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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is planned to classify effectiveness of Korean medicine treatment 
on lumbar intervertebral Disc herniation patients' fear-avoidance belief.
Methods We measured 84 patients with lumbar intervertebral disc herniation in Jaseng 
Korean Medicine Hospital. We used numeric rating scale, oswestry disability index, 
fear-avoidance belief questionaire for evaluating effectiveness of oriental medicine treat-
ment on lumbar intervertebral disc herniation. And We used Magentic Resonance Imaging 
(MRI) for classifying the patient who has lumbar intervertebral disc or not.
Results 1. There was statistical effectiveness of korean medicine treatment on lumbar in-
tervertebral disc herniation patients' fear-avoidance belief (p＜0.01). ΔNRS and ΔODI 
(r=0.587) was Most statistically correlative. ΔODI and ΔFABQ had a little of statistically 
correlation (r=0.313). ΔNRS and ΔFABQ has no statistically correlation (r=0.145).
Conclusions This study suggests that screening for the korean medicine treatment re-
duces fears and negative belief of patients with the lumbar disc herniation and prevents 
chronic physical symptoms that come from them so that it can be a great help to control-
ling patients' pain clinically. (J Korean Med Rehabil 2016;26(3):9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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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추간판이 퇴행성 변화나 외력에 의

해서 섬유륜의 중앙, 내측 또는 외측 섬유의 파열로 수핵의 

일부 또는 전부가 탈출을 일으켜 경막이나 신경근을 압박하

여 신경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인체는 20대 후반부터 수

핵의 수분 함량이 점차 감소하며 수핵은 노후화되고 섬유륜

의 노화, 연골 종판의 파열로 안정성이 상실되어 작은 외상

에도 손상되기 쉽고, 퇴행성의 진행에 따라 추간판 협소, 신

경 자극이 진행된다1). 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연령, 성별, 자

세, 척추의 가동성 및 강도, 흡연, 직업과의 연관성 등 다양한 

요인과 연관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치료는 크게 수술적인 치료와 비수

술적인 치료로 나눌 수 있다.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적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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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적 치료에 대한 연구들은 60여년 전부터 있어왔지만 보

존적 치료는 그 효과에 한계점이 있었고, 수술적 치료에는 

침습성으로 인한 수술 이후 합병증 등의 문제가 있다3). 수술

적 치료를 통한 구조적 병리상태의 해결이 항상 요통을 소실

시키는 것은 아니며4) 수술적 치료의 불확실한 결과에 대한 

비용, 위험, 불편함 등의 요인을 고려했을 때, 수술적 치료는 

마지막에 고려되어야 할 치료법이다5).

최근에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법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신바로 약침의 효과가 있었으며6), 요추 추간판 탈출증 

환자에 대한 한약, 봉독약침, 침, 추나 요법의 치료 효과가 증

명되었다7). 그리고 200명 이상의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도 

한의학적 치료가 요추 추간판 탈출증 치료에 유의성 있는 효

과가 있었다8). 또한 한의학적인 보존적 치료를 통해서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통증뿐만 아니라 MRI 등의 영상의학적인 

평가를 통해서도 한의학적적인 보존적 치료가 유효성이 있

다고 알려졌다9). 

공포-회피 반응(Fear-Avoidance Beliefs)은 통증이 발생

될 우려 때문에 환자들이 움직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요통을 

지속시키는 요인이 된다10). 공포-회피 반응은 정상적으로 나

타나는 현상으로 적절한 기간이 되면 사라져야 하지만 사라

지지 않고 지속되는 경우에는 요통의 재발 가능성을 증가시

키고 신체 증상의 악화에 기여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11). 이 

반응은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된 사회 심리적 요인을 판별하

는 도구로, 환자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예견해 줄 수 있

기 때문에 통증 치료 후에 평가되어야 하는 항목이다12). 최 

등의 연구에서는 교통사고에 의해서 유발된 요통 환자들을 

대상으로 공포-회피 반응과 통증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평

가하였고13), 이 등의 연구에서는 교통사고에 의해서 유발된 

경추통 환자들에 대해서 공포-회피 반응과 경추통, 경추부 

기능장애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평가하였다14). 그리고 

김 등의 연구에서는 교통사고 환자들 뿐만 아니라 경부 통증 

환자의 공포-회피 반응과 통증, 장애지수와의 상관관계에 대

해서 분석하였다15).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적용된 한의

학적 치료의 유의적인 효과가 있었고, 척추부 통증을 가진 

환자들에서 공포-회피 반응과 통증과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

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 전의 연구들에서는 주로 교통사고 

환자들에 대해서는 공포-회피 반응이 평가되었지만, 한의학

적 치료의 효과가 밝혀진 추간판 탈출증 환자군에 대해서 공

포-회피 반응의 정도가 연구되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

서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 환자들에게 적용된 한의학적 치료

가 공포-회피 반응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추간판 

탈출증 정도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부천

자생한방병원에 요통을 주소증으로 한 환자들 중 MRI 

(Magentic Resonance Imaging)상 요추 추간판 탈출증을 진

단받고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척추골절, 척

추종양, 척추관 협착증, 전방전위증, 복부대동맥류, 퇴행성

고관절염, 골다공증, 강직성 척추염, 임신으로 인한 요통 등

의 척추와 연부조직 이외의 질환으로 요통이 발생한 대상자 

및 과거에 척추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본 연구의 대상자에서 

배제하였다. 그리고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설문지에 미기

입한 항목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도 연구 대상자에서 탈락

시켰다.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84명의 환자들이 본 연구의 

최종 대상자가 되었고, 환자들은 본원이 교육(수련) 및 연구 

지정 병원으로서 교육과 의학계 연구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이해하였고, 해당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에 서명

하였다.

2. 치료방법

1) 침요법

침시술은 동방침구제작소의 0.30×40 mm의 일회용 

stainless steel 毫鍼을 사용하였으며 근위취혈로는 주로 양측 

腎兪(BL23), 氣海兪(BL24), 大腸兪(BL25), 關元兪(BL26), 志

室(BL52), 委中(BL40), 承筋(BL56), 承山(BL57), 崑崙

(BL60), 陽陵泉(GB34), 懸鍾(GB39) 및 夾脊穴, 還跳(GB30) 

등을 선용하였고, 1일 2회 취혈하였다. 자침의 심도는 차이

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20∼30 mm로 시행하였고 15분 동안 

유침을 하였다.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장요근, 요방형근, 중둔

근, 이상근 등의 부위에 압통이 있는 경우에 30×60 mm의 

장침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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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나요법

추나기기로는 Ergostle Flexion Table(Chatanooga: 

2001. 8)을 사용하였으며 굴곡신연기법, 요추 신전법, 측와

위 회전 신전법, 측와위 요추 교정법, 앙와위 경추 신연법을 

주 5회 시행하였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경근추나 기법을 

추가로 시행하였다.

3) 약침요법

약침은 자생한방병원 원외탕전원을 통해서 증류추출법으

로 제조된 신바로 약침액을 1회용 주사기(CPL, 1 ml, 26 G 

× 1.5 syringe)를 이용하여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효과가 있

다고 보고된 추간판 탈출 부위가 가장 심한 척추 Level 양측 

협척혈16)의 피부에 수직으로 주입하였다. 시술하기 전에 

10% 포비돈 요오드 용액으로 소독하여 감염을 방지했고, 해

당 시술을 1일 1회 실시했다.

4) 한약요법

한약은 자생한방병원 원내처방인 活血祛風止痛, 化濕消

腫, 强筋骨의 효능을 가지고 있어 腰膝柔軟, 筋骨無力, 寒濕

脚氣 등을 主治로하는 청파전(牛膝 9 g, 木瓜 9 g, 五加皮 8 g, 

玄胡索 8 g, 羌活 8 g, 蒼朮 3 g, 當歸 3 g, 乾地黃 3 g, 赤芍藥 

3 g, 威靈仙 3 g, 獨活 3 g, 陳皮 3 g, 沒藥 3 g, 乳香 3 g, 紅花 

2 g, 砂仁 2 g, 甘草 2 g, 生薑 6 g, 大棗 6 g)과 청파전에 狗脊, 

白朮을 첨가한 청신바로환을 식후 30분 1일 3회 복용시켰다.

5) 한방물리요법

한방물리요법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경근 중주파 요법

(interference current, ICT), 경근 저주파요법(transcutane-

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 TENS), 극초단파요법

(microwave), 祛濕活血止痛湯(金銀花 8 g,  木通 8 g, 薏苡仁 

8 g, 蒼朮 8 g, 桂枝 4 g, 瞿麥 4 g, 當歸 4 g, 桃仁 4 g, 防風 4 g, 

白芷 4 g, 生地黃 4 g, 烏藥 4 g, 牛膝 4 g, 威靈仙 4 g, 赤茯苓 4 

g, 赤芍藥 4 g, 陳皮 4 g, 川芎 4 g, 草龍膽 4 g, 萹蓄 4 g, 蘇木 

2 g, 紅花 2 g)을 탕전한 액체로 훈증한 온찜질기를 환부에 대

어서 시행하는 심부훈증경락약찜요법을 주 6회 시행하였다.

3. 평가방법

입원시를 기준으로 환자의 성별, 연령, 유병기간, 요추 추

간판 탈출증 단계, 요추 추간판 탈출증 발생 분절수에 따라

서 분석하였고, 요통기간은 허리나 다리 통증 중에 발병일

이 가장 오래된 것을 기준으로 하여 급성(4주 이내), 아급성

(4∼12주), 만성(12주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요추 추간판 

탈출증 단계는 환자들의 초기 L-Spine MRI 판독소견에 근거

하여 가장 탈출이 진행된 분절의 추간판 탈출 정도를 기준으

로 팽륜(Bulging), 돌출(Protrusion), 탈출(Extrusion) 그룹

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요추 추간판 탈출증 발생 분절수는 

단분절에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은 그룹과 다분절(2개 부

위 이상)에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은 그룹으로 분류하였

다. 요통기간, 요추 추간판 탈출증 단계, 요추 추간판 탈출증 

발생 분절수의 기준에 따라서 그룹별로 한의학적 치료 적용 

전후의 FABQ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대상 환자군에 대해

서 ΔNRS, ΔODI, ΔFABQ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치료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평가도구들

이 사용되었다.

1) Numeric rating scale

요통과 하지통의 Numeric rating scale (NRS)은 전반적인 

통증의 강도를 평가를 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환

자가 자각적으로 느끼는 요통과 하지통증은 0∼10 사이의 

숫자를 이용하여 0은 통증이 없음을, 10은 지금까지 느껴본 

통증 중 본인이 상상하는 가장 심한 통증으로 분류한다. 환

자는 측정하는 그 순간에 본인이 느끼는 가장 가까운 통증을 

선택한다17). 측정은 환자의 입원시점과 퇴원시점에 시행하

였고 호전도는 입원과 퇴원시 값의 점수차로 평가했다.

2) Oswestry disability index

Oswestry disability index (ODI)는 일상생활에서 환자의 

장애정도를 측정하는 설문으로 일상생활에서 각각 동작과 

관련된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항목에서는 일상

생활의 장애를 0∼5점으로 6가지 단계로 나누어 기능적인 상태

를 수치로 평가한다18). 측정은 환자의 입원 시점과 퇴원 시점에 

시행하였고 호전도는 입원과 퇴원시 값의 점수차로 평가했다.

3) Fear-avoidance belief questionaire

Fear-avoidance belief questionaire (FABQ)는 Waddell 

등이 개발한 설문지로 요통을 가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심리 

측정학적 질문도구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신체적 활동과 직업 

활동에 관한 공포-회피 반응을 평가하는 자가 보고 설문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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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Gender

Total
Male Female

10-19 1 (1.2%) 1 (1.2%) 2 (2.4%)

20-29 4 (4.8%) 2 (2.4%) 6 (7.2%)

30-39 21 (25.0%) 10 (11.9%) 31 (36.9%)

40-49 8 (9.4%) 9 (10.7%) 17 (20.1%)

50-59 4 (4.8%) 19 (22.6%) 23 (27.4%)

60-69 0 (0%) 3 (3.6%) 3 (3.6%)

70-79 0 (0%) 2 (2.4%) 2 (2.4%)

Total 38 (45.2%) 46 (54.8%) 84 (100%)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D.

Table I. Characteristics of HIVD Patients according to Gender

서, 신체적 활동에 대한 공포-회피반응(Fear- avoidance be-

lief questionaire for physical activity, 이하 FABA-PA)을 평

가하는 항목 5개와 직업적 일에 대한 공포-회피 반응(Fear- 

avoidance belief questionaire for work, 이하 FABQ-W)을 

평가하는 11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 16개의 항목

들 중에 2, 8, 13, 14, 16번은 설문 평가 후 합산시 이용하지 

않는다. 위의 5문항은 설문지 고안시 Waddell 등이 대상자

의 정확한 응답 여부를 감별하기 위해 만든 항목으로 모두 

기입은 하되 점수 합산시에는 이용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

지 않는 경우를 0점으로 하고, 완벽하게 동의하는 경우를 6점

으로 하는 7가지 단계가 있는 평가척도로 최소 0점에서 66점까

지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강한 공포-회피 반응을 가졌다는 것

을 의미한다19). 측정은 환자의 입원시점과 퇴원시점에 시행하

고 입원과 퇴원시에 FABQ 측정값의 변화를 통해서 평가했다.

4. 통계처리방법

본 연구의 통계처리는 SPSS 18.0K window를 사용하였

다. 성별 및 연령을 제외한 모든 측정값은 평균과 표준편차

로 나타내었다. NRS, ODI, FABQ의 입, 퇴원시 비교는 정규

성 검정 시행 후, 정규분포를 띄는 것은 paired T-test. 정규

분포를 띄지 않는 것은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시행

하였다. ΔNRS, ΔODI, ΔFABQ 사이의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분석을 활용하였다. 모든 통계는 p＜0.05일 때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했다.

5. 윤리적검토

본 연구는 자생한방병원 임상시험 심사위원(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시행승인을 받았다(2016-04-006). 자생한

방병원 IRB에 임상시험계획승인신청서 및 과제요약서, 연구

자의 윤리적 고려사항에 대한 서류를 작성 제출한 후, 심사

를 통해 윤리적 적합성을 심사받았다.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징

연구 대상이 된 환자는 총 84명으로 남자 38명, 여자 46명

이였다. 전체 대상자의 연령은 42.9±12.3세이고, 남자 대상

자의 연령은 37.6±9.4세이고, 여자 대상자의 연령은 47.3± 

12.7세였다(Table I).

2. 한의학적 치료 적용 전후의 NRS, ODI, FABQ 

비교

Paired T-test를 이용하여 한의학적 치료 적용 시작 전, 종

료 후에 각각 실시한 NRS, ODI, FABQ 설문지의 전후 비교

는 한의학적 치료 전에 비해서 3가지 항목 모두에서 성별에 

관계없이 한의학적 치료 후에 유의성이 있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NRS 항목에서는 전체 대상자에 대해서 

−3.5±1.5점이 변화하였고, 남자 대상자에서는 −3.3± 

1.7점이, 여자 대상자에서는 −3.5±1.5점이 변화하였다. 

ODI 항목에서는 전체 대상자에서 -10.2±6.5점이, 남자 대

상자에서 −10.8±7.2점이, 여자 대상자에서는 −10.2± 

6.5점이 변화하였다. 그리고 FABQ항목에서도 전체 대상자

에서 −10.7±6.2점이, 남자 대상자에서 −9.9±7.0점이, 

여자 대상자에서 −10.7±6.2점이 변화하였다(Table II).

3. 요통기간에 따른 한의학적 치료 적용 전후의 

FABQ 비교

요통 기간은 발병일을 기준으로 허리나 다리 통증 중에 가

장 오래된 증상의 기간에 따라 급성(4주 이내, Acute Stage), 

아급성(4∼12주, Subacute Stage), 만성(12주 이상, Chronic 

Stage)인 것으로 분류하였다. Acute Stage 대상자는 43명이

였고, Subacute Stage 대상자는 26명이였고, 그리고 Chro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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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Treatment After Treatment Changed value p-value

NRS Male 6.9±1.7 3.6±1.9 −3.3±1.7 p＜0.01†

Female 7.1±1.5 3.5±1.5 −3.5±1.5 p＜0.01†

Total 7.0±1.6 3.6±1.7 −3.5±1.5 p＜0.01†

ODI Male 34.3±9.1 23.5±6.3 −10.8±7.2 p＜0.01†

Female 35.9±9.4 26.2±8.7 −9.7±5.8 p＜0.01†

Total 35.2±9.3 25.0±7.8 −10.2±6.5 p＜0.01†

FABQ Male 44.3±12.1 34.3±10.4 −9.9±7.0 p＜0.01†

Female 45.6±10.2 34.3±10.0 −11.3±5.5 p＜0.01†

Total 45.0±11.0 34.3±10.1 −10.7±6.2 p＜0.01†

*p＜0.05, †p＜0.0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D.

Table II. Change on NRS, ODI and FABQ between Before and After Korean Medicine Treatment

Number (%)
FABQ

Before After Changed value p-value

Acute Stage 43 (51.2%) 44.3±12.0 34.1±11.0 −10.2±5.3 p＜0.01†

Subacute Stage 26 (30.9%) 45.7±10.6 33.7±9.1 −12.0±7.8 p＜0.01†

Chronic Stage 15 (17.9%) 45.9±9.1 35.9±9.7 −10.0±5.4 p＜0.01†

Total 84 (100%) 45.0±11.0 34.3±10.1 −10.7±6.2 p＜0.01†

*p＜0.05, †p＜0.0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D.

Table III. Distribution of HIVD Patients according to History Period

Stage 대상자는 15명이였다. 모든 요통 기간의 환자군에서 

한의학적 치료 적용 전후에 유의성이 있는 FABQ의 감소가 

있었다(p＜0.01). 전체 대상자에서는 −10.7±6.2의 변화

가 있었고, Acute Stage 대상자에서는 −10.2±5.3의 변화

가 있었고, Subacute Stage 대상자에서는 −12.0±7.8의 변

화가 있었다. 그리고 Chronic Stage 대상자에서는 −10.0± 

5.4의 변화가 있었다(Table III). 

4. 요추 추간판 탈출증 단계에 따른 한의학적 치

료 적용 전후의 FABQ 비교

요추 추간판 탈출증 간계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

은 환자들의 MRI 소견을 바탕으로 하여 특정 분절에서 가장 

탈출이 진행된 분절의 추간판 탈출 단계에 따라 분류하였다. 

L-Spine MRI 소견상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은 분절들 중에

서 가장 탈출이 진행된 분절의 추간판 탈출 단계를 기준으로 

팽륜(Bulging), 돌출(Protrusion), 탈출(Extrusion)의 3가지 

그룹으로 나누었다. 팽륜(Bulging) 그룹은 17명이고, 돌출

(Protrusion) 그룹은 28명이고, 탈출(Extrusion) 그룹은 39

명이였다. 모든 그룹에서 치료 전후의 FABQ 값에서 유의성

있는 감소가 있었다(p＜0.01). 팽륜(Bulging) 그룹에서는 

−11.5±6.9점의 변화가 있었고, 돌출(Protrusion) 그룹에

서는 −11.4±5.4점의 변화가 있었고, 탈출(Extrusion) 그룹

에서는 −9.9±6.4점의 변화가 있었다(Table IV).

5. 요추 추간판 탈출 분절수(단분절, 다분절)에 

따른 FABQ 비교

요추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은 환자들의 MRI 소견을 기

준으로 추간판 탈출증이 단분절에서만 발생한 환자군과 다

분절에서 발생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FABQ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분절 요추 추간판 탈출증 그룹은 17명, 다분

절 요추 추간판 탈출증 그룹은 67명이였다. 두 그룹에서 치

료 전후의 FABQ 값에서 유의성있는 감소가 있었다(p＜ 

0.01). 단분절 요추 추간판 탈출증 그룹에서는 −14.1± 

9.4점의 변화가 있었고, 다분절 요추 추간판 탈출증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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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
FABQ

Before After Changed value p-value

Bulging 28 (33.3%) 41.6±10.9 30.2±9.3 −11.5±6.9 p＜0.01†

Protrusion 39 (46.2%) 45.1±9.8 33.8±8.5 −11.4±5.4 p＜0.01†

Extrusion 17 (20.2%) 46.4±11.8 36.5±11.1 −9.9±6.4 p＜0.01†

*p＜0.05, †p＜0.0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D.

Table IV. Distribution of HIVD Patients according to History Period

Number (%)
FABQ

Before After Changed value p-value

Single level 17 (20.2%) 46.0±9.8 31.9±10.6 −14.1±9.4 p＜0.01†

Mutiple level 67 (79.8%) 44.7±11.4 34.9±10.0 −9.8±4.8 p＜0.01†

*p＜0.05, †p＜0.0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D.

Table V. Distribution of HIVD Patients' FABQ according to Numbers of Disc Herniation Level

ΔNRS ΔODI ΔFABQ

ΔNRS Pearson correlation
1

0.587 0.145

p-value p＜0.001‡ 0.189

ΔODI Pearson correlation 0.587
1

0.313

p-value p＜0.001‡ p＜0.01†

ΔFABQ Pearson correlation 0.145 0.313
1p-value p=0.189 p＜0.01†

*p＜0.05, †p＜0.01, ‡p＜0.001.

Table VI. Simple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ΔNRS, ΔODI, and ΔFABQ

에서는 −9.8±4.8점의 변화가 있었다(Table V).

6. 한의학적 치료 적용 전후의 ΔNRS, ΔODI, 

ΔFABQ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

요추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은 환자들의 NRS, ODI, 

FABQ 변화량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시행한 결과 ΔNRS와 ΔODI 사이의 상관계수는 

0.587이고(p＜0.001), ΔODI와 ΔFABQ 사이의 상관계수는 

0.313이였다(p＜0.01). ΔNRS와 ΔODI간에는 0.587이라는 

상당한 양의 선형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ΔODI와 ΔFABQ간

에는 0.313이라는 약한 양의 선형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ΔNRS와 ΔFABQ 간에는 0.145라는 상관계수를 가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었다(p=0.189) (Table VI).

고찰»»»
추간판 탈출증은 추간판 섬유륜의 콜라겐 섬유들이 연속

되고, 수핵이 내포되어 있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섬유륜의 파

열로 인해서 수핵의 변위가 일어나는 질환을 말한다1).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일반적인 증상으로는 심한 요통과 함께 하

지방사통이 발생한다. 하지방사통은 흔히 요통 발현 수일 내

지 수주일 후에 나타나고 때로는 요통과 동시에 발생하기도 

한다. 증상은 요추의 운동, 기침, 복압 증가에 의해서 통증이 

심화되고, 중요한 소견으로는 동통, 감각이상, 운동제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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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감퇴 등이 있다20).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일반적인 증상으로는 심한 요통과 

함께 하지방사통이 발생한다. 하지방사통은 흔히 요통 발현 

수일 내지 수주일 후에 나타나고 때로는 요통과 동시에 발생

하기도 한다. 증상은 요추의 운동, 기침, 복압 증가에 의해서 

통증이 심화되고, 중요한 소견으로는 동통, 감각이상, 운동

제한, 근력감퇴 등이 있다20).추간판 탈출증은 탈출 정도에 

따라서 팽륜(Bulging), 돌출(Protrusion), 탈출(Extrusion) 

추간판으로 나누어진다. 팽륜(Bulging) 추간판은 퇴행서 변

화에 의해서 섬유륜이 추간판의 정상범위 바깥쪽으로 3 mm 

이상 려나는 것을 말하며, 섬유륜의 파열은 없는 형태이

다. 돌출(Protrusion) 추간판은 제자리를 벗어난 수핵이 파

열된 내측 섬유륜 사이를 뚫고 외부로 탈출하려 하나, 외측 

섬유륜은 파열되지 않아 수행이 외부로 빠져나오지 않은 형

태이고, 탈출(Extrusion) 추간판은 섬유륜이 내측에서 외측

에 이르기까지 전 층에 걸쳐 파열된 것으로 수핵의 일부가 

파열 부위를 따라 빠져나온 형태이다1). 

한의학에서 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腰痛, 痺症, 痲木症, 痿
症, 痺症의 범주에 속하며 脚氣와도 유사한 증상이 있으며, 

원인 및 치료는 腎虛, 痰飮, 食積, 挫閃, 瘀血, 風, 寒, 濕,痰熱, 

氣 등의 10가지의 원인으로 분류하고 있고, 각 분류에 따라

서 그에 맞는 치료법이 적용되고 있다21). 최근에는 요추 추

간판 탈출증에 대한 한의학적의 보존적인 치료법들에 대한 

효과들이 증례보고, non-RCT 임상연구와  RCT 임상연구 등

을 통해서 입증되어 왔다22).

공포-회피 반응은 근골격계 통증에 대한 사회 심리적 요인

에 관한 것으로 Waddell G 등에 의해 FABQ설문지가 제작되

었다. FABQ 설문지는 신체적 능력과 관련이 있는 FABQ-PA 

(physical activity)와 일과 관련된 요인을 묻는 FABQ-W 

(work)의 두 가지 문항으로 나뉘는데, 여러 단면 연구에서 

만성 요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FABQ는 기능장애와 직업능

력 손실에 대해 양적인 관계를 잘 반영하고 있다19). 요통 환

자들의 공포와 통증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이 향후의 신체적

인 증상과 연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임상적인 관점에서

도 요통과 관련된 위험한 요소들을 파악하고 사회 심리적인 

면을 평가하여 치료의 효과를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며, 

공포-회피 반응은 치료의 효율성과 예후와 향후 신체장애 정

도와도 연관이 된다고 밝혀져 있다23,24). Basler 등에 따르면, 

정상인과 만성 요통환자의 공포회피 반응과 신체적 활동 및 

장애지수를 비교한 결과, 만성 요통환자에게서 공포회피 반

응과 통증강도, 그리고 나이가 환자의 기능적 활동을 예견하

는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되었다. 통증이 없는 정상인과 비교

하여 만성 요통환자에게서 공포회피 반응의 점수가 더 높았

고 요추 굴곡의 움직임이 더 적었으며, 장애지수 점수에서도 

정상인 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25). 통증에 

대한 두려움, 업무와 관련 활동에 대한 두려움, 움직임에 대

한 두려움 그리고 재부상에 대한 두려움은 통증에 대한 고통

을 받고 있는 환자들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다26). 이를 평가하

기 위한 Fear-avoidance belief questionaire (FABQ) 설문지

에 대해 Pfingsten 등이 30명의 요통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FABQ 독일 버전에서는 급간내상관계수가 0.87로 높은 신뢰

도를 보였다12). 그리고 한국판 공포-회피 반응 설문지의 신뢰

도와 타당도를 평가한 주 등의 연구에서도 요통 환자 52명을 

대상으로 1차 평가 후 3일 이내에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0.95

의 매우 높은 신뢰도를 보였으며, 항목별로 구한 급간내상관

계수에서도 0.97과 0.90으로 각각 매우 높은 신뢰 수준을 나

타낸 것을 볼 수 있다27).

이전에 진행된 전 등6), 윤 등7), 정 등8), 김 등9)의 연구

들을 통해서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한의학적인 치료

가 유의한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최 등13), 이 등14)에 

의해서 교통사고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포-회피 반응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그리고 김 등15)에 의해서 경

부 통증 환자들 대상으로 한 공포-회피 반응에 대한 연구

가 진행되어 왔지만 MRI 등 현대적인 진단방법으로 질환

을 진단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공포-회피 반응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적은 없었다. 요추 추간판 탈출증 질환 환

자들에 대한 공포-회피 반응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기에 

진행된 본 연구에서는 한의학적 치료 적용이 요추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은 환자들의 공포-회피 반응 호전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남자 38명, 여자 46

명로 총 84명의 환자를 대상이 되어 진행되었다. 요추 추간

판 탈출증을 진단받은 환자들의  한의학적 치료 적용 전과 

후의 NRS, ODI, FABQ를 비교한 결과 3개의 항목에서 성별

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에서 유의성이 있는 호전이 있었다. 

각 항목별로는 NRS는 전체 대상자에서 −3.5±1.5점, ODI

는 전체 대상자에서 −10.2±6.5점, FABQ는 전체 대상자에

서 −10.7±6.2점의 변화를 보였다(p＜0.01). 성별에 따라

서는 NRS, ODI, FABQ의 모든 항목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의 

평균이 높았다. 임 등28)의 연구 결과처럼 근골격계 통증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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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성별에 따라 여성이 남성보다 심리적 불편감이 높고 

심리적 요인과 만성 통증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상호 연관성

를 보이는 양상이 본 연구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환자들을 사회 심리적인 영향을 다룬 김 등29)의 연구

에서 알려진 것처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여성이 남성에 비

하여 과장된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는 점도 여성에서 더 높은 

FABQ 점수가 나온 것에 기여한 것으로 사료된다.

요추 추간판 탈출증 환자들의 FABQ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 요통기간, 요추 추간판 탈

출증 단계, 요추 추간판 탈출 분절수(단분절, 다분절)등을 기

준으로 환자군을 분류하여 한의학적 치료 적용 전후의 

FABQ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발병일을 기준으로 급성(4주 

이내, Acute Stage), 아급성(4∼12주, Subacute Stage), 만성

(12주 이상, Chronic Stage)으로 분류한 환자군 모두에서 한

의학적 치료 적용 후에 FABQ에서 유의성있는 호전이 있었

고, 전체 대상자에서는 −10.7±6.2점의 변화가 있었다(p

＜0.01). Grotle 등의 연구에서는 급성 요통 환자와 만성 요

통 환자에 대한 공포-회피 반응을 비교한 결과 급성 환자들 

보다 만성 환자들에서 작업 관련 공포-회피 반응이 더 크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30).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급성(4주 

이내, Acute Stage) 대상자들에 비해서는 아급성(4∼12주, 

Subacute Stage)이나 만성(12주 이상, Chronic Stage) 대상

자들에서 FABQ가 더 크게 났는데, 이는 Crombez 등의 연구 

결과를 미루어 보아 통증이 일정기간 이상 지속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적인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31).

요추 추간판 탈출증 단계에 따라서 팽륜(Bulging), 돌출

(Protrusion), 탈출(Extrusion)로 분류한 환자군 모두에서 한

의학적 치료 적용 후에 FABQ에서 유의성 있는 호전이 있었

고, 팽륜(Bulging) 그룹에서는 −11.5±6.9점의 변화가 있

었고, 돌출(Protrusion) 그룹에서는 −11.4±5.4점의 변화

가 있었고, 탈출(Extrusion) 그룹에서는 −9.9± 6.4점의 변

화를 보였다(p＜0.01). 요통으로 인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

은 척추 구조의 취약함이 요통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강하게 

믿고 있으며, 그러한 믿음에 대한 공포가 통증과 장애를 증

가시키고 그 결과 활동을 자제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한 Chou 등32)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미루어 볼 때, Magentic 

Resonance Imaging (MRI)를 통해서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을 진단 받은 환자들은 영상의학적인 진단에 의해서 스스로 

척추 구조의 취약함을 인식하여 요통에 대한 공포를 증대시

킨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요추부 추간판의 팽륜

(Bulging), 돌출(Protrusion), 탈출(Extrusion) 순서로 더 높

은 추간판 탈출증 단계에 대한 진단이 있을수록 더 높은 공

포-회피 반응을 유발함과 동시에 공포-회피 반응의 호전을 

제한하는 인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단분절, 다분절 여부에 따른 FABQ

는 두 환자군 모두에서 한의학적 치료 적용에 따라 유의성 

있는 호전이 있었고, 단분절 요추 추간판 탈출증 그룹에서는 

−14.1±9.4점의 변화가 있었고, 다분절  요추 추간판 탈출

증 그룹에서는 −9.8±4.8의 변화가 있었다(p＜0.01). 단분

절 요추 추간판 탈출증 그룹에서 다분절 요추 추간판 탈출증 

그룹보다 치료 전후의 FABQ값의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났는

데, 그 이유로는 단분절로만 요추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을 

받은 것에 비해서 다분절로 요추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을 받

은 경우에 Chou 등32)의 연구 결과를 미루어 볼 때, 환자 스스

로 많은 분절에서 추간판의 탈출이 진단된 경우 일수록 척추 

구조의 취약함에 대해서 더 강하게 인식하여 공포를 증대시

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NRS, ODI, FABQ 변화량 사이의 상관성을 보기위

해서 시행한 Pearson 상관분석 결과에서 ΔNRS와 ΔODI간

에는 0.587이라는 상당한 양의 선형관계를 가지고 있었고(p

＜0.001),  ΔODI와 ΔFABQ간에는 0.313이라는 약한 양의 

선형관계을 가지고 있었다(p＜0.01). 그리고 ΔNRS와 Δ

FABQ간에는 0.145의 상관관계가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유

의성은 없었다.

급성 통증이 위협적으로 인식되지 않을 때 환자는 기능 

회복이 촉진되고 이를 통해 일상적인 활동에 참여하고 일상

적인 활동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았다. 반면에 통증의 잘못

된 해석으로 격렬한 통증의 경우에는 통증의 악순환을 유발

할 가능성이 있었다. Linton 등에 의해서 연구된 공포-회피 

모델은 사회 심리적인 요인이 통증의 경험 그리고 만성 통

증과 장애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주기적인 부정적인 감정과 통증의 원인과 

결과의 반복은 공포에 대한 강화로 공포를 더욱 활성화시켜 

통증에 대한 회피로 이르게 된다고 하였다33). 기존 연구들

에서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 환자들에 대한 치료의 적용은 

환자들의 통증, 장애지수, 요추의 ROM 및 방사통 양상의 호

전이나 영상의학적 변화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식이 주

로 사용되었으나 심리적인 요인이 통증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고려가 부족했다. 만성 근골격계 통증 환자들에게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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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불편감의 관리와 통증에 대한 부적응적 사고 및 대처 양

상에 대한 적절한 중재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이전의 임 

등28)의 연구를 통해서 입증되었다. 공포-회피 반응은 통증 

발생 시에 나타나는 정상적인 감정 반응이고34), 적절한 기

간이 지나면 사라져야 하지만 계속 지속되는 경우 증상의 

악화와 만성화로 이어지게 된다35).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서 볼 때, 한의학적인 치료가 공포-회피 반응 호전시키는 효

과가 있었기에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환자들의 증상의 악화

와 만성화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ΔNRS와 ΔODI와 ΔFABQ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서 FABQ의 호전에는 통증의 변화 보다는 일상생활에서 환

자의 장애정도의 호전이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는 

연구 결과는 Woby 등36)에 의해서 밝혀진 FABQ 점수의 변

화는 신체장애의 정도와 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치료 후 

증상의 향상 정도를 판단하는데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결론과도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한의학적인 치료는 환자의 통증, 일상생활에서의 

장애정도 뿐만 아니라 사회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만성화

로 발전될 수 있는 통증을 예방할 수 있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한의학적 치료법이 환자들이 

일상으로 복귀하여 생활하는 것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연구결과를 설명함에 있어서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로는 대조군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으로 한의학적 치료를 포함한 어떠한 치료도 진행하지 않

고 같은 기간이 지난 환자들에서 공포-회피 반응의 호전 유

무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는 입원치료의 기

간이 환자마다 달랐기 때문에 치료 시작 및 종료시점이 일관

되지 않아, 공포-회피반응 호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세 번째로는 입원 

환자의 초기 조사시에는 총 10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

가 진행되었으나 치료 종료시 실시한 설문에서 한 항목이라

도 설문이 누락되어 데이터를 얻지 못한 환자 18명을 연구 

대상자에서 제외시켰다. 그 결과 총 84명의 환자만을 대상으

로 연구를 진행하게 되어 본 연구에서 비뚤림으로 작용할 수

도 있다고 생각된다. 네 번째로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증상

과 MRI소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임상적으로 종종 존재

하기 때문에, 대상 환자군을 영상의학적 소견과 이학적 검사 

및 방사통 양상이 일치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

하여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한 분절에 따른 공포-회피 

반응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분석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다

섯 번째로는  부천자생한방병원 단일 기관에 내원한 환자만

의 자료를 모아서 후향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

기에 대상자 선택에서 비뚤림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다.

이외에도 많은 한계점이 있으나 본 연구를 통해서 요추 추

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의학적인 치

료법을 적용이 통증과 기능 장애 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사회 

심리적인 부분의 개선을 통해서 통증에 대한 공포로 인한 통

증의 만성화를 예방할 수 있는 치료적 가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대조군을 포함하여 변수가 될 수 있는 

조건들이 잘 통제된 후속연구 및 통증 질환에 대한 사회 심

리적인 인자들이 치료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결론»»»
본 연구는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부천

자생한방병원에 요통을 주소증으로 한 환자들 중 MRI 

(Magentic Resonance Imaging)상 요추 추간판 탈출증을 진

단받고 입원한 환자 84명을 대상으로 한의학적 치료의 적용

이 공포-회피 반응 호전에 미치는 효과를 관찰한 결과 다음

과 같은 결론을 얻었기에 아래 사항을 보고한다.

1. 요추 추간판 탈출증 환자들의 한의학적 치료 적용 전후 

비교에서 NRS (Numeric rating scale), ODI (Oswestry dis-

ability index), FABQ (Fear-avoidance belief questionaire)

가 성별에 관게없이 모두 한의학적 치료 적용 전에 비해서 

한의학적 치료 적용 후에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1).

2. 요추 추간판 탈출증 환자들의 한의학적 치료 적용 전후 

비교에서 요통 기간(Acute Stage, Subacute Stage Chronic 

Stage)에 관계없이 모든 그룹의 환자에서 FABQ (Fear- 

avoidance belief questionaire)가 모두 한의학적 치료 적용 

전에 비해서 한의학적 치료 적용 후에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p＜0.01).

3. 요추 추간판 탈출증 환자들의 한의학적 치료 적용 전후 

비교에서 요추 추간판 탈출증 단계(Bulging, Protrusion, 

Extrusion)에 관계없이 모든 그룹의 환자에서 FABQ (Fear- 

avoidance belief questionaire)가 모두 한의학적 치료 적용 

전에 비해서 한의학적 치료 적용 후에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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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4. 요추 추간판 탈출증 환자들의 한의학적 치료 적용 전후 

비교에서 요추 추간판 탈출증 발생 분절수(단분절, 다분절)

에 관계없이 모든 그룹의 환자에서 FABQ (Fear-avoidance 

belief questionaire)가 모두 한의학적 치료 적용 전에 비해

서 한의학적 치료 적용 후에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 

0.01).

5. 요추 추간판 탈출증 환자들의 한의학적 치료 적용 전

후 NRS, ODI, FABQ 변화량 사이에는 ΔNRS와 ΔODI간에

는 0.587이라는 상당한 양의 선형관계(p＜0.001)가 있고, 

ΔODI와 ΔFABQ간에는 0.313이라는 약한 양의 선형관계

를 가지고 있었다(p＜0.01). 그리고 ΔNRS와 ΔFABQ 간

에는 0.145라는 상관계수를 가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었다(p=0.189).

요추 추간판 탈출증 환자들에게 한의학적 치료의 적용은 

NRS (통증강도), ODI (장애정도)의 감소 뿐만 아니라 FABQ 

변화를 통한 사회 심리적 영향 또한 호전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의학적 치료가 요추 추간판 탈출증 환자의 공

포와 통증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을 줄이고 향후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만성적인 신체적인 증상의 예방하는 기능을 

하여 환자들의 통증 관리에 임상 의학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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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한국판 공포-회피 반응 설문지 (Korean Version of FABQ)

아래의 항목은 환자들이 느끼는 통증에 대해 표현한 내용입니다. 구부리기, 들어올리기, 걷기, 운전 등의 신체적 활동이 본인의 요통

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또는 영향을 줄 것 같은지를 각각의 항목에 대해 “0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6 (확실히 그렇다)”까지의 

숫자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

1. 나의 통증은 신체적 활동으로 인해 생겼다. 0 1 2 3 4 5 6

2. 신체적 활동은 나의 통증을 악화시킨다. 0 1 2 3 4 5 6

3. 신체적 활동은 내 허리를 상하게 할지도 모른다. 0 1 2 3 4 5 6

4. 나의 통증을 악화시킬 수도 있는 신체적 활동들을 해서는 안 된다. 0 1 2 3 4 5 6

5. 나의 통증을 악화시킬 수도 있는 신체적 활동들을 할 수 없다. 0 1 2 3 4 5 6

  아래의 항목은 당신의 일상적인 업무가 허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

6. 나의 통증은 업무 혹은 업무 중의 사고로 인해 생겼다. 0 1 2 3 4 5 6

7. 업무는 나의 통증을 악화시켰다. 0 1 2 3 4 5 6

8. 나의 통증에 대해 보상 받을 권리가 있다. 0 1 2 3 4 5 6

9. 나의 업무는 나에게 너무 과중하다. 0 1 2 3 4 5 6

10. 나의 업무는 통증을 악화시키거나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0 1 2 3 4 5 6

11. 나의 업무는 허리를 상하게 할지도 모른다. 0 1 2 3 4 5 6

12. 지금처럼 아픈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 0 1 2 3 4 5 6

13. 지금처럼 아픈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다. 0 1 2 3 4 5 6

14. 나는 통증이 치유되기 전에는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다. 0 1 2 3 4 5 6

15. 나는 3개월 내로 정상적인 업무에 복귀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0 1 2 3 4 5 6

16. 나는 결코 예전의 업무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0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