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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수면장애는 발달지연 아동에서 비교적 높은 비율

로 나타난다. 지적 발달에 장애가 있는 아동은 정상 

아동에 비해 수면장애에 이환 될 확률이 높으며, 유

병률이 40~80%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 

또한, Hoshino 등2)의 연구에서 75명의 자폐 아동 중 

65%가 수면 문제를 동반하여, 인지기능 저하의 정도

와 수면장애의 발생빈도 간의 연관성을 제시한 바  

있다.

발달지연 아동이 호소하는 수면장애의 양상은 사

건수면, 불면, 취침시간에 대한 반항, 수면을 방해하

는 호흡,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것, 주간졸음 등으로 

나타나며, 그 중에서 불면이 가장 흔하다3). 불면의 

양상 중에서는 수면개시의 어려움 (40%)과 수면 유

지의 어려움 (35%)이 주요한 불편감으로 나타난다4). 

수면장애가 있는 발달지연 및 자폐 아동들은 수면

장애가 없는 아동들에 비해서 낮 시간 동안의 자해 

행동, 공격적 행동, 정서 문제, 사회적 상호작용의 어

려움 등의 문제가 더 높게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5,6). 따라서 발달지연 및 자폐 아동에 있어 수면 상

태의 개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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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학에서 발달지연아의 수면장애를 치료할 때 

행동요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7), 항히스타민제, 멜

라토닌, 벤조디아제핀, α2 수용체 길항제, 피리미딘 

유도체, 진정작용이 강한 항우울제 등의 약물을 병용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약들은 두통, 어지럼증, 일시적

인 인지 장애 등의 부작용을 동반하므로 수면장애에 

대한 한방적 접근이 도움이 될 수 있다8).

본 연구에서는 수면장애를 호소하며 대구한의대학

교 부속 한방병원 소아청소년과에 내원한 발달지연

아 2례에 대해 한약치료로 유의미한 호전을 내었기

에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대구한의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연구윤

리심의위원회의 심의 면제를 승인받아 진행하였다 

(DHUMC –D-21007-ETC-01).

Method & Materials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대구

한의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소아청소년과에 내원한 

만 19세 미만의 수면장애를 주소로 하는 발달지연아 

중 한약치료로 橘皮大黃朴硝湯加減方을 투여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2. 치료 효과 평가 방법 

환자가 본인의 증상을 표현하기 어려운 환자임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척도를 사용하여 수면장애를 

평가하였다. 이외에도 ‘수면개시에 소요되는 시간’, 

‘수면 중 각성의 횟수’, ‘총 수면시간’을 측정하였으

며, 환아의 주간 문제 행동은 보호자의 서술을 바탕

으로 평가하였다. 

1) 아동수면습관척도 (The Children’s Sleep Habits 

Questionnaire, CSHQ)9)

환아의 수면 습관 파악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 

등9이 발표한 한국판 CSHQ 척도 질문지를 사용하여 

치료 시작 전과 치료 종료 후 시행하였으며 최근 환

아의 상태를 바탕으로 보호자가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총 45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문항

마다 증상의 정도에 따라 1~3점으로 평가한다. 각 문

항의 점수를 총합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수면 문

제가 높음을 의미한다.

2) 주간 문제 행동

환아의 부모가 주간에 울음, 짜증, 감정 기복 등 

문제 행동의 빈도 및 강도를 종합하여 평가하였으며, 

정도에 따라 ‘극심함: +++, 심함: ++, 미약: +, 별무: 

-’로 분류하였다.

3. 복약 순응도 평가 방법

한약을 주된 치료 방법으로 사용하였기에 한약 복

용을 기준으로 순응도를 평가하였으며. 평가를 위해 

MRA10) (Medication Refill Adherence)를 이용하였

다. MRA는 약제의 총 투약일수를 총 연구기간으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순응도를 %로 나타내는 방식이

다. 결괏값은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까지 표기하였다.

Case & Result

A-1. Case 1

1. 환자: 이○○○, F/4세 10개월

2. 주소증: 수면 중 각성, 각성 후 재 수면개시의 어

려움

3. 진단명: 수면장애

4. 과거력: Developmental Delay (3세 8개월경 시행

한 CARS 총점이 25.5점으로 ‘자폐아님’)

5. 현병력

출생 이후 지속적으로 ‘수면 중 각성’ 및 ‘각성 후 

재 수면개시의 어려움’을 호소하던 환자로 이와 관련

MRA 

(%)=

Number of days supply in index period
X100

Number of days in the study period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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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치료를 받은 적은 없으며, 현재까지 지속되어 

2020년 4월 13일 수면장애의 적극적인 한방치료위

해 내원하였다.

6. 치료기간:　2020년 4월 13일 – 2020년 7월 10일

7. 가족력: 별무

8. 초진 시 소견

1) 식사: 2회/일, 간식 2회, 소화 양호

2) 대변: 1회/일, 정상변

3) 소변: 6회/일

4) 키/체중: 환자 저항으로 측정 불가

5) 맥/설진: 脈細弱/舌淡紅白苔

6) 복진: 복부 전체적으로 팽만이 확인되며, 좌하

복부로 경결이 있었다 (腹滿, 小腹急結).

9. 치료

1) 한약 치료

(1) 橘皮大黃朴硝湯加減方 I (귤피대황박초탕가감

방 I)

① 2020년 4월 13일 - 2020년 7월 10일

‘지각 (Aurantii Immaturus Fructus) 16 g, 망초 

(Natrii Sulfas) 8 g, 대황 (Rhei Rhizoma) 3 g’을 1

첩으로 하여, 1첩을 3팩, 50 cc로 추출하였다. 1일 3

회 식후 복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10. 치료 경과 (Figure 1,2)

1) 2020년 4월 13일 (초진일) (CSHQ: 73)

수면개시에 대한 어려움은 없었으나, 한 주에 6회 

정도의 수면 중 각성이 있었으며, 각성 후 3시간 가

량 보채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재 수면개시의 어려움

이 있었다. 총 수면시간은 6시간 정도로 짧았으며, 

수면 불량으로 인한 주간 피로와 짜증, 칭얼거림이 

동반되었다 (주간 문제 행동: +++). 

2) 2020년 4월 14일 - 2020년 4월 20일

수면 중 각성이 없었으며, 총 수면시간이 8시간으

로 길어졌고, 수면 부족으로 인한 주간의 피로와 짜

증이 줄어들었다고 하였다 (주간 문제 행동: ++).

3) 2020년 4월 21일 - 2020년 4월 27일

수면 중 1회 각성하였으나 어려움 없이 스스로 재 

수면개시하였다. 총 수면시간은 8시간으로, 주간의 

피로와 짜증은 줄어든 상태로 유지하였다 (주간 문제 

행동: ++). 

4) 2020년 4월 28일 - 2020년 6월 13일 (CSHQ: 60)

약 6주간 수면 중 각성이 총 2회 있었다. 각성 후 

1시간 이내로 스스로 재 수면개시 하였으며, 총 수면

시간은 8시간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주간의 피로와 

짜증도 소실되어 치료 종결을 고려하였다 (주간 문제 

행동: -). 

5) 2020년 6월 14일 - 2020년 6월 20일 

농가진이 발생하여 항생제를 복용하는 중이었으며, 

가려움으로 인해 주 3회의 수면 중 각성이 있었으나, 

재 수면개시의 어려움 없이 스스로 잠들었고, 총 수

면시간은 8시간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치료 종결을 

고려하였으나 수면 중 각성의 재발생으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주간 문제 행동: +). 

6) 2020년 6월 21일 - 2020년 6월 27일

발달센터와 유치원을 다시 다니기 시작하면서 주

간 피로와 짜증이 증가하고, 야간에 뒤척임이 증가하

였으나, 수면 중 각성은 없었다. 최근 환아의 의사표

현이 증가했다고 하였다 (주간 문제 행동: +). 

7) 2020년 6월 28일 - 2020년 7월 4일 (CSHQ: 60)

수면 관련 증상은 없었으며, 수면 부족으로 인한 

주간의 피로와 짜증도 없었다 (주간 문제 행동: -). 

복진상 기존의 복부 전체의 긴장도가 감소하여 부

드러워졌으며, 좌하복부의 경결이 소실되었다.

8) 2020년 12월 5일 (추적 관찰)

치료 종결 후에도 수면 중 각성 거의 없이 유지 중

이었으며, 깨더라도 스스로 잠들었다. 수면 부족으로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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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주간의 피로와 보챔, 짜증도 거의 없이 유지되

었다 (주간 문제 행동: -). 

11. 복약 순응도: 79.8%

B-2. Case 2

1. 환자: 엄○○, F/5세 8개월

2. 주소증: 수면개시에 대한 어려움, 수면 중 각성

3. 진단명: 수면장애

4. 과거력: Autism Spectrum Disorder (5세경)

5. 현병력

출생 이후 지속된 ‘수면개시에 대한 어려움’과 ‘수

면 중 각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던 환자로 이

와 관련한 치료받은 적은 없으며, 현재까지 지속되어 

2021년 2월 26일 수면장애의 적극적인 한방치료 위

해 내원하였다.

6. 치료기간:　2021년 2월 26일 – 2021년 4월 30일

7. 가족력: 별무

8. 초진 시 소견

1) 식사: 3회/일, 소화 양호

2) 대변: 1회/3-4일, 정상변

3) 소변: 6회/일

4) 키/체중: 환자 저항으로 측정 불가

5) 맥/설진: 脈微細 舌淡紅薄白苔

6) 복진: 복부가 볼록하며, 좌하복부에 경결을 동

반하였다 (腹滿, 小腹急結).

9. 치료

1) 한약 치료

(1) 橘皮大黃朴硝湯加減方 Ⅱ (귤피대황박초탕가감

방 Ⅱ)

① 2021년 2월 26일 – 2021년 4월 2일 / 2021년 

4월 23일 – 2021년 4월 30일

‘지각 (Aurantii Immaturus Fructus) 8 g, 망초 

(Natrii Sulfas) 10 g, 대황 (Rhei Rhizoma) 4 g’을 1

첩으로 하여, 1첩을 3팩, 50 cc로 추출하였다. 1일 2

회 식후 복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2) 橘皮大黃朴硝湯加減方 Ⅲ (귤피대황박초탕가감

방 Ⅲ)

① 2021년 4월 3일 – 2021년 4월 22일

‘지각 (Aurantii Immaturus Fructus) 12 g, 망초 

(Natrii Sulfas) 10 g, 대황 (Rhei Rhizoma) 6 g’을 1

첩으로 하여, 1첩을 3팩, 50 cc로 추출하였다. 1일 2

회 식후 복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10. 치료 경과 (Figure 1,2)

1) 2021년 2월 26일 (초진일) (CSHQ: 73)

환아는 수면개시까지 1시간이 소요되며, 수면 중 

각성이 매일 있고, 각성 후 최소 15분에서 최대 수 

시간까지 울며 보채고, 때때로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치는 모습을 보였다. 총 수면시간도 7시간으로 부족

한 상태였으며, 수면 불량으로 인한 주간의 감정기복 

및 달래지지 않는 울음이 매일 동반되었다 (주간 문

제 행동: +++). 

2) 2021년 2월 27일 - 2021년 4월 11일 

수면개시의 어려움 없이 잠들었으며, 수면 중 각성

도 없었다. 총 수면시간은 8시간으로 늘어났고, 주간

에 우는 일이 없었으며, 짜증도 줄었다고 하였다 (주

간 문제 행동: +). 

3) 2021년 4월 12일 - 2021년 4월 23일

일부 구성 약물 용량 변경 후, 2-3회 정도 수면 중 

각성이 있었다. 주간에 울음 횟수가 증가하였고, 30

분가량 달래지지 않았다 (주간 문제 행동: ++). 

4) 2021년 4월 24일 - 2021년 4월 30일 (CSHQ: 61)

수면 관련 증상 없었으며, 주간에 감정기복 및 울

음이 감소하여 치료 종결하였다 (주간 문제 행동: +). 

대변 빈도가 2-3일에 1회 정도로 증가하였으며, 좌

하복부의 경결이 감소하였다.

5) 2021년 7월 7일 (추적관찰)

치료 종결 후에도 수면 관련 증상 없었고, 주간의 

울음 횟수가 줄어든 상태로 유지 중이었으며, 울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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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이상 지속되지 않았다 (주간 문제 행동: +). 

11. 복약 순응도: 70.3%

Discussion

발달지연 아동의 수면장애는 같은 월령의 정상 발

달아보다 유병률이 높고, 대개 청소년기와 성인기까

지 지속된다11). 발달지연 아동의 수면장애에 관한 여

러 연구에 따르면 수면장애는 낮 시간 동안에 아동이 

나타내는 자해행동이나 공격적인 행동 등의 악화 및 

사회적 상호작용의 어려움 증가 등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으며1,5,6), 문제행동 체크리스트 (The Aberrant 

Behavior Checklist)를 통한 검사에서도 수면 문제가 

있는 발달지연 및 자폐 아동은 수면 문제가 없는 아

Fig. 1. Timeline

Fig. 2. The score change of the Children's Sleep Habits Questionnaire (CSH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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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비해 문제행동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측정되었

고, 특히 쉽게 짜증이나 화를 내는 행동과 과잉 행동

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하였다12).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만성적인 수면 부

족이 부교감 신경을 항진시키고, 생체의 포도당 처리

능력을 저하시켜 내당능 장애를 유발하며, 글루코코

르티코이드의 과도한 생산과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

해 스트레스에 취약한 상태를 만들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중추신경계의 항상성 조절에 악영향을 주어 행

동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정상 아동에서 일시

적인 수면의 부족은 항상성 반응으로 보상이 가능하

지만, 발달지연 아동에서는 수면장애의 발생빈도가 

더 높고 더 만성적이며, 신경학적 문제가 동반되기 

때문에 수면 결핍에 대한 보상이 더 어렵다. 결과적

으로 수면장애는 발달지연 아동의 행동문제를 더 악

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13). 따라서 발달지

연 아동에서 수면 상태를 개선하는 것은 주간의 문제

행동이나 학습 장애 및 공격성 등을 완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현재까지 소아의 수면장애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물은 멜라토닌이다. 이는 위약 투여시보다 수면개

시의 어려움을 감소시키고, 총 수면시간을 증가시키

는 등의 효과가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효과

가 점차 감소하며, 야간 각성의 치료에는 큰 효과를 

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14). 이 외에 항히스타민제, 

벤조디아제핀, α2 수용체 길항제, 피리미딘 유도체, 

진정작용이 강한 항우울제 등도 사용되고 있으나, 이

러한 약들의 효과를 입증할만한 연구가 부족하여 미

국식품의약국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이며, 두통, 어지럼증, 

일시적인 인지 장애 등의 부작용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8). 

수면장애는 한의학 고서에 失眠, 無眠, 不得臥, 不

得眠, 不寐, 少寐, 少睡 등으로 기록되었으며, 수면개

시가 힘들거나 깊게 잠들지 못하고 자주 깨는 것, 잠

에서 깬 후 다시 잠에 들기 힘든 증상을 포함한다. 

주로 思結不睡, 榮血不足, 心膽虛怯, 心身不交, 痰涎鬱

結, 胃中不和 등의 병리로 보고 치료하며15), 《傷寒論》

과 《傷寒六書》에서는 陽明病裡實證에서 나타나는 불

면증에 大承氣湯, 調胃承氣湯 등의 瀉下劑를 치료법으

로 제시하였다16). 실제로 박 등17)이 이러한 瀉下작용

을 활용하여 불면 환자에 紫圓을 투여하여 호전된 증

례를 보고한 바 있다.

지금까지 발달지연아의 수면장애에 대한 한의학 

연구로 신 등18)의 연구에서 자폐스펙트럼장애 환아

의 수면 상태 변화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으나, 직접

적으로 수면장애의 개선을 목표로 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발달지연

아의 수면상태를 개선시키고, 그에 수반된 낮 시간 동

안의 문제 행동이 호전된 례가 있어 보고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Case 1 환아는 수면 중 각성, 각성 후 

재 수면개시의 어려움을 주소로 하였고, Case 2 환아

는 수면개시의 어려움, 수면 중 각성을 주소로 하였

다. 또한 Case 1 환아는 식탐이 많고, 과식하는 경향

을 보였고, Case 2 환아는 식사량은 적으나 과자 등

의 간식을 좋아하며, 대변을 3-4일에 한 번씩 보는 

등 식습관 및 배변습관의 문제가 동반되어 있었다. 

복진상으로도 두 환아는 복부가 팽팽하거나 볼록했

으며, 좌하복부의 경결이 확인되어 공통적으로 腹滿, 

小腹急結의 腹證을 보였다. 『內經』에 “胃不和則臥不

安”, 즉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면 飽滿症이나 心下痞症

이 생겨 가슴이 답답하고 괴로워 편히 눕지 못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 하여 소화기의 문제

가 수면장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언급하였다15). 이

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수면장애와 더불어 소화기 문

제 및 공통된 腹證의 개선을 목표로 橘皮大黃朴硝湯

加減方을 처방하였다.

橘皮大黃朴硝湯加減方은 《類聚方》에 수록된 橘皮大

黃朴硝湯을 가감한 것이며, 橘皮大黃朴硝湯은 橘皮, 

大黃, 芒硝로 구성된다. 《類聚方廣義解說》에서는 ‘橘

皮大黃朴硝湯 治心胸間有宿滯而結子’라 하여 고기와 

생선을 많이 먹고 그것이 가슴 주위에 머무르면 腹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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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덩어리가 생겨 괴롭게 되고 이를 攻下시키기 위해

서 本方을 쓰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19). 

본 연구에서는 기존 橘皮大黃朴硝湯에 관한 연구20)

에서와 마찬가지로 橘皮를 같은 理氣藥에 속하는 枳

殼으로 대용하였다. 枳殼은 理氣貫中, 行痰 등의 효능

이 있으며21), 『東醫寶鑑』에서 枳殼이 主藥으로 사용된 

방제들의 경우 大便不利과 積聚에 가장 많이 활용되

었다고 하였고22), Tana 등23)은 枳殼이 위장관 운동을 

활성화시키는 효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환아들이 보이는 소화기 문제와 腹證을 고려

하여 橘皮 대신 枳殼을 사용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

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藥徵》에서 大黃은 맺혀 있는 독을 통하게 

하여 배출시키는 것 목적으로 하고 (主通利結毒也), 

芒硝는 단단한 것을 연하게 한다 (主軟堅也)고 하였

다. 이렇게 大黃과 芒硝는 瀉下작용을 통해 가슴부터 

(結胸) 아랫배 (小腹急結, 燥屎, 大便硬)에 이르는 넓

은 범위에 있는 단단한 덩어리를 치료할 수 있다24). 

본 연구에서 사용한 CSHQ 척도는 자폐 아동의 

수면장애에 관한 기타 연구25)에서도 활용된 바 있으

나, 연구별로 CSHQ 문항을 다르게 선정하여 연구간 

객관적인 유효성 비교가 어려웠다. Case 1, 2 환아 

모두 초진 시 CSHQ 점수는 73점으로, 이는 국내 아

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미국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CSHQ 총점의 평균이 각각 한국 아동 44.57

점26), 미국 아동 38.71점27)인 것에 비하여 월등히 높

은 점수였다. Case 1의 환아는 치료 후 CSHQ 점수

가 60점으로, Case 2의 환아는 61점으로 각각 13점, 

12점가량 감소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평균적인 아동

의 점수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장기간의 

추적관찰 및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Case 1의 환아는 탕약 복용 1일째부터 수면 상태

가 개선되었으며, 약 3개월간의 치료 기간 동안 5일

을 제외하고 수면 중 각성이 없었으며, 각성하더라도 

울음이나 보챔 없이 스스로 다시 잠에 들었다. 수면 

중 각성이 감소하면서 총 수면 시간이 8시간으로 늘

어났다. 뿐만 아니라, 보호자가 수면 중 기저귀 교체 

시에도 깨지 않을 정도로 수면의 질이 개선되어, 기

상 시 피곤함과 주간의 짜증, 보챔이 감소하였다. 

Case 2의 환아 역시 탕약을 복용 1일째부터 입면에 

소요되는 시간과 수면 중 각성이 감소하였으며, 주간

의 감정 기복이나 울음도 감소하였다. 

이러한 수면장애의 호전과 함께 소화기 증상 및 腹

證의 변화도 관찰되었다. 치료 후, Case 1 환아는 복

부 전체의 팽창도가 감소하고 좌하복부의 경결이 소

실되었으며, Case 2 환아는 대변 빈도가 증가하고 좌

하복부의 경결이 감소하였다. 이후에 橘皮大黃朴硝湯

과 腹滿, 小腹急結의 腹證 간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가 

시행된다면, 의사소통이 어려운 발달지연아들의 치료 

후 호전도를 평가하는데 유용한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수면장애 관련 치료 종결 후, Case 1의 환아

는 약 5개월 뒤, Case 2의 환아는 약 2개월 뒤에 본

원 외래로 재내원 했을 때에도, 수면 상태 및 주간 

문제 행동이 양호한 수준으로 잘 유지되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를 통해 橘皮大黃朴硝湯加減方이 소화기 문

제와 腹滿, 小腹急結의 腹證을 보이는 발달지연아의 

수면장애에 효과적인 처방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수면상태의 개선이 주간 문제 행동의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Case 2 환아는 橘皮大黃朴硝湯加減方을 약 5

주간 투여한 이후에도 배변 빈도가 증가하지 않아, 

通便을 위해 지각의 용량과 대황의 용량을 첩당 각각 

4 g, 2 g가량 증량한 후 수면 중 각성이 다시 나타나

고 주간의 문제행동들이 다소 증가하였다가, 이후 기

존에 복용하던 용량 (첩당 지각 8 g, 망초 10 g, 대황 

4 g)으로 변경 후 다시 수면 중 각성이 소실되었고, 

주간의 문제행동 역시 감소하였다. 환아와 의사소통

이 불가능한 점으로 인해 정확한 원인 확인은 어려웠

으나,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효과적인 약물별 용량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환아들과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쉽지 

않아 보호자의 관찰에 의존하는 척도를 사용한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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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의 짜증, 보챔 같은 문제행동을 측정할 만한 척

도를 별도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대조군이 

없어 다른 치료와 치료 효과를 비교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나 발달지연아들의 수면장

애에 橘皮大黃朴硝湯加減方을 투여하여 수면상태의 

개선이 빠르게 나타나 치료 종결 후에도 양호한 상태

를 유지했을 뿐 아니라, 각각 약 3개월, 약 2개월의 

긴 기간 동안 본 처방을 복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

별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추후 더 많은 증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Conclusion

본 연구에서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발달지연 환아

들에게 橘皮大黃朴硝湯加減方을 투여하여 수면 상태

가 개선되어 총 수면시간이 증가하였으며, 울음, 짜

증 등의 주간 문제행동 역시 감소하였으므로 이를 보

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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