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생명과학회 회장 최명락입니다.
한국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치매환자를 포함한 퇴행성뇌질환 환자의 증가로 사회적 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치매환자 수는 2017년 70만 명에서

2050년에는 303만 명으로 노인 6명중에 1명은 퇴행성뇌질환 환자로 분류되리라 예상됩니다.
이에 한국생명과학회와 대한민국헌정회 국가과학기술헌정자문회와 공동으로 “치매예방․치료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치매의 예방적 측면을 살펴보게 됩니다.
치매치료제 개발을 위해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시도와 천문학적 연구비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게도 세계 유수 회사들은 ‘치매치료 효능 없음’을 확인하고 개발포기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매 조기진단 마커의 발굴과 ‘치료’에 역점을 둔 개발노력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치매의 ‘치료’보다는 ‘예방’적 관점에 보다 중점을 두고, 치매유발
원인을 살펴서 사전에 예방하는 기술을 찾는 ‘예방적 측면’을 강조하고자 이번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우리나라 과학계에 크게 기여하신 이상희 박사님(전 과학기술부장관 ·
대한민국헌정회 국가과학기술헌정자문회의 전의장)께서 ‘세계적 치매정책의 현재와 미래지향적

Trend!’라는 제목으로 기조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학계에서 동국대학교 의과대학의 문일수
교수님이 ‘치매치료약물 개발의 현황과 미래’, 동아대학교 생명공학과의 서권일 교수님께서 ‘치매
건강기능식품의 현황과 미래’, 동아대학교 의약생명공학과의 김동현 교수님께서 ‘한의·한약적 관점에
서 치매예방 및 치료’를,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석좌교수이신 유명철 박사님께서 ‘한, 양방 협업에
의한 치매예방 및 치료’를 발표해주십니다.
연제발표 후에 종합 패널토론을 통하여 활발한 토론과 교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발표해주시고, 토론해 주시는 내용은 정리하여서, 심포지엄의 결과물로 다시 제작을 하여 귀중한
자료로 남기고자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심포지엄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주신 준비위원장인 동국대학교
의과대학의 문일수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일일이 언급하지 못하는 준비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발표해주시는 연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치매예방․치료 심포지엄’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치매예방정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사)한국생명과학회 회장

최 명 락

일 정 표
시

간

내

용

기조발표 및 정책발표
- 개 회 사
최명락 교수(한국생명과학회 회장)
14:00~14:30

- 기조발표 : 세계적 치매정책의 현재와 미래지향적 Trend!
이상희 박사(전 과학기술부장관·대한민국헌정회 국가과학기술헌정자문회의 전의장)
- 치매국가정책발표

연제발표-1
좌장 : 안순철 교수(부산대학교)
1. 치매치료약물 개발의 현황과 미래
14:30~15:10

문일수 교수(동국대학교 의과대학)
2. 치매 건강기능식품의 현황과 미래
서권일 교수(동아대학교 생명공학과)

Coffee Break

15:10~15:30

연제발표-2
좌장 : 석대현 교수(인제대학교)
3. 한의･한약학적 관점에서 치매예방 및 치료
15:30~16:10

김동현 교수(동아대학교 의약생명공학과)

4. 한, 양방 협업에 의한 치매예방 및 치료
유명철 박사(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석좌교수)

종합패널토론, 질의응답
16:10~16:50

패널토론 :
좌장(이상희 박사), 문일수 교수, 서권일 교수, 김동현 교수, 석대현 교수

16:50~17:00

종합정리 및 폐회
최명락 교수(한국생명과학회 회장)

세계적 치매정책의 현재와 미래지향적 Trend!
이 상 희
(대한민국헌정회 국가과학기술헌정자문회의 의장)

❚ 과거와 현재의 국제적 상황은...
세계보건기구(WHO)는 9월 21일을 세계 치매의 날로 정했다.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는 인
구 고령화 추세로 2050년 세계 치매 환자 수가 현재 수준(약 5000만 명)의 3배 이상으로 증가하여,
약 1억5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WTO에 따르면 치매 환자 관리에 드는 사회적 비용은 연간 8180억 달러(약 916조 원)에 육박한
다고 한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가 넘는 금액이다. 2030년에는 이 비용이 2배 이상으로
증가하여, 2조 달러(약 224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주요국들의 치매 대응책은 어떠한가?

2009년 ‘국가치매전략’을 시행한 영국은 치매 문제를 세계 최초로 국가적 어젠다로 설정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치매 치료제 개발 투자와 동시에 치매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
와 간병인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국 치매협회는 런던을 2022년까지 ‘치매 친화
수도’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미국도 2012년 시행된 ‘국가 알츠하이머 프로젝트법(NAPA)’에 따라 2025년까지 치매 예방과 치
료 방법을 찾는다는 국가적 목표를 세웠다. 올해 예산에 연구비로 19억 달러(약 2조1280억 원)를
책정했으며 내년에는 4억 달러 더 늘어난 23억 달러(약 2조58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될 예정이다.
일본은 지역사회 곳곳에 치매 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치매총괄센터를 컨트롤타워로 두고
지역사회 시설과 사회보장체계가 연결된 형태다. 주민과 직접 만나는 의료시설이나 치매카페에서
발병 사실을 조기에 발견해 센터와 연계하면 적절한 돌봄 서비스가 환자에게 제공된다. 센터에서
는 병의 진행 단계에 따라 상이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한다.
네덜란드는 암스테르담 외곽에 있는 호헤베이크이란 마을을 치매특구로 조성하였다. 치매 환자

150여 명이 모여 사는 이 마을의 목표는 환자들이 ‘발병 이전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다. 이 마을에선 환자들이 먹고 자는 것은 물론이고 쇼핑 및 요리 등 일상생활의 전반을 스스로
해결한다. 보호자의 간병 부담을 줄이면서 치매 진행 속도까지 늦추는 묘안이다. 이 치매마을 운영
원칙은 치매 환자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은 최대화하고 간병인의 개입은 최소화하는 게 원칙이다.

❚ 앞으로의 미래는?
노령화 사회가 가속화 되면,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와 비슷한 UN의 WBO (World

Brain Organization)이 탄생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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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에는 치매전쟁의 연합전선구축을 위해, 4차 산업 혁명적 치매진단예방 치료의 가상공간
이 만들어 질 것이다.
또한 치매관련 Web이나 Mental Game 육성법도 제정될 것이다.

< 참고>
영국의 주요 치매 정책
년도
2007
2009

주요 내용
영국 감사원 치매관련 보고서를 통해 국가적 치매 관리 대책 필요성을 제기
‘Living well with Dementia Strategy' 제1차 국가치매관리계획 발표
- 생애 주기에 기반 한 치매돌봄경로(Care Pathway)
'Prime Minister' Challenge on Dementia' 공표

2012

-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치매 진단 및 조호서비스 개선,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과 연구
촉진에 초점

2014

Care Art 2014 제정
- 돌봄 서비스 이용자의 복지뿐만 아니라 조호자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초점
제3차 계획 발표

2015

- 치매위험 감소, 치매진단, 치료 및 돌봄 지원,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의 확대와 연구 강화에
초점

2016

The Well pathway for Dementia 5개년 이행 계획 발표
- 국민보건의료서비스(NHS)가 제3차 국가계획 추진 중

치매 진단 후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 일반의의 역할을 강조!

2010, 2011년 기준으로 42%였던 영국 치매 진단율이 2015년 2월에는 59%, 2016년 1월에는
67.2%로 증가...
2014년 2월 국무장관이 치매 진단 후 서비스 지원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제시했다. 맞춤 정보,
치매 상담가, 전문 간호사가 제공하는 상담 및 지속적인 전문 간호 등의 서비스 제공이 그것이다.
또 같은 해 5월에는 일반의 및 기타 일차 진료 인력 지원을 위한 온라인 치매 로드맵도 추진했다.

2015년 5월부터 모든 사람에게 일반의를 지정했다. 일반의가 치매 환자와 가족 보호자 지원의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일반의는 개별화된 치료 및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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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부담 경감 및 치매 극복을 위한 국가치매연구개발 추진

□ 2015년 기준으로 치매관리비용은 13조 2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약 1%에 이르고 있
고, 2017년 6월 조사에 따르면 국민이 우선적으로 극복해야 할 질환으로 치매를 꼽았음

□ 정부는 치매 극복을 위해 R&D를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전략적인 지원을 통해 치매환자와 가
족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연구 친화적인 기반 구축을 시도함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7년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협력하여 국가치
매연구개발 10개년 투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발
족하였음

- 그간 치매 연구가 체계적인 계획 없이 산발적으로 이뤄져 국민이 체감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

- 기존 연구개발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부처 간 협력은 물론 전국가적인 연구역량을 결집해 체
계적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치매 연구개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함

- 위원회는 국내 치매연구개발의 최고 권위자, 업계대표 및 정부위원 등 15명으로 구성

◦ 위원회에는 ‘원인규명 및 예방분과’, ‘혁신형 진단분과’, ‘맞춤형 치료분과’, ‘체감형 돌봄분
과’ 등 4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

✔ 이를 통해 ▲치매의 예방 ▲진단 ▲치료 ▲돌봄에 이르기까지의 전주기적인 세부연구
개발 계획을 마련할 계획임

◦ 위원회가 마련할 10개년 치매연구개발 계획은 단기적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
고,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돌봄기술개발과 치매 발병을 줄이기 위한 예방에 무게를
둘 계획임

✔ 중장기적으로는 혈액검사 등을 통한 조기진단과 원인규명을 통한 치매 치료제 개발 등
치매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계획을 마련

□ 보건복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2018년 2월 5일(월)～6일(화) 이틀간 치매연구
개발사업 기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음

* 2월 5일(월) 오후 2시, 대전 컨벤션 센터 중회의장(대전)
* 2월 6일(화) 오후 2시, 양재동 엘타워 메리골드홀(서울)

◦ 공청회는 향후 10년간(2020～2029)의 치매극복을 위한 연구개발(R&D) 추진전략과 세부
과제(案)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사업 기획안에 반영하
고자 마련되었음

□ 최근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본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내년 3월 경에 나올 것으로 예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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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약물 개발의 현황과 미래
문 일 수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치매치료제 개발이 좌초될 위기에 있다. 화이자는 존슨앤존슨과 공동개발 중이던 치매치료제 연
구를 2012년 포기했다가 다시 도전하여 3상 임상단계까지 갔지만 올해 초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
병 치료제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일라이일리, 액소반트, 머크와 같은 세계 굴지의
회사들이 치매치료제 개발에 실패하고 있다. 현재까지 치매는 치료제는 없다. 현재 사용되는 치매
관련 약은 ‘치료제’가 아니라 ‘인지기능 개선제’이다. 치매의 근본 원인인 뇌세포 사망은 막지 못한
다. 아직 뇌세포의 사망을 막거나 역으로 뇌세포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치료제는 없다.

❚ 치매유발 유전자 억제제의 문제점
현재 치매는 세포밖에 Aβ 아밀
로이드 응집과 세포속 Tau 엉킴이
주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
의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방향으
로 연구가 되어 왔다.
인지기능을 증가시키는 AChE
억제제와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개
발이 시도된 약제들은 거의 대부
분 효소활성 억제제이다. 아밀로이
드 응집의 생성을 억제하기 위한 α-

/β-/γ- secretase 억제제, Tau 단
백질의 응집을 방지하기 위한 억제제가 여기에 속한다. 하지만 하나의 단백질이 한 가지 기능만
하지 않는다. 예로서, Aβ 응집을 유발하는 BACE1 유전자(β-secretase 생성)는 근육방추의 기능
과 신경축삭의 말이집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국 BACE1 억제제는 Aβ의 생성은 줄일 있지
만 다른 중요한 부작용을 유발한다.

Tau는 세포내 미세소관(microtubule: 고속도로 역할을 한다)을 안정화시키는 단백질인데 인산
화되면 미세소관에 결합하지 못하고 서로 엉켜 응집된다. 이러한 Tau 응집은 세포내 물질소송을
마비시켜 신경세포의 사망을 초래하고 이는 치매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따라서 Tau를 인산화
시키는 효소인 GSK-3β 억제제를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GSK-3β는

Tau 인산화 뿐 아니라 다른 40가지 이상의 단백질들을 인산화한다. GSK-3β를 억제하였을 때 세
포내에서 일어나는 혼동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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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신경세포의 속성과 예방적 측면
뇌신경세포는 임신3개월째 거의 대부분 생성되고 그
이후는 죽어간다. 사실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잘 죽느냐
하는 것은 정상 뇌발달과 기능에 매우 중요하다. 정상적
인 뇌기능을 하기 위하여 살아남은 신경세포는 숙주(사
람 본인)와 평생을 함께한다. 오랜 세월을 살아가기 때
문에 신경세포는 손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정상
적인 노화과정인데, 다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손상이 더
심해지면 조기 신경세포사가 일어나고 이는 치매의 직
접적인 원인이 된다.

퇴행성뇌질환(예, 치매)을 비롯한 당뇨, 심장질환 등 다수 만성질환의 공통된 병인은 세포내 질병
유발성 변성단백질이 축적되어 응집이 생기는 것이다. 오랜 세월을 살아가면서 우리 몸 세포속 단백
질의 변성을 유발하는 환경을 피할 수 없고, 한편으로는 이것이 정상적인 노화과정이다. 다만 노화로
인하여 변성단백질들의 생성속도는 증가하는데 이를 제거하는 효율은 역으로 줄어드는 관계로 변성
단백질의 축적이 가속된다. 수많은 요인에 의하여 단백질이 변성되지만 다행이 이를 제거하는 세포
내 기전은 단 한 가지 단백질정찰계(protein surveillance system)이다. 변성된 단백질들은 초기단계
에는 chaperone system에 의하여 정상화되던가 proteasome system에 의하여 분해된다. 하지만 더
많은 변성단백질이 생겨 축적되면 응집되는데 이 응집물은 자가포식소체(autophagosome)을 형성하
고 용해소체(lysosome)에 융합되어 처리된다. 따라서 단백질 정찰계의 ‘활성화’는 특정 단백질의 ‘억
제제’ 개발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치매예방 방안의 한 가지 예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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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건강기능식품의 현황과 미래
서 권 일
(동아대학교 생명공학과)

1. 연구의 필요성

1)

고령화 사회 진입 및 치매환자 증가

-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평균수명이 대폭 연
장되었으며 세계적으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으로
인해 노인인구 및 치매질환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
고 있는 추세이다.

2)

치매 치료제 개발 동향

- 가장 대표적인 치매로 알츠하이머병을 들 수 있으나 현재 알츠하이머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은 개발되지 않은 상태로 미국 제약협회에 따르면, 미국에서 개발에 따른 시간과 비용은
약 15-20년 및 10억 달러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이들 약물의 지속적인 복용은 다양한 인체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판
매되고 있는 약물은 완벽한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작용이 거의 없는 건강기
능식품을 장기 복용하여 치매예방 및 증세를 완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시판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성분명
Donepezil hydrochloride

치매치료(중추신경계) 대표약물

제품명

판매회사

아리셉트

한국에자이

약물
알츠하이머질환
치료제

Galanthamine hydrobromide

레미닐

한국얀센

Rivastigmine

엑셀론

노바티스

Tacrine hydrochloride

코그넥스

제일약품

3)

신경장애
대표상품
Aricept, Reminyl/Razadyne
Namenda, Ebixa, Axura
Madopar, Sinemet
Mirapex, Cabser/Dostinex
Comtan, Stalevo

파킨슨질환
치료제

건강기능식품 소비동향

- 전 세계적으로 합성 원료에 대한 기피심리로 인해 천연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연
령대, 성별, 질병상황에 맞는 맞춤형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e)

2014년(e)

2015년(e)

2020년(e)

규모(억 달러)

803

846

902

961

1,034

1,100

1,179

1,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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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이 92%의 성장률로 매출액 순위로 2위에 진입하였으며, 앞으로
도 더욱 많은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연구 개발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기능식품 매출액 품목 현황 (2015)
순위

품목명

매출액 (천 원)

1

홍삼

694,290,522

2

개별인정제품

319,537,001

3

비타민 및 무기질

207,866,125

4

프로바이오틱스

157,871,787

5

밀크씨슬 추출물

70,518,958

ː

ː

ː

16

녹차추출물 (기억력 개선 건강기능식품)

12,072,461

- 현재 치매환자의 진료비는 타 질
환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기억력 개선(인지기능개선) 관련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량은 매우 저
조한 실정이다.

-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개별인정형 원료로는 구기자추출물, 녹차추출물/테아닌 복
합물, 인삼가시오갈피 등 혼합 추출물, 비파엽추출물, 천마 등 복합 추출물, EPA 및 DHA 함
유 유지, 원지추출분말, 은행잎추출물, 테이난등 복합 추출물, 피브로인 효소 가수분해물, 홍삼
농축액, 당귀추출복합물이 등록되어 있으나 대부분 캡슐형 영양제 제품으로 다양한 형태의 식
품가공과 효능이 더욱 뛰어난 소재의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요구된다.

2. 연구목표
- 치매예방을 위한 천연물 복합소재 이용 건강기능식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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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추진방법

4. 기대효과

1)

경제적 측면

- 근원적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퇴행성 뇌질환의 미래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
는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통해 국내경제 활성 및 수출증진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사회적 측면

- 점차 확대되는 고령화 사회에서 국가적 의료 손실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3)

학술적 측면

- 치열해지는 R&D 특허경쟁에서 국내 천연자원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치매 예방 및 치료와
관련된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 8 -

한의 · 한약학적 관점에서의 치매 예방 및 치료
김 동 현
(동아대학교 의약생명공학과)

치매는 후천적으로 인지기능의 손상 및 인경의 변화가 발생하는 증상을 통칭하는 표현이다. 기
억을 하고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장기적으로 점차 감퇴하여 일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
에 이르게 된 넓은 범위의 뇌 손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치매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으로는 알츠하이
머병 및 혈관성치매가 가장 많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고 그 외 퇴행성뇌질환인 루이소체치매, 전두
측두엽치매, 파킨슨병치매 등이 알려져 있다.
한방에서는 현대의학에서의 치매와 정확히 일치하는 질환 명이 없다. 대신 의미가 다른 치애(痴

獃), 매병(呆病), 건망(健忘), 전광(癲狂) 등과 같은 신경정신질환들이 노인에게서 발병하는 것으로
나타나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묶어 현대 한의학에서는 치매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다.
하나는 수해(髓海)가 충만하지 못하여 생기는 신경정신질환으로 수해(髓海)는 해부학적으로 뇌를
의미한다. 이러한 수해(髓海)는 간신음(肝腎陰)과 비위기(脾胃氣)의 도움에 의해 기능이 유지되는
데 간신음허(肝腎陰虛) 및 비위기허(脾胃氣虛)에 의해 수해(髓海)가 충만하지 못할 경우 치매 현상
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기울(氣鬱)이 오래되어 기혈운해(氣血運行)이 순조롭지
못하여 생긴 담음(痰飮)에 의해 치매가 발생한다는 것인데 이는 현대의학에서의 알츠하이머병보
다는 혈관성치매의 원인과 가깝다.
이러한 원인을 바탕으로 비위기허(脾胃氣虛)가 원인일 때는 사군자탕(四君子湯), 보중익기탕(補

中益氣湯) 등의 처방으로 치료를 하고 비신양허(脾腎兩虛)의 증상이 보이는 치매에는 이중탕(理中
湯), 승양익기탕(升陽益氣湯), 억간산(抑肝散), 팔미지황환(八味地黃丸)등의 처방을 사용한다. 이러
한 한방처방들은 단순히 임상에서 사용되는 수준을 넘어서 실험실 연구와 임상연구를 통해 다양
한 경로로 학계에 보고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연구역량을 갖춘 한방병원을 기점으로 임상 혹은
전임상 연구를 통해 효과가 입증된 한약재를 기존 처방에 가감하여 새로운 치매치료처방을 사용
하는 기류가 일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희대학교 한방병원의 원지석창포탕(遠志石菖蒲湯), 부산대
학교 한방병원의 보신익뇌탕가미방(補身益腦湯加味方), 대전대 천안한방병원의 열다한소탕가미방

(熱多寒少湯加味方)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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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처

방

사군자탕(四君子湯)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
이중탕(理中湯)
구 처방

승양익기탕(升陽益氣湯)

억간산(抑肝散)

팔미지황환(八味地黃丸)
원지석창포탕
(遠志石菖蒲湯)

신 처방

보신익뇌탕가미방
(補身益腦湯加味方)

구성 한약재
인삼, 백복령, 백출, 감초, 생강, 대추
황기, 인삼, 백출, 감초, 당귀신, 진피,
승마, 시호
인삼, 백출, 건강포
인삼, 계지, 황기, 백작약, 백하수오, 관
계, 당귀, 감초, 생강, 대추
당귀, 조구등, 천궁, 백출, 복령, 시호,
감초, 진피, 반하
숙지황, 산수유, 산약, 택사, 복령, 목단
피, 계피, 부자
원지, 석창포 등

기

원

제중신편, 동의보감 등
동의수세보원
제중신편, 동의보감 등
동의수세보원, 사상원론

보영촬요

금궤요략

경희대 한방병원

하수오, 구기자, 용안육, 산약, 석창포,
원지, 익지인, 산수유, 토사자, 천마, 숙

부산대 한방병원

지황, 포공영, 석고, 감국, 방풍, 당귀

열다한소탕가미방

갈근, 고본, 황금, 길경, 나복자, 백지,

동의수세보원,

(熱多寒少湯加味方)

승마, 시호, 홍삼, 반하, 방풍, 신곡, 산사

대전대 한방병원

하지만 국내저널을 통해 이러한 처방들의 임상 효과들이 보고되고 있으나 국제저널을 통한 보고
및 의약품으로의 개발은 주로 일본 연구자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
도조차도 의약품으로의 개발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실제로 하위 단계의 임상연구에서 효과가
있다고 밝혀진 처방들이 고위 단계의 임상시험에서 그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고 따라서 한방에서
의 치매 질환 관리에 있어서도 질환 발병 이후 치료 보다는 발병 전 예방으로 그 대응 방향을 설정
하는 것이 옳다는 임상 및 기초 연구자들의 의견이 존재한다. 따라서 치매예방을 목적으로 한 처방
및 한약재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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