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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 6-year old, female, Schnauzer dog with chief complaint of tetraparesis was referred to the

Veterinary Medicine Teaching Hospital of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On physical examination,

neulologic examinations and magnetic resonance imaging, this patient was diagnosed into fibrocartilaginous

embolic myelopathy. Although conventional treatment such as prednisolone, cefotaxime and enrofloxacin

revealed no improvement, this patient showed favorable therapeutic response by combined therapy with

aquapuncture with prednisolone, modified moxibustion, herbal medicine and ma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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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섬유연골성 색전성 척수증(Fibrocartilaginous Embolic

Myelopathy, FCEM)은 추간판 수질핵물질 색전으로 인

한 척수분절의 허혈성 괴사가 나타나는 급성 척수 경색

증이다 [6, 9]. 소형 동물에서 FCEM의 발생은 흉, 요추

부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며, 경추에서는 두 번째로 발

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연구된 바 있다 [22]. 정확한 병

인론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추간판 수질핵이 탈출하여

정맥동을 따라 동정맥 문합을 통해 들어오는 것으로 추

정하고 있다 [7, 9, 11]. 현재까지 많은 증례가 보고되지

는 않았지만, 진단과정에서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검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실제

로는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짐작된다 [5, 21].

FCEM의 임상증상으로는 급성 추간판 탈출증과는 다

르게 갑작스러운 사지마비가 편측 혹은 양측으로 나타

나며, 촉진 시 통증이 거의 없고, 임상증상의 진행양상

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보통의 경우 척수반사는 항진되

며, 병변이 심할수록 심부 통증감각은 소실된다 [3, 7].

FCEM의 진단은 병력과 임상증상을 바탕으로 이루

어지게 되는데, MRI 검사를 통하여 진단하게 된다. MRI

검사상 T1 강조영상에서 등신호 혹은 저신호의 병변부

위가 관찰되며, T2 강조영상에서 고신호의 병변부위가

관찰된다. 비압박성 추간판 탈출증과는 다르게 출혈이

없기 때문에 조영제에 의한 조영 증강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23]. 또한 MRI상에서 병변 부위 하나 혹은 두

개의 앞뒤에서 나타나는 척수분절에서의 추간판의 변

성을 미루어볼 때, FCEM는 추간판 탈출로 인한 2차적

인 질환이라 추측하고 있지만 아직 불명확한 점이 많

다 [3, 23].

FCEM를 위한 치료로는 색전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

적 방법은 추천되지 않고 있으며, 색전의 원인이 혈전이

아니므로 혈전제거를 위한 내과적치료 또한 치료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급성기에 prednisolone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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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ylprednisolone의 사용으로 부종으로 인한 이차적인

손상을 막고 물리치료요법으로 재활하는 것이 유일한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다 [7]. 심부 통증 반응이 존재하

는 경우 예후는 양호한 것으로 예상되며 [3], 치료 2주

이내에 효과가 미미할 경우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

려져 있다 [3, 4]. 

전통 수의학적 방법에는 자침, 수침, 전침, 레이저침,

뜸 및 한약제의 투여 등의 방법이 알려져 있는데, 사람

뿐 만 아니라 동물의 여러 질병 치료에 우수한 치료 효

과를 발휘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2, 14, 15, 17-

20, 24]. 그러나, 전통수의학적 치료방법을 이용한 개 섬

유연골성 색전성 척수증의 치료효과에 대하여는 지금까

지 전혀 보고된 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저자 등은 급성 사지부전마비를 주 증상으로

내원하여 FCEM으로 진단된 환견을 대상으로 전통 수

의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양호한 치료 결과를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병력 및 임상증상

슈나우져(체중 6 kg, 6 년령, 암컷) 1두가 갑작스런 사

지의 부전마비를 주 증상으로 지역동물병원에 내원 후,

1주 간의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본원에 내원

하였다.

신체검사 및 혈액학적 검사

신체검사에서 서맥이 인정되었고, 사지가 마비되어 있

으며, 강직을 확인하였다. 혈청학적 검사상 ALT(469 U/

L) 및 AST(101 U/L)의 증가 소견이 인정되었으며, 일반

혈액검사상 특이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신경계 검사

뇌신경 검사상 정상 소견을 나타냈지만, 척수반사 검

사에서는 우측 슬관절 부분을 제외하고는 척수반사가

소실되었다. 통증검사상 천부 통증검사에서 육상층 부

분을 제외하고 천부 통증이 소실되었으며, 심부 통증은

정상이었다.

방사선학적 검사

흉부 방사선과 복부방사선 촬영 검사상 임상증상과

관련하여 특이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MRI 검사

T1강조 영상에서 등신호의 병변부위가 관찰되고, 조

영을 통한 강조영상에서는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않았

다. T2강조 영상에서 경추 3번 부분의 척수분절에서 고

신호의 병변부가 확인되었다. 또한 경추 6 번과 7 번

부분의 추간판이 변성되어있는 것이 확인되었다(Fig. 1).

종단면상에서 경추 3번과 4번 부분의 척수분절에서 오

른쪽 부분의 고신호의 병변부가 확인되었다(Fig. 2).

뇌척수액 검사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심전도 검사

서맥 이외에 심전도 파형상 특이소견은 발견되지 않

았다.

치료

처음 내원 시에 입원 조치하여, cefotaxime(CJ 세포

탁심나트륨; CJ 제일제당, 한국) 30 mg/kg를 1일 2회 정

Fig. 1. Cervical sagittal T2-weighted image. The affected site
showing high intensity in indicated (arrow). Intervertebral material
is more intensively reduced inits periphery (arrowhead) than those
of other sites.

Fig. 2. Cervical transverse T2-weighted image. A area of

high signal intensity is observed in the spinal cord (arr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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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사 하였고, 스테로이드(파마 프레드니솔론 정; 한

국파마, 한국) 2 mg/kg를 경구투여 하였으며, 그리고

furosemide(라식스; 한독약품, 한국) 2 mg/kg를 정맥주사

하였다. 내원 6 일째 MRI촬영 후 furosemide를 제외하

고 enrofloxacin(바이트릴-50주; 바이엘코리아, 한국) 5

mg/kg 피하주사를 추가하였으며, 심박수가 50 이하로 내

려갈 경우 atropine(황산아트로핀 주, 0.5 mg/mL; 휴온

스, 한국) 0.05 mg/kg을 주사하였다. 욕창의 방지를 위하

여 4시간에 한번씩 자세를 바꿔주었다. 내원 9일째 임

상증상이 호전 되지 않아, 본 증례는 전통수의학에서 경

직 및 기혈의 순환장애로 인하여 근육, 건, 골, 및 관절

에 통증 및 운동기능부전, 형성 장애를 특징으로 하는

Bi syndrome 진단 하였다 [30]. 치료 방법으로는 수침요

법, 뜸 요법 및 마사지 요법을 적용하였고, 또한 한약제

를 경구 투여 하였다. 수침요법에 사용한 혈위는 풍부

(GV-16), 풍지(GB-20), 천주(BL-10), 열결(LU-7)과 병변

부위(C2-C3)에 prednisolne(삼우 프레드니솔론 주사; 삼

우 메디안, 한국) 1.2 mL을 1주일에 2회 수침 하였으며,

한약제(Koda Pharmaceutical, Taiwan) 정골자금단(0.3 g),

혈부축어탕(0.4 g), 유황(0.1 g), 몰약(0.1 g) 및 산조인탕

(0.8 g)을 3주 처방하였다.

서맥에 대한 치료로는 glycopyrrolate(명문 모비눌; 명

문제약, 한국) 0.02 mL를 심수(BL-15), 궐음수(BL-14) 및

내관(PC-6)에 각각 수침하였다. 그 결과 내원 35일째 기

립이 가능 하였고, 58일째 보행이 가능 하였다. 또한 서

맥은 치료 전 60회/분의 심박수가 27일 째 114회/분으로

정상으로 회복 되었다.

고 찰

FCEM는 척수 실질 내로 유입되는 혈관의 폐색으로

척수의 허혈성 괴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정확한 병인론

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추간판 수질핵이 탈출하여 정맥

동을 따라 동정맥 문합을 통해 들어오는 것으로 추정하

고 있다 [9, 10, 13-15]. 추간판 수질핵이 탈출하기 위해

서는 연골변성이 진행되지 않는 비연골이형성종에서 호

발하며, 또한 연골의 변성이 일어나기 전인 3~6 년령에

서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 9]. 

임 등 [3]에 의하면, 스테로이드(prednisolone, 2 mg/kg,

PO)를 사용하여, 2주 후에 양호한 예후를 나타내었다고

하였는데, 본 증례의 경우에는 스테로이드(predni-

solone, 2 mg/kg, PO)에 대한 호전 반응이 나타나지 않

아, 전통 수의학적 방법이 적용되었다. 또한 본 증례의

경우에는 척수반사가 소실되었고, 천부 통증이 소실되

었으며, 심부 통증은 정상 소견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병

변 부위의 진행 정도의 차이에 기인되는 것으로 추측한

다. 2주 내의 치료 반응이 미약할 시 예후가 불량하다는

보고가 있으며 [5], 본 증례의 경우 스테로이드제

(prednisolone, 2 mg/kg, PO) 2주 투여가 지나도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마사지 요법과 병용하여 전통 수의

한방 치료를 한 결과, 58일 째 양호한 예후를 나타내었

다. Jun 등 [16]은 추간판 탈출증이 합병된 골수 연화증

의 증례를 대상으로 하여 봉독약침, 간이뜸 및 한약제

(정골자금단, 속단, 두충, 몰약, 유향 및 자연동)의 투여

로 양호한 치료효과를 보고한 바 있다. 또한 Son 등 [25]

도 뜸 처치로 추간판 탈출증의 양호한 치료 결과를 나

타내었다고 하였다. 본 증례에 있어서도 현재까지 양방

으로는 적절한 치료 방법이 없지만, Jun 등 [16]이 보고

한 골수 연화증의 증례와 마찬가지로 양호한 결과를 나

타내었다. 이는 prednisolone 수침의 진통 및 소염 작용

과 뜸 처치로 인한 기혈 순환 촉진, 그리고 여러가지 한

약제의 복합작용에 기인된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사람에서는 척수 손상 시 교감신경장애로 심혈

관계장애가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8, 21,

27], 운동신경이 손상을 받았을 경우 100% 환자에서 서

맥이 발견되었으며, 이중 16%에서는 심장마비가 발생하

였다. 이는 T1-T4 부분에서 심장으로의 교감신경이 분

지하게 되는데 상부 경추(C1-C4)나 하부 경추흉추(C7-

T3)부분에서의 척수의 손상이 나타날 경우 교감신경의

작용이 약화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8, 11, 12, 23, 26,

29]. 대부분 2~6주 내에 증상이 호전되지만, 이 기간 내

에는 서맥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atropine의 사용이

추천된다. 임 등 [3]의 증례와는 다르게 나타난 본 증례

에서의 서맥 또한 이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atropine의 사용이 효과를 나타내지 않아 수침을 통해 서

맥을 조절하였고, 50~60회/분 의 심박수가 치료 후 114

회/분 이상으로 교정된 것이 확인 되었다. 추후 경추 섬

유연골성 색전증이 의심되는 환자가 내원하였을 경우

서맥에 대한 관찰 및 치료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결 론

슈나우져(체중 6 kg, 6 년령, 암컷) 1두가 사지부전마

비를 주증으로 충남대학교 부속동물병원에 내원하였다.

신체검사, 신경계검사 및 MRI 검사로 경추 섬유 연골성

색전성 척수증으로 진단하였다. 통상적인 치료(predni-

solone, cefotaxime 및 enrofloxacin)의 치료효과가 인정되

지 않았으나, prednisolone 수침, 간이뜸, 한약제의 투여

및 마사지의 전통수의학적 치료로 양호한 치료반응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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