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緖

시대 흐름에 따라 東西洋文化는 상호 향을 미치게 되

어, 전통적인 鍼灸 法과 藥物 法이 전부 던 韓醫學에

도 기존에는 없던 기구와 방법을 이용한 藥鍼 法이 등장

하 다1). 藥鍼 法은 鍼灸 法과 藥物 法을 결합한 新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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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standard for practical application of ginger
herbal pharmacopuncture

Material and Methods : We refer to ancient literatures and the recent papers for ginger.

Conclusions : The following results have been obtained

1. The effect of ginger(Zingiber officinale Roscoe) is to "release exterior", "balance nutrient & defen-
sive qi", "resolve phlegm", "arrest coughing", "warm the lungs". So  ginger herbal pharmacopunc-
ture can be applied to treating fever, chilling sign, headchae, snuffle and gasping cough due to cold
affection and treating the symptoms like sputum and asthma that be revealed by pulmonary disease.

2. The effect of ginger is to "warm spleen and stomach", "arrest vomiting" "promote normal flow of
water". So ginger herbal pharmacopuncture can be applied to treating nausea, vomiting, abdominal
distension and diarrhea due to phlegm & dampness and treating edema.

3. The effect of ginger is to eliminate blood stasis. So ginger herbal pharmacopuncture can be applied
to treating contusion, blood stasis, sprain and gynecologic disease. 

4. Ginger can treat myalgia and pain due to wind-damp and have anti-inflammatory effect in pharma-
cology. So ginger herbal pharmacopuncture can be applied to treating disease of joint, ligament and
muscle.

5. Ginger can resolve phlegm and resuscitate. So ginger herbal pharmacopuncture can be applied to
treating unconsciousness. But, treating incipient cardiovascular accident, it  needs to call your spe-
cial attention to the danger of blood pressure increase.

6. In pharmacology, ginger is effective for antitumor, antioxidant effects and activating immunocyte.
So ginger herbal pharmacopuncture can be applied to treating broadly varieties of tumor and aller-
gic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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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의 일종이다. 기존의 鍼灸 法이 臟腑와 연계된 經絡

과 經穴을 통하여 물리적 자극을 전달하여 질병을 치료했

다면 藥鍼 法은 韓藥의 氣味를 포함한 화학적 자극을 부

가적인 치료수단으로 사용하여, 刺鍼과 藥物의 효과를 동

시에얻는장점이있다2). 

우리나라의藥鍼 法에관한본격적인연구결과는남상

천선생이 1967년에한의학계에소개하 고, 김정언선생

이 1980년에 증류추출식 藥鍼製劑를 이용한 八綱藥鍼

法을 소개하면서 더욱 다양한 藥鍼治療法이 개발되었다.

현재에는 벌의 독을 이용한 蜂藥鍼, 태반 추출물인 紫河

車, 鹿茸藥鍼, 牛黃藥鍼, 증류 추출식 한약제제 등 다양한

藥鍼이연구, 개발되어사용되고있다2).

大韓藥鍼學會에서 시술원칙으로 첫째, 辨證 둘째, 經穴

의 選定 셋째, 藥鍼의 選定 넷째, 用量의 결정 마지막으로

경과의평가를제시하 다2). 최근에개발되어연구가시작

단계인 生薑藥鍼에 대하여 시술원칙 중 藥鍼의 選定에 대

한 근거를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生薑에 관해 文獻的

으로考察하여보고하는바이다.

II.  本

1. 생강에 대한 고찰

1) 基原및産地

生薑은생강과(生薑科 : Zingiberaceae)에속한多年生

本草인생강 Zingiber officinale Roscoe의신선한뿌리

줄기이다. 熱帶亞細亞가 원산지로 우리나라의 각지에서

재배하는데전북완주와충남서산이저명한산지이다3).

2) 性狀

多年生 초본 식물로 높이는 40∼100㎝이다. 잎은 어

긋나고 2개로 갈라져 있으며 잎자루는 없고 긴 잎집이 줄

기를둘러싸고있다. 잎몸은선모양피침형으로길이는 15

∼20㎝ 너비는 약 2㎝이고 끝이 점차 뾰족해진 모양이

며 기부는 좁고 반들반들하며 털이 없다. 소설(小舌)은 길

이가 1∼3㎜이고 막질이다. 수상 화서(穗狀花序)는 타원

형이고조 하며길이는약 5㎝, 너비는약 2.5㎝이며끝

이 뾰족하고 단단하며 녹백색이다. 아래쪽 가장자리는 황

색이다. 꽃받침은 대롱 모양으로 길이는 약 1㎝이며 3개

의짧은톱니가있다. 꽃부리는녹황색이고꽃관은길이가

약2㎝이며열편은 3개이고피침형이며길이는대개같다.

개화기는 7∼8월(재배한것은거의개화하지않는다)이고

결실기는 12월부터이듬해1월까지이다4).

뿌리줄기는 눌려져서 불규칙한 덩어리모양으로서 대개

는 갈라졌거나 또는 그 갈라진 덩어리이다. 각 덩어리는

길이 2∼5㎝, 지름 15∼25㎜의 좀 구부러진 卵形∼긴

卵形을 이루고 바깥면은 엷은 色∼ 色의 코르크층으

로 싸여있다. 질은 연약하고 절단하면 즙액이 배어 나온

다. 덩어리 사이는 매우 가늘고 짧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

부위는 쉽게 꺾어진다. 꺾은 면은 엷은 黃色을 띠고 皮部

와 中心柱를 자르는 內上皮가 명료하게 보이고 皮部와 中

心柱에는 섬유를 수반하는 維管束이 작은 점으로 보이며

산재한다. 특이한냄새가나고맛은매우맵다3)4).

(̀ P̀ig. 1) (̀ P̀ig. 2).

3) 성분

生薑은 0.25∼3.0%의 정유를 함유하고 있는데, 정유

에는 α-zingiberene, β-santalol, β-phelland-rene, β-

bisabolene, α-curcumene, zingiberol, perillalde-

gyde. neral, geranial, 2-caraneol, camphene, β-

ocimene, mycene, citral, isofenchyl alchol 등을함유

하고, 辛味 성분으로는 gingerol, methylgingediol,

methylgin-gediacetate, gingerdione 등이있으며, gin-

gerol은 분해되어 油狀의 정유성분인 shogaol과 結晶性

의辛味성분인 zingerone, zingiberone의혼합물로변한

다. 또한 furano-germenone, pipecolic acid, aspartic

acid, glutamic acid, serine 등의수종의아미노산이있

고그밖에수지상물질및전분이들어있다3,4).

무기질의함량은 K Na Ca Mg Cu Fe Zn순으로높으

며, polyphenol화합물로 DL-DOPA, pyrogallol, caf-

feic acid, ο-coumaric acid가 있다. 필수아미노산으로

Thr, Met, Val, Leu, Ileu, Phe, Trp, Lys을함유하고있

고, Asp, Thr, Ser, Glu, Pro, Gly, Ala, Val, Met, Ile,

Leu, Tyr, Phe, His, Trp, Lys, Arg 등 17종이 존재한

다. 유기당으로는 rhamnose, fructose, glucose를 함유

하고, 유리아미노산으로 Asp, Thr, Ser, Glu, Pro, Gly,

Ala, Cys, Val, Met, Ile, Leu, Tyr, Phe, His, Trp,

Lys, Arg 등 18종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Asp의

함량이가장높았다5).

4) 중금속에관한안전성평가

중금속에 관한 안전성에 대해 최6)는 다음과 같은 결과

를발표하 다. 2002년 6∼7월에걸쳐서울북부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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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시장 38지역 152건을 수집하여 분석해보니, 구리(̀Cu)

는 0.097ppm, 비소(`As)는 0.016ppm, 아연(`Zn)은

0.783ppm, 납(`Pb)은 0.107ppm, 카드뮴(`Cd)은

0.003ppm, 수은(̀Hg)은 0.001ppm을 함유하고 있었다.

안전성 평가는 중금속 함량결과와 1998년 국민건강 양

조사 결과 보고서7)의 일일 섭취량 자료를 토대로 실제 식

품을 통해 섭취하는 중급속의 주간섭취량(일주일 동안 식

품을 통하여 섭취하는 중금속의 양)을 FAO/WHO에서

정한잠정주간섭취허용량(̀PTWI : Provisional Tolerab-

le Weekly Intake)8)과 비교하여 평가하 다. 잠정주간섭

취허용량과 비교하 을 때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이는 다른

나라와비교해볼때안전한수준9)으로판단된다. 

2. 생강약침 조제법

生薑 藥鍼의 추출 방식으로는 알코올 수침법을 쓰며 이

는경락장약침중웅담우황녹용오공을추출하는방식과

동일한것이다2). 

1) 藥材준비

3차 증류수(̀UP)로 먼지를 제거한 生薑 1500g을 절편

하여준비한다.

2) 藥材불림

반응조하부에生薑에증류수 2000㎖를넣고, 반응조사

부와환류냉각관만을설치하여1시간동안불린다.

3) 煎湯

온도는 105℃, 시간은 120분으로설정한후전원을켜

면 impellar가 회전하면서 반응조 내부의 生薑을 저어주

게된다. 이때냉각관으로약 5℃의냉각수가흐르면煎湯

이 되는 동안 生薑의 성분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반

응조내에서만순환한다.

4) 상층액분리

煎湯이 끝난 후 生薑을 깔대기 (̀Buchn-er Funnel)로

걸러서찌꺼기는버리고여액은병에담아서, 알코올용매

를이용하여추출한다.

5) 90% alcohol교반및감압농축

生薑 여액의 양을 측정하여 alcohol(̀Ethyl Alcohol

Assay-95.1∼95.6 3V/V%.KOREA)90%를 첨가, 비

이커에 magnetic bar를 넣고 3시간 교반(`DAIHAN

SCIENTIFIC, MSH 10S, KOREA)한다(예, 여액이

100㎖일 경우 alcohol 900㎖를 넣어서 90% alcohol

상태로만든다) 교반이끝나면둥근플라스크에 90% alc-

ohol 교반 액을 넣고 감압 농축한다. 감압 농축기(̀EYE-

LA, Type. N-1000, Japan)의전원을켜서온도를 55∼
65℃로설정하고냉각관에냉각수가흐르게하고, 여액을

감압농축기의 둥근 플라스크에 나누어 농축시키며, 음압

(̀13-15㎝/Hg)을걸어준다. 감압농축이되면농축된生薑

만플라스크에남는다. (̀speed는 4로고정)

6) 80% alcohol 교반및감압농축

90% alcohol 감압농축액의 양을 측정하여 alcohol

80%를 첨가하여 조정한 후 3시간 교반한다 (예, 90%

alcohol감압농축액 200㎖ + alcohol 800㎖). 교반이끝

나면 둥근 플라스크에 80% alcohol교반 액을 넣고 감압

농축한다.

7) 70% alcohol 교반후여과

80% alcohol 감압농축액의 양을 측정하여 alcohol

70%를 첨가하여 조정한 후 3시간 교반한다 (예, 80%

alcohol 감압농축액 300㎖ + alcohol 700㎖), 교반이

끝나면 1.0㎛ whatman여과지로 여과하여 여액을 감압

농축 한다. 이때, alcohol이 완전히 휘발될 수 있도록

caramel상태가될때가지최대한감압농축한다.

8) 재감압농축과여과

70% alcohol 감압농축까지3단계완료후 3차증류수

를 약 300㎖넣어서 재 감압 농축한 후 0.45㎛→0.2㎛
→0.1㎛(̀Cellulose Nitrate Membrane Filters. GER-

MANY)까지 여과한다. 만약 알코올이 남아있게 되면 동

결건조가 되지 않고, 藥鍼으로 사용될 수도 없기 때문에

재감압농축을한다.

9) 예비동결

여과가완료되면동결건조기용플라스크에나누어부어

-30℃정도에서 예비 동결(`SAMSUNG SFR-A

180AWK, KOREA)을 거쳐 동결 건조기를 (̀FREEZE

DRYER, ilshin Lab, KOREA)이용하여파우더상태로

분말을얻는다(生薑 3㎏으로총 18.2g의분말을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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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증류수첨가

총추출량과증류수량을계산하여 3차증류수를첨가하

여 2시간 교반한다 (生薑은 10㎖ 1vial당 0.05g의 분말

이함유).

11) 등장액및 pH조절

pHMeter기 (̀ORION,USA)를 사용하여 Na3PO4

(̀Sodium phosphate)를 첨가하여 pH가 7.25∼7.35되

도록 조절, 약전소금(̀NaCl)을 첨가하여 0.9% 등장액이

되게한다.

12) 여과

filter장치를 준비하고 음압을 이용하여 0.1㎛(̀what-

man, cellulose)까지여과한다.

13) 소분및멸균

멸균된 10㎖ vial병에 여과된 生薑藥鍼을 자동분주기

(̀EMakku-drivedispenser. Germany)를 사용하여 넣은

후 capping 한다. 고압증기멸균기(̀high pressure steril-

izer, 신진, KOREA)에 넣어 30분간 121℃ 1.5기압으

로고압멸균한다.

14) 냉장보관

3. 생강의 효능

1) 한방문헌고찰을통한효능정리

生薑의性은溫, 無毒하고, 味는辛하다. 肺, 脾, 胃經에

歸屬한다. 옛문헌을중심으로현대에사용한임상보고를

참고로하여生薑의효능을알아보았다.

(̀1) 肺經 : 解表發汗和營衛溫肺止咳

●《神農本草經疏》10)“消痰出汗散風祛寒”

●《本草新編》11)“生薑性散, 能散風邪”

●《珍珠囊》12)“散風寒”

●《千金·食治》13)“通汗”

●《食療本草》13)“止咳”

●《綱目》14)“生用發散”

●成無己는“和營衛”한다고하 다4). 

●《本草從新》15)“和營衛”

●《名醫別錄》16)“主傷寒頭痛鼻 , 咳逆上氣”

●《日用本草》4)“治傷寒傷風頭痛九竅 利”

●《藥品化義》4)“生薑辛竄, 藥用善豁痰 竅”

이상에서 살펴보면, 生薑은 解表散寒 和營衛 化痰止咳

하는 효능이 있어 風寒의 邪氣를 散하니 外感風寒으로 인

한 寒發熱, 頭痛鼻 , 咳逆上氣, 頭痛, 九竅 利등症狀

을치료한다고하 고, 溫肺止咳하는효능이있어肺가傷

하여 나타나는 咳嗽痰多, 寒痰咳嗽, 喘咳 등 症狀을 치료

한다2)3).

(̀2) 脾胃經: 止嘔開胃去濕溫中益脾胃止泄和脾 水

●《神農本草經疏》10)“消痰止嘔止泄疏肝導滯”

●《藥性 》4)“主痰水氣滿, 下氣, 止嘔吐 下食. 生和半

夏主心下急痛”

●《本草從新》15)“薑汁, 開痰, 治 膈反胃 求 卒, 療狐

臭, 擦凍耳. 薑和中止嘔”

● 는“薑能開胃”라하 다4).

●《食療本草》13)“開胃氣”

●《本草 遺》13)“去冷除痰, 開胃”

●《日用本草》4)“入肺開胃去腹中寒氣解臭穢”

●《珍珠囊》12)“益脾胃”

●《藥性類明》4)“生薑去濕, 只是溫中益脾胃, 脾胃之氣

溫和健運, 則濕氣自去矣. 其消痰者, 取其味辛辣, 有開豁衝

散之功也.”

●《心法附餘》4)“蓋薑能開痰下氣”

●《醫學啓源》17)“溫中祛濕”

●《會約醫鏡》4)“ 治胃寒, 泄瀉, 呑酸”

●《本草新編》11)“至於偶受陰寒, 如手足厥逆, 腹痛繞臍

而不可止, 不妨多用生薑, 搗碎炒熱, 於心腹之外, 以祛

其內寒也”

●陶弘景은“歸五臟, 去痰下氣, 止嘔吐”라하 다4).

또한, 중국에선 위, 십이지장궤양과 급성 세균성 이질,

회충성 장폐색의 치료에도 生薑을 이용하 다는 보고가

있다4). 腹痛이나 泄瀉의 치료를 위해 間接灸를 이용할 때

도生薑을주로이용하 다1)18).

이상에서 살펴보면, 生薑은 胃經에 들어가서는 溫胃和

中시키고降逆止嘔시켜胃寒이나痰濕이中洲에阻滯되어

나타나는胃氣上逆의 心, 嘔吐, 呑酸, 脹滿및泄瀉에효

과가 있으며, 外皮는 和脾 水시키는 효능이 있어 浮腫을

치료한다2)3).

(̀3) 破血逐瘀

●《醫學入門》19)“薑, 産後必用者, 以其能破血逐瘀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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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草 遺》13)“破血調中”

●《 簡方》4)에서 打撲傷을 치료하기 위해 薑汁과 술로

소맥분을반죽하여붙 다고한다.

瘀血을 치료하기 위해 生薑을 服用도 하 지만 外用으

로도활용하 다.

(̀4) 治轉筋治風濕痛

●《食療本草》13)“治轉筋”

●《綱目》14)“搗汁和黃明膠熬, 貼風濕痛”

또한, 옛부터 關節 痛 치료에도 隔薑灸를 활용했으며
1)18), 요즘엔, essential oil을 이용하여 관절염을 치료한다

는 연구20)가 보고되었다. 중국에서는 生薑 水鍼을 이용하

여 風濕痛, 허리 다른 통증을 치료하여 유효한 효과를 있

음을보고하 고4), 우리나라에서는허21)등이중풍후유증으

로인한견비통에生薑藥鍼을활용하여증상호전이있음

을보고하 다. 

이상에서 살펴보면, 生薑의 溫하고 散하는 性으로 風寒

濕으로인한통증에활용할수있을것으로사료된다.

(̀5) 通神明

●《醫學入門》19)“今人但知爲胃藥, 而不知其能通心肺也.

心氣通, 則一身之氣正而邪氣不能用, 故曰去穢惡, 通神明”

●《心法附餘》4)“凡中風中暑中氣中毒中惡乾 一 卒

之病, 用薑汁與童便服, 可解散, 蓋薑能開痰下氣, 童便

降火也”

●《藥品化義》4)“生薑辛竄, 去穢氣, 通神明”

●《本草新編》11)“薑通神明, 古誌之矣, 然從用一二片, 欲

遽通明, 亦必不得之 . 或用人蔘, 或用白朮, 或用石菖蒲,

或用丹砂. 彼此相劑, 而後神明可通, 邪氣可闢也”

이상에서 보면, 去痰, 去穢, 通神明하는 효능으로 卒

하는질환의응급에도활용할수있을것으로사료된다.

(6) 解毒

●《本草學》에서는半夏毒天南星毒魚蟹毒을치료한다

고하 다3).

●《醫學啓源》17)“制厚朴半夏毒”

●《本草 遺》13)“汁解毒藥”

또한, 중국에선 半夏, 烏頭, 南星등 中毒 輕症에 生薑汁

으로양치하는방법으로치료하 다는보고가있다4). 이상

에서 보면, 生薑은 半夏, 厚朴, 天南星, 魚蟹으로 인한 中

毒증상의輕症을치료하는데활용되었다.  

(̀7) 治赤眼

《綱目》에선赤眼에生薑汁을點眼하여치료한다고하

다4)14).

2) 약리분석에따른生薑효능정리

(̀1) 항염증

서22)는쥐의뇌신경세포에서염증반응억제효과를보고

했으며, Katiyar23)은 쥐의 종양과 염증 억제에 生薑이 유

효한효능이있음을보고하 다.  

(̀2) 항균성

《중약대사전》에서는生薑의항균과항원충작용에대해

설명하면서, 자색 백선균과 질 trichomonas에 대해 살균

작용이있다고하 다4). 지24)는항균성물질은에테르를용

매로 사용할 때 세균에 대한 항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고보고하 다.

(̀3) 항암효과

박25)은매실이나마늘을첨가한된장보다生薑을첨가한

된장이 종양세포를 억제하는 효과가 뛰어남을 보고하

고, Katiyar23)은 生薑이 종양억제에 효능이 있음을 보고

하 다. 

(̀4) 항산화

김26)은 生薑 추출물이 항산화에 유효한 효능을 있음을

보고 하 다. 양27)은 황금의 주성분인 baicalin를 가수분

해 시키고 生薑의 주성분인 6-gingerol을 함유하는 복합

수용성겔 제제를 제조한후 항산화 활성 및 부종억제 효과

를 비교 관찰하여, 황금만으로 조제한 수용성겔제제보다

生薑이포함된황금및生薑복합수용성겔에서항산화능

이 높음을 보고하 다. 강28)은 生薑추출물의 DNA손상억

제능이 마늘추출물에 비하여 상당히 크며, 이는 활성산소

종의消去能의차이에기인되는것으로 free radical의소

거능도클것으로생각된다고보고하 다.

(̀5) 면역세포활성

류29-31)는 生薑의 에탄올추출물은 비장세포 증식능과 복

강대식세포에의한사이토카인분비능을상승시킴으로서

면역기관의 주요 기능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보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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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강심작용및혈류량증가

《중약대사전》에서 生薑의 순환과 호흡에 대한 작용에

대해 설명하면서, 강심작용과 혈압상승작용이 있으며, 심

장박동수에는현저한 향이없다고하 다4). 신32)은生薑

이 지질저하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 고, 박33)은 生薑이 국

소뇌혈류량을증가시키는것을확인하여보고하 다.

(̀7) 피부염치료

양27)은 황금만으로 조제한 수용성겔제제보다 生薑이 포

함된 황금 및 生薑 복합 수용성겔이 항산화 활성 및 피부

염 치료효과를 높여줌을 보고하 다. 또한 중국에선 백전

풍과아장풍치료에生薑을활용하 다는보고가있다4).

III.  考 察

生薑은 乾薑까지 포함하면 가장 多用하는 한약재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藥鍼으로 개발하여 임상에서 다양한 질

환에응용해볼수있다. 다만生薑藥鍼은최근에개발되었

기 때문에 논문이나 임상적인 자료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

다. 따라서 生薑藥鍼이 효과적인 질환에 대해서 文獻考察

을 바탕으로 저자가 임상에서 응용해본 질환을 중심으로

서술해보고자한다.  

生薑의 귀경이 肺 脾 胃經이고 性溫 味辛하기 때문에,

呼吸器 消化器 疾患에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寒濕으

로 인해 氣血의 循環이 저하되어 발병된 질환에 효과적이

다. 呼吸器 疾患의 경우《本草新編》11) “生薑性散, 能散風

邪”이라 하여 風寒濕으로 인한 感冒初期에 惡寒 發熱 身

痛이 심한경우 肩井 風池 등에 생강약침을 刺入하면 感冒

에 우수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生薑은 表邪도 發散하지

만 營衛機能을 疏通調節하는 작용이 강해서 內傷과 外感

이 感된慢性感冒에도응용할수있고免役機能을증가

시키는효능이있어서29-31) 감기의치료뿐만아니라예방효

과도 거둘 수 있다. 《食療本草》13)에“去痰止咳”의 효능이

있어서 肺兪 尺澤에 자입하여 慢性咳嗽 喀痰에도 응용해

볼 수 있고, 辛溫한 성질을 이용하여 鼻流淸涕나 鼻 등

도치료가능하다.  

消化器 疾患의 경우 生薑은‘嘔家의 聖藥’이기 때문에

모든 心 嘔吐에 開胃하여 祛痰止嘔하는 효능이 나타난

다. 脾胃虛寒으로 인한 吐瀉, 腹痛에 효과적이며 특히 姙

娠 阻에 膈兪 胃兪 등에 刺入하면 즉시 효과를 볼 수 있

다. 이것은間接灸法중에가장다용되는隔薑灸가虛寒性

腹痛 泄瀉에 응용된 것으로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1). 《醫

學啓源》17)에“溫中祛濕”의 효능이 있어서 虛寒性 泄瀉나

慢性消化不良食慾低下등에응용해볼수있다.

筋骨格系 질환의 경우는《醫學入門》19)에“薑, 産後必用

者, 以其能破血逐瘀也”라 하여 産後뿐만 아니라 瘀血로

인한 痛症에 溫한 성질로 發散시키기 때문에 효과적이며

《食療本草》13)에“治轉筋”이라 하여 근육질환뿐만 아니라

風寒濕으로 인한 筋骨格系 疾患에 응용할 수 있다. 특히

흐린 날 증상이 심해지는 坐骨神經痛이나 筋肉痛에 효과

적이며 蜂藥鍼 주입 후 소양감이나 면역반응이 강렬한 환

자의 경우 蜂藥鍼을 대신하여 응용해 볼 수 있는 藥鍼이

다. 項部나 肩關節의 상체 부위는 虛熱이나 實熱로 인해

上熱되는 환자의 경우 蜂藥鍼의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

에 비교적 안전한 生薑藥鍼으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강약침에 대한 유일한 임상논문은 허21) 등이 발표한

D 부속한방병원에 중풍으로 입원한 환자 53명중 견통을

호소하는 환자를 무작위 추출하여 體鍼 치료군과 生薑藥

鍼 치료군으로 나누어 처치한 후 환자를 대상으로 體鍼과

生薑藥鍼의 치료효과를 연구한 논문이다. 이 논문에서 생

강약침을 사용한 이유는 봉약침이 열성이 강하기 때문에

중풍환자의 肩部에 사용할 경우 심한 소양감의 우려와 중

풍을악화시킬우려가있기때문에寒濕을소통시킬수있

는생강약침을사용하 다. 

연구결과는연령, 성별, 좌우의분포에있어서두그룹

간에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고, 두 그룹 간의 통증의 정도

가 치료단계에 따라 생강약침군에서 통증의 평균은 시술

전 7.14에서시술후 4.50으로 2.64만큼의 감소치를 보

으며 일반 체침군에서는 시술전 6.32에서 시술후 6.19로

0.13의 감소치를 보여 생강약침 시술군에서 유의한 감소

치를보 다. 다만각그룹의치료단계별 ROM의변화는

생강약침시술군과대조군에서유의성있는변화는발견되

지않았다

이 외에도《醫學入門》19)에“去穢惡, 通神明”하는 작용

이있어서頭重, 記憶力低下, 中氣, 中暑등의응급질환에

도 응용해 볼 수 있다. 또한 解毒作用이 강하여 약물중독

에 曲池 肩 등에 刺入하여 치료할 수 있고 식중독이나

피부질환에도활용할수있다.

生薑藥鍼의施術方法은피하주입을원칙으로하며일부

피부질환의 경우 피내주입하며 일주일에 2-3회 시술하며

급성질환의경우매일시술하는것도가능하다. 초기에는

1회총량이 0.5ml 이하로시작해서경과를봐가면서增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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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일반적으로 한 穴位당 0.1-0.5cc까지 주입하며 시

술후에치료효과증진을위해간접구나핫팩등의온경락

요법을시행하는것이좋다.  

금기증 및 주의사항으로는 心血管 疾患(발작성 빈맥증,

심근경색, 중풍초기), 腎臟 疾患(급·만성 신장염, 당뇨병

성 신염, 신부전증), 貧血 및 虛弱이 심한 경우 등에는 시

술을 금한다. 임산부, 정신 질환자, 인슐린을 투여하고 있

는당뇨병환자등에는시술시주의를요한다2).

生薑藥鍼은 현재 대한약침학회에서 G1 약침이란 명칭

으로생산되고있으며직접제조하여시술할수있으며구

체적인 제조방법은 본론에 서술한바와 같다. 향후 생각약

침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임상에

폭넓게사용할수있는계기가마련되어야한다.

IV.  結

이상과같이알아본생강의氣味 과약리및효능을바

탕으로다음과같은범주에서生薑藥鍼의치료가적용가

능할것이라생각된다.

1. 解表散寒 和營衛 化痰止咳, 溫肺止咳하는 효능이 있

어 外感風寒으로 인한 寒發熱, 頭痛鼻 , 咳逆上氣, 頭

痛, 九竅 利 등의 症狀과 肺가 傷하여 나타나는 咳嗽痰

多, 寒痰咳嗽, 喘咳 등 症狀의 치료에 生薑 藥鍼을 활용할

수있다.

2. 溫胃和中, 降逆止嘔의 효능이 있어 胃寒이나 痰濕으

로 인한 胃氣上逆의 心, 嘔吐, 呑酸, 脹滿 및 泄瀉 등의

치료와 和脾 水시키는 효능이 있어 浮腫의 치료에 生薑

藥鍼을활용할수있다.

3. 破血逐瘀의 효능이 있어 打撲瘀血, 挫 및 婦人科

疾患에生薑藥鍼을활용할수있다. 

4. 治轉筋, 治風濕痛의효능이있고, 약리적으로항염증

의 효능이 있어 각종 관절, 인대 및 근육 질환에 生薑 藥

鍼을 활용할 수 있으며 性溫하니 熱實한 症狀에는 주의를

해야할것이다.

5. 去痰, 去穢, 通神明하는 효능이 있어 卒 하는 질환

에生薑藥鍼을활용할수있으나, 약리적으로혈압상승효

과도있으니中風초기증상치료에는주의를要한다.

6. 약리적으로 항암과 항산화의 효능이 있고 면역세포

를 활성화하니, 각종 종양질환과 각종 알레르기 질환에

폭넓게生薑藥鍼을활용할수있다고사료된다.

본 연구는 文獻을 바탕으로 고찰해 본 것으로, 인용된

文獻외에약물처방에있어生薑이두루쓰이는것으로보

아 더 많은 역에서 生薑 藥鍼을 활용할 수 있으며, 生薑

이독립적인효능보다다른약물과配合되어그약물의효

능을 더욱 증가시키는 효능이 있으니, 이에 따른 연구와

藥鍼의개발이진행될수있을것이라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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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g. 1> The tree of Ginger                

<Pig. 2> Zingiber officinale Rosco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