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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port describes the miniscalpel-acupuncture treatment of a 68-yr-old woman who 
had abnormal posture and involuntary dystonic movements of the head and neck. She suf-
fered muscle contracture associated symptoms after she fell injured in 2014. Her neck had 
abnormal posture findings due to muscle tension. The spasms gradually worsened and did 
not respond to botulinum toxin injections. Involuntary dystonic movements may be due to 
peripheral post-traumatic cervical dystonia. Outcomes support cervical dystonia may be 
managed effectively with miniscalpel-acupuncture. Further research is recommended. (J 
Korean Med Rehabil 2018;28(1):16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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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근긴장이상증(dystonia)은 불수의적 근육긴장으로 유발

되는 자세이상(abnormal posture) 및 반복적 움직임(re-

petitive movement)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질환으로 임상 

양상이 단히 다양하기 때문에 진단이 어려운 것으로 알

려져 있다1). 근긴장이상증은 기본적으로 발병 부위에 따

라 국소 근긴장이상증(focal dystonia), 다발성 국소 근긴

장이상증(multifocal dystonia), 반신성 근긴장이상증

(hemidystonia), 전신 근긴장이상증(generalised dystonia) 

등으로 분류하며, 특히 이중 국소 근긴장이상증은 흔히 

목, 안면부 및 턱, 후두, 사지 등 부위에 흔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소수의 환자들에서 외상 이후에 발생한 중추성과 말초

성의 근긴장이상증이 보고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근긴장

이상증의 구체적인 발병원인 및 외상 병력이 발병에 미치

는 영향 등이 분명하게 규명되지는 않고 있다3). 이 때문

에 뚜렷한 중추신경계 관련 증상이 없는 말초성 외상후 

근긴장이상증(peripheral post-traumatic dystonia, 이하 

PPD)에 해서는 잠재적 회상편향(recall bias)이나 이차

적 이득(secondary gain) 등을 배제하는 정확한 진단이 

이르기 위하여 외상과 근긴장이상증 발병의 관련성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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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atient’s posture before 
(A) & after (B) treatment.

인하는 별도의 병력청취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4). 역학 관

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경부 근긴장이상증(cervica dys-

tonia, 이하 CD) 중 말초성 외상후 경부근긴장이상증(pe-

ripheral posttraumatic cervical dystonia, 이하 PPCD)로 

볼 수 있는 경우는 1∼20% 정도로 보고되고 있어 흔하게 

발견되는 질환이 아님을 알 수 있다5,6). 그러나 근긴장이

상증 진단을 받은 환자들이 건강 관련 삶의질(HR-QOL)

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선행 연구를 고려

할 때, 어떤 형태의 근긴장이상증이건 적극적인 처치를 

도모할 필요성은 분명하다7,8).

PPD로 진단이 이루어진 경우 완전한 자연회복을 기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9). 또한, 근긴장이상증 

전반에 한 치료를 위하여 보툴리눔 독소(botulinum 

toxin)를 비롯하여 치료를 위한 여러 약물요법이 제시되

고 있으나 유효성을 확실하게 입증한 경우는 거의 없으

며, 물리치료나 심부뇌자극술(deep brain stimulation)의 

경우에도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측면에서 사정은 비슷하

다10). 한의중재의 경우에도 침과 한약을 이용한 증례 수

준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근긴장이상증에 한 

유의미한 처치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추가적

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11,12). 한편 도침은 침과 미세

침습적 절개 기능을 결합한 도구로써, 최근 한국 한의계

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주로 근골격계 질환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는 추세이다13). 이에 저자들은 보

고사례가 많지 않은 PPCD로 진단이 이루어진 환자의 소

견 및 도침 처치를 통하여 성공적으로 치료가 이루어진 

경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하여 해당 질환에 한 한의학적 

접근을 위한 새로운 가설 설정에 보탬이 되고자 증례를 

보고한다. 

증례»»»
1. 대상 환자 및 동의 

2014년에 넘어져 경부를 다친 후 지속적으로 두경부가 

좌측 및 후방으로 당겨지는 증상과 이에 동반되는 보행장

애를 호소하는 68세 카자흐스탄 여성 제○○○씨를 상

으로 2주간 진료 및 경과관찰을 시행하였다. 본 증례보고

는 치료 시행 전 연구의 출판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고지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 수행하였다. 

2. 현병력 및 검사 결과

환자는 68세의 여자 환자로 2017년 4월 28일 근육의 

불수의적 이상운동 및 긴장으로 인한 좌측 Laterocollis 

및 Retrocollis를 주증상으로 호소하며 내원하였다(Fig. 

1). 환자는 이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두경부의 자세이상

에 동반되는 보행장애가 확인되었고 통증은 동반되지 않

았다. 환자는 10년 전 넘어진 후 상기증상이 발생하였다

가 치료를 통하여 호전되었으나, 2014년 재차 넘어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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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atient’s MRI image 
before (A) & after (B) treatment.

후로 증상이 재발하였다고 하였다. 외상력과 관련하여 환

자는 두부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지 않았으며, 외상 이후

에도 실신 등의 증상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환자

는 수면 후나 가벼운 자극 시에도 완화되지 않는 지속적 

증상소견을 나타내었다. 3년 동안 해당 증상의 호전을 목

적으로 보툴리눔 독소 등을 비롯한 약물요법을 시행하였

으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증상의 악화가 계속되는 양상

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심부뇌자극술(deep brain stim-

ulation)을 권유받은 상태에서 내원하였다고 하였다. 환자

의 내원 시점에 별도로 복약하는 약물은 없으며, 가족력

에 한 청취에서도 특이적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학적 소견상 말초 신경의 신경근병증(radiculopathy)을 

시사하는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경추부 및 견배

부의 근육에서 뚜렷하게 확인되는 국소적 비 (hypertro-

phy) 소견 또한 없었다. 환자의 C-spine MRI 시행결과 5, 

6번 경추부 추체의 퇴행성 변화, 6, 7번 경추 추간판의 돌

출(protrusion), 우측 중사각근의 구축 등 소견이 확인되

었으며, 주증상과 연관성이 있는 척수 압박소견이나 비정

상적 척수상태 관련 신호 등은 관찰되지 않았다(Fig. 2). 

이러한 증례의 특성을 바탕으로 저자들은 본 환자의 추정

진단을 PPCD로 정하고 진단관련 증상의 중증도를 측정하

기 위하여 Cervical dystonia impact profile (CDIP-58)14) 

및 경추 측굴 각도를 평가변수로 사용하였다. 통증을 주

요 증상으로 호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NRS 등 기타 평가

변수는 사용하지 않았다. CDIP-58의 초기 값은 58.3점

(maximum 100점)이었으며, 경추 측굴 각도의 초기 값은 

11도로 측정되었다. 

3. 치료

환자의 치료는 2017년 5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2주

간 시행하였으며, 시행 중재는 도침으로 한정하였다. 도

침은 단축된 근육을 이완시키는 용도로 사용되었다13). 1

회용 도침(stainless steel 0.50×50 mm, 동방침구제작소, 

한국)을 사용하였고 치료 빈도는 2일에 한 번씩 주 3회, 

총 6회로 하였다. 치료는 좌측 사각근, 흉쇄유돌근 및 양

측의 두판상근, 경반극근의 국소 압통점에 하여 이루어

졌다. 선정된 치료부위를 펜으로 표시한 뒤, 시술자는 1

회용 마스크 및 1회용 라텍스 장갑을 착용하고, 시술부위

를 1회용 포타딘을 이용해 1회 세척한 뒤 알코올솜을 이

용해 재차 소독하여 멸균처치를 시행하였다. 도침 조작 

시 고침습 처치라는 점을 고려하여 먼저 도침의 날 방향

을 근육과 인 의 주행방향과 일치하도록 시술하였으며, 

신경과 혈관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속 자입을 원칙

으로 하였고, 사각근과 흉쇄유돌근, 두판상근의 자입깊이

는 10∼15 mm 제한하였다. 출혈 시 1분정도 압박 지혈

을 시행한 한 뒤, 재차 출혈이나 혈종의 여부를 관찰하고 

이상이 없다면 다시 소독하고 반창고를 부착하였다. 환자

에게 1일 이내에 시술부를 세척하거나 이물질이 닿지 않

도록 하여 감염 예방 수칙을 교육하였다. 또한, 매 치료 

직후 및 재내원시 도침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출혈, 혈

종, 발적, 부종 및 통증 등의 이상반응 여부를 환자에게 

질문하여 확인하였다. 본 침 치료법 서술은 STRICTA 기

준에 맞추어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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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treatment After treatment

Laterocollis Angle (o) 11  0

CDIP-58 Scores (Max 100)† 58.3 41.4

†CDIP-58: Cervical Dystonia Impact Profile-58.

Table I. Laterocollis Angle and CDIP-58 Scores Before and 
After Treatment 

4. 결과

2주간 총 6회의 도침시술을 시행한 후 주증상이었던 

두경부의 Laterocollis 및 Retrocollis가 소실되었으며, 이

에 동반되는 보행장애 또한 호전되었다. 경추 측굴 각도

는 0도가 되었다(Fig. 1, 2). 2주간의 치료 경과 후 측정

한 CDIP-58 점수는 58.3점에서 41.4점(최  100점으로 

환산)으로 감소하였다. 도침 치료 이후 확인된 이상반응

은 없었다(Table I).

고찰»»»
상기의 증례를 통하여 도침의 적용이 PPCD에 하여 

자세이상 및 동반증상에 하여 유의미한 호전을 보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증례는 진단에 이르는 과정에서 

확인된 환자의 소견이 비교적 분명하였으며, 보툴리눔 독

소 등을 비롯한 약물처치에 반응하지 않은 상태의 환자에 

하여 한의학적 단일 중재를 바탕으로 좋은 경과를 나타

내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본 증례에서 가장 중요한 논의 상은 환자의 소견을 

PPCD로 분류한 저자들의 진단에 한 부분이다. PPD의 

진단은 발병원인이 되는 외상력, 근육의 이상긴장 및 지

속성 근비  등의 소견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상적으

로 이루어지며 MRI 등의 검사는 중추신경계 병리를 배제

진단하기 위하여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6). 본 증례

의 경우 경추부 근육의 지속되는 이상운동과 긴장이 있었

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뚜렷한 자세이상 소견 및 동

반되는 보행장애가 주소증이었기 때문에, CD로 우선 분

류가 가능하였다. PPD의 병력청취 관련 선행연구들에서

는 근긴장이상증의 발병시점이 외상 당시로부터 1년 이

내여야 하며, 발병부위 또한 해부학적으로 외상 부위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관련 증상이 2주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진단의 조건으로 제시하였다17). 또한, 특

발성의 근긴장이상증과 구별되는 PPD의 병력 특성으로

는 보툴리눔 독소 처치에 하여 반응이 좋지 않다는 점, 

수면시에도 관련 소견이 유지되는 경향 등이 보고된 바 

있다16). 본 증례의 환자의 경우 2014년 외상 직후 근긴장

이상증 관련 소견이 발생하였으며, 해부학적으로도 외상 

관련 부위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상기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인 근긴장이상증 환자와 

구별되는 선행연구의 소견와 유사한 측면이 다수 관찰되

었다. 저자들은 이러한 임상적 소견을 바탕으로 MRI상 

중추신경계 병리를 배제한 후 본 증례를 PPCD로 진단하

였다. 더불어, 본 증례의 진료가 시작되기 전 환자의 주

변지역 복수 의료진에게도 유사한 진단명을 동일하게 청

취하였다는 병력 진술이 있었다. 따라서, 본 증례의 진단

이 PPCD 이외의 질환에 해당할 가능성은 단히 낮은 것

으로 판단하였다. 

본 증례에서는 도침이라는 단일 중재만을 바탕으로 단

기간에 PPCD 환자의 주요 증상을 호전시켰는데, 이러한 

결과가 자연적인 호전에 의한 것은 아닌지, 경과의 양적

측정을 통한 객관적 호전의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PPD의 자연사(natural 

history)는 아직까지 규모 관찰연구를 통하여 규명되지 

않고 있다. 다만, 소수 PPCD 환자의 경과를 관찰한 한 

연구에서는 5년간의 추적조사를 통해서도 증상이 변하지 

않았던 사례를 보고하고 있다5). 또한, 기타 형태의 근긴

장이상증에서도 일반적으로 자연회복에 이르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볼 때, 본 증례는 주요

증상이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 및 악화소견을 보였을 

뿐 아니라 기타 약물처치에도 반응이 없는 상태에서 내원

하였기 때문에, 도침 치료의 기간 중 이루어진 증상의 개

선을 자연회복과 연관 지어 볼 여지는 거의 없다. 자세이

상 등의 외관상 회복의 정도를 양적으로 측정할 여지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별도의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진료 전후의 환자소견을 측정하였다. CDIP-58은 CD에 

질환 특이적으로 사용되는 환자 설문지이며 증상의 강도, 

활동 장애, 정신사회학적 측면 등을 평가하는데 있어 신

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되어 있다13,18). 이에 따라 본 증례

에서 CDIP-58을 사용하여 진료 전후의 환자 상태를 평가

하였으며, 수치상 분명한 점수의 개선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미루어볼 때 본 증례의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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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CD에 의학적 중재에 의하여 이루어진 호전소견을 관

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증례의 중재로는 도침을 적용하였는데, 그 결과물이 

상기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유의미한 것이었다면 해당 중

재가 PPCD 환자에 하여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는

지에 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CD에 한 1차적 치

료(first line treatment)로는 일반적으로 보툴리눔 독소를 

관련된 근육에 주사하여 증상완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19). 다만,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PPCD의 

병태생리 중 정설에 가까운 수준으로 확고한 규명이 이루

어진 내용은 없으며, PPCD에 한 보툴리눔 독소의 효능

과 관련된 보고도 증례 수준이 부분이기 때문에 질환에 

한 전반적인 치료 전략도 증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것

으로 볼 수밖에 없다20). 또한, 본 질환과 관련한 한의진료

의 근거 또한 현재 미흡한 상태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별

도의 중추신경계 증상이나 신경학적 소견이 없었던 본 증

례에서는 불수의적 운동 및 과도한 긴장 등 증상과 관련

된 개별 근육에 한 증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도침과 

관련된 몇몇 선행 임상연구에서는 국소 연조직의 긴장완

화나 근육 이완 등의 기전을 통하여 근골격계의 국소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한다는 보고가 있어왔다21,22). 또

한, 한 무작위 조 임상연구에서는 골관절염 증상의 개

선에 있어 전침과 비교했을 때 도침이 보다 뛰어난 효과

를 보이는 이유에 하여, 이 결과를 국소 근육의 미세절

개를 통한 강력한 자극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하

였다23).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서는 도침을 PPCD 치료를 위한 단일 중재로 선택하여 적

용하였다. 상기의 선행연구와 본 증례의 결과에 해서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논할 수는 없으나, 도침시술시 발생

하는 다양한 자극이 PPCD 증상의 호전에도 일정부분 영

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추정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다양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단일 

증례보고 연구이기 때문에 갖는 본질적인 한계로써 증례

의 기술을 통한 유의미한 가설의 추가적 제시 이외에는 

어떠한 확고한 결론도 이끌어낼 수 없다는 점을 들 수 있

다. 또한, 진단의 측면과 관련된 한계점 또한 존재한다. 

우선, 본 증례에서는 그간 다수 보고되었던 PPCD 관련 

증상인 통증이 전혀 관찰되지 않았다. 저자들은 상세한 

감별진단을 통하여 PPCD이외의 기타 가능성을 최 한 

배제하여 진단에 이르렀으며, PPCD의 진단 기준은 여전

히 논란 중에 있는 만큼 통증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여러 

소견상 추정진단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

기의 의문점으로 인한 부정확한 진단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는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 PPCD의 주요 위험요인 및 

문제소견으로써 정신적 요인이 다수 연구에서 보고된 점

을 고려할 때, 초기 진단과 경과 관찰시 환자의 증상에 

미치는 정신적 요인의 영향 등을 확실하게 관찰하지 못한 

점도 향후의 연구에서 보완해나가야 할 점으로 볼 수 있

다. 마지막으로, 본 증례의 환자는 병력상 재발이 있었다. 

또한, PPCD는 부분의 의학적 중재에 잘 반응하지 않는

다는 선행연구가 있다. 때문에, 본 증례의 환자에 한 

추적관찰을 통해 재발여부 및 경과 등을 확인하지 못한 

점 또한 분명한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결론»»»
여러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상세한 감별진단 

과정을 통하여 PPCD를 진단하고, 이에 도침 단일 중재를 

적용하여 단기간에 신속한 호전을 관찰한 사례가 된다. 

상 질환이 드물게 관찰된다는 점, 한의학적 중재 중 도

침이라는 단일한 중재를 사용하였다는 점, 일반적으로 치

료에 거의 반응하지 않는 질환에 하여 한의처치를 통하

여 단기간에 호전을 이끌어냈다는 점 등에서 본 증례는 

검토의 가치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본 증례의 

한계점을 보완한 개선된 설계의 임상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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