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dx.doi.org/10.13048/jkm.2101998

서 론
    

공황장애는 심한 불안발작과 이에 동반하는 다양

한 신체 증상들이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발생

하는 불안장애의 일종이다. 공황장애에서 발생하는 

불안발작은 매우 심해서 거의 죽을 것 같은 공포심을 

유발하는데 이외에도 흔히 심계항진, 온몸이 떨림, 

호흡곤란, 흉통이나 가슴이 답답함, 어지럼증, 오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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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of Panic Disorder Patient Improved by Gyeji-tang(Guizhi-tang) Based 
on Shanghanlun Pro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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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objective of this case report is to find a therapeutic effect of Gyeji-tang in panic disorder patients, 
based on Shanghanlun provision. 
Methods: At patient’s first visit, we had conducted a medical interview in order to diagnose the physical and mental 
symptoms of the patient. A questionnaire called BAI had been also used to measure the degree of anxiety in panic 
disorder. After all the diagnoses had been done, the patient was allowed to take 120cc of Gyeji-tang, three times 
a day for 25 weeks. 25 weeks later, we conducted a second medical interview to compare with the initial treatment 
and to evaluate whether his physical and mental symptoms had been decreased or not. Likewise, the patient was asked 
to fill out the BAI questionnaire to measure the decline of anxiety degree. 
Results: Based on Shanghanlun provision, the patient with panic disorder due to overwork was diagnosed as 
Tai-yang-bing. Considering that the patient was having dyspnea, 15th provision of Gyeji-tang was selected and 
administered for 25 weeks. After 25 weeks, we could have observed that the main physical symptoms such as 
palpitation, dyspnea, stifling, headache, and fatigue were moderately improved. Moreover, the BAI score, which was 
evaluated to measaure the degree of anxiety, was also decreased from 49 points to the level of normal condition, 
16 points. 
Conclusions: A 44 year old male patient who suffered from panic disorder due to overwork was allowed to take 15th 
provision Gyeji-tang for 25 weeks, based on Shanghanlun Provision. In results, the main physical symtpoms including 
dyspnea, palpitation, stifling, headache, and fatigue, and mental symptom such as extreme anxiety were all effectively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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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한, 질식감, 손발의 이상감각, 머리가 멍함,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나 실제로 잠깐 실신하는 증상들이 나

타날 수 있다.1)

공황장애의 평생유병률은 인구의 1.5-5%로 보고

되고 있다. 양방적인 약물치료는 급성발작과 치료 초

기에는 주로 항불안 약물인 benzodiazepine 계통이 

사용되고, 증상의 전반적 치료와 유지를 위해서 TCAs, 

SSRIs 등의 항우울제가 주로 쓰인다. 

개 양방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만성적 주기적으

로 반복되고 환자 중 10-20%는 증상이 유지되면서 

만성화한다고 한다. 만성화하면 많은 수에서 우울증

이 합병되고 자살의 우려도 있다.2)

한의학은 병명 위주가 아니고 증후 위주이기 때문

에 공황장애를 비롯한 신경증과 동일한 개념을 가진 

독립된 질병명은 없으나 개개의 증상에 해서는 논

하고 있다. 즉, 불면(不眠), 정충(怔忡), 경계(驚悸), 

중기(中氣), 기울(氣鬱) 등과 같이 신경증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증상들이 마치 단독 질환과 같이 개별

적으로 취급되고 있으므로, 신경증에 한 전체적인 

개념을 실지증(失志證)이란 말로 정의하기도 하였

다.3)

특히 驚悸, 怔忡은 가슴이 躁動하고 잘 놀래며 마

음이 불안한 것을 자각하는 증후로, 현 의 공황장애

와 유사한 면이 있다. 東醫寶鑑 · 神 · 驚悸에서는 ‘驚

悸, 因事有所大驚而成者, 名曰心驚膽懾, 病在心膽經’ 

이라 하여 心膽의 문제를 중요한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고, 東醫寶鑑 · 神 · 怔忡 에서는 ‘心虛而痰鬱, 則耳

聞大聲, 目擊異物, 遇險臨危, 觸事喪志, 使人有惕惕之

狀, 是爲驚悸, 心虛而停水, 則胸中滲漉, 虛氣流動, 水旣

上升, 心火惡之, 心不自安, 使人有快快之狀, 是爲怔忡’

이라 하여 心虛로 인해 발생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

다.2)

그동안 공황장애 환자에게 한의학적 치료를 적용

하여 호전시킨 증례는 수차례 있었다. 김4) 등은 공황

장애 환자에게 怔忡, 心悸에 쓰이는 淸心溫膽湯, 寧神

歸脾湯, 四物安神湯의 한약과 한의학적 정신요법을 

통해 증상을 완화 시킨 케이스를 보고하였고, 서5) 등

은 공황장애 환자에게 桂枝加龍骨牡蠣湯Ex제를 주치

료 약물로 투여하여 제반 증상들이 완화되는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노6) 등은 공황장애 환자 102명에게 

영계감조탕을 투여한 결과 공황발작 및 제반 증상이 

호전된 결과를 보고하였다. 하지만 계지탕(桂枝湯)을 

주치료 수단으로 사용한 증례의 보고는 없었다. 

본 증례에서는 44세 남성으로 심계항진, 흉민, 기

역(氣逆)을 특징적인 주증상으로 호소하는 공황장애 

환자에게 약 25주간 상한론(傷寒論) 15번 조문에 근

거하여 계지탕(桂枝湯)을 투여한 결과 호전된 사례가 

있어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1. 성명, 성별 및 연령

채OO(남자/44세)

2. 주소증

1) Panic attack related symptoms : 심계항진, 가

슴답답함, 기역(氣逆), 호흡곤란, 어지럼증

2) Anxiety

3) 피로 두항강통(頭項强痛)

3. 발병일 

내원일로부터 약 20년 전

4. 과거력

1) 진주종성 중이염; 약 24년 전 

2) 2000년 panic disorder 진단받고 약물치료 후 

중단

2017년~2019년 공황발작이 발생할 때마다 정

신건강의학과에서 SSRIs 계통 약물 처방 받아 

2주간 복용하고 증상 완화 후 중단하는 것을 

반복하며 지내옴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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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족력 

별무

6. 사회력

1) 흡연: 1갑/1일

2) 음주: 3~4회/주, 폭음

3) 직업: 신문기자

7. 사진 초진 소견

1) 망진(望診)

면황(面黃), 172cm, 65kg의 다부진 체격

2) 문진(聞診)

특이 사항 없음

3) 문진(問診)

 (1) 식욕 : 양호

 (2) 소화 : 양호

 (3) 변 : 1일 2회, 무른 변

 (4) 소변 : 7~8회, 시원하지 않다

 (5) 구갈(口渴) : 보통

 (6) 한출(汗出) : 보통

 (7) 한열(寒熱) : 열이 확 달아오를 때가 있다. 

 (8) 수면(睡眠) : 비교적 양호, 불안할 때 잠이 오

지 않음 

8. 현병력 

상기 44세 남환은 2000년경 신문기자로 처음 사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과로, 스트레스가 쌓이고 과음, 

수면부족 상태에서 신문기사를 작성하는 도중 갑자

기 심장이 마비되는 듯한 공포감과 함께 심계항진, 

질식감, 기역(氣逆), 어지럼증을 동반한 panic attack

이 최초로 발생하여 양방병원에서 일주일 입원치료 

하고 퇴원 후 수시로 상기 증상이 발하여 local 정신

건강의학과 의원에서 공황장애 진단 하에 약물치료

를 해오다 치료를 중단 후 2017년경 다시 증상이 심

해져 약물치료 받아오던 환자로 최근 10일 전 심한 

불안과 가슴두근거림, 기역(氣逆)을 느껴 이에 한 

한의치료 위해 20OO년 O월 OO부터 OO한의원에 

내원하였다. 

9. 임상적 진단

1) Panic disorder

2) 상한론(傷寒論) 태양병(太陽病) 15조문(條文) 

10. 치료기간 

20OO년 O월 OO일 ~ 20OO년 O월 OO일

(총 175일, 25주, 12회)

11. 치료 방법 

1) 한약치료

계지탕을 1일 3회, 1회 120cc씩 복용하도록 하였

다. 계지 9g 작약 9g 감초 6g 생강 9g 조 8g을 1

첩 분량으로 하여 한 번에 15첩 분량의 한약을 탕전 

하였다. 물 6000cc를 넣고 물이 끓는 시간으로부터 

1시간 50분 탕전 한 후 최종적으로 5400cc의 한약을 

얻었다. 이를 1팩에 120cc씩 45팩, 15일 분으로 나

누었다. 한약재는 영제약에서 구입한 것을 사용하

였다. 탕전법은 Table 1과 같다. 

12. 심리상태 자가 설문검사

1) Beck 불안 척도 (Beck Anxiety Inventory 

:BAI)7)

공황장애의 주증상인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BAI

를 평가도구로 사용하였다.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Table 1. Composition and Administration of GyeJi-tang 
(Guizhi-tang)

Herbal name Daily dose(g)

Cinnamormi Ramulus 9

Paeoniae Radix 9

Zizyphi Fructus 8

Zingiberis Rhizoma Recens 9

Glycyrrhizae Radix 6

Dried herbs above were decocted in boiled water. 120cc tid.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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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각 문항에서 1주 동안 개인이 경험한 두근거

림, 현기증, 초조함, 두려움 등 불안의 인지적, 정서

적, 신체적 영역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불안 증상의 

정도를 4개의 문장 중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각 

항목 당 전혀 느끼지 않았다(0점), 조금 느꼈다(1점), 

상당히 느꼈다(2점), 심하게 느꼈다(3점)으로 표시하

게 하여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을 구하였

다. 증상 심각도의 등급은 BAI 총 점수에 의해 각각 

22점~26점(불안상태), 27점~31점(심한 불안상태), 

32점 이상(극심한 불안상태)으로 분류하였다. 

13. 치료경과 

1) 시간에 따른 증상 변화양상

(1) 2주

근무할 때 이유 없이 수시로 불안이 왔다. 가슴이 

답답했다. 가슴이 마구 뛰고 기가 위로 솟구치는 듯

한 느낌은 조금 줄어들었다. 피로감이 조금 줄었다.

1주일에 2~3번은 새벽 2시경에 잠이 들어 새벽 

3~4시에 잠이 깬다. 한두 시간 동안 잠을 못 이루고 

아침 5시에 일어난다. 

(2) 4주

근무 도중 수시로 찾아오는 불안의 횟수가 줄었다.

과도한 업무를 마친 후, 퇴근 후 음주를 하면 가슴

이 답답해지면서 공황발작이 일어날까봐 불안하다. 

가슴두근거림, 기가 위로 솟구치는 느낌이 조금 줄

었다. 

어지럼증과 두통, 머리가 맑지 않은 느낌이 많이 

줄었다. 

(3) 6주 

불안의 강도, 심계항진, 기가 위로 솟구치는 느낌

이 확연하게 줄었다

퇴근 후 가슴답답함이 줄었다

두통과 뒷목의 뻣뻣함, 피로감이 중간정도 감소했다. 

불안으로 새벽에 깨어나는 횟수가 줄었다(주3회/주

1회) 

(4) 8주  

업무상 스트레스를 크게 받은 후 심계항진, 가슴답

답함, 호흡곤란이 두 차례 있었다. 강도는 예전보다 

약해졌다. 뒷목이 굳어지고 머리가 맑지 않았다. 어

지럼증은 없었다. 발표할 기회가 있어서 긴장하고 미

리 걱정을 많이 했다. 공황발작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음주 후 가슴이 답답한 것은 약간 좋아졌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잠을 잘 못 잤다. (주2회) 

새벽에 깨어나면 왼쪽 퇴부에서 무릎까지 다리에 

순환이 안되는 듯한 불편감이 들어서 다시 잠을 자기 

힘들다. 

(5) 10주 

예기불안이 거의 없었다. 

심계항진, 가슴답답함, 기가 위로 솟구치는 느낌은 

거의 없었다. 

두통, 뒷목의 뻣뻣함, 어지럼증은 없었다. 

피로감이 약간 있었고 찬 공기에 닿은 후 코막힘

이 있었다. 

(6) 14주

업무가 많아서 피로감이 있었으나 강도는 줄었다. 

과로 후 가슴두근거림, 답답함이 처음보다는 개선되

었지만 있었다. 호흡곤란, 어지럼증, 기가 위로 솟구

치는 느낌은 없었다. 수면상태는 조금 개선되었다. 

전보다는 깊이 자고 새벽에 깨어나는 횟수가 줄었

다.(주1회)

온도 변화에 민감해서 찬공기에 닿으면 코가 막히

고 재채기가 난다. 예전보다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고 

불안의 상황이 오면 차근차근 생각해보게 되었다. 

(7) 16주 

가슴두근거림, 가슴답답함, 호흡곤란이 거의 나타

나지 않았다.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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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가 많이 맑아졌고 어지럼증은 없다. 

피로감과 뒷목이 뻣뻣한 것이 느껴지지 않았다. 

과로 후 휴식을 취하려 하고 음주 횟수와 량(주

3~4회에서 주1~2회)을 줄이고 있다. 

(8) 18주 

가슴두근거림, 가슴 답답함, 호흡곤란 증상이 10에

서 2~3으로 줄었다. 

예기불안이 나타나지 않았고 불안이 중등도 감소

했다. 

피로감이 많이 개선되었고 머리가 맑지 않은 것도 

많이 개선됐다.

(9) 20주 후

공황장애의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았다. 

가슴두근거림, 기역(氣逆)은 없었고 가슴답답함이 

조금 남아 있다.  

과로 후 쉬려 하고, 음주를 줄여나가고 있다.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다. 예전에는 주 2~3회 깼었

는데 2주 동안 1번만 깨고 비교적 잘 잤다. 

(10) 22주 

가슴두근거림, 가슴답답함, 호흡곤란, 기역이 없었

다. 

예기불안이 없었다. 

피로가 많이 개선되었고 두통과 머리가 맑지 않은 

느낌이 사라졌다. 

(11) 25주

가슴두근거림, 가슴답답함, 호흡곤란, 기역(氣逆)이 

없었다. 

예기불안이 없었다. 

피로가 많이 개선되었고 머리가 맑지 않은 느낌이 

사라졌다. 

새벽에 깨어나는 횟수가 줄었다(주1회) (Table 2)

Table 2. Change of Treatment and Symptoms

Weak Herbal Medicines
Symptoms

Other Symptoms
Palpitation/ Dyspnea Anxiety Fatigue/Headache

Chest tightness Neckstiffness

2nd Gyeji-tang +++/+++ +++ +++ +++/+++ Sleeplessness

4th Gyeji-tang ++/+++ ++ ++ +++/++

6th Gyeji-tang +/++ + + ++/++

8th Gyeji-tang ++/+++ ++ ++ ++/++ Sleeplessness

10th Gyeji-tang +/++ + + +/+ Sneeze

14th Gyeji-tang +/++ - + +/+ Sneeze Nasal stuffiness

16th Gyeji-tang +/+ - - +/-

18th Gyeji-tang +/+ - - -/-

20th Gyeji-tang -/+ - - -/-

22th Gyeji-tang -/- - - -/-

25th Gyeji-tang -/- - - -/-

Table 3. Changes of BAI Score 

First Medical Examination 6th 25th

Score 49 23 16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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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료 전후 자가 설문 검사 상의 변화 (Table 3)

고 찰

공황장애는 특별한 이유 없이 예상치 못하게 나타

나는 극단적인 불안 증상, 즉 공황발작(panic attack)

이 주요한 특징으로서, 예기불안, 회피 행동 등을 함

께 보임과 동시에 심계항진, 호흡곤란, 식은 땀, 전

율, 숨이 막히는 느낌, 질식감, 가슴 답답함, 죽음에 

한 두려움 등 신체적 또는 인지적 증상 13가지 중 

적어도 4가지 이상의 증상을 동반하는 것을 말한다.8)

공황장애는 DSM-Ⅲ에서 처음으로 불안신경증의 

일부에서 독립되었으며 광장공포증을 동반하는 공황

장애와, 동반하지 않는 공황장애로 나뉘었다. 2013년 

개정된 DSM-5에서는 공황장애와 광장공포증이 별

개의 질환으로 분리되었으며, 공황 발작(panic attack)

이 모든 DSM진단명에 동반될 수 있고, 예측/비예측

(expected/unexpected) 두 가지 유형으로 단순화 되

었다.9)

공황장애는 불안장애의 한 범주로 인식되고 있는

데, 한의학에서는 불안장애에 해 경계(驚悸), 정충

(怔忡), 공경(恐驚), 초려(焦慮) 등의 범주에서 다루고 

있다.10)

한편 상한론(傷寒論) 처방으로 공황장애를 치료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5,6,11)

최근 상한론(傷寒論) 연구의 동향을 보면 다른 의

학서적과 주석가들의 이론체계로 상한론(傷寒論)을 

해석하는 것을 배제하고 상한론(傷寒論)이 저술된 당

시의 서술구조에 기초하여 상한론(傷寒論)이 가진 자

체적인 진단체계를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는 방향으

로 진행되고 있다.12,13)

변병진단체계(辨病診斷體系)란 이13) 등이 처음으로 

제안한 것으로 기존의 상한론 연구에서 조문을 단순

히 환자의 몸에서 나타나는 증상의 나열로 해석한 것

에 반해, 조문을 질병과 관련이 있는 증상에 한 원

인을 기술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밝혔다. 기존

의 임상에서 환자가 현재 호소하는 주소증에 집중하

여 진단을 내리는 것에 반해, 변병진단체계(辨病診斷

體系)는 환자의 병력을 청취하는 과정을 통해 현재 

주소증이 발생하게 된 원인, 또는 주소증을 발병하게 

한 선행조건이 되는 증상을 확인하여 진단한다. 주소

증를 일으킨 원인과,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몸에

서 나타나는 병리적인 변화를 관찰하여 태양병(太陽

病), 양명병(陽明病), 소양병(少陽病), 태음병(太陰病), 

소음병(少陰病), 궐음병(厥陰病) 6가지 형식(패턴)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를 육경 제강(六經 提綱)이라 한다. 

진단의 첫 번째 단계는 육경 제강(六經 提綱)을 선

정하는 것이고, 제강(六經 提綱)을 선정한 후에는 제

강(提綱)의 아래에 수직으로 배속되어있는 하위개념

인 조문(條文)을 선정한다. 

본 증례 보고는 공황장애 환자를 상한론 변병진단

체계(傷寒論 辨病診斷體系)에 근거하여 태양병(太陽

病)으로 분류하고 15 조문(條文), 태양병, 하지후, 기

기상충자, 가여계지탕.(大陽病, 下之後, 其氣上衝者, 可

與桂支湯)을 선정하여 계지탕(桂枝湯)을 처방하였다. 

본 증례 보고의 환자는 심계항진, 가슴답답함, 기

역(氣逆), 호흡곤란, 어지럼증 등 공황장애의 증상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주소를 일으킨 원인과 선행조건

이 되는 증상을 찾아내기 위해 병력을 청취하였다.  

환자는 학 졸업 후 25세 때 첫 사회생활을 시작

하였다. 신문기자로 신문사에 입사 후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다. 취재를 위해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몸으로 

뛰어야 했고 기사작성을 위해 밤낮 구분 없이 시간에 

쫓기며 늘 긴장된 상태로 생활하였다. 야근과 잦은 

회식으로 수면부족과 과음이 겹치면서 만성피로에 

시달렸다. 신문기사를 작성하는 도중 심장마비가 오

는 듯한 공포를 느꼈고 심계항진과 호흡곤란, 기가 

위로 솟구치는 듯한 증상이 나타나 응급실을 경유하

여 병원에 1주일 입원한 후 퇴원하였다. 퇴원 후 곧

바로 공황발작이 수시로 일어나 local 정신건강의학

과 의원에서 공황장애로 진단받고 약물치료를 받았

다. 본 증례의 환자에게 주소가 온 원인은 몸을 무리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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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쓰고 과잉된 활동을 한 것으로(태양지위병 太陽

之爲病) 무리할 때마다(맥부 脈浮)  머리가 아프고 뒷

목이 뻣뻣하고(두항강통 頭項强通), 외부의 찬 공기에 

닿으면 코가 막히고 재채기를 하는 등 온도에 민감해

지는 증상(이오한 而惡寒)이 있었다. 이는 태양병(太

陽病)의 제강과 일치한다고 보아 태양병(太陽病)으로 

분류하였다.14,15)

과잉행위의 심리적 동기는 누구보다 잘해야 한다

는 욕구 때문이다. 누구보다 잘하고 싶은 욕구가 발

동하면 경쟁심과 승부욕이 작동하여 몸과 마음이 항

진되고 매사에 전투적으로 임하게 된다. 이로 인해 

맥부(脈浮), 두항강통(頭項强通)이 나타나게 되는 것

이다. 이러한 경쟁심과 승부욕의 이면에는 사랑을 쟁

취하거나 사람들과 함께 하고픈 사랑 및 소속 욕구가 

존재한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은 어떤 집단이나 가족 

내에서 자신의 자리를 간절히 원하고 인간관계를 맺

는 것이 세상의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며, 나아가 외

로움, 배척, 친구의 부재, 불안정에서 비롯되는 고통

이 온통 내면을 지배하게 된다.16)

본 증례 보고의 환자는 알콜중독으로 폭력적이고 

권위적인 아버지 밑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 19세 

때 아버지가 사고로 다리를 절단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 후 알콜중독이 더 심해지면서 수시로 폭력을 일삼

았다. 어머니는 신경질적이고 예민한 성격으로 말을 

함부로 내뱉는 성향이었다. 아버지에 한 공포와 폭

행에 한 불안감을 느꼈다. 가족 내에서 소속감을 

느낄 수 없었고 우울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했다. 지방

를 졸업하고 신문사에 입사하였으나 무시하는 듯

한 주변의 시선 때문에 열등감을 느꼈고 인정받고 싶

은 마음에 승부욕, 경쟁심이 발동하여 다른 사람보다 

무리하게 일을 하며 몸을 혹사시켰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 받기 위해 누구보다 잘해야 하고 반드시 성공해

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부담감을 느꼈고 실패에 한 

불안이 있었다.  

환자를 태양병(太陽病)으로 진단 후 15조를 선정했다.

15조의 ‘기기상충자(其氣上衝者)’ 는 숨이 막히고 

기운이 위로 솟구쳐서 쓰러질 듯한 현상이 병의 원인

으로 작용하는 경우를 말한다.17)

상한론(傷寒論) 15조의 ‘기상충(氣上衝)’에 관한 제

가의 이론에 해 고찰한 이18) 등에 다르면 ‘기상충

(氣上衝)’은 크게 ‘기(氣)’와 ‘상충(上衝)’으로 나누어 

해석할 수 있는데, 역  의가들은 ‘기(氣)’를 정기(正

氣), 외감사기(外感邪氣), 태양경기(太陽經氣) 그리고 

장간기체(腸間氣滯)로 역상(逆上)하는 기운이라 설명

하였고, ‘상충(上衝)’은 외향성(外向性)을 띄고 발생

하는 일련의 증상군의 내포, 혹은 비(痞)나 결(結)과 

같은 단일 증상 또는 두항강통(頭項强通)이라 설명하

였다.

‘기상충(氣上衝)’을 상한론(傷寒論)이 저술된 중국 

후한(後漢) 시 의 고문자로 해석해보면 한나라 때에

는 쌀 미(米)를 자소로하는 문자 기(氣)가 없었다. 고

의 글꼴은 기(气)로 설문해자에서는 구름이 흐르는 

모습을 그린 상형문이라고 풀고 있다. 즉 바람 등 눈

에 보이지는 않으나 움직이고 있는 기운(에너지)을 

묘사한 글자이다. 후 문헌에서는 호흡의 들고 나는 

숨을 의미하기도 하며 몸 전체의 기운을 나타내기도 

한다. 상(上)은 ‘위로 오르다’라는 뜻의 동사이다. 충

(衝)은 사거리를 위에서 내려다 본 형태의 갈 행(行) 

가운데 무거울 중(重)이 들어있다. 사거리는 적극적

인 행동을 상징하며 여기에 무게감 있는 행동을 더해 

의미를 강조했다. 강하고 급격한 힘의 분출을 의미한

다.19) 즉 ‘기상충(氣上衝)’은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움직이고 있는 몸 전체의 기운, 또는 호흡의 들고 나

눈 숨이 강하고 급격하게 위로 분출되어 오르는 현

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증례에서는 ‘기상충(氣上

衝)’을 현 의 공황장애에서 보여지는 심계항진, 호

흡곤란, 가슴답답함, 쓰러질 것 같은 증상과 유사하

다는 가설을 세우고 계지탕(桂枝湯)을 투여하였다. 

이러한 판단 하에 치료의 목표를 첫째 인체의 항

상성을 회복시켜 외부의 스트레스에 의해 깨어진 균

형을 바로 잡는 것, 둘째 질병이 오게 되는 원인과 

내면의 동기를 인지시키는 것, 셋째 불안에 한 내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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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높여 불안을 제거의 상이 아닌 충분히 다루어 

낼 수 있는 현상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으로 잡고 치

료를 진행하였다. 

상담을 통해 유년 시절에 충족되지 못한 사랑과 

소속 욕구를 채우기 위해 과잉된 활동을 하게 되고 

성공에 한 부담과 실패에 한 불안으로 공황장애

가 오는 것을 인지시켰다. 

과로와 스트레스, 과음 후에 공황발작이 오는 것을 

볼 때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음주 신 산책과 명상

을 통해 건전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신을 이완

할 것을 권유하였다.  

약 25주 동안 치료 한 후 실시한 동일 설문 검사에

서 BAI 감소(49->16), 공황발작 빈도와 강도, 불안

의 강도, 피로감, 두항강통(頭項强痛)이 모두 감소하

였고,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다. 

공황장애는 불안장애의 범주로 극심한 불안을 주

증상으로 하기 때문에 불안의 인지적, 정서적, 신체

적 영역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불안 증상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BAI를 평가도구로 사용하였으나, 

BAI를 제외한 다면적 인성검사(MMPI), 간이정신진

단검사(SCL-90R), 상태-특성 불안척도(STAT) 등 정

신 증상을 평가하는 다른 척도를 시행하지 못한 점은 

개선할 점이다. 

본 증례는 1례로서 통계적인 검정을 거치지 못하

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을 무리하게 사용하고 

과잉된 활동을 하여 공황장애가 발생한 환자를 변병

진단체계(辨病診斷體系)에 근거하여 태양병(太陽病)으

로 진단하고, 15조문의 기상충(氣上衝)을 공황장애와 

연결하여 다른 치료 없이 계지탕 원방(桂枝湯 元方)

만을 투여하여 호전시킨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추후 상한론 변병진단체계(傷寒論 辨病診斷

體系)로 신경정신과 질환을 치료하는 다양한 연구에 

사용될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을 기 한다. 

요 약

본 증례보고에서는 과로 후 공황장애가 온 44세 

남성 환자를 상한론 변병진단체계(傷寒論 辨病診斷體

系)에 입각하여 태양병(太陽病)으로 진단하고 15조문

의 계지탕(桂枝湯)을 약 6개월 동안 투여한 결과 주

소증인 심계항진, 가슴답답함, 기역(氣逆), 호흡곤란

을 포함한 제반 증상들이 호전되는 치료적 효과를 확

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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