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론

척수 손상이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척수에 가해진

손상으로정상적인운동, 감각및자율신경계에이상이생

긴상태를의미하며, 최근교통사고, 산업재해, 스포츠손

상 등의 증가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1). 척수 손상은 중

추신경계의손상으로손상정도에따라서신체기능의부

분적 손상에서 구적 사회 활동의 불가능에까지 이를 뿐

만 아니라 척수 손상 환자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물론

사회, 경제적인비용부담도상당히크다2).

이러한척수손상은한의학적으로사지마비나대마비에

속하며, 한의학에서 마비 질환은 증후로 보아 肢體萎弱無

力, 甚卽不能持物或行步, 患肢肌肉萎縮, 肢體瘦削등을주

증으로하는 症의범주로분류된다3-5).

척수 손상 환자의 치료는 초기에는 환자의 생명 보존을

목표로치료가이루어지며신경압박증상유무에따라보

존적치료나수술적처치가행해진다. 환자의척추가안정

화 단계에서는 재활치료를 통한 일상생활로의 복귀 가능

성을 높여주는 것이 보편적인 서양의학적 치료이다1,2). 한

의학적치료로는 症이나痺症의범주로보아虛實의범

주에 따라 肝腎의 氣血을 보해주거나 정체된 氣血을 소통

시켜주거나 痰濁을 제거하여 인체 순환을 돕는 방법이 있

다. 이증례에사용된 Sweet BV란봉독에서 allergen으

로 작용하는 분자랑 10,000이하의 효소성분을 단백질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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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기법을이용하여정제단계에서제거한봉독을말하는데

소염진통 작용, 면역기능 강화, 혈액순환 촉진, 항균작용

이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6)

한의학으로 척수 손상에 대한 증례보고나 연구는 미흡

한편이며외상성척수손상아급성기환자가한방병원에

내원하는 경우 또한 많지 않다. 이에 저자는 교통사고 후

유증으로인한아급성척수손상으로양하지완전마비진

단 받고 본원에 내원한 환자에게 Sweet BV 병행 치료하

여호전된임상례가있어서보고하는바이다. 

II. 증례

1. 환자

권 O O (F/31)

2. 진단명

T7-8 fracture&dislocation

L1 bursting fracture

9th rib fracture

Paraplegia

3. 주소증

1) Back pain

2) Both lower limb paraplegia Gr.0/0

3) Both lower limb pain

4) Urinary disorder-foley cath kept on

4. 발병일

2008. 9. 22 오전 8시 40분경 운전석 탑승한 채 주행

중가드레일들이받고차가전돌됨.

5. 과거력

NONE

6. 가족력

NONE

7. 현병력

상기 환자는 태음인 체형의 31세 여자 환자로 평소 별

무 P/H이던 중 2008년 9월 22일 오전 8시 40분경 운전

석 탑승한 상태에서 주행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면서 차

가전돌되어상기증상발함.

사고직후서울중앙대병원에내원하여상기상병명진

단 받고 척추 전후궁 절제술 및 감압술, 후방 고정술 시행

후 2008. 9. 22~2008. 10. 11 입원 치료하고 연고지 관

계로 2008. 10. 11~2008. 10. 22 진천 성모병원에서 안

정치료중이다가한방치료원하여본원으로전원하여옴.

8. 초진시 Vital sign 및 이학적 검사

Pulse rate:90rate/min

Respiration:20rate

Body temperature :36.2℃
Blood pressure :120/80

M/S:alert

P/R:good

N/S: -

DTR :++/++

+++/+++

B/S:+/+

9. 검사 소견(2008.9.22)

1) LFT 검사상별무소견

2) CBC 검사상별무소견

3) U/A 

Leukocyte 3+

RBC 3-5

WBC Many(20-30)

Epithelial many

bacteria a few

4) EKG

WNL

10. 사고 당시 환자 흉추MRI와 요추 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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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치료

1) A-Tx.

① 2008. 10. 22∼2008. 11. 15

혈위및침치료방법 : 1일 2회, T9 level이하의華 夾

脊穴, 足三里穴(̀ST36)과 崑崙穴(̀BL60) ,環跳穴(̀GB30)

에 電鍼을 시행하고 20분간 유침시킴.(華 夾脊穴, 足三

里穴(ST36), 崑崙穴(BL60)에는 0.20*30mm의 동방침

구침을 사용하고 環跳穴(̀GB30)에는 0.40*60 mm의 동

방침구침을사용함)

② 2008. 11. 16∼2008. 12. 20

침치료및 약침 방법: 2008. 10. 22∼2008. 11. 15까

지 전침 시행하 으나 호전반응 별무하여 더 적극적인 치

료위해 2일 1회로요부華 夾脊穴에 Sweet BV 병행하

여사용함. 2008. 11. 16 아침부터 Sweet BV를 2일 1회

로 시술하 고 그 외에는 T9 level이하로 華 夾脊穴에

전침을 걸어주는 것과 동시에 足三里穴(̀ST36), 崑崙穴

(̀BL60), 環跳穴(̀GB30)에도 전침을 시행함. 2008. 11.

16∼2008. 11. 22까지는봉약침 1cc injection하 고차

후 1주일단위로 0.5cc씩증량하여사용함.

2) H-med

<̀Table 1>참고.

이 Case 환자의경우망문문절을통해타박으로인하여

발생된瘀血이순환부전을가져와水毒停滯가야기되었다

고 보고 金 要略 처방인 薑朮甘湯에 杜 續斷 木瓜

五加皮附子을증상변화에따라가감해가며사용하 다.

≪金 要略≫ 薑甘朮湯7)

腎着之病 其人身體重 腰重冷如坐水中 形如水狀 反不渴

小便自利飮食如故病屬下焦身勞汗出依裏冷濕久久得之

腰以下冷痛腹重如帶五千錢 薑甘朮湯主之

笭薑朮甘湯: 茯笭 12.0g 乾薑 白朮各6g 甘草 4g

3) 이학요법및운동치료

①이학요법

통경락요법: I.C.T- 요배부/̀NEURO TECH- 양하지

정격락요법: 수기 - 양하지/̀Air massage-양하지

②운동치료

2008. 10. 31 중앙대 병원 F/U통해 척추 안정화 소견

듣고운동치료시작함.

Tilt-table과 Automatic Ring-bow exercise를 시행

하 다.

4) West-med

①Gabapentin 300mg  3C#3 (1-1-1)

②Mecobalamin 500μg  3T#3 (1-1-1)

③Ginkgo Biloba Leaf Extract 120mg  3T#3 (1-

1-1)

④ Aluminum Magnesium Silicate 150mg Biod-

iastase 60mg Biotamilase 7.5mg Gentian pow-

der 37.5mg Nux Vomica extract 5mg Scopolia

Extract 5mg Sodium Bicarbonate 200mg

Swertia Herb powder 5mg  3T#3 (1-1-1)

⑤Amitriptyline HCl 10mg 1T#1 HS

⑥Rebamipide 100mg  3T#3(1-1-1)

⑦Zaltoprofen 80mg  prn

12. 임상경과

평가는 ASIA(American Spinal Injury Associatio-

n)평가척도와 Frankel 분류법에따라이루어졌다. 

(̀Fig. 1.참고)

2008.11.16일부터 Sweet BV 시행 후 감각분절의 호

전이 향상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2008. 11. 22 환자의

배변감각의호전이확인되었다. 2008. 12. 3 엉치지각보

전이확인되었다. 2008. 12. 17 회음부로통증양상이증

가되었다. 2008. 12. 22 L1 분절까지 감각의 향상은 확

인되었으나운동기능의호전은보이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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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고찰

척수 손상의 원인은 70%가 외상성으로 교통사고가

45.4%로가장많이차지하며추락, 스포츠손상, 폭행순

이다. 30%는 비외상성으로 종양 및 혈관 척수염 등이 원

인이되어발생한다1,2,8).

경부 척수에서는 과신전이나 굴곡이 주된 손상 원인이

고 흉부 척수에서는 과신전이나 굴곡된 상태에서 수직력

이가해진것이주된원인이다1,2).

1차적 손상은 초기의 기계적 손상에 의한 것으로 척추

의 골절, 탈수, 방출성골절, 자상, 급성 추간판 파열 및 총

상에 의한 것이고 2차적 손상은 1차적 손상 후 세포 손상

이나 괴사를 야기하는 생화학적 또는 세포학적 변화로 야

기되는 것을 의미하고 조직학적 손상 형태로는 진탕, 좌

상, 절단의형태로설명된다1,2).

또한 척수 손상은 손상 부위 이하의 감각 및 운동 기능

의완전한소실로회복가능성이미미한완전손상과손상

부위이하에서운동또는감각기능이약간이라도남아있

는상태로완전손상에비해호전도가큰불완전손상으로

나눌수도있다2).

불완전손상은전척수증후군, 중심척수증후군, 후방척

수 증후군, 측방척수 증후군, 신경근 증후군으로 나눌 수

있으며 손상 받은 부위에 따라 감각 및 운동 신경의 발현

에서손상정도가다르게나타나게된다1,10).

손상부위에따라서신체활동의제한과유산소운동수

행능력을 향상시킬만한 신체 활동의 부족으로 이동 수단

에제한을받으며체력의저하, 비만, 신장기능의장애, 심

혈관계 질환, 심폐기능 저하, 골다공증, 근위축 등의 신체

적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개인의 사고와 감정, 가정과 사

회구성원으로서의역할등일상생활에서심리적, 사회적,

정신적인면에서불안감을갖게된다1,2).

척수손상환자의진단과평가를위해서는첫째, 환자의

손상기전을이해하기위해병력을청취하고둘째, 극돌기

타진이나 뇌척수액의 유출 등을 찾아보는 이학적 검사를

시행하며 셋째, Glasgow 혼수계수 및 감각·운동 및 반

사 기능 검사를 통한 신경학적 검사. 넷째, 방사선학적 검

사, 다섯째, 전기생리학적검사가이루어져야한다1,2,8.9). 그

중신경학적검사를통한평가는향후환자의예후를판단

하는데 가장 중요한데 ASIA(TABLE2,3)(American spinal

injury association)와 Frankel분류(`TABLE4)를 통한 평가

가보편적으로이뤄진다2,9).(̀Table 2,3,4참고)

손상 후 72시간의 신경학적 검사 결과가 예후 판정에

가장중요하다. 척수쇽이동반된경우에는없는경우보다

예후가나쁘며척추전위가 30%이하이고나이가 30세이

하이면 회복 가능성이 더 높다. 완전 사지 마비의

66~90%는적어도하나이상의신경절회복이된다. 완전

손상보다는 불완전 손상이 예후가 좋고 운동 기능이 부분

적이나마 남아 있는 경우는 87%에서 보행이 가능하다.

또한 운동기능의 회복은 수상 후 6개월까지 최대로 이루

어지며 그 후에는 대게 멈추는 양상을 보이며 T9이상의

완전하지마비의경우운동기능의회복은거의드물다1,2).

척수손상환자의양방적치료는첫째환자의생명보존

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진다. 방사선 검사로 척추의 손상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척추의 불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

하고 사고현장에서부터 가능한 빨리 척추를 고정해준다.

또한 T10 level이상에서의 척수 손상시 늑간근의 마비에

의해 호흡기계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사고

현장에서 기도내 삽관을 통한 호흡기 관리가 이뤄져야한

다. 그리고 T6 level이상의척수손상이심장기능이나심

혈관반응에대한교감신경의기능은저하되나, 부교감신

경의 조절 기능은 유지되어 혈압과 심박이 모두 감소되므

로순환기계의관리또한중요하다1,2).

둘째로 신경 손상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Gluticorticoid는 실험적 척수 손상에서 일부 효과가 있

다고보고되어지고있으며 MRI를통해추간판탈출이있

는 경우에는 전방 도달법을 이용하여 탈출된 추간판을 제

거한 후 정복술을 시행해야 한다. 척추 정렬을 회복한 후

에도신경압박증상이있는경우는수술적감압법이고려

되어지고 수술적 고정술을 통한 안정화도 선택될 수 있다
1,2).

셋째, 합병증의 예방을 위해 방광기능과 대장기능의 조

절이 필요하며 욕창을 방지하고 심부정맥 혈전증 및 폐색

전증의예방도필요하다1,2).

넷째, 재활치료로손상직후수술적치료나보존적치료

를통해척추가안정화되면가능한빠른시간내에재활치

료를시작해휠체어의사용과일상생활활동은의존, 부분

적 의존1,2,11). 관절운동, 근력증강을 위한 견관절근육과 삼

두근과 광배근의 치료적 운동, 조기 기립 실시, 자세 감각

훈련등을시행해준다5,11).

척수손상은한방적으로 症으로분류될수있다고하

다. 또한 통증과 강직감을 유발한다는 면에서 痺症과도

대별될수있다5,12).

인체가 손상을 입거나 혹은 邪毒이 침범하거나 正氣의

毁損 후에 나타나는 筋力減少, 筋肉萎縮, 手足痲木, 隨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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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 運動困難 등의 증상을 총칭하여 萎症이라고 하며 역대

문헌상에서 , 漏, 易, 厥, 足 등으로 불리

우고있다5).

痺症의 란 閉,즉 막혀서 잘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骨 關節의 痺症은 風寒濕熱의 邪氣가 人體의 營衛失調,

理空疎 혹은 正氣虛弱한 틈을 타고 經絡으로 침입하거

나關節에응체됨으로서血氣運行을저해하여肌肉, 筋骨,

關節에 痲木, 重着, 酸麻, 疼痛, 腫脹, 屈伸不利 심하면 관

절의강직성변형을초래하는병증의하나이다5).

症은筋骨 軟이주가되고후기에는일반적으로통

증이 없는 반면 症은 대부분 통증이 있고 肌肉 縮은

장기간 사용하지 않음으로서 이차적으로 오게 된다는 면

에서 症과 症은 다르지만 척수 손상으로 인한 유발

증상이 萎弱 및 痛症과 强直이라는 점에서 비교 가능하다

고보여진다 5,12).

기존의 한의학적 연구에서 밝혀진 바로는 척수 경색 환

자에게 環跳穴(GB30)자침으로 운동기능이 Gr.0/1-

>Gr.3/4로호전된예가있었으며12) 척수손상을유발한백

서에서 T9이하의 華 夾脊穴 라인과 足三里穴(̀ST36),

崑崙穴(̀BL60), 環跳穴(̀GB30)에 전침을 걸어 호전 반응

이있었음이보고된바있다13-17).또한四君子湯의人蔘, 甘

草와四物湯의熟地黃약물이큰호전을가져왔을뿐만아

니라 杜 , 柴胡, 紫河車, 附子등의 약침이 척수 손상 유

발백서에호전반응을가져온것이보고된바있다18,19).

척수 손상 유발 후 치료에 대한 동물 실험례가 몇 사례

가존재하기는하지만임상례는극히드문편이다. 그렇기

에 이 환자의 경우 Sweet BV 병행 치료 후 환자의 감각

분절이 두달여간 T9에서 L1 까지 호전이 있었던 것은 의

미가있을것으로사료된다.

이번 case의 환자는 척수 신경의 임상 소견에 관한

Frankel의 분류가 입원 당시 완전 마비인 A 으나 치료

후 운동기능은 완전 마비인 상태이나 감각은 약간이라도

잔존하고있는 B상태로호전되었다.

또한 반사검사상 항문 검사에서 엉치지각 감각이 잔존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으로서 완전손상에서 불완전 손

상으로의분류가가능해졌다.

그러나 하지 운동 기능의 회복은 지난 2개월간 미비하

으며 향후 회복 가능성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감

각의 호전과 함께 환자의 통각 내지는 이상 감각도 함께

증가하 다. 

그러나 2008. 10. 22∼2008. 11. 15까지 25일간

Sweet BV 병행 치료 전 감각 분절의 호전이 32->34점

까지에 그쳤던 반면 11. 16∼12. 23까지 38일간 Sweet

BV 병행 치료 후 감각 분절의 호전이 34->52점까지 향

상된 것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환자는 2008년

12월 24일 환자 보호자 원하여 타병원으로 전원하 으며

2009년 1월경추적조사결과감각의호전및운동기능의

호전은 본원에 있을 당시에 비하여 별무한 것으로 확인되

었다. 본 연구가 척수 손상 환자에 대한 임상례나 치료 지

침마련에작은보탬이되기를바라며향후충분한연구가

필요할것으로생각되는바이다.

IV. 결론

본원재활의학과에입원한외상성아급성척수손상으

로인한양하지완전마비환자 1례에대해 2008년 10월

22일부터 2008년 12월 23일까지 침치료 및 약물 치료

시행중 2008년 11월 16일부터 2008년 12월 23일까지

Sweet BV를병행치료함으로서환자의감각분절점수

가 34에서 52까지호전반응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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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Improvement of Sensory function by using Sweet B.V

Habitus fat&skin color is white Digestion good

Table 1. Demonstration

Mental state Alert Stool habitation
Hard,1time/1~2days

(none sensation of stool)

Sleep habit good Urinary habitation
polyuria

(none sensation of urine)

Respiration good Pulse Weak&calm

Language&voice good Tongue Pink

Appetite good Extremity
Both lower limb 

paraplegia&edema

Thirsty none

* )2008.11.16 :Sweet BV injection start.
†)2008.11.18 : Score is improved from34 to 36.  
‡)2008.11.22 : defaction sensor is improved.
§)2008.11.24 : Score is improved from 36 to 40.
‖)2008.11.27 : Score is improved from 40 to 44.
¶)2008.12.3 : Sacral segments S4-S5 is preserved.
**)2008.12.5 : Score is improved from 44 to 48. 
++)2008.12.22 :Score is improved from 48 to 52.

A:complete

B:Incomplete

C:Incomplete

D:Incomplete

E:Normal

No motor or sensory funtion is preserved in sacral segments S4-S5.

Senory but not motor funtion is preserved below the neurogical level and includes the sacral segments S4-S5.

Motor funtion is preserved below the neurogical level, and more than half of key muscles below the neurogical level

have a muscle grade than 3.

Motor funtion is preserved below the neurogical level, and at least half of key muscles below the neurogical level have a

muscle grade than 3 or more .

Motor and sensory funtion are normal

Table 2. ASIA(American spinal injury association)IMPAIRMENT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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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ory

Motor

0 

1 

2 

0

1

2

3

4

5

Absent

Impaired

Normal

Total parlysis

Palpable or visible contraction

Active movement, gravity eliminated

Active movement, against gravity

Active movement, against some resistance

Active movement, against full resistance

Table 3. Standard neurological classification of spinal cord injury 

Sensory score is evaluated by Pin prick score(max 112) & Light touch score(max 112)

Motor score is evaluated by C5~T1 motor key muscles`s function (max 50) & L2~S1 motor key muscles`s function (max 50).

A

B

C

D

E

Complete paralysis

Sensory function only below the injury level

Incomplete motor function below injury level

Fair to good motor function below injury level

Normal function

Table 4. Frankel Grade Fun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