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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뇌졸중은 단일 질병으로 한국에서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질병으로서, 매년 10만명 이상 발병하고 있다1). 급성
기 치료 기술과 뇌졸중 위험 요인 관리의 발전으로 뇌졸중의 사망
률은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뇌졸중 후유증으로 
인한 장애는 증가하고 있다2). 뇌졸중으로 인한 장애는 손상된 병변
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편측마비, 보행장애, 언어장애, 혈관성 
인지장애, 우울증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후유증은 환자의 일상
생활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가족은 물론 사회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이를 최소화 시키는 것은 중요하다3).
    한국에서 한방치료는 예전부터 뇌졸중치료의 한 축으로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특히 환자들은 뇌졸중과 같은 회복이 서서히 일어
나며 아직까지 완전한 치료가 어려운 만성 질환에서 한방에 대한 
수요와 만족도가 높다4). 한방치료를 통해 뇌졸중 후 우울증, 실어

증, 삶의 질 등이 개선되었다는 연구들이 보고되었으며, 이러한 한
방의 치료 효과는 환자의 기능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5-7). 한양방
협진이란 환자 건강회복을 위한 필요에 의하여 한방과 양방을 모두 
사용하여 진단 및 치료를 통합하는 것이다. 한양방협진은 각 치료 
방법의 장점을 결합하고 보완할 수 있어 장해가 심각하고 다양하면
서 회복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뇌졸중에 좋은 치료방법으로 사용
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재활치료와 한방치료를 통합하여 
치료하는 한양방협진을 통해 양방단독치료에 비하여 더 기능회복에 
기여하였다는 연구가 보고되었다8). 그러나 아직까지 뇌졸중 한양방
협진은 초기 단계로서 뇌졸중 환자에게 있어 한방치료의 중재수준
이 뇌졸중 환자의 기능 회복에 기여했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목적은 한양방협진 재활치료를 받은 환자를 대
상으로 뇌졸중 환자의 일상생활동작과 운동기능 회복에 기여하는 
요인으로서 한방중재수준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한양방협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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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연구 대상
    2015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대학병원에서 뇌졸중으로 진
단받고 한양방협진 재활치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자의 인구학적 특성, 임상적 특성, 한방중재 수준, 기능지표의 변화 
등을 의무기록을 이용해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대상자 중 연구 대
상 기간에 뇌졸중이 재발했거나, 기능 회복과 한양방협진 과정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폐렴, 심근경색과 같은 심각한 내과적 합병증이 있
는 환자, 중대한 정신장애 등이 있어 적절하게 재활치료 및 한방치
료를 받을 수 없는 환자들은 제외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 수행 기관
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WKUH 201609-HR-105).

2. 연구 방법
    대상군은 모두 한방내과 전문의와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한양방
협진을 통해 뇌졸중 재활치료를 받았다. 한방중재수준은 기본적인 
뇌졸중진료 상담과 침 치료를 받은 기본중재군과 기본 한방진료를 
포함하여 포괄적인 한방치료를 받은 포괄중재군으로 나누어 조사하
였다. 기능 회복에 영향을 미친 인자를 배제하고 한방중재수준에 
따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 성별, 뇌졸중의 종류, 고혈압과 
당뇨 및 이전 뇌졸중 병력 여부, 발병 후 한양방협진까지 기간, 한
양방협진 치료 기간, 추적 기능 평가 시기까지의 기간을 의무 기록
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두 군 모두 한방치료는 기본적으로 한방내과 전문의의 환자에 
대한 뇌졸중 치료상담과 침치료를 포함하였다. 포괄중재군에서 한
약치료, 뜸치료, 부항치료 등의 포괄적인 뇌졸중 한방치료 환자의 
선호도와 한방내과 전문의의 검진 결과에 따라 수행되었다. 환자에 
대한 상담은 주 2회 시행되었으며, 기본적인 침치료는 1일 1회 자
침하였고, 유침시간은 20분으로 하였다.  경혈은 百會(GV20), 曲池
(LI11), 外關(TE5), 合谷(LI4), 陽陵泉(GB34), 陰陵泉(SP9), 足三里
(ST36), 懸鍾(GB39), 三陰交(SP6), 太衝(LR3)을 기본적으로 사용하
였다. 한약치료는 중풍 변증에 따라 처방하고 1일 2첩을 투약하였
다. 뜸치료는 간접구를 사용하여 1일 1회 中脘(CV12)에 시술하였
다. 부항치료는 背部에 건식부항을 1일 1회 시행하였고, 환자가 호
소하는 증상에 따라 필요 시 습식부항을 시행하였다. 
    양방 재활치료는 기본적으로 운동치료, 작업치료를 각각 1회 
당 30분씩 하루 2회 시행하였다. 운동치료는 보행훈련, 근력강화 
운동, 수동관절가동범위 운동, 균형감각운동, 이동성 증진에 초점을 
맞춘 재활치료로 구성하였으며, 작업치료는 일상생활동작 훈련, 상
지 기능 훈련 등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환자의 증상에 따라 언어치
료, 기능적 전기자극치료 등을 각 치료당 30분씩 하루 1회 포함하
였다. 한방내과 전문의와 재활의학 전문의는 수시로 공동 회진을 
통해 상호 자문 및 치료를 수행하였으며, 주 1회 팀 회의를 시행하
였다.

3. 결과 지표 분석

    일차 결과 지표는 일상생활동작기능, 운동기능으로 나누어 조
사하였으며, 초기 기능 상태와 1개월 간의 한양방협진 재활치료 후 
결과 지표를 비교하였다. 일생생활동작기능 변화는 한국판 수정바
델지수(Modified Barthel Index of Korean version, K-MBI)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K-MBI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10가
지 항목에 대해 완전 독립, 약간의 도움, 중간 정도의 도움, 많은 
도움, 완전 의존의 5 단계로 나누어 점수화 한다. 0부터 100점으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완전 독립성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
다. 운동기능은 Fugl-Meyer Assessment (FMA)의 운동영역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FMA는 뇌졸중 이후 운동기능 장애 수준과 변
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척도이며, 이 중 운동영
역은 상하지의 운동 기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양방협
진 재활치료 1 개월 후 K-MBI, FMA 변화를 조사한 후 각 지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포함하여 한방중재수준이 각 결과 지
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4. 통계 분석
    뇌졸중 대상자들의 모든 결과 지표는 기술 통계를 이용하여 특
성을 분석하였다. 일차 결과 지표의 한양방협진 전후 변화를 확인
하기 위하여 paired t-test를 사용하였다. 기본중재군과 포괄중재
군 간의 기능에 미치는 요인들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속변수
는 independent t-test를 사용하였으며, 범주형 변수는 
Chi-square 검정과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였다. 양 군간의 
차이가 있는 변수와 결과지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교란 변수를 
포함하여 한방중재수준이 K-MBI, FMA의 변화에 영향을 주었는지 
조사하기 위하여 다변량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은 
PASW 19.4 (SPSS Inc., IL, USA)를 이용하였으며, 유의성은 
p<0.05 로 설정하였다.

결    과

1. 대상자의 특성 및 기본중재군과 포괄중재군 비교
    총 43명의 환자가 연구 대상에 포함되었다. 전체 환자의 평균 
나이는 62.4±18.3세이었으며, 남성이 19명, 여성이 24명이었다. 발
병 후 한양방협진 재활치료 시작까지 29.6±8.7일이었으며, 평균 
치료 기간은 35.2±4.1일이었다. 한양방협진 재활치료를 받은 전체 
환자 중 기본중재군은 26명이었으며, 포괄중재군은 17명이었다
(Table 1). 양 군간에 성별, 과거 병력, 뇌졸중 종류, 치료 시작 전
까지 기간, 치료 기간, 추적 관찰 기간 등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
다. 그러나 환자의 평균 나이와 초기 K-MBI, FMA는 두 군간에 유
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2. 결과 지표의 변화
    한양방협진 재활치료 1개월 후 K-MBI는 기본중재군에서 
47.5±31.8에서 54.3±26.5로, 포괄중재군에서 40.1±29.9에서 
55.7±25.4로 두 군에서 모두 증가하였다(Fig. 1). 또한 두 군간 비
교 시 K-MBI는 포괄중재군에서 기본중재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더 
많은 호전이 관찰되었다(p=0.016). FMA는 기본중재군에서 



M. S. Kim et al 357

33.9±23.4에서 40.1±21.6으로, 포괄중재군에서 29.8±20.1에서 
43.3±20.8로 모두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Fig. 2). 그리고 두 군간
을 비교했을 때 포괄중재군에서 FMA는 기본중재군보다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더 많은 향상이 관찰되었다(p=0.032).

Table 1. Baseline of the patient’s characteristics and group 
comparison

Parameters Total 
(n=43)

Basic 
(n=26)

Comprehensive
(n=17) p-value

Age (yr) 62.4±18.3 58.6±20.4 63.8±15.9 0.048*

Sex (M:F), n (%) 19:24 
(44.2:55.8)

12:14 
(46.2:53.8) 7:10 (41.2:58.8) 0.635

Past medical 
history

HTN, n (%) 38 (88.4) 23 (88.5) 15 (88.2) 0.837
DM, n (%) 15 (34.9) 9 (34.6) 6 (35.3) 0.255
Prior stroke 

history, n (%) 3 (7.0) 2 (7.7) 1 (5.9) 0.112

Type
Ischemic, n (%) 30 (69.8) 20 (76.9) 10 (58.8) 0.463
Hemorrhagic, n 

(%) 13 (30.2) 6 (23.1) 7 (41.2) 0.134

Duration to EWIM 
from the onset 

(days)
29.6±8.7 30.8±7.8 28.9±6.5 0.885

Period for EWIM 
(days) 35.2±4.1 35.5±4.2 34.9±3.8 0.743

Duration from the 
onset to follow up 

(days)
55.4±8.0 56.2±7.9 55.1±7.2 0.698

Initial function
K-MBI 45.9±32.1 47.5±31.8 40.1±29.9 0.043*
FMA 31.8±24.9 33.9±23.4 29.8±20.1 0.038*

EWIM, East-west integrative medical care; HTN, Hypertension; DM, Diabetes 
mellitus; K-MBI, Modified Barthel Index of Korean version; FMA, Fugl-Meyer 
assessment, *p<0.05

Fig. 1. Change of K-MBI after 1 month in both the basic and 
comprehensive Korean medical intervention groups. Independent 
t-test was applied to make a comparison between group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K-MBI between the basic and the comprehensive 
Korean medical intervention group (p=0.016). K-MBI, Modified Barthel 
Index of Korean version

3. 한방중재수준이 일상생활동작, 운동기능 회복에 미친 영향 분석
    한방중재수준이 한양방협진 재활치료 전 두 군간의 차이가 있
었던 교란 변수인 환자의 나이, 치료시작 전 K-MBI, FMA 지수를 
포함하여 분석하였을 때에도 실제 운동기능 회복 영향을 주는 요인
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 검정을 시행하였다(Table 2). 다변량 
회귀분석 결과 K-MBI의 증가와 한방중재수준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포괄적인 한방중재는 K-MBI 증가에 더 기여하였음을 확
인하였다(R2=0.128,p=0.046).또한 FMA의 증가와 한방중재수준과
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관찰되었으며 운동기능 회복에 
있어서도 포괄적인 한방중재가 더 도움이 되었다(R2=0.142, 
p=0.043).

Fig. 2. Change of FMA after 1 month in both the basic and 
comprehensive Korean medical intervention groups. Independent 
t-test was used for comparison between group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basic and the comprehensive Korean medical intervention 
group was shown in FMA (p=0.032). FMA, Fugl-Meyer assessment.

Table 2. Correlation between the level of the intervention and 
K-MBI/FMA after multivariate analysis

Factors R square p-value
K-MBI 0.128

Level of intervention 0.046*
Age 0.098

Initial K-MBI 0.023*
Initial FMA 0.089

FMA 0.142
Level of intervention 0.043*

Age 0.086
Initial K-MBI 0.342
Initial FMA 0.010*

K-MBI, Modified Barthel Index of Korean version; FMA, Fugl-Meyer assessment. 
*p<0.05

고    찰

    본 연구목적은 한양방협진 재활치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뇌졸중 환자의 일상생활동작과 운동기능 회복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서 한방중재수준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는 전국민의 2/3이상이 한방치료를 경험한 바 있으며, 뇌졸중 치료
를 위하여 한방을 선호하는 환자들이 많다9). 뇌졸중은 환자에 따라 
증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인지
치료사, 보조기 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통합적으로 환자
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치료에 참여하며, 한방 치료가 기여할 수 있
는 부분이 많은 질병이다10). 뇌졸중에 대한 한양방협진은 한국에서
는 초기 단계로 각 진료기관에 따라 차이가 크다. 이러한 점은 뇌
졸중 재활치료를 위한 포괄적 한양방협진에 대해서 최초로 보고한 
허8)의연구에서도확인할수있는데, 다기관이 참여한 특성 상 각 기관
마다 협진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한양방협진 중재 방법에 따
라 다른 결과가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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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한양방협진 중재의 정도를 뇌졸중 한방치료에서 
대중화되어 있는 침 치료와 한방내과 전문의의 질병 상담만으로 이
루어진 기본중재군과 기본중재를 포함하여 한약치료, 뜸치료, 부항
치료 등 더 적극적인 치료와 그 치료에 대한 상담을 더한 포괄중재
군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두 군의 환자 모두 K-MBI와 FMA가 증가하였으
며, 포괄중재를 받은 환자에서 더 효과적으로 호전되었다. 일상생
활동작기능은 환자의 독립적인 활동을 의미하는 중요한 지표로서 
초기 신경학적 손상 정도, 운동기능, 나이가 대표적인 연관인자로 
알려져 있다11). 근위약으로 인한 운동기능 저하는 뇌졸중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며, 초기 근 위약 정도와 나이가 중요한 예후인자
이다12). 운동기능 저하가 지속될 경우 보행이 불가능하여 활동성이 
떨어져 전체적인 신체기능이 악화되며 편마비성 어깨통증13), 보행
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근골격계 통증과 낙상의 위험도가 증가한다
14). 이를 반영하는 K-MBI와 FMA 변화 정도는 다변량 분석을 통하
여 한방중재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관찰되었다. 뇌졸
중 재활에 있어서 현재까지 상당한 증거가 축적된 한방치료는 침 
치료가 대표적이다. 국내에서 연하장애15,16), 우울증5), 배뇨 장애17) 
등과 같은 뇌졸중 일부 후유증에서 침 치료가 효과적이었으며, 양
방진통제에 잘 반응하지 않는 어깨 통증의 치료에도 유용하다고 알
려져 있다18). 최근 뇌졸중 재활을 위한 침 치료에 대해 31개 연구
결과를 메타 분석한 연구에서 침 치료는 일상생활의 독립성을 증진
시키고, 운동기능과 같은 신경학적 손상을 회복시키는데 기여하였
다고 보고하였으며19), 이는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기본중재에 비하여 포괄중재가 더 기능 회복에 효과적인 원인
으로 침 치료의 이외의 치료 기법들이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Fang20)은 아급성기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한양방협진 재활치료
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한 무작위 대조군 연구에서 침 치료, 한약 
치료를 포함한 포괄적인 중재가 일상생활동작, 운동기능 회복에 기
여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포괄중재가 환자의 한양방협진 재활
치료의 순응도를 높였다고 생각된다. 뇌졸중 한양방협진모형에서 
환자에 대한 상담은 치료에 대한 순응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여, 치
료 결과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보고된 바 있다21). 포괄중
재를 받은 환자는 한방내과 전문의에 의해 더 많은 빈도로 상세히 
치료에 대하여 상담을 받았으며 순응도를 높여 치료 결과에 기여했
으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포괄중재가 양방재활치료 자체의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
했을 수 있다. 양방 재활의학에서는 운동치료, 작업치료 등과 같은 
재활치료뿐만이 아니라 아만타딘, 메칠페니데이트, 브로모크립틴 
등 환자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약물치료를 병행한다
22,23). 포괄중재에 포함된 한약 등의 치료는 이러한 재활 약물치료
와 비슷한 효능을 보이며 재활치료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방중재치료 기법이 뇌졸중 치료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단일 기관
의 적은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의무기록 조사를 통한 후
향적 연구로서 대상군 선정의 치우침(selection bias)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 둘째, 한양방협진 재활치료 기간이 1개월로서 비교적 

짧아 장기적으로 한방중재수준이 미치는 영향을 알기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뇌졸중의 기능 회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지 기능, 
우울증, 경직 등 여러 가지 변수를 모두 통제한 연구가 아닌 단점
이 있다. 넷째, 한양방협진 재활치료 중 한방중재수준을 두 군으로 
구분하였으나 뇌졸중 한방 치료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새롭게 더 자
세히 구분하였을 경우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뇌졸중 
한양방협진은 초기 단계인 점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맞춤형 한방중
재 방법에 대해서 차후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결    론

    뇌졸중 한양방협진 재활치료에서 한방중재수준은 일상생활동작
과 운동기능에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포괄적인 한방치료는 기본 한
방치료에 비해 일상생활동작과 운동기능 회복에 더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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