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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기 허리 및 고관절 통증에 대한 CP 약침을 

포함한 한의 치료 3례 증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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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Report of 3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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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ase study reports the clinical response to Korean Medicine (KM) treatments including capsaicin-containing (CP) phar-

macopuncture in three patients with acute low back and hip pain. Three patients were diagnosed with acute lumbar sprain, and 

were treated with CP pharmacopuncture, and other KM treatments including acupuncture, cupping, and herbal medicine. 

Numeric Rating Scale (NRS), Oswestry Disablility Index (ODI), and Clinical Evaluation Grade (CEG) were used to evaluate symptom 

changes. After one or two treatments, acute pain with limited range of motion in the low back and thigh region improved with 

a decrease in NRS, ODI, and CEG. These results suggest that further studies on KM treatments including CP pharmacopuncture 

for acute low back and hip pain are warra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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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많은 연구에서 70∼90%의 사람들이 일생동안 적어도 한번 요

통을 겪으며, 요통의 높은 유병률로 인해 미국에서는 45세 이하 

연령에서의 가장 흔한 활동 제한의 원인이고 의사를 방문하게 되

는 2번째 흔한 원인이라 하였다1-3).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건강보험

통계에서 한의진료를 받은 환자들의 약 32%가 요통 치료를 위해 

한의의료기관을 내원한다고 보고되었다4). 요추부 염좌의 경우 요

천추 부분의 가동성이 확연히 떨어지고 움직임 시 극심한 통증이 

동반되며, 방사통이 있는 경우도 있으며, 방사통은 둔부와 대퇴 후

방이나 외측으로 연장되고, 대부분 하지 근약화나 감각 둔화 같은 

신경증상을 나타내지는 않는다4). 급성요통의 치료목적은 통증의 

조기 감소와 신체 기능의 빠른 회복, 재발 및 만성화 방지이며, 약

물치료, 주사요법, 물리치료, 휴식 등의 치료방법으로 치료하고 있

다. 대부분의 요천추부 부상의 경우, 치료 여부와 관계없이 6주 이

내에 진정되지만, 10% 정도는 치료가 없으면 통증이 만성화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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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보고되었다4). 고관절 동통의 경우 근골격계 이상, 고관절 

자체 질환, 연부조직 이상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나타나며5), 

통증이 만성화되면 앉고 일어서는데 제한이 생기면서 업무 수행 

능력 저하 및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기에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였다6,7). 요통 및 고관절통 등의 근골격계 질환에 한의학에서는 

소통경락(疏通經絡)의 원칙에 맞추어 침치료, 약침치료, 부항요법, 

한방물리요법, 추나요법, 한약치료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치료하

고 있다4,7). 

약침요법은 한의학에서 가장 대표적 치료법인 침구치료와 약물

치료를 결합한 신침요법으로, 중국에서는 ‘수침요법(水鍼療法)’ 또

는 ‘혈위주사요법(穴位注射療法)’이라 하여 시술되고 있으며8), 국

내에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약침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9). 특히 

급성 요추 염좌에서 침치료에 이어 두 번째 1순위 치료로 지목되기

도 하였고10), 고관절 통증에 대한 약침치료 효과도 발표된 바 있다7). 

캡사이신 성분을 함유한(capsaicin-containing) CP약침은 고추의 

캡사이신 성분을 활용하여 신경포착증, 신경 감각 이상 등의 신경

병성 통증 및 근육경결통증, 비증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개발된 

면역약침이다11-13). 캡사이신은 고추에 함유되어 있는 alkylamide 

성분으로, Transient Receptor Potential Vanilloid (TRPV) cation 

channels에 주요 작용을 나타내고. 신경병증성 통증, 외음전정부통

증 증후군, 암, 피부 질환 등의 다양한 질병에 효능이 보고된 바 있으

며12,13), 캡사이신 단일 성분을 이용한 캡사이신 약침이 흰쥐의 급

성 염좌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보고된 바도 있다14). CP약침은 단일

용량 독성평가12), 세균을 이용한 복귀돌연변이시험13), 그리고 하지 

감각저하 환자에 대한 증례 보고 1건11) 등이 현재 보고되어 있다.

하지만 아직 CP약침치료에 대한 증례연구를 비롯하여 임상연

구는 매우 부족하며, CP약침의 시술 반응 및 부작용 보고는 없다. 

이에 본 증례보고는 급성기 허리 및 고관절 통증을 가진 환자에 

대하여 1∼2회만의 단기간의 CP약침치료 병행 한의 치료를 통한 

치료효과 및 CP약침시술 관련 임상 반응을 관찰하였기에 보고하

는 바이다.

증    례

1. 연구대상

2018년 7월 23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가천대학교 부속

길한방병원에서 발병 1주 이내의 급성기 요통 및 대퇴부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논문은 환자에게 논문 

작성 및 출판에 대한 동의를 얻어 작성되었다.

2. 평가방법

1) Numerical Rating Scale (NRS): 요통 및 방사통의 통증의 

정도는 NRS로 평가하였다. NRS는 0부터 10까지 숫자로 나눈 척

도를 이용하여 통증 정도를 물어 수치화하는 것으로, 일차원적 평

가 도구이지만 단순성과 신속성의 장점이 있어 임상에서 기본적으

로 널리 쓰이고 있다15). 

2) 임상증상등급(clinical evaluation grade, CEG)16)

자각증상의 경중도를 객관화하기 위하여 동통의 정도 및 활동의 

제한정도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하였다11).

(1) Grade 0: 동통이 전혀 없는 상태

(2) Grade I: 경도의 동통으로 안정기에는 동통이 없으나 동작 

시에만 미약한 동통이 있는 상태

(3) Grade II: 중등도의 동통으로 동작시에는 제한이 없으나 동

통으로 불편한 상태

(4) Grade III: 심한 동통으로 동작시 활동이 제한되며 조심하면 

가동할 수 있는 상태

(5) Grade IV: 극심한 동통으로 자력으로는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

3) Oswestry Disability Index (ODI): 치료 전과 치료 종료 시 

기능장애를 한국어판 Oswestry Disability Index (ODI)로 평가하

였다. ODI는 통증정도, 개인관리, 옮기기, 걷기, 앉아 있기, 서 있

기, 수면방해, 성생활, 사회생활, 여행 등 10개 항목으로 구성되는

데, 성생활 항목은 정서에 맞지 않아 제외하였으며 9개 항목을 각

각 0∼5점 6점 Likert척도로 측정한 점수들을 합하고 항목 총점 

45점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하여 계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기

능장애가 심하다고 판단한다17). 

3. 치료방법

1) 약침치료: 약침치료는 3례 모두 CP 약침이 사용되었고, 증례 

3은 TA약침도 사용되었으며, CP와 TA약침은 남상천원외탕전실

(용인, 한국)에서 조제되었다. CP약침(56.225 mg/ml)은 사향(0.1 mg/ 

ml), 웅담(0.075 mg/ml), 우황(0.05 mg/ml), 황금(10 mg/ml), 황

백(10 mg/ml), 백두옹(10 mg/ml), 산두근(10 mg/ml), 목향(5 mg/ 

ml), 고추(11 mg/ml)의 비율로 혼합된 갈색 투명 액체이고, 근골

격계 질환 특히 교통사고(Traffic Accdient, TA) 관련 증상에 사용

하기 위해 개발된 TA약침은 황금(10 mg/ml), 황백(10 mg/ml), 백

두옹(10 mg/ml), 산두근(10 mg/ml), 목향(5 mg/ml), 홍화자(15 mg/ 

ml)의 비율로 혼합된 갈색 투명 액체이다. 요둔부는 1.0 ml용 주사

기에 27 G, 1 inch 주사바늘(성심메디컬, 부천, 한국)을 사용하였

고, 대퇴부는 1.0 ml 1회용 인슐린 주사기 (31 G, 8 mm, 신아메드, 

안성, 한국)를 사용하였다. 요양관(GV3) 및 협척혈(EX-B2), 압통점



www.kjacupuncture.org 193

KM Treatment Including CP Pharmacopuncture

KOREAN JOURNAL OF 

ACUPUNCTURE

을 선택하였으며, 한 혈자리당 0.02∼0.1 cc까지(총량 0.3∼0.5 cc)

를 사용하였으며, 직자로 1인치 주사바늘 끝까지 자입하였다. 시술

은 임상 경험 14년을 가진 한의사가 시술하였다. 

2) 침치료: 침치료는 0.25×40 mm의 일회용 스테인리스 스틸

(stainless steel) 호침(동방메디컬, 성남, 한국)을 사용하여 신수

(BL23), 기해수(BL24), 대장수(BL25), 관원수(BL26), 환도(GV30), 

양릉천(GB34)혈 및 아시혈을 위주로 선택되었고, 자입깊이는 3 cm 

정도로 하였으며, 염전제삽 없이 저주파치료기 STN－330 (스트라

텍, 안양, 한국)을 사용하여 auto program 중 4∼60 Hz 범위 내에

서 저빈도와 고빈도 혼합을 통한 다기능 자극 모드인 P2를 선택하

여 환자가 참을 수 있을 정도의 강도로 전기 자극을 10분동안 가하

였으며 적외선 조사를 함께 하였다. 

3) 부항치료: 부항치료는 치료시마다 자침 전 시행하였으며, 습

식부항의 경우 압통이 있을 경우에 일회용부항컵(동방메디컬, 보

령, 한국)을 사용하여 아시혈에 5분간 시술하였으며, 건식부항의 

경우 부항단지(현대한방의료기기, 서울, 한국)를 이용하여 화관법

(火罐法) 중 섬화법(閃火法)을 이용하여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요

부, 둔부 및 하지 부위에 건식으로 1회 10분간 시행하였다.

4) 한약치료: 증례1과 증례3의 경우, 활혈(活血), 통락(通絡), 지

통(止痛)의 효능이 있는 활락탕(活絡湯) 환제(모과, 백굴채, 현호색, 

위령선, 금모구척, 당귀, 건지황, 적작약, 강활, 독활, 창출, 진피, 

사인, 감초, 우슬, 진교, 유향, 몰약, 홍화, 생강, 대조 동량, 5 mm

환, 1회 2.6 g/1포, 유림한의원 선단탕전실, 광주, 한국)를 1일 2회 

(1포/회) 2일간 복용하도록 처방하였다. 

4. 증례

1) 증례 1

(1) 환자: 안○○(M/41)

(2) 주소증: 허리 통증 및 오른쪽 허벅지 통증

(3) 발병일: 2018.10.27

(4) 과거력: None of specific.

(5) 사회력, 가족력: 특별한 가족력 및 사회력 없음. 생산직

(6) 현병력: 상기 환자는 2018년 10월 27일에 바닥의 무거운 

것을 허리를 숙이며 들어올린 이후 오른쪽 허벅지 뒤가 당기는 통

증 및 요통으로 인해 2018년 10월 29일에 본원에 내원하였음.

(7) 진단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슬괵근 긴장)

(8) 치료기간: 2018.10.29.∼2018.10.31. (2회 치료)

(9) 이학적 소견

① 요추 Range of motion (ROM): 굴곡 70° (＋), 그 외 ROM: 

within normal limits (WNL)

② Straight leg raise (SLR) test 80/80 (＋/−): 우측 대퇴후면 

통증, Bragard test (−/−), Laseque test (−/−), Patrick test 

(−/−), Valsalva test (−)

(10) 기타 증상: 수면 보통, 식욕 보통, 대변 1일 1회 별무이상, 

맥긴(脈緊)

(11) 치료 경과: 내원 당시 요통과 허벅지 뒤 당기는 통증으로 

인하여 앉아있는 것을 매우 불편해하는 상태로, NRS 8∼9, ODI 

66.7, CEG Grade III의 상태이었고, 한의치료의 즉각시행을 원하

였다. 먼저 부항요법으로 아시혈과 우측 위중혈에 습식부항, 그 외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요부, 둔부 및 하지 부위에 건식부항을 

시행하였으며, 습식부항은 5분 후 제거하였고, 건식부항은 10분 

후 제거하였다. 그리고 CP약침을 1.0 ml용 주사기에 27 G, 1 inch 

주사바늘을 사용하여 요둔부의 요양관(GV3) 및 협척혈(EX-B2), 

아시혈을 선택하여 한 혈자리당 0.02∼0.05 cc까지, 그리고 대퇴 

후면 슬괵근 압통점에 한 혈자리당 0.02 cc씩 (총량 0.4 cc)를 사용

하였으며, 직자로 1인치 주사바늘 끝까지 자입하였다. 이후 침치료

를 10분간 시행하였으며, 활락탕 환제를 2일간 처방하였다. CP약

침 치료 직후 약침시술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모든 치료가 

끝나고나서도 약침시술로 인한 통증이 약간 남은 듯 하다고 하였

다. 부종, 발적, 가려움 등의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10월 31일에 내원하여 이전 치료 당일은 좀 힘든 듯 하였지만, 

다음날 걷는 것과 앉아있는 것 등의 동작 호전감 느껴졌으며 10월 

31일에는 NRS 4, ODI 35.6 정도로 호전된 상태로 종아리 뒤가 

같이 좀 아픈 정도라고 하였고, CP약침 용량을 줄여 총량 0.3 cc로 

하여 이전 치료와 동일하게 치료하였으며, 치료를 마친 후 활동 

제한 없이 움직임이 가능한 정도로 호전감이 느껴진다고 하였으며

(CEG Grade I), 약침치료시 지난번보다 적은 통증이 있었으며 치

료가 끝난 후에 시술로 인한 통증 및 부종, 가려움 등의 반응도 

나타나지 않았다(Table 1).

2) 증례 2

(1) 환자: 황○○(M/66)

(2) 주소증: 허리 통증 

(3) 발병일: 2018.9.27

(4) 과거력: 주증상 관련 특별한 과거력은 없었음.

(5) 사회력, 가족력: 특별한 가족력 및 사회력 없음. 무직. 음주/

흡연(−/−)

(6) 현병력: 상기 환자는 보통 체형의 남환으로 2018년 9월 27

일에 아이를 들어올리면서 요통 발생하여 본원에 당일 내원하였

음.

(7) 진단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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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ree cases report timeline. Presented according to CARE guidelines23)

Date CEG Score Interventions 

Case 1

2018.10.29 Grade III ODI 66.7, NRS 8-9 Acupuncture, electroacupunctrue, wet cupping, infra red, CP 
pharmacopuncture, Whallak-tang (pill) 

2018.10.31 Grade II ODI 35.6, NRS 4 Acupuncture, electroacupunctrue, wet cupping, infra red, CP 
pharmacopuncture, Whallak-tang (pill) 

Case 2

2018.9.27 Grade III ODI 48.9, NRS 4 Wet cupping, infra red, CP pharmacopuncture

2018.9.27 (F/U by phone) Grade I ODI 20, NRS 0-1 None

Case 3

2018.7.22 Grade III ODI 57.8, NRS 7 Acupuncture, electroacupunctrue, wet cupping, infra red, TA, 
CP pharmacopuncture, Whallak-tang (pill) 

2018.7.23 Grade I ODI 22.2, NRS 1 Acupuncture, electroacupunctrue, dry cupping, infra red

CEG : Clinical evaluation grade, NRS : Numerical rating scale (NRS), ODI : Oswestry Disability Index (ODI), CP : capsaicin-containing pharma-
copuncture medicine, TA : pharmacopuncture medicine for the treatment of musculoskeletal pain mainly related to traffic accidents (TA).

(8) 치료기간: 2018.9.27. (당일 1회 외래치료)

(9) 이학적 소견

① 요추 ROM: 굴곡 20° (＋) / 신전 10° (＋) / 외측굴곡 30°/ 

30° (＋/＋) / 회전 40°/40° (＋/＋)

② Valsalva test (＋), SLR test 80/80 (−/−), Bragard test 

(−/−), Laseque test (−/−), Patrick test (−/−)

(10) 기타 증상: 소화 보통, 대변 변비 경향, 수면 양호, 설담홍태

박백(舌淡紅苔薄白), 맥미활(脈微滑)

(11) 치료 경과: 내원 당시 허리 굴곡동작이 거의 되지 않고, 앉

았다 일어날 때 통증 심한 상태로, NRS 4, ODI 48.9, CEG Grade 

III 상태였고, 짧은 시간의 치료를 원하여 복와위 자세에서 자침 

전 압통 부위에 일회용부항컵을 사용하여 아시혈에 습식부항을 5

분간 시술한 후에, CP약침을 1.0 ml용 주사기에 27 G, 1 inch 주

사바늘을 사용하여 요양관(GV3) 및 협척혈(EX-B2)에 한 혈자리당 

0.05∼0.1 cc까지 (총량 0.4 cc)를 사용하였으며, 직자로 1인치 주

사바늘 끝까지 자입하였으며, 5분 정도 경피적외선 조사요법을 시

행 후 증상 다소 호전감 보이는 상태로 귀가하였다. 다음날 전화로 

확인시 증상 많이 개선되어 NRS 0∼1, ODI 20, CEG Grade I으로 

확인되었다. CP 약침 시술시 통증이 심하였으나, 약 1분 이내로 

약침 시술로 인한 통증은 사라졌고, 발적, 부종, 가려움 등은 나타

나지 않았으며, 다음날 확인시에도 특별한 이상반응은 없다고 하

였다(Table 1).

3) 증례 3

(1) 환자: 천○○(M/55)

(2) 주소증: 허리 통증 및 왼쪽 허벅지 통증 

(3) 발병일: 2018.07.22. 

(4) 과거력: 고혈압(2015년 진단받으신 이후 약물 복용 중), 심

장 수술(고등학생 때 외상으로 인한 심장 손상으로 수술)

(5) 가족력, 사회력: 특별한 가족력 및 사회력 없음. 건설현장직, 

음주: 거의 매일 음주, 흡연: none

(6) 현병력: 2018년 7월 22일에 다리가 벌어지면서 넘어진 뒤

로, 왼쪽 고관절부터 허벅지 쪽이 많이 아프고 허리 통증도 있는 

상태로, 2018년 7월 23일에 본원 외래로 내원하였다.

(7) 진단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내전근 염좌

(8) 치료기간: 2018.7.22.∼2018.7.23. (2회 치료)

(9) 이학적 소견

① ROM (요추: WNL, 왼쪽 고관절: 굴곡 100° (＋), 신전 30° 

(＋), 내회전 30° (＋), 그 외 WN.L)

② Patrick test (−/＋), SLR test 70/70 (−/−), Valsalva test 

(−), Bragard test (−/−), Laseque test (−/−)

(10) 기타 증상: 수면 숙면, 식욕 보통, 소화 보통, 대변 소변 

별무이상, 설담홍태소(舌淡紅苔少), 맥미긴(脈微緊)

(11) 치료 경과: 내원 당시, 요통과 함께 왼쪽 고관절부터 허벅지 

쪽이 많이 아프신 상태로, 걸을 때 통증 많이 느껴지면서 다리 굴신

동작에 제한 및 무릎 안쪽까지 통증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하였으

며, NRS 7점, ODI 57.8, CEG Grade III의 상태이었고, 우선 대퇴

부 압통점에 습식부항 및 요둔부 및 하지 부위에 건식부항을 시행

하였고, 5분 후 제거하였고, 건식부항은 10분 후 제거하였다. 그리

고 TA약침을 1.0 ml 1회용 인슐린 주사기(31 G, 8 mm)를 사용하

여 고관절 및 대퇴부, 내전근 압통점에 한 혈자리당 0.1 cc씩 (총량 

0.5 cc)를 직자로 8 mm 주사바늘 끝까지 자입하여 시술한 후, 침

치료를 10분간 시행하였다. 치료가 끝나고 증상 호전이 크지 않아 

추가적으로 CP약침을 1.0 ml용 주사기에 27 G, 1 inch 주사바늘을 

사용하여 고관절 및 내전근 아시혈에 한 혈자리당 0.02∼0.05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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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총량 0.3 cc)를 직자로 시술하고 5분간 경피적외선요법을 

시행한 후 걸을 때 느껴지는 불편감을 포함한 증상 호전이 다소 

보이시어 치료를 종료하고 활락탕 1일 1포씩 2회*2일치를 처방하

였다. TA약침의 경우 시술시 통증이 없었지만, CP약침의 경우 시

술시 시술로 인한 통증이 발생하였고 2분 정도 지나서 사라졌으며, 

모든 시술이 끝난 후 발적, 부종, 가려움, 통증 등은 나타나지 않았

다. 다음날 내원시, 걷는 동작이 자연스러워졌으며, 제반 증상이 

NRS 1, ODI 22.2, CEG Grade I 정도로 증상 호전된 상태였고, 

가벼운 침치료만 원하여 건식부항 및 침치료만 시행하였다(Table 

1). 

고    찰

급성 요추 염좌는 요통을 일으키는 원인 질병인 요추간판탈출

증, 요추부 염좌, 척추관 협착증, 압박골절, 마미증후군, 척추전방

전위증, 강직성척추염 등에서 요추간판탈출증(37%) 다음으로 큰 

비율인 27%를 차지하는 질환으로 보고된 바 있다18). 동의보감(東

醫寶鑑)에서는 요통의 발생 원인과 증상에 따라 신허(腎虛), 담음

(痰飮), 좌섬(挫閃), 식적(食積), 풍(風), 한(寒), 습(濕), 어혈(瘀血), 기 

(氣), 열(熱) 등 10종 요통으로 분류하였는데, 이 중 좌섬요통(挫閃

腰痛), 담음요통(痰飮腰痛), 어혈요통(瘀血腰痛), 기요통(氣腰痛)의 

4가지가 급성 요추 염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19). 급성 요추 

염좌의 치료법으로, 서양 의학에서는 급성기에 침상안정 시행 후 

소염진통제, 근육이완제 등의 약물요법, 물리치료, 핫팩, 골반견인 

등을 시행하고 있고, 한의학에서는 침치료, 약침치료, 부항요법, 

한의물리요법, 한약치료, 추나요법 등을 시행하고 있다4,10).

급성 요추부 염좌에서는 통증과 함께 근육 경직으로 인하여 경

직된 쪽으로 자세측만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는데4), 본 

증례 환자들은 하지 쪽의 근약화나 감각둔화 등의 신경증상은 나

타나지 않으면서 자세 측만이 관찰되지 않는 급성 요추부 염좌를 

동반하고 있었다. 

대한임상통증학회 요통의 진단 및 치료 진료지침1)에서, 기능적 

장해가 있으면서 신경근병증 동반이 없는 요통의 경우 4∼8주의 

자기관리 및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고 증상 해결 및 호전이 되지 

않으면 단순방사선 및 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 (ESR), 요

통 재평가, 정신사회학적 평가를 포함한다고 하였다. 본 증례 환자

들은 발병 이후 3일 이내에 임상증상등급 Grade III 정도의 상태로 

내원하여 1∼2회 치료로 3일 이내에 특별한 부작용 없이 증상 호

전을 보이면서 추가적 검사 없이 치료를 종료하였으며, 이는 조기 

통증 감소 및 신체기능 회복을 통하여 일상생활로의 빠른 복귀를 

도움으로써 급성요통의 치료목적에 부합된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과 국내에서의 약침 관련 임상논문 비교 연구9)에서, 근골격

계 및 신경계 질환은 그 병리 상, 다양한 여러 원인에 의해서 국소 

기혈소통의 불리로 인해 경락의 저체 및 불통 상황에서 국소 부위

에 병변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국소의 기혈불통 상황에 대한 빠른 

해결을 위해 약침 사용을 하기도 한다고 하였으며, 특히 척추질환

에 있어서 국내와 중국 모두 약침이 다용되고 있다고 하였고, 국내

의 경우 봉약침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중국과 

국내 모두 아시혈(阿是穴), 협척혈(夾脊穴), 배수혈(背兪穴) 등의 근

위혈 위주로 치료혈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9). 본 증례에서 

사용된 CP약침의 경우에도 아시혈, 협척혈 위주로 사용하였다.

CP약침은 통기(通氣)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약침으로, 항염, 항

산화 효능을 가지고 통증 질환에 사용되어 온 사향, 우황, 웅담을 

주성분으로 하는 V약침에 고추를 추가한 약침으로, 캡사이신

(capsaicin)을 주성분으로 하는 고추와 사향, 웅담, 우황, 황금, 황

백, 백두옹 산두근, 목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11-13). V약침은 오랜 

임상경험과 함께 이미 독성 평가와 효능 연구 및 임상 보고 등을 

통하여 안전성과 그 효과가 확인된 바 있지만, CP약침은 2018년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여 아직 관련 임상 연구는 매우 부족

하다. 2019년 요추 척추관 협착증 환자의 수술 후 발생한 요부통증 

및 감각저하 환자에게 CP약침치료, 침구치료, 한약치료 등의 한의

복합치료를 시행한 결과 감각저하 효과를 보인 증례를 통해 보고

된 바 있다11). 

캡사이신의 진통효과와 관련하여, 캡사이신이 말초 및 중추의 

구심성 뉴런에 대해 원심성 작용으로 각종 신경전달물질을 유리함

으로써 초기흥분작용과 잇따라 초래되는 탈감작 작용 등의 두가지 

국소적 생리작용을 나타내며, 캡사이신에 의한 신경독성과 탈감작

은 각종 자극에 대하여 진통효과를 나타내고 감각기능을 회복시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20)고 하였고, 캡사이신 약침의 흰쥐의 급성 

염좌에 미치는 효과 연구에서 세로토닌 활성화를 통하여 진통효과

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 본 연구에서 급성 통증에 있어서 

CP약침치료 시 캡사이신 성분으로 인하여 다른 치료들에 비해 시

술시 통증이 있었으나, CP약침의 서근활락(舒筋活絡), 통기(通氣)

작용과 함께 이루어진 한의복합치료를 통해, 이후 시술 당일 귀가

시와 다음 내원시 빠른 진통효과를 통해 1∼2회의 치료로 치료를 

종료할 수 있었다. 특히 증례 2의 경우, 습식부항 후 CP약침만을 

시술한 직후 증상개선이 관찰되었고, 다른 치료 없이 치료가 종료

되었으며, 증례 3의 경우 TA약침치료를 포함한 일반 한의복합치료

를 시행 후, 증상 개선이 크지 않아 추가적으로 CP약침을 시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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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증상개선이 뚜렷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기에, CP약침이 단시

간내 통증 개선에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요통 연구에서 빈용된 경혈은 대장수(BL25), 신수(BL23), 

기해수(BL24), 환도(GB30), 위중(BL40), 관원수(BL26) 등이 많이 

사용되었고, 대부분의 경혈이 요둔부와 하지부에 집중되어 있었

고, 요추부 염좌에 사용된 경혈은 빈도순으로 신수(BL23), 대장수

(BL25), 기해수(BL24), 환도(GB30), 위중(BL40), 관원수(BL26), 지

실(B52), 요양관(GV3), 명문(GV4), 차료(BL32) 순이었다18). 본 연

구에서도 침치료의 경우 요둔부와 하지부 경혈을 활용하였다. 또

한 팔회혈(八會穴) 중 근회혈(筋會穴)으로 서근맥(舒筋脈), 소경락

습체(疏經絡濕滯) 등의 혈성을 가지고 근육의 통증이나 마비와 같

은 근육 관련 질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양릉천(GB34)8)을 함께 

사용하였다.

또한 급성염좌에서의 부항요법에 대하여 습식부항의 경우 통증

의 빠른 감소와 주위 조직의 부종 감소를 통해 치료기간을 훨씬 

단축시킬 수 있고, 건식부항의 경우 급성염좌 손상부위의 염증 제

거 및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수상 후 2∼3일의 최급성기 이후 

환자에게 습식부항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된 바 있다21). 급

성 경요추 염좌 환자 대상 건식 및 습식부항요법 연구에서 건식 

및 습식 부항 모두 유의한 효과가 있었고, 습식 부항요법이 건식요

법보다 높은 비율의 호전 항목을 보인다고 하였다22). 위중(BL40)혈

은 청혈설열(淸血泄熱), 서근통락(舒筋通絡), 거풍습(祛風濕), 리요

슬(利腰膝) 등의 혈성을 가지고, 급성 요부염좌에 삼릉침으로 점자

(點刺)출혈한다고 하였다8). 본 연구에서 3례 모두 부항요법을 시행

하였으며, 특히 치료 첫째날은 아시혈과 함께 위중(BL40)혈에 습

식부항을 시행하였다. 부항요법도 치료 효과를 높이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요통 침구임상 진료지침의 전문가 위원회 합의를 통한 한의학적 

침치료 방법 관련 내용에서, 전체 응답의 50% 이상이 1주일에 3회

를 치료하며, 급성 요통의 전체 치료기간의 경우 90%이상의 한의

사가 3주미만이라고 응답하였다고 하였다4). 본 증례는 CP약침의 

병행요법을 통하여 급성 요통 및 고관절통 환자에게 1∼2회만의 

치료로 빠른 시간내에 호전을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급성 

요통 관련 다양한 약침관련 보고들이 있지만, CP약침에 대한 임상

보고는 이전에 1례11)가 있었지만, 치료시 CP약침 시술 반응 및 부

작용 언급은 없었다. 본 증례보고에서는 CP약침시술로 인한 통증 

발생 및 소실과정, 이상반응 없음 등을 보고하였기에, CP약침 병행

치료의 급성 통증 치료 효과 뿐 아니라 CP약침 시술 관련 반응 

및 부작용 등에 대한 첫 임상보고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대상 환자수가 3례 뿐이며, 또한 침구치료, 부항치료, 약물

치료 등의 병행으로 CP약침 단독 효과를 확인하지는 못한 것 등의 

한계점들이 있었다. 향후 CP약침의 치료효과 관련 근거 확보를 위

하여 더 많은 증례보고와 대조군 설정을 통한 비교 연구, 다양한 

질환에 대한 CP약침 보고, 진통 목적의 캡사이신 패치, 로션, 크림 

등의 다양한 제형들과의 진통 효능 비교 연구 등의 보다 많은 연구

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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