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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search trends using
manual therapy in obstetrics and gynecological diseases.

Methods: We searched for studies that performed manual therapy on diseases
related to obstetrics and gynecology. All relevant papers were selected and extracted
to be analyzed.

Results: 12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8 cases, 3 pilot studies, 3 non-comparative
studies, and 1 before-after comparative study were collected. The study subjects,
results, techniques of manual therapy used were analyzed. There were studies
related to pregnancy-related symptoms, postpartum pain, dysmenorrhea, chronic
pelvic pain, abnormal uterine bleeding, sexual dysfunction, and childbirth.

Conclusions: It has been found that various manual therapies can be used for
obstetrics and gynecological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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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수기요법은 가동법(mobilization), 교

정법(manipulation), 수기 임파 배액법

(manual lymphatic drainage), 수기 견

인법(manual traction)과 더 나아가 통

증유발점치료(trigger point therapy), 근

막이완기법(myofascial release) 같은 기

법들을 포함한다1). 해외에서는 카이로프

락틱, 정골의학을 통해 많이 시행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추나요법으로 주로

시행되고 있다. 2019년에는 대한민국의

추나요법 급여화가 실시되어 그 요구도

가 증가하고 있으나, 주로 근골격계 질

환 위주의 적용이 대부분이며2) 특히 부

인과 질환과 관련된 추나요법에 대한 연

구는 드물다3).

수기치료는 체성계 요소들과 관련된

혈관, 림프, 신경 요소들의 기능이 손상

되거나 변화된 것으로 정의하는 체성기

능부전을 치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비록 일차적인 치료 대상은 구조적인 것

에 있지만 질병에 있어 근골격계의 역할

은 신경 조절, 순환 기능, 에너지 소비

및 자기 조절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부

인과 질환 역시 치료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정골의학의 철학과 임상을 창시한

A.T. Still은 근골격계의 변화는 전신 건

강, 부상과 질병으로부터 회복하는 신체

의 능력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32).

한방여성의학 분야의 범주에는 월경

병, 대하병, 임신병, 분만 시 질환, 산후

병, 유방질환, 외음부 질환 및 생식계통

과 유관한 잡병(雜病) 등이 속하는데,

치료는 주로 침구요법과 한약을 사용한

다4). 최근에는 월경통, 임신 요통 및 산

후 골반통 등에 대한 수기요법의 효과에

대한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5-7). 그러나

이 등의 보고3)에 따르면 아직까지 국내

에서는 부인과질환에 대한 수기요법의

연구가 활발하지 않으며, 적용 질환이

다양하지 못하고 기법이 한정적인 한계

가 있다. 이에 저자들은 차후 한방부인

과 영역에서 추나요법의 다양하고 폭넓

은 적용을 위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서 보고되고 있는 산과 및 부인과 질환

에 활용되고 있는 수기요법과 그 연구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Ⅱ. 방 법

1. 데이터 베이스 및 검색방법

국내 연구 자료 수집은 대한한방부인과

학회,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KISS)에서 수행되었으며 2000년

이후부터 2020년 9월까지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검색어는 ‘월경통, 월경곤란,

불임, 폐경, 갱년기, 출산, 골반통, 골반

저, 임신, 분만, 산후, 난임, 생식력’과 ‘두

개천골, 수기요법, 척추교정, 카이로프렉

틱, 추나’를 교차하여 검색하였다.

국외 연구 자료 수집은 Pubmed, Cochrane

Library, Embase에서 2000년 이후부터

2020년 9월까지 발표된 눈문을 대상으로

검색어는 ‘dysmenorr*, female infertility,

menopaus*, menstr*, childbirth, pelvic

pain, pelvic floor, pregnan*, gravid*, labor,

birth, still birth, climacteric, fertility,

#sterility*, #fert*, postpartum’ 와 ‘cranial

sacral treat*, craniosacral, osteopath*,

man* medic*, spinal manipul*, osteopath*

manipul*, osteopath* treat*, chiroprac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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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a’를 교차하여 순차적으로 검색하였다.

2. 문헌 선정 및 배제

검색된 논문에서 제목 및 초록을 검토

하여 마사지나 운동치료를 제외한 수기

요법의 효과를 관찰하는 임상논문을 선

별하였으며, 언어는 영어, 한글, 중국어

로 제한하였다. 연구디자인에는 한계를

두지 않았다. 출판된 논문만을 선정하였

으며 학회나 포스트 발표는 포함하지 않

았고 최종적으로 27개의 연구가 선정되

었다(Fig. 1). 선정된 논문들은 관련 질

병, 연구디자인, 발표 연도, 수기요법 방

법에 따라 분류하여 정리하였다5-31).

Fig. 1. Flowchart.

Ⅲ. 결 과

부인과 질환의 수기요법 활용과 관련

한 27편의 논문을 최종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Table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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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디자인, 발표 연도 및 국가

연구 디자인은 실용적 임상연구(Pragmatic

randomized clinical trial)를 포함하여 무

작위배정임상연구(Randomized Clinical

Trial, RCT)가 총 12편, 케이스가 8편,

파일럿 연구가 3편, 기타 비교군이 없는

연구 3편, 전후비교연구 1편이 분석되었

다. 발표 연도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가 4편, 2011년부터 2019년까지 23편으로

확인되었다. 연구가 진행된 국가는 미국

이 11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독일, 스위

스, 스웨덴, 노르웨이, 스페인, 뉴질랜드,

중국, 이집트, 인도, 터키 그리고 한국으

로 다양했다(Table 1, 2).

2. 질환 분포

연구 주제로는 임신 관련 증상이 14편

으로 가장 많았으며, 산후통증 관련 5편,

월경통 4편, 만성골반통, 부정자궁출혈,

성기능장애, 출산 관련이 각각 1편으로

확인되었다. 임신 관련 질환은 임신 요

통이 7편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임신

골반통이 3편, 임신 두통과 임신 오심이

각 1편 있었으며 나머지 2편은 질환과

관계없이 임신부를 대상으로 수기요법을

실시한 후 혈압, 심박수 및 근육 직경 변

화를 확인하는 연구였다(Table 1, 2).

3. 임신부 평균 나이와 임신 주수

임신 관련 연구 14편에서 임신부의 나

이는 평균 28.6세였다. 수기요법 실시 당

시 임신주수는 임신 7주에 수기요법을

실시한 케이스 한 편을 제외하고는 모두

12주부터 38주 사이였다. 수기요법 실시

시작 시기의 임신 주수만 제시하고 정확

한 치료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연구들이

나 대상자 전체의 평균 임신 주수만 제

시된 연구들도 있었다(Table 1).

4. 산후 수기요법 적용 시기

산후 통증 관련 5편의 연구 중 4편에

서 산후 3개월 이후의 여성을 대상으로

수기요법을 실시하였으며, 1편의 논문에

서는 산후 몇 개월 시점에서 수기요법을

실시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출산

후 3개월 이후의 여성들에게 2편의 연구

에서 고속저진폭의 쓰러스트 기법이 사

용되었으며 나머지 2편에서는 근막 기법

등의 비간접 기법만을 사용하였다. 산후

시점의 명시가 없던 나머지 1편의 연구

또한 근막 이완 기법, 균형잡힌 인대성

긴장 기법 및 촉진 자세이완 기법 등의

비간접 기법만 사용되었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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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que
Pregnancy
related

Postpartum Dysmenorrhea AUB† Sexual
dysfunction

CCP* Child
birth

Total

(n=13)§ (n=4) (n=3) (n=1) (n=1) (n=1) (n=1) n=24
Mobilization 8 2 0 0 1 0 1 12
HVLA‡ 7 2 2 0 0 0 1 12

Myofascial release 6 2 0 0 0 0 1 9
Soft tissue 4 1 1 0 1 0 1 8

Muscle energy 3 1 0 0 0 0 1 5
Diaphragm manual

release 2 0 0 1 0 1 0 4

Visceral 0 1 1 1 0 1 0 4
Cranial 3∥ 1 1 1 0 0 0 4

Balanced ligamentous
tension 0 2 1 0 0 0 0 3

Distraction 1 0 0 0 0 0 0 1
Facilitated positional

release
0 1 0 0 0 0 0 1

* CPP : chronic pelvis pain
†AUB : abnormal uterine bleeding
‡HVLA : high-velocity low-amplitude thrusts
§ Excluding one paper that does not disclose detail technique of manual therapy.
∥craniosacral, Compression of the fourth ventricle. One study prohibited this technique.

Table 3. Frequency Techniques of Manual Therapy

5. 중 재

1) 수기요법

정확한 기법을 기술하지 않은 연구 2

편11,23)과 드랍 테이블을 사용한 연구 1

편을 제외하고 대표적인 수기 기법에 따

라 분류했을 때1,32) 고속저진폭 기법의

쓰러스트 기법과 관절가동기법이 각각

12회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이어

서 근막이완 기법 9회, 연부조직 자극 기

법이 8회, 근에너지 기법 5회, 횡격막 등

의 이완 기법과 내장 관련 기법이 각 4회,

두개 관련 기법과 균형잡힌 인대성 긴장

기법이 각 3회씩 사용되었다. 임신부에게

사용된 기법은 관절가동법이 8회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고속저진폭 기법이 7회,

근막이완기법이 6회씩 사용되었다(Table

3). 각 연구에서 모든 대상자에게 사전

에 제시된 모든 기법이 사용된 경우는

드물었으며, 대부분 시술자의 판단에 따

라 필요한 기법이 적용되었다.

산후기 관련 5편의 연구 중 4편에서

각각 침과 한약치료23), 재활 치료17), 초

음파와 적외선 치료25, 약물치료27)가 수

기요법과 함께 적용되었다. 1편의 임신

골반통 관련 연구에서 수기요법과 함께

홈트레이닝18)이 실시되었고, 다른 1편의 임

신 오심 관련 연구에서는 감정기법(Neuro

Emotional Technique, NET)과 인지행

동요법, 한약 치료15)가 수기요법과 함께

실시되었다. 7편의 임신 요통 관련 연구

중 2편에서 안정화 운동요법13), 침, 한약,

부항, 온열, 운동요법9)이 수기요법과 함

께 실시되었다.

2) 비교연구에서 대조군 설정

파일럿 연구와 무작위배정임상연구를

합쳐 총 15편에서 대조군이 설정되어 있

었다. 그 중 9편에서 1개의 대조군이 있

었으며 6편에서는 2개의 대조군을 두어



J Korean Obstet Gynecol Vol.33 No.4 November 2020

137

세 그룹을 평가하였다. 1개의 대조군을 둔

연구들에서 제시된 대조군 처치는 재활치

료24), 마사지16), 가짜 수기요법19)(수기요

법 치료와 같은 자세를 취하나 압력을

주지는 않는 것), 일반적인 산부인과 태

아 감시 관리13), 홈트레이닝18) 및 아무처

치도 하지 않는 것5,6,24,26)이었다. 2개의 대

조군을 둔 연구에서는 감정기법(NET),

가짜 수기요법, 초음파 치료, 적외선 치

료, 전기 자극 바이오피드백 요법, 일반

적인 산부인과 태아감시, 아무 치료 없음

등의 처치들이 이루어졌다(Table 1, 2).

6. 수기요법의 효과

케이스 연구 및 비교군이 없는 연구에

서 수기요법 이후 전부 결과지표에서 호

전을 보였고 비교 연구 15편 중 5편에서

수기요법군이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제시

되어 있었으며 10편에서는 대부분 긍정

적인 결과를 나타냈으나 일부 지표에서

만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연구도 있었다

(Table 1, 2).

7. 이상반응 보고

16편의 연구에서 이상반응에 대한 조

사가 없었으며, 7편의 연구에서는 이상

반응이 없었고 나머지 4편에서만 이상반

응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보고된

이상 반응 중에 심각한 이상반응(Serious

adverse event)은 없었다(Table 1, 2).

Ⅳ. 고 찰

수기요법은 미국, 캐나다 그리고 유럽

에서 지난 몇 십 년간 그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33) 최근 국내에

서도 추나요법의 급여화로 그 이용률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기의학이란 도수치료 기법을 연구하

는 학문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세계적

공통용어로서 각 나라마다 고유한 명칭

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각종 수기

요법은 손을 주요 치료수단으로 이용하

는 것은 공통적이나 발전 과정이나 치료

방법 등에서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며,

이 중 한국의 추나요법은 전통적인 추나

기술을 토대로 각국의 우수한 수기 기술

을 통합한 것이다1). 그러나 한국에서 추

나요법은 주로 근골격계 질환 위주로 사

용되고 있으며2), 한방부인과 영역에서는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지 않다3).

본 연구에서 수집된 27편의 논문 중에

서 임신과 관련된 RCT 논문이 6편, 그

외 산부인과 관련 RCT 논문이 6편으로

확인되었다. 발표 연도는 2011년 이후 논

문이 23편으로 최근 10년간 연구가 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가별로는 미국

을 포함하여 독일, 스위스, 스웨덴, 노르

웨이, 스페인, 뉴질랜드, 중국, 이집트,

인도, 터키 그리고 한국까지 다양한 분

포를 보여 세계적으로 수기요법의 보편

적 사용이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질환의 종류에서는 임신 중 요통이 7편,

임신 중 골반통이 3편으로 가장 활발하

게 연구되고 있었으며, 산후 통증이나

월경통 외에도 만성골반통, 부정자궁출

혈, 성기능장애, 출산과 관련한 다양한

질환에 수기요법이 적용되고 있었다. 질

환과 관계없이 임신부를 대상으로 수기

요법 실시 후 혈압, 심박수 및 근육 직경

의 변화만을 확인하는 연구도 있었다.

특히 임신 중 수기요법은 그 안전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지만 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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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자주 적용되는데, Stapleton 등의

연구에 따르면 호주의 임신 중 요통을

호소하는 여성 중 11%가 카이로프락틱

치료를 받았으며34), Raheleh Khorsan 등

은 그의 체계적 고찰에서 임신한 여성에

서 치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기요법

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35).

임신 중에 사용된 수기 요법의 기법으로

는 관절 가동술과 고속저진폭 쓰러스트

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는데, 임신 중에

는 관절의 유연성이 증대되기 때문에36)

비임신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과는 다른

힘의 크기로 신중히 시행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2편의 연구

에서 임신부에게 두개 관련 기법(제 4

뇌실 압박 기법, 두개천골기법)이 사용

되었는데 다른 1편14)에서는 임신부 및

태아의 안전을 위해37) 4뇌실 압박기법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고

속저진폭 기법 역시 금지하고 있었다.

산후 통증 관련 연구에서는 5편 중 4

편에서 분만 후 3개월 이후에 수기요법

을 적용하였으며, 나머지 1편에서는 시

기 언급이 없었으나 근막 이완 기법, 균

형잡힌 인대성 긴장 기법 및 촉진된 자

세 이완 기법 등의 비간접 기법만 사용

되었다. 임신시 이완된 골반관절과 치골

결합은 분만 3~5개월 후까지 퇴축이 완

료되며 이 과정에서 부가적인 과사용과

역학적 긴장이 산후 요통이나 골반통을

악화시킬 수 있는데38), 이 때 균형에 맞

는 위치로 바르게 퇴축될 수 있도록 수

기요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산후 통

증 관련 연구 중 2편에서 분만 3개월 이

후 고속저진폭의 쓰러스트 기법을 사용

하였지만6,17) 개인의 회복 속도 및 기력

상태에 따라 비간접 기법을 충분히 활용

하면 폭넓은 수기요법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월경통에 사용된 수기요법의 경우 4편

중 드랍 테이블을 이용한 1편의 연구를

포함해서 총 3편의 연구에서 요추 골반의

교정술 위주의 기법이 사용되었으며 그

외에는 연부조직기법, 두개 관련 기법,

내장 관련 기법, 균형 잡힌 인대성 긴장

기법이 사용되었다. Proctor 등이 정리한

바와 같이 카이로프락틱의 이론에 따르면

천골과 자궁이 인대를 통해 기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자궁기능과 천골 신경

뿌리 사이에 신경학적 관련이 있기 때문

에 척추수기요법은 월경통에 효과적일 수

있다39). 본 연구에 포함된 논문 역시 1편

의 케이스 논문에서 Numeric rating scale

(NRS)가 감소하였고, 3편의 RCT에서도

Visual analog scale(VAS)와 NRS에서

각각 유의한 효과를 보여주었다.

1편의 부정자궁출혈과 관련된 케이스

는 구조와 기능은 연관이 있다는 정골의

학의 철학에 따라 자궁내막증 환자에게

골반 횡격만 이완기법, 두개 기법, 내장

기 기법 등을 시행하여 통증 정도와 삶

의 질 관련 척도에서 효과를 보여주었

다. 성기능장애와 관련된 연구는 수기요

법 치료군, 전기자극 바이오피드백 치료

군, 그리고 수기요법과 전기자극 바이오

피드백을 둘 다 실시하는 군을 비교하였

으며 두 개를 함께 적용한 군에서 유의

한 효과를 보여주었다. 출산과 관련된

연구 1편은 양막 파수가 진행되고 규칙

적인 진통이 시작된 39주차 30세 여성에

게 여러 종류의 수기요법을 사용하여 수

액, 유도약물, 진통제 혹은 입원 없이 자

연분만을 성공한 케이스였다.

한편 27편의 연구 중 절반 이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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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반응 관련 보고가 있었으며 16편의

연구에서는 이상반응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기요법의 안전성과 관련해서

는 동맥 박리나 척수 손상과 같은 심각

한 이상반응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

의 목소리도 있지만, 대부분은 일시적이

고 사소한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0). 그러나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근거 수립이 필요하다.

연구 결과는 비교군이 없는 12편의 연

구에서 호전적인 결과를 보였으나 연구

디자인 특성상 비교군이 없어 효과를 입

증하기는 어렵다. 비교 연구 15편 중 10

편에서 일부 결과지표에서 유의한 효과

를 보여줬다. 그러나 다양한 연구 설계

와 주제로 인해, 그 이질성으로 높은 근

거 수준의 효과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

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국내외에서 산과 및 부인과

질환에 사용된 수기요법과 관련된 연구

들을 다각도로 확인하고 연구 현황에 대

해 조사하여 보다 다양한 부인과 질환에

다양한 기법이 활발히 연구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다양

한 나라에서 사용된 수기요법으로 그 명

칭이 일관되지 않았고, 연구에서 사용된

상세한 수기 기법을 명시하지 않은 연구

가 있던 점이 한계로 남는다. 또한 포함

된 연구 디자인이 다양한 만큼 수기요법

의 단독 효과만을 관찰한 연구는 충분하

지 않았다. 따라서 더 많은 국내외 임상

연구가 진행되어 추가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Ⅴ. 결 론

부인과 및 산과 질환에 있어 수기요법

을 사용한 연구 현황을 고찰하기 위해

국내외 검색엔진을 통해 27편의 논문을

선정하였다.

1. 연구 디자인은 RCT 12편, 케이스 8

편, 파일럿 연구 3편, 기타 비교군이

없는 연구 3편, 전후비교연구 1편이

분석되었으며 연구 수행 국가는 미국

이 11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독일, 스

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스페인, 뉴질

랜드, 중국, 이집트, 인도, 터키 그리

고 한국으로 다양했다.

2. 임신 관련 증상이 14편으로 가장 많았

으며, 산후통증 관련 5편, 월경통 4편,

만성 골반통, 부정자궁출혈, 성기능장

애, 출산 관련이 각각 1편으로 확인되

었다.

3. 관절가동기법과 고속저진폭 기법이 각

각 12회, 근막이완 기법 9회, 연부조직

자극 기법이 8회, 근에너지 기법 5회,

횡격막 등의 이완 기법과 내장 관련

기법이 각 4회, 두개 관련 기법과 균

형잡힌 인대성 긴장 기법이 각 3회씩

사용되었다.

4. 비교군이 없는 연구 12편에서 각 질환

이 수기요법으로 호전되었고, 비교 연

구 15편 중 10편에서 일부 결과지표에

서 유의한 효과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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