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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해수에 대한 肺俞(BL13) 녹용약침 치험 6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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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Cervi Pantotrichum Cornu Pharmacopuncture at Pyesu 

(BL13) on Chronic cough: Report of Six Cases

Min Geun Shin1, Hyo Sub Kim1, Woo Young Heo1, Byoung Jung Kim2 and 

Il A Gang1,*

1Department of Acupuncture & Moxibustion Medicine, Dongseo Oriental Medical 

Hospital
2Department of Oriental Rehabilitation Medicine, Dongseo Oriental Medical Hospital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serve the effect of Cervi Pantotrichum Cornu  
Pharmacopuncture at Pyesu(BL13) on Chronic Cough.

Methods : 6 patients with the cough treated with Cervi Pantotrichum Cornu Pharmacopuncture at 
Pyesu(BL13), then self-conscious complain rates were studied.

Results : There are remarkable improvement in self-conscious complain rate about cough, 
sputum, sore throat, runny nose, chest pain, fatigue which chronic cough patients complained.

Conclusions : Cervi Pantotrichum Cornu Pharmacopuncture is effective to chronic c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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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해수의 대표적인 증상인 기침은 기관지 내의 이물질에 

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방어기전으로, 이물이 들어왔을 때 

호흡기 내의 공기를 압축시켜 이물질을 밖으로 배출하는 

과정이다. 어떤 이물질로 인해 기관지, 인후두, 비강, 부비

동, 흉막, 복부 장기 등에 분포하는 기침수용체가 자극받으

면 미주신경, 설인두신경 및 삼차신경 등의 구심성 신경섬

유를 경유해서 대뇌수질로 전해지고 원심성 신경섬유인 반

회후두신경과 척수신경이 흥분하여 각각 성문을 폐쇄하고 

흉부와 복부의 근육을 수축함으로써 닫혔던 성문이 순간적

으로 개방되어 폐로부터 공기가 배출되면서 기침을 하게 

된다1). 

이 중 만성은 보통 3주 이상의 기침으로 정의되지만, 한 

번 발생한 기관지 과민성 등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7주 정

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 임상적으로 약 7∼8주 동

안 지속되는 경과를 보인다고 한다2).

방어기전으로써 효과적인 기침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 벽

에 붙어있는 점액질을 제거 할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흉강 

내 압력과 높은 유속을 낼 튼튼한 호흡근이 필요한데 만성

적인 기침은 호흡근을 약화시키고, 점액의 점성을 변화시

킴으로써 효과적인 기침을 방해한다. 이렇게 비효율적인 

만성 기침은 또한 기도 감염을 일으켜 더욱 더 지속적인 기

침을 유발한다3).

한의학에서는 해수를 육기로 인한 외감과 장부기능의 실

조로 인한 내인으로 나누어 변증시치하며4), 약물치료, 침

구치료 및 약침치료를 주로 사용하여 증상을 완화하는데, 

그중에서도 약침요법은 침구경혈이론과 본초이론에 의하

여 각종의 한약재를 일정한 방법으로 조제하여 경혈이나 

압통점에 주입하여 자침과 약물작용을 통하여 질병을 치료

하는 신침요법이다5). 

약침의 종류로는 경락약침, 팔강약침, 자하거약침, 봉독

약침 등이 있다. 

이 중 경락약침은 반응점 경결점에 한약 성분을 주입하

여 면역기능을 증진시키는 약침요법으로서, 일반적으로 질

병치료에 안전하고 금기증은 없으며 BU(웅담+우황),  

Bovis CalculusㆍFei Ursi(웅담+우황),  Calculus Bovisㆍ

Fel UrsiㆍMoschus (웅담+우황+사향), Carthami Flos

(홍화), Juglandis Semen(호도), Cervi Pantotrichum 

Cornu(녹용) 등이 이용되고 있다6).

녹용은 補元陽, 補氣血, 益精髓, 强筋骨의 효능이 있어서 

虛勞羸瘦, 精神倦乏, 眩暈, 耳聾, 目暗, 畏寒, 腰膝疝痛, 陽痿, 

子宮虛冷, 崩漏帶下 등 선천 및 후천적인 정기의 손상에 널

리 사용되어 왔다7).

만성해수에 대한 연구는 Lee et al8), Park9), Rho et 

al10) 등이 탕제를 위주로 한 연구를 발표했으며, 약침으로

는 Roh et al11)의 호도약침으로 연구한 결과만 있을 뿐 녹

용약침을 사용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저자는 본원에 내원한 만성 해수 환자에게 녹용약

침을 시행하여 증상 개선에 유효한 결과를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Ⅱ. 본  론

1. 연구대상

2012년 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〇〇한방병원에 내원

한 환자 중에서 해수증상을 3주 이상 겸한 환자를 만성 해

수로 분류하여, 이 분류에 합당한 6명의 환자를 연구대상

으로 하였다. 

단 폐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해수로 판명된 환자와 해

수 증상으로 약물 등 기타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환자는 

연구대상에서 배제하였다.

2. 약침치료

대한 약침학회의 녹용약침 0.6 cc를 사용하였다. 1.0 cc 

1회용 인슐린 주사기를 이용하여 환자의 양측 肺俞에 

0.3 cc씩 총 0.6 cc를 자입하였다.

약침시술은 2일 간격으로 총 3회로 하였다.

3. 평가방법

연구대상자들이 호소하는 해수와 관련된 자각증상으로

는 기침, 인후부불편감, 가래, 콧물, 흉통, 전신무력 및 피

로 등이었으며, 초기 문진을 통해 선택된 개개인의 증상에 

대해서 연구대상자들로 하여금 주관적인 평가를 하도록 하

였다.

주관적 지표인 시각상사척도(visual analog scale, 

VAS)12)를 이용하였고 0부터 10까지의 단계를 두어 0은 증

상이 전혀 없는 상태, 10은 참을 수 없이 극심한 상태를 의

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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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gh Sore throat Sputum Runny nose Chest pain Fatigue Total

3. 1 10 10 6 6 0 7 39

4. 3 7 5 4 2 0 3 23

4. 5 3 3 1 0 0 1 8

4. 8 1 0 0 0 0 0 1

Table 1. Number of Symptomatic Degree(Case 1)

Ⅲ. 증  례

1. 증례 1

1) 환자

신○○, 남성, 30세

2) 발병일

2013년 3월 2일

3) 주소증

기침, 콧물, 인후부 불편감, 피로감

4) 과거력

없음

5) 현병력

상기 발병일에 상기 증상과 발열, 전신통 등이 발생하여, 

local H. w-med p.o 처치 받고도 상기 증상이 지속되어 

2013년 4월  1일 ○○한방병원에 내원하였다.

발병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상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의 

기침이 인후부 불편감, 피로감 등과 함께 동반되어 나타난

다고 하였다.

6) 치료경과(Table 1)

① 2013년 4월 3일(2회차 시술)

1회차 시술(4. 1) 후 기침의 횟수가 이전에 비하여 조금 

줄어들고 인후부 불편함도 많이 소실되었으며, 피로감, 콧

물 등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였다.

② 2013년 4월 5일(3회차 시술)

2회차 시술(4. 2) 후 기침은 아직 간헐적으로 나타나며, 

인후부 불편감은 사라졌으며, 다른 제반 불편사항도 없다

고 하였다.

③ 2013년 4월 8일

3회차 시술(4. 5) 후 기침을 한다고 느낀 적이 없다고 하

였다.

2. 증례 2

1) 환자

최○○, 여성, 48세

2) 발병일

2013년 8월 16일

3) 주소증

기침, 가래, 인후부 불편감, 흉통

4) 과거력

자궁근종, 무릎연골 파열

5) 현병력

상기 발병일에 발열, 오한을 동반한 기침이 발생하였으

나 Local H.에서 w-med p.o 처치 받고 발열, 오한 등의 

증상은 호전되었으나 야간의 심한 기침과 그로 인한 흉통, 

기상 시 가래, 인후부 불편감 등은 지속적이고 호전이 없어 

2013년 9월 6일 ○○한방병원에 내원하였다.

6) 치료경과(Table 2)

① 2013년 9월 9일(2회차 시술)

1회차 시술(9. 6) 후 야간에 기침의 정도가 줄어들었으나 

아직 불편감이 심하여 기침 시 흉통도 남아 있다고 하였다. 

인후부의 간질간질한 불편감은 미약하며 기상 시에 가래도 

묽어진 편이라고 하였다.

② 2013년 9월 11일(3회차 시술)

  2회자 시술(9. 9) 후 기침이 야간에 반 이상 호전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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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gh Sore throat Sputum Runny nose Chest pain Fatigue Total

9. 6 10 9 6 0 5 5 35

9. 9 8 5 4 0 3 3 23

9. 11 6 3 2 0 1 1 13

9. 13 3 1 0 0 0 0 4

Table 2. Number of Symptomatic Degree(Case 2)

Cough Sore throat Sputum Runny nose Chest pain Fatigue Total

10. 7 10 6 0 0 0 7 23

10. 9 8 3 0 0 0 4 15

10. 11 3 2 0 0 0 1 6

10. 14 1 0 0 0 0 0 1

Table 3. Number of Symptomatic Degree(Case 3)

으며, 그로 인한 두통은 없다고 하였다. 기상 시에도 가래

가 나타나지 않으며 인후부 불편감도 불편하지 않은 정도

라고 하였다.

③ 2013년 9월 13일

3회차 시술(9. 11) 후에도 기침이 남아 있으나 수면에 영

향을 주지는 못한다고 하였다.

3. 증례 3

1) 환자

문○○, 남성, 28세

2) 발병일

2013년 9월초

3) 주소증

기침, 인후부 불편감 

4) 과거력

없음

5) 현병력

상기 발병일에 기침, 가래, 발열, 오한을 주소로 하는 감

기 증상이 발병하였으나, 별무처치하며 지내오다 다른 증

상은 거의 소실되었으나 기침을 주소로 하는 불편감이 지

속되어 2013년 10월 7일 ○○한방병원에 내원하였다.

6) 치료경과(Table 3)

① 2013년 10월 9일(2회차 시술)

1회차 시술(10. 7) 후 기침의 정도가 이전과 비교하여 감

소하였으나 일상생활에서의 불편감을 줄 정도는 남아 있고 

피로감 역시 해소되지 않다고 하였다.

② 2013년 10월 11일(3회차 시술)

2회차 시술(10. 9) 후 기침의 정도가 현저하게 감소하여 

일상생활에서의 불편감은 없다고 하였다.

③ 2013년 10월 14일     

3회차 시술(10. 11) 후 기침이 5회/1일 미만으로 나타난

다고 하였다.

4. 증례 4

1) 환자

하○○, 여성, 54세

2) 발병일

2013년 5월초

3) 주소증

기침, 가래, 인후부 소양감, 콧물, 피로

4) 과거력

자궁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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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gh Sore throat Sputum Runny nose Chest pain Fatigue Total

7. 3 10 10 8 5 10 8 51

7. 5 8 8 4 3 8 5 36

7. 8 5 4 2 1 3 2 17

7. 10 3 2 1 0 0 0  6

Table 4. Number of Symptomatic Degree(Case 4)

Cough Sore throat Sputum Runny nose Chest pain Fatigue Total

9. 6 10 5 10 9 3 10 47

9. 9 9 3 6 6 2 6 32

9. 11 6 2 2 2 1 3 16

9. 13 4 0 1 1 0 0 6

Table 5. Number of Symptomatic Degree(Case 5)

5) 현병력

상기 발병일부터 간헐적인 기침이 나타났으나 별무처치

하며 지내다 호전이 없고 기침 시 점차 흉통이 동반되고 

콧물, 가래, 인후부 소양감 등의 증상이 지속되며 피로 증

상도 심해져서 2013년 7월 3일 ○○한방병원에 내원하였

다.

6) 치료경과(Table 4)

① 2013년 7월 5일(2회차 시술)

1회차 시술(7. 3) 후 기침의 횟수가 조금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흉통이 동반되는 등 증상이 많이 남아서 생활이 많

이 불편하고 기운도 없다고 하였다..

② 2013년 7월 8일(3회차 시술)

2회차 시술(7. 5) 후 기침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 동반되

던 흉통이 많이 줄었으며, 콧물, 가래, 인후부 소양감도 호

전되고 기운이 난다고 하였다.

③ 2013년 7월 10일

3회차 시술(7. 8) 후 기침은 간헐적으로 나타나나 흉통

은 없으며 다른 불편감도 미미한 상태라고 하였다.

5. 증례 5

1) 환자

김○○, 여성, 42세

2) 발병일

2013년 8월말

3) 주소증

기침, 콧물, 가래, 피로

4) 과거력

뇌내출혈

5) 현병력

상기 발병일에 감기와 함께 기침이 나타나 local H.에서 

w-med p.o처치 받았으나 콧물, 가래 등이 동반된 기침과 

오랜 기침으로 인한 피로감이 지속되어 2103년 9월 6일 ○

○한방병원에 내원하였다.

6) 치료경과(Table 5)

① 2013년 9월 9일(2회차 시술)

1회차 시술(9. 6) 후 기침에 큰 변화는 없다고 하였으나 

피로감, 가래는 조금 줄어든 느낌이라고 하였다.

② 2013년 9월 11일(3회차 시술)

2회차 시술(9. 9) 후 기침이 처음과 비교하여서 반 정도 

줄었으며 콧물, 가래도 호전 중이며 피로감도 거의 느끼지 

않는다고 하였다.

③ 2013년 9월 13일

3회차 시술(9. 11) 후 아직도 기침이 하루에 10회는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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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gh Sore throat Sputum Runny nose Chest pain Fatigue Total

2. 26 10 10 10 0 2 6 38

2. 28 7 7 7 0 1 3 25

3. 2 7 6 6 0 0 1 20

3. 4 4 1 2 0 0 0 7

Table 6. Number of Symptomatic Degree(Case 6)

Before treatment 1st treatment 2nd treatment 3rd treatment  Total

Case 1 39 23 8 1 39 ⟶ 1
Case 2 35 23 13 4 35 ⟶ 4 
Case 3 20 13 6 1 20 ⟶ 1
Case 4 51 36 17 6 51 ⟶ 6
Case 5 47 32 16 6 47 ⟶ 6
Case 6 38 25 20 7 38 ⟶ 7

Table 7. Result of Treatment

나나 다른 제반 증상은 거의 소실된 상태라고 하였다.

6. 증례 6

1) 환자

신○○, 여성, 32세

2) 발병일

2013년 1월말

3) 주소증

기침, 가래, 인후부 불편감

4) 과거력

없음

5) 현병력

상기 발병일에 발열, 오한을 동반한 기침이 발생하였으

나 별무처치하며 지내던 중 발열, 오한 등의 증상은 호전

되었으나 심한 기침과 인후부 불편감, 가래 등은 지속적

이고 호전이 없어 2013년 2월 26일 ○○한방병원에 내원

하였다.

6)치료경과(Table 6)

① 2013년 2월 28일(2회차 시술)

1회차 시술(2. 26) 후 한 달 동안 별무 변화였던 기침이 

처음으로 줄어들고 인후부의 간질간질한 불편감도 호전되

었으며 가래도 묽어진 편이라고 하였다.

② 2013년 3월 2일(3회차 시술)

2회차 시술(2. 28) 후 기침이 지난번과는 큰 차이 없으나 

양호하다고 하였으며 다른 증상도 2회차 때와 비슷하다고 

하였다.

③ 2013년 3월 4일

3회차 시술(3. 2) 후 기침이 반 이상 줄었다고 표현하였

으며 인후부 소양감이나 가래 등도 거의 느낄 수가 없다고 

하였다.

Ⅳ. 결  과

  

6명의 환자 치료 결과 전체적으로 VAS는 평균 38.3에

서 4.2로 변화하였고 증상별로는 주소로 호소한 기침, 인

후부 불편감, 가래, 피로감 등에서 변화가 크게 관찰되었다

(Table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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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ptom
VAS mean Mean of gap

before and afterBefore Ater

Cough 10 2.7 7.3

Sore throat 8.3 0.5 7.8

Sputum 6.7 0.7 6.0

Runny nose 3.3 0.2 3.1

Chest pain 3.3 0 3.3

Fatigue 7.0 0 7.0

Table 8. Cure Rate

Ⅴ. 고  찰

일반적인 기침은 하부 기도를 보호하고 이물질을 제거하

는 방어적 반사작용 또는 의식적 행동이다. 기침반사가 자

극되면 깊은 흡기부 성문이 일시적으로 폐쇄된다. 연이어 

횡격막의 이완과 호기근육의 수축으로 폐쇄된 성문하부 기

도 내 압력이 상승되고 닫혔던 성문이 순간적으로 개방되

어 폐로부터 공기가 방출된다. 임상 증세로 보아 기침 기간

이 3주 미만 일 때를 급성 기침이라고 하고 3주 이상이면 

만성 기침이라 한다. 전체 연령층에서 급성 기침의 가장 흔

한 원인은 상기도 즉 후두, 인두 후비강의 바이러스 급성 

염증이다. 만성 기침의 원인은 기관지천식, 후비루 증후군, 

위식도 역류, 만성 기관지염 또는 기관지 확장증이다. 또 

기침은 앤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같은 약물이나 심장

질환, 직업상 폭로되는 물질 또는 정신적 원인에 의해서도 

올 수 있다. 또 상기도 감염으로 기침이 유발될 수 있으며 

6∼8주간 지속되는 수도 있으며13), 성인에서 가장 흔한 원

인은 감염 후의 기침(48 %), 후비루 증후군(33 %), 기침이

형천식(16 %)순이고 16세 이하의 소아는 기침이형천식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 된 바 있다14). 이런 원인 질환은 단

독으로 나타나 만성 기침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상당한 

사례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해 만성 기침을 유발한다15). 원

인 질환은 기침이나 가래의 양상으로 분별하기 어려우며, 

기침, 가래 외 증상으로 분별이 가능하다. 후비루 증후군은 

코막힘이나, 수양성 비루, 눈이나 코 주위의 발적 등이 알

레르기성 비염 등과 연관이 있고, 위식도 역류염은 속쓰림

과 입안에서 나는 신맛이  연관이 있다16). 천식이나 기관지

의 만성적인 염증 등 기관지의 장애로 나타나는 만성 기침

은 기관지 천명음이나 수포음 등을 청진할 수 있고, chest 

X-ray에서 병변 부위가 확인되거나, 후비루 증후군, 위식

도 역류장애, 약물성으로 인한 기침 등을 감별진단으로 제

외했을 때 진단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환자의 병력을 청취

하면서 알 수 있고, chest X-ray나 다른 진단기기는 큰 도

움이 되지 않는다17).

이러한 만성 기침은 주로 감기가 완전 치유되지 않거나 

기관지염으로 인해 나타나는데, 가벼운 전신권태감, 콧물, 

코막힘, 재채기, 인후통, 기침, 목쉼, 후각과 미각의 이상 

등 경증에서부터 해수, 객담, 혹은 흉통 등이 보이거나 심

하면 호흡기능 장애가 나타난다. 대부분 특별한 신체증상

은 없고 어떤 경우는 폐저부에서 ‘라’음이 들리는데 주요 

병리변화는 기관지 점막의 홍종, 융모상피세포의 탈락, 표

면에서는 점액선의 증식, 분비물의 증가 및 혹은 평활근의 

위축, 기관지벽에의 림프세포 침윤, 섬유성 변화 등과 함께 

주위 조직 손상 등18) 호흡기 증상 외에도 다양한 합병증으

로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데, 뭔가 잘못 되고 있다는 생각

(93 %), 요실금(56 %), 불면(53 %), 만성 피로(53 %), 자긍

심 저하(53%)순으로 나타나며, 그 외에도 정신적 스트레스

로 환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며19), 심근경색의 확률을 높

이고20),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에서는 늑골 골절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21).

이에 따라 최근의 만성 기침 치료는 환자의 기침으로 피

폐해진 삶의 질은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는데, 기본적인 

치료는 원인질환별로 나누어 그에 따른 치료를 시행한다. 

후비루 증후군에는 스테로이드나 항히스타민제, 위식도 역

류에는 proton pump inhibitor, 기관지 장애에는 항천식

요법과, 금연, 주변 환경개선 등을 위주로 한다. 증상에 따

른 대증치료로는 사탕이나, 꿀, 감초, 아이스크림, 진해제 

등을 사용하는데 이는 야간기침으로 인한 수면장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2).

한의학에서 기침은 咳嗽의 범주에 속하는 병증으로 원인

은 肺뿐만 아니라 “五臟六腑皆令人咳非獨肺也”라 하여 五臟

六腑의 기능실조가 모두 기침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

다23). 張景岳은 ≪景岳全書 · 咳嗽≫24)에서 咳嗽를 邪氣의 有

無,발병의 완급에 근거하여 해수를 外感과 內傷으로 분류하

였는데 外邪가 침입하여 발병이 급격하고 평소에 다른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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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었던 것은 外感에 속하고, 평소 약한 체질로 外邪가 없

이 병세가 완만한 것은 內傷이라고 하였다. 또한 病因, 病

機, 症候, 치료에 대하여 상세하게 론술하였는데 外感 咳嗽

는 폐로 말미암아 다른 장기에 미치는 것으로 肺가 本이 되

고 다른 장기는 標가 되고, 內傷 咳嗽는 다른 장기로 말미암

아 肺에 미치는 것으로 다른 장기가 本이 되고 肺가 標가 된

다고 하였다. 치료로 外感咳嗽는 寒邪가 위주가 되므로 辛

溫한 약으로 치료하고 內傷 咳嗽는 陰虛가 위주가 되므로 

滋陰해야 한다고 하였다. 만성 해수는 증상이 완만하고 병

정이 긴 것으로 보아 內傷 咳嗽에 속한다. 그 중에서도 마른

기침을 호소하는 환자는 肺腎陰虛의 증상인데, 肺氣通暢하

지 못하면, 咳嗽氣逆 등의 여러 증상이 유발되며, 腎主納氣

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呼吸氣短, 氣喘 등의 증상이 유발된

다. 치료 원칙은 淸肅肺氣와 補腎水의 치법으로 淸金시킴과 

동시에 陰精을 肺로 상승시켜야 한다. 王肯堂도 ≪證治准繩⋅
雜病⋅咳嗽≫25)에서 “肺出氣也腎納氣也肺爲 氣之主腎爲氣之

本”을 인용하여 호흡에서 肺腎의 상호관계를 론술하고 腎虛

咳嗽治療의 이론근거를 제시한 바가 있다. 肺氣通暢하지 못

하면, 咳嗽氣逆 등의 여러 증상이 유발되며, 腎主納氣가 이

루어지지 못하면, 呼吸氣短, 氣喘등의 증상이 유발되는데 

치료원칙은 淸肅肺氣와 補腎의 치법으로 淸金시킴과 동시에 

陰精을 폐로 상승시킨다.

해수에 대한 치료는 약물치료, 침구치료 및 약침치료가 

주로 사용되어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그중에서도 수침 또

는 혈위주사요법이라고도 하는 약침요법은 침구 및 경락과 

본초이론에 바탕을 둔 각종 한약재를 일정한 방법으로 조

제한 후 혈위에 주입하여 자침과 약물의 상승효과로 질병

을 치료하는 신침요법으로서, 한의학적 변증이론에 의거하

여 경혈이나 압통점, 혹은 혈맥에 주입하여 질병을 치료하

는 방법이다6). 

약침요법의 특징은 침구학적 효능과 본초학적 효능의 

장점이 동시에 상승적으로 발현되고, 내복약이 갖는 소화

흡수과정에서 발생되는 유효 성분의 소실과 복용의 불편

성을 극복하여 경혈, 경락 및 경맥을 직접 자극하여 병소

에 전달하는 것으로 최소량의 약물로 최대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5).  

肺俞(GV12)는 제3흉추극돌 하 양방 1.5寸에 위치하는 穴

로 穴性은 調肺氣, 補勞損, 淸虛熱, 和榮血하여 肺疾患, 肺炎, 

肺結核, 咳嗽, 喘息, 氣管支炎, 骨蒸潮熱, 盜汗, 흉부압박감, 

호흡곤란, 위장애, 피부소양, 설사, 구토, 呃疫, 短氣, 上氣 

등을 主治로 하는 혈로5), Song et al26)은 만성 폐질환의 약

침치료에 대한 문헌적 고찰에서 천식, 해수 등에 다용되는 

혈이라고 하였다. 

녹용은 사슴과에 속한 매화록, 마록의 수사슴의 털이 밀

생하고 아직 골질화 되지 않았거나 약간 골질화된 어린 뿔

을 자fms 다음 말린 것으로 성미가 甘鹹, 溫하며 腎을 峻補

하는 약으로 補元陽, 補氣血, 益精髓, 强筋骨의 효능이 있어

서 虛勞羸瘦, 精神倦乏, 眩暈, 耳聾, 目暗, 畏寒, 腰膝疝痛, 陽

痿, 子宮虛冷, 崩漏帶下 등 선천 및 후천적인 정기의 손상에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氣血陰陽의 부족을 보충하는 대표적

인 약재 중 하나이다.
7)
 

녹용약침에 대한 연구는 Lee et al27), Kim et al28)의 자

율신경계를 항진하여 심박변이도에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Lee et al29), Hwang et al30)은 관절염에 효과가 

있음을 발표하였고, 임상적 연구는 Park et al31), Kim et 

al32), Park33)이 각각 De Quervain’s disease, 족저근막염, 

퇴행성 슬관절염 등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는 등 주로 통

증 질환에 관련된 보고가 대부분이었다.

이런 녹용약침을 肺俞에 자입하여 기대되는 調肺氣, 補

勞損의 효과와 함께 녹용의 補氣血, 益精髓, 補腎하는 효과

를 통해 淸肅肺氣하여 肺氣를 通暢시키면서 補腎하여 腎主納

氣의 기능을 정상으로 돌리고, 滋陰의 치법을 필요로 하는 

만성 해수에 윤제로서의 효능뿐만 아니라 Kim et al34)이 

녹용약침을 경혈에 자입하여 세포성 면역체계, 즉 B 세포 

및 T 세포의 증식능을 촉진하고, NK 세포의 활성을 증가

시켜 면역조절 기능이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만성 해수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한 만성해수 환자는 오랜 

기침으로 일상생활의 불편을 초래해 피로 등의 虛증 양상

을 보인다는 점도 기존에 해수에 쓰던 약침들보다 補氣血의 

효과가 탁월한 녹용약침을 선택한 근거가 되었다. 이에 ○○

한방병원에 내원한 만성 해수환자 6인에게 2일 간격으로 

주 3회 시술하고, 치료 전후의 호소증상의 변화를 정략적

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각상사척도(visual analog scale, 

VAS)를 통하여 관찰하였다.

치료 횟수는 일괄적으로 3회로 통제하였으며, 치료 시행 

시와 치료 후 1회 총 4회에 걸쳐 환자의 증상을 평가하였

다. 그 결과 치료 시행 전과 치료 후 VAS가 평균 38.3에서 

평균 4.2로 감소함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주소증으로 호소

하는 기침, 인후부불편감, 가래, 피로 등에서 현저한 호전 

효과를 보였다.

만성 해수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平陳建脾湯을 

사용해 위식도 역류로 인한 만성기침을 치료한 2례8)가 있

었고, 만성 기침에 宣肺正喘湯의 효과를 보고한 연구9)가 있

었고, 淸上補下湯과 청인트로키 복합투여하여 임상적으로 

유효한 결과를 얻었다10)는 등 주로 탕제를 이용한 보고가 

많았으며, 약침을 이용한 경우는 羌活ㆍ細辛ㆍ紫莞 약침액

을 肺俞에 처치하여 흰쥐 모델에서 알레르기성 천식에 유

의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는 연구35-37)가 있을 뿐 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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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에 대한 연구는 호도약침을 이용한 연구만이 있었는

데, 1주에서 4주 동안 시행하여 기침이 평균 55.1에서 24.1로, 

가래는 53.1에서 20.5로 ,콧물은 51.7에서 29.6으로, 인후

부소양은 40.2에서 12.7로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11). 하

지만 기존의 연구에서는 치료방법이 탕제를 위주로 하여 

치료법이 다르거나 만성 해수를 치료한 것이 아니고 치료

기간이 동일하지 않고 본 연구에 비해 긴 시간을 치료한 경

우가 많았다. 이에 본 증례 보고는 동일한 기간에 녹용약침

이라는 단일 치료를 시행하여 유의한 효과를 보았다는 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치료 증례가 6례뿐이라는 점과 만성 해수의 이환

기간이 대부분 3∼4주였다는 점, 증례들의 만성 해수를 유

발하는 요인이 대부분 상기도감염 이후 발생했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 더 많은 증례를 통해 다양한 임상 경험을 축

적하고 실험논문 등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

Ⅵ. 결  론

만성해수로 내원한 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3회의 녹용

약침을 시행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시각상사척도(VAS)에서 만성 해수 증상인 기침, 가

래, 인후부불편감, 콧물, 흉통, 피로감 등이 평균 

38.3에서 4.2로 감소하였다.

2. 녹용약침이 만성 해수의 증상개선에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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