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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port that acupuncture of Damjeonggyeok(tonifying GB in Sa-Am acupucture) can be 

effective on chronic insomnia. Methods : The patients were treated with Sa-Am acupucture(Damjeonggyeok) added with HT8 and 

KI6, once a week. Treatments were performed for 20 minutes. The effectiveness was evaluated using total sleep hours and 

subjective sleep quality based on the Insomnia Severity Index. Result and Conclusions : In all patients, the sleep quality evaluated 

with the Insomnia Severity Index has shown amelioration and sleeping time was increased. Also, they quit the insomnia pills. 

Acupuncture at Damjeonggyeok added with HT8 and KI6 seems to be able to one of useful therapies for the sleep disorder in 

chronic insom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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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불면증은 임상적 개념화에 따라 정의가 다양하지만, 넓은 의미

에서 개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수면에 대한 어려움, 즉 잠드는 

것과 잠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아침 일찍 깨는 것 등을 

뜻하며 증상(symptom)과 장애(disorder)의 형태로 나타난다1,2). 우

리나라에서도 성인의 약 1/3이 일생 동안 일시적 또는 만성적으로 

불면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 동물실험 결과 수면 

박탈은 쇠약한 모습, 음식섭취 증가, 체중감소, 체온저하, 피부장애 

그리고 사망까지 초래하며 이는 불면 자체가 정서적ㆍ신체적 건강 

및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큰 요인이 됨을 의미한다4).

서양의학에서의 불면증 치료는 약물 요법과 비약물 요법으로 나

눌 수 있다. 약물 요법에는 수면제 등이 있고, 비약물 요법에는 인

지 행동치료(불면증기전), 수면교육, 자극조절, 적절한 약물과 알콜

의 중단, Biofeedback 등이 있다5). 양약을 통한 불면 치료는 크게 

벤조디아제핀계 및 비벤조디아제핀계 약물, 항우울제, 델라토닌, 

수용체 작용 약물, 바비튜레이트 계통 등의 약물을 사용하는데, 이

는 즉각적인 효과가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으나 장기 사용에 따른 

내성, 낮 동안 각성 장애, 반동, 두통, 현훈, 오심, 진전 등의 부작용 

또한 적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6).

한의학에서 불면은 素問 診要經絡論에 처음 등장하는데4), 不寐, 

臥不安, 不睡, 不得臥, 不得眠, 失眠 등으로 표현하였으며, 陰陽, 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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血衛氣, 痰飮, 臟腑, 六經病, 汗吐下, 기타 병증의 원인으로 나누어 

溫膽湯, 酸棗仁湯, 梔子豉湯, 歸脾湯, 六君子湯, 二陳湯, 猪苓湯 등

의 처방으로 치료한다7). 그러나 지금까지 불면증의 한의학적 치료

에 대한 연구는 약물 치료를 위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침 

치료만으로 불면증이 호전된 경우는 연구된 바가 적은 실정이다. 

이에 저자는 불면증의 침 치료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

지기를 기대하며 약물치료 없이 침 치료만으로 불면증이 호전된 

증례를 보고하는 바이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2014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상북도 ○○시 보건소에서 재활치

료를 받던 환자 중에서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복용 중인 3명의 환자

를 대상으로 하였다.

2. 치료 방법

1) 처방: 사암침법의 膽正格(通谷 俠谿 補, 商陽 足竅陰 瀉)에 

少腑 補를 추가하였다(경우에 따라 照海 補를 추가하였다).

2) 시술 방법: 1 회용 멸균 Stainless steel 호침(0.25×30 mm, 

Dongbang Inc., Chingdao, China)을 이용하여 주 1회 시술하였

으며, 20분간 유침하였다.

3) 생활 지도: 기존에 복용 중이던 수면제를 중지시키고 낮잠을 

자지 않도록 지도하였으며, 육식을 피하고 해산물을 섭취하도록 지

도하였다.

4) 불면증 정도 측정: 불면증의 정도는 Bastien 등8)의 Insomnia 

Severity Index를 이용하였다.

ⅰ) 0－7=No clinically significant insomnia

ⅱ) 8－14=Subthredhold insomnia

ⅲ) 15－21=Clinical insomnia(moderate severity)

ⅳ) 22－28=Clinical insomnia(severe)

증    례

1. 증례 1

1) 환자: 박승O(F/56세)

2) 초진 소견(4/29): 약간 마른 체격으로 아주 예민한 성격을 

소유하고 있었다. 평소에 우울증도 심하고(양방 전문의 진단), 잘 

놀라며 심장이 두근거려서 잠을 설친다고 호소하였다. 변비가 있고, 

왼쪽 복숭아뼈 부위에 통증으로 걷는 것이 불편하며, 얼굴이 한 번

씩 가렵고, 허리와 등 쪽이 아프다고 호소하였다. 1년 전부터 수면

제가 없으면 잠을 잘 수 없었으며 대구 ○○대학교 병원에서 처방

받은 약을 복용하였다.

3) 치료법: 우측에 담정격 가 소부 보를 시술하였다.

4) 치료 경과

⑴ 1회 치료 후(5/13): 수면제 복용 없이 그날 잠을 잘 잤으며, 

다른 날에도 평소 보다 조금 더 잠을 잔 것 같다.

⑵ 3회 치료 후(6/3): 심장 두근거려서 잠을 못자는 것도 없어졌

고, 잠이 안와서 밤을 새는 날이 거의 없어졌다. 변비 증상도 조금

은 호전되었다.

⑶ 6회 치료 후(7/1): 이제는 밤을 새는 날이 전혀 없이 잠이 

매우 잘 왔고, 변비도 매우 호전되었다.

⑷ 9회 치료 후 치료 종료

⑸ 추적 조사(12/9): 치료 종료 이후 10시경 잠이 들고 2∼3시

에 일어나는 경우가 4번 정도 있었으며, 그 외에는 10시에 자서 

5∼6시 경에 일어나고 전체적으로 양호한 수면 상태를 유지하였다.

2. 증례 2

1) 환자: 박두O(F/73세)

2) 초진 소견(4/29): 약간 통통한 체격으로 평소에 기력이 부족

하였고,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다. 8개월 전부터 잠이 잘 오지 않을 

때가 많아, 대구 ○○대학교 병원에서 처방 받은 수면제 복용으로 

잠을 자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한숨을 자주 쉴 때가 많고, 가슴이 

가끔 두근거리며, 답답하다. 가만히 있으면 다리가 저리는데 주물

러 주면 호전 된다. 좌측 견비통이 있고, 눈이 침침하였다.

3) 치료법: 우측에 담정격 가 소부 보를 시술하였다.

4) 치료경과

⑴ 1회 치료 후(5/13): 침을 맞고 약간의 호전을 보였다고 하였

다. 좌측 견비통도 약간 호전 되었다.

⑵ 3회 치료 후(5/27): 수면제 없이 잠을 잘 자고 있다. 견비통 

증상이 소실되었다. 다리 저린 증상은 호전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⑶ 9회 치료 후 치료 종료

⑷ 추적 조사(12/9): 한 달에 2∼4번 정도 잠이 잘 오지 않을 

때가 있었지만 당일 하루에 국한되었으며,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았

고, 다음날 별 이상 없이 잘 잤다.

3．증례 3

1) 환자: 주상O(F/5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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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진 소견(7/1): 과거에 신생아 척추결핵을 앓았고, 8∼10년 

전부터 보행에 장애가 있다. 좌측 편마비와 협심증이 있으며, 대흉

근에 압통이 심한 편이었다. 항상 불면증이 심해서 10년 전부터 

구미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매일 3알씩 복용 중이다. 현훈

이 심하지만, MRI, CT, 이비인후과 검사 상 이상 없었다. 평소에 

깜짝깜짝 잘 놀란다.

3) 치료법: 우측에 담정격 가 소부, 조해 보를 시술하였다.

4) 치료경과

⑴ 1회 치료 후(7/8): 잠이 잘 안와서 수면제 2알 복용하였다. 

⑵ 3회 치료 후(7/22): 담정격에 소부, 조해 보를 추가 하였다. 

수면제를 복용 안하고, 잠을 자려고 하였다. 처음에는 도저히 잠이 

안와서 밤을 새고, 다음날 잠을 조금 자고, 또 밤을 새는 것이 반복 

되었다.

⑶ 9회 치료 후(9/2): 조금씩 밤에 잠이 와서 밤을 새는 것도 

조금은 덜하다고 하였다. 최대한 낮잠도 줄이고, 잠이 올 때도 10∼

11시 사이에 자도록 계속된 노력을 한다고 하였으나, 12시쯤 잠이 

들어도 2∼3시쯤에 잠이 깨고, 다시 잠을 못 든다고 하였다.

⑷ 12회 치료 후(9/23): 11∼12시쯤에 잠이 들고, 새벽 5시쯤에 

깬다. 

⑸ 17회 치료 후 치료 종료

⑹ 추적 조사(12/9): 1주일에 1∼2회 정도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은 경우가 있었으나 그 다음날에는 다시 잘 잤다. 치료 종료 이후 

한 번도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았으며 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지 않

고 있다.

고찰 및 요약

현대사회에서는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서 불면을 호소하는 환자

도 점차 늘어가는 추세이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성인의 30∼40% 

정도가 한 해에 한 번 이상은 불면증을 경험하며, 그 중 10∼15% 

정도는 한 달 이상 지속되는 만성 불면증에 시달린다. 서양 의학에

서는 불면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일차적으로 수면제를 처방한다. 

이런 경우 불면증의 만성화를 방지하고 증상을 완화시킨다는 장점

이 있으나, 정상적인 수면 체계에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결과적으로 

수면의 질을 저하시키고 주간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며, 약물에 대한 

의존성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9).

한의학에서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思結不睡, 榮血不足, 陰虛內

熱(心腎不交), 心膽虛怯 , 胃中不和 등으로 감별 진단하여 한약, 침, 

이침, 기공, 약침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불면증을 치료하고 있

다4,10-12). 心膽虛怯의 증상은 일반적으로 불안, 초조, 驚悸, 不眠, 

多夢, 건망증 등이 나타난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失眠, 胸悶, 心

悸, 觸事易驚 등에 따라 心膽虛怯證으로 변증이 가능한 환자들이었

으며, 또한 한숨을 잘 쉬고, 협심증, 복숭아뼈 부위 통증, 대흉근 

압통의 心膽 관련 증상들을 호소하였다. 심은 군주지관이며 담은 

중정지관으로서 심과 담은 서로 통한다. 영추에서는 “膽者中正之官 

決斷出焉”이라 하였는데 膽實症은 多睡, 易怒, 癲癎, 熱則多眠하고 

膽虛症은 恐人將捕之, 心下澹澹, 易驚善恐, 頭眩, 不眠 등의 증상이 

나타나므로13) 따라서 심과 담이 허약해진 심담허겁 증상은 心中澹

澹恐, 如人將捕之로 겁이 많고 작은 충격에도 잘 놀라며, 驚悸가 

심하여 쉽게 진정이 되지 않고, 불면이거나 잠을 자더라도 깊이 잠

들지 못하고 뒤척인다. 또 자주 한숨을 쉬고, 가슴이 답답함을 느끼

며, 폐쇄공포증이나 그에서 기인하는 공황장애가 있을 때에도 이와 

관련이 있다14). 따라서 약해진 심과 담을 위해서 火經의 火穴인 소

부와 사암침법의 담정격을 사용하였으며, 장기간 수면제 복용으로 

내성이 생겼던 환자에게는 불면에 주로 쓰는 조해를 추가하였다.

사암침법은 ‘虛者補其母 實者瀉其子’의 원칙에 다시 ‘抑其官, 補

其讐’의 응용으로 구성되는 침법이며, 여기에 자경보사법과 타경보

사법을 응용하여 결과적으로 4개의 경혈이 처방된다15). 따라서 심

담허겁 증상의 환자들에게 족통곡 협계 보, 상양 족규음 사를 사용

하였다. 소부는 수소음심경에 속하고 火經의 火로 天府穴이며, 寧

神志, 調心氣하여 心悸, 少氣, 胸痛, 發熱, 咽乾, 掌中熱, 陰痿, 小便

不利 등을 주치한다16). 조해는 족소음신경에 속하며 팔맥교회혈의 

하나로 음교맥과 통한다. 通經和熱, 泄火疎氣, 淸神志, 利咽喉의 효

능이 있어서 咽喉腫痛, 扁桃線炎, 噤口喉風, 喉中閉塞, 咽頭炎, 無

聲症, 月經不下, 子宮脫垂, 足踝關節炎, 足腫, 半身不隨, 高血壓, 下

肢痛, 神經衰弱, 不安, 不眠 등을 주치한다17). 지금까지 보고된 불면

증의 침 치료에 관한 연구에서는 통치방으로 널리 쓰이는 신맥과 

조해가 주로 쓰였으며12), 담정격을 위주로 불면증을 치료한 것은 

김 등18)의 연구 1편이 있을 뿐이지만 이마저도 침 치료만을 단독으

로 시행하지 않고 약물치료를 병행하였기 때문에 침 치료의 효과를 

예측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증례 1의 환자는 약간 마른 체격의 중년 여성으로 아주 예민한 

성격을 소유하고 있었고, 평소에 우울증도 심하였으며, 잘 놀라고 

심장이 두근거려서 잠을 설친다고 호소하였는데, 치료 과정 중 총 

수면시간은 점차 증가하였으며, Insomina Severity 또한 초진 당시 

24의 Clinical insomnia(severe) 상태에서 10의 Subthredhold 

insomnia 상태로 호전되었다. 치료 과정에서 우울증과 심리적 불

안의 해소를 위해 환자의 이야기를 경청하였으며, 보호자가 고마워

할 정도로 좋은 차도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변비와 같은 겸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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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 Total sleeping time(hours) Insomnia severity

Before treatment 3 24
After 1st treatment 4 20
After 3rd treatment 6 16
After 6th treatment 6 15
After 9th treatment 7 10

Table 1. Change of Sleeping in the 1st Case

Treatment Total sleeping time(hours) Insomnia severity

Before treatment 4 21
After 1st treatment 4 19
After 3rd treatment 4.5 18
After 6th treatment 5 16
After 9th treatment 5 12

Table 2. Change of Sleeping in the 2nd Case

Treatment Total sleeping time(hours) Insomnia severity

Before treatment 4(take drug) 24(take drug)
After 1st treatment 4(take drug) 23(take drug)
After 3rd treatment 3 28
After 6th treatment 3.5 23
After 9th treatment 4 22
After 12th treatment 5 19

Table 3. Change of Sleeping in the 3rd Case

도 점차적인 호전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수면 상태가 좋아지면서 

변비 증상도 개선된 것으로 사료된다(Table 1).

증례 2의 환자는 약간 통통한 체격으로 평소에 기력이 부족하고, 

신경을 많이 쓰면서 잠이 잘 오지 않을 때가 많고, 가끔씩 수면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숨을 자주 쉬고, 가슴이 가끔 두근거리

며 답답하다고 하였다. 또한 좌측 견비통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심담허겁 증상과 소양경의 유주선 상에 견비통을 가지고 있었으므

로 우측에 담정격 가 소부 보를 시술하였다. 치료 전에는 한 번씩 

수면제를 복용해야 잠을 잘 수 있었지만, 치료를 받는 동안 수면제

도 끊고 수면의 질도 개선되었다. 또한 견비통도 큰 불편이 없을 정

도로 호전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총 수면 시간은 1시간 정도의 호전을 

보였지만, insomina Severity는 21의 Clinical insomnia(moderate 

severity)에서 12의 Subthredhold insomnia로 좋은 차도를 보였다

(Table 2).

증례 3의 환자는 과거에 신생아 척추결핵을 앓았고, 8∼10년 

전부터 보행을 잘 못하였다. 또 좌측 편마비 증세와 협심증이 있었

으며, 항상 불면증이 심해서 10년 전부터 수면제를 매일 3알씩 복

용하였다. 현훈 증상도 심하였으며 MRI 및 CT 검사와 이비인후과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구조적인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고, 양방에서

는 원인불명의 소견을 피력하였으며, 평소에 깜짝깜짝 잘 놀란다고 

하였다. 이 환자의 경우 과다한 수면제를 오랜 기간 동안 끊임없이 

복용하여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었으며, 초진 시 대

흉근 촉진에서 압통을 심하게 호소하였다. 저자는 수면제의 내성과 

부작용에 대해 설명을 하고 복약을 중지시켰으며 담정격 가 소부 

보를 시술하였다. 또한 육식을 피하고 해산물을 섭취하도록 조언하

였다. 이것은 육식이 궐음풍목의 음식으로서 인체를 산성화시키며 

근육의 경직과 피로를 가중시키는 반면 해산물은 소음군화에 해당

하는 알칼리성 음식으로 이완과 여유를 증진하고 긴장을 감소시키

므로19-21) 심담허겁증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

러나 1회 치료 후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이지 않자 수면제를 복용하

였다. 다만 복용량은 3알에서 2알로 약간 감소하였다. 따라서 다시 

한 번 복용을 금지시키는 한 편, 조해 보를 추가로 자침하였다. 처

음에는 도저히 잠을 못자서 하루 밤을 완전히 새고 다음날 잠을 

조금 자서 괴롭다고 하였지만, 6회 치료부터 조금씩 밤에 잠이 온다

고 하였다. 밤을 새는 것도 조금 덜해졌으나, 12시쯤 잠이 들어도 

2∼3시쯤에 깨어 다시 잠을 잘 못 잔다고 하였다. 12회 치료 후에

는 계속된 호전으로 11∼12시쯤에 잠이 들고 새벽 5시쯤에 깬다고 

하였다. 이 환자의 경우 매우 오래된 수면제 복용으로 침 효과가 

더디었지만, 조금씩 차도를 보였다. 물론 증례 1 및 2에 비해서는 

뚜렷한 효과를 보이지 못했지만, 치료 전에 비해서는 잠드는데 걸

리는 시간의 단축과 총 수면시간에서 다소 개선이 있었고, insomina 

Severity 또한 24∼28의 Clinical insomnia(severe)에서 19의 

Clinical insomnia(moderate severity)로 어느 정도 호전을 보였

다. 그러나 현훈 증세는 별다른 호전을 보이지 않아 수면제 장기 

복용에 따른 부작용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다(Table 3)22).

저자는 이상 3명의 불면 환자에 대한 침 치료 결과 우수한 치료 

결과를 얻었다. 잠드는데 걸리는 시간, 총 수면 시간, 주관적인 수면

의 질 또한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3명 모두 호전을 보였으며, 

가장 큰 치료 결과는 수면제 없이 잠을 못 자던 환자들이 수면제를 

끊고 불면 증상을 극복했다는 것에 있다. 그리고 김 등18)의 담정격

에 의한 불면증 치료 증례 보고에 더 많은 증례를 추가하였는데 

김 등18)의 연구에서는 침뿐만 아니라 약물 치료를 병행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약물 치료 없이 침 치료만으로 호전된 증례를 보고

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더 많은 

증례가 보고되고 체계적인 임상 연구를 통해 불면증에 대한 침 치

료의 우수성이 입증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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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rity of the problems about your insomnia 
for recent two weeks

No(0) Slight(1) Moderate(2) Severe(3)
Extremely 
severe(4)

Difficult to fall into sleep
Difficult to maintain sleep
Easy to get awake
How much are you satisfied with your 

recent sleep?
Very satisfied A little satisfied Moderate A little 

dissatisfied
Very dissatisfied

How much are you satisfied with your sleep 
now?

Very much Considerably Moderate A little Never

What does the degree of damage from your 
sleep disorder to the quality of your life 
look like?

Never A little Moderate Considerable Very much

How much do you worry about your sleep 
disorder?

Never A little Moderate Considerable Very much

Appendix 1. Insomnia Severity Inde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