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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 The�purpose�of�this�study�is�to�determine�the�safe�needling�depth�of�Pungbu(GV16)
retrospectively�by�using�magnetic�resonance�imaging�(MRI).

Methods :We�chose�114�Brain�or�C－spine�MRI�images�from�the�Sang-Ji�hospital�picture�archiving
communication�system.�We�measured�the�shortest�distance�from�skin�to�cerebral�dura�mater
passing�by�posterior�edge�of�the�foramen�magnum�on�the�sagittal�view�for�the�depth�of�Pungbu.
We�analyzed�the�differences�between�male�and�female�measured�values�by�using�a�student
t-test.

Results : The�average�depth�of�male�insertion�was�49.71±6.32�mm�and�the�shortest�depth�of
insertion was�36.29�mm.�The�average�depth�of�female�insertion�was�39.84±5.25�mm�and�the
shortest�depth�of�insertion�was�30.02�mm.�The�results�showed�a�significant�difference�according
to�gender�(p＝0.00).

Conclusions : The�depth�of�male�insertion�is�deeper�than�that�of�female,�and�the�safe�needling
depth�in�the�case�of�males�is�36.29－67.35�mm,�while�the�safe�needling�depth�in�the�of�females
is�30.02－52.18�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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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침구요법은 효과가 빠르고 우수하며 시술이 간편하여 다
양한 범주의 병증 치료뿐만 아니라 진단 및 예방에까지 응
용할 수 있을 정도로 활용 범위가 넓어 한의학적 치료의 기
본이 된다1). 또한 침구요법은 부작용이 적고 안전하다는 장
점이 있지만 침자시술 도중 기절, 구역, 구토, 통증 증가,
권태, 땀 분비과다, 국소 피부 감염 등의 가벼운 증상뿐만
아니라 기흉, 심내막염, 협심증, 간질 발작, 뇌척수 외상,
지주막하출혈, 패혈증 등의 심각한 부작용2-4)이 꾸준히 보
고되고 있다.

특히 경항부는 위로는 머리를 지지하고 생명유지기관인
척수와 신경근, 혈관 등이 분포하기 때문에 자침 시 매우
주의해야 하며, 환자 체위, 자침 방향, 각도, 깊이가 부적당
할 경우에는 척수나 연수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시
술자는 해부학적 지식을 숙지하고 안정된 자세에서 취혈하
며 위험 경혈을 자침할 경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1).

경항부에 위치한 경혈 중에서 풍부혈(GV16)은 膀胱經,
督脈, 陽維脈의 交會穴로 頭痛, 眩暈, 頸項强痛, 目痛, 中
風不語, 驚悸 등 다양한 효능이 있어 임상에서 활용 범위
가 넓은 혈위이다5).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한 풍부혈의 안전 자침 깊
이 및 위험 자침 깊이에 대한 연구6-10)가 진행되어 왔으며,
풍부혈에 인접한 아문혈에 대한 연구11)도 보고된 바 있다.

이에 저자는 본원에 내원한 환자의 Brain MRI(Mag-
netic Resonance Imaging) 및 C-spine MRI를 이용하
여 풍부혈의 자침 가능 깊이를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연구�대상

본원 방사선사에게 의뢰하여 본원에서 사용 중인 통합
의료영상 시스템에 등록된 2011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
지의 영상기록 중 검색어를 “Brain MRI”와 “C－spine
MRI”로 한 의무기록을 검토하게 하고 아래의 선정기준과
제외기준에 해당하는 의무기록을 선별하게 하였으며 MRI
영상자료를 무기명화(deidentified)하도록 요청하였고,
본원 의무기록사를 통해 선별된 chart의 기록 중에서 성별,
연령, 현병력, 과거력, MRI판독 결과 등을 발췌하도록 하
고 그 내용을 무기명화(deidentified)하게 하여 엑셀 등의
프로그램에 코딩한 자료를 받아 최종 확인된 114명을 대상
으로 하였다(Fig. 1). 이 증례보고는 상지대학교 부속한방
병원 IRB(InstituteReviewBoard)의 승인을 받았다(SJ
IRB－Human－1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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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Flow�Chart�of�the�Brain�and�C－spine�Magnetic�Resonance�Imaging�Selection�Process

MRI : magnetic resonance imaging



1)�선정기준
① BrainMRI또는 C－spineMRI영상자료가 등록된

환자
② Sagittal view 영상에서 대후두공의 후방 모서리

(Posterior edgeof the foramenmagnum), 뇌경
막(Cerebral duramater), 환추(Atlas), 연수 및 척
수가 확인 가능한 경우

③ 20세 이상의 환자

2)�제외기준

① 상기 선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상기 선정기준에 해당하더라도 현병력, 과거력 및 방

사선 소견상 척수 종양, 골절 등 구조적인 문제가 동
반된 경우

③ 상기 선정기준에 해당하더라도 2가지 이상의 MRI영
상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오래전 MRI를 제외하며,
BrainMRI와 C－spineMRI영상자료가 모두 존재
하는 경우에는 C－spineMRI영상자료를 제외함

2.�깊이�측정�방법

소뇌연수조(Cerebellomedullary cistern)는 경막의
안쪽으로 소뇌의 아래쪽과 연수의 뒤쪽 사이에서 지주막하
공간이 커져 있는 공간이며, 소뇌연수조 주위의 경막은 연
수와 척수를 감싸고 있는 전체 경막 중 가장 뒤쪽으로 돌출
된 구조를 이룬다12). 선정된 BrainMRI및 C－spineMRI
중 Midline에서의 Sagittalview영상에서 상부로 갈수록
피부표면에 근접해지는 소뇌연수조의 해부학적 특성을 감
안하여 대후두공의 후방 모서리를 지나면서 피부표면부터
소뇌연수조를 싸고 있는 가장 바깥쪽 척수막인 경막까지의
최소거리를 풍부혈의 깊이로 선정하였다. 풍부혈은 외후두
융기(External occipital protuberance)와 환추 사이에
존재하는 함몰부이므로 MRI 영상에서 풍부혈의 혈위 및
자침 각도를 다양하게 설정하여 거리를 측정한 결과 소뇌
연수조에 인접한 경막이 뒤로 돌출되어 있어 C선이 최소거
리가 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C선의 거리를 풍부혈의 안전
깊이로 정했다(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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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Needling�Depth�Measurement�of�Pungbu(GV16)

A is oblique line connecting cerebral dura mater to skin below external occipital protuberance passing by occipital bone.
B is horizontal line connecting cerebral dura mater to skin passing by posterior edge of the foramen magnum. C is
perpendicular line from skin to cerebral dura mater passing by posterior edge of the foramen magnum. We chose C as
the safe needling depth of Pungbu because C is the shortest distance from skin to cerebral dura mater between the
external occipital protuberance and the atlas.



3.�통계분석�방법

최소거리 측정값은 평균±표준편차(Mean±SD), 최솟
값, 최댓값, 빈도와 분율(n. %)로 표기하였다. 환자의 성별
에 따른 자침 깊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통계분석에는 SPSS
19.0 forwindows(IBM, Chicago, IL, USA)를 사용하였
으며 Student t－test를 이용하여 p＜0.05일 때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Ⅲ. 결과

1.�성별과�연령

상기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본 연구의 대상은 총 114명으
로, 여성이 63명(55.3 %), 남성이 51명(44.7 %)이었다
(Table 1). 평균연령은 64.04±13.41세였으며, 최고 연령
은 90세이고 최저 연령은 28세였다.

2.�풍부혈의�깊이

전체 풍부혈 피부표면에서 경막까지의 평균 깊이는
44.26±7.56 mm이고 최대 깊이는 67.35 mm, 최소 깊
이는 30.02 mm이었다. 남성의 평균 깊이는 49.71±6.32
mm이고 최대 깊이는 67.35 mm, 최소 깊이는 36.29 mm
이었으며, 여성의 평균 깊이는 39.84±5.25 mm이고 최
대 깊이는 52.18 mm, 최소 깊이는 30.02 mm이었다. 성
별에 따른 풍부혈의 자침 깊이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p＝0.00) 차이가 있었다(Table 1).

Ⅳ. 고찰

풍부혈은 舌本이라고도 하며 膀胱經, 督脈, 陽維脈의 交
會穴이자 十三鬼穴 중 鬼枕으로 風邪가 잘 침습 받는 위치
에 있으면서도 一切 風症을 치료하는 중요한 혈위이다. 또
한 祛風邪, 利關節, 淸神志, 泄氣火하여 頸項强痛, 咽喉腫

痛, 目痛, 鼻衄등의 頭面部와 五官科疾患 및 癲狂, 癎症,
驚悸, 中風不語, 眩暈 등의 정신질환을 치료한다5). 뒤쪽 목
부위, 외후두융기 바로 아래에서 양쪽 승모근(Trapezius
m.) 사이의 오목한 곳에 위치하며13), 1.5 寸 위로는 뇌호혈
있고 1 寸 아래로는 아문혈이 있다5). 자침 방법은 0.3－0.5
寸 直刺 또는 0.5－0.8 寸 斜刺하고 不宜深刺하며, 禁灸
穴이다5,14).

풍부혈에 인접한 해부학적 구조를 살펴보면, 승모근, 두
반극근, 소두후직근 등의 근육, 항인대(Ligamentum
nuchae), 환추 후궁(Posteriorarchofatlas)과 경막, 지
주막, 연막으로 구성된 뇌척수막(Meninges), 척수 정맥,
척수 동맥, 연수, 척수 등이 존재한다12,15). 머리를 숙이고 침
끝을 위로 향해 대후두공 사이로 깊이 자침하면 뇌척수막
을 뚫고 소뇌연수조에 도달하며 연수 및 척수를 손상하거
나 지주막하출혈을 야기하여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다7,12,16).
풍부혈에 자침 시 침이 닿는 부위는 피부부터 피하조직, 항
인대, 후환추후두막(Posterior atlantooccipital mem-
brane)에까지 이르며8,12,16) 경막 전까지를 안전한 자침 깊
이로 볼 수 있다.

풍부혈의 자침 깊이에 대해서 Zhang 등6)과 Yan 등7)은
카데바를 이용하여 풍부혈을 포함한 70여 가지의 위험 혈
위에 대한 위험 깊이를 측정하고 안전 깊이는 위험 깊이의
70 %로 지정하여 35.07 mm를 풍부혈의 안전 자침 깊이
로 제시하였으나, 풍부혈의 위치에 대한 설명이 생략되었
고6) 깊이의 기준이 되는 지점이 뇌간인지 척수인지 불명확
하며7) 두 논문 모두 성별이나 체중, 신장 등의 개인 특성은
반영되지 않았다.

Fang 등8)과 Yang 등9)은 컴퓨터 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CT)을 이용하여 풍부혈의 안전 깊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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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Needling�Depth�Comparison�of�Male�and�Female�in�Pungbu(GV16)

N(%) Mean±SD(mm)
Maximum
value(mm)

Minimum
value(mm)

p－value*

Male 51(44.7) 49.71±6.32 67.35 36.29 0.00

Female 63(55.3) 39.84±5.25 52.18 30.02

* : p＜0.05 by student t－test.



해 연구하였다. Fang 등은 풍부혈에서 코끝 방향으로 자
침 시 연수를 손상한다는 전제하에 풍부혈과 코끝이 보이
는 영상에서 풍부와 연수까지의 거리를 안전 깊이로 측정
하여 남성은 55.71±7.18 mm, 여성은 43.83±5.81 mm
로 남녀별 차이를 보였고 목둘레와 체중이 상관성이 있는
한편, 풍부혈에서 코끝을 이은 선과 축추 횡단면선과의 남
녀별 각도는 통계상 유의하지 않음을 밝혔다. Yang 등은
체중, 신장, 拇指同身寸의 두께를 비교하여 瘦人, 适中人,

胖人의 세 집단으로 나누었으며 풍부혈에서 환추 후궁 상
연(Superior border of posterior arch of atlas)까지의
거리를 위험 깊이로 측정한 후 75 %를 안전 깊이로 지정하
여 각각 27.73±3.45 mm, 30.78±2.90 mm, 33.39±
4.27 mm로 체형별 안전 깊이차가 있음을 발표하였으나
남녀별 차이는 고려하지 않았다.

Bai10)는 MRI를 활용하여 시상면을 기준으로 1) 대후두
공의 후방 모서리(Posterioredgeoftheforamenmag-
num), 2) 환추 후궁 상연(Superior border of posterior
arch of atlas), 3) 환추 후궁 하연(Inferior border of
posteriorarchofatlas), 4) 축추 극돌기 상연(Superior
borderofspinousprocessofaxis)을 지나는 경막 네 부
위에서 풍부혈까지의 거리와 각도를 측정하였고, 또한 횡
단면을 기준으로 좌우측 경막에서 풍부혈까지의 각각의 거
리와 각도를 측정하여 남녀별로 비교하였으며 위험 깊이의
75 %를 안전 깊이로 삼았다. 연구 결과 남성의 위험 및 안
전 깊이가 여성보다 깊으며 남녀별로 체중, 신체질량지수
(Body mass index, BMI), 목둘레와 유의성이 있으나
남녀별 각도 차이와 신장 및 拇指橫度와는 유의성이 없다
고 하였다. 시상면을 기준으로 한 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1)
남성 34.70±6.11 mm, 여성 27.08±4.28 mm, 2) 남성
38.80±5.32 mm, 여성 32.42±4.18 mm, 3) 남성 41.73
±5.68 mm, 여성 34.83±3.75 mm, 4) 남성 44.45±5.79
mm,여성 37.83±2.67 mm로 대후두공의 후방 모서리를
지날 때 풍부혈 안전 깊이가 가장 짧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CT는 주위가 뼈로 둘러싸인 부위에서 선상의 인공물이
발생하여 뇌줄기와 소뇌 등의 부위는 판독에 어려움이 있
으며 몸을 축으로 하여 수직적인 축면(Axial slice)밖에 촬
영할 수 없어 상하 방향으로 길게 뻗어 있는 척추와 척수는
시상면 촬영이 가능한 MRI가 우수하므로17)본 연구는 MRI
를 활용하였다.

풍부혈은 문헌상에 제시되어 있듯5,13) 외후두융기와 환추
사이에 존재함이 분명하나 실제 풍부혈의 취혈 자세와
MRI촬영 자세가 동일하지 않으며 MRIimages에서 후발
제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풍부혈을 뒤정중선상 후발
제 위 1 寸, 외후두융기 아래에서 양쪽 승모근 가운데의 오

목한 곳을 기준으로 측정한 기존 연구9,10)는 풍부혈의 위치
가 실제적으로 정확하다고 할 수 없다. 본 연구도 Brain
MRI및 C－spineMRI를 이용하여 후향적으로 실시하여
문헌상에 근거한 풍부혈의 위치 선정이 불가능하였기 때문
에 이를 보완하고자 풍부혈을 정한 후 그로부터의 최소거
리를 측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역으로 경막으로부터의 최소
거리를 나타내는 지점을 풍부혈로 정한 후 최소거리를 풍
부혈의 안전 깊이로 삼았다. 따라서 기존 연구6,7,9,10)처럼 위
험 깊이를 측정하고 그에 따라 70~75 %를 안전 깊이로 보
는 방식이 아니라 연구 대상인 114명의 풍부혈의 깊이 중
남녀별 최솟값을 안전 깊이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풍부혈의 최소 깊이는 남성이
36.29 mm, 여성이 30.02 mm이었으며, 성별에 따른 자
침 깊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녀 간에 목
의 지방 두께 차이는 없지만 남성의 총 연조직이 여성보다
두텁기 때문에18) 성별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또
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19), 급성 두개 내 출혈이 발생한 사
례20)가 풍부혈의 자침 부작용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 특히
32세 건강한 여성에게 발생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은 본
연구에서 밝힌 최소 깊이와 근접한 대략 30 mm 정도 자입
후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기 때문에 풍부혈의 안전 깊이
를 남녀별 최솟값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풍부혈은 앉은 자세에서 머리를 약간 편 채로 취혈하므
로13) 앙와위로 촬영한 MRI images에서 풍부혈의 실제적
인 자입 깊이와 방향은 A선과 B선의 사이로 예측이 되나
이번 연구는 풍부혈의 안전 자침 깊이 확보에 주안점을 두
었기 때문에 최소거리인 C선을 풍부혈의 안전 깊이로 설계
하였다(Fig. 2). 그러므로 C선은 실제 풍부혈의 위치 및 방
향이라고 할 수 없지만 풍부혈의 잘못된 취혈 혹은 자침 방
향에 의한 모든 의료사고를 방지하고자 피부표면에서 최소
거리인 C선을 기준으로 선정한 것이다. 따라서 정확한 취혈
자세에서 실제 풍부혈의 자침 깊이는 더 깊을 것으로 예상된
다. 그렇다 하더라도 풍부혈 자침 시 환자의 성별과 연조직
두께 및 본 연구 결과와 같은 안전 깊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본 연구가 실제 풍부혈 자침 자세와 차이가 있는 MRI를
활용하여 후향적으로 시행된 연구이며 목둘레나 체중,
BMI등의 환자 특성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성별 이외에
다른 요소와의 상관성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다는 한계점이
있으나 풍부혈의 자침 깊이 측정 방법을 다른 논문들과 차
별화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장비 특성상 누운 자세로밖
에 촬영이 불가능한 MRI나 CT 이외에 실제 풍부혈 취혈
자세가 가능한 X선 촬영을 활용하여 경추 굴곡 및 신전에
따른 풍부혈의 올바른 자침 방향과 안전 심도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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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MRI로 측정한 114명의 풍부혈의 자침 깊이는 남성
이 여성보다 깊으며 남성이 36.29－67.35 mm, 여성이
30.02－52.18 m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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