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2000000777년년년 222월월월
석석석사사사학학학위위위논논논문문문

이침 시술이 견비통 완화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대체의학과

양     인

[UCI]I804:24011-200000234128



이침 시술이 견비통 완화에 

미치는 영향

222000000777년년년 222월월월 일일일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대체의학과

양     인



이침 시술이 견비통 완화에 

미치는 영향

지지지도도도교교교수수수 서서서 재재재 홍홍홍

이이이 논논논문문문을을을 석석석사사사 학학학위위위신신신청청청 논논논문문문으으으로로로 제제제출출출함함함...

222000000666년년년 111111월월월 일일일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대체의학과

양     인



양양양 인인인의의의 석석석사사사학학학위위위논논논문문문을을을 인인인준준준함함함...

위위위원원원장장장 조조조선선선대대대학학학교교교 교교교수수수 박박박 상상상 학학학 인인인

위위위원원원 조조조선선선대대대학학학교교교 교교교수수수 서서서 재재재 홍홍홍 인인인

위위위원원원 조조조선선선대대대학학학교교교 교교교수수수 문문문 경경경 래래래 인인인

222000000666년년년 111111월월월 일일일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目目目 次次次

ABSTRACT········································································································ⅲ

제제제111장장장 序序序論論論 ·····································································································1
제1절 問題의 陳述 ························································································1
제2절 硏究의 目的 ························································································2

제제제222장장장 硏硏硏究究究方方方法法法 ···························································································4
제1절 硏究 對象 ····························································································4
제2절 耳鍼 穴位 및 施術 方法 ··································································5
제3절 硏究 道具 ····························································································7
제4절 硏究 期間 및 節次 ············································································7
제5절 資料 收集 方法 ··················································································7
제6절 資料 分析 方法····················································································9

제제제333장장장 硏硏硏究究究 結結結果果果 ·························································································9
제1절 硏究 對象의 一般的 特性 ································································9
제2절 耳鍼施術의 一般的 認識 ································································11
제3절 耳鍼施術의 肩臂痛 緩和 效果 ····················································12

제제제444장장장 考考考察察察 ···································································································15
제1절 어깨 痛症의 分析 ··········································································16
제2절 耳穴 刺戟 療法 ················································································18

제제제555장장장 結結結論論論 ···································································································22

參考文獻··············································································································23
<부록>설문지··································································································26



표표표 목목목 차차차

<Table1>AuricularAcupuncturePoints··················································6
<Table2>硏究節次 및 期間別 計劃 ··························································8
<Table3>Distributionofgeneralcharacteristics·································10
<Table4>耳鍼 施術에 관한 일반사항······················································11
<Table5>耳鍼 施術 後 症狀別 好轉度····················································12
<Table6>年齡分布에 따른 好轉度····························································13
<Table7>性別 및 症狀에 따른 好轉度····················································13
<Table8>Improvement ofsurgicaloperationfrequency ································14
<Table9>好轉度에 따른 向後 耳鍼 利用 및 勸獎································14

그그그 림림림 목목목 차차차

<그림 1>肩臂痛 緩和에 活用된 穴位··························································5



AAABBBSSSTTTRRRAAACCCTTT
TTThhheeeEEEffffffeeeccctttooofffTTThhheeeAAAuuurrriiicccuuulllaaarrrAAAcccuuupppuuunnnccctttuuurrreeeTTThhheeerrraaapppyyy

ooonnnttthhheeeHHHeeeaaallliiinnngggooofffSSShhhooouuullldddeeerrrPPPaaaiiinnn...

Yang,In
Advisor:Prof.Suh,Che-Hong,M.D.Ph.D
DepartmentofAlternativeMedicine
GraduateSchoolofHealth ChosunUniversity

OOObbbjjjeeecccttt:::Thepurposeofthisstudy istofindouttheeffectsofAuricular
acupuncturetherapyonShoulderpain

MMMeeettthhhooodddsss :::The auricularacupuncture points we used were (神門),
(肩点), (肩關節), (腎上腺), (鎖骨). We

embededauricularacupunctureneedlefortwodayoveronetime.Ihavemade
upaquestionabouttwohundredsevenpeoplewhocomplain shoulderpain
aftertheauricularacupuncturetherapy.

RRReeesssuuullltttsss:::Thefollowingresultswereobtained;
1.132people(63.88%)ofthesubjectspolledsaidtheygotbettersoasnotto
feelshoulderpain,66people(31.88%)ofthesubjects,theygotalittlebetter,
The survey found thatmostofsubjects(95.65%)had an effect.Therefore
shoulderpaincanchangeforthebetterwithasimpleauricularacupuncture
therapy.
2.TheAuricularacupuncturetherapyonaslightillnesswasmoreeffective
thanseriouspatients.
3.Itwasthehighestas72.95% tofeeltogetbetteratthefirsttimewhen
theywereoperatedseveraltimes.

CCCooonnncccllluuusssiiiooonnn :::Through this research, Auricular acupuncture therapy is
considered effective and safe method to healing ofShoulderpain (Frozen
Shoulder).

KKKeeeyyywwwooorrrddd:::Auricularacupuncturetherapy,HealingofShoulderpain,Frozen
Shoulder.



제제제111장장장 序序序 論論論

제제제111절절절 問問問題題題의의의 陳陳陳述述述

어느 날 갑자기 팔을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어깨가 결리고 아프다고 呼訴하는
사람들이 많다.예전에는 어깨 결림이나 肩臂痛을 五十肩이라 해서 中年期나 更年
期 以後에 나타나는 老化 現象으로 생각했다.하지만 최근 들어 발병하는 나이가
낮아지면서 三十肩,四十肩이란 말이 생겨나기도 했다.1-9)

컴퓨터가 大衆化된 요즘에는 어깨 결림으로 시달리는 十代 靑少年들도 크게 늘
고 있다.英國의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컴퓨터게임을 즐기는 아이들의 15%가 어
깨와 목 부위의 痛症을 호소했다고 한다.9,10)

問題는 어깨 痛症 외에 다른 症狀이 동반된다든지,뚜렷한 原因 없이 자꾸 어깨
가 결리고 아프다든지,治療를 받아도 잘 낫지 않는다든지 하는 경우들이다.韓醫
學에서는 어깨 결림이나 肩臂痛의 原因을 脊椎나 어깨 關節 또는 筋肉 自體의 異
狀뿐 아니라 내부 臟器의 異狀에서 오는 合倂症,氣血循環 障碍,元氣 虛弱,기울
(氣鬱)이나 칠정(七情)에서 오는 精神的 要因 등 다양한 視覺에서 治療하고 있
다.7,12,14)

碑胃 機能이 좋지 않을 때도 어깨 疾患이 나타날 수 있다.脾胃가 나쁜 것이 原
因일 경우엔 속이 더부룩하거나 消化가 잘 안되는 症狀이 동반된다.스트레스에
의해서도 어깨 疾患이 나타난다.이 경우엔 어깻죽지가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
프다,
諸外國의 臨床例 2,281개에서 그 有效例 81.03%를 차지하는 驚異的인 耳部秘穴

體系는 처음 노지에博士가 人間의 귀를 胎兒의 逆像으로 파악한데서 비롯된다.7,9)

그는 이를 解剖學的으로 實驗하여 귀와 人體의 全組織과의 相關關係를 體系化한
것이다.
이 耳部 110개의 秘穴은 從來의 經穴과는 전혀 다른 獨立的인 世界의 獨自的인

體系 아래,아주 具體的으로 秩序整然하게 胎兒逆傷의 全身·內臟을 대표하는 第三



의 體表內臟反射點들이다.
從前의 유일한 鍼灸의 生理學的인 經穴·經絡은 陰陽五行 등 지극히 思辨的 要

素를 지니고 있어 그 理解를 어렵게 하고 있지만,耳部穴 110개는 人體를 거꾸로
해놓은 위치에 따라 全身의 각부가 그대로 體系化되는 것이니 아주 具體的이고 질
서 정연하여 누구나 一目瞭然하게 알 수 있다.22-31)

14經絡의 正穴 및 氣穴이 臟器別 또는 氣穴 靈位의 思辨的 理念에 입각했는데
대하여 耳部穴은 內分泌点,副腎点,耳下腺点,睾丸点,卵巢点 등 호르몬 계열에 중
점을 두고 뿐만 아니라 종래의 經絡思想에서 제외된 惱關係의 反應點을 여러 개
들고 있는 것은 注目할 만하다.그 治療법도 비교적 鍼術手技로 족하게 되어있고
대게 약자극을 위주로 하고 있다.다만 모든 자극 治療와 마찬가지로 耳鍼의 자극
량도 실제적으로 임상을 당하는 자의 개성에 좌우될 것이지만 어느 경우에도 과자
극은 피해야 한다.또한 극단적인 銳敏한 감각소유자의 施術에도 주의를 요한다.
耳部穴로서 다룰 수 있는 疾病의 종류는 극히 광범위 하여 肩臂痛에 매우 잘 듣는
다.22-29)

從來의 鍼術의 經路가 이것으로 많이 해결될 것으로 믿는 바이다.그 시행은 耳
穴만으로 독자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고 딴 경혈과 병행할 수 있을 것이다.아직
은 일천한 療法이지만 耳穴刺戟療法이 肩臂痛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硏究할
必要가 있다.

222...硏硏硏究究究의의의 目目目的的的

沈黙의 耳部에 110개의 秘孔이 숨어 있고,또한 이것으로 200개에 이르는 疾病
을 다스릴 수 있다면 누구나 깜짝 놀랄 것이다.
이 耳部 110개의 秘穴은 從來의 經穴과는 전혀 다른 獨立的인 世界의 獨自的인

體系 아래,아주 具體的으로 秩序整然하게 胎兒逆傷의 全身·內臟을 대표하는 第三
의 體表內臟反射點들이다.22-31)



耳穴刺戟療法에 흥미를 갖기 위해서는 실제로 효과를 체험해야 하는데,가장 쉽
게 접할 수 있는 治療법에는 相應療法이 있다.相應療法을 쉽게 설명하면 귀에서 눈
은 어디에 있고,코는 귀에서 어디에 있느냐 이다.실제로 눈이 피로하고,침침하고,
充血 되었을 때 귀 볼의 정 중앙부위가 눈에 해당하는데,이 부위를 손톱으로 누른다
든지 이쑤시개로 누른다든지 하면 눈에 대한 症狀들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
다.22,30)

본 연구에서는 손을 움직일 때 어깨에 심한 痛症이 발생하여 日常生活 動作에 제
한을 받게 되거나 가만히 있어도 어깨 주변 부위가 쿡쿡 쑤시고,목 부위와 머리 뒤
통수까지 당기고 저려서 팔을 움직이는 데 불편을 느끼게 되는 症狀 즉 肩臂痛을
耳鍼으로 매우 놀라운 治癒 효과를 볼 수 있음을 檢證하고자 한다.
이 症狀은 심하면 밤에 가만히 누워 있어도 계속 저리고 시리거나 특이한 痛症

형태를 발생시켜 사람을 매우 힘들고 짜증스럽게 만들고 睡眠障碍를 초래하여 다
음날의 日常生活까지 影響을 주게 된다.주로 40대 이후의 중년층에서 많이 나타
나서 四十肩 또는 五十肩으로 일반인들에게 알려져 있다.9-14)

이런 症狀이 나타날 때,우리 몸의 일부에 해당하는 귀의 특정 부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극하여 症狀을 가볍게 만드는 治療 방법 즉 耳穴刺戟療法에 대한 肩臂痛
의 治療 효과를 檢證하므로 向後에 어깨 痛症을 호소하는 많은 분들이 쉽게 治療효
과를 얻으므로 건강한 삶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耳穴刺戟療法에 흥미를 갖기 위해서는 실제로 효과를 체험해야 하는데,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治療법에는 相應療法이 있다.相應療法을 쉽게 설명하면 귀에서 눈은 어디에 있고,
코는 귀에서 어디에 있느냐 이다.실제로 눈이 피로하고,침침하고,充血 되었을 때 귀 볼의
정 중앙부위가 눈에 해당하는데,이 부위를 손톱으로 누른다든지 이쑤시개로 누른다든지 하
면 눈에 대한 症狀들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우리 몸의 일부에 해당하는 귀의 특정 부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극하여 症狀

을 가볍게 만드는 治療 방법 즉 耳穴刺戟療法에 대한 肩臂痛의 治療 효과를 檢證하므로
向後에 어깨 痛症을 호소하는 많은 분들이 쉽게 治療 效果를 얻으므로 건강한 삶을 目的으
로 한다.



제제제222장장장 硏硏硏究究究 方方方法法法

제제제111절절절 硏硏硏究究究 對對對象象象

본 硏究의 對象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어깨 痛症을 호소하여 본
硏究者로부터 직접 施術을 받은 명과 본 硏究者로부터 耳穴刺戟療法을 직접 교육
받고 수련 받은 우수한 施術자 명을 선정하여 그들로 부터 施術받은 자가
명 이었다 또한 같은 療法을 쓰는 耳鍼協會 會員들로부터 施術을 받은 명을
포함하여 모두 명의 生活人을 對象으로 하였다
이들은 모두 어깨 痛症을 呼訴하여 그에 대한 조치로 肩臂痛을 治癒할 수 있

는 耳部刺戟穴로 에 해당하는 鍼点에 耳鍼을 회 이상 施術 받아 다음
과 같은 기준에 적합한 명을 對象으로 調査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耳穴刺戟療法에 의한 침자극의 경험이 있는 자
어깨 痛症을 호소하여 耳鍼을 받고 있거나 過去에 받았던 경험이 있던 자
본 연구자의 耳穴刺戟療法으로 施術을 허용하는 자
電話 質問에 應答이 可能한 자
年齡은 세 이상 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
耳穴刺戟療法이 부적격한 임신한자 중대 疾患 또는 극히 鎖鑰한 자 고령

자 영·유아 침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

제제제222절절절 耳耳耳鍼鍼鍼 穴穴穴位位位 및및및 施施施術術術 方方方法法法

硏究에서 肩臂痛을 治癒할 수 있는 명혈로 사용한 耳鍼 穴位의 穴名과 부위는 <Table
1>및 <그림1>과 같은 穴자리를 活用하였다.22-31)



施術방법은 押釘式 耳穴皮內鍼(精華鍼灸製作所)을 어깨 痛症을 호소하는 生活人에
게 <Table1.>의 耳穴을 患部와 같은 쪽 귀에 施術하여 2일간 留鍼하였으며,留鍼 시간
중 피施術자로 하여금 耳穴皮內鍼을 1일 5회 “따끔”한 느낌이 퍼질 정도로 按壓하도록 하
였다.
施術以前과 施術以後의 變化를 比較 分析하였다.

<그림1>肩臂痛 緩和에 활용된 血位



<<<TTTaaabbbllleee111>>>AAAuuurrriiicccuuulllaaarrrAAAcccuuupppuuunnnccctttuuurrreeePPPoooiiinnntttsss

Name Location Function

神神神門門門 三角窩部分에서 盆
腔點의 內上方

大腦皮質의 興奮과 抑制를 調節하는 作用이
있으며 情神神經係를 안정시킨다.神의 경지에
이르는 점이라고도 한다.鎭痛·鎭靜·抗알레
르기 作用을 가지고 있다.精神·神經系統의 여
러 疾患 즉 神經官能症,癎疾,精神分裂症 등
에 잘 듣는다.高血壓,기침,喘息,搔痒症 및
각종 원인으로 생기는 疼痛에도 잘 듣는다.鍼
術痲醉의 柱穴이다.

肩肩肩關關關節節節 耳舟 部分에서 肩
點과 鎖骨點 사이

같은 쪽 어깨에 생긴 일체의 痛症과 運動 障
碍를 고친다.

肩肩肩點點點 耳珠切痕과 평행된
耳珠部

각종 原因으로 생기는 肩痛 및 運動 障碍에
잘 듣는다.

鎖鎖鎖骨骨骨 頸點과 같은 수평
상의 耳舟部 鎖骨 부위의 痛症 및 骨折에 유효하다.

腎腎腎上上上腺腺腺 耳珠의 아래쪽 隆
起部에 위치

炎症을 가라앉힌다.副腎 및 副腎皮質의 기능
을 정상화 하는 데 특효하다.炎症을 막고,과
민 방지,쇼크방지,각종 細菌 感染으로 생기
는 中毒 症狀 등에 효과적이다.血管에 대해서
調節·擴張·收縮 作用을 하며 高血壓에서 血壓
을 定常化시키고,毛細血管의 出血을 막는 효
과가 있다.呼吸 中樞에 흥분과 억제의 조절
작용이 있으며,각종 皮膚病,慢性病 治療에
名穴이다.



제제제333절절절 硏硏硏究究究 道道道具具具

1.耳鍼 施術 後의 評價基準
硏究道具로는 設問紙 방법을 선택하였다.耳鍼 施術 後의 好轉度 평가는 Martin.

A.N.47)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1)Excellent(우수=4점):施術 前에 비하여 自覺的 症狀이 소실되었으며,他覺的

症狀이 好轉 되었거나 변화가 없는 상태인 경우.
(2)Good(양호=3점):施術 前에 비하여 自覺的 症狀이 경미하게 남아 있고 他覺

的 症狀은 호전 되었거나 변화가 없는 상태인 경우.
(3)Fair(호전=2점):施術 前에 비하여 自覺的 症狀은 一部만 好轉되고 他覺的

症狀은 경미한 好轉이 되었거나 변화가 없는 상태의 경우.
(4)Poor(불량=1점):施術 前에 비하여 自覺的 症狀 및 他覺的 症狀의 好轉이 없

는 상태의 경우.
통계 처리를 하여 Excellent는 4점으로 하고, Poor를 1점으로 하여 차례로 순위

를 매겼다.

2.耳鍼 施術 前·後의 痛症 變化

肩臂痛에 대한 耳鍼 施術 前과 後에 대한 設問으로 2장 14문항으로 되어 있는데,
1장은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질문으로 5문항,2장은 肩臂痛으로 耳鍼을 맞
은 경험 前과 後의 身體的 症狀을 비교하는 9문항을 선택하도록 하여 수집된 자료는
SPSS를 이용 經驗 前과 後를 비교 分析하였다.

제제제444절절절 硏硏硏究究究 期期期間間間 및및및 節節節次次次43-46)

111...硏硏硏究究究 期期期間間間 ::: 2006년 1월～2006년 11월
222...硏硏硏究究究 節節節次次次



<Table2>硏究 節次 및 期間別 計劃
기간(월)

연구 내용
2006년

1 2 3 4 5 6 7 8 91011

연구
계획

․연구 설계
․선행연구 조사 및 분석
․계획서작성ㆍ제출

연구
추진

․연구 내용 조사 및 분석
․설문지 개발 및 작성
․실험군과 대조군 적용 및
설문수집
․실험군과 대조군의 비교

연구
논문

․연구 결과 정리
․연구 논문 작성
․연구 논문 제출
․연구 논문 발표 및 심사

제제제555절절절 資資資料料料 收收收集集集 方方方法法法
본 연구자가 직접 施術하고 施術받은 자로부터 직접 說問을 받은 경우가 명 이

었으며 본 연구자로부터 ·耳穴刺戟療法을 직접 교육박고 수련받아 肩臂痛에 도움
을 줄 수 있는 우수한 施術자 명을 선정하고 그들이 직접 施術하고 설문을 받
은 자가 명 이었다 또한 같은 耳穴刺戟療法을 쓰는 耳鍼協會 회원들로부터
施術한 대상자에게 설문을 받은 자가 명이 되어 合이 명이었다
이들은 肩臂痛을 호소하는 生活人에게 직접 耳鍼刺戟을 하여 도움을 주게 하

고 일 이상 주위에서 관찰하고 동의를 얻어 설문에 응답하게 하였다 이들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설문을 얻었다
연구 대상자들에게 연구 내용을 설명하고 허락을 받은 다음 직접 설문조사를 실

시하거나 전화면접법으로 실시하였다 전화면접법을 실시한 것은 연구 대상자들이 먼
거리에 흩어져 있거나 여행 중에 있는 경우에 보조적으로만 시행하였다



제제제666절절절 資資資料料料 分分分析析析 方方方法法法
수집된 자료는 를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며 분석 방법은 빈도분석 방법을

사용한다

제제제333장장장 硏硏硏究究究 結結結果果果

제제제111절절절 硏硏硏究究究 對對對象象象의의의 一一一般般般的的的 特特特性性性

硏究 對象 중 女子가 128명(61.84%)이고,男子는 79명(38.16%)으로 어깨痛症을
호소하는 女子가 더 많았다.연령 분포를 보면 그 중에서 10대는 18명(8.70%),20
대는 32명(15.46%),30대는 17명(8.21%),40대는 43명(20.77%),50대는 53명
(25.60%),60대는 34명(16.43%),70대는 10명(4.83%)으로 사·오·육십대 연령이 130
명(62.80%)을 차지하여 가장 많았다.그 중 150명(72.43%)이 결혼하여 配偶者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직업의 분포를 보면 학생이 38명(18.36%),실업상태가 대부분인 기타가 33명

(15.94%),가정주부는 32명(15.46%),공무원이 29명(14.01%),자영업자가 19명
(9.18%),농업 종사자가 18명(8.70%),회사원이 14명(6.76%),판매원이 13명
(6.28%),전문직이 10명(4.83%),육체노동자가 1명(0.48%),순서로 나타났다.
평소 느끼는 건강이 어떠냐는 질문에는 ‘비교적 건강하다.’가 88명(42.51%),‘매

우 건강하다.’는 85명(41.06%)으로 대부분이 건강하게 느끼고 있었으며,‘비교적 병
약한 편이다.’는 26명(11.11%).‘매우 병약하다.’는 3명(1.45%).‘만성 疾患이 있다.’
는 5명(2.42%).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이 연구 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보아 평범한 生活人임을 알 수 있다.

日常生活 속에서 살아가면서 심각한 병으로 생각하지 않은 어깨 痛症은 耳鍼과 같
은 代替醫學의 方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더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



<Table3> DDDiiissstttrrriiibbbuuutttiiiooonnnooofffgggeeennneeerrraaalllccchhhaaarrraaacccttteeerrriiissstttiiicccsss
Character Sex Male(Percent) Female(Percent) Total(Percent)

AAAgggeee

10〜 19 8 10 18(8.70)
20〜 29 9 23 32(15.46)
30〜 39 5 12 17(8.21)
40〜 49 17 26 43(20.77)
50〜 59 23 30 53(25.60)
60〜 69 12 22 34(16.43)
70〜 79 5 5 10(4.83)

Total(Percent) 79(38.16) 128(61.84) 207(100.00)

PPPaaarrrtttnnneeerrr
Unmarried 19 30 49(23.67)
Marriage 58 92 150(72.43)
Single 2 6 8(3.86)

JJJooobbb

Publicservant 18 11 29(14.01)
Specialty 7 3 10(4.83)
Housewife 0 32 32(15.46)
Sales 4 9 13(6.28)
Farmer 7 11 18(8.70)
Student 14 24 38(18.36)

Self-sustenance 9 10 19(9.18)
Officeworker 6 8 14(6.76%)
Laborer 1 0 1(0.48)
Theothers 13 20 3315.94)

HHHeeeaaalllttthhh

Veryhealthful 34 51 85(41.06)
Health 39 49 88(42.51)
Weakness 3 23 26(11.11)

Veryweakness 2 1 3(1.45)
Disease 1 4 5(2.42)



제제제222절절절 耳耳耳鍼鍼鍼 施施施術術術의의의 一一一般般般的的的 認認認識識識

耳鍼을 맞게 된 동기로는 이웃이나 施術者의 권유에 의한 경우가 109명
(52.66%)으로 가장 많았으며,耳鍼에 대한 기대치로는 ‘좋아질 거라고 믿는 것’보다
‘그냥 개선될 것 같은 느낌으로’가 126명(60.87%)으로 가장 많았다.耳鍼을 맞은 回
數로는 이번이 처음이거나 2∼3회 맞은 경우가 155명(74.88%)으로 대부분 이었으
며,‘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耳鍼을 배우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배우겠다
는 쪽이 128명(61.84%)으로 더 많았다.

<Table4> 耳耳耳鍼鍼鍼 施施施術術術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일일일반반반 사사사항항항
Sex Male Female Total(%)

耳耳耳鍼鍼鍼을을을
맞맞맞게게게 된된된
동동동기기기

이웃의 권유로 35 16 51(24.64)
책을 보고 알아서 10 8 18(8.70)
메스컴을 통하여 4 4 8(3.86)
施術자의 권유로 21 37 58(28.02)
의사의 권유로 1 4 5(2.42)

耳鍼을 배우고 나서 8 9 17(8.21)

耳耳耳鍼鍼鍼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기기기대대대치치치

좋아질 거라고 믿었다. 18 28 46(22.22)
개선될 것 같아서 46 80 126(60.87)
권유에 못 이겨 15 20 35(16.91)

시시시침침침
경경경험험험

이번이 처음이다. 31 54 85(41.06)
2〜3회 맞음. 21 49 70(33.82)
4〜10회 맞음. 12 15 27(13.04)
아플 때 수시로 15 10 25(12.08)

耳耳耳鍼鍼鍼을을을
배배배우우우려려려
는는는 욕욕욕구구구

꼭 배우겠다. 12 34 46(22.22)
기회가 되면 배우겠다. 27 38 65(34.40)
이웃과 함께 배우겠다. 8 9 17(8.21)
배우고 싶지 않다. 32 47 79(38.16)



제제제333절절절 耳耳耳鍼鍼鍼 施施施術術術의의의 肩肩肩臂臂臂痛痛痛 緩緩緩和和和 效效效果果果

어깨의 痛症을 호소하는 생활인에게 耳鍼穴位로 神門點,견관절,견점,쇄골점,
신상선의 5혈에 押釘式 耳穴皮內鍼(精華鍼灸製作所)을 환부와 같은 쪽 귀에 施術
하여 2일간 留鍼하였으며,留鍼 시간 중 피施術자로 하여금 耳穴皮內鍼을 1일 5회
“따끔”한 느낌이 퍼질 정도로 按壓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어깨 痛症을 느끼지 못할 만큼 좋아지거나 상당히 나아짐을 느꼈다’고

응답한 사람은 132명(63.77%) 이며 ‘약간 좋아짐을 느꼈다’는 응답자도 66명
(31.88%)으로 나타났다.그래서 대부분(95.65%)이 효과를 보았다고 응답하였다.

<Table5>耳耳耳鍼鍼鍼 施施施術術術 後後後 症症症狀狀狀別別別 好好好轉轉轉度度度
Excellent
(4Point)

Good
(3Point)

Fair
(2Point)

Poor
(1Point) Total Improvement

(percent)
Notgood 20 28 15 3 66(31.88) 222...999888555///444

(74.63)
Slight 9 32 23 2 66(31.88) 222...777222777///444

(68.18)
Littleserious 6 29 20 2 57(27.54) 222...666888444///444

(67.10)
Serious 0 8 8 2 18(8.70) 222...333333333///444

(58.33)
Total 35(16.91)97(46.86)66(31.88)9(4.35) 207(100) 222...666888222///444

(67.05)
Notgood:약간 결리는 정도였다.
Slight:어깨를 들어 올릴 수 없었다.
Littleserious:어깨 주변 부위가 쿡쿡 쑤시고 아팠다.
Serious:목 부위와 뒤통수까지 당기고 저려서 팔이 아팠다.

Excellent(4점):어깨 痛症을 느끼지 못할 만큼 매우 좋아졌다.
Good(3점):상당히 나아짐을 느꼈다.
Fair(2점):약간 좋아짐을 느꼈다.
Poor(1점):나아짐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어깨의 痛症 症狀別로는 약간 결리는 정도에는 74.63%의 好轉 效果를 보였고,
어깨를 들어올리기 힘든 정도는 68.18%의 好轉 효과를,어깨주변 쿡쿡 쑤시고 아
픈 정도의 重症에는 67.10%의 好轉 효과를,목 부위와 뒤통수까지 당기고 저려서
팔이 아픈 重症은 58.33% 好轉 효과를 보였다.그러므로 重症 症狀보다 가벼운 痛
症 症狀에서 더욱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年齡에 따른 好轉 정도는 <Table 6>과 같으며,性別에 따른 好轉 정도는

<Table7>과 같다.

<Table7> IIImmmppprrrooovvveeemmmeeennnttt ooofffttthhheeeGGGeeennndddeeerrrooofffttthhheeepppaaatttiiieeennnttt
Excellent
(4Point)

Good
(3Point)

Fair
(2Point)

Poor
(1Point) Total Improvement

(Percent)
Male 15(18.99)39(49.37)23(29.11)2(2.53)79(38.16) 2.848(71.20)

Female 20(15.63)58(45.31)43(33.59)7(5.47)128(61.84)2.711(67.77)

Total 35(16.91)97(46.86)66(31.88)9(4.35)207(100) 2.780(69.49)

<Table6> IIImmmppprrrooovvveeemmmeeennnttt ooofffttthhheeeAAAgggeee
Excellent
(4Point)

Good
(3Point)

Fair
(2Point)

Poor
(1Point) Total improvement

10〜 19 7 9 2 0 18(8.70)3.278(81.94)
20〜 29 3 17 12 0 32(15.46)2.719(67.97)
30〜 39 3 7 5 2 17(8.21)2.647(66.18)
40〜 49 11 16 12 4 43(20.77)2.791(69.77)
50〜 59 7 27 18 1 53(25.60)2.755(68.87)
60〜 69 2 15 15 2 34(16.43)2.500(62.50)
70〜 79 2 6 2 0 10(4.83)3.000(75.00)

Total(Percent)35(16.91)97(46.86)66(31.88)9(4.35)207(100)



施術 回數와 好轉度 關係는 <Table8>과 같이 처음 1회 좋아짐을 느끼는 것이
72.92%로 가장 좋았으며,重症일수록 好轉의 느낌이 늦게 나타났다.
好轉되는 정도에 따른 向後 耳鍼을 利用하거나 勸獎하겠다는 정도를 보면

<Table9>와 같이 好轉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 앞으로도 耳鍼을 더욱 利用하고 勸
獎하겠다고 나타났다.

<Table9>好好好轉轉轉 정정정도도도에에에 따따따른른른 向向向後後後 耳耳耳鍼鍼鍼 利利利用用用 및및및 勸勸勸獎獎獎
Excellent
(4Point)

Good
(3Point)

Fair
(2Point)

Poor
(1Point) Total Improvement

꼭 맞겠다. 18 35 14 1 68(32.85)3.029(75.74)
기회가 되면
맞겠다. 17 57 51 2 127(61.35)1.992(49.80)

맞지 않겠다. 0 5 1 6 12(2.80) 1.917(47.93)

적극 권하겠다. 15 31 14 1 61(29.47)2.984(74.59)
기회가 되면

맞아보라 하겠다. 17 53 45 3 118(57.00)2.712(67.80)

권하지 않겠다. 3 13 7 5 28(13.53) 2.500(62.50)
적극적으로
만류하겠다. 0 0 0 0 0(0.00) 0.000(0.00)

<Table8> IIImmmppprrrooovvveeemmmeeennnttt ooofffsssuuurrrgggiiicccaaalllooopppeeerrraaatttiiiooonnnfffrrreee---qqquuueeennncccyyy
Excellent
(4Point)

Good
(3Point)

Fair
(2Point)

Poor
(1Point) Total Improvement

처음 1회부터 23 42 31 0 96(46.38)2.917(72.92)
2〜3회부터 7 40 23 0 70(33.82)2.771(69.29)
4〜10회부터 3 12 12 2 29(14.01)2.552(63.38)
11회이상부터 2 3 0 1 6(2.90) 2.333(58.33)

기타 0 0 0 6 6(2.90) 1.000(25.00)
Total 35(16.91)97(46.86)66(31.88) 9(4.35) 207(100)



제제제444장장장 考考考 察察察

제제제111절절절 肩肩肩臂臂臂痛痛痛의의의 分分分析析析
손을 움직일 때 어깨에 심한 痛症이 發生하여 日常生活 動作에 제한을 받게 되

거나 가만히 있어도 어깨 주변 부위가 쿡쿡 쑤시고,목 부위와 머리 뒤통수까지
당기고 저려서 팔을 움직이는 데 불편을 느끼게 되는 症狀을 통틀어 肩臂痛이라고
말한다.1,2)

이 症狀은 심하면 밤에 가만히 누워 있어도 계속 저리고 시리거나 특이한 痛症
형태를 발생시켜 사람을 매우 힘들고 짜증스럽게 만들고 睡眠障碍를 초래하여 다
음날의 日常生活까지 影響을 주게 된다.肩臂痛은 목 디스크처럼 어깨 이외의 잘
못 때문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주로 慢性疾患인 肩關節 周圍炎이다.'肩關節 周圍炎
'이라고 하면 선뜻 머리에 떠오르지 않으나 '四十肩'또는 '五十肩'이라고 하면 낯
설지 않다.이 명칭은 4∼50대에 잘 나타나는 병이라서 이와 같은 별명이 붙었으
며,서양에서는 병의 症狀과 특징을 보고 마치 어깨가 얼어붙은 것 같다고 해서
'FrozenShoulder'라고 한다.
명칭에서 보다시피 이 병은 中年層에서 잘 나타나고 가벼운 外傷 경력이 있거

나 뚜렷한 원인이 없이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이다.症狀은 대개 4단계 과정을 거
치며 2년 내에 治療 된다.
肩臂痛의 주된 症狀은 어깨관절의 痛症과 硬直으로 인한 運動障碍이다.上指를

外轉 ,外回轉,신전 시에 痛症이 심하게 나타나고 특히 夜間에 痛症이 심하여 아픈
쪽으로 잠을 자기가 곤란하거나 잠을 깨게 된다.심한 경우에는 머리 빗기,상의
입고 벗기,수저 드는 동작조차 곤란해지게 되기도 한다.이러한 症狀들은 대개 4
단계 과정을 거치게 된다.제1단계는 痛症이 增加하는 시기,제2단계는 痛症이 減
少하면서 硬直이 나타나는 시기,제3단계는 痛症이 消失되면서 硬直이 남는 시기,
제4단계는 硬直이 풀어지면서 정상 回復되는 시기로 나눌 수 있다.6,7)

각 단계별로 보통 4∼8개월이 소요되며 전체적으로는 적절한 治療를 하지 않는
경우 약 1∼2년이 소요된다.즉 별다른 治療를 하지 않아도 약 2년 정도면 봄눈



녹듯이 녹아 내려 대부분 定常回復이 된다.그러나 이 기간이 너무나 길고 고통스
럽기 때문에 治療의 초점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의 回復과 痛症의 減少에 맞춘
다.
주요 원인으로는 목뼈(頸椎)의 異常 配列로 인한 頸椎神經障碍,목과 어깨 부위

의 筋肉의 收縮.弛緩作用이 충분하지 못해 발생되는 血液循環障碍,筋肉 및 周邊
蓮府組織 자체의 炎症,精神的 스트레스로 인한 緊張의 過度,바르지 못한 자세에
서의 장시간 노동(운전 .컴퓨터)등으로 발생된다.
이러한 肩臂痛의 韓醫學的인 原因은 간신부족(肝腎不足),기혈허약(氣血虛弱),

불통칙통(不通則痛)등으로 설명한다.37)

<內經>51)에서는 “肺心有邪 基氣留於兩腑”라 하여 肺心의 邪가 원인이라 하였
고,許52)는 酒로 인한 痰飮,風寒濕,氣血凝滯,七情,折傷 등으로 원인을 구분 하였
으며,鄭53)등은 중국의 임상보고를 토대로 風寒濕痺型,氣血兩虛型,肝腎虛損型,外
傷瘀血型 등으로 분류하여 風寒濕痺型은 外感에 의해서 발생하고,氣血兩虛型은
과로,失血과다에 의해,肝腎虛損型은 久病이나 房勞過多에 의해,外傷瘀血型은 打
撲,脫臼,骨折 등에 의해서 發生한다고 하였다.
그밖에도 精,成長,聽覺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漢藥 針 뜸 物理治療로

肩臂痛을 治療할 수 있다 여기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장육부(五臟六腑)중에서 肝
과 腎은 筋肉,骨格,關節 등과 관련이 있으므로 이러한 肝과 腎이 虛弱하면 筋骨
格界 疾病이 쉽게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38)

그리고 기혈허약(氣血虛弱)이라는 말은 생소하지 않은 말이다.한편 韓醫學에서
보는 人體의 循環體系는 神經이외에 경맥(經脈)과 혈맥(血脈)등이 있는데 불통칙
통(不通則痛)이라는 것은 이러한 循環體系가 순조롭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 循環體系를 잘 통하도록 해주면 痛症이 없어지고 關節이 원활하
게 動作할 수 있게 된다.韓方에서 주로 사용하는 肩臂痛의 治療手段에는 天然藥
物과 針·뜸,그리고 物理治療가 있다.韓藥을 사용할 때는 肝과 腎의 機能이 젊고
건강한 사람처럼 활동하도록 하면서 氣와 血을 補充해주고 循環이 잘 되도록 하는
處方으로 患者의 體質을 감안해서 사용하게 된다.또한 針으로 經絡의 疏通이 잘
되도록 해준다.39)

西醫學的으로 살펴보면 肩臂痛은 어깨 주위의 疼痛으로 肩關節의 사용을 거부



하며 수주가 經過 되면 肩關節에 심한 運動障碍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肩關節
에 運動障碍를 일으키는 상태를 凍結肩 또는 癒着性 關節囊炎이라 하는데,이는
독립된 疾患이 아니라 元發性 疾患의 惡化 혹은 말기에 나타나는 關節의 强直이
다.확실히 原因은 알 수 없으나,나이가 든 사람에게서 호발하는 것을 보면,退行
性 變化와 關係가 있는 듯하다.凍結肩의 受發 因子는 內因과 外因을 생각 할 수
있다.內因은 肩關節 自體의 疾患으로 石灰性極相筋肩炎,回轉筋介의 部分 破裂,
상완이두근건염,수술이나 外傷 및 持續性 固定 등이 거론 되고 있다.外因은 肩關
節 外部의 疾患에 速發된 경우로서 心筋梗塞症,頸椎의 椎間板脫出症,腦血管事故,
反射性 交感神經異營養症 등 惱,心腸,頸椎 등의 疾患에서 肩關節의 拘縮이 나타
난다.그리고 關節囊의 變化는 腫脹,纖維化,그리고 경도의 炎症性 反應이며,肩關
節의 滑膜은 軟骨에 癒着되므로 關節 容積이 減少되어 關節運動에 현저한 障碍가
일어난다.오래된 경우에는 關節 周圍 組織이 彈力性을 잃고 纖維化되어 關節瓦
에 上腕骨豆가 固定되어 癒着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凍結肩이다.54)

최근 어깨의 急性 外傷과 慢性症狀들이 增加하는 추세이고 어깨의 退行性 症狀
들이 허리와 무릎의 退行性 疾患 다음으로 많아지는 時點에서48),韓方的으로는 기
존의 鍼灸治療와 藥物治療 외에도 藥鍼治療8),導引氣孔治療49)를 비롯한,溫經絡療
法50)이라는 다양한 治療법이 시도되고 있는 상황이다.鍼灸治療는 그 중에서 가장
오래 동안 사용되어지고 효과가 입증된 治療법으로써,李 등11)의 연구에 의하면,
역사적으로 施術 時 해당 流走經絡을 구분하였고,選穴 時에도 流走經絡을 고려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李 등1)의 연구에 의하면 肩臂痛의 治療하는데 있어
接經取穴을 병용하는 것이 順經取穴을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患者의 治療에 만족
도와 痛症 輕減效果가 크다고 보고되어 있으나 耳穴에 의한 肩臂痛 治療效果는 보
고된바가 없다.

제제제222절절절 耳耳耳穴穴穴鍼鍼鍼 刺刺刺戟戟戟 療療療法法法
耳鍼療法은 耳郭에 刺針하여 人體 각 부위의 疾病을 治療하는 分區鍼法의 하나

로 古代 東洋醫學을 根據로 廣範圍하게 活用되는 專門醫術로 發展되어 왔다.古代



中國에서는 귀를 이용하여 疾病을 治療하였다는 記錄이 文獻에 나타나고 있는데
원래 귀라는 것은 단지 하나의 기관만이 아니고 內臟,四肢와도 밀접한 關聯이 있
어 韓醫學의 고전인 皇帝內經 영추(靈樞)의 ‘邪氣臟腑病形篇’에 ⌜12경맥과 365絡
脈은 그 氣穴이 모두 얼굴로 上行 하여 頭蓋骨의 속과 五官七竅,즉 귀구멍,코구
멍,눈,입으로 流注하며.........그 別氣는 耳로 流注하여 소리를 듣게 된다⌟라고 기
록되어 있다.38)

靈樞의 ‘經脈篇’에는 12經脈의 분포에 대하여 더욱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적고 있
다.
⋅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의 分枝는 耳上角에 이르고
⋅ 족양명위경(足陽明胃經)은 耳로 上行하며,
⋅ 족소양담경(足少陽膽經)은 耳後로 下行해서 그 分枝는 耳中에 이르러 耳前으

로 빠지며,
⋅ 수태양소장경(手太陽小腸經)은 耳中으로 들어가고,
⋅ 수양명대장경(手陽明大腸經)은 別絡이 耳中으로 들어가며,
⋅ 수소양삼초경(手少陽三焦經)은 耳後로 聯系되어 耳上角으로 빠져나가며,分

枝는 耳中으로 들어간다.

이와 같이 육양경맥(六陽經脈),즉 手三陽經脈과 足三陽經脈은 모두 耳部에 이
르러 流注關係를 가지며,陽經脈과 表裏關係가 되는 陰經脈은 그 經別의 別支를
통하여 陽經脈과 합쳐서 耳部와 서로 통하게 된다.
예를 들면 수궐음심포경(手厥陰心包經)의 經別의 別支는 耳後로 빠져나가 수소

양삼초경(手少陽三焦經)과 합친다.이러한 經絡流注의 理論的인 근거로 보면 五臟
六腑의 十二正經脈이 모두 耳部에 통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진다.36)

소문(素問)의 류자론(漻刺論)에는 ⌜手足의 少陰經脈과 太陰經脈 및 족양명경맥
(足陽明經脈)의 다섯 經絡은 모두 耳中에서 모인다.⌟라고 적고 있다.
奇經八脈에서는 陰蹻脈,陽蹻脈이 耳後로 들어가고,陽維脈이 頭部로 循行하여

이로 들어간다.
靈樞의 口論篇에 기록되기를 ⌜이위종맥지소취(耳爲宗脈之所聚)⌟라 하였다.이

는 체내의 모든 經脈이 귀로 모인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즉 耳部와 全身經絡의



密接한 關係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耳와 五臟六腑와의 關係에 있어서 靈樞의 脈度篇에는 ⌜신개규우이(腎開竅于耳)

⌟라 하였다.이것은 腎(콩팥)의 生理와 病理變化를 모두 귀와 상통됨을 밝혀주고
있다.素問의 金匱眞言論에서 ⌜심개규우이(心開竅于耳)⌟라고 하였고,또 素問의
옥기진장론(玉機眞臟論)에는 ⌜비불급즉영인구규불통(脾不及則令人九竅不通)⌟이
라 하였다.통평허실론(通評虛實論)에서도 ⌜두통이명(頭痛耳鳴),구규분리(九竅分
利),장위지소생야(腸胃之所生也)⌟라 하였다,素問의 장기법시론(臟器法時論)에는
⌜肝病者......허즉이무소문(虛則耳無所問).........기역즉두통(氣逆則頭痛),이농불청(耳
聾不聽)⌟이라 하였다.
또 靈樞의 해론(海論)에는 ⌜수해부족(髓海不足),즉뇌전이명(則腦轉耳鳴)⌟이라

적혀있고,淸代의⌜잡병원류서촉(雜病源流犀燭)⌟에는 ⌜폐주기(肺主氣),일신지기
관우이(一神之氣貫于耳)⌟라 하여 耳部 와 各臟腑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설명
하고 있다.34)

위에 적은 文獻記錄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이해할 수 있다.耳部와 全身의 各部
位 사이에는 각종 連繫가 있어서 통일적인 綜合体를 구성하고 있다.그러므로 耳
介上의 특정부위는 全身各部의 病症을 反影하기 때문에 그 部位는 診察點으로 충
분히 이용되고 또 鍼灸의 刺戟點으로 삼아서 全身各部의 病症을 治療할 수 있는
것이다.
더 쉽게 말해서
⋅ 經絡은 氣血이 運行되는 通路이고,
⋅ 經絡은 刺戟을 傳導하며,
⋅ 經絡은 病理變化를 反映한다는 經絡의 三大作用에 根據해서 耳에서 全身의

病을 診察하고 治療될 수 있다는 理論的인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

현재와 같은 耳鍼療法은 1950년 프랑스 의사 PaulNogier가 귀에 뜸을 떠서 坐
骨神經痛이 治療되었다는 환자들을 접하고 연구를 시작하여 1956년 Marseile에서
개최된 國際鍼灸醫學會에 보고함으로써 시작되었다.55)

이는 귀에 解剖學的 特徵을 인정하고 臟腑에 질병이 있을 때 귀로 반사되어 분
포되어 있는 耳穴에 發顯되는 것을 觀察하고 耳穴의 분포와 정확한 위치를 探測하



여 이것을 體系化 시킨 것으로 귀의 모양이 胎兒가 거꾸로 드러누운 形象과 같다
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基礎로 진행시킨 것이다.56)

Nogier는 外耳의 3개 다른 領域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특히 外耳도 전면의 耳甲
腔 부위는 迷走神經이 분포하는 곳으로 內臟으로부터의 痛症과 病理를 自律的으로
조절하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였다.57)

耳部에는 현재 200여개의 治病点이 발견되어 있다.그리고 이 治病點을 써서 治
病하는 手法도 단순한 刺鍼法 뿐만 아니라 皮內鍼法,溫鍼法,電氣鍼法,水鍼法,艾
灸法,割治法,瀉血法,爪壓法 즉,指壓法 등과 같은 방법이 개발되어 쓰이고 있다.

(1)일반 刺鍼의 方法22-29)

ⓐ 먼저 穴이 정해지면 뾰족한 기물로 몇 초 동안 눌러 피부에 자국이 나게 해
놓은 다음 그곳을 75% ‘알코올’로 소독해서 마른 뒤에 침을 놓는다.
ⓑ 침은 보통 28호로 0.5치를 쓴다.敏感点이어야 正穴이므로 침을 꽂으면 患者

는 痛感을 느끼게 된다.만약 올바로 刺入하지 않았다면 환자는 痛感을 안 느끼므
로 그런 경우는 鍼을 빼서 딴 敏感点을 찾아 刺入해야 한다.
刺鍼의 깊이는 일반 적으로 귀의 軟骨 속까지 들어가도록 한다.(0.2∼0.4cm)너

무 刺入해서 반대쪽 피부까지 뚫고 나와서는 안 된다.침을 꽂은 뒤는 病症에 따
라 다음과 같은 鍼法을 써서 치효를 높인다.
⋅단자법(單刺法):침을 꽂아 환자 痛感을 느끼면 곧 그대로 잠시 유치해 두는

手法인데 이는 弱刺戟 요하는 어린이나 그 밖의 신체 허약자에 쓰인다.
⋅염침법(捻鍼法):鍼을 꽂아 환자가 ‘따끔’한 痛感을 느낀 것을 확인한 다음,

침을 꽂은 채 천천히 돌려 刺戟感을 높이는 手法이다.이 수법은 慢性病者 예컨대
‘류우머티즘’성 관절염,慢性胃炎 등에 쓰인다.보통 10∼15초 동안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3∼5분씩 계속할 수도 있다.
⋅작탁법(雀啄法):鍼을 痛點까지 刺入한 다음 힘을 주어 몇 초씩 돌리면서

鍼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手法이다.(침 끝을 피부에서 빠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는 耳鍼 중 强刺戟 手技에 속하며,三叉神經痛,坐骨神經痛,神經性 胃痛 등과
같은 神經痛症에 잘 듣는 방법이다.



⋅유침법(留鍼法):鍼을 꽂은 채 놔두는 것을 말하는데 보통 20∼30분이지만,
疾病에 따라서는 4∼5시간이나 留鍼하여 두는 경우도 있다.耳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수법이며 장시간 留鍼하는 경우는 5∼10분마다 한번씩 180좌우로 침을 돌
려준다.급성 염증이나 疼痛 즉,수술 후의 痛症와 같은 경우 發作性 疾患 예컨대
癎疾 등에 쓰여 잘 듣는다.

⋅拔鍼 후의 止血 :瀉血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의 施術에 있어서 出血이 있
을 때는 壓迫 止血法을 채택한다.
흔히 神門,枕点,內分泌,腎과 같은 穴位에서 출혈이 쉽고 또 고혈압증 및 혈소

판 減少症의 환자도 出血이 많은 것 같다.이런 경우는 刺鍼할 때 小血管을 피하
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러나 연구자가 임상 중에 의하면 몇 방울의 피를
내는 편이 오히려 治療效果를 높이는 結果를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肩臂痛에 효과적인 耳鍼 穴位로 神門點,肩關節,肩點,鎖
骨點,腎上腺으로 선정하고,22-31)施術방법으로는 押釘式 耳穴皮內鍼(精華鍼灸製作
所)을 어깨 痛症을 호소하는 患部와 같은 쪽 귀의 穴位에 施術하여 2일간 留鍼하
였으며,留鍼 시간 중 피施術자로 하여금 耳穴皮內鍼을 1일 5회 “따끔”한 느낌이
퍼질 정도로 按壓하도록 하였다.위와 같은 방법으로 어깨痛症을 호소하는 生活人
207명에 施術하여 痛症의 緩和 정도를 알아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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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어깨 痛症을 호소하는 생활인 명을 대
상으로 肩臂痛을 治癒할 수 있는 神門點 肩關節 肩點 鎖骨點 腎上腺에 耳鍼을
일간씩 회 이상 留鍼하여 痛症의 重症度別 痛症緩和 효과를 분석하였던바 다
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어깨 痛症을 느끼지 못할 만큼 좋아지거나 상당히 나아짐을 느꼈다.’고 응답한 사람은
132명(63.77%)이며 ‘약간 좋아짐을 느꼈다.’는 응답자도 66명(31.88%)으로 나타났다.그래
서 대부분(95.65%)이 효과를 보았다고 볼 수 있다.그러므로 손을 움직일 때 어깨에 심한 痛
症이 발생하여 일상생활 動作에 제한을 받게 되거나 가만히 있어도 어깨 주변 부위가 쿡쿡
쑤시고,목 부위와 머리 뒤통수까지 당기고 저려서 팔을 움직이는 데 불편을 느끼게 되는 症
狀은 간단한 耳鍼 施術로 好轉됨이 確認되었다.

2.어깨의 痛症 症狀別로는 약간 결리는 정도에는 74.63%의 好轉 효과를 보였고,어깨
를 들어올리기 힘든 정도는 68.18%의 好轉 효과를,어깨주변 쿡쿡 쑤시고 아픈 정도의 重症
에는 67.10%의 好轉 효과를,목 부위와 뒤통수까지 당기고 저려서 팔이 아픈 重症은
58.33% 好轉효과를 보였다.그러므로 重症 症狀보다 가벼운 痛症 症狀에 耳鍼이 더욱 효
과적이다.

3.施術 횟수와 호전도 관계는 처음 1회 좋아짐을 느끼는 것이 72.92%로 가장 많았으며,
好轉을 빠르게 느끼는 사람일수록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또한 好轉되는 정도를 빠르게 느
끼는 사람은 向後 본인이 耳鍼을 이용하면서 타인에게 쉽게 耳鍼을 맞을 것을 勸獎하였다.

결과적으로 耳穴刺戟療法을 통하여 肩臂痛의 매우 놀라운 治癒 效果를 檢證하므로 向
後에 어깨 痛症을 호소하는 많은 분들에게 쉽게 治療 效果를 볼 수 있는 期待感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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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문은 어깨가 아파서 귀에 침을 1회 이상 경험하시고 침점으로 다
섯 혈의 침을 맞았던 분들만 답하여 주십시오.다음 문항을 읽으시고 해당
번호의 ( )안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A. A. A. A. 설문 설문 설문 설문 응답자에 응답자에 응답자에 응답자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기초조사입니다기초조사입니다기초조사입니다기초조사입니다....

111...귀귀귀하하하의의의 성성성별별별과과과 연연연령령령은은은??? ① 남자( ) ② 여자( )
① 10대( ) ② 20대( ) ③ 30대( ) ④ 40대( )
⑤ 50대( ) ⑥ 60대( ) ⑦ 70대( )

222...귀귀귀하하하의의의 직직직업업업은은은???
① 공무원( ) ② 전문직( ) ③ 주부( ) ④ 판매업( )
⑤ 농업( ) ⑥학생( ) ⑦ 자영업( ) ⑧ 회사원( )
⑨ 육체노동( ) ⑩ 기타( )

333...귀귀귀하하하의의의 결결결혼혼혼 상상상태태태는는는???
① 미혼( ) ② 결혼( ) ③ 독신( )

444...귀귀귀하하하께께께서서서는는는 평평평소소소 건건건강강강하하하십십십니니니까까까???
① 매우 건강하다.( ) ② 비교적 건강한 편이다.( )
③ 비교적 병약한 편이다( ) ④ 매우 병약하다( )
⑤ 만성질환이 있다.( )



B. B. B. B.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이침 이침 이침 이침 시술에 시술에 시술에 시술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질문입니다질문입니다질문입니다질문입니다....

111...어어어떻떻떻게게게 하하하여여여 귀귀귀에에에 침침침(((耳耳耳鍼鍼鍼)))을을을 맞맞맞게게게 되되되었었었습습습니니니까까까???
① 이웃의 권유로 ( ) ② 책을 보고 알아서 ( )
③ 메스콤을 통하여 ( ) ④ 시술자의 권유로 ( )
⑤ 의사의 권유로 ( ) ⑥ 이침을 배우고 나서 ( )
⑦ 기타 ( )( )

222...처처처음음음에에에 귀귀귀에에에 침침침을을을 맞맞맞으으으면면면 나나나을을을 거거거라라라고고고 생생생각각각 했했했습습습니니니까까까???
① 좋아질 거라고 믿었다.( )
② 믿기지는 않았으나 혹시 개선될 것 같아서 ( )
③ 믿기지는 않았으나 권유에 못 이겨서 ( )
④ 기타 ( ) ( )

333...지지지금금금까까까지지지 몇몇몇 번번번이이이나나나 맞맞맞은은은 경경경험험험이이이 있있있습습습니니니까까까???
① 이번이 처음이다( ) ② 2∼3회 맞는 경험이 있다.( )
③ 4∼10회 맞는 경험이 있다.( )④ 아플 때 수시로 맞는다.( )

444...이이이침침침을을을 시시시술술술 받받받기기기 전전전에에에는는는 어어어깨깨깨가가가 어어어느느느 정정정도도도 아아아팠팠팠습습습니니니까까까???
① 약간 결리는 정도였다.( )
② 어깨를 들어올리기가 힘들었다.( )
③ 어깨 주변 부위가 쿡쿡 쑤시고 아팠다.( )
④ 목 부위와 머리 뒤통수까지 당기고 저려서 팔이 아팠다.( )

555...이이이침침침을을을 맞맞맞고고고 나나나서서서 어어어깨깨깨 통통통증증증이이이 얼얼얼마마마만만만큼큼큼 나나나아아아졌졌졌다다다고고고 생생생각각각합합합니니니까까까???
① 어깨 통증을 느끼지 못할 만큼 좋아졌다.(우수,4점)( )
② 상당히 나아짐을 느꼈다.(양호,3점)( )
③ 약간 좋아짐을 느꼈다.(호전,2점)( )
④ 나아짐을 느끼지 못했다.(불량,1점)( )



666...어어어깨깨깨 아아아픈픈픈 것것것이이이 나나나아아아졌졌졌다다다고고고 느느느꼈꼈꼈으으으면면면 몇몇몇 번번번째째째 시시시술술술을을을 받받받았았았을을을 때때때부부부터터터
느느느꼈꼈꼈습습습니니니까까까???
① 처음 한번에 좋아지는 것을 느꼈다.( )
② 2∼3회 맞았을 때 좋아지는 것을 느꼈다.( )
③ 4∼10회 맞았을 때 좋아지는 것을 느꼈다.( )
④ 11회 이상 맞았을 때 좋아지는 것을 느꼈다.( )
⑤ 기타 ( ).( )

777...다다다음음음에에에도도도 어어어깨깨깨가가가 아아아프프프면면면 귀귀귀에에에 침침침을을을 맞맞맞겠겠겠습습습니니니까까까???
① 꼭 맞겠다.( ) ② 기회가 되면 맞겠다.( )
③ 맞지 않겠다.( )

888...귀귀귀하하하가가가 아아아는는는 사사사람람람이이이 어어어깨깨깨가가가 아아아프프프다다다고고고 하하하면면면 이이이침침침을을을 맞맞맞아아아볼볼볼 것것것을을을 권권권할할할
수수수 있있있습습습니니니까까까???
① 적극 권하겠다.( )
② 기회가 되면 맞아보라 하겠다.( )
③ 권하지 않겠다.( )
④ 적극적으로 못 맞게 만루 하겠다.( )

999...생생생활활활에에에 도도도움움움이이이 되되되기기기 위위위하하하여여여 이이이침침침을을을 배배배우우우고고고 싶싶싶습습습니니니까까까???
① 꼭 배우고 싶다.( )
② 기회가 되면 배우겠다.( )
③ 이웃들과 함께 배우겠다.( )
④ 전혀 배우고 싶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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