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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serve the correlation between change in pattern identification symptoms and
scandinavian stroke scale in ischemic stroke patient who had receive traditional Korean medical treatment and conservative 
treatment.

Methods : 43 subjects were recruited from patients with ischemic stroke within 30 days of onset. We chose the subjects
who had at least one follow up session and had checked the score between last follow up session and first session in pattern
identification and scandinavian stroke scale. We also assessed the correlation between pattern identification and scandinavian
stroke scale.

Results : There were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pattern identification and scandinavian stroke scale in 
Fire-heat pattern and positive correlation in Dampness-phlegm pattern.

Conclusions : This study provides evidence that collaborative treatment maybe effective in improving neurologic symptoms
in ischemic stroke patients diagnosed as Fire-heat pattern. Further studies with larger scale and longer observation period, 
more neurologicscales scales, control group would b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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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중풍이란 뇌혈관의 순환장애로 인해 국소적인 신

경학적 결손을 나타내는 뇌혈관질환을 포함하는 것으

로써 人事不省, 手足癱瘓, 口眼喎斜, 言語乾澁, 偏身麻

木 등의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병증이다1).
한국 한의학 연구원에서는 한의학의 객관화와 표

준화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2005년부터 과학기

술부 특정연구개발사업인 “뇌혈관 한의학기반연구사

업”을 수행하게 되었고, 그 일환으로 “뇌혈관질환의 

한의학변증지표 표준화 및 과학화 기반 연구”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뇌혈관질환의 한의학변증지표 표준

화 및 과학화 기반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

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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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한․양방치료를 병행한 뇌경색 환자에게 한의학적 

변증지표와 scandinavian stroke scale의 상관관계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제외기준

① 2012년 6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강동경희대

학교병원과 경희의료원에 입원하여, 뇌자기공명영상

촬영 (Brain MRI, Brain Magnetic Resonance 
Imaging) 혹은 컴퓨터뇌단층촬영 (Brain CT, Brain 
Computer Tomography) 상에서 뇌경색으로 진단된 

환자 중 발병 30일 이내이며 신경학적 결손 증상이 

24시간 이상 지속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모든 환자

는 한의학적 치료 (한약, 침) 및 양의학적 치료를 받았

다.

① 경막하출혈, 지주막하출혈을 포함한 뇌출혈, 알
쯔하이머 치매, 다발성 경화증을 포함한 퇴행성 뇌질

환, 뇌종양이 병발된 자, 의식 또는 인지기능이 저하

된 자, 상기 조건 외에 본 연구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연구에

서 제외시켰다.

2. 임상 연구 증례기록지와 표준 작업 지침서 및 
임상시험 심사위원회

조사자들은 정확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조사하기 

위해 표준작업지침서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이하 SOP)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중풍 진단 표준

화 및 위험요인 규명을 위한 증례기록지 (Case Report 
Form, 이하 CRF)를 SOP에 의거하여 작성하였고, 
CRF 작성 시에 조사자들 간의 차이를 줄일 수 있도

록 하였다. 또한 과학적, 윤리적 연구 수행을 위해 각 

병원에 해당 임상시험 심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 (KHNMC-OH-IRB 2012-003, 

KOMC IRB 2012-11)을 받았으며, 연구대상자들은 

‘뇌혈관질환의 한의학변증지표 표준화 및 과학화 기

반연구’에 관한 피험자 동의서 (Informed consent)를 

작성하였다.

3. 조사변수

조사자는 연구대상자에게 총 3회의 평가를 시행했

다. 3회의 평가는 각 1차 평가 (최초 평가)와 2차 평가 

그리고 3차 평가로 시행되었고, 1차 평가 후 7일 간격

으로 2차 평가와 3차 평가가 시행되었으며, 총 2주 동

안 평가하였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3회의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 2회의 평가만을 시행하였다. 매
회 평가 시 수련의와 전문의 각 1인이 연구대상자에 

대해 CRF에 환자의 기본정보, 과거력, 변증, 
scandinavian stroke scale 등의 항목들을 평가하였다.

조사자는 연구대상자들의 성별, 나이, 과거력, Trial 
of Org 10172 in Acute Stroke Treatment (이하 

TOAST) 분류, 최종진단명 등을 조사하였다.

CRF에 기재되어 있는 13항목의 변증지표를 기준

으로 하여 연구대상자의 상태를 火熱證 (Fire-heat), 
濕痰證 (Dampness-phlegm), 陰虛證 (Yin deficiency), 
氣虛證 (Qi deficiency), 其他 중 하나로 辨證을 시행하

였다 (별첨자료1 참조). 모든 연구대상자에 대한 변증

을 평가한 후 변증별로 변증의 기준이 되는 지표 

(Table 1)를 분류하였고, 각 변증에 해당되는 지표에 

평가된 점수를 합산하였다. 변증지표는 “매우 심하

다”, “심하다”, “그렇다”, “조금 그렇다”, “아니다” 다
섯 단계로 분류하였으며, “매우 심하다”는 5점, “심하

다”는 4점, “그렇다”는 3점, “조금 그렇다”는 2점, “아
니다”는 1점으로 계산하였다. 각 지표의 점수가 높을

수록 뚜렷한 증상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여러 변증지

표가 합산된 변증의 점수가 높을수록 그 특징을 명확

하게 나타낸다.
변증지표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최종 평가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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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Fire-heat Dampness
-phlegm Yin deficiency Qi deficiency

Symptoms

reddened complexion sallow complexion pale face and red 
zygomatic-site pale complexion

headache like flush heavy tidal fever look powerless ＆ lazy
heat vexation and 
aversion to heat dark complexion thin feel powerless ＆ lazy

heat vexation in the 
chest dizziness with nausea night sweating reluctance to speak

vexation and insomnia enlarged tongue dry mouth drowsiness, like to lie
wheezing in throat 

with sputum white fur bare and red tongue 
like mirror

reversal cold of the 
extremities

thirst slippery pulse dry fur pale tongue
blood-shot eyes teeth-marked tongue

aphtha or tongue sore weak pulse
vexing heat in the 

extremities fine pulse

heat in the palms and 
soles slow pulse

turbid urine
fetid mouth odor

yellow fur
thick fur

red tongue
strong pulse
surging pulse
rapid pulse

Table 1. Symptoms Classified by Pattern Identification2)

평가 혹은 3차 평가) 시의 변증 점수로 최초 평가 (1
차 평가) 시의 변증 점수를 뺐다.

조사자는 연구대상자에게 scandinavian stroke 
scale (별첨자료 2)을 평가하였다. scandinavian stroke 
scale은 총 9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점수는 최소 

2점부터 최대 58점까지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경학적 결손이 경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3). 
scandinavian stroke scale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최

종 평가 시의 scandinavian stroke scale에서 최초 평

가 시의 scandinavian stroke scale을 뺐다.

변증과 scandinavian stroke scale의 최종 평가 시에

서 최초 평가 시의 점수를 뺀 값의 상관관계를 구하였

다.

4. 통계 분석

SPSS (Statistical Program for Social Science) 
12.0K for Windows를 활용하여, Spearman rank 
correlation coefficient 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모
든 자료는 Mean ± SD (Standard Deviation) 또는 

Number (%)로 나타내었으며, p-value가 0.05 미만인 

값을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연구결과

1. 일반적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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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Sex (M/F) 15 / 28
Age (year) 70.0±9.8
Past history
   Transient ischemic attack 1
   Hypertension 28
   Diabetes mellitus 17
   Dyslipidemia 11
   Heart disease 2
   Cerebral infarction 30
TOAST classification
   Small-vessel occlusion 33
   Large-artery atherosclerosis 9
   Cardio-embolism 1
   Stroke of other determined etiology 0
   Stroke of undetermined etiology 0
 Values are mean ± SD (Standard Deviation) or number
M: male, F: female, TOAST: Trial of Org 10172 in Acute Stroke Treatment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Fire-heat Dampnes
-phlegm Yin deficiency Qi deficiency

Subject number 8 5 16 14
Sex (M/F) 4/4 1/4 8/8 2/12
Age (year) 69.0±13.3 70.6±11.2 68.0±9.5 72.7±7.8
Past history
   TIA 0 0 1 0
   Hypertension 5 5 8 10
   Diabetes mellitus 3 3 6 5
   Dyslipidemia 1 2 4 4
   Heart disease 1 0 0 1
   Cerebral infarction 4 4 11 11
TOAST classification
   SVO 6 4 12 11
   LAA 2 0 4 3
   CE 0 1 0 0
   SOE 0 0 0 0
   SUE 0 0 0 0
 Values are mean ± SD (Standard Deviation) or number
M: male, F: female, TIA: transient ischemic attack, TOAST: Trial of Org 10172 in Acute Stroke Treatment, SVO: small-vessel occlusion, 
LAA: large-artery atherosclerosis, CE: cardio-embolism, SOE: stroke of other determined etiology, SUE: stroke of undetermined etiology

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Who were Classified by Pattern Identification

총 43명의 참가자 중 남자는 15명, 여자는 28명이

었고, 평균 연령은 70.0±9.8세였다. 과거력으로 뇌경

색이 가장 많았고 (30명), 그 다음 고혈압 (28명), 당

뇨병 (17명), 이상지질혈증 (11명), 심장병 (2명), 일과

성뇌허혈발작 (1명) 순으로 많았다. TOAST 분류 상 

SVO (Small-vessel occlusion)가 33명으로 가장 많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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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rrelation Between Change of Pattern Identification Score and Scandinavian Stroke Scale 

cFHPI: change of fire-heat pattern score, cQDPI: change of Qi deficiency pattern score, cDPPI: change of dampness-phlegm pattern score, 
cYDPI: change of yin deficiency pattern score, cSS: change of scandinavian stroke scale

고, 그 다음 LAA (Large-artery atherosclerosis) (9명), 
CE (Cardio-embolism) (1명) 순으로 많았다. TOAST 
분류 상 SOE (Stroke of other determined etiology)와, 
SUE (Stroke of undetermined etiology)에 해당되는 

뇌경색은 없었다 (Table 2).

2. 변증별 특성

변증별로 성별, 나이, 과거력, TOAST 분류를 조사

하였으며, 하기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Table 3).

3. 변증과 Scandinavian stroke scale의 
상관관계

Spearman rank correlation coefficient test를 사용

하여 각 변증의 최종 평가 점수에서 최초 평가 점수를 

뺀 값과 scandinavian stroke scale의 최종 평가 점수

에서 최초 평가 점수를 뺀 값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

다. 분석 결과 화열증과 습담증에서 R-squared가 각각 

–0.958과 0.921로, p-value가 각각 0.001과 0.026로 나

타났으므로, 화열증에서는 변증과 scandinavian 
stroke scale이 음적인 상관관계를 타나냈으며, 습담증

에서는 양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러나 기허증

과 음허증에서는 R-squared가 각각 -0.377 와 -0.113
으로, p-value가 각각 0.184, 0.677로 타나났으며, 통
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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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및 결론

43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변증지표와 

scandinavian stroke scale을 평가하였다. 변증지표에 

근거하여 참가자들을 화열증, 습담증, 음허증, 기허증

의 네 가지 변증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각 변증의 근

거가 되는 변증지표들을 변증별로 취합하여 변증지표

들의 점수를 합산하였으며, 최종 평가 시의 변증점수

와 scandinavian stroke scale로 최초 평가 시의 변증

점수와 scandinavian stroke scale를 뺐다. 그리고 변증

점수의 변화와 scandinavian stroke scale의 변화와의 

상관관계를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 변증과 

scandinavian stroke scale이 화열증에서는 음적 상관

관계를, 습담증에서는 양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한의학에서 火는 여러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다. 

「黃帝素問直解·陰陽應象大論」4)에서는 “水爲陰, 火爲

陽”, “南方生熱, 熱生火”라 하여 火를 陰陽五行적인 개

념으로 설명했고, 「黃帝素問直解·天元紀大論」4)에서

는 “君火以明, 相火以位”라 하여 火를 運氣개념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黃帝素問直解·至眞要大論」의 病

機十九條에서는 “諸痛痒瘡, 皆屬於火”라 하여 처음으

로 火를 病因으로 설명하였다5).
火와 熱은 상황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하고, 

혼용되기도 하였다. 「黃帝素問直解·天元紀大論」4)에

서는 “夫變化之爲用也……在天爲熱, 在地爲火”, “少陰

之上, 熱氣主之……少陽之上, 相火主之”라 하여 火와 

熱을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또, 생리적으로 火를 君火, 
相火, 少火, 命門火 등 생명의 원동력으로 표현하였으

며, 병리적으로 병리변화과정 중의 기능항진, 혹은 각

종 病邪에 感受, 七情內傷, 五志過極 등이 일정한 조건 

하에 火로 변하는 것을 병리적인 火로 정의하였다. 그
러나 임상에서는 火와 熱을 혼용해서 사용하였다6).

화열과 풍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최초의 문헌은 

「黃帝素問直解·風論」4) “風之傷人也 或爲熱中, 或爲

寒中”으로 열이 풍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그 치법으로 「黃帝素問直解·至眞要大論」4)에서 “熱
者寒之”를 제시하였다. 화열로 인한 중풍의 증상으로

는 身熱, 面赤, 口臭, 心煩, 易努, 突然昏仆, 人事不省, 
牙關緊急, 手足癱瘓, 便閉, 舌紅苔黃膩 등이 있으며, 그 

원인은 장부학적인 측면에서 心火, 肝火, 腎陰虛火, 脾
熱濕痰 등이 있으며, 각각 淸心火, 淸肝火, 壯水, 淸脾

火의 치법을 활용하여 치료한다고 하였다7).
본 연구에서 화열증의 근거가 되는 변증지표들의 

변화와 scandinavian stroke scale의 변화에서 통계학

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 사용

된 CRF에서는 변증점수 값이 높을수록 변증과 관련

된 지표들의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

므로 최종 평가 시의 변증점수가 최초 평가 시의 점수

보다 낮을수록 변증의 중증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의

미한다. 그리고 최종 평가 시의 scandinavian stroke 
scale이 최초 평가시의 scandinavian stroke scale에 비

해 높을수록 scandinavian stroke scale로 평가할 수 

있는 신경학적 증상이 호전됨을 의미한다. Figure 1에

서 화열증의 변증점수가 감소할수록 scandinavian 
stroke scale의 점수가 증가한다. 그리고 화열증에서는 

변증의 변화와 scandinavian stroke scale 사이에서 통

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p=0.001). 
이는 화열증의 중증도가 낮아지면 scandinavian 
stroke scale로 평가할 수 있는 신경학적 증상의 호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화열증과 관련된 변증지표

들을 치료할 경우 신경학적 증상도 함께 호전된고 할 

수 있다. 화열증에서 변증과 scandinavian stroke scale
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이유는 화열이 내재

하고 있는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화열은 “火內陰

而外陽, 主乎動者也, 故凡動皆屬火”8)라 하여 움직이려

는 경향이 있다. 또, “性暴無常主病多”, “火病死人甚暴, 
變化無常”9)이라 하여 火로 발생한 질병은 변화가 급

격하고 심하다 하였다. 그러므로 화열증에 배속된 변

증지표들이 다른 변증의 지표들에 비해 연구 기간 동

안 더 많이 호전되었다고 사료된다. 이것이 변증 점수

에 반영되어 2주 혹은 그 이하의 짧은 기간 동안 변증

지표의 변화를 관찰하는 본 연구에서 화열증과 

scandinavian stroke scale의 상관관계를 다른 변증들

에 비해 보다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사료된다.
습담증에서는 변증지표의 변화와 scandinavian 

stroke scale의 변화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p=0.026). 그러나 습담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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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증된 참가자 수는 네 개의 변증군 중에서 가장 적었

고, 절대 인원수도 5명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

구결과로 습담증에서의 변증지표의 변화와 

scandinavian stroke scale의 변화의 상관관계를 논하

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기허증과 음허증에서는 변증지표 점수의 변화와 

scandinavian stroke scale의 변화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해

서는 기허증과 음허증 모두 허증에 속하기 때문이라

고 사료된다. 일반적으로 허증은 질병의 후기 혹은 만

성적인 질병에서 나타나며, 오랜기간에 걸쳐 발생하

며 증상의 변화가 실증에 비해 완만하므로10) 2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변증점수의 변화를 평가하는 것이 어

려웠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의학적인 진단 방법인 변증은 그 자체가 질병의 

분류이면서 치료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11). 임상에서는 四診을 사용하여 변증을 할 수 있으며, 
변증에 근거하여 治法과 治方을 선택한다10). 중풍은 

人事不省, 手足癱瘓, 口眼喎斜, 言語乾澁, 偏身麻木 등

의 신경학적인 증상을 특징적으로 하는 질환으로1), 
scandinavian stroke scale은 이러한 신경학적 증상을 

측정하는 평가도구이다. 한의학적 변증으로 치료할 

때 scandinavian stroke scale로 평가한 증상이 함께 

호전된다면, 변증에 근거한 치료법은 중풍으로 발생

한 신경학적 증상들에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연구에 참여한 인원이 충분하지 못했으며, 연구 

기간도 2주로 짧은 편이었다. 또한 CRF에서 사용된 

변증지표들이 임상에서의 모든 변증지표를 대변할 수 

없으며, scandinavian stroke scale은 중풍으로 발생한 

감각이상 등의 신경학적 증상을 평가하지 못하고, 대
조군도 없었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대규모의 

장기간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더 개선된 변증지표와 

더 많은 신경학적 평가도구 그리고 대조군이 있는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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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ndinavian Stroke Scale Korean Version

측정일 : 20   년   월   일
측정자 :

항 목 점수 기준 점 수

의식
 6 = 완전히 의식 있음
 4 = 졸음, 완전히 의식이 들도록 깨울 수 있음
 2 = 두 명령에 반응하지만 완전히 의식이 있지는 않음

안구 운동
 4 = 주시 마비 없음
 2 = 주시 마비가 있음
 0 = 동향 안구 편위

팔, 근력*

 6 = 정상적인 힘으로 팔을 올림
 5 = 감소된 힘으로 팔을 올림
 4 = 팔꿈치를 구부린 채 팔을 올림
 2 = 움직일 수 있으나, 중력에 하여는 움직일 수 없음
 0 = 마비

손, 근력*

 6 = 정상적인 힘
 4 = 완전한 범위에서 감소된 힘
 2 = 약간의 움직임, 손가락 끝이 손바닥이 닿지 않음
 0 = 마비

다리, 근력*

 6 = 정상적인 힘
 5 = 감소된 힘으로 뻗친 다리를 들어올림
 4 = 무릎을 굽힌 채 다리를 들어올림
 2 = 움직일 수는 있으나, 중력에 하여는 움직일 수 없음
 0 = 마비

지남력

 6 = 시간, 장소와 사람이 정확
 4 = 이들 중 2
      이들 중 1
 0 = 완전히 혼란함

언어

10 = 언어 상실증 없음
 6 = 제한된 어휘 혹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
 3 = 예/아니오 이상, 그러나 긴 문장은 못함
 0 = 예/아니오 혹은 그 이하

얼굴 마비
 2 = 없음/불확실
 0 = 있음

보행

12 = 보조기 없이 5m 걸음
 9 = 보조기를 가지고 걸음
 6 =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걸음
 3 = 지지 없이 앉음
 0 = 누워만 있음/휠체어

총합              점

*근력은 발병한 쪽만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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