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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evidence of the effectivness of
herbal medicine for frozen shoulder.
Methods 2 Korean medical on-line databases (Oriental Medicine Advanced Searching
Integrated System, Korean Traditional Knowledge), and 3 foreign databases (Pubmed,
Cochrane library, China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 were searched to find articles concerning herbal medicine for frozen shoulder. We selected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RCTs). Several repeated articles and those not relevant to the topic were
excluded, as well as review articles and commentaries. The methodological quality of
RCTs were evaluated using the Cochrane risk of bias tool and meta-analyes were
perfomed.
Results Total 474 studies were founded and 22 RCTs were selected for systematic
review. Efficiency rate was used as the primary evaluation method. Almost studies reported that herbal medicine has significant effect on pain reduction, increasing
shoulder function on frozen shoulder. 3 studies comparing herbal medicine and chuna
with chuna and 3 studies comparing herbal medicine with ibuprofen were included in
the meta-analysis. At herbal medicine and chuna with chuna meta-analysis, it showed
positive results of herbal medicine for efficiency rate (risk ratio: 1.18, 95% confidence
interval: 1.09-1.27, p<0.0001). At herbal medicine with ibuprofen medta-analysis, it
showed positive results of herbal medicine for efficiency rate (risk ratio: 1.15, 95% confidence interval: 1.05-1.27, p=0.003).
Conclusions The studies showed that herbal medicine can significantly effective on
frozen shoulder. However, the risk of bias in RCTs were evaluated as uncertain. In the
future, further well-designed RCTs are needed to prove the effectiveness of herbal
medicine for frozen shoulder and reduce the risk of bias. (J Korean Med Rehabil
2019;29(3):15-33)
Key words Herbal medicine, Frozen shoulder, Korean medicine, Systematic review,
Meta-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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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연구 방법»»»

동결견(frozen shoulder)은 견관절의 근골격계 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으로 50세 전후에 많이 발병한다고 하여
오십견으로 불리며 유착성 관절낭염(adhesive capsu1)

1. 자료 선정 및 배제 기준
체계적 문헌고찰을 위해 participants, intervention, com-

litis), 관절낭주위염(periarthritis)으로도 명명된다 . 동결

parison, outcome, study design (PICO-SD) 형식에 따라

견의 일반적인 증상은 견관절의 통증 및 능동적⋅수동

핵심질문을 구성하고 이에 따라 이루어졌다.

적 운동범위의 제한으로 인한 활동장애가 있으며 수 개
월간 점진적으로 나타난다2).
동결견 치료의 궁극적 목표는 통증을 경감시키고 관
3)

1) 연구 대상(participants)
임상 소견 및 방사선 검사 등으로 의사에게 동결견을

절의 가동범위를 증가시켜 견관절의 기능회복에 있다 .

진단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연령, 성별,

약물 복용의 경우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통증

이환기간 등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회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치지 못하며 주사 치료의 경우 질병 초기 단계의 염증

2) 중재 방법(interventions)

반응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장기간 관찰 시 유의한 차

‘한약(herbal medicine)’이며 한약을 이용한 훈증치료

이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선적 치료로 권고되

및 외용 치료는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한약을 전탕해 경

는 방법은 심한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

구복용 한 연구만 포함하였다. 한약 복용과 기타 치료방

진적인 스트레칭을 하면서 자가운동을 포함하여 수동

법(침구, 양약 복용 등)을 병행한 연구도 포함하였으나

4)

적으로 관절을 가동시키는 보존적 치료이다 .
동결견은 한의학적으로 肩臂痛, 肩痺, 凝結肩, 漏肩
風, 肩凝證 등으로 불리고 痺證의 범주에 포함되며 원
인으로는 風, 寒, 濕 등의 외사가 경락에 응결되어 나타
나는 外因, 氣血虛衰, 血脈凝滯, 痰飮 등의 內因, 외상에
의한 타박 등의 不內外因이 있다. 한의학 치료로 침구
치료가 다용되며 肩髃, 肩髎, 天宗에 자침 후 여러 방향
으로 透刺하며 陽陵泉, 陰陵泉에 자침하여 견관절 운동
을 시키는 방법이 있다. 그 외에 이침, 약침, 전침, 부항
요법 등이 있다3). 현재 연구된 바로 침구치료5), 약침치
6)

7)

8)

9)

대조군도 동일한 기타 치료를 받아 한약 복용으로 인한
결과임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로 제한하였다. 투약 기
간,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3) 비교 중재(comparisons)
한약 복용과 다른 치료를 비교한 연구를 모두 포함하
였다.

4) 중재 결과(outcomes)
통증, range of motion (ROM), 임상적 평가도구 등 사

료 , 화침치료 , 전침치료 , 침도치료 등이 임상적 연

용된 척도의 제한 없이 치료 후 견관절의 상태에 대해

구를 통해 기능 회복에 유의한 효과가 있음이 밝혀지고

점수화가 가능한 객관적 평가 중 하나 이상의 측정값을

있다.

설정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에서 한의학적 비약물 치료가 효과
가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국내외 발표된 논문 중 약물 복

5) 연구 설계(study desings)

용의 치료 효과를 주제로 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무작위 배정 대조군 임상연구(randomized controlled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약 치료 효과의 객관적인 근거를

trial, RCT)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증례 보고, 종설, 조사

알아보기 위해 동결견의 한약 치료 효과에 대한 체계적

연구 등은 제외하였다.

문헌고찰 및 문헌고찰을 시행하였으며 의미있는 결과
를 도출하여 분석결과를 보고하는 바이다.

2. 자료 검색
자료 검색은 2018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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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였고 2018년 9월까지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된 논
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언어는 국문, 영어, 중국어로

5. 비뚤림 위험 평가
논문의 질 평가는 NECA10)의 지침에 따라 무작위배

제한하였다.
국내 자료 검색 데이터베이스로 Oriental Medicine A

정 비교임상시험(RCT)는 Cochrane의 risk of bias (RoB)

dvanced Searching Integrated System (OASIS) (http://oa

도구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무작위 배정 순서의 생성,

sis.kiom.re.kr), 한국전통지식포탈(httpL//www.koreantk.c

배정 순서의 은폐, 연구 대상자 및 연구자에 대한 눈가

om)을 선정하였고, 국외 자료 검색 데이터베이스로 P

림, 결과 평가에 대한 눈가림, 불충분한 결과 자료, 선

ubMed(http://www.ncbi.nlm.nih.gov/pubmed),

Cochrane

택적 보고, 기타 비뚤림 위험의 7가지 문항에 대해 문헌

Library (http://www.thecochranelibrary.com), China Nationa

의 내용에 따라 비뚤림 위험 높음, 낮음, 불확실함으로

l Knowledge Infrastructure (CNKI) (http://www.cnki.net)

답하였다. 해석에서 발생하는 연구자 간의 견해 차이를

을 활용하였다.

줄이기 위해 한국어로 번역된 도구를 선택하였다. 모든

검색어는 Pubmed, Cochrane Library, CNKI 등 외국

항목의 평가는 본문에 내용이 명시된 경우만을 인정하

데이터베이스에서 동결견을 뜻하는 ‘Frozen Shoulder,

였다. 두 독립된 연구자의 의견이 불일치한 경우 충분

Periarthritis, Adhesive Capsulitis’와 한약을 의미하는 ‘Herb,

한 논의를 거친 후 결론을 도출하거나 제 3자의 개입을

Herbal medicine, Decoction, Chinese medicine, TCM

통해 해결하였다.

medicine, Chinese drug’을 조합하여 검색하고 자료를
추출하였다. 국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오십견 OR 동
결견 OR 유착성 관절낭염 OR 견관절 주위염’을 검색한
뒤 ‘한약’을 검색하여 조합하였다.

6. 메타 분석 방법
메타 분석은 코크란 연합(Cochrane collaboration)의
Review Manager (RevMan) 5.3 (The Nordic Cochrane

3. 문헌 선택

Centre, The Cochrane Collaboration, Copenhagen, Denmark)
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통계학적 이질성은 Higgin의 I2

독립된 두 명의 연구자가 선정, 배제 기준에 따라 1차

통계를 이용하여 동질성 검정을 하였고 두 번의 메타분

배제를 시행하였다.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논문의 경우

석 모두 각각의 연구가 동질하다고 판단되어 고정 효과

제외하였고 논문의 제목이나 초록만으로 정보가 확실

모형(fixed-effect model)을 이용하여 메타분석을 수행하

하지 않은 경우 우선 선택하고 이후 원문 확인 작업을

였고, 이분형 자료로 상대위험도(risk ratio, RR)와 95%

거쳤다. 1차 배제 후 선정된 논문은 원문 확인 작업 후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CI)를 사용하였다.

동일 선정, 배제 기준으로 2차 배제를 시행하였다. 독립

본 연구에 포함되었던 총 22편11-32)의 논문 중 치료

적인 두 명의 연구자 간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해당 연

중재와 평가도구 등 연구디자인이 같은 논문을 선정하

구를 함께 검토하며 합의점을 찾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였다. 그 결과 한약과 침 병행 치료와 한약과 도침 병행

않는 경우 제3의 다른 연구자 개입을 통해 해결하였다.

치료로 치료 중재가 다른 논문 2편21,30), 한약과 침치료
의 효과를 비교한 논문과 한약과 침과 뜸 병행치료 효

4. 자료 추출

과를 비교해 치료 중재가 다른 논문 2편12,18) 등을 제외
하고 한약 및 추나 병용치료 중재군과 추나 단독치료

최종선정된 자료의 전문을 확인한 뒤 정보를 추출하

대조군이 같은 논문 3편15,16,24), 한약 단독치료 중재군과

였다. 추출 항목은 연구정보(연구 번호, 저자, 출판년도),

양방 소염진통제 복용 대조군이 같은 논문 3편19,23,25)으

연구 대상(총 참여 대상 수), 중재(중재 방법, 참여 집단

로 총 6편을 각각 메타 분석하였다. 평가도구는 두 그룹

수), 비교 중재(비교 중재 집단 수, 비교 중재 방법), 결과

모두 유효율(efficiency rate)을 사용하였다. 유효율이란

(평가 지표, p값), 부작용 보고 여부 등으로 설정하고 요

환자의 치료 전후 동통, 견관절 가동 범위, 자각 증상의

약하여 표로 정리하였다.

호전 여부를 기준으로 痊愈, 有效, 無效 등으로 나누어
www.e-jkm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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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원문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22편11-32)의 논문을

평가한 척도이다.

선정하였다(Fig. 1).

결과»»»

2. 자료 분석
1) 문헌 정보 및 연구 대상 분석

1. 연구 선택

총 22편의 논문 모두 2005년 이후에 게재되었으며 2005

Pubmed에서 48편, Cochrane Library 26편, CNKI에서

년 1편22), 2006년 1편24), 2008년 1편21), 2010년 3편25,27,31),

399편 등 국외 데이터베이스에서 총 474편이 검색되었

2012년 1편20), 2013년 4편17,23,30,32), 2014년 2편19,26), 2015

고 OASIS, 한국전통지식포털 등 국내 데이터베이스 검

년 1편14), 2016년 2편15,16), 2017년 3편11,13,18), 2018년 3

색 결과는 전무했다. 총 474편의 논문 중 중복 논문을

편12,28,29)이 게재되었다. 탈락자를 제외한 총 연구 참여

제외한 284편을 1차 선별하였다. 284편의 논문을 대상

자 수는 3,507명으로 중재군 1,738명, 대조군 1,769명이

으로 자료 선정 및 제외기준에 따라 두 명의 연구자가

었으며 연구 대상자 수가 50명 미만인 연구가 3편12,26,27),

제목과 초록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연구 논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연구가 9편17,19-21,23-25,29,32), 100

문이 아닌 출판물 19편, 임상 논문이 아닌 연구 6편, 연

명 이상 200명 미만인 연구가 7편14-16,18,22,30,31), 200명 이

구 대상이 동결견이 아닌 연구 35편, 중재 방법이 한약

상인 연구가 3편11,13,28)이었다. 22편의 논문 모두 대상자

의 경구복용이 아닌 연구 69편, RCT 연구가 아닌 논문

의 연령 및 성별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탈락자가 발생한

121편, 전문을 구할 수 없는 연구 12편을 제외하고 논

연구는 1편31)으로 중도 탈락 사유는 보고되지 않았다.

Fig. 1. Flow chart of the study. RCT: randomized controlled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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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서술한 논문은 3편19,
23,32)

알루론산 주사치료와 봉폐요법이 병용된 논문이 1편20),

으로 비교 중재로 사용되었던 이부프로펜 소염진통

소염진통제 복용이 병용된 논문이 1편22)이었다. 한약을

제 복용 후 발생한 4예23), 6예19)의 오심, 구토, 식욕부진

주요 효능에 따라 분류하였을 때 益氣養血 효능의 약물

32)

등을 서술하였으며 1편의 연구 에서는 부작용이 없었

을 사용한 논문이 12편, 祛風散寒의 약물을 사용한 논

음을 언급하였다.

문이 8편, 活血和瘀의 약물을 사용한 논문이 2편으로

2) 치료 기간

補하는 성질의 약물이 가장 많이 사용됨을 알 수 있었
다(Table I).

한약을 중재로 한 치료군의 치료 기간으로 22편의 논
문을 분류하였을 때 1주 이상 2주 미만인 논문이 1편,
2주 이상 3주 미만인 논문이 5편, 3주 이상 4주 미만인
논문이 3편, 4주 이상 치료가 진행된 논문이 12편, 치료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논문이 1편이었다.

3) 병정 및 병기

5) 평가 지표
22편의 논문 중 14편의 논문에서 2가지 이상의 평가
척도를 사용해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사용 빈도를
살펴보면 20편의 논문에서 유효율(efficiency rate)을 평
가 지표로 이용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통증 평가 척

논문에서 동결견 환자들의 병정은 최소 2일부터 최대

도(VAS [visual analogue scale], pain index)을 이용한 연

13년까지 매우 다양하였으며 치료군과 대조군 간 통계

구가 14편으로 그 다음으로 빈용되었다. 이 외에 ROM 등

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도록 배정되었다. 치료 전후

견관절기능을 평가한 척도가 8편, CMS (Constant-Murley

효과를 비교할 때 병정에 따른 치료 효과의 차이를 비교

score), ASES (American shoulder and elbow surgeons

할 수 있도록 명시한 논문은 없었다. 동결견은 크게 통

score), Mcgill score 등 객관적 평가도구를 이용한 연구

증기, 강직기, 회복기의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본 연

가 3편, 치료율(therapeutic rate)을 이용한 연구가 2편이

구에서 사용된 22편의 논문 중 연구 대상자를 선정할 때

었다(Table II). 유효율이 환자의 치료 전후 동통, 견관절

해당 단계를 구분해 서술한 연구는 단 1편에 불과하였으

가동 범위, 자각 증상의 호전 여부를 기준으로 痊愈, 有

18)

1편의 논문 또한 구분한 병기에 맞춰 단계별로 다른

效, 無效 등으로 나눈 후 전체 환자 중 痊愈, 有效 환자를

치료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모두 동일한 치료방법을 이

포함하여 평가한 척도라면 치료율은 치료 후 痊愈의 환

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자군만 평가한 척도이다.

며

4) 중재 방법
논문에서 시행된 중재요법 중 한약 단독 치료가 사용된

Table I. Classification of Herbal Medicine at the Study

논문은 5편11,18,19,23,25)으로 Liang11)은 當歸四逆汤을, Li18)

Efficacy of herbal medicine

은 黄芪桂枝五物汤, He 등19)은 肩凝汤, He 등23)은 蠲痹

Yik Ki Yang Hyeol (Yi Qi Yang Xue)

汤, Cao와 Zhou25)는 當歸鸡血藤汤을 응용하였다.

Geo Pung San Han (Qu Feng San Han)

8 (36)

Hwal Hyeol Hwa Eo (Huo Xue He Yu)

2 (9)

한약 복용과 다른 한의학적 치료가 병용된 논문은 12

Study(%)
12 (55)

편12-17,21,24,28,30-32)이며 사용된 한약으로는 葛根汤合大柴
胡12), 當歸四逆汤13,14,28), 黄芪杜仲汤15,16), 柔肝通络汤17),
独活寄生汤21), 肩痹汤24), 大秦艽汤30,31), 养血柔肝汤32)이
고, 병용된 한의학적 치료로는 추나 치료 8회, 침구치료
3회, 훈증치료 1회가 사용되었다.
한약 복용과 양방 치료가 병용된 논문은 5편20,22,26,27,29)
으로 관절경 수술과 병용된 논문이 2편26,29), 관절강 내
나트륨 히알루론산 주사치료 논문이 1편27), 나트륨 히

Table II. Most Frequently Used Outcome at the Study
Outcome

Ratio
(Used study/Total study)

Efficiency rate

91% (20/22)

Pain index

64% (14/22)

Shoulder joint function

36% (8/22)

Objective evaluation index

14% (3/22)

Therapeutic rate

9% (2/22)
www.e-jkm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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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angqi－duzhong+chuna
(n=60)

Juanbi+Sodium hyaluronate
injection+blocking
therapy+chuna (n=50)

Danggui-jīxueteng
+Sodium hyaluronate
(n=20)

Danggui-jīxueteng (n=50)

Shufeng Tong Bi
+ibuprofen+exercise
(n=80)

Li13) (2017)

9

Danggui－sini
+chuna (n=340)

Diclofenac diethylamine
emulgel+chuna (n=340)

Chuna+exercise (n=78)

Li31) (2010)

8

Daqinjiao+chuna
+exercise (n=79)

Ibuprofen (n=30)

He, et al.19) (2014) Jianning (n=30)

7

Ibuprofen (n=28)

Chuna (n=60)

Sodium hyaluronate injection
+blocking therapy+chuna
(n=48)

Sodium hyaluronate (n=20)

Ibuprofen (n=40)

Ibuprofen+exercise (n=80)

Control

Intervention (Sample size)

Experiment

He, et al.23) (2013) Juanbi combined liudouye
(n=30)

Guo15) (2016)

5

6

Giu20) (2012)

Ceng, et al.27)
(2010)

Cao and Zhou25)
(2010)

Cao22) (2005)

Author/yr

4

3

2

1

No.

1. E: 96%, C: 81% (p<0.05)

1. E: 95%, C: 85% (p<0.05)
2. E: 6.4±2.6→2.5±1.3
C: 6.6±2.7→4.0±1.7 (p<0.05)

1. E: 96%, C: 82.5% (p<0.01)

1. E: 91.25%, C: 76.25% (p<0.05)

Results

1. Efficiency rate
2. VAS

1. Efficiency rate

1. Efficiency rate
2. Joint function level

1. Efficiency rate

4 case of nausia,
vomiting and
anorexia

Not reported

Not reported

Not reported

Not reported

Not reported

Adverse events

1. E: 98.53%. C: 76.47% (p<0.05)
2. E: 7.58±1.25→1.02±0.22
C: 7.65±1.22→5.28±1.68 (p<0.05)

1. E: 87%, C: 76% (p<0.05)

Not reported

Not reported

1. E: 97%, C: 84% (p=0.003)
6 case of nausia,
2. E: level 0; 9, level 1; 14,
vomiting and
level 2; 6, level 3; 1
anorexia
C: level 0; 10, level 1; 9, level 2; 10,
level 3; 1 (p=0.003)

1. E: 96.7%, C: 85.7% (p<0.05)

1. Efficiency rate
1. E: 98.3%, C: 86.7% (p<0.05)
2. E: 7.38±1.37→2.81±1.12
2. VAS
3. Functional activities
C: 7.22±1.33→3.79±1.58 (p<0.05)
of shoulder
3. E: 10.87±1.58→3.55±1.41
C: 10.85±1.73→5.27±1.26 (p<0.05)

1. Efficiency rate

1. Efficiency rate
2. VAS

1. Efficiency rate

1. Efficiency rate

Outcomes

Table III. Summary of the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of Herbal Medicine for Frozen Shoulder

오태영⋅김연희⋅오은미⋅홍수민⋅하현주⋅이은정⋅오민석

15

14

Wang30) (2013)

Blocking therapy (n=500)

Acupuncture (n=48)

Ibuprofen+chuna (n=48)

Diclofenac diethylamine
emulgel (n=50)

Acupuncture+moxa (n=50)

Daqinjiao+acupotomy (n=59) Acupotomy (n=59)

Danggui－sini
+chuna (n=500)

Tian and Quin28)
(2018)

Rougan Tongluo
+chuna (n=48)

Du Huo Ji Sheng
+acupuncture (n=50)

Lin17) (2013)

12

Danggui－sini (n=50)

Huangqi Guizhi Wuwu
(n=50)

Control

Intervention (Sample size)

Experiment

Luo and Chen21)
(2008)

Liang11) (2017)

11

13

Li18) (2017)

Author/yr

10

No.

Table III. Continued

Efficiency rate
Therapeutic effect
VAS
Joint function

1. E: 97.8%, C: 81.2% (p<0.05)
2. E: 2.7±0.6, C: 2.7±0.5
-5 days after
E: 1.0±0.4, C: 1.7±0.4 (p<0.05)
-30 days after
E: 0.4±0.1, C: 0.9±0.3 (p<0.05)

1. E: 87.5%, C: 52.5% (p<0.01)

1. E: 95.83%, C: 70.83% (p<0.05)

1. E: 2.58±0.62→0.21±0.04
C: 2.57±0.64→0.78±0.25 (p<0.05)
2. E: Adduction; 45.6±4.1
Abduction; 40.3±4.6
Flexion; 70.5±6.2
Extension; 63.9±5.4
C: Adduction; 38.2±2.9
Abduction; 36.6±2.4
Flexion; 58.7±4.3
Extension; 47.6±4.5 (p<0.05)
3. E: 94%, C: 80% (p<0.05)

1. E: 100%, C: 100% (p<0.01)
2. E: 62%, C: 56% (p<0.01)
3. E: VAS 0-3; 88%
VAS 4-6; 12%
VAS 7-10; 0%
C: VAS 0-3; 78%
VAS 4-6; 22%
VAS 7-10; 0% (p>0.05)
4. E: Excellent;4, Good; 10, Fair; 34,
Poor; 2
C: Excellent; 1, Good; 4,
Fair; 40, Poor; 5 (p<0.05)

Results

1. Efficiency rate
1. E: 98.30%, C: 91.52% (p<0.05)
2. Pain index
2. E: 6.63±0.48→1.15±0,16
C: 6.69±0.55→2.74±0.22 (p<0.05)
3. Functional activities
of shoulder
3. E: 4.24±0.62→0.80±0.10
C: 4.31±0.68→2.08±0.29 (p<0.05)

1. Efficiency rate
2. VAS

1. Efficiency rate

1. Efficiency rate

1. VAS
2. ROM
3. Efficiency rate

1.
2.
3.
4.

Outcomes

Not reported

Not reported

Not reported

Not reported

Not reported

Not reported

Adverse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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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7

16

No.

Du Huo Ji Sheng
+Arthrocopy surgery
(n=32)

Danggui－sini
+chuna (n=50)

Arthrocopy surgery (n=32)

A: Gegen+chuna (n=50)
B: Diclofenac diethylamine
emulgel+chuna (n=50)

Control

Intervention (Sample size)

Experiment

Results

Adverse events

1. VAS
2. ASES
3. CMS

1. E: 7.87±1.00, C: 8.03±1.15
2. E: 49.03±8.77, C: 47.58±14.70
3. E: 20.77±4.47, C: 22.54±6.18
-3 weeks after
1. E: 1.80±0.84
C: 3.44±1.35 (p<0.05)
2. E: 86.16±5.09
C: 65.03±7.84 (p<0.05)
3. E: 69.91±6.18
C: 55.22±5.92 (p<0.05)
-3 months after
1. E: 1.38±0.76, C: 2.70±1.07
(n=29/29)(p<0.05)
2. E: 90.75±4.66, C: 73.80±5.20
(n=29/29)(p<0.05)
3. E: 78.65±8.02, C: 60.83±7.64
(n=29/29)(p<0.05)

Not reported

1. VAS
1. E: 0.23±0.03
Not reported
2. Shoulder joint score
Ca: 0.47±0.04
3. Efficiency rate
Cb: 0.51±0.04 (p<0.05)
2. E: 216.0±17.4
Ca: 185.0±16.1
Cb: 181.0±14.9 (p<0.05)
3. E: 92%, Ca: 88%, Cb: 86% (p<0.05)

Outcomes

1. Pain index
1. E: 36.45±4.67→64.93±5.19
Not reported
Wu, et al.26) (2014) Jianning+Arthrocopic surgery Arthrocopic surgery
+fumigation
+fumigation+exercise (n=24) 2. Shoulder joint score
C: 35.28±5.14→48.56±6.41 (p<0.01)
+exercise (n=24)
3. Efficiency rate
2. E: 9.12±3.85→20.55±3.23
C: 9.58±3.34→15.18±3.53 (p<0.01)
3. E: 58.3%, C: 29.2% (p<0.01)

Wei and Wu29)
(2018)

Wang, et al.14)
(2015)

Author/yr

Table III.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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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ang12) (2018)

Zhou24) (2006)

2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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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angqi－duzhong+chuna
(n=61)

Jian-Bi+chuna (n=30)

Gegen combined Dachaihu
(n=20)

Angxue rougan+steaming
+exercise (n=30)

Chuna (n=61)

Chuna (n=30)

Acupuncture (n=20)

Shiwu+steaming+exercise
(n=30)

Control

Intervention (Sample size)

Experiment

Results

Adverse events

1. E: 93.33%, C: 73.33% (p<0.05)
2. E: 14.16±4.69→7.17±5.15
C: 14.41±4.06→8.83±1.72 (p<0.05)

1. E: 80%, C: 55% (p<0.05)

1. Efficiency rate
1. E: 98.37%, C: 83.61% (p<0.05)
2. VAS
2. E: 7.36±1.35→2.79±1.10
3. Functional activities
C: 7.20±1.31→3.77±1.56 (p<0.05)
of shoulder
3. E: 10.85±1.56→3.53±1.39
C: 10.83±1.71→5.25±1.24 (p<0.05)

1. Efficiency rate
2. Mcgill scale

1. Efficiency rate

Not reported

Not reported

Not reported

None
Efficiency rate
-4 weeks after
Therapeutic effect
1. E: 93.33%, C: 86.67% (p<0.05)
VAS
2. E: 73.33%, C: 46.67% (p>0.05)
CMS total score
3. E: 6.29±2.32→3.02±2.24
Shoulder movement
C: 6.14±2.41→4.38±2.37 (p<0.05)
Daily life ability
4. E: 48.13±17.47→74.51±16.25
score
C: 47.96±16.62→64.14±17.93
7. Muscle strength score
(p<0.05)
5. E: 14.87±8.16→25.82±7.95
C: 15.18±7.85→20.54±8.03 (p<0.05)
6. E: 7.45±2.51→14.95±2.65
C: 7.26±2.47→12.77±2.29 (p<0.05)
7. E: 19.34±3.07→20.84±2.52
C: 18.98±3.23→19.62±3.18 (p>0.05)
-2 months after
1. E: 93.33%, C: 83.33% (p<0.05)
2. E: 76.67%, C: 43.33% (p>0.05)
3. E: 1.46±2.17
C: 2.95±2.33 (p<0.05)
4. E: 83.57±15.64
C: 72.26±15.12 (p<0.05)
5. E: 30.06±7.89
C: 24.14±7.66 (p<0.05)
6. E: 17.02±2.36
C: 13.25±2.67 (p<0.05)
7. E: 21.13±2.41
C: 20.16±3.58 (p>0.05)
1.
2.
3.
4.
5.
6.

Outcomes

VAS: visual analogue scale, ROM: range of motion, ASES: American shoulder and elbow surgeons score, CMS: Constant-Murley score.

Zhou, et al.16)
(2016)

Yang32) (2010)

19

22

Author/yr

No.

Table III.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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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o15) (2016)

He, et al.23) (2013)

He, et al.19) (2014)

Li31) (2010)

5

6

7

8

(2012)

(2010)

Giu

20)

Ceng, et al.

4

3

27)

24 J Korean Med Rehabil 2019;29(3):15-33.
34

33

Chuna+exercise

16

Ibuprofen

Daqinjiao+chuna +exercise

19

15

Ibuprofen

Jianning

17

26

Chuna

Juanbi combined liudouye

25

38

sodium hyaluronate injection
+blocking therapy+chuna

Huangqi－duzhong+chuna

31

13

Sodium Hyaluronate

Juanbi
+sodium hyaluronate injection
+blocking therapy+chuna

12

Danggui-jīxueteng +sodium
hyaluronate

27

34

Ibuprofen

Cao and Zhou25) (2010) Danggui-jīxueteng

2

20

Ibuprofen+exercise

45

34

14

11

13

13

34

35

10

19

7

8

13

16

60

58

Female

Gender
Male
22

Intervention / control

Shufeng Tong Bi+ibuprofen
+exercise

Cao22) (2005)

Author/yr

1

No.

Table IV. Gender, Age, Extent of Illness and Duration of the Study

33-66 (50.5)

32-67 (51)

Not reported
(52.16±6.77)

2 times/day+1 time/day, 28
days

2 times/day+1 time/day, 28
days

Duration
(Frequency/total period)

8-13 min/day, 30 days

2 times/day+8-13 min/day,
30 days

1 time/week, 35 days+1
time/5 days, 15 days+3
times/day, 15-30 days

2 times/day, 15-30 days

1 time/day, 5 days

2 times/day, 35 days+1
time/day, 5 days

2-3 times/day+5
min/day+5-10 min/day, 28
days

2 times/day+1 time/day, 30
days

22 days-11 months (Not reported) 5 min/day+5-10 min/day, 28
days

20 days-10.5 months
(Not reported)

Not reported
(10.28±4.54 months)

2 times/day+1 time/day, 30
days

22 days-6 years (Not reported) 2 times/day, 30 days

21 days-5 years (Not reported) 2 times/day, 30 days

7 months-11.2 years
(8.6±1.8 years)

6.5 months-11.6 years
(8.2±1.6 years)

2 months-32 years (9 years)

1 month-30 years (9.2 years)

3-19 months (9.7±5.1 months)

2-18 months (8.4±4.9 months)

17 days-14 months (5.5 months) 2 times/day, 28 days

15 days-13 months (5 months) 2 times/day, 28 days

3 days-2 years (Not reported)

2 days-2 years (Not reported)

Extent of illness
(Mean)

Not reported (53±6.20) Not reported
(11.12±4.26 months)

Not reported
(53.16±6.97)

Not reported (54±6.3)

44-74 (52.5±8.8)

43-75 (52.6±8.5)

35-76 (54.7)

33-77 (56.6)

37-58 (48.6±7.4)

36-59 (48.3±7.2)

45-69 (52)

47-67 (51)

36-70 (Not reported)

37-72 (Not reported)

Age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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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ang11) (2017)

11

15

14

Wang30) (2013)

Tian and Quin

28)

35
38

Acupotomy

256

257

16

19

Daqinjiao+acupotomy

Blocking therapy

(2018) Danggui－sini+chuna

Acupuncture

Luo and Chen21) (2008) Du Huo Ji Sheng+acupuncture

13

15

Ibuprofen+chuna

Lin

14

50

Rougan Tongluo+chuna

45

Diclofenac diethylamine emulgel

20

Acupuncture+moxa

Danggui－sini

23

190

Diclofenac diethylamine emulgel
+chuna

Huangqi Guizhi Wuwu

180

21

24

244

243

28

29

33

34

50

55

30

27

150

160

Female

Gender
Male

Danggui－sini+chuna

Intervention / control

12

(2013)

Li18) (2017)

10

17)

Li13) (2017)

Author/yr

9

No.

Table IV. Continued

Not reported
(56.30±5.31)

Not reported
(57.83±4.35)

36-67 (52.6±5.3)

36-68 (52.8±5.1)

41-76 (Not reported)

45-71 (Not reported)

44-63 (53.2±4.4)

43-64 (53.4±4.6)

36-70 (53±4.12)

40-70 (55±3.41)

50-60 (Not reported)

50-60 (Not reported)

Not reported
(57.52±9.39)

Not reported
(57.21±9.26)

Age (Mean)

Not reported (Not reported)

Not reported (Not reported)

4-10 months (7.5±3.1)

4-11 months (7.6±3.2 months)

3 days-2 years (Not reported)

2 days-2 years (Not reported)

3-17weeks (7.1±4.3weeks)

4-18weeks (7.3±4.5weeks)

3-11 months (7±3.11 months)

2-10 months (6±2.98 months)

1week-1 month : 7
1 month-6 months : 16
6 months-1 year : 19
1 year-2 years : 8
(Not reported)

1week-1 month : 9
1 month-6 months : 13
6 months-1 year : 17
1 year-2 years : 11
(Not reported)

Not reported (2.38±0.02)

Not reported (2.22±0.26)

Extent of illness
(Mean)

1 time/5 days, 30 days

1 time/5 days+2 times/day,
30 days

1 time/2 day, 6 days

2 times/day, 20 days+1
time/day, 10 days

1 time/day, 20 days

2 times/day+1 time/day, 20
days

2 times/day+3 times/day, 21
days

2 times/day+3 times/day, 21
days

3-4 times/day, 30 days

2 times/day, 30 days

1 time/day, 10 days

3 times/day, 10 days

3-4 times/day+4-7 min, not
reported

2 times/day+4-7 min/day, not
reported

Duration
(Frequency/total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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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5
24

A: Gegen+chuna

B: Diclofenac diethylamine
emulgel+chuna

26 J Korean Med Rehabil 2019;29(3):15-33.

Zhang12) (2018)

20

Zhou et al16) (2016)

22

Op.: Operation.

Zhou

21

(2006)

Yang32) (2010)

19

24)

Wu, et al.26) (2014)

18

26
27

Chuna

11

Chuna

Huangqi－duzhong+chuna

13

13

Acupuncture

Jian-Bi+chuna

9

11

Shiwu+steaming+exercise

Gegen combined Dachaihu

12

9

Arthrocopic surgery
+fumigation+exercise

Angxue
rougan+steaming+exercise

10

14

Jianning+arthrocopic
surgery+fumigation+exercise

Arthrocopy surgery

13

26

34

35

19

17

7

11

19

18

15

14

18

19

26

25

24

Female

Gender
Male

Danggui－sini+chuna

Intervention / control

Wei and Wu29) (2018) Du Huo Ji Sheng
+arthrocopy surgery

Wang, et al.14) (2015)

16

17

Author/yr

No.

Table IV. Continued

43-74 (52.4±8.6)

42-76 (52.1±8.2)

40-49 yrs old: 3
50-59 yrs old: 21
60-69 yrs old: 5
Over 70 yrs old: 1

40-49 yrs old: 5
50-59 yrs old: 18
60-69 yrs old: 7
Over 70 yrs old: 0

38-82 (50)

45-80 (53)

Not reported
(51.93±4.08)

Not reported
(52.08±4.01)

39-50 (43.02±5.86)

39-50 (44.14±5.38)

40-75 (56.5±3.5)

40-75 (55.9±3.7)

35-73 (55±4.2)

34-73 (55±3.8)

36-71 (54±3.5)

Age (Mean)

Duration
(Frequency/total period)

7 months-11.6 years (8.4±1.6
years)

6 months-11.3 years (8.1±1.3
years)

Not reported (Not reported)

Not reported (Not reported)

1-13 years (Not reported)

n<1 month: 8
1 month≤n<1 year: 17
1 year<n: 5

n<1 month: 9
1 month≤n<1 year: 15
1 year<n: 6

0.45-3 years (Not reported)

0.5-3 years (Not reported)

3-18 months (6.5±3.6 months)

3-18 months (6.4±3.4 months)

8-13 min/day, 30 days

2 times/day+8-13 min/day, 30
days

Not reported

2 times/day, 15-30 days, not
reported

1 time/day, 14 days

2 times/day+1 time/day, 14
days

2 times/day+20 min/time, 2
times/day+1 time/day, 28
days

2 times/day+20 min/time, 2
times/day+1 time/day, 28
days

Op., 2 times/day +1 time/day
1-2 times/day, 21 days

Op., 2 times/day+2
times/day+1 time/day 1-2
times/day, 21 days

Op.

Op.+2 times/day, 14 days

4-13 months (2.07±1.03 months) 3-4 times/day+5-7 min/day,
30 days
3-12 months (2.31±1.73 months)

3-13 months (2.32±1.18 months) 2 times/day+5-7 min/day, 30
days

Extent of illness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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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28,29,32)

, 코인 던지기를 사용한 1편29) 등 무작위 방법

6) 치료 효과

을 시행한 연구는 비뚤림 위험 낮음으로 평가하였고 진

22편의 논문 모두 주요 중재로 이용된 한약 복용이

료순서에 따라 그룹을 배정한 2편의 연구16,24)는 비뚤림

비교 중재에 비해 primary outcome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위험 높음으로 평가하였다. 그 외 14편은 배정순서 방

동결견의 치료에 유의한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보였다.

법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 비뚤림 위험 불확실로 평가하

이 중 제시한 모든 평가 지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였다.

결과를 나타낸 논문이 20편으로 해당 평가 지표로는 견
11)

14,26)

‘배정순서의 은폐’에 대해서는 난수표를 사용한 연구

, functional

5편11,12,28,29,32)과 진료순서에 따라 그룹을 배정한 연구 2

activities of shoulder16,30), joint function level18,19)), 통증

편16,24)은 비뚤림 위험 높음으로 평가하였고 그 외 연구

평가도구(VAS11,13,16,18-20,27-29,32), pain index26,30)), 임상 평

는 관련 언급이 없어 비뚤림 위험 불확실로 평가하였다.

관절가동정도(ROM , shoulder joint score

29,32)

가도구(CMS

24)

29)

8-25,27,28)

, Mcgill scale , ASES ), 유효율

가에 대한 눈가림 항목’에서는 22편의 연구 모두 눈가

등이었다.
부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인 논문은 2편으로 치
15)

‘연구 참여자, 연구자에 대한 눈가림 항목 및 결과 평

15,32)

료율 과 VAS

15)

32)

32)

, joint function 과 유효율 , CMS ,
32)

32)

shoulder joint score , ability of daily life (ADL)

측면

림 여부가 결과의 평가에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으나
눈가림 시행 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어 비뚤림 위험 불
확실로 평가하였다.
‘불충분한 결과자료 항목’에서 결측치가 발생하지 않

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보고되었다.
18)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 지표는 Li

은 21편11-28,30-32)의 경우 비뚤림 위험 낮음으로 평가하였

의 VAS, Yang32)의 치료율과 근력평가척도였으며(p>0.05)

고 중재군과 대조군의 결측치가 비슷하나 결측 사유를 기

모두 secondary outcome으로 primary outcome인 유효율,

술하지 않은 1편29)은 비뚤림 위험 불확실로 평가하였다.

CMS에선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논문 관련 내용은

선택적 보고 항목에서는 모든 논문에서 프로토콜은 없으

Table III, IV에 정리하였다.

나 예상되는 모든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보고 비뚤림 위험
낮음으로 평가하였다. 그 외 비뚤림 항목은 추가 비뚤림

3. 비뚤림 위험 평가

여지가 있으나 평가할만한 근거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판
단하여 비뚤림 위험 불확실로 평가하였다(Fig. 4, 5).

22편 논문의 비뚤림 위험을 Cochrane group의 risk of
bias criteria3)로 평가한 결과를 RevMan 5.3에 입력하여
별개의 그래프로 정리하였다(Fig. 2, 3).
‘무작위 배정순서 항목’에서는 난수표를 사용한 5편

4. 메타 분석
중재 방법과 평가 지표가 동일한 RCT 연구들을 양적

Fig. 2. Risk of bias graph.
www.e-jkm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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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약 및 추나 병용 치료군과 추나 단독 치료군
3편의 연구 측정치를 합성하여 메타 분석한 결과 한약
및 추나 병용 치료군이 추나 단독 치료군에 비해 유효율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RR: 1.18, 95% CI:
1.09 to 1.27, p<0.0001, I2=0%)(Fig. 4).

2) 한약 단독 치료군과 양방 소염진통제 단독 치료군
3편의 연구 측정치를 합성하여 메타 분석한 결과 한
약 단독 치료군이 양방 소염진통제 단독 치료군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유효율이 통계학적으로 더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RR: 1.15, 95% CI: 1.05 to 1.27, p=0.003, I2=0%)
(Fig. 5).

고찰»»»
동결견, 또는 유착성 관정낭염은 독립된 질환이 아니라
견관절 부위의 통증 및 운동범위 제한을 가지면서 기타
원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때 정의된다. 따라서 충돌 증
후군, 견관절염, 골절, 회전근개 손상 등의 기타 병변이
있을 경우 제외되나, 증상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질병이다.
동결견의 발생률은 2% 이상이며, 주로 45-60세 사이
에 흔하며, 여성에게 더욱 다발한다. 관절낭의 비후, 단축,
상완골두 주변의 관절낭 유착과 활액의 감소 및 만성
염증성 소견을 보이며 병기는 크게 3단계로 통증기, 강
직기, 회복기로 나뉜다. 1단계인 통증기에서는 견관절
통증과 함께 관절부위 강직이 발생하며 어깨가동범위
의 제한이 유발된다. 2단계인 강직기는 통증기에 비해
통증은 감소하나 관절운동의 끝 지점에서 통증이 나타
나며 지속적인 불편감을 호소한다. 강직 증상은 지속되
며 말기에는 관절의 섬유화가 진행되어 강직이 심해지게

Fig. 3. Risk of bias summary.

된다. 3단계인 회복기는 어깨 사용에 따른 관절낭 재형

합성하여 유효성을 비교하였다. 한약과 추나 병용 치료군
15,16,24)

과 추나 단독 치료군의 유효율을 비교한 연구 3편

,

한약 단독 치료군과 양방 소염진통제 단독 치료군의 유효
율을 비교한 연구 3편19,23,25)의 자료를 합성하였다.

성으로 운동범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기능 회복이
나타난다1).
동결견의 치료에는 자가운동치료를 포함한 수동적
관절 운동이 가장 중요하며 4-6개월 정도의 재활치료에
호전을 보이지 않는 환자는 수술적 처치를 고려할 수 있
으며 관절경 시술이 사용된다.

28 J Korean Med Rehabil 2019;29(3):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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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eta analysis outcome of efficiency rate between herbal medicine plus chuna and chuna.

Fig. 5. Meta analysis outcome of efficiency rate between herbal medicine and ibuprofen.

한의학적으로 肩臂痛, 肩痺, 凝結肩, 漏肩風, 肩凝證 등

鷄血藤湯 단일 치료군과 이부프로펜 경구약 치료군의

으로 불리고 痺證의 범주에 포함되며 치료 방법으로는

임상효과를 비교했을 때에도 치료군의 유효율이 통계

33)

침치료, 약침치료, 부항, 뜸, 이침 외에 근에너지 기법 ,

학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p<0.01).

침도요법, 전침, 화침 치료 등이 사용된 치료 연구 결과

추나 치료를 동반한 한약 치료와 추나치료를 동반한

가 발표된 바 있으나 한약을 주제로 한 동결견 치료의

소염진통제 치료의 효과를 비교한 것이 1편으로 Lin17)

국내 연구동향을 보고한 논문은 아직 보고된 바 없어 이

의 柔肝通络汤과 추나 결합치료군과 이부프로펜 경구

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체

약과 추나결합치료군의 유효율을 비교하였을 때 치료

계적인 문헌고찰을 함으로써 동결견에 대한 한약 복용

군이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p<0.05).

치료효과와 관련한 객관적인 임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운동치료와 이부프로펜 경구약 치료을 병용한 한약
치료군과 운동치료와 이부프로펜 경구약 치료군의 효

본 연구에서는 사전에 설정된 선정, 배제 기준에 따라
한약 복용을 주요 중재로 한 RCT 논문 22편을 체계적
문헌 고찰 지침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과를 비교한 연구22)에서는 치료군이 유효율 면에서 통
계학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p<0.05).
한약 치료군과 양방 외용 연고 사용군의 효과를 비교

22편의 논문 중 한약 단일 치료와 소염진통제 단일

한 논문이 1편으로 Liang11)의 연구에서 當歸四逆湯 복용

치료의 효과를 비교한 것이 3편으로 He 등23)의 연구에

치료군과 양방 외용 연고(diclofenac diethylamine emul-

서 肩凝湯 치료군과 이부프로펜 경구약 대조군의 효과

gel) 사용 대조군의 치료효과를 비교하였을 때 치료군이

를 비교하였을 때 한약치료군이 VAS, 견관절 가동범위

대조군에 비해 VAS, 견관절 ROM, 유효율 면에서 통계

수준, 유효율 측면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얻

학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p<0.05).

23)

었다(p=0.003). He 등 의 柳豆葉合蠲痺湯 치료군과 이

추나치료를 병용한 한약 치료군과 추나치료를 병용한

부프로펜 경구약 대조군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에서는

외용 연고 사용군의 효과를 비교한 논문이 2편이 있었

치료군이 대조군보다 유효율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고, 그 중 Wang 등14)의 논문에서는 총 3군으로 나누어

효과를 보였으며(p<0.05), Cao와 Zhou 연구25)에서 當歸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치료군으로 추나 병용 當歸四逆湯
www.e-jkm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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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용군, 대조군으로 추나 병용 葛根湯 복용군, 추나 병용

때 치료군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었고, 치료

외용 연고 사용군으로 나누어 효과를 비교했을 때 치료

30일 경과한 뒤 같은 항목을 비교했을 때에도 치료군의

군이 각각의 대조군에 비해 VAS, 견관절 가동점수, 유효

효과가 유의하였다(p<0.05)(Table I).

율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p<0.05).

관절경 수술 후 獨活寄生湯 복용을 병용한 치료군과

13)

Li 는 當歸四逆湯 복용과 추나치료를 결합한 치료군

관절경 수술 단일 치료의 대조군을 비교한 Wei와 Wu29)

과 외용 연고 사용과 추나치료를 결합한 대조군을 비교

의 연구에서는 치료 3주 경과 후 VAS, ASES, CMS를 비

했을 때 VAS와 유효율 면에서 치료군이 통계학적으로

교했을 때 치료군이 대조군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다.

결과를 얻었으며(p<0.05), 치료 3개월 경과 후 같은 항목

한약 복용과 침구치료 효과를 비교한 것이 1편으로,

을 재비교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치료군이 유의한 결과가

18)

나왔다(p<0.05).

Li 은 黃芪桂枝五物湯 복용 치료군과 침과 뜸치료를
병용한 대조군의 치료효과를 비교하였을 때 유효율에선

관절경 수술 후 養血柔肝湯 복용과 훈증, 운동치료를

치료군과 대조군의 결과가 같았고(p<0.01), VAS 비교

병행한 치료군과 관절경 수술 후 훈증, 운동치료만 병

결과 통계학적 의미가 없었으나 치료율(p<0.01), 견관절

행한 대조군의 치료 효과를 비교한 Wu 등26)은 동통점수,

기능평가(p<0.05)에선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

견관절활동점수, 유효율을 비교하여 치료군이 대조군에

었다.

비해 유의한 효과를 얻었음을 밝혔다(p<0.01).

침치료와 한약 복용 치료를 병행한 치료군과 단독 침

Ceng 등27)은 연구에서 관절강내 나트륨 히알루론산

치료 대조군의 효과를 비교한 것이 2편으로 Zhang12)는

주사와 當歸鷄血藤湯을 병용한 치료군과 나트륨 히알루

연구에서 葛根湯合大柴胡湯 복용군과 침치료군을 비교

론산 주사 단일 치료 대조군을 비교하여 유효율, VAS

하여 한약복용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효율 면에서 통계학

측면에서 치료군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21)

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왔고(p<0.05), Luo와 Chen 의

(p<0.05).

연구에서는 침치료와 獨活寄生湯 병용 치료군과 단독 침

Wu 등26)은 관절강주사와 봉폐요법, 추나요법을 병용

치료 대조군을 비교했을 때 유효율에서 치료군이 대조군

한 蠲痺湯 복용군을 치료군으로 삼고, 관절강주사 및

보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p<0.01).

封閉요법(blocking therapy), 추나요법을 치료방법으로

침도치료와 大秦艽湯 병용 치료군과 단독 침도치료
30)

삼은 대조군의 치료효과를 비교했을 때 유효율 면에서

대조군을 비교한 Wang 의 연구에서 치료 후 유효율,

치료군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p<0.05).

동통 점수, 견관절 기능점수 결과를 비교했을 때 치료

Yang32)은 養血柔肝湯 치료와 훈증, 운동치료를 결합

군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p<0.05).

한 치료군과 四物湯 치료와 훈증, 운동치료를 결합한 대

추나 병용 黃芪杜冲湯 복용군과 추나 단독 치료군의
15)

16)

효과를 비교한 Guo 와 Zhou 등

조군의 치료 4주 뒤 결과를 비교하여 유효율, VAS, CMS

두 연구 모두 유효율,

총점수, 견관절 활동점수, 일상생활점수에서 치료군이

VAS, 견관절기능활동 측면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었으며(p<0.05), 치료율

과를 얻었고(p<0.05), 추나 결합 蠲痺湯 치료군과 추나

및 근력점수에서는 치료군이 유효한 효과를 얻었으나 통

단독 치료군의 치료 결과를 비교했을 때 유효율과 Mcgill

계학적으로 유의하지 못했다(p>0.05). 치료 2개월 후 관

scale 두 측면에서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p<0.05).

련 결과를 다시 얻었을 때에도 같은 결과를 얻었다.

大秦艽湯 복용과 추나치료, 운동치료를 결합한 치료

대부분의 연구에서 모두 동결견 치료에 대한 한약 복

군과 추나 및 운동치료 병용 대조군 간 치료 효과를 비

용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

31)

교했을 때

유효율에서 치료군이 유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p<0.05).

하지 않은 일부 결과도 치료군이 대조군보다 긍정적인
차이를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22편의 연구에

추나치료 병용 當歸四逆湯 치료군과 추나치료 병용 국

서 부작용에 대해 언급한 논문은 단 3편이었으며 2편은

28)

소부위 봉폐요법 치료 대조군을 비교한 Tian과 Quin

양약 복용으로 인한 식욕부진, 오심, 구토였으며 1편은

의 연구에서 치료 5일 경과하여 유효율, VAS를 비교했을

부작용이 없었다고 명시하였다. 이처럼 명확한 명시가

30 J Korean Med Rehabil 2019;29(3):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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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경우에 연구를 재현할 시 안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연구자, 연구 참여자, 결과 평가자 중 눈가림의 시행 여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를 서술한 논문은 없었다. 연구자 및 연구 참여자의

중재 방법으로 사용된 한약을 보면 當歸四逆湯, 當歸

경우 침, 도침, 추나치료 등 맹검이 불가능한 비교 중재

鷄血藤湯, 黃芪桂枝五物湯, 黃芪杜冲湯, 養血柔肝湯 등

도 포함되었기에 눈가림 시행이 어려울 수 있으나 결과

으로 益氣養血通絡, 淸熱祛風의 효능이 있는 한약을 이

평가자에 대한 눈가림은 시행 가능하므로 향후 연구 시

용한 것을 알 수 있었고, 동결견이 痺證의 범주에 속하

연구자와 실제 치료 시행자, 결과 평가자를 각각 구분

는 질환으로 風寒濕 外邪 침입, 氣血虛損으로 인한 장

하여 설정하는 단계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부조 및 凝滯 등의 원인을 감별하여 사용하였을 때

국내에는 임상적 연구가 전무하며 중국 연구를 바탕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으로 진행되어 한 국가에서 진행된 연구만으로 국한되

22편의 논문 모두 병정의 길이에 따른 치료 효과의

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

차이점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1편의 논문만 병기를 구

인다. 한약 치료가 동결견의 치료 방법으로 고려될 수

분하여 치료군과 대조군 각각 통증기 환자군, 강직기

있지만 포함된 논문의 수가 22편으로 부족하고 비뚤림

환자군, 회복기 환자군으로 나누었으나 단계별로 치료

위험이 높거나 불확실한 논문들이 대부분이므로 확고한

를 진행하지 않고 모두 같은 중재를 이용해 연구를 진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웠으며 향후 무작위 배정 대조군

행하였다. 따라서 동결견 환자에게 한약 치료를 적용시

임상시험의 명확한 프로토콜을 설정하는 등 제한점을

킬 때 환자의 상태에 맞는 정확한 치료의 근거로 삼기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생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향후 임상 연구를 진행할 때 병정

각된다.

및 병기를 구별해 단계에 맞는 세분화된 치료 중재를 이
용하는 연구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메타 분석 결과 추나 단독 치료보다 한약 병용 추나
치료가 유효율 측면에서 효과를 나타내며 한약 단독 치

결론»»»

료가 양방 소염진통제 단독 복용 치료보다 유효율 측면

동결견 치료에 대한 한약 복용의 임상 근거를 마련하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은 것이 확인되었

기 위해 22편의 RCT 연구를 분석한 결과 한약 복용이

다. 하지만 유효율이라는 평가도구가 주관적이고 신뢰

동결견의 치료에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성이 검증된 것이 아니므로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은 평

으나, 총 22편으로 연구의 수가 적고, 연구 방법에 대해

가도구의 사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메타 분석에 사

서 확실히 명시되지 않아 비뚤림의 위험이 높아 연구

용된 각각의 연구가 단 3편씩에 불과하여 이후 추가적

수준이 높다고 보기 어려워 주의 깊은 해석이 필요할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논문의 질 평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 국가에서 발행된 논문으로 편

가에서 불확실한 점이 많아 정확한 해석 및 비교 분석

향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한약을 사용할 때 정

이 어려운 점도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확한 변증이 우선되어야 하나 본 연구에 사용된 논문에

또한 비뚤림 위험 평가에서 몇 가지 한계점이 발견되

서 환자의 변증과 관련해 명확하게 언급한 논문이 없어

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배정

적절한 변증과 진단법을 명시한 연구도 앞으로 계속 시

순서의 은폐 방법에 대해 불확실한 경우가 많았다. 22

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편의 논문이 모두 무작위 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였으

따라서 동결견에 한약 복용 치료가 제한적인 근거가

나 은폐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 논문은 전무하

있다고 결론맺을 수 있으며 향후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

였으며 이는 선택 비뚤림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향후

해 명확하게 설계된 양질의 무작위 배정 대조군 임상시

임상시험을 설계할 때 연구자를 제외하고 제3자에 의

험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 무작위 배정순서 생성 및 방법에 대한 정확한 기술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22편의 모든 논문에
서 눈가림의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선정 논문 중
www.e-jkm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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