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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정맥혈전증(venous thrombosis)은 정맥이 혈전에 

의해 막힌 상황을 말하며, 그 중 혈전이 상하지의 깊

은 근막 안쪽의 주요 정맥에 생성된 경우를 심부정맥

혈전증(deep vein thrombosis, DVT)라 한다1,2). 

DVT는 상지에 비해 하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압도

적으로 많으며, 혈전이 정맥 혈류를 막아 다리의 부

하지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인한 부종 및 통증에 계지복령환 투약과 
침 요법을 포함한 한의 치료를 시행한 증례 1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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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medicine treatment including oral administration of 
Gyejibongnyeong-hwan and acupuncture therapy for calf edema and pain due to 

deep vein thrombosis of lower leg: A Cas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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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was aimed to report changes in clinical symptoms and signs after treatment with Korean 
medicine in patients who suffered from calf edema due to deep vein thrombosis (DVT).
Methods: A 46-year-old male patient, who discharged home after receiving standardized treatment for acute DVT in 
the right leg, suffered pain and heat sense due to edema of the affected calf. Oral administration of herbal medicine 
(Gyejibongnyeong-hwan 4 g, twice daily) and acupuncture therapy were given to him for 6 weeks. The change in 
chief complaints, Villalta score, the right and left side difference of the circumference and the skin surface 
temperature of both calves, and blood level of D-dimer were observed before and after treatment.
Results: The patient's chief complaints began to significantly improve from 2 weeks after treatment, and disappeared 
completely within 4 weeks. At the end of the treatment, a substantial decrease in the difference between the right 
and left calves in the circumference and skin surface temperature was observed. This effect was maintained even at 
the time of follow-up 3 months after the end of treatment, and the patient completely recovered indoor and outdoor 
life to the level before onset.
Conclusions: This case suggests that Korean medicine treatment, including Gyejibongnyeong-hwan administration and 
acupuncture therapy, can be a viable option to improve edema and related clinical problems in the affected limbs 
due to DV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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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동통, 피부색 변화 등을 유발할 수 있다1,2). DVT

는 이러한 임상증상과 D-dimer 등 혈액검사 결과와 

함께 해당 혈관의 혈전을 영상검사로 확인하여 진단

하며, 일차치료로 주로 항응고요법과 압박스타킹 착

용을 시행하나, 필요한 경우 혈전용해술(thrombolysis)이

나 경피적 혈전제거술(thrombectomy)을 실시하기도 

한다2). 

중국에서는 주요 정형외과 수술 후 중서의 결합요

법을 시행할 경우, 통상적인 의학 치료만 시행한 경

우에 비해 DVT 발생을 예방하고 혈중 d-dimer 수치

를 떨어뜨리는데 더 유리하며3,4) 특히 전통적으로 어

혈 치료에 사용된 계열의 약물을 사용할 경우 이러한 

효과가 뚜렷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5). 국

내 한의계에서도 한약 투약을 포함한 한의 치료 후 

DVT의 임상 증상 및 징후가 호전된 증례가 보고된 

바 있다6-10). 저자는 하지 DVT로 급성기 치료를 받

은 뒤에도 환측 장딴지 부종에 의한 통증과 열감으로 

일상 생활에 불편을 겪던 환자에게 계지복령환 제제 

경구 투여와 침 치료를 포함한 한의 치료 시행 후 주

소증의 개선을 관찰한 바 있어 이 사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1. 환자 정보

1) 연령/성별: 46세/남성

2) 주소증: 오른쪽 종아리의 통증과 열감

3) 발병일: 2020년 11월

4) 과거력: 고혈압으로 발병 6개월 전부터 약물치

료 중

5) 외상력: 발병 6개월 전 교통사고(가벼운 접촉사

고) 외 별무

6) 시술 및 수술력: 2002년, 2019년 비뇨기과 수술 

외 별무

7) 사회력

 (1) 음주: 주 1회, 소주 1병

 (2) 흡연: 하루 0.25 갑 x 10년 이상

 (3) 직업 및 생활: 건설현장관리직으로 일상생활 

영위. 부동상태(-)

8) 가족력: 부친, 뇌경색

9) 계통문진: 우하지 불편감 외에 기타 이상 증상 

및 징후 없음

10) 설진/맥진: 설암홍 박백태/맥침

11) 현병력

46세 남성이 2020년 11월 갑작스런 흉통 및 호흡

곤란으로 지역 대학병원 응급실 방문하였다. 영상검

사 상 폐색전증(pulmonary embolism)을 동반한 우

하지의 DVT 진단 하 심장내과 입원하여 보존적 치

료 받았다. 침상와위 상태로 약물치료 받으며 흉통 

및 호흡곤란 해소되어 6일만에 집으로 퇴원하였다. 

환자는 퇴원 가료 중 심부정맥혈전증 발생한 오른

쪽 장딴지의 부종과 통증 지속되어 한방 치료 원하여 

한방병원에 왔다. 환자는 고혈압 외에 특이 병력 없

었고, 최근 외상력, 수술력, 감염력 등도 없었으며, 

건설현장관리직으로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 정상적으

로 유지하고 있었고, 장기간 부동상태로 생활한 적 

없다고 하였다. 

한방병원 내원 당시 복용약물로는 기존 복용하던 

항고혈압약 외에 심부정맥혈전증 발병 이후 추가된 

항응고제(엘리퀴스정, apixaban 5mg, 2 tablet 씩 하

루 2회 복용)가 있었다. 항고혈압약은 약 6개월 전부

터 꾸준히 복용하고 있었고, 발병 전 수개월간 종류

나 용량 변경 없었으며, 혈압은 안정적으로 잘 유지

되었다고 하였다.

12) 윤리적 고려

사전에 환자에게 의무기록 및 진료 자료를 활용한 

증례 보고의 취지와 연구 계획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

고 환자 본인으로부터 증례 발표를 위한 자료 제공에 

대해 서면 동의를 취득하였다. 치료 종료 후 전화 통

화를 통한 추적 관찰 시 동의 여부를 다시 한 번 구

두로 확인하였다. 증례 보고 절차 과정에 대해 기관

생명윤리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았다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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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IRB-Human-21-002).

2. 치료방법

1) 치료 기간

한방병원 방문 당일부터 한약 처방과 침 시술을 

포함한 한의 치료 시작하였다. 매주 1회 방문하도록 하

였고, 치료 개시 후 6주차에 치료 종료를 결정하였다.

2) 한약 치료

계지복령환 제제(계령과립, (유)한풍제약) 4 g을 

매일 아침 저녁 식후 1포씩 경구 복용하도록 하였다. 

매 방문시 1주분씩 처방하여 총 6주간 투약하였다.

3) 침 치료

매 방문시 0.25 x 30 mm의 스테인리스 강 재질 

멸균 일회용 호침(세진침, 세진메디칼약품(주))을 이

용하여 체침 치료 시행하였다. 양측 합곡, 태충, 혈

해, 양구를 취혈하고, 건측에서는 음릉천, 족삼리, 태

계, 삼음교 등에 자침 후 20분간 유침한 뒤 발침하였

다. 침 치료 중 득기를 위한 별도의 수기법이나 온열 

치료는 시행하지 않았다.

4) 생활습관 관리

와위 휴식 시 하지 거상, 금연, 절주를 권장하였다.

3. 평가방법

1) 평가 시점 및 기간

한방 병원 첫 방문일부터 주소증과 관련된 평가를 

시작하여 치료 종료 시점까지 다음 항목에 대한 평가

를 실시하였다. 또한 치료 종료 3개월 후 전화 통화

를 통해 주소증의 변화를 추적하였다.

2) 주소증의 자각적 중증도 

환자가 느끼는 오른쪽 장딴지의 통증과 열감을 구

두 척도(verbal numeric rating scale, VNRS)로 측

정하였다. 한방병원 첫 방문시 느낀 불편감을 10점 

만점, 불편감 없음을 0점으로 설정하여, 매 방문시 

통증과 열감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3) Villalta score

매 방문시 파악한 하지 심부정맥혈전증 관련 증상 

및 징후에 기반하여 Villalta score를 측정하였다. 

Villalta sco는 하지 심부정맥혈전증에서 환부의 통증

(pain), 근경련(cramps), 중압감(heaviness), 감각이상

(paresthesia), 소양감(pruritus)의 5가지 증상과 전경

골부종(pretibial edema), 피부경결(skin induration), 

피부색소침착(hyperpigmentation), 발적(redness), 정

맥확장(venous ectasia), 종아리 압통(pain on calf 

compression)의 6가지 징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척도이다11). 11가지 항목을 각각 4단계(0점=없음, 3

점=중증)로 평가하여 총점이 4점 이하인 경우 혈전

후 증후군 없음, 5-9점이면 경도, 10-14점이면 중등

도, 15점 이상이거나 하지정맥궤양이 있는 경우 중증

으로 평가한다11).

4) 양쪽 장딴지 둘레의 차이

매 방문시 좌우 장딴지 둘레의 차이를 줄자로 측

정하였다. 측정 지점은 비골두(fibula head) 앞쪽 아

래쪽 함요처에 위치한 경혈인 양릉천과 장딴지의 가

장 두꺼운 곳을 기준으로 하였다. 두 지점을 기준으

로 좌우 장딴지 둘레를 각각 측정한 뒤, 오른쪽 둘레

에서 왼쪽 둘레를 뺀 값을 취하였다.

5) D-dimer 수치

혈액 검체 중 D-dimer 수치를 확인하였다. 혈액검

사는 환자가 최초 입원하였던 병원에서 시행하였다. 

검사 결과는 치료 완료 후 환자가 제공한 검사기록지

를 검토하여 확인하였으며, 이 논문에서는 한의 치료 

개시 전, 치료 2주차, 치료 완료 후 9주차 측정값을 

제시하였다.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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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적외선 체열영상검사(digital infrared thermal 

imaging)

의료용적외선체열영상장치(T-1000, (주)MESH)를 

이용하여 양쪽 장딴지 피부 표면 온도의 전반적 차이

를 시각적으로 탐색하였다. 외부의 빛과 열이 차단되

어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는 검사실에서 촬영하였으

며 촬영 전 장딴지 피부가 노출되도록 하의를 탈의한 

상태에서 10분 이상 실내온도에 적응하도록 하였다. 

한의 치료 시작 전, 치료 기간 중(치료 3주차), 치료 

종료일(치료 6주차), 총 3회 촬영하였다.

4. 치료경과

1) 한의 치료 개시일

환자는 발병 10일차, 퇴원 4일차에 한방병원 방문

하였다. 입원 중에는 침대에만 누워 지냈고 다리 통

증을 특별히 자각하지 못했으나, 퇴원 후 실내 보행 

시도하면서부터 증상 시작되었다. 단 몇 걸음만 걸어

도 환측 장딴지에 부종과 열감을 동반한 통증 발생하

여 집안에서 화장실 이동하기도 힘들만큼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다고 하였다. 환자의 오른쪽 장딴지에 현

저한 비함몰부종 있어 손가락으로 압박하여도 잘 눌

리지 않았고 타각적으로도 열감이 감지되었다. (환부 

주변 피부에 산발적 점상출혈 및 색조변화 관찰되었

고, Villalta score는 10점(moderate), 좌우 장딴지 둘

레는 2개의 측정지점 모두에서 1.5 cm의 차이가 감

지되었으며(Fig 1, Table 1-2), 체열영상검사 상 왼쪽

에 비해 오른쪽 장딴지 전체적으로 체표 온도가 현저

히 상승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2).

환자는 발병 전부터 복용 중이던 항고혈압약과 발

병 후 처방받은 항응고제(엘리퀴스정, apixaban 5 

mg 2T bid pc)를 복용하고 있었다. 엘리퀴스정은 한

방병원 방문 당일부터 기존 용량의 절반으로 감량하

여 처방 받았다고 하였다. 이 환자에게 기존 복용 약

물 유지하면서 앞으로 한방병원 주 1회 방문하여 한

약 치료와 침 치료를 병행하도록 하였다.

2) 치료 1주차

환자는 장딴지 통증이 조금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조금만 걸어도 불편하다고 하였다. 비함몰부종 여전

하였으나 환부 부종의 팽팽함(tension)이 다소 감소

Fig. 1. Change of verbal numeric rating scales for pain and heat sensation
Verbal numeric scale: 0-10 points, 10 = pain or heat sensation at week 0 
Week 0 = initiation of Korean medicine treatment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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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손가락으로 누르면 미약하게 눌렸다. 자타각적 

열감은 전과 비슷하고 환부 주변의 점상출혈 및 적색

의 피부색조변화가 증가하였다. Villalta score는 11

점(moderate), 장딴지 둘레의 좌우 차이는 상부 1.5 

cm, 하부 1.7 cm로 좌우 차이 확인되었다(Fig 1, 

Table 1-2). 

3) 치료 2주차

환자는 장딴지 통증이 현저히 감소하여 실내 거동

이 크게 불편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자타각적 열감도 

첫 방문시에 비해 절반 정도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비함몰부종 소견 여전히 있으나 압진시 저항력이 현

저히 감소하여 잘 눌렸다. 점상출혈 및 피부색조는 1

주 전 상태에서 더 진행하지 않았으며, 좌우의 장딴

지 둘레 차이도 두 측정 지점 모두 1 cm로 감소하였

다. Villalta score는 7점(mild)이었다(Fig 1, Table 

1-2).

4) 치료 3주차

환자는 장딴지 통증 거의 없어 실내 거동에 불편

함이 전혀 없다고 하였다. 다만, 걷고 난 뒤에는 다리

고 무겁고 환부를 누르면 경도의 압통이 있다고 하였

다. 환부 촉지시 건측 다리에 비해 미미한 열감 감지

되었으며, 육안적 부종 현저히 감소하였다. 장딴지 

둘레의 좌우 차이는 1 cm 미만, Villalta score는 5점

(mild)이었다(Fig 1, Table 1-2). 체열영상검사 상 오

른쪽 장딴지 바깥 쪽 절반에서만 국한적으로 좌우 1

도 이상의 현저한 온도 차이가 감지되었다(Fig 2).

5) 치료 4주차

환자는 통증 및 압통이 모두 소실되었다고 하였다. 

환부 촉지시 감지되는 열감도 줄었고, 장딴지 둘레의 

좌우 차이도 두 개의 측정 지점 모두에서 0.5 cm로 

감소하였으며, Villalta score는 3점(absent)이었다

(Fig 1, Table 1-2).

6) 치료 5주차

환자의 주관적 증상 뿐 아니라 육안적 부종 및 타

각적 열감 거의 감지되지 않았고, 점상출혈 및 피부

색조변화도 흔적만 남아 있는 상태였다. 양쪽 장딴지 

둘레의 차이도 더욱 감소하였으며, Villalta score는 

1점에 불과하였다(Fig 1, Table 1-2).

7) 치료 6주차

환자는 주소증 소실되어 실내 생활에 전혀 장애가 

없다고 하였다. 장딴지 둘레의 좌우 차이는 전과 비

슷한 상태로 유지되었으며, Villalta score도 1점으로 

평가되었다(Fig 1, Table 1-2). 체열영상검사 상 오른

쪽 장딴지 가장 바깥 쪽에서만 국한적으로 좌우 1도 

이상의 현저한 온도 차이가 감지되었다(Fig 2). 한의 

치료를 종료하고 추후 전화로 추적관찰 하기로 하였다.

8) 추적관찰

치료 종료 약 3개월 후 환자와의 전화 통화를 통

Table 1. The difference in the circumference of both calves and presence of non-pitting edema in right calf

Domain/week 0 1 2 3 4 5 6
Circumference 1
(fibular head)

1.5 1.5 1.0 0.5 0.5 0.2 0.2

Circumference 2
(maximal circumference)

1.5 1.7 1.0 0.8 0.5 0.5 0.5

Non-pitting edema, right calf + + +/- +/- - - -
Circumference (right calf – left calf, cm)
Fibula head: The circumference was measured based on the acupoint GB34.
Maximal circumference: The circumference was measured based on the point where the calf was thickest.
Week 0 = initiation of Korean medicine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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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환자는 실내외 일상생활을 발병 전 수준으로 완전 

회복하였으며 다리의 불편감도 전혀 없음을 확인하

였다. 환자는 추적관찰 직전 시점까지 측정한 혈중 

D-dimer 검사 결과지를 인편을 통해 저자에게 전달

하였고, 한의 치료 5일 전 8.7 mg/L(참고치 ~ 0.65 

mg/L)였던 D-dimer 수치가 치료 2주차에 2.4 mg/L 

로 감소하였고 치료 완료 후 9주차 측정치는 0.4 

mg/L로 정상범위 이내에 도달한 것을 확인하였다

Fig. 2. Change of digital infrared thermal imaging (DITI) of lower extremity
Left: original image, right: left-right symmetry
(A) Taken at week 0 (initiation of Korean medicine treatment)
(B) Taken at week 3
(C) Taken at week 6

(248)



하지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인한 부종 및 통증에 계지복령환 투약과 침 요법을 포함한 한의 치료를 시행한 증례 1례 보고

http://dx.doi.org/10.13048/jkm.21020 113

(Table 2).

고 찰

이 증례는 정상 생활 영위하던 40대 성인 남성에

서 폐색전증을 동반한 급성 DVT가 발생한 사례이

다. DVT의 주요 위험요인으로는 외과 수술, 악성종

양, 외상, 울혈성 심부전, 중심정맥카테터나 페이스메

이커 삽입, 팔다리 마비를 동반한 신경학적 질환 등

이 알려져 있다12). 이번 사례의 환자는 정상적으로 

일상 생활하던 성인 남성이라는 점에서 이런 잘 알려

진 위험요인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직업 특성 

상 장시간 앉아있거나 서 있는 일이 없었고, 발병 전 

특별한 질병력이나 외상력도 없었다. 다만, 일반적인 

심혈관계 질환 위험인자인 고혈압 병력, 음주력, 흡

연력이 있었던 점이 DVT 위험을 높였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발병 전 수 개월 전부터 고

혈압 약물치료를 시작하여 혈압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하며, 음주량 및 흡연량도 아주 

심한 수준은 아니었다. 게다가 고혈압, 음주, 흡연과 

DVT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연구들마다 결과에 일관

성이 없어서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며, 심

지어 음주나 고혈압은 특정조건에서 DVT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보고도 존재한다13-15). 실제로 동맥경

화 고위험군이지만 보행 가능한 성인 인구집단에서 

발생한 정맥혈전증 중 절반은 원인불명이었고16), 전

체 정맥혈전증 중 26-47%가 원인불명이라는 보고도 

있었다17). 이번 증례의 환자에서 DVT의 원인이 무

엇이었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일반적인 심혈관

계 질환의 예방 측면에서 이들 위험요인에 대한 지속

적 관리 및 주기적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폐색전증은 DVT의 가장 흔한 합병증 중 하나로, 

주로 DVT 급성기나 아급성기에 혈전이 혈류를 타고 

폐로 이동하여 발생한다1,2). DVT는 연간 발병률이 

약 0.1%에 이를 만큼 비교적 흔한 병이지만 사망률

이 높고12), 특히 폐색전증을 동반할 경우 사망률이 

2-4배 증가한다2). 이번 사례처럼 하지 DVT에서 폐

색전증을 동반할 경우 환자의 10-20%가 발병 3개월 

이내에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이번 증례도 

하지 DVT에 폐색전증 동반하여 나타난 호흡곤란 증

상으로 발병을 인지한 사례이나, 다행히 급성기 약물

치료 후 생체징후 및 임상증상 안정되어 초기 치료 

기관에서 퇴원하였다.

DVT의 또 다른 주요 합병증은 혈전후증후군

(post-thrombosis syndrome)이다1,2). DVT에서 발생

하는 부종은 혈전에 의한 정맥압 및 모세혈관압 증가

가 원인이다18). DVT에서 조기에 혈류 재개통이 이

루어지지 않고 하지 정맥압 상승 및 정맥판막부전이 

장기간 지속되어 만성적 하지 부종 및 통증 등이 발

생한 상태를 혈전후증후군이라고 부른다2,18). 혈전후

증후군의 임상증상은 걷거나 하지에 체중 부하가 발

생하는 상황에서 악화되고 심하면 궤양에 이르기도 

하며, 일단 발생하면 치료가 매우 어렵고 삶의 질을 

악화시키므로 예방이 최선이다1,2,19).

사실 혈전후증후군은 DVT의 급성기 증상 및 그 

발병 기전을 공유하고, 따라서 이 둘을 구분하기 어

렵다19,20). 일반적으로 급성 DVT에서 혈전이 완전히 

제거되고 혈류가 정상적 수준으로 재개통되어 하지

Table 2. Change of Villalta score and D-dimer level

Outcome / week -1 0 1 2 3 4 5 6 15

Villalta score (points) - 10 11 7 5 3 1 1 -

D-dimer (mg/L) 8.7 - - 2.4 - - - - 0.4

Week 0 = initiation of the Korean medicine treatment
Villalta score (range: 0-33 points; the higher, the more severe)
D-dimer level (reference range < 0.65 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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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맥압 상승과 관련한 초기 증상, 즉, 다리의 부종과 

통증이 해결될 때까지 일정 기간이 필요함을 고려하

여, 발병 후 적어도 3개월, 혹은 6개월 이후에도 해

당 증상이 남아 있는 경우를 혈전후증후군이라고 지

칭한다19,20). 혈전후증후군은 적절한 항응고요법을 받

는 DVT 환자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19). 

이번 증례의 환자 역시 DVT 급성기 치료 후 퇴원

하여 비타민K 비의존 경구 항응고제(non-vitamin K 

antagonist oral anticoagulants, NOAC)인 아픽사반

을 복용하는 중에도 혈전 발생 부위의 정맥압 상승에 

의한 임상 증상 지속되었으나 한의 치료 후 해당 증

상 해소되어 혈전후증후군으로 만성화되지 않은 사

례라 할 수 있다. 특히 급성 DVT에서 혈전이 제거되

고 혈류가 재개통되기까지 6주 정도 소요됨을 고려

하면2,18) 이번 증례는 한의 치료 시작 2주, 발병일로

부터는 약 3주 차부터 환자의 주관적 증상이 현저히 

감소하여 호전 속도가 신속한 편이었다. 또한 하지 

정맥압 상승과 관련된 임상 증상과 징후에 기반하여 

Villalta score를 적용했을 때에도 발병 10일차인 한

방병원 첫 방문일과 한의 치료 1주차까지는 각각 10

점, 11점으로 중등도(moderate)였던 것이 치료 2주

차만에 경도(mild) 단계로 진입하고 치료 4주차에는 

소실(absent) 수준에 이르러 비교적 빠른 호전 확인

되었다. 

Villalta score는 본래 DVT 환자에서 혈전후증후

군 발생 여부를 진단하고 그 중증도를 분류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이지만11,21) 앞서 설명했듯 혈전후증후군

의 발생 기전 및 임상 발현 양상은 DVT 급성기 상

태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19,20). 따라서 DVT 환자

에서 지금 당장 혈전후증후군이 없더라도 Villalta 

score가 높다면 그만큼 정맥압에 의한 부담이 크다는 

의미이므로 Villalta score가 DVT 환자의 장기 예후

(long-term outcome)의 예측 인자가 될 수 있다22,23). 

이번 증례의 환자도 Villalta score가 현저히 감소한 

상태에서 한의 치료를 종료하였고, 치료 종료 3개월 

후, 발병 일로부터는 4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까지 증

상 악화 및 DVT 재발 없이 정상적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임상 증상 및 징후 외에 혈중 

D-dimer 수치의 변화도 확인하였다. D-dimer는 혈

전 생성과 동시에 작동하는 섬유소 용해과정에서 발

생한 섬유소 분해산물이다12). 급성 정맥혈전증에서 

혈중농도가 증가하여 이러한 질병을 배제진단하는데 

사용할 뿐만 아니라2,12) 혈전색전질환의 정도와 임상

적 부담을 반영하여12) DVT 환자에서 정맥혈전증의 

재발이나 예후 지표로도 활용하고 있다12,24). 이번 증

례에서도 한의 치료 시작 전 참고치의 약 13배였던 

D-dimer 수치가 임상 증상이 현저히 호전된 시점인 

치료 2주차에 1/3로 감소했으며, 치료 완료 후 9주차

에는 정상범위 이내로 도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혈중 D-dimer 수치의 이러한 변화는 환자의 주

관적 증상이나 치료자의 시점 외에 좀 더 객관적으로 

잔류 혈전 및 그에 의한 부담의 경감을 보여준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밖에 임상 징후의 개선을 적외선체열영상검사로

도 확인하였다. 피부 표면 온도가 하지 혈류 상태를 

반영한다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도 건강한 사람과 하

지 DVT 환자에서 적외선체열영상검사 상 환부의 현

격한 피부 표면 온도 상승 및 하지 좌우의 온도 차이

를 확인한 바에 근거하여, 적외선체열영상검사를 하

지 DVT 선별 보조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25). 이번 증례에서도 환부의 

자타각적 열감이 부종이나 통증 등 DVT 관련 다른 

임상 증상 및 징후와 함께 변동하였고, 적외선체열영

상검사에서도 한의 치료 시작일, 환측 장딴지 거의 

전체에 걸쳐 건측에 비해 1도 이상 현저한 온도 상승

이 확인되었던 것이 치료 3주, 6주차에는 온도 상승 

부위가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증례의 핵심 증상인 하지 부종 및 그에 따른 

통증과 열감 등 수반 증상은 일반적으로 DVT에 의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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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발생한 혈전이 하지 정맥에 잔류하여 발생한 것으

로 설명한다18). DVT에서 잔류 혈전 제거와 혈류 재

개통을 방해하는 주된 요인으로는 혈액응고 활성화 

및 섬유소 용해 저해로 알려져 있다18).

혈관손상 후 혈관수축, 혈소판응집, 혈액응고 및 

섬유소용해로 이어지는 일련의 반응을 한의학에서는 

어혈(瘀血)의 개념으로 해석하며 따라서 혈류를 활성

화함으로써 어혈을 없애는 활혈화어(活血化瘀) 치료

법을 활용한다5). 이번 증례에서는 침 치료와 한약 치

료를 병행했는데, 침 치료의 경우 전통적으로 기혈의 

흐름을 조절하여 막힌 경맥을 열고 장부의 균형을 도

모하는데 활용하였으며26), 현대 연구에서 혈류 개선 

효과가 확인되기도 하였다27). 전통적으로 활혈화어 

효능을 갖는다고 알려진 한약 치료가 정형외과 수술 

후 DVT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5).

이번 증례에서 사용한 계지복령환은 계지, 복령, 

목단피, 도인, 작약으로 구성된 처방으로 금궤요략에 

수록된 이래 동아시아 전통의학에서 어혈 치료에 널

리 활용되었다28). 현대적 연구에서도 어혈의 개념을 

확장하여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계지복령환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설치류 전혈(whole blood)

에서 혈소판 응집 억제29), 고지방식 동물 모델에서 

콜레스테롤 감소 및 항산화 작용에 의한 동맥경화 개

선28), 당뇨병 동물 모델에서 혈관 이완 및 혈액 점도 

감소에 의한 혈관 손상 억제30) 효과가 확인된 바 있

고, 인간 대상 임상연구에서도 모세 순환 및 울혈 상

태 개선에 의한 하지정맥류 증상 완화31), 말초 혈류 

개선에 의한 체표온도 이상과 감각장애 호전32) 효과

가 보고되기도 했다. 

직접적으로 DVT 환자에서 계지복령환의 효과를 

평가한 연구도 있었다. 일본의 Uchida 등은 하지 

DVT로 급성기 치료 완료하고 비타민K 길항성 항응

고제인 와파린 투여를 시작한 12명의 환자 중 절반

에게 계지복령환 2.5 g을 1일 3회 추가 투여한 결과, 

6개월 후 12명 모두 하지 둘레가 감소하였으나 계지

복령환 추가 투여군에서 반응이 더 좋았다고 보고하

였다33). 한편, 중국의 Li는 뇌경색 후 하지 DVT로 

NOAC의 일종인 리바록사반을 투여 중인 62명을 2

개 군으로 무작위 배정하여 그 중 한 군에만 계지복

령환 가미방 전탕액을 하루 2회 투여하였는데, 3주 

후 계지복령환 가미방 추가 투여군이 비투여군에 비

해 DVT 임상유효율 및 환부 부종, 피부색 변화, 통

증 뿐 아니라 혈액유변학 및 혈액응고 지표도 더 많

이 호전되었다34). 두 연구33,34) 모두 항응고요법을 포

함한 표준치료를 받고 있는 하지 DVT 환자에게 계

지복령환 추가 투여가 임상적 이득을 제공할 수 있음

을 보여주었다. 이번 증례 역시 하지 DVT로 항응고

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에서 발생한 임상 증상 및 징

후 호전에 대해 어혈 개념에 기반한 한의학적 접근, 

특히 어혈의 대표 처방 중 하나인 계지복령환의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 할 수 있다.

국내 한의계에서도 하지 DVT 환자에게 한의 치료

를 적용한 증례가 보고된 바 있다6-10). 뇌졸중으로 입

원하여 한양방 치료를 받던 중 DVT가 발생한 사례

도 있었고6,7,9), 이번 증례 처럼 환자 스스로 DVT 증

상에 대한 한의 치료 원하여 한의 의료기관 방문한 

사례도 있었다8,10). 비타민K 의존성 항응고제나 

NOAC과 같은 표준요법과 한의 치료를 병용한 사례

도 있었으나7,10) 항응고요법 사용이 제한된 상황에서 

DVT에 대해 한의 치료만을 단독 적용한 경우도 있

었다6,8,9). 이들은 하지 DVT를 한의 고전의 각기(脚

氣)로 진단하거나7-10) 이번 증례처럼 어혈로 해석하여
6,10) 한의 치료 방침을 결정하였고 모든 증례에서 한

약 치료를 시행하였다(혈부축어탕6), 도적강기탕7), 빈

소산 및 당귀염통탕8), 가감청열사습탕9), 순기활혈탕
10)). 한약 외에 침 치료를 병행하거나7,8), 침과 뜸9, 

침과 약침10) 치료를 동시 시행한 경우도 있었다. 모

든 증례가 한의 치료 후 DVT 관련 임상 증상 및 징

후의 개선6-10), D-dimer 등 혈액응고지표의 감소6,9), 

초음파 상 혈전의 감소10)를 보여주었는데, 특히 발병 

직후 수 일 이내에 한의 치료를 시작한 경우6-9) 치료 

반응이 더욱 신속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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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이러한 치료 반응이 치료 종료 후에도 유지되는

지 확인한 사례도 있었다. DVT 발생 5주 뒤부터 약 

3개월간 한약과 침, 약침 치료를 병행한 하고, 치료 

종료 후 약 4개월 뒤에도 임상 증상이 꾸준히 개선되

고 있었음을 추적 확인하였다10).

이번 증례는 NOAC을 포함한 표준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DVT에 의한 하지 부종으로 일상 

생활에 불편을 느끼던 환자에게 DVT 발병 10일차부

터 계지복령환 투약과 침치료를 6주간 시행하여 약 

2주차부터 주소증의 뚜렷한 감소, 4주 이내에 자각 

증상의 완전 소실을 관찰하였다. 임상 증상 및 징후

의 변화를 환자의 자가 보고 척도 외에도 Villalta 

score, 장딴지 둘레의 좌우 차, 적외선체열영상검사, 

혈중 D-dimer 수치 등으로 다각적으로 측정하였고, 

치료 종료 약 3개월 후에도 증상의 악화나 DVT 재

발 없이 호전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도 이번 증례의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번 증례 보고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

한다. 저자가 직접 영상 검사를 통해 환부 혈관의 혈

전 및 재개통 상황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고, 혈중 

D-dimer 검사를 임상 증후 평가일에 맞춰 시행하지 

못했으며, 추적관찰 기간이 짧아 만성 합병증의 발생 

및 DVT 재발 등 장기적 예후에 대한 정보는 제공할 

수 없고, 환자 단 한 명의 사례에 불과하여 모든 

DVT 상황에 대해 해당 한의 치료 결과를 일반적으

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다만, 이번 증례는 

DVT에 기인한 환부의 부종성 통증 및 관련 임상 증

후 개선에 침 치료와 계지복령환 경구 투여를 포함한 

한의 치료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이번 관찰 

결과를 토대로 향후 장기적 관찰연구 및 임상시험을 

설계한다면, 실제로 이와 같은 치료가 DVT 환자의 

임상 증상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좀 더 명확하게 확

인할 수 있을 것이다.

요약 및 결론

폐색전을 동반한 하지 DVT로 급성기 치료를 받고 

퇴원한 46세 남자가 환측 하지 부종에 의한 통증, 열

감을 호소하였다. 이 환자에게 6주간 계지복령환 제

제를 경구 투약하고 주 1회 침 치료를 시행한 결과, 

치료 2주 후부터 주소증이 현저히 개선되기 시작하

여 4주 이내에 자각 증상 완전 소실되었고, 6주 치료 

종료 시점에는 좌우 장딴지 둘레 및 체표 온도의 차

이가 현저히 감소하였다. 이러한 효과는 치료 종료 

약 3개월 후에도 유지되어 환자는 발병 전 수준으로 

실내외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혈전색전 지표

인 D-dimer 수치도 치료 전에 비해 감소하였다. 이

번 증례는 DVT에 기인한 환부의 부종성 통증과 관

련 증상 및 징후들을 개선하는데 침 치료와 계지복령

환 경구 투여를 포함한 한의 치료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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