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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 손상의 치료에 관한 전통의학 및 대체의학적 접근

정세정·이배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요 약 −교통사고나 낙상, 운동등에 의해 가장 흔히 일어나는 질병중 하나인 척수손상은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에
게까지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장애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하는 심각한 질병이다.척수손상을 입게
되면 감각, 운동 신경에 장애가 오게 되며 손상 받은 부위와 정도에 따라 전신 혹은 신체일부의 마비를 가져 올 뿐
만 아니라 방광과 대장기능을 조절하는 자율신경의 기능 또한 상실하게 되며 다양한 임상증상을 보이게 된다. 척
수 손상은 직접적인 충격 손상이나 파열 및 계속적인 압착 등 물리적 자극에 의한 일차적 손상과 이러한 일차적 손
상으로 인해 유발되는 생화학적 변화에 의한 이차적 손상으로 나뉘어 진다. 이러한 척수 손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는 일부 살아남은 신경세포의 기능을 회복시키거나 손상된 척수 신경의 재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장 억제 인자의 중화, 축삭의 신장을 돕는 세포나 조직의 이식, 그리고 축삭의 성장을 증진시키는
신경성장인자의 투여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만능세포라 불리는 줄기세포를 손상 받은
척수에 이식함으로써 기능 회복이 가능하다는 보고 또한 있다. 한편 척수 손상의 치료를 위해 전통의학이외에 대
체의학적인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세포치료를 임상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지만 척수 손상을 치료하기 위한 연구자들의 밤 낮 없는 열정은 많은 척수장애인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
음은 틀림 없는 사실이다. 

주요어 :척수손상, 치료, 전통의학, 대체의학

1. 척수 손상

척수 손상이란 어떤 원인에 의해 외상을 입게 되

고 이로 인해 척추 내지는 척추 주위 구조물에 손상

이 있거나 척수 신경 자체에 손상을 입어 정상적인

운동, 감각 및 자율신경기능에 이상이 생긴 상태를

말하며, 심신 양면으로 심각한 후유 장애를 초래하

는 질환 중 하나이다. 인간의 생활이 점점 편리해

지면 질수록 그로 인한 사고나 질병의 발생 빈도도

높아지고 있으며 척수 손상의 빈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83,000명에서 230,000명 정도의

척수손상 환자가 보고되어 있으며 매년 11,000명 정

도의 새로운 척수손상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척수

손상의 많은 환자가 한창 일을 해야 하는 20~30대

의 젊은 남자들에게 많이 발생하며, 척수손상은 환

자 본인과 더불어 가족에게 심리적, 정신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많은 장

애인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으며 이들의 재활치료

에 사용되는 경제적 비용 또한 무시하지 못할 정도

이다. 

2. 척수 손상의 원인

척수손상의 원인으로는 자동차 사고나 오토바이

사고와 같은 교통사고, 낙상, 운동 중에 일어나는 사

고등 주로 여가 활동 중에 일어난 사고에 의한 경우

가 가장 많다.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척수손상 환

자의 비율은 낮지만 주5일 근무등 우리나라에서도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척

수손상 환자의 비율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3. 척수 손상의 증상

척수 손상은 두뇌와 신체의 연결에 있어 가교 역

할을 하는 구조물인 척수가 파괴되면서 신체 마비

를 발생시키며, 이는 영구적인 장애를 초래하게 된

다. 척수 손상은 손상 직후 나타나는 일차적 손상뿐
*교신저자: Tel: (02)2228-1711, Fax: (02)365-5861

E-mail: bhlee@yumc.yonsei.ac.kr



척수 손상의 치료에 관한 전통의학 및 대체의학적 접근 13

아니라 국소빈혈이나 산소결핍, 자율기의 생성과 세

포독성 등의 이차 손상이 수시간에서 수일 후에 나

타나게 되며 이러한 증상으로 인해 세포가 죽게 되

고 이렇게 세포가 죽음으로써 여러 가지 증상을 일

으키게 된다(Beattie et al., 2000). 척수손상을 입게

되면 부위에 따라 감각, 운동 신경 외에 방광과 대

장기능을 조절하는 자율신경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

며 다양한 임상증상을 보이게 된다. 마비된 몸의 부

분에 따른 분류로 사지마비 하지마비가 있고, 이외

에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기능적으로 어떤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신경학적 기

능수준에 따른 분류로는 감각 및 운동기능을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상실한 것을 나타내는 완전, 불완

전 척수손상이 있다. 완전 척수 손상의 경우 척수쇼

크가 나타나고, 손상 부위 이하의 완전 마비가 일어

나며, 모든 감각이 없어진다. 3-4주 후 마비의 증상

은 점차 상위 운동신경원증후군(UMN syndrome)으

로 전환되고 마비된 근육은 강직현상을 보이며, 심

부힘줄반사(DTR)는 항진되고, 바빈스키반사와 같은

병적반사가 나타난다. 불완전 척수 손상의 경우 절

단된 신경로와 손상된 신경원에 따라 증상이 다르

게 나타난다. 불완전 가로 절단 중에서 척수의 왼쪽

또는 오른쪽 반이 절단된 경우를(척수반단 spinal

hemisection) 브라운-세쿼르증후군(Brown-Sequard synd-

rome)이라고 한다. 브라운-세쿼르증후군에 의해 손

상되는 구조는 척수 전각세포(anterior horn cell), 피

질척수로(corticospinal tract), 척수후섬유단(posterior

column), 척수시상로(spinothalamic tract), 하행자율

신경로(descending autonomic pathway)가 있다. 이

런 구조의 손상에 의한 증상으로는 동측 손상부위

의 하위운동신경원증후군, 동측 손상부위 이하의 상

위운동신경원증후군·분별촉각과 의식적 고유감각

의 손실, 반대측 손상부위 이하의 통각과 온도감각

의 손실, 동측 손상부위 이하의 자율신경장애가 있

다. 또한 최근 연구에서 척수손상을 받게 되면 척수

에서의 일차, 이차적 손상 뿐 아니라 척수에서 뇌로

연결되는 통로를 통해 뇌에서도 세포 사멸을 일으

킨다는 보고도 있다(Lee et al., 2004). 

4. 척수 손상의 치료를 위한 동물모델 

척수 손상을 치료하기 위해 많은 동물 모델이 개

발되었다. 신경섬유의 수초(myeline sheath)를 제거

하는 탈수초 장애(demyelination disorders)모델에서

부터 척수 전체를 절단(complete transection)하는 모

델과 척수의 일부만을 절단(hemisection)하는 모델,

그리고 일정한 무게의 rod를 일정한 높이에서 떨어

뜨려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NYU weight drop model등이 있다. 

5. 척수 손상의 치료

5.1. 척수 손상 치료를 위한 서양의학적 접근

외상에 의한 척수조직의 직접적인 충격 손상이나

파열 및 계속적인 압착 등에 의한 일차적 손상으로

는 손상직후 척수의 회백질 부위에 괴사가 일어나

기 시작하고 그 후 점차로 백질로 퍼져 3~4시간 후

에 손상된 척수 조직을 식별할 수 있게 된다. 척수

부종은 24~48시간 사이에 최고도로 심해지고 점차

적인 탈수와 축삭의 손실이 진행되어 최종적으로

척수조직의 완전파괴가 일어나게 된다(John et al.,

2003, Christopher et al., 1999, Sanchez, 2002). 이러

한 물리적 요인에 의한 일차 손상에 이어 vaso-

motor system의 변화에 의한 혈류변화와 산소분압

및 자가 조절 기능의 장애, 전해질의 변화 및 free

radical 생성과 같은 생화학적 변화, 부종, energy 대

사 장애, 그리고 신경원(neuron)과 신경교(glia)의 괴

사등이 복잡하게 일어나는 이차 손상이 일어나게

된다(Abercrombie, 1946; Zhang, 2000). 이러한 손

상을 막기 위해 methylpredinisolone등과 같은 약물

을 즉각 처리하는 등의 치료법이 개발되어 사용되

어 오고 있다(Zhang, 2000; Lee et al., 2005). 이 외

에도 이차적 손상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그 중심은 축삭을 보

존하고 그 기능을 최대화하여 신경원과 신경교의

사멸을 최소화 하는 것이며, 그 이후로는 손상된 축

삭의 재생과 supraspinal connection을 회복하는 것

이다. 최근의 많은 연구결과는 성장 억제 인자

(growth inhibitory molecules)의 중화(Bradbury et

al., 1998; Z'Graggen et al., 1998), 축삭의 신장을 돕

는 세포나 조직의 이식(Li et al., 1997; Ramon et

al., 2000; Lee et al., 2005), 그리고 축삭의 성장을

증진시키는 신경성장인자의 투여(Basso et al., 1995;

Li et al., 1999)의 방법을 통해 일부 suprasp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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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ion과 부분적인 기능 회복을 보여주었다

(Armin et al., 2002, Zhou et al., 2003). 최근 들어

만능세포라 불리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척수 손상의

치료에 대한 수많은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줄기

세포란 실제로 태생기 전능세포(pluripotent cell)를

지칭하는 말로 이는 어떤 조직으로든 발달할 수 있

는 세포를 의미한다. 따라서 척수 손상 환자에게 줄

기세포를 이식함으로써 신경계 세포로 분화시켜 손

상 받은 척수의 재생을 유발할수 있다. 이러한 재생

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줄기세포를 손상받은 조직에

이식 하였을때 이러한 세포가 우리가 원하는 신경

계 세포로 분화하여 생존 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주요하다. 이러한 환

경과 조건에 의해 생존한 세포는 손상받은 회로를

재생시켜 중추신경계의 재생과 분화능력을 증가시

키며 결과적으로 기능 회복을 일으키게 된다. 이러

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자에 의해 증명되

었다. 수초가 결핍된 형질전환된 쥐에 줄기세포

(Brustle et al., 1999)와 신경전구세포(neural precursor

cell)(Ader et al., 2001) 이식했을 때 척수에 수초화

가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였다. 또한, 줄기세포
(McDonald et al., 1999; Cao et al., 2002a; Harper

et al., 2004)나 전구세포(Herrera et al., 2001; Cao et
al., 2002b; Han et al., 2002, 2004; Hill et al., 2004;

Yan et al., 2004)를 손상받은 척수에 이식한 후 세포

가 살아남았음을 증명하였고 더 나아가 이렇게 이

식된 세포가 기능 회복을 일으킨다고 보고하였다
(McDonald et al.,1999; Ogawa et al., 2002; Teng et

al., 2002). 줄기세포의 재생능력은 배아줄기세포

(embryonic stem cell) 뿐만 아니라, 성인 조직에 존

재하고 있는 성체줄기세포(adult stem cell)에서도

기인된다. 특히 중간엽 줄기세포(mesenchymal stem

cells)의 이식이 척수손상(Chopp et al., 2000; Hofs-

tetter et al., 2002)과 같은 신경학적 결핍을 개선시

킨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이는 척수손상을 받은 환

자들에 중간엽 줄기세포를 이용한 자가이식 치료의

가능성을 강하게 제시하고 있다. 

5.2. 척수 손상 치료를 위한 대체의학적 접근

아직까지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는 주로서양의학

에 기초를 두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서양의학으로는 다스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동양의학으로 치료가 가능하리라는 의견과 함

께 많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침술은 과학

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형이상학적 개념인 기에 이

론적 기초를 두고 있다. 동양의학에서 침술은 음양

을 조화롭게 해 주고 기의 흐름을 막히지 않게 해서

신체와 정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회복시켜 주다고

믿고 있다. 척수손상 동물모델에서도 침술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로 척수 손

상 쥐에게 전기침을 실시하였을 때 척수 손상 후 별

아교세포(astrocytes)의 분화를 억제시켰고 glial scar

의 형성을 막았으며(Yang, et al., 2005), aquaporin-

4(AQP-4)의 발현을 억제시켜 이차손상을 유발하는

척수의 부종을 억제시켰다(Han, et al., 2005). 또한

척수 손상 쥐에 실시한 전기침은 lamina의 생성과

분비를 촉진시켰으며 이러한 효과로 인해 중추신경

계의 재생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고도 있었

다(Zhu, 2002). 

6. 결 론

중추신경계 손상은 일단 손상이 되면 손상된 세

포의 재생, 손상된 수초의 회복, 신경계의 정상적인

연결 등의 제한성 때문에 그 회복이 매우 힘들다.

이러한 중추신경계의 중요한 손상으로는 다발성 경

화증, 뇌졸중, 척수손상, 외상, 축삭의 탈수초화 등

이 있다. 특히 문명이 발달할수록 척수 손상 환자의

수는 늘어가고 있어 그 치료법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어 오고 있다. 척수손상의 경우 실질

적인 척수의 기능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손상된 척

수신경의 재생과 축삭의 재수초화가 중요한 요인이

라고 전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척수손상의

치료적 접근으로 줄기세포가 부분적인 해결점을 열

어주고 있다. 아직까지 줄기세포를 치료목적으로 사

용하기까지는 면역거부반응 및 윤리문제 등 해결해

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척수 손상을

치료하기 위한 연구자들의 밤 낮 없는 열정은 많은

척수장애인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음은 틀림이

없는 사실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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