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추디스크

 최근 들어 자가운전이나 컴퓨터 사용의 급증으로 경추 디스크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
이 부쩍 늘고 있다. 노인층에서 주로 발병하는 경추 디스크가 최근에는 청소년들에게
도 많이 나타난다. 전자오락기와 컴퓨터 사용이 큰 원인이다.
 경추 디스크는 자동차 사고 등 갑작스런 충격이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자세 불량에
서 비롯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컴퓨터를 많이 쓰는 30  사무직 종사자 
및 청소년들이 경추 디스크로 내원하는 환자 중 30%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과거에 비
해 크게 늘고 있다.
 경추 디스크는 허리 디스크와 마찬가지로 목뼈(경추, 경추)사이에 있는 연골추간판이 
튀어나와 신경을 압박, 통증을 유발하는 것과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에 의한 굴곡이나 
뼈의 비 화로 신경의 통로인 추간공을 압박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
다. 인체 구조상 목뼈가 C자형 곡선을 이뤄야 안정된 자세이지만, 오랫동안 구부정한 
자세로 있으면 목뼈가 일자로 서게 되고, 볼링공 무게와 비슷한 5kg 정도의 머리무게
를 받치면서 목뼈가 압박받아 추간판이 밀려 빠져나와 경추 디스크가 생긴다. 경추 
디스크가 많이 발생하는 부위는 목뼈 7마디 중 위에서 5, 6번째나 6, 7번째이다.

 경추 디스크에 걸리면 목뿐 아니라 팔에까지 통증이나 저림이 오는 것이 특징이다.
 목뼈를 지나고 있는 양팔의 신경을 추간판이 압박하기 때문이다. 튀어나온 추간판은  
목뼈에 있는 척추신경을 건드려 두통, 가슴과 등의 통증, 팔이나 손의 저림 등의 증
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목이 뻣뻣해지면서 팔이나 온몸이 쑤시고 저리면 한번쯤 경추 
디스크를 의심하고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좋다.

경추 디스크는 간단한 자기 진답법으로 쉽게 가려낼 수 있다.
다음 두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추 디스크가 의심된다.
1. 목을 뒤로 젖히고 불편한 증상이 보이는 팔 쪽으로 머리를 회전시키면, 저린 팔의 
증상이 악화된다.
2 저린 증상 보이는 팔을 옆으로 들어 올릴 때 저린 증상이 완화된다.

 또한 경추 디스크는 자세와 밀접한 관령성이 있다.
경추 디스크 예방에 좋은 자세와 나쁜 자세는 다음과 같다.

좋은 자세
1. 의자 등받이나 시트를 딱딱하게 한다.
2. 의자에 앉을 때 발이 바닥에 닿을 듯 말 듯 유지한다.
3. 일할 때 목을 곧게 세워 정면을 바라보도록 한다.



4. 운전 시 시트를 핸들 가까이 당겨, 무릎이 엉덩이보다 약간 높게 한다.
5. 한 자세를 2시간 이상 유지하지 않고 자세를 가끔씩 바꿔 준다.

 나쁜 자세
1. 엎드려 잔다.
2. 일할 때 목을 앞으로 뺀다.
3. 누운 상태에서 베개를 받쳐 목을 세우고 TV나 책을 본다.
4. 베개를 지나치게 높거나 낮게 벤다.
5. 어깨와 목 사이에 전화기를 끼운 채 통화한다.

 검사 및 진단 방법으로는 병력 청취 및 세밀한 신경학적 검사가 요구된다. 주로 단
순 경추부 방사선 사진촬영을 실시, 목뼈를 이상 유무와 추간판 간격의 협착, 경추만
곡의 변화, 추체전이 및 안전성 유무를 확인하고, 근전도 검사, 경추부전산화 단층촬
영 및 자기공명영상(MRI)촬영을 실시한다.
 정확한 진단이 내려지면 치료 방침을 전문의와 상의, 결정 한다. 개 근경련 및 통
증의 해소를 위해 보존적 치료 즉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을 우선 실시하고 근육 강화 
훈련을 통해 병을 치료해 나가야 한다. 수술은 어느 경우라도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