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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Report of Cold Sensitivity of Hand by Korean Medical 
Treatment with Hominis Placenta Pharmacopunture at LI4 and LI10

Seung Hoon Jang, Ki-Choon Kim, Jung Hun Yun, Yun-Kyoung Yim

Department of Meridian & Acupoint, 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jeon University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port the clinical effects of Korean medical treatment with Hominis Placenta 
Pharmacopunture(HPP) on cold hypersensitivity of hands. Methods : A 46-year-old female patient whose chief complaint was cold 

hypersensitivity of hands was treated with Placenta Pharmacopunture at LI4 and LI10, ten times for a month.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were added depending on the symptoms. Digital Infrared Thermal Imaging(D.I.T.I) was taken and Visual Analog 

Scale(VAS) was examined before and after each treatment. Results : After the treatments, the symptoms were improved. Conclusions : 

DITI and VAS showed that the patient’s cold hypersensitivity of hands was improved after Korean medical treatment with Hominis 
Placenta Pharmacopun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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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冷症이란 의학적으로 ‘냉각과민증’이라 하며 ‘신체의 다른 부위

는 전혀 냉감을 느끼지 않는 실온에도 불구하고 신체의 특정 부위

만이 차가움을 느끼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1). 냉증은 특히 여성

에게서 많이 나타나는데, 빈도는 全身, 手足, 小腹, 陰部, 腰部, 背部 

순이며, 대하, 산후풍, 자연 유산 등과 관련이 깊다2).

이 치험례에서 사용한 컴퓨터 적외선 체열 촬영(Digital Infrared 

Thermographic Imaging, 이하 DITI)은 인체에서 방출되는 눈에 보

이지 않는 적외선을 촬영하여 통증부위나 질병부위의 체표면 혈류

이상에 의한 체열변화를 컴퓨터가 천연색 영상으로 나타냄으로써 

신체의 이상을 진단하는 방법이다3). 냉증의 진단에 있어서는 환자

의 주관적 표현에만 의지하면 객관성이 결여되므로, 이를 객관화하

고자 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중 적외선 체열촬영을 통한 

냉증의 객관화 시도가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4). 

紫河車는 건강한 산부의 태반 Homo sapiens L.을 포제하여 건조

한 것으로, 혈관을 절개하고 맑은 물에 깨끗이 씻은 후에 불에 쬐어 

말려서 사용하는 약재이다. 한의학적으로 甘, 鹹, 溫한 性味를 가지고 

있으며 肝, 肺, 腎으로 歸經하여 補氣, 養血, 益精의 效能이 있어 咳喘, 

喀血, 盜汗, 遺精, 陽痿 등 여러 다양한 질환에 이용되어 왔다. 오늘 

날 임상에서는 강장약으로 인체의 抵抗力(抗病能)을 증강케 하여 폐

결핵, 신경쇠약, 빈혈, 기관지효천 등 만성병에 응용하고 있다. 그러나 

반드시 장기간 복용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5).

手陽明大腸經에 속하는 合谷(LI4)은 손등, 둘째 손허리뼈(the 2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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藥物名 生藥名 重量(g)

熟地黃 Rehmanniae Radix 16
山藥 Dioscoreae Radix 8
山茱萸 Comi Fructus 8
白茯笭 Hoelen 6
牧丹皮 Moutan Cortex Radicis 6
澤瀉 Alismatis Rhizoma 6
肉桂 Cassiae Cortex 2
附子 Aconiti Tuber 2

Total amount 54

Table 1. Ingredients of Herbal Prescription(八味地黃丸)

metacarpal bone) 중점의 노쪽에 위치한 혈로, 祛風除濕散寒, 通經

活絡止痛의 효능이 있어 肩ㆍ項ㆍ上肢麻木疼痛, 腰脊痛을 치료한

다. 그리고 手三里(LI10)는 아래팔 뒤가쪽면, 陽谿(LI5)와 曲池(L11)

를 연결하는 선 위, 팔오금주름(cubital crease)에서 아래쪽으로 2寸

에 위치한 혈로, 舒筋通絡, 祛風勝濕散寒의 효능이 있어 上肢不遂, 

肩臂手疼, 肘攣 등을 치료한다6).

지금까지 자하거 약침 요법을 이용한 임상 치험례에는 횡단성 

척수염7), 구안와사8,9), 천식10), 족하수로 인한 보행곤란11), 자하거 

약침 요법을 마미증후군 FBSS 환자에 응용한 임상 치험례12), 복합국

소통증증후군 환자의 견관절 운동제한에 미치는 자하거 약침 효과13), 

자하거 약침의 수험생 피로 개선14) 등이 있었으나 手足冷症에 한 

보고는 찾아보지 못하였다. 이에 저자는 환자에게 약물요법, 침요법, 

등 기존 임상치료요법에, 합곡, 수삼리 자하거 약침 요법을 더하여 

手部冷症 개선에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1. 성 명: 장○○(F/46세) 

2. 초진일: 2013년 8월 16일 

3. 주소증

1) 양쪽 손 冷感 

2) 요통 및 하지통

4. 발병일: 2000년경 부터

5. 치료 기간: 2013년 8월 16일∼9월 11일(27일간)

6. 과거력 및 가족력: allergic rhinitis(환절기에 심함), constipation 

외에 특이 사항 없음. 병원에서는 단순 알러지성 피부 질환이라고 

하였다.

7. 월경력 

1) 초경: 만 14세 

2) 주기: 26일 간격으로 규칙적 

3) 기간: 5일 정도 

4) 월경량: 보통 

5) 월경통: 거의 없음 

6) 월경색: 암적색이며 간혹 血塊

7) 최종 월경: 2013년 8월 5일 

8) 기타: 생리 전에 짜증을 잘 내고, 식욕이 증가한다.

8. 산과력: 기혼(para: 0-0-0-0). 1994년 5월 결혼. 

9. 현병력: 상기 환자는 10여년 전부터 왼쪽 위팔 부위 냉감이 지속

되어 한방치료 위해 내원함. 

10. 기타 증상: 평소 식사 후 금방 배가 부르며 피로감이 있고, 최근 들어

서 살이 찌고 있고, 식사 후 신물이 조금 올라오는 편이라고 하였다. 하체 

및 몸 전체가 무겁게 느껴지고, 다리뿐 아니라 허리도 아프다고 하였다. 

조금만 무리를 하면 몸이 잘 붓는 편이라고 하였다. 食慾은 보통이고 消

化는 식후도포감이 있고, 大便은 1일에 1회 정도 보며, 변비가 약간 있어 

평소에 식이섬유제를 복용한다. 小便은 용변 후 소변이 팬티에 자주 묻어

나오는 편이다. 汗, 睡眠은 모두 정상이었다. 脈은 左關脈은 細, 尺脈은 

沈, 右關脈은 細, 尺脈은 沈細하고, 舌質微紅, 舌苔薄白하였다. 

치료내용

1. 약침치료

대한약침학회에서 조제한 자하거 약침(Hominis Placenta을 29 

gauge 1 cc syringe(신창메디칼)을 사용하여 양쪽 合谷, 手三里에 

0.5 cc씩 주입하였고, 치료횟수는 27일간 주 3∼4회 치료하였다.

2. 침 치료

주 3회씩 體針요법을 시행하였으며, 침은 0.25×30 mm 1회용 

stainless steel 호침(우진침, Korea)을 사용하여 20분간 유침하였

다. 침구 시술 혈위는 양쪽 太衝 三陰交 陰陵泉 足三里 中脘 曲池 

氣海 등을 증상에 따라 사용하였다. 

3. 한약치료 

본 증례의 환자는 手部 冷症과 허리 통증을 호소하고 脈은 左關

脈은 細, 尺脈은 沈, 右關脈은 細, 尺脈은 沈細하고, 舌質微紅, 舌苔

薄白하여 腎陽虛로 변증하여 八味地黃丸을 처방하였다. 八味地黃

丸(Table 1)은 바른한약국(서울, Korea)에서 판매하는 환제를 사용

하였으며, 1회 15∼20환 1일 2회 27일 간 복용시켰다.



242 www.kjacupuncture.org

장승훈ㆍ김기춘ㆍ 윤정훈ㆍ임윤경

KOREAN JOURNAL OF

ACUPUNCTURE

Fig. 1. Digital Infrared Thermographic Image of hand before treatment(2013-08-16).

Fig. 2. Digital Infrared Thermographic Image of hand after treatment(2013-09-12).

평가 방법

1. 적외선 체열 진단

적외선 체열 촬영의 표준화를 위해서, 외부로부터의 빛과 열

을 차단하여 실내기류가 일정하며 온도는 21∼23oC, 습도는 

40∼50%를 유지하도록 한 검사실에서 적외선 체열 진단기

(Digital Infrared Thermographic Imaging: D.I.T.I. MESGH 

T-1000, Korea)를 사용하여 동일인이 촬영을 시행하였다. 환

자는 하의 언더웨어를 제외하고 탈의한 상태로 10분간 주위 

온도에 적응시킨 후에 체열 촬영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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手部 冷症의 체온 측정 부위는 김5)의 연구에 따른 手掌부위인 

勞宮(P8)의 온도차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2. 냉증 설문 평가15) 

15항목의 냉증 관련 질문으로 구성되어, 유무의 정도를 듣고 체

크 후, 각 항목의 점수를 더하여 0점부터 100점까지의 점수로서 

냉증의 정도를 평가하였다.

치료결과

1. 적외선 체열 진단 결과 

적외선 체열 진단기(Digital Infrared Thermographic Imaging: 

D.I.T.I. MESGH T-1000, Korea)를 사용하여 치료 전과 후 勞宮 

부위 체열촬영을 수행한 결과, 치료 전에 비하여 치료 후 勞宮 부위

의 온도가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Fig. 1, Fig. 2).

2. 冷感 변화

매 치료 시 환자가 느끼는 냉감에 대하여 질문하고 그 답변을 

기록하였다. 치료 전 실내에서 장갑을 끼고 일하였던 환자의 冷感

이 치료 후에는 업무 시 장갑을 끼지 않아도 가능할 정도가 되었다.

3. 冷症 설문 점수 변화 

치료 전 1회, 치료 중 2회, 치료 후 1회, 총 4회 냉증 설문지 

평가를 하였다. 치료에 따른 설문 점수의 변화는 치료 전 42에서 

치료 후 24로 감소하였다.

고    찰

冷症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의 다른 부분은 전혀 冷感을 느끼지 

않는 실온에도 불구하고 신체의 특정 부위만이 차가움을 느끼는 

경우’로 정의1)하고 있다. 冷症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3:2 정도로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한의학적으로 부녀는 寒冷邪에 상하기 

쉬우며 素體陽虛하므로 血이 寒冷의 邪氣를 감수하거나 素體陽虛

한데 過食生冷하여 寒從內生 하면 血이 凝結하고 凝滯不通하여 月

經後期, 月經過小, 痛經, 閉經 등의 증상을 發한다15)고 하여 寒冷이 

여성 질환과 직ㆍ간접적으로 관계가 깊음을 알 수 있다.

체온은 시상하부에 의해 조절되며, 이는 피부혈관의 수축과 땀

분비 그리고 근육의 운동과 대사활동조절로써 수행된다16). 인체는 

전신의 온도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것은 따뜻한 혈액이 몸

의 구석구석까지 흐르고 있기 때문인데, 일정부위의 혈액순환이 불

충분해지면 열의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그 부분이 차가워져 버

리는 것을 냉증으로 보고 있다17). 

체온조절 기전 중에는 말단부의 온도 저하를 예방하는 작용이 

있는데, 이는 사지 말단이 추운 환경에 노출된 다음 5∼10분 후 

말단부의 혈관이 갑자기 확장하여 말초 혈액량을 증가시키고 말단

부의 온도를 증가시키는 작용을 가리킨다. 이런 현상은 새로운 혈

관 수축과 번갈아 가면서 지속되는데 이를 ‘Hunting reaction’ 또

는 ‘한냉혈관반응’이라고 한다. Hunting reaction은 말단부위의 한

냉 자극으로 인한 국소적 손상을 방지해 주지만, 이 반응은 몸의 

체온이 낮을 때에는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겨울철과 같이 장시

간 차가운 기온에 노출되어있는 상태에서는 말단 부위에서 Hunting 

reaction 없이 차가운 상태가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18).

이와 같이 인간은 주위 온도 변화에 따라 적절한 feed-back을 

통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체온을 유지하는 항온동물로 알려져 있지

만, 생리학적으로 신체 모든 부위의 온도가 동일하거나 일정한 것

은 아니며, 특히 손발은 주변 온도나 신체활동의 영향을 많이 받는

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신체중심부와 피부 사이에는 온도 경사

가 존재하며 중심부의 열은 온도경사에 따라 피부로 이동한 후 피

부를 통하여 주위 환경과 열 이동이 나타나게 되므로, 피부의 온도

는 피부와 주변 사이의 열의 이동을 말해주는 지표가 된다19). 

적외선 체열 검사법(D.I.T.I.)은 인체 표면에서 방사되는 적외선

을 검출하고, 검출된 적외선 신호로부터 체표 온도 분포를 산출하

여 화상으로 구성한 뒤 이를 의학적 진단에 활용하는 것을 말하며, 

적외선 측정 장치에 의해 얻어진 체표 온도 분포 화상을 체열상이

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주위 온도와 피부 온도 사이의 차이가 존재

하며 이 차이에 따라 인체에서 방출되는 적외선의 주요 복사방향 

및 강도가 결정되는데, 적외선 체열영상검사는 피부 표면의 온도가 

주위 환경 온도보다 높을 때 피부 표면에서 방출되는 적외선을 촬

영하는 것이다15). D.I.T.I는 1956년 Lawson이 최초로 임상 보고한 

이후20) 유방질환의 진단 뿐 아니라 자율신경계질환, 말초신경 손상, 

염증성 질환의 진단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비침습적이고 통증이 

없으며 방사선의 노출없이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고 가시적으로 결

과를 보여줌으로써 환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으며 통증의 생리적

인 상태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객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정받

고 있다21). 

약침요법은 經絡학설의 원리에 근거하여 각종 약물을 일정한 방

법으로 제조하여 穴位, 압통 혹은 체표의 양성 반응에 주입하여 자

침과 약물의 작용을 통하여 생체의 기능을 조정하고 병리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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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 8. 16 2013. 8. 20 2013. 8. 23 2013. 9. 12

Score 42 31 39 24

Table 4. Changes of Coldness Questionnaire Scores 

Date Patient’s description on cold sensitivity

8월 16일 여름에도 양쪽 손이 너무 차다. 겨울이 되어 가면 너무 힘들고, 덕분에 습관적으로 양손을 감싸게 된다. 
실내에서 장갑을 끼고 일할 때도 있다.

8월 20일 양손 차가운 증상이 조금 나은 것 같다. 그래도 아직 찬 것 같다.
8월 23일 양손이 다시 차지고 냉감이 위팔 쪽으로 올라간 것 같다.
8월 27일 양손이 시린 것과 위팔 시린 것이 조금 낫다.
8월 29일 양손이 아직 좀 찬 것 같다.
8월 30일 양손 찬 것이 많이 좋아져서 손을 감싸는 동작을 잘 안하게 되었다.
9월  2일 양손은 나아지는 것 같은데 이번엔 양쪽 무릎이 시리다.
9월  3일 양손이랑 무릎은 괜찮은데 오른쪽 넷째 발가락이 왜 시린지 모르겠다.
9월  9일 양손이 많이 따뜻해지고 몸도 가벼워졌다. 발가락 시린 것은 괜찮아졌다.
9월 11일 업무 시 장갑을 끼지 않아도 가능할 정도가 되었다. 

Table 3. Treatment Follow-Up

Question
Score

네 중간입니다 아니요

1. 손발이 차갑습니까 8 4 0
2. 어깨와 허리가 으슬으슬합니까 8 4 0
3. 추위를 탑니까 8 4 0
4. 자주 감기에 걸립니까 8 4 0
5. 겨울에는 양말을 신고 잡니까 8 4 0
6. 쉽게 피로해집니까 6 3 0
7. 식욕이 없습니까 6 3 0
8. 혈압이 낮아집니까 6 3 0
9. 대변이 무르고 설사를 합니까 6 3 0

10. 내향적입니까 6 3 0
11. 끈기가 강한 편입니까 6 3 0
12. 화장실에 자주 가는 편입니까 6 3 0
13. 생리 전에 컨디션이 좋지 않은 편입니까 6 3 0
14. 체온이 낮은 편 입니까 6 3 0
15. 살결이 꺼칠꺼칠합니까 6 3 0
Total

Table 2. Questionaire of Cold Sensitivity

개선시켜 질병을 치료하는 신침요법의 하나이다22). 

자하거는 건강한 사람의 태반을 烘製하여 건조한 것으로 性은 溫, 

無毒하고 味는 甘鹹하며, 肺, 肝, 腎經에 들어가 補氣, 養血, 益精

하는 효과가 있다. 최근 자하거 약침에 관한 연구로는 골다공증에 

대한 효과와, 관절염에 대한 효과와, 월경통에 대한 효과를 보고해 

왔다23). 또한 紫河車에는 사람의 태반으로 각종 세포 증식인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혈액응고 인자와 성선자극호르몬(gona-

dotropin), 프로락틴(proractin), 갑상선자극호르몬(thyroid sti-

mulating hormone), 스테로이드호르몬(steroid hormone), 프로스타

글란딘(prostaglandin), 각종 효소(lysozyme, kininase, histamine 등), 

적혈구생성인자(erythropoietin), 인지질(phospholipid), 각종 다당류 등, 

각종 호르몬 및 그 전구체를 함유하고 있다24). 

자하거약침액은 태반의 융모 조직에서 추출하여 가수분해한 황갈

색의 약침제제로 조직재생, 항체형성, 감염억제, 항력 증진 효과가 있

으며 氣를 補하고 血을 養한다고 하여 益氣補精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본 환자는 手部冷症을 호소하면서 양쪽 尺脈이 沈하고 舌質이 

微紅하며 舌苔가 薄白한 점, 하체 및 몸 전체가 무겁게 느껴지고, 

다리뿐 아니라 허리도 같이 아프다고 하는 점을 미루어보아 腎陽虛

에 의한 手部冷症으로 변증하였다. 이에 자하거의 補肝腎, 强筋骨

의 작용을 응용하면, 본 환자의 腎陽虛로 인해 저하된 감각기능, 

신경인성 제반 증상에 유효하리라 사료되어 자하거약침요법을 응

용하게 되었다. 

약침요법 시술 부위로는, 冷症 호소 부위인 手로 走하며 多氣多

血한 경락인 手陽明大腸經의 경혈들 중, 비교적 다량(0.5cc)의 자

하거약침액을 주입하기 위하여 肌肉이 풍부한 合谷(LI4)과 手三里

(LI10)를 선정하였다. 

자하거약침요법과 함께 침치료 및 약물 치료를 병행하였는데, 

침 치료는 脾胃를 補하고 순환 개선을 위해 양쪽 太衝 三陰交 陰陵

泉 足三里 中脘 曲池 氣海 등에 20분간 유침하였고, 유침 시 抗病에 

필요한 에너지를 인체에 도입하여 溫熱작용을 하는 적외선을 手部

에 조사하였다25).

한약 치료는 八味地黃丸을 복용하도록 하였는데, 八味地黃丸 중

의 熟地黃은 補血 滋陰補腎하고, 山藥은 補脾陰 益肺腎하며, 山茱

萸는 補益肝腎하고 茯笭은 健脾和中 伐腎邪하며 牧丹皮는 養血活

血하고 澤瀉는 淸泄腎火한다. 그리고 附子는 溫脾腎 散寒止痛하고, 

肉桂는 溫中補陽한다. 八味地黃丸은 현대 약리적으로 면역기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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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과 뇌하수체 부신 피질 기능의 개선, 신 조직 회복과 간 보호 

촉진, 혈액 순환 증진, 항피로 효과 등이 검증되었다26). 

치료 기간 중 冷感이 위팔이나 무릎, 발가락까지도 전이되는 과

정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업무 시 장갑을 끼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상의 결과로 자하거약침요법을 병행한 복

합 한방치료가 手部冷症에 대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

료된다.

본 증례는 手部冷症 환자에게 자하거약침요법과 병행하여 복합 

한방치료를 시행한 임상적 경과에 대해서 1예만 관찰하였다는 점

과 복합적 치료시행으로 자하거약침의 개별적 효능을 확인하지 못

한 제한점이 있다. 향후 手部冷症에 대한 더 많은 증례를 통해 경과 

기록의 축적과 다양한 치료적 접근, 개별적 치료의 유의성과 치료

효과의 비교에 대해 꾸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결    론

46세 여성 手部冷症 환자에 대하여 자하거 약침을 병행한 복합 

한방 치료를 27일간 수행하고, 치료전후 D.I.T.I. 촬영, 냉증 설문지 

등으로 비교한 결과 手部冷症의 개선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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