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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port the effect of Korean medical treatment with FCST and Miniscalpel- 
Acupuncture on patient with cervical dystonia.
Methods: In this study, A patient with cervical dystonia was admitted to ○○ Korean medicine Hospital from Oct 20th, 
2020 to Nov 28th, 2020. During the admission period, the patient was treated by Korean medical treatment (acupuncture, 
pharmacopuncture, herb medicine, etc.), especially using FCST and Miniscalpel-Acupuncture. The Toronto Western 
Spasmodic Torticollis Rating Scale (TWSTRS), the Tsui score and CDIP (Cervical Dystonia Impact Profile)-58 were used 
for measuring the Cervical Dystonia. 
Results: After treatment for 40 days, the TWSTRS showed a decrease from 52.75 to 13.75, the Tsui score also decreased 
from 17 to 3 and the CDIP-58 score decreased from 64.1 to 25.5.  
Conclusions: These results showed that Korean medical treatment especially using FCST and Miniscalpel-Acupuncture 
may have an effect on reducing symptoms of cervical dystonia. But the further researches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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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경부 근긴장 이상증은 국소 근긴장이상증의 한 형태로, 경

부 근육이 비정상적, 불수의적으로 수축하여 두경부의 자세 

이상이 유발되는 것을 말한다.1) 경부 근긴장이상증에서는 목

근육의 강직성 연축이 지속되면서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 심

한 통증은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보다 큰 고통은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이 발생하는 것이다. 부자연스러운 머

리의 위치는 시야에 영향을 주게 되어 정면을 주시할 때 지속

적인 노력이 필요하게 되고, 이로 인해 보행, 운전, TV 시청, 

식사 등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진다. 또한 외견상 문제로 직

장생활 및 사회생활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2)

경부 근긴장 이상증의 치료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botu-

linum toxin injection을 사용하며, 약물요법, 수술치료, 물리치

료 등도 시행되나 대부분 임상적 호전도가 일정하지 않다.

한의학적으로 경부 근긴장이상증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

한 문헌은 없지만, 두경부의 이상 자세, 머리 진전(tremor), 

목, 어깨의 통증 등의 증상으로 보아 項强, 振顫의 범주로 

이해할 수 있다. 項强은 목이 당기고 빳빳해지는 증상을 말

하고, ≪素門ㆍ至眞要大論≫에서 “諸痙項强 皆屬於濕”이

라 하여 경부를 유주하는 足太陽膀胱經이 風濕에 감촉됨으

로써 발병한다고 하였다.3) 振顫은 불수의적으로 머리, 몸체, 

팔다리를 떠는 이상운동증상을 말한다. ≪素門ㆍ至眞要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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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에서 “諸風掉眩 皆屬于肝”의 “掉”가 진전을 가리키는 

것으로 風象에 속하고 肝과 유관하다고 하였고, 明代ㆍ樓英
은 ≪醫學綱目≫에서 鼓慄을 動搖의 의미로 인식하고 熱, 

寒, 濕痰이 風과 합하였을 때 발생한다고 하였다. 즉, 振顫은 

風으로 인해 발생하고, 五臟에서는 肝, 六淫에서는 寒, 熱, 

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4)

경부 근긴장이상증에 대해 박 등5)이 경련성 사경 환자를 

근에너지기법과 침치료를 병행하여 치료한 2례, 김 등6)이 연

축성 사경증 환자를 근에너지기법과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

법(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 PNF)을 적

용하여 치료한 1례, 윤 등7)이 말초성 외상 후 경부 근긴장이

상증 환자를 도침을 적용하여 치료한 1례 외에도 손 등8)이 

턱관절자세음양교정술[기능적뇌척주요법(Functional 

Cerebrospinal Therapy 이하 FCST)]로 경련성 사경증 환자

를 치료한 2례, 최 등3)이 FCST로 연축성 사경증 환자를 치

료한 2례, 인 등2)이 FCST로 후천성 사경증 환자를 치료한 

1례 등 FCST를 활용한 증례 연구가 보고되고 있으나 임상연

구보고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증례에서는 턱관절음양균형요법 및 도침을 위주로 

한방 복합치료를 통해 증상의 뚜렷한 호전을 보여 이에 의무

기록을 바탕으로 후향적으로 분석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1. 인적사항

이○○, 여성, 36세

2. 주소증 

1) 두경부자세 이상(좌측회전 우측측굴 후굴)

2) 두부 진전

3) 경항통 

3. 발병일

1) 두경부 자세 이상 및 진전 : 20년 9월경

2) 경항통 : 20년 6월초경

4. 과거력

특이사항 없음

5. 사회력/가족력

특이사항 없음

6. 현병력  

20년 6월초경 별무원인으로 경항부 통증 발생하였고, 증

상 지속되어 2020년6월22일 ◇◇병원 내원하여 C-Spine 

CT상 HIVD (C3/4) 진단받고 주사치료 및 경구약물(근육이

완제)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2주 후에도 경항통 증상 호전 

보이지 않고 목의 미세한 Tilting 및 떨림이 관찰되어 △△병

원에서 경항부 도수치료(#7) 및 약물치료 받았다. 치료 중 

20년 9월경 경항부의 Rotation 점차 진행되어 2020년 9월 

14일 □□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였고, Botulinum Toxin 

Injection(#1) 시행 및 구강 장치 처방을 받았다. 2020년 9월 

15일 제반 증상 심화되어 2020년 9월 16일에서 2020년 10

월 5일까지 OO한방병원 침구과에서 추나치료, 침치료 등을 

받았다. 2020년 9월 22일 OO병원 신경과에서 B-MRI상 

N-S, C-Spine MRI상 Stenosis (C3/4)소견으로 Cervical 

region의 Torticollis로 진단 받고 약물복용하였으나 증상의 

뚜렷한 호전 보이지 않아 적극적 한방치료 위해 10월 20일 

본원 침구과에 입원하였다.

7. 소증

睡眠: 不眠(入眠難)

食慾ㆍ消化: 良好
小便: 良好
大便: 大便難
이외에 潮熱, 汗出 등

8. 처치

1) 턱관절음양균형요법 

(1) 맞춤형 턱관절음양균형요법

균형측정지 검사를 활용하여 맞춤형 구강내 균형장치를 

제작하여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1일 평균 3회 편차를 수정하

였고, 총 36일간 105회 교정 시행하였다. 편차 수정 후에는 

10∼15분간 보행운동을(매일 첫회 편차 수정 후), 지시하였

고, 수기요법은 환자의 거부로 시행하지 않았다. 

(2) 표준형 턱관절음양균형요법

본원 내원 전 □□ 정형외과의원에서 처방받은 구강 장치

를 수면시간을 포함하여 가능한 한 장시간 착용하도록 하고, 

1일 3회 15분 이상의 걷기 운동 및 전신스트레칭을 시행하도

록 하였다.

2) 도침요법

일회용 Stainless 도침(0.35×40 mm, 0.40×40 mm, 

Mannshan bond medical instruments co., China)을 사용하

여 10∼20 mm 자입하였고, 치료 빈도는 일주일에 평균 2회

씩 총 8회 시행하였다. 치료 부위는 후두하근, 흉쇄유돌근, 사

각근, 승모근 및 두판상근의 압통점, 경추와 상부흉추 후관절

의 압통점으로 하였다. 치료부위 선정 후에는 펜으로 표시한 

뒤, 1회용 라텍스 장갑과 1회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술 부위

를 포타딘으로 소독한 후 자입하였다. 침날의 방향은 근육과 

인대의 주행방향과 동일하게 자입하였으며, 신경과 혈관 손상 

방지를 위해 가압분리 후 저속자입을 원칙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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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nge of the TWSTRS (Toronto Western Spasmodic Torticollis 
Rating Scale) Score

Day 10/19 11/10 11/18 11/28

I. Torticollis severity scale (maximum 35) 21 15 9 4

  Maximal excursion

    Rotation 3 1 1 0

    Laterocollis 2 2 1 1

    Anterocollis/Retrocollis 1 1 1 0

    Lateral shift 0 0 0 0

    Sagittal shift 1 1 0 0

  Duration factor 5 5 5 3

  Effect of sensory tricks 1 1 0 0

  Shoulder elevation/anterior displacement 1 0 0 0

  Range of motion 3 1 1 0

  Time 4 3 0 0

II. Disability scale (maximum 30)

  Work 5 3 1 1

  Activities of daily living 4 2 1 1

  Driving 5 4 3 1

  Reading 3 3 1 1

  Television 3 3 1 1

  Activities outside the home 3 2 1 1

III. Pain scale (maximum 20)

  Severity of pain 2.75 2.75 2 1.75

  Duration of pain 2 2 1 1

  Disability due to pain 4 3 2 1

Total 52.75 39.75 22 13.75

Table 2. Change of the Tsui Score

Day 10/19 11/10 11/18 11/28

I. Amplitude of sustained movement 6 4 3 1

  Rotation 3 1 1 0

  Tilt 2 2 1 1

  Antero/Retrocollis 1 1 1 0

II. Duration of sustained movements 2 2 2 2

III. Shoulder elevation 1 0 0 0

IV. Head tremor 4 2 1 1

  Severity 2 1 1 1

  Duration 2 2 1 1

Total (maximum 25) 17 10 7 3

3) 침치료

일회용 Stainless 호침(0.25×40 mm, 동방침구사, 한국)을 

사용하여 10∼20 mm 깊이 자침 후 20분 유침하였다. 치료 

혈위는 正會, 鎭靜, 좌측 上白, 心門, 明黃, 양측 腕順一, 天
皇, 正筋, 正宗, 太衝 등에 자침하였다. 침치료는 입원 기간 

중 주 6일, 일 2회로 시행하였다. 

4) 약침치료

Sweet Bee Venum 약침액(AJ탕전원) 1 ml를 일회용 주사

기(성심메디칼, 1 ml, 0.30 mm (30 G)×8 mm)를 이용하여 

경추부 독맥에 분입하였다. 또한 자하거 약침액(부산한의사

회 원외탕전) 1 ml를 일회용 주사기(성심메디칼, 1 cc, 0.30 

mm (30 G)×8 mm)를 이용하여 흉쇄유돌근, 사각근의 국소 

압통처에 분입하였고, 호두 약침액(부산한의사회 원외탕전) 

1 ml을 일회용 주사기(성심메디칼, 1 ml, 27 G×38 mm)로 

志室, 風池, 肩井, 膻中穴 등에 자입하였다.

5) 한약치료

제반 증상을 고려하여 柴胡加龍骨牡蠣湯, 葛根芩蓮湯, 

酸棗仁湯, 歸仁安心湯, 桂枝加龍骨牡蠣湯, 桂枝去芍藥加
觸漆龍骨牡蠣湯, 柴胡桂枝湯 등을 매일 2첩 3팩, 3회에 걸

쳐 식후 복용하도록 하였다.

9. 치료 평가 

1) TWSTRS (Toronto Western Spasmodic Torticollis 

Rating Scale) Score 

움직임의 반경, 증상의 지속도, 감각속임수의 효과, 중립

위치에서 머리를 고정할 수 있는 시간 등 경부의 비틀림 심각

도에 대한 관찰자의 평가와 사회활동, 일상활동의 기능 상태 

및 통증에 대한 환자의 평가를 포괄하는 사경증 평가도구이

다. 모든 하위 항목에 대해 높은 평가자 간의 신뢰도를 나타

내며, 총 점수는 각 항목의 점수의 총합으로 한다.

2) Tsui Score

사경증 평가에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평가도구로, 지

속적 움직임의 반경, 지속도, 머리 떨림 등을 평가한다. 머리 

떨림의 정도는 심각도와 지속도의 점수를 곱하여 산출하고, 

총 점수는 지속적 움직임의 반경과 지속도를 곱한 뒤 나머지 

문항의 점수와 합산한다.

3) CDIP-58 (Cervical Dystonia Impact Profile)

가장 높은 타당도와 신뢰도를 가지는 도구로, 8개의 Scale

에서 총 58개의 평가항목을 포함한다. 머리와 목 증상, 통증, 

상지활동, 걷기 등의 신체활동과 수면, 정서상태 등 정신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표이다.

10. 경과

1) 치료일자

2020년 10월 19일 내원하여 2020년 10월 20일부터 2020

년 11월 28일 현재 입원치료 중이다.

2) 치료경과 

2020년 10월 19일 첫 내원당시 좌측회전 약 60도, 우측측

굴 약 30도, 경미한 후굴을 동반한 심한 좌측지향 사경과 함

께 좌측 경항통을 호소하며 내원하였다. 당시 TWSTRS 

Score 52.75점, Tsui Score 17점, CDIP-58 64.1점으로 정면

주시가 힘들고, 두부의 떨림을 제어하기 힘들어 보행 시 숨쉬

기 힘듦 등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는 상태였다. 입원 22일째

인 11월 10일 평가 시 TWSTRS Score 39.75점, Tsui Score 

10점으로 호전되었고, 완전히 반대편은 아니지만 미드라인 

이상으로 머리를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일상생활에서 세안, 

청소, 정리 등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늘어

났고, 보행 시 머리의 떨림이 미약한 정도만 남았다. 입원 30

일째인 11월 18일 평가 시 TWSTRS Score 22점, Tsui Score 

7점으로 회전, 측굴에서 사경의 정도가 처음 내원 시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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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nge of the CDIP-58 

10/19 11/28

CDIP-58 64.1 25.5

개선되었고, 중립위치에서 10도 이내의 범위에서 머리를 고

정할 수 있는 시간이 60초 이상으로 연장되어 식사 시, 세안 

시 불편감이 개선되었다. 입원 40일째인 11월 28일 평가 시 

TWSTRS Score 13.75점, Tsui Score 3점, CDIP-58 25.5점

으로 좌측회전, 경미한 후굴이 소실되고 우측측굴 양상만 남

았다(Tables 1-3). 

경항통은 2020년 10월 19일 첫 내원당시 NRS 4에서 

2020년 11월 28일 NRS 1로 호전되었다.

고찰 및 결론

경부 근긴장이상증(Cervical Dystonia)은 국소 근긴장 이

상증의 가장 흔한 형태로, 성인에게서 특발성으로 발생하는 

Dystonia의 일종이다.

경부 근긴장이상증은 두경부의 이상 자세, 일부 환자에게

서 동반되는 머리 진전(tremor), 목, 어깨 부위의 통증 등의 

임상양상을 보이며, 두경부의 이상자세는 근긴장이상증이 

나타나는 근육 작용의 합에 따라 사경(torticollis), 전경

(anterocollis), 측경(laterocollis) 및 후경(retrocollis)으로 나

타나고, 두 가지 이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특징적

인 양상은 머리, 얼굴, 턱 등 일정 부위를 손가락 등으로 자극

하면 증상이 호전되는 감각속임수의 효과(geste antagoniste, 

sensory trick)이다.2)

경부 근긴장이상증의 원인은 불명확하고 구체적인 병리는 

아직 규명되지 않고 있다. 유전적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신경 

가소성의 이상기전이 자극되어 발생할 수 있으며, 외상의 병

력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9) 또한 지연성으로 항도파민

성 제제 특성을 갖는 항정신성 약물, 항우울증제, 항구토제를 

장기간 복용한 후에 발생할 수 있고, 파킨슨증, 윌슨병 등에

서도 나타날 수 있어 뇌자기공명촬영이나 ceruloplasmin 검

사 등이 필요할 수 있다.2)

경부 근긴장이상증의 치료로는 일차적으로 지나치게 긴장

도가 상승된 일부 근육군에 대해 Botulinum toxin을 주입하

여 아세틸콜린을 차단함으로써 근육 수축을 일시적으로 억

제시키는 Botulinum toxin 주사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치료

법의 성공률은 70%이지만 증상의 심각도, 사용하는 약물의 

용량, 보조요법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유효기간이 평균 15.5

주 정도로 조사되고 있어 반복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한계

가 있다. 또한 부작용으로 연하장애(dysphagia), 발성장애, 

쉰소리(hoarseness), 주사 후 근육통 등이 발생할 수 있다.9) 

Botulinum toxin 주사법 외에 항콜린성제제나 bacolfen 주

사제, 경구제 치료도 시행되고 있고, 이러한 치료에도 반응이 

없을 시 신경차단술, 심부 뇌 자극술 등의 수술치료도 고려할 

수 있다.10)

Atlanto-axial rotatory fixation (AARF)에 대해 다룬 

Wrum 등11)과, Chiapparini 등,12) Roche 등13)의 논문을 살

펴보면 환추(C1)와 축추(C2) 사이의 아탈구나 고정이 사경

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다. 1, 2번 경추인 환축추의 아탈

구는 경정맥공의 압박을 초래하여 9번, 10번, 11번 뇌신경을 

압박할 수 있다.14) 특히 11번 뇌신경인 부신경(accessory n.)

의 바깥가지는 목빗근(SCM)과 승모근을 조절하는 역할15)을 

하므로 환축추의 아탈구가 경부 근긴장이상증과 밀접한 관

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환추와 축추의 정렬을 위한 한의학

적 치료로는 추나요법,16) FCST 등이 있고, 이를 경추 근긴장

이상증에 활용한 예로 손 등,17) 최 등,10) 인 등9)의 연구가 

있다. 

이에 본 증례에서는 FCST의 치료방법을 활용하여 환추와 

축추 정렬을 개선함으로써 뇌줄기 신경세포를 자극하고 뇌

신경계의 안정화를 유도하여 근육관련 고유감각 신경계통을 

변화시켜 경부 근긴장이상증을 완화18)시키고자 하였다.

도침요법은 서양 의학의 수술적 요법과 한의학의 침치료 

기법을 조합하여 만든 치료로 조직의 유착을 박리하여 원래

의 동적 상태로 회복시켜주고, 병소 부위를 소통시켜 기혈을 

순조롭게 통하게 하여 동통을 제거하고 기능을 회복시킨

다.19) 도침을 경부 근긴장이상증에 적용한 기존 연구로 Liu 

Z. 등20)이 경련성 사경 환자에 대하여 흉쇄유돌근의 종지부

인 유양돌기 주변부, 후두하결절, 경항부의 압통점에 침도요

법을 활용하여 1달간 5∼7일 간격으로 총 4회 치료 후 완치

되고 이후 1년간 재발이 없는 것을 관찰한 1례가 있고, 윤 

등7)이 경부 근긴장이상증 환자에 대하여 환측 사각근, 흉쇄

유돌근, 양측 두판상근, 경반극근의 압통점에 2주간 2일에 

1회, 총 6회 침도요법을 활용한 치료 후 Laterocollis 및 

Retrocollis가 소실되는 것을 관찰한 1례가 있다.

본 증례에서는 후두하근, 흉쇄유돌근, 사각근, 승모근 및 

두판상근의 압통점, 경추와 상부흉추 후관절의 압통점에 도

침치료를 시행하였다. 후두하근은 대후두직근과 소후두직근, 

상두사근과 하두사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두 환추와 축

추에서 후두골과 연결되어 있는 심부 근육이다. 상두사근은 

C1의 횡돌기에서 기시해서 외후두융기 양측 후두부에 정지

하고, 소후두직근은 C1의 후결절에서 기시하여 후두하부 외

후두융기 아래쪽에 정지한다. 하두사근과 대후두직근은 모

두 C2의 극돌기에서 기시하여 하두사근은 C1의 횡돌기에, 

대후두직근은 외후두융기 아래 양측 후두부에 정지한다. 따

라서 후두하근은 상부경추의 아탈구와 가장 직접적인 관련

이 있는 근육이다.14) 본 증례에서는 도침 치료를 기존 연구들

과 같이 경항부의 움직임과 관련된 근육의 경결을 해소하고 

단축된 근육을 이완시키는 용도로 활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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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atient’s posture before (A) and
after (B) treatment.

Fig. 2. Class III malocclusion.

나아가 상부 경추의 배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육, 특히 후두하근의 경결점을 해소해 줌으로써 C1, C2의 

정렬에 보완적인 효과를 주고자 하였다. 

본 증례의 환자는 사경증의 가족력이나 외상, 항정신성 약

물 복용 과거력이 없었으며, B-MRI상 N-S, C-Spine MRI

상 Stenosis (C3/4)소견 받으며 C-spine Disc탈출로 인한 신

경압박의 가능성을 배제하였고, 혈액검사 상 Cu수치 정상으

로 윌슨병의 가능성 또한 배제하여 Cervical region의 

Torticollis로 진단받았다.

내원 당시 환자는 사경(torticollis)뿐만 아니라, 측경(latero-

collis), 후경(retrocollis)의 증상을 복합적으로 나타내고 있

었고, 의도하여 자세를 취하려 할 때나 보행 시, 긴장 시 두부

의 떨림, 경항통 증상을 동반하고 있어 고개의 전방주시가 

불가능 하였다(Fig. 1). 또한 환자는 3급 부정교합을 가지고 

있어 교합의 불균형이 턱관절과 축추(C2)의 기울기에 영향

을 주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Fig. 2). 이에 저자는 FCST의 

구강내장치를 활용하여 턱관절 조절을 해줌으로써 환축추 

정렬을 개선하고자 하였고, 후두하근 도침치료를 통해 정렬 

개선에 보완적인 효과를 주며 경항부 근육들의 압통점에 도

침치료를 시행함으로써 경결을 해소하고 단축된 근육을 이

완시키고자 하였다.

입원 기간 중 한약치료는 사경증 외에 환자가 호소하는 불

면, 상열감, 자한 등의 증상에 따라 柴胡加龍骨牡蠣湯, 葛根
芩蓮湯, 酸棗仁湯, 歸仁安心湯, 桂枝加龍骨牡蠣湯, 桂枝去
芍藥加觸漆龍骨牡蠣湯, 柴胡桂枝湯을 사용하였고, 선방은 

주로 龍骨, 牡蠣, 大棗가 포함된 약으로 환자의 두부의 떨림

증상이나 근육구련을 안정시키고 불면 증상을 개선시키고자 

하였다. 침 치료는 두부 위치 개선과 경항통 증상 개선, 두부 

떨림의 안정을 위해 正會, 鎭靜, 좌측 上白, 心門, 明黃, 양측 

腕順一, 天皇, 正筋, 正宗, 太衝 등에 자침하였다. 약침 치료

는 좌우의 경맥을 바로잡아주기 위해 Sweet Bee Venum 약

침액을 경추부 독맥에 분입하였고, 경항부 통증 조절을 위해 

자하거 약침액을 흉쇄유돌근, 사각근의 국소 압통처에 분입

하였다. 환자가 상열감을 동반하고 있어 윤제인 호두 약침액

을 風池, 肩井, 膻中 등의 혈위에 주입하여 火降, 淸熱祛風
시키고자 하였다.

본 증례에서는 기존에 개발된 사경증에 대한 임상적 평가 

도구로 모든 하위 항목에 대해 높은 inter-rater reliability를 

나타내고 있는 TWSRTS Score를 통하여 환자가 호소하는 

사경증의 주관적인 상태와 객관적인 상태를 동시에 평가하

였고,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이 발생하는 사경증 특성에 따라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과 일상생활에 대한 제약을 보다 자세

히 살펴볼 수 있는 CDIP-58의 평가도구를 함께 활용하였다. 

그러나 환자가 입원한 상태에서 측정하였기 때문에 사회생

활, 직장생활, 집안일, 운전 등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이루어

지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두부 자세이상의 척도인 Tsui Score는 17에서 3으로 개선

되어 회전, 후굴은 소실되고 측굴의 정도는 감소하였고, 신체 

정신적 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CDIP-58 Score는 64.1에서 

25.5로 감소하며 두부의 떨림으로 방해는 있지만 운전, 책읽

기, TV시청을 비롯한 일상생활에 큰 제약이 없는 정도로 개

선되었다. 두부 위치가 개선됨에 따라 목이나 어깨의 통증과 

피로감이 소실되었고, NRS 1 정도의 당기는 느낌만 남아있

었다. 이는 심각도 정도와 장애정도, 통증 정도를 평가하는 

TWSTRS Score가 52.75에서 13.75로 감소한 것으로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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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확인할 수 있다(Tables 1-3).

저자 등은 양약복용 및 Botulinum injection 등 서양의학

적 치료를 중단하고 FCST, 도침요법을 중심으로 한의학적 

치료만 시행하여 뚜렷한 증상의 호전 변화를 보이며 경부 근

긴장이상증에 대한 우수한 치료효과를 확인하였다. 다만 마

지막 관찰 시 완치된 상태는 아니었고, 본 환자가 입원치료를 

시행하는 중 모든 평가가 이루어져 외부 자극이 감소된 상태

로, 이후 완치 혹은 증상의 심화나 재발여부에 대한 경과관찰

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본 연구는 단일 증례 보고라

는 제한점이 있어 향후 경부 근긴장이상증의 한방치료에 대

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또한 기존 연구에

서 FCST와 도침을 이용하여 완치된 증례 보고가 있었으나 

두 치료법을 병행한 보고는 없었다. 두 치료를 병행한 경우 

각각의 경우에 비해 더 우수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추

후 더 연구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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