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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 추간 탈출증 증례 1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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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Report:ChangesinMagneticResonanceImaginginLumbarDiscHerniation
TreatedwithKorean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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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ofCirculatoryInternalMedicine,collegeofKoreanMedicine,Dae-Jeon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ThepurposeofthiscasestudywastoreporttheeffectivenessofKoreanmedicinetreatmentonseverelumbar

discherniationpatientdiagnosedbymagneticresonanceimaging(MRI).

Methods:ThepatientwastreatedwithcomplexKoreanmedicinetreatment,includingacupuncture,pharmacopuncture,
acupotomy,andChu-natreatment.ThetreatmenteffectwasevaluatedbyaNumericalRatingScale(NRS),andMRI.

Results:Afterthetreatment,theNRSscoreofpainintensitywasreducedfrom severetomilddegree.Thevolumeof
extrudeddiscinMRIimageswasclearlyreduced.

Conclusion:Koreanmedicinetreatmentmightbeeffectiveinpatientswithlumbardischerniation.

Keywords:lumbardischerniation,acupotomy,Koreanmedicine,casereport

Ⅰ.서 론

요추간 탈출증은 요추간 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 추간 의 섬유륜에 열이 발생하여 추간

내부의 수핵이 탈출되고,이로 인해 요통 하지방사

통 감각이상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다1.

요추간 탈출증의 일반 인 치료는 보존 치

료와 수술 치료로 나 어 볼 수 있다.제 3그리

고 제 4천주 신경근 마비,명백한 족하수,견디기

힘들 정도로 심한 신경근 통증,6개월 이상 보존

치료로 반응이 없는 경우, 4가지 경우에는 요추

간 탈출증의 수술 응증으로 수술 치료를 우

선 으로 고려해 보게 된다1.수술을 하지 않는 한

의학 인 치료법에는 침,한약,추나치료,약침치

료,도침치료 등에 한 임상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2
.

도침치료는 1976년에 국의 朱漢章이 고안해낸

시술법으로 시술 방법이 간단하고 조직손상이

으며,수술에 비해 감염의 험이 고 치료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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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과정이 더 짧은 장 이 있다3.

본 증례에서 환자는 inferiormigration을 동반한

extrusion단계의 요추간 탈출증을 진단 받았으

며,심한 신경통으로 인해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

다.입원을 하지 않고 한의원에 통원하면서 도침치

료를 포함한 한방복합치료를 시행하 고,우수한

결과를 얻었으며 장기간의 치료과정을 MRI검사를

통해 추 찰하 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Ⅱ.증 례

46세 여자 장◯◯ 환자분이 별무동기하 2017년

2월 부터 요통,우하지 방사통,우측 둔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워있을 때를 제외하고

모든 자세에서 우하지로 지속 으로 당기는 통증

이 있었으며,칼로 오른쪽 엉덩이 부근을 도려내는

통증이 있었다.고◯한의원에 내원하여 침,약침,

매선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오히려 통증이 심해져

서 통증 때문에 보행이 어려운 정도까지 되었다.

좀 더 나은 진단과 치료를 하여 2017년 2월 7일

경◯한의원에 보호자 동반하에 wheelchair를 이용

하여 내원하 다.자궁근종 이외에 다른 과거력은

없었으며,가족력은 별무하 다.

1.검사 소견

◯◯◯ 상의학과에 의뢰하여 독일 지멘스 1.5T

MRI장비를 사용하여 환자의 L-spine촬 하고

상의학과 문의의 상 독을 받았다.

1)HIVD,Rt.centralextrusionwithinf.migration,

L5-S1 with sever compression ofanterior

thecalsac.

2)Diffusebulgingdiskwithannulartear,L4-5

withmildcompressionofanteriorthecalsac.

2.치 료

2017년 2월 7일부터 2017년 12월 4일 까지 총

127회 내원하 으며,처음 치료를 시작하는 6개

월 동안은 주 5회 그 이후는 주 1회 는 2회 치

료를 시행하 다.

1)도침 치료 :직경 0.5mm,길이 50mm 규격

의 침첨에 편평한 날이 붙은 일회용 stainless

steel(동방침구제작소,한국)도침을 사용하

다.T12-L1,L1-2,L2-3,L3-4,L4-5,L5-S1번

극간 독맥 과 2,3,4,5요추 면 양측에

약침 치료를 시행한 이후 3.0cm 이하 깊이로

시술하 다.주 1~2회 시행하 다.

2)침 치료 :직경 0.25mm,길이 40mm규격의

감마선으로 멸균된 일회용 stainlesssteel(동방

침구제작소,한국)호침을 사용하 다.도침치

료를 시행하는 날은 원 취 을 하 으며,도

침치료를 시행하지 않는 날을 근 취 을 하

다.근 취 시 T12-L1,L1-2,L2-3,L3-4,

L4-5,L5-S1번 극간 독맥 과 2,3,4,5요추

면 양측을 취 하 고,원 취 시 왕문원 平

衡針灸學의 升提穴,偏癱穴,腰痛穴,膝痛穴,心

病穴,降脂穴,肩痛穴,脘痛穴,頭痛穴에서 취

하 다
4
.자침 후 15분간 留針하 으며 내원

시마다 1회 시행하 다.

3)약침 치료 :AJ탕 원에서 증류,정제,제조된

SBV약침액을 T12-L1,L1-2,L2-3,L3-4,L4-5,

L5-S1번 극간독맥 과 2,3,4,5요추 면

양측 경피에 각각 0.1cc씩 주입하 으며,내원

시마다 1회 시행하 다.

4)한약 치료 :2017년 2월 11일 10첩,7월 28일

40첩,12월 4일 40첩,총 3차례에 걸쳐 荊防敗

毒散 加減方을 처방하 다(羌活 4g,金銀花

10g,丹蔘 10g,獨活 4g,防風 4g,白果葉 20g,

山査肉 10g,生地黃 4g,石膏 4g,柴胡 4g

魚腥草 10g,龍骨 炒 4g,赤茯令 4g,前胡 4g,

地骨皮 4g,車前子 4g,蒲公英 10g,荊芥 4g,

黃連 2g).

5)한방물리치료:요부통처에interferentialcurrent

therapy(ICT),경피경근온열요법,수압마사지

기 치료를 시행하 다.내원 시마다 1회 시행

하 다.

6)추나 치료 :정형용 교정장치 ErgostyleFX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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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Cocking(PivotalHealthSolution,미국)

을 이용하여,T12-L1,L1-2,L2-3,L3-4,L4-5,

L5-S1번 극간에 COX Technique을 시행하

다.내원 시마다 1회 시행하 다.

7)견인 치료 :척추 감압 치료기인 SpineMT(스

인엠티,한국)장비를 이용하여 L5-S1번 극

간에 감압치료를 시행하 다.도침 치료를 시

행한 날 병행하여 시행하 다.

3.평가방법

◯◯◯ 상의학과에 의뢰하여 독일 지멘스 1.5T

MRI장비를 사용하여 환자의 L-spine을 총 3회

F/U촬 하고 상의학과 문의의 상 독을

받았다.통증 강도는 NRS(NumericalRating

Scale)척도를 이용하여 2017년 2월7일,2017년

12월 7일 총 2회 측정하 다.

1)NRS:환자가 느끼는 통증의 강도를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심한 통증의 정도를 10,통증이

없으면 0으로 하여,0~10사이의 자연수로 표

하게 하 다.

2)MRIF/U :InfinittPACS 로그램(Infinitt

Helthcare,한국)을 사용하여 촬 된 MRIT2

강조 상에서 보이는 Extruded된 Intervertevral

disc의 volume을 sagittalview와 transeverse

view에서 각각 측정하여 비교하 다.

4.치료 결과

1)치료 경과

(1)2월 7일 :심한통증으로 보행불리,MRIscan,

NRS8

(2)3월 15일 :통증이 많이 소실됨,짧은 시간

앉을 수 있음,MRIF/U,NRS5

(3)5월 4일 :보행 호 ,NRS4

(4)6월 7일 :장시간 앉을 수 있음,MRIF/U,

NRS3

(5)9월 9일 :하지 방사통 소실,NRS2

(6)12월 4일 :MRIF/U,NRS1

Fig.1.Timelineofoutcomesin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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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RIF/U:2017년 2월 7일 Extruded된 disc

volume이 sagittalview에서 160mm
2
,transeverse

view에서 162mm2 는데,12월 4일 치료 후

sagittalview에서 53mm
2
,transeverseview에

서 47mm2로 호 되었다.

5.부작용

도침치료 시술시 시술받은 국소부 에 한 통

증을 호소하 으나,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었다.

Date 2017.02.07 2017.03.15 2017.06.07 2017.12.04

Sagittalview 160.52mm2 146.38mm2 81.56mm2 53.61mm2

Transverseview 162.57mm2 143.87mm2 79.26mm2 47.91mm2

Table1.ChangesinExtrudedDiscVolume

L-spineMRISagittal,TransverseView(2017.02.07) L-spineMRISagittal,TransverseView(2017.03.15)

L-spineMRISagittal,TransverseView(2017.06.07) L-spineMRISagittal,TransverseView(2017.12.04)

Fig.2.L-spineMRIwasobtainedin7thFebruary,15thMarch,7thJuneand4thDecember2017.

SagitalT2weightedimagesareontheleftandAxialT2weightedimagesareontheright.L5-S1Intervertebral
discwasextrudedandinferiorlymigratedintherightcentralzone.Withthetimepass,extrudeddiscclearlyreduced.

Ⅲ.고 찰

요추간 탈출증은 추간 의 퇴행성 변화나 외

력에 의해서 섬유륜의 열로 수핵의 일부 는

부가 탈출을 일으켜 경막이나 신경근을 압박하

여 신경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20~40 사이

에서 많이 발생하고 빈도는 L4~5,L5~S1,L3~4

순서로 다발한다
1
.

한의학에서 요추간 탈출증은 腰脚痛에 해당되

며 外傷,勞傷,腎陽不足,그리고 風寒濕 邪氣가 經

絡에 침범 하여 흐름을 방해함으로써 氣血이 凝滯,

不通하여 통증이 생긴다라고 하 다
5
.

요추간 탈출증에 한 한방복합치료에는 침

치료,약침 치료,추나 치료,도침 치료,한방물리치

료 등이 있으며,이와 련된 다수의 임상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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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 추간 탈출증의 정도에 따른 분류는 추간

이 탈출된 정도와 모양에 따라 bulging,protrusion,

extrusion,sequestration의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1.

본 증례에서 상 환자는 extrusion단계의 migration

을 동반한 severe한 요추간 탈출증 환자 다.주

증상은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었으

나,신경학 증상은 동반하지 않았다.

요추간 탈출증의 일반 인 치료는 보존 치

료와 수술 치료로 나 어 볼 수 있다.추간 탈

출증 환자가 명백한 수술 응증에 해당할 경우

의심의 여지없이 수술을 즉각 시행하여야 하지만,

심한 통증이나 근력 하 등과 같은 상 응증

의 경우 보존 치료와 수술 치료 사이에서 선

택하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보존 치

료요법으로 체 환자의 치료율이 80%에 달하며,

5~10% 정도의 소수만이 보존 치료에 실패하여

수술이 필요하다고 보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8,

부분의 외과의들은 단순히 신경학 징후가 동

반된 신경근 통증이 있을 경우에도 수술의 응증

이라고 단한다
9
.요추간 탈출증 수술시행후 수

술 증상이 지속되거나 증상완화가 되었다가 다

시 나타날 경우 이를 failedbacksurgerysyndrome

(FBSS)이라고 한다.Rothman의 경우 체 요추부

병변의 수술시행 환자 29%에서 FBSS가 발생한

다고 보고하 다10.FBSS에 한 치료법에 해서

는 다양한 보고가 되어있으며 재수술이 필요하다

는 보고도 되어있다11.

이러한 논란에 해 Ombregt는 다음과 같이

술하 다.“우리는 단지 근력만 약간 는 등도

로 약해진 경우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뜻은

아니라고 믿는다.…… 로 잊지 말아야 할 것

은,어떤 치료를 하든 부분의 좌골신경통 환자는

1년 이내 회복한다는 것이다."12이러한 연구결과들

을 고찰해보면 추간 의 탈출정도가 크다 하더라

도 수술 응 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보존

치료만으로도 유의미한 치료효과를 낼 수 있다

고 본다.

Hirmoichi는 하지 방사통이 있는 환자의 추간

흡수율에 한 연구에서,추간 의 확장정도와 흡

수율의 계가 유의미하다고 보고하 다.추간

확장 정도가 클수록 후종인 가 열될 가능성이

높고,탈출된 디스크가 경막외 공간에 노출되면서

공 이 늘어난다고 추측하 다. 공 이 늘

어나면 염증반응과 신 형성이 나타나고 이것이

식세포의 식세포작용과 디스크 흡수로 이어진다

고 보았다13.

도침치료 시술시 편평한 날이 붙은 침첨이 조직

을 개하면서 출 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로 인해

염증반응과 신 형성을 나타내어 디스크 흡수를

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Kim의 연구에서 도침치료의 부작용으로 침훈,

출 ,장기 신경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일

반침보다 상처의 깊이가 깊고 넓어서 감염의 우려

도 높고 국소부 에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고 하 다
14
.

요추간 탈출증의 한 도침치료에 한 연구

로는 Park
15
,Sung

16
,Kim

17
등이 있으며,세 연구들

은 모두 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환자들에

해서 연구를 진행하 으며,Sung
16
의 연구에서는

도침치료 마취크림을 환부에 도포하 다.부작

용 방을 해서는 도침치료 시술부 에 한 해

부학 이해를 철 히 하고 시술 후 멸균처리를

한 치료 가 비되어있어야 한다
1
.도침치료를

해 환자의 입원이 필수 인 것은 아니지만,통증

리,감염 방 등의 부작용 리를 하여 입원치

료를 받으며 도침치료를 하는 것이 일반 이다.

본 증례에서는 입원시설을 갖추지 못한 한의원

에서 통원치료를 시행하 다.도침치료 직후마다

환자가 시술부 에 해서 통증을 호소하 으나

통원에는 지장이 없었으며,감염은 발생하지 않았

다.엄격한 시술 후 리만 주의한다면,한의원

에서도 입원치료 없이 도침 시술을 시행 할 수 있

으며 큰 부작용 없이 심한 요추간 탈출증 환자

를 치료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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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증례연구의 한계 은 다음과 같다.첫째로 본

증례는 찰연구로, 조군 설정과 같은 실험 설계

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단 1례의 증례만을 연구

하여 도침을 포함한 한방복합치료의 효과를 입증

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사료된다.도침치료

와 한방복합치료의 효과를 입증하기 해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Ⅳ.결 론

2017년 2월 7일부터 2017년 12월 4일까지 경◯한

의원에서 통원 치료한 요추간 탈출증 환자를

상으로 치료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NRS

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유의미하게 감소하 다.

상의학과에 의뢰하여 L-spineMRI검사를 4회 시

행하 으며,탈출된 디스크 수핵의 크기가 뚜렷하

게 감소하 다.시술시 통증을 제외한 부작용은 발

생하지 않았다.

의 결과를 통해 도침치료를 포함한 한방복합

치료는 요추간 탈출증 환자의 통증감소와 일상

생활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됨을 알 수 있었으며,

한의원에서도 입원치료 없이 증의 요추간 탈

출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을 것을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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