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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 is a 

neurodegenerative disease characterized by 

progressive muscular paralysis reflecting 

degeneration of motor neurons in the primary 

motor cortex, corticospinal tracts, brainstem and 

spinal cord


. Incidence (average 1.89 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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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국문 초록]

   모발 중금속 검사 ALS 환자 35명중에서 수은은 11명(31.4%)이 정상치를 초과했으며, 바륨은 8
명(22.9%), 납은 4명(11.4%)이, 알루미늄과 카드뮴은 각각 2명(5.7%)이 정상치를 초과하였다. 
이 중 수은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향후 ALS환자의 식단에서 수은함양이 
많은 식품들은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바륨이 두 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 한 것은 
바륨이 함유한 수면제 계통의 약을 복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복용과 관계없는 납과 알루
미늄, 카드뮴도 수은과 마찬가지로 과량함유하는 식품의 섭취를 제한해야할 필요가 있다.

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deposition of heavy metals in the 
hair to determine if there is a correlation between heavy meta l and ALS. 

Methods : We conducted hair heavy metal test to ALS patients.

Results:  Twenty of thirty five ALS patients was exceed normal values at hair heavy metal test. 
mercury was higher than the normal range in 11 patients (31.4%), also that the levels of 
barium and lead were also higher than the normal range in 9 patients (25.7%)  and 5 patients 
(14.3%) respectively, the results also showed that 2  patients (5.7%) had  levels higher than 
the normal range for each of the heavy metals aluminum and cadmium.

Conclusion: ALS patients should avoid food containing mercury. Sixteen patients took 
tranquilizers containing Barium, which explains why the deposition of barium is ranked 
second. Lead, aluminum and cadmium are not related to drugs, so ALS patients should avoid 
food containing lead, aluminum and cadm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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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year) and prevalence (average 5.2 per 

100,000) are relatively uniform in western countries, 

although higher frequency occur in the Western 

Pacific


. About half of ALS patients reported pain; 

described as nagging, annoying, boring and 

exhausting  . The cause of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motor neuron disease(ALS/MND) is 

unknown, and the exact molecular pathway causing 

motor neuron degeneration in ALS is also unknown. 

No cure has yet been found for ALS. Although the 

condition is considered incurable, many of the 

symptoms arising during the course of the disease 

are treatable, and all efforts should be made to 

improve quality of life and help maintain the 

patient's autonomy for as long as possible. Little is 

known about hair heavy metal status in ALS 

patients. This study evaluated the characteristics of 

hair heavy metal in patients with ALS.  

Ⅱ. Method

Thirty five patients (25 male, 10 female) 

diagnosed with ALS according to the El Escorial 

World Federation of Neurology  criteria were 

recruited at the Department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Wonkwang University  Gwangju 

Hospital, from November, 2010 to May, 2012. Hair 

tissue samples were analyzed for the heavy metals  

mercury, lead, aluminum, barium, cadmium, 

arsenic, uranium, bismuth, thallium and cesium. 

Heavy metal hair test was conducted at the 

Medinex-Korea. A heavy metal hair test is a 

method that can analyze toxic metals in the hair 

quantitatively to nano-sized level.

 III. Result

Twenty of thirty five ALS patients was exceed 

normal values at hair heavy metal test. Out of the 35 

patients the results obtained showed that the 

deposition of mercury was higher than the normal 

range in 11 patients (31.4%), also that the levels of 

barium and lead were also higher than the normal 

range in 9 patients (25.7%)  and 5patients (14.3%) 

respectively., the results also showed that 2  patients 

(5.7%) had  levels higher than the normal range for 

each of the heavy metals aluminum and cadmium. 

The mercury is the highest percentage of it seems 

that ALS patients should avoid food containing 

mercury. Sixteen patients took tranquilizers 

containing Barium, which explains why the 

deposition of barium is ranked second. Lead, 

aluminum and cadmium are not related to drugs, so 

ALS patients should avoid food containing lead, 

aluminum and cadmium.

Fig.1. Hair mercury status in ALS

Fig. 2. Hair barium status in 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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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Hair lead status in ALS

Fig. 4. Hair cadmium status in ALS

Fig. 5. Hair aluminum status in ALS

Fig. 6.  Hair arsenic status in ALS

Fig. 7. Hair uranuum status in ALS

Fig. 8.  Hair bismuth status in 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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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Hair thallium status in ALS

Fig.10.  Hair cesium status in ALS.

Ⅳ. Discussion

Metal toxicity has been identified as a possible 

risk factor for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 

and other neurodegenerative disorders.

There were a few a paper on the correlation of 

heavy metals and ALS. Accordling to Praline J et al
  , they report the case of an 81-year-old woman 

in whom clinical signs and features of 

electromyographic activity patterns were consistent 

with ALS. Increased blood level and massive urinary 

excretion of mercury proved mercury intoxication. 

Among some environmental factors, exposure to 

heavy metals has been considered and ALS cases 

consecutive to occupational intoxication and 

accidental injection of mercury have been reported. 

According to Mano Y et al  , they investigated the 

mercury in hair of patients and normal controls. 

The hair mercury concentration is 2.81 ppm in ALS 

in total, 3.62 ppm in ALS in Nara and Mie and 1.39 

ppm in outside of Kii Peninsula, 2.34 ppm in ataxia, 

1.83 ppm in other degenerative diseases, 1.66 ppm 

in cerebrovascular disease and 1.44 ppm in normal 

controls. Statistically it is significant (p less than 

0.05) between that in ALS in Nara and Mie and that 

in normal controls. 6 cases (40%) with ALS in Nara 

and Mie have the value above the mean +2 standard 

deviation of control. Through Muddasir Qureshi et 

al  , they conducted a retrospective chart review of 

urinary, hair and blood metal levels and serum 

ferritin in 321 people with ALS seen over a ten-year 

period at the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MGH). and they We found that hair lead levels 

and serum ferritin levels were elevated in ALS 

patients compared to published normal values. 

Through Callaghan B  , they said that some 

investigators have demonstrated higher levels of 

certain metals in the blood, bone, cerebrospinal 

fluid, urine, or spinal cords of patients with ALS 

compared to controls. They have reviewed the 

relevant literature regarding metal exposures and the 

risk of developing ALS. They found that many 

different metals have been implicated as having a 

role in ALS, but there is more literature investigating 

the role of lead than any other metal. Despite many 

studies, the role, if any, of this metal in the 

pathogenesis of ALS remains unclear. Similarly, 

other metals either have inconclusive, conflicting, or 

insufficient results in order to make a definitive 

conclusion. One explanation for these findings is 

that metal exposures alone are insufficient for the 

development of ALS. Perhaps an interaction 

between the metal exposure and an individual's 

genetic makeup is required to produce epigenetic 

changes that ultimately lead to ALS. 

ALS patients should avoid food containing 

mercury. Sixteen patients took tranquilizers 

containing Barium, which explains why the 

deposition of barium is ranked second. Lead, 

aluminum and cadmium are not related to drugs,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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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 patients should avoid food containing lead, 

aluminum and cadmium.

Mercury was contained large fish, pesticides, 

dental amalgam, cosmetics, diuretics, latex, 

disinfectants, preservatives, powders, waxes, 

industrial waste, chlorine bleach, adhesives, tattoo 

dyes, broken mercury thermometers, abrasive, skin 

ointment, paint and more. Lead was contained 

contaminated milk, leaded gasoline, car emissions, 

bone powder, pesticides, canned fruit, cigarette ash, 

insecticides, ceramics, solder, lead plumbing, paint, 

glue, cosmetics, toothpaste, toys, polyvinyl. 

Aluminum was cotained beer, contaminated milk, 

cheese, tap water, baking powder, aluminum cans, 

aluminium, aluminium dust, medicines, aluminum 

foil, exhaust gas, pesticides, pesticides, insulated 

wiring, cigarette filters, dental amalgam. Cadmium 

was contained processed foods, coffee, tea, tobacco 

smoke, dental alloy, the battery, and phosphate 

fertilizers, fungicides, marijuana, insecticides, 

pesticides, paint pigments, electroplating, oysters, 

rubber tire. So, we avoid contact and ingestion of 

these substances.

Deposition of heavy metal status in  ALS hair was 

investigated. The levels of mercury, barium and lead 

were higher than the normal range in  11 patients 

(31.4%), 9(25.7%) and 5(14.3%) respectively. Also 

that  2 (5.7%) had levels  higher than normal range 

of  each of the heavy metals aluminum and 

cadmium. ALS patients should be more careful with 

the foods that they consume. 

This study was no control and it was limitation. 

We should conduct further studies to solve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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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초음파는 탄성을 가진 음파로 이와 신체 사이에는 

기계적 상호관계가 있다. 음파는 진행경로를 따라 파

동이 발생하며, 이로 인한 산란과 열로 에너지가 감소

하기 때문에, 감쇄가 발생한다. 초음파 영상은 신체의 

조직 내 또는 경계면에서 반사된 에코를 탐지하여 만

들어지는데 반사된 음파의 감쇄에 의한 상대적인 강도

는 영상에서 픽셀의 상대적인 밝기로 표시된다. 초음

파 영상은 이러한 음파의 진행 방향, 반사되어 되돌아

온 시간 및 에코의 강도를 취합하여 영상으로 나타내

주게 된다1). 

근골격계 질환에서 견관절의 초음파는 연령 증가 및 

스포츠 활동증가에 따른 회전근개 질환의 높은 빈도로 

인하여 흔하게 사용되어 왔다. 초음파의 장점은 해상

도가 높고, 조직을 static and dynamic state에서 볼 수 

있으며, 환자를 서로 다른 자세를 취하게 하여 관찰 할 

수 있다는 것이다2). 이러한 점은 견관절 한 지점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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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serve pathology of Korean traditional medicine 
by using musculoskeletal ultrasound and to use it as a diagnostic method of Korean 
traditional medicine.

Results  & Conclusions : The development of ultrasound transducer for high-resolution 
acupoints, which provides a basis for comparing the efficacy of different therapies and safety 
through ultrasound examination. New ultrasound transducer is a device that looks for the 
location of acupoints which is very necessary in Korean medicine. We have observed that it 
is very useful for understanding and interpreting the Korean traditional medical pathology 
through ultrasound diagn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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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인 관찰을 용이하게 만들어 준다.

초음파 기계를 통한 현대 의학적 연구로는 유3) 등의 

수근관 증후군, 위4) 등의 슬관절의 골관절질환, 남5)등

의 요골관 증후군, 정6)등의 정상 한국인의 피부두께 측

정, 김7)등의 구강악안면 골병소에 관한 것 등이 있고, 

한의학적 연구로는 이8) 등의 초음파 분석을 이용한 촌

관척 위치별 혈관의 특성, 윤9) 등의 소아종골의 초음파 

영상을 통한 성장과의 임상연관성, 조10)등의 부비동염

의 초음파 진단법에 관한 연구, 박11,12)등의 완관절 다

엽성 결절종의 초음파 진단을 통한 침도치료 임상증례 

보고, 교통사고 후 발생한 후두통의 근골격계 초음파

를 이용한 침도치료 임상증례 등이 있어 왔다. 임13) 등

은 수근관증후군의 도침치료에서 초음파를 안전가이

드용으로 사용하였고, 박14)등의 근골격계 초음파를 이

용한 오수혈의 자침깊이와 형태학적 고찰에 관한 논문

에서는 오수혈의 범위에서 혈위의 형태학적 관찰에 관

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저자는 근골격계 초음파를 이용하여 한의학적 

병인개념과 상호 연관성을 관찰하였고 이를 한의학적 

진단법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음을 관찰하여 보고

하는 바이다.

II. 결과

1. 炎症에 대한 한의학적 진단

한방관점에서의 염증을 급성기에 담울기(痰鬱), 아

급성기에는 습담기(濕痰), 만성기에는 습울기(濕鬱)

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Figure 1~3.).

Fig. 1. 담울기(痰鬱): 초기 급성염증은 세포가 깨지기 시작
하는 상태로 불균질한 echoic spots(*)을 보인다.  (d=deltoid 
muscle, h=humerus, a=acromion, *=synovial sheath of 
biceps brachii tendon)

Fig. 2. 습담기(濕痰) : 아급성기의 염증상태로 상처후 세포
가 서서히 제거되고 물이 포집되는 상태(+ SCM muscle로 사
경환자로 좌우의 사진을 비교한 상태)

Fig. 3. 습울기(濕鬱) : 만성 염증기로 깨진 조각이 없이 모두 
흡수 되고 물로만 차 있는 상태(Tennis elbow 환자사진)

2. 筋傷(部分筋斷 /完全筋斷)

근육의 파열된 상태로 부분파열과 완전 파열로 나눌 

수 있다. 이 영상은 정상적인 근섬유소 문양이 소실되

어 보인다.

Fig. 4. 筋傷 : 근육의 정상적인 문양이 소실되어 보이는 근단
환자의 영상

3. 腱傷(完全腱斷/部分腱斷)

건상은 건과 인대의 부분파열과 완전파열로 나뉜다. 

건과 인대의 열상으로 인한 섬유성 문양의 불연속 영

상을 보이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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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腱傷 : 연부조직의 섬유성 연속문양이 파열로 인하여 
불연속 영상으로 관찰됨

4. 錯位(骨錯位/腱錯位)

착위는 정해진 위치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를 말하며 

골착위는 탈구로 일반적으로 완전근단과 함께 일어나

고 건착위는 건, 인대의 열상으로 인해 건,인대의 섬유

성 문양의 불연속 부정위치를 보인다.

Fig. 6. 錯位 : 이두근건의 장두건이 정상위치에서 벗어난 상
태를 보이는 영상(빨간색 화살이 정상위치이고 건주위의 열상으
로 노란색 화살표시부위로 정상위치에서 벗어난 부정위치를 보
임)  

5. 骨折
골절은 뼈 표면의 연속선이 소실되고 계단모양의 어

긋남이 관찰되며 혹은 단편파편영상이나 골절부위의 

염증성 변화가 보이고 회복기에는 새로운 뼈의 형성을 

쉽게 관찰할 수 있고 유합의 정도를 확인할 수도 있다.

Fig. 7. 骨折 : 뼈의 단면 연속선이 소실되어 보이는 영상으로 

골절된 상태를 보인다,

6. 骨勞
골노는 퇴행성 골관절염으로 뼈 표면의 연속선이 소

실되고 불규칙한 모양을 보이면 퇴행성 골질환을 의심

할 수 있다.

Fig. 8. 骨勞 : 뼈의 단면 연속선이 소실되고 불규칙한 영상을 
보인다, 곡선의 화살표는 골면의 소실되어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불규칙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작은 여러 개의 화살표는 습
담기의 염증상태를 보인다. F=Fibular, T=Tibia, M=Medial 
condyle)

7. 瘀血(瘀血斑/血腫)

어혈을 초음파상에서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소량출혈

인 어혈반과 대량 출혈인 혈종을 볼 수 있다. 소량 출혈

의 어혈반은 낮은 음영의 반점(spot) 영상이 보이고 혈

종은 출혈이 많고 삼출물의 고임이 현저하여 낮은 음

영의 비교적 큰 낭성 병변이 관찰된다.

 

 

Fig. 9. 瘀血斑 : 소량 출혈의 어혈반은 낮은 음영의 반점
(spot) 영상이 보임, 좌측 초음파사진은 정상쪽 손이며 우측사
진은 군데 군데 낮은 음영의 반점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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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血腫 : 출혈이 많고 삼출물의 고임이 현저하여 낮은 
음영의 비교적 큰 낭성 병변이 관찰됨

8. 水鬱
수울은 낭종, 물혹, 점액낭종 등으로 동그란 형태의 

물주머니 구조가 균질한 낮은 음영의 형태가 잘 보이

며 습울기의 영상과 흡사하다.

Fig. 11. 水鬱 : 비정형성 손목낭종환자로 2개의 낭종이 서로 
붙어 있는 영상이 잘 보이며 낮은 음영으로 큰 낭성 병변으로 보
임

9. 脂瘤(지방종)

지류는 지방이 침착되어 형성되는 지방종을 말하며 

균질한 높은 음영의 고에코 지방조직 영상이 보인다.

Fig. 12. 脂瘤 : 지방이 침착되어 형성된 낭종으로 균질한 고
에코의 지방조직이 관찰됨

10. 積聚(암, 근종)

적취는 악성종양(積證)인 암과 양성종양(聚證)인 

근종을 말하는데 악성종양은 경계부는 흰색의 고에코 

영상을 보이고 종양부는 검은색의 저에코 영상이 관찰

되며 자궁근종은 반대로 보인다.

Fig. 13. 積證(암) : 증상 악성종양의 경계부는 흰색의 고에
코 영상을 보이고 종양부는 검은색의 저에코 영상이 관찰됨

Fig. 14. 聚證(근종) : 근종의 경계부는 낮은 음영인 저에코 
영상을 보이고 근종부는 전체적으로 흰색의 고에코 영상이 관찰
됨

11. 邪毒 (농양)

사독은 화농성 감염후 고름집이 차 있는 상태로 초

기 감염은 불균질한 약간 고에코 영상을 보이다가 점

차 고름집(농양)을 형성하면서 낭성종괴로 보인다. 드

물게 주변과 비슷한 에코로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

며 액체성 농양의 특징으로 후방음영증강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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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활막의 증식이 나타나며 소아의 경우 골막이 느슨하

여 골막하 농양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Fig. 15. 邪毒(농양) : 초기 감염은 불균질한 약간 고에코 영
상이 보임(우측사진)  점차 고름집(농양)을 형성하면서 낭성종
괴로 보이며  액체성 농양의 특징으로 후방음영증강이 나타남
(왼쪽 사진). r=radious, h=humerus)

12. 積痰(석회화, calcification)

적담은 오래동안 염증이 반복되고 저산소증으로 인

하여 석회가 침착되는 현상으로 주로 석회화 건염 등

을 일으킨다.  Linea모양의 고에코의 골면영상을 보이

며 석회화아래의 영상은 보이지 않는다.

Fig. 16. 積痰(석회화) : 석회침착부위가 Linea모양의 고에
코의 골면영상을 보이며 석회화아래의 영상은 보이지 않음. 
d=deltoid, t=tendon, h=humerus)

III. 고찰 및 결론

한의약 육성법 제2조에서는 우리 선조들로부터 전

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 의료행위

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의료행

위로 규정되어 있고  보건복지부에 고시된 한의사 직

무기술서에서도 초음파검사하기가 한의사의 직무기술

로 공표된 바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현행의료법상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구입은 불법이 아니며, 학술임상

연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사용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80년대 중반부터 근골격 초음파검사가 실시되어 왔

으나 최근 5년 전부터 높은 해상력을 탑재한 탐촉자의 

발달로 우리나라에서도 근골격 초음파검사가 본격적

으로 시행되고 있다. 근골격계 초음파검사로 피부, 피

하조직 및 근육 의 종양과 낭종, 혈관,인대 및 건의 파

열, 관절주위의 액체수집, 염증, 연골 손상이나 뼈 표면 

퇴행변화나 골절질환 등을 알 수 있다.

 초음파는 도체를 통해 전달되는 기계적 음파 에너

지의 한 형태로서, 반복되는 사인곡선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소리의 속도는 생물학적 매질에 따라 다르나, 

대부분의 인체 연부조직에서 그 평균값은 1540m/sec

으로 추정되고 있다25). 소리의 속도는 파장(λ) × 주

파수(f)로 계산될 수 있고, 따라서 속도가 일정하므로 

주파수가 낮으면 파장이 크고, 주파수가 높으면 파장

이 적다. 이에 따라 영상의 해상도가 변하는데 축방향 

해상도(axial resolution)는 초음파의 축을 따라 놓여

있는 두 구조물을 구분하는 능력으로 간주한다. 축방

향 해상도는 펄스 길이로 결정되며 짧은 펄스 길이를 

가지는 고주파는 저주파에 비해 보다 나은 축방향 해

상도를 만든다. 이러한 이유로 견관절을 비롯한 근골

격계 초음파는 고주파인 선형 프로브를 이용하여 관찰

한다. 그러나 초음파의 특성 상 뚱뚱한 체형의 사람의 

경우에는 피부지방층이 두꺼워서 3~4cm 이상인 구조

물의 관찰이 어렵고, 혈관이 탐색이 어려운 점이 있어

서 깊은 심자 시에 오는 위험성을 관찰하는 것에는 해

상력이 떨어지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Color Doppler는 혈류를 보여주는 장치로 도플러 

효과는 움직이는 대상과 움직이지 않는 탐촉자가 있을 

때 발생한다. 만약 그 대상이 탐촉자 쪽으로 움직이면 

인식되는 주파수는 높게 나와 적색으로 표시되고, 반

대로 멀어지면 주파수는 낮게 나와 청색으로 표시된

다. 혈류 방향의 color doppler 감지는 탐촉자가 혈관

에 수직으로 있을 때 가장 나쁘고, 혈류에 평행할 때 가

장 우수하다15).

이러한 초음파를 이용해서 한의학적 병리병변의 진

단과 치료 예후 평가가 가능하고 濕痰, 傷筋, 瘀血, 

筋斷, 錯位, 刺傷, 骨折, 邪毒  등 한의학적 병리병

변의 발생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질환의 경증, 중등도, 

중증도를 평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도 있다. 

2011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고에 따르면 한국의 

침구경락 기술은 최고기술 보유국인 중국대비 94.3%

로 매우 우수하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기술은 EU대

비 85.3%로 주요 5개국중 가장 낮아 시급한 보완이 필

요하다고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험도

가 높은 침치료시 안전하게 침치료를 돕기 위해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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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용으로 사용가능한 초음파장치가 필요하다. 따

라서 국내 한방 침술은 호침과 피내침술 등에서 매선

침술, 약침술, 도침술, 고주파 화침술, 매화레이져침술 

등 다양하고 새로운 침치료 기술들이 꾸준히 개발되고 

있어 안전모니터링 장치개발인 침시술가이드용 초음

파 탐촉자를 개발하고 이를 의료보험화를 통해 조속히 

대중화할 필요가 있다. 이 초음파검사를 통해서 각기 

다른 치료법간의 유효성 등을 비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경혈의 위치를 자세히 보는 고해상도의 경혈

탐측용 초음파 탐촉자개발이 한의계에서는 매우 필요

하고 시급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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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근위축성 측삭경화증(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 ALS)은 진행성 운동신경질환  중  가장  흔한  형태로 

대뇌피질，  뇌간， 척수  운동선경의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2~4년의 짧은 기간  안에 점진적이고 심한  근

력마비를  보이다가 종국에는  호흡근  마비로  사망하

는  신경계 퇴행성 질환이다1).

근위축성측삭경화증은 운동신경만을 선택적으로 침

범하며, 척수 전각세포의 침범으로 근력 약화, 근위축, 

근육 경련, 섬유속성 연축 등의 하부 운동신경원 징후

와 피질 척수로와 관계된 항진된 반사, 병적 반사, 경도

의 경직등과 같은 상부 운동신경원 징후를 모두 나타

낸다. ALS는 발병부위에 따라 연수형, 사지형(상지형 

및 하지형), 혼합형으로 구분된다. 연수형의 증상은 구

음장애, 연하장애, 혀 근육 위축 등이 특징적이며, 사지

형의 경우 손발의 근력약화, 근육위축, 근육부분수축 

등의 증상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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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ALS patient’s pulse by pulse analyzer.

Methods : We measured 7 ALS patients which were admitted to Gwang-Ju O. M. hospital. 
All patients were completed the pulse analysis (MAXMAC-27Plus). 

One Korean medical doctors who had at least 2 years of clinical experience interpreted the 
pulse waves for 3 aspects of speed, size, and depth.

Results : The speed of the pulse waves was generally fast(數). However, it’s difficult to find a 
general pattern of the pulse for the aspects of size. The depth of the pulse waves was generally 
moderate(中).

Conclusions : We think that pulse analyzer is useful to diagnose ALS patients’s state and 
dysfunction of organ. More continuous studies in this area are required to develop this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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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환자들의 질병 진단 

및 타 질환과의 감별은 매우 어려우며 그 임상적 증상

에 기초하여 진단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근력마비

가  상당히 진행되어서야 그 진단이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한방적으로는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환자를 진단 및 감별 해 낼 수 있는 기기 및 방법이 전

무한 실정이다3). 

맥진은 고대로부터 장기간에 걸친 임상 경험을 통하

여 축적되고 체계화되어 이루어진 진단법으로 오늘날 

한의학의 변증시치에 있어서 불가결한 객관적인 근거

로 인정받고 있으며 역대 의가들이 맥진의 연구에 바

친 노력은 바로 이러한 맥진의 중요성을 입증해 주고 

있다4). 맥진은 한의사 진단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의사

의 주관에 의지하는 면이 많아 이를 정량화하거나 객

관화시키기 어려운 분야로 인식되어 왔다. 이에, 맥진

의 일치도를 높이고 측정법을 객관화하기 위한 목적으

로 맥진기가 개발되었다5). 

심안 맥진기는 이러한 맥진의 중요성에 근거하여 보

다 객관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가늠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희귀난치성 질환인 근위축성 측삭경

화증 환자에 대한 상태의 확인과 진단의 도구로서 맥

진기의 활용은 의의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에 저자는 근위축성측삭경화증 환자의 상태를 진

단하는데 맥파 분석을 이용하여, 그 경향성을 파악하

고자 하였다. 2014년 1월 24일부터 2014년 4월 7일까

지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광주한방병원 침구의학과

에 입원한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환자를 대상으로 맥파

를 측정한 후 분석, 고찰한 결과를 보고하는 바이다.  

Ⅱ. 연구방법

1. 대상자 설정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광주한방병원 침구의학과에 

입원한 환자로서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으로 진단된 환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2. 맥진 측정 방법

본 연구는 심안맥진기(MAXMAC-27Plus, UMAX 

medical, Korea, 2011)를 사용하여 진행되었다. 측정

은 심안 맥진기의 매뉴얼에 따라 시행되었는데, 대상

자는 안정 후 누운 자세를 유지하였고, 검사자는 대상

자의 양측 요골동맥 박동처를 확인한 후에 촌관척 위

치에 센서를 고정시켰다. 이후에 혈압계 커프를 감고 

측정 버튼을 눌러 양측의 맥상을 얻은 다음, 같은 과정

을 반복하여 총 2차례 맥상을 연속해 측정하였다. 종료 

이후 검사 결과가 인쇄된 용지를 얻었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맥진기로 측정된 맥파를 빠르기, 크

기, 깊이의 상태를 지수화 하여 정량화 하였다. 지수화 

시 하인영 외 저6) 논문의 방법을 참고하여 분석하였다. 

분석하는 맥의 종류는 맥의 빠르기를 遲, 微遲, 緩, 

微數,  數의 범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맥의 크기를 

微, 細, 弱, 緩, 大로 기준을 정해 분석하였다. 맥의 깊

이와 같은 경우 浮, 中, 沈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 맥의 빠르기

맥의 빠르기는 遲, 緩, 數으로 기준을 정하였다. 측

정 빠르기 값은 출력된 결과에 표시된 분당 회수가 62

회 이하는 遲 脈으로, 63~69회는 微遲脈으로, 

70~74회는 緩脈으로, 75~81회는 微數脈으로, 82회 

이상은 數脈으로 정하였다6)(Table 1). 

2) 맥의 크기

맥의 크기는 微, 細, 弱, 緩, 大로 기준을 정하였다. 

측정값은 맥의 진폭이 3mm 미만이면 微脈으로, 

3mm이상 ~5mm미만이면 細脈으로, 5mm이

상~8mm미만이 면 弱脈으로, 8mm이상~15mm미만

이면 緩脈으로, 15mm이상이면 大脈으로 정하였다6) 

(Table 2). 

3) 맥의 깊이

측정값은 沈과 浮의 최대 脈動의 진폭차로 기준을 

정하였는데, 즉 진폭의 차가 -5mm 이하이면 沈脈으

로, 5mm초과~5mm미만이면 中脈으로, 5mm이상이

면 浮脈으로 정하였다6)(Table 3).

III.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할 의사를 밝히고 동의서를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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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총 12명 이었다. 이 중 결과값 오류로 정확한 

값을 얻지 못한 5명을 제외한 7명의 결과값을 바탕으

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대상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Table 4). 

2. 맥파의 분석

1) 맥의 빠르기

맥의 빠르기는 총 7명 중 數의 경우가 5명, 微數의 

경우 1명, 遲의 경우 1명의 결과를 보였다(Table 5-1, 

Table 5-2). 

2) 맥의 크기

맥의 크기를 분석해 보았을 때, 左寸의 臟에 속하는 

心脈의 경우 緩脈이 4명, 細脈이 3명순으로 나타났

다. 左寸의 腑에 속하는 小腸脈의 경우 緩脈이 3명, 

大脈이 2명, 細脈과 弱脈이 1명 순으로 나타났다. 左
關의 臟에 속하는 肝脈의 경우 緩脈이 3명, 弱脈이 

2명 細脈과 微脈이 각각 1명의 결과를 보였다. 左關
의 腑에 속하는 膽脈의 경우 緩脈이 5명, 細脈과 大
脈이 각각 1명인 결과를 보였다. 左尺의 臟에 속하는 

腎脈의 경우 緩脈이 4, 大脈, 弱脈이 각 1명인 결과

를 보였다. 左尺의 腑에 속하는 膀胱脈의 경우 緩脈
이 5명 大脈과 弱脈이 각각 1명인 결과를 보였다. 

右寸의 臟에 속하는 肺脈의 경우 微脈과 弱脈이 

2명, 細脈과 緩脈이 1명, 大脈이 1명인 결과를 보였

다. 右寸의 附에 속하는 大腸脈의 경우 弱脈이 2명, 

微脈과 緩脈이 1명, 大脈이 3명의 결과를 보였다. 右
關의 臟에 해당하는 脾脈의 경우 細脈이 3명, 緩脈
이 2명, 微脈과 弱脈이 1명 이었다. 右關의 腑에 해

당하는 胃脈의 경우 緩脈이 4명, 弱脈과 大脈이 1명

씩 나타났다.  右尺의 腸에 해당하는 心包脈의 경우 

緩脈이 4명, 弱脈이 3명씩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右
尺의 腑에 해당하는 三焦脈의 경우 細脈, 弱脈, 緩
脈이 2명, 微脈이 1명으로 나타났다. (Table 6-1, 

6-2)

3) 맥의 깊이

맥의 깊이를 분석해 보았을 때, 左寸의 臟脈과 右
寸의 臟脈에서는 脈의 깊이가 중간인 경우가 6명, 左
寸의 腑脈의 경우 中인 경우 5명, 浮脈과 沈脈이 각

각 1명이었다. 右寸의 腑脈의 경우 중간인 경우가 5

명 浮脈인 경우가 2명이었다. 左關의 臟脈의 경우 깊

이가 中인 경우가 7명 이었으며, 右關의 臟脈의 경우 

中인 경우가 6명, 浮脈인 경우가 1명이었다. 左關의 

腑脈의 경우 浮脈, 中脈이 각각 3명, 沈脈이 1명이

었고, 右關의 腑脈의 경우 중간인 경우가 5명이었다. 

左尺의 臟脈의 경우 中脈이 5명, 浮脈이 2명의 분포

를 보였고, 右尺의 臟脈의 경우 中脈이 6명, 沈脈이 

1명 이었다. 左尺의 腑脈의 경우 浮脈이 4명, 中脈
이 3명이었고, 右尺의 腑脈의 경우 中脈이 6명, 浮
脈이 1명이었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中脈이 많은 경

향을 보였다(Table 7-1, 7-2). 

Ⅳ. 결론

근위축성 측삭경화증(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은 운동신경원 질환으로 척수와 뇌
간 및 대뇌피질의 운동신경원이 퇴행성 변화로 근
육 위축과 속상 수축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이다. 처
음에는 일부의 근력약화로 시작하지만 점차 증상이 
심화되면 결국 짧은 시간 내에 사망하게 된다1). 

ALS는 한의학적으로 痿證의 범주에 속한다. 痿證
은 근맥이 이완되어 수족이 軟弱無力하여 한 질환으

로, 手指不能握物, 足不能任身, 久則肌肉痿縮, 

不能隨意運動등의 증상이 나타난다7). 痿證에 관해 

《圖解校勘舍岩道人鍼法》8) 痿症門에서 “痿症
有五色, 肺熱�焦者爲痿癖 心熱氣燥者爲脈痿 
肝氣熱者爲筋痿 脾氣熱者爲肉痿 腎氣熱者爲骨
痿”라 하여 痿證의 다섯가지 형태가 五臟의 열로 인

해 발생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痿證은 

위에 언급된 장부와 경락의 失調로 인해 발생한 것으

로 보고 장부의 실조된 기능을 조화롭게 하고 기혈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치료의 원칙이 된다고 할 

수 있다9).

맥진은 장기간에 걸친 임상을 근거로 자료가 축적되

고 체계화된 한의학 辨證施治의 중요한 진단방법이

다. 맥진의 일치도를 높이고 측정법을 객관화하기 위

한 목적으로 맥진기가 개발되었다. 맥진기의 발전은 

1970년대 이봉교에 의해 연구가 시작되었고, 이후 희

수식 맥진기, 소드식 맥진기, 유니온 맥진기 등 초기단

계를 거쳐 현재는 맥의 3D 영상을 보여주는 맥진기도 

개발되어 있다5). 이러한 맥진기를 활용하여  다수의 연

구들이 진행되었으나 고혈압, 비만, 중풍 등이 대부분

이었고10-12) 근위축성측삭경화증 환자의 맥상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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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논문은 아직 없었다.

이에 저자는 근위축성측삭경화증 환자에 대해 심안

맥진기로 그 맥상을 분석, 고찰하고자 하였다. 분석하

는 맥의 종류는 맥의 빠르기를 遲, 微遲, 緩, 微數,  

數의 범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맥의 크기를 微, 細, 

弱, 緩, 大로 기준을 정해 분석하였다. 맥의 깊이와 같

은 경우 浮, 中, 沈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맥의 빠르기를 분석해 보았을 때, 7명의 환자 중 5명

의 환자에서 數脈을 보였고, 1명은 微數脈, 1명은 遲
脈의 결과를 보여 대체적으로 數脈의 경향을 보였다. 

맥의 크기를 분석해 보았을 때, 대체적인 맥파의 경향

성을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맥의 깊이를 분석해 보았

을 때에는 대체적으로 중간의 파형이 많은 경향을 보

였다. 

數脈은 熱症에서 보통 나타나는 맥상으로, 脈經
에서 數脈은 오고가는 것이 다 促急하다라고 하였으

며, 熱症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빠르면서 힘찬 것은 實
熱, 빠르면서 무력한 것은 虛熱이다라고 하였다13). 痿
症의 원인병기는 황제내경에서 肺熱葉焦가 제시되

었으며, 丹溪 이후로는  濕熱, 濕痰, 氣虛, 血虛, 陰
虛, 死血, 食積 등으로 구분되는 경향이 있었다. 또

한, 《圖解校勘舍岩道人鍼法》8) 痿症門에서 痿
症有五色, 肺熱�焦者爲痿癖 心熱氣燥者爲脈
痿 肝氣熱者爲筋痿 脾氣熱者爲肉痿 腎氣熱者
爲骨痿에서도 痿症의 원인을 五臟의 熱이라 설명하

고 있다. 치법은 주로 獨治陽明이 강조되어 陽明의 

濕熱을 瀉하는 治法이 주로 사용되었다7). 

고대 문헌의 痿症의 원인과 본 연구의 맥상의 경향

성을 종합하여 미루어 볼 때, 근위축성측삭경화증 환

자의 脈은 대체적으로 數脈이면서 점차 병의 진행에 

따라 무기력한 경향을 보이며, 치료시에 이를 이용하

여 虛熱을 치료하는 滋陰淸熱 하는 치법을 주된 治
法으로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증례보고로 환자군이 7례로 경향성을 파

악하기에는 부족하며, 대조군이 없다는 한계점을 가진

다. 또한, 맥상의 분석이 1명의 한의사에 의해 이루어

져 분석된 맥상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점도 있다. 또한, 분석한 맥상의 종류가 심안 맥진기에

서 제시하는 총 27개의 맥상을 모두 파악하지 못한 문

제점을 가진다. 그러나, 향후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

계점을 보완하여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환자의 맥상의 

경향성을 정확히 파악한다면, 한의학적인 진단 또는 

환자의 상태 평가 및 치료에 맥진기가 용이하게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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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tandard of speed condition of pulse analyser

遲 微遲 緩 微數 數

Frequency per 
minutes

62(times)
less

63-69 (times) 70-74 (times) 75-81 (times) 82(times)more

Table 2. Standard of size condition of pulse analyzer

微 細 弱 緩 大

Amplitude(mm) less than 3mm 
more than 3mm 

to less than 
5mm

more than 5mm 
to less than 

8mm

more than 8mm 
to less than 

15mm

more than 
15mm

Table 3. Standard of depth condition of pulse analyzer

沈 中 浮

Amplitude difference between deep 
and float

less than -5mm 
more than –5mm to 

less than 5mm
more than 5mm

Table  4.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o. of cases

Age

40-49 3

50-59 3

60-69 1

Sex
Male 3

Female 4

Type of on set  

limb 4

bulbar 1

mix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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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1. The speed condition of ALS

Participant No.
Method of 

Pulse
detection

左 右

frequency assessment frequency assessment

Participant 1
寸 100 數 100 數
關 100 數 100 數
尺 100 數 100 數

Participant 2
寸 100 數 100 數
關 100 數 100 數
尺 100 數 100 數

Participant 3
寸 85 數 92 數
關 85 數 92 數
尺 85 數 92 數

Participant 4
寸 85 數 92 數
關 85 數 92 數
尺 85 數 92 數

Participant 5
寸 92 數 85 數
關 92 數 85 數
尺 92 數 85 數

Participant 6
寸 75 微數 75 微數
關 75 微數 75 微數
尺 75 微數 75 微數

Participant 7
寸 56 遲 63 遲
關 56 遲 63 遲
尺 56 遲 63 遲

Table 5-2. The speed condition of ALS

Method of Pulse
detection

Assessment 左 右

寸

遲 1 1
微遲 0 0
緩 0 0

微數 1 1
數 5 5

關

遲 1 1
微遲 0 0
緩 0 0

微數 1 1
數 5 5

尺

遲 1 1
微遲 0 0
緩 0 0

微數 1 1
數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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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1. The size condition of ALS

Participant 
No.

Method of Pulse
detection

左 右
amplitude(mm) assessment amplitude(mm) assessment

Participant 1

寸 臟 4 細 2 微
腑 10 大 2 微

關 臟 2 微 1 微
腑 10 大 1 微

尺 臟 2 微 5 弱
腑 20 大 5 弱

Participant 2

寸 臟 3 細 4 細
腑 5 弱 5 弱

關 臟 3 細 4 細
腑 4 細 9 緩

尺 臟 10 緩 10 緩
腑 14 緩 6 弱

Participant 3

寸 臟 4 細 5 弱
腑 12 緩 5 弱

關 臟 8 緩 8 緩
腑 8 緩 12 緩

尺 臟 9 緩 9 緩
腑 5 弱 4 細

Participant 4

寸 臟 9 緩 5 弱
腑 15 大 21 大

關 臟 10 緩 4 細
腑 8 緩 15 大

尺 臟 12 緩 11 緩
腑 10 緩 8 緩

Participant 5

寸 臟 10 緩 2 微
腑 4 細 14 緩

關 臟 5 弱 3 細
腑 10 緩 10 緩

尺 臟 10 緩 7 弱
腑 10 緩 10 緩

Participant 6

寸 臟 12 緩 20 大
腑 11 緩 15 大

關 臟 11 緩 6 弱
腑 11 緩 5 弱

尺 臟 15 大 6 弱
腑 9 緩 2 微

Participant 7

寸 臟 10 緩 9 緩
腑 8 緩 20 大

關 臟 10 緩 10 緩
腑 8 緩 10 緩

尺 臟 7 弱 10 緩
腑 8 緩 4 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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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2. The size condition of ALS

Method of Pulse detection Assessment 左 右

寸

臟

微 0 2
細 3 1
弱 0 2
緩 4 1
大 0 1

腑

微 0 1
細 1 0
弱 1 2
緩 3 1
大 2 3

關

臟

微 1 1
細 1 3
弱 2 1
緩 3 2
大 0 0

腑

微 0 1
細 1 0
弱 0 1
緩 5 4
大 1 1

尺

臟

微 1 0
細 0 0
弱 1 3
緩 4 4
大 1 0

腑

微 0 1
細 0 2
弱 1 2
緩 5 2
大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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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1. The depth condition of ALS

Participant 
No.

Method of 
Pulse 

detection

左 右
Amplitude 

difference between 
deep and float

assessment
Amplitude 

difference between 
deep and float

assessment

Participant 1

寸 臟 0 中 0 中
腑 -3 中 0 中

關 臟 0 中 0 中
腑 5 浮 0 中

尺 臟 0 中 0 中
腑 10 浮 0 中

Participant 2

寸 臟 0 中 0 中
腑 -1 中 -2 中

關 臟 0 中 0 中
腑 0 中 3 中

尺 臟 0 中 -5 沈
腑 5 浮 2 中

Participant 3

寸 臟 0 中 0 中
腑 3 中 0 中

關 臟 0 中 0 中
腑 2 中 2 中

尺 臟 2 中 -1 中
腑 0 中 0 中

Participant 4

寸 臟 6 浮 0 中
腑 -10 沈 0 中

關 臟 -1 中 0 中
腑 -13 沈 10 浮

尺 臟 3 中 0 中
腑 5 浮 3 中

Participant 5

寸 臟 -3 中 0 中
腑 0 中 4 中

關 臟 0 中 0 中
腑 5 浮 5 浮

尺 臟 5 浮 0 中
腑 5 浮 5 浮

Participant 6

寸 臟 3 中 11 浮
腑 5 浮 5 浮

關 臟 2 中 3 中
腑 5 浮 1 中

尺 臟 8 浮 0 中
腑 4 中 0 中

Participant 7

寸 臟 -2 中 0 中
腑 -2 中 6 浮

關 臟 -2 中 0 中
腑 1 中 7 浮

尺 臟 0 中 0 中
腑 2 中 0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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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2. The depth condition of ALS

Method of Pulse
detection

左 右

寸

臟
浮 1 1
中 6 6
沈 0 0

腑
浮 1 2
中 5 5
沈 1 0

關

臟
浮 0 1
中 7 6
沈 0 0

腑
浮 3 2
中 3 5
沈 1 0

尺

臟
浮 2 0
中 5 6
沈 0 1

腑
浮 4 1
中 3 6
沈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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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대퇴외측피부신경증후군(Lateral Femoral Cutane 

ous Nerve Syndrome, Meralgia Paresthetica)은 

meros(허벅지), algos(통증)에서 기원된 의미로  대퇴

외측 경피신경이 지배하는 허벅지 부위의 통증 및 이

상감각을 의미하는 증후군1)으로 정의하며, 대퇴외
측피부신경(Lateral Femoral Cutaneous Nerve, 

LFCN)이 주행하는 과정에서 전상장골극(Anterior 

Superior Iliac Spine, ASIS) 주위에 가해지는 다양한 

원인의 기계적 압박(mechanical compression)으로 인

해 신경이 포착(Nerve Entrapment)되면서 발생되는 

말초신경병증(Peripheral Neuropathy)으로, 이러한 

포착이 발생되면 일시적 혹은 점진적으로 해당신경의 

기능저하가 초래된다2,3).

대퇴외측피부신경의 주행노선에서 ASIS의 내측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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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서혜인대(Ilioinguinal ligament)하부를 지나는 

LFCN의 압박소견을 초음파 scan을 통해 확인할 수 있

으며, 이 신경의 압박으로 인해 대퇴외측피부신경증후

군과 같은 신경병증성 통증이 유발된다1,4).

오공약침은 頭足尾를 제외한 오공을 알콜추출하여 

질병과 유관한 부위에 주입함으로써 자침의 효과와 왕

지네가 가지고 있는 생화학적 약리작용을 이용하는 신

침요법으로서 신경병증성 통증에 유효한 작용이 주로 

보고되고 있다5, 6). 

이에 저자 등은 ASIS 내측에서 장골서혜인대 하부를 

통과하는 LFCN의 압박 소견을 초음파를 통해서 확인

하고, 이 부위에 오공약침을 시술함으로써 임상적 유

효성을 확인하였기에 보고하고자 한다. 

Ⅱ. 증례

1. 환자

손○○, 여자, 만60세

2. 주소증

우측 하퇴 감각저하 및 마목

3. 발병일

약 2개월 전부터 

4. 치료기간

2017. 11. 04 ~ 2017. 11. 10

5. 과거력

별무

6. 가족력

별무

7. 현병력

상기 환자는 60세 여환으로 약 2개월전부터 우측 하

퇴의 감각저하 증상이 발생하여 2017년 11월 경부터

는 증상이 심해져 일상생활이 힘든 상태였으며 양방 

치료에도 호전 없으시어 한방치료 받으시고자 2017년 

11월 04일 본원에 내원함.

8. 초진소견

1) 精神 : 明瞭
2) 言語 : 良好
3) 睡眠 : 良好
4) 大便 : Final Defecation 11/03, 평소 1回/1日
5) 小便 : 正常
6) 消化 : 良好
7) 食慾 : 良好
8) 舌 : 舌紅無苔
9) 脈 : 微滑
10) 頸項部 : 項强
11) 腰臀部 : 右側 臀部痛
12) 下肢部 : 右下肢 痺症

9. 검사소견

1) 초진시 이학적 소견

(1) Range of Motion of Lumbar spine(ROM) : 

ROM 가능한 상태였으나 약간의 불편감 호소.

(2) SLR test : -/-

(3) Gaenslen test : +/-

(4) Yeomans test : +/-

(5) Patrick test : +/-

2) 초음파 소견(Fig.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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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Ultrasonography of LFCN(2017.11.04.)

Fig. 2. Ultrasonography of LFCN(2017.11.04.)

10. 치료방법

1) 鍼治療
KM침구제작소에서 제작된 Stainless steel 毫鍼

(0.25×40mm)을 사용하여 氣血소통을 위해 合谷, 

太衝穴과 장골서혜인대(Ilioinguinal ligament)하부

를 지나는 LFCN의 압통점에 15분간 유침하였다.

2) 藥鍼療法
2017년 11월 04일부터 환부에 오공약침5)을 사용하

였다. 시술 부위당 0.2cc씩 총 1.0cc를 시술하였다(Fig. 

3).

Fig. 3. Pharmacopuncture Injection at  LFCN

3) 한방물리요법

2017년 11월 04일부터 경근중주파요법(ICT), 온찜

질(Hot pack)을 우측 서혜부에 시행하였다.

11. 증상의 평가(Table 1)

1) Recovery Rate of Hirabayashi (회복율)

외과에서 수술 결과인 회복율에 대한 평가로 쓰인 

공식7)(Fig. 4)으로 본 연구에서는 치료 전후의 평가 지

표로 삼았다.

Recovery rate 

=   Pr 
   Pr 

×100

Fig. 4. Recovery rate of hirabayashi

2) Visual Analogue Scale(VAS)

직선 위에 무증상부터 참을 수 없는 통증을 0~10의 

숫자를 표시해 놓고 환자가 숫자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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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sult of Pre Treatment and Post Treatment

11/04 11/06 11/07 11/08 11/09

Recovery rate 50% 100%

VAS 10 8 5 1 1

SLR test -/- -/- -/- -/- -/-

Gaenslen test +/- +/- +/- -/- -/-

Yeomans test +/- +/- +/- -/- -/-

Patrick test +/- +/- -/- -/- -/-

VAS : Visual Analogue Scale.

12. 치료경과

1) 2017. 11. 04

내원 당시 우측 서혜부 및 대퇴 부위의 극심한 감각 

저하 및 저림증상을 호소하셨으며, 저림증상으로 보행

과 일상생활이 힘든 정도의 상태였다. 안정시에는 큰 

통증은 없었지만, 촉진시 통증 및 저림으로 잠을 못 잘 

정도였으며, 우측 대퇴 측면 및 전면으로 당기는 증상

이었다. 환자의 전반적인 통증 및 저림의 VAS는 10정

도로 나타났고, SLR test는 정상이었지만,  Gaenslen 

test, Yeomans test, Patrick test 결과는 모두 양성이었

다. 초음파 영상소견상 대퇴외측피부신경이 서혜인대

에 의해 압박되어 있는 양상을 보여, 약침 및 침치료를 

시행하기로 치료계획을 설명하였다. 오공약침에 대한 

피부 알러지 반응을 시행하였으며, 주입 후의 국소 및 

전신반응에 대한 충분한 설명 후 오공약침을 시술했

다. 

2) 2017. 11. 07

3회 내원 동안 氣血소통 및 진통을 위해 침치료 및 

압통처에 약침치료를 시행하였다. 오공약침 시술 후 

증상의 호전이 나타났으며, 우측 대퇴 측면 및 전면으

로 당기는 증상이 없어졌다. 서혜부의 압통은 아직 남

아 있어 야간 수면시 간헐적으로 깨는 경우가 있었다. 

11월 07일 VAS 측정결과 전반적인 통증 점수가 5정도

로 감소하였다. 지속적으로 침구치료, 물리치료, 약침

치료을 시행했으며, Patrick test 결과가 음성으로 바뀌

었다. 

3) 2017. 11. 09

통증이 많이 감소되어 일상생활을 하는 데 큰 지장

이 없을 정도로 호전되었다. 보행시나 고관절 굴곡시

의 통증은 거의 소실되었으며 Gaenslen test, 

Yeomans test, Patrick test 결과는 모두 음성이었다. 

환자가 느끼는 통증정도는 VAS 1 정도로 내원당시보

다 눈에 띄게 줄었고 치료 종료하였다.

III. 고찰 

대퇴신경지각이상증은 외측대퇴피신경의 지배를 받

는 대퇴전측부에 통증, 작열감, 지각감퇴를 나타내는 

질환으로서 1895년 Bernhardt와 Roth에 의해 각각 독

립적으로 자세하게 기술되고, 명명되어 Bernhardt- 

Roth syndrome으로 불리기도 한다. Roth는 그리스어 

meros(thigh)와 algos(pain)에서 유래하여 대퇴신경 

지각이상증(meralgia paresthetica)이라 명명하였다. 

최근 Mumenthaler와 Schliack은 외측대퇴피신경의 

독특한 주행으로 서혜부 인대에서의 신경 손상으로 인

한 특이한 증상을 서혜부 인대증후군(Inguinal 

ligament syndrome)이라 하였다1,9,10). 대퇴신경지각

이상증의 원인은 전상장골극 주위에 가해지는 다양한 

기계적 원인이 대부분이다. 안전벨트 손상, 무거운 대

형 지갑, 몸에 조이는 양복 바지, 비만 등의 외부적 원

인과 일반외과 또는 산부인과 영역의 복부 수술시 직

접 손상 또는 반흔, 복부 및 골반내 종양 등이 주요 원

인이며, 정형외과영역에서도 Chiari 절골술, 무명골 절

골술, shelf 수술, 장골에서의 자가골 이식술 등이 원인

으로 밝혀져 있다. 그 외에도 상염색체 우성 유전과의 

연관성 및 당뇨, 알콜 중독, 납 중독 등 대사성 신경병

증이 보고된 바 있다1,11).  최근 연구에서는 연부 조직 

결핵에 의한 지각이상성 대퇴신경통의 증례3)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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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꽉 조이는 청바지를 자주 입었던 환자에서 발

생한 대퇴신경 지각이상증의 예4)를 보고하였으며, 오

랫 동안 쪼그리고 앉아 있는 노점좌판 일로 인해 발병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퇴신경지각이상증의 증례9)를 

보고한 바가 있다. 본증의 진단은 초음파 등의 영상진

단도 필요하지만, 환자가 호소하는 임상증상이 가장 

중요하다. 이 질환은 주로 대퇴전측방부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동통, 작열감 혹은 저린 듯한 느낌이 드는 증

상을 호소하고, 앉아 있다가 일어나거나, 장시간 서있

을 때, 고관절 신전시 이러한 증상들이 악화되는 특징

이 있다. 드물게 무릎 부위와 둔부에까지 방사통이 나

타날 수 있다1).

藥鍼療法은 침구요법과 약물요법을 결합한 치료법

으로서5), 점차 施術이 보편화되어 한의과 임상에서 

그 활용도가 증가되고 있다1). 시술과정에서 약침주입

용주사기를 사용하지만5), 치료 약물의 선정은 氣味
論, 치료부위의 선정은 經絡論을 위주로 하므로 약침

요법은 과학기술 및 의료기기의 발달로 탄생한 한의학

의 독특한 치료기술이라 할 수 있다1,5).

蜈蚣은 절족동물 다족류 중 大蜈蚣科《왕지네

과》에 속하는 지네로서, 그 性味는 辛, 溫, 有毒하고 

祛風 鎭痙 解毒 通絡止痛의 효능을 가지고 있으며
11,12), 민간요법으로는 신경계질환을 치료하고 통증에 

진통을 목적으로 사용해 왔다12).

이러한 오공이 가지고 있는 생화학적 약리작용을 이

용한 화학적인 자극과 함께 인체 經穴 및 患處에 물

리적인 자극을 가하는 오공약침은 통증 치료 및 신경

포착 증후군에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1,6,7).

본 증례의 환자는 우측 서혜부위 및 대퇴부 저림 증

상으로 내원전 약 2개월여전부터 한의과진료 및 의과

진료를 받아왔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어, 2017년 11월 

04일부터 본원에 내원하셨으며 11월 09일까지 총 5회 

치료를 받았다. 치료효과의 판단은 설문을 통한 점수

(VAS)와 이학적검사(ROM 측정 및 신경학적 검사)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치료는 2017년 11월 04일부터 침치료, 약침치료 및 

한방이학요법을 실시하였다. 서혜인대 하부의 외측대

퇴피신경 압통처에 소통시키는 작용을 하는 오공약침

을 사용하였다. 치료결과 100%의 회복률을 보였으며 

내원 당시 10이던 VAS는 1로 감소되었고 각종 이학적 

검진에서도 명확한 호전경과를 보였다. 

따라서 대퇴신경지각이상증에 오공약침을 위주로 

한 한방치료가 증상의 호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

이나, 증례가 1례에 불과하고 대조군 연구가 이루어지

지 않은 점은 추후 보완해야 할 과제라 하겠다.

Ⅳ. 결론

1. 대퇴외측피부신경증후군은 LFCN이 주행하는 노

선에서 전상장골극주위에 가해지는 물리적 압박으로 

인해 신경이 포착되면서 신경이 분포되는 대퇴외측부

위의 통증 혹은 감각이상증상을 유발하는 말초신경병

증이다. 

2. 대퇴외측피부신경은 ASIS의 내측 장골서혜인대

(Ilioinguinal ligament)하부에서 신경 압박현상이 주

로 유발되며, 이는 초음파 영상을 통해 신경의 압박소

견을 확인하고, 환자의 임상증상과 결합함으로써 대퇴

외측피부신경증후군으로 확진할 수 있다. 

3. 대퇴외측피부신경증후군 환자의 전상장골극 내

측 약 2cm 지점에서 장골서혜인대 아래로 지나는 대

퇴외측피부신경의 압박소견을 확인하고, 이 지점에 오

공약침을 시술함으로써 신경의 포착증상을 치료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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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중증근무력증(myasthenia gravis)은 근력약화와 근

육피로가 특징인 비교적 드문 희귀난치질환으로, 신경

근접합부 전달에 이상을 초래하는 자가면역질환이다
1). 이 질환은 1672년 Thomas Willis에 의해서 처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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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고되었으며, 1895년 Jolly에 의해서 중증근무력

증(myasthenia gravis)이라고 명명되었다2).

중증근무력증은 역학적으로 드문 질환으로 100,000

명당  5~15명 정도의 다양한 유병율을 보인다고 보고

되고 있으며3), 수명의 증가와 진단의 발달로 연령과 성

별에 따라 발병율이 이정점(bimodal) 분포를 이루고 

있는데, 10~20대는 여자가 60~70대는 남자가 두드러

지는 경향이 있다4).

중증근무력증 환자의 90% 이상이 안검하수, 사시, 

안운동이상 등의 안 증상을 보이며, 중증근무력증 초

기에 안과적 이상소견을 보이는 경우가 75%에 이른다

고 보고되고 있다5,6). 

중증근무력증에 대한 여러 가지 치료 중 경구 스테

로이드제제 prednisone은 중증근무력증의 치료에서 

가장 흔하게, 가장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온 비선택적 

면역억제제이다7,8). 하지만 스테로이드 제제 사용시 증

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도 있는 실정이다9). 

이에 저자는 2017년 8월 21일부터 2017년 10월 30

일까지 본원에서 안검하수와 안검부종을 주소로 하는 

70대 고령의 중증근무력증 환자 1명에게 삼기활력 약

침시술과 보중익기탕가미방 투여를 시행하여 양호한 

치료효과를 거두었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Ⅱ. 증례

1) 환자

신○○, 여성, 73세

2) 주소증

① 양측 안검하수

② 양측 상안검 부종

③ 전신피로감

3) 현병력

① 2017년 6월경 양측 안검하수 및 복시로 삼성서

울병원에서 중증근무력증 진단받고 스테로이드 약물

치료.

② 2017년 8월 21일 양측 안검하수 및 상안검 부종 

증상 남아서 본원에 내원함. 

4) 치료

(1) 약물치료

보중익기탕가미방(황기 2錢, 인삼 백출 진피 당귀 1

錢 5分, 시호 승마 5分, 백부자 백강잠 조구등 천마 황

정 육계 생강 대조 1錢, 산사 신곡 맥아 목통 택사 홍화 

7分, 녹용 1錢)을 30일분(1일 2첩 3회) 투여하였다.

(2) 약침치료

대한약침학회의 삼기활력약침(감초 녹용 당귀 맥문

동 사향 산양산삼 오미자 인삼 홍삼)을 선택하였다.

양측 어요혈(Yuyao, Ex-HN41, 사죽공혈(Sajukgong, 

TE23)을 선혈한 후, sterile hypodermic syringe(1.0ml, 

30gauge, Junglim Medical Co., Ltd. Korea)를 이용

하여 각 0.1ml 씩 총 0.4ml 시술하였다.

5) 치료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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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월수금), 10주간 치료를 진행하였다. 

① 2017년 8월 21일 초진시 안검하수, 안검부종, 체

력저하에 따라 증상 가중됨. 변당(便溏,), 소화불량, 

右關脈沈遲無力, 비위기허증(脾胃氣虛證)으로 변

증하였다. 매 내원시 삼기활력약침을 양측 어요혈, 사

죽공혈에 각 0.1ml 씩 총 0.4ml 시술하고, 다른 침구치

료는 하지 않았다.

② 2017년 8월 22일부터 매일 보중익기탕가미방을 

2첩 3회씩 복용하도록 하였다.

③  2017년 8월 26일 네 번째 내원시 양측 안검부종

이 거의 소실되고, 눈꺼풀 움직임이 편해졌다.

그 이후로 2017년 10월 30일 치료종결할 때까지 주

소증인 양측 안검하수 및 안검부종 증상은 소실되었으

며, 비위기허증도 회복된 상태로 유지되었다.

Ⅲ. 고찰 및 결론

중증근무력증은 자가면역질환의 일종으로서 신경근

접합부의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대한 항체의 생성으로 

인하여 아세틸콜린수용체의 파괴 및 기능저하를 유발

하여 신경근 전달 장애를 야기시키고, 이로 인해 수의

근의 근력약화 및 근육피로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10,11).  

증상은 신경근접합부에 아세틸콜린의 결합감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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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며, 이는 골격근의 종판에 존재하는 후시냅스 

아세틸콜린수용체를 감소시키는 항아세틸콜린수용체 

항체, 또는 다른 후시냅스 골격근 구성요소에 대한 항

체, 예컨데 근육 특이 키나제(muscle specific kinase: 

MuSK) 항체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12,13).

통증은 없으며 건반사와 감각도 정상이며, 일을 하

면 피로로 인한 근약화가 나타난다. 약화되는 근육은 

개인에 따라 다양하지만 주로 외안근(extraocular)과 

안검거근(levator palpebrae)에 의해 야기되는 안검하

수(ptosis)와 복시(diplopia)가 나타나며, 구근(bulbar 

m.)과 안면근 약화로 얼굴 표정과 말하기, 씹기, 삼키

기 등에 어려움이 나타난다. 목근육의 약화로 머리를 

숙인 자세가 되고, 주로 원위의 근육들이 침범된다고 

하며 손의 작은 근육들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

다. 호홉근의 약화도 유발된다14).

중증근무력증은 한의학적으로 볼 때 痿證의 범주에 

해당되는데, 痿證이란 근육이 이완되어 수축하지 못

하므로 발생하는 사지위약을 지칭하는 것으로 하지, 

혹은 상지에 輕度로 발생하는 것에서부터 심하면 癱
瘓에까지 이르거나, 혹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질병

이다15).

서양의학적으로 痿證은 주로 감각장애 및 근위축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對痲痺(paraplegia), 혹은 

사지마비(tetraplegia)로 볼 수 있으며 크게 척수질환, 

말초신경병증(다발성신경병증), 근육질환, 신경-근 연

합부 질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많은 질환들이 포

함될 수 있으나 대표적으로 다발하는 질환만을 거론하

면 경추척추증, Gullian-barre syndrome, 근이영양증, 

주기성 사지마비, 중증근무력증 등이 이에 속하며 정

도와 부위의 차이는 있지만 지체 및 사지의 근육이완, 

마비 및 감각장애, 통증 등의 증상을 보이는 질환으로 

위증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16). 

본 증례의 환자는 73세 고령의 환자로서 중증근무력

증으로 진단받고 서양의학적 치료(경구용 스테로이드 

제제 복용)를 받던 중 양측 안검하수와 안검부종의 증

상이 회복되지 않고 있어 본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하

게 되었다.  2017년 8월 21일 초진시 안검하수, 안검부

종, 체력저하에 따라 증상 가중되고, 변당(便溏), 소화

불량, 右關脈沈遲無力 등의 증상이 있어  비위기허

증(脾胃氣虛證)으로 변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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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월수금), 10주간 치료를 진행하였는데, 매 내원시 

삼기활력약침을 양측 어요혈과 사죽공혈에 각 0.1ml 

씩 총 0.4ml를 시술하였고, 다른 침구치료는 하지 않았

다. 비위기허증으로 변증됨에 따라 감초, 녹용, 당귀, 

맥문동, 사향, 산양산삼, 오미자, 인삼, 홍삼으로 구성

된 삼기활력약침(대한약침학회)을 선택하여 시술하였

고, 비위기허증에 대표적으로 응용되는 보중익기탕에 

백부자 백강잠 조구등 천마 황정 육계 산사 신곡 맥아 

목통 택사 홍화 녹용을 가미하여 2017년 8월 22일부

터 매일 2첩 3회씩 30일간 복용하게 하였다.

상기환자는 2017년 8월 26일 네 번째 내원시 양측 

안검부종이 거의 소실되고, 눈꺼풀 움직임이 편해졌으

며, 소화불량, 변당, 기력저하 등의 증상들도 같이 완화

되었다. 그 이후로 2017년 10월 30일 치료종결할 때까

지 주소증인 양측 안검하수 및 안검부종 증상은 나타

나지 않았으며, 비위기허증의 제반증상들도 회복된 상

태로 유지되었다.

서양의학적으로 중증근무력증에 대한 치료는 콜린

에스터라제 저해제, 혈장교환술, 면역글로불린 정주요

법, 흉선을 가진 경우에 시행되는 흉선절제술, 그리고 

스테로이드 치료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1). 

중증근무력증에서 스테로이드의 사용원칙은 다른 

면역기전에 의한 전신질환이나 근신경계 질환과 동일

하다. 스테로이드 치료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치료 초

기에 근력저하가 심해지는데 있다고 한다17). 배 등9)은 

고령이면서 심한 근무력 증상과 장애를 갖고 있는 특

히, 안구나 사지 위약 증상보다는 구근(bulbar) 증상이 

주 증상이었던 중증근무력증 환자에게 prednisone을 

투여할 때 악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고 보고하였다. 

본 증례의 환자는 질환 초기에 발생되었던 복시증상

은 경구용 스테로이드제제 복용으로 회복되었으나 안

검하수 및 부종이 남아 있는 상태였다. 배 등9)이 보고

한 바와 같이 경구용 스테로이드제제 복용으로 증상이 

악화될 우려가 있긴 하지만 약 3개월 동안 복시 등의 

증상이 개선되었고 별다른 부작용 등이 없는 점으로 

볼 때 경구용 스테로이드제제 치료를 중지시킬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상기환자가 호소하는 안검

하수와 안검부종을 포함한 비위기허증으로 변증되는 

증상들을 고려할 때 경구용 스테로이드제제 복용만으

로는 증상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원에서

는 비위기허증 치료에 해당하는 보중익기탕가미방을 

투여하면서, 비위기허증 등에 효과적인 약재들로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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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만들어진 삼기활력약침을 병행시술하였다.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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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월수금), 10주간의 치료결과 매우 양호하고 환자 본

인이 만족하는 수준의 치료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희귀난치질환을 자주 볼 수 없는 임상의이기에 본 

증례가 단일 증례라는 점에서 중증근무력증에 대한 한

의학적 치료효과를 평가하는데에 매우 한계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고령의 중증근무력증 환자에 

있어서 한약치료와 약침시술 등의 한의학적인 치료를 

병행한다면 중증근무력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

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앞

으로 희귀난치질환들에 대한 적극적인 한의학적인 치

료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임상이 이

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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