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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골 골절 환자에서 초음파 유도하 흉추 주위 공간(TPVS)
소염약침 치료를 시행한 한방치료군과 촉지하 소염약침 치료를
시행한 한방치료군의 통증 및 치료만족도 비교 연구: 후향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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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pain reduction and treatment satisfaction of patients with rib fracrture treated with Soyeom pharmacopuncture therapy
under ultrasonic guided - thoracic paravertebral space (TPVS), and also compare to
the patients with non-guided pharmacoacupuncture.
Methods We studied medical records of 6 patients hospitalized with rib fractures were
analyzed retrospectively at department of Korean Medicine Rehabilitation from March
1, 2019 to May 31, 2019, The 3 patients had performed the treatment of Soyeom pharmacopuncture therapy on TPVS under ultrasonic guidance with Korean Medicine
treatment (such as herbal medicine, acupuncture, moxabustion, etc) and the other 3
patients had performed the treatment of Soyeom pharmacopuncture therapy on TPVS
through non-guided. We used numeric rating scale to assess improvements in pain
and the five-point likert scale was used to assess treatment satisfaction. Statistical
analysis was carried out using the IBM SPSS Statistics 24 program.
Resul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pain reduction and treatment satisfaction of patients with rib fracrture treated with Soyeom pharmacopuncture therapy
under ultrasonic guided - TPVS, and also compare to the patients with non-guided
pharmacoacupuncture.
Conclusions After analyzing 6 studies, we could imply that the treatment of Soyeom
pharmacopuncture therapy on TPVS under ultrasonic guidance could be more effective on pain reduction and improvement of treatment satisfaction with rib fracture compared to those who were treated with non-guided pharmacoacupuncture. (J Korean
Med Rehabil 2019;29(3):103-112)
Key words Rib fractures, Ultrasound, Thoracic paravertebral space, Numeric rating
scale, Five point likert scale, Retrospective studies

www.e-jkmr.org

103

김연희⋅오태영⋅이은정⋅오민석

서론»»»

등7)은 퇴행성 슬관절염을 관절 초음파를 통해 평가하
였고, Hwang 등8)이 자궁후굴증의 변증 진단 연구에 초

최근 산업현장의 사고와 교통사고, 스포츠 활동으로

음파를 이용하였다. 이처럼 대부분 초음파를 진단에 이

인하여 둔상으로 인한 골절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

용한 연구결과가 발표된 상태이고 초음파 유도하 약침

1)

이다 . 그 중 늑골 골절은 흉부 외상에서 7-40% 정도를

치료 연구의 경우 Jeong 등5)이 회전근개 환자에게 초음

차지하며 직접적, 접촉적인 외상에 의해 발생하며 드물

파 유도하 봉약침 치료를 시행하여 유의한 효과를 얻어

2)

게는 감염, 암, 지속되는 기침에 의해 나타나기도 한다 .

1건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또한 현재 늑골 골절에

늑골 골절의 기본적인 증상으로는 골절 부위에 직접적

관련된 한의학적 연구로 Kim 등9)은 토종 홍화씨가 늑

으로 나타나는 심한 통증과 호흡 및 활동 시 악화되는

골 골절 생쥐에서 초기 골유합에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통증을 들 수 있으며, 염발음을 동반하기도 하고 늑골 사

Seo 등10)은 홍화씨 분말 및 분획들이 늑골 골절 이후

이의 건, 인대, 근육의 파열과 염좌를 동반하기도 한다.

골유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또한 늑간신경의 손상을 유발하여 지속적인 통증을 호

이에 저자는 흉통을 호소하는 늑골 골절 환자의 thora-

소하기도 하고 늑간신경의 압박으로 등에서부터 앞가

cic paravertebral space (TPVS)에 초음파 유도하 소염약

슴까지로 통증이 느껴진다. 또한 늑간 사이의 마비감,

침을 시행한 환자군이 촉지하 소염약침 치료를 시행한

2)

근위축 및 비감을 발생시킨다 . 늑골 골절이 가장 호발

환자군에 비하여 통증 감소 및 치료 만족도에서 유의미

하는 부위는 4-9번 늑골이며, 1-2번 늑골은 골절될 경우

한 결과를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대동맥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9-12번 늑골 골
절은 복부 장기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
한 치료가 꼭 이루어져야 한다1).
서양 의학에서는 늑골 골절이 발생한 환자에게 침상
안정 등의 보존적 처치를 시행하고 일반적으로 통증 조
절을 위한 약물치료, 마약성 진통 패치 및 주사제를 사
용한다. 최근에는 흉막강 내 진통제 투여, 늑간신경 차
1)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2019년 3월 1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대전대학

단술 및 경막 외 진통제 투여를 시행하고 있다 . 그 중

교 둔산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에 입원하여 늑골 골

흉추 주위 차단술(thoracic paravertebral block)은 경막

절을 진단받은 환자는 총 15명이었다. 그 중 통증 및 만

외 진통제 투여와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치료

족도 평가에 관한 진료 기록이 존재하는 환자는 초음파

3)

법으로 흉추 주위 공간(thoracic paravertebral space)이

유도하 TPVS에 소염약침 치료를 시행한 한방치료군

말초 신경계이기 때문에 경막 외 진통제 투여법과는 달

(Group A) 3명과 TPVS에 촉지를 통해 소염약침 치료

리 중추 신경계 시술에 따른 위험성을 낮춰준다. 또한

를 시행한 한방치료군(Group B) 3명이었다. 따라서 진료

늑간신경을 포함한 신경가지와 통증 조절에 영향을 미

기록이 존재하는 총 6명의 환자들의 의무기록을 후향

치는 교감신경절로 향하는 교통가지가 모여 있는 공간

적으로 분석하였다.

이기 때문에 이곳을 치료하게 되면 늑골 골절로 나타나
3)

본 연구는 환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대전대학교

는 전반적인 통증 및 늑간신경통을 조절할 수 있다 .

둔산한방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초음파는 비침습적이고 안전하게 환자의 병소를 파

Board)에서 연구승인(DJDSKH-19-E-09-1)을 얻은 후 진

악할 수 있으며 높은 민감도와 특이도를 가지고 있기

행하였다.

4)

때문에 초음파를 이용하여 약침시술을 할 경우 해당
병소의 크기와 깊이 등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면서 정확
한 깊이에 약침 주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5). 현재

2. 연구방법

한의학계에서 초음파 관련 연구로는 Lee 등6)이 寸關尺

본 연구는 후향적 연구로 늑골 골절을 진단받은 환자

위치별 혈관을 초음파 분석을 통해 연구하였으며, Lee

의 의무기록을 분석하였다. 초음파 유도하 TPVS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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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약침 치료를 시행한 한방치료군과 촉지하 TPVS에 소
염약침 치료를 시행한 한방치료군으로 분류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1) 수집한 자료 항목

1) 약침 치료
(1) 초음파 유도하 소염약침 치료

환자에게 시술하기 전 소염약침의 치료에 대하여 충분
히 설명한 후 시행하였다. 소염약침(2 mL, 대한약침제형

(1) 연령 및 성별

연구회, Wonju, Korea), 일회용주사기(1 mL, 26 G×13 mm

(2) 치료 기간 및 치료 내역

syringe; Becton, Dickinson and Company, Seoul, Korea),

(3) Group A, Group B에서 입퇴원 시 numeric rating

멸균용주사침(30 G×39 mm; Sungshim Medical Co, Ltd.,

scale (NRS)의 변화 값
(4) Group A, Group B에서 퇴원 시 치료 만족도
(five-point likert scale) 값

Bucheon, Korea), 알콜솜을 준비한 후 환자에게 복와위
자세를 취하도록 하였다. TPVS를 초음파로 확인하기
위해 환자의 늑골 골절 부위에 해당하는 흉추부에서 탐
촉자를 종축으로 한 후 정중앙선에 위치한 극돌기를 확

3. 치료 내용

인한 다음 탐촉자를 서서히 외측으로 이동하였다. 탐촉
자를 외측으로 이동하다보면 둥근 마름모 형태를 띈 고

의무기록을 분석한 6명의 환자들은 공통적으로 침치

에코성 구조물이 관찰되는데 이는 횡돌기에 해당한다.

료, 뜸치료, 한약치료, 물리치료를 처방받았으며 이를 통

횡돌기 사이 하부에서 움직이는 흐릿한 고에코성 선인

칭하여 한방치료라고 칭하였다. 이 중 3명의 환자(Group

벽측 늑막과 상부 늑횡돌 인대 사이에 흉추 주위 공간

A)에게는 초음파 유도하 소염약침을 TPVS에 자입하였

(TPVS)이 존재하며 이를 탐촉자로 확인하였다(Fig. 1).

고, 다른 3명(Group B)의 환자에게는 촉지하에 소염약

이후 일회용 주사기에 멸균 주사침을 장착한 이후 길이

침을 TPVS에 자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4 cm의 주사바늘을 이용하여 시술 부위에 1 cc의 소염약

다음과 같다.

침을 주입하였다. 시술은 입원 기간 중 1회 실시하였다.
시술자는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1년 이상의 임상 경
험이 있는 한의사로 한정하였다(Fig. 2).

Fig. 1. TPVS in a Group A patient induced by ultrasonic waves. TPVS: thoracic paravertebral space.
www.e-jkm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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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pplication of sonography guided Soyeom pharmacopuncture.

(2) 촉지하 소염약침 치료

환자에게 시술하기 전 소염약침의 치료에 대하여 충
분히 설명한 후 시술을 시행하였다. 소염약침(2 mL; 대

경험이 있는 한의사로 한정하여 시술하였다.

3) 한약치료

한약침제형연구회), 일회용주사기(1 mL, 26 G×13 mm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변증시치하였으며 경구로 1일 3회

syringe; Becton, Dickinson and Company), 멸균용주사

2첩 3팩(100 cc/팩), 식후 30분을 기준으로 복용하였다.

침(30 G×39 mm; Sungshim Medical Co, Ltd.), 알콜솜을
준비한 후 환자에게 복와위 자세를 취하도록 하였다.
늑골 골절 부위에 해당하는 흉추의 극돌기를 촉지한 후

4) 물리치료
공통적으로 늑골의 통처 부위에 심층열치료(ultrasound)

서서히 외측으로 이동하여 횡돌기를 촉지하였으며 이

를 시행하였으며 이외 환자의 통처 부위에 경근중주파

는 극돌기 兩傍 1寸에 위치한 협척혈로 보고 이후 일회

요법(interference current therapy)를 처방하였다. 또한 腰

용 주사기에 멸균 주사침을 장착한 후 길이 4 cm의 주

背膀胱經에 건식 부항(negative)를 시행하였다. 물리치

사바늘을 이용하여 시술 부위에 1 cc의 소염약침을 주

료는 1일 1회 시행하도록 하였다.

입하였다. 시술은 입원 기간 중 1회 실시하였다. 시술자
는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1년 이상의 임상 경험이 있
는 한의사로 한정하였다.

2) 침치료

4. 평가방법
1) 통증 평가 도구: NRS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 통증의 정도를 객관화하기 위

침치료는 하루 2회 시행하였으며 1회용 stainless steel

하여 통증의 정도를 0-10사이의 숫자로 말하게 하는 방

0.25×4 mm의 멸균용 호침을 사용하였다. 유침 시간은

법으로 점수에 따라 경도(1-4점), 중등도(5-6점), 고도

15분으로 설정하였으며 통증 부위의 늑간근에 직접 자

(7-10점)로 구분하였다. 매 측정 시에 통증의 강도를 숫

침하거나 ≪침구의학≫을 토대로 支溝, 天井, 大陵, 期

자로 표현하도록 하였으며 담당 한의사가 입원 시와 퇴

門, 三里, 章門, 坵墟, 陽輔, 行間 등에 원위취혈11) 하였

원 시 뿐 아니라 매일 오전 7시 환자가 수면을 취하고 난

다. 침치료는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1년 이상의 임상

후 환자가 자각하는 통증을 평가하여 기록한 것 중 입원

106 J Korean Med Rehabil 2019;29(3):103-112.

늑골 골절 환자에서 초음파 유도하 흉추 주위 공간 소염약침 치료를 시행한 군의 통증 및 치료만족도 연구

시와 퇴원 시 NRS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2) 치료 만족도 평가 도구: 리커트 척도(Five point likert scale)
Group A, Group B에서 각각 초음파 유도하 소염약침

남성 2명, 여성 1명이었다. Group A의 연령 중앙값은
67세, Group B는 58세로 각 군간 중앙값의 차는 유의하
지 않았다(p=0.513)(Table I).

2) 입원 시 Group A, Group B의 NRS 평균값

을 시술받은 후와 촉지하 소염약침을 시술받은 후의 치료

입원 당시 Group A의 NRS의 중앙값은 6이었으며

만족도를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기록하였다. 설문은

Group B 또한 6으로 동일했다. 각 군간 중앙값의 차는

퇴원 시에 시행하여 기록한 것을 수집하였다.

유의하지 않았다(p=0.822)(Table I).

3) 입원 기간

5. 통계분석

입원 기간의 경우 Group A의 중앙값은 10일, Group

IBM SPSS Statistics 24 program (IBM Co., Armonk,
NY, USA)을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시행하였다. Group
A와 Group B에 속한 환자들의 연령 및 입원기간과 입
원 시와 퇴원 시의 NRS, five-point likert scale의 수치를

B는 9일로 각 군간 중앙값의 차는 유의하지 않았다(p=
0.658)(Table I).

4) 한약 치료 내역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각 데이터의 정규성 검정을 수행

환자에 따라 변증시치하여 각기 다른 한약이 처방되

하기 위해 Shapiro-wilk 통계량을 사용하였다. 비모수적

었으며 Group A는 當歸鬚散加味가 2명, 小陷胸湯이 1

방법을 중심으로 사용하였으며 군 간 비교는 Mann-

명에게 처방되었다. Group B는 當歸鬚散加味가 2명, 柴

Whitney 순위합 검정, 군 내 비교는 Wilcoxon rank sum

胡加芒硝湯이 1명에게 처방되어 當歸鬚散加味가 총 환

test 혹은 paired t-test를 사용하였다.

자의 약 66.7%에서 처방되었다.

데이터의 값은 median (1/4 quartile value, 3/4 quartile
value) 형식으로 표기하였고, 통계적 유의 수준을 0.05
로 설정하였다. P-value가 0.05 미만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2. 치료에 따른 통증 평가
1) 치료에 따른 NRS 점수 변화
NRS의 변화량을 살펴보면, Group A는 입원 시 NRS
의 중앙값이 6에서 퇴원 시 1로 중앙값 5점이 유의하게

결과»»»

감소하였다(p=0.034). Group B의 경우에는 입원 시

1. 일반적 특성

하였다. 각 군의 변화량을 비교하였을 때 Group A의 변

NRS의 중앙값이 6에서 퇴원 시 5로 중앙값 1점이 감소
화량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

1) 성별 및 연령

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p=0.046)(Table II).

Group A에서는 여성이 3명이었고, Group B에서는
Table I. Baseline Characteristics of Patients
Age

Adm_NRS

Adm_Days

Group A (n=3)

67 (64.00, 69.00)

6 (4.00, 7.00)

10 (8.00, 18.00)

Group B (n=3)

58 (30.00, 71.00)

6 (5.00, 7.00)

9 (7.00, 18.00)

0.513

0.822

0.658

p-value

Values are median (1/4 quartile value, 3/4 quartile value).
Adm: Admission, NRS: numeric rating scale.
p-value was evaluated by Mann-Whitney rank sum test.
www.e-jkm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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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I. The Changes of NRS between before and after Treating Ultrasound Guided Soyeom Pharmacopuncture Therapy and
between before and after Non-guided Soyeom Pharmacopuncture Therapy
NRS

N

Before*

After†

Change

p-value‡

Group A

3

6 (4.00, 7.00)

1 (1, 1)

5 (3.00, 6.00)

0.034

Group B

3

6 (5.00, 7.00)

5 (3.00, 6.00)

2 (0.00, 2.00)

0.184

p-value§
0.046

Values are median (1/4 quartile value, 3/4 quartile value).
NRS: numeric rating scale.
*
Group A: before treating ultrasound guided Soyeom pharmacopuncture therapy, Group B: before treating non-guided Soyeom
pharmacopuncture therapy. †Group A: after treating ultrasound guided Soyeom pharmacopuncture therapy, Group B: after treating
treating non-guided Soyeom pharmacopuncture therapy. ‡p-value for comparison within the Group. §p-value for comparison
between Group A and Group B values are median (1/4 quartile value, 3/4 quartile value)

2) 치료에 따른 치료 만족도 평가
Five point likert scale을 사용하여 환자들에게 각 치료
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을 때 Group A에서는 4.67±
0.58점을, Group B에서는 3.00±0.00점을 기록하여 초음
파 유도하 소염약침을 시술받은 군에서 더 높은 치료 만
족도를 볼 수 있었다.

조절을 위한 진통제 투여가 가장 흔한 치료 방법이다1).
그 외에는 국소 마취제를 사용하여 늑간신경을 마취하
거나, 늑간신경을 국소적으로 냉동차단하는 요법, 경막
외 신경차단술 등을 들 수 있다2). 한의학적 치료 방법
으로는 기본적으로 보존적 치료를 유지하면서 통처 부
위에 침치료, 뜸치료, 약침치료, 물리치료 등을 시행하
며 환자에 따라 변증하여 한약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서양의학적 치료 방법 중 흉추 주위 차단술(thoracic

고찰»»»
현대 사회에서는 교통사고 및 산업현장의 사고, 스포
츠 활동 등의 증가로 인하여 골절 환자가 증가하고 있
는 추세이다. 그 중 늑골 골절은 흉부 외상의 7-40%를
차지할 정도로 흔한 손상이다1). 그러나 일반 X-ray 촬
영 검사에서 모든 늑골 골절을 진단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발생 빈도는 훨씬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12). 65세
이상의 고령 환자에서는 젊은 층에 비해 늑골 골절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데 이 과정에서 노화로 인해 폐기능
이 감소하여 호흡기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로 인
해 경한 손상에도 불구하고 늑골 골절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편이다13). 또한 늑골 골절 이후 발생하는 증상으로
는 골절 부위의 직접적 통증과 이로 인한 호흡과 활동의
제한, 염발음, 늑골 사이의 건, 인대, 근육 파열을 들 수
있다. 심한 경우 이로 인하여 늑간신경의 손상을 발생시
켜 늑간의 신경이 압박되면서 등에서 앞가슴까지 관통
하는 듯한 통증을 느끼며 마비감과 심한 경우 근위축을
가져올 수도 있다2).
늑골 골절의 서양의학적 치료 방법으로는 대부분 침
상 안정 등의 보존적 치료를 가장 많이 시행하며 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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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vertebral block)은 흉추 주위 공간(TPVS)을 차단하
여 경막외 신경차단술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술기이다.
TPVS는 통증을 조절하는 교통가지(rami communicantes)
와 늑간신경이 있는 공간으로 이곳을 차단하면 전반적
인 통증 조절 효과를 얻을 수 있다2). 흉추 주위 차단술은
임상적으로 흉추부 통증, 대상포진 후 신경통, 늑골부
통증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14). 한의학적으로
화타협척혈은 ≪中國鍼灸學≫에서 ‘경외기혈로 T1에
서 L5의 脊中線 兩傍 1寸에 위치’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그 중 T1-T9의 협척혈은 흉강 질환을 치료하는 데 사용
된다고 알려져 있다15). 또한 협척혈은 신경계, 운동계,
오장육부질환, 비뇨기계 등을 치료하는데 사용되었으
며16), Nam 등17)은 척수 손상 환자에게 협척혈을 치료하
여 유의한 결과를 얻었음을 보고하였으며, Yang 등18)의
연구에서 협척혈은 신경 손상을 회복하는데에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협척혈의 위치를 해부학적으로 살펴
보면 추간공에서 신경근이 나오는 공간이며 후방으로
는 횡돌기, 내측으로는 추체, 추간판 등의 흉추구조물,
전방은 벽측 늑막으로 구성되어 늑골사이 공간과 만나
게 되는 흉추 주위 공간(TPVS)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초음파를 이용하여 검사를 하는 것은 시술자의 숙련
도에 따라 그 효과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신속하고

늑골 골절 환자에서 초음파 유도하 흉추 주위 공간 소염약침 치료를 시행한 군의 통증 및 치료만족도 연구

비침습적인 검사가 가능하며, 금속물을 삽입한 환자에

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정도를 1-5

게도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타 검사에 비해 검사 비용

점까지의 점수로 부여하여 이에 따른 점수로 응답자의

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는

만족도를 측정하여 기록하였다. 각각의 점수는 5 (매우

19,20)

서양의학에서는 늑골 골절 환자의 협륵통에 초

그렇다), 4 (그렇다), 3 (보통이다), 2 (그렇지 않다), 1

음파를 사용하여 TPVS 공간에 리도카인 등을 혼합한

(전혀 그렇지 않다)로 기록하였으며 이는 설문에 대해

약물을 주입하여 TPVS를 차단하는 방식의 치료법을

상대적인 강도를 결정하였다28).

데

사용하고 있다. 이는 경막 외 마취와 비슷한 효과를 기

환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한 결과 Group A는

대할 수 있지만 간헐적으로 저혈압, 구토, 폐합병증 등

여성이 3명, Group B는 여성 1명, 남성 2명으로 여성이

21,22)

의 발생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

더 많았다. 환자들의 연령 중앙값은 Group A가 67세이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9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고 Group B는 58세로 연령 중앙값의 차가 통계적으로

늑골 골절을 진단받은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한방

유의하지 않아 각 군의 환자들의 연령이 비슷한 것으로

재활의학과에 입원한 환자 중 소염약침이 外傷, 勞像,

나타났다.

瘀血 등에 치료 효과가 있으며 근골격계 통증 등을 치
23)

입원 시 NRS의 경우 Group A는 중앙값이 6이었으며

유의한 효과가 있고, 외상을 입은 후 초기

Group B 또한 6으로 두 군 간 중앙값의 차이는 통계적

염증기 통증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로 보아 입원 당시 Group A와

료하는데

24)

연구 결과 를 바탕으로 소염약침을 이용하여 초음파

Group B의 NRS 중앙값이 큰 차이가 없었으며 비슷한

유도하에 TPVS에 약침시술을 시행한 환자와 초음파를

수준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를 시

사용하지 않고 촉지하에 TPVS에 약침시술을 시행한

작했다고 할 수 있다.

환자들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총 15명

입원 기간을 살펴보면 Group A의 중앙값은 10일,

의 늑골 골절 환자 중 초음파 유도하에 TPVS에 약침을

Group B는 9일로 각 군간 입원 일수의 차는 유의하지

시술한 환자 3명, 촉지하에 TPVS에 약침을 시술한 환

않아 두 군 모두 비슷한 기간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다

자 3명을 대상으로 총 6명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

고 볼 수 있다.

석하였다.

한약 치료의 경우 환자에 따라 각기 다른 한약이 처방

각 군의 치료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Group A와 Group

되었는데, Group A는 當歸鬚散加味가 2명, 小陷胸湯이

B의 NRS와 five-point likert scale을 이용하여 통증 및

1명에게 처방되었고, Group B는 當歸鬚散加味가 2명,

치료 만족도에 대한 기록을 조사하였다. NRS는 환자가

柴胡加芒硝湯이 1명에게 처방되어 골절 초기 골유합을

느끼는 주관적인 통증의 정도를 객관화하기 위하여 사

촉진시키는 當歸鬚散加味29)가 총 환자의 약 66.7%에게

용하는 통증 평가도구로서25) 숫자 개념을 이해하고 의

처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사소통이 가능한 12세 이상의 환자에게 사용하는 방법
26)

치료에 따른 통증의 변화량을 보면, Group A는 중앙

이다 . 환자가 겪는 통증의 가장 심한 상태를 10으로

값 5점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Group B는 2점이 감소

설정하고 통증이 전혀 없는 상태를 0점으로 설정하여 환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각 군을 비교하였을 때 Group A

자 스스로 11－point로 구성된 눈금에 표시하도록 하였

의 입원 시와 퇴원 시의 NRS 변화량이 Group B에 비해

다. NRS는 입원 시와 퇴원 시, 그리고 환자가 치료를 받

더 큰 폭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음으로 보아 초음파 유

은 후 가장 안정된 상태인 매일 오전 7시에 측정하였다.

도하에 TPVS에 소염약침을 주입하는 치료가 늑골 골절

치료 만족도 평가를 위하여 five-point likert scale을

이후 협륵통을 호소하는 환자의 통증을 감소시키는 데에

사용하였는데 이는 5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문 조
27)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었다.

사에 다용되는 심리 검사 응답 척도이다 . Group A의

퇴원 시에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치료 만족도

경우 ‘초음파 유도하 소염약침 시술을 받은 후 치료 결

평가는 Group A의 경우 ‘초음파 유도하 소염약침 시술

과에 만족하십니까’, Group B의 경우 ‘촉지하 소염약침

을 받은 후 치료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Group B의 경우

시술을 받은 후 치료 결과에 만족하십니까’라는 서술문

‘촉지하 소염약침 시술을 받은 후 치료 결과에 만족하
www.e-jkmr.org

109

김연희⋅오태영⋅이은정⋅오민석

십니까’라는 설문으로 진행하였다. 5점(매우 만족)부터

al 연구를 진행한다면 이에 대한 효과를 좀 더 명확하게

1점(매우 불만족) 중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Group A에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보인다. 또한 한방병원에 내원

서는 4.67±0.58점을, Group B에서는 3.00±0.00점을 기

하는 늑골 골절 환자에게 초음파를 사용하여 TPVS에

록하여 Group A의 치료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

소염약침을 시술할 경우 보다 안전하고 정확하게 치료

났다.

를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본 연구는 환자들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한

했다고 생각된다.

연구로 초음파 유도하 소염약침 치료가 늑골 골절 이후

이를 종합하였을 때 초음파 유도하 TPVS에 소염약침

발생한 통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나타

치료를 받은 늑골 골절 환자에게서 통증의 감소가 유의

내었다. 초음파를 이용하여 약침 치료를 시행할 경우

하게 발생하였으며 치료 만족도 또한 촉지하 TPVS에

병소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병소의 위치, 크기

소염약침 치료를 받은 환자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었

등을 시각적으로 확인한 후 정확하게 약침 주입이 가능

다. 향후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가 진행

30)

하기 때문에

늑골 골절이 발생한 이후 통증을 호소하

는 환자에게 초음파 유도하 소염약침을 TPVS에 주입

된다면 초음파를 이용한 약침 치료의 활용 방안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였을 때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초음파 유도하 흉추 주위 차단술은 촉지에 의존하여
시술할 때보다 기흉 등의 합병증 발생이 적었고31,32) 늑
골 골절로 인한 만성 통증에 효과적으로 시술할 수 있

결론»»»

는 방법으로 안전성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에 2019년

또한 TPVS는 근위부와 원위부가 위, 아래로 서로 연결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입원하여 늑골 골절을 진단받

되어 있으며 모든 신경들이 모여 있고 자율신경계까지

은 환자 중 초음파 유도하 소염약침 치료를 받은 Group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물이 투여되면 흡수가 빠르

A (3명)와 촉지하 소염약침 치료를 받은 Group B (3명)

3)

고 작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 이는 향후 소염약

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침을 TPVS에 주입할 때 초음파를 유도하여 시술한다

각 군의 입원 시 와 퇴원 시의 통증과 그 변화량을 비교

면 안전성을 기반으로 하여 부작용은 낮추고 환자들에

하였으며 치료 만족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초음 파

게 치료 만족도를 높이면서 통증을 제어하는 치료를 가

유도하 TPVS에 소염약침 치료를 시행하였을 때 환자

능하게 할 것으로 생각된다.

들의 통증 감소 및 치료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

본 연구에는 제한점이 존재하는데, 환자들의 의무기

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향후 한의학에서 초음파

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환자의 수가 적고

유도하 약침 치료 연구에 초석이 될 수 있는 연구라 생

대상 환자들이 초음파 유도하 혹은 촉지하 소염약침 시

각한다.

술 이외에도 일반 침치료, 뜸, 한약, 물리치료 등으로
구성된 한방복합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해당 치료 단독
의 유효성을 파악하기가 힘들었다. 또한 TPVS에 약침
치료를 시행한 횟수가 1회로 한정되어 약침 치료의 유
효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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