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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 Postural instability and gait difficulty(PIGD) can develop in all Parkinson’s disease patients, especially late in the 

disease course, but does not respond well to conventional dopamine treatment. This study aimed to report three cases of PIGD in 

Parkinson’s disease patients treated with Korean and Western medicine treatment. Methods : We used acupuncture, bee venom 

acupuncture, herbal medicine and moxibustion to treat patients during hospitalization. They continued Western medication and 

received rehabilitation treatment. We observed the changes of PIGD using the Unified Parkinson's Disease Rating Scale(UPDRS). 

Results : After treatment, PIGD symptoms improved and UPDRS scores were decreased. Especially, scores of falling, walking, gait 

and postural stability subsections related with PIGD  were decreased. In addition, general conditions of patients were improved. 

Conclusions : This study suggests that Korean medicine treatment could be effective in the treatment of PIGD in Parkinson’s disease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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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파킨슨병은 알츠하이머 질환 다음으로 가장 흔한 대표적인 신경

계 퇴행성 질환으로1), 신경전달물질 중의 하나인 도파민을 생성하

는 뇌의 흑색질이 파괴되면서 도파민이 부족하게 되어 발생하는 

만성 진행성 질병이다2). 주요한 4가지 증상으로는 tremor, brady-

kinesia, rigidity, 그리고 postural instability가 있으며 이들은 움

직임을 시작하고 수행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이 4가지 주증상 

중 postural instability는 주로 파킨슨병 발병 10년에서 12년 이상

의 후기단계에서 gait difficulty와 동반되어 나타나 postural ins-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14406/acu.2014.31.1.40&domain=pdf&date_stamp=201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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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ility and gait difficulty(PIGD)라고도 하며 파킨슨병 환자들의 

삶의 질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파킨슨병 환자들에게 흔

하고도 잠재적으로 위험한 문제가 낙상 위험성으로 PIGD는 낙상

의 이환율 및 이로 인한 사망률을 증가시킬 수 있어 이에 대한 치료

가 매우 중요하다3-6).

그러나 파킨슨병의 증상 중 bradykinesia와 rigidity는 현재 파

킨슨병의 대표적인 치료법인 도파민 보충요법으로 효과적으로 완

화되지만, PIGD는 도파민 보충요법으로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대

안적 치료법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7,8). Li 등9)은 태극권이 

파킨슨병 환자들의 자세 불균형을 개선시키고 낙상 감소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Mhatre 등10)은 Wii fit 균형 게임이, 그리고 

Smania 등11)은 균형 훈련이 파킨슨병 환자들의 자세 불균형을 호

전시킨다고 보고한 바 있다.

저자들은 PIGD를 주호소로 하는 파킨슨병 입원 환자 3명에게 

침치료 및 봉독 약침 치료를 포함한 한방치료와 양방치료를 병행하

여 호전된 사례가 있어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방    법

1. 치료방법

1) 한약 치료: 체간 및 망문문절을 통해 사상체질을 변증하여 

사상체질 처방을 사용하였다. 탕약 3첩을 120 cc씩 매 식후 2시간, 

하루 3회 복용하였다.

2) 침치료: 양측 합곡(LI4), 태충(LR3), 족삼리(ST36), 양릉천

(GB34), 중저(TE3), 외관(TE5), 곡지(LI11), 삼음교(SP6)를 기본 혈

위로 하여 환자의 주소증에 따라 가감하였다. 사용된 침은 직경 

0.25 mm, 길이 40 mm 일회용 Stainless 호침(동방침구제작소)을 

사용하였으며 1일 1회 20분간 유침하였다.

3) 뜸치료: 소애주구를 환자의 증상에 따라 한 혈위에 5회씩 직

접구 방식으로 시행하였다.

4) 봉침 치료: 증류수에 1:20000으로 희석한 봉독(한국 유밀농

원산)을 격일로 양측 태충(LR3), 양릉천(GB34), 족삼리(ST36), 곡지

(LI11), 풍지(GB20)에 인슐린 주사기로 각각 0.1 cc씩 주입하였다.

5) 기타 치료: 환자의 주소증에 따라 전침, 부항 치료 등을 추가

적으로 시행하였다.

6) 양약 치료 및 재활 치료: 양약치료는 변동없이 유지하였고, 

본원 재활의학과에 의뢰하여 운동치료, 작업치료 등의 재활치료를 

받았다.

2. 평가방법

UPDRS는 일반적으로 파킨슨병의 장애 평가에 통용되고 있는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 정도가 높다12). PIGD 증상 호전을 

평가하기 위해 이 중 운동 기능과 일상 생활 능력에 관련된 UPDRS 

II와 III를 입원시와 퇴원시에 평가자가 직접 평가하였다.

증    례

1. 증례 1

1) 환자: 최○○(49/F)

2) 발병일: 2010년 여름

3) 입원기간: 2013.1.28∼3.7(39일)

4) 진단명: Idiopathic Parkinson's disease(IPD)(2010년)

5) 주소증: Postural instability, gait difficulty, right side we-

akness, lower back pain

6) Hoehn and Yahr staging: 2.5

7) 과거력: 1992년 제왕절개술, 2008년 교통사고

8) 가족력: 모(위암)

9) 사회력: 별무

10) 현병력: 2010년경부터 right side weakness, dysarthria 등

의 증상 발생하여 보라매병원 내원해 파킨슨 진단받고 복약 중 1년

전 서울대학교병원 내원해 약 변경하였고, 2013.1.28 입원하여 한

방치료 받고자 내원하였다.

11) 망문문절

(1) 수면: 10:30∼4:30까지는 양호하나 그 뒤는 불면

(2) 식사/소화: 입맛보통, 식사량 늘리려고 노력하여 1/2∼2/3

공기 식사, 소화양호

(3) 대변: 변비경향, 1회/3일, 경변

(4) 소변: 주간뇨 5회, 야간뇨 1회, 배뇨양호

(5) 땀: 안면부 또는 등부위에 다한

(6) 한열: 추위를 타는 편

(7) 구건, 구갈: 유

(8) 설진: 홍설 박황태

(9) 맥진: 촌부활

(10) 체간: (3-4-5선) 25.5-26.4-27.9

12) 임상 병리 검사: 이상소견 없음

13) 치료

(1) 한약 치료: 체간 및 다한, 식사상태, 구건구갈 등의 증상을 

통해 소음인 망양증으로 판단하고 주로 승양익기탕을 기본방으로 



42 www.kjacupuncture.org

이영은ㆍ이동혁ㆍ이지현ㆍ여서원ㆍ조승연ㆍ박정미ㆍ고창남ㆍ배형섭ㆍ박성욱

KOREAN JOURNAL OF

ACUPUNCTURE

Treatment days Herbal medication

Day 1∼2 Palmulgunja-tang(八物君子湯) plus Uncariae Ramulus(釣鉤藤) 6 g, Gastrodiae Rhizoma(天麻) 4 g
Day 3 Seungyangikki-tang(升陽益氣湯) plus Zingiberis Rhizoma(乾薑) Alpiniae Officinarum Rhizoma(良薑) Citri Pericarpium

(陳皮) Citri Reticulatae Viride Pericarpium(靑皮) 4 g
Day 4 Ukgan-san(抑肝散) plus Paeoniae Radix Alba(白芍藥) 12 g, Pinelliae Rhizoma(半夏) 10 g, Glycyrrhizae radix(炙甘草) 

8 g, Citri Pericarpium 6 g
Day 5∼10 Gyejibanhasaenggang-tang(桂枝半夏生薑湯) plus Ginseng Radix(人蔘) Atractylodis Rhizoma Alba(白朮) 4 g
Day 22∼23 Gyejibanhasaenggang-tang plus Ginseng Radix, Atractylodis Rhizoma Alba 4 g
Day 24 Seungyangikki-tang
Day 25∼30 Seungyangikki-tang plus Cyperus rotundus(香附子) 8 g
Day 31∼33 Seungyangikki-tang plus Cyperus rotundus 8 g, Aconiti Iateralis Preparata Radix(京炮附子) 4 g
Day 34∼35 Seungyangikki-tang plus Cyperus rotundus 8 g
Day 36∼39 Seungyangikki-tang plus Cyperus rotundus 8 g, Linderae Radix(烏藥) 4 g

Table 1. Changes of Herbal Medication(Case 1)

사용하였다(Table 1).

(2) 침치료: 양측 태충(LR3), 족삼리(ST36), 양릉천(GB34), 외관

(TE5), 곡지(LI11), 삼음교(SP6)의 기본 혈위에 우측 위약감으로 우

측 팔사혈(palsa)을 자침하였다.

(3) 뜸치료: 요통을 호소하여 소애주구를 양측 상료(BL31), 차료

(BL32), 중료(BL33), 하료(BL34)에 한 혈위마다 5회씩 직접구 방식

으로 시행하였다.

(4) 봉침 치료

(5) 기타 치료: 우측 위약감으로 우측 상하지에 전침 및 요통을 

호소하여 요부에 건부항을 시행하였다.

(6) 양약 치료

① 항파킨슨제: Madopar tab. 200/50 mg 식후즉시 1T tid

(7) 재활 치료: 재활의학과에 의뢰하여 운동치료, 작업치료를 시

행하였다.

14) 치료경과

(1) 2013.1.28 입원당시: 양측 팔 흔들림 없음, 발을 질질 끄는 

양상, 보행시 우측으로 기울어짐

(2) 2013.1.30: 봉독 약침 치료 후 하지에 힘이 생기는 듯 하다

고 표현함

(3) 2013.2.20: 운동 병행하면서 하지에 힘 생기고 보행 입원시

보다 반이상 호전되었다고 표현함

(4) 2013.3.7: 보행시 팔 흔들림이 생겼으며 하지에 힘이 생겨 

기울어짐이 감소한 상태로 퇴원

15) UPDRS의 변화: 입원시와 퇴원시의 UPDRS II, III의 총점을 

비교한 결과 각각 18점, 15점에서 8점, 10점으로 감소하였다. 

PIGD와 관련있는 각각의 세부 문항을 비교하면 UPDRS II에서 

falling이 2점에서 0점으로, freezing when walking이 1점에서 0

점으로 감소하였다. 

2. 증례 2

1) 환자: 이○○(67/F)

2) 발병일: 2009년경

3) 입원기간: 2013.1.3∼1.30(28일)

4) 진단명: Idiopathic Parkinson's disease(IPD)(2009년), Ray-

naud's disease(1990년)

5) 주소증: Postural instability, gait difficulty, both hand tremor

6) Hoehn and Yahr staging: 3

7) 과거력

(1) 고혈압: 3년 전부터 복약 중

(2) 수술: 2008년경 요추 추간판탈출증 수술, 2008년경 양손 혈

관 수술

(3) Osteoporosis: 1개월 전부터 복약 중

(4) 심장판막이상: 2012.11부터 복약 중

8) 가족력: 자녀(당뇨)

9) 사회력: 별무 

10) 현병력: 2009년경 postural instability, gait difficulty, 

tremor 발생하여 세브란스병원에서 파킨슨 진단받고 복약 중 2013. 

1.3 한방치료 원하여 내원하였다.

11) 망문문절

(1) 수면: 양호

(2) 소화/식욕: 1공기, 소화양호 

(3) 대변: 2∼3회/일, 보통변

(4) 소변: 주간뇨 5∼10회, 야간뇨 1∼2회

(5) 땀: 별무

(6) 한열: 추위를 타는 편

(7) 구건, 구갈: 유

(8) 설진: 홍설 무태(경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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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 days Herbal medication

Day 1∼4 Jowisengchung-tang(調胃升淸湯) plus Puerariae Radix(葛根) 8 g, Cimicifugae Rhizoma(升麻) Scutellariae Radix(黃芩) 4 g
Day 5 Chungsimyeonja-tang(淸心蓮子湯)
Day 6∼7 Chungsimyeonja-tang plus Puerariae Radix 8 g, Cimicifugae Rhizoma 4 g
Day 8∼11 Chungsimyeonja-tang plus Puerariae Radix 8 g, Cimicifugae Rhizoma 4 g, Rhei Rhizoma(大黃酒炒) 3 g
Day 12∼13 Chungsimyeonja-tang plus Puerariae Radix 8 g, Cimicifugae Rhizoma 4 g, Rhei Rhizoma 2 g
Day 14∼18 Chungsimyeonja-tang plus Puerariae Radix 8 g, Cimicifugae Rhizoma 4 g
Day 19∼26 Chungsimyeonja-tang plus Trichosanthis Radix(瓜蔞根) Dolichoris Semen(白扁豆) 12 g, Puerariae Radix 8 g, Cimicifugae 

Rhizoma 4 g
Day 26∼28 Chungsimyeonja-tang plus Trichosanthis Radix, Dolichoris Semen 12 g, Puerariae Radix 8 g, Cimicifugae Rhizoma, 

Schizandrae Fructus(五味子) 4 g

Table 2. Changes of Herbal Medication(Case 2)

(9) 맥진: 부현

(10) 체간: 30.8-32.6-29.7-29.9-29.5

12) 임상 병리 검사: 이상소견 없음

13) 치료

(1) 한약 치료: 체간 및 면적, 구건구갈, 경면설, 전중 압통 및 

간헐적인 심계 증상과 수지말단의 피부벗겨짐을 통하여 태음인 조

열증으로 판단하고 청심연자탕을 기본방으로 사용하였다(Table 2).

(2) 침치료: 양측 합곡(LI4), 태충(LR3), 족삼리(ST36), 양릉천

(GB34), 중저(TE3), 외관(TE5), 곡지(LI11), 삼음교(SP6)의 기본 혈

위에 자침하였다.

(3) 뜸치료: 양측 손 떨림을 호소하여 양측 팔사혈(palsa)에 한 

혈위마다 5회씩 직접구 방식으로 시행하였다.

(4) 봉침 치료

(5) 기타 치료: 양측 합곡(LI4), 외관(TE5), 족삼리(ST36), 하거허

(ST39)에 전침을 시행하였다.

(6) 양약 치료

① 항파킨슨제: Stalevo film coated tab. 150 mg 1T tid, 

Madopar tab. 125 mg 0.5 T tid, PK merz tab. 100 mg 1T bid

② 기타 약물: Aspirin protect tab. 100 mg 1T qd, Kanarb 

tab. 60 mg 1T  qd, Codipine tab. 6 mg 1T qd, Sigmart cho-

ongwae tab. 5 mg 1T tid, Entelon tab. 150 mg 1T bid, Melax 

caps. 1C bid, Motilitone tab. 30 mg 1T tid, Prascal-D tab. 750 

mg 1T bid

(7) 재활 치료: 재활의학과에 의뢰하여 운동치료를 시행하였다.

14) 치료경과

(1) 2013.1.3 입원당시: 1일 1∼2회 정도 전진 및 방향 전환시 

후좌방으로 균형잃고 넘어짐

(2) 2013.1.6: 방향 전환시 낙상하여 허리, 둔부 침대에 부딪혀

서 멍들고 통증

(3) 2013.1.13: 전진 및 방향전환 낙상 없이 가능하게 되어 1.6

일 이후 낙상 없었음, 후진 연습

(4) 2013.1.30: 후진까지 낙상 없이 가능한 상태에서 퇴원

(5) 2013.2.14: 외래 내원시 보행 호전된 상태로 유지됨

15) UPDRS의 변화: 입원시와 퇴원시의 UPDRS II, III의 총점을 

비교한 결과 각각 22점, 17점에서 9점, 10점으로 감소하였다. 

PIGD와 관련있는 각각의 세부 문항을 비교하면 UPDRS II에서는 

falling이 4점에서 1점으로, freezing when walking이 2점에서 1

점으로, walking이 2점에서 1점으로 감소하였고,  UPDRS III에서

는 posture가 1점에서 0점으로, postural stability가 2점에서 1점

으로 감소하였다.

3. 증례 3

1) 환자: 신○○(72/F)

2) 발병일: 2009년경

3) 입원기간: 2013.3.7∼3.29(23일)

4) 진단명: Idiopathic Parkinson's disease(IPD)(2011.07)

5) 주소증: postural instability, gait difficulty

6) Hoehn and Yahr staging: 2

7) 과거력

(1) 고혈압: 10년 전부터 복약 중

(2) 고지혈증: 복약 중

(3) Aneurysm: 2009.07.21 삼성병원 신경외과에서 진단받았으

나 수술 안함

(4) Osteoporosis: 복약 중

8) 가족력: 무

9) 사회력: 별무

10) 현병력: 2009년부터 증상 발생하였으며 2011.7.12∼14일

간 경북대학교병원 신경과에서 파킨슨 확진받은 후 복약 중 

2013.3.7 한방치료 원하여 내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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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 days Herbal medication

Day 1∼4 Jowiseungchung-tang(調胃升淸湯)
Day 5 Jowiseungchung-tang plus Puerariae Radix(葛根) 8 g
Day 6 Jowiseungchung-tang plus ded Puerariae Radix 8 g, Rhei Rhizoma(酒炒大黃) 2 g
Day 7∼8 Chungsimyeonja-tang(淸心蓮子湯) plus Puerariae Radix 8 g, Cimicifugae Rhizoma(升麻) Scutellariae Radix(黃芩) 4 g,

Rhei Rhizoma 2 g
Day 9∼11 Gamissangbo-tang(加味雙補湯) plus Armeniacae Semen(杏仁) Mori Radicis Cortex(桑白皮) 4 g
Day 12 Galgeunhaegi-tang(葛根解肌湯)
Day 13∼14 Galgeunhaegi-tang plus Longanae Arillus(龍眼肉) 8 g
Day 15∼18 Galgeunhaegi-tang plus Longanae Arillus 8 g, Polygalae Radix(遠志) Acori Graminei Rhizoma(石菖蒲) 4 g
Day 19∼23 Sibiminokgakdaebo-tang(十二味鹿角大補湯)

Table 3. Changes of Herbal Medication(Case 3)

11) 망문문절

(1) 수면: 잠꼬대 심함, 다몽

(2) 소화/식욕: 1공기, 소화양호 

(3) 대변: 1회/1∼2일 경변

(4) 소변: 야간뇨 3회, 지연뇨

(5) 땀: 별무

(6) 한열: 추위를 타는 편, 수족냉

(7) 구건, 구갈: 유

(8) 설진: 담홍설 박백태

(9) 맥진: 침

(10) 체간: 31.6-32.0-30.9-30.9-29.3

12) 임상 병리 검사: 이상소견 없음

13) 치료

(1) 한약 치료: 체간 및 수면 문제가 있고 맥이 침하면서 추위를 

타며 수족이 냉한 증상을 통해 태음인 위완한증으로 변증하고 조위

승청탕을 사용하였다. 이후 감기몸살 증상이 있어 갈근을 가미하였

다가 갈근해기탕으로 처방을 변경하였다(Table 3).

(2) 침치료: 양측 합곡(LI4), 태충(LR3), 족삼리(ST36), 양릉천

(GB34), 중저(TE3), 외관(TE5), 곡지(LI11), 삼음교(SP6)의 기본 혈

위에 자침하였다.

(3) 뜸치료: 보행시 좌측으로 기울어짐 있어 좌측 합곡(LI4), 외

관(TE5), 수삼리(LI10), 곡지(LI11), 족삼리(ST36), 하거허(ST39), 

삼음교(SP6), 태충(LR3)에 한 혈위마다 5회씩 직접구 방식으로 시

행하였다.

(4) 봉침 치료

(5) 기타 치료: 뜸치료와 동일한 혈위에 전침을 시행하였다.

(6) 양약 치료

① 항파킨슨제: Madopar tab. 125 mg 2-1-2T tid, Mirapex 

tab. 0.5 mg 1T tid

② 기타 약물: Fenodipine C.T tab. 1T qd, Atenormin tab. 

50 mg 1T qd, Vytorin tab. 20 mg 1T hs(eod), Fosamax tab. 

70 mg 1T q1wk, Gliatilin soft cap. 400 mg 1T tid, Motilitone 

tab. 30 mg 1T tid, Buspar tab. 5 mg 1T tid

(7) 재활 치료: 재활의학과에 의뢰하여 운동치료, 작업치료, 열전

기치료를 시행하였다.

14) 치료경과

(1) 2013.3.7 입원당시: 발이 무겁고 전체적으로 끌리는 느낌 

호소함. 보행시 좌측 팔 흔들림 없음, 앞으로 쏠려 넘어지려고 함

(2) 2013.3.16: 발에 힘이 생기고 움직임이 덜 둔하며 부드러워

졌다고 표현, 좌측 팔 흔들림 생김

(3) 2013.3.29: 보행시 발을 끌지 않게 되었으며 낙상없이 빠르

게 방향전환 할 수 있게 됨. 입원시에는 앉았다 일어설 때 비틀거리

며 짚고 일어섰으나 퇴원시에는 짚지 않고 기립 가능해짐

15) UPDRS의 변화

입원시와 퇴원시의 UPDRS II, III의 총점을 비교한 결과 각각 

15점, 18점에서 11점, 17점으로 감소하였다. PIGD와 관련있는 각

각의 세부 문항을 비교하면 UPDRS II에서는 walking이 2점에서 

1점으로 감소하였고, UPDRS III에서는 gait가 2점에서 1점으로, 

postural stability가 2점에서 1점으로 감소하였다.

고찰 및 결론

증례별로 PIGD의 호전을 살펴보면, 증례 1은 입원당시에는 보

행시 양측 팔 흔들림이 없고 발을 질질 끌며 우측으로 기울어지는 

모습을 보였으나, 치료 후에는 보행시 팔 흔들림이 생겼으며 하지

에 힘이 생겨 기울어짐이 감소한 상태로 퇴원하였다. 증례 2는 입원

당시에는 1일 1∼2회 정도 전진 및 방향 전환시 후좌방으로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후 치료를 받으며 보행 중 

전진 및 회전시 넘어지는 양상이 소실되었고 후진까지 가능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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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s of UPDRS scores.

상태로 퇴원하였다. 증례 3은 입원당시에는 보행시 좌측 팔 흔들림

이 없었으며 발이 무겁고 전체적으로 끌리는 느낌을 호소하면서 

앞으로 쏠려 넘어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치료 후 퇴원

시에는 좌측 팔 흔들림이 생겼고, 발에 힘이 생기면서 움직임이 부

드러워져 보행시에 발을 끌지 않게 되었으며 낙상없이 빠르게 방향

전환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입원시에는 앉았다 일어설 때 비틀거

리며 짚고 일어섰으나 퇴원시에는 짚지 않고 기립이 가능해졌다.

일반적인 파킨슨병의 장애 평가 척도로 통용되고 있는 UPDRS

는 모두 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UPDRS I은 정신, 행동 

및 정서, UPDRS II는 일상 생활 능력, UPDRS III는 운동 기능, 

UPDRS IV는 약제의 부작용에 관련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 정도가 높다12). 본 치험례에서는 PIGD를 평

가하기 위하여 운동 기능과 일상 생활 능력에 관련된 UPDRS II와 

III를 입원시와 퇴원시에 각각 평가하였다. UPDRS II, III의 총점을 

각각 비교한 결과 환자 3명 모두 총점이 감소하여 환자들의 운동 

기능과 일상 생활 능력이 호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Fig. 1). 또한 

각각의 세부 문항별로 살펴보았을 때 3명 모두 PIGD와 관련된 

falling, walking, gait, postural stability 문항에서 점수가 감소하

여 PIGD 증상이 호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4).

더불어 PIGD 증상뿐만 아니라 그 외의 전반적인 파킨슨병 증상 

및 general condition까지도 같이 호전되면서 일상 생활에서의 불

편감 또한 호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증례별로 general condition의 호전을 보면, 증례 1에서는 체간 

및 다한, 식사상태, 구건구갈 등의 증상을 통해 소음인 망양증으로 

판단하고 주로 승양익기탕을 기본방으로 사용하였다. 그 결과 발한

이 감소하였고 불면 증상으로 향부자를 가미하여 각성 횟수가 줄면

서 수면양상이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다. 경과 중 입맛없고 소량 식

이하여 계지반하생강탕을 사용한 후 입맛이 호전되고 식사량 또한 

증가하였으며, 무변시에는 소음인의 고냉적체를 풀어주는 약인 파

두를 사용하였다. 증례 2에서는 체간상 태음인으로 면적, 구건구갈, 

경면설, 전중 압통 및 간헐적인 심계 증상과 수지말단의 피부벗겨

짐을 호소하여 조열증으로 판단하고 청심연자탕 가미방을 기본방

으로 사용하였다. 그 결과 다른 증상들은 호전되었으나 구건구갈은 

과루근, 백편두를 가미하였음에도 지속되었고, 변비 경향이 있어 

대황을 가미하여 배변양상이 호전되었다. 증례 3에서는 체간 및 수

면 문제가 있고 맥이 침하면서 추위를 타며 수족이 냉한 증상을 

통해 태음인 위완한증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조위승청탕을 사용하

던 중 감기몸살 증상이 있어 갈근을 가미하였다가 갈근해기탕으로 

처방을 변경하였다. 꿈이 많고 수면 중 소리를 지르는 증상 호전을 

위해 용안육, 원지, 석창포를 가미한 결과 퇴원시에는 꿈이 소실되

고 소리 지르는 횟수 및 정도가 감소하였다. 배변도 힘들고 시원하

지 않게 경변을 보던 것에서 쾌변으로 호전되었다.

현재 파킨슨병의 대표적인 치료법은 도파민 보충요법으로 파킨

슨병의 증상 중 bradykinesia와 rigidity는 이에 잘 반응하지만, 

PIGD는 도파민 보충요법에 잘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대안적 치료

법이 필요한 상황이다7,8). 이에 태극권이나 균형 훈련이 효과가 있

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고 한방치료, 특히 침치료에 대한 

연구 결과들도 보고되고 있다.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파킨슨병 

환자 중 최소 한 가지 종류의 보완대체의학을 받은 환자는 76%이

며 이 중 침치료를 받은 환자는 62%로, 침치료는 파킨슨병 환자들

에게 다용되는 대체치료법 중의 하나이다13). 최근 보고된 봉독 약

침과 침의 파킨슨병 치료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박14), 

김 등15)은 봉독 약침이 MPTP 유발 파킨슨병 동물 모델에서 도파민

성 신경세포 파괴를 억제해 항염증 효과가 있다고 밝혔고, 여 등16)



46 www.kjacupuncture.org

이영은ㆍ이동혁ㆍ이지현ㆍ여서원ㆍ조승연ㆍ박정미ㆍ고창남ㆍ배형섭ㆍ박성욱

KOREAN JOURNAL OF

ACUPUNCTURE

Subsection
Case 1 Case 2 Case 3

1/28 3/7 1/3 1/30 3/7 3/29

II. Activities of daily living (for both "on" and "off")
 【5】Speech 2 1 2 2 1 1
 【6】Salivation 4 0 2 0 1 1
 【7】Swallowing 0 0 2 0 1 1
 【8】Handwriting 1 1 1 0 1 1
 【9】Cutting food and handling utensils 2 1 3 1 1 1
 【10】Dressing 1 1 1 1 2 1
 【11】Hygiene 1 1 1 1 1 1
 【12】Turning in bed and adjusting bed clothes 1 1 1 0 1 1
 【13】Falling (unrelated to freezing) 2 0 4 1 1 1
 【14】Freezing when walking 1 0 2 1 1 0
 【15】Walking 1 1 2 1 2 1
 【16】Tremor 1 1 1 1 0 0
 【17】Sensory complaints related to parkinsonism 1 0 0 0 2 1
Total scores 18 8 22 9 15 11
III. Motor examination
 【18】Speech 1 1 1 1 1 1
 【19】Facial expression 1 0 0 0 1 2
 【20】Tremor at rest 0 0 1 0 0 0
 【21】Action or postural tremor of hands 1 1 2 1 0 0
 【22】Rigidity 1 1 0 0 0 0
 【23】Finger taps 2 1 1 1 2 2
 【24】Hand movements 2 1 1 1 2 2
 【25】Rapid alternating movements of hands 2 1 3 1 2 2
 【26】Leg Agility 1 0 1 1 1 1
 【27】Arising from chair 1 1 1 1 1 1
 【28】Posture 0 0 1 0 2 2
 【29】Gait 1 1 1 1 2 1
 【30】Postural stability 1 1 2 1 2 1
 【31】Body bradykinesia and hypokinesia 1 1 2 1 2 2
Total scores 15 10 17 10 18 17

Table 4. Changes of UPDRS Subsection Scores

은 양릉천(GB34) 자침 후 기능적 자기 공명 기록법 시행시 파킨슨

병과 관련있는 뇌부위에서 신경 반응이 증가함을 보고하였다. 조 

등17)은 봉독 약침 치료와 침치료가 파킨슨병 환자의 운동성 증상들

을 개선시켰으며 특히 봉독 약침군에서 Berg balance scale이 호

전되고 30 m 보행시간이 단축됨을 보인 바 있다. 본 증례에서는 

한약 치료, 침치료, 봉독 약침 치료 등 복합적인 치료가 시행되어 

PIGD 증상 호전에 특히 어떤 치료가 유효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3명의 환자에게 공통적으로 침치료 및 봉독 약침 치료가 시행되었

고 위의 연구 결과들로 미루어보아 침치료 및 봉독 약침 치료가 

PIGD 증상 호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증례보고는 증례수가 부족하며 PIGD를 평가함에 있어 

UPDRS 외에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활용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

계점이 있으나, 침치료 및 봉독 약침 치료를 포함한 한방치료와 양

방치료를 병행하여 파킨슨병의 후기에 나타나며 도파민제제로 잘 

호전되지 않는 PIGD 증상의 호전을 보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향후 Berg balance scale이나 일정거리 보행시의 gait number 및 

speed 변화, computerized dynamic posturography 등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도구들을 좀 더 보완하여 PIGD의 한의학적 치료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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