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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ThisstudywasaimedatevaluatingtheeffectandclarifyingthetreatmentperiodofKoreanmedicinetreatment

forcerebralinfarction.

Method:ThisstudywascarriedoutonpatientswithhemiplegiawhowerehospitalizedintheDepartmentofKorean
InternalMedicineofJecheonKoreanMedicineHospitalofSemyungUniversityfromJune2014toMay2019.Aretrospectivestudy
wasperformedon253patientswhowerediagnosedwithcerebralinfarctionbybrainCTornuclearmagneticresonanceimaging.

ResultsandConclusion:
1.Koreanmedicinetreatmenthasasignificanteffectonimprovingthemovementdisorderanddailylifeindependenceof

cerebralinfarction.
2.InthegroupthatstartedKoreanmedicaltreatmentwithinonemonthaftertheonsetofcerebralinfarction,withthe

exceptionofMMSE-K,theindicatorsrelatedtothemovementdisorderanddailylifeindependenceshowedsignificanteffect.
3.MMSE-Kshowednostatisticallysignificantchangeinanyofthepatientgroups.
4.Withinthreemonthsaftertheonsetdate,thelongertheperiodoftreatmentwithKoreanmedicine,thebetterthe

symptomimprovementofupperextremitymovementdisorder.
5.Thelongerthehospitalstays,thebetterthesymptomimprovementofthelowerextremitymovementdisorder.
6.ThecombinationofKoreanandWesternmedicinedidnotaffectliverorkidneyfunction.

Keywords:stroke,cerebralinfarction,traditionalKoreanmedicine,hemiplegia

Ⅰ.서 론

최근 20년간 뇌졸 사망률은 지속 으로 감소

되는 반면
1
,생존자들에 한 후유증 리 삶의

질 개선에 한 요구는 높다.뇌졸 후 일상생활

자립도가 높고 경미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15년

이 지나도 반수 이상 생존하나, 증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5년 사망률이 67.2%이고 시간이 지날수

록 비 활동성,우울증 인지장애가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1
.그러므로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최

한 독립 인 활동이 가능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편마비를 주소증으로 입원한 뇌경색 환자의 한방 치료 시기에 따른 치료 효과 분석 :후향 의무기록 분석

676

조기 치료가 요하다.

2010년 한 양방 진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질환은 뇌졸 으로,재활치료와 더불어 만성 환자

의 후유증 리를 해 침 치료나 한약 치료에

한 선호도가 높다2.2009년 이후 국내 한의학 뇌졸

연구는 부분 뇌졸 환자에서 단일증상에

한 치료 효과를 분석한 증례보고 형식의 연구 다.

뇌졸 의 여러 증상에 해 분석한 연구는 2편

으로,2013년 허3는 한 양방 진이 양방 단독 치료

보다 치료효과가 우수하다고 보고하 다.그러나

운동장애에 한 치료 효과를 알기 어렵고,한 양

방 진 치료 방법에 해 기술하지 않은 한계

이 있었다.2016년 김4은 침,뜸,한약과 같이 다양

한 한방 치료를 극 으로 활용하는 것이 일상생

활동작과 운동기능회복에 더 많은 기여를 한다는

것을 보고하 다.그러나 한약 치료에 해 구체

으로 제시하지 않고 상자 수가 다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5년간 세명 학교 부속 제

천 한방병원에 뇌경색으로 입원한 환자 편마비

를 주소 증으로 한 환자를 상으로 한방 치료의

뇌졸 후유증 개선 정도를 평가하기 해 후향

연구를 시행하 다.뇌졸 환자의 약 80%는 허

성 뇌경색
5
으로 한방방원에 입원환 환자의 다수

가 뇌경색 환자이고,뇌경색과 뇌출 은 발병 기 ,

병태생리,증상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뇌경색에 한

정하여 치료효과를 분석하 다.

발병일 이후 3개월간 양방 는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들 에서 조기에 한방병원에 입

원하여 한,양방 병행 치료를 한 환자와, 성기 동

안 양방 치료를 받다가 한 달 이후 재활치료를

해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한,양방 병행 치료를 받

은 환자로 군을 나 후,발병일 이후 3개월이 되

는 시 에 환자들의 일상생활 자립도,인지기능,

운동장애를 평가하여 한방 치료 효과를 비교하

다.이를 통해 뇌경색에 한 조기 한방 치료의 효

과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연구 상 방법

1.연구 상

본 연구는 2014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뇌경

색으로 세명 학교 부속 제천한방병원 한방내과에

입원한 편마비 환자들을 상으로 하 다. 산화

단층촬 (BrainCT) 는 핵자기공명 상(Brain

MRI)을 통해 뇌경색으로 진단받은 환자 253명을

최종 상으로 하여 후향 의무기록 분석 연구를

시행하 다.

1)포함 기

(1)BrainCT, 는 BrainMRI를 통해 뇌경색

을 진단받은 편마비 환자

(2)발병일 이후 3개월 이내 세명 학교 부속

제천한방병원 한방내과에 입원한 환자

(3)2014년 6월부터 2019년 5월 사이에 입원한

환자 에서 2019년 5월까지 치료가 종료된 환자

2)제외 기

(1)발병일 이후 3개월이 지나 입원한 환자

(2)BrainCT 는 BrainMRI를 통해 뇌경색을

진단받았으나 정확한 병변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환자

(3)일과성 뇌허 발작으로 입원한 환자

(4)뇌경색 발병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되

나 타 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5)뇌경색으로 입원하 으나 주소증이 편마비

가 아닌 환자

를 들어 어둔,연하장애,두통이나 훈이 주

소증인 경우

(6)한약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

(7) 자의무기록의 내용이 미흡한 환자

(8)기능회복에 향을 수 있는 폐렴,심근

경색 같은 심각한 내과 합병증이 있는 환자

(9) 한 정신질환 등으로 한방치료를

히 받을 수 없는 환자

3) 상의 분류 기

의 기 을 충족시키는 253명을 뇌경색 발병일

로부터 입원 일까지의 기간을 기 으로 두 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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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 조사하 다.즉,발병일로부터 한 달 이내

입원한 환자 217명을 GroupA,양방 단독 치료를

받다가 발병일 이후 한 달 뒤부터 3개월 이내 입원

한 환자 36명을 GroupB로 분류하 다.

3개월 이내 입원한 환자를 상으로 한 이유는,

뇌졸 의 회복기는 최 6개월이므로
6
6개월 이내

한방치료를 받은 환자에 한 의무기록을 분석하

는데, 의 기간 이내 본원에 입원한 환자 3

개월 이후 입원한 환자 수는 치료효과를 분석하기

에 그 수가 었기 때문에 3개월까지 입원한 환자

를 상으로 하 다.그리고 일반 으로 졸 기(

성기)는 뇌졸 이 발생한 후 2주 정도까지를 의미

하나6실제 임상 으로 개인에 따라 성기에서 회

복기로 변화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2주 이상 소요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와 같이 두 군으로 나

어 평가하 다.

2.연구방법

환자들의 자의무기록을 확인하여 후향 으로

정보를 수집하 다.환자의 나이,성별,발병 후 입

원까지의 기간,치료기간,과거력(고 압,당뇨,고

지 증,뇌출 ,뇌경색,심장질환),사회력(음주,

흡연),뇌경색 병변 부 치료 내용(한약,침,

뜸,물리치료)을 조사하 다.한약 처방에 해서

는 두 군간 한약 처방을 비교하여 분석하고,사용

빈도가 높은 처방을 조사하 다.일상생활 자립도는

ActivityIndex(AI)를 분석하고,인지기능 평가는

MiniMentalStatusExamination-Korea(MMSE-K)

수를 통해 분석하 다.운동장애는 ManualMuscle

Test(MMT),상하지 RangeofMotion(ROM),기

립 보행상태를 참고하여 분석하 다.그리고

액검사 간 기능과 신장 기능의 이상 유무를 조

사하 다.

한방치료 시기에 따른 한방치료 효과를 분석하

기 해 한방병원 입원기간과 계없이 두 집단

모두 발병 일을 기 으로 3개월이 되는 시 의 증

상을 기 으로 치료효과를 평가하 다.

3.연구윤리심의

본 연구는 세명 학교 부속 제천한방병원 기

생명윤리심의 원회의 심의를 받은 뒤 시행되었다

(IRBNo.SMJOH-EX-2019-02).

4.평가항목

1)일상생활 자립도

(1)ActivityIndex(AI)(Appendix1)

뇌졸 환자의 일상생활 동작과 운동 기능을 포

으로 평가하는 도구로 1982년 Hamrin과 Wohlin

이 고안한 것이다.FunctionalIndependenceMeasure

(FIM)과의 비교를 통해 ActivityIndex의 타당도

를 분석한 Park(1998)의 연구에 따르면 AI는 타당도

검사에서 FIM과 비교하여 유의한 일치도를 보여

평가 도구로서의 타당도 신뢰도가 입증되었다
7
.

2)인지기능평가

(1) Mini-MentalStatusExamination-Korea

(MMSE-K)

MMSE-K는 박종한 등이 개발한 한국 간이

정신 상태검사로 무학이 많은 우리나라 노인들의

실정을 고려하여 MMSE의 문항 내용 채 방

법을 다소 변형시킨 것이다.이는 TheDiagnosticand

StatisticalManualofMentalDisorters,Fourth

Edition(DSM-Ⅳ)치매진단에 한 민감도 90%,

특이도 79%로 나타났으며 치매 선별 타당도가 우

수한 검사이다8.

3)운동장애평가

(1)ManualMuscleTest9(Appendix2)

근골격계, 추 말 신경계의 문제로 인한 근

력장애를 모두 평가할 수 있는 척도로6,먼 환자

의 신체 각 부분이 수의 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확인한다.그 다음 개개의 근육 군에 역방향의 힘

을 가하여 이것에 항하게 함으로써 그 힘을 조

사하여 다음의 5pointscale로 기재한다9.

(2) 풍운동검사(Appendix3)

뇌졸 환자의 운동장애를 평가하기 해, 풍

운동검사라는 본원에서 고안한 평가도구가 사용되

었다.이를 통해 편측 상하지 반의 가동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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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족지 의 가동범 ,기립 보행상

태를 평가하고 분석하 다.

뇌졸 환자를 한 운동 기능 평가도구는 매우

다양하다.그 FuglMeyerAssessmentscale,

Chedoke-McMaster Stroke Assessment, Motor

AssessmentScale(MAS),RivermeadMotorAssessment

는 환자의 움직임 회복 측정 시 유용하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나 복잡한 채 방식으로 폭넓게 사용

되지 않는다10.FunctionalAmbulationprofile은 환자

의 보행 상태만 평가하는 측정도구이다
11
.Motricity

index는 팔다리 운동기능을 측정하는 지표로 평가

시간이 짧고 측정하기 간편하나 체간 균형 보

행에 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단 이 있다12.

StrokeRehabilitationAssessmentofMovement

(STREAM)은 체간 균형,상하지 운동성 보행

상태 등 반 인 운동기능을 평가하는 도구로서

환자의 운동 기능 회복에 좋은 반응성이 있어 임

상에서 다빈도로 사용하는 평가도구이다.그러나

‘앉은 자세에서 일어서기',‘앉은 자세에서 고

굴곡하기',‘고 신 상태로 슬 굴곡하기'와

같은 항목에서 낮은 신뢰도를 보이고 환자의 운동

기능이 떨어질수록 평가시간이 15분 정도로 길게

소요되어10 이러한 단 을 보완하기 해 본원의

진료환경에 맞게 수정하 고,‘풍운동검사’라고

명명하 다.

4)치료기간과 증상 호 의 계 분석

체 환자를 상으로 입원 기간,발병 후 입원

까지의 기간 그리고 발병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한방

치료 기간과 그에 따른 증상 호 정도가 유의미

한 계가 있는지 평가하기 해 상하지 MMT

수의 치료 후 차이 값을 통해 이를 분석하 다.

5)생화학 검사

입원환자 추 검사를 시행한 환자에서 생화

학 검사결과를 조사하 다.검사항목은 aspartate

aminotransferase(AST),alanine aminotransferase

(ALT),gamma-glutamyltrasferase(γ-GT),alkaline

phosphatase(ALP),blood urea nitrogen(BUN),

Creatinine으로 간 기능과 신장 기능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5.통계 분석

통계처리는 StatisticalProgramforSocialScience

(SPSS)23.0basicpack을 이용하 다.모든 자료

는 부호화하여 범주형 자료는 n(%)로 요약하 고,

연속형 자료는 평균±표 편차로 요약하 다.두 집

단 간 범주형 자료의 차이평가는 카이제곱 검정

는 Fisher의 정확한 검정(Fisher'sexacttest)를

사용하 고,연속형 자료의 비교는 독립표본 t검정

는 Mann-Whitneytest를 사용하 다.치료 후의

비교를 해서는 응표본 t검정 는 Wilcoxon

signedranktest를 사용하 다.환자의 증상 호

정도에 향을 수 있는 요인들을 교란변수를

고려하여 평가지표의 변화에 향을 주었는지 조

사하기 하여 다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 다.Pvalue가 0.05미만인 경

우를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 다.

Ⅲ.연구 결과

1. 상자의 특성 두 군간 비교

체 상자의 평균 나이는 72±10.4세이고,Group

A는 평균 72.5±10.3세,GroupB는 평균 68.8±10.4세

로 두 군 사이에는 평균 4살 정도의 나이차가 나타났

다(p=0.047). 체 상자 남자는 128명(50.6%),

여자는 125명(49.4%)이고,GroupA는 남자 109명

(50.2%),여자 108명(49.8%),GroupB는 남자 19

명(52.8%),여자 17명(47.2%)로 두 군간 성별의 차

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0.777).

입원 기간은 평균 33.8±46.7일이고,GroupA는

33.1±46.1일,GroupB는 37.8±50.3일로 두 군간 유

의한 차이는 없었다(p=575).반면 발병일로부터

입원까지의 기간은 GroupA는 8.6±7.2일,GroupB

는 52.8±17.7일로,이는 두 군을 나 는 기 이 되

므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001).발병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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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Total
(n=253)

GroupA†

(n=217)
GroupB‡

(n=36)
p-value§

Age(year) 72±10.4 72.5±10.3 68.8±10.4 0.047*

Sex
Male 128(50.6%)109(50.2%)19(52.8%)

0.777
Female 125(49.4%)108(49.8%)17(47.2%)

Duration

TotaldurationofAdmission(days) 33.8±46.7 33.1±46.1 37.8±50.3 0.575

DurationfromonsettoAdmission(days) 14.8±18.1 8.6±7.2 52.8±17.7 <0.001***

Koreanmedicinetreatmentperiodfromonsetto3months(days) 25.7±22.4 26.1±23.4 23.0±15.3 0.303

Pastmedicalhistory

Hypertension 158(62.5%)135(62.2%)23(63.9%) 0.847

Diabetesmellitus 77(30.4%)64(29.5%)13(36.1%) 0.424

Hyperlipidemia 31(12.3%)27(12.4%)4(11.1%) 0.822

Cerebralhemorrhage 7(2.8%) 6(2.8%) 1(2.8%) 0.997

Cerebralinfarction 74(29.2%)64(29.5%)10(27.8%) 0.834

Heartdisease∥ 29(11.5%)23(10.6%)6(16.7%) 0.270

Socialhistory

Drinking 56(22.1%)48(22.1%)8(22.2%) 0.989

Smoking 56(22.1%) 50(23%) 6(16.7%) 0.394

Strokelesion

Internalcarotidartery 2(0.8%) 1(0.5%) 1(2.8%) 0.265

Anteriorcarotidartery 3(1.2%) 3(1.4%) 0(0.0%) 1.000

Table1.ComparisonofDemographicandClinicalCharacteristicsbetweenGroupAandB

터 3개월 이내에 한방 치료를 받은 기간은 체 평

균 25.7±22.4일로 나타났으며 GroupA는 26,1±23.4

일,GroupB는 23.0±15.3일로 두 군간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p=0.303).

과거력은 체 환자 고 압 158명(62.%),당뇨

77명(30.4%),뇌경색 74명(29.2%),고지 증 31명

(12.3%),심장 질환 29명(11.5%),뇌출 7명(2.8%)

순이었다.GroupA는 고 압 135명(62.2%),당뇨와

뇌경색이 각각 64명(29.5%),고지 증 27명(12.4%),

심장 질환 23명(10.6%),뇌출 6명(2.8%)으로 나

타났다.GroupB는 고 압 23명(63.9%),당뇨 13명

(36.1%),뇌경색 10명(27.8%),심장 질환 6명(16.7%),

고지 증 4명(11.1%),뇌출 1명(2.8%)로 나타났

다.사회력은 체 환자에서 음주 흡연 각각 56명

(22.1%)이고,GroupA에서는 음주 48명(22.1%),흡

연 50명(23%),GroupB는 음주 8명(22.2%),흡연

6명(16.7%)로 나타났다.과거력과 사회력 모두 두

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뇌경색의 병변 부 는 체 환자에서 기 핵

140명(55.3%),뇌실주 백질(PVWM)93명(36.8%),

뇌교 38명(15.0%), 뇌부챗살 35명(13.8%),시상

30명(11.9%)순으로 나타났다. 별 분포는

뇌동맥이 29명(11.5%)으로 가장 많았다.두 군으로

나 어 보면 GroupA와 B모두 체 순 와 마찬

가지로 기 핵에서 가장 빈발하 고 그 다음 뇌실

주 백질에서 발생하 으며, 별 분포도 뇌

동맥이 가장 많았다.병변 부 에 한 두 군간 통

계 유의성은 기 핵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으

며(p=0.012)그 외에 다른 병변 부 에서는 두 군

간 통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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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carotidartery 29(11.5%)22(10.1%)7(19.4%) 0.152

Posteriorcarotidartery 2(0.8%) 2(0.9%) 0(0.0%) 1.000

Basilarartery 2(0.8%) 2(0.9%) 0(0.0%) 1.000

Pons 38(15.0%)32(14.7%)6(16.7%) 0.765

Basalganglia 140(55.3%)127(58.5%)13(36.1%) 0.012*

Periventricularwhitematter 93(36.8%)83(38.2%)10(27.8%) 0.228

Coronaradiata 35(13.8%)32(14.7%) 3(8.3%) 0.435

Insula 1(0.4%) 1(0.5%) 0(0.0%) 1.000

Internalcapsule 4(1.6%) 4(1.8%) 0(0.0%) 1.000

Externalcapsule 1(0.4%) 1(0.5%) 0(0.0%) 1.000

Thalamus 30(11.9%)26(12.0%)4(11.1%) 1.000

Cerebellum 18(7.1%) 15(6.9%) 3(8.3%) 0.728

Midbrain 1(0.4%) 1(0.5%) 0(0.0%) 1.000

Frontal 26(10.3%)23(10.6%) 3(8.3%) 1.000

Parietal 22(8.7%) 17(7.8%) 5(13.9%) 0.215

Temporal 2(0.8%) 1(0.5%) 1(2.8%) 0.265

Occipital 7(2.8%) 7(3.2%) 0(0.0%) 0.598
†GroupA:Patientswhowerehospitalizedwithinonemonthfromtheonsetofillness.
‡GroupB:Patientswhowerehospitalizedwithinonemonthtothreemonthsaftertheonsetoftheillness.
§p-valueforcomparisonbetweenGroupAandB,*p<0.05,**p<0.01,***p<0.001
∥Heartdisease:arrhythmia,Myocardialinfarction,anginapectoris,atrialfibrillationetal.

2.두 군간 치료 내용 비교

한약(herbmedication)과 양약,침 치료는 모든

환자들에게 시행되었고,뜸과 물리치료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추가 는 제외되었다.

한약은 1일 2첩 는 1일 1첩을 기본으로 투약

되었다.두 군을 나 어 처방내역을 살펴보면

GroupA에서 사용된 한약의 가짓수는 복 처방

을 포함하여 총 516개로 치료 기간 인당 평균

2.4회 정도로 처방 변경이 이루어졌다.한약 종류는

108개로,가장 많이 처방한 한약은 목단피사백산이

며 57회(11%)사용되었다.그 다음으로는 독활지

황탕,독생고,성향정기산, 령차 자탕,양격산화

탕 순이었다.GroupB에서 사용된 한약의 가짓수

는 복 처방 포함 82개로 인당 평균 2.3회 정도로

처방 변경이 이루어졌다.GroupB는 48종류가 사

용되었고,가장 많이 처방한 한약은 독활지황탕이

며 9회(11%)사용되었다.그 다음은 독생고,양격

산화탕,보 익기탕 순이었다(Table2).

양약은 두 군 모두 항 소 제를 복용하 고,그

외에 기왕력에 따라 압,당뇨,고지 증,정신부

활약 등은 그 로 복용하 다.

침 치료는 1일 2회,유침 시간은 15분이었다.

자리는 풍칠처 인 百 (GV20),曲池(LI11),足

三里(ST36),懸鍾(GB39),陽陵泉(GB34),肩井(GB21),

風 (GB31)가 기본으로 사용되었다.뜸 치료는 1

일 1회,주 6회 關元(CV4) 풍칠처 에 간

구를 사용하여 시술되었으며 물리치료 역시 1일 1회,

주 6회 시행되었다.

한약과 침을 제외한 치료 내용에서 두 군간 유

의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 는데,뜸과 물리치료

를 받은 환자의 수는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그러나 우황청심원 복용여부에서 Group

A는 50명(23%),GroupB는 1명(2.8%)이 복용하

여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05)(Tab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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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A GroupB

Herbmedication Frequencyofuse Ratio Herbmedication Frequencyofuse Ratio

Mokdanpisabaek-san 57 11% Dokhwaljihwang-tang 9 11%

Dokhwaljihwang-tang 53 10% Doksaenggo 7 8.50%

Doksaenggo 50 9.70% Yanggyuksanhwa-tang 4 4.90%

Sunghyangjunggi-san 30 5.80% Bojungikgi-tang 4 4.90%

Jeoreongchajeonja-tang 26 5% Ohyaksungi-san 3 3.70%

Yanggyuksanhwa-tang 24 4.70% Hyeongbangjiwhang-tang 3 3.70%

Jeoreongchajeonja-tang 3 3.70%

Table2.HerbMedicationbetweenGroupAandB

Parameters
Total
(n=253)

GroupA†

(n=217)
GroupB‡

(n=36)
p-value§

Woohwangchungsim-won 51(20.2%) 50(23%) 1(2.8%) 0.005**

Indirectmoxibustion 59(23.3%) 48(22.1%) 11(30.6%) 0.268

Physicaltherapy 206(81.4%) 173(79.7%) 33(91.7%) 0.088
†GroupA:Patientswhowerehospitalizedwithinonemonthfromtheonsetofillness.
‡GroupB:Patientswhowerehospitalizedwithinonemonthtothreemonthsaftertheonsetoftheillness.
§p-valueforcomparisonbetweenGroupAandB,**p<0.01

Table3.TreatmentbetweenGroupAandB

3.평가 지표의 변화 두 군간 비교

뇌경색 발병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한방 치료를

받았을 때의 증상 호 정도를 명확히 악하기

해 치료 평가 지표는 입원 시,즉 한방 치료

를 받기 기록을 기 으로 하 고,치료 후 평가

지표는 퇴원 시가 아닌 발병일 후 3개월이 지난 시

의 기록을 기 으로 평가하 다.

1)ActivityIndex의 치료 후 두 군간 비교

ActivityIndex는 체 253명 에서 치료 후

총 둘 하나라도 자의무기록 상 기재되어

있지 않은 환자는 조사 상에서 제외하 다.그러

므로 체 204명(GroupA173명,GroupB31명)을

상으로 평가하 다.치료 총 은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치료 후에는 GroupA의

AI 수가 유의하게 상승하 다(p<0.001). 한 각

군 내에서 치료 후를 비교하면 GroupA에서는

치료 후 유의한 차이를 보 으나(p<0.001)Group

B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4).

2)MMSE-K의 치료 후 두 군간 비교

MMSE-K역시 ActivityIndex와 마찬가지로 치

료 후 총 둘 하나라도 기재되지 않은 환

자는 조사 상에서 제외하여 체 27명을 평가하

다.두 군 모두 치료 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고 군간 비교에서도 치료 후 모두

통계 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그리고 치료

후 MMSE-K차이 값 역시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4).

3)상하지 MMT의 치료 후 두 군간 비교

상하지 MMT의 치료 과 후의 총 은 두 군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그러나 각각의 치료

후 차이 값은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특히 상지의 치료 후 차이 값은

GroupB에 비해 GroupA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

었다(p=0.027)(Tabl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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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yindex Total(n=204) GroupA†(n=173) GroupB‡(n=31) p-value§

Before∥ 80.8±12.9 81.4±12.6 77.3±14.4 0.109

After¶ 83.6±10.8 84.4±10.0 78.9±13.7 0.039*
Change 2.8±7.9 3.1±8.3 1.6±5.6 0.334
p-value‡‡ <0.001*** <0.001*** 0.124

MMSE-K++ Total(n=27) GroupA(n=21) GroupB(n=6) p-value§

Before 16.9±5.5 16.4±5.6 18.8±4.9 0.345
After 18.3±6.2 18.1±6.4 19±6.0 0.755

Change 1.4±4.5 1.8±4.9 0.2±2.4 0.670
p-value‡‡ 0.206 0.146 1.000
MMT§§ Total(n=253) GroupA(n=217) GroupB(n=36) p-value§

Upperlimb
Before 3.7±1.0 3.7±1.0 3.6±1.0 0.542
After 4.2±1.0 4.3±1.0 3.9±1.2 0.065

Change 0.5±0.7 0.6±0.8 0.3±0.5 0.027*
p-value‡‡ <0.001*** <0.001*** 0.001**

Lowerlimb

Before 3.7±0.7 3.7±0.7 3.6±0.6 0.665
After 4.2±0.8 4.2±0.8 4.1±0.9 0.369
Change 0.5±0.7 0.5±0.8 0.4±0.5 0.558

p-value‡‡ <0.001*** <0.001*** <0.001***
†GroupA:Patientswhowerehospitalizedwithinonemonthfromtheonsetofillness.
‡GroupB:Patientswhowerehospitalizedwithinonemonthtothreemonthsaftertheonsetoftheillness.
§p-valueforcomparisonbetweenGroupAandB
‡‡p-valueforcomparisonwithinthegroup,*p<0.05,**p<0.01,***p<0.001
∥Before:beforereceivingKoreanmedicinetreatment
¶After:afterreceivingKoreanmedicinetreatment
++MMSE-K:mini-mentalstatusexamination-Korea
§§MMT:manualmuscletest

Table4.TheChangeofActivityIndex,Mini-MentalStatusExamination-KoreaandManualMuscleTest
betweenGroupAandB

4)상지 수지 움직임의 치료 후 두 군

간 비교

GroupA는 치료 후 모든 평가지표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GroupB는 움직

임 가능한 손가락 개수 부문에서 치료 후 통계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p=0.091),이를 제외한

다른 부문에서는 모두 유의한 차이로 호 되었다.

두 군간 치료 효과를 비교하면 ‘와 서 견

굴곡범 ,좌 서 견 굴곡범 ,움직임 가능한

손가락 개수 수지내외 가능 여부'모두 치료

후 수에서 군간 통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견 내 외 범 와 기립 서 견

굴곡범 ’의 경우 치료 후 가동범 에서 군간 통계

차이를 보이나 치료 에도 GroupA의 평균 가

동범 값이 B보다 크고,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치료 후 가동범 차이 값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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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Total(n=253) GroupA†(n=217) GroupB‡(n=36) p-value§

Shoulderjointadduction(°)

Before∥ 34.6±16.0 35.5±15.6 28.9±17.8 0.041*

After¶ 37.8±13.0 38.6±12.4 32.6±15.1 0.030*

change 3.2±11.6 3.1±11.8 3.8±10.2 0.759

p-value‡‡ <0.001*** <0.001*** 0.035*

Shoulderjointabduction(°)

Before 131.7±67.8 135.9±65.8 107.0±75.1 0.035*

After 144.9±59.2 148.3±57.4 124.3±66.0 0.046*

change 13.2±47.0 12.5±47.6 17.4±43.7 0.564

p-value‡‡ <0.001*** <0.001*** 0.023*

Shoulderjointflexionwithsupineposition(°)

Before 134.5±65.0 137.5±63.4 116.0±72.4 0.065

After 147.6±57.7 150.2±56.0 132.2±65.8 0.084

change 13.2±48.6 12.6±50.0 16.3±40.0 0.682

p-value‡‡ <0.001*** <0.001*** 0.020*

Shoulderjointflexionwithsittingposition(°)

Before 135.1±65.0 139.0±63.2 111.8±71.6 0.020*

After 144.9±59.6 147.2±58.6 131.0±64.1 0.129

change 9.8±47.1 8.3±47.3 19.2±44.8 0.199

p-value‡‡ 0.001** 0.011* 0.015*

Shoulderjointflexionwithstandingposition(°)

Before 122.3±75.9 126.8±75.0 95.4±77.0 0.021*

After 138.8±65.8 143.3±63.7 111.5±72.7 0.007**

change 16.5±55.6 16.6±57.6 16.1±42.0 0.964

p-value‡‡ <0.001*** <0.001*** 0.027*

Numberofmoveablefingers

Before 4.3±1.8 4.3±1.7 3.8±2.1 0.124

After 4.6±1.3 4.7±1.2 4.1±1.9 0.095

change 0.3±1.4 0.3±1.5 0.4±1.2 0.924

p-value‡‡ <0.001*** 0.001** 0.091

TheabilityofadductionandabductionofFingers

Before 199(78.7%) 175(80.6%) 24(66.7%) 0.058

After 217(85.8%) 189(87.1%) 28(77.8%) 0.138

change 18(7.1%) 14(6.5%) 4(11.1%) 0.696

p-value‡‡ <0.001*** <0.001*** <0.001***
†GroupA:Patientswhowerehospitalizedwithinonemonthfromtheonsetofillness.
‡GroupB:Patientswhowerehospitalizedwithinonemonthtothreemonthsaftertheonsetoftheillness.
§p-valueforcomparisonbetweenGroupAandB
‡‡p-valueforcomparisonwithinthegroup,*p<0.05,**p<0.01,***p<0.001
∥Before:beforereceivingKoreanmedicinetreatment
¶After:afterreceivingKoreanmedicinetreatment

Table5.TheChangeofUpperLimbandFingersMovementsbetweenGroupAa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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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하지 족지 움직임의 치료 후 두 군

간 비교

두 군 각각의 치료 후를 비교했을 때 GroupA

는 하지의 평가지표에서 유의한 호 이 나타났다.

GroupB는 ‘환측 슬 굴곡 후 버티기,고

외 범 환측 하지 거상 범 ’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 고,‘건측 슬 굴곡 후 환측 고

굴곡 범 ,건측 슬 굴곡 후 환측 하지 올리기

가능 여부 움직임 가능한 발가락 개수’에서는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두 군간 비교에서는

치료 과 후 차이 값 모두 모든 평가지표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6).

Parameters Total(n=253) GroupA†(n=217) GroupB‡(n=36) p-value§

Timetorestafterkneejointflexionwithsupineposition(sec)
Before∥ 38.8±25.0 39.6±24.9 33.8±25.2 0.191
After¶ 43.6±23.4 44.5±23.0 38.3±25.6 0.178
change 4.8±15.1 4.9±15.4 4.5±13.3 0.905
p-value‡‡ <0.001*** <0.001*** 0.048*

Hipjointabduction(°)
Before 37.0±14.0 36.9±14.2 37.2±13.2 0.903
After 39.4±11.5 39.5±11.3 38.6±12.6 0.678
change 2.4±8.6 2.6±9.1 1.4±3.9 0.195
p-value‡‡ <0.001*** <0.001*** 0.039*

Rangeofflexionofhipjointaftercontralateralkneejointflexionwithsupine
Before 62.4±27.7 62.7±27.4 60.4±29.4 0.641
After 69.8±22.3 70.6±21.3 64.9±27.4 0.238
change 7.4±18.9 7.9±19.2 4.4±17.0 0.317
p-value‡‡ <0.001*** <0.001*** 0.125

Theabilityofputtingparalyzedlegontheotherlegaftercontralateralkneejointflexion
Before 203(80.2%) 174(80.2%) 29(80.6%) 0.959
After 225(88.9%) 196(90.3%) 29(80.6%) 0.091
change 22(8.7%) 22(10.1%) 0(0%) 0.134
p-value‡‡ <0.001*** <0.001*** 0.596

Hipjointflexionwithsupineposition
Before 52.9±31.8 53.3±31.6 50.3±33.3 0.594
After 62.1±27.5 63.1±26.8 56.0±31.0 0.149
change 9.2±21.0 9.8±21.8 5.7±14.6 0.282
p-value‡‡ <0.001*** <0.001*** 0.025*

Numberofmoveabletoes
Before 4.1±1.8 4.2±1.8 3.8±2.1 0.255
After 4.4±1.6 4.4±1.5 3.9±2.0 0.132
change 0.2±1.2 0.2±1.3 0.1±0.4 0.610
p-value‡‡ 0.002** 0.005** 0.058

†GroupA:Patientswhowerehospitalizedwithinonemonthfromtheonsetofillness.
‡GroupB:Patientswhowerehospitalizedwithinonemonthtothreemonthsaftertheonsetoftheillness.
§p-valueforcomparisonbetweenGroupAandB
‡‡p-valueforcomparisonwithinthegroup,*p<0.05,**p<0.01,***p<0.001
∥Before:beforereceivingKoreanmedicinetreatment
¶After:afterreceivingKoreanmedicinetreatment

Table6.TheChangeofLowerLimbandToesMovementsbetweenGroupAa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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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립 보행의 치료 후 두 군간 비교

두 군 각각의 치료 후를 비교했을 때 Group

A는 기립 보행 평가지표에서 통계 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 다.그러나 GroupB는 ‘fullassist

하에 기립 유지 시간 보행 가능 거리,자력

보행 가능 여부와 bar잡고 계단 상하행’에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fullassist하에 기립 유지

가능 여부 자력 계단 상하행’에서는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두 군간 비교에서는 모든 지

표의 치료 과 후,차이 값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7).

Parameters Total(n=253) GroupA†(n=217)GroupB‡(n=36) p-value§

Theabilityofstaystandingwithfullassist
Before∥ 209(82.6%) 179(82.5%) 30(83.3%) 0.901
After¶ 240(94.9%) 205(94.5%) 35(97.2%) 0.700
change 31(12.3%) 26(12.0%) 5(13.9%) 0.763
p-value‡‡ <0.001*** <0.001*** 0.167

Timetostaystandingwithfullassist(min)
Before 19.5±23.4 19.4±23.6 19.7±22.1 0.946
After 27.3±23.0 27.4±23.1 26.4±22.8 0.813
change 7.8±13.8 8.0±14.0 6.8±12.5 0.611
p-value‡‡ <0.001*** <0.001*** 0.003**

Walkabledistancewithfullassist(m)
Before 299.0±394.3 303.2±399.4 274.1±366.2 0.683
After 424.3±397.5 424.7±396.7 421.6±407.9 0.966
change 125.2±245.0 121.5±244.5 147.5±250.2 0.557
p-value‡‡ <0.001*** <0.001*** 0.001**

Theabilityofwalkingwithoutassist
Before 109(43.1%) 94(43.3%) 15(41.7%) 0.853
After 153(60.5%) 135(62.2%) 18(50.0%) 0.165
change 44(17.4%) 41(18.9%) 3(8.3%) 0.152
p-value‡‡ <0.001*** <0.001*** <0.001***

Walkonthestairsholdingsidebar(numberoffloors)
Before 1.4±2.1 1.4±2.1 1.3±2.1 0.860
After 2.0±2.3 2.0±2.3 2.0±2.2 1.000
change 0.6±1.4 0.6±1.4 0.6±1.3 0.793
p-value‡‡ <0.001*** <0.001*** 0.007**

Walkonthestairswithoutholdingsidebar(numberoffloors)
Before 1.3±2.1 1.3±2.1 1.3±2.1 0.974
After 1.6±2.2 1.6±2.2 1.5±2.3 0.931
change 0.3±1.1 0.3±1.1 0.3±0.9 0.909
p-value‡‡ <0.001*** <0.001*** 0.119

†GroupA:Patientswhowerehospitalizedwithinonemonthfromtheonsetofillness.
‡GroupB:Patientswhowerehospitalizedwithinonemonthtothreemonthsaftertheonsetoftheillness.
§p-valueforcomparisonbetweenGroupAandB
‡‡p-valueforcomparisonwithinthegroup,*p<0.05,**p<0.01,***p<0.001
∥Before:beforereceivingKoreanmedicinetreatment
¶After:afterreceivingKoreanmedicinetreatment

Table7.TheChangeofStandingandWalingbetweenGroupAandB



편마비를 주소증으로 입원한 뇌경색 환자의 한방 치료 시기에 따른 치료 효과 분석 :후향 의무기록 분석

686

7)치료기간과 증상 호 의 계 분석

입원 기간,발병 후 입원까지의 기간 발병일

로부터 3개월 이내 한방 치료를 받은 기간과 뇌경

색의 증상 호 정도에 유의미한 계가 있는지

조사하 다. 상자 체의 상하지 MMTgrade치

료 후 차이 값을 구하여 입원 기간,발병 후 입

원까지의 기간 그리고 발병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한방 치료를 받은 기간과의 상 계를 다 회귀

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상지 MMT는 ‘발병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받은 한

방 치료 기간’이 통계 으로 유의미한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한 B값이 양수(0.010)

로 두 변수 사이는 양의 상 계임을 알 수 있다.

즉,발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받은 한방 치료 기

간이 길수록 증상 호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하지 MMT는 ‘입원기간’과 연 성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그리고 B값이 양

수(0.004)이기 때문에 입원기간이 길수록 증상 호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Table8).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Nonstandardization
factor

Standardization
factor

t
Probabilityof
significance

Collinearity
statistic

B
Standard
error

β Tolerance VIF

Variationof
MMT

(upperlimb)

Koreanmedicine
treatmentperiod
fromonsetto3
months(days)

0.010 0.002 0.292 4.836 0.000 1.000 1.000

R(0.292),R
2
(0.085),F(23.385),Probabilityofsignificance(0.000),Durbin-Watson(1.780)

Variationof
MMT

(lowerlimb)

Totaldurationof
Admission(days)

0.004 0.001 0.227 3.687 0.000 1.000 1.000

R(0.227),R
2
(0.051),F(13.594),Probabilityofsignificance(0.000),Durbin-Watson(1.919)

Table8.FactorsAffectingManualMuscleTestGradeImprovement

8)생화학 검사

한약과 양약 병용 투여 후 액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던 환자들에 한 간 신장 기능

검사 수치를 조사하 다.그리하여 AST와 ALT74

명,γ-GT와 ALP67명 그리고 Bun과 Creatinine은

78명을 분석하 다.

AST,ALT,ALP,γ-GT,BUN,Creatinine모두

투여 후 평균 검사 수치가 정상 범 로 나타났

다.이 AST,ALT,ALP,BUN은 병용 투여

비 한약과 양약을 같이 복용했을 때 액검사

수치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 다.γ-GT

와 Creatinine은 통계 으로 유의성은 없으나 검사

결과의 평균은 투여 보다 감소하 다. 한 체

253명의 의무기록 분석 결과 간이나 신장손상이 있

거나 한 이상반응(SAE)가 나타난 환자는 없

었다(Tabl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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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Before† After‡ Change p-value§

Aspartateaminotransferase(AST)(n=74) 29.1±18.4 24.0±8.5 5.1±17.9 0.017*

Alanineaminotransferase(ALT)(n=74) 27.3±24.2 21.9±15.3 5.4±19.1 0.016*

Gamma-glutamyltransferase(γ-GT)(n=67) 34.3±40.7 31.1±41.5 3.2±17.0 0.129

Alkalinephosphatase(ALP)(n=67) 109.6±81.3 94.1±63.5 15.5±44.6 0.006**

Bloodureanitrogen(BUN)(n=78) 19.4±15.2 16.9±12.6 2.5±7.2 0.003**

Creatinine(n=78) 1.00±0.52 1.00±0.45 0.03±0.17 0.084
†Before:beforereceivingKoreanmedicinetreatment
‡After:afterreceivingKoreanmedicinetreatment
§p-valueforcomparisonwithinthegroup,*p<0.05,**p<0.01

Table9.TheChangeofLiverandKidneyFunctionTest

Ⅳ.고 찰

뇌졸 은 다른 질환에 비해 장애로 인한 질병부

담이 높은 질병이다.WHO는 사망과 장애를 모두

포함하는 질병부담지표인 장애보정생존력 손실을

통해 각종 질병 상해로 인한 세계 각 지

역의 질병부담을 측정하는데,뇌졸 은 2012년 기

질병부담 3 질환으로 나타났다
13
.그러므로 뇌

졸 의 후유증 리를 통해 질병부담을 낮추고 환

자들의 삶의 질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그러므로

한방병원에 입원한 뇌경색 환자의 증상 호 정도

를 일상생활 자립도,인지기능 운동장애로 나

어 분석하여 뇌졸 의 후유증 리에 한 한방

치료 효과를 연구하 다.그리고 발병 후 입원까지

의 기간에 따라 상자를 두 군으로 나 어 분석

함으로써 치료시기에 따른 한방 치료 효과의 차이

에 해서도 구체 으로 살펴보았다.

발병일 후 한 달 이내 한방 치료를 받은 군을

GroupA,발병일 후 한 달까지 양방 치료를 받다

가 한 달 이후부터 3개월 이내 한방 치료를 받은

군을 GroupB로 분류한 후,발병일 이후 한방 치

료 시기의 차이 외에 두 군의 증상 호 정도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인자들을 분석하여 군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군간 성별,입원 기간,발병일로부터 3개월까지

의 기간 내에서 한방치료를 받은 기간,과거력

사회력에서는 모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그러나 나이에서 GroupA는 평

균 72.5±10.3세,GroupB는 68.8±10.4세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47).그러나 뇌졸 평가 도

구를 통해 치료 효과를 분석했을 때 GroupA가 B

보다 더 우수하거나 군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나타나는데,이에 해 평균 연령이 높을수록 치료

효과가 좋다고 결론을 내리긴 어렵다고 생각된다.

뇌경색 병변 부 는 기 핵 외에는 군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체 환자 두 군

을 개별 으로 분석했을 때 모두 기 핵 경색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뇌실주 백질로 나타났다.

별 분포에서는 뇌동맥 경색이 가장 많았

다.그 외에는 군간 순 차이는 있으나 뇌교, 뇌

부챗살,시상 경색이 차지하 다.뇌졸 환자의

부분의 운동장애는 추체로의 손상으로 발생하는

데 특히 추체로의 경로가 되는 속섬유막이나 주변

의 뇌부챗살,뇌교 연수에 열공성 뇌경색이

생기는 경우가 순수운동장애의 가장 흔한 원인이

라고 하 다
14
.본 연구에서는 편마비가 주소증인

환자를 상으로 하 으므로 기 핵이나 뇌교,

뇌부챗살 부 에 병변이 있는 환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치료내용에서 한약 처방 내역을 살펴보면 두 군

모두 목단피사백산,독활지황탕,독생고,양격산화

탕, 령차 자탕,형방지황탕과 같은 사상체질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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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이 주로 사용되었고 이는 체 처방 횟수의 40%

를 차지한다.그 외에 GroupA에서는 성향정기산

을 다용하 는데,이는 GroupA에 성기에 입원

한 환자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풍 기에

쓰는 성향정기산을 다용한 것으로 보인다.반면

GroupB에는 보 익기탕과 오약순기산이 포함되

어 있는데,보 익기탕은 회복기 환자들의 ‘本虛’를

교정하기 한 목 으로 사용하 고,오약순기산은

疏通氣道를 통해 풍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편마비

나 비증과 같은 후유증 치료에 도움이 되어 사용

한 것으로 보인다.

뜸과 물리치료를 받은 환자 수는 두 군간 통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우황청심원 복용여부

에서 GroupA는 50명,GroupB는 1명으로 뚜렷한

차이(p=0.005)가 나타났다.우황청심원은 뇌허 시

흥분성신경 달물질로작용하는 glutamate,aspartate,

tyrosine을 유의하게 억제하고,억제성 신경 달물

질인 GABA,taurine은 유의하게 증가시킴으로서

뇌허 기에 신경세포 보호 작용을 하는 것으로

밝 졌다
15
.그러므로 우황청심원 복용이 뇌경색

성기 치료에 효과 이므로 주로 성기 환자를

상으로 사용되어,두 군간 통계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뇌경색의 한방 치료 효과 평가를 해 본 연구

에서 제시한 모든 평가 지표에서,환자 체를

상으로 치료 후를 비교하면 MMSE-K를 제외한

모든 지표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

다.즉 뇌경색에 한 한방 치료는 인지기능 면에

서는 치료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일상생활 자

립도 운동장애 면에서 우수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군간 비교에서 GroupB와 달리,

GroupA는 MMSE-K를 제외한 모든 지표에서 통

계 으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으므로 발병 후 한방

치료를 조기에 시작하는 것이 뇌경색 회복에 효과

이다.

각 평가지표의 변화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ActivityIndex는 GroupA에서만 치료 후에 통

계 으로 우수한 효과가 나타났고(p<0.001),Group

B와 비교했을 때에도 치료 후 ActivityIndex값이

높게 측정되었으며 통계 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039).ActivityIndex는 운동기능 일상

생활 동작뿐만 아니라 환자의 의식,시간,공간,사

람에 한 인지능력과 심리 활동도 등을 포함하

고 있는 지표로,특히 상⋅하지와 수부로 세분화하

여 평가함으로써 수부의 운동 회복을 반 한 이

다른 평가도구와의 차이 이다7.그러므로 발병 후

한방 치료를 일 시작할수록 일상생활 동작,환자

의 의식 심리 활동도와 같은 일상생활 자립

도에 향을 미치는 부분에서 증상 호 도가 높아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MMSE-K는 두 군 모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치료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이는 후향 연구

의 특성상 의무기록에 치료 후 모두 평가된

상자 수가 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그러나 293

명을 상으로 한 2013년 연구
3
에서 한 양방 진

치료를 받은 환자군과 양방 단독 치료를 받은 환

자군 모두 MMSE-K의 치료 후 군간 비교에

서 통계 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하

으며,이는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상하지 MMT는 두 군 모두 치료 후 통계 으

로 우수한 효과가 나타났다(p<0.001).그러나 치료

후 grade에 한 군간 비교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즉,한방치료가 상하지 MMT

grade의 호 에 뚜렷한 기여를 하지만,발병 후 한

방 치료 시기의 조만(早晩)과는 뚜렷한 연 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다만 상지 MMT의 치료 후

차이 값은 GroupA가 B보다 통계 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는데(p=0.027),이는 상지 근력장

애의 증상 호 정도에 한방 치료 시기의 조만(早

晩)이 유의미한 역할을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상하지 편마비에 한 증상 호 정도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GroupA는 Table5,6,7에 나타난

모든 평가 지표에서 치료 후 통계 으로 유의한

치료효과가 나타났다.그러나 GroupB는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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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손가락 개수,건측 슬 굴곡 후 환측 고

굴곡 범 ,건측 슬 굴곡 후 환측 하지

올리기 가능 여부,움직임 가능한 발가락 개수,full

assist하에 기립 유지 가능 여부 자력 계단 상

하행’의 6개 부문에서 치료 후 유의한 치료 효과

가 나타나지 않았다.반면 군간 비교에서는 ‘견

내외 기립 에서 견 굴곡’의 3개 부문

을 제외하면 치료 후 수에 해서는 두 군간 유

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그리고 치료 후

수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견 내외

기립 에서 견 굴곡’의 3개 부문은 치료

수 역시 군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한

Table5,6,7의 모든 평가 지표의 치료 후 차이

값에 한 군간 비교에서는 모두 통계 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즉,GroupA에서 모

든 지표에 해 치료 후 유의미한 치료 효과가

나타났으나,GroupB와 치료 후 평균 수 치

료 후 평균 차이 값을 비교했을 때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치료 기간이 증상 호 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

보기 해 치료기간을 ‘한방 병원 입원 기간,발병

후 입원까지의 기간 발병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한방 치료 기간’세 가지로 나 어 분석하 다.그

결과 상지 MMTgrade는 ‘발병일로부터 3개월 이

내 받은 한방 치료 기간’이 길수록 증상 호 정도

가 증가하고,하지 MMTgrade는 ‘한방 병원 입원

기간’이 길수록 증상 호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즉,상지는 조기에 한방 치료를 시작해

서 발병 후 3개월까지 치료를 지속할수록 치료 효

과가 우수하고,하지는 한방 치료 시기의 조만(早

晩)은 연 성이 없으나 치료기간이 길수록 치료

효과가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뇌경색과 같이 한양방 진이 활발한 질환의 경

우 한약과 양약의 병용이 흔히 나타나기 때문에

병용 투여에 한 안 성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조사 결과 모든 간 신장 기능 검사

수치에서 치료 후 정상 범 를 유지하 으며,이

AST,ALT,ALP,BUN은 투여 비 통계

으로 유의미한 감소를 보 다. 한 체 253명 환

자 간이나 신장손상이 있거나 한 이상반응

이 나타난 환자는 없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 한 양

방 병용 치료 한방 치료가 안 하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즉,뇌경색으로 인한 운동장애를 개선하고,일상

생활의 자립도를 향상시키는데 있어 한방치료는

효과가 있다.2010년 연구2에 따르면 풍에 한

한방 진 의뢰 이유 에 ‘만성기 풍 환자의

리’가 가장 높아, 성기보다 비 성기 는 만성

기일 때 주로 한방을 원한다고 하 다.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발병일 이후 한 달 이내에 한방 치료

를 시작하는 것이 뇌경색의 후유증 리에 효과

임을 알 수 있었다.한약과 양약의 병용 투여 시

간과 신장 기능에 한 안 성 역시 확인할 수 있

었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 을 가지고 있다.첫째,

의무기록 조사를 통한 후향 연구 특성상 상군

선정의 치우침(selectionbias)의 가능성이 있다.둘

째,GroupA와 B의 상자 수의 양 차이로 인해

비교검증의 신뢰도가 떨어진다.셋째,증상의 호

정도를 평가하는데 사용된 지표들이 뇌졸 에서

다빈도로 사용하는 평가척도가 아니다.넷째,후향

연구의 특성상 양방 치료를 받은 조군 선정

이 어렵다.다섯째,치료를 받지 않는 환자의 증상

호 정도보다 한방 치료를 받은 환자가 통계 으

로 유의미한 호 을 보이는지 알기 어렵다.다섯째,

통계 으로 유의미한 치료효과가 있다고 단되나

실제 임상에서 그 정도의 수치 변화가 얼마나 의

의가 있을 것인지에 한 고찰이 필요하다.그러나

발병 후 한 달 이내에 한방 치료를 받은 환자와 발

병 후 양방 치료를 받다가 성기가 지나 재활 치

료를 해 한방 치료를 시작한 환자와의 비교를

통해,발병 후 3개월 동안 꾸 히 치료를 받더라도

발병일 이후 한달 이내에 한방치료와 양방 치료를

병행한 환자가 발병일 이후 늦게 한방 치료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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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는 환자보다 치료효과가 뛰어나다는 을 밝

힘으로써 성기 뇌졸 환자에 한 한방 치료의

효과를 입증할 수 있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그리고 편마비의 호 도에 해 상하지

의 근력뿐만 아니라 각 의 가동범 ,손가락,

발가락의 움직임,보행양상의 변화 등을 세부 으

로 분석함으로써 한방치료의 효과와 후에 해

환자들에게 보다 자세히 설명할 수 있다는 에서

연구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Ⅴ.결 론

한방병원에 입원한 편마비를 주소증으로 한 뇌

경색 환자를 상으로 한방 치료 효과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한방치료는 뇌경색의 운동장애 일상생활 자

립도를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다.

2.뇌경색 발병 후 한 달이 지나 한방치료를 시작

한 군보다 한 달 이내에 한방치료를 시작한 군이

운동장애 일상생활 자립도 련 모든 평가

지표에서 뚜렷한 효과가 나타났다.

3.MMSE-K는 모든 환자에서 유의한 치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4.발병일 이후 한방 치료를 조기에 시작하고,3개

월 이내 한방 치료를 받은 기간이 길수록 상지

근력장애의 증상 호 도가 증가되고,한방 병원

입원기간이 길수록 하지 근력장애의 증상 호

도가 증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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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능력 일자 / 수

의식

명료 8

기면 6

혼미 4

혼수 1

시간,공간,사람에 한 인지기능

세가지 차원에 해 모두 인지가능 6

두가지 차원에 해 모두 인지가능 4

한가지 차원에 해 모두 인지가능 3

혼돈 1

언어능력

정상 인 화가능 12

화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음 8

화에 많은 장애가 있음 4

화가 불가능함 1

심리 활동도

솔선하여 주 의 정보를 얻으려 행동하는 면이 다분함 6

솔선하여 행동하는 면이 약간 있고 주 사람과의 화에 참석함 4

솔선하는 면이 없고 무기력함 3

찰되는 심리활동이 없음 1

운동성

우측상지

정상 는 정상에 가까움 4

기능 인 운동이 가능함 3

기능성을 가지지는 못하나 움직일 수는 있음 2

움직일 수 없음 1

우측손

정상 는 정상에 가까움 4

독자 인 악(Grip)과 개별 인 손가락의 움직임이 가능함 4

단순하게 기능 인 악이 가능함 3

【Appendix1】ActivityIndex

병록번호: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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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을 가지지는 못하나 움직일 수는 있음 2

움직일 수 없음 1

우측하지

정상 는 정상에 가까움 4

기능 인 운동이 가능함 3

기능성을 가지지는 못하나 움직일 수 있음 2

움직일 수 없음 1

좌측상지

정상 는 정상에 가까움 4

기능 인 운동이 가능함 3

기능성을 가지지는 못하나 움직일 수는 있음 2

움직일 수 없음 1

좌측손

정상 는 정상에 가까움 4

독자 인 악(Grip)과 개별 인 손가락의 움직임이 가능함 4

단순하게 기능 인 악이 가능함 3

기능성을 가지지는 못하나 움직일 수는 있음 2

움직일 수 없음 1

좌측하지

정상 는 정상에 가까움 4

기능 인 운동이 가능함 3

기능성을 가지지는 못하나 움직일 수 있음 2

움직일 수 없음 1

일상생활기능

보행

보행가능 6

타인이 보조해주면 보행가능하며 의자차를 스스로 이동 가능 4

타인이 보조해주면 설 수 있으며 의자차에 의존함 3

타인이 보조해 주어도 설 수 없으며 침 나 의자차에 의존함 1

개인 생

스스로 개인 생처리를 할 수 있음 6

하반신의 생시에만 도움을 필요로 함 4

상반신이나 하반신의 생시 모두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함 3

개인 생시 도움을 수 없음 1

착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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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가능함 6

보통은 스스로 가능하나 스타킹이나 양말을 신을 때만 도움을 필요로 함 4

착탈의시 작은 부분에는 약간의 도움을 필요로 함 3

완 히 타인에 의해서만 가능함 1

식사

스스로 가능함 6

약간의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함 4

타인에 의해 가능함 3

유 나 정맥내 주입에 의하여 가능함 1

방 기능

제 스스로 조 이 가능함 6

가끔 실뇨를 함 4

Uridome이나 보조 변기를 사용하며 타인의 도움이 필요함 3

요 삽입에 의하여 가능함 1

장기능

제 스스로 조 이 가능함 6

가끔 실변이 있음 4

결장조루술을 하 거나 변기를 사용하여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함 3

실변이 있음 1

총계 92

구축

구축에 의한 변형이 없음 4

변형은 한 지체에 있으며 교정이 가능함 3

변형이 여러 에 있으나 교정이 가능함 2

명백한 구축이 한 지체, 는 여러 지체에 있으며 교정이 가능하지 않음 1

피부

색상,습도 경도가 정상임 4

색상,습도 경도가 정상 이지 못함( :부종) 3

발 ,욕창의 기단계 2

욕창 1

총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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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2】ManualMuscleTest

Grade Percentage Description

0(Zero) 0 Noevidenceofmusclecontractility

1(Trace) 10
Evidenceofslightcontractilitywithnoevidenceofjointmotionevenwith
gravityeliminated

2(Poor) 25 Completerangeofmotionwithgravityeliminated

3(Fair) 50 Completerangeofmotionagainstgravitywithnoresistance

4(Good) 75 Completerangeofmotionagainstgravitywithsomeresistance

5(Normal) 100 Completerangeofmotionagainstgravitywithfull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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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3】 풍운동검사

성 명 병록번호

검사일

상지 운동

와 수평 내 거리

와 수평 외 거리

와 거상 범

좌 거상 범

기립 거상 범

움직임 가능한 손가락

수지 내 외 가능 여부

하지 운동

환측 슬 굴곡하여 버티는 시간

와 수평 이동 거리

건측 슬 굴곡하여 지탱 후 환측만 거상 범

건측 슬 굴곡하여 환측 하지 건측 에 올리기 여부

양하지 동시에 거상 시 환측 거상 범

움직임 가능한 발가락

기립 보행

Fullassist로도 기립 유지 불가

Fullassist로 기립 유지 시간

Fullassist로 보행 가능 거리

환측 부축 받아 보행 가능 거리 시간

바잡고 보행 가능 거리 시간

CANE이용하여 보행 가능 거리 시간

Stick이용하여 보행 가능 거리 시간

Walker이용하여 보행 가능 거리 시간

바잡고 계단 올라가기 가능 층수

바잡고 계단 내려가기 가능 층수

자가로 계단 올라가기 가능 층수

자가로 계단 내려가기 가능 층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