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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ToevaluatetheefficacyofherbalmedicineonCRF,clinicalstudyononecaseof

48yearoldmalepatientofCRFwasperformed.Thepatientcomplainedofgeneralweakness

andanorexia,dizzinessandbothlowerlimbedema.

Methods:AccordingtotheDifferentiationofSymptoms(變證),thepatientwasclassifiedas

weakness(虛勞)prescribedSipjeondaebo-tang(十全大補湯)aswellasacupunctureand

moxibustion.treatment.ChangeofBUN,Creatinine,Hgb,Albumin,VASofweaknessandurine

volumewascomparedbeforeandaftertreatmentfor3months.

Results:Aftersuchtreatments,thelevelofBUNandcreatininewasdecreasedandthe

volumeofurinewasincreased.

Conclusion:HerbalmedicineSipjeondaebo-tangwithacupunctureandmoxibustiontreatment

wouldbeefficienttothepatientofC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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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만성 신부 (Chronicrenalfailure)이란 장기간

에 걸친 신원질량의 감소로 인하여 사구체 여과율

이 비가역 으로 감소한 상태를 말하며,보통 사

구체 여과율이 25% 미만으로 하되면 임상증상

이 나타나게 된다
1.2)
.

만성 신부 (Chronicrenalfailure)의 주요 임상

증상은 기에는 다뇨,야간뇨로 시작하여 신무

력감,피로,불면,호흡곤란,식욕부진,오심,구토

등의 증상을 보이며,말기로 진행되면 빈 ,심부

,피부, 막, 장 출 등의 증상을 보인다.
2

국내 한 신장학회 등록사업보고에 따르면 신

장질환 유질환자가 2000년에 비하여 2004년에 2배

이상 증가하는 가운데 2004년 체 의료 보험

여액의 3.24%로 단일 진단명으로는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 다
3
.

한 만성 신부 은 기존 서양 의학 인 방법

으로는 부분 완치가 불가능하고 장기간의 치료

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환자와 보호자에게 있어서

정신 ,경제 으로 많은 부담이 되는 질환이나
4

아직까지 보고된 한방 치료 증례는 많지 않은 실

정이다.

한의학에서 만성신부 은 浮腫,關格,虛癆,六

極,腎風,虛損 등의 범주에 속하며 正氣의 不足을

주된 병리기 으로 外感,水液停滯,濕熱,托毒,血

등의 兼病을 나타낸다
5
.

기존 한의계에서 만성신부 의 한 치료 증례

보고는 황
6
,정

7
,이

8
조
9
에 의하여 보고되었으나

十全大補湯을 투약하여 만성 신부 이 호 된 증

례는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았다.

이에 자는 全身無力感,眩暈,兩下肢浮腫,食

欲不振을 주 증상으로 來院한 만성신부 환자를

상으로 氣血虛弱으로 인한 虛勞로 변증하고 十

全大補湯을 투약하여 병리 검사 상 유의성 있는

변화 임상 증상의 호 을 확인하 기에 보고하

는 바이다.

Ⅱ.연구 상 치료방법

<증 례>

1.환 자 :박ΟΟ,(M/48)

2.진단명 :만성신부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고 압

3.주소증

1) 신무력감

2)식욕부진

3) 훈

4)양하지 부종

4.발병일:08년 10월경

5.과거력

1)만성 신부 :2008년 9월 양방○○병원에서

진단받음

2)당뇨병 :20년 ΟΟ의원에서 진단 후 Insulin

Injection.

3)고 압 :2년 양방 진단 후 약 복용

6. 진소견

1)의 식 :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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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 면 :불량(3hour/day)

3)식 욕 :불량(당뇨식 1800kcal)

4)안 면:面浮白

5)호 흡: 氣,短氣

6)한 출:自汗,盜汗

7)소 변 :주간 5-6회 야간 2회 잔뇨감(+),지

뇨감(+)

8) 변 :무른 변으로 1일 2-3회

9) 診 : 淡紅,薄白苔

10)脈 診 :脈沈細

7. 병력

상기자는 48세의 남환으로 민한 성격과 마른

체형의 소유자로 평소 주,흡연하던 08년

11월 신 쇠약감 부종 증상 악화되어 본원

내분비내과 입원하여 시행한 Labtest상 BUN,

Creatinine수치의 상승 발견하고 압조

경과를 찰하는 치료를 주로 받던 별 무

호 하여, 극 인 한방치료 원하여 본원 내과

에 입원함.

8. 진 검사소견

1)ChestPA (09-01-18):Noactivelesionin

thelungfields.

2)Lab(09-01-18)

항목 수치 정상치

WBC 10.1 ▲ 4.0-10.010
3
㎕

RBC 3.22 ▼ 3.8-5.410
6
㎕

Hgb 9.3 ▼ 12.0-16.0g/dl

HCT 27.7 ▼ 30-47%

Albumin 2.4 ▼ 3.3-5.2g/dl

BUN 61 ▲ 6-23mg/dl

creatinine 6.7 ▲ 0.5-1.3mg/dl

AST 18 7-38IU/L

ALT 13 4-43IU/L

Table1.LabtestResults

9.임상경과 치료방법

1)Herb-med(Table2):120cc로 탕하여 1일

3회,식후 1시간에 복용.

처방명 처방내용 처방기간

十全大補湯
(Sipjeondaebo-tang)

人蔘,白朮,黃芪
各 6g,肉桂,川芎,
地黃,茯苓,炙甘
草,當歸,芍藥,生
薑,大棗 各 4g,

09.01.18~
09.02.03

Table2.PrescriptionofHerbalMedication

2)침치료

短針(동방침구침,0.30*30mm)으로 合谷,太衝,

中脘,足三里,三陰交을 1일 2회 자침,1회 20

분 유침함.

3)구 치료

間接灸-關元

4)Western-medication

Micardisplustab80mg1T gd(Angiotensin

ⅡReceptorAntagonists)

Thioctacid HR tab 600mg 1T gd (Other

NeuromuscularSystem)

Codipinetab4mg1Tbid(Calcium Channel

Blockers)

10.검사소견 증상의 변화

입원치료(09.01.18~09.02.03 19일간) 통원

치료 기간에(퇴원 후 3개월간 월 1회씩) 액

검사 임상 증상을 찰함.

1)검사소견 :BUN,creatinine,Hgb,Albumin

수치를 지속 으로 찰하 다(Table3).

2)증상의 변화 : 신 무력증상의 VAS측정(daily)

결과 호 을 보 으며(Fig.1),urineoutput의

증가와 더불어 하지 부종이 소실되었다(Fig.

2,Tabl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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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수치 1월16일 1월23일 1월29일 2월2일 3월9일(외래)4월6일(외래)5월4일(외래)

BUN 6-23mg/dl 61 59 53 42 32 33 32

Creatinine 0.5-1.3mg/dl 6.7 5.9 5.2 4.8 4.5 3.9 3.2

Hgb 13-17g/dl 8.4 9.2 9.3 9.6 9.6 9.7 9.6

Albumin 3.3-5.2g/dl 1.4 1.6 2.4 2.5 2.5 2.6 2.5

Table3.ChangeofBUN,Creatinine,Hgb,Albumin

1월16일 1월23일 1월29일 2월2일 3월9일(외래) 4월6일(외래) 5월4일(외래)

Rt.calfcircumference 38 37.8 37.5 37.7 37.6 37.5 37.5

Lt.calfcircumference 39 38.7 37.8 37.8 37.9 37.7 37.8
:하지부종의 측정은 유리 섬유제 자를 사용하 으며,종아리 둘 (calfcircumference)는 앉은 자세에서 45도로 무
릎을 세워 하퇴 후연에서 가장 돌출된 내외 비복근의 가장 넓은 부 에서 시작하여 경골의 면부에 이르는 둘 를
측정하여 cm로 나타낸 값이다.

Table4.ChangeofLowerExtremities

Fig.1.ChangeofVASinGeneralWeakness.

Fig.2.ChangeofUrineOutput.

Ⅲ.고 찰

만성 신부 이란 3개월 이상의 장기간에 걸친

신원질량의 감소로 인하여 신기능의 감소가 진행

되어 사구체 여과율(glomerularfiltrationrate,GFR)

이 비가역 으로 하되어 궁극 으로 말기 신부

으로 진행하게 되는 질환이다.사구체 여과율이

일단 정상의 25%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신장에

한 기 손상원인(insult)이 제거되더라도 신기

능은 계속 감소하게 된다.신부 의 진행과정은

신 비능의 하,신부 , 성신부 ,요독증과

말기신부 의 네 단계로 나 수 있다
10
.

발병원인은 당뇨병,고 압,자가 면역질환,

신 감염증 이외에도 ,사구체,세뇨 ,신간질

하부요로 질환 등 만성 신부 을 유발할 수 있

는 원인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최종결과 즉 기능

신원의 수 감소는 본질 으로 같다11.

임상증상으로는 사구체 여과율이 정상의 30%까

지 감소되었을 때 환자들은 야뇨증,경한 빈 ,활

동성의 감소,식욕감퇴, 양상태 기장애 등이

나타나며 사구체 여과율이 정상의 30% 이하로 감

소하면 요독증의 증후 증상들이 유발한다.사

구체 여과율이 정상의 5-10%이하로 감소하면(말

기 신질환)신장 이식을 받는 방법 외에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12.

하지만 기의 만성 신부 환자는 특이한 증

상이나 증후를 보이지 않고 간혹 등도의 고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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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심하지 않은 단백뇨 는 뇨 등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urea나 creatinine수치의 상

승으로 신부 을 의심하게 되며,만성 신부 의

진행여부의 추 역시 특정한 임상 증상의 도움보

다는 BUN,creatinine수치와 GFR의 측정

압,요단백량의 측정등을 통해 확인한다
13
.

치료는 철 한 압조 ,식이단백의 제한,

당조 ,고지 증 치료 등을 통해 신장질환의 악

화의 지연을 한 치료를 시행하나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부분은 진 인 신장 기능의 손실이 일

어나 사구체 여과율이 10ml/min이하이거나 요독

증 증상이 나타날 경우 투석이나 신이식 치료를

하게된다.

한의학 에서 만성신부 은 浮腫,關格,虛勞,

六極,腎風,虛損 등의 범주에 속하며 신장이 손상

되어 氣化되지 못하므로 유해물질이 배설되지 못

해 음양이 착란되어 유발되는 병증으로 보고 있

다.만성신부 의 內因은 주로 肺,脾,腎 三臟의

기능실조로 나타나며 三焦氣化의 실조와 더불어

脾腎兩虛의 소견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脾虛則

運化失調,水濕內停하고 腎虛則氣化不利 濁不得泄

하여 升淸降濁의 功能이 失調되게 된다.濕濁이

日久하면 濁毒入血하여 血絡 阻하여 병정이 가

되어 正氣가 虛衰하고,濕濁, 血이 정체하여 腎

臟의 氣化기능이 실조되어 尿毒이 체내에 류하

여 본 병이 발생한다 하 다
14
.

약물치료는 十全大補湯을 사용하 는데 본 처

방은 氣血虛弱의 표 인 처방으로서 四物湯과

四君子湯과 黃芪健中湯의 合方으로 太平惠民和劑

局方에 최 로「治男子婦人 諸虛不足 五勞七傷 不

進飮食 久病虛損..面色萎黃 脚膝無力 一切病後 氣

不如 憂 思慮 傷動氣血 脾腎虛弱」을 치료할

목 으로 기록되었다15.

본 처방에 하여 康
16
은 四物湯,四君子湯으로

補血,補氣하고 黃芪와 肉桂는 益氣回陽한다고 할

수 있으나,이 처방은 단순히 보 강장제로서만이

아니라 신체생리기능의 하를 회복시키고 면역력

을 증진시키므로 만성 허약성 각종 질환에 범

하게 활용할 수 있다 하 다.

한 십 보탕 구성 약물에 해서는 많

은 실험을 통해 연구가 이루어 졌는데 Robert

K.Y17 등은 十全大補湯 구성약물의 최근 실험을

통하여 熟地黃은 陰血을 滋養하고,白芍藥은 耗散

된 陰液을 수렴하여 血을 補하며 川芎을 氣를 조

하고 血을 활성화시켜 순환을 유지하고 當歸에

는 活血과 補血작용이 있으며,甘草는 中焦를 자

양하고 胃를 완화시키고 白朮은 祛濕健脾作用으로

피로,식욕부진,오심,구토를 치료하고 茯笭은 利

水祛濕作用으로 설사,부종에 상용하며 人蔘은 補

氣와 脾臟을 활성화시키고 黃芪는 補氣,固表止汗

작용이 있으며 肉桂는 中焦를 補하고 補氣한다고

정리하 다.이에 십 보탕은 임상 으로 식욕

부진,피로,권태,체 감소 등의 증상을 개선한다

는 것으로 연구가 되었다.이는 결국 한의학 으

로 虛勞에 해당하는 증상으로써 동의보감을 비롯

한 기존 한의학 서 의 십 보탕 主治 증상과

일치 한다고 볼 수 있다.

상기 환자의 경우 動作無力,疲勞,眩暈,飮食減

,浮腫,汗出등의 증상은 한의학 으로 볼 때 허

로의 증상과 일치 한다고 볼 수 있으며,이에 허

로로 변증하고 십 보탕을 투여하여 만성 인

신체 생리 기능의 하를 회복시켜 임상증상의 호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침구 치료에도 氣血을 補할 수 있는 四關穴을

取穴하 는데 四關穴인 “手陽明大腸經의 原穴”인

合谷은 肺와 大腸은 表裏關系에 있으며 “肺主氣”

하고 “足厥陰肝經”의 原穴인 太衝은 “肝藏血”하

여 이들 兩穴의 조합은 음양으로 兩分된 氣血의

調整작용이 있음을 채
18
가 보고한 바 있다.

한 中脘,足三里,三陰交에 取穴하 는데 足

三里는 “足陽明胃經의 合穴”로 調和氣血,扶正培

元의 효능이 있어 식욕부진, 훈,하지무력,부종

등의 主治症에 쓰는 이며 中脘은 化濕濁,調升

降의 효능이 있어 소화불량,虛勞의 主治症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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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며19,三陰交는 “足太陰脾經”의 兪穴로 調運化

하여 소화기질환에 해 자주 활용된다
20
.

間接灸는 關元에 시행하 는데 關元은 培腎固

本,補氣回陽,分利淸濁,保健豫病등의 穴性으로

陽痿,遺精, 便不通,泄瀉,神經衰弱 등을 치료하

며
19
주로 질병에 한 항력과 면역력을 증강시

키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상기 환자 입원 기에 호소하 던 신

무력감이 VAS9에서 퇴원 시 VAS2정도로

80% 가까이 호 되었으며,이와 더불어 훈 증

상이 호 되어 퇴원시 안정 인 보행으로 활동 범

가 증가하 다.

한 부종 증상이 호 되었는데,입원 기 하

루 소변양이 800cc로 핍뇨에 가까운 증상을 나타

내었으나,퇴원시에는 정상 성인의 하루 소변양인

1500cc에 가까운 1200cc까지 소변양이 증가하 다.

실제 종아리 측정 결과 입원기간 동안 우측은

1.1cm 좌측은 1.2cm의 유의성 있는 감소를 나타내

었으며,퇴원 후에도 호 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

었다.

입원기간 동안 검사 소견에서 BUN은 61mg/dl

에서 퇴원시 32mg/dl으로 creatinine은 6.7mg/dl에

서 퇴원시 4.8mg/dl으로 감소하 고 Hgb,Albumin

수치 역시 유의성 있는 호 을 보 다.약 3주간

의 입원치료를 통해 검사 소견상 호 을 찰하

으며,퇴원 후 3개월 동안 외래 치료를 통해 추

찰한 결과 역시 유의성 있는 호 이 찰되었

다.

본 환자의 경우 본원 내분비 내과에서 입원을

통하여 압 조 외에는 별무 치료를 받던 증

상 한 호 이 없어 본원 한방 내과에 입원하

다.한방 내과 입원 후 기존의 압약 외에는 신

부 치료를 해 양약을 증량하거나 신규 투여하

지 않았다. 신 상기 신부 환자의 경우 한의학

으로 虛勞로 변증되어 1일 3회 十全大補湯을 투

여 하 고,침구 치료 역시 병행하 다.이 후 입

원기간 동안 BUN,Creatinine 액 검사상 유

의성 있는 신기능의 호 이 찰 되었으며,특히

환자가 입원시 호소한 무력증과 같은 주소증 역시

한 호 을 보여,虛勞로 변증된 신부 환자

의 십 보탕 투여 한의학 치료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 3개월간 외래 래원시 추

찰한 결과 BUN,Creatinine 액 검사상

유의성 있는 신기능의 호 이 유지되고 있어 치료

효과가 유지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만성 신부 의 경우 평생 동안 장기 으

로 치료 리를 해야 하는 질환인 만큼 지속

인 추 찰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더 많

은 증례를 추가하여 향후 만성 신부 환자에

한 十全大補湯의 투여 용량 시기 그리고 신부

의 한의학 리에 한 연구 한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Ⅳ.결 론

만성 신부 으로 인해 나타나는 신무력감,

훈,양하지 부종,식욕부진 등의 임상증상을 虛勞

로 변증하여 만성 신부 과 련된 서양 의학

치료 없이 十全大補湯 투여 침뜸 시술을 비롯

한 한의학 치료만을 시행 하 다.이 후 입원기

간 동안 BUN,Creatinine,Hgb,Albumin의 검사

소견 임상 증상에서 유의성 있는 호 을 확인

하 고,퇴원 후 3개월 동안 추 찰한 결과 역

시 유의성 있는 호 이 찰되었기에 보고하는 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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