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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idental diagnosis of multiple myeloma during the treatment of low back pain − A case report−
Kwang Uk Jang, Jung Sam Lee, and Hyun Soo Jang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Wallace Memorial Baptist Hospital, Busan, Korea

  A 49-year-old male patient presented at our clinic with back pain due to an insignificant injury that had occurred approximately 

7 months earlier.  Although the patient had been treated at primary clinics, the pain had gradually become aggravated and charac-

terized by resting and night pain.  We initially diagnosed the patient with myofascial pain syndrome and began treatment comprised 

of trigger point injection (TPI) on the back muscles to control the pain.  His symptoms improved after the first treatment (TPI), 

but he complained of back pain again several days later.  At that time he also reported that he had lost 10 kg over the 4 months 

preceding his initial visit.  Plain radiographs of the thoracolumbar spine revealed L1−L5 compression fractures and generalized 

osteopenia. The patient was then diagnosed with multiple myeloma based on the results of a bone marrow biopsy.  This case 

demonstrates the importance of using comprehensive diagnostic approaches when the patient manifests symptoms that are un-

responsive to conventional treatment.  (Korean J Anesthesiol 2009; 56: 120～3)

Key Words:  Low back pain, Multiple myeloma, Myofascial pain.

  일반 사람들에게 통증의학과가 많이 알려진 후 통증의 

치료를 해 통증의학과를 찾는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특히 요통은 75−85%의 사람들이 일생에 한 번

은 경험할 만큼 흔하며,1) 그 원인도 다양하여 정확한 진단

과 치료를 해서는 폭 넓은 지식과 함께 환자에 한 주

의 깊은 진료가 필요하다. 특히 지속된 통증을 호소하는 환

자들은 임상  진단만으로 치료에 임할 시 요한 질병을 

간과할 수 있다. 자들은 비교  은 나이에 지속된 요통

으로 내원한 환자의 치료  다발성 골수종과 동반된 근근

막성 통증으로 골수종의 진단이 늦어진 환자를 경험하여 

이를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49세 남자가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본원 통증의학과 외래

로 내원하 다. 특별한 과거력은 없었으며, 건축 공사장에

서 노동을 하는 건축 장 인부 다. 내원 약 7개월  무거

운 물건을 든 후 허리통증이 발생하여 진통제 복용과 물리

치료 등 개인의원에서 보존  치료를 하 으나 호 이 없

고, 통증은  심해져 내원 시에는 다량의 진통제로 통증

조 을 하고 있었다. 10번 흉추 우측에서 동측의 3번 요추

부 에 이르는 통증이 있고, 10  시각통증등 은 안정 시 

2−3 , 몸통을 움직일 때 8 이었으며, 때로는 밤에 바로 

워 잘 때도 통증이 심하다고 하 다. 통증으로 허리의 

방 굴곡은 30o정도로 제한되어 있었고, 외회 과 측방굴곡

도 제한이 있었다. 그리고 11번 흉추의 극상돌기 우측 3 cm 

부 와 2번 요추 극상돌기 우측 5 cm 부 를 을 때 압

박부 와 함께 동측의 둔부 쪽으로 통증을 호소하 다. 하

지신 거상 검사는 음성이었으며, 하지로의 방사통이나 감

각이상  근력 하는 없었다. 압은 110/70 mmHg, 맥박

수 분당 80회, 체온은 36.5oC, 체 은 60 kg이었다. 근근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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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RI (T1 weighted image) findings of lumbar spine. The 

spine demonstrates compression fractures at L1−L5 and decreased 

signal intensity of bone marrow.

Fig. 1. Lateral view of the thoracolumbar spine demonstrates ver-

tebral bodies that are difficult to see owing to osteopenic changes. 

Also note a L1−L5 vertebral body compression fractures.

Fig. 3. CT scan obtained at the level of L5 shows a destructive 

lytic lesion within a lumbar vertebral body and several lytic le-

sions within the pelvis.

통증 증후군 의심 하에 요추능형근과 흉최장근에 0.5% bu-

pivacaine 3 ml와 normal saline 6 ml, triamcinolone 20 mg 혼

합액으로 통증유발 주사(Trigger point injection. TPI)를 하

고, acetaminophen/tramadol HCl 4 Tab/day 처방을 한 후 심

한 통증 시 복용토록 하 다. 4일 후 환자는 허리 방굴곡

은 70o 정도로 개선되었으며, 통증도 많이 감소하여 진통제

를 복용하는 빈도도 많이 었다고 하 다. 1주일 부터 

자고 일어나면 아 나 활동을 하면 없어지는 상부흉추와 

양쪽 어깨 (scapula)부 의 통증도 조  있다고 하여, 극하

근(infraspinatus muscle)에 통증유발  주사를 하 다. 1주일 

후 환자는 내원 3일 부터 요추부 의 통증이 다시 심해졌

으며, 통증은 웠다 일어나는 등 움직일 때 심해지고 안정 

시에는 감소한다고 하 다. 그리고 체 은 내원 시 60 kg이

나 최근 4개월 동안 10 kg정도 감소했다고 하 다. 요추능

형근과 흉최장근에 다시 통증유발 주사를 하고 흉추  

요추 방사선 검사와 Oxycodon hydrochloride 20 mg/day 처방 

후 1주일 후 다시 내원하도록 하 다. 1주일 후에도 환자의 

통증은 지속되었고, 흉추  요추 방사선 사진에서 L1−L5 

압박골 과 함께 척추의 반 인 골감소성 변화가 찰되

었고(Fig. 1), 최근의 격한 체 감소 등이 있어 추가 인 

검사  통증조 을 해 신경외과로 입원하 다.

  입원 후 실시한 일반 액검사에서 색소수치 감소(6.3 

g/dL)외에는 정상이었고, 액응고검사에서 PT 15.6 (INR 

1.40), aPTT 58.9 로 약간의 응고장애 소견을 보 으나 출

경향은 없었다. 임상화학검사에서 총 단백수치 증가(11.0 

g/dL), 알부민수치 감소(3.2 g/dL), 크 아티닌 증가(2.1 

mg/mL), 요산 증가(9.1 mg/mL) 소견을 보 다. 일반소변검

사는 정상이었다. 요추부 자기공명 상에서 L1−L5의 압박

골 과 반 인 골수의 신호변화로(Fig. 2) 침윤성 골종양

이 의심되어 골 스캔(bone scan)과 컴퓨터단층촬 을 하

다. 골 스캔에서 상부 흉추  요추, 늑골, 발목 등 여러 부

에서 골 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방사능 섭취증가가 있

었고, 컴퓨터 단층 촬 에서 내부 장기의 이상 소견은 없었

으나, 늑골, 흉추  요추, 골반, 천골에서 병 골 과 함께 

용해성 병변이 찰되었다(Fig. 3). 이후 병변 부 의 골 생

검과 골수 생검으로 다발성 골수종으로 명되었다. 환자는 

타병원에서 치료 받기를 원하여 원 하 다.



 Vol. 56, No. 1, January 2009  Korean Journal of Anesthesiology

122

고      찰

  요통의 원인은 척추의 외상, 추간 이상, 척추이상, 종양, 

감염, 퇴행성 염, 사성 질환 등의 척추 내인성 원인과 

내장인성, 심인성, 성, 근육성 원인과 같은 척추 외인성 

요인 등 다양하여 환자의 증상이나 이학  검사만으로 구

별하기는 힘들다. 증례의 환자는 허리 우측부 의 통증을 

주로 호소하 다. 통증 유발 과 연 통이 존재하고, 신경

학  검사 상 특별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허리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 건축 장 인부라는 과 특별한 외

상의 이력이 없어 근근막성 통증으로 생각하고 허리 근육

의 통증 유발  주사로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다.

  근근막 통증 증후군은 근막구조의 외상과 근육에 가해지

는 격하거나 지속 인 과부하로 발생하며, 보통 근육과 

근육을 감싸고 있는 결합 조직에 통증과 근경련, 압통, 강

직, 운동제한, 쇠약  자율기능 부  등의 증상을 호소한

다. 통증유발 이라 불리는 민한 부분에서 통증이 유발되

어, 이런 통증 유발 을 압박할 때 신체의 다른 부 로 방

사되는 특징 인 연 통이 있다. 치료는 통증유발  주사, 

신장분무요법, 교감신경계 블록, 물리치료와 근육 재활치료 

등으로 통증 유발 을 불활성화 시키면서 통증의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는 것이다. 요추부의 통증이 있는 경우 염좌

나 척추 증, 추간  탈출증, 척추  착증 등 요통을 

일으키는 부분의 질환에서 동반될 수 있다.2) 요추의 신

과 측면굴곡에 여하는 요추능형근은 근육에 의한 요통 

 가장 흔한 원인으로 여겨지며,3) 통증유발 을 압박하면 

동측의 둔부로 연 통이 유발된다. 장늑근과 최장근은 척추

의 신 과 측면굴곡에 여하며, 통증유발 을 압박할 때 

요장늑근은 동측 둔부의 앙부 로, 흉최장근은 흉추 10, 

11번 높이에서는 동측 둔부의 아랫부분으로, 요추 1번 높이

에서는 동측 둔부의 윗부분으로, 흉장늑근은 압박 의 아

래 방향으로 연 통이 나타난다.4) 그 외 장요근, 다열근, 복

직근 등도 허리의 통증을 일으킬 수 있다.

  척추의 양성 종양은 은 나이에 많이 발생하고 극상돌

기, 횡돌기 같은 뒤쪽부분에 주로 생긴다. 반면 악성종양은 

90%이상이 이성으로5) 나이에 비례하여 발생 험도가 증

가하여 50  이후 최고치를 이루며 추체와 같은 앞부분에 

주로 발생하고, 유방암, 립선암, 갑상선암, 신장암, 장암 

등에서 이되는 경우가 많다.6) 척추 종양의 가장 흔한 증

상은 지속 인 통증으로 야간에도 존재하여 잠을 방해할 

수 있으며, 자세의 변화나 안정 시에도 경감되지 않는다.7) 

원발성 악성 종양은 드물며, 그  다발성 골수종이 가장 

흔하여 모든 골종양의 45%를 차지한다.8)

  다발성 골수종은 장세포(plasma cell)의 악성증식으로 인

한 질환으로 바이러스 감염, 만성염증, 다이옥신 등의 독소

나 속  이온화 방사선에 노출, 골수증식성 질환 등이 

가능한 유발요인으로 여겨진다. 발병률은 10만 명당 3−4명 

정도로 여성보다 남성이, 백인과 동양인 보다 흑인이 약간 

높다.8-10)

  진단 시 평균연령은 68세로 고령에서 주로 발생하며 40

세 이하는 5%미만으로 드물다. 골수의 비정상 장세포가 

10%이상 증가되어 있고, 청이나 소변의 단일클론성분 단

백질(M component)의 증가( 청: ＞ 3 g/dL, 소변: ＞ 1 g/dL/ 

24-hour urine collection)나 용해성 골 병변이 있으면 진단을 

내릴 수 있다. 용해성 골 병변이 없더라도 단일클론성분 단

백질의 지속 인 증가를 동반한 장세포증가증이나 수질 

외 종양이 발생 시 진단 될 수 있다.9)  

  장세포의 골수침윤과 사이토카인  단일클론성분 단

백질의 생성, 면역 결핍의 결과로 임상 증상이 나타난다. 

골 병변은 척추, 골반, 늑골, 두개골, 요골과 퇴골의 근  

말단과 같이 액생성이 활발한 부 에서 주로 발생하며 

과도한 골의 재흡수는 골 통증, 병 골 , 과칼슘 증을 일

으킨다. 골 통증은 진단 시 75%정도 호소하며 허리와 늑골

에 호발한다.10) 기에는 간헐 이며 심하진 않으나, 부하가 

실리면 악화되고 휴식 시 완하되는 양상을 보일 수 있으며, 

척추 종양에서 특징 인 안정 시 통증과 야간 통증을 호소

할 수 있다. 척추의 압박골 은 55−70%에서 발생하며 통

증과 함께 골 에 의한 골 편과 연부조직의 장세포종

이 척수나 신경근의 압박을 래하여 방사통을 야기하거나 

심한 경우 발생부 에 따라 하반신마비, 사지마비 등의 신

경학  증상을 나타낸다.10,11) 골의 괴로 인한 과칼슘 증

은 골의 약화와 구역, 구토, 정신상태 변화, 신결석 등을 일

으킨다. 비정상 인 면역 로불린의 증가는 진 인 신기

능의 하와 감염에 한 감수성을 증가시키고, 유 분증을 

일으키며, 드물게 액의 성을 증가시켜 뇌, 폐, 신장 등

의 순환에 악 향을 주기도 한다. 골수 침윤과 신부  등으

로 인한 빈 은 가장 흔한 액학  이상으로 환자의 2/3정

도에서 있으며, 심한 과립구감소증이나 출 을 일으킬 정도

의 소 감소증은 진단 시 매우 드물고, 등도 감소증이 

환자의 10%정도에서 골수부 과 함께 나타난다.11) 

  어도 골의 50%가 괴되어야 단순 방사선 사진에서 이

상이 나타나는데 환자의 75%는 진단 시 이미 이상을 보인

다. 특징 인 원형의 골 용해성 소견과 미만성 골의 괴로 

반 인 골감소증을 보이지만,12) 환자의 20%는 골 용해성 

소견 없이 심한 골감소증만 보인다.13) 이성 병변의 조기 

발견에 사용되는 골 스캔은 다발성 골수종에서는 유용하지 

못한데 그것은 다발성 골수종이 골 형성이 결여된 골 용해

성 병변이기 때문이다. 컴퓨터 단층촬 은 단순 방사선 사

진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조기 병변을 찾아내고, 종양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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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정도와 수질 외 장세포종을 찾아내는 데 유용하다. 자

기공명 상은 골다공증과 악성종양에 의한 추체의 압박 골

을 감별하는데 유용하지만, 다발성 골수종도 골다공증을 

나타내기 때문에 특별한 외상력 없이 자기공명 상에서 양

성의 골다공성 압박골 을 보이는 경우 반드시 다발성 골

수종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14) 그리고 자기공명 상에서 골

수 침범이 반 이거나 10군데 이상이면 압박골 의 험

성이 높으며 생존 기간도 짧다.15,16)

  다발성 골수종은 일반 으로 서서히 진행하지만, 처음 진

찰 시 증상이 없더라도 속히 진행할 수 있다. 골수종의 

치료는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 등으로 병의 진행을 조 하

고 척추골 , 빈 , 감염과 같은 합병증을 치료하는데 

을 둔다. 골수종 환자는 다른 암환자보다 생존기간이 긴 데 

척추성형술과 척추고정술 같은 재  수술치료로 삶의 질

을 약 4년까지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17) 그러나 이런 

치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평균 생존기간은 3−5년이다.10)

  증례의 환자는 비교  고, 공사장 작업인부라는 직업상 

허리근육에 만성 인 피로를 일으킬 수 있어 내원 첫 날부

터 악성종양을 의심하긴 용이하지 않았을 수 있다. 그리고 

통증유발 과 연 통이 존재했으며, 첫날의 TPI 치료 후 증

상이 많이 소실된 은 척추의 압박골  등으로 인해 이차

으로 근근막의 통증이 함께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 하

지만 내원 7개월 부터 개인의원 등에서 지속 인 보존  

치료를 하 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호  없이 차 악화

되었고 안정 시 통증과 야간 통의 특징이 있었으므로 종양

에 의한 통증을 의심해 볼 수 있었을 것이다. 한 내원 첫

날부터 자세한 문진으로 최근 4개월 동안의 격한 체 감

소를 알았다면 진단에 더욱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아울러 

다발성 골수종 환자는 감염과 출 의 가능성이 높아 통증

유발 주사와 같은 비교  간단한 침습  치료도 험할 

수 있으며, 신기능 하로 약물 사용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 골 로 인해 근근막 통증의 치료를 한 신장치

료 등도 험할 수 있다. 

  결론 으로 비교  흔한 증상인 근육통을 호소하는 환자

라 할지라도, 신경학  검사  이학  검사를 소홀히 할 

수 없으며, 지속 인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거나, 조 이라

도 다른 질환이 의심 될 때에는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여 

정확한 진단을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척추의 안

정 시 통증과 야간 통증이 있는 환자의 경우 항상 종양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이 통증의학과 문의는 

통증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 질환과 그 질환에 한 폭 

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진료에 임하여야만 신속한 진단과 

합한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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