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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ThiscasereportsthemanagementofachronicpyelonephritispatienttreatedwithHyeonsamjihwang-tang.
Methods:Thepatientsufferedfrom swellingandfatigueandwasdiagnosedwithSoyanginMangeum-syndrome.The

patientwastreatedwithHyeonsamjihwang-tangfora40dayperiod.Hematology,urinalysis,andthenumericalratingscale
wereusedtoevaluatetheeffects.

Results:AftertreatmentwithHyeonsamjihwang-tang,thepatient’scomplaintsofsymptomsdecreased,andimprovements
wereshowninhematologyandurinalysis.

Conclusions:Hyeonsamjihwang-tanghasaneffectonpatientswithchronicpyelonephr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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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만성 신우신염은 성 신우신염 치료 후 반복

으로 재발하는 것으로,요로 기 질환이 있는 환자

에게서 발생한다.세균 감염에 의해 발생하며,면

역력이 약한 소아,고령자에서 호발한다.원인균은

성 신우신염에 비해 다양하며, 장균(E.coli)의

비율은 50% 이하이다
1
.

만성 신우신염에서는 성 신우신염의 주 증상

인 고열과 늑골척추각(CVA)의 고타통을 호소하는

경우는 드물다.보통 가벼운 증상만을 호소하여,미

열,피로,식욕 하,경도의 허리나 등의 통증을 호

소한다
2
.만성 신우신염이 재발을 반복하면 결국

신장기능이 하되어 신장의 축이나 반흔화가

나타난다
1
.

진단은 소변검사 상 농뇨,세균뇨가 나타나는 것

외에 특이 인 증상은 없다.따라서 신기능검사를

통해 소변농축력의 하를 증명하거나 방사선 검

사를 통해 환측 신장의 축과 신우의 변형,좌우

의 비 칭을 통해 증명한다. 재까지 알려진 치료

로는 성 신우신염에서의 치료와 마찬가지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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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제 투여가 가장 효과 이다1.

이에 자는AbdomenEnhancedComputerTomography

(AbdomenECT)상 만성 신우신염의 경과로 우측

신장의 축 소견을 받고,항생제 치료로 호 이

없던 환자에 해 삼지황탕을 투여하여 임상증

상 소변검사 결과의 호 을 경험하 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Ⅱ.증 례

1.환 자 :조⃝⃝,여자,46세

2.발병일 :2017년 03월경,2018년 01월 말 재발

3.주소증 :피로,부종, 뇨,우 하통,소변빈삭

4.진 단

1)ChronicPyelonephritis(CPN)inRt.kidney

2)Hepatichemangioma

5.과거력 :2017년03월경AcutePyelonephritis(APN)

진단 후 치료 완료

6.가족력:없음.

7. 병력

상기 환자 2017년 03월 경 성 신우신염 진단

받고 양방 치료 후,간헐 으로 우 하통,피로,

부종 등 증상 발생 하다가 2018년 01월 말 증상

악화되어 2018년 02월 21일부터 2018년 02월 28일

까지XX병원입원하여2018년02월21일Abdomen

ECT상 CPNinRt.kidney진단 받고 항생제

치료 하 으나,증상 호 없어 2018년 03월 03

일부터 본원에 내원하시어 외래 치료 하 다.

8. 진소견

1)피로,부종 :만성 피로 증상과 동반하여 신

부종감 특히 하지부 부종감을 호소함.

2) 뇨 :이 병원에서 소변검사 상 미경

뇨 나타났다 함.

3)우 하통 :우측 하부 지속 인 통증

불쾌감 호소함.

4)소변빈삭 :배뇨통은 없으나 배뇨 주기가 짧고

잔뇨감 거품뇨 증상 호소함.

9.외래 검진 소견

1)AbdomenECT(XX병원)상 우측신장의cortical

irregularity가 나타났으며,우측 늑골척추각(CVA)

에서의 고타통을 호소하여 CPN sequela진단

받은 독소견서 지참하시어 내원함.

2)Laboratoryfindings

(1)Chemistry:BUN7.1mg/dl,Creatinine0.5mg/dl

(2)Hematology:WBC4000/μL,Neutrophil50.3%,

Lymphocyte47.5%↑,Monocyte2.2%,Eosinophil

0%,Basophil0%

(3)Serology:CRP0.1mm/hr

(4)Urinalysis:Blood3+(250)RBC/uL,WBC

20-30/HPF,RBC many,Epithelialcell

20-30/HPF,Bacteriaafew

10.사상체질진단

1)외 형

(1)체형기상 :신장 160cm,체 55kg,BMI

21.48로 어깨 가슴이 발달한 체형이고 골

반은 다소 빈약하나 하지가 잘 붓는 편이다.

(2)용모사기 :얼굴은 둥근 편이나 골부가 다

소 도드라지며 꼬리가 약간 올라가 있다.

측면에서 보았을 때 앞이마가 튀어나와 두

상의 후가 입체 인 편이다.

2)사상체질진단 설문지(QSCCⅡ+): 陽人

3)素證과 顯證

(1)睡 眠 :淺眠

(2)食慾,消化 :식욕은 양호하나 소화력은

하된 상

(3)大 便 :1회/3일.변비,무른변,후 감 호소

(4) 便 :5-6회/일.양호.야뇨 1-2회

(5)口渴,飮水 :입이 마른 것을 종종 느낌.음

수량은 많지 않으나 따뜻한 물을 마시는 편

(6)汗 出 :땀을 거의 흘리지 않는 편

(7)寒 熱 :추 에 한 민감도가 높음.손발이

찬 편이다.

(8)面 診 :面色白

(9)腹 診 :右脇肋下壓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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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診 : 紅苔薄白

(11)脈 診 :沈緊弦

4)진 단 :외형,설문지 결과,소증 증 등에

근거하여 陽人 脾受寒表寒病 亡陰症으로 진

단하 다.

11.치 료

1)한약(2018년 03월 10일~2018년 04월 21일):

삼지황탕(玄蔘地黃湯,Table1)을 2첩 달여

3포로 나 어 120cc씩 1일 2회 아침, 녁 식

후에 복용하도록 하 다.

Herbal
name

Scientificname
Amount
(g)

熟地黃 RehmanniaeRadixPreparata 8

山茱萸 CorniFructus 8

白茯苓 Hoelen 8

澤 瀉 AlismatisRhizoma 8

車前子 PlantaginisSemen 4

羌 活 OstericiRadix 4

獨 活 AngelicaePulbescentisRadix 4

荊 芥 SchizonepetaeSpica 4

防 風 SaposhnikoviaeRadix 4

牧丹皮 MoutanCortexRadicis 4

玄 蔘 ScrophulariaeRadix 4

Table1.TheCompositionofHyunsamjihwang-tang

2)침치료:동방침구제작소에서제작한0.20mm×3.0

cmstainlesssteel호침으로 1-2주에 1회씩,7주

간 총 6회(3월 3일,3월 10일,3월 17일,3월 31

일,4월 7일,4월 21일)자침하 다.수기침으

로 사암침의 신정격을 용하 고,LU8(經渠),

KI7(復溜),SP3(太白),KI3(太谿)네 곳의

자리에 표면에 얕게 자침하여 수보사법을 이

용하여 득기를 유발하도록 자침하 다.매회

자침 시 15분간 유침하 다.

3)기타 한방치료 :침치료 시 경피 외선조사요

법을 같이 시행하 고,침치료 후 하복부 왕뜸

치료를 30분 시행하 다.

11.치료경과(Table2,3,4)

1)2018년 03월 03일 :2018년 02월 21일 Abdomen

ECT상 Rt.CPN 진단 후 항생제 치료하 으

나,증상 호 없어 한방 치료 해 내원하

다.주소증은 피로감 부종감이며,만성 신우

신염으로 인한 우 하통 뇨 증상도 있었

다. 한 항생제 부작용으로 인한 오심 안

혼 증상으로 항생제 복용 단하고 한의학

치료하기로 하 다.환자 증상과 련된 객

지표를 확인하기 해 액검사 소변검

사 시행하 다.

2)2018년 03월 10일 :일주일 간 우 하통은 지

속(NRS10)되었다.빈뇨 증상 있으며,간헐

으로 거품뇨도 동반된다 하 다. 변은 3일에

1회 정도 변비 경향이나 변의 양상은 무른

변을 보며,배변 후에도 후 감을 호소하 다.

3)2018년 03월 17일 :우 하통은 지속 으로 발

생하 으나 통증 강도는 호 (NRS5-6)되었

고, 반 피로감도 호 되었다.소변 횟수와

양도 다소 증가하 고 거품뇨 증상도 호 되

었다. 변도 1-2일 1회 양상으로 변비 증상은

다소 호 되었으나 복부 불편감은 지속되었다.

한약 복용 후 신 소양감 두드러기 증상 있

었으나 내원 시에는 다소 가라앉은 상태 다.

4)2018년 03월 31일 :우 하통 간헐 으로 발생

하여 일주일 통증이 없는 날도 있었다.통

증 발생시 통증 강도는 과 비슷하게 유지

(NRS5-6)되었다.피로감 부종감도 완화되

었다.소양감도 완화된 상태에서 왕래하 다.

증상 련 객 지표 추 찰을 한 액

검사 소변검사 시행하 다.

5)2018년 04월 07일 :일주일간 우 하통 발생

빈도는 어들어 피로한 경우에 간헐 으로

발생하 고,통증 강도도 완화(NRS1-2)되었

다. 변은 1-2일 1회로 변비증상 호 된 상태

지속되었고,복만감과 후 감도 소실되었다.

소양감은 은은하고 미세한 정도로 완화되었다.

6)2018년 04월 21일 :2주간 우 하통 없었다.피



만성 신우신염 환자에 한 삼지황탕 치험 1례

952

로감 부종감도 완화된 상태로 지속되었다.

소양감은 없었다. 반 증상이 완화되어 한

약은 추가처방 하지 않았다.

7)2018년 05월 07일 : 반 증상 완화된 상태

로 유지되었다.객 지표 추 찰을 한

액검사 소변검사 시행하 다.증상 완화

검사 소견 상 이상 없어 치료 종료하 다.

Date
Symptom

3/3 3/10 3/17 3/31 4/7 4/21 5/7

Fatigue + + +/- +/- +/-

Swelling + + +/- +/-

Frequencyofpain Continuous Continuous Continuous IntermittentIntermittent - -

Intensityofpain(NRS*) 10 10 5-6 5-6 1-2 - -

Foamyurine +/- +/- -

Itching - - + +/- +/- - -
*NRS:numeralratingscale

Table2.TheProgressofPatient’sSymptom

Date
Hematology

3/3 3/31 5/7

Neutrophil(%) 50.3 63.1 73.5

Lymphocyte(%) 47.5 33.7 24.6

Table3.TheProgressofHematology

Date
Urinalysis

3/3 3/31 5/7

Blood(RBC/uL) 3+(250) (-) (-)

WBC(/HPF) 20-30 3-5 3-5

RBC(/HPF) many 3-5 3-5

Epithelialcell(/HPF) 20-30 3-5 3-5

Bacteria(/HPF) afew none none

Table4.TheProgressofUrinalysis

Ⅲ.고찰 결론

만성 신우신염의 증상은 성에서와 다르게 증

상이 없거나 경도인 경우가 많다.미열, 신피로,

식욕 하,경도의 허리나 등의 통증을 호소한다.소

변검사 상 농뇨,세균뇨가 나타난다.치료는 성

신우신염과 마찬가지로 항생제 투여한다
1
.하지만

성 신우신염은 원인균이 부분 장균(E.coli)

이므로 항생제 치료가 효과 인 반면,원인균이 다

양한 만성 신우신염은 완치가 어려우며
3
재발이 반

복되면 신실질의 손상으로 신부 에 이르게 된다
4
.

신우신염의 증상과 련된 한의학 제가학설로

는 宋代 陳無擇이 三因方에서 “病 便出血,多因

心腎氣結所致,惑因憂勞房室過度,此爲得之虛寒.故

養生云,不可 以血得熱爲淖溢爲說.二 皆治尿血,

淋不同,以其不痛,故屬尿血,痛則當在血淋門.”라

하여 淋病과 尿血의 범주에 두었고,감별 을 통증

의 유무로 보았다. 한 신우신염에 한 증례보고

논문은 성 신우신염에 해서는 발열,오한,요

통,소변빈삭 등의 증상을 바탕으로 淋病으로 진단

하여 치료한 증례보고가 몇 편 있으나
5,6
,만성 신

우신염에 한 증례보고는 한 편
3
밖에 없었다.

陽人 脾受寒表寒病의 병리기 은 “腎局陰氣 爲

熱邪所陷 而脾局陰氣 爲熱邪所壅 不能下降 連接於

腎局 而凝聚膂間 膠固滯之病也”이다
7
. 陽人 병증

은 한열에 따라 구분되며,脾受寒表寒病은 偏大한

脾局에서 水穀熱氣 때문에 表陰이 하강하지 못해

병증이 나타나고,胃受熱裏熱病은 偏 한 腎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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淸陽이 상승하지 못해 熱化되어 병증이 나타난다8.

본 논문의 증례보고 환자는 외형과 사상체질설문

지(QSCCⅡ+),소증 증을 통해 陽人으로

진단하 고,소증 증에서 변비의 양상은 있으

나 변이 무르고 추 에 한 민감도가 높은 것 등

을 종합하여 陽人 脾受寒表寒病으로 변증하 다.

陽人 脾受寒表寒病에서 亡陰症의 병리기 은

“陽盛格陰於下 則陰爲陽壅 不能下降於膀胱 上 背

膂 而內遁膈裡”이다7. 陽人 脾受寒表寒病은 輕重

險危에 따라 陽傷風症,結胸症,身熱頭痛亡陰症,

身寒腹痛亡陰症으로 나눠진다9.險危症으로 갈수록

脾局의 水穀熱氣에 의한 陰淸之氣의 손상이 심해

져 腎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表寒下多하게 된다10.

본 논문의 증례보고 환자는 소증 증에서 소화

상태가 하된 ,구갈과 한출의 양상 등을 종합

하여 陽人 脾受寒表寒病 亡陰症으로 진단하 다.

陽人 亡陰症의 처방은 “身熱頭痛泄瀉 當用 猪

苓車前子湯 荊防瀉白散,身寒腹痛泄瀉 當用 滑石苦

蔘湯 荊防地黃湯”이라 하 다7.본 논문의 증례보

고 환자는 추 에 한 민감도가 높고,손발이 차

며,무른 변 양상의 소증을 보여 身寒腹痛泄瀉 처

방을 활용하 다.형방지황탕의 강활,독활,형개,

방풍은 降表陰하여 補陰하는 약재이며,복령,택사

는 약력을 腎局으로 이끌어주는 약재이다.차 자

는 下焦의 熱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면서 변을

당히 굳게 만들어주는 약이다.숙지황과 산수유의

조합은 表裏를 막론하고 症의 범주에서 陽人

의 保命之主를 大補하는 효능이 있다
11
.

한 형방지황탕에 련된 기존 연구로는 노화

동물에 한 치매치료의 효과에 한 연구
12
와 간

경변의 방에 미치는 향13,신장,비장,방 세포

에 한 항산화능에 한 연구
14
가 있었다.본 논문

의 증례보고 환자는 만성 신우신염이 있으면서 항

생제에 반응하지 않는 세균뇨와 뇨가 있었으므

로 상기증상을 치료하는 처방으로 형방지황탕의

變方 삼,목단피를 가하여 血症에 쓰는 삼

지황탕을 처방하 다7.

본 논문의 증례보고 환자는 본원에 내원하기

항생제 복용 후 인한 오심 안혼 증상으로 항생

제 복용을 단한 상태로,한의학 치료 외에 다

른 치료방법은 개입되지 않았다.약 7주간의 한의

학 치료를 통해 피로,부종,우 하통 등 주소증

이 부분 호 되었다. 한 소증도 3일에 한번정

도 무른 변을 보는 변비 양상에서 변의 형태도 갖

춰지면서 1~2일 1회 변을 보는 양상으로 개선되었

다.식욕에 비해 하되어 있던 소화력도 개선되었

다.치료 도 일시 으로 피부소양감이 발생하

으나 치료를 진행하면서 소실되었다.

성 신우신염은 항생제 투여로 치료되는 경우

가 많고,만성 신우신염으로 이환된 경우는 아직특

별한 치료법이 밝 진 것이 없으며,한의학 치료

에 한 증례보고 역시 부족하다.본 만성 신우신

염 환자의 증례보고는 항생제 투여로 치료가 되지

않는 환자에게 한의학 단독치료만으로 환자의 증

상과 검사실 소견이 개선 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한 앞으로 신우신염에 한 한의학 인 근이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성 신우신염은 재발이 쉽고,신부 으로 이행

될 수 있는 질환이지만 장기간 추 찰을 하기에

는 치료기간이 짧았다는 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한 증례가 1례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힘들다는

,한의학 인 치료가 복합 으로 들어갔다는

에서 해석에 유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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