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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Facialnervepalsyiscausedbydamagetotheseventhcranialnerve.Itisthemainsymptomoffacialmuscle

paralysisontheaffectedside.Ifthepatientcannotreceivepropertreatment,severepermanentimpairments,bothphysicaland
mental,mayresult,sothisdiseasemustbetreatedappropriately.Inthisstudy,apatientwithfacialnervepalsywasadmitted
toaKoreanmedicinehospitalfortreatment.Thiscasestudyreportsonthepatient'sprogressandtheeffectsofthetreatment.

Methods:Wetreatedthepatientwithherbalmedicines,acupuncture,herbalacupuncturetherapy,andphysicaltherapy.
TheHouse-BrackmannGradingSystemandaweightedregionalgradingsystemwereusedtoassesssymptomchanges.

Results:Thepatientwithfacialnervepalsywashospitalizedfor50daysandrecoveredfromsymptomswithoutsignificant
problemsinthefaceortomotorfunction.

Conclusion:ThiscasereportdemonstratesthepossibilityoftreatingfacialnervepalsyusingKoreanmedicine.

Keywords:facialnervepalsy,facialmuscleparalysis,HouseBrackmanngradingsystem,weightedregionalgrading
system,Koreanmedicinetreatment,casereport

Ⅰ.서 론

안면신경마비는 뇌신경질환 가장 흔한 질환

으로,일반 으로 작스럽게 발생하는 환측 안면

근육의 마비가 주증상이며,이마주름의 소실,폐안

불가로 인한 流淚,眼淚 감소로 인한 眼澁,청각과

민,耳鳴,耳後痛, 앞부분의 미각장애,타액분비

감소,口脣이 건측으로 끌려가는 증상 등을 동반하

게 된다
1
.

안면신경마비는 추성과 말 성의 두 가지로

나 어지며,특히 말 성의 경우 마비된 안면신경

과 환측 안면 근육의 운동에 약이 발생하게 된

다
2
.

말 성 안면신경 마비의 원인으로는 이성 상포

진(RamsayHuntSyndrome),GBS(Guillain-barre

syndrome),벨마비(Bell'spalsy)등이 부분을 차



한방병원에 입원한 말 성 안면신경마비 환자에 한 한방 치료 1례

1076

지하며3,그 원인이 불분명한 특발성의 벨마비

가 90% 이상으로 가장 흔하다
4
.

Bell마비(Bell'spalsy)는 경상유돌공(stylomastoid

foramen)혹은 안면신경 (facialcanal)내에서 안

면신경이 염증성 반응에 의하여 침범되어 생기는,

하부신경원 형태의 원인불명의 안면마비이다
5
.이

질환은 매년 10만 명 당 약 25명,일생동안 60명

1명꼴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드물지 않은 질환

이다6,7.

Bell마비(Bell'spalsy)의 치료는 유동 일 수

있는데,이는 환자의 약 60%가 치료 없이 완 히

회복 가능하며,오직 10%의 환자에게서만 비가역

인 변형 장기 후유증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분의 경우에서 치료는 불필요하나,

좋지 않은 후가 상되는 경우 기 단계부터

치료가 필요하다. 후를 악할 수 있는 임상 인

지표는,첫 수 일 간 마비의 정도이며,노인일 경

우,청각 과민을 동반한 경우,통증이 심한 경우에

도 후가 좋지 않을 수 있다5.많은 임상가들은 약

물요법,즉 스테로이드제,항바이러스제 확

장제의 사용을 지지하고 있으나8,결과에 향을

수 있는 유일한 서양 의학 치료는 스테로이

드 제제이며,그러나 이 한 명백하지 못하다5.

말 성 안면신경마비는 한의학 으로 구안와사

에 해당하며,그 원인은 正氣가 부족하여 經脈이

空虛하고,腠理가 不固한 가운데,風寒邪가 안면의

經絡을 침범하여 經氣循環의 장애로 氣血이 調和

되지 못하고 經筋이 滋養을 받지 못하여 肌肉이

弛緩不收되어 발생한다고 본다9. 한 질환이나 외

상이 없이 寒冷露出,過勞,感情不安,스트 스에

인하여도 발생할 수 있다1.따라서 經氣를 宣通하

고 逐風散寒 調和血氣하는 방법으로 이를 치료할

수 있다10.

인들은 정신 과로 스트 스의 증가로

인하여 안면신경마비에 이환될 확률이 높으며,

한 외모가 시되는 오늘날의 경향을 보았을 때,

구안와사 치료의 요성은 더욱 더 높아지고 있다.

질환에 한 한방 치료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최근 입원시설을 갖춘 한방병원에서는 발병 기

수 일간 입원 치료를 시행하여 증상의 완화 부

작용의 감소를 도모하고 있다
11
.

본 증례에서는 말 성 안면신경마비로 강남자생

한방병원에 입원한 환자 1명에 하여 양방 인

치료 없이 한방 치료를 시행한 후에 얻은 련 지

표들에 한 유의한 개선의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Ⅱ.증 례

1.환자명 :이⃝학(M/21)

2.주소증 :Rt.facialpalsy

3.O/S:2017년 11월 08일경 과로한 후 發

4.P/H:Rhinitis(2008)

5.F/H:특이사항 없음.

6.처음 내원일 :2018년 03월 03일

7.입원기간 :2018년 03월 03일-2018년 04월 21일

(50일간)

8. 병력

175cm,58kg의 21세 남자 환자로서,2017년 11

월 08일경 과로 후 갑자기 발생한 안면 마비를

주소로 2017년 11월 10일경 XX 한방병원 내원

하 으며,BrainCT상 특이소견 없었음.타병원

에서 스테로이드제 투여 침치료,한약 등으

로 치료하 으나 증상 지속되어,2018년 03월 03

일경 집 치료 해 ⃝⃝한방병원에서 입원 치

료함.

9.평가방법

환자 증상 변화 찰 해 HouseBrackmann

GradingSystem(이하 HBGS로 지칭)(Table1,

Fig.1)과 weightedregionalgradingsystem 인

FEMA12(Table2,Fig.2)로 측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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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e Description Characteristics

Ⅰ Normal Normalfacialfunctioninallareas

Ⅱ Milddysfunction

Gross:slightweaknessnoticeableoncloseinspection;mayhaveveryslight
synkinesis

Atrest:normalsymmetryandtone
Motion

Forehead:moderatetogoodfunction
Eye:completeclosurewithminimumeffort
Mouth:slightasymmetry

Ⅲ
Moderate
dysfunction

Gross:obviousbutnotdisfiguringdifferencebetweentwosides;noticeable
butnotseveresynkinesis,contrature,and/orhemifacialspasm

Atrest:normalsymmetryandtone
Motion

Forehead:slighttomoderatemovement
Eye:completeclosurewitheffort
Mouth:slightlyweakwithmaximumeffort

Ⅳ
Moderatelysevere
dysfunction

Gross:obviousweaknessand/ordisfiguringasymmetry
Atrest:normalsymmetryandtone
Motion

Forehead:none
Eye:incompleteclosure
Mouth:asymmetricwithmaximumeffort

Ⅴ Severedysfunction

Gross:onlybarelyperceptiblemotion
Atrest:asymmetry
Motion

Forehead:none
Eye:incompleteclosure
Mouth:slightmovement

Ⅵ Totalparalysis Nomovement

Table1.HouseBrackmannGradingSystem

Fig.1.HouseBrackmanngradingsystem change
bydate.



한방병원에 입원한 말 성 안면신경마비 환자에 한 한방 치료 1례

1078

FEMAscale Characteristics

F(forehead)scale 이마의 움직임을 평가

F0 정상과 구분할 수 없다.

F1 움직임에 장애가 없다.

F2 움직이지 않는다.

E(eye)scale 안검의 움직임을 평가,힘껏 감을 때의 의 감김을 평가

E0 정상측과 구분할 수 없다.

E1 완 히 감기며 힘이 들어가 주름이 생긴다.

E2 완 히 감기나 힘이 없어 주름이 생기지 않는다.

E3 건측에 비해 50% 이상 감긴다.

E4 건측에 비해 50% 미만 감긴다.

E5 안검의 운동이 없다.

M (mouth)scale 입술의 움직임 평가,휘 람을 불 때 수축의 정도를 정상측과 비교한다.

M0 정상측과 동일한 거리로 수축

M1 수축정도가 정상측의 50-99%에 해당

M2 수축정도가 정상측의 1-49%에 해당

M3 움직임이 없다.

A(associatedefect)scale안정시와 운동시 안면의 칭성과 이차 동반증상을 평가

A0 정상측과 구분되지 않는 경우

A1 안정시 칭이나 운동시 비 칭 이차 동반증상이 없다.

A2 안정시 칭이나 운동시 비 칭 수반운동 근 연축을 보임.

A3 안정시 비 칭을 보이며 수반운동 근연축을 보임.

A4 안정시 비 칭,수반운동 근연축은 없고 근 축보임.

Table2.FEMAGradingSystem

Fig.2.FEMAgradingsystembydate.

9.치료경과

1)2018년 03월 03일

(1)외래 치료 후 집 치료 해 입원함.

(2)우측 안면의 마비감

(3)우측 폐안(-)

(4) 썹을 올리는 동작(-)우측 이마 주름(-)

입술의 아/이/우 동작(-)

(5)음수 작 시 샘(+)

(6)顔面部 耳後部 통증(-)

(7)평소 피로감 호소,面色白,脈虛無力, 苔淡

(8)식후 30분,하루 3회 자생 화탕,보 익기탕

Ex.,취침 1회 우황감맥원 복용.

(9)매일 우측 地倉(ST4),頰車(ST6)투자,曲池

(LI11),風池(GB20)이체 A-Tx.2회 시행함.

(10)매일 신바로 2약침 1회,황련약침 1회 시

행함.

(11)매일 1회 Ultrasound,ICT시행함.

(12)HBGS:G5

(13)FEMA:F2E3M2A3

2)2018년 03월 05일

(1)입원 첫날과 증상 비슷

(2)증상 호 을 하여 가미보익탕 TID,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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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TID,우황감맥원 HS로 처방 변경

(3)HBGS:G5

(4)FEMA:F2E3M2A3

3)2018년 03월 09일

(1)안면부 비 칭 미약 호

(2)우측 폐안 미약 호

(3)HBGS:G4

(4)FEMA:F2E3M2A3

4)2018년 03월 27일

(1)이마 주름 미약 호 되어 주름 짓기가 가능

한 역 증가

(2)폐안 시 흰자 노출되지 않음.

(3)우황감맥원 HShold함.

(4)HBGS:G3

(5)FEMA:F1E2M1A2

5)2018년 04월 01일

(1)이마 체에 주름 짓기 가능

(2)안면 하부 둔마감은 지속

(3)HBGS:G3

(4)FEMA:F1E2M1A2

6)2018년 04월 04일

(1)밤에 열감 자한,불면 증상 발생

(2)우측 안면부 불편감 지속

(3)증상 호 하여 수액 처방

(4)HBGS:G3

(5)FEMA:F1E2M1A2

7)2018년 04월 10일

(1)안면 하부 근력 증가

(2)폐안 윙크 완 호

(3)HBGS:G3

(4)FEMA:F1E1M1A2

8)2018년 04월 12일

(1)이마 주름 지을 때 근력 증가

(2)우측 안면부 미약 경련

(3)볼에 바람을 넣는 동작 시 바람이 여 히 샘.

(4)HBGS:G3

(5)FEMA:F0E1M1A2

9)2018년 04월 15일

(1)안면부 감각 반 호

(2)개안 폐안 호

(3)안면 하부 근력 하는 여 히 유지

(4) 작 시 근력은 비슷하나 우측의 개구 폐

구 범 가 하됨.

(5)HBGS:G2

(6)FEMA:F0E1M1A1

10)2018년 04월 21일

(1)이마 주름을 칭 으로 지을 수 있음.

(2)안면부 감각 호

(3)우측 안면 피부의 탄력 증가

(4)개안 폐안 가능

(5)안면부 경련 증상 하

(6)안면 하부 근력 미약 하,빨 음수 시

볼 바람 넣는 동작 시에 새는 느낌.

(7)퇴원 진행함.

(8)퇴원약으로 가미보익탕 7일 TID,정안단 7일

TID처방함.

(9)HBGS:G2

(10)FEMA:F0E1M1A1

10.주요 검사 소견

1)방사선검사

(1)BRAINCT(2017년 11월 10일):정상

(2)ChestPA(2018년 3월 3일):정상

(3)EKG(2018년 3월 3일):정상

2) 액 소변 검사 소견(2018년 3월 3일)

(1)NEUT:47.2(L)

(2)LYMPO:42.2(H)

(3)T-Cholesterol:117.0(L)

11.주요 복용 약물

1)가미보익탕(加味補益湯,Kamiboik-tang)(Table

3):구안와사증상이면서 허증인 것을 치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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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bal
name

Pharmacognosticname
Amount
(g)

大 棗 Zizyphusjujuba 8

黃 芪 AstragalusmembranaceusBunge 8

生 薑 ZingiberofficinaleROSC 6

甘 草 GlycyrrhizauralensisFisch 4

當 歸 LactariussubzonariusHongo 4

白茯笭 Poriacocos(Schw.)Wolf 4

白灼藥 Paeoniajaponicavar.pilosaNAKAI 4

白 朮 AtractylodesmacrocephalaKoidzumi 4

熟地黃
Rehmanniaglutinosa(Gaertner)

Libosch.
4

人 蔘 PanaxginsengC.A.Meyer 4

陳 皮 FraxinusrhynchophyllaHance 4

川 芎 CnidiumofficinaleMAKINO 4

羌 活
Ostericumkoreanum(MAX.)

KITAGAWA
3.2

南 星 Arisaemaerubescens(Wall).Schott 3.2

半 夏 PinelliapedatisectaSchott 3.2

防 風 SaposhnikoviadivaricataSchiskin 3.2

白殭蠶 BombyxmoriL. 3.2

蓁 艽 GentianamacrophyllaPall. 3.2

升 摩 CimicifugafoetidaL. 2

柴 胡 BupleurumfalcatumLinne 2

Total 81.2

Table3.CompositionofKamiboik-tang

2)자생 화탕 :기 이 모두 상한 것을 치료함.

白灼藥,川芎,熟地黃,甘草,乾薑,桂皮,當歸,

黃芪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3)보 익기탕 Ex.

4)우황감맥원(우황감맥원):우황청심원과 감맥

조산의 합방.山藥,甘草,人蔘,蒲黃,神曲,

犀角,大豆黃卷,官桂,阿膠,白灼藥,麥門冬,

黃芩,當歸,防風,朱砂,白朮,柴胡,桔梗,杏仁,

白茯笭,川芎,牛黃,羚羊角,麝香,龍膽,石雄

黃,白蘞,乾薑,大棗, 麥 등이 포함됨.

5)정안단 :턱 장애,구안와사,얼굴 비 칭,

만성피로,만성 두통,목,등 어깨 결림증,신경

쇠약을 치료하며,鹿茸,沈香,熟地黃,山藥,안

면인경약재 등이 포함됨.

Ⅲ.고 찰

7번 뇌신경인 안면신경은 동측 안면의 근육을

지배하는 원심성 운동신경섬유, 물과 침의 분비

를 조 하는 자율신경섬유, 앞 2/3의 미각을 담

당하는 구심성 감각신경섬유 외이도 벽의 감

각을 달하는 감각신경섬유들로 구성된 혼합신경

으로13,안면신경마비는 이 신경이 손상되어 발생하

는 질환이다.이와 련하여 손상 받은 측 안면 근

육의 마비감을 주소증으로 하며,이마의 주름 소실,

폐안 불능,鼻脣口의 평탄,口角의 下垂와 같은 증

상이 동반하여 발생하고,면부는 환측으로 당겨지

게 된다. 한 流淚,眼澁,미각 감퇴 청각 과민

이 나타날 수 있으며,음수시나 양치 시에 환측 구

각으로 물이 흐르게 된다.음식물 작 후에도 음

식물이 류되어 환측의 치간에 남아있으며 는

건측으로 치우치게 된다.때로는 耳後部 유양돌기

부근의 동통이 발생할 수도 있다14.

안면신경마비의 서양 의학 원인으로는 외상,

이성 상포진 등의 감염성 질환 Bell'spalsy와

같은 비감염성 질환 등이 있으며
15
,그 특발성의

원인불명인 Bell'spalsy에 의한 경우가 90% 이상

으로 가장 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안면신경장애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2013

년에는 6만 7159명이었으나 2017년에는 8만 1964

명으로 지난 5년 사이에 약 2만 명이 증가하여
16

주변에서 쉽게 찰될 수 있는 질병임이 분명하다.

사회 교류의 기회가 높아진 사회에서 용

모의 요성은 커지고 있고,이러한 시

흐름에 따라 안면마비 환자의 육체 고통뿐만 아

니라 정신 스트 스 한 증가하여 사회 인 지

장을 래할 수 있기 때문에,안면마비에 한 정

확한 진단과 치료에 한 요성이 차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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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마비를 진단하기 해서는 근 도 검사,청

력검사,체열진단,MRI CT등을 사용할 수 있

지만,이 질환은 이러한 검사들을 반복 으로 시행

하기 힘들며,이학 검사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고,

검사 결과만으로는 신경 손상의 정도를 단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
12
.따라서 임상 으로 보여지는

안면신경 마비의 상태를 가능한 객 이고 정확하

게 평가할 수 있는 scale이 으로 요구되며,이

는 안면마비의 진단,치유과정,치료결과 후를

정확하게 단할 수 있도록 하고,나아가 의료인

병원 간 명확한 정보의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

가 된다. 재까지 안면신경마비를 평가할 수 있는 다

양한 분류법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며15,일반 으

로는 House-BrackmannGradingSystem이 리 사

용되고 있고,Yanagihara(unweightedregionalgrading

scale),FEMA(Weightedregionalgradingsystem),

Burres-Fisch Linear Measurement Index,The

Nottingham System,Sunnybrookscale,MoReSS

등이 고안되어 사용되고 있다12.

본 증례에서는 House-BrackmannGradingSystem

(이하 HBGS)와 FEMA(Weightedregionalgrading

system)의 두 가지 scale로 안면마비를 평가하 다.

HBGS는 1985년에 HouseJW,BrackmannDE가

발표한 평가도구로,GradeⅠ을 normal로,Grade

Ⅵ을 totalparalysis로 한 6단계의 Gradingsystem

이다.이는 반 인 안면마비의 정도 부가 인

동반 증상을 한꺼번에 평가하는 방법으로,편리하

고 신속한 평가가 가능하여 오랜 기간 동안 Golden

Standard로서 사용되고 있다17.FEMA는 1995년 연

세 학교 의과 학 이비인후과학교실에서 고안,발표

하 고, 한 이과연구회에서제안한weightedregional

gradingsystem이다.안면부를 forehead,eye,mouth

로 나 고 associatedefect까지 고려하 는데,안면

각 부의 임상 요성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므로

평가가 비교 정확하며,사용 한 용이하다는 장

이 있고,각 등 을 평가하는 항목이 세분화되어

재 성에 있어서도 다른 scale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그러나 등 을 세분함에 있어서 단

순성과 편리성이 결여되었고,무엇보다도 국제 인

공인받은 scale이 아니라는 한계 이 있다12.

안면신경마비는 한의학에서 구안와사에 해당하

며,≪黃帝內經⋅靈樞⋅經筋篇≫에 “足陽明之筋 …

其病 … 卒口僻 急 目不合 熱卽筋縱目不開頰筋

有寒卽急引頰移口有熱卽筋弛縱緩不勝收 故僻”에서

口僻으로 최 로 언 된 이래,‘風口喎候’,‘口眼喎

僻’,‘口眼歪斜’등으로 불리었으며,≪三因方≫에서

부터 “口眼喎斜”로 칭하게 되었다
18
.

한의학 으로 구안와사의 원인을 巢19는 풍으로,

張
20
은 한,열로,朱

21
는 허한으로,許

22
는 내상을 원

인으로 보았고,이와 같은 원인으로 맥락이 공허한

상태에 풍한 등의 사기가 안면부의 경락인 수양명

장경,족소양담경,족양명 경,수태양소장경에

침습하여 경기순환이 어려워 경락이 어체되고 기

이 痺阻되어 경근의 자양이 弛緩不收한 소치로

발병하며
13
,따라서 袪風散寒,溫經通絡하는 방법으

로 다스려야 한다.

본 증례에서 환자는 이미 발병한 지 4개월 가량

지난 상태로,발병 기에 타병원에서 스테로이드

약물 치료 한방 치료를 진행하 으나 증상에

한 큰 호 이 없어,입원 당시에는 별무치료

인 상태 다.발병한지 수 개월이 지난 계로,안

면부 이후부의 통증은 나타나지 않는 등 성

인 통증은 호소하지 않았으나,우측 안면신경 마

비로 인하여 우측 안면 반에 걸친 둔마감,근

약 미세 경련을 나타냈으며 우측 폐안이 불가

능하고 용력 시에도 약 1mm가량을 남겨두고 완

한 폐안은 불가능한 상태 으며, 썹을 거상하

여 우측의 이마 주름을 잡는 것이 불가능하 고,

구순의 근 약으로 인하여 아,이,우 와 같은 입

모양을 만드는 것이 어렵고 비 칭 이었으며,음

수 작 시에도 우측으로 새는 경향이 있는 등,

만성 인 경과를 보이며 안면부 근육 신경의

반 인 기능 하를 보이는 상황이었다. 한 환

자는 평소에도 기운이 항상 없으며,面色白,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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虛無力하며 설은 淡紅색으로 氣血兩虛한 상태 다.

발병한 지 시일이 경과하여 만성으로 진행하는

단계에 있으나, 기의 스테로이드 한방 치료

외에는 어떠한 치료도 시도하지 않고 있는 환자에

하여 증상 제거,기능 회복 후유증 발생 방지

를 목 으로 입원 후 집 치료가 필요하다고

단하 다.입원한 환자에 해,우리는 동의보감

방약합편에서 장기간 기 이 손상되었거나 강

장 피로회복,병후 허약에 사용하는 화탕,비

허약의 제반 임상증상에 리 활용되는 보 익

기탕 Ex. 우황감맥원을 사용하여 하되어 있

는 신체의 원기를 돋우는 치료를 시작하 다.그

후,증상에 한 극 인 호 을 하여 주로 구

안와사에 통용되어 去風邪,去痰하고 기 순환

진의 효능이 있는 가미보익탕과 정안단으로 처방

을 변경하 다.더불어,안면/두경부 주요 인 地

倉(ST4),頰車(ST6),曲池(LI11),風池(GB20)에

침구치료를 매일 2회 시행하 고,본원의 신바로2

약침 청열해독의 효능이 있는 황련약침을 사용

하 다. 한 매일 1회 ultrasound ICT치료를

시행하여 손상된 신경의 회복을 도모하 다.이와

같은 치료를 통하여 이마 주름 짓기가 가능한

역이 증가하여 칭 인 주름 짓기가 가능하 고

완 폐안이 가능하게 되었으며,우측 안면 피부의

탄력 증가,우측 안면부 경련 증상 감소 작

시 우측 하악부의 근력이 증 되었다.그러나 시일

이 많이 경과한 후 치료를 시행하게 되어 우측 안

면 하부의 근력은 완 회복이 어려웠으며,이에

따라 빨 를 이용한 음수 시,볼에 바람을 넣는 동

작 아,이,오 발음 시에는 약간의 하 비

칭을 나타내었다.

본 증례는 발생한 지 수 개월이 경과하여서

성 통증은 없으나,안면 각 부의 기능이 하되어

만성 단계로 진행하고 있는 말 성 안면신경마비

에 하여 집 인 한방 치료를 한 입원 치료

를 시행한 후, 련 지표에 있어서 유의미한 결과

를 나타냈고 환자의 증상 기능 한 정상에 근

한 상태로 회복하 다.그러나 증상의 개선 여부

를 정확히 단하기 한 충분한 평가 척도의 부

재가 한계 으로 존재한다고 사료되어,추후 말

성 안면신경마비에 한 정확하고 효율 인 평가

척도의 개발을 한 련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Ⅳ.결 론

2018년 03월 03일부터 2018년 04월 21일까지 편

측성 말 성 안면신경마비 환자 1례에 하여 한

방 치료를 시행하여 효과를 입증하 고,객 성 있

는 진단 방법 효과 인 한방 치료법에 한 추

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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