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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내침 요법을 적용한 통증 환자 치험 3례

김지영⋅김순중⋅정수현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재활의학과 교실

The Effect of Intradermal Acupuncture on Three Patients with Pain
: 3 Cases Report

Ji-Young Kim, Soon-Joong Kim, Su-Hyeon Jeong

Dept. of Oriental Rehabilitation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Semyung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intradermal acupuncture on patients with pain. Three 
patients suffered from shoulder pain, low back pain, and wrist pain. Each were treated with intradermal 
acupuncture and outcomes were measured by McGill pain questionnaire-short form, visual analongue scale and pain 
rating score. After intradermal acupuncture treatments, we found recovery from three patients who suffered from 
pain. Through this study, we suggest that intradermal acupuncture treatment is effective to cure patients with pain. 
Futher on, well-designed, controlled studies and more cases are needed to define the effect of intradermal 
acupuncture for patients with pain. 
Key words : Intradermal acupuncture, Pain

Ⅰ. 서 론

통증은 인체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자극을 받았

을 때 나타나는 神經系統의 반응이며 生體에 대한

유해 자극을 방어할 목적으로 아픔을 느끼는 證候

로서 질병의 다수가 통증을 수반하고 있다는 점에

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1)
.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번 이상은 통증을 동반한 질환을 경험하게 되는

데,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인간이라면 조금이

라도 더 빨리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

이 인지상정이다. 의학은 이러한 가장 원초적인 인

간의 소망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인류전체노력의

결과로써 얻어진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2)
.

한의학에서는 통증의 원인을 寒, 熱, 七情, 痰飮,

瘀血, 飮食勞倦, 蟲, 血虛 등으로 보고 있으며 그

병리 기전으로 氣血의 순환이 원활치 않아서 통증

이 발생하는 不通則痛과 營養이 실조되어 통증이

나타나는 不營則痛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3)
. 대표

적인 치료법으로는 藥物療法과 鍼灸療法, 理學的

器機를 이용한 한방물리요법 등이 있다.

그 중에서 피내침 요법은 고대의 淺刺法과 留鍼

術을 배합한 일종의 新鍼法으로서 피내에 침을

2~3 ㎜ 횡자하여 테이프로 장시간(몇일) 고정시키

는 것이다
4,5)
. 통증조절과 연관하여 적응증이 광범

위하고 시술조작이 아주 간단하며 부작용이 적고

경제적이어서 임상에 널리 활용할 수 있다
6)
.

그러나 피내침 요법은 어깨통증
7)
, 중풍환자의

불면증
8)

등에 관한 실험연구가 있기는 하나 그 수

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치험례의 보고는 거의

없었기에 이에 저자는 견비통, 요통, 완관절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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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호소하는 환자 3명에게 피내침 요법만을 시

행하여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Ⅱ. 증례보고

1. 측정도구

통증 등의 증상점수는 McGill pain questionnaire

-short form(이하 SF-MPQ)의 문항척도 검사와 시

각적 상사 척도 검사(visual analogue scale, 이하

VAS), 통증평정지수(pain rating score, 이하 PRS)

의 3가지로 측정하였고, 치료 전 상태, 1차 치료 1

일 후, 2차 치료 1일 후에 걸쳐 총 3번으로 나누어

환자가 직접 적합한 문항에 표기하여 작성하도록

하였다(Appendix 1).

SF-MPQ은 15문항의 통증을 평가하는 다차원적

척도로서 감각적 영역(sensory)의 11문항과 정서적

영역(affective)의 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

의 문항은 통증 정도에 따라, 0=전혀 없음, 1=약

한 통증, 2=보통의 통증, 3=심한 통증의 4점 likert

척도에 따라 표기된다. 감각적 영역(sensory)은 최

고 33점 최저 0점이고, 정서적 영역(affective)은 최고

12점 최소 0점이 된다
9)
. VAS는 동통의 강도를 측정

하는데 있어서 간단하고, 효과적이며 연구자의 관여

가 최소화 되는 측정법으로 10 ㎝의 수평선의 양쪽

끝에 ‘무통(no pain)’과 ‘최악의 통증(worst pain)’ 이

라고 표시한 후 현재 자기가 느끼는 동통 강도 수준

에 해당하는 지점에 표시를 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10)
.

PRS는 통증의 변화를 보다 예민하고 포괄적으로 표

현할 수 있어 유용한 평가법으로 통증강도, 지속시

간, 빈도, 동작을 측정하게 되는데 평가는 통증강도

⨉(지속시간+빈도+동작)으로 하게 된다
11)
.

2. 치료방법

치료는 피내침 요법만을 적용하였으며 기타 다

른 치료는 시행하지 않았다. 1차 통증지수를 작성

한 후 1차 피내침을 시술하고 1일 유침 후 2차 통

증지수를 작성하고 변화된 압통에 따라 2차 피내

침 시술 후 재차 1일 유침 후 3차 통증지수를 작성

하여 그 변화를 분석하였다. 피내침 요법은 평가

자와 다른 1인의 동일한 시술자가 모두 시행하였

으며, 穴位와 상관없이 환자가 통증을 심하게 느끼

는 자세에서 시술자가 가장 강한 압통점 하나를

찾아 알코올 솜으로 닦은 후, 핀셋을 이용하여 피

부면에 대해 수평으로 피내침(동방침구제작소, 0.2

㎜⨉8 ㎜)을 자침하고 이후 움직여 보아 따끔거리

는 불편함이 없으면 5 ㎜⨉5 ㎜로 자른 작은 종이

반창고(한국쓰리엠(주), 2.54 ㎝⨉9.1 m, 한국)를

피부와 침 머리 사이에 붙인 후 그 위에 같은 종

이 반창고를 1 ㎝⨉1 ㎝ 로 잘라 큰 종이 반창고로

만들어 전체를 덮어 고정시킨다. 1일이 지난 후 압

통점의 이동이 있다면 이전 피내침을 제거 후 처

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입 후 고정시키며, 이동이

없으면 그대로 둔 상태에서 1일을 더 유지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Fig. 1, Fig. 2).

Fig. 1. Intradermal Needle.

Fig. 2. Intradermal Acupuncture at Shou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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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례 1

만 37세의 여성 환자로 3일전부터 별무동기로

발하여 지속되는 우측 견관절 후면 및 상완부 통

증을 호소하여 피내침을 적용한 치료를 시작하였

다.

환자의 과거력은 특이사항 없었으며, 내원시 복

용하는 약물 및 처지받고 있는 치료는 없었다. 견

관절 ROM은 신전이 통증 증가로 인해 30°로 제한

되어 있었고 이외에는 정상범위 가능하였다. 외관

상 부종 및 발적은 없었으나, 통처 압진시 우측 견

관절 후면 액와선 위 3.5 ㎝정도에서 일점 압통이

나타났다. 환자는 가사일과 사무일을 병행하는데

안정시 및 동작시 신경쓰일 정도의 통증이 지속되

며, 특히 야간통 증가 및 우측 측와위시 불편감 증

가로 숙면을 취하지 못한다고 호소하였다. 통증 표

현은 통처 전체가 화끈거리며 묵적 지근하게 아픈

상태에서 압통점 근처에서는 찌르면서 쥐어짜듯

심한 통증이 지속된다고 하였다. 환자의 견관절을

신전시켜 통증이 증가되는 자세를 찾은 후, 이 상

태에서 가장 심한 압통점을 찾아 피내침 1개를 삽

입하였다(1차 피내침 시술).

1일간 유침 후 통처 전체가 시원한 느낌으로 변

하면서 통증이 감소하였고, 하루 종일 지속되던 통

증이 간헐적으로 나타났으며 ROM은 치료후 정상

소견을 보였다. 통증 지수도 감소하였으며, 압통점

은 외측으로 1촌 정도 이동되어 있었다. 이전 피내

침은 제거하고 이동한 압통점에 전과 같은 방법으

로 피내침 1개를 새로이 삽입하였다(2차 피내침 시

술).

재차 1일간 유침 후에는 숙면을 취할 수 있었으

며 하루종일 불편감을 거의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경감되었으며 통증 지수 역시 감소하였다

(Table 1).

Before
Tx.

After 1st
Tx.

After 2nd
Tx.

SF-MPQ (S) 16 6 2

SF-MPQ (A) 0 0 0

VAS 8 5 2

PRS 105 60 12

Extention ROM(°) 30 45 45
SF-MPQ : McGill pain questionnaire-short form
VAS : Visual analogue scale
PRS : Pain rating score
ROM : Range of motion
(S) : Sensory
(A) : Affective
Tx : Treatment

Table 1. The Change of SF-MPQ, VAS, PRS and 
ROM in Case 1

4. 증례 2

만 33세의 여성 환자로 8개월 전 출산 후 지속

되는 요통을 호소하였다. 과거력은 2년 전 요통으

로 L-spine CT상 L4-5 bulging disc로 진단 받은

후 양방병원에서 약물 및 보존적 치료 받고 호전

된 상태로 지냈다. 이후 출산 뒤 새로 통증이 발병

하여 별무 검진 및 별무 처치한 상태로 내원하였

다. 내원시 복용하는 약물 및 처지받고 있는 치료

는 없었다. 통증은 안정시에도 항상 L5 요추 아래

중심부에서 손바닥 정도로 뻐근하게 있으며 특히

앙와위시 통증이 심해져 측와위로 변경하여 베개

를 다리 사이에 끼지 않고는 수면을 취하기 어려

운 상태였다. 요부 ROM은 정상범위 가능하였으며

하지 방산통은 없었고, 통처의 외관상 변화는 없었

다.

치료는 환자를 앙와위로 하여 통증이 증가되었

을 때 나타나는 통처에서 압진하여 L5 요추 아래

중심부 좌측 1.2 ㎝에서 가장 심한 압통점을 발견

하였고 이곳에 증례 1과 같은 방법으로 피내침 1개

를 삽입하였다.

1일간 유침 후 환자는 통증이 감소하여 입면시

베개 없이도 측와로 잘 수 있었다고 하였으며,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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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지수는 감소하였다. 다시 통처를 압진하였더니

가장 심한 압통이 1 ㎝ 아래로 이동하여 전 피내

침은 제거하고 새로운 압통점에 피내침 1개를 새

로이 삽입하였다.

재차 1일간 유침 후 통증이 더욱 감소하여 앙와

위를 취하여도 불편감이 거의 사라졌으며, 이틀 연

속으로 베개 없이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고 통

증 지수는 더욱 감소하였다(Table 2).

Before
Tx.

After 1st
Tx.

After 2nd
Tx.

SF-MPQ (S) 10 3 2

SF-MPQ (A) 0 0 0

VAS 6 3 1

PRS 60 15 8
SF-MPQ : McGill pain questionnaire-short form
VAS : Visual analogue scale
PRS : Pain rating score
(S) : Sensory
(A) : Affective
Tx : Treatment

Table 2. The Change of SF-MPQ, VAS and PRS  
in Case 2

5. 증례 3

만 25세의 남성 환자로 4개월 전 빗길에 손 짚

고 넘어진 후 생긴 우측 손목 통증을 호소하였다.

과거력은 특이 사항 없었으며, 발병 후 X-ray 상

골절 없다는 소견 듣고 염좌 진단 받은 후 3주간

당귀수산 엑기스제와 6회의 침치료 처치 받으며

증상 호전 되었으나 개인사정상 치료를 중단하고

나서는 3개월 이상 증상이 개선없이 지속되는 상

태였다. 내원시 복용하는 약물 및 처지받고 있는

치료는 없었다. 손목의 움직임 제한은 없었으며 외

관상 부종 및 열감 등은 없었다. 안정시에도 陽池

穴과 陽谿穴 부위에 은근한 둔통 지속되다가 글씨

를 쓰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면 특히 陽池穴

부위에 예리한 통증이 바로 증가되었으며 좌측에

비해 우측의 악력이 10% 정도 감소되어 있었다.

치료는 환자가 무거운 물건을 들게 하여 통증

증가를 유발시킨 상태에서 통처를 확인하고, 압진

하여 가장 심한 압통점이 우측 陽池穴 부위에 나

타나 증례 1과 같은 방법으로 피내침 한 개를 삽

입하였다.

1일간 유침 후 안정시 陽池穴 부위의 통증은 거

의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陽谿穴 부위의 통증이

두드러졌으며, 압통점 역시 陽谿穴 부위로 이동하

였다. 전체적 통증은 경감되었는데 통증 지수는 감

소하였다. 이전의 피내침은 제거하고 이동된 압통

점에 피내침 1개를 새로이 삽입하였다.

재차 1일간 유침 후 환자는 陽谿穴 부위의 통증

이 얇게 퍼지면서 흐려졌으며 글씨를 쓰거나 무거

운 물건을 들어올릴 때에도 자극적인 느낌이 덜해

졌다고 표현했으며 통증 지수 역시 감소하였다

(Table 3).

Before
Tx.

After 1st
Tx.

After 2nd
Tx.

SF-MPQ (S) 4 2 1

SF-MPQ (A) 0 0 0

VAS 4 2 1

PRS 32 18 8
SF-MPQ : McGill pain questionnaire-short form
VAS : Visual analogue scale
PRS : Pain rating score
(S) : Sensory
(A) : Affective
Tx : Treatment

Table 3. The Change of SF-MPQ, VAS and PRS  
in Case 3

6. 피내침 시술 이상반응

본 3가지 증례 시술시 및 후 관찰되거나 환자가

보고한 특이 이상반응은 없었다.

Ⅲ. 고 찰

본 연구에서는 견비통, 요통, 완관절통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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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하는 환자에게 통증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한의학적 요법인 피내침을 적용해 보았다.

피내침은 埋鍼療法, 皮下埋鍼, 皮下鍼, 皮內埋鍼,

安全留鍼, 金屬埋藏療法 등으로 불리며 고대의 皮

下留鍼法에서 발전한 新鍼法이다
4)
. 이는 1950년 초

경 일본의 아카바네 코베(赤羽幸兵衛)선생이 환자

의 몸 중 손과 발의 끝부분에서 지열감도의 좌우

차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해 내고 그 측정방법

과 침을 고안했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시기는 1970

년대 중반으로 보고 있다
5,7)
. 피내침 이론은 한 부

위에 이상이 생긴 것은 좌우 경락의 균형이 깨진

것으로 경락의 좌우 균형을 맞추면 병이 낫는다는

시소 현상 학설을 바탕으로 전파되었고, 소염과 진

통의 목적으로 사용하며 표피내로 자극함으로써

調節陰陽, 疏通氣血, 通經活絡하여 질병을 치료하

는 요법이다. 그 이론적 배경은 ≪素問⋅皮膚論≫

에서 “凡十二經絡脈者 皮之部也” “皮有分部 脈有經

紀”에서 논한 바와 같이 피부는 五臟六腑, 營, 衛,

氣 血, 十二經脈의 외부에 있는 부위로서 생체를

保衛하고 外邪에 저항하는 작용과 경락이 통하며

연결된 體表 유관부위의 각종 이상변화로써 질병

의 진단 및 치병의 근거가 된다
4)
.

피내침 시술시 일반적으로 압통점을 찾을 땐 통

증을 호소하는 자세를 취하게 한 후 탐지하며 피

부에 있는 표재감각을 자극함으로써 주로 심부감

각의 통증을 완화(감각의 조절)시키는 것을 목적

으로 하므로 2~3 ㎜ 정도로 얕게 자입하여 피내에

留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침점으로 최

고 과민점을 찾아내는 것이 좋고 피부의 횡문과

수평방향이 되도록 자입하는 것이 좋으며, 피내침

의 수는 1~5개 정도로 국한시키고 유침기간은

3~7일간 지속할 수 있다. 주변에 제 2의 압통점이

발견되면 처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입하며 역시 수

는 5개 이내로 한다
5,12)
.

피내침의 장점은 자입방법이 간단하고 자극량이

항상 일정할 뿐 아니라 작용이 장기간이라는 점이

며, 그 적용범위는 일반적 통증에 유효하며, 慢性

內臟疾患, 頑固性及多發性疼痛疾患 등 毫鍼의 적응

증으로 취급되는 거의 모두가 적응증이 될 수 있

다
4)
.

본 연구의 증례1, 증례 2 및 증례 3은 견비통,

요통, 완관절통을 각각 호소하는 환자로 통증의 완

화를 치료의 주안점으로 삼고 그 방법으로써 피내

침만을 적용하였다. 증례 3례 모두 환자가 가장 통

증을 호소하는 자세에서 통처를 찾고 압진하여 그

중 가장 압통이 심한 곳에 피내침을 삽입하였는데

3례 모두 1일이 지난 후 압통처가 이동하여 이전

피내침을 제거 후 다시 삽입하였다.

견비통은 견갑부를 포함한 견관절을 구성하고

있는 주위 조직 및 상지의 臂膊部에 연관되어 나

타나는 동통질환이다
13)
. 증례 1은 견비통 환자로 1

차 피내침 시술 후 유침 1일 뒤에는 통처가 퍼지

면서 통증의 지속시간 및 심한통증을 나타나는 횟

수가 감소하였으며 2차 피내침 시술 후 재차 유침

1일 뒤에는 활동시 통증에 대한 자각이 거의 없을

정도로 호전되었다.

산후요통은 한의학에서는 産褥期라는 특수한 상

황을 고려하여 그 발병기전을 肝血이 부족하고 腎

氣가 虛損하면 經脈을 失養하여 발생하고 風冷이

博血하고 血行에 장애를 미쳐 瘀血이 經絡에 阻滯

하면 血行이 不暢하여 발생하며 氣血이 不足하면

胞脈, 經絡을 失養하여 발생하고 風寒이 허약한 틈

을 타고 침입하면 風寒이 博血하고 血行이 不暢하

여 요통이 발생한다고 보았으며, 발병경과, 동통의

성상, 증후의 특징에 따라 변증하여 치료한다고 하

였다
14)
. 그러나 서양의학에서는 산후요통이라 하여

특별히 감별하고 있지 않다
15)
. 증례 2는 산후 악화

된 요통 환자로 1차 피내침 시술 후 유침 1일 뒤에

는 통증이 감소하였으며 2차 피내침 시술 후 재차

유침 1일 뒤에는 통증이 더욱 감소하였다.

완관절의 염좌는 手根部를 후방 굴곡한 위치로

넘어지면서 손바닥에 외력이 가해져서 발생하며.

움직일 때 통증이 발생되는 것 이외에 별다른 증

상은 없고, 압통부위에 확실한 압통점이 있으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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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에 제한이 있게 된다
16,17)
. 증례 3은 완관절 염좌

환자로 1차 피내침 시술 후 유침 1일 뒤에는 가장

심한 압통처 통증이 감소하면서 주변의 통증이 두

드러졌으며 2차 피내침 시술 후 재차 유침 1일 뒤

에는 주변 통증도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

였다.

따라서 본 증례는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다

른 병행치료 없이 피내침만을 이용한 것으로,

SF-MPQ, VAS, PRS의 감소되는 변화를 고려해

볼때 통증의 완화에 양호한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

되었다.

다만 본 증례는 통증을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방

법으로는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SF-MPQ, VAS

및 PRS를 통한 환자의 호소 및 진술에 의한 평가

방법이 사용되었고, Case가 3례로 적으며, 통증이

감소된 상태에서 지속성에 대한 추후 관찰이 부족

하였기에, 보다 다양한 질환에서 많은 수의 증례,

및 임상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며 또한 지속적

추후 상태를 관찰하는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Ⅳ. 요 약

저자는 견비통, 요통, 완관절통을 각각 호소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다른 병행치료 없이 피내침만

을 시행한 결과 SF-MPQ, VAS, PRS상 모두 통증

지수가 감소하는 일정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다양한 통증 환자에게 피

내침을 시행한다면 양호한 임상 경과를 가져올 것

으로 사료되며, 향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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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연구번호 날짜

성명 나이 성별

1. SF-MPQ

통증이 나타나는 정도의 가까운 것에 체크해주세요.

약하게 중간정도 심한

통증이 있는 곳을 표기하세요.

1. 지끈지끈 아픈

2. 쿡쿡 쑤시는

3. 찌르듯이 아픈

4. 칼로 베듯이 아픈

5. 쥐어짜듯 아픈

6. 갉는듯이 아픈

7. 화끈거리는

8. 쑤시는

9. 묵적 지근한

10. 만지면 아픈

11. 뻐개지듯 아픈

12. 피곤한 듯한

13. 구역질 나는듯

14. 겁나게 아픈

15. 벌받듯이 잔인한

2. VAS

당신의 통증 정도를 이곳에 표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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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33

A 12

VAS 10

3. PRS

본인의 해당사항에 체크해 주세요.

통증강도 점수

당장 무슨 조치를 취하지 않고는 도저히 못 견딜 정도로 아프다. 10

가만있지 못하고 안절부절 쩔쩔 매며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아프다. 9

얼굴을 몹시 찌푸리고 신음이 나오며 꼼짝도 못할 정도로 아프다. 8

신음까지는 나오지 않지만 역시 얼굴을 찌푸릴 정도로 아프다. 7

통증을 참고 다른 일을 할 수는 있으나 역시 자꾸 신경이 쓰인다. 6

전혀 내색하지 않고 지낼 수는 있으나 역시 자꾸 신경이 쓰인다. 5

아프긴 아프나 다른 일에 집중을 하면 잊을 수 있다. 4

생각해 보면 아픈 것 같기도 한데 대개 잊어버리고 지낸다. 3

아프다고까지 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완전한 것은 아니다. 2

전혀 아프지 않다. 1

통증지수 = 통증의 강도 * (지속시간 + 빈도 + 동작) 0

지속시간 빈도 행동 점수

한번에 10시간 이상 아프다. 하루종일 지속적으로 아프다.
가만히 안정을 취하고 있어도 아
프다.

5

한번에 5-10시간 이상 아프다. 하루에 2번 이상 아프다. 조그만 움직이면 아프다. 4

한번에 2-5시간 이상 아프다. 하루에 1번 이상 아프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벼운 동작시
아프다.

3

한번에 15분-2시간 이상 아프다. 일주일에 2-3변 아프다.
보통 이상의 조금 힘든 동작시
아프다.

2

한번에 잠시(15분이내) 아프다. 일주일에 1번 또는 더 드물게 아프다. 아주 심한 동작이나 운동시 아프다. 1

전혀 아프지 않다. 어떤 동작이나 활동에도 아프지 않다.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