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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addressed a case of central post-stroke pain described as right arm painful with coldness and left

lateral medullary infarction.
Methods: A patient, 71 years old female with medullary infarction, was treated with a Korean herbal medication

(BackJun-pill). The improvement of symptoms was evaluated using the Numeral Rating Scale and reports of coldness and
pain in the affected areas. We also measured the body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the left and right arms using digital
infrared thermographic imaging (DITI).
Results: After six weeks of treatment with Korean medicine, the patient’s pain and sensation of coldness decreased.
Conclusions: This clinical case study suggests that BackJun-pill may be effective for alleviating pain and coldness due to

central post-stroke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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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뇌졸중 후 중추성 통증(Central post-stroke pain,

CPSP)이란 뇌출혈이나 뇌경색 후에 환측에 감각

이상과 함께 지속적이거나 간헐적인 통증이 나타

나는 것이다1. 시상, 연수, 뇌교, 중뇌, 피질하백질

또는 피질 등의 척수시상피질 원심성 감각경로

(spinothalamocortical afferent sensory pathways)

중 어느 부위의 병변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

나2 아직 정확한 기전은 알려지지 않았다. 치료는

항우울제, 항경련제, 진통제 등을 활용하는 약물요

법과 약물에 반응하지 않을 때는 운동피질 자극술,

뇌심부 자극술 등의 비약물적 치료를 시도하기 되

나, 임상적 효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실정이다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수경색 1개월 이후 발생

한 우상지 시린 통증을 주소로 하는 CPSP에 대해

백중환의 투여를 통한 한의치료를 진행하여 통증

정도 및 부위 크기 변화에 대해 조사한 관찰 연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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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증 례

1. 성별/연령 : F/71

2. 진단명 : Central post-stroke pain(CPSP) in Lt.

Lateral Medullary infarction

3. 주소증

1) 우상지 시림 : 손, 전완을 중심으로 찬 바람이

나오는 듯한 느낌으로 시림. 스트레스 및 추위

노출 시 악화보이며, 간헐적으로 시림을 넘어

서는 통증 발생함.

2) 우반신 감각저하 : 온도감각, 통증감각 느끼지

못함. 하지 및 체간은 상지에 비해 경미한 감

각저하 호소.

3) 좌안면 감각저하 : 눈 외측으로 먹먹한 남의

살 같은 감각호소.

4) 좌반신소력감

5) 실조증 및 어지럼증

4. 발병일

1) X년 1월 15일

2-5) X-1년 12월 24일

5. 과거력 : X-20년 고혈압

6. 현병력

상기 과거력을 지닌 71세 여성환자로 고혈압 경

구약 복용 중 X-1년 12월 24일 오전 10시반 어지

럼증 발생하여 ⃝⃝⃝대학병원에서 Lt. Lateral

medullary infarction 진단 하 급성기 처치 및 입

원치료 이후 X년 1월 9일 재활치료 및 한의치료

받고자 본과 전원하였다. X년 1월 15일 상지 시

림 추가로 호소하여 이에 대한 한의치료 진행하

였다.

7. 계통적 문진 : 입원 시 실시한 문진 결과, 다음

과 같은 신체소견을 보였다.

1) 睡 眠 : 잘 자는 편

2) 食欲, 消化 : 식욕 보통. 소화 양호

3) 面 色 : 蒼白

4) 大, 小便 : 대변 1일 1회, 야간뇨 0-1회

5) 脈 : 浮

6) 기 타 : 점도 있는 흰색 객담. 간헐적으로 발

생하는 두통. 項强痛. 口乾.

8. 초진 시 검사결과

1) 혈액 검사(X년 1월 9일) : 본과 입원 후 시행

한 혈액검사 상 특이소견 확인되지 않았다.

2) 영상의학 검사

(1) Brain Magnetic Resonance Imaging(X-1년 12

월 24일)(Fig. 1)

DWI(diffusion weighted imaging)에서 Lt.

Lateral medullar에 abnormal high signal

intensity lesions 있음.

3) 이학적 소견

(1) Range of Motion of Cervical spine : Flexion

80°/Extention 20°/Lateral bending 35°/

Rotation 45°

(2) Spuring test (-/-)

(3) Distraction test (-)

Fig. 1. Brain magnetic resonance imaging - diffusion
weighted imaging.

9. 진 단

증례의 환자는 X-1년 12월 24일 발생한 Lt. Lateral

medullar infarction으로 우반신감각이상을 포함

한 증상 호소하던 중 X년 1월 15일 부터 우상지

시림을 추가로 호소하였다. 또한 현병력과 검사

소견을 토대로 신체 조직 손상에 의한 통증 및

말초성 신경병증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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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Central post-stroke pain(CPSP)의 진단

충족기준 4가지 : 중추신경손상부위와 일치, 뇌

졸중 1달 뒤 증상 발현, 뇌졸중에 대한 영상검사

상의 확인, 그 외 통증가능성 배제를 모두 만족시

켜, Klit 등4의 연구에서 제시한 Grading system

for CPSP에 근거하여 본 환자는 Definite CPSP

로 진단 할 수 있었다.

10. 치료내용

X년 1월 9일-X년 3월 8일 입원치료 기간 동안

치료로는 한약, 침을 포함한 한의치료와 양약

치료가 적용되었다.

1) 한약치료 : 百中丸(蒼朮 南星炮 白芷 各 300 g,

川烏炮 當歸尾 各 150 g, 川芎 石斛 葳靈仙 草

烏 羌活 秦艽 桂皮 防風 赤何首烏 細辛 木香

各 70 g, 全蝎 37.5 g으로 蜜丸하여 녹두알 크

기로 만들어 1회 10-20환)을 1일 2회(아침, 저

녁 식후 2시간) X년 1월 16일부터 3월 8일까

지 복용하였다.

상지시림 호소 전부터 실조증 및 어지럼증 치

료 목적으로 半夏白朮天麻湯(半夏 陳皮 麥芽

各 6 g, 白朮 神麯 蒼朮 各 4 g, 人蔘 天麻 白

茯苓 澤瀉 乾薑 各 2 g, 黃栢 1 g 生薑 10 g) 2

첩을 3팩으로 나누어 1일 3회(매 식후 2시간)

X년 1월 9일부터 3월 8일까지 복용하였다.

2) 양약 치료 : 입원 전부터 복용한 아래의 약물

은 용량/용법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복용하였다.

(1) Cilostazol 100 mg 1 Tablet 아침 식후 30분

(항혈소판제)

(2) Amlodipine 5 mg 1 Tablet 아침 식후 30분

(혈압강하제)

(3) Atorvastatin 20 mg 1 Tablet 아침 식후 30

분(항고지혈증제)

11. 평가방법

1) Numerical Rating Scale(NRS) : NRS는 통증

의 정도를 숫자로 나타내어 보다 객관적으로

통증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통증 사정 척도

이다. 1주를 주기로 환자로 하여금 시림 불편

감 및 통증에 대해 0에서 10까지 숫자로 통증

정도를 표현하도록 하였다. 0은 전혀 통증이

없는 상태, 10은 죽을 것 같은 통증, 4는 진통

제를 먹어야 하는 통증, 8은 출산의 고통이라

설명하였다.

2) 증상 범위 그림 그리기 평가 및 주관적 증상

경과관찰 : 1주를 주기로 증상 범위 그림 그

리기 및 양상 변화에 대해 평가하였다. 감각저

하 확인을 위해 침봉지 끝의 뾰족한 부분을

활용하여 통증 감각 여부 확인 및 차가운 철

막대를 이용한 온도감각 여부를 확인하였다.

3) 컴퓨터 적외선 체열 검사(Digital Infrared

Thermographic Imaging, DITI) : 인체에서

발산되는 적외선을 컴퓨터가 감지하여 질병

부위의 미세한 체온 변화를 영상으로 나타내

주는 비침습적 검사법이다. ⃝⃝한방병원 한

방검사실에서 오전 8:30 24시간 이내에 음주

및 뜨거운 물로 30분 이상 목욕 및 1시간 이

상의 일광욕 및 침 치료 하지 않은 후, 3주를

주기로 좌우 상지 촬영하여 온도를 비교하였다.

Ⅲ. 치료결과

1. 통증강도 변화(NRS)(Fig. 2)

증례의 환자는 백중환 복용 전에는 NRS 4점을

호소하였으나, 복용 1주일 이후 NRS 3점으로 호전

양상 보였으며 6주 연속 치료 후 NRS 1점으로 호

전되었다.

2. 증상 범위 그림 그리기 평가(Fig. 3) 및 주관적

증상 경과관찰

우상지 시림 호소부위 감소와 통증, 온도 감각

회복이 확인되었다.

1) 2019년 1월 15일 : 상지 전체적으로 찬 바람

이 나오는 것 같은 시림으로 인한 통증 호소. 통각,

온도 감각 느끼지 못함.

2) 2019년 1월 22일 : 증상 변화 없음.



백중환이 유효했던 연수 경색 후 발생한 중추성 통증 환자 1례

934

3) 2019년 1월 29일 : 손바닥 시림 호전되어 냉

감 부위 줄어듦.

4) 2019년 2월 8일 : 손바닥에 통각 느껴짐.

5) 2019년 2월 15일 : 전완 내측의 시림 호전되

어 냉감 부위 줄어듦.

6) 2019년 2월 22일 : 손등에 통각 느껴짐.

7) 2019년 3월 2일 : 상지 전체적으로통각느껴짐.

8) 2019년 3월 8일 : 손바닥을 제외하고 시림증

상 완전 해소됨. 상지 전체적으로 통각이 느껴지며,

정도는 건측 대비 30%로 느껴짐.온도 감각 어제혈

부위(동전 한 개 크기)에 돌아옴.

3. 양측 상지 온도차이(Fig. 4)

양측의 온도차이가 치료 전 0.5625도에서 치료

후 0.17875도로 감소하였다.

4. 치료의 순응도 및 부작용

치료에 대한 환자의 순응도는 매우 우수한 편이

었다. 6주 입원기간 중 약물복용을 건너 띈 경우가

한 차례도 없었다. 또한 입원기간 한방치료로 인한

어떠한 부작용 및 약물내성도 관찰되지 않았다.

Fig. 2. Change in NRS score before and after
treatment.

Fig. 3. Change in coldness and pain area.

Fig. 4. Change in average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left and right 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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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뇌졸중 후 통증은 뇌졸중 환자의 11-55%5-8에서

발생하지만, 통증이 항상 뇌졸중과 관련이 있는 것

은 아니며, 기존의 만성통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6. 뇌졸중 후 통증의 가장 흔한 형태

는 어깨통증, CPSP(Central post-stroke pain), 고

통스러운 경련, 긴장성 두통이며5, 뇌졸중 후 장기

간의 통증 장애는 삶의 질을 떨어뜨려, 기분, 수면,

사회적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9-10.

이 중 뇌졸중 후 중추성 통증(central poststroke pain,

CPSP)은 대부분 뇌졸중 발생 6개월 이내에 증상

이 나타나며, 증상이 언제 시작하든 항상 초기에

감각이 저하된 부위에 발생한다11. 통증의 양상은

자발적인 연속 통증(타는 듯한 통증, 쑤시는 통증,

차가워 어는 듯한 통증, 쥐어짜는 듯한 통증) 또는

간헐적 통증(대개는 더 심하고 참을 수 없는 통증)

으로 다양하다. 강도는 자주 변하는데, 스트레스나

추위 등 내부 및 외부 자극에 의해 증가될 수 있

고, 또 안정이나 기분전환에 따라 감소 될 수 있다12.

CPSP는 4가지 필수요건(중추신경손상부위와 일

치, 뇌졸중 발병시기와의 연관성, 뇌졸중에 대한

영상검사 상의 확인, 그 외 통증가능성 배제) 확인

을 통해 진단한다4. 발생 기전은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감각경로의 손상에 의한 이차적인

과흥분의 발생, 중추성 억제 경로의 손상 등으로

추정된다4. 본 증례와 같이 외측 연수 경색에서의

CPSP는 지연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작열감

및 냉증 등 온도 관련 증상을 더 자주 호소함이 보

고된다13.

CPSP는 일반적인 진통제에는 잘 반응하지 않아

서, 항우울제, 항경련제, 근이완제, 스테로이드제

등의 약물요법, 국소마취제를 이용한 신경차단술,

운동피질 자극술, 뇌심부자극술, 반복 경두개 자기

자극술 등의 비약물적 요법이 활용한다14. 그러나

대부분 효과가 크지 않거나 졸림, 무기력, 어지럼

증, 오심 등의 부작용을 동반하고 안전성이 입증되

어 있지 않아 다양한 한의학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15.

국내에서는 CPSP 치료를 위해 약침, 전침, 두침

등의 활용을 시도한 바 있다. 곽 등16의 중풍칠처혈

의 봉독약침이 20명의 CPSP환자의 VAS 통증 점

수를 유의하게 감소시키며 2주 뒤 follow up에서도

치료효과가 유지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이 등17은 전

침치료의 병행이 24명의 CPSP환자의 VAS 통증

점수를 유의하게 감소시킴을 보고하였다. 김 등18은

두침을 이용하여 시상경색 환자의 1달 뒤 발생한

먹먹한 느낌과 통각과민 양상의 CPSP 증상에 대

해 NRS 점수 유의하게 감소시킴을 보고 하였다.

또한 한약치료를 중심으로 접근하여 호전을 나타

낸 연구로는 열다한소탕19, 소경활혈탕20, 가미쌍화

탕21을 투여한 증례가 보고되었다. 통증양상은 각각

차이가 있었으나 온도관련 증상보다는 통각과민,

저린감이 주된 호소양상이었다.

한의학에서 뇌졸중 후 중추성 통증에 대한 치료

는 不仁, 痲木, 痺證 등의 범주에 포함시켜 치료하

며 氣虛, 血虛, 風寒濕, 痰飮, 瘀血 등이 원인제거를

통한 疏通經絡, 行氣活血을 원칙으로 한다22. 이는

風寒濕熱의 邪氣가 正氣의 虛함을 틈타 인체에 침

범한 후 氣血運行을 不暢케 하여 經絡을 阻滯시키

거나, 痰濁瘀血이 經絡을 따라 침입하여 關節과 筋

脈을 阻滯함으로써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본 증례 환자는 우상지 시림을 호소하고, 증상

발생 약 1달전 Br-MR상 DWI 영상에서 좌측 연수

에 고음영이 특이적으로 관찰된 자로 우상지 시림

양상의 CPSP를 호소하는 Lt. Lateral Medullary

infarction 환자로 진단된 자이다. 본 환자의 경우

시린 통증을 호소하고 해당 부위가 DITI상 온도가

낮음 확인을 통해 風寒의 병증으로 보고 祛風寒

및 通絡 주치로 백중환을 사용하였다. 백중환은 蒼

朮 南星炮 白芷, 川烏炮 當歸尾 川芎 石斛 葳靈仙

草烏 羌活 秦艽 桂皮 防風 赤何首烏 細辛 木香 全

蝎 으로 구성되어 있는 풍비병 및 일체의 비증에

응용되는 경험방이다. 정 등23은 저림을 호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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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경색 4례, 이 등24은 간헐적 통증을 호소하는

중대뇌동맥경색 1례에서 백중환의 CPSP 증상 조

절에 효과적임을 보고한 바 있다.

뇌간, 시상, 측두엽 피질의 중추신경손상으로 인

해 신경회로에서의 opioid receptor(OR)의 결합 약

화를 초래된다는 것25이 CPSP의 병태생리학적 기

전 중 하나이다. Wang 등26의 연구에 따르면 백중

환에 다량 함유된 川烏가 동물모델에서 OR을 활

성화시켜 통각억제 효과를 가지는 기능이 있다. 또

한 시상과 피질로 전달되는 신경전달물질 GABA

유리 감소는 또 다른 CPSP의 병태생리학적 기전

인데, Suzuki 등27이 細辛 추출물이 GABA 수용체

의 활성을 기반으로한 통각과민 발생 억제 가능성

을 동물연구를 통해 확인한 바 있다. 이에 CPSP에

서 백중환 투여가 증상의 호전을 보인 기전의 일

부로 사료된다.

본 증례는 NRS를 통해 통증의 정도 감소, 증상

범위 그림 그리기 평가를 통해 시림의 부위 감소

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증례의 의의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시린 통증을 호소하는 CPSP 증상을 풍

한의 병증으로 판단 후 투약하여 이를 경감시켰다.

둘째, 시림을 호소하는 부위의 DITI로 확인된 양

측 온도차를 줄였음을 확인하였다. 0.5 ℃ 이상에서

0.2 ℃ 이하 차이로 줄인 것은 임상적 의의가 있는

변화28이다. 셋째, 부작용이 보고된 amitriptyline,

phenothiazine, levodopa 등의 활용 없이 한의치료

가 단독으로 시행되어 증상이 호전되었다.

그러나 시림, 통증이라는 감각에 대한 객관적 평

가가 불가하여 환자의 증상 호소에만 의존했다는

점과 체표온도와 통증과의 연관성이 명확히 규명

되지 않았다는 점이 본 증례의 한계이다. 또한

CPSP의 기전이 명확하지 않고, 백중환이 경험방으

로 약리학적, 임상학적 연구가 많이 부족하여 명확

한 치료기전 설명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증례는 Central post-stroke pain의 치료를 위

해 기존 약물 유지하며 백중환을 투약한 사례로,

시린 통증의 정도 감소 및 부위 감소와 함께 해당

부위의 체표온도 상승을 보여 이에 대한 치료의

가능성을 확인하여 이에 대해 보고하는 바이다.

Ⅴ. 결 론

본 증례에서 연수경색 발병 1개월 후 발생한 우

상지 시린 통증에 대하여 백중환 약물치료 포함한

한방치료를 실시하여 증상 호전 및 체표상의 온도

차 호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증례를 통해

CPSP에 대한 백중환의 새로운 치료제로서의 가능

성을 확인하였다. 추후 보다 많은 증례집적과 대조

군을 갖춘 임상시험 및 치료기전에 대한 약리학적

연구 실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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