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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port

한의학적 복합치료에 의해 호전된 척추수술실패증후군(Failed
Back Surgery Syndrome)환자 10례: 후향적 증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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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 This study is an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reatments combined with Korean
medical methods, such as relaxative Chuna and Gangchuk herbal medicines, for patients with
failed back surgery syndrome.
Methods : In this study, medical records of ten patients who experienced failed back surgery
syndrome and participated in intensive Korean medical treatment were reviewed. All patients
received relaxative Chuna and acupuncture along with Gangchuk herbal medicines during
hospitalization. Numeric rating scale(NRS) in the degree of 0 to 10, pain-free walking
distance(PFWD) and oswestry disability index(ODI) were measured before and after treatments.
Results : The patients were hospitalized for an average of 22 days. The average NRS of lumbar
pain in all patients decreased from 7.7±1.6 to 3.2±2.2 and the average NRS decline of leg
pain was from 7.7±1.7 to 3.2±2.2, both of which indicate statistical significance(p < 0.05).
PFWD in all patients increased from 113.3 m to 798.1 m on average. The average ODI in all
patients significantly improved from 63.9±7.0 to 43.9±6.9(p < 0.05).
Conclusions : The treatments combined with Korean medical methods for failed back surgery
syndrome patients are clinically effective and viable.
✱ Corresponding author :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Gachon University, 1342, Seongnam-daero,
Sujeong-gu, Seongnam-si, Gyeonggi-do, 461-701,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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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척추수술실패증후군(failed back surgery syndrome,
FBSS)이란 증상의 호전을 목적으로 한 번 이상의 척추 수
술 이후 좌골신경통의 유무와 관계없이 요통이 지속되거나
새로이 요통이 발생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말이다1).
척추수술실패증후군의 발병률은 논문마다 약간의 차이
는 있지만 10~15 % 비율로 다소 높은 편이다2).
척추수술실패증후군의 치료는 보존적 치료와 비보존적
치료로 구분되는데, 환자의 병력, 이학적 소견, 자기공명영
상 소견, 심리검사 등을 이용한 환자의 재평가를 통해서 치
료방법을 선택하게 된다3).
보존적 치료로는 약물치료, 운동치료, 물리치료, 심리치
료(psychological therapy, CBT) 등이 있다.
비보존적 치료로는 신경차단술, 경막외주사, 경막외유착
박리술, 척수자극법(spinal cord stimulator, SCS), 재수술
등이 있다4-7). 재수술은 성공확률이 22-40 % 정도로 낮은
편이다8). 우선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고 증상의 호전이 없
을 때는 수술도 고려해야 한다.
척추수술실패증후군의 한의학 치료방법은 보존적 치료
의 일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국내의 여러 논문에서 척추
수술실패증후군의 한방치료 효과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다.
12경근 이론에 근거한 아시혈 뜸치료의 효과를 보고하기도
하고, 침이나 봉침, 추나치료 및 약물치료 등의 한의학적
복합치료를 통한 효과 보고도 있다9,10).
다양한 한의학적 보존적 치료방법으로 좋은 결과를 보여
주지만 척추수술실패증후군으로 요추 척추관 협착증 진단
을 받은 환자군만을 대상으로 치료 효과를 보여 준 예는 드
물다.
이에 저자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강남모커리한방병원에서 척추수술실패증후군으로 요추 척
추관 협착증으로 진단을 받은 1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관찰연구를 실시하여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
는 바이다.

Ⅱ. 치료 및 방법
1. 연구 대상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기간 동안 강남모
커리한방병원에서 요추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고 2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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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입원하여 보존적 복합치료를 받은 환자 중 입원 전 추간
판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척추 전방 전위증 등의 요추 질
환으로 1회 이상 허리 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으며, 입원과
퇴원 시의 상태 및 호전도를 설문지에 상세하게 기재한 10명
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후향적 증례연구로서, 강남모커리한방병원에
서 요추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요추 질환으
로 수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지만 수술 이후에도 통증으로
인해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 10명의 의무기록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모든 통계는 SPSS 12.0 Windows 프로그
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3. 치료 방법
1) 추나치료(이완 추나)
Ergo StyleTM FX.-5820 table(Chattanooga Group.
USA.) 위에 각 환자는 복와위 상태로 유지하였다. 이후
COX 기법 및 수기요법으로 5~15° 각도로 요추를 20회/분
의 속도로 굴곡 및 신전시켜 요추의 주요 근육들(요방형근,
광배근, 능형근, 척추 기립근 및 척추 심부 근육 등)과 골
반의 근육들(대둔근, 중둔근, 소둔근, 이상근 등)을 이완시
키는 방식으로 치료하였다. 치료는 매번 15분씩 진행되며
주 5회 실시하였다.

2) 한약치료
각 환자는 강남모커리한방병원 원내처방인 120 g의 강
척탕이나 강척제통탕과 4 g의 강추환을 매일 식후 30분에
3회 복용하였다.
강척한약의 주요 구성 약재는 현지초ㆍ마가목ㆍ우슬ㆍ
구척ㆍ오가피ㆍ방풍ㆍ두충ㆍ백출ㆍ독활 등이다.

3) 약침치료
각 환자에게 주 7회 약침학회에서 구입한 황련해독탕 약
침을 요천추 극돌기 및 극간인대와 함께 족태양 방광경상
경혈 좌우에 각 0.1 cc씩 주입하였다.
치료에 사용된 경혈은 腎兪(BL23)ㆍ氣海兪(BL24)ㆍ大腸兪
(BL25)ㆍ關元兪(BL26)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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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침치료
각 환자들은 일요일은 1회, 일요일을 제외한 요일에 총
2회씩 주당 13회, 동방침구제작소 일회용 호침(0.25 ×
40 mm stainless steel)으로 요부치료에 상용되는 경혈을
취혈하여 15분간 유침하였으며, 환자에 따라 전기침자극이
나 온열자극을 추가하였다.
치료에 사용한 경혈은 腎兪(BL23)ㆍ氣海兪(BL24)ㆍ大腸兪
(BL25)ㆍ關元兪(BL26)ㆍ(肓門(BL51)ㆍ志室(BL52)ㆍ委中
(BL40)ㆍ陽陵泉(GB34)ㆍ崑崙(BL60) 등이다.

5) 물리치료
각 환자는 하요추부, 둔부, 천장관절 주변을 극초단파
요법을 5분간, 경근 저주파요법과 전자기장요법 및 hot
pack을 각 10분간 주 6회 진행하였다.

4. 평가 방법

Ⅲ. 증례 및 치료 결과
1. 각 증례의 병력 및 입원시 증상
1) 증례 1(유〇〇, 여성, 78세)
low back pain(LBP), both buttock pain, Lt lower leg
numbness를 호소하는 환자로 2001년에 L4/5 척추관 협착
증 진단을 받고 1회 L4/5 posterior lumbar interbody
fusion(이하 PLIF)하였다. 수술 이후 통증 없이 생활하다
가 요통과 양측 하지 통증 및 비증이 재발하여 2009년에
수술 받은 부위 위아래로 척추관협착증이 또 생겼다는 소
견을 듣고 신경주사 치료 등을 받다가 한의학적 치료를
위해 2012년 5월 1일에 내원하였다. 수술 이후 L-spine
MRI 촬영 후 요추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았다(Fig. 1).
특이사항으로 당뇨와 체위성 현훈 치료약을 복용 중이었
다. 13일간 입원치료 했으며 입원당시 요통 NRS 5, 하지방
산통 NRS 5, PFWD 50 m, ODI 55였다.

1) 수치평정척도(numerical rating scale,
11)
NRS )
환자는 0(통증 없음)부터 10(극심한 통증)까지 나열된
여러 형태의 척도를 통해 통증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숫
자를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0~10까지의 숫자를 표시하여
통증의 강도에 따라 숫자로 응답하도록 하였다12).

2) Pain-free walking distance(PFWD)
보행 시작 후 처음으로 요부 및 하지부 통증을 느끼기 시
작한 시점의 거리를 측정하여 기록하였다.

3) 요통장애지수(oswestry disability index,
ODI)
설문지의 각 항목은 1~6번까지의 설문이 주어지고,
각각의 설문은 0점에서 5점의 점수를 의미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가 높음을 의미하는데, 선택한 항목의 점
수 합계를 총 점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계산한다. 계
산된 요통장애점수로 장애 정도는 5개로 분류되는데
0~20 %는 경미한 장애, 21~40 %는 중등도 장애,
41~60 %는 중증장애, 61~80 %는 지체부자유자 그리고
81~100 %는 누워만 있는 완전한 장애 또는 과장된 환자
로 나눈다13).

Fig. 1. L-spine MRI(2011. 5. 11)
a : L3~L4 stenosis. b : L4~L5 PLIF

2) 증례 2(김〇〇, 여성, 65세)
LBP, Lt leg pain & numbness를 호소하는 환자로 1998
년에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고 1회 L4~L5~S1 PLIF 수술을
1회 받았다. 이후 15년간 통증 없이 생활하다가 2013년 1월
에 허리 통증이 재발되어 검사한 결과 수술한 부위는 이상
이 없는데 다른 부위에 디스크가 발생했다는 소견을 듣고
수술 권유를 받았으나 거부하고 한의학적 치료를 위해 2013년
3월 22일에 내원하였다. 수술 이후 L-spine MRI 촬영 후
요추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았다(Fig. 2). 특이사항으로
자궁암으로 인한 자궁 적출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 23일간
입원치료 했으며 입원당시 요통 NRS 10, 하지방산통 NRS
7, PFWD 500 m, ODI 6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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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L-spine MRI(2013. 2. 12)
a : L3~L4 stenosis. b : L4~L5~S1 PLIF.

3) 증례 3(박〇〇, 남성, 58세)
LBP, Lt buttock pain, Lt leg pain & numbness를 호
소하는 환자로 2012년5월에 L5~S1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고 1회 L4/5 laminectomy 수술을 1회 받았다. 수술 이
후 통증 없이 생활하다가 요통과 좌측 하지부 통증이 재발
하여 2012년 12월말 L4~5수술 부위 아래가 좋지 않다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권유받았으나, 거절하고 이후 한의학
적 치료를 위해 2013년 1월 5일에 내원하였다. 수술 이후
L-spine MRI 촬영 후 요추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았다
(Fig. 3). 특이사항으로 고혈압과 통풍치료약을 복용 중이
었다. 22일간 입원치료 했으며, 입원당시 요통 NRS 8, 하
지방산통 NRS 9, PFWD 50 m, ODI 65였다.

Fig. 4. L-spine MRI(2013. 3. 25)
a : L4~L5 right foraminal stenosis. b : L4~L5 laminectomy.

NRS 9, PFWD 250 m, ODI 63이었다.

5) 증례 5(조〇〇, 여성, 81세)
LBP, Lt leg pain, both foot numbness를을 호소하는
환자로 2010년에 척추 전방 전위증 진단을 받고 L4/5
laminectomy 수술을 1회 받았다. 수술 이후 3년 정도 증상
이 호전되었으나 2013년 4월초 요통과 좌측 하지부 통증이
재발되어 검사 결과 척추 전방 전위증으로 11.5 mm 밀려
났다는 진단을 받고 한의학적 치료를 위해 2013년 4월 12일
내원하였다. 수술 이후 L-spine MRI 촬영 후 요추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았다(Fig. 5). 특이사항으로 고혈압과 당
뇨 치료약을 복용 중이었다. 28일간 입원치료 했으며 입원
당시 요통 NRS 8, 하지방산통 NRS 7, PFWD 0 m, ODI
58이었다.

Fig. 3. L-spine MRI(2013. 1. 5)
a : L3~L4 stenosis. b : L4~L5 laminectomy.

Fig 5. L-spine MRI(2013. 4. 12)

4) 증례 4(권〇〇, 남성, 77세)
LBP, both leg pain, Lt foot numbness를 호소하는 환
자로 12년 5월에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은 후 1회 L4/5
laminectomy 수술을 받았다. 수술 이후 통증 없이 생활하
다 요통과 양측 하지부 통증이 재발하여 한의학적 치료를
위해 2013년 3월 22일에 내원하였다. 수술 이후 L-spine
MRI 촬영 후 요추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았다(Fig. 4).
특이사항으로 고혈압과 현훈 치료약을 복용 중이었다. 17일
간 입원치료 했으며 입원당시 요통 NRS 9, 하지방산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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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L4~L5 stenosis & spondylolisthesis Gr 1.
b : L4-L5 laminectomy.

6) 증례 6(박〇〇, 남성, 72세)
LBP, both calf pain & numbness를 호소하는 환자로
2012년 10월에 척추협착증 진단 받고 L4/5 laminectomy
수술을 받았다. 이후 8개월 정도 증상 호전 중 요통과 양측
소퇴부 통증으로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척추 전방 전위증
진단과 함께 수술을 권유 받았으나 거절한 이후 물리치료
와 진통제 복용에 의존하던 중 한의학적 치료를 위해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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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6일에 내원하였다. 수술 이후 L-spine MRI 촬영 후
요추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았다(Fig. 6). 특이사항으로
고혈압 및 당뇨 치료약을 복용 중이었다. 23일간 입원치료
했으며 입원당시 요통 NRS 8, 하지방산통 NRS 8, PFWD
100 m, ODI 72였다.

이 상했는데 특히 요추 4~5번이 심하다는 진단을 받은 후
2차례 L4~L5 laminectomy 수술을 받았다. 수술 이후 통
증이 호전되어 8년 정도 통증 없이 생활하다가 2011년에
요통 및 양측 하지부 통증이 재발되어 신경성형술을 받았
고 증상이 있을 때마다 진통주사제를 맞거나 물리치료를
받거나 진통제를 복용하던 중 한의학적 치료를 위해 2013년
9월 30일에 내원하였다. 수술 이후 L-spine MRI 촬영 후
요추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았다(Fig. 8). 13일간 입원치
료 했으며 입원당시 요통 NRS 7, 하지방산통 NRS 7,
PFWD 0 m, ODI 78이었다.

Fig. 6. L-spine MRI(2013. 8. 26)
a : L4~L5 stenosis & spondylolisthesis Gr 1.
b : L4~L5 laminectomy.

7) 증례 7(이〇〇, 남성, 73세)
LBP, both leg numbness를 호소하는 환자로 1998년에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고 1회 L5-S1 laminectomy 수술을
받았다. 이후 12년간 증상이 호전되어 생활하던 중 2012년
에 요통과 양측 하지부 저림 증상으로 신경외과에서 물리
치료, 주사치료를 받고 진통제 복용을 하던 중 한의학적 치
료를 위해 2013년 9월 27일에 내원하였다. 수술 이후
L-spine MRI 촬영 후 요추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았다
(Fig. 7). 특이사항으로 고혈압 치료약를 복용 중이었다.
16일간 입원치료 했으며 입원당시 요통 NRS 5, 하지방산
통 NRS 5, PFWD 100 m, ODI 57이었다.

Fig. 8. L-spine MRI(2013. 9. 30)
a : L3~L4 stenosis. b : L4~L5 partial laminectomy at left.

9) 증례 9(김〇〇, 여성, 77세)
LBP, both buttock & leg & toe pain 및 numbness를
호소하는 환자로 2011년에 요추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
고 L4-5 PLIF 수술을 받았다. 이후 통증이 경감되어 생활
하다가 2012년에 요통과 양측 하지부 통증이 재발하여 정
형외과에 내원해 재차 요추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고 통
증이 있을 때마다 물리치료, 침치료, 진통주사치료, 진통제
복용으로 치료하다가 한의학적 치료를 위해 2013년 12월 3일
에 내원하였다. 수술 이후 L-spine MRI 촬영 후 요추 척
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았다(Fig. 9). 24일간 입원치료 했으
며 입원당시 요통 NRS 9, 하지방산통 NRS 9, PFWD 0 m,
ODI 62였다.

Fig. 7. L-spine MRI(2013. 9. 27)
a : L3~L4 stenosis. b~L5~S1 laminectomy.

8) 증례 8(권〇〇, 여성, 80세)
LBP, both buttock pain, both leg pain & weakness,
both knee pain을 호소하는 환자로 2003년에 허리뼈가 많

Fig. 9. L-spine MRI(2011. 1. 17)
a : L4~L5 stenosis. b : L4~L5 PL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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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기본적인 사항은 Table 1.에서 다시 정리해 보았다.

10) 증례 10(송〇〇, 여성, 75세)
LBP, Rt leg pain, Rt lower leg numbness를 호소하는
환자로 2011년에 T10과 L1에 압박골절 진단을 받고 총 2회
osteoplasty를 진행하였다. 2012년에 정형외과에서 재차
L4에 압박골절 진단을 받고 다시 osteoplasty를 진행하였
다. 이후 통증이 호전 유지되다가 요통과 우측 하지부 통증
과 비증이 재발하여 2013년 6월 11일에 정형외과에서 허리
협착증 진단을 받고 수술이 어렵다는 소견을 받았다. 이후
한의학적 치료 위해 2013년 6월 24일에 내원하였다. 수술
이후 L-spine MRI 촬영 후 요추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
았다(Fig. 10). 24일간 입원치료 했으며 입원당시 요통
NRS 8, 하지방산통 NRS 8, ODI 62였다.

2. 치료 결과
10명의 환자는 평균 22일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보존적
복합치료 전후의 NRS, ODI, PFWD를 측정하였다(Table
2, Fig. 11~18).

1) NRS
통증의 호전도를 평가하고 치료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
해서 치료 전후의 요통과 하지 방사통의 NRS 점수의 변화
를 각각 측정하여 paired t-test를 통해 확인하였다.
확인 결과, 요통의 치료 전후 NRS 변화는 환자군 전체
에서 평균 7.7±1.6에서 3.2±2.2로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
으며(p<0.001), 하지부 방산통도 치료 전후 NRS 변화는
환자군 전체적으로 평균 7.7±1.7에서 3.2±2.2로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다(p< 0.001)(Table 2).

2) PFWD
Fig. 10. L-spine MRI(2013. 6. 13)
a : L4-L5 stenosis. b : T10, L1, L4 osteoplasty.

증상의 호전도 평가 및 치료의 유의성 확인을 위해 치료
전후의 허리 통증 및 하지 방산통이 생기는 시점을 기준으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Age Sex

HP

Diagnosis before
surgery

Method of
surgery

Patient 1

78

M

13

L4/5 stenosis

L4~L5 PLIF

Patient 2

65

F

23

HIVD

Patient 3

58

M

22

Patient 4

77

M

Patient 5

81

Patient 6

Diagnosis
L3/4 stenosis

Pain-free No. of
time(year) surgery
3

1

L4~L5~S1 PLIF L3~L4 stenosis

15

1

HIVD

L4~L5
laminectomy

L3~L4 stenosis

0.6

1

17

HIVD

L4~L5
laminectomy

L4~L5 right foraminal
stenosis

0.6

1

F

28

Spondylolisthesis

L4~L5
laminectomy

L4~L5 stenosis &
spondylolisthesis Gr 1

3

1

72

M

23

Spondylolisthesis

L4~L5
Laminectomy

L4~L5 stenosis &
spondylolisthesis Gr 1

0.75

1

Patient 7

73

M

16

HIVD

L5~S1
laminectomy

L3~L4 stenosis

12

1

Patient 8

80

F

13

HIVD

L4~L5 partial
laminectomy L3~L4 stenosis
at left

8

2

Patient 9

77

F

24

Stenosis

L4~L5 PLIF

L4~L5 stenosis

2

1

Patient 10

75

F

24

Compression
fracture

T10, L1, L4
osteoplasty

L4~L5 stenosis

1

3

PLIF : posterior lumbar interbody fusion. HIVD : herniated inter vertebral disc. HP : hospitalizat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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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nges of Clinical before and after Korean Medical Combination Treatments
NRS(lumbar)

NRS(leg)

PFWD(m)

ODI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Patient 1

5

1

5

1

20

72

55

38

Patient 2

10

7

10

7

500

3000

67

53

Patient 3

8

1

9

1

50

150

65

45

Patient 4

9

4

9

4

250

540

63

48

Patient 5

8

4

7

4

0

150

58

43

Patient 6

8

4

8

4

100

1071

72

54

Patient 7

5

1

5

1

100

2000

57

32

Patient 8

7

1

7

1

0

100

78

37

0

100

Patient 9

9

3

9

3

Patient 10

8

6

8

6

7.7±1.6

3.2±2.2

7.7±1.7

3.2±2.2

Mean
*

p-value

5.83E-06

2.220E-05

113.3

798.1

62

45

62

44

63.9±7.0

43.9±6.9

0.0553

2.4676E-05

* : p-value by paired t-test in before and after treatment. NRS : numerical rating scale.
PFWD : pain-free walking distance(neurogenic claudication distance). ODI : oswestry disability index.

Fig. 11. Changes of NRS(lumber) score before
and after treatments

Fig. 12. Changes of NRS(leg) score before and
after treatments

Fig. 13. Changes of PFWD before and after
treatments

Fig. 14. Changes of ODI before and after
trea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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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PFWD를 각각 측정하여 paired t-test를 통해 확인하
였다. PP
그 결과 치료 전후로 전체적으로 평균 113.3 m에서
798.1 m로 보행거리 증가를 확인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
의성 있게 증가하지는 않았다(p> 0.05)(Table 2).

3) ODI
통증을 포함한 생활의 질의 향상 정도를 평가하고 치료
의 유의성 확인을 위해 치료 전후의 ODI 점수의 변화를 각
각 측정하여 paired t-test를 통해 확인하였다.
결과를 보면 요통의 치료 전후 ODI 변화는 환자군 전체
적으로 평균 63.9±7.0에서 43.9±6.9로 유의성 있게 감소
하였다(p< 0.001)(Table 2).

Fig. 15. Box plot showing the changes of
NRS(lumbar) score between before and after
treatment
There is significant improvement(p<0.001).
* : represent the average of NRS(lumbar) score.

Fig. 17. Box plot showing the changes of
PFWD between before and after treatment.
There isn’t statistically significance(p>0.05).
* represent the average of PFWD.

Fig. 18. Box plot showing the changes of ODI
between before and after treatment
There is significant improvement(p<0.001).
* : represent the average of ODI.

Ⅳ. 고찰 및 결론

Fig. 16. Box plot showing the changes of
NRS(leg) score between before and after treatment
There is significant improvement(p<0.001).
* : represent the average of NRS(Leg)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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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년 Mixter와 Barr14)에 의해 추간판 탈출의 개념이
도입되고 수술적 처치에 의해 치료 가능한 질환으로 인식
된 이후 많은 사람들이 척추수술을 받아 왔다.
특히, 척추진단을 위한 첨단장비의 개발로 인해 척추질
환 환자의 수가 급증하고 또한 척추 수술기기의 발달로 척
추 질환의 수술적 처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15).
증상의 호전을 목적으로 한 번 이상의 수술 후에도 지
속적인 혹은 재발성 동통이나 신경 증상을 호소하는 질환
군을 척추수술실패증후군이라 지칭하며, 발병률은 저자
마다 차이는 있지만 6~40 %까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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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일반적으로 15 % 이상의 높은 빈도로 발생된다고
한다2,15).
FBSS은 원인에 따라 수술 전, 수술 중, 수술 후 요소들
로 크게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수술 전 요소로 걱정이나
우울 등과 같은 환자 개인의 정신적인 문제 또는 소송이나
보상과 같은 문제와도 결부될 수 있다. 또한, 이미 재수술
을 받거나, 수술이 필요 없거나, 불가능한 환자를 선택하였
거나, 또는 부적절한 수술 방법을 선택한 것은 FBSS의 수
술 전 원인이 될 수 있다. 수술 중 요소로는 저급한 수술기
술, 부정확한 위치의 수술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
술 후 요소로는 진행형 질환, 경막외 섬유화, 새로운 척추
불안정성, 감염이나 신경 손상과 같은 합병증 등을 들 수
있다1).
FBSS의 진단을 위해서 수술 전의 상태, 수술의 종류, 그
리고 통증의 양상과 같은 환자의 병력이 가장 중요하다. 환
자의 병력과 함께 이학적 검진과 굴신 및 측면 단순 방사선
촬영을 이용하여 일차적으로 검사가 진행되며 잔존 탈출
추간판, 감염 및 비후성 반흔조직이 예상된다면 증강 자기
공명영상촬영을 통해 확인하고 협착이 의심될 때 전산화단
층촬영을 사용할 수 있다16).
FBSS의 치료는 보존적 치료, 중재적 치료 및 수술적 치
료로 분류된다. 보존적 치료는 크게 약물치료, 물리치료,
심리치료로 구분되는데, 약물치료는 acetaminophen,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cyclooxygenase-2
inhibitors, tramadol, muscle relaxants, antidepressants, gabapentinoids, opioids 등과 같은 약물들이 사용
되고 물리치료는 운동 및 물리요법, 카이로프렉틱, 마사지,
침치료, 저주파자극기, 요가, 간섭전류치료 등의 방법이 사
용된다. 마지막으로 심리치료(CBT)4)로 인지행동치료, 교
육치료, 요통학교 등이 있다1). 중재적 치료로 후관절 신경
차단술, 천장관절 주사술, 경막외주사5), 경막외유착박리술6)
이 있으며, 수술적 치료로 척추자극법7), 척추강 내 약물 전
달 시스템, 재수술 등이 있다. 재수술의 경우 성공확률이
22~40 % 정도로 낮은 편이다8). Waddell et al17)은 2차 수
술 후 50~60 %, 3차 수술 후 70~80 %, 4차 수술 후
80~90 %의 실패율을 경험하고 수술이 거듭될수록 성공률
이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
FBSS의 한의학적 치료 방법으로 한약치료, 물리치료,
침치료, 약침치료, 전침요법, 온침요법, 추나요법, 뜸치료
등을 제시하였다18). 국내에서 발표된 논문 중 FBSS환자에
대한 보존적 치료의 비율이 77 %로 수술적 치료에 대한 비
율보다 많았으며, 보존적 치료 중 한의학적 치료가 23 %를
차지한다는 보고19)에서 알 수 있듯이 FBSS에 대한 보존적
치료의 비율이 높은 편이고, 그 중 한의학적 치료가 차지한

비율 또한 낮지 않다. 한 저자는 12경근 이론에 근거한 아
시혈 직접구 단독치료 효과를 보고하였는데, NRS는 10.0
에서 4.2로, ODI는 37.0에서 20.6으로, 우울증 척도 beck
depression inventory(BDI) 점수는 20.6에서 12.0으로,
전반적 건강 수준 short form 36 health survey(SF-36)
점수는 42.2에서 62.6으로, 수면장애 척도 pittsburgh
sleep qualityindex(PSQI)는 8.6에서 5.2로 호전되었다고
보고하였다10). 한 저자는 FBSS 환자에 대한 침, 봉침, 추
나치료 및 약물치료 등의 한의학적 복합치료를 통한 치료
효과를 언어수치평정척도(verbal numerical rating scale,
VNRS)가 평균 8.5에서 2.5로 감소한 결과를 보고하였다11).
또 약침치료를 통해 ODI 및 NRS에서 호전된 사례도 보고
되었다20).
본 연구는 FBSS 환자 중 요추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
은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의학적 복합치료 효과에 관한 후
향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에서는 침치료, 약침치료,
한약치료, 추나치료, 물리치료 등의 한의학적 복합치료를
사용하였다. 침치료는 요추 L3~S1 극골기 및 극간인대,
방광경상 경혈을 치료했으며 약침치료는 척추질환에 효과
가 있다고 보고된 황련해독탕약침으로 진행하였다21). 한
약치료는 진통과 항염증에 효과가 보고된 현지초22)와 파
골세포의 활성도를 낮추고 연골세포의 분화를 촉진하여
뼈 손실과 연골손상을 막는 마가목을 주요 약물로 사용하
는 강척약물을 사용하였다. 추나치료(이완추나)는 경근추
나에 해당하는 굴곡신연법과 유사하다. 굴곡신연법은 고
착된 후관절을 열어 요추의 배열을 도와주고 척추관절과
인대를 신전시켜 척추관절의 올바른 위치와 운동을 회복
시켜 통증을 줄여준다23). 본 연구에서 시행한 이완추나는
요척추 주변 근육의 경결된 근육과 인대를 COX 기법으로
이완시켜 국부순환을 도와 손상조직의 회복을 촉진시키고
통증을 제거해 준다.
본 연구의 치료결과에 대한 분석은 수치평정척도 NRS,
ODI, PFWD를 조사하여 진행하였다. 수치 평정척도 NRS
와 요통장애지수 ODI는 SF-36 설문지와 더불어서 신체의
통증과 물리적ㆍ사회적 기능에 대한 평가에 민감도가 높다
고 보고된 바가 있다24). 또한, 파행적 보행이 특징인 요추
척추관 협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를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PFWD를 조사하였다. 협착증의 진단에 총 보행거
리, 통증 없는 보행거리, 보행 후 회복시간 등은 방사선 검
사보다 위양성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보고가 있다25). 이에
본 연구는 요추 협착증 치료 전후의 상태를 PFWD를 통해
비교하였다.
한의학적 복합치료 결과, 요통의 치료 전후 NRS는 환자
군 전체 평균이 7.7±1.6에서 3.2±2.2로 유의성 있게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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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p<0.001), 하지부 방산통도 치료 전후 환자군 전
체 평균이 7.7±1.7에서 3.2±2.2로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
다(p< 0.001)(Table 2). 요통과 하지 방사통의 치료 전후
NRS는 평균적으로 5.0의 유의미한 감소를 나타내었다. 이
는 한의학적 복합치료를 통해 통증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치료 전후의 PFWD는 전체적으로 평균 113.3 m에서
798.1 m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게 증가하지는 않았다(p>0.05). 검사 결과가 통
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복합적 치
료 이후에 PFWD의 증가는 한의학적 복합치료가 요추 척
추관 협착증 환자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음을 보
여준다. 협착증의 진단 중 2단계 운동 부하 검사가 러닝머
신에서 진행되며 증상발현 및 악화시간, 총 보행시간, 보행
후 회복시간 등을 검사하여 보다 객관적인 상태로 진행되
는 반면 본 연구는 평지에서 환자의 보행거리만을 측정했
다는 한계점이 있지만 PFWD의 증가는 고무적인 결과라
볼 수 있다.
요통의 치료 전후 통증에 대한 ODI는 환자군 전체적으
로 평균 63.9±7.0에서 43.9±6.9로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
다(p< 0.001). 이는 평균적으로 20 정도 ODI가 감소한 결
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기존 국내에서 발표한 뜸, 복합치료
등의 한의학적 치료9,10)를 통한 FBSS환자 치료효과보다 높
은 수치이다. ODI는 보행거리나 수면 시간 등의 내용을 바
탕으로 평가하는 설문지로 환자의 주관적인 통증 상태를
표현한 NRS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어 타 연
구와의 비교도 쉽다. 본 연구에서 ODI의 감소는 FBSS환자
중 요추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군
을 대상으로 한 한의학적 복합치료가 상당히 효적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본 연구는 입원 시와 퇴원 시의 치료 전후의 지표만을 비
교하였기 때문에 FBSS의 치료효과 평가에 소요되는 6개월
이상의 추적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한계성이 있
다. 또한, 환자군의 입원기간, 성별, 연령, 수술의 종류, 수
술 횟수, 수술 재발 시간 등의 차이와 함께 적은 표본으로
인해 정량화된 결과를 얻을 수는 없었다. 치료 이후 평가에
서 통증관련 지표 이외에 전반적인 건강수준을 나타내는
SF-36과 같은 설문지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여부를 조사하
지 못했으며, PFWD의 측정에 서도 모든 환자가 동일한 조
건하에 실행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현 시점에서
향후 과제로 남겨두고 차후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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