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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This case study suggests the potential usefulness of Korean medicine treatment with herbal medicines for

shoulder pain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patients with frozen shoulder.
Case Summary: A patient had shoulder pain and decreased daily living function due to frozen shoulder. Korean medicine

treatments, including herbal medicine; acupuncture at points TE14, HT1, BL11, SI10, and LI15; and pharma-acupuncture
containing Sinbaro, were applied for 31 days. The Numeric Rating Scale scores for shoulder pain decreased from 7 to 4, and
the Shoulder Pain and Disability Index scores decreased from 71.54 to 66.15, with an increase in range of motion from 30°
flexion, 60° abduction, and 10° external rotation to around the normal range of motion.
Conclusion: Korean medicine treatment can be considered an effective conservative management option for pain and

decreased daily living function in patients with frozen shou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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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어깨 통증은 흔한 근골격계의 증상 중 하나로,

매년 성인의 1% 정도가 어깨 통증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며, 그 중 약 60% 정도는 1년 이상 지속되는

통증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동결견은

유착성 관절낭염(Adhesive capsulitis) 혹은 견관절

주위염(Periarthritis of shoulder)라고 불리며, 견관

절 주위 조직의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 통증과 운

동제한을 가져오는데2, 회전근개 질환과 더불어 어

깨 통증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이다3.

동결견은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통증과 관절 가동

범위의 제한을 특징으로 하며, 유병률은 약 2~5%

정도로 보고되고 있으며, 당뇨병, 40~60세의 연령,

여성, 갑상선질환, 어깨, 경추의 수술력 등이 위험인

자로 알려져 있다4. 임상적으로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단계는 통증기(Freezing stage)로

환측의 견관절에 통증이 심한 시기이며, 약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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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정도 진행되는데, 야간통이 심하고 통증 때문에

어깨를 움직이기 힘들다. 하지만 수동적 운동검사

에서는 운동범위의 제한이 없는 움직임이 나타난

다. 두 번째 단계는 동결기(Frozen stage)로 견관절

운동범위가 줄어드는 시기이다. 약 6∼12개월 정도

진행되며, 모든 방향의 운동에서 능동 및 수동운동

까지 감소하며 통증은 서서히 완화된다. 마지막 단

계는 용해기(Thawing stage)로서 관절이 서서히

풀리면서 운동범위의 회복이 나타나는 시기이다.

약 12∼24개월까지 진행되며 몇몇 보고에서는 36개

월까지도 지속된다5. 동결견은 일반적으로 보존적

치료에 대한 반응이 양호한 편이지만, 적절히 관리

가 되지 않을 경우 통증, 수면 부족, 불안 등으로

이어져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보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6. 동결견의 치료 목표는

견관절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가동 범위의 향상을

통해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며7, 현재

동결견에 대한 일차적인 치료는 휴식, 약물요법,

국소 마취제와 스테로이드 주사치료, 운동요법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며, 일정 기간동안 보존적치

료에 반응이 없을 시 수술적 치료방법을 사용한다8.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근 몇 년간 한방진료분야

의 통계를 살펴보면, 동결견이 포함된 肩臂痛이 다

빈도 상병 급여현황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며, 보험

진료비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9. 한의학에서는 동

결견을 肩臂痛, 肩痺, 漏肩風, 凝結肩 등으로 언급

해왔으며, 그 원인으로 風寒濕및 痰飮 등의 실증과,

氣血虛의 허증으로 보았다. 이에 祛風濕, 溫經通絡,

補氣血虛, 消腫止痛 등의 치료원칙을 토대로 뜸,

침, 한약 등을 사용해 치료하였다10. 동결견 환자에

대한 한약치료에서 관절가동범위(Range of Motion),

견관절의 기능, 통증평가도구(VAS), 임상평가도구

(CMS) 등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으며11,

Sun 등은 3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한 운동군과 운

동과 침치료 병행군으로 나누어 시행한 무작위 대

조군 연구에서 침치료 병행군에서 보다 유의한 치

료효과가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12. Ma 등은 75명

의 동결견 환자를 대상으로한 물리치료군과 물리

치료와 침치료 병행군으로 나누어 시행한 무작위

대조군 연구에서 침치료 병행군에서 유의한 효과

가 있음을 보고하였다13.

이와같이 동결견에 대한 여러 보존적 치료의 효

과들이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동결

견 환자에 대해 ‘開結舒經湯’을 선택하여 한약치료

를 시행한 후 호전된 결과를 얻었으며 이에 보고

하는 바이다.

Ⅱ. 증 례

1. 성 명 : 장⃝희(F/51)

2. 주소증 : Lt. shoulder pain

3. 입원기간 : 2021년 02월 24일~2021년 03월 26일

(31일간 Adm.)

4. 발병일 : 2021년 01월경 일상생활 중 증상 發

5. 과거력 : Lt. ankle Fx.(2010), Rt. rib Fx.(2012),

Thyroid cancer-Thyroidectomy(2013), Myoma

uteri-Hysterectomy(2019)

6. 가족력 : 무

7. 사회력

1) Alchol : 무

2) Smoking : 무

8. 현병력

상기 환자 상기 O/S에 상기 C/C발생하여 Local

OS Lt. shoulder x-ray상 “엑스레이 상 큰 이상

없다" Dx. 후 W-MED PO 하여 증상 미약호전

하고 2021년 02월 04일 본원 OPD 경유하여

2021년 02월 24일 본원 한방 내과에 입원 함.

9. 이학적 검사

1) Range Of Motion(ROM)

(1) Flexion(170~180°) : 160/30

(2) Extension(45°) : 45/45

(3) Abduction(170~180°) : 120/60

(4) Adduction(45°) : 45/45

(5) In. Rotation(80°) : 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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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 Rotation(45°) : 45/10

2) Drop arm test : Uncheckable/Uncheckable

3) Adson test : -/-

10. 검사 소견

1) Lt. shoulder AP/LAT/AXIAL(2021년 02월 24

일) : No definite bony abnormality.

2) Lt. shoulder MRI(2021년 02월 24일)(Fig. 1, 2, 3)

(1) Adhesive capsulitis.

① Hyperintense thickening of axillary recess wall

② Hyperintense fullness of rotator interval

(2) Supraspinatus tendon(SST) tendinosis.

(3) SASD bursal fluid collection, suggesting bursitis.

① Increased amount of Gleno-humeral joint

(GHJ) fluid collection.

Fig. 1. Lt. shoulder MRI, T2, coronal view.

Hyperintense thickening of axillary recess wall.

Fig. 2. Lt. shoulder MRI, T2, sagital view.

Increased amount of Gleno-humeral joint (GHJ)
fluid collection.

Fig. 3. Lt. shoulder MRI, T2, coronal view.

Supraspinatus tendon (SST) tendin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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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ab Finding(2021년 02월 25일)

(1) WBC : 5.78 [4.0~11.0]

(2) Hgb : 13.00 [12.0~16.0]

(3) Hct : 36.80 [36.0~51.0]

(4) MCV : 93.40 [79.0~101.0]

(5) MCH : 33.00 [26.0~35.0]

(6) MCHC : 35.30 [31.0~37.00]

(7) Platelet : 242.00 [130~400]

(8) ESR : 5.00 [0~20]

(9) T-Protein : 6.13 [6.0~8.0]

(10) Albumin : 3.86 [3.8~5.3]

(11) T-Billirubin : 0.50 [0.2~1.2]

(12) ALP : 245.00 [104~338]

(13) AST : 45.00 [0~40]

(14) ALT : 93.00 [0~40]

(15) T-Cholesterol : 156.00 [120~220]

(16) Glucose(FBS) : 80.00 [70~110]

(17) BUN : 14.50 [8~20]

(18) Creatinine : 0.58 [0.4~0.8]

(19) Na : 142.00 [135~145]

(20) K : 4.40 [3.5~5.5]

(21) Cl : 106.00 [98~110]

4) EKG(2021년 02월 25일) : Sinus bradycardia

with probable old anterior inf.

11. 계통적 문진

1) 消 化 : 소화불량

2) 大 便 : 1회/일, 마른성상

3) 小 便 : 4~5회/일

4) 睡 眠 : 4~5시간/일, 야간통(-), 처음 수면에

들기가 어려움

5) 脈 診 : 脈弦澀

6) 舌 診 : 舌紅, 口乾

7) 胸 : 명치 주위 답답함

8) 汗 : 별무

9) 寒 熱 : 별무

10) 面 : 面紅

11) 性 格 : 예민한 편

12. 치료방법

1) 한 약 : 입원 기간 동안 開結舒經湯 2첩을 매

식후 30분, 하루 3회 TIDPC 복용함. 1첩은 다

음과 같은 약재로 구성됨(Table 1).

Herbal
name

Botanical name
Dose
(g)

紫蘇葉 Perillae Herba 3.0
陳 皮 Pericarp of Citrus unshiu Markovich 3.0
香附子 Rhizome of Cyperi 3.0
烏 藥 Radix of Lindera strichnifolia Vill. 3.0

川 芎
Rhizome of Cnidium officinale

MAKINO
3.0

蒼 朮 Rhizome of Atractylodes lancea DC 3.0

羌 活
Radix of Ostericum koreanum

Maximowicz
3.0

天南星
Rhizome of Arisaema amurense

Maximowicz
3.0

半 夏
Rhizome of Pinellia ternata

Breitenbach
3.0

當 歸 Radix of Angelica gigas Nakai 3.0

桂 枝
Ramulus of Cinnamomum cassia

Blume
1.5

甘 草 Radix of Glycyrrhiza uralensis Fisch. 1.5
生 薑 Rhizome of Zingiber officinale Roscoe 2.63

Total amount (g) 35.63

Table 1. The Composition of Gaegyeolseogyeong-tang

2) 침구 치료

(1) 침 치료 : 멸균된 0.25×30 mm stainlesssteel

(동방침, 일회용 호침)을 사용하였다. 침 치

료는 1일 2회(오전, 오후) 시행하였고, 유침

은 15분간 진행함. 肩髎(TE14), 極泉(HT1),

大杼(BL11), 臑兪(SI10), 肩髃(LI15), 肩貞

(SI9), 臑會(TE13) 및 견관절부 압통점에 자

침하였다.

(2) 약침 치료 : 약침 치료는 1일 2회(오전, 오

후) 시행하였으며, 신바로 약침을 사용하여

肩髃(LI15), 肩髎(TE14) 및 압통점에 약 1

cc씩 주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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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침 치료 : 전침 치료는 1일 2회(오전, 오

후)로 시행하였으며, 肩髃(LI15), 肩髎(TE14)

해당 혈위에 전침을 연결하여 2 Hz 자극으

로 약 15분간 전침 치료를 시행하였다.

13. 치료평가도구

1) Numeric Rating Scale(NRS) : 견관절통 지표

는 NRS문진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NRS는 주

관적인 통증을 객관적 수치로 기록하기 위해

사용하는 평가방법으로 그 신뢰도와 타당도가

이미 입증되었으며 숫자를 이용한다14. 통증이

없는 상태(0), 참을 수 없는 통증(10)을 수직

선 일직선 상 끝에 숫자로 표시하여 간격화 한

후 환자가 통증 정도를 숫자를 선택하도록 하

였다. 견관절통 정도를 NRS를 사용하여 입원

기간 동안 1일 1회 측정하였다.

2) Range of Motion(ROM) : 견관절 운동범위

검사는 우선 기립자세에서 주관절을 완전히

신전(extension)시켜 손바닥을 앞으로 보이게

내려뜨린 자세를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굴곡

은 기준자세에서 시상면(sagittal)을 따라 전

방으로 팔을 앞으로 들어 올리게 하였고, 신전

은 시상면을 따라 팔을 뒤로 들어 올리게 하

였다. 외전은 관상면(coronal)을 따라 몸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바깥으로 들어 올리게 하

였고, 내전은 관상면을 따라 몸 안쪽을 향해

팔을 내측으로 넣게 하여 측정하였다. 내회전

은 기준자세에서 팔의 모든 면으로의 움직임이

없이 엄지손가락이 몸 쪽으로 향하게 회전하였

고, 외회전은 기준 자세에서 엄지손가락이 몸

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향하게 회전하였다.

3) European Quality of Life–5Dimensionsscale

(EQ-5D) : EQ-5D는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

는 건강 관련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

로 타당도와 유효성이 검증된 측정 도구이다15.

문항은 총 5가지 운동능력, 자기관리, 일상 활

동, 통증/불편, 불안/우울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5가지 수준의 척도인 ‘전혀 문제없음’,

‘약간 문제 있음’, ‘중간 정도’, ‘심각한 문제 있

음’, ‘불가능한 상태’ 등의 형태로 답하도록 구

성되어 있다. EQ-5D를 사용하여 입원 시, 입원

2주 후, 퇴원 시 각 1회씩 총 3회 측정하였다.

4) Shoulde Pain and Disability Index(SPADI) :

통증(pain)과 관련된 5가지항목과 기능(disabiltiy)

과 관련된 8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진 측정도구

이다. 어깨 통증과 기능을 측정하는 도구 중에

가장 쉽고, 짧기 때문에 반응성이 높고 또한

어깨질환에 있어서 타당성과 신뢰도가 충분하

게 검증된 평가 방법이다16. 환자가 직접 설문

지를 체크하였다.

Ⅲ. 결 과

1. 치료 경과

1) 2021년 02월 24일-2021년 02월 28일(치료 1주차)

입원 시 Lt. shoulder MRI상 좌측 극상근 건병

증, 액와낭의 두꺼워짐, 견봉, 삼각근하, 어깨상완

관절내의 Fluid 소견으로 오십견을 진단 받았으며,

좌측 견관절부 통증(NRS 7)을 호소하였다. 왼쪽

어깨 관절 상부, 후면부위의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

였으며, 특히 어깨를 위로 올리거나 뒤로 돌리는

자세가 통증으로 인해 아예 불가능한 상태였다. 통

증이 나타나는 특정 시간대가 있지는 않았으며, 지

속적인 통증을 호소하고 야간에는 통증 때문에 잠

을 깊이 들기 힘든 상태였다. 견관절 통증을 완화

시키기 위해 입원 첫 날부터 開結舒經湯을 매 식

후 30분 하루 3회 복용하였다. 변비증상이 나타난

다 하여 02월 27일 본원 변비 처방인 ‘마대환’을 처

방하여 이후 증상이 호전되었다.

2) 2021년 03월 01일-2021년 03월 07일(치료 2주차)

입원 2주차부터 통증이 약간씩 호전(NRS 7→6)

을 보였으나, 아직 통증의 세기가 심하여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야간에 잠을 깨는 횟수

가 줄어들었으나 아직 통증으로 인해 깊은 수면은

불가능하였다. 변비증상으로 하여 03월 03일 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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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비 처방인 ‘마대환’을 처방하여 이후 증상이 호

전되었다.

3) 2021년 03월 08일-2021년 03월 14일(치료 3주차)

입원 3주차에 통증이 지속적으로 완화되었으며

(NRS 6→5), 입원 초반 어깨 통증으로 인해 시행

하지 못했던 Drop arm test에서 좌측 어깨의 양성

을 확인하였다. 좌측 어깨의 외회전 및 외전은 제

한되어 있었지만, 야간통을 비롯한 통증 및 관절가

동범위가 호전을 보였다. 초반에 약을 복용하며 나

타났던 변비 증상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4) 2021년 03월 15일-2021년 03월 21일(치료 4주차)

3주차와 비슷한 정도의 통증 양상을 나타내었고,

팔을 90도 위로 외전이 가능할 정도로 올라가기 시

작했고, 어깨의 통증 범위도 줄어들었다.

5) 2021년 03월 22일-2021년 03월 26일(치료 5주차)

어깨 통증(NRS 5→4), 어깨 외전, 내회전, 외회

전, 신전에서 모두 ROM의 호전이 나타났다. 수면

의 질도 이전에 비해 호전되었으며, 퇴원 시 진행

한 Drop arm test에서도 통증의 호소는 조금 있었

지만 자연스럽게 천천히 어깨가 내려갔으며, 입원

초기평가보다 호전된 상태였다.

2. 평가 지표 상 변화

1) NRS

2021년 02월 24일 입원 1일차에 견관절 통증에

대한 NRS는 7이었으며, 03월 10일 입원 2주차에는

NRS 5, 03월 26일 퇴원 시에는 NRS 4로 감소하였

다(Fig. 4).

Fig. 4. Numeric rating scale (NRS).

2) ROM

2021년 02월 24일 입원 1일차 Lt. shoulder ROM

측정시 Flexion 30˚, Extension 45˚, Abduction 60˚,

Adduction 45 ,̊ Internal rotation 80˚, External rotation

10˚였으며, 03월 10일 입원 2주차에는 Flexion 80˚,

Extension 45˚, Abduction 45˚, Adduction 45˚, Internal

rotation 80˚, External rotation 45˚였고, 03월 26일

퇴원 시에는 Flexion 120˚, Extension 45˚, Abduction

120˚, Adduction 45˚, Internal rotation 80˚, External

rotation 45˚로 호전을 보였다(Fig. 5).

Fig. 5. Range of motion (ROM).

3) EQ-5D

2021년 02월 24일 입원 1일차에 EQ-5D 점수는

0.682점이었으며, 03월 10일 입원 2주차에는 EQ-5D

0.752점, 03월 26일 퇴원 시에는 EQ-5D 0.677점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ig. 6).

Fig. 6. European quality of life–5dimensioncale
(EQ-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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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PADI

2021년 02월 24일 입원 1일차에 SPADI 점수는

71.54점이었으며, 03월 10일 입원 2주차에는 SPADI

75.38점, 03월 26일 퇴원 시에는 SPADI 66.15점으

로 어깨 통증 및 장애지수가 감소하였다(Fig. 7).

Fig. 7. Shoulder pain and disability index (SPADI).

Ⅳ. 고 찰

유착성 관절낭염이라 하는 동결견은, 견관절 부

위의 통증과 관절가동범위의 심한 제한을 나타내

는 질환이다. 외상, 경추 및 견관절 주변의 수술력,

당뇨, 갑상선 질환 등의 심폐질환이나 뇌신경계 질

환등이 선행되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17, 견관절

X-ray상 골 감소증 및 석회화 건염 등의 두드러진

병리적 소견이 동반되지 않은, 즉 특정 원인을 파

악하기 힘든 통증 및 관절가동범위의 제한을 보이

는 상태로 정의한다18. 동결견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기도 하고, 심할 경우에는 수

면장애까지 미쳐 삶의 질을 떨어트리기 쉬운 질환

으로, 최근에는 30대의 젊은 인구에서도 유병률의

증가를 보이고 있어 빠른 시일내에 적극적인 치료

가 필요하다19,20.

일반적으로 동결견의 치료는 소염진통제의 복

용, 마취제 및 스테로이드의 국소 주사, 운동요법,

물리치료 등을 시행하며, 증상이 너무 심각하거나

대략 3~6개월 동안의 보존치료에도 증상이 지속

될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기도 한다21. 최

근에는 관절내 주사 외에도 신경차단술, 전기치료

(TENS), 온냉요법, 근육내 자극요법(IMS), 체외충

격파 치료 등을 함께 병용하여 치료에 적용한다22.

Levine등의 연구23에서 보존적 치료만 시행한 동

결견 환자군에서 약 90% 정도의 증상 호전을 보고

한 바 있으며, Lorbach 등의 연구24에서 동결견 환

자의 통증 조절에서 경구 스테로이드 투약 요법에서

관절 내 스테로이드 주사요법보다 더욱 효과적인

통증 감소를 보였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도 있다.

한의학에서 동결견은 肩臂痛, 肩痺, 凝結肩, 漏肩

風 등 痺證의 범주에 포함되는 질환으로25, 원인은

外感因으로 風․寒․濕․外邪가 經絡에 凝滯되어

발생하거나 內傷因으로 氣血虧損, 血脈의 凝滯, 痰

飮이 病因으로 발생하며, 不內外因은 外力에 의한

打撲이나 損傷에 의해 발생한다26.

동결견에 대한 침치료 연구들을 살펴보면 Sun 등27

은 35명의 동결견 환자를 대상으로 운동치료군과

운동 및 침치료를 병행한 군에서 침치료 병행군에

서 더욱 유의미한 치료효과를 보고하였고, Ma 등13

은 75명의 동결견 환자를 대상으로 물리치료, 침치

료 각 단일 시행군과, 물리치료 및 침치료의 병행

군에 대한 연구에서 병행하는 것이 더 유의함을

보고하였다.

동결견의 한약치료에 대한 연구는 Cao 등28의

當歸鷄血藤湯 단일 치료군과 경구 이부프로펜 단

일 치료군의 비교에서 當歸鷄血藤湯 단일 치료군

의 치료율이 더 높았으며, 여러 연구10에서 當歸四

逆湯, 當歸鷄血藤湯, 黃芪桂枝五物湯, 黃芪杜冲湯,

養血柔肝湯 등의 淸熱祛風, 通絡하는 효능이 있는

한약을 이용하여 痺證에 속하는 동결견을 치료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동결견 환자에 대한 국내 한의계의 침,

한약 치료에 대한 보고가 지속되고 있으며, 운동치

료와 침치료를 병행하는 것도 중등도(moderate)의

권고사항으로 제안되고 있다29.

증례의 환자는 2021년경 일상생활 중 발생한 견

관절의 통증 및 운동 제한을 주소증으로 입원하여

Lt. shoulder MRI상 동결견으로 진단된 환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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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開結舒經湯 투여를 포함한 한방 복합치료를 시

행한 결과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2021년 02월 24일

내원시 좌측 견관절부 통증 NRS가 7에서 2021년

03월 26일 퇴원 시 4로 호전되었고, 입원시 SPADI

점수가 71.54점에서 퇴원 시 66.15 점으로 호전되었

고, ROM 또한 입퇴원 시점을 비교하면 Flexion 30˚

에서 120˚, Abduction 60˚에서 120˚, External rotation

10˚에서 45˚로 호전되었다. 동결견의 궁극적인 치료

목표는 통증을 완화시키고 관절 가동범위의 증가

로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30이기 때문에, 일차적인

치료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입원

중반에 나타난 EQ-5D, SPADI, abduction ROM의

일시적인 악화는 초기 이환기에 비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견관절 기능의 제한이 더 심해지는 동결

견의 질병 특성 상 치료에 의한 부작용으로 판단

하지 않았다. 입원 기간 중 변비증상을 보이는 등

의 경미한 부작용이 보고되었지만, 입원 중반을 넘

어가며 같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이외의 중대

한 부작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입원 시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높게 나타났던 AST 45.00, ALT 93.00

항목이, 03월 15일 재검사 결과 AST 28.00, ALT

55.00으로 정상 범위로 돌아오는 것을 확인하였다.

간기능 관련한 임상 증상의 호소가 없었던 점, 1월

부터 본원 입원치료 시작까지 통증으로 인한 소염

진통제의 지속적인 복용이 있었던 점을 미루어 보

아 입원 초기 ALT 수치의 상승은 일시적 상승으

로 판단하였다. 추가적인 혈액검사 Follow up은 입

원치료 2주 후에 진행하였고, 입원기간동안 간기능

과 관련된 임상증상의 호소는 없었다.

본 증례는 동결견 환자에 대한 31일간의 입원치

료로 호전을 보인 치료 사례로, 일반적인 동결견환

자의 이환 기간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비교적 단

기간에 호전이 나타난 점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한약 투여와 함께 침, 약침의 복합적인 치료가 시

행되었기에 開結舒經湯 투약으로 인한 단독 효과

를 입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증례 1례

에 불과하여 추후 더욱 체계적이고 대단위의 연구

를 통하여 동결견 환자에 대한 開結舒經湯의 치료

효과를 밝혀야 할 필요성이 있다.

Ⅴ. 결 론

본 증례에서 저자는 2021년 02월 24일부터 2021

년 03월 26일까지 모 한방병원에 입원한 동결견 환

자에 대해 開結舒經湯 투여를 포함한 한방복합치

료를 시행한 결과, 통증의 완화 및 관절 가동범위

의 증가 등 유의한 효과를 확인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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