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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2013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한방의료 이용 및 한약 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방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주요 증상 중 요통
은 12.89%로 최다빈도를 보이고 있다.1) 요통은 요추부에 존재하는 
통증을 일컫는 것으로 척추의 기능 이상 및 척추 질환에 의한 통증
이 대다수의 원인을 차지하고, 그 외에도 내장기성, 혈관성, 신경성 
등의 원인이 있으며,2) 그로 인해 환자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의
료비 증가 및 생산성 감소 등 여러 가지 경제적 손실을 주기 때문
에3) 치료법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 왔다. 이에 약물요법, 수술요
법, 물리치료 등 다양한 치료법이 사용되어 왔으며,4) 영국 
NICE(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에
서 요통 가이드라인에 침구 치료를 포함5)하는 등 요통에 대한 한방 

치료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침, 약침, 부항, 추나요법 등을 병
행한 다양한 한방 요법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6) 하지만 아
직 요통에 대한 매선요법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한방치료 중 최근 그 사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매선요법(埋線
療法)은 혈위매장요법(穴位埋藏療法)의 한 종류로 새로이 주목받고 
있는 혈위 자극요법이다7). 매선요법은 혈위(穴位), 경피(經疲), 경근
(經筋), 경락(經絡) 또는 통증을 유발하는 부위에 매선을 자입함으
로써 유침(留鍼)작용으로 자극을 극대화하다. 이를 통해 말초 수용
기에 생기는 흥분을 신경 중추에 전달하여 생체조직의 정상화를 유
도함으로써 체내의 자생력으로 치유하는 자생치료법이다. 또한 경
락을 소통시키고 근육과 말초신경에 영양을 주며 세포면역력을 증
강하는 효과가 있다.8) 과거에는 매장물로 동물의 조직(양, 돼지, 닭
의 부신, 뇌하수체, 지방 및 개의 비장 등), 약물, 강권, 자괴 등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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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고 현재는 양장선(Catgut)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9) 
    중국에서는 60년대부터 매선의 임상 활용과 치료 효과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여 많은 임상경험을 쌓고, 점차 적응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내과, 외과는 물론, 피부과, 부인과, 소아과 등 여러 
가지 질환에 사용하고 있다.7) Kim et al.9)은 중국의 비만 매선에 
대한 최신 경향을 조사하였고, Kwon10)은 매선 관련 국내 한의학 
학술지 동향을 분석하였으나 요통에 사용된 매선연구는 없었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15년간 중국 내에서 보고된 요통 관련 매
선 임상 연구를 조사하여 요통에 대한 매선 치료 임상 연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시에 실제 요통 치료에 매선을 사용하는 임상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요통에 대한 매선 요법 임상연구 검색을 위해 중국 데이터베이
스 CNKI(www.cnki.net), WANFANG(www.wanfangdata.com), 
WEIPU(www.cqvip.com)을 이용하여 2016년 3월에 검색을 완성하
였다. 
    논문 검색어는 주제어를“(埋线 or 穴位埋线 or cat-gut or 
thread) and (腰痛 or low back pain)”으로 하였다. 최근 15년의 
논문으로 영어, 중국어로 쓰인 논문을 선정하였고 이 중 인간 대상 
연구만을 포함시켰고, 동물실험, 리뷰 등은 제외하였다.
    선정된 논문에 한하여 무작위 대조군 연구(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 비무작위 대조군 연구(non-randomized 
controlled trial), 사례연구(Case study)로 분류하고 임상시험 대
상자, 매선 치료군과 대조군 형태, 결과 등을 고찰하였다. 사례연구
(Case study)의 경우 환자군 연구(Case Series)인지 아니면 전후
비교연구(before-and-after study)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사례연구(Case study)로 통일하여 기술하였다(Fig. 1). 

Fig. 1. Flowchart of trial selection process.

    자료 추출 및 분석은 2명의 저자(전 및 류)에 의해 수행되었으
며, 추출된 자료의 전문 및 전문이 불가능할 경우 초록을 읽고 분
석하였다. 
    선정된 요통 관련 매선 논문을 대상으로 발간 연도, 대상 질
환, 매선치료 방법, 대조군 설정, 치료 및 관찰기간, 평가도구, 치
료 결과, 윤리적 승인, 이상반응 보고 등을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결    과

1. 일반적 연구 현황 
 1) 연도별 분석
    중국 내에서 최근 15년간 저널에 등록된 요통 관련 매선 임상
연구 논문을 검색해 총 50건이 도출되었고 29건이 비대상 질병, 
동물실험, 리뷰, 중복 등의 이유로 제외되고 최종적으로 21건이 포
함되었다. 그중 사례연구 4건, 비무작위 대조군 연구 16건, 무작위 
대조군 연구 1건으로 총 21개의 논문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2006년 이전에는 관련된 논문이 없었고, 그 뒤로 2007년, 2011년, 
2014년 0건을 제외하면 점차적으로 논문의 개수가 증가하는 흐름
을 보이고 있다. 가장 많은 논문이 게재된 년도는 2015년 5건이며, 
2012년에는 4건으로 그다음으로 많았다(Fig. 2). 

Fig. 2. Number of papers published for thread embedding 
acupuncture.

 2) 학술지 분류
    요통 관련 매선치료 논문은 매우 다양한 저널에서 찾을 수 있
었으며, non-randomized controlled trial 논문 중 Journal of 
Clinical Acupuncture and Moxibustion(针灸临床杂志), Journal 
of Guangzhou University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广
州中医药大学学报), Shanghai J Acu-mox(上海针灸杂志)만이 각
각 2개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나머지는 전부 각기 다른 저널들에 게
재된 것을 볼 수 있었다.

2. 임상연구 방법
 1) 대상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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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이 쓰인 대상자의 질환으로는 요추추간판 탈출증이 8개로 
가장 수가 많았고 만성요통이 7개로 두 번째로 많았다. 그 외에 요
추골증식, 제3요추횡돌증후군, 만성허리근육손상, 요추관협착증 등
의 증상이 연구대상에 포함되었다(Table 1).

Table 1. Distribution of clnical studies according to disease

Disease Case
study 

non-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 Total

Lumbar Disc Herniation 4 4 8
Chronic low back pain 6 1 7

Chronic lumbar muscle strain 2 2
Third lumbar transverse process 

syndrome 1 1

Lumbar bone hyperplasia 1 1
Lumbar spinal stenosis 1 1

Chronic lumbago 1 1
Total 4 16 1 21

RCT: Randomized Clinical Trial

 2) 대상자
  (1) 총 참여 환자 수 
    환자가 가장 많이 참여한 수는 177명이었으며 가장 적은 수는 
46명이었는데 모두 non-randomized controlled trial 연구였다. 
Case study는 모두 80 이상 100 미만이었으며, RCT 연구는 60명
이었다(Table 2). 

Table 2. Distribution of sample size

Number of Patients Case
study

non-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 Total

over 100 - 5 - 5
80 ~ 100 4 2 - 6
50 ~ 80 - 8 1 9
under 50 - 1 - 1

  (2) 나이 분포
    80세 이상의 고령층을 포함하는 논문은 2편14,22)이었고 70세 
이상 80세 미만을 포함하는 논문은 6편13,15,18,27,29,31)으로 가장 그 
수가 많았다. 60세 이상 70세 미만을 포함하는 논문이 3편16,17,28)으
로 가장 적었으며, 나이를 언급하지 않거나 명확히 밝히지 않은 논
문이 5편20,21,23,26,31) 있었다(Table 3).

Table 3. Distribution of age

Age of Patients Case
study

non-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 Total

over 80 1 1 - 2
70 ~ 80 2 4 - 6
60 ~ 70 1 2 - 3
under 60 - 4 1 5

None - 5 - 5

  (3) 유병 기간
    유병 기간은 전체 논문 중 7편17,18,21,24,27,29,33)의 논문만이 언급
하였고 나머지 14편의 논문은 언급하지 않았다. 급성요추추간판 탈
출증으로 임상 시험한 논문에서는 일주일 이하 기간의 환자를 모집
하였고, 만성요통의 경우 다양한 기간의 환자를 모집하였다.
  (4) 대상자 선정

    대상 환자군 선정에 있어 구체적인 기술이 있는 논문은 13편
이었고, 나머지 8편에서는 명확한 선정 기준을 기술하지 않았다. 
 3) 변증 진단 및 서양의학적 분류
    non-randomized controlled trial에서 중의 변증으로 분류를 
한 논문은 4편20,23,27,32)이었고 양방 분류는 3편18,27,32)이었다. 중의 
변증으로는 한습형(寒濕), 어혈형(瘀血), 신허형(腎虛), 습열형(濕熱)
으로 증세를 나누었고, 양방에서는 허리근육손상, 요추병변, 요추골
증식 또는 요통형, 좌골신경통형, 혼합형으로 분류를 하였다.
4) 치료 방법
    치료군 중재로 가장 많이 쓰인 방법은 일반 매선치료법이 9편
이었고 매선치료에 다른 치료를 병행한 논문이 6편이었다. 치료군
을 정할 때 대부분 하나의 그룹만을 설정하였지만 1편20)의 논문에
서 치료군을 변증에 따라 한습형, 어혈형, 신허형 3개로 나누어 대
조군까지 포함하여 총 4개의 그룹을 설정하였다. 그밖에 약실 매선
을 사용하여 일반 매선 치료와 비교한 논문은 2편26,29)이 있었다. 
 5) 대조군 설정 및 병행 시술
    대조군은 전기침 치료17,19,23,32), 일반 침구치료20,22,27,30), 매선치
료24,26,29,31) 각각 4편과 그밖에 물리치료33) 및 중약치료28)를 한 논
문이 1편씩 있었고 두가지 이상의 치료법을 사용한 논문도 3편
15,18,22)이 있었다. 대조군이 매선 치료를 할 때에는 치료군이 약실 
매선을 쓰거나 각기 다른 혈자리를 사용하였으며26,29,31) 대조군이 
두 가지 이상 사용한 치료에는 양방약과 물리치료를 병행하거나
18,21) 전기침과 온침을 함께 사용하여 치료하였다.25)

 6) 평가도구
    5편의 논문에서 한 가지 이상의 평가도구를 사용했으며 가장 
많이 사용된 평가도구는 The percentage of the patients' 
numbers in different symptoms grade(中醫病證診斷治療效果標
準)11)으로 15편의 논문이 이를 사용하였다. 그 외에도 
JOA(Japanese Orthopedic Association) 5편, VAS(Visual 
Analogue Scale) 4편, ODI(Oswestry Disability Index) 2편, 
McGill(Mcgill Pain Questionnaire) 1편 등 여러 평가도구들이 사
용되었다(Table 4).

Table 4. Distribution of outcome measure 

Outcome measure Case
study

non-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 Total number of 

papers
Symptom change 4 11 15

JOA 5 5
VAS 3 1 4
ODI 1 1 2

McGill 1 1
VAS: Visual Analogue Scale, JOA: Japanese Orthopedic Association, ODI: Oswestry 
Disability Index, McGill: Mcgill Pain Questionnaire 

 7) 임상시험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승인 및 
환자 동의서 작성 유무
    동의서를 작성한 논문은 RCT 연구 1편33)이 유일했으며 윤리
적 승인을 받은 논문은 없었다.

3. 매선치료 방법
 1) 주입된 부위 및 혈위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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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많이 쓰인 혈자리로는 아시혈 15편으로 가장 많았고, 특
정 혈자리로는 족태양방광경의 신수혈(BL23) 9편이었다. 아시혈만 
쓰인 논문은 5편17,27,28,31,32)이었으며 혈자리를 게재하지 않은 논문
이 1편26) 있었다. 하나의 혈자리만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는 없었고 
2개 이상의 다양한 혈자리를 사용하였다(Fig. 3). 

Fig. 3. Distribution of acupuncture points.

 2) 매선 시술 빈도
    매선 치료는 주1회 9편, 주1회 이상 월1회 미만이 9편에서 사
용되었고 월1회 사용한 경우가 2편15,16)이었다(Table 5).

Table 5. Distribution of regimen of thread embedding therapy

Regimen Case
study

non-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 Total

once a month 2 - - 2
once / a week ~ a month 1 7 1 9

once a week 1 8 - 9
None - 1 - 1

 3) 매선 총 시술 횟수 
    매선 시술 횟수는 3번 이상 5번 미만이 총 14편에서 사용되어 
가장 많았다. 1편20)의 non-randomized controlled trial논문에서
는 매선 시술 횟수가 20번이나 사용된 경우도 있었다.
 4) 치료 기간
    매선치료의 기간은 1개월에서 2개월 사이가 9편으로 가장 많
았고 1개월 미만은 6편, 2개월 이상은 5편이었다. 1편20)의 논문에
서는 5개월 이상 치료한 경우도 있었다.
 5) 주입된 매선량
    중국에서는 혈자리에 주입할 경우 매선을 짧게 잘라내어 사용
한다. 전체 연구 중 1cm 이하의 매선은 1편, 1-2cm의 매선은 12
편, 2cm 이상의 매선은 2편, 길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논문은 6편
이 있었다. 사용된 매선 중 가장 짧은 길이는 15mm이었으며 가장 
긴 것은 3cm를 사용하였다. 대부분 논문에서 침감이 느껴지면 주
입기를 빼거나 피하조직 아래 근육층까지 자입하였다. 
 6) 마취 유무

    국부 마취 후 매선 치료를 실시한 논문은 전체 논문 중 Case 
studies에서 1편13), non-randomized controlled trial에서 2편
17,18)이 있었으나 나머지 18편에는 마취 없이 치료하였다. 
 7) 제조원 및 종류
    시험에 쓰인 매선의 규격 사이즈를 밝힌 논문은 15편이었고 
매선의 상표까지 기재한 논문은 3편이었다. Case studies에서는 3
편의 논문이 2-0호를, non-randomized controlled trial에서는 
4-0호 1편, 3-0호 2편, 2-0호 4편, 4편에서 0호를 사용하였고, 
RCT논문은 1#호 매선을 사용하였다. 중국에서 요통 매선치료에 쓰
인 매선은 2-0호가 가장 선호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조원
을 밝힌 논문은 3편이 있었는데 두 편은 上海浦東金環醫療器機有
限公司의 상표를21,24), 다른 한편은 上海天淸生物材料有限公司의 
매선을14) 사용하였다.
 8) 사용된 주입기
    매선을 주입하는데 사용된 주입기는 주로 매선침과 요추천자침
이 선택되었다. 주입기는 매선과 마찬가지로 굵기에 따라 호수가 6
호부터 16호까지 달라지는데(6호침의 직경이 0.6mm, 7호침의 직
경이 0.7mm) 이중 가장 선호되는 주입기는 9호로 나타났다. 총 9
개의 논문에서 9호 주입기를 사용했으며 그 밖에 8호19,31)와 12호
17,18)가 각각 2편이었으며 7호를 쓴 논문은 한편이28) 있었다. 

4. 임상연구 결과
 1) 치료 결과
    치료군을 순수 매선치료 단독으로 설정한 논문은 7편으로 그중 
3편17,19,27)이 일반 침을 대조군으로 설정하여 두 효과를 비교하였고, 
전기침16)이나 일반 물리치료18), 중약복용25), 일반침과 뜸치료의 혼
합 형태 등22) 여러 가지 대조군을 설정하여 치료효과를 비교하였다. 
나머지 9편의 논문은 치료군을 매선을 비롯한 2가지 이상의 치료를 
병행하여 대조군과 비교하거나 약실을 사용한 매선과 일반 매선 치
료를 비교하였고23,26), 매선 주입 혈위에 따른 치료 효과를 비교하는 
논문28)이 있었다. 모든 논문에서 대조군으로 침이나 약을 사용한 것
보다 매선치료가 통계적으로 유효하다고 기재하였다. 
 2) 통계 방법
    10편의 논문이 통계방법에 대해 기술했으며 치료군과 대조군
의 치료 전후 효과를 T-test를 통하여 결과를 분석한 논문이 5편
21,24,27,29,30) 있었고 Ridit(relative to an identified distribution) 
분석으로 비교한 논문이 3편14,16,25)이었으며 x2-test를 적용한 논문
이 3편24,27,29)이었다. 그 밖에도 rank total test를 사용한 논문28)이 
있었다. 
 3) 부작용 및 중도탈락
    부작용에 대해 기술한 논문은 1편28)으로, 부작용의 종류와 증
세, 그에 따른 처치 방법을 소개하였다. 중도탈락을 언급한 논문은 
총 3편으로, non-randomized controlled trial에서 2편19,31), RCT 
1편33)이었다. Wu16)는 첫 번째 치료 후 치료받기를 원하지 않아 포
기하거나, 개인적으로 바빠서 치료를 포기하였다고 기술하였으며, 
Chen28)은 치료 후 연락이 불가능해 탈락하였다고 했으며, Jiang30)

은 연락이 불가능해 탈락되었다고 원인을 기술하였다.
 2) 연구 질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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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CT 연구33)에서 무작위 배정은 단순 기재만 되어있었고 그 방
식에 대한 설명은 되어있지 않았으며, 맹검을 시행하지 않았다. 중
도탈락은 치료 과정에서는 없었으나 치료 3개월 후 연락이 되지 않

아 탈락한 대상이 치료군에서 5명, 대조군에서 4명이었다. 또한 환
자 동의서를 작성하였으나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
인은 없었다. Jadad score는 2점으로 나타났다.

Table 6. Key data of case studies
First 

author
(Year)

Patient’s 
disease

Number 
of 

subjects

Age/
gender

Experimental 
treatment
(Regimen)

Treatment 
duration

Concomitant 
treatment

Acupuncture 
points Length

Thread 
embedding 

type

Number 
of 

injections

statistic
s Outcomes Effective 

rate(%) Conclusion

Zhang10)

(2009)

Lumbar 
Disc 

Herniati
on

75
23-73
F38, 
M37

Thread 
embedding 

therapy
(once/15-20 

days)

75-100 
days n.r.*

GV3，BL54, 
EX-B2, a'sh

i，

a’shi 30mm
GV3 15mm
BL54 40mm
EX-B2 15mm

No.0-2 
Medical 
catgut

More 
than 4 n.r.

The 
percentage 

of the 
patients' 

numbers in 
different 

symptoms 
grade

94.67

매선으로 경혈
에 자극을 주어 
손상된 근육 조
직을 회복시키
고 수종과 염증
을 완화 시키는
데 효과를 보인

다.

Luo11)

(2012)

Lumbar 
Disc 

Herniati
on

88 25-81
n.r.

Thread 
embedding 

therapy
(once/week)

3 weeks n.r.

BL40, BL60, 
GB34, GB39, 

trigger 
point 

1cm

No.02-0
PGLA(poly 

glycolide-co
-L-lactide)

More 
than 5 n.r.

The 
percentage 

of the 
patients' 

numbers in 
different 

symptoms 
grade

100

매선요법은 손
상된 추간판 및 
주변연조직의 
회복에 좋으며 
요추간판질병의 
치료와 예후, 회
복에 효과가 있

다.

Wang12)

(2012)

Lumbar 
Disc 

Herniati
on

85
30-70
F32, 
M53

Thread 
embedding 

therapy
(once/mont

h)

3 months

Acupuncture
& 

TDP*(Teding 
Dianbo Pu) 

therapy
(30min, 

once/day, 
20days)

BL54、GB3
0、BL37、

BL57, EX-B7, 
a'shi

1-2cm
B20 

Medical 
catgut

More 
than 8 n.r.

The 
percentage 

of the 
patients' 

numbers in 
different 

symptoms 
grade

94.1

매선요법은 경
혈을 장기간 자
극하여 통증 완
화 및 공고한 

치료 효과를 지
닌다.

Li13)

(2012)

Lumbar 
Disc 

Herniati
on

68
21-65
F26, 
M42

Thread 
embedding 

therapy
(once/mont

h)

1 month

Chinese 
medicine 
capsule

(4-5capsule, 
once/day)

Primary 
acupoints: 
BL23、BL2
5、BL40、

GB34.
Secondary 
acupoint:  
BL26、GV
3、SP9, 

BL18、ST3
6、CV6

n.r. n.r. 7~9 n.r.

The 
percentage 

of the 
patients' 

numbers in 
different 

symptoms 
grade

92.6

매선치료와 중
성약 치료를 병
행하여 요추간
판탈출에 뚜렷
한 효과를 보았

다.

n.r.: not reported; TDP: Special electromagnetic therapeutic apparatus

Table 7. Key data of non-randomized controlled trial

First 
author
(Year)

Conditions
Sample size

(Experimental/
Control)

Experimental 
treatment
(Regimen)

Control 
treatment 
(Regimen)

Treatment 
duration

Acupuncture 
points Length

Thread 
embedding 

type

Number of 
injections statistics Outcomes Result(%) Authors 

conclusion

Guo14)

(2008)

Third lumbar 
transverse 
process 

syndrome
177(110/67)

Thread 
embedding 

therapy(once/
20days), 
Massage 
therapy

Electro 
acupuncture 

(20min, 
once/2days), 

Massage therapy

20-140 
days

Thread 
embedding 

therapy: a'shi 
acupoints
Electro 

acupoints: 
BL23, BL25, 
GV3, a'shi

2cm
No.0 

Medical 
catgut

2 ridit

The 
percentage of 
the patients' 
numbers in 

different 
symptoms 

grade

Experimental
: 94.54
Control: 
89.54

Efficacy: 
P<0.05

치료기간: 
p<0.01

병력: p<0.05

매선과 수기법을 
사용하여 치료했을 
때 전침을 사용했
을 때보다 더 빠르
고 좋은 효과를 보
았다. 또한 환자의 
병력이 오래되었을
수록 치료효과가 

낮았다.

Sun15)

(2006)

Lumbar Disc 
Herniation

Acute 
Lumbago

（Duration<7 
days)

100(50/50)

Thread 
embedding 

therapy(once/
7-10days)
Electro 

acupuncture(
30min, 

once/day)

Physical therapy, 
Traction therapy, 

Ibuprofen 
Sustained-Releas

e Capsules 
Fenbid, 0.6g 

(2/day); 
VitaminB1, 

30mg(3/day); 
VitaminB6, 

20mg(3/day); 
VitaminB12

(2/day)

3weeks

BL24，BL25，
BL26，GB3
0，BL40，
GB34，ST3
6，GB39, 

EX-B2

2-3cm
No.0-2 
Medical 
catgut 

3~4 n.r.

The 
percentage of 
the patients' 
numbers in 

different 
symptoms 

grade

E: 98.0
C: 46.0
P<0.05

매선과 전기침 치
료를 병행하였을 
때 일반 양방치료
를 했을 때보다 우
수한 결과를 얻었

다.

Wu16)

(2008)

Chronic 
lumbar muscle 

strain
60(30/30)

Thread 
embedding 

therapy(once/
week)

Electro 
acupuncture 

(20min, 
3times/week)

3weeks 

BL23，BL25，
a'shi 

acupoints(1-2
)

n.r.
No.000 
Medical 
catgut

5~6 ridit

The 
percentage of 
the patients' 
numbers in 

different 
symptoms 

grade

Experimental
: 100.00
Control: 
84.62
post 

treatment 
between 

Thread 
embedding 

therapy , with an 
excellent 

shot-term and 
long-dated 

therapeutic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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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s: 
p>0.05

1 month 
follow-up: 
p<0.01

without side effect 
on chronic lumbar 

muscle strain, 
which is easy to 

carry out, is worth 
of being widely 
used in clinic.

Zhang1

7)

(2009)

Chronic low 
back pain 

(Duration>2 
years)

120(90/30)

Thread 
embedding 

therapy(once/
week)

Acupuncture
(once/week) 20weeks

Primary 
acupoints 
:BL23，BL2
5，BL40，
EX-B7, a'shi

Cold-dampne
ss pattern: 

GV3，GV16，
BL57

Kidney 
deficiency 

pattern: BL1
8，KI3

Blood stasis 
pattern:BL1
7，GB34

n.r. Medical 
catgut

More than 
5 n.r.

The 
percentage of 
the patients' 
numbers in 

different 
symptoms 

grade

Experimental
: 90.0

Control: 66.6
p<0.05

매선치료가 일반 
침치료에 비하여 
만성요통에 더욱 

큰 치료 효과가 있
다.

Wang1

8)

(2009)

Lumbar Disc 
Herniation
52(28/24)

Thread 
embedding 

therapy(once/
2weeks)

압통점에 5% 리
도카인 5ml와 베
타메타손 1ml를 

매 혈위에 
1-1.2ml 주입한

다. 
3일 후 허리와 하
지에 레이저 물

리치료를 받는다. 
(10 min, 

once/day, 5 
times)

6weeks

Primary 
acupoints: 

CV4，CV6，
RN9，BL23，
EX-B2, a'shi
Secondary 
acupoints: 

BL24，BL25，
BL40

1-1.5c
m

No.0-3 
Medical 
catgu

More than 
7 n.r.

The 
percentage of 
the patients' 
numbers in 

different 
symptoms 

grade

Experimental
: 92.9

Control: 54.2
1st week: 
p>0.05

3rd week: 
p<0.05

6th week: 
p<0.05

매선 경혈 치료법
은 요추간판탈출증
에 탁월한 효과를 
가지며 특히 장기
적인 치료에 좋다. 

Che19)

(2010)

Lumbar bone 
hyperplasia
102(52/50)

Thread 
embedding 
therap(once/

week)

Acupuncture
(once/2days) 1month BL23, BL24, 

BL25, a'shi 3cm
No.0-2 
Medical 
catgut 

4 n.r.

The 
percentage of 
the patients' 
numbers in 

different 
symptoms 

grade

Experimental
: 94.2

Control: 80.0
p<0.05

매선은 혈자리에 
지속적인 자극을 
가함으로써 치료 
효과가 침에 비해 
높은 효율을 보인
다. 그러나 X선 검
사의 골과다형성

(bone hyperplasia)
은 뚜렷한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

Li20)

(2010)

Lumbar Disc 
Herniation
60(30/30)

Thread 
embedding 

therapy
(1/week)
Electro 

acupuncture(
3/week)

Electro 
acupuncture

(3/week)
2weeks

BL23, BL25, 
BL40, BL57, 
GB34, GB39, 

GB40

n.r.
No.0 

Medical 
catgut

8 n.r.

The 
percentage of 
the patients' 
numbers in 

different 
symptoms 

grade
JOA(Japanese 
Orthopedic 
Association) 

scores

*Experimenta
l: 80

Control: 30.0
p<0.01

매선 치료로 국부 
염증의 흡수와 근
육기능의 회복 효
과를 볼 수 있다.

Li21)

(2012)

Lumbar Disc 
Herniation
46(23/23)

Thread 
embedding 

therapy(once/
2weeks)

Back muscle 
enhancement 
training(3time

s/day) 

Thread 
embedding 

therapy
(once/2 weeks)

8weeks BL23, BL25, 
BL54，GB30

1-1.5c
m

No.3-0 
Medical 
catgu

4 t-test JOA scores
VAS

Between 
groups 

JOA: p<0.05
VAS: p<0.05

Before & 
After in 

treatment 
group

VAS: p<0.05

Enhancing the 
back muscle of 

lumbar and 
acupoint thread 

embedding 
therapy has 
significantly 
therapeutical

effect on lumbar 
disc herniation．

Liang2

2)

(2013)

Chronic 
lumbar muscle 

strain
50(25/25)

Thread 
embedding 

therapy(once/
week)

Electro 
acupuncture, 

warm 
acupuncture 
moxibustion

(10 min, 
once/2days)

3weeks

BL23，BL24，
BL25，BL26，
BL27，BL28, 

a'shi

1-1.5c
m

No.4-0 
Medical 
catgut

6 n.r.

The 
percentage of 
the patients' 
numbers in 

different 
symptoms 

grade

Experimental
: 96.0

Control: 84.0
p<0.05

매선 치료법은 전
침과 온침보다 높
은 치료 효율을 보
이며 허리 근육 손
상에 많은 치료 효

과를 가진다.

Sun23)

(2013)

Chronic low 
back pain
60(30/30)

Chinese 
medicine 
thread 

embedding 
therapy(once/

week)

Thread 
embedding 

therapy
(once/week)

3weeks n.r. n.r. n.r. n.r. n.r. JOA scores
Experimental

: 96.7
Control: 86.7

중약 매선이 일반 
매선보다 치료 효

과가 높았다. 

Hu24)

(2013)

Chronic low 
back pain
100(50/50)

Thread 
embedding 

therapy(once/
10days)
Electro 

Acupuncture(30 
min, once/day) 3months

Thread 
embedding 
therapy(take 
4-6 points 

from the first 

1cm n.r. n.r. t-test
χ2-test

The 
percentage of 
the patients' 
numbers in 

different 

Experimental
: 90.0

Control: 68.0
p<0.05

Treating  
backache  with  
the  embedding 

of  electro 
acupuncture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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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Key data of RCT 

First 
author 
(Year)

Conditions
Sample size

(Experimental / 
Control)

Quality 
Score, 

Blinding

Experimental 
treatment
(Regimen)

Control 
treatment 
(Regimen)

Treatment 
duration

Acupuncture 
points Length

Thread 
embedding 

type 

Number 
of 

injections
statistics Outcomes Result Authors 

conclusion

Jiang30)

(2015)

Chronic low 
back pain
60(30/30)

2, n.r.

Thread 
embedding 

therapy(once/
10 days)

Kinesitherapy

Physical 
therapy
(electro 
device 

therapy, 
microwave 

device 
therapy)
(15 min, 
once/day)

1month

BL23，BL18, 
GV4，GV3，
BL54，GB3
0，BL57，
BL60，GB3
4，EX-B2，

a'shi

1cm
No 1 

Medical 
catgu

4~6 t-test VAS
ODI

VAS: 
p<0.01
ODI: 

p<0.01
after 

3months 
ODI: 

p<0.05

Catgut 
embedment 

combined with 
kinesi therapy 

has a 
significant 

efficacy and 
has a long － 
term effect on 
nonspecific low 

back pain.

acupuncture(
30min, 

once/day)
TDP(Teding 
Dianbo Pu) 

therapy(30mi
n, once/day)

line of 
Governor 
Medirian)
Electro 

acupoints: 
BL40, GV4，
BL17, EX-B2, 
trigger point 
TDP(same 

with electro 
acupuncture)
Acupoints(sa

me with 
electro 

acupuncture)

symptoms 
grade

TDP has a good 
curative effect, is 
worthy of clinical 

application. 

Yu25)

(2015)

Chronic low 
back pain
60(30/30)

Thread 
embedding 

therapy(once/
15days)

Chinese 
medicine
(once/day)

45days a'shi points 1cm
No 0-2 
Medical 
catgut

5 ridit

The 
percentage of 
the patients' 
numbers in 

different 
symptoms 

grade

Experimental
: 90.0

Control: 76.7
p=0.001

매선을 사용하였을 
때 중약을 사용한 
것 보다 높은 치료
효과를 나타내었다. 

Wang2

6)

(2015)

Lumbar spinal 
stenosis
86(43/43)

Chinese 
medicine 
thread 

embedding 
therapy(3time

s)

Thread 
embedding 

therapy
(3times)

n.r.

BL23，EX-B2, 
take 1-4 

points from 
a'shi

n.r. Medical 
catgut n.r. n.r.

VAS(visual 
Analogue 

Scale)

Experimental
: 95.3

Control: 88.4
Efficacy: 
p<0.05
Adverse 
reactions: 
p<0.05

약매선의 효과가 
일반 매선 보다 높
으며 부작용 또한 

더 적었다.

Gong2

7)

(2015)

Chronic 
lumbago
60(30/30)

Thread 
embedding 

therapy(once/
week)

Acupuncture
(30 min, 3/week) 1month

CV9，CV6，
CV4，ST26，
KI14, KI13, 

1cm
Poly(p-diox

anone) 
thread

More than 
5

t-test
χ2-test JOA scores

Experimental
: 96.7

Control: 90.0
JOA: p<0.05

Efficacy: 
p<0.01

 Abdominal 
thread embedding 
therapy  is  more  

effective than 
acupuncture 
therapy for 

chronic lumbago. 

Chen28

)

(2015)

Chronic 
lumbar muscle 

strain
60(30/30)

Thread 
embedding 

therapy-parav
ertebrals(once

/week)

Thread 
embedding 

therapy-meridian 
acupoints

(once/week)

1month

Thread 
embedding 

therapy-parav
ertebrals: 
L2,L3,L4,L5

Thread 
embedding 

therapy-merid
ian acupoints: 
BL23, BL25, 
BL24, BL26

1cm
No.000 
Medical 
catgut

4 rank 
total test

McGill(mcgill 
pain 

questionnaire
)

JOA scores

Experimental
: 96.55
Control: 
93.33

McGill&JOA: 
P<0.05
Efficacy: 
P>0.05

Thread 
embedding on 

Paravertebrals(L2-L
5) have better 
improvement in 

reducing pain and 
symptomsign, 

achieving higher 
total effective rate 
and cure rate than 
thread embedding 

on bladder 
channel.

Li29)

(2016)

Chronic low 
back pain 

(Duration>2 
years)

94(47/47)

Thread 
embedding 

therapy(one/1
0days)
Electro 

acupuncture(
30min, 

once/day) 

Electro 
acupuncture

(30min, 
once/day) 

30days

Thread 
embedding 
therapy:(take 
4 acupoints 

from the first 
line of 

Governor 
Medirian near 

low back)
Electro 

acupoints(BL4
0, BV3, GV4, 

BL17)

1cm PGLA 4~6 t-test
χ2-test

The 
percentage of 
the patients' 
numbers in 

different 
symptoms 

grade
VAS

ODI(Oswestry 
Disability 
Index)

Experimental
: 91.5

Control: 70.2
Efficacy: 
p<0.05

Recurrence 
rate: p<0.05

VAS: NS
ODI: P<0.05

만성요통환자에게 
매선과 전기침 요
법은 단순 전기침 
요법만 쓴 환자에 
비해 효과가 높고 
재발율도 낮았다.

n.r.: not reported; JOA: Japanese Orthopedic Association; VAS: Visual Analogue Scale; McGill: mcgill pain questionnaire; ODI: Oswestry Disability Index; NS: not significant 
*대다수의 논문들이 전위(痊愈), 현효(顯效), 유효(有效), 무효(無效)로 결과를 나누어 전위, 현효, 유효의 합으로 유효율을 계산하는데 이 논문에서만 예외적으로 전위와 현효만
으로 유효율을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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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STRICTA checklist of RCT 
Item Detail

1. 침 치료에 대한 논거
a) 침법의 종류 : Thread embedding therapy

b) 치료에 변화를 허용한 정도 : 개인 맞춤 치료가 시행됨. 요추 추간판 탈출이 있는 척추 레벨의 기립근과 연부 조직에 맞추어 시행됨

2. 자침에 대한 상세 내용 

a) 일회 치료 시 환자 당 자침 수(해당되는 경우 평균과 범위 명시) : 4~6
b) 사용한 경혈 이름(단측/양측 여부. 만약 표준 이름이 없다면 위치) : BL23，BL18, GV4，GV3，BL54，GB30，BL57，BL60，GB34，EX-B

2，a'shi
c) 자침깊이 - 명시된 측정 단위, 또는 특정 조직수준에 근거하여 제시 : 1cm

d) 유발한 반응(예. 득기 또는 근육 연축반응) : 통증 및 찌릿한 느낌
e) 침 자극의 형태(예. 수기침이나 전침) : Thread embedding

f) 유침시간 ： 매선이 녹을 때 까지
g) 침의 형태(지름, 길이, 생산회사 및 재질) : 1회용 마취침

3. 처치내용
a) 치료 횟수: 3회

b) 치료의 빈도와 시간 : once/10 days

4. 함께 처치한 내용

a) 침 군에 시행된 다른 중재의 세부내용(예. 뜸, 부항, 한약, 운동, 생활습관 조언) : Kinesitherapy
b) 시술자에 대한 지침과 환자에 대한 정보 및 설명을 포함하는 치료 환경(setting)과 상황(context) : 선정된 피험자에게 다음과 같은 설명
이 주어진다. “대상자분은 무작위로 두 가지 침술 중 한 가지 치료에 배정되실 겁니다. 두 가지 침술은 모두 기존의 연구 결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된 것입니다”

5. 시술자의 배경 a) 참여하는 침 시술자에 대한 서술(자격이나 전문단체 소속, 침 시술 햇수, 기타 관련 경험) : 모든 환자의 모든 시술은 동일한 시술자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침구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2년 이상의 도침 시술 경력을 가진 한의사

6. 대조군 처치 

a) 연구질문에 따른 대조군(control)이나 비교군(comparator)에 대한 논거와 대조군 선택을 정당화 시킬 수 있는 자료 : 난수 테이블 방법으
로 무작위 선택

b) 대조군이나 비교군에 대한 정확한 기술. 만약 거짓침이라든지, 다른 어떤 종류라도 침과 유사한 대조군을 사용한다면, 위에 나온 항목 
1-3과 같이 세부사항을 제시

1a) 치료법의 종류 : Physical therapy(electro device therapy, microwave device therapy)
1b) 치료에 변화를 허용한 정도 : 변화 없음, 표준화된 치료방법

2a) 일회 치료 시 환자 당 횟수(해당되는 경우 평균과 범위 명시) : 1회
2b) 사용한 부위(단측/양측 여부. 만약 표준 이름이 없다면 위치) : 요저부 양측 

2c) 시술방법 - 명시된 측정 단위, 또는 특정 조직수준에 근거하여 제시 : 
2d) 유발한 반응(예. 득기 또는 근육 연축반응) : 득기감

2e) 치료 자극의 형태(예. 수기침이나 전침) : 초음파 중간주파수
2f) 시술시간：15 min, 

2g) 치료법 형태(지름, 길이, 생산회사 및 재질) : 
3a) 치료 횟수: 30

3b) 치료 빈도와 시간: once/day

고    찰

    중국에서는 1960년대 초부터 매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점차 그 수를 늘려나갔다. 중국에서 발간된 가장 오래된 
매선 관련 연구 논문은 1959년 7월 흑룡강의학 저널의 文理眞 <皮
下埋針治療顔面神經痲痺>이 안면신경마비의 매선치료 효과를 게재
한 것으로 일반침과 매선침의 치료 효과를 비교 고찰하였다.34) 최
근 약 40년 전부터 연구가 활발하여 많은 침구학 교과서에 수록하
고 독립된 요법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최근 다양한 중의학 분야에
서 매선침의 논문 보고가 증가 추세에 있다35).
    국내에서 매선침에 관한 연구나 보고가 미미한 실정임에도 불
구하고 사용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35) 이에 따른 국내외 관련 
연구의 분석, 치료의 효율성 검증, 안전성 등의 분석 연구들이 필
요한 상황이다. 국내 연구에서 매선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한 논문
을 살펴보면 한방에서 사용하는 매선요법의 문헌적 연구 동향을 보
고한 연구 1편,35) 매선 비만의 중의 연구 최신 경향을 살펴본 연구 
1편,36) 매선요법의 국내 연구 동향을 살펴본 연구 2편37,38) 등이 검
색되었다.  결국 매선요법에 대한 국내 연구는 연구동향 등에 대한 
문헌고찰에 그치고 있는 수준이며, 임상연구는 보고된 바가 없다. 
본 연구는 향후 국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매선요법의 검증 및 활용
에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중국에서 최근 15년간 저널에 등록된 요통 관련 매선 임상연
구 논문을 검색해 선정된 21편 중 증례 연구가 4편, 비무작위 대조
군 임상연구가 16편, 무작위 대조군 임상연구가 1편으로 아직 요통 

매선 치료의 체계적 확립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연구
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보다 많은 RCT 연구가 필요한 것으
로 보인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0년대 초반에는 요통 매선치료 관련 논
문이 없어 아직 요통에 대한 임상시험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6년도의 non-randomized controlled trial 
논문 한 편을18) 시작으로 점차 논문의 개수가 증가하는 추이를 보
이며 2015년 한 해 동안에는 총 5편의 논문이 게재된 것으로 보아 
요통 매선 치료의 연구에 대한 관심이 켜지고 꾸준히 늘어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한국에 비해 중국에는 매우 많은 수의 의학저널들이 있으며 본 
조사에서도 21편의 논문 중 Journal of Clinical Acupuncture 
and Moxibustion (针灸临床杂志)과 Shanghai J Acu-mox (上海
针灸杂志)가 각각 세편씩으로 가장 많았고 Journal of Guangzhou 
University od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广州中医药大学学
报)과 China’s naturopathy (中国民间疗法) 저널이 그 뒤를 이어 
두 편씩 개재되었으며 나머지는 전부 다른 저널로 다양한 곳에서 
논문의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요통을 유발하는 대상 질병으로는 요추추간판 탈출증이 8개로 
가장 많았고 만성요통이 7개로 두 번째로 많았다. 그 밖에도 만성
허리근육손상, 제3요추횡돌증후군, 요추골증식, 요추관협착증의 다
양한 질병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각 논문의 실험 대상자 수를 살펴보면 100명 이상이 참여한 
논문이 5편이나 되었는데 그중 가장 많은 대상자 수는 177명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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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가장 적은 대상자의 수는 46명으로 대체적으로 국내 보다는 
많은 대상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대상자의 연령은 70세 이상 80세 미만을 포함하는 논문이 6편
으로 그 수가 가장 많았고 60대 이하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5편이
었다. 80세 이상의 고령층을 포함하는 논문도 2편 있었다. 질병 기
간은 전체 논문 중 7편의 논문만이 언급을 하였는데 급성요추추간
판 탈중증을 제외한 나머지 논문에서는 다양한 기간의 환자를 모집
하였는데 매선치료가 고령의 환자에게서도 치료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치료군을 설정할 때 9편의 논문이 일반적인 매선치료방법을 
선택하였고 6편은 일반 매선치료에 물리치료와 같은 치료를 병행하
여 사용하는 방식을 선택했으며 약실 매선으로 치료군을 설정한 뒤 
일반 매선을 사용한 대조군과 비교한 논문도 2편이 있었다. Zhang 
DP의 논문은20) 치료군을 한습형, 어혈형, 신허형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그룹에 따라 혈자리 일부를 다르게 하였다. 대조군은 전기
침 치료, 일반 침구치료, 매선치료 각각 4편과 그밖에 물리치료 및 
중약치료를 한 논문이 1편씩 있었고 두 가지 이상의 치료법을 사용
한 논문도 3편이 있었다. 현재 중국에서는 매선을 이용한 요통 치
료를 다양한 방식으로 임상에서 활용되는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
라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매선치료 방법은 주입기, 매선 종류, 주입된 매선량, 혈자리, 
마취 유무 등을 분석하였는데 특별히 정해진 기준 없이 각기 다른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혈자리는 주로 아시혈(阿是穴)과 허리 
부근의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 혹은 독맥(督脈)을 가장 선호하
였고 경외기혈의 협척(EX-B2), 요안혈(EX-B7)과 족소양담경(足少
陽膽經)의 환구(GB30), 양릉천(GB34)도 자주 쓰이는 혈자리 중 하
나였다. 하나의 혈자리만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는 없었고 2개 이상
의 여러 혈에 매선을 주입하였다. 중국에서는 보통 혈자리를 중의 
변증을 통해 결정하게 되는데 신허형(腎虛), 한습형(寒濕), 습열형
(濕熱)으로 증을 나누어 기재한 논문은 4편이었고 Zhang DP는20) 

치료군을 증에 따라 3개의 조로 나누어 보조 혈자리를 다르게 썼
다. 중의학에서 요통은 신허(腎虛)를 발병의 주요 요인이라 생각하
고, 외수풍한습사(外受風寒濕邪)가 경락을 막고 기혈의 운행이 원
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발병의 원인으로 꼽았다. 선천적 체질이 
허약하거나 오래된 질병 등으로 신정모상(腎精耗傷)이 되어 경맥에 
영향을 미치니 요통의 기본 병기(病机)는 신기휴허(腎氣虧虛), 경맥
조체(經脈阻滯)라 할 수 있어20,21), 방광경과 같은 보신(補腎)을 할 
수 있는 혈위를 자극하거나 허리 부위에 정체되었던 혈맥을 순환시
켜 허리의 기와 혈을 보충하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원리로 치료를 
하였다고 보인다. 
    매선의 종류는 가장 많이 쓰인 2-0호 외에도 다양하게 쓰였는
데 언급하지 않은 경우도 6편이나 되었다. 제조원을 밝힌 논문은 3
편밖에 되지 않았고 부분 마취에 대해서도 따로 기준이 없었다. 매
선치료의 기간과 빈도수 또한 논문별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자입 깊이 및 방향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논문은 각각 한편 뿐이었
으며, 대부분의 논문에서 침감이 느껴지면 주입기를 빼거나 피하조
직 아래 근육층까지 자입하는 것으로 서술하였다. 혈에 따라 주입
기의 종류와 매선의 주입 길이와 마취 유무가 달라질 수는 있으나 

기초 연구를 통해 매선 주입 길이와 치료기간 등에 대한 최적의 기
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부작용에 대해 기술한 논문은 1편28)으로, 훈침, 혈종, 감염, 알
레르기 반응의 4가지의 부작용에 대해 나타나는 증세들과 각각의 
치료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 시험 도중에 나타난 
부작용이 아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서술로 논문 내에서 
중도탈락자의 발생 원인은 전부 기타 약물복용 때문이었다. 치료 
과정에서 일어나게 되는 부작용을 상세히 관찰하고 원인을 분석하
여 기술함으로써 앞으로의 임상연구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평가도구로는 15편의 논문에서 The percentage of the 
patients' numbers in different symptoms grade(中醫病證診斷
治療效果標準)11)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국가중의약관리국(國家 中
醫藥管理局)에서 1994년 반포하고 19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 
진단표준으로서 중의내과 57개 병증의 병명, 진단, 증후, 치료효과
평가의 표준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유(全愈)는 
허리의 일반통과 압통이 사라지고 허리의 활동기능이 정상이며 하
지근력과 피부 감각, 건반사 등이 정상으로 회복되어 70°이상 다리
를 들어 올릴 수 있음이고, 현효(顯效)는 증상과 체증에서 명확한 
치료 효과가 나타나고 생활과 직업의 질의 향상되어 60°이상 70°이
하 다리를 들어 올릴 수 있음이며, 유효(有效)는 증세와 체증이 나
아졌으며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 10°~20°가량 다리를 들어 올
릴 수 있음이며, 무효(無效)는 증세와 체증에 변화가 없음으로 구분
하였다. 중국에서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관리를 위해 제정하였으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평가라기보다는 중
국 내에서만 활용되는 진단표준지침으로 중국에서만 사용하는 평가
도구로는 매선요법의 유효성을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도구를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치료군을 순수 매선치료 단독으로 설정한 논문은 7편으로 그
중 3편17,19,27)이 일반 침을 대조군으로 설정하여 두 효과를 비교하
였고, 전기침16)이나 일반 물리치료18), 중약복용25), 일반침과 뜸치료
의 혼합 형태 등22) 여러 가지 대조군을 설정하여 치료효과를 비교
하였다. 나머지 9편의 논문은 치료군을 매선을 비롯한 2가지 이상
의 치료를 병행하여 대조군과 비교하거나 약실을 사용한 매선과 일
반 매선 치료를 비교하였고23,26), 기타 형태로는 L2, L3, L4, L5와 
혈자리 BL24, BL25, BL26, BL28의 매선 주입 부위에 따른 치료 
효과를 비교하는 논문28)이 있었다. 중국에서는 매년 다양한 형태의 
요통관련 매선치료 연구 논문을 발표해 오고 있다. 매선치료의 효
과를 보다 명확하게 입증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여러 방법들을 사
용하는 것은 분명 의미가 있으며 매선 치료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
으로 사료된다.  
    중도탈락을 언급한 논문은 3편이었고19,31,33) 환자 동의서를 작
성한 논문은 1편33)이었으며 윤리적 승인을 받은 논문이 없었기에 
전체적인 실험의 질은 낮았다. 그리고 무작위 방법의 설명이나 맹
검을 실시한 논문도 없어 객관적 신뢰도는 더욱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임상 연구를 통하여 매선의 유효성 등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앞으로의 임상연구는 환자의 동의와 윤리 기구의 승인 하
에서 윤리적이고 안전하게 이루어져야만 하겠다. 그리고 매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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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 시술자에게 맹검을 반영하기에 기술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겠으나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맹검 방법에 대
한 더욱 많은 논의와 기술 발전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상으로 중국 내에서의 요통에 대한 매선요법 연구를 살펴봄
으로써 국내 매선요법의 임상 및 기초 연구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국내 요통 치료의 
효율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해외에 게재된 
중국 논문을 분석하지 못한 점과 검색어로 埋針, 穴位埋藏 및 요통
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질환에 대한 검색어가 추가되지 못한 점
은 한계라 볼 수 있다.

결    론

    중국 내에서의 요통 관련 매선 임상 연구 21편을 수집하고 연
구 방법과 연구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수집된 전체 논문은 총 21편으로 그중에서 증례보고가 4편, 비
무작위 대조군 임상연구가 16편, 무작위 대조군 임상연구 1편이었다.
    치료군으로 매선치료만 사용한 논문이 9편으로 가장 많았고, 
대조군은 전침과 일반침이 각각 4편이었으며 두 가지 이상의 치료
법을 사용한 논문도 3편이었다. 21편의 연구 모두 치료 전 혹은 대
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좋은 효과를 보고하였다.  
    혈자리는 주로 아시혈과 허리 부근의 족태양방광경 혹은 독맥
을 가장 선호하였고 2개 이상의 여러 혈에 매선을 주입하였다. 각 
연구마다 연구 대상, 연구 기간, 취혈 등이 다양하여 연구 디자인
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이상 중국 내에서 발표된 연구를 살펴본 결과 임상 시험의 설
계 및 평가 방법, 윤리적 문제 등에서 논문의 질적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국내에서 이를 바탕으로 발전시킨다면 요통
에 대한 매선 요법의 임상 시술과 연구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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