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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족하수는 하지와 발의 배측굴곡근 약화 또는 마비로 발과 엄지
발가락을 배굴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계상
보행이 특징이다1,2). 이는 신경학적, 근육학적, 해부학적 문제의 징
후일 수 있는데, 대부분은 신경학적 문제의 결과이다. 원인은 여러 
가지이지만 비골두 부위에서의 총비골신경 병변이 가장 많고, 그 
외에도 루게릭(amyotrophi lateral sclerosis) 등의 운동뉴런질환
(Motor neuron disease)이나 뇌출혈, 뇌경색 등의 뇌신경병변, 요
추 신경근성병증, 좌골신경병변 등이 있다3-5).
    이 중 일반적인 상황에서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질환은 위에
서 언급한대로 가장 빈번한 비골신경마비와 요추 신경근성병증이
다. 이 두 가지 경우에 임상증상은 상당히 유사하지만 감별이 매우 
중요하다. 후자의 경우는 수술이 필요한 응급한 경우에 속하기 때
문이다.
    요추 신경근성병증의 경우에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나 척추협
착증 등으로 인해 L5 신경근이 눌렸을 경우 장모지신근(EHL)의 근
력저하와 함께 족하수가 나타나게 된다. 족하수 등의 근력약화가 

있거나 이것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술의 적응증으로 
보고 있다6).
    비골신경마비는 비교적 흔한 하지신경마비 질환의 하나로 해부
학적으로 총비골신경이 피부가 얇은 비골두 부위에서 분지되어 지
나가게 되므로 쉽게 발생한다. 비골신경의 손상은 주로 여러 가지 
외상성 원인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비골신경 주행경로와 관계되는 
근골격계의 손상이나 압박, 창상 등에 의한다. 또한 골절과는 무관
하게 신경에 직접적인 외상, 연조직의 부종, 혈종 및 종양 등에 의
한 압박과 수술중의 압박, 슬관절의 굴곡, 구축의 교정시 신경손상, 
장시간 책상 다리 자세와 꽈 끼는 긴 장화를 오래 신는 경우, 장시
간의 깁스의 압박, 심지어 습관적으로 다리를 꼬는 행동으로도 비
골신경마비가 올 수 있다7,8).
    총비골신경(common peroneal nerve)은 좌골신경(sacral 
nerve)의 한 가지로 L4-5와 S1-S4에서 기원하고 비골두에서 천비
골신경(superficial peoneal nerve)과 심비골신경(deep peroneal 
nerve로 나뉘어진다9). 심비골신경은 전경골근(tibialis anterior), 
장족지신근(extensor digitoruom longus), 단족지신근(extensor 
digitorum brevis) 및 제3비골근(peroneus tertius) 등의 전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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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근육을 지배하고, 천비골신경은 장비골근(peroneus longus) 및 
단비골근(peroneus brevis) 등의 외측부의 근육과 하퇴의 전면부 
및 발등의 피부를 지배하게 된다10).
    비골신경마비의 임상증상으로는 발의 신근과 외전근의 마비에 
따라 발과 근위지절의 신전장애와 외반장애 및 족하수가 나타나며, 
이에 따라 보행시 발끝과 외측면을 끌면서 특유의 계상보행
(steppage gait)을 하게 된다, 또한 하퇴 전면부 및 발등으로 감각
저하가 나타나게 된다. 치료는 특별한 외상이나 신경을 압박하는 
물리적 구조물이 없으면 3개월 정도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고, 치료
의 순응도에 따라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11,12). 비골
신경의 상당부분이 L5 신경근에서 기원하기 때문에 L5 신경근이 
눌리는 요추 신경근성 병증의 임상증상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요추 신경근성 병증은 L-spine MRI를 통해, 그리고 비
골신경마비는 근전도검사(EMG)를 통해 진단하게 된다. 족하수에 
있어 상기 두 가지 질병은 증상은 상당히 유사하면서 예후나 치료 
방법에 있어 다른 처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잘 감별하고 치료
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저자는 특별한 계기 없이 발생한 족하수 증상으로 본원에 
내원하여 L-spine MRI 및 근전도 검사 상 요추신경근성 병증을 
배제한 비골신경마비를 진단받고 한방치료를 통해 상당한 호전을 
보이는 증례 1례가 있어 보고하는 바이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대상
    OO 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에 2016년 3월 7일 내원하여 근
전도 검사상 R/O Lt. deep peroneal peripheral neuropathy 
(neuropraxia, early), L-spine MRI 상 HIVD at L4-5(Rt. 
subarticular) 진단 받고 18일간 입원치료 후 5주간 외래 치료 및 
경과 관찰한 만 55세의 남자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환자는 교
육, 연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분석 자료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사인하였고 이에 IRB 심의(WK IRB 16-7)를 거쳤다.

2. 치료방법
 1) 침치료
    침치료는 앙와위 및 복와위 상태로 실시하였으며 침은 동방침
구제작소(동방메디칼, 서울, 한국)의 0.25 x 4mm의 1회용 호침을 
사용하였고 15분간 유침하였다. 
    환측 하퇴부와 무릎, 발목 및 발 주변부로 족삼리(足三里; 
ST36), 조구(條口; ST38), 양릉천(陽陵泉; GB34) 슬안(膝眼; 경외
기혈), 독비(犢鼻; ST35), 신맥(申脈; BL62), 곤륜(崑崙; BL60), 태
계(太谿; KI3), 태충(太衝; LR3) 등에 근위취혈 및 양측 합곡(合谷; 
LI4), 곡지(曲池; LI11), 내관(內關; PC6), 외관(外關; TE5) 등에 원
위취혈 하였다. 또한 요추부의 지실(志室; BL52), 요양관(腰陽關; 
GV3)에 같이 취혈하였다. 건측의 근위취혈한 침은 근육에 자극을 
줄 수 있도록 충분히 깊게 자침하였고 족삼리(足三里; ST36)와 조
구(條口; ST38)혈에 전침을 연결하였으며 전침은 저주파 치료기(진
원메디칼, Mixed2~4 Hz frequency)로 하여 환자가 자극을 느끼고 

근육에 가벼운 수축이 일어나는 정도까지 증가시켜 유지하였다
    침치료 횟수는 1일 1회(앙와위+복와위) 시행하였는데, 입원했
던 2016년 3월 7일부터 2016년 3월 25일까지 매일, 퇴원 후에는 
3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평균 일주일에 3회 외래치료 하여 총 
39회 시행하였다.
 2) 부항 및 뜸치료
    근육 마비 및 위약감 보이는 환측 전경골근 부위에 직접 습, 
건식 부항 및 뜸치료 실시하였고, 감각 이상을 보인 환측 발목 및 
발등 부위에도 뜸치료 실시하였다. 침치료와 마찬가지로 1일 1회 
시행하였으며, 입원기간중 습식부항은 일주일에 3회로 제한하였다.
 3) 한약치료
    한약은 당귀수산가미(당귀미 6 g, 현호색 6 g, 감초 4 g, 도인 
4 g, 목향 4 g, 생지황 4 g, 소목 4 g, 오약 4 g, 적작약 4 g, 청
피 4 g, 향부자 4 g, 홍화 4 g, 육계 2 g, 전충.유염 1 g, 택란 8 
g, 오가피 4 g, 금모구척 4 g, 녹각 12 g)을 3첩 3회 입원기간동안 
복용시켰고, 퇴원 후에는 2첩 2회 30일간 꾸준히 복용시켰다.
 4) 약침치료
    약침치료는 足陽明胃經의 비골두 아래 부위로 신경 포착이 의
심되는 부분에 소염 작용을 목적으로 10% 봉약침(자생원외탕전, 
한국)을 일주일에 3회 피하 주입하였다.
 5) 물리치료
    입원기간에는 일주일에 6회, 이후 외래 방문시마다 좌측 하퇴 
부위로 micro wave diathermy, EST(Auto Tens HL, 
HOMERON, Japan)를 실시하였다.

3, 평가척도
 1) Ankle ROM
    환자의 발을 바닥에 닿게 위치시키고 배굴 시켜 고니오미터를 
이용하여 각도를 측정하였다. 병상에 걸터앉은 자세에서 및 바닥에 
선 상태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ROM을 측정하였는데, 환자가 계단
을 오르내리거나 걷는 등의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필요한 근육의 능
력을 보기 위해 앉은 자세 뿐 아니라 선 상태에서도 ROM을 측정
하였다. ROM 측정은 입원기간 매일, 퇴원 후 매주 월요일마다 실
시하였으며 운동능력의 변화가 생긴 날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2) Numerical Rating Scale (NRS)
    NRS는 환자의 주관적인 통증이나 증상정도를 최대한 객관적
으로 측정하기 위한 척도이다. 증상 정도를 0~10까지의 숫자로 표
현하도록 한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통증은 없었고 하퇴 외측이나 
발목 및 발등으로 감각 저하가 있었는데, 이 감각을 환자의 주관적 
평가방법인 NRS를 통해 점수를 매기게 하였다. 감각이 정상일 때
를 0으로 보고 감각이 전혀 없거나 이상감각이 심할 때 점수를 10
으로 하여 0~10까지 중에 점수를 매기게 하였다. Ankle ROM 기
재일 기준으로 환자의 감각 NRS 변화 기재한다.
 3) 경피 온열검사(Digital Infrared Thermagraphic Imaging 
System), 이하 DITI, DOREX, INC. USA)
    검사 환경은 외부로부터 빛과 열이 차단되고 항상 일정한 온도
(20~23도)를 유지하며 습도를 비교적 낮게 유지하여 기류의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검사 24시간 이내에 침이나 물리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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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과한 운동 등의 외부 자극이 없었는지 확인하고 난 후, 전
신 탈의 상태로 검사환경에 15분정도 적응시키고 안정된 상태에서 
검사를 시행하였다. 입원 당일 및 퇴원일 2회 실시하였다. 양쪽 하
퇴 외측 족삼리 부위와 전면부, 발목을 관찰하였고, 평균온도의 차
이를 측정하였다.

증    례

1. 환자
    이OO M/55

2. 발병일
    2016년 3월 7일

3. 초진일 및 치료기간
    2016년 3월 7일 처음 본원에 내원 하였고 2016년 3월 7일부
터 2016년 3월 25일까지 입원치료, 이후 2016년 5월 2일까지 평
균 일주일에 3회 외래치료 하였다.

4. 주소증
    Lt. foot drop, Lt. leg(calf to foot; lat.) numbness

5. 과거력
    별무 과거력

6. 체격조건
    키 178cm에 75kg의 건장한 체격

7. 진단검사 소견
    혈액검사상 Glucose 107.0으로 약간 높았고, 소변 검사상 특
이사항 없었다.

8. EMG 소견 <2016년 3월 11일 시행>
 1) 감각신경전도 검사상 양측 superficial peroneal nerve, 
sural nerve 정상범위이며, 양측 비교시 감소소견 없음
 2) 운동신경전도 검사상 양측 deep peroneal nerve, tibial 
nerve는 정상범위임. 비교시 좌측 감소소견 없음.
 3) Needle EMG검사에서 검사한 좌측 하지 tibialis anterior, 
peroneus longus & brevis에서 비정상자발 전위소견 보이지 않
으며, 최대 수축시 감소된 근육운동단위 동원능력보임. tibialis 
post. 및 gastrocnemius, TFL은 비정상 자발전위 관찰되지 않으
며, 최대 근동원시 완전간섭현상 관찰됨.
 4) Imp.: R/O Left peroneal peripheral neuropathy 
(neuropraxia, early)

9. L-spine MRI 소견 <2016년 3월 7일 시행>
    Imp.: HIVD at L4-5(Rt. subarticular zone). Degeneration 
and annular fissure at L4-5 disk(Fig. 1)

Fig. 1. T2 image of L-spine MRI at L4-5 level

10. 현병력
    환자는 3일 전부터 좌측 정강이 바깥쪽으로 먹먹한 느낌 있었
으나, 2016년 3월 7일 기상 후 갑작스러운 족하수 및 좌측 정강이 
먹먹한 느낌 심하여 본원으로 바로 내원하였다. 비골신경을 압박할 
만한 특별한 계기가 없이 발생한 점, 증상이 L4-5 요추 추간판 탈
출증과 유사한 점 때문에 L-spine MRI 검사를 먼저 시행하였다. 
이날 시행한 L-spine MRI에서는 L4-5 level로 추간판 탈출이 있
었으나 다행히 우측으로 발견되어 족하수가 L5 신경근의 문제가 
아니라고 배제할 수 있었다. 
    4일 후 3월 11일 근전도검사를 시행하였다. 원래 하퇴의 근육
처럼 큰 근육에 있어 정확한 근전도 검사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발
병후 20일경에 검사를 하여야 하지만, 초기 소견으로 빠른 진단을 
얻기 위해 근전도검사를 일찍 시행하였다. 때문에 검사결과가 뚜렷
하진 않았지만 최대 근수축시 후경골근(tibialis posterior)이나 비
복근(gastrocnemius), 대퇴근막장근(TFL) 등은 정상인 것에 반해 
전경골근(tibialis anterior), 장비골근 및 단비골근(peroneus 
longus & brevis)은 감소된 근육운동단위 동원능력을 보였다는 것
으로 좌측 심비골신경 병변을 진단할 수 있었다. 후경골근이나 비
복근, 대퇴근막장근 등은 L5 신경근이나 좌골신경(sciatic nerve) 
등에서 지배하기 때문에 근전도 검사로 다시 한 번 비골신경 위쪽
의 신경장애는 배제할 수 있었다.

11. 치료 및 경과
 1) 운동능력의 변화
    운동능력의 변화는 Foot dorsi flexion angle을 측정하여 관
찰하였다.
  (1) sitting ROM
    침대에 걸터앉은 상태에 바닥에 발을 닿게 하고 하퇴와 발등이 
직각을 이룰 때를 0°로 기준하여 측정하였다.
  (2) standing ROM
    지지 없이 양발로 바닥에 서게 하고 동시에 양발을 배굴하게 
하여 좌측 발의 배굴 각도를 측정하였다. 발목 ROM의 최초 호전
은 발병일 5일 후인 3월 12일에 처음 보였으며, 두 가지 ROM 모
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각도가 증가함을 볼 수 있다. standing 
ROM이 sitting ROM 보다 호전이 느림을 볼 수 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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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nges of Foot D/F Angle from March 7th to May 2nd

3/7 3/12 3/14 3/16 3/20 3/28 4/4 4/18 5/2
sitting ROM 0 5 10 20 20 25 30 30 30

standing ROM 0 0 0 5 10 15 20 30 30

 2) 감각의 변화
    환자는 좌측 하퇴 바깥쪽부터 발등까지, 특히 발목쪽에 무딘 
감각을 많이 느꼈다. 환자가 느끼는 하퇴의 전체적인 감각이상을 
NRS로 측정하였다. 정상적인 감각을 0, 무감각을 10으로 표현한
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감각도 정상에 가까워지나 운동능력
보다 증상의 완전한 호전이 느림을 볼 수 있다. 특히 발목 부분의 
감각저하가 가장 늦게 호전되었다(Table 2).

Table 2. Changes of Sensation NRS from March 7th to May 2nd

3/7 3/12 3/14 3/16 3/20 3/28 4/4 4/18 5/2
NRS 10 7 3 3 3 2 2 1 0

Fig. 2. Both lower leg DITI on March 7th.

Fig. 3. Both lower leg DITI on March 25th.

Table 3. Average Temperature of the Each Region of lower leg and 
Delta Value of Each Side

3/7 3/25
C 27.81 31.86
D 26.25 30.99

⩟T(C-D) 1.46 0.87
E 25.12 29.09
F 24.39 29.21

⩟T(E-F) 0.73 -0.12
G 28.74 31.74
H 26.33 31.19

⩟T(G-H) 2.42 0.55

*C: anterior portion temperature of right lower leg, D: anterior portion 
temperature of left lower calf, E: temperature of right ankle, F: temperature of 
left ankle, G: lateral portion temperature of right lower leg, D: lateral portion 
temperature of left lower leg, ⩟T: difference between right and left temperature 
(AVG. temperature of right side minus of left side).

 3) DITI
    DITI는 양쪽 하퇴 바깥부의 足三里 부위 및 하퇴 전면부, 발목 
부위의 온도를 비교측정 하였다. 세군데 모두 양쪽 온도 차이가 감
소하였고, 환자가 느꼈던 다리 시림 등의 증상도 같이 호전되었다
(Fig. 2~3, Table 3).

고    찰

    족하수는 L4-5, S1-4 신경근의 섬유에서 기원한 비골신경이 
마비 됐을 때 전경골근, 비골근, 족지신근의 마비로 발생한다. 족하
수가 발생하면 보행 중 유각기에 발끝이 땅에 끌려 넘어지기 쉽게 
되며, 넘어지지 않기 위해 발을 높이 올리며 보폭이 작아져 유각기
가 짧아지는 계상보행을 하게 된다1).
    족하수는 비골신경의 마비인 말초신경질환 이외에도 다른 질환
에 병발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질환으로 척수의 손상, 운동뉴
런질환, 근신경접합부질환, 근질환, 다발성신경염, 급성 척수염, 주
기성 사지마비, 근영양불량, 소아마비후유증 등으로 발생할 수 있
고, 특별한 원인질환이나 이유 없이 족하수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
다13,14).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L5 신경근성 병증으로 족하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족하수 등의 근력 약화 부위 및 감각장애가 비골
신경마비와 유사하지만, 근육의 마비 정도가 대개 불완전하고 또 
후경골근이 같이 침범 당한다는 구별점이 있다. 그 외 슬관절 굴곡
근이 약하거나 요통, 좌골신경통 및 SLRT 검사에서 양성이 나타날 
수 있고 기침, 재채기 등 척수강 내 압력을 증가시키는 경우 악화
되는 경우가 있다15).
    반면 비골신경마비의 경우에는 후경골근 등은 침범 당하지 않
고, 무릎 위로는 증상이 없으며 SLRT 나 척수강 내 압력에 따른 
증상의 증감이 없다.
    치료 방법도 다른데,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에서 마미총증후군
의 발생, 악화되는 근력저하, 심해지는 통증 및 4-6주간의 보존적 
요법에도 증세의 차이가 없는 경우는 수술적 요법의 적응증으로 알
려져 있고,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족하수는 이에 속한다⁶⁾. 
다만 수술 후에도 족하수가 호전되지 않은 족하수 환자를 한방적 
치료로 치료하여 증상의 호전을 보인 케이스¹⁶⁾도 있기에 고려해 볼 
만 한다.
    비골신경마비의 치료는 외상에 의해 발생한 경우 직접 손상된 
신경의 봉합 방식이 이용되고 있고, 유리감압술, 신경 이식, 근이전
술 등을 쓰지만 명백한 외상의 흔적이 없거나 외상으로 야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연치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3개월까지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고, 치료의 순응도에 따라 수술요법이 필요하다는 의
견도 있다12,17).
    L5 신경근성 병증 및 비골신경마비의 증상은 매우 유사하지만 
이처럼 치료의 방향은 전혀 다르기에 이 둘이 감별은 매우 중요하
다. 위에서 언급했던 증상으로 감별을 하면 좋겠지만, 임상에서 증
상만으로는 증상의 감별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요추의 MRI나 전기
적검사 등이 진단검사 등이 확진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비골신경
마비로 의심되는 환자가 오면 요추부 MRI를 통해 L5 신경근이 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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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배제하여야 한다. 이후 전기적 검사는 비
골신경(peroneal nerve)과 경골신경(tibial nerve)의 운동신경전도
검사, 장딴지신경(sural nerve) 및 천비골신경(superficial 
peroneal nerve)의 감각신경전도검사 등이 시행되어야 하고, 바늘
을 이용한 근전도검사(needle electromyographic exam)로 그 병
변범위를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다. 심비골신경이 지배하는 전경골
근, 장모지신근과 천비골신경의 장·단비골근, 그리고 후경골근과 대
퇴이두근 등을 검사해 다시 한 번 좌골신경 이상의 신경병증(ex., 
요천추얼기, L5 신경근) 등을 배제할 수 있다18).
    한의학에서 비골신경마비는 증상에 따라 痿證, 痲木, 痺證, 脚
氣 등으로 표현한다. 족하수 증상이 뚜렷한 경우 下肢無力, 下肢弱 
등의 증상이 나타나므로 痿證의 범주에 속한다고 본다15,19). 『素門·
痿論』에서 “五臟肺熱葉焦 發爲痿躄痿證”이라 하여 이 이론을 바탕
으로 熱傷肺津, 悲哀太甚, 思想無窮, 所願不得, 入房太甚, 有漸於
濕, 遠行勞倦을 痿證의 원인이라 인식하고 있다. 痿證의 치법을 살
펴보면 『素門· 痿論』에서“治痿者獨取陽明”, “補其榮 而通其兪 調
其虛實 和其逆順 筋脈骨肉 各以其時受月 則病已矣.”라 하여 陽明
經을 조절하여 조화롭게 하는 것을 치료의 기본으로 삼는다20) 痿證
의 변증은 血瘀證, 濕邪侵襲肺衛證, 濕熱證, 脾氣虛證, 肝腎陰虛證 
등으로 나뉘는데21), 혈액순환을 목적으로 본 증례예서는 血瘀證을 
변증으로 택해 당귀수산 가미방을 처방하였다.
    위 환자는 족하수 증상을 주소증으로 내원하였고 증상이 무릎 
아래로만 국한 되어 있었지만 비골신경마비를 의심할만한 어떠한 
계기도 없었고, 하지의 감각이상이 다른 요추 추간판 탈출증 환자
들과 비슷한 양상이었기에 요추부 MRI 검사를 먼저 시행하였다. 
검사 결과상 L4-5 추간판 탈출증은 있었지만 디스크의 방향이 증
상과는 반대쪽인 우측이었기에 배제하고 비골신경마비로 보고 치료
를 시작하였다. 입원 중 근전도검사로 비골신경마비의 손상을 진단
받았고, 침치료와 봉약침치료 및 뜸, 부항 등의 치료를 시행하였다. 
침치료는 비골신경 주행경로상에 놓인 足陽明胃經인 족삼리(足三
里; ST36), 조구(條口; ST38), 독비(犢鼻; ST35)와 足厥陰肝經의 
태충(太衝; LR3) 등의 혈자리를 위주로 근위취혈하였고, 이는 위에
서 치법으로 말한 “治痿者獨取陽明”와도 관련성이 있다. 이 혈자리
에 근수축 및 감각 이상 피부에 자극을 줄 목적으로 전침을 연결하
였다.
    봉약침은 소염진통, 면역조절, 혈액순환촉진, 항산화, 항바이러
스 작용 등의 약리작용으로 근육통, 관절염, 만성염좌 등에 응용할 
수 있어22) 신경포착 부위의 소염작용과 혈액순환을 목적으로 침치
료와 함께 활용하였다.
    약 8주간의 치료 및 경과관찰에서 발목의 근력과 피부 감각, 
체열검사 등에서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 특히 치료기간
도 8주로 짧았지만 일반적으로 비골신경 마비 환자의 추적관찰에서 
피부 감각 증상은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많은 것에 반해 이 증례에
서는 운동능력 및 피부 감각 모두 정상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은 주
목할 만하다. 비골신경마비의 빠른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증례가 단지 1례에 불과하지만, 신경근성병증과 비
골신경마비 감별의 중요성 및 그 방법을 시사하고, 한약, 침구치료

에 봉약침 치료를 병용한 복합적 한방치료로 뛰어난 치료효과를 보
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족하수가 동반된 비골신경마비에 한
방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수술을 원치 않는 
환자들에게 보존적으로 치료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보다 더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다수의 표본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더 나아가 요추 신경근성 병증으
로 인한 족하수를 보존적 치료를 한 케이스와 비교 연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    론

    본 임상보고는 좌측 족하수로 내원한 환자에 대해 비골신경마
비의 진단을 내리고 한방치료를 시행한 것이다. 족하수가 주증상인 
비골신경마비를 痿證으로 진단하여 “治痿者獨取陽明” 이론에 따라 
陽明經 위주로 취혈하여 침구치료 하였고, 血瘀證을 변증으로 택해 
당귀수산가미방을 한약치료로 하였다. 그 외에 신경포착 부위에 소
염작용과 혈액순환을 목적으로 봉침치료를 하였다. 환자는 2016년 
3월 7일 증상이 발생하여 본원에서 3월 7일부터 25까지 입원치료 
후 5월 2일까지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그 결과 좌측 하지의 근력과 
감각은 정상으로 돌아오고, 체열검사 결과에서 양측 하지의 온도차
이도 감소하였다. 이는 비골신경마비의 족하수에 한방치료가 효과
적이고,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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