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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troduce effects of Chukyu pharmacopuncture and Brainspotting on 
knee pain, headaches, and acute stress disorder of a patient with a traffic accident. We treated a pa-
tient with Chukyu pharmacopuncture and Brainspotting. Numerical rating scale (NRS), Range of 
Motion (ROM), Hyperextension Position (HEP), Effusion (Eff), Patella Compression Test (PCT), Frontal 
Flexion Position (FFP), McMurray (MCM), Lateral Joint Line Tenderness (LJLT), Medial Joint Line Tender-
ness (MJLT), Anterior Drawer Test (ADT), Lachman Test, Varus/Valgus stress, Beck Anxiety Inventory 
(BAI),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PSQI), Core Seven 
Emotions Inventory Short Form (CSEI-S), Subjective units of disturbance scale (SUDs), and Heart rate 
variability (HRV) were used to evaluate the patient. After the patient was treated by Chukyu pharmaco-
puncture and Brainspotting, the patient showed improvement in NRS, physical examination, and psy-
chological symptom assessment. These results indicate that Chukyu pharmacopuncture and Brain-
spotting are effective on knee pain, headache, and acute stress disorder after a traffic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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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우리 사회는 근래에 급격히 증가하는 도시의 인구와 산업
의 발달이 교통량의 급증을 초래하고 이를 뒤따르지 못하는 
도로여건, 교통시설 등의 관계로 교통사고의 발생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1). 이로 인해 교통사고로 인한 외과적 치료
와 사고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치료 역시 중요시되
고 있고 교통사고 상해에 대한 한방치료를 선호하는 환자의 
수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2).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에 약침을 적용한 연구로 근이완약
침과 추나치료의 비교연구3) 및 신바로약침과 중성어혈약침4), 
황련해독탕약침과 분리정제봉독약침5), 봉약침과 중성어혈
약침6), 신바로약침과 작약감초탕약침7)의 비교연구가 보고
된 바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 후 척유약침을 사용한 연구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

한편 교통사고 환자들의 경우 불안, 우울, 수면장애 등의 
심리적인 증상이 있더라도 근골격계 손상 위주로 치료가 이
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적절한 심리치료가 병행되지 않고 있
어 심리적 문제에 대한 치료와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8). 
급성 스트레스 장애(acute stress disorder, ASD)는 전쟁 
및 자동차, 기차 비행기 등의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와 폭
행 및 테러, 홍수, 지진 등의 자연재해와 같은 생명을 위협하
는 사건으로 심한 감정적 스트레스를 경험하였을 때 나타나
는 장애로, 외상 사건 4주 이내에 발생하고 3일에서 4주 이
내에 회복되는데9) 교통사고 후 급성스트레스 장애의 유병률
은 약 13%이고, 이 중 약 78%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행되었다고 하였다10). 현재까지 발표된 교통사고 후 발생
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한의학적 증례보고11-13)는 
몇 차례 있었으나 급성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된 환자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 사례는 임14)등의 증례만 보고된 바 있다.

브레인스포팅(Brainspotting, BSP)은 최근에 개발된 트
라우마 치료기법으로써 시선을 이용하여 피질하의 깊은 뇌
의 부분에 접근하여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의 정보를 처리
하는 방법으로15) 이를 통해 불안장애, 우울증, 외상후 스트
레스 장애, 신체 증상 질환, 해리성 장애, 섭식장애 등 폭넓
게 적용되고 있으며, 스포츠와 예술 활동의 성능 향상에도 
임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16,17). 

저자는 교통사고 이후 무릎의 통증과 두통 및 불안, 불면
을 호소하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 환자에 대해 척유약침과 

브레인스포팅을 포함한 복합 한의치료를 시행하여 임상적
인 효과가 관찰되어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II. 증례

1. 연구대상자 기본 정보

1) 연령/성별: 26세/여자

2) 주소증 

(1) Rt. knee pain
(2) Lt. headache
(3) Anxiety and insomnia

3) 발병일

202○년 ○월 ○일 골프장 카트에 탑승하여 이동 중 좌
회전하는 자가용과 전측방 추돌로 발생하였으며 사고 후 21
일이 지나 본원 외래에 처음 내원하였고, 그로부터 3일 뒤 
입원하였다.

4) 과거력 및 가족력: 별무

5) 사회력

골프장 캐디

6) 개인력

본 환자는 북한 이탈 주민으로 2녀 중 장녀이며, 5년 전 
북한에서 생계가 어려워 경제적 목적을 위해 가족을 두고 
중국으로 넘어갔다. 중국에서 아이를 낳은 뒤 아이를 중국에 
두고 한국에 온 지는 1년 정도 되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사람에 대한 
불신이 생겼다고 진술하였다.

7) 계통적 문진

(1) 음식(飮食): 3회/1일, 1/2 공기/1회.
(2) 소화(消化): 소화불량. 잦은 트림. 속 쓰림 있음.
(3) 대변(大便): 1회/3∼4일
(4) 소변(小便): 보통
(5) 구갈(口渴):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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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출(汗出): 땀이 잘 안 남.
(7) 한열(寒熱): 추위를 못 참음. 손발, 아랫배가 참.
(8) 수면(睡眠): 입면 장애, 평균 3∼4시간 수면.

8) 현병력

상기 환자는 202○.○.○. TA 후 상기 증상 발생하여 안
성소재 ○○병원 응급실에서 X-ray 검사상 별무소견 듣고 
○○한방병원에서 10일간 입원치료 후 경기도 ○○한의원 
외래치료 받던 중 증상 호전 없고 통증과 심리적 불편감 지
속되어 교통사고 후 24일 뒤 본원에 자가 보행으로 입원하
였다.

9)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국내
법과 헬싱키 선언 등 국제 지침을 준수하며 연구를 수행하였
고, 국립중앙의료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았다
(NMC-2101-008)). 본 연구는 후향적 차트 리뷰로 연구대
상자의 동의 거부를 추정할만한 사유가 없고, 동의를 면제하
여도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이 극히 낮다는 등의 내용
이 담긴 동의 면제 사유서를 IRB에 제출하였다.

2. 치료방법

1) 치료 기간

202○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8일간 입원치료 
시행.

2) 침 치료

0.25×30 mm 일회용 stainless호침((주)동방메디컬, 한
국)을 이용하여 1일 1회 체침 치료를 시행하였다.

환측 혈해(血海, SP10), 위중(委中, BL40), 음시(陰市, 
ST33), 양구(梁丘, ST34), 독비(犢鼻, ST35), 양릉천(陽陵泉, 
GB34), 음릉천(陰陵泉, SP9), 족삼리(足三里, ST36), 곡천(曲
泉, LR8), 음곡(陰谷, KI10) 중 선혈하여 취혈하고 양측 풍부
(風府, GV16), 대추(大椎, GV14), 풍지(風池, GB20), 천주
(天柱, BL10) 등에 자침 후 20분간 유침한 뒤 발침 하였다. 
유침 시간 동안 적외선 조사기를 조사하여 혈류순환 및 주변 
근육을 이완을 도와주며 안정시켰다.

3) 약침 치료

약침은 척유약침(AJ 원외탕전)과 자하거약침(자생한방병
원 원외탕전)을 사용하였다.

4) 한약 치료

한약 치료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보험과립 제제인 반하백
출천마탕(半夏白朮天麻湯)과 비보험과립 제제로 크라시에제
약의 작약감초탕(芍藥甘草湯), 계지복령환(桂枝茯笭丸)을 병
행하여 1일 3회 복용하였다.

5) 심리치료

M&L 심리치료 중 마음의 방 그리기(Mentalizing the 
Rooms of Mind, MRM)와 리소스 마인드풀니스(Resource 
Mindfulness)를 사용하였고, 트라우마 처리 기법인 브레인
스포팅(Brainspotting)을 시행하였다. 

6) 한방 물리요법

환자의 상태에 따라 습부항, 간섭파, 전침, 기기구술, 한방 
파스 등을 선택하여 시행하였다. 

7) 치료내용(Table 1)

(1) 입원 1일 차

20분간의 침치료와 함께 IR과 전침 치료를 병행하였고, 
저녁부터 작약감초탕(엑스제)을 1일 3회로 복용하였다. 한
방 물리요법으로 오른쪽 무릎에 한방 파스와 무릎, 어깨의 
압통처에 습부항을 시행하였다.

(2) 입원 2일 차

20분간의 침치료와 IR을 병행하였고, 작약감초탕(엑스
제)을 1일 3회 복용하시면서 점심부터 반하사심탕(엑스제)
을 추가하였다. 심리요법으로 마음의 방 그리기를 시행하였
고, 한방 물리요법으로 통처에 간섭파와 간접구(기기구술) 
치료를 병행하였다.

(3) 입원 3일 차

20분간의 침치료와 IR, 전침 치료를 병행하였고 척유약
침 1 cc를 압통처인 우측 위양(委陽, BL39) 부위 popliteus 
tendon에 주입하였다. 한약은 작약감초탕(엑스제)과 계지
복령환(엑스제)을 1일 2회 복용하였고. 반하백출천마탕(엑
스제)은 1일 3회 복용하였다. 어깨 등의 압통처에 습부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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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tails of Treatment during Hospitalization

Category Treatment

Admission day 1.
Acupuncture 20 minutes with infrared
Herbal medication Kracie Jakyakgamchotang Ext. Fine Gran. tid
Korean Medical Physiotherapy Hangbang Pap, Infrared, Cupping, Electronic acupuncture

Admission day 2.
Acupuncture 20 minutes with infrared
Herbal medication Banhabaegchoolcheonmatang Ex. Powder Hankooksinyak tid

Kracie Jakyakgamchotang Ext. Fine Gran. tid
Psychotherapy Mentalizing the Rooms of Mind
Korean Medical Physiotherapy  Interferential Current Therapy, Indirect moxibustion

Admission day 3.
Acupuncture 20 minutes with infrared
Pharmacopunture Chukyu Pharmacopuncture (1 cc) was injected into the Wi-yang (委陽, BL39) of the right popliteus tendon.
Herbal medication Kracie Gyejibokryoungwhan Ext. Fine Gran. bid

Kracie Jakyakgamchotang Ext. Fine Gran. bid
Banhabaegchoolcheonmatang Ex. Powder Hankooksinyak tid

Korean Medical Physiotherapy Electronic acupuncture, Cupping
Admission day 4.

Acupuncture 20 minutes with infrared
Pharmacopunture Hominis Placenta Pharmacopuncture (1 cc) was injected into the both Pun-ji (風池, GB20).
Herbal medication Banhabaegchoolcheonmatang Ex. Powder Hankooksinyak qd

Kracie Gyejibokryoungwhan Ext. Fine Gran. tid
Kracie Jakyakgamchotang Ext. Fine Gran. tid

Psychotherapy Primary Brainspotting
Korean Medical Physiotherapy  Interferential Current Therapy

Admission day 5.
Acupuncture 20 minutes with Infrared
Herbal medication Kracie Gyejibokryoungwhan Ext. Fine Gran. tid

Kracie Jakyakgamchotang Ext. Fine Gran. tid
Psychotherapy Resource mindfulness
Korean Medical Physiotherapy Craniosacral Therapy, Electronic acupuncture, Cupping.

Admission day 6.
Acupuncture 20 minutes with infrared
Herbal medication Kracie Gyejibokryoungwhan Ext. Fine Gran. tid

Kracie Jakyakgamchotang Ext. Fine Gran. tid
Admission day 7.

Herbal medication Kracie Gyejibokryoungwhan Ext. Fine Gran. tid
Kracie Jakyakgamchotang Ext. Fine Gran. tid

Discharge
Acupuncture 20 minutes with infrared
Pharmacopunture Chukyu Pharmacopuncture (1 cc) was injected into the Wi-yang (委陽, BL39) and Hominis Placenta 

Pharmacopuncture (1 cc) was injected into the both Pun-ji (風池, GB20)
Herbal medication Kracie Gyejibokryoungwhan Ext. Fine Gran. tid

Kracie Jakyakgamchotang Ext. Fine Gran. tid
Psychotherapy Secondary Brainspotting
Korean Medical Physiotherapy Electronic acupuncture

시행하였다.

(4) 입원 4일 차

20분간의 침치료와 IR을 병행하고 통처 주위에 ICT를 
시행하였다. 또 간헐적인 두통을 치료하기 위해 자하거약침 
1 cc를 양 풍지(風池, GB20)에 나누어 주입하였다. 한약은 

반하백출천마탕(엑스제)은 아침까지만 복용하고 점심부터
는 작약감초탕(엑스제)을 복용하였고 계지복령환(엑스제)은 
1일 3회 복용하였다. 심리요법으로 사고 후 발생한 도로와 
차에 대한 두려움, 회피 반응에 대하여 브레인스포팅 첫 번
째 세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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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s of NRS in knee pain and headache.

Table 2. Changes of Physical Examination in the Knee

Admission Discharge

Range of Motion (Ext.) 10° 0°
Hyperextension Position ++ +
Effusion - -
Patella Compression Test - -
Frontal Flexion Position - -
McMurray (lat.) ++ +
Lateral Joint Line Tenderness ++ +
Medial Joint Line Tenderness - -
Anterior Drawer Test - -
Lachman Test - -
Varus/Valgus stress - -

(5) 입원 5일 차

20분간의 침치료와 함께 IR, 전침 치료를 시행하였고 통
증을 조절하기 위해 습부항도 병행하였다. 한약은 작약감초
탕(엑스제)과 계지복령환(엑스제)을 같이 1일 3회 복용하
였다. 후두부의 경직을 풀어주기 위해 두개천골요법(CST, 
CranioSacral Therapy)을 시행하였으며, CST를 시행하면
서 리소스 마인드풀니스를 같이 진행하였다.

(6) 입원 6일 차

20분간의 침치료와 IR을 병행하였고, 작약감초탕(엑스
제)과 계지복령환(엑스제)을 1일 3회 복용하였다. 

(7) 입원 7일 차

작약감초탕(엑스제)과 계지복령환(엑스제)을 1일 3회 복
용하였다. 

(8) 퇴원일

20분간의 침치료와 함께 IR, 전침 치료를 시행하였고 한
약은 작약감초탕(엑스제)과 계지복령환(엑스제)을 1일 3회 
복용하였다. 우측 오금 외측으로 압통이 남아있어 척유약침 
1 cc 주입하였고, 양 풍지(風池, GB20)에 자하거약침 1 cc
를 나누어 주입하였다. 차에 대한 두려움이나 회피 등의 증
상은 많이 호전되었으나 두통 증상은 아직 남아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2번째 브레인스포팅 세션을 진행하였다.

3. 평가방법

1) 통증의 수치평가척도(Numerical rating scale, 

NRS) 비교

본 연구에서는 무릎 통증과 두통을 평가하기 위해, NRS

를 입원, 퇴원 시 및 퇴원 3일 후에 측정하였다. 환자가 0에
서 10까지 사이의 숫자로 직접 통증 정도를 매겨서 표현하
는 것을 확인하였고, 입원 시 환자의 무릎 통증 NRS는 4, 
두통 NRS는 8로 확인되었다(Fig. 1).

2) 이학적 검사

무릎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관절가동범위(Range of 
Motion, ROM), 과신전 자세(Hyperextension Position, 
HEP), 부종(Effusion, Eff), 슬개골 압박 검사(Patella Com-
pression Test, PCT), 관상면 굴곡 자세(Frontal Flexion 
Position, FFP), 맥머레이 검사(McMurray, MCM), 외측 관
절 부위 압통(Lateral Joint Line Tenderness, LJLT), 중앙 
관절 부위 압통(Medial Joint Line Tenderness, MJLT), 전
방 전위 검사(Anterior Drawer Test, ADT), 라크만 테스트
(Lachman Test), 내반/외반 검사(Varus/Valgus stress)를 
입원, 퇴원 시에 측정하였다. 입원 시 환자의 무릎 기능 이학
적 검사 결과, 신전 시 가동범위는 10°로 제한, HEP (++), 
Eff (-), PCT (-), FFP (-), MCM; lat (++), LJLT (++), MJLT 
(-), ADT (-), Lachman Test (-), Varus/Valgus stress 
Test (-)로 평가되었다(Table 2).

3) 심리학적 증상 평가 및 심박변이도 측정

입원, 퇴원 시 2차례로 벡 불안척도(Beck Anxiety In-
ventory, BAI), 한글판 우울증 선별도구(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 수면의 질 지수(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PSQI), 핵심감정척도 단축형(Core 
Seven Emotions Inventory scale, CSEI-s)을 측정하였으
며, 심박변이도 검사(Heart Rate Variability, HRV)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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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SEI-s form change of admission and discharge.

Table 3. CSEI-s Score Change of Admission and Discharge

Joy (喜) Anger (怒) Thought (思) Depression (憂) Grief (悲) Fear (恐) Fright (驚)

Admission 9 8 10 5 7 11 5
Discharge 10 7 9 4 6 8 6

Table 4. Changes of BAI, PHQ-9, PSQI

BAI PHQ-9 PSQI

Admission 10 6 9
Discharge 4 7 9

Table 5. Changes of Heart Rate Variability (HRV)

Admission Discharge

Mean HRT 76 67
SDNN (ms) 33.989 39.416
PSI 38.819 29.049
TP (ms2) 461.207 509.260
VLF (ms2) 183.611 288.491
LF (ms2) 234.573 125.499
HF (ms2) 43.024 95.270
LF Norm 84.501 56.846
HF Norm 15.499 43.154
LF/HF 5.452 1.317

HRT: Heart rate, SDNN: Standard deviation of difference between adjacent NN  
intervals, PSI: Physical stress index or pressure index, TP: Total power, VLF: Very 
low frequency, LF: Low frequency, HF: High frequency, LF norm: Low frequency 
normalized, HF norm: High frequency normalized.

하였다.
입원 시 BAI는 10점, PHQ-9는 6점, PSQI는 9점이었으

며 CSEI-s 평가결과, 각각의 칠정 점수는 희(喜) 9점, 노(怒) 
8점, 사(思) 10점, 우(憂) 5점, 비(悲) 7점, 공(恐) 11점, 경(驚) 
5점이었다(Table 3, 4) (Fig. 2). 입원 시 HRV는 Mean 
Heart Rate (Mean HRT)가 76회, Standard deviation of 
difference between adjacent NN intervals (SDNN)는 
33.989ms, Total power (TP)는 461.207 ms2, Low fre-
quency (LF)대 High frequency (HF) ratio (LF/HF)는 
5.452였다(Table 5).

4. 진단

환자는 사고 당시 기억이 자주 떠오르고 검정색 차량만 
봐도 놀라는 침습 증상과 회피 반응이 있었으며 수면장애, 
과민행동, 불안 등의 과각성 반응과 타인에 대한 경계, 웃기 
어렵다는 등의 긍정적 정서가 제한되며 부정적 인지의 변화
를 보였기에 DSM-5 진단기준에 의거하여 급성스트레스 장
애로 진단하였다. 또한, 두통 및 무릎 염좌를 동반하여 다음
과 같은 진단을 내렸다.

급성스트레스 장애(F430)
무릎의 염좌 및 긴장(S836)
두통(R51)

5. 치료 경과

1) 입원 1일 차

입원 시 무릎 통증은 NRS 4였으며 무릎을 신전하거나 
계단 내려갈 때 오금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다. 잘 때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는다고 하였고 신전 상태로 잘못 디뎠을 
때 무릎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였다. 이학적 검사 결과, 신
전시 가동범위는 10°로 제한, HEP (++), Eff (-), PCT (-), 
FFP (-), MCM; lat (++), LJLT (++), MJLT (-), ADT (-), 
Lachman Test (-), Varus/Valgus stress Test (-)로 평가
되었다(Table 2). 두통은 주간에는 간헐적으로 지끈거리는 
통증을 호소하였고 특히 밤이 되면 증상이 심해져 만지지도 
못할 정도로 아픈 느낌으로 NRS 7∼8 정도라고 하였다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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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nteroposterior view of both knee X-ray (A) and lateral view of right knee x-ray (B).

Fig. 4. A picture of Mentalizing the Rooms of Mind drawn by a patient 
on Day 2 of hospitalization.

또한, 사고 후 차에 대한 공포와 회피 반응으로 톨게이트
를 지나갈 때도 무섭고 검은 차가 옆으로 끼어드는 상황에서
도 겁이 난다고 호소하였다. 한숨을 자주 쉬는 경향이 있었
고 밤에 잠들기 어렵고 수면시간은 평균 3∼4시간 정도였
다. 설문지 평가결과, BAI는 10점, PHQ-9는 6점, PSQI는 
9점이었으며 CSEI-s 평가결과, 각각의 칠정 점수는 희(喜) 
9점, 노(怒) 8점, 사(思) 10점, 우(憂) 5점, 비(悲) 7점, 공(恐) 
11점, 경(驚) 5점이었다(Table 3, 4) (Fig. 2). HRV 평가결과 
Mean HRT는 76회, SDNN은 33.989 ms, TP는 461.207 ms2, 
LF/HF는 5.452였다(Table 5).

2) 입원 2일 차

아침에 무릎이 좀 더 무겁고 걷는 게 약간 더 힘들다고 
호소하였다. 본원 정형외과에 협진 의뢰한 결과 이학적 검사
와 X-ray 검사상 r/o LM tear knee Rt 의심소견을 받고 
정확한 평가를 위해 MRI(non-contrast) 촬영을 권유받았
다(Fig. 3). 간헐적인 두통은 비슷하다고 하였다. 아침에 입
맛이 없어 식사하기 힘들었고 전날 밤 잠들기 어려웠으며 
3시간 정도 잤다고 하였다.

치료자와의 관계성 확립을 통한 안전감을 확보하고 환자 
자신의 현재의 마음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마음의 방 
그리기를 시도하였다. 가족이 있는 다른 사람들이 부럽고, 
현재 내 삶에 대한 의심 등 현재 삶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었고, 웃으며 지내고 싶은데 얼굴이 굳어진다고 하여서 긍
정적 정서의 표현이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나만의 공간이 있
었으면 좋겠다는 욕구도 표현하였다(Fig. 4).

3) 입원 3일 차

무릎 통증과 두통은 여전하다고 하였고 잠들기는 여전히 
어렵지만 5시간 정도로 수면시간이 약간 늘어났다. 

4) 입원 4일 차

전일 약침 치료 이후 무릎이 많이 좋아진 느낌이라고 하
였고 ROM Extension 0°로 무릎이 다 펴지고 폈을 때 당기
는 느낌만 약간 있다고 하였다. MRI 상 medial tibia pla-
teau에 bone marrow edema 소견이 있었으며 정형외과
에서 소염진통제 복용을 권유받았으나 입원기간 중 드시지 
않았다(Fig. 5). 간헐적 두통은 비슷하다고 하였다. 

도로와 차에 대한 두려움, 회피 반응에 대하여 브레인스
포팅 첫 번째 세션을 진행하였다. 사고 이후에 톨게이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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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ight knee MRI images shows bony contusion at lateral tibial plateau, partial thickness 
tear of anterior cruciate ligament, and intact menisci, collateral and cruciate ligaments. (A) sag -
ittal view of T2-weighted image (B) coronal view of T1-weighted image.

Fig. 6. Brain CT images shows no evidence of acute Intracranial hem -
orrhage or focal low attenuated lesion in the brain.

지날 때마다 무섭고 긴장되고, 검은 차가 옆에서 끼어들기만 
해도 겁이 난다고 하였고, 사고 당시를 떠올렸을 때 불편감
은 주관적 고통 지수(Subjective units of disturbance 
scale, SUDs)로 10이며 이것이 어깨의 긴장감으로 나타난
다고 하였다. 이에 브레인스포팅의 기법 중 리소스스포팅을 
사용하였다. 이후 사고 당시의 SUDs는 0으로 떨어졌고 다
시 검은 차를 떠올려봤지만 아무렇지 않다고 하였다. 톨게이
트 통과 장면을 다시 떠올릴 때는 게이즈스포팅을 하였고, 
이후 긴장하지 않고 통과하였고, 해안가를 운전하며 바람을 
맞으며 쭉 달리는 기분이라고 하였다. 처음에 긴장되었던 어

깨가 지금은 가장 편안한 부위가 되었고, 막힘없이 달리는 
좋은 기분을 어깨에 저장하면서 세션을 마무리하였다.

5) 입원 5일 차

무릎을 펼 때 약간 당기는 느낌만 남아있고 움직일 땐 통
증이 딱히 없다고 하였다. 어제 약침 치료 후 머리가 맑아지
는 느낌이 있고 자기 전에만 두통이 약간 있었다고 하였다. 
잠들기 약간 수월해졌으며 수면시간은 6시간이었다. Brain 
CT상 특이 소견은 없었다(Fig. 6).

후두부의 경직을 풀어주기 위해 CST를 시행하였으며 동
시에 리소스 마인드풀니스를 진행하였다. 가장 편안하고 안
심이 되는 장소를 떠올리게 했더니 노을 진 탁 트인 바다를 
바라보며 서늘한 바람이 느껴진다고 하였다. 이것을 몸에 저
장하고 싶은 곳을 찾아보라 하였을 때 가슴에 커다란 하늘색 
원으로 저장하고 싶다고 하여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면서 마
무리하였다.

6) 입원 6∼7일 차

어제와 같은 상태로 호전된 상태 유지 중이라고 하였다. 

7) 퇴원일

무릎 통증은 거의 없고 무릎 완전 신전 시 약간의 긴장감
만 느껴지는 상태로 NRS1로 감소하였다. 이학적 검사 결과, 
ROM; Ext 0°, HEP (+), Eff (-), PCT (-), FFP (-), MCM; 
lat (+), LJLT (+), MJLT (-), ADT (-), Lachman Test (-), 
Varus/Valgus stress Test (-)로 호전되었다(Table 2).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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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두통은 NRS3 정도의 간헐적으로 찌릿한 통증 있다고 하
였고 밤에도 비슷하다고 하였다(Fig. 1).

차에 대한 두려움이나 회피 등의 증상은 많이 호전되었으
나 두통 증상은 아직 남아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2번째 브레
인스포팅 세션을 진행하였다. 사고 이후 저녁때만 되면 심해
지는 양상으로 심할 때의 SUDs는 7∼8 정도라 하였다. 더
블 스포팅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먼저 리소스 스팟을 응시하
였고 머리는 텅 비는 듯하고 멍한 느낌이라고 하였다. 두통
에 대한 SUDs는 2∼3 정도로 내려와서 다시 액티베이션 
스팟에서 확인을 하였더니 먼 곳에서 내려다보는 느낌이 들
면서 ‘열심히 살아왔잖아, 열심히 살자’라는 말이 떠오른다
고 하였다. SUDs는 0이 되었고, 다시 리소스 스팟에서 확인
하였을 때에도 두통은 나타나지 않았고, 열심히 살면 딸과 
부모님도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긴 것 같다 하여 
긍정적 정서를 확인하며 세션을 마무리하였다. 퇴원 시 설문
지검사를 다시 시행하였고, BAI는 4점, PHQ-9는 7점, PSQI
는 9점이었으며 CSEI-s 평가결과, 희(喜) 10점, 노(怒) 7점, 
사(思) 9점, 우(憂) 4점, 비(悲) 6점, 공(恐) 8점, 경(驚) 6점이
었다(Table 3, 4) (Fig. 2). 퇴원일 HRV 평가로는 Mean 
HRT는 67회, SDNN은 39.416ms, TP는 461.207 ms2, LF/ 
HF는 1.317였다(Table 5).

8) 추적관찰

퇴원 3일 후 f/u을 하였을 때 무릎은 걷거나 움직임에는 
무리가 없으나 완전히 폈을 때 당김이 약간 있음을 확인하였
다. 두통은 주간에 간헐적으로 약간 있던 두통은 퇴원 후 호
전되었고, 특히 자기 전 있던 심한 두통은 NRS 2로 많이 
좋아졌다고 하였다(Fig. 1). 또한 입면난이 없어지고 숙면을 
취하여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남을 확인하였다.

III. 고찰

교통사고 후유증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제반 증상
이 일정 기간 경과 후에도 소실되지 않고 남아있는 임상증상
이다18). 지속적인 통증이나 동작 제한 등의 신체적 후유증뿐
만 아니라 불안, 불면, 우울 등의 신경정신과적 후유증을 호
소하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19). 한
의학적으로는 교통사고 이후 기체(氣滯), 어혈(瘀血)로 인해 
기혈운행에 장애가 발생하고, 이러한 운행장애로 담음(痰飮)

이 발생하여 심신(心腎), 심간(心肝), 위담경(胃膽經)의 부조
화를 유발하는 원인이 됨으로써 장부 생리 기능의 실조를 
일으켜 정지(情志)에 영향을 주어 심계(心悸), 정충(怔忡), 불
안, 우울 등과 같은 신경정신과적 후유증을 발생시킨다고 보
았다19,20).

약침 요법은 침구 요법과 약물요법을 결합한 치료방법으
로, 기존의 침구 치료에 약물요법을 병행하여 상승효과를 얻
을 수 있기에 현재 근골격계 질환에 많이 활용되며, 그 응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21). 그 중 척유약침은 녹용, 사향, 당귀, 
천궁, 강활, 독활, 황기, 오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에 
척유약침에 관한 연구로는 약침의 독성과 관련된 실험22), 뇌
졸중 후 통증치료23,24), 소뇌 경색 후 어지럼증25)에 대한 증
례가 보고된 바 있다.

본 증례에서, 환자가 기존에 다른 한방의료기관에서 자동
차사고 질환에 쓰는 일반적인 치료들을 받았으나 반응이 없
었던 점을 감안하여 부작용이 없으면서 보(補)하는 의미가 
있는 척유약침을 선택하였다. 이 환자의 경우, 입원 2일 차
에 찍은 무릎 X-ray 상 골절은 보이지 않았으나 Lateral 
meniscus tear 의심소견이 있어서 MRI 검사를 권유받았
다. MRI 검사상 partial thickness tear of ACL, bony 
contusion at lateral tibial plateau 소견이 있었으며 입원 
3일 차 현저한 압통을 보이는 우측 popliteus tendon에 척
유약침을 시술받은 후, 전날 신전가동범위가 10°로 제한이 
있던 무릎 ROM이 신전가동범위 0°로 다 펴지기 시작했다. 
무릎 통증은 거의 느끼지 못한다고 하였고 다리를 다 폈을 
때 당기는 느낌만 약간 있다고 하였다. 입원일에 시행한 무
릎의 이학적 검사에서는 과신전 자세에서 통증이 가장 심하
고 Mcmurray 검사상 외측으로 통증이 나타났고 Lateral 
joint line을 눌렀을 때 강한 압통을 호소하였다. 퇴원 시 
다시 측정한 이학적 검사에서는 과신전 자세에서 강한 부하
를 주었을 때 약한 통증과 당기는 듯한 느낌이 있었고 
Mcmurray검사와 Lateral joint line 압통도 약간씩은 남아
있었다. 환자에게 침 치료, 한약 치료, 한방 물리요법 등 다
른 한방치료들도 시행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척유약침만의 
효과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으나, 척유약침 시술 후 무릎 
통증이 완화되고 ROM이 정상으로 회복되었고, 환자 본인
도 약침 시술 이후 호전된 것을 느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척유약침의 진통 효과와 항염증 효과를 통해 전체적인 증상
이 호전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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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M-5에서는 외상성 또는 스트레스성 사건에 대한 노출
이 명백하게 기재되어있는 장애를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장
애(trauma-and stressor-related disorders)'로 하여, 외
상 후 스트레스 장애,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을 포함하고 있
다9).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위협적 사건에서 심리적인 외상
을 당했을 때 나타나는 장애로, 외상 경험 후 1개월 이내에 
증상이 나타나 3일∼4주간 지속되는 상태를 말하며9) 한의
학에서는 경계, 정충의 범주로 보고 치료에 응용할 수 있는
데12), 지금까지 발표된 교통사고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된 환자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 사례는 임14)등의 증례만 
있다.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보다 증
상이 가볍고 빨리 나타난다는 특성이 있으며 특히 재경험 
및 회피 증상, 해리증상이 보이는 경우 PTSD로 진행될 가능
성이 높아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10). 국내 연구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PTSD 유병률이 국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발표되어8) 향후 교통사고 환자의 심리증상에 대한 조기개입
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M&L은 ‘Mindfulness’와 ‘Loving Beingness’의 약자로 
한의학 정신요법 원리를 포함하는 심리치료로, 최근 정신과 
질환의 환자들에게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임상적 증거
들이 늘어나고 있다. M&L 심리치료를 우울증26), 이탈주민
의 심신증27), 전환장애28), 공황장애29)등의 다양한 심리적 문
제에 활용하고 있다는 보고들이 있다. 본 증례에서는 환자와
의 관계성 확립과 안전감을 위하여 리소스 마인드풀니스와 
마음의 방 그리기를 시행하였다. 마음의 방 그리기는 환자의 
초반 심리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모호했던 감정들이 정리되
어 자신의 내면을 볼 수 있도록 하며 마음의 방 그리기 과정
을 통해 치료자와의 관계성을 확립하여 안심안전의 장을 구
축하는 데 도움을 준다30). 리소스 마인드풀니스는 개인의 정
신적 지지가 될 수 있는 리소스를 떠올리게 유도하고, 그것
을 마인드풀니스 상태에서 좀 더 깊이 체험하게 하여 정신적
인 정기(正氣)를 북돋게 된다27). 본 사례의 경우 자동차사고
로 인하여 불안, 우울 등의 심리적인 문제를 호소하고 있었
기에 M&L 심리치료를 통해 치료적 관계성을 확립하고, 정
서적 지지를 주고자 하였다.

이후에 톨게이트를 지날 때마다 긴장되고 검은 차에 대한 
회피 반응 등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 증상들에 대해서 브레인
스포팅으로 접근하였다. 브레인스포팅은 EMDR 트레이너
였던 미국의 David Grand 박사에 의해 개발된 방법으로 

시선을 이용하여 트라우마 기억의 처리를 목적으로 한 심리
기법이다. 브레인스포팅은 정서적 경험과 상관관계가 있는 
눈의 위치를 찾고 이후 치료자와의 이중 동조의 틀 안에서 
그 시선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각
을 집중 마음챙김(focused mindfulness)을 통해 알아차리
게 된다. 브레인스포팅에 관한 연구는 현재 외상 후 스트레
스 장애16), 감정조절장애, 불안증, 우울증 등의 정신 외상성 
장애에 대한 치료법31)과 분노 조절의 방법32)등 여러 분야에
서 보고되고 있다. 브레인스포팅은 특히 트라우마 치료로 사
용되며, 뇌 기반 메커니즘을 주장하고 치료사의 내담자 및 
내담자의 신경학적 과정과 트라우마와 관련된 시선의 위치 
및 시선 처리 작업을 통한 접근에 대한 이중 동조의 중요성
을 강조한다. 개발자인 David 박사는 브레인스폿(Brains-
pot)은 뇌의 경혈점이라고 일컬으며, 내담자의 본연의 치유
력을 믿고 따라가는 치료자의 태도를 강조하는 등 동양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또한, 브레인스포팅은 브레인스폿
과 관련된 시선의 위치가 트라우마의 정서적 활성화와 관련
된 생리적 하위 시스템이며 “자율신경 및 변연계에 대한 직
접적인 접근”을 촉진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브레인스폿에서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의 처리를 통해 편도체를 하향 조절
하고 항상성을 촉진하며, 부적응 반응패턴을 조절 가능한 상
태가 되도록 한다16). 기존의 비교연구로는, 일반 불안장애
(General Anxiety Disorder, GAD)의 치료에 있어 인지행
동치료(Cognitive Behavioral Therapy, CBT), 안구운동 
둔감화 및 재처리(Eye Movement Desensitization and 
Reprocessing, EMDR), 브레인스포팅의 3가지 치료를 비
교한 연구가 있었는데, 브레인스포팅 치료군은 치료 후 상태
불안척도(State-trait Anxiety Inventory), BAI 및 SUDs가 
개선되었으며 경과관찰에서 지속적인 증상개선을 보였다고 
한 바 있다33). 2012년 발생한 샌디 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이후 발표한 지역사회보고서에는 주민들과 학교 관계
자들의 트라우마 증상에 대해 감정자유기법(Emotional 
Freedom Techniques, EFT), CBT, EMDR 등 여러 다른 
기법들과 비교한 결과 59.09%로 가장 높은 비율로 효과가 
좋았다고 보고하였다34). 본 증례에서도 세션 이후 사고 당시
의 SUDs는 0으로 떨어졌으며 다시 검은 차를 떠올려봤지만 
아무렇지 않고 톨게이트를 지나 쭉 달리는 기분 좋은 느낌이 
든다고 하여 트라우마 기억에 대한 처리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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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SD의 진료지침35)에서 권고되는 EMDR도 시선을 이용
한 안구운동을 통한 정신적 외상을 다루는 치료법으로 알려
져 있으나 EMDR 교육을 받고 사용하는 데에는 엄격한 자격 
제한이 있다. 본 논문에서 트라우마 처리 기법으로 사용한 
BSP는 세계적으로 확산하여 16000명이 넘는 치료사가 존
재하며, 일본만 하더라도 이미 600명이 넘게 교육받고 사용
되고 있으나 한국에는 최근에서야 소개된 실정이다36). 또한, 
BSP는 열린 모델로 기존의 다른 치료기법들과 결합하여 다
양하게 활용하도록 권유되므로, 향후 한의학 분야에서도 충
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증례 환자는 교통사고 후 발생한 심리학적 증상에 대
해 입원 시 평가했던 BAI 점수는 경도불안의 상태인 10점에
서 퇴원 시는 정상범위인 4점으로 호전되었고, 급성 스트레
스 증상으로 나타났던 사고에 대한 침습 증상과 이를 회피하
려는 반응이 사라지고 과각성으로 인한 수면 상태가 개선되
었으며 사소한 일에도 과민반응이 있었던 것이 괜찮아졌다
고 진술하였다. 치료 전후 핵심감정척도(칠정척도)의 평가에
서는 입원 시 1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던 공포반응
이 퇴원할 때는 8점으로 줄어들어 사고 후 생긴 공포감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기쁨과 놀람의 감정에서는 1점씩 점
수가 상승하였고, 분노, 생각, 우울, 슬픔에서는 1점씩 모두 
점수가 감소하여 환자의 감정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HRV에 대해 전후 비교를 시행하였는데, HRV 검사
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심장박동이 자율신경의 조절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분석하여, 교감 및 부교감신
경 간의 균형 상태와 각각의 활성도를 측정하는 것이다37). 
mean HRT는 1분간 심박동수를 평가하는 것이고, SDNN
은 NN간격의 표준편차로 심장박동 변화가 얼마나 복잡한지
를 확인하는 것으로 건강한 사람일수록 변이가 큰데37), 본 
증례의 환자는 mean HRT가 입원 시 76에서 퇴원 시 67로 
감소하였고, SDNN이 33.989에서 39.416으로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나 치료를 통해 자율신경계 적응력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교감신경, 부교감 신경 활동의 지표를 살펴볼 수 있
는 주파수 영역에서는 TP는 461.207에서 509.260으로 상
승하였는데 LF는 234.573에서 125.499로 감소, HF는 43.024
에서 95.270으로 상승하여 LF/HF ratio가 5.452에서 1.317
로 감소하였다. 이를 통해 교감신경 우위에서 부교감신경 우
위로 변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자율신경계가 안정되

어 브레인스포팅을 포함한 한방 복합치료가 스트레스 반응 
개선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입ㆍ퇴원 시 BAI점수가 감소하여 유의한 치료 효과가 있
다는 것을 보였지만, PHQ-9는 1점 증가, PSQI는 동일한 
점수였다. 그러나 PSQI 설문 항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
면 기상 시간이 오전 4∼5시에서 오전 7시 반으로 수면시간
이 증가하였고, 스스로 느끼는 수면의 질도 상당히 나쁨에서 
상당히 좋음으로 호전되어 수면의 질 개선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PHQ-9 경우,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희망
이 없음을 묻는 문항에선 며칠 동안 방해 받았다(1점)는 것
에서 전혀 방해받지 않았다(0점)로 상태가 호전되고 너무 차
분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들뜨는 것을 묻는 문항에서는 거
의 매일(3점)에서 며칠(1점)뿐으로 호전되었다. 다만, 수면
장애를 묻는 문항에서는 전혀 방해받지 않았다(0)에서 거의 
매일 방해받았다(3)로 악화되었는데, 환자와의 상담을 통해 
보았을 때 이것은 병원 다인실의 특성상 주변 환경이 시끄러
워 수면에 방해를 받았다는 것이지 실제로 환자분이 느끼는 
주관적 수면의 질은 올라간 것으로 사료된다. 이후 환자분의 
집이 지방인 관계로 퇴원 후 3일째 되던 날 전화통화를 통해 
퇴원 당시보다 두통과 불면 상태가 호전됨을 확인하였다.

이번 증례는 교통사고 후 발생한 무릎 통증, 두통, 급성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대해 한방치료에도 호전이 없다가 척
유약침과 브레인스포팅을 위주로 한 복합 한의치료를 시행
하여 주소증의 NRS, 이학적 검사, 심리학적 증상 평가의 다
양한 척도에서 뚜렷한 감소를 관찰하였고 퇴원 3일 후 f/u
에서 호전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그 효과를 
보고하는 바이다.

본 논문의 한계로 거주지가 지방인 관계로 치료가 지속적
으로 진행되지 못했던 점, 본 증례가 의무기록 분석을 통한 
후향적 연구 1례로 케이스가 적다는 점, 척유약침과 브레인
스포팅 외의 침, 한약, 한방 물리요법 등이 병행되어 단일 
치료 효과를 검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본 증례는 척유약침과 브레인스포팅의 임상적 적
용을 보여주는 사례보고로, 향후 그 기전들과 효능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교통사고 후 
발생한 심리적 증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신과적 질환에 대
하여 브레인스포팅의 적극적 활용과 임상연구가 필요하다
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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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서울소재 ○○의료원에 교통사고 후 무릎 통증, 두통과 
급성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이 발생한 환자에 대한 임상적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척유약침을 통해 교통사고 후 발생한 무릎 통증의 
ROM, NRS, HEP, MCM(lat.), LJLT에 대해 치료 효과를 확
인하였다.

2. 브레인스포팅과 M&L 심리치료를 통해 교통사고 후 
발생한 심리적 증상인 침습, 회피, 과각성 증상과 불안이 호
전되고 수면장애가 개선되었으며, HRV 평가에서도 자율신
경계의 적응력이 증가하고 스트레스 반응 개선에 효과가 있
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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