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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port

인삼백합탕이 와파린 복용 중인 뇌줄중 환자의 INR
(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수치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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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This study aimed to report that INR level of a patient with cardioembolic
stroke taking warfarin was adjusted through herbal medicine administration without adjusting the dose of warfain.
Case Presentation: This is a case of 64-year-old male patient diagnosed with cardioembolic stroke. The patient’s INR level fluctuated greatly during the our hospital stay, so we
requested near university hospital to adjust the warfarin dose, but they only told that it
was because of the herbal medicine and did not adjust the warfarin dose. So, we controlled the INR level by ourselves through herbal medicine administration.
Conclusion: For patients taking warfarin with fluctuating INR levels, the most economical
and convenient method is to adjust the warfarin dose appropriately. However, if that is not
possible, it is thought that a positive effect can be achieved through the combination of
herbal medicines.
Keywords: Case report, Cardioembolic stroke, Warfarin, INR, Insambaekhab-tang

INTRODUCTION

파린을 복용 중인 환자의 INR 수치를 와파린의 용량 조절 없이
한약 병용 투여를 통해 조절한 바가 있어 보고하는 바이다.

심장색전성 뇌졸중(cardioembolic stroke) 환자는 허혈성
뇌졸중 재발 방지를 위해 와파린을 복용하게 된다1). 이 때 환
자의 INR은 2-3 사이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된다. INR
수치가 이보다 낮아지면 허혈성 뇌졸중의 발생할 확률이 높아
지고, 높아지면 출혈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와파린
복용자는 정기적인 혈액검사를 통해 INR 수치를 확인한다2).

CASE REPORT
1. 대상환자 정보 및 임상연구심사위원회 승인
본 증례보고는 본원 한방내과에서 2019년 9월 5일부터

3)

2020년 1월 6일까지 입원치료받은 심장색전성 뇌졸중 환자

INR 수치에 문제가 있더라도 즉각 방문하여 와파린의 용량을

(남/64세) 1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후향적 증례 기술로써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한방병원에 입원해 있을 경

IRB 심의면제(WKIRB 2021-08)을 받았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대형병원의 환자집중현상으로 인해

4)

우 이원화된 의료체계상 원활한 협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본원에서는 심장색전성 뇌졸중 진단을 받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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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자의 증상과 병력 그리고 진단적 평가

시 INR 수치 2-3으로 유지되었다고 하나, 한약과 침치료를 포
함한 본원의 치료가 시행되기 전인 본원 입원 검사에서 INR

본 환자는 2019년 7월 31일 OO대학교병원에서 색전증으

수치 4.16이 확인되었다. 환자 및 보호자에게 OO대학교병원

로 인한 다발성 뇌경색증 진단받은 자로 뇌경색증(Fig. 1)으로

입원 당시보다 INR 수치가 연장되고 있는 추세일 수 있기 때

인한 인지기능 저하, 섬망 및 좌측 편마비 증상 개선 위해 2019

문에 본원에서 지속적으로 INR 수치를 측정하고, 필요시 OO

년 9월 5일 본원으로 전원되었다. OO대학교병원에서 처방받

대학교병원으로 와파린 용량 조절을 의뢰하겠다고 설명하였

은 약물(Table 1)은 그대로 본원에서도 유지토록 하였다.

다. 입원 검사 결과 설명 이후 익일부터 백회(GV20), 좌측 태
양(EX-HN5), 거료(ST3), 지창(ST4), 곡지(LI11), 외관(TE5),

3. 치료적 중재 및 경과(Fig. 2)
1) 2019년 9월 5일 입원 당일

합곡(LI4), 양릉천(GB34), 절골(GB39), 태충(LR3)에 매일 1회
침치료를 시행하였으며 한약은 인지기능 개선 목적으로 인삼
양영탕5) (Table 2)을 하루 3회 복용토록 하였다.

OO대학교병원 소견서에 의거할 때 OO대학교병원 입원 당
2) 2019년 9월 20일
INR 수치 5.2 확인되어 OO대학교병원에 와파린 용량 조절
의뢰하였으나 OO대학교병원에서는 환자에게 설명하길 한약
때문에 오른 것으로 보이니 한약을 중단하고 와파린은 4일 동
안 중단했다가 기존의 용량(하루 4.5 mg)과 동일하게 재복용
하라고 하였다. 와파린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에 의해서도 영
Table 1. Composition of per os medication
Product name (ingredients label)

Figure 1. July 31, 2019, Diffusion Weighted MR Image of Brain;
Multiple cerebral infarction due to cardiac embolism.

Dose

Magmil Tab. (Magnesium Hydroxide 500 mg)

3T#3

Dichlozid Tab. (Hydrochlorothiazide 25 mg)

0.5 T # 1

Norvasc Tab. 5 mg (Amlodipine Besylate 6.944 mg)

1T#1

Rovaid Tab. 5 mg (Rosuvastatin Calcium 5.2 mg)

1T#1

Dexilant DR Cap. 30 mg (Dexlansoprazole 30 mg)

1T#1

Cuparin Tab. 2 mg (Warfarin Sodium 2 mg)

1T#1

Warfarin Tab. Jeil (Warfarin Sodium 5 mg)

0.5 T # 1

Figure 2. Timeline of The Case; The type of herbal medicine or the dose of warfarin was changed after checking the INR value for
th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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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받을 수 있는 바6) 한약과의 상호작용도 고려할 수 있겠지

mg)으로 지속 복용하고 있었으며, INR 수치 2.41 확인되었다.

만, 본 의료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한약에 의해서 INR 수치
가 연장되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본원 한약

5) 2019년 10월 7일

을 복용하기 이전의 입원 검사에서 이미 OO대학교병원 소견

인삼양영탕 하루 3번, 와파린 기존과 동일한 용량(하루 4.5

서에 기재된 INR 수치보다 연장되어 있었다는 점, 둘째, OO

mg)으로 지속 복용하고 있었으며, INR 수치 4.13 확인되었다.

대학교병원에서는 본원에서 처방한 한약에 어떤 한약재가 들
어가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야기한 소견이었다는 점, 셋

6) 2019년 10월 17일

째, 인삼양영탕의 구성약재 중 하나인 인삼이 와파린의 흡수에

인삼양영탕 하루 3번, 와파린 기존과 동일한 용량(하루 4.5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가 있지만, 오히려 와파린의 항응고

mg)으로 지속 복용하고 있었으며, INR 수치 5.36 확인되었다.

7)

작용을 저해하는 쪽으로 작용한다는 보고가 있다는 점 , 넷째,

OO대학교병원 정기진료일이 많이 남은 상태에서 환자와 보호

인삼양영탕의 구성약재 중 하나인 당귀가 와파린의 항응고작

자 와파린을 중단하는 것에 대해 불안감 호소하였기 때문에 와

용을 촉진한다는 보고가 있으나 그것은 단독으로 수개월간 장

파린을 기존의 용량(하루 4.5 mg)으로 유지하고 한약을 통해

8)

기적으로 사용했을 때라는 점 이었다. 상기와 같은 근거 이외

INR 수치 조절을 시도해보기로 하였다. 한의학 의서에는 비록

에 환자가 인삼양영탕을 복용한 이후 보호자와의 전화통화 등

INR 수치에 관한 언급은 없지만 INR 수치가 연장되면 출혈이

의 일상생활에 있어 인지증상 개선을 보여 보호자가 지속적인

라는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므로, 출혈 증상에 응용 가능한 처

처방을 원하였기 때문에 인삼양영탕은 지속처방하며, INR 수

방이 INR 수치의 조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황련아

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기로 하였다.

교탕9) (Table 3)을 선방하였고, 당일 저녁부터 복용 시작(하루
3회)하였다.

3) 2019년 9월 23일
인삼양영탕은 하루 3번 지속복용하고, 와파린은 2019년 9

7) 2019년 10월 22일

월 20일부터 복용 중단한 상태에서 2019년 9월 23일 INR 수

와파린은 기존의 용량(하루 4.5 mg)을 계속 유지하고, 황련

치 1.25 확인하였고, 당일 저녁부터 와파린 기존과 동일한 용

아교탕 하루 3회 복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9년 10월 22일

량(하루 4.5 mg)으로 복용을 시작하였다.

측정한 INR 수치 2.3 확인되었다.

4) 2019년 9월 30일

8) 2019년 10월 29일

인삼양영탕 하루 3번, 와파린 기존과 동일한 용량(하루 4.5

와파린은 기존의 용량(하루 4.5 mg)을 계속 유지하고, 황련
아교탕 하루 3회 복용하고 있음에도 다시 INR 수치가 3.66으

Table 2. Components and one day dose of Insamyang
yeong-tang
Medical plants

Weight (g) devide (#)
three times

로 연장되는 경향을 보였다.
9) 2019년 11월 8일
와파린은 기존의 용량(하루 4.5 mg) 계속 유지하고, 황련아

Paeonia lactiflora Pall.

18 g # 3

교탕 하루 3회 복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INR 수치 4.63 확인

Angelica gigas Nakai

9g#3

되었다. 비록 황련아교탕을 복용하고 있음에도 INR 수치가 다

Panax ginseng C.A.Mey

9g#3

시 연장되는 추세이긴 하지만 5.36이던 수치가 황련아교탕 복

Atractylodes macrocephala Koidz.

9g#3

용 후 약 5일만에 2.3으로 낮아진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판단

Astragalus membranaceus Bge.

9g#3

되어 처방을 변경하여 다시 조절해보기로 하였다. 황련아교탕

Cinnamomum cassia Presel

9g#3

Citrus unshiu Markovich

9g#3

Glycyrrhiza uralensis Fisch.

9g#3

Rehmannia glutinosa Libosch.

6g#3

Schisandra chinensis Baill.

6g#3

Saposhnikovia divaricata Schischk

6g#3

Coptis chinensis Franch.

Polygala tenuifolia Willd.

6g#3

Equus asinus L.

12 g # 3

Zingiber officinale Rosc.

9g#3

Paeonia lactiflora Pall.

9g#3

Zizyphus jujube var. inermis Rehder

6g#3

Scutellaria baicalensis Georgi

9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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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onents and one day dose of Hwang
ryeonagyo-tang
Medical plants

Weight (g) devide (#)
three times
12 g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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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특히 아교가 약리학적으로 지혈 작용을 가지고 있으므로10)

였다. 환자와 보호자에게는 본원에서 의도적으로 한약을 통해

주효한 효과를 냈으리라는 추정과, 인삼이 와파린의 흡수를 저

INR 수치를 낮춘 것이기 때문에 와파린 증량 없이 본원 한약

해한다는 연구7)를 바탕으로 인삼과 아교가 동시에 들어가면서

만 중단하면 된다고 설명하였으나 보호자가 OO대학교병원 소

11)

출혈에 쓰는 처방을 검색하여 인삼백합탕

(Table 4)을 익일

견에 따르기를 원하여 증량해서 복용토록 하였다.

(2019년 11월 9일)부터 처방하기 시작하였다.
13) 2019년 11월 29일
와파린을 증량(하루 7 mg)하여 복용하고, 한약은 중단한 상

10) 2019년 11월 15일
와파린 동일 용량(하루 4.5 mg), 인삼백합탕을 하루 3회 복
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INR 수치 2.84 확인되었다.

태에서 INR 수치 3.45 확인하였고, OO대학교병원 소견대로
와파린을 이전의 용량(하루 4.5 mg)으로 다시 복용토록 하였
다. 보호자에게는 본원 입원 당시 와파린 용량(하루 4.5 mg)에

11) 2019년 11월 22일

도 이미 INR 수치가 연장되고 있는 추세였기 때문에 와파린을

와파린 동일 용량(하루 4.5 mg), 인삼백합탕을 하루 3회 복

감량하지 않는 한 수치가 다시 연장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INR 수치 2.66 확인되었으며, 환자와

예상된다고 설명하였다.

보호자에게는 INR 수치가 2-3 사이로 유지될 경우 OO대학교
병원 정기진료일까지는 인삼백합탕을 지속투여할 것이나, 만

14) 2019년 12월 9일

약 INR 수치가 2보다 낮아진다면 중단할 것이라 설명하였다.

한약은 2019년 11월 26일부터 복용 중단, 와파린은 입원
당시의 용량(하루 4.5 mg)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INR 수

12) 2019년 11월 26일

치 4.32 확인되었다. 한약을 복용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와파린 동일 용량(하루 4.5 mg), 인삼백합탕을 하루 3회 복

여전히 INR 수치가 연장되고 있다고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였

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INR 수치 1.27까지 낮아진 것이 확인

고, 그제서야 OO대학교병원에서는 와파린을 감량(하루 4 mg)

되어 인삼백합탕 투여 중단하였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기록한

하였다.

소견서를 OO대학교병원에 보냈으나, OO대학교병원 진료의
는 한약 떄문에 INR 수치가 너무 낮아졌으니 와파린을 3일 동

15) 2019년 12월 16일

안 증량(하루 7 mg)해서 복용하여야 한다고 환자에게 지도하

한약은 중단, 와파린은 감량(하루 4 mg)하여 복용하고 있는
상태로 INR 4.13 확인되었다.

Table 4. Components and one day dose of Insambaekhabtang
Medical plants

Weight (g) devide (#)
three times

Atractylodes macrocephala Koidz.

12 g # 3

Poria cocos Wolf

12 g # 3

Lilium lancifolium Thunb.

12 g # 3

Equus asinus L.

12 g # 3

Asparagus cochinchinensis Merr.

12 g # 3

Paeonia lactiflora Pall.

9g#3

16) 2019년 12월 23일
한약은 중단, 와파린은 감량(하루 4 mg) 복용하고 있는 상
태로 INR 2.83 확인되었다.

DISCUSSION AND CONCLUSION
본 연구는 한약복용의 효과를 객관적인 혈액검사를 통해 확
인하였다.
2019년 11월 26일 INR 수치가 1.27까지 낮아졌을 때 OO

Panax ginseng C.A.Mey

9g#3

Schisandra chinensis Baill.

대학교병원에서 와파린을 증량하지 않았었다면 동일 용량의

9g#3

와파린 복용 중에 인삼백합탕만 중단했을 뿐인데 INR 수치가

Astragalus membranaceus Bge.

9g#3

연장되는 것이 확인되었을 것이고, 따라서 인삼백합탕 투여와

Pinellia ternate Breit.

9g#3

INR 수치 간의 인과관계가 보다 명확하게 확인되었을 것이다.

Prunus armeniaca var. ansu Maxim.

9g#3

그러나 OO대학교병원에서 2019년 11월 26일부터 와파린

Asiasarum heterotropides var.
mandshuricum Kitag.

3g#3

을 증량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 INR 수치가 연장된 것인지, 인

Carthamus tinctorius L.

3g#3

Cinnamomum cassia Presel

3g#3

Glycyrrhiza uralensis Fisch.

3g#3

삼백합탕을 중단해서 INR 수치가 연장된 것인지는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인삼백합탕을 투여하면서부터 지속적인
INR 수치 감소를 보였으며, 본원 입원 이후 처음으로 INR 수
치가 2보다 낮아졌다는 점, 그리고 이후 모든 한약을 중단하고
https://doi.org/10.54461/JKMST.2021.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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