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當歸鬚散合乳香定痛散이 야간통을 동반한 교통사고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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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korean medicine treatment with 
Dangguisoo-san plus Yuhyangjeongtong-san (Dangguixu-san plus Ruxiangdingtong-san) 
on traffic accidents patients with night pain.
Methods 77 traffic accidents patients with night pain were treated with Dangguisoo-san 
plus Yuhyangjeongtong-san (Dangguixu-san plus Ruxiangdingtong-san), acupuncture, 
cupping, physical therapy. VAS (Visual Analogue Scale), NDI (Neck Disability Index), ODI 
(Oswestry disability index), total sleep time, the number of bed time arousal were checked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treatment.
Results VAS, NDI, ODI of patients treated with Dangguisoo-san plus Yuhyangjeongtong- 
san (Dangguixu-san plus Ruxiangdingtong-san) were all improved and there were statistical 
significance (p＜0.05). Total sleep time, the number of bed time arousal of patients treated 
with Dangguisoo-san plus Yuhyangjeongtong-san (Dangguixu-san plus Ruxiangdingtong- 
san) were all improved and there were statistical significance (p＜0.05).
Conclusions According to the study, Korean complex therapy with Dangguisoo-san 
plus Yuhyangjeongtong-san (Dangguixu-san plus Ruxiangdingtong-san) might effective in 
traffic accidents patients with night pain. (J Korean Med Rehab 2015;25(1):87-93)

Key words Dangguisoo-san plus Yuhyangjeongtong-san (Dangguixu-san plus Ruxiang-
dingtong- san), Traffic accident, Night pain

서론»»»
현대사회에서는 늘어나는 교통량에 비례하여 교통사고

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교통사고 환자 수

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의학적 문제가 점차 중요

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1). 교통사고의 특성상 급박한 

상태로 인한 응급처치나 장기적인 고정술 등 외과적인 처치

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통증 및 후유증의 

처치는 한의학적 치료가 환자의 호응도가 높은 분야이다2). 

영상의학 등의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 

만성 통증 및 운동장애 등 많은 불편감을 호소하는 환자

들에게 한의학에서는 약물요법, 침구요법, 한방물리요법, 

추나요법 등을 활용하고 있다3).

한의학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증상들에 대하여 墮落, 

落馬, 落傷, 跌撲, 打撲, 血結, 蓄血, 瘀血骨折 등의 개념

으로 접근하여 氣滯, 瘀血의 병적 개념을 교통사고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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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tific name Korean name Amounts (g)

Angelicae Gigantis Radix 當歸尾 6.00

Glycyrrhizae Radix 甘草 4.00

Moutan Cortex 牧丹皮 4.00

Myrrha 沒藥 4.00

Angelicae Dahuricae Radix 白芷 4.00

Atractylodis Rhizoma Alba 白朮 4.00

Rehmanniae Radix 生地黃 4.00

Sappan Lignum 蘇木 4.00

Linderae Radix 烏藥 4.00

Olibanum 乳香 4.00

Paeoniae Radix Rubra 赤芍藥 4.00

Ligustici Rhizoma 川芎 4.00

Cyperi Rhizoma 香附子 4.00

Cinnamomi Cortex Spissus 肉桂 3.00

Carthami Flos 紅花 3.00

Persicae Semen 桃仁 2.00

Total 16 types 62.00

Table I. Composition of Dangguisoo-san plus Yuhyangjeong-
tong-san (Dangguixu-san plus Ruxiangdingtong-san) Used in 
This Study

의 치료에 응용해왔는데, 그 중 當歸鬚散은 氣滯瘀血 변

증의 대표적 처방으로 사용되어 왔다4). 當歸鬚散에 대한 

연구로는 肝瘀血5), 外傷瘀血病態6) 등에 대한 연구가 보고

되어 있다.

乳香定痛散은 ｢東醫寶鑑｣에서 넘어지거나 맞거나 떨어

지거나 깔려 상한 것에 사용된다고 하였으며 “治諸傷損疼

痛”이라 하여 진통효과에 대한 언급이 되어있다7). 또한 

최근에는 乳香定痛散의 항염증 및 항관절염 효과에 대한 

유의한 연구가 이루어졌다8).

當歸鬚散合乳香定痛散은 氣滯瘀血의 증상과 더불어 심

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본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처

방이다. 當歸鬚散의 氣凝血結을 풀어주는 작용4)과 乳香定

痛散의 강한 진통작용8)을 함께 기대할 수 있는 약물로, 

瘀血변증의 지표 중 하나인 야간통9)을 동반한 심한 통증

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초기 치료약으로 선택할 수 있는 

처방 중 하나이다.

한방치료를 필요로 하는 교통사고 환자가 늘어남에 따

라 최근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와 관련하여 약침요법10-13), 

추나요법12-15), 침구요법16-18) 등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 환자에게 약물치료를 중심으로 하

여 이루어진 연구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저자는 2011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세명대학

교 충주한방병원에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의무기록

을 토대로, 야간통을 동반한 교통사고 환자 중 當歸鬚散

合乳香定痛散을 투여했던 환자들의 통증 변화와 야간통

으로 인한 수면장애의 변화를 평가한 결과 약간의 지견을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세명대학교 충주한방병원에 2011년 1월부터 2014년 6

월까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 중 통증으로 인한 수면장

애를 겪고 있었으며, 치료약으로 當歸鬚散合乳香定痛散을 

투여한 환자 109명 중 다음 배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 77례를 선정하여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

자의 개인신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름, 차트번호를 제외한 

성별과 연령으로만 분류된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하였다.

1) 제외기준

(1) 입원기간이 5일 미만인 환자

(2) 當歸鬚散合乳香定痛散의 투약기간이 2일 미만인 환자

(3) 입원기간 동안 수면제나 진통제를 투여한 환자

(4) 수면장애가 통증과 상관없는 이유로 발생한 환자

2. 치료방법

1) 약물치료

當歸鬚散合乳香定痛散 2첩을 주수상반으로 전탕하여 

하루 3차례 식후 30분에 복용하였다. 한 첩당 분량은 아

래와 같다(Table I).

2) 침구치료

1회용 Stainless steel 재질의 멸균 호침(0.20×30 mm, 

0.30×0.40 mm. 동방침구제작소)을 사용하여, 人中 (GV26), 

承漿 (CV24), 中渚 (TE3), 後谿 (SI3), 臨泣 (GB41), 太白 

(SP3), 太淵 (LU9), 谷地 (LI11) 등의 穴位 및 阿是穴을 

사용하였다. 치료 횟수는 오전, 오후 각 1회씩 시술하였

으며 각각 15분씩 유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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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x/Age
∼29 
(n)

30∼39 
(n)

40∼49 
(n)

50∼59 
(n)

60∼ 
(n)

Average 
(yr)

Male 5 4 5 8 1 43.96

Female 11 6 10 19 8 46.43

Table II. General Characteristics

Types of Injury Number Percentage

Sprain of C-spine 55 71.43%

Sprain of L-spine 39 50.65%

Sprain of T-spine 10 12.99%

Concussion 9 11.69%

Sprain of knee 7 9.09%

Sprain of shoulder 5 6.49%

Sprain of ankle 4 5.19%

Contusion of shoulder 3 3.90%

Fracture of sternum 2 2.60%

Sprain of rib 2 2.60%

Contusion of calf 2 2.60%

Contusion of knee 2 2.60%

HIVD of L-spine 2 2.60%

HIVD of C-spine 1 1.30%

Fracture of rib 1 1.30%

Sprain of wrist 1 1.30%

Fracture of L-spine 1 1.30%

Fracture of clavicle 1 1.30%

Fracture of mandible 1 1.30%

Table III. Distribution according to the Types of Injury

3) 부항요법

모든 환자에게 통처 근육 주위 압통점 및 委中 (BL40), 

大椎 (GV14) 등에 자락관법을 1일 1회씩 시행하였다.

4) 한방물리요법

한방물리요법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경피경근온열요법

(Hot Pack), 경근중주파요법(interference current, ICT), 

경근저주파요법(trans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

ulation, TENS) 등을 1일 1회씩 시행하였다.

3. 평가방법

1) 통증 평가

환자의 통증 평가는 통증의 주관적 평가방법인 시각적 

상사척도(visual analogue scale, VAS)를 이용하였고, 각 

환자의 주요한 통증이 경추통일 경우 Neck Disability 

Index (NDI), 요통일 경우 Oswestry Disability Index 

(ODI)를 측정하였다.

VAS 수치는 모든 환자에게 입원 당일부터 매일 아침 

동일하게 평가하였으며, NDI와 ODI는 해당 환자에게 입

원 당일 혹은 다음날 첫 평가를 시작하여 1주일에 2차례

씩 정기적으로 평가하였다.

2) 수면장애 평가

야간통으로 인한 수면장애의 평가는 총 수면시간과 수

면 중 각성 횟수를 조사하였다. 모든 환자에게 입원 다음

날부터 매일 아침 동일하게 평가하였다. 

4. 통계처리

연구결과의 통계처리는 SPSS 18.0 for Windows를 이

용하였다. 연령, 평균입원일수, 투약기간을 제외한 모든 

측정값은 평균값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고, 當歸鬚散合乳

香定痛散 투여 전후의 VAS, NDI, ODI, 총 수면시간, 수

면 중 각성 횟수의 비교는 paired t-test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모든 통계는 p＜0.05일 때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결과»»»
1.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는 총 77명이며 이중 남자는 23명(29.9%), 

여자는 54명(70.1%)이었다. 연령층은 20대 이하 16명, 30

대 10명, 40대 15명, 50대 27명, 60대 이상 9명이었으며, 

평균연령은 남자 43.96세 여자 46.43세로 남녀 간에 큰 

차이는 없었다(Table II).

2. 질환별 분포

환자가 단일부위 질환을 호소하는 경우는 10명(12.99%), 

복수 부위 질환을 호소하는 경우는 67명(87.01%)이었다. 

동일인에게 복수의 진단명이 나온 경우도 모두 포함한 질

환의 성격에 따른 분류에서는 경추부 염좌가 55명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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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Injury Number Average Period of hospitalization (day) Average Dosing period (day)

Sprain of C-spine 26 16.11 7.33

Sprain of L-spine 22 14.13 7.00

Concussion 4 13.33 3.00

Sprain of T-spine 4 11.75 4.25

Sprain of shoulder 3 14.50 5.50

Sprain of knee 3 11.00 4.50

Contusion of shoulder 3 12.67 4.67

Contusion of knee 2 13.00 4.50

Fracture of sternum 2 38.00 7.50

HIVD of C-spine 1 20 8

Fracture of rib 1 17 15

Fracture of clavicle 1 37 11

Contusion of calf 1 13 4

Sprain of rib 1 24 10

HIVD of L-spine 1 26 3

Fracture of L-spine 1 23 22

Fracture of mandible 1 27 18

Total

Number 77

Average 16.18 7.13

Table IV. Distribution according to the Main Injury and Average Period of Hospitalization and Dosing Period

일 많았고 요추부 염좌가 39명으로 그 다음이었다. 기타 

병명으로는 흉추부 염좌 10명, 상세불명의 뇌진탕 9명, 

슬부 염좌 7명, 견부 염좌 5명, 발목 염좌 4명, 어깨부분 

타박상 3명, 흉골 골절 2명, 늑골 염좌 2명, 아래다리 타

박 2명, 요추 추간판 장애 2명, 슬부 타박 2명, 그리고 경

추 추간판 장애, 늑골 골절, 손목 염좌, 요추 횡돌기 골절, 

쇄골 골절, 하악골 골절이 각각 1명씩이었다(Table III).

3. 주 호소 질환과 평균 입원일수 및 투약기간

전체 조사대상자의 평균 입원일수는 16.18일이었고, 當

歸鬚散合乳香定痛散의 평균 투약기간은 7.13일이었다. 환

자의 대부분이 복수의 진단을 받았지만 그 중 가장 주요

하게 호소하는 진단명 하나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경추부 

염좌는 총 26명으로 평균 입원일수는 16일 평균 투약기

간은 7일이었고, 요추부 염좌는 총 22명으로 평균 입원일

수는 14일 평균 투약기간은 7일이었고, 상세불명의 뇌진

탕은 총 4명으로 평균 입원일수는 13일 평균 투약기간은 

3일이었다. 나머지 주 호소 질환의 총 환자 수와 평균입

원일수와 투약기간은 아래와 같다(Table IV).

4. 통증 호전도 

當歸鬚散合乳香定痛散 투여 전의 VAS 수치는 평균 

6.26±1.48이었으며 투여 후의 VAS 수치는 평균 4.10± 

1.80이었고, 투여 전후 VAS 차이는 평균 2.15±1.4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

NDI와 ODI는 환자가 주요한 통증으로 경추통이나 허

리통증을 호소할 경우에 측정되었으며 각각 26명, 22명의 

환자에 대해서 조사되었다. 當歸鬚散合乳香定痛散 투여 

전의 NDI 수치는 평균 23.77±6.94이었으며 투여 후의 

NDI 수치는 평균 19.08±6.36이었고, 투여 전후 NDI 차이

는 평균 4.52±4.6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

＜0.05). 當歸鬚散合乳香定痛散 투여 전의 ODI 수치는 평균 

20.41±6.63이었으며 투여 후의 ODI 수치는 평균 18.18± 

6.79이었고, 투여 전후 ODI 차이는 평균 2.04± 3.64로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 (Table V).

5. 총 수면시간과 수면 중 각성 횟수

當歸鬚散合乳香定痛散 투여 전의 총 수면시간은 평균 

4.26±2.09이었으며 투여 후의 총 수면시간은 평균 



當歸鬚散合乳香定痛散이 야간통을 동반한 교통사고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

www.e-jkmr.org 91

Before After Improvement p-value N

VAS 6.26±1.48 4.10±1.80 2.15±1.43 0.000* 77

NDI 23.77±6.94 19.08±6.36 4.52±4.67 0.000* 26

ODI 20.41±6.63 18.18±6.79 2.04±3.64 0.014* 22

*Statistical Significance (p＜0.05).

Table V. Improvement of VAS, NDI, ODI Before and After Treatment

Before After Improvement p-value N

Total sleep time (hours) 4.26±2.09 6.03±1.44 1.77±1.67 0.000* 77

The number of bed time arousal 2.26±1.37 0.55±1.03 1.71±1.35 0.000* 77

*Statistical Significance (p＜0.05).

Table VI. Improvement of VAS, NDI, ODI Before and After Treatment

6.03±1.44이었고, 투여 전후 수면시간의 차이는 평균 

1.77±1.6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5). 

수면 중 각성 횟수는 투여 전 평균 2.26±1.37, 투여 후 

평균 0.55±1.03이었고, 투여 전후 각성 횟수 차이는 평균 

1.71±1.3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 

(Table VI).

고찰 »»»
교통사고는 다양한 형태의 교통수단 상호간이나 사람

이 충돌하여 일어나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골격 손상, 연

조직 손상, 타박 및 전신적 증후 등이 나타나게 된다9). 

현실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 창상 및 감염 등 개방

성 손상에 있어서는 기존 의학적인 치료법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지만, 단순 경추부 염좌나 요추부 염좌와 같

은 경우 양방 검사 상 특별한 이상을 발견할 수 없으나 

환자는 통증과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4).

교통사고 환자의 증상은 주로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하

게 되는데, 외상의 주된 한의학적 병리는 瘀血3)이므로 교

통사고로 유발된 증상에 대한 한의학적 인식 또한 외상성

의 瘀血로 인식하여 접근할 수 있다9). 瘀血로 인한 통증

을 호소하는 경우는 고정된 통증,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

증, 잇몸이나 혀, 입술의 청자빛, 외상이나 수술 이후 발

생된 증상, 야간에 심해지는 통증, 월경 중 종괴 배출 등 

특징적인 징후들이 있다19). 그 중 ｢東醫寶鑑｣에서는 “晝

輕夜重者是瘀血痛也”라 하여 야간통에 대한 언급이 있었

고, 최근 연구 중에서도 엄 등20)은 瘀血 변증으로 진단된 

환자의 야간통 유무를 조사하여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결

과를 보고하였다.

當歸鬚散은 ｢東醫寶鑑｣에 “治墮撲損傷, 治氣凝血結 胸

腹脇痛”이라5) 하여 活血祛瘀하는 작용이 있는 처방으로 

외상성 瘀血의 대표적인 처방이다. 구성약물의 약리효능

을 보면 當歸尾, 桂枝는 혈관을 확장하고, 赤芍藥, 烏藥, 

蘇木, 紅花, 桃仁은 항혈전작용을 하여 타박으로 인한 혈

전을 용해하며 香附子, 當歸尾, 赤芍藥은 혈전으로 인한 

통증에 진통작용을 한다21). 當歸鬚散을 교통사고 환자에

게 적용한 연구로는 피부저항변이도를 측정한 김 등4)의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乳香定痛散은 元代 이후 다수의 역대문헌에 기재되어 

온 처방으로, ｢醫學入門｣에서는 “治打撲墜墮損傷一切疼

痛”이라 하여 折傷, 脚氣의 筋急掣痛, 심한 杖瘡 등에 사

용되었다8). 또한 安22)은 ｢醫學入門｣ 중 “定痛應痛稱陣王”

이라고 한 구절에 대하여 “定痛”의 의미는 乳香定痛散이

며 “陣王”의 의미는 진통작용의 왕이란 뜻으로, 진통작용

에 탁월한 효능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고 하였다. 乳香定

痛散에 관한 기존의 연구로는 동물 모델을 대상으로 항염

증과 항관절염에 대한 보고8)가 있다.

본원에서는 상기 언급한 瘀血證의 대표적인 처방인 當

歸鬚散과 강한 진통작용을 발휘하는 乳香定痛散, 두 가지 

처방을 합방하여 當歸鬚散合乳香定痛散을 만들고, 이를 

교통사고나 외상성 환자 등 심한 통증으로 인한 수면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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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사용하여 왔다.

이에 저자는 2011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세명대학

교 충주한방병원에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의무기록

을 토대로, 야간통을 동반한 교통사고 환자 중 當歸鬚散

合乳香定痛散을 투여했던 환자들의 통증 변화와 야간통

으로 인한 수면장애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상기 기간 동안 교통사고 환자 중 當歸鬚散合乳香定痛

散을 투여한 환자 109명 중 입원기간이 5일 미만인 환자, 

투약기간이 2일 미만인 환자, 입원기간 동안 수면제나 진

통제를 투여한 환자, 수면장애가 통증과 상관없는 환자 32

명을 제외한 77명을 대상으로 후향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환자들은 當歸鬚散合乳香定痛散 약물치료와 함께 침구

치료, 부항요법, 한방물리요법을 함께 처치 받았으며, 환

자의 평가는 VAS, NDI, ODI를 이용한 통증평가와, 총 수

면시간, 수면 중 각성 횟수를 측정한 수면장애 평가가 이

루어졌다.

환자의 질환분포를 살펴보면 단일 부위질환을 호소하

는 경우는 10명, 복수 부위 질환을 호소하는 경우는 67명

으로 대부분 복수 부위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였다. 그 중 

경추부 염좌가 55명으로 가장 많았고, 요추부 염좌가 39

명으로 그 다음이었다. 다음으로는 흉추부 염좌 10명, 상

세불명의 뇌진탕 9명, 슬부 염좌 7명, 견부 염좌 5명, 발

목 염좌 4명, 어깨부분 타박상 3명, 흉골 골절 2명, 늑골 

염좌 2명, 아래다리 타박 2명, 요추 추간판 장애 2명, 슬

부 타박 2명, 그리고 경추 추간판 장애, 늑골 골절, 손목 

염좌, 요추 횡돌기 골절, 쇄골 골절, 하악골 골절이 각 1

명씩이었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평균 입원기간은 16.18일이었고, 흉

골 골절이 38일로 가장 길게 조사되었고, 그 다음 늑골 

골절 37일, 하악 골절 27일이었으나, 개체수가 작아 통계

적 의미는 없었다. 전체 대상자의 평균 투약기간은 7.13

일로, 요추 횡돌기 골절이 22일로 가장 길었다. 그 다음

은 하악 골절 18일, 늑골 골절 15일로 조사되었으나 역시 

개체수가 작아 통계적 의미는 없었다.

통증 호전도 평가에서는 모든 대상자에게 當歸鬚散合

乳香定痛散 투여 전후의 VAS가 측정되었고, NDI나 ODI

는 환자의 주요한 통증이 경추통이나 요추통일 경우에 한

하여 각각 26명, 22명의 환자에게만 측정되었다. 當歸鬚

散合乳香定痛散 투여 전의 VAS 수치는 평균 6.26±1.48

이었으며 투여 후의 VAS 수치는 평균 4.10±1.80로 투여 

전후 평균 2.15±1.43의 차이로 감소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當歸鬚散合乳香定痛散 투여 전의 

NDI 수치는 평균 23.77±6.94이었으며 투여 후의 NDI 

수치는 평균 19.08±6.36로 투여 전후 평균 4.52±4.67의 

차이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 當歸鬚散合乳香

定痛散 투여 전의 ODI 수치는 평균 20.41±6.63이었으며 

투여 후의 ODI 수치는 평균 18.18±6.79로 투여 전후 평

균 2.04±3.64의 차이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 

수면장애의 평가는 총 수면시간과 수면 중 각성 횟수

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當歸鬚散合乳香定痛散 투여 전의 

총 수면시간은 평균 4.26±2.09이었으며 투여 후의 총 수

면시간은 평균 6.03±1.44로 투여 전후 평균 1.77±1.67

의 차이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5). 수

면 중 각성 횟수는 투여 전 평균 2.26±1.37, 투여 후 평

균 0.55±1.03이었고, 투여 전후 각성 횟수 차이는 평균 

1.71±1.3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 

위의 결과를 종합해보았을 때, 當歸鬚散合乳香定痛散 

투여 후에 VAS, NDI, ODI는 모두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총 수면 시간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수면 중 각성 횟

수는 유의한 정도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當

歸鬚散合乳香定痛散의 투여가 야간통을 호소하는 교통사

고 환자의 통증 호전과 수면장애의 호전에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우선 침구 치료나 부항치료와 같

은 다른 치료가 병행되어 當歸鬚散合乳香定痛散의 단독 

효과를 확인하지 못한 점이다. 후향적 분석의 한계 상 다

른 치료가 병행된 복합치료를 통하여 분석됐다는 것은 아

쉬운 점이다. 또한 當歸鬚散合乳香定痛散 투여군에 대한 

대조군이 설정되지 않아 다른 처방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

하기가 힘든 것도 본 연구의 한계로 볼 수 있다. 향후 이

러한 점들을 보완하여 무작위 대조군 연구와 같은 체계적 

방법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

를 통하여 야간통증으로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교통사고 

환자에게 當歸鬚散合乳香定痛散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어느 정도 근거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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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2011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세명대학교 충주한방

병원에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 중 야간통을 호소하며 當

歸鬚散合乳香定痛散을 투여했던 환자 77례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전체 대상자의 평균 VAS는 當歸鬚散合乳香定痛散 

투여 후 6.26±1.48에서 4.10±1.80으로 유의하게 감소하

였다(p＜0.05).

2. 전체 대상자의 평균 NDI와 ODI는 當歸鬚散合乳香

定痛散 투여 후 각각 23.77±6.94, 20.41±6.63에서 

19.08±6.36, 18.18±6.79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

＜0.05).

3. 전체 대상자의 평균 총 수면시간은 當歸鬚散合乳香

定痛散 투여 후 4.26±2.09에서 6.03±1.44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5).

4. 전체 대상자의 평균 수면 중 각성 횟수는 當歸鬚散

合乳香定痛散 투여 후 2.26±1.37에서 0.55±1.03으로 유

의하게 감소하였다(p＜0.05).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當歸鬚散合乳香定痛散은 교통

사고 환자에게 통증 감소와 야간 통증으로 인한 수면장애 

개선에 양호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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