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한방내과학회지 제41권 2호(2020년 5월)
J.Int.KoreanMed.2020;41(2):204-212
http://dx.doi.org/10.22246/jikm.2020.41.2.204

204

․투고일:2020.03.26,심사일:2020.05.21,게재확정일:2020.05.21
․Correspondingauthor:Kang-keyngSung 121,Rohaseu-ro,Anyang-

myeon,Jangheung-gun,Jeollanam-do,Republic
ofKorea
TEL:061-860-7451 FAX:061-860-7777
E-mail:sungkk@wonwkang.ac.kr

한의 복합 치료를 통해 보행 장애,인지 장애,배뇨 장애,연하 장애에
개선을 보인 뇌동맥 폐색에 의한 뇌경색증 환자 1례에 한

증례보고

김 호1,2,이 웅1,2,추홍민1,2,임 서1,2,김철 1,2,이정연4,이상 1,2,성강경1,3

1원 학교 한의과 학 순환신경내과학교실,2원 학교 주한방병원 한방내과
3원 학교 장흥통합의료한방병원,4원 학교 한의과 학 한의학과

ACaseReportofGaitDisturbance,CognitiveImpairment,Dysuria,andDysphagiaina
StrokePatientTreatedwithTraditionalKoreanMedicalTreatment

Kwang-hoKim
1,2
,Young-ungLee

1,2
,HongminChu

1,2
,Hyeon-seoLim

1,2
,

Cheol-hyunKim
1,2
,Jeong-younLee

4
,Sang-kwanLee

1,2
,Kang-keyngSung

1,3

1
Dept.ofInternalMedicineandNeuroscience,CollegeofKoreanMedicine,WonkwangUniversity

2
Dept.ofKoreanInternalMedicine,WonkwangUniversityGwangjuMedicalCenter

3
WonkwangUniversityJangheungIntegratedMedicalCenter

4
CollegeofKoreanMedicine,WonkwangUniversity

ABSTRACT
ThisstudyaimedtoinvestigatetheeffectoftraditionalKoreanmedicaltreatmentsonastrokepatientwithgaitdisturbance,

cognitiveimpairment,dysuria,anddysphagia.A78-year-oldfemalewithchronicmiddlecerebralarteryinfarctionhadsymptoms
ofgaitdisturbance,cognitiveimpairment,dysuria,anddysphagia.AfterbeingtreatedwithKoreanmedicinetherapies,including
acupunctureandherbalmedicine,thepatient’ssymptomsweresignificantlyimproved.Duringallthetreatments,Indicesincluding
manualmuscletest,functionalambulationcategory,functionalindependencemeasuring,mini-mentalstateexamination-K,global
deteriorationscale,pelvicsymmetry,functionalambulationprofileusedtoevaluatehersymptomsindicatedimprovementinher
symptoms,withoutanysideeffects.TraditionalKoreanmedicaltreatments,suchasacupunctureandherbalmedicine,canbeconsidered
tobeeffectivetherapiesforastokepatientwhohassymptomsofgaitdisturbance,cognitiveimpairment,dysuria,anddysphag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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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뇌졸 은 발병률이 높고 심각한 장애를 유발하

는 등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많으며,사망률도 높

기 때문에 한 질환 의 하나로 분류된다.통

계청 자료에 근거하면 2018년 우리나라 뇌졸 환

자 수는 총 113,455명이며,남자 70-79세,여자 80세

이상에서 발병률이 비교 높았다
1
.

뇌졸 의 기능장애로 보행 장애와 일상생활동작

수행 장애,인지장애,배뇨장애,연하장애 등이 있

는데,보행 장애는 재활치료 에서 가장 큰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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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차지하고 있다.보행능력 달성은 재활 운동에서

주요한 목표가 되는데 이는 기능 독립성을 이루

는데 보행이 요한 항목이기 때문이다.따라서 보

행 장애의 개선은 육체 으로는 환자 스스로의 독

립 생활을 가능하게 하며,더 나아가 환자의 독

립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거름

이 될 수 있다2.

뇌졸 후 인지장애는 뇌 의 질환으로 인한

경도 인지장애를 말하며,경도인지장애환자 약

10% 정도가 1년 이내 치매로 진행되며,4년 이내

에 약 50%가 알츠하이머로 진단된다3.인지기능은

뇌졸 환자에 있어서 후와 한 상 계가

있으며,뇌졸 의 후유증에 한 후 정에 많은

향을 미치므로 한 평가 치료가 필요하다
4
.

뇌졸 후 배뇨장애는 배뇨근 과반사와 정상 외

요도 약근의 조운동 부조인 경우가 부분이

며5,이러한 배뇨장애는 기 1주에 60%,4주에

42%,12주에 29%의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증상

의 하나로6환자 자신과 가족들에게 고통을 뿐

만 아니라 기능회복 수 을 하시키고 재활에 큰

장애가 되어 입원기간을 연장시킨다7.

연하장애는 뇌졸 환자에게서 흔하게 발생하는

합병증으로,조기에 진단하여 하게 치료하지

못하면 흡인성 폐렴이나 탈수 등이 래되며 심할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8-10.더욱이 연하장

애 환자는 섭식능력 하 뿐 아니라 식욕부진 혹

은 식사에 한 두려움으로 근육 쇠약과 양결핍

증이 발생하기 쉽다.이로 인해 신 피로와 우

울 등의 증상을 래하고 근육 쇠약으로 인한 기

능 상태가 하를 불러와,재활치료의 진행과 일

상 생활 수행에 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11.

뇌졸 에서의 보행 장애,인지 장애,배뇨 장애,

연하 장애에 한 각각의 한의학 치료 성과가

꾸 히 연구하여 보고되고 있다.다만, 의 네 가

지 항목이 동시에 한의치료를 통해 개선된 것에

한 보고가 드물며,다양한 평가 척도를 활용하여

해당 증상들에 한 추 찰을 진행한 증례의

의의가 있다 생각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자들은 뇌졸 으로 인한 보행장애,인지장애,

배뇨장애,연하 장애에 해 한의약 치료를 시행한

결과 주기 으로 시행한 GAITRite,G-walk,Manual

MuscleTest(MMT),FunctionalAmbulationCategory

(FACscore),FunctionalIndependenceMeasuring

(FIM),Mini-MentalstateExamination-K(MMSE-K),

GlobalDeteriorationScale(GDS),VideoFluoroscopic

SwallowingStudy(VFSS)등의 척도 검사 결과 상

유의한 결과를 얻어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Ⅱ.증례 보고

1. 상 환자 정보 동의

상기 환자는 2019년 08월 27일 뇌동맥 부

에 발생한 경색으로 인해 우측 약과 인지 장애,

연하 장애 배뇨 장애가 발생한 78세 여성 김⃝

⃝씨를 상으로,원 학교 한의과 학 주한방

병원에서 뇌졸 후유증 회복을 한 입원치료를

2019년 9월 10일부터 2020년 02월 26일까지 진행하

다.본 증례보고는 치료 시행 연구의 출

개인정보 보호에 한 사항을 상세히 고지하고 환

자 직계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수행하 고, 자

들은 본 연구의 출간에 한 동의서를 취득하 다.

본 증례는 후향 증례 기술로서 본원 임상연구

심사 원회 IRB의 심의 면제(WKIRB-2020-06)승

인을 받았다.

2.환자의 병력 그리고 진단 평가

환자는 78세의 여자 환자로 2019년 08월 27일에

발생한 좌측 뇌동맥 부 의 뇌경색으로 상

종합병원에서 MET시행한 자로 Rt.hemiparesis,

Cognitiveimpairment,Dysuria,Dysphagia를 주소

로 2019년 09월 10일 본원 입원하여 운동 기능,인

지 기능,배뇨 기능,연하 기능 회복을 한 한의치

료 재활치료를 시행하 다.

한 본 증례의 환자는 10년 부터 고 압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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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을 받았던 자로 Onset시부터 뇌경색 후유증으

로 Western-Medication 한약 치료를 복용하

다.환자는 10년 담석 제거술,5년 우측 하지

부 확인되어 입원 치료받은 과거력 가족

력(父-Stroke)이 있다.환자의 내원 시 에 조선

학교병원의 약을 복용하고 있었으며 복용 약물은

Table1에 표기하 다.환자의 뇌경색에 한 Brain

MRI사진은 Fig.1에 표시하 다.

Productname(ingredientslabel) Dose

EliquisTablet2.5mg
(Apixaban2.5mg)

2Tab
# 2BID

NeustatinRTablet20mg
(RosuvastatinCalcium20.8mg)

1Tab
# 1QD

ConcorTablet2.5mg
(Bisoprololfumarate2.5mg)

1Tab
# 1QD

NexillenSTablet
(Artemisiaherbsoftext.(20→1)90mg)

2Tab
# 2BID

TorsemTablet
(Torasemide5mg)

0.5Tab
# 1QD

*QD :quaquedie,sameasonceaday,BID:bisin
die,sameastwiceaday

Table1.CompositionofPerOsMedication

Fig.1.BrainMRIimagesofpatient(2019.08.28).

*MRI:magneticresonanceimaging

1) 자들은 환자의 보행 장애 근력 약화는

도수근력평가(MMT),기능 보행지수(FAC),기

능 독립성 측정 도구(FIM)척도를 사용한 망진,

문진 GAITRite,G-walk를 통하여 평가하 다.

MMT는 근육이 력과 외부 항(치료자가 손

으로 주는 항)에 응하는 능력을 평가하여,그

근력의 정도와 범 를 6단계로 양 구분하는 검

사법이다.FAC는 환자의 보행 능력을 평가하는 척

도이며,FIM는 일상생활동작에서의 독립성을 평가

하는 수단 하나이다.

TheGAITRite(CIRsystemInc,TheGAITRite

softwareversion4.8.5)는 기계 압력이 매트에 입

력되면,내장된 센서가 활성화되어 Heelcontact와

flatfootstance사이의 경과 시간을 계산하여

FunctionalAmbulationProfile(FAP),Velocity,Step

length,Swingtime,Stancetime등의 시공간 보

행 매개변수를 구한다.FAP Velocity는 뇌졸

환자의 보행 능력 향상을 보여주는 요한 지표로,

FAP는 뇌졸 환자의 특징 인 시공간 보행 변

형을 반 하여 보행 능력을 평가하기 한 도구로

써 유용함이 보고되었고12,뇌졸 환자의 보행 장

애에 있어 보행의 독립성이나 안정성이 하되지

않는 범 에서 보행 속도를 높이는 것이 효과 인

재활치료의 한 부분임이 보고되었다
13
.

G-walk(BTSBioengineeringSpA)는 무선 3축 가

속도계를 사용하여 피험자의 CenterofMass(COM)

를 측정하는 보행 분석 시스템으로,본 가속도계는

벨크로를 사용하여 피험자의 제 5번 요추의 높이

에 고정한다.이후 피험자는 걸음을 통하여 Pelvis

tiltsymmetry,Pelvisobliquitysymmetry,Pelvis

rotationsymmetry등의 매개 변수를 제공한다.본

매개변수들은 Bluetooth를 통해 BTS G-studio

Software(version2.8.16.0)로 분석을 해 무선으로

송된다
14
.

뇌졸 환자들에게서 Pelvicasymmetry를 비롯

한 신 보행 불균형 특성들이 찰되는 과,

하부 요추 고정 가속도계를 통해 뇌졸 환자의

신 보행 불균형을 확인할 수 있음이 보고되었

다15,16.

2) 자들은 환자의 인지 장애는 간이 정신상태

검사(MMSE-K) 반 치매 척도(GDS)척도

를 통하여 평가하 다.MMSE-K는 기본 인 치매

선별 검사로서 인지기능 장애의 정도를 정량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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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criptionname Pharmacognosticname
Dose(g)per1day
divide(#)3times

Jeungsonbaekchul-san
(增損白朮散)

GinsengRadix(人蔘) 8.4g# 3

AtractylodisRhizomaAlba(白朮) 8.4g# 3

PoriaSclerotium(白茯苓) 8.4g# 3

CitriUnshiusPericarpium(陳皮) 8.4g# 3

AgastachisHerba(藿香) 8.4g# 3

PuerariaeRadix(葛根) 8.4g# 3

AucklandiaeRadix(木香) 3.6g# 3

ZingiberisRhizoma(乾薑) 3.6g# 3

GlycyrrhizaeRadixetRhizoma(甘草) 3.6g# 3

Table2.CompositionofHerbalMedication

로 평가할 수 있으며,반복 인 측정을 통하여 인

지기능의 변화를 찰할 수 있는 검사법이며,GDS

는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나 치매로 진단된 환자의

임상 양상 심각도를 7단계로 나 어 평가할 수

있는 척도이다.

3) 자들은 방 음 기기를 사용한 검사를

통해 배뇨 후 잔뇨량과 배뇨량을 측정하여 환자의

배뇨 장애의 정도를 평가 추 찰하 다.

4) 자들은 본원 양방재활의학과에 의뢰하여

비디오 투시 연하 검사를(VFSS)시행함으로 본

환자의 연하 장애의 정도를 평가하 다.VFSS는

연하 장애로 인한 흡인 험성 여부를 단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검사로서,연하 장애의 평가 시

에 Goldstandard로써 선용되는 검사이다.

3.치료 재

상기 환자의 보행 장애,근력 약화,기력 하

연하장애를 개선시키기 해 의료진은 본 환자가

노인 환자임을 고려하여,2019년 10월 1일부터 補

氣를 목 으로 60일 동안 육군자탕 산제(크라시

에)를,입원일로부터 15일,2020년 1월 10일부터 45

일 동안 총 60일간 補陽을 목 으로 증손백출산을

투여하 으며,본원 양방재활의학과에 진 의뢰하

여 기자극치료,GaitTraining,NDT,복합 작업

치료 그리고 연하재활치료를 시행하 다.

상기 환자의 인지 장애를 개선시키기 해 의료

진은 2019년 9월 25일부터 105일 동안 가감도담탕

가감방을 투여하 으며,본원 양방재활과에 진

의뢰하여 산화 인지 재활 치료를 시행하 다.

상기 환자의 배뇨 장애를 개선시키기 해 의료

진은 입원일로부터 21일 동안 오령산 산제(크라시

에)를 투여하 으며,방 음 검사를 통해 경

과 찰 하 다.

상기 환자의 치료를 해 호침 치료는 中風七處

穴의 일부인 백회(百 ,GV20),곡지(曲池,LI11),

풍지(風池,GB20),족삼리(足三里,ST36),견우(肩

髃.LI15) 외 (外關,TE5),태계(太溪,KI3),

견료(肩髎,TE14)등의 경 과 근육 경직을 호소

하는 부 의 경 에 1일 1회 시행하 다.호침 치

료는 동방 침구침 0.25×40mm 1회용 호침을 사용

하 으며,유침 시간은 15-20분으로 침 치료를

동반하 다.침 치료는 뇌경색 후유증에 한 소증

의 리를 해 처방하 다.

상기 환자의 치료를 해 본원에서 투여한 증손

백출산 가감도담탕가감방,오령산 산제(크라시

에),육군자탕 산제(크라시에)의 구성은 Table2에

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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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gam-dodam-tang-gagambang
(加減 痰湯加減方)

ArisaematisRhizoma(南星) 6g# 3

PinelliaeTuber(半夏) 6g# 3

PoriaSclerotium(白茯苓) 6g# 3

AtractylodisRhizomaAlba(白朮) 6g# 3

PlatycodonisRadix(桔梗) 6g# 3

AurantiiFructusImmaturus(枳殼) 6g# 3

ScutellariaeRadix(黃芩) 3g# 3

CoptidisRhizoma(黃連) 3g# 3

TrichosanthisSemen(栝樓仁) 3g# 3

GinsengRadix(人蔘) 3g# 3

AngelicaeGigantisRadix(當歸) 3g# 3

AucklandiaeRadix(木香) 3g# 3

GlycyrrhizaeRadixetRhizoma(甘草) 4.5g# 3

RhizomaZingiberisSiccus(生薑) 4.5g# 3

AcoriGramineiRhizoma(石菖蒲) 3g# 3

PolygalaeRadix(遠志) 3g# 3

Oryeong-san
(五令散)

AlismatisTuber(澤瀉) 5g# 3

Polyporus(猪苓) 3g# 3

Poria(茯苓) 3g# 3

AtractylodisRhizoma(白朮) 3g# 3

CinnamomiCortex(桂皮) 2g# 3

Yukgunja-tang
(六君子湯)

GinsengRadix(人蔘) 4g# 3

AtractylodisRhizoma(白朮) 4g# 3

Poria(茯苓) 4g# 3

PinelliaeTuber(半夏) 4g# 3

CitriUnshiuPericarpium(陳皮) 2g# 3

ZizyphiFructus(大棗) 2g# 3

GlycyrrhizaeRadix(甘草) 1g# 3

RhizomaZingiberisSiccus(生薑) 0.5g# 3

4.치료 결과와 추 찰 결과

1)보행 장애

환자는 본원 입원 시에는 주로 Bedrest

Wheelchairambulation을 유지하 으나 퇴원 시

Selfwalkingambulation이 가능할 정도로 보행 기

능의 호 이 찰되었다.

환자는 본원 입원 시 우측 상하지 MMTII/III

으로 측정되었으나 치료를 진행하며 매달 시행한

MMT결과 상 입원 1개월 차 II+/III+,입원 2개

월 차 III/III+,입원 3개월 차 III/IV,입원 4개월

차 III+/IV,퇴원 시 IV/IV+로 지속 인 호 경

향을 보 다.

환자는 본원 입원 시 측정한 FACscore은 0으

로,걷지 못하는 상태 으나,치료를 진행하며 측

정된 FAC상 입원 1개월 차 Score1,입원 2개월

차 Score1,입원 3개월 차 Score2,입원 4개월 차

Score2-3,퇴원 시 Score3으로 지속 인 호 경

향을 보 다.

환자는 본원 입원 시 측정한 FIM 결과 상 총

35 ,입원 1개월 차 55 ,입원 2개월 차 92 ,입

원 3개월 차 94 ,퇴원 시 94 으로 지속 으로

호 경향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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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보행 양상을 GAITRite,G-walk검사를

통하여 입원 43일 후,입원 86일 후,입원 169일 후

총 3차례씩 추 찰한 결과,FAPScore은 1차 55

,2차 53 ,3차 63 으로 보행 능력의 호 경향

을 보 다.측정된 Velocity값은 1차 35.5cm/sec,2

차 38.3cm/sec,3차 45.7cm/sec으로 보행 속도의

개선을 찰할 수 있었다.

G-walk를 통해 측정된 환자의 Pelvissymmetry

index는 1차 Tilt97.8,Obliquity38.1,Rotation82.5

에서 2차 Tilt96.6,Obliquity11.0,Rotation96.1,3

차 Tilt91.2,Obliquity90.0,Rotation94.1로 Gait

symmetry의 반 호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GAITRite G-walk시행 결과상 주요 매개

변수는 Table3에 표시하 다.

19.10.22 19.12.04 20.02.25

FAPscore 55 53 63

Velocity(cm/sec) 35.5 38.3 45.7

Pelvissymmetry
index

19.10.22 19.12.04 20.02.25

Tilt 97.8 96.6 91.2

Obliquity 38.1 11.0 90.0

Rotation 82.5 96.1 94.1
*FAP:functionalambulationprofile

Table3.GAITRite,G-walkTestResults

2)인지 장애

환자는 본원 입원 시 문진 상 보호자의 질문에

는 짧은 단어 주의 답하는 경향을 보이나,의

료진의 질문에는 응답하지 않으며,지남력 하 등

의 인지 하 양상을 보 다.이 후 가감도담탕가

감방 투여를 포함한 제반 치료를 지속하며 의료진

의 질문에 짧은 단어 주의 답이 가능하 으며,

지남력 부문에서 명확한 호 양상을 보 고,퇴원

시에는 의료진과 3개 단어 이상을 사용한 올바른

구성의 문장을 사용하여 화가 가능할 정도로 호

경향을 보 다.

입원일에시행한MMSE-K설문지검사상0,GDS

검사 상 5 ,2020년 02월 24일 시행한 MMSE-K

설문지 검사 상 12 ,GDS검사 상 4 으로 추

찰 결과 지속 인 인지 기능의 개선을 확인할

수 있었다.

3)배뇨 장애

본 환자는 입원 시 Selfvoiding이 불가능하여,

Foleycatheter를 착용한 상태로,배뇨 장애의 호

을 하여 오령산 산제(크라시에)를 입원일로부터

총 3주간 매일 3포(매 식후 30분 한 포)처방하

고,본원 입원 이후 4시간당 한 차례 clamp를 개방

하는 방식으로 Foleytraining을 지속하 다.입원

10일 후Selfvoiding가능함이 확인되어 Foleycatheter

removal시행하 다.이후 방 음 검사를 통

한 추 결과 상 잔뇨량 찰되지 않았으며 이후

본원 퇴원 시까지 배뇨 장애로 인한 불편감을 호

소하지 않았다.

4)연하 장애

본 환자는 본원 입원 시 Dysphagia로 인하여

Levintube착용 으로,섭취 열량 하 양

분 부족을 원인으로 기력 하가 동반된 상태 다.

환자는 당시 Stomydiet유지 으로,지속 으로

Levintube착용으로 인한 불편감을 호소하 으며,

간헐 으로 오심 구토를 동반하 다.연하 장애

와 그에 동반한 기력 하의 호 을 하여 증손

백출산,육군자탕 산제(크라시에)를 매일 3포(매

식후 30분 한 포)처방하 다.

2019년 09월 20일 Dysphagia의 호 정도 악,

Levintuberemoval Silentaspiration여부 악

을 하여 본원 양방재활의학과에 진 의뢰하여

VFSS검사를 시행하 으며,검사 결과 상 Aspiration

의 험도가 높은 것으로 악되어 Levintube

keep하 다.2019년 10월 28일 VFSS2차 검사 시

행하 으며,연하 장애 호 양상 찰되었으나,

Aspiration의 험도 남아있는 것으로 단하여

L-tubekeep하 다.이후 간헐 으로 Softdiet

oralfeeding시행하 고,2019년 11월 20일 시행한

VFSS3차 검사 후 L-tuberemoval시행하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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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본 환자는 Softsolidfood로 식이 유지하 고,

본원 퇴원 시까지 연하 장애로 인한 Aspiration혹

은 기타 불편 사항을 호소하지 않았다.

5)환자 환자 보호자는 한의치료를 통해 증

상의 개선이 되었다는 을 확인하 으며 치료에

만족을 표하 다.환자 치료에 한 체 인 재

변화 치료 결과에 한 Timetable은 Fig.2에

표시하 다.

Fig.2.Timelineoffollow-upresults.

*MMT:manualmuscletest,FAC:functionalambulationcategory,FAP:functionalambulationprofile,FIM :
functionalindependencemeasuring,MMSE-K:mini-mentalstateexamination-Korea,GDS:globaldeterioration
scale,VFSS:videofluoroscopicswallowingstudy

Ⅲ.고찰 결론

뇌졸 은 세계 으로 두 번째로 흔한 사망원인

일 뿐 아니라 가장 흔한 신체 장애의 원인이다.우

리나라에서는 5분마다 뇌졸 이 발생하여,20분에

한명이 뇌졸 으로 사망하여,매년 약 105,000건의

뇌졸 이 발생하고 약 2만 5천 명이 뇌졸 으로 사

망하고 있다.이에 뇌졸 후유 장애의 빠른 개선

의 필요성이 두되고 있고,그에 따라 다양한 증

상들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요해지고 있다
17
.

환자의 보행 장애와 그에 동반한 근육 경직에

응하여 침치료는 뇌졸 후유증의 리에 빈용

하는 中風七處穴의 에 시행하 고,뇌졸 후 각

근육 경직에 사용되는 경 들을 응용하 다.환자의

Ambulationmethod가 변화함에 따라 근육 경직의

부 의 변화가 찰되었다.Wheelchairambulation시

환자는 주로 종아리 근육부 경직감을 호소하 고,

이에 承筋(BL56),承山(BL57),足三里(ST36)에 침

치료를 시행하 다.Caneambulation시 환자는 주

로 주 부 근육 경직감을 호소하 고,이에 手三

里(LI10),曲池(LI11),尺澤(LU5)에 침치료를 시

행하 고,침치료 시행 후 근육부 경결,경직의 개

선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환자의 보행 장애와 련하여,FAPScore,Velocity

Pelvicsymmetryindex를 평가 분석한 결과,

환자의 반 인 보행능력의 기능성 개선 보행

속도 상승,보행 시 골반 균형 회복을 확인할 수

있었다.Pelvicsymmetryindex의 값이 편차가 크

게 측정된 은 본 환자의 반 인 운동능력 호

과 이에 따른 응으로 인한 것으로 본 연구진

은 단하고 있으며,추후 더 많은 환자의 보행 능

력 회복 과정을 측정하여 본 연구의 한계 을 보

완하고자 한다.

의료진이 인지 하 증상의 치료를 해 사용한

한약 처방인 가감도담탕가감방 가감도담탕은

동의보감 풍문의 痰涎壅盛에 등장하는 처방으로

그 해설이 “治中風痰盛 不能 語 熱 宜服(“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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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담이 성하여 말을 못하는 것을 치료하는데,

열이 있는 경우에 마땅히 복용한다”)”라고 기록되

어 있다18.본 처방에 인지 기능 개선과 기억력 증

강이 도움이 되는 遠志,石菖蒲를 가미하여 사용하

다.실험 으로 도담탕의 두개내 폐색으로

인한 성기 뇌허 뇌경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이 찰되었고19.원지 석창포의 추출물이 알

츠하이머 치매 동물 모델에서 학습 능력 하와 기

억 유지 능력의 감퇴에 방어 효과가 있음이 밝 진

바 있어 본 처방을 결정하 다
20
.이후 MMSE-K설

문지 GDS검사의 추 찰을 통해 본 환자의

인지 하 증상의 개선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배뇨 장애의 경우 한의치료와 행동 요법(Foley

training)교육을 시행함으로써 Selfvoiding이 가능

함이 찰되었고 이후 방 음 를 통한 추

찰 시에도 배뇨 후 잔뇨량이 확인되지 않음으로써

배뇨 장애의 개선을 찰할 수 있었다.

연하 장애와 그에 동반한 기력 하의 치료를

하여 사용한 한약 처방인 증손백출산은 동의보

감 신형문의 老人治病에 등장하는 처방으로 그 해

설이 “病後虛弱,宜增損白朮散",“保養衰老”라고

기록되어 있다
18
.의료진은 환자가 78세의 고령과

연하 장애로 인한 섭식 부족이 있었던 에 변증

상 氣虛,腎虛로 단하여 해당 처방을 결정하 고,

치료를 진행하며 연하 기능의 개선을 확인할 수

있었다.

뇌경색 후 후유증으로 인한 보행 장애,인지

하,배뇨 장애,연하 장애의 한의 복합 치료 효과

평가를 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든 평가 지표

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즉,뇌졸 에 한

한의 복합 치료는 보행 기능,인지 기능,배뇨 기

능,연하 기능 면에서 우수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번 증례는 단일 증례이기에 한의 치료의

효과에 하여 확실한 결론을 끌어낼 수 없다는

한계 과 본원의 치료가 양방 치료만 받은 것과

한방치료만 받은 것의 비교를 한 것이 아닌 한방

치료와 양방치료를 겸하여 나타난 결과라는 한계

이 있으나,단일 증상의 평가 치료에 하여

보고한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본 증례에서는 한의

치료를 통하여 보행 장애,인지 장애,배뇨 장애,

연하 장애의 네 가지 항목을 객 이고 다각 인

지표를 사용해 평가하고 동시에 한의 복합 치료를

통해 개선시킨 에 가치를 둘 수 있다.향후 본

증례의 한계를 보완한 개선된 보다 더 큰 규모의

임상 연구와 증례보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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