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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hidrosis is common complication of spinal cord injury, but localized unilateral hyperhidrosis is 

relatively rare disorder without autonomic disreflexia. A 52-year-old man with a 10-month history of cervical 

injury induced tetraplegia complained of excessive intermittent left-sided sweating. The sweating occurred by 

urinary retention or without any autonomic dysreflexia. The patient sweated excessively on the left face and 

upper body.

In the point of Differentiation of Syndrom (辨證), the patient was diagnosed as Gi-Heo-Hyeol-Eo 

(Pi-Wei-Qi-Xu 氣虛血瘀) and was administered revised Boyanghwano-tang (reserved Bu-Yang-Huan-Wu-tang), 

and he was almost complaint free during 4 month about none dysreflexial hyperhidrosis. 

Key Words : Unilateral hyperhidrosis, Spinal cord injury, Revised Boyanghwano-tang

Ⅰ. 서  론

발한은 외부의 자극에 대한 정상적인 생리적 

반응이나, 다한증은 정상적인 생리적 필요를 초

과하여 전신 또는 국소에 과도하게 땀의 분비를 

보이는 병적 상태를 말하며 원인에 따라 원발성

과 속발성으로 구분을 한다1). 속발성으로 분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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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척수손상 환자의 다한증은 척수손상 환

자의 약 26%에서 나타날 정도로 비교적 흔한 합

병증으로 알려져 있다2). 다한증은 특히 사회적, 

정신적 곤란을 동반하여 개인의 삶의 질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척수손상의 경우 자

율신경 반사이상 (autonomic dysreflexia)과 같

은 심각한 상태와 동반된다3). 척수공동증, 배뇨

나 배변시 구심성 자극 등이 척수손상 환자의 다

한증에서 알려진 특이적 원인이다4-6). 따라서 척

수손상 환자에서의 다한증 치료는 뇨폐 (urinary 

obstruction) 또는 변폐 (fecal impaction)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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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유해한 구심성 자극의 제거를 포함한 자율신

경 반사이상의 조절을 필요로 한다3,7). 

발한의 이상 상태를 한의학에서는 汗證이라고 

하는데, 시간적 구분에 따라 自汗과 盜汗, 발한 

부위에 따라 頭汗, 心汗, 手足汗, 陰汗, 半身汗 

및 性狀에 따라 黃汗, 血汗, 絶汗, 油汗, 粘汗 등

으로 구분한다. 半身汗은 신체의 오른쪽 혹은 왼

쪽의 어느 한쪽 편에서 땀이 나는 것으로 원인에 

따라 氣血兩虛와 寒濕阻滯로 나누어 氣血雙補하

거나 溫散寒濕 活血通絡하는 치료를 한다8).

보양환오탕 (補陽還五湯)은 ≪醫林改錯≫9)에

서 半身不遂, 口眼歪斜, 語言蹇澁, 口角流涎, 大

便乾燥, 小便頻數, 遺尿不禁을 치료한다고 처음 

기재된 처방으로 주로 중풍후유증의 氣滯血瘀한 

상태에 사용되고 있다. 편측성 다한증은 다한중

에서도 드문 경우로 척수손상 이후에 발생한 편

측성 다한증에 대한 국내보고와 특히 보양환오탕

을 사용하여 호전된 증례보고는 찾을 수 없었다. 

이에 경추 손상 후 발생한 편측성 다한증에서 보

양환오탕가감방 투여로 양호한 경과를 보이는 증

례가 있어 보고하는 바이다. 

Ⅱ. 증  례

1. 성명: 임○○, 남자 52세

2. 진단병증: 편신한

3. 주소증: 두부좌측, 좌측항부, 좌측 견배부, 

좌상지의 발한과다

4. 발병일: 2010년 12월

5. 과거력: 특이사항 없음

6. 흡연력 및 음주력: 흡연력과 음주력 없음

7. 현병력: 2010년 3월 근무 중 5m 높이에서 

추락하여 경추골절로 사지마비의 증상을 발하여 

보존 및 재활치료 중 좌측 상부에 소변저류시 나

타나는 편측성 다한증이 발생하였으며 내원 한 

달 전부터 다한증이 증가하여 내원하였다.

8. 방사선소견: 2010년 3월20일 촬영한 경추 

자기공명영상촬영에서 제2-6경추 추체 골절, 제

4, 5경추 관절면 골절, 제5경추 후방전위의 소견

을 보였다.

Fig. 1. Magnetic resonance imaging of 

cervical spine showed fractures of the 

bodies of C2-C6, facet fracture of C4, C5 

and C6 with posterior displacement of body 

of C5.

9. 진찰소견

 1) 초진당시 활력징후: 혈압 130/90㎜Hg,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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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36.5℃, 맥박수 72회/분, 호흡수 20회/분

 2) 좌측 편신한: 불특정 시간대에 좌측 상체 

(제7경추신경 지배 영역 상부)에 1일 2-3회 정

도 30분 이상 지속되는 돌발적 한출

 3) 사진소견 

   ① 全身症狀: 전신마비, 외한

   ② 意識狀態: 명료

   ③ 呼吸: 咳嗽(-), 喀痰(-)

   ④ 口․咽喉: 口乾(-), 口苦(-)

   ⑤ 胸部: 胸痛(-), 胸悶(-)

   ⑥ 消化: 양호

   ⑦ 睡眠: 양호

   ⑧ 大便 및 小便: 수의조절 불가

   ⑨ 舌診: 舌淡紅帶微紫 苔薄白

   ⑩ 脈診: 微緊

   ⑪ 腹診: 腹軟無力

   

10. 치료 및 경과 (Table 1)

 1) 한약처방

보양환오탕가감방 (黃芪 丹蔘 각20g 當歸 牛

膝 각10g 赤芍藥 川芎 桃仁 紅花 浮小麥 각6g) 

총100貼을 150pack(10貼씩 15pack으로 10회)

으로 탕전하여 1일 2회(조식, 석식 후 30분)로 

75일간 복용하였다.

 2) 침치료

內關, 外關, 合谷, 太衝, 足三里, 臨泣, 三陰交

를 호침(직경 0.20㎜, 길이 30㎜, 동방침구제작

소, 스테인레스 스틸)으로 침관을 이용하여 1주 

2회, 1회 20분 유침으로 총 6개월간 시행하였다. 

 3) 경과

치료개시일(11, 1, 31)에 보양환오탕가감방 10

貼 (7.5일분)을 처방하였고, 복약 시작 7일후 

(11, 2, 7) 좌측상부 한출이 치료전의 50%정도

로 감소하여 동일한 처방을 지속하였다. 16일후 

(11, 2, 16) 이후에는 하루 2-3회 발생하는 비자

극성 다한증은 소실되었으나 소변저류 자극으로 

발생하는 반사성 다한증은 유지되었다. 이후 비

자극성 다한증은 2011년 3월 2회, 2011년 4월 

1회 총 3회 발생하였다. 2011년 5월부터는 복약

은 중단하고 1주 2회의 침치료를 시행하고 있으

며 2011년 7월 현재까지 비자극성 발한과다는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였다.

Table 1. The Progress of Treatment and 

Symptoms on the case

2011.2 2011.3 2011.4 2011.5 2011.6

Herb 

Medicine
rBHT rBHT rBHT - -

Acup. Tx. + + + + +

Frequency of 

none-reflex 

sweating

15 2 1 0 0

rBHT: Revised Boyanghwano-tang

Acup. Tx.: PC6, SJ5, LI4, LV3, ST36, GB41, SP6

Ⅲ. 고  찰

 한선 (sweat gland)은 시상하부의 조절 아래 

교감신경이 지배한다. 따라서 경추와 상부 흉부

의 척수 손상은 교감신경 사슬을 형성하는 하행

섬유 (descending fiber)를 가로막게 되어, 정상

적 상부 척수 조절을 방해하며, 이때 발생하는 반

사성 다한증은 주로 손상 부위보다 하부의 흥분

성 구심자극으로 발생한다6). 본 증례에서는 전형

적인 소변의 방광저류에 의한 자극으로 발생하는 

반사성 다한증 이외에도 특별한 자극이 없이도 

다한증이 발생하였다. 척수 손상 후 처음 발생한 

편측성 다한증은 1주 2-3회 정도의 빈도로 발생

하였으며 주로 수분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거나 

정해진 시간에 배뇨시키지 않을 때 발생하였고 

배뇨 즉시 소실되었으나 내원 한 달 전부터 발생

한 다한증은 1일 2-3회 정도로 빈도가 증가하였

으며 수면 시간을 포함하여 특정한 시간 없이 발

생하였고 배뇨를 시행하면 소량의 방광저류만 확

인되었으며 배뇨로 한출이 호전되지 않았다. 따

라서 뇨폐를 포함한 유해한 구심성 자극이나 교

감신경반사를 유발할 원인을 찾을 수 없어 비자

극성 다한증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두 경우 모

두 편측으로만 발생하는 특징을 보여 다한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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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은 반사성 자극 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자

극이 원위 척수에서 신경섬유의 교차를 동반하는 

척수시상 구심성 신경경로의 일측 손상으로 인해 

편측으로만 전달됨으로써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

되었다. 척수손상으로 인한 다한증에 대한 서양

의학에서의 치료는 성공적이지 못하며 부작용의 

우려가 있는데 예를 들면 항콜린제는 소변불리를 

가져오고, 아드레날린 차단제와 신경절 차단제는 

기립성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다2). 본 증례의 환

자도 아드레날린 차단제를 복용하고 체위 변환시 

저혈압을 경험하여 한방치료를 받고자 내원하였

다.

한의학에서는 汗證의 發生을 衛氣 또는 陽氣

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皮膚 腠理의 開閉機能

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半身汗은 신체의 

오른쪽 또는 왼쪽의 어느 한쪽 편에서 땀이 나는 

것으로 원인에 따라 氣血兩虛와 寒濕阻滯로 구

분한다. 치료에 있어서는 氣血雙補하거나 溫散

寒濕 活血通絡하며 右半身 汗出에는 補血하고 

左半身 汗出에는 補氣를 우선한다고 구분하기도 

하였다8. 본 증례의 환자는 외상으로 발생한 척

수손상이 발한과다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었으며 사지마비에 따른 장기간 와상 생활을 

지속하고 있어 瘀血과 氣滯氣虛로 변증하고 氣

滯血瘀에 사용하는 보양환오탕을 기본방으로 사

용하였다. 보양환오탕가감방은 보양환오탕에서 

地龍을 빼고 丹蔘, 牛膝, 浮小麥을 더하여 용량

을 조절한 처방으로 본 증례에서 투약 후 1주일 

정도에 발한량이 50% 가량 감소하였으며 2주 이

후 2011년 6월까지 비반사성 발한과다는 3회만 

나타났고 최근 2개월까지는 평균 주당 2-3회 나

타나는 반사성 발한과다 이외에는 다한증이 발생

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과는 보양환오탕가감방 

투여가 척수손상으로 인한 반사성 다한증의 호전

까지는 이어지지 못하였다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

고 있으나 반사성 다한증과 동일한 부위에 새롭

게 발생한 비자극성 다한증은 호전시켰다는 결과

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보양환오탕은 半身不遂, 

口眼歪斜, 語言蹇澁, 口角流涎, 大便乾燥, 小便

頻數, 遺尿不禁을 치료한다고 하여9) 주로 중풍후

유증의 氣滯血瘀에 사용되고 있으나, 본 증례의 

경우처럼 외상으로 인하여 四肢不遂의 증상과 

氣滯血瘀의 양상을 보이는 편측성 다한증의 경

우에도 적절한 가감을 통하여 응용할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Ⅳ. 결  론

 상기 증례에서 저자들은 편측성 다한증을 주

증상으로 내원한 1례의 환자를 대상으로 보양환

오탕가감방을 투여하여 양호한 치료효과를 얻었

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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