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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뇌경색 후의 흡인성 폐렴에 병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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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erally, hiccup is a temporary symptom, however, persistent or intractable hiccup that repeats continuously or 

does not respond to medical treatments makes the patients very painful. In this case, a seventy-two years old patient 

with pontine infarction showed symptoms as aspiration pneumonia and persistent hiccup a few days after hospitalized. 

We considered him as excess heat pattern and prescribed Yangkyuk-san. In the result, not only the frequency and 

intensity of hiccup were remarkably decreased but also the inflammation and overall symptoms by pontine infarction 

were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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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딸꾹질은 일상생활에서 종종 일어나는 상이며 개 일시

인 것이지만,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환자에게 큰 고통을 주며 

정상 생활이 불가능하게 하는 질환이다. 딸꾹질의 병태 생리학  

원인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그 원인도 소화기계 이상, 

호흡기계 이상, 이비인후과  이상, 정신과  이상, 사 장애, 

추신경계 이상 등으로 다양하다1)
. 치료에 있어서는 미주신경

을 자극하는 비약물요법, 약물요법, 신경차단요법등 다양한 방법

이 시도되고 있으나 확실하다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치료

에 반응하지 않는 난치성 딸꾹질은 생명을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원인 분석과 원인 질환의 치료  극 인 

처가 필요하다2).

    한의학에서는 딸꾹질에 해 최 로 《素問․宣明五氣論》
3)에서 “胃爲氣 , 爲噦.”라 하 고,역  문헌상 噦, 噦 , 咳 , 

吃 , 呃  등 여러 명칭으로 표기되어 왔는데3-7), 明初까지는 咳

이라고 칭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明代 이후에는 개 呃 이라

고 칭하 다8). 지속성 딸꾹질의 한방  치료에 하여, 뇌경색 

후 병발된 만성 呃 에 한 뜸 치료 효과
9)

, 식후 유발된 풍환

자의 만성 애역에 한 藿香正氣散加味方의 효과10), 특발성으로 

지속되는 딸꾹질에 한 8체질 치료의 효과11), 뇌교경색 발병 후 

병발된 난치성 애역의 치험 1례
12)

 등이 보고된 바 있으며, 허증

의 치험례가 부분인데, 실증으로 변증한 증례는 八正散을 투여

하여 치료한 보고13)가 있었으며, 凉膈散을 투여한 증례는 아직 

보고된 이 없었다. 

    이에 자는 교뇌경색 이후 흡인성 폐렴 소견과 함께 지속

성 딸꾹질이 병발된 환자 1례에서 實熱로 변증하여 한방치료를 

통해 좋은 치료효과를 나타내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1. 성명 : 신○철(M/72)

2. 주소증

 1) 딸꾹질

 2) 연하곤란

 3) 구음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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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객담

 5) 우측 수족무력

3. 발병일 : 2008. 3. 18 (2008. 3. 9 교뇌경색 발병)

4. 과거력

 1) Cb-infarction : 2000년, 2004년 2회.(Lacunar inf. at Rt pons, 

both putamen and Lt thalamus)

 2) Hypertension : 2000년 경 진단. 재 po-med 복용.

5. 병력

    4년 , 8년  뇌경색 진단  치료 받았고 양쪽으로 가벼운 

수족 마비 있으나 생활에 별 지장 없이 지냈고 상기 발병일 부터 

말을 잘 못하며 연하곤란 증상 나타나 본원 ER통하여 입원함.

6. 진소견

 1) 소화계 : 평소 소화는 양호한 편이었으며 식사 잘 하 으나, 

발병 후엔 사래 걸림 심하여 거의 식사를 하지 못함.

 2) 소변 : 頻數. 시원치 않음.

 3) 변 : 5-6일에 1회 정도로 변비경향.

 4) 수면 : 불량

 5) 구갈 : 약간 있음.

 6) 맥 : 弦數

 7) 설태 : 紅 苔黃白

 8) Vital sign : 140/90-176-20-36.6℃

7. 검사소견

 1) Brain MRI (08.3. 10)

    Lt pontine infarction.

    Cerebral cortical atrophic change.

    Old lacune at Rt pons, both putamen and Lt thalamus area.

 2) EKG (08.3.9)

    Borderline Abnormal. Mild ST-T abnormality(lat)

 3) Laboratory findings

    입원당시 WBC 15,000 Lymphocytes% 12.7  Neutrophils% 

82.8로 염증소견 있었고 다른 검사 수치는 별무이상이었으며, 그 

후 수차례의 F/U 결과 염증소견에 호 보임(Table 1).

 4) Chest PA(08.3.19) : Bronchitis, BLL.

Table 1. Changes of the WBC differential count

baseline 3.10 4.1 4.4 4.14 4.22 4.30 5.14

WBC (개/㎣)
3,500~
10,000

15,000 16,400 17,100 12,500 10,500 11,000 10,600

Lymphocytes(%) 20~45 12.7 13.7 6.1 17.5 23.9 26.2 33.2

Neutrophils(%) 40~60 82.8 83.1 89.3 76.4 67.7 68.5 59.9

8. 진단명

 1) 卒中風

 2) 呃  

 3) Lt pontine infarction

 4) R/O Aspiration pneumonia

9. 치료

 1) 한약치료(Table 2)

    한약은 1일 2첩으로 3회에 나 어 식후 30분에 복용하게 

하 다.

 2) 鍼치료

    0.25×30 ㎜ 1회용 stainless steel 毫鍼(제우스 코리아 제작)을 

사용하여 1일 2회 오  9시와 오후 3시에 좌측에 자침하여 20분

간 留鍼하 으며 深度는 경 에 따라 5 ㎜~20 ㎜로 하 다. 치료

로는 岩針法에서 氣 上衝으로 인한 呃 을 치료하는 大腸

正格(曲池, 三里 補, 陽谷, 陽溪 瀉)14)
을 사용하 고, 迎隨補瀉法

을 시행하 다.

Table 2. Prescription of Herbal Medicine 

Date Herbal medicine Prescription

2008. 3. 9
~ 3. 20

星香正氣散
藿香 6 g 葉 南星 木香 白芷 大腹皮 
白茯苓 厚朴 白朮 陳皮 半夏 各4 g 桔梗 
炙甘草 各2.5 g 大棗 生薑 6 g 牛膝 2.5 g 

 3. 21~ 3. 31 丁香柿蒂散
丁香 柿蒂 人蔘 白茯苓 良薑 半夏 4g 

甘草 2 g 生薑 6 g 

 4. 1~ 4. 13 凉膈散
連翹 8 g 大黃 芒硝 甘草 4 g 薄荷 黃芩 

梔子 竹葉2 g 

 4. 14~ 4. 23 六味地黃湯 
熟地黃 16 g 山藥 山茱萸 8 g 白茯苓 

牧丹皮 澤瀉 6 g

 4. 24~ 4. 27 凉膈散
連翹 8 g 大黃 芒硝 甘草 4 g 薄荷 黃芩 

梔子 竹葉2 g 

 4. 28~ 5.15 淸上補下湯 
熟地黃 8 g 山藥 山茱萸 4 g 牧丹皮 澤瀉 
五味子 枳實 麥門冬 天門冬 貝母 桔梗 
黃連 杏仁 半夏 瓜蔞仁 黃芩 3 g 甘草 2 g 

10. 양방처방

 1) 2008. 3. 11~2008. 4. 11 : cefamezine 500 mg IV tid / 

ribostamacin 1A IM qd

 2) 2008. 4. 12~ : amoclan tab 500 mg po bid

 3) 2008. 4. 29~ : 항생제 단함.

 4) 입원 시부터 지속 으로 경구 복용한 약물 : aspirin tab 100 

mg qd, sarpolate tab 100 mg bid, stillen tab 60 mg bid, 

sulpride tab 25 mg bid, amodipin tab 5 mg qd, tanatril tab 5 

mg qd.

11. 임상경과(Table 3, Fig. 1)

Fig. 1. Progress of Hiccup sign. The frequency and intensity of hiccup was 
remarkably decreased after prescribed Yangkyuk-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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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rogress of clinical symptoms

Date Herbal medicine Change of condition Hiccup sign

08.3.9
(입원당일)~08.3.20

星香正氣散

입원당시 alert하며 수족무력 증상은 없으나 구음장애 심하며 사래 자주 
걸려 제 로 식사나 복약을 하지 못함. L-tube 삽입은 환자가 강력히 

거부하여 하지 않았음.
입원 3일째 체온 38℃까지 오르고 호흡 고르지 못하며 가래 끊는 소리 나고 
식사 시 사래 자주 걸림. Chest 사진 상으로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청진과 Lab 검사 상 폐렴 의심되어 오 부터 cefamezine  ribostamacin 
투여함. 

입원 5일째부터 체온은 37.5℃정도로 유지되었으며 사래  호흡 불안정한 
증상 계속 있음. 발음이 잘 안되어 의사소통 거의 안 됨.

1주일가량 변 못 서 힘들어하여 입원 6일째 장하 고 그 뒤로 장은 
하지 않았으나 1주일에 한번 정도 변보며 배변하기 힘들어함.

입원 10일째부터 딸꾹질 나타남. 한번 
시작되면 30분~1시간 가량 지속되었으며 

처음에는 경동맥 압박으로 멈추게 하 으나 
 빈도와 강도가 심해지며 멈추기 

힘들어짐.

08.3.21~08.3.31 丁香柿蒂散
식사하거나 물 마실 때 사래 자주 있으며 구음장애 여 함.

입원 20일째 체온 38℃까지 상승함.

딸꾹질 빈도 잦아지고 지속시간도 길어짐. 
입원 20일경에는 한번 할 때 1~2시간동안 

지속되었고 밤에도 심하여 수면장애 호소함.

08.4.1~08.4.13 凉膈散

입원 24일째 체온 38.9℃까지 상승함. Lab 검사 상 염증 소견 심해짐.
凉膈散 투여 다음 날인 입원 22일째부터 체온 37℃안 으로 내려갔고, 그 

이후 체온 37℃이하로 유지되었으며 차 사래 횟수도 어듦.
입원 30일경에는 물 마실 때만 가끔 사래 있으며 발음도 호  보여 

의사소통이 보다 수월해짐.
배변도 3~4일에 한번정도로 양호해짐.

입원 22일째부터 딸꾹질 빈도 었으며 입원 
24일에는 식사 시에만 2회 있었고 

10~15분정도로 경동맥 압박 등으로 방 
멎음.

08.4.14~08.4.23 六味地黃湯 
반 인 상태는 양호한 편으로 사래도 거의 없었으며 4월 16일부터 

물리치료 시작했고 상태 안정 이었으나 입원 45일째인 4월 22일에는 
체온이 39.2℃까지 상승함.

딸꾹질 거의 없다가 입원 45일째 딸꾹질이 
비교  심하게 남.

08.4.24~08.4.27 凉膈散 체온은 37℃이상 오르지 않았으며 사래 거의 없음. 딸꾹질 거의 소실됨. 

08.4.28~08.5.15 淸上補下湯
사래 거의 소실되었고 구음장애 호 되어 의사소통 양호해졌으며 변도 
1~2일에 한번 정도 힘들지 않게 보게 되는 등 반 인 호 을 보여 입원 

68일만에 퇴원함.

입원 55일째인 5월 2일 이후에는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음.

고    찰 

    呃 은 기가 거꾸로 치 어 올라 후부에서 짧고 잦게 소리

를 이어서 내는 것이며 사람이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는 병증으

로 딸꾹질을 일컫는 말이며, 한의학에서는 그 원인을 飮食不節, 

情志不和, 素體不足, 熱病, 年 體虛 혹은 久病耗損 등으로 보고 

있다15). 呃 의 변증에는 虛實․寒熱의 구별이 있는데, 實證은 

胃中寒冷, 胃火上 , 氣滯痰阻 등으로, 虛證은 脾腎陽虛, 胃陰不

足 등으로 변증되며, 변증에 따라 溫中祛寒, 淸胃降 , 理氣和痰, 

溫補脾腎, 養陰益胃 등 여러 치법을 쓸 수 있다15,16).

    서양의학 으로 딸꾹질은 흡기근의 불수의  연축 이후에 

성 의 갑작스런 폐쇄가 뒤따르는 것을 말한다17). 지속성 는 

난치성 딸꾹질에 한 정의는 자에 따라 조 씩 다른데, 지속

성 딸꾹질은 48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재발이 자주 되는 경우로 

정의하 고, 난치성 딸꾹질은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라고도 

하며, 혹은 48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치료에도 반응이 없는 경우

를 난치성 딸꾹질이라고 정의하기도 하 다18,19). 

    딸꾹질의 병태 생리학  기 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으

나 추 뇌간의 불수의  반사활동으로 보고 있는데 그 반사궁

의 구심성 경로는 미주신경, 횡격막신경  하부 흉부 교감신경

(T6-T12) 등으로, 원심성 경로로는 횡격막신경(C3-C5), 늑간근육

(T1-T11)  미주신경의 반회후두신경 등으로 보고되고 있다20). 원

인으로는 잠깐의 딸꾹질은  팽만, 기온의 격한 변화, 음주, 

과다한 흡연 는 흥분에 의해 생기며 지속 인 딸꾹질은 추

신경계의 구조  질환 는 감염 질환, 종양 는 염증에 의한 

횡격막의 자극, 사장애, 질환, 복강 내 질환 등의 심한 동

반 질환을 암시한다15).

    서양의학 인 딸꾹질의 치료 방법은 먼  원인 질환을 없애

는 것과 그 외에 미주신경을 자극하는 비약물  요법으로 재 호

흡, 탄산가스 흡입, 재채기 유도, 설견인, 고농도 설탕물 섭취, 인

두 자극, 외이도 자극, 경동맥 압박, 구토 유도 등이 있으며, 약물

치료로는 chloropromazine21), metoclopramide22) 등이 많이 사용

되며, 신경차단법이 사용되기도 한다20).

    본 증례에서 환자는 뇌경색 과거력이 있으며 2008년 다시 

교뇌경색이 발병하 고, 연하곤란  구음장애 증상을 주소로 내

원했다. 입원 3일째부터 38℃ 이상으로 체온이 오르며 청진상 폐

렴 의심소견 보 으며, 항생제 투여하기 시작했고 이후 체온은 

37℃안 으로 유지되었다. 입원 10일째부터 딸꾹질이 나기 시작

하 는데, 1분에 30회 정도로 1시간이상 지속되는 딸꾹질이 빈발

하고 밤에도 심하게 지속되어 수면을 제 로 취하지 못하는 상

태가 2주 가까이 계속되었다.

    딸꾹질이 심해지기 에는 풍 기 치료에 을 두어 

理氣시키는 효능으로 졸 풍에 쓰는 星香正氣散23)
을 투여하 으

며, 딸꾹질이 난지 3일째부터 환자를 기허로 변증하고 일반

으로 딸꾹질에 많이 쓰며 大病後의 胃中虛寒咳 에 쓰는 丁香柿

蒂散23)을 투여하 다. 한약과 함께 침 치료  경동맥압박 등의 

미주신경을 자극하는 방법을 써보았으나 일시 으로 그쳤다가 

재발하 으며 그 빈도  지속시간이 늘어났고, 연하곤란 증상도 

심하여 식사나 복약이 곤란하 다. 입원 20일째에는 특히 체온이 

38℃이상으로 오르며, 물리 인 자극 등으로 멈추지 않고 1~2시

간 이상 지속되는 딸꾹질이 자주 나타나고 입원 22일째까지 상

태가 나아지지 않았다. 이에 처방을 달리하기로 하고 다시 변증

을 하 다. 본 증례의 딸꾹질은 소리가 크고 높은 편이었으며 상

기 증상 외에 便秘, 口渴, 便赤澁, 苔黃, 脈滑數 등의 實熱症 

주로 나타남을 보고, 實熱의 邪氣를 없애는 치료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積熱을 제거하는  凉膈散23)을 투여하기로 했다.

    凉膈散은 《太平惠民和劑局方》24)에 처음 기록된 처방으로, 

“積熱로 煩燥하고 입 안과 가 헐며, 에 핏발이 서고 머리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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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러우며, 腸胃가 말라 소변이 잘 나가지 않는 것을 치료한다.”

고 하 으며, 上․中 二焦의 積熱을 淸熱 ․ 瀉下 ․ 發散시켜 치

료하되 주로 上焦의 열을 제거하는 효능이 있는 처방이다25,26)
. 

    처방구성을 보면 苦寒泄降하는 黃芩 梔子로 胸膈의 邪熱을 淸

熱瀉火하고, 辛凉輕淸한 連翹와 薄荷로 心胸의 邪熱을 淸熱散邪하

고, 大黃 芒硝로 瀉下通便하게 하므로 邪熱을 끌고 하행하게 하며, 

甘草와 蜂蜜을 배합하여 淸熱潤燥하고 諸藥을 조화  하 다
26)

.  

한 지 까지 凉膈散에 한 논문으로 回春凉膈散의 소염․진

통․해열 효과27) 
 凉膈散의 고 압과 동맥경화증의 치료 효과

28)
가 보고된 바 있어, 본 증례의 환자의 염증, 발열의 치료와 함

께 뇌경색의 조리  방 효과도 기 할 수 있었다. 

    凉膈散 투여 후 다음날부터 딸꾹질의 횟수  지속시간이 

감소를 보 고, 발열이나 연하곤란 등의 다른 증상도 호 을 보

이기 시작했다. 딸꾹질 발생 15일째 凉膈散 투여 후 다음날에는 

하루 2회로 히 딸꾹질 횟수가 감소하 고 정도도 약해져서 

경동맥 압박을 하면 비교  쉽게 멎었고, 그 후  증상 호 되

어 딸꾹질을 하지 않는 날이 많아졌고 가끔 식사 시 한번 정도 나

지만 물을 마시는 등으로도 방 멎는 정도로 나타났다. 액검

사 상 염증 소견을 나타내는 백 구 수와 호 구의 비율도 지속

으로 감소하 다. 13일 동안 凉膈散을 투여하여 기 보다 좋은 효

과를 보았고, 實熱로 인한 증상이 많이 호 되었다. 아직은 便秘, 

口渴 등 熱證이 약간 남아있는 상태 으나 苦寒한 성질이 강한 약

을 오래 복용하는 것이 고령의 환자에게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

어 腎水를 보충하는 六味地黃湯23)으로 처방을 바꾸었다.

    六味地黃湯을 투여한 후 딸꾹질 거의 나지 않고 체 인 

상태 호  이었으나, 1주 정도 후에 다시 딸꾹질 비교  심하

게 나타나며 가래가 많아지고 체온상승 있어, 아직 실사가 제거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다시 凉膈散을 처방하 으며, 다음날부터 

다시 제반 증상 호 되며 체온도 37℃이하로 내려갔고 딸꾹질은 

거의 나지 않았다. 凉膈散은 4일간 투여하다가 체온 상승 없고 

맥도 비교  平한 상태로 안정된 것으로 보여 처방을 바꾸어 淸

上補下湯을 투여하 으며, 그 뒤로도 거의 딸꾹질이 나지 않았고 

딸꾹질을 한지 47일째인 5월 3일 이후부터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고 연하장애  구음장애, 운동장애 등 제반 증상도 많이 호

된 상태로 5월 15일 퇴원하 다. 

    淸上補下湯은 龔의 《壽世保元》29)에 최 로 수록된 淸上補

下丸을 탕제로 복용 가능하도록 조 한 처방으로 六味地黃元에 

潤肺, 祛痰, 淸熱, 止咳平喘하는 약들이 가미되어 있으며, 寒邪를 

만나면 發하는 咳嗽 喘急 哮吼와 痰涎이 쌓이는 慢性氣管支 咳

嗽喘息 등에 활용하는 처방이다30). 본 증례에서 딸꾹질이 거의 

소실되었으나 아직 사기가 남아있을 수 있는 시기이므로 부정과 

거사를 함께 하는 처방을 활용하 고, 처방 투여 후 반 인 증

상의 호 을 보여 성기를 지난 폐렴의 회복기에 한 처방

이었다고 여겨진다. 

    침 치료에 있어서는 氣 上衝呃 에 활용하는 大腸正格을 

반부터 썼는데, 환자의 大便秘結이 심하게 나타났고 더욱이 熱

證이 심해지면서, 大腸正格의 火穴을 瀉하는 작용이 환자의 實熱

證에 합할 것으로 단되어 처방을 바꾸지 않았으며, 한약 치

료에 있어 간에 변증이 맞지 않는 이 있어 처방을 바꾸었고 

한약 치료에 더 을 두어 치료하려 하 다. 

    본 증례의 딸꾹질의 원인에 해 정확하게 단정할 수는 없

으나, 교뇌경색으로 딸꾹질 추가 자극되어 나타난 경우 는 

폐렴으로 횡격막이 자극되어 발생한 경우를 의심할 수 있다. 

    강12)
 등이 교뇌경색 발병 후 나타난 난치성 애역에 藿香正氣

散 合 丁香柿蒂湯과 침, 뜸 치료를 병행하여 치료 효과가 있었음

을 보고한 바 있는데, 본 증례의 경우 환자가 교뇌경색이라는 

은 유사하나 星香正氣散과 丁香柿蔕散의 반 투여에 호 이 없

었으며, 환자가 객담 증상과 고열  액검사 상 염증 소견 심

해지며 딸꾹질이 심해지는 경향을 보 고 凉膈散 투여 후 염증 

소견이 감소하면서 호 된 것을 보아 교뇌경색보다는 폐렴으로 

유발된 딸꾹질일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는 에서 차이가 있

다고 할 수 있다. 흡인성 폐렴은 구강 내의 물질이 폐로 흡인되

어 일어나며, 고령이거나 뇌졸  환자의 경우 연하곤란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잘 생기는데, 이는 성 뇌졸  환자에서 치료 

기간을 연장하며 후를 나쁘게 하는 인자가 된다. 폐렴의 정확

한 진단 기 은 정립되어 있지 않으나 한 보고에서 1) 청진에서 

수포음이 들리고 37.7℃이상의 액와 온도가 24시간 이상 지속되

는 경우, 2) 흉부 X-선에서 폐침윤이 보이는 경우, 3) 새로운 화농

성의 객담이 있는 경우  한 가지만 있어도 폐렴으로 진단한 바 

있다31. 이에 따라 본 증례의 환자는 흉부 X-선 상으로는 명확한 

소견이 나오지 않았으나 양쪽 폐에 청진상 수포음과 체온상승이 

있으며, WBC 수치의 상승 등이 동반되어 폐렴으로 진단하 다. 

    딸꾹질이 생긴 반에는 이를 풍으로 인한 것이거나 고령

에다 식사가 제 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기가 고르지 못하고 

상역하여 생겼다고 보고 丁香柿蒂散을 투여하 으나 효과가 없

었고 딸꾹질이 염증소견과 함께 심해지며 2주 이상의 항생제 투

여에도 호 을 보이지 않다가 재차 변증을 통해 實熱證으로 보

고 凉膈散을 투여하여 효과를 볼 수 있었다.

    반에 변증을 소홀히 한 것과 고령자에게 약성이 차고 瀉

下하는 약을 투여하기를 주 한 것이 치료기간을 더 연장시켰다

고 보이며, 정확한 변증시치가 무엇보다 요하며, 實邪가 하

다면 祛邪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한 많이 

호 되었더라도 邪氣를 다 몰아내지 않은 상태에서 扶正 주의 

六味地黃湯을 쓴 것은 하지 못했으며, 이 때 扶正祛邪를 함

께하는 淸上補下湯을 썼었다면 더 좋은 치료 효과를 보 을 것

으로 보이며 환자 상태의 虛實을 잘 살펴 實證이 없어지고 난 후 

補虛하는 처방을 썼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교뇌경색 발병 후의 폐렴에 병발된 지속성 딸꾹질에서 실증

으로 변증하여 凉膈散을 투여한 에서 딸꾹질의 소실과 함께 

염증 치료에도 좋은 효과를 나타냈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며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증례를 통한 연구보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    론

    교뇌경색으로 입원하고 있던 환자에서 흡인성 폐렴이 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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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병발된 지속성 딸꾹질에서 實熱證으로 변증하여 凉膈散을 투

여한 결과 투여하기 에 비해 딸꾹질이 히 감소하 고 이

와 함께 발열 증상도 호 되었으며 액검사 상 염증 소견을 나

타내는 백 구 수와 호 구의 비율도 지속 으로 감소하는 등 

좋은 효과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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