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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인지능력이 하된 노인들에게 침과 뜸 요법을 시행하고 HRV 측정값을 통하여 그 효과를 분석

한다. 인지능력이 하되거나 상실된 사람들에게 자주 사용되었던 주요한 경 을 고문헌에서 조사하 다. 인지

능력이 하된 노인들에게 침과 뜸을 시술한 후 HRV 측정기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변화를 측정하 다. 측정

된 값들을 상호 비교하여 자율신경계와 심박동수의 변화에 침과 뜸이 어떤 향을 주는지 효능을 측정하 다. 

연구 결과 침과 뜸이 인지능력의 개선에 정 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HRV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This paper was performed for the older people with cognitive abilities deteriorated, and its effectiveness is analyzed through 

measurement value of HRV. This paper was investigated the major acupressure that has been used frequently to people who has to 

decrease cognitive ability in the old documents. We measure the several variation by using a measuring instrument of HRV after 

performing an operation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for elderly degraded cognitive ability. As compared with the measured 

values, the moxibustion and acupuncture to changes in the autonomic nervous system, heart rate and how it affects the efficacy was 

measured. As a result of research, acupuncture and moxibustion could be confirmed through the HRV analysis that there is a 

positive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cognitive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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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과학문명의 발 은 의료기술과 생활수 을 향 

상시킴으로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

년도에 65세 이상 인구가 8%에서 2010년 5월 재 

12.9% (여자 15.7%)로 격하게 증가하 으며 2020년

에는 19.2%(여자22.6%)에 이를 것으로 망 된다(통계

청 2010). 그림 1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비율을 주요선진국들과 비교한 것이다. 그림 

1에서 주요 선진국은 2000년 이후 격한 고령화와 노

인 인구 비율이 격하게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는 우리나라 인구  65세 이상의 추이를 보여주

고 있다. 그림 2에서 보듯이 2020년 이후 격하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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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국가별 고령화 사회 진입 년도 망
Fig. 1 View of year of entry aging society for national 

그림 2. 우리나라 인구 65세 이상 
인구비 추이(통계청 / 단  %)

Fig. 2 National Year of entry aging society & 
population 65 years and over country breakdown 

(NSO/unit%)

이 게 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고령화와 함께 인

지능력이 상실되거나 하되어가는 환자도 꾸 히 증

가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우리나라 치매 노

인 수는 2012년 52만5천명에서, 2020년 75만7천명, 

2030년 114만1천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망하고 있다. 

이는 치매 유병률이 2010년 8.76 %, 2012년 9.08%, 

2020년 9.74%로 높아지는데 따른 것이다.(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0).

치매환자는 장기보호를 필요로 하며 의존성이 높은 

치매의 경우 신체 ·인지 ·행동  장애로 인하여 도

움과 보조  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개인

과 가족 모두의 삶의 질에 향을 은 물론이고 가

정과 사회 그리고 국가  손실이 지 않아 국가  

과제라고 인식되고 있다.

문 이고 체계 인 치매 리서비스를 제공 하겠

다는 우리나라의 정책은 치매 방보다는 환자의 복지

에 우선하여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크게 떨

어진다. 모든 환자의 치료는 모두 의료기 이 담하

게 되어 있는 행 의료체계는 치매발병의 증과 환

자들의 다양한 요구로 인해 리 하는데 한계가 있다. 

지 이라도 자연치유나 통요법과 같은 체 의학

 방법을 체계 으로 허용하여 치매 방과 치료에 

극 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치매환자의 리에 어

느 정도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침과 뜸 요법은 은 비용으로 가정에서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고 장기 인 약물투여에 한 부담과 피

해를 일 수 있으며 각 가정에서 큰 기술이 필요 없

이 시행할 수 있다.  의학  에서도 치료가 

어려운지 능력상실자들에 하여 어떻게 하면 국가와 

가정에서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가 하는 을 모색

해 보는 것이 요하다. 

본 논문은 최근 자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체

의학 치유 과정을 과학 으로 규명할 수 있는 맥  

분석기가 개발되어 자율신경계의 변화와 맥의 상태

를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1]. 

본 논문은 인지능력이 하 되거나 상실되고 있는 

노인들에게 침과 뜸 요법을 추가하 을 때 인지능력

이 하되거나 상실된 노인들의 신경계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를 맥  분석기 실험을 통한 규명으로 치

매 리에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해 수행한다. 

Ⅱ. T 침과 뜸 요법이 맥 에 미치는 향 

본 실험은 인지능력이 하 되거나 상실되어가는 

환자들에게 T침과 뜸 요법을 추가하 을 때 신경

계와 맥 에 미치는 향을 알아본다.

실험방법은 먼  상자를 선정하고 침과 뜸 치

를 결정한 뒤 주기 인 방법으로 침과 뜸을 실시한 

다음 HRV(Heart rate variability) 측정기를 통하여 

인체에 나타나는 미세한 변화를 측정하여 이를 증폭

시켜 그래 나 수치로 확인한다.

2.1. 실험 상자

본 연구는 남 동부권에 거주하는 인지능력이 

하된 분들 가운데 상태가 심하지 않아 가정에서 생활

하시는 분들을 상으로 하 다. 신체  정신  질환

으로 치매 유사군으로 인지된 15명을 상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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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치매 선별검사 도구를 활용하 다[1]. 실험참여

자들은 본인과 가정의 보호자들에게 본 실험의 의도

와 방법을 설명하고 동의를 한 사람을 상으로 하

으며 시술은 남S시 J동에 소재하는 K한의원의 도

움을 받았다. 

표 1은 실험참여자들의 인 사항을 나타낸다.

표 1. 실험참여자 일반사항
Table 1. General information of clinical participants

Classification Total Man Woman 

Sex 16 6 10

Age 

60 Below 3 1 2

61-70 11 4 7

71-80 2 1 1

Marital Status
Single 2 2 0

Married 14 4 10

Families
1-2 5 2 3

3-4 11 3 8

Religion

 Christian 3 1 2

Catholic 3 1 2

Buddhist 5 1 4

Other 5 3 2

Education

Undergraduates 1 0 1

Elementary 5 1 4

Junior 6 3 3

High school higher 4 2 2

Family dementia

history

Has experience 2 1 1

No experience 13 4 9

Occupation

Production 2 1 1

Self Employed 3 1 2

Office 1 1

Agriculture 8 2 6

Other 2 1 1

2.2. 침 뜸의 치

침 뜸의 치는 황제내경과 다수의 고문헌에서  

통 으로 자주 사용하여왔던 침 과 뜸 치를 찾아 

사용빈도가 가장 많은  부터 일정 개수를 선정하

다. 표 2는 ‘병인병기’와 ‘침구치료’에서 언 한 황제

내경 외 56 종의 문헌을 조사하여 발표한 자료를 참

고하 고 본 연구자의 선행연구에서 선정한 를 

사용하 다[6]. 표 2는 본 실험에서 활용한 침과 뜸의 

경 치로서 고문헌에서 치매유사 환자에게 용한 

경 자리를 빈도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그림 3은 인지능력이 상실되거나 하되고 있는  

상자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과거의 문헌에서 언 된 

경   10회 이상 활용된 13개 을 침 로 하되 얼 

굴 부 는 제외하 다. 

표 2. 치매 환자에게 활용되는 경  치
Table 2. Acupoint location being utilized for patients 

with dementia

A number of 
frequently used

Acupoint Name

24 Sinmun

19 Backhoe

18 Joksamni

17 Sugu

16 Pungnyung

14 Daechu Samumgyo Simyou

11 Taenung Nogung

10 Sosang Gansa Naegwan

무극보양 뜸자리 에서 곡지, 완, 기해, 원, 폐

유, 고황, 극, 수도에 뜸을 병행한 치로 추가하여 

나타내었다. 8체질 의학에서는 킨슨병과 치매를 

음체질의 독 병으로 보고 있으며 체질침에서는 기본

방으로 음곡, 척택에 사(瀉)하고, 돈, 소상에 보(補)

하며 퇴행부 방으로는 경거, 복류에 사하고, 소부 연

곡에 보하며, 장염부방으로는 경거, 에 사하고 소

부행간에 보한다. 부염부방으로 음곡, 소해( 海)는 사

하고 돈 소충은 보하며, 활력부방으로 상양, 규음은 

사하고 양곡. 양보는 보하며, 살균부 방으로 통곡, 

곡 사하며, 임읍, 후계는 보하며 정신부방으로 도 

사, 소충 보, 소택 사, 후계 보하는 침 처방이 있다[2].

          

그림 3. 주요 뜸 침 경  치
Fig. 3 Main acu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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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처방과 측정방법

환자는 보호자가 오  10시에서 12시 사이에 큰 

동요 없이 인솔하게 하고 도착 후 상온에서 20분 이

상 안정을 취한 뒤 HRV 측정을 하 으며 정해진 치

에 간 구를 1회에 걸쳐 뜨고 T침(동방침구제작소 1.5

㎜) 사용법에 따라 꽂고 20분후  다시 HRV 측정을 

한 뒤 귀가  하 다[3]. 귀가 후 2시간 정도 지난 후 

부터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T침을 제거하도록 하 다. 

T침은 자입하는 방향에 의 움직임이나 근, 피

부의 신축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하고 피부에 닿아 

있는 침 자루의 뒷부분에 작은 반창고가 붙어있어 침

을 고정시키게 되어 있다. 침은 보통 며칠씩 자입하여 

두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물감이 없게 하고 자입한 뒤

에는 움직여 보게 하여 침이 피부를 르지 않는가를 

확인하고 침이 르는 느낌이 있으면 처음 부터 다시 

하 다. T침과 뜸은 S시 앙동에 치 한 K한의원

의 도움으로 실시하 고 본 실험의 통계분석은 순천

시 C 학의 자연치유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2014년 3

월부터 7월까지 실시하 다. HRV측정은 SDT-1000 

(StraTra. co. kr)으로 HF, LF, VLF, mean HR, 

SDNN, RMSSD, PNN50,SDSD, APG 값 등을 동시에 

측정하 다.

Ⅲ. 결과 분석 

3.1. 치매정도의 평가

임상참여자와 보호자를 통하여 S-SDQ(Short- form 

of Samsung Dementia Questionnaire)와 MMSE(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 간이 정신 상태검사), 

IADL(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를 병용

하여 이용하 다.

K-MMSE(Korean version of modified Mini-Ment 

al State Examination)는 인지능력을 검사하는 도구로

서 이 검사를 통하여 실험자들의 기억력, 시공간 감

각, 계산능력, 추상능력을 측정할 수 있으며 K-IADL 

(Korean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과 

S-SDQ(Short-form of Samsung Demen tia Ques-

tionnaire)를 통하여 화하기, 차를 타고 목 지 가기, 

밥하기 등을 검사할 수 있다[1],[4-5],[7],[8]. 설문결과

를 통하여 참여자 원을 조사한 결과 최고 수는 

MMSE는 17  (30  정상기  ) 이하, S-SDQ는 19

.(30  정상기 )이하, IADL은 19 (32 . 정상기 )

이하로 나타났다. 3가지 설문조사를 한 결과, 임상자 

개인별로 약간이 차이는 있으나 심한 치매 상을 보

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인지능력 테스트 참가자의 수
Table. 3 Level of the test participants with dementia

No Age Sex
MMSE

Top point=30

S-SDQ

Top point=30

IADL

Top point=32
Ave.

1 58 F 10 13 15 12.67

2 58 F 15 16 16 15.67

3 61 F 15 16 15 15.33

4 62 F 17  18 16 17.00

5 63 F 14 11 18 14.33

6 67 F 9 8 8 8.33

7 68 F 10  12 14 12.00

8 69 F 17 19 17 17.67

9 69 F 16 13 19 16.00

10 74 F 5  6 8 6.33

64 5 12.80 13.20 14.60 13.53

1 59 M  8 8  9 8.33

2 65 M 8 10 10 9.33

3 66 M 15 16 15 15.33

4 69 M 16 17 18 17.00

5 73 M 15 15 19 16.33

66 5 12.40 13.20 14.20 13.26

침 뜸을 시술하기  20분 이상 안정을 취하게 하

고 안정된 상태에서 설문지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고 

HRV 측정을 하 으며 침과 뜸을 실시하고 다시 

HRV 측정을 하 다.

그림 4. SDQ의 평가 방법에 따른 개선 효과
Fig. 4 Improvement effect based on the evaluation 

method of the SD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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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MMSE  IADL의 평가 방법에 따라 개선 
효과

Fig. 5 Improvement effect based on the evaluation 
method of the MMSE and IADL

표 3, 그림 4, 그림 5는 침과 뜸을 실시하고 3주 후

에 SDQ, MMSE, IADL로 측정한 값의 변화를 보여

다. 체 항목은 화사용, 물건 사기, 식사 비, 가

사, 세탁, 교통수단, 약복용 자율성, 재산 리이며 이 

가운데 화 받기와 약복용의 자율성, 돈 리에서 다

소 진 된 변화를 보 으나 식사나 가사 세탁 등에서

는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3.2. HRV 변화

표 4와 그림 6은 실험참여자들의 침 뜸을 하기 

의 기 평균값과 처방 후 평균값으로 하여 HRV 측

정 장비로 측정한 값을 비교한 것이다.

표 4. 실험군과 조군의 비교 mean HRV 변화 
Table 4. Comparison of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mean HRV values

mean HRV
week

1 2 3 4 5

control group
70.09

±10.12

71.74

±8.95

71.76

±9.35

70.74

±9.57

69.99

±10.25

experimental 

group

71.25

±10.2

71.04

±8.56

70.54

±8.96

70.23

±9.65

70.19

±8.79

   Values are mean ±SD(cycle/min)

그림 6에서와 같이 mean HRV는 체 으로 하

되는 추세를 보 으나 기 값에서 2∼3주에서 상승

하는 변화가 있었으나 체 으로 볼 때 실험군과 

조군에서 유의할 만한 값의 변화를 측하기는 어려

웠다.

그림 6. 실험군과 조군의 mean HRV 변화 비교 
Fig. 6 Comparison of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mean HRV

3.3. SDNN값의 변화 

표 5와 그림 7은 SDNN 값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표 5. 실험군과 비교 조군 mean SDNN 변화
Table 5. Comparison of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mean SDNN

mean SDNN
week

1 2 3 4 5

control group
31.67

±4.76

32.67

±5.09

33.50

±4.85

34.00

±4.65

34.33

±4.41

experimental 

group

31.40

±10.28

33.50

±9.55

35.70

±8.46

37.90

±7.67

38.90

±8.10

그림 7. 실험군과 조군의 meanSDNN 변화
Fig. 7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of mean SDNN

표 5와 그림 7에서 보면 조군의 증가폭과 표  

편차값은 변화가 으나 실험군에서 개인별로 큰 차

이를 보이며 증가하 고 표 편차 값도 큼을 알 수 

있다. 침구 요법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SDNN 변화

에 향을 주고 있다는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3.4. RMSSD값의 변화

RMSSD 값은 분노 조심 공포 상태에서 낮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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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 R-R 간격의 차이는 RMS 평균으로 심장의 안

정도에 해당되고 심장의 부교감신경조 을 측정하는 

지수가 되며 단 는 ms이다. 표 범 에서 18-60ms

로 높을수록 심기능이 좋다[9].

표 6과 그림 8은 실험군과 조군의 기 값을 나

타낸 것인데 실험군과 조군의 차이가 많이 나타났

다. RMSSD 값이 26 내외로 비교  낮게 나타났다. 

실험군의 경우 시간이 경과하면서 유의한 값의 변화

를 보여주었다.

표 6. 실험군과 조군의 RMSSD값 비교
Table 6. Comparison of RMSSD between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RMSSD
 week 

1 2 3 4 5

control group
26.5

±10.28

26.50

±8.69

28.50

±6.89

28.50

±7.42

29.50

±7.34

experimental 

group

26.6

±7.45

30.9

±12.58

34.1

±13.19

37.1

±10.72

40.6

±10.42

그림 8. 실험군과 조군의 mean RMSSD값 변화
Fig. 8 Variation of mean RMSSD value between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3.5 Complexity값의 변화

HRV 형의 복잡도를 정량화한 값으로 0∼1 사이

의 값으로 표 범 는 0.4∼0.8로 표 범  내에서 높

을수록 상태가 양호함을 의미한다. 표 7과 그림 9에서 

보면 본 실험참여자의 경우에는 0.1∼0.3의 값을 나타

내었다. 실험군에서는 개인 특성에 따라 심한 등락이 

있었으며 체 으로는 상승하 으나 조군에서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7. 실험군과 조군의 Complexity값 변화 
Table 7. Variation of complexity values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Complexity
week 

1 2 3 4 5

control group
0.2

±0.00

0.17

±0.05

0.22

±0.08

0.23

±0.05

0.23

±0.05

experimental 

group

0.20

±0.08

0.29

±0.12

0.38

±0.15

0.42

±0.19

0.41

±0.13

 

(a) 실험군의 복잡도 값의 변화
(a) Variation of complexity value for experimental group 

(b) 조군의 복잡도 값의 변화
(b) Variation of complexity value for control group 
그림 9. 실험군과 조군의 Complexity값 변화
Fig. 9 Variation of complexity value netween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3.6 주 수 역 Ln(TP), Ln(VLF, Ln(LF)Ln 

(HF)값의 변화 

Ln(TP)값은 6.7∼8.1의 분포를 보이며 값이 높을수

록 건강한 경우 나타난다. Ln(VLF)값은 5.0∼7의 분

포를 보이며 높을수록 건강한 경우이며 Ln(LF)값은 

5.0∼7의 분포를 보이며 낮을수록 건강한 상태를 의미

한다. 한 Ln (HF)값은 3.5∼6.8의 값은 보이며 높을 

수록 건강한 경우이다. 그림 10의 (a), (b), (c ), (d)는 

각각 Ln(TP), Ln(VLF, Ln(LF)Ln (HF)값의 주별 변

화를 나타낸 것으로 실험 기간이 지남에 따라 값이 

변화를 보여 장기화되면서 유의할 만한 변화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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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실험군의 체주 수 값의 변화
(a) Variation of TP(Total Power)Value for experimental 

group

(b) 실험군의 가장 낮은 주 수 값의 변화
(b) Variation of VLF(Very Low Frequency)value for 

experimental group

(c) 실험군의 낮은 주 수 값의 변화
(a) Variation of LF(Low Frequency)value for 

experimental group

(d) 실험군의 높은 주 수 값의 변화
(d) Variation of HF (High Frequency value for 

experimental group 

그림 10. 실험군의 주 수 역에 따른 값 변화
Fig. 10 Variation of value with the frequency band for 

experimental group

Ⅳ. 연구의 한계

이 논문은 인지능력이 상실 혹은 하되고 있는 분 

들을 상으로 시행하 지만 실험 상인원의 부족과 

실험기간동안 이런 증상을 유발하거나 억제하는 여러 

가지 요인과의 단  등이 어렵고, 보호자가 변경될 경

우 일 성 있는 설문응답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연구

의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 

계에도 불구하고 실험과정에서 화설문을 통한 보호

자들의 응답 조와 여러 가지 변수에 한 개입을 차

단하는 등 왜곡요인을 배제하려고 노력하 다.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는 요소가 다소 있었다 하더

라고 참가자들의 극  참여 의지와 실험 과정에서

다양한 보조데이터를 확보하 으므로 상호 인자들 간

에 상 성을 추 할 수 있는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여긴다.

Ⅴ. 결 론

인지능력이 하 되거나 상실되어가는 환자들에게 

T침과 뜸 요법을 추가하 을 때 신경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수행연구로서 매주 1회씩 침뜸 

요법을 용하고 주기 으로 HRV 측정기를 통해 자

율 신경, 교감신경계. 부교감 신경계. 심박동수 등의 

측정치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K-MMSE를 통한 장기간의 검사에서 실험자들

의 기억력, 시공간 감각, 계산능력, 추상능력을 측정 

하 는바 일부 역에서 상태의 진 이 억제되는 등 

유의할만한 결과를 얻었다.

2. K-IADL과 S-SDQ를 통하여 화하기, 차를 타

고 목 지 가기, 밥하기 등의 검사에서 일부 역에서 

유의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 

3.시간  역분석 HRV 측정에서 Mean HRV, 

SDNN, Complexity값에서 개인 으로 2주가 지나면

서 유의할 만한 변화를 보인 경우가 있었다. 

4. RMSSD 값은 분노, 조심, 공포 상태에서 낮게 

나타나는데 본 실험에서 기에는 RMSSD값이 26 내

외로 비교  낮게 나타났으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유

의 할만한 값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침 뜸이 심리  

상태변화에 유의할만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5. Complexity 값은 개인별로 심한 등락을 보 으며 

체 으로는 상승하 으나 체 으로 침 뜸에 의한 

인지능력의 개선에 유의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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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 수 역분석인 Ln(TP), Ln(VLF, Ln(LF)Ln 

(HF) 분석에서 실험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유의할 만

한 변화를 보 다.

이상의 결과에서 인지능력 하자나 상실자를 한 

치료과정에서 신문, 백회, 족삼리, 수구, 풍륭, 추, 

삼음교, 심유와 같은 경 에 침뜸을 병행하는 것이 자

율신경계 활성도를 반 으로 상승시켜주고 인체의 

불균형을 회복시켜주는 효과로 일부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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