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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선요법을 병행한 요추 추간판 탈출증 환자 치험 4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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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port on 4 Patients with Lumbar Disc Herniation Treated with

Concurrent Embedding Therapy under Conventional Korean Medical

Trea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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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edding Therapy keep the stimulation to acupoint. Recently, Embedding Therapy is used for various disease

and also studied in many different fields especially in China. In Korea, Embedding Therapy is studied and used for

dermatology, face-lift, obesity, facial palsy most frequently. Chinese studies shows us Embedding Therapy could help

musculoskeletal system disorder, lumbar herniated intervertebral disc, sprain, spinal canal stenosis. In Korea study

concerning lumbar herniated intervertebral disc treatment used Embedding Therapy is few. This study's purpose is to

ensure effect of Embedding Therapy at lumbar herniated intervertebral disc treatment. Four lumbar disc herniation

patients had been treated with Embedding Therapy were described in this article. The patients(n=4) had been suffering

from chronic lower back and leg pain that continued for more than 6 months. All patients had been diagnosed as

lumbar disc herniation by MRI or CT, and treated with Embedding Therapy at least 2 times(7 days interval). 2 patients

had been treated with concurrent treatment of acupuncture therapy, and the other 2 patients with concurrent treatment

of acupuncture and herbal therapy. We observed 4 patients for more than 2 weeks, and their symptoms and quality

of daily life had been improved. This suggests that lumbar disc herniation can be successfully recovered with

Concurrent Embedding Therapy under conventional Korean Medical Treatment without side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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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요추 추간판탈출증의 치료는 보존적 방법과 전통적인 수술

방법이 있으며, 보존적 방법은 효과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전통

적인 수술 방법은 그 침습성 때문에 합병증이 많을 수 있어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통일된 의견이 없는 상황

이다. 일반적으로 마미증후군, 크게 탈출되었거나 탈출된 추간판

조직이 분리되어서 생긴 진행하는 운동신경손상, 보존적 치료를

하는 질병 초기의 견딜 수 없는 통증의 경우 전통적인 수술 치료

의 절대적 적응증이 된다1). 하지만 여러 문헌에서 이러한 환자에

서도 수술적 치료 없이 신경학적 호전이 될 수 있음이 보고되었

으며1,2), 탈출된 수핵이 수술 없이 보존적 치료를 통해 자연적으

로 흡수되었다는 증례들1,3-5)이 보고되고 있다.

한의학에서는 요추 추간판탈출증의 증상을 주로 腰痛, 痲木

證, 痹證, 痿證의 범주로 하여 임상에서 다양한 보존적 치료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수술적 치료 후 재발되거나 수술적 치료를 권

유받은 후 한의학적 보존치료를 통해 호전된 증례들
6-8)

이 보고되

고 있다.

매선요법(埋線療法)은 장기간의 留鍼을 필요로 하는 제반 질

환에는 모두 유용하며, 특히 신경성 동통, 근골격계 동통, 내장성

동통 등을 포괄한 동통성 질환에 유용하다9). 또한 국내에서는 안

면부 질환, 미용, 성형 분야에서 최근 활발하게 연구와 임상적 활

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10)

. 이 등
11)
의 연구와 이 등

12)
의 연구는 매

선요법이 안면 주름 및 피부에 미치는 효과를 보고하였고 강 등
13) 의 연구와 이 등14)의 연구는 안면마비 후유증에 매선요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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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유효한 효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신 등15)의 연구에서는

매선요법이 비만치료에서도 유효한 효과가 있었고, 배 등16)의 연

구는 매선요법이 치매 환자의 치료에서 효과가 있었다. 중국에서

는 안면부 질환, 미용, 성형뿐만 아닌 다양한 분야와 함께 동통

질환에 대한 연구 또한 1971~1975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10)

. 柏
17)
은 686例, 范萍

18)
등은 387例, 钟思冰

19)
는 536例, 刘婧

20)은 120例의 100명 이상의 추간판탈출증 환자에서의 매선요법

의 높은 유효성을 보고 하였다. 또한 韩21)은 264例의 각종 원인

에 의한 좌골신경통 환자에서 98.6%의 유효율을 보고하였다. 이

같이 중국에서는 동통 질환에 대한 증례 보고가 다양하게 발표

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동통 질환에 대한 증례 보고 및

임상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저자들은 2012년 6월부터 8월까지 본원에 내원한 요추 추간

판탈출증 환자 4명에게 매선요법과 보존적 한방치료를 병행하여

호전을 보였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본 증례는 2012년 6월부터 8월까지 요통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한 환자 중 매선요법을 병행해 증상의 호전을 보인 환자들

의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영상검사를 통해서 요추 추

간판탈출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이 6개월

이상 경과하였고, 수술의 과거력이 없는 환자 중에서 2회 이상

(주 1회)의 매선요법을 시행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매선

요법은 동방침구제작소에서 제작한 동방 미라큐 29G 40 mm 매

선용 침을 사용하여 추간판이 탈출된 척추 분절의 양측 夾脊에

直刺하여 주입하였다. 총 4명의 환자가 2주 이상 평가되었으며,

모든 환자에게 침구치료가 병행 되었고, 2명에서는 한약투여가

병행되었다. 침구치료는 모든 환자에게 공통적으로 요통 호소 부

위의 足太陽膀胱經과 양측의 後谿(SI3), 中渚(TE3), 陽陵泉

(GB34), 委中(BL40), 承筋(BL57), 申脈(BL62)에 20분간 시행하였

으며, 한약은 환자별로 변증하여 투여하였다. 통증의 평가는 언

어숫자통증등급(Verbal Numerical Rating Scale, 이하 VNRS)을

이용하여 주 2회 시행되었으며, 기타의 이학적 검사가 동반되었

다. 또한 오스웨스트리 요통 장애 지수(Oswestry Disability

Index, 이하 ODI)를 이용하여 주 1회 일상생활의 장애 개선 정도

를 평가하였다.

1. 증례 1

2012.06.02 수년간 요통을 호소하던 중 내원 2주 전에 무거

운 물건을 들다가 삐끗한 후, 요통 증상이 지속되어 전주 OO 영

상의학과에서 자기공명영상 상 요추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52세 남자 환자가 내원하였다. 처음 삐끗할 당시 보다는 통증이

감소하여 통증 강도는 VNRS 7로 표현하였으나, 통증으로 인해

Milgram test 시행할 수 없었으며, Straight leg raising test(이하,

SLRT) 상 50˚/50˚의 소견을 보였다. 또한 통증으로 인해 30분 이

상 앉아 있을 수 없었으며, 야간에 통증으로 인해 2-3회 잠에서

깨어난다고 하였다. ODI는 38점으로 평가되었다. 통원 치료로

처음 3일간 매일 침 치료 시행한 후 2012.06.04 통증 강도는

VNRS 5로 표현하였으며, Milgram test 10sec, SLRT 60˚/60˚의

소견을 보였다. 여전히 20분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었으나, 야간

통증이 감소하여 1-2회 잠에서 깨어난다고 하였다. 2012.06.04 매

선요법을 시행하였으며, 환자가 약간의 이물감을 호소하였으나

시술과 관련하여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다. 매선요법 시행 3일 후

내원하였고, 앉아 있는 것이 편해졌으며, 야간에 통증으로 인한

수면장애가 없어졌다고 하였다. 통증 강도는 VNRS 3로 표현하

였으며, Milgram test 15sec, SLRT 60˚/60˚의 소견을 보였고,

ODI는 20점으로 평가되었다. 이후 일주일간 매일 침 치료 지속

하였으며, 통증 양상은 약간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며, 매선요법 시술과 관련한 불편감 및 시술 부위

이상 소견은 없었다. 2012.06.12 매선요법을 추가로 시행하였으

며, 시술과 관련하여 불편감을 호소하지 않았다. 이후 격일로 침

치료 시행하였으며, 2012.06.16 야간 통증 거의 없었고, 30분 이상

앉아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통증 강도는 VNRS 1로 표현하였으

며, Milgram test 20sec, SLRT 60˚/60˚의 소견을 보였고, ODI는

7점으로 평가되었다. 이 후 2주간 주 2회의 침 치료 시행하였으

며, 매선요법 시술과 관련한 불편감 및 시술 부위 이상 소견 보

이지 않아 치료 종결하였다.

Fig. 1. Lumbar MRI of Patient 1.

Table 1. Progress in Patient 1

06.02 06.04 06.07 06.09 06.12 06.16

LBP(VNRS*) 7 5 3 3 3 1

ODI† 38 20 7

Milgram test(sec) 0 10 15 13 17 20

SLRT(°) 50/50 60/60 60/60 50/50 50/50 60/60

*: Verbal Numerical Rating Scale. †: Oswestry Disability Index.

2. 증례 2

2012.06.07 수십년간의 요통과 양측 하지 저림을 호소하며

71세 여자 환자가 내원하였다. 본원 영상의학과에서 시행한 컴퓨

터단층촬영 상 요추 추간판탈출증과 추간공 협착증을 진단받았

다. 내원 2일 전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증상 심해져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많아 입원해서 치료하기로 하였다. 보행 시 심해지는

양측 하지 저림으로 50m 이상 보행이 불가능하였으며, 앉아 있

는 자세에서 요통이 심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내원 시 요통의 통

증 강도는 VNRS 8로 표현했으며, 이학적 검사 상 Milgram test

0sec, SLRT 60˚/30˚의 소견 보였고, ODI는 41로 평가되었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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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첫날부터 매일 침 치료 시행하였으며, 한약 투여 병용하였다.

한약은 八物湯加減(五加皮 10 g, 元肉 8 g, 人蔘 白朮 白茯苓 熟

地黃 當歸 川芎 白芍藥 杜冲 牛膝 甘草 砂仁 4 g을 1첩으로 2첩

을 한 번에 달인 후 120 ml 씩 1일 3회 복용)을 투여하였다.

2012.06.08 입원 2일째에 매선요법을 시행하였으며, 입원 3일째

까지는 요통 및 양측 하지 저림 호소 양상 비슷하였으나,

2012.06.10 입원 4일째부터 앉아 있는 자세에서의 요통이 감소되

기 시작하였다. 통증 강도 VNRS 5로 표현했으며, Milgram test

0sec, SLRT 60˚/35˚의 소견 보였다. 2012.06.15 입원 9일째까지 침

치료와 한약 투여 지속한 후 통증 줄어들었으며, 앉아 있는 자세

에서도 요통 심하지 않다고 하였다. 통증 강도는 VNRS 3으로 표

현했으나, 이학적 검사 상에서는 변화 없었다. ODI는 20으로 평

가되었다. 2012.06.16 입원 10일째에 추가로 매선요법을 시행하

였으며, 시술과 관련된 불편감 및 통증 호소하지 않았다. 시술 이

후 환자가 앉아 있는 자세가 많이 편해졌다고 하였으나 보행량

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2012.06.23 입원 17일째에 통증 강도

VNRS 2로 표현했으며, Milgram test 0sec, SLRT 60˚/35˚의 소견

보였다. ODI는 14로 평가되었다. 고령의 나이로 인해 Milgram

test는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침 치료와 한약 투여 지속

하다가 입원 21일째에 매선요법 추가로 시행한 후 퇴원하여 치료

종결하였다. 퇴원 시까지 매선요법 시술과 관련된 부작용은 관찰

되지 않았으며, 퇴원 후 내원하지 않아 관찰 지속하지 못하였다.

Fig. 2. Lumbar CT of Patient 2.

Table 2. Progress in Patient 2

06.07 06.10 06.12 06.15 06.19 06.23

LBP(VNRS*) 8 5 5 3 3 2

ODI† 41 20 14

Milgram test(sec) 0 0 0 0 0 0

SLRT(°) 60/30 60/35 60/35 60/35 60/35 60/35

*: Verbal Numerical Rating Scale. †: Oswestry Disability Index.

3. 증례 3

2012.07.04 만성적인 요통과 좌측 하지의 저림을 호소하며

52세 여자 환자가 내원하였다.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자세에서 요

통과 좌측 하지의 저림이 발생하는 양상을 보였고, 특히 서 있을

때 통증이 심해져 20분 이상 서 있을 수 없었다. 통증 강도

VNRS 5로 표현하였으며, Milgram test 15sec, SLRT 70˚/45˚ 소

견을 보였다. ODI는 27로 평가되었으며, 본원 영상의학과에서

시행한 컴퓨터단층촬영 상 요추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았다. 증

상이 심해질 때마다 local 한의원에서 침 치료 시행하였으나 호

전과 악화를 반복했었기에 통원 치료 첫날부터 침 치료와 함께

매선요법을 시행하였다. 2012.07.06 시술 후 2일이 지난 후 다시

내원하여 서 있는 자세가 많이 편해졌다고 하였다. 또한 누워있

을 때는 통증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 앉아 있는 자세도 30분

이상 지속할 수 있다고 하였다. 통증 강도는 VNRS 2로 표현하였

으며, Milgram test 20sec, SLRT 70˚/40˚ 소견을 보였다. 침 치료

를 격일로 2회 시술하였으며, 2012.07.10 통원 치료 시작한지 7일

째 되는 날에 추가로 매선요법을 시행하였다. 통증 양상은 약간

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며, 통증 강

도는 VNRS 2로 표현하였고 ODI는 13으로 평가되었다. 이학적

검사 소견은 변화가 없었다. 2012.07.14 격일 간격으로 2회의 침

치료를 받은 후 서 있는 자세에서 30분까지는 통증이 전혀 없으

나 40분 이상은 지속할 수 없다고 하였다. 통증 강도는 VNRS 1

로 표현하였고, Milgram test 24sec, SLRT 70˚/45˚ 소견을 보였

다. 매선요법 시술과 관련된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이후

2회의 침 치료 시행한 후 치료 종결하였다.

Fig. 3. Lumbar CT of Patient 3.

Table 3. Progress in Patient 3

07.04 07.06 07.10 07.14 07.18

LBP(VNRS*) 5 2 2 1 1

ODI† 27 13 11

Milgram test(sec) 15 20 20 24 23

SLRT(°) 70/45 70/40 70/45 70/45 65/40

*: Verbal Numerical Rating Scale. †: Oswestry Disability Index.

4. 증례 4

2012.07.25 1년 전부터 요통 및 우측 하지 방사통 호소하던

중 3개월 전 전주 OO 영상의학과에서 자기공명영상 상 요추 추

간판탈출증을 진단받은 48세 여자 환자가 내원하였다. 오랫동안

서서 일을 하거나 앉아 있으면 요통이 시작되고 우측 하지가 저

려오는 증상을 호소하였다. 또한 허리를 굴곡하고 신전하는 자세

에서 요통이 유발된다고 하였다. 요통의 통증 강도는 VNRS 4로

표현하였으며, Milgram test 20sec, SLRT 60˚/70˚ 소견을 보였다.

ODI는 24로 평가되었다. 한약은 活絡湯(木瓜 白屈菜 玄胡索 8 g,

威靈仙 6 g, 生薑 大棗 4 g, 羌活 乾地黃 當歸 獨活 沒藥 赤芍藥

陳皮 蒼朮 紅花 3 g, 砂仁 甘草 2 g을 1첩으로 2첩을 한 번에 달

인 후 120 ml 씩 1일 3회 복용)을 투여하였으며, 통원 첫날부터

격일로 침 치료 시행하였다. 2012.07.27 두 번째 내원 시에 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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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법을 시행하였으며, 매선요법 시술부에서 약간의 이물감을 호

소하였으나 기타의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았다. 통증 양상은 비슷

하였다. 그 후 격일 간격으로 2회의 침 치료를 받았으며,

2012.08.01 통증 강도 VNRS 5로 표현했으며, Milgram test 18sec,

SLRT 60˚/70˚ 소견을 보이고, ODI는 25로 평가되는 등 내원 당

시보다 약간 통증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2012.08.03 통증 양

상에 변화 없었으며, 추가로 매선요법을 시행하였다. 2012.08.09

매선요법 시행 후 일주일 동안 격일 간격으로 침 치료 시행하였

으나 통증 강도 VNRS 3으로 표현했으며, Milgram test 15sec,

SLRT 60˚/70˚ 소견을 보였다. ODI는 21로 평가되어 약간의 호전

을 보였다. 당일 추가로 매선요법을 시행하였으며, 2012.08.17 시

술 일주일 후 내원하여 앉아 있는 자세에서의 통증이 많이 줄어

들어 앉아있을 때 통증이 거의 없어졌다고 하였다. 통증 강도는

VNRS 1로 표현되었으며, Milgram test 23sec, SLRT 60˚/70˚ 소

견을 보였다. ODI는 8로 평가되었다. 매선요법 시술과 관련한 부

작용 관찰되지 않았으며, 환자 분 더 이상 내원하지 않아 치료

종결하였다.

Fig. 4. Lumbar MRI and CT of Patient 4

Table 4. Progress in Patient 4

07.25 07.27 08.01 08.03 08.09 08.17

LBP(VNRS*) 4 4 5 4 3 1

ODI† 24 25 21 8

Milgram test(sec) 20 22 18 23 15 23

SLRT(°) 60/70 55/70 60/70 65/70 60/70 60/70

*: Verbal Numerical Rating Scale. †: Oswestry Disability Index.

고 찰

추간판 수핵의 퇴행성 변화와 충격 흡수 기능 약화는 섬유

륜에 반복적 손상을 주게 되어 섬유륜의 미세 파열과 퇴행성 변

화를 초래하게 된다. 약해진 섬유륜과 충격 흡수 능력이 떨어진

수핵은 영양공급 및 대사 장애와 반복되는 외부의 심하지 않은

충격이나 누적된 압박에 의해 수핵 탈출이 발생하게 된다. 주로

후측방 추간판 탈출이 흔하며, 탈출된 수핵이 신경근을 압박하게

되면, 자극을 받는 신경근의 피부 신경절을 따라 저리고 당기고

우리하고 따가운 통증을 호소한다. 자극을 받은 신경근이 지배하

는 근력 약화가 동반되기도 한다.
22)

한의학에서는 추간판탈출증을 腰痛 및 腰脚痛의 범주로 볼

수 있으며, 李梴의 醫學入門23)에는 “風盛者 膝脛攣急 不能久立”

이라 하고 許浚의 東醫寶鑑24)에서는 “風傷腎而腰痛者 或左或右

痛無相所引兩足强急”이라 하여 風邪로 인한 腰痛의 경우 다리가

攣急 또는 强急하다 하여 하지 방사통을 잘 표현하고 있다.

추간판탈출증의 치료는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 있다.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다음

의 연구결과들은 보존적 치료가 효과적임을 뒷받침한다고 사료

된다. 척추 수술의 경우 5년 내 재수술률이 국내의 경우 7.59%에

달하며25), 환자의 많은 수는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좋은 결과를

얻고 있고, 단지 추간판탈출증 환자의 10%미만이 3개월 후까지

증상이 지속된다고 한다26). Kraemer27)는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통증은 3주 정도에 개선되기 시작하고 1년 안에 99%가 경감되므

로 수술적 치료가 불필요하다고 하였고, Saal 등
28)
은 대부분의 추

간판탈출증은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80%이상의 증상 호전이 있

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보존적 치료에는 마약성 및 비마약성진통제, 근육 이완제,

진정제, 안정제 및 스테로이드의 경막 외 주입 등을 포함하는 약

물요법과 침상안정, 온열요법, 전기치료, 견인치료, 수기요법 등

의 물리치료와 침구치료 등이 있다. 특히 한방 임상에서 침구치

료, 약물치료, 약침치료 등 다양한 보존적 치료법을 적용하고 있

으며, 수술적 치료 후 재발되거나 수술적 치료를 권유받은 후 한

의학적 치료를 통해 호전된 증례들이 보고되고 있지만
6-8)

국내에

서는 매선 요법을 적용한 연구는 확인할 수 없었다.

매선요법은 혈위매장(穴位埋藏)요법 혹은 약실자입요법이라

고도 하는 신침요법으로 경혈에 지속적인 자극을 주어 치료효과

를 증대시키기 위해 개발된 기술이다. ≪黃帝內經·靈樞·終始篇≫

에서는 “久病者 邪氣入深, 刺此病者 深內而久留之, 間日而復刺

之, 必先調氣左右 去其血脈” 이라하여 오랜 留鍼의 필요성을 논

하였다29) .≪黃帝內經·素問·離合眞邪論≫에서는 “靜而久留, 以氣

至爲故, 如待所貴, 不知日暮, 其氣以至, 適而自護” 留鍼의 필요성

을 논하여 留鍼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는 埋線의 留鍼

효과의 근거가 된다10,30). 또한 매선요법은 물리 자극효과와 화학

자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물리자극효과는 穴位封閉效果, 자

침효과, 留鍼효과, 자혈효과가 있으며, 화학자극효과는 조직의

손상에 상처받은 세포가 무균성 염증반응을 일으켜 조직 회복

작용을 촉진하는 후작용효과, 인체의 排斥反應을 이용하여 생물

화학자극을 일으키는 조직요법효과가 있다
31)

.

이에 매선요법은 장기간의 留鍼을 필요로 하는 제반 질환에

는 모두 유용하다. 매선요법은 경근이론을 중심으로 활용될 수

있다. 12경근은 근건, 근막, 인대를 포함하는 체표근육계통의 총

칭이며 매선요법 역시 근건, 근막을 이용한다31). 매선요법은 특

히 신경성 동통, 근골격계 동통, 내장성 동통 등을 포괄한 동통성

질환에 유효하고, 신경성, 정신성, 내분비성 및 내장기능 실조성

등을 포괄한 기능성 질환에 유효한 효과를 나타낸다9). 척수 지주

막하 출혈 후유증,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 요추골절로 인한 척수

손상에 매선요법을 적용하여 호전된 증례들
32-34)

이 보고되었지만

국내에서는 매선요법을 요추 추간판탈출증에 적용한 증례는 확

인할 수 없었다.

이에 저자는 2012년 6월부터 8월까지 본원에 내원한 요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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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탈출증 환자 4명에게 매선요법을 병행한 보존적 한방치료

를 적용하여 호전을 보인 증례를 보고하는 바이다.

(Table 5, Fig. 1, Fig. 2 추가 사항)

Table 5. Distribution of Patient's Sex, Age, Period of Observation,

implemented date of Embedding Therapy, taking oriental medicine,

inpatient or outpatient, feeling of irritation, side effect

Patient 1 Patient 2 Patient 3 Patient 4

Sex Male Female Female Female

Age 50 71 52 48

Period of
Observation

2012.06.02
~06.16

2012.06.07
~06.27

2012.07.04
~07.18

2012.07.25
~08.17

Date of
Embedding
Therapy

2012.06.04,
2012.06.12

2012.06.08,
2012.06.16
2012.06.27

2012.07.04,
2012.07.10

2012.07.27,
2012.08.09

oriental
medicine

X 八物湯加減 X 活絡湯

Inpatient or
Outpatient

Inpatient Outpatient Outpatient Outpatient

Feeling of
irritation

O (201.06.04) X X O (201.07.27)

Side effect. X X X X

Fig 5. Transition of Patient's

LBP (VNRS*) *: Verbal Numerical
Rating Scale.

Fig 6. Transition of Patient's ODI

††: Oswestry Disability Index.

본 증례에 포함된 환자는 총 4명(남자 1명, 여자 3명)으로

모두 6개월 이상의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모두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되었고, 2명은 L4-5, L5-S1 두

분절에서 진단되었고, 1명은 L4-5, 1명은 L5-S1 한 분절에서 진단

되었다. 침구치료는 모든 환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시행되었고, 요

통 호소 부위의 足太陽膀胱經과 양측의 後谿(SI3), 中渚(TE3), 陽

陵泉(GB34), 委中(BL40), 承筋(BL57), 申脈(BL62)에 刺鍼 후 20분

간 留鍼하였다. 한약은 2명에게만 변증하여 개별적으로 투여하

였다. 모든 증례에서 VNRS의 변화를 통해 주관적인 통증 강도

가 호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ODI의 변화를 통해 요통

에 의한 생활장애 정도 또한 호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

지만 Milgram test와 SLRT의 경우 약간의 호전을 보인 증례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변화가 없었다. 단기간의 매선요법 및

침구요법으로는 기질적인 병변을 해결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것

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매선요법을 시술받은 환자들은 공통적으로 시술 후에 통증

을 유발하는 자세가 편안해졌다고 표현하였다. 또한 총 9회의 매

선요법 시행 중 2회의 이물감 외에는 부작용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물감 또한 수일이내에 자연적으로 사라진 경우였으며, 이는 기

존의 한의학 치료와 함께 매선요법을 병행하였을 경우의 안정성

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다양한 치료법을 매선요법과 함께 병행하여 추

간판탈출증 환자에게 실행하고 있다. 王35)은 침치료와 매선요법

을 병행하여 추간판탈출증 환자 85例에서 94%의 유효율을 보였

다. 침치료 이외에도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 병행되고

있다. 赵 등36)은 小針刀와 매선요법을 병행하여 추간판 탈출증

환자 98例에서 Dexamethasone 및 Adenosine Triphosphate

Disodium 주사 치료 및 견인치료를 병행한 일반적 양의학 치료

의 대조군의 84.0%의 유효율에 비해 96.9%의 유효율을 보고하여

더욱 빠르고 효과적인 치료방법을 제시하였으며, 何 등
37)
은 매선

요법과 견인치료를 병행하여 추간판탈출증 환자 36例에서 94%

의 유효율을 보고하였다. 周 등38)은 灸와 매선요법을 병행하여

추간판탈출증 환자 65例에서 91%의 유효율을 보고하였다. 张 등
39)은 추간판탈출증 환자 36例에서 電針과 매선요법을 병행하였

고, 郑 등40)은 추간판탈출증 수술후 환자 21例에서 黃芪丹蔘 注

射液과 매선요법을 병행하여 높은 유효율을 보고하였다. 이와 같

이 매선요법과 함께 다양한 치료를 병행하여 추간판탈출증의 치

료에 더 폭넓은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위에서 열거한 중국의 논문들의 경우 매선요법의 재

료로서 羊腸線을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임상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埋線과는 재료적 차이가 있어 그 효

과와 부작용의 차이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향후 국내에

서도 동통 질환에서의 매선요법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명의 환자에 대한 증례로 통계적 접근이 불가능했다는 점

과 침 치료 및 한약 치료가 함께 이루어져 매선요법만의 치료

효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매선요법으로

환자의 만족도가 좋았다는 점, 매선요법을 침 치료 및 한약 치료

를 병행하여 부작용 없이 요추 추간판탈출증 환자의 증상이 개

선되었다는 점이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결 론

6개월 이상의 요통과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 환자 4명에게 매선요법과 침 치료 및 한약 치료를 병행하

였다. 모든 증례에서 통증의 호소 정도와 일상생활의 장애 정도

가 감소되었으며, 환자들은 매선요법 시술 후 통증을 유발하던

자세가 편안해짐을 표현하였다. 매선요법 시술과 관련된 부작용

또한 관찰되지 않아 병행치료시 안정성이 확인된다. 향후 추간판

탈출증 치료에 있어서 매선요법을 활용한 접근을 통해 더욱 효

과적인 치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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