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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d report the effectiveness of 
Hominis Placenta pharmacopuncture treatment for chronic ankle sprain.
Methods 2 patients are treated at Dept. of Korean Medicine, the Armed Forces Busan 
Hospital, diagnosed as thinning of anterior talofibular ligament (ATFL), suggestive of partial 
tear and anterior tibiofibular ligament partial tear. They are treated with Hominis Placenta 
pharmacopuncture. Each cases are measured and assessed by ankle hindfoot scale 
(AHS), visual analgue scale (VAS), cumberland ankle instability tool (CAIT) scores.
Results 2 patients of chronic disease of ankle sprain have a different kind of diagnoses 
they have. After treatment of Hominis placenta pharmacopuncture, spontaneous pain is 
decreased and ankle instability, ankle functions are increased significantly.
Conclusions Hominis placenta Pharmacopuncture has a effect on chronic ankle sprain. 
(J Korean Med Rehabil 2016;26(3):17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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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족관절 염좌는 가장 흔한 외상성 질환 중 하나로, 대부

분 과도한 내번에 의한 전거비 인대(anterior talofibular 

ligament) 및 종비인대(calcaneofibular ligament)의 손상

으로, 대부분의 경우 보존적 치료에 의하여 좋은 경과를 

얻을 수 있다1-4). 하지만 약 15% 정도는 만성적인 발목의 

불안정을 경험하며, 일부는 거골 내측의 골연골 병변을 

진단받게 된다1,4-6).

관절의 외상 중 인대 손상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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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프롤로테라피 요법에 대한 

연구가7,8), 국내에서는 한의학적 치료연구가 진행되어 다

양한 치료방법을 통한 긍정적 결과들을 발표하고 있다9-13).

군복무 훈련 중 족관절 염좌는 전체 외상의 23%에 해

당하며, 군인은 훈련, 축구, 구보 등 체련 단련을 하게 되

고, 야간 산악훈련, 유격훈련, 특수 전투 군인의 경우 고

공 강하 등을 시행하여 족관절에 치명적인 손상을 당할 

위험성이 높다14). 또한 치료 도중 훈련기간에 들어가게 

되면 적절한 치료 및 안정을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

로 인해 만성적인 발목 불안정 및 간헐적 통증을 호소하

는 군인이 많다. 자하거 약침의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는 

슬관절 질환15), 방아쇠 수지 환자16) 등에 응용된 연구보

고가 있으나, 족관절에 관한 국내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본 연구는 만성적 외측 족관절 통증 및 불안정을 호소하

는 환자에게 자하거 약침(라이넥주)을 병행한 침 치료로 

유효한 결과를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 대상

국군부산병원 한의과에 우측 발목 불안정 및 통증을 

주소로 2015년 12월 1일부터 2016년 2월 23일까지 내원

한 외래환자 1명, 2015년 12월 29일부터 2016년 2월 26

일까지 동일증상을 주소로 내원한 외래환자 1명, 총 2명

을 대상으로 하였다.

국군의무사령부 IRB (Istitutional Review Board) 심의

(AFMC-16035-IRB-16-039)를 받았다.

2. 치료방법

1) 자하거 약침 GCJBP-녹십자에서 생산된 자하거 가수

분해물을 사용하였다. 1 cc 31G 1회용 인슐린 주사기

(B/Braun, Germany)를 이용하여 구허혈(GB40) 및 신맥혈

(BL62) 곤륜혈(BL60)을 압진하여 압통이 존재하는 부위에 

각 최대 0.2 cc씩 총량 0.6 cc 이하로만 주입하였다. 시술 

후 자극감이나 불편감에 대해서 환자에게 설명하였다.

2) 침치료

침치료시 針은 호침(stainless steel, 40 mm length× 

0.25 mm diameter, 동방침구, 한국)을 주로 사용하였다. 

혈자리는 태충(LR3), 임읍(GB41), 태계(KI3), 족삼리(ST36), 

음릉천(SP9), 양보(GB38) 등의 혈자리 위주로 취혈하였

다. 경우에 따라서 하퇴부근의 통증 호소시 족삼리-양보 

혹은 족삼리-아시혈 침전기 자극술을 병행하였으며, 자침 

후 15분간 유침하였다. 

3. 평가

1) Ankle hindfoot scale (AHS)17)

족관절의 평가 방법을 표준화하기 위하여 환자에 의해 

작성되는 선다형 설문으로 100점 만점에 50점(기능), 40

점(통증), 10점(정렬)으로 분류, 각 항목과 관련된 주관적 

객관적 분석도구를 통해 발목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최초 

시행후 5회 치료할 때마다 1회 평가하여 총 3회 시행하였

다.

2) 불안정성 발목 측정(Cumberland ankle instability tool, 

CAIT)18)

불안정성 발목을 알아보기 위하여 Cumberland 발목 

불안정성 도구(ICC2,1=.96)를 사용하였다. 9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5문제는 3점부터 0점까지, 2

문제는 4점부터 0점까지, 1문제는 5점부터 0점까지, 또 

다른 1문제는 2점부터 0점으로 되어있다. 총점 30점 만점

에서 28점 이상은 안정성 발목으로, 24점이하는 불안정성 

발목으로 정의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정상에 가깝고 

반대로 낮을수록 안정성이 떨어짐을 나타낸다. 최초 시행 

후 5회 치료할 때마다 1회 평가하여 총 3회 시행하였다. 

3) VAS (Visual Analogue Scale)

치료평가는 통증 및 불안정성에 대한 시각적 사상척도 

(VAS : visual analogue scale)를 통해 이루어 졌다. VAS

는 통증이 없는 상태를 0, 참을 수 없는 통증을 10으로 

양 끝단에 표기한 10 cm 길이의 자를 침 치료 후 환자에

게 주어 주관적인 통증 강도를 직접 표시하도록 하였고, 

설문지는 최초 시행 후 5회 치료할 때마다 1회 평가하여 

총 3회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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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t. ankle mortise view (case1-2015-10-19). 

Fig. 2. Rt. ankle Ap view (case1-2015-10-19).

Fig. 3. Rt. ankle lateral view (case1-2015-10-19).

Fig. 4. MRI of Patient's right ankle (Axial view, case1-2015- 
10-29). Thinning of Anterior talofibular ligament Increased signal
intensity, continuity disruption of ATFL.

증례»»»
1. 증례 1

1) 성명, 연령, 성별

이○○, 만 21세, 남자

2) 주소증

우측 족관절 통증. 

간헐적으로 하퇴 외측부의 당기는 통증.

3) 발병일

최근 2015년 10월초 운동 후 통증 심하게 발생.

4) 과거력

초등학생때 부터 발목염좌가 종종 발생했으며, 보행시

에도 빈번한 염좌 발생.

5) 현병력

발병 후 국군부산병원 정형외과에서 보조기 착용 후 

과도한 운동 자제하며 휴식취하였으나 증상 호전 보이지 

않자, 재차 정형외과 진료 후 MRI 촬영하여 Thinning of 

ATFL, Suggestive of partial tear 진단받았음. 정형외과에

서 발목인대 재건 수술과 관련하여 상담받은 상태로 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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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RI of Patient's right ankle. (axial view, coronal view, sagittal view, case2-2016-03-31). Fat suppression proton density T2 
- bone marrow edema, continuity disruption of Anterior tibiofibular ligament.

Fig. 6. Change of the VAS after Hominis Placenta pharmaco-
puncture treatment.

과에 내원하여 보존적 치료 우선 하고, 이후 호전 없을 

시 수술 고려하기로 함.

6) 영상의학적 소견

단순방사선검사 상 결과에서는 특이소견이 없었으며 

MRI 검사 상 Thinning of Anterior talofibular ligament 

partial tear, Suggestive of partial tear을 진단받았다(Fig. 

1∼4).

7) 증상

발목이 하루에도 2∼3회씩 매일 삐끗삐끗하며 통증이 

유발된다고 함.

구허혈 압통호소.

발목 내반시 통증 호소

8) 치료 경과

2015년 12월 1일부터 2016년 2월 23일까지 침 치료 및 

자하거 약침치료 총 9차례 시행하였다. 침 치료의 혈자리

는 태충(LR3), 임읍(GB41), 태계(KI3), 족삼리(ST36), 음

릉천(SP9), 양보(GB38)등의 혈자리 위주로 취혈 하였다. 

자하거 약침 치료는 구허혈(GB40) 및 신맥혈(BL62) 곤륜

혈(BL60)을 압진하여 압통이 존재하는 부위에 0.2CC씩 

총량 0.6CC 이하로 주입하였다. 3회차 및 4회차 약침치

료 후 야간통을 호소하여 족삼리에 (+)극, 아시혈에 (-)극

을 연결하여 침전기 자극술을 시행하였다. 4회차 및 5회

차 약침 시술 후 종아리 부분의 저린감 있었으며 족삼리

에 (+)극 양보혈에 (-)극을 연결하여 침전기 자극술 후 불

편감 사라졌다.

6회차 이후부터는 스쿼트 및 가벼운 구보 등의 운동 

시작하였으며, 일상생활에서는 지장 없으나, 운동 후 통

증이 심해지는 경향이 보였다.

치료 받기 전 VAS는 8, AHS는 31점, CAIT는 2점이었

다. 5회차 치료 후 VAS는 6으로 감소하였으며, AHS는 72

점, CAIT는 14점으로 상승하였다. 마지막 9회차 치료후 

VAS는 1까지 감소하였으며 AHS는 100점, CAIT는 25점

으로 발목 불안정성의 평가기준을 넘어섰다(Fig. 6∼8).

2. 증례 2

1) 성명, 연령, 성별

박○○, 만 21세, 남자

2) 주소증

우측 족관절 통증, 외측 구허혈 부위 압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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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mberland ankle instability tool

Fig. 8. Change of the CAIT after Hominis placenta pharmaco-
puncture treatment.

Fig. 7. Change of the AHS after Hominis placenta pharmaco-
puncture treatment.

3) 발병일 및 발병동기

2015년 10월 20일 유격하다가 수상함.

4) 과거력

별무

5) 현병력

발병초기 국군부산병원 정형외과에서 진료 후 X-ray 

촬영 후 별무이상 판정받은 후 Short leg splint하고 1달

간 경과관찰 하였음. 2015년 12월경 호전되었으나, 지속

적으로 달리기 및 스쿼트 등의 무리한 운동하면서 더 이

상 증상 호전되지 않고, 통증을 참고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였음.

2015년 12월 29일 ○○○○병원 한의과 내원함.

6) 영상의학적 소견

2016년 3월 31일 치료 종료 후 Rt. ankle MRI 상 An-

terior tibiofibular igament partial tear 진단받았다(Fig. 5).

7) 증상

초기 내원시 우측 발목 외과 통증 지속되고 있었으며, 

구허혈 및 태계혈 압통을 호소.

발목 내반시 통증이 심하여, 양반다리시 통증이 증가

함.

8) 치료 경과

2015년 12월 29일 초회 내원시 전날 스쿼트 및 구보 

등의 운동으로 통증이 심해진 상태였으며, 침, 전침, 자하

거 약침 시행하였고, 1회차 치료 후 심한 통증은 조금 줄

어들었다고 얘기하였다.

3∼4회 치료 후에는 굴곡 및 수동적 신전시 아킬레스 

건 주변부위 통증을 주로 호소하였고, 침치료 받는 2달가

량 동안은 운동 쉴 것을 지도하였다.

5∼6회 치료 후에는 발목 통증이 많이 감소하였고, 수

동적 굴곡시 통증은 사라졌다.

7회차 종료 후 다시 발목 약간 삔 듯한 느낌으로 발목 

주변부위 통증 악화되었다 하였다.

11회차 마지막 치료 종료 후 발목 내반시 통증 거의 

없으며, 발목 족배 신전시 아킬레스 부분의 통증은 사라

졌으나, 발등 부분의 통증이 생겼다고 하였다. 

치료 받기전 VAS는 9, AHS는 12점, CAIT는 1점 이었

다. 5회차 치료후 VAS는 5로 감소하였으며, AHS는 51점, 

CAIT는 7점으로 상승하였다. 마지막 11회차 치료후 VAS

는 3까지 감소하였으며 AHS는 90점, CAIT는 21점으로 

발목 불안정성은 남아있었다(Fig. 6∼8).

고찰»»»
최근 정형외과와 재활의학과 영역에서는 자가 성장 인

자를 손상 부위에 주입하여 조직의 재건 및 통증의 감소

를 목적으로 하는 PRP 주사요법을 주관절 외상과염, 아

킬레스 건염, 족저근막염 등의 급성 손상보다는 만성적 

경과를 보이는 질환에 주로 응용하고 있다19-21). 한의학 

연구에서도 만성적 경과를 보이는 질환에 대해 과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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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요법 및 침구 요법이 다용 되었던 것에 비해 최근에

는 약침요법을 통한 적극적 치료와 관련한 효과들이 보고 

되고 있다15,22-23). 

자하거는 건강한 産婦의 신선한 胎盤을 수집하여 羊膜

과 臍帶를 잘라 버리고 혈관을 割開하여 淸水에 반복적으

로 씻어 血液을 제거한 후에 蒸, 혹은 끓는 물 속에 잠깐 

담갔다가 꺼내서 건조한 것을 말한다. 성미는 甘, 鹹, 溫

하고 肝, 肺, 腎 三經에 작용한다. 효능으로는 益氣養血, 

補精 등의 효능이 있어 氣血雙虛, 精虧不孕, 陽痿, 産後乳

汁少 등의 병증에 치료한다24).益氣養血, 補精하는 자하거

를 약침으로 응용하여 퇴행성 슬관절 질환15), 방아쇠 수

지 환자16) 등에 활용된 연구보고가 있다.

자하거 약침의 함유성분에는 각종 간세포나 상피세포, 

신경세포 등을 생성하는 세포증식인자, 독감이나 암 등의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다종의 인터페론, 그리고 인터루킨 

코로니 형성 자극인자를 함유하고 있다. 또한 각종 호르

몬 및 그 전구체 즉 성선 자극 호르몬, 부신피질 자극 호

르몬, 각종 효소, 세포내 DNA, RNA 등의 핵산 형성에 관

여하는 핵산 관련 물질, 각종 아미노산, 비타민 등을 함유

하고 있다. 그러므로 조직 재생 목적이나 항체 형성으로 

감염을 억제하고 저항력을 키울 목적의 병증에 사용한다

고 한다25).

본 연구에서는 급성 손상이 아닌 발목 염좌 후 2달 이상

의 만성적 경과를 보이거나, 만성적 발목 약화로 인한 빈번

한 염좌를 호소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해당 부위에 자하거 

약침을 자입한 후 통증 및 기능 회복을 확인하기 위한 지

표로 VAS, Ankle-hindfoot scale (발목 - 후족부 척도), 

Cumberland ankle instability tool을 사용하였다. 이중 

AHS는 American Orthopaedic Foot and Ankle Society 

(AOFAS)에서 발목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평가하기 위

한 도구이며, Cumberland ankle instability tool (CAIT)은 

발목의 불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민감도는 82.9%, 

특이도는 74.7%, 검사 - 재검사 신뢰도 (ICC2,1=.96)는 

96%이다18). 치료 방법으로는 외래로 내원시마다 자하거 

약침을 시술하였고, 통증의 호소양상에 따라 관련 근육에 

침 시술 후 간헐적으로 전침자극을 하였다. 두 케이스 모

두 환자가 군인이여서 내원의 빈도는 불규칙하였으며, 증

례 1의 환자는 2015년 12월 1일부터 2016년 2월 23일까지 

총 9회 내원하였으며, 증례 2의 환자는 2015년 12월 28일

부터 2016년 2월 26일까지 총 11회 내원하였다.

증례 1의 경우 초등학생 때부터 만성적으로 발목이 불

안정한 상태로 빈번하게 발목 염좌가 발생하는 환자였다. 

MRI 상 전거비인대의 손상이 보이며, 인대재건수술을 권

유 받았던 환자로, 자하거 약침 시술 9회만으로 VAS는 8 

→ 1, AHS는 31점 → 100점, CAIT는 2점 → 25점으로 

발목의 불안정성의 호전이 잘 보인 케이스였다. 내원시 

전거비 인대 및 종비 인대 부분의 압통점에 자하거약침을 

시술한 것 이외, 방광경선상으로 간헐적으로 저린감 호소

하여 해당부위에 자침 후 전침치료를 해주었으며, 저린감

도 1∼2회 만에 바로 회복되었다.

증례 2의 경우 2015년 10월 20일 수상한 이후로 2015

년 12월 28일 내원시까지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

리한 운동을 시행하다가 통증이 악화된 상태로 내원하였

다. 통증이 악화되면 PRN으로 short leg splint 착용한 상

태로 보행하였었다 하며, X-ray 검사상 골절소견은 보이

지 않음을 정형외과에서 진단받은 상태였다. 2016년 2월 

26일까지 총 11회 자하거 약침 시술하였으며, 굴곡 및 신

전시 아킬레스 건 및 족내과 뒤쪽의 후경골근 주변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해당부위에 전침 및 약침을 시술하였다. 

자하거 약침 치료 후 2달 동안 VAS는 9 → 3, AHS는 12

점 → 51점, CAIT는 1점 → 21점으로 호전되었으나, 

CAIT 기준상 발목의 불안정성은 완치 되지 않았다. 치료

가 종결된 이후 MRI 검사 상 Anterior tibiofibular liga-

ment partial tear를 진단받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증례보고를 참고하여 각 혈자리

를 압진하여 약침액을 넣어야 할 혈자리를 결정하였고26) 

각 혈자리에 0.2 cc 이하로만 자입하였다16). 상기 두 환

자의 경우 만성적 발목의 불안정성 및 통증이 동반된 환

자로서 각각 진단명도 다르고, 수상시기도 달랐지만 최소 

2달 이상 운동장애가 동반된 만성 통증 및 발목의 불안정

을 보이고 있었다. 염좌의 양방적 치료 방법으로는 일차

적으로 보전적 치료를 우선으로 splint 및 국소적 주사요

법,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는 치료법이 있고, 경과 및 영상

의학적 진단에 따라 수술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의학적으로는 급성의 관절 질환시 해당부위의 사혈, 전

열침시술 및 매선침시술10) 봉침시술27) 등이 있으나 만성

적인 경과에 관한 연구를 많지 않았다. 양방치료의 PRP 

주입치료처럼 본 연구를 통해 한의학에서도 益氣養血하

며 조직 재생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자하거 약침을 응용해

서 좋은 치료법으로 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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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제한점은 발목 관절 염좌 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만성적으로 발목의 불안정성을 호소하는 환

자가 다수인 것에 비해 치료 대상 수가 적으며, 치료의 

평가기준이 자가적 설문만 하였을 뿐 자하거 약침 시술 

전과 후의 발목 주변 인대의 상태를 MRI 혹은 초음파 영

상으로 확인해 보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MRI와 

초음파 등을 이용하여 자입 전 후의 인대 상태를 확인하

며, 보다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장기간 연구한다면 더 좋

은 결과를 보일 것이라 기대된다.

결론»»»
만성적으로 발목의 통증 및 불안정을 호소하는 환자 2

명에 대하여 자하거약침을 시행한 결과 증례 1의 환자는 

전거비 인대 파열환자로 VAS는 8 → 1, AHS는 31점 → 

100점, CAIT는 2점 → 25점으로 만족할 만한 정도의 유

의한 효과를 보였으며, 증례 2의 환자는 전경비간인대 파

열로 진단 받은 환자로 VAS는 9 → 3, AHS는 12점 → 

51점, CAIT는 1점 → 21점으로 호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서 만성적 족관절 염좌에 자하거 약침치료가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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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탄하지 않는 지형, 계단, 경사면, 사다리에서 심각한 어려움 있음 ·················································································· 0점( )

걸음걸이 이상

∙ 없거나 약간 있음 ································································································································································· 8점( )

∙ 명백한 이상 있음 ································································································································································· 4점( )

∙ 현저한 이상 있음 ································································································································································· 0점( )

시상 운동(굴곡각 더하기 신전각)

∙ 정상 또는 경도의 제한(30도 또는 그 이상) ························································································································ 8점( )

∙ 중등도의 제한(15도에서 29도까지) ······································································································································ 4점( )

∙ 심각한 제한(15도 미만) ······················································································································································· 0점( )

후족부 운동(내반각 더하기 외반각)

∙ 정상 또는 경도의 제한(정상의 75∼100%) ·························································································································· 6점( )

∙ 중등도의 제한(정상의 25∼74%) ·········································································································································· 3점( )

∙ 현저한 제한(정상의 25% 미만) ············································································································································ 0점( )

발목-후족부 안정성(전후 안정성, 내반과 외반시 안정성)

∙ 안정적임 ··············································································································································································· 8점( )

∙ 분명히 불안정 ······································································································································································ 0점( )

정렬상태(10점)

∙ 우수, 발바닥을 땅에 대고 걸을 수 있고 중족부가 잘 정렬된 상태 ················································································· 10점( )

∙ 보통, 발바닥을 땅에 대고 걸을 수 있고 중족부의 부정렬이 관찰되지만 증상이 없음 ······················································ 5점( )

∙ 불량, 발바닥을 땅에 대고 걸을 수 없고 심각한 부정렬이 있고 증상이 있음 ···································································· 0점( )

Appendix 1. Ankle hindfoot scale, 발목 - 후족부 척도(총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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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Cumberland Ankle Instability Tool

각각의 질문에 가장 잘 묘사한 것을 하나만 선택해주십시오.

1. 나의 발목에 통증이

left right score

전혀 없다 5

운동하는 동안 있다 4

편평하지 않는 곳을 달릴 때 3

편평한 곳을 달릴 때 2

편평하지 않는 곳을 걸을 때 1

편평한 곳을 걸을 때 0

2. 나의 발목이 불안정하다고 느끼는 때는

전혀 없다. 　　 4

운동하는 도중 가끔(매 번은 아님) 3

운동하는 도중 자주(매 번) 2

일상 생활에서 가끔 1

일상 생활에서 자주 0

3. 갑자기 방향전환(turn)했을 때 나의 발목이 불안정하다고 느낀 경험이

전혀 없다. 3

뛰고 있을 때 가끔 2

뛰고 있을 때 자주 1

걷고 있을 때 0

4. 계단을 내려갈 때 내발목이 불안정하다고 느낀 경험이

전혀 없다. 3

빠르게 내려갈 때 2

자주 1

항상 0

5. 한발로 서 있을 때 내발목이 불안정하다고 느낀 경험이

전혀 없다. 2

내 발이 공 위에 있을 때 1

편평한 곳에 있을 때 0

6. 내발목이 불안정하다고 느끼는 때는

전혀 없다. 3

깡충 옆에서 옆으로 뛸 때(side to side) 2

특정 지점으로 깡충 뛸 때 1

점프 할 때 0

7. 내발목이 불안정하다고 느끼는 때는

전혀 없다. 　　 4

편평하지 않는 곳을 달릴 때(run) 3

편평하지 않는 곳을 느리게 달릴 때(jog) 2

편평하지 않는 곳을 걸을 때 　 1

편평한 곳을 걸을 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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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Continued

8. 발목이 뒤집히려고 할 때 나는 그것을

left right score

즉시 멈출 수 있다 3

자주 멈출 수 있다 2

가끔 멈출 수 있다 1

멈출 수 없다 0

뒤집히려는 경향이 없다 3

9. 발목이 뒤집힌 후에 나의 발목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까지는

거의 즉시 그렇게 된다 3

하루 안쪽으로 2

1∼2일 1

2일 이상 0

발목이 뒤집힌 적이 결코 없다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