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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기와 침의 항소양 효과 간의 상 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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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Obtaining qi(deqi)’ is a sensation experienced by a patient or an acupuncturist 
during acupuncture treatment, and it is considered to be an important factor in acupuncture 
treatment. However, previous studies reported conflicting result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obtaining qi(deqi)’ sensation and the effect of acupuncture treatment. Also,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investigating ‘obtaining qi(deqi)’ and the acupuncture effect, dealt with 
the analgesic effect of acupunctur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lation 
between the ‘obtaining qi(deqi)’ and the anti-itching effect of acupuncture treatment. 
Methods : Twenty one healthy subjec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At the first visit, itch was 
induced to all subjects using intradermal injection of histamine on the lower arm. At the 
second visit, acupuncture treatment was applied using LI11 and ‘obtaining qi(deqi)’ was 
assessed. After acupuncture treatment, itch was induced again, and itch VAS and skin flare 
were assessed. 
Results: At the 6,8,10 minutes after histamine injection, the change of itch VAS between 
before and after acupuncture treatment was significant. Among ‘obtaining qi(deqi)’, subjects 
reported that ‘dull ache’, ‘pricking’, ‘heavy’ were most strong. Total score of ‘obtaining 
qi(deqi)’ sensation was not related to the change of itch VAS or skin flare. The ‘electric 
shock’ sensation is related to the change of itch VAS, and ‘bruised’ and ‘heavy’ sensations 
were related to the change of skin flare.
Conclusions : Total ‘obtaining qi(deqi)’ is not related to the anti-itching effect of acu-
puncture, but several sensations showed relationship with the effect of acupuncture on itch 
severity and skin flare. Further researches based on various symptoms or acupuncture points,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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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침은 아시아에서 수 천년동안 사용되어왔으며, 

최근에는 세계 으로 통증을 포함한 여러 질환

의 보완 체요법으로 사용되고 있다1,2). 득기는 침

시술 동안 침시술자 혹은 환자가 느끼는 감각으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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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아래 부 의 뻐근함, 릿함, 견인감, 묵직함, 가

려움, 편안함, 시원함, 따뜻함 등의 감각이 확산 혹

은 도되는 것을 말한다
4)
. 득기감은 침치료에 있

어 요한 요소이며, 침 시술이 치료효과를 나타내

기 해서 필수 이라고 여겨지기도 한다
5,6)

.  

그러나 실제로 득기감이 침치료 효과에 연결되

는지에 해서는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

다. Kong 등
7)
은 열자극에 해 수기자극침과 침, 

그리고 가짜침 자극 후의 통증 정도와 침감을 

측정  분석하 는데, 진통효과는 득기감각  

‘쓰린 느낌(soreness)’과 ‘마비감(numbness)’의 2개 

항목에서 유의한 상 계를 나타냈다. 열자극으로 

유발한 통증과 침감의 상 계를 분석한 연구에

서는 침자극으로 인한 진통의 정도가 화끈화끈한 

감각(burning), 아주 강렬한 감각(intense), 박동하

는 감각(pulsating), 벌이 쏘는 감각(stinging)과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험  통

증 모델에서뿐만 아니라 실제 임상연구에서도 침

의 효과와 득기감의 상 성을 연구한 바 있다. 일

본에서 이루어진 슬 염에 한 임상연구에서는 

득기감과 치료효과를 비교했는데, 득기감을 느낀 

사람이 그 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치료 효과가 

좋게 나타났다
8)
. 그러나 이와는 반 로 슬 염을 

상으로 국에서 이루어진 다른 임상연구에서는, 

득기감과 통증 경감 사이에 유의한 계가 나타나

지 않았다. 

이처럼 득기감의 양상  크기와 치료효과 사이

에 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결과 

역시 일 이지 않다.  지 까지의 연구들은 주

로 침의 효과  진통 효과에만 그 을 맞추고 

있다. 득기감과 침의 효과 간의 상 성을 분석하기 

해서는 침의 효과가 검증되고 비교  일 으

로 나타난 질환이나 증상에 해서 연구가 이루어

져야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

에서 효과 이라고 보고되고 비교  일 성있게 

입증된 침의 항소양 효과를 바탕으로
9-12)

 득기감과 

침의 항소양 효과에 한 상 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II. 재료  방법

본 임상연구의 상자는 만 19세에서 35세 사이

의 건강한 피험자로, 임상연구에 자의로 참여 결정

하고 서명한 사람이다. 자가면역질환자나 피부알러

지환자, 기타 신질환이 있는 자, 최근 2개월 이내

에 항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약물, 항비만세포 약

물 등 임상시험에 향을 주는 약물을 복용한 자, 

임상시험 시작 2주 이내에 한방치료를 받은 자는 

제외하 다. 피험자 모집은 병원 홈페이지  포스

터, 신문 고 등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모든 피험

자는 임상연구에 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에 

자발 으로 동의서에 서명했다. 임상연구는 

학교 한방병원의 임상연구윤리 원회의 승인을 받

았다. 

합하다고 정된 피험자는 임상시험에 참여하

여 히스타민 반응에 한 소양감 정도를 100 mm 

Visual Analog Scale(VAS)로 측정하 다. 히스타민 

반응 검사에서 소양감 정도가 VAS 30 이하인 자

를 제외한 나머지 피험자는 2주 후에 재방문하여 

침치료를 받았으며, 침치료 직후에 득기감을 평가

하고 침치료 종료 3분 후에 히스타민 반응을 유도

하여 소양감을 측정하 다. 

본 임상연구의 침치료 목 은 항소양 효과를 얻

고, 득기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피험자의 반응  

시술자의 느낌에 근거하여 충분한 득기감을 유발

하도록 하 다. 임상경험 3년 이상의 한의사가 침

치료를 수행하 으며, 자침시와 발침시에 수기자극

을 하 고, 15분간 유침하 다. 침치료는 1회로 이

루어졌으며, 멸균된 일회용 침(동방침, 40 mm×0.25 

mm)을 사용하 다. 항소양효과를 유도하기 해 

양측의 곡지 (LI11)이 이용되었고, 20∼25 mm 깊

이로 자침하 다. 임상시험 당일에는 운동이나 샤

워를 지양하도록 하 고, 날에는 음주를 지하

다. 그리고 온도와 습도로 인해 소양감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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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udy design of acupuncture treatment and assessment.

향받지 않도록 하기 해 침치료 환경은 비슷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도록 하 다.

피험자들의 소양감을 유도하기 한 히스타민 

반응에서는, 팔의 박부 내측부 를 70% 이소

로필 알코올 솜으로 닦고 건조시킨 후에 히스타민 

0.1% 용액을 하고 침을 이용하여 표피 표면을 

살짝 들어올리듯이 하여 표피를 뚫었다. 피험자는 

히스타민 반응 후에 2, 4, 6, 8, 10분 후에 가려운 

정도를 VAS로 평가하 다. 100 mm VAS 상에서 

피험자가 평가한 치의 길이를 측정하여 mm단

로 기록하 고,  소양감 지수(cumulative itch 

index)는 시간별로 느낀 소양감과 시간을 곱한 면

을 이용하 다
10,l1)

. 히스타민 반응 5분과 10분 후

에 피부에서 빨갛게 부어오른 발 (skin flare)의 

지름을 측정하 다(Fig. 1).

득기감 측정은 사우스햄 턴 침감설문(South-

ampton Needle Sensation Questionnaire)
13)
 한국

을 이용하 으며, 발침 3분 이내에 평가를 완료하

도록 하 다. 사우스햄 턴 침감설문은 Part 1과 

Part 2로 나뉘는데, Part 1에서는 득기와 련된 

17개 항목에 해 각각 느낌 정도를 ‘없음(none)’, 

‘약간(slight)’, ‘보통(moderate)’, ‘심함(intense)’의 4 

단계  하나에 표시하며, ‘없음’은 0 , ‘약간’은 1

, ‘보통’은 2 , ‘심함’은 3 으로 계산한다. 한 

Part 2에는 침치료에 한 반 인 통증의 정도를 

10 cm 선 에 표시한다. 모든 피험자는 침치료 

직후에 득기감을 평가하는 동시에 이상반응의 발

 유무를 확인하 다.

본 득기감 설문지의 번역을 해, 한국어가 모국

어이면서 어에 유창한 두 명의 번역가(한 명은 

의료인, 다른 한 명은 비의료인)가 독립 으로 ‘사

우스햄 턴 침감설문’을 한국어로 번역하 다. 4명

의 연구자가 3차례의 회의를 거쳐 각각의 번역본

을 검토하고, 수정 번역본을 만들었다. 수정번역본 

version 1을 가지고 10명의 피험자를 상으로 

비 임상연구를 하여 내  일치도를 검증하 다. 검

증된 version 1을 양국 언어에 능통한  다른 번

역자가 역번역하 으며, 설문지 원본과 역번역본을 

비교 검토하여 원본의 항목 개념과 역번역한 항목 

개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시 연구자 회의를 

거쳐 수정 후 번역본 version 2를 완성하 다. 번역

본 version 2 역시 10명의 피험자를 상으로 비 

임상연구를 진행하 으며, 그 결과 항목들 간의 내

 일치도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alpha 값

이 0.85로 나타나 최종 번역본으로 확정하 다. 피

험자의 인구학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는 기술  

통계로 요약하 으며, 침치료 후의 소양감  발

 비교는 paired t-test로 분석되었고, 득기감  

항소양효과의 계는 상 분석을 통해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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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Mean±SD

Sex(Male/Female) 13/8

Age 23.47±2.27

Height(cm)  171±8.33

Weight(kg)  64.95±10.70

Temperature(℃) 36.58±0.31

Blood pressure(mmHg) Systolic 122.62±13.62

Diastolic 72.43±8.15

Pulse  81.57±14.39

Table 1. Demographic Data of Participants at 
Baseline

Fig. 2. Flowchart of this clinical trial.

Fig. 3. Change of itch VAS before and after 
treatment.

III. 결  과

1. 인구학  정보

본 연구에서는 38명의 피험자가 모집되었으나, 

16명은 선정기 을 만족하지 못했고, 1명은 참여를 

거부하 다. 17명을 제외한 21명의 피험자가 최종

으로 임상시험에 참여하 고, 도탈락자 없이 

모든 피험자가 임상연구를 완료하 다(Fig. 2). 총 

21명  남자가 13명이고, 여자가 8명이었으며, 평

균 나이는 약 23세 다(Table 1).

2. 침치료 후의 소양감 차이

침을 맞지 않았을 경우 히스타민 반응 후 시간

에 따른 소양감 정도를 보았을 때, 히스타민 반응 

2분 후에 소양감이 VAS 45.8로 가장 높게 나타났

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양감은 지속 으로 감소

하여 10분 후에는 18.3으로 감소하 다. 침치료를 

한 후에 히스타민 반응의 소양감 정도를 침치료 

과 비교했을 때, 히스타민 반응 2분 후에서는 오

히려 침치료 에 비해 소양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4분 후에서는 VAS 5 정도 감소하 다. 

침치료 과 비교했을 때, 침치료 다음의 히스타민 

반응 10분 후에 소양감 정도가 30.2만큼 감소하여 

가장 많이 낮아졌다(Fig. 3).

본 연구에서는 시간별로 침치료 후의 소양감 

VAS를 비교했을 때, 히스타민반응 2분과 4분 후에

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6분

과 8분, 10분 후에서는 소양감 정도가 각각 11.9, 

11.7, 30.2 정도 감소하여 치료 후에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다(6분 후: p=.018, 8분 후: p=.019, 10

분 후: p=.021).  소양감 지수(cumulative itch 

index)에서는 10분 후에 경계 수 에 가까운 유의

수 을 보 으나(p=.055), 치료 후로 유의한 효

과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Table 2). 침치료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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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h VAS p-value Itch index p-value

2 min Before acupuncture  45.76±23.82  91.52±47.64

Change after acupuncture   4.19±28.65 0.510   8.38±57.29 0.510

4 min Before acupuncture  45.00±20.56 181.52±80.64

Change after acupuncture   -5.0±22.71 0.325  -1.62±94.15 0.938

6 min Before acupuncture  36.52±23.09  254.57±107.23

Change after acupuncture  -11.9±21.11  0.018*  -25.43±111.82 0.310

8 min Before acupuncture  27.14±22.62  308.86±135.92

Change after acupuncture -11.67±20.91  0.019*  -48.76±134.83 0.113

10 min Before acupuncture  18.33±20.76  345.52±158.09

Change after acupuncture -30.24±32.43  0.021*  -67.90±152.78 0.055

Max itch Before acupuncture  58.81±19.19

Change after acupuncture  -5.38±23.00 0.297

Analyzed by paired t-test. *p＜.05, Analyzed by paired t-test.

Table 2. The Change on Itch VAS, Itch Index after Acupuncture Treatment

5 min p-value 10 min p-value

Before acupuncture 16.07±7.70 16.24±9.08

Change after acupuncture  1.31±8.47 .487 -1.14±9.11 .572

Analyzed by paired t-test.

Table 3. The Change on Skin Flares after Acupuncture Treatment

후에서 히스타민 반응 5분과 10분 후의 발  정도

를 비교했을 때, 어느 시 에서도 침치료 에 비

해 침치료 후에 발  정도의 유의한 감소는 나타

나지 않았다(Table 3).

3. 침치료 후의 득기감

침치료 후에 나타난 감각  가장 높은 수를 

보인 것은 ‘둔하게 아  느낌(dull ache)’, ‘따끔따

끔한 느낌(pricking)’, ‘묵직한 느낌(heavy)’ 순이었

다. 가장 낮은 수를 나타난 항목은 ‘따뜻한 느낌

(warm)’이었다. 체 득기감에 한 수는 16.2

으며, 침치료가 얼마나 아팠는지 표시하는 통증의 

정도는 100 VAS 기 으로 할 때 32.8 정도로 보고

되었다(Table 4).

4. 득기감과 항소양 효과의 상 계

히스타민 반응 10분 후의 소양감 감소 정도와 

득기감의 상 계를 분석하 을 때, ‘ 기오는 느

낌(electric shock)’에서만 유의한 상 계가 나타

났다(p=.033).  소양감 지수는 득기감을 비교

하 을 때는 체 득기감 수 뿐 아니라 어떠한 

항목에서도 유의한 상 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득

기감과 발  감소 정도를 비교했을 때는, 소양감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는데, 히스타민 반응 5분 후

의 발  정도에서는 ‘멍든 느낌(bruised)’과 ‘묵직한 

느낌(heavy)’, 10분 후의 발  정도에서는 ‘멍든 느

낌(bruised)’과 유의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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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qi item Mean±SD

Pricking  1.48±0.75

Sharp  0.67±0.86

Bruised  0.81±1.12

Electric shock  0.62±0.81

Warm 0.10±0.3

Spreading  0.52±0.60

Dull ache  1.52±1.03

Heavy  1.43±1.03

Numb  0.62±0.74

Tingling  1.19±0.93

Twinge  1.05±0.92

Stinging  1.05±0.92

Uncomfortable   1.0±0.95

Fading  1.14±1.01

Deep ache  0.86±1.01

Pressure  0.90±1.14

Throbbing  1.29±1.06

Total deqi 16.24±8.07

Pain VAS  32.81±19.06

Table 4. Deqi Sensation after the Acupuncture 
Treatment

5. 이상반응

본 임상연구에서는 어떠한 이상반응도 나타나지 

않았다. 

IV. 고  찰

한국인을 상으로 침의 득기감을 보고한 4건의 

선행연구에서는 침치료 후에 많이 느낀 득기감으

로 ‘바늘에 찔린 듯한 느낌(aching)’, ‘퍼지는 느낌

(spreading/radiating)’14), ‘날카로운 느낌(sharp)’, 

‘강렬한 느낌(intense)’15), ‘구멍을 뚫는 듯한 느낌

(penetrating)’4), ‘욱신욱신거리는 느낌(throbbing)’, 

‘ 릿 릿한 느낌(tingling)’16) 등이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둔하게 아  느낌(dull ache)’, ‘따끔따

끔한 느낌(pricking)’, ‘묵직한 느낌(heavy)’을 많이 

느낀 것으로 보고되어, 기존의 연구들과 약간 다르

게 나타났다. 기존의 4건의 선행연구에서는 합곡

(LI4) 을, 본 임상연구에서는 곡지(LI11) 을 사

용하 는데, 득기감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 이유

가 사용된 자리가 다른 것에서 기인한 것인지, 

혹은 치료의 목 이나 자리가 사용된 신체부 , 

혹은 조직 등의 그 외의 향요인에 기인한 것인

지는 불분명하다. 

경 과 비경  간의 득기감 차이
17,18)

, 혹은 

경 의 조직 특성에 따른 득기감 차이
19,20)

에 

해서는 몇 건의 연구가 보고되었으나, 득기감이 어

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한 연구는 많지 않다. 

Zhang 등
21)
은 외 에 자침하 을 때는 ‘쓰린 느

낌(soreness)’, ‘마비감(numbness)’, ‘당기는 느낌

(distending)’, ‘묵직한 느낌(heaviness)’을 느끼는 

반면, 비경 에 자침하 을 때는 ‘ 릿 릿한 느낌

(tingling sense)’을 많이 느낀다고 보고하 다. 득

기감의 양상은 자극방법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

다. 약침  라시보 침의 침감에 한 연구에서

는 생리식염수 라시보침과 황련해독탕 약침을 

비교했을 때 ‘바늘에 찔린 듯한 느낌(aching)’, ‘따

끔따끔한 느낌(pricking)’, ‘벌이 쏘는 감각(stin-

ging)’, ‘묵직한 느낌(heavy)’, ‘무딘 느낌(dull)’, ‘마

비감(numb)’, ‘박동하는 감각(pulsing)’에서, 그리고 

생리식염수 라시보침과 자하거 약침에서는 ‘무딘 

느낌(dull)’, ‘차갑고 서늘한 느낌(cool)’의 2개 항목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다고 보고하 다
22)
.  

다른 연구에서는 얕게 자침하는 경우 ‘꼬집는 듯한 

느낌(pricking)’, ‘날카로운 느낌(sharp)’이 많이 나

타나는 반면, 깊이 자침하는 경우는 ‘깊숙이 아  

느낌(deep)’, ‘무딘 느낌(dull)’, ‘묵직한 느낌(hea-

vy)’, ‘퍼지는 느낌(spreading)’, ‘ 기오는 느낌

(electric shock)’ 등의 감각이 많이 나타나며, 염

보사하는 경우 ‘깊숙이 아  느낌(deep)’, ‘무딘 느

낌(dull)’, ‘묵직한 느낌(heavy)’ 등의 감각이 증가

하 다
17)
. 이처럼 득기감의 양상은 경 이나 자

극방법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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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of itch VAS 
at 10 min

Change of itch curve
Change of skin flare

5 min 10 min

Correlation
(r)

p-value
Correlation

(r)
p-value

Correlation
(r)

p-value
Correlation

(r)
p-value

Pricking .025 .913  .076 .742 .366 .103 .164 .477

Sharp .182 .429 -.081 .728 .098 .674 -.013 .956

Bruised .210 .361  .088 .706   .629** .002    .615** .003

Electric shock  .466* .033  .367 .102  .011 .963  .115 .520

Warm    -.100 .666 -.296 .192 -.130 .575  .014 .951

Spreading .207 .369 -.091 .695 -.328 .147 -.227 .322

Dull ache .005 .981 -.127 .582  .427 .053  211 .359

Heavy .117 .613 -.171 .459   .524* .015  .223 .331

Numb .379 .090  .066 .777  .024 .919  .059 .802

Tingling .262 .251  .379 .090 -.186 .420 -.035 .880

Twinge .014 .953  .024 .917 -.040 .862 -.178 .440

Stinging .349 .121  .274 .229  .024 .919  .096 .678

Uncomfortable .182 .430  .290 .201  .109 .638  .257 .280

Fading .051 .825 -.221 .336  .158 .495  .159 .491

Deep ache .283 .214  .065 .781 -.091 .696 -.105 .650

Pressure .044 .849 -.160 .488  .391 .080  .083 .720

Throbbing .301 .184  .111 .631 -.024 .916 -.084 .718

Total sense scale .340 .132  .082 .725  .277 .224  .180 .436

Sense VAS .204 .376  .384 .086 -.002 .993 -.005 .983

*p＜.05, **p＜.01

Table 5. The Correlation between Southampton Needle Sensation Questionnaire and the Change of Itch 
VAS, Itch Curve and Skin Flare  

상질환, 자극방법, 경 에 따라 득기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연구가 추가 으로 이루어져야할 것

이다.  

침의 진통효과에 련이 있는 득기감에 한 선

행 연구들에서 ‘쓰린 느낌(soreness)’과 ‘마비감

(numbness)’
7)
, ‘화끈화끈한 감각(burning)’, ‘아주 

강렬한 감각(intense)’, 박동하는 감각(pulsating)’, 

‘벌이 쏘는 감각(stinging)’
16)
 등이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 소양감과 련있는 득기감은 ‘ 기오는 

느낌(electric shock)’이지만, 발 과는 ‘멍든 느낌

(bruised)’, ‘묵직한 느낌(heavy)’이 련성이 있게 

나타났다. 증상에 따라 득기감의 양상이 다르게 나

타나는 것처럼, 침치료 효과와 상응하는 득기감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치료효과별로 나타

나는 득기감을 연결시키기에는 선행연구나 이를 

뒷받침할 기  연구 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침의 항소양 효과 뿐 아니라 다른 증상

에 한 침의 효과에 해서도 향후 많은 피험자

수를 상으로 한 임상연구를 통해 득기감과 상

성을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 기  연구를 

바탕으로 침의 효과별로 득기감이 다르게 나타나

는지와 련 요인을 악하는 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침치료 5분 후의 발  정도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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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에 비해 증가하 지만, 10분 후에는 약간 

감소하 으며, 둘 다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

지 않았다. 침의 항소양 효과를 검증한 임상연구들

에서는 소양감 측정을 해 소양감 강도나 발  

정도를 측정하 다. 부분의 연구에서 침치료가 소

양감 정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데 비해
9-12)

, 

발  정도의 변화에 해서는 결과가 일 이지 

않았다. 몇몇 연구에서는 침치료가 히스타민 반응 

후의 발  정도를 감소시켰지만,
12)
 다른 연구에

서는 발  정도를 오히려 증가시켰다.
9,11)

 침치료가 

히스타민으로 유도된 발 에 해 효과가 상반되

게 나타나는 것에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

고 여겨지며, 향후 침의 항소양 효과를 검증하는 

임상연구에서 발  정도를 평가변수로 사용하는 

경우 이에 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한 본 연구에서는 조군 없이 후 설계로 

침의 효과를 측정했기 때문에, 시간의 경과나 blin-

ding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추후의 연

구에서 침의 항소양 효과를 명확히 검증하기 해

서는 교차설계  조군 등의 보다 엄격한 방법

론을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 으로 득기는 침치료에 있어서 요한 요

소로 생각된다. 국의 한 설문 결과를 보면 응답

자의 82%가 침감이 침치료에서 요한 요소라고 

생각했고, 68%는 강한 침감을 느낄수록 치료효과

가 좋다고 응답했다.
23)
 국과 미국의 침 시술자를 

상으로 이루어진 설문에서도 반이 넘는 응답

자가 득기는 유익한 반면, 날카로운 통증(sharp 

pain)은 해로운 것이라고 응답하 다.
24)
 이 게 득

기감과 침치료에 동반되는 통증은 구분되어야 하

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득기감 측정도구는 명

확한 구분없이 침치료에 동반되는 모든 감각을 포

함하고 있다. White 등
13)
이 피험자의 평가에 기반

한 요인분석을 통해 득기의 보다 통증 인 요소

(aching de qi)와 통증감각과 연결되어있지 않은 

특기의 요소(tingling de qi)를 나  것처럼, 향후 

통증과 득기감을 구분하여 측정하려는 시도가 이

루어져야한다. 득기감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잘 

측정할 수 있는 설문도구를 활용한다면, 득기감 측

정  상 계 분석 등의 향후 연구에서도 보다 

의미있는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침의 효과와 득기감과의 상 성

을 보기 한 목 으로 침의 항소양 효과와 득기

감을 분석하 다. 득기감은 침치료에 있어 요한 

부분으로 여겨지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이를 검증

하는 연구가 많지 않다. 한 기존의 침치료 효과

와 득기감의 상 계를 분석한 연구가 부분 침

의 진통효과에 을 맞춘 데에 비해, 본 연구에

서는 침의 항소양 효과에 맞춰 득기감을 분석하고

자 하 다. 침의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는 데 있

어 련있는 득기감을 찾아내는 것은 실제 임상에

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뿐 아니라, 향후 침의 기  

 득기감에 한 많은 궁 증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득기감과 침의 항소양 효과 간의 상

성 분석을 해, 건강한 피험자를 상으로 침치

료 과 후에 각각 히스타민 반응을 유도하여 소

양감과 발  정도를 측정한 후 득기감 정도와의 

계를 분석하 다. 

곡지  자침 후의 항소양 효과를 비교하 을 

때, 히스타민 반응 6분 후부터 침치료 에 비해 

소양감이 유의하게 감소하 고, 발  정도에서는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곡지  자침 후의 득기감 측정시, ‘둔하게 아  

느낌(dull ache)’, ‘따끔따끔한 느낌(pricking)’, ‘묵

직한 느낌(heavy)’ 이 가장 높은 수를 나타냈다.

득기감과 침의 항소양 효과에 한 상 성 분석

시 소양감은 ‘ 기오는 느낌(electric shock)’과, 발

 정도에서는 ‘멍든 느낌(bruised)’  ‘묵직한 느

낌(heavy)’과 유의한 상 계가 나타났다.

향후 상증상  자리에 따른 득기감 양상 



박지은ㆍ김애란ㆍ정소 ㆍ김정은ㆍ정 정ㆍ강경원ㆍ정희정ㆍ김태훈ㆍ신미숙ㆍ박효주ㆍ최선미

- 298 -

 치료효과와의 상 성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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