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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TheaimofthisstudywastoinvestigateaneffectofBojungiki-Tangintwocases

oftheGastricdysmotility-likeDyspepsiainfunctionaldyspepsia

Methods:Subjectswere2patientswithGastricdysmotility-likeDyspepsia.Thepatientshad

sufferedfrom adyspepsiathatwerenotimprovedbymedicaltreatments.WegaveBojungiki

-Tang tothepatients30minutesaftereachmealandtriedacupunctureandmoxibustion2times

everyday.AndwehadevaluatedtheconditionofpatientsusingaRyodorakutestandordinal

scales.

Results:AfterthecomparisonbetweenanadmissionanddischargedateatRyodorakutest

andordinalscales,weknowedthatconditionsoftwoGastricdysmotility-likeDyspepsia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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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dimproved.

Conclusions:Bojungiki-TangiseffectiveontheimprovementofconditionsintheGastric

dysmotility-likeDyspepsia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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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소화불량증(dyspepsia)은 사람들이 병원을 방문

하는 가장 흔한 이유 의 하나이며 이 많은

부분이 여러 검사에서 기질 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기능성 소화불량증(functionaldyspepsia)이다
1)
.

기능성 소화불량증은 상복부를 심으로 하는

복통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2)
,식후 포

만감,조기만복감,상복부 팽만감,구역,트림 같은

증상들을 포함한다
1,3)
.

RomecriteriaⅡ(Table1)에 따르면 기능성 소

화불량증은 기질 인 원인이 없이 상복부의 통증

혹은 불쾌감이 만성 이거나 반복 으로 발생되는

경우로 정의한다
3,4)
.그 원인으로는 크게 장

운동기능 이상(motorabnormality),감각기능 이

상(sensory abnormality), 신경정신과 이상

(neuropsychiatricabnormality)등을 들 수 있으며
2)
,이 장 운동기능 이상을 가장 유력한 원

인으로 보고 있다
5)
.

기능성 소화불량증의 유병률에 한 서구의 역

학 조사에 의하면 체인구의 약 15-20%가 기능

성 소화불량증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1)
,우리나라에

서도 기능성 소화불량증은 가장 흔한 소화기 증상

으로 체 인구의 15.5%가 이환된 것으로 보고되

었다
6)
.

평균 병력은 10년으로 만성 인 경과를 보이며
7)
,질환 자체가 생명에 을 정도는 아니지

만 삶의 질을 심각하게 하시키고 환자의 50%이

상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8).

양도락검사는 외부에서 기를 통 시켜 피부

의 기 항을 직 측정하는 방법으로9),피부의

낮은 통 항값을 갖는 12양도 을 측정하여

신 상태를 악한다10).양도 의 분포와 경락

노선의 유사성으로 인해 통 값의 측정치를 분석

하여 경락 해석으로 확장해 볼 수 있으며,통

의 류량이 교감신경 지배하의 한선활동에

향을 받는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자율신경 인

해석이 가능하다
9)
. 한 최근 연구를 보면 기능성

소화불량증의 아형을 분류할 때 운동성 장애를

구분하는데 있어 양도락 검사를 이용한 양도 의

통 량 변화가 유의성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11).

본 연구의 목 은 양도락 검사상 운동성 장

애로 분류된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 2례를 상

으로 보 익기탕을 투여하고,소화기능의 호 도

를 양도락 검사와 장 증상의 평가 Scale을 통

해 알아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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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개월 동안 연속 일 필요는 없지만 어

도 12주 이상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을 때 기능

성 소화불량으로 정의한다.

(1)지속 이거나 재발성의 소화불량증(상복부

심부의 통증 혹은 불쾌감)

(2)내시경 등의 검사로 증상을 설명할 수 있는

기질 인 질환이 없을 것

(3)소화불량증이 으로 배변 후 완화되지

않거나 변의 빈도나 묽기의 변화와 련

이 없어야 한다.(즉,과민성 장증후군이 아닐

것)

Table1.RomeCriteriaⅡ

Ⅱ.연구 상 치료방법

1. 상

소화기내과에서 기능성 소화불량증으로 진단받

고 한방내과에 내원한 8명의 환자 양도락 검사

상(40μA이상의 평균 류량)H4,H5,H6양도

에서 양측성 하를 보이고 F1,F4양도 에서 양

측성 항진 패턴을 보여 운동성 장애형으로 진단

된
11)
2명의 환자를 상으로 조사하 다.

2.치료 방법

1)변 증

환자의 주소증인 呑酸,吐酸,嘈囃,噫氣,惡食,

胸中有物,嘔吐,乾嘔,心胃痛,胸痞,中脘不快,食

積胃脘痛,痰飮腹痛,飮食不思 등을 四診하 으며,

내시경 검사상의 별무이상 양도락 검사 결

과 H4,H5,H6양도 의 양측성 하와 F1,F4

양도 의 양측성 항진이 나타나 운동장애형 기

능성 소화불량증으로 변증한 2인의 환자에게 아래

의 한방치료를 시행하 다.

2)藥物치료

『方藥合編』上統 二十二 에 기록된 補中益氣

湯(Table6)을 투여했고,1돈을 4g으로 하 다.약

물은 국립의료원 한방진료부 한방약국의 약물을

정선하여 사용하 다.

두첩을 300cc로 끓여 한번에 100cc로 나 어 1

일 3회 식후 30분 정도에 복용시켰다.

3)鍼치료

1일 2회 자침하 으며 오 에는 百 (GV20),

合谷(LI4),太衝(LR3),足三里(ST36),內關(PC6),

公孫(SP4),中脘(CV12),下脘(CV10),天樞(S25)

의 에 자침하 고,오후에는 사암침 脾正格을

자침(증례 1의 경우 肝勝格을 병행)하 다.

4)灸치료

中脘,神闕,天樞에 구 3장/일 시행

5)기타 사항

아래의 사항 외에 타 약물 복용을 최소화 하

다.

증례 1:입원당일 식사불능으로 인한 기력 하

로 인하여 5% DW fluid1L1회 injection

증례 2:자니딥정 20mg1*1(칼슘 채 길항

제)복용

3.평가 방법

1)1988년 한소화 운동학회가 주 하고 51개

연구기 이 참여한 기능성 소화불량증의 증상에

한 다시설 연구에서 정의된 항목
18)
을 선택하여

조사하 다(Table2).

2)입원일과 퇴원일에 각각 양도락 검사를 시

행하 고,1)의 항목을 진증상 ->치료 간(치

료 후 5~10일)->치료 후 로 나 어 Ordinal

Scales Ⅵ Grade을 이용하여 각 증상을 평가하

다(Table4,Fig.1,Fi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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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주증상 환자에 의한 묘사

1
Postprandialfullness
Postprandialdiscomfort
식후 포만감,식후 불쾌감

천천히 소화가 지연되는 느낌,더부룩하다,답답하다,속이 가득찬 것
같다,소화가 안 된다,배가 뻑뻑하다,식후에 배가 불러 앉아있기 힘들
다, 에서 음식이 내려가지 않는다,식후 몇 시간 동안 계속 배가 부
른 느낌이 있다.

2
Epigastrocbloating
상복부 팽만감

식후 는 식사와 계없이 복부가 팽창되는 느낌,배가 터질 것 같다,
배에 가스가 찬다, 가 부었다,배가 튀어 나온 느낌,끓는 듯한 느낌,
치 어 오른다,치받친다.

3
Epigastriclumpsendation

상복부 이물감

풍선 같은 것이 들어있다,뭉친 것 같다,뭔가 돌아다니는 것 같다,명
치에 덩어리가 걸린 것 같다,상복부에 오리가 있는 것 같다,상복부
에 뭔가 큰 것이 있는 것 같다.

4 Earlysatiety,조기포만감
식사 는 식사 후의 포만감 때문에 보통 분량의 식사를 마칠 수
없다.

5 Nausea,구역(惡心)
식사 후 멀미가 나는 느낌,메스꺼운 느낌,소화가 안되고 가 뒤집히
는 듯한 느낌

6 Vomiting,구토
구역(메스꺼운 느낌)을 동반하거나,구역이 있은 후 음식 는 액을
토해낸다.

7 Regurgitation,되새김
신물이 오른다,생목 오른다,신트림,새벽에 깨니 입안에 신 냄새가 난
다,구부리거나 기침 는 트림과 동반해서 내용물이 입안으로 넘어
온다,선행 는 동반되지 않고 음식물 는 액이 넘어온다.

8 Eructation,트림 순수한 gas만 올라온다,속이 끌끌하다.

9 Hungerpain,공복통
근처의 선명한 통증,격렬하고 리한 통증,음식물에 완호된다,주

기 으로 칼에 베이는 느낌이 있다.

10
Postprandialepigastricpain

식후 상복부 통증

체했다,쥐어짜는 것 같다,죄어 붙인다,식사 후 오목 가슴이 아 다,
식사 후 배가 우리하게 아 다,불완 하게 상복부에 집 된 둔통,송
곳으로 찔리는 느낌이 있다.

11 Heartburn,가슴쓰림

흉골하 작열감,가슴 뒤의 작열감,가로로 눕거나 구부리겆나 과식하
면 악화됨,가슴이 쓰리다,쓰린 것이 (명치 끝에서)치 어 올라온다,
가슴 뒤가 다 타는 것 같다,명치 아래에 고춧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
다.

12 Soreness,속쓰림 속(상복부)이 쓰리다,속이 얼얼하다,속이 화끈거린다.

13 Anorexia,식욕부진
밥맛이 없지만 때가 되었으니까 밥을 먹는다,배가 부르지도 고 지도
않다.

Table2.TestClinicalSymptomsofTheFunctionalDyspepsia

Ⅲ.증 례

1. 진소견 :Table3.

2.임상경과 :Table4,Fig.1,Fig.2.

3.치료 후 소견 :Tabl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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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chiefsymptoms 이ㅇㅇ 최ㅇㅇ

1
Postprandialfullness
Postprandialdiscomfort
식후 포만감,식후 불쾌감

5->3->1 4->2->1

2
Epigastrocbloating
상복부 팽만감 5->3->1 4->3->1

3
Epigastriclumpsendation

상복부 이물감
4->2->1 4->3->1

4 Earlysatiety,조기포만감 1->1->1 3->2->1

5 Nausea,구역(惡心) 5->3->1 2->1->0

6 Vomiting,구토 5->3->1 1->0->0

7 Regurgitation,되새김 4->2->0 3->2->1

8 Eructation,트림 3->1->1 3->2->1

Table4.TheClinicalProgressofTheFunctionalDyspepsia(OrdinalScales)

이ㅇㅇ 최ㅇㅇ

性別/年齡 F/50 M/75

主訴證 呑酸,噫氣,惡食,嘔吐,乾嘔,中脘不快,飮食不思 胸中有物,乾嘔,心胃痛,中脘不快

發病日 2006년 12월 2007년 8월

現病歷

2004년 귀순 후 직장문제 등 스트 스 지속된 상황
으로 지내던 ,2006년 12월 말경 인후통과 고열 동
반한 감기 발병 후 지속 인 구토증상 유발되어 양
방종합병원 내원하여 검사상 성기 지염, 성편도
염 진단 받고 치료 후 감기증상은 호 되었으나 구
토가 지속되어 상부 장 내시경을 비롯한 기타
소화기계 검사상 별무이상 진단받고 국립의료원 한
방진료부 한방내과에 07.1.17입원함

2007년 부터 개인 인 이유로 심한 스
트 스 받은 후,2007년 8월경부터 서서
히 식후 소화불량 완부 불편감 발생
하여 국립의료원에서 상부 장 내시경
검사상 별무이상 Dx.받고 양약 치료로
증상 호 없어 2007.9.3국립의료원 한방
진료부 한방내과에 입원함

過去歷 없음 고 압으로 P.Omed

家族歷 없음 父-고 압

飮酒歷 없음 1회/주,소주 1/2병/회

吸煙歷 없음 반갑/일

體 格 마른 체형 건장한 체형

性 格 소심하고 내성 약간 다 질

睡 眠 원래 약간 淺眠,발병후 더 심화 安眠하 으나 발병후 약간 淺眠

食 慾 발병후 거의 없음 발병 후 평소의 1/4정도

食事量 구토로 인하여 식사 못함 2~3회/일,회당 1/4得

大 便 변비(1회/2~4일) 1회/1~2일

便 6~8회/일 6~7회/일

腹 診 腹部無力,中脘壓痛 腹部 약간無力,中脘壓痛,臍動悸

脈 診 沈虛 緊滑

診 紅 苔微黃 紅絳 苔黃

Table3.TheConditionofFirstMedical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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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Hungerpain,공복통 4->2->1 3->1->1

10
Postprandialepigastricpain

식후 상복부 통증
3->2->1 4->3->1

11 Heartburn,가슴쓰림 3->1->1 1->1->0

12 Soreness,속쓰림 3->1->1 2->1->1

13 Anorexia,식욕부진 4->2->1 3->2->1

*0= Grade0= Noproblem(없다)
1= GradeⅠ = Slightproblem(아주 조 불편하다)
2= GradeⅡ = Alittlebitofaproblem(약간 불편하다)
3= GradeⅢ = Amoderateproblem(웬만큼 불편하다)
4= GradeⅣ = Quiteabitofaproblem(꽤 많이 불편하다)
5= GradeⅤ = Amajorproblemoraverysevereproblem(아주 많이 불편하다)

이ㅇㅇ 최ㅇㅇ

치료 후 소견
반 인 소화기 증상이 소실 완화되었고
정상 식사 가능하 으며 기력의 회복으로 일
상 생활이 가능하게 되었다.

식후의 소화불량 증상 中脘壓痛이 소실되
었고 정상 食慾을 회복하 다.

睡 眠 치료 후 다소 安眠 경향 치료 후에도 다소 淺眠

食 慾 치료 후 등도 치료 후 정상

食事量 3회/일 2/3得 3회/일 1得

大 便 치료 후 1회/1~2일 치료 후 1회/1~2일

便 치료 후 6~8회/일 치료 후 6~7회/일

腹 診 치료 후 腹部無力다소 호 ,中脘壓痛 소실
치료 후 腹部無力 다소 호 ,中脘壓痛 소실,
臍動悸 다소 호

脈 診 치료 후 沈緩 치료 후 緊緩

診 치료 후 紅 苔微白 치료 후 紅絳 苔微黃

Table5.TheconditionafterTreatment

Herbs PharmacognosyName Dose

黃 芪 BroiledrootofAstragaliRadix 6g

人 蔘 RootofGinsengRadix 4g

白 朮 RootofAtractylodismarcrocephalaeRhizoma 4g

甘 草 BroiledrootofGlycyrrhizaeRadix 4g

當歸(身) RootofAngelicaegigantisRadix 2g

陳 皮 RindofCirtiPericarpium 2g

升 麻 RootofCimicifugaeRhizoma 1.2g

柴 胡 RootofBupleuriRadix 1.2g

Total 24.4g

Table6.ConstructionofBojungikgi-T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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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RyodorakuparametersofThecase1

Fig.2.RyodorakuparametersofThecase2

Ⅳ.고 찰

소화불량증(dyspepsia)은 사람들이 병원을 방문

하는 가장 흔한 이유 의 하나로
1)
,그 자체로 인

하여 야기되는 의학 문제의 심각성보다는 환자

의 수가 엄청나게 많으며 이 게 많은 환자들

이 경험하는 삶의 질 하,그리고 이들이 병원방

문 진료 과정에 소비하는 사회경제 비용,

이와 련한 산업 장에서의 생산성 하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막 한 실정이다
12)
.이와 같은 소화

불량증은 크게 세 부류로 나 수 있는데,첫째는

증상을 일으키는 기질성 원인이 밝 진 경우이고,

둘째는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만 그 소견의 임상

의미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경우이고,셋째는

재 가용한 검사방법으로는 이 증상을 일으킬 만한

어떤 이상소견도 찰되지 않는 경우이다.이

첫째 부류에 속한 경우를 기질성 소화불량증,둘

째와 셋째 부류에 속한 경우를 기능성 소화불량증

이라고 할 수 있다
13)
.따라서 기능성 소화불량증

은 기질 인 원인이 없이 상복부의 통증 혹은 불

쾌감이 만성 이거나 반복 으로 발생되는 질환으

로 정의할 수 있다
14)
.진단의 기 으로 사용되는

RomeⅡ Criteria에 의하면 지난 12개월 동안 연

속 일 필요는 없지만 어도 12주 이상 지속 이

거나 재발성의 소화불량증(상복부 심부의 통증

혹은 불쾌감)이 있고,상부 장 내시경을 포함

한 검사에서 증상을 설명할 수 있는 기질 인 질

환의 증거가 없으며,소화불량증이 으로 배변

후 완화되거나 변의 빈도나 형태의 변화와 련

되어 있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에 진단을 할 수 있

다
14)
.기능성 소화불량증의 유병률은 세계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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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2%에 달하고,국내연구에서는 소화불량증의

유병률이 15.5%로 조사되어 가장 흔한 소화기 질

환 의 하나이며,만성 으로 반복되어 삶의 질에

커다란 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5)
.평균

병력은 10년으로 만성 인 경과를 보이며7),질환

자체가 생명에 을 정도는 아니지만 삶의

질을 심각하게 하시키고 환자의 50%이상이 일

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8)
.

한의학에서는 기능성 소화불량증에 하여 病

因으로는 內傷의 飮食傷에 해당하며,病症으로는

心下痞,心痛,惡心,嘔吐의 범주에 해당하는 질환

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16),
呑酸,吐酸,嘈囃,噫氣,

惡食,胸中有物,嘔吐,乾嘔,心胃痛,胸痞,中脘不

快,食積胃脘痛,痰飮腹痛,飮食不思 등의 증상을

보이는 飮食傷,內傷轉變證에 속하는 질환18)으로

설명하고 있다.

기능성 소화불량증의 한의학 치료에 한 기

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윤 등
16)
은 반하사심탕 엑

기스제가 개별 증상들을 감소시키고 총체 인 만

족도를 높인다고 하 고, 등
17)
은 한방치료가

소화불량증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하

으며,오 등
18)
은 이진탕 투여로 호 된 3례의 환

자를 보고하 고,오 등19)은 소화불량을 주소로

하는 환자를 상으로 九六補瀉 자침이 단순 염

보사 자침보다 효과가 높았다고 하 고,박 등6)은

中脘(CV12),合谷(LI4),太衝(LR3),足三里(ST36),

內關(PC6),公孫(SP4)등의 특정 穴位가 소화불량

증의 증상 호 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를 하 다.

한편 양도락검사는 외부에서 기를 통 시켜

피부의 기 항을 직 측정하는 방법으로
9)
,피

부의 낮은 통 항값을 갖는 12양도 을 측정

하여 신 상태를 악하는 검사 방법이다
10)
.인

체의 양도 의 분포와 경락 노선의 유사성으로 인

해 통 값의 측정치를 분석하여 이를 경락 해석

으로 확장해 볼 수 있으며,통 의 류량이 교

감신경 지배하의 한선활동에 향을 받는다는 사

실로 미루어 보아 자율신경 인 해석이 가능하다

9). 한 최근 연구를 보면 기능성 소화불량증의

아형을 분류할 때 운동성 장애를 구분하는데 있

어 양도락 검사를 이용하여 H4,H5,H6,F1,F4

양도 의 통 량 변화를 기 으로 분류하는 것이

유의하다는 보고가 있다11).즉,기능성 소화불량

환자의 양도락 검사 결과에서 H4,H5,H6양도

의 양측성 하를 보이고 F1,F4양도 의 양측성

항진 패턴을 보일 때 이를 운동장애성 기능성

소화불량증이라고 진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자는 기능성 소화불량증에 의한 呑酸,

吐酸,嘈囃,噫氣,惡食,胸中有物,嘔吐,乾嘔,心

胃痛,胸痞,中脘不快,食積胃脘痛,痰飮腹痛,飮食

不思 등의 소화기 증상을 主訴로 국립의료원 소화

기 내과에서 기능성 소화불량증으로 진단받고 한

방내과에 내원한 환자 8명 양도락 검사 결과

운동장애형 기능성 소화불량증으로 진단된 2명

의 환자를 상으로 補中益氣湯을 투여하여 소화

기능의 호 정도를 찰하 다.

증례 1의 경우 입원당시 반복되는 구토로 인

하여 한 달가량 식사를 하지 못한 상태로 포

도당 주사에 의지한 보존 치료를 받으며 소화기

내과 입원하 다가 원한 환자로 입원당시 극심

한 기력 하 음수 시에도 구토를 하는 등의 심

한 소화기 기능부 을 나타내었다. 진상 腹部無

力,脈虛, 신 기력 하를 보 으며,양도락 검사

상 H4,H5,H6양도 통 량의 양측성 하

F1,F4양도 통 량의 양측성 항진 결과

상의학 검사상의 별무이상을 근거로 운동장애

성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진단하 으며,환자의 상

태 진상의 내용을 근거로 한의학 으로는 脾

氣虛,肝氣鬱結으로 辨證하 다.이에 補中益氣湯

을 100cc로 탕 하여 3회/일 식후 투여하 으며,

침치료로는 百 (GV20),合谷(LI4),太衝(LR3),

足三里(ST36),內關(PC6),公孫(SP4),中脘(CV12),

下脘(CV10),天樞(S25)등의 穴位에 자침하 다.

이를 통하여 하된 脾胃의 기운을 도왔으며,새

터민이었던 환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오랜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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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 인한 장부 機器失調를 치료하기 하여 사암

침 肝勝格을 병행 자침하 다.

증례 2의 경우 입원당시 식사 후 지속 인 심

하부 불편감으로 인하여 야기된 식사량 감소로 인

한 신 인 기력 하 양상을 보 으며 식사량은

진밥 1/3~1/4bowl식사하는 정도로 비 의 運化

作用 失調 기능 하양상을 보 다.역시 양도

락 검사 결과 상의학 검사상의 별무이상진

단을 근거로 운동장애성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진단하 으며,한의학 으로는 脾의 運化作用失調

로 진단하 다.이에 補中益氣湯을 100cc로 탕 하

여 3회/일 식후 투여하 고,침치료로 오 에는

百 (GV20),合谷(LI4),太衝(LR3),足三里(ST36),

內關(PC6),公孫(SP4),中脘(CV12),下脘(CV10),

天樞(S25)등의 穴位에 자침하고 오후에는 사암침

脾正格을 자침하 으며,中脘,神闕,天樞에 구

3장/일을 시행하 다.이를 통하여 하된 脾胃氣

를 도와 운동을 항진시키도록 하 다.

두 증례의 환자 모두 치료 시작 3~5일경부터

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여 치료 9~15일 정도에

는 식사량이 일반식 2/3bowl이상으로 회복되었고

ordinalscales로 측정한 제반 소화기 증상도 퇴원

시에는 입원당시에 비해 반 으로 호 되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補中益氣湯은 張仲景의 建

中方으로부터 발 된 東垣의 표 作方으로 升

揚益氣 助補脾胃의 표 인 처방이다
20)
.처방의

구성을 살펴보면 黃芪를 시하여 脾를 補하여 肺

氣를 益하며 人蔘을 用하여 益氣시키며,甘草는

능히 脾胃中의 元氣를 補하고 火熱을 瀉하는 작용

을 한다. 한 본 연구에서 자침시 활용한 는

百 (GV20),合谷(LI4),太衝(LR3),足三里(ST36),

內關(PC6),公孫(SP4),中脘(CV12),下脘(CV10),

天樞(S25)등으로 박6) 등의 연구에 의하면 상기

穴位는 소화불량증의 증상 호 에 효능이 있다고

한다.

소화기의 氣를 補하는 표 인 처방인 補中益

氣湯을 9~15일 가량 투여하여 운동장애성 기능

성 소화불량증 환자의 호 도를 찰한 결과 식사

량의 증가,식후 심하부 불편감 감소,구토의 감소

등의 호 이 있었으며 입,퇴원시의 양도락 검사

측정치를 비교해 본 결과 H4,H5,H6양도 의

항진변화 F1,F4양도 의 하변화를 보여

의 운동성이 호 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실험군의 수가 부족하고 조군을 갖추지

못해 통계 검증을 하지 못하 다.향후 임상 증

례 수 확충 통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

다.

Ⅴ.결 론

補中益氣湯 투여 침구치료를 시행한 운동

장애성 만성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 2례에 하

여 시행한 양도락 검사 ordinalscales를 이용한

장 증상 평가에 의한 임상경과 찰 결과는 다

음과 같다.

1.입퇴원시 양도락 검사 비교에서 H4,H5,H6

양도 의 통 량이 다소 증가하고,F1,F4양

도 의 통 량이 감소하는 변화를 보여 운동

의 장애가 개선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2.소화기능의 불편감에 한 ordinalscales검사

결과 입원시와 비교하여 퇴원시에는 2~5의

하를 나타내었다.이로써 환자가 느끼는 불편감

이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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