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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rvey the effectiveness of oriental medicine treatment on lumbar herniated

intervertebral disc and spondylolisthesis. The clinical study was performed on 32 cases of patients with lumbar

herniated intervertebral disc and spondylolisthesis as diagnosed by X-ray, Magnetic resonance imaging(MRI) exams

amongst the patients who were admitted to Jaseng Hospital of Oriental Medicine from January 2010 to June 2010.

32 cases of patients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distribution of sex, age, duration of disease, contributory factor,

symptoms, admission period, disc herniation type and level of spondylolisthesis. The efficacy of treatment was

evaluated respectively. The number of the female patients were larger than that of male with the ratio of 1:0.6. Most

of the patients were in their fifties(43.8%), choronic phase(46.9%), those patients suffered from lower back pain and

leg pain radiation(90.6%), reasons unknown(56.3%). Most of them also had mixed disc(37.5%), bulging disc(37.5%)

and spondylolisthesis of LS on L5(50.0%). Most of them stayed in the hospital for 21-25days. After treatment, the

percentage with good improvement was 62.5%, fair 18.8%, poor 12.5%, and excellent 6.3%, respectively. Oriental

medicine treatment has on useful effect on the recovery of lumbar herniated intervertebral disc with spondylolis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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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요통은 요추부에 존재하는 통증으로 서혜부나 둔부, 대퇴부

또는 하퇴부의 방사통을 동반하기도 한다. 요통은 병원을 방문하

는 가장 빈번한 이유 중의 하나로 80~90%의 사람이 일생 중 한번

은 요통을 경험한다고 한다. 대부분의 요통은 요추부나 요천추부

에 가해지는 물리적인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며,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및 이로 인한 척추 불안정증, 추간판 탈출증, 후관절의 퇴행

성 관절염이 선행 되어 있을 때 쉽게 요통이 발생하게 된다
1)

.

척추전방전위증은 하나의 추체가 다른 것에 비해 전방 변위

된 것으로 주로 하부 요추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여 요통을 유

발하는 주요 원인이 되며, 요추간판 탈출증은 요추부 추간판의

섬유륜이 파열되면서 수핵 물질의 변위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요

통과 하지 통증을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2).

한의학에서 요부는 “腰者 腎之府” 라 하여 신장의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경락학적으로 足太陽膀胱經과 督脈, 足少

陰腎經이 주로 통과한다3)고 하여 요통, 요각통에 있어 腎, 膀胱,

督脈을 중요시했다. 척추전방전위증과 요추간판 탈출증은 증상

을 고려할 때 한의학적으로 요통, 요각통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척추전방전위증과 요추간판 탈출증은 한방병원 및 한의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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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많이 볼 수 있는 질환으로 각각의 질환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

연구4-6)가 보고되고 있으나 척추전방전위증과 요추간판 탈출증을

동반한 환자에 대한 보고는 아직까지 접하지 못하였다.

이에 저자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요추

간판 탈출증과 척추전방전위증을 진단받고, 자생한방병원 강남

본원에 요통과 하지방사통을 주소로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 32례

에 대해 한방 치료를 시행하고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

는 바이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L-spine X-ray,

MRI 검사 상 척추전방전위증과 요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받고

자생한방병원 강남 본원에서 입원치료를 시행한 환자 중 진료

기록부상 제외 기준(Table 1)에 속하지 않는 32명에 대해 후향적

으로 연구하였다. L-spine X-ray, MRI 의 판독은 자생한방병원

강남 본원내 자생의원 영상의학전문의의 판단을 근거로 하였다.

Table 1. Exclusion Criteria of Patients on This Study

Criteria

1) Previous Lumbar Surgery

2) Vertebral Fracture

3) Unsuitable for Radiograph or MRI

4) Lumbarization

5) Sacralization

6) Generalized Disease (Diabetes/Cerebral injury)

7) Spinal Tumors including Metastasis

8) Inflammatory Spinal Disease

9) Lower Leg Disease

2. 연구방법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 성별 및 연령별 분포

2) 병력기간별 분포

3) 발병동기별 분포

4) 임상증상별 분포

5) 입원기간별 분포

6) 추간판 탈출 형태별 분포

7) 척추전방전위증 위치별 분포

3. 치료 방법

1) 침구치료

멸균된 일회용 stainless steel 호침(직경 0.25 mm, 길이 40

mm. Dong Bang Acupuncture Co. Korea) 을 사용하였으며 1일

2회 10-15개의 침을 자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유침 시간

은 15분으로 하였다. 자침 시술은 저자와 한의사면허를 소지한 1

인에 의해 시행되었다. 자침시 깊이는 환자가 침자극을 느끼는

순간까지 자침하였으며, 환측에 일측성으로 복와위 자침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복와위가 불가능한 환자의 경우 측와위로

자침하도록 하였다. 요통의 침구치료 경혈 가운데 빈도가 높은

腎兪, 至室, 氣海兪, 大腸兪, 環跳 등을 위주로 취혈하여 자침하

였고, 하지방산통이 있는 부위는 委中, 陽陵泉, 足三里 등의 아시

혈을 취혈하여 자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환자의 증상에

따라 가감 하였다. 매 침치료 전에는 환자에 대해 충분한 문진

및 평가가 시행되었다.

2) 봉침치료 및 약침치료

봉약침(대한약침학회에서 제조한 2000:1의 봉약침을 Clean

bench 속에서 생리식염수와 8000:1, 4000:1로 희석하고 10 cc 유

리병에 멸균, 밀봉한 것) 을 1.0 ml 1회용 인슐린 주사기 (주사침

29G *1/2", 신아양행. 한국)로 환자에게 피부반응 시험을 거친 다

음 병소부위의 아시혈 및 압통점에 3-6 mm 깊이로, 초기용량

0.2 cc 부터 0.2 cc씩 용량을 증량하면서 시술하여 최대 4000:1의

비율로 1.0 cc까지 사용하였다. 약침은 대한약침학회에서 제조한

황련해독탕약침과 좌골신경약침을 환자의 증상과 압통 부위에

따라 종류와 양(0.2 cc~1.0 cc)을 조절하여 사용하였다. 초기용량

0.2 cc 부터 환자의 상태에 따라 0.2 cc씩 용량을 증량하면서 시술

하여 1.0 cc까지 사용하였다. 봉침치료와 약침치료는 각각 격일로

1일 1회 치료하며 침치료 시술 전에 봉침이나 약침 치료 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압통점 부위와 환자의 증상 차이에 따라

용량을 조절하여 사용하였다. 봉침과 약침 시술은 저자와 한의사

면허를 소지한 1인에 의해 시행되었다.

3) 약물치료

약물치료는 活血祛瘀, 通絡止痛의 효과가 있어 급성기와 아

급성기의 요통 및 요각통에 효과가 있는 본원의 원내 처방인 청

파전(우슬, 모과 각 9 g, 오가피, 현호색, 강활 각 8 g, 창출, 당귀,

건지황, 적작약, 위령선, 독활, 진피, 몰약, 유향 각 3 g, 홍화, 사

인, 감초 각 2 g, 생강, 대조 각 6 g 등)을 기본으로 사용하였고,

증상에 따라 가감하거나 처방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약물치료

는 원칙적으로 3첩을 1일 3회 水煎 食後服하였다.

4) 추나치료
7)

복와위 하지 거상 장골교정법, 복합 후하방 장골교정법, 요

추측와위 교정법 등을 환자의 증상에 따라 시술하였다. 추나치료

는 한의사 면허를 소지한 1인에 의해 시행되었다.

5) 물리치료

물리치료는 경근 중주파요법(Interferential current therapy),

경근 저주파요법( Trans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

혈위초음파치료(Ultrasound), 경피경근 온열치료(Hot pack) 등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선택하였다.

4. 분류 기준 및 평가 방법

1) 병력기간 분류 기준

병력기간에 대하여 van Tulder M 등
8)
의 분류방법을 사용하

여 발병 후 6주 이내는 급성기, 발병 후 6주~12주 이내는 아급성

기, 발병 후 12주 이상은 만성기로 각각 분류하였다.

2) 치료 성적의 평가 기준

RN stauffer 등9)과 김 등10)의 결과 판정 기준을 참고하여 다

음과 같이 4단계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평가는 저자 1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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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수(Excellent) : 이학적 소견의 호전과 함께 동통의 소실

로 환자의 불편감이 없을 경우

(2) 양호(Good) : 치료를 요하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동통 및

증상이 남아 있고 이학적 소견의 호전 혹은 변화가 없는 경우

(3) 보통(Fair) : 일부 동통 및 증상의 호전이 있으나 치료를 요

하는 상태로 이학적 소견의 변화가 없는 경우

(4) 불량(Poor) : 동통 및 이학적 소견의 변화가 없는 경우

3) 추간판 탈출 형태별 분류기준4,11-12)

추간판 섬유륜의 상태와 탈출된 추간판 물질의 모추간판과

연계여부 후종 인대의 파열 여부에 따라 4가지로 분류하고 2개

이상이 동시에 있는 경우를 mixed type 으로 정했으며, 자생의

원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을 근거로 하였다.

(1) 팽윤 추간판(bulging disc) : 섬유륜이 퇴행성 변화에 의해

추간판의 정상 범위 바깥쪽으로 3 mm 이상 대칭으로 밀려 나는

경우로 섬유륜의 파열은 없는 상태

(2) 돌출 추간판(protruded disc) : 수핵이 내측 섬유륜 사이를

뚫고 탈출하려 하나 외측 섬유륜은 파열되지 않아 수핵이 외부

로 빠져나오지 않은 상태

(3) 탈출 추간판(extruded disc) : 섬유륜이 내측에서 외측에 이

르기까지 전층에 걸쳐 파열 된 것으로 수핵의 일부가 파열된 부

위를 따라 빠져나온 상태이나 수핵이 아직 모체와 연결되어 있

는 상태

(4) 부골화 추간판(sequestered disc) : 탈출된 수핵이 모체와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부골화된 추간판 조각이 척추관내에서 상

하 또는 외측으로 이동하여 다른 신경근을 압박할 수도 있는 상

태

(5) 혼합형(mixed disc) : 위의 4개 형태 중 2개 이상이 동시에

있는 상태

분석 및 결과

1. 성별 및 연령별 분포

성별분포는 남자가 12례(37.5%), 여자가 20례(62.5%)로 남녀

의 비는 0.6 : 1 이었다. 연령별 분포는 50대가 14례(43.8%), 40대

와 60대가 각각 5례(15.6%), 20대와 70대 이상이 각각 3례(9.4%),

30대 2례(6.3%) 순이었다(Table 2).

2. 병력기간별 분포

병력기간별 분포는 만성기 15례(46.9%), 급성기 11례(34.4%),

아급성기 6례(18.8%) 의 순으로 만성기가 많았다(Table 2).

3. 발병동기별 분포

발병동기별 분포는 별무동기 18례(56.3%), 무리한 후 5례

(15.6%), 넘어진 후 4례(12.5%), 무거운 물건 들고 난 후 3례

(9.4%), 운동 후와 스트레스 받은 후가 각각 1례(3.1%)의 순으로

별무동기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Table 2).

4. 임상증상별 분포

임상증상별로는 요각통이 29례(90.6%), 요통만을 호소하는

경우가 2례(6.3%), 요둔통이 1례(3.1%) 순으로 요각통이 대부분

을 차지하였다(Table 2).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Distribution of Age and Sex

Age Sex Male(%) Female(%)

20-29 2(16.7%) 1(5.0%)

30-39 0(0.0%) 2(10.0%)

40-49 2(16.7%) 3(15.0%)

50-59 4(33.3%) 10(50.0%)

60-69 3(25.0%) 2(10.0%)

70- 1(8.3%) 2(10.0%)

No. Patients(%)

Duration of Symptoms

Acute Stage 11(34.4%)

Subacute Stage 6(18.8%)

Chronic Stage 15(46.9%)

Contributory Factors

Unknown 18(56.3%)

Overwork 5(15.6%)

Slip down 4(12.5%)

Heavy lifting 3(9.4%)

Exercise 1(3.1%)

Stress 1(3.1%)

Distribution of Symptoms

Low Back and Leg
Radiating Pain

29(90.6%)

Only Low Back Pain 2(6.3%)

Low Back and Hip
Pain

1(3.1%)

Distribution of Admission
Days

1-5 2(6.3%)

6-10 4(12.5%)

11-15 5(15.6%)

16-20 2(6.3%)

21-25 7(21.9%)

26-30 3(9.4%)

31-35 4(12.5%)

36-40 3(9.4%)

41- 2(6.3%)

Distribution of Herniation
Type

Bulging disc 12(37.5%)

Protruded disc 7(21.9%)

Extruded disc 1(3.1%)

Sequestered disc 0(0.0%)

Mixed disc 12(37.5%)

Distribution of Level of
Spondylolisthesis

L3 on L4 5(15.6%)

L4 on L5 16(50.0%)

L5 on S1 11(34.4%)

Total 32(100.0%)

5. 입원기간별 분포

입원기간은 21-25일이 7례(21.9%), 11-15일이 5례(15.6%),

6-10일과 31-35일이 각각 4례(12.5%), 26-30일과 36-40일이 각각 3

례(9.4%), 1-5일, 16-20일, 41일이상이 각각 2례(6.3%)의 순이었으

며, 전체 환자의 평균 입원 일수는 22.9일이었다(Table 2).

6. 추간판 탈출형태별 분포

추간판 탈출형태별 분포는 혼합 추간판과 팽윤 추간판이 각

각 12례(37.5%), 돌출 추간판이 7례(21.9%), 탈출 추간판이 1례

(3.1%) 순이었다(Table 2).

7. 척추전방전위증 위치별 분포

척추전방전위증 위치별 분포는 L4 on L5 16례(50.0%), L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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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S1 11례(34.4%), L3 on L4 5례 (15.6%) 순이었다(Table 2). 또

한 31례가 척추전방전위증 Grade 1로 진단 받았으며, 1례는

Grade 2로 진단받았다.

8. 전체환자 및 성별에 따른 치료 성적

전체환자의 치료 성적은 양호 20례(62.5%), 보통 6례(18.8%),

불량 4례(12.5%), 우수 2례(6.3%) 순으로 총 32명 중 우수와 양호

가 22례(68.8%)를 차지했다. 남자의 경우 양호 7례(58.3%), 우수

와 불량이 각각 2례(16.7%), 보통이 1례(8.3%) 순으로 우수와 양

호가 9례(75%)였으며, 여자의 경우 양호 13례(65.0%), 보통 5례

(25.0%), 불량 2례(10.0%) 순이었다(Table 3).

Table 3. Result of Treatment

Result Male(%) Female(%) Total(%)

Exellent 2(16.7%) 0(0.0%) 2(6.3%)

Good 7(58.3%) 13(65.0%) 20(62.5%)

Fair 1(8.3%) 5(25.0%) 6(18.8%)

Poor 2(16.7%) 2(10.0%) 4(12.5%)

Total 12(100.0%) 20(100.0%) 32(100.0%)

9. 연령에 따른 치료 성적

20대에서는 양호, 보통, 불량이 각각 1례, 30대에서는 양호,

보통이 각각 1례, 40대에서는 양호, 불량이 각각 2례, 보통이 1례,

50대에서는 양호 9례, 보통 3례, 우수 2례, 60대에서는 양호 4례,

불량 1례, 70대 이상에서는 양호 3례 였다(Table 4). 연령별 우수

와 양호가 차지하는 비율은 70대이상 3명(100.0%), 60대 4명

(80.0%), 50대 11명(78.6%), 30대 1명(50.0%), 40대 2명(40.0%), 20

대 1명(33.3%)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4. Result of Treatment According to Age

Age Result Exellent(%) Good(%) Fair(%) Poor(%) Total(%)

20-29 0(0.0%) 1(33.3%) 1(33.3%) 1(33.3%) 3(100.0%)

30-39 0(0.0%) 1(50.0%) 1(50.0%) 0(0.0%) 2(100.0%)

40-49 0(0.0%) 2(40.0%) 1(20.0%) 2(40.0%) 5(100.0%)

50-59 2(14.3%) 9(64.3%) 3(21.4%) 0(0.0%) 14(100.0%)

60-69 0(0.0%) 4(80.0%) 0(0.0%) 1(20.0%) 5(100.0%)

70- 0(0.0%) 3(100.0%) 0(0.0%) 0(0.0%) 3(100.0%)

Total 2(6.3%) 20(62.5%) 6(18.8%) 4(12.5%) 32(100.0%)

10. 병력기간에 따른 치료 성적

급성기에서는 우수 1례, 양호 8례, 보통 1례, 불량 1례, 아급

성기에서는 양호 5례, 보통 1례, 만성기에서는 우수 1례, 양호 7

례, 보통 4례, 불량 3례 였다(Table 5). 병력기간별 우수와 양호가

차지하는 비율은 아급성기 5명(83.3%), 급성기 6명(81.8%), 만성

기 8명(53.3%)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5. Result of Treatment According to Duration of Symptoms

Duration Result Exellent(%) Good(%) Fair(%) Poor(%) Total(%)

Acute Stage 1(9.1%) 8(72.7%) 1(9.1%) 1(9.1%) 11(100.0%)

Subacute Stage 0(0.0%) 5(83.3%) 1(16.7%) 0(0.0%) 6(100.0%)

Chronic Stage 1(6.7%) 7(46.7%) 4(26.7%) 3(20.0%) 15(100.0%)

Total 2(6.3%) 20(62.5%) 6(18.8%) 4(12.5%) 32(100.0%)

11. 발병동기별 치료 성적

발병동기별 치료성적은 별무동기 시 우수 1례, 양호 9례, 보

통 5례, 불량 3례, 무리시 양호 5례, 넘어진 후 발병한 경우 우수

1례, 양호 1례, 보통 1례, 불량 1례, 무거운 물건 들고 난 후 발병

한 경우 양호 3례, 운동 후와 스트레스 받은 후는 각각 양호 1례

였다(Table 6). 발병동기별 우수와 양호가 차지하는 비율은 무리

한 후 5명(100.0%), 무거운 물건 들고 난 후 3명(100.0%), 운동 후

1명(100.0%), 스트레스 받은 후 1명(100.0%), 별무동기 10명

(55.6%), 넘어진 후 2명(50.0%)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6. Result of Treatment According to Contributory Factors

Factors Result Exellent(%) Good(%) Fair(%) Poor(%) Total(%)

Unknown 1(5.6%) 9(50%) 5(27.8%) 3(16.7%) 18(100.0%)

Overwork 0(0.0%) 5(100.0%) 0(0.0%) 0(0.0%) 5(100.0%)

Slip down 1(25.0%) 1(25.0%) 1(25.0%) 1(25.0%) 4(100.0%)

Heavy lifting 0(0.0%) 3(100.0%) 0(0.0%) 0(0.0%) 3(100.0%)

Exercise 0(0.0%) 1(100.0%) 0(0.0%) 0(0.0%) 1(100.0%)

Stress 0(0.0%) 1(100.0%) 0(0.0%) 0(0.0%) 1(100.0%)

Total 2(6.3%) 20(62.5%) 6(18.8%) 4(12.5%) 32(100.0%)

12. 임상증상별 치료 성적

임상증상별 치료 성적은 요각통의 경우 우수 1례, 양호 19

례, 보통 6례, 불량 3례, 요통의 경우 양호 1례, 불량 1례, 요둔통

의 경우 우수 1례 였다(Table 7). 임상증상별 우수와 양호가 차지

하는 비율은 요둔통 1명(100.0%), 요각통은 20명(69.0%), 요통 1

명(50.0%)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7. Result of Treatment According to Symptoms

Symptoms Result Exellent(%) Good(%) Fair(%) Poor(%) Total(%)

Low Back and Leg
Radiating Pain

1(3.4%) 19(65.5%) 6(20.7%) 3(10.3%) 29(100.0%)

Only Low Back Pain 0(0.0%) 1(50.0%) 0(0.0%) 1(50.0%) 2(100.0%)

Low Back and Hip
Pain

1(100.0%) 0(0.0%) 0(0.0%) 0(0.0%) 1(100.0%)

Total 2(6.3%) 20(62.5%) 6(18.8%) 4(12.5%) 32(100.0%)

Table 8. Result of Treatment According to Admission Days

Days Result Exellent(%) Good(%) Fair(%) Poor(%) Total(%)

1-5 0(0.0%) 0(0.0%) 0(0.0%) 2(100.0%) 2(100.0%)

6-10 0(0.0%) 0(0.0%) 2(50.0%) 2(50.0%) 4(100.0%)

11-15 1(20.0%) 2(40.0%) 2(40.0%) 0(0.0%) 5(100.0%)

16-20 0(0.0%) 2(100.0%) 0(0.0%) 0(0.0%) 2(100.0%)

21-25 0(0.0%) 7(100.0%) 0(0.0%) 0(0.0%) 7(100.0%)

26-30 0(0.0%) 2(66.7%) 1(33.3%) 0(0.0%) 3(100.0%)

31-35 1(25.0%) 3(75.0%) 0(0.0%) 0(0.0%) 4(100.0%)

36-40 0(0.0%) 2(66.7%) 1(33.3%) 0(0.0%) 3(100.0%)

41- 0(0.0%) 2(100.0%) 0(0.0%) 0(0.0%) 2(100.0%)

Total 2(6.3%) 20(62.5%) 6(18.8%) 4(12.5%) 32(100.0%)

13. 입원기간별 치료 성적

입원기간별 치료 성적은 1-5일은 불량 2례, 6-10일은 보통 2

례, 불량 2례, 11-15일은 우수 1례, 양호 2례, 보통 2례, 16-20일은

양호 2례, 21-25일은 양호 7례, 26-30일은 양호 2례, 보통 1례,

31-35일은 우수 1례, 양호 3례, 36-40일은 양호 2례, 보통 1례, 41

일 이상은 양호 2례 였다(Table 8). 입원기간별 우수와 양호가 차

지하는 비율은 16-20일 2명(100.0%), 21-25일 7명(100.0%), 31-35

일 4명(100.0%), 41일이상 2명(100.0%), 26-30일 2명(66.7%), 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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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명(66.7%), 11-15일 3명(60.0%), 1-5일, 6-10일은 각각 0명

(0.0%) 순으로 나타났다.

14. 추간판 탈출 형태별 치료 성적

추간판 탈출 형태별 치료성적은 팽윤추간판이 양호 10례, 불

량 2례, 돌출 추간판이 우수 1례, 양호 3례, 보통 2례, 불량 1례,

탈출 추간판이 불량 1례, 혼합 추간판이 우수 1례, 양호 7례, 보

통 4례 였다(Table 9). 추간판 탈출 형태별 우수와 양호가 차지하

는 비율은 팽윤 추간판의 경우 10명(83.3%), 혼합 추간판의 경우

8명(66.7%), 돌출추간판의 경우 4명(57.1%) 순이었다.

Table 9. Result of Treatment According to Herniation Type

Type Result Exellent(%) Good(%) Fair(%) Poor(%) Total(%)

Bulging disc 0(0.0%) 10(83.3%) 0(0.0%) 2(16.7%) 12(100.0%)

Protruded disc 1(14.3%) 3(42.9%) 2(28.6%) 1(14.3%) 7(100.0%)

Extruded disc 0(0.0%) 0(0.0%) 0(0.0%) 1(100.0%) 1(100.0%)

Sequestered disc 0 0 0 0 0

Mixed disc 1(8.3%) 7(58.3%) 4(33.3%) 0(0.0%) 12(100.0%)

Total 2(6.3%) 20(62.5%) 6(18.8%) 4(12.5%) 32(100.0%)

15. 척추전방전위증 위치별 치료 성적

척추전방전위증의 위치별 치료 성적은 L3 on L4의 경우 양

호 3례, 보통 1례, 불량 1례, L4 on L5의 경우 우수 1례, 양호 9례,

보통 4례, 불량 2례, L5 on S1의 경우 우수 1례, 양호 8례, 보통 1

례, 불량 1례 였다(Table 10). 척추전방전위증의 위치별 우수와 양

호가 차지하는 비율은 L5 on S1의 경우 9명(81.8%), L4 on L5의

경우 10명(62.5%), L3 on L4의 경우 3명(60.0%)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0. Result of Treatment According to Level of

Spondylolisthesis

Level Result Exellent(%) Good(%) Fair(%) Poor(%) Total(%)

L3/4 0(0.0%) 3(60.0%) 1(20.0%) 1(20.0%) 5(100.0%)

L4/5 1(6.3%) 9(56.3%) 4(25.0%) 2(12.5%) 16(100.0%)

L5/S1 1(9.1%) 8(72.7%) 1(9.1%) 1(9.1%) 11(100.0%)

Total 2(6.3%) 20(62.5%) 6(18.8%) 4(12.5%) 32(100.0%)

고 찰

요통은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에 따라 내장기성, 혈관성, 신

경성, 심인성, 척추성 등으로 분류되며, 대부분의 요통은 척추성

으로 척추 질환이 요추부에 있을 때 발생하게 된다
1)

.

척추 전방전위증은 1782년 산부인과 의사 Herbianus에 의해

처음 기술 되었으며, 한 척추체가 인접한 하부 척추체 보다 앞으

로 나와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척추 전방전위증은 발생원인과

형태에 따라 선천성, 협부형, 퇴행성, 외상성, 병적형, 수술후형

으로 분류되며, 가장 흔한 임상 증상은 유형에 관계 없이 통증이

라고 할 수 있다
12)

.

요추간판 탈출증은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을 유발하는 여러

질환 중에서 임상에서 가장 흔히 접하는 질환으로 추체 사이에

서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역할을 하는 추간판의 섬유륜에 탄력

저하가 생기거나 손상에 의해 파손되는 경우 수핵이 탈출하게

되어 발생하는 질환이다. 수핵 탈출의 형태에 따라 팽윤, 돌출,

탈출 및 격리된 형태로 분류하게 된다12).

척추전방전위증과 요추간판 탈출증은 한의학의 범주에서 요

통, 요척통 등에 속하며 오늘날의 분류체계는 한의학에서는 외

감, 외상, 내상 의 3종과 신허요통, 담음요통, 식적요통, 좌섬요

통, 어혈요통, 풍요통, 한요통, 습요통, 습열요통, 기요통 등의 십

종 요통으로 분류하기도 하였으며, 증상에 따라 침구요법, 추나

요법, 운동요법, 견인 요법 등의 방법이 사용된다11).

척추전방전위증의 일차적인 치료는 안정과 보존적인 치료이

며, Rombold는 환자의 22%정도만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통상적으로 증상이 있는 척추전방전위증 환자의 10-15%만이 수

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Meyerding grading

상 Grade 1, 2의 환자는 수술을 요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전

위가 많지 않은 환자의 수술 결과는 Meyerding grading상

Grade 3, 4 환자의 수술 만족도에 비해 낮으며, 보존적 치료를

한 집단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보고도 있다12).

요추간판 탈출증의 치료는 보존적인 방법과 수술적인 방법

이 있으며, 마미총증후군의 발생, 악화되는 근력저하, 심해지는

통증 등의 수술 적응증이 아닐 경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게 된

다12). 보존적인 요법으로는 절대 안정, 소염 진통제의 복용, 골반

견인, 열치료, 초음파 치료, 피하 신경 전기 자극, 마사지, 코르셋

이나 보조기의 착용, 복근 강화 운동, 올바른 허리 사용법에 대한

교육 등이 있다1). 한의학적으로는 요추간판 탈출증을 요통, 요각

통에 범주에 포함시키고, 변증을 통해 침구치료, 약물치료, 운동

요법, 이학요법, 추나요법, 견인요법 등의 보존치료를 시행한다
11). 수술적 요법은 보존적인 치료를 6-12주를 하여도 효과가 없는

참기 힘든 동통이 있거나, 하지 마비가 초래되어 호전되지 않거

나 진행되는 경우, 대소변 장애가 초래되는 경우, 동통이 자주 재

발하여 일상생활이 어렵고 여가 선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시행

한다
1)

.

이와 같이 척추전방전위증과 요추간판 탈출증의 환자에 있

어서 보존적인 치료가 의미가 있으며, 한의학적 치료가 여러 방

면에서 시도되고 있으나
4-6)

, 두 질환을 동반한 경우에 대한 보고

는 없었다. 이에 저자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

지 자생한방병원에 내원한 환자 중 척추전방전위증과 요추간판

탈출증을 동반한 환자 32례에 대해 임상적 고찰을 통하여 다음

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성별분포는 남자가 12례(37.5%), 여자가 20례(62.5%)로 여자

가 많았으며, 연령별 분포는 50대가 14례(43.8%), 40대와 60대가

각각 5례(15.6%), 20대 3례와 70대 이상이 각각 3례(9.4%), 30대 2

례(6.3%) 순으로 40대에서 60대 사이의 연령층 환자가 많았다.

이는 전 등
13)
의 연구에서 퇴행성 전방전위증 환자의 특징을 분석

한 결과 50대 이후 여성의 비율이 높았던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병력기간별 분포는 만성기 15례(46.9%), 급성기 11례(34.4%),

아급성기 6례(18.8%) 의 순으로 만성기 환자가 가장 많았으며,

아급성기 환자가 가장 적었다.

발병동기별 분포는 별무동기 18례(56.3%)로 가장 많았으며,

무리한 후 5례(15.6%), 넘어진 후 4례(12.5%), 무거운 물건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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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후 3례(9.4%), 운동 후와 스트레스 받은 후가 각각 1례(3.1%)

의 순이었다. 이에 특별한 원인 없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

음을 알 수 있다.

임상증상별로는 요각통이 29례(90.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

며, 요통만을 호소하는 경우가 2례(6.3%), 요둔통이 1례(3.1%) 순

이었다.

입원기간은 21-25일이 7례(21.9%), 11-15일이 5례(15.6%),

6-10일과 31-15일이 각각 4례(12.5%), 26-30일과 35-40일이 각각 3

례(9.4%), 1-5일, 16-20일, 40일이상이 각각 2례(6.3%)의 순이었으

며, 전체 환자의 평균 입원 일수는 22.9일이었다. 이는 이 등4)이

요추간판탈출증 환자들에 대한 연구에서 보고한 12.5일에 비해

다소 길었으며, 요추간판탈출증만을 단독으로 발병한 환자에 비

해 척추전방전위증과 요추간판탈출증을 동반하여 발병한 환자가

입원 치료 기간이 더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요추간판탈출 형태별 분포는 혼합 추간판과 팽윤 추간판이

각각 12례(37.5%), 돌출 추간판이 7례(21.9%), 탈출 추간판이 1례

(3.1%) 순이었으며, 척추전방전위증 위치별 분포는 L4 on L5가

16례(50.0%), L5 on S1가 11례(34.4%), L3 on L4가 5례(15.6%)의

순이었다.

전체환자의 치료 성적은 양호 20례(62.5%), 보통 6례(18.8%),

불량 4례(12.5%), 우수 2례(6.3%) 순으로 우수와 양호가 총 22례

(68.8%)를 차지했다.

성별에 따른 치료 성적은 남자의 경우 양호 7례(58.3%), 우

수와 불량이 각각 2례(16.7%), 보통이 1례(8.3%) 순이었으며, 여

자의 경우 양호 13례(65.0%), 보통 5례(25.0%), 불량 2례(10.0%)

순으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연령에 따른 치료 성적은 우수와 양호가 50대 11명(78.6%),

60대 4명(80.0%), 70대이상 3명(100.0%)인 반면 20대 1명(33.3%),

30대 1명(50.0%), 40대 2명(40.0%)으로 50대 이상의 치료 성적이

50대 이하의 치료 성적보다 상대적으로 좋았다.

병력기간에 따른 치료 성적은 우수와 양호가 급성기 6명

(81.8%), 아급성기 5명(83.3%) 으로 유의한 치료 효과를 보였으

나, 만성기는 8명(53.3%)로 만성기의 경우에 치료 성적이 가장

좋지 않았다.

발병동기별 치료성적은 우수와 양호가 무리한 후 5명

(100.0%), 무거운 물건 들고 난 후 3명(100%.0), 운동 후 1명

(100.0%), 스트레스 받은 후 1명(100.0%)이었으며, 별무동기 10명

(55.6%), 넘어진 후 2명(50%)로 별무동기인 경우와 넘어진 후 발

생한 경우가 다른 발병동기에 비해 치료 성적이 좋지 않았다.

임상증상별 치료 성적은 우수와 양호가 요각통은 20명

(69.0%), 요통 1명(50.0%), 요둔통 1명(100.0%)로 나타났으나 요각

통의 경우가 총 32명 중 29명(90.6%)을 차지하고 있어 임상증상

별 치료 성적의 비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입원기간별 치료 성적은 우수와 양호가 16-20일 2명

(100.0%), 21-25일 7명(100.0%), 31-35일 4명(100.0%), 41일이상 2

명(100.0%) 으로 치료 성적이 좋았으며, 불량은 1-5일 2명

(100.0%), 6-10일 2명(50.0%) 였다. 이에 치료 기간이 10일 이하로

짧은 경우에는 치료 효과가 좋지 않았으며, 10일 이상 입원 치료

를 할 경우 한의학적 치료 효과가 유의하다고 생각된다.

추간판 탈출 형태별 치료성적은 우수와 양호가 팽윤 추간판

의 경우 10명(83.3%), 혼합 추간판의 경우 8명(66.7%), 돌출추간

판의 경우 4명(57.1%) 으로 팽윤 추간판의 경우가 다른 형태에

비해 다소 치료 효과가 좋았다.

척추전방전위증의 위치별 치료 성적은 우수와 양호가 L5

on S1의 경우 9명(81.8%), L4 on L5의 경우 10명(62.5%), L3 on

L4의 경우 3명(60.0%) 으로 L5 on S1의 경우가 다소 치료 효과

가 좋았다.

결과적으로 전체환자의 치료 성적은 우수와 양호가 총 22례

(68.8%)로 요추간판 탈출증과 척추전방전위증을 동반한 환자에

게 있어 한의학적 치료가 유의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50대 이상

의 치료 성적이 50대 이하의 치료 성적보다 상대적으로 좋았으

며, 10일 이상 입원 치료를 할 경우 한의학적 치료 효과가 유의

성이 있었다. 또한 추간판 탈출 형태별에 있어서는 팽윤 추간판

의 경우가 다른 형태에 비해 다소 치료 효과가 좋았고 척추전방

전위증의 위치별에 있어서는 L5 on S1의 경우가 치료 효과가 좋

았다.

이상의 결과에서와 같이 척추전방전위증과 요추간판 탈출증

을 동반한 환자에 있어 한의학적 보존 치료가 유의한 효과가 있

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단일 한방병원을 표본으로 하

였으며, 대조군과의 치료 효과 비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제한점

이 있다. 앞으로 전방전위증과 요추간판 탈출증에 있어 보다 많

은 연구가 추가적으로 시행된다면 요통의 원인을 규명하고 한의

학적 치료법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

결 론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자생한방병원 강

남 본원에 요추전방전위증과 요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입원치

료를 받은 32명의 임상적 관찰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성별분포는 0.6:1로 남자에 비해 여자의 비율이 높았으며, 연

령별분포는 50대가 14례(43.8%)로 가장 많았다. 전체 환자의 치

료 성적은 양호 20례(62.5%), 보통 6례(18.8%), 불량 4례(12.5%),

우수 2례(6.3%) 순으로 우수와 양호가 총 22례(68.8%)를 차지했

다. 병력기간별 분포는 만성기 환자가 15례(46.9%)로 가장 많았

으며, 치료 효과는 만성기의 경우가 가장 좋지 않았다. 발병동기

별 분포는 별무동기 18례(56.3%)로 가장 많았으며, 운동 후와 스

트레스 받은 후가 각각 1례(3.1%)로 가장 적었다. 치료 효과는 별

무동기와 넘어진 후 발생한 경우에 좋지 않다. 임상증상별로는

요각통이 29례(90.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요통만을 호소

하는 경우가 2례(6.3%), 요둔통이 1례(3.1%) 순이었다. 입원기간

은 21-25일이 7례(21.9%)로 가장 많았고, 1-5일, 16-20일, 41일이

상이 각각 2례(6.3%)로 가장 적었으며, 전체 환자의 평균 입원 일

수는 22.9일이었다. 10일 이하의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의 경우

치료 효과가 좋지 않았다. 요추간판탈출 형태별 분포는 혼합 추

간판과 팽윤 추간판이 각각 12례(37.5%), 돌출 추간판이 7례

(21.9%), 탈출 추간판이 1례(3.1%) 순이었으며, 팽윤 추간판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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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다른 형태에 비해 다소 치료 효과가 좋았다. 척추전방전위

증 위치별 분포는 L4 on L5가 16례(50.0%), L5 on S1가 11례

(34.4%), L3 on L4가 5례(15.6%)의 순이었으며, L5 on S1의 경우

가 다소 치료 효과가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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