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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증 환자에 대한 경근자법 중심의 한방치료 치험 1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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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Report of a Patient with Cervical Dystonia Treated by 
Korean Medical Treatment Based on Meridian 

Tendino-Musculature Acupuncture

Dae Chul Sin, Mi Suk Kang

Department of Acupuncture & Moxibustion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Gachon University

Objectives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report a effectiveness of korean medical treatment based on Meridian 

Tendino-musculature Acupuncture to patient with cervical dystonia. Methods : In this study, we conducted treatment based on 

Meridian Tendino-musculature Acupuncture to patients. And we also carried out treatments like herb medicine and cupping 

therapy etc. Tsui’s score, Neck Disability Index(NDI), Visual analogue scale(VAS) and angle of C-spine were measured once a month 

to evaluate the severeness of symptom. Results : After 24 sessions of treatment, there were improvements on Tsui’s score, Neck 

Disability Index(NDI), Visual analogue scale(VAS) and angle of C-spine. Conclusions : Korean medical treatment based on Meridian 

Tendino-musculature Acupuncture may be effective for relieving symptoms of cervical dysto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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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경부 근긴장 이상증은 국소 근긴장 이상증(Focal dystonia)의 가

장 흔한 형태로서 비정상적인 경부 근육의 불수의적 수축에 의하여 

유발되는 두경부의 자세 이상을 말한다1). 두경부의 위치 유지에 관

여하는 근육이 54개에 달하며, 이들 중 근긴장 이상증이 나타나는 

근육 작용의 합에 따라 사경(Torticollis), 측경(Laterocollis), 전경

(Anterocollis) 및 후경(Retrocollis)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두 개 이

상의 자세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기도 하므로 연축성 사경(Spasmodic 

torticollis)보다는 경부 근긴장 이상증의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2).

경부 근긴장이상증은 두경부 이상 자세와 목, 어깨 부위에 통증 

등으로 걷기, 운전하기 등의 일상생활 동작의 제한이 초래되며, 많

은 경우에 대인관계를 회피하게 되는 등 삶의 질에 부정적인 향

을 준다. 일반적으로 호전과 악화를 보이면서 발병 후 약 3∼5년 

내에 더욱 심해지는 것이 일반적으로 10∼20%는 발병 후 약 1년 

이내에 완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유전자의 이상이 일부 경부 

근긴장이상증과 관련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항정신성 약물 

특히 항도파민성 제제 특성을 갖는 항정신성 약물, 항우울증제, 항

구토제의 장기간 복용 후 나타나는 만발성 근긴장 이상증과 감별해

야 한다. 또 파킨슨증, 윌슨병 등의 감별을 위해 뇌자기공명촬 과 

ceruloplasmin 검사 등이 필요할 수 있고 외상 후 이차적으로 발생

하는 경우도 있다. 치료로는 항콜린성 제제 단독 혹은 복합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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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적 치료, 심부 뇌 자극술(Deep brain stimulation)이 사용되나 

일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치료법은 보튤리늄 독소 주사법(Botu-

linum toxin injection)이다3).

한의학적으로는 사경은 頸項痛, 項强, 落枕의 범주로 보고 있으

며4), 이에 대해 Chae 등5)이 경련성 사경환자를 경근 위주로 체침

을 시술하여 치료한 보고, Yin 등6)이 기능적 뇌척주 요법으로 후천성 

사경증을 치료한 1례, Park 등7)이 整顔鍼 요법을 응용하여 후천성 

사경환자를 치료한 2례, Heo 등8)이 침 치료 및 견인치료로 경련성 

사경환자를 치료한 1례 등의 증례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는 項强 및 두경부 자세이상으로 물리치료를 받았고 신

경안정제를 복용하 으며, 사경증으로 진단 받은 후 보튤리늄 독소 

주사법을 받았으나 호전이 없는 환자에게 침치료, 한약치료, 부항

치료 등의 한의학적 치료를 시행하 고, 치료에 대한 평가로 기존 

연구들에서 사용돼왔던 Tsui’s score, Visual analogue scale(VAS), 

Changed angle of C-spine 외에도 Neck Disability Index(NDI)

이용하여 평가한 결과, 호전이 관찰되어 본 증례를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1. 환자 

1) 성명: 박 ○○

2) 주소증

(1) 斜頸

(2) 項强

(3) 右肩臂痛

3) 발병일: 2015년 7월(환자 및 보호자 진술)

4) Mode of O/S: 부인의 병간호로 인해 신경을 많이 쓰고 난 

후 발병(환자 및 보호자 진술)

5) 초진일: 2015년 11월 14일

6) 과거력

(1) 2011년 local 병원에서 膝痛으로 무릎 연골 수술

7) 가족력: none

8) 사회력

(1) Drinking: 소주 1 bottle/회×1회/week 

(2) Smoking: 1/4pack/day 

(3) Job: 회사원

9) 치료기간: 2015년 11월 14일∼2016년 05월 07일, 총 24회 

외래치료

10) 현병력

(1) 2015년 7월 여수 local 병원에서 項强 및 간헐적으로 목이 

앞으로 굽으면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증상이 있어 C-spine MRI, 

DITI 상 HIVD of C-spine 의심 소견 받아 3달간 약물 치료 및 

도수 치료 받았으나 별무호전, 다른 과 진료 권유 받음.

(2) 2015년 9월 인천의료원에서 項强 및 간헐적 두경부 자세 

이상으로 1주일간 신경안정제 복용하 으나 別無 好轉.

(3) 2015년 10월 성모병원에서 項强, 右肩臂痛, 지속적 사경증

상으로 연축성 사경(Spasmodic torticollis)을 진단받은 후 보튤리늄 

독소 주사법을 5회(1회/주) 시술받았으나 別無 好轉.

(4) 2015년 11월 14일 상기 증상으로 본원 내원.

11) 내원 당시 상태

(1) 주소 관련 상태

지속적인 斜頸으로 굴곡 45o, 우측 회전 30o된 상태로 내원하

다. 보행 시에도 斜頸은 계속되며 운전 시에 더 심해져서 손으로 

목을 지지하고 있어야 할 정도이며 더불어 項强과 右肩臂痛도 호소

하 다. 일반적으로 사경증에서 Sternocleidomast-oid muscle(SCM)

이 硬結된 소견을 보이는 것과는 달리 右側 SCM이 쉽게 촉지가 

되지 않고, 물을 마시는 동작에서는 특이적으로 두경부 경사가 正

位로 회복되는 양상을 보 다.

(2) 수면상태: 양호

(3) 식욕ㆍ소화상태: 양호

(4) 대소변 상태: 양호

(5) 舌: 舌紫齒齦  
(6) 脈: 浮緊

12) 치료

(1) 침치료: 침치료는 동방침구제작소의 0.25 mm×0.40 mm의 

1회용 stainless steel 毫鍼을 사용하 다. 경근 單刺 후 다시 刺鍼

하여 留鍼과 함께 전침치료를 시행하 다. 

사용된 전침은 Stratec사의 모델 STN111 전침기로 연속파, 4 Hz

와 8 Hz가 교대로 구성된 주파수를 이용하여 15분간 시행하 다.

① 單刺: Scalp, Bilateral SCM, upper Trapezius muscle, Rt. 

Levator scapulae muscle, Scalene muscles, Platysma muscle을 

촉지하여 양성 반응점을 찾아 자침하 다.

② 留鍼: 우측 측와위 자세를 취한 후 少陽經筋 穴位를 위주로 

취혈하여, 우측 肩井穴(GB21)에 전침치료를 시행하고 風池穴(GB20) 

完骨穴(GB12), 率谷穴(GB8)에도 刺鍼하여 15분간 留鍼하 다.

(2) 한약치료: 2015년 11월 14일∼2016년 2월 2일 초기 11회 

외래 치료동안 太陰人 葛根解肌湯 엑스과립(한중제약, Daegu) 3 po 

(1po: 6g) #3×30 day를 복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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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changes of Tsui’s score,
NDI and VAS.

(3) 기타 치료

① 부항요법: 침치료 전 項部 및 上背部에 시행하 다. 

(4) 환자 교육: 귀가 후에는 경부 고정 보호대를 착용하도록 권유

하 다.

13) 증상의 평가: 치료 전 아래 평가 항목들에 대해 정보를 수집

하여 사경증에 대한 증상평가를 진행하 고 평가 횟수는 1회/month

로 하 다.

(1) Tsui’s score9,10): 가장 일반적으로 사경증 평가에 활용되는 

간단한 평가지표로 점수를 통해 치료 전후를 평가하나 신뢰도나 

타당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다.

(2) NDI11): NDI는 목의 통증으로 인한 일상생활에서의 환자의 

장애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총 10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설문

의 형식인데, 각 항목 당 점수는 0∼5점이며 총 50점으로 구성된다. 

(3) VAS: VAS는 환자가 경험하고 생각하는 통증의 강도를 숫자

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본 증례의 경우 통증은 없는 상태 으므로 

환자가 느끼는 증상의 호전도를 VAS로 표현하게 하 다. 

(4) Angle of C-spine: 치료 전 사경증이 발생한 상황에서 두경

부가 正位로부터 변화된 각도를 측정하 다.

14) 치료 경과: 상기 환자는 2015년 11월 14일부터 2016년 5월 

7일까지 총 24회 외래치료를 진행하 고 치료기간 동안 증상의 호

전뿐 아니라 평가도구를 이용한 개선도 관찰할 수 있었다. 초기 2회 

치료 후 右肩臂痛 소실, 4회 치료 후 項强에 대해 호전을 보 고 

지속시간은 짧지만 간헐적으로 正位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 9회 치

료 후 의식적으로 正位가 가능하며 지속시간도 길어져 앉아 있을 

때나 휴식 시에 보다 오랫동안 正位 유지할 수 있었다. 보행 및 

업무, 오후시간대에도 正位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연장되었으나 

휴식 및 안정 시에 비하면 그 정도가 적었다. 13회 치료 후 보행 

중에도 30분 이상 正位가 가능하며 운전 중에도 손으로 지지하는 

것 없이 출퇴근이 가능한 정도로 호전되었다. 22회 치료 후 正位상

태로 2시간정도 산책이 가능하고 업무나 운전 중에 사경증이 발생

해도 손으로 지지하면 수 분 내에 正位로 회복되었다. 20회 치료 

후 업무에 집중하거나 Stress 받는 상황에서만 목의 근육이 뻣뻣한 

느낌이 들면서 사경증이 유발되려는 경향이 있으나 1∼2분 이내에 

正位로 회복된다.

(1) Tsui’s score: Tsui’s score는 평가 지표를 사용한 결과 첫 

내원 시 13점이었으나 1달 뒤 평가 시에 이상자세가 유지되는 기간

에서 호전을 보이며 점수가 호전되기 시작하여 이후 각도 호전까지 

보이며 2016년 5월 평가 시 점수가 2점으로까지 호전되었다.

(2) NDI: 첫 내원 시 통증은 중간정도이며 일상생활에서도 주의

를 기울여 행동하고 있고, 업무 중 특히 운전 시에도 중등도 통증이 

동반된다고 체크하여 26점이 다. 1달 후 평가 시에 업무 중과 운

전 시 상태가 호전됐고, 점차 이 부분에서 호전이 있어 점수가 낮아

졌다. 2016년 5월 평가 시 생활 중 경미한 통증들이 남아 있는 상태

로 19점으로 체크하 다.

(3) VAS: 첫 내원 시 項强 정도를 VAS 7로 호소하 고 1달 뒤 

평가 시에 가장 큰 폭으로 호전을 보이며 VAS 4, 2016년 5월 VAS 

2로 유지중이다(Fig. 1).

(4) Angle of C-spine: 내원 때마다 사경 증상이 발생한 상태로 

내원하 다. 증상 발생 시에 각도는 치료 중기부터 호전을 보 고, 

2016년 5월 평가 시 Rt. rotation 5o 정도로만 斜頸 증상이 발생하

다(Table 1).

고찰 및 결론

사경증은 ‘Cervical dystonia’ 또는 ‘Spasmodic torticollis’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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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changes of Changed Angle of C-spine

Day
Changed angle

Flexion Rt. rotation angle

2015. 11. 14 45o 30o

2015. 12. 19 45o 30o

2016. 1. 12 45o 30o

2016. 2. 13 30o 30o

2016. 3. 19 10o 20o

2016. 4. 23 5o 10o

2016. 5. 7 0o 5o

도 불리며, 국소성으로 발생하는 dystonia중 가장 흔한 형태이다12). 

斜頸은 목근육의 수축이 비정상적으로 진행되어 목이 전후 혹은 

좌우로 기울어짐과 동시에 회전을 동반하게 되는 질환으로 원인에 

따라 선천성ㆍ후천성으로 분류된다. 후천성 사경의 원인으로는 경

추 자체의 이상이 있는 경우, 신경의 이상이 있는 경우, 심리적인 

원인, 연부 조직의 외상에 의한 경우, 감염, 종양, 중추신경계의 이

상에 의한 경우 등이 있다. 증상은 목이 뻣뻣하고 끌거나 잡아당기

는 듯한 느낌을 호소하며 점차 진행되면서 간대성연축이 강직성 

기간으로 넘어가면 목에 통증이 나타나고, 통증의 원인은 보통 목 

근육의 지속적인 강직성 연축에 의해 생긴 것으로 설명 된다4).

사경에 대한 일차 치료로 보튤리늄 독소 주사법이 사용되고 있

고 많은 치료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삼킴 장애, 목 주위 근력 약화 

및 경통, 口乾(Dry mouth), 쉰 목소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항콜린성 제제가 단독으로 혹은 다른 제제와 함께 사용될 수 

있으나 고용량에서 졸음(Drowsiness), 혼돈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3,13).

한의학적으로는 斜頸은 頸項痛, 項强, 落枕의 범주로 볼 수 있다4). 

頸項痛은 頸과 項 부위의 동통을 말하는 것으로 흔히 경항부의 운

동 범위 제한이나 국소 부위 압통 및 견갑부와 상지 방산통을 특징

으로 하며 혹은 두통, 국부의 경련, 압통 등을 나타내기도 한다. 

風ㆍ寒ㆍ痰ㆍ熱ㆍ邪가 經絡에 침범하거나 타박이나 외상 등의 瘀

血로 인해 기혈이 凝滯되고 경락이 壅塞하여 발생하게 된다. 頸項

痛에 대한 鍼灸治療 중 近位取穴 방법으로, 경추의 회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경락유주에 따라 手太陽 또는 少陽經을 치료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項强은 목이 당기고 뻣뻣해지는 증상을 말하는데, 

≪傷寒論≫에서는 “太陽之爲病”, ≪東醫寶鑑≫에는 “皆屬於濕”, 

“太陽感風濕爲頸項强痛”라 하 다. 즉 太陽經을 중심으로 三經이 

風寒濕外邪에 감촉되는 外因과 肝腎不足에 기인하는 內因을 말하

는 것이다. 落枕은 한쪽의 項背部 근육이 酸痛하며 운동의 제약을 

받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 수면 중에 風寒邪氣가 經絡에 침입하거

나 수면 시 자세불량으로 氣血이 不和하여 발생한다4). 

經筋은 경락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피부, 혈관, 신경, 근육, 

뼈를 포함한다. 經筋이 병들었을 때에는 국부나 전신 근육의 강직ㆍ

떨림ㆍ통증ㆍ운동장애 등의 운동 관계 증상이 발생하고 이때 以痛

爲輸 개념으로 經筋刺法을 시행함으로써 경근의 문제점을 해결 한

다14). Myofascial Pain Syndrome(MPS)가 經筋刺法에 해당하는데, 

MPS는 근육이나 연부조직에 매우 예민한 통점과 단단한 소결절이 

있고, 운동범위 제한, 근약증과 피로감 및 압박 시 원위부위로 뻗치

는 연관통을 동반하는 증후군이다. 진단은 주로 촉진에 의존하며, 

치료 시 문제된 근육의 방아쇠 점을 찾아 자침을 통해 문제점을 

직접 해결해야만 한다. 정확한 시술을 통해 통증과 관절가동범위 

제한이 개선된다. 방아쇠 점을 지압을 하거나 허혈 압박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근막통증증후군에 지속인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

신적인 스트레스, 수면장애, 정서장애는 병정을 악화시키는 주요한 

부분으로 극복해야할 요소이다4).

두경부 자세 이상에 따라 관련되는 근육들이 있는데 Antero-

collis와 Torticollis가 복합된 자세이상으로 볼 때, Anterocollis에

는 longus colli와 submandibula muscle을 포함한 양측 anterior 

neck muscles과 Bilateral SCM, Torticollis에는 머리가 향하는 방

향 Splenius capitis, Semispinalis capitis, Semispinalis cervicis, 

longissimus와 Posterior neck muscles, 머리가 향하고 있는 반대

측 SCM이다10). 위 근육들은 목의 앞면, 뒷면 및 측면의 근육들로써 

두경부의 굴곡, 신전 및 회전에 관여하는데, 經筋은 경락과 상관관

계가 있는 근육을 포함하므로 經筋 관점에서 파악해볼 때 少陽經筋

을 위주로 手陽明 및 太陽經筋에 해당한다14). 사경증이 목 근육들

의 비정상적인 수축으로 인해 발생하므로 經筋病으로 운동 관련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한의학의 경근이론에서 

足少陽之筋은 ‘上引缺盆膺乳頸 維筋急’, 手少陽之筋은 ‘上肩朱頸合

手太陽’, 手陽明之筋은 ‘頸不可左右視’, 手太陽之筋 ‘循頸 出走太陽

之前 結於耳後完骨... 筋急則爲筋瘻筋腫’라 하여 頸部와 관련된 내

용을 엿볼 수 있다15).

본 증례 환자는 신경을 많이 쓰고 나서 목이 뻣뻣해지는 느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점점 두경부 자세 이상이 발생하여 물리치료와 

신경안정제를 복용하 으나 호전이 없었다. 사경증으로 진단 받은 

후 2015년 10월부터 5회(주 1회×5주)의 보튤리늄 독소 주사를 

시행하 으나 호전이 전혀 없어 한방치료를 원하여 본원에 내원하

다. 경근치료는 사경의 원인이 되는 少陽經筋, 太陽經筋 및 手陽

明經筋 중 회전과 측굴과 관계된 인체 측면을 지나는 少陽經筋을 

위주로 少陽經에서 肩井穴(GB21) 風池穴(GB20) 完骨穴(GB12), 率

谷穴(GB8)을 選穴하여 자침하 다. 근육학적 관점에서는 Scalp, 

Bilateral SCM, upper Trapezius muscle, Rt. Levator scapul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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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cle, Scalene muscles, Platysma muscle에 해당되므로 이들

의 양성 반응점을 촉지하여 單刺를 시행하 다. 이는 MPS가 문제

된 근육에 직접 자침을 하여 치료를 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초진 당시 우측 SCM이 촉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나 3번

째 평가시점에서 좌측 SCM과 비슷한 정도로 촉지가 되었고, 6번째 

평가시점에 긴장도 및 경결 정도가 좌측 SCM의 크기 수준으로 호

전되었다. 환자는 신장 168 cm, 체중 72 kg의 근육형으로, 素證 

설문지와 평소 項强, 피로감, 肩凝, 喜冷水, 평소에 더위를 많이 타

고 땀을 많이 흘리는 편이며, 面紅, 頭皮發赤인 상태를 고려하여 

사상체질 중 태음인으로 진단하고 太陰人 葛根解肌湯을 처방하

다. 치료를 진행함에 따라 첫 내원 시 호소한 지속적인 사경증과 

項强 및 右肩臂痛에 대해서도 호전이 있음을 확인하 다.

본 연구에서는 보튤리늄 독소 주사, 신경안정제를 포함한 약물

복용, 물리치료를 진행하 으나 호전이 없었던 사경증 환자를 대상

으로 經筋病으로 접근하여 침치료, 체질진단에 근거한 한약치료 등 

한의학적 치료를 한 결과 호전이 있음을 확인하 다. 사경증과 동

반된 증상들에 대해서는 환자가 만족할 만한 호전이 있었으나 NDI 

scale 에서는 소폭 호전이 관찰되었다. 이는 환자의 통증이 심하지 

않고, 자신이 목이 기울어진 것은 불편하지만 움직임에는 큰 불편

함이 없다고 느끼고 있는 상태 으므로 일상생활에서 장애정도를 

평가하는 scale인 NDI에서는 큰 폭의 호전이 관찰되지 않은 것으

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Case가 1례이고 대조군이 없는 연구라는  

한계가 있다. 사경증에 서양의학적인 치료로 호전이 없는 환자에게 

한의학적인 치료를 시행하 고 이에 대해 사경증에 대한 증상의 

평가 뿐만 아니라 동반된 통증 및 불편감에 대한 평가, 경추 경사각

의 평가를 동시에 진행한 연구라는 점에서 본 증례의 보고는 의미

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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