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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bination Treatment of Korean Medicine with Guibiondamtang-gamibang
for Hwa-Byung Patients: 2 Case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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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case report aims to report the clinical effectiveness of the combination
treatment of Korean medicine with Guibiondamtang-gamibang on Hwa-byung patients.

Methods: Case 1 experienced stress at work and complained of chest discomfort,
nausea, dizziness, insomnia. Case 2 experienced huge stress about money, and
complained of palpitation, chest discomfort, dizziness and insomnia. They received
combination treatment of Korean medicine during hospitalization. The treatment
included Guibiondamtang-gamibang, acupuncture, moxibustion, pharmacoacupuncture,
and fumigation. The effects were evaluated through Hwa-byung scale, instrument
of oriental medical evaluation for Hwa-byung, insomnia severity index (ISI) and
heart rate variability (HRV) test.

Results: After the treatment, the clinical symptoms such as chest discomfort,
palpitation, dizziness, nausea and insomnia were improved.

Conclusions: This case report shows that the combination treatment of Korean
medicine with Guibiondamtang-gamibang may be effective for treating Hwa-byung
patients.

Key Words: Hwa-Byung, Guibiondamtang-gamibang, Combination Treatment
of Korean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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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화병은 뚜렷한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

한 분노 감정이 해소되지 않은 채 폭발

적인 火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신경증적 장

애이다1). 미국정신의학협회에서 출판한 정

신질환 진단 및 통계편람(The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for Mental Disorders;

DSM-Ⅳ)에서는 화병을 한국의 문화 관

련 증후군(Culture bound syndrome)으로

설명하며, 분노 증후군(Anger syndrome)

으로 언급하고 있다. 화병은 열감, 가슴

답답함, 치밀어 오름, 목이나 명치에 덩어

리가 뭉쳐진 느낌 등의 신체 증상과 억울

하고 분한 감정, 마음의 恨 등의 심리 증

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

다2). 또한 화병의 유병률은 4.2~13.3%로

우울증의 평생 유병률인 6.7%와 비슷하

거나 높으며3) 전체 화병 환자 중 남성의

비율은 11.8~23.0%로 대다수가 여성 환

자다3). 특히 화병 환자의 평균 연령은

49.35세로 40~50대의 중년에게 주로 발

생하며, 중년여성의 경우 폐경 이행기와

연관되어 증상이 만성화되기 쉬우므로

적절한 조기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4).

≪東醫寶鑑≫에서는 화병에 대해 “사

람의 七情이 몰려 氣鬱하면 목에 痰涎이

생기고 솜뭉치가 목을 막는 것 같은 증

상이 발생하니 마음을 진정시켜 감정으

로 인한 熱을 내려야한다”고 기록하고

있다5). 한의학적으로 화병은 억제된 분

노 감정이 원인이 되어 肝의 疏泄기능이

失調되고 肝氣鬱結이 지속되면서 鬱久化

火한 것이다. 또한 화병은 五志過極化火

하여 발생하는 것과 陰虛하여 火를 제어

하지 못하는 陰虛火旺으로 분류되며, 梅

核氣, 臟躁, 煩躁 奔豚, 上實下虛, 上氣

候, 血崩 등이 화병의 범주에 해당 된다6).

한의계에서는 2004년 화병 진단 기준

과 면담검사 방법7)이 발표된 이후 화병

에 대한 임상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최근의 무작위대조시험에서 분심기음8),

황련해독탕9), 시호가용골모려탕10) 등의

한약 치료로 화병을 개선하였으며, 여러

임상연구에서 화병에 대한 침구 치료의

유효성을 입증하였다11). 화병 환자의 국

내 임상례 또한 현재까지 다수 보고된

바 있으며, 주로 화병 환자의 두통, 불면,

우울장애, 갱년기장애 개선에 유효한 효

과를 보고하였다. 그 중 2008년 보고된

박 등12)의 화병환자 치험 1례에서는 귀

비온담탕을 활용하여 화병환자의 불면과

신체증상을 개선하였으나 귀비온담탕을

주요 중재로 한 본 연구와 달리, 2일만

제한적으로 투여하였으며 불면에 마음챙

김명상을 주된 중재로 활용하였다. 이에

저자들은 심계, 오심 및 현훈, 불면을 호

소하는 화병 환자에 대하여 귀비온담탕

가미방을 주요 중재로 하는 한의치료를

수행하였고,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Ⅱ. 치료 방법 및 평가 도구

1. 대 상

2020년 8월 1일부터 2021년 3월 1일까

지 ⃝⃝한방병원에 내원한 환자 중 뚜렷

한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한 후 화병 증

상이 발생한 환자에 대해 화병면담검사

(Hwabyung Diagnostic Interview Schedule,

HBDIS)와 화병척도를 시행하여 화병 진단

기준에 부합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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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료 방법

1) 한약 치료

환자의 심계, 오심 및 현훈, 불면 증상

을 개선하기 위하여 귀비온담탕 가미방

을 처방하였다. 하루에 2첩을 전탕하여

120 cc씩 3포로 나누었으며 식후 30분에

매회 1포씩 복용하였다. 귀비온담탕 가

미방의 구성 약재 및 1첩 분량은 아래와

같다(Table 1).

Period of
Admission Medication

Case 1

Day 1st-4th
Guibiondamtang-gamibang Ⅰ
半夏 陳皮 枳實 竹茹 各 8 g 白茯神 當歸 龍眼肉 酸棗仁 (炒)
遠志 人蔘 黃芪 白朮 木香 甘草 生薑 大棗 各 4 g
加 香附子 4 g 黃連 各 3 g

Day 5th-7th
Guibiondamtang-gamibang Ⅱ
半夏 陳皮 枳實 竹茹 各 8 g 白茯神 當歸 龍眼肉 酸棗仁 (炒)
遠志 人蔘 黃芪 白朮 木香 甘草 生薑 大棗 各 4 g
加 藿香 枇杷葉 蓮子肉 各 3 g

Day 8th-
discharge

Guibiondamtang-gamibang Ⅰ
半夏 陳皮 枳實 竹茹 各 8 g 白茯神 當歸 龍眼肉 酸棗仁 (炒)
遠志 人蔘 黃芪 白朮 木香 甘草 生薑 大棗 各 4 g
加 香附子 4 g 黃連 各 3 g

Case 2

Day 1st-6th
Guibiondamtang-gamibang Ⅰ
半夏 陳皮 枳實 竹茹 各 8 g 白茯神 當歸 龍眼肉 酸棗仁 (炒)
遠志 人蔘 黃芪 白朮 木香 甘草 生薑 大棗 各 4 g
加 香附子 4 g 黃連 各 3 g

Day 7th-12th
Guibiondamtang-gamibang Ⅱ
半夏 陳皮 枳實 竹茹 各 8g 白茯神 當歸 龍眼肉 酸棗仁 (炒)
遠志 人蔘 黃芪 白朮 木香 甘草 生薑 大棗 各 4 g
加 藿香 枇杷葉 蓮子肉 各 3 g

Day 13th-
discharge

Guibiondamtang-gamibang Ⅲ
人蔘 黃芪 (增) 半夏 陳皮 枳實 竹茹 各 8g 白茯神 當歸 各 6 g
龍眼肉 酸棗仁 (炒) 遠志 白朮 木香 甘草 生薑 大棗 各 4g
加 枸杞子 肉桂 各 4 g

Table 1. Prescription of Herbal Medication during Hospitalization

2) 침구 및 약침 치료

입원기간동안 침 치료는 매일 2회 시

행하였고, 약침 치료와 뜸 치료는 매일 1

회 시행하였다. 침은 0.25×30 mm의 1회

용 호침(stainless steel, ㈜동방메디컬, 서

울)을 사용하였고 15분간 유침하였다. 침

치료시 앙와위에서 百會(GV20), 四神聰

(Ex-HN1), 印堂(Ex-HN3), 神門(HT7),

內關(PC6), 膻中(CV17), 足三理(ST36)

등의 혈위에 15-20 mm의 심도로 직자하

였고, 또한 복와위에서 脾腧(BL20), 胃

腧(BL21), 三焦腧(BL22), 腎腧(BL23)

등의 혈위에 10-15 mm의 심도로 직자하

였다. 또한 양측 太谿(KI3), 三陰交

(SP6)에 침전기자극치료기기(STN-330,

㈜스트라텍, 안양)를 사용하여 5-10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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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파수로 자극하였다. 특히 환자의

심계 및 흉민이 심할 경우 膻中(CV17)

에 1회용 부항컵을 이용하여 刺絡罐法을

시행하였다. 약침 치료는 肩井(GB21)에

황련해독탕약침(기린원외탕전실 조제, 원

주)을 1회용 insuline syringe(㈜필텍바이

오, 천안)를 이용하여 0.5 ml씩 자입하였

으며, 뜸 치료는 황토숯쑥탄(㈜동방메디

컬, 성남)을 사용하여 關元(CV4)에 20

분간 시행하였다.

3) 좌훈요법

환자의 하복부 냉증 및 혈류 순환 개

선을 위하여 좌훈 치료를 1주에 3회 실

시하였다. 좌훈 요법은 外治法의 일종으

로 약물을 전탕하여 그 증기를 하부 생

식기 등의 환부에 쏘이는 치료이다. 좌

훈 요법은 증기에 의한 직접적인 온열

효과가 있고, 가미하는 약재에 따라 다

양한 증상을 치료할 수 있다. 본 증례에

서는 艾葉 25 g, 小茴香 20 g, 當歸 20 g,

蛇床子 15 g을 20분간 전탕한 후 환자에

게 20분간 시행하였다.

3. 진단 및 평가도구

1) 화병면담검사(Hwabyung Diagnostic

Interview Schedule, HBDIS)

화병면담검사는 2004년에 개발되어 신

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화병의 진단 및

평가도구이다. 핵심 신체증상, 관련 신체

증상, 핵심 심리증상, 관련 심리증상, 심

리사회적 기능 저하, 관련 스트레스, 의

학적 질병의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되

며, 모든 항목이 진단기준에 충족될 경

우 화병으로 진단한다7).

2) 화병 척도

환자의 화병 증상의 심각도와 개선 정

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화병 증상 척도를

활용하였다. 화병 척도는 환자의 증상과

성격 2가지 축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설문검사로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된

도구이다. 특히 증상 척도의 경우 30점

의 절단점(cut-off) 기준이 제시되어 있

으며, 특이도는 낮으나 민감도가 높아

화병의 1차 선별 도구로서 활용되기에

적절하다13).

3) 화병 한의 평가도구

화병을 한의학적으로 변증하고 증상의

개선 경과를 확인하고자 화병 한의 평가

도구를 활용하였다. 이는 면접자 평가방

식으로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여 肝

氣鬱結, 肝火上炎, 心腎不交, 氣血兩虛,

膽鬱痰擾의 각 변증별 증상과 정도를 확

인하고 치료 경과를 평가하는 도구이다14).

본 연구에서는 환자의 주증상이 불면,

불안, 현훈, 오심인 점을 바탕으로 膽鬱

痰擾型 화병으로 변증하였고, 이에 치료

경과를 객관화하기 위해 膽鬱痰擾型 한

의평가도구를 활용하였다.

4) 불면증 심각도 척도(Insomnia Severity

Index, ISI)

환자의 수면장애의 중증도를 분석하기

위해 불면증 심각도 척도를 활용하였으

며 2002년 대한수면연구회에서 Morin이

개발한 도구를 번안한 불면증 심각도 척

도를 이용하였다. 총 7가지 항목으로서

입면장애, 수면유지 장애, 수면 도중 각

성의 정도와 수면에 대한 만족도, 수면

장애가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정도, 수면

장애로 인한 삶의 질의 손상 정도, 불면

증에 관한 걱정 정도를 Likert 5점 척도

로 측정하였다. 총점은 28점으로 0-7점은

정상, 8-14점은 역치 이하의 불면증, 15-21점

은 임상적 불면증(중등도), 22-28점은 임

상적 불면증(중증)으로 분류할 수 있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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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박변이도검사(Heart Rate Variability,

HRV)

환자의 자율신경의 활성도와 불균형을

평가하기 위하여 심박변이도 검사를 보

조 진단기기로서 활용하였다. 심박변이도

검사는 심장박동 간격의 변화를 관찰하여

자율신경계의 상태를 파악하는 검사이다.

특히 심박변이도의 저주파(0.04~0.15 Hz)

영역의 값은 교감신경의 활성도를 반영

하며, 본 연구에서는 화병 환자의 치료

전후 저하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정

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총 에너지(Total

Power, TP), 저주파(Low Frequency, LF),

초저주파(Very Low Frequency, VLF)

값을 활용하였다16,17). 심박변동 측정용

맥파계인 SA-6000(Medicore Co. Ltd.,

하남)를 이용하여 좌우 손목 부위와 발

목 부위에 각각 전극을 부착하고 5분간

측정하였다.

4. 윤리적 고려

본 증례의 환자에 대해서는 연구와 관련된

서면동의 및 ⃝⃝한방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

회(IRB) 심의면제(DSGOH_E_2021_005)

승인을 받았다.

Ⅲ. 증례 보고

<Case 1>

1. 성명(성별 및 나이) : 박⃝⃝ (여/43)

2. 신장 및 체중 : 164 cm, 51 kg

3. 주소증 : 胸悶, 惡心 및 眩暈, 不眠

4. 발병일 : 2019년 11월부터 발생. 2021

년 1월부터 잦은 야근과 업무 과중으

로 인한 직장 스트레스 심화되어 증

상 급격히 악화.

5. 치료 기간 : 2021년 02월 26일~03월

11일(14일간)

6. 과거력

1) 2010년부터 세균성 질염 및 방광염

재발, 관해 반복

2) 2019년 10월 부정 자궁출혈 발생하

여 산부인과 외래진료, 초음파 검사

상 별무소견 확인.

7. 가족력 : 별무

8. 현병력 및 사회력

상기 환자는 관공서에서 15년째 근속

중인 공무원으로 평소 업무 과중과 잦은

야근에 시달렸으며 2019년 11월부터 두

통, 현훈 및 오심 발생하여 타병원 신경

과 진료받고, Brain-CT상 이상소견이 없

음을 확인하였다. 이후 2021년 1월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업무를 맡으며 하

루에 20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주 2

회 이상 야근을 하면서 업무 스트레스가

극심해졌으며 그때마다 흉민, 오심, 두통

증상이 발생하였다. 2021년 2월 초부터

는 업무 수행이 불가할 정도로 증상이

악화되었으며, 본원 내원 2일 전부터 병

가를 내고 자택 가료를 하였다. 그러나

자택에서도 직장 관련 잡념이 돌연 떠오

르면 흉민 증상이 발생하며 항강, 두통,

오심 증상이 동반되었다. 특히 야간에는

심계 및 불안 증상으로 불면에 시달렸으

며 악몽을 꾸는 등 직장 스트레스가 지

속되었다. 이에 적극적인 한방치료를 위

해 2021년 2월 26일부터 본원에 입원하

였다.

9.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 상 이상소견

1) 일반 혈액검사 : 정상 범위

2) 소변 검사(Urine Analysis) : 정상

범위

3) 간기능검사(Liver Funciton t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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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범위

4) 신기능검사(Renal Function test) :

정상 범위

10. 복용약 : 없음

11. 망문문절

1) 消 化 : 惡心, 食後 心下痞

2) 大 便 : 1회/1일, 간헐적인 軟便

3) 小 便 : 良好

4) 寒 熱 : 胸部 鬱熱感, 간헐적인 上

熱感

5) 汗 出 : 夜間 盜汗

6) 睡 眠 : 入眠障碍, 淺眠, 多夢(주로

惡夢)

7) 精 神 : 無力, 작은 소리에도 쉽게

깜짝 놀람(心膽虛怯)

8) 其 他 : 眼睧, 간헐적인 耳鳴

9) 脈 : 弦滑數

10) 舌 : 紅, 苔薄少津

11) 腹 診 : 下腹冷, 中完 및 心下部

壓痛

12. 치료 내용

직장 스트레스로 인한 胸悶, 惡心 및

眩暈, 不眠이 주소증인 환자로 입원 시

화병 증상 척도를 시행하여 화병을 1차

선별하였고, 화병면담검사(HBDIS)에서

7가지 항목 모두 기준치를 충족하여 화

병으로 확진하였다. 환자의 주소증을 바

탕으로 膽鬱痰擾型 화병으로 변증하였

고, 귀비온담탕 가미방을 처방하였다. 치

료 1일부터 4일차까지는 분노 감정으로

인한 극심한 흉민 증상의 완화를 위해

귀비온담탕에 향부자, 황련을 가미하여

처방하였다. 치료 5일부터 7일차에는 오

심 및 현훈의 경감을 위해 귀비온담탕에

곽향, 비파엽을 가미하였으며, 치료 8일

차부터 퇴원일까지 다시 귀비온담탕에

향부자, 황련을 가미하여 처방하였다. 또

한 1일 2회 침 치료와 1일 1회 황련해독

탕 약침 및 뜸 치료를 시행하였으며, 하

복부 냉증을 치료하기 위해 주 3회 좌훈

치료를 시행하였다.

13. 치료 경과

치료 직전 화병 증상 척도의 점수는

37점으로 화병 선별 절단점인 30점을 초

과하였고, 치료 종결 후 점수는 21점으

로 감소하였다(Fig. 1). 또한 화병 한의

평가지표 중 膽鬱痰擾型 평가지를 시행

한 결과, 치료 전후 32점에서 14점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입원 초기 환

자는 60분 미만의 간격으로 지속 발생하

는 惡心 및 眩暈을 호소하였으며 특히

기상 후 공복시 惡心이 극심하였다. 또

한 직장 관련 잡념으로 인한 입면장애가

있고 매일 최소 2회 이상 수면 도중 각

성하였으며, “밤에 계속 직장 생각이 나

서 잠들기가 어렵고 새벽에 아주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서 깨요”라고 호

소하였다. 입원 3일째부터 惡心 및 眩暈

의 발생 간격이 120분 이상으로 늘어나

일중 총 7-8회로 발생 횟수가 감소하였

다. 또 入眠難, 淺眠 등의 수면 장애가

완화되어 “직장 생각이 전보다 덜 나고

잠들기가 수월해졌어요”라고 표현하였

다. 입원 10일째부터 惡心 및 眩暈의 발

생 횟수가 일중 총 4회 미만으로 감소하

였으며, 발생시 지속시간도 20분 미만으

로 감소하였다. 또한 야간 다몽 증상이

소실되었고, 수면 도중 각성 없이 5시간

이상 수면 유지하였다(Table 2). 불면증

심각도 척도를 활용하여 한의치료 전후

불면 증상의 경과를 관찰한 결과, 15점

에서 10점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Fig. 2). 더불어 심박변이도 검사 또한

치료 전후 2차례 시행하여 교감신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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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을 시사하는 저주파 영역(0.04~0.15

㎐)의 값을 측정한 결과 TP 값은 164.08

에서 1744.97로, VLF 값은 87.35에서

502.93로, LF 값은 33.76에서 1105.76로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Table 4).

Chief complaint Day 1 Day 3 Day 5 Day 7 Day 10 Day 14
Chest discomfort (NRS*) 10 8 7 3 5 2

Nausea
Frequency 10 7 7 3 2 0

Severity (NRS*) 9 8 6 4 2 2

Dizziness
Frequency 12 8 6 6 3 1

Severity (NRS*) 8 6 5 3 1 2
Sleep

disorder
Awareness during sleep 2 2 1 0 0 0

Nightmare + + - + - -
*NRS : Numeric Rating Scale

Table 2. Treatment Progress of Case I

<Case 2>

1. 성 명(성별 및 나이) : 김⃝⃝ (여/65)

2. 신장 및 체중 : 156 cm, 39 kg

3. 주소증 : 心悸 및 胸悶, 眩暈, 不眠,

上熱感

4. 발병일 : 2019년 첫 발생, 최근 1개월

간 심화.

5. 치료 기간 : 2021년 02월 27일~03월

25일(27일간)

6. 과거력 : 2020년 11월부터 본태성 고

혈압을 진단받고 혈압약 복용하기 시

작하여 현재까지 복용중.

7. 가족력 : 별무

8. 현병력 및 사회력

30년 전 이혼을 하고 슬하에 딸 1명을

둔 전업주부이며, 2019년 3월 본인 소유

의 건축물의 멸실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

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心悸 및 胸悶 증

상이 발생하였다. 상기 민원 처리 과정

이 길어지면서 3개월 전부터 眩暈, 頭痛,

上熱感이 악화되어 내과 진료를 받았으

며, 수축기 혈압이 180대로 지속되어 본

태성 고혈압을 진단받아 현재까지 혈압

강하제를 복용 중이다. 이후 호전 및 악

화 없이 자택 가료하던 중 2021년 2월

26일 은행에서 부동산 관련 업무를 보고

나오던 도중 비행기 소리를 들은 후, 심

한 心悸 및 胸悶, 眩暈이 돌연 발현되며

혼자서는 증상 조절이 불가하다고 판단

하여 2021년 2월 27일부터 본원에 입원

하였다.

9.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 상 이상소견

1) 일반 혈액검사 : Red Blood cell Count

3.71▼, 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ESR) 21▲, C-reactive protein

(CRP) 0.1

2) 소변 검사(Urine Analysis) : Occult

Blood positive(++) 그 외 정상 범

위

3) 간기능검사(Liver Funciton test) :

정상 범위

4) 신기능검사(Renal Function test) :

정상 범위

10. 복용약 : 소멕스정(Somax Tab.), 인

데놀정(Indenol Tab.) 40 mg, 모사잘

정(Mosazal Tab.) 1회 1정, 1일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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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망문문절

1) 消 化 : 食慾不振, 呑酸, 食後 心下

痞

2) 大 便 : 便秘, 2-3일에 1회.

3) 小 便 : 頻尿, 夜尿 1-2회/1일

4) 寒 熱 : 手足冷, 胸部 鬱熱感, 간헐

적인 上熱感

5) 汗 出 : 夜間 盜汗

6) 睡 眠 : 入眠障碍, 淺眠

7) 精 神 : 銳敏, 외부 자극에 쉽게 놀

람(心膽虛怯)

8) 其 他 : 외부 자극 시 頭痛, 上熱感

9) 脈 : 細數

10) 舌 : 紅, 苔黃膩

11) 腹 診 : 膻中穴 壓痛, 下腹冷

12. 치료 내용

금전 스트레스로 인한 心悸 및 胸悶,

眩暈, 不眠, 上熱感이 주소증인 환자로 입

원 시 화병 증상 척도를 시행하여 화병을

1차 선별하였고, 화병면담검사(HBDIS)

에서 7가지 항목 모두 기준치를 충족하

여 화병으로 확진하였다. 환자의 주소증

을 바탕으로 膽鬱痰擾型 화병으로 변증

하였고, 귀비온담탕을 처방하였다. 치료

1일부터 6일차까지는 심한 흉민, 심계

및 상열감의 완화를 위해 귀비온담탕에

향부자, 황련을 가미하여 처방하였다. 치

료 7일부터 12일차에는 오심 및 현훈의

경감을 위해 귀비온담탕에 곽향, 비파엽

을 가미하여 처방하였다. 이후 치료 13

일차부터 퇴원일까지 전반적인 체력 증

강 및 하복부 냉증의 개선을 위해 귀비

온담탕의 인삼, 황기를 증량하고 구기자,

육계를 가미하였다. 또한 27일간의 입원

기간동안 1일 2회 침치료와 1일 1회 황

련해독탕 약침 및 뜸 치료를 시행하였으

며, 하복부 냉증을 개선하기 위해 주 3회

좌훈치료를 시행하였다.

13. 치료 경과

치료 직전 화병 증상 척도의 점수는

55점으로 화병 선별 전달점인 30점을 초

과하였고, 치료 종결 후 점수는 29점으

로 감소하였다(Fig. 1). 또한 화병 한의

평가지표 중 膽鬱痰擾型 평가지 결과 치

료 전후 34점에서 21점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입원 시 환자는 주간 心悸

및 眩暈 증상과 야간 不安, 胸悶, 不眠

증상을 호소하였다. 특히 매일 최소 2회

이상 수면 도중 각성하였으며 새벽에 금

전 관련 잡념이 상기되면 심한 心悸 및

眩暈이 발생하였고 실제 수축기 혈압도

180까지 상승하였다. 입원 4일째까지 상

기 증상 호전 없이 지속되다가 5일째부

터 주간 心悸, 眩暈 발현 횟수가 뚜렷이

감소하였고, 수면 도중 각성하는 횟수도

2회 미만으로 감소하였다. 입원 12일째

부터 일중 수축기, 이완기 혈압이 모두

정상대로 측정되었고 새벽에 心悸 증상

이 재현되어도 수축기 혈압은 140 미만

으로 안정화되는 양상을 확인하였다. 이

후 치료 종결 시까지 주간에 지속되던 眩

暈이 완화되어 거의 소실되었으며 혈압의

안정세를 유지하였고 야간 입면 후 5시간

이상의 수면시간을 유지하였다(Table 3).

불면증 심각도 척도를 활용하여 한의치

료 전후 불면의 경과를 관찰한 결과, 16

점에서 12점으로 감소하였다(Fig. 2). 더

불어 심박변이도 검사 또한 치료 전후 2

차례 시행하여 교감신경의 활성을 시사

하는 저주파 영역(0.04~0.1 Hz)을 측정

한 결과 TP 값은 237.73에서 288.37로,

VLF 값은 189.53에서 199.61로, LF 값은

6.58에서 22.82로 증가하였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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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ef complaint
Day
1

Day
3

Day
5

Day
8

Day
12

Day
16

Day
21

Day
27

Chest discomfort (NRS) 9 8 8 6 6 3 4 2
Palpitation (NRS) 10 10 8 7 7 5 2 3

Dizziness
Frequency 6 6 4 3 3 3 2 1

Severity (NRS) 7 7 5 5 4 3 3 1
Sleep

disorder
Awareness during sleep 2 1 3 2 1 1 0 1
Duration of sleep (hour) 1.5 2 1 3 3 4 5 5

Table 3. Treatment Progress of Case Ⅱ

Fig. 1. Hwa-byung scale score change
after combination treatment of korean
medicine.

Fig. 2. Insomnia severity index score
change after combination treatment of
korean medicine.

TP* LF† VLF‡

Case 1
Day 2nd 164.08 33.76 87.35
Day 12th 1744.97 1105.76 502.93

Case 2
Day 2nd 237.73 6.58 189.53
Day 26th 288.37 22.82 199.61

*TP : Total Power, †LF : Low Frequency,
‡VLF : Very Low Frequency

Table 4. Heart Rate Variability Change
during Hospitalization

Ⅳ. 고 찰

본 증례 보고는 귀비온담탕 가미방을

포함한 한의진료를 통해 직장 및 금전

스트레스로 발생한 화병 증상의 뚜렷한

개선 경과를 관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또한 본 증례의 호전 경과는 신

뢰도와 타당도를 갖춘 평가도구를 통해

측정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후속연구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상기의 Case 1은 직장 스트레스로 인

해 흉민, 오심, 현훈, 불면 증상이 발생하

였고 이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주위의

환경에 대해 환자가 심리적으로 반응하

여 나타난 증상으로 볼 수 있다. Case 2

는 65세 연령의 환자로 갱년기 증후군과

노화의 과정을 경험할 확률이 높고 이에

더해 2년 이상 지속되는 금전 스트레스

로 인해 심계, 흉민, 현훈, 불면 등의 증

상이 발생하였다. 상기 증례들은 모두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인자가 분명히 존

재하고 신체적 장애를 주소로 하며 내분

비계, 자율신경계 등의 기질적 병변이

없다는 점에서 심신 질환(Psychosomatic

disorders)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시상

하부-뇌하수체-난소를 중심으로 한 여성

의 생식기관은 특히 내분비적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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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 갈등에 의한 생리적 변화에 반응하

기 쉽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본 저자들

은 심신의학의 범주 안에서 화병에 접근

하기 위해 신체적인 측면과 정신적 측면

에 통합적으로 관찰하고자 하였다.

먼저 화병을 진단하기 위해 화병면담

검사와 화병척도를 시행하였다. 검사 결

과 두 환자 모두 화병면담검사의 7가지

항목의 진단기준을 충족하였으며, 화병

척도의 절단점 기준인 30점을 초과하였

으므로 화병으로 진단하였다. 다음으로

환자에 대한 병력청취를 통해 담울담요

형 화병으로 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귀

비온담탕을 처방하였다. 또한 한의평가

도구 중 담울담요형 평가도구를 활용하

여 치료경과를 관찰하였다. 특히 불면에

대해서는 증상의 중증도와 치료 전후 개

선 경과를 파악하기 위해 불면증 심각도

척도를 시행하였으며, 심박변이도 검사

를 활용하여 환자의 자율신경계 불안정

의 경과를 보조적으로 평가하였다.

화병은 다양한 신체증상과 정신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으로서, 타 질

환과 병행되는 경우가 많다. 화병임상진

료지침에 따르면 화병은 우울증, 불안장

애, 신체형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격분 증후군, 갱년기 증후군, 갑상선 기

능장애, 고혈압과 비교적 관련성이 높아

혼동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상

기 질환과의 감별진단이 필요하다는 것

을 설명하고 있다. Case 1의 경우 증상

재발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극심하여

불안장애와 유사한 점이 있었으나, 환자

의 직장에 대한 분노감이 명확하고 열감

및 가슴답답함이 뚜렷한 점을 바탕으로

불안장애를 배제하고 화병으로 진단하였

다. Case 2의 경우 심한 상열감과 기력

저하를 호소하여 갱년기 장애와 유사한

점이 있었으나, 특별한 스트레스 없이

증상이 지속되는 갱년기 장애와 달리 환

자는 금전관련 스트레스 상황이 형성될

때만 증상이 발현하였으므로 갱년기 장

애를 배제하였다2,6).

입원 치료 후 상기 환자의 화병 증상

은 호전되었으며, 이를 화병 증상 척도,

한의 화병평가도구, 불면증 심각도 척도,

심박변이도 검사(HRV)를 통해 확인하

였다. 먼저 화병 증상 척도의 경우 한 선

행 연구에서 절단점 기준을 30점으로 결

론지은 바 있으며13) 화병 환자에 2주간

의 침 치료를 시행한 무작위대조시험에

서는 실험군에서 무처치군에 비해 화병

증상척도의 유의한 감소 결과를 확인하

였고, 평균 감소량은 3.68이었다18). 본 증

례에서는 모두 한의치료 후 화병증상 척

도의 점수가 30점 미만으로 감소하였고,

감소량은 각각 16점, 26점이었으며, 이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볼 때 한의치료가

화병 증상의 뚜렷한 개선을 이끌어낸 것

으로 볼수 있다. 또한 구체적인 화병 증

상의 개선을 확인하기 위해 활용한 화병

한의평가지표(膽鬱痰擾型)에서 모두 총

점이 감소하였으며 “어지럽다 & 눈앞이

아찔하다”, “헛구역질이 난다”, “겁이 많

고 쉽게 놀란다” 등의 오심, 현훈 및 심

담허겁 증상 지표에서는 Likert 척도 기

준 4점에서 2점 이하로 감소하였다. 한

편, 불면증 심각도 척도의 경우 Case 1

은 치료 전후 15점에서 10점으로 5점 감

소하였고, Case 2는 16점에서 12점으로

4점 감소하였다. 최근 이루어진 불면을

동반한 화병 환자에 대한 무작위대조시

험에서 7일간의 황련해독탕 복용 후 대

조군에 비해 실험군의 불면증 심각도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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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서 효과 크기가 -2.56(p=0.021)으로

유의미한 개선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

다9). 또한 다른 연구에서는 불면증 심각

도 척도가 임상적으로 의미를 갖추기 위

한 변화값(Minimal Clinicaly Important

Change)을 5점으로 제시한 바 있다19).

이러한 연구들에 비추어 볼 때, 한의 치

료가 본 증례의 불면 증상의 개선을 유

도한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한의치료

전후 자율신경의 조절과 균형 상태를 평

가하기 위해 심박변이도 검사를 시행하

였다. 한 연구에서는 화병 환자가 정상

인에 비해 자율신경의 활성도가 저하되

어 저주파(LF), 고주파(HF), 저주파/고

주파(LF/HF), 총 에너지(TP), 초저주

파(VLF) 등 전반적인 항목이 모두 감소

되어 있으며 특히 TP, VLF, LF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저하되어 있음을 확인

하였다17). 이는 화병 환자에서 교감신경

의 활성이 저하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부

교감신경의 활성이 증가하고 자율신경

조절능력이 감소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

에서는 치료 전후 시행한 심박변이도 검

사에서 LF, VLF, TP 값의 증가를 확인

하였고, 이는 한의 치료가 화병 환자의

자율신경 조절 능력의 개선을 이끌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서양의학의 관점에서 화병은 주

요우울장애, 기분부전장애, 범-불안장애,

신체형 장애를 포함한 신경증의 복합체

이며, 대개 우울증 치료에 준하여 벤조

디아제핀 계열의 신경안정제가 투여된다
1,2). 우울, 불안의 증상이 두드러지는 화

병 환자의 경우 향정신성약물을 통한 치

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본 증례와

같이 분노, 억울함, 미움, 열감 등의 핵심

화병증상이 두드러지는 경우 치료효과가

적을 확률이 크다. 또한 향정신성약물은

장기간 복용할 경우 약물에 대한 정신

적, 신체적 의존이 발생할 수 있고, 불안,

불면, 진전 등의 금단증상을 유발할 수

도 있다20). 더불어 2013년에 발행된 화병

임상진료지침에 따르면, 화병 증상의 지

속기간은 대략 6개월이며, 급성 스트레

스 반응과 달리 화병은 만성화되는 경향

이 높은 질환임을 언급하고 있다2). 이상

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볼 때 상기 증례

에서 화병 증상이 비교적 단기간 내의

한의치료를 통해 개선된 것은 자연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른 호전 경과와는 뚜렷

하게 구별되는 점으로 생각된다.

기존의 화병 환자에 대해 한약치료를

시행한 임상 연구에서는 분심기음, 황련

해독탕, 시호가용골모려탕 등을 활용한

바 있다. Case 1, 2의 환자 또한 분노, 억

울함 등 화병의 정서적 증상을 강하게

표현하였으므로 상기 처방들을 사용할

수도 있었으나, 입원 당시 Body Mass

Index(BMI)가 19 미만으로 체격이 왜소

하였고,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심신

이 상당히 허약해진 상태였으므로 보허

(補虛)하는 작용이 먼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귀비탕 처방을 고려하였다. 또

한 오심, 현훈, 불면 등의 신체적 증상을

호소하여 체내에 습담이 울체된 상태임

을 짐작할 수 있었으므로 온담탕 처방을

고려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 실증(實症) 약을 처방하였던 기

존의 연구들과 달리 귀비온담탕을 선용

하게 되었다. ≪東醫寶鑑≫에 따르면, 귀

비탕은 근심과 생각으로 心脾를 상하여

健忘과 怔忡이 발생한 것을 치료하고,

온담탕은 心膽虛怯하여 일을 할 때 쉽게

놀라고 꿈자리가 사나우며 虛煩으로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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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지 못하는 것을 치료한다5).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귀비탕과 온담탕을 합방하고

淸熱燥濕하는 황련, 舒肝解鬱하는 향부

자, 益腎澁精, 養心安神하는 연자육, 降

逆止嘔하는 비파엽, 開胃止嘔하는 곽향,

補元陽, 緩脾胃, 通血脈하는 육계, 滋補

肝腎하는 구기자 등을 가미한 귀비온담

탕 가미방을 투여하였다22). 지속적인 스

트레스 자극으로 우울증을 유발한 rat

병리 모델에 귀비온담탕을 투여한 실험

에 따르면, 투여군에서 무처치군에 비해

자당 섭취량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Morris water maze를

통해 rat 병리모델의 학습능력을 평가한

결과, 기억 증진 효과가 유의하게 증진

한 것을 확인하였다22). 또한 쥐를 대상

으로 한 다른 실험 연구에서 귀비온담탕

투여 후 노르에피네프린과 에피네프린의

분비양이 감소하고, 카테콜아민의 농도

가 조절되는 것을 확인하였다23). 우울증

에 대한 귀비탕의 효과를 분석한 선행

메타분석에서는 항우울제 단독 투여군과

항우울제와 귀비탕 병행 투여군의 우울

증 개선 효과를 비교하였을 때, 병행 투

여군에서 우울증 증상이 유의하게 개선

됨을 확인하였다(효과크기, -3.09)24). 이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들은 본 증례에서

의 귀비온담탕 복용 후 화병 증상의 호

전 경과를 뒷받침한다. 침 치료의 경우,

申脈(BL62), 照海(KI6)18) 및 心包正格

(中衝(PC9), 大敦(LR1), 曲澤(PC3), 陰

谷(KI10))25) 등에 자침한 무작위 대조

임상연구에서 침치료 후 화병 핵심증상

에 대한 Likert 척도, 분노 표현척도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불면증 심각도 척도, 우울척도(Beck’s

Depression Index), 화병면담검사(HBDIS)

결과가 유의하게 감소한 것을 참고하여

치료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 번째, 소규모 대상에 대한 증

례 보고이므로 근거 수준이 높지 않아

이를 통해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하기가

어렵다. 두 번째, 환자의 호전 소견의 지

속 여부에 대한 추적 관찰을 하지 못하

였다. 화병은 유병 기간이 평균 6개월 이

상이며 만성화되는 경향이 높은 질환으

로서 치료 효과의 유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 같

은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본 연

구의 한계로 볼 수 있다. 세 번째 한약,

침, 뜸, 약침, 좌훈 치료가 복합적으로 시

행되어 증상 개선에 가장 유효했던 중재

를 특정하기가 어렵다. 결론적으로, 본

증례는 여러 가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스트레스 상황 이후 발생한 화병

에 대하여 한의 진료가 유의미한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보였다. 향후 상기

의 한계점을 보완한 후속 임상연구를 진

행한다면 화병에 대한 한의 진료의 유효

성을 보다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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