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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비골신경병증 환자에 대한 침 및 침전기 자극술 병용 치험 1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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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port that a patient suffered from Common Peroneal Neuropathy (CPN) caused

by ankle sprain was improved by acupuncture plus electro-acupuncture. In this study, the patient was diagnosed with

magnetic resonance image(MRI) and electomyography(EMG). We treated at acupoints ST36, ST41, SP9, GB34, GB39

and LR3 by acupuncture plus electro-acupuncture twice a day for 16 days; a total of 30 times . We used evaluation

scale including muscle manual testing(MMT) and visual analogue scale (VAS). MMT changed from Grade 0 to Grade

5 and VAS changed from 10 to 2 after treatment for 16days with hospitalization. Though it is a case report, these

results suggest that acupuncture and electrical acupuncture might have valid effect on CPN in controlled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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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총비골신경병증(Common Peroneal Neuropathy, 이하 CPN)

은 발목 배측 굴곡과 외번 기능의 약화로 인하여 족하수 및 발등

과 외측 종아리의 감각 상실, 특징적인 계상보행(slapping gait)

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1)

. CPN은 슬관절 전치환술, 체중

감량, 신경종, 정맥류, 다리를 꼬는 습관, 발목 염좌 등 다양한 원

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2-7), 외상에 의한 경우 근골격계의 손

상이나 신경 단독의 견인(traction), 압박(compresison) 또는 열상

(lacertaion)에 의해 발생한다1).

CPN의 치료는 일반적으로 기저 질환(underlying disease)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제어가 선행되어야 하고, 기저 질환이 없이

발생된 경우 자연치유 경과를 고려한 통증완화를 위한 국소 리

도카인, 항간질제, 아편계 진통제 등의 약물 투여와 온열요법 등

의 이학적 치료법이 적용된다
8,9)

.

한의학적 관점에서, CPN은 下肢無力, 下肢痿弱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痿症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筋骨痿軟이

주가 되고 일반적으로 통증이 없는 경우에는 痿症이고 지체의

감각이 감퇴 혹은 상실되면 痲木이다. 근력 저하보다 통증이 주

증상일 때는 痺에 속한다
10)

.

국내 한의학계에서는 그간 침이나 전침 및 각종 한의약 치

료 개입을 통한 증례 보고가 있어왔으나 대부분 여러 가지 한의

약 치료법이 복합 적용된 연구로, 제한된 범위의 치료 개입에 의

한 성과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증례에서는 발목 염좌 이후 발생한 총비골신경병증

환자에 대해 통제된 치료 개입으로써 침과 침전기 자극술을 병

용하여 비교적 신속한 호전을 나타낸 경험을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1. 환자의 동의

본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증례의 환자에 대하여 본 증례 연

구의 범위, 가치 및 개인정보의 보장 등 사항을 설명하여 증례보

고 출판에 대한 구두 동의를 얻었다.

2. 치료방법

1) 침



총비골신경병증 환자에 대한 침 및 침전기 자극술 병용 치험 1례

- 673 -

치료에 사용된 침은 멸균된 stainless steel 호침(0.25x30 ㎜,

동방침구사, 한국)을 사용하였다.

치료 경혈은 足陽明胃經의 足三里(ST36), 解谿(ST41), 足太陰

脾經의 陰陵泉(SP9), 足少陽膽經의 陽陵泉(GB34), 懸鐘(GB39), 足

厥陰肝經의 太衝(LR3)으로 총비골신경의 유주상에 위치한 경혈

을 선택하였으며, 혈위당 10～20 ㎜의 심도로 15분간 유침하였다.

2) 침전기 자극술

침전기 자극술은 침을 경혈에 자입한 후 전류를 통한 추가

적 자극을 주기 위하여 저주파자극기(GP-304. (주)굿플. KOREA)

를 사용하였으며, 배측 굴곡근 근육조직의 흥분성을 높이기 위해

운동점(motor point)을 고려하여 足三里(ST36)와 懸鐘(GB39), 解

谿(ST41)와太衝(LR3)에 양극식으로 도자를 배치한 뒤 기시치가

유발되는 것이 확인 될 때까지 전류를 높여 10 ㎐로 1회당 15분

간 자극하였다.

3) 기타 치료

족관절 배측굴근(dorsiflexor)과 내반근(invertor)인 전경골근

(tibialis anterior), 족저굴곡근(plantar flexor)과 외번근(evertor)

인 장비골근(peroneus longus)과 단비골근(peroneus brevis)의

등척성 운동과 테라밴드를 이용한 저항운동을 지도하여 매일 자

가 시행도록 하였다.

아울러, 양방협진을 통해 입원치료 기간 중 경피적외선요법

(15-20분/회, 1회/일) 및 경근중주파요법(15분/회, 1회/일)을 시

행하였다.

3. 평가 척도

1) 도수근력평가(Manual Muscle Test, MMT)11)

족관절의 근력을 평가하기 위해 MMT를 시행하였으며, 매

회 치료를 시작하기 전 족관절 근력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였다

(Table 1). 평가는 매회 병동 담당 수련의와 주치의가 교차 시행

하였다.

Table 1. Manual Muscle Test

G rade D e fin it io n
G rad e  0

(Z e ro )
N o  co n tra c t ile  a c t iv ity  can  b e  fe lt in  th e  g ra v ity  

e lim in a ted  p o s it io n .

G rad e  1
(T ra ce )

T he  m u sc le /m u sc le s  can  b e  p a lp a ted  w h ile  th e  p a tie n t is  
p e rfo rm ing  th e  a c tio n  in  th e  g ra v ity  e lim in a ted  p o s it io n .

G rad e  2
(P o o r)

P a tie n t h a s a ll o r p a rt ia l rang e  o f m o t io n  in  th e  g ra v ity  
e lim in a ted  p o s it io n .

G rad e  3
(Fa ir )

P a t ie n t can  to le ra te  no  re s is tan ce  b u t c an  p e rfo rm  th e  
m ovem en t th roug h  th e  fu ll rang e  o f m o tio n .

G rad e  4
(G oo d )

P a tie n t c an  ho ld  th e  po s it io n  ag a in st s tro n g  to  
m o de ra te  re s is tan ce , h a s fu ll rang e  o f m o tio n

G rad e  5
(N o rm a l)

P a tie n t c an  ho ld  th e  po s it io n  ag a in st m ax im u m  
re s is tan ce  and  th ro ug h  co m p le te  ran ge  o f m o tio n .

2) 시각적 상사척도(visual analogue pain scale, VAS)

우측 발등과 무릎 이하 부위의 이상감각 및 감각 둔마 증상

의 불편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증상이 없는 상태를 0으로 하고

참을 수 없는 증상을 10으로 하여 피시술자가 자신의 상태를 표

시하도록 하였다. 치료 후의 통증 호전도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

하였으며 매일 병동 담당 수련의와 주치의가 평가하였다.

4. 증례 요약 및 치료 경과

1) 환자 : 이 O O F/57세

2) 치료기간 : 2013년 5월 15일 ～ 2013년 5월 31일(16일간)

3) 주소증

(1) 좌측 족관절, 족지의 배측굴곡 및 외번운동 약화

(2) 좌측 무릎관절 이하 및 발등 부위의 이상감감(저리는 느

낌), 감각 저하

(3) 족하수

4) 과거력

2008년 퇴행성 관절염으로 우측 무릎관절의 전치환술을 시

술 받음. 고혈압(-), 당뇨병(-)

5) 현병력

2013년 5월 14일 밭일을 하시다 좌측 발목을 삐끗한 뒤 갑자

기 좌측 발목의 족하수 및 좌측 무릎관절 이하 부위와 발등 부위

의 감각이상 증상이 발생하여 영광 oo 병원에서 요추부 MRI 검

사 및 신경근전도 검사상 좌측 총비골신경병증으로 진단 받음.

적극적 한방치료 원하여 2013년 5월 15일 본원으로 전원함.

6) 이학적 소견 및 검사 소견

(1) DTR(Deep Tendon Reflex)

Knee Tendon Reflex (++/++) Ankle Tendon Reflex

(++/++)

(2) Sensory test

좌측 무릎관절 이하 전외측면 및 발등 부위의 감각이상(저

린 느낌), 감각저하

(3) Lumbar spine MRI(2013년 5월 15일 영광 oo 병원, Fig. 1)

L23 bulging disc and spondylitis. no spinal stenosis on

both IVF

(4) Nerve conduction study(Motor NCV, Sensory NCV)(2013

년 5월 15일 영광 oo 병원)

Normal evoked potential amplitudes of left peroneal

motor. Normal latencies of bilateral posterior tibial H-reflexes.

Fig. 1. Lumbar Spine MRI(4/8/11 slide)

7) 치료경과

(1) 2013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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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시 우측 발목관절의 족배굴곡, 외번운동이 MMT Gr 0

인 상태였으며, 정강이 부위와 발등부위의 저림증과 무딘감각이

VAS 10인 상태로 평가되었다. 발목관절의 염좌에 따른 부종은

심하지 않았다(Fig. 2, 3).

(2) 2013년 5월 20일

침치료와 침전기 자극술(1일 2회) 10회차에서 점차 증상의

호전이 나타나 MMT Gr 2로 움직임이 있었으며, 근육 수축력은

전경골근은 뚜렷하였으나 장단비골근은 마비된 상태였다. 저림

증상과 감각이상은 VAS 7로 다소 호전되었다(Fig. 2, 3).

(3) 2013년 5월 25일

침치료와 침전기 자극술 10회차 이후 20회차까지 매일 근력

의 증가가 나타나 MMT는 Gr 4까지 회복되어 계상 보행에서 정

상 보행패턴으로 호전이 되었다. 감각이상도 호전이 있었으나 날

씨의 영향을 받아 흐린 날은 저림증의 기복이 있었다. 평가일

VAS는 6이었다(Fig. 2, 3).

(4) 2013년 5월 31일

침치료와 침전기 자극술 25회차까지 받은 뒤 MMT는 Gr 5

로 정상 근력을 나타내었으며, 관절운동의 제한이 소실되었다.

저림증과 감각저하 역시 전반적으로 호전되어 VAS 2로 평가되

었으며, 발목 주변부의 감각만 다소 저하된다고 하였다. 평가일

까지 치료 후 퇴원하였다(Fig. 2, 3).

Fig. 2. The Change of MMT.

Fig. 3. The Change of VAS.

고 찰

족하수(foot drop)는 발의 배측굴곡근 약화를 뚜렷하게 나타

내는 소견으로써, 이와 관련된 가장 흔한 원인은 총비골신경

(common peroneal nerve)의 신경병증이다1). CPN은 외상 또는

잠행성의 원인을 통해 발생하며, 이와 관련하여 슬관절 전치환술
2)

, 체중 감량
3)

, 신경종
4)

, 정맥류
5)

, 다리를 꼬는 습관
6)

, 발목 염좌
7)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보고되고 있다.

해부학적으로 살펴볼 때 총비골신경은 좌골신경의 일부분이

다. 좌골신경은 슬개와 바로 윗 부분에서 총비골신경과 경골신경

으로 분지된다. 분지된 이후 총비골신경은 비골두를 휘감아 돌면

서 주행한 후 표재와 심부 분지로 나뉘게 된다. 이러한 분지들은

슬관절, 다리의 전측과 외측, 발등 부위, 그리고 신전근 및 발의

배측굴곡근 등 다리 전외측에 분포한 근육들을 지배한다13).

이와 같은 해부학적 구조에 따라 총비골신경에 완전한 손상

이 발생한 환자는 발목 배측굴곡과 외번 기능의 약화와 이에 따

른 족하수, 발등과 외측 종아리의 감각 상실, 특징적인 계상보행

(Slapping gait) 등의 증상을 보이게 된다1). 다만, L5 신경근병증

과 좌골신경병증 등에서 나타나는 기능 결손은 총비골신경병증

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므로 세심하게 감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303례의 족하수 환자를 대상으로 한 후향적 연구에서

는 발의 배측굴곡근 마비 양상을 나타내는 환자의 30.6%가 CPN

에 의한 것이었으며 19.7%가 L5 신경근병증에 의한 것이었다고

보고하여, 임상적 감별진단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14).

외상과 관련된 CPN은 근골격계의 손상이나 신경 단독의 견

인, 압박 또는 열상등의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총비골신경의 주

행이 비골두 근처를 감아 돌며 지나는 형태를 지니기 때문에

CPN은 무릎 부위의 손상에 보다 민감
8)
한 편으로 알려져 있으

나, 임상에서는 종종 좌골신경의 손상과 같은 무릎 외 부위의 문

제에 의해서도 총비골신경병증이 생길 수 있다. 특히, 본 증례의

경우에 환자 본인이 발목을 접질려 넘어진 후 족하수 증상이 발

생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병력과 관련하여 급성으로 유

발된 발목 염좌에 의해서도 총비골신경병증이 유발될 수 있다는

보고
15)
가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그 기전에 대하여 환자의 발에

가해진 갑작스러운 저굴(plantarflexion) 및 내번(inversion)을 유

발하는 외력에 의하여 무릎 후외측의 신경에 견인 손상(traction

injury)을 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15)

. 또한, 66명의 환자를 대

상으로 한 다른 증례에서도 Grade 3 염좌 환자의 86%와 Grade

2 염좌 환자의 17%에서 총비골신경의 손상 소견이 나타났다16)

고 하여 본 증례의 경우에서와 같이 발목 염좌에 의한 CPN의

병발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만 발목 염좌에 병발하는

CPN이 흔하게 관찰되는 병력 소견은 아니기 때문에 그 감별에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 발목 염좌 환자는 종종 원발성 인대 손상

에 의해서도 외측 발목 통증과 외전력 약화를 겪을 수도 있기 때

문이다8).

이상의 진단 요소들과 관련하여 본 증례의 진단에 있어 다

음과 같은 감별 과정을 생각해볼 수 있었다. 첫 번째로 환자는

좌측 발과 발목 부위에서 MMT Grade 0 수준의 비교적 뚜렷한

근육 기능 결손과 감각 이상 등 전형적 신경병증의 소견을 보였

으나, 당뇨병 등의 기왕력이 없고, MRI를 시행함으로써 해당 증

상이 나타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L5 신경근병증 및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의 요인을 배제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환자는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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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좌의 병력이 있었으나 주소 부위에서 인대 손상 특유의 국소

소견을 추가적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원발성 인대 손상의

가능성 또한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증례에서는 치

료 초기부터 발목 염좌에 병발한 CPN으로 추정 진단을 내린 상

태에서 진료 계획을 수립하였다.

CPN과 같은 말초신경병증의 치료는 기저 질환(underlying

disease)의 제어 및 호소 증상에 대한 처치라는 두가지 목표를 설

정하여 진행한다9). 보통 통증 완화를 위한 국소 리도카인, 항간

질제, 아편계 진통제,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제 등 약물 투여와

함께 온열 및 얼음 찜질 등의 물리 요법 등이 활용되며, 3개월에

서 7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수술

이 고려될 수 있다
8)

.

전통 한의약 임상에서 침 치료는 각종의 마비질환의 개선에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고 사용되어 왔으나, 실제로 침이 신경병증

과 그에 따르는 기능 손상 등에 유효하다는 근거가 있는지에 대

해서는 논란이 있다. 최근의 체계적 고찰 결과들을 살펴보면 중

풍 이후의 신경기능 회복에 대해 침이 유효한 효과를 있다는 증

거를 찾을 수 없다는 보고
17)
가 있는 반면에, 척수신경 손상에 따

르는 증상과 합병증의 처치에 제한적이지만 유효한 근거가 있다

는 보고18)도 존재하는 등 상반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본 증

례에서의 환자 치료시에는 한의약 치료의 전통적 경험 및 전문

가 식견에 따라 CPN 및 동반된 마비 증상에 대하여 침 치료를

통한 접근이 유효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침전기 자극술(electro-acupuncture)은 수기법을 통해 자극

을 가하는 전통적 침의 변형으로 자입된 침에 전류가 흐르게 하

는 방식을 통해 자극을 가한다. 많은 침 관련 연구들이 일반적

침에 비하여 침전기 자극술을 보다 선호하는데, 자극의 빈도, 강

도, 파형 등의 표준화가 용이하여, 임상 및 연구 환경의 재현성을

더 잘 담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기 자극에 비해 더 나은 유

효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

. 침전기 자극술의 효과 기전

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파수의 자극이 세로토닌(5-HT)와 하향 통

증 경로(descending pain inhibitory pathway)에 영향을 미쳐 진

통 작용이 일어날 것이라는 보고
20)
나 좌골신경을 손상시킨 백서

모델에 침전기자극술을 시행하였을때 축삭재생(axonal

regeneration)과 관련된 것으로 여겨지는 운동기능 복원(motor

recovery)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21)

등이 있어 본 증례

에서 시행한 치료 개입의 당위성을 부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으

나, 아직 침전기자극술의 인체 영향에 있어 생리 기전 측면에서

의 일반화된 설명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반면에 침전기 자극술

의 임상적 효용과 관련해서는 요통 및 하지부 증상의 억제22), 류

마티스 관절염23) 등의 통증 질환을 비롯하여 유착성 장폐색24)이

나, 원발성 불면증
25)
과 같은 비 통증 질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 걸쳐 근거가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본 증례에서는 상기 연구들에 의한 지견과 함께, 벨

마비에 대한 침 치료 후 보다 강한 자극을 가한 실험군이 무자극

대조군에 비해 치료 효과가 우수하였다는 최근의 무작위 대조

시험26) 결과를 참고하여 침과 침전기자극술의 병용이 환자의 증

상 개선이 보다 유효한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침

이외의 다른 치료 개입을 원하지 않았던 환자의 요청을 감안하

여 침과 침전기자극술의 병용을 주 치료 개입으로 시행하였으며

그 이외의 다른 한의약 치료 개입은 시행하지 않았다. 이후 경과

를 관찰한 결과, 환자는 약 16일간의 입원 관리 이후 MMT는 입

원 당일의 Grade 0 소견에서 퇴원 시점에 Grade 5로 변화하였

고, 감각이상에 대한 자각 호소도 VAS 기준 10에서 2로 하락하

였다. 이는 환자 스스로 느끼는 자각증상 호전도 자체를 놓고 평

가함에 있어서도 비교적 양호한 호전 양상일 뿐만 아니라, CPN

이 족하수를 초래할 정도 이상의 심한 축색손실이 있을 경우 6개

월에서 1년까지도 경과가 지속될 수 있다8)는 예후와 관련한 기

존 보고와 비교하더라도 신속한 회복을 나타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본 증례의 보고에 있어 몇 가지의 한계점을 들 수가

있다. 첫 번째 한계점은 본 증례의 진단은 추정 진단이라는 점이

다. 임상 소견의 관찰 및 이학적 검진은 신경병증의 초기 평가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나, 그러한 평가를 통해 도출된 추정

진단에 대한 감별 및 확진은 영상진단과 전기진단학적 검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본 증례의 경우 영상진단을 통한 감별

은 하였으나 전기진단학적 검사에서 뚜렷한 소견이 나타나지 않

았다. 따라서, 본 증례의 진단이었던 발목 염좌에 병발한 총비골

신경마비는 확정 진단으로 볼 수 있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두

번째로 침전기 자극술을 중심으로 한 단일한 치료 개입이 이루

어졌으나, 경피적외선조사요법 및 경근중주파요법이 양방 협진

을 통해 시술됨으로써 치료 개입의 통제가 완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세 번째 한계점은 심각한 손상을 동반하지 않는 신경병

증의 경우 증상이 자연 경과에 의하여 신속하게 회복되는 경우

가 종종 있음에도 본 증례에서 나타난 신속한 호전이 통제된 치

료 개입에 의한 결과물인지, 한방병원이라는 집중적 입원 치료

환경의 영향에 의한 자연적 호전인지에 대한 감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계점들에도 불구하고 본 증례는 흔하게 발생하지

않는 발목 염좌에 병발하는 총비골신경병증으로 추정 진단한 환

자에 대해, 비교적 잘 통제된 침과 침전기 자극술 위주 치료 개

입의 적용을 통해 관련 증상의 신속하고 현저한 개선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가치를 갖는다고 하겠다.

향후 본 증례보고를 통해 제기된 한계점의 보완 및 유사 증

례에 대한 추가적 고찰을 통해 보다 신뢰도 높은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결 론

본 증례보고를 통해 침 및 침전기 자극술의 병용이 CPN에

동반되는 마비 및 감각 이상의 개선에 유효한 치료법으로 적용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향후 보다 엄격하게 통제된 환경에서의 임상 시험을 바탕으

로 한 근거 마련의 과정을 통해 침 및 침전기 자극술 병용의 일

반적 효과에 대한 보다 확고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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