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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이상근증후군은 이상근의 전반적인 긴장의 증가로 좌

골신경이 압박되어 좌골신경통이 발생하는 질환이다1-3). 

이상근증후군의 증상은 척추관협착증이나 요추추간판

탈출증 등의 질환에서 나타나는 증상과 비슷하여 감별

이 어렵다. 또한 천장골장애 또는 비특이적인 요통 등의 

질환과도 병발할 수 있어서 요추, 고관절, 천장골의 장

애와 같은 다른 질환들을 배제하는 것이 중요하다1,2,4). 

이상근증후군에서 이상근 부위의 압통이 진단에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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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effect of using acupotomy for pir-

iformis muscle syndrome.

Methods  The databases used for the search were PubMed, Embase, Cochrane library, 

China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 (CNKI), Korean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 Oriental Medicine Advanced 

Searching Integrated System (OASIS), KMbase, and 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NDSL). The literature was searched using a total of 9 domestic and foreign databases. 

randomized controlled trial using only acupotomy as an intervention was selected. The 

selected studies are analyzed the risk of bias through Cochrane risk of bias, and 

meta-analysis was performed using Revman.

Results  As a result of meta-analysis of 11 selected studies, acupotomy was more ef-

fective than nerve block and acupuncture. In terms of visual analog scale and immedi-

ate analgesic effect, acupotomy did not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compared 

to other treatment methods. meta-analysis of electro-acupuncture and acupotomy 

showed no significant results.

Conclusions  When acupotomy is applied as a treatment for piriformis muscle syn-

drome, it is more effective than nerve block and acupuncture. but most of the studies 

have been judged as 'unclear' in the risk of bias assessment. Due to characteristics of 

treatment group and control group's intervention, It is judged that the blinding of the 

participant was not properly implemented.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high-qual-

ity studies are necessary to supplement the problems in the future. (J Korean Med 

Rehabil 2021;31(2):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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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역할을 하며 압통점을 통해 이상근증후군을 진단하

고 치료결과를 판단한다1).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이상

근증후군의 발생률은 12.2~27%이며 가장 흔한 원인은 

외상, 염증, 퇴행성 변화이다1,5,6). 이상근증후군의 치료

로는 이상근의 신장운동,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투

여, 물리치료, 침구치료, 수기요법 등이 있다3).

도침 치료는 침술요법과 수술요법을 병합한 치료법

으로 침 끝의 평면모양의 침날을 통해 병변 부위의 유착

된 조직을 박리하는 치료방법이다. 1990년대 최초로 중

국에서 고안하였고 조작방법이 간단하고 수술에 비해 

치료에 걸리는 시간이 짧다. 도침은 유착된 조직을 박리

해 혈행을 원활히 하여 통증 질환에 쓰이며 개방형 흉터

가 없어 감염 발생률이 낮은 치료방법으로 국내에서도 

근골격계 질환에 도침 시술을 많이 적용하고 있다7-10).

국내에서는 이상근증후군 치료에 도침요법을 사용한 

임상연구가 부족하여 본 연구에서 국내⋅외를 대상으

로 이상근증후군에 도침치료를 적용한 임상연구를 체

계적으로 고찰하여 이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고하는 바

이다.

대상 및 방법»»»

1. 데이터베이스 선택과 검색 및 검색어

독립된 2명의 연구자(PSM, JSE)가 2020년 10월 31일

까지 발표된 문헌들을 국내⋅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검색하였고 국가, 언어, 연구 발표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사용한 국외 데이터베이스는 PubMed (https://pu

bmed.ncbi.nlm.nih.gov/), Cochrane library (https://www.

cochranelibrary.com/), Embase (https://www.embase.com), 

China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 (CNKI; http://ww

w.cnki.net), 국내 데이터베이스는 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NDSL; http://www. ndsl.kr), Korean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 http://kiss.kstudy.com/),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 http://www.riss.kr), 

KMbase (http://kmbase.medric.or.kr), Oriental Medicine 

Advanced Searching Integrated System (OASIS; https://oa

sis.kiom.re.kr)로 총 9개의 국내⋅외 데이터베이스를 통

해 이상근증후군에 도침치료를 적용한 연구에 대해 검

색하였다.

검색어는 PubMed, Cochrane library, Embase에서는 

[(piriformis syndrome OR Piriformis Muscle Syndromes OR 

Piriformis syndromes) AND (Acupotomy OR Acupotomies 

OR needle knife OR needle scalpel OR knife needle)]를 

사용하였다. CNKI에서는 ‘针刀’, ‘针状刀法’, ‘针状切

开刀’, ‘小针刀’, ‘针刀疗法’, ‘针刀松解术’, ‘小针刀疗

法’, ‘针刀医学’, ‘刀针’와 ‘梨状肌综合征’를 검색어로 

사용하였고, 문헌의 분류를 traditional Chinese medi-

cine, traditional Chinese medicinal herbs, combination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with western medicine으로 

한정하고, 검색범위를 title, keyword, abstract으로 조정

하였다. 국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상근, 이상근증후

군’과 ‘도침, 침도’를 조합하여 사용하였다.

2. 자료 선정 및 배제 기준

1) 선정 기준

(1) 의사에게 임상적으로 이상근증후군으로 진단받거

나 영상검사를 통해 이상근증후군으로 진단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중재방식으로는 도침 치료만을 사용한 연구를 선

정하였으며 도침 사용 횟수, 도침의 종류, 치료 

기간, 치료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3) 대조군의 치료법은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도침

치료를 이상근증후군에 적용했을 때 타 치료법과 

효과를 비교할 수 있는 모든 연구를 포함하였다.

(4) 무작위 배정 대조군 임상연구(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를 대상으로 한 문헌만 포함하였다.

2) 배제 기준

(1) 증례보고, 프로토콜 관련 연구와 인간을 대상으

로 하지 않은 연구나 동물실험, 종설논문, 단행

본, 인터넷자료, 비출판 자료는 제외하였다.

(2) 중재방식으로 도침 외의 다른 치료법을 병용하여 

사용한 경우는 제외하였다.

(3) 이상근증후군과 관련이 없거나 이상근증후군과 

타 질환이 병합된 문헌은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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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선택

2명의 독립된 연구자(PSM, JSE)가 Endnote×7 (Clarivate 

Analytics, Philadelphia, PA, USA)을 이용하여 자료 선

정 및 배제 기준에 따라 자료의 검색과 선별을 수행하

였다. 검색된 자료들 중 중복 문헌를 제외하고 1차적으

로 제목과 초록을 통해 자료를 선정하였다. 선별된 문

헌들은 2명의 독립된 연구자들이 서로 의견을 조율하

며 2차적으로 전문을 읽고 검토하여 최종 문헌을 선정

하였다. 연구자들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3 연구자(CSW)의 개입을 통해 해결하였다.

4. 자료 추출

선별된 최종 문헌들의 전문을 읽고 National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borating Agency (NECA)11)

와 STandards for Reporting Interventions in Clinical Trials 

of Acupuncture (STRICTA)12)의 지침을 참고하여 문헌 

정보(저자, 출판년도), 연구대상(대상자 수, 연령, 성별, 

이환기간), 중재(중재군 수, 중재법, 자입부위, 유발반

응, 시술자 배경, 사용된 도침의 형태, 치료횟수 및 기

간), 대조군 중재(대조군 수, 대조군 중재법, 치료횟수 

및 기간), 결과, 추적관찰, 이상반응 여부,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승인 및 환자 동의 여부 등의 정보

를 추출하였다.

5. 문헌의 질 평가

선정된 문헌들은 모두 RCT의 비뚤림 평가를 위해 

NECA11)의 지침에 따라 Cochrane의 risk of bias (RoB) 

도구를 통해 무작위 배정 순서, 배정순서 은폐, 연구 참

여자 및 연구자에 대한 눈가림, 결과 평가에 대한 눈가

림, 불완전한 결과자료, 선택적 결과보고, 기타 비뚤림 

등 7가지 문항에 대해 비뚤림 평가를 진행하였다13). 2

명의 연구자들이 의견 조율을 통해 비뚤림 위험 낮음, 

비뚤림 위험 높음, 비뚤림 위험 불확실로 평가하였고, 2

명의 연구자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제3 연구자

의 개입으로 해결하였다.

6. 데이터 추출 및 메타 분석

선정된 연구들은 이상근증후군에 대한 도침치료의 

효과에 대한 결론 도출을 위해 Cochrane의 Review 

Manager (RevMan) 5.3 (The Nordic Cochrane Centre, 

The Cochrane Collaboration, Copenhagen, Denmark)를 

사용하여 계산 결과를 추출하였다. 결과값이 이분형 변

수인 경우 Odds ratio (OR)를 이용하고, 연속형 변수인 

경우 최종값의 평균(mean)과 표준편차(standard devia-

tion) 값을 이용하여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CI)으로 메타분석을 진행하였다. 이질성 검정은 Higgin

의 I²statistic를 통해 I²값이 50% 미만으로 각 연구가 동

질하다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정효과모델(fixed-effect 

model)을, I²값이 50% 이상으로 이질성이 나타나는 경

우에는 변량효과모델(random-effect model)을 사용해 합

성하였다.

결과»»»

1. 연구 선정

9개의 국내⋅외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한 결과 Cochrane 

library에서 6편, CNKI에서 46편이 검색되었으며 나머

지 7개의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결과가 없어 총 52편의 

문헌이 검색되었다. 검색된 52편의 문헌 중 중복된 문

헌 1편을 제외하였고, 1차적으로 제목과 초록을 통해 

RCT가 아닌 문헌 7편, 이상근증후군과 관련없는 문헌 

7편, 중재법으로 도침을 사용하지 않은 문헌 6편, 도침

과 타 치료법을 병용한 문헌 2편, 이상근증후군과 다른 

질병이 혼합된 대상자를 다룬 문헌 1편을 제외하고 총 

28편의 문헌을 전문 검토하였다. 원문을 검토한 결과 

RCT가 아닌 문헌 6편, 중재법으로 도침을 사용하지 않

은 문헌 1편, 도침과 타치료법을 병용한 문헌 10편을 

제외하여 총 11편의 문헌을 선정하였다(Fig. 1).

2. 연구 분석

1) 진단 및 변증 도구

대상 선정 시 ≪中医病证诊断疗效标准≫14-16),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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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病证诊断及疗效标准≫17), ≪黄家驷外科学≫18), ≪实

用推拿学≫19,20), ≪临床麻醉治疗学≫20) 등의 다양한 

진단 기준을 사용하였으며 이 외에도 임상증상에 의해 

대상을 선정한 연구가 2편21,22)있었다. 2편23,24)의 연구

에서는 진단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2) 문헌정보

선정된 연구는 1998년부터 2018년까지 발표된 RCT 

연구들로 총 11개의 연구 중 2018년과 2015년에 각 2

편15,17,21,24), 2017년, 2012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5년, 1998년에 각 1편14,16,18-20,22,23)씩 발표되었다.

3) 연구 대상

(1) 대상자 수

총 연구 참여자 수는 1,072명으로 가장 적은 참가자 

수는 62명이고, 가장 많은 참가자 수는 180명이었다. 11

편의 논문에서 평균 참가자수는 97.45명이었다.

(2) 성별

연구에 참여한 총 남성의 수는 575명, 여성의 수는 

497명이었다. 남성의 수가 더 많은 연구는 7편14,18-23)이

었고, 여성의 수가 더 많은 연구는 3편15-17)이었다. 1편24)

의 연구에서는 참가자의 성비를 언급하지 않았다.

(3) 연령분포

참가자의 나이는 가장 적은 나이가 21세였고, 가장 

많은 나이는 65세였다. 참여자의 나이를 제시하지 않은 

연구는 1편23) 있었고, 나이를 평균으로만 명시한 연구

는 3편15,17,24)이 있었다.

(4) 이환 기간

참가자 중 가장 짧은 이환 기간은 15일이었으며 가장 

긴 이환 기간은 11년이었다. 2편15,17)의 연구에서는 참

Fig. 1. Flow chart of study. RCT: randomized controlled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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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의 평균 이환 기간만을 제시하였다.

4) 중재군 치료 분석

(1) 도침 형태(상표 및 규격)

사용된 도침은 漢상표의 도침이 3편18,22,20)으로 가장 

많았고, 漢章 상표의 도침을 사용한 연구가 1편16), 樂灸 

상표의 도침을 사용한 연구가 1편17), 章상표의 도침을 

사용한 연구가 1편19)이었다. 나머지 5편의 연구에서는 

도침의 상호명을 언급하지 않았다.

3호 도침을 사용한 연구는 5편16-18,20,22)이었고, 2~3호 

도침을 사용한 연구가 1편19), 4호 도침을 사용한 연구

가 1편14)이었다. 나머지 4편의 연구에서는 도침의 규격

을 언급하지 않았다.

(2) 자입 부위 및 유발반응

11편의 연구에서 대부분 서로 다른 자입 부위를 제시

하고 있었다. Que 등17)은 후상장골극과 미골첨을 이은 

선의 중점과 대전자첨을 이은 선의 내측 1/3지점을 자

입 부위로 하였다. Li 등15)은 후상장골극과 좌골결절을 

이은 선의 상부 1/3 영역을 자입부위로 하였다. Lu 등16)

은 후상장골극과 미골첨을 이은 선의 중간 1/3, 2/3 지

점과 대전자첨을 연결한 삼각형을 이상근 부위로 보았

고, 후상장골극과 좌골결절을 이은 선의 중점과 대전자

첨과 좌골결절을 이은 선의 중점을 연결하여 이상근 부

위와 겹치는 부위를 자입 부위로 하였다. Wang24)은 후

상장골극과 미골첨을 이은 선 위를 자입 부위로 하였

다. Chen과 Jin22)은 후상장골극과 미골첨을 이은 선의 

중점과 대전자첨을 이은 선을 3등분하여 중간의 1/3 영

역을 자입 부위로 하였다. Zhang18)은 후상장골극과 좌

골결절을 이은 선의 중간 1/3 영역을 자입 부위로 하였

다. Liu19)는 후상장골극과 미골첨을 이은 선의 중점과 

대전자첨을 이은 선위를 자입 부위로 하였다. Shi 등20)

은 후상장골극과 미골첨을 이은 선의 중간 1/3영역과 

대전자 주위를 자입 부위로 하였다. Zhou 등21)과 Cui 

등23)은 이상근 부위의 압통점을 자입 부위로 하였다. 나

머지 1편14)의 연구에서는 자입 부위를 제시하지 않았다.

자입 부위를 제시한 연구 중 8편15,16,18-21,23,24)의 연구

에서 정해진 자입 부위에서 나타나는 압통점을 자입점

으로 잡아 도침을 시술하는 지점으로 설정하였다.

유착 박리를 위한 병변부위에 도달했음을 확인하기 

위해 대부분의 연구에서 환자에게 산종통(酸腫痛)이 발

생하는지 확인하였다. 7편14,18-20,22-24)의 연구에서 산종

통의 유발로 이상근의 영역에 도달했음을 확인하였고, 

2편16,17)의 연구에서는 전기 양상의 통증으로 좌골신경 

출구 지점에 도달했음을 확인하였다. 나머지 2편15,21)의 

연구에서는 자극 유발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3) 치료 횟수 및 기간

도침은 최소 1회부터 최다 6회를 시술하였다. 대부분

의 연구가 3회 이하로 도침치료를 시술하였으며 6회 시

술한 연구는 1편16)이었고 1회의 시술로 치료를 종결한 

연구는 2편14,21)이었다.

치료기간은 최단 1일에서 최장 28일이었으며, 10일 

미만의 치료기간을 가지는 연구는 2편14,21), 10일 이상 

20일 이하의 치료기간은 가지는 연구는 6편18-20,22-24), 20

일을 초과하는 치료기간을 가진 연구는 3편15-17)이었다.

(4) 시술자 배경

시술자의 이름, 경력 등 시술자의 정보에 대해 언급

한 연구는 없었다.

5) 대조군 치료 분석

(1) 치료방법

대조군 치료는 총 3가지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가장 

많이 사용한 치료법은 신경차단술이었다. 총 6편14-18,24)

의 연구에서 신경차단술을 사용하였고, 3편20-22)의 연구

에서는 일반 침치료를 시행하였다. 2편19,23)의 연구에서 

전침 치료를 대조군 치료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2) 치료 횟수 및 기간

최소 치료 횟수는 1회였으며 최다 치료 횟수는 36회

였다. 치료 횟수가 10회 미만인 경우는 7편14-18,21,24)이었

으며 10회 이상인 경우는 4편19,20,22,23)이었다.

최단 치료기간은 1일이었으며 최장 치료기간은 50일

이었다. 치료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는 6편14,15,17,18,21,24), 

30일 이상인 경우가 5편16,19,20,22,23)이었다.

6) 이상반응

11편의 연구 중에서 이상반응을 언급한 연구는 1편15)

으로 중재군과 대조군 모두에서 이상반응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나머지 10편의 연구에서는 이상

반응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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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추적관찰

총 4편14,17,19,21)의 연구에서 추적관찰을 시행하였다. 

Yang과 Tong14)은 한 달 후 추적관찰을 시행하였고 중재

군과 대조군의 efficiency rate에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

다. Que 등17)은 두 달 뒤에 추적관찰을 시행하였으며 중

재군과 대조군의 재발률에 유의미한 결과가 없었다. 

Zhou 등21)은 1주, 1달, 3달 뒤에 추적관찰을 시행하였고 

1주, 1달 뒤 중재군과 대조군의 efficiency rate는 유의미

한 결과가 없었지만 3달 후 중재군의 efficiency rate가 유

의미하게 높은 결과를 보였다. Liu19)는 1년 후 추적관찰

을 시행하였으나 추적관찰의 결과는 보고되지 않았다.

8) IRB 승인 및 환자 동의서

11편의 연구 중에서 IRB 승인에 대한 언급이 있는 

연구는 없었으며 5편17-20,22)의 연구에서 환자의 동의를 

얻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9) 평가 도구

총 5가지의 평가 도구가 사용되었다. 11편의 연구 모

두 efficiency rate를 평가 도구로 사용하였다. 평가도구

로 modified macnab criteria를 사용한 연구는 1편21), 

visual analog scale (VAS)를 사용한 연구는 총 3편15-17), 

sanling ep601c pain threshold tester를 이용해 역치값의 

변화를 평가 도구로 사용한 연구가 1편15), immediate 

analgesic effect를 평가 도구로 사용한 연구는 3편19.20.22)

이었다.

10) 국가 및 언어

11편의 연구 모두 중국에서 발표하였고, 모두 중국어

를 사용하였다.

11) 결과

선정된 11편의 모든 논문은 중재치료에 도침 단독치

료만을 사용하였고, 대조군 치료 또한 단독치료를 시행

한 연구였다. 이 중 Que 등17)은 도침치료군과 대조군의 

VAS값이 치료 전에 비해 치료 후에 유의미하게 낮아졌

다고 보고하였으나, 도침치료군과 대조군(신경차단술)

의 치료 후 VAS값을 비교하였을 때 둘 사이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Efficiency 

rate는 대조군(신경차단술)이 도침군에 비해 높은 수치

를 보였으나 둘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

었다. Li 등15)의 연구에서는 도침치료군과 대조군의 치

료 전후 VAS값을 비교하였을 때 두 군 모두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게 VAS값이 낮아졌으며, 도침치료군과 대

조군(신경차단술)의 치료 후 VAS값을 서로 비교했을 

때 도침치료군의 VAS값이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아졌다고 보고하였다.

9편14-16,18-20,22-24)의 연구에서 도침치료군과 대조군의 

efficiency rate를 비교하였을 때 치료군이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결과를 보고하였다. Zhou 

등21)은 치료 횟수가 1회인 도침치료군과 치료횟수가 5

회인 대조군(침)의 efficiency rate를 1주, 1달, 3달째에 

추적관찰하여 비교하였다. 1주, 1달, 3달째의 결과 모두 

치료군이 대조군에 비해 높은 결과를 보였으나 1주와 1

달의 추적관찰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없

었고, 3달째의 추적관찰 결과는 치료군과 대조군 사이에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 치료군이 대조군(침)에 비해 장기

적으로 나은 효과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3편19,20,22)의 

연구에서 도침치료군과 대조군의 immediate analgesic 

effect를 비교하였으며 3편의 연구 모두 치료군이 대조

군에 비해 높은 immediate analgesic effect를 결과를 보

였고, 이는 통계학적으로도 유의미하다고 보고하였다. 

Li 등15)는 도침치료군과 대조군의 역치값을 측정하여 

서로 비교하였으며 두 군에서 모두 유의미하게 역치값

이 증가하였으나, 치료군과 대조군을 비교했을 때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없었다(Table Ⅰ~Ⅲ).

3. 비뚤림 위험 평가

선정된 11개의 무작위 배정 비교임상시험을 Cochrane

의 RoB 도구를 통해 비뚤림 위험을 평가하였다. 비뚤

림 위험의 평가 결과는 RevMan 프로그램을 통해 도식

화하였다.

1) 무작위 배정순서 생성(random sequence gena-

ration)

11편의 연구 중 1편15)의 연구에서 난수표를 이용해 

배정순서를 생성하여 비뚤림 위험 낮음으로 평가하였

다. 나머지 10편의 연구에서는 무작위 배정 순서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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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언급이 없어 비뚤림 위험 불확실로 평가하였다.

2) 배정순서 은폐(allocation concealment)

1편15)의 연구에서는 난수표를 사용하였으나 배정순

서 은폐 방법에 대한 언급이 없어 배정순서 은폐를 시

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비뚤림 위험 높음으로 판

단하였다. 나머지 10편의 연구에서는 배정순서 은폐에 

대한 언급이 없어 비뚤림 위험 불확실로 평가하였다.

3) 연구 참여자, 연구자에 대한 눈가림(blinding of par-

ticipants and personnel)

모든 연구에서 중재군의 치료방법과 대조군의 치료

방법이 서로 달라 연구 참여자와 연구자에 대한 눈가림

이 시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비뚤림 위험 높음으로 

평가하였다.

4) 결과 평가에 대한 눈가림(blinding of outcome as-

sessment)

모든 연구에서 결과 평가에 대한 눈가림 여부가 언급

되지 않아 비뚤림 위험 불확실로 평가하였다.

5) 불충분한 결과 자료(incomplete outcome data)

1편17)의 연구에서 결측치가 발생하였으나 이유에 대

한 언급이 없어 비뚤림 위험 불확실로 평가하였고, 다

른 1편21)의 연구에서 1달 후 평가에 3명, 3달 후 평가에 

2명의 결측치가 발생하였으나 결측치가 발생한 이유에 

Author (year)
Sample

size
Age (mean)

Male/Female 

(n)
Course of disease

Patient 

permission

Adversed

effect

Que (2018)17) TG 33 (45.73±9.468) 10/23 43.2±21.5 (d) Exist n.r

CG 34 (47.18±7.554) 13/21 41.6±23.1 (d)

Li (2018)15) TG 34 (48.93±5.41) 13/21 13.42±2.18 (d) n.r None

CG 31 (48.21±4.98) 12/19 13.78±2.45 (d)

Lu (2017)16) TG 39 21~65 (41.5±8.9) 35/43 3.5±0.6 (yr) n.r n.r

CG 39

Zhou (2015)21) TG 35 35~62 (46.5) 19/16 1 mo~5 yr (average 3 yr) n.r n.r

CG 32 30~65 (49) 20/12 2 mo~8 yr (average 3.5 yr)

Wang (2015)24) TG 55 (41.3±8.7) n.r 3 mo~6 yr (average 3.1±0.4 yr) n.r n.r

CG 55

Yang (2012)14) TG 32 24~62 23/9 3 mo~8 yr (2.6 yr) n.r n.r

CG 29 22~63 20/9 4 mo~9 yr (2.5 yr)

Chen (2010)22) TG 60 22~65 41/19 2 mo~10 yr (average of 3 yr) Exist n.r

CG 32 23~64 22/10 2 mo~10 yr (average of 3.2 yr)

Zhang (2009)18) TG 55 24~62 30/25 3 mo~8 yr (average of 2.5 yr) Exist n.r

CG 46 23~63 26/20 2 mo~9 yr (average of 2.4 yr)

Liu (2008)19) TG 120 24~62 85/35 2 mo~11 yr (average of 3.5 yr) Exist n.r

CG 60 25~63 38/22 2 mo~10 yr (average of 3.2 yr)

Shi (2005)20) TG 78 24~62 52/26 2 mo~10 yr (average of 3.5 yr) Exist n.r

CG 40 25~63 28/12 2.1 mo~10 yr (average of 3.6 yr)

Cui (1998)23) TG 73 n.r 52/21 15 d~3 yr 2 mo n.r n.r

CG 60 36/24 10 d~2 yr 8 mo

TG: treatment group, CG: control group, n.r: not reported.

Table Ⅰ. Characteristics of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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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언급이 없어 비뚤림 위험 불확실로 평가하였다. 

나머지 9편의 연구에서는 결측치가 발생하지 않아 비

뚤림 위험 낮음으로 평가하였다.

6) 선택적 보고(selective reporting)

1편16)의 연구에서 VAS를 평가 도구로 사용하였으나 

VAS에 대한 결과값이 명시되지 않았고, 1편19)의 연구

에서는 1년 후 추적관찰을 진행하였으나 그 결과가 제

시되지 않아 해당 2편의 연구에 대해서는 비뚤림 위험 

높음으로 평가하였다. 나머지 연구들은 사전 계획이나 

프로토콜에 대한 언급이 없어 비뚤림 위험 불확실로 평

가하였다.

Author 

(year)
Treatment Frequency Outcomes Follow-up Main result

Que 

(2018)17)
Acupotomy TG 1/wk (3 times) 1. VAS

2. Efficacy rate

2 mo 1. TG (33): 5.85±0.77 → 1.30±0.98 (p<0.01)

CG (34): 5.51±0.74 → 1.21±1.02 (p<0.01)

TG<CG (p>0.05)

2. TG 96.97% < CG 97.06% (p>0.05)

NB CG 1/wk (3 times)

Li (2018)15) Acupotomy TG 1/7 d (4 times) 1. VAS

2. Sanling ep601c 

pain threshold 

tester

3. Efficacy rate

n.r 1. TG: 7.28±1.29 → 1.52±0.45 (p<0.05)

CG: 7.17±1.04 → 3.04±0.78 (p<0.05)

TG<CG (p<0.05)

2. TG: 0.73±0.17 → 1.49±0.32 (p<0.05)

CG: 0.71±0.12 → 1.22±0.23 (p<0.05)

TG>CG (p>0.05)

3. TG: 94.12%> CG: 64.52% (p<0.05)

NB CG 1/7 d (4 times)

Lu 

(2017)16)
Acupotomy TG 1/wk (6 times) 1. VAS

2. Efficacy rate

n.r 1. n.r

2. TG: 82.1% > CG: 61.5% (p<0.05)NB CG 1/wk (6 times)

Zhou 

(2015)21)
Acupotomy TG 1 d 1. Modified macnab 

low back and leg 

pain score

1 wk

1 mo

3 mo

1 wk - TG: 91.43% > CG: 78.13% (p>0.05)

1 mo - TG: 93.94% > CG: 77.42% (p>0.05)

3 mo - TG: 96.97% > CG: 75.86% (p<0.05)
AT CG 1/d (5 times)

Wang 

(2015)24)
Acupotomy TG 1/5 d (4 times) 1. Efficacy rate n.r 1. TG: 96.4 > CG: 72.7 (p<0.05)

NB CG 1/5 d (4 times)

Yang 

(2012)14)
Acupotomy TG 1 d 1. Efficacy rate 1 mo 1. TG: 94.29% > CG: 90% (p<0.05)

NB CG 1 d

Chen 

(2010)22)
Acupotomy TG 1/5 d, rest 2 d (2 times) 1. Efficacy rate

2. Immediate 

analgesic effect

n.r 1. TG: 96.7% CG: 87.5% (p<0.05)

2. TG: 76.7% CG 56.3% (p<0.01)CG 1/d, rest 2 d (10 times)AT

Zhang 

(2009)18)
Acupotomy TG 1/5 d (2 times) 1. Efficacy rate n.r 1. TG: 96%>CG: 85% (p<0.05)

NB CG 1/5 d (2 times)

Liu 

(2008)19)
Acupotomy TG 1/5~7 d, rest 3 d (2 times) 1. Efficacy rate

2. Immediate 

analgesic effect

1 yr 1. TG: 99.17% > CG: 86.67% (p<0.05)

2. TG: 89.17% > CG: 26.67% (p<0.01)
ET CG 1/d, rest 3 d (10 times)

Shi 

(2005)20)
Acupotomy TG 1/5 d, rest 2 d (2 times) 1. Efficacy rate

2. Immediate 

analgesic effect

n.r 1. TG: 96.1% > CG: 87.5% (p<0.05)

2. TG: 76.9% > 55.0% (p<0.01)
AT CG 1/d, rest 2 d (10 times)

Cui 

(1998)23)
Acupotomy TG 1/5 d (2~3 times) 1. Efficacy rate n.r 1. TG: 93.9%>91.7% (p<0.01)

ET CG 1/d, rest 7 d after 12 d 

(24~36 times)

NB: nerve block, TG: treatment group, CG: control group, VAS: visual analog scale, n.r: not reported, AT: acupucture therapy, ET: 

electroacupuncture therapy.

Table Ⅱ. Treatment Summary of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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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year) Treatment information

Que (2018)17) TG: needle knife

Type of needle Laojiu brand No. 3

CG: nerve block (0.9% NaCl solution, triamcinolone acetonide)

Li (2018)15) TG: needle knife

Type of needle n.r

CG: nerve block (50 mg vitamin B12)

Lu (2017)16) TG: needle knife

Type of needle Hanzhang brand No. 3

CG: nerve block (n.r)

Zhou (2015)21) TG:needle knife

Type of needle n.r

CG:Acupuncture

Acupoints: ashi point, GB30, GB34, etc.

Retaining time: 30 min

Wang (2015)24) TG: needle knife

Type of needle n.r

CG: nerve block (n.r)

Yang (2012)14) TG: needle knife

Type of needle No. 4

CG: nerve block (dexamethasone 10 mg, vitamin B1 100 mg, vitamin B12 500 μg)

Chen (2010)22) TG: needle knife

Type of needle Han brand No. 3

CG: Acupuncture

Type of needle : 0.30×40-75 mm

Acupoints: GB30, BL54, ashi point, BL36, BL37, BL40, GB34, BL58

Retaining time: 30 min

Zhang (2009)18) TG: needle knife

Type of needle Han brand No. 3

CG: nerve block (0.75% bupivacaine, triamcinolone 40 mg, vitamin B1 100 mg, vitamin B12 1 mg)

Liu (2008)19) TG: needle knife

Type of needle Zhang brand No. 2-3

CG: Electroacupuncture (G6805 electroacupuncture instrument)

Acupoints: GB30, BL54, ashi point, BL60, BL40, GB34, BL57, ST36, etc.

Type of needle: Hua Tuo brand No. 30

Retaining time: 30 min

Shi (2005)20) TG: needle knife

Type of needle Han brand No. 3

CG: Acupuncture

Acupoints: GB30, BL54, ashi point, BL36, BL40, GB34, BL58

Type of needle: Hua Tuo brand, 0.35×40-75 mm

Retaining time: 30 min

Cui (1998)23) TG: needle knife

Type of needle n.r

CG: Electrocupuncture

Acupoints: GB30, BL36, BL40, BL57, BL60, etc.

Retaining time: 20 min

TG: treatment group, CG: control group, min: minutes, n.r: not reported.

Table Ⅲ. Treatment Information



박송미⋅정수은⋅박정현⋅도현정⋅조성우

34 J Korean Med Rehabil 2021;31(2):25-40.

7) 그 외 비뚤림(other bias)

모든 연구에서 추가 비뚤림의 위험은 있으나 비뚤림 

위험을 평가할 충분한 근거가 보이지 않아 비뚤림 위험 

불확실로 평가하였다(Figs. 2, 3).

4. 메타분석

1) 도침 vs 신경차단술

중재군은 도침, 대조군은 신경차단술을 치료법으로 사

용한 6편14-18,24)의 연구에 대해 메타분석을 시행하였다.

6편의 efficiency rate를 메타분석한 결과, 연구 간의 

이질성이 0%로 고정효과모델을 적용하였으며 중재군

이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efficiency rate

가 증가하였다(OR 4.35; 95% CI 2.37~7.97; p<0.0001; 

I²=0%).

VAS를 측정도구로 사용한 2편15,17)의 연구를 메타분

석한 결과 두 연구 간의 이질성은 97%로 높았으며 중

재군와 대조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없었다

(mean difference [MD] -0.73; 95% CI -2.30~0.85; p=0.37; 

I²=97%)(Figs. 4, 5).

2) 도침 vs 침

도침과 침을 중재군과 대조군의 치료법으로 사용한 

연구는 3편20-22)이었다. 3편의 efficiency rate를 메타분

석을 시행한 결과, 연구 간의 이질성이 높지 않아 고정

효과모델을 적용하였으며 중재군이 대조군에 비해 effi-

Fig. 3. Risk of bias graph.

Fig. 2. Risk of bias summary. +: low risk of bias, -: high risk 

of bias, ?: unclear risk of b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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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ency rate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OR 

3.45; 95% CI 1.41~8.46; p=0.007; I²=0%)(Fig. 6).

2편20,22)의 연구에서 immediate analgesic effect를 평

가 도구로 사용하여 메타분석한 결과, 이질성이 0%로 

고정효과모델을 적용하였으며 중재군과 대조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OR 1.77; 95% CI 

0.77~4.07; p=0.18; I²=0%)(Fig. 7).

3) 도침 vs 전침

2편19,23)의 연구에서 도침과 전침을 중재군과 대조군

Fig. 5. Meta analysis of visual analog scale: acupotomy vs nerve block.

Fig. 6. Meta analysis of efficiency rate: acupotomy vs acupuncture.

Fig. 7. Meta analysis of immediate analgesic effect: acupotomy vs acupuncture.

Fig. 4. Meta analysis of efficiency rate: acupotomy vs nerve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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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치료방법으로 사용하였고 2편의 efficiency rate를 메

타분석한 결과, 이질성이 79%로 변량효과모델을 적용

하였고, 치료군과 대조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

과가 없었다(OR 4.19; 95% CI 0.28~61.54; p=0.30; 

I²=79%)(Fig. 8).

고찰»»»

이상근은 고관절을 외회전, 신전, 외전시키며 고관절

의 움직임에 역학적인 안정성을 제공하는 근육이다. 이

상근의 반복적인 과사용은 근육을 긴장시켜 근육 내의 

신경과 혈관의 압박을 증가시키는데 이상근을 지나가

는 좌골신경이 자극 또는 압박을 받아 좌골신경통 증상

이 발생하는 것이 이상근증후군이다25-27). 이상근증후군

은 둔부 국소부위의 통증과 다리의 후면 및 측면으로 방

산되는 통증을 특징으로 한다28,29). 좌골신경통의 6~8%

가 이상근증후군으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일반

적으로 좌골신경위에 놓여 있는 이상근의 영역에서 통

증유발점을 나타낸다28,30,31). 좌위 시 통증이 심화되며 좌

골결절 외측에 통증을 호소하기도 한다29). 증상은 일정

하게 나타나지 않고 고관절의 위치와 움직임에 따라 달

라지는 양상을 보이며 이상근의 작용이 요구되는 모든 

동작에서 국소 또는 방산통 증상이 증가될 수 있다32-35).

이상근증후군의 발생률은 12.2~27%이며 일반적으로 

일측성으로 나타나고 중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32). 

또한 남성보다 여성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6배 많으며 

추간판탈출증이나 후관절관절염 등의 타 질환과 병합

되어 지나칠 수 있는 질환이다32,36).

이상근증후군의 치료는 일상생활 움직임 교정, 물리

치료, 항염증제, 근육이완제 등 비침습적인 보존적 치

료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며 보존적 치료에 실패하거나 

환자가 보존적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스테로이드 또는 보툴리늄 신경독소를 이상근에 국소 

주입한다37-39).

한의학적으로 이상근증후군은 좌골신경통 양상을 보

여 요각통(腰脚痛)에 해당하며 요각통의 주된 원인은 풍

한습(風寒濕)의 삼기(三氣)가 신기부족(腎氣不足)을 승(乘)

하여 방광경(膀胱經)과 담경(膽經)에 침입한 것으로 본

다40). 한방에서는 2010년에 발표한 Choi와 Yoon3)의 연

구에서 이상근증후군으로 우측 둔부와 하지의 방사통

을 호소하던 환자에게 근에너지기법을 적용하여 증상

의 호전을 보고한 연구가 있었고, 2004년에 발표한 

Park 등41)의 연구에서는 자침과 이상근 부위에 테니스

공을 이용한 허혈성 압박을 통해 이상근증후군의 증상 

호전을 보고하였으며, Yun과 Lee40)의 연구에서는 침과 

한약 추나 등의 한방복합 치료로 이상근증후군의 호전

을 보인 결과를 보고하였다.

도침치료는 침술치료의 한 유형으로 바늘 끝이 편평

한 칼날로 이루어져 있고 이 바늘 끝의 납작한 칼날 부

위를 통해 병변부위의 유착을 박리하고 연조직의 수축을 

풀어주며 고질적인 동통성 질환을 치료한다10,42). 1976년 

Zhu43)가 고안하였으며 황제내경의 구침 중 봉침과 피

침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도침치료는 기혈을 소

통하고 활혈거어, 축담하는 작용과 수술요법이 병합된 

치료법으로 조작방법이 간단하고 조직의 손상이 적어 

개방적인 수술에 비해서 감염확률이 낮고 치료시간과 

과정 또한 짧다. 침도 요법은 연부조직의 유착이나 연

축, 결파 등으로 인한 사지 손상으로 발생한 후유증이

나 수술로 인한 후유증, 병리적 손상의 후유증 등 각종 

후유증과 골간 골절의 기형적인 유합, 점액낭염, 만성 

경추통증, 슬관절염, 추간판탈출증, 근막동통증후군, 족

Fig. 8. Meta analysis of efficiency rate: acupotomy vs electroacupun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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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근막염 등의 근골격계 통증에 널리 사용하고 있다. 

도침치료는 특히 손상이 누적되어 오래된 질병에 치료 

효과가 현저하다10,44). 도침을 사용한 동물 및 임상연구 

등에서 염증 수치 감소와 염증인자 감소, 통증 역치 상

승, 통증 완화 등의 작용을 나타내었고 다양한 침치료에 

대한 최근의 메타분석에 따르면 일반 침이나 dry nee-

dling, 전침에 비해 도침이 효과적으로 통증역치를 개선

한 것으로 나타났다42). 도침 치료는 급성 열성 환자나 

급성적인 질환으로 관절 부위에 부종이 심한 경우, 시

술 부위 오염이 심한 경우, 심부 조직에 암, 농양, 결핵 

등이 있는 경우, 지혈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을 삼

가야 한다44).

2014년에 발표한 Yuk 등10)의 연구에서는 도침요법의 

최신 근황에 대해 보고하였고 근골격계 질환 중에서도 

특히 목, 허리, 어깨 부위에 도침이 많이 적용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이상근증후군의 과긴장으로 좌골신경이 

압박받아 발생하는 이상근증후군에 도침의 시술을 통

한 치료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이상근증후군에 도침치

료을 사용한 RCT를 대상으로 체계적 문헌고찰을 시행

하였다.

선정된 11편의 연구는 1998년부터 2018년까지 발표

되었다. 해당 연구들은 대부분 도침치료가 이상근증후

군에 유의한 치료효과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연구 

수가 적고 모두 중국에서 발표되었다는 한계가 있어 다

양한 국가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Xiang 

등45)은 이상근증후군에 도침치료를 시행한 연구에 관

한 체계적 고찰을 시행하였으나 2015년에 발표한 문헌

으로 2015년 이후의 발표 논문은 포함되지 않았고 중국

의 데이터베이스만을 사용하여 총 10편의 문헌을 포함

하였다. 국내⋅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2015년 이

후의 문헌을 포함시킨 본 연구와는 4편18-20,22)의 문헌이 

겹쳤다. 자료분석 시 도침 자입 부위, 사용한 도침의 종

류에 대한 보고가 없고, 도침과 타 치료법을 병행한 연

구 또한 분석에 포함하여 도침치료법 단독의 효과를 분

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결과분석 시 대조군의 치료

법 종류와 관계없이 10편의 문헌 모두 유효율을 비교분

석한 결과 도침이 대조군에 비해 효과가 좋았다는 결과

를 보고하였다. 10편 중 4편의 연구에서 immediate an-

algesic effect를 비교한 결과 도침이 대조군에 비해 효

과가 좋았다고 보고하였다45).

본 연구의 비뚤림 평가 시 11편에서 무작위배정에 대

한 자세한 방법을 서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배정

순서 은폐에 대해서 언급한 문헌도 없었다. 때문에 연

구의 비뚤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작위배정, 배정순서 

은폐에 대한 자세한 기술을 통해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

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에 

대한 눈가림 평가 시에는 대조군에서 사용한 치료법이 

도침과 확연히 구분되어 눈가림이 시행되지 못했을 것

이라고 판단하여 대부분의 연구에서 실행 비뚤림의 위

험성이 있어 메타분석의 결과 분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전체 연구 중 IRB 승인 후 연구를 실행한 경우는 전

혀 없었고, 11편의 연구 중에서 5편17-20,22)의 연구에서만 

환자의 동의 후 연구를 실행하였다. 때문에 연구의 윤

리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측면이 있다.

대조군의 치료법으로는 신경차단술이 6편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일반 침술이 3편, 전침이 2편으로 일

반 침과 전침의 경우 정해진 혈위를 사용하였으나 신경

차단술의 경우 주사의 자입 부위는 도침 치료 시와 같

은 부위에 시행되어 전침, 침치료에 비해 중재군과 대

조군의 치료효과 분석 시 비뚤림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낮다고 생각한다.

중재군의 자입 부위는 1편의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

았으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었으며 대개 후

상장골극과 미골첨을 이은 선을 3등분하거나 2등분한 

지점과 대전자첨을 연결한 영역을 이상근의 영역으로 

보고 해당영역의 압통점을 찾아 도침의 자입점으로 설

정하고 있었다.

사용된 평가도구는 총 5개로 모든 연구에서 efficiency 

rate를 사용하였다. Efficiency rate는 증상을 痊愈, 有效, 

無效 3등급으로 나누어 총 유효율을 평가한 척도이다46). 

도침과 신경차단술을 사용한 문헌들의 efficiency rate를 

OR을 적용하여 메타분석하였을 때 6편14-18,24)의 연구 

간 이질성은 0이었고, p값이 0.00001보다 적어 이상근

증후군에 신경차단술에 비해 도침치료를 사용했을 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침과 침의 efficiency rate

를 비교한 연구는 총 3편20-22)으로 각 연구 간의 이질성

은 0이었으며, p=0.007로 침에 비해 도침을 사용해 이상

근 증후군을 치료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침과 전침의 efficiency rate를 비교한 연구는 2편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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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각 연구 간의 이질성이 높은데 이는 전침과 도침

의 치료가 시행된 부위가 서로 다르며, 총 치료기간에

서도 중재군과 대조군이 서로 차이가 있어 나타난 결과

라고 생각한다. 메타분석 결과 p=0.30으로 도침이 전침

에 비해 이상근증후군 치료 시 유의미한 결과가 없었

다. 하지만 연구참가자 수와 비교된 연구 수가 적어 결

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VAS를 사용한 연구는 총 3편15-17)으로 VAS는 양 끝

에 0과 10이 기록된 10 cm의 직선 상에 환자 본인이 통

증의 강도를 표시하여 검사자가 통증 정도를 표시하는 

평가도구이다46). Que 등17)의 연구에서는 중재군과 대조

군의 VAS 결과에 유의미한 결과가 없었다. Li 등15)의 

연구에서는 중재군이 대조군보다 VAS 수치가 유의미

하게 낮게 측정되었다. Lu 등16)의 연구에서는 VAS를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고 서술되어 있으나 관련 결과

는 제시되지 않았다. 도침과 신경차단술을 비교한 연구

에서 VAS를 MD를 이용해 메타분석하였을 때 각 연구 

간의 이질성이 높고 p값이 0.37로 도침과 신경차단술을 

이상근증후군에 적용하였을 때 도침에 신경차단술에 

비해 통증을 유의미하게 낮추지 못했다. 이는 비교된 

연구 2편 중 Que 등17)의 연구에서 중재군과 대조군의 

치료 후 VAS값이 서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Li 등15)의 연구에서는 Sanling ep601c pain threshold 

tester (Sanling ep601c; Science and Education Equipment 

Factory, East China Normal University, Shanghai, China)

를 사용하여 통증 역치를 측정하였고 중재군의 통증역

치가 대조군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아졌다고 보고하였

다. Modified macnab criteria는 통증의 완전 소실, 부분

적인 소실, 변화 없음, 악화됨으로 나누어 평가하는 도

구이다47). Zhou 등21)의 연구에서 modified macnab cri-

teria를 측정 도구로 이용하였고, 중재군과 대조군 사이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없었다. Immediate an-

algesic effect를 평가도구로 사용한 연구는 총 3편으로 

Liu19), Chen과 Jin22), Shi 등20)의 세 연구 모두 중재군의 

결과가 대조군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 중 도침

과 침의 immediate analgesic effect를 보고한 연구는 2

편으로 연구 간 이질성은 0이나 p=0.18로 도침이 침에 

비해 유의미하게 immediate analgesic effect가 높다고 

볼 수 없었다20,22). 이는 비교분석된 연구의 수가 적고 

대조군은 경혈점에, 중재군은 이상근 영역에 자입하여 

자침 부위가 다르고, 시술자에 대한 설명은 모든 연구

에서 기재되지 않았으나 시술자의 경력, 능력의 차이 

또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11편의 연구 중 Li 등15)의 연구에서만 이상반응에 대

해 서술하였고 중재군과 대조군 모두 이상반응이 없다

고 보고하였다. 나머지 10편의 연구에서는 이상반응에 

대한 서술이 없어 추후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추적관찰

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체계적 고찰 결과를 볼 때 이상

근증후군에 도침을 치료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그러나 체계적 문헌고찰을 시행한 연구들이 한 

국가에 편향되어 발표되었고, 총 11편으로 그 수가 적

으며 총 참가자 수 또한 적고, 환자들 간 이환기간, 치

료기간이 상이한 연구들도 있었으며 대부분의 경우 비

뚤림 가능성이 불확실하고 중재군과 대조군의 치료법 

특성상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눈가림이 불확실하여 

비뚤림 가능성이 높아 결과에 주의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향후 이러한 문제점들이 보완된 양질의 RCT 연

구들의 보고가 필요해 보인다.

결론»»»

9개의 국내⋅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총 11편의 RCT 

연구를 선정하여 이상근증후군에 도침치료와 다른 치료

법을 사용한 결과에 대한 메타분석을 시행하였다.

1. 도침에 대조치료법으로 사용된 치료방법은 총 3가지

(신경차단술, 전침, 침)로 신경차단술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2. 총 연구 참가자 수는 1,072명으로 메타분석 결과 

도침이 신경차단술과 침에 비해 유효율에서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침과 비교하였을 때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없었다. 또한 VAS

와 즉각통증 완화율에서도 대조군에 비해 유의미

한 결과가 없었다.

3. 본 연구는 분석에 포함된 모든 연구가 중국에서 

발표 되었다는 한계점이 있어 앞으로 중국 외에 

여러 국가에서 이상근증후군에 도침을 사용한 임

상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분석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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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연구들 중 IRB 승인에 대해 언급한 임상연구가 

없고, 11편의 연구 중 환자동의에 대해 언급한 연

구가 5편으로 향후 윤리적 측면에서 보완된 연구

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4. 11편의 연구들은 중재방법상 시술자와 참여자의 

눈가림이 어려웠으며 무작위배정방법이나 배정순

서 은폐에 대한 언급이 없는 연구들이 대부분으로 

향후 연구의 비뚤림을 최소화하여 연구의 신뢰도

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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