이하) 경막외 혈종이 자랄 수 있는 작은 공간

만 존재한다면 이 출혈이 지속되었을 때 척추 협착증으로 연결될 수 있다.

* 아스피린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항생제(NSAIDs) 혈액학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발작, 척추동맥 경련, 감염, 마취제로 인한 일시적인 사지마비, 호흡발작 등 잠제적인 위험

이 있다.

* 그러나 한 연구에서는 선택적 경추 신경 차단술이 사망률이 조영제를 사용하였을 때 낮다

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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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한 경우에도, 적절하게 환자를 관찰하고 응급장치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경추 디스크 질환을 치료하는 기타 치료로 경막외 스테로이드, 마취제 등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
에, 지속적인 신경병증의 통증을 호소하나 약물, 물리치료 및 휴식에 반응하지 않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5) 특별한 조언 Referral for specialist service
(1) 수술적 개입 

경추 추간판성 통증 증후군을 위한 수술적 개입은 적절한 보존적 요법에 대한 반응이 없는

경추 신경근병증이나 지속적인 방사통, 운동 위약, 진행되는 신경학적 결손, 또는 척수 압박 증

거가 있는 척수병증에서 일반적으로 고려된다. 

수술 현미경을 이용한 전방 경추 추간판 절제술(ACD)는 부드러운 디스크 헤르니아를 가진

환자에 대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접근법이다.

체내 용해를 이용한 전방 경추 추간판 절제술(ACDF)는 많이 경과한 척추증을 가진 환자에게

적합하다. 단일 레벨 수술은 다중 레벨 수술보다 선호된다.

연구에서는 전방 경추 추간판 절제술과 융해로 관리되어 신경근 증상이 없는 경부통증을 가

진 환자에서 통증완화, 환자 만족, 증가된 기능의 성공적인 결과를 보고되었다.

경추 퇴행성 디스크 질병의 수술적 치료는 보존적 요법의 적당한 시행이 실패한 후 고려되어

야 한다. 많은 연구에서 수술적 치료의 개입없이 성공적인 반응을 경험한 탈장된 경추 추간판

디스크와 경추 신경근병증을 가진 환자들이 보고되었다. 게다가 연구들은 경추 신경근병증의 해

결을 수반하는 경추 디스크 헤르니아의 회귀를 증명한다.

수술적인 개입의 합병증은 출혈, 감염, 신경 손상, 만성적인 경막루, 신경 조직 근처 혹은 신

경조직을 압박하는 상처조직의 형성이다. 운 좋게도, 이러한 합병증은 종종 발생하지 않으나, 

그것이 발생하면, 아마도 혼자 또는 결합하여서 나타나며, 환자가 수술 전보다 더 나쁜 컨디션

의 원인이 된다.

수술은 오직 보존적 요법에 대한 반응이 없는 경추 신경근병증이나 지속적인 방사통, 운동 위약, 진행되는
신경학적 결손, 또는 척수 압박 증거가 있는 척수병증에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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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방법 : 전침 치료, 침 치료, 기타 침 치료(약침 치료 포함)
대조군 선정 : 대조군으로 거짓침(비침습적, 침습적)을 시행하거나, 타치료 방법 또는 대기군, 교육군을 둔 연구
및 침 치료 방법끼리의 비교를 시행(예) 약침 vs 침) 한 RCT, CCT 연구를 주로 수집하였다. 이외에도 한의학계에
서 출판된 경항통에 대한 침 치료 연구의 경우 Case study인 경우에도 포함하여 고찰하였다. 
결과 : 침 치료에 따른 환자의 증상 변화 및 통증, 기능, 삶의 질 등을 결과로 나타낸 연구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4.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항통의 침 치료
1) 경항통 (Neck pain)
(1) 연구방법

경항통의 침 치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집하였다. 

(2) 근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항통의 침 치료 연구의 경우

3편의 SR 연구, 30편의 RCT 연구(n=4466), 4편의 CCT 연구(n=92), 6편의 Case study 연구

(n=218)를 선택할 수 있었다. 

① 전침치료

전침 치료의 경우 5편의 RCT(n=144) 연구를 분석할 수 있었다.

연구마다 환자 수, 치료 기간 및 빈도, 치료방법, 평가방법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대조군을 거짓침으로 둔 연구결과들을 종합하면 ,

총 4편의 RCT 연구가 있었는데, 3편에서는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한 호전을 보인다

고 하였고 1편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간 모두 효과가 있었으며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한편 그중 2편의 RCT 연구가 치료 3년 후까지 VAS, Questionaire A/B/C 등의 평가척도에서 전

침 치료가 유의한 호전을 보인다고 밝혔다. 

(NZGG  Grades 2 : 4편 / CPGA Grade Ⅰ : 4편) Grade A

침 치료 방법끼리의 비교를 시행한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총 1편의 RCT 연구가 있었는데, 전침(이침)과 일반침(이침)과의 효능을 비교한 결과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하여 치료 3개월 후까지 더욱 유의성 있는 효과를 보인다고 하였다. 

(NZGG  Grades 2 / CPGA Grade Ⅰ) Grad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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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반침치료 

 일반침 치료의 경우 3편의 SR, 24편의 RCT(n=4281), 4편의 CCT(n=92), 5편의 Case 

study(n=173) 연구를 분석할 수 있었다.

연구마다 환자 수, 치료 기간 및 빈도, 치료방법, 평가방법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 3편의 SR 연구를 분석한 결과 P. White et al. 2002는 10편의 경항통에 대한 침 치료 연구

에 대한 계통적 연구를 한 것으로, 그 중 2편만이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었고, 나머지 8편은

경항통에 대한 침 치료의 근거가 없거나 대조군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만성 기계적 목의 통증에 침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

문이라고 하였다.

  또 A. R. White et al. 1998에서는 14편의 경항통에 대한 침 치료 연구에 대한 계통적 연

구를 한 것으로,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 연구가 각각 7편으로 균형을 이루었다. 

침 치료 군은 최소한 무처치(waiting-list) 군보다는 우수하며, 이는 플라세보 효과이거나 침의 특

별한 효과임에 틀림없다고 하였다. 또한 침은 물리치료와 동등하거나 상당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으며, TENS sham 치료 효과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Trinh K. et al. 2006에서는 10편의 경항통에 대한 침 치료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단기 추

적조사에서 무처치 군보다 침 치료 군이 더 적은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추적 기간 동안 유지된

다고 보고하였다. 방사통을 동반하는 목의 통증의 경우, 침이 단기추적에서 대기자 대조군에 비

하여 통증경감에 더욱 효과적이며, 침 치료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하였다.

대조군을 거짓침으로 둔 연구결과들을 종합하면,

총 6편의 RCT 연구가 있었는데, 그 결과가 혼재되어 있다. 그 중 2편에서 통계적으로 대조

군과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다고 하였으며, 2편에서 유의성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고, 1편에

서는 유의성 있는 효과가 7일까지만 지속된다고 하였다. 또다른 1편에서는 SF-MPQ, ROM 등

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으며 SF-36 등의 삶의 질에 상승에 있어서는 유의성 있는 차이가 난다

고 하였다. 2회 이상 사용된 혈위는 풍지, 견정, 후계, 합곡, 외관이었다. 

(NZGG Grades 2 : 6편 / CPGA Grade Ⅰ : 6편). Grade A

대조군을 타치료 방법 또는 대기군, 교육군을 둔 연구결과들을 종합하면,

총 10편의 RCT 연구가 있었는데, 그 결과가 혼재되어 있다. 그 중 4편의 연구에서 통계적으

로 대조군과 유의성 있는 차이가 있다고 하였으며, 6편의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대조군과 유의

성 있는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한편 치료 후 6개월까지 평가한 연구 4편 중 3편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성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침 치료와 물리치료를 비교한 연구와 TENS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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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routine care와의 비교 연구 등에서 유의성 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10편 중 6편에서 사용

한 경혈명을 언급하였는데, 그 중 과반수 이상인 3회 이상 사용된 혈위는 합곡, 태충, 풍지, 견

정이었다. 

(NZGG Grades 2 : 8편, NZGG  Grades 3 : 1편 / CPGA Grade Ⅰ : 10편) Grade A

 

침 치료 방법끼리의 비교를 시행한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총 8편의 RCT 연구와 4편의 CCT 연구가 있었는데, 그 중 RCT 연구에서는 8편 중 4편이 통

계적으로 대조군과 유의성 있는 차이가 있었다. 팔체질침과 일반침, 중성어혈약침+일반침과 생

리식염수+일반침, 홍화약침과 일반침과의 비교 연구, 11개 침 자침군과 5개 자침군과의 비교연

구를 제외한 모든 연구에서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였다. 실험군으로 봉약침, 홍화약침, 중성어

혈약침 등이 사용되었다. 근위취혈과 원위취혈간의 비교 연구(이휘용 외)에서는 원위취혈군의

결과가 더 좋았으며 근위취혈+원위취혈군과 근위취혈군간의 비교연구(박재연 외)에서도 원위취

혈+근위취혈군에도 결과가 더 좋았다. 근위취혈 또는 원위취혈 침시술 1회 후 wash out 기간

을 갖고 각 군간 치료법을 교체하여 총 2회의 침치료를 한 교차실험연구(김소정 외)에서는 통증

감소에 있어 근위취혈이 원위취혈보다 효과적일 것이라 하였다. 침 개수에 따른 비교연구

(Francesco Ceccherelli et al.)에서는 자침 개수와 치료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4회 이

상 사용된 혈위는 풍지, 견정, 후계, 대저였다. 

(NZGG  Grades 2 : 8편, NZGG  Grades 3 : 2편, NZGG  Grades 4: 2편 / CPGA Grade 

Ⅰ : 8편, CPGA Grade Ⅱ : 4편) Grade B

상기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일반침 치료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총 5편의 Case study 연구가 있었는데, 5편 모두 유의성 있는 증상 호전을 보인 것으로 나타

났다. 2회 이상 사용된 혈위는 풍지, 후계, 외관이었다.

(NZGG  Grades 4 : 5편 / CPGA Grade Ⅱ : 5편). Grade C+

③ 기타침치료

기타침 치료의 경우 1편의 RCT(n=62), 1편의 Case study(n=16) 연구를 분석할 수 있었다.

연구마다 환자 수, 치료 기간 및 빈도, 치료방법, 평가방법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침과 일반침과의 비교 RCT 연구에서는 두 그룹 간의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었으며, 침도

요법을 사용한 Case study 연구에서는 참가자 모두 양호 이상의 효과를 나타냈다. 

(NZGG  Grades 2 : 1편, NZGG  Grades 4: 1편 / CPGA Grade Ⅰ : 1편, CPGA Grade 

Ⅱ : 1편) Grad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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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안전성

  경항통의 침 치료에 대해 그 연구과정 중 이상반응 여부를 보고한 연구는 총 9편으로, 전

침을 이용한 연구 중에서는 총 1편(Sabine M. Sator-Katzenschlager et al. 2003.)에서 Adverse 

effect 여부를 보고하였는데, 침 관련 저혈압이나 혈종 등과 같은 부작용은 없었다고 하였다. 일

반침을 이용한 연구 중에서는 총 8편에서 Adverse effect 여부를 보고하였는데, 그중 6편에서 이

상반응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하였고, 1편(Jorge Vas et al. 2006.)에서 자침부위에 멍드는 증상, 

손에 땀나는 증상, 통증, 미란 등의 4가지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였고 1편(Zhaohui Liang et al. 

2011)에서는 어지러움, 저림, 치료부위의 통증, 국소출혈을 호소하였다고 하였다. 다른 1편

(Hyun Ga, et al. 2007.)에서는 침 치료를 한 환자 중 50%에서 쓰린 듯한 통증이 나타났으나, 

혈종이나 어지럼증은 없었다고 하였다. 중대한 이상반응은 없었으나, 일시적인 원래의 증상 악

화, 어지럼증, 피곤함을 미약하게 느낀 환자도 있었다고 보고한 연구(Gemma C Salter. 2006.)도

있었다. 4편의 연구(Domimik Irnich et al. 2001. Dominik Irnich et al. 2002. T.Nabeta et al. 

2002. 김소정외. 2011)에서는 침 치료의 중대한 이상반응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고 언급하였

다.  

경항통 환자에게 전침 치료, 침 치료, 기타 침 치료는 권고할 만한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방법이다. 다만 기타
침 치료의 경우 연구의 수가 적어서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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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방법 : 전침 치료, 침 치료, 기타 침 치료(약침 치료 포함)
대조군 선정 : 대조군으로 거짓침(비침습적, 침습적)을 시행하거나, 타치료 방법 또는 대기군, 교육군을 둔 연구
및 침 치료 방법끼리의 비교를 시행(예) 약침 vs 침) 한 RCT, CCT 연구를 주로 수집하였다. 이외에도 한의학계에
서 출판된 기타 경항부 질환에 대한 침 치료 연구의 경우 Case study인 경우에도 포함하여 고찰하였다. 
결과 : 침 치료에 따른 환자의 증상 변화 및 통증, 기능, 삶의 질 등을 결과로 나타낸 연구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2) 기타 경항부 질환
(1) 연구방법

기타 경항부 질환의 침 치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집하였다. 

(2) 근거고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타 경항부 질환의 침 치료 연구의 경우

2편의 Case study 연구(n=9)를 선택할 수 있었다. 

① 전침치료 

해당 연구 없음.

② 일반침치료

 2편의 Case study 연구에서 인대골화증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다. 척추인대골화증 환

자 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JOA score가 전반적으로 호전되었으며, Good 이상의 평가가

2명에서 있었다. 후종인대골화증 환자 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2례의 경우 치료 전후 차

이가 없었고, 1례의 경우 호전이 보이나 치료과정 중 호전, 재발이 반복되었다고 나타났다. 두

논문에서 공통으로 사용된 혈위는 풍지, 풍부, 견중수, 대추, 견정, 신수 등이다.

(NZGG  Grades 4 : 2편 / CPGA Grade Ⅱ : 2편). Grade C+

③ 기타침치료

해당 연구 없음

④ 안전성

 기타 경추 질환의 침 치료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언급이 된 연구는 한 편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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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Year Type n
Patient 

characteristics
Intervention 혈위 횟수 빈도 기간

추적

조사
Outcome measures Outcome

Grace 
A

Grade 
B

Additional 
comments

Systematic review

P. White, 
et al. 

2002 SR 265
neck pain
(RCT논문)

acupucture,
EA,

lasers over acupuncture
NA NA NA NA NA 다양

10편의 경항통에 대한 침 치료
연구 중 2편이 긍정적 결과, 8편은
침 치료의 근거가 없거나 대조군과

별다른 차이가 없음

A. R 
White  et 

al.
1999 SR 724

neck pain
(RCT논문)

acupucture,
EA,

laser acupuncture
NA NA NA NA NA

VAS, ROM, McGill, 
pain relief(scale)

긍정적인 결과, 부정적인 결과
각각 7편, 침 치료군은 최소한
무처치(waiting-list) 군보다 우수

Trinh K 
et al.

2006 SR NA
neck disorder
(RCT, CCT, 
quasiRCT)

acupuncture,
EA,

laser acupuncture
NA NA NA NA NA

VAS, NRS, NDI, 
ADL, Patient 

satisfaction

10편연구에서 단기 추적조사에서
무처치 군보다 침 치료 군이 더 적은

통증을 호소, 추적 기간 동안 유지

표. 경항통의 침치료
1. 전침치료

Reference Year Type n
Patient 

characteristics
Intervention 혈위 횟수 빈도 기간

추적

조사
Outcome measures Outcome

Grace 
A

Grade 
B

Additional 
comments

VS sham acupuncture

Dong He  
et al.

2004 RCT 24
chronicneck&s
houlderpain 

EA+acupuncturevsBod
yelectroacupuncturewith
outapplyinganyvoltage 

근위-ExHN,견정,풍문,대추,
견중수,견외수

원위-합곡,곡지,풍시,이침
10

3회/
주

3-4주 3년
VAS, Pain threshold 

by  algometry, 
Questionaire A/B/

실험군이 통증 강도, 빈도에서
유의(p<0.04)하며 이는 3년까지

지속됨(p<0.001
2 1

Dong He 
et al.

2005 RCT 24
chronic neck 
& shoulder 

pain

EA+acupuncturevs
Bodyelectroacupuncture 
without applying any 

voltage

근위-ExHN,견정,풍문,대추,
견중수,견외수

원위-합곡,곡지,풍시,이침
10

3회/
주

3-4주 3년
VAS, Questionaire  

A/B/C

pain-relatedactivityimpairment(p<0.04),
qualityofsleep,anxiety,depressionandsatis
factionwithlife(p<0.05)에서통계적으로

유의

2 1

Birch, et 
al.

1998 RCT 46
chronic 

myofascial 
pain

EA vs irrelevant 
acupuncture,

no-acupuncture control 
treatment

of consisting of 
anti-inflammatory 

medication

relevantgroup
stage1-후계신맥족임읍TW5

stage2-풍지L.R/견정R/완골LR
/천주LR대저LR/대추

14

8회/4
주

4회/4
주

2회/2
주

4주
4주
2주

3개월

CPEQ, SF-MPQ, Pain 
intensive ratings, 
SF-36, SCL-90-R,  
Medication diary, 

침치료가 다른 대조군에 비해 유의한

효과를 보임 (p<0.05)
2 1

Sahin N 
et al.

2010 RCT 29
chronic neck 

pain

Conventional 
acupuncture + EA 13 
vs sham acupuncture + 
EA자극만 준 후 끔 16

침-천주,곤륜,합곡,외관,풍지,
견정,대추,

거짓침-침군 자침점에서
1-2cm 떨어진 곳

10
3회/
주

3-4주 3개월 VAS, SF-36
두 그룹간 VAS는 치료후, 3개월 후
현저히 감소하였으나 두 군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음

2 1

vs Detailed Comparison of Acupuncture Methods used in Elctroacupuncture Studies

SabineM.
etal.

2003 RCT 21
chronicneckpa

in 
EA vs 

acupuncture(auricular)

이침

(cervicalspine,shenmen,cushion
)

6
1회/
주

6주 10주

VAS(pain score, 
well-being  score, 

activity score, sleep 
score)

통계적으로 전침이침치료가

일반침이침치료보다 유의함(p<0.05)
2 1

2. 일반침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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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Year Type n
Patient 

characteristics
Intervention 혈위 횟수 빈도 기간

추적

조사

Outcome 
measures

Outcome
Grace 

A
Grade 

B
Additional 
comments

vs sham acupuncture

Kazunori  
Itoh et al.

2007 RCT 40 neck pain

acupuncture, 
Triggerpoint,

Non-triggerpoint,
shamacupuncture

근위-풍지,견정#,대저,천추,병풍,곡
원,

원위-외관,합곡,후계,전곡
6

1회/
주

12주 12주 VAS, NDI
TrP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남.(p<0.01)

2 1

T.Nabeta 
et al

2002 RCT 34
chronic neck & 
shoulder pain

acupucture vs
sham acupuncture

tender points (such as 천주, 풍지, 
완골, 견정, 고황)

3
1회/
주

3주
VAS:1달
PPTs:2주

VAS, 
PPTs(Pressure 

pain 
thresholds)

치료직후에는침치료가통계적

으로유의하였으나7일후에는유
의하지않음

2 1

Xue Man 
Zhu et al.

2002 RCT 29
CNP(chronic 
neck pain)

1stAcupucture2ndSham vs 
1stSham    2nd 

Acupucture 

근위-풍지,견정#,병풍,곡원,대추,
원위-수삼리,곡지,외관,삼양락

9
3회/
주

3주 16주
VAS, NDI, 
ROM, PT

치료전후두군모두유의하게호

전됨/통계적으로대조군과차이
가없음.

2 1

Dominik 
Irnich et 

al.
2002 RCT 34 neckpain 

acupuncture at distant  
points vs DN(dry 
needling of local 
myofascial trigger 
points),sham laser  

acupuncture

실험군원위:후계,수부,Ex28,열결,곤
륜,합곡,선기,천돌,백회,대추이침

대조군근위:sham/DN 
1

1회/
주

2주

치료후15
-30분,
다른치료

후1주

VAS,
ROM,11-poin
tverbalratingsc

ale

움직임으로인한통증정도(p=0.
00006)및환자평가(p=0.0001)
와ROM회복(p=0.014)에서원위
취혈이DN및SHAM군에비해통

계적으로유의함. 

2 1

Liang Z 
et al.

2011 RCT 178
chronic neck 

pain
acupucture vs

sham acupuncture
침-대추,견중수,경백로(Ex-HN15)
거짓침-경혈점에서 1cm 외측

9회
3회/
주

3주
치료

1달, 
3달후

NPQ, VAS, 
SF-36, 

Doctor’s 
judgement

NPQ, VAS, SF-36 모두에서
침군이 거짓침에 비해 효과적

1 1
178명의
대상자

Sun MY 
et al 

2010 RCT 34
Chronic Neck 

Myofascial
Pain Syndrome

acupucture vs
sham acupuncture

침-풍지,견료,후계
침과 거짓침간 자침 깊이, 득기의

차이

6회
2회/
주

3주
치료

4주, 
12주 후

SF-36, ROM,
motion-relate

d pain, 
SF-MPQ

침은 만성경항통 환자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효과

침과 거짓침군간 SF-36, ROM,
motion-related pain 유의한

차이는 없었음

2 1

vs alternative treatment, waiting, education, standard care

Daisy  
L.M.Fran
ca et al

2008 RCT 46
Tesion neck 

syndrome

acupuncture+physiothera
phy16 vs  acupucture15 

vs physiotherapy15

scalppoint:kineticpoints(B,C),ypsilon   
 points(Y1,Y4,Y5)/body points(태충, 
합곡, 삼음교, 태계, HN.3-Yintang)

10~2
0

1-2
회/주

10주 6개월
VAS, 

C-CFT,INMS, 
NDI-BR

그룹내10주,6개월후통계적으로
유의한호전(p<0.05),

Group1이Group3보다통증개선(
p<0.05),

2 1

LyntonG.
F.Gileseta

l 
2003 RCT 69 neck pain

acupuncturevs
medication,

chiropracticspinalmanipula
tion

근위:８　to 10 needles paraspinal 
intramuscular maximum pain 

areas,원위:5 distal acupuncture point 
meridians 

18
2회/
주

9주 9주
NDI,SF-36,V

AS

3그룹 모두 유의한 호전, 
물리요법 그룹이 다른

그룹보다 단기간 치료가

월등함

2 1

Reinhold 
Muller et 

al
2005 RCT 69 neck pain

acupuncture vs 
medication, chiropractic 

spinal manipulation

근위:８　to 10 needles paraspinal 
intramuscular maximum pain 

areas,원위:5 needles distal 
acupuncture 

18
2회/
주

9주 1년
NDI,

SF-36,VAS
Spinalmanupulation에서만유의

한효과가나타남.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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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Year Type n
Patient 

characteristics
Intervention 혈위 횟수 빈도 기간

추적

조사
Outcome measures Outcome

Grace 
A

Grade 
B

Additional 
comments

Claudia  
M. Witt 

et al.
2006

RCT
+coho

rt
3036

CNP(chronic 
neck pain)

acupuncture vs routine 
care

undescribed
10+-
2.8

undes
cribed

12주 6개월
NPAD,
 SF-36

침치료가 통계적으로 유의함(p 
< 0.001)

2 1

Gemma 
C  Salter 

et al
2006 RCT 24

CNP(chronic 
neck pain)

acupuncture+GP care 
vs GP care

견정,아시혈,풍지,후계,Huato
ajiajiatC6,7 

7.9
undes
cribed

undes
cribed

3개월 NPQ, SF-36, EQ-5D

침치료가 효과적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SAMPLE  SIZE가 작은
PILOT으로 필요인원수 계산이

논문의 주목적)

2 1

Y.B Yip 
et al

2006 RCT 32
subacute,non 
specific neck 

pain

manual acupressure 
with aromatic  avender 

essential oil vs 
conventional treatment

근위-천료,대저,아문,풍부,풍
지,견정#,견외수,견료
원위-수삼리,곡지,노수

8
undes
cribed

3주 4주
VAS,stiffnesslevel,stressle

vel,ROM

실험군이대조군에비해통증강

도(p=0.02), 
neckstiffness(p=0.001) 

stresslevel(p=0.0001),flexion(p=
0.02)latflexion(p=0.02)extension

(p=0.01)로유의하게호전됨. 

2 1

J.DAVID 
et al.

1998 RCT 70
CNP(chronic 
neck pain)

acupuncture vs 
physiotherapy

근위 - 견정, 원위 - 합곡 6 1 6주 6개월 VAS,NPQ,GHQ,ROM
침치료가조금더나았으나통계

적으로유의한차이는없음(p=0.
18). 

3 1

Jeorge 
Vas et al

2006 RCT 123
uncomplicated 

neck pain
acupuncture vs TENS 

placebo

근위-풍지,견정#,대저,대추,
원위-태충,합곡,양릉천,후계,
신문,이침+현종,백회,삼음교

5
undes
cribed

3주 6개월
VAS,NPQ,ACM,PCM,S
F-36,SF-36PCS,SF-36M

CS

침치료가 대부분의

평가척도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나타남. (p<0.001)
1 1 50명 이상

Domimik 
Irnich et 

al.
2001 RCT 177

CNP(chronic 
neck pain)

acupuncturevsconventio
nalmassage

,"sham"laseracupuncture

근위-곡원,대저,풍지
원위-곤륜,태충,양릉천,외관

5
undes
cribed

3주 3개월
VAS, ROM, pressure 

pain   threshold, SF-36 

침치료가 마사지에 비해

VAS에서 유의한
효과(p=0.0052)를 보였으나, 

sham laser c치료군에 비해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1 1 50명 이상

Hyuk Ga 
et al.

2007 RCT 39
chronic MPS 

of the 
trapezius

acupuncture vs 0.5% 
lidocaine  inj.

undescribed 12
undes
cribed

2주 28일
VAS, Wong-Baker 

FACES, PPI, ROM,  
GDS-SF

치료전후유의한차이를보임/그
룹간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

없음

2 1

vs Detailed Comparison of Acupuncture Methods used in acupuncture Studies

Ceccherell
i F

2010 RCT 36 Neck pain
5개자침군 18 vs 
11개자침군 18

11경혈-양측후계, 외관, 신맥, 
풍지, 대추, 2 trigger points
5경혈-양측 후계, 대추, 2 

trigger points

6
1회/
주

6주
치료후

1개월, 
3개월

MG-PQ, VAS
자침개수와 침치료 효과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음
2 1

김효은외 2002 RCT 34 연부조직손상 홍화약침17 vs 호침17

근위-풍지,대저,견중,견정,천
종,견료+아시혈, 

원위-곡지,외관,합곡,중저,후
계

3
1회/2
일

7일
undesc
ribed

VAS, ROM, 5단계
평가척도

치료 전후 유의하게 감소(VAS, 
ROM) p<0.01,군간 유의한

차이 없음

2 1

강영화외 2002 RCT 34 연부조직손상
봉약침+호침17 vs 

호침17

근위-풍지,대저,견중,견정,천
종,견료+아시혈, 

원위-곡지,외관,합곡,중저,후
계

2
1회/2
일

4일
undesc
ribed

VAS, ROM, 5단계
평가척도

치료전후 유의하게 감소(VAS, 
ROM) p<0.01,봉독약침군

VAS, ROM p<0.05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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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Year Type n
Patient 

characteristics
Intervention 혈위 횟수 빈도 기간

추적

조사
Outcome measures Outcome

Grace 
A

Grade 
B

Additional 
comments

권순정외 2004 CCT 22 연부조직손상
봉약침10 vs 

호침+습식부항12

실험군-아시혈,
대조군-견정,천종,견우,대저,
대추,풍지,소장경과폐경

unde
scribe

d

환자

에

따라

undes
cribed

undesc
ribed

VAS, 5단계 평가척도
치료전후 VAS p<0.01, 봉독약침군

VAS p<0.01 5단계 평가척도상
p<0.05

3 2

치료기간

이다다르

고무작위

언급되지

않음. 

김경태외 2005 RCT 26 연부조직손상
봉독약침+호침 13 vs 
생리식염수+호침 13

근위-견정,천종,견외수,견중
수,풍지중선용

원위-후계,신맥,속골

3일
+-

undes
cribed

undes
cribed

undesc
ribed

VAS, NDI
치료전후 유의하게 감소

p<0.01,봉독약침군 VAS p=0.043  
NDI p=0.036

2 1

박재연외 2011 RCT 20
갱년기 여성

경항통

호침10 vs 
호침+홍화약침10

호침-풍부,대추,천주,대저,풍
지,견정,천종

약침-풍지,견정 양측

unde
scribe

d

호침1
회/일,
약침

2회/
일

30일
undesc
ribed

VAS, NDI, 
MENQOL

두군모두 유의한 효과

호침+홍화약침군이 호침군에 비해
유의한 효과

2 1

김영욱외 2003 CCT 20 경항통 팔체질침10 vs 체침 10

천주,대저,풍문,폐수,궐음수,
심수,독수,견중수,곡원,병풍,
천종,노수,견정,견우,거궐,비
노,천료,천유,견료,풍지,견정
#,대추,아문,풍부,뇌호,신주,

도도

unde
scribe

d

3회/
주

2주
undesc
ribed

PDI,  VAS PDI, VAS 군간 유의한 차이 없음 3 2

이휘용외 2008 CCT 10 경항통
근위취혈5 vs 
원위취혈5

근위 -  
승모근,후두하근,후경부근,흉
쇄유돌근,견갑거근,극상근/원

위 - 
합곡,태충,후계,중저,승장

unde
scribe

d

undes
cribed

undes
cribed

undesc
ribed

VAS,ROM,임상증상
등급,

Five-pointLikertscale

원위취혈군이vas2배호전/ROM호전현
저(굴곡,회전)/원위취혈군이증상호전
도높음/원위취혈만족이상,근위취혈보

통

4 2

박재연외 2011 RCT 36 경항통
근위취혈+원위취혈군
18 vs 근위취혈군 18

원위-후계,신맥,양릉천,중저
건측+동기요법

근위-풍부,대추,천주,대저,풍
지,견정,천종 양측

unde
scribe

d

undes
cribed

5일
undesc
ribed

VAS, NDi

두군 모두 유의한 치료효과

근위취혈+원위취혈군이
근위취혈군에 비해 유의한 효과

2 1

김소정외 2011
RCT
교차실

험

20 만성 경항통

근위취혈washout원위
취혈군10 vs 

원위취혈washout근위
취혈20

군위-견정,견우,풍지,견중수,
견외수

원위-소장정격,담정격,방광
정격,합곡,태충,족삼리

2회
1회/
주

3주
undesc
ribed

VAS, NDi

통증완화에 있어(VAS) 근위취혈이
원위취혈보다 효과적

기능개선에 있어(NDI) 근위취혈, 
원위취혈 모두 유의한 결과, 유의한

차이 없었음

2 1

이승덕 2004 CCT 40 경추통
심자취혈19 vs 
무처치군21

화타협척혈, 추간, 완골, 
풍지, 견정#, 대추, 견외수,  

곡원

unde
scribe

d

2-5회/
주

24.61
+-21.

36

undesc
ribed

VAS, Cobb 각도

심자의 방법으로 자침한 군에서

VAS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C2와 C7번 사이의 Cobb 각도에서
유의성있는 변화를 보였다.

4 2

윤일지외 2007 RCT 40 경항통
중성어혈약침+침 20 
vs 생리식염수+침 20

대추, 백회, 풍부, 대저, 
견정#, 견중수, 견외수(침)  
아시혈(중성어혈약침)/침처
동일, 아시혈(생리식염수)

unde
scribe

d

undes
cribed

undes
cribed

undesc
ribed

VAS
중성어혈약침치료전후p<0.05,군간유

의한차이없음
2 1

내원순서

홀짝

무작위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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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Year Type n
Patient 

characteristics
Intervention 혈위 횟수 빈도 기간

추적

조사
Outcome measures Outcome

Grace 
A

Grade 
B

Additional 
comments

VS sham acupuncture

Francesco  
Cecchelli et al.

2006 RCT 62
myofascial 

pain

uriculotherapy+s
omaticacupunctur

e  VS 
acupuncture

근위: 대추, 아문, 풍지, 대저, 
원위:체침(후계,  외관, 합곡) 이침

undescri
bed

1회/주
undescri

bed
3개월 MPQ, VAS

통계적으로 대조군과

차이가 없음.
2 1

vs Detailed Comparison of Acupuncture Methods used in acupuncture Studies

이건목외 2008
case 

study
16 경항통 침도침

항인대종지점, 승모근기시점, 두반극근
종지점, 두판상근 종지점, 흉쇄유돌근
후내측 종지점 / 항인대, 두판상근, 

승모근, 경판상근 기시점

undescri
bed

undesc
ribed

undescri
bed

undescrib
ed

3단계 치료 효과
10례에서 우수한효과

4례에서 양호
4 2

Reference Year Type n
Patient 

characteristics
Intervention 혈위 횟수 빈도 기간

추적

조사
Outcome measures Outcome

Grac
e A

Grad
e B

Additional 
comments

Etc

이병렬외 1999
case 

study
50 항통,경완통 호침

근위-풍지,완골,
원위-후계,중저,외관,수구,족
임읍,속골+대릉,양릉천,승장

3회
이상

undes
cribed

undes
cribed

undesc
ribed

환자상태5단계평가
척도,

치료성적4단계

50례중 47례가 호전이상(호전, 양호, 
우수) 3례가 불량

4 2
3회이상
치료받은

50명 환자

이채우외 2003
case 

study
44

경항통,임상
증상

동씨침

정근, 정종, 중자, 중선, 견중, 
영골, 대백, 상백,  골자, 

폐심

unde
scribe

d

2회/
주

2주이
상

undesc
ribed

4단계 평가척도
2-4주 치료후 호전도에 있어 유의한 차이

보임 p<0.05
4 2

2주이상치
료받은환

자만

이윤호외

unde
scribe

d

case 
study

67
경항통 및

연관된

상지병변

호침
풍부,풍지,천주,견우,견료,견
정,예풍, 곡지,중저,후계,외관

unde
scribe

d

undes
cribed

undes
cribed

undesc
ribed

동통호소양상4단계,
동통자가평가,기능적

평가4단계

동통호소양상2.13->2.83,동통자가평가
10->6.44,기능적평가 2.46->1.75 

전체적으로 호전

4 2

여경찬외 2010
case 

study
12 경항통

호침+자세이완치료(
상부승모근,견갑거근,
흉쇄유돌근)

풍지,풍부,견정,대추
unde
scribe

d

undes
cribed

undes
cribed

undesc
ribed

VAS, NDI 치료 전, 후 VAS, NDI에서 유의한 차이 4 2

유영진외 2010
case 

study
29 경항통 호침 협척혈(경추 C4-C7 양방1촌)

unde
scribe

d

총

3회이
상

undes
cribed

undesc
ribed

VAS, NDI 협척혈 치료가 유효 4 2

3. 기타침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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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기타 경항부 질환의 침치료

Reference Year Type n
Patient 

characteristics
Intervention 혈위 횟수 빈도 기간

추적

조사
Outcome measures Outcome

Grace 
A

Grade 
B

Additional 
comments

Etc

김종욱외 2004
case 

study
6
척추관내인대

골화증

봉독약침+호침
총량 0.8cc

(호침)풍부,풍지,대추,견중수,견외
수,견정#,후계,중저,신수,지실,기
해수,대장수,곤륜,신맥(봉독약침)
견중수,견외수,견정#,견우,신수,

지실,기해수,대장수

undesc
ribed

1회/일
undes
cribed

undesc
ribed

JOAScore,
4단계평가척도

JOA점수11.5>13.5
7.5>12.514>166>10
9>08>9로각각변화

Excellent1,Good1,
Fair2,Failure2

4 2

김숙경외 2002
case 

study
3
후종인대골화

증
호침

풍지,풍부,아문,대추,견정#,견중
수,천주,대저

변증에따라-어제,척택,합곡,곡지,
족삼리,삼음교,비수,간수,신수,태
계,현종,중저,외관,해계

undesc
ribed

undesc
ribed

undes
cribed

undesc
ribed

4단계 평가척도

2례의경우치료전후
차이가없었고,

1례의경우호전이보이나
치료과정중호전,재발이반복됨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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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항통 침구임상 진료지침 권고사항
침치료의 안전성

A 한의사에 의해 적절히 시행된 침구치료의 경우 안전한 치료방법으로 권고할 수 있다. 

경추성 척추증의 침치료

A
경추성 척추증 환자에게 전침 치료, 침 치료는 권고할 만한 효과적인 치료방법이다. 다만
기타 침 치료의 경우 연구의 수가 적어서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경추 염좌 및 손상의 침치료

A
경추 염좌 환자에게 침 치료는 권고할 만한 효과적인 치료방법이다. 다만 전침 치료와 기
타 침 치료의 경우 연구의 질이 낮거나 또는 연구의 수가 적다.

경추 디스크 질환의 침치료

C+
경추 추간판 탈출증 환자에게 침 치료는 권고할 만한 효과적인 치료방법이다. 다만 전침
치료와 기타 침 치료의 경우 연구의 수가 적고, 일반침 치료의 경우 연구의 질이 낮기 때
문에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항통의 침치료

A
경항통 환자에게 전침 치료, 침 치료, 기타 침 치료는 권고할 만한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
료방법이다. 다만 기타 침 치료의 경우 연구의 수가 적어서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
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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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수준 근거수준

A 임상적으로 매우 유익하며,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게 나타난 1개 이상의 RCT

B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임상적으로 유익하다는 관찰연구 혹은 대조군 임상 연구(CCT)

C+ 임상적 유익성은 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음. 

C
임상적으로 중요한 차이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으나, 모집 기준에 맞춰서 적절한 평가지표를 사용하여
평가한 연구. 
Consensus를 바탕으로 한 전문가들의 권고

D+ 통계적으로 대조군이 우세하다고 나타난 1개 이상의 RCT

D 통계적 유의성은 없으나 대조군이 우세하다고 나타난 연구

D- 통계적으로 대조군이 우세하다고 나타난, 1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RCT 1편 이상

표. 본 임상진료지침에서 사용한 권고 수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