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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경항통이란 목의 前部인 頸과 後部인 項의 통증 혹은 목 내부
의 근육이나 근맥에서 발생한 동통으로 경항부 운동범위의 제한이
나 국소부위의 압통 및 견갑부의 상지방사형 통증 등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이다.1) 한의학적으로 頸項痛, 項强, 頸項强痛, 落枕, 痺
證 등에 속하는데 주요 원인으로는 風, 寒, 濕, 痰, 熱邪의 병인이 
있으며 크게 外力, 六淫邪氣, 邪毒所傷, 勞損傷害 등의 외인성 요
인과 久病體弱, 肝腎虛損 등의 내인성 요인으로 나뉜다.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5년도 질병소분류별 외래 다빈도 상

병 급여현황(한방)에서 목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
장은 환자 수 7위, 경추간판 장애는 환자 수 40위로, 최근 3년간 
한국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3) 경항통 침구임상 진료지침4)에서 
234명의 한의사를 대상으로 경항통에 빈용하는 침법의 종류를 조
사한 결과, 사암침법이 33.7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아시혈이 
27.35%로 뒤를 이었다. 그 밖에 오수혈을 이용한 침법이나 동씨침
법, 해부학적 구조물 기준 등을 치료법으로 사용하였으며 뜸, 부항, 
첩약투여 등의 병행치료를 행하였으나 매선의 사용은 없었다.
    매선요법은 최근 그 사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혈위 자극요법
으로 穴位, 經疲, 經筋, 經絡 또는 통증을 유발하는 부위에 매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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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입하여 유침 작용과 같이 자극을 지속적으로 신경 중추에 전달하
여 생체조직의 정상화를 유도함으로써 체내의 자생력을 높이는 치
료법 중 하나이다.5) 중의학에서는 60년대부터 매선의 치료 효과 및 
임상 치료의 적응과 활용을 활발하게 연구해 오고 있으며 내·외과 
및 피부과, 부인과, 소아과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질환에 적용
시켜 사용하고 있다.6) 그에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분야에 국한
되어 있고 무작위대조군 연구보다 증례 연구를 위주로 보고하고 있
어 임상에서의 매선 치료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7)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매선을 활용한 치
료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중국에서 보고된 최근 10년간의 경항통 
매선치료 임상 연구를 조사하여 관련 연구 결과 및 임상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대상 선정 및 방법

    경항통에 대한 중국의 매선 임상연구 검색을 위해서 중국의 데
이터베이스 CNKI(www.cnki.net), WANFANG(www.wanfangdata.
com), WEIPU(www.cqvip.com) 세 곳을 이용하였다. 
    자료 추출 및 분석은 2명의 저자(전·류)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논문 검색어는 주제어를“(埋线 or 埋线療法 or cat-gut or thread) 
and (頸項痛 or 頸椎病 or 頸椎痛 or neck pain)”으로 하였다.  
    최근 10년 간(2007.1~2016.12) 영어, 중국어로 쓰인 논문 중에
서 선정 기준은 무작위 대조군 연구(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와 매선 관련 치료 내용이 있는 연구였고 배제 기준은 
비무작위 대조군 연구(non-randomized controlled trial), 단일 
비교연구, 실험연구(in vivo, In vitro), 리뷰, 사설, 단설, 증례보고 
등의 연구로 하였다.
    연구 선정 시행 방법으로는 1차로 선정된 303편 논문의 초록
을 선정 하였고 2차로 전문을 읽고 기준에 맞추어 최종 31편의 논
문을 선택하였다(Fig. 1).
 

Fig. 1. Flowchart of trial selection process.

결    과

1. 연구 현황
 1) 연도별 분석
    최근 10년 동안 중국 저널에 등록된 경항통 관련 매선 임상연
구 논문을 검색하여 중복 등을 제외한 결과 총 31편의 RCT 논문
이 선정되었다. 선정 범위는 2007년도에서 2016년도이며, 2012년
도 7편과 2015년도 8편으로 가장 활발한 연구를 보였으며 전체적
으로 점차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Fig. 2).   

Fig. 2. Number of papers published for RCTs of thread-embedding 
therapy.

2. 임상 연구 방법
 1) 대상자 
  (1) 총 참여 환자 수
    대상자의 전체 평균수는 117명으로, 가장 적은 수의 대상자를 
상대로 한 연구20,28,30,49)가 60명이었고 가장 많은 수의 환자를 모집
한 연구27)가 460명이었다. 
  (2) 연령 분포
    대상자의 연령은 크게 두가지 방법으로 표기하였는데 최소 최
대값 표기 방법과 평균 연령 표기 방법으로 나뉜다. 평균 연령은 
다시 일반 평균 계산과 ±를 사용한 근사값을 구하는 방식으로 나
누었다. 연령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는 1편이었고43) 최소 최대값 표
기 연구 중에서 최연소자는 14세, 최고령자는 83세였으며 평균 연
령 표기 연구의 평균은 45.17세였다. 그 외 1편의 논문에서는21) 

14-20세의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도 있었다. 
  (3) 유병 기간
    유병 기간은 최단 5일에서 최장 27년의 기간을 가졌고 기간을 
기술하지 않은 논문은 5편이었다. 1년 이내의 유병 기간을 가진 대
상자를 연구한 논문은 2편28,47)(6.5%)이었다. 
 2) 연구 설정
  (1) 무작위 배정 방법
    31편의 논문들이 모두 단순 무작위 배정을 사용하여 무작위 
배정이 이루어졌다고 기술하였으나 그 중 15편(48.4%)은 방법에 
대한 기술을 하지 않았다. 적절한 방법으로는 난수표를 이용한 배
정 9편(29.0%), 봉투 섞기를 이용한 배정이 4편(12.9%)이 사용되었
고, 잘못된 방법으로는 내원일을 이용한 배정 2편,19,31) 환자 등록
번호의 홀수 짝수 규칙을 이용한 배정 1편이32)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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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조군 설정 
    대조군 치료에 가장 많이 쓰인 방법은 침구 치료로 18편
(58.1%)이었다.  다음으로 많이 쓰인 방법은 매선 치료로 8편
(25.8%)이었는데 그 중 1편은 주입물 없는 가짜 매선치료였다.46) 
그 외에도 중주파 치료29,36), 중약 치료21,39), 견인 치료31,43) 가 각 2
편이였으며, 도침 치료23), 뜸 치료40), 마사지39), 온열 치료43), 전기
침 치료49)는 각 1편이 있었다.
  (3) 병행 시술
    치료군의 병행 시술은 총 12종류로 이 중에서 중약 치료가 3
편43,47,48)(9.7%)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침 치료28,40), 적외선 치
료35,45), 견인 치료31,43)는 각 2편이였으며, 도침 치료23), 온열 치료
43), 불부항35), 이침37), 뜸 치료40), 마사지25), 베개 치료21), 괄사32)는 
각 1편이었다.
  (4) 시술자
    시술자에 대한 소개나 언급을 한 논문은 전체 논문 중 5편
(16.1%)이 있었다. 소개된 내용에는 시술자의 경력, 이름, 나이, 
직종, 직위 및 전공 분야 등이 있었다. 경력은 병원에서 유관 질
병 치료로 근무한 기간이었으며, 전공 분야는 대부분 중의 침구과
였다.
  (5) 윤리적 승인(IRB) 및 동의서
    대상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았다고 기술한 연구는 11편(35.4%)
이었고, IRB의 승인 아래 임상 치료를 진행하였다고 기재한 연구는 
2편42,48)(6.5%)이었으며 나머지 29편에서는 IRB 승인여부에 대한 
기술을 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  

3. 치료 방법
 1) 자입 부위 
    31편 논문에서 매선의 자입 부위는 총 31곳으로 화타협척혈
(EX-B2)이 19편(61.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추혈이(GV14) 
14편(45.2%), 풍지혈(GB20) 9편(29.0%), 견정혈(GB21) 7편(22.6%)
이 있었다. 특정 혈자리 외에도 아시혈에 자입한 경우가 4편, 기타 
경추 및 경추 양옆 1.5촌에 자입한 경우가 4편이었다(Fig. 3).

Fig. 3. Distribution of acupuncture points

 2) 시술 빈도
    매선 치료는 주 1회가 10편(32.3%), 10일 1회 9편(29.0%), 2

주 1회 이상이 8편(25.8%)으로, 가장 짧은 빈도는 일주일이었고 
최대 빈도는 20일이었다. 시술 빈도를 기재하지 않은 논문은 4편
이었다.  
 3) 총 시술 횟수
    시술 횟수는 전체 평균 3.6회로 최단 1회, 최다 12회를 시술하
였다. 3회 이하의 시술을 한 연구는 17편(54.8%), 4회 이상 7회 미
만은 7편(22.6%), 7회 이상은 1편이며(3.2%),33) 시술 횟수를 기재
하지 않은 논문은 6편(19.4%)이었다.
 4) 치료 기간
    중국 매선 연구의 평균 치료 기간은 34.4일로 최단 10일에서 
최장 100일 사이의 기간을 가졌다. 1개월 미만의 연구는 10편
(32.3%)이었고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의 연구는 14편(45.2%), 2개
월 이상의 연구는 4편(12.9%)이었다.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논문은 
3편(9.7%)이었다.29,36,39)

 5) 마취
    5편(16.1%)의 연구에서 리도카인 마취제를 이용한 국소마취 
하에 매선 치료를 실시하였고, 1편의 연구에서는43) 국소마취를 사
용했다는 사실만 기재하였다. 나머지 25편의 연구에서는 마취제의 
사용여부에 대한 사실을 기록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 

4. 임상 연구 결과
 1) 평가 도구
    평가 도구는 총 14종류가 사용되었는데 가장 많이 쓰인 평
가 도구는 Clinical efficacy로 26편(83.8%)에서 사용하였다. 
Visual Analogous Scale(VAS) 측정 8편(25.8%), Pain Rating 
Index(PRI) 측정과 Symptom 측정이 각 5편(16.1%), Present 
Pain Intensity(PPI) 측정 4편, Neck Disability Index(NDI) 측
정 3편, McGill Pain Questionnaire(MPQ) 측정 2편과 그 외에
도 Pain effect 측정, Trans Cranial Doppler(TCD) 측정, 
Neck Pain Questionnaire(NPQ) 측정,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PSQI) 측정, Japanese Orthopedic Association 
(JOA) 측정, 경추질병 증상 및 기능평가(JAPAN) 측정, 경부활동
도 측정이 1편씩 있었다. 15편의 논문에서 2가지 이상의 평가 
도구가 쓰였다.
 2) 치료 결과
    전체 연구들 모두가 매선 치료군의 치료 효과가 대조군 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 하였다. 
 3) 이상 반응
    이상반응에 대해서 보고한 논문은 11편(35.5%)이었다. 내용은 단
순히 부작용 발생 유무 사실만 언급한 경우가 3편, 부작용 증세, 종
류, 원인 등을 상세히 서술을 하였으나 숫자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편, 자세한 부작용의 내용과 발생 인원을 함께 기재한 연구는 4편 밖
에 없었다. 그리고 20편에서는 이상반응에 대해 기술하지 않았다.

5. 연구 질 평가(Jadad score)
    Jadad score 평가는 0점에서 3점까지의 분포를 가졌고 전체 
31편 연구의 평균값은 1.52점이었다(Table 1).
 1) 무작위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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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CT 연구를 대상으로 하는 논문으로 모든 연구에서 무작위배
정이 이루어졌다. 적절한 무작위 배정 사용이 언급된 논문은 13편
(41.9%)이었으며,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한 논문은 3편19,31,32)(9.7%)
이었고 나머지 논문은 무작위 배정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지 않았다. 
 2) 맹검
    맹검을 사용한 논문은 없었다.

 3) 중도 탈락
    중도 탈락의 기술은 총 6편(19.4%)의 연구에서 되었고, 1편의 
연구는20) 치료를 지속하지 못하여 탈락하였는데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4편의 연구는 탈락기준을 제시하였으나 
실제로 중도 탈락이 일어나지는 않았으며 1편의 연구는 탈락의 기
준과 탈락 인원을 기재하였다.44)

Table 1. Quality Assessment for RCTs Using Jadad Scale

First author (Year)
Randomization Blinding Description of 

dropouts or 
withdrawals

TotalDescribed as 
randomized

Appropriate 
method

Inappropriate 
method

Described as 
double blind

Appropriate 
method

Inappropriate 
method

1 2007 Zhao LJ19) 1 0 -1 0 0 0 0 0
2 2008 Chen W20) 1 0 0 0 0 0 1 2
3 2009 Zheng XM21) 1 0 0 0 0 0 0 1
4 2010 Han JJ22) 1 0 0 0 0 0 0 1
5 2010 Xue QL23) 1 1 0 0 0 0 0 2
6 2011 Deng YZ24) 1 0 0 0 0 0 0 1
7 2011 Guo LB25) 1 1 0 0 0 0 0 2
8 2012 Ding M26) 1 1 0 0 0 0 0 2
9 2012 Feng H27) 1 1 0 0 0 0 1 3
10 2012 Mei J28) 1 0 0 0 0 0 1 2
11 2012 Wang LP29) 1 0 0 0 0 0 0 1
12 2012 Xian YD30) 1 1 0 0 0 0 1 3
13 2012 Yang CD31) 1 0 -1 0 0 0 0 0
14 2012 Zhang ZR32) 1 0 -1 0 0 0 0 0
15 2013 Shi LJ33) 1 0 0 0 0 0 0 1
16 2013 Sun WS34) 1 1 0 0 0 0 0 2
17 2014 Fang XJ35) 1 0 0 0 0 0 0 1
18 2014 Lin F36) 1 1 0 0 0 0 0 2
19 2015 Chen Y37) 1 0 0 0 0 0 0 1
20 2015 Li RQ38) 1 0 0 0 0 0 0 1
21 2015 Peng D39) 1 0 0 0 0 0 0 1
22 2015 Peng XR40) 1 0 0 0 0 0 0 1
23 2015 Qiu C41) 1 1 0 0 0 0 0 2
24 2015 Sun WS42) 1 1 0 0 0 0 0 2
25 2015 Wang HY43) 1 0 0 0 0 0 0 1
26 2015 Zhao Z44) 1 1 0 0 0 0 1 3
27 2016 Luo Y45) 1 0 0 0 0 0 0 1
28 2016  Wang H46) 1 1 0 0 0 0 0 2
29 2016 Chen CY47) 1 0 0 0 0 0 0 1
30 2016 Zhou Y48) 1 0 0 0 0 0 1 2
31 2016 Zou HH49) 1 1 0 0 0 0 1 3

Table 2. Key Data of RCT-Comparative Study Between Thread Embeding Therapy and Other Therapy for Neck Pain

Year 
First 

author

Sample size
(Experimental 

/ Control)

Jadad 
Score

Treatment 
group: 

treatment and 
concurrent 
treatments 
(frequency)

Control group: 
treatment 
(frequency)

Total 
treat-
ment 

durati-
on

Acupuncture 
Point

Side 
effects

Type of 
needles Result Authors conclusion

2007
Zhao 
LJ19)

78
(39/39) 0 1/10d 6times Acupuncture

1/d 20times 30min 60d EX-B2(C3~7) n.r
absorbable 

surgical suture 
(2cm)

Clinical efficacy: 
p<0.05

Thread embedding therapy is 
more effective than acuppuncture 
treatment for neck type cervical 

spondylosis.

2008
Chen 
W20)

60
(20/20/20) 2 1/10d 6times Thread embedding

1/10d 6times 60d a’shi r

華佗No.28, 
No.000 

catgut(1~1.5c
m)

Clinical efficacy: 
p>0.05

PRI: p<0.05
VAS: p<0.05
PPI: p<0.05

Acupoint catgut embedding could 
improve the symptoms and signs 

of patients with cervical 
spondylotic radiculopath.

2009
Zheng 
XM21)

80
(40/40) 1

1/7d 6times
Pillow 

treatment

Chinese medicine
JingFuKang 2/1d  

20days
6w EX-B2(C2~6) n.r

absorbable 
surgical 
collagen 
suture

Clinical efficacy: 
p<0.05

Thread embedding therapy has a 
good effect with pillow treatment.

2010
Han 
JJ22)

220
(120/100) 1 1/20d 5times

Acupuncture
1/d 50times(10time 

3breaks)
100d

1.5cun on either 
side of C5,7

neck type cervical 
r No.0-1 

catgut(3cm)
Clinical efficacy:  

p<0.05

Thread embedding therapy is 
safe, highly effective for neck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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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ndylosis: 
BL11/GV14

cervical 
spondylotic 

radiculopathy: 
BL11/GB21

vertebral artery 
type of cervical 

spondylosis: GB12
2010
Xue 
QL23)

210
(70/70/70) 2 1/10d 3times 

Acupotomy
Acupotomy

Thread embedding 30d GV14, SI3, TE5 n.r No.0 cat 
gut(2cm)

Clinical efficacy: 
p>0.05

Thread embedding therapy has 
highly effective for neck pain with 

acupotomy.

2011
Deng 
YZ24)

126
(63/63) 1 1/10d 1time Acupuncture

1/d 10times 30min 10d n.r. n.r 1.2~1.5cm Clinical efficacy: 
p<0.01 n.r.

2011
Guo 
LB25)

100
(50/50) 2

1/15d 2times
Massage 
therapy

Acupuncture
1/d 20times 30min 30d

1.5cun on either 
side of C5, 7

qi-blood 
deficiency: 
ST36/SP10

Liver-kidney yin 
deficiency: 
BL23/SP6

cold-dampness: 
ST36/SP9

n.r No.0-1 cat 
gut(2cm)

Symptom: p<0.01
Paineffect: p<0.01

VAS: p<0.05
Clinical efficacy: 

p<0.01

Thread embedding therapy  
combined with acupoint massage 
is effective in neck type cervical 
spondylosis, and is worthy of 

clinical promotion. 

2012
Ding 
M26)

120
(62/58) 2 1/7d 2times Acupuncture

1/d 14times 30min 14d

EX-B2, BL11, 
BL12

headache: GB20, 
GV20

brachial palsy: 
LI11, LI4

shoulder pain: 
GV14, BL13, BL15

n.r No.4-0 
PDS(1~2cm)

Clinical efficacy: 
p<0.05

NDI :p<0.05

PDS micro-invasive 
thread-embedding therapy has 
better therapeutic efficacy than 

acupuncture; it
not only improves NDI and 

reduces VASscores of the patients 
with cervical spondylosis of nerve 

root type, but also reduces 
treatment frequency.

2012
Feng 
H27)

460
(123/130/107) 3 n.r.

Acupuncture
1/2d 15times 

30min
30d C3, 5, 7

1. No.4-0 
PDS(1~3cm)

No.2.4-0 
Catgut(1~3cm) 

VAS: p<0.05
NDI: p<0.05

Thread embedding therapy used 
PDF, is good effective for cervical 

spondylotic radiculopathy.

2012
Mei J28)

60
(30/30) 2 1/2w 2times

Acupuncture

Acupuncture
6/7d 24times 

30min
1m LR3 n.r No.0 cat 

gut(1cm)

Clinical efficacy: 
p<0.05

Symptom: 
Before-p>0.05 
After-p<0.05

TCD: 
Before-p>0.05 
After-p<0.05

The trearment group than the 
control group, indicating that 
acupuncture combined with 
acupoint catgut embedding 

therapy cervical vertebral artery 
disease is more effecive than 
conventiomal acupuncture.

2012
Wang 
LP29)

68
(36/32) 1 n.r.

Medium frequency 
electrotherapy

1/d 20min
n.r. GB20, GB21 n.r No.4-0 

catgut(1cm)
Clinical efficacy: 

p<0.05

Thread embedding therapy  is 
more effective than Medium 
frequency electro therapy for 
neck type cervical spondylosis.

2012
Xian 
YD30)

60
(30/30) 3 1/7d 2times

Acupunture
6/7d 12times 

30min
2w EX-B2(C5~7), 

LI11, TE5, LI4 r No.3-0 cat 
gut(0.5cm)

Mcgill: 
Before-p>0.05/ 
After-p<0.05

Clinicalefficacy:p<
0.05

Apoint catgut embedding therapy 
on cervical spondylotic 

radiculopathy is safe, effective, 
and worthy of acupuncture clinic 

promotion

2012
Yang 
CD31)

67
(34/33) 0

Flat blade 
needle 

embedding 
therapy

1/15d 3times
Traction 
therapy

1/d 30min

Nomal embedding 
therapy

1/15d 3times
Traction therapy

1/d 30min

45d EX-B2, a’shi n.r No.0-2 catgut Clinical efficacy: 
p<0.05

The flat blade needle embedding 
method in treating nerve root 
type cervical spondylosis has a 

good effect

2012
Zhang 
ZR32)

64
(32/32) 0

1/10d 3times
Scraping 
therapy

Acupuncture
1/d 30times 30min 30d n.r. n.r No.4-0 

catgut(1cm)
Clinical efficacy: 

p<0.05

No matter it is in the therapeutic 
effect, or in the number of

sessions,catgutembeddingatscrapi
ng-causedecchymoticskinissuperio

rtoacupuncture.

2013
Shi 
LJ33)

180
(90/90) 1 1/7d 12times Acupuncture 

12times 3m EX-B2, GB20 n.r No.0 
catgut(2cm)

Clinical efficacy: 
p<0.05

Thread embedding therapy is 
economical, less painful and has a 

good therapeutic effect for 
vertebral artery type of cervical 

spondylosis.

2013
Sun 
WS34)

90
(45/45) 2 1/7d 4times Acupuncture 

1/d 28times 30min 1m EX-B2(C4~C7), 
GV14 r No.2-0 

PGLA(1cm)

PRI: p<0.01
VAS: p<0.01
PPI: p<0.01

PGLA embedding has
anobviously therapeutic effect, 

anditiseasytouse, which is worth 
promoting.

2014
Fang 
XJ35)

65
(33/32) 1

1/10d 2times
Fire cupping 
therapy 5min
TDP 30min

Acupuncture
1/d 14times 30min 20d

1.5cun on either 
side of C3~5, 

GV14
r No.0 

catgut(1.5cm)
Clinical efficacy 

p<0.05

Thread embedding therapy has a 
good effect for sympathetic 

cervical spondyl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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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Lin F36)

100
(50/50) 2 n.r.

Medium frequency 
electrotherapy

1/d 20min
n.r. EX-B2, GB20, 

GB21 n.r

No.3-0 
absorbable 

surgical suture 
(2cm)

Clinical efficacy 
p<0.05

Thread embedding therapy is 
effective for neck type cervical 

spondylosis.

2015
Chen 
Y37)

120
(60/60) 1

1/10d 2times
Ear 

acupuncture
(seed 

embedding)

Acupuncture
1/d 30times 30min 45d EX-B2, GB20 n.r No.0-1 cat 

gut(2cm)
Clinical efficacy 

p<0.05
Thread embedding therapy has a 
good effect with ear acupuncture.

2015
Li RQ38)

86
(43/43) 1 1/7d 4times Acupuncture

1/d 28times 30min 1m EX-B2(C4~C7), 
GV14 r No.2-0 

PGLA(1cm)

Clinical efficacy: 
p<0.05

PRI: 
Before-p>0.05 
After-p<0.05

VAS:  
Before-p>0.05 
After-p<0.05

PPI:  
Before-p>0.05 
After-p<0.05

Thread embedding therapy is 
more effective than acupuncture 
treatment for cervical spondylotic 

radiculopathy.

2015
Peng 
D39)

120
(40/40/40) 1 n.r.

Chinese medicine
Gegen-Tang 3/d
Massage therapy

1/d 2-3times

n.r.

GB20, GB21, 
GV14, SI3, ST36
shoulder pain: 

SI11
arm pain: LI11
numbness of 
fingers : PC6
palpitations: 
BL15, CV17

Stiff neck: BL57
excessive 

phlegm: ST40

n.r catgut(0.5cm) Clinical efficacy: 
p<0.05

Acupoint catgut embedding is 
helpful to

the recovery of the cervical 
spondylosis．

2015
Peng 
XR40)

92
(46/46) 1

1/10d 3times
Acupuncture
Moxibustion

Thread embedding
1/10d 3times
Acupuncture
Moxibustion

1m GV14, BL23, BL15 n.r
absorbable 

surgical suture 
(0.5~1cm)

NPQ: p<0.05
PSQI :p<0.05

Thread embedding therapy  with 
acupuncture treatment from the 
heart and kidney, not only can 

effectively alleviate the symptoms 
of cervical spondylosis, the quality 
of the patient's sleep can also be 
improved, and has higher clinical 

application value.

2015
Qiu 
C41)

126
(63/63) 2 1/14d 3times

Acupuncture
1/d 30times 
20-30min

45d
EX-B2(C3~7), 

GV14, GB21, LI11, 
a'shi

r

No.2-0 
absorbable 

surgical suture 
(1cm)

Clinical efficacy: 
p<0.05

Thread embedding therapy is 
more effective than acupuncture 
treatment for cervical spondylotic 

radiculopathy.

2015
Sun 
WS42)

90
(30/30/30) 2 1/7d 3times Thread embedding

1/7d 3times 21d EX-B2(C5,C6), 
GV14 n.r No.2-0 

PGLA(1cm)

Symptom: p<0.05
PRI: p<0.05
VAS: p<0.05
PPI: p<0.05
NDI: p<0.05

In the acupoint embedding 
treatment of cervical spondylosis 
of nerve root type, the efficacy is 
different apparently in terms of 

the implantation depth. The 
deep-layer implantation, meaning 
to the multifidus muscle layer is 
more conductive to the treatment 

of cervical spondylosis 

2015
Wang 
HY43)

120
(60/60) 1

1/14d 
Chinese 

medicine 2/d
Hot compress
Trophic nerve

Traction 
therapy

Physical therapy
(Hot compress
Trophic nerve

Traction therapy)

14d EX-B2 n.r catgut(1cm)
Clinical efficacy: 

p<0.05
after1y: p<0.05

Acupoint catgut embedding 
combined with Chinese medicine 

can effectively relieve cervical 
spondylotic radiculopathy, 

promote their normal working 
and living ability, and help reduce 
the recurrence rate, and is worthy 

of clinical application.

2015
Zhao 
Z44)

142
(60/60) 3 1/10d Acupuncture

1/d 10 times 10d

EX-B2, GV20, 
GB20, GV14, 

SI15, GB21, BL60, 
a'shi

n.r No.3-0 cat 
gut(0.6-0.8cm)

Clinical efficacy: 
p<0.001

after: p<0.001

Acupuncture and catgut 
embedding can produce good 

curative effect for cervical 
spondylosis． Catgut embedding 

has better
curativeeffect，

especiallythelong-termcurativeeffe
ct．

Catgutembeddingcansatisfythemo
dernfast-pacedlifeandistheeffective
methodforthetreatmentofnecktype

ofcervicalspondylosis．

2016
Luo 
Y45)

98
(50/48) 1

1/15d 3times
Infrared 

polarized light 
irradiation 

therapy 1/d 

Thread embedding
1/15d 3times 45d

EX-B2, SI-11, 
GB21, GV14,
GB20, GV20

LI15, LI11, LI10, 
TE5

r No.4-0 
catgut(1cm)

Clinical efficacy: 
p<0.05

Symptom: p<0.05
n.r.

2016
Wang 
H46)

105
(35/35/35) 2 1/7d 3times

1. Acupuncture 
with thread 
embedding 

21d EX-B2(C5~7), 
GV14 r No.2-0 

PGLA(1cm)

Clinical efficacy:  
p<0.05

Symptom: p<0.05

The therapeutic effect on neck 
pain due to cervical spondylosis 

is produced by PGLA th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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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경항부 질환의 원인에는 노화, 근력약화, 정신적 스트레스, 외
상, 컴퓨터 및 여러 기기들의 장시간 사용과 같은 생활 습관 등이 
있으며 특정 한가지 요소보다 종합적인 요인에 의한 발병 양상을 
보인다.8,9) 현대의학에서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 경추의 골관절염, 
경부 종양, 척추증, 사경증, 염좌, 신경성 긴장 등을 원인으로 지목
하고 있다.10)

    한의학적으로 頸項痛, 項强, 頸項强痛, 落枕, 痺證 등에 속하
며, 《黃帝內經》<素問至眞要大論>에서“諸經項强 蓋屬於濕”, “諸暴
强直 蓋屬於風”으로 언급되었으며,11) 《傷寒論》중 “項背强几几”“頭
項强痛”,12) 《萬病回春》에“頭項强痛”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13) 

    또한 중국 임상에서는 경부의 근육, 인대, 관절의 손상으로 인
한 경형(頸型), 경추의 퇴행성 변화와 골질증생으로 신경 압박 및 
자극이 생긴 신경근형(神經根型), 신경근형에 더하여 추동맥이 압박
되어 혈류량이 감소하는 추동맥형(椎動脈型), 추간판 사이의 수핵이 
탈출하여 경부의 척수를 직접 압박하여 발생하는 척수형(脊髓型), 
교감신경이 압박되는 교감신경형(交感神經型) 등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14)

    현재 한의학에서 경항통의 치료법에는 침구치료, 약침, 봉약침, 
추나요법, 뜸치료 등을 사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실
제 임상에서는 각각 하나의 치료법만 사용하는 것보다 평균 
5.33±2.46개의 치료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5) 이와 
같이 다양한 원인에 맞는 여러 가지 치료법을 시행하는 것이 보다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국내에서는 전통의학정
보포탈 오아시스를 통해 경항통 연구논문을 검색한 결과 60편이 
있었으나, 그 중 매선 치료법을 연구한 논문은 한편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경항통에 대한 매선치료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경항통에 대한 매선의 치료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중국에서 보고된 경항통 관련 매선 임상 연구를 조
사 분석하였다. 
    대상자 수를 살펴보면 전체 평균 표본수는 117명으로, 50이상 
100미만 연구가 15편, 100이상 150미만 연구 11편, 150이상 연구 
5편이었다. 가장 많은 수의 표본은 440명으로 123, 130, 107명씩 
세 개의 조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27) Lee7)의 국내 매선 임상 
연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두통과 안면신경마비 질환의 
RCT 연구가 2편 있었는데 대상자는 각각 26, 40명으로 중국의 연
구와 비교해 보았을 때 표본수에 있어서 차이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중국의 인구와 정부의 의료 정책 특성상 대상자 모집
이 용이한 점이 작용했다 볼 수 있다. 
    무작위 배정은 RCT 논문에서 피험자의 특성이 전체 대상 그
룹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연구자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도록 해주는 
중요한 요소로 논문의 질 평가와 비뚤림 측정 시 항상 고려되는 부
분이다. 연구의 설계 시 자세하고 신중한 방법의 채택이 요구된다. 
그러나 31편의 논문들 중에서 15편은 방법에 대한 기술을 하지 않
고 무작위 배정을 하였다고만 간단히 기록하였고 내원일을 이용한 
배정 2편과19,31) 화자등록번호의 홀짝 규칙을 이용한 배정이 1편으
로32) 올바르지 못한 배정을 쓴 경우도 있었다. 난수표를 이용한 배
정 9편과 봉투 섞기를 이용한 배정이 4편으로 적절한 무작위 배정 
방법을 사용한 연구가 13편 밖에 되지 않아 전체 연구의 42%만이 
RCT 연구 취지에 부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맹검을 사용
한 경우는 한편도 없었다. 이러한 결과로 앞으로 보다 정확한 정보
의 전달 및 연구의 신뢰성과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맹검을 통한 연
구를 계획하고 올바른 무작위 배정 방법을 사용하고 그 방법에 대
한 정확한 보고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대조군의 설정에는 일반 침구 치료가 18편으로 이는 침구가 

needles (without 
thread embedding)

1/7d 3times
2. Acupuncture

1/7d 3times 20min

VAS: p<0.05
PPI: p<0.05

stimulation of the acupoints and 
not by simple injurious 

stimulation with 
thread-embedding needles. PGLA 
thread embedding has a marked 
therapeutic effect on neck pain 

due to cervical spondylosis.

2016
Chen 
CY47)

160
(80/80) 1

1/10d 2times
Chinese 
medicine

Gegen-Tang 
3/d 20d

Acupuncture
1/d 20times 15min 20d EX-B2 n.r catgut(1cm)

Clinical efficacy: 
p<0.05

VAS: p<0.05
경부활동도: 

p<0.05

Gegen Decoction combined with 
acupoint catgut embedding 
therapy is also proven to be 

highly effective in the treatment 
of

nerveroottypecervicalspondylosisra
diculopathyandcanalleviateillnessa
ndfurtherpromotecervicalfunctiona

lrecovery．

2016
Zhou 
Y48)

100
(50/50) 2

1/7d 2times
Chinese 
medicine

2/d  

Thread embedding
1/7d 2times 14d EX-B2, GB20 r catgut(2cm)

Clinical efficacy:  
p<0.05

JOA: p<0.01

Jingyankang-Tang combined with 
acupoint catgut embedding 

therapy for treatment of
pharyngitistypecervicalspondylosis,
satisfactorycurativeeffect,noserious
adversereactions,worthyofpromoti

on.

2016
Zou 
HH49)

60
(30/30) 3 1/7d 4times

Electro 
acupuncture
1/d 20times 
15-20min

1m
EX-B2(C5~7), 
GV14, BL11, 

GB21
n.r No.000 

catgut(1cm)

경추질병증상및 
기능평가(Japan):  

p<0.01
Mcgill: p<0.01

Catgut embedding therapy for 
treatment of nerve root type 
cervical spondylosis has exact 

curative effect, and catgut 
embedding group on the scores 
of clinical symptoms and signs of 

treatment effect is 
better than acupuncture group 

W: Weeks, M: Months, D: Days, PGLA: Poly-(Glycolic-Lactic)Acid, TDP: Teding Dianci Pu, VAS: Visual Analogous Scale, PRI: Pain Rating Index, PPI: Present Pain Intensity, 
NDI: Neck Disability Index, MPQ: McGill Pain Questionnaire, TCD: Trans Cranial Doppler, NPQ: Neck Pain Questionnaire, PSQI: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JOA: 
Japanese Orthopedic Association, n.r: not reported, r: re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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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에서 가장 보편적인 치료법이라는 점과 매선 치료와 비교했
을 때 혈위나 통증부위에 침을 사용하여 자극을 통해 치료하는 유
사점이 있어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 많이 
쓰인 방법은 같은 매선 치료 8편으로 치료 부위에 따른 치료 효과
의 차별성 혹은 사용 도구에 따른 치료 효과를 연구하거나 매선이 
없는 침을 사용하여 매선의 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 밖에도 
경항통에 쓰이는 중주파 치료, 도침, 뜸, 마사지, 온열, 견인, 신경 
영양, 전기침과의 비교를 통한 매선의 치료효과를 연구하였는데, 
전체 연구들 모두가 매선 치료군의 치료 효과가 대조군 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됨으로써 출판 비뚤림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
여 진다.
    Wang H의 연구46)에서는 대상을 35명씩 3개의 그룹으로 나누
어 각각 PGLA를 사용한 매선침과 매선을 사용하지 않은 매선침, 
일반침으로 연구 디자인을 하였다. 그 결과 PGLA를 사용한 매선침
의 효과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매선이 가지는 유침 자극의 효능뿐
만 아니라 매선재료의 작용 및 치료 효과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는
데 의의를 가진다. Sun42)은 초음파를 이용해서 매선 자입 위치와 
깊이를 정확히 판단하여 대상을 30명씩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같
은 혈자리의 자입 깊이에 따른 (표층-피하, 중층-머리반가시근, 심
층-뭇갈래근) 치료 효과를 연구하기도 하였는데, 그 결과 심층 깊
이에서 가장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척추를 안정화
시키고 움직임에 많은 작용을 하는 뭇갈래근에 매선실이 지속적인 
자극을 주고 국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통증을 줄이고 경추의 
관절 및 신경근의 상태를 개선하는 작용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병행 시술의 설정은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데 중약 치료가 3편
43,47,48), 침28,40), 적외선35,45), 견인 치료31,43)가 각각 2편, 도침23), 온
열43), 불부항35), 이침37), 뜸40), 마사지25), 베개21), 괄사32) 요법이 각 
1편씩 사용되었다. 이는 실제 임상에서 자주 쓰이는 경항통 치료 
방법을 적용시킨 것으로 보이며 두 가지 이상의 치료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비교 연구를 통해 보다 좋은 치료 결과를 찾으려는 노력
을 살펴볼 수 있었다.
    최근 임상에서는 연구에 있어 대상자의 권리, 안전 및 복지를 
위하여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승인 하에 연구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고 중국에서도 이를 적용해 나가고 있는 단계이나 국제적인 
표준과 비교했을 때 아직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31편 연구 가운데 
IRB의 승인 후 임상치료를 진행하였다고 기술한 논문은 2015년42)

과 2016년48)에 각 1편 씩 뿐이었고 나머지에서는 기술하지 않아 
IRB 승인의 확인이 불가능했다. 향후 이루어질 연구에서는 보다 엄
격한 심사를 거쳐 연구대상에 대한 윤리적이고 안전한 시험이 보장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경항통의 매선 자입 부위로 가장 많이 선택된 혈자리는 華佗
夾脊穴(EX-B2)로 19편의 논문에 기재되었다. 중의학에서 경항통은 
肝腎不足, 腎精과 氣血虧虛, 骨體失養으로 인해 신체가 허약해지고 
風寒濕邪가 외부로부터 침입하여 經絡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氣
血瘀滯가 되어 생기는 질병이라 보았다.25) EX-B2는 華佗穴 혹은 
佗背穴 등으로도 불리며 임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經外奇穴로 督脈
과 足太陽膀胱經이 주행하는 주위 경맥의 氣血을 소통시키고 근육 
조직의 긴장을 해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補腎, 强筋骨

의 효능이 있어 경항통 치료의 주요 혈자리로 선정된 것으로 보인
다. 그 다음으로는 大椎穴(GV14), 風池穴(GB20), 肩井穴(GB21) 등
이 주요 혈자리였는데 해부학적으로 경추골과 이를 연결하는 근육, 
인대 및 추간판과 깊게 연관되어 있는 부위이며 뭉친  經絡의 氣
血을 풀어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20)

    시술 빈도는 일주일과 20일 사이에 분포하였고 치료 횟수는 
평균 3.6회로 적게는 1회에서 많게는 12회까지도 시술하였다. 일부 
논문에서는 빈도나 횟수를 기재하지 않아 정확한 연구 방법을 파악
하기 어렵고 연구의 신뢰성 또한 낮췄다. 치료의 기간이나 횟수에 
따라 연구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환자의 질병의 경중에 따라 
조절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치료의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할 수 있는 기초가 먼저 확립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인다.
    평가 도구로는 Clinical efficacy가 26건으로 가장 많이 사용
되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중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The percentage of the patients' numbers in different 
symptoms grade(中醫病證診斷治療效果標準)로 國家中醫藥管理局
에서 반포하여 중국 전역 임상시험에 사용되고 있는 평가 도구이며 
환자의 증상 정도에 따라 全愈, 顯效, 有效, 無效로 구분지어 판단
하였다. 다음으로 많이 쓰인 평가 도구는 VAS가 8편, PRI, 
Symptom 각 5편, PPI 4편, NDI 3편, MPQ 2편, Pain effect, 
TCD, NPQ, PSQI, JOA 각 1편 등으로 주로 질병과 관련된 증세, 
기능이 측정의 대상이었다. 연구 결과의 질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
해서는 중국 내의 평가 도구를 사용하기보다는 국제적으로 통용되
는 평가도구를 사용해 유효성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적절하지 못한 무작위 배정이나 맹검으로 야기되는 방법론적 
오류는 시험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근거중심의 
임상연구를 위해서는 근거의 질이 평가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
다. 본 연구에서는 RCT 연구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평가도구 중 하
나인 Jadad 척도를 사용하여 연구의 질을 평가하였다. Jadad 척도
란 Oxford quality scoring system이라고도 하며 총 5개의 문항
으로 무작위 배정 문항 2개, 맹검 문항 2개, 탈락 문항 1개로 구성
되어 있다. 각 항목 마다 1점씩 점수를 줄 수 있으며 총 5점 만점
으로 평가한다. 질 평가는 점수가 0~2점 사이는 문헌의 질이 낮은 
것으로, 3~5점 사이는 질이 높은 것으로 기준을 세운다.17,18)

    그 결과 평균값은 1.52점으로, 전체 RCT 연구 중에서 맹검을 
사용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점수를 얻었다. 매선 연구
의 특성상 양측 눈가림, 특히 시술자에 대한 눈가림이 까다롭기 때
문에 맹검을 사용한 연구가 어려우므로 가짜 매선침과 같은 맹검 
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작위 배정의 경우 단
순무작위 배정을 사용하였는데 진단순서에 따른 부적절한 무작위 
배정을 사용한 경우가 2편이 있었고 난수표, 봉투를 이용한 적절한 
무작위 배정을 사용한 경우 13편으로 2편을 제외한 연구에서 1점 
이상을 받았다. 탈락 내용에 대해서는 6편의 연구에서만 기술하였
는데 결과 보고에 있어서 실험군과 대조군 각각의 탈락자 수와 그
에 대한 이유를 명확히 보고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는 최근 10년간 중국에서 발표된 경항통의 매선 치료
에 대한 31편의 RCT 연구를 분석하여 임상연구에서 활용될 수 있
는 기초자료를 만들고자 하였다. 자료 수집 및 분석 결과, 매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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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방법으로 설계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다수의 중국 임상
연구가 타당성이나 신뢰성에 있어 높은 평가를 하기 힘들었으며 국
내에서의 관련임상 연구를 찾을 수 없어 비교 또한 불가능하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그럼에도 경항통 매선 치료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연구 경향에 대한 고찰을 통해 향후 국내에서도 객관적이
고 표준화된 매선 치료 연구 방법이 개발되어 임상시험에 적용되기
를 기대해본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중국 내에서의 경항통 매선 
치료 연구 현황에 국한된 분석을 하였으며 연구 중에는 맹검이 포
함되어 있지 않았다. 다음에는 국외를 모두 포함한 메타분석 연구를 
진행하여 보다 발전된 연구방법을 제시할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 

결    론

    중국에서 발표된 경항통 관련 매선 RCT 임상연구 31편을 선
정하고 연구 방법과 연구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
었다.
    중국의 전자문헌 검색 결과, 경항통 매선 치료 관련 RCT 논문
은 최근 10년 간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며 2007년과 2009년 사이
에 한편씩 발표되던 것이 조금씩 증가하여 2012년도와 2015년도에 
각각 7편과 8편이 발표되어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는 모습을 보
였다.
    대조군 설정으로 침 치료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그 외에
도 매선 실의 유무 및 매선 깊이에 따른 치료 효과 차이 연구 등 
매선만을 이용한 연구 디자인들로 매선 치료 자체의 기초적인 효과
를 연구하기도 하였다. 또한 중주파, 중약, 도침, 뜸, 마사지, 온열, 
견인 등 여러 가지 방법들과의 비교를 통해 매선 치료의 유효성을 
증명하고 있다.
    총 31곳이 매선 자입 부위로 선택되었는데 가장 많이 선택된 
부위는 화타협척혈(EX-B2)로 19편의 논문에서 사용되었고 다음으
로 대추혈(GV14) 14편, 풍지혈(GB20) 9편, 견정혈(GB21) 7편으로 
경항통 매선 치료 다빈도 혈위를 알 수 있었다.  
    Jadad를 이용한 질 평가 결과, 맹검을 사용한 논문은 없었으
며 적절한 무작위 배정 사용 논문이 13편, 중도 탈락의 기술을 한 
논문 6편으로 평균 1.52점의 비교적 낮은 점수를 얻어 전체적인 
연구의 질에 아쉬움을 남겼다. 

References

 1. Korean Acupuncture & Moxibustion Society. Acupuncture 
and Moxibustion Medicine (3). Seoul: Jipmoondang; 
2004. p 1231-3. 

 2. The Korean Academy of Oriental Rehabilitation Medicine. 
Korean rehabilitation medicine. Seoul: Koonja; 2005. p 70-1.

 3. Outpatient Benefits Frequency of Disease(2015 O.H&C).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0&tblId=DT_
35001_A83511&conn_path=I2 

 4. Korean acupuncture & moxibustion medicine society. 

Acupuncture & moxibustion clinical practice guideline 
for Neck Pain. 2013. p 89, 93.

 5. Back YE. Medicine Wire Injection Therapy, Seoul: 
Haenglimseowon; 2003. p 19, 23, 27-30.

 6. Wen MS, Zheng XR. Catgut embedding therapy to cure 
all diseases. People’s Military Medical Press; 2002. p 
20-44.

 7. Lee YS, Han CH, Lee YJ. A Literature Review on the 
Study of Thread Embedding Acupuncture in Domestic 
and Foreign Journals.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 
Public Health. 2016;20(13):93-113.

 8. New taeyangsa editorial department. The great medical 
encyclopedia 3. Taeyangsa; 1991. p 34. 

 9. Han JS, Keum DH. Review: Abnormal Spin Curvature. 
Journal of oriental rehabilitation medicine. 2003;13(4): 
173-86.

10. The Korean Orthopaedic Association. Orthopaedics. 
Seoul: modern medicine. 2006:583-6.

11. Jin DG, Li ZX. Notes of Huangdi Neijing Suwen. Seoul: 
Euiseongdang; 2001. p 680.

12. Zhang ZJ. Zhongjingquanshu. Seoul: Daesung. 1993. p 
50, 88, 103.

13. Gong TX. Wanbinghuichun. Seoul: ILJung. 1991. p 3.
14. Tian XH. China Academic Journal. 2009;7:21.
15. Suh CY, Lee YJ, Kim MR, Bae YH. A Web-based Survey 

for Assessment of Korean Medical Treatment Clinical 
Practice Patterns for Neck Pain and Cervical 
Intervertebral Disc Displacement. Korean Acupuncture 
& Moxibustion Medicine Society. 2016;33(4):65-72.

16. Korean Acupuncture & Moxibustion Society. Acupuncture 
and Moxibustion Medicine(1). Seoul: Jipmoondang. 
2008:p 405.

17. Jadad AR, Moore RA, Carroll D, Jenkinson C, Reynolds 
DJ, Gavaghan DJ, McQuay HJ. Assessing the quality of 
reports of randomized clinical trials: is blinding 
necessary? Control Clin Trials 1996;17:1-12.  

18. Lim SM, Shin ES, Lee SH, Seo KH, Jung YM, Jang JE. 
tools for assessing quality and risk of bias by levels of 
evidence. J Korean Med Assoc 2011;54(4): 420.

19. Zhao LJ. 穴位埋线治疗椎动脉型颈椎病疗效观察. Chinese 
Journal of Integrative Medicine on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2007;5(12):1252.

20. Chen W. Clinical Study on Acupoint Catgut Embedding 
for cervical spondylotic radiculopath. Guangzhou 
University of Chinese Medicine. 2008.

21. Zheng XM. 埋线加枕疗治疗中学生颈痛型颈椎病临床体会. 
Journal of Emergency in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09; 18(1): 130-1.



P. Jun et al 293

22. Han JJ, Chang ZH. 穴位埋线治疗颈椎病120例. Guangming 
Journal of Chinese Medicine. 2010;25(5):826-7.

23. Xue QL. 小针刀和埋线疗法结合治疗神经根型颈椎病70例. 
China's Naturopathy. 2010;18(8):27-8. 

24. Deng YZ. 局部取穴平刺微创埋线治疗颈型颈椎病观察. China’s 
Naturopathy. 2011;19(2):22.

25. Guo LB, Luo YB. 穴位埋线结合经穴推拿治疗颈型颈椎病的临
床观察. Guangxi Journal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11;34(3):26-8.

26. Ding M, Jiang YQ, Feng H, Lin TY. Therapeutic 
Observation on Micro-invasive Thread-embedding 
Therapy for Cervical Spondylosis of Nerve Root Type. 
Shanghai Journal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2012;31(12):900-1. 

27. Feng H, Ding M, Jiang YQm Lin TY. 微创埋线疗法治疗神
经根型颈椎病疗效及安全性研究. Jiangsu Journal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12;44(12):59-60.

28. Mei J. Acupuncture combined with acupoint catgut 
embedding therapy Clinical efficacy of the cervical 
vertebral artery disease. Hubei University of Chinese 
Medicine. 2012.

29. Wang LP, Cheng XL. 穴位埋线治疗颈型颈椎病36例. Shanxi 
Journal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12;28(8):31-2.

30. Xian YD. Clinical Research of Cervical Spondylotic 
Radiculopathy with Acupoint Catgut Embedding Therapy. 
Guangzhou University of Chinese Medicine. 2012.

31. Yang CD, Wang YM, Xue YP,Song JC. Efficacy 
observation on treating CSR by flat blade needle 
embedding method. Clinical Journal of Chinese 
Medicine. 2012;4(21):42-4.

32. Zhang ZR. Observations on the Efficacy of Catgut 
Embedding at Scraping-caused Ecchymotic Skin in 
Treating Cervical Spondylosis. Shanghai Journal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2012;31(8):593-4.

33. Shi LJ. 穴位埋线治疗椎动脉型颈椎病90例疗效观察. Hebei 
Journal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13;35(10):1529-30. 

34. Sun WS, Wang YM, Lu WZ. PGLA Embedding for the 
Treatment of Cervical Spondylosis of Nerve Root Type. 
Journal of Clinical Acupuncture and Moxibustion. 2013; 
29(3): 43-5.

35. Fang XJ, Wu YY, Dong L, Zhou YW. 穿刺式埋线针埋线治
疗交感神经型颈椎病临床观察. Journal of New Chinese 
Medicine. 2014;46(10):186-9.

36. Lin F. 穴位埋线治疗颈型颈椎病疗效观察. Journal of Practical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14;30(8):744.

37. Chen Y, Gou JJ, Feng XY. 穴位埋线联合耳穴埋豆治疗颈椎
病的疗效观察. Cardiovascular Disease Journal of 
Integrated Traditional Chinese and Western Medicine. 
2015;3(13):91-2. 

38. Li RQ, Wang BJ, Sun LX, Shen HY. 穴位埋线治疗神经根型
颈椎病疗效观察. ,Modern Journal of Integrated 
Traditional Chinese and Western Medicine. 
2015;24(33):3685-7.

39. Peng D, Chen J, Li YQ, Gu RM. Effect of acupoint 
catgut embedding therapy on cervical vertebra disease. 
Journal of Jilin Medical College. 2015;36(4):246-8.

40. Peng XR. 针灸联合穴位埋线从心肾论治颈椎病颈痛并失眠疗效
研究. Asia-Pacific Traditional Medicine. 2015;11(15):90-1.

41. Qiu C, Zhao CX, Wang TT, Wang WL. 阳性穴位埋线治疗
神经根型颈椎病临床疗效研究. Journal of Hebei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and Pharmacology. 2015;30(3):55-7.

42. Sun WS, Chu DD, Ma YL, Wang YM. Effective anatomic 
structures of ultrasound-guide acupoint embedding 
therapy for cervical spondylosis. Chinese Acupuncture 
& Moxibustion. 2015;35(10):1001-4.

43. Wang HY. 穴位埋线联合中药方剂治疗神经根型颈椎病临床研
究. Asia-Pacific Traditional Medicine. 2015;11(19):113-4.

44. Zhao Z, Zhao XX. Clinical Research of Catgut 
Embedding and Acupuncture Treatment for Cervical 
Spondylosis. China Journal of Chinese Medicine. 
2015;30(202):449-51.

45. Luo Y, Li BR, Cao YQ. 穴位埋线联合偏振光照射治疗神经根
型颈椎病98例疗效观察. Medical Journal of National 
Defending Forces in Northwest China. 2016;37(2):122-3.

46. Wang H, Sun WS, Wang YM, Mei GF. Clinical 
Observations on Microinvasive Thread Embedding for 
the Treatment of Neck Pain Due to Cervical 
Spondylosis. Shanghai Journal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2016;35(12):1494-6. 

47. Chen CY. Clinical Effect Observation of Gegen Decoction 
Combined with Embedding Medicine in Acupoints for 
Cervical Spondylotic Radiculopathy. Chinese Archive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16;34(4):934-6.

48. Zhou Y. JingYanKang Tang Combined with Acupoint 
Catgut Embedding Therapy for Cervical Spondylosis 
Pharyngitis Randomized Controlled Study. Journal of 
Practical Traditional Chinese Internal Medicine. 
2016;30(9):103-5.

49. Zou HH. Clinical Research of Cervical Spondylotic 
Radiculopathy with Acupoint Catgut Embedding Therapy. 
Guangzhou University of Chinese Medicine. 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