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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iveness of bee venom acupuncture for a diabetic neuropathy patient.
Methods: A diabetic neuropathy patient received twenty-one bee venom acupuncture treatments for a total of 99 days.

The Neuropathy Pain Scale (NPS) was used to evaluate the weekly peak pain during the treatment period.
Results: After the treatments, the NPS scores improved, and the frequencies of peak pain decreased.
Conclusions: This clinical case indicates that bee venom acupuncture combined with Korean medicine may be effective for

treating diabetic neuropathy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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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당뇨 합병증 중에서 가장

흔하며, 유병률은 20~34% 정도이다1. 당뇨병성 신

경병증은 족부 궤양 및 보행장애로 인한 장애를

유발하며 삶의 질을 상당히 떨어뜨리고, 당뇨병 치

료와 관련된 비용을 크게 증가시킨다. 적절한 치료

를 받지 못하면 신경병적 기형과 비외상성 절단을

초래할 수 있는 질병으로 진행된다2.

신경병증성 통증은 7~20%의 당뇨 환자에서 나

타나는 주된 증상인데, 야간에 악화되는 타는 듯한

통증, 바늘로 찌르거나 전기가 통하는 듯한 통증,

뜨거운 모래 위를 걷는 느낌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3.

한의학에서는 당뇨병성 신경병증을 血痺, 痺證,

脚氣, 痿證, 消渴, 痛症 등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며, 기본적으로 陰虛燥熱하는 消渴病이 오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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久病入絡, 入病多瘀, 不通則痛 하므로 痲木, 疼痛,

痺痛, 下肢拘攣 등의 임상증상이 나타난다고 보고

치료하고 있다4.

현재까지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진행하는 것을

멈추거나 호전시키는 치료법은 아직 없다. 혈당을

철저하게 정상 범위로 유지하는 것이 유일한 치료

법으로 알려져 있으나, 여러 연구에서 제2형 당뇨

병과 관련된 당뇨병성 신경병증에는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5. 몇몇 임상시험에서 알

도스 환원효소 억제제(Aldose reductase inhibitor)

는 소르비톨 축적을 억제하여 당뇨병성 신경병증

의 진행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부작용

등의 문제로 효용성에 제한이 있다6. 그 밖에 통증

을 경감시키기 위한 진통제로서 삼환계항우울제,

항경련제, 세로토닌-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억제제

등이 사용되고 있으나 효능에 대한 증거는 부족하

며7, 현재 임상에서 약물 치료 단독 요법으로 당뇨

병성 신경병증 치료에 접근하는 것은 증상 개선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당뇨병성 신경병증과 관련된 한약의 치료 효과

는 국외에서 다수 보고되었으며8,9, 당뇨병성 신경

병증 환자의 삶의 질 향상,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국내에서도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대한 일

부 증례보고가 있으나, 대부분 한약 치료를 위주로

유효한 효과를 보였다는 보고이다10. 본 증례에서는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으로 진단받은 후 양약 복

용, 신경차단술 등 치료를 받고 호전되지 않았으나

봉약침 치료를 위주로 한 복합적 한방치료를 시행

하여 호전된 환자 1례를 보고하는 바이다.

Ⅱ. 증 례

본 증례보고는 ○○대학교 한방병원 기관생명윤

리위원회(IRB)에서 심의면제 승인을 받았음(IRB

심의번호 : KHNMCOH 2021-09-004).

1. 성별/연령 : 남성/57세

2. 주소증

1) 좌우 4-5지 손가락 저림 및 통증 : 주관절 내

측 압박 시 4-5지 손가락 통증 악화

2) 양 무릎 이하 시림

3. 발병일 : 2019년 02월

4. 치료기간 : 2021년 05월 14일~2021년 08월 20일

(주 1-2회 치료, 총 21회)

5. 과거력

1) Diabetic polyneuropathy 2019년도 진단

2) Raynaud’s syndrome 2019년도 진단

3) Type 2 DM 2018년도 진단

4) Eczema 2017년도 진단

5)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시술 2013년

6. 가족력

1) 부 : 당뇨병

2) 모 : 협심증

7. 사회력

1) 흡연력 : 현재 흡연, 흡연량 하루 0.5갑

2) 음주력 : 현재 음주, 소주 월 1회 이하

8. 현병력

손 습진으로 2017년 11월 피부과 내원 후 2개월

동안 스테로이드제제를 복용하였다. 2018년 1월

HbA1c 11%로 제2형 당뇨병을 진단받고 혈당조

절을 위해 입원치료 시행하였다. 2019년 2월경

손발저림 및 시린 증상 발생하였으며, 2019년 5월

신경과 내원 후 당뇨병성 신경병증으로 진단받

고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증상 지

속되어 척골신경차단술을 3회 시행하였다. 이후

증상 지속 및 점차 악화되어 2021년 5월 강동경

희대병원 뇌신경센터 한방내과 외래에 내원하였다.

9. 망문문절

1) 睡 眠 : 良

2) 食慾, 消化 : 식사량 少, 소화 良

3) 大 便 : 2-3일에 1회, 硬

4) 汗 出 : 多, 自汗, 盜汗, 頭汗

5) 口乾 호소

6) 舌 : 舌紅

10. 주요 검사소견



봉약침 치료를 중심으로 한 한방 복합치료로 호전된 당뇨병성 신경병증 환자 1례

960

1) 상지 신경전도검사(2020년 9월 15일) : 상지 신

경전도검사에서 Multiple mononeuropathies를

시사하는 소견이 관찰됨. Right median neuropathy

at wrist(carpal tunnel syndrome, mild grade),

Left ulnar neuropathy at wrist-elbow level

11. 치 료

1) 침치료 : 매 내원시 일회용 스테인리스 호침

(0.25×30 mm, 동방침구제작소, 한국)을 사용

하여 GV20(百會), 양측 LI4(合谷), LI11(曲池),

LR3(太衝), ST36(足三里), GB20(風池), GB34

(陽陵泉), GB39(懸鍾), SP3(太白), SP6(三陰

交), SI5(陽谷), KI3(太谿), TE5(外關), EX-HN5

(太陽)의 경혈을 위주로 하여 0.1~2.5 cm 자

입한 후 15분간 유침하였다.

2) 봉약침치료 : 매 내원시 증류수에 1:20000으로

희석한 봉독(한국 유밀농원산)을 양측 좌측

HT3(少海), LI11(曲池), TE3(中渚), TE5(外

關), LR3(太衝), ST36(足三里), GB34(陽陵泉),

SP6(三陰交)에 인슐린 주사기(BD Ultra-Fine

Ⅱ, USA)로 각각 0.1 cc씩 주입하였다.

3) 전침치료 : 매 내원시 침치료 후 양측 ST36

(足三里)-LR3(太衝)에 전침기(ES-160)를 연

결하여 자극하였다. 자침 깊이는 1.5~2 cm, 5

Hz 빈도로 환자가 통증을 느끼지 않는 정도의

전기자극을 유침시간인 15분간 시행하였다.

4) 뜸치료 : 매 내원시 간접구(동방온구기, 한국)

를 이용하여 CV4(關元)에 15분씩 시행하였다.

5) 한약치료 : 매 식후 1-2시간 후 다음과 같은

처방의 한약제제를 복용하도록 하였으나, 실제

하루 0-2회 복용하였다.

(1) 치료 1-2회차 : 太陰人 淸心蓮子湯

(2) 치료 3-5회차 : 八味地黃丸

(3) 치료 6-7회차 : 太陰人 淸心蓮子湯

(4) 치료 8-12회차 : 當歸四逆加吳茱萸生薑湯

(5) 치료 13-17회차 : 八味地黃丸

(6) 치료 18-21회차 : 當歸四逆加吳茱萸生薑湯

6) 복용 양약(Table 1)

Drug Classification Dose
Rivotril tab. 0.5 mg Anticonvulsants 0.25T qd
Glupa tab. 850 mg Biguanides 0.5T qd

Targin CR tab. 5/2.5 mg Narcotics 1T bid
Lyrica cap. 300 mg Anticonvulsants 1T bid
X-Preven tab. Multivitamins 1T bid

Cymbalta cap. 60 mg Antidepressants 1T bid
Evoprim soft cap. 40 mg Miscellaneous Dermatologicals 1T bid
Mecobalamin tab. 500 mcg Vitamin B (except B1) 1T bid

Sensival tab. 10 mg Tricyclic Antidepressants 1T bid
Sensival tab. 25 mg Tricyclic Antidepressants 2T bid
LiVaLO tab. 4 mg Antilipidemic Agents 1T qd
Dexid tab. 480 mg Hormoness 1T bid
Onglyza tab. 5 mg Dipeptidyl Peptidase-4 Inhibitors 1T qd

Aspirin protect tab. 100 mg Antithrombotics, Antiplatelet Agents 1T qd
Mypol cap. Other Analgesics & Antipyretics 2T bid

T : tablet, qd : quaque die, bid : bis in die

Table 1. Western Drugs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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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각 정제를 용법, 용량에 맞게 매일 복용

하였다. Mypol cap.은 증상 호전되어 치료 34일

차 중단, Targin CR tab. 5/2.5 mg은 치료 62일

차 중단하였으며 그 외 나머지 약물은 용량/

용법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복용하였다.

12. 평가방법

1) Neuropathy Pain Scale(NPS)11 : NPS는 Galer

와 Jensen이 개발한 척도로 신경병증에서 흔하

게 나타나는 다양한 양상의 통증의 정도를 평

가하는 지표이다. 각 항목의 점수는 통증 강도

질문에 대한 환자의 반응을 기반으로 한다. 0은

통증이 없음을 나타내며 10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나타낸다. 각 통증의 양상

에 대해 환자가 느끼는 정도를 0에서 10까지의

숫자를 사용하여 표기하였다.

2) 주간 발생한 Peak 통증의 횟수 : 매 내원 시

한 주 동안 통증이 극심하게 악화된 경우의

횟수를 확인하였다. Peak 통증의 경우 환자의

주관적인 상황으로 통증의 강도가 참을 수 없

을 만큼 평소보다 심하며, 통증 범위가 넓어지

는 경우를 말한다.

13. 치료경과

1) NPS : 치료 1회차와 치료 21회차 시에 통증

양상에 따라 통증 정도에 해당하는 숫자로 표

현하도록 하였다. 치료 전후 NPS의 항목인 통

증 강도(intense)는 7점에서 4점, 둔함(dull)은

6점에서 4점, 시림(cold)은 6점에서 4점, 민감

함(sensitive)은 6점에서 2점으로 감소하였다.

통증의 빈도와 관련된 항목에서는 계속되는

통증이 내원 시 저림, 찌르는 통증 및 둔한 감

각이 있었으나, 99일 경과 후에는 저린 증상만

지속하는 통증으로 남았고, 둔한 감각은 가끔

발생하였다. 통증으로 인한 기분과 관련된 항

목에서는 불쾌한 정도가 6점에서 3점으로 감

소하였다. 통증의 위치에 따라서는 심부 통증

이 6점에서 2점으로 감소하였다(Table 2).

Aspects of pain
Before

(Day 1)
After

(Day 99)
Intense 7 4
Sharp 0 0
Hot 0 0
Dull 6 4
Cold 6 4

Sensitive 6 2
Itchy 0 0

Time of pain

Background pain
all time

Numbness,
Pins and needles,

Dull
Numbness

Occasional
break-through pain

- Dull

Unpleasant 6 3
Intense of deep pain 6 2
Intense of surface pain 0 0

Table 2. Changes in NPS Scores Before and After
Treatment

2) Peak 통증의 발생 빈도 : 통증의 강도가 참기

힘들 정도로 악화되고 통증의 범위가 좌우 수

4-5지에서 손 전체로 퍼지는 양상의 통증을

Peak 통증이라고 하였다. 내원 시 환자가 호소

하는 Peak 통증은 매일 발생하였으나 16회 치

료 후 주 1회로 호전되었으며, 21회 치료까지

주 1회로 지속되었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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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frequency of peak pain.

Ⅲ. 고 찰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당뇨병의 가장 흔하고 대

표적인 합병증이며 당뇨 환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

키는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이다. 당뇨신경병은 침

범하는 부위 및 범위에 따라 크게 전신형과 국소

형으로 나눌 수 있다. 전신형당뇨신경병에는 만성

감각운동다발신경병, 자율신경병, 고혈당신경병, 급

성통증감각신경병, 치료연관신경병이 있다. 국소

또는 다초점신경병에는 뇌신경병, 몸통신경병, 당

뇨병근위축증, 국소사지단일신경병 등을 들 수 있

다. 만성감각운동다발신경병은 가장 흔한 형태의

당뇨병성 신경병증으로서 혈당조절이 잘되지 않았

거나, 당뇨병의 유병기간이 긴 환자에서 발생빈도

가 증가한다. 초기당뇨병 환자의 약 7.5%, 유병기

간이 25년 이상이면 약 50%에서 발견된다. 감각증

상은 주로 하지의 원위부에서 두드러지지만, 심한

경우에는 손에 나타나기도 한다6.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병리 소견과 병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이 밝혀

져 있지 않다12. 미세혈관이상, 알도스환원효소경로

를 통한 과도한 폴리올의 흐름, 산화스트레스 등의

다양한 기전이 제시되었으나 모든 당뇨병성 신경

병증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을 진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방법은 통증이나 감각이상에 관한 면밀한 병력청

취와 세밀한 신경학적 진찰이다. 말초신경기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능검사를

시행하며, 정량적감각검사, 신경전도검사 및 유발

전위검사 등이 있다.

신경병은 일단 시작되면 저절로 좋아지지는 않

는다. 혈당을 철저하게 정상 범위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경정맥인슐린투여방법 등을 이용하여 당

뇨병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당뇨병성 신경

병증의 빈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

전 연구에서 철저한 혈당 관리가 제1형 당뇨병에

서는 신경병증의 발병률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

였으나13, 제2형 당뇨병에서는 혈당 조절이 유의미

한 효과가 없었다14. 약물치료로는 가바펜틴, 프레

가발린 같은 항뇌전증약, 선택세로토닌재흡수억제

제, 삼환계항우울제 및 아편유사제 등이 신경병증

성 통증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

나 약물 치료는 55% 정도에서만 효과가 있으며15,

약물에 대한 의존과 남용의 위험이 있고, 메스꺼움,

변비 및 두통과 같은 부작용이 보고되었다16. 현재

신경병성 통증을 치료하는 가장 효과적인 단일 약

물은 없으며, 약물치료 단독 요법이 통증을 적절히

치료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17. 따라서 당

뇨병성 신경병증의 통증을 관리하기 위한 추가적

인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본 증례 환자는 2017년도 습진을 치료하기 위해

2개월 동안 스테로이드 약물을 복용하였으며, 그

후 내분비대사내과에서 당화혈색소 검사 결과 제2

형 당뇨병을 진단받았다. 2019년 5월 17일 당뇨병

성 신경병증으로 진단받고 손발 저림 및 시린 증

상에 대해 약 2년간 신경과 약물 치료를 받았으며

척골신경차단술을 3회 시행하였으나 증상이 지속

되었고, 통증이 점차 악화되어 2021년 5월 14일 한

의치료를 받고자 내원한 환자이다. 환자가 주로 호

소하는 증상은 양측 손가락의 지속적인 저림, 무딘

감각, 찌르는 감각이었으며, 양 하지, 특히 무릎 이

하 부위에 시리고 둔한 감각을 동반하고 있었다.

또 제2형 당뇨병 과거력이 있었으며, 신경병성 통

증을 유발할 기타 과거력이 없었으므로 당뇨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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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병증으로 진단할 수 있었다. 당뇨병 환자의 말

초신경은 외부 압력이나 포착에 의해 쉽게 손상을

받는데,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나 상지 신경전도

검사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정중신경 및 팔꿈

치의 척골신경에 손상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환자가 증상을 호소하는 부위를 고려하여

HT3(少海), LI11(曲池), TE3(中渚), TE5(外關),

LR3(太衝), ST36(足三里), GB34(陽陵泉), SP6(三

陰交)를 취혈하여 봉약침 치료를, 그 외에 침 치료

및 ST36(足三里), LR3(太衝)에 전침치료를 시행

하였고, 치료 시작 시점으로부터 92일 경과했을 때

통증이 현저히 호전된 것을 확인하였다. 통증 강도

에 있어서는 치료 1일 차 NRS 7의 통증을 호소하

였으나, 21회 치료 후 NRS 4로 감소하였다. NRS

cut-off point에 의해 환자의 통증은 NRS 7의 중등

도 통증에서 NRS 4의 경증 통증으로 호전되었다18.

21회 치료 후 NPS의 점수를 확인해보면 NPS의

항목 중 강도(intense), 불쾌함(unpleasant)에서 3점,

둔함(dull), 냉감(cold)에서 2점, 민감함(sensitive),

심부 통증(intensity of deep pain)에서 4점 감소하

였다. 통증 유지시간(time)에 관한 항목에서는 저

림의 증상은 유지 시간에서 차이가 없었으나 찌르

는 통증(pins and needles)은 하루 종일 지속되던

통증이 치료 후 완전히 사라졌으며, 둔함(dull)은

지속되던 통증에서 가끔 발생하는 통증으로 빈도가

감소하였다. 주간 Peak 통증 빈도를 살펴보았을 때

내원 시 매일 발생하던 Peak 통증이 16회 치료 후

주 1회로 감소하였다. 본과에서 15회 치료 후 신경

과 follow-up 시 ‘봉약침 치료 후 저림 및 통증이

호전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21회 치료 후 ‘Peak

통증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평소에도 통증을 의

식하지 않고 지낼 만하다’고 표현하였다.

정중신경과 척골신경은 수관절의 장측면을 지나

는 모든 근육들을 신경지배하고, 일차적인 수관절

굴곡근들을 포함한다. 그 중 척골신경은 척측수근

굴근을 지배하며 네 번째 손가락의 내측면과 다섯

번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의 척측면에 대한 피부의

감각신경을 지배하는데 특히 다섯 번째 손가락과

손의 척측연 쪽에 집중된다19. HT3(少海), TE3(中

渚), TE5(外關)은 이러한 척골신경의 주행 경로에

있으며, TE3(中渚)는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4-5

지 손가락 사이 근육에 위치한다. HT3(少海)는 心

經의 合水穴로 益水瀉火, 淸熱凉血의 效를 발휘하

며, 手臂痲木, 心痛, 失眠, 腋下瘰癧, 癲狂 등의 질

환에 활용된다20. 또 TE5(外關)은 전침 자극 시 유

의한 항산화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보고된 바 있

다21. 따라서 HT3(少海), TE3(中渚), TE5(外關)은

신경 지배 영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치

료점이라 생각된다.

본 증례에서는 통증 완화, 신경 손상의 회복 및

재생을 목적으로 봉약침 치료를 주된 치료로 시행

하였다. 봉약침은 melitin, phospholipase A2 등의

주요 성분들의 약리 작용을 통해 진통, 해열, 소염,

진경, 면역증강 등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22, 이 밖에도 신경 회복의 지표인 neurofilament

의 양성 밀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손상된 신경의 축

삭 재생에 도움을 준다는 점과23, 근 피로도를 저하

시키고 근 회복력을 증가시킨다는 점이 보고된 바

있다24. 이상을 고려할 때 해당 신경 지배영역에서

신경계 가소성을 유도함으로써 진통효과를 나타냈

다고 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환자가 호소하는 양 하지 시림 증상

을 고려하여 LR3(太衝), ST36(足三里), GB34(陽

陵泉), SP6(三陰交)에 봉약침 치료를, LR3(太衝)

과 장비골근, 장지굴근, 장무지굴근에 위치하는 ST36

(足三里)에 전침치료를 시행하였다25. LR3(太衝)은

뇌유래신경영양인자와 같은 신경영양 인자들의 분

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으며26, ST36(足三里) 자

침 시 경골 신경 분지들과 후경골근의 자극을 유

발한다는 점이 보고되었다27.

한약 치료는 太陰人 淸心蓮子湯, 八味地黃丸, 當

歸四逆加吳茱萸生薑湯을 투여하였다. 이 중 당귀사

역탕은 중국에서 시행한 당뇨병성 신경병증 환자

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유의한 치료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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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보고되었다28. 본 증례에서 역시 당귀사역탕

가미방 등을 사용하였기에 환자의 증상 호전도에

한약의 효과를 배제할 수 없으나, 환자의 한약 복

용 순응도가 낮아 하루 1회만 복용하거나 약을 복

용하지 않은 일수가 많았다. 따라서 본 증례에서

한약 치료의 개입이 크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며,

그 효과 역시 치료율에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보

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현재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대한 국내 연구는 牛

車腎氣丸을 투여하여 치료한 당뇨병성 말초신경병

증 및 혈당 개선 보고 1례29와 八味地黃湯 및 침 뜸

치료를 이용한 치험 1례30 등 대부분 한약 투여에

국한되어 있다10. 그밖에 염 등31이 보고한 전침을

위주로 치료한 증례보고가 있다. 본 증례는 봉약침

위주의 치료로 당뇨병성 신경병증을 호전시킨 증

례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환자는 기존의

표준 양방 약물 복용 및 신경차단술을 여러 차례

시행하였으나 발병일로부터 약 2년 동안 수부 통

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으며, 봉약침치료를 통해

통증이 개선되었고, 지속적인 한방 외래 치료를 통

해 치료 효과가 지속되었다. 따라서 본 증례는 기

존의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통

증을 봉약침 치료를 포함한 한방치료로써 효과적

으로 개선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증례는 봉약침의 단일 치료가 아닌

침치료, 전침치료, 한약치료 등을 병행하여 봉약침

단일치료의 효과로 보기 어려우며, 단일 증례로 대

상자 수가 적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당뇨

병성 신경병증에 대한 봉약침의 효과에 대한 무작

위배정 임상연구를 통하여 효과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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