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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척추신경근(spinal nerve root)에서 발생하는 통증은 

복합적인 병리현상으로 나타난다. 원발성으로 추간

판 protrusion, prolapse 및 extrusion에 의해 직접적으

로 경막과 신경조직이 압박을 받아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척추 및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에 의해 척추신

경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 안에서 신경근이 압박되면 

척추관(spinal canal), 외측오목(lateral recess), 추간공

(intervertebral foramen), 추간관절(facet joint; interver-

tebral articular joint) 등에 위치하고 있는 신경조직에

서 화학적-기계적 변화가 연쇄적으로 일어나 간접적

으로 신경근 병변을 일으키고 속발성 신경근성 통증

을 일으킬 수 있다. 신경근성 통증을 이해하려면 신

경근의 정상 및 비정상적 해부학, 생체역학, 병리학

을 알아야 한다. 또한 척추부위별 차이점을 이해하

고 평가할 수 있어야 감별 진단과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저자는 신경근성 통증의 감별진단에 대한 최

신 지견을 문헌적 고찰과 함께 기술하고자 한다.

본      론

    해부학

  척추관, 외측 오목, 추간공: 태생학적으로 요-천추

관은 태아 첫 14주간에 발생한다. 이후 요추관은 천

추관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생후 12개월에 제 3 및 

제 4 요추부의 척추관은 성인과 같은 크기로 성장한

다, 따라서 아 초기에 뼈 성장 장애가 있으면 요

추 상부에서 척추관, 외측오목, 추간공 안의 있는 신

경조직이 압박을 받게 되기 쉽다, 반면 제 5 요추는 

서서히 성장하여 5세까지도 성인과 같아지지 않고 

태아와 아시기에 성장이 늦었더라도 10세까지 만

회할 기회가 있다.1)

  척추횡단면은 척추관 중심관, 외측오목, 추간관절

(외측오목 뒤), 척추체(외측오목 앞) 역으로 나눌 

수 있다. 신경근은 경막을 빠져 나와 외측오목을 통

과하여 추간공으로 나가는데 위쪽 척추경(pedicle)에 

가까이 지나간다, 요추신경근은 추간공 바깥 역으

로 나가서야 척추뼈의 굴레를 벗어난다.

  척추측면은 횡으로 상척추경, 디스크, 하척추경의 

세 수준으로 나눌 수 있다(Fig. 1). 척추체, 뒤세로인

대(후종인대; posterior longitudinal ligament; PLL), 정

맥얼기(venous plexus)가 각 수준의 앞쪽 경계를 이

루게 된다. 상척추경 수준에서는 척추경, 관절돌기, 

척추뼈고리판(lamina), 황색인대, 및 지방조직이 척추

관의 뒤쪽 경계를 이루게 된다. 추간판, PLL, 추간관

절낭(zygapophyseal joint capsule), 황색인대가 추간판 

수준에서 척추관의 앞 뒤 경계를 이룬다. 하척추경 

수준에서 횡돌간막(intertransverse membrane), 하추간

관절돌기, 황색인대, 지방조직이 뒤쪽 경계를 이룬

다. 따라서 척추관 내에서 추간판 변형 뿐 아니라 

뼈와 연부조직의 비후가 신경조직의 압박을 초래할 

수 있다.
2,3)

  퇴행성 골극 형성: 척추체의 퇴행성 변화는 척추

관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분절의 과잉운동을 

초래함으로써 불안정성을 증가시키게 된다. 이러한 

과잉 운동에 대항하여 추간판의 섬유화 및 높이 감

소가 점진적으로 일어나 분절을 안정화시키려 한다. 

이 과정에서 척추체 경계부위의 전, 후, 외측에서 골

극(lipping)이 형성되는데, 이러한 변화가 직접 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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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에 관여하지는 않으나, 척추관의 직경을 좁게 

하고, 경막과 마미총을 압박하며, 경막내압을 증가시

키고, 신경근성 통증을 야기할 수 있다.
4)

  뒤세로인대(PLL): PLL은 척추체의 뒷쪽(척추관의 

앞 경계)을 상하로 주행하게 된다. PLL은 두 개의 

층으로 구성된다. 표층은 8-10 mm의 넓이로 경추

에서 천추까지 주행하고, 모래시계형태를 하고 있으

며, 추간판 섬유테(annulus)의 뒷부분에 붙어 있다.
5)
 

심층은 매우 좁고(넓이 2-3 mm), 섬유테와 척추체

의 외측에 붙어 있다. PLL에는 침해 수용기들이 많

고 substance P (sP), calcitonin gene related peptide 

(CGRP), nitric oxide (NO)를 함유하고 있는 것이 밝

혀졌고, 이는 염증성 및 교감신경성 감작으로 요통

이 생긴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6,7)

  Hoffmann 인대: Hoffmann인대는 PLL의 표층과 경

막을 연결하며(Fig. 2), 이 인대의 섬유는 추간판섬유

테 복합체 뒤로 융합되어 있고, 경막에 연접하여 아

래쪽으로 이어져 있다. 이러한 인대들의 부착 형태

와 모양에는 상당한 해부학적 변이가 존재한다. Hof-

fmann인대는 앞쪽으로는 경막을 척추체에 연결하여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며 신경외막(epineurium)과 경

막으로부터 척추관으로 압력을 전달하게 된다.8)

  외측 Hoffmann인대(interforaminal ligament)는 요부 

경막의 신경근소매(root sleeve)를 추간공에 착시켜

주며, 추간판 탈출과 신경근소매의 후방전위를 감소

시킨다. Hoffmann인대와 외측 Hoffmann인대가 경막, 

PLL 뿐 아니라 신경근까지 장력을 가하게 되면 비

신경근성 연관통을 일으킬 수 있다. 이는 화학적으

로 활성화된 신경근 소매와 PLL에 기계적 민감성이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자극에 의해 일어난다

(Fig. 3).
9,10)

  횡돌간막: 횡돌간막(intertransverse ligament)은 요추

Fig. 1. Lateral view of the boundaries of an intervertebral 

foramen. (1)&(5) Pedicle, (2)&(4) back of verte-

bral body, (3) intervertebral disc, (6) Ligamentum 

flavum, (7) Zygapophysial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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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nnections and container of the L4 root. (1) Root, 

(2) Posterior longitudinal ligament, (3) Hoffman's 

ligament, (4) Interforaminal ligament, (5) Superior 

articular process, (6) Inferior articular process, (7) 

Ligamentum flav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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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lationship of a 1st degree affliction on the L4 

root. (1) Intervertebral disc, (2) Hoffman's liga-

ments under tension load, (3) Interforaminal 

ligaments under tension load, (4) Disc protrusion, 

(5) L4 root under tension load with resulting 

ventral transverse compression stress.

(2)

(1) (5)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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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횡돌기 사이에 위치하며, 추간관절의 외측면과 

pars interarticularis의 사이에 있으면서 콜라겐 막, 신

경공 외측 지방조직 및 결체조직 등과 함께 후근신

경절과 신경근을 감싸는 역할을 한다. 결과적으로 

횡돌간막에 장력을 주면 후근신경절에 자극이 간

다.
11)

  황색인대: 황색인대는 추간관절의 앞쪽 피막과 합

쳐져서 척추판 사이에 위치하며, 척추관 뒷부분을 

막는 역할을 한다(Fig. 2). 황색인대는 탄력소 섬유가 

많이 함유되어있기 때문에 관절피막과 같은 유연성

을 유지하면서 척추 후부 횡축운동에 대해서도 안

정된 탄력을 유지해준다. 또한 척추의 모든 자세에

서 어느 정도 장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추간관

절 앞쪽 피막의 위치를 유지해 준다. 그러나 만성 

염증이나 과잉운동으로 황색인대가 비후되면 신경

근 압박 증후군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

다(Fig. 4).
12)

  추간관절돌기: 요추분절 과잉운동은 추간관절돌기

의 비후성 변화를 초래하며, 이와 함께 발생한 퇴행

성 추간판 탈출은 척추관, 외측오목 및 추간공 역

의 단면적을 감소시킨다. 요추 신전이나 척추방향의 

하중으로 인해 단면적 감소는 더욱 심해져서 골협착 

변화에 의해 간헐적 신경성 퇴행(intermittent neuro-

genic claudication; INC)과 신경근 압박 증후군(nerve 

root compression syndrome; NRCS)을 야기할 수 있

다. 퇴행성 추간판 변화에 의해 추간간격이 좁아지

면 상관절돌기는 추간공 출구로 점차 옮겨올 수 있

고 이로 인해 척추관 전후 반경이 줄어들어서 신경

근이 앞뒤로 눌릴 수 있다(Fig. 4).13-15)

  정맥얼기: 경막외강의 아래, 위로 진행하는 정맥들

이 미로와 같이 얽혀서 정맥얼기(plexi of Batson)를 

이룬다. 대부분의 정맥들은 PLL/섬유테를 가로질러서 

척추체로 들어간다. 척추체에서 나온 정맥혈은 양

공(nutrient foramina)을 통해 정맥계로 이어진다. 그러

나 복압의 변화에 의해 반대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어

서 전체 정맥얼기는 척추 주위의 압력을 안정시키기 

위한 ‘reservoir'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16,17)

  정맥얼기에는 판막이 없기 때문에 배출이 잘 안되

어서 팽창되기 쉽다. 특히, L3-4 및 L4-5에서 자주 

보이며 퇴행성 변화에 의한 척추관 협착과 같이 나

타난다. 정맥 울혈이 있으면 염증반응, 섬유화 및 경

막외강 압력 증가 등을 유발 할 수 있는데, 척추의 

여러 부위에 나타날 경우 INC 또는 NRCS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기전에 의해 증상이 생긴 경우 견

인이나 복부 안정 운동을 통해 압력 경사를 변화시

킴으로써 정맥 울혈을 막으면 증상의 호전을 볼 수 

있는 것이다.18,19)

  지방조직: 후경막외강의 지방 조직은 척추판 arch

의 뒤쪽 삼각형 안에 위치하며, 앞쪽으로는 경막, 외

측으로는 척추판, 뒤쪽으로는 황색인대에 연결되어 

있다.
5)
 황색인대와 붙은 부위로는 작은 동-정맥이 

지나간다. 추간판 병변에 2차적으로 지방체가 비후

될 수 있으며, 또한 상체를 신전시킬 때 지방체가 

앞쪽으로 불거져서 동적인 협착을 일으킴으로써 INC

와 NRCS을 야기할 수 있다. 반대로, 경막내 마취제

를 투여하면 지방체가 위축되어 신경근을 누르는 것

을 줄일 수 있다.

  뇌막: 척추의 뇌막들(경막, 지주막, 연질막)은 척수

를 보호하는 피막을 형성하며 치상인대로 척수에 고

정되어있다. 형태학적으로 경막은 3개의 서로 구별

되는 교원질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원질층은 탄력

소 섬유 사이에 퍼져있으며 자세변화가 있을 때 경

막이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준다. 교원질은 

78-82개의 얇은 실로 짜여진 판이 종적인 방향으로 

Fig. 4. Relationship of a 2nd degree affliction on the L4 

root. (1) Degenerative loss of Intervertebral space, 

(2) Slackened nerve root, (3) Degenerative inter-

vertebral disc, (4) Flattened disc bulging resulting 

ventral compromise of root container, (5) Inflam-

matory irritable focus in root zone of lability, (6) 

Hypertrophic ligamentum flavum and (7) Ventral 

cranial migration of superior articular process 

resulting dorsal compromise of root container.

(2)
(6)

(7)

(1)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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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종방향으로 가해지는 힘에 대한 신장내력

을 증강시키는 작용을 한다. 또한, 섬유조직이 척추

를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리면서 둘러싸고 있기 때문

에 횡 방향에 대한 신장내력도 가지게 되어 신경조

직을 보호하는 작용을 한다. 경막의 구성 성분 중 

7-14%가 탄력소이기 때문에 신전성은 적다.
20-22)

  머리쪽으로는 소후두직근(rectus capitis posterior minor 

muscle; RCPM)이 후두하 경막과 뒤환추후두막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두개 내 척수경질막(craniale durae 

matris spinalis)과 함께 상부 경추 운동 시 경막이 안

으로 접히는 것을 예방해준다. RCPM은 다수의 기계

적 수용체들을 가지고 있어서 경막이 안으로 접히는 

것에 대한 보호 작용뿐만 아니라 유사 편타성 손상에 

의한 고유감각장애에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2)

  경막낭은 제2천추까지 내려가면서 척수원뿔과 마

미까지 둘러싼다. 신경근다발이 외측으로 빠져나가

는 부위는 연질막-지주막이 합쳐져 있고 신경근이 

수막낭을 빠져 나올 때 경막에 깊은 고랑(sulcus)이 

생기게 된다. 경막낭으로부터 후근신경절 근위부까

지 1-2 cm 정도의 부분을 신경근이라고 한다. 이 

부위의 경막구조를 경막신경근소매(dural root sleeve)

라고 하는 데, 2개의 분리된 전-후 신경근이 소매 

안에 들어있는 모양을 하기 때문이다(Fig. 5).

  Dural sleeve는 추간공 역의 외측 경계까지 이어

지고, 경막이 신경외막과 합쳐진다. 아래로 내려갈수

록 신경근과 경막낭이 이루는 각도가 직각에 가깝게 

된다. 신경근 출구도 위치가 조금씩 달라져서 L1 

신경근과 소매는 L1 척추체의 등쪽으로 나가게 되

지만, L5 신경근은 L4-5 추간판의 등쪽으로 나가게 

된다.

  뇌경막 및 복측 경막은 체성감각신경 및 내장성 

원심성 신경 분포를 풍부하게 받고 있는 것과 달리 

등쪽 경막은 배쪽 경막 얼기(ventral dural plexus)로

부터는 거의 신경분포를 받지 않는다. 동척추신경

(sinuvertebral nerve)은 경막얼기로 들어가는 부위에

서 위 또는 아래로 4-5 척추높이까지 진행하기도 

한다. 또한 뇌경막, 복측 및 외측 경막에는 등쪽 척

추 경막보다 sP 및 CGRP가 훨씬 많이 분포한다.
7,23)

 

따라서 복측 및 외측 경막에 오랫동안 화학적 또는 

기계적 자극이 가해지면 비신경근적인 연관통이 생

기게 된다. 동척추신경은 꼬불꼬불하게 말린 구조를 

하고 있어 경막의 굴곡, 신전운동에도 그 길이가 조

절될 수 있게 해준다.
24)
 반흔조직으로 인해 이러한 

운동성이 제한 받으면 비신경근성 연관통이 증가되

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신경근의 양공급은 외인성, 내인성 혈관들로부

터 확산에 의해 양공급을 받는다. 외인성으로 복

강내 큰 혈관에서 나온 가지, 척수 동맥, 신경근을 

둘러싸는 모세혈관망에 의해 혈액공급을 받는다. 척

수신경이나 척수경막이 받는 혈관공급에 비하여 신

경근으로의 혈관분포는 적은 편이어서 요추의 퇴행

성변화나 염증반응에 의한 “신경-허혈” 반응이 일어

나기 쉽다. 경막소매 원위부는 뇌척수액이 적고 모

세혈관으로부터의 관류가 적기 때문에(“불안정 

역”) 이 부위의 신경근은 가속자극에 취약하여 이로 

인한 기계적 민감도가 크다.
10,25)

  후근신경절(Dorsal Root Ganglion): 후근신경절의 

크기는 척추높이에 따라 달라진다. 요추에서의 후근

신경절의 크기는 S1까지는 계속 커지다가 미추에 이

르기까지는 다시 작아진다(L1; 7 × 5 mm, S1; 13 

× 6 mm). 또한, 신경절의 위치도 척추높이에 따라 

달라진다. 요추 신경절의 90%는 척추경의 직하방에 

위치하지만, 8% 정도는 척추경의 하방 외측에, 2%

는 외측오목 내에 척추경보다 내측에 위치한다. 

Ohmori 등은
26)
 추간공에서의 신경절의 위치가 추간

Fig. 5. A sketch of a lumbar spinal nerve, nerve roots, 

and meningeal coverages (From Reference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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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탈출증 정도에 향을 미친다고 하 으며, 신경

절이 근위부에 위치할수록 자극의 위험이 커진다고 

하 다. Sato와 Kikuchi는
27)
 대부분의 S1 신경절이 

외측오목에 위치하는데 반해 L4 및 L5 신경절은 추

간공 안에 위치하는 것을 발견하 으며, 외측오목이 

길고 좁을수록 S1 신경절 자극 발생률이 더 높다고 

하 다.

  신경절에서 통증이 유발되는 기전 역시 기계적인 

것과 화학적인 것 양자에 있다. 화학적으로 활성화

된 신경근은 기계적 감수성과 통증의 발현이 느리고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반면, 기계적 자극에 의한 경

우 즉각적으로 압력이 증가하고 통증이 유발된다. 

또한 신경절에 기계적 자극이 가해진 경우 자극소실 

후 25분까지 후발사(after-discharge)가 유발될 수 있

는데, 이것은 신경절에 Na
+
 channel이 많이 존재하

기 때문이다.28) 그러므로 추간판 관련 원발성 질환

의 초기에 기계적으로 유도된 날카로운 투사성 통증

은 후근신경절의 기계적 변형에 의해 일어나며, 에

이는 듯하고 점진적인 사지의 연관통은 화학적으로 

매개된 기계적 감수성 증가에 의해 유발된다. 이 내

용은 기계적인 중재술이 후근신경절 관련 통증의 치

료에 효과가 있는 반면 약물 치료는 화학적으로 유

발된 신경근 통증에 더 효과가 있다는 점을 뜻한

다.
29)

    척추별 병리 기전

  요추 신경근: 신경근과 경막소매의 결체조직 구성

은 말초신경에 비해 성긴 편이다. Beel 등은30) 동물

실험을 통해 신경근과 말초신경의 생체공학적 성질

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 다. 신경근은 조직

의 도, 제한력, 강도, 최대 강직성, Young의 탄성

력(탄성률, stress/strain)등이 유의하게 낮았다. 따라서 

신경근은 신장력이나 압박력이 가해지면 자극 받기 

쉽고 손상 받기도 쉽다.

 요척추경막의 운동은 경막 교원질 섬유의 방향과 

스트레스 반응에 의해 결정된다. 경막 교원질 섬유

는 신경 축삭의 방향과 나란하게 정렬되어있다.31) 

Runza 등은
21)
 횡방향보다 종방향의 stress가 더 큰 

압박과 긴장을 불러일으키며 탄성률도 더 높인다고 

하 다. 따라서 경막의 교원질 섬유는 반복적인 신

장에 적응하고 종방향으로 더 큰 신장력과 강직성을 

가지게 한다.

  하지의 운동은 신경근 내에서 긴장성 부하를 발생

시키고 여러 가지 신경근 운동 반응을 일으킨다. 예

를 들어, 하지거상 테스트(straight leg raising test; 

SLRT)에서 고관절을 0o에서 30o로 굴곡시키면 천추

신경총이나 마미가 실제로 움직이지는 않아도 긴

장이 발생한다. 또한, 고관절을 30
o
에서 60

o
로 굴곡

시키면 천추신경총의 신경근은 외측-미측으로 평균 

2-5 mm 움직인다. 고관절 굴곡 60
o
에서 90

o
의 범위

에서는 신경근이 척추경을 향해 복측-외측으로 움직

인다.32) 요추신경총은 SLRT시 미측으로 움직이지 않

는다. 신경의 섬유화나 계류로 운동 제한을 받아 자

극과 염증 반응이 신경근에 나타나면 통증이 생긴

다. 반면 경추신경근 C5, C6 (간혹 C7)은 각각의 횡

돌기에 착되어 있기 때문에 팔 운동에도 신경근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는다.
33)

  고관절 운동 없이 요추만 굴곡시킬 경우, 경막에 

종방향의 긴장성 부하가 가해지면서 아래쪽 척수가 

머리쪽으로 움직이고,
34)
 그 결과 천추얼기가 척추경

을 향해 복측-외측으로 움직인다. Schnebel 등은35) 

분절의 굴곡은 복측 신경근의 긴장성 부하를 증가시

키고 신전은 감소시킨다고 보고하 고, 몸통의 굴곡

에 동반되는 신경근 긴장은 추간판 병변에 의한 횡

적 압박을 증가시킨다고 하 다. 이것은 신경근이 

출구에서 Hoffmann 인대에 의해 경막낭에 고정되어

있고, 추간공간 인대(외측 Hoffmann 인대)에 의해 추

간공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추간판의 높이가 

보존되어있는 젊은 환자들에서 압박 받고 있는 신경

근 가장자리에 장력이 상당히 증가되는 경우가 있

다. 이학적 검사 시 신경근에 종방향의 긴장성 부하

가 가해지면 신경근 변형이나 그에 의한 증상을 재

현할 수 있다.

  염증이 있는 신경근은 추간판에 의한 압박에 취약

하다. 장력에 의해 신경근으로의 혈류가 감소할 뿐

만 아니라 뇌척수액에 의한 양공급도 감소한다. 

이러한 국소 허혈은 추간판 내용물이 신경근과 접촉

해서 일어나는 화학반응과 함께 신경근의 국소 화학

반응을 증강시키는 요인이 되며 염증과 부종을 일으

킨다. 따라서 움직임에 의한 장력 증가는 추간판에 

의한 신경근 압박 증가와 함께 신경근성 통증을 증

가시킨다. 즉 신경근에 가해지는 긴장성 스트레스와 

신경근 염증이 대개는 동시에 나타나는데, 증상을 

유발하는데 있어서 각각 어느 정도까지 기여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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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속발성 추간판 병변에 동반된 신경근성 통증에서

는 추간판 용적이 줄어 분절 높이가 감소하고, 이어

서 신경근 쭈그러짐 현상(또는 “slackening”)이 일어

난다. 그러나 신경근 주위가 느슨해 졌다 하더라도 

경막 검사를 통해서 이러한 질환에 동반되는 통증을 

유발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신경근의 자극 부위를 

당기는 것으로 검사하게 되는데, 납작해진 추간판의 

후방 돌출과 후경막외강 지방조직, 황색인대 그리고 

추간관절돌기가 미측 골성 분절로부터 전방으로 전

위되는 것으로 인해 생기는 보상운동의 방향으로 당

겨야 한다(전-후 압박).
36)
 따라서 원발성 추간판 탈

출에 의한 통증이 장력에 의해 일어나는 것과는 달

리 속발성 추간판 병변의 경우는 압박에 의해 통증

이 유발되는 것이다(Fig. 4).

  흉추신경근: 흉부 척추관의 모양은 작고 둥 며, 

척추경은 짧고 굵다(특히 T4-T9). 상부 흉추신경근

들은 척추관을 나가기 전에 미측으로 3 cm 정도 주

행하는 반면 흉요추부 신경근들은 약 7 cm 정도 주

행한다. 또한, 흉부 척추경은 척추체의 머리 쪽에 위

치하고 있어 흉부 추간공들은 추간판에 비해 높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 원발성 추간판 탈출로 인해 

흉부 신경근 통증이 일어나는 경우는 매우 적은데, 

경추나 요추 부위와 비교해서 신경궁이 높고 추간판

과 신경근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37)

  흉추 신경근이 자극을 받으면 척수신경의 복측 가

지가 분포하는 부위에 신경근성 통증이 생긴다. 12

쌍의 흉추신경 복측 가지들은 늑간신경을 이룬다(예

외로 12번째 복측 가지는 늑하신경이라고 한다). 흉

막, 갈비횡돌기 관절, 갈비척추골 관절, 늑간근육 그

리고 몸통의 복측 피부에 분포한다. T1의 복측 가지

는 상완신경총을 구성한다. 그러므로 흉추 신경근에 

관련된 증상들은 앞쪽 갈비뼈와 흉골에 걸쳐서 나타

나며 갈비뼈의 뒷쪽 관절들에도 나타난다.

  경추신경근: 경추부의 몇 가지 두드러진 해부학적 

특성들에 의해 신경근성 통증이 생긴다. 척추신경이 

신경고랑을 거쳐 추간관절돌기의 앞쪽-내측 및 갈고

리돌기(uncinate process)의 뒷쪽-외측에 위치하는 추

간공으로 들어가고, 이어 경추횡돌기의 고랑을 거쳐 

나간다. 이런 골구조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갈고리

돌기나 추간 관절돌기의 퇴행성 변화에 동반되어 추

간공이 좁아지는 앞- 뒤 방향으로 신경근 압박에 의

해 상지 통증이 생긴다(요추부는 아래-위 방향).

  경추신경근은 분절마다 해부학적 특성이 다르다. 

예를 들어 C7 신경근은 다른 경추 신경에 비해 더 

크다는 것과 신경근 주행이 추간관절돌기에 더 가깝

게 지나간다는 두 가지 이유에 의해 압박에 의한 신

경근성 통증이 발생하기 쉽다. 한편 C4,5,6에서는 추

간공의 앞-뒤 지름이 더 작고, C3에서 C6로 갈수록 

신경근 길이는 점차 길어지는데, 이러한 특징과 함

께 갈고리 돌기가 더 높이 위치하고 신경근 주행이 

길면서 추간관절 및 갈고리-척추체 관절돌기와 가깝

게 지나가기 때문에 C4-6 신경근이 압박되기 쉽

다.
38)

  추간판 퇴행성 변화에 의해 척추체가 고정되게 되

면 추간공이 아래-위 방향으로 좁아지기도 하는데, 

단지 3 mm만 고정되어도 추간공 면적의 40-45%가 

감소할 수 있다. 다행히 이러한 압박 증세는 미측 

골 분절을 전후로 움직여줌으로써 신경관의 앞-뒤 

지름을 증가시켜 통증을 경감시켜 줄 수 있다.

  경추부의 후근신경절은 위치에 따라 추간공의 안

쪽이나 바깥쪽에 위치하는데, Lu 등은
39)
 C6 신경근은 

48%에서 추간공 내에 존재하고, C7 신경근에서는 

27%만이 추간공 내에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 다. 

이러한 양상으로 인해 C6 및 C7 후근신경절은 운동 

시 골 구조를 둘러 감아 꺾이기가 쉬워지며, 이로 인

해 상지에 날카로운 신경근성 통증이 생긴다.

  원발성 추간판 탈출에 의해 신경근에 장력이 가해

지고 상지 통증이 생기면 경부 통증도 같이 생기는

데 이것은 튀어나온 추간판이 신경근을 누를 뿐만 

아니라 PLL을 함께 자극하기 때문이다. 또한, 환자

가 상지에만 국한되는 통증을 호소할 경우에는 갈고

리돌기를 넘어서는 거대한 추간판탈출이나 신경초

종, 흉곽출구증후군, 추간공 협착 등 심각한 병적 상

태들을 먼저 의심해야 한다.
40)

  각각의 경추 신경근은 전 후 신경가지로 나뉘어 

추간공을 지날 때 다양한 각도를 보이는데, 머리쪽 

신경근들은 등쪽-외측으로 비스듬히 추간공을 가로

지르고, 미측 신경근들은 보다 수평 방향으로 지나

간다. 머리쪽 신경근을 포함하는 경막낭과 척추경 

사이의 거리는 아주 가깝다. 반대로 미측 신경근 가

지는 윗 척추경에서 약 1.5 mm 아래에 있다. 이 거

리는 C6에서 가장 멀다. C5는 가장 짧고 수평적인 

경로를 보이는데, 주위 경추 부위의 수술적 고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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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간판탈출시에 병적 긴장이 가해지기 쉽다. 예

를 들어, C6-7의 후정중방향의 추간판 병변이 있으

면 C5 신경근병증이 생기는데, 추간판 탈출시 척수

를 반대방향으로 이동시키고 이로 인해 수평적인 경

로를 보이는 C5 신경근이 가장 먼저 압박 받아서 

C5 신경근병증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C5 

신경근병증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C4/5 추간판에 

병변이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41)
 

    병태생리

  신경근에서 기계적 민감성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화학적인 자극을 받아야 한다. 배쪽 경막 소매에는 

활성화 역치가 매우 높은 유해자극수용기들이 풍부

하다. 정상 상태에서는 기계적 자극이 이들 수용체

들을 활성화시키지 못하나, phospholipase A2, seroto-

nin, histamine, bradykinin, prostaglandin 등의 화학적 

자극물질들에 의해 감작된 이후에는 기계적 자극에 

민감해 진다. 

  McCarron은42) 신경근이 자가 수핵에 노출된 후 심

한 염증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관찰하 다. 이 염증

반응은 부종, 섬유소 침착, 세포 침윤, 과립성조직 

형성 등을 동반한다. 노출된 세포에는 궁극적으로 

지방 유착, 혈관 과형성, 국부적 섬유화 등의 반응이 

일어난다. Olmarker 등은
29)
 비슷한 과정으로 노출된 

신경근의 신경전도속도가 감소하는 것을 관찰하 는

데, 신경근 세포내의 부종과 Schwann 세포 팽대도 

관찰할 수 있었다고 한다. Kawakami 등은
43)
 자가 수

핵에 노출된 신경근 부위에서 염증매개 백혈구 증식

이 일어남을 발견했는데, 이로 인해 통각과민이 일

어나며, 신경근 관련 통증에 있어서 염증세포침윤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 다. 또한 탈출 수핵 

근처 조직에서 phospholipase A2와 NO의 농도가 증

가하며 이것이 통각과민성 신경근병증과 관계가 있

다고 하 다. Takabayashi 등은44) 등쪽 신경절이 수

핵물질에 노출되면 과흥분성 및 기계적 민감도가 증

가하는 것을 관찰하 다. 이상의 결과는 원발성 추

간판 병변에 동반되는 수핵물질의 이동이 신속하게 

화학적 반응을 유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신경근과 후근신경절이 이차적으로 압박을 받을 

때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Garfin 등은36) 오랫동

안 신경근이 압박을 받으면 신경근 손상 및 허혈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신경근 염증을 일으키고 증상을 

오랫동안 나타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 다. 

또한, 실험동물에서 오랫동안 협착성 압박이 마미에 

가해지면 마미에 점착성 변화가 일어나고 소구경 축

삭의 수가 늘어나며 대구경 축삭의 수가 줄어든

다.
45)
 유해자극 신호는 소구경 감각 축삭을 통해서 

전달되므로 이러한 신경 형성 변화는 척수 등쪽뿔로 

들어가는 구심성 유해자극 전달을 증가시키게 된다.

  만성적인 등쪽 신경절 압박에 의해 등쪽 신경절 

전위, 국소적 통각과민이 생기고 이어서 신경병성 

통증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냈는데, 신경절 

교차 흥분, 혈관수축, 나트륨과 칼슘 통로 발현의 변

화 등 여러 가지 신경병증성 통증과 관련된 기전들

이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다.46) 말초신경 손상 이후에 

후근신경절 주위로 교감신경섬유 얼기를 만드는 교

감신경섬유의 측부 싹 자람과 신경절에 교감신경섬

유의 기능의 증가가 교감신경-감각신경 연결이 생기

고 이로 인해 후근신경절 전위와 교감신경 의존성 

통증(sympathetically maintained pain)이 나타나게 된

다.47)

    신경근 관련 통증의 임상적 양상

  원발성 신경근성 통증: 원발성 추간판 병변에 의

한 신경근성 통증은 전형적으로 50세 이하에서 발생

하며 통증의 발현은 급성(날카로운 통증) 또는 점진

적(쑤심; ache)으로 나타난다. 통증의 발현 전에 수차

례의 요통을 경험하며(protrusion인 경우), 밤사이 추

간판의 흡수 기능으로 아침에 악화되는 하지통을 동

반하기도 한다. 앉거나 허리를 구부리면 요-하지통

이 악화된다. 몸통 굴절과 동측 또는 반대측 옆구리 

운동에도 통증이 악화된다. 방사선과 사진으로 추간

판 병변을 확인할 수 있으나 반드시 일차적 추간판 

병리를 반 하는 것은 아니다.

  추간판탈출에 의한 원발성 통증의 경우 신경근성

과 비신경근성 증상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신

경근성 증상은 신경절 압박에 의하며, 해당 신경의 

피부분절을 따라 날카로운 통증이 퍼진다(방사통). 

쑤시는 통증이 엉덩이와 하지로 방사되는 데, 신경

근의 기계적 민감도가 증가하기 때문이며, 화학적 

자극과 같은 정황이 된다.

  복측 경막이 자극 받으면 연관통, 비신경근성 쑤

시는 통증이 요부, 엉덩이, 좌골부, 후부대퇴 근위부

에 생긴다. 이때의 통증부위는 모호하게 넓은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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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uvertebral nerve가 여러 분절에 걸쳐 분포하기 때

문이며 섬유성 유착에 의해 지속적인 자극을 받기 

때문이다. 이 증상은 Positive Dural Test로 퇴행성 추

간판내 파행(internal disc derangement)에 의한 연관통

과 감별할 수 있다.
48)

  원발성 추간판 병변은 기계적으로 다른 신경근성 

통증을 동반 생성한다. Protrusion인 경우는 외측 섬

유륜이 건재하여 신경학적 장애가 없다. 추간판의 

후-외측 prolapse는 바깥 섬유륜이 불거짐으로 생기

는 macrotrauma이다. 이때의 반응은 심각한 신경근 

당김, 신경축삭 손상으로 감각-운동 신경 장애를 초

래한다. 후-중앙 prolapse는 후종인대의 파손(rupture)

과 수핵의 척추관내 유입을 일으킨다. 이때에는 마

미총 증후군(장, 방광 장애, 안장 마비, 양측 발바닥 

저림, 남성에서 성기능 장애)를 일으킨다. 마미총 증

후군이 있을 때에는 즉각적인 수술이 요구된다.

  속발성 신경근성 통증: 추간판탈출에 의한 이차적

인 병변은 신경근 압박증후군(NRCS)이다. 척추의 퇴

행성 변화에 이차적으로 따르는 정적 또는 활동성 

협착증이 대표적이다. 요추에서 NRCS는 외측 오목 

및 추간공의 협소화와 연관된다. 임상적으로 요추 

NRCS는 50세 이후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고 수차례

의 요통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서 볼 수 있다. 

특징적 증상은 극심한 방사통이 낮에 나타나고 밤까

지 계속된다. 이학적 검사상 몸통 신장, 환측 구부리

기, 회전 시 추간공에서 압박을 받는 경우 통증이 악

화된다. 경추에서는 Spurling's test로 검사한다. NRCS

를 가진 환자에서 각 관절낭의 환절별 운동제한과 

퇴행성 변화를 보이는 데 통증은 동반되지 않을 수

도 있다. 방사선과적 검사에서 추간판 간격이 좁아

지고 NRCS 소견을 보인다. 경추에서 추간관절의 뼈 

변화로 추간공의 전후 협착을 보인다. NRCS는 다발

성 국소 경부통을 호소하는 45세 이상의 환자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통증은 서서히 나타나며 오후 늦

게 가장 심하게 되고, 이상감각, 감각 상실, 심지어

는 운동 장애까지 동반될 수 있다.

  요추에서 파행성 보행은 척추관 협착 시 마비총 

압박으로 동반된다. 특징적으로, 증상은 보행 시 정

맥총 울혈과 협착에 의한 다단계 염증반응 때문에 

나타난다. 50세 이상 남자에서 호발하며 걸을 때 다

리가 무겁거나 피곤하고 쉬면 풀린다는 증상을 호소

를 한다. 밤에는 다리에 쥐어짜는 통증으로 안전부

절 못하고 잠을 깨고, 일어나 걸으면 풀리는 증상이 

나타난다. 장기간의 요통이 동반되어 있다. 걸을 때 

Simeon 또는 척추후만(kyphotic) 자세를 취하고 바로 

서지 못한다. 이학적 검사상 척추 후굴에 상당한 제

한을 받으며, 전굴은 쉽게 이루어진다. 하지거상 검

사상 대개 양성이며 slump test는 음성이다. 감각과 

운동 장애는 일시적이다. 환자는 요추 전굴 상태로 

자전거를 탈 수 있고, 경사진 곳이나 계단을 오를 

수는 있으나 요추 신장 상태에 가까운 자세가 되는 

내려오기는 힘들다.15)

  감별질환: 신경근성 통증을 보이는 신경과 및 종

양학적 질환에는 multiple sclerosis (다발경화증), 

ALS, syringomyelia, neurinoma, pancoast tumor, 뇌종

양, 견관절 종양, 전이성 종양 등이 있다. 흉곽출구 

증후군, 말초신경 압착, 원발성 견관절증, 내장 질환

에서도 경추신경근성 통증과 유사한 증상을 보인다.

  대상포진 역시 극심한 신경근성 통증을 야기하는 

데, 피부 수포를 동반하므로 감별진단은 쉽다. 대상

포진통은 지속적이고 심해도 자세 변화에 향을 받

지 않고, 감각 변화는 다양하고 넓으며, 외부 온도 

변화에 따라 통각과민, 이질통, 이상감각이 증가하

고, 운동 장애를 보이는 경우는 드물다.

    Dural Testing의 방법과 결과

  SLRT: 신경근과 경막을 둘러싸고 있는 조직의 해

부학적 구획 안에서 기계적인 자극을 주어 체계적인 

검사를 할 수 있다. 이들 검사 시 신경근 당김과 추

간판 수핵의 후방탈출이 증가하는 원리를 이용한다. 

신경근 증상은 원발성과 속발성인 경우 서로 달리 

나타나므로 감별 진단할 수 있다.

  SLR 검사의 원위부 검사: 환자를 앙와위로 하고 

일단계; 무릎과 고관절을 굴곡시켜 발뒤꿈치를 엉덩

이에 닿게 한다. 이단계; 발목을 후굴시키면서 오금

장이 이하의 신경이 당겨지게 한다. 삼단계; 발목 후

굴 상태에서 다리를 펴게 한 다음 슬관절 신장, 고

관절 굴절 상태로 다리 전체를 서서히 통증이 재현

될 때까지 들어올린다. 경막이 원위부로 최대한 움

직여지면서 당겨진다. 사단계; 환자에게 머리를 들고 

경추 굴곡을 지시하여 턱이 흉골에 닿게 한다. 이때 

최대의 장력이 전체 신경계에 가해진다. 마지막으로 

시작 상태의 자세로 원위치 시킨다.

  SLR 근위부에서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슬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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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고관절을 굴곡 시키고 발뒤꿈치를 엉덩이에 닿게 

한다. 이는 경막을 느슨하게 만든다. 다음 환자에게 

머리를 들어 턱이 흉골에 닿게 요구하여 천추신경이 

어느 정도 당겨지게 만든다. 발목을 후굴시킨 상태

로 다리를 펴게 한 다음 이어서 다리를 들어올린다

(고관절 굴곡, 슬관절 신장, 발목 후굴 상태 유지). 

장력이 최대로 가해지는 상태에서 이미 어느 정도 

당겨진 요천부 경막은 움직임에 제한을 받는다. 마

지막으로 시작 상태의 자세로 원위치시킨다.

  Slump test: Slump 테스트 역시 근위부 또는 원위

부로 시작할 수 있다. 환자를 등을 바로 세운 앉은 

자세에서 발이 바닥에서 떨어진 상태 즉 슬관절을 

90도로 굴절시킨다. 발목을 후굴시켜 오금장이 이하

의 좌골신경을 어느 정도 당겨지게 한다. 이 자세를 

유지하면서 검사자는 무릎을 신장시켜 경막을 원위

부와 외측으로 이동시킨다. 다음 등은 곧바로 하고 

환자의 턱만 가슴에 닿게 하면 전체 경막은 장력을 

받게된다. 마지막으로 원위치 시킨다.

  Slump 원위부 시작 검사는 시작 자세는 동일하고 

목을 앞으로 구부리는 자세부터 시작한다. 요천추신

경총을 머리쪽으로 당겨지는 효과를 얻는다. 다음 

발목을 후굴시키고 그 상태에서 무릎을 신장시킨다. 

이때 척추는 바로 선 자세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전체 경막은 최대 장력을 받는다. 머리를 들게 하면 

위로 받던 장력이 감소되고 경막이 아래-외측으로 

움직일 수 있다.

  경막 장력 테스트에는 골반과 반대편 고관절의 위

치, 검사 중 요추굴곡 등 여러 가지 요소가 향을 

미친다. 따라서 단순한 거북함만으로 양성이라 판정

해서는 안 된다. 체계적인 검사과정에서 장력이 가

해고 원위치로 돌아갈 때 장력이 완화되어야 한다. 

신경근성 통증 또는 비신경근성 통증이 있는 환자

에서 같은 통증이 경막자극 검사에서 유발되어야 

한다.

  Far lateral primary disc lesion인 경우 특히 상부 요

추인 경우 가장 심한 통증을 유발하며 해당 신경근

이 직접 자극 받기 때문이다. 이때는 대퇴신경장력 

테스트(Femoral Nerve Tension Test)가 가장 효과적이

다. 후외측 추간판 탈출은 그 아래 신경근을 자극하

게 된다.

  신경근 증상은 추간판과 둘러싸고 있는 주위 조직

의 변화에 의한 이차적 증상으로도 나타난다. INC 

또는 NRCS 환자는 dural test에 양성을 보이나 일차

적인 신경근 증상과 그 검사 결과가 많이 다르다. 

통증유발(provocation)은 신경근의 염증부위를 압박하

거나 유착에 의해 dural sleeve의 운동(mobility) 상실

에 관계되어 나타난다. 예로써, 자극 받고 있는 신경

근을 앞쪽에서 퇴행성 추간판 탈출, 뒤쪽에서 황색

인대 사이에서 압박하면 미측 경막이동(caudad dural 

movement)에 의해 통증이 유발되고 두측 움직임으로 

감퇴된다. 이때 경막의 원위부 이동은 비좁은 추간

판과 황색인대 또는 상관절돌기 사이에서 신경근의 

염증부위가 비벼지기 때문이고 경막의 근위부(두측) 

이동은 압박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 검사 결과는 

SLT 시와 재현되나 Slump 검사에서는 흔히 나타나

지 않는다. Slump 검사 시에는 추간공이 넓어지기 

때문이다(Table 1).

  유사한 경막 운동에 따른 검사 결과는 dural sleeve 

adhesion 환자에서 나타난다. 반복되는 설명이지만, 

경막의 원위부 이동은 증상을 악화시키고, 근위부 

이동은 감퇴시킨다. 그러나 염증 양상과 달리 Slump 

자세에서는 통증이 유발되지 않는다. 더욱이 같은 

방향으로는 반복해도 통증이 유발되는 데, 추간공의 

넓이와는 상관없이, 섬유성 유착에 의해 dural sleeve

가 구속되어있기 때문이다(Table 1).

  흉추: 흉추부에서 신경근 장력은 오랫동안 앉혀 

놓는 변형된 slump test로 시행할 수 있다. 거기에 

흉부를 좌우로 회전시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반면 

경추에서는 이런 검사로는 신경근성 통증을 유발할 

수 없다. 앞서 기술한 경추신경의 해부학학적 구조 때

문이다. 경추신경근은 경추굴곡과 견갑골 견인으로 경

막의 장력을 높일 수 있다. Glenohumoral abduction (위

팔어깨관절 외전)과 경추외측 굴절로 증상을 야기 

시킬 수 있다. 이때 어깨 외전은 경막 장력을 감소

시킨다.

  Spurling Test: 경추에서도 퇴행성 추간판 변형에 

이차적으로 신경근성 통증이 유발된다. 가장 심한 

통증이 팔에 유발되는 검사는 Spurling 검사이다. 환

자의 머리와 목을 신장시킨 상태에서 통증이 있는 

쪽으로 머리를 옆으로 구부리고 회전시킨다. 검사자

는 환자의 반대편 어깨를 한 손으로 고정하고 다른 

손으로 피검자의 머리와 목에 axial compression (두

정부에서 아래로 누름)을 가한다. 비록 대부분의 환

자에서는 증상이 빨리 유발되나 늦는 경우에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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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2분간 Spurling position을 유지하여 점진적인 

증상 발현을 검사할 수 있다.

    치료

  보존 요법(Conservative Treatment): 신경근의 염

증반응과 경막외 유착 및 교감신경성 통증의 감퇴를 

위한 침습적 치료법(invasive treatment)과 동시에 보

존 요법을 같이 시행한다. 추간판에 관계된 원발성 

질환에 대한 보존요법에는 a. 진통제(NSAIDs) 투여, 

b. 활동 능력 상담, c. local modalities, d. 견인, e. 

3-D axial separation, f. extension exercise, g. stabili-

zation exercise, h. 일반적인 심혈관 활동력 증가 등

이 있다. 만성 퇴행성 척추증에 의한 속발성 신경근

성 통증 환자 중 신경병증성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에서는 NSAIDs와 항울제, 항경련제 등을 병합 투여

할 수 있으며,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서 경구용 

PGE1을 사용할 수 있다.

  신경블록: 다양한 신경블록법이 적응되며 생화학

적, 섬유성 병변이 있는 곳으로 약물을 투여하고 보

존 요법과 병행하면 그 결과는 양호하다.

  a. 경막외 블록; 가장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효과가 적은 경우는 경막외강 조 술로 약물의 분포 

양상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스테로이드는 신경근 

병변으로 화학적 자극이 있는 경우 특히 방사통이 

있으며 SLRT양성인 환자에 유효하며 기계적 자극이

나 단순 압박 시(예; 척추관 협착증) 스테로이드 사

용에 상관없이 경막외 블록의 효과는 적다. b. 경막

외강조 술, c. 선택적 신경근 블록(경추간공 경막외

블록), d. 추간관절블록, e. 교감신경블록(요부교감신

경절 블록, grey rami communicant 블록), f. 경막외유

착박리술, g. 척추관 내시경술 등이 신경근성 통증에 

사용되고 있다.

Table 1. Dural Test Outcome
ꠧꠧꠧꠧꠧꠧꠧꠧꠧꠧꠧꠧꠧꠧꠧꠧꠧꠧꠧꠧꠧꠧꠧꠧꠧꠧꠧꠧꠧꠧꠧꠧꠧꠧꠧꠧꠧꠧꠧꠧꠧꠧꠧꠧꠧꠧꠧꠧꠧꠧꠧꠧꠧꠧꠧꠧꠧꠧꠧꠧꠧꠧꠧꠧꠧꠧꠧꠧꠧꠧꠧꠧꠧꠧꠧꠧꠧꠧꠧꠧꠧꠧꠧꠧꠧꠧꠧꠧꠧꠧꠧꠧꠧꠧꠧꠧꠧꠧꠧꠧ

Primary disc Latent primary or sec. Secondary disc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Pro-extrusion, N. compression
Epidural adhesions

prolapse syndrome, INC
(Root mobility)

(Root tension) (Compression)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SLR-Distal initiation

Ankle dorsiflexion + SLR Mild pain (+) Moderate pain (++) Moderate pain (++)

Chin tuck + neck flexion Pain increases (++) Pain decreases Pain decreases

Ankle plantar flexion Pain decreases (-) Pain (-) Pain

SLR-Proximal initiation

Chin tuck + Neck flexion (-) Pain (-) Pain (-) Pain 

Ankle dorsiflexion + SLR Pain increases (++) (-) Pain (-) Pain

Return head to mat Pain decreases Pain increases (++) Pain increases (++)

Slump-distal initiation

Ankle dorsiflex + Knee ext Moderate pain (++) Moderate pain (++) (-) Pain

Chin tuck, Neck flex, Trunk slump Pain increases (+++) Pain decreases (-) Pain

Ankle plantar flexion Pain decreases (-) Pain (-) Pain

Slump-proximal initiation

Chin tuck, Neck flex, Trunk slump Mild pain (+) (-) Pain (-) Pain

Ankle dorsiflex + knee ext Pain increases (+++) (-) Pain (-) Pain 

Neck ext + raise head Pain decreases Pain increases (++) (-) Pain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SLR; straight leg raise,  (+) ; minimal pain, (++); moderate pain, (+++); severe pain, INC; intermittent neurogenic 

claud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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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  음  말

  신경근 병변에 의한 통증은 신경근병증성 통증의 

하나로 생각하여야 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해부- 

병리 기전과 병태생리가 다른 조직과 별도로 특징 

지워지므로 그에 맞는 진단과 치료 전략이 세워져야 

한다. 원발성 신경근 질환은 주로 추간판에 의한 기

계적 자극에 의하며 장력이 신경근에 가해질 때 침

해수용기 활성으로 통증 전도가 이루어지며 이차적

으로 형성된 통증유발물질에 의해 화학적 자극이 더

해지고 교감신경계 활성 증가가 이루지면서 더욱 통

증의 강도가 커지고 신경병증성 통증으로 변화해 갈 

수 있다. 속발성으로 추간판과 연관되어 발생하는 

퇴행성 변화는 신경근 압박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척추관, 외측오목, 추간공, 추간공 바깥 부위까지에

서 기계적 자극 뿐 아니라 화학적 자극이 동시에 작

용하게 된다. 기타 경막 유착에 의한 신경근 구속은 

결국 신경근 자극을 일으킨다. 장력, 압박 또는 유착 

등에 의한 신경근 통증을 각각 이학적 검사를 통한 

감별 진단으로 그 병태생리와 기전에 맞는 치료 전

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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