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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나라에서 뇌졸중은 30세 이상 인구에서 연령
표준화 유병률이 1.59%이며 사망률은 0.53%로 전
체 사망의 9.5%를 차지하는 사망원인 2위에 해당하
는 질환이다1). 뇌졸중은 뇌출혈과 뇌경색으로 나뉘
는데 뇌출혈은 뇌졸중 발생의 약 20%를 차지하고 
발생한 지 6개월 이내에 환자의 23-58%가 사망하
는 예후가 불량한 질환이다2).

뇌내출혈의 발생 부위는 기저핵(50%), 시상
(30%), 교뇌(10%), 소뇌(10%), 피질하 순으로 흔
하게 나타나는데 가장 빈도가 높은 두 부위인 기저
핵과 시상출혈의 경우 반대측 편마비가 대표적인 증
상으로 나타나게 된다3). 편마비로 인한 기능적 제한
은 환자로 하여금 비활동적인 생활방식을 갖게 함으
로써 근육 조직의 위축을 일으켜 일상생활능력의 저
하를 가져오게 되는데4) 그 중에서도 보행 능력의 감
소는 환자들의 사회적 적응을 제한시키며5) 낙상 사
고와도 높은 상관이 있어6) 편마비 환자의 치료에 있

어 보행능력의 회복이 중요시 되고 있다7).
최근 뇌졸중에 대한 치료로 한의학적 치료와 서양

의학적 치료를 병행하여 치료의 효과를 높이려는 시
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협진의 다빈도 질환 중에서 
뇌졸중이 89.6%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8). 
뇌졸중 이후 편마비에 대한 한방 치료 증례 역시 지
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보행에 대해 GAITRite와 
같은 객관적인 지표를 사용하여 환자의 치료 전후를 
평가한 증례 보고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채 등9)은 
완고한 보행장애를 가진 만성기 뇌출혈 환자에 대한 
한방 치료에 GAITRite를 활용해 객관적인 보행 변
수를 수집하여 그 변화를 평가하였고 유의한 결과를 
얻어 보고한 바 있다. 다만 해당 증례에서는 
GAITRite를 통한 환자의 보행 변수의 수집이 일정
한 주기로 이루어지지 않아 변화의 추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이에 본 증례에서는 좌측 편마비와 보행장애를 주
소로 한 뇌내출혈 환자에게 한방 복합 치료를 적용
함과 동시에 일정한 주기로 GAITRite를 비롯한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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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인 평가지표를 사용하여 환자의 보행기능을 평
가하여 이에 호전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Ⅱ. 증례

1. 연구대상자

 본 증례는 2019년 12월 초 지역 병원에서 
Intracerebral Hemorrhage(ICH)를 진단받고 지역병원
과 재활병원에서 약 4개월간 보존적 치료 및 재활치료
를 받은 후, 2020년 04월 01일부터 2020년 06월 09
일까지 본원에서 치료받은 56세 여성의 치료경과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본 증례는 대전대학교 OO 한방병
원 IRB에서 심의 면제(DJDSKH-20-E-21-1) 승인
을 받았다.

2. 병력

 1) 환자 : ○○○
 2) 주소증 : left hemiplegia, gait disturbance, left 
side hypoesthesia
 3) 발병일 : 2019년 12월 06일
 4) 발병동기 : 별무
 5) 치료기간 : 2020년 04월 01일~2020년 06월 
09일
 6) 진단명 : ICH(right basal ganglia)
 7) 과거력 : 고혈압, 당뇨
 8) 가족력 : 부 - 고혈압, 뇌졸중
 9) 사회력 : 별무 음주, 별무 흡연, 별무 기호식
 10) 현병력 : 2019년 12월 06일 A 지역병원에서 
실시한 Brain CT 검사상 우측 기저핵 부위에 ICH를 
진단 받고 1개월간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했다. 
2020년 01월 11일부터 2020년 04월 01일까지 약 
3개월간 B 재활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은 후 
2020년 04월 01일 대전대학교 OO한방병원에서 입
원 치료를 시작했다.

3. 검사 소견

 1) Brain CT(Fig.1-2)
Fig.1 Brain CT (2019.12.06.)

Fig.2 Brain CT (2020.02.14)

 2) 입원 당일 시행한 EKG, Chest X-ray 및 혈액
검사 상 이상소견 보이지 않음.
 3) 문진 사항
  (1) 식 사 : 3회/일, 밥 1공기/끼, 식욕 양호
  (2) 소 화 : 양호
  (3) 대 변 : 1회/일, 보통변
  (4) 소 변 : 4-5회/일
  (5) 수 면 : 5시간/일, 입면난, 천면경향

4. 치료 방법

 1) 치료 기간 : 2020년 04월 01일~2020년 06월 
09일(70days)
 2) 침 치료 

입원기간 동안 1일 2회(오전 9시, 오후 2시) 멸균
된 일회용 호침(0.20㎜×40㎜, stainless steel, 동방
침구제작소)을 사용하여 GV20(百會), Ex-HN1(四
神聰), LI4(合谷), LI10(手三里), LI11(曲池), 
ST36(足三里), GB39(懸鐘), LR3(太衝)에 자침하여 
15분간 유침하였다. 동시에 1일 1회 좌측 LI4(合
谷)~LI11(曲池), LR3(太衝)~ST36(足三里)에 전침
치료를 시행하였다.
 3) 한약 치료(Table 1)

2020년 04월 01일부터 2020년 06월 09일까지 다
음의 한약을 투여하였다. 1일 3첩 3팩을 매 식후에 
복용하도록 하였으며, 각각 처방 1첩의 내용과 용량
은 다음과 같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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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Prescription of Herbal Medicine
Herbal medicine

(date)
Herb Latin name

Dose

(g)

Herbal medicine

(date)
Herb Latin name

Dose

(g)

Sohamhyoong-tang

(2020.04.01.-

2020.04.23)

半夏 Pinelliae Tuber 8

Pyeonggan-tang

(2020.05.13.-

2020.05.23)

茵蔯
Artemisiae Capillaris 

Herba
8

黃連
Coptis japonica 

Makino
4 蒼朮 Atractylodis Rhizoma 8

天花粉 Trichosanthis Radix 4 葛根 Puerariae Radix 8

Yangjin-tang

(2020.04.24.-

2020.05.12)

龍眼肉 Longanae Arillus 12 秦皮 Fraxini Cortex 8

黃耆
Astragalus 

membranaceus Bunge
8 厚朴

Magnolia officinalis 

Rehder et Wilson
4

白朮

Atractylodes 

macrocephala 

Koidzumi

8 山楂
Crataegus pinnatifida 

Bunge
4

茯苓 Poria Sclerotium 8 麥芽
Hordei Fructus 

Germinatus
4

白芍藥 Paeoniae Radix Alba 4 烏梅 Mume Fructus 4

陳皮
Citri Unshius 

Pericarpium
4 甘草

Glycyrrhizae Radix et 

Rhizoma
4

肉桂 Cinnamomi Cortex 4 木通 Akebiae Caulis 4

麥門冬 Liriope platyphylla 4 防風 Saposhnikoviae Radix 4

山藥 Dioscoreae Rhizoma 4 陳皮
Citri Unshius 

Pericarpium
4

山楂
Crataegus pinnatifida 

Bunge
4 生薑

Zingiberis Rhizoma 

Recens
4

神麴
Massa Medicata 

Fermentata
4

Chunggan-plus

(2020.05.24-2020.06.0

9)

茵蔯
Artemisiae Capillaris 

Herba
5

貢砂仁 Amomum villosum 4 鱉甲 Pelodiscis Carapax 5

木香 Aucklandiae Radix 4 萊菔子 Raphani Semen 5

甘草
Glycyrrhizae Radix et 

Rhizoma
4 白朮

Atractylodes 

macrocephala 

Koidzumi

3

烏梅 Mume Fructus 2 澤瀉 Alismatis Rhizoma 3

生薑
Zingiberis Rhizoma 

Recens
6 丹參

Salviae Militiorrhizae 

Radix
3

大棗 Zizyphi Fructus 8 茯苓 Poria Sclerotium 3

蒼朮 Atractylodis Rhizoma 3

猪苓 Polyporus Sclerotium 2

枳實
Ponciri Fructus 

Immaturus
2

貢砂仁 Amomum villosum 2

甘草
Glycyrrhizae Radix et 

Rhizoma
1

木香 Aucklandiae Radix 1



Journal of Haehwa Medicine ORIGINAL ARTICLE
Vol. 29 No. 2, pp. 1-11, 2020

- 4 -

4) 뜸 치료
입원기간 중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뜸판(단전구합, 

동방침구제작소)에 황토뜸(쑥탄, 동방메디컬) 3장을 
넣어 CV12(中脘), CV8(神闕), CV4(關元)에 30분간 
유지하였고, 무연전자뜸(Cettum, 케이메디칼)을 좌
측 LI11(曲池), TE5(外關), ST36(足三里), GB39
(懸鐘)에 15분간 유지하였다.
 5) 물리 치료
  (1) EST(Electrical Stimulation Theraphy, 전기
자극치료)

입원기간 중 주 6회 마비측의 지신근, 상완이두근, 
전삼각근 및 대퇴사두근, 전경골근, 장비골근에 EST 
치료를 회당 15분간 시행하였다.
  (2) SSP(Silver Spike Point, 경피경혈자극요법)

입원기간 중 주 6회 마비측 얼굴의 EX-HN4(魚
腰), Ex-HN5(太陽), SI18(顴髎), ST7(下關), 
ST4(地倉), ST6(頰車)에 SSP 치료를 회당 15분간 
시행하였다.
 
6) 양방 치료
  (1) 양약 치료

2020년 04월 01일부터 2020년 06월 09일까지 
local 병원에서 처방 받은 약물 및 본원 가정의학과
에 의뢰하여 처방 받은 약물을 복용하게 하였다.

Table 2. Western medicine

Date Component Usage

2020.04.01.-

2020.06.09

Lorazepam 500μg 1T#1 HS

Losartan Potassium 

50mg
1T#1 B/PC

Amlodipine besylate 

13.889mg
1T#1 B/PC

Sitagliptin phosphate 

hydrate 128.5mg
1T#1 B/PC

Metformin hydrochloride 

1000mg
1T#1 B/PC

Metformin hydrochloride 

500mg
1T#1 D/PC

2020.04.04.-

2020.05.15

Acetaminophen 325mg,

Tramadol Hydrochloride 

37.5mg

2T#2 B/PC,HS

2020.04.04.-

2020.04.27
Gabapentin 100mg 2T#2 B/PC,HS

2020.04.24.-

2020.06.09
Zolpidem Tartrate 10mg 0.5T#1 HS

(2) 도수치료
 입원기간 중 주 6회 좌반신 위약 및 보행장애에 대
해 물리치료사를 통해 회당 30분씩 도수치료를 시행
하였다.

5. 평가 방법

 1) 운동 기능 평가
 (1) 도수근력검사(Manual Muscle Test, MMT)
환자의 마비 측 상하지 근력을 평가하기 위해 입원
기간동안 1주일 간격으로 운동능력평가(Medical 
Research Council, MRC)에서 제시한 도수근력검사
10)를 시행하였으며 입원 시와 퇴원 시의 측정값을 
비교 평가하였다. MMT는 0점에서 5점까지로 나뉘
며, 0점은 근수축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상태, 5점은 
정상상태를 의미한다11).

 2) 일상생활 수행 능력 평가
 (1) Modified Rankin Scale(MRS)
MRS는 환자의 전반적 장애를 평가하는 척도로서, 
일상생활에 있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와 독립
적인 정도에 따라 0~6단계로 평가하는 방식이다12). 
본 증례에서는 입원 시와 퇴원 시에 환자의 MRS를 
측정하여 입원 전후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비교 평
가하였다.
 (2) 한국형 수정바델지수(Korean version of 
Modified Barthel Index, K-MBI)
K-MBI는 뇌졸중 발병 초기에 환자의 기능 회복과 
예후 예측의 객관적 평가에 유용한 지표로13) 식사, 
목욕, 옷 입기, 대소변 보기, 이동 등 일상생활에 대
한 10가지 항목을 수행 정도에 따라 평가하여 장애
가 없는 경우 100점이 부여되는 방식이다. 본 증례
에서는 입원 시, 입원 중, 퇴원 시에 환자의 K-MBI
를 측정하여 비교 평가하였다.

3) 보행 기능 평가
 (1) 10m 보행 검사(10m walk test)
평평한 바닥에 10m 거리의 일직선을 표시해두고 시
작점과 끝점을 표시하여 환자로 하여금 편안한 속도
로 걷게 하여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본 증례에
서는 이 검사법을 2주 간격으로 시행하였으며 매 시
행시마다 3회 반복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사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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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일어나 걷기 검사(Timed Up & Go Test, 
TUG)
TUG검사는 대상자의 운동성과 균형을 측정할 수 있
는 검사법으로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기능적 보행 
및 동적 균형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검
사법이다14). 이 검사는 대상자가 팔걸이가 있는 의자
에 앉은 상태에서 시작하여 일어나 3m를 걷고 반환
점을 돌아 다시 3m를 걸어 돌아와 의자에 앉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단위는 sec로 표
시된다. 본 증례에서는 이 검사법을 2주 간격으로 시
행하였으며 매 시행시마다 3회 반복 측정하여 그 평
균값을 사용하였다.
 (3) 기능적 보행 범주(Functional Ambulatory 
Category, FAC)
FAC는 뇌졸중 환자의 보행을 자립성 및 도움의 정
도에 따라 쉽고 빠르게 평가할 수 있는 신뢰도와 타
당도가 검증된 검사방법으로 6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15). 기능적 보행 검사를 위하여 15m의 통로와 
몇 개의 계단이 요구된다.
 (4) GAITRite
GAITRite(GAITRite, CIR system Inc., USA)는 뇌
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보행의 시‧공간적 변수를 분석
하는데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장비이다16). 
GAITRite는 길이 366cm, 폭 61cm의 전자식 보행 
판으로 내부에 압력을 감지하는 13,824개의 센서가 
1.27cm마다 부착되어 있어 대상자가 보행 판 위를 
걸을 때 그 보행의 시‧공간적 특성을 정확하게 측정
할 수 있다. 
검사 시 대상자는 GAITRite 보행 판의 3m 앞에서 
보행을 시작하여 편안한 속도로 걷고 보행 판이 끝
나는 지점에서 3m를 더 걸은 후 보행을 멈추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보행의 시작과 끝에서 발생하는 가
속과 감속구간을 배제할 수 있게 된다17).
본 증례에서는 GAITRite를 통해 환자의 보행에 대
한 변수를 2주 간격으로 수집하였으며 매 시행시마
다 3회 반복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본 
증례에서 얻은 보행의 변수는 보행 속도(gait 
velocity), 한 발짝 시간step time), 한 걸음 시간
(cycle time), 한 발짝 길이(step length), 한 걸음 
길이(stride length), 디딤기 시간(stance time), 흔
듦기 시간(swing time), 보행주기에 대한 디딤기의 
비율(stance(%GC)), 보행주기에 대한 흔듦기의 비
율(swing phase(%GC)), 단하지 지지기 시간(single 
support time), 양하지 지지기 시간(double support 

time), 보행주기에 대한 단하지 지지기의 비율
(single support(%GC)), 보행주기에 대한 양하지 지
지기의 비율(double support(%GC), 분당 보행 수
(cadence)이다.
(5) 보행 대칭성(Gait Symmetry)(Fig.3)
뇌졸중 환자의 보행에서 시간적 변수인 디딤기 시간
(stance time), 흔듦기 시간(swing time), 단하지 지
지기 시간(single support time)의 대칭성과 공간적 
변수인 한 발짝 길이(step length), 한 걸음 길이
(stride length)의 대칭성은 뇌졸중 환자의 기능적 
균형과 보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18). 
본 증례에서는 Kim15)이 고안한 대칭성 기준
(symmetry criterion, SC)을 사용하여 환자의 보행 
대칭성을 평가하였으며, 이 계산식은 1에 가까울수록 
마비측과 비마비측의 대칭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
다.
Fig.3 A Formula of the Symmetry criterion

Symmetry criterion(SC) =

  Gait parameter of nonaffected side
Gait parameter of affected side

  

6. 치료 경과

 1) MMT의 변화(Table3)

Table 3. The Change of Manual Muscle Test

입원시와 퇴원시의 MMT를 비교하였을 때 elbow 
joint가 3에서 3+로, hand grip이 3-에서 3으로 호
전되었다. shoulder는 3-, wrist는 3, 하지는 전부 
3+로 입원시와 퇴원시에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1) MMT : Manual muscle test

2) 3- : Moves against gravity greater than one-half ROM

3) 3 : Moves against gravity less over than full ROM

4) 3+ : Moves against gravity and moderate resistance 

less than one-half ROM

MMT1)
2020.04.01

(Admission)

2020.06.09

(Discharge)

Shoulder joint 3-2) 3-

Elbow joint 33) 3+4)

Wrist joint 3 3

Hand grip 3- 3

Hip joint 3+ 3+

Knee joint 3+ 3+

Ankle joint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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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일상 생활 수행 능력의 변화(Table 4, Fig.4)
Table 4. The Change of MRS

Fig.4 The Change of K-MBI

MRS는 입원 시 3에서 퇴원 시 2로 호전되었으며 
K-MBI는 입원 시 76점, 입원 31일째에 87점, 퇴원 
시에는 92점으로 호전되었다.

 3) 보행 기능의 변화(Fig.5-6, Table5-7)

Fig.5 The Change of 10m walk test, TUG time

5) MRS : Modified rankin scale

6) 3 : Moderate disability; requires some help, but able to 

walk without assistance

7) 2 : Slight disability; unable to perform all previous 

activities but able to look after own affairs without 

assistance

Fig.6 The Change of Gait velocity

Table 5. The Change of FAC

10m walk test와 TUG에서 측정된 시간은 첫 측정 
시인 입원 1주차에 각각 38.28초, 32.41초로 측정되
었고 2주 간격으로 측정시마다 시간이 단축되었으며 
마지막 측정 시인 입원 9주차에는 각각 22.49초, 
20.1초로 첫 측정 시 대비 15.79초, 12.31초 단축되
어 호전을 보였다. FAC 점수는 입원 시 4에서 퇴원 
시 5로 호전되었고, cane walking에서 self walking
으로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다.

GAITRite를 통해 측정된 gait velocity는 첫 측정 
시인 입원 1주차에 30.3cm/sec로 측정되었고 2주 

간격으로 측정시마다 속도가 증가하였으며 마지막 
측정 시인 입원 9주차에는 46.9cm/sec로 첫 측정 시 
대비 16.3cm/sec 증가하여 전반적인 호전을 보였다.

Step time은 마비측은 1.033sec에서 0.866sec로 
단축되었고 비마비측도 0.803sec에서 0.696sec로 단
축되었다. Step length는 마비측은 28.505cm에서 
36.985cm로 증가하였고 비마비측도 27.033cm에서 
36.522cm로 증가하여 보행 시간은 짧아지고 보폭이 

넓어졌음을 알 수 있다. 

8) FAC : Functional ambulation category

9) 4 : Patient needs continuous or intermittent support of 

one person to help with balance or coordination.

10) 5 : Patient requires verbal supervision or standby help 

from one person without physical contact.

2020.04.01

(Admission)

2020.06.09

(Discharge)

MRS5) 36) 27)

2020.04.01

(Admission)

2020.06.09

(Discharge)

FAC8) 49)(cane walking) 510)(self w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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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Change of GAITRite Parameter

*Leg length : 75cm(Left) / 75cm(Right) *Height : 157cm 

*Weight : 60kg

Table 7. The Change of Symmetry Criterion(SC) of Gait 

parameter

Stride length는 마비측은 첫 측정 시 55.719cm에
서 마지막 측정 시 72.966cm로 증가하였고 비마비
측은 55.469cm에서 73.707cm로 증가하여 양측 모
두 호전되었다. Double support time은 0.731sec에
서 0.54sec로 단축되어 호전을 보였다. Cadence는 
65.6steps/min에서 76.5steps/min으로 증가하여 호
전을 보였다.

보행의 시간적 변수에 대한 대칭성 기준은 첫 측
정 시와 마지막 측정 시를 비교해보았을 때 
SC-stance time은 0.763에서 0.798로, SC-swing 
time은 0.045에서 0.409로, SC-single support 

time은 0.511에서 0.628로  전부 1에 가까워지는 
변화를 보여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다. 공간적 변수에 
대한 대칭성 기준은 SC-step length가 첫 측정 시 
0.945에서 마지막 측정 시 0.987로 1에 가까워지는 
변화를 보였으며 SC-stride length는 매 측정 시마
다 모두 1에 가까운 수치를 보였다.

Ⅲ. 고찰

뇌내출혈은 발생 시 혈압의 압력으로 분출되는 혈
액에 의한 뇌백질의 물리적 손상, 혈종의 형성으로 

04/09

(1week)

04/23

(3weeks)

05/07

(5weeks)

05/21

(7weeks)

06/04

(9weeks)

Parameter Left Right Left Right Left Right Left Right Left Right
Step time (sec) 1.033 0.803 0.912 0.772 0.847 0.666 0.885 0.662 0.866 0.696

Cycle time (sec) 1.852 1.838 1.675 1.688 1.522 1.51 1.547 1.553 1.561 1.56

Step length (cm) 28.505 27.033 32.583 25.407 34.358 28.97 32.476 31.495 36.985 36.522

Stride length(cm) 55.719 55.469 57.864 58.134 63.463 63.346 64.384 63.822 72.966 73.707

Stance time(sec) 1.115 1.46 1.052 1.277 0.881 1.161 0.905 1.184 0.93 1.165

Swing time(sec) 0.737 0.377 0.623 0.411 0.641 0.349 0.643 0.368 0.63 0.396

Stance(%GC) 60.2 79.4 62.8 75.7 57.9 76.9 58.5 76.2 59.6 74.7

Swing(%GC) 39.8 20.5 37.2 24.3 42.1 23.1 41.6 23.7 40.4 25.4

Single support 

time(sec)
0.377 0.737 0.411 0.623 0.349 0.641 0.368 0.643 0.396 0.63

Double support 

time(sec)
0.731 0.729 0.649 0.648 0.515 0.527 0.544 0.544 0.54 0.544

Single support

(%GC)
20.4 40.1 24.5 36.9 22.9 42.5 23.8 41.4 25.4 40.4

Double support

(%GC)
39.5 39.7 38.7 38.4 33.8 34.9 35.2 35 34.6 34.9

Cadence

(steps/min)
65.6 71.4 79.6 78 76.5

04/09

(1week)

04/23

(3weeks)

05/07

(5weeks)

05/21

(7weeks)

06/04

(9weeks)

SC-stance time 0.763 0.823 0.758 0.764 0.798

SC-swing time 0.045 0.484 0.163 0.252 0.409

SC-single support time 0.511 0.659 0.544 0.572 0.628

SC-step length 0.945 0.717 0.814 0.968 0.987

SC-stride length 0.995 0.995 0.998 0.991 0.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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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두개내압 상승, 주변조직 압박에 의해 발생하는 
다양한 신경계 증상, 혈액이 응고되며 촉발되는 염증
반응 등 다양한 기전으로 뇌에 손상을 준다19). 

뇌내출혈의 증상은 의식장애, 운동장애, 언어장애 
등이 있는데 이는 한의학적으로 不省人事, 手足癱瘓, 
半身不遂, 舌强不語 등으로 표현되어 中風의 범주에 
속한다20). 한의학에서 중풍은 本虛標實하고 上實下虛
한 질환으로 졸중기에는 標實이 위주가 되며 회복기
에는 本虛가 위주가 되나 標本을 모두 고려하여 치
료한다21). 그간 사용되어온 한의학의 전통적인 中風
의 치료법은  鍼灸치료, 藥物치료, 導引按蹻(再活治
療)法으로 氣機逆亂되어 발병한 중풍환자의 失調된 
氣를 바로잡아주어 환자의 회복을 돕는다20). 

본 증례에서 침 치료는 健腦寧神, 淸熱開竅의 작용
이 있는 GV20(百會), Ex-HN1(四神總), 中風七處穴
인 LI11(曲池), ST36(足三里), GB39(懸鐘), 《鍼灸
聚英》에 기록된 半身不遂患偏風에 사용된 LI4(合
谷), LI10(手三里), 四關穴로서 通絡止痛의 작용이 
있는 LR3(太衝)을 사용하였다22). 또한 자극의 증대 
및 근육의 재교육을 위해 전침자극을 병행하였다.

입원 당시 환자는 不眠과 함께 煩燥感, 口乾咽燥, 
喜冷飮, 心下壓痛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中風火熱證
으로 변증하여 淸熱시키는 黃連을 포함하며 結胸을 
治하는 小陷胸湯을 기본 처방으로 사용하였다. 2020
년 04월 24일부터는 환자가 식욕부진을 주된 불편사
항으로 호소하여 養進湯을 사용하였다. 養進湯은 十
全大補湯을 변형, 가감한 처방으로 군약인 黃芪, 白
朮, 白茯苓, 山藥이 補氣健脾하여 식욕부진으로 기력
이 저하된 환자에게 입맛을 돌게 하며 기운을 더해
준다. 2020년 05월 13일부터는 환자의 간수치가 
AST 70U/L, ALT 118U/L로 다소 상승 소견을 보
여 急慢性 肝炎을 치료하는 茵蔯을 군약으로 하는 
平肝湯을 사용하였고, 2020년 05월 24일부터 퇴원 
시까지는 간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밝혀진 
Chunggan-plus(Chunggan extract, CGX)23)를 사용
하였다.

본 증례에서 환자는 마비 측 상지의 MMT가 
elbow joint는 3에서 3+로, hand grip은 3-에서 3
으로 각각 호전되어 근력의 회복을 보였다. Shoulder
와 wrist는 각각 3-, 3으로 치료 전후 동일하게 측
정되었고, 하지부는 치료 전부터 3+로 근력이 좋은 
편이었으며 치료 후에도 동일하게 측정되었다. MRS
는 일부 도움을 필요로 하나, 도움 없이 걸을 수 있
는 중등도 장애를 뜻하는 3점에서 이전에 하던 모든 

업무를 하지는 못하나, 도움 없이 자신의 용무를 수
행할 수 있는 경미한 장애를 뜻하는 2점으로 호전되
어 치료 이후 환자의 일상생활에 있어 독립성이 증
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K-MBI 역시 76점
에서 92점으로 호전되어 보건복지부의 뇌병변장애 
등급기준상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은 자신이 
수행하나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K-MBI가 70~80점인 4급에서 보행과 대부분의 일
상생활동작을 자신이 완벽하게 수행하나 간혹 수행 
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때가 있으며 
K-MBI가 90~96점인 6급으로 호전되어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전반적으로 호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TUG 검사의 경우 측정된 시간이 30초 이상일 
경우 혼자서 실외 이동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며 
20초 이상일 경우 기능적인 운동 손상이 있는 경우
이고, 정상인의 경우 10초 이하의 값을 보이는데24) 
본 증례의 환자의 경우 32.41초에서 20.1초로 호전
되어 기능적인 운동 손상은 있지만 독립적 보행이 
가능한 정도로 호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FAC 점
수 역시 입원 당시 지팡이 보행을 했던 4점에서 퇴
원 시 독립 보행이 가능해진 5점으로 상승되어 보행 
능력이 호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뇌졸중 환자의 보행 특징은 마비측 하지의 근력이 
약해짐에 따라 비마비측 하지가 바닥을 치는 발목의 
힘이 약해지면서 보행속도(gait velocity)가 느려지고
25), 마비측 하지가 족하수 및 슬관절의 과신전으로 
인해 원을 그리는 보행을 하면서 한 발짝 시간(step 
time)이 길어지며, 분당 보행 수(cadence)가 감소하
게 된다26). 뇌졸중 아급성기 환자에서 가장 편한 보
행 속도의 범위는 13cm/sec에서 65cm/sec 사이이
며, 보행 최고 속도의 범위는 22cm/sec에서 
51cm/sec 사이로 보고된 바 있다.27,28) 보행 속도는 
뇌졸중 환자의 보행 능력 향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뇌졸중 환자의 보행 장애에 있어 보행의 안
정성이나 독립성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행 속
도를 높이는 것이 효과적인 재활치료의 한 부분임이 
보고되었으며29) 본 증례의 환자는 보행속도가 
30.3cm/sec에서 46.9cm/sec로 증가하여 치료 후 보
행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환자의 
Step time이 마비측은 1.033sec에서 0.866sec로, 비
마비측은 0.803sec에서 0.696sec로 단축되었으며 
cadence 역시 65.6steps/min에서 76.5steps/min으로 
증가하여 환자의 보행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보행이 불안한 편마비 환자는 double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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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이 정상인보다 증가된 값을 보이는데25) 본 증례
의 환자의 경우 double support time이 마비측은 
0.731sec에서 0.54sec로, 비마비측은 0.729sec에서 
0.544sec로 감소하였으며 보행주기에 대한 double 
support time의 비율 역시 마비측은 39.5%에서 
34.6%로, 비마비측은 39.7%에서 34.9%로 감소하여 
보행의 안정성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Patterson 등30)은 뇌졸중 환자의 보행에서 시간적 
변수들은 상당한 비대칭성을 보이며, 이는 하지와 발
의 회복을 반영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하였는데 
본 증례의 환자의 경우 SC-stance time, SC-swing 
time, SC-single support time 모두 치료 후 1에 가
까워지는 변화를 보여 하지의 회복에 의해 대칭성이 
증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Balasubramanian31) 등
은 뇌졸중 환자의 step length의 대칭성은 보행을 하
는 동안 추진력의 발생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정보
가 된다고 하였는데, 뇌졸중 환자에서 마비측의 추진
력이 적을수록 마비측의 step length는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이는 step length의 비대칭성 증가와 관련 
있다고 하였다. 이에 근거하면 본 증례의 환자의 경
우 SC-step length가 0.945에서 0.989로 치료 후 1
에 가까워지는 변화를 보여 대칭성이 증가하였으며 
보행 시 추진력이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SC-stride length는 매 측정 시 1에 가까운 값을 보
여 처음부터 대칭성을 잘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 있
다.

본 증례의 환자는 침 치료, 뜸 치료, 한약 치료를 
비롯한 한방 치료를 통해 좌측 편마비에 대한 호전
을 보여 뇌졸중 후 재활치료의 목표인 일상생활 수
행과 보행에 대한 기능적 독립을 얻었으며, 
GAITRite를 비롯한 여러 객관적인 지표들을 사용하
여 보행의 호전도를 평가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특히 GAITRite를 통한 보행변수의 측정을 2주마다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변화의 추이를 보다 면밀히 관
찰하였다. 다만 본 증례는 MMT 평가 시에 관절각도
계를 이용하지 않고 평가자의 어림으로 이루어져 평
가가 정확한 측정값이 아닐 수 있다는 점, 다양한 종
류의 한약 처방을 사용하여 각 처방별 효과를 명확
히 할 수 없다는 점, 침 치료, 한약 치료, 뜸 치료, 
재활 치료를 동시에 적용하여 어떤 치료가 효과적이
었는지 알 수 없다는 점, 기존에 투약 중이던 양약 
치료에 한방 치료를 추가한 것으로 한방 치료의 단
독 효과는 알 수 없다는 점, 단일 증례에 그쳤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뇌내출혈 환자의 보행장애에 대

한 자연경과 혹은 다른 치료에 대한 기존 연구가 부
족하여 본 증례 경과와의 객관적인 비교가 어려웠다
는 한계점이 있다. 향후 편마비와 보행장애를 호소하
는 뇌졸중 환자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에 관하여 많
은 증례보고와 체계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
다.

Ⅳ. 결론

좌측 편마비를 주소로 한 우측 기저핵 뇌출혈을 
진단받은 환자에게 침 치료, 한약치료, 뜸 치료를 포
함한 한방 복합 치료를 적용하여 마비 측 근력, 일상
생활 수행 능력, 보행 장애에 대한 호전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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