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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나 외력에
의해서 섬유륜의 파열로 수핵의 일부 또는 전부가 탈출을
일으켜 신경근을 압박하여 신경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이
다. 대표적인 위험인자는 외상, 흡연, 진동,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반복적인 미세 손상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
로 작용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대개 요통과 하지 방산통
을 호소하는데, 자극을 받는 신경근의 피부 신경절을 따라
저리고 당기는 통증을 호소한다1).

치료는 크게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 있
으며, 수술적 치료에는 추궁절제술, 미세 현미경 수술, 내
시경 수술, 골융합술, 추간판 전치환술이 있고, 비수술적
치료에는 한의학적인 치료, 약물치료, 물리치료, 운동치료
등의 보존적 요법이 있다2). 후자의 경우, 6주 정도의 보존
적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대소변 실금 및 급성 신경근 압박
증상이 아니라면 80~90 % 정도의 치료율을 보이는 것으
로 알려져 있어서, 대표적인 보존치료인 한의학적 접근법
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한의학적
치료에는 침, 뜸, 매선침, 약침, 추나, 한약 등이 있으며 이
에 관련된 다수의 임상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3).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한의학 연구 보고는 2000년
3편에 불과하던 논문 수가 조금씩 증가해 2010년에는 15
편으로 해마다 증가,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한의학적 치료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4).

한의학적 치료방법 중 하나인 매선요법은 유침과 매침의
원리를 근거로 형성된 새로운 혈위자극요법1)이며, 특별히
고안된 기구를 사용하여 혈위 내에 이물(안전성이 입증된
봉합사인 Polydioxanone 실이 널리 쓰임)을 매입함으로
써 지속적인 자극을 주어 질병을 치료하는 요법이다5). 매
선요법은 경락을 소통시키고 말초신경과 근육에 자극을 주
며, 세포의 면역을 높여주어 질병에 대한 방어력을 높여주
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장기간의 유침이 필요한 사기(邪氣)
가 깊거나 오래된 질환에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6).

국내에서는 매선침법이 주로 안면부 질환, 미용, 성형 분
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동통성 질환에 적용 가능한 것으
로 알려져 있으나7), 매선요법을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적
용한 연구는 임상례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저자는 본원 침구의학과에 요추 추간판 탈출증
을 주소로 입원한 환자 1례에 대한 매선치료를 병행한 한의
복합치료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하는 바이다.

Ⅱ. 방법

1.�치료방법

1)�매선치료
2016년 9월 13일 오후에 매선 동의서를 서명한 후 매선

치료를 시행하였다(Appendix 1). 매선치료에는 1회용 매
선침(27G × 90mm4개, 29G × 60mm6개, 29G ×
40mm2개)을 이용하였다.

L4/5 90 mm 양 내측 기립근 4개 직자, L4/5 60 mm
좌, 외측 기립근 6개 수직 횡자, L4/5 40mm양측 천장관
절 2개 수직 횡자하였다.

2016년 9월 19일 오후에는 매선치료를 시행하였다. 매
선치료에는 1회용 매선침(27 G × 90 mm 5개, 29 G ×
60mm9개, 29G × 40mm4개)을 이용하였다.

L4/5 90 mm 양 내측 기립근 3개 직자, L4/5 60 mm
좌, 외측 기립근 9개 수직 횡자, L4/5 40mm양측 천장관
절 4개 수직 횡자, L4/5 90 mm 양측 천장관절 2개 수직
횡자하였다(Fig. 1).

2)�침치료

1일 평균 2회 시행하였으며, 1회용 호침(동방침구제작소,
한국, 0.25× 40mm, 0.35× 50mm, 0.40× 60mm,
0.40× 90mmSterilizedstainlesssteelneedle)을 사
용하였고, 지속적인 자극을 위해 전침기 ES-160(저주파
자극기)을 사용하였다.

오전은 복와위로 방광 1선 혈위(삼초수, 신수, 기해수, 대
장수, 관원수, 소장수, 방광수, 중려수, 백환수, 상료, 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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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Application�of�needle-embedding�therapy�on
lumbar�HIVD



중료, 하료) 및 2선 혈위(포황, 질변) 그리고 요부 협척혈 등
을 배합하여 0.40 × 60 mm, 0.40 × 90 mm를 혈위에
따라 30~80mm깊이로 직자하여 양측 기해수, 관원수 부
위로 지속적인 전기 자극을 가하여 20분간 유침하였다.

오후는 앙와위로 영골, 대백을 기본으로 하여 증상에 따
라 상백, 차백, 중백, 하백, 화관, 화릉, 화산, 화부해 등을
배합하여 0.25× 40mm또는 0.35× 50mm를 직자하
여 혈위에 따라 30~40mm깊이로 20분간 유침하였다.

3)�약물치료

독활속단탕(1첩 당 독활·강활·당귀(일)·백작약·황
기·단삼·위령선 각 6 g, 속단·숙지황·천궁(거유,
일)·복령·우슬·두충(염자)·진교·세신·방풍·육
계·녹용(러) 각 4g, 감초 2g, 금은화·연교 각 12g)을 1
일 2첩 3포로 탕전한 120 cc 용량의 탕약을 하루 세 번 식
후 2시간에 투여하였다.

4)�물리치료

오전 침치료의 경우 유침 시간 동안 요부에 경피적외선
조사요법을 하였고, 오후 침치료의 경우 복부에 경피적외
선조사요법을 시행하였다.

건부항을 1일 2회 5~10분간 요부에 시행하였고, 증기욕
을 1일 2회 15분간 요부에 시행하였으며 경근간섭저주파요
법, 경피전기자극요법을 1일 2회 요부에 각각 15분간 시행
하였다.

2.�평가방법

1)�Numeric Rating Scale (NRS)
주로 전반적인 통증의 강도를 평가하는데 사용되며 환자

가 자신의 통증 정도에 해당하는 숫자를 주어진 숫자 중에
선택하는 방법이다8).

2)�Visual Analogue Scale (VAS)

주로 전반적인 통증의 강도를 평가하는데 쓰지만 통증의
강도나 빈도 등을 평가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시각
상사척도는 환자에게 주어진 선 위에 환자 스스로가 자신
의 통증 정도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아무런 표시도 없는 10 cm의 가로 방향의 직선을 사용한
다. 직선의 양 끝에는 세로로 짧은 직선을 그어 끝임을 표
시해야 하며 또한 직선의 양 끝에는 언어적인 설명이 추가
되어야 하는데 오해의 여지가 없는 단호한 어휘를 사용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왼쪽 끝에는 ‘통증 없음’을, 오른쪽 끝

에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심한 통증’이나 ‘가장 극심한 통
증’ 등을 많이 사용한다. 언어적 설명을 덧붙여 양 끝에 ‘0’
과 ‘100’이라는 숫자를 추가할 수도 있다. 점수는 주로 1
mm당 1점씩으로 계산해 0점에서 100점 사이의 점수를 사
용하는 것이 보편적이다9).

3)�Oswestry Disability Index (ODI)

연구 대상자들의 불편한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본인이
직접 기입하는 허리통증 기능장애 척도인 ODI(이하 요통
장애지수)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통증관리, 개인관리,
들기, 걷기, 앉기, 서기, 수면, 사회생활, 외출 및 성생활에
관한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답변을
기피하는 성생활 문항을 제외한 총 9문항으로 평가하였다.
각 항목당 0~5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9문항의 점수를 치
료 전후로 비교하였다. 측정값이 작을수록 일상생활 동작
수행 시 요통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10).

Ⅲ. 증례

1)�대상

김OO, 여성, 28세

2)�치료�기간

2016년 9월 5일~2016년 9월 23일

3)�주소증

LowBackPain(이하 LBP)

4)�발병일

2015년 6월

5)�과거력

gastritis : 2011년 Local 병원에 1주일간 입원하며 약
물치료 받음. 현재 증상 없음(환자 진술에 의거)

6)�가족력

부, 모 : 고혈압

7)�사회력

키 166.6 cm, 체중 54.2 kg, 직업: 사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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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현병력

2015년 6월 용력 후 LBP 발생하여 ○○병원 Lumbar
spine(이하 L-spine) CT 결과상 L4-5 Herniated In-
tervertebral Disc(이하 HIVD) 진단받고 물리치료 및 약
물치료 후 증상이 경감됨.

7월 △△병원 L-spine CT 결과상 L4-S1 HIVD 진단
받은 후 1주일간 입원하여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후 증상이
경감됨.

2016년 8월 별무 원인 기상 시 LBP심화되어 □□병원
L-spineCT결과상 L4/5 HIVD진단받고 물리치료 및 진
통제 주사치료 받았으나 별무 호전됨.

2016년 9월 2일 ◇◇병원에서 L-spine MRI 결과상
L4/5 HIVD 진단받고 디스크절제술 및 신경차단술을 권
유받았으나 거부하고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후 증상이 경
감됨(Fig. 2).

9)�입원�당시�복용�중인�약물

(1) Bayer ASPIRIN 500 mg TAB : (Aspirin) 1 Tab
[PO] PRN

10)�방사선�소견

(1) 2016-09-02 ◇◇병원 L-spineMRI

11)�진단명

herniated disc disease of lumbar spine with
radiculopathy

12)�치료�경과

2016년 9월 5일 입원 시 소견은 LBP NRS 7, Radiat-
ing pain NRS 4, ODI 12점이었다. SLR test는 우측이
30도, 좌측이 40도였다. 좌위는 10분 정도 유지할 수 있었
고 이후 불편감으로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였다.

2회의 매선치료 후 2016년 9월 23일 퇴원 시 소견은
LBP NRS 4, Radiating pain NRS 2, ODI 11점으로 감
소했다. SLR test는 우측이 90도, 좌측이 80도로 범위가
호전되었다. 좌위는 15분 정도로 유지 시간이 증가하였다
고 하였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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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ogress�in�the�Treatment�of�Case

Before After

NRS (low back pain) 7 4

NRS (radiating pain) 4 2

ODI 12 11

SLRT(°) 30/40 90/80

NRS : numerical rating scale. ODI : oswestry low back pain dis-
ability index. SLRT : straight leg raising test.

Fig.�2.�L-spine�MRI

Fig.�3.�The�change�of�numerical�rating�scale�during
admission

Fig.�4.�The�change�of�Oswestry�low�back�pain�dis-
ability�index�at�admission�and�discharge



Ⅳ. 고찰

본 증례의 환자는 매선치료를 총 2회 받았으며 매일 침
구치료와 함께 독활속단탕을 복용하였다. 입원 시에 비해
퇴원 시 LBP NRS는 7에서 4로, radiating pain NRS는
4에서 2로, ODI는 12점에서 11점으로 감소하였다. SLR
test는 우측이 30도에서 90도로 좌측이 40도에서 80도로
변화하였다.

치료의 경과 및 예후에 관한 기존 증례보고를 살펴보면,
이 등의 연구에서는 매선치료를 병행한 보존치료로 4명의
환자에게서 LBPNRS감소폭은 3~6이었으며, 입원 기간
은 2~3주였다고 하였다. 본 증례에서도 LBPNRS감소가
3으로 기존의 연구와 비슷한 정도로 통증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증례가 1건에 불과하여 통계적 접근이 불가능
했다는 점, 대조군 설정이 없었다는 점, 매선이 체내 흡수
되는 시기가 보통 28일 정도 소요되는데1), 총 관찰 기간이
19일로 매선침 시술 후 회복속도를 고려할 때 통증 경감 정
도 및 기능 향상을 장기적으로 평가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는 점, 매선치료가 2회에 그쳐 그 횟수가 현저히 적다는 점
이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본 증례연구에서는 기능을 알아보는 평가 척도인 ODI
점수에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 등11)이 발표한 타 증례보고
에서는 2주간의 입원치료 기간 동안 31의 점수변화가 있는
것과 비교하면, 본 증례에서 1점의 점수 변화는 아쉬운 점
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타 논문에서는 Low Back Pain만을 평가하였
으나11), 본 연구에서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특징적인 양
상을 고려하여 요통과 하지 방산통을 함께 평가했다는 점
에서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매선치료를 요통에 적용한 기존의 논문에서는 매
선침을 양측 기립근 부위에 직자하는데 반해, 본 연구에서
는 기립근 부위에 직자와 횡자로 매선치료를 시행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아직까지 한의학계에 매선치료를 근골격계 통증 질환에
적용한 연구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본 증례는 요추 추간
판 탈출증에 매선침 시술 시의 경과를 제시했다는 것에 본
연구는 의의가 있다.

향후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매선치료의 더욱 발전
된 연구 및 다양한 임상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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