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론

산삼약침은산양산삼또는자연산산삼(이하산삼)을증

류하여 추출한 약침으로, 국내 최초로 혈맥주입(=정맥주

입)을주된시술방법으로사용하는약침이다1).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침의 시술부위는 대부

분 변증에 의해 선택된 경혈과 압통점 등이 대부분이고,

시술방법으로 혈맥주입(=정맥주입)을 이용한 연구는 국내

에서 본 연구진에 의해 시도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이미

procaine이나 Vitamin제제와 같은 양약을 포함한 다양

한혈맥주입제를임상에사용하고있다.

산삼약침의재료로사용되는山蔘은五加科(주릅나무과

; Araliaceae)에 속한 다년생 초목인 人蔘(̀panax gin-

seng C. A. Mey.)이야생상태에서자연발아하여성장한

蔘을일컬으며2) 山養山蔘(樟腦蔘)은산삼의씨앗이나幼蔘

을인위적으로산에서재배한蔘을말한다. 예로부터山蔘

은 대표적인 補氣劑로, 靈藥으로 여겨졌으며 그 모양새가

사람을 닮았다고 하여 人蔘으로 표현되어 왔다.3) 性은 微

寒, 微溫, 溫 등이고 味는 甘, 苦 등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補五臟, 安精神, 定魂魄, 止警悸, 除邪氣, 明目, 開心, 益

智, 久服輕身延年등의효능이있다.4)

간의 기능 장애를 나타내는 질환으로는 만성 간염이나

지방간, 약물 중독성 간염, 알코올성 간염, 간경화나 간암

등 다양한 질환이 있다5). 이 중 황달이나 복수의 증가 등

급격한 이상을 나타내는 경우는 대부분 양방적인 치료가

행해지며한방임상에서접하기는쉽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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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진은 다른 질환의 치료를 위해 상지대학교 부속

한방병원에 내원한 환자 중에서 비교적 중등도이상의 질

환을 주증으로 하면서 간 기능의 이상이 발견된 환자들에

게 정기적으로 AST(̀aspartate aminotransferase)와

ALT(̀alanine aminotransferase)를 검사하고 산삼약침

을시술한후나타나는변화를관찰하여유의한결과를얻

었기에보고하는바이다.   

II. 재료 및 방법

1) 산삼약침의조제

본 사례에 사용된 산양산삼(이하 산삼)은 충북 서천에

소재한 천방농산 농조합에서 재배한 수령 8년, 무게 3-

6g, 길이는 7-15㎝된것을사용하 다.(̀Fig. 1) 

먼저산삼을흐르는물에깨끗이세척하여뇌두를제거

하지않고 100g의산삼을증류수와배합한후 2시간전탕

하여찌꺼기는따로분리하고, 전탕액을무균실에있는증

류추출기에 넣고 전탕하여 1.000㎖의 약침을 얻었다. 얻

어진 약침을 0.45㎛, 0.2㎛ 여과지로 2회 여과한 후, 최

종 0.1㎛ 여과지로여과한후멸균된용기에일정용량을

주입하 고, 봉하여 멸균기에 다시 멸균과정을 거친 후

시료를준비하 다1).(̀Fig. 2)

2) 약침의시술

증례 1은원주에거주하여주 1-2회의진료를권장하

고, 1회시술양은 10㎖로정하 다. 

증례 2는 서울에 거주하고 직장 근무 등으로 인한 내원

횟수의제한조건이있어서 1회/week로시술하 고, 1회

시술양도증례1과같이 10㎖로정하 다.  

증례 3의 경우 간경화로 인한 식도정맥류의 치료와 치

료후의안정관리를위하여 D시소재 S 병원에입원치료

중이었고, 혈관의확보가이미이루어진상태 으며, 환자

의기력이현저히약화되어있어서 3회/week로시술하

고, 1회시술양은 20㎖로정하 다. 

시술 방법은 증례 1과 2에서는 먼저 산삼약침의 bottle

에 수액세트(̀Infusion set-(주)한국백신, 품목허가 제05-

36호)를연결하고, 시술하고자하는혈관을확보한후, 주

입속도를 1-2 drop/sec로조절하 다(̀Fig. 3). 

증례 3의 경우에는 시술 중인 수액제제에 mix하여 사

용하 으므로, 속도제어가불가능하 다. 

증례 1과 2에서는 변증에 따른 침 치료를 병행하 고,

증례 3은 산삼약침만 시술하 다. 증례 모두 약물의 복용

과 관련하여 간 기능이 악화된 사례 으므로 한약 복용은

권장하지않았다.   

III. 증례

1. 증례 1
성명: 김○○ M/47

병명: 베제트씨병

주소증: 

1) 구강내궤양

2) Both femoral v. embolism으로인한하지부종

3) 만성적인피로

4) 약물중독성간염

발병일: 2007년 1월

초진일: 2009년 1월 20일

상기환자는 2007년 1월하지의부종이갑자기발생하

여혈전성정맥염으로진단받고, 4개월간서울소재 H 병

원에서정 검사를시행한결과베제트씨병으로최종진

단받은환자이다. 베제트씨병으로진단받은후면역억제

제인 MTX와 혈전용해제인 와파린, 그리고 스테로이드

제제 등을 복용하던 중 약물중독성 간염이 발생하여

MTX와 스테로이드는 중지하 고, 보다 나은 치료를 위

해본원에내원하 음.

내원당시 AST는 53, ALT는 107 IU/L을 나타내었

고, 장기간의양방치료로치료되지않은만성적인피로와

상기주소증으로고통을호소하 음.   

2009년 1월 20일부터 수화조절법2)과 산삼약침 10㎖
혈맥주입을 주 1-2회씩 시술하 고, 수회의 치료 후 호소

하던 제반 증상이 모두 호전되었으며 현재는 악화되는 것

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진행하고 있음.

AST와 ALT의변화는 Fig. 4와같다. 

2. 증례 2
성명: 이○○ M/51

병명: 약물중독성간염

주소증: 

1) 상·하지무력

2) 만성적인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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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통

4) 약물중독성간염으로인한소화장애

발병일: 2001년

초진일: 2007년 7월 21일

상기 환자는 만성적인 상·하지 무력증을 호소하며 서

울소재 S병원에서 CT, MRI, 근전도검사등을시행받았

으나뚜렷한병명을찾지못하고서울소재한의원에서장

기간약물을복용하던중 2007년약물중독성간염을진단

받고, 보다나은치료를위해본원에내원하 음.

내원당시 AST는 102, ALT는 139 IU/L을 나타내었

고, 2007년 7월 21일부터 수화조절법2)과 산삼약침 10㎖
혈맥주입을 월 1-3회씩 시술하 고, 상태가 호전 중에 있

으며, 치료경과에 만족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진행하고 있

음. AST와 ALT의변화는 Fig. 5와같다. 

3. 증례 3
성명: 김○○ M/72

병명: 간경화

주소증: 

1) 식도정맥류출혈

2) 전신무력

3) 소화장애

발병일: 2009년 1월 17일

초진일: 2009년 2월 1일

상기 환자는 1995년 만성적인 피로를 호소하던 중 보

건소에서 예방접종 후 전격성 간염이 발생하여 거주지 인

근의 local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음. 치료 후 만성

적 피로가 개선되지 않았으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었

고, 1999년검진과정에서간경화를진단받음. 이후섭생

에 주의하며 생활하던 중 2009년 1월 17일 식도정맥류

출혈이 발생하여 local병원에 입원하여 내시경으로 혈관

수술을받고난후보다빠른쾌유를위하여산삼약침시술

을원함.

2009년 2월 1일부터산삼약침을주 3회씩 1회에 20㎖
혈맥주입으로시술하 고, 총 5월초까지총 22회를시술

하 다. 

수술당시에는 AST와 ALT가각 22 IU/L로정상수치

를 나타내었으나 수술 이후 약물치료를 하던 과정에서 1

월 25일 180과 198 IU/L로상승하 으며 1월 28일 50,

84 IU/L로 안정이 되던 중 환자의 기력저하와 소화 장애

가심하여산삼약침시술을원함.

2009년 2월 1일부터 산삼약침 20㎖ 혈맥주입을 주 3

회씩 시술하 고, 곧 수회의 치료 후 제반 증상이 전반적

으로 호전되었으며, AST와 ALT의 수치는 곧 정상으로

회복되어 현재까지 잘 유지되고 있음. AST와 ALT의 수

치변화는 Fig. 6과 같다. 

IV. 고찰

산삼약침은산양산삼혹은자연산산삼을재료로하여

증류한 약침을 말한다. 산삼약침 10㎖에는 1g의 산삼을

증류하여 약침을 만든 것으로 추출방법은 팔강약침과 동

일하지만 임상적 사용법에서 국내 최초로 혈맥주입(=정

맥주입)을사용한다1).

산삼약침에 대한 기존 연구는 문헌 고찰6)과 동물실험

을통한급성·아급성독성시험에서독성이없음을보고
7)한것과, 항산화8), 항암7,9), 항암제에대한정상세포의방

어효과에우수한효과10)가있고, 암의전이를억제하는효

과가있는것11,12) 등이있다.

임상보고로는산양산삼과자연산산삼을가지고만든

약침 모두에서 정상인에게 시술한 결과 아무런 부작용이

없으며13), 생체 단백질 중 면역, 항산화, 염증 억제 등에

관여하는 단백질을 증가하는 효과가 있음이 보고14)된 바

있다. 또한폐암에서간으로암이전이된환자에서 6개월

간의 치료 과정을 통해 암이 사라지는 결과도 보고한 바

있다15). 그 외에도 당뇨와 지질 대사에도 유의한 효과가

있음이보고된바있다16).  

이러한연구는산삼약침의우수한효과와학문적대중

화를 위하여 본 연구진에 의해 오래 전부터 시도되어 왔

고, 그 과정에서 간 기능의 장애를 호소하던 환자들에서

유의한변화가관찰되어보고하고자한다.

AST(̀aspartate aminotransferase)와 ALT(̀alanine

aminotransferase)는 일반적으로 GOT(`glutamate

oxaloacetate transaminase) 및 GPT(̀glutamate pyru-

vate transaminase)라고불리는효소이다. AST와 ALT

의임상적의의에대해서는 1954년 LaDue 등이심근경

색에서 AST의 활성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 고, 뒤이

어 1955년 Wroblewski 등이 간염에서 AST와 ALT의

활성이증가하는것을확인한후매우중요한진단지표로

사용하는검사항목이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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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와 ALT가 갑자기 증가하면(̀100-500 IU/L) 전

격성간염이나급성간염, 급성순환부전등을의심할수

있고, 중등도(`500 IU/L 이상)에서는 만성 간염이나

alcohol 성 간염, 심근경색, 담즙울체 등을, 경도의 증가

(̀100 IU/L 이하)에서는만성간염이나지방간, 간경변이

나간암등을의심해야한다.   

본증례에서보고한 3례의경우, 주증상은다양하지만

모두 약물의 복용과정에 간 기능의 장애와 이로 인한 만

성적인피로를호소하 다는공통점이있다.

일반적으로 간 기능의 장애를 나타내는 많은 사례는

양약의 복용이나 한약재의 복용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7). 대부분의 경우에서 특별한 처치

를 하지 않아도 회복되는 경우가 많지만 장기적인 복용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 경향이 있

다. 따라서증례1과증례 2는장기간의양약과한약의복

용과정에서발생한사례로 산삼약침의시술을통하여점

차적인 AST와 ALT 수치의 회복, 즉 간 기능의 개선효

과가나타났다고추정할수있었다. 

증례 3의경우간경화로인한식도정맥류출혈이있었

지만수술전에는정상적인 AST와 ALT의수치를나타

내었으나수술후회복과정에서 AST와 ALT의급격한

수치증가를나타내었고, 회복도중에산삼약침이시술되

어 AST와 ALT의 정상수치가 자연적인 회복에 의한 것

인지, 혹은산삼약침의효과에의해호전되었는지를정확

하게규명하기가애매하다는문제점이제기될수있다.

하지만증례 1과증례 2에서나타난것처럼, 장기간약

물복용으로인한간기능의장애를호소하던환자에서산

삼약침의시술후뚜렷한호전반응을나타낸것으로추정

할때산삼약침이증례 3의간기능의회복에도어느정도

도움이되었을가능성이있어같이보고하는바이다.

산삼약침은아직많은임상연구보고가부족한상황이

라 그 효과에 대한 정확한 규명을 제안하기는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향후 대중화를 통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면 이러한 문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

으리라 판단되며, 특히 간 기능의 장애에 대한 한방치료

에 의한 개선효과는 학계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분야라 향후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대규모의

임상시험이이루어져야할것으로생각된다.

V. 결론

항암, 항산화 작용이 보고된 산삼약침을 임상에 사용

하던중간기능장애로인하여고통을겪고있는환자 3

례를 대상으로 산삼 약침을 시술한 후 나타나는 변화를

관찰하 다. 

양약 및 한약 복용 후 발생한 약물중독성 간염 2례와

간경화로 인한 식도정맥류 출혈을 호소하며 이를 수술한

후 AST와 ALT에 급격한 상승이 이루어졌던 환자의 1

례에서산삼약침을장기적으로시술한결과간기능평가

의 중요한 지표인 AST와 ALT에 유의한 변화가 관찰되

었다. 

이러한 간 기능의 개선효과는 향후 산삼약침이 간 기

능의 개선이나 간염, 간경화 혹은 간암과 같은 간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시술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임상

적 타당성 검토가 필요함을 제시한다. 조만간 이의 연구

가이루어져야할것으로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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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ountain cultivated wild ginseng(MCWG) for mak-
ing Pharmacopuncture. It measured about 7-15cm
from head to the tip of roots, and weighs about 3-
6g. 

Fig. 2 Manufacturing process of mountain cultivated wild
ginseng(MCWG) or mountain wild ginseng(MWG)
Pharmacopun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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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reating process of mountain cultivated wild gin-
seng(MCWG) Pharmacopuncture. (A) Connecting
infusion set to the mountain cultivated wild gin-
seng(MCWG) Pharmacopuncture. (B) Insure vein
for injection (C) The aspect of MCWG Pharmacopu-
ncture injection. 

Fig. 4 The changes of AST and ALT who suffered hepati-
tis due to poisoning by drugs and administration of
MCWG  pharmacopuncture yielded significant
changes in AST and ALT during 4 month

Fig. 5 The changes of AST and ALT who suffered hepati-
tis due to poisoning by drugs and administration of
MCWG  pharmacopuncture yielded significant
changes in AST and ALT during 2 years

Fig. 6 The changes of AST and ALT who suffered
esphageal varices due to liver cirrhosis and admin-
istration of MCWG  pharmacopuncture yielded sig-
nificant changes in AST and ALT during 2 mont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