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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report intended to estimate effect taken by using Oriental medical method on the patient with Tranverse Myelitis.

Methods From 28th April, 2006 to 19th June, 2006. The patient dignosed as a Transverse Myelitis receive acupuncture, moxibustion, 
cupping and physical therapy and herbal medication by estimating arthralgia syndrome(痺證) .

Results The patient's incipient symptoms-both lower limb paresthesia and weakness, voluntary urination and defecation-all
were improved.

Conclusions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oriental medical treatment has respectable effect in improving as though we didn’t exclude
effect of western medical therapy on the patient with transverse myelitis. More research of transverse myelitis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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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緖論

횡단성 척수염(橫斷性 脊髓炎, Transverse myelitis)이

란 급격한 염증성 경과로 척수 병변이 척수의 횡단면상으

로 퍼져 종적인 연결이 차단되어 나타나는 척수의 기능장

애 증후군으로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남녀의 성별 구별 없

이 발생한다1). 증상의 중한 정도에 비해 일반 지지요법 외

에 특별한 치료법이 없으며2) 예후는 3분의 1정도에서는

비가역적인신경학적후유증을남긴다고보고되고있다3-4).

횡단성 척수염은 기왕의 신경학적 질병의 병력이 없는

사람에게 갑자기 상행성 사지마비, 배뇨 및 배변 장애, 다

양한 지각장애가 나타나는5) 임상 증후군이라 할 수 있다. 

횡단성 척수염은 한의학적으로 감각장애와 운동소실이

나타나 證6-7)으로 변증하거나 肢體, 關節, 肌肉에 酸麻,

疼痛, 重着이점차악화되거나반복발작하는것으로痺證8)

으로 변증하기도 한다.

저자는 흉부 이하 �下肢의 감각장애와 小�不利를 주

소로 횡단성 척수염으로 진단받고 양방병원에서 2개월간

입원치료 후 만족할만한 호전이 없어 경북 G한방병원에

내원한 환자 1례를 �下肢 痲木과 小�不利에 초점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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춰 痺證으로 진단하고 2006년 4월 28일부터 2006년 6월

19일까지 침구요법과 약물요법을 사용하여 유의한 효과

를 얻었기에 보고하고자 한다. 

II. 證例

1. 성명

김○○(F/58)

2. 입원치료기간

2006년 4월 28일~2006년 6월 19일

3. 주소증

1) 兩側下肢 麻木

2) 兩側下肢 少力

3) 大小便 不利

4. 발병일

2006년 2월 12일

5. 진단

한방진단명 : 痺證

양방진단명 : ① Transverse myelitis(T-spine)

② Cord compression

③ Neurogenic bladder 

6. 과거력

別無

7. 가족력

別無

8. 사회력

보통 키의 다소 비만한 체형의 58세 여자환자로 성격은

급한 편이고 식성은 골고루 드시는 편이시며 술과 담배는

평소 안하 다.

9. 현병력

평소 別無 병으로 생활해 오다가 2006년 2월 12일

PM 8:00경 저녁식사 후 갑자기 acute chest pain(mid-

chest area, 콕콕 쑤시는 형태) 상태 발하여 both axillary

area까지 방산통 퍼졌다. 구미 순천향병원 방문하여

cardiac 처치 시행하 으나 특이소견 보이지 않아 퇴원하

려고 침상에서 내려오는 도중 좌측하지 무력 상태 발하

으나 혼자 보행은 가능한 상태 다. 2월 13일 AM 6:00

경 기상 후 소변보기 힘든 상태로 흉부이하 저린감 나타나

다시 구미 순천향 병원 방문하여 입원치료 받던 중 좌하지

무력증 진행되어 좌측 하지 전혀 움직일 수 없었으며

Foley insert 시행하 고 변비증상 나타나는 상태 다.

2006년 2월 21일 경북 병원로 전원하여 CT, MRI 촬

후 횡단성 척수염(T-spine) 진단 받은 뒤 steroid pulse

therapy 시행하 으나 뚜렷한 효과가 없었다. 2006년 3

월 21일경 삼성서울병원 전원하여 CT, MRI 촬 후 동

일 진단 받고 Foley 20일, Nelaton(6시간 간격), PT(3

주), Med Tx 받았다. 부축하여 walker보행 가능한 상태

로 호전되어 보다 적극적인 한방치료 받고자 2006년 4월

28일 내원하 다.

10. 양방검사 소견

(1)입원 당시 Vital Sign : 100/70mmHg, 70회/분

(pulse),20회/분(respiration), 36.3℃

(2) Physical Examination

① Sensory examination

touch-intact

Vib-T6/T7(이하 anesthesia)

② Motor, key muscle

C5 Elbow flexor 5/5

C6 Wrist extensor 5/5   

C7 Elbow extensors 5/5

C8 Finger flexors 5/5

(distal phalanx of middle fonger)

T1 Finger abductors(little finger) 5/5

L2 Hip flexors 4/4

L3 Knee extensors 4/4

L4 Ankle dorsiflexors 4/4

L5 Long toe extensors 4/4

S1 Ankle plantar flexors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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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ab examination 

Hb : 9.7g%  Hct : 30%  TG 179mg%  Cl : 116mmol/L UA 검사 : W.N.L

(4) Radiographic finding T-spine MRI : Transverse Myelitis 

11.양방 소견(삼성서울병원)

(1) 원인 : Myelitis에 한 정확한 원인 不明 상태

(2)약물치료 : Steroid Tx 후 증상호전 보이며 Prednisone tapering 끝난 상태임 Atorvastatin1) 10mg 1T qd,

Doxazosin2) 4mg 1T qd, Eupatilin3) 60mg 1T bid

Fig. 1. Dermatome. 

Fig. 2. T-spine MRI. 

1) Atorvgatation : 리피토정 10mg-고지혈증 치료제(동맥강화용제)

원발성 고콜레스트롤 혈증, 복합형 고지혈증(Type IIa 및 IIb형) 환자의 상승된 총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 리세라이드, 

아프리포포로테인-B 수치를 감소시키는 식이요법 보조제

2) Doxazosin : 카두라엑스엘서방정 4mg-혈압강하제(a-차단제) 고혈압증, 양성전립선 비 에 의한 뇨폐색 및 배뇨장애

3) Eupatilin : 스티렌정-기타 궤양치료제(소화성 궤양용제)

급만성위염의 위점막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의 개선, NSAIDs 투여로 인한 위염 및 위궤양의 예방과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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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lan :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및 재활의학과 주기

적 Urinalysis 추적 관찰 예정

12.한방적 초진 소견

(1) 睡眠 : 熟眠

(2) 食事 : 3회/1일 全得

(3) 大便 : 1회/3-4일 量少(변비경향)

(4)小� : 4회/1일 Nelaton 6시간 간격 400-500cc

이하로 조절

(5) 脈 : 滑

(6) 舌 : 舌質-淡紅, 舌苔-白 苔

(7) 食慾 : 良好

(8) 消化 : �好하나 식후 창만감 생김

13. 환자 초진 상태

(1) 兩側 下肢 麻木

T8 역감각 帶狀 이하로 무감각하여 이상감각은 없으

나 감각저하가 있으며 촉각을 제외한 나머지 냉, 온, 통각

은 느끼지 못함.

(2) 兩側 下肢 少力

GRADE III 상태로 ROM상 하지거상 70/50, 내/외

전 20/15, 15/10, 슬굴 90/70족과굴신 10/5, 5/0 족지

굴신 can dull/can dull 으며 내외전 양측 하지 거상시

50㎝정도 차이가 나며(右>左)  walker보행가능하신 상태

임. 보행 시 좌측 슬관절 족과관절 불완전해 굴곡 되면서

보행 시 Lt. foot drop 상태임.

(3)大小便 不利

尿意 아예 못 느끼며 자가도뇨 시도해도 불가능하며

Nelaton 400~500cc 유지하여 6시간 간격으로 시행하며

변은 3, 4일에 한번 보나 손가락 굵기로 한 두덩이 정도

본 후 시원하지 않은 느낌 남음.

14. 치료

(1)침치료 : 杏林書院醫療器 0.25×0.30mm 1회용

STAINLESS STEEL 豪鍼을 사용하여 1일 1회를 원칙

으로 시행하고 20분간 �針하 으며 環跳, 委中, 陽輔, 膝

陽關을 위주로 하고 그 외 하지의 麻木 부위를 近位 取穴

하여 자침하 다. 

(2) 구치료

肝兪, 腎兪, 命門 부위에 간접구(다봉구: 봉래구관사) 2

장/일 시술하 고 足三里, 懸鍾, 豊隆, �丘 등에 간접구

(회춘구 : 봉래구관사) 3장/일 시술하 다. 

(3) 부항치료

배기구( 건부항, 건양행)을 이용하여 背部 수혈을

중심으로乾式으로1일1회5분간시행하 다.

(4) 약물치료

① 加味檳蘇散(06.4.28 ~06.6.12)16) : 蒼朮 8g, 杜

(炒) 6g, 木瓜 6g, 白芍藥 5g, 當歸 5g, 羌活 3g,

玄胡索3g, 檳 3g,蘇葉3g, 陳皮3g, 防己 3g,

神 (炒) 2g, 五加皮8g,牛膝6g, 續斷6g, 熟地黃(九

蒸) 5g,川芎 5g, 木香 3g, 香附子 3g, 砂仁 3g, 秦

3g, 赤茯 3g, 乳香 2g 

② 二陳湯(06.6.13~06.6.19)18) : 半夏 8g, 赤茯 4g, 

陳皮 4g, 生薑 6g, 甘草(灸) 2g, 熟地黃(九蒸) 5g, 

當歸 5g, 川芎 5g, 白芍藥 5g, 白芥子 4g, 竹茹 4g,  

桃仁 4g, 紅花 2g

(5)물리치료

수기요법(양측 하지부), ICT, EST, Ultra Sound를 1

주 6회 시행하 다. 

15. 치료효과의 판정

(1)하지 감각 상태는 cotton ball과 핀으로 피부의 신

경구역별로 자극하여 촉각과 통각을 측정한 다음

Dermatome표에 기재하 다. 

(2) 하지 Power상태는 ROM상의 변화와 Muscle

Power 정도로 관찰하 다.

(3) 소변 상태는 배뇨, 배변의 방법과 횟수, 시간, 양,

느낌, 상태를 환자와의 問診을 통하여 관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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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일자 양측하지麻木 양측하지少力 소변상태 변상태 약물치료

4. 28

~ 

5. 4

2/10// 1/10

좌측하지는침으로찔러도

아픈줄모르고만지면남의

살같은느낌만나고우측

하지는촉각은느껴지나

통증감각은없고양측모두

온도감각은전혀없음. 

거상 70 //50

슬굴 90 //70

족과굴신

10/5//10 /5

족지굴신

can dull//can

dull

muscle power

III//III

양측 하지 거상 시

50cm정도 차이 남.

좌측 부축 시 cane

보행 3 0 m가능한

상태로 슬관절, 

족과관절이 불완전하

게 꺾이는 상태임. 

尿意 아예 못 느끼며 자가

도뇨 시도하여 하루에 한번

diaper voiding 소량

10cc정도 보며

Nelaton 400~500cc

유지하여 6시간 간격으로

시행함. 

3, 4일에

한번보나

손가락굵

기로한두

덩이정도

본후시원

하지않은

느낌남음.

加

味

檳

蘇

散

5. 5 

~ 

5. 9 

2/10//1/10

여전히 뜨거운 물 닿아도

온도 감각 없으며 침으로

찔러도 통증 못 느끼고

반사적으로 움찔거림 느낌.

거상 70 //50

슬굴 100 //90

족과굴신

10/5//10/5

족지굴신

can dull//can

dull

muscle power

III//III

다리힘조금씩좋아지

는것같으며부축받

아 cane보행연습매

일 1 0 0 m정도하며

지속적으로슬관절굴

곡, 족과관절내전양

상보임.

보행하면서허리안마시

尿意있으며몇분간기다

린후 diaper voiding

30cc정도씩하루세네

번정도보고 Nelaton

하루두번정도시행함. 

매일손가

락굵기정

도로한두

덩이보면

서시원하

지않는느

낌남음.

5. 10 

~ 

5. 13 

3/10//2 /10 

자극없음에도오후경에

양측발바닥과발등이

화끈거리는느낌

생겼음. 

거상 70 //60

슬굴 100 //90

족과굴신

15/5 //10/5

족지굴신

can dull//can

dull

muscle power 

III>IV//III

부축없이매일

3 0 m씩 cane보행

연습하며슬관절굴곡, 

족과관절내전

양상간헐적생김.

소변을보려고시도하면

조금씩흐르는걸느낄수

있으며 Nelaton하지않

고하루 5, 6회운동후에

기저귀에보나변기에

앉아서는안됨.

매일시원

하게보며

양은조금

더많아짐.

5. 14 

~ 

5. 19

3/10 //2 /10

오후경양측발바닥과

발등이화끈거리는느낌

조금줄어들었으며오른쪽

견갑골아래‘재그러운’

느낌생김.

거상 70 //60

슬굴 100 //90

족과굴신

15/5 //10/5

족지굴신

can dull//can

dull

muscle power

III>IV//III

다리 힘이 나아지는거

같으며 부축 없이

쉬지 않고 cane보행

5 0 m정도 가능하며

슬관절 굴곡, 족외과

내전되는 느낌 호전됨.

Nelaton 시행 안하며

운동 후 30초가 기다린

후 diaper voiding

가능하며 변기 위에서는

시도해도 안나옴.

조금씩

매일봄.

16. 임상경과

Table 1. Process of symp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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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lan :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및 재활의학과 주기

적 Urinalysis 추적 관찰 예정

12.한방적 초진 소견

(1) 睡眠 : 熟眠

(2) 食事 : 3회/1일 全得

(3) 大便 : 1회/3-4일 量少(변비경향)

(4)小� : 4회/1일 Nelaton 6시간 간격 400-500cc

이하로 조절

(5) 脈 : 滑

(6) 舌 : 舌質-淡紅, 舌苔-白 苔

(7) 食慾 : 良好

(8) 消化 : �好하나 식후 창만감 생김

13. 환자 초진 상태

(1) 兩側 下肢 麻木

T8 역감각 帶狀 이하로 무감각하여 이상감각은 없으

나 감각저하가 있으며 촉각을 제외한 나머지 냉, 온, 통각

은 느끼지 못함.

(2) 兩側 下肢 少力

GRADE III 상태로 ROM상 하지거상 70/50, 내/외

전 20/15, 15/10, 슬굴 90/70족과굴신 10/5, 5/0 족지

굴신 can dull/can dull 으며 내외전 양측 하지 거상시

50㎝정도 차이가 나며(右>左)  walker보행가능하신 상태

임. 보행 시 좌측 슬관절 족과관절 불완전해 굴곡 되면서

보행 시 Lt. foot drop 상태임.

(3)大小便 不利

尿意 아예 못 느끼며 자가도뇨 시도해도 불가능하며

Nelaton 400~500cc 유지하여 6시간 간격으로 시행하며

변은 3, 4일에 한번 보나 손가락 굵기로 한 두덩이 정도

본 후 시원하지 않은 느낌 남음.

14. 치료

(1)침치료 : 杏林書院醫療器 0.25×0.30mm 1회용

STAINLESS STEEL 豪鍼을 사용하여 1일 1회를 원칙

으로 시행하고 20분간 �針하 으며 環跳, 委中, 陽輔, 膝

陽關을 위주로 하고 그 외 하지의 麻木 부위를 近位 取穴

하여 자침하 다. 

(2) 구치료

肝兪, 腎兪, 命門 부위에 간접구(다봉구: 봉래구관사) 2

장/일 시술하 고 足三里, 懸鍾, 豊隆, �丘 등에 간접구

(회춘구 : 봉래구관사) 3장/일 시술하 다. 

(3) 부항치료

배기구( 건부항, 건양행)을 이용하여 背部 수혈을

중심으로乾式으로1일1회5분간시행하 다.

(4) 약물치료

① 加味檳蘇散(06.4.28 ~06.6.12)16) : 蒼朮 8g, 杜

(炒) 6g, 木瓜 6g, 白芍藥 5g, 當歸 5g, 羌活 3g,

玄胡索3g, 檳 3g,蘇葉3g, 陳皮3g, 防己 3g,

神 (炒) 2g, 五加皮8g,牛膝6g, 續斷6g, 熟地黃(九

蒸) 5g,川芎 5g, 木香 3g, 香附子 3g, 砂仁 3g, 秦

3g, 赤茯 3g, 乳香 2g 

② 二陳湯(06.6.13~06.6.19)18) : 半夏 8g, 赤茯 4g, 

陳皮 4g, 生薑 6g, 甘草(灸) 2g, 熟地黃(九蒸) 5g, 

當歸 5g, 川芎 5g, 白芍藥 5g, 白芥子 4g, 竹茹 4g,  

桃仁 4g, 紅花 2g

(5)물리치료

수기요법(양측 하지부), ICT, EST, Ultra Sound를 1

주 6회 시행하 다. 

15. 치료효과의 판정

(1)하지 감각 상태는 cotton ball과 핀으로 피부의 신

경구역별로 자극하여 촉각과 통각을 측정한 다음

Dermatome표에 기재하 다. 

(2) 하지 Power상태는 ROM상의 변화와 Muscle

Power 정도로 관찰하 다.

(3) 소변 상태는 배뇨, 배변의 방법과 횟수, 시간, 양,

느낌, 상태를 환자와의 問診을 통하여 관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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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일자 양측하지麻木 양측하지少力 소변상태 변상태 약물치료

4. 28

~ 

5. 4

2/10// 1/10

좌측하지는침으로찔러도

아픈줄모르고만지면남의

살같은느낌만나고우측

하지는촉각은느껴지나

통증감각은없고양측모두

온도감각은전혀없음. 

거상 70 //50

슬굴 90 //70

족과굴신

10/5//10 /5

족지굴신

can dull//can

dull

muscle power

III//III

양측 하지 거상 시

50cm정도 차이 남.

좌측 부축 시 cane

보행 3 0 m가능한

상태로 슬관절, 

족과관절이 불완전하

게 꺾이는 상태임. 

尿意 아예 못 느끼며 자가

도뇨 시도하여 하루에 한번

diaper voiding 소량

10cc정도 보며

Nelaton 400~500cc

유지하여 6시간 간격으로

시행함. 

3, 4일에

한번보나

손가락굵

기로한두

덩이정도

본후시원

하지않은

느낌남음.

加

味

檳

蘇

散

5. 5 

~ 

5. 9 

2/10//1/10

여전히 뜨거운 물 닿아도

온도 감각 없으며 침으로

찔러도 통증 못 느끼고

반사적으로 움찔거림 느낌.

거상 70 //50

슬굴 100 //90

족과굴신

10/5//10/5

족지굴신

can dull//can

dull

muscle power

III//III

다리힘조금씩좋아지

는것같으며부축받

아 cane보행연습매

일 1 0 0 m정도하며

지속적으로슬관절굴

곡, 족과관절내전양

상보임.

보행하면서허리안마시

尿意있으며몇분간기다

린후 diaper voiding

30cc정도씩하루세네

번정도보고 Nelaton

하루두번정도시행함. 

매일손가

락굵기정

도로한두

덩이보면

서시원하

지않는느

낌남음.

5. 10 

~ 

5. 13 

3/10//2 /10 

자극없음에도오후경에

양측발바닥과발등이

화끈거리는느낌

생겼음. 

거상 70 //60

슬굴 100 //90

족과굴신

15/5 //10/5

족지굴신

can dull//can

dull

muscle power 

III>IV//III

부축없이매일

3 0 m씩 cane보행

연습하며슬관절굴곡, 

족과관절내전

양상간헐적생김.

소변을보려고시도하면

조금씩흐르는걸느낄수

있으며 Nelaton하지않

고하루 5, 6회운동후에

기저귀에보나변기에

앉아서는안됨.

매일시원

하게보며

양은조금

더많아짐.

5. 14 

~ 

5. 19

3/10 //2 /10

오후경양측발바닥과

발등이화끈거리는느낌

조금줄어들었으며오른쪽

견갑골아래‘재그러운’

느낌생김.

거상 70 //60

슬굴 100 //90

족과굴신

15/5 //10/5

족지굴신

can dull//can

dull

muscle power

III>IV//III

다리 힘이 나아지는거

같으며 부축 없이

쉬지 않고 cane보행

5 0 m정도 가능하며

슬관절 굴곡, 족외과

내전되는 느낌 호전됨.

Nelaton 시행 안하며

운동 후 30초가 기다린

후 diaper voiding

가능하며 변기 위에서는

시도해도 안나옴.

조금씩

매일봄.

16. 임상경과

Table 1. Process of symp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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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考察 및 結論

급성 횡단성 척수염은 척수의 전단면을 침범하여 이의

횡절단 증상을 초래하는 질환으로 건강하던 사람에게 비

교적 급성으로 발생하고 부분 하지마비 및 지각장애가

나타난다2,10).

원인은 많은 연구가 있으나 정설은 없으며 환자의

20~60%까지 감염, 특히 바이러스 감염이 선행하는데

천연두, 광견병 등의 예방접종 후에 발생한 예도 있다. 전

척수 동맥의 폐쇄에 의한 척수 손상도 그 원인으로 추정되

고 있으며 원인 규명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6).

임상적으로 보면 제 5~10번 사이의 胸髓에서 부분

발생하며 10~20%정도에서는 腰髓나 頸髓에서도 發病한

다10). 초기증세로는 주로 선행 감염이 있은 후 1~3주 후

에는 열, 발진, 경부 강직, 복부나 요배부, 견갑부에서의

동통, 두통, 요저류, 발에서 시작되는 이상감각 내지 감각

의 소실이며 이어서 급속도로 신경마비가 발생하고 이는

점진적으로 상부 척수분절로 진행되는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2,4,10). 근육마비는 초기에는 이완성이나 병의 진행에

따라 후기에는 심한 건반사 등의 증가 등이 관찰되는 강직

성이 되며, 감각소실은 부분 전감각에서 이루어지고 방

광의 팽창과 일류성 뇨실금이 관찰되는 등 방광 및 배변기

능의 이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2,9-10).

양방 치료에서는 현재 특이한 것이 없으며 물리치료를

포함한 對證적 치료가 주이고 고식적인 스테로이드 투여

이외에 cyclophosphamide와 혈장교환 등이 있다. 스테

로이드의 효과에 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으나 고용량의

스테로이드“pulse”요법을 사용하기도 한다7,11-12).

예후는 완전히 회복하여 후유증을 남기지 않는 것으로

부터 방광 직장장애를 동반한 사지의 완전마비를 나타내

는 중증의 장애까지 다양하다. 성인에서 보다 소아에서 더

좋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환자의 부분은 발병 4주

에서 3개월 사이에 회복되고 3개월 이내에 기능회복의 기

미가 없으면 이후로도 회복의 기미가 없다고 하지만 드물

게는 18개월 후 회복된 경우도 있다고 한다4). 예후를 결정

하는 인자로는 Dunne3)등은 발병이 급성일수록 예후가 불

량하다고 하 다. 

횡단성 척수염의 주된 증상은 감각장애와 운동소실로써

운동소실에 초점을 맞춰 證7-8)으로 변증한 증례보고가

있었으나 본 증례의 환자의 경우에도 양측 하지의 麻木감

및 무력감, 소변불리의 주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원인이 風

寒濕邪에 있다고 보아 臟腑의 熱邪로 인한 證보다는 이

는 한의학에서 痺證의 범주에서 관찰해야 할 것으로 보인

다.

痺症은 風寒濕으로 인하여 발병하고 病機는 邪氣가 皮

膚之間에 침습해서 제거되지 않고 유착한 것이며 특히 陰

的 성질이 있는 것을 말한다13).  痺症은 단순히“저리다”의

意味보다는“痺者閉也”14)라고 한 것처럼 不通, 沮滯로 認

識된 槪念으로 氣血이 邪氣의 閉�에 의하여 發生되는 疾

患이다. 風, 寒, 濕의 邪氣가 人體의 肌表經絡을 侵入하여

血氣의 運行이 順暢하지 못하면 肢體, 筋肉, 關節등의 疼

痛, 酸硝, 麻木, 重着, 屈身不利 그리고 關節腫脹 等 운동

장애 및 감각이상의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다15,17,21-24).

일반적으로 痺症의 初期는 부분 風寒濕의 邪氣가 人

體의 虛한 틈을 타서 侵入해 經絡氣血을 沮滯하니 邪氣가

實한 것이 主가 된다. 反�하여 나타나거나 또는 점점 發

展하여 經絡에 장기간 邪氣가 壅沮되어 氣血이 不行하거

나, 濕邪가 모여 痰이 되거나, 經脈에 瘀血이 沮滯되어 痰

과 瘀血이 서로 結하여 大部分 正虛邪實하게 된다. 병이

오래되고 깊어지면 氣血이 虧耗되고 肝腎이 虛損되어 筋

骨을 營養할 수 없게 되므로 관절 등에 疼痛, 麻木, 腫脹,

屈身不利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20).

《素問∙痺論篇》에“風寒濕三氣가 섞여서 痺가 되는데,

그 중 風氣가 勝한 者는 行痺가 되고, 寒氣가 勝한 者는 痛

痺가 되고, 濕氣가 勝한 者는 着痺가 된다.”20)고 하여 病因

과 그 病邪의 특징에 따라 분류하 다. 行痺는 일정한 곳

에 머물지 않는 遊走성 동통의 증상을 나타내며 痛痺는

“收縮, 凝滯”하여 氣血의 순환이 제 로 되지 않아 통증

이 심하고 고정적인 동통을 나타내며 着痺는“重着, 粘濁”

하여 일정한 부위에 고정되어 腫痛하게 된다. 이중 着痺는

濕의 성질이 粘滯하므로, 濕邪가 관절에 흘러든 것으로 관

절이 腫大되고, “身半以下者 濕中之也”20)라 하여 痺症이

下肢腰膝에 많이 발병한다. 

痺證의 치법은 병리적으로 氣血不通하여 나타나는 것이

므로 宣通은 각종 痺證의 공통된 치법이 되고, 氣血과 榮

衛가 순행하면 痺證은 자연스럽게 소실된다. 痺證이 불규

칙적이고 발작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發作

기에는 祛邪를 위주로 하고, 靜止기에는 調營衛, 養氣血,

補肝腎을 위주로 한다17).

본 증례 환자의 경우 苔가 白 하고 脈이 滑하면서 몸

이 전체적으로 무겁고, 평소에도 잘 붓는 편이고 소화는

잘되나 약간 속이 더부룩하면서 過食을 하는 편이고, 하지

에 고정되어 흉부 이하로 감각이 저하되고, 무력감이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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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 

~ 

5. 23

4/10 //3/10

발 화끈거림 덜하다가

저녁경이면 발전체가

약간 화끈거림 나타남.

서울 삼성 병원 외래 방문하여 consult함.

외출후 피곤하여 cane보행 연습하다 주저앉아 슬관절 굴곡, 족과 관절 내전됨. 

거상 70//60 

슬굴 100//90

족과굴신

15/5//10/5

족지굴신

can dull//can

dull

muscle power

부축없이쉬지않고

8 0 m보행가능하며

양측균형불완전해

보임. 

세 시간에 한번 꼴로

diaper voiding보며

변기에서 시도해도

voiding 안됨.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봄. 

二

陳

湯

가

미

방

加

味

檳

蘇

散

5. 24 

~ 

5. 30  

4/10 //3/10

왼발엄지발가락, 왼쪽발등

붓고멍들었으며좌측하지

무거운느낌생김.

거상 70//50

슬굴 100//80

족과굴신

10/5//5/5

족지굴신

can dull//can

dull

muscle power

다리힘이나아지는거

같으며매일부축없이

cane보행

1 0 0 m정도함.

하루 6, 7회

diaper voiding하며

피곤하면 더 잘 나옴.

4일간

배변 못함.

5. 31 

~ 

6. 8 

5/10//4/10

왼발붓기거의빠졌으며

만지면느낌은있으나

통각은아직둔함.

거상 70//50 

슬굴 100//80

족과굴신

10/5//10/5

족지굴신

can dull//can

dull

muscle power

혼자 cane보행

3 0 0 m하며 안정적

보행자세 보이며

슬관절 굴곡, 족외과

내전 양상 호전됨.

하루 6, 7회 diaper

voiding하며 변기에서

voiding실패.

손가락

굵기로

매일봄. 

6. 9 

~ 

6. 12 

6. 13

~ 

6. 19 

5/10//4/10

통각둔한건여전하며감각이

여전히무딘느낌.

거상 90//80

슬굴 120//100

족과굴신

10/5 //10/5

족지굴신

can dull//can

dull

난관 붙잡고 1층에서

5까지 계단 오르내리

기 cane보행연습하

며 조금씩 하지 지탱

하는 힘이 좋아짐.

운동후변기에앉아

voiding시도하여몇분간

기다린후조금씩봄. 

매일조금

씩봄.

6/10 //5/10 

촉각은 있으나 통각은

불완전하며 양손이 뻣뻣한

느낌 나며 새벽 경에 양 손끝

저린감 생김.

거상 100//80

슬굴 135//120

족과굴신

15/10//10/10

족지굴신

can dull//can

dull

muscle power 

계단오르내리기

cane보행매일

연습하며 cane보행

불편함없음.

diaper voiding은

불편함 없으나 변기에서

voiding완전하지 않음. 

매일

규칙적으로

손가락

굵기로봄. 

5. 23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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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考察 및 結論

급성 횡단성 척수염은 척수의 전단면을 침범하여 이의

횡절단 증상을 초래하는 질환으로 건강하던 사람에게 비

교적 급성으로 발생하고 부분 하지마비 및 지각장애가

나타난다2,10).

원인은 많은 연구가 있으나 정설은 없으며 환자의

20~60%까지 감염, 특히 바이러스 감염이 선행하는데

천연두, 광견병 등의 예방접종 후에 발생한 예도 있다. 전

척수 동맥의 폐쇄에 의한 척수 손상도 그 원인으로 추정되

고 있으며 원인 규명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6).

임상적으로 보면 제 5~10번 사이의 胸髓에서 부분

발생하며 10~20%정도에서는 腰髓나 頸髓에서도 發病한

다10). 초기증세로는 주로 선행 감염이 있은 후 1~3주 후

에는 열, 발진, 경부 강직, 복부나 요배부, 견갑부에서의

동통, 두통, 요저류, 발에서 시작되는 이상감각 내지 감각

의 소실이며 이어서 급속도로 신경마비가 발생하고 이는

점진적으로 상부 척수분절로 진행되는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2,4,10). 근육마비는 초기에는 이완성이나 병의 진행에

따라 후기에는 심한 건반사 등의 증가 등이 관찰되는 강직

성이 되며, 감각소실은 부분 전감각에서 이루어지고 방

광의 팽창과 일류성 뇨실금이 관찰되는 등 방광 및 배변기

능의 이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2,9-10).

양방 치료에서는 현재 특이한 것이 없으며 물리치료를

포함한 對證적 치료가 주이고 고식적인 스테로이드 투여

이외에 cyclophosphamide와 혈장교환 등이 있다. 스테

로이드의 효과에 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으나 고용량의

스테로이드“pulse”요법을 사용하기도 한다7,11-12).

예후는 완전히 회복하여 후유증을 남기지 않는 것으로

부터 방광 직장장애를 동반한 사지의 완전마비를 나타내

는 중증의 장애까지 다양하다. 성인에서 보다 소아에서 더

좋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환자의 부분은 발병 4주

에서 3개월 사이에 회복되고 3개월 이내에 기능회복의 기

미가 없으면 이후로도 회복의 기미가 없다고 하지만 드물

게는 18개월 후 회복된 경우도 있다고 한다4). 예후를 결정

하는 인자로는 Dunne3)등은 발병이 급성일수록 예후가 불

량하다고 하 다. 

횡단성 척수염의 주된 증상은 감각장애와 운동소실로써

운동소실에 초점을 맞춰 證7-8)으로 변증한 증례보고가

있었으나 본 증례의 환자의 경우에도 양측 하지의 麻木감

및 무력감, 소변불리의 주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원인이 風

寒濕邪에 있다고 보아 臟腑의 熱邪로 인한 證보다는 이

는 한의학에서 痺證의 범주에서 관찰해야 할 것으로 보인

다.

痺症은 風寒濕으로 인하여 발병하고 病機는 邪氣가 皮

膚之間에 침습해서 제거되지 않고 유착한 것이며 특히 陰

的 성질이 있는 것을 말한다13).  痺症은 단순히“저리다”의

意味보다는“痺者閉也”14)라고 한 것처럼 不通, 沮滯로 認

識된 槪念으로 氣血이 邪氣의 閉�에 의하여 發生되는 疾

患이다. 風, 寒, 濕의 邪氣가 人體의 肌表經絡을 侵入하여

血氣의 運行이 順暢하지 못하면 肢體, 筋肉, 關節등의 疼

痛, 酸硝, 麻木, 重着, 屈身不利 그리고 關節腫脹 等 운동

장애 및 감각이상의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다15,17,21-24).

일반적으로 痺症의 初期는 부분 風寒濕의 邪氣가 人

體의 虛한 틈을 타서 侵入해 經絡氣血을 沮滯하니 邪氣가

實한 것이 主가 된다. 反�하여 나타나거나 또는 점점 發

展하여 經絡에 장기간 邪氣가 壅沮되어 氣血이 不行하거

나, 濕邪가 모여 痰이 되거나, 經脈에 瘀血이 沮滯되어 痰

과 瘀血이 서로 結하여 大部分 正虛邪實하게 된다. 병이

오래되고 깊어지면 氣血이 虧耗되고 肝腎이 虛損되어 筋

骨을 營養할 수 없게 되므로 관절 등에 疼痛, 麻木, 腫脹,

屈身不利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20).

《素問∙痺論篇》에“風寒濕三氣가 섞여서 痺가 되는데,

그 중 風氣가 勝한 者는 行痺가 되고, 寒氣가 勝한 者는 痛

痺가 되고, 濕氣가 勝한 者는 着痺가 된다.”20)고 하여 病因

과 그 病邪의 특징에 따라 분류하 다. 行痺는 일정한 곳

에 머물지 않는 遊走성 동통의 증상을 나타내며 痛痺는

“收縮, 凝滯”하여 氣血의 순환이 제 로 되지 않아 통증

이 심하고 고정적인 동통을 나타내며 着痺는“重着, 粘濁”

하여 일정한 부위에 고정되어 腫痛하게 된다. 이중 着痺는

濕의 성질이 粘滯하므로, 濕邪가 관절에 흘러든 것으로 관

절이 腫大되고, “身半以下者 濕中之也”20)라 하여 痺症이

下肢腰膝에 많이 발병한다. 

痺證의 치법은 병리적으로 氣血不通하여 나타나는 것이

므로 宣通은 각종 痺證의 공통된 치법이 되고, 氣血과 榮

衛가 순행하면 痺證은 자연스럽게 소실된다. 痺證이 불규

칙적이고 발작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發作

기에는 祛邪를 위주로 하고, 靜止기에는 調營衛, 養氣血,

補肝腎을 위주로 한다17).

본 증례 환자의 경우 苔가 白 하고 脈이 滑하면서 몸

이 전체적으로 무겁고, 평소에도 잘 붓는 편이고 소화는

잘되나 약간 속이 더부룩하면서 過食을 하는 편이고, 하지

에 고정되어 흉부 이하로 감각이 저하되고, 무력감이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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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일자 양하지麻木 양하지少力 소변상태 변상태 약물치료

5. 20 

~ 

5. 23

4/10 //3/10

발 화끈거림 덜하다가

저녁경이면 발전체가

약간 화끈거림 나타남.

서울 삼성 병원 외래 방문하여 consult함.

외출후 피곤하여 cane보행 연습하다 주저앉아 슬관절 굴곡, 족과 관절 내전됨. 

거상 70//60 

슬굴 100//90

족과굴신

15/5//10/5

족지굴신

can dull//can

dull

muscle power

부축없이쉬지않고

8 0 m보행가능하며

양측균형불완전해

보임. 

세 시간에 한번 꼴로

diaper voiding보며

변기에서 시도해도

voiding 안됨.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봄. 

二

陳

湯

가

미

방

加

味

檳

蘇

散

5. 24 

~ 

5. 30  

4/10 //3/10

왼발엄지발가락, 왼쪽발등

붓고멍들었으며좌측하지

무거운느낌생김.

거상 70//50

슬굴 100//80

족과굴신

10/5//5/5

족지굴신

can dull//can

dull

muscle power

다리힘이나아지는거

같으며매일부축없이

cane보행

1 0 0 m정도함.

하루 6, 7회

diaper voiding하며

피곤하면 더 잘 나옴.

4일간

배변 못함.

5. 31 

~ 

6. 8 

5/10//4/10

왼발붓기거의빠졌으며

만지면느낌은있으나

통각은아직둔함.

거상 70//50 

슬굴 100//80

족과굴신

10/5//10/5

족지굴신

can dull//can

dull

muscle power

혼자 cane보행

3 0 0 m하며 안정적

보행자세 보이며

슬관절 굴곡, 족외과

내전 양상 호전됨.

하루 6, 7회 diaper

voiding하며 변기에서

voiding실패.

손가락

굵기로

매일봄. 

6. 9 

~ 

6. 12 

6. 13

~ 

6. 19 

5/10//4/10

통각둔한건여전하며감각이

여전히무딘느낌.

거상 90//80

슬굴 120//100

족과굴신

10/5 //10/5

족지굴신

can dull//can

dull

난관 붙잡고 1층에서

5까지 계단 오르내리

기 cane보행연습하

며 조금씩 하지 지탱

하는 힘이 좋아짐.

운동후변기에앉아

voiding시도하여몇분간

기다린후조금씩봄. 

매일조금

씩봄.

6/10 //5/10 

촉각은 있으나 통각은

불완전하며 양손이 뻣뻣한

느낌 나며 새벽 경에 양 손끝

저린감 생김.

거상 100//80

슬굴 135//120

족과굴신

15/10//10/10

족지굴신

can dull//can

dull

muscle power 

계단오르내리기

cane보행매일

연습하며 cane보행

불편함없음.

diaper voiding은

불편함 없으나 변기에서

voiding완전하지 않음. 

매일

규칙적으로

손가락

굵기로봄. 

5. 23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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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도 만족할 만한 호전이 없던 환자 1례를 痺證으로 변

증하여 약물, 침구, 부항, 물리치료를 병행하여 치료한 결

과 양호한 효과를 얻었다. 향후 더 많은 증례에 해 한방

적 임상보고와 연구를 시행함에 있어 본 증례의 침구 및

약물 치료가 참고가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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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것으로 보아 濕邪가 勝한 着痺로 변증하 다. 

약물 치료는 초기 입원 1~46일은 風濕과 通絡을 위

주로 초점을 맞추어 檳蘇散에 四物湯과 强筋骨 약재를 加

味한 원내 처방인 加味檳蘇散을 처방하 다. 檳蘇散은

《東醫寶鑑∙足門》에 수록된 처방으로“治風濕脚氣 腫痛

拘攣 用此疏通氣道爲妙”18)의 효능이 있으며 방제 구성은

香蘇散에서 蒼朮을 香附子 신 君藥으로 하여 檳 , 羌

活, 牛膝, 木瓜를 加한 것이다. 《東醫寶鑑∙皮門》에 따르

면“手足麻因濕者, 香蘇散 加 蒼朮, 羌活, 白芷, 木瓜, 麻

黃, 桂枝”18) 라 하 는데 동일한 의미로 香蘇散으로 風寒

濕을 散하여 氣滯를 돌게 함으로써 麻木 증상을 개선하고

자 하 고,여기에 蒼朮, 羌活로 風濕을 제거하고, 牛膝, 木

瓜가 加味됨으로써下焦로 歸經何如下元허약을치료하며 利

尿通淋 작용도 도와 하지의 기혈 순환을 원활히 하 다. 檳

, 木瓜로 瀉下逐水하여 積滯된 水氣를 大小便으로 내보

내주어 초기의 祛風濕 작용과 동시에 氣血凝滯를 효과적

으로 소통시키도록 하 다. 加味檳蘇散은 檳蘇散에 四物

湯을 합하여 凝滯된 血行을 원활히 하고 杜仲, 五加皮, 續

斷, 秦 로 祛風濕하면서 强筋骨하고 赤茯 , 防己를 합

하여 利水 濕하여 小便不利를 치료하 다. 또한 玄胡索,

乳香을 加하여 血滯를 소통시키고, 木香, 砂仁을 더하여

阻滯된 氣의 순환을 원활히 하며 神 을 넣어서 健脾開胃

를 도와 속이 더부룩한 증상을 완화시키며 脾胃의 積滯를

없애도록 하 다.  

이후 입원 47-53일은 속이 계속 더부룩하면서 몸이 무

겁고 환자가 넘어진 이후 저녁이나 양손이 뻣뻣한 느낌 나

며 새벽 경에 양 손끝 저리거나 이상한 감각을 호소하여

초기의 邪實에서 병이 진행되어 체내에 병리적인 濕痰과

瘀血이 있는 것으로 보아《東醫寶鑑∙皮門》에“手足麻木

四物湯合二陳湯 加 桃仁, 紅花, 白芥子, 竹靂, 生薑汁以行

經”18)에 따라 二陳湯 加味方을 썼다. 《東醫寶鑑∙皮門》에

따르면“手十指麻, 是胃中有濕痰死血. 痰用二陳湯 加 蒼

白朮, 桃仁, 紅花, 少加附子行經. 血用四物湯 加 蒼白朮,

陳皮, 茯笭, 羌活, 蘇木, 紅花”18)라 하여 마목의 증상과 원

인에 따라 二陳湯과 四物湯에 적절한 加味를 한 처방을 사

용함을 알수 있다. 二陳湯 加味方는 二陳湯과 四物湯을 合

한 것에 桃仁, 紅花, 白芥子, 竹靂, 生薑汁 가미한 처방으

로 二陳湯에 白芥子, 竹瀝, 生薑汁을 加味하여 효과적으로

병리적인 濕痰을 제거하면서 四物湯에 桃仁, 紅花를 加味

하여 瘀血을 없애고 血凝을 소통시켜 身體의 經絡을 소통

시키고 호전 정도가 경미한 手足麻木 증상을 개선시키고

자 하 다. 

鍼치료는 祛風, 除濕하는 경혈을 위주로 祛邪와 調氣를

同用하는 의미에서, 環跳, 委中, 陽輔, 膝陽關을 자침하

다. 環跳는 通經活絡, 疏散經絡風濕, 宣利腰 氣滯하며,

委中은 舒筋活絡, 祛風濕, 利腰膝하고, 陽輔는 膝下浮腫,

筋脈拘攣 등의 주치가 있고, 膝陽關은 膝腫痛, 脛痺不仁

등에 이용된다. 그 외에도 하지의 麻木 부위를 近位 取穴

하여 기혈의 소통을 도와주었다19).  

灸치료는 祛風濕하고 强筋骨하는 의미에서 背兪穴에 다

봉구를 시행하고 �下肢에 마목부위의 경혈을 중심으로

회춘구를 시행하여 下肢의 기혈순환을 원활히 할 수 있도

록 하 다.

부항요법으로 흉추, 요추 膀胱經을 따라 시행하여 經絡

의 氣血 소통을 도모하 다. 

초기 입원 30일까지 加味檳蘇散을 처방하 는데 양하

지 마목감은 호전정도는 경미하 으나 walker보행상태에

서 혼자서 cane 보행 50m정도 가능하 으며 입원 시

Nelaton상태에서 하루 3, 4회 diaper voiding가능하

다. 변은 매일 손가락 굵기로 소량 보나 답답한 느낌이

남았다.

입원 31-46일 동안에도 동일하게 加味檳蘇散을 복용하

면서 양하지 마목감은 5/10//4/10로 호전되었으며 혼자

쉬지 않고 cane보행 300m하면서 안정적 보행자세 보

다. 하루 6, 7회 diaper voiding불편함 없으며 변은 여

전히 소량 매일 보았다.

이후 입원 47-53일까지는 二陳湯 加味方을 처방하 는

데 양하지 마목감은 6/10, 5/10정도로 호전되었으며 하지

power III에서 IV이상으로 호전되어 계단 오르내리기

cane 보행 가능하면서 평지에서 cane보행도 안정적이었

다. 변기 위에서 voiding가능하며 변은 매일 보면서 답

답한 느낌은 줄어들었다.  

이러한 결과는 발병 4주에서 3개월 사이에 회복되고 3

개월 이내에 기능회복의 기미가 없으면 이후로도 회복의

기미가 없다고 한 연구결과와 비교해 초기 발병 이후 75

일간 양방치료 받으면서 walker보행 가능하신 정도 이외

뚜렷한 호전 양상을 보이지 않던 횡단성 척수염 환자에 있

어서 53일간의 한방치료를 받으면서 감각저하의 호전과

하지 근력의 강화와 자가도뇨 상태로의 호전이 나타나면

서 침구치료 및 약물치료가 증상의 개선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횡단성 척수염은 한의학적 증례 보고가 적고 양방적으

로도 증상의 심각성에 비해 증 요법만 머무르는 실정으

로 본 증례에서 횡단성 척수염으로 진단 받고 양방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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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도 만족할 만한 호전이 없던 환자 1례를 痺證으로 변

증하여 약물, 침구, 부항, 물리치료를 병행하여 치료한 결

과 양호한 효과를 얻었다. 향후 더 많은 증례에 해 한방

적 임상보고와 연구를 시행함에 있어 본 증례의 침구 및

약물 치료가 참고가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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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것으로 보아 濕邪가 勝한 着痺로 변증하 다. 

약물 치료는 초기 입원 1~46일은 風濕과 通絡을 위

주로 초점을 맞추어 檳蘇散에 四物湯과 强筋骨 약재를 加

味한 원내 처방인 加味檳蘇散을 처방하 다. 檳蘇散은

《東醫寶鑑∙足門》에 수록된 처방으로“治風濕脚氣 腫痛

拘攣 用此疏通氣道爲妙”18)의 효능이 있으며 방제 구성은

香蘇散에서 蒼朮을 香附子 신 君藥으로 하여 檳 , 羌

活, 牛膝, 木瓜를 加한 것이다. 《東醫寶鑑∙皮門》에 따르

면“手足麻因濕者, 香蘇散 加 蒼朮, 羌活, 白芷, 木瓜, 麻

黃, 桂枝”18) 라 하 는데 동일한 의미로 香蘇散으로 風寒

濕을 散하여 氣滯를 돌게 함으로써 麻木 증상을 개선하고

자 하 고,여기에 蒼朮, 羌活로 風濕을 제거하고, 牛膝, 木

瓜가 加味됨으로써下焦로 歸經何如下元허약을치료하며 利

尿通淋 작용도 도와 하지의 기혈 순환을 원활히 하 다. 檳

, 木瓜로 瀉下逐水하여 積滯된 水氣를 大小便으로 내보

내주어 초기의 祛風濕 작용과 동시에 氣血凝滯를 효과적

으로 소통시키도록 하 다. 加味檳蘇散은 檳蘇散에 四物

湯을 합하여 凝滯된 血行을 원활히 하고 杜仲, 五加皮, 續

斷, 秦 로 祛風濕하면서 强筋骨하고 赤茯 , 防己를 합

하여 利水 濕하여 小便不利를 치료하 다. 또한 玄胡索,

乳香을 加하여 血滯를 소통시키고, 木香, 砂仁을 더하여

阻滯된 氣의 순환을 원활히 하며 神 을 넣어서 健脾開胃

를 도와 속이 더부룩한 증상을 완화시키며 脾胃의 積滯를

없애도록 하 다.  

이후 입원 47-53일은 속이 계속 더부룩하면서 몸이 무

겁고 환자가 넘어진 이후 저녁이나 양손이 뻣뻣한 느낌 나

며 새벽 경에 양 손끝 저리거나 이상한 감각을 호소하여

초기의 邪實에서 병이 진행되어 체내에 병리적인 濕痰과

瘀血이 있는 것으로 보아《東醫寶鑑∙皮門》에“手足麻木

四物湯合二陳湯 加 桃仁, 紅花, 白芥子, 竹靂, 生薑汁以行

經”18)에 따라 二陳湯 加味方을 썼다. 《東醫寶鑑∙皮門》에

따르면“手十指麻, 是胃中有濕痰死血. 痰用二陳湯 加 蒼

白朮, 桃仁, 紅花, 少加附子行經. 血用四物湯 加 蒼白朮,

陳皮, 茯笭, 羌活, 蘇木, 紅花”18)라 하여 마목의 증상과 원

인에 따라 二陳湯과 四物湯에 적절한 加味를 한 처방을 사

용함을 알수 있다. 二陳湯 加味方는 二陳湯과 四物湯을 合

한 것에 桃仁, 紅花, 白芥子, 竹靂, 生薑汁 가미한 처방으

로 二陳湯에 白芥子, 竹瀝, 生薑汁을 加味하여 효과적으로

병리적인 濕痰을 제거하면서 四物湯에 桃仁, 紅花를 加味

하여 瘀血을 없애고 血凝을 소통시켜 身體의 經絡을 소통

시키고 호전 정도가 경미한 手足麻木 증상을 개선시키고

자 하 다. 

鍼치료는 祛風, 除濕하는 경혈을 위주로 祛邪와 調氣를

同用하는 의미에서, 環跳, 委中, 陽輔, 膝陽關을 자침하

다. 環跳는 通經活絡, 疏散經絡風濕, 宣利腰 氣滯하며,

委中은 舒筋活絡, 祛風濕, 利腰膝하고, 陽輔는 膝下浮腫,

筋脈拘攣 등의 주치가 있고, 膝陽關은 膝腫痛, 脛痺不仁

등에 이용된다. 그 외에도 하지의 麻木 부위를 近位 取穴

하여 기혈의 소통을 도와주었다19).  

灸치료는 祛風濕하고 强筋骨하는 의미에서 背兪穴에 다

봉구를 시행하고 �下肢에 마목부위의 경혈을 중심으로

회춘구를 시행하여 下肢의 기혈순환을 원활히 할 수 있도

록 하 다.

부항요법으로 흉추, 요추 膀胱經을 따라 시행하여 經絡

의 氣血 소통을 도모하 다. 

초기 입원 30일까지 加味檳蘇散을 처방하 는데 양하

지 마목감은 호전정도는 경미하 으나 walker보행상태에

서 혼자서 cane 보행 50m정도 가능하 으며 입원 시

Nelaton상태에서 하루 3, 4회 diaper voiding가능하

다. 변은 매일 손가락 굵기로 소량 보나 답답한 느낌이

남았다.

입원 31-46일 동안에도 동일하게 加味檳蘇散을 복용하

면서 양하지 마목감은 5/10//4/10로 호전되었으며 혼자

쉬지 않고 cane보행 300m하면서 안정적 보행자세 보

다. 하루 6, 7회 diaper voiding불편함 없으며 변은 여

전히 소량 매일 보았다.

이후 입원 47-53일까지는 二陳湯 加味方을 처방하 는

데 양하지 마목감은 6/10, 5/10정도로 호전되었으며 하지

power III에서 IV이상으로 호전되어 계단 오르내리기

cane 보행 가능하면서 평지에서 cane보행도 안정적이었

다. 변기 위에서 voiding가능하며 변은 매일 보면서 답

답한 느낌은 줄어들었다.  

이러한 결과는 발병 4주에서 3개월 사이에 회복되고 3

개월 이내에 기능회복의 기미가 없으면 이후로도 회복의

기미가 없다고 한 연구결과와 비교해 초기 발병 이후 75

일간 양방치료 받으면서 walker보행 가능하신 정도 이외

뚜렷한 호전 양상을 보이지 않던 횡단성 척수염 환자에 있

어서 53일간의 한방치료를 받으면서 감각저하의 호전과

하지 근력의 강화와 자가도뇨 상태로의 호전이 나타나면

서 침구치료 및 약물치료가 증상의 개선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횡단성 척수염은 한의학적 증례 보고가 적고 양방적으

로도 증상의 심각성에 비해 증 요법만 머무르는 실정으

로 본 증례에서 횡단성 척수염으로 진단 받고 양방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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