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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port

부분비만 개선을 위한 매선과 약침의 병행 치료 임상 효과 증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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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harmacopuncture combined thread
implantation therapy for treating localized obesity. The study was conducted on 3 subjects with
abdominal localized fat, 1 subject with thigh and 1 subject with calf localized fat. We practiced two
kinds of pharmacopunture, which were cultivated wild ginseng and contacting Ephedra sinica
pharmacopuncture. In addition, we practiced thread implantation to 20 points on muscle
membrane layer. We performed these treatments once in 2 weeks, totally for 3 times. After
treatments, abdominal circumference and waist-hip ratio were reduced by 4.6 % and 0.13,
respectively. In addition, circumferences of thigh and calf were reduced by 5.8 % and 4%. We
supposed that this combined therapy could be useful to deal with localized fat deposit. Long-term
evaluation and further studies are required to identify effect size of this therapy.
Key Words: Obesity, Pharmacopuncture, Localized fat, Thread implantation, Abdominal circumference

서 론

중인 사람들도 다이어트와 체형관리를 하고 싶어 하는 사회
현상도 늘어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

현대사회에서 활동량이 적고 주로 앉아서 생활하는 현대

하기 위한 체중감량 차원이 아니라 체형관리라는 심미적 차

인들에게 체중과 복부둘레의 증가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원의 부분비만 치료로 변모해 가고 있다1). 실제 우리나라

되었다. 이는 현대인들의 불규칙한 식습관 및 서구화로 인한

여대생의 84.2%가 다이어트를 시도했다는 연구결과가 있

고칼로리 음식들의 섭취로 인해 더욱 문제시되고 있으며,

으며 다이어트의 목적 역시 체형 및 외모 개선이 75.5%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실제로

미용 목적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고되었다3). 결과적으로

비만해질수록 성인병 노출 위험도가 증가하기 때문에1), 건

현대사회에서 비만치료는 전체 몸무게에서 체지방 감량을

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체중감량은 필수적이 되고 있다.

하는 것만이 아닌 미용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지니

특히 복부둘레 증가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대사증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 한방에서는 식이요법, 운동요법을

후군의 지표가 되기에 치료와 관리가 중요하다 .
대중 매체 및 정보화 기기들로 인하여 현대인들의 미적

포함한 한약처방, 지방분해침, 약침 이침, 부항 등이 응용되

기준이 정상체중 이하로 인식됨에 따라 비만을 치료하기 위

어 왔다4). 하지만 많은 치료방법들을 동시에 복합적으로 실

해 의료기관을 찾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정상체

시하는 데 번거로움이 있고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에는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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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이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술 후 적외선 온열기로 30분간 조사하였다7).

부분비만 치료방법이 집중받고 있다. 부분비만 치료 방법으
로는 특정 부위의 지방분해를 위해 전기온열치료(지방분해

2) 매선요법

침, 초음파, 중저주파, 고주파요법), 약물주입(경피침주요

26 G×6 cm 규격의 대세메디텍(Daese Meditech, Seoul,

법), 가스주입(기주요법), 감압치료(엔더몰로지) 등이 다양

Korea)의 매선침을 사용하여 총 20개를 해당부위 근육과

5)

하게 활용되고 있다 .

근건막층에 시술하였다. 복부의 경우 복직근과 복사근 근건

기존에 산삼비만약침과 매선요법을 병행한 임상례에 대한

막층에 15o 방향으로 매선을 횡자하여 자입하고, 대퇴부의

보고가 있었으나 시술부위가 복부에 한정되어 있었으며6),

경우 뒤넙다리근육으로 매선을 횡자 자입하며, 종아리의 경

두 가지 이상의 약침을 복합하여 응용한 사례를 발표한 논

우 장딴지 근육으로 매선을 90o 직자하여 자입하였다. 매선

문은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두 종류의

요법은 약침요법 전에 시술하였고 동일한 날 매선과 약침을

약침을 복합하고 매선요법을 결합하여 복부, 허벅지, 종아

모두 시술하였다.

리 부위에 3회 시술한 결과, 둘레 변화를 확인하였기에 이
에 본 증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3) 식이 및 운동
하루 30분 전신 스트레칭 외에 다른 식이 요법이나 운동

증 례

치료를 권하지 않았다.

1. 대상

3. 평가 방법

2015년 2월부터 6월 중에 청아연한의원 비만클리닉을
방문하여 2주 간격으로 3회씩 매선요법과 약침을 시행한

1) 체중 및 복부지방률 측정

총 5명의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복부의 경우

치료 전, 후 체중과 복부지방률 변화를 측정하게 위해 체

20대 2명, 50대 1명이며 대퇴부와 종아리는 각각 20대 1명

성분 분석기 Inbody Salus 330 (바이오스페이스; InBody,

을 대상으로 하였다.

Seoul, Korea)을 이용하여 체중 및 waist-hip ratios (WHR)
를 측정하였다.

2. 치료방법
2) 복부 둘레의 측정
환자가 양 다리를 일자로 뻗은 채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

1) 약침요법
약침은 아래와 같이 두 종류의 약침을 각각 다른 시술 방

서 검사자는 배꼽을 기준으로 줄자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법을 통해 사용하였다. 우선 대한면역약침학회에서 원외탕
전한 약침인 산삼, 사향, 웅담. 우황으로 구성된 복합약침액

3) 허벅지 둘레의 측정

을 3 mm 깊이로 치료 경혈에 피하 주입하였다. 1회 시술

환자는 양팔을 몸에 붙이고 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벌린

시 1.0 ml 인슐린주사기 5개로 총 5 ml를 복부의 경우 천

상태에서 검사자는 허벅지 최대 둘레 부위를 줄자를 이용하여

추, 신궐, 기해, 관원, 중극, 수분, 중완을 시술하였으며, 대

수평하게 측정하였다. 결과는 양측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퇴부의 경우 승부, 운문, 풍시 및 종아리의 경우 승근, 승산,
비양, 부양에 0.1∼0.5 ml씩 나누어 치료하였다. 이어서 마

4) 종아리 둘레의 측정

황, 청피, 진피 등을 전탕하여 조제한 복합약침액을 0.5

환자는 양발을 11자 모양으로 붙이고 선 자세에서 검사

mm 깊이로 피내 표층부에 주입하였는데, 1회 시술 시 3.0

자는 종아리 최대 둘레 범위를 줄자를 이용하여 측정하였

o

ml 주사기로 치료 부위에 인슐린 주사 바늘을 15 로 위로

다. 결과는 양측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향하게 구부려서 피내로 시술하였다. 이상과 같이 약침 시
www.jkomor.org

145

한방비만학회지 제15권 제2호, 2015

Fig. 1. Change of abdominal circumference and waist-hip ratio for 3
cases.

Fig. 2. Change of thigh and calf circumference and weight.

4. 치료 결과

는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 보고가 적다. 본 논문은 약침과 매

2주에 1회, 6주 동안 총 3회의 치료를 실시한 이후 복부

섭요법을 병행하여 2주 간격으로 총 3회씩 치료하여 다소

둘레는 시술 전과 시술 후의 둘레 차이(cm)를 시술 전의 값

의 신체계측의 변화를 나타내었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으로 나누었을 때, 평균적으로 복부둘레는 4.6% 감소하였

약침요법이란 경락 경혈에 약침주입용 주사기를 사용하

으며, WHR은 0.13이 감소하였다(Fig. 1). 허벅지 둘레의

여 시술하는 방법으로 자침과 약물의 효능을 이용해 경혈자

경우는 시술 전과 시술 후의 둘레 차이(cm)를 시술 전의 값

극 반응뿐만 아니라 약물투여의 효과까지 제공하는 치료법

으로 나누었을 때, 양측 평균 5.8% 감소하였으며, 종아리

으로 근골격계 질환뿐 아니라 비만 및 고지혈증에도 활용되

둘레는 시술 전에 비해 양측 평균 4% 감소하였다(Fig. 2).

고 있는 시술 방법이다9,10).
본 연구에 활용한 약침은 산삼비만약침과 마황 등의 한
약재를 정제한 약침으로 국소부위에 한약재에서 정체추출

고 찰

한 약물을 주입함으로써 셀룰라이트 제거 및 국소부위 둘레
비만은 체지방이 과다하게 축적되어 심장병, 당뇨 등의

감소에 효과가 있어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다. 산삼비만약침

대사증후군을 유발하는 상태로 유전, 심리적 요인, 환경 요

은 대한면역약침학회에서 원외탕전한 약침으로 산삼, 사향,

1)

인 등의 영향으로 발생하게 된다 . 또한, 비만은 신체적 정

웅담. 우황으로 구성된 복합약침이다. 산삼은 대사기능을

신적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현대사회에 들어오면

활성화하며, 사향은 지방세포분해를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서 미적 기준이 변화함에 따라 전신비만뿐 아니라 부분비만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6). 마황, 청피, 진피 등의 약재를 전탕

또한 건강과 사회 심리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발생할 수 있

후 정제한 약침액의 구성 약재 중 마황은 교감신경을 활성

8)

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 이와 같이 아름다움에

화시키며 지방조직의 산소를 증가하며 식욕을 떨어뜨리는

대한 기준이 마른 체형으로 변화함에 따라 정상체중이라 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

더라도 다이어트와 체형관리를 원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

매선요법이란 인체에 무해한 봉합사 PDO (폴리디옥사

나고 있지만 부분비만 치료에 대한 효과나 기존 연구에 대

논 polydioxanone)를 경혈에 자입하여 피부, 근막, 근육을

5)

한 고찰이 부족한 실정이다 .

자극함으로써 순환을 촉진하는 치료법이다. 매선요법은 다

한방에서는 부분비만 시술에 전기온열치료, 고주파, 약

양한 질환에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 한방성형, 비만, 피부

침요법, 매선요법 등을 활용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전체 체중

미용에 많이 활용되어 연구되고 있는 치료 방법이다11). 이

및 체지방 감량과 더불어 사이즈 감소를 유도하고 있다5).

연구에서는 매선을 해당부위 근육과 근건막층(superficial

실제 임상에서 부분비만 치료가 많이 시행되고 있는 것에

muscular aponeurotic system, SMAS)으로 자입하여 순환

비하여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며, 전

을 개선하고 근육과 근막을 이완시켜 탄력을 높임으로써 부

체 체중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신체계측치에 변화를 주

분비만 둘레를 감소시키고자 적용하였다12). SMAS는 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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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nge of Circumference and Weight
Subject

Circumference (cm)

Case

Age (yr)

Abdomen 1
Abdomen 2
Abdomen 3
Thigh
Calf

28
44
58
29
26

Before treatment After treatment
79.0
66.5
77.7
56.3
38.0

75.0
64.3
73.5
53.0
36.5

Weight (kg)

Waist-hip rat

Before treatment After treatment Before treatment After treatment
53.6
47.9
49.4
50.2
53.6

53.4
47.9
50.4
50.1
53.4

0.83
0.79
0.85
-

0.81
0.78
0.84
-

All subjects are female.

와 근육 사이에 존재하는 연결단위로 근육과 탄력섬유를 중

요 약

심으로 피하지방과 근육을 한 개의 조직 같이 움직일 수 있
13)
게 한다 .

총 5예의 부분 비만 환자 중, 복부비만 3예, 허벅지 및 종

2주 간격으로 매선요법과 약침을 총 동시에 총 3회 실시

아리 부분 비만 각 1예의 환자를 대상으로 2종의 약침요법

한 결과 복부 둘레는 평균적으로 4.6% 감소 및 WHR은

및 매선요법을 병행하여 2주 간격으로 3회 시술하였다. 그

0.13 감소하였다. 허벅지의 경우 시술 전에 비해 양측 평균

결과, 치료부의 둘레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5.8%, 종아리의 경우 양측 평균 4% 감소하였다(Table 1).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약침

치료기간 동안 하루 30분 전신 스트레칭 외에 다른 식이
요법이나 운동치료을 병행하지 않고 약침과 매선요법의 부

및 매선요법의 부분 비만 효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분 비만 치료만을 적용하였다. 다섯 환자의 케이스에서 모
두 시술 후 몸무게의 변화가 크지 않았고, 1예의 복부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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