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비책

척추 바로 잡는 추나요법
2019년 3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추나요법은 한의학의 최고(最古) 의학서인 ‘황제내경’에서 유래된 전통 추나에 수기요법과
기능해부학, 생리학 등 현대의학, 과학 정보가 합쳐져 지금의 추나요법으로 발전했다. 2008년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전통의학총회에서는 추나요법을 다른 수기 치료와 차별화된 한국 대표 수기요법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체형별 맞춤 치료로 자생력을 키워주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부담 50% 감소

몸의 어긋난 부분, 즉

추나요볍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의 일부분으로 추나

추나요법의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연구(2014, 척추신

틀어진 뼈와 근육을

테이블 등 기타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경추나의학회)에 의하면, 추나요법은 ‘경·요추 추간판

환자 개개인의

한방 수기 요법이다. 비뚤어진 척추를 손으로 밀거나

탈출증, 경·요추부 염좌, 어깨 통증 등에 있어 일반적

체형과 자세에

(추, 推) 잡아당겨(나, 拿) 교정시켜 준다는 의미에서 추

인 한방 치료를 한 대조군에 비해 통증 수준이 유의하

따른 맞춤치료로

나요법이라고 한다.

게 감소’하였고, ‘근골격계 질환 뿐 아니라 두통, 안면신

바로 잡아 신경,

추나요법은 우리 몸의 어긋난 부분, 즉 틀어진 뼈와 근

경마비, 불면증 등 비근골격계의 다양한 질환에서도 유

혈관이 눌린 부분을

육을 환자 개개인의 체형과 자세에 따른 맞춤치료로 바

의한 효과 및 증상 개선 효과’를 보였다.

풀어주어 척추와

로 잡아 신경, 혈관이 눌린 부분을 풀어주어 척추와 주

추나요법에 대한 높은 선호도와 다양한 임상결과를 바

주변 조직의 기혈

변 조직의 기혈 순환을 촉진하고, 통증을 완화시키며,

탕으로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이 진행

순환을 촉진하고,

질병의 근본 문제를 해결한다. 인체 중심인 척추의 정

되었고, 추나요법을 3회 이상 받은 성인 근골격계 질환

통증을 완화시키며,

렬을 바로 잡아 막혔던 기혈을 순환시키고, 손상된 조

자 416명 대상 설문 결과 추나요법의 전반적 만족도는

2017년 한방의료 이용실태조사(2018, 한약진흥재단)에

추나요법은 환자의 전반적인 질병을 파악한 한의사가

질병의 근본 문제를

직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수기요법을 통해 스스로 낫는

92.8%가 매우 만족 및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그

서는 국민들이 뽑은 ‘건강보험급여 확대 시 우선적용이

직접 수기로 치료하므로, 모든 한방 의료기관에서 시행

해결한다.

힘을 도와주어 자생력을 키워 주는 것이 특징이다.

중 75.1%가 만족한 이유로 효과가 좋았기 때문이라고

필요한 3대 한방치료법’ 중 하나로 추나요법이 포함됐

할 수 있다. 단,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치료법을 표준화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염좌 등 다양한 퇴행성 및 외상

답했다.(출처: 추나요법 급여 전환을 위한 시범 사업 평

다. 추나요법이 점차 대중화되고 일반화되면서 보건복

하여 치료 기술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추나요법 시술

성 질환으로 인한 목, 허리, 어깨 등의 근골격계 통증이

가 연구, 201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부는 더 많은 환자들이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을 시행하는 모든 한의사는 체계적인 사전 교육을 받도

있는 분들이 일차적인 추나요법의 적응증이 된다. 특히

2019년 3월부터 추나요법을 건강보험 항목에 적용시

록 되어 있다.

체형과 자세의 문제가 병행되어 각종 치료에도 불구하고

킨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환자가 부담하는 치료비용이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은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모

근골격계 문제가 지속되는 분들이 다른 치료와 더불어

50%로 절감되어, 치료 효과에도 불구하고 비용 부담을

든 전공의 및 전문의 의료진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추

추나요법을 함께 받으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느꼈던 환자분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나요법을 시술하고 있다.

되는 반가운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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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은 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