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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자생 한방병원 한방 부인과, *안산 자생 한방병원 한방 부인과 

**부천 자생 한방병원 한방 부인과

이성철, 배상은, 김희정, 김인중, 신준식, 김철수*, 안영태** 

ABSTRACT

Clinical Study on the Effect of Chuna Manupulation in Treating Postpartum 
Patients with Low Back Pain and Pelvic Girdle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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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was designed to observe the effect of chuna manupulation 
in alleviating the symptoms of postpartum patients with low back pain and pelvic 
girdle pain.

 

Methods: Targeted by outpatient 30 postpartum patients, A group was patients 
who were treated with acupuncture, traditional Korean medicine, physical therapy, 
B group was patients who were treated with acupuncture, traditional Korean medicine, 
physical therapy, and chuna manupulation. After 2-months, the progress of symptoms 
was evaluated by visual analogue scale(VAS) and Oswestry Disability Index(ODI) 
and Pain drawing.

 

Results: 
1. Group A and B were analyzed for general characteristics, with an average age 

of both groups, average weeks at admission after delivery, parity and method of 
delivery, weight gain and BMI during pregnancy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2. VNRS improvement in the rate of group A was 2.84±4.73, VNRS improvement 

in the rate of group B was 4.85±1.49. Between the two group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3. ODI improvement rate in group A was 10.14±4,39, ODI improvement rate in 

Group B was 15.16±3.41. Between the two group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4. Patients who received acupuncture, traditional Korean medicine, physical 

therapy, and chuna manupulation. in group B compared pubis, thighs, buttocks 
showing more effective in pain relief than group A, who received only acupuncture, 
traditional Korean medicine, physical therapy. 

 

Conclusions: In case of postpartum patients with low back pain and pelvic 
girdle pain, it is more effective to treat with Integrated traditional Korean therapy 
and chuna manupulation than to treat with only integrated traditional Korean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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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緖  論

요통이란 어느 한 질환의 특징 인 용

어가 아니라 요추부에 나타날 수 있는 

동통증후군을 범 하게 표 한 용어이

다1). 구미 선진국의 통계에 의하면  

국민의 70-80% 정도가 일생  한번은 

요통을 가진다고 하며, 이들  2주 이상 

증상을 가진 경우가 13.8%이고, 심한 증

상을 가졌던 경우가 약 22-35% 다.  

한 해 동안 요통에 하여 새로 발생하

는 환자가 5%라고 보고되고 있다2).

출산 후 여성의 67% 이상에서 요통을 

경험한다
3)
.
 
임신  발생한 요부  골

반 의 통증은 종종 출산 후 만성요통으

로 이어지고, 실제 만성요통을 가지고 

있는 여성의 10~20%는 임신이 그 기원

이다. Ostgaard HC4) 에 따르면 출산 후 

요통을 경험한 산모의 37%는 추후 검사 

 치료를 받기도 하나 부분 6개월 이

내에 통증이 사라진다고 하 다. 임신과 

출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요

통은 상황의 종결과 함께 정상 으로 회

복이 되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만성 인 

장애로 남아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우

리나라의 경우 인구 100명당 요통으로 

인한 활동제한 일수는 남자의 경우 81.5

일, 여자의 경우 129.7일로 여자의 경우

가 훨씬 높다. 이로 인한 경제  손실액

은 3,602억 원으로 국내 총생산의 0.07%

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5).

한의학에서는 모든 産褥期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질병은 비록 임신과 분만에 

원인이 없는 우발 인 것일지라도 産後

病이라 하여 非産褥期의 病證과는 구별

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産後病의 한의

학  치료는 출산 후 부인의 全身 生理

狀況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며, 특히 

출산 후 산모들은 분만으로 인한 피로와 

失血로 氣血이 虛弱해지고 臟腑가 虛損

되어 風寒邪가 침범하기 쉽고, 惡露未盡

이나 순환장애로 血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
6)
이므로, 산모들이 호소하는 증상 

이외에도, 이와 같은 산모의 반 인 

生理狀況을 調理해 주는 것이 産後病 치

료의 요 이라 할 수 있다. 産後病 에

서도 산후에 발생하는 요부의 통증을 주

증으로 하는 경우를 산후요통이라 하고, 

산후 요부의 重感, 疼痛, 痠痲 등이 나타

나면 산후요통으로 진단하 다7). 한의학

 요통 치료 방법에는 통 으로 사용

되어 오던 침구요법, 약물요법 외에 여

러 가지 다양한 치료법들이 한의학  원

리에 따라 시행되는데 표 으로 독

요법, 약침요법, 추나 수기 요법 등이 사

용되고 있다. 이  추나 수기 요법은 

성 요통과 방사통이 있는 추간  탈출증

에 효과가 있으며, 만성요통에서도 다른 

치료법들보다 우수하다고 보고되고 있으

며, 임신과 산후 요통 등에도 응용되고 

있다
8)
.
 
추나 수기 요법은 척추 계의 

모든 구조  변 에 발생하는 병리  

상을 다양한 추나 기법을 통하여 경결 

는 축된 근육 등에 피동  운동을 

통한 자극을 주거나 변 를 바르게 교정

해 으로써 신경, 경락 등과 같은 매개

체를 통해 뇌 등에 신호로 달되어 

련기 의 조 기능을 정상 인 상태로 

회복시키는 방법이다9).

임신  혹은 출산 후의 요통을 경감

시키기 한 침치료3,10,11), 운동법  교

정법의 유효성에 한 임상 연구12)가 보

고되었으며 출산 후 요부통증을 지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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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요인들
4)
, 출산 후 골반  통증에 

한 회복 진단요인 보고13)가 있었다. 

국내에서는 출산 직후 여성의 요통과 임

신 분기별 요통의 연 성을 조사한 연구
14)가 있었다. 이처럼 임신과 출산 련 

요통의 련 험 요인, 연  요소 등에 

한 보고들과 함께 치료법에 한 연구

도 소수 있었으나 임상에서 보존  요통 

치료 요법으로 많이 행해지고 있는 추나 

수기 요법과 련된 출산 후 요통의 치

료에 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자는 한방병원에 내원한 30명

의 출산 후 요통 환자를 상으로 통합 

한방 치료만 시행한 환자 군과 통합 한

방 치료와 함께 추나 수기 치료를 병행

한 환자 군과의 찰로 유의성 있는 결

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Ⅱ. 本  論

1. 硏究 象  方法

1) 硏究 象

2011년 3월 1일부터 2012년 5월 1일까

지 강남 자생한방병원 한방 부인과 외래

에 출산 후 요통을 호소하며 내원한 환

자 30명을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 

단 이들 환자군은 모두 재태기간 37~42

주에 단태분만으로, 임신 시 합병증이나 

산과  문제 이 없었던 환자 으며 분

만 후 6주 이내에 내원한 환자를 상으

로 하 다. 한 임신 이외에 요통을 일

으킬만한 과거력을 갖고 있는 자(교통사

고, 요추 추간  탈출증, 미골 골 , 요통 

치료의 과거력 등)는 연구에서 제외하

다. 본원 외래 치료 기간  양방 치료를 

받은 환자 역시 연구에서 제외하 다.

2) 治療內用  施術方法

치료 방법 : 주 2회 내원하여 A 그룹

은 침, 약침, 한약 약물치료, 물리치료를 

시행하 으며, B 그룹은 A 그룹과 동일

한 침, 약침, 한약 약물치료, 물리치료와 

더불어 추나 수기 치료를 병행하여 2달 

후 호 도를 악하 다.

 (1) 침치료

체침은 0.30×0.30 ㎜ 호침(동방침구제

작소, 한국)을 이용, 주 2회 내원하여 1

일 1회 자침하는 것을 원칙으로, 자침 심

도는 경 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 으로 8-15 ㎜, 유침 시간은 15분으

로 시술하 다. 침 치료에 있어서는 三

陰交, 太衝, 血海, 足三里, 中極, 關元 등 

산모의 변증에 따라 산후 회복을 한 

경 을 선택하고 그밖에 임상에서 요각

통에 리 이용되는 穴位(委中, 崑崙, 承

山, 曲池, 關元輸, 腸輸, 膀胱輸 등)를 

사용하 고, 요통  골반통에 따른 아

시 을 시술하기도 하 다. 

 (2) 약침치료

자생한방병원에서 제조한 황련해독탕

약침과 성어 약침을 1.0 ㎖ 1회용 인

슐린 주사기(주사침 29G *1/2¨, 신아양

행. 한국)로 환자의 증상과 압통 부 에 

따라 종류와 양(0.2 ㏄~1.0 ㏄)을 조

하여 사용하 다. 역시 주 2회 내원하여 

1일 1회 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다.

 (3) 한약 약물치료

약물치료는 활 거어, 통락지통의 효

과가 있어 성기, 아 성기  만성기

의 요통, 요각통과 골반통에 효과가 있

는 자생한방병원의 원내 처방인 청

을 기본으로 사용하 고, 증상에 따라 

처방을 선별하여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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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물리치료 

물리치료는 ICT, TENS, US, Microwave, 

Hot Pack, L-Traction 등을 환자의 상태

에 따라선택하 다. 

 (5) 추나치료

추나 신연의 장치로는 Auto flexion- 

distraction의 기능을 하는 Leander Eckard 

TableMK-90(웰니스시스템, 한국)을 이

용하여 한국추나의학임상표 지침서에 

의거 推法  拿法을 병행하 으며 推法

은 척추 의 변 와  가동범 가 

제한 일 때에 주로 사용하 고, 拿法은 

척추의 특정부 를 견인시키고자 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다. 

그리고 환자 상태에 따라 앙와  장골교

정법, 복와  하지 거상 장골 교정법, 복

합 후하방 장골 교정법, 측와  요추 회

 신 법, 요추의 신연교정법, 수기 신

연 요법, 앙와  경추 교정법 등을 병행

하 다.

3) 치료효과의 정

 (1) 언어숫자통증등 (Verbal Numerical 

Rating Scale : VNRS)15) 으로 환자의 

호 도를 측정하 다. VNRS는 주

인 통증의 정도를 객 화하고 계량화하

기 한 방법으로 0에서 10 혹은 100까

지 숫자로 통증 정도를 표 하는 방법이

다. 이번 연구에서는 0에서 10까지의 숫

자로 통증 정도를 표 하 다. 통증 정

도는 0이 통증이  없는 상태, 1~3은 

통증이 Mild한 상태, 4~6은 Moderate한 

상태, 7~10은 통증이 Severe한 상태를 

의미한다.

 (2) Oswestry 요통장애설문지(ODI: 

The Oswestry Disability Index)16)로 평

가하 다.

Oswestry 요통 장애 설문지는 통증

리, 개인 리, 들기, 걷기, 앉기, 서기, 수

면, 성생활, 사회 생활, 바깥 출입에 있어 

요통으로 인한 장애 정도 10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부분별로 1 에서 6 까지 

평가하도록 하여 수가 높을수록 장애

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3) 통증 부 를 모두 표시하는 통증 

그림(Pain drawing)을 평가에 참고 하

다(Fig. 1).

4) 통계처리

자료의 분석  통계학  검증은 SPSS 

(Stastical program for Social Science) 

Version 12.0 for Windows 통계 로그램

을 이용하 다. 침, 약침, 한약 약물치료, 

물리치료만 받은 환자 군과 침, 약침, 한

약 약물치료, 물리치료와 추나 치료를 

병행한 군의 산과력과 분만 방법의 차이

는 Pearson chi-square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 고, 두 군의 평균 연령  평균 

내원 당시 분만 후 경과 주수, 임신  

증가한 체 과 BMI(㎏/㎡), 두 군 간의 

치료 효과의 차이는 Student T-test를 

활용하 다. 통계학  유의성 정은 P

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유의한 것으로 

하 다.

Fig. 1. Pain Dra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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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結  果

1. 환자의 일반  특성 비교

1) 연령과 내원 당시 분만 후 경과 주수

A군과 B군의 평균 연령과 평균 내원 

당시 분만 후 경과 주수를 비교해 보았

다. A군의 평균 연령은 33.7±3.66세, B군

의 평균 연령은 31.4±2.18세로 두 군 간

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평균 내원 당시 분만 후 경과 주수 역시 

A군이 3.15±1.93주, B군이 3.71±2.16 주

로 두 군 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Table 1).

A (Mean±S.D.) B (Mean±S.D.) p-value

Average Age 33.7±3.66 31.4±2.18 0.089*

Average Weeks at 
Admission after Delivery

3.15±1.93 3.71±2.16 0.293*

*Statistically significant by Student T-test (p<0.05)

Table 1. Average Age and Average Weeks at Admission after Delivery

2) 산과력과 분만 방법

A군과 B군의 출산 경험의 유무를 비

교해 보았다. A군 에서 산부는 14명, 

경산부는 1명 이었고, B군 에서 산

부는 12명, 경산부는 3명으로 Pearson 

chi-square test로 분석하 을 때 p-value

가 0.651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Table 2). 유산 경험이 있는군은 

A, B군 각각 3명씩 이었다.

분만 방법에서는 A군 에서는 자연 

분만한 산모는 10명, 제왕 개한 산모

는 5명이었으며 B군 에서는 자연 분

만한 산모는 9명, 제왕 개한 산모는 6

명으로 Pearson chi-square test로 분석

하 을 때 p-value가 0.367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A B Total p-value

Parity
Primiparous
Multipara

14
1

12
3

26
4

0.651*

Method 
 of Delivery

Normal Delivery
Cesarean Delivery

10
5

9
6

19
11

0.367*

Total 15 15 30
*Statistically significant by Pearson chi-square test (p<0.05)

Table 2. Parity and Method of Delivery

3) 임신  증가한 체 과 BMI(㎏/㎡)

A군에서 임신  증가한 체 은 12.55 

±3.66 ㎏, 임신  증가한 BMI(㎏/㎡)

는 4.75±1.37(㎏/㎡) 으며, B군에서 임

신  증가한 체 은 13.67±3.42 ㎏, 임신 

 증가한 BMI(㎏/㎡)는 5.33±1.24(㎏/㎡)

로 두 군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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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ean±S.D.) B (Mean±S.D.) p-value

Weight Gain During 
Pregnancy(㎏)

12.55±3.66 13.67±3.42 0.127*

BMI Gain During Pregnancy 
(㎏/㎡)

4.75±1.37 5.33±1.24 0.226*

*Statistically significant by Student T-test (p<0.05)

Table 3. Weight Gain and BMI(㎏/㎡) Gain During Pregnancy.

2. 치료 결과 분석

1) VNRS 분석 

침, 약침, 한약 약물치료, 물리치료만 

시행한 조군 A는 15명으로 치료  

VNRS 평균 지수는 6.0이었고, 침, 약침, 

한약 약물치료, 물리치료와 추나 수기 

치료를 병행하여 치료를 받은 환자 군 

B는 15명으로 치료  VNRS 평균지수

는 6.35 다(Table 4).

A B

Average VNRS Before 
Treatment

6.00 6.35

Table 4. Average VNRS before Treatment

주2회, 2달간의 환자 치료 결과 VNRS 

호 율은 어떤지, 조군에서의 VNRS 

호 율과 통합치료와 함께 추나 수기 치료

를 병행하여 받은 환자 군에서의 VNRS 

호 율을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1) 침, 약침, 한약 약물치료, 물리치

료만 시행한 조군 A의 VNRS 

변화와 호 율

조군은 치료  평균 VNRS 6.0에서 

2달간 치료 후 평균 VNRS 3.16 으로 평

균 VNRS 호 율은 2.84±4.73 이었다

(Table 5).

Before 
Treatment

After 
Treatment

Improvemen
t Rate

6.00 3.16 2.84±4.73

Table 5. Improvement Rate of VNRS(A)

 (2) 통합 한방 치료와 추나 수기 치

료를 병행하여 치료를 받은 환자 

군 B의 VNRS 변화와 호 율

통합 한방 치료와 함께 추나 수기 요

법 치료를 병행하여 받은 환자 군 B는 

치료  평균 VNRS 6.35에서 2달간 치

료 후 평균 VNRS 1.50으로 평균 VNRS 

호 율은 4.85±1.49 이었다(Table 6).

Before 
Treatment

After 
Treatment

Improvement 
Rate

6.35 1.50 4.85±1.49

Table 6. Improvement Rate of VNRS(B)

 (3) 침, 약침, 한약 약물치료, 물리치

료만 시행한 조군과 침, 약침, 

한약 약물치료, 물리치 료와 추

나 수기 치료를 병행하여 받은 

환자군의 비교.

치료 군에 따른 VNRS 호 율은 침, 

약침, 한약 약물치료, 물리치료만 시행한 

조군 A의 평균 2.84±4.73, 통합 치료와 

추나 수기 치료를 병행하여 치료를 받은 

환자 군 B의 평균4.85±1.49로서 통합 한

방 치료와 추나 수기 치료를 병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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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군에서 높은 호 율을 보 으며, p

값은 0.029로 통계의 유의성 기  인 p값 

0.05에 기  하여 치료 방법에 따른 

VNRS 호 율의 차이가 유의 으로 나

왔다. T-score는 A군이 -2.26±2.69, B군

이 -1.53±1.16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p<0.05)(Table 7, Fig. 2).

A (Mean±S.D.) B (Mean±S.D.) p-value

Improvement Rate of VNRS 2.84±4.73 4.85±1.49 0.029*

T-score -2.26±2.69 -1.53±1.16 0.034*
*Statistically significant by Student T-test (p<0.05)

Table 7. The Difference of VNRS Improvement after Treatment.

Fig. 2. Change of VNRS and Improvement 
Rate

Fig. 3. Change of ODI and Improvement 

Rate

2) ODI 분석

침, 약침, 한약 약물치료, 물리치료만 

시행한 조군 A와 통합 치료와 함께 

추나 수기 치료를 병행하여 치료를 받은 

환자군 B의 치료 후 ODI 호 율, 

T-score를 비교해 보았다. A 집단의 치

료  평균 ODI는 16.75, 치료 후 평균 

ODI는 6.61로 호 율은 10.14±4,39 이었

으며, B 집단의 치료  평균 ODI는 

18.53, 치료 후 평균 ODI는 3.37로 호

율은 15.16±3.41이었다. T-score는 A군이 

-5.46±3.57 B군이 -7.25±2.38 로, ODI 호

율, T-score 모두 p<0.05를 만족하여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Table 8, 9, Fig. 3).

Before 
Treatment

After 
Treatment

Improvement 
Rate of ODI

A 16.75 6.61 10.14±4,39

B 18.53 3.37 15.16±3.41 

Table 8. Improvement Rate of ODI.

A (Mean±S.D.) B (Mean±S.D.) p-value

Improvement Rate of ODI 10.14±4,39 15.16±3.41 0.021*

T-score -5.46±3.57 -7.25±2.38 0.014*
*Statistically significant by Student T-test (p<0.05)

Table 9. The Difference of ODI Improvement after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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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증 그림(Pain drawing) 분석 

A, B 군 환자들의 치료  호소한 통

증 부 와 치료 후의 통증 부 는 Fig. 

4, 5, 6, 7 과 같다.

Fig. 4. Change of Site of Pain(Front of 

the Body)

Fig. 5. Change of Site of Pain(Front of 

the Body) 

 (1) A군 치료 (신체 면부) : 치

골 부 (7명), 치골 우측(5명), 치골 좌

측(5명), 퇴부(4명)

A군 치료후(신체 면부) : 치골 부

(5명), 치골 우측(3명), 치골 좌측(3

명), 퇴부(3명)(Fig. 4)

 (2) B군 치료 (신체 면부) : 치

골 부 (7명), 치골 우측(5명), 치골 좌

측(5명), 퇴부(4명) 

B군 치료후(신체 면부) : 치골 부

(3명), 치골 우측(3명), 치골 좌측(2

명), 퇴부(1명)(Fig. 5)

 (3) A군 치료 (신체 후면부) : 요

추 앙(7명), 좌측 요추상부(4명), 우측 

요추상부(4명), 우측 둔부(4명), 좌측 둔

부(3명) 

A군 치료후(신체 후면부) : 요추 앙

(4명), 좌측 요추상부(3명), 우측 요추상

부(3명), 우측둔부(2명), 좌측 둔부(2명) 

(Fig. 6)

 (4) B군 치료 (신체 후면부) : 요

추 앙(7명), 우측 요추상부(5명), 좌측 

요추상부(4명), 우측 둔부(4명), 좌측 둔

부(4명)

B군 치료후(신체 후면부) : 요추 앙

(3명), 우측 요추상부(3명), 좌측 요추상

부(2명), 우측둔부(1명), 좌측 둔부(0명) 

(Fig. 7)

Fig. 6. Change of Site of Pain(Rear of 
the Body)

Fig. 7. Change of Site of Pain(Rear of 
the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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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결과로 볼 때 침, 약침, 한약 약

물치료, 물리 치료 등의 한방 통합 치료

와 함께 추나 수기 치료를 병행한 B군

에서, 추나 수기 치료를 시행하지 않고 

한방 통합 치료만 시행한 A군에 비해 

치골, 퇴부, 둔부의 통증 경감에 있어 

더욱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찰할 수 

있었다.

Ⅲ.   察

 

요통은 인에게 자주 발병하는 통

증  하나로 질환의 특징 인 용어가 

아니라 요부에 나타나는 동통증후군을 

범 하게 표 하는 증상명17)으로 개인

의 주 인 불편감이다. 이러한 요통은 

직장인이 결근하거나 조퇴를 하는 가장 

많은 원인이 되고 있어 개인 인 건강문

제 뿐 아니라 사회경제 인 측면에서도 

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18)
. 요통의 

원인은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게 됨에 따

라 체 의 심이 천골부 로 이동하여 

여러 형태의 비 생리 인 기 을 형성하

게 된 신체  조건이 그 원인으로 사료

된다. 특히 여성에서는 여성 특유의 골

반구조와 임신, 분만, 골반장기질환으로 

남성에서 보다 더 흔한 증상이며 부인과 

역에서는 요통이 외래환자들의 주 호

소 증상 의 하나이다. 여성의 만성요

통의 10~20%는 임신과 출산이 원인이

라 보고되었다. 임신  여성의 25%, 출

산 후 여성의 5% 정도에서 요부와 골반

통으로 인해 진료를 받는다19).

임신  발생한 요통은 그 양상에 따

라 다르지만, 골반통은 임부 3명  1명, 

요통은 9명  1명으로 발생하며, 산후에 

부분의 골반통은 완화되나 요통은 분

만 후 통증의 정도가 더 심해지는 경향

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 그러나 

서양의학에서는 산후 요통, 미골통, 골반

통이라 하여 특별히 감별하고 있지 않으

며, 임신 후반기에 요추의 만이 심하

여 생긴 통증을 침상안정과 당한 운동 

등의 일반  방법으로 치료하고 있고, 

산후에 골반 내 장기에 어떠한 이상이 

있을 경우에만 부인과  치료를 한다
20)
. 

즉, 임신 기간 동안의 호르몬의 분비(인

의 이완을 한 호르몬 분비)  척추 

만으로 인하여 유발된 요통  골반통

에 하여서는 어느 정도 부인과 인 연

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분만 후 이런 증

상들은 자연 으로 해결된다는 시각으로 

근하여 왔기에 산후의 요통  골반통

에 하여서는 특수한 산부인과 인 처

치 없이, 부분이 일반인의 요통과 골

반통에 하는 치료가 시행되고 있는 실

정이다.

임신  출산으로 인한 요통은 재의 

불편감으로만 그치지 않고, 다음 임신 

시 재발될 수 있는 험요인이 되며 더

욱 악화되거나 지속되는 요통을 래하

는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요통은 산모

의 안녕과 한 계를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요통 자체를 불가피하고 사소

한 불편감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일부 

여성들의 삶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극 인 

출산 후 요통의 진단  리는 요하

다.

한의학에서는 産後風이라 하여, 산모

의 체력이 허약하거나, 분만에서의 손상

이나 出血, 분만 시의 用力過多로 산모

의 元氣를 손상하거나, 난산 는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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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산후조리 등으로 産褥期間 에 분만 

는 산욕과 련하여 발생하는 질환으

로 정의하고 있다. 産褥期란 분만으로 

인한 상처가 완 히 낫고 자궁이 평상시 

상태가 되며 신체의 각 기 이 임신  

상태로 회복되기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생리  변화의 부분은 분만 후 6주면 

회복되지만, 심 계나 정신 인 회복

은 수개월이 걸리기도 한다21). 특히 産

褥期 산모의 肢體와 關節 부 가 酸痛, 

疼痛, 麻木 는 부종이 생기거나 무겁

고 腫脹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産

後身痛, 産後關節痛이라 한다
22)
.
 

産後身痛은 출산으로 인해 血虛의 상

황이 극심하거나 血이 關節에 流注하

거나, 혹은 血虛한 상태에서 風寒邪 등

이 外感하여 일어나며, 關節, 筋脈 등 全

身의 疼痛과 麻木感과 함께뭄이 무거운 

것을 주요증상으로 한다
22)
. 그리고 産後

腰痛은 출산 시 腎氣를 손상하여 胞絡이 

함께 손상되어 그 虛함이 아직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風冷한 氣가 허

리로 들어와서 産後腰痛을 일으킨 것이

며, 통증은 腰骨과 薦骨部의 痠痛, 冷痛, 

혹은 刺痛을 특징으로 하며, 허리와 무

릎이 연약하고 쓰리고 腹部의 통증을 

함께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주로 

자궁의 복구가 완 히 되지 않을 때 나

타난다23). 즉, 일반 으로 腰痛은 “腎主

腰”하므로 腎虛할 때 外感과 內傷 등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産後에는 多

虛多 한 특수한 상황이고 腎은 胞와 

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산후요통은 

산욕기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치

료하여야 한다20).

임신, 출산으로 인한 요통의 발생 빈

도가 높고, 그 정도가 심하며 장해가 있

어도 치료 받기를 꺼려하므로 리  

치료에 있어서도 방이 강조되고 있으

며, 요통의 원인이 신경학  결함 혹은 

심각한 근 골격계의 문제가 있거나 증상

이 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식을 취하

거나 요통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상황을 

피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임신 

기 산  교육 시 좋은 자세와 올바른 

신체기 에 한 교육을 시키는 것은 매

우 요하다
24)
. 유럽에서는 주로 하부요

통에 한 교육, 임신 각 시기에 따른 바

른 자세, 신체기 , 수면 에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배게, 물리치료 등을 실시

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산 리 임상

문가들이 자세, 신체기 , 골반 흔들

기, 유산소 운동, 등 마사지, 얼음 마사지

에 한 교육  실기를 하고 있다25). 국

내에서도 소규모 집단을 상으로 임신 

  출산 후 요, 골반통 완화 로그램

을 실시한 결과 요, 골반통이 완화되었

으며, 운동 효능감이 증진되었고, 자세안

정성도 부분 으로 좋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26).

이 게 임신  출산으로 인한 요통의 

치료에 있어 보존  치료의 용 범 가 

확 되고 있으며 보존 인 방법이 주를 

이루는 한의학  치료 방법으로는 침구

요법, 한약 약물 요법, 약침요법, 한방 

물리 요법, 추나 수기 요법 등이 활용되

고 있다. 이들 치료가 요추 추간  탈출

증 환자의 요통, 하지이상감각, 하지 방

산통 등의 치료와 일상생활의 동작기능 

회복에 효과 임이 보고되고 있다27).

이  추나 수기 요법은 성요통과 

방사통이 있는 추간  탈출증에 효과가 

있으며, 만성요통에서도 다른 치료법들

보다 우수하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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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통 등에도 응용되고 있다.
8) 

추나 수기 

요법은 척추 계의 모든 구조  변

에 발생하는 병리  상을 다양한 추나 

기법을 통하여 경결 는 축된 근육 

등에 피동  운동을 통한 자극을 주거나 

변 를 바르게 교정해 으로써 신경, 

경락 등과 같은 매개체를 통해 뇌 등에 

신호로 달되어 련기 의 조 기능을 

정상 인 상태로 회복시키는 방법이다9).

추나 수기 요법은 장부기능에 해서 

經絡, 氣血을 통하여 陰陽平衡조 작용

을 한다. 經絡은 신에 퍼져 있고, 臟腑

에 연결되어 있고, 밖으로는 肢節에 絡

하여 있어 臟腑, 器官, 孔竅, 皮毛, 筋肉, 

骨格, 腦등의 조직과 통하여 있으며, 

한 氣血이 經絡을 통하여 운행되는 일

 계를 형성하므로, 추나 수기 요법

은 체표 국부의 경락을 통하여 調氣血, 

濡筋骨하며, 경락의 향은 내장과 기타 

부 에까지 미치게 된다27).

그리고 추나 수기 요법은 근육을 이완

시키고 긴장을 완화시키는데 효과 이

다. 실험에 의하면 일반 으로 강하고 

빠른 수기요법은 신경을 자극하여 근육

을 수축시키는 반면, 가볍고 완만한 수

기요법은 신경을 억제시킨다. 엄지손가

락을 이용한 평추법으로 머리에 부드럽

고 완만한 수기법을 쓰면, 뇌피질의 

억제 작용을 증가시켜 환자로 하여  수

기시술  정신이 나른해지며 잠을 자게 

한다. 한 수기요법 시술  후의 뇌

도 변화를 찰한 결과, 경 에 한 강

한 자극요법 한 뇌의 억제작용을 강

하게 한다는 것을 발견하 다. 수기법으

로 양측 합곡과 족삼리 에 1분간 시술

하여 시술 과 직후  5분 경화후의 뇌 

도를 비교한 결과 수기직후 뇌 도상 

α 가 증가하는 상을 나타냈고, 시술 

후 5분이 지났을 때도 α 의 진폭은 시

술직후와 비슷했다27).

이 게 근육 긴장을 완화시키면서 척

추 계의 구조  변 를 교정하는 추

나 수기 요법은 多虛多 한 산욕기의 특

수한 상황에 용하기 합한 치료법으

로 생각된다. 출산 시의 외상을 동반하

고 출산으로 인한 체내의 불균형 상태를 

효과 으로 조정하고,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되며, 출산 후 요통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다양한 개발, 근이 가

능할 것으로 보인다. 비단 요통의 보조

 치료 요법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임신 

 출산으로 인한 질환의 한방 치료  

근을 용이하게 할 치료법으로서 의의

가 있을 것으로 기  되기에 본 연구에

서 그 효과를 찰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면 산욕기에 해당

하는 분만 후 6주 이내 내원한 출산 후 

요통 환자를 상으로 하 으며 임신  

요통의 과거력은 출산 후 요통과 골반통

을 악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되므로4) 

임신 이외에 요통을 일으킬만한 과거력

이 없는 30명의 산모를 상으로 진행하

다.

침, 약침, 한약 약물치료, 물리치료만 

시행한 조군 A와, 침, 약침, 한약 약물

치료, 물리치료와 더불어 추나 수기 치

료를 병행하여 치료를 받은 환자 군 B

를 선정하여, 두 군의 일반 인 특성을 

분석하기 해 A, B 두 군의 연령과, 내

원 당시 분만 후 경과 주수를 비교해 본 

결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두 군 간의 산과력과 분만 방법에도 통

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임신 

 증가한 체 과 BMI(㎏/㎡)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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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달간 치료 후 치료 효과 정을 해 

두 군의 VNRS 호 율을 비교해 보았을 

때, 조군 A 에서의 VNRS 호 율은 

2.84±4.73 이었고 통합 한방치료와 함께 

추나 수기 치료를 병행하여 받은 환자군 

B 에서의 VNRS 호 율은 4.85±1.49 로

서 두 군 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p<0.05). T-score는 A군이 

-2.26±2.69 B군이 -1.53±1.16로 두 군 간

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5). 

ODI 호 율 역시 조군 A 에서의 

ODI 호 율은 10.14±4.39 이었고, 환자

군 B 에서의 ODI 호 율은 15.16±3.41 

로 나타나 두 군 간에 통계 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p<0.05). 

T-score는 A군이 -5.46±3.57 B군이 

-7.25±2.38로 두 군 간에 통계 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이는 침, 

약침, 한약 약물치료, 물리치료만 받은 

경우보다는 수기 요법인 추나 치료를 병

행할 때 출산 후 요통에 좀 더 나은 효

과를 불러 온다고 볼 수 있다.

골반의 와 인 는 임신상황에 맞춰 

응해가며 주로 임신 반기에 골반

과 치골결합의 이완이 일어나며 개 

분만 3~5개월 후까지 퇴축이 완료된다
7). 산욕기에 임신으로 인한 이완이 퇴축

되면서 요통은 서서히 감소되기 시작하

는데, 이러한 요통 경과에 추나 기법의 

피동  운동을 통한 자극과 변 의 교정

이 뇌 등에 신호로 달되어 골반 의 

, 인 의 이완상태를 정상 인 상태

로 신속하게 회복시키는 데 효과 인 작

용을 하여 상기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

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원 산후 요통 환자들에게 통

증 부 를 통증 그림에 그리게 한 결과, 

다양한 부 를 표시하 다. 그  가장 

많은 부 는 치골 결합부  좌우 측면, 

요추 앙, 좌우 요추부 , 둔부 등으로 

Ostgaard 등의 조사와 유사한 경향성을 

보 다
28)
. 골반통의 호소도 다소 있었는

데 골반통이 심해질 때 좌우 둔부를 지

나 하부로 뻗치는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가 많았고, 그 양상은 천장골 동통, 인

의 이완성 동통, 골반의 불완 한 동통

과 유사하며 이것은 천장골과 후상장골

극을 지나 L5-S1 부분의 원 부와 측면

에서 심와부 동통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

났다. A, B 군의 환자로 하여  치료 후 

통증 부 를 모두 표시하는 통증 그림을 

그리게 하여 치료 과 비교한 결과, 통

합 한방치료와 추나 수기 치료를 병행한 

B군에서, 조군 A군에 비해 치골, 퇴

부, 둔부의 통증 경감에 있어 더욱 효과

를 나타내고 있음을 찰할 수 있었다.

이와 련하여, 둔근은 임신 말기와 

출산 후 둔부와 퇴부 통증의 흔한 원

인으로, 둔근과 련된 증상은 허리, 

둔부  퇴의 외측과 후면에 통증이 

있고 이 통증은 하지의 후면을 침범한 

좌골 신경통 형태로 나타난다. 장시간 

앉아있거나 걷거나 는 trigger point가 

압박되는 상태로 워있으면 하지로 방

산되는 국소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29). 

추나 수기 치료 병행군이 조군에 비해 

둔부, 퇴부의 통증 경감에 있어 더욱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상기 결과로 볼 

때, 추나 수기 요법이 분만 후 둔근 약

화를 동반한 둔부  퇴부의 통증 경

감에 효과를 보일 수 있음을 측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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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의 치는 산후 요통  골반통의 

회복에 요한 향을 미친다. 출산 직

후 골반통과 요통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 

출산 후 3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될 가능

성이 있으며 치골결합과 양측 천장

부분의 통증이 함께 있는 경우는 회복이 

더욱 늦다
30,31)

.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통

증의 부 에 따른 경과와 진단의 객 화

를 해 통증 유발검사(Pain provocation 

test), 압통 지검사(Pain palpation test)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한

다. 한 임신과 출산에 련된 통증에 

한 연구는 임신 기간부터 산후까지 지

속 인 코호트 연구를 할 필요가 있겠

다.

본 연구의 제한 으로 먼 , 실험에 

한 평가로 환자의 주 인 에 입

각한 VNRS 호 도, ODI, 통증 그림 등

만 살핀 과 객 인 다른 평가 방법

의 부재, 그리고 방사선 검사가 이루어

지지 못한 한계 , 단순 추나 수기 치료

만을 시행했을 때와의 비교의 부재 등을 

들 수 있다. 한 조군에서 통합 한방 

치료를 받게 됨으로써 변수의 통제가 

히 이루어 질 수 없었던  한, 추나 

수기 치료만의 효과 크기를 정확히 표  

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이 연구의 한계 이라 할 수 있겠다. 향

후 추나 수기 치료를 통한 증상의 호

이 방사선 검사 상 어떠한 경과를 가져

오는지에 한 좀 더 많은 연구와 추나 

수기 치료의 다양한 시술을 통한 출산 

후 요통 환자의 증상 호 에 한 지속

인 임상  효용성을 가진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Ⅳ. 結  論

2011년 3월 1일부터 2012년 5월 1일까

지 강남 자생한방병원 한방 부인과 외래

에 출산 후 요통을 호소하며 내원한 환

자 30명을 상으로, 침, 약침, 한약 약물

치료, 물리치료를 시행한 군과 침, 약침, 

한약 약물치료, 물리치료와 더불어 추나 

수기 치료를 병행하여 받은 환자 군으로 

나 어 치료 호 도를 비교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1. A군과 B군의 일반 인 특성을 분석

한 결과, 두 군의 평균 연령과 평균 

내원 당시 분만 후 경과 주수, 산과력

과 분만 방법, 임신  증가한 체 과 

BMI(㎏/㎡)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2. 두 군의 VNRS 호 율을 비교해 보았

을 때, A군 에서의 VNRS 호 율은 

2.84±4.73 이었고 B군 에서의 VNRS 

호 율은 4.85±1.49 로서 두 군 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5). T-score는 A군이 -2.26±2.69 

B군이 -1.53±1.16 으로 통계 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3. 두 군의 ODI 호 율을 비교해 보았

을 때, A군 에서의 ODI 호 율은 

10.14±4.39 이었고, B군 에서의 ODI 

호 율은 15.16±3.41 로서 두 군 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5). T-score는 A군이 -5.46±3.57 

B군이 -7.25±2.38로 통계 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p<0.05). 

4. A, B 군의 환자로 하여  통증 부

를 모두 표시하는 통증 그림을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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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여 치료 과 치료 후를 비교한 

결과, 한방 통합 치료와 추나 수기 치

료를 병행한 B군에서, 추나 수기치료

를 병행하지 않은 조군 A군에 비해 

치골, 퇴부, 둔부의 통증 경감에 있

어 더욱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찰할 수 있었다.

상기 결과로 볼 때 통합 한방 치료만 

받은 환자 군 보다 통합 한방 치료와 함

께 한방 추나 수기 치료를 병행한 환자 

군의 치료 효과가 유의성 있게 높은 것

으로 살펴지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 투  고  일 : 2012년 0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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