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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tigo is a frequent clinical finding in cerebellar infarction patients. In this report, one case suffered from central 

vertigo diagnosed as cerebellar infarction and could not walk without any help. After the Oriental medicine therapy, the 

severity of his vertigo reduced and he could walk without any help in hospital. We suggest Oriental medicine therapy 

is significantly effective on the treatment of cerebellar infar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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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소뇌경색은 체 뇌경색의 1.5~4.2%를 차지할 정도로 비교

 드문 질환이지만
1), 최근 자기공명 상법(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의 발달로 기존의 CT에서 보기 힘들었던 소뇌경

색의 진단이 용이하게 되었으며, 특히 확산강조 상

(diffusion-weighted imaging, DWI)의 발달로 성 소뇌경색의 

발견율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소뇌경색은 기에 주로 단순한 어지럼증으로 시작하지만 

하부 천막 부 의 해부학  특성에 의해 약 11%에서 25%정도에

서 경색 그 자체보다는 부종에 인한 종괴작용으로 후두개와 내

의 집된 해부학  구조 내에서 뇌간을 압박하여 나타나는 가

성 종양효과(psedotumoral effect)로 인해 치명 인 결과를 래

할 수 있어 임상 으로 요하다2)
.

    회 성 훈은 회 감각과 주 가 움직이는 듯한 기증을 

특징으로 하며, 말 성과 추성으로 구분되는데 말 성은 외이, 

이, 내이 는 정말단기 의 질환에 의해 발생하고, 추성

은 뇌간이나 소뇌장애에 의해 발생한다3). 한의학 으로 眩暈은 

임상 으로 目眩, 眼花, 眼前發黑, 視物模糊와 함께 頭暈, 頭旋을 

의미하고 서양의학에서 말하는 훈(vertigo), 기(dizziness), 실

신(syncope), 평형실조, 불균형, 어지럼증(lightheadness)을 모두 

포 하는 개념이다4). 

    운동실조는 운동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해 많은 근육이 조

활를 유지해서 운동하는 조운동의 장해로 근력 하는 없는 것

이 특징인데 장해부 에 따라서 소뇌성, 척수성, 미로성, 뇌성

으로 구별한다
5).

    이에 자는 추성 훈과 그로 인한 운동실조를 주소로 

본원에 내원한 소뇌경색 환자를 痰暈, 心膽虛怯으로 변증하여 치

료한 결과 양호한 효과가 있었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1. 환자 : 정OO, (M/54)

2. 주소증

 1) 眩暈 

 2) 運動失調 

 3) 惡心 

 4) 嘔吐 

 5) 左上肢感覺異常 

 6) 左上肢痺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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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병일 : 2008년 1월 10일

 

4. 과거력

 1) HTN : 2007년 진단받고 po med Tx하시다 단하심.

 2) DM : 2008년 1월 진단 받고 po med Tx(qd) 이심.

5. 가족력 : 별무

6. 사회력

 1) 유통쪽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보통 체격의 민하고 한 성격.

 2) 음주 : 소주 1병/回 , 6~7回/周 

 3) 흡연 : 한 갑/日 

7. 병력 : 2008년 1월 10일 두통, 훈, 오심, 구토, 자한, 운동실

조 증상 발생하여 당일 순천향병원에서 Brain-MRI상 acute 

cerebellar infarction 진단받고, fluid therapy 시행 후 두통, 구토

증상은 호 되셨으나 훈과 보행실조는 별무 호 한 상태로 

2008년 1월 25일 퇴원한 후 2008년 1월 28일 본원 1내과 외래진

료실 경유하여 wheel chair로 입원함.

8. 검사소견

 1) Vital sign : 압 120/80 mmHg, 체온 36.8℃, 맥박수 64回/

分, 호흡수 20回/分

 2) EKG 검사 : Normal

 3) Chest PA : Normal

 4) Brain-MRI : Acute cerebellar infarction

 5) 임상병리검사

  * 2008년 1월 29일

  (1) Lab-finding : AST 62U/L, ALT 116U/L R-GTP 178U/L, 

HDL-Cho l27 mg/㎗, T.G 410 mg/㎗, glucose 107 mg/㎗,HGB 

15.7 g/㎗, HbA1c 7.6%

  (2) 소변검사 : Normal

  (3) PT/aPTT : Normal

  (4) 신경학  검사 

   ① M/S : Alert

   ② P/R : (⊚,⊚) W.N.L 

   ③ N/S : (-) 

   ④ DTR : normal 

   ⑤ B/S : (-/-)

  * 2008년 3월 4일

  (1) Lab-finding : AST 32 U/L, ALT 52 U/L, R-GTP 209 U/L, 

HDL-Chol 23 mg/㎗, T.G 281 mg/㎗, Glucose 154 mg/㎗

9. 진단

 1) 한방진단 : 痰暈, 手足癱瘓

 2) 양방진단 : Acute cerebellar infarction(Fig. 1)

10. 양방치료

    카니틸 2T#2, 왈  1/2T#1(h.s)

Fig. 1. Brain MRI

11. 한방치료

 1) 침치료

    소뇌경색으로 인한 훈, 오심, 구토와 그로 인한 운동실조 

등의 증상의 개선을 해 동방침구제작소 제품인 직경 0.3 mm, 

길이 30 mm인 1회용 Stainless 毫針을 사용하여 1일 1회 시술하

며, 留針은 20분간 하 으며, 치료 는 中風七處穴을 주로 

하여, 百 , 太陽, 頭維, 足三里, 陰陵泉, 陽陵泉, 合谷, 太衝, 內關, 

太谿, 足臨泣을 直刺法으로 시행하 다. 그리고 증상에 따라 加減 

取穴하여 惡心과 嘔吐가 나타날 시에는 中脘, 豊隆, 顫中, 氣海穴

을 가감하 고, 驚悸증상에는 然谷 , 內關, 俠谿, 行間穴을 가감하

으며, 不眠시에는 足竅陰, 三陰交를 가감하여 치료하 다.

 2) 한약치료

    추성 훈증상의 호 을 목표로 痰暈, 心膽虛怯으로 변증

하여 본원 처방인 夏朮補心湯加味6)를 처방하 다.

    夏朮補心湯은 半夏白朮天麻湯에 溫膽湯을 合方한 방제로 다

음과 같이 가미하 다. 半夏白朮天麻湯은 李杲의 脾胃論에 처음 

수록된 처방7)으로 補氣하는 四君子湯, 痰을 치료하는 二陣湯, 溫

中散寒하는 理中湯을 합한 처방에다가 腹滿을 염려하여 甘草를 

없애고, 補氣를 증강할 목 으로 黃芪, 運脾去濕을 도와주기 

하여 蒼朮, 痰滯를 제거하기 하여 麥芽, 痰多水濕을 제거하기 

하여 澤瀉, 脾의 邪熱을 淸하고 寒熱을 平定하고자 黃柏, 頭目

의 風을 散하고자 天麻를 가한 처방이다8). 그리고 溫膽湯은 二陣

湯에 枳實, 竹茹, 生薑, 大棗를 가한 처방으로 본방은 胃熱이 不

淸하여 痰涎이 渟滀되어 淸淨之府인 膽에까지 미쳐서 陽氣가 調

暢하지 못하여 膽이 본래의 溫和之性을 잃어 升發하지 못할 때, 

二陣湯의 辛溫한 氣味로써 溫痰滌涎하고, 痰涎이 凝聚하며 脾가 

鬱하므로 枳實, 竹茹로 滌涎化胃熱함으로써 膽의 溫和之性을 회

복시키는 처방이다9)(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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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東醫寶鑑’  半夏白朮天麻湯, 溫膽湯과 원내 처방집  夏

朮補心湯加味 처방구성

處方 處方溝成

半夏白朮天麻湯
半夏 陳皮 麥芽 白朮  蒼朮 人蔘 黃芪 天麻 白伏苓 澤瀉 

乾薑 黃柏 生薑

溫膽湯 半夏 陳皮 茯笭 甘草 枳實 竹茹 生薑 大棗

夏朮補心湯加味

香附子 白朮  藿香  何首烏  陳皮  牡蠣分 半夏(薑製)  
酸棗仁(炒) 山査肉  人蔘  元肉 澤瀉  桔梗  白茯笭  
防風 石菖浦  枳殼 貢砂仁 細辛 蔓荊子 薄荷 甘草 川芎 

黃柏(鹽水炒) 

12. 치료 성  평가의 기

 1) 훈의 강도 평가는 VAS를 이용하여 환자가 발병당시 훈

정도를 10으로 하고, 호소하는 주  증상을 수치화하여 호 도

를 표시하 다.

 2) 보행 실조의 강도 평가는 보행정도를 6단계로 나 어 수화 

하 다.

5  부축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행불가능

4  부축받지 않은 상태에서 병실 안에서의 보행가능

3  부축받지 않은 상태에서 복도까지의 보행가능

2  부축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단 오르기 내리기 가능

1  부축받은 상태에서 병원 밖으로의 외출 가능

0  병원 밖으로 외출 가능한 정상 보행

13. 치료경과(Table 2)

 1) 2008년 1월 28일

  (1) 眩暈 : 기우는 듯한 느낌이며 우면 천정이 빙빙도는 듯하

고, 머리 움직일 때 더심하며 時作時止함. 

  (2) 步行失調 : 걸을 때 심을 잡는 것을 힘들어하고 서는 것

은 가능하나 계속 왼쪽으로 기울어지는 느낌이 들고, 물체를 잡

거나 부축보행을 하는 상태.

  (3) 四肢 : 좌측 상지 감각이 둔하며 화끈거리고 리는 증상 

호소함. 

  (4) 頭痛 : 발병 당시 보다 많이 호 된 상태이나 잔여 증상은 있음.

  (5) 惡心 : 훈과 동반되어 발생하나 발병당시보다는 호 된 상태.

  (6) 嘔吐 : 발병 당시에만 나타나고 입원당시는 증상 없음.

  (7) 大便 : 1回/2日, Normal type , 便: 4~5回/1日

  (8) 脈 : 脈滑緊 ,  : 紅, 苔白

 2) 2008년 1월 29일~2008년 2월 4일

    내원당시 호소하 던 惡心증상은 소실되고, 頭痛, 嘔吐 증상

은 보이지 않음. 眩暈 증상 여 히 호소하고 부축하지 않고 병실

내에서 움직임은 가능한 상태이고 병실 밖 보행도 보호자 부축 

없이 복도 가드 일을 잡고 걸을 수 있는 상태.

 3) 2008년 2월 5일~2008년 2월 11일

    훈 증상 VAS 7정도로 경감하여 부축 없이 복도 왔다 갔다 

하 으나 술에 취해 비틀거리듯 하고 왼쪽으로 기울어지는 느낌

은 비슷하다고 함. 20~30 m정도 느린 걸음으로 보행하다 다시 

복도 가드 일을 붙잡고 걷는 상태 반복함.

 4) 2008년 2월 12일~2008년 2월 18일

    회 감은 워 있을 때는 소실되고 움직일 때는 여 히 나

타남. 보행은 약간 왼쪽으로 기울어지는 느낌이 있기는 하나, 병

원 복도를 보통 걸음으로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다.

 5) 2008년 2월 19일 ~ 2008년 2월 25일

    훈 증상 VAS 3정도로 호 되고 증상도 간헐 으로 나타

남. 보행은 계단을 오르내릴 정도로 회복되었다.

 6) 2008년 2월 26일 ~ 2008년 3월 5일

    본인이 느끼는 훈 증상 VAS 1~2정도로 호 되고 운동 실

조를 비롯한 제반 증상들은 호 되었으며, 보행은 원내 계단을 

다니는 속도도 빨라졌으며 병원을 벗어난 다른 곳에서는 보호자

의 도움 없이 독립 으로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다.

Table 2. Change of Symptoms.

VAS of vertigo ataxia

2008.01.28 10 5

01.29~02.04 8 4

02.05~02.11 7 3

02.12~02.18 5 3

02.19~02.25 3 2

02.26~03.05 1~2 0

총   고찰

    소뇌는 무게 약 120 g 정도의 신경조직체로 교뇌와 연수의 

뒤쪽에 치함으로써 제 4뇌실의 지붕을 이루고 있고, 두개골의 

우와(posterior fossa)에 치하며 소뇌천막(tentorium cerebelli)

에 의해 뇌와 분리되어 있다. 소뇌를 신경해부학 으로 크게 

분류하면 외측의 두개의 소뇌반구와 이들 간에 치하는 虫部

(vermis)로 구성되며, 원심성 ․ 구심성 신경섬유들에 지나가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소뇌는 신경해부학 으로 뇌간 등 다른 인

구조와 매우 긴 한 련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때로는 소뇌

병변의 임상증후를 독립 으로 별하기는 쉽지 않지만, 체

으로 사지운동장애, 안구운동장애, 언어장애, 두부경사, 불수의  

운동 등으로 나  수 있다. 소뇌에 분포하는 동맥은 다수의 문합

을 가지고 있으므로, 의 일부에 폐색이 일어나도 증상이 없

는 경우가 많고, 동시에 소뇌동맥이 뇌간도 류하고 있기 때문

에 소뇌동맥의 장애에 의해 소뇌가 손상될 때에는 뇌간부 손상

을 수반하는 일이 종종 있다. 소뇌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많지만, 

소뇌하면에 범 한 경색을 일으켜도 소뇌증상이 나타나지 않

는 경우도 있다10).

    회 성 훈을 일으키는 질환은 말 정질환, 추 정질

환, 내과  질환, 그리고 원인불명의 훈 등 수없이 많은데, 이

들의 병태생리학  기 과 후의 차이로 인하여 평가와 치료가 

하게 다를 수 있다. 훈을 호소하는 환자가 응 실에 오면 

무엇보다도 말 성 훈과과 추성 훈을 구별하는 것이 요

하다. 말 성 훈과 추성 훈을 구별하기 해서는 체계화된 

진단 즉, 문진, 평형기능검사, 신경학  검사 등 여러 검사들이 

필요하다11). 말 성 훈에서는 안진방향은 병변 반 쪽으로 일

방향이고, 시야고정시 안진과 훈은 억제되며, 훈 양상이 비

교  하고, 이명이나 난청과 같은 귀와 련된 증상이 자주 동

반된다. 추성 훈은 안진방향은 양방향 는 일방향이고, 시

야 고정시에도 안진과 훈은 억제되지 않으며, 훈은 체 으

로 경하고, 귀와 련된 증상은 나타나지 않는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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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뇌는 신체 근육의 긴장 등을 조 하여 운동  평형 유지

에 한 권고와 조정에 여하는 뇌의 자문기구이다. 근육은 

수축이라는 상으로 간단한 운동부터 범 한 운동까지 수행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운동을 수행하는 데는 운동계가 여하게 

된다. 이 운동계는 뇌와 척수에 존재하면서 하 운동신경원을 조

하는 상 운동신경원과 근육을 직  지배하는 뇌신경 혹은 척

수신경을 구성하는 신경세포인 하 운동신경으로 구분한다. 

    신체 운동은 감각기에서 입사된 자극이 피질하  피질운동

역에 투사되면, 이는 다시 연합 역과 기 핵  소뇌로 달되

고, 이어 시상을 거쳐 운동피질로 되돌아간 후 재조합되어 뇌간을 

거쳐 하야하고, 척수의 운동신경원을 통해 운동단 로 달됨으로

써 목 하는 동작을 수행하게 된다. 이 듯 신체운동이란 어떤 특

정한 부 의 독자  로그램이 아닌 여러 단계, 즉 뇌피질, 뇌

간, 소뇌, 척수 그리고 이들로부터 기시된 운동신경섬유와 해당 근

육, 그리고 입력되는 감각들의 동과 조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한곳이라도 장애가 있으면 정상 인 운동이 수행될 수 없다13).

    소뇌성실조증은 소뇌뿐만 아니라 소뇌의 원심성 는 구심

성 경로의 병변에 의해서도 유발되는데 호발 부 로는 뇌교, 

뇌, 시상, 내포, 방사  등이 잘 알려져 있다. 이처럼 소뇌성 운동

실조(Cerebellar Ataxia)는 소뇌 내부의 병변이나 소뇌 안 의 연

결로에 병변이 있을 때 발생하고 좁은 보폭으로 보행하려 할 때 

어려움이 심해지므로 환자는 보통 다리를 벌리고 서 있게 되고 

직립시 체간이 후로 거칠게 동요되어 비틀거림이 심해진다. 

    두발을 모으고 서려고 하면 좌우로 흔들리거나 넘어지게 되

는데 이러한 불안정성은 의 개폐에 계없이 동일한 것이 특징

이다. 소뇌의 일측성 병변 시 병변쪽으로 균형이 깨져서 넘어지

게 되며 병변측 사지는 수동조작에 한 항이 감소되어 있다12).

    한의학에서 眩暈은 과거 頭眩, 掉眩, 眩冒, 癲眩, 風暈 등의 

여러 명칭으로 쓰여왔다. 眩은 眼花, 眼前發黑, 視物模糊를 의미

하고 頭暈은 자신이나 주  사물이 도는 것 같아 서 있을 수 없

는 것을 의미하는데 임상에서는 보통 頭暈과 眼花가 같이 나타

나므로 眩暈이라고 한다4). 

    眩暈의 발병원인은 <內徑>에서는 “諸風悼眩 皆屬於肝.” 肝

風上攻으로 인하여 발생한다고 하 고, 朱丹溪는 <丹溪心法>에

서 “無痰則不作眩.”이라 하여 痰火가 眩暈의 요한 병인이 된다

고 하 다. 한 張景岳은 “無虛不能作眩.”이라 하 는데 內徑의 

“上虛則眩”의 이론을 기 로 하여 上虛로 인하여 眩暈이 나타난

다고 보았다. 眩暈은 주로 風, 火, 痰, 虛로 인하여 발병하는데 十

中八九는 虛하기 때문이며, 十中一二는 風痰火로 實하기 때문인

데4) 임상상 虛實이 같이 나타나며 上實下虛한 경우가 많다. 上實

은 痰濁, 風火, 肝陽, 肝風으로 일어나며, 下虛는 肝腎陰虛, 心脾

의 氣血不足 등으로 나타난다3).

    본 증례에 사용한 夏朮補心湯加味는 半夏白朮天麻湯과 溫膽

湯을 합방한 처방으로 풍 기, 후기에 心膽虛怯으로 心悸, 怔

忡, 不眠 등과 痰厥頭痛이 발하는 환경에 多用하고, 풍 기이

후 全身無力과 食慾不振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痰이 물러나며 虛

症으로 넘어가는 간단계에 사용하는 처방이다6). 

    상기 환자는 보통 체격의 성격이 하고 민한 남자환자로 

과거력으로 고 압을 제외하고 특별이 미로질환  정질환이 

없었다. 평소 과도한 음주와 흡연, 지속 인 업무상 스트 스를 

받던 환자는 갑작스런 頭痛, 眩暈, 惡心, 運動失調 증상이 발생하

여 순천향병원에서 Brain MRI 검사상 acute cerebellar infarction 

진단받고 입원치료 후 眩暈과 運動失調는 별무 호 한 상태로 

본원에 입원하 다. 폐안에 계없이 眩暈 증상은 일정하 으며, 

耳鳴등 귀와 련된 증상은 없었고, 병변이 있는 왼쪽으로 기우

는 보행을 하는 정황으로 추성 훈 즉 소뇌경색으로 인한 眩

暈이라 진단하 다. 상기 환자는 평소 脾胃機能의 실조로 인해 

惡心, 食慾不振, 腹中鳴, 消化不良脈滑, 苔白 등의 痰飮증상이 

있었으며, 평소 지속 인 스트 스로 인한 胸悶, 易驚, 柾忡, 不

眠 등의 膽虛로 인한 痰飮 증상이 하게 나타났다. 이에 근거

하여 상기 환자의 훈과 운동실조를 痰暈, 心膽虛怯으로 변증하

고 半夏白朮天麻湯에 溫膽湯을 合方한 夏朮補心湯加味를 투여하

다. 입원 6일째부터 훈과 운동실조에 호 을 보이기 시작하

고 21일째에 계단보행을 시작하 으며 30일째에는 이상을 자각

하지 못할 정도의 정상보행이 가능하게 되었다(Table 2).

    본 증례에서는 Fig. 1에서 보 듯이, 상당한 범 에 소뇌경

색이 발병하여 추성 훈과 운동실조로 인하여 독립 보행이 

불가능했던 환자가 한 변증과 그에 맞는 처방을 투약하면서

부터 보행이 가능해졌다. 한 가지 처방을 처음부터 지속 으로 

투여하여 좋은 효과를 보았으나 한 개의 증례로 객 성이 떨어

지므로 향후 이 처방에 하여 자료를 축 하고, 지속 으로 증

례군의 연구를 계속한다면 많은 발 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추성 훈과 그로 인한 운동실조를 주소로 본원에 입원했

던 소뇌경색 환자 1례를 상으로 기부터 본원처방인 夏朮補

心湯加味를 투여하여 제반증상이 큰 호 을 보 기에 이에 보고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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