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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象醫學的 中風治驗 �1�5�7 例에 對한 臨庫的 몫曉

崔 載 永 �* �. 朴 性 植 �*

�A �C�l�i�n�i�c�a�l �S�t�u�d�y �f�o�r �1�5�7 �C�a�s�e�s �o�f �C�V�A �b�y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h�o�i �J�a�e�-�y�o�u�n�g �. �P�a�r�k �S�e�o�n�g�-�s�i�k

�D�e�p�a�r�t�m�e�n�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I�. �B�a�c�k�g�r�o�u�n�d �a�n�d �P�u�r�p�o�s�e�: �W�e �i�n�t�e�n�d�e�d �t�o �m�a�k�e �t�h�e �s�t�a�n�d�a�r�d�s �o�f �C�V �A �m�a�n�a�g�e�m�e�n�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a�n�d �b�e �h�e�l�p�f�u�l �t�o �u�n�d�e�r�s�t�a�n�d �t�h�e ∞ �n�s�t�i�t�u�t�i�o�n 외 �s�y�m�p�t�o�m�s �t�h�r�o�u�g�h �a

�c�l�i�n�i�c�a�l �s�t�u�d�y �o�f �C�V �A�.

�2�. �M�e�t�h�o�d�s�:

�W�e �s�t�u�d�i�e�d �1�5�7 �C�V�A �i�n�p�a�t�i�e�n�t�s�(�7�9 �m�e�n �a�n�d �7�8 �w�o�m�e�n�) �w�h�o �w�e�r�e �i�n �c�o�n�s�t�i�t�u�t�i�o�n�a�l �c�l�i�n�i�c �o�f

�D�o�n�g�g�u�k �P�u�n�d�a�n�g �O�r�i�e�n�t�a�l �H�o�s�p�i�t�a�l �d�u�r�i�n�g �I �y않�r �&�o�m �M�a�r�c�h �1�9�9�7 �t�o �F�e�b�r�u�a�r�y �1�9�9�8�. �W�e

�i�n�v�e�s�t�i�g�a�t�e�d �a�n�d �a�n�a�l�y�s�e�d �t�h�e �c�h�a�r�a�c�t�e�r�i�s�t�i�c�s�, �p�a�s�t �h�i�s�t�o 꺼 �e�s�, �s�y�m�p�t�o�m�s �a�n�d �p�r�o�g�r�e�s�s�e�s �o�f �p�a�t�i�e�n�t�s�.

�3�. �R�e�s�u�l�t�s�:

끼�l�e �r�e�s�u�l�t�s �o�f �c�o�n�s�t�i�t�u�t�i�o�n�a�l �a�n�a�l�y�s�i�s �s�h�o�w�e�d �8�8 �T�a�e�u�m�i�n�(�5�6�.�1 �%�)�, �4�8 �S�o�y�a�n�g�i�n�(�3�0�.�6�%�) �a�n�d �2�1

�S�o�e�u�m�i�n�(�1�3�.�4�%�)�. 꺼�l�e �&�e�q�u�e�n�c�y �o�f �s�t�r�o�k�e�s �w�a�s �m�u�c�h �t�h�e 앓�m�e �b�e�t�w�e�e�n �m�a�l�e �a�n�d �f�e�m�a�l�e �a�n�d �t�h�e

�g�r�e�a�t�e�r �p강�t �o�f �c�a�s�e�s �w�e�r�e �5�0�-�7�0 �o�f �a�g�e�. �T�h�e �C�V �A �c�a�s�e�s �w�e�r�e �c�l�a�s�s�i�f�i�e�d �i�n�t�o �1�1�9 �c�e�r�e�b�r�a�l

�i�n�f�a�r�c�t�i�o�n�(�7�5�.�8�%�)�, �I�I �c�e�r�e�b�r�a�l �h�e�m�o π�h�a�g 벼 �7�.�0�%�)�, �I �s�u�b�a�r�a�c�h�n�o�i�d �h�e�m�o�r�r�h�a�g�e�(�0�.�6�%�) �a�n�d �2�6 �t�r�a�s�i�e�n�t

�i�s�c�h�e�m�i�c �a�t�t�a�c�k�.

�.
東國太쩔校 햄뽑科太學 體質홈짧았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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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 �s�t�a�n�d�a�r�d�s �o�f �s�y�m�p�t�o�m �m�a�n�a�g�e�m�e�n�t�, �t�h�e�r�e �w�e�r�e �a�b�n�o�n�n�a�l�i�t�y �o�f �a ∞�a�t�e�d �t�o�n�g�u�e�(�6�3�.�1 �%�) �i�n

�m�o�s�t �c�a�s�e�s�, �s�l�e�e�p�i�n�g �d�i�s�o�r�d�e�r�s�(�4�8�.�4�%�)�, �e�x�c�r�e�m�e�n�t�a�l 버 �s�o 떠�eπ �(�4�4�.�7�%�) �a�n�d 삐 �n�a�r�y �d�i�s�o�r�d�e π �(�3�6�.�<�)�0�1�0�) �o�n

�a�d�m�i�s�s�i�o�n�. �W�i�t�h �r�e�g�a�r�d �t�o �t�h�e �r�a�t�e �o�f �i�m�p�r�o�v�e�m�e�n�t �i�n �t�h�e �s�t�a�n�d�a�r�d�s �o�f �C�V �A �m�a�n�a�g�e�m�e�n�t�,

�e�x�c�r�e�m�e�n�t�a�l �d�i�s�o�r�d�e�r�s �i�m�p�r�o�v�e�d �8�7�.�1 �% �a�n�d �e�m�o�t�i�o�n�a�l �d�i�s�o 떠 �e�r �8�1�.�0�0�/�0�, �s�w�a�l�l�o�w�i�n�g �d�i�s�o�r�d�e�r �7�8�.�7�% �a�n�d

�s�o �o�n�.

�K�e�y�w�o�r�d�s�: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V �A�, �Sσ�o�k�e�, �C�o�n�s�t�i�t�u�t�i�o�n�a�l �s�y�m�p�t�o�m�.�.

�f�.�P 錄

�1�. 연구배경 및 목적

中 ���l�i 친‘휴에 대한 임상적 연구를 통하여 中風治爾에 四象醫쩔的 관리지침을 셜정하고 體質病 �,폈의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

�2�. 방 법

�1�9�9�7 년 �3월부터 �1�9�9�8 년 �2월까지 �1년간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 체질의학클리닉에 입원치료 받았던 뇌

졸중 환자 �1�5�7 명 �( 남자 �7�9 명 �. 여자 �7�8 명 �) 을 대상으로 환자의 特性�. 病歷 �. �m��狀 �. 治縣�f싫過 동에 관하여 조사하

고 분석하였다 �.

�3�. 결 과

환자의 체질분포는 太陰 �A이 �8�8 명 �(�5�6�.�1 �%�) 少陽 �A�0�1 �4�8 명 �(�3�0�.�6�%�)�, 少陰 �A�0�1 �2�1 명 �0�3�.�4�%�) 이었다 �. 연
령의 �5�0 세 이상에서 �7�0 세 미만이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평균은 �6�5 세로 나타났다 �. 뇌졸중의 발병 양태로 뇌경

색이 �1�1�9 명 �(�7�5�.�8�%�) 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 뇌출혈이 �1�1 명 �(�7�.�0�%�)�, 지주막하출혈이 �1 명 �(�0�.�6�%�)�, 일과성

뇌허혈발작 �(�T�I�A�) 이 �2�6 명 �0�6�.�6�%�) 으로 나타났다 �.
입원시 �t�� 끊깜 �f�f�l�I�. 指웬의 상황으로 묶픔異쩌�이가장 많았고 �,�1�M 비￡障댐 �, 大 �{잊‘따업 �. 小便휩멤 둥의 순서로 나

타났으며 �. 中風쉬�1�m指많의 �I�f�f�; 때度를 살펴보면 λ�:�f잊휩댐가 �8�7�.�1�% 의 好뺑훤로서 가장 높았고 �. 다음으로 情絡 �|핸

댐 �I峰下 �l핸핍 등의 순서였다 �.

중심단어 �: 사상의학 �. 중용 �. 뇌졸중 �. 체질병증 �. 병증관리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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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四훌용뿔的 中風�J台앓 �1�5�7�f�§�1�J에 對한 臨 �I�f 的 왜 ���-

�I �. 縮 를�4
률빼

�m���m 잉 �i�'�f�: 中은 �|腦의 �t 댐 �f�R障�U당로 因하여 發生 �"�6�}는 急

짧한 意짧障않와 言핍많웹 �;흉般 �i필 �W�J障댐 및 感覺

���� 암 뽕을 주로 나타내는 가장 혼한 中樞神經系 흉

‘펀‘으로서
�1�2�.�1�7�)

最近 報告된 바에 의하면 �, 우리 나라

에서
�|없血빨 횟恩에 의한 死�L 頻앓가 가장 높고 또

한勳 �n하는 짧평에 있다고 하였다
�1�.�9�. �1�6�.�2�4�}

근래 웰 �)�j 病院에서 많은 腦쭈中 펌、者들을治願하

고 있으며 �, 그 중 상당수가 四象醫學的 治縣 및 管

�J�i�l�l 方法를 �i짧 �}점하고 있다 �.

東武 �:�$ 濟 �l암는 �r東醫슴 �l호保 �-�.�2�3�)�J�C�J 에서 사람을 太

陽 �A�. 太陰 �A�. 少陽 �A�. 少陰�A의 네가지 體質로 圖分

하여 각각 性↑면의 �t넓쏟로 인해 鷹局의 大小가 나타

나고 �, 이로 인해 四象�A 각각의 生理 �, 病理에 差異가

있음을 提示하였다
�2�0�)

�V�-�9象醫낀�1에서는 中風의 原因도 平素 �{염質的 輝生

의 不야衝에서 나오는 慢性的 뤘因에서 그 原因을

찾고 있으며 �, 中風의 前顆證에서 發病까지의 進行過

뭔도 �V�B象 �A의 體質的 훈異가 크게 �f�F�J�T�I 한다고 報告

있다
�1�4�)

�{밟質病證 섣�:�;�.�I�:�!�f�t 의 �$융極的 目標는 各 體質에 대한

保命之主의 짜保에 있고 �. 保命之主는 각 體質에서

나타나는 힘 �{�;파 元賞無病의條件에서찾을수 있다
�2�5�}

각 체질에서 해證깜 �f�f�l�1의 기준에 대한 연구로서

大 �{씻
�I�S�.�2�2�)

小使
�5�.�1�S�)

’ �f�f 出 �I�S�}�. �I�I�!�I�.�H�j���1�0�) 둥의 관리가

중요함을 강조하였고 �, 中風의 씹�'�J�i�l�l 指標로서 宋
�1�4�.�1�5�)

은 �l無下障댐 �. λ小使障댐 �.�I�f�i�l�l 服降 �U뮤 �. ↑�;�t�J�'�j�\�f�f 障댐 및 消

�f�l�j�!�! 피댐를 찮지�i하고 中風
�,�'�"
헌、흙에 대한 닮 �f�;�f�: 的 분석을

한 바 있으며 또한 �l뼈쭈中 샘‘者들의一般的 特性 �,

原因 �.�1�£ 狀 �. 治歲 및 管理 等에 관한 많은 報告

�1�1�.�1�6�.�1�7�.�1�9�.�2�1�.�2�4�)
가 있다�.

本 �%究에서는 없후中 뿔、�j혐의 各 體質에 따른 훌

�,�:�.�:�1�]�, 의 特徵을 분석하고 또한 體質病證의 指標를 多樣

하게 設定하여 때象醫션�3的 中風.쯤!ill의 臨 �W�r꺼 治標

結果를 분석하여 報혐�}는 바이다 �.

�n�. 맑究對象 및 方法

�1�. 맑뿔對훌

�1�9�9�7 년 �3월 �l 일부터 �1�9�9�8 년 �2월 �2�8 일까지 �l 년

간 東國大學校 �f�t�F�r 훨 훌훌方病院 �6릎質醫學 클리닝에 來

院하여 腦후中으로 양醫�I받고 入院治標한 �1�5�7 명을

對象으로 하였으며 �. 腦쭈中의 該斷은 臨않的 �t�J�E 狀

및 �B�r�a�i�n �C�T 나 �M�R�I 로 확진하였다 �. 對象者 모두의

四象體質을 辦證하고 四象醫學的 病證管理指標를 기

준으로 하여 管理 �. 治擔하였다 �.

�2�. 흙몇方法

�$싫쭈中 현、휴의 一般的 特性 �. 病歷 �.�t�J�E 狀 �, 入院 中

�*
휩렐 �. 治엉뚱 等에 있어서 四象體質 �J�J�I�J 特徵을 觀察하

기 위하여 다음의 項텀을 조사하였다 �.
�,헌、者의 體質 �, 싼 �. 年敵 및 �6흠格별 分布를 조사하

였고 �. �J�I쇄후中 發病 樣態의 特徵으로 種類를 분석하

고 핸類別 發生部位를 조사하였다 �. 뼈후中 �,뿔、者의

特徵을 先行흉펌‘ �.�f�!�} 發與츄 �. 家族歷 �. 吸煙 및 �� 酒의

社會歷 �. 發病홉因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 發病後 入

院經過 �I옆間 및 �A院經路 �, 入院 �I양 意識狀態 �, 主要 �t�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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好웰度 內 깜

�g�o�o�d i하%한後 主要1ff.狀의 첼減 또는 j펴失로
불편을 느끼지 않음

治%튜後 主要N.狀이 �i�i�.�1��Õ¥�j�j�I�jÇX 상태와 별
�n�o �c�h�a�n�g�e 다른 차이가 없거나 다소 好훌행되는듯

하다가 동일한 상황이 반복 출현됨

�b�a�d j쉰擔後 主要꺼F狀이 더 심해지거나 없
던 �1�f�f�.rÀÇt 發生함.

i필없h障1원 內 容

모든 관절이 움직이나 힘이 없다 기능

少力 장애가 거의 없고 명소의 일상활동을 할

수 있다.

손가락 또는 발가락이 움직인다. 약간의

�G�r�a�d�e �I
기능장애가 있고 명소에 하던 어떤 동작

을 잘 못할 수도 있으나 자기가 하던 일

을 도움없이 해낼 수 있다

완관절 또는 발목관절이 웅직인다 중등

�G�r�a�d�e �J�] 도의 기능장애로 도움없이 보행이 가능

하다

주관절 또는 슬관절이 움직인다‘ 중등도

�G�r�a�d�e�i�l�l
의 기능장애로 약간의 도웅(보조기구.

지팡이)을 받으연 혼자 결을 수 있다.

그러나 옷을 입을 때 도웅이 필요하다

견관절 또는 고관절이 움직인다. 중등도

�G�r�a�d�e�N 의 심한 장애로서 보행할 때나 평상생활

에 언제나 도웅이 필요하다

관절이 전혀 움직일 수 없다 심한 기능

�G�r�a�d�e �V
장애로서 언제나 칭대나 환자의자에만

의존하고 보통으로 분뇨실금 같은 것이

있고 항상 간호와 감시가 필요하다

�- 사상의학회지 저�1�1�0 권 제 �2호 �1�9�9�8 �-

狀 �. �!�f�l�t 淸 �I�J�� 質파 및 心따圖�I �r�* 꾀을 중심으로 入院時

센영의 상태를 조사하였다 治擬�f칩웬 중에 合혐 �f�i�E�.

物�f�r 治械 벼 �W�:�;�I 않뼈 �, 其他處협와 洋方樂物治 �1�J�J�. �j떻폐

機 �f�J ¬ �1핸 �G당의 �H뺑�-�W�i 표 및 入값뼈 �n�o 을 분석하였다 �. 또

한 혐 �)�]�" 藥物治械에 관해 使배處方의 頻度를 조사하

였고 處方을 變更한 頻度와 體質을 變更하여 處方한

경우 및 處方變更
�|
냄 主홉事項을 분류하였으며 四象

醫텅�1的 中�)�!�I�i�I�,�1 합 �J�i�l�l 指標인
�|
無下 �l앓웹 �. 大便 �. 小便 �. 硬眼 �,

해絡 �. 消化 �.�f�F 出 및 좀픔의 뤘-常有無를 조사하고 치

료 중 그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

단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연구하였다 �,

�1�) 體質은 값院�I�I흉까지의 최종진단결과를 토대로

�iμ따 �|
암 處 �)�J 을 중심으로 判定하였다 �.

�2�) 體格은 일반적으로 보는 느낌으로 判定하거나

身�f중과 �{↑뿔 �1�f�� 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 �B�M�I 지수

를 참고하였다 �.
�3�) 양방약물사용은 가정의학과 전문의의 처방에

근거하였다 �.
�4�) 사용처방의 썼�i�J표는 사용날짜에 관계없이 �1 회

라도 사용된 쩌�t�l�.표를 중심으로 하였다 �.
�5�) 好뺑度의 평가는 主꽃註狀을 중심으로 �g�o�o�d�.

�n�o �c�h�a�n�g�e�. �b�a�d 의 �3종류로 구분하였다 �.

�6�) 連動機能障업의 �G�r�a�d�e 의 判定은 �R�a�n�k�i�n

�(�1�9�5�7�) 의 �5단계 평가방법을 기본으로 해서

각 관절의 웅직임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6

단계로 구분하였다 �.

�7�) 鐵 �. 찢 �. 附짧 �.�J�t 뽑���. 엑기스홈�j 등의 �m�J�f�l 治 �1�j

는 제외하고 연구하였다 �.

�- �4�3�4 �-



↑훈 ���I�J
太陰A 少陽A 少陰A �T�o�t�a�l

�N�=�8�8�(�%�) �N�=�4�8�(�%�) �N�=�2�I�(�%�) �N�= �1�5�7�(�%�)

몇子 �4�5�(�5�1�.�1�) �3�0�(�6�2�.�5�) �4�(�9�0�) �7�9�(�5�0�.�3�)

女子 �4�3�(�4�8�.�9�) �1�8�(�3�7�5�) �1�7�(�8�0�1�) �7�8�(�4�9�.�7�)

�T�o�t�a�l �8�8�(�1�0�0�) �4�8�(�1�0�0�) �2�1�(�0�0�) �1�5�7�(�1�0�0�)

年없
太陰A 少뼈A 少l좀A �T�o�t�a�l

�N�=�8�8�(�%�) �N�=�4�8�(�%�) �N�=�2�I�(�%�) �N�= �1�5�7�(�%�)

�(�5�0 �9�0�0�.�2�) �4�(�8�.�3�) �4�(�1�9�1�) �1�7�(�1�0�.�8�)

�5�0�-�6�9 �5�2�(�5�9 �1�) �1�8�(�3�7�5�) �1�0�(�4�7�6�) �8�0�(�5�1�.�0�)

�"�:�?�7�0 �2�7�(�3�0�7�) �2�6�(�5�4�.�2�) �7�(�3�3�3�) �6�0�(�3�8�.�2�)

�T�o�t�a�l �8�8�(�0�0�) �4�8�(�1�0�0�) �2�1�(�0�0�) �1�5�7�(�0�0�)

g융 格 �I�f�iÕ„ 普 i댄 뺏 휴￥ �T�o�t�a�l
�N�=�6�0�(�%�) �N�=�6�5�(�%�) �N�=�3�2�(�%�) �N�= �1�5�7�(�%�)

太陰A �4�9�(�8�1�.�7�) �3�6�(�5�5�.�4�) �3�(�9 ��4�) �8�8�(�5�6 �1�)

少陽A �1�0�(�1�6 �7�) �1�8�(�2�7 ��7�) �2�0�(�6�2�.�5�) �4�8�(�3�0�.�6�)

少陰A �1�(�7�) �1�1�0�6�.�9�) �9�(�2�8�1�) �2�1�0�3�.�4�)

�T�o�t�a�l �6�0�(�0�0�) �6�5�(�0�0�) �3�2�(�1�0�0�) �1�5�7�(�1�0�0�)

太陰A 少陽A 少陰A �T�o�t�a�l
�N�=�8�8 �N�=�4�8 �N�=�2�1 �N�=�1�5�7

�(�%�) �(�%�) �(�%�) �(�%�)

뇌경색 �6�5�(�7�3�.�9�) �4�0�(�8�3�.�3�) �1�4�(�6�6�7�) �1�1�9�(�7�5�8�)

뇌출혈 �5�(�5�.�7�) �4�(�8�.�3�) �2�(�9�5�) �1�1�(�7�.�0�)

지주악하출혈 �1�0�.�1�) �0�(�0�.�0�) �0�(�0�0�) �1 �(�0�.�6�)

�T�I�A �1�7�0�9�.�3�) �4�(�8�.�3�) �5�(�2�3�.�8�) �2�6�0�6�.�6�)

�T�o�t�a�l �8�8�(�1�0�0�) �4�8�(�0�0�) �2�1�(�0�0�) �1�5�7�(�0�0�)

�- 四象홈훌的 中風�j台앓 �1�5�7 例에 對한 臨 �1�* 的 �i�f�� �-

�m�. 빠 究 結 果

�1�. 分布 特性

�1�) 體質 및 性別分布

�n엎젤別 分까�i 는 太陰 �A�o�] �8�8 명 �(�5�6�.�1�%�)�, 少陽�A이

�4�8 명 �(�3�0�.�6�%�) �, 少陰�A이 �2�1 명 �0�3�.�4�%�) 이었고 太陽

�A은 없었다 �(표 �o�. ↑�1�5�J�1�J 分제는 男子가 �7�9 명

�(�5�0�.�3�%�)�, 女 �r 가 �7�8 명 �(�4�9�.�7�%�) 으로 비슷한 分布를

보였다〈표 �D�.

〈표 �1�) 體質 및 性別分布

�2�) 年敵分布

對象휴의 平 �.�I�t�) 年敵은 �6�5�.�0 세이었고 �, �5�0 세부터

�6�9 세까지가 �8�0 명 �(�5�1�.�0�%�) 으로 過半數를 차지하였으

며 �, �5�0 대 미만이 �1�7 명 �0�0�.�8�%�)�, �7�0 세 이상이 �6�0 명

�(�3�8�.�2�%�) 으로 分씨�l되었고 �, 體質에 따른 쏠몇로는 �4、陽

�A에서 �7�0 세 이상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 體質別 年嚴分布

�3�) 體格分布

�n뿔格이 쁨 �i떠인 사람이 �6�5 명으로 많았고 �. 빠滿한
사람은 �6�0 명 �, �i혈뺨한 사람은 �3�2 명이었다 �. �H�E滿한 사

람 �6�0 명중 太陰人이 �4�9 명으로 �8�1�.�7�% 이었고 �f횡-梅한

사람 �3�2 명 중 太陰 �A�0�1�3 명 �(�9�.�4�%�) �, 少陽人이 �2�0 명

�(�6�2�.�5�%�)�, 少陰 �A�0�1�9 명 �(�2�8�.�1�%�) 로 나타나 빠꽤 體

格은 太陰 �/ ＼。 �l 많았고 혈혐한 體格은 少 ��셨�A이 많았

다〈표 �3�>�.

〈표 �3�> 體質別 體格分布

�2�. 腦후中의 種類 및 發生部位

�1�) 腦후中의 種類

�m�� 쭈中의 發病 �g態로 뇌경색이 �1�1�9 명 �(�7�5�.�8�%�)

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 뇌출혈이 �1�1 명 �(�7�.�0�%�)�,

지주막하출혈이 �1 명 �(�0�.�6�%�) �, 일과성 뇌허혈발작

�(�T�I�A�) 이 �2�6 명 �0�6�.�6�%�) 으로 나타났다〈표 �4�>�.

〈표 �4�> 體質別 腦후中의 種類

�- �4�3�5 �-



뇌경색 뇌출혈 및 지주악하출혈

�N�=�1�1�9�(�%�) �N�= �1�2�(�%�)

전대뇌동맥 �5�(�4�.�2�) 기저핵부 �8�(�6�6�.�7�)

중대뇌동맥 �6�6�(�5�5�.�5�) 시상부 �3�(�2�5�.�0�)

후대뇌동맥 �4�(�3�.�4�) 뇌피질하 �1�(�8�.�3�)
�;�a�.ø�j�L�.�:�;�J�.�.�Q�.�l�1�2

�'�"

동
�1�4�(�1�1�.�8�) 뇌간 �2�(�1�6�.�7�)

기저동맥

뇌위축 �2�6�(�2�1�.�8�) 소뇌 �1�(�8�.�3�)

뇌간 �1�7�(�1�4�.�3�)
지주악하출

�1�(�8�.�3�)
혈

소공성경색 �4�(�3�.�4�)

�T�o�t�a�l �1�1�9�(�1�0�0�) �T�o�t�a�l �1�2�(�1�0�0�)

뇌경색 뇌출혈 지주뺑1출혈 �T�I�A �T�o�t�a�l
�N�=�1�1�9 �N�= �1�1 �N�=�1 �N�=�2�6 �N �= �1�5�7

�(�%�) �(�%�) �(�%�) �(�%�) �(�%�)

고혈압 �7�7�(�6�4�.�7�) �9�(�8�1�.�8�) �1�0�0�0Çt �1�2�(�4�6�.�2�) �9�9�(�6�3�0

다L없。」‘
。 �4�1�(�3�4�.�4�) �1�(�9�.�0 �0�(�0�0�) �4�(�1�5�.�4�) �4�6�(�2�9�3�)

심장병 �3�9�(�3�2�.�8�) �3�(�2�7�.�3�) �1�0 �0�0�) �5�(�1�9�.�2�) �4�8�(�3�0�.�6�)

고지혈중 �1�1�(�9�.�2�) �1�(�9�.�0 �0�(�0�0�) �3�(�1�1�.�5�) �1�5�(�9�6�)

소화기질환 �8�(�6�.�7�) �0�(�0�.�0�) �0�(�0�0�) �2�(�7�.�7�) �1�0�(�6�.�4�)

신장질환 �2�(�1�.�7�) �1�(�9�. �1�) �0�(�0�0�) �0�(�0�.�0�) �3�(�1�.�9�)

호홉기질환 �8�(�6�.�7�) �0�(�0�0�) �0�(�0�0�) �5�(�1�9�.�2�) �1�3�(�8�3�)

�T�o �L�a �I �1�1�9�(�1�0�0�) �1�1 �(�0�0�) �1�0 �0�0�) �2�6�(�1�0�0�) �1�5�7�(�1�0�0�)

太l펀A 少陽A 少陰A �T�o�t�a�l
�N�=�8�8�(�%�) �N�=�4�8�(�%�) �N�=�2�1�(�%�) �N �= �1�5�7�(�%�)

�1 차 �6�4�(�7�2�.�7�) �3�7�(�7�7�.�1�) �1�6�(�7�6�.�2�) �1�1�7�(�7�4�.�5�)

2차 �2�1�(�2�3�.�9�) �1�1�(�2�2�.�9�) �4�0�9�.�0�) �3�6�(�2�2�.�9�)

3차 �3�(�3�.�4�) �0�(�0�.�0�) �1�(�4�.�8�) �4�(�2�5�)

�T�o�t�a�l �8�8�(�0�0�) �4�8�(�0�0�) �2�1�(�0�0�) �1�5�7�(�1�0�0�)

�- 사상의학회지 저 �1�1�0 권 제 �2호 �1�9�9�8 �-

�2�) 病빨發生部位

�5양生部 �f�i�t�: 는 �B�r�a�i�n �C�T 나 �M�R�I 를 통해서 확인하였

다 �. 뇌경색은 중대뇌동맥이 �6�6 例로 가장 많았고 �. 뇌
위축이 �2�6 例 �(�2�1�.�8�%�)�, 뇌간이 �1�7 例 �(�1�4�.�3�%�)�, 추골

및 기저동맥이 �1�4 例 �(�1�1�.�8�%�)�. 전대뇌동맥이 �5例

�(�4�.�2�%�) �. 후대뇌동맥과 소공성경색이 각각 �4例

�(�3�.�4�%�) 로 나타났으며 �. 뇌출혈의 경우에는 기저핵부

가 �8�f�: 씨 �(�6�6�.�7�%�) �. 시상부가 �3例 �(�2�5�.�0�%�) �. 뇌간이 �2

例 �(�1�6�.�7�%�)�, 뇌피질하 �. 소뇌 �. 지주막하출혈이 각각

�1 例 �(�8�.�3�%�) 로 나타났다〈표 �5�)�.

〈표 �5�) 病행發生部位

�3�. 愚者의 病歷

�1 �) 先行흉愚

�l빠서�f 이�:�1의 종류에 따라 λ行俠파을 분석한 결과 고

혈압이 �9�9�f�: 씨 �(�6�3�.�1�%�)�, 심장병이 �4�8 例 �(�3�0�.�6�%�) �. 당
뇨병이 �4�6 例 �(�2�9�.�3�%�)�, 고지혈증이 �1�5 例 �(�9�.�6�%�) �. 호
홉기질환이 �1�3�f�0�J�(�8�.�3�%�) �. 소화기질환이 �1�0�0�1�J�(�6�.�4�%�) �.

신장질환이 �3例 �0�.�9�%�) 의 순이었으며 �. 뇌경색 �1�1�9

명중 고혈압은 �7�7 例 �(�6�4�.�7�%�) �. 당뇨병은 �4�1 에

�(�3�4�.�4�%�) �. 심장병은 �3�9 例 �(�3�2�.�8�%�) 의 순서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뇌출혈 �1�1 명 중 고혈압이 �9例

�(�8�1�.�8�%�) �. 심장병이 �3例 �(�2�7�.�3�%�) 인 것으로 나타났

다 �(표 �6�)�,

〈표 �6�) 腦후中의 種類영�I�J 先行흉愚

�2�) 再發與否

�(�1�) 體質 �l�J�l�J 再發與否

�l 차 발병은 �1�1�7 명 �(�7�4�.�5�%�)�. �2차 발병은 �3�6 명

�(�2�2�.�9�%�)�. �3차 발병은 �4명 �(�2�.�5�%�) 이었으며 �. �n엎質에

따른 再發頻度를 조사한 바 관련성은 없었다〈표�7�)�.

〈표 �7�) 體質別 再發與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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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빼$흉 腦出血 빼옳�l出血 �T�I�A �T�o�t�a�l
�N�=�I�]�9 �N�=�l�I �N�=�I �N�=�2�6 �N�=�1�5�7

�(�%�) �(�%�) �(�%�) �(�%�) �(�%�)

�1 차 �9�0�(�7�5�.�6�) �6�(�5�4�.�5�) �W�O�O�) �2�0�(�7�6�.�9�) �1�1�7�(�7�4�.�5�)

2차 �2�6�(�2�1�.�9�) �4�(�3�6�4�) �0�(�0�0�) �6�(�2�3�1�) �3�6�(�2�2�.�9�)

3차 �3�(�2�.�5�) �1�(�9�. �J�) �0�(�0�0�) �0�(�0�.�0�) �4�(�2�.�5�)

�T�o�t�a�l �]�]�9�0Å`�) �1�1�0�0Çt �W�O�O�) �2�6�(�] �0�0�) �] �5�7�(�J�0�0�)

[¶eÏ�1�f�t
太陰A �p¿��i�A �r!“Öè�A �T�o�t�a�l

�N�=�8�8�(�%�) �N�=�4�8�(�%�) �N�=�2�1�(�%�) �N�=�1�5�7�(�%�)

i댄血뺑 �1�4�0�5�.�9�) �5�0�0�.�4�) �1�(�4�.�8�) �2�0�0�2�.�7�)

�1�I�I�i�*uÅ �9�(�1�0�.�2�) �1�(�2�. �J�) �0�(�0�.�0�) �1�0�(�6�.�4�)

�RÉç�q�. �2�7�(�3�0 �7�) �1�3�(�2�7�.�1�) �6�(�2�8�.�6�) �4�6�(�2�9�.�3�)

�T�o�t�a�l �8�8�0µL�) �4�8�(�0�0�) �2�W�O�O�) �I �5�7�(�J�0�0�)

뼈훌훨 腦出血 빼훌짧下出血 �T�I�A �T�o�t�a�l
�N�=�1�I�9 �N�=�l�I �N�=�I �N�=�2�6 �N�=�1�5�7

�(�%�) �(�%�) �(�%�) �(�%�) �(�%�)

�D�}�kqY �4�4�(�3�7 이 �2�0�8�.�2�) �0�(�0�.�0�) �1�0�(�3�8�.�5�) �5�6�(�3�5�.�7�)

�M�iÖ� �3�5�(�2�9�.�4�) �5�(�4�5�.�5�) �0�(�0�.�0�) �1�0�(�3�8�.�5�) �5�0�(�3�1�.�8�)

�D�}�kqY
�2�3�0�9�.�3�) �2�0�8�.�2�) �0�(�0�.�0�) �7�(�2�6�.�9�) �3�2�(�2�0�.�4�)

+欣酒

�j¿����HÖ×
�6�3�(�5�2�.�9�) �6�(�5�4�.�5�) �J�(�J�O�O�) �1�3�(�5�0�.�0�) �8�3�(�5�2�9�)

�H�I�'ÿæÕ„
�T�o�t�a�l �1�1�9�(�0�0�) �I �W�O�O�) �J�(�J �0�0�) �2�6�(�0�0�) �1�5�7�(�0�0�)

홉因 휴식
수연및

활동 음주 식사
감정흥

보행 대화 �T�o�t�a�l
기상시

닝

�c�:�'

¹ùÆ��r�x�:
�3�1 �5�9 �4�5 �4 �1�2 �1�5�7

�(�1�9�7�) �(�3�7�.�6�) �(�2�8�7�) �(�2�.�5�) �(�7�6�) �(�0�.�6�) �(�1�9�) �(�1�.�3�) �(�I�(À•

�- 四象 �I�I�I 웰的 中風治앓 �1�5�7 例에 對한 臨 �I�f 的 �i�f 究 �-

�(�2�) �)입쭈中 �f파類 �l�.�J�1�j �f�I�f 發뱃否

�m�� 후中 �f�i�R 類�l�.�J�1�j 再發頻度를 조사한 바 �l牌出血 愚者

�1�1 명중 �2차 발병은 �4명 �(�3�6�.�4�%�)�, �3차는 �1 명

�(�9�.�1 �%�) 으로서 �f�I�f 發한 �,펀‘�� 가 총 �5명으로 �4�5�.�5�% 에

해당되어 �!�f�� 적�E中 全體 파發 �:�.�y�.�s �2�5�.�4�%�(�2 차는

�2�2�.�9�%�, �3차는 �2�.�5�%�)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표 �8�> 腦후中 種類別 再發與否

�3�) 家族歷

�j떤、휴의 父系 �, 母系 및 兄弟중 高血應 �, 廳民病 및

�m�� 쭈中의 家族歷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O싫쭈中이

�4�6 명 �(�2�9�.�3�%�) 으로 제일 많았고 �,되 �I�f�n�n���o�l �2�0 명

�0�2�.�7�%�)�, �m해病이 �1�0 명 �(�6�.�4�%�) 의 순서로 나타났

다〈표 �9�)�.

〈표 �9�> 體質別 家族歷

�4�) �q及煙 �, 飯酒의 社會歷

吸煙 �. 歐酒의 社會歷을 살며보면 吸煙과 敗酒를

모두 하는 愚휴는 �3�2 명 �(�2�0�.�4�%�) 이었고 댔煙과 없:�핍

를 모두 하지 않는 많者는 �8�3 명 �(�5�2�.�9�%�) 이었으며

�'�2�k�, 煙을 하는 경우는 �5�6 명 �(�3�5�.�7�%�) �, 없�;酒를 하는 사

랍은 �5�0 명 �(�3�1�.�8�%�) 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표 �1�0�> 腦후中의 種類別 吸煙 �, 軟酒

�5�) 發病語因

수연 및 기상시가 �5�9 명 �(�3�7�.�6�%�)�, 휴식이 �3�1 명

�0�9�.�7�%�) 로 전체 �1�5�7 명중 �9�0 명 �(�5�7�.�3�%�) 으로서 안

정시 發病한 경우가 많았고 활동이 �4�5 명 �(�2�8�.�7�%�)�.

식사가 �1�2 명 �(�7�.�6�%�)�, 음주가 �4명 �(�2�.�5�%�)�, 보행이 �3

영 �0�.�9�%�)�. 대화가 �2명 �0�.�3�%�)�. 감정흥분이 �l 영

�(�0�.�6�%�) 의 순서로 나타났다〈표 �1�1�>�.

〈표 �1�1 �> 發病뚫因

�- �4�3�7 �-



뇌경색 뇌출혈 지주빼출혈 �T�I�A �T�o�t�a�l
�N�=�1�1�9 �N�=�l�l �N�=�1 �N�=�2�6 �N�=�I�S�7

�(�%�) �(�%�) �(�%�) �(�%�) �(�%�)

24시간
�3�9�(�3�2�.�8�) �3�(�2�7�.�3�) �o�t�O�O�) �8�(�3�0�8�) �S�O�(�3�1�.�8�)

이내

3일이내 �3�7�(�3�1�.�1�) �1�(�9�.�1�) �0�(�0�.�0�) �6�(�2�3�1�) �4�4�(�2�8�.�0�)

IS일이내 �2�7�(�2�2�.�7�) �2�(�8�2�) �0�(�0�0�) �6�(�2�3�1�) �3�S�(�2�2�.�3�)

30일이내 �1�0�(�8�.�4�) �1�(�9 �J�) �o�t�O�m �4�( �I�S�.�4�) �1�5�(�9�.�6�)

30일이상 �6�(�S�.�0�) �4�(�3�6�.�4�) �1�(�1�0�0�) �2�(�7�.�7�) �1�3�(�8�.�3�)

�T�o�t�a�l �1�1�9�(�0�0�) �1 �H�l�O�O�) �H�l �0�0�) �2�6�(�0�0�) �I�S�7�(�1�0�0�)

B웹훌塞 腦出血 뼈훌服F出血 �T�I�A �T�o�t�a�l
�N�=�1�1�9 �N�=�1�1 �N�=�l �N�=�2�6 �N�=�l�S�7

�(�%�) �(�%�) �(�%�) �(�%�) �(�%�)

본원직행 �4�9�(�4�1�.�2�) �4�(�3�6�.�4�) �0�(�0�0�) �1�6�(�6�1�.�5�) �6�9�(�4�3�.�9�)

한의원 �1�7�0�4�.�3�) �0�(�0�.�0�) �0�(�0�.�0�) �2�(�7�.�7�) �1�9�0�2�.�1�)

의웬 �4�(�3�.�4�) �0�(�0�.�0�) �0�(�0�.�0�) �2�(�7�.�7�) �6�(�3�.�8�)

병원 �4µL�4�(µ �3�7�.�0�) �7�(�6�3�.�6�) �1�(�0�0�) �5�0�9�.�2�) �5�7�(�3�6�3�)

한방병원 �5�(�4�.�2�) �0�(�0�.�0�) �0�(�0�.�0�) �1�(�3�.�8�) �6�(�3�.�8�)

�T�o�t�a�l �1�1�9�(�0�0�) �1�1�(�0�0�) �1�0 �0�0�) �2�6�(�0�0�) �1�5�7�(�1�0�0�)

腦’혔쩔 腦出血 었홉없F出血 �T�I�A �T�o�t�a�l
�N�=�1�l�9 �N�=�l�l �N�=�l �N�=�2�6 �N�=�1�5�7

�(�%�) �(�%�) �(�%�) �(�%�) �(�%�)

홉 9양 0(0.0) �0�(�0�.�0�) �0�(�0�.�0�) �0�(�0�0�) �0�(�0�0�)

�fÿå �i�1 �1�1�(�9�.�2�) �4�(�3�6�.�4�) �1�0�0�0�) �0�(�0�.�0�) �1�6�0�0�.�2�)

明 �6�f�t �1�0�8�(�9�0�.�8�) �7�(�6�3�.�6�) �0�(�0�.�0�) �2�6�0 �0�0�) �1�4�1�(�8�9�.�8�)

�T�o�t�a�l �1�1�9�(�0�0�) �1�1 �(�0�0�) �1�0 �0�0�) �2�6�(�0�0�) �1�5�7�(�1�0�0�)

�- 사상의학회지 제 �1�0 권 제 �2호 �1�9�9�8 �-

�6�) 入院經過時間

�2�4 시간이내 來院한 경우가 �5�0 명 �(�3�1�.�8�%�)�, �3일

이내가 �4�4 명 �(�2�8�.�0�%�)�, �1�5 일 이내가 �3�5 명 �(�2�2�.�3�%�) �,

�3�0 일 이내가 �1�5 명 �(�9�.�6�%�)�, �3�0 일 이상에서 �1�3 영

�(�8�.�3�%�) 의 순서로 많았다 �. 뇌경색 환자 �1�1�9 명중

�1�0�3 명 �(�8�6�.�6�%�) 이 �1�5 일 이내에 來院하였으며 �. 뇌출
혈 환자 �1�1 명중 �6명 �(�5�4�.�6�%�) 만이 �1�5 일 이내에 來

院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l없出 �(�l�l 과 빼�l妹眼下出띠 �l

의 경우 他 醫械機關의 治橋를 받은 후 後遺 �l�i�E 의 ‘�i좋

�!�i�l�l 를 위하여 來院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 �T�I�A 의

경우에는 비교적 고른 分布를 나타내었다〈표 �1�2�)�.

〈표 �1�2�) 腦후中 種類別 入院經過時間

�7�) 入院經路

木 ���X�(�{�K 行이 �6�9 명 �(�4�3�.�9�%�) 으로 가장 많았고 �. ’써 ���;�,�i�;

을 거쳐 來따한 파휴가 �5�7 명 �(�3�6�.�3�%�) �, 합행院이 �1�9

명 �0�2�.�1�%�)�, 짧따 및 합�)�J�M���� 이 각각 �6 명 �(�3�.�8�%�)

으로 나타났다 �. 빠出 �J�(�I�L �1�1 명중 �7 명 �(�6�3�.�6�%�) 이 패따

을 거쳐 �* 따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3�)�.

〈표 �1�3�) 腦후中 種類別 入院經路

�4�. 入院時 愚者의 狀願

�1 �) 入院時의 意識狀態

�|
꺼應가 �1�4�1 명 �(�8�9�.�8�%�) 이었고 �f훈迷는 �1�6 명

�0�0�.�2�%�) 였으며 �. �)없 �� 塞 �jι �; 연�i �1�1�9 명중 댄
�;
迷가 �1�1 명

이었고 �. 없出 �J�(�(�[ �1�1 명중 �f�o�1�t�: 迷가 �4명으로 �m�� 出 �J�(�J�1 에서

의식장애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T�I�A 에서는 �2�6 명 모두
�|
꺼股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1�4�)�.

〈표 �1�4�) 腦후中 種類別 入院時의 意識狀態

�- �4�3�8 �-



�M�'��
�I�f�f�l�&

�1�1�1�'rÀ
�I�f�f�l�&

�N�= �1�5�7�(�%�) �N �= �1�5�7�(�%�)

�;�!�]�!Öè�)�J��Æ°�!»T �1�3�6�(�8�6�6�%�) �iÕ\�'�J�:�. �1�8�0�1�.�5�%�)

�UÖ¨�1�j�!�: �7�1�(�4�5�.�2�%�) U服|뼈料 �1�7�0�0�8�%�)

語� �7�0�(�4�4�6�%�) 小fψ失禁 �1�6�0�0�.�2�%�)

�fÕO�*�¹ �5�2�(�3�3�.�1�%�) �1�MÖÌ �1�1�(�7�.�0�%�)

�T�I�f�iuÛ �5�1�(�3�2�.�5�%�) 小使不週 �1�1�(�7�0�%�)

戰下困짧 �4�5�(�2�8�.�7�%�) �'�L0��fÈü �9�(�5�.�7�%�)

不眼 �4�0�(�2�5�.�5�%�) 不픔 �9�(�5�.�7�%�)

R예떠 �2�3�(�1�4�6�%�) 呼l냈困g훌 �2�0�.�3�%�)

갚아、|웹�l �2�0�0�2�7�%�) f삐野障r융 �1 �(�0�.�6�%�)

�7�.�$�jÇQ�A �j�,�i�'�>�J�1�;�AÊL�/ÿ< �j�,���A �T�o�t�a�l
�N�=�8�8 �N�=�4�8 �N�=�2�1 �N�=�1�5�7

�(�%�) �(�%�) �(�%�) �(�%�)

�(�I �5�0 �8�(�9�1�) �6�(�1�2�5�) �5�(�2�3�8�) �1�9�(�2�1�)

�T�o�t�a�l �1�5�0�-�2

�Ä�h�o�l�e�s�t�e�r�o�l �0�0
�4�7�(�5�3�.�4�) �2�3�(�4�7�.�9�) �1�1�(�5�2�.�4�) �8�1�(�5�1�6�)

�)�2�0�0 �3�3�(�3�7�.�5�) �1�9�(�3�9�.�6�) �5�(�2�3�.�8�) �5�7�(�3�6�.�3�)

�(�3�5 �2�8�(�3�1�8�) �1�1�(�2�2�9�) �5�(�2�3�.�8�) �4�4�(�2�8 이
�H�D�L

�3�5�-�8�0 �5�9�(�6�7�0�) �3�7�(�7�7�0�) �1�6�(�7�6�.�2�)
�-�c�h�o�l�e�s�t�e�r�o�l

�1�1�2�(�7�1�3�)

�)�8�0 �1�0�.�1�) �0�(�0�.�0�) �0�(�0�.�0�) �1�(�0�6�)

�(�2�0�0 �5�1�(�5�8�0�) �3�4�(�7�0�.�8�) �1�7�(�8�1�0�) �1�0�2�(�6�5�0�)

�T�r�i�g�l�y�c�e�r�i�d�e
�2�0�0�-�2

�2�3�(�2�6�1�) �8�(�1�6 �7�) �2�(�9�.�5�) �3�3�(�2�1�.�0�)
�5�0

�)�2�5�0 �1�4�(�1�5�9�) �6�0�2�.�5�) �2�(�9�.�5�) �2�2�(�1�4�0�)

�T�o�t�a�l �8�8�(�1�0�0�) �4�8�(�1�0�0�) �2�1�( �1�0�0�) �1�5�7�(�1�0�0�)

�¹0��'�1�f�t �IÆð�lb@‰‹
�I�f�f�l 度

�N�= �1�5�7�(�%�)

�N�o�r�m�a�l �7�6�(�4�8�.�4�%�)

�I�s�c�h�e�m�i�c �h�e�a�r�t �d�i�s�e�a�s�e �5�9�(�3�7�.�6�%�)

�B�u�n�d�l�e �b�r�a�n�c�h �b�l�o�c�k �1�3�(�8�.�3�%�)

�P�r�e�m�a�t�u�r�e �v�e�n�t�r�i�c�u�l�a�r
�1�0�(�6�.�4�%�)

�c�o�n�t�r�a�c�t�u�r�e
�B�r�a�d�y�c�a�r�d�i�a �1�0�(�6�.�4�%�)

�L�e�f�t �v�e�n�t�r�i�c�u�l�a�r
�1�0�(�6�.�4�%�)

�h�y�p�e�r�t�r�o�p�h�y

�A�t�r�i�a�l �f�i�b�r�i�l�l�a�t�i�o�n �8�(�5�1�%�)

�T�a�c�h�y�c�a�r�d�i�a �8�(�5�.�1�%�)

�M�y�o�c�a�r�d�i�a�c �i�n�f�a�r�c�t�i�o�n �4�(�2�.�5�%�)

�- 四象뿔뿔的 中風�;台驗 �1�5�7 例에 對한 臨 �l末的 �%究 �-

�2�) 入院時의 主要효狀

전체 �1�5�7 명 中 핑퍼 �]�1핸댐가 �1�3�6 例 �. �D�.강 �i�t 이 �7�1 �{�0�J�.

써 �$�1���o�1 �7�0�1�9�i�J�. �f��핏뻐、가 �5�2�f�9�i�J 양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1�5�>�.

〈표 �1�5�> 入院時 主要효狀

�3�) 入院時 血淸뼈質置

�T�o�t�a�l�-�c�h�o�l�e�s�t�e�r�o�l 은 �5�7 명 �(�3�6�.�3�%�) 에서 �2�0�0

�r�n�r�n�H�g 를 초과하였고 �. �H�D�L�-�c�h�o�l�e�s�t�e�r�o�l 은 �4�4 영

�(�2�8�.�0�%�) 에서 �3�5�m�m�H�g 미만으로 이상을 보였으며 �,

�T�r�i�g�l�y�c�e�r�i�d�e 는 �2�2 명 �0�4�.�0�%�) 에서 �2�5�0�m�m�H�g 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6�>�.

〈표 �1�6�> 體質別 入院時 血淸體質置

�4�) 入院時 心電圖 所見

人院 �|
바 心파 �h원 �f�1�f �}�=�� 에서는 �7�6 例 �(�4�8�.�4�%�) 에서 �I�E

힘�所兄을 보였고 �5�9 例 �(�3�7�.�6�%�) 에서 �I�s�c�h�e�m�i�c

�h�e�a�r�t �d�i�s�e�a�s�e 의 �f�1�f 見을 보였으며 �B�u�n�d�l�e �b�r�a�n�c�h

�b�l�o�c�k 은 �1�3 例 �(�8�.�3�%�)�, �P�r�e�m�a�t�u�r�e �v�e�n�t�r�i�c�u�l�a�r

�c�o�n�t�r�a�c�t�u�r�e�. �B�r�a�d�y�c�a�r�d�i�a 및 �L�e�f�t �v�e�n�t�r�i�c�u�l�a�r

�h�y�p�e�r�t�r�o�p�h�y 가 각각 �1�0 例 �(�6�.�4�%�)�. �A�t�r�i�a�l

�f�i�b�r�i�l�l�a�t�i�o�n�, �T�a�c�h�y�c�a�r�d�i�a 은 각각 �8例 �(�5�.�1�%�)�,

�M�y�o�c�a�r�d�i�a�c �i�n�f�a�r�c�t�i�o�n 은 �4例 �(�2�.�5�%�) 인 것으로 나

타났다〈표 �1�7�> �.

〈표 �1�7�> 心電圖所見

�- �4�3�9 �-



�T�o�t�a�l
T�Å‘�H�i�I�: 폐렴 요 ��-�, 。 요로감염 치 매 �N�=�1�5�7

�(�%�)

‘앤홈� �8�(�5�}�) �7�(�4�.�5�) �6�(�3�.�8�) �4�(�2�.�5�) �2�5�(�1�5�9�)

�I�J�i�W�i 성시
�T�o�t�a�l

I양빼1
(!주 �(�2Èü �(�3Èü �(�4Èü �(�5Èü ���5Èü

안합
�N�=�1�5�7

�(�%�)

 �¿U�I�.�;�j�j�� �1�2 �1 �1�3 �1 �1�5 �1 �8 �1 �5 �1 �3
�1�0�1�(�7�.�6�)

�1

�(�8�.�3�)
�1

�(�9�.�6�) �I �(�5 �J�)
�1

�(�3�.�2�) �I �(�1�9�) �1�5�7�(�6�4�.�3 �(�1�0�0�)
�T�o�t�a�l �5�6�(�3�5�.�7�)

QvNÖ†U�i�i�"�f *였 度

�N�= �1�5�7�(�%�)

�E�n�e�m�a �1�7�(�1�0�.�8�%�)

�L�-�t�u�b�e �1�4�(�8�.�9�%�)

�F�o�l�e�y �c�a�t�h�e�t�e�r �1�3�(�8�.�3�%�)

�d�r�e�s�s�i�n�g �1�0�(�6�.�4�% �)

�N�e�l�a�t�o�n �c�a�t�h�e�t�e�r �9�(�5�.�7�%�)

�s�u�c�t�i�o�n �7�(�4�.�5�%�)

經디用 훨物 ￥월뻐.注射뿜l

�N�=�1�5�7�(�%�) �N�= �1�5�7�(�%�)

�A�d�a�l�a�t �6�3�(�4�0�.�1�%�) �D�e�x�t�r�o�s�e �W�a�t�e�r �3�8�(�2�4�.�2�%�)

�R�h�o�n�a�l �5�1�(�3�2�.�5�%�) �M�a�n�n�i�t�o�l �3�2�(�2�0�.�4�%�)

�P�e�r�s�a�n�l�i �n �4�9�(�3�1�.�2�%�) �N�o�r�m�a�l �S�a�l�i�n�e �1�7�(�1�0�.�8�%�)

�- 사상의학회지 저�1�1�0 권 저�1�2호 �1�9�9�8 �-

�5�. 治홉經過中의 흩§훌훌�I홉

�1�) 合힘효

폐염이 �8例 �(�5�.�1 �%�)�, 욕창이 �7例 �(�4�.�5�%�)�, 요로감

염이 �6例 �(�3�.�8�%�)�, 치태 �4例 �(�2�.�5�%�) 의 순서로 나타

났다〈표 �1�8�>�.

〈표 �1�8�> 合혐효

�2�) 物理治標 開始時期

物 �J�i�l�l 治縣를 실시한 경우는 �5�6 명 �(�3�5�.�7�%�) 으로 실

시하지 않은 �1�0�1 명 �(�6�4�.�3�%�) 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

타났고 �. 실시한 경우 入院 후 �l 주 이내가 �1�2 명

�(�7�.�6�%�)�, �2주 이내가 �1�3 명 �(�8�.�3�%�)�, �3주 이내가 �1�5

명 �(�9�.�6�%�)�, �4주 이내가 �8명 �(�5�.�1�%�)�, �5주 이내가 �5

명 �(�3�.�2�%�)�, �5주 이상이 �3 명 �0�.�9�%�) 인 것으로 나타

났다〈표 �1�9�>

〈표 �1�9�> 物�f훌台爾 開始時期

�3�) 其他處置 및 洋方쫓物治爆

�(�1�) 其他處파

�E�n�e�m�a 를 시행한 경우가 �1�7 例 �0�0�.�8�%�)�, �L�-�t�u�b�e

가 �1�4 例 �(�8�.�9�%�)�. �F�o�l�e�y �c�a�t�h�e�t�e�r�7�t �1�3�f�9�i�J�(�8�.�3�%�)�.

�d�r�e�s�s�i�n�g 이 �1�0 例 �(�6�.�4�%�)�, �N�e�l�a�t�o�n �c�a�t�h�e�t�e�r 가 �9

씨 �(�5�.�7�%�)�, �s�u�c�t�i�o�n 이 �7 명 �(�4�.�5�%�) 의 순서로 나타났

다〈표 �2�0�)�.

〈표 �2�0�) 其他處置

�(�2�) 浮方藥物治續

햄 � 洋方協沙治續에서 �f￥方藥物治械를 �.�u�.�.�y�.�>�J�. 行한 경

우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經 �1�]�)�1�1 樂物로는 �A�d�a�l�a�t 가 �6�3 씨으로 가장 때川

되었고 �R�h�o�n�a�l�. �P�e�r�s�a�n�t�i�n τ의 순서로 使 �J�I�J 되었

으며 �, 輸�� 및 注射웰 �l로는 �D�e�x�t�r�o�s�e �W�a�t�e�r 가 �3�8

例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M�a�n�n�i�t 이 �, �N�o�r�m�a�l

�S�a�l�i�n�e 의 순서로 使用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1�>�.

〈표 �2�1�) 洋方쫓物治標

�-�4�4�0�-



�T�e�n�o�r�m�i�n �2�9�0�8�.�5�%�) �I�n�s�u�l�i�n �1�5�(�9�.�6�%�)

�D�i�a�m�i�c�r�o�n �2�4�0�5�.�3�%�) �C�e�r�a �5�(�3�2�%�)

�D�i�c�h�l�o�r�z�i�d �2�2�0�4�0�%�) �F�r�e�a�m�i�n �4�(�2�.�5�%�)

�C�a�p�o�t�e�n �1�1�(�7�.�0�%�) �G�e�n�t�a�m�i�c�i�n �3�0�.�9�%�)

�V�a�l�i�u�m �7�(�4�.�5�%�)
�H�a�r�t�m�a�n�n

�2�0�.�3�%�)
�S�o�l�u�t�i�o�n

�N�o�v�a�s�c �6�(�3�.�8�%�)

�R�e�n�i�t�e�c �5�(�3�.�2�%�)

�M�i�n�i�p�r�e�s�s �4�(�2�.�5�%�)

�D�i�g�o�x�i�n �4�(�2�.�5�%�)

�L�a�s�i�x �4�(�2�.�5�%�)

�M�u�n�o�b�a�l �3�0�.�9�%�)

J:.H흥機能障댐 下밟機能障돼

�G�r�a�d�e 入院 退院 人院 退院
�N�= �1�5�7 �N�= �1�5�7 �N�=�1�5�7 �N�=�1�5�7

�(�%�) �(�%�) �(�%�) �(�%�)

少力 �3�2�(�2�0�.�4�) �5�7�(�3�6�.�3�) �3�4�(�2�1�.�7�) �5�8�(�3�6�.�9�)

�G�I �8�4�(�5�3�.�5�) �7�0�(�4�4�.�6�) �8�4�(�5�3�.�5�) �6�9�(�4�3�.�9�)

�G�I�I �3�0�.�9�) �6�(�3�.�8�) �6�(�3�.�8�) �1�5�(�9�.�6�)

�G�i�l�l �6�(�3�.�8�) �9�(�5�.�7�) �6�(�3�.�8�) �4�(�2�.�5�)

�G�I�V �7�(�4�.�5�) �1�0�(�6�.�4�) �9�(�5�.�7�) �8�(�5�.�1�)

�G�V �2�5�0�5�.�9�) �5�(�3�.�2�) �1�8�0�1�.�5�) �3�0�.�9�)

f헛用處方
�!�f�f�l 度

�N �= �1�5�7�(�%�)

�iÈ•�l�l�i�t�i�jÖi�J�!�fP· �8�1�(�5�1�.�6�)

i줌心運子揚 �3�3�(�2�1�.�0�)

太陰A 않方
淸m降氣없 �1�0�(�6�.�4�)

R �'�*�iÍ¤�,�l�,0�X4 �5�(�3�.�2�)

熱多寒少揚 �4�(�2�.�5�)

�m解예L場 �2�0�.�3�)

�- 四象톨훌훌的 中風治뚫 �1�5�7 例에 對한 臨 �1�* 的 �9�}�f�1�!�: �-

�4�) 運動機能障짧의 好轉程度

�I�-�:�.�J�l�k 憐能 �l핸핍에서 入院
�|
냄 少力은 �3�2 명 �(�2�0�.�4�%�) �,

�G�I 은 �8�4 명 �(�5�3�,�5�%�)�, �G �I�I는 �3명 �0�.�9�%�)�, �G�i�l�l는 �6명

�(�3�,�8�%�)�, �G�I�V 는 �7명 �(�4�.�5�%�)�, �G�V 는 �2�5 명 �0�5�.�9�%�) 였

으나 �, �jμ紅
�|
않는 少力이 �5�7 명 �(�3�6�,�3�%�)�, �G �I 은 �7�0 명

�(�4�4�.�6�%�)�, �G�I�I 는 �6명 �(�3�.�8�%�)�, �G�i�l�l 는 �9명 �(�5�.�7�%�)�,

�G�I�V 는 �1�0 명 �(�6�.�4�%�)�, �G�V 는 �5명 �(�3�.�2�%�) 으로 好轉된

것으로 나타났다 �. 下�M機能障핍에서는 入院�u흉 少力

이 �3�4 명 �(�2�1�.�7�%�)�, �G�I 은 �8�4 명 �(�5�3�,�5�%�)�, �G �I�I는 �6

명 �(�3�.�8�%�)�, �G�i�l�l 는 �6 명 �(�3�.�8�%�)�, �G�I�V 는 �9명 �(�5�,�7�%�) �,

�G�V는 �1�8 명 �0�1�.�5�%�) 였으나 �,�j�!�! 院 �n혼는 少力이 �5�8 명

�(�3�6�,�9�%�)�, �G�I 은 �6�9 명 �(�4�3�,�9�%�)�, �G�I�I 는 �1�5 명

�(�9�,�6�%�)�, �G�i�l�l 는 �4 명 �(�2�.�5�%�)�, �G�I�V 는 �8명 �(�5�,�1�%�)�,

�G�V 는 �3명 �0�,�9�%�) 으로 好�i밸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2�2�>�.

〈표 �2�2�> 運動機能障짧의
�*
주轉程度

�6�. 활方쫓物治홈

�1�) 使用處方의 頻度

中風 �l펀�l者�의 때象醫텅 ���(�1�9 治擔에는 太陰�/ ＼은 �9가지

處方 �. 少陽�A은 �6가지 處方 �. 少 �|앓�A은 �7가지 處方이

使 �m되었다 �. 太陰�A은 消�J�J힘웹 �i�f�f 楊。 �1 �8�1 例 �. 消心�i파子

陽이 �3�3�j�}�i�J�, 淸띠 �l降氣陽이 �1�0 例 쌓의 순이었고 �, 少陽

�A은 따腦散火陽이 �4�9 例 �. 체防地黃楊이 �1�1 �j�}�i�J 뺨의

순이었으며 �. 少陰�A은 캘香正氣散이 �2�1 例 �. 에�i心健牌

楊이 �5例 �. 祐風꿇이 �4뻐�j 쌓의 頻度로 使 �}껴되었다〈표

�2�3�>�,

〈표 �2�3�) 使用處方의 頻度

�- �4�4�1 �-



�根i쑤‘햄淑 �1�(�0�.�6�)

太陰A�方 Lil樂補뼈π傷 �1�(�0�.�6�)

JJD減補뼈場 �1�(�0�.�6�)

싸R채散火場 �4�9�(�3�1�.�2�)

�j�f�i�j–2W0���H�f�} �1�1�(�7�.�0�)

少l앓AI한方
獨活it!!iii楊 �2�0�.�3�)

�m�h�i²ù �B散 �2�0�.�3�)

�j�f�i�j–2ÓÉ�i�f�f�;Á,�k �2�(�3�)

�m�:�h �1�&�1Ô•ec �1�(�0�.�6�)

f흉좀正氣散 �2�1�0�3�.�4�)

補,Ii、健빼揚 �5�(�3�.�2�)

따1월.傷 �4�(�2�.�5�)

少陰A �1�#�&e¹ 좀l잉/養몹淑 �2�0�.�3�)

十二味寬r.p場 �2�0�.�3�)

A物君子꺼 �2�0�.�3�)

E흥歸香값散 �1 �(�0�.�6�)

�T�o�t�a�l
�I�i�{e¹Õ‡�!�l�! �1ÖŒ 2회 3회 a

�N�= �1�5�7�(�%�)

�W�i�J �5�1�(�3�2�.�5�) �1�5�(�9�6�) �I �2�(�1�.�3�)
�8�9�(�5�6�.�7�) �1�5�7�(�0�0�)

�T�o�t�a�l �6�8�(�4�3�.�3�)

šÔ�1�f�(����
�!�f�f�l�&

�N�=�1�5�7�(�%�)

體質뺑更 없음 �1�3�4�(�8�5�.�4�)
燮更與강

�R�1�!�i¾•fô 있음 �2�3�(�4�6�)

太陰A處方→少陽AI훨方 �8�(�5�.�1�)

太陰A處方→少陰A處方 �3�0�.�9�)

少陽AJJ훌方→太|쏠A處方 �5�(�3�.�2�)
m質뺑핏

少陽AI%'方→少|쏠A處方 �1�(�0�.�6�)

少陰AI삶方→太|쏠A處方 �3�(�1�.�9�)

少|쏠A處方→少陽A�方 �3�(�9�)

�- 사상의학회지 제 �1�0 권 제 �2호 �1�9�9�8 �-

�2�) 處方의 빨更

處끼�j을 變更하지 않은 경우가 �8�9 명 �(�5�6�.�7�%�) 으로

가장 많았으며 �1 회 變更은 �5�1 명 �(�3�2�.�5�%�)�. �2회 變更

은 �1�5 명 �(�9�.�6�%�)�, �3회 變更은 �2명 �0�.�3�%�) 의 순서로

나타났다〈표 �2�4�)�.

〈표 �2�4�) 處方의 뿔更

�3�) 體質을 燮更한 경우

處 �)�j 을 찢벚하더라도 밟젤을 달리하여 變햇한 경

우를 別迷 뼈훌하였다 �. 처음 �-�=�.�0�,�i�!�:�' 斷한 뽑質이 끝까지

�M�I센된 경우가 �1�3�4 명 �(�8�5�.�4�%�) 이었으며 �. �n셀質을 짧

更하여 處方한 경우가 �2�3 명으로 전체 �1�5�7 명중

�1�4�.�6�% 에 해당되었으며 太陰 �A處方에서 少陽�A處方

으로 짧更한 경우가 �8명으로 가장 많았고 �. 少 �|앓�A處
�j�J 에서 太陰 �A處方으로 짧更한 경우가 �5명으로 두번

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2�5�)�.

〈표 �2�6�) 體質뿔更

�4�) 處方慶更時 主要事�I頁

處方을 짧更할 때의 주된 이유를 分類하여 살펴보

연 �� 秘 �. 뺀�� 짱�:의 大 �{핏 �l헬댐가 문제가 된 경우는

�3�7�{�0�J 였고 �, 不빠 �, 짧 �I�I�J�i�; 쌓의 �����B�l�\�;�1 않댐로 인한 경우는

�3�1 例 �, 뿐펀 �.�5�A 담 �. �I���j 핍 및 컨�i質 �*�H�� 깜의 �f듀암의

문제는 �2�5 例 �. 밸뻐 �.�!�H�i�M�<�. 小������ 및 小使次禁 깡�

의 小 �{핏 �l핸웹는 �2�4 例 �. ↑허絡降핍는 �1�9 例 �, 딩 �n�. 힘 �f�l

및 偏身 �f�f 쌓�의 퓨出異常은 �1�4 例 �. 뼈化降업로 인한

경우는 �7例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2�6�)�.

�- �4�4�2 �-



찢뽀u총 �:�t�t�:rÀ
찢史며數

�N�= �1�5�7�(�%�)

λ 便
f史 秘 �2�6�(�1�6�6�)

�3�7�(�2�3�6�)
““쩌싸떠 �1�1�(�7�.�0�)

평 �P�I�( �5�(�3�.�2�)

小 便
�J�f�f�l�P�l�( �1�4�(�8�.�9�)

�2�4�(�1�5�.�3�)j한 i삶 �1 �(�0�.�6�)
失

�'�t�i�'�:�'�J�"�"�:
�4�(�2�5�)

B파 n�
不 �n�K �1�2�(�7�6�)

�3�1�(�1�9�.�7�)
�!ÖÌ �n�� �1�9�(�1�2�.�1�)

↑헤 �� 不갖- �1�9�(�1�2�.�1�) �1�9�(�1�2�.�1�)

νL닝1폐 不良 �7�(�4�.�5�) �7�(�4�.�5�)

엄 �i�f �1�0�(�6�.�4�)
�i�f 出 i낀 if �3�(�1�.�9�) �1�4�(�8�.�9�)

偏身규 �1�(�0�.�6�)
�f�f�l�.�. �2�(�1�.�3�)

�-�j�!�j�. �t�!�i´Ý�j

‘
�.�.�.�:�.�.�t�t�!�. �1�1�(�7�0�)

�2�5�(�1�5�.�9�)
白 �9�(�5�.�7�)

�,�f�:�r 降 �3�(�1�.�9�)

자狀
人院 退院

�N �= �1�5�7�(�%�) �N�= �1�5�7�(�%�)
�L�-�t�u�b�e �1�2�(�7�.�6�) �5�(�3�2�)

뺏下隔6풍 사래 �3�5�(�2�2�.�3�) �6�(�3�8�)

無 �1�1�0�(�7�0�.�1�) �1�4�6�(�9�3�.�0�)
�E�n�e�m�a �1�5�(�9�.�6�) �1 �(�0�.�6�)

大便障댐
f更 秘 �4�8�(�3�0�.�6�) �1�2�(�7�.�6�)
”펌싸따 �7�(�4�.�5�) �3�(�9�)

無 �8�7�(�5�5�.�4�) �1�4�1�(�8�9�.�8�)

�'�f�J�P�I�( �1�2�(�7�6�) �6�(�3�.�8�)

小便P월1뭘
頻 �P�I�( �3�2�(�2�0�.�4�) �2�2�(�1�4�.�0�)

失 �'�t�i�'�.�;�J�� �1�4�(�8�.�9�) �4�(�2�.�5�)
無 �9�9�(�6�3�1�) �1�2�5�(�7�9�.�6�)
不眼 �3�0�(�1�9�1�) �4�(�2�.�5�)

wa�n�K–œ�hÇ5 i훌 眼 �4�6�(�2�9�.�3�) �3�1�(�1�9�.�7�)

安 �n�K �8�1�(�5�1�.�6�) �1�2�2�(�7�7�.�7�)

t함*홈障B흉
不 슛� �4�2�(�2�6�.�8�) �8�(�5�.�1�)

無 �1�1�5�(�7�3�.�2�) �1�4�9�(�9�4�.�9�)

폐化障휴양
有 �2�0�0�2�.�7�) �7�(�4�.�5�)
양표 �1�3�7�(�8�7�.�3�) �1�5�0�(�9�5�.�5�)

�E�J �i�f �3�9�(�2�4�.�8�) �2�2�0�4�.�0�)

규出싸常
‘섭규 �1�6�(�0�2�) �7�(�4�5�)

偏身/千 �3�(�9�) �3�(�9�)

�i�l�:�:1함 �9�9�(�6�3�.�1 �) �1�2�5�(�7�9�.�6�)
�\�f�1 � �5�(�3�.�2�) �1�(�0�6�)

 � ��.�.�. �2�3�( �1�4�.�6�) �7�(�4�.�5�)
�:�{�-�pÖH½$^8 白 �4�1�(�2�6�.�1�) �3�5�(�2�2�.�3�)

�*�1 짧 �3�0�0�9�.�1�) �2�9�(�8�5�)

淡 �n �5�8�(�3�6�.�9�) �8�5�(�5�4�.�1�)

�- 四象앓흉的 中風�j읍앓 �1�5�7 例에 對한 臨 �l末的 �i�f 究 �-

〈표 �2�6�> 處方뿔更時 主要事項

�7�. 四象醫學的 病證管理指樓의 變化

�1 �) 四象醫學的 中風管理指標

�Y니象뿔당 �\�( 애 매 �t�)�1�i�V�i�i ’

�J�!�T�I 指웬‘는 �J�l���, ‘휴의 숫身 �l깨인 狀況

을 중심으로 �5�1�\�:�1�5�) 의 방법에서 �r�r�w 과 �5�:�&�) 뭇‘힘�을 추

가하였다 �I맺下따원 �, 太 �f잇 �l핸댐 �. 小 �f핏障웹 �. ��효 �I�[�� 障댐 �,

↑ �.�t�;�1�1 絡 �&
‘

���6�{�}�. 뼈、化 �l패댐 �.�n 出뤘찍� 및 �E듀픔의 뤘 �;챔’으로

설정하고 人院과 �i�l�l 院 �l바의 �}�I�X態를 比較하여 그 �i�f�f 뺑

�l�'�f�'�l 표를 살펴보았다 �. 入院 �l냄 障댐를 보연 줍픔웠 .챔�이

�9�9 명 �(�6�3�.�1 �%�) 으로 가장 많았고 �. 빠빠�|앓원가 �7�6 명

�(�4�8�.�4�%�) �. 人뻐따댐가 �7�0�' 경 �(�4�4�.�7�%�) �. 小使파댐와
�r�l 出쨌힘이 各各 �5�8 명 �(�3�6�.�9�%�)�, 뺑下패댐가 �4�7 명

�(�2�9�.�9�%�) �. 해絡파댐가 �4�2 명 �(�2�6�.�8�%�) �. 消化따댐가
�2�0 명 �0�2�.�7�%�) 의 순서로 나타났다〈표 �2�7�>

단 �j샘가 되월的으로 느끼지 못하는 붉팝의 變化

는 연구자가 짧 �u�: 的으로 뼈↓察하였다�.

〈표 �2�7�> 四象醫學的 中風管理指標

�2�) 體質에 따른 中風管理指標의 好轉度

人院폐 �|
냄

�|
웬下 �l앓댐 �. 太 �{핏 ���1���6 당 �. �I�J 、使랜댐 �. 빠 �I�l�K 델

댐 �. ↑버絡 �l원쉐 �, 뼈、化 �l앓댐 �.�n 出뤘.폐�및 �5 핍�;
뤘챔이 있

던 사람 중에서 體質別로 그 따뺑원-많를 �g�o�o�d�. �n�o

�c�h�a�n�g�e�(�n�.�c�) 및 �b�a�d 로 區分하여 조사한 결과 아래

와 같았다〈표 �2�8�- 표 �3�5�>�.

�- �4�4�3 �-



쳐졸A �1�-¿��A �、陰A

good n.c bad good n.c bad good n.c bad

�下降!원 有 �(�%�)
�1�7 �3 �0

有 �(�%�)
�1�6 �4

g	�(�%�) �4 �2 �0
�(�8�5�.�0�) �0�5�.�0�) �(�0�.�0�) �(�7�6�.�2�) �(�9�0�) �(�4�.�8�) �(�6�6�.�7�) �(�3�3�.�3�) �(�0�.�0�)

無 �(�%�)
�0 �6�8 �0

無 �(�%�)
�0 �2�7 �0

q!�(�%�)
�0 �1�5 �0

�(�0�.�0�) �(�0�0�) �(�0�.�0�) �(�0�.�0�) �(�l�(À•�) �(�0�.�0�) �(�0�.�0�) �0�0�0�) �(�0�0�)

太|쏠A 少險A 少陰A

�g�o�o�d �n�.�c �b�a�d �g�o�o�d �n�.�c �b�a�d �g�o�o�d �n�.�c �b�a�d

λ便 有 �3�6 �6 有 �1�8 �0 有 �7 �0

障l'뭉
�(�%�) �(�8�3�7�) �(�1�4�.�0�) �(�2�.�3�) �(�%�) �(�9�4�.�7�) �(�5�.�3�) �(�0�.�0�) �(�%�) �(�8�7�5�) �(�1�2�.�5�) �(�0�.�0�)

無 �0 �4�5 �0 용g �0 �2�8 힐표 �0 �1�3 �0
�(�%�) �(�0�.�0�) �(�1�0�0�) �(�0�.�0�) �(�%�) �(�0�.�0�) �(�9�6�.�6�) �(�3�.�4�) �(�%�) �(�0�.�0�) �(�1�0�0�) �(�0�.�0�)

太|쏠A 少陽A 少陰A

�g�o�o�d �n�.�c �b�a�d �g�o�o�d �n�.�c �b�a�d �g�o�o�d �n�.�c �b�a�d

IJ、便 有 �7 �2�0 �0 有 �9 �1�1 �2 有 �3 �6 �0

隔{뭔
�(�%�) �(�2�5�.�9�) �(�7�4�.�1�) �(�0�.�0�) �(�%�) �(�4�0�.�9�) �(�5�0�.�0�) �(�9�.�1�) �(�%�) �(�3�3�.�3�) �(�6�6�.�7�) �(�0�.�0�)

용g �0 �6�0 힐g �0 �2�6 �0 �!�H�E �0 �1�2 �0
�(�%�) �(�0�.�0�) �(�9�8�.�4�) �0�.�6�) �(�%�) �(�0 ��0�) �(�0�0�) �(�0�.�0�) �(�%�) �(�0�.�0�) �(�0�0�) �(�0�.�0�)

太|쏠A 少陽A 少陰A

�g�o�o�d �n�.�c �b�a�d �g�o�o�d �n�.�c �b�a�d �g�o�o�d �n�.�c �b�a�d

�8Õ\�n�i�t 有 �2�1 �1�4 有 �2�2 �8 �0 有 �7 �3 �0

障(원
�(�%�) �(�5�8�.�3�) �(�3�8�.�9�) �(�2�.�8�) �(�%�) �(�7�3 ��3�) �(�2�6�.�7�) �(�0�.�0�) �(�%�) �(�7�0�.�0�) �(�3�0�.�0�) �(�0�.�0�)

Öè�g �0 �5�1 훨표 �0 �1�8 �0 無 �0 �1�1 �0
�(�%�) �(�0�.�0�) �(�9�8�1�) �0�.�9�) �(�%�) �(�0�.�0�) �(�0�0�) �(�0�.�0�) �(�%�) �(�0�.�0�) �(�1�0�0�) �(�0�.�0�)

�- 사상의학회지 제 �1�0 권 제 �2호 �1�9�9�8 �-

〈표 �2�8�) 體質에 따른 鷹�T障碩의 好轉度

〈표 �2�9�) 體質에 따른 大便障碩의 好轉度

〈표 �3�0�) 體質에 따른 小便障짧의 好轉度

〈표 �3�1�) 體質에 따른 睡眼障碩의 好轉度

�-�4�4�4 �-



太陰A 少陽A 少陰A

�g�o�o�d �n�.�c �b�a�d �g�o�o�d �n�.�c �b�a�d �g�o�o�d �n�.�c �b�a�d

↑함絡‘ 有 �1�7 �4 �0 有 �1�4 �2 �0 有 �3 �2 �0

障4유
�(�%�) �(�8�1�.�0�) �0�9�.�0�) �(�0�.�0�) �(�%�) �(�8�7�.�5�) �0�2�.�5�) �(�0�.�0�) �(�%�) �(�6�0�.�0�) �(�4�0�.�0�) �(�0�.�0�)

無 �0 �6�7 �0 용g �0 �3�2 �0 無 �0 �1�6 �0
�(�%�) �(�0�.�0�) �(�0�0�) �(�0�0�) �(�%�) �(�0�.�0�) �(�0�0�) �(�0�.�0�) �(�%�) �(�0�.�0�) �(�0�0�) �(�0�.�0�)

太陰A 少陽A 少陰A

�g�o�o�d �n�.�c �b�a�d �g�o�o�d �n�.�c �b�a�d �g�o�o�d �n�.�c �b�a�d

�i�1�'�H�t
有 �5 �2 �0 有 �7 �3 �0 有 �2 �0

障r융
�(�%�) �(�7�1�.�4�) �(�2�8�.�6�) �(�0�.�0�) �(�%�) �(�7�0�.�0�) �(�3�0�.�0�) �(�0�.�0�) �(�%�) �(�3�3�.�3�) �(�6�6�.�7�) �(�0�.�0�)
용g �0 �8�1 �0 훨표 �0 �3�8 �0 無 �0 �1�8 �0

�(�%�) �(�0�.�0�) �0�0�0 �) �(�0�.�0�) �(�%�) �(�0�0�) �(�0�0�) �(�0�.�0�) �(�%�) �(�0�.�0�) �(�0�0�) �(�0�.�0�)

太陰A 少陽A 少陰A

�g�o�o�d �n�.�c �b�a�d �g�o�o�d �n�.�c �b�a�d �g�o�o�d �n�.�c �b�a�d

‘R出 有 �1�9 �1�9 �0 有 �7 �6 �0 有 �0 �7 �0

}핏常
�(�%�) �(�5�0�.�0�) �(�5�0�.�0�) �(�0 ��0�) �(�%�) �(�5�3�.�8�) �(�4�6�.�2�) �(�0�.�0�) �(�%�) �(�0�.�0�) �(�0�0�) �(�0�.�0�)

無 �0 �5�0 �0 용g �0 �3�5 �0 無 �0 �1�4 �0
�(�%�) �(�0�0�) �(�0�0�) �(�0�0�) �(�%�) �(�0�.�0�) �(�1�0�0 �) �(�0�.�0�) �(�%�) �(�0�.�0�) �(�l�0�0�) �(�0�.�0�)

太陰A 少陽A 少陰A

�g�o�o�d �n�.�c �b�a�d �g�o�o�d �n�.�c �b�a�d �g�o�o�d �n�.�c �b�a�d

�Ä�:�(�.�:�1�'�;�:�U
�w

有 �2�0 �2�8 �0 有 �1�6 �2�3 �0 有 �3 �9 �0

�'�"Ãh�I�I�I�,�*�,�J�1�<�m
�(�%�) �(�4�1�.�7�) �(�5�8�.�3�) �(�0�.�0�) �(�%�) �(�4�1�.�0�) �(�5�9�.�0�) �(�0�.�0�) �(�%�) �(�2�5�.�0�) �(�7�5�.�0�) �(�0�.Çt
훨g �0 �3�9 용g �0 �9 �0 훨g �0 �9 �0

�(�%�) �(�0�.�0�) �(�9�7�.�5�) �(�2�.�5�) �(�%�) �(�0�0�) �(�l�0�0�) �(�0�0�) �(�%�) �(�0�0�) �(�l�0�0�) �(�0�.�0�)

�- 四象뼈뿔的 中風�i읍앓 �1�5�7 例에 對한 臨 �i�f 的 �O�}�f 究 �-

〈표 �3�2�) 體質에 따른 情絡障碩의 好轉度

〈표�3�3�) 體質에 따른 消化障훌륭의好轉度

〈표 �3�4�) 體質에 따른 규出異常의 好轉度

〈표 �3�5�) 體質에 따른 줌즙異常의 好轉度

�- �4�4�5 �-



Y*–p�A�(�%�) \��|iJ�A�(�%�) \�–p�A�(�%�)

찢下障I원 �1�7�(�8�5�.�0�%�) �1�6�(�7�6�2�%�) �4�(�6�6�.�7�%�)

太便障1뭔 �3�6�(�8�3�.�7�%�) �1�8�(�9�4�.�7�%�) �7�(�8�7�.�5�%�)

小便障4원 �7�(�2�5�.�9�%�) �9�(�4�0�.�9�%�) �3�(�3�3�.�3�%�)

¿��"��–œ�j�i�� �2�1�(�5�8�.�3�%�) �2�2�(�7�3�.�3�%�) �7�(�7�0�0�%�)

�f¼����pÆÔ�1ÆÐ �1�7�(�8�1�.�0�%�) �1�4�(�8�7�.�5�%�) �3�(�6�0�.�0�%�)

�i®¼S��p�/�1�.�i�iÇ �5�(�7�1�4�%�) �7�(�7�0�0�%�) �}�(�3�3�3�%�)

t千出 �,�,�,�1�'�<^8 �1�9�(�5�0�0�%�) �7�(�5�3�.�8�%�) �0�(�0�.�0�%�)

�-�'�f�u 펀웠.常 �2�0�(�4�1�.�7�%�) �1�6�(�4�1�0�%�) �3�(�2�5 ��0�%�)

뇌경색 뇌출혈 지주꽤출혈 �T�I�A �T�o�t�a�l
�N�=�1�l�9 �N�=�l�l �N�=�I �N�=�2�6 �N�=�1�5�7

�(�%�) �(�%�) �(�%�) �(�%�) �(�%�)

�1�0Ç| 이하 �3�3�(�2�7 �7�) �1�(�9�.�1�) �0�(�0�0�) �1�7�(�6�5�.�4�) �5�1�(�3�2�5�%�)

�2�0Ç| 이하 �3�1�(�2�6 �1�) �2�(�1�8�2�) �0�(�0�.�0�) �8�(�3�0�8�) �4�1�(�2�6�1�%�)

�3�0Ç| 이하 �2�0�0�6�.�8�) �4�(�3�6�.�4�) �0�(�0�.�0�) �1�(�3�.�8�) �2�5�(�1�5�9�%�)

�6�0Ç| 이하 �1�7�0�4�.�3�) �3�(�2�7�.�3�) �0�(�0�.�0�) �0�(�0�0�) �2�0�(�1�2�.�7�%�)

%일이하 �1�3�0�0�.�9�) �1�(�9 �1�) �0�(�0�.�0�) �0�(�0�.�0�) �1�4�(�8�.�9�%�)

�9�1Ç| 이상 �5�(�4�.�2�) �0�(�0�0�) �J�(�J �0�0�) �0�(�0�0�) �6�(�3�8�%�)

�T�o�t�a�l �1�1�9�(�1�0�0�) �I �J�(�J�O�O�) �J�(�J �0�0�) �2�6�(�J�0�0�)
�1�5�7�0�0�0�.�0

�%�)

�- 사상의학회지 제 �1�0 권 저�1�2호 �1�9�9�8 �-

中風↑↑�� 指앉 �(표 �2�8�-�3�5�) 에서 각 項目別로 �|앓뭘가

있었던 센、휴중�H�-�� 뱅된 경우만을 모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표 �3�6�>

〈표 �3�6�> 體質에 따른 中風管理指標의 好轉度

�8�. �A 院期間

�A���J�� 찌�J�n�� 은 �1�0 일 이하가 �5�1 명 �(�3�2�.�5�%�) 으로 가장

많았고 �. �2�0 일 이하가 �4�1 영 �(�2�6�.�1�%�)�, �3�0 일 이하가

�2�5 명 �0�5�.�9�%�)�, �6�0 일 이하가 �2�0 명 �0�2�.�7�%�)�, �9�0 일

이하가 �1�4 명 �(�8�.�9�%�)�. �9�1 일 이상이 �6영 �(�3�.�8�%�) 의

순서로 분석되었으며 �. �3�0 일 이하에 값院한 경우가

�1�1�7 명 �(�7�4�.�5�%�) 으로 나타났다〈표 �3�7�>�.

〈표 �3�7�> 腦후中의 種類別 入院期間

�N�. 總括 및 考察

오늘날 없후中은 平월�/�;공命의 延長과 食生活의 變

化에 따라 發生쩨度와 �1�f�J�T�I 이率이 높은 �1돗파이다
�1�1�)

우리 나라의 경우 �1�9�7�0 년대에서 �8�0 年代 後↑까지

�m�� 젠 �r�r 이 �!솟 �j과別 死亡 �f 의 예�{ 、�) 를 차지하였고 �8�0 年

代 後 �/�I�� 부터는 흙에 이어 두번째 死亡따因으로 자리

잡았지만 �. �!�i�!�- 械 �g�s 의
�*
동해으로는 가장 높은 死亡

率을 나타내고 있다
�.�9�.�1�6�.�2�4�)

�|없후中은 中�� 後 �,려敵 �j 영-에 이르기까지 나이에 따

라 發病 ‘떤、者�- 數가 �t앤없하고 �. �I전�:�j�j�(�1�1 많과 �W�i�*�1 펴 �J�J�]�, ‘휴�-

에서 더 많이 發生함을 볼 수 있으며 대부분의 따究

에서 男 �t�l 에 더 따發함을 보여주었고 모든 �J�f�1 態의

心願俠 �,표�:‘이 �m�� �t�V�!塞의 危 �|웠率을 보인다 �. 최근의 一페

�t�l �I쐐虎 �J�(�1�1 짧의 �?펴歷 �|
바 危 �|웠 �� 이 높고 특히 �T�I�A 후

첫 �1 년 사이에 �1�6�.�5 배의 危 �|웠率을 보인다는 행씀도

있다 �. 혈중 �c�h 이 �e�s�t�e�r�o�l 과 �T�r�i�g�l�y�c�e�r�i�d�e 수치는 �5�5

세 전의 男밤에 危 �l않率을 높이고 �m��滿 �, 吸煙 �.�i�l�l�[ 耐�1不

足도 危險因子이다 �. �m뻐�I�l管 훌센、을病 �J�!�N�����( 얘으로 分

類하면 �. 閒없씬�: �I짧 �J�f�I�l�'�[ ↑흙파‘에는 �|빠 �J�(�l�l�f 션 �,�f 과 �m�� ’흉��

�k 이 있으며 �, 出 �\�(�I�l�t�l �m���l�f�I�l 깐 快파에는 �|웹씨出 �I�f�I�l 과

짧妹版下出 �J�(�I�I 이 었다
�9�)

현재 혐 �j�J 뻐따에서 많은 �m�� 쭈中 �k�t�.�, 휴들을 治뺑하

�- �4�4�6 �-



�- 四象훌훌的 中風」‘읍驗�1�5�7 例에 對한 짧뚱的 맑究 �-

고 있으며 �. 그 중 상당수가 四象醫텅�1的 治械 및 섬
�;

�r�m�. 를 �i뼈 �J�H 하고 있다 �.

짜따 쭈濟꾀는 �r 써醫‘판 �l止保 �-�2�3�)�J�C�.�. 에서 職同의 �)�;�:

小에 따라 사람의 體質을 네가지로 �|꾀分하여 뾰 �I�I�}�] 하

고 있다 �. 體質빼�l�i잖은 쁨 �)���?�i�\�{�� �. ’상鏡”매氣 등의 �}�� 態

的 特微과 �t�l 質材幹 �. ↑힐心의 心싼의 特댔 그리고 完

앉無해 �. �I않젤 �.�i�f�'�<�,�i�l�l�. 과 �t�l옆質病 �i끊 쓸�r�.�� �j
끊의 特淑의 차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2�5�)

�!띤때사사사象醫센에서 �7펴 �i 흘 �I�f�t�J�i�l�l 의 뿔짧的 덤標는

各 �f쁨델에 대한 保命之主의 확보에 있고 �, 保命之主

는 각 體質에서 나타나는 힘心과 完깜無뻐의 조건에

서 찾을 수 있다 �. 따라서 �r�p 風꾀‘者를 ↑�?理함에 있어

그 채끊의 ↑�J�I�! 띠 �}듭웬를 �l뺑下 �l앓댐 �, 大 �{엣 �, 小便 �. ���]�I�U�£�.

↑춤絡 �.�t�I�' 、化 �. �I�f�' 出 및 꿈힘의 異常有無로 設定하고 이

指웰를 중심으로 관찰하였다 �.

우선 木院에 入院治썼 받았던 �|웹↑�:中 ‘�!�3�: 、者의 �t�,�f�t�l

에 따라 분석한 結빚는 다음과 같다 �. 體質別 分布는

太陰 �A�o�] �8�8 명 �(�5�6�.�1 �%�)�. 少陽�A이 �4�8 명 �(�3�0�.�6�%�) �.
少陰人이 �2�1 명 �0�3�.�4�%�) 이었고 太陽�A은 없었다 �. 이

는 �:�t�;�1�5�) 이 보고한 쁨質比率과 비슷한 分 ���I�j 를 나타내

었다 �t�l�l�J�l�J 分씨 �I로는 男子는 �7�9 명 �(�5�0�.�3�%�) �. 女子는
�7�8 명 �(�4�9�.�7�%�) 으로 男女가 비슷한 比率을 보였다 �(표

�1�)�. 年없은 入院꾀者의 平均年都이 �6�5�.�0 세였으며

�6�0 대가 �5�0 명 �(�3�1�.�8�%�) 으로 가장 많았고 �. �7�0 대가 �4�0

명 �(�2�5�.�5�%�)�. �5�0 대가 �3�0 명 �0�9�.�1�%�) 의 순서였고 �5�0

대 미만에서는 모두 �1�7 명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표

�2�)�,

�A���j�d μ �j인의 �t�l뿔格分 ���r�j 는 體格이 딴 �j�f�f�i 인 사람이 �6�5

명 �(�4�1�.�4�%�) 으로 많았고 빠滿한 사람은 �6�0�1 청

�(�3�8�.�2�%�)�. �l횡梅한 사람은 �3�2 명 �(�2�0�.�4�%�) 이었다 �. �m��

滿한 사람 �6�0 명 중 太陰 �A�o�] �4�9 명으로 �8�1�.�7�% 이었

고 쩔梅한 사람 �3�2 명 중 太陰 �A�o�] �3명 �(�9�.�4�%�) �. 少
陽 �A이 �2�0 명 �(�6�2�.�5�%�) �. 少陰人이 �9명 �(�2�8�.�1�%�) 으로

나타나 빠滿한 사람중에서는 太陰�A이 많았으며 �F횡
�}홉한 사람중에서는 少 ��셨�A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

다 �(표 �3�)�, �H�E滿 �I�i �.�w‘者의 體質 �s�.댐 �f�t 에서 金
�4�)
은

�7�0�.�2�%�. 械
�2�)
은 �4�6�.�7�% 가 太陰�A이라고 하여 �;�1�>�: �T�f�f

究에서보다 比率은 낮았으나 역시 太陰人에서 �H�E滿

�!�I�f 이 많다는 점에서는 一致하였고 �, 또한 宋
�1�5�)
의 마��

風펌‘者�- 분석과도 一致하는 結果이다 �.

�!�J�1�� 쭈中의 �{�]�H類를 살펴보연 �l뼈뺏塞이 �1�1�9 명

�(�7�5�.�8�%�)�, 뼈出 �j�f�l�l 이 �1�1 명 �(�7�.�0�%�)�. 뺏�1妹댄下出 �I�f�l�l 이

�1 명 �(�0�.�6�%�)�. -過性 �m�� 虛血發作 �(�T�I�A�) 이 �2�6 명

�0�6�.�6�%�) 으로 腦便塞이 �7�5�.�8�% 로 나타난 것은 徐

쌓
�1�3�)
의 �7�4�%�. 李

�1�9�)
等의 �7�5�.�7�% 와 비슷한 比率을

보였지만 洋거의 報쏟
�6�.�7�.�8�)

에 비해 훨씬 높은 比率이

었다 �. 發生部�{�i�I의 調훌는 �B�r�a�i�n �C�T 나 �M�R�I 검사의

방사선과 전문의의 판독을 參考-하였으며 �!�J�1���*�i�E 薰과

�I�f�t�M�W�l�f�i�l 에 따라 分했、하여 살펴보았다 �m외빠흉은 마�� 人

�1�f�t 잉퍼�b�l�,�o�] �6�6 써�j로 가장 많았고 �. �I빠쫓縮이 �2�6 씨

�(�2�1�.�8�%�)�. 없야이 �1�7 例 �(�1�4�.�3�%�)�, 뺨骨 및 �4훈 �n�;�t�l�V�J�I�I

이 �1�4 例 �0�1�.�8�%�) �. 前치없 �!�l�Y�J�!�J�J�l�( 이 �5�{�j�1�J�(�4�.�2�%�) �. 後太
服페�I�f派과 小空性使業이 각각 �4例 �(�3�.�4�%�) 로 나타났으

며 �, 쐐出 �l�f�l�l 의 경우에는 훌底秋部가 �8�{�j�1�J�(�6�6�.�7�%�)�, 視

�t�f�: 部가 �3�{�j�1�J�(�2�5�. �0�%�)�. 없幹이 �2例 �0�6�.�7�%�) �. 없皮質
下 �. �I�J 、없 �, 빼�1妹脫下出 �j�f�l�l�o�] 각각 �1 例 �(�8�.�3�%�) 로 나타

났다 �(표 �5�)

�j입쑤中 �f�J�}�, 영의 光行�j옷 �!파‘은 �,랜‘흙의 �?펴歷 聽‘�1�&�1 랴 �t�r�I

存에 沙顧�I받고 入院前에 治縣한 經앓이 있거나 治縣

깨�� 인 �1�.�* 잃‘을 힘含하였는데 �i할 �I�f �I이판이 �9�9 例 �(�6�3�.�1 �%�)�,

�- �4�4�7 �-



�- 사상의학회지 저�1�1�0 권 저�1�2호 �1�9�9�8 �-

心職病‘이 �4�8 例 �(�3�0�.�6�%�) �. 廳뚫病이 �4�6 例 �(�2�9�.�3�%�) �.
흙 �n�1�1 씨 �l끊이 �1�5 例 �(�9�.�6�%�) 呼吸器훌똥이 �1�3 例

�(�8�.�3�%�) �. 消化器흉뭘‘이 �1�0�(�7�1�]�(�6�.�4�%�) �. 뽑屬�f동뿔‘이 �3

例 �0�.�9�%�) 의 �|때이었으며 �. 體質에 따른 差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高血壓이 �6�3�.�1�% 로 나타난

것은 �*�1�5�) 의 �6�2�%�. �* 쌓
�1�9�)
의 �4�8�% 로 先行훌恩 중

가장 높은 比率을 차지하였던 것과 -혔하였다 �. 鷹
�}�j�j�( 꽤과 心廠채은 각각 �2�9�.�3�%�. �3�0�.�6�% 로서 徐 쌓

�1�3�)
宋

�1�5�)
끽츠 양

�1�9�)
의 報씀�에서 보다 높게 나타났다

體質에 따라서 光行흉많‘의頻度를 보면 太陰�A에서

高 �r�f�n�!�� 은 �6�9�.�3�%�. 心廠病은 �3�5�.�2�%�. 廳�*病은
�3�0�.�7�% 의 순이었고 �. 少陽�A에서 高 �I�f�I�1�m 은 �6�2�.�5�%�.

心廠病은 �2�5�.�0�%�. 廳 �W�J회은 �3�5�.�4�% 의 순이었고 �, 少

陰 �A에서 高 �J�(�I�I 뺏은 �3�8�.�1�%�. 心鷹病은 �2�3�.�8�%�. 廳�*
패은 �9�.�5�% 의 순서 로 太陰 �A에서 高 �J�f�i마�F의 比累이

전체 커�E均보다 높게 나타냈고 �, 少陽�A에서 쩔�H�l�J�< 病이

약간 높았으며 �. 少陰�/ ＼에서는 高 �J�� 과 짧 �* 의 �i�t 率

이 �{也 훌파‘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m싫씌�E中의 웬�;類에 따라 光行훌恩을 분석해 보면 �l잃

出 �J�f�I�[ 파‘휴 �1�1 명 중 쉰 �J�(�I�l�!�J���o�l �9例 �. 心廠納‘이 �3例였으

며 �. 淵뺏寒 �1�1�9 명 중 �l젠 �1�(�1�l뺏은 �7�7 例 �, 廳 �*�1�1 혀은 �4�1

例 �. 心廠�f�� 은 �3�9 例의 순서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파發훤은 �1 차 짧햄이 �1�1�7 명 �(�7�4�.�5�%�)�, �2차 發해

이 �3�6 영 �(�2�2�.�9�%�)�. �3차 았햄은 �4 명 �(�2�.�5�%�) 이었으며

體質에 따른 특정은 없었다 �(표 �7�)�, 淑직�E中 �f�] 類�l�J�l�J

�{과發훤은 전체 �l싫쭈中 파옆중 �1 차 發病은 �1�1�7 명

�(�7�4�.�5�%�)�. �2차 �5힘써은 �3�6 명 �(�2�2�.�9�%�)�. �3차 發病은

�4명 �(�2�.�5�%�) 이었다 �. �I�.입 �W�I�(�I�I 꾀‘휴 �1�1 명중 �2차 發病은

�4 명 �(�3�6�.�4�%�)�. �3차는 �1 명 �(�9�.�1�%�) 으로서 따發한 �.�,�"흰‘컴�

가 �5영으로 �4�5�.�5�% 에 해당되어 �l않쭈中의 전체 �w發
率 �2�5�.�4�%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愚者의 父系 �. 母系 및 兄弟 中 高血많 �. 짧없病 및

腦쭈中의 家族歷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연 없쭈中이

�4�6 명 �(�2�9�.�3�%�) �. 펀 �J�O�I많이 �2�0 명 �0�2�.�7�%�) �. 뺑않病이
�1�0 명 �(�6�.�4�%�) 의 순서로서 �l입후中이 가장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표 �9�)�,

�|
댔煙 �, 欲‘댐의 피�I�:햄隔을 살펴보면 �1�)�&煙과 없�;때를

모두 하는 �;띤者는 �3�2 영 �(�2�0�.�4�%�) 이었고 �l及煙과 없�;때

를 모두 하지 않는 뿔、者는�8�3 명 �(�5�2�.�9�%�) 이었으며

吸煙을 하는 경우는 �5�6 명 �(�3�5�.�7�%�) �. 歐펌를 하는 사

람은 �5�0 명 �(�3�1�.�8�%�) 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發病홉因으로는 뻐뾰塞 �f�J�:�, ‘者가 많은 이유로 활동

시 �4�5 명 �(�2�8�.�7�%�) 에 비해 수연 및 기상시가 �5�9 명

�(�3�7�.�6�%�)�. 휴식이 �3�1 명 �0�9�.�7�%�) 로 전체 �1�5�7 명중

�9�0 명 �(�5�7�.�3�%�) 으로서 꽃靜 �l냄 發病한 경우가 많았다

�(표 �1�1�) �.

�A짧휩웰 �I양間은 �l앓 �P�I 塞 뿔‘�� �1�1�9명 중 �1�0�3 명

�(�8�6�.�6�%�) 이 �1�5 일 이내에 來院하였으며 �, 없出 �J�(�I�I 파、흙�-

�1�1 명중 �6 명 �(�5�4�.�5�%�) 만이 �1�5 일 이내에 來院한 것으

로 나타났다 �. 이는 빠出 �J�i�l�l 과 빼妹限下出 �J�m의 경우

應急狀況에서 他 醫爾機關의 治縣를 받은 후 後退狂

짤 �J�i�l�l를 위하여來院한경우가대부분이었다�. �1 명의

뺑�l妹眼下出 �1�m �J�,�t�:�,‘휴의 경우 �r�+�)�i 해院에서 手術받은

파‘흙-이다�. �T�I�A 의 경우에는 비교적 고른 分까�j
를 나타

내었다 �(표 �1�2�)�,

入院經路는 �*���f�i 흘行이 �6�9 명 �(�4�3�.�9�%�) 으로 가장

않았고 �. 病院을 거쳐 來院한 댄‘者가�5�7 명 �(�3�6�.�3�%�)�.

韓醫院이 �1�9 명 �0�2�.�1�%�)�. 짧院 및 햄方�1힘院이 각각

�6명 �(�3�.�8�%�) 으로 나타났다 �. 없出비 �I �1�1 명중 �7명

�- �4�4�8 �-



�- 四훌 �I�I�I 쩔的 中風�j읍앓 �1�5�7 例에 對한 臨 �1�* 的 �i�f�� �-

�(�6�3�.�6�%�) 이 病院을 거쳐 來院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人院 �I냥 뿔‘者의 狀態로서 �A院時의 意識狀態는 明

際가 �1�4�1 명 �(�8�9�.�8�%�) 이었고 홈迷는 �1�6 명 �0�0�.�2�%�) 였

으며 �, �I싫뺏塞센、 �� �1�1�9명중 홉迷가 �1�1 명이었고 �. �)�]���j

�t�l�:�J�I�(�u �1�1 명중 판迷가 �4명으로 없出 �m에서 意‘짧뭘���� 당

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T�I�A 에서는

�2�6 명 모두 �f�l�)�] 顆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入院時의 훈떻 �1�f�t 狀은 전체 �1�5�7 명 중 運動障않가

�1�3�6 例 �.�� 빠이 �7�1 例 �. 語햄이 �7�0 例 �, 使秘가 �5�2 例 �.
使秘가 �5�2�{�7�i�J�. 뼈痛 �5�1 例 �. 照下困難 �4�5 例 �, 不眼 �4�0

�{�7�i�J�. 뼈問 �2�3 例 �. 풍 �t다�4흉앤�: �2�0�f�7�i�J�. 善 �X �2�8例 �. 口眼 �n폐

씹 �1�7 例 �. 小使失禁 �1�6 씨 項햄 �. 小便不過이 각각

�1�1 例 �, 心像 �. 不語가 각각 �9例 �. 呼吸困難 �2例 �. 祖野
障핍가 �1 �{�7�i�J 쌓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1�5�)�.

�A 入院 �|
바 血 �� 檢훌에서 血淸 �R듭質成分을 調흉한 結

果 �T�o�t�a�l�-�c�h�o�l�e�s�t�e�r�o�l 은 �5�7 명 �(�3�6�.�3�%�) 에서 �2�0�0

�m�m�H�g를 초과하였고 �, �H�D�L�-�c�h�o�l�e�s�t�e�r�o�l 은 �4�4 명

�(�2�8�.�0�%�) 에서 �3�5�m�m�H�g 미만으로 이상을 보였으며 �,

�T�r�i�g�l�y�c�e�r�i�d�e 는 �2�2 명 �0�4�.�0�%�) 에서 �2�5�0�m�m�H�g 를

초과한 것으로 �i��볍훌되었다 �(표 �1�6�)�, 쁨質別 분석에서

�T�o�t�a�l�-�c�h 이 �e�s�t�e�r�o�l�. �T�r�i�g�l�y�c�e�r�i�d�e 는 太陰 �A�. 少 ���A

에서 少陰 �A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
�H�D�L�-�c�h�o�l�e�s�t�e�r 이은 少陽 �A�. 少陰 �A�o�] 太陰�A어�l 비
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金 等

�3�)
의 報告와 유사한

結없를 확인할 수 있었다 �.

�A批 �I�I휴 心따뭔 �l를 檢 �f�t 한 結뽕 �7�6 例 �(�4�8�.�4�%�) 에서

�r�r 땀 所녕을 보였고 �5�9 例 �(�3�7�.�6�%�) 에서 �I�s�c�h�e�m�i�c

�h�e�a�r�t �d�i�s�e�a�s�e 의 �r�!�l�i�' 꾀을 보였으며 �B�u�n�d�l�e �b�r�a�n�c�h

�b�l�o�c�k 은 �1�3 例 �(�8�.�3�%�)�. �P�r�e�m�a�t�u�r�e �v�e�n�t�r�i�c�u�l�a�r

�c�o�n�t�r�a�c�t�u�r�e�. �B�r�a�d�y�c�a�r�d�i�a 및 �L�e�f�t �v�e�n�t�r�i�c�u�l�a�r

�h�y�p�e�r�t�r�o�p�h�y 가 각각 �1�0 例 �(�6�.�4�%�)�, �A�t�r�i�a�l

�f�i�b�r�i�l�l�a�t�i�o�n�. �T�a�c�h�y�c�a�r�d�i�a 은 각각 �8例 �(�5�.�1�%�)�,

�M�y�o�c�a�r�d�i�a�c �i�n�f�a�r�c�t�i�o�n 은 �4例 �(�2�.�5�%�) 인 것으로 나

타났다 �(표 �1�7�)�,

�i엄續�f�i�b 렐中 나타난 �I�n靜中의 合 �1�#폼을 보면 폐렴

이 �8例 �(�5�.�1�%�)�. 욕창이 �7例 �(�4�.�5�%�) �. 요로감염이 �6

例 �(�3�.�8�%�) �. 치매 �4例 �(�2�.�5�%�) 等이 있었다 �(표 �1�8�)�,

入院 中 物理治續는 大小便障많가 풀어지고 폼홈

가 벗어진 후에 實施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없出

�J�(�1�l 의 경우는 �B�r�a�i�n �C�T에서 出血이 吸收된 것을 �I�i�1�1�1

認한 후 施行하였다 �. 物理治續를 施行한 경우는 �5�6

명 �(�3�5�.�7�%�) 으로 施行하지 않은 �1�0�1 명 �(�6�4�.�3�%�) 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 施行한 경우 �1 주 이내

가 �1�2 명 �(�2�1�.�4�%�)�, �2주 이내가 �1�3 명 �(�2�3�.�2�%�)�, �3주

이내가 �1�5 명 �(�2�6�.�8�%�)�. �4주 이내가 �8명 �0�4�.�3�%�)�, �5

주 이내가 �5명 �(�8�.�9�%�)�, �5주 이상이 �3명 �(�5�.�4�%�) 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李 等
�1�9�)
은 物理治標를 시

행한 경우가 �5�4�.�4�% 이었고 �, 開始 �I홉빼는 �1주 이내가

�6�2�.�6�%�. �2주 이내가 �2�7�.�6�%�, �3주 이내가 �4�%인 것

으로 報좀하였는데 木 와究는 李 쌓
�1�9�)
의 報告에 비

하여 物理治續를 施行한 比率이 적었고 �, 開始 �I랴期도

늦은 것으로 알 수 있다 �. 物理治願를 施行한 뽑、者가

적은 이유는 효狀이 四�� 障웹가 甚하여 반드시 物理

治縣가 必要한 경우를 除外하고는 대부분 四象醫學

的 治心治病의 精神으로 情絡的 安靜이나 全身的 �J�t�k

�t�J�L 의 好轉을 중심으로 하여 많、者本�A의 積極的인 �i뿔

펠 �j 意志를 �I펴湖하여 治據하였기 때문이다 �.

藥物이나 鐵 �. 찢 �. 附 �f�f�i�I 等의 治縣 이외에 합‘휴칩
�;

�J�I�D 를 위해 其他 處置가 행해진 경우를 살펴보면 大

�- �4�4�9 �-



�- 사상의학회지 제 �1�0 권 제 �2호 �1�9�9�8 �-

�f벗不 �j�j�f�t�l 바 �E�n�e�m�a 를 시행한 경우가 �1�7 例 �0�0�.�8�%�) 로

가장 않았고 �L�-�t�u�b�e 가 �1�4 例 �(�8�.�9�%�)�, �F�o�l�e�y

�c�a�t�h�e�t�e�r 가 �1�3 例 �(�8�.�3�%�)�, �d�r�e�s�s�i�n�g 이 �1�0 例 �(�6�.�4�%�) �.
�N�e�l�a�t�o�n �c�a�t�h�e�t�e�r 가 �9例 �(�5�.�7�%�)�, �s�u�c�t�i�o�n�a�l �7例

�(�4�. �5�%�) 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2�0�)�,

또한 꾀、者암�J�m를 위하여 렐 � 洋方協珍을 하였다 �.

伴方 ���1�f�f�l�! 는 家�l흩醫쩔科 벌�:�r�'�J 醫의 處합에 준하였다 �.

�l끼�:�j�]�(�l�l���t �W�i �l�I�R 써 �. 心廠해 양의 경우나 急性빼�j �J원많降

下의 목적으로 샤 �J�j 樂物治經를 병행한 경우가 많았

는데 �. 그 頻�!표를 살펴보연 經 �1�=�1 用 藥物로는 �A�d�a�l�a�t

가 �6�3 例로 가장 頻써되었고 �R�h�o�n�a�l�, �P�e�r�s�a�n�t�i�n

깐의 순서로 使 �1꺼되었으며 �. 輸�R�� 및 住射뻗 �j로는 포

도당수액 �(�D�/�W�) 이 �3�8 例로 가장 않았으며 다음으로

�M�a�n�n�i�t�o�l�. �N�/�S 의 순서로 使써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2�1 �)�.

댄페�1機能따댐의 �H뺑 �W�i표를 살펴보연 다음과 같

다 �. �J�-�:�.�J�J�x 機 �f�j�g�p 피댐에서 �A꽤많 少力은 �3�2 명 �(�2�0�.�4�%�) �,

�G�I 은 �8�4 영 �(�5�3�.�5�%�)�, �G�O 는 �3명 �0�.�9�%�)�, �G�i�l�l는 �6

명 �(�3�.�8�%�)�, �G�N 는 �7 명 �(�4�.�5�%�)�, �G�V 는 �2�5 명

�0�5�.�9�%�) 이었으나 �.�i�l�l 院 �|양는 少力이 �5�7 명 �(�3�6�.�3�%�)�,

�G�I 은 �7�0 명 �(�4�4�.�6�%�)�, �G�O 는 �6명 �(�3�.�8�%�)�, �G�i�l�l 는 �9

명 �(�5�.�7�%�)�, �G�N 는 �1�0 명 �(�6�.�4�%�)�, �G�V 는 �5명 �(�3�.�2�%�)

으로 따�l빼된 것으로 나타났다 �. 下 �)�j�J�{ 機能 �l원웹에서는

�A�����I 바 少거이 �3�4 명 �(�2�1�.�7�%�)�, �G �I 은 �8�4 명

�(�5�3�.�5�%�)�. �G�O 는 �6 명 �(�3�.�8�%�)�, �G�i�l�l 는 �6명 �(�3�.�8�%�) �.
�G�N는 �9명 �(�5�.�7�%�)�, �G�V 는 �1�8 영 �0�1�.�5�%�) 이었으나 �.
필院 �|바는 少力이 �5�8 명 �(�3�6�.�9�%�)�, �G �I 은 �6�9 명

�(�4�3�.�9�%�)�, �G�O 는 �1�5 명 �(�9�.�6�%�)�, �G�i�l�l 는 �4 명

�(�2�.�5�%�)�, �G�N 는 �8명 �(�5�.�1�%�)�, �G �V 는 �3명 �0�.�9�%�) 으

로 �I�[�f 빼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

中風뿔、者의 四象醫學的 治續에서 연구자는 手足쨌

擾 �. ���� 쩔�F盛等의 中風 固有의 主쫓 �t�I�E 狀에 대한 對

�1�J�E 治薦가 아니라 환자의 全身的 狀況 �. 즉 情짧的 安

靜이나 全身효狀의 관리에 중심을 두고 治縣하였다 �.

使用處方의 頻度를 보연 使사처사太陰 �A은 �9가지

處方 �, 少陽�A은 �6가지 處方 �. 少陰�A은 �7가지 處方이

使 �f�f�l 되었다 �. 이�1風 急밤뼈에 가장 많이 使朋된 處方

으로 太陰�A은 바�l뼈 �!�8�!�1�f �U�l 少 ���) ＼은 찌�(�H굉散火楊 �. 少

陰�A은 센룹 �I�E 氣散이 가장 많이 使川되었다 �. 太陰�A

은 情 �,�l�i�P 휩 �!�I�f 楊이 �8�1 例 �, 消心造子楊。 �] �3�3 例 �. 消 �J�f�l�l 降

氣陽이 �1�0���J 等의 순이었고 �. 少陽�A은 따騙散火傷이

�4�9���J�. 체 �|까地꽃陽이 �I�l�f 껴�j 양의 순이었으며 �, 少陰�A

은 맺챔�:�T�f 氣散이 �2�1 例 �, ���H 心健뻐굉이 �5例 �. 祐風 �f�J�i�j 이

�4�f�0�J 양의 頻 �&로 �{훗띠되었다 �(표 �2�3�)�, 쩌써된 處方에

는 짧病證 藥이 많았는데 이는 宋
�1�5�)
의 보고와도 일

치하고 있다

�1차 處方에서 해젊↑↑�J�!�j�J 指웬가 �f�f�; 뱉되지 않을 경우

處方을 變혔�}는 경우가 있었는데 �. 處方變更에 관해

뼈察한 結뽕 다음과 같았다 �. 處가을 變更하지 않은

경우가 �8�9 명 �(�5�6�.�9�%�) 으로 가장 많았으며 �l 회 變更

은 �5�1 명 �(�3�2�.�5�%�)�, �2회 �%뺀헛은 �1�5 명 �(�9�.�6�%�)�, �3회

變更은 �2명 �0�.�3�%�) 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2�4�)�.

또한 處方을 햇헛하더라도 體質을 달리하여 햇更

한 경우를 別途 뼈훌하였는데 처음 �i�t 斷된 �{↑엎델이

끝까지 紙셈된 경우가 �1�3�4 명으로 �8�5�.�4�% 에 해당되

었다 �. 뽑質을 햇更하여 處方한 경우가 �2�3 명으로 전

체 �1�5�7 영중 �1�4�.�6�% 에 해당되었으며 太陰 �A處方에서

少陽�A處方으로 變更한 경우가 �8명으로 가장 많았

고 �, 少陽�A處方에서 太陰 �A處方으로 짧更한 경우가

�5명으로 두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處

�- �4�5�0 �-



�- 四象뿜쩔的 中風�j읍앓 �1�5�7 例에 對한 �&홉 �J�* 的 ���� �-

�j 을 變햇할 때의 주된 이유를 分쨌하여 살펴보면

셋 �H�:���'�. �1싼 �i�'�B 연�?의 太 �{벚 �l원 �I�i�?�t 가 문제가 된 경우는 �3�7 �j�}�i�J

였고 �, 不삐 �. �m���[�( 깐-의 �n�n���P�4�H�i�� 로 인한 경우는 �3�1

써 �, 뿐암 �.�l�k 담 �. �I니펀 및 붉質힘 �:�� 쌓의 컨���5 의 문제

는 �2�5 例 �. 導 �*�. �U�i�V�R�. 小 �&�!亦값 및 小 �1핏�%禁 환의

小 �{잇따원는 �2�4 例 �. ↑려絡파웹는 �1�9 例 �, 딩규 �.�� 규 및

�a하身 �r�r�w 의 �f�I 出었’땀은 �1�4 例 �. 뼈、化障댐로 인한 경

우는 �7�(�: 씨인 것으로 �W�M썼되었다 �(표 �2�6�)�.

�V�� 象행 �f�W애 마’風웬 �J�f�!�I 指웬를 宋
�1�5�)
의 �}읍웬에서 �f�l 出

뤘 �,�'�'�'�.�{�f�J 과 컨곱�;
었힘을 �i뭘 �J�J�n 하여 �1無下 �l핸웹 �. 大 �f씻 �l앓핍 �, 小

�{싸따댐 �. �n�i�R���K�����(�j���. ↑헤絡�f��월댐 �.�n�' 、化障댐 �.�n 出윗‘펴� 및

묶암의 �n땀으로 파�� 하고 λ�I�f�k 과 �i�l�l 院 �|
한의 狀態를

比 �� 하고 �(표 �2�7�) 各 핑 너別 �H�l�m�l 얄를 �g�o�o�d�. �n�o

�c�h�a�n�g�e�(�n�.�c�) 및 �b�a�d 로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2�8�-�3�5�) �. 入따 �l바를 중심으로 보면

�� 서윗힘이 �9�9 명 �(�6�3�.�1�%�) 으로 가장 많았고 �. �n만삐함

댐가 �7�6 명 �(�4�8�.�4�%�) �. 太뱃따댐가 �7�0 명 �(�4�4�.�7�%�)�. 小

뺏패댐와 �1�1�1 μ었�/쩌-이 各各 �5�8 명 �(�3�6�.�9�%�) �. 聊下앓댐
가 �4�7 명 �(�2�9�.�9�%�) �. 해絡따댐가 �4�2 명 �(�2�6�.�8�%�) �. 消化
따뭔가 �2�0 명 �0�2�.�7�%�) 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2�7�)�.

�l無下따댐가 있는 경우 太陰�A에서 �8�5�.�0�%�, 少陽

�A에서 �7�6�.�2�%�. 少陰�A에서 �6�6�.�7�% 가 따팽되었으며 �,

少陽�A에서 �1 명 �(�4�.�8�%�) 이 악화된 소견을 보였다 �(표

�2�8�)�. �(�I멋빠나 �1빠 �i�'�B 밤의 大�{잊 �|않댐가 있는 경우 太陰

�A에서 �8�3�.�7�%�. 少陽�A에서 �9�4�.�7�%�. 少陰�A에서

�8�7�.�5�% 가 �H뺑되었다 �(표 �2�9�)�, 평 �*�. �U�i�* 및 失禁

낀�1의 小 �{셋폐댐가 있는 경우 太陰 �A에서 �2�5�.�7�%�. 少

펴 �A에서 �4�0�.�9�%�, 少陰�A에서 �3�3�.�3�% 가 씨 �l때되었으

며 �, 少 �p�&�}�A 에서 �2명 �(�9�.�1�%�) 이 악화된 소견을 보였

고 �. 太陰�A에서 �1 명 �0�.�6�%�) 이 小使障텀가 없다가 유

발된 경우가 있었다 �(표 �3�0�)�, 不뻐 �.
�'�E
흉 �U�K 얀의 ���f�f �I�l�K

�l앓댐가 있는 경우 太陰 �A에서 �5�8�.�3�%�. 少陽�A에서

�7�3�.�3�%�. 少陰�A에서 �7�0�.�0�% 가 따뱀되었으며 �, 太陰

�A에서 �2명이 악화된 소견을 보였다 �( 표 �3�1�) �. 끼
�;
꽃

�� 의 ↑휩絡�l앓댐의 경우 太陰 �A에서 �8�1�.�0�%�. 少陽 �A에

서 �8�7�.�5�%�. 少陰�A에서 �6�0�.�0�% 가 따뺑되었다 �. 뼈化

障웹가 있는 경우 太陰�A에서 �7�1�.�4�%�, 少陽�A에서

�7�0�.�0�%�. 少陰�A에서 �3�3�.�3�% 가 好健되었다 �. 되 �r�+�. ��

�r�r 및 �f댐身 �f�f 좋의 �r�r 出異.常이있는 경우 太 �|잖�A에

서 �5�0�.�0�%�. 少陽�A에서 �5�3�.�8�%�. 少陰λ、에서 �0�%가

따 �1빼되었으며 少陰λ、에서는전부 �n�o �c�h�a�n�g�e 에 해당

되었다 �. 뿐꼼 �,�1�J�i 픔 �. �I���I 전 및 �=�r�:�-�f�.�J 質 �*�1絲 견의 컨�f 쉰�;
웠

낌�?이 있는 경우 太陰 �A에서 �4�1�.�7�%�. 少陽�A에서

�4�1�.�0�%�, 少陰�A에서 �2�5�.�0�% 가 따뺑되었으며�. 太 �l짝

�A �1명은 오히려 악화된 소견을 보였다 �(표 �3�5�)�, 以

「을 뿜約하면 λ�{써 �l월댐가 �8�7�.�1�% 의 �I�t�H 팽率로서 가

장 높았고 �. 다음으로 해絡降펴가 �8�1�.�0�%�. �I맺下 �l않댐

가 �7�8�.�7�%�. 뺑 �t�l�l���1 앓댐가 �6�5�.�8�%�, 消化딴댐가

�6�5�.�0�%�. �l�'�r 出찢’짜�이 �4�4�.�8�%�, �� 꼼웠-힘。
�1 �3�9�.�4�%�,

小 �f벗障엠가 �3�2�.�8�% 의 �H뺑率을 보였다 �(표 �3�6�)�,

�A院期 �r�u�'�J 은 �1�0 일 이하가 �5�1 영 �(�3�2�.�5�%�) 으로 가장

많았고 �. �2�0 일 이하가 �4�1 명 �(�2�6�.�1�%�)�, �3�0 일 이하가

�2�5 명 �0�5�.�9�%�)�. �6�0 일 이하가 �2�0 명 �0�2�.�7�%�)�, �9�0 일

이하가 �1�4 영 �(�8�.�9�%�)�. �9�1 일 이상이 �6명 �(�3�.�8�%�) 의

순서로 분석되었으며 �. �3�0 일 이하에 退院한 경우가

�1�1�7 명 �(�7�4�.�5�%�) 으로 나타났다 �(표 �2�9�)�.

�-�4�5�1 �-



�- 사상의학회지 제 �1�0 권 저�1�2 호 �1�9�9�8 �-

�v�. 結論

까��國人 �m�.�1�- 앉 �l�o�t�! 판 햄 �)�j 해 �I�!�;�;�:�;�! 않젤뽑젠 클리닉에 �1 년

간 �( �1�9�9�7 년 �3월 �1 일 �- �1�9�9�8 년 �2월 �2�8 일 �) 입원했던

中風 파‘�j 션�i �1�5�7 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

은 結채을 얻었다 �.

�1�. 體젤分끼�i는 太陰 �}�.�.�.�o�] �8�8 명 �(�5�6�.�1 �%�)�, 少陽�A이

�4�8 명 �(�3�0�.�6�%�) �. 少陰 �}�.�.�.�o�] �2�1 명 �0�3�.�4�%�) 이었다 �.

�t�J�J�J�I�J 分제는 男子가 �7�9 명 �(�5�0�.�3�%�) �. 女子가 �7�9 명

�(�4�9�.�7�%�) 이었으며 �.�i�f 밟分끼 �j는 �5�0 세 미만이 �1�7

명 �0�0�.�8�%�)�, �5�0 세 이상에서 �7�0 세 미만이 �8�0 명

�(�5�1�.�0�%�)�, �7�0 세 이상이 �6�0 명 �(�3�8�.�2�%�) 이었다 �.

�2�. �)웨쭈中의 發病 �a�i�l 윌로 뇌경색이 �1�1�9 명 �(�7�5�.�8�%�)

으로 가장 많았으며 �. 뇌출혈이 �1�1 명 �(�7�.�0�%�) �. 지
주악하출혈이 �1 명 �(�0�.�6�%�) �. 일과성 뇌허혈발작

�(�T�I�A�) 이 �2�6 명 �( �1�6�.�6�%�) 이었다 �.

�3�. 入院
�|
냄 꾀펌쉬’�J�!�I�l�. 指웬의 상황은 컨팝뿜’힘�이�9�9 명

�(�6�3�.�1�%�) 으로 가장 많았고 �, 뺨삐 �I�f�"�'�.�1�"�-�.�1 댐가 �7�6 명

�(�4�8�.�4�%�) �. 人 �{빚 ���:�t �\�i�?�t 가 �7�0 명 �(�4�4�.�7�%�)�, 小뱃 �l핸댐

와 �r�t 出짧짜이 各各 �5�8 명 �(�3�6�.�9�%�)�, �I맺下핸댐가

�4�7 명 �(�2�9�.�9�%�)�, 情絡歐웹가 �4�2 명 �(�2�6�.�8�%�) �. 뼈、化
따댐가 �2�0 명 �0�2�.�7�%�) 의 순서로 나타났다 �.

�4�. �r�p 風쉬�'�;�J�m 指앉의 好 �l때度를 살펴보면 大�{잊첼�U당가

�8�7�.�1�% 의 따빠렇로서 가장 높았고 �. 다음으로 情

絡�|파댐가 �8�1�.�0�%�. �I맺下폐댐가 �7�8�.�7�%�. 빠삐 �l앓댐

가 �6�5�.�8�%�. �i�f�'‘化 �j�j�i�;�1�\�i�?�t 가 �6�5�.�0�%�. �n 出뤘�"
힘’이

�4�4�.�8�%�. �T�o펀 �%힘이 �3�9�.�4�%�. 小 �{���I 핸댐가

�3�2�.�8�% 의 �H뺑率을 보였다 �.

�5�. �V냐象짧 �r�.�w 얘 中風治없는 ↑身風뼈나 둡‘핍델핍 등

의 �f�t 狀 위주의 治願보다는 �. 파者의 �6훌質 �(�J 성 條件

을 고려하여 �!無下월댐 �, 大 �{핏降댐 �, 小 �{핏隊댐 �, ↑허

絡 �|월핍 �. ���F 삐�:�\쉰원 �.�i�I�' 、化�l한댐 �. �f�l 出쨌힘 및 �T�o�t�1

찢땀을 며�:�J風섣 �;�!�i�l�l�j�: 릅얹로 설정하고 �. 이를 중심으로

心理的 安靜과 全身的 �;κ況을 개선시킴으로서 中

風을 治標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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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I�+�:�(�I 애 考察 �. 大렘內科學 �f혈誌 �1�9�9�3�: �1�4�(�1�)�:

�5�0�-�7�0�.

�1�4�. 太一炳 �. 사상의학적 중풍관리법 �. 햄方成 �A�n쳐쩔
쩍 �[�L�t �1�9�9�5�: �l�( �1�)�: �4�3�-�9�.

�1�5�. 末一炳 �. 四象醫적�3的 中風管理의 �@칩 ���t�J 성 �%究 �.

사상의학회지 �1�9�9�6�: �8�(�2�)�: �1�1�7�-�3�0�.

�1�6�. 유동준� 뇌졸중 �3�0�0 례에 대한 임상역학적 고

찰 �. 경희의대 논문집 �1�9�8�9�: �1�3�: �2�1�3�.

�1�7�. 이경섭 �, 배형섭 �. 김영석 �. 조기호 �, 고창남 �. 중풍
�(뇌졸중 �) 의 임상적 고찰 �. 합方成 �A�i�l 얘뺑會삶

�1�9�9�6�: �2�(�1�)�: �1�6�0�-�7�5�.

�1�8�. 李웠愛 �. �,�t�W�l 植 �. 李源哲 �. 四象醫 �I컵의 �f�f�. 太便 �

小便에 대한 考察 �. 大韓韓方內科學會談 �1�9�9�6�:

�1�7�(�1�)�: �1�2�3�-�3�8�.

�1�9�. 李星勳 �, 全燦鎔 �. 朴짧榮 �. �J잃후中펑‘者 �2�2�6 例에

對한 臨 �J�t 的 考’쳤�. 大합합醫學햄誌 �1�9�9�7�:

�1�8�(�1�)�: �5�-�2�4�.

�2�0�. 李줍짧 �. 李義柱 �, 방錫암 �. 高炳 �! 훌、 �. 身體삼測 및

檢흉所見을 중심으로 한 四象�/ ＼의 特徵에 대한

분석 �. 사상의학회지 �1�9�9�6�: �8�(�1�)�: �3�4�9�-�7�0�.

�2�1�. 이인선 외 �. 중풍 �(없후中 �) 의 임상적 연구 �. 慶熙

�*
찮醫大 해文集 �1�9�8�5�: �8�: �2�7�3�.

�2�2�. 李廷燦 �. 金達來 太使을 中心으로 한 때象 �{뽑質

�*
쳐證에 對한 考察 �. 사상의학회지 �1�9�9�2�: �4�(�1�)�:

�1�7�1�-�7�.

�2�3�. 李濟馬 �. .束醫꿇世保 �5�C�. �1판 �, 서울 �: 大핏文化社 �.

�1�9�9�8�.

�2�4�. 李重建 �. �I腦후中의 역학적 연구 �. 서울 �: 경희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 �1�9�8�1�.

�2�5�.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 四象醫學 �. �1 판 �.
서울 �: 集文堂 �. �1�9�9�7�.

�- �4�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