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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한한방내과학회 30년사를 편찬한지 벌써 10년이 흘렀습니
다. 또 한 번의 도약을 바라면서 지난 10년간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여 지고 있는 한방내과학회의 모습은 현재 일하고 있는 

현 학회 회원의 힘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수많은 역할을 해 오신 
선배 한의사 회원 분들과 그리고 내과학회를 위해 일하신 역대 회
장님 및 이사님들의 노고가 합쳐져 이루어진 커다란 업적이라고 생
각 합니다.

그러나 현 시대에 맞추어 발전해가기 위해선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진행될 예정인 한방임상진료지침 사업, 우리가 꾸준히 요구해 
왔던 현대 진단기기의 사용, 그리고 지금도 진행되는 한약의 현대화 사업 등 하나하나가 무척 민
감하고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나하나 완성해가기 위해서는 대한한방내과학회 뿐
만 아니라 대한한의학회, 대한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등의 단체 중심으로 모든 한의사들이 참여
하여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한의학이 단순히 전통의학으로서 보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국민 보건에 꼭 필요
한 의료기술이라는 인식을 국민과 같이 공유하여, 국민과 함께 숨 쉬고 생활할 수 있는 실용적인 
의학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실천적인 행동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의학 발전을 통한 국민
보건 향상이라는 큰 목표아래 실천 가능한 행동지침을 하나하나 검토하여 차근차근 준비 한다면 
한의학의 장점은 더욱 빛을 발할 것이며, 한국의 한의학이 아닌 세계의 한의학으로 올라 설 것으
로 생각됩니다.

학회의 역할은 한방전문의제도가 도입되면서 단순히 학술대회와 학회지 발간의 업무 이외에도 
전문의 배출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으면서 학회의 역할을 점점 커가고 있습니다. 한의학의 중심
에 내과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많은 연구와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에 힘써 왔
지만 오히려 노력에 비해 성과는 미치지 못하고, 한의학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배출되는 한방내과전문의 수가 늘어나면서 점차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학회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제는 한방내과학의 발전을 위해 내과 질환에 대한 한의학적 진단의 객관화, 한약을 이용한 질
병치료의 통계화를 통해 우리 한방내과학의 효능을 알리고, 이러한 결과가 복지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 발 간 사       대한한방내과학회  회장  정  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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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진료의 객관화를 위해 한방내과학회 독자적으로 ‘한방내과 진료편람 초안’이 만들어 졌으
며, 현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학회지도 전자저널로 대체될 것입니다. 학회뿐만 아니라 우리 회원 
모두 현 시대의 조류에 맞는 감각으로 재무장 한다면 새로운 모습의 한방내과학으로 거듭 날 것임
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한한방내과학회 40년사 발간을 위하여 수고하신 조충식 부회장과 편찬위원으로 참여하신 여
러 교수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책자 발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학회 창립 40주년 기념 책자는 모든 학회 회원들의 활동의 결과로 이루어진 결집체로 생각되며, 
회원들의 자부심으로 남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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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학회의 지난 역사를 모으고 정
리하느라 수고해주신 정희재 대한한방내과학회 학회장님과 

학회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한한방내과학회는 1975년 창립 이후, 학술대회 및 학회지 발간
을 중심으로, 가치 있는 임상경험과 연구결과들을 공유하는 토양을 
마련해왔습니다. 그러한 기초위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물들이 조금
씩 한의 의료 행위의 합리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의학을 보다 
객관화 표준화하여 문화적 유산에서 실용적 과학으로 정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어왔습니다. 또한, 
대한한방내과학회는 전공의 수련 교육을 통해 한방의료의 전문화 특성화에 앞장서왔습니다. 특히 
2002년부터는 지속적으로 전문수련의를 배출하여 현재 한의계에서 가장 큰 전문 의료 집단을 구
축하였으며, 이러한 인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각종 의료 자문,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고 생각됩니다. 

대한한방내과학회를 구성하는 모든 회원과 우리 한의학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2월

| 격 려 사     16대 대한한방내과학회  회장  김  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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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한한방내과학회 창립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학회는 그 동안 한의학의 중추학회로서 역할과 책임

을 다해왔으며 향후에도 이것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방의료의 이론을 전통적 인간현상에서 생명과학에 근거
한 인체위주로 전환시켜 작금의 한의계 업황을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학회가 됨을 의심치 않습니다. 

대한한방내과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6년 2월

| 격 려 사     17대 대한한방내과학회  회장  윤  상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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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40년 동안의 역사를 찾아서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열정과 노고없이는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그동안 학
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신 역대 대한한방내과학회 
임원진과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
립니다.

대한한방내과학회는 대한한의학회 내 중심학회로서 한의학의 학
문 발전 및 임상연구 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학회는 회원들의 학술
활동뿐만 아니라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자문, 의료기기 사용 등의 의료제도 제반사항에 대한 자문, 
전문의 교육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 한의학의 교육, 연구, 진료, 제도 등에 관하여 많은 역할을 하
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한방내과학회 40년사의 발간을 통하여 그동안 대한한방내과학회의 역사와 
발자취를 돌이켜보고 시대에 부흥하는 대한한방내과학회의 근거중심의학에 기반한 학문적 발전과 
치료의학으로서 한의학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책의 발간을 위해 수고하신 학회장 및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한한방내과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6년 2월

| 격 려 사     18대 대한한방내과학회  회장  문  병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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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녕하십니까?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김필건입니다.
먼저 한의학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대한한방내과학회

의 설립 40주년과 그 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대한한방내과학회 
40년사’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역사란 무엇인가’의 저자이자 영국의 저명한 역사학자인 E. H. 
Carr가 “역사는 과거를 통해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란 유명한 말을 
남긴 것처럼 역사란 우리의 현재를 통찰하고 미래의 올바른 지향점
을 제시해 주는 중요한 기록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역사를 올곧게 정립한다는 것은 한 단체가 걸어온 발자취를 조명하는 한편 역사를 이어온 
그 구성원들의 혼과 정체성을 불어 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대한한방내과학회의 태동과 지난 40년간의 역사를 정리한 ‘대한한방내과학회 40
년사’는 우리 한의계를 대표하는 학회의 발전과정과 역사를 담은 소중한 자산으로 향후 각 분과학
회는 물론 한의계의 미래를 제시하는 나침반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대한한방내과학회는 지금까지 다양한 연구와 임상결과를 통해 한의학 발전
을 선도해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수천 년간 축적돼 온 한의학의 경험적 결과와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각종 학
술논문과 연구결과들을 발표하여 근거중심의학(EBM)으로서의 한의학의 위상을 높였으며, 한의의
료 임상진료지침의 표준화를 위한 다양한 논문들을 발표하여 한의학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한 단계 
더 높이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한방내과학회의 이 같은 노력은 세계적으로 서양의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한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한의학이 인류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기
여할 새로운 의학 패러다임으로 각광받고, 한의학이 세계를 치유하는 명실상부한 세계의학으로 발
전할 수 있는 귀중한 자양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대한한의사협회는 대한한방내과의학회가 국민건강증진과 한의학 발전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때로는 동반자로서의 
격려와 성원뿐만 아니라 자성과 분발을 촉구하는 날카로운 비판과 충고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
드립니다.

| 축  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김  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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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대한한방내과학회 설립 40주년과 40년사 발간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제 
불혹(不惑)이 된 대한한방내과학회가 세상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고 발전과 성과를 이뤄냄으로써 
국내를 뛰어 넘어 세계적인 학회로 발돋움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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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한한방내과학회 창립 40주년과 대한한방내과학회 40년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65년 한의학이 대학 사

회에 뿌리를 내리고 6년제 한의과대학의 편제를 갖추고 시작하였지
만 모든 여건과 환경이 척박하기만 하던 당시 1975년 대한한의학
회 산하 대한한의내과분과위원회로 시작한 귀회가 이제 40년이란 
긴 세월의 벽을 넘어 명실상부한 한방내과 전문의를 배출하는 전문
학회로 성장하였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바이며, 사단법인 대한
한의학회임직원 및 41개 회원 학회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인
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공자는 나이 사십이면 불혹의 경지에 달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성년의 경지를 넘어 장년의 경
지에 들어선 내과학회는 전일개념이라고하는 한의학적 인체관과 특수성을 넘어 간심비폐신의 장
부별 분화에 의한 각개의 학문적 발전을 이루며, 한의학의 가장 중요한 파트인 내과 영역에서의 
내치를 통한 방법론적 연구와 객관화된 학문적 이론의 도출을 위한 근거중심의 한방내과학으로 발
전을 시도하는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음양에서 분화된 오장육부의 장부론적 변증을 중심으로한 내
과학의 발전이야 말로 한의학의 꽃 중의 꽃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꽃은 아름답지
만 나름의 독성이 있고 특유의 향기를 발산하는 자태를 뽐내는 넘볼 수 없는 고고함이 있어 가치의 
소중함을 인식 받게 됩니다. 꽃 중의 꽃, 한방내과학이야 말로 사십년의 성상을 도도히 지켜오며 
이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방내과학을 전공하시는 회원 여러분, 사
십 주년을 맞는 올해야 말로, 아름다운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 회원 여러분들의 충실하고 열정적인 
땀과 지혜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내과학은 의학의 꽃이기 때문입니다.

한의학은 지금 엄중하고도 골 깊은 시련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지금의 한의학이 온
고지신하며 발전할 수 있고, 발전을 위하여 우리는 지금 무었을 해야 하는지를 시대는 묻고 있습
니다. 규제 개혁의 혁신을 요구하는 정부와 사회의 흐름에 우리는 무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
부적인 역량의 집중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은 임상을 통한 환자와 국민의 건강과 복지
를 창출해야하는 학문입니다. 한의학이라는 상품을 국민이 선호하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
술의 역량을 높여야 하는 책임의 막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선봉에 대한한방내과학회가 첨병으
로서의 역할을 해주실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 축  사          대한한의학회  회장  김  갑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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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료가 체계적으로 잘 정리 보관 돼 있지 못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어렵사리 대한한방내과
학회 40년사를 창간하신 귀 학회의 열정과 노력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이 시간까지 모든 역
량을 한마음으로 집중하고 결실을 창출하여 주시는데 앞장서 일 해 오신 정희재 대한한방내과학회 
회장님을 중심으로 한 임원 여러분의 각고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한방내과학회의 
백년대계의 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을 기대하며, 축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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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역대 임원진

❙15대

회  장 정승기

부회장 조기호(수석)  김용호  박동일  이장훈  정지천

이  사

한창호(기획총무)  서운교(학술)   정희재(고시)   안영민(재무)

박양춘(편집)     문상관(전산)   김진성(전산)   이시형(교육)

윤상협(진료)     김종대(봉사)   권혁성(무입소)

감  사 우홍정  배형섭

❙16대

회  장 김철중

부회장 안세영(수석)  고흥  전찬용  문구  정희재  정지천

이  사

안영민(학술)    한창호(편집)    한양희(고시)    조충식(재무)

송봉근(전산)    박양춘(진료)    조정효(교육)    홍상훈(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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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배형섭  정승기

❙1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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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회장 조기호(수석)  원진희  고흥

이  사

김영철(기획총무, 봉사)   전찬용(학술)        임성우(고시)

한창호(편집)        정희재(재무)        유화승(진료)

김원일(홍보)        백동기(교육)        정우상(전산)

감  사 정승기  김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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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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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근(보험)     성승호(홍보)   고호연(전산)

감  사 윤상협  문병순

❙20대(2014년-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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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  표

2005년 1월 28일 •제5회 한방내과전문의 52명 배출

3월 30일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26권 1호 발간

6월 11일 •대한한방내과학회 창립 30주년 행사, 대한한방내과학회 30년사 

출간

12일 •대한한방내과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동국대학교 

덕암세미나실 ‘한방내과학회의 실제와 전망’

•대한한방내과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발표 요약집 

발간

30일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26권 2호 발간

9월 30일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26권 3호 발간

11월 6일 •추계학술대회 대전대학교 국제회의실 ‘한의학의 임상연구방법론’

•추계학술대회 발표 요약집 발간

12월 30일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26권 4호 발간

2006년 1월 •제6회 한방내과전문의 55명 배출

3월 1일 •16대 김철중 회장 선출

30일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27권 1호 발간

5월 21일 •춘계학술대회 경희대학교 청운관 ‘전통한의학의 현대적 임상적용’

6월 30일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27권 2호 발간

9월 30일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27권 3호 발간

10월 22일 •추계학술대회 대전대학교 블랙박스홀 ‘한의학의 현재와 미래’

•추계학술대회 발표 요약집 발간

12월 30일 •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27권 4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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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제7회 한방내과전문의 67명 배출

3월 30일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28권 1호 발간

5월 13일 •춘계학술대회 경희대학교 청운관 한의학 ‘임상시험의 방법론’

•춘계학술대회 발표 요약집 발간

6월 30일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28권 2호 발간

9월 30일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28권 3호 발간

10월 14일 •추계학술대회 대전대학교 지산도서관 

‘난치성 질환의 한의학적 접근’

•추계학술대회 발표 요약집 발간

12월 30일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28권 4호 발간

2008년 1월 •제8회 한방내과전문의 50명 배출

3월 1일 •17대 윤상협 회장 선출

30일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29권 1호 발간

5월 18일 •춘계학술대회 경희대학교 청운관 ‘한방내과학의 선택과 집중’

•춘계학술대회 발표 요약집 발간

6월 30일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29권 2호 발간

9월 30일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29권 3호 발간

10월 12일 •추계학술대회 대전대둔산한방병원 컨벤션센터

‘한의학과 건강보험’

•추계학술대회 발표 요약집 발간

12월 30일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29권 4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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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제9회 한방내과전문의 53명 배출

3월 30일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30권 1호 발간

5월 24일 •춘계학술대회 경희대학교 청운관 

‘한의학과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

•춘계학술대회 발표 요약집 발간

6월 30일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30권 2호 발간

9월 30일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30권 3호 발간

10월 18일 •추계학술대회 대전대학교 지산도서관 

‘한국 표준질병과 한방진단법’

•추계학술대회 발표 요약집 발간

12월 30일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30권 4호 발간

2010년 1월 •제10회 한방내과전문의 57명 배출

3월 1일 •18대 문병순 회장 선출

30일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31권 1호 발간

6월 13일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개최 동국대학교 문화관 덕암세미나실

‘내과질환의 진료지침 및 최신지견’

•춘계학술대회 발표 요약집 발간

30일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31권 2호 발간

9월 5일 •추계학술대회 광주과학기술원 오룡관 

‘치료의학으로서의 한의학의 역할’

•추계학술대회 발표 요약집 발간

30일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31권 3호 발간

12월 30일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31권 4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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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제11회 한방내과전문의 58명 배출

3월 30일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32권 1호 발간

5월 1일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개최 강동경희대학교 병원 

‘내과질환에 대한 최신지견’

•춘계학술대회 발표 요약집 발간

6월 30일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32권 2호 발간

9월 30일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32권 3호 발간

10월 16일 •추계학술대회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컨벤션홀 

‘내과질환에 대한 최신지견’

•추계학술대회 발표 요약집 발간

12월 30일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32권 4호 발간

2012년 1월 •제12회 한방내과전문의 53명 배출

2월 11일 •정기총회 개최 19대 김강산 학회장 선출

3월 30일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33권 1호 발간

4월 29일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개최 경희의료원 정보행정동 

‘진단검사와 임상한의학의 만남’

•춘계학술대회 발표 요약집 발간

6월 30일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33권 2호 발간

9월 30일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33권 3호 발간

10월 14일 •추계학술대회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心, 신경 그리고 소통’

•추계학술대회 발표 요약집 발간

12월 30일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33권 4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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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제13회 한방내과전문의 58명 배출

3월 30일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34권 1호 발간

4월 14일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개최 경희의료원 정보행정동

‘소화기 질환의 임상진료’

•춘계학술대회 발표 요약집 발간

6월 30일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34권 2호 발간

9월 29일 •전국한의학학술대회 대전컨벤션센터 

‘신장 그리고 대사이상, 한의학에 길을 묻다.’

•전국한의학학술대회 발표 요약집 발간

9월 30일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34권 3호 발간

12월 30일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34권 4호 발간

2014년 1월 •제14회 한방내과전문의 47명 배출

2월 22일 •임시총회 개최 20대 정희재 학회장 선출

3월 30일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35권 1호 발간

4월 27일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개최 경희대학교 청운관

‘한방 종양 임상진료’

•춘계학술대회 발표 요약집 발간

6월 30일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35권 2호 발간

9월 30일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35권 3호 발간

10월 12일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개최 대전대학교 혜화문화관 

‘한의학과 의료환경’

•추계학술대회 발표 요약집 발간

12월 30일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35권 4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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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제15회 한방내과전문의 45명 배출

3월 30일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36권 1호 발간

4월 19일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개최 경희대학교 청운관

‘한방 의료기기 사용의 실제’

•춘계학술대회 발표 요약집 발간

6월 30일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36권 2호 발간

9월 30일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36권 3호 발간

11월 29일 •전국한의학학술대회 대전 컨벤션센터

•전국한의학학술대회 발표 요약집 발간

12월 30일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34권 4호 발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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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한한방내과학회 40년의 발자취

1) -6) 대한한방내과학회 30년사 참조

7) 성장기(한방내과 전문의 배출 안정화 및 전문진료영역 확장)            2005년 - 현재

2005년 1월 14일 제5회 한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1차 시험이 실시되었고, 1월 28일 2차 시험이 
실시되어 52명의 한방내과 전문의를 배출하였다.

3월 30일에는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26권 1호가 발간되었고 6월 11일 대한한방내과학회 창립 
30주년 기념행사가 진행되었으며, 대한한방내과학회 30년사가 출간되었다. 6월 12일에는 대한
한방내과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동국대학교 덕암 세미나실에서 ‘한방내과학회의 실제
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6월 30일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26권 2호가 발간되었으며, 
9월 30일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26권 3호가 발간되었다. 11월 6일 대전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한의학의 임상연구방법론’이라는 주제로 한방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가 개최되었으며 12월 30일 대
한한방내과학회지 제26권 4호가 발간되었다.

2006년 1월 제6회 한의사 전문의 자격시험이 실시되어 55명의 한방내과 전문의를 배출하였다. 
3월 1일 제16대 대한한방내과학회장으로 김철중 교수를 선출했다. 3월 30일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27권 1호가 발간되었고 5월 21일 경희대학교 청운관에서 ‘전통 한의학의 현대적 임상적용’이라
는 주제로 대한한방내과학회 춘계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6월 30일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27권 
2호가 발간되었으며, 9월 30일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27권 3호가 발간되었다. 10월 22일 ‘한의학
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대전대학교 블랙박스홀에서 대한한방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가 개최되
었고 12월 30일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27권 4호가 발간되었다.

2007년 1월 제7회 한의사 전문의 자격시험이 실시되어 67명이 한방내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
고 3월 30일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28권 1호가 발간되었다. 5월 13일 경희대학교 청운관에서 
‘한의학 임상시험의 방법론’이라는 주제로 대한한방내과학회 춘계학술대회가 개최되었으며 6월 30일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28권 2호가 발간되었으며, 9월 30일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28권 3호
가 발간되었다. 10월 14일 대한한방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가 ‘난치성 질환의 한의학적 접근’이라
는 주제로 대전대학교 지산도서관에서 개최되었고, 12월 30일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28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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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간되었다.

2008년 1월 제8회 한의사 전문의 자격시험이 실시되어 50명의 한방내과 전문의가 배출되었고 
3월 1일 제17대 대한한방내과학회장으로 경희대학교 윤상협 교수가 선출되었다. 3월 30일 대한
한방내과학회지 제29권 1호가 발간되었으며 5월 18일 ‘한방내과학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주제로 
대한한방내과학회 춘계학술대회가 경희대학교 청운관에서 개최되었다. 6월 30일 대한한방내과학
회지 제29권 2호가 발간되었으며, 9월 30일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29권 3호가 발간되었다. 10월 
21일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컨벤션센터에서 ‘한의학과 건강보험’이라는 주제로 대한한방내과학
회 추계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12월 30일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29권 4호가 발간되었다.

2009년 1월 제9회 한의사 전문의 자격시험이 실시되어 53명의 한방내과 전문의를 배출하였다. 
3월 30일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30권 1호가 발간되었다. 5월 24일 대한한방내과학회 춘계학술
대회가 ‘한의학과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라는 주제로 경희대학교 청운관에서 개최되었다. 6월 30일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30권 2호가 발간되었으며, 9월 30일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30권 3호가 
발간되었다. 10월 18일 ‘한국 표준질병과 한방진단법’이라는 주제로 대전대학교 지산도서관에서 
대한한방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12월 30일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30권 4호가 발
간되었다.

2010년 1월부터 2010년 1월 제10회 한의사 전문의 자격시험이 실시되어 57명이 한방내과 전
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3월 1일 제18대 대한한방내과학회장으로 원광대학교 문병순 교수를 선출
했다. 3월 30일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31권 1호가 발간되었으며 6월 13일 동국대학교 문화관 
덕암 세미나실에서 ‘내과질환의 진료지침 및 최신지견’이라는 주제로 대한한방내과학회 춘계학술
대회가 개최되었으며, 아울러 정기총회도 개최되었다. 5월 19일 최초의 국립대 한방병원인 부산대
학교 한방병원이 개원하여 초대병원장에 이원철 한방내과 교수가 취임하였고 내상센터에 4인, 그
리고 중풍뇌질환센터에 4인의 한방내과 교수들이 진료를 시작하였다. 6월 30일 대한한방내과학
회지 제31권 2호가 발간되었다. 9월 5일 ‘치료의학으로서의 한의학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대한한
방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가 광주과학기술원 오룡관에서 개최되었다. 9월 30일 대한한방내과학회
지 제31권 3호가 발간되었으며, 12월 30일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31권 4호가 발간되었다.

2011년 1월 제11회 한의사 전문의 자격시험이 실시되어 58명이 한방내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
했다. 3월 30일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32권 1호가 발간되었으며 5월 1일 ‘내과질환에 대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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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견’이라는 주제로 대한한방내과학회 춘계학술대회와 정기총회가 강동경희대학교 병원에서 개
최되었다. 6월 30일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32권 2호가 발간되었으며, 9월 30일 대한한방내과
학회지 제32권 3호가 발간되었으며 10월 16일 대한한방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가 ‘내과질환에 대
한 최신지견’이라는 주제로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12월 30일 대
한한방내과학회지 제32권 4호가 발간되었다.

2012년 1월 제12회 한의사 전문의 자격시험이 실시되어 53명이 한방내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
했다. 2월 11일 대한한방내과학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었으며, 제19대 회장으로 김강산 교수가 선출
되었으며 3월 30일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33권 1호가 발간되었다. 4월 29일  ‘진단검사와 임상
한의학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대한한방내과학회 춘계학술대회와 정기총회가 경희의료원 정보행정
동에서 개최되었다. 6월 30일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33권 2호가 발간되었으며, 9월 30일 대한
한방내과학회지 제33권 3호가 발간되었다. 10월 14일 ‘心, 신경 그리고 소통’이라는 주제로 대한
한방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가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개최되었다. 12월 30일 대한한방내과
학회지 제33권 4호가 발간되었다.

2013년 1월 제13회 한의사 전문의 자격시험이 실시되어 58명이 한방내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
했다. 3월 30일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34권 1호가 발간되었고 4월 14일 경의의료원 정보행정
동에서 ‘소화기 질환의 임상진료’라는 주제로 대한한방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6월 
30일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34권 2호가 발간되었다. 9월 29일 대한한방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
는 전국한의학학술대회로 개최하였다. 학술대회는 ‘신장 그리고 대사이상, 한의학에 길을 묻다.’라
는 주제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9월 30일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34권 3호가 발간되었으
며, 12월 30일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34권 4호가 발간되었다.

2014년 1월 제14회 한의사 전문의 자격시험이 실시되었고, 47명이 한방내과 전문의 자격을 취
득했다. 2월 22일 대한한방내과학회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제20대 학회장으로 경희대학교 정희재 
교수를 선출했으며 3월 30일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35권 1호가 발간되었다. 4월 27일 경희대
학교 청운관에서 대한한방내과학회 춘계학술대회가 ‘한방 종양 임상진료’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6월 30일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35권 2호가 발간되었으며, 9월 30일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
35권 3호가 발간되었다. 10월 12일 ‘한의학과 의료환경’이라는 주제로 대한한방내과학회 추계학술
대회가 대전대학교 혜화문화관에서 개최되었다. 12월 30일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35권 4호가 
발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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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제15회 한의사 전문의 자격시험이 실시되어 45명의 한방내과 전문의를 배출했다. 
3월 30일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36권 1호가 발간되었고 4월 19일 경희대학교 청운관에서 ‘한
방 의료기기 사용의 실제’라는 주제로 대한한방내과학회 춘계학술대회가 개최되었고, 아울러 정기
총회도 개최되었다. 6월 30일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36권 2호가 발간되었으며, 9월 30일 대한
한방내과학회지 제36권 3호가 발간되었다. 11월 29일 대한한방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는 전국한
의학학술대회로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어 5계 내과 각 분야의 최신지견을 발표하였다. 12월 
30일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36권 4호가 발간되었다.

2016년 1월 제16회 한의사 전문의 자격시험이 실시되어 38명의 한방내과 전문의를 배출했다.



Ⅱ. 역  사❙2. 대한한방내과학회 40년의 발자취❙  35

❙2006년 2월 3일

2006년도 한방내과학회 정기총회를 개최, 
김철중 교수를 학회장으로 선출

❙2006년 5월 21일

‘전통한의학의 현대적 임상적용’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

❙2006년 9월 26일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에서 중국 중서
의결합학회 신장질병전업위원회(주임위원)
와 양국 전통의약 및 중서 결합의학의 교
류를 통한 양 국민 보건의료 향상과 국제
전통의약학의 발전을 위한 협정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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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13일

‘한의학 임상시험의 방법론’을 주제로 2007
년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

❙2007년 10월 14일

‘난치성 질환의 한의학적 접근’을 주제로 
제34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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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8일

대한한방내과학회 정기총회개최

❙2008년 5월 18일

‘한방내과학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

❙2008년 10월 12일

‘한의학과 건강보험’을 주제로 2008년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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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23일

대한침구학회 및 대한한방내과학회 한의약 
연구개발사업 임상진료지침 개발 연구팀
은 지난 23일 동국대 문화관에서 ‘임상진
료지침 개발을 위한 전문가 워크샵’ 개최

❙2009년 2월 20일

대한한방내과학회 정기총회를 개최

❙2009년 5월 24일

‘한의학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주제
로 춘계학술대회가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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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18일

‘한국 표준질병과 한방 진단법’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

❙2010년 1월 30일

대한한방내과학회 정기총회개최

❙2011년 5월 1일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한편 ‘내과질환에 대한 
최신지견’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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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29일

‘간질환의 한의학적 접근-EBM을 위한 과
학적 해석과 방법론’을 주제로 춘계학술
대회개최

❙2014년 10월 12일

‘한의학과 의료환경’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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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19일

대한 한방내과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2015년 11월 29일

대한한방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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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방내과 교실별 연혁

1) 간계내과학교실

(1) 교실별 발자취

경희대학교의 우홍정 교수, 이장훈 교수, 김영철 교수, 그리고 장은경 교수(2015년 비임상전임
의로 부임)는 경희대학교한방병원에서 ‘간장ㆍ조혈내과’를 개설하고 간장, 담도, 혈액, 보양, 금주 
질환을 담당하고 있다. 우홍정 교수는 2011년 05월부터 2013년 02월까지 대통령 한방주치의 자
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에 전문학술서적 ‘건강과 식생활’을 저술하였다. 현재 특수클리닉인 
보양클리닉 및 금주클리닉을 담당하고 있다.

원광대학교에서는 김강산 교수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원광대학교 익산한방병원 병원장을 
역임하였다. 이후 원광대학교 익산한방병원과 전주한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특히 원광대학교 
전주한방병원에서 ‘한방면역내과’를 개설하고 간염, 지방간, 간경화 등 제반 간질환, 알코올 중독, 
만성피로, 쇼그렌, 베체트, 크론병, 자가면역질환 등을 담당하고 있다. 박용권 교수는 2006년부터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대전대학교에서는 손창규 교수가 2010년 9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대전대학교 부속 대전한방병
원 병원장을 역임하였고, 이어 2014년 9월부터 조정효 교수가 병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2009년 3
월에 개설된 ‘내과면역센터’에서, 손창규 교수는 만성 간질환, 혈액질환, 만성피로증후군 치료를 담
당하고 있으며, 조정효 교수는 암환자 진료를 담당하고 있다. 이남헌 교수는 2011년 3월부터 대전
대학교 부속 천안한방병원에서 한방암센터에서 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대구한의대학교에서는 최홍식 교수가 시립문경요양병원 병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김승모 교수
는 대구한의대학교 부속 대구한방병원에서 병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시에 간장질환, 담도질환, 신진
대사질환(갑상선기능이상, 만성피로), 신경정신질환(두통, 어지러움, 불면, 우울증)을 담당하고 있
다. 2012년 3월 대구한의대학교 부속 대구한방병원에 한방암센터를 개설하였으며, 2013년 1월에는 
동 병원 내에 한방내상센터를 개설하여 내과질환 및 보양클리닉을 담당하고 있다. 김경순 교수 또
한 대구한의대학교 부속 대구한방병원에서 ‘한방종양내과1’을 개설하였고, 주정현 교수(임상한의
사)가 2015년 3월부터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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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대학교 동의의료원에서는 홍상훈 교수가 종양클리닉과 면역조절클리닉을, 동의대학교 울산
한방병원에서는 박상은 교수가 중풍뇌혈관클리닉과 내과면역클리닉을 개설하여 뇌신경질환, 종양, 
혈액질환, 간⋅담도질환, 영양대사 및 내분비질환, 중독질환, 심혈관질환, 소화기질환, 만성피로증
후군, 호흡기질환, 면역질환, 보양, 내분비질환 등을 담당하고 있다. 홍상훈 교수는 동의대학교 한
의학 임상연구센터장과 부산IT융합포럼의 의료분과 책임자를 역임하고 있으며, 2009년 9월에는 
동의의료원에 기공운동치료실을 개설하였고, 2012년 9월부터는 북경 望京(망경)병원 종양과와의 
대외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세명대학교에서는 고흥 교수가 세명대학교 부속 제천한방병원 병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폐계내
과의 김기태 교수와 신계내과의 신선미 교수가 한방내과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중풍 클리닉, 두통 
클리닉, 어지럼증 클리닉, 보양 클리닉, 만성피로 클리닉, 사상체질 클리닉, 화병 클리닉, 호흡기질
환, 남성 클리닉, 비뇨기질환, 비만침, 비만 클리닉 등을 담당하고 있다.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보
험한약제제, 건강기능식품을 이용하여 항산화작용, 피부보습작용, 고지혈증, 관절염, 비만, 알코올
성 간손상, 항피로에 대한 임상시험과 질병에 대한 후향조사를 통하여 한방치료율을 보고하는 연
구에 주력하고 있다.

동신대학교에서는 최창원 교수가 동신대학교 부속 순천한방병원에서 병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중풍클리닉, 기능성 위장관 클리닉, 지방간, 알코올성 간질환, 남성갱년기장애, 말초신경장애(수족
냉증, 비증) 등을 담당하고 있다. 1995년부터 2008년까지 재직했던 김희철 교수는 현재 효드림요
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우석대학교에서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서의석 교수가 재직하였고, 이후 2015년부터 이종훈 
교수가 부임하여 통합암센터와 간장면역클리닉을 담당하고 있다.

동국대학교에서는 2015년에 부임한 박봉기 교수가 간담도 질환, 한방 암 클리닉, 중풍후유증 등
을 담당하고 있다.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2010년에 부임한 한창우 교수가 비계내과의 김소연 교수와 
함께 소화기클리닉을 개설하고 위장관질환, 간담췌질환, 혈액질환, 만성피로의 치료와 보양 등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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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6~2015년간 연구현황 및 동향

① 바이러스성 간염

바이러스성 간염은 간계내과학의 주요 연구분야로서 이전부터 끊임없는 연구가 실시되어 왔다. 
관련 임상연구 또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현재는 2014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이장
훈 교수가 보건복지부 양⋅한방융합기반기술 개발사업 ‘양⋅한방 병용투여를 통한 B형간염 바이러
스에 의한 만성간염 및 간암 신규 치료전략 개발’을 수행 중이다.

주요 연구 성과

• 박진규, 이장훈, 양형주 외. 인터페론 투여 중단한 만성 B형 간염에서 인진청간탕 투여 관찰한 
1례.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11;spr(1):175-179.

• 장은경, 김영철, 우홍정 외. The Effects of Injincheonggan-tang on Two Patients with 
HBeAg-Negative Chronic Hepatitis B : Case Report. 대한한의학회지. 2014;35(2):69-78. 

• 조영환, 최은솔, 김하연 외. 페그인터페론과 리바비린 병합요법으로 치료 후 재발한 만성 C형 
간염 환자에 대한 茵蔯淸肝湯 치험 1례.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15;fal:129-136.

② 알코올성 간질환

알코올성 간질환 또한 간계내과학의 주요 연구분야로서 2008년 및 2009년 이장훈 교수가 보건
산업진흥원 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위험음주자를 대상으로 갈화해정탕의 증상개선 효과 및 
안전성평가를 위한 다기관 공동, 무작위배정, 이중맹검, 대조약비교, 병행 제4상 비교 임상시험(1
차)’을 시행한 바 있다. 2009년 경희의료원에서는 숙취해소 및 간보호 효과를 지닌 ‘해주산’을 개
발하였다. 2011년에는 손창규 교수가 ‘알콜성 간손상 한방보호제, CGX의 상품개발을 위한 응용확
대 연구(중소기업청)’를 시행하였다. 김승모 교수는 2013년 ‘녹차추출물과 γ-GTP 복합물이 숙취
해소에 미치는 영향(한방산업지원센터 용역연구)’을 수행하였고, 2015년에는 ‘favorable 
hepatoprotective effects of Gongjin-dan on the acute ethanol-induced liver damaged C57BL/6 
mice’을 대구한의-동의 국제한의학 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하였다. 홍상훈 교수는 2008년 ‘위
험음주자를 대상으로 갈화해정탕의 증상개선 효과 및 안전성평가를 위한 다기관 공동, 무작위배
정, 이중맹검, 대조약비교, 병행 제4상 비교 임상시험(보건산업진흥원)’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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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 성과

• 이지은, 이장훈, 김영철 외. 淸肝解酒湯이 CYP2E1-transfected HepG2 cell에서 알코올유발 
세포독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06;27(1):27-39.

• 정윤종, 이장훈, 김영철 외. 淸肝解酒湯이 알코올성 간손상 Proteome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
방내과학회지. 2007;28(1):68-78.

• 전재현, 김영철, 이장훈 외. 淸肝解酒湯이 알코올 유발 간섬유화와 단백질 발현에 미치는 영
향.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08;29(2):469-489.

• 이승보, 최미영, 양형주 외. 금주를 희망하는 알코올성 간질환 환자 5례에 대한 청간해주탕과 
금주침 침료 효과.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09;spr(1):141-146.

• 이지은, 이장훈. 淸肝解酒湯의 항산화 작용에 관한 실험적 연구.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11; 
32(2):188-202.

• 김영태, 우홍정. 菌蔯淸肝湯의 알코올성 산화스트레스에 대한 보호효과 연구. 대한한방내과학
회지. 2011;32(4):550-564.

• Kim HG, Kim JM, Han JM et al. Chunggan extract, a traditional herbal formula, 
ameliorated alcohol-induced hepatic injury in rat model. World J Gastroenterol. 
2014;14;20(42):15703-14

• 김유창, 김승모, 박지하 외. 인진호탕과 한인진호탕이 알코올 투여로 유발된 흰쥐의 고지혈증
과 간 손상의 예방에 미치는 영향. 대한본초학회지. 2006;21(3):47-54.

• 황수진, 최홍식, 김승모 외. 생간건비탕이 알코올 투여로 유발된 흰쥐의 고지혈증과 간 손상의 
예방에 미치는 영향. 대한본초학회지. 2009;24(4):9-16.

• 김정자, 서부일, 최홍식 외. 대금음자가 알코올 투여로 유발된 흰쥐의 간 지방 병증과 면역억
제의 예방에 미치는 영향. 한국한의학연구원 논문집. 2010;16(2):167-79.

• Kim JE, Park SE, Lee SY et al. Study about Validity of Measuring Instrument for 
Symptoms Improvement on the Alcoholic Hepatitis Patients. Korean J. of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2010;24(2):345-351.

③ 비알코올성 지방간

간담도 질환 중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비중이 점차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련 연구도 함께 증가
하고 있다. 2011년 이장훈 교수는 대한민국 한의학 체험단을 구성 지방간 관련 건강강좌 및 치료
체험프로그램 운영했으며, 2013년 김승모 교수는 ‘비알콜성 지방간 환자에 있어 medication 단독
치료와 전침 병용치료의 효과 비교(통합의료연구 지원사업 과제)’를 연구 과제로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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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 성과

• 김세훈, 이장훈, 정윤종 외. 비알코올성 지방간염(NASH)으로 추정된 소아환자 치험 1례. 대
한한방내과학회지. 2007;spr(1):107-113.

• 윤경수, 우홍정, 이장훈 외. NASH 동물모델에서 인진청간탕과 인진사령산의 효과규명. 대한
한방내과학회지. 2009;30(2):410-421.

• 최미영, 우홍정, 김영철 외. 加味生肝湯이 고지방식이로 유발된 지방간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
방내과학회지. 2009;30(2):365-374.

• 유재연, 이장훈. 지방산으로 유발된 비알코올지방간질환 실험모델에 미치는 生肝湯加味方의 
효과.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10;31(2):143-157.

• 한창우, 이장훈. Palmitate로 유발된 비알코올성 지방간 모델에 대한 KH淸肝湯의 효과 연구. 
대한한의학회지. 2011;32(1):109-120.

• 한창우, 주명수, 이장훈. 비알코올성 지방간 세포 모델에 대한 택사, 산사, 구기자, 울금, 단삼, 
인진의 효능 비교.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12;33(4):533-542.

• Han CW, Kang ES, Ham SA et al. Antioxidative effects of Alisma orientale extract in 
palmitate-induced cellular injury. Pharm Biol. 2012 Oct;50(10):1281-8. 

• 김은영, 이장훈. 澤瀉가 유리지방산으로 유발된 HepG2 cell의 lipoapoptosis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14;35(2):184-194.

• Jang E, Shin MH, Kim KS et al. Anti-lipoapoptotic effect of Artemisia capillaris extract 
on free fatty acids-induced HepG2 cells. BMC Complement Altern Med. 2014 Jul 19;14:253.

• 최은솔, 김하연, 조영환 외. 고도비만을 동반한 청소년 비알코올 지방간질환 치험 1례. 대한한
방내과학회지. 2015:spr:89-95.

• Lee SJ, Han JM, Lee JS et al. ACE Reduces Metabolic Abnormalities in a High-Fat Diet 
Mouse Model. Evid Based Complement Alternat Med. 2015;2015:352647.

• Han JM, Lee JS, Kim HG et al. Synergistic effects of Artemisia iwayomogi and Curcuma 
longa radix on high-fat diet-induced hyperlipidemia in a mouse model. J Ethnopharmacol. 
2015;15;173:217-24.

• Park HJ, Han JM, Kim HG et al. Chunggan extract (CGX), methionine-and choline- 
deficient (MCD) diet-induced hepatosteatosis and oxidative stress in C57BL/6 mice. 
Hum Exp Toxicol. 2013;32(12):1258-69

• Kim HG, Wang JH, Han JM et al. Chunggan extract (CGX), a traditional Korean herbal 
medicine, exerts hepatoprotective effects in a rat model of chronic alcohol consumption. 
Phytother Res. 2013;27(12):18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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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 김기태, 신선미. 비알콜성 지방간의 약물개발 중 茵蔯蒿湯의 타당성 연구. 동의생리병리
학회지. 제26권 제6호 (2012. 12) pp.823-833

④ 간경변, 만성간염, 간보호

모든 간장질환이 진행될 때 염증반응 및 섬유화가 동반함에 따라 이러한 병리적 변화를 완화시
키기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그 결과 많은 연구물들이 국내외 학술대회 및 논문
으로 발표되었다. 김영철 교수는 2007년 AASLD에서 ‘ENHANCED IL-6 PRODUCTION HEPATIC 
STELLATE CELLS IN RESPONSE TO IMATINIB MESYLATE STI571(GLEEVEC®), A 
NOVEL LINK BETWEEN RECEPTOR TYROSINE KINASE INHIBITION AND HEPATIC 
REGENERATION’을 발표하였다. 2013년에는 ‘anti-fibrotic activity and enhanced interleukin-6 
production by hepatic stellate cells in response to imatinib mesylate’로 경희의학상 동상을 수
상하였다. 이장훈 교수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흰쥐 모델에서의 간섬유화 및 경화과정 기전 
규명을 위한 단백체 연구(의학계열 신진연구자 특별지원과제)’를 수행하였고, 2012년에는 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oxicogenomics–2012에서 ‘Effect of Kyung Hee Chunggan-tang 
on the activated hepatic stellate cells’를 발표하였다. 손창규 교수는 2007부터 2009년까지 ‘CGX
의 간보호 및 만성 간손상 치료 효과 연구(보건산업진흥원)’를 진행하였고, 2009년에는 ‘인진쑥의 
항간섬유화 제제이용을 위한 효능 및 기전에 대한 기초연구(한국연구재단)’를 실시하였다. 또, 
2012년 ‘만성 간질환 환자 대상으로 CGX의 안전성과 항섬유화 효과: 이중맹검, 무작위배정, 평행, 
위약대조의 3상 임상시험(보건산업진흥원)’을 진행하였다. 2012년 최홍식 교수는 ‘발효울금의 간
기능 개선(예비인체적용 시험/ 한방산업지원센터 용역연구)’을 수행하였으며, 김승모 교수는 2013년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에서 Granulocyte-Colony Stimulating Factor로 유리된 골수줄기세포의 
치료효과(예비임상시험/ 통합의료연구 지원사업 과제)’를 수행하였다. 또한 동해에 ‘간경변 환자의 
근경련에 대한 침의 효과(통합의료연구 지원사업 과제)’를, 2014년에는 ‘간경변 환자의 근경련에 
대한 전침의 효과 - 무작위 대조군 연구(통합의료연구 지원사업 과제)’를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 성과

• 정윤종, 이장훈, 김세훈 외. 만성 B형 간염을 동반한 초기 간경변 환자에서 茵蔯淸肝湯 투여 
관찰한 5례.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06;27(4):1014-25.

• 정윤종, 최미영, 김세훈 외. 간성뇌증 환자 1례의 임상증례 보고.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07; 
spr(1):10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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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효진, 김영철, 이장훈 외. 茵蔯淸肝湯이 DMN에 의한 간손상 proteome에 미치는 영향. 대한
한방내과학회지. 2007;28(1):133-148.

• 최은경, 이장훈, 김영철 외. 丹蔘이 간성상세포의 섬유화 억제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방내과학
회지. 2008;29(2):299-310.

• 박상백, 김영철, 이장훈 외. 茵蔯淸肝湯이 DMN 유발 간섬유화와 단백질 발현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08;29(1):200-218

• 김성아, 우홍정, 김영철 외. 茵蔯이 간성상세포의 섬유화 억제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방내과학
회지. 2008;29(1):177-188.

• 이  은, 김영철, 고  흥. 生肝健脾湯加三七根이 흰쥐의 간섬유화 억제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
방내과학회지. 2008;29(2):500-511.

• 김세훈, 우홍정, 김영철 외. 鬱金이 간성상세포의 섬유화 억제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방내과학
회지. 2009;30(2):306-316.

• 박신명, 이장훈, 김영철 외. TAA로 유발된 간섬유화 동물모델에서 인진청간탕의 효과. 대한한
방내과학회지. 2009;30(2):270-287

• 이홍일, 김영철, 우홍정 외. 茵蔯淸肝湯이 간성상세포의 섬유화 억제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방
내과확회지. 2009;30(1):74-84.

• 이승보, 양형주, 박진규 외. 라미부딘 내성 변이종 바이러스의 출현과 함께 증상 및 검사 결과
의 악화를 보였던 간경변 환자의 치험 1례.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10;fal(1):300-305.

• 승현석, 우홍정. YBR의 肝纖維化 억제 效果에 관한 硏究.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10;31(2) 
:126-142.

• 이승보, 우홍정. 山靑木이 간섬유화 진행 억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 대한한방내과학회
지. 2010;31(2):158-167.

• Kim YI, Lee JH, Park SW et al. Artemisia capillaris Thunb. inhibits cell growth and 
induces apoptosis in human hepatic stellate cell line LX2. Oriental Pharmacy and 
Experimental Medicine. 2010;10(4):254-262.

• 문영훈, 우홍정. 인진청간탕 및 와송 어성초 가미방의 간섬유화억제에 미치는 효과. 대한한방
내과학회지. 2011;32(2):153-169.

• 이홍일, 김영철. 白屈菜가 간섬유화 과정 중 간성상세포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11;32(4):504-518.

• 김상주, 우홍정. 菌蔯淸肝湯이 간성상세포의 세포성장과 사멸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방내과학
회지. 2011;32(4):519-529.

• Kim YI, Park SW, Choi IH et al. Effect of Orostachys japonicus on Cell Growth and 
Apoptosis in Human Hepatic Stellate Cell Line LX2. Am J Chin Med. 2011;39(3):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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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 Y, Fiel MI, Albanis E et al. Anti-fibrotic activity and enhanced interleukin-6 
production by hepatic stellate cells in response to imatinib mesylate. Liver Int. 2012 
Jul;32(6):1008-17.

• Park SW, Cho C, Cho BN et al. 15-deoxy-Δ12,14-prostaglandin J2 Down-Regulates 
Activin-Induced Activin Receptor, Smad, and Cytokines Expression via Suppression of 
NF-κB and MAPK Signaling in HepG2 Cells. PPAR Res. 2013:1-7.

• Yan HJ, Kwon SY, Kim KS et al. Anti-fibrotic effects of kyungheechunggan-tang on 
activated hepatic stellate cells and rat liver. Molecular & Cellular Toxicology. 
2014;10(4):411-421.

• Kim KS, Yang HJ, Lee JY et al. Effects of β-sitosterol derived from Artemisia capillaris 
on the activated human hepatic stellate cells and dimethylnitrosamine-induced mouse 
liver fibrosis. BMC Complement Altern Med. 2014 Sep 27;14:363.

• Kim HG, Han JM, Lee JS et al. Ethyl acetate fraction of Amomum xanthioides improves 
bile duct ligation-induced liver fibrosis of rat model via modulation of pro-fibrogenic 
cytokines. Sci Rep. 2015;28;5:14531.

• Park HJ, Kim HG, Wang JH et al. Comparison of TGF-β, PDGF, and CTGF in hepatic 
fibrosis models using DMN, CCl4, and TAA. Drug Chem Toxicol. 2015;5:1-8

• Choi MK, Kim HG, Han JM et al. Hepatoprotective Effect of Terminalia chebula against 
t-BHP-Induced Acute Liver Injury in C57/BL6 Mice. Evid Based Complement Alternat 
Med. 2015;2015:517350

• Kim JM, Kim HG, Han JM et al. The herbal formula CGX ameliorates the expression of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in alcoholic liver fibrosis. J Ethnopharmacol. 2013; 
150(3):892-900.

• Wang JH, Wang J, Choi MK et al. Hepatoprotective effect of Amomum xanthoides 
against dimethylnitrosamine-induced sub-chronic liver injury in a rat model. Pharm Biol. 
2013;51(7):930-5.

• Choi MK, Han JM, Kim HG et al. Aqueous extract of Artemisia capillaris exerts 
hepatoprotective action in alcohol-pyrazole-fed rat model. J Ethnopharmacol. 2013; 
147(3):662-70.

• Kim HG, Lee JS, Han JM et al. Hepatoprotective and antioxidant effects of Myelophil on 
restraint stress-induced liver injury in BALB/c mice. J Ethnopharmacol. 2012;142(1) 
:113-20.

• Wang JH, Shin JW, Choi MK et al. An herbal fruit, Amomum xanthoides, amelio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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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oacetamide-induced hepatic fibrosis in rat via antioxidative system. J Ethnopharmacol. 
2011;135(2):344-50.

• Shin JW, Wang JH, Park HJ et al. Herbal formula CGX ameliorates LPS/D- 
galactosamine-induced hepatitis. Food Chem Toxicol. 2011;49(6):1329-34.

• Kwak KG, Wang JH, Shin JW et al. A traditional formula, Chunggan extract, attenuates 
thioacetamide-induced hepatofibrosis via GSH system in rats. Hum Exp Toxicol. 
2011;30(9):1322-32.

• Shin JW, Wang JH, Kim HG et al. CGX, a traditional Korean medicine ameliorates 
concanavalin A-induced acute liver injury. Food Chem Toxicol. 2010;48(12):3308-15.

• Wang JH, Shin JW, Son JY et al. Antifibrotic effects of CGX, a traditional herbal formula, 
and its mechanisms in rats. J Ethnopharmacol. 2010 Feb 3;127(2):534-42.

• Shin JW, Son JY, Oh SM et al. An herbal formula, CGX, exerts hepatotherapeutic effects 
on dimethylnitrosamine-induced chronic liver injury model in rats. World J Gastroenterol. 
2006;12(38):6142-8.

• 김승모. 사염화탄소의 장기 투여로 유발된 백서 간경변에 대한 형방지황탕의 조직병리학적 영
향.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08;29(2):375-84.

• 박원묵, 최홍식, 김승모 외. 계혈등 물추출물의 간세포 보호효과. 대한한의학회지. 2010;31(5) 
:90-120.

• 이재준, 최홍식, 김승모. 계혈등 물추출물의 항산환 및 간보호효과. 대한본초학회지. 2011;26(3) 
:47-56.

• 김이곤, 서철훈, 최창원 외. 인진오령산가미를 투여한 습열황달(濕熱黃疸) 환자 2례에 대한 
임상적 고찰. 대한동의생리학회지. 2005;19(3):815-20.

⑤ 담도계 질환

담석증, 담관염 등 담도계 질환에 대한 실험연구 및 임상증례 등이 지속적으로 발표되어 왔다.

주요 연구 성과

• 조영환, 최은솔, 장은경 외. 총담관담석 배출 후 간기능수치 상승 환자에 대한 生肝健脾湯 치
험 1례.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14;spr(1):266-270.

• Han JM, Kim HG, Choi MK et al. Artemisia capillaris extract protects against bile duct 
ligation-induced liver fibrosis in rats. Exp Toxicol Pathol. 2013;65(6):8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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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 HG, Han JM, Lee HW et al. CGX, a multiple herbal drug, improves cholestatic liver 
fibrosis in a bile duct ligation-induced rat model. J Ethnopharmacol. 2013;145(2):653-62.

• Han JM, Kim HG, Choi MK et al. Aqueous extract of Artemisia iwayomogi Kitamura 
attenuates cholestatic liver fibrosis in a rat model of bile duct ligation. Food Chem 
Toxicol. 2012;50(10):3505-13.

⑥ 한약 안전성 연구

한약 안전성에 대한 연구는 한의학계 전체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특히 간계내과학교실이 
이 분야를 주도해왔다. 2007년 김영철 교수는 ‘간장질환 치료 한약과 양약의 복합투여시 안정성 
연구’를 수행하였고, 같은 해에 손창규 교수도 ‘한⋅양방 병용 프로토콜 개발 및 병용치료의 임상
적 효능 평가(보건산업진흥원)’를 수행하였다. 또한 손창규 교수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면역
단 생혈단의 한양방치료의 효능안전성 평가 및 임상시험 환자의 혈액학적 분석(보건산업진흥원)’
을 진행하였다. 김승모 교수는 2008년 대구한의-동의 국제한의학 학술대회에서 ‘a philological 
study on poisoning of Arsenicum Sublimatum(砒石)’을 발표하였고, 2013년에는 ‘클로렐라 추출
물 함유제품이 간기능에 미치는 영향(한방산업지원센터 용역연구)’을 수행하였다. 최홍식 교수는 
2012년 ‘클로렐라 추출물 함유제품이 간기능에 미치는 영향(예비인체적용 시험/한방산업지원센터 
용역연구)’을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 성과

• 최미영, 양형주, 이승보 외. 골수이형성증후군이 동반된 약인성 간질환 의심 환자 1례. 대한한
방내과학회지. 2009;spr(1):169-175.

• 양형주, 박진규, 이승보 외. 熱多寒少湯투여 전 후 간기능검사 수치의 변화 비교. 대한한방내
과학회지. 2010;31(1):176-182.

• 박진규, 권수영, 장은경 외. 가미팔물탕 투여 후 발생한 약인성 간손상 1례. 대한한방내과학회
지. 2012;spr(1):163-168.

• 유다영, 우홍정, 김영철. 한약재의 Cytochrome P450 결합관련 안전성에 관한 연구. 대한한방
내과학회지. 2013;34(4):375-383.

• Woo HJ, Kim HY, Choi ES et al. Drug-induced liver injury: A 2-year retrospective 
study of 1169 hospitalized patients in a single medical center. Phytomedicine. 2015 Dec 1; 
22(13):1201-5.



52  ❙대한한방내과학회 40년사 40th The Society of Internal Korean Medicine

• Lee WJ, Kim HW, Lee HY et al. Systematic review on herb-induced liver injury in 
Korea. Food Chem Toxicol. 2015;84:47-54.

• Oh SJ, Cho JH, Son CG. Systematic review of the incidence of herbal drug-induced liver 
injury in Korea. J Ethnopharmacol. 2015;15;159:253-6.

• Jeong TY, Park BK, Cho JH et al. A prospective study on the safety of herbal medicines, 
used alone or with conventional medicines. J Ethnopharmacol. 2012;143(3):884-8.

• Shin JW, Kim HG, Park HJ et al. Safety of the traditional Korean herbal medicine CGX: a 
6-month repeated-dose study in rats. J Ethnopharmacol. 2010;128(1):221-9.

• Shin JW, Park HJ, Kwon M et al. Scientific evaluation of the chronic toxicity of the 
herbal medicine CGX in beagle dogs. Food Chem Toxicol. 2010;48(2):743-9

• Hu XP, Shin JW, Wang JH et al. Antioxidative and hepatoprotective effect of CGX, an 
herbal medicine, against toxic acute injury in mice. J Ethnopharmacol. 2008;120(1):51-5.

• Choi WJ, Shin JW, Son JY et al. Toxicological study of the hepatotherapeutic herbal 
formula, chunggan extract, in beagle dogs. World J Gastroenterol. 2006;12(46):7497-502.

• 노희목, 김승모, 최홍식. 반묘와 가공반묘의 단회투여 독성에 대한 비교연구. 대한본초학회지. 
2009;24(3):1-12.

• 김승모, 최홍식, 서부일. 황련해독탕이 반묘의 독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본초학회지. 2010; 
25(2):41-54.

• 노희목, 김승모. 인진의 생식 발생 독성 시험 –배자 및 태자 발생을 중심으로-. 한국한의학연
구원 논문집. 2010;16(2):143-57.

• 이인후, 최홍식, 김승모. 아세트아미노펜으로 유도된 간독성에 대한 계혈등 물추출물의 간세포 
보호효과. 대한본초학회지. 2011;26(3):65-73.

⑦ 혈액질환

혈액질환에 대한 연구가 점차 증가하며 이와 관련된 연구 논문 발표로 이어지고 있다. 특허 출
원 또한 활성화되는 추세인데, 김승모 교수가 2013년 ‘당귀 추출물을 포함하는 골수유래 줄기세포 
증식 촉진용 조성물’에 대한 특허와 2014년 ‘팔물탕 추출물을 포함하는 골수유래 줄기세포 증식 
촉진용 조성물’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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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 성과

• 최미영, 이승보, 김세훈 외. 소아 ITP 증례 1례 보고.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08;spr(1):200-206.
• 이재열, 이장훈. Phenylhydrazine으로 유발된 흰쥐의 용혈성 빈혈에 미치는 三七根의 효과. 대

한한방내과학회지. 2011;32(2):1-9.
• 양형주, 우홍정. 淸血地黃湯이 Phenylhydrazine으로 유발한 용혈성 빈혈 흰쥐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의학회지. 2011;32(1):130-140.
• Seo I, Kim SH, Lee JE et al. Ka-mi-kae-kyuk-tang oriental herbal cocktail attenuates 

cyclophosphamide-induced leukopenia side effects in mouse. Immunopharmacol 
Immunotoxicol. 2011 Dec;33(4):682-90. 

• 장은경, 권수영, 조영환 외. 철결핍성빈혈 환자에 대한 歸脾湯加味 치험 1례. 대한한방내과학
회지. 2013;spr(1):142-147.

• 권수영, 장은경, 조영환 외. Successful Treatment of Two Patients with Immune Thrombocytopenic 
Purpura. 대한한의학회지. 2013;34(2):59-65

• 장은경, 조영환, 최은솔 외. Treatment of Three Patients with Polycythemia Vera by 
Herbal Medicine: Case report.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14;fal(1):387-393.

• 이영수, 최창원, 이강녕 외. 뇌출혈을 동반한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 1례에 대한 임상적 고찰.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02;23(2):260-7.

⑧ 종양질환

종양에 대한 고찰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대전대학교와 대구한의대학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
구가 진행되어 왔다. 대전대학교에서는 2006년 ‘방사선 치료로 인한 구강건조증 환자에서의 침치
료 효과에 대한 임상 연구(한국한의학연구원)’와 2009년 ‘인삼의 항암치료 부작용에 대한 예방/개
선 효과연구(한국과학재단)’를 수행하였다. 

대구한의대학교에서는 2011년 ‘간암환자의 불안 우울증상에 대한 침의 효과(통합의료연구 지원
사업 과제)’와 ‘항암제와 한약 병용 투여의 약물동력학적 변화 및 간암 이식 마우스에서 약효 평가
(통합의료연구 지원사업 과제)’를, 2012년 ‘간암ㆍ간경변증ㆍ만성간질환 환자의 불면, 불안 및 우
울증상에 대한 침의 효과(무작위배정대조군 연구/통합의료연구 지원사업 과제)’와 ‘기공이 암환자
의 심리상태에 미치는 영향(통합의료연구 지원사업 과제)’을 진행하였다. 2013년 ‘암환자의 불면
에 대한 발반사요법의 효과 연구(예비임상연구/통합의료연구 지원사업 과제)’와, ‘암환자의 불면에 
대한 향기요법의 효과 연구’를, 그리고 2014년에 ‘Sorafenib(NexvarTM)과 한약물 병용 투여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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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암 환자의 삶의 질 개선에 미치는 영향(예비임상연구/통합의료연구 지원사업 과제)’, ‘항암화
학요법으로 유발된 말초신경병증의 온침 치료의 효과(예비임상연구/통합의료연구 지원사업 과제)’
와 ‘삼령백출산 과립엑스제와 TS-1 병용 투여가 위암 환자의 삶의 질 개선에 미치는 영향(예비임
상연구/통합의료연구 지원사업 과제)’ 등을 수행한 바 있다.

주요 연구 성과

• 윤경수, 김영철, 이장훈 외. 瓦松이 만성 골수성 백혈병 세포주(K562)에서 세포사멸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06;27(1):166-177.

• 김재용, 김영철, 이장훈 외. 生肝健脾湯이 HepG2 cell의 증식, 세포사멸 및 활성조절 신호전달
계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06;27(1);149-165.

• 김철우, 김영철, 이장훈 외. 茵蔯淸肝湯이 인체 간암세포의 혈관생성인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06;27(1):138-148.

• 김지권, 김영철, 이장훈 외. 茵蔯, 鬱金, 桑寄生, 瓦松이 HepG2 cell의 혈관생성인자 발현에 미
치는 영향.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07;28(1):149-165.

• Yu WS, Jeong SJ, Kim JH et al. The Genome-Wide Expression Profile of 1,2,3,4,6- 
Penta-O-galloyl-β-D-glucose-Treated MDA-MB-231 Breast Cancer Cells: Molecular 
Target on Cancer Metabolism. Mol Cells. 2011 Aug;32(2):123-32.

• Jung DB, Lee HJ, Jeong SJ et al. Rhapontigenin inhibited hypoxia inducible factor 1 alpha 
accumulation and angiogenesis in hypoxic PC-3 prostate cancer cells. Biol Pharm Bull. 
2011;34(6):850-5.

• 박진규, 김영철. 담관암세포주에서 지유 에탄올 추출물의 항암 효과.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12;33(4):465-475.

• 이경욱, 우홍정. 인진(茵蔯)의 에탄올 추출물이 담도암 세포주 SNU-1196의 apoptosis에 미
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12;33(4):587-598.

• Son HS, Kwon HY, Sohn EJ et al. Activation of AMP-activated protein kinase and 
phosphorylation of glycogen synthase kinase3 β mediate ursolic acid induced apoptosis in 
HepG2 liver cancer cells. Phytother Res. 2013 Nov;27(11):1714-22.

• 정보배, 김영철. 漆皮 추출물의 담도암 세포주 SNU-1079와 SNU-1196에 대한 항암효과.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15;36(1):1-12.

• Kim CW, Lee HJ, Jung JH et al. Activation of Caspase-9/3 and Inhibition of Epithelial 
Mesenchymal Transition are Critically Involved in Antitumor Effect of Phytol in 
Hepatocellular Carcinoma Cells. Phytother Res. 2015 Jul;29(7):10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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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ng SS, Kim HG, Han JM et al. Modulation of radiation-induced alterations in oxidative stress 
and cytokine expression in lung tissue by Panax ginseng extract. Phytother Res. 2015;29(2):201-9.

• Son SW, Kim HG, Han JM et al. Anti-melanoma activity of Cynanchi atrati Radix is 
mediated by regulation of NF-kappa B activity and pro-apoptotic proteins. J Ethnopharmacol. 
2014;153(1):250-7.

• Sathyanath R, Hanumantha Rao BR, Kim HG et al. Saponin and non-saponin fractions of 
red ginseng ameliorate cisplatin-induced pica in rats. Pharm Biol. 2013 Aug;51(8):1052-60.

• Balaji Raghavendran HR, Rekha S, Cho HK et al. Ginsenoside rich fraction of Panax 
ginseng C.A. Meyer improve feeding behavior following radiation-induced pica in rats. 
Fitoterapia. 2012;83(6):1144-50.

• Raghavendran HR, Sathyanath R, Shin J et al. Panax ginseng modulates cytokines in bone 
marrow toxicity and myelopoiesis: ginsenoside Rg1 partially supports myelopoiesis. PLoS 
One. 2012;7(4):e33733.

• Shin JW, Son JY, Raghavendran HR, Chung WK et al. High-dose ionizing radiation-induced 
hematotoxicity and metastasis in mice model. Clin Exp Metastasis. 2011;28(8):803-10.

• Raghavendran HR, Rekha S, Shin JW et al. Effects of Korean ginseng root extract on 
cisplatin-induced emesis in a rat-pica model. Food Chem Toxicol. 2011;49(1):215-21.

• Son JY, Shin JW, Wang JH et al. Chemotherapy-induced myelotoxicity and incidence of 
lung metastasis in an animal model. Hum Exp Toxicol. 2011;30(7):649-55.

• Cho JH, Chung WK, Kang W et al. Manual acupuncture improved quality of life in cancer 
patients with radiation-induced xerostomia. J Altern Complement Med. 2008;14(5):523-6.

• Shin JW, Lee MM, Son JY et al. Myelophil, a mixture of Astragali Radix and Salviae 
Radix extract, moderates toxic side effects of fluorouracil in mice. World J Gastroenterol. 
2008;14(15):2323-8.

• Lee CH, Kwon HJ, Kim SM. The Effects of Acupuncture on the Insomnia, Anxiety and 
Depression of liver cancer patients: Pilot study. J Kor Int Med. 2012;33(2):34-45.

• Lee CH, Kim SM, Kang SJ et al. Effect of Gongjindan-gamibang on the Pharmacokinetics 
Profiles of Sorafenib in Male SD Rats.2, Single Oral Combination Treatment of Sorafenib 
50mg/kg with Gongjindan-gamibang 100 mg/kg, 3.5hr-intervals with 7-day Repeated 
Treatment. 대한예방한의학회지. 2015;19(1):145-59.

• Kwak MA, Choi AR, Shin IH et al. The Effects of Acupuncture on Insomnia, Anxiety and 
Depression in Women with Chronic liver Disease: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Atlern 
Integr Med. 2015;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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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k SE, Shin WT, Hong SH et al. Induction of apoptosis in MDA-MB-231 human 
breast carcinoma cells with an ethanol extract of Cyperus rotundus L. by activating 
caspases. Oncology Reports. 2014;32(6):2461-2470.

• 주정현, 박수완, 김승모 외. 한방병원에 내원한 유방암 및 부인암 환자 58명에 대한 임상적 특
성 분석.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14;28(5):571-5.

• 임동석, 최창원. 진인화철탕가와송(眞人化鐵湯加瓦松)이 N-Nitrosodiethylamine으로 유발된 
흰쥐의 간암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08;29(3):582-94 

• 정태산, 최은희, 강성순 외. 인진삼물탕(茵蔯三物湯)이 DENA로 유발된 흰쥐의 간암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11;32(3):397-410)

• 정태산, 최창원. 강황추출물이 Diethylnitrosamine과 CCl4로 유발된 흰쥐의 간암과 간 손상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의학방제학회지. 2014;22(1):177-92

• Lee J, Kang W, Cho J et al. Cancer incidence varies significantly depending on sasang 
constitution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J Tradit Chin Med. 2013 Jun;33(3):312-5.

• Lee JH, Kwon KR, Cho CK et al. Advanced cancer cases treated with cultivated wild 
ginseng phamacopuncture. J Acupunct Meridian Stud. 2010 Jun;3(2):119-24. 

⑨ 소화기질환

소화기 질환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2009년 손창규 교수는 ‘기능성 소화불량증
에 대한 향사평위산의 효과 : 무작위배정, 이중맹검, 위약대조군 연구(보건산업진흥원)’를 수행하
였으며, 2013년 홍상훈 교수는 ‘Helicobacter pylori의 한약 치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주요 연구 성과

• 이형호, 최기숙, 임동석 외. 습열리(濕熱痢)로 변증한 궤양성 대장염 환자의 작약탕가미방(芍
藥湯加味方) 치험 2례.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06;27(4):984-90.

• 임동석, 최기숙, 서철훈 외. 중풍으로 유발된 비허기함(脾虛氣陷)형 유뇨 및 대변실금 환자 1
례에 대한 임상적 고찰.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6;20(5):1350-4.

• 박재석, 최창원. Caerulein으로 유발된 흰쥐의 급성 췌장염에 대한 수점산(手拈散)의 효과. 대
한한방내과학회지. 2010;31(3):5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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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내분비 및 대사질환

내분비 및 대사질환에 대해서는 2009년 손창규 교수가 ‘SGMX의 고지혈증에 대한 효과 및 작용
기작 연구(보건산업진흥원)’를 수행하였고, 2012년 김승모 교수는 The Ni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Society for integrative에서 ‘Antioxidant and Protective Effects of Bupleurun 
falcatum on the L-Thyroxine-Induced hyperthyroidism in Rat’을 발표를 하였다. 

주요 연구 성과

• Shin HS, Han JM, Kim HG et al. Anti-atherosclerosis and hyperlipidemia effects of 
herbal mixture, Artemisia iwayomogi Kitamura and Curcuma longa Linne, in apolipoprotein 
E-deficient mice. J Ethnopharmacol. 2014;153(1):142-50.

• 최홍식. 쇄양과 두충이 골다공증 유발 후 흰쥐의 골 도와 체중에 미치는 영향. 대한본초학회
지. 2008;23(2):19-24.

• 최빈혜, 변준석, 김승모. 건강검진을 받은 근로자들의 체성분검사 교차분석 보고. 대한한의학
회지. 2009;30(5):16-25.

• 김승모. 인삼이 PTU로 유발된 Rat 갑상선 기능저하증에 미치는 영향. 대한본초학회지. 2010; 
25(3):11-8.

• 김승모. 억간산이 갑상선기능항진 유발 백서에 미치는 영향.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12; 
26(5):679-86.

• 김승모, 구세광, 조수연 외. 시호가 PTU로 유발된 Rat 갑상샘 기능저하증에 미치는 영향. 동
의생리병리학회지. 2012;26(5):714-23.

• Kim SM, Kim SC, Chung IK et al. Antioxidant and Protective Effects of Bupleurum 
falcatum on the L-Thyroxine-Induced hyperthyroidism in Rats. 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2012;2012(57):1-12.

• 최홍식. 향사양위탕이 Propylthiouracil로 유발된 Rat 갑상샘기능저하성 웅성 생식기 손상에 
미치는 영향. 대한본초학회지. 2013;28(6):59-70.

• 손호영, 김봉석, 김경순 외.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진단된 소양인 흉격열증 환자의 치험 1례. 
동서의학. 2014;39(1):41-9.

• 김희철, 최창원. 생지황음자가미(生地黃飮子加味)가 Streptozotocin으로 유발된 당뇨생쥐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05;26(1):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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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면역, 염증성 질환

면역질환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면서 관련 논문들도 활발히 발표되고 있다. 2010년 손창규 교수
는 금산군 보건소 과제로 ‘금산군 아토피 캠프의 효과에 대한 과학적 증거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
을 진행하였다.

주요 연구 성과

• Lee H, Lee EJ, Kim H et al. Bee Venom balanced Th1/Th2 immunoglobulin class 
switching and caused immune tolerance with increasing CD4+CD25+ regulatory T cells 
in NZB/W F1 murine lupus nephritis. Am J Nephrol. 2011;34(2):163-72.

• Koh DJ, Ahn HS, Chung HS et al Inhibitory effects of casticin on migration of eosinophil 
and expression of chemokines and adhesion molecules in A549 lung epithelial cells via 
NF-κB inactivation. J Ethnopharmacol. 2011 Jul 14;136(3):399-405.

• Choi IH, Kim S, Kim Y et al. The effect of TJ-15 Plus TJ-17 on atopic dermatitis: A 
pilot study based on the principle of pattern identification. J Altern Complement Med. 
2012 Jun;18(6):576-82. 

• Yoon YK, Woo HJ, Kim Y. Orostachys japonicus Inhibits Expression of the TLR4, NOD2, 
iNOS, and COX-2 Genes in LPS-Stimulated Human PMA-Differentiated THP-1 Cells 
by Inhibiting NF-κB and MAPK Activation. Evid Based Complement Alternat Med. 
2015:1-9.

• Kim YI, Park SW, Yoon YK et al. Orostachys japonicus inhibits the expression of 
MMP-2 and MMP-9 mRNA and modulates the expression of iNOS and COX-2 genes 
in human PMA-differentiated THP-1 cells via inhibition of NF-κB and MAPK 
activation. Mol Med Rep. 2015 Jul;12(1):657-62.

• 강성순, 김명신, 조재준 외. 소목(蘇木)이 산화적 손상 및 Raw 264.7 cell과 HUVEC에서의 
염증 유관 인자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13;34(1):100-11.

⑫ 보양, 만성피로, 영양학

우홍정 교수는 2014년 보양 및 만성피로에 대한 국내 전문학술서적 건강과 식생활(단행본)을 
발행하였다. 손창규 교수는 2007년 ‘건강인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과학적 응용확대를 위한 한
국인삼의 시스템적인 효능 연구(한국과학재단)’, 2009년에는 ‘간접구 시술(관원과 신궐혈)의 Q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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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 및 항피로 효과와 면역학적 기전연구 : 무작위, 단일맹검, 대조군 임상시험(보건산업진흥원)’
을 수행하였으며, 2010년에는 ‘항만성피로 한방제제, 미엘로필의 IND 승인을 위한 전임상 연구
(보건산업진흥원)’를 진행하였다.

주요 연구 성과

• 우홍정, 김세훈, 이승보 외. 氣血陰陽虛損의 辨證 분석을 위한 설문문항 개발. 대한한방내과학
회지. 2008;29(4):856-70.

• 김세훈, 이장훈, 이승보 외. 피로를 주소로 내원한 환자의 생활섭생, 허손 및 피로의 상관성에 
대한 고찰.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08;29(1):219-230.

• Lee JS, Kim HG, Han JM et al. Anti-fatigue effect of Myelophil in a chronic forced 
exercise mouse model. Eur J Pharmacol. 2015;5;764:100-8

• Hong SS, Lee JY, Lee JS et al. The traditional drug Gongjin-Dan ameliorates chronic 
fatigue in a forced-stress mouse exercise model. J Ethnopharmacol. 2015;20;168:268-78.

• Kim HG, Cho JH, Yoo SR et al. Antifatigue effects of Panax ginseng C.A. Meyer: a 
randomised,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trial. PLoS One. 2013;8(4):e61271.

• Lee NH, Son CG. Fatigue severity of patients with idiopathic chronic fatigue compared to 
healthy subjects. J Tradit Chin Med. 2012;32(3):355-7.

• Kim HG, Yoo SR, Park HJ et al. Indirect moxibustion (CV4 and CV8) ameliorates chronic 
fatigue: a randomized, double-blind, controlled study. J Altern Complement Med. 2013; 
19(2):134-40.

• Cho JH, Cho CK, Shin JW et al. Myelophil, an extract mix of Astragali Radix and Salviae 
Radix, ameliorates chronic fatigue: a randomised, double-blind, controlled pilot study. 
Complement Ther Med. 2009;17(3):141-6.

• 이소연, 신유정, 박종혁 외. 경옥고의 성분 분석 및 추출물별 항산화 효능 비교. 대한본초학지. 
2008;23(2):123-36.

• 이인우, 이재준, 김승모 외. 근병에 대한 문헌적 고찰. 동서의학. 2009;34(4):1-14.
• 최홍식, 이용은, 김재수. 요양병원의 한방치료에 대한 분석 연구. 대한침구의학회지. 2014; 

31(1):23-33.
• 신선미, 고흥. SM-2000의 항피로 효과에 대한 임상적 연구.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11;32(3) 

:411-424.
• 박유진, 고흥. 한약 사용 후 흡연자에서 폐기능 향상과 삶의 질 개선.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13;27(1):13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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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선미, 김기태, 고흥. 한방병원에 내원한 만성 피로환자와 건강인의 심박변이도 측정을 통한 
피로 진단 지표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15;29(5):409-415.

• 김수연, 임세현, 조수인 외. 반하(半夏) 추출물이 생쥐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
향.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2009;20(3):35-47.

• 임세현, 정현윤, 원호영 외. 반하후박탕(半夏厚朴湯) 추출물이 생쥐에 유발된 심리적 스트레스
에 미치는 영향. 대한본초학회지. 2012;27(4):81-8.

⑬ 신경질환 및 심혈관질환

신경질환 및 심혈관질환 연구에 대한 중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2007년 김승모 교수는 대구한의
-동의 국제한의학 학술대회에서 ‘A study on the ingibitory effect of anti-alzheimer in Aβ
-oligomer-induced neuro 2A cell lines by Yeongdamsagantang’을 발표하였다. 홍상훈 교수는 
2011년 ‘전 단계 및 1기 고혈압에 대한 기공효과 임상시험(한국한의학연구원)’과 2012년 ‘전 단계 
및 제 1기 고혈압에서 기공의 효과 검증을 위한 임상시험’을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 성과

• Park JE, Hong SH, Lee MH et al. Randomized, Controlled Trial of Qigong for Treatment 
of Prehypertension and Mild Essential Hypertension. Alternative Therapies in Health and 
Medicine. 2014;(4):21-31.

• 차지혜, 고흥. 중풍 환자의 호전도와 연관성이 있는 인자들에 대한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9;23(4):925-932.

• 김태연, 고흥. 한방병원에 입원한 두위 현훈 환자의 임상 분석.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11;32(3) 
:371-386.

• 신우재, 고흥. 震顫 환자 36예에 대한 임상적 고찰.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11;25(6):1044-1049.
• 박유진, 고흥. 열공성 뇌경색으로 한방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자립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에 대한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12;26(1):105-112.
• 신선미, 문주호, 고흥. 노화에 관련된 뇌위축과 뇌혈관 질환의 위험인자와의 상관관계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14;28(2):200-205.
• 최창원. 말초신경병증으로 추정되는 비증(痺證) 치험 1례.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09;30(3):648-55.
• 유형천, 서철훈, 최창원 외. 연수경색 환자 3례에 대한 임상적 고찰.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05;26(1):25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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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 안정조, 전상윤 외. 순기활혈탕(順氣活血湯)의 뇌허혈 억제효과에 관한 실험적 연구. 대
한한의학방제학회지. 2005;13(1):49-69.

• 정태산, 강성순, 최창원. 위증(痿證)으로 진단한 하지무력(下肢無力) 환자의 치험1례. 동의생
리병리학회지. 2012;26(5):784-87.

• 원호영, 최창원, 김경수 외. 반하백출천마탕(半夏白朮天麻湯)이 국소 뇌허혈로 인한 치매 병태 
백서에 미치는 영향.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2006;17(2):61-73.

• 전상윤, 안정조, 최창원 외. 자윤탕(滋潤湯)이 뇌혈류 변화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의학회지. 
2005;26(3):188-203.

⑭ 기타 연구

체질에 대한 연구와 한약재를 다양한 방면에 적용해보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 2012년 손창규 
교수는 ‘체질 진단툴을 활용한 생체지수 연관 시료 확보(한국연구재단)’를 수행하였고, 2011년 홍
상훈 교수는 ‘자귀나무 추출물을 포함하는 어류의 생식소 성숙 억제 조성물’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
였다.

주요 연구 성과

• 신선미, 고흥. 흉부 X선을 통한 우폐의 종횡비와 체질, 체성분분석 및 변증설문검사와의 상관
성에 관한 연구.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08;29(2):512-521.

• 고흥. 中醫 辨證論治와 東醫寶鑑의 辨證論治에 대한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4;19(1):16-21.
• 고흥. 동의수세보원중 소음인병증에 대한 고찰.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6;20(2):312-319.
• 고흥. 東武 사상의학의 철학적 의의와 의학적 확장.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6;20(3):50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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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천, 이영수, 최창원 외. 중풍 직후 병발한 담음협통 환자에 대한 궁하탕(芎夏湯) 가미방 

치험 1례. 대한한의학방제학회지. 2004;12(2):203-11.



62  ❙대한한방내과학회 40년사 40th The Society of Internal Korean Medicine

(3) 확장되거나 변화된 치료 영역

이전에는 한방병원 대부분의 과들이 중풍을 공통 주요 진료영역으로 삼았던 것에 반해, 근래에
는 5계 내과가 점진적으로 진료영역 특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간계내과학교실에서는 중풍과 함께 
간담도계 질환, 보양클리닉, 혈액질환이 주요 진료영역이었는데 현재는 혈액종양질환에 대한 진료 
또한 증가하였으며, 비계내과학교실과 함께 소화기질환에 대한 진료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4) 현직 교수진 명단

대  학 성  명

경희대학교 우홍정  이장훈  김영철  장은경

원광대학교 김강산  박용권

대전대학교 손창규  조정효  이남헌

대구한의대학교 최홍식  김승모  김경순  주정현

동의대학교 홍상훈  박상은

세명대학교 고  흥 

동신대학교 최창원

우석대학교 이종훈

동국대학교 박봉기

부산대학교 한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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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계내과학교실

(1) 교실별 발자취

가천대학교는 2012년 3월 1일 ‘경원대학교’에서 ‘가천대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었다. 2015년 2월 
박종형 교수가 명예 퇴직했으며, 같은 해 9월 한방병원 위치를 이전하여 인천시 중구 용동 117번
지, 가천대학교 부속 길한방병원에 자리하게 되었다.

경희대학교는 2006년 3월 서울 강동구에 동서신의학병원(현.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을 개원했다. 
이와 함께 박정미, 박성욱 교수가 부임했으며, 중풍 뇌질환센터를 개소했다. 2006년 3월 나병조 
임상강사가 강남경희한방병원에 부임했고, 동해 10월 문상관 교수와 박성욱 교수가 고황의학상을 
수상했다. 2007년 1월 김영석 교수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장으로 취임했다. 2007년 3월 홍
진우 전임의가 경희대학교한방병원에 부임했고, 문상관 교수가 대한한의학회 학술상을 수상했다. 
2008년 7월에는 조기호 교수가 경희대학교 동서의학연구소에 소장으로 취임했고, 8월에는 배형섭 
교수가 동서신의학병원 한방병원 병원장으로 취임했다. 2009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 문상관 
교수가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Johns Hopkins Hospital)에서 연수를 받았으며, 2011년 9월부터 
2012년 8월까지 박성욱 교수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UNC)으로 해외연수를 떠났다.

2010년 7월 동서신의학병원은 강동경희대학교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한방병원에 조승연 
임상강사가 부임했다. 경희대학교한방병원에는 2011년 박주영 연구전임의가 부임했고, 2013년 9월 
고창남 교수가 강동경희대학교병원 한방병원장으로 취임했다. 2013년 9월 경희대학교한방병원 한
방중풍센터가 리모델링을 마치고 확장개소하였다. 2014년 2월 김영석 교수가, 2015년 2월에는 배
형섭 교수가 정년퇴임하였고, 2015년 5월 경희대학교한방병원에 권승원 전임의가 부임했다. 

대구한의대학교는 2008년 박치상 교수가 퇴임하였다. 2009년 3월 백경민 전임강사가 부임했고, 
이어 2010년 3월에는 장우석 전임강사가 부임했다. 2011년 3월 기존의 대구한방병원 내 심계내
과를 중풍센터로 확대 개편하였다. 

대전대학교는 2006년 오병열 임상강사가 퇴임했고, 3월 안정조 교수가 전임강사로 발령을 받았
다. 2007년 4월 임승민 임상강사가, 2011년 3월에는 김정현 임상강사가 부임했으며, 각각 2011년
과 2012년에 퇴임했다. 2012년 안정조 조교수가 퇴임했다. 2013년 3월 부임한 이혜진 임상강사
는 2015년까지 근무했고, 3월에 조민경 임상강사가 새로이 부임했다. 2007년 설인찬 교수가 대전
대학교 대전한방병원장으로 부임했고, 이후 2011년에 연구년을 가졌다. 2012년 대전대학교 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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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에서 ‘뇌과학과 한의학 컨퍼런스’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2013년 연구년을 맞은 유호룡 교
수는 미국 오리곤대학교(OSU) 의대 신경과에 방문하였다. 2015년 9월 김윤식 교수가 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장으로 부임했다. 

동국대학교는 2006년 3월 최동준 임상강사가 일산한방병원에 부임했으며, 2007년 3월 교수로 
발령받았다. 2006년 6월 일산한방병원 개원 후 첫 전공의인 최은영이 탈국했다. 2008년 3월 신길조 
교수가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장으로 취임했다. 2009년 3월 정승현 교수와 백윤선 전공의가 동
국대학교 경주한의원에서 일산한방병원으로 이동근무하게 되었다. 2010년 9월 동국대학교 일산병
원 양⋅한방 통합 뇌손상 집중치료센터가 개소했으며, 2011년 한창호 교수가 일산한방병원에서 
경주한의원으로 파견되었다. 2015년 6월 정승현 교수가 일산한방병원에서 분당한방병원으로 근무
지를 이동하였다. 2012년 3월 한창호 교수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상 수상했다. 

동신대학교는 2013년 11월 홍석 교수가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했다. 2006년 이후 10명의 한방
내과 전문의를 배출했으며, 18명의 한의학박사를 배출했다. 동의대학교는 2007년 민성순 한방내
과 전문의가 울산한방병원 진료과장으로 부임했다가 2010년 2월 퇴사했다. 2010년 동의대학교한
방병원 진료과장으로 부임한 김경민 교수는 2013년 전임교원으로 발령받았다. 2010년 2월에는 
권정남 교수가 퇴직하여,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은 2008년 3월 이원철, 홍진우 교수가 그리고 2010년 3월에 이인, 
권정남 교수가 부임했다. 2010년 8월 이원철 교수가 은퇴하였다. 2011년 3월 전문 수련의를 선발
하기 시작했으며, 2014년 2월에는 부산대학교한방병원에 1기 전문의 배출을 시작했다.

상지대학교는 2005년 2월 고성규 교수가 경희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 임용으로 퇴직한 후, 
선승호 교수가 같은 해 3월부터 한방2내과를 맡아서 현재까지 진료 및 연구에 힘쓰고 있다. 2015년 
현재 교수진 1명, 전공의 2명, 간호보조원 1명이 외래 및 병동, 중풍클리닉, 중풍예방클리닉, 두통 
및 현훈 클리닉, 손발저림 클리닉, 흉통 및 심허혈성 질환 클리닉 등을 운영하고 있다. 

세명대학교는 2007년 5월 고호연 전임대우가 부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12년에는 한국
한의학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신동의보감 프로젝트 순환기 질환에 참여했다. 

우석대학교의 장인수 교수는 2008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UNC)에서 열린 제4회 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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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심포지움 교수 및 포닥 부문 2위에 입상했으며, 2009년부터 2014년까지 World Association 
for Laser Therapy(세계레이저의학회) Adivosory board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2010년 이
후에는 한방레이저의학회 회장을 맡았고, 2010년 10월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2014년에는 세계레이저의학회(WALT)와 북미광선의학회(NAALT) 연합 학술세미나에서 해외연
구자상(NAALT Travel Award)을 수상하기도 했다. 

원광대학교는 2011년 윤종민 조교수가 부임했으며, 2013년 3월 신용진 조교수가 부임했다. 
2011년 11월 원광대학교 익산한방병원과 전주한방병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한 중풍전문병원으로 
지정되었다. 2012년 4월 성강경 교수가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원광병원 병원장으로 취임했고, 
2015년 7월 이상관 교수가 광주한방병원/원광병원 임상시험센터장으로 취임했다. 2015년 2월 문
병순 교수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장을 수여했다. 

(2) 2006~2015년간 연구현황 및 동향

① 고혈압

고혈압 환자의 혈관내피기능과 관련하여 기초 및 임상 연구가 지속적으로 축적되었다. 경희대학
교의 박성욱 교수는 한국학술진흥재단 지원 ‘침치료가 고혈압환자의 내피세포 기능장애에 미치는 
영향’ 과제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 2차에 걸쳐 진행했다. 2014년 대전대학교는 한의학계 최
초로 ‘장기간 코호트 연구인 고혈압 위험군 및 1기 고혈압 폐경 후 여성에 대한 지역기반 중재연
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세명대학교 고호연 교수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의 경계성 고혈압환자에 대한 
침치료 효능 안전성 연구에 참여하였다.

주요 논문

• 최동준, 조기호, 정우상 외. The Clinical Effect of Korean Ginseng, Korean Red Ginseng, 
Chinese Ginseng, and American Ginseng on Blood Pressure in Mild Hypertensive Subjects. 
Kor J Orient Med. 2006;27(4):198-208.

• 정우상, 홍진우, 이준우 외. The clinical effect of Manipulation of Acupuncture to 
Shen-Men and Nei-Kuan on Blood Pressure of Normal Male Subjects. Kor J Orient 
Med. 2006;27(4):57-61.

• 정동원, 문상관, 홍진우 외. 인삼, 홍삼 및 발효 홍삼이 정상인의 뇌혈류, 평균혈압, 맥박수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의학회지. 2006;27(2):36-43.



66  ❙대한한방내과학회 40년사 40th The Society of Internal Korean Medicine

• 인창식, 서병관, 박희준 외. Acupuncture, a promising adjunctive therapy for essential 
hypertension a double-blind randomized controlled trial. Neurological Reseach. 2007;29 
:S98-S103.

• 배형섭, 신애숙, 박성욱 외. 足三里 자침이 고혈압환자의 혈압과 내피세포 의존성 혈관확장반
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08;29(3):657-665.

• 김영석, 정우상, 박성욱 외. The anti-hypertensive sffect of ginseng in patients with mild 
hypertension. Oriental Pharmacy and Experimental Medicine. 2008;7(5):494-500.

• 박정미, 신애숙, 박성욱 외. The acute effect of acupuncture on endothelial dysfunction in 
patients with hypertension: a pilot, randomized,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crossover 
trial. J Altern Complement Med. 2010;16(8):883-8.

• 김혜미, 조승연, 박성욱 외. Can acupuncture affect the circadian rhythm of blood pressure? 
A randomized, double-blind, controlled trial. J Altern Complement Med. 2012;18(10):918-23.

• 조창환, 안정조, 조현경, 외. 가미옥녀전이 고혈압백서의 혈압유관인자 변화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10;31(1):142-152.

• 오용성, 안정조, 조현경, 외. 凉肝化痰湯이 고혈압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09; 
30(4):657-673.

• 김종원, 안정조, 조현경, 외. 知柏地黃丸加味가 monocrotaline으로 유발된 흰쥐의 고혈압 병태
모델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08;29(3):684-702.

• 백혜기, 안정조, 조현경, 외. 加味淸熱導痰湯이 DOCA-Salt로 유발된 고혈압 백서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08;29(3):641-656.

• 송병용, 홍석 외. 가미천마구등음이 고혈압 병태모델에 미치는 영향.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7;21(2):504-510.

• 이영헌, 전상윤 외. 加味順氣活血湯이 DOCA-salt로 유발된 高血壓 흰 쥐에 미치는 작용기전.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8;22(1):162-170.

• 강철식, 전상윤 외. 玄蔘丹蔘飮이 Monocrotaline으로 유발된 고혈압 흰쥐에 미치는 영향. 동의
생리병리학회지. 2008;22(5):1223-1235.

• 최은희, 임대웅 외. 加味通聖散이 자발성 고혈압 흰쥐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10;31(3):554-568.

• 송병용, 최은희 외. 天麻鉤藤飮加減이 고혈압 유관인자 및 SHR 병태모델에 미치는 영향. 대한
한방내과학회지. 2011;32(3):345-360.

• 최우진, 조윤영, 선승호. The effects of Sa-am acupuncture simpo-jeongkyeok treatment 
on the blood pressure, pulse rate, and body temperature. J Pharmacopuncture. 2015; 
18(2):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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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윤, 이은, 이승호 외. 오령산이 고혈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 고찰-임상논문을 중
심으로.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13;34(3):289-97.

② 동맥경화

뇌혈관질환 진료 시 빈용되던 처방을 위주로 임상연구가 진행되었다. 

주요 논문

• 박성욱, 정우상, 문상관 외. Chunghyul-Dan(Qingxie-Dan) Improves Arterial Stiffness in 
Patients with Increased baPWV. Am J Chin Med. 2006;34(4):553-63. 

• 임은영, 이제원, 장우석 외. 맥파전도속도(PWV)를 이용한 체질별 죽상동맥경화 위험인자에 
대한 상관관계 연구.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10;31(3):467-476.

③ 이상지질혈증

12개 한의과대학에서 다양한 한약처방을 활용한 실험 및 임상연구를 진행했다. 대표적인 처방
으로는 인삼산사음, 예강지탕, 순환기가감방, 쌍강탕, 강지통맥음 등이 있었다.

주요 논문

• 박성욱, 고창남, 정우상 외. Effects of Insamsansa-eum (Renshenshanzha-yin) on 
Hypercholesterolemia and Analysis of Its Effects according to the Pattern Identification. 
대한한의학회지. 2006:27(2):253-261.

• 김영석, 강경숙, 박성욱 외. Antihyperlipidemic and Antioxidant Effect of Insamsansa-eum 
(Renshenshanzha-yin) in Hypercholesterolemic Rats. Kor J Orient Med. 2006;27(4):96-104.

• 정상현, 고창남, 배형섭 외. Anti-hyperlipidemic Effect of Insamsansa-eum in Mice. 
Natural Product Sciences. 2008;14(4):215-220.

• 민성원, 정상현, 조기호 외. Antihyperlipidemic Effects of Red Ginseng, Crataegii Fructus 
and Their Main Constituents Ginsenoside Rg3 and Ursolic Acid in Mice. Biomolecules & 
therapeutics. 2008;16(4):364-369.

• 고창남, 박성욱, 장규태 외. Antihyperlipidemic and antioxidant effects of the mixtur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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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nseng radix and crataegi fructus: experimental study and preliminary clinical results. J 
Ginseng Res. 2011;35(2):162-9.

• 백경민. 銳降脂湯이 고지혈증 SHR 및 항산화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10;31(4) 
:813-828.

• 윤현덕, 조현경, 유호룡 외. 製何首烏加味方이 고지혈증 및 산화적 손상에 미치는 영향. 대한
한방내과학회지. 2014;35(3):244-261.

• 신현수, 한종민, 김형긍 외. Anti-atherosclerosis and hyperlipidemia effects of herbal 
mixture, Artemisia iwayomogi Kitamura and Curcuma longa Linne, in apolipoprotein 
E-deficient mice. J Ethnopharmacol. 2014;153(1):142-50.

• 박소애, 조현경, 유호룡 외. Lipid-lowering and antioxidant effects of Curcuma Radix in 
Poloxamer 407-induced Hyperlipidemia model rat models.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11;32(2) 
:243-258. 

• 김동현, 임승민, 안정조 외. 순환기가감방이 고지혈증 유발 백서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방내과
학회지. 2010;31(3):526-538.

• 최승환, 손창귀, 장문원 외. Characteristics of Hyperlipidemia in 1180 Subjects Examined 
with an Early CVA-detection Program in an Oriental Hospital. 대한한의학회지. 2010; 
31(3):122-127.

• 김훈, 안정조, 조현경 외. Experimental Study on the Effects of Gamisamgieum(SGMX) on 
Hyperlipidemia. 대한한의학회지. 2009;30(3):86-97.

• 박소애, 조현경, 유호룡 외. 가미지황탕이 고지혈증 관련인자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방내과학
회지. 2009;30(2):338-354.

• 차관배, 안정조, 조현경 외. 降脂通脈飮이 항산화 활성과 고지혈 유발 백서에 미치는 영향. 대
한한방내과학회지. 2008;29(3):703-715.

• 이재휘, 임승민, 안정조 외. 쌍강탕이 고 콜레스테롤식이로 유발된 고지혈증 백서에 미치는 영
향.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08;29(2):432-442.

• 김수익, 김남욱 외. 하수오가미방이 고지혈증 SHR 및 항산화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방내과학
회지. 2009;30(4):746-760.

• 안가영, 조재준 외. 고지방 식이로 유발된 고지혈증 동물 모델에서 枸杞子加味方의 효과 연구.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14;35(4):505-518.

• 강성순. 신용진 외. 고지방 식이로 유발된 고지혈증 동물 모델에서 四物活血湯의 효과 연구.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14;35(2):119-132.

• 박선미, 김영균, 신우진 외. TCD를 이용한 정상군과 고지혈증군의 혈류측정에 관한 임상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9;23(6):1513-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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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훈, 권태우, 김영균. 麻黃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이 고지방 식이로 유발된 생쥐의 지질대
사 및 간 조직 유전자 변화에 미치는 영향. 대한예방한의학회지. 2014;18(2):101-113.

④ 허혈성 심질환 및 흉통

허혈성 심질환 관련 연구는 주로 심근세포의 허혈성 손상 기전에 대한 한약물 치료 효과를 탐색
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주요 논문

• 홍성훈, 장현희, 이소라 외. Impact of lysophosphatidylcholine on survival and function of 
UEA-1(+)acLDL (+) endothelial progenitor cells in patients with coronary artery disease. 
Heart Vessels. 2015;30(1):115-25.

• 이상헌, 박치상. 淸心蓮子飮이 mouse 유래 C2C12 세포주에서 심근세포 손상의 보호 효과. 대
한한의학회지. 2006;27(3):26-37.

• 이유승, 신유정, 박종혁 외. 導痰湯이 C2C12세포주로부터 myostatin발현에 의한 심근에 미치
는 영향.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08;29(1):243-257.

• 정종안, 전상윤 외. 結胸의 병인병리에 대한 문헌적 고찰.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6;20(6) 
:1442-1446.

• 이윤재, 정현애, 임은경 외. 산화적 손상에 의해 유발된 심근세포 독성에 대한 보양환오탕의 
방어효과.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05;26(2):409-419.

⑤ 혈관내피기능 향상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에서 흔히 나타나는 혈관내피기능 손상에 대한 침치료와 한약치료의 
효과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논문

• 박성욱, 정우상, 문상관 외. Chunghyuldan activates NOS mRNA expression and suppresses 
VCAM-1 mRNA expression in human endothelial cells. Can J Physiol Pharmacol. 
2005;83(1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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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현, 조기호, 문상관 외. Cytoprotective mechanism of baicalin against endotherial cell 
damage by peroxynitrite. J Pharm Pharmacol. 2005;57(12):1581-90.

• 정우상, 조기호 외. Chunghyul-dan acts as an anti-inflammatory agent in endothelial cells 
by regulating gene expression. Animal Cells and Systems. 2010:1-8.

• 배형섭, 신애숙, 박성욱 외. 足三里자침이 고혈압환자의 혈압과 내피세포 의존성 혈관확장반응
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08;29(3):657-665.

• 이소연, 윤현덕, 신오철 외. 黃連阿膠湯이 free cholesterol에 의한 혈관내피세포 손상에 미치
는 영향.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06;27(3):589-602.

• 조성국, 고호연, 박정수 외. Herbal prescription, DSGOST, prevents cold-induced RhoA 
activation and endothelin-1 production in endothelial cells. Evid-based complement 
Altem Med. 2014;549307:8.

⑥ 수족냉증

2013년 가천대학교 전찬용 교수가 보건복지부 과제로 ‘한의약 근거창출: 수족냉증 연구’를 수주
하였고, 세명대학교 고호연 교수도 이에 참여했다. 또한 고호연 교수는 2013년 ‘냉증에 대한 산소
챔버의 임상효능 및 안전성 연구’로 보건산업진흥원 과제를 수주했다. 

주요 논문

• 윤승규, 이상훈, 정우상 외. 뜸치료가 뇌졸중 편마비의 요골동맥 혈류변화에 대해 미치는 영
향. 대한한의학회지. 2010;31(4):178-186. 

• 하헌용, 윤달환, 고호연 외. 냉증에 대한 산소챔버의 임상 효능 및 안전성 연구. 大韓韓方婦人
科學會誌. 2013;26(4):123-39. 

• 이용현, 선승호, 정종진 외. 당귀사역가오수유생강탕의 문헌적 고찰.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14;28(1):1-8. 

• 고호연, 이주아, 박선영 외. Comparative effects of artemisia vulgaris and charcoal moxa 
stimulating Zhongwan (CV 12) on body temperature in healthy participants: a cross-over 
single-blind randomized study. J Tradit Chin Med. 2015;35(5):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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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비만 대사증후군

비만 및 대사증후군 관련 역학, 한약처방 연구가 실험 및 임상연구 방면에서 진행되었다.

주요 논문

• 권승원, 정우상, 변아리 외. Administration of Hwang-Ryun-Haedok-tang, a Herbal Complex, 
for Patients With Abdominal Obesity: A Case Series. Explore (NY). 2015;11(5):401-6. 

• 이성종, 한종민, 이진석 외. ACE Reduces Metabolic Abnormalities in a High-Fat Diet 
Mouse Model. Evid Based Complement Alternat Med. 2015;2015:352647.

• 이주아, 공경환, 고호연 외. 비만과 대사증후군에 관한 임상시험의 최근 경향. 한방비만학회지. 
2009;9(1):15-22. 

• 박경무, 송윤경, 임형호 외. 태음조위탕 관련연구 분석. 한방비만학회지. 2009;9(1):23-36. 
• 장인수, 양창섭, 황의형. 마황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과 한방 임상에서의 마황 사용 지침의 필

요성. 대한한방비만학회지. 2007;7(1):23-9.
• 홍진우, 나병조, 박성욱 외. 공복혈당수치와 운동유발전위의 상관관계에 대한 후향적 분석 중

추운동신경과 말초운동신경의 비교.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07;28(3):434-441.

⑧ 항산화

항산화 관련 주제는 한약처방 중에서도 특히 보익 처방 및 청열 처방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주요 논문

• 정창화, 전찬용, 이선동 외. Rhus verniciflua stokes extract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and protective effects on H2O2-induced cytotoxicity in macrophage RAW 264.7 cell 
lines. Biol.Pharm. Bull. 2007;29(8):1603-1607.

• 정창화, 홍명희, 김지혜 외. Protective effect of a phenolic-rich fraction from Schisandra 
chinesis against H2O2-induced apoptosis in SH-SY5Y cells. J Pharm Pharmacol. 
2007;59(3):455-62.

• 이상헌, 박치상, 김대준 외. 생맥산과 구성 약물의 성분 분석 및 항산화 효능비교. 대한한의학
회지. 2009;30(5):26-41.

• 윤정훈, 안정조, 조현경 외. Effect of Jaeumgeonbigagamtang (JGT) on Restraint-induced 
Oxidative Stress in Mouse Brain. 대한한의학회지. 2011;32(6):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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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순, 김명신 외. 蘇木이 산화적 손상 및 Raw 264.7 cell과 HUVEC에서의 염증 유관 인자
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13;34(1):100-111.

• 조재준, 신민구 외. 산화스트레스로 인한 C6 Glioma Cell Apoptosis에 대한 길경의 세포보호
효과.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14;28(4):396-402.

• 장지연, 김하늬, 김유리 외. Hexane extract from Uncaria sinensis exhibits anti-apoptotic 
properties against glutamate-induced neurotoxicity in primary cultured cortical neurons. 
Int J Mol Med. 2012;30(6):1465-72.

• 최진영, 이윤재, 신선호. 오미자탕이 산화적 손상으로 유발된 세포고사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
방내과학회지. 2005;26(2):420-430.

⑨ 뇌졸중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한의학연구원에서 연구비 지원을 받아 ‘급성기 중풍 환자의 전향적 한
양방 임상자료 및 생물자원 수집’을 경희대학교 조기호 교수의 연구책임 하에 각 심계내과학 교실
에서 시행했다. 경희대학교에서는 2006년까지 계지복령환, 통심락(通心絡)에 대한 임상적 유효성, 
안정성 및 유용성 평가를 실시했다. 또한, 조기호 교수는 청혈단의 뇌경색 재발방지에 대한 임상적 
유효성 및 안정성 평가를 진행했다. 2014년 박성욱 교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지주막하출혈 
후 뇌혈관연축에 대한 침치료 기술 개발’ 연구를 수주하여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동국대학교 한창호 교수는 2008년 10월 보건복지부 연구비 지원 ‘근거중심 중풍 한의임상지침
개발’에 주관연구자로 참여했다. 신길조 교수는 2010년 12월 세부책임자로 보건복지부 연구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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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현 교수는 제10회 기초의학학술대회에서 ‘Effects of Woohwangcheongsim-won water-extract 
on the neuronal protection in the in vitro hypoxia model’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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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헌수, 문병순, 김형일 외. 광화학적 허혈성 뇌경색 쥐 모델에서 행동평가의 유용성. 대한재
활의학회지. 2006;30(2):135-141.

• 이선우, 강백규, 이민구 외. 중풍 환자의 사상체질 유형별 혈중지질 분포에 대한 상관성 연구.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06;27(2):488-499.

• 김봉상, 이선우, 문병순. 허혈 상태의 PC12 세포에 대한 大補元煎의 신경보호효과. 동의생리
병리학회지. 2007;21(1):117-125.

• 김연하, 윤명자, 소홍섭 외. Anti-inflammatory effect of Sasim extracts in PHA-stimu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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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대한한방내과학회 40년사 40th The Society of Internal Korean Medicine

of Ethnopharmacology. 2007;112(1):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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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명자, 김은숙, 김연하 외. Protective Effects of Dodam Water Extract (Dodam) Against 
Rotenone-Induced Neurotoxicity in Neuro-2A Cells.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8;22(2):438-445.

• 이선우, 강백규, 한덕진 외. 한국형 중풍변증 지표에 대한 신뢰도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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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하, 이정한, 이동욱 외. Antiinflammatory Effect of Daesiho, a Korean Tradi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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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하, 김형진, 최규윤 외. Sasim attenuates LPS-induced TNF-alpha production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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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nopharmacology. 2008;119(1):122-128.

• 정승원, 최철원, 김봉상 외. 疎風湯이 Glutamate에 의한 C6 Glial Cell의 Apoptosis에 미치는 
영향.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8;22(6):1423-1430.

• 문병순. 중풍 화열 변증과 음허 변증을 구분하는 특정 지표 산출에 대한 연구. 동의생리병리
학회지. 2008;22(6):1368-1373.

• 정대영, 최철원, 문병순. 四物湯이 Glutamate에 의한 해마세포의 손상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
의학회지. 2009;30(1):64-75.

• 김연하, 조광호, 문병순. Banhabaikchulcheunma-tang Down-regulates LPS-induced Production 
of Pro-inflammatory Cytokines.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9;23(1):192-198.

• 신학수, 이성근, 문병순. 桃紅四物湯이 C6 신경교세포의 2-DG에 의한 오토파지성 세포사멸
에 미치는 영향.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9;23(3):581-589

• 조권일, 김혜윤, 고석재 외. 桃紅四物湯이 광화학적 뇌경색 마우스의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영
향.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9;23(3):645-661

• 장석오, 최지혜, 최용준 외. 뇌경색 마우스의 뇌손상에 대한 疎風湯의 보호효과. 대한한방내과
학회지. 2009;30(3):612-623

• 김연하, 윤명자, 김진경 외. Preventive Effect of Hwangryunhaedok-tang on Inflammatory 
Responses in PHA-stimulated Peripheral Blood Mononuclear Cells from Cerebral 
Infarction Patients. 대한한의학회지. 2009;30(6):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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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인철, 방창호, 문병순 외. ER Stress에 의해 유발된 C6 Glial Cells의 손상에 대한 龍腦의 
보호효과.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9;23(6):1368-1378

• 김봉상, 문병순. 導痰湯加味方이 tunicamycin에 의한 소포체 스트레스성 C6 glial 세포사멸에 
미치는 영향.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10;24(6):1004-1011.

• 김래희, 윤종민, 문병순. 중풍 뜸치료의 임상연구에 대한 고찰.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11; 
32(3):361-370.

• 강백규, 윤종민, 문병순. 광화학적 허혈성 뇌졸중 모델에서 瀉心湯의 뇌세포 손상 보호효과.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12;33(4):572-586.

• 이일석, 김문수, 이상관. 뇌졸중 후 우울증에 대한 천왕보심단의 유효성 및 안전성 연구: 무작
위 배정, 이중맹검, 비열등성 연구.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14;35(2):145-156.

• 최산호, 이일석, 홍해진 외. 뇌졸중 환자의 운동기능과 보행 양상의 상관 관계. 대한중풍학회
지. 2013;14:8-14.

• 이상관, 김문수, 김소연 외. Change in apparent temperature is associated with incidence of 
ischemic stroke. International Journal of Cardiology. 2011;152:S14.

⑩ 뇌졸중 후유증

다양한 주제의 뇌졸중 후유증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주요 주제는 ‘뇌경색 환자의 견관절 
통증에 대한 봉독약침의 임상효과’, ‘중풍 후 중추성 통증 환자에 대한 봉독약침의 임상효과 : 단일
맹검 무작위 배정 환자 대조군 비교 연구’ 등이었다. 원광대학교 이상관 교수는 2011년 보건산업
진흥원 지원 ‘뇌졸중 후 우울에 대한 천왕보심단의 유효성 및 안전성 연구 : 무작위, 이중맹검, 비
교약대조 연구’를 수주하여 진행했다. 

주요 논문

• 선종주, 정세연, 황재웅 외. 중풍후우울증 환자에 대한 향기침요법의 임상적 연구. 대한한방내
과학회지. 2006;27(2):480-487.

• 정동원, 민인규, 문상관 외. 중풍 후 언어장애에 대한 醫部集成의 침구치료 고찰. 대한중풍학
회지. 2007;8(1):28-33.

• 윤상필, 정우상, 박성욱 외. Hwangryunhaedogtang (Huanglianjiedutang) Treatment for 
Pathological Laughter after Stroke and Importance of Patterns Identification A Preliminary 
Study. Am J Chin Med. 2007;35(5):7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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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필, 정우상, 박성욱 외. Effects of moxibustion on the recovery of post-stroke urinary 
symptoms. Am J Chin Med. 2007;35(6):947-54.

• 김영석, 홍진우, 나병조 외. The effect of low versus high frequency electrical acupoint 
stimulation on motor recovery after ischemic stroke by motor evoked potentials study. 
Am J Chin Med. 2008;36(1):45-54.

• 조기호, 김태훈, 정우상 외. The effectiveness of moxibustion on dysphagia after stroke; A 
Case Series. Oriental Pharmacy and Experimental Medicine. 2008;7(5):579-582.

• 권승원, 박주영, 변형식 외. 뇌졸중 환자의 실어증에 대한 언어치료시 한방치료가 병행되었을 
때의 효과. 대한한의학회지. 2010;31(4):129-140.

• 윤승규, 박주영, 변형식 외. Vancomycin 내성 장구균 집락 해제에 대한 보중익기탕의 효과.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10;31(4):908-913.

• 정우상, 권승원, 박성욱 외. Can combination therapy of conventional and oriental medicine 
improve poststroke aphasia? Comparative, observational, pragmatic study. Evid Based 
Complement Alternat Med. 2012;2012:654604. 

• 조승연, 박주영, 정우상 외. Bee venom acupuncture point injection for central post stroke 
pain: a preliminary single-blind randomized controlled trial. Complement Ther Med. 
2013;21(3):155-7.

• 고창남, 이인환, 조승연 외. Acupuncture for cerebral vasospasm after subarachnoid 
hemorrhage: a retrospective case-control study. J Altern Complement Med. 2013;19(5):471-3.

• 조승연, 김미아, 선종주 외. A comparison of brain activity between healthy subjects and 
stroke patients on fMRI by acupuncture stimulation. Chin J Integr Med. 2013;19(4):269-76.

• 고창남, 박인서, 박성욱 외. Neuroprotective effect of Chunghyuldan (Qing Xue Dan) on 
hypoxia-reoxygenation induced damage of neuroblastoma 2a cell lines. Chin J Integr 
Med. 2013;19(12):940-4.

• 서유리, 정우상, 박성욱 외. The effect of ouhyul herbal acupuncture point injections on 
shoulder pain after stroke.. Evid Based Complement Alternat Med. 2013;2013:504686.

• 김민경, 여서원, 조승연 외. 중풍으로 유발된 연하 장애 환자에 대한 전침 치료의 임상 효과. 
대한한의학회지. 2014;35(1):26-40.

• 임진욱, 문상관, 정우상 외. Effects of acupuncture at GB20 on CO2 reactivity in the 
basilar and middle cerebral arteries during hypocapnia in healthy participants. J Altern 
Complement Med. 2014;20(10):764-70.

• 현상호, 임진욱, 정우상 외. Effect of ST36 Acupuncture on Hyperventilation-Induced CO2 
Reactivity of the Basilar and Middle Cerebral Arteries and Heart Rate Variability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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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al Subjects. Evid Based Complement Alternat Med. 2014;2014:574986.
• 김영지, 김수경, 조승연 외. Safety of acupuncture treatments for patients taking warfarin 

or antiplatelet medications: Retrospective chart review study. European Journal of 
Integrative Medicine. 2014:492-496.

• 신유정, 박종혁, 백경민 외. 두침치료를 시행한 중추성 마비 말장애(Dysarthria) 환자의 모음 
공간 평가.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08;29(2):413-420.

• 권오곤, 장우석, 우창훈 외. 뇌졸중 편마비 환자에서 추나요법을 통한 하지길이차이 교정의 효
과.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2009;19(2):187-202.

• 이제원, 이보매나, 장우석 외. 뇌졸중 후 우울증 : 한방 치료에 대한 국내외 최신 문헌 고찰.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12;33(4):448-464.

• 백경민, 권동락, 박기영. 실시간 탄성초음파를 이용한 만성 뇌졸중 후 편마비 환자의 상지 강
직에 대한 사암침 효과 연구.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14;35(1):1-11.

• 김미경, 최태영, 이명수 외. Contralateral acupuncture versus ipsilateral acupuncture in the 
rehabilitation of post-stroke hemiplegic patients: a systematic review. BMC Complement 
Altern Med. 2010;10:41.

• 이명수, 최태영, 신병철 외. Cupping for stroke rehabilitation: a systematic review. J 
Neurol Sci. 2010;294(1-2):70-3.

• 이명수, 신병철, 김종인 외. Moxibustion for stroke rehabilitation: systematic review. Stroke. 
2010;41(4):817-20.

• 이승진, 신병철, 이명수 외. Scalp acupuncture for stroke recovery: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European Journal of Integrative 
Medicine. 2013;5(2):87-99.

• 이선우, 윤종민, 손지우 외. 뇌졸중 환자의 상지 경직에 대한 전침의 치료 효과. 대한한방내과
학회지. 2007;28(3):492-501.

• 최산호, 임형문, 오재건 외. 중풍 후 우울증의 변증안에 대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동의생리병
리학회지. 2012;26(3):367-375.

• 박승찬, 조승모, 김도경 외. 급성기 뇌경색환자의 치료시기에 따른 단기 예후 평가 : NIHSS를 
이용한 후향적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12;26(6):929-933.

• 이대현, 한현진, 강세영 외. 중풍환자의 구강건조증에 대한 생맥산의 효과: 무작위배정 이중맹
검 연구.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11;32(4):542-9. 

• 박세욱, 강백규, 이인 외. 뇌졸중 환자의 하지강직에 대한 음양경락별 전침의 효과. 대한한방
내과학회지. 2006;27(2):371-378.

• 이선우, 윤효진, 윤종민 외. 뇌졸중 환자의 상지 경직에 대한 전침의 치료 효과. 대한한방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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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2007;28(3):492-501.
• 윤종민, 강백규, 이인 외. 뇌졸중 환자의 연하장애에 대한 침 치료 효과.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8;22(1):1738-7698.
• 최지혜, 김래희, 윤종민 외. 뇌졸중후 우울증 침치료의 임상연구에 대한 고찰. 동의생리병리학

회지. 2011;25(6):1119-1128.
• 변성범, 문아지, 유주희 외. 뇌졸중 후 연하장애 전침 치료의 임상연구에 대한 고찰. 동의생리

병리학회지. 2014;28(3):280-287.
• 권오정, 김문수, 이호섭 외. The Cortisol Awakening Response in Patients with Poststroke 

Depression Is Blunted and Negatively Correlated with Depressive Mood. BioMed 
Research International 2015.

• 박기언, 이일석, 홍해진 외. 뇌졸중 이후 편마비 환자들의 보행 분석에 따른 보행 시 발 외전
각도의 변화.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14;35(4):498-504.

• 이일석, 박기언, 홍해진 외. 뇌졸중 후 편마비 환자의 보행능력 향상에 따른 질량중심 좌우이
동의 변화.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14;35(4):448-454.

• 이일석, 박기언, 홍해진 외. 뇌졸중 후 우울증과 한열허실 변증의 상관관계. 대한한방내과학회
지. 2014;35(1):50-58.

• 윤종인, 성강경, 송보근 외. Effects of electro-acupuncture therapy on post-stroke 
depression in patients with different degrees of motor function impairments: a pilot 
study. Journal of physical therapy science. 2013;25:725.

• 오재근, 권소연 외. The Effect of Electroacupuncture on the Heart Rate Variability of Stroke 
Patients under Mental Arithmetic Stress. Journal of Korean Medicine. 2012;33:50-59.

⑪ 신경과학

 침치료와 뇌의 반응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 경희대학교 박정미 교수는 
2009년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고치법(叩齒法)이 뇌기능영상상 건강인과 경도인지장애환자의 뇌
활성에 미치는 영향-기억 관련 영역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연구를 수주했다. 원광대학교 성강경 
교수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연구재단 지원으로 ‘경혈과 경락시스템의 뇌활성반응특징 및 
뇌의 매개에 의한 침치료작용 경로탐색에 대한 뇌영상과학적연구’를 진행했다. 또한, 2013년부터
는 한국연구재단 지원으로 ‘전기침의 스트레스 제어효과를 중재하는 뇌신경회로 및 신경조절물질
에 대한 동물양성자방출영상과 분자생물학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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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논문

• 박정미, 곽자영, 조승연 외. 두침과 상하지 침자극이 뇌와 뇌의 체성감각피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fMRI Study. 대한침구학회지. 2008;25(5):151-165.

• 조승연, 장건호, 박성욱 외. 곡지,족삼리 침자극이 뇌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뇌기능적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한 연구. 대한한의학회지. 2010;31(1):81-92.

• 조승연, 장건호, 박성욱 외. fMRI study of effect on brain activity according to stimulation 
method at LI11, ST36: painful pressure and acupuncture stimulation of same acupoints. J 
Altern Complement Med. 2010;16(4):489-95.

• 김흥준, 김남국, 김세현 외. Sex differences in amygdala subregions: evidence from 
subregional shape analysis. Neuroimage. 2012;60(4):2054-61. 

• 조승연, 신애숙, 나병조 외. Brain activity associated with memory and cognitive function 
during jaw-tapping movement in healthy subjects using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Chin J Integr Med. 2013;19(6):409-17.

• 김나희, 조승연, 장건호 외. Differential Localization of Pain-Related and Pain-Unrelated 
Neural Responses for Acupuncture at BL60 Using BOLD fMRI. Evid Based Complement 
Alternat Med. 2013;2013:804696.

• 조승연, 장건호, 이학영 외. An fMRI study on the effects of jaw-tapping movement on 
memory function in elderly people with memory disturbances. European journal of 
integrative medicine. 2013.

• Roozendaal B, McReynolds JR, Van der Zee EA et al. Glucocorticoid effects on memory 
consolidation depend on functional interactions between the medial prefrontal cortex and 
basolateral amygdala. The Journal of Neuroscience. 2009;29:14299-14308.

• 성강경, 장동표, 이상관 외. Neural responses in rat brain during acute immobilization 
stress: a [F-18] FDG micro PET imaging study. Neuroimage. 2009;44:1074-1080.

• Cho Z, Hwang S, Wong E et al. Neural substrates, experimental evidences and functional 
hypothesis of acupuncture mechanisms. Acta Neurologica Scandinavica. 2006;113:370-377.

⑫ 두  통

경희대학교 박성욱 교수는 2007년 ‘만성 두통 환자에 대한 홍화약침의 임상효과: 단일 맹검 무
작위 배정 환자 대조군 비교연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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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논문

• 박정미, 박성욱, 정우상 외. Carthami-Semen acupuncture point injection for chronic daily 
headache: A pilot, randomised, double-blind, controlled trial. Complement Ther Med. 
2011;Suppl 1:S19-25.

• 선승호, 고호연. 편두통 변증과 처방에 관한 문헌적 고찰 -중국 논문 중심으로-. 대한중풍학
회지. 2010;11(1):61-9.

⑬ 안면마비

말초성 안면마비에 대한 한⋅양방 병용치료법과 유발인자, 예후인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주요 논문

• 조기호, 정우상, 홍진우 외. 급성기 말초성 안면신경마비에 대한 한방치료와 한양방 병용치료
의 효과비교. 대한한의학회지. 2008;29(1):146-155.

• 장인수. Bell’s palsy의 유발인자로서의 한랭 노출에 대한 소고. 대한경락경혈학회지. 2006; 
23(3):51-4. 

• 손영진, 문병순, 윤종민. Bell’s palsy의 중증도와 얼굴 체열진단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 동의
생리병리학회지. 2014;28(1):89-93

⑭ 인지장애 치매

인지장애에 대해서는 인삼, 가미영신환 등의 처방을 활용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2014년 10월 
부산대학교 이인 교수가 건강기능식품 임상시험 ‘하수오 복합추출물이 노화성 기억력 저하 방지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한 인체적용시험’을 진행했다.

주요 논문

• 김미아, 김성옥, 이문성 외. Effects of ginsenoside Rb1 on the stress-induced changes of 
BDNF and HSP70 expression in rat hippocampus. Environ Toxicol Pharmacol. 2014;38(1) 
:257-62.

• 방재선, 윤현덕, 신오철 외. 加味寧神丸이 CT105로 유도된 Neuro2A 세포주에서의 항치매 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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果.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06;27(3):603-616.
• 신오철, 신유정, 김승모 외. 紫苑 水抽出物이 H2O2에 의해 誘導된 PC-12 細胞株의 細胞死에 

미치는 影響. 대한한의학회지. 2007;28(2):213-223.
• 김해수, 신유정, 박종혁 외. Aβ-oligomer로 유도된 Neuro2A 세포주에서 膽膽瀉肝湯의 치매 

억제 효과. 대한한의학회지. 2008;29(2):151-164.
• 이영준, 한창현, 전원경 외. 혈관성 치매 치료 약물에 대한 문헌 고찰 연구 : 외국문헌을 중심

으로. 대한예방한의학회지. 2011;15(2):51-67.
• 황하연, 장우석, 백경민. Mouse Single Oral Dose Toxicity Test of Chongmyung-tang 

Aqueous Extracts.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14;35(1):37-49.
• 이상관, 김민수, 안련섭 외. 전기 침 자극의 기억 조절 효과.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7;21: 

1543-1548.

⑮ 말초신경병증

경희대학교 조승연 임상조교수는 2015년 7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절단된 신경 재생을 
촉진하는 한약물 개발 연구’를 수주하여 현재 진행 중이다. 이 외 수근관증후군 및 HIV/AIDS 연
관 말초신경병증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주요 논문

• 배형섭, 정우상, 홍진우 외. 수근관증후군 환자에 대한 한방과 양방치료효과의 비교. 대한한의
학회지. 2007:28(1):87-93

• 고창남, 박성욱, 정우상 외. Clinical assessment of usefulness, effectiveness and safety of 
kyejibokryung-hwan on various neuropathies. 대한한의학회지. 2006;27(4):135-141.

• 임승민, 안정조, 조현경 외. 계혈등이 Rat의 말초신경 재생에 미치는 효과. 대한한방내과학회
지. 2009;30(2):375-387.

• 김태훈, 신선호, 나준오 외. HIV/AIDS 연관 말초신경병증에의 침 치료 활용가능성에 대한 고
찰.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14;35(3):343-53. 

⑯ 자율신경실조

자율신경과 관련하여 정상인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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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논문

• 유경환, 임인환, 김동현 외. 內關(PC6)⋅公孫(SP4) 자침이 정상인의 자율신경계에 미치는 영
향 연구.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06;27(3):703-710. 

• 박성욱, 정우상, 문상관 외. 內關-公孫 자침이 스트레스 상태의 정상성인 자율신경계에 미치
는 영향. 대한한의학회지. 2008;29(2):107-115.

• 김창현, 황재웅, 민인규 외. 麝香蘇合元이 정상인의 심박변이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의학회
지. 2009;30(1):120-127.

• 김은숙, 조정훈, 정우상 외. Effect of acupuncture on heart rate variability in primary 
dysmenorrheic women. Am J Chin Med. 2011;39(2):243-9.

• 조기호, 김영석, 정우상 외. Effect of Gui-zhi-fu-ling-wan on hot flashes in young 
patients: a retrospective case series. J Acupunct Meridian Stud. 2011;4(2):129-33.

• 장우석. 근로자들의 자율신경 활성 및 균형도에 대한 분석. 한국한의학 연구원 논문집. 
2012;18(2):47-54.

• 최상옥, 박선영, 정희진 외. 변증과 심박변이도의 상관성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13; 
27(3):318-326.

• 정우상, 최창민, 홍진우 외. The Clinical Effect of Manipulation of Acupuncture to 
Shen-Men and Nei-Kuan on Autonomic Nervous Function of Healthy Subjects. 대한한의
학회지. 2007;28(4):69-73.

• 김수연, 선승호, 유준상 외. 원주 지역 주민들의 사상체질과 심박수변이도와의 상관성. 대한한
방내과학회지. 2009;30(3):510-24.

• 양창섭, 형례창, 여진주, 외. 마황복용이 정상성인의 체중 감소와 심박변이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예비연구: 무작위배정 이중맹검시험.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06;27(4):836-44. 

• 손동혁, 형례창, 김락형 외. 마황 복용이 정상인의 심박변이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무작위배
정 이중맹검 임상연구. 대한한의학회지. 2007;28(1):105-16. 

• 김진근, 장경선, 이상관. 통증으로 유발한 능동 및 수동 대처상황에서 체질에 따른 Heart Rate 
Variability 분석.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6;20:115-124. 

⑰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파킨슨병에 대한 침치료와 봉독약침치료에 관련된 임상연구가 실시되었다. 이와 동시에 파킨슨
병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한약물 관련 기초연구도 진행되었다. 새로운 치료방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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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침을 활용한 파킨슨병 치료법도 제시되었다. 경희대학교 박성욱 교수는 2010년 ‘파킨슨병 
환자에 대한 봉독의 임상효과 : 이중 맹검 무작위배정 환자 대조군 비교 연구’를 진행했으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연구재단의 수주로 ‘침자극이 대뇌 기저핵의 기능발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를 진행했다.

주요 논문

• 이승엽, 김미영, 김영지 외. 한방병원에 내원한 파킨슨 증후군 환자 증례군 보고. 대한중풍학
회지. 2007;8(1):34-39. 

• 두아름, 김승남, 박지연 외. Neuroprotective effects of an herbal medicine, Yi-Gan San on 
MPP+/MPTP-induced cytotoxicity in vitro and in vivo. J Ethnopharmacol. 2010;131(2) 
:433-42.

• 김효근, 주미선, 김동현 외. Protective effects of Chunghyuldan against ROS-mediated 
neuronal cell death in models of Parkinson’s disease. Basic Clin Pharmacol Toxicol. 
2010;107(6):958-64.

• 조승연, 심소라, 이학영 외. Effectiveness of acupuncture and bee venom acupuncture in 
idiopathic Parkinson's disease. Parkinsonism Relat Disord. 2012;18(8):948-52.

• 김태훈, 조기호, 정우상 외. Herbal medicines for Parkinson's disease: a systematic review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PLoS One. 2012;7(5):e35695.

• 두아름, 김승남, 함대현 외. Gastrodia elata Blume alleviates L-DOPA-induced dyskinesia 
by normalizing FosB and ERK activation in a 6-OHDA-lesioned Parkinson’s disease 
mouse model. BMC Complement Altern Med. 2014;14:107. 

• 두경희, 이지현, 조승연 외. A Prospective Open-Label Study of Combined Treatment for 
Idiopathic Parkinson's Disease Using Acupuncture and Bee Venom Acupuncture as an 
Adjunctive Treatment. J Altern Complement Med. 2015;21(10):598-603.

• 심영호, 박주영, 최원우 외. Herbal medicine treatment for drug-induced parkinsonism. J 
Altern Complement Med. 2015;21(5):273-80.

• 박순아, 양충용, 김지희 외. 초기 편마비 보행 환자에서 양측 무릎의 초음파 검사 소견. 동의
생리병리학회지. 2012;26(4):539-545.

• 김우경, 김락형, 장인수. 중국에서의 파킨슨병 두침치료 임상연구 논문분석. 동의신경정신과학
회지. 2011;22(4):11-20.

• 김락형, 장인수, 강세영. 중국에서의 파킨슨병 침치료 임상연구 동향. 경락경혈학회지. 2011; 
28(4):1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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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 장인수, 김락형. 파킨슨병 환자의 음성장애지수 및 음성관련 삶의 질 연구. 동의신경정
신과학회지. 2013;24(2):155-62. 

• 이은, 강기완, 김락형 외. 파킨슨병의 침구치료 동향에 대한 고찰.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14;35(1):12-23.

• 장인수, 송범용, 이은희 외. 모세혈관확장증과 혈락자파법에 대한 고찰 및 한의임상에서 선택
적 광열융해 치료술의 활용 전망. 경락경혈학회지. 2014;31(1):1-4. 

• 장인수, 한창호. Can Phototherapy Ameliorate the Progression of Parkinson’s Disease? 
Photomed Laser Surg. 2014;32(10):525-6. 

⑱ 기  타

순환신경계 질환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침치료 
및 한약치료 안전성 관련 연구가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경희대학교 정우상 교수는 2014년 보건복지부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 ‘한약재 알레르기 진단키
트 개발’을 진행했다. 동국대학교 정승현 교수는 2011년 12월 보건복지부 연구비 지원 ‘항암제와 
복방한약의 병행투여를 통한 암치료 최적화 연구’에 주관연구자로 참여하였다. 최동준 교수 또한 
2012년 9월 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비 지원 ‘전통의학 지식정보 활용시스템 개발’에 주관책임자로 
참여해 큰 성과를 거뒀다. 한창호 교수는 2013년 5월 보건복지부 연구비 지원 ‘한약에 의한 약물
유효반응 관찰을 위한 전향적 코호트 구축’ 과제를 실시했다. 세명대학교 고호연 교수는 2013년 
‘요통에 대한 근거기반 창출 연구’와 ‘코내시경 자침기 개발연구’를 수행했다. 

원광대학교 이상관 교수는 2013년 한국연구재단에서 ‘타액에 포함된 부신피질호로몬 분석 시스
템 마련’ 연구를, 2015년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의료기기 중심 한의약임상시험센터’ 연구를 수주하
여 진행 중이다.

주요 논문

• 박정미, 박성욱, 정우상 외. 침치료 직후 자가 설문지를 이용한 침반응(針感)과 부작용에 대한 
단면적 연구. 대한한의학회지. 2007;28(2):326-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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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장되거나 변화된 치료 영역

기존 급성기 뇌졸중에 국한되어 있던 진료 영역이 뇌졸중 후유증 위주로 변하는 한편,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인지장애 및 치매, 수족냉증, 말초혈관질환, 자율신경계이상 등으로 치료 영역이 
확장되었다. 치료도구에 있어서는 우석대학교 장인수 교수의 레이저침 도입도 있었다.

(4) 현직 교수진 명단

대  학 성  명

가천대학교 전찬용

경희대학교 조기호  고창남  박정미  문상관  정우상  박성욱  조승연  권승원

대구한의대학교 백경민  장우석

대전대학교 설인찬  김윤식  유호룡  조현경  조민경

동국대학교 신길조  정승현  한창호  최동준

동신대학교 전상윤

동의대학교 김영균  김경민

부산대학교 권정남  이  인  홍진우

상지대학교 선승호

세명대학교 고호연

우석대학교 장인수

원광대학교 문병순  성강경  이기상  신선호  이상관  이성근  윤종민  신용진  최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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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계내과학교실

(1) 교실별 발자취

경희대학교는 류봉하, 김진성, 윤상협, 윤성우, 박재우 교수를 중심으로 구강에서 항문에 이르기
까지 전반적인 위장관 질환에 대해 전문화된 진료시스템을 갖추고, 이에 따른 다양한 국책과제를 
수행하였다. 류봉하 교수는 경희대의료원 한약물연구소장으로서 복용과 휴대가 간편한 신제형의 
한약제제 개발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2008년 8월에 경희대학교한방병원 14대 한방병원장에 취임
하였고, 2011년 4월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한방 주치의로 내정되어 활동하였다. 윤상협 교수는 위
의 운동성을 평가하여 위질환 진료에 전문화를 구축하였다. 구강병 전문클리닉을 개척한 김진성 
교수는 2007년 3월에 뉴욕주립대학교(SUNY, Stony Brook)의 구강생물학교실에서 구취 및 구강
건조에 대한 방문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후 2008년 9월부터 경희대학교 비계내과학교실 과장으로 
재직하였으며, 2014년 9월부터 주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08년에는 전국비계내과학교실에서 비
계내과학(군자출판사)을 출간하였다. 윤성우 교수는 2006년부터 강동경희대학교병원 한방암센터
에서 근무를 개시하였고, 2010년 9월에는 미국 M.D. Anderson 암센터에 방문교수로 연수를 하였
으며, 한국으로 돌아온 뒤 암의 한의학적 치료와 연구의 전문화를 위하여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에 임상종양학교실을 개설하였다. 박재우 교수는 2006년 강동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소화기/보양 클
리닉에서 진료를 개시하였고, 2014년 7월부터 미국 보스턴 Harvard Medical School 병원인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MGH)의 소화기내과(Dr. Braden Kuo)에 방문하여 기능성 소화
기 질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대전대학교 비계내과는 비위 계통, 즉 소화기계의 질환을 담당하는 과이다. 위⋅소장⋅대장 질
환을 비롯하여 구강⋅식도⋅췌장⋅복막 등의 포괄적인 소화기계 질환군을 전문적으로 진료⋅연구
하고 있으며, 또한 한방 종양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교수진으로 둔산한방병원의 조종관, 유화승 
교수와 청주한방병원의 이연월 교수가 진료 및 연구, 교육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1991년 국내 최
초의 대학한방병원 암센터로 개설된 둔산한방병원 동서암센터는 ‘수레바퀴 암치료법’이란 시스템
을 통해 암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전문 통합암센터로, 미국 MD Anderson Cancer Center, City of 
Hope National Medical Center, Memorial Sloan Kettering Cancer Center, Dana–Farber/Harvard 
Cancer Center, 캐나다 Juravinski Cancer Center, 중국 광안문병원, 상해중의약대학 부속병원, 복
단대학교 종양병원, 이스라엘 항암한약연구센터 등 세계 유수의 암센터들과 활발한 국제교류를 진
행 중이다. 또한 학술연구의 객관화, 과학화, 한방종양학 연구의 중심축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
다. 둔산한방병원 동서암센터를 개설하고, 현대적인 통합 암치료 시스템을 구축한 조종관 교수는 
현재 동서암센터 센터장 및 대한암한의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유화승 교수는 2007년 미국국립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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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NCI) 최상증례프로그램(BCSP)을 국내 최초로 완료하였으며, 2012년에는 미국 MD Anderson 
Cancer Center의 교환 교수로 국제적인 통합 암치료 모델을 국내 한방병원 암센터에 적용하는데 
기여하였다. 현재는 보건복지부 주관 2015년도 한의약 임상인프라 구축지원 사업 및 양⋅한방 융
합기반 기술개발 사업’의 세부 책임자로 국책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연월 교수는 소화기질환 클리
닉 및 종양 클리닉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소화불량증을 호소중인 환자군의 치료를 바탕
으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원광대학교는 위장관 질환(구강, 식도, 위, 결장, 직장 및 항문의 질환)과 췌장 및 비장의 질환
을 중심으로 한방 특유의 진단 및 치료법을 적용하여 각종 난치성 질환의 치료율을 높이고 있으
며, 소화기질환에 대한 역대 의가들의 이론을 고찰하고 현대적 실험방법에 입각하여 병인병리에 
따른 임상처방의 효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임상실험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소화불량, 식욕부
진, 복통, 설사, 변비 등 위장관 질환과 만성피로 등의 원인을 규명하고 근본적 치료를 위해 한약, 
약침, 침구치료, 면역 활성치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문 암센터를 운영하여 양⋅한방 통합치료로 
암의 치료율을 높이도록 다양한 임상연구를 시행하고 있다. 2009년에 백동기 교수가 원광대학교 
순천한방병원장으로 취임하였고, 2012년에 원광대학교 전주한방병원장으로 취임한 문구 교수는 
2014년도에 전주한방병원에 암센터 개설하여 현재 암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같은 해에 보건복지
부장관상을 받았다. 2012년에는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에 암치료회복센터를 개설하였고, 같은 
해 원진희 교수는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았다. 

대구한의대학교의 변준석 교수는 2007년 2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고, 2009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대구한방산업지원센터 센터장을 역임하였다. 2012년 1월부터 현재까지 메디시
티 대구협의회 이사, 대구의료관광진흥원 이사, 대구한의대학교의료원 의료원장을 역임하고 있으
며, 2014년 1월부터 대구한의대학교 의무부총장을 맡고 있다. 김대준 교수는 2011년부터 2015년
까지 보건복지부 주관 통합의료진흥원 연구과제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곽민아 교수는 
2013년 3월 대구한의대학교 부속 대구한방병원에서 통합의료진흥원으로 근무지를 변경하여 현재
는 통합의료진흥원 전인병원에서 진료중이다. 

동의대학교 비계내과학교실에서는 김원일 교수가 기능성소화불량과 비만, 성인병 등의 테마로 
대학원과 수련과정에서 교육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2009년 UTS(호주기술대학) 중의학과
에 교환교수로 가서 호주 현지의 한국인한의사 단체와 학술교류를 하였으며, 이후 해마다 UTS 중
의학과와 현지 한의사들이 동의대학교한방병원을 방문하여 6주간 임상실습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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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는 비계내과학의 연구 및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백태현 교수가 2005년 9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상지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8대 및 9대 병원장을 역임하였다. 

세명대학교는 비계내과를 담당중인 공경환 교수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세명대학교 충주한
방병원 교육연구부장을 맡았으며, 2011년부터 현재까지 진료부장을 역임하고 있다. 

동신대학교는 이영수 교수가 비계내과학을 담당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동신대학
교 광주한방병원의 교육연구부장을,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진료부장을 역임하였다.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은 현재 부산대학교한방병원에서 근무 중인 김소연 교수가 2010년
부터 비계내과학 교실을 담당하고 있다. 2011년 11월에는 부산대학교한방병원 국립한의약임상연
구센터를 개소하여 활발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2) 2006~2015년간 연구현황 및 동향

① 구강질환

경희대학교 김진성 교수는 구강작열감증후군, 구강건조 및 구취 등의 구강병 분야에 대한 전문
클리닉을 개설하여 한방임상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였다. 연구분야에 있어서도 구강작열감증후
군, 구강건조 등의 질환을 중심으로 다수의 정부과제를 수주하여 임상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2007년 8월 22일부터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된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reath Odor 
Research에 참석하여 ‘Correlation Between Dry Mouth and Comprehensive Diagnosis(Qi-Deficiency 
and Qi-stasis) in Patients with Halitosis’를 발표하였고, 2012년 2월 10일자로 ‘지황 추출물을 
함유하는 타액 분비 증강용 조성물’의 특허를 출원하였고, 경희의료원 한약물연구소에서 타액분비
를 돕는 편리한 복용 형태의 생약 농축 과립제의 ‘생지산’ 및 입안에서 녹여먹는 트로키 형태의 
‘생진’을 개발하였다.

경희대 박재우 교수는 2010년 5월 노르웨이 트롬쇠에서 개최된 ICCMR 2010, 5th International 
congress on complementary medicine research에서 ‘Korean Red Ginseng Alleviates Dry Mouth 
in Women but Not in Men: A Randomized,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Trial’을 구두발표
하였고, 2010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된 International Ginseng Symposium에서 ‘Effects of Korean 
Red Ginseng on Dry Mouth: A Randomized,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Trial’을 발표하였다.

김진성 교수와 박재우 교수는 2011년 5월 중국 성도에서 개최된 6th International Congress on 
Complementary Medicine Research: Evidence-based decision making for Traditiona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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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ive Medicine에서 ‘Correlation between Xerostomia and Stress, Qi Movement 
Stagnation in Halitosis Patients’에 대해 합동 발표하였고, 2013년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ICCMR 2013(International Congress for Complementary Medicine Research)
에서 ‘Yukmijihwang-tang for the treatment of xerostomia in the elderly: Study protocol for a 
randomized, double blind, placebo-controlled, two-center trial’의 연구논문을 보고하였다.

주요 업적

• 김진성. 퓨전구취이야기. 군자출판사. 2006.
• 김진성 외. 구강작열감증후군 환자의 임상적 특징 및 음허증 평가.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11; 

32(4):473-486.
• 김진성 외. Development of differential criteria on tongue coating thickness in tongue 

diagnosis. Complementary Therapies in Medicine. 2012;20(5):316-322.
• 김진성 외. 구취 환자의 한방 치료 효과에 대한 전⋅후 비교 연구: OralChroma™를 이용하여.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14;35(4):532-545.
• 김진성 외. 구강작열감 증후군 환자의 구강내 통증에 대한 한방치료의 효과: 전후비교연구. 대

한한방내과학회지. 2013;34(2):122-133.
• 김진성 외. Yukmijihwang-tang for the treatment of xerostomia in the elderly: study 

protocol for a randomized,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two-center trial. Trials. 2013.

② 설진, 복진, 한방진단기기 등

경희대학교 김진성 교수는 디지털 설진기를 이용하여 설진의 객관화, 정량화에 대한 연구를 진
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설진기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위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2009년 4월 독일 도르트문트에서 개최된 Breath 2009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reath and Breath Odor Research에 참석하여 ‘A digital tongue Imaging System for Evaluation 
of Tongue Coating in Patients Complaining of Oral Malodor’ 연구논문을 발표하였고, 2010년 2
월 일본 치바에서 개최된 The 15th International Congress of Oriental Medicine에서 ‘Tongue 
Coating Evaluation by Digital Tongue Diagnosis System in Halitosis and Non-halitosis 
Patinets’를, 2011년 11월 일본 토야마에서 개최된 4th Interntional Symposium on Scientific 
Research of Traditional Medicine; Basic and Clinical research on Traditional Medicine에서 
‘Differential criteria on tongue coating thickness in tongue diagnosis’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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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우 교수는 한방 복진(abdominal examination)의 정량화, 객관화를 통한 한방진단의 표준화 
연구도 진행 중이다. 2014년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개최되었던 Integrative Medicine & 
Health 2014에서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Algometer as a Diagnostic Method of Korean 
Abdominal Examination’과 ‘Effects of Laminaria Japonica Combined with Probiotic Mixture on 
Intestinal Microbiota: A Randomized Clinical Trial’를 발표하였다. 

주요 업적

• 김진성. 한방치과진료에서 질환별로 알 수 있는 설진. 군자출판사. 2007.
• 김진성 외. Tongue diagnosis system for quantitative assessment of tongue coating in patients 

with functional dyspepsia: A clinical trial. Journal of Ethnopharmacology. 2014;155(1):709-713.
• 박재우 외. Development of the Quantitative Indicator of Abdominal Examination for 

Clinical Application: a Pilot Study, Journal of Alternative and Complementary Medicine. 
2015;21(6):358-363.

• 백태현. 한의학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한 장부 및 질병관찰과 그 활용근거. 대한한의학
회지. 2014;35(3):70-92.

• 이수정, 이아람, 김원일 외. 男子 齒痕舌 변증에 관한 임상적 고찰. 대한약침학회지. 2010; 
13(4):91-107.

③ 기능성 소화불량, 역류성 식도염 등

경희대학교 윤상협 교수는 위의 운동성을 평가하여 위질환 진료에 전문화를 구축하였고, 류봉
하, 김진성, 박재우 교수 또한 기능성 소화불량증에 대한 진료 및 국책 임상연구를 활발히 진행하
였다. 김진성 교수는 2010년 5월 노르웨이 트롬쇠에서 개최된 ICCMR 2010, 5th International 
congress on complementary medicine research에서 ‘Banha-sasim-tang as an herbal formula 
for the treatment of functional dyspepsia: a randomized,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two-center trial’을 발표하였다.

박재우 교수는 2011년 10월 일본 도야마에서 개최된 The 13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traditional medicine에서 ‘Banha-sasim-tang for the treatment of functional dyspepsia’에 대한 
구두발표를 하였으며, 2015년 5월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DDW2015에서 ‘Does realistic clinical 
acupuncture treatment have an effect on functional dyspepsia?’를 발표하였다.

동의대학교 김원일 교수는 매년 대구한의-동의 국제한의학 학술대회에서 다양한 주제로 논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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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하고 있으며, 2008년 헝가리 ICMART XIII World Congress 2008에서 ‘Is Combine Therapy 
With Oriental And Western Medicine More Effective Than with Oriental Medicine Only?’를 주
제로, 2012년에는 호주 ISAMS2012에서 ‘Effects of Oriental Medical Treatment on Obesity’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주요 업적

• 윤상협. 양도점의 전기적 반응에 대한 교감신경작용과 경락 배열과 실질장기의 불일치는 양도
락의 경락 관련성을 배제한다.(위 운동장애형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의 양도점 H4,5,6의 반
응을 중심으로).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11;32(2):259-277.

• 윤상협 외.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의 피로도에 대한 체표 교감신경 활성 및 심혈관 반응의 
연계성(양도락과 맥진검사의 진단적 가치).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05;26(2):390-397.

• 윤상협. 機能性 消化不良症 患者의 食後 心下痞滿과 pyloric valve의 機能障碍 : 장음과 위전
도를 중심으로.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07;28(4):769-778.

• 윤상협. 차음상자와 전자청진기로 기록된 장음에 의해서 깨어 있는 흰쥐의 위수축력 측정. 대
한한방내과학회지. 2014;35(4):439-447.

• 윤상협. 각기 다른 유문-십이지장의 기질적 병변 3증례에 대한 장음 측정 보고: 장음의 주주
파수를 중심으로.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15:36(3)276-283.

• 박재우 외. The Effects of Banha-sasim-tang on Dyspeptic Symptoms and Gastric Motility 
in Cases of Functional Dyspepsia: A Randomized,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and 
Two-Center Trial. 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2013;10:10.

• 김대준. Cisplatin 유발 위배출능 지연모델에 대한 이진탕가미방의 효과.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13;27(2):225-232.

• 김대준 외. 역류성식도염에 대한 이진탕가미방 효과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9;23(5) 
:1073-1079.

• 김대준 외. 이진탕가미방의 항산화효과를 통한 역류성 식도염억제효과.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10;24(3):416-425.

• 김대준 외. 吳茱萸 물 추출물이 급성역류성 식도염에 미치는 효과. 대한본초학회지. 2012;27(1):51-58.
• 곽민아 외. Ameliorating Effects of Banhasasim-tang Extrat on the HCl/EtOH-induced 

Gastric Mucosa Damages in Mice.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14;28(5):537-547.
• 변준석 외. BJS-Mix001이 Indomethacin 유발 랫트 위점막 손상에 미치는 영향. 동의생리병

리학회지. 2012;26(2):181-188.
• 변준석. 에탄올 유발 위점막 손상에 대한 황련 물 추출물의 방어효과. 동의생리병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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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6(1):67-73.
• 변준석 외. Antispasmodic Effects of Junsibaekchul-San In Vivo and In vitro. 동의생리병

리학회지. 2010;24(1):143-151.
• 변준석 외. The Effects of Jungri-tang Gamibang on Carbachol-accelerated Mouse Small 

Intestinal Transit. 대한한의학회지. 2009;30(6):9-16.
• 이아람, 김원일. 중증 소화불량증 환자에 대해 체침요법과 자하거 약침요법의 치료 효과에 대

한 후향적 비교 연구. Korean Journal of Acupuncture. 2013;30(4):319-328.
• 김상헌, 이수정, 김효진, 김원일 외. 심박변이도(HRV)에서 기능성 소화불량증과 기질성 소화

불량증의 상관성 연구.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08;29(2):443-455.
• 김소연, 한창우, 박성하 외. 소화불량 환자에서 위전도 검사와 HRV 검사와의 연관성 연구, 동

의생리병리학회지. 2012;26(4):532-538.

④ 염증성 장질환, 과민성 장증후군 등

2011년 5월 중국 성도에서 개최된 6th International Congress on Complementary Medicine 
Research: Evidence-based decision making for Traditional and Integrative Medicine에서 김진성 
교수와 박재우 교수는 ‘Bojanggunbi-tang, a traditional Korean herbal prescription, ameliorates 
colonic inflammation induced by dextran sulfate sodium and 2,4,6-trinitrobenzene sulfonic 
acid on mice’ 발표하였고, 2012년 5월 15일미국 포틀랜드에서 개최된 2012 International 
research congress on integrative medicine and health에서 ‘Prophylactic effects of Lonicera 
Japonica extract on dextran sulfate sodium-induced colitis in a mouse model by inhibition of 
Th1/Th17 response’의 연구논문을 발표하였다. 

부산한의전문대의 김소연 교수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염증성 장질환 동물모델에 대한 한약 
추출물의 항염증 및 면역 조절 효과 연구 및 염증성 장질환 유래 대장암 동물모델 연구’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한의학-서양의학을 기반으로 한 통합의료 치료기술의 임상적 효능 평가’ 
연구에 참여 중이다.

주요 업적

• 박재우 외. Prophylactic effects of Lonicera japonica extract on dextran sulfate sodium- 
induced colitis in a mouse model by inhibition of the Th1/Th17 response. British Journal 
of Nutrition. 2013;109(2):283-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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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우 외. Effect of Korean Herbal Medicine Combined with a Probiotic Mixture on 
Diarrhea-dominant Irritable Bowel Syndrome: A Double-Blind, Randomized. Placebo- 
Controlled Trial. 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2013, Article 
ID 824605, 10 pages.

• 공경환 외. 槐花散이 Dextran Sulfate Sodium으로 유도된 생쥐의 궤양성 대장염에 미치는 영
향.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10;31(3):513-525.

• 공경환 외. 만성변비환자의 한열변증에 따른 심박변이도에 관한 연구.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12;33(2):209-221.

• 이영수 외. 烏梅丸과 烏梅가 DSS로 유발된 생쥐의 염증성 장 질환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방
내과학회지. 2015;36(3):284-296.

• 김소연, 박재우, 류봉하. 唐木香이 DSS(Dextran sulfate sodium)로 유발된 염증성 장질환 동
물모델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13;34(2):134-146.

⑤ 암

경희대학교 윤성우 교수는 한약을 이용한 암치료에 관한 연구를 비롯하여 암환자의 증상완화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임상연구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논문을 발표하였다. 2004
년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제1회 국제통합암학회(Society for Integrative Oncology, SIO)부터 
2014년 텍사스와 휴스턴에서 열린 11회 SIO까지 지속적으로 참석하여, 통합암치료 및 한방암치료의 
성과에 대해 발표하여왔다. 2014년에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5회 국제중개암학회(International 
conference on Translational Cancer Research)에서 초정되었고, 2015년 이태리 라노에서 열린 
제7회 국제통합암학회(ARTOI)에 초청되어 한의학의 통합암치료에 대해서 구두발표하였다. 2013
년에는 대한암한의학회를 중심으로 한의통합종양학(군자출판사)이 출간되어 전국 한의과대학에
서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동서암센터 또한 2004년부터 2015년까지 SIO에 매년 참석하여, 한국 
한방종양학의 임상적 치료 성과 및 연구 결과를 세계적으로 보고하였다. 2013년에는 ‘Modified 
Regular Ginseng Extract Regulates Autophagy on Human Non-small Lung Cancer A549 Cells 
by AMPK Signaling’, 2014년에는 ‘Acupuncture for Aromatase Inhibitor-Induced Arthralgia:A 
Systematic Review ’2015년에는 ‘Effect of Acupuncture for Radioactive-Iodine-Induced 
Anorexia in Thyroid Cancer Patients: A Randomized, Double-Blinded, Kim Sham-Controlled 
Pilot Study’를 구두 발표하였다. 국제약침학술대회(International Scientific Acupuncture and 
Meridian Symposium, iSAMS)에도 꾸준히 참가하여 2011년 ‘항암제 유발 말초신경병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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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약침의 효능’, 2012년 ‘Comparative analysis of the Bufonis Venenum by extraction methods 
using TLC, HPLC, and LC-MC’, 2014년 ‘New Breeze of Acupuncture Research ; Basic & 
Clinical’, 2015년에는 ‘Pharmacopuncture to relieve Cancer Pain and Cancer related Fatigue’라
는 주제로 구두발표를 진행하였다. 

대구한의대학교 김대준 교수는 암과 관련된 통합의료진흥원 연구과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는
데 2011년에는 내관, 공손 자침이 항암화학요법 환자의 오심, 구토에 미치는 영향(예비임상연구), 
2012년 암 환자에서 침 치료에 의한 면역 증강의 효과에 대한 연구, 2013년 암환자의 면역증강 
침치료 효과, 암환자의 오심구토에 대한 침의 효과, 암성통증 환자에서 침치료 효과, 2014년에는 
역류성 식도염에 란소프라졸 단독투여와 한약병용투여 효과 비교연구 및 항암치료 후의 암환자에 
대한 자음강화탕 과립엑스제의 면역조절기능에 대한 예비임상 연구를 진행하였다. 곽민아 교수는 
2014년 2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lobal CIM SUMMIT 2014 in Georgetown Univ. 에서 ‘CIMI 
research report in 2013 & 2014 research paln’을 발표하였으며 2015년 4월 서울 국회의원회관
에서 열린 Global Clinical Research SUMMIT 2015에서 ‘(재)통합의료진흥원이 불어넣는 힘찬 열정’
을, 2015년 5월 제주도에서 열린 ICCMR 2015(The 10th International Congress on Complementary 
Medicine Research)에서는 ‘Acupuncture: Role in Comprehensive Cancer Care’에 대해 보고하였고, 
2015년 7월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열린 Global Comprehensive & Integrative Medicine SUMMIT 
2015에서는 ‘CIMI Clinical Research Outcomes’를 발표하였다. 

주요 업적

• 윤성우 외. Multi-targeted Approach to Treatment of Cancer. Springer. 2015
• 윤성우 외. Cancer Prevention and Therapy: Integrating Traditional Korean Medicine Into 

Modern Cancer Care. Integr Cancer Ther. 2014;13(4):310-331.
• 윤성우 외. Efficacy and Safety of Moxibustion for Relieving Pain in Patients With 

Metastatic Cancer: A Pilot, Randomized, Single-Blind, Sham-Controlled Trial. Integr 
Cancer Ther. 2014;13(3):211-216.

• 윤성우 외. Bojungikki-Tang for Cancer-related Fatigue: A Pilot Randomized Clinical 
Trial. Journal of integrative cancer therapies. 2010;9(4):331-338.

• 조종관, 유화승. 수레바퀴암치료법. 다정북스. 2005.
• 조종관, 유화승. 한의학의 암치료기술. 의성당. 2006.
• 조종관, 유화승. 한의학의 암 치료기술 처방집. 의성당. 2008.
• 조종관, 유화승. 한방 신치료 전략. 가림출판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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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ald Abrams⋅Andrew Weil 저, 유화승 역. 통합 종양학. E-Public. 2009.
• 유화승. 미국으로 간 허준. 행복에너지. 2013.
• 유화승. 綜合癌症治療(미국으로 간 허준 중문판), 행복에너지. 2014.
• 이연월. 조종관, 유화승 외. anti-angiogenic effects of water extract of formula consisting 

of pulsatilla koreana, panax ginseng and glycyrrhiza uralensis. journal of chinese 
integrative medicine. 2011;9(9):1005-1013.

• 유화승, 이연월, 조종관 외. Mountain Ginseng Extract Exhibits Anti-Lung Cancer Activity 
by Inhibiting the Nuclear Translocation of NF-κB. The American Journal of Chinese 
Medicine. 2012;40(1):187-202.

• 이연월, 조종관, 유화승 외. Identification of Target Genes Involved in the Antiproliferative 
Effect of Enzyme-Modified Ginseng Extract in HepG2 Hepatocarcinoma Cell. Hindawi 
Publishing Corporation. 2013, Article ID 502568, 8 pages.

• 문구, 원진희 외. 인진호탕 추출액이 Diethylnitrosamine과 CCL4로 유발된 흰쥐의 간암 형성
과 간경변에 미치는 영향. 대한약침학회지. 2009;12(3):5-24.

• 문구, 원진희 외. 膈下逐 湯이 Diethylnitrosamine과 CCl4로 유발된 흰쥐의 肝癌 形成과 肝
損傷에 미치는 영향. 대한약침학회지. 2009;12(4):63-76.

• 문구, 원진희 외. 扶正抗癌湯 추출액이 Diethylnitrosamine과 CCl4로 유발된 흰쥐의 간암 형
성 및 간경화에 미치는 영향. 대한약침학회지. 2010;13(2):13-31.

• 원진희 외. 췌장암 세포주 MIA PACA-2에서 황백 물 추출물에 의한 Apoptosis 유도 및 작
용 기전.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13;27(2):202-211.

• 문구, 백동기 외. 위암치료에 대한 한방 임상 가이드라인. 대한암한의학회지. 2014;19(1):1-24.
• 백동기 외. 암환자의 과립구/림프구 비율과 자율신경계 활성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 대한한방

내과학회지. 2013;fal:204-212.
• 김구, 최용석, 주종천, 문구. 산양산삼 약침치료로 종양 퇴축을 보인 폐암환자에 대한 증례보고. 

대한약침학회지. 2011;14(4):33-37.
• 문구 외. 枳椇子 山靑木 配合이 D-galactosamine 유발 백서의 간손상에 미치는 影響. 대한한

방내과학회지. 2010;31(1):11-24.
• 문구 외. 白頭翁湯의 대장암 세포주 HCT-116 항암효과와 세포자멸사에 관한 연구. 대한한방

내과학회지지. 2010;31(2):273-289.
• 문구 외. 健脾補腎抗癌湯 및 健脾補腎抗癌湯加味方이 고형암 및 면역세포에 미치는 영향. 동

의생리병리학회지. 2010;24(4):602-609.
• 문구 외. 자금정이 간암세포주 HepG2의 세포고사 및 세포주기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방내과

학회지. 2007;28(4):69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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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준 외. 비기환이 신생혈관형성 억제에 미치는 효과. 대한암한의학회지. 2008;13(1):13-24.
• 김대준 외. pharmacokinetic properties of Ondansetron in combination with ijintang-gamibang 

polyherbal complex in rats. International journal of pharmacology. 2015;11(4):351-358.
• 김대준 외. Efficacy of Saam acupuncture treatment on improvement of immune cell numbers 

in cancer patients: a pilot study. journal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14;34(5):550-554.
• 변준석, 김대준 외. 반하 및 황금 생약 추출물을 포함하는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의 경감용 조

성물. 특허등록 10-1350143. 2014.1
• 변준석, 곽민아 외. 자음강화탕을 포함하는 유방암 치료용 조성물. 발명특허. 특허번호 : 

10-1332836-0000
• 곽민아 외. Efficacy of Acupuncture in Treating Upper Abdominal Pain in Cancer Patients: 

Study Protocol for A Randomized Controlled Pilot Clinical Trial. 경락경혈학회지. 2014; 
31(1):33-39.

• 변준석 외. 육미지황탕 추출물을 포함하는 종양성 질환 치료용 조성물. 발명특허. 특허번호 : 
10-1486021

• 변준석 외. 팔물탕 추출물을 포함하는 골수유래 줄기세포 증식 촉진용 조성물. 발명특허. 특허
번호 : 10-1350144 

• 이영수 외. 미만성 거대B세포 림프종 환자의 한의약치료 증례보고.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14;28(2):233-237.

• 김소연, 정태욱, 하기태 외. Marine algal fucoxanthin inhibits the metastatic potential of 
cancer cells. Biochemical and Biophysical Research Communications. 2013;439(4):580-585.

⑥ 만성피로, 췌장염, 기타

주요 업적

• 박재우 외. The Effect of Oriental Medicine Music Therapy on Idiopathic Chronic Fatigue. 
Journal of Alternative and Complementary Medicine. 2015;21(7):422-429.

• 이영수 외. 중완 수점산약침이 Caerulein으로 유발된 흰쥐의 췌장염에 미치는 영향. 대한침구
의학회지. 2012;29(6):35-45.

• 이영수 외. Caerulein으로 유발된 흰쥐의 급성췌장염에 대한 은회반총산의 효과. 대한한방내
과학회지. 2013;34(3):298-311.

• 이영수 외. Caerulein으로 유발된 흰쥐의 급성췌장염에 대한 가미청이탕의 효과. 동의생리병
리학회지. 2013;27(5):64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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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진희. 정교주역동의보감(완간). 신우문화사. 2005.11.
• 원진희 외. 동의수세보원에서 인용한 동의보감의 문장에 대한 고찰. 사상체질의학회지. 2006; 

18(3):12-37.
• 원진희 외. 한국전통사암침법. 집문당. 2010.6.
• 원진희. 동의보감의 의사학적 가치에 대한 고찰.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0.10.
• 원진희 외. 두한경의 표유부에 대한 연구 Ⅰ, Ⅱ. 경락경혈학회지. 2011;28(1):113-123, 

2011;28(3):187-199.
• 곽민아 외. The effects of acupuncture on insomnia, anxiety, and depression in women 

with chronic liver disease: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Altern Integr Med. 2015;4(3).
• 공경환 외. 뇌경색환자의 혈중 homocysteine 및 d-dimer 농도와 한의변증유형에 대한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12;26(1):113-119.
• 공경환 외. The effects of a traditional Korean medical stroke prevention education 

program on the awareness of stroke in elderly Koreans. EUROPEAN JOURNAL OF 
INTEGRATIVE MEDICINE. 2014;6(6):680–685.

• 공경환 외. 수부냉증 진단방법에 관한 기초연구.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15;36(3):228-235.
• 김원일 외. LC-MS/MS 및 ICP를 이용한 당뇨환의 화학적 특성 분석.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15;36(3):217-227.
• 이수정, 김원일. 비만의 한방치료 효과 및 집단 간 효과차이에 관한 연구. 한방안이비인후피부

과학회지. 2012;25(3):97-112.
• 이영수 외. 황련해독탕, 황련, 황금, 황백, 치자의 Staphylococcus aureus에 대한 항균효과. 대

한한방내과학회지. 2014;35(4):455-471.
• 이영수 외. 황련해독탕, 황련, 황금, 황백, 치자의 Salmonella Typhimurium에 대한 항균효과.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15;36(2):165-179.

(3) 추가되거나 변화된 치료영역

구강질환에 대한 연구와 진료가 확대되었는데 특히 경희대학교를 중심으로 구강작열감증후군, 구강
건조, 구취, 구강작열감증후군(burning mouth syndrome)에 대한 전문적 진료와 연구가 진행되었다.

암 발병률의 증가로 인해 전문적 암센터 혹은 암클리닉이 많이 개설되었다. 경희대학교는 강동
경희대학교병원과 경희의료원 부속 한방병원에 각각 한방암센터와 한방암클리닉을 개설하였는데, 
강동경희대학교병원 한방암센터에는 윤성우 교수가 임상종양학교실로 이전하여 교육 및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대전대학교는 기존의 소화기내과를 중심으로 진료하는 동시에 암질환 치료에 대한 
특성화를 통하여 입원 및 외래 환자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다. 동신대학교는 2012년부터 암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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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항암치료나 수술 후의 관리 및 예방과 면역치료를 위한 post-op cancer clinic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광대학교에서도 암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4) 한의계의 이슈 혹은 문제인식

한방내과는 간계, 심계, 비계, 폐계 및 신계의 5개 분과별로 진료과를 나눌 수 있고, 실제 대학
에서도 5개 분과별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임상진료 현장에서는 병원의 진료편제상 1, 2, 3, 5 
및 6내과라고 표현하는 관행이 있기도 한데, 실제로 환자의 이해를 돕고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진료과의 명칭을 조정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예를 들어 경희대학교한방병원에서는 임시적
으로 ‘간장조혈내과, 순환신경내과, 위장소화내과, 폐장호흡내과 및 신장알레르기내과’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진료과명의 조정을 위해서는 먼저 진료영역에 대한 세부적인 조율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한방내과가 5개 과로 구분되어 있어 내과학회의 활성화가 잘 안되고, 교
과목이 서로 중복되며 각 교실마다 그 내용이 서로 상이하다는 우려 또한 있다. 따라서 5개 내과 
통합에 대한 고민이 제기되고 있다. 

한방내과 지원 수련의 부족 문제 또한 대두되고 있다. 한방내과는 전문의 취득 후 사회활동에 
있어 다른 분과학회에 비해 자기 분야에서의 전문화가 부족한데, 다만 비계내과의 경우 소화기 전
문 한의원과 한방병원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타 내과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 편이다. 하지만 병원에
서는 주로 중풍 환자나 암 환자 위주의 입원환자 관리가 내과의 주임무가 되다보니, 수련의로서 
상대적으로 힘들게 수련을 받았으나 개업의로서의 경쟁력은 한방병원에 비해 약해 분과전문의로 
개업하기가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

게다가 한방내과학은 한의학 중에서도 진료영역이 매우 넓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
민들의 인식은 예방의학적인 측면이 강하고, 치료의학적인 측면은 매우 약한 편이다. 특히 양방내
과와 갈등요소가 매우 많은 분야로, 향후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방내과 치료부분에서
의 객관화, 표준화, 재현성에 역점을 두고 연구 및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비계내과
교실 내부적으로는 천연물 신약관련 위염 치료제로 스티렌 등 기타 100여종의 유사 소화기 질환 
전문의약품에 대한 문제 인식 및 대응이 필요하다. 

한방내과학회 외부적인 문제로는, 현대의학 진영에서 한의학을 노골적으로 폄훼하여 한약의 위
험성과 같은 사안이 국민적 불안감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한약에 대한 불신이 많이 증가한 것
을 꼽을 수 있다. 게다가 한의학계는 전반적으로 경쟁력 있는 치료기술의 개발이 현대의학에 비하
여 부족하고 느린 상태이다. 의료기기 사용의 의료일원화 등 의료계 내 이슈가 계속 대두되고 있
는 상황으로 임상가이드라인 설정 및 임상시험 시행 등에 대한 근거창출 연구를 통해 진료영역 확
대 및 치료기술 개발의 집중이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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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재 교수진

대  학 성  명 직  위 근무처 비고

경희대

류봉하 교수 경희의료원 부속한방병원

윤상협 교수 경희의료원 부속한방병원

김진성 교수 경희의료원 부속한방병원

윤성우 교수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임상종양학교실

박재우 교수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대전대

조종관 교수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이연월 부교수 대전대학교 청주한방병원

유화승 부교수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원광대

문구 교수 원광대학교 전주한방병원 

원진희 교수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백동기 부교수 원광대학교 순천한방병원

대구한의대

변준석 교수 대구한의대학 부속대구한방병원

김대준 부교수 대구한의대학 부속대구한방병원

곽민아 부교수 전인병원 통합의료진흥원

상지대 백태현 교수 상지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세명대 공경환 부교수 세명대학교 충주한방병원

동의대
김원일 교수 동의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이수정 겸임교수

동신대

이영수 교수 동신대학교 광주한방병원

김인수 임상강사

이형호 임상강사

부산한의전문대 김소연 부교수 부산대학교 한방병원

동국대 임성우 교수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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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폐계내과학교실

(1) 교실별 발자취

경희대학교에서는 2006년 이형구 교수가 정년퇴임을 한 뒤, 정승기 교수와 정희재 교수를 중심
으로 천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다한증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수행하였다. 특히, 정승기 교수는 
2003년 이후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본인 및 가족의 의료 자문의로서 지속적으로 활동하
였다. 2006년에는 대한한방 알레르기 및 면역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천식 완해기 유지치료로서 
AF-365의 임상적 효과’라는 논문으로 2006년도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2007년에는 성공적인 한의약 제형으로 평가되는 ‘청인트로키’를 개발하였으며, 2009년에는 
대한한의감염병학회 초대 회장으로 취임하여 활동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14년에 현대 임상 온
병학을 역자대표로 집필하였다. 또한 2011년에는 ‘A Randomized Pilot Study of Acupuncture as 
an Adjunct Therapy in Adult Asthmatic Patients’로 경희의학상을 수상하였으며, ‘성인 천식환자
에 대한 부가적 침 치료 효과에 대한 무작위 예비 임상연구’로 제10회 한의학술상을 수상하였고, 
2014년에는 ‘LPS로 유발된 급성 폐손상 동물모델에 미치는 청폐의 기관 내 직접투여를 통한 치료
효과’로 제12회 한의학술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정희재 교수는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의 홍보부장 및 교육부장을 역임하였으며 2014년 대한한방내과학회 회장으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활
동 중이다. 한편, 2014년에는 이범준 교수가 조교수로 임용되어 강남경희한방병원에서 진료하고 있다.

동국대학교의 서운교 교수는 2007년 미국 메릴랜드 의대 통합의학센터에 초빙학자로 참여하여 
면역 관련 연구를 시행하였으며, 2008년 분당한방병원 교육연구부장 겸 진료부장을 역임하였고, 
2010년 동국대학교 로스엔젤레스 캠퍼스 총장으로 활동 한 후 2015년 동국대학교 경주한방병원 
병원장으로 취임하여 재직 중이다. 

동신대학교는 문영호 교수가 2015년 한방폐계내과교실 교수로 임용되어 동신대학교 목포병원에
서 진료중이다. 

동의대학교의 박동일 교수는 2010년 대한한방알레르기 및 면역학회 학회장을 역임하였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동의대학교한방병원 병원장을 역임하였다. 한편, 2013년에는 김광록 교
수가 진료과장으로 부임하였다. 

대구한의대학교에서는 박미연 교수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근무한 뒤 퇴임하였다. 김종대 
교수는 2005년 대구한의대학교 부속 구미한방병원장, 2007년 한의과대학장, 2008년 대구한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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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부속 대구한방병원장과 의료원 기획처장을 역임하였고, 2010년 한방임상시험센터장과 대한
한방 알레르기 및 면역학회장을 역임 하였으며, 2012년에는 대구한방병원 한방암센터장을 역임하
였다. 현재 그동안의 학술연구를 인정받아 세계적인 인명사전인 ‘Who’s Who in the World’에 등
재되었다. 한편, 최해윤 교수는 2006년 대구한의대학교 부속 포항한방병원 진료부장을 역임하다 
2009년 포항한방병원 병원장으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한방병원 발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로 2013년과 2015년 포항시장 표창을 수상하였다. 

대전대학교는 김병탁 교수가 현재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박양춘 교수는 2012년 대전대
학교 대전한방병원장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2009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품 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대전대학교 둔산한방
병원 임상시험센터에서 센터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은 국내 유일의 국립 한의학 교육기관으로서 2008년 개원하였다. 
2010년에 최준용 교수가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과학과의 초대 학과장과 부산대학교 
한방병원 한방내과 겸직교수로 임용되어 재직 중이다.

세명대학교는 김기태 교수가 2008년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어서 세명대학교 제천한방병원에서 진
료 중이다. 

원광대학교는 2008년 폐계내과 주임교수였던 신조영 교수가 퇴임하였다. 2013년 이시형 교수가 
익산한방병원장에 취임하여 현재 진료 중이며, 한의학 진단시험 시스템에 대한 연구 등 여러 연구
과제를 수행하였다.

(2) 2006~2015년간 연구현황 및 동향

① 천  식

천식은 반복적인 호흡곤란 및 喘鳴音(천명음), 기침을 동반하는 만성 염증성 호흡기질환으로 기
도과민성과 가역적인 기도폐쇄가 나타나는 질환이다. 경희대 정승기 교수와 정희재 교수가 천식완
해기 유지치료제로서 AF-365에 대한 연구 및 청상보하탕을 기본으로 한 여러 천식 치료법을 탐
구하였고, 천식 환자를 상대로 유전자적인 접근을 통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최
준용 교수와 함께 천식에 있어서 침치료와 각 한약재의 효과를 규명하는 연구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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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 성과

• 정승연, 정희재, 정승기 외. 천식 완해기 유지치료로서 AF-365의 임상적 효과. 대한한방내과
학회지. 2005;26(1):1-11.

• 주창엽, 이형구, 정승기 외. 행인이 천식 관련 chemokine 분비와 호산구 chemotaxis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06;27(1):208-220.

• 정승연, 정희재, 정승기 외. 加味淸上補下湯 열수 및 에탄올 추출물이 천식관련 Cytokine 분비
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06;27(2):521-532.

• 유승렬, 김진주, 정승기 외. 한국인 기관지 천식환자에서 허실변증과 Glutathione-S-Transferase 
유전자의 다형성 연구.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07;28(3):453-463.

• Bang-gul Oh, Hee-Jae Jung and Sung-Ki Jung et al. Inhibitory effects of Schizandrae 
Fructus on eotaxin secretion in A549 human epithelial cells and eosinophil migration. 
Phytomedicine. 2009;16(9):814–822.

• 황우석, 정희재, 정승기 외. 한국인 천식환자의 Monocyte chemoattractant protein 1(MCP-1)
유전자 다형성에 대한 분석.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08;29(1):32-41.

• Seung-Yeon Jeong, Hee-Jae Jung and Sung-Ki Jung et al. Inhibitory effects of 
Gamichungsangbohatang on chemokines related asthma in A549 human epithelial cells. 
Oriental Pharmacy and Experimental Medicine. 2008;7(5):518-526.

• Jun-yong Choi, Hee-jae Jung and Sung-ki Jung et al. Acupuncture, an Adjunct Therapy 
for Asthma: a Pilot Study Protocol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 경락경혈학회지. 
2008;25(3):43-51.

• 손지우, 신조영, 이시형. 加味四君子湯이 OVA로 유발된 천식 마우스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방
내과학회지. 2008;29(2):456-468.

• 정승연, 정희재, 정승기 외. Splenocyte, BMMC, eosinophil을 통해본 단삼이 천식 관련 염증
세포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09;30(1):9-23.

• 박영주, 이범준, 류재환 외. 麻黃附子細辛湯을 투여한 천식 환자 2례.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추
계학술대회집. 2009;fal:64-71.

• 최준용, 정희재, 정승기 외. 대한한의학회지 및 대한한의학회 산하 정회원학회의 학술진흥재단 
등재지에 대한 천식 임상연구의 체계적 고찰. 대한한의학회지. 2010;31(1):14-22.

• Jun-Yong Choi, Hee-Jae Jung, and Sung-Ki Jung et al. A Randomized Pilot Study of 
Acupuncture as an Adjunct Therapy in Adult Asthmatic Patients. Journal of Asthma. 
2010;47(7):774-780.

• Sung-ki Jung, Hee-Jae Jung and Jinju Kim et al. An Angiotensin I Converting Enzy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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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morphism Is Associated with Clinical Phenotype When Using Differentiation-Syndrome 
to Categorize Korean Bronchial Asthma Patients. Compli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2011, Article ID 498138, 6 pages

• Jiyoun Kim, Sung-ki Jung and Daniel G. Remick et al. Herbal medicine treatment reduces 
inflammation in a murine model of cockroach allergen-induced asthma. Ann Allergy 
Asthma Immunol. 2011;107(2):154–162.

• Feng-Yan Shen, Myeong Soo Lee, Sung-Ki Jung. Effectiveness of Pharmacopuncture for 
Asthma: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2011, Article ID 678176, 7 pages

• 설무창, 정희재, 정승기 외. 喘息환자의 유지치료를 위한 補中益氣湯의 효과. 대한한방내과학
회지. 2011;32(4):497-503.

②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유해한 입자나 가스 흡입에 의해 폐에 비정상적인 염증 반응이 일어나 점진
적인 기류제한이 발생하는 만성질환으로서 임상적으로는 만성기관지염과 폐기종의 양상으로 나타
나게 된다. 대전대학교와 경희대학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새로운 흡입치료에 대한 연구가 진
행되고 있는데, 특히 경희대학교에서는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한약제제인 ‘PM014’를 개발하여 
작용기전에 대한 규명을 하였고, 2010년에 “한방조성물 PM014를 이용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치료제 개발”과제를 수주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를 위한 한의치료의 새로운 제제개발의 가능
성을 보여주었다. 

주요 연구 성과

• 박동희, 정승기, 정희재. 蜂毒이 Lipopolisaccharide로 유발된 Chronic Obstructive Pulmonaly 
Disease 病態 Model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11;32(2):203-216.

• Hojung Lee, Sungki Jung and Hee-jae Jung et al. Herbal Fomula, PM014, Attenuates 
Lung Inflammation in a Murine Model of Chronic Obstructive Plumonary Disease. 
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2012, Article ID 769830, 10 pages

• 이범준, 정희재, 정승기 외.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한 한의학적적 변증 평가도구 개발을 위
한 기초연구. 대한한의학회지. 2012;33(3):82-94.

• 이응석, 한종민, 박양춘 외. COPD 동물 모델에서 소청룡탕 흡입제형의 효과. 대한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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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34(3):54-68.
• 장석현, 정승기, 이범준 외. COPD와 양도락의 진단적 관련성에 대한 연구. 대한한방내과학회

지. 2014;35(4):399-406.
• Yang-Chun Park, Mirim Jina and Yoon Yeo et al. Effects of inhalable microparticle of 

flower of Lonicera japonica in a mouse model of COPD. Journal of Ethnopharmacology. 
2014;151(1):123-130.

• Joon-Ho Hwang, Beom-Joon Lee, Sung-Ki Jung et al. Effects of Chung-Pae Inhalation 
Therapy on a Mouse Model of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2015, Article ID 461295, 7 pages

③ 알레르기 및 면역

면역반응은 외부의 바이러스나 세균 등에 대해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어체계
로, 자신의 신체 내에서 나타나는 종양세포 등의 억제 작용에도 관여하는데 이러한 면역반응이 과
민하게 되면 알레르기를 일으키게 된다. 경희대학교에서는 2007년도에 “수종의 발효 한약물이 알
레르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과제를 수행하여 새로운 제제로서의 발효 한약물에 대한 연구 발판 
마련 하였고 여러 처방 및 한약재에 대한 항알레르기 효과를 보고하였으며, 동의대학교에서도 항
알레르기 효과가 있는 다양한 처방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였다. 대전대학교에서는 알레르기 피부질
환을 억제하는 한약제제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였고, 동의대학교에서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뒤 
이후 처방에 대한 유효성을 연구하였다.

주요 연구 성과

• 전종철, 정문수, 박동일 외. 金水六君煎이 알러지항원의 혈관투과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방
내과학회지. 2006;27(1):221-227.

• 허태석, 정희재, 정승기 외. 加味淸上補下湯의 물과 에탄올 추출법에 따른 抗알레르기 效果에 
대한 硏究.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06;27(1):40-54.

• 이경기, 정희재, 정승기 외. 청열윤부탕이 DNFB로 유발된 알레르기 피부염에 미치는 효과. 대
한한방내과학회지. 2008;29(3):730-741.

• 백상인, 감철우, 박동일 외. PMA와 A23187로 자극된 RBL-2H3 세포에 미치는 黃連解毒湯
의 영향.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8;22(3):600-606.

• Dong-Young Kim, Sung-Ki Jung, Cheung-Seog Park. Oral administration of Uncari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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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ynchophylla inhibits the development of DNFB-induced atopic dermatits-like skin lesion 
via INF-𝑟down-regulation in NC/Nga mice. Journal of Ethnopharmacology. 2009;122(3):567–572.

• 김계은, 정희재, 정승기 외. 牛蒡子의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효과.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10; 
31(2):13-23.

• 염유림, 정희재, 정승기 외. 알레르기 후기반응 염증 억제효과에 관한 太陰調胃湯의 실험적 연
구.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10;31(4):846-856.

• Beom-Joon Lee, Youn-joung Kim, Hee Kang et al. Immunomodulatory effect of water 
extract of cinnamon on anti-CD3-induced cytokine responses and p38, JNK, ERK1/2, 
and STAT4 activation. Immunopharmacology and immunotoxicology. 2011;33(4):714-22.

• Jae-woo Park, Beom-Joon Lee, Youngmin Bu et al. Prophylactic effects of Lonicera 
japonica extract on dextran sulphate sodium-induced colitis in a mouse model by the 
inhibition of the Th1/Th17 response. The British journal of nutrition. 2013;109(2):283-92.

• Soojin Park, Sung-Ki Jung, Heejae Jung et al. The Effects of Maekmoondong-Tang on 
Cockroach Extract-Induced Allergic Asthma. 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2014, Article ID 958965, 12 pages

• Bo-Kyung Park, Yang-Chun Park, Mirim Jin et al. Oral Administration of SSC201, a 
Medicinal Herbal Formula, Suppresses Atopic Dermatitis-Like Skin Lesions. Journal of 
Medicinal Food. 2014;17(4):496-504.

④ 감  기

감기는 한방폐계내과에서 환자들이 가장 빈번히 내원하게 되는 원인질환이다. 사회경제적 부담
이 크며 항생제 오남용의 주요 원인이 되는 질환이지만 원인 바이러스가 다양하여 근본적 예방 및 
치료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의약 처방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대전대학교
에서는 감기에 대한 처방의 유효성에 대한 연구와 증례보고가 이루어졌으며, 상기도감염 평가도구
의 한국어판을 개발하였고, 동병하치 원리에 따른 혈위첩부요법(삼복고)의 감기예방효과를 후향적
으로 분석하였다. 경희대학교에서는 빈용처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부산대학교에서는 전 한
의계 차원에서 계획되고 있는 진료지침사업으로 감기를 선정하여 연구할 예정이다. 

주요 연구 성과

• Jun-Seop Byun, Su-Young Yang, Yang-Chun Park et al. Effects of So-cheong-ryong-t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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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Yeon-gyo-pae-dok-san on the common cold: Randomized, double blind, placebo 
controlled trial. Journal of Ethnopharmacology. 2011;133(2):642-6.

• 한종민, 양수영, 박양춘 외. 삼복고의 상기도감염 예방 효과에 대한 후향적 관찰연구. 대전대
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2013;21(2):139-147.

• 이주관, 양수영, 박양춘 외. 平陳健脾湯으로 호전된 만성기침 2例.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2011;19(2):159-163.

• Su-Young Yang, Weechang Kang, Yang-Chun Park. Reliability and validity of wisconsin upper 
respiratory symptom survey, korean version. Journal of Epidemiology. 2011;21(5):313-318.

• 박양춘. 만성기침에서 선폐정천탕의 효과에 대한 후향적 분석.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
집. 2012;20(2):111-116.

• 김동현, 정승기, 정희재 외. 감기 치료 빈용 처방 구성 약물의 효능 연구. 대한한방내과학회. 
2015;36(3):236-251.

⑤ 다한증

생리적인 요구량보다 과다한 땀이 분비되는 증상을 다한증이라 하는데, 경희대학교 정희재 교수
를 중심으로 다한증에 대한 여러 환자의 증례보고와 각종 진단 지표에 대한 관련성 연구가 이루어
졌으며, 대전대학교에서는 증례에 대한 보고를 하였다. 

주요 연구 성과

• 이건영, 이형구, 정희재 외. 심박변이도 측정을 통한 頭汗證 환자의 자율신경계 기능 평가. 대
한한방내과학회지. 2006;27(4):822-826.

• 이성헌, 정승기, 정희재 외. 일차성 다한증 환자 26명의 한의학적 치료 후 삶의 변화에 대한 
임상적 평가.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07;28(3):597-607.

• 이건영, 정승기, 정희재 외. 심박변이도(Heart Rate Variability)측정을 통한 多汗症 환자의 自
律神經系 기능평가.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08;29(1):1-11.

• 이성헌, 정승기, 정희재 외. 다한증 환자의 한의학적 변증특성 및 자율신경계 기능과의 상관관
계.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08;29(2):359-374.

• 김재환, 정승기, 정희재. 多汗症 患者의 良導絡 측정 영역별 交感神經 활성 상태에 대한 연구.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10;31(1):118-127.

• 김관일, 정승기, 정희재 외. 다한증 입원 프로그램을 통해 치료한 소아 및 청소년 수족다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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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례에 대한 증례보고.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12;33(3):327-337.
• 박의근, 정승기, 정희재 외. 두한증 및 수족다한증 환자의 비내시경, 체성분 검사를 통한 특성

비교분석.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15;36(3):323-334.
• 오지석, 양수영, 박양춘 외. 보양환오탕가감방으로 호전된 경추 손상 유래 편측성 다한증 1례.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2011;20(1):85-89.

⑥ 질병관련 지표 연구 및 개발

한방폐계내과 영역의 여러 질환을 대상으로, 그 평가지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경희대학
교에서는 항암제제의 임상시험에 관련된 지표와 기침 가래에 대한 한약제제의 유효성 평가지표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 대전대학교에서는 박양춘 교수가 호흡기 질환과 관계된 평가지표인 ‘wisconsin 
upper respiratory symptom survey’와 ‘Leicester Cough Questionnaire’의 한국어 버전에 대한 신
뢰도 및 유효성 평가를 연구 시행하였다. 

주요 연구 성과

• 김성훈, 정승기, 이성호 외. 천연물 항암제제 임상시험 평가지표 개발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
지. 2006;20(6):1678-1727.

• 정희, 정승기, 고성규 외. 한의학분야 악성종양 전문가집단의 악성종양 연구 및 치료에 대한 
접근방법 분석을 통한 악성종양에 대한 임상연구 접근방법 모색. 대한예방한의학회지. 2007; 
11(1):35-44.

• 오미현, 정승기, 고성규 외. 해외논문고찰을 통한 천식 및 기침 가래 치료제의 유효성 평가지
표 개발연구.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07;28(3):519-530.

• Su-Young Yang, Weechang Kang, Yang-Chun Park. Reliability and validity of wisconsin upper 
respiratory symptom survey, korean version. Journal of Epidemiology. 2011;21(5):313-318.

• Jong-Min Han, Inchul Jung, Yang-chun Park et al. Reliability and validity of Leicester 
Cough Questionnaire Korean version. Chronic Respiratory Disease. 2014;11(3):147-152.

• 김관일, 정승기, 정희재 외. 만성기침 변증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대한한방내과학회. 
2015;36(1):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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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새로운 치료와 제형 및 진단방법에 대한 연구

각 대학에서는 새로운 진단방법 및 치료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있었다. 경희대학교에서는 
‘청인트로키’라는 새로운 제제를 개발했으며, 훈증요법의 개발 및 환자 적용의 유효성에 대한 실험
을 연구하였고, 기침환자에게 비내시경을 적용한 치료법의 연구도 시행되었다. 대전대학교에서도 
훈증요법에 대한 실험연구가 이루어졌고, 동의대학교에서는 폐기능 검사의 한방적용에 대한 연구
를 하였다. 

주요 연구 성과

• 노영래, 정희재, 정승기 외. 만성기침에 대한 보조제로써 淸咽트로키 복합투여의 임상적 유효
성 평가.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08;29(3):716-729.

• 설무창, 강만호, 정승기 외. 土生金이론을 이용한 호흡기환자의 유지 및 치료. 대한한방내과학
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2008;spr:127-132.

• 김진영, 신우진, 박동일 외. 폐기능검사상 기능저하군과 정상군의 한방변증 비교분석. 동의생
리병리학회지. 2009;23(3):723-733.

• 백상인, 한헌영, 박동일 외. 四象體質별 폐기능검사(PFT)에 대한 연구. 대한한방내과학회 춘
계학술지. 2010;spr:168-175.

• Kyu-hee Choi, Sung-Ki Jung, Hee-Jae Jung et al. Characteristics of Vibration Response 
Imaging in Healthy Koreans. The Journal of Korean Oriental Medicine. 2011;32(6):10-17.

• 이응석, 한종민, 박양춘 외. COPD 동물 모델에서 소청룡탕 흡입제형의 효과. 대한한의학회지. 
2013;34(3):54-68.

• 김관일, 정희재, 정승기 외. 훈증요법을 병행한 기침환자 28명에 대한 임상적 평가. 동의생리
병리학회지. 2013;27(5):660-666.

• 이희범, 정승기, 정희재 외. 기침에 대한 비내시경을 이용한 寒熱辨證의 임상적 가치평가. 대
한한방내과학회지. 2014;35(3):274-287.

• Yang-Chun Park, Mirim Jina, Yoon Yeo et al. Effects of inhalable microparticle of flower 
of Lonicera japonica in a mouse model of COPD. Journal of Ethnopharmacology. 
2014;151(1):123-130.

• Joon-Ho Hwang, Beom-Joon Lee, Sung-Ki Jung et al. Effects of Chung-Pae Inhalation 
Therapy on a Mouse Model of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2015, Article ID 461295, 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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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호흡기계 약물 기전연구

각 대학에서는 호흡기계 질환 시의 처방과 이때 사용되는 약물의 기전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였
다. 폐암세포를 이용한 기전연구, 급성폐손상 모델을 이용한 연구, 면역세포를 이용한 분자생물학
적인 연구, 기관지 점액의 분비에 대한 작용연구 및 각 약물의 독성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
델과 약물의 작용기전에 대한 연구가 시행되었다. 

주요 연구 성과

• 민정기, 이형구, 정승기 외. 加味淸上補下湯 熱水抽出物과 알코올抽出物의 指標物質 및 패턴의 
比較分析.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06;27(1):55-71.

• 박동희, 이형구, 정희재 외. High through screening(HTS)를 이용한 白鼠의 脾臟細胞에서의 
IL-5분비조절 韓藥物 Screening.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06;27(2):394-406.

• 송무식, 최해윤, 김종대 외. 정천화담강기탕이 Xylene으로 유발된 마우스의 급성 염증에 미치
는 영향.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6;20(4):875-881.

• 박완열, 서운교. Mucin 분비에 미치는 大靑龍湯 및 石室秘錄 急治法方에 대한 연구. 대한한방
내과학회지. 2006;27(1):92-101.

• 곡정강, 정희재, 정승기 외. 解熱湯의 抗炎症 抗酸化 抗老化作用에 대한 實驗的 硏究. 대한한
방내과학회지. 2007;28(4):671-680.

• 조인철, 감철우, 박동일 외. 인체폐암세포에서 Bcl-2 발현저하 및 casapse 활성을 통한 청조
구폐탕의 apoptosis 유발에 관한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7;21(1):93-97.

• 허만규, 감철우, 박동일 외. 인체폐암세포 NCI-H460 및 A549의 증식에 미치는 삼기보폐탕
의 영향 비교.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7;21(4):973-981.

• 최해윤, 김종대 외. 定喘化痰降氣湯이 formalin으로 유발된 마우스의 만성 염증에 미치는 영
향.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7;21(6):1470-1476.

• 이병삼, 이형구, 정희재 외. 解熱湯이 LPS로 자극된 대식세포에 있어 염증관련 Cytokine 발현
억제에 미치는 효과.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08;29(2):334-347.

• 정진용, 정승기, 이형구 외. 염증이 유발된 인간기관지상피세포에서 오미자가 Microarray를 
이용한 유전자 발현 분석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08;29(3):543-553.

• 진형준, 정희재, 정승기 외. 추출방법에 따른 甘桔湯加味方의 抗炎症 鎭痛 解熱 抗酸化 및 
Histamin투과 억제효과.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08;29(3):554-566.

• Jeng-Yim Seo, Hae-Yun Choi, Jong-Dae Kim et al. Genotoxicity testing of aqueous 
extracts of Mahwangyounpae-tang, a polyherbal formula. FOOD AND CHEM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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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XICOLOGY. 2008;46(12):3827-3831.
• 노운섭, 신조영, 이시형. 華蓋散의 항염에 대한 실험적 연구. 대한한의학방제학회지. 2008; 

16(2):101-114.
• 김진영, 감철우, 박동일 외. A539 및 NCI-H460 인체 폐암세포의 증식 및 apoptosis 유도에 

미치는 가미삼기보폐탕의 영향.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08;29(1):130-148.
• 이재혁, 김진영, 박동일 외. 保肺養營煎이 알레르기 염증반응에서 Cytokines 및 Transcription

에 미치는 영향.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9;23(1):127-134.
• 이병순, 신조영. 이시형. LPS로 유도한 대식세포에서 MAP kinase의 억제에 의한 九寶飮의 

NO, TNF-a, IL-6, IL-12 생성 억제 효과.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9;23(1):104-112.
• 신우진, 박동일. 길경사군자탕과 길경사물탕이 인체폐암세포의 Apoptosis에 미치는 영향. 대

한암예방학회지. 2009;14(1):84-91.
• 정병진, 김호, 서운교. 健肺湯이 호흡기 뮤신의 생성 및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방

내과학회지. 2009;30(4):685-695.
• 박완열, 서운교. 淸燥救肺湯과 理陰煎이 호흡기 점액분비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08;29(2):318-333.
• 정혜미, 김솔미, 서운교 외. 桑枝 목초액이 호흡기 객담 과다분비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방내

과학회지. 2010;31(3):650-666.
• Mee-Yeon Park, Hae-Yun Choi, Jong-Dae Kim et al. 28 Days repeated oral dose 

toxicity test of aqueous extracts of mahwangyounpae-tang, a polyherbal formula. FOOD 
AND CHEMICAL TOXICOLOGY. 2010;48(8-9):2477-82.

• 김기태. 葦莖湯이 LPS로 유발된 급성 폐손상에 대한 영향.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10;24(5):843-847.
• 신호필, 김종대, 최해윤 외. 황금이 LPS로 유발된 급성 폐 손상에 미치는 영향. 동의생리병리

학회지. 2011;25(1):55-64.
• 이응석, 양수영, 박양춘 외. 맥문동이 LPS로 유도된 폐손상에 미치는 영향. 동의생리병리학회

지. 2011;25(4):641-649.
• 이주관, 양수영, 박양춘 외. Elastase로 유도된 폐손상에 대한 소청룡탕의 보호효과. 대한한의

학회지. 2011;32(4):83-99.
• 김용, 양수영, 박양춘 외. LPS로 유발된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생맥청폐음의 영향. 대한한

방내과학회지. 2011;32(2):217-231.
• 김형원, 양수영, 박양춘 외. Elastase 매개성 폐조직 손상에 대한 맥문동탕의 보호효과. 대한

한의학회지. 2011;32(2):63-78.
• 손지영, 최해윤, 김종대. 歸脾湯이 비소세포 폐암세포(NCI-H520) 이식 마우스에서 항암 및 

면역 활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12;33(4):387-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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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unsu Bae, Sung-Ki Jung, Jinju Kim et al. Effects of Schisandra chinensis 
Baillon(Schzandraceae)on lipopolysaccharide induced lung inflammation in mice. Journal 
of Ethnopharmacology. 2012;142(1):41–47.

• Jun-Young Choi, Hee-Jae Jung, Sung-Ki Jung et al. Protective Effect of the Fruit Hull 
of Gleditsia on LPS-Induced Acute Lung Injury Is Associated Nrf2 Activation. 
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2012, Article ID 974713, 11 pages

• 오지석, 양수영, 박양춘 외. 강황이 LPS로 유도된 폐손상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의학회지. 
2013;34(1):89-102.

• 이응석, 한종민, 박양춘 외. Sprague-Dawley 랫드를 이용한 선폐정천탕의 단회투여독성시험.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12;33(1):62-68.

• Sung-Hwa Sohn, Sung-Ki Jung and Hyunsu Bae. The effects of Gamijinhae-tang on 
elastase/lipopolysaccharide-induced lung inflammation in an animal model of acute lung 
injury. BMC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2013;13:176.

• Kyun Ha Kim, Jun-Yong Choi, Sung-Ki Jung et al. Therapeutic Effect of Chung-Pae, an 
Experimental Herbal Formula, on Acute Lung Inflammation Is Associated with 
Suppression of NF-kB and Activation of Nrf2. 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2013, Article ID 659459, 11 pages

• 송광규, 곽민아, 김종대. 인삼양영탕(人蔘養榮湯)이 비소세포 폐암세포(NCI-H520) 이식 마
우스에서 항암 및 면역 활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의학방제학회지. 2013;21(1):51-70.

• 한종민, 홍지희, 박양춘 외. GST의 Sprague-Dawley Rat를 이용한 단회 경구투여 독성시험 
및 4주 반복 경구투여 용량결정시험.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13;34(3):349-361.

• Chang Woo Han, Jun-Yong Choi, Jang Hoon Lee et al. Ethanol extract of Alismatis 
Rhizoma reduces acute lung inflammation by suppressing NF-κB and activating Nrf2. 
Journal of Ethnopharmacology. 2013;146(1):402–410.

• 문주호, 고흥, 김기태 외. RAW 264.7 대식세포 내에서 남정목 열매 추출물의 항염증 효과. 
대한한의진단학회지. 2013;17(3):263-273.

• 이철화, 한종민, 박양춘 외. GST 추출물의 유전독성평가.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14;28(6):621-629.
• 김윤하, 김준영, 박양춘 외. GST 추출물의 Sprague-Dawley Rat를 이용한 13주 반복 경구투

여 독성시험 및 4주 회복시험.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14;35(3):223-243.
• Jae-Chan Park, Hae-Yun Choi, Jong-Dae Kim et al. In Vivo and In Vitro Antitumor 

Effects of Platycodin D,a Saponin Purified from Platycodi Radix on the H520 Lung 
Cancer Cell. 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2014, Article ID 
478653,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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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e-Sung Hyun, Jong-Dae Kim, Sae-Kwang Ku et al. Effects of Bojungikkitang (a 
Polyherbal Formula), on Gefitinib Pharmacokinetics in Rats. International Journal of 
Pharmacology. 2015;1(6):604-610.

⑨ 호흡기계 관련 질환에 대한 연구

각 호흡기계 질환과 그에 따른 증상 및 기전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시행되었다. 폐의 문(門)이
라고 알려진 코에 관한 질환인 비염에 대한 연구와 폐질환과 관련된 호흡곤란이나 삶의 질 등 여
러 가지 임상양상에 대한 연구가 시행되었다. 

주요 연구 성과

• 노운섭, 김동민, 이시형 외. 鼻淵에 대한 臨床的 考察. 대한한의정보학회지. 2006;12(1):1-13.
• 심성흠, 이주일, 서운교 외. 射干麻黃湯 및 <石室秘錄＞逆醫法方이 호흡기 점액의 분비에 미

치는 영향.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06;27(2):295-304.
• 김진영, 반학진, 박동일. 甘桔湯이 呼吸困難에 미치는 臨床的 考察.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7;21(6):1624-1630.
• 이주일, 서운교. 衛氣營血辨證을 통한 Klebsiella pneumoniae에 대한 임상증례 보고. 대한한방

내과학회지. 2007;28(1):176-186.
• 이정욱, 이시형. 동의보감 해수문16종 해수의 원문과 인용문헌에 관한 비교고찰. 대한한의정

보학회지. 2009;15(2):7-56.
• 정혜미, 조민정, 서운교. PubMed를 통해 살펴 본 알레르기 비염에 대한 보완 의학적 최신 연

구 경향.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09;30(3):534-549.
• 김형원, 양수영, 박양춘 외. 麥門冬湯에 대한 연구논문 분석.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2011;19(2):165-171.
• 김종대, 권효정, 현대성. 정현정. 침치료가 폐암 환자의 피로도에 미치는 영향: Pilot Study. 

경락경혈학회지. 2012;29(4):623-633.
• 고흥, 김기태, 박유진 외. 한약 사용 후 흡연자에서 폐기능 향상과 삶의 질 개선. 동의생리병

리학회지. 2013;27(1):130-135.
• 장석현, 정혜인, 이범준. 太陰調胃湯으로 호전된 만성 부비동염 환자 1례. 대한한방내과학회  

춘계학술대회지. 2013;spr:31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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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기  타

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과질환에 대한 연구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다. 각 대학에서 임상적
으로 중요한 여러 환자 케이스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함께 체계적 문헌고찰을 포함한 문헌 고찰 
및 여러 가지 임상 관찰 연구 등이 행해졌다. 

주요 연구 성과

• 노운섭, 김동민, 이시형 외. 鼻淵에 대한 臨床的 考察. 대한한의정보학회지. 2006;12(1):1-13
• 이정욱, 이시형. 동의보감 해수문16종 해수의 원문과 인용문헌에 관한 비교고찰. 대한한의정

보학회지. 2009;15(2):7-56.
• 차지혜, 고 흥, 김기태 외. 파킨슨병 환자의 진전증상에 대한 치험 1례. 대한한방내과학회 추

계학술대회지. 2009;fal:100-106.
• 신선미, 김기태, 고 흥 외. 辨證診斷에서 形色이 처방선택에 미치는 영향 - 氣血兩虛, 陰虛, 

濕痰을 중심으로. 대한한방내과학회 춘계학술대회지. 2009;spr:111-121.
• Sung-Hwa Shon, Beom-Joon Lee, Hyunsu Bae et al. The genome-wide expression 

profile of Scrophularia ningpoensis-treated thapsigargin-stimulated U-87MG cells. 
Neurotoxicology. 2009;30(3):368–376.

• Sung-Hwa Shon, Beom-Joon Lee, Hyunsu Bae et al. Screening of herbal medicines for 
recovery of acetaminophen-induced nephrotoxicity. Environmental toxicology and pharmacology. 
2009;27(2):225–230.

• 송광규, 최해윤, 김종대 외. 암성 악액질(cancer cachexia)의 한약치료에 대한 고찰 - 
2000~2009년까지 중의논문을 중심으로 -.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2010;16(2):181-191.

• 신우재, 김기태, 신선미 외. 항혈소판제제와 淸血降氣湯을 병용 투여하여 CT영상에서 저음영
부위의 감소를 보인 허혈성 뇌혈관질환 환자의 증례보고.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10;31(2):380-387.

• 김태연, 김기태, 고 흥 외. 만성림프구성백혈병(chronic lymphocytic leukemia)을 동반한 뇌경
색 환자 1례에 대한 임상보고. 대한한방내과학회 춘계학술대회지. 2010;spr:278-284.

• Myeong Soo Lee, Beom-Joon Lee, Edzard Ernst et al. Moxibustion for treating pain: a 
systematic review. The American journal of Chinese medicine. 2010;38(5):829-38.

• Jae-Woo Park, Beom-Joon Lee, Bongha Ryu et al. Effects of Korean red ginseng on dry 
mouth: a randomized,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trial. Journal of Ginseng Research. 
2010;34(3):183-191.

• 김형원, 양수영, 박양춘 외. 麥門冬湯에 대한 연구논문 분석.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2011;19(2):16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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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연, 김기태, 고 흥. 한방병원에 입원한 두위 현훈 환자의 임상 분석.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11;32(3):371-386.

• 신우재, 고흥. 김기태. 震顫 환자 36예에 대한 임상 고찰.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11;25(6) 
:1044-1049.

• 김태연, 김기태, 고 흥 외. 진전을 동반한 Fahr Disease환자 치험례.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11;32(3):435-443.

• 신우재, 김기태, 신선미 외. 가미육군자탕 투여 후 발생한 급성 약인성 간손상 1례. 대한한방
내과학회지. 2011;32(2):444-450.

• Beom-Joon Lee, Inyoung Jo, Jaehwan Lew et al. Antiplatelet effects of Spatholobus 
suberectus via inhibition of the glycoprotein IIb/IIIa receptor. Journal of Ethnopharmacology. 
2011;134(2):460–467.

• Jeong-sook Lee, Myeong-soo Lee, Beom-Joon Lee et al. Acupressure for treating 
neurological disorders: a systematic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Neuroscience. 
2011;121(8):409-414.

• Yung-chang Kim, Myeong-soo Lee, Beom-Joon Lee et al. Acupressure for the 
treatment of musculoskeletal pain conditions: A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Musculoskeletal Pain. 2012;20(2):116-121.

• Kun Hyung Kim, Jun-Yong Choi, Myeong Soo Lee et al. Impact of Including Korean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in Cochrane Reviews of Acupuncture. PLoS ONE. 2012; 
7(10):e47619.

• 한창우, 김도형, 최준용 외. 한양방 통합 치료로 통증감소 및 전이 림프절 축소가 관찰된 4기 
신장암 환자 1례.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12;26(2):228-233.

• Kyungjin Lee, Beom-Joon Lee, Youngmin Bu et al. Defatted sesame seed extract 
reduces brain oedema by regulating aquaporin 4 expression in acute phase of transient 
focal cerebral ischaemia in rat. Phytotherapy research. 2012;26(10):1521-7.

• Kyungjin Lee, Beom-Joon Lee, Youngmin Bu et al. Protective effects of Galla Rhois, the 
excrescence produced by the sumac aphid, Schlechtendalia chinensis, on transient focal 
cerebral ischemia in the rat. Journal of insect science. 2012;12.

• Jinju Kim, Joo-Ho Chung, Sung-Ki Jung. A need of convergence between personal 
genomics and Korean medicinal typology. TANG. 2013;3(2):9-10.

• Ki-Suk Kim, Hee-Jae Jung, Sung-Ki Jung et al. The Multi-Targeted Effects of 
Chrysanthemum Herb Extract Against Escherichia coli O157:H7. PHYTOTHERAPY 
RESEARCH. 2013;27(9):1398-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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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ok-Jae Ko, Beom-Joon Lee, Jae-woo Park et al. Effect of korean herbal medicine 
combined with a probiotic mixture on diarrhea-dominant irritable bowel syndrome: a 
double-blind, randomized, placebo-controlled trial. 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2013, Article ID 824605, 10 pages

• 고흥, 김기태, 박유진 외. 한약 사용 후 흡연자에서 폐기능 향상과 삶의 질 개선. 동의생리병
리학회지. 2013;27(1):130-135.

• 장석현, 정혜인, 이범준. 太陰調胃湯으로 호전된 만성 부비동염 환자 1례. 대한한방내과학회  
춘계학술대회지. 2013;spr:312-319.

• 정혜인, 장석현, 이범준. 한방 치료로 호전된 하지림프부종 환자 1례. 대한한방내과학회 춘계
학술대회지. 2013;spr:328-335.

• 고흥, 김기태, 신선미 외. 노화에 관련된 뇌위축과 뇌혈관 질환의 위험인자와의 상관관계 연
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14;28(2):200-205.

• 신선미, 김기태, 박선영 외. AMS 설문지 검사를 이용한 성기능 장애 환자의 腎氣丸 투여 10
례에 대한 임상보고.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14;28(5):558-564.

• 김기태, 고흥, 신선미 외. AHP 분석을 이용한 음허 설문항목의 중요도 부여. 대한한의진단학
회지. 2014;18(3):175-186.

• 신선미, 김기태, 고흥. 한방병원에 내원한 만성 피로환자와 건강인의 심박변이도 측정을 통한 
피로 진단 지표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15;29(5):409-415.

• 김기태, 정진화. 사지부전마비를 동반한 뇌경색 환자의 욕창 치험 1례. 대한한의진단학회지. 
2015;19(3):185-193.

• 신선미, 김기태, 고흥. 한방병원의 건강검진 분석을 통한 대학생들의 B형간염 유병율과 간효
소 이상의 유병율 특성.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15:36(4)470-477.

• Beom-Joon Lee, Kyungjin Lee. Discrimination and Proper Use of Polygoni Multiflori 
Radix, Cynanchi Wilfordii Radix, and Cynanchi Auriculati Radix in Korea: A Descriptive Review. 
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2015, Article ID 827380, 7 pages

• Kyungjin Lee, Beom-Joon Lee, Youngmin Bu. Protective Effects of Dihydrocaffeic Acid, 
a Coffee Component Metabolite, on a Focal Cerebral Ischemia Rat Model. Molecules. 
2015;20(7):11930-11940.

• Kwan-il Kim, Beom-Joon Lee, Hyangsook Lee et al. A traditional herbal medication, 
Maekmoondong-tang, for cough: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Journal of 
Ethnopharmacology. 2016;178:144-54.

• 오재선, 나가영, 문영호 외. 小陷胸湯으로 호전된 역류성 식도염 환자의 증례 보고. 대한한방
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지. 2015;fal:6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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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영, 문영호. 越婢加半夏湯이 고지방식이로 유도된 비만 쥐에 미치는 영향. 동신대대학원. 
2016. 

• 오재선, 문영호. 薏苡仁 투여가 비만 mouse의 인슐린 저항성 및 염증 반응에 미치는 영향. 동
신대대학원. 2016

(3) 확장되거나 변화된 치료 영역

경희대학교는 진단에 있어 Vibration Response Imaging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2006년에
는 천식 완해기 유지 치료 약재 AF-365를 개발하여 임상 적용하였다. 또한 인후통, 상기도질환에 
주로 응용되는 ‘청인유쾌환(트로키 제제)’를 개발하여 목감기, 만성기침 등의 치료에 활용하기 시
작하였다. 2008년 유전자 다형성에 대한 연구로 특정질환(천식)에 대한 맞춤치료를 준비했고, 
2010년에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를 위한 제제인 PM014를 개발하여 임상 적용하였다. 2011년
에 천식 및 만성호흡기질환의 예방을 위한 임상연구로서 ‘토생금 요법’을 이용하기 시작해, 현재까
지 임상에 적용하여 시행중에 있다. 또한, 다한증에 있어서는 전기영동법을 이용하여 수족다한증 
등을 관리하고 있다. 

동의대학교는 폐기능 뿐만 아니라 전신의 부위의 기능을 색깔로 표현하는 BYN이라는 진단기기
를 이용하여 환자들에게 시각적으로 쉽게 보여줌으로써 진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폐암에 대한 진료와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특히 대구한의대와 경희대학교에서 중
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새로이 진료를 시작한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양산부산대병
원의 호흡기내과 의료진과 협진 및 공동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4) 한의계의 이슈 혹은 문제인식

2009년 SARS의 유행과 2015년 MERS의 유행으로 감염병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의 필요성
이 다시 한번 요구되었다. 이에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는 SARS와 MERS 확산을 우려하여 기존의 양의학적인 진료지침과 더불어 한의학적인 진료지침
을 발표하였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한약과 양약의 병용치료를 이용한 SARS 치료에 
대한 임상시험’ 보고서를 통해 그 유효성에 대한 보고를 하였다. 이에 우리나라의 한의계에서도 이
러한 각종 전염성 호흡기 질환 분야에서 치료, 예방, 역학 등의 여러 분야에서 한의학적인 관리를 
통해 공공의료 분야에서 한 축을 담당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방내과학회가 40년이 되었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여러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즉, 한의사협회는 올 한해 한방건강보험의 급여확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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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는 한편 부설 한의학정책연구원의 조직과 연구용역 기
능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기에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고, 또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
률’ 개정을 통한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권 확보와 함께 만성질환관리제(일명 선택의원제)에 한방
의료기관 포함을 요구하였는데 이를 관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한약첩
약시범사업이 국가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사의 한약조제에 명분에 너무 함몰되어 불용
예산이 되어 제도권내로의 진입을 하지 못해 무척 아쉬우며, 이후 의료일원화 등 여러 가지 난제
가 쌓여 있으므로 안으로는 한의학 임상과 연구에서의 내실을 다지고 여러 가지 산적한 일들을 슬
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5) 현직 교수진 명단

대  학 성  명

경희대 정승기  정희재  이범준

원광대 이시형

동국대 서운교

대구한의대 김종대  최해윤

대전대 박양춘

동의대 박동일

동신대 문영호

세명대 김기태

부산대 한의전 최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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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계내과학교실

(1) 교실별 발자취

경희대학교는 안세영, 안영민, 이병철 교수를 중심으로 갑상선 질환, 전립선 질환과 대사증후군
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수행하였다. 특히, 이병철 교수는 2012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미국 
조슬린 당뇨병 센터(Joslin Diabetes Center) 연구교수로 근무하였고, 2014년 11월 미국 KASBP, 
2015년 7월 미국 하버드 의대(Harvard Medical School) 등 다양한 해외 연수를 통해 당뇨병 대
사증후군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시행하고 있다. 안세영, 안영민 교수 또한 많은 저술활동으로 신계
내과 영역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원광대학교의 송봉근 교수는 2006년에서 2012년까지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장으로 보직을 
수행하였으며, 재임 중인 2011년 광주한방병원이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에 연구기관으로 선정되
어 연구중심병원으로의 위상을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 아울러 2006년 이후 보건산업진흥원 및 
한국연구재단,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연구비 수주로 뇌질환한방센터, 한방체액조절센터 및 루게릭센
터 등에서 국가 과제 연구를 진행하였다. 광주한방병원 신계내과는 2013년부터 암치료회복센터를 
설치하여 기존 질환의 치료와 더불어 암환자의 진료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대전대학교 신계내과학 교실은 김철중 교수가 2006년 4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대전대학교 한
의과대학 학장으로 취임하였고, 대한한방내과학회 16대 학회장을 역임하면서 내과학회의 재정안
정화 및 조직정비 등의 내실을 다졌고, 학술대회에서 중국의 저명한 중의대 교수의 초청강의를 주
선하는 등 중국과의 학문적 교류를 통해 내과의 치료영역 및 학문적 지평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
였다. 또한, 말초신경병증에 대한 임상적 성과를 바탕으로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대상포진 후 신
경통, 항암제 유발 말초신경통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임상적 연구뿐만 아니라 실험적 연구를 하고 
있다. 조충식 교수는 보건산업진흥원의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치료 한약제재 BJT의 본초별 효능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그 외에도 당뇨병, 대사증후군, 간질성 방광염, 전립선질환, 신장질
환, 갑상선질환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임상적, 실험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동국대학교의 정지천 교수는 2011년 분당한방병원으로 이동하고, 2015년에 동국대의료원 부의
료원장 겸 일산한방병원장 취임하였다.

대구한의대학교는 보건복지부, 대구가톨릭대학교 및 대구광역시청과 함께 2009년 11월 설립한 
통합의료진흥원에서 당뇨병의 만성합병증에 대하여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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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학교는 2005년 9월 교원충원으로 2006년부터 새롭게 신계내과학교실이 꾸려졌다. 학교
와 병원의 규모상 내과가 5개 과별로 분과되지 않고, 하나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교수 각각
의 연구 분야 및 치료영역의 특성을 존중하여 발전하고 있다. 우석대학교와 세명대학교도 각각 
2011년과 2012년에 교원 충원을 통해 신계내과학교실이 마련되었다. 세명대학교는 가천대학교와 
마찬가지로 통합내과 형식으로 뇌혈관질환, 소화기계 질환 등을 통합적으로 함께 치료하고 있으
나, 각각 교실별 전문 영역에 맞게 나누어 진료를 수행하고 있다.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은 최초의 근대 한의학 교육기관인 동제의학교(同濟醫學校)가 문
을 닫은 지 100년 만인 2008년 3월 개교하였다. 훌륭한 품성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의학계의 지도
자를 양성하는 한편, 최초의 국립한의학 교육기관으로 국학으로서의 한의학의 맥을 잇고, 선조들
의 인술제세(仁術濟世) 정신과 과학적 지식체계를 계승하여 정체성 있는 한의학 교육의 토대를 마
련하고 있다. 

(2) 2006~2015년간 연구현황 및 동향

① 당뇨병, 비만, 대사증후군

비만은 대사증후군과 당뇨병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최근 비만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대사증후군의 복합적인 발병기전과 지속적인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치료 및 관리
가 쉽지 않다. 경희대학교에서는 기존의 당뇨병에 대한 연구를 확장하여 비만과 그로 인한 대사증
후군의 치료를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고자 하였고, 비만에서 인슐린 저항성, 당뇨병으로 진행되
는데 지방세포의 저강도 만성 전신성 염증 반응이 주요 원인임을 발견하였고, 이에 대한 유의한 
치료 한약을 탐색하여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대구한의대학교에서는 대보음환(大補陰丸), 청리자감탕(淸离滋坎湯) 및 황련지황탕(黃連地黃
湯) 등의 자음청열(滋陰淸熱)의 효능이 있는 처방을 당뇨병 및 당뇨병 합병증이 유발된 백서에 투
여해 유효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에 육미지황탕(六味地黃湯)을 이용하여 당뇨병, 당뇨병 합병증
에 대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세명대학교에서는 한방내과 교수진들 일부가 당뇨, 비만, 대사증후군, 비알콜성 지방간 등의 질
환을 통합내과의 형식으로 양방내과와 함께 연구하고 있으며, 세명대학교 임상시험센터와 연계하
여 간질환, 대사질환 등에 관한 임상시험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당뇨병, 비만, 대사증후군이 서로 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상기 질환의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전연구를 통하여 한의학적 치료
가 어느 지점에 작용하는지 명확히 알아내어 보다 정 한 쓰임새를 밝히고자 한다. 기존의 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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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뜸의 효과 이외에도 약침, 대체식이 등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여 진료의 기준을 마련할 것이다.

주요 연구 성과

• 안영민, 이병철. Platycodon grandiflorum modifies adipokines and the glucose uptake in 
high-fat diet in mice and L6 muscle cells. Journal of Pharmacy and Pharmacology. 
2012;64(5):697-704.

• 송문구, 이병철. Beneficial effect of dietary Ephedra sinica on obesity and glucose 
intolerance in high-fat diet-fed mice. Experimental and Therapeutic Medicine. 2012; 
3(4):70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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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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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충식 외. 야관청혈탕이 고지방식이로 유도된 흰쥐의 비만 억제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방내

과학회지. 2011;32(2):170-187.
• 조충식 외. RIN-m5F 세포에서 夜關淸血湯이 인슐린 분비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의학회지. 

2010;31(4):20-37.
• 조충식 외. 消平湯이 RIN-m5F 세포에서 인슐린 분비 및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

방내과학회지. 2010;31(1):25-39.
• 조충식 외. 夜關門의 포도당 독성에 대한 세포 보호 효과. 대한한의학회지. 2010;31(4):79-100.
• 조충식 외. 발효식이요법과 한약 약물치료를 병행한 한방비만치료의 효과. 대전대학교 한의학

연구소 논문집. 2008;17(1):78-82.
• 조충식 외. 당뇨환자용 식사대용식이 Streptozotocin으로 유발된 당뇨쥐의 혈당 및 항산화 효

소 활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본초학회지. 2008;23(1):63-74.
• 조충식 외. 淸血湯과 加味淸血湯이 肥滿에 미치는 影響.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06;27(2):305-315.

② 갑상선 질환

갑상선 질환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검진의 증가로 갑상선 질환의 유병률이 증가하면서, 불필요하
게 이루어지는 검진 및 치료 후 후유증의 문제점도 동반하여 늘어나고 있다. 적시에 효과적인 치료
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한의학적 치료의 효과에 대한 기전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경희대학교에서는 
안세영 교수를 중심으로 갑상선 질환 클리닉을 통하여 임상진료와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134  ❙대한한방내과학회 40년사 40th The Society of Internal Korean Medicine

기존의 갑상선 질환과 검사 수치로만 드러나는 불현성 갑상선 질환에 대하여 한의학적 치료의 
효과를 규명하여, 적절한 시점에 효율적인 한의학적 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료 기준을 제시
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 성과

• 안세영. Thyroxine 유발 갑상선 기능항진증 rat에 대한 한약의 효과. 경희대학교 연구과제. 
2006.03.01-2007.02.28.

• 안세영. 갑상선 기능저하증에 대한 한약재의 효능 및 작용 기전연구. 경희대학교 연구과제. 
2009.03.01-2010.02.28.

• 안세영. 불현성 및 경증 갑상선 기능저하증에 대한 보중익기탕의 효능연구: 무작위배정, 이중
맹검, 위약 대조군 임상연구.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연구과제. 2009.11.01-2011.07.31.

• 이병철, 안세영, 안영민. 건강이 PTU로 유발된 Rat의 갑상선 기능저하증에 미치는 영향. 대한
한방내과학회지. 2006;27(6):681-692.

• 이병철, 안세영, 안영민. 附子가 PTU로 유발된 Rat의 갑상선 기능저하증에 미치는 영향. 대한
한방내과학회지. 2007;28(2):275-283. 

• 이병철, 안세영, 안영민. An Alternative Therapy for Graves’ Disease: Clinical Effects and 
Mechanisms of an Herbal Remedy. Biol Pharm Bull. 2008 Apr;31(4):583-7.

• 조충식 외. 玄參甲亢方이 sodium levothyroxine 투여로 유발된 백서의 갑상선중독증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07;28(1):124-132.

• 조충식 외. 육울탕이 백서의 갑상선기능항진증에 미치는 영향. 대한본초학회지. 2006;21(4)
:11-17.

• 조충식 외. 眞武湯이 백서의 갑상선기능저하증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06;27(4) 
:879-887.

③ 신장질환

신장질환은 만성적이고 비가역적인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적절한 진단과 처치가 필요
한 질환이다. 서양의학에서도 신장질환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법이 많지 않아 한의학적 치료의 역
할이 더욱 크므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하여 안전한 치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신장보호 효과가 있는 한방 치료를 탐구하고, 한의학적 치료가 어떠한 기전으로 신장질환을 개
선하는지 연구를 통하여 신장질환 치료의 폭을 더욱 넓힐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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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 성과

• 이병철. Impact of -675 4G/5G polymorphism of the plasminogen activatior inhibitor-1 
gene on childhood lgA nephropathy. Exp Ther Med. 2012 Apr;3(4):703-706.

• 이병철 외. Rehmannia glutinosa ameliorates the progressive renal failure induced by 5/6 
nephrectomy. J Ethnopharmacol. 2009 Feb 25;122(1):131-5.

• 안영민, 김수강, 이병철. Renoprotective Effect of Tanshinone IIA, An Active Component 
of Salvia miltiorrhiza, on Rats with Chronic Kidney Disease. Phytotherapy Research. 
2010;24(12):1886-1892.

• 안영민, 안세영, 이병철. Renoprotective Effect of Tanshinone IIA, An Active Component 
of Salvia miltiorrhiza, on Rats with Chronic Kidney Disease. Phytother Res. 2010 Dec; 
24(12):1886-92.

• 조충식 외. 삼령백출산가미방의 만성 신질환 환자 8례에 관한 증례 보고.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11;32(3):465-472.

• 조충식 외. 膜性腎炎方이 Cationized Bovine Serum Albumin투여로 유발된 Mouse의 Membranous 
Nephropathy에 미치는 영향. 경락경혈학회지. 2007;24(4):163-180.

④ 전립선 질환 및 남성 성기능 질환

전립선 질환과 남성 성기능 질환은 최근 고령 인구의 증가와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많아진 환경적
인 영향으로 인해 유병율이 늘어나고 있으나, 서양의학적 치료방법으로는 증상의 개선까지 도달하
기 어려운 질환이다. 전립선 증상과 남성 성기능 질환에 대한 기존의 우수한 한의학적 치료 방법
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립선 질환, 남성 성기능 질환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의 효과와 기전을 탐구하여, 보다 효율적
인 치료법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가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다. 경희대학교에서는 전립선 클리닉 등
을 개설하여 진료에 활용하고 있다.

주요 연구 성과

• 이병철, 안영민, 안세영. 해금사가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 모델에서 혈액학적 및 세포조직학
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06;27(3):664-676.

• 이병철, 안영민, 안세영. 황백이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 모델에서 혈액학적 및 세포조직학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의학회지. 2006;27(3):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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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철, 안영민, 안세영. 連翹가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 Rat의 염증발현인자 및 세포조직 변
화에 미치는 영향. 2006;27(3):639-652. 대한한방내과학회지. 

• 박성하 외. 만성전립선염에 있어서 한의학적 치료 Guideline 연구- 2003~2013년 발표된 中
醫論文을 중심으로 -.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14;28(3):271-279.

• 박성하 외. 전립선비대증에 대한 치료의 근거 : 임상논문을 중심으로.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15;29(5):361-369.

• 신선미 외. 覆盆子의 토끼 음경해면체 평활근 이완효과.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13;27(4):400-408.
• 신선미 외. 남성 성기능장애 관련 한의학 및 전통의학 임상 연구 동향 분석과 프로토콜 분석.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13;27(5):530-539.
• 신선미 외. AMS 설문지 검사를 이용한 성기능 장애 환자의 腎氣丸 투여 10례에 대한 임상보고.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14;28(5):558-584.
• 이병철 외. Toll-like receptor 10-1-6 gene cluster polymorphisms are not associated with 

benign prostatic hyperplasia in korean population. Int Neurourol J. 2014 Mar;18(1):10-5.
• 이병철 외. Influence of Panax ginseng on Alpha-Adrenergic Receptor of Benign Prostatic 

Hyperplasia. Int Neurourol J. 2014 Dec;18(4):179-86.
• 이병철 외. Association between polymorphisms of estrogen receptor 2 and benign prostatic 

hyperplasia. EXPERIMENTAL AND THERAPEUTIC MEDICINE. 2015 Nov;10(5):1990–1994.
• 이병철 외. Association of BID SNPs (rs8190315 and rs2072392) and clinical features of 

benign prostate hyperplasia in Korean population. Journal of Exercise Rehabilitation. 
2014;10(6):383-388.

• 안영민, 안세영, 이병철. 八正散이 Estradiol로 유도한 백서의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에 미치
는 효과. J. Int. Korean Med. 2015;36(2):180-188.

• 안영민, 안세영, 이병철. 팔정산으로 하부요로증상이 호전된 양성전립선비대증 환자 4례. 대한
한의학회지. 2010;31(1):153-161.

• 안영민, 안세영, 이병철. 전침 및 봉약침치료를 시술한 양성전립선비대증 환자의 임상증상개선
에 대한 후향적 단면연구.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10;31(3):437-447.

• 안영민, 안세영, 이병철. 薑黃이 고환절제술 및 testosterone으로 유발된 rat의 전립선비대증
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09;30(2):355-364.

• 조충식 외. 만성 전립선염/만성 골반통증 증후군 환자 15례에 대한 후향적 연구. 대한한방내
과학회지. 2010;31(4):914-922. 

• 조충식. 만성 전립선염에 대한 임상적 고찰 -만성 세균성 전립선염 2예를 중심으로-.대전대
학교한의학연구소논문집. 2006;15(2):9-16.

• 조충식 외. 조각자가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 Rat 모델에서 혈액 및 세포조직의 변화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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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향.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07;28(4):779-790. 
• 이성헌, 이병철. Electroacupuncture Relieves Pain in Men With Chronic Prostatitis/Chronic 

Pelvic Pain Syndrome: Three-Arm Randomized Trial. Urology. 2009;73:1036-1041.
• 이성헌, 이병철. Use of Acupuncture as a Treatment Method for Chronic Prostatitis/Chronic 

Pelvic Pain Syndromes. Curr Urol Rep. 2011 Apr 7. [Epub ahead of print] PubMed PMID: 
21472420. 

• 송문구, 안영민, 안세영, 이병철. The Clinical effect of Bosingunyang-tang on chronic 
non-bacterial prostatitis/chronic pelvic pain syndrome : randomized double-blind, placebo- 
controlled clinical trial.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08;29(3):800-809.

⑤ 중추신경계, 뇌질환, 말초신경 질환

원광대학교에서는 중추신경계 재생과 관련한 연구를 시행중이다. 뇌혈관질환이나 척수마비와 같
은 중추신경계의 손상이 발생되면 중추신경계 재생을 위해, 일반적으로 신경세포의 괴사에 이어서 
신경아교세포의 증식이 일어나는 교세포반흔(glial scar)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는 결국 축삭의 
재생에 물리적인 장벽이 되기도 하며, 축삭의 재생을 억제하는 물질을 생성하여 신경재생을 방해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활혈거어 등의 효능이 있는 한약재인 당귀나 조구등 등이 MCAO(중대
뇌동맥 폐색)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MCAO 유발로 뇌신경세포가 손상된 쥐에 당귀 조
구등 단삼 추출액을 투여하고 gliosis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는 실험을 하였다. 상기 약재들이 
GFAP 및 CD81의 발현을 억제하고 ERK 감소와 c-fos의 발현을 증가, 그리고 추체세포를 증가시
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당귀 조구등 단삼 추출물이 뇌동맥 폐색으로 인한 회복에 긍정적으
로 영향을 미침을 증명하였다.

대전대학교에서는 말초신경통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신경병성 통증은 말초신경 손상, 
비정상적 신경기능으로 야기되는 만성의 난치성 통증을 의미하는데, 그 종류로는 당뇨병성 신경통 
, 대상포진 후 신경통, 항암제 독성으로 인한 신경통, 신경압박이나 외상으로 인한 신경통 등이 있
다. 일반 통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통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인데, 
현재 대부분의 진료가 근본적인 치료보다는 증상 완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치료 기능 
또한 몹시 제한적이고, 약제의 부작용 등으로 인해 새로운 치료제의 개발이 황급히 필요한 실정이
다. 보기제통탕은 당뇨병성 신경통, 대상포진 후 신경통, 항암제 독성으로 인한 신경통의 임상 치
료에서 우수한 효과를 보였으며, 삶의 질 개선에 따른 환자 만족도 또한 높았다. 이에 실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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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제통탕이 당뇨병성 신경통, 신경압박 신경통, 항암제 독성으로 인한 신경통 동물모델에서 슈
반세포의 신경 재생 매개 작용 활성화에 영향을 주어 신경 재생을 촉진함을 밝혀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 치료를 위한 한약재 조성물 특허 획득하고, 한의약선도개발 사업으로 ‘당뇨병성 말초신
경병증 치료 한약제제 BJT의 본초 효능별 비교탐색연구’ 수행 중이다. 

당귀 조구등 단삼 추출물은 gliosis 억제에 유효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효과가 
규명되면 상기 약재들이 뇌혈관질환의 치료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실험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말초신경통과 관련하여 임상적, 실험적으로 신경병성 통증에 유의성 있었던 BJT에 
대한 비임상연구를 통해 안전성, 표준화, 효능성을 확보한 후 IND를 획득하고, 최종적으로는 임상
연구를 통한 한방신약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연구 성과

• 송봉근 외. 당귀가 저산소로 손상된 성상세포의 gliosis 억제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의학회지. 
2008;29(1):167-178.

• 송봉근 외. 단삼이 손상된 뇌신경세포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의학회지. 2008;29(2):47-59.
• 송봉근 외. 당귀 추출물 정맥 주사가 Middle Cerebral Artery Occlusion 모델 흰쥐에서 

Gliosis 억제에 미치는 영향. 대한약침학회지. 2011;14(3):5-18.
• 송봉근 외. The Effect of the Water Extract of Uncariae Ramulus et Uncus on Gliosis in the 

Middle Cerebral Artery Occlusion(MCAO) Rats.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10;31(4):763-774.
• 송봉근 외. Effects of electro-acupuncture therapy on post-stroke depression in patients 

with different degrees of motor function impairments: a pilot study, J Phys Ther Sci. 
2013;25(6):725-728.

• 송봉근 외. Scolopendra subspinipes mutilans attenuates neuroinflammation in symptomatic 
hSOD1(G93A) mice. J Neuroinflammation. 2013;10(131):1-9.

• 송봉근 외. KCHO-1, a Novel Antineuroinflammatory Agent, Inhibits Lipopolysaccharide-Induced 
Neuroinflammatory Responses through Nrf2- Mediated Heme Oxygenase-1 Expression 
in Mouse BV2 Microglia Cells, Evid Based Complement Alternat Med. 2014;2014(357154):1-11.

• 조충식 외. 補氣除痛湯이 Streptozotocin으로 유발된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동물 모델에 미
치는 영향. 대한한의학회지. 2013;34(3):126-142.

• 조충식 외.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에 대한 천연제제의 효과 연구 고찰.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11;25(6):1056-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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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충식 외.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에 대한 RCT 분석 연구. 대한한의학회지. 2010;31(4):164-170.
• 조충식 외. 감각이상을 주소로 내원한 당뇨병 환자 8례에 대한 임상보고.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10;31(2):372-379.
• 조충식 외.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의 개괄과 한의학적 연구의 필요성. 대한한의학회지. 2009; 

30(5):127-136.
• 조충식 외. 보기제통탕이 말초신경병증 모델에서 신경 손상 회복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방내

과학회지. 2013;34(4):384-404.
• 조충식 외. 四物除痛湯이 Taxol 처리 및 좌골신경 압좌 손상 후 신경조직 변화에 미치는 영

향.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12;33(2):126-144.
• 조충식 외. 보기제통탕감미방(補氣除痛湯減味方)의 랫드 말초신경 손상에 대한 회복 효과 연

구.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12;33(1):83-101.
• 조충식 외. 이등제통탕(二藤除痛湯)이 Taxol 처리 및 좌골신경의 압박 손상 후 유발된 랫드의 

말초신경병증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의학회지. 2012;33(3):133-146.

⑥ 비뇨기계 질환

대전대학교에서는 간질성 방광염(IC)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간질성 방광염(IC)은 잦은 배
뇨, 절박뇨 등의 자극증상 외에도 평소 방광 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배뇨를 하고 나면 통
증이 감소하는 질환으로 중년여성에서 주로 발생한다. 방광의 용적이 감소하여 하루에도 셀 수 없
이 소변을 자주 보아야 하며, 불면증과 함께 우울증에 사로잡혀 심한 경우 자살을 하고픈 충동이 
나타나기도 한다. 호악을 반복하는 경향을 보이고, 원인도 명확하지 않아 치료 목표도 근본적인 치
료보다는 증상 개선에 맞추어져 있다. 이에 한의학적 특성을 이용한 간질성 방광염의 치료법을 연
구하고 이에 축뇨제통탕(縮尿除痛湯) 처방을 비롯해 침, 구, 봉약침 등을 병행한 결과 탁월한 치료
효과가 있었다. 

주요 연구 성과

• 조충식 외. 간질성 방광염 환자 25예에 대한 임상적 고찰.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12;33(2):222-230.
• 조충식 외. 간질성 방광염의 개괄과 한의학적 연구의 필요성. 대한한의학회지. 2012;33(3):12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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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기  타

가천대학교에서는 항암⋅항염증 연구, 타 내과와 연계한 수족냉증 및 혈관질환 연구, 건강관리
항목에서의 사회의학적 연구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항암⋅항염증 효과 연구는 한의학 및 대체의학
에 대한 항암치료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임상에서 이용되는 한의학적 치료 및 요법들의 근거를 마
련하고자 하는 필요성에 출발하였다. 현재 전임상연구를 진행 중이고, 국내외 논문발표를 시작으
로 임상연구로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 수족냉증 및 혈관질환에 대한 연구는 고혈압, 당
뇨, 대사증후군, 나아가 심근경색, 신부전 등 각종 혈관질환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의 근거를 마련
하고자, 관련 질환들을 담당하는 분과들(심계, 신계)의 협업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해마다 본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하여, 대학생들의 우울경향이나 예방의학적인 
측면에서의 건강관리 항목들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의학적인 통계를 마련하고자 꾸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동국대학교에서도 항염증과 노화 억제, 항암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하고 있다. 세명대학교에서
는 기존의 한약처방과 진단지표에 대한 유효성과 현대의학적인 의미를 확인하고자 하는 임상연구
와 임상시험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전대학교에서는 통풍의 임상적 효과에 대한 실험적 
근거를 확보하고자하는 연구가 진행됐고, 한의학 관련 이미지, 한의대 교육에서 진료수행평가, 의
료봉사에 대한 만족도,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의료서비스 척도 및 신뢰 척도 등에 대한 연
구도 하고 있다.

주요 연구 성과

• 최유경 외. Anti-inflammatory Effect of Combination of Scutellariae Radix & Liriopis 
Tuber Water Extract. 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2015, Article ID 203965, 8 pages

• 최유경 외. Literature Review on Syndrome Differentiation and Herbal Medicine of 
Thromboangiitis Obliterans - Focusing on Traditional Chinese Medicine’s Journals. Kor. 
J.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2015;29(2):143-151.

• 최유경 외. Study on the Proposals for Clinical Research in Korean Medicine Worldwide - 
Future Clinical Research Strategy Ⅱ. Kor. J.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2015; 
29(2):115-126.

• 최유경 외. Antineoplastic Effect of Several Herbal Medicine Mixtures on SNU-80 
Anaplastic Thyroid Carcinoma Cell Line. J. Int. Korean Med. 2014;35(4):416-427.

• 최유경 외. Anti-inflammatory Effect of Combination of Scutellariae Radix and Lonicer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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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lis Water Extract. Korean J.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2014;28(3):330-336.
• 최유경 외. Antineoplastic Effect of Several Herbal Medicines on SNU-80 Anaplastic 

Thyroid Carcinoma Cell Line. Journal of Society of Preventive Korean Medicine 2014; 
18(1):83-92.

• 최유경 외. Herbal Prescription, DSGOST, Prevents Cold-Induced RhoA Activation and 
Endothelin-1 Production in Endothelial Cells. 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2014, Article ID 549307, 8 pages

• 최유경 외. Evaluation of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Anxiety, Self Esteem, BMI, 
Blood Types, Blood Pressure of University Students. Kor. J. Oriental Preventive Medical 
Society. 2013;17(3):91-102.

• 최유경 외. A Study of the Living Habits and Results of Health Examinations of University 
Students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Kor. J. Oriental Preventive Medical Society. 
2012;16(3):1-13.

• 최유경 외. Evalu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sults of Blood Test and Sasang 
Constitution. Korean J.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2012;26(6):964-969.

• 최유경 외. Study of Association between the Results of Health Examination for University 
Freshman and Sasang Constitution. Korean J.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2011; 
25(6):1079-1084.

• 최유경. Systematic Reviews of Current Domestic Studies of Herbaceous Plants on 
Anti-diabetes - since 2000. Korean Journal of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2011;25(3):389-397.

• 정지천 외. Kaempferol induces cell death through ERK and Akt-dependent down-regulation 
of XIAP and survivin in human glioma cells. Neurochem Res. 2009;34:991-1001.

• 정지천 외. Mulberry (Mori Fructus) extracts induces human glioma cell death in vitro 
through ROS-dependent mitochondrial pathway and inhibitsin glioma tumor growth in 
vivo. Nutr Cancer. Nutr Cancer. 2010;62(3):402-12.

• 정지천. Fructus ligustri lucidi extracts induce human glioma cell death through regulation 
of Akt/mTOR pathway in vitro and reduce glioma tumor growth in U8MG xenograft 
mouse model. Phytother Res. 2011;25(3):429-434.

• 정지천 외. Silibinin induces apoptosis via calpain-dependent AIF nuclear translocation in 
U87MG human glioma cell death. Journal of Experimental & Clinical cancer Research. 
2011;30:44.

• 정지천 외. Lycii cortex radicis extract inhibits glioma tumor growth in vitro and in vi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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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downregulation of the Akt/ERK pathway. Oncology Reports. 2012;27(5):1467-1474.
• 정지천 외. Piperine, a Component of Black Pepper, Inhibits Adipogenesis by Antagonizing 

PPARγ Activity in 3T3-L1 Cells. Journal of Agriculture and Food Chemistry. 2012; 
60(15):3853-3860.

• 정지천 외. Quercetin Potentiates Apoptosis by Inhibiting Nuclear Factor-kappaB Signaling 
in H460 Lung Cancer Cells. Biol. Pharm. Bull. 2013;36(6):944-951.

• 신선미 외. SM-2000의 항피로 효과에 대한 임상적 연구.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11;32(2):411-424.
• 신선미 외. Effects of SM-215 on hair growth by hair follicle stimulation. Indian Society 

for Education and Environment. 2015;25(8).
• 조충식 외. 몰약이 monosodium urate로 유발된 백서의 통풍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방내과학

회지. 2006;27(3):715-724.
• 조충식 외. 忍冬이 Monosodium Urate로 유발된 백서의 통풍에 미치는 영향. 대전대학교 한의

학연구소 논문집. 2008;17(1):83-93.
• 조충식 외. 토복령이 Monosodium Urate로 유발된 백서의 통풍에 미치는 영향. 대전대학교 한

의학연구소 논문집. 2008;17(1):95-104.
• 조충식 외. 의료봉사에 대한 노인과 한의대생의 만족도 및 노인의 의료복지서비스에 대한 인

식 조사.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2015;24(1):1-14.
• 조충식 외. 한의학 관련 이미지 연구.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14;35(3):354-365.
• 조충식 외. 의료서비스 척도 개발.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2014;22(2):143-154.
• 조충식. 한의학 교육에서 진료수행평가에 대한 학생 만족도 및 환자-의사관계 점수의 채점자

간 비교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15;29(2):133-142.
• 조충식 외. 공감모듈과 신뢰가 의료서비스 품질 및 의료 신뢰, 행복에 미치는 영향. 동의생리

병리학회지. 2015;29(2):90-100.

(3) 확장되거나 변화된 치료영역

경희대학교는 기존 갑상선 질환 중심의 내분비 질환 치료와 더불어 비만과 대사증후군에 대한 
진료와, 전립선 질환에 대한 클리닉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비만, 대사증후군의 치료에 있어 공하
법(攻下法), 대체식이, 약침 등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였고, 내분비 질환, 비뇨기 질환, 신장질환
으로 인한 부종과 대사증후군, 비만 등의 다양한 질환에 대해서도 공하법(攻下法)을 응용하여 유
효한 효과를 도출하였다. 임상례와 기전연구를 축적하여 체계적인 응용을 준비하고 있고, ‘파두로 
호전된 하지냉증 1례’(2013), ‘과체 투여로 호전된 만성두통 2례’(2012), ‘甘遂를 이용한 瀉下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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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에 대한 후향적 연구 : 임상반응, 간기능, 신기능을 중심으로 한 평가’(2014) 등의 임상 보
고 연구 논문을 발표하였다. 

원광대학교에서는 비뇨기, 신장, 내분비 암에 대한 치료 및 회복에 대한 진료를 시행하고 있으
며, 대전대학교에서는 당뇨병성 말초신경통 뿐만 아니라 대상포진 후, 항암제 사용 이후, 외상성으
로 인한 말초신경통과 수술 후의 관리, 노인의 안면 이상운동증 등과 같은 다양한 질환에 대한 진
료를 시행하고 있다. 가천대학교는 환자의 구조, 생화학, 에너지, 의식의 모든 분야를 통합하여 치
료하고자, 전통적인 한방내과학의 변증론치를 바탕으로 한 약물치료 및 침구치료와 더불어, 구조
적 혹은 기능영양학적 교정과 환자의 의식영역의 치유까지 치료영역에 포함시키고 있다. 세명대학
교에서는 임상시험센터와 함께 제형이 변화된 한약의 치료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는 임상연구와 임
상시험이 활발하게 실시되고 있다. 

(4) 한의계의 이슈 혹은 문제인식

2000년대 중반 이후 한의학의 제도권 진입과 치료의학으로서의 자리매김을 위한 노력이 가시화
되었다. 그 결과 2009년 말 한방물리치료에 대한 급여가 인정되어 한방 의료의 보장성이 강화되
는 성과를 가져왔고, 동의보감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한의학의 위상을 높이기도 하였다. 하
지만 한시적으로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이 실시될 예정이었던 2012년, 다수 한의사의 반대
로 시범사업은 무산되었고, 결과적으로 보장성 강화를 얻어내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 아울러 한
의사의 천연물신약에 대한 조제권 및 초음파 등의 의료기기 사용권, 의료기사 지휘권 등이 다수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익집단의 반대에 부딪혀 난관을 겪고 있는 형편
이어서, 치료의학으로서 한의학의 제도권 진입은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한의학이 치료의학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협회나 학회 차원의 정책개발 및 실천 등 부단한 노
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한의학의 활성화를 위해 연구비 조성 및 지원 등으로 치료기술을 
개발하고, 국제 학술 교류 및 각종 학술대회와 간담회의 참석을 권장 및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방
면에서 힘써야 한다. 또한 최근 한의사의 해외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춰 세계에 우리 
한의학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해외 각지에 한의학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하는 것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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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직 교수진 명단

대  학 성  명

경희대 안세영  안영민  이병철

원광대 이언정  송봉근

동국대 정지천

대구한의대 강석봉  신현철

대전대 조충식

동의대 황원덕

상지대 김병우

우석대 강세영

동신대 한양희

가천대 최유경

세명대 신선미

부산대 한의전 박성하  윤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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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한방내과학회 조직표

학회장

감  사

부회장

학술위원회 고시위원회 운영위원회 편집위원회 전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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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문의 배출 현황(2005-2015)

❙한방내과 전문의 배출현황(2005년-2015년)

연도 및 회차 인  원 비  고

제5회(05년) 52

제6회(06년) 55

제7회(07년) 67

제8회(08년) 50

제9회(09년) 53

제10회(10년) 57

제11회(11년) 58

제12회(12년) 53

제13회(13년) 58

제14회(14년) 47

제15회(15년) 45

계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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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회차 과  목 성  명 연  도

5 한방내과 이상호 2005

5 한방내과 이재성 2005

5 한방내과 이지영 2005

5 한방내과 이태호 2005

5 한방내과 이해연 2005

5 한방내과 이형철 2005

5 한방내과 임중화 2005

5 한방내과 장우석 2005

5 한방내과 정병무 2005

5 한방내과 최인선 2005

5 한방내과 하상규 2005

5 한방내과 한숙영 2005

5 한방내과 한지완 2005

5 한방내과 한창우 2005

5 한방내과 황상일 2005

5 한방내과 김국범 2005

5 한방내과 김용호 2005

5 한방내과 서의석 2005

5 한방내과 신현철 2005

5 한방내과 이상관 2005

5 한방내과 최홍식 2005

5 한방내과 장성익 2005

5 한방내과 강세영 2005

5 한방내과 고은상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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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회차 과  목 성  명 연  도

5 한방내과 구창모 2005

5 한방내과 김민상 2005

5 한방내과 김방울 2005

5 한방내과 김은주 2005

5 한방내과 김이동 2005

5 한방내과 김재우 2005

5 한방내과 김종환 2005

5 한방내과 김행진 2005

5 한방내과 김형도 2005

5 한방내과 김홍준 2005

5 한방내과 류한천 2005

5 한방내과 문정환 2005

5 한방내과 배한호 2005

5 한방내과 백동기 2005

5 한방내과 변상혁 2005

5 한방내과 서수현 2005

5 한방내과 선승호 2005

5 한방내과 성기원 2005

5 한방내과 신우진 2005

5 한방내과 심국진 2005

5 한방내과 엄형섭 2005

5 한방내과 오병열 2005

5 한방내과 유병찬 2005

5 한방내과 윤상필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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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회차 과  목 성  명 연  도

5 한방내과 윤여광 2005

5 한방내과 이경환 2005

5 한방내과 이도형 2005

5 한방내과 이동민 2005

6 한방내과 박성하 2006

6 한방내과 서호석 2006

6 한방내과 강병철 2006

6 한방내과 고호연 2006

6 한방내과 김동우 2006

6 한방내과 김동조 2006

6 한방내과 김봉석 2006

6 한방내과 김순일 2006

6 한방내과 김용정 2006

6 한방내과 김유경 2006

6 한방내과 김은곤 2006

6 한방내과 김준홍 2006

6 한방내과 김지윤 2006

6 한방내과 김태훈 2006

6 한방내과 나병조 2006

6 한방내과 류광렬 2006

6 한방내과 박정한 2006

6 한방내과 박형진 2006

6 한방내과 배은주 2006

6 한방내과 백진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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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회차 과  목 성  명 연  도

6 한방내과 서상호 2006

6 한방내과 성경화 2006

6 한방내과 손덕칭 2006

6 한방내과 손윤정 2006

6 한방내과 송광규 2006

6 한방내과 심윤섭 2006

6 한방내과 오중한 2006

6 한방내과 유종민 2006

6 한방내과 유현희 2006

6 한방내과 유형천 2006

6 한방내과 윤경선 2006

6 한방내과 윤종민 2006

6 한방내과 이소연 2006

6 한방내과 이승언 2006

6 한방내과 이윤재 2006

6 한방내과 이재은 2006

6 한방내과 이정은 2006

6 한방내과 이정희 2006

6 한방내과 이준우 2006

6 한방내과 이차로 2006

6 한방내과 임영남 2006

6 한방내과 임은경 2006

6 한방내과 임희용 2006

6 한방내과 장선영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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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회차 과  목 성  명 연  도

6 한방내과 장자원 2006

6 한방내과 정운석 2006

6 한방내과 정재욱 2006

6 한방내과 조철준 2006

6 한방내과 조현석 2006

6 한방내과 최영규 2006

6 한방내과 최준용 2006

6 한방내과 한승혜 2006

6 한방내과 한영주 2006

6 한방내과 현민경 2006

6 한방내과 홍현우 2006

7 한방내과 최은영 2007

7 한방내과 한종현 2007

7 한방내과 현진오 2007

7 한방내과 홍진우 2007

7 한방내과 김성진 2007

7 한방내과 김수용 2007

7 한방내과 김의철 2007

7 한방내과 김재연 2007

7 한방내과 김정근 2007

7 한방내과 김정철 2007

7 한방내과 김종원 2007

7 한방내과 김진아 2007

7 한방내과 김진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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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회차 과  목 성  명 연  도

7 한방내과 김철우 2007

7 한방내과 김현경 2007

7 한방내과 문미현 2007

7 한방내과 민성순 2007

7 한방내과 박상은 2007

7 한방내과 박세욱 2007

7 한방내과 박송기 2007

7 한방내과 박영민 2007

7 한방내과 박정섭 2007

7 한방내과 박준범 2007

7 한방내과 서영호 2007

7 한방내과 서철훈 2007

7 한방내과 손지영 2007

7 한방내과 송일헌 2007

7 한방내과 신원용 2007

7 한방내과 신원준 2007

7 한방내과 심재철 2007

7 한방내과 심하나 2007

7 한방내과 여진주 2007

7 한방내과 유경환 2007

7 한방내과 윤담희 2007

7 한방내과 윤지원 2007

7 한방내과 윤현덕 2007

7 한방내과 이건영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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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회차 과  목 성  명 연  도

7 한방내과 이남헌 2007

7 한방내과 이민구 2007

7 한방내과 이성균 2007

7 한방내과 이성도 2007

7 한방내과 이은형 2007

7 한방내과 이준석 2007

7 한방내과 이지은 2007

7 한방내과 임도희 2007

7 한방내과 장혜진 2007

7 한방내과 전귀옥 2007

7 한방내과 정동원 2007

7 한방내과 정병주 2007

7 한방내과 정수미 2007

7 한방내과 정승민 2007

7 한방내과 정승연 2007

7 한방내과 정현애 2007

7 한방내과 정현정 2007

7 한방내과 조영기 2007

7 한방내과 조창현 2007

7 한방내과 채은영 2007

7 한방내과 최빈혜 2007

7 한방내과 고영철 2007

7 한방내과 김덕호 2007

7 한방내과 김종화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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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회차 과  목 성  명 연  도

7 한방내과 송우섭 2007

7 한방내과 강기훈 2007

7 한방내과 경혁수 2007

7 한방내과 권은희 2007

7 한방내과 김동우 2007

7 한방내과 김성아 2007

8 한방내과 김기탁 2008

8 한방내과 김기태 2008

8 한방내과 김동현 2008

8 한방내과 김병철 2008

8 한방내과 김석민 2008

8 한방내과 김영석 2008

8 한방내과 김정현 2008

8 한방내과 김종득 2008

8 한방내과 김태용 2008

8 한방내과 남효익 2008

8 한방내과 백경민 2008

8 한방내과 선종주 2008

8 한방내과 소형진 2008

8 한방내과 손지우 2008

8 한방내과 송수진 2008

8 한방내과 송창훈 2008

8 한방내과 신오철 2008

8 한방내과 신원탁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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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회차 과  목 성  명 연  도

8 한방내과 엄국현 2008

8 한방내과 오성원 2008

8 한방내과 우성호 2008

8 한방내과 유희정 2008

8 한방내과 윤효진 2008

8 한방내과 이상헌 2008

8 한방내과 이선령 2008

8 한방내과 이선우 2008

8 한방내과 이시형 2008

8 한방내과 이재원 2008

8 한방내과 이정섭 2008

8 한방내과 이주일 2008

8 한방내과 이지영 2008

8 한방내과 이현의 2008

8 한방내과 정기용 2008

8 한방내과 정윤종 2008

8 한방내과 정은우 2008

8 한방내과 정재한 2008

8 한방내과 정종안 2008

8 한방내과 조동희 2008

8 한방내과 조윤성 2008

8 한방내과 최창민 2008

8 한방내과 한인선 2008

8 한방내과 허진일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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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회차 과  목 성  명 연  도

8 한방내과 허태율 2008

8 한방내과 허  홍 2008

8 한방내과 형례창 2008

8 한방내과 홍수현 2008

8 한방내과 홍은기 2008

8 한방내과 황주원 2008

8 한방내과 황준호 2008

8 한방내과 황지호 2008

9 한방내과 강만호 2009

9 한방내과 강백규 2009

9 한방내과 강아미 2009

9 한방내과 강철호 2009

9 한방내과 권오순 2009

9 한방내과 김상헌 2009

9 한방내과 김세훈 2009

9 한방내과 김소연 2009

9 한방내과 김용형 2009

9 한방내과 김재규 2009

9 한방내과 김창현 2009

9 한방내과 김회영 2009

9 한방내과 나유진 2009

9 한방내과 남상규 2009

9 한방내과 민인규 2009

9 한방내과 박  경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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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회차 과  목 성  명 연  도

9 한방내과 박상무 2009

9 한방내과 박영철 2009

9 한방내과 방선휘 2009

9 한방내과 백혜기 2009

9 한방내과 변미권 2009

9 한방내과 서창운 2009

9 한방내과 신유정 2009

9 한방내과 신진봉 2009

9 한방내과 심효주 2009

9 한방내과 양수영 2009

9 한방내과 양창섭 2009

9 한방내과 여현수 2009

9 한방내과 오민규 2009

9 한방내과 오재준 2009

9 한방내과 이상희 2009

9 한방내과 이성헌 2009

9 한방내과 이슬희 2009

9 한방내과 이승희 2009

9 한방내과 이연경 2009

9 한방내과 이종훈 2009

9 한방내과 이주일 2009

9 한방내과 이형호 2009

9 한방내과 임동석 2009

9 한방내과 임인환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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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회차 과  목 성  명 연  도

9 한방내과 임주혁 2009

9 한방내과 장선규 2009

9 한방내과 정종진 2009

9 한방내과 조은영 2009

9 한방내과 조인영 2009

9 한방내과 주예진 2009

9 한방내과 최기숙 2009

9 한방내과 하유군 2009

9 한방내과 허원영 2009

9 한방내과 허정은 2009

9 한방내과 홍광해 2009

9 한방내과 황재웅 2009

9 한방내과 황진우 2009

10 한방내과 강래엽 2010

10 한방내과 강지선 2010

10 한방내과 경제현 2010

10 한방내과 곽자영 2010

10 한방내과 김기주 2010

10 한방내과 김남욱 2010

10 한방내과 김동진 2010

10 한방내과 김미영 2010

10 한방내과 김민지 2010

10 한방내과 김소연 2010

10 한방내과 김수연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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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회차 과  목 성  명 연  도

10 한방내과 김영지 2010

10 한방내과 김유승 2010

10 한방내과 김정선 2010

10 한방내과 김정은 2010

10 한방내과 김진영 2010

10 한방내과 노영래 2010

10 한방내과 마미진 2010

10 한방내과 문승희 2010

10 한방내과 민경윤 2010

10 한방내과 박봉기 2010

10 한방내과 박재석 2010

10 한방내과 백윤선 2010

10 한방내과 백종우 2010

10 한방내과 변준섭 2010

10 한방내과 설무창 2010

10 한방내과 설재균 2010

10 한방내과 손연희 2010

10 한방내과 손지영 2010

10 한방내과 손현수 2010

10 한방내과 송문구 2010

10 한방내과 신선미 2010

10 한방내과 신용수 2010

10 한방내과 신용진 2010

10 한방내과 심성흠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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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회차 과  목 성  명 연  도

10 한방내과 이승엽 2010

10 한방내과 이재휘 2010

10 한방내과 이정욱 2010

10 한방내과 이주아 2010

10 한방내과 이혜영 2010

10 한방내과 전지영 2010

10 한방내과 정승환 2010

10 한방내과 정종수 2010

10 한방내과 정현숙 2010

10 한방내과 조국령 2010

10 한방내과 조민정 2010

10 한방내과 조승연 2010

10 한방내과 최규호 2010

10 한방내과 최미영 2010

10 한방내과 최순영 2010

10 한방내과 최원우 2010

10 한방내과 최인영 2010

10 한방내과 최정식 2010

10 한방내과 최효재 2010

10 한방내과 한덕진 2010

10 한방내과 홍욱기 2010

10 한방내과 홍인아 2010

11 한방내과 강지석 2011

11 한방내과 고석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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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회차 과  목 성  명 연  도

11 한방내과 김미경 2011

11 한방내과 김보람 2011

11 한방내과 김슬지 2011

11 한방내과 김영은 2011

11 한방내과 김재환 2011

11 한방내과 김  진 2011

11 한방내과 김진성 2011

11 한방내과 김현식 2011

11 한방내과 김현진 2011

11 한방내과 김효진 2011

11 한방내과 김희준 2011

11 한방내과 나란희 2011

11 한방내과 남지성 2011

11 한방내과 민은경 2011

11 한방내과 박선미 2011

11 한방내과 박소애 2011

11 한방내과 박영선 2011

11 한방내과 박영주 2011

11 한방내과 박주영 2011

11 한방내과 방창호 2011

11 한방내과 배광록 2011

11 한방내과 배광호 2011

11 한방내과 백상인 2011

11 한방내과 변형식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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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회차 과  목 성  명 연  도

11 한방내과 성기문 2011

11 한방내과 신애숙 2011

11 한방내과 신철경 2011

11 한방내과 안소현 2011

11 한방내과 엄은진 2011

11 한방내과 유다영 2011

11 한방내과 유효정 2011

11 한방내과 윤혜연 2011

11 한방내과 이권호 2011

11 한방내과 이선아 2011

11 한방내과 이수정 2011

11 한방내과 이승보 2011

11 한방내과 이인환 2011

11 한방내과 이재왕 2011

11 한방내과 이재화 2011

11 한방내과 이진혁 2011

11 한방내과 이현주 2011

11 한방내과 임대웅 2011

11 한방내과 임정태 2011

11 한방내과 장문원 2011

11 한방내과 장석오 2011

11 한방내과 정용재 2011

11 한방내과 정의민 2011

11 한방내과 정태영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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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회차 과  목 성  명 연  도

11 한방내과 정현윤 2011

11 한방내과 정혜미 2011

11 한방내과 차지혜 2011

11 한방내과 최성환 2011

11 한방내과 한현영 2011

11 한방내과 한효정 2011

11 한방내과 허래경 2011

11 한방내과 허승진 2011

12 한방내과 구자환 2012

12 한방내과 권소연 2012

12 한방내과 권승원 2012

12 한방내과 김경순 2012

12 한방내과 김도경 2012

12 한방내과 김동현 2012

12 한방내과 김민수 2012

12 한방내과 김일화 2012

12 한방내과 김진미 2012

12 한방내과 김태연 2012

12 한방내과 김혜미 2012

12 한방내과 민관식 2012

12 한방내과 박가영 2012

12 한방내과 박선영 2012

12 한방내과 박성환 2012

12 한방내과 박수경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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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회차 과  목 성  명 연  도

12 한방내과 박우람 2012

12 한방내과 박은영 2012

12 한방내과 방지현 2012

12 한방내과 서정욱 2012

12 한방내과 손호영 2012

12 한방내과 신우재 2012

12 한방내과 신초영 2012

12 한방내과 신현수 2012

12 한방내과 안가영 2012

12 한방내과 양가은 2012

12 한방내과 양나래 2012

12 한방내과 양은주 2012

12 한방내과 양형주 2012

12 한방내과 오승환 2012

12 한방내과 윤경민 2012

12 한방내과 윤성식 2012

12 한방내과 윤승규 2012

12 한방내과 은선혜 2012

12 한방내과 이대현 2012

12 한방내과 이미정(이지원) 2012

12 한방내과 이병권 2012

12 한방내과 이수영 2012

12 한방내과 이시은 2012

12 한방내과 이진수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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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회차 과  목 성  명 연  도

12 한방내과 임은영 2012

12 한방내과 임해원 2012

12 한방내과 장수영 2012

12 한방내과 장원석 2012

12 한방내과 장정아 2012

12 한방내과 제준태 2012

12 한방내과 조소현 2012

12 한방내과 조창환 2012

12 한방내과 최가영 2012

12 한방내과 최은희 2012

12 한방내과 최지혜 2012

12 한방내과 한가진 2012

12 한방내과 황민영 2012

13 한방내과 고석재 2013

13 한방내과 고하늘 2013

13 한방내과 곽승혁 2013

13 한방내과 권경만 2013

13 한방내과 권영주 2013

13 한방내과 김광록 2013

13 한방내과 김동훈 2013

13 한방내과 김나희 2013

13 한방내과 김래희 2013

13 한방내과 김민경 2013

13 한방내과 김세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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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회차 과  목 성  명 연  도

13 한방내과 김솔리 2013

13 한방내과 김수영 2013

13 한방내과 김수진 2013

13 한방내과 김은영 2013

13 한방내과 김재연 2013

13 한방내과 김주성 2013

13 한방내과 김지영 2013

13 한방내과 김진희 2013

13 한방내과 문아지 2013

13 한방내과 박상우 2013

13 한방내과 박유진 2013

13 한방내과 박재우 2013

13 한방내과 박진규 2013

13 한방내과 박형준 2013

13 한방내과 박흥규 2013

13 한방내과 서유리 2013

13 한방내과 선종기 2013

13 한방내과 손지희 2013

13 한방내과 신윤리 2013

13 한방내과 심소라 2013

13 한방내과 심영호 2013

13 한방내과 안태한 2013

13 한방내과 우수경 2013

13 한방내과 우연주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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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회차 과  목 성  명 연  도

13 한방내과 윤인수 2013

13 한방내과 이명수 2013

13 한방내과 이선주 2013

13 한방내과 이승연 2013

13 한방내과 이아람 2013

13 한방내과 이영준 2013

13 한방내과 이윤진 2013

13 한방내과 이인영 2013

13 한방내과 이재욱 2013

13 한방내과 이제원 2013

13 한방내과 이지숙 2013

13 한방내과 이현기 2013

13 한방내과 이혜진 2013

13 한방내과 임소연 2013

13 한방내과 장명준 2013

13 한방내과 정미경 2013

13 한방내과 정순대 2013

13 한방내과 정태산 2013

13 한방내과 조우근 2013

13 한방내과 최규희 2013

13 한방내과 최정은 2013

13 한방내과 하예진 2013

13 한방내과 한수련 2013

14 한방내과 강  경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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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회차 과  목 성  명 연  도

14 한방내과 강성순 2014

14 한방내과 권수영 2014

14 한방내과 권태욱 2014

14 한방내과 김관일 2014

14 한방내과 김도형 2014

14 한방내과 김민우 2014

14 한방내과 김인수 2014

14 한방내과 김주연 2014

14 한방내과 김태정 2014

14 한방내과 김현철 2014

14 한방내과 남우진 2014

14 한방내과 노현인 2014

14 한방내과 문주호 2014

14 한방내과 박승찬 2014

14 한방내과 박은영 2014

14 한방내과 박종주 2014

14 한방내과 박준영 2014

14 한방내과 박혜진 2014

14 한방내과 배수현 2014

14 한방내과 백선호 2014

14 한방내과 백인경 2014

14 한방내과 서민수 2014

14 한방내과 손영진 2014

14 한방내과 송보윤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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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회차 과  목 성  명 연  도

14 한방내과 오재건 2014

14 한방내과 오현석 2014

14 한방내과 옥진유 2014

14 한방내과 윤다래 2014

14 한방내과 이수현 2014

14 한방내과 이은찬 2014

14 한방내과 이종호 2014

14 한방내과 이진원 2014

14 한방내과 임제민 2014

14 한방내과 임진욱 2014

14 한방내과 장명웅 2014

14 한방내과 정성식 2014

14 한방내과 정혜인 2014

14 한방내과 정희진 2014

14 한방내과 조문영 2014

14 한방내과 채  진 2014

14 한방내과 최산호 2014

14 한방내과 최상옥 2014

14 한방내과 최선욱 2014

14 한방내과 최용석 2014

14 한방내과 추원정 2014

14 한방내과 한인식 2014

15 한방내과 강희성 2015

15 한방내과 권오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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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회차 과  목 성  명 연  도

15 한방내과 김명호 2015

15 한방내과 김선용 2015

15 한방내과 김세정 2015

15 한방내과 김수경 2015

15 한방내과 김슬기 2015

15 한방내과 김종민 2015

15 한방내과 두경희 2015

15 한방내과 박선영 2015

15 한방내과 박소임 2015

15 한방내과 박수완 2015

15 한방내과 손지영 2015

15 한방내과 양승희 2015

15 한방내과 엄관준 2015

15 한방내과 여서원 2015

15 한방내과 유주연 2015

15 한방내과 윤용재 2015

15 한방내과 이득수 2015

15 한방내과 이상아 2015

15 한방내과 이서라 2015

15 한방내과 이지영 2015

15 한방내과 이지은 2015

15 한방내과 이지현 2015

15 한방내과 이희경 2015

15 한방내과 이희범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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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회차 과  목 성  명 연  도

15 한방내과 장석현 2015

15 한방내과 장승원 2015

15 한방내과 장은경 2015

15 한방내과 전형준 2015

15 한방내과 정상윤 2015

15 한방내과 정유선 2015

15 한방내과 정황산 2015

15 한방내과 조민경 2015

15 한방내과 조재준 2015

15 한방내과 주정현 2015

15 한방내과 진명호 2015

15 한방내과 진  철 2015

15 한방내과 최승범 2015

15 한방내과 최연주 2015

15 한방내과 한종민 2015

15 한방내과 현상호 2015

15 한방내과 홍수아 2015

15 한방내과 황진택 2015

15 한방내과 황하연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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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한한방내과학회 회칙

회칙 제정 1998.11.20 

회칙 개정 2000.05.13

회칙 개정 2003.11.01

회칙 개정 2007.02.07 

회칙 개정 2008.02.02

회칙 개정 2010.04.03

제 1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회는 대한한방내과학회(The Society of Korean Oriental Internal Medicine)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칭함).

제 2조(목적)

본회는 한방내과학의 연구와 진료개발,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지식 교류, 회원의 권익을 도모
하며 나아가 한의학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한의학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한방내과학에 대한 연구와 진료개발 
3. 한방내과학의 전반적인 질환의 치료, 예방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내과학의 정보와 자료수집 및 교류에 관한 사항
5. 학술강연회, 학술대회, 학술세미나 개최 및 학술지 발간
6. 국내외 학회와의 유대관계
7. 본회 회원 간의 지식교류 및 친목
8. 회원의 권익을 도모
9. 한방내과학의 연구기금 조성사업 
1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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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사무국)

본회의 사무실은 회장 근무지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5조(지회)

본회는 각 시도에 지회를 둘 수 있다(또한 해외지회를 둘 수 있다).

제 2장  회   원

제 6조(회원의 구성)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기타회원으로 한다.

제 7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자로 소정의 입회절차를 필하고 본회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회원 : 국내에서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본회 규정에 의한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2. 준회원 : 본회 회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해외 한의사로서 본회 규정에 의한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하며 해당 회기에 한한다. 
3. 기타회원 : 기타회원이라 함은 정회원과 준회원 이외의 회원을 지칭한다.
  1) 본회 발전에 공헌이 현저한 국내외인으로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원

의 자격을 부여한다.
  2) 본 회의 목적에 적극적으로 찬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고 소정의 회

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단 학회 외부인사의 연구윤리위원은 회비납부를 예외로 한다.

제 3장  임   원

제 8조(임원의 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부회장 : 5명 내외(변경) 
3. 이  사 : 10명 내외
4. 감  사 : 2명
5. 자문위원 : 약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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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조(임원의 선임방법)

1.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화장과 이사의 선출은 회장의 제청으로 임명하며,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3.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결의로 총회에서 추대한다. 

제 10조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임원의 임기 중 결원으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11조 (결격사유)

본회의 임원 중 다음의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원으로 본다.  
1. 유고시
2. 3회 이상 회의에 무단 불참할 때

제 12조(임원의 직무)

본회의 임원은 아래와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회  장 :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전반을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수석) 부회장이 임무를 대행한다. 
3. 이  사 : 이사회를 구성하여 회무 운영의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업무를 분담처리하고 회

장, 부회장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자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편집위원 : 학회지의 심사, 편집, 발간에 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
5. 감  사 
  1) 본회의 재정 및 회계사항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감사는 전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본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

사할 수 있다. 
6. 간  사 : 이사의 업무를 돕고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 4장  총   회

제 13조(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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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 14조(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정하여 소집요구를 할 때 
  4)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추가)

제 15조(의결권) 

 1. 총회의 의장은 의결권이 없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2. 이사회의 의장은 의결권이 없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 16조(의결정족수)

1. 총회는 정회원 1/3 출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단, 총회가 성립되지 않
을 때는 총회에 참가 등록된 정회원의 1/3출석으로 성립하고 참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2. 총회의 의사는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
한다.

제 17조(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기획총무, 학술, 고시, 재무, 진료, 제도, 편집, 전산, 홍보, 보험, 연구윤리 업무를 분

담하며, 무임소이사는 회장이 위임하는 업무를 분담한다. 
3. 이사의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은 따로 내규로 정한다.
4. 이사회는 본 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위원회(위원장은 담당이사가 된다)를 두며 

위원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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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원회는 기획총무위원회, 학술위원회, 재무위원회, 진료위원회, 고시위원회, 교육위원회, 편
집위원회, 전산위원회, 홍보위원회, 봉사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고, 각 위원회는 7명 
내외의 위원을 이사회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6.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며, 차기회장은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다.

7.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
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8. 이사회의 회의는 그 경과나 내용 및 결과를 기획총무이사가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 2인
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 18조(이사회의 임무)

이사회는 본 학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제반 시책과 사업을 기획하고 의결하며 다음 각 호
가 정한 업무를 담당한다.

1. 회원의 심사 및 명예회원 찬조회원 추대에 관한 사항
2. 입회비 및 연회비결정
3.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편성
4. 의료분쟁, 의료수가 및 의료기기의 규격규정
5. 직제 및 기타 규칙 제정
6. 재산의 득실 및 변경
7 상벌 
8. 총회 및 학술대회, 학술세미나 등
9. 연구윤리
10. 기타 본회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제 5장  재정 및 회계

제 19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아래의 수입으로 한다. 
1. 회원의 회비 및 입회비
2. 찬조금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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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차기년도 2월 28일까지로 하며, 각 년도의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21조(세입, 세출예산)

본회의 세입 및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편성하여 이사회를 거쳐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2조(경비의 지출)

1. 경비의 지출은 회장의 결재에 따라 지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2. 재무이사는 본회의 재정과 회계를 기록 유지한다.(변경)   
3. 본회의 현금은 본회의 명의나 회장 또는 재무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다.(변경)

제 23조

본회에는 재정 및 회무 전반을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혹은 직원을 둘 수 있다.

제 24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 6장  벌   칙

제 25조(회원벌칙)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었을 경우에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본회 회원 중 소정회비(입회비, 연회비)를 2년간 체납하였을 때
2. 본회에서 개최하는 학회행사에 1회/년 미만의 불참 시
3. 본회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매우 실추시켰을 때
4. 단, 해외거주⋅질병 및 부득이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 26조

회원의 징계 및 자격상실은 대한한의사협회 정관 및 대한한의학회 회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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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부   칙

제 1조

대한한의학회 규정 중에서 분과학회에 준한 회칙은 본회 회칙에 전면개정 보강하였음으로 개정
된 회칙에 따라 실시한다.

제 2조

본 회의 회칙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제 3조

이 회칙 개정은 총회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Ⅳ

1. 학술대회

2. 대한한방내과학회지 투고 규정

3. 전문수련의 학술활동 규정

학술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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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술대회

2005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대한한방내과학회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 일시 : 2005년 6월 11일

‣ 장소 : 서울 아미가 호텔(1부, 6월 11일), 서울 동국대(2부, 6월 12일)

‣ 주제 : 1부 ‘한방내과학의 실제와 전망’, 2부 ‘관련연구과제에 대간 접근’

 1 부 

• 한약의 효능량과 탕전방법에 대한 소견 (김병운 前경희대 교수)

• 순환신경계질환의 임상진료 (경희대 이경섭 교수)

• 염증성 장질환 (경희대 류기원 교수)

• 해수의 원인, 증상, 치방 (한상환 前원광대 교수)

• Memory and learning (원광대 이언정 교수)

 2 부 

• Oxidative stress and calorie restriction in aging (텍사스 주립대 유병팔 명예교수)

• Penta-O-galloyl-beta-D-glucose supresses tumor growth via inhibition of angiogenesis 
and stimulation of apoptosis: roles of cyclooxygenase-2 and mitogen activated protein 
kinase pathways (경희대 김성훈 교수)

• 체불락산에 의한 면역조절의 기작 (대전대 임종순 교수)

• 중의락병이론지도혈관병변방치연구 (화북이령제약 오이령 대표)

2005년도 추계학술대회

‣ 일시 : 2005년 11월 6일 09:00-17:00

‣ 장소 : 대전대학교 국제회의실

‣ 주제 : 한의학의 임상연구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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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강연

• 의학통계학의 개념 및 적용 (가톨릭대 신임희 교수)

• 의학논문 작성법 (경희대 고성규 교수)

• 약인성 간손상의 진단기준 (우석대 장인수 교수)

• 천연물제제 현황과 관련 규정 (식약청 생약제제팀 김도훈)

구연발표

• 한약투여기간에 따른 간기능의 변화비교 (김정철)

• 심박변이도 측정을 통한 手足多汗證 환자의 자율신경계 기능 평가 (이건영)

• 만성 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의 사상체질 분포에 대한 연구 (이정희)

• 해독요법 중 보유관장 실시 후 간기능 검사상의 변화를 보인 3례 (장혜진)

• 비전형적인 갑상선 중독성 주기성 마비 1례 (김진아)

• 울혈성 심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환자 분심기음 투여 치험 1례 (선종주)

• 金水六君煎이 마우스의 면역반응에 미치는 영향 (서영호)

2006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 일시 : 2006년 5월 21일 09:00-17:00

‣ 장소 : 경희대학교 청운관 지하1층(117호)

‣ 주제 : 전통한의학의 현대적 임상 적용

초청강연

• 한의학의 임상의학 流派 (경희대 김남일 교수)

• 溫病學 소개 (경원대 임진석 교수)

• 중경처방 중요약재의 산지별 특성 (태을양생한의원 허담 원장)

구연발표

• 석창포의 심근경색 회복효과 (254)

• 과체중 중풍환자에 대한 태음조위탕의 체중감량 효과에 관한 이중맹검법적 관찰 (256)

• 뇌졸중환자의 어혈병태모형과 CAVI, 심혈관질환 위험도간의 상호관계에 관한 임상적 연구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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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교경색환자에 대한 임상적 고찰 (254)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

‣ 일시 : 2006년 10월 22일 09:00-17:00

‣ 장소 : 대전대학교 혜화문화관 블랙박스홀

‣ 주제 : 한의학의 현재와 미래

초청강연

• 현대제약기술을 이용한 한약제형의 현대화 (대전한방약품 김진석)

• 갑상선질환의 한의학적 치료 (경희대 안세영 교수)

• 화병의 이론과 실제 (경희대 김종우 교수)

구연발표

• 능동 및 수동 대처상황에서 HRV(Heart Rate Variability) 분석을 통한 개인차 연구 (조윤성)

• 기관지천식의 임상증상평가분석을 통한 호흡기계 질환의 임상증상 평가방법 제언 (황준호)

• 當歸鬚散 服用이 交通事故 後遺症 患者들의 血診斷基準 尺度 변화에 미치는 효과 관찰 (김수용)

• 하시모토 갑상선염 환자에 安全理中湯의 임상적 적용 기준 연구 (강기훈)

2007

2007년도 춘계학술대회

‣ 일시 : 2007년 5월 13일 9:00-16:00

‣ 장소 : 경희대학교 청운관 지하1층(117호)

‣ 주제 : 한의학 임상시험의 방법론

초청강연

• 한약제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 제도 (식약청 생약제제팀 조정희팀장)

•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운영 (울산의대 구영모교수) 

• 한의학 임상시험의 실제 (대전대 손창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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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발표

• 최근 독성 문제가 제기된 한약에 대한 오해와 실제 (장인수)

• The Correlation between Deviation Indexes of Ryodoraku and Acute Stress in Patients with 
Functional Dyspepsia (So-yeon Kim)

• 마황 단기복용이 사상체질인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 이증맹검 임상시험 (형례창)

• 우황청심원이 정상인의 혈압, 맥박, 뇌혈류 및 뇌혈관반응도에 미치는 영향-하루 2회 복용군에 
대한 연구 (황재웅)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 일시 : 2007년 10월 14일 9:00-16:00

‣ 장소 : 대전대학교 지산도서관 6층 강당

‣ 주제 : 난치성 질환의 한의학적 접근

초청강연

• IgA 腎病의 中醫治療 (中國中醫科學院 西苑醫院 葉莉芳 교수) 
• EBM에 입각한 기관지 천식 한의학적 치료의 실제 (경희대학교 정승기 교수)

• 자반증 및 혈관염의 한의학적 치료 (한동하 한의원 한동하 원장)

구연발표

• Best-Case Series Review of East-West Cancer Center (유화승)

• Craves’ disease 환자에 대한 안전백호탕의 임상적 적용기준 연구 (강철호)

• 흉부 X선을 통한 우폐의 종횡비와 체질 및 체성분 분석과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신선미)

•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보행장애 환자에 대한 주행침 치료의 효과 (이재휘)

2008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

‣ 일시 : 2008년 5월 18일 09:00-16:00

‣ 장소 : 경희대학교 청운관

‣ 주제 : 한방내과학의 선택과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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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강연

• 위운동성 질환의 한방적 진단 및 치료 (으뜸경희한의원 김진석 원장)

• 한방 의료분쟁의 현황 및 대처방안 (경희의료원 윤태상 법무팀장)

• 파킨슨병의 한방치료 (경희대 조기호 교수)

구연발표

• 수레바퀴 암치료법을 시행한 폐암환자에 대한 후향적 코호트 분석 (박봉기)

• 한방병원에 내원한 파킨슨 증후군 환자 증례군 보고 (이승엽)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 일시 : 2008년 10월 12일 09:00-16:00

‣ 장소 : 대전대 둔산한방병원 컨벤션 센터

‣ 주제 : 한의학과 건강보험

초청강연

• 동의보감의 오탈자와 올바른 해석 (원광대 원진희 교수)

• 건강보험제도 및 심평원의 역할 (심평원 선우항 상근심사위원)

•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 실제 (경희대 김윤범 교수)

구연발표

• 生肝健脾湯 투여 후 증상 호전된 대사증후군 환자 증례보고 (신선미)

• 뇌졸중의 위험지표로서 의미가 있는 비만 지수는 무엇인가? : 환자-대조군 연구 (유병찬)

• 기침을 주소로 하는 결핵환자의 定喘湯 치험례 (최순영)

• 장음 검사로 Achalsia 환자의 증상 호전을 확인한 한방 치험 1례 (홍인아)

• 간질성 폐질환 환자의 한방치료 증례보고 (손지영)

• 감초와 이뇨제 병행 투여시 혈청 칼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후향적 단면연구 (조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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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

‣ 일시 : 2009년 5월 24일 9:00-16:00

‣ 장소 : 경희대 청운관 지하1층 117호

‣ 주제 : 한의학과 한국 표준 질병사인 분류

초청강연

• 약인성 간 손상 (세명대 고흥 교수)

•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 활용확대 필요성과 방안 (경원대 박종형 교수)

• 의무기록의 중요성 (경희의료원 김란혜 의무기록팀장)

구연발표

• 결핵 후 폐손상으로 인한 후유장애의 한방치료 치험 1례 (노영래)

• 동일 한약을 복용한 동일한 주소증의 입원환자 111명의 간기능 및 신기능 비교 분석 (이진혁)

•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이진탕가미방과 Omeprazole 효과 비교 연구 (황지영)

• 辨證 診斷에서 形色이 처방 선택에 미치는 영향 - 氣血兩虛, 陰虛, 濕痰을 중심으로 (신선미)

•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뇌졸중에 병발된 폐렴환자에 대한 임상적 고찰 (김슬지)

• 백회혈 자침이 정상인의 혈압, 맥박수, 뇌혈류 및 뇌혈관반응도에 미치는 영향 (변형식)

• 淸肝解酒湯과 禁酒鍼을 應用한 禁酒클리닉 患者 5例에 관한 고찰 (이승보)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 일시 : 2009년 10월 18일 09:00-16:00

‣ 장소 : 대전대학교 지산도서관 국제회의실

‣ 주제 : 한국표준질병과 한방 진단법

초청강연

• 항암단을 투여한 Ⅲ B기 이상 비소세포성 폐암 환자의 생존률에 대한 전향적 분석 (대전대 유화승 교수)

• Vri를 이용한 호흡기 진단법 (경희대 정희재 교수)

• 소아과 질환에 대한 임상특강 (경희대 이진용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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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발표

• 消疸健脾湯을 투여한 알코올性 肝疾患 患者 치험례 (신용진)

• 저혈당 이후 발생한 급성 뇌경색 2례 (홍욱기)

• 원인불명의 하복부 통증과 요통, 적색뇨를 호소하는 중복요관 환자 증례 (조민정)

• 麻黃附子細辛湯을 투여한 천식 환자 2례 (박영주)

• 만성 신부전 환자에 대한 蔘芪地黃湯 치료 4례에 대한 임상적 고찰 (박재석)

• 血府逐 湯의 혈소판 응집억제 작용에 대한 in vitro 연구 (민경윤)

2010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 일시 : 2010년 6월 13일 09:00-16:00

‣ 장소 : 동국대학교 덕암세미나실

‣ 주제 : 내과질환의 진료지침 및 최신지견

초청강연

• 중풍 한의임상진료지침개발과정 (동국대 한창호 교수)

• 중풍환자에 대한 1차 한의임상진료 가이드라인 (원광대 이 인 교수)

• 뇌졸중 진료지침 (국립중앙의료원 고임석 신경과 과장)

• 뇌졸중 재활치료지침 (동국대 권범선 교수)

• 배뇨장애에 대한 한방치료의 최신지견 (원광대 송봉근 교수)

• 갑상선 질환의 한방치료 최신지견 (경희대 안세영 교수)

구연발표

• 뇌졸중 후 발생한 수부부종에 蠲痺湯加減을 사용한 치험 2례 (권승원)

• 청혈단(淸血丹)의 혈소판 응집억제 작용에 대한 in vitro 연구 (김슬지)

• 四象體質별 폐기능검사(PFT)에 대한 연구 (백상인)

• 한의계 학술진흥재단 등재지에 발표된 감기 연구의 체계적 고찰 (설무창)

• 자감초탕과 침치료로 호전된 서맥성부정맥 환자 1례 (양나래)

• 熱多寒少湯 투여 전 후 간기능검사 수치의 변화 비교 (양형주)

• 교통사고 외래환자 當歸鬚散 복용 전 후 血辨證 說問紙를 통한 비교 분석 (이진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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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추계학술대회

‣ 일시 : 2010년 9월 5일 13:00-17:50

‣ 장소 : 광주광역시 김대중 컨벤션 센터

‣ 주제 : 치료의학으로서의 한의학의 역할

초청강연

• 보양에 대한 한방처방 활용 (前 경희대 교수 김병운) 

• 소화기 질환의 한방처방 활용 (원광대 문 구 교수) 

• 임상에서 진단검사의학의 활용 (원광대 이영진 교수) 

• 비만의 한방처방 활용 (동국대 김호준 교수)

구연발표

• 허혈성 혈관질환의 병력이 없는 일반인에서의 Pulse Wave Velocity(PWV)와 어혈병태 Heart 
Rate Variability(HRV)간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박우람)

• 요추 추간판탈출증 환자에서 야간통과 어혈변증의 관계에 관한 임상적 연구 (유다영)

• 변비 경향이 있는 혈관성 치매 환자에 대한 대황지제 투여 3례 (이미정)

2011

2011년도 춘계학술대회

‣ 일시 : 2010년 5월 1일 09:00-15:30

‣ 장소 :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별관동 지하 1층 강의실

‣ 주제 : 내과질환에 대한 최신 지견

초청강연

• 간질환에 대한 한방치료 (경희대 김영철 교수)

• 담도질환에 대한 한방치료 (세명대 고흥 교수)

• 약물성 간 손상에 대한 이해 (원광대 김강산 교수)

• 고지혈증에 대한 한방치료 (경희대 정우상 교수)

• 심장질환에 대한 응급처치법 (경희대 김진배 교수)

• 심초음파의 이해 (경희대 손일석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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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발표

• 수면장애를 동반한 만성긴장형 두통에 한방치료(加味淸心湯, 加味淸肝湯, 침, 부항 치료)를 시행
하여 호전된 1례 (권승원)

• 상세불명의 급성 바이러스간염 환자에 대한 黃連解毒湯加味 치험1례 (김동훈)

• 인터페론 투여 중단한 만성 B형 간염에서 인진청간탕 투여 관찰한 1례 (박진규)

• 比和飮으로 호전된 파킨슨병 환자의 구토 및 식욕부진 치험 5례 (양은주)

•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 환자의 生肝健脾湯 치험 5례 (양형주)

• 杜冲破古紙湯(補腎湯加減) 투여로 호전된 보행장애를 동반한 경추척수증 환자 1례 (윤인수)

2011년도 추계학술대회

‣ 일시 : 2011년 10월 16일 09:00-15:40

‣ 장소 :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컨벤션홀

‣ 주제 : 내과질환에 대한 최신지견

초청강연

• 한의학 연구와 출판 윤리 (동국대 한창호 교수)

• 해수, 천식에 대한 한방 치료 (대전대 박양춘 교수)

• 기침의 진단과 치료 (경희대 정희재 교수)

•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대한 한방 치료 (경희대 박재우 교수) 

• 소화기계 암에 대한 한의학적 소견 (경희대 이상헌 교수)

• 신장질환에 대한 한방 치료 (원광대 송봉근 교수)

• 전립선질환에 대한 한방 치료 (경희대 이병철 교수)

구연발표

• 과민성 장 증후군에 대한 Algometer 적응 연구-복진 정량화의 관점에서 (고석재)

• 槐花⋅地楡가 포함된 처방으로 호전된 방광암으로 인한 血尿 2례 (김도형)

• Heart Rate Variability(HRV)를 이용하여 측정한 중년층의 스트레스와 기능성 소화불량증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박우람)

• 두통 및 어지럼증 입원환자의 맥진기를 이용한 통계적 고찰 (장원석)

• 다한증 클리닉 입원 프로그램을 통해 호전된 수족다한증 2례 (최규희)



192  ❙대한한방내과학회 40년사 40th The Society of Internal Korean Medicine

2012

2012년도 춘계학술대회

‣ 일시 : 2012년 4월 29일 09:00-15:40 

‣ 장소 : 경희의료원 정보행정동 제1세미나실 및 부속실

‣ 주제 : 진단검사와 임상한의학의 만남

초청강연

• 한의학 연구와 출판 윤리 (동국대 한창호 교수)

• 바이러스 간염의 검사 (경희대 이희주 교수)

• 간질환의 한의학적 접근-EBM을 위한 과학적 해석과 방법론 (대전대 손창규 교수)

• 한방 암치료의 이해와 임상적 적용 (대전대 조정효 교수)

구연발표

• 茵蔯五苓散 투여로 치료한 濕熱로 변증된 간기능 수치 이상 소견 환자 증례 보고 5례 (김수영)

• 장결핵 의증 환자의 오심, 구토, 식욕부진 증상 한방치험 1례 (김슬기)

• 白殭蠶이 비만형 당뇨병 동물모델에 미치는 영향 (김재연)

• 한약투여 후 골 도 변화 관찰 : 26례 (서민수)

• 기허로 변증한 뇌졸중과 혈증지질과의 관련성 연구 (우연주)

• 川烏의 안전성 고찰 10례- 川烏의 부작용으로 보고된 증상을 토대로 제작한 설문을 통하여 (이영준)

2012년도 추계학술대회

‣ 일시 : 2012년 10월 14일 09:30-15:30 

‣ 장소 :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1층 멀티미디어실

‣ 주제 : 心, 신경 그리고 소통

초청강연

• 스트레스와 기억 (원광대 이상관 교수)

• 동맥경화와 어혈의 연관성 검토 (경희대 문상관 교수)

• Imaging Diagnosis of cardiovascular disease (원광대 박성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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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발표

• 설사형 과민성 장 증후군 환자 치료시 복부 증상과 압력통각역치간의 비교 연구 -복진 정량화의 관점에
서 (고석재)

• 투석이 필요했던 급성 신손상 환자의 치험 1례 (박진규)

• 비만 여성의 체중 감량에 대한 다이어트 요법간의 효과 비교 :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를 바탕으
로 (우연주)

• 화학항암요법으로 발생한 말초신경병증의 補氣除痛湯加味方 투약 1례 (이상아)

• 간기능 검사 수치 이상자에 茵蔯五苓散을 투여한 7례 보고 (이윤진)

• 타목시펜 복용 중 간수치 상승을 보인 유방암 환자에 청간플러스를 투여한 증례 보고 3례 (최정은)

2013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

‣ 일시 : 2013년 4월 14일 09:00-15:40 

‣ 장소 : 경희의료원 정보행정동 제1세미나실 및 부속실

‣ 주제 : 소화기 질환의 임상진료

초청강연

• 한의학 연구와 출판 윤리 (동국대 한창호 교수)

• 흔히 접하는 상부위장관질환의 내시경 소견 (경희대 장재영 교수)

• 한방의료행위, 근원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경희대 윤상협 교수)

• 胃腸病과 用藥三法 (원광대 원진희 교수)

구연발표

• 흉쇄유돌근의 근에너지기법을 적용한 교통사고로 인한 편타성손상 환자의 한방적 치험 4례 (김현철)

• 크론병으로 진단 받은 설사 환자 1례에 대한 증례 보고 (배수현)

• 복강경 자궁절제술 후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에 대한 치험 1례 (송보윤)

• 암성 통증을 호소하는 비소세포성 폐암 환자의 한방 치료 치험 1례 (이희범)

• 철결핍성빈혈 환자에 대한 歸脾湯加味 치험 1례 (장은경)

• 입원환자의 한약투여가 간기능에 미치는 영향 (주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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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추계학술대회

‣ 일시 : 2013년 9월 29일 13:00-17:00 

‣ 장소 : 대전 컨벤션센터

‣ 주제 : 신장 그리고 대사이상, 한의학에 길을 묻다.

초청강연

• 오아시스를 이용한 논문 및 보고서 동향 분석 활용 사례 (한국한의학연구원 예상준) 

• 한의사가 알아야 할 의료법규와 행정처분 (대구한의대 김용호 교수)

• 갑상선 기능저하증의 임상실제 (경희대 안세영 교수)

• 노인질환에 대한 임상적 접근 (대구한의대 신현철 교수)

• 신장질환의 한방치료 (원광대 송봉근 교수)

구연발표

• 전국학술대회로 구연발표 생략

2014

2014년도 춘계학술대회

‣ 일시 : 2014년 4월 27일(일) AM 09:30-PM 15:40 

‣ 장소 : 경희대학교 청운관 B117

‣ 주제 : 한방 종양 임상진료

초청강연

• 통합암치료의 최신지견 (대전대 유화승 교수)

• 폐암의 한약 치료-중국 광안문의원 박병규교수의 처방 간략 소개 (동의대 홍상훈 교수)

• 실험적 증거에 입각한 한방종양치료 (경희대 김성훈 교수)

구연발표

• 한방병원 응급실 내원환자에 대한 임상적 분석 (김한옥)

• 전립선 비대증에 흥의를 이용하여 혈청 전립선특이항원 감소 및 증상 개선을 보인 3례 (이지영)

•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인한 오심, 구토 및 식욕부진 환자의 치험 1례 (최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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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추계학술대회

‣ 일시 : 2014년 10월 12일 09:30-16:10 

‣ 장소 : 대전대학교 혜화문화관 블랙박스 홀

‣ 주제 : 한의학과 의료 환경

초청강연

• 한방 의료 분쟁의 심의 조정 (경희대 정희재 교수)

• 한의사가 알아야 할 의료관련 법규 (대구한의대 김용호 교수)

• 한방의료의 경제성 평가 (부산대 김남권 교수)

• 감기환자의 보험한약 사례 (탑마을경희한의원 이준우 원장)

• 알레르기 면역질환 치료의 실제 (한동하 한의원 한동하 원장)

구연발표

• 전국학술대회로 구연발표 생략

2015

2015년도 춘계학술대회

‣ 일시 : 2015년 4월 19일(일) AM 09:30-PM 16:20 

‣ 장소 : 경희대학교 청운관 B1107호

‣ 주제 : 한방 의료기기 사용의 실제

초청강연

• 움직임장애 환자를 위한 의료기기 개발시 필요한 생체역학적 접근 (원광대 이상관 교수)

• 위전도와 위장음청진검사를 이용한 위장병 임상진료 (위편장쾌한의원 김진석 원장)

• 비침습적 간섬유화 진단기, 파이브로스캔의 기술적 이해와 한의학적 응용 (대전대 손창규 교수)

• 호흡기질환과 수족다한증 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 사용의 실제 (경희숨편한한의원 황준호 원장)

구연발표

• 전침을 병행한 급성 마비성 장폐색 환자 치험 2례 (오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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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LFIRI 항암화학요법으로 유발된 구내염에 청구감로수 함수로 증상 호전을 보인 진행암 환자 
2례 (오혜경)

• 한약부작용보고의 필요성 및 보고방법 소개 (우연주)

2015년도 추계학술대회

‣ 일시 : 2015년 11월 29일 10:00-16:00

‣ 장소 : 대전 컨벤션센터

‣ 주제 : 내과질환의 최신지견

초청강연

• 급성기관지염과 현대한의학 (A&I 경희한의원 황우석 원장)

• Acupuncture treatment on functional dyspepsia (경희대 박재우 교수)

• 전립선질환의 한방치료 (경희대 이병철 교수)

• 한의 임상에서의 레이저 치료 (우석대 장인수 교수)

• 한약에 의한 간손상 사례분석을 통한 임상적 접근 (대전대 조정효 교수)

• 한의사가 알아야 할 보건 관련 법규 (대구한의대 김용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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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한한방내과학회지 투고규정

개정안 2002년 6월 25일

원고에 관한 일반적 지침

1. 투고자격

투고자의 자격은 내과학회의 회원 및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하거나 인정한 사람의 경우로 한한다.

2. 게재범위

본지에는 한의학 관련 원저, 종설, 임상 및 증례보고 등을 게재한다. 단 종설은 편집위원회에서 
의뢰한 경우로 한하며, 증례보고의 경우 환자의 신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 논문심사 및 게재결정

원고 송부 및 편집에 관한 제반 업무는 편집위원회가 하며, 모든 원고는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복수의 심사위원들의 심사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편집위원회는 원고
의 체제, 분량 등에 대하여 저자에게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때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의로 
원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와 체제 등을 수정할 수 있다. 채택된 원고의 게재순
서는 최종원고의 접수 순서로 한다.

4. 중복⋅무단게재 및 저작권

이미 다른 학술지 및 기타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같은 언어로 된 같은 내용의 원고는 투고할 수 
없으며, 본지에 게재된 원고를 임의로 타지에 전재할 수 없다. 또한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모든 원
고에 대한 저작권은 내과학회가 소유하며, 모든 원고는 제출 후에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5. 심사료 및 게재료

청탁 원고를 제외한 모든 원고에 대하여 소정의 심사료 및 게재료를 받을 수 있으며 논문제작전
까지 논문접수처로 입금 완료하여야 한다. 도안료, 특수인쇄 그리고 별도의 별책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저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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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술지 발간 및 원고 접수

본지는 연 2회 이상 발간하며, 원고의 양에 따라 증간할 수 있다.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연중 
수시로 접수하며, 원고의 접수일은 원고가 편집위원회에 도착된 날자로 하고, 원고의 채택은 심사
가 완료된 날자로 한다. 

원고 작성에 관한 세부지침

1. 원  고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영문원고도 게재할 수 있다. 한글원고에는 영문초록을 영
문원고에는 한글 및 영문초록을 첨부한다.

2. 원고 제출

원고작성은 글을 이용하며, A4 용지에 가로로 1면만 인쇄하되 맞춤법 및 띄어쓰기를 정확하게 
작성한다. 글자는 신명조체로 하며 크기는 10 포인트, 정열은 좌측정열, 줄간은 160%, 2열 간격
(double space)으로 하며, 상하좌우에 최소 2.5cm(1인치)씩의 여백을 두고 원고의 쪽번호는 제목 
쪽부터 시작하여 차례대로 중앙하단에 표시한다. 원고는 원본 1부, 그리고 저자의 성명 및 소속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의 3부 등 4부와, 영문초록의 원어민 교정을 위하여 영문초록 1부를 별도로 제
출한다.

3. 최종 게재 원고 제출

심사 완료 후 게재하기로 채택된 원고는 지적된 사항을 수정한 후 3.5 inch 디스켓을 원본 1부와 
함께 제출하며 원고의 분량은 A4(210×297mm) 백색 용지로 15면 이내로 한다. 단 종설 및 증례
보고는 A4 용지 10면 이내로 한다.

4. 원고 작성

원고는 표지, 초록과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표·그림 및 사진의 순으로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 
철한다.
1) 약어는 표준약어만 사용한다. 논문제목과 초록에는 약어 사용을 피한다. 본문에 약어를 처음 

사용할 때에는 정식 명칭을 먼저 쓰고 괄호 등을 이용하여 약어를 표기하며 이후에는 약어만
으로 표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약자는 가급적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으나 표준 
측정단위의 약어는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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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명, 지명, 그 밖의 고유명사는 가급적 원어를,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 도량형은 미터법을 사
용하며, 모든 단위는 국제표준단위(International System of Units, SI)를 사용한다. 

3) 한약처방명은 새로 제정된 로마자 표기법에 준하여 사용하며, 처방명이 중국에서 래원된 경우
에는 중국어 발음을 병기한다.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하며, 湯, 散, 丸 같은 劑型을 뜻하는 단어
는 hypen(-)을 사용한 뒤 소문자로 표시한다. 

4) 한약명은 생약명으로만 표기해서는 안되고 사용되는 실제 부위 또는 수치법을 적절한 영어로 
표기하여야 한다. (예) 감초(炙) : Broiled root of Glycyrrhiza uralensis FISCH

5) 본문의 항목구분은 국문의 경우 아라비아 숫자로 구분하며, 영문의 경우는 로마자로 구분한다. 
(예 : 국문 - 1, 2, 3, 1), 2), 3), (1), (2), (3), ①, ②, ③ / 영문 - Ⅰ, Ⅱ, Ⅲ, A, B, C, 1, 
2, 3, a, b, c)

5. 표  지

1) 논문제목 및 모든 저자명(국문 및 영문)을 기재하고 소속이 다른 저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주 
연구기관을 먼저 기록하고, 그 이외의 기관은 해당저자 뒤에 어깨 기호를 붙이고 소속기관과 
일치하여 기호 순서로 기재한다.

2) 표지하단에는 책임저자(corresponding author)의 성명, 소속, 주소 및 연락처(전화, 팩스, 
E-mail)를 기재하며 기타 연구비 수혜 및 학술대회 발표 등도 기재한다.

3) 국문 및 영문제목은 전치사, 관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6. 초록 및 중심단어

1) 국문원고에는 영문초록을, 영문원고에는 국문 및 영문초록을 사용한다. 
2) 초록에는 영(국)문으로 제목, 저자명, 소속기관명, 초록내용을 기재하며 내용의 길이는 영문초

록의 경우 250단어 이내, 국문초록의 경우 400자 이내로 한다. 단 증례보고의 경우 항목 구분 
없이 영문초록의 경우 150 단어 이내, 국문초록의 경우 300자 이내로 한다.

3) 초록은 소항목으로 구분하여 목적(Objectives), 방법(Methods), 결과(Results) 그리고 결론
(Conclusions)의 형태로 기록한다. 단 증례보고와 종설은 이 형식을 취하지 않을 수 있다.

4) 중심단어는 초록이 끝나는 하단에 5개 단어 이내로 표기한다. 이때 주제어는 인덱스 메디커스
(Index Medicus)에 나열된 의학주제용어(MeSH, Medical Subject Heading)를 사용해야 하며 
한약처방명이거나 경혈명일 때는 중국어 발음을 괄호안에 병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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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본  문

1) 본문에서는 서론, 대상 또는 재료와 방법, 결과, 고찰, 결론, 참고문헌의 순서로 하며 필요에 따
라서는 각 항목을 통합 또는 생략할 수 있다. 임상 및 증례보고, 종설은 다른 형식을 취할 수 
있다.

2) 서론에는 연구의 목적과 이에 대한 간략한 배경이 언급되어야 한다.
3) 재료 및 방법은 실험동물 등 대상, 방법, 실험기구(제작사 및 기종 명시), 절차 등을 포함하되, 

연구방법이 본 연구에 적당한 이유와 기준이 명기되어 있어 다른 연구자가 같은 방법으로 시행
할 경우 재현할 수 있어야 하고 결과의 통계적 검정 방법도 기재하여야 한다.

4) 결과는 연구목적에 합당한 결과만 객관적으로 기술하며, 도표의 순서와 같은 순으로 기재하되 
본문의 표나 도해의 데이터를 반복하여 적어서는 안된다.

5) 고찰은 결과가 연구목적이나 가설과 일치하는지를 기술하고, 새롭고 중요한 관찰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다른 연구자의 결과와 비교하여 저자의 결과의 당위성 및 정확성을 기술하고, 결과
와 무관한 교과서적인 사실을 나열하지 않는다.

8. 참고문헌

1) 참고문헌은 본문에 나타난 것만 인용하며, 인용한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붙여 정리하며, 참고문
헌 수는 원저 30개, 증례보고 20개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종설 논문은 예외로 한다.

2) 본문에는 인용문구의 끝에 어깨번호 형태의 아라비아 숫자로 괄호 없이 표시하되, 문장의 마지
막에 참고문헌의 어깨번호가 들어갈 경우 마침표(.) 이전에 참고문헌 어깨번호를 기입한다.

3) 저자명은 한글과 한자명일 경우에는 다 쓰고 영문명은 성 뒤에 이름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쓴다. 
저자가 6인 이내면 모두 기재하고, 7인 이상은 6인 이후 “등” 또는 “et al”로 끝맺는다.

4) 저자표기는 last name은 다 쓰고, first name과 second name은 첫 글자를 대문자로 붙여 쓰고 
initial에는 마침표(.)는 사용하지 않는다. 저자명 사이에는 쉼표(,)로 구분하고, 마지막 저자명 
또는 et al 뒤에는 마침표(.)를 찍는다. 국문의 경우도 동일하다.

5) 잡지명은 “List of Journal Indexed in Index Medicus”에 의거 약어로 기재하며 영문의 경우 이
탤릭체로 표기한다. 인용논문의 제목 중 첫 글자는 대문자로 하고, 부제목이 있는 경우 쌍점(:)
을 붙인 후 소문자로 기재하며 제목 뒤에는 마침표(.)로 표시한다.

6) 잡지명 뒤에 마침표 없이 연도를 표기한 후 쌍반점(;)으로 붙여서 구분 후, 권 : 시작쪽-끝쪽
의 순으로 한다. 끝쪽은 시작쪽에서 변화된 숫자만 기입한다. 참고문헌 중 인용 학술지명 뒤에
는 마침표를 찍지 않고 참고문헌 끝에 마침표를 찍는다.
예 1) 학술지 논문 : 저자명. 제목. 잡지명 출판년도;권:시작면-종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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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고성규, 김춘배. Modified Barthel Index 및 Motor Assessment Scale을 이용한 검사자
간 신뢰도 검사. 대한한의학회지 1999;20(1):60-5.

(영문) Ko SG, Jun CY. Correlation Analysis with Modified Barthel Index and Motor 
Assessment Scale in Stroke Patients. J of Koream Orient Med 1999;20(1):52-9.

예 2) 단행본 : 저자명. 도서명. 판수. 발행지: 출판사; 출판년도, 면수.
(국문) 송혜향. 메타분석법. 서울: 청문각; 1998, p. 32-6.
(영문) Lalka SG. Vascular surgery. 2nd edition. Philadelphia: W.B. Saunders; 1992, p. 123-5.
예 3) 단행본내의 장(Chapter)을 이용할 경우
(영문) Dean RH. Aneurysm of the carotid artery. In: Sabiston DC editor. Textbook of 

Surg. sth ed. Philadelphia: W.B. Saunders; 1997, p. 1560-1.

9. 그림 및 표

1) 그림이나 표는 영문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표 안의 내용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2) 표의 제목이나 그림설명은 전치사, 관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의 첫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한다. 
3) 표는 수평선이나 수직선을 넣지 않고 작성한다.
4) 표에 사용한 비표준약어는 모두 각주에서 설명한다. 각주에는 기호를 써서 설명하며 기호는 다

음 순서로 사용한다 : *, †, ‡, §, ∥, ¶, **, ++, ‡‡.
5) 표 및 그림은 본문 뒤에 순서대로 일괄적으로 첨부하며, 본문 중에 그 위치를 표시한다. 
6) 그림은 전문 도안으로 선명하게 작성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후면에 위를 가리키는 화살표

와 저자명, 일련번호를 기재하고, 모든 그림의 제목, 설명 등은 별도 면에 한꺼번에 기재한다. 
7) 표나 그림(사진 포함)은 모두 합하여 10개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초과되는 비

용은 저자가 부담한다.

10. 위임사항

본 투고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11. 규정의 발효

본 규정은 2002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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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차

환자취급 

범    위
 교  육  내  용

학술회의

참    석

논문

제출

타과

파견

기

타

1

년

차

퇴원환자 

70명 이상

(실인원)

한방내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의 습득, 임상진단에 

필요한 각종 이학적 검사와 방사선 해독능력의 습득 

등으로 한의학에 대한 연구 및 임상검사의 효율적 이

용으로 응급환자 및 입원환자의 관리와 처치능력을 배

양함.

1. 입원환자의 병력청취 및 병력지 기록 

2. 내과질환에 관련된 기초적인 각종 검사법 이수

3. 입원환자의 전문적인 관리, 병실회진, 병실환자의 

평가 및 치료 참여(처방과 처치명령)

4. 각종 임상회의 참석 및 병실환자의 증례발표

5. 일반수련의 지도

1. 원외 

1회 이상

2. 원내 년

12회 이상

임상

논문

2편

이상

필요에 

따라 

3월 이내

2

년

차

퇴원환자 

70명 이상

(실인원)

내과질환 환자의 진료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다양한 

진료경험을 익혀 상담능력을 배양함에 있음.

1. 내과 임상에 필요한 전문적인 검사 및 각종 특수 

검사법 이수

2. 외래환자의 진료보조

3. 각종 임상회의 참석 및 주1회 증례발표

4. 의료진과의 진료간담회

5. 하급 한방전공의 지도

1. 원외 

1회 이상

2. 원내 년

12회 이상

임상

논문

2편

이상

필요에 

따라 

3월 이내

 3. 한방내과 전문수련의 학술활동 규정

❙2016년 1월 현재

가. 교육목표

내과적 질환 전반에 걸친 통합적 지식을 갖추어 진료 및 예방 기법을 익히고,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타과의 진료자문과 지역사회 주민의 보건향상에 능동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한방내과 전문의를 양성함에 있음.

나. 교과과정



Ⅳ. 학술활동❙3. 한방내과 전문수련의 학술활동 규정❙  203

연

차

환자취급 

범    위
 교  육  내  용

학술회의

참    석

논문

제출

타과

파견

기

타

3

년

차

1. 퇴원환자 

70명 이상

(실인원)

2. 외래환자

200명 이상

(연인원)

내과질환 환자의 진료에 주도적인 역할과 연구 및 교

육에 참여 하고 한의사의 위상 정립과 자질 함양

1. 특수질환에 대한 전문적 지식 습득

2. 외래 진료를 통한 임상활용기회 부여

3. 타과환자 자문에 대한 진료

4. 외래의 각 특수치료기술 보조

5. 각종 임상회의 참석

6. 병동책임자로서 하급 한방전공의 지도⋅감독

1. 원외 

1회 이상

2. 원내 년

12회 이상

임상

보고

2편

이상

필요에 

따라

3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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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내과 전공의의수련 관련 내규 및 지침

제1조(목적)

한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 에 관한 규정 제9조 및 전공의의 년차별 수련교과과정에
의한 년차별 수련 내용의 지도 감독에 필요한 시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고)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책임자는 수련개시 1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학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1. 지도전문의 임용사항
2. 전공의의 임용사항
3. 기타학회에서 필요시 요구하는 사항

제3조(전공의의 의무)

1. 전공의는 수련교과과정에 의한 수련사항을 교육 이수 즉시 “전공의수련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해당 년차 교육수료 후 1개월 이내에 수련책임자의 확인을 받아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전공의는 각 년차별 교과과정을 이수함에 있어 수련병원의 여건 및 시설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
수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사항을 사례별로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학술활동 및 학회활동 평가)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을 기본으로 하되， 본회가 정한 학술활동 및 학회활동에 관한 평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논문게재학술지범위
① 한방내과학회지, 대한한의학회지, 대한한의학회 소속 분과학회지, 기타 한방내과학회에서 인정

하는 학술지 및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 또는 SCI(E)에 등재된 국외학술지
로 함.

② 논문의 내용은 임상연구, 종설, 증례보고, 기초실험연구를 포함하며, 학위논문도 학술지에 발표
되어야함.

2. 논문평가기준
① 년차별 한방내과학회지에 1편이상은 게재하여야 함.
② 1년차에서는 저자순과 무관하며, 2년차와 3년차에서는 매년 제1저자로서 1편 이상은 게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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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외학술회의참석기준
년 1회 이상 한방내과학회에서 주관하거나 혹은 한방내과학회에서 인정하는 학술회의에 참석하

여야 한다.

제5조(조정)

학회는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가 수련교과과정을 이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타수
련병원의 증례를 참관할 수 있도록 권장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수련책임자)

지도전문의가 전공의를 지도함에 있어 지도 전문의가 연속 3개월을 초과하여 공석일 때는 해당 
지도전문의에 의하여 임용된 전공의의 당해 연도 수련기간은 6개월간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제7조(실태조사)

학회는 수련병원의 교육 실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수련책임자 또는 수련병원장
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8조(학회의 의무)

학회는 각 수련병원의 교육 실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해당수련병원의 수련책임자(과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내규는 고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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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근무지 주소

ㄱ
감철우 　

강  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 미성아파트 2동 1001호

강경래 서울 강남구 언주로 858 강남자생한방병원

강기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어은로 46 우석대 전주한방병원 의국

강기훈

강래엽 서울 중구 을지로 245 국립의료원 별관 1층 한방의국

강만호

강미정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 365-14 동서한방병원

강백규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련산로 99 원광대 전주한방병원

강성순 광주 남구 진월동 365-27번지

강세영 전북 전주시 완산구 어은로 46 우석대 전주한방병원

강신용 경기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천경빌딩 401호 코비한의원

강아름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경희대 한방병원 동관 631호 2내과 의국

강아미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동국대 일산한방병원

강유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로 62 동의의료원 한방내과

강지석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경희대 한방병원 동관 6층 617호

강지선 대전 중구 대흥로 176-9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강지영 대전 중구 대흥동 452-17 다연빌 205호

강철호 　

강휘중 대전 서구 둔산2동 녹원아파트 105동 206호

강희성 경기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468번길 95, 201호

경제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367번길 77 동수원한방병원 7층 의사실

경혁수 충북 충주시 상방4길 63 세명대 충주한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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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근무지 주소

고복영 대구 달서구 상인동 162-2 우리빌딩 5층 501호 윤앤송한의원

고석재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련산로 99 원광대 전주한방병원

고석재 서울 강동구 동남로 892 동서신의학병원 12층 한방내과 의국

고승우 충북 충주시 상방4길 63 세명대 충주한방병원

고영철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580 삼세한방병원

고창남 서울 강동구 동남로 892 강동경희대병원 중풍뇌질환센터

고하늘 전북 익산시 무왕로 893 원광대 익산한방병원 3층 의국

고호연 충북 충주시 상방4길 63 세명대 충주한방병원

고  흥 충북 제천시 세명로 66 세명대 제천한방병원

곡정강 경북 안동시 남부동 166-1 티니위니

공경환 충북 충주시 상방4길 63 세명대 충주한방병원

곽민아 대구 수성구 신천동로 136 대구한의대 대구한방병원

곽승혁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경희의료원 동관 3631호 한방2내과

곽자영 　

구자성 대전 서구 문정로48번길 58 대전자생한방병원

구자환 대구 수성구 신천동로 136 대구한의대

권경만 부산 부산진구 양정로 62 동의의료원

권소연 광주 남구 회재로 1140-23 원광대 광주한방병원 5층 1,2내과 의국

권수영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삼성래미안2차 101동 1202호

권승원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경희의료원 순환신경내과(심계내과)

권영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동국대 일산한방병원 6층 한방내과 의국

권오순 울산 동구 진성14길 122, 1층 오순도순 부부한의원

권오준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경희대 한방병원 동관 539호 1내과 의국

권은희 대구 수성구 신천동로 136 대구한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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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근무지 주소

권정남 경남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임상연구센터 417호

권태욱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 부영아파트 206동 903호

김강산 부산 부산진구 양정로 62 동의의료원 한방의국

김강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노태산로 4 대전대 천안한방병원

김경석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단국대학교 복지관 5층

김경수 대구 북구 구암로 99-1, 2층 단비한의원

김경순 대전 서구 대덕대로176번길 75 대전대 둔산한방병원

김계은 출산으로 휴직상태

김관일 서울 성동구 금호동 벽산아파트 206동 1703호

김광록 부산 부산진구 양정로 62 동의의료원

김광혁 전북 익산시 무왕로 893 원광대 익산한방병원 2층 의국

김근엽 충북 제천시 세명로 66 세명대 제천한방병원 523호 1의국

김기주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191번길 17 부천자생한방병원

김기탁 부산 동래구 사직2동 쌍용예가아파트 102동 702호

김기태 충북 제천시 세명로 66 세명대 제천한방병원

김나희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진도아파트 101동 704호

김남욱 전남 순천시 이수로 331 동신대 순천한방병원

김덕호 경북 영주시 가흥1동 1450-3 인애가영주한방병원

김도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로 62 동의의료원

김도형 부산 금정구 구서동 롯데캐슬 202동 1701호

김동우

김동우 경북 구미시 송정동 458-7 대구한의대 구미한방병원

김동진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 365-14 동서한방병원

김동현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225 강남경희한방병원 7층 의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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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근무지 주소

김동현 대전 중구 대흥로 176-9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3층 의사실

김동훈 전남 목포시 백년대로 313 동신대 목포한방병원

김래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느티마을공무원아파트 4단지 407동 901호

김명신 전남 순천시 이수로 331 동신대 순천한방병원

김명호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동국대 일산한방병원 6층 한방내과 의국

김미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동국대 일산한방병원

김미영 　

김민경 서울 강동구 동남로 892 동서신의학병원

김민성 경기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367번길 77 동수원한방병원

김민수 서울 성동구 송정동 81-14 제인한방병원

김민우 서울 성동구 성수1동 성수1가 한진타운아파트 101동 1301호

김민지

김민지 서울 강동구 동남로 892 강동경희대병원 소화기 보양클리닉

김민지 서울 동작구 흑석동 329 우리유앤미아파트 101동 804호

김민지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경희의료원 3313호 동서협진실

김민철 서울 강남구 도곡동 542번지 모커리한방병원

김병우 강원 원주시 상지대길 80 상지대 부속한방병원 6내과

김병철 서울 중구 을지로 245 국립의료원 한방진료부 별관1층

김보겸 서울 강남구 도곡로27길 46 현대빌라 B201호

김보람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은행마을1단지아파트 105동 504호

김상주 부산 해운대구 중1동 롯데캐슬마린아파트 103동 2801호

김상진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225 강남경희한방병원

김상헌 부산 사하구 하단2동 524-4 건아아파트 301호

김석민 전남 신안군 압해면 학교리 585 전남 압해보건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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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근무지 주소

김선용 서울 은평구 역촌동 83-25 정라실크텔 305호

김성아 인천 남구 숭의동 341-21 성인천한방병원

김성진 광주 남구 월산로 141 동신대 광주한방병원 3층 의국

김성진 인천 서구 석남2동 583-44 김성진한의원

김세란 대구 수성구 상동 338-2 백합빌 302호

김세영 서울 강남구 도곡동 542번지 모커리한방병원

김세원 대구 수성구 상동 165번지 대구한의대 대구한방병원 7층 의국

김세정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191번길 17 부천자생한방병원 지하1층 의국

김세훈 　

김소연 경남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부산대 한방병원 610호

김소연 광주 남구 회재로 1140-23 원광대 광주한방병원

김솔리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268 동국대 분당한방병원 6층 의국

김수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한신휴플러스아파트 111동 1302호

김수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동국대 일산한방병원 6층 한방내과 의국

김수연 서울 강남구 일원로28 기호빌딩 1층 맞춤한의원

김수용 　

김수진 대구 북구 고성1가 101-1번지

김수진 경기 의왕시 포일동 661-1 포일메디컬센터 3~7층

김슬기 서울 강동구 동남로 892 강동경희대병원 한방내과

김슬지 서울 성북구 길음동 길음뉴타운 삼성레미안2차 507동 404호

김승모 대구 수성구 신천동로 136 대구한의대 대구한방병원

김연진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한천로58길 139 대우아파트 104동 2102호

김영균 부산 부산진구 양정로 62 동의의료원

김영석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경희대 한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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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김영은 대전 유성구 전민동 461-24 정보연구센터 

김영지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경희대 한방병원

김영철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경희대 한방병원

김용성 　

김용형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동국대 일산한방병원

김용호 서울 중구 을지로 245 국립의료원 한방진료부

김원일 부산 부산진구 양정로 62 동의의료원

김원찬 　

김유승 　

김유정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74-5번지 1302호

김윤식 대전 서구 대덕대로176번길 75 대전대 둔산한방병원

김윤하 충남 천안시 서북구 노태산로 4, 3층 의사실

김윤홍 부산 동래구 명장1동 60-36 김윤홍한의원

김은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87-2

김은영 경기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367번길 77 동수원한방병원

김의수 광주 남구 월산로 141 동신대 광주한방병원

김의철 경기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367번길 77 동수원한방병원

김인수 광주 광산구 흑석동 중흥에스클래스 201동 1202호

김일화 경기 군포시 산본로 327 원광대 산본한방병원 5층 의국

김자헌 인천 중구 큰우물로 21 가천대부속 길한방병원

김재규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59-10번지 2층 바로서한의원

김재연 부산 부산진구 양정로 62 동의의료원

김재연 서울 양천구 오목로 351 동신목동한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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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김정근 　

김정선 대전 서구 대덕대로176번길 75 대전대 둔산한방병원

김정은 부산 금정구 부곡2동 우신아파트 101동 1306호

김정철 대전 서구 문정로48번길 58 대전자생한방병원 4층 진료실

김정현 충북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48 청주의료원 한방내과

김종대 대구 수성구 신천동로 136 대구한의대 대구한방병원

김종대 경북 경주시 동대로 87 동국대 경주한방병원

김종득 부산 부산진구 양정로 62 동의대 한방병원

김종민 서울 송파구 문정2동 올림픽훼미리타운 306동 1201호

김종원 대구 수성구 황금1동 캐슬골드파크 1418동 1601호

김종화 강원 춘천시 석사동 166번지 춘천한방병원

김주성 서울 양천구 지양로 78 김주성 한의원

김주성 서울 용산구 청암동 sk청암대 502호

김주연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60-83, 301호

김준영 대전 중구 대흥로 176-9 대전한방병원

김지만 서울 강남구 신사동 600-4 계진빌딩 2층 경희생한의원

김지영 강원 춘천시 석사동 166 춘천한방병원

김지혜 서울 광진구 자양3동 현대홈타운아파트 10차 1001동 202호

김지혜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1672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기반연구부

김  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367번길 77 동수원한방병원

김진명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21, 7동 307호

김진미 대전 중구 대흥로 176-9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6층 의사실

김진상 전남 순천시 조례동 953 영명빌딩 3층 아이앤맘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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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성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경희대 한방병원

김진성 광주 북구 운암동 롯데캐슬아파트 204동 1004호

김진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51 포천중문의대 분당차한방병원

김진영 부산 금정구 부곡3동 쌍용아파트 102동 1501호

김진원 서울 중구 을지로 245 국립의료원 한방진료부

김진희 경기 안양시 동안구 갈산동 샘마을쌍용아파트 202동 202호

김창현 　

김철우 　

김철중 　

김태련 광주 남구 월산로 141 동신대 광주한방병원 3층 의국

김태연 충북 제천시 세명로 66 세명대 제천한방병원

김태용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성현마을 우미이노스빌 207동 805호

김태정 경북 영덕군 영덕읍 우곡리 궁전아파트 203호

김하연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경희대 한방병원 동관5층 3539호 1내과 의사실

김한옥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295-1, 301호

김현경 　

김현식 광주 남구 회재로 1140-23 원광대 광주한방병원

김현진 서울 중구 을지로 245 국립의료원 한방진료부 1층 정신요법실

김현철 경기 부천 원미구 상동 다정한마을 2119동 1201호

김현태 경기 화성시 반송동 메타폴리스 D동 1006호

김혜미 　

김혜윤 전주 완산구 서신동 470-3 트윈폴리스 202호 피브로한의원

김  호 울산 남구 삼산동 1462-7 푸른하늘한의원

김홍욱 광주 서구 치평동 1176-1 동양빌딩 5층 502호 일맥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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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영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1 광동한방병원

김효린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련산로 99

김효재 서울 양천구 오목로 351 동신한방병원

김효진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709번지 대동빌딩 2층 경희솔한의원

김효진 부산 부산진구 양정로 62 동의의료원

김희준 대구 수성구 신천동로 136 대구한의대 대구한방병원

ㄴ
나가영 전남 목포시 백년대로 313 동신대 목포한방병원

나란희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우장산타워빌아파트 101동 407호

나유진 서울 중구 을지로 245 국립의료원 한방진료부

나현영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경희대 한방병원

남상규 전북 전주시 서신동 한일동아아파트 118동 204호

남우진 부산 금정구 남산동 현대그레이스아파트 1407호

남지성 전북 전주시 완산구 어은로 46 우석대 전주한방병원

남창규 충북 제천시 중앙로1가 129번지 뱅뱅2층 남창규한의원

남해인 강원 원주시 상지대길 80 상지대 부속한방병원

남효익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1 광동한방병원

노승현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2동 벽산블루밍1단지 104동 302호

노영래 경기 오산시 금암동 516-6 웅신아트프라자 301호 경희부부한의원

노현석 광주 북구 문흥2동 중흥아파트 205동 705호

노현인 인천 연수구 연수3동 대림아파트 102동 1306호

ㄷ
두경희 서울 금천구 시흥2동 벽산아파트 507동 201호

두호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4-21, 4층 401호 두호경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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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류봉하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경희대 한방병원 3내과

류한성 경기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151 한양아파트 529동 301호

ㅁ
마미진 전남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 15-1

마영훈 광주 북구 서강로 54번길 50 벽산블루밍 205동 2303호

문  구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련산로 99 원광대 전주한방병원

문미현 　

문병순 전북 익산시 무왕로 893 원광대 익산한방병원

문상관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경희대 한방병원

문성철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2-4 강남제일빌딩 4층 미아체한의원

문승희 대전 중구 대흥로 176-9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문아지 인천 서구 연희동 682-12 한국1차아파트 103동 1801호

문영훈 서울 광진구 광장동 현대12차홈타운 1201동 103호

문주호 　

민경동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경희대 한방병원 동관3631호

민경윤 서울 강북구 도봉로 345 서울한의원

민경훈 서울 강북구 수유3동 191-14 서울한의원

민관식 서울 강남구 언주로 858 강남자생한방병원 1동 6층 의국

민성순 부산 부산진구 양정로 62 동의의료원 한방의국

민은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380-10 중화한방병원

민인규 　

ㅂ
박가영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580 삼세한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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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경 경북 구미시 송정동 458-7 대구한의대 구미한방병원

박기언 광주 남구 회재로 1140-23 원광대 광주한방병원 5충 1내과 의국

박동일 부산 부산진구 양정로 62 동의의료원 5내과

박동희 서울 마포구 신수동 세양 청마루아파트

박봉기 대전 서구 대덕대로176번길 75 대전대 둔산한방병원

박봉우 전북 익산시 무왕로 893 원광대 익산한방병원

박삼민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793 해운대자생한방병원

박상무 전북 익산시 중앙동2가 35번지

박상우 충남 천안시 서북구 노태산로 4 대전대 천안한방병원

박상은 울산 남구 중앙로 282 동의대 울산한방병원

박선미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580 삼세한방병원

박선영 충북 충주시 상방4길 63 세명대 충주한방병원 7층 2의국

박선영 부산 부산진구 양정로 62 동의의료원 한방내과

박성욱 서울 강동구 동남로 892 강동경희대병원 중풍뇌질환센터

박성운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5길 65 아이파크빌 101동 404호

박성환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경희의료원

박세욱 충남 천안시 쌍용동 542-3 천안충무한방병원

박소애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담로105번길 4 대전대 청주한방병원

박소임 서울 중구 을지로6가 국립중앙의료원 한방진료부 한방내과

박소정 대전 서구 대덕대로176번길 75 대전대 둔산한방병원

박소희 경기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367번길 77 동수원한방병원

박송기 자생한방병원

박수경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경희의료원 동관 3631호 2내과 의사실

박수완 대구 수성구 신천동로 136 대구한의대 대구한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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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경기 광주시 오포읍 태재로 111 오포새봄한의원

박승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효자촌 308동 1101호

박양춘 대전 중구 대흥로 176-9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내과면역센터

박영민 　

박영선 경기 광명시 소하1동 1363 신촌휴먼시아 115동 702호

박영주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경희의료원 동관 3308호

박영철 경기 파주시 능금동 211-11 파주동서한방병원

박영화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양로29번길 12

박완열 경북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626-3 양남한의원

박우람 서울 송파구 송파동 103-28, 2층 잘봄경희한의원

박유진 충북 제천시 세명로 66 세명대 제천한방병원 311호

박은영 서울 중구 을지로 245 국립의료원 한방진료부

박은영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145 삼환아파트 106동 1501호

박의근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경희대 한방병원 5내과

박재석 전남 목포시 백년대로 313 동신대 목포한방병원

박재우 대전 서구 대덕대로176번길 75 대전대 둔산한방병원 5층 의사실 R1

박정미 서울 강동구 동남로 892 강동경희대병원 중풍뇌질환센터

박정석 서울 강남구 도곡동 876-14, 2층 내미지한의원

박정섭 　

박종일 충북 제천시 세명로 66 세명대 제천한방병원 1의국

박종주 서울 강남구 역삼2동 래미안펜타빌아파트 102동 903호

박종형 인천 중구 큰우물로 21 가천대부속 길한방병원

박주영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경희의료원

박준범 서울 송파구 거여동 138-7 특수전사령부 의무근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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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264-283번지

박지혜 대전 서구 대덕대로176번길 75 대전대 둔산한방병원

박진규 　

박진선 부산 수영구 연수로 403, 2층 미소당한의원

박창국 대구 수성구 수성2가 262-1번지 2층 박창국한의원

박치상 　

박한솔 서울 강남구 도곡동 542번지 모커리한방병원

박형준 서울 성동구 행당동 248-32

박혜림 경남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부산대 한방병원 402호

박혜진 대전 서구 둔산동 샘머리아파트 104동 106호

박흥규 경기 부천 원미구 상동 414번지

방선휘 　

방연희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경희대 한방병원 동관5층 532호

방지현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경희의료원 5층 518호

방창호 전북 익산시 무왕로 893 원광대 익산한방병원

배겨레 대전 서구 대덕대로176번길 75 대전대 둔산한방병원

배광록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강변그린빌 401동 1003호

배광호 충남 공주시 신관동 현대홈타운 503동 801호

배수현 부산 남구 문현1동 67-1 삼신빌라2차 201호

배형섭 서울 강동구 동남로 892 강동경희대병원

백경민 대구 수성구 신천동로 136 대구한의대 대구한방병원

백경민 대구 수성구 신천동로 136 대구한의대

백동기 전남 순천시 조례1길 24 원광대 순천한방병원

백동진 부산 수영구 광안1동 127-19 백동진 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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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인 부산 부산진구 양정로 62 동의의료원

백상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8가 45-8 리안펠리체 502호

백선호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아이비리그 오피스텔 402호

백승환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경희대 한방병원

백윤선 경북 경주시 동대로 87 동국대 경주한방병원

백인경 대전 서구 둔산3동 국화아파트 203동 502호

백종우 인천 중구 용동 117 경원대 인천한방병원

백태현 강원 원주시 상지대길 80 상지대 부속한방병원 3내과

백현정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경희대 한방병원

백혜기 　

변미권 부산 수영구 민락동 11-1 태평파크맨션 1동 601호

변성범 경기 광명시 철산동 디지털로56 레미안자이 108동 2304호

변준석 대구 수성구 신천동로 136 대구한의대 대구한방병원

변준섭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담로105번길 4 대전대 청주한방병원

변형식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월포동 벽산블루밍아파트 103동 401호

ㅅ
서민수 경기 부천 원미구 상동 242-1 명성그랜드맨션 202호

서  산 　

서영호 경북 포항시 북구 천마로 75, 2층 서영호한의원

서운교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268 동국대 분당한방병원 내과

서유리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경희의료원 동관 3631호 한방2내과

서정욱 경기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367번길 77 동수원한방병원

서창운 부산 부산진구 양정로 62 동의의료원 한방내과

서철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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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승호 강원 원주시 상지대길 80 상지대 부속한방병원 2내과

선종기 　

선종주 　

선종주 서울 서초구 방배4동 866-20 방배대우디오빌 902호

설무창 서울 강남구 언주로 858 강남자생한방병원

설인찬 대전 중구 대흥로 176-9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뇌신경센터

설재균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련산로 99 원광대 전주한방병원

성기문 광주 남구 회재로 1140-23 원광대 광주한방병원

성  신 서울 강남구 논현동 224-15, 302호

소형진 　

손경우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580

손기정 　

손연희 부산 부산진구 양정로 62 동의의료원

손영진 　

손정화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경희의료원 519호 2내과 의사실

손종석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268 동국대 분당한방병원

손지영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푸르지오1차103동 907호

손지영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경희의료원 동관 A병동 3층 3330호 한방3내과 의국

손지영 대구 수성구 신천동로 136 대구한의대

손지우 전북 익산시 영동 22-2번지

손지희 　

손창규 대전 중구 대흥로 176-9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손현수 서울 양천구 목1동 대학학원 2층 목동 함소아한의원

손호영 부산 부산진구 양정로 62 동의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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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문구 경기 광명시 하안동 200-2 정산빌딩 2층 문화한의원

송보윤 경기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367번길 77 동수원한방병원 7층 의사실

송수진 부산 금정구 장전2동 505-76 벽산그린빌라 1동 401호

송우섭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보뜰마을 금호어울림아파트 905동 1204호

송일헌 경기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367번길 77 동수원한방병원 7층

송창훈 서울 강동구 암사동 490-4번지

승현석 서울 강서구 내발산1동 723 고려빌딩 2층 경희부부한의원

신민구 광주 남구 월산로 141 동신대 광주한방병원

신선미 충북 제천시 세명로 66 세명대 제천한방병원

신선호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련산로 99 원광대 전주한방병원

신애숙 서울 강동구 고덕동 658-6 B03

신오철 대구 수성구 신천동로 136 대구한의대

신용수 서울 양천구 오목로 351 동신대 목동한방병원

신용진 전남 순천시 조례1길 24 원광대 순천한방병원 3과

신우재 충북 제천시 세명로 66 세명대 제천한방병원

신원용 경기 평택시 신장1동 191-1 송탄보건소 2층 한방실

신원준 　

신원탁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580 삼세한방병원

신유정 대구 수성구 신천동로 136 대구한의대

신윤리 부산 부산진구 양정로 62 동의의료원

신윤진 서울 노원구 상계동 730-5 일신프라자 403호 고운결한의원 

신재욱 대구 수성구 상동 165 대구한방병원 7층 의국

신조영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416 우성아파트 120동 1205호

신종석 서울 중구 신당5동 150-1 세종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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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강원 원주시 상지대길 80 상지대 부속한방병원 315호 내과의국

신진봉 　

신철경 울산 남구 중앙로 282 동의대 울산한방병원

신초영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268 동국대 분당한방병원 6층 의국

신현수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 365-14 동서한방병원

신현수 대전 중구 대흥로 176-9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신현철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11 대구한의대 포항한방병원

심성흠 울산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163-1 온양고려요양병원

심소라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29길 91 우성아파트 206동 1202호

심영호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 365-14 동서한방병원 3층 의사실

심원석 서울 송파구 잠실2동 리센츠아파트 223동 1001호

심재철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161-10번지 2층 서울한의원

심하나 전북 익산시 어양동 자이아파트 106동 1504호

심효주 서울 송파구 문정1동 레미안아파트 126동 303호

ㅇ
안가영 광주 남구 월산로 141 동신대 광주한방병원 3층 의국

안  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814 동국대 일산한방병원 6층 한방내과 의국

안상민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191번길 17 부천자생한방병원

안세영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경희대 한방병원

안소현 서울 금천구 시흥5동 825-40번지 302호

안수연 부산 부산진구 양정로 62 동의의료원 한방내과

안영민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경희대 한방병원

안정조 　

안태한 서울 중구 을지로6가 국립중앙의료원 한방진료부 정신요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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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가은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경희대 한방병원 3308호

양나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동국대 일산한방병원 6층 의국

양서현 서울 송파구 풍납동 476-14 양서현한의원

양수영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담로105번길 4 대전대 청주한방병원

양승보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8차아파트 306호 1204호

양승희 서울 강남구 언주로 858 강남자생한방병원

양은주 경기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367번길 77 동수원한방병원

양지연 경기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367번길 77 동수원한방병원 7층 의사실

양창섭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세광엔리치빌3차 303동 1006호

양형주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경희의료원 한방1내과

양희창 부산 연제구 연산동 701-1 더웰타워 702호 자연수한의원

엄관준 부산 해운대구 좌동 벽산1차아파트 103동 203호

엄국현 　

엄은진 서울 서초구 방배3동 방배아트힐아파트 106동 2301호

엄태민 충남 아산시 둔포면 46-3 목화빌라 가동 101호

여서원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가 448번지

여진주 서울 양천구 신정동 888-37 목오빌딩 5층 목동경희한의원

여현수 서울 은평구 불광동 미성아파트 10동 805호

염유림 서울 강동구 둔촌동 487-9번지 1층 내이플한의원

예영철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경희대 한방병원 동관 631호 2내과 의국

오득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803번길 54

오민규 서울 송파구 거여동 138-7 특수전사령부 의무근무대

오방글 서울 강남구 대치동 미도아파트 202동 101호

오성원 강원 원주시 상지대길 80 상지대 부속한방병원 5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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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환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경희대 한방병원 3519호 3내과 의국

오은영 부산 동래구 동래로9, 102동 1301호

오재건 광주 남구 회재로 1140-23 원광대 광주한방병원

오재선 전남 목포시 부흥동 우미3차 블루빌아파트 305동 201호

오재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798-5 월드프라자 3층 비비한의원

오정민 대전 서구 대덕대로176번길 75 대전대 둔산한방병원 6층 의사실

오태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63-2 파크타운동신코아 506 오한의원

오현석 서울 서초구 방배2동 943-16번지 301호

오혜경 서울 강동구 동남로 892 강동경희대병원 한방내과

옥진유 경기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367번길 77 동수원한방병원 7층 의사실

옥효준 경기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367번길 77 동수원한방병원 7층 의사실

우성호 서울 중구 을지로 245 국립의료원 한방진료부

우수경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경희의료원 한방2내과

우연주 서울 용산구 이촌로2가길 122 대림아파트 101동 203

우지명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경희대 한방병원 

우  찬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곡로11 서곡대림아파트 104-1002호

우홍정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경희대 한방병원

유경환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225 강남경희한방병원

유근정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142-1, 509호

유다영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191번길 17 부천자생한방병원 지하1층 의국

유승선 대전 서구 괴정동 91-1 한민해피클리닉 3층 정다운한의원

유재연 서울 중구 신당동 349-88번지 2층 해도담한의원 

유정화 서울 성북구 성북동 성북빌리지 C동 1호

유주연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련산로 99 원광대 전주한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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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룡 대전 서구 대덕대로176번길 75 대전대 둔산한방병원

유화승 대전 서구 대덕대로176번길 75 대전대 둔산한방병원

유효정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11 대구한의대 포항한방병원

유희정 충북 충주시 상방4길 63 세명대 충주한방병원

윤경민 대구 수성구 신천동로 136 대구한의대

윤다래 경기 광주 송정동 브라운스톤아파트 103동 901호

윤담희 대전 서구 복수동 488번지 2층 경남한의원

윤상협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경희대 한방병원 3내과

윤성식 충남 천안시 서북구 노태산로 4 대전대 천안한방병원 3층 의사실

윤성우 서울 강동구 동남로 892 강동경희대병원 한방암센터

윤성현 대구 북구 팔달동 두산위브2001, 113동 1602호

윤승규 　

윤용재 부산 부산진구 양정로 62 동의의료원 한방내과

윤인수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191번길 17 부천자생한방병원 지하1층 의국

윤종민 전북 익산시 무왕로 893 원광대 익산한방병원

윤지원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1672 한국한의학연구원 2층 의료연구부

윤철호 　

윤해창 대구 수성구 천을로 180, 105동 1202호

윤현덕 　

윤혜연 인천 남동구 간석동 207-1 나사렛한방병원 2층 2진료실

윤효진 　

윤희식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417-62 도민일보사 2층 윤희식한의원

윤희정 광주 서구 풍암동 1132 우미광장상가 117동 214호

은선혜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련산로 99 원광대 전주한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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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영 전남 목포시 옥암동 푸르지오아파트 104동 302호

이건영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경희의료원 5내과 의국

이경섭 　

이경욱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99-15번지 2층 천지인경희한의원

이경희 서울 강동구 천호3동 409-28 신경한의원

이광은 인천 계양구 계산4동 1062 하이베라스 c동 4층 내미지한의원

이권호 전남 나주시 노안면 문화길 23

이기상 　

이남헌 충남 천안시 서북구 노태산로 4 대전대 천안한방병원 한방3내과

이대현 광주 광산구 송도로 114번길 53 공군아파트 19동 401호

이동근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 365-14 동서한방병원 2층 의사실

이동생 충북 청주시 상당구 수동 316-19 동생한의원

이동혁 서울 강동구 동남로 892 강동경희대 한방병원 1276호 한방의국

이동현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4-11 M타워빌딩 9층 소람한의원

이득수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170 미사강변11단지 1103동 705호

이명수 경북 예천군 예천읍 동본리 세종아파트 가동 503호

이미림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신현대아파트 3동 508호

이민구 　

이민수 서울 강남구 언주로 858 강남자생한방병원

이민혜 인천 중구 큰우물로 21 가천대부속 길한방병원

이병권 부산 부산진구 양정로 62 동의의료원

이보람 부산 부산진구 양정로 62 동의의료원 921호

이보윤 서울 강동구 동남로 892 강동경희대병원 1257호 한방내과 의국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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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동국대 일산한방병원 6층 한방내과 의국

이상욱 대구 중구 남성로 132-1 약전골목 홍익한의원

이상헌 　

이상희 부산 부산진구 양정로 62 동의의료원 한방의국

이서라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경희대 한방병원

이선령 　

이선아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련산로 99 원광대 전주한방병원

이선엽 전북 익산시 영등동 우남그랜드타운 104동 912호

이선우 　

이선주 강원 원주시 상지대길 80 상지대 부속한방병원

이성균 　

이성근 경기 군포시 산본로 327 원광대 산본한방병원

이성도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580 삼세한방병원

이성헌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618-169번지 2층

이수영 대구 수성구 만촌1동 메트로팔레스 206동 202호

이수정 부산 부산진구 양정로 62 동의의료원

이수현 대전 서구 대덕대로176번길 75 대전대 둔산한방병원 5층 의사실

이수현 전북 익산시 무왕로 893 원광대 익산한방병원

이슬희 강원 원주시 상지대길 80 상지대 부속한방병원 6내과

이승보 　

이승연 울산 남구 중앙로 282 동의대 울산한방병원

이승엽 　

이승욱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경희대 한방병원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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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은 대구 달서구 월성동 보성아파트 202동 201호

이시형 전남 순천시 조례1길 24 원광대 순천한방병원 1내과

이시형 경기 성남시 중원구 중동 1184번지 1층 푸른한의원

이아람 부산 부산진구 양정로 62 동의의료원

이엄지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경희대 한방병원 3층 330호 3내과 의국

이연경 대구 북구 친산3동 363-7 동서한의원

이연월 　

이영수 광주 남구 월산로 141 동신대 광주한방병원

이영수 울산 남구 달동 651-3번지 3층 영생한의원

이영은 서울 강동구 동남로 892 강동경희대 한방병원

이영준 부산 부산진구 양정로 62 동의의료원

이유리 　

이윤진 전북 익산시 무왕로 893 원광대 익산한방병원

이은찬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삼성래미안2차 109동 804호

이은형 부산 부산진구 양정로 62 동의대 한방병원

이  인 경남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부산대 한방병원 중풍뇌질환센터

이인영 광주 남구 회재로 1140-23 원광대 광주한방병원

이인환 경기 고양시 덕양구 오금2로 26 신원마을 204동 304호

이인희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경희대 한방병원

이일석 광주 서구 풍암2로 84 한국아파트 102동 1701호

이장훈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경희대 한방병원

이재섭 대구 수성구 신천동로 136 대구한의대 대구한방병원

이재열 대구 달서구 용산동 롯데캐슬아파트 101동 1102호

이재왕 부산 부산진구 양정로 62 동의의료원 한방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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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부산 동래구 안락2동 안락뜨란채 2단지아파트 205동 1103호

이재원 군복무중

이재형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경희의료원 동관 3330호 3내과 의국

이재화 서울 강동구 명일2동 주공9단지아파트 913동 606호

이재휘 전북 장수군 계남면 화음리 1067-3 계남보건지소

이정섭 서울 강북구 인수동 국립재활병원 한방재활의학과

이정욱 광주 동구 필문대로 12-7 계림동 금호타운 109동 1602호

이정은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경희의료원 동관 3330호

이제원 대구 수성구 황금1동 240 우방1차아파트 6동 208호

이종호 　

이종훈 전북 전주시 완산구 어은로 46 우석대 전주한방병원 2층 7내과

이주아 　

이주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 615-2번지 401호

이주일 　

이준석 서울 송파구 잠실동 40-1 롯데호텔 6층 김기준한의원

이준수 울산 남구 옥동 도성아파트 1동 109호

이지숙 　

 이지영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현대아파트 112동 406호 

이지영 서울 강동구 동남로 892 강동경희대병원 1276호 의국

이지원 인천 계양구 효성동 두산아파트 107동 1705호

이지원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무등아파트 102동 708호

이지은 　

이지은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경희대 한방병원 동관 3631호 

이지현 서울 강동구 동남로 892 동서신의학병원 1276호 한방내과 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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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1672 한국한의학연구원

이지혜 경남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부산대 한방병원

이진수 　

이진원 경기 군포시 산본동 1088 목련한양아파트 1204동 302호

이진혁 경기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270 형석빌딩 3층 밝은아침한의원

이한결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경희대 한방병원

이현기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련산로 99 원광대 전주한방병원 509호

이현의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648 우리내한방병원 5과

이현주 서울 성동구 송정동 81-14 제인한방병원

이현중 서울 강동구 동남로 892 강동경희대병원 1257호 의국

이형구 　

이형호 전남 함평군 엄다면 엄다리 803 엄다보건지소 한방진료실

이혜영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경희의료원 3325호 동서협진과 의국

이혜윤 경남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부산대 한방병원

이혜진 대전 중구 대흥로 176-9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이희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2동 태영데시앙아파트 105동 701호

이희범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경희대 한방병원 532호

임경국 전북 전주시 완산구 어은로 46 우석대 전주한방병원 의국실

임대웅 전남 순천시 이수로 331 동신대 순천한방병원

임도희 　

임동석 광주 북구 각화동 505-13 대동한방병원

임동진 경남 창원시 교원동 무학자이아파트 107동 2403호

임명아 서울 중구 을지로 245 국립중앙의료원 별관 한방의국

임성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동국대 일산한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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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연 대구 수성구 지산동 우방아파트 101동 1403호

임은영 대구 수성구 신천동로 136 대구한의대

임인환 서울 서초구 반포동 미도2차아파트 502동 807호

임재은 경기 과천시 부림동 주공아파트 911동 403호

임정태 서울 강남구 세곡동 세곡리엔파크 514동 801호

임제민 부산 동래구 사직2동 한신아파트 108동 601호

임주혁 　

임진욱 　

임해원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대림아파트 112동 404호

ㅈ
장명웅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333-1 청평보건지소 한의과진료실

장명준 광주 남구 회재로 1140-23 원광대 광주한방병원 702호

장문원 대전 중구 대흥로 176-9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3층 의사실

장석오 전북 군산시 하나운3길 18 군산한방병원 3진료실

장석현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225 강남경희한방병원

장선규 부산 해운대구 좌3동 장산마을아파트 102동 805호

장성환 충남 공주시 탄천면 덕지리 주은라파스병원 한방과

장수영 　

장승원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경희의료원 동관 A병동 3층 3330호 한방3내과 의국

장우석 대구 수성구 신천동로 136 대구한의대 대구한방병원

장원석 서울 송파구 잠실로 62 트리지움아파트 317동 303호

장은경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경희의료원 한방1내과

장인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어은로 46 우석대 전주한방병원 한방2내과

장정아 서울 중구 을지로 245 국립의료원 한방진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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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용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롯데아파트 103동 401호

장혜진 　

전귀옥 대구 수성구 신천동로 136 대구한의대

전상윤 광주 남구 월산로 141 동신대 광주한방병원

전연이 경북 구미시 인의동 677 동산빌딩 2층 신세계한의원

전지영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련산로 99 원광대 전주한방병원

전찬용 인천 중구 큰우물로 21 가천대부속 길한방병원

전형준 대전 서구 대덕대로176번길 75 대전대 둔산한방병원 한방내과

정기용 서울 동작구 사당5동 1139 사당자이아파트 108동 804호

정동원 　

정미경 대전 서구 둔산동 둥지아파트 110동 1002호

정병주 서울 중구 을지로 245 국립의료원 한방진료부

정보배 경기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 목련선경아파트 105동 1202호

정상윤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191번길 17 부천자생한방병원 지하1층 의국

정성식 광주 남구 봉선2동 삼익1차아파트 101동 1403호

정소연 부산 부산진구 양정로 62 동의의료원

정수미 전남 순천시 이수로 331 동신대 순천한방병원

정순대 인천 계양구 작전동 136 유민한방병원

정승기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경희대 한방병원

정승민 서울 성동구 행당동 286-18번지 2층 한누리한의원

정승연 　

정승환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225 강남경희한방병원

정용재 　

정우상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경희대 한방병원



236  ❙대한한방내과학회 40년사 40th The Society of Internal Korean Medicine

성  명 근무지 주소

정유선 경북 문경시 문경읍 여우목로 31 시립문경요양병원 한방2과

정유진 서울 강남구 언주로 858 강남자생한방병원 7층 의국

정윤경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경희의료원 동관5층 519호

정윤종 　

정은우 광주 남구 회재로 1140-23 원광대 광주한방병원

정의민 　

정재한 　

정종수 서울 관악구 남현동 1137 대창아파트 101동 904호

정종안 　

정종율 서울 노원구 상계동 724 근호빌딩 6층 함소아한의원

정종진 강원 원주시 상지대길 80 상지대 부속한방병원 6내과

정지예 전북 익산시 무왕로 893 원광대 익산한방병원

정지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268 동국대 분당한방병원

정찬길 충북 충주시 상방4길 63 세명대 충주한방병원

정태산 전남 순천시 이수로 331 동신대 순천한방병원

정태영 대전 서구 대덕대로176번길 75 대전대 둔산한방병원

정해룡 부산 부산진구 양정2동 경도블리스타워 706호

정현숙 전북 전주시 완산구 어은로 46 우석대 전주한방병원

정현애 　

정현윤 부산 부산진구 양정로 62 동의의료원 한방진료부 심계내과학

정현정 경북 경주시 동대로 87 동국대 경주한방병원

정혜련 대전 동구 계족로140번길 33 대동 펜타뷰아파트 110동 804호

정혜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44-3 석정빌딩 2층 하늘마음한의원

정혜인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1동 꽃메마을 한라프로방스 303동 1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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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경기 화성시 반송동 시범다은마을 포스코더샵아파트 319동 1401호

정황산 광주 동구 중앙로 341

정희재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경희대 한방병원

정희진 　

제준태 경남 진주시 금산면 속사리 사서함 306-28 공군교육사령부 항공의무전대 한방과 진료실

조국령 광주 남구 월산로 141 동신대 광주한방병원

조기호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경희대 한방병원

조동희 대구 수성구 신천동로 136 대구한의대

조문영 광주 북구 동림동 삼호가든아파트 103동 806호

조민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부산대 한방병원

조민정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268 동국대 분당한방병원

조소현 　

조승연 서울 강동구 동남로 892 강동경희대병원 중풍뇌질환센터 한방내과

조영기 　

조영환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경희대 한방병원 동관5층 한방1내과 의국

조우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동국대 일산한방병원 6층 한방내과 의국

조윤성 광주 서구 풍암순환로 183 우미아파트 101동 308호

조윤영 강원 원주시 상지대길 80 상지대 부속한방병원 315호 내과의국

조은영 경북 경주시 동대로 87 동국대 경주한방병원 8층 의국

조재준 광주 남구 월산로 141 동신대 광주한방병원

조재현 경남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부산대 한방병원 401호

조정효 대전 중구 대흥로 176-9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조종관 대전 서구 대덕대로176번길 75 대전대 둔산한방병원 동서암센터

조창환 대전 서구 대덕대로176번길 75 대전대 둔산한방병원 6층 의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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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충식 대전 서구 대덕대로176번길 75 대전대 둔산한방병원 신장내분비센터

조현경 대전 중구 대흥로 176-9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뇌신경센터

주예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268 동국대 분당한방병원

주정현 대구 수성구 신천동로 136 대구한의대 대구한방병원

진명호 대구 북구 읍내동 1336-1번지 2층

진  철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경희대 한방병원 동관 3631호

ㅊ
차지혜 충북 제천시 세명로 66 세명대 제천한방병원 3층 제1의국

채은영 대전 유성구 관평동 대우푸르지오아파트 201동 401호

채  진 서울 강동구 명일2동 한양아파트 1동 801호

최가영 강원 원주시 상지대길 80 상지대 부속한방병원

최고은 대전 서구 대덕대로176번길 75 대전대 둔산한방병원 6층 의사실

최규호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11 대구한의대 포항한방병원

최규희 　

최기숙 서울 양천구 오목로 351 동신한방병원 6층 의국

최미영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경희의료원

최빈혜 대구 서구 염색공단로5길 27 길연합한의원

최산호 광주 서구 화정4동 라인동산아파트 110동 904호

최상옥 부산 부산진구 개금3동 화인아파트 105동 1704호

최선욱 전남 목포시 백년대로 313 동신대 목포한방병원

최선욱 광주 남구 백운동 휴먼시아3단지 302동 505호

최성환 대전 중구 대흥로 176-9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3층 의사실

최수진 대구 동구 신천동 신천휴먼시아 503동 904호

최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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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범 서울 양천구 오목로 351 동신한방병원 6층 의국

최아련 서울 강남구 언주로 858 강남자생한방병원 1동 7층 의국

최연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268 동국대 분당한방병원

최용석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167-168 호반빌 301호

최원우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경희의료원

최은솔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경희대 한방병원 동관5층 539호 한방1내과 의국

최은영 경남 창원시 소답동 120 명신부부한의원

최은희 전남 순천시 이수로 331 동신대 순천한방병원

최인영 광주 광산구 송정동 명지2차아파트 201동 1002호

최정식 전북 익산시 용동면 대조리 817-1 용동보건지소

최정욱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191번길 17 부천자생한방병원

최정은 대전 서구 대덕대로176번길 75 대전대 둔산한방병원

최정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관악대로 10 중화한방병원

최제인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경희대 한방병원

최준용 경남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부산대 한방병원

최지혜 전북 익산시 무왕로 893 원광대 익산한방병원 2층 의국

최진령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백현마을2단지 204동 302호

최창민 　

최창원 전남 순천시 조례1길 24 원광대 순천한방병원

최철원 　

최해윤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11 대구한의대 포항한방병원

최홍식 대구 수성구 지산동 동서아파트 101동 1503호

최효재 서울 송파구 오금로 516 삼정빌딩 2층 효재한의원

추원정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1동 1160-3 필레오 트윈파크 B동 1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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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
하예진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련산로 99 원광대 전주한방병원

하유경 서울 서초구 반포2동 한신 3차 35동 906호

하유군 인천 서구 오류동 검단힐스테이트3차 305동 702호

하재원 충남 천안시 쌍용3동 2012번지 4층 원재한의원

한가진 　

한덕진 광주 북구 망월동 675-3 편백나무한의원

한성수 꽃마을한방병원

한성준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경희대 한방병원 동관 3330호 3내과 의국

한수련 서울 송파구 문정동 훼미리아파트 103동 1101호

한양희 서울 양천구 오목로 351 동신한방병원

한인선 인천 계양구 작전동 136 유민한방병원 

한인식 강원 원주시 상지대길 80 상지대 부속한방병원

한종민 전북 익산시 무왕로 975길 익산시보건소 1층 한방진료실

한종현 　

한창우 경남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부산대 한방병원 1층 내상센터 소화기클리닉

한창호 　

한현영 부산 부산진구 양정로 62 동의의료원

한현진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50-12번지

한효정 강원 원주시 소초면 평장리 786-1 소초보건지소 2층

허래경 광주 남구 회재로 1140-23 원광대 광주한방병원

허봉수 서울 강남구 대치4동 910-1 위담한방병원

허승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367번길 77 동수원한방병원 7층 의사실

허원영 서울 강남구 압구정2동 한양아파트 43동 10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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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영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475 태리안프라자 2층 원영한의원

허정은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580 삼세한방병원

허종원 대전 중구 중촌동 하늘주공아파트 304호 1304호

허진일 대구 수성구 신천동로 136 대구한의대

허태율 부산 부산진구 양정로 62 동의의료원 7층 한방3-5내과의국

허  홍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2가 287번지 2층 서울경희한의원

허희수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336-4 경도블리스타워 1501호

현상호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경희대 한방병원 동관 3631호

현진오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510-2번지 202호 한아름한의원

형례창 전북 전주시 완산구 어은로 46 우석대 전주한방병원

홍광해 전남 목포시 백년대로 313 동신대 목포한방병원

홍미나 경남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부산대 한방병원 402호

홍민영 대전 동구 용전동 신동아아파트 1동 601호

홍상선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경희대 한방병원 3내과

홍상훈 부산 부산진구 양정로 62 동의의료원

홍  석 전남 순천시 조례신대앞길 19 홍석한의원

홍성락 강원 원주시 시청로 64 요진아파트 103동 1005호

홍성인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경희의료원 동서협진실

홍수아 강원 춘천시 퇴계동 그린타운아파트 104동 1101호

홍수현 부산 부산진구 양정로 62 동의대 한의과대학 408-1호

홍욱기 경기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52 동양프라자 308호 사람인한의원

홍은기 경기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367번길 77 동수원한방병원 7층 의사실

홍인아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경희의료원

홍정수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191번길 17 부천자생한방병원 지하1층 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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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우 경남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임상연구센터 423호

홍해진 광주 남구 회재로 1140-23 원광대 광주한방병원 5충 심계내과의국

홍현우 경남 양산시 중부동 373-1번지 서강약손한의원

홍혜정 부산 부산진구 양정1동 354-30 누리마루 401호

황규상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LG동아아파트 110동 503호

황동규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793 해운대자생한방병원 6층 의국

황민영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268 동국대 분당한방병원

황원덕 부산 부산진구 양정로 62 동의의료원

황윤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로 62 동의의료원 한방의국

황재웅 　

황주원 서울 강북구 수유3동 174-2 하늘빌딩 3층 청풍한의원

황준호 　

황지호 대전 서구 삼천동 국화 한신아파트 601동 1303호

황진우 서울 서초구 헌릉로8길 22 서초 포레스타3단지 306동 1304호

황진택 광주 서구 풍암동 삼능남양아파트 101동 1707호

황하연 대구 수성구 신천동로 136 대구한의대 대구한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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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식 완해기 유지치료로서 AF-365의 임상적 효과  정승연, 이재성, 최준용, 이건영, 정희재, 이형구, 배현수, 정승기

• 생지황음자가미가 streptozotocin으로 유발된 당뇨생쥐에 미치는 영향  최창원, 김희철

• 와송이 HepG2 cell의 세포분열 및 관련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  문영훈, 김영철, 이장훈, 우홍정

• 상기생이 HepG2 cell의 세포분열 및 관련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  류광렬, 김영철, 이장훈, 우홍정

• 인진청간탕이 HepG2 cel의 인터페론 신호전달계에 미치는 영향  이종훈, 김영철, 이장훈, 우홍정

• 청간해주탕이 TGF-b1 유도성 간섬유화에 미치는 영향  이지현, 이장훈, 김영철, 우홍정

• 오자환의 peroxynitrate 제거 작용  김형준, 정지천

• 삼소음의 항알레르기 효과  이승언, 신조영, 이시형

• 금은화가 천식유발 cytokine분비와 호산구 chemotaxis에 미치는 영향  정광진, 정희재, 정승기, 이형구

• 조각자가 천식모델 생쥐의 면역세포 및 사이토카인에 미치는 영향  송상진, 박양춘

• 반하가 천식모델 생쥐의 면역세포 및 사이토카인에 미치는 영향  송재진, 박양춘

• 패모가 Bleomycin에 의한 폐섬유화에 미치는 영향  이규선, 이형구, 정승기, 정희재

• 분심기음이 고혈압 백서와 인간유래 혈관내피세포주(ECV 304)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전연이 ,박창국, 박치상, 이소연, 윤현덕, 신오철

• 목단피가 천식유발 cytokine분비와 호산구 chemotaxis에 미치는 영향  문성훈, 정희재, 정승기, 이형구

• 한방병원 갑상선 클리닉 내원 환자들의 임상적 특성 분석  변상혁, 김순일, 강기훈, 이병철, 안영민, 두호경, 안세영

• 행소탕 및 가미팔미환이 호흡기 배상세포로부터의 뮤신 분비에 미치는 영향
임도희, 이정은, 한영주, 황지호, 조철준, 배한호, 박양춘, 채은영

• 노인성 폐렴환자 1례에 대한 증례보고  신원용, 현민경, 정병무, 최은영, 윤철호, 정지천

•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 1례에 관한 증례보고  고호연, 정승민, 반혜란, 임영남, 박정섭, 전찬용

• 식도열공탈장을 동반한 위식도 역류성 질환 환자 치험 1례
이재은, 박정한, 조현석, 김정철, 오성원, 이성원, 이상훈, 김병우

• 연수경색 환자 3례에 대한 임상적 고찰  유형천, 김이곤, 서철훈, 최창원, 이영수, 김종석, 김희철

• 당뇨병성 위마비 환자에 대해 환방치료 후 위 운동성 및 혈당조절이 호전된 2례 보고
장선영, 윤상협, 엄국현, 이선령, 김현경, 이준석, 유종민, 김진성, 류봉하, 류기원, 류재환

• 뇌경색 환자의 당뇨병성 고지혈증에 대한 오적산가감방 호전 1례 
김진원, 한승혜, 정병주, 우성호, 김병철, 김용호, 서호석, 황규동, 조철준, 남효익

• 갈색세포종 환자 1례의 임상증례 보고  심윤섭, 김국범, 한종현, 한인선, 김은곤, 이정희, 강병철, 성경화, 최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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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춘계 학술 대회 논문집

• 한약의 효능량과 탕전방법에 대한 소견  김병운

• 순환신경계질환의 임상진료  이경섭

• 염증성 장질환  류기원

• 해수의 원인, 증상, 치방  한상환

• Memory and learning  이언정

• Oxidative stress and calorie restriction in aging  유병팔, 임병우, 정혜영

• Penta-O-galloyl-beta-D-glucose supresses tumor growth via inhibition of angiogenesis 
and stimulation of apoptosis: roles of cyclooxygenase-2 and mitogen activated protein 
kinase pathways  김성훈

• 체불락산에 의한 면역조절의 기작  이상익, 현풍미, 김경신, 이상근, 김병수, 임종순

• 중의락병이론지도혈관병변방치연구  오이령

• 무면허 습부항 시술로 악화된 빈혈 치험 1례  유현희, 윤효진, 손지영, 이성근, 윤종민, 이기상

• 백굴채가 stomach adenocarcinoma cell line의 apoptosis에 미치는 영향  이상태, 김대준, 변죽석

• 구강-안면 이상운동증 1례에 대한 임상적 고찰  김성진, 정종안, 정수미, 안정조, 전상윤, 홍  석, 김용성

• 만성 유육종증 환자 1례에 관한 증례보고  김의철, 송일헌, 강병철, 성경화, 홍은기, 박경훈, 권도익, 김지용, 박준하

• 동안신경마비 환자 치험 1례  김동조, 김기태, 경혁수, 유희정, 고  흥, 변상혈

• 뇌경색으로 인한 운동장애 환자에 대한 저주차 vs. 고주파 전침 치료 임상보고 12례: amotor evoked 
potential study  홍진우, 박영민, 신원준, 정동원, 나병조, 정재한, 최창민, 배형섭, 김영석, 조기호, 문상관, 정우상

• 청폐사간탕이 급성기 중풍환자의 동맥경화도에 미치는 영향
박영민, 홍진우, 신원준, 정동원, 이준우, 김태훈, 최창민, 정재한, 배형섭, 김영석, 조기호, 문상관, 정우상

• 중풍후 발생한 신경인성 방광 환자에 구치료를 실시한 증례 4례
정동원, 홍진우, 박영민, 신원준, 이차로, 김석민, 선종주, 정우상, 문상관, 조기호, 김영석, 배형섭

• 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와 뇌경색에 대한 단면적 연구  김철우, 정윤종, 이지은, 류광렬, 김영철, 이장훈, 우홍정

• 라미부딘 투여 중단후 재발한 만성 B형 간염에서 인진청간탕 투여 관찰한 2례 
이지은, 김철우, 정윤종, 류광렬, 김영철, 이장훈, 우홍정

• CAVI를 이용한 arteriosclerosis 평가와 한방 변증과의 관련성 연구
신원준, 박영민, 홍진우, 정동원, 이준우, 김석민, 선종주, 배형섭, 김영석, 조기호, 문상관, 정우상

• 폐암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호흡곤란과 해수 호전 1례  김정근, 김종원, 배한호, 조충식, 박형선

• 약물 유인성 간염으로 인한 황달 환자 치험 1례  경혁수

• 시상부 중풍으로 유발된 풍비환자에 대한 백중환 임상 보고  정승민, 고호연, 정기용, 김동우, 박종형, 최유경, 전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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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herosclerosis의 소증경향분석 -한열을 중심으로-
이준우, 김태훈, 나병조, 이차로, 박영민, 신원준, 정동원, 홍진우, 배형섭, 김형석, 조기호, 문상관, 정우상

❙2005년 26권 2호

• 황기와 chlorambucil 병용이 p388d1 백혈구 세포 및 담암생쥐에 미치는 영향
전정회, 류기원, 김진성, 윤상협, 류봉하

• 蛇莓의 KATOⅢ 위암세포에 대한 항암효능  임중화, 류봉하, 김진성, 윤상협, 류기원

• 사매가 대장암 세포에 미치는 영향  이도형, 류봉하, 김진성, 윤상협, 류기원

• 蛇莓가 수종의 암세포에 미치는 영향  김윤관, 류봉하, 김진성, 윤상협, 류기원

• 와송의 수종 암세포에 대한 항암작용 연구  김진성, 윤상협, 류봉하, 류기원

• Indomethacin으로 유발된 생쥐의 대장점막 손상에 대한 적소두당귀산의 치료효과
최은영, 황태현, 안중환, 이성환, 임성우

• 중풍환자의 연하장애에 전중혈 구치료가 미치는 효과
김태훈, 나병조, 이준우, 이차로, 박영민, 최창민, 선종주, 정우상, 문상관, 박성욱, 조기호

• 한방치료가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의 위전도 소견에 미치는 효과
유종민, 윤상협, 장선영, 김현경, 이준석, 엄국현, 이선령, 김진성, 류봉하, 류기원

• 補中益氣合大七氣湯 추출물의 ICR 마우스에서 경구 단회투여독성 평가 
배영철, 최빈혜, 김동우, 허진일, 변준석, 김대준

• 이정환이 노화과정에 미치는 영향  현민경, 정지천

•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의 피로도에 대한 체표 교감신경 활성 및 심혈관 반응의 연계성 (양도락과 
맥진검사의 진단적 가치)  김현경, 윤상협, 유종민, 장선영, 이준석, 엄국현, 이선령, 김진성, 류봉하, 류기원

• 십육미류기음이 FRTL-5 갑상선 세포의 DNA와 cAMP의 합성 및 MHC-class Ⅱ의 발현에 미
치는 영향  이재은, 김병우

• 산화적 손상에 의해 유발된 심근세포 독성에 대한 보양환오탕의 방어효과  이윤재, 임은경, 정현애, 신선호

• 오미자탕이 산화적 손상으로 유발된 세포고사에 미치는 영향  최진영, 이윤재, 신선호

• 목면화가 Monosodium Urate로 유발된 백서의 통풍에 미치는 영향  채은영, 조충식, 김철중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의 한약 치료에 관련된 WHO 임상논문 보고에 대한 개관
장인수, 형례창, 한창호

• 간질발작환자 치험 1예  이정은, 황지호, 임도희, 한영주, 배한호, 정인철, 박양춘

• 간경변과 전이성 간암으로 인한 복수 환자 1례  김은곤, 이정희, 심윤섭, 한인선, 한종현, 권혁성

• 가미보중익기탕으로 치료한 만성통년성 알레르기성 비염환자의 호산구와 자각증상 수치변화에 
대한 치험 2례  조철준, 남효익, 김동웅, 박양춘, 이정은, 한영주, 임도희, 황지호, 김진원, 배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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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중익기탕가미방으로 호전된 만성 방광염 환자 치험 1례 -IPSS 변화를 중심으로- 
권은희, 박송기, 송광규, 전귀옥, 조동희, 신현철, 강석봉

• 소적정원산으로 호전된 적증환자 1례 보고  최빈혜, 허진일, 조동희, 김동우, 임희용, 오중한, 김대준, 변준석

• 전환장애를 간양화풍으로 변증한 치험 1례
한승혜, 김진원, 정병주, 우성호, 김병철, 손지형, 임호제, 황규동, 서호석, 김용호

• 만성심부전 환자에게 한약투여 후 사구체여과율 및 빈혈 호전 1례  유경환, 김동현, 배은주, 박성욱, 윤성우, 고창남

• 난치성 애역 환자를 팔정산으로 치료한 1례  현민경, 신원용, 최은영, 현진오, 윤철호, 임성우, 한창호, 이원철

• 뇌혈관 기형이 없이 발병한 소아 뇌경색 환자 1례 경과 보고  윤현덕, 이소연, 신오철, 박치상

❙2005년 26권 3호

• 은교산과 Quinolone계 항생제의 병용이 호기성 Gram(-)세균주에 대한 시험관내 항균력에 미치
는 영향  송광규, 전귀옥, 서영호, 권은희, 조동희, 박미연, 최해윤, 김종대

• 시호가 뇌허혈유발 노령 흰쥐의 해마 c-Fos 및 c-Jun 발현에 미치는 영향
박순일, 오경환, 황주원, 유도균, 한창호, 정승현, 신길조, 이원철

• 백일해 유발균 Bordetella pertussis에 대한 호장근의 생육 억제 효과  정운석, 이주일, 서운교

• 과루인약침이 Ovalbumin-induced Asthma Mouse Model에 미치는 영향
심재철, 김정현, 백경민, 이현의, 김종원, 오병열, 조현경, 유호룡, 김윤식, 설인찬

• 중풍후우울증에 대한 반하후박탕의 유효성 및 적응증 평가
나병조, 정재한, 최창민, 홍진우, 김태훈, 이준우, 이차로, 반건호, 정우상, 문상관, 배형섭

• 소합향원이 혈액내 Free Cholesterol에 의한 혈관내피세포 손상에 미치는 영향 
이상헌, 이소연, 윤현덕, 신오철, 박창국, 박치상

• 휴대용 폐기능 검사기의 재현성과 기대치에 관한 연구  최준용, 정희재, 이건영, 정승연, 황준호, 이형구, 정승기

• 거풍제습탕이 뇌허혈이 유발된 백서의 뇌혈류 변화에 미치는 영향  전상윤, 홍  석

• 오자환이 Ethanol로 발기부전을 유도한 흰쥐의 성기능 개선에 미치는 영향  안태건, 정지천

• 복분자의 세포내 ROS, ONOO- 생성 및 Ca2+ 증가억제에 의한 혈관내피세포 보호작용  이철웅, 정지천

• 기관지확장증과 폐렴이 병발한 고령의 환자를 폐옹으로 변증한 치험 1례 
정병주, 한승혜, 김진원, 김병철, 우성호, 손지형, 이지영, 황규동, 서호석, 김용호

• 간내담석으로 간부분절제 수술 후 발생한 황달의 치험 1례에 관한 고찰  최영규, 최서형, 심민, 심윤섭

• 이진탕 가미방 투여 후 호전된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 3례에 대한 증례보고 
오중한, 김봉석, 임희용, 김동우, 최빈혜, 허진일, 김대준, 조종관, 변준석

• 폐옹으로 진단된 기관지확장증 환자의 위경탕 투여 1례
임희용, 김봉석, 오중한, 김동우, 최빈혜, 허진일, 손대용, 김대준, 변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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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치료가 뇌졸중으로 인한 구음장애에 미치는 음향적 특성에 대한 증례보고
윤종민, 이민구, 박세욱, 이선우, 유현희, 이승언, 김용정, 손지우, 임은경, 김성남, 이인, 문병순

• 베네딕트 증후군 환자의 동안신경마비 치험 1례  정수미, 김성진, 정종안, 안정조, 전상윤, 홍  석, 김경수

• 제한병기 소세포폐암 환자의 치험례 임상보고  박정섭, 이시형, 임영남, 정기용, 전찬용, 박종형, 김동우

• 청심연자탕으로 치료하여 호전된 강직성 척추염을 동반한 중증 궤양성 대장염 1례  손덕칭, 장혜진, 선중기

• 수부 건성습진에 대한 한방치료 증례 보고  윤경선, 정현정, 김성아, 정지천, 윤철호

• 척추기저동맥부전환자를 천마구등음으로 치료한 치험 1례
정현애, 송철민, 장통영, 임은경, 이윤재, 이정섭, 신선호, 이인, 문병순

• 청상보하탕으로 호전된 위증환자 치험 1례  전귀옥, 송광규, 조동희, 최해윤, 김종대

• 가미육군자탕 투여 후 치료된 식궐 환자 치험 1례  박준범, 김준홍, 김태용, 신현수

• 어혈로 변증된 피부갑착 환자에 혈부축어탕을 사용한 치험1례 보고  이소연, 윤현덕, 신오철, 박치상

• 수면장애를 동반한 당뇨병성 소양증 환자에 대한 육미지황탕가미방 투여 1례  
이지영, 왕덕중, 김광호, 김진우, 이순이, 정병주, 장혜진

• 언어치료와 한방치료를 병행한 중풍 피질하실어증 치험 1례  형례창, 여진주, 유경, 서의석, 장인수

❙2005년 추계 학술 대회 논문집

• 의학통계학의 개념 및 적용  신임희

• 의학논문 작성법  고성규

• 약인성간손상의 진단기준 및 원인산정법  장인수

• 천연물제제 현황과 관련규정  김도훈

• 한약투여기간에 따른 간기능의 변화비교  김정철, 박해모, 조현석, 박정한, 이재은, 송창훈, 오성원, 선승호

• 심박변이도 측정을 통한 수족다한증 환자의 자율신경계 기능 평가
이건영, 최준용, 정승연, 황준호, 이형구, 정승기, 정희재

• 만성 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의 사상체질 분포에 대한 연구
이정희, 김은곤, 장보형, 문경숙, 김진원, 왕향란, 심윤섭, 권혁성, 권오섭, 김성훈

• 해독요법 중 보유관장 실시 후 간기능 검사상의 변화를 보인 3례  장혜진, 손덕칭, 선중기, 이지영

• 비전형적인 갑상선 중독성 주기성 마비 1례  김진아, 박정미

• 울혈성 심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환자 분심기음 투여 치험 1례
선종주, 최창민, 김석민, 정재한, 이차로, 정동원, 정우상, 문상관, 조기호, 김영석, 배형섭

• 금수육군전이 마우스의 면역반응에 미치는 영향  서영호, 송광규, 전귀옥, 조동희, 최해윤, 김종대, 박동일

• 안전이중탕 투여로 완치된 하시모토 갑상선염 환자 1례 
강기훈, 김순일, 김영석, 이상헌, 두호경, 안영민, 이병철, 안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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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풍 후 발생한 비증 환자의 삼비탕 치험 2례  강병철, 송일헌, 김의철, 홍은기, 심윤섭, 권도익, 김지용, 박준하

• 심인성으로 추정되는 소음인 소음증환자 5례에 대하여 관계부자이중탕을 투여한 증례보고
김동우, 김수용, 송우섭, 이성환, 조  영

• 한약과 전침을 이용한 간질성 방광염 치험 1례  김성아, 윤경선, 강윤호, 윤철호

• 봉침으로 치료한 대상포진후 신경통환자 치험 1례  김수용, 김동우, 이제균, 이성환, 송우섭

• 폐암환자 1례에 대한 임상적 고찰  김재연, 김지윤, 김기탁, 이성도, 감철우, 박동일

• 위증을 주소로 입원한 환자 치험 1례
김종원, 심재철, 김정근, 김정현, 백경민, 이현의, 오병열, 조현경, 유호룡, 김윤식, 설인찬

• 습으로 유발된 사지불수 환자의 오령산 치험 1례  김준홍, 박준범, 김태용, 신현수

• 섬망을 동반한 번조 환자의 청울산 치험 1례  민성순, 장자원, 박상은, 김종득, 권정남, 김영균

• 감염이 의심되는 불명열 환자 한방치험 1례  백진원, 황주원, 현진오, 정운석, 한성호, 한창호, 정승현, 신길조, 이원철

• 뇌경색 환자의 당뇨병성 설사에 대한 한방 치험례  성경화, 송일헌, 김의철, 홍은기, 권도익, 심현섭, 손윤정, 박준하

• 불안정형 협심증 환자의 경피적 관상동맥성형술후 잔여흉통의 혈부축어탕 치험 1례
송일헌, 김의철, 홍은기, 김지용, 권도익, 박준하

• Heart rate variability(HRV)를 이용한 중풍환자의 자율신경계와 대뇌 활성도에 대한 연구
이성도, 홍현우, 허태윤, 이은형, 감철우, 박동일

• 석실비록 長治法을 이용한 중풍후유증 치험 1례  이주일, 정운석, 황주원, 서운교

• 파킨슨 질환 환자에 대한 보양환오탕 치험 1례  정운석, 백진원, 이주일, 서운교

• 조위승청탕에 의한 정상압 수두증 환자 치험 1례 보고
정재한, 선종주, 최창민, 김석민, 박영민, 김태훈, 정우상, 문상관, 조기호, 김영석, 배형섭

• 肝咳를 동반한 급성 신우신염 환자의 소시호탕가미방 치험 1례
현진오, 백진원, 황주원, 박동준, 한창호, 정승현, 신길조, 이원철

• 좌총장골동맥경화성 폐쇄성 질환 환자 치험 1례  홍현우, 정재욱, 이성도, 허태율, 김종득, 감철우, 박동일

❙2005년 26권 4호

• 六味地黃湯이 Alloxan으로 誘發된 생쥐의 糖尿病性 腎症에 미치는 影響  서수환, 김용성

• 항암단으로 치료한 암환자 100례의 혈청 VFGF, bEGF 및 platelet 수치 변화
이남헌, 윤담희, 유화승, 조정효, 손창규, 이연월, 조종관

• 藿香 抽出物이 腸運動에 미치는 影響  이정수, 손창규, 조정효, 신장우, 유화승, 이연월, 이남헌, 윤담희, 조종관

• 蔘芪地黃湯加丹蔘,大黃,紅花가 Streptozotocin으로 유발된 생쥐의 糖尿病性 腎症에 미치는 영향
조현주, 김용성

• 중풍환자의 변비에 대한 소풍순기원의 효능에 관한 고찰  정재욱, 서상호, 이은형, 김종득, 홍수현, 김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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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병원에 내원한 위마비 및 비위마비성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에 대한 위 운동성 및 임상적 
속성에 관한 연구  이준석, 윤상협, 이선령, 엄국현, 김현경, 장선영, 유종민, 김진성, 류봉하, 류기원

• 뇌졸중환자의 정구성정색소성 빈혈에 대한 사육탕가미방의 임상적 효과 
서상호, 박상은, 홍수현, 장자원, 송수진, 홍상훈

• 東醫寶鑑에 따른 偏, 痰厥 및 氣厥頭痛 환자의 임상적 고찰
김지윤, 홍현우, 김재연, 김기탁, 허태율, 박동일, 감철우

• Poloxamer-407로 유발시킨 고지혈증에 대한 청간탕의 효과
박종학, 조정효, 신장우, 이연월, 유화승, 이남헌, 윤담희, 조종관, 손창규

• 부자 및 천오를 포함한 한약이 간 손상 수치에 미치는 영향  장자원, 김지윤, 민성순, 송수진, 김기탁, 황원덕

• 간경변으로 입원한 환자 33례에 대한 분석  최영규, 최서형, 심  민, 김태수, 민지연

• 화병 환자의 심박변이도 특성에 대한 임상적 연구  배은주, 김동현, 유경환, 박성욱, 윤성우, 고창남

• 인진이 간성상세포의 섬유화 억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김영철, 이장훈, 우홍정

• 痲藥中毒의 解毒 및 治療를 위한 한의학적 접근 고찰  서의석

• 호흡곤란을 동반한 만성호흡기질환 환자에서 정천화담탕이 최고호기유속에 미치는 影響
허태율, 임재형, 박동일

• 뇌교경색으로 인한 현훈 및 복시증상에 助肝益腦湯을 투여한 치험 1례
임은경, 이윤재, 이정섭, 문미현, 조영기, 이성균, 정현애, 윤종민, 신선호

• 慢性泄瀉患者에 대한 藿香正氣散 치험2례 보고  한종현, 김국범, 한인선, 심윤섭, 김은곤

• 뇌교경색으로 인한 현훈 및 복시증상에 助肝益腦湯을 투여한 치험 1례 
임은경, 이윤재, 이정섭, 문미현, 조영기, 이성균, 정현애, 윤종민, 신선호

• 慢性泄瀉患者에 대한 藿香正氣散 치험2례 보고  한종현, 김국범, 한인선, 심윤섭, 김은곤

• 茯補心湯加味方으로 호전된 수족과 액와다한증 환자에 대한 증례보고
김유경, 이재원, 박형진, 심하나, 최창민, 원진희

• 酒傷으로 인한 振顫 患者에 대한 防風通聖散加味方 治驗 2例
서철훈, 김이곤, 유형천, 박형배, 이영수, 최창원, 김희철

• Caroli’s Disease로 인한 담관염 환자 치험 1례
조영기, 문미현, 이성균, 정현애, 이정섭, 임은경, 이윤재, 문구, 신선호, 김동웅

• 뇌실-복강 단락술 후 증상 호전 없었던 Normal Pressure Hydrocephalus 환자의 치험 1례
정현정, 윤경선, 권건록, 한창호, 정승현, 신길조, 이원철

• 二陳湯加味方과 침치료를 병행한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환자 7인 증례보고 
김봉석, 임희용, 오중한, 김동우, 최빈혜, 허진일, 김대준, 변준석

• 檳蘇散加味方으로 호전된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치험1례  박송기, 권은희, 신현철, 강석봉

• 56세 된 여자의 하악 선양낭성암 환자 증례보고  박희용, 조정효, 손창규, 조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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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성 마비성 장폐색 환자의 한방치험 증례보고  박정한, 송창훈, 조현석, 김정철, 이재은, 하장, 백태현

2006

❙2006년 27권 1호

• 加味滋陰降火湯이 SHR의 혈압에 미치는 영향  백경민, 조현경, 유호룡, 김윤식, 설인찬

• 除濕順氣湯이 高脂血症 病態 모델에 미치는 影響  김정현, 조현경, 유호룡, 설인찬, 김윤식

• 淸肝解酒湯이 CYP2E1-transfected HepG2 cell에서 알코올유발 세포독성에 미치는 영향
이지은, 이장훈, 김영철, 우홍정

• 加味淸上補下湯의 물과 에탄올 추출법에 따른 抗알레르기 效果에 對한 硏究 
허태석, 고은정, 정희재, 이형구, 배현수, 정승기

• 加味淸上補下湯 熱水抽出物과 알코올抽出物의 指標物質 및 패턴의 比較分析 
민정기, 정희재, 이형구, 정승기

• 消風導赤湯이 아토피 피부염의 항염증효과와 각질층 ceramide 변화에 미치는 영향  김성아, 강윤호

• 암 관련 삶의 질 평가도구에 관한 연구 현황
조정효, 손창규, 이연월, 유화승, 성정현, 김소영, 이명민, 강위창, 조종관

• Mucin 분비에 미치는 大靑龍湯 및 ｢石室秘籙｣ 急治法方에 대한 연구  박완열, 서운교

• 麻黃潤肺湯 추출물의 수컷 SD Rats에서 경구 단회투여 독성 평가  전귀옥, 조동희, 박미연, 최해윤, 김종대

• 황금이 천식모델 생쥐의 면역세포 및 사이토카인에 미치는 영향  조철준, 임도희, 황지호, 양수영, 박양춘

• 定喘化痰湯 등 수종 방제의 호흡기 객담분비 조절 효능에 관한 실험적 연구  김준명, 이충재, 박양춘

• 茵蔯淸肝湯이 인체 간암세포의 혈관생성인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  김철우, 김영철, 이장훈, 우홍정

• 生肝健脾湯이 HepG2 cell의 증식, 세포사멸 및 활성조절 신호전달계에 미치는 영향 
김재용, 김영철, 이장훈, 우홍정

• 瓦松이 만성 골수성 백혈병 세포주(K562)에서 세포사멸에 미치는 영향  윤경수, 김영철, 이장훈, 우홍정

• 三精丸의 Peroxynitrite 제거 효과  이동준, 정지천

• 마황용량에 따른 이상반응에 관한 예비연구: 무작위배정이중맹검시험 
형례창, 이태호, 손동혁, 여진주, 양창섭, 서의석, 장인수

• 뇌경색 환자의 동맥경화와 한방변증과의 관련성 연구
신원준, 박영민, 정동원, 홍진우, 선종주, 이준우, 정우상, 박성욱, 문상관, 박정미, 고창남, 조기호, 김영석, 배형섭

• 杏仁이 천식관련 chemokine 분비와 호산구 chemotaxis에 미치는 영향  주창엽, 정희재, 정승기, 이형구

• 金水六君煎이 알러지항원의 혈관투과성에 미치는 영향  전종철, 정문수, 이성도, 박동일

• 三精丸이 대식세포의 면역반응에서 유도되는 IL-1β 유전자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  김세윤, 정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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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중풍 변증 표준시안의 습담 변증 지표에 대한 연구 
조현경, 김중길, 강병갑, 유병찬, 백경민, 이인, 최선미, 설인찬

• 朱子讀書丸의 아 로이드베타로 유발된 생쥐 알츠하이머모델에 대한 효과   경혁수, 임강현, 고  흥

• 腦硬塞 患者의 運動障碍에 對한 2Hz와 120Hz 電鍼 治療의 效果 比較: 운동유발전위검사를 통한 
비교  홍진우, 최창민, 박영민, 신원준, 정동원, 박성욱, 정우상, 박정미, 문상관, 고창남, 조기호, 김영석, 배형섭

• 消積健脾丸顆粒이 흰쥐의 胃運動性에 미치는 영향  홍종희, 윤상협, 김진성, 류봉하

• 右上肢 單痲痺가 主症인 風痱 환자의 萬金湯加味方 투여 호전 1례 
김진원, 정병주, 우성호, 김병철, 김용호, 서호석, 황규동, 장하정, 남효익, 김회영

❙2006년 27권 2호

• 射干麻黃湯 및 <石室秘籙＞逆醫法方이 호흡기 점액의 분비에 미치는 영향  심성흠, 이주일, 정영재, 서운교

• 淸血湯과 加味淸血湯이 肥滿에 미치는 影響  김만호, 조충식, 김철중

• 生脈散의 방사선 보호효과 : 생쥐 소낭세포 재생과 Apoptosis에 미치는 영향  김현경, 김진성, 윤상협, 류봉하

• The Effects of Hominis Placenta Hydrate (HPH) on the Bone Marrow Failure Induced by 
5-Fluorouracil  Choi Chang Woo, Shin Jang Woo, Cho Jung Hyo, Son Chang Gue, Lee Yong Yeon

• 202種 韓藥材의 IFN-γ 분비조절에 관한 비교연구  이시형, 강미숙, 최유경, 전찬용, 박종형, 김동우

• 대구한의대 비만클리닉 내원 환자 62명에 대한 임상적 관찰  최빈혜, 허진일, 김동우, 박  경, 김대준, 변준석

• 白扁豆, 訶子 및 補腸健脾湯의 抗瀉下作用에 關한 硏究  노우성, 류봉하, 김진성, 윤상협

• 뇌졸중 환자의 하지 강직에 대한 음양경락별 전침의 효과
박세욱, 이민구, 이선우, 강백규, 손지우, 박상무, 이 인, 문병순

• 鬱金이 肺癌, 子宮癌, 神經膠腫 및 前立腺癌에 대한 細胞自殺誘導에 미치는 影響 
박상현, 류봉하, 김진성, 윤상협

• High through screening(HTS)를 이용한 白鼠의 脾臟細胞에서의 IL-5 분비 조절 韓藥物 Screening
박동희, 이형구, 정승기, 정희재

• 附子 및 川烏를 함유한 處方이 肝機能에 미치는 影響(Ⅱ)  송수진, 장자원, 황원덕

• 淸肺瀉肝湯이 급성기 중풍환자의 동맥경직도 및 맥압에 미치는 영향 
박영민, 홍진우, 신원준, 정동원, 김석민, 배형섭, 김영석, 조기호, 문상관, 정우상

• 강황이 수종의 암세포에 미치는 영향  윤주호, 류봉하, 김진성, 윤상협

• 生津養血湯 물 추출물의 Streptozotocin 유발 고지혈증에 대한 효과  허  현, 최빈혜, 김대준, 변준석

• 肉豆蔲, 石榴皮 및 草豆蔲의 抗瀉下作用에 관한 연구  이근미, 류봉하, 김진성, 윤상협

• 흰쥐의 胃 排出能에 대한 半夏瀉心湯의 效能  이준석, 윤상협, 김진성, 류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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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풍후우울증 환자에 대한 향기침요법의 임상적 연구
선종주, 정세연, 황재웅, 김석민, 정재한, 최창민, 정우상, 문상관, 조기호, 김영석

• 중풍 환자의 사상체질 유형별 혈중지질 분포에 대한 상관성 연구 
이선우, 이민구, 박세욱, 손지우, 김대중, 강백규, 박상무, 이  인, 문병순

• 구취의 한열변증 분석: 구취는 위열증으로 발생하는가?
이선령, 김진성, 김소연, 허원영, 엄국현, 김현경, 이준석, 윤상협, 류봉하

•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의 피로도와 기혈수 변증의 상관성 분석
김현경, 윤상협, 이준석, 엄국현, 이선령, 김소연, 허원영, 김진성, 류봉하

• 加味淸上補下湯 열수 및 에탄올 추출물이 천식 관련 cytokine 분비에 미치는 영향
정승연, 이성헌, 황준호, 이건영, 김진주, 정희재, 이형구, 정승기

• 시상경색으로 유발된 주시장애 1예에 관한 임상적 고찰 
김성진, 정종안, 정수미, 노영만, 전홍렬, 안정조, 전상윤, 김희철, 홍  석

• 血痹로 변증한 Brown-Sequard Syndrome 치험 1예  이지영, 왕덕중, 정병주, 장혜진

• 급성 뇌경색을 동반한 정신분열병 환자의 歸脾湯 치험1례
송일헌, 김의철, 이주일, 박영철, 손덕칭, 권도익, 박준하, 김주영

❙2006년 27권 3호

• 암의 종류 및 증상에 따른 삶의 질 평가 척도에 관한 연구 현황 분석
이남헌, 조정효, 손창규, 유화승, 이연월, 윤담희, 이종훈, 방선휘, 조종관

• 뇌졸중환자의 고지혈증에 대한 평진건비탕가감방의 임상적 효과  박상은, 홍수현, 권오순, 서창운, 민성순, 홍상훈

• 입원환자 한약투여와 약인성 간손상과의 관계  이시형, 박정섭, 여현수, 최유경, 전찬용, 박종형, 김동우

• 항암제로 유발된 백혈구감소증 회복에 미치는 황기의 효과  한인선, 김병우

• 黃連阿膠湯이 Free Cholesterol에 의한 혈관내피세포 손상에 미치는 영향  이소연, 윤현덕, 신오철, 신유정, 박치상

• 고cholesterol 식이 자발성 고혈압 白鼠에서의 加味防風通聖散이 고혈압에 미치는 영향 
김종원, 조현경, 유호룡, 설인찬, 김윤식

• 小腹逐 湯이 흰쥐 흉부대동맥의 혈관운동성에 미치는 영향
정용식, 권정남, 민성순, 김종득, 이상희, 김재규, 허정은, 김영균

• 連翹가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 Rat의 염증발현인자 및 세포조직 변화에 미치는 영향 
이진신, 안영민, 안세영, 두호경, 이병철

• The Inhibitory Effects of Ahnjeonbaekho-tang on FRTL-5 Cell Proliferation and Thyroxine 
Synthesis  Shin-Ik Kang, Byung-Cheol Lee, Young-Min Ahn, Ho-Kyung Doo, Se-Young Ahn

• 해금사가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 모델에서 혈액학적 및 세포조직학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 
이병철, 김상우, 안영민, 두호경, 안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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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乾薑이 PTU로 유발된 Rat의 갑상선 기능저하증에 미치는 영향  강기훈, 이병철, 안세영, 두호경, 안영민

• 葫蘆巴추출물의 Peroxynitrite 제거 및 염증 인자 단백질 억제 효과  이철호, 정지천

• 內關(PC6)⋅公孫(SP4) 자침이 정상인의 자율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유경환, 임인환, 김동현, 나병조, 이범준, 박성욱, 고창남

• Homocysteine과 血中 脂質濃度와의 相關性 硏究  박재현, 황우준, 조남근, 김성철, 고영철

• 몰약이 Monosodium Urate로 유발된 백서의 통풍에 미치는 영향  정대호, 장선규, 조충식, 김철중

• Human Neuroblastoma Cell Line BE2에 대한 健脾補腎抗癌湯의 세포고사 기전 연구 
조영기, 문미현, 이성균, 정현애, 이정섭, 남상규, 문구, 신선호, 김동웅

• Guillain-Barre Syndrome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痺證 치험 2례  남효익, 김회영, 김진원, 최은영

• 고칼륨혈증으로 이뇨제 중단된 소변빈삭 환자의 한방치험 1례
최은영, 현진오, 신원용, 강아미, 김용형, 한이수, 김학재, 최흥민, 임성우

• 청심연자탕으로 호전된 뇌경색을 동반한 심방세동 환자 치험 3례
김정철, 오성원, 송창훈, 이슬희, 정종진, 김종윤, 선승호

• 전대뇌동맥 경색으로 인한 뇌량 분리 증후군 환자의 치험 1례 
정현정, 황주원, 조은영, 최동준, 한창호, 정승현, 신길조, 이원철

• 원위부 담도암 환자 증례 보고  송창훈, 이슬희, 김정철, 오성원, 정종진, 황진우, 백태현

• 肝血不足으로 변증한 振顫환자 治驗 1例  김태용, 박준범, 오민규, 신현수

• 疎風補心導痰湯 合 生脈散 투여 후 임상증상 및 심전도 상 심방조동이 호전된 환자 1례 
김동현, 임인환, 유경환, 나병조, 이범준

❙2006년 추계 학술 대회 논문집

• 능동 및 수동 대처 상황에서 HRV 분석을 통한 개인차 연구  조윤성, 조창현, 이상관

• 기관지천식의 임상 증상 평가 분석을 통한 호흡기계 질환의 임상증상 평가방법 제언
황준호, 이건영, 정승연, 이성헌, 정희재, 정승기

• 當歸鬚散 服用이 交通事故 後遺症 患者들의 血診斷基準 尺度 변화에 미치는 효과 관찰 
김수용, 강만호, 이제균, 박신명, 송우섭

• 하시모토 갑상선염 환자에 安全理中湯의 임상적 적용 기준 연구 
강기훈, 이상헌, 김영석, 강철호, 두호경, 안영민, 이병철, 안세영

• Heart Rate Variability(HRV)를 통한 경혈특이성의 검증  윤지원, 정경아, 조창현, 조윤성

• 마비성 장폐색 환자에 淸肺瀉肝湯 투여 치험 3례 보고
정재한, 선종주, 최창민, 김석민, 김창현, 민인규, 정동원, 박성욱, 정우상, 문상관, 박정미, 고창남, 조기호, 김영석, 배형섭

• 고혈당을 동반한 인슐린 비의존형 당뇨 환자에 대한 한의학적 치험 1례  홍광해, 최종배, 김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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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간엑스의 DMN으로 유발된 간의 섬유화 억제효능과 안전성 연구  조정효, 유화승, 이연월, 조종관, 손창규

• 입원환자에게 투여한 한약이 간기능 및 신기능에 미치는 영향
이현의, 백혜기, 백경민, 김정현, 김종원, 심재철, 안정조, 조현경, 유호룡, 김윤식, 설인찬

• 화피(樺皮)의 NC/Nga mice에서의 아토피 피부염 양상의 피부병변 발전에 대한 억제효과
김의철, 송일헌, 홍은기, 박영철, 이주일, 이형석, 민병일

• 傷寒 直中⋅傳經으로 인한 少陰病 寒證 환자 溫補法 治驗 3례
황주원, 김용형, 정현정, 한성호, 최동준, 한창호, 정승현, 신길조, 이원철

• 衛氣營血辨證을 통한 Klebsiella pneumoniae에 대한 임상증례 보고  이주일, 주예진, 김성아, 오재준, 서운교

• 淸上方風湯 및 항바이러스제 투여로 호전된 帶狀疱疹 急性期 痛症에 대한 치험 1례
허  홍, 소형진, 임주혁, 조인영, 성경화, 노병완, 류재환

• 中風에 倂發한 Empyema 환자 동서협진 치험 1례  소형진, 허  홍, 임주혁, 조인영, 성경화, 노병완, 류재환

• 하지불안증후군으로 인한 불면환자의 한방치료 1례  유희정, 경혁수, 공경환

• HRV(Heart Rate Variability)를 이용한 신경증환자의 자율신경계에 대한 연구
이성도, 김재연, 김기탁, 변미권, 김상헌, 박동일

• 그레이브스병 환자에 대한 안전백호탕·환의 항갑상선제제 대체효과
김영석, 이상헌, 강기훈, 강철호, 이병철, 안영민, 두호경, 안세영

• 대한한방내과학회지에 수록된 임상관련 논문 및 뇌중풍 관련 논문 분석
고미미, 고호연, 강병갑, 김보영, 유병찬, 설인찬, 이  인, 조현경, 최선미

• 기능성 소화불량증에 대한 보익양위탕의 임상적 효과  윤성우, 박재우

• Guillain-Barre Syndrome으로 진단받은 太陰人 痿證 치험 1례
정수미, 임동석, 정종안, 김성진, 최창원, 전상윤, 홍  석

• 두부 외상으로 인한 경막하 출혈 후 유발된 섬망 환자 치험 2례
정종안, 김성진, 정수미, 강철식, 정경아, 전상윤, 홍  석

• 천식 환자에 대한 柴朴湯의 증상 개선 및 스테로이드 부작용 감소 1례
정세연, 김창현, 민인규, 황재웅, 최창민, 홍진우, 박성욱, 정우상, 문상관, 박정미, 고창남, 조기호, 김영석, 배형섭

• 原因不明熱 환자를 虛熱로 변증하고 치료한 2례  김기탁, 허태율, 변미권, 김재연, 이성도, 신원탁, 감철우, 박동일

❙2006년 27권 4호

• 澤瀉 시간별 投與가 Streptozotocin으로 유발된 고혈당 白鼠의 實驗的 糖尿에 미치는 影響
남정우, 이시형, 강미숙, 최유경, 전찬용, 박종형, 김동우

• 심전도상 이상 소견환자의 심박변이도(HRV)에 관한 고찰  민성순, 이은형, 김종득, 이상희, 권오순, 권정남, 김영균

• 고혈당 흰쥐에서 桑葉의 혈당 조절과 항산화 작용에 관한 연구  김오곤, 정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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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박변이도 측정을 통한 頭汗證 환자의 자율신경계 기능 평가
이건영, 황준호, 이성헌, 정승연, 이형구, 정승기, 정희재

• 대도시 보건소 한방 진료실 이용실태  이  은, 김기태, 고  흥

• 마황복용이 정상성인의 체중 감소와 심박변이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예비연구: 무작위 배정 
이중맹검시험  양창섭, 형례창, 여진주, 서의석, 장인수

• 대황이 당뇨병 백서의 신장 및 혈관에 미치는 효과  장통영, 남상규, 김형구, 김혜윤, 이정섭, 정현애, 고영철, 신선호

• 양심탕이 백서의 뇌혈류역학 변화에 미치는 영향  이정섭, 신선호, 전상윤, 홍  석

• Regulatory Effect of Inflammatory Cytokines Secretion and Hypoxia-inducible Factor-1α Activation 
by Panax ginseng  Chul-won Zo, Seung-hee Lee, Dong-woung Kim, Seong-kyun Lee, Bong-keun Song

• 인삼의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 및 저산소 유도인자-1α 활성화 조절 효과
조철원, 이승희, 김동웅, 이성균, 송봉근

• 眞武湯이 백서의 갑상선기능저하증에 미치는 영향  최인구, 채은영, 장선규, 조충식, 김철중

• 구조활성상관(QSAR)에 의한 피마엽 (蓖麻葉) 추출물의 HIV-1 효소억제활성인자 예측  한창호, 유영법

• 小靑龍湯加石膏 및 ≪石室秘籙≫小治法方이 호흡기 점액의 분비에 미치는 영향  김  호, 서운교

• TOAST 분류에 의한 급성기 중풍(뇌중풍) 입원 환자 분석(경원인천한방병원)
정기용, 고호연, 정승민, 하유군, 정희, 최유경, 김동우, 한창호, 조기호, 박종형, 전찬용

• 凉膈散火湯이 고지혈증 흰쥐의 중대뇌동맥 폐쇄에 의한 뇌경색에 미치는 영향  오경환, 이원철

• 열증으로 변증된 배뇨곤란 환자의 자신환 치험 3례  박준범, 김태용, 오민규, 신현수, 한종현

• 중풍후유증 환자의 肩痛을 川芎桂枝湯加味方으로 치료한 치험 3례
신원용, 현진오, 최은영, 강아미, 김용형, 조은영, 최동준, 한창호, 임성우, 이원철

• 뇌경색 후유증 환자의 고지혈증과 변비에 대한 鹹草丸 호전 1례 
우성호, 김병철, 김진원, 정병주, 나유진, 심효주, 김용호, 서호석, 이원희

• 파킨슨병으로 유발된 진전이 한약 치료를 통하여 호전된 치험 1례 
정병주, 김진원, 김병철, 우성호, 나유진, 심효주, 이원희, 이지영, 서호석, 김용호

• 복수 동반 간병변 환자의 平胃散 合 胃苓湯加味方 투여 호전 1례  
김병철, 김진원, 정병주, 우성호, 심효주, 나유진, 김용호, 서호석, 이원희

• 한양방협진 및 黃芪鼈甲湯으로 호전된 肺炎환자 1례 보고  조동희, 전귀옥, 서영호, 박미연, 최해윤, 김종대

• 浮腫이 동반된 退行性關節炎에 대한 靈仙除痛飮 치험 1례  한종현, 김국범, 한인선, 김태용

• 濕熱痢로 변증한 궤양성 대장염 환자의 芍藥湯加味方 치험 2례 
서철훈, 이형호, 최기숙, 임동석, 유형천, 이영수, 최창원, 김희철

• 韓方治療로 호전된 비미란성 위식도 역류질환 1례  박재우, 윤성우

• 小柴胡合六味地黃湯이 간의 생화학적 이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임상보고  장혜진, 김원찬, 이지영, 김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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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시간의 경련성 실어증을 반복적으로 보이는 초점성 경련환자의 치험 1례  경혁수, 유희정, 공경환

• 만성 B형 간염을 동반한 초기 간경변 환자에서 茵蔯淸肝湯 투여 관찰한 5례
정윤종, 이장훈, 김세훈, 김철우, 이지은, 김영철, 우홍정

• Hemiballism-Hemichorea-Orofacial dyskinesia가 병발한 환자 치험 1례  
손지영, 윤효진, 이성근, 이병주, 이기상

• 中氣下陷으로 진단된 안검하수 환자와 요실금 환자의 한방치료 치험 각 1례
현진오, 신원용, 김진수, 최동준, 한창호, 정승현, 임성우, 신길조, 이원철

2007

❙2007년 28권 1호

• 三一腎氣丸이 methotrexate로 誘發된 흰쥐의 免疫機能低下에 미치는 影響 
최영아, 박송기, 권은희, 이연경, 신현철, 강석봉

• 급성기 허혈성 뇌중풍(중풍)의 합병증에 관한 연구
하유군, 정기용, 고호연, 정승민, 정  희, 고미미, 강미숙, 최유경, 김동우

• 급성기 중풍 환자의 사상체질에 따른 제특성 분포에 관한 임상적 연구 
선종주, 정재한, 최창민, 김석민, 김창현, 민인규, 정동원, 박성욱, 정우상

• 急性期 中風患者에 대한 中風前兆症 調査 硏究
정재한, 선종주, 최창민, 김석민, 김창현, 민인규, 정동원, 박성욱, 정우상

• 淸肝解酒湯이 알코올성 간손상 Proteome에 미치는 영향  정윤종, 이장훈, 김영철, 우홍정

• Lipopolysaccharide로 산화 스트레스를 유도한 Mouse에서 四補丸의 Peroxynitrite 억제효과
권  율, 정지천

• 급성기 중풍환자에서 음주습관이 중풍의 발생양상에 미치는 임상적 영향
최동준, 한창호, 현진오, 신원용, 김용형, 강아미, 이원철, 전찬용, 조기호

• 구취환자의 구강건조와 기허⋅기울 변증의 상관성 분석 
김소연, 김진성, 김유승, 홍인아, 허원영, 엄국현, 이선령, 윤상협, 류봉하

• 마황 단기복용이 사상체질인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 : 이중맹검 임상시험
형례창, 양창섭, 이태호, 김락형, 곽민정, 서의석, 장인수

• 과음하는 성인남자 53 명의 음주패턴과 간 장애에 대한 분석 연구  홍상훈, 조정효, 손창규

• 玄參甲亢方이 Sodium Levothyroxine 투여로 유발된 백서의 갑상선중독증에 미치는 영향
장선규, 조충식, 김철중

• 茵蔯淸肝湯이 DMN에 의한 간손상 proteome에 미치는 영향  김효진, 김영철, 이장훈, 우홍정

• 茵蔯, 鬱金, 桑寄生, 瓦松이 HepG2 cell의 혈관생성인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  김지권, 김영철, 이장훈, 우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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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薊와 실리비닌의 Mouse BV2 Microglial Cells에서 Lipopolysaccharide에 의해 유발된 염증반
응에 대한 신경보호 효과  여현수, 김동우, 전찬용, 최유경, 박종형

• 衛氣營血辨證을 통한 Klebsiella pneumoniae에 대한 임상증례 보고  이주일, 서운교

• 隔鹽灸와 四逆湯으로 치료한 傷寒後 厥證 환자에 대한 증례보고  최유경, 강미숙

• 한약에 의한 진행성 위선암의 퇴축에 대한 증례보고 - 8년간의 추적조사를 통한 후향적 증례연구
박정석, 이연월, 조정효, 손창규, 조종관, 유화승

• 淸肺瀉肝湯을 투여한 중대뇌동맥영역의 뇌경색환자 치험 1례  윤효진, 이재화, 이선우, 김영선, 이성근, 이기상

❙2007년 춘계 학술 대회 논문집

• 한약제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 제도   조정희

• 한의학 임상시험의 실제  손창규

•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운영  구영모

• 최근 독성 문제가 제기된 한약에 대한 오해와 실제  장인수, 양창섭, 이선동, 한창호

• The Correlation between Deviation Indexes of Ryodoraku and Acute Stress in Patients with 
Functional Dyspepsia  Guk-hyeon Eom, Sang-hyub Yoon, Joon-suk Lee, Hyun-kyung Kim, Seon-young Lee, 

Won-young Hur, So-yeon Kim, Jin-sung Kim, Bong-ha Ryu

• 마황 단기복용이 사상체질인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 : 이중맹검 임상시험
형례창, 양창섭, 이태호, 김락형, 곽민정, 서의석, 장인수

• 우황청심원이 정상인의 혈압, 맥박, 뇌혈류 및 뇌혈관반응도에 미치는 영향 - 하루 2회 복용군에 
대한 연구  황재웅, 김창현, 민인규, 김미영, 김영지, 정재한, 홍진우, 나병조, 박성욱, 정우상, 문상관, 박정미, 

고창남, 조기호, 김영석, 배형섭

• 비알코올성 지방간염(NASH)으로 추정된 소아환자 치험 1례  김세훈, 이장훈, 정윤종, 최미영, 김영철, 우홍정

• 뇌하수체 거대선종과 뇌하수체 졸중을 동반한 갑상선 기능저하증 환자 1례 
김영석, 이상헌, 강철호, 송문구, 두호경, 안영민, 이병철, 안세영

• 麝香蘇合元이 정상인의 심박변이도에 미치는 영향  
김창현, 민인규, 황재웅, 김석민, 김미영, 김영지, 홍진우, 나병조, 박성욱, 정우상, 문상관, 박정미, 고창남, 조기호, 김영석, 배형섭

• 뇌졸중 환자의 혈관성 치매에 대한 조등산 (TJ-47)의 임상효과  민인규, 김창현, 황재웅, 이승엽, 

최원우, 선종주, 최창민, 홍진우, 나병조, 박성욱, 정우상, 문상관, 박정미, 고창남, 조기호, 김영석, 배형섭

• 운동실조와 회전성 현훈을 주소로 한 양측성 소뇌경색 환자 치험 1례 
박재석, 임동석, 이형호, 최기숙, 이영수, 최창원, 이장식, 김희철

• 복강내 악성종양으로 인한 복수 환자 치험 1례  신용수, 최기숙, 한양희

• 群發性 頭痛에 對한 症例 報告  여현수, 이시형, 전찬용, 김동우, 최유경, 박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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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발성 동안신경마비로 인한 안검하수와 안구운동장애 환자의 치험1례 
이정섭, 신용진, 전지영, 설재균, 문미현, 남상규, 신선호, 이  인

• 不換金正氣散으로 호전된 濕霍亂 치험 3례  이주일, 주예진, 오재준, 조민정, 윤철호, 서운교

• 중뇌경색에 기인한 제3뇌신경 마비로 인하여 발생한 안검하수 치험 1례  이지영, 왕덕중, 이혜정

• 排便障碍를 동반한 중풍 환자의 哮喘證에 대해 太陰人 淸肺瀉肝湯加味方을 투여한 치험 1례
임인환, 이범준, 정승환, 김동현, 나병조

• 간성뇌증 환자 1례의 임상증례 보고  정윤종, 최미영, 김세훈, 김영철, 이장훈, 우홍정

• 紫菀 水抽出物이 H2O2에 의해 誘導된 PC-12 細胞株의 細胞死에 미치는 影響  신오철, 신유정, 박치상

❙2007년 28권 2호

• 正傳加味二陳湯이 흰쥐의 胃排出能에 미치는 影響  남효익, 김회영, 손현수, 임성우

• 보장지사탕의 항사하작용에 관한 연구  이선령, 류봉하, 박재우

• Protective Effects of Phenolic-rich Fraction(PRF) from Fructus Schisandrae on H2O2-induced 
Apoptosis of SH-SY5Y Cells  In-hwan Son, Key-sang Lee

• 六君子湯이 흰쥐의 胃 排出能에 미치는 영향  원종만, 윤상협

• TCD를 이용한 정상군과 중풍원인질환군의 혈류측정에 관한 비교연구 
허정은, 김영균, 권정남, 신원탁, 김종득, 이상희, 손연희

•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허혈성 뇌졸중 발생과 Interleukin-1 Receptor Antagonist 및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γ2 유전자 다형성과의 관계  장원만, 이병철, 안세영, 두호경, 안영민

• 附子가 6-propyl-2-thiouracil(PTU)로 유발된 rat의 갑상선 기능저하증에 미치는 영향 
이상헌, 이병철, 안영민, 두호경, 안세영

• 급성기 뇌경색 환자들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인지여부에 관한 분석 : 3개 한방병원기반 전향적 
자료등록연구  홍진우, 정우상, 선종주, 정재한, 문상관, 조기호, 고성규, 전찬용, 한창호

• 시험관내 肺癌, 胃癌 및 神經膠腫 細胞에 대한 石雄黃의 抗癌效果  방대건, 류봉하, 김진성

• Effect of Astragalus Membranaceus Extract against Improvement of Myelosuppression and 
Quality of Life in 5-Fluorouracil Treated Mice  
Chang-hyun Kwon, Hwa-seung Yoo, Sun-hwi Bang, Young-min Lee, Yeon-weol Lee, Chang-gue Son, Chong-kwan Cho

• 加味保我湯 및 數種 한방처방의 항암효과에 대한 연구  성현제

• Mouse 유래 C2C12세포주에서 淸心蓮子湯의 심근세포 손상억제 효과  윤현덕, 신오철, 신유정, 박치상, 김승모

• 마황복용이 성인여성의 상태-특성 불안에 미치는 영향 : 무작위배정 이중맹검 임상연구 
양창섭, 형례창, 정현숙, 김락형, 곽민정, 서의석, 장인수

• 淸口甘露水의 구취억제효과  엄국현, 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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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요한초제제 임상시험 고찰을 통한 한약기원 항우울제 임상시험 방법론 연구
정  희, 이지형, 장보형, 고성규

• Effects of Acanthopanax sessiliflorus on Immune Cells such as Thymocytes, Splenocytes 
and Macrophages in Mice 
Hyung-woo Kim, Gye-yeop Kim, Byung-gwan Jeon, Jeong-sik Choi, Hyun-woo Jeong, Su-in Cho

• 항암단을 투여한 재발성 편평상피폐암 환자에 대한 7년간의 추적조사  유승후, 유화승, 조종관, 이연월

• 만성 췌장염 환자 치험 1례  송창훈, 이슬희, 오성원, 정종진, 김수연, 이상민, 조성언, 선승호, 황진우, 백태현

• Angiotensin-Converting Enzyme Inhibitor(ACE Inhibitor)에 의해 유발된 안면부 맥관부종
(angioedema) 치험례  하유군, 정기용, 백종우, 김동우, 박종형, 전찬용, 최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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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웅황의 시험관내 위암, 신경교종 및 전립선암 세포에 대한 항암 연구  김선량, 류봉하, 윤성우

• 뇌졸중환자의 어혈병태모형과 CAVI, 심혈관질환 위험도간의 상호관계에 관한 임상적 연구
김석민, 선종주, 최창민, 정재한, 황재웅, 민인규, 김창현, 정우상, 문상관, 조기호, 김영석, 배형섭

• 공복혈당수치와 운동유발전위의 상관관계에 대한 후향적 분석 : 중추운동신경과 말초운동신경의 
비교  홍진우, 나병조, 박성욱, 정우상, 문상관, 박정미, 고창남, 조기호, 김영석, 배형섭

• LPS로 유도한 복강대식세포에서 IκB-α 분억제에 의한 柴梗半夏湯의 항염증효과 
이승언, 신조영, 이시형

• 한국인 기관지 천식 환자에서 허실변증과 Glutathione-S-Transferase 유전자의 다형성 연구
유승렬, 정승연, 정주호, 김진주, 정승기

• 뇌경색 입원환자대상으로 한약과 Warfarin의 복합 투여시 미치는 Prothrombin Time(INR)의 변
화에 대한 후향적 단면연구  이상헌, 김영석, 강철호, 송문구, 두호경, 안세영, 안영민, 이병철

• 인체폐암세포 NCI-H460 및 A549의 apoptosis 유발에 미치는 參芪補肺湯의 영향 
허만규, 허태율, 김기탁, 변미권, 김진영, 심성흠, 김광록, 감철우, 박동일

• 뇌졸중 환자의 상지 경직에 대한 전침의 치료 효과
이선우, 윤종민, 손지우, 강백규, 박상무, 윤효진, 김대중, 김태진, 이 인, 신용일, 문병순

• 蘇葉 추출물이 白鼠의 뇌허혈에 미치는 효과  김형우, 김부여, 조수진, 정현우, 조수인

• 자음양영탕이 Streptozotocin(STZ)로 유발된 생쥐의 고혈당에 미치는 影響  이형호, 이영수

• 해외논문고찰을 통한 천식 및 기침,가래 치료제의 유효성 평가지표 개발연구 
오미현, 이지형, 장보형, 정승기, 선승호, 고호연, 전찬용, 박종형, 고성규

• Wheel Balance Cancer Therapy in the Treatment of Metastatic Gastric Carcinoma : A 
Retrospective Analysis of 62 Patients
Jeong-seok Park, Hwa-seung Yoo, Yeon-weol Lee, Jung-hyo Cho, Chang-gue Son, Chong-kwan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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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레바퀴 암 치료법을 시행받은 진행성 위암환자 62명에 대한 후향적 코호트 분석 
박정석, 유화승, 이연월, 조정효, 손창규, 조종관

• Streptozotocin 유발 당뇨 백서에 桑葉 枳殼 혼합물의 항당뇨 및 혈관탄성개선 효과 
박정섭, 박종형, 전찬용, 최유경, 황귀서, 김동우

• 호흡기계 환자에 대한 양도락⋅맥진검사의 진단적 가치  황준호, 정승연, 정승기

• 알레르기성 자반증 106례에 대한 임상적 고찰: Henoch-Schönlein 자반증을 중심으로  한동하

• 3-NP에 의해 유발된 신경교세포의 산화적 손상에 대한 南星의 보호효과
남상규, 이정섭, 신용진, 전지영, 설재균, 최철원, 신선호, 이  인

• 일차성 다한증 환자 26명의 한의학적 치료 후 삶의 질 변화에 대한 임상적 평가 
이성헌, 노영래, 황준호, 정승연, 정승기, 정희재

• 知母 추출물이 MCF-7 세포의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  김형우, 조수진, 김부여, 조수인

• 眩暈을 동반한 步行障碍를 가진 환자에 형방사백산과 형방도적산 투여 경과 치험 1례 
조인영, 임주혁, 소형진, 허 홍, 민경륜, 이혜영, 최순영, 류재환

• 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이 병발한 고령의 뇌졸중 환자의 호전 1례 
우성호, 김병철, 심효주, 나유진, 강래엽, 김진원, 서호석, 김용호, 김정욱

• 연하장애를 동반한 중풍환자 3례에서의 두침 및 전침의 효과 
백경민, 김민지, 이현의, 임승민, 안정조, 유호룡, 조현경, 김윤식, 설인찬

• 미만성 축삭 손상으로 유발된 속발성 치매 환자 1례에 대한 증례 보고 
이슬희, 송창훈, 정종진, 오성원, 김수연, 이상민, 정명숙, 백태현

• 알러젠 제거 옻나무 추출물 투여로 호전된 惡性黑色腫 환자 1례  정종수, 김경석, 박재우, 정현식, 윤성우

• 간 전이를 동반한 결장암 환자에서 한방치료의 효과 : 8년간의 추적조사를 통한 증례보고 
김정선, 유화승, 조종관, 이연월

❙2007년 추계 학술 대회 논문집

• IgA　腎病의 中醫治療  聂莉芳

• 기관지 천식 한방치료의 실제  정승기

• 자반증 및 혈관염의 자반적 치료  한동하

• Best-Case Series Review of East-West Cancer Center  유화승, 조종관

• Graves’ disease 환자에 대한 안전백호탕의 임상적 적용기준 연구
강철호, 이상헌, 김영석, 송문구, 두호경, 안영민, 이병철, 안세영

• 흉부 X선을 통한 우폐의 종횡비와 체질 및 체성분 분석과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신선미, 김기태, 변상혁, 고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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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보행장애 환자에 대한 주행침 치료의 효과 
이재휘, 이일우, 문승희, 강지선, 임승민, 안정조, 김윤식, 설인찬, 유호룡

• C6 신경교세포에서 ZnCl2 에 의한 산화적 손상에 대한 地黃飮子의 보호효과  우  인, 신선호

• 6개월간 동일 한약을 복용한 외래환자 117례의 간기능 비교 분석  강만호, 설무창, 문자영, 이상호

• 도담탕이 고지혈증에 미치는 영향  신원탁, 허정은, 김태환, 홍수현, 권오순, 김기탁, 홍상훈

• 신이식후 합병증에 대한 柴苓湯加味方 치험 1례  이상헌, 김영석, 강철호, 송문구, 두호경, 안세영, 안영민, 이병철

• 근이영양증으로 진단받은 위증환자의 치험 1례  유희정, 이주아, 공경환, 고호연

• 解毒正氣湯이 Monocrotaline으로 유발된 흰쥐의 肝毒性에 미치는 影響 
최기숙, 이형호, 임동석, 신용수, 박재석, 이영수, 최창원, 김희철

• 土茯苓의 HaCaT 세포에 대한 항산화 효능 연구  정종진, 오성원, 김수연, 송창훈, 이슬희, 선승호, 김병우

• 스테로이드 금단 증후군으로 인한 발열 치험 1례 
곽자영, 조승연, 홍진우, 나병조, 박성욱, 정우상, 문상관, 박정미, 고창남, 조기호, 김영석, 배형섭

• 갈근부평탕으로 호전된 하지 림프부종 환자 1례 
박영철, 이주일, 홍은기, 경제현, 홍욱기, 구범모, 박준하, 권도익, 손덕칭

• Wallenberg 증후군의 연하 장애에 대한 창귤탕 치험 1례 
이주일, 박영철, 홍은기, 경제현, 홍욱기, 구범모, 박은아, 박준하, 권도익, 손덕칭

• 폐기종환자의 한방치료 증례보고  조동희, 손지영, 허진일, 박경, 박미연, 최해윤, 김종대

• 현훈, 보행장애를 주소로 하는 열사병 후유증이 의심되는 환자 치험 1례 
김미영, 곽자영, 김영지, 이승엽, 조승연, 최원우, 김창현, 김석민, 홍진우, 나병조, 정우상, 문상관, 조기호, 김영석

• 傷寒論 처방을 이용한 위식도 역류질환 환자 1례에 관한 증례보고
이형호, 박재석, 임동석, 최기숙, 이영수, 최창원, 김희철

• Dizziness와 Pain을 호소하는 Acute Suppurative Parotitis 환자 동서협진 치험 1례
임주혁, 조인영, 소형진, 허 홍, 민경윤, 이혜영, 류재환, 최순영, 정환수, 이범준

• 뇌졸중 후 발생한 흡인성 폐렴의 치험 1례  서창운, 송수진, 심성흠, 김정은, 허태율, 황원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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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解熱湯의 抗炎症, 抗酸化, 抗老化 作用에 대한 實驗的 硏究  곡정강, 김진주, 노영래, 이성헌, 정승연, 정희재, 정승기

• 蒼朮이 천식 관련 Th1/Th2 세포 분비 cytokine에 미치는 영향  이정우, 이형구, 정희재

• 紫金錠이 간암세포주 HepG2의 세포고사 및 세포주기에 미치는 영향 
조영기, 전지영, 신용진, 설재균, 이재화, 원진희, 문  구

• Transcranial Doppler Ultrasonography (TCD)의 참고치와 변화 요인들과의 연관성 
정종안, 조국령, 김남욱, 강철식, 전상윤, 홍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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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황청심원이 정상인의 심박변이도에 미치는 영향 
최창민, 선종주, 김석민, 정재한, 이승엽, 최원우, 홍진우, 박성욱,정우상, 문상관, 박정미, 고창남, 조기호, 김영석, 배형섭

• 초기 중풍 환자에 있어서 脈象과 NIHSS과의 상관성 연구 - 다기관 임상연구 
마미진, 강아미, 최동준, 한창호, 이원철, 전찬용, 조기호, 최선미

• 급성기 중풍환자의 사상체질과 중풍 경고증상, 전조증상과의 상관성 연구 
최인영, 김용형, 최동준, 한창호, 이원철, 전찬용, 조기호, 최선미

• 급성기 중풍 환자의 사상체질별 분포와 식생활습관 간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 
김용형, 최인영, 마미진, 강아미, 최동준, 한창호, 이원철, 전찬용, 조기호, 최선미

• 급성기 중풍 환자의 중풍발병시간에 따른 제속성 비교 
김미영, 최원우, 민인규, 선종주, 정재한, 나병조, 홍진우, 정우상, 문상관, 조기호, 고성규, 전찬용, 한창호

• 중풍발병 예측인자로서 경항부강직과 안면경련에 관한 임상연구  최동준, 한창호, 이원철, 전찬용, 조기호, 최선미

• 급성기 뇌경색 환자의 사상체질별 혈중 Homocysteine 농도에 대한 단면적 연구 
민인규, 김미영, 최원우, 선종주, 정재한, 홍진우, 나병조, 정우상, 문상관, 조기호

• 機能性 消化不良症 患者의 食後 心下痞滿과 pyloric valve의 機能障碍 - 장음과 위전도를 중심
으로  윤상협

• 皂角刺가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 Rat 모델에서 혈액 및 세포조직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정기훈, 장선규, 최정식, 조충식, 김철중

• 만성 피로를 주증으로 하는 성인 72명의 변증과 체질별 분석 연구  조정효, 유사라, 조종관, 손창규

• 麻黃潤肺湯이 호흡기 뮤신 분비 및 기관지 평활근에 미치는 영향  황지호, 양수영, 변준섭, 박양춘

• 중풍 발병 부위별 위험요인 및 전조증상 조사연구
정재한, 선종주, 민인규, 김미영, 최원우, 홍진우, 나병조, 정우상, 문상관, 조기호, 김영석

• 환자 - 대조군 연구를 통한 중풍 전조증상에 대한 통계적 고찰 
김민지, 강경원, 유병찬, 최선미, 강지선, 문승희, 이재휘, 김윤식, 설인찬

• 뇌졸중 위험지표로서의 혈중 지질에 대한 환자 - 대조군 연구 
김정현, 강경원, 유병찬, 최선미, 백혜기, 임승민, 안정조, 설인찬, 김윤식

• CERAD-K를 이용한 한방병원 입원환자의 뇌졸중후 인지기능 저하에 대한 고찰 
김재규, 민성순, 이상희, 이경희, 김효진, 허태율, 권오순, 김영균

• 무증상 뇌경색의 위험요인에 대한 환자 - 대조군 연구 
백혜기, 고미미, 유병찬, 방옥선, 오영선, 김연진, 김정현, 김윤식, 설인찬

• 경희의료원 제3 중환자실(동서협진중환자실)에 입원한 89명의 중증 급성기 뇌경색 환자에 대한 
임상적 고찰  허  홍, 소형진, 임주혁, 조인영, 이혜영, 민경윤, 류재환, 이범준

• 뇌졸중 위험지표로서의 일반혈액검사 소견에 대한 환자 - 대조군 연구
이현의, 강경원, 유병찬, 방옥선, 백경민, 설인찬, 김윤식



Ⅴ. 대한한방내과학회지 논문 목록❙  265

• Immunoglobulin productivity assay를 利用한 紅蔘投與 實驗動物의 IgG, IgM, IgA 比較 硏究
이범준, 소형진, 김재완, 류재환

• 뇌졸중 환자의 단일 및 다발성 병변군의 특성비교연구  
최원우, 김미영, 민인규, 선종주, 정재한, 홍진우, 나병조, 정우상, 문상관, 조기호

• 제 2형 당뇨병 및 당뇨 합병증의 발생과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γ2 C161T 
유전자 다형성과의 관계  이병철, 안세영, 두호경, 안영민

• 단삼보혈탕가감과 침구치료를 통한 궤양성 대장염의 후유증에 대한 치험례 1례  
김상헌, 김효진, 김정은, 이상희, 홍수현, 김원일

• 腎精虧損으로 변증한 파킨슨병 환자의 이상운동증 治驗 1例  오민규, 김태용, 김동진, 신현수

• 小腦梗塞으로 인한 振顫患者의 治驗 1例  
황진우, 강래엽, 심효주, 나유진, 김병철, 송수철, 이원희, 김진원, 서호석, 김용호

•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의 한방적 치료에 대한 증례 3례  변미권, 김진영, 심성흠, 김기탁, 김종득, 박동일, 감철우

• 림프절 전이를 동반한 췌장암환자 1례에 대한 보고  방선휘, 이종훈, 조정효, 이연월, 손창규, 조종관, 유화승

• 전이성 뇌종양 환자에게 발생한 惡心, 嘔吐에 대해 加味茯苓半夏湯으로 호전된 치험 1례  
정종수, 박재우, 윤성우

• 췌장 가성낭종 환자 치험 1례  허원영, 류봉하, 김유승, 홍인아, 김소연, 엄국현, 이선령, 윤상협

• 陰結로 변증한 궤양성 대장염 환자의 平胃地楡湯加味方 치험 1례  
황주원, 최효재, 백윤선, 정승현, 신길조, 이원철

2008

❙2008년 29권 1호

• 심박변이도(Heart Rate Variability) 측정을 통한 多汗症 환자의 自律神經系 기능 평가 
이건영, 이형구, 정승기, 정희재

• LPS로 유발된 대식세포의 염증반응에 대한 淸上補下湯의 효과  이경희, 김홍렬, 정희재, 이형구

• 일중음의 인체 전립선암 세포에 대한 성장억제 효과  손기정, 박양춘

• 한국인 천식환자의 Monocyte chemoattractant protein 1(MCP-1) 유전자 다형성에 대한 분석
황우석, 정승연, 김진주, 정희재, 정승기

• 부자의 메탄올 추출물에 의한 신세포암의 증식억제 및 세포사멸 유도  김종환, 최영현, 황원덕

• 二陳湯이 STZ 誘發 糖尿病 흰쥐의 胃 運動性에 미치는 影響  허원영, 윤상협

• 麻黃藥鍼이 지방세포 대사에 미치는 영향  정종진, 김병우

• 消平湯이 Streptozotocin으로 유발된 당뇨쥐의 혈당 및 항산화 효소 활성에 미치는 영향 
최정식, 장선규, 조충식, 김철중, 한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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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淸熱膜性方이 Cationized Bovine Serum Albumin투여로 유발된 Mouse의 Membranous Nephropathy
에 미치는 영향  최인구, 조충식, 김철중

• 內消散의 정상 및 위 유문부 확장 흰 쥐의 위 운동성에 대한 효능  김진석, 윤상협

• A539 및 NCI-H460 인체 폐암세포의 증식 및 apoptosis 유도에 미치는 가미삼기보폐탕의 영향
김진영, 김현중, 정광식, 박  철, 최영현, 감철우, 박동일

• 급성기 뇌중풍환자의 비만 및 복부비만과의 임상적 제특징 분석 
하유군, 정기용, 고호연, 정  희, 백종우, 여현수, 고미미, 최유경, 김동우, 한창호, 조기호, 방옥선, 박종형, 고성규, 전찬용

• Natural Standard Methodology를 이용한 암 보완대체의학의 근거 및 권고수준에 대한 연구
김정선, 유화승, 조종관, 손창규, 조정효, 이연월

• 茵蔯이 간성상세포의 섬유화 억제에 미치는 영향  김성아, 우홍정, 김영철, 이장훈

• 枳朮丸의 흰쥐 胃 運動性에서 정상 상태 및 위벽 국소손상 후에 대한 효능  이승우, 윤상협

• 茵蔯淸肝湯이 DMN 유발 간섬유화와 단백질 발현에 미치는 영향  박상백, 김영철, 이장훈, 우홍정

• 피로를 주소로 내원한 환자의 생활섭생, 허손 및 피로의 상관성에 대한 고찰
김세훈, 이장훈, 이승보, 최미영, 김영철, 우홍정

• 凉膈散火湯이 뇌해마 조직배양의 허혈손상에 따른 신경세포손상에 미치는 영향 
이환성, 박성준, 정광식, 손영주, 정혁상, 박동일, 손낙원

• 導痰湯이 C2C12세포주로부터 myostatin발현에 의한 심근에 미치는 영향 
이유승, 신유정, 박종혁, 김승모, 백경민, 박치상

• 구취환자의 설태, 휘발성 황화합물, 타액분비율 및 타액내 secretory Immunoglobulin A에 대한 
평가  김진성, 엄국현

• 흰쥐의 肝損傷에 대한 加味愈肝湯의 肝 保護效果  고호연, 하유군, 여현수, 백종우, 고성규, 박종형, 전찬용, 강재춘

• 중풍환자의 灸치료에 따른 기능회복도에 관한 임상연구  이상희, 김재규, 손연희, 정현윤, 김정훈, 권정남, 김영균

• 中風의 曜日別 發生과 危險要因과의 相關性에 關한 硏究 
김용형, 최인영, 마미진, 강아미, 최동준, 한창호, 이원철, 전찬용, 조기호, 최선미

❙2008년 춘계 학술 대회 논문집

• 한방의료소송  윤태상

• 파킨슨병에 대한 한의학적 접근  조기호

• 內消散의 정상 및 위 유문부 확장 흰 쥐의 위 운동성에 대한 효능  김진석

• 수레바퀴 암치료법을 시행한 폐암환자에 대한 후향적 코호트 분석
박봉기, 유화승, 이연월, 한성수, 조정효, 손창규, 조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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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병원에 내원한 파킨슨 증후군 환자 증례군 보고 
이승엽, 김미영, 김영지, 최원우, 민인규, 선종주, 홍진우, 나병조, 정우상, 문상관, 조기호, 김영석

• 生藥製劑로 誘發된 藥因性 肝損傷에 대한 文獻的 考察  박상무, 한덕진, 나란희, 김강산

• CGX의 항산화 기전을 통한 급성 간 손상에 대한 방어효과  왕경화, 손진영, 신장우, 손창규

• 한방병원에 입원한 중풍환자의 기능회복도 평가 : NIHSS와 MBI를 이용한 후향적 연구 
김영지, 김미영, 이승엽, 최원우, 임정태, 황재웅, 정우상, 문상관, 조기호, 김영석

• 위전도와 장음 검사를 동시에 실시하여 위 운동성이 평가되었던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 한방 
치험 2례  허원영, 윤상협, 박영선, 정용재, 김유승, 홍인아, 김소연, 김진성, 류봉하

• 추락상으로 인한 중심성 척수 증후군(Central cord syndrome) 치험 1례 
김기주, 최요섭, 유다영, 문태웅, 김기역, 유영은, 이광환, 조국령

• 보행실조를 주소로 하는 소뇌성 다계통위축증 환자 1례에 대한 증례보고  백윤선, 조은영, 최효재, 정승현

• 土生金 이론을 이용한 호흡기 환자의 유지 및 치료  설무창, 강만호, 이진혁, 정승기

• 六味地黃湯加味方으로 호전된 중풍 후 不眠症 治驗 2례
신오철, 신유정, 박종혁, 백경민, 김재수, 최홍식, 박치상

• 복수를 동반한 알콜성 간경변 환자의 生肝健脾湯 치험례  신용수, 김진성, 최기숙, 김남욱, 한양희

• 뇌경색으로 발생한 편측발리즘의 억간산 치험 1례  이주아, 배광호, 공경환, 고호연

• 傷寒論처방을 이용한 진전환자 2례에 관한 증례보고 
이형호, 박재석, 임동석, 최기숙, 정용연, 임대웅, 이영수, 최창원, 김희철

• 신경인성 방광환자의 야간빈뇨 전침 치료 3례  이혜영, 민경윤, 임주혁, 조인영, 김슬지, 박영주, 류재환, 이범준

• 한방병원에 내원한 기능성 설사 환자의 임상적 특징  정의민, 정종수, 윤성우, 박재우

• 폐렴으로 동반된 복압성 요실금 환자 치험 1례
조국령, 김남욱, 정용연, 강경남, 이영헌, 송병용, 전상윤, 홍  석, 김기주

• Herpes simplex encephalitis 환자의 동서 협진 치험 1례
조인영, 임주혁, 이혜영, 민경윤, 박영주, 김슬지, 류재환, 이범준

• 出血性 胃潰瘍으로 인한 便血의 치험 1례  최규호, 이연경, 손지영, 유효정, 최애련, 이재근, 조은영

• 소아 ITP 증례 1례 보고  최미영, 이승보, 김세훈, 김영철, 이장훈, 우홍정

• 頸髓에 발생한 급성 횡단성 척수염으로 인한 사지마비 환자 치험 1례
홍욱기, 박영철, 이주일, 경제현, 허승진, 김 진, 권도익, 오연환, 정승철, 윤성희, 박준하

❙2008년 29권 2호

• 丹蔘이 간성상세포의 섬유화 억제에 미치는 영향  최은경, 이장훈, 김영철, 우홍정

• 한국 인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내외 인삼 관련 특허 분석  이남헌, 유사라, 손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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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淸燥救肺湯과 理陰煎이 호흡기 점액분비에 미치는 영향  박완열, 서운교

• 解熱湯이 LPS로 자극된 대식세포에 있어 염증관련 Cytokine 발현억제에 미치는 효과 
이병삼, 김홍렬, 김진주, 정승기, 이형구, 정희재

• 止瀉湯의 抗瀉下作用에 關한 硏究  류인수, 류봉하, 김진성

• 다한증 환자의 한의학적 변증특성 및 자율신경계 기능과의 상관관계 
이성헌, 김재환, 노영래, 이형구, 정승연, 정승기, 정희재

• 제목 사염화탄소의 長期 投與로 유발된 白鼠 肝硬變에 대한 荊防地黃湯의 조직병리학적 영향  김승모

• 消炎整腸湯이 DSS로 誘發된 생쥐의 궤양성 대장염에 미치는 影響  송영근, 류봉하, 윤성우

• 기능성 소화불량증에서 위운동성 장애 진단을 위한 양도락 지표 연구  김소연, 윤상협, 김윤범, 정승기

• 두침치료를 시행한 중추성 마비 말장애(Dysarthria) 환자의 모음 공간 평가
신유정, 박종혁, 백경민, 장우석, 최양규

• 楡根皮 추출물의 활성종 억제 및 염증 촉진 인자 제어 효과  조은영, 정지천

• 雙降湯이 高cholesterol 食餌로 誘發된 高脂血症 白鼠에 미치는 影響
이재휘, 임승민, 안정조, 조현경, 김윤식, 설인찬, 유호룡

• 심박변이도(HRV)에서 기능성 소화불량증과 기질성 소화불량증의 상관성 연구
김상헌, 김효진, 이수정, 신철경, 이상희, 김원일

• 加味四君子湯이 OVA로 유발된 천식 마우스에 미치는 영향  손지우, 신조영, 이시형

• 淸肝解酒湯이 알코올 유발 간섬유화와 단백질 발현에 미치는 영향  전재현, 김영철, 이장훈, 우홍정

• 천화분 추출물이 혈관신생 및 암세포성장에 미치는 영향  김동우, 이종훈, 유화승, 조정효, 이연월, 손창규, 조종관

• 生肝健脾湯加三七根이 흰쥐의 간섬유화 억제에 미치는 영향  이  은, 김영철, 고  흥

• 흉부 X선을 통한 우폐의 종횡비와 체질, 체성분분석 및 변증설문검사와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신선미, 이형권, 고  흥

• 폐색성 요로 장애로 발생한 신후성 급성신부전의 치험 1례  서창운, 황원덕

• 알러젠 제거 옻나무 추출물 투여로 소퇴된 신세포암 유래 부신전이암 1례  
정의민, 정종수, 정현식, 박재우, 윤성우

❙2008년 29권 3호

• 鼻涕證, 咳嗽證, 哮喘證 患者에 대한 良導絡⋅脈診檢査의 診斷價値  심봉암, 이성헌, 정희재, 정승기

• 염증이 유발된 인간기관지상피세포에서 오미자가 Microarray를 이용한 유전자 발현 분석에 미
치는 영향  정진용, 정승기, 정희재, 이형구

• 추출 방법에 따른 甘桔湯加味方의 抗炎症, 鎭痛, 解熱, 抗酸化 및 Histamine 투과 억제효과
진형준, 김남재, 최혁재, 정희재, 정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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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linical Observation of Oriental Medicine-Based Long Care for Terminal Rectal Cancer 
Patient with Multiple Metastasis  Sun-hwi Bang, Chang-gue Son

• 68명의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에 대한 한의학적 변증분석  박양춘, 조정효, 최선미, 손창규

• 眞人化鐵湯加瓦松이 N-Nitrosodiethylamine으로 유발된 흰쥐의 간암에 미치는 영향  임동석, 최창원

• 丹蔘 추출액이 Urethane으로 유발된 생쥐의 폐암에 미치는 영향  박재석, 김희철

• 총명탕, 원지, 석창포가 베타아 로이드로 유발된 학습과 기억장애에 미치는 영향 
박은경, 심은섭, 정혁상, 손낙원, 손영주

•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의 위 미주신경 활성 및 유문부 기능에 대한 足三里 전침과 일반 체침 
자극의 복합 효능  김유승, 윤상협

• 竹瀝이 흰쥐의 中大腦動脈 및 全腦虛血 폐쇄 허혈모델에 미치는 영향 
김재홍, 홍진우, 나병조, 박성욱, 정우상, 문상관, 박정미, 고창남, 조기호, 김영석, 배형섭

• 加味淸熱導痰湯이 DOCA-salt로 유발된 고혈압 백서에 미치는 영향
백혜기, 안정조, 조현경, 유호룡, 김윤식, 설인찬

• 足三里 자침이 고혈압환자의 혈압과 내피세포 의존성 혈관확장반응에 미치는 영향 
배형섭, 신애숙, 박성욱, 손일석, 정우상, 문상관, 박정미, 고창남, 조기호, 김영석

•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의 위장관 부교감 신경, 위 유문부의 기능 및 임상양상에 대한 조사 (한
방병원 내원 환자를 중심으로)  홍인아, 윤상협

• 고압 산소 요법의 뇌경색 환자 치료 효과에 대한 연구  오민규, 김동진, 윤혜연, 신현수

• 知柏地黃丸加味가 monocrotaline으로 유발된 흰쥐의 고혈압 병태모델에 미치는 영향 
김종원, 안정조, 조현경, 유호룡, 설인찬, 김윤식

• 降脂通脈飮이 항산화 활성과 高脂血 誘發 白鼠에 미치는 影響  차관배, 안정조, 조현경, 유호룡, 김윤식, 설인찬

• 만성기침에 대한 보조제제로써 淸咽트로키 복합투여의 임상적 유효성 평가 
노영래, 최준용, 이성헌, 김재환, 정희재, 정승기

• 淸熱潤膚湯이 DNFB로 유발된 알레르기 피부염에 미치는 효과  이경기, 김진주, 정희재, 정승기

• 三子化痰煎이 천식모델 생쥐의 면역세포에 미치는 영향  이정은, 박양춘

• DSS으로 유발된 생쥐의 대장점막손상에 대한 導滯湯의 효과  이주아, 공경환

• 加味鎭咳湯과 小靑龍湯加石膏가 PMA로 유발된 기도뮤신의 생성 및 MUC5AC gene 발현에 미
치는 영향  변준섭, 박양춘, 양수영, 안정조, 박소애

• 카페인이 HRV에 미치는 영향과 내관 자침의 효과에 대한 예비연구 : 무작위 이중맹검시험 
정현숙, 양창섭, 남지성, 장인수, 김락형, 서의석

• 단삼이 당뇨병성 신병증 Rat의 신기능 및 조직학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 
김영석, 이병철, 안세영, 두호경, 안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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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linical Effect of Bosingunyang-tang on Chronic Non-bacterial Prostatitis/Chronic Pelvic 
Pain Syndrome : Randomized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Clinical Trial 
Moon-koo Song, Ji-suck Kang, Cheol-ho Kang, Young-min Ahn, Se-young Ahn, Ho-kyung Doo, Byung-cheol Lee

• 항암단을 투여 받은 림프절 외 변연부 B세포 림프종 환자에 대한 증례보고  한성수, 조종관, 이연월, 유화승

• 滋腎活血湯과 스테로이드 병합요법으로 관해를 보인 소아 낭창성 신염 환자 1예 
장선규, 최정식, 안소현, 조충식, 김철중

• 전이성 유두상 갑상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투여한 알러젠 제거 옻나무 추출물의 종양 소퇴 1례
이진수, 정의민, 정종수, 박재우, 정현식, 윤성우

❙2008년 추계 학술 대회 논문집

• 동의보감의 오탈자와 올바른 해석  원진희

• 건강보험제도 및 심평원의 역할  선우항

•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 실체  김윤범

• 生肝健脾湯 투여 후 증상 호전된 대사증후군 환자 증례보고  신선미, 차지혜, 김기태, 변상혁, 고  흥

• 뇌졸중의 위험지표로서 의미가 있는 비만 지수는 무엇인가? : 환자 - 대조군 연구
유병찬, 강경원, 오영선, 임승민, 조현경, 김윤식, 설인찬, 최선미

• 기침을 주소로 하는 결핵환자의 定喘湯 치험례  최순영, 배광록, 이소열, 신경민, 정재한

• 장음 검사로 Achalsia 환자의 증상 호전을 확인한 한방 치험 1례 
홍인아, 윤상협, 박영선, 정용재, 김유승, 김소연, 허원영

• 간질성 폐질환 환자의 한방치료 증례보고  손지영, 최규호, 유효정, 권오곤, 박 경, 김희준, 박미연, 최해윤, 김종대

• 감초와 이뇨제 병행 투여시 혈청 칼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후향적 단면연구 
조승연, 곽자영, 신애숙, 이인환, 나병조, 박성욱, 정우상, 문상관, 박정미, 고창남, 조기호, 김영석, 배형섭

• The clinical study of LFT levels in 33 out-patients while taking Xuan-Shen(Scrophulariae 
Radix) for 4 weeks  Man-ho Kang, Moo-chang Sul, Jin-hyuk Lee, Dong-hyun Go, Hyo-eun Lee

• 중풍 후 발생한 대변 실금에 대한 치험 1례 
곽자영, 신애숙, 이인환, 조승연, 나병조, 박성욱, 정우상, 문상관, 박정미, 고창남, 조기호, 김영석, 배형섭

• 복시를 주소로 한 뇌경색 환자에게 舟車丸을 병용한 치험 1례  김동진, 오민규, 윤혜연, 신현수

• HRV(Heart Rate Variability)를 통한 급성 소화불량과 만성 소화불량에 대한 자율 신경 기능 장애 
비교 연구  김효진, 김상헌, 이수정, 신철경, 이상희, 홍상훈, 김원일

• 신기환 투여로 호전된 만성피로가 주증인 남성 갱년기 장애 환자 1례
나유진, 심효주, 강래엽, 한효정, 김현진, 김진원, 서호석, 김용호, 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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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乾脇痛으로 辨證된 골다공증성 압박골절 患者의 八物湯加味方 치험 1례 
마미진, 김용형, 김미경, 문병혁, 최동준, 이원철

• 재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급성 Guillain-Barré syndrome 동서 협진 치험 1례 
민경윤, 이혜영, 임주혁, 조인영, 김슬지, 박영주, 류재환, 이범준

• 척수성 근위축증으로 진단받은 痿證환자의 증례 1례  민은경, 왕덕중, 김자영, 정선미, 박찬규

• Acute unilateral Vestibulopathy 환자의 한방 치험 1례 
박주영, 변형식, 임정태, 이승엽, 최원우, 민인규, 정우상, 문상관, 조기호, 김영석

• 다계통 위축증 환자의 전침 및 뜸 치료에 의한 배뇨장애 치험 1례 
변형식, 박주영, 임정태, 김미영, 김창현, 정우상, 문상관, 조기호, 김영석

• ≪東醫寶鑑≫의 오탈자와 올바른 해석  신진봉, 허래경, 원진희

• 加味理氣去風湯으로 호전된 Tolosa-Hunt syndrome 환자 1례
심효주, 나유진, 황진우, 강래엽, 김현진, 한효정, 김진원, 서호석, 김용호

• 脊髓損傷 이후 발생한 褥瘡환자 치험 1례  양창섭, 정현숙, 남지성, 장인수, 서의석

• 만성 신부전 환자에 대한 蔘芪地黃湯 치료 2례에 대한 임상적 고찰  이권호, 김용성, 홍광해, 이강환, 박정준

• 뇌중풍환자의 구치료에 관한 임상 연구  이상희, 김재규, 손연희, 정현윤, 김영균, 권정남

• 1과 1/2 증후군 1례  이인환, 신애숙, 곽자영, 조승연, 박성욱, 박정미, 고창남, 배형섭

• 脾腎兩虛로 변증한 궤양성 대장염 환자의 調中健脾丸加味方 치험 1례
최효재, 김용형, 백윤선, 마미진, 최인영, 김미경, 문병혁, 신길조

❙2008년 29권 4호

• 五味子(Fructus Schisandrae)가 흰쥐 해마신경세포의 저산소증 모델에서 세포사에 미치는 영향
주대환, 신길조, 문일수

• 수종 지혈 한약물이 Cytochrome P450 3A4 활성에 미치는 영향  황진우, 고재언, 고호연, 최유경, 박종형, 전찬용

• 氣血陰陽虛損의 辨證 분석을 위한 설문문항 개발  우홍정, 김세훈, 이승보, 최미영, 김영철, 이장훈

• 石膏가 만성 신부전 Rat의 신기능 보호 및 조직학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  변상혁

• 암 환자의 한약-양약 상호작용에 대한 고찰  방선휘, 한성수, 조정효, 이연월, 조종관, 유화승

• 소화불량을 主訴로 내원한 환자에서 呑酸증상 유무와 심박변이도와의 상관성 연구
임인환, 정승환, 엄은진, 이범준, 나병조

• 청심연자탕가미방으로 호전된 진전 환자 치험 7례  김수연, 정종진, 이슬희, 선승호

• 紅景天추출물(KH101)이 강제유영 흰쥐의 피로회복에 미치는 영향
정혁상, 김은영, 심은섭, 이현삼, 문은정, 김진화, 김선여, 손영주, 손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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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omethacin으로 유발된 생쥐의 위점막 손상에 대한 枳實導滯丸과 Misoprostol의 효과 비교 연구  
이슬희, 백태현

• TCD를 이용한 고혈압환자군과 정상혈압군의 뇌혈류측정에 관한 비교연구 
허정은, 김영균, 권정남, 김경민, 김봉현, 김민규, 김재규, 박선미

• 만성피로증후군의 한의학적 병태분석  곽경규, 조정효, 손창규

• CAVI를 이용한 급성기 중풍환자의 Arteriosclerosis와 한방변증의 관련성 연구 
최원우, 김미영, 김영지, 이승엽, 임정태, 김창현, 민인규, 박성욱, 정우상, 문상관, 박정미, 고창남, 조기호, 김영석, 배형섭

• 급성기 뇌중풍 환자의 實證 및 虛證군 특성비교연구  임정태, 김미영, 최원우, 민인규, 정우상, 문상관, 조기호, 김영석

• 택사 열수 및 에탄올 추출물의 항산화활성과 human LDL 산화억제 및 ACE 저해효과에 미치는 
영향  양영이, 이민자, 정현정, 이혜숙, 김  혁, 나선택, 박선동, 박원환

• 吳茱萸가 PTU로 유발된 갑상선기능저하증 Rat의 갑상선기능 및 조직학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 
강철호, 송문구, 강지석, 이병철, 안영민, 두호경, 안세영

• 급성기 중풍환자의 발병시간에 따른 특성 및 위험인자 연구 
김미영, 김영지, 이승엽, 최원우, 임정태, 김창현, 민인규, 박성욱, 정우상, 문상관, 박정미, 고창남, 조기호, 김영석, 배형섭

• 石膏가 streptozotocin으로 유발된 rat의 糖尿病性 腎症에 미치는 影響 
홍광해, 이권호, 정기훈, 김용성, 이현주

• Hepatoprotective Effects of GongJin-dan on Ethanol-mediated Experimental Liver Damage 
in Rats  Hyun Hur, Hee-jun Kim, Kyung Park, Min-a Kwak, Dae-jun Kim, Joon-seok Byun

• 大薊가 LPS로 유도된 Mouse BV2 Microglial cells의 염증반응에 미치는 영향  김영선, 이성근, 이기상

• 국내에 보고된 한국 한의학의 암치료 임상연구에 대한 계통적 고찰 
박봉기, 이종훈, 조종관, 신현규, 엄석기, 유화승

• 원산지별 홍삼투여에 따른 백서의 자연살해세포 활성도 변화에 대한 연구 
임주혁, 조인영, 민경윤, 이혜영, 김슬지, 박영주, 류재환, 이범준, 김성욱, 주일우

• 補氣膜性方이 Cationized Bovine Serum Albumin투여로 유발된 Mouse의 Membranous Nephropathy
에 미치는 영향  이정원, 조충식, 김철중

• 生地黃이 신절제술로 유도된 만성신부전 Rat에 미치는 影響  최종배, 김용성, 한양희

• 한약 관장법으로 호전된 신부전 환자 2례  조민정, 오재준, 주예진, 정혜미, 윤철호

• 당뇨병성 방광병증으로 진단된 배뇨장애 환자 치험 1례
김미경, 김보람, 김용형, 최동준, 한창호, 정승현, 신길조, 이원철

• 비특이적인 증상을 나타내는 虛血性 心疾患 진단 2례  백종우, 정기용, 하유군, 박종형, 전찬용, 최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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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009년 30권 1호

• 足三里穴 전침 자극이 유문부 부분폐색이 된 흰 쥐의 胃 배출능에 미치는 효능  홍인아, 윤상협

• Splenocyte, BMMC, eosinophil을 통해 본 丹蔘이 천식 관련 염증세포에 미치는 영향 
정승연, 김진주, 정희재, 정승기

• 牧丹皮가 손상된 성상신경세포의 CD81 및 GFAP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 
문성진, 성기문, 임진영, 송봉근

• 地骨皮가 H2O2에 의한 LLC-PK1 세포의 Redox Status 및 NF-κB Signaling에 미치는 영향 
최규호, 신현철

• 1-methyl-4-phenylpyridinium(MPP+)로 유도된 파킨슨병의 세포 손상에 대한 황백의 신경세
포 보호효과  정영석, 정혜미, 서운교

• The Screening of Fermented Medicinal Herbs to Identify Those with Anti-inflammatory 
Properties  Feng-yan Shen, Je-hyeon Ra, Jin-ju Kim, Sung-ki Jung

• 茵蔯清肝汤이 간성상세포의 섬유화 억제에 미치는 영향  이홍일, 김영철, 우홍정, 이장훈

• 食積 및 陰虛로 인한 해수 환자의 임상적 특성 분석
이정욱, 박상무, 강백규, 한덕진, 나란희, 방창호, 장석오, 손지우, 이시형

• 元氣生脈散의 추출물별 항산화작용과 쥐의 운동피로 회복효과  김유승, 류봉하, 김진성

• 二陳湯이 정상 및 위 유문부가 부분폐색된 흰 쥐의 위 운동성에 미치는 효과  한숙영, 윤상협

• 알코올 섭취량에 따른 한의변증설문(DSOM)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 
홍상훈, 김정은, 김성환, 박상은, 홍수현, 강창완, 이인선

• 口眼喎斜환자의 일반적 특성 및 肥瘦에 따른 임상적 고찰  최규호, 장수영, 신현철

• 마황복용 후 사상체질별 이상반응에 관한 임상연구 : 무작위배정 이중맹검시험 
이태호, 형례창, 양창섭, 김락형, 서의석, 장인수

• 한약 복용이 간기능에 미치는 영향 : 국내 문헌에 대한 체계적 고찰 
윤영주, 신병철, 이명수, 조성일, 신우진, 박히준, 이혜정

• 기능성 소화불량증에서 위장관 미주신경 활성 평가를 위한 심박변이지표와 장음지표의 상관성 
연구  김소연, 윤상협

• 간손상 관련 한약 안전성 연구의 개선을 위한 한약인성 간손상 조사표 제안 
윤영주, 신병철, 신우진, 장인수

• A Selective Effect of Combined Treatment of Electroacupuncture at Zusanli (ST36), Manual 
Acupuncture, and Pyengwi-san in Function Dyspepsia Patients with Pyloric Valve Disturbance 
and Hypoactivity of Gastric Vagus Nerve  So-yeon Kim, Sang-hyub 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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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풍 환자 변증과 기후 요소와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마미진, 한창호

• 敗醬草가 Cationic Bovine Serum Albumin 투여로 유발된 Membranous Nephropathy Mouse 
Model에 미치는 영향  장선규, 조충식, 김철중

• Chronic Iron Deficiency Anemia Treated with Bojungicki-tang : A Case Report 
Chang-gue Son

• 호흡곤란을 주소로 한 폐암환자의 한방치료 증례보고
손지영, 최규호, 유효정, 김희준, 구자환, 박미연, 최해윤, 김종대

• 간경변 환자의 한방치험례  신우진

• Comfrey 등으로 발생한 독성 간손상 환자의 한방치료 1례  박봉기, 정태영, 조정효, 손창규

❙2009년 춘계 학술 대회 논문집

• 약인성 간손상  고  홍

• 한국표준질병⋅질병사인분류 (KCD) 활용 확대의 필요성과 방안  박종형

• 의무기록의 중요성 및 정보보호  김란혜

• 결핵 후 폐손상으로 인한 후유장애의 한방치료 치험 1례  노영래, 김재환, 방지현, 정희재, 정승기

• 청파전이 요각통으로 입원한 환자의 간⋅신기능에 미치는 영향  이진혁, 설무창, 민관식, 이한, 윤유석, 이상호

•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이진탕가미방과 Omeprazole 효과 비교 연구  황지영, 김대준, 변준석

• 辨證 診斷에서 形色이 처방 선택에 미치는 영향 - 氣血兩虛, 陰虛, 濕痰을 중심으로 
신선미, 차지혜, 신우재, 김태연, 김기태, 고  흥

• 한방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뇌졸중에 병발된 폐렴환자에 대한 임상적 고찰 
김슬지, 민경윤, 이혜영, 박영주, 양가은, 이미정, 류재환

• 백회혈 자침이 정상인의 혈압, 맥박수, 뇌혈류 및 뇌혈관반응도에 미치는 영향 
변형식, 박주영, 임정태, 박수경, 이승엽, 박성욱, 정우상, 문상관, 박정미, 고창남, 조기호, 김영석, 배형섭

• 금주를 희망하는 알코올성 간질환 환자 5례에 대한 청간해주탕과 금주침 침료 효과 
이승보, 최미영, 양형주, 김영철, 우홍정, 이장훈

• 鬱金이 Diethylnitrosamine과 CCl4로 유발된 흰쥐의 간 손상에 미치는 영향
임대웅, 김남욱, 최은희, 김진성, 김수익, 홍석, 최창원

• 加味生肝湯 투여후 호전된 A형 급성 간염 1례  민은경, 왕덕중, 강서원, 정선미, 신홍균, 박찬규

• 골수이형성증후군이 동반된 약인성 간질환 의심 환자 1례  최미영, 양형주, 이승보, 김영철, 이장훈, 우홍정

• 한약 투여 후 발생한 특이반응의 급성 약물 유인성 간손상 치험 1례 
설재균, 김지양, 김해중, 신용진, 전지영, 고석재, 이선아, 은선혜, 장원석, 이언정

• 8체질 식이요법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정현정, 정승현, 신길조, 이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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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장애와 怔忡이 발생한 모야모야병 환자 치험 1례  백윤선, 최효재, 정승현

• 半夏白朮天麻湯으로 양성발작성 체위성 현훈증 환자를 치료한 치험 1례 
정현윤, 손연희, 김도경, 김효진, 한현영, 박선미, 권정남, 김영균

• 연수 전내측 증후군을 동반한 腦橋出血환자 치험 1례
김남욱, 조국령, 임대웅, 신용수, 최은희, 박재석, 최창원, 전상윤, 홍  석

• 뇌교경색으로 발생한 배뇨곤란 환자의 치골상부 방광루를 제거한 치험 1례 
임정태, 박주영, 변형식, 윤승규, 최원우, 박성욱, 정우상, 문상관, 박정미, 고창남, 조기호, 김영석, 배형섭

• Effects of Bojungikki-tang on Focal Cerebral Ischemia of the MCAO Rats 
In-seon Choi, Jung-nam Kwon, Young-gyun Kim

• 右側 偏痲痹를 동반한 Hydrocephalus 환자의 四君子湯 合 平胃散 치험 1례  윤혜연, 김동진, 이시은, 신현수

• 파킨슨병 재활치료 중 발생한 심방세동 치험 1례  장우석

• 우황청심원이 스트레스 자극을 가한 정상인의 심박변이도에 미치는 영향 
박주영, 변형식, 임정태, 권승원, 김미영, 김영지, 박성욱, 정우상, 박정미, 조기호, 고창남, 김영석, 배형섭

• 장기간의 스테로이드 복용으로 인한 면역력 억제로 발병한 식도칸디다증과 편두통 증례 1례 
허승진, 김  진, 경제현, 홍욱기, 서정욱, 양은주, 박준하, 권도익, 오연환, 정승철

• Antispasmodic Effects of Jungri-tangII  Yong-su Jang, Dae-jun Kim, Joon-seok Byun

• 虛喘으로 변증된 천식 환자 치험 1례  주예진, 정혜미, 오재준, 조민정, 서운교

• 국내 한의학 암 치료 이용 현황 분석  김정선, 유화승, 조종관, 이연월

• 외상성 안면신경마비 환자 1례에 대한 임상적 고찰  이권호, 박재석, 이무한, 이장식, 김용성, 정기훈

• 요통을 주소로 한 환자에게 보기제 처방을 응용하여 호전된 3례  유다영, 김기주, 최요섭, 김우영, 이현주

❙2009년 30권 2호

• 수풍순기환 투여가 고지방, 고탄수화물 식이로 유발된 비만형 제2형 당뇨병 동물모델에 미치는 
영향  박종설, 이병철, 두호경, 안영민, 안세영

• TAA로 유발된 간섬유화 동물모델에서 인진청간탕의 효과  박신명, 이장훈, 김영철, 우홍정

• 土茯苓의 Raw 264.7 세포에 대한 항염효과  오성원, 김병우

• 愈風養營湯이 정상 흰쥐의 국소 뇌혈류량 및 평균혈압에 미치는 影響  조국령, 안가영, 전상윤

• 鬱金이 간성상세포의 섬유화 억제에 미치는 영향  김세훈, 우홍정, 김영철, 이장훈

• 氣候 및 干支와 中風 發病日에 關한 相關性 硏究  최효재, 황민영, 백윤선, 주대환, 한창호, 신길조, 이원철

• 黃芩이 前立腺肥大症 Rat에 미치는 영향  김진성, 한양희, 김용성

• 加味地黃湯이 高脂血症 關聯 因子에 미치는 영향  박소애, 조현경, 유호룡, 김윤식, 설인찬, 안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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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薑黃이 고환절제술 및 testosterone으로 유발된 rat의 전립선비대증에 미치는 영향 
이상헌, 안영민, 안세영, 김영옥, 이병철

• 加味生肝湯이 고지방식이로 유발된 지방간에 미치는 영향  최미영, 우홍정, 김영철, 이장훈

• 鷄血藤이 Rat의 말초신경 재생에 미치는 효과  임승민, 안정조, 조현경, 유호룡, 김윤식, 설인찬

• Anti-inflammatory Effect of LFR on LPS-stimulated THP-1 Cells
Mu-chang Sul, Hong-yeoul Kim, Young-lae Roh, Hee-jae Jung, Sung-ki Jung

• 선학초 (짚신나물)에 의한 in vitro와 in vivo에서의 암세포사멸 기전 탐색 
최순자, 백종우, 박종형, 전찬용, 최유경, 고성규

• NASH 동물모델에서 인진청간탕과 인진사령산의 효과규명  윤경수, 우홍정, 이장훈, 김영철

• 뇌경색 환자의 경동맥 초음파 검사와 24시간 홀터 검사와의 연관성 연구 
강지석, 박성환, 송문구, 안영민, 안세영, 이병철

• 한방치료로 호전된 Tolosa-Hunt 증후군 치험 1례  오재준, 조민정, 신초영, 조은영, 주예진, 정혜미, 윤철호

• 뇌출혈로 항응고제 사용이 불가능한 심부 정맥혈전증에 대한 혈부축어탕 치험례 
강지석, 박성환, 송문구, 안영민, 안세영, 이병철

❙2009년 30권 3호

• 香附子가 천식 관련 Th1/Th2 세포 관련 cytokine 분비에 미치는 영향  염종훈, 이형구, 정승기, 정희재

• 발효 금은화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에 대한 저해효과  서성숙, 정승기

• 苦蔘이 RIN-m5F 세포의 인슐린 분비와 α-glucosidase 활성 억제에 미치는 영향  안소현, 조충식, 김철중

• 兒茶가 Cationic Bovine Serum Albumin 투여로 유발된 Membranous Nephropathy Mouse 
Model에 미치는 영향  정기훈, 조충식, 김철중

• 원주 지역 주민들의 사상체질과 심박수변이도와의 상관성  김수연, 선승호, 유준상, 고상백, 박종구

• Pulse Wave Velocity(PWV)와 혈청지질수치를 포함한 심혈관 질환 위험 요인들과의 상관관계 
연구  정승환, 엄은진, 박우람, 이범준, 나병조

• PubMed를 통해 살펴 본 알레르기 비염에 대한 보완 의학적 최신 연구 경향  정혜미, 조민정, 서운교

• 중풍 환자에서 비수, 비만지표, 변증간 연관성에 대한 고찰
김소연, 이정섭, 강병갑, 고미미, 김정철, 오달석, 방옥선

• 2009년 유행 신종인플루엔자 A(H1N1)의 한약 및 기타 비전형적 치료에 대한 고찰 
선승호, 장인수, 백유상, 배선재, 한창호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치료에 사용된 한약 처방에 대한 고찰 - WHO 보고서(2004)에 
사용된 처방을 중심으로  장인수, 백유상, 배선재, 선승호, 이재성, 한창호

• ELISA를 이용한 IL-5 분비조절 한약물 Screening  박기복, 정승기, 정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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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ome Wide Expression Analysis of the Effect of Woowhangchongshim-won on Rat Brain 
Injury  Bu-yeo Kim, Se-hyun Lim, Hyun-young Kim, Young-kyun Kim, Chi-yeon Lim, Su-in Cho

•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의 두통은 위 운동성 장애에 의한 증상이 될 수 있는가?  박영선, 윤상협

• 뇌경색 마우스의 뇌손상에 대한 疎風湯의 보호효과  장석오, 최지혜, 이동엽, 최용준, 이  인, 문병순

• 청심연자탕가미방의 효과에 대한 증례군 보고 -9명의 두통 환자를 중심으로-  선승호

• 한양방 병용요법으로 호전을 보인 막성 신증 환자 1례  최정식, 윤성식, 김진미, 조충식, 김철중

• 만성 알콜중독증 환자에서 발생한 중심성 뇌교 수초용해증 치험 1례  김수연, 최가영, 선승호

• 말초신경병증으로 추정되는 痺證 치험 1례  최창원

❙2009년 추계 학술 대회 논문집

• 항암단을 투여한 III B기 이상 비소세포성 폐암 환자의 생존률에 대한 전향적 분석  Hwa-seung Yoo

• VRI를 이용한 호흡기 진단법  정희재

• 소아과 질환에 대한 임상특강  이진용

• 消疸健脾湯을 투여한 알코올性 肝疾患 患者 치험례  신용진, 고석재, 장원석, 전지영, 설재균, 백동기, 신선호

• 저혈당 이후 발생한 급성 뇌경색 2례  홍욱기, 경제현, 허승진, 김 진, 서정욱, 양은주, 권도익, 오연환, 박준하

• 원인불명의 하복부 통증과 요통, 적색뇨를 호소하는 중복요관 환자 증례  조민정, 신초영, 황민영, 윤철호

• 麻黃附子細辛湯을 투여한 천식 환자 2례  박영주, 이범준, 조인영, 민경윤, 이혜영, 김슬지, 양가은, 이미정, 류재환

• 만성 신부전 환자에 대한 蔘芪地黃湯 치료 4례에 대한 임상적 고찰  박재석, 이권호, 이병호, 김용성

• 血府逐 湯의 혈소판 응집억제 작용에 대한 in vitro 연구
민경윤, 이혜영, 김슬지, 박영주, 양가은, 이미정, 류재환, 이범준

• 알코올성 간질환의 변증 유형에 대한 고찰  김정은, 박상은, 이재왕, 손호영, 이병권, 신철경, 이수영, 홍상훈

• 파킨슨병 환자의 진전 증상에 대한 치험 1례  차지혜, 고  흥, 신선미, 신우재, 김태연, 김기태

• 한방치료로 호전된 진전환자 1례에 대한 증례보고  신철경, 손연희, 정현윤, 이수영, 김정은, 박상은, 권정남, 김영균

• 항정신병약물로 유발된 이상운동 치험 1례  배광호, 박선영, 이주아, 공경환, 고호연

• 腦血管疾患 急性期에 나타난 譫妄 증상에 대한 淸營湯加味方 치험 2例 報告  김소연, 이상관

• 대전지역 한방병원 중풍환자의 약물 복용 실태에 대한 연구
장문원, 최성환, 박소애, 백경민, 조현경, 유호룡, 김윤식, 오영선, 설인찬

• 뇌졸중 후 변비 환자에게 형방도적산 가미방을 투약한 증례 1례
김미경, 양나래, 김보람, 최인영, 마미진, 황민영, 한창호

• 경막하 수낭종 환자의 현훈 증상에 苓桂朮甘湯을 투여한 치험 1례  김동진, 윤혜연, 이시은, 신현수, 박현애

• 저산소성 뇌병증 환자의 흡인성 폐렴 1例에 대한 증례보고  손현수, 심소라, 우재혁, 이성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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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nnox gastaut syndrome 소아의 한⋅양방 병행치료 1례 보고
곽자영, 조승연, 신애숙, 이인환, 김나희, 김혜미, 박성욱, 박정미, 고창남, 배형섭

• 한방치료로 심방세동의 호전을 보인 중대뇌경색 환자 1례
김혜미, 곽자영, 조승연, 신애숙, 이인환, 김나희, 박성욱, 박정미, 고창남, 배형섭

• 심박변이도(Heart rate Variability) 분석을 통한 불면과 자율신경계 기능의 상관관계 연구 
엄은진, 정승환, 박우람, 이범준, 나병조

• 凉膈散火湯加味方 투여로 호전된 만성 불면증 치험 1례
김나희, 김혜미, 이인환, 신애숙, 곽자영, 조승연, 박성욱, 고창남, 배형섭, 박정미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아동의 불면 치험 1례  김  진, 허승진, 홍욱기, 양은주, 경제현, 서정욱, 권도익, 오연환, 박준하

• 스트레스에 의한 삼차신경통 환자의 향부자팔물탕을 사용한 임상증례 1례
배광록, 최순영, 신경민, 서광명, 박지영, 정재한, 김영찬

• 血痺 및 着痺로 辨證治療하여 호전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Type I) 1례  김기주, 최요섭, 이차로, 김동조, 유다영, 주병주, 문태웅, 김준수, 김기역

• 탄소봉 종합가시광선 치료를 통한 욕창 치료 임상보고 1례  임해원, 윤창준, 김종화

• Vibration Response Imaging을 통해 관찰한 만성 호흡기 환자 2례  김재환, 방지현, 노영래, 정승기, 정희재

• 膈下逐 湯이 Diethylnitrosamine과 CCl4로 유발된 흰쥐의 肝癌 形成과 肝 損傷에 미치는 영향 
허래경, 성기문, 김소연, 제준태, 권소연, 문  구, 이종덕, 원진희

• 뇌졸중으로 인한 보행장애 치험 2례  김민수, 이현주, 황규동

• 뇌혈관 질환 이후 나타나는 手足痺症에 대한 牛黃, 熊膽, 麝香藥鍼液(BUM)의 효과에 대한 증례
보고 2례  이주아, 배광호, 박선영, 공경환, 고호연

• 인진청간탕으로 호전을 보인 반복적 약인성 간손상 환자 1례  정종수, 정의민, 이진수, 윤성우, 박재우

• 도적강기탕으로 호전된 울혈성 심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환자 치험 1례
경제현, 홍욱기, 허승진, 김  진, 서정욱, 양은주, 권도익, 오연환, 김성근, 박준하

• 소화장애를 동반한 대상포진 후유증 환자를 향사육군자탕가미방으로 치료한 1례 
이재화, 이성근, 김영은, 김일화, 이기상

❙2009년 30권 4호

• 凉肝化痰湯이 고혈압에 미치는 영향  오용성, 안정조, 조현경, 유호룡, 설인찬, 김윤식

• 공진단이 MCAO모델 흰쥐에서 gliosis억제에 미치는 영향  성기문, 허래경, 송봉근

• 健肺湯이 호흡기 뮤신의 생성 및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  정병진, 김  호, 서운교

• 급성기 중풍환자의 재발군과 초발군에 대한 단면조사연구 
이인환, 곽자영, 조승연, 신애숙, 김나희, 김혜미, 나병조, 박성욱, 정우상, 문상관, 박정미, 고창남, 조기호, 김영석, 배형섭



Ⅴ. 대한한방내과학회지 논문 목록❙  279

• 급성기 중풍환자의 위험요인, 경고증상, 전조증상 및 설진, 맥상, 변증과 NIHSS의 관련성 연구
김미영, 최원우, 박수경, 임정태, 박성욱, 정우상, 조기호

• 한방병원에 입원한 뇌경색 환자의 기능회복과 관련된 특성에 대한 연구
김영지, 김미영, 이승엽, 최원우, 박주영, 권승원, 정우상, 문상관, 조기호, 김영석, 박성욱, 박정미, 고창남, 배형섭, 나병조

•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보완대체의학 임상연구 동향  윤종만, 박양춘

• 하수오가미방이 고지혈증 SHR및 항산화에 미치는 영향  김수익, 김남욱, 전상윤, 홍  석

• 중풍환자에서 대사증후군과 적혈구변형능의 관련성
임정태, 박수경, 김미영, 최원우, 정우상, 조기호, 박성욱, 고창남, 이정섭

• 급성기 중풍환자에서 비만 및 혈액지표의 기허 및 화열 변증의 차이에 대한 고찰
차민호, 김소연, 임지혜, 강병갑, 고미미, 김노수, 이정섭, 방옥선

• 마우스를 이용한 발효쌍화탕의 급성독성 실험  이지혜, 엄영란, 심기석, 전원경, 이재훈, 마진열

• Ovalbumin으로 유도된 천식 마우스 모델에서 백련초의 효과  라제현, 심봉암, 정승기, 김진주

• 뇌졸중 환자의 복부비만에 따른 제특성 연구  최원우, 김미영, 박수경, 임정태, 박성욱, 정우상, 조기호

• 급성기 중풍 환자의 舌苔色에 따른 특성 비교  박수경, 김미영, 최원우, 임정태, 박성욱, 정우상, 조기호

• 한의 중풍 변증 표준화 연구에서 어혈증에 관한 고찰 
이정섭, 김소연, 강병갑, 고미미, 김정철, 오달석, 김윤식, 이인, 조기호, 전찬용, 한창호, 방옥선

• 大分淸飮이 Cisplatin으로 誘發된 흰쥐의 急性腎不全에 미치는 影響  이연경, 윤경민, 장수영, 강석봉

• 澤瀉散抽出物이 Cisplatin으로 誘發된 흰쥐의 急性腎不全에 미치는 影響
유동조, 윤경민, 장수영, 이연경, 강석봉

• 상기생과 봉독이 간암 세포주 HepG2에 대해 미치는 항암 기전 비교  김승욱, 김보람, 허경, 임성우

• 大補陰丸이 Streptozotocin으로 유도된 白鼠의 당뇨병 및 당뇨병 합병증에 미치는 영향
최우석, 윤경민, 이연경, 강석봉

• 고혈압 환자에서 혈압 조절 여부에 따른 脈象및 삶의 질 비교  최인영, 한창호, 최동준, 정승현, 신길조, 이원철

• 항암플러스 투여로 호전된 진행성 비소세포성 폐암 연속환자증례  김경순, 정태영, 유화승, 이연월, 조종관

• 기혈양허로 변증한 파킨슨병 환자 증례 보고  김영은, 김일화, 이재화, 이성근, 이기상

2010

❙2010년 31권 1호

• 한국표준질별사인분류중 한방내과영역의 분류체계 개선 및 진단명 구성에 관한 연구  이원철

• 积椇子 山靑木 配合이 D-galactosamine 유발 백서의 간손상에 미치는 影響  이선아, 문  구

• 제목 消平湯이 RIN-m5F세포에서 인슐린 분비 및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  윤성식, 조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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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진전 변증에 관한 문헌적 고찰 -중국 논문 중심으로-  선승호

• Glutamate로 유도된 C6glial세포 자멸사에 대한 淸心蓮子飮의 보호효과
고석재, 신용진, 장원석, 하예진, 이선아, 안민섭, 권오상, 신선호

• 황기가 흰쥐의 만성 신손상에 미치는 영향  이권호, 한양희, 김용성

• 한⋅양방 입원 환자의 비정상 간기능 검사 발생률 비교  한창우

• 제목 Elastase매개성 폐조직 손상에 대한 宣肺定喘湯의 보호효과  윤종만, 박양춘

• 한방병원에서 치료받은 암환자 899명에 대한 임상적 특성 분석  정태영, 이연월, 조종관, 유화승

• 하수오를 복용한 환자의 간기능 검사에 대한 후향적 조사  한창우

• 多汗症患者의 良導絡측정 영역별 交感神經활성 상태에 대한 연구  김재환, 정승기, 정희재

• 역류성식도염 유발 흰쥐에 대한 二陳湯加味方의 효과  김희준, 임소연, 곽민아, 김대준, 변준석

• 加味玉女煎이 高血壓白鼠의 血壓有關因子변화에 미치는 影響  조창환, 안정조, 조현경, 유호룡, 설인찬, 김윤식

• Mouse의 신장상피세포에서 敗醬추출물이 산화 스트레스 및 NF-κB signaling에 미치는 영향
김현영, 장수영, 최규호, 신현철

• 蜂毒藥鍼이 前立腺肥大症 Rat에 미치는 영향  조소현, 한양희, 김용성

• 韓⋅洋方兼治로 치유된 폐결핵 환자 1례  장수영, 유효정, 윤경민, 임은영, 신현철

❙2010년 추계 학술 대회 논문집

• 뇌졸증임상진료지침  고임석

• 뇌졸중 재활치료를 위한 한국형 표준 지침 소개  권범선

• 중풍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과정  한창호

• 중풍환자에 대한 일차 한의 임상진료 가이드  이  인

• 배뇨장애의 한방치료에 대한 최신 지견  송봉근

• 갑상선 질환의 한의학적 최신 지견  안세영

• 교통사고 외래환자 當歸鬚散 복용 전 후 血辨證 說問紙를 통한 비교 분석
이진혁, 민관식, 김수영, 민은경, 한창우

• 뇌졸중 후 발생한 수부부종에 蠲痺湯加減을 사용한 치험 2례
권승원, 박주영, 변형식, 윤승규, 서유리, 정우상, 문상관, 조기호, 김영석

• 四象體質별 폐기능검사(PFT)에 대한 연구  백상인, 한현영, 이아람, 이병권, 김광록, 박세정, 김범회, 박동일

• 熱多寒少湯투여 전 후 간기능검사 수치의 변화 비교  양형주, 박진규, 이승보, 우홍정, 이장훈, 김영철

• 자감초탕과 침치료로 호전된 서맥성부정맥 환자 1례  양나래, 김미경, 최동준, 한창호

• 청혈단(淸血丹)의 혈소판 응집억제 작용에 대한 in vitro연구  김슬지, 박영주, 양가은, 이미정, 이지숙, 류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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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계 학술진흥재단 등재지에 발표된 감기 연구의 체계적 고찰
설무창, 임동진, 박유진, 최규희, 김재환, 최준용, 정희재, 정승기

• 귀비온담탕으로 호전된 진전 환자 2례에 대한 증례보고  이시은, 윤혜연, 심영호, 신현수

• 氣虛로 변증된 小便不通환자의 치험 1례  차지혜, 고  흥, 신선미, 신우재, 김태연, 박유진, 김기태

• 뇌경색 편마비 환자의 상지부종에 봉독요법 활용 후 호전된 1례
윤승규, 박주영, 변형식, 권승원, 서유리, 정우상, 문상관, 조기호, 김영석

• 뇌경색 회복기의 만성 구토 및 설사를 한방치료로 호전시킨 1례 
김나희, 김민경, 심소라, 김혜미, 이인환, 신애숙, 조승연, 박성욱, 고창남, 배형섭, 박정미

• 뇌교 경색 후 치매를 동반한 우울증 환자의 치험 1례  권소연, 허래경, 성기문, 제준태, 김동웅

• 다발성 뇌경색으로 인한 안검하수 환자 1례에 대한 증례보고
박가영, 박선미, 박진수, 안민섭, 정지호, 김민철, 주원상

• 다제내성 Acinetobacter species에 의한 폐렴 환자 1례에 대한 증례보고 
이현주, 김민수, 정순대, 강일아

• 동서협진치료를 시행한 MRSA 환자에 대한 임상적 고찰
양은주, 서정욱, 허승진, 김  진, 김은영, 우연주, 권도익, 오연환, 박준하, 정승철

•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chronic lymphocytic leukemia)을 동반한 뇌경색 환자 1례에 대한 임상보고
김태연, 차지혜, 신우재, 박유진, 신선미, 김기태, 고  흥

• 바이러스 수막염 환자의 한방치료 1례  서정욱, 양은주, 허승진, 김  진, 우연주, 김은영, 오연환, 권도익, 정승철

• 백호탕 투여로 호전된 소아 대상포진 환자 치험1례  윤혜연, 이시은, 심영호, 신현수, 최가혜

• 복수를 동반한 간경변 환자의 生肝健脾湯치험 1례
김  진, 허승진, 양은주, 서정욱, 김은영, 우연주, 권도익, 오연환, 박준하

• 脾腎陽虛로 변증된 夜間頻尿에 縮泉元투여 1례  박수경, 임정태, 곽승혁, 우수경, 정우상, 문상관, 조기호, 김영석

• 상한론 처방을 이용한 기능성 소화불량 치험 2례  박선미, 김영균, 박가영, 정현윤, 최한나

• 腎陽虛로 변증된 요추추간판탈출증에 熟地養筋湯(八味地黃湯加減) 투여 3례 
박흥규, 윤인수, 유다영, 최요섭, 이차로, 김동조

• 심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환자에 대한 지실해백계지탕 투약 1례  윤희연, 김윤식

• 알코올성 간염과 급성 A형 간염으로 인한 황달 2례 보고  임해원, 김지영, 권  강, 김종화

• 양성전립선비대증 환자의 자신환가감 치험 1례  은선혜, 이현기, 이선아, 하예진, 정지호, 안민섭, 박진수, 이언정

• 온청음 투여로 호전된 약진 환자 치험례  조소현, 김진성, 김재연, 한양희, 김영석

• 우울증을 동반한 파킨슨병 환자의 치험 1례  허래경, 원진희, 성기문, 이인영, 장명준, 권소연

• 胃陰虛證의 치료에 대한 문헌고찰  손호영, 홍상훈, 이재왕, 정현윤, 권경만, 이영준

• 芍藥甘草湯으로 치료한 딸꾹질 치험 1례  이수영, 신철경, 권경만, 이승연, 이재왕, 박상은, 홍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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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발성 안검하수 환자 1례의 증례보고
심소라, 김민경, 김나희, 김혜미, 신애숙, 이인환, 박성욱, 박정미, 고창남, 배형섭, 조승연

❙2010년 31권 2호

• 조절 T세포에 미치는 梔子의 효과  서  산, 정희재, 정승기

• 牛蒡子의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효과  김계은, 정승기, 정희재, 장형진

• 補中益氣湯, 十全大補湯, 苓桂朮甘湯이 장음으로 평가된 흰 쥐의 胃 收縮力에 미치는 영향  박영선, 윤상협

• 해조가 2,4,6-trinitrobenzene-sulfonic acid로 유발된 염증성 장질환 동물모델에 미치는 영향
이상욱, 류봉하, 박재우

• 連翹의 LPS로 유도된 Raw 264.7 Cell에서의 抗炎症 효과  곡정강, 정승기, 정희재, 김진주

• MPP+로 유도된 SH-SY5Y신경세포 사멸에 대한 고분자성분제거 봉독약침액의 신경보호 효과 
연구  배광록, 두아름, 김승남, 박지연, 박히준, 이혜정, 권기록

• 일반인 및 내원환자의 한방병원 진료에 대한 인식도 연구  박요한, 황대선, 신현규

• 白頭翁湯의 대장암 세포주 HCT-116 항암효과와 세포자멸사에 관한 연구
김종욱, 문  구, 박찬희, 이정한, 지혜민

• 산약 추출물의 항산화 및 항염증에 관한 실험적 연구  최가영, 김병우

• 한방병원 중증치료실 입원 중 항생제 연관성 설사를 진단받은 환자에 대한 임상적 고찰 
양가은, 김슬지, 박영주, 이미정, 이지숙, 류재환

• 성별과 연령에 따른 허혈성 뇌졸중 발생의 요일 변화  김소연, 이상관

• YBR의 肝纖維化 억제 效果에 관한 硏究  승현석, 우홍정

• 지방산으로 유발된 비알코올지방간질환 실험모델에 미치는 生肝湯加味方의 효과  유재연, 이장훈

• 山靑木이 간섬유화 진행 억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  이승보, 우홍정

• 알코올성 간질환 변증 설문, DSOM, SF-36을 이용한 알코올성 간질환 환자의 금주 효과 연구
이재왕, 홍상훈, 박상은, 손호영, 김도경, 이승연, 이수영, 김보경, 강창완, 이인선

• 작약감초탕의 항염증효과  김병우

• 감각이상을 주소로 내원한 당뇨병 환자 8례에 대한 임상보고  김진미, 조충식, 김철중

• 항혈소판제제와 淸血降氣湯을 병용 투여하여 CT영상에서 저음영부위의 감소를 보인 허혈성 뇌
혈관질환 환자의 증례 보고  신우재, 차지혜, 김태연, 박유진, 고  흥, 김기태, 신선미

• 소염약침과 탁리소독음의 복합 치료를 이용한 4도 욕창 환자 치험 2례  이대현, 남지성, 정현숙, 장인수, 서의석

• 자음강화탕 투여 후 상열감의 호전을 보인 타목시펜 복용 중인 유방암 환자 1례
정홍매, 이연월, 유화승, 조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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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1권 3호

• Indomethacin으로 유발된 생쥐의 위점막 손상에 대한 消滯丸의 효과  송창훈, 백태현

• 當歸가 간성상세포의 섬유화 기전 억제에 미치는 영향  손현수, 김영철

• 菟絲子가 PTU로 유발된 갑상선기능저하증 Rat에 미치는 영향  강지석, 박성환, 한수련, 안영민, 안세영, 이병철

• 전침 및 봉약침치료를 시술한 양성전립선비대증 환자의 임상증상개선에 대한 후향적 단면연구
박성환, 한수련, 강지석, 안영민, 안세영, 이혜정, 이병철

• 생약재를 이용한 고지혈증 치료의 연구 동향 고찰  최성환, 손창규, 김진미, 설인찬

• 海金沙가 Rat의 전립선비대에 미치는 영향  이두현, 이장식, 김용성

• 맥파전도속도(PWV)를 이용한 체질별 죽상동맥경화 위험인자에 대한 상관관계 연구 
임은영, 이제원, 장우석, 백경민, 전우현, 정인권

• Indomethacin으로 유발된 백서의 위점막 손상에 대한 시호계지탕의 효과  김보람, 허  경, 임성우

• 구취환자의 구강건조감과 스트레스, 기울의 상관성 분석
한가진, 김진성, 선종기, 손지희, 오승환, 박영선, 정용재, 정의민, 박재우, 류봉하

• Caerulein으로 유발된 흰쥐의 급성 췌장염에 대한 手拈散의 효과  박재석, 최창원

• 槐花散이 Dextran Sulfate Sodium으로 유도된 생쥐의 궤양성 대장염에 미치는 영향  배광호, 공경환

• 循環器加減方이 고지혈증 유발 白鼠에 미치는 영향  김동현, 임승민, 안정조, 조현경, 유호룡, 김윤식, 설인찬

• 金銀花 추출물의 마우스 단회 경구투여 독성실험  유효정, 박미연, 최해윤, 김종대

• 加味通聖散이 자발성 고혈압 흰쥐에 미치는 영향  최은희, 임대웅, 정태산, 안가영, 천혜선, 전상윤, 홍  석

• 60세 이상 뇌경색환자에서 황태는 심혈관질환의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는가? - 다기관임상연구
임정태, 박수경, 우수경, 곽승혁, 정우상, 문상관, 조기호, 박성욱, 고창남

• 중풍환자에서 수족냉증과 적혈구변형능의 관련성 연구
박주영, 임정태, 박수경, 우수경, 곽승혁, 정우상, 문상관, 조기호, 박성욱, 고창남

• 六君子湯이 Glutamate에 의한 C6 신경교세포의 Apoptosis에 미치는 영향 
장원석, 신용진, 고석재, 하예진, 권영미, 신선호

• 五皮散이 Cisplatin으로 誘發된 흰쥐의 急性腎不全에 미치는 影響  김태우, 윤경민, 임은영, 신현철, 강석봉

• 중풍 급성기에 있어서 레이저치료에 대한 최신지견 고찰 : 임상 논문을 중심으로  양창섭, 장인수, 선승호

• 萬全木通散이 Cisplatin으로 誘發된 흰쥐의 急性腎不全에 미치는 影響  김도년, 윤경민, 신현철, 강석봉

• 청리자감탕이 Streptozotocin으로 誘發된 흰쥐의 糖尿病 및 糖尿病合倂症에 미치는 영향 
박윤식, 윤경민, 임은영, 신현철, 강석봉

• 桑枝 목초액이 호흡기 객담 과다분비에 미치는 영향  김  호, 정혜미, 김솔리, 서운교

• 항암단 투여로 호전된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낭암 연속환자증례  김경순, 유화승, 정태영, 이연월, 조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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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rfarin 복용시 人蔘이 포함된 한약처방이 PT INR에 미치는 영향 -10 증례보고- 
권승원, 박주영, 변형식, 윤승규, 서유리, 정우상, 문상관, 조기호, 김영석

• 氣暈 환자 8례에 대한 임상보고  안소현, 박상우, 조충식, 김철중

❙2010년 추계 학술 대회 논문집

• 허혈성 혈관질환의 병력이 없는 일반인에서의 Pulse Wave Velocity(PWV)와 어혈병태 Heart 
Rate Variability(HRV) 간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박우람, 엄은진, 김주성, 나병조, 이범준

• 요추 추간판탈출증 환자에서 야간통과 어혈변증의 관계에 관한 임상적 연구 
유다영, 박흥규, 윤인수, 최요섭, 이차로, 김동조, 이현주, 배광록

• 변비 경향이 있는 혈관성 치매 환자에 대한 대황지제 투여 3례  이미정, 김슬지, 박영주, 양가은, 이지숙, 류재환

• 보양에 대한 한방처방 활용  김병운

• 소화기 질환의 한방처방 활용  문  구

• 임상에서 진단검사의학의 활용  이영진

• 비만의 한방처방 활용  김호준

• 金水六君煎 加味方과 舍岩鍼 肺正格을 施術하여 호전된 천식 1례 보고  강다혜, 김지영, 김지현, 권  강, 김종화

• 뇌졸중후 우울증 환자에 대한 한방치료 호전 2례
최지혜, 장석오, 이동엽, 방창호, 나란희, 김래희, 고하늘, 이윤진, 문병순

• 혈허로 변증된 윌슨병 환자의 진전에 대한 보고  배광호, 공경환, 고호연, 박선영, 이명수, 이주아

• 茵蔯五苓散을 투여한 알코올성 간염 추정 환자 치험 1례  고석재, 장원석, 하예진, 신선호

• 黃芪湯 투여 후 半身汗의 호전을 보인 교뇌 출혈 환자 1례
곽승혁, 임정태, 박수경, 우수경, 정우상, 문상관, 조기호, 김영석

• 간질성 폐질환이 진행된 전신성 경화증 환자의 치험 1례  김보람, 정승현, 임성우

• 신경이완제(risperidone) 사용중에 발생한 지연성 운동장애(Tardive dyskinesia)환자 치험1례
김수진, 박소애, 최성환, 김동현, 윤희연, 이혜진, 안정조

• 뇌경색 이후의 개구장애와 사경에서의 침치료 효과 : 1례 보고  김일화, 김영은, 문아지, 심계선, 이기상, 이성근

• 紫草外用劑로 호전된 대상포진 치험 1례  김정현, 김지영, 김지현, 권  강, 박희수

• K-ALSFRS-R과 ALSSS로 평가한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 1례 증례보고
김진성, 조소현, 김재연, 임대웅, 천혜선, 한양희

• 동안신경마비로 인한 斜視 및 眼瞼下垂 환자 치험 1례  박선영, 배광호, 이명수, 이선주, 이주아, 공경환, 고호연

• 생간건비탕 가미방 투여한 급성 A형 간염 환자 1례  박소애, 김수진, 신현수, 조창환, 장문원, 안정조

• 喘四君子湯加減方 투여로 증상 호전된 중증 COPD 환자 1례  방지현, 김재환, 최규희, 정희재, 정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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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상성 뇌손상 환자에 調經藥을 투여하여 무월경과 인지기능이 호전된 치험 1례 
방창호, 이윤진, 장석오, 최지혜, 김래희, 나란희, 고하늘, 이동엽

• 복시 및 안검하수를 호소하는 외측연수경색 환자에 대한 한방 치험 1례 
서유리, 박주영, 변형식, 권승원, 윤승규, 김영석, 조기호, 문상관, 정우상

• 한방치료로 호전된 두통환자 1례에 대한 증례보고  신철경, 이수영, 신윤리, 이재욱, 이승연, 이재왕, 박상은, 김영균

• 자하거 약침과 한약 병행 투여후 만성기침과 가래 증상이 호전된 환자 2례 
안가영, 최은희, 조희근, 이영수, 홍  석, 전상윤

• 發熱과 全身痛을 호소하는 베체트 병 疑症 환자의 溫淸飮 加味方 치험 1례 
오승환, 김진성, 정용재, 박영선, 한가진, 선종기, 손지희, 류봉하, 고석재

• 복부동계로 인한 불면을 호소하는 환자에 시호가용골모려탕을 투여후 호전된 1례 
우수경, 임정태, 박수경, 곽승혁, 정우상, 문상관, 조기호, 김영석

• 간손상 환자에 대한 逍遙散 치험 3례에 대한 임상적 고찰  이권호, 이장식, 김동훈, 박수곤, 김용성

• 라미부딘 내성 변이종 바이러스의 출현과 함께 증상 및 검사 결과의 악화를 보였던 간경변 환자의 
치험 1례  이승보, 양형주, 박진규, 김영철, 이장훈, 우홍정

• 이전 치료에 실패한 전이성 위암의 대안적 치료로서의 aRVS에 대한 증례보고 
이진수, 박형준, 고석재, 정의민, 박재우, 정현식, 김경석, 최원철, 윤성우

• 부자탕으로 호전된 상세불명의 범혈구 감소증 : 증례 보고  이혜진, 김수진, 윤희연, 김진희, 조현경, 설인찬

• 중대뇌동맥 폐색 후 베르니케실어증 만을 나타낸 환자에 대한한방치료와 언어치료 병행 치험 1례
장석오, 김숙희, 최지혜, 김래희, 방창호, 이윤진, 나란희, 고하늘, 문병순

• 뇌경색 입원 치료 중 발생한 섬망 환자 치험 1례  정미경, 전찬용, 최유경, 박종형

• 농설 환자 1례의 침 치료 전후 떨림증의 양상 변화에 관한 보고  제준태, 이상관

• 일산화탄소 중독 후에 발생한 지연성 뇌병증 환자에 대한 치험 1례
황민영, 정혜미, 신초영, 김솔리, 권영주, 조우근, 신길조

❙2010년 31권 4호

• 大七氣湯이 Glutamate에 의한 C6 Glial 세포의 Apoptosis에 미치는 영향 
김혜윤, 고석재, 방창호, 신선호, 이동엽, 이  인

• 흰쥐의 손상된 뇌조직에서의 유전자 발현 변화에 대한 홍화(紅花) 추출물 투여의 작용
김부여, 임세현, 이금산, 김형우, 임지연, 조수인

• 청폐사간탕(淸肺瀉肝湯)의 혈소판 응집억제 작용에 대한 in vitro 연구 
박영주, 김슬지, 양가은, 이미정, 이지숙, 강덕희, 김영찬, 이우경, 류재환

• 임상연구의 효과적인 대상자 모집 전략  정의민, 고석재, 한가진, 오승환, 김진성, 류봉하, 박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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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四君子湯이 TNBS로 誘發된 생쥐의 炎症性 腸疾患에 미치는 影響  홍상선, 류봉하, 윤성우, 김진성

• Human Paraoxonase 1(PON1)의 유전자 다형성에 따른 중풍환자의 습담 변증과의 상관성 연구
임지혜, 고미미, 이정섭, 방옥선, 차민호

• 조구등이 MCAO 모델 흰쥐에서 gliosis 억제에 미치는 영향  김상우, 김선애, 송봉근

• 우황청심원 관련 최근 연구 동향 : 국내 논문에 대한 고찰  이제원, 백경민, 백영두, 임은영, 장우석, 전우현, 정인권

• 徐靈胎와 吉益東洞의 학술사상 비교 연구 (Ⅰ)  윤철호, 黃  煌

• 銳降脂湯이 고지혈증 SHR 및 항산화에 미치는 영향  백경민

•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Cortisol 분비의 일주기 차이  이상관

• 위장질환 환자의 양도락에 대한 경락학설과 자율신경이론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윤상협

• 알레르기 후기 반응 염증 억제 효과에 관한 太陰調胃湯의 실험적 연구  염유림, 정희재, 김진주, 정승기

• 비폐색성 위 전정부 확장이 있는 흰쥐의 위 수축력, 체중 및 위 형태 복원에 대한 苓桂朮甘湯과 
補中益氣湯의 효능  정용재, 윤상협

• 한국인의 허혈성 뇌졸중의 위험요인에 대한 비교고찰 - 다기관 연구
김혜미, 이인환, 신애숙, 김나희, 심소라, 김민경, 나병조, 조승연, 박성욱, 정우상, 문상관, 박정미, 고창남, 조기호, 

김영석, 배형섭

• 고혈압 환자에서 혈압 조절 여부에 따른 氣血水 辨證과 삶의 질 비교  최인영, 한창호, 최동준, 정승현, 신길조

• 한방병원 근무 한방수련의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와 교육 효과
김미경, 서준석, 이승철, 이정훈, 도한호, 한창호

• 복강경 담낭절제술 후 발생한 난치성 딸꾹질 환자 증례  신초영, 정혜미, 황민영, 김솔리, 윤철호

• Vancomycin 내성 장구균 집락 해제에 대한 보중익기탕의 효과
윤승규, 박주영, 변형식, 권승원, 서유리, 정우상, 문상관, 조기호, 김영석

• 만성 전립선염/만성 골반통증 증후군 환자 15례에 대한 후향적 연구  윤성식, 박상우, 안소현, 조충식, 김철중

2011

❙2011년 32권 1호

• Phenylhydrazine으로 유발된 흰쥐의 용혈성 빈혈에 미치는 三七根의 효과  이재열, 이장훈

• 기관지천식 환자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한 淸上補下湯의 임상적 관찰  방지현, 정희재, 정승기

• 비알콜성지방간의 유병율과 병리기전에 대한 문헌적 고찰  박연화, 유사라, 손창규

• 귀전우, 백화사설초, 와송 추출물을 처치한 난소암과 자궁경부암 세포에서의 단백질 발현 변화
김경순, 예성철, 유병철, 조종관, 이연월, 유화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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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續命湯이 C6 glial cell 보호 및 허혈성 뇌손상에 미치는 영향
안가영, 최은희, 김인수, 강성순, 이영수, 홍  석, 전상윤

• 고농도 포도당에 노출된 마우스 신장상피세포에서 桑枝의 산화 스트레스 억제 효과  장수영, 신현철

• 赤石脂散과 托裏消毒飮의 火傷治療 효과  이대현, 한현진, 서의석, 정현숙, 강세영, 장인수

• 역류성 식도염의 변증과 처방에 관한 문헌적 고찰 -중국 논문 중심으로-
최가영, 선승호, 김병우, 이선주, 오현석, 한인식, 고재언

• 徐靈胎와 吉益東洞의 학술사상 비교 연구 (Ⅱ) -학술 사상이 같고 다른 원인에 대한 분석-
윤철호, 黃  煌

• Effects of Electroacupuncture on Immobilization Stress Responses :A Study on Inhibitory 
Avoidance Task, Forced Swimming Test, and Stress Hormones
So-yeon Kwon, Min-soo Kim, Sang-kwan Lee, Jun-tae Je, Jae-gun Oh, Jong-deok Lee, Kang-keyng Sung

• 진행성 비소세포성 폐암환자에 대한 항암플러스의 치료효능 : 연속증례보고
정홍매, 윤정원, 이연월, 조종관, 오달석, 유화승

• 메니에르 병 환자의 虛實別 치험례  장수영, 신현철

• 항암화학요법과의 순차적, 그리고 병행적 요법으로서의 aRVS 투여로 장기 생존과 좋은 삶의 질을 
유지한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증례보고  이진수, 박형준, 채  진, 김경석, 정현식, 이상헌, 최원철, 전성하

• 재발성 음경지속발기증 1례  박성환, 백선호, 한수련, 안영민, 안세영, 이병철

• 체내에서 침이 발견된 사례 보고  양나래, 김미경, 최동준, 한창호

❙2011년 춘계 학술 대회 논문집

• 杜冲破古紙湯(補腎湯加減) 투여로 호전된 보행장애를 동반한 경추척수증 환자 1례 
윤인수, 박흥규, 추원정, 김현철, 이차로, 김동조, 최요섭, 김영지

•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 환자의 生肝健脾湯 치험 5례  양형주, 박진규, 권수영, 우홍정, 이장훈, 김영철

• 比和飮으로 호전된 파킨슨병 환자의 구토 및 식욕부진 치험 5례 
양은주, 서정욱, 우연주, 김은영, 송보윤, 옥진유, 권도익, 오연환

• 상세불명의 급성 바이러스간염 환자에 대한 黃連解毒湯加味 치험 1례  김동훈, 최선욱, 김재연, 김용성

• 수면장애를 동반한 만성 긴장형 두통에 한방치료 (加味淸心湯, 加味淸肝湯, 침, 부항치료)를 시
행하여 호전된 1례  권승원, 윤승규, 서유리, 박준영, 임진욱, 정우상, 문상관, 조기호, 김영석

• 인터페론 투여 중단한 만성 B형 간염에서 인진청간탕 투여 관찰한 1례
박진규, 이장훈, 양형주, 권수영, 우홍정, 김영철

• 간질환에 대한 한방치료  김영철

• 담도질환에 대한 한방치료  고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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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성 간 손상에 대한 이해  김강산

• 고지혈증에 대한 한방치료  정우상

• 심장질환에 대한 응급처치법  김진배

• 심초음파의 이해  손일석

• 간기능 이상 수치를 보인 환자의 처방에 茵蔯을 가미한 치험 3례  김재연, 조소현, 한양희, 김동훈

• 구토 환자의 향사양위탕 치험 1례  권영주, 조우근, 양나래, 장명웅, 김미경, 최동준

• 급성 바이러스 A형 간염의 한방치료 1례에 관한 임상보고  김지영, 임해원, 강다혜, 김정현, 김종화

• 기관지 확장증이 동반된 노인성 폐렴 치험 1례  박가영, 김민철, 주원상, 박은영, 이병권, 이시은, 은선혜, 박진수

• 뇌졸중에 병발된 폐렴 환자 1례에 대한 증례 보고  이승연, 김광록, 최상옥, 이수영, 박상은, 홍상훈

• 뇌졸중으로 인한 이차성 두통 및 안면통에 대한 한방치험 1례
서유리, 권승원, 윤승규, 박준영, 임진욱, 김영석, 조기호, 문상관, 정우상

• 대시호탕가미방 투여로 호전된 아토피 피부염 환자 증례  김주성, 박우람, 정혜인, 나병조, 이범준

• 두침요법으로 호전된 뇌경색으로 인한 실어증 1례  임해원, 김지영, 김정현, 강다혜, 김종화

• 말초성으로 오진될 수 있는 현훈을 주소로 하는 안쪽숨뇌경색환자 치험 1례 
이재욱, 손호영, 신윤리, 최상옥, 김경민, 김영균

• 사물안신탕가미방 투여로 호전된 혈관성 치매 환자 1례 보고  권소연, 오재건, 이인영, 박만용, 김동웅

• 상부 위장관 출혈을 동반한 미란성 식도염 환자 치험례  조소현, 김재연, 여은주, 한양희

• 水氣의 저류가 동반된 退行性 關節炎 환자의 한방치료 2례
서정욱, 양은주, 우연주, 김은영, 옥진유, 송보윤, 오연환, 권도익

• 柴胡桂枝乾薑湯과 침치료로 호전된 심방세동 환자 치험 1례
이시은, 심영호, 박은영, 신현수, 이철휘, 이병권, 박가영, 박진수

• 와파린과 상호작용한 荊防瀉白散 투약 2례  조우근, 권영주, 양나래, 김미경, 한창호

• 욕창의 한방치험 1례  우수경, 박수경, 곽승혁, 이은찬, 정우상, 문상관, 조기호, 김영석, 박주영

• 중풍 후 유발된 약인성 간손상 의증 환자에게 보간탕가미를 사용한 치험 1례 
이수영, 이병권, 이승연, 임제민, 정희진, 박상은, 홍상훈

• 한방 치료를 통해 보행 장애의 호전을 보인 Parkinsonism 환자 1례 
곽승혁, 이은찬, 우수경, 박수경, 박주영, 정우상, 문상관, 조기호, 김영석

• 한방치료로 호전된 상완신경총 손상환자 치험 1례  우연주, 김은영, 양은주, 서정욱, 송보윤, 옥진유, 권도익, 오연환

• 혀 운동 장애를 동반한 러피셔-증후군 1례  김민수, 권태욱

• 확장성 심근병증 환자의 증례 1례  신윤리, 김도경, 이아람, 배수현, 최상옥, 김경민, 김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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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2권 2호

• 인진청간탕 및 와송 어성초 가미방의 간섬유화억제에 미치는 효과  문영훈, 우홍정

• 야관청혈탕이 고지방식이로 유도된 흰쥐의 비만 억제에 미치는 영향  박상우, 조충식, 김철중

• 淸肝解酒湯의 항산화 작용에 관한 실험적 연구  이지은, 이장훈

• 蜂毒이 Lipopolisaccharide로 유발된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病態 Model에 미
치는 영향  박동희, 정승기, 정희재

• LPS로 유발된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生脈淸肺飮의 영향  김  용, 양수영, 김민희, 남궁욱, 박양춘

• 한의 중풍변증표준안-Ⅲ에 대한 보고  이주아, 이정섭, 강병갑, 고미미, 문태웅, 조기호, 방옥선

• Lipid-lowering and Antioxidant Effects of Curcuma Radix in Poloxamer 407-induced Hyperlipidemia 
Model Rat Models  So-ae Park, Hyun-kyung Jo, Ho-ryong Yoo, Yoon-sik Kim, In-chon Seol, Joung-jo An

• 양도점의 전기적 반응에 대한 교감신경작용과 경락 배열과 실질장기의 불일치는 양도락의 경락 
관련성을 배제한다.  윤상협

• 消腫調脾順氣湯이 Cisplatin으로 誘發된 흰쥐의 急性腎不全에 미치는 영향  윤경민, 강석봉

• 黃連地黃湯이 Streptozotocin으로 誘發된 糖尿病에 미치는 영향  유동조, 윤경민, 강석봉

• 배양한 흰쥐 대뇌세포의 저산소증 모델에서 黃連이 유전자 표현에 미치는 영향 
황주원, 김경훈, 신길조, 문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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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生薑甘草湯 및 生薑, 甘草가 생쥐 비장세포의 활성에 미치는 영향  이  매, 김진주, 정희재, 정승기

• 마우스를 이용한 十全大補湯 발효물의 단회투여 독성 연구  이지혜, 김태수, 곽동훈, 마진열

• 天麻鉤藤飮加減이 고혈압 유관인자 및 SHR 병태모델에 미치는 영향
송병용, 최은희, 정태산, 강성순, 안가영, 김오영, 전상윤, 홍  석

• 중풍 뜸치료의 임상연구에 대한 고찰  김래희, 문병순, 윤종민

• 한방병원에 입원한 두위 현훈 환자의 임상 분석  김태연, 김기태, 고  흥

• 수풍순기환 분할처방 투여가 고지방, 고탄수화물 식이로 유발된 비만형 제2형 당뇨병 동물모델에 
미치는 영향  박은영, 안세영, 안영민, 엄재영, 장형진, 이병철

• 茵蔯三物湯이 DENA로 유발된 흰쥐의 간암에 미치는 영향  정태산, 최은희, 강성순, 김인수, 이영수, 최창원

• SM-2000의 항피로 효과에 대한 임상적 연구  신선미, 고  흥

• 6-propyl, 2-thiouracil로 유발된 갑상선 기능저하증 동물모델에서 파극천이 갑상선 호르몬 및 
갑상선 조직에 미치는 효능  김영석, 안세영, 안영민, 이병철

• 진전을 동반한 Fahr Disease 환자 치험례  김태연, 신우재, 박유진, 문주호, 신선미, 김기태, 고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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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미육군자탕 투여 후 발생한 급성 약인성 간손상 1례  신우재, 김태연, 박유진, 문주호, 고  흥, 김기태, 신선미

• 한방치료를 통해 Adriamycin/Cytoxan 및 Taxol 항암제 부작용이 감소한 유방암 환자 증례보고 
박병록, 박재우, 조종관, 유화승, 이연월

• 수레바퀴 암치료법을 시행한 흉선암 환자에 대한 증례보고  이종호, 박재우, 유화승, 조종관, 이연월

• 삼령백출산가미방의 만성 신질환 환자 8례에 관한 증례 보고  윤성식, 정호영, 박상우, 김진미, 조충식, 김철중

❙2011년 추계 학술 대회 논문집

• 과민성 장 증후군에 대한 Algometer 적용연구 -복진 정량화의 관점에서-  고석재, 김진성, 류봉하, 박재우

• 槐花⋅地楡가 포함된 처방으로 호전된 방광암으로 인한 血尿 2례  김도형, 박승찬, 박성하

• Heart Rate Variability(HRV)를 이용하여 측정한 중년층의 스트레스와 기능성 소화불량증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박우람, 김주성, 정혜인, 이범준

• 두통 및 어지럼증 입원환자의 맥진기를 이용한 통계적 고찰  장원석, 하예진, 조문영, 최용석, 신선호

• 다한증 클리닉 입원 프로그램을 통해 호전된 수족다한증 2례  최규희, 김관일, 방지현, 이범준, 정승기, 정희재

• 한의학 연구윤리  한창호

• 감기의 한방치료 (상기도감염에 대한 소청룡탕과 연교패독산의 효능:무작위배정, 이중맹검, 위약
대조군 연구)  박영춘

• 기침의 진단과 치료  정희재

• 과민성 장증후군의 한방치료  박재우

• The Introduction of Gastrointestinal Cancer  Sang-hun Lee

• 신장 질환의 한방치료  송봉근

• 전립선 질환의 한방치료 최신지견  이병철

• 곽향정기산을 투여한 급성 A형 간염 환자 1례의 증례보고
심소라, 김민경, 여서원, 김혜미, 조승연, 박정미, 고창남, 배형섭, 박성욱

• 官桂附子理中湯을 이용한 月經前症候群 환자 치험 1례  임해원, 김지영, 강다혜, 김정현, 김종화

• 金水六君煎으로 호전된 喀痰을 동반한 嘔吐症환자 2례에 대한 증례보고
심영호, 이시은, 박은영, 신현수, 박민규

• 급성 상기도 감염 후 나타난 小陽病 증후의 小柴胡湯 치험례  이명수, 박선영, 박종주, 공경환, 고호연, 최가영

• 氣虛로 변증된 만성신부전 환자의 치험 1례  장명준, 이인영, 최산호, 오재건, 송봉근

• 뇌졸중 후 발생한 고관절 이소성 골화증의 麝香⋅牛黃⋅熊膽 藥鍼치료 호전 2례
권태욱, 김길우, 김민수, 노기환

• 뇌졸중으로 인한 배뇨장애에 대한 한방 치험 1례
이은찬, 박수경, 곽승혁, 우수경, 김영석, 조기호, 문상관, 정우상, 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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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혈관 협착 환자에서 장기간 청혈단 투여가 뇌혈류초음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증례 보고 
김나희, 김혜미, 김수경, 김민경, 조승연, 박정미, 고창남, 배형섭, 박성욱

• 단순 복통을 전구증상으로 호소하는 급성 대상포진 환자 증례  신초영, 황민영, 김솔리, 배재익, 윤철호

• 糖尿를 겸한 腦梗塞 환자의 上消證에 分心氣飮을 투여한 치험 1례
문아지, 김일화, 김태정, 문  효, 이승근, 이기상

• 랫드에서 식품 복합물 TB001의 단회 경구투여 독성 시험 연구
차윤엽, 선승호, 박동식, 김재현, 김희연, 임상현, 김경희

• 만성 신질환과 간경화를 동반한 뇌경색 환자의 한방 치험 1례
박수경, 곽승혁, 우수경, 이은찬, 박주영, 정우상, 문상관, 조기호, 김영석

• 만성화된 운동이상형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의 한방치료 1례  이인영, 원진희, 권소연, 장명준, 오재건, 최산호

• 반하백출천마탕으로 호전된 말초성 현훈 환자 1례  최지혜, 김래희, 고하늘, 이윤진, 이수현, 손영진, 문병순

• 복강경 담낭절제술 후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에 대한 치험 1례
황민영, 신초영, 김솔리, 황정현, 윤재홍, 김경민, 신길조

• 四逆湯을 투여하여 手足冷症의 호전을 보인 stress induced cardiomyopathy 환자 1례 
김민경, 심소라, 김수경, 김나희, 조승연, 박성욱, 박정미, 배형섭, 고창남

• 消風散을 이용한 소뇌경색 환자 치험 1례 
김자헌, 임해원, 김지영, 김정현, 강다혜, 김종화

• 소화불량을 주소로 한 환자의 간기능 이상에 대한 보중익기탕 치험 3례
이아람, 권경만, 임제민, 이수영, 강일아, 김원일

• 柴胡加龍骨牡蠣湯으로 호전된 편측 무도발리즘 환자 증례 보고  신현수, 백인경, 김수진, 조창환, 김정현, 조현경

•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배뇨장애에 관원 간접구의 효능 고찰 -Case series 
임진욱, 박준영, 권승원, 윤승규, 서유리, 김영석, 조기호, 문상관, 정우상, 박주영

• 腎陰虛로 변증된 골다공증성 흉요추 압박골절 환자의 加味四六湯 치험 3례
김현철, 서민수, 추원정, 박흥규, 윤인수

• 五行和鍼法을 적용한 근막통증증후군에 대한 원위부치료 1례  권경만, 이병권, 임제민, 정희진, 감철우, 박동일

• 외상성 뇌출혈 이후 발생한 섬망 환자 1례에 대한 증례보고  김솔리, 황민영, 신초영, 정지천, 신홍균

• 요추 제1-2번 추간판탈출증 환자의 보존적 치험 1례  이현기, 은선혜, 전규상, 민들레, 이언정

• 六味地黃湯 加味方 투여로 호전된 虛勞 증상을 동반한 대상포진 환자 치험 1례 
김수영, 김민우, 민관식, 이형철, 조계창, 이성철, 배상은, 홍남중, 김민정

• 滋陰健脾湯加味方으로 치료한 기능성 현훈 증례 보고 2례 
조창환, 박혜진, 백인경, 김동현, 김정현, 안정조, 조현경, 김윤식, 설인찬, 유호룡

• 中風 急性期에 狂症을 보인 少陽人 胃受熱裏熱病 患者에 대한 治驗 1례
손호영, 홍상훈, 김도경, 신윤리, 이아람, 남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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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심연자탕가미방으로 호전된 파킨슨병환자의 농설 치험 1례  은선혜, 이현기, 하예진, 최용석, 문  구

• 콜레스테롤 색전으로 유발된 말초동맥질환 환자 증례 1례  김수진, 김진미, 김철중

• 특발성 부종으로 진단된 남환 한방 치험 1례
박준영, 권승원, 윤승규, 서유리, 임진욱, 김영석, 조기호, 문상관, 정우상, 박주영

• 八髎穴 電針治療로 호전된 腦卒中 동반 小便不利 환자 4례  이윤진, 손영진, 최지혜, 김래희, 고하늘, 이수현

• 한방 치료로 호전된 우울과 불안 장애를 동반한 기능성 소화불량증 치험 1례
장정아, 박은영, 안태한, 정성식, 김진원, 서호석, 천혜선

• 한방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뇌졸중병발 흡인성 폐렴 환자에 대한 한방 치험 2례 
이지숙, 양가은, 이미정, 노현인, 윤다래, 류재환

• 한방치료로 호전을 보인 1과 1/2 증후군 환자 1례 보고
김혜미, 김나희, 여서원, 심소라, 조승연, 박성욱, 박정미, 배형섭, 고창남

• 虛證 腰脚痛 환자에서 左右 偏在와 氣虛, 血虛辨證의 관계에 대한 임상적 연구 
박흥규, 윤인수, 서민수, 최요섭, 이차로, 이재영, 김민영, 한상욱

• 허혈성 대장염의 불환금정기산 치험 1례  김은영, 서정욱, 양은주, 우연주, 송보윤, 옥진유, 오연환, 권도익, 박준하

• A Case of Myasthenia Gravis with Strengthening Qi therapy by Bojungikki-tang and Acupuncture 
: Two year follow-up  Il-wha Kim, A-ji Moon, Tae-jung Kim, Hyo Moon, Key-sang Lee, Seoung-geun Lee

❙2011년 32권 4호

• 구강작열감증후군 환자의 임상적 특징 및 음허증 평가
선종기, 김진성, 한가진, 오승환, 손지희, 강경, 김주연, 류봉하

• 과산화수소로 유도된 산화성 간세포 손상에 대한 소시호탕(小柴胡湯)의 효과
서상희, 오수영, 이지선, 조원경, 김태수, 마진열

• 喘息환자의 유지치료를 위한 補中益湯의 효과  설무창, 김도선, 김도현, 장하련, 김진주, 정희재, 정승기

• 白屈菜가 간섬유화 과정 중 간성상세포에 미치는 영향  이홍일, 김영철

• 菌蔯淸肝湯이 간성상세포의 세포성장과 사멸에 미치는 영향  김상주, 우홍정

• SH-SY5Y 세포주에서 하고초, 금은화, 황금 에탄올 추출물의 6-OHDA로 유도된 산화적 손상
에 미치는 영향  민관식, 김수영, 김민우, 이기상

• 중풍환자의 구강건조증에 대한 생맥산의 효과 : 무작위배정 이중맹검 연구
이대현, 한현진, 김락형, 강세영, 장인수

• 菌蔯淸肝湯의 알코올성 산화스트레스에 대한 보호효과 연구  김영태, 우홍정

• 인체 혈구암세포에 대한 丹仙湯 추출물의 증식억제 및 세포사멸 유도에 관한 연구  김성환, 박상은, 홍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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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의 한방치료 전후의 주관적 평가지표와 Electrogastrography Parameters를 
이용한 객관적 지표의 변화 관찰  한가진, 김진성, 류봉하

• 보중익기탕 및 발효보중익기탕의 단회투여 독성에 대한 연구  이지혜, 황윤환, 곽동훈, 김태수, 마진열

• Adriamycin/5-Flurouracil 치료 중인 유방암 환자의 한·양방 병용치료를 통한 부작용 경감에 대
한 증례보고  권용균, 박재우, 이종호, 유화승, 조종관, 이연월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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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진의 표준화를 위한 제언 : 설태 후박의 진단기준을 중심으로  손지희, 김진성, 박재우, 류봉하

• 복부 및 사지 부위의 전기침 자극이 전두근에서 측정한 SEMG 변화에 미치는 영향 -자율신경
계의 변화에 대한 임상적 접근을 위한 사전 연구-  제준태, 최산호, 신선호, 임진영, 이상관

• 정상 및 미주신경절단 흰쥐의 체중, 위액 분비량, 위의 형태변화에 대한 위 유문부 부분폐색과 
재개통의 효과  선종기, 윤상협

• Helicbacter pylori의 한약 치료에 대한 연구  이승연, 박상은, 홍상훈

• 한국 한방의료관광에 대한 중국 관광객 인식도 조사연구  이정만, 문경원, 이정열, 김응석, 손창규

• Sprague-Dawley 랫드를 이용한 선폐정천탕의 단회투여독성시험
이응석, 한종민, 양수영, 김민희, 김승형, 남궁욱, 박양춘

• 오령산 효능에 관한 기초 실험 연구 문헌 분석  김정훈, 신현규

• 補氣除痛湯減味方의 랫드 말초신경 손상에 대한 회복 효과 연구  김진미, 조충식, 김철중

• Unified Multiple System Atrophy Rating Scale(UMSARS)로 평가한 다계통 위축증 환자 1례에 
대한 증례 보고  정성식, 안태한, 박소임, 김진원, 서호석, 유춘길, 이지수

❙2012년 춘계 학술 대회 논문집

• 한의학 연구와 출판 윤리  한창호

• 바이러스 간염의 검사  이희주

• 간질환의 한의학적 접근 - EBM을 위한 과학적 해석과 방법론  손창규

• 한방 암치료의 이해와 임상적 적용  조정효

• 기허로 변증한 뇌졸중과 혈중지질과의 관련성 연구
우연주, 김은영, 송보윤, 옥진유, 이희경, 홍수아, 권도익, 오연환, 박준하

• 白殭蠶이 비만형 당뇨병 동물모델에 미치는 영향  김재연, 최승범, 한양희, 김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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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茵蔯五苓散 투여로 치료한 濕熱로 변증된 간기능 수치 이상 소견 환자 증례 보고 5례
김수영, 김민우, 엄관준, 양승희, 윤인수, 박흥규, 김민정

• 장결핵 의증 환자의 오심, 구토, 식욕부진 증상 한방치험 1례  김슬기, 고석재, 한가진, 박재우

• 川烏의 안전성 고찰 10례 - 川烏의 부작용으로 보고된 증상을 토대로 제작한 설문을 통하여
이영준, 이아람, 정희진, 남우진, 황원덕

• 한약투여후 골 도 변화 관찰 : 26례  서민수, 정상윤, 김세정, 추원정, 김현철, 박흥규, 윤인수, 김영지, 이차로, 최요섭

• 가미팔물탕 투여 후 발생한 약인성 간손상 1례  박진규, 권수영, 장은경, 우홍정, 이장훈, 김영철

• 경추기원성 두통(Cervicogenic Headache)환자의 한방치험 1례
추원정, 정상윤, 김세정, 윤인수, 박흥규, 최요섭, 이차로, 김영지, 김진수, 김창연

• 경피형 펜타닐 제제로 유발된 오심환자 1례에 대한 증례보고
송보윤, 옥진유, 우연주, 김은영, 홍수아, 이희경, 오연환, 권도익, 박준하

• 官桂附子理中湯으로 호전된 少陰人 만성설사 치험 1례
여서원, 김수경, 이지현, 심소라, 김나희, 조승연, 박정미, 고창남, 배형섭

• 기관절개술을 한 뇌출혈 환자의 객담치료 1례 보고  김태정, 문아지, 이성근, 이기상

• 뇌경색에 동반된 3, 4, 6번 뇌신경 마비 1례  박유진, 문주호, 최수진, 김주영, 신선미, 김기태, 고  흥

• 뇌졸중 후 발생한 경직에 봉독요법을 사용한 치험 1례
우수경, 현상호, 이은찬, 곽승혁, 박주영, 정우상, 문상관, 조기호, 김영석

• 뇌졸중 후 불면에 대한 한방 치험 1례  이은찬, 곽승혁, 우수경, 현상호, 김영석, 조기호, 문상관, 정우상, 박주영

• 봉독요법을 이용한 족저근막염 치험 1례
윤인수, 박흥규, 김현철, 서민수, 추원정, 김세정, 정상윤, 이차로, 안영태, 김수영

• 비전형적 증상을 동반한 고령의 흡인성 폐렴 환자 1례에 대한 증례보고
김은영, 우연주, 송보윤, 옥진유, 홍수아, 이희경, 오연환, 권도익, 박준하

• 比和飮 복용과 재활치료를 同伴한 흉추압박골절 환자의 치험 1례  박은영, 심영호, 강희성, 신현수

• 상부 요추 추간판 탈출증 환자에 대한 한방 치료 증례 3례  김민우, 김수영, 양승희, 박현민, 이갑수

• 석회성 건염 환자 한방 치험 1례  박준영, 서유리, 임진욱, 이지은, 진  철, 김영석, 조기호, 문상관, 정우상, 박주영

• 소목이 만성신부전에 미치는 영향  김동훈, 최선욱, 김남규, 김민석, 김재연, 김용성

• 소화불량을 주소로 하는 공황장애 환자의 한방치료 치험 1례  이명수, 박종주, 공경환, 고호연, 정덕진

• 濕痺로 변증된 경추 추간판 탈출증 환자의 羌活勝濕湯 치험 3례
김현철, 서민수, 추원정, 김세정, 정상윤, 박흥규, 윤인수

• 외측연수경색(Wallenberg's syndrome) 환자의 치험 1례에 관한 고찰
이선주, 한인식, 오현석, 이득수, 이원철, 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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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혈성 심부전 환자의 호흡곤란에 목방기탕을 투여하여 호전된 1례
서유리, 이지은, 진  철, 박준영, 임진욱, 김영석, 조기호, 문상관, 정우상, 박주영

• 재발된 안면마비 환자의 한방치료 1례  곽승혁, 현상호, 이은찬, 우수경, 박주영, 정우상, 문상관, 조기호, 김영석

• 중증도의 寒痺證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에게 兩義供辰丹을 투여하여 호전된 4례 : 증례보고
김민경, 심소라, 두경희, 김수경, 조승연, 고창남, 배형섭, 박정미

• 枳朮丸 투여 후 호전된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에 대한 증례보고  심영호, 박은영, 강희성, 신현수

• 통증을 주소로 하는 이차진행형 다발성경화증 환자의 사암침 치험 1례
조송현, 조홍석, 우연주, 김은영, 윤석훈, 정우석

• 특발성 설하신경마비 여환 한방 치험 1례
임진욱, 박준영, 서유리, 이지은, 진  철, 김영석, 조기호, 문상관, 정우상, 박주영

• 한방 치료로 호전된 지주막하출혈 후의 인지장애 치험 1례
김수경, 여서원, 두경희, 김민경, 조승연, 박정미, 배형섭, 고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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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속의 의료, 의료 속의 사회 : 한국의 한의학과 중국의 중의학에 대한 의료인류학적 고찰
김태우, 한창호

• 四物除痛湯이 Taxol 처리 및 좌골신경 압좌 손상 후 신경조직 변화에 미치는 영향
윤성식, 김철중, 조충식

• 杏仁의 랫트 단회 경구 투여 독성시험  김세란, 이진원, 임소연, 정유선, 최해윤, 김종대

• 와파린과 상호작용하는 한약재에 대한 고찰  이 인, 박상무, 박승찬, 김도형, 조민경, 한창우, 권정남, 홍진우

• 한방병원 중증치료실 입원 환자의 임상적 분석 -주 질환 및 합병증 위주로-  
노현인, 이지숙, 윤다래, 이서라, 류재환

• 한국의 마른 체형 소아에 대한 성장증보탕(成長增補湯)의 체중개선 효과
김기준, 이준석, 윤지현, 류봉하, 백희영

• 일개 한방병원 한방응급실 내원환자에 대한 임상적 분석  윤다래, 이지숙, 노현인, 이서라, 류재환

• 皂角刺에서 PC-3 생장 억제 성분 정제  임세현, 이병호, 김영균, 조수인, 김용성, 임지연

• 만성변비환자의 한열변증에 따른 심박변이도에 관한 연구  박종주, 이명수, 공경환, 고호연

• 간질성 방광염 환자 25예에 대한 임상적 고찰  손기정, 오현조, 이중곤, 남승규, 김철중, 조충식

•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염 환자에 대한 가미육미지황탕의 효능  
김주연, 김진성, 손지희, 선종기, 강 경, 장승원, 손지영, 류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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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 환자에서 호모시스테인과 대사증후군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신윤리, 이재욱, 이승연, 윤용재, 정현윤, 김경민, 김영균

• 펜타입 압저항 센서를 활용한 연령별 맥파 특성 및 맥파의 대사증후군에의 적용 가능성 평가
하예진, 조문영, 윤종민, 전규상, 박수정, 신선호

• 眞武湯이 H2O2로 유도된 C6 Glial 세포사에 미치는 영향
최정훈, 신용진, 하예진, 조문영, 유주연, 이숭인, 신선호

• 대사증후군의 습담 변증군과 심박변이도의 관련성에 관한 고찰
이재욱, 신윤리, 배수현, 박선영, 최상옥, 김경민, 김영균

• 의과대학부속병원 의사들의 양⋅한방 협진에 대한 인식  이은주, 박한솔, 이소영, 배다정, 이탁근, 신현규

• 상엽(桑葉)의 고지방식이 유도 비만 쥐에 대한 조직학적 및 혈청학적 항비만 효과 연구
이지숙, 노현인, 윤다래, 이서라, 류재환

• 지역사회 기반 당뇨병 환자의 보완대체요법 이용 실태조사
문수정, 백승민, 박정환, 이상훈, 서현주, 김슬기, 이민희, 정지훈, 최선미

• 다한증 입원 프로그램을 통해 치료한 소아 및 청소년 수족다한증  김관일, 이희범, 최규희, 정승기, 정희재

• 4개월간 한방치료를 받은 전이성 담낭암 환자 증례  전형준, 조종관, 이연월, 유화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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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ess and Memory(Glucocorticoids and Memory)  이상관

• 동맥경화와 血의 연관성 검토  문상관

• 심장의 영상 진단  박성훈 
• 설사형 과민성 장 증후군 환자 치료시 복부 증상과 압력통각역치간의 비교연구 -복진 정량화의 

관점에서-  고석재, 김진성, 류봉하, 한가진, 김슬기, 박재우

• 투석이 필요했던 급성 신손상 환자의 치험 1례  박진규, 우홍정, 권수영, 장은경, 이장훈, 김영철

• 비만 여성의 체중 감량에 대한 다이어트 요법간의 효과 비교 :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우연주, 김은영, 윤석훈, 조송현, 권도익

• 화학항암요법으로 발생한 말초신경병증의 補氣除痛加味方 투약 1례  
이상아, 김명호, 장명웅, 조우근, 권영주, 최동준

• 간기능 검사 수치 이상자에 茵蔯五岺散을 투여한 7례 보고  이윤진, 김래희, 손영진, 이선엽, 고하늘, 이수현

• 타복시펜 복용 중 간수치 상승을 보인 유방암 환자에 청간플러스를 투여한 증례 보고 3례  
최정은, 전형준, 김종민, 이종호, 이종훈, 조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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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체 투여로 호전된 만성두통 2례  한수련, 백선호, 권오준, 안영민, 이병철, 안세영

• 교통사고로 유발된 경항통 환자의 五模散 보험연구와 葛根湯 보험한약의 효과에 대한 임상적 연구
박흥규, 임정균, 윤인수, 최요섭, 이차로, 김수영, 최철우

• 국내문헌 중 택사 관련 연구에 대한 고찰  고하늘, 박상무, 나란희, 김강산, 유주희

• 뇌혈관질화(Cerebral Vascular Disease)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 홍채진단 연구  
김수진, 김지영, 백인경, 김윤식, 설인찬, 조현경, 유호룡

• 늑각 각도 및 피부상태를 통해 辨證한 太陰人 환자의 太陰調胃湯 치험 2례  
권태욱, 김길우, 노기환, 장석우

• 補肝湯으로 호전된 당뇨병성 다발성신경병증 치험 1례  남우진, 박동일, 이영준, 임제민, 윤용재

• 補中益氣湯 및 그 加味方을 투여한 정구성정색소정 빈혈을 동반한 허혈성뇌졸중 환자의 치험 1례
최상옥, 이재욱, 남우진, 진명호, 정희진, 주원상, 김경민, 김영균

• 보행장애를 호소하는 Parkinson’s disease 여환 한방 치험 1례
현상호, 이은찬, 곽승혁, 우수경, 김영석, 조기호, 문상관, 정우상, 박주영

• 불현성 갑상선 기능항진증 환자의 치험 1례  이인영, 원진희, 정황산, 장명준, 오재건, 황진택, 최산호

• 비결핵성 항산균 폐질환 환자의 한방 치료 치험 1례  김관일, 이희범, 최규희, 정희재, 정승기

•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종양 관련 피로에 대한 한의학적 치험 1례  
박형준, 채진, 이지영, 정현식, 이상헌, 최원철, 김경석

• 사물탕 가미방을 포함한 한방치료로 호전된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1례 보고  
장명웅, 이상아, 김명호, 권영주, 조우근, 김미경, 최동준

• 소뇌경색으로 인한 운동실조 및 현훈 대한한방 치험 1례  
이지은, 서유리, 박준영, 임진욱, 진철, 김영석, 조기호, 문상관, 정우상, 박주영

• 소아 뇌경색에 대한 국내 논문 고찰 : 증례 보고와 함께  황하연, 백경민, 이제원, 장우석, 전우현

• 少陽人 署病 환자 치험 1례  이승연, 박상은, 홍상훈, 조혜숙

• 숨뇌경색환자의 한방 치험 2례  손영진, 이윤진, 김래희, 김광혁, 이선엽, 고하늘, 이수현

• 濕熱로 辨證한 궤양성 대장염 환자의 黃連解毒湯 엑스과립 치험 1례  
고하늘, 김래희, 이윤진, 이수현, 손영진, 김광혁, 이선엽, 김강산

• 시상 경색 환자의 신경병증성 통증을 着痺로 辨證하여 치료한 1례  
김명호, 이상아, 장명웅, 권영주, 조우근, 김미경, 최진령, 최동준

• 시야장애를 호소하는 뇌경색 환자 한방 치험 1례  
진철, 임진욱, 서유리, 박준영, 이지은, 김영석, 조기호, 문상관, 정우상, 박주영

• 식후불편증후군에 대한 한방치료 1증례  임제민, 이아람, 최상옥, 진명호, 김원일

• 신경인성 방광으로 진단된 배뇨장애 환자의 한방치험 1례  
장명준, 이인영, 최산호, 오재건, 황진택, 정황산, 송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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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침요법으로 호전된 이명환자 증례  김주성, 정혜인, 장석현, 이범준

• 양성 발작성 자세성 현훈(Benign Paroxysmal Positional Vertigo)으로 의심되는 현훈증 환자에게서 
한방치료 및 Dix-Hallpike Maneuver로 호전된 1례 보고  정희진, 권경만, 김광록, 배수현, 진명호

• 열다한소탕가미방 (熱多寒少湯加味方)으로 호전된 불명열(Fever of Unkown Origin) 환자의 치
험 1례 보고  최용석, 박수정, 이현기, 조문영, 유주연, 백동기, 문구

• 요추 추간판탈출증을 주소로 하는 트림 단추 발현 환자의 치료 증례 1례  
최진령, 김동환, 임한빛, 정연재, 최철우, 안지훈, 배영춘, 김명호, 유다영

• 우울, 불안 증상을 동반한 교통사고 환자의 반하후박탕 치험 1례  이현기, 유주연, 조문영, 최용석, 이언정

• 원인 불명열로 내원한 長感病 환자 치험례  정혜인, 장석현, 김주성, 이범준

• 원인 불명의 發熱 및 高熱 환자의 小柴胡湯 治驗 1례  이재욱, 신윤리, 배수현, 박선영, 김경민, 김영균

• 전립선암의 근치적전립선절제술 후 발생한 합병증 치험 1례  김선용, 김솔리, 최연주, 배재악, 윤철호

• 정상 골수 조혈을 보인 호중구감소증 환자 치험 1례  김자헌, 정미경, 최유경, 박종형, 전찬용

• 중대뇌동맥 뇌경색(Middle cerebral artery infarction) 환자의 치험 1례에 대한 관한 고찰  
오재건, 최산호, 장명준, 이인영, 황진택, 정황산

• 측방주시마비를 일으키는 Foville’s syndrome 증례 보고  강성순, 정태산, 김인수, 조재준, 전상윤, 홍석

• 특발성 동안신경마비에 대한 耘風除湯加味方 및 전침 시술의 치험 1례 보고 
조문영, 하예진, 유주연, 최용석, 이현기, 신선호

• 하부요로증상에 전침을 시행한 증례 3례  김래희, 고하늘, 이윤진, 손영진, 이수현, 김광혁, 이선엽, 문병순

• 한방치료로 호전을 보인 간세포암 환자 1례 보고  문주호, 박유진, 최수진, 신선미, 김기태, 고흥

• 항파킨슨제의 복용중 발생한 부작용 및 기존 증상의 악화를 보인 환자의 한방치료 1례에 관한 
임상보고  김지영, 김수진, 백인경, 김윤식, 설인찬, 조현경, 유호룡

• 허혈성 동안신경마비에 대한 한방치험 1례  이지현, 두경희, 여서원, 심소라, 조승연, 박성욱, 박정미, 배형섭, 고창남

• 荊防地黃湯 복용 후 호전된 메니에르 병 현훈 환자 치험 1례  최연주, 김솔리, 김선용, 배재익, 신길조

❙2012년 33권 4호

• 중풍환자에 대한 일차 한의임상진료 가이드라인  한창호

• 加味五苓散이 Streptozotocin으로 유발된 흰쥐의 糖尿病性 腎症에 미치는 영향  이연경, 강석봉

• 歸脾湯이 비소세포 폐암세포(NCI-H520) 이식 마우스에서 항암 및 면역 활성에 미치는 영향
손지영, 최해윤, 김종대

• Effect of Lindera obtusiloba extract on cancer metastasis
Hyuk Yun, Yong-jae Lee, Hyun-won Seo, Kyoung-jae Park, 

Ha-neul Ko, Dong-seok Cha, Jin Kwon, Hoon Jeon, Kang-sa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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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적산의 추출 용매 차이에 따른 염증 및 염증 관련 질환에 대한 효능 비교
유새롬, 정수진, 김예지, 임혜선, 진성은, 전우영, 신인식, 신나라, 

김성실, 김정훈, 하혜경, 이미영, 김온순, 서창섭, 신현규

• 단삼투여가 고지방식이로 유발된 비만형 당뇨병 동물모델에 미치는 영향
최선욱, 김동훈, 최승범, 박근희, 김용성

• 동과자 에탄올 추출물이 비알코올성 지방간 세포 모델에 미치는 효과
최준용, 김소연, 권민정, 김균하, 주명수, 한창우

• 뇌졸중 후 우울증 : 한방 치료에 대한 국내외 최신 문헌 고찰  이제원, 이보매나, 장우석, 황하연, 백경민

• 담관암세포주에서 地楡 에탄올 추출물의 항암 효과  박진규, 김영철

• 설통에 대한 관찰연구  심소라, 김민경, 이지현, 여서원, 조승연, 박성욱, 박정미, 배형섭, 고창남

• 1개 대학 한방병원에서 EMR을 통해 보고된 한약에 의한 약물유해반응의 현황  권영주, 조우근, 한창호

• 구강작열감증후군 환자에서 기울과 전중(CV17)압통의 상관성 -Algometer를 이용한 전중압통
의 정량화 측면에서-  강경, 김진성, 선종기, 손지희, 김주연, 장승원, 손지영, 이현주, 류봉하

• 神仙不醉丹 加減方의 숙취 예방효과에 대한 이중맹검 무작위배정 교차임상 예비연구
정현숙, 강세영, 한현진, 장인수

• 薏苡仁 추출물이 DSS (dextran sulfate sodium)로 유발된 생쥐의 궤양성 대장염에 미치는 영향
허경, 장명웅, 임성우

• 비알코올성 지방간 세포 모델에 대한 택사, 산사, 구기자, 울금, 단삼, 인진의 효능 비교
한창우, 주명수, 이장훈

• 고혈압-뜸 임상시험 참여자들의 혈압 관리행동에 대한 질적연구  문아지, 김태정, 이성근, 김남권, 이기상

• 5부위 측정에 의한 사체형과 素證의 연관성에 대한 분석연구  최용석, 문 구, 백동기

• 광화학적 허혈성 뇌졸중 모델에서 瀉心湯의 뇌세포 손상 보호효과  강백규, 윤종민, 문병순

• 茵蔯의 에탄올 추출물이 담도암 세포주 SNU-1196의 apoptosis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이경욱, 우홍정

• 중추성 및 말초성 안구운동장애 사례에 대한 고찰 -한방치료를 시행한 3례를 중심으로
박준영, 김영석, 조기호, 문상관, 정우상

• 청미래덩굴 뿌리 복용으로 발생한 독성간염환자 1예의 치료보고  김진희, 조정효, 손창규

2013

❙2013년 34권 1호

• 調胃升淸湯 추출액이 비만유도 쥐의 지질대사, 항산화계 및 염증반응계에 미치는 영향  
오성원, 김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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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pG2 cell에서 유리지방산 유발 지방독성에 대한 生肝健脾湯과 일부 조성 한약물의 효과  홍성인

• 槲寄生의 항염증 효능 및 암세포 이주저해에 미치는 영향  김현영, 장수영, 정지천, 신현철

• 황금의 마우스 단회 경구투여 독성시험  이진원, 정유선, 정태영, 김종대, 최해윤

• 온열환경과 부자이중탕(附子理中湯)이 Rat의 면역반응 및 지질대사에 미치는 효과  
노현인, 윤다래, 이서라, 이인희, 홍성인, 류재환

• 설색의 분포 및 설색과 임상병리검사 결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임제민, 남우진, 윤용재, 이상민, 강유경, 김원일

• 특발성 안면신경마비 환자의 일반적 특성 및 치료경과와 肥瘦에 따른 임상적 고찰  정유선, 장수영, 신현철

• 蘇木이 산화적 손상 및 Raw 264.7 cell과 HUVEC에서의 염증 유관 인자에 미치는 영향  
강성순, 김명신, 조재준, 최성안, 양의호, 전상윤, 최창원, 홍  석

❙2013년 춘계 학술 대회 논문집

• 한의학 연구와 출판 윤리  한창호

• 흔히 접하는 상부위장관질환의 내시경 소견  장재영

• 한방의료행위, 근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윤상협

• 胃腸病과 用藥三法  원진희

• 흉쇄유돌근의 근에너지기법을 적용한 교통사고로 인한 편타성손상 환자의 한방적 치험 4례
김현철, 서민수, 추원정, 최정욱, 이차로

• 크론병으로 진단 받은 설사 환자 1례에 대한 증례 보고  
배수현, 박선영, 정희진, 최상옥, 윤용재, 안수연, 박상은, 홍상훈

• 복강경 자궁절제술 후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에 대한 치험 1례
송보윤, 옥진유, 이희경, 홍수아, 박소희, 노승현, 권도익, 선종주, 박준하

• 암성 통증을 호소하는 비소세포성 폐암 환자의 한방 치료 치험 1례  이희범, 박의근, 김관일, 정승기, 정희재

• 철결핍성빈혈 환자에 대한 歸脾湯加味 치험 1례  장은경, 권수영, 조영환, 우홍정, 김영철, 이장훈

• 입원환자의 한약투여가 간기능에 미치는 영향  주정현, 박수완, 황하연, 김승모, 최홍식

• 궤양성 대장염 환자의 槐花散과 加味錢氏白朮散 치험 1례  최선욱, 오재선, 김용성

• 급⋅만성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 대한 火針 치험례  박준영, 진 철, 강아름, 김영석, 조기호, 문상관, 정우상

• 급성피로 환자의 한방치험 1례  김슬기, 김민지, 고석재, 박재우

• 기능성 설사에 대한 한방치료 1증례  강유경, 임제민, 남우진, 윤용재, 김광록, 박동일

• 기능성 위장장애를 동반한 요추간판탈출증에 가미향사육군자탕을 투여한 3례  
서민수, 최정욱, 정상윤, 김세정, 추원정, 김현철, 이차로, 최요섭

• 뇌졸중 후 중추성 통증에 대한 한방 치험 1례  이은찬, 현상호, 민경동, 김영석, 조기호, 문상관, 정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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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계통 위축증(MSA-P)로 인한 보행장애에 대한 한방 치험 1례  
이지은, 임진욱, 예영철, 김영석, 조기호, 문상관, 정우상

• 다계통위축증(MSA) 환자 한방 치험 1례  임진욱, 이지은, 예영철, 김영석, 조기호, 문상관, 정우상

• 대퇴골 골절을 동반한 외상성 뇌출혈 후유증 환자의 한방 치험 1례  박은영, 강희성, 김한옥, 신현수

•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추정되는 환자에게서 한방치료로 호전된 1례 보고  
정희진, 정소연, 임제민, 안수연, 황원덕

• 四逆加人蔘湯을 투여하여 手足冷症 및 양 하지 저림증의 호전을 보인 환자 1례에 대한 증례보고
이희경, 옥진유, 송보윤, 홍수아, 노승현, 박소희, 권도익, 선종주

• 시상부 뇌출혈에 의한 반신부전 및 비증 환자 치험 1례  
옥진유, 송보윤, 이희경, 홍수아, 노승현, 박소희, 권도익, 선종주

• 신경근접합부 기능 저하로 인한 불수의운동에 대한 한방 치험 1례
홍수아, 이희경, 송보윤, 옥진유, 박소희, 노승현, 권도익, 선종주, 박준하

• 안근마비성 편두통에 대한 한방치료 1례  
정상윤, 추원정, 서민수, 김현철, 김세정, 최정욱, 최요섭, 이차로, 이민수, 김철수

• 顔面痺證 환자의 한방치료 1례  강희성, 박은영, 김한옥, 신현수

• 알코올성 말초신경병증으로 추정되는 환자 1례에 대한 증례 보고  
정성식, 박소임, 김진원, 서호석, 유춘길, 이지수

• 우반신 다한증을 호소하는 환자 한방 치험 1례  진철, 박준영, 강아름, 김영석, 조기호, 문상관, 정우상

• 전환장애 1례 보고  김태정, 조문영, 문아지, 이성근, 이기상

• 중뇌출혈로 인한 3, 4번 뇌신경마비 환자 치료 1례에 대한 증례보고  
이득수, 오현석, 한인식, 선승호, 백태현, 고찬희, 이규영, 홍철희

• 중풍 후유증으로 인한 실어증 환자에 한방 치료와 언어 치료를 병행한 치험례  
김수경, 여서원, 두경희, 이동혁, 조승연, 박성욱, 박정미, 배형섭, 고창남

• 척추전방전위증 환자에 대한 한방치료 증례 2례 : 통증감소와 보행시간 증가를 중심으로  
최진령, 유다영, 이명종

• 太陰人 환자의 간경변성 복수 치험 1례 보고  장명웅, 안 립, 김명호, 이상아, 권태욱, 정승현

• 太陰調胃湯으로 호전된 만성 부비동염 환자 1례  장석현, 정혜인, 이범준

• 통풍과 뇌졸중 유병률의 관련성에 관한 단면연구 :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우연주, 정효미, 송보윤, 옥진유, 정우석, 권도익

• 한방 치료로 호전된 하지림프부종 환자 1례  정혜인, 장석현, 이범준

• 한약재를 첨가한 초콩이 대사증후군에 미치는 영향  이효재, 최철훈, 김성균, 이연월, 유화승, 조종관

• 한의학적 치료를 통해 호전된 만성 긴장형 두통 환자 증례 보고  박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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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심리증상을 나타내는 Vascular dementia 남환 한방 치험 1례  
현상호, 민경동, 이은찬, 김영석, 조기호, 문상관, 정우상

• 흉추압박골절로 유발된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의 치험 1례  최연주, 김선용, 배재익, 신길조

• Effect of Hwangyeonhaedok-tang Pharmacopuncture on Pressure Ulcer : A case report  
Kyeong-hee Doo, Ji-hyun Lee, Dong-hyuk Lee, Soo-kyung Kim, Seung-yeon Cho,

Seong-uk Park, Jung-mi Park, Hyung-sup Bae, Chang-nam Ko

• Retrospective Analysis on Survival Outcomes of Stage Ⅳ Metastatic Breast Cancer Patients 
treated with HangAm-Plus  
Hyung-joon Jeon, Chong-kwan Cho, Yeon-weol Lee, Hwa-seung Yoo, Jong-min Kim, Jong-ho Lee

❙2013년 34권 2호

• Effect of Acupuncture on the Expressions of Neuropeptide Y and Leptin Receptor in the 
Hypothalamus of Food-deprived Rats  
Mi-a Kim, Woo-sang Jung, Sang-kwan Moon, Young-suk Kim, Chang-ju Kim, Ki-ho Cho

• 구강작열감 증후군 환자의 구강내 통증에 대한 한방치료의 효과 : 전･후 비교 연구  
손지영, 김주연, 강 경, 백승환, 최제인, 장승원, 류봉하, 김진성

• 唐木香이 DSS(Dextran sulfate sodium)로 유발된 염증성 장질환 동물모델에 미치는 영향  
김소연, 박재우, 류봉하

• 枳朮丸 Extract가 깨어있는 흰쥐의 위 수축력에 미치는 영향  강 경, 윤상협

• ICR 마우스를 이용한 자음강화탕 및 자음강화탕 발효물의 단회투여 독성시험  
이지혜, 곽동훈, 황윤환, 박화용, 마진열

• 逆流性 食道炎에 대한 二陳湯加味方 構成 個別 한약재의 效果  이상태, 곽민아

• CoCl2로 유도된 C6 신경교세포의 사멸에 대한 抑肝散의 보호 효과  
조문영, 신용진, 하예진, 우 찬, 김태정, 유주연, 최용석, 최정훈, 신선호

• 한방병원 입원환자의 한⋅양방 약물 병용에 따른 간 기능 안전성 평가 : 전향적 관찰연구  
배수현, 박상은, 강창완, 홍상훈

• 遠志의 항염증 작용에 대한 연구  오현석, 김병우

• 한의과대학생 대상 기본심폐소생술 교육 효과 : 태도, 지식 및 술기 영역에서  
김미경, 서준석, 이승철, 박희옥, 한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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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진기 판독의 신뢰도 및 파형의 재현성 연구  
박승찬, 이지혜, 이혜윤, 조민경, 김도형, 김소연, 최준용, 한창우, 박성하, 홍진우, 이인, 권정남

• 당뇨병의 한의학적 치료에 대한 최신 연구 동향  김도형, 박승찬, 이지혜, 이혜윤, 조민경, 최준용, 김소연, 박성하

• 후박의 항우울 효과에 대한 실험적 연구  유주연, 우찬, 정혜련, 최정훈, 이언정

• 항고혈압제제를 복용 중인 성인 고혈압 환자의 한열 특성에 관한 연구  양나래, 한창호

• 立效散의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에 대한 항균활성에 관한 연구  
윤재홍, 최연주, 정승현, 신길조

• 오령산의 고혈압 치료 효과에 대한 체계적 고찰 : 임상 논문을 중심으로  
이혜윤, 강기완, 이은, 이승호, 한창호, 장인수

• Caerulein으로 유발된 흰쥐의 급성 췌장염에 대한 銀茴蟠葱散의 효과  이형호, 김인수, 신민구, 이영수

• 두침경혈 매선요법을 이용한 중풍 편마비 환자 치험 3례  한현진, 김민지, 장인수, 강세영

• 종양으로 인한 이차성 림프부종에 대한 오령산 치험 2례  이지영, 채진, 정의홍, 이수경, 정현식

• 기관절개술을 시행한 중풍 환자의 객담에 대한 痰飮 처방 투여 1例 
권태욱, 안립, 김명호, 이상아, 장명웅, 최동준

❙2013년 추계 학술 대회 논문집

• 오아시스를 활용한 논문/보고서 동향분석 활용사례  예상준

• 한의사가 알아야 할 의료법규와 행정처분  김용호

• 갑상선기능정하증의 임상실제  안세영

• 노인질환에 대한 임상적 접근  신현철

• 신장 질환의 한방치료  송봉근

• 가미온담탕의 발효 및 추출방식에 따른 항산화력의 차이에 대한 연구  이종호, 조종관, 이연월, 유화승

• 간기능검사 이상을 동반한 근골격계 통증 환자의 한약 복용이 간기능에 미치는 영향  
김세정, 정상윤, 최정욱, 서민수, 추원정, 김현철, 이차로, 최요섭

• 경화성 장간막염 환자의 한방치료 1례 보고  김민지, 권찬영, 김슬기, 고석재, 박재우

• 교뇌 경색 환자의 치험 1례에 관한 고찰  최산호, 오재건, 이일석

• 교통사고로 유발된 항강통을 동반한 두통 환자에 대한 한방 치료 증례 3례  엄관준, 김민우, 양승희, 백상현

• 귀비온담탕을 이용한 이차성파킨슨증 환자의 운동기능 치험 2례에 대한 증례 보고  
황하연, 이재섭, 백경민, 장우석

• 뇌간에 발생한 신경교종 환자의 증례보고 : 두통과 현훈을 중심으로  정혜련, 문구, 최용석, 우찬, 유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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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경색 후 발생한 연하 곤란에 대한 한방 치험 1례  이지현, 두경희, 이영은, 여서원, 조승연, 박성욱, 박정미, 고창남

• 뇌내출혈 환자의 치험 1례에 관한 고찰  오재건, 최산호, 이일석

• 대뇌동맥의 박리 환자의 증례 보고  이선엽, 손영진, 이수현, 변성범, 박봉우, 정지예, 윤종민, 문병순

• 보행장애를 호소하는 Guillain Barre Syndrome 환자 치험 1례  
예영철, 임진욱, 이지은, 진철, 김영석, 조기호, 문상관, 정우상

• 사지의 불수의운동을 보이는 Huntington’s Disease 남환 한방 치험 1례  
민경동, 현상호, 이은찬, 박준영, 김영석, 조기호, 문상관, 정우상

• 신바로약침을 이용한 급성 족관절 염좌 치료 32례  김민우, 엄관준, 양승희, 백상현, 박현민, 홍남중

• 암환자의 과립구/림프구 비율과 자율신경계 활성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최용석, 조문영, 박수정, 정혜련, 백동기, 원진희, 문구

• 인숙보심탕으로 호전된 설통 환자 치험 1례  여서원, 김수경, 이영은, 이지현, 조승연, 박성욱, 박정미, 고창남

• 일개 한방병원 내원 환자의 상병명 분석  문주호, 박종주, 고승우, 김기태, 신선미, 고흥

• 체위성 현훈 환자의 형방탕 치험 3례  양승희, 김민우, 엄관준, 백상현

•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받은 입원 환자에 대한 한약과 진통제 병용 투여가 간수치에 미치는 영향 
추원정, 김현철, 서민수, 최정욱, 정상윤, 김세정, 최요섭, 이차로, 이민수, 손슬기

• 巴豆 투여로 호전된 하지 냉증 1례  백선호, 권오준, 이승욱, 안영민, 이병철, 안세영

• 한방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복통 환자 275명에 대한 임상적 분석  
박수완, 임소연, 변준석, 김대준, 곽민아, 이재섭, 이은정

• 한반치료로 호전된 간질성 방광염환자 1례에 대한 임상보고  김강윤, 김철중, 조충식

• 한방치료로 호전된 전립선비대증 환자 2례에 대한 증례보고  황진택, 정황산, 최산호, 오재건, 원진희, 송봉근

• 한방치료를 이용한 노인의 과민성 방광 1례에 관한 증례보고  김선용, 최연주, 정지천

• 항경련제에 의한 약인성 간손상에 대한 한방 치험 1례  이서라, 노현인, 윤다래, 이인희, 류재환

• 防瀉白散을 투여한 저나트륨혈증으로 진단 받은 환자 1례에 대한 증례 보고
박선영, 강유경, 배수현, 이상민, 진명호, 박상은, 홍상훈

• Diabetic neuropathy와 감별을 요하는 Guillain-Barre 증후군 1례  윤다래, 노현인, 이서라, 이인희, 류재환

• Galactosamine으로 유발된 흰쥐의 간 손상에 치자와 두시 추출액, 치자시탕이 미치는 영향  
정황산, 이영수, 원진희, 황진택, 백동기

• Ramsay-Hunt syndrome 환자의 치험 2례  
손영진, 이수현, 이선엽, 박봉우, 변성범, 정지예, 최정은, 정우석, 조홍석, 문병순, 윤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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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4권 4호

• LPS로 유도된 RAW 264.7 cell의 염증반응에서 MAPK 조절에 의한 加減當歸飮子의 항염증 효과
김태연

• GST의 Sprague-Dawley Rat를 이용한 단회 경구투여 독성시험 및 4주 반복 경구투여 용량결정
시험  한종민, 홍지희, 이혜영, 정인철, 진미림, 김승형, 박양춘

• 역류성 식도염 유발 생쥐의 半夏瀉心湯 투여 효과에 대한 실험 연구  장명웅, 임성우

• 한약재의 Cytochrome P450 결합관련 안전성에 관한 연구  유다영, 우홍정, 김영철

• 보기제통탕이 말초신경병증 모델에서 신경 손상 회복에 미치는 영향  박상우, 김철중, 조충식

• 진성구취 및 가성구취 환자군의 심리적 특성차이에 대한 연구
장승원, 김진성, 강 경, 김주연, 손지영, 백승환, 최제인, 류봉하

• Indomethacin으로 유발된 생쥐의 위점막 손상에 대한 二陳湯, 香砂二陳湯 및 內消散의 비교연구  
박정한, 백태현

• 급성기 뇌경색 환자의 화열증상 변화와 기능회복도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현상호, 민경동, 예영철, 강아름, 이은찬, 문상관, 조기호, 정우상, 박성욱, 고창남

• 외상성 뇌손상 후두통과 기억장애가 발생한 환자에 犀角地黃湯加減方을 투여한 1례 보고  
이상아, 권태욱, 김명호, 손한범, 안립, 장명웅, 최동준

• 3도 방실차단 환자에 대한 七氣湯 투여 증례 보고
최현주, 장영우, 백지영, 조승모, 이혜윤, 김도형, 박승찬, 이인, 홍진우, 권정남

• 痙攣性 斜頸症 患者 治驗 1例 보고  변성범, 윤종민, 문병순

• 동시 간전이 직장 구불결장암 환자의 재발성 복수에 대한 SB 복강 주입의 복수 감소 효과 증례  
전형준, 김종민, 조종관, 이연월, 한균인, 유화승

• 십전대보탕가감방을 투여한 간세포암종 환자에서 범혈구감소증 호전 및 간수치 상승 증례  
김종민, 전형준, 조종관, 이연월, 유화승

2014

❙2014년 35권 1호

• 실시간 탄성초음파를 이용한 만성 뇌졸중 후 편마비 환자의 상지 강직에 대한 사암침 효과 연구  
백경민, 권동락, 박기영

• 파킨슨병의 침구치료 동향에 대한 고찰  이은, 강기완, 김락형, 강세영, 선승호, 한창호, 장인수

• 중완(中脘)에 신기구 뜸시술이 뇌혈류 및 말초혈류 변화에 미치는 영향  
김도형, 박승찬, 조민경, 권정남, 홍진우, 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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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use Single Oral Dose Toxicity Test of Chongmyung-tang Aqueous Extracts  
Ha-yeon Hwang, Woo-seok Jang, Kyung-min Baek

• 뇌졸중 후 우울증과 한열허실 변증의 상관관계  이일석, 박기언, 홍해진, 송인자, 성강경, 이상관

• 온열환경과 인삼(Panax Ginseng)이 Rat의 체온, 혈액학적 변화, 면역반응에 미치는 영향  
이서라, 이인희, 김민지, 류재환

• 回春凉膈散이 db/db 마우스의 고혈당 및 지질대사에 미치는 효과  장수영, 정유선, 신현철

• 신경아세포종에 대한 八寶廻春湯의 항암 효과  안정환, 조문영, 우찬, 신용진, 신선호

• Antioxidative Effects of Lycium chinense Miller on Cisplatin-induced Nephrotoxicity in Rats  
Yu-sun Jung, Chan-hum Park, Hyeon-cheol Shin

• 오령산 단일 투여를 통한 일차성 고혈압 치험례  장인수, 김민지, 한현진, 정민정, 강세영

❙2014년 춘계 학술 대회 논문집

• 통합암치료의 최신지견  유화승

• 폐암의 한약치료  홍상훈

• 실험적 증거에 입각한 한방종양치료  김성훈

• 한방병원 응급실 내원환자에 대한 임상적 분석  김한옥, 강희성, 강미정, 마영훈, 신현수

• 전립선 비대증에 홍의를 이용하여 혈청 전립선특이항원 감소 및 증상 개선을 보인 3례
이지영, 채진, 오혜경, 이재석, 김용수, 윤성우

•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인한 오심, 구토 및 식욕부진 환자의 치험 1례  최연주, 김선용, 손종석, 신길조

•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의 소화불량 한방치료 1례 보고  김민지, 이호정, 김슬기, 고석재, 박재우

• 고령의 지역사회획득 폐렴 환자 1례에 대한 증례보고  최정은, 김문준, 고찬희, 한정석

• 구음장애 및 연하장애 증상을 호소하는 신체형(전환)장애 환자 1례  구자성, 최진령, 유형진, 윤제필

• 기능성 소화불량의 한의학적 접근에 대한 연구 동향 -2000년대 국내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정상윤, 김세정, 최정욱, 홍정수, 최요섭, 이차로, 이민수

• 뇌경색증에 수반된 연하장애 환자의 급성위궤양 및 연하장에 대한 한방 치험 1례
안수연, 윤용재, 정소연, 심원석, 정해룡, 황원덕

• 다른 신경학적 증상 없이, 단독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소뇌경색 환자 한방 치험 1례  
진철, 민경동, 이한결, 김영석, 조기호, 문상관, 정우상

• 다한증 환자에 대한 한약 치험 2례  박의근, 백현정, 이희범, 정승기, 정희재

• 頭痛과 痺證을 호소하는 환자에 대한 한방 치험 1례  
이영은, 이동혁, 이보윤, 이지현, 여서원, 박성욱, 박정미, 고창남, 배형섭, 조승연

•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 대한 신바로약침 및 대강활탕 치험 1례  엄관준, 양승희, 백상현, 강경래, 이민수, 이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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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성 긴장형 두통을 호소하는 남환 한방 치험 1례  현상호, 강아름, 우지명, 김영석, 조기호, 문상관, 정우상

• 補陽還五湯加味方으로 호전된 지주막하출혈 후 하지마비 환자 1례  오득주, 박정하, 장수희, 윤혜연

• 사지의 감각이상 및 보행장애를 호소하는 Chronic Inflammatory Demyelinated Polyneuropathy 
남환 한방 치험 1례  민경동, 이한결, 진철, 김영석, 조기호, 문상관, 정우상

• 상지 떨림, 강직을 호소하는 Psychogenic movement disorder(PMD) 의심 여환 치험 1례 
예영철, 이유리, 이지은, 김영석, 조기호, 문상관, 정우상 

• 쌍화탕을 투여한 발작적 무력 치료 1례  강유경, 박선영, 정소연, 이보람, 정해룡, 박동일

• 야간해수 환자의 한방치료 1례  강희성, 김한옥, 강미정, 신현수

• 外治法을 병행한 한방치료로 호전된 대상포진 후 신경통 환자 치험 1례  
박선영, 진명호, 강유경, 심원석, 허희수, 홍혜정, 박상은, 홍상훈

• 요추 추간판 탈출증을 동반한 하지불안증후군 환자 1례  김세정, 정상윤, 홍정수, 최정욱, 이차로, 추원정, 최요섭

• 인삼석고탕을 포함한 한방치료를 통한 혈당 조절 1증례  
정소연, 윤용재, 안수연, 홍혜정, 이보람, 정해룡, 신윤리, 김경민, 김영균

• 일산화탄소 중독에 기인해 이상 뇌파를 보이는 Delayed Neuropsychic logical Sequelae 환자 치험 1례
노승현, 박소희, 김민성, 옥효준, 권도익, 선종주

• 좌위에서 침 시술 도중 발생한 훈침 환자에 대한 임상보고 3례  오은영, 박재홍

• 중풍 후 우울증에 대한 한방 치험 1례  이지은, 예영철, 이유리, 김영석, 조기호, 문상관, 정우상

• 淸肝逍遙散加減方 투여 후 호전된 심인성 소양증 환자 치험 1례  마영훈, 최승범, 김효재, 한양희, 정수정, 김한옥

• 초음파로 관찰한 한⋅양방 병용요법의 경동맥 죽상동맥경화 두께감소 효과 1례  
이득수, 남해인, 정종진, 김병우, 선승호, 백태현

• 총담관담석 배출 후 간기능수치 상승 환자에 대한 生肝健脾湯 치험 1례  
조영환, 장은경, 최은솔, 우홍정, 김영철, 이장훈

• 하지통증 및 파행을 호소하는 버거병 환자에 대한 한방 치험 1례  
강아름, 현상호, 우지명, 김영석, 조기호, 문상관, 정우상

• 한방치료로 호전된 하지부 근막동통증후군 환자 1례에 대한 임상 보고  최진령, 구자성, 김상민, 배영춘

❙2014년 35권 2호

• 중국, 일본, 한국, WHO의 한약 자발적부작용보고체계 현황  우연주, 정수연, 박병주

• 고지방 식이로 유발된 고지혈증 동물 모델에서 四物活血湯의 효과 연구  강성순, 신용진, 조재준, 전상윤

• 白花蛇舌草, 山慈姑, 浙貝母에 의한 MDA-MB-231 인체 유방암 세포에서의 항암 효과  
진명호, 박선영, 강유경, 심원석, 허희수, 홍상훈, 박 철, 최영현, 박상은



308  ❙대한한방내과학회 40년사 40th The Society of Internal Korean Medicine

• 뇌졸중 후 우울증에 대한 천왕보심단의 유효성 및 안전성 연구 : 무작위 배정, 이중맹검, 비열등성 연구  
이일석, 김문수, 이상관

•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에서 설태후박 및 흉늑각 측정의 진단적 가치  손지영, 김진성

• 비알코올성 지방간 세포 모델에서 곤포의 효능과 기전 연구  
김소연, 권정남, 이 인, 홍진우, 최준용, 박성하, 권민정, 주명수, 한창우

• 澤瀉가 유리지방산으로 유발된 HepG2 cell의 lipoapoptosis에 미치는 영향  김은영, 이장훈

• 大黃이 고지방식이로 비만이 유발된 C57BL/6 mouse의 지방조직 염증 및 인슐린 저항성에 미치는 영향
최승범, 마영훈, 한양희, 정수정, 조홍석

• Gastric Protective Effects of Banhasasim-tang on Indomethacin-treated Rats  
Su-wan Park, Joon-seok Byun

❙2014년 35권 3호

• GST 추출물의 Sprague-Dawley Rat를 이용한 13주 반복 경구투여 독성시험 및 4주 회복시험  
김윤하, 김준영, 한종민, 이혜영, 정인철, 진미림, 김승형, 박양춘

• 製何首烏加味方이 고지혈증 및 산화적 손상에 미치는 영향  윤현덕, 조현경, 유호룡, 설인찬, 김윤식

• 酒蒸黃連이 iNOS 활성 억제를 통해 생쥐 위⋅십이지장 점막에 미치는 영향  김명호, 임성우

• 기침에 대한 비내시경을 이용한 寒熱辨證의 임상적 가치평가  이희범, 박의근, 백현정, 이범준, 정승기, 정희재

• 황련해독탕 추출액의 각막염 원인균에 대한 항균효과  김인수, 서진종, 김광곤, 하동룡, 신민구, 김의수, 전상윤

• 사람 신경모세포종 SH-SY5Y 세포주의 파킨슨 모델에 대한 小續命湯의 보호효과  
우찬, 유주연, 장철용, 김효린, 신용진, 문아지, 신선호

• 일본의 한방의료서비스 현황 조사연구  최보람, 조여진, 손창규

• 桔梗에 의한 NCI-H460 인체 비소세포폐암 세포에서의 autophagy 및 apoptosis 유발 효과  
홍수현, 한민호, 박 철, 박상은, 홍상훈, 최영현

• 위암의 중의약 치료에 대한 문헌적 고찰  정진형, 서정철, 곽민아, 손기철

• HIV/AIDS 연관 말초신경병증에의 침 치료 활용가능성에 대한 고찰  김태훈, 신선호, 나준오, 정민정, 장인수

• 한의학 관련 이미지 연구  김재익, 명예슬, 안수연, 이영지, 조충식

• 비소세포성 폐암 4기 환자의 악성흉수로 인한 증상이 이음전가미방으로 호전된 1례  
박소정, 강휘중, 이연월, 조종관, 유화승

• 소뇌위축으로 인한 실조 증례 보고  이재섭, 황하연, 주정현, 장우석, 백경민

• 미각 장애 환자 5례를 대상으로 한 대한 한방 치료의 효과
백승환, 김진성, 장승원, 손지영, 최제인, 한성준, 이엄지, 류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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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심의조정의 실례  정희재

• 한의사가 알아야 할 보건관련법규와 행정처분  김용호

• 한방 의료의 경제성평가 연구  김남권

• 감기환자의 보험한약 임상례  이준우

• 알레르기 면역질환 치료의 실제  한동하

• 전침을 병행한 급성 마비성 장폐색 환자 치험 2례  오은영, 손경우, 박재홍

• FOLFIRI 항암화학요법으로 유발된 구내염에 청구감로수 함수로 증상 호전을 보인 진행암 환자 2례
오혜경, 이지영, 윤성우

• 한약부작용보고의 필요성 및 보고방법 소개  우연주, 정수연, 박병주

• 가미십전탕 가미방(加味十全湯 加味方)과 작탁구법(雀啄灸法) 복합 치료를 이용한 3도 욕창 치험 1례
조민경, 이동진, 이지혜, 이혜윤, 홍진우, 이 인, 서형식, 권정남

• 고창을 동반한 마비성 장폐색 환자에 대한 한방치험 1례  고승우, 박종일, 공경환, 고호연

• 근이완약침을 이용한 급성 편타성 손상 치료 5례  양승희, 엄관준, 백상현, 강경래, 이민수

• 급성 신우신염에 대한 한⋅양방 병용요법 효과 1례  이득수, 남해인, 정종진, 김병우, 선승호, 백태현

• 급성 허혈성 뇌졸중 환자에서 신경학적 악화에 대한 牛黃淸心元의 예방 효과  
이희경, 홍수아, 김민성, 권도익, 선종주, 정승철, 한석원

• 급성기 뇌경색 환자들의 변증 분형에 따른 대사증후군 및 기능회복도 차이에 대한 연구
이동혁, 이영은, 이보윤, 두경희, 김수경, 조승연, 박성욱, 박정미, 고창남  

• 기능성 소화불량증을 동반한 피부과 환자의 삶의 질  허봉수, 최서형

• 긴장형 두통에 대한 한방치료 1례  윤용재, 진명호, 안수연, 허희수, 홍혜정, 이보람, 김광록, 박동일

• 남성 갱년기 환자의 증례보고  이선엽, 변성범, 박봉우

• 뇌경색을 동반한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환자의 치험 1례  박종일, 고 흥, 신선미, 고승우, 김기태

• 뇌교경색 환자의 한방 치험 2례  박봉우, 이선엽, 변성범

•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환자에 대한 四物湯加味方 치험 1례  오득주, 박정하, 장수희, 윤혜연

• 대상포진 홍채염을 동반한 삼차신경통 환자 1례에 대한 증례 보고  변성범, 박봉우, 이선엽

• 마비성 장폐색 환자에 藿香正氣散 투여 치험 1례 보고  김선용, 최연주, 손종석, 김남열, 정지천

• 마행의감탕으로 치료한 족저 사마귀 환자 한방 치험 1례  김슬기, 김민지, 고석재, 박재우

• 반하백출천마탕 가미방으로 호전된 기능성 위장장애에 대한 한방 치험 1례
박소희, 노승현, 옥효준, 권도익, 박준하, 최정은

• 발작성 반두통(Paroxysmal Hemicrania) 환자의 한방치료 1례 보고  이상아, 김수민, 안 립, 정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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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白虎加人蔘湯으로 치료한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환자 1례  정황산, 황진택, 원진희, 백동기

• 비신양허증으로 변증한 만성 신부전 환자에게 소음인 보중익기탕 가미방을 처방한 1례 보고  
홍수아, 이희경, 옥효준, 이상욱, 권도익, 양재철, 박준하

• 傷寒論 處方을 이용한 말초성 현훈 환자 치험 2례  오득주, 박정하, 장수희, 윤혜연

• 양한방 통합치료로 호전된 직장암 환자의 임상증례보고  정혜련, 김효린, 유주연, 문구

• 어혈 변증 설문지를 통한 어혈증의 특성 연구  
이지현, 두경희, 이현중, 이영은, 조승연, 정우상, 문상관, 박정미, 고창남, 박성욱

•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받고 입원한 환자의 급성 약인성 간손상 한방 치험 1례  
백상현, 양승희, 강경래, 이민수, 이승열

• 장기 침상 환자의 VRE 집락에 보중익기탕을 투여한 2례에 대한 증례 보고  
이인희, 이서라, 김민지, 류재환

• 팔미지황탕 복용 후 개선된 신양허 환자에 대한 증례보고  황진택, 정황산, 송봉근

• 한약 및 양약 투여 중 발생한 급성 약인성 간 수치 상승에 生肝健脾湯을 적용한 2례  
최정욱, 정상윤, 김세정, 홍정수, 최요섭, 이차로, 박삼민

• 화병 증상 중 불면을 동반한 흉민에 대한 안심온담탕의 치험 3례 보고  
박수완, 주정현, 김세원, 변준석, 우극청

• HIV/AIDS 남환 1례  권오준, 이승진, 이승욱, 나현영, 이병철, 안영민, 안세영

• IgA 신증으로 인한 신부전에 黃芪單方(Astragalus membranaceus)을 투약하여 신기능 개선을 
보인 2증례  김지만, 권승원

• Treatment of Three Patients with Polycythemia Vera by Herbal Medicine: Case Report  
Eungyeong Jang, Young-hwan Jo, Eun-sol Choi, Youngchul Kim, Jang-Hoon Lee, Hong-jung Woo

❙2014년 35권 4호

• COPD와 양도락의 진단적 관련성에 대한 연구  장석현, 김상진, 정희재, 정승기, 이범준

• 1개 한방병원 한방내과에 입원한 북한이탈주민 환자에 대한 임상적 분석  박소임, 조아람, 강다현, 김진원

• 수종 한약 복합물의 역형성갑상선암세포 SNU-80에 대한 항암효과  여현수, 이민혜, 최유경, 전찬용, 박종형

• 木香이 고지방 식이에 의한 비만으로 유발된 인슐린 저항성 mouse의 염증 및 인슐린 저항성에 
미치는 영향  오재선, 마영훈, 최승범, 김종호, 김경국, 전상윤

• 차음상자와 전자청진기로 기록된 장음에 의해서 깨어 있는 흰쥐의 위수축력 측정  윤상협

• 뇌졸중 후 편마비 환자의 보행능력 향상에 따른 질량중심 좌우이동의 변화  
이일석, 박기언, 홍해진, 성강경, 이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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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黃連解毒湯, 黃連, 黃芩, 黃柏, 梔子의 Staphylococcus aureus에 대한 항균효과  
김인수, 오현승, 신민구, 이영수

• 甘遂를 이용한 瀉下法의 안전성에 대한 후향적 연구 : 임상반응, 간기능, 신기능을 중심으로 한 평가
이승욱, 권오준, 나현영, 안영민, 이병철, 안세영

• 구강건조증 환자에서 음허 측정 설문지 절단점 개발 및 진단능 평가  장승원, 김진성

• 뇌졸중 이후 편마비 환자들의 보행 분석에 따른 보행 시 발 외전각도의 변화  
박기언, 이일석, 홍해진, 이상관, 성강경

• 고지방 식이로 유발된 고지혈증 동물 모델에서 枸杞子加味方의 효과 연구  안가영, 조재준, 신민구, 전상윤

• 挑仁이 일측 신절제와 streptozotocin으로 유발된 당뇨병성 신증 Rat에 미치는 영향  
김남규, 오재선, 전상윤

• 구취 환자의 한방 치료 효과에 대한 전⋅후 비교 연구 : OralChroma™를 이용하여  
최제인, 김진성, 장승원, 손지영, 백승환, 한성준, 이엄지, 류봉하

• 뇌신경질환에 사용된 레이저 및 광선치료에 대한 임상 연구 고찰  이경구, 신종훈, 이경진, 선승호, 한창호, 장인수

• 우울, 불안 증상을 동반한 교통사고 환자의 加味逍遙散 치험 3례  
유주연, 장철용, 정혜련, 신용진, 김성중, 이언정

• 뇌졸중 후 발병한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환자의 한방치료로 호전된 치험 3례 보고  변성범, 윤종민, 문병순

2015

❙2015년 36권 1호

• 漆皮 추출물의 담도암 세포주 SNU-1079와 SNU-1196에 대한 항암효과  정보배, 김영철

• MCF-7 인체 유방암 세포에서 옻나무 추출물이 p53-Dependent G1 Cell Cycle에 미치는 영향  
홍상훈, 한민호, 최영현, 박상은

• 만성기침 변증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김관일, 신승원, 이나라, 이범준, 정희재, 정승기, 이준희

• 속편안겔 투여 후 위식도 역류질환 증상의 호전을 보인 역류성 식도염 병발 환자 치험 4례  
김민지, 장인수, 강세영

• 太陰人 淸血降氣湯 투여 후 호전된 시멘트 접촉 만성 피부염 환자 치험 1례  강기완, 김민지, 강세영

• Long-Term Survival of Patients with Lung Cancer Treated by Traditional Korean Medicine Combined 
with Western Treatment: Report of Two Cases  Ji-young Kang, Jun-young Kim, Chang-gue Son, Jung-hyo Cho

• A Drug-Induced Liver Injury by Western Medication  Chang-gue Son

• 도꼬마리 열매 복용으로 발생한 中毒症狀의 한방치료 1례  심원석, 박상은, 홍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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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임장애 환자를 위한 의료기기 개발에 필요한 생체역학적 접근  이상관

• 위전도와 위장음청진검사를 이용한 위장병 임상진료  김진석

• 비침습적 간섬유화 진단기 파이브스캔(Fibroscan)의 이해  Chang-Gue Son

• 수족다한증 치료에서 의료기기 사용의 실제  황준호

• 고도비만을 동반한 청소년 비알코올 지방간질환 치험 1례  최은솔, 김하연, 조영환, 장은경, 우홍정, 김영철, 이장훈

• 마약성진통제 남용으로 인해 마약성진통제 의존증상을 보이는 환자의 한방치료 1례  
강미정, 김한옥, 이동근, 신현수

• 지주막하출혈 이후 발생한 동안신경마비 환자 치험 1례 보고  김세원, 이재섭, 신재욱, 장우석, 백경민

• 加味溫膽湯으로 호전된 신체형 장애 환자 증례보고  박봉우, 변성범, 윤종민

• 간실질 섬유화 검사(FibroScanⓇ)상 유의미한 간섬유화 진단을 받은 비알코올성 진방간염(NASH) 
남환 치험 1례  강경래, 백상현, 이민수, 정유진, 최아련, 신준식

• 간질 환자의 한방 치험 1례  안수연, 강유경, 홍혜정, 김강산, 이준수, 황원덕

• 길랑 바레 증후군에 동반된 자율신경계 기능 이상으로 인한 고혈압 및 빈맥에 대해 한방 치료로 
호전을 보인 1례  안 립, 노현석, 하유경, 김수민, 최동준

• 다계통위축증(Multiple System Atrophy)에 대한 한방치료 1례  강유경, 심원석, 이보람, 김광록, 박동일

• 다한증의 임상적 평가 방법에 대한 고찰  신윤진, 김윤희, 양희진, 이종우

• 배뇨장애를 호소하는 뇌졸중 환자에 대한 한방 치험 1례  강아름, 이한결, 손정화, 조기호, 문상관, 정우상

• 疎風順氣元 加味方 투여 후 호전된 만성 습관성 便秘 환자에 대한 증례 보고  김민지, 이인희, 박성운, 류재환

• 속섬유막뒤다리경색(Posterior limb of internal capsular infarction) 후 발생한 상지마비 환자의 
치험 2례  손경우, 오은영, 박수아, 이흔주, 박재홍, 남우진

• 신경인성 방광으로 추정 진단받은 배뇨곤란 환자의 한방치료 1례  박소희, 옥효준, 박영화, 권도익, 박준하, 최정은

• 실어증에 한방치료와 언어치료를 병행한 환자 치험 3례  이한결, 손정화, 강아름, 조기호, 문상관, 정우상

• 안구운동장애를 호소하는 Acute Idiopathic Oculomotor Cranial Nerve Palsy 환자 한방 치험 1례
민경동, 우지명, 정윤경, 조기호, 문상관, 정우상

• 안면통을 동반한 안면마비 후유증을 호소하는 환자 치험 1례  이유리, 이미림, 예영철, 조기호, 문상관, 정우상

• 암 환자의 발열에 대한 형방패독산가미방(荊防敗毒散加味方)의 효과 : 연속증례보고  
오혜경, 이지영, 류한성, 윤성우

•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노인환자를 氣暈으로 변증하여 치료한 1례 보고  손종석, 김은서, 정지천

• 어지럼증 및 운동실조를 호소하는 남환 치험 1례  우지명, 정윤경, 민경동, 조기호, 문상관, 정우상

• 우측 편마비, 보행장애를 호소하는 급성기 좌측 뇌실주변백질경색 환자 한방 치험 1례  
김민성, 방찬혁, 양지연, 노승현, 선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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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불명의 보행장애를 호소하는 여환 한방 치험 1례  정해룡, 정소연, 홍혜정, 황윤경, 황원덕

• 전신통을 호소하는 섬유근육통 증후군 환자 1례  구자성, 김상민, 최지훈, 이동현, 최진령, 김동진

• 정중곁다리뇌경색 환자에 복시 및 안구 운동 장애 치험 1례  백현정, 박의근, 방연희, 김관일, 이범준, 정승기, 정희재

• 중성어혈약침을 이용한 중풍 후 중추성 통증(Central Post Stroke Pain) 환자 치험 2례  
예영철, 이유리, 이미림, 조기호, 문상관, 정우상

• 中風 재활기 치료 중에 재발한 특발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증에 대한 증례 1례  노승현, 김민성, 양지연, 선종주

• 철 결핍성 빈혈 환자에 대한 사물탕 가감방 치험 1례 보고  최정은, 김문준, 박소희, 한정석

• 폐 랑게르한스 세포 조직구증(Pulmonary Langerhans Cell Histiocytosis)으로 진단받은 환자에 
대한 한방치료 1례  홍미나, 박혜림, 조재현, 이지혜, 이혜윤, 한창우, 박성하, 김소연, 권정남, 이 인, 홍진우, 최준용

• 한방병원 급성 뇌경색 입원환자 분석  김한옥, 강미정, 이동근, 허우영, 마영훈, 신현수

• 한방치료로 호전된 직장암 환자의 증례보고  변성범, 박봉우, 문병순

• 항암치료 후 오심 및 구역을 호소하는 환자에 대한 내관(PC6) 직접구 치험 1례  
한성준, 김진성, 백승환, 최제인, 이엄지, 이재형, 이정은, 류봉하

• 혈관성 두통에 대한 오수유탕의 치험 1례  허희수, 정소연, 심원석, 김강산, 김경민, 김영균

• 黃連解毒湯 투여로 호전된 파킨슨병 환자의 불면증 치험 1례  오득주, 박정하, 박수정, 윤혜연

• 진행성 핵상마비로 진단된 환자의 치험 1례  홍혜정, 안수연, 이보람, 황윤경, 김경민, 김영균

• Carbamazepine 부작용을 호소하는 삼차신경통 환자 치험 1례  오은영, 박재홍, 이흔주, 남우진

• Wallenberg’s syndrome으로 발생한 다양한 임상증상의 한방치료 1례  
심원석, 안수연, 허희수, 황윤경, 이준수, 박상은, 홍상훈

❙2015년 36권 2호

• 비침습적 간섬유화 측정기(Fibroscan)의 기술적 개요와 한의임상적 유용성 고찰  손창규

• 급성기 뇌경색 환자에서 Scandinavian Stroke Scale과 Motricity Index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이영은, Budlkham Jamiyandorj, 노현석, 이동혁, 양승보, 이현중 조승연, 박성욱, 정우상, 문상관, 박정미, 조기호, 고창남

• 加減大黃芒硝湯 및 그 구성약재가 Cerulein으로 유도된 생쥐의 急性 膵臟炎에 미치는 影響  
유주연, 유근정, 신용진, 이언정

• 위식도역류질환 변증도구 개발 연구  한가진, 임정태, 이나라, 김진성, 박재우, 이준희

• 뇌졸중 후 배뇨장애 침치료의 임상연구에 대한 고찰  박봉우, 윤종민, 문병순

• 黃連解毒湯, 黃連, 黃芩, 黃柏, 梔子의 Salmonella Typhimurium에 대한 항균효과  김인수, 이영수

• 八正散이 Estradiol로 유도한 백서의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에 미치는 효과  
이승욱, 나현영, 유정화, 안영민, 안세영, 김영옥, 이병철

• 산양산삼복합약침의 표준화 및 급성독성시험  백상현, 이인희, 김민정, 김은지, 하인혁, 이진호, 이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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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옻나무추출물 위주의 한방치료로 국소 진행된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잔존 종양의 관해와 생존기
간이 연장된 사례  김경석

• 한양방 병행치료로 호전된 당뇨병성 족부감염 환자 증례보고  이재섭, 김세원, 백경민, 장우석

❙2015년 36권 3호

• LC-MS/MS 및 ICP를 이용한 당뇨환의 화학적 특성 분석  인정도, 임대식, 문승호, 김원일

• 수부냉증 진단방법에 관한 기초연구  고승우, 박종주, 공경환, 고호연

• 감기 치료 빈용 처방 구성 약물의 효능 연구  김동현, 안현진, 강순성, 이범준, 정승기, 정희재

• 이븐 시나를 중심으로 고찰한 이슬람 의학의 이해  최효재, 신길조

• 兩義供辰丹을 倂用한 한방치료가 重症度의 통증 환자에 미치는 진통 효과 : 후향적 연구  
이동혁, 이영은, 이보윤, 김연진, 조승연, 박성욱, 정우상, 문상관, 고창남, 조기호, 박정미

• 각기 다른 유문-십이지장의 기질적 병변 3증례에 대한 장음 측정 보고 : 장음의 주주파수를 중심으로
윤상협

• 烏梅丸과 烏梅가 DSS로 유발된 생쥐의 염증성 장 질환에 미치는 영향  김의수, 신민구, 김태련, 신만호, 이영수

• 녹각 추출물과 CoenzymeQ10 복합제가 운동능력에 미치는 영향  이인희, 김민지, 박성운, 박여은, 김현미, 류재환

•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에서 로마기준 Ⅲ 아형분류 및 脾氣虛證과 심상유두 수의 상관성 분석 
최제인, 김진성 

• 두한증 및 수족다한증 환자의 비내시경, 체성분 검사를 통한 특성비교분석  
박의근, 백현정, 김관일, 이범준, 정승기, 정희재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의 중의 진료지침에 대한 고찰  
류한성, 오혜경, 이지영, 윤성우

• 만성 소화불량증 환자에서 설 색상과 심박변이도의 경향성 파악  김지혜, 정창진, 김근호

• 암 환자에 대한 구법의 치료와 메커니즘에 대한 최신 국내외 연구 현황  
윤해창, 강지영, 김준영, 정진용, 손창규, 이남헌, 조정효

• 생쥐의 Gastrin 조절을 통한 六味地黃湯의 날문위염과 십이지장염 완화효과  정연서, 강아미, 임성우

• Effect of Baenong Ickki San on Chronic Prostatitis/Chronic Pelvic Pain Syndrome: A Case Series  
Yung-chan Kim, So-hyun Keum

• 한의학적 치료로 호전된 불면과 우울을 동반한 섬유근통 증후군 환자 치험 1례  
김의수, 신민구, 김태련, 오재선, 마영훈, 이영수

• 간세포암의 부분 간절제술 후 한방치료로 복수를 동반한 간경변 증상이 호전된 환자 증례보고  
김효린, 정혜련, 장철용, 우 찬, 하예진, 문 구, 백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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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黃連解毒湯 약침과 紫雲膏 도포를 병행한 욕창 환자 치험 3례  
허종원, 엄태민, 오정민, 최고은, 김현태, 설인찬, 김윤식, 유호룡, 조현경

• 버거씨병으로 인한 레이노이드 현상 환자 치험 1례  이현중, 이보윤, 이영은, 양승보, 조승연, 박정미, 고창남, 박성욱

• 면역약침을 병행한 만성 전립선염/만성 골반통 증후군 환자 치험 1례  
김상진, 김보겸, 강순성, 정희재, 정승기, 이범준

❙2015년 추계 학술 대회 논문집

• 흉추 척수병증을 동반한 요추 추간판 탈출증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한방 보존적 치료 치험 1례
이민수, 백상현, 강경래, 최아련, 정유진, 송우섭, 이형철

• 황련해독탕 약침 및 청간명목탕 가감방을 병용한 안구건조증 환자의 치험 1례  박삼민, 황동규, 김재영, 정선영

• 한방치료를 통하여 호전된 대퇴 골두 골수부종 증후군 환자 1례  최정욱, 홍정수, 안상민, 최요섭, 추원정, 김태호

• 한방 치료로 호전된 만성 경막하 혈종(C-SDH) 환자의 치험1례  남해인, 신지혜, 조윤영, 선승호, 백태현

• 페그인터페론과 리바비린 병합요법으로 치료 후 재발한 만성 C형 간염 환자에 대한 茵蔯淸肝湯 
치험 1례  조영환, 최은솔, 김하연, 우홍정, 김영철, 이장훈

• 택사탕 투여로 호전된 전정신경병증 환자의 현훈 치험 1례  나현영, 이승욱, 유정화, 안세영, 이병철, 안영민

• 추간판 탈출증 환자의 월경통에 작약감초탕 투여 2례  홍정수, 최정욱, 안상민, 추원정, 최요섭

• 淸肝逍遙散加減方 투여 후 호전된 섬유근통 환자 치험 1례  마영훈, 김효재, 김의수, 나가영, 이정훈, 한양희

•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동안신경마비 환자 치험 1례  우 찬, 장철용, 황규상, 하예진, 김효린, 신용진, 신선호

• 인슐린제제 투여중인 제2형 당뇨병을 동반한 뇌경색 환자에 대한 청심연자탕의 혈당조절 치험 1례
박종일, 김근엽, 고 흥, 신선미, 고승우, 김기태

• 유기음자로 호전된 허혈성 뇌손상 환자의 장마비 1례  이지혜, 박혜림, 이혜윤, 홍미나, 조재현, 최준용, 권정남

• 운동실조를 중심으로 한 소뇌위축 환자의 한방 치험 1례  김효재, 마영훈, 한양희

• 오심, 구토를 호소하는 소화불량 환자에 오령산 투여로 호전된 3례  김민지, 고석재, 박재우

• 양측 전대뇌동맥 경색 환자의 치험 1례에 관한 고찰  이일석, 홍해진

• 小陷胸湯으로 호전된 역류성 식도염 환자의 증례 보고  오재선, 나가영, 마영훈, 이정훈, 김의수, 문영호

• 소양인 형방지황탕 투여로 호전된 축삭형 길랑 바레 증후군 환자 치험 1례  
옥효준, 방찬혁, 박영화, 박소희, 이상욱, 선종주

• 산삼약침치료를 시행한 췌장암환자의 임상증례보고  정혜련, 김효린, 유근정, 문 구

• 補陽還五湯加味方 투여후 호전된 뇌내출혈 후 경도인지장애 환자 1례  오득주, 박정하, 박수정, 윤혜연

• 말초성 안면마비 후유증 환자 치험 3례  이진혁, 오민지

• 만성 포진후신경통 환자에 대한 한방 치험 1례  이보윤, 이현중, 김연진, 이동혁, 박성욱, 박정미, 고창남, 조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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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입원 프로그램을 시행한 구강작열감 증후군 환자 1례  이엄지, 백승환, 최제인, 한성준, 이재형, 이정은, 김진성

• 뇌졸중 편마비환자의 견비통과 견관절 운동장애에 대한 CS약침 치료 효과에 관한 증례 2례  
김보겸, 김상진, 정희재, 정승기, 이범준

• 뇌경색 환자에서 발생한 蓐瘡에 대한 탄소방전등(Carbon Arc)을 이용한 치험 1례  
김근엽, 박종일, 고흥, 신선미, 김기태

• 1개 대학 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 받은 뇌졸중 환자 66명에 대한 기저질환과 합병증 빈도 연구  
장철용, 하예진, 우찬, 김효린, 황규상, 신용진, 김강산, 신선호

❙2015년 36권 4호

• 黃柏이 비만 유발 mouse의 대사기능에 미치는 영향  마영훈, 김효재, 한양희, 김한옥, 오재선

• 附子 및 川烏를 포함한 처방이 심전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안수연, 황원덕, 김원일

• 한방병원의 건강검진 분석을 통한 대학생들의 B형간염 유병률과 간효소 이상의 유병률 특성
고  흥, 김기태, 신선미

• 뇌졸중 후 편마비 환자의 보행능력 향상에 따른 기립 시 질량중심 변화 : 예비연구
홍해진, 김철현, 이일석, 이동환, 박영웅, 송인자, 주지용, 성강경, 이상관

• 황련-감초 추출물을 이용한 하태독법이 NC/Nga 생쥐에서 유발된 아토피 유사 피부염에 미치는 
항염증 효과  차호열, 안상현, 정아람, 천진홍, 박선영, 최준용, 김기봉

• 瓜蔕를 이용한 吐法의 안전성에 대한 후향적 연구 : 임상반응, 간기능, 신기능을 중심으로 한 평가
이승욱, 설미현, 나현영, 유정화, 안영민, 이병철, 안세영

• 후박 에탄올 추출물의 불안 및 인지기능에 대한 효과  이현기, 이언정

• 홍화, 홍화씨 추출물이 MC3T3E1 세포의 골분화 과정에 미치는 영향  유성률, 신선미

•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에서 초음파로 측정한 위 배출능과 脾氣虛證 간의 상관성 분석  백승환, 김진성

• 한국인 기관지 천식 虛證, 實證 환자와 CD46 유전자 다형성과의 관계
이매, 백현정, 박의근, 김관일, 이범준, 김수강, 정주호, 김진주, 김미아, 정희재, 정승기

• ICD-10 분류로 살펴본 저단계 레이저 치료 임상 논문 고찰  한현진, 강기완, 강세영, 김락형, 장인수

• 2000년 이후 갑상선 기능저하증에 대한 국내 한의학 실험연구 체계적 고찰  이민혜, 최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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