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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병 한방 치료
파킨슨병 진행 개선효과 입증
파킨슨병은 치매와 더불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퇴행성 뇌질환이다.
국내 유병률은 10만 명당 약 166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국민건강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파킨슨병으로 진료 받은 환자의 수는 2004년 39,265명에서
2017년에는 100,716명으로 10여년 사이에 2.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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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파킨슨병은 이러한 운동장애가 가장 주요한 증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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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과 관련이 없는 증상들도 흔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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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이다.

을 느리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병을 증세

진행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병 치료를 위한 한약제제나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 또한

두려움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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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일본에서 파킨슨병 환자 203명을 대상으로 5년간 진

진행되고 있다.

여 나아갈 것이다.

가?”에 둘 수밖에 없다. 즉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행된 임상연구에서는 도파민 보충요법과 침 치료를 같이

유지시키는 것이 파킨슨병 치료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

받은 환자들이 도파민 보충요법만 받은 환자들에 비해

다. 서양의학에서 사용되는 파킨슨병 치료제들 역시 이

파킨슨병의 진행이 의미 있게 지연된 것으로 밝혀진 바

뇌신경센터 한방내과 [ 파킨슨병 환자 대상 4주간 입원집중 프로그램 운영 ]

러한 관점에서 사용되는 약물들이며, 효과도 좋은 편이

있다. 더불어 운동기능, 일상생활 수행능력, 균형잡기와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뇌신경센터 한방내과에서는 자세 불안정과 보행 장애로 인해 이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킨슨병

다. 그럼에도 그 약물들로 조절되지 않는 증상들이 많

보행기능, 우울증상 등 환자들의 삶에 질에 직접적인 영

환자들을 대상으로 4주간 입원집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파킨슨병 중증도 및 균형조절장애 평가와 함께 한의학적인

고, 부작용 등으로 장기간 약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

향을 주는 다양한 증상들 역시 한방 치료를 통해 개선될

례 역시 많은 것이 현실이다.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들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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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병 검사는 물론 침과 봉독약침, 뜸, 부항, 한약 등을 통해 치료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있다. 또한 환자 개인의 상태에
따라 맞춤처방이 이루어지는데, 재활의학과의 재활 치료, 운동교육, 식이요법 등을 함께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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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신경세포가 파괴되어 나타나는 질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