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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Acupuncture and Massage on Iliopsoas Muscle in
Patients with Restless Leg Syndrome : Cas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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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less legs syndrome(RLS) is a neurological disorder characterized by an irresistible urge to move legs to stop uncomfortable or odd sensations. We
report a new approach to improve RLS using acupuncture and massage on iliopsoas Muscle.
The patients who have RLS were treated by acupuncture and massage on iliopsoas Muscle.
We measured 3~6 times IRLS(Korean Versoin of International Restless Legs Scale), VAS(visual analogue scale), and angle(between the legs and the
table) during the treatment period.
After treatment, RLS symptoms decreased, In case 1, IRLS changed 34 to 10, VAS changed 8 to 2, angle changed 20 to 5. In case 2, IRLS changed
22 to 12, VAS changed 10 to 5, angle changed 15 to 10. In case 3, IRLS changed 30 to 9, VAS changed 8 to 1, angle changed 25 to 5.
Acupuncture and massage on iliopsoas muscle for RLS was effective. To effective acupuncture treatment for RLS, more research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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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연구 대상 및 방법

수면을 방해하는 신경계 질환 중에서 하지에

1. 연구 대상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과 불쾌한 기분으로 주로
저녁이나 밤 또는 쉬거나 가만히 있을 때 증상이

본원에 내원한 환자 중 RLS의 4가지 진단기준

심해지며 움직임에 의해 완화되는 질환을 하지불

11)

안증후군(Restless legs sydrome, 이하 RLS)이라

3례 모두 내원 전 하지불안증상에 대한 어떠한

한다1). RLS는 비교적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며 나

진단과 치료도 받지 않았다. 개인정보이용 동의

2)

을 모두 만족하는 환자 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가 증가함에 따라 증상과 빈도도 증가하는데 ,

서를 자필서명으로 받았으며 환자 정보 보호를

그 증상이 척추 기원성 통증과 유사하여 오인하

위해 이름 및 기타 정보를 코딩화 하여 작성하였

기 쉽고, 질환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우리나라

다. 또한 본원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의 경우 약 7.5%의 유병률을 보이지만, 그 중 적

심의(SJ IRB-13-002)를 받았다. RLS의 진단 기준

절한 치료를 받는 이는 16%에 불과하다고 한다3).

은 아래와 같다.

현재까지 밝혀진 RLS의 유발요인은 유전적인

1)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있다. 대개

것과 도파민 및 철분 부족에 기인한다고 알려져

다리에 불편하거나 불쾌한 느낌이 동반한다(때때

있으며 이에 대한 약물 치료와 연구가 활발히 진

로 불편한 느낌이 없이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충

4)

행 중이다 .

동을 느끼거나, 다리와 함께 팔 또는 다른 신체

한의학에서의 RLS 치료는 주로 辨證을 통한
韓藥 및 鍼灸치료 또는 양방과의 병행치료가 주를
5-8)

이루고 있으나 증례 및 연구가 부족한 편이다 .
또한 하지불안증상과 관련하여 골반과 다리의

부위의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2)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나 불쾌한 느낌이 쉬
거나, 누워있거나 앉아 있을 때처럼 움직이지 않
을 때 시작되거나 더 악화된다.

근육이나 기능 부분에서의 RLS 연구는 없는 실

3)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나 불쾌한 느낌은 걷

정이다. 저자는 내원한 RLS의 환자들이 특징적으로

거나 뻗거나 할 때처럼 움직이는 동안 부분적으

고관절 굴곡 구축의 경향을 보이는 것에 착안하여

로 혹은 전체적으로 완화된다.

굴곡근 중 특히 장요근 치료에 중점을 두었다.

4)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나 불쾌한 느낌은 낮

장요근은 고관절 전방을 지나는 주요 굴곡근

시간보다 저녁이나 밤에 더 나빠지거나, 혹은 저

으로 단축시 골반의 전방경사를 유발하고 요추

녁이나 밤에만 발생한다(증상이 매우 심해지면

전만을 일으키며9) 이로 인해 요통이나 하지 연관

야간 악화가 현저하지는 않지만, 과거에는 그런

통을 일으키기도 한다. 또한 고관절과 슬관절을

양상이 분명히 있었다).

굴곡시켜 눕는 자세가 편하며 구부린 자세로 걷
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10).
이에 저자는 고관절 굴곡근 구축을 동반한
RLS 환자를 장요근 자침과 마사지를 통해 증상을
완화시킨 사례가 있어 이를 보고하자고자 한다.

164

2. 치료방법
1) 침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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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침은 0.25 mm×60 mm 및 30 mm
stainless steel 멸균호침(동방침구사, 한국)을 사
용하였다. 장요근은 요근과 장골근으로 나눠지는
데 요근은 배꼽 옆 3~5 cm 측방에서 복직근 옆
을 통과하여 척추 중심부를 향하게 자침하여 침
자극이 허리 및 서혜부쪽으로 퍼지는 것을 확인
하였다. 단, 자침으로 인한 통증이 심한 경우는
마사지로 대체하였다. 기본적으로 양측 요근 모두
치료 대상으로 하였으나, 압통이 심하거나 Thomas
test상 굴곡 구축이 증가되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치료하였다. 장골근은 전상장골근 내측에서 골반
을 타고 침이 들어가도록 자침하였으며 침 끝이

Fig. 2. Massage on iliopsoas muscle.

3) 한약 및 한방이학요법

골반내측에 닿을 때까지 자입하였다(Fig. 1). 그

증례 1은 소화기능 개선을 위한 한약(少陰人

외 장요근과 관련된 경혈인 太衝, 足三里를 양측

香砂養胃湯) 15일치를 투여하였고 허리 통증 치

취혈 하였다. 침치료는 내원시마다 시행하였다.

료를 위해 요추부에만 간섭파 및 부항치료를 시
행하였다. 일정 시기 경과 후에는 중완, 관원에
뜸치료를 병행하였다. 증례 2는 하지불안증상에
대한 침치료 및 마사지만 시행하였다. 증례 3은
디스크를 동반하고 있어 초기 통증 및 디스크 치
료를 위해 活絡湯 15일치 투여하였고, 디스크 관
련 증상(요통과 우측하지방사통)이 80% 이상 경
감된 상태에서 하지불안증상에 대한 치료를 시행
하였다. 그 외에 허리 및 골반부위에 간섭파를
시행하였다.

Fig. 1. Acupuncture on iliopsoas muscle.

3. 평가 척도

2) 마사지치료
1) 시각적 상사 척도(Visual Analogue Scale, VAS)
배꼽 옆 3~5cm 측방에서 복부 중앙을 향해 손
가락을 이용한 마사지 시행하였다(Fig. 2). 내원시

하지불안 증상의 불편함을 0부터 10까지 일정

마다 2~3분 마사지 시행 후 집에서 자가 마사지

간격으로 표시된 표식자를 이용하여 가장 심한

를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교육하였다.

상태를 10, 불편함과 장애가 전혀 없는 상태를 0
으로 하여 내원시마다 환자에게 표시하게 하거나
구두로 표현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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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omas test12)

2) 주소 및 발병일

고관절 굴곡 구축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Thomas

내원 수일 전에 넘어지면서 허리 통증 유발됨.

test를 실시하였으며 내원시마다 굴곡 정도(침대

수 년 전부터 잘 때 양측 다리 불편감 때문에

와 대퇴부가 이루는 각도)를 각도계를 이용하여

다리를 높이거나 움직이거나 주물러야 잘 수 있음.

표시하였다(Fig. 3).

다리 불안 증상으로 수면장애 호소. 증상이 심
한 날에는 잠들기 까지 1시간 이상 뒤척임.

3) 현병력, 과거력 및 가족력
허리 통증은 넘어지고 나서부터 발생되었으나
하지불안증상은 특별한 원인 없이 발생함.
가족력 및 과거력은 별무

4) 방사선 및 이학적 검사
내원 전 타 병원에서 x-ray 및 MRI 검사 상

Fig. 3. Thomas test.

별무 이상 소견

3) 한국판 국제하지불안척도 설문(Korean Versoin
of International Restless Legs Scale)13)
2005년 발표된 IRLS(International Restless Legs
Scale) Investigator Version 2.2를 번안한 한국판

Thomas test 20도(양측 모두), 하지직거상 검
사상 음성(양측)

5) 치료 및 경과

국제하지불안 척도 설문지(한국판 국제하지불안

내원시마다 침치료(굴곡 구축된 양측 장요근

척도. 2010)를 이용하여 그 변화를 측정하였다.

자침 및 마사지), 간섭파(요부), 습식부항(요부)을

IRLS는 10가지 문항으로, 각 항목의 점수를 합산

시행하였으며, 흉곽이 좁고 소화장애가 있으며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도가 높은 것으로 평

손발 및 복부에 찬 느낌이 있다 하여 사상체질

가한다. 3~5회 내원시마다 측정하였다.

검사 상 少陰人으로 판단되어 少陰人 香砂養胃湯
(Hyangsayangwee-tang)을 15일치 처방하였다. 총

Ⅲ. 증 례

치료 횟수는 25회(약 4개월)며, 내원 초 IRLS 34,
VAS 8~9, angle 20도이었던 것이 치료 종료 시
IRLS 10, VAS 2, angle 5도 미만으로 호전되었다

1. 증례 1
1) 이름, 성별, 나이

(Fig. 4).
내원 첫날 하지불안 증상으로 다리를 자주 마
사지하거나 움직여야 잘 수 있었고, 무릎 아래나
발아래를 높여야 잠을 잘 수 있었다. 치료 2회(3

P◯◯ (F/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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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경과)에는 IRLS 34, VAS 8~9, angle 20도였

2. 증례 2

고, 무릎 아래 위주로 불편감 집중되어 있었고
잠들기까지 1시간 이상 소요되었다. 치료 6회(23

1) 이름, 성별, 나이

일 경과)에는 IRLS 27, VAS 6~7 angle 15~20도
이었고, 다리를 이전처럼 높이지 않아도 잠 들 수

H◯◯ (M/53)

있다고 하였다. 치료 11회(37일 경과)에는 IRLS
25, VAS 5~6, angle 15도였고 요근 촉진시의 압
통도 처음보다 50%정도 줄어든 상태였다. 치료
15회(68일 경과)에는 IRLS 21, VAS 5, angle 10
도로, 복부에 찬 느낌을 호소하여 중완, 관원에

2) 주소 및 발병일
2~3년 전부터 다리 무릎 아래 부분만 시리고
저린 느낌 호소. 통증은 없으나 다리 불편감 이
자려고 할 때 특히 심해짐.

뜸 치료 추가하였다. 치료 19회(80일 경과)에는
전반적인 증상과 불편함이 처음보다 60~70%정도

3) 현병력, 과거력 및 가족력

경감되었으나 3~4일에 한번 정도는 하지불안증
상이 조금 증가되기도 하였다. 치료 20회(83일 경

특별한 외상이나 과거력, 가족력 없음.

과)에는 IRLS 13, VAS 3, angle 5도 미만으로 다
리를 완전히 뻗고 잘 수 있었다. 치료 24회(110일
경과)에는 IRLS 10, VAS 2, angle 5도 미만이었
고 잠 잘 때 뒤척이거나 불편감 별로 없는 상태
였으며 요근 촉진시 압통도 처음보다 70%이상
경감되었다. 치료 25회(125일 경과)에 치료를 종
료하였다.

4) 방사선 및 이학적 검사
타 병원에서 요추부 MRI 검사상 별무 이상
Thomas test 20도(양측 모두), 하지직거상 검
사상 음성(양측)

5) 치료 및 경과
내원시마다 침치료(굴곡 구축된 양측 장요근
마사지 및 자침)만 시행하였다. 약물 및 물리치료
는 시행하지 않았다. 총 치료 횟수는 6회(2주)며,
내원 초 IRLS 22, VAS 10, angle 15도이었던 것
이 치료 종료 시 IRLS 12, VAS 5, angle 10도로
호전되었다(Fig. 5).
내원 첫날 IRLS 22, VAS 10, angle 15도였다.

Fig. 4. The changes of IRLS, VAS and angle in case 1.

치료 2회(3일 경과)에는 VAS 9, angle은 비슷하

IRLS : Korean versoin of international restless legs scale
VAS : visual analogue scale
angle : between the legs and the table

고 수면장애도 비슷한 상태였다. 치료 3회(7일 경
과)에는 VAS 8, angle는 비슷하였고 집에서 마사
지 운동 지속적으로 시행 중이었다. 잘 때 불편
한 강도가 조금 줄었고, 저린 듯한 느낌도 조금
경감되었다. 치료 4회(9일 경과)에는 IRLS 16, V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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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angle 12~15도였다. 치료 5회(11일 경과)에는
VAS 6~7 정도이며, 잠들려고 할 때 필요한 시간이
1시간 정도에서 3~40분 정도로 경감되었다. 치료
6회(14일 경과)에는 IRLS 12, VAS 5, angle 10도
정도였으며 잠잘 때 불편감이 많이 줄고, 잠들기
까지 30분 정도로 짧아졌다. 예전에 비해 다리
불편감의 범위 및 강도가 줄어들었다.

4) 방사선 및 이학적 검사
L-spine MRI : Rt protrusion L4~5
Thomas test 25도(우측) 15도(좌측), 하지직거
상 검사상 양성(우측)

5) 치료 및 경과
요추 추간판 탈출과 관련된 증상이 80% 이상
경감된 상태에서 하지불안 증상 치료를 시작하였
다. 내원시마다 침치료(굴곡 구축된 양측 장요근
자침-특히 우측) 및 요근 마사지를 시행하였다. 추
간판 탈출에 따른 약물 치료(活絡湯, Whallak-tang)
가 끝난 뒤에는 아무런 약물 치료는 하지 않았
고, 허리 및 골반 부위에만 물리치료(간섭파)를

Fig. 5. The changes of IRLS, VAS and angle in case 2.
IRLS : Korean versoin of international restless legs scale
VAS : visual analogue scale
angle : between the legs and the table

시행하였다. 하지불안 증상에 대한 치료 횟수는
27회(약 2개월)며, 하지불안증상 치료 시작 시
IRLS 30, VAS 8, angle 25, 15도(Rt, Lt)이었던 것
이 치료 종료 시 IRLS 9, VAS 1이하, angle 5, 0

3. 증례 3

도(Rt, Lt)로 호전되었다(Fig. 6).
내원 첫날에서 11회 치료까지는 추간판 탈출

1) 이름, 성별, 나이

에 대한 치료만을 하였다. 내원 첫날 허리 통증
및 하지 방사통 VAS 10이었으며, 하지직거상 검

A◯◯ (F/57)

사상 45도 부근에서 골반 및 다리 통증 호소하였
다. 하지불안증상은 허리 및 다리 통증 심해 표

2) 주소 및 발병일
3~4일전부터 요통, 우측하지방사통
약 2년 전부터 하지불안증상

현하기 힘들었다. 치료 5회에는 통증 조금 경감
되어 VAS 8정도 수준이었으며, 하지직거상은 60
도 정도로 조금 회복된 상태였다. 치료 11회에
活絡湯 복용을 종료하였고, 하지직거상 검사상

3) 현병력, 과거력 및 가족력

거의 정상 범위까지 회복되었다. 추간판탈출에
대한 증상은 VAS 2~3이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3개월 전 정형외과에서 허리 디스크 관련하여

하지불안증상 치료를 시작하였다. IRLS 30, VAS

시술 받았으나 3~4일 전부터 허리 통증 및 하지

8, angle 25, 15도(우측,좌측)였다. 하지불안증상

방사통 호소함. 특별한 이유 없이 약 2년 전부터

치료 2회(2일 경과)에는 다리에 벌레가 기어가는

하지불안증상 있음.

것 같고 멍한 상태로 수면에 장애가 있었고, 잠

가족력은 별무

들 때 까지 다리를 30분 정도 마사지 하거나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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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여야 편해졌다. 수면까지 1시간 정도 소요되며,

가만히 있으면 악화되고 움직이면 완화되는 신경

추간판 탈출 증상이 줄어들면서 하지불안증상 확

계 질환을 하지불안증후군이라고 한다14). 1945년

연히 드러났다. 다리 증상(주로 무릎 이하)의 좌

스위스의 신경과 의사인 Ekbom15)에 의해 처음으

우 차이는 거의 없었다. 치료 5회(7일 경과)에는

로 기술된 RLS는 어떤 나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

IRLS 25, VAS 6~7, angle 20~25, 15도며, 하지불

고 일부는 진행성을 보이기도 하지만16) 나이가

안 증상 범위 및 잠잘 때 주무르는 횟수가 조금

많을수록 그 빈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증

줄어들었다. 치료 7회(12일 경과)에는 VAS 7~8

상의 강도나 빈도, 호전되는 양상은 사람마다 다

정도로 하지불안 증상이 다시 조금 증가되었다.

양하게 나타난다고 한다17). RLS의 진단은 1995년

치료 9회(19일 경과)에는 IRLS 23, VAS 5, angle

국제 하지 불안 증후군 연구자 그룹(International

20, 10도였다. 치료 12회(25일 경과)에는 추간판

Restless Legs Syndrome Study Group)에서 필수

탈출 증상은 VAS 2, 하지불안증상은 VAS 3이었

4가지 기준을 처음 제시1) 하였으며, 2003년에는 가

다. 치료 16회(35일 경과)에는 IRLS 17, VAS 2~3,

족력의 유무, 도파민 치료에 대한 반응 유무, 그

angle 10, 5도이었으며, 잠들기까지 30분에서 40

리고 휴식 또는 수면 시 주기적인 사지의 움직임

분 정도 걸렸다. 치료 21회(46일 경과)에는 IRLS

의 유무를 포함한 추가된 기준이 발표되었다17).

14, VAS 1이하, angle 5, 0도로 잠들기까지 걸리

하지만 진단 기준의 제시에도 불구하고 높은 유

는 시간 30분 이내로 줄어들었다. 치료 27회(58일

병율에 비해 진단율이 낮고 , 하지의 증상을 단

경과)에는 IRLS 9, VAS 1이하, angle 5, 0도 이하

순한 척추 기원성 방사통으로 오진하여 치료하는

였다.

경우가 종종 있어 증상의 호전을 볼 수 없는 경

3)

우가 많다. RLS는 주로 야간에 증상이 악화되어
수면장애를 일으키는데, 이로 인해 정상인에 비
해 우울증, 불안장애가 높고 결국 삶의 질을 현
18)

저히 저하 시키므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절실
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RLS의 주 원인은 도파민과
철 대사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주 치료가 도
파민 길항제나 철분제 등을 처방하는 것이며, 그
Fig. 6. The changes of IRLS, VAS and angle in case 3.
IRLS : Korean versoin of international restless legs scale
VAS : visual analogue scale
angle : between the legs and the table

외 성별이나 유전 등의 연관성을 찾기 위한 연구
4)

가 진행 중이다 .
하지불안증후군에 대한 한의학적 연구에서는
RLS의 증상들을 “痺證”, “血痺”, “痙病”등의 범

Ⅳ. 고 찰

주로 보고, 그 원인을 肝腎虛衰, 氣血不足, 邪阻
血脈, 瘀血阻絡이라 하였다. 이에 따라 補益氣血,
養肝舒筋, 調理氣血, 舒筋通絡의 치법을 원칙으로

수면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질환 중에서 하지에

藥物, 鍼灸 치료를 하였고 그 외 温针, 梅花针,

이상 감각과 함께 움직이고 싶은 충동을 느끼며,

火罐, 穴位注射 등을 적용하기도 하였다5-8). 기존

169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제23권 제2호 (2013년 04월)

의 중의학 논문에서는 다수의 치료 사례가 있기

장요근에 대한 기존 연구는 요통이나 추간판

는 하지만 여러 가지 치료 이후 문진을 통한 단

탈출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21)와 정상인과

순한 호전도의 결과만 제시되었고, 한의학에서는

요통 환자의 장요근 긴장 비교 등22)으로 RLS와

임상 증례 연구를 통해 RLS의 한방 치료 가능성

관련된 논문이나 연구는 국내외에서 찾아 볼 수

5,6)

을 보여주었으나 그 수가 단지 2편 에 불과하

가 없었다. 따라서 장요근의 구축이나 기능 장애

며, 치료결과에 대한 평가도 미흡한 편이었다.

가 RLS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은 현재까지의 연

본 증례는 본원에 내원한 RLS 환자 진찰 중에

구로는 알려진 바가 없다. 하지만 장요근의 단축

고관절 굴곡 근육에 대한 구축이 공통적으로 보

으로 유발되는 골반 경사와 이로 인한 일련의 변

인다는 점에 기인하여 고관절 굴곡 근육에 대한

화는 근막이론20)이나 기능해부적 관점에서 볼 때

치료를 통해 RLS의 증상을 완화시킨 사례로, 비

허리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신체 전반에 걸쳐

록 3례에 불과하나 현재까지 근육학적인 접근을

자세나 구조의 변형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경

통한 치료 사례가 없기에 연구적 가치가 있을 것

근23)및 경락 이론과 김 등24)의 연구를 통해 장요

으로 사료되었다.

근과 하지와의 연관성을 찾아 볼 수 있다.
10)

고관절 굴곡의 주된 근육은 장요근 으로 그

RLS의 증상을 가진 3례 모두에서 고관절 구축

굴곡 구축의 정도를 파악하는 데는 Thomas 테스

과 똑바로 누웠을 때 불편감이 증가되는 특징적

12)

트를 사용한다 . 환자를 진찰대에 똑바로 눕힌

인 공통점이 있었는데, 이는 Thomas 테스트와

다음 양측 고관절을 굴곡시켜 대퇴 전면이 복부

장요근에 대한 압통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

와 가슴에 닿을 정도까지 구부린 다음 한 쪽 고

도파민이나 철 결핍에 대한 검사 등이 이루어지

관절은 진찰대에 평행이 될 때까지 내려놓을 때

지는 않았으나 장요근 이완 요법을 통해 RLS의

고관절을 완전히 신전하지 못하거나 요추전만이

증상이 완화됨을 보았을 때 장요근 단축으로 인

12)

형성된다면 고관절 굴곡 구축이 있음 을 나타낸

한 고관절 및 슬관절의 굴곡 현상이 하지의 경근

다(Fig. 3). 장요근의 단축은 추간판 탈출증이나

이나 근막에 영향을 주어 하지의 불편감이 유발

요통 환자에서 자주 발견되는 데 그 증상은 대퇴

되지 않았을까 추론해 볼 수 있다.

부 전면의 통증과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통증이

3례 모두 발병 기간이 수 년 이상으로 환자 사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옆으로 눕거나 고관절,

정상 치료 기간이 짧았던 증례 2를 제외하고는

10)

슬관절의 굴곡 상태에서 편해지는 특징이 있다 .

치료 기간이 길었다. 증례 2는 RLS의 증상만을

또한 긴장된 장요근은 직립 자세에서 골반의 전

가진 환자로 치료 기간이 2주정도로 짧았음에도

방경사를 유발하고 고관절의 유연성 소실로 인한

불구하고 50% 정도의 호전이 있었으며, 증례 1은

척추후면의 압박 증가는 척추의 조기 퇴행성 변

요통을, 증례 3은 추간판 탈출증을 동반한 환자

19)

화를 일으킨다고 하였다 .

이지만 하지불안 증상은 요통과 추간판 탈출증과

인체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3차원적으로 분포
되어 있는 광범위한 신체의 조직망을 근막이라고

는 연관이 없었으며, 약 20회 이상의 치료를 통
해 하지불안증상의 호전을 보였다.

하는데 장요근은 심층전면 근막경선에 해당되며

하지만 증례의 수가 많지 않아 향후 추가적인

위로는 턱근육에서 아래로는 장족지 굴근과 슬와

임상 사례 및 치료법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20)

근 근막까지 연결되어 있다 .

170

되며, 한약 및 침 그리고 기타 치료법의 비교 연

장요근 침치료와 마사지로 호전된 하지불안증후군 환자 치험례

구를 통해 효과적인 RLS 한방 치료법 개발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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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한국판 국제하지불안척도(ver 2.2)

지난주에..
1. 전반적으로, 하지 불안 증후군으로 인한 팔, 다리의 불쾌감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 4 매우 심했다

□ 3 심했다

□ 2 보통이었다

□ 1 가벼웠다

□ 0 없었다

지난주에..
2. 전반적으로, 하지불안증후군 때문에 움직여야 하는 필요성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 4 매우 심했다

□ 3 심했다

□ 2 보통이었다

□ 1 가벼웠다

□ 0 없었다

지난주에..
3. 전반적으로, 하지불안증후군으로 인한 팔 혹은 다리의 불쾌감은 팔이나 다리를 움직임으로써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 4 줄어들지 않았다

□ 3 약간 줄어들었다

□ 1 거의 완전히 줄어들었다

□ 0 하지불안증상이 없었다.

□ 2 보통으로 줄어들었다

지난주에..
4. 하지불안증후군 증상으로 인해 수면장애는 얼마나 심했습니까?
□ 4 매우 심했다

□ 3 심했다

□ 2 보통이었다

□ 1 가벼웠다

□ 0 없었다

지난주에..
5. 하지불안증후군 증상으로 인해 낮에 느끼는 피곤함과 졸림은 얼마나 심했습니까?
□ 4 매우 심했다

□ 3 심했다

□ 2 보통이었다

□ 1 가벼웠다

□ 0 없었다

□ 1 가벼웠다

□ 0 없었다

지난주에..
6. 하지불안증후군은 대체로 얼마나 심했습니까?
□ 4 매우 심했다

□ 3 심했다

□ 2 보통이었다

지난주에..
7. 하지불안증후군 증상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 4 매우 자주

□ 3 자주

□ 2 때때로

□ 1 간혹

(1주일에 6~7일)

(1주일에 4~5일)

(1주일에 평균2~3일) (1주일에 하루)

□ 0 전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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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8. 하지불안증후군 증상이 있을 때 증상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심했습니까?
□ 4 매우 심했다

□ 3 심했다

□ 2 보통이었다

□ 1 가벼웠다

(하루8시간이상)

(하루3~8시간)

(하루1~3시간)

(하루1시간미만)

□ 0 없었다

지난주에..
9. 전반적으로 하지불안증후군 증상이 일상적인 활동(예를 들면; 만족스런 가족관계, 가정생활, 사회생
활, 학교생활 또는 직장 생활)을 하는데 미친 영향은 얼마나 심했습니까?
□ 4 매우 심했다

□ 3 심했다

□ 2 보통이었다

□ 1 가벼웠다

□ 0 없었다

지난주에..
10. 하지불안증후군 증상으로 인한 기분장애(예를 들면 화남, 우울, 슬픔, 불안, 예민함 등)가 얼마나 심
했습니까?
□ 4 매우 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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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심했다

□ 2 보통이었다

□ 1 가벼웠다

□ 0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