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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atidentifying the clinicaleffectofacupuncture and
moxibustiontreatmentoftheStomachmeridianonthekneejointarthritis.
Thisstudydevelopsthesamplingframefrom September10toOctober31,
2007,targetingpatientsofthekneejointarthritisfrom Y hospital,Gwangju.
ItusestheConvenientsamplingmethodtosample120patients,and100
answers forthe actualstudy except20 copies whose answers are no
sincereorin partomitted.Forthisstudy,wedevelopquestionson the
Stomach meridian acupuncture and moxibustion treatmentand knee joint
arthritis to collectdata.The results obtained through this process are
presentedasfollows:

1.Thereisnotstatisticallysignificantdifferenceineffectofacupuncture
andmoxibustionoftheStomachmeridianinrespecttoallthevariablesof



painaccordingtosex,dailyliving,andkneejointarthritis.
Forpainaccording tosex,femalesubjectsshow themostpainwhile

malesubjectsshow theleastpain.Inrespecttodifficultiesindailyliving,
malegrouphasthehighestdegreeofdifficulties,whilefemalegrouphas
thelowestdegreeofdifficulties.Forkneejointarthritis,femalesubjects
show thehighestdegreeofarthritiswhilemaesubjectsshow thelowest
degreeofarthritis.

2.IntheeffectofacupunctureandmoxibustiontreatmentoftheStomachmeridian
painaccordingtoage,dailylife,andkneejointarthritis,thereisadifference
inallthevariablesofpain,difficultiesofdailylivingandkneejointarthritis.
Forpainaccordingtoage,thesubjectsfrom 50to59show themost

painandthesubjectgroupfrom 40to49show theleastpain.Forthe
difficultiesofdaily living,thesubjectswhoseageisabove70havethe
highestdegreeofdifficultieswhilethesubjects whoseagerangesfrom 30
to39havetheleastdifficulties.Forthekneejointarthritis,thesubjects
whoseagerangesfrom 60to69havethehighestprevalencewhilethe
subjectswhoseagerangesfrom 30to39havethelowestprevalence.

3.Theacupunctureandmoxibustiontreatmentshowsdifferenteffectin
allthevariablesofpain,difficultiesindailyliving,andkneejointarthritis.
Thehousewifegroupshowsthehighestdegreeofoccupationalpainand

thesubjectswhoowntheirshopsshow thelowestdegreeofoccupational
pain.Fordifficultiesindailyliving,thehousewifegroupshowsthehighest
degreeofdifficultieswhilethesubjectswhoown theirshopsshow the
lowestdegreeofdifficulties.Thehousewifegroupshowsthehighestdegree



ofkneejointarthritiswhileothersubjectsgroupsshow thelowestdegreeof
thearthritis

4.Inrespecttothecorrelationsbetweenpain,dailylivingandkneejoint
arthritis,painhaspositivecorrelationswithdifficultiesindailylivingandthe
arthritis,andthedifficultiesindailylivinghavepositivecorrelationswith
thearthr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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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111장장장 序序序論論論

제제제111절절절 硏硏硏究究究의의의 必必必要要要性性性
현재 인류가 안고 있는 만성 질환 중에 인구의 노령화에 따라 退行性 疾患이
급속도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膝關節疾患이 차지하는 比重이 급격히 높
아지고 있는 추세이다.骨關節炎(osteoarthritis)은 退行性關節炎(degenerative
arthritis)또는 退行性 關節 疾患이라 불리우는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關節炎으
로 中年 또는 老年에 發生되고 있으며 그 원인이 뚜렷이 밝혀지지 않는 自家
免疫疾患으로 대칭성,파괴성 滑膜炎과 때때로 여러 장기를 침범하는 特徵을
가지고 있는 疾患이다.대부분의 환자들은 만성염증성 關節炎이 관해기와 악화
기를 격으면서 서서히 관절 파괴가 진행되며 마침내 관절기능이 상실 되거나
관절 불구를 초래하기도 한다김호연,(2003).
현재 서양의학에서 류마치스 관절염에 주로 추천하고 있는 방법은 비스테로
이드성 항염증제(NSAIDs),부신피질 호르몬제,항류마치스 약물(DMARDs),세
포독성제,면역억제제등 다양한 약제들이 사용되고 있으나 장기 사용으로 인한
약물 부작용으로 우울증,위장관의 궤양유발,장출혈,肝機能 저하,신장병과 같
은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요구되
고 있다이지영,(2006).

한의학에서는 슬관절염을 痺症 혹은 歷節風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데김무
진,(2004).“皇帝內徑 素門 痺論”에서는 ‘所謂者 各以基時,重感於風寒濕
之氣也’‘風寒濕三氣 雜之合以爲痺也 基風氣勝者爲行痺.寒氣勝者爲痛
痺,濕氣勝者爲着痺也’라고 하여 痺症을 설명하고 있으며,歷節風은 그
症狀은 關節이 붓고 심한 疼痛이 있으며 屈伸 不利하는 것이 特徵으로
紅腫,下肢腫痛,脚腫如脫,短氣,自汗,頭眩 欲吐,手指拘攣,夜間痛甚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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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왕기,(1983).
“靈樞 經脈篇”에서는 足陽明胃經脈의 所生病으로서 膝臏腫痛으로 記載
되고 其他의 各篇에도 이와 類似한 記載가 散見된다.膝關節은 肝.脾.腎
의 三陰經과 膽.胃.膀胱의 三陽經이 通過 하는 곳으로써 三陰三陽經의 硏究가
膝關節染을 治癒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만하며 본인은 皇帝內徑 靈樞 經脈篇
등에 根據하여 足陽明胃經을 中心으로한 膝關節炎의 鍼灸 治療가 治療前과 治
療後의 各 症狀에 따른 變化를 觀察하고자 한다.

제제제222절절절 硏硏硏究究究의의의 目目目的的的
본 硏究는 삶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慢性疾患이며 난치성질환으로 알
려져 있는 膝關節炎에 대하여 足陽明胃經의 주요 經穴들을 이용하여 치료가 가
능한가를 연구하고자 한다.또한 性別,年齡,職業에 日常生活에서의 痛症과 膝
關節炎의 전개과정을 통해 脾胃經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였을 때 膝關節炎을 治
療 할 수 있다는 것을 규명함에 그 目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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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333절절절 硏硏硏究究究의의의 問問問題題題

1.膝關節炎患者는 個人的 특성에 따라 痛症,日常生活 어려움,膝關節炎에
差異가 있을 것이다.

2.膝關節炎患者는 膝關節炎의 輕重에 따라 痛症,日常生活 어려움에 差異가
있을 것이다.

제제제444절절절 硏硏硏究究究의의의 假假假說說說
본 硏究에서 設定한 硏究問題를 基礎로 하여 다음과 같은 假說을 設定
하였다.

1.膝關節炎患者는 個人的 特性에 따라 痛症,日常生活 어려움,膝關節炎에 差
異가 있을 것이다.
1-1膝關節炎患者는 性別에 따라 痛症,日常生活 어려움,膝關節炎에 差異가
있을 것이다.
1-2膝關節炎患者는 年齡에 따라 痛症,日常生活 어려움,膝關節炎에 差異가
있을 것이다.
1-3膝關節炎患者는 職業에 따라 痛症,日常生活 어려움,膝關節炎에 差異가 있
을 것이다.

2.膝關節炎患者는 膝關節炎의 輕重에 따라 痛症,日常生活 어려움에 差異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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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555절절절 硏硏硏究究究의의의 制制制限限限點點點
본 硏究는 다음과 같은 制限點을 가지고 있으므로 硏究結果를 일반화 하는데
愼重을 기하도록 한다.

첫째,본 硏究의 對象者로는 光州 일부지역에 Y병원을 중심으로 하였기에 조
사 결과를 전국적으로 일반화하여 확대 해석 할 수 없다.
둘째,본 연구의 調査方法으로는 설문지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膝關節炎과 연관
된 現代 醫學的 分析을 고려하지 않았다.

제제제666절절절 用用用語語語의의의 定定定義義義
痺痺痺症症症(((비비비증증증)))
1.뼈마디가 아프고 저리며 마비감이 있고 심하면 붓고 팔다리에
운동장애가 나타나는 병.
2.막히거나 阻滯되어 통하지 않는 것을 痺症이라 한다.서양의학에서의
풍습성관절염(rheumaticarthritis),류풍습성관절염(rheumatoidarthritis),
섬유조직염(fibrositis),통풍(gout)등.
足足足陽陽陽明明明胃胃胃經經經脈脈脈(((족족족양양양명명명위위위경경경맥맥맥))):::十二經脈의 하나.
膝膝膝關關關節節節炎炎炎(((슬슬슬관관관절절절염염염))):::한의학의 痺症 혹은 歷節風의 개념.
歷歷歷節節節風風風(((역역역절절절풍풍풍))):::<<諸病源候論.風病諸候>>에서“역절풍의증상은氣短.自汗하면서
전신의 관절에 참을 수 없는 동통이 발생하며 屈伸할 수 없는 것이다.<<聖濟總
錄>>卷十에서는 ”歷節風은 氣血이 부족한데다.風寒邪가 침입하여 血氣가 凝滯됨
으로 인해 關節로 흐르지 못하고 筋을 자양하지 못하여 眞氣와 邪氣가 다투기 때문
인데,전신의 關節이 모두 아프므로 歷節風이라 한다.통증이 심하면 숨이 짧고 땀
이 나며 사지관절을 굴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下下下肢肢肢腫腫腫痛痛痛(((하하하지지지종종종통통통))):::다리가 붓고 통증이 있는 것.
脚脚脚腫腫腫(((각각각종종종))):::<<證治要訣.腫>>.水腫症에서 자주 보이는 症狀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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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서 다리가 붓는 증상을 말한다.
脫脫脫(((탈탈탈))):::병세가 돌변하고 음양이 이결되어 생명이 위급해진 병리 및
그 증후를 가르친다.
短短短氣氣氣(((단단단기기기))):::<<靈樞.癲狂>>.호흡이 짧고 빨라서 계속 이어지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頭頭頭眩眩眩(((두두두현현현))):::현훈과 같은 뜻으로 쓰이며 眩(현)이란 사물이 어둡고
불분명하게 보이거나 혹은 혼란한 느낌이 있는 것이고,暈(훈)이란 자신
과 주위가 빙빙 도는 듯한 것이다.
手手手指指指拘拘拘攣攣攣(((수수수지지지구구구련련련))):::手指에 陰血이 虧虛한 데다 風.寒.濕.熱邪가
경맥에 침입하였거나 혹은 瘀血이 留滯하여 발생한다.
病病病機機機(((병병병기기기))):::질병이 발생.발전.변화하는 메커니즘을 가리킨다.
骨骨骨蒸蒸蒸勞勞勞熱熱熱(((골골골증증증노노노열열열))):::骨蒸이란 발열이 골수로부터 비롯되므로 골증이라 한
다.勞熱이란 虛勞로 인해 발생하는 骨蒸發熱을 가리킨다.
腠腠腠理理理(((주주주리리리))):::피부.기육.장부의 紋理및 피부와 기육을 연결시키는 결체조직
으로써,皮腠.肌腠.祖理.細理.小理.膲理등으로 나뉜다.
營營營衛衛衛氣氣氣(((영영영위위위기기기))):::營氣와 衛氣의 합칭이다.營氣와 衛氣는 모두 한곳에서 발
원하며,水穀의 精微에서 化生한다.營氣는 脈 중에서 운행하며 전신을 營養하
고,衛氣는 맥박에서 인체를 호위한다.
痰痰痰濁濁濁(((담담담탁탁탁))):::痰濕은 더럽고 濁한 邪氣이므로 “痰濁”이라 부른다.
血血血瘀瘀瘀(((혈혈혈어어어))):::血液이 瘀滯된 각종 病證이다.
辨辨辨證證證(((변변변증증증))):::질병의 證候를 변별하고 분석하는 것.
煩煩煩悶悶悶(((번번번민민민))):::마음이 번거롭고 답답하여 괴로워함
華華華佗佗佗俠俠俠脊脊脊(((화화화타타타협협협척척척))):::배부에 있는 척추 양옆의 혈을 가리킨다.척추에서 양
옆으로 0.5寸 부위에 있는 혈을 말한다배병철,(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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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222장장장 考考考 察察察

제제제111절절절 痺痺痺證證證의의의 定定定義義義
막히거나 阻滯되어 통하지 않는 것을 痺症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氣血이 凝滯되어 閉塞되어 通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病證이다.
<<<<<<內內內經經經>>>>>>에<<<<<<痺痺痺論論論>>>>>>,,,<<<<<<周周周痺痺痺>>>>>>양편에 수록 된 것 외에 본증과 관련하
여 40여 편에 수록되어 있으며,임상적인 부분도 많지만 총괄하여 보면 아래 4
가지로 의미로 함축시킬 수 있다.
(((111)))人人人體體體內內內에에에서서서 外外外邪邪邪가가가 閉閉閉塞塞塞된된된 陰陰陰病病病을을을 총총총칭칭칭한한한다다다...<<<<<<靈靈靈樞樞樞···壽壽壽天天天剛剛剛柔柔柔>>>>>>편에
는 “陽證 의 病일때에는 風이라하였으며 陰證的인 病일 때에는 痺”라 하였다.
(((222)))氣氣氣血血血이이이 閉閉閉塞塞塞되되되어어어 막막막히히히고고고 어어어려려려워워워 편편편안안안하하하지지지 못못못한한한 病病病證證證일일일때때때에에에는는는 食食食痺痺痺,,,喉喉喉痺痺痺...
(((333)))근근근육육육이이이나나나 피피피부부부가가가 마마마목목목 되되되거거거나나나 感感感覺覺覺이이이 둔둔둔한한한 病病病證證證을을을 가가가리리리켜켜켜 頑頑頑痺痺痺...
(((444)))痛痛痛風風風이이이나나나 歷歷歷節節節風風風을을을 가가가리리리켜켜켜 최최최근근근 현현현재재재의의의 關關關節節節炎炎炎...
<<<<<<內內內經經經>>>>>>에서는 痺證을 3種類로 分類하고 있다.첫째,病因에 근거하여 行
痺”“痛痺”“著痺”로 分類하였으며,둘째,病位에 근거하여 五體痺(皮,肉,筋,
骨,脈),臟腑痺(五臟痺,六臟痺)臨床證狀別 特徵으로 周痺,종비 등으로 分類하였
다진우방,(1989).

제제제222절절절 病病病因因因病病病機機機
<<<<<<내내내경경경>>>>>>이후에도 많은 연구가 進行되었고 그 첫째 氣血이 正虛로 인하여
邪氣가 侵入하며,둘째 邪氣가 實함으로 腠理가 空虛하여 邪氣가 들어오며,그
셋째 病이 오래되어 轉變되어 本은 虛하고 表는 實하게되며 그 病因 病機는 아
래 <표-1>과 같다.



- 7 -

<표표표---111>>>病病病因因因 病病病機機機

111風風風寒寒寒濕濕濕痺痺痺(((풍풍풍한한한습습습비비비))):::주거가 좋지 못할 때,過勞하여 氣血이 상했을 때,
腠理의 疎通이 열렸을 때,혹 濕하게 생활하였을 때,勞動으로 땀을 많이 흘린
후 바람을 맞았을 때,물속에서 일했거나 추위에 떨었을 때,外邪가 虛한틈을
타 들어와 經絡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막고 營衛가 失調되고 經脈이 머무르거나
막혀 생기는 痺症이다.

111)))風風風邪邪邪偏偏偏腥腥腥(((풍풍풍사사사편편편성성성))):::氣血이 相博하여 經絡에 侵入,痛處가 一定한 곳에
있지 않을때 行痺가 발생됨.
222)))濕濕濕邪邪邪偏偏偏腥腥腥(((습습습사사사편편편성성성))):::水濕의 흐름이 변화가 생겨 經脈에 흐르지 않게 되
어 營衛의 흐름이 막히거나 어려워져서 着痺가 발생함.
333)))寒寒寒邪邪邪偏偏偏腥腥腥(((한한한사사사편편편성성성))):::氣血이 막히거나 손실이 있을 때,경맥이 오그라들
고 묶여서 痛痺가 발생됨

222風風風濕濕濕熱熱熱痺痺痺(((풍풍풍습습습열열열비비비))):::본래 熱이 쌓였거나 外邪가 들어와 熱로 變하였을
때,風寒濕에 氣가 반복하여 노출될 때,사기가 外部를 묶어 熱이 內部에 鬱滯

氣 機 外邪의
種類 辨 證 外邪의 强弱 病 名 기 타

營衛氣虛
(영위기가
허할 때) 風,寒,濕,熱

風寒濕痺
風 腥 行 痺 治愈가

오래되면
臟腑로

들어가게된
다.

寒 腥 痛 痺
濕 腥 着 痺

外邪乘入
(외사가
실할 때)

風寒熱痺 熱 痺

邪氣가
實한경우

痰濁血瘀

病이오래된
경우

頑 痺

治癒가
늦었거나
잘못

치료한경우
政氣가
虛한경우

氣와血이부
족한경우

肝,腎이
제기능을
못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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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을때 기가 통하지 못하거나 濕熱의 邪氣가 合하여 經脈을 막아 關節에 도
달하여 머무르게 되면 熱痺가됨.

333頑頑頑痺痺痺(((완완완비비비))):::“久痺”라고도 부르며 風寒濕痺 혹은 熱痺를 오랫동안 治愈
하지 않아 邪氣가 氣血을 막아 날로 심해져 痰,濁,瘀血,筋骨과 血脈을 沮害
하거나 막아서 생김.
氣血이 耗傷하여 藏氣가 날로 衰弱해져 骨蒸勞熱이 出現하며,濕火가 筋에
머무르면서 肝腎精血이 消耗 枯渴되는 등의 증세진우방,(1989).

제제제333절절절 辨辨辨證證證
痺證은 3개 辯證으로 나눌 수 있다.

111正正正邪邪邪盛盛盛衰衰衰 變變變化化化
正虛 邪實과 어떤 것이 主症이고 어떤 것이 次症인지를 분명하게 조사 하여야
한다.일반적으로 오래된 病症은 虛症이 많고,새로 생긴 병은 實症이고 急性으
로 생긴 병도 實症이 많으며 옮겨 다니거나 反復하여 발생되면 虛症이 많으며
더 불어 形,氣,色,脈 등으로 區別이 어렵지 않다.

222病病病因因因 不不不動動動特特特徵徵徵
風邪偏腥으로써 行痺와 같다.風의 성질은 수시로 변하는 特徵이 있다.고로
行痺는 關節을 돌아다니며 疼痛이 定해져 있지 않는 特徵을 많이 보인다.寒邪
偏性으로써 痛痺와 같다.寒한 性質이 凝滯되어 갑자기 시큰 하다.그러므로 痛
痺는 극렬한 통증이 주로 나타나고 차가우면 더욱 重하고 따뜻함을 만나면 편
안해지나,시큰한 것은 편안치 않다.寒은 陰邪에 속한다.그러므로 병변부위가
붉지 않으며 만져도 열감이 없다.着痺는 濕邪가 偏腥한 것이다.濕한 性質을
무겁고 沈滯된다.그러므로 臨床에 있어서 그 痛處가 固定되어 있는 것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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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痛症은 중하지 않아도 마비감과 굳는 느낌이 있으면서 凝滯되며,
무겁게 가라앉고 부으며,더욱더 현저해지고 혹은 運動障碍가 있거나 感覺이
느리고 둔한증세가 나타난다.
風濕熱痺는 熱로인해 經脈의 기가 鬱滯되어 營衛氣가 막혀 通하지 않고
關節腫脹,灼熱,疼痛으로 인하여 屈伸이 곤란하게 된다.
또한 發熱이 있고 口渴,便이 마르고,煩悶하고 津液과 血이 熱에 傷하게 된
다.발병이 급하고 重한자는 急速하게 轉變하여 臟腑를 傷하게 한다.

333病病病變變變 所所所在在在部部部位位位
이 증세는 四肢關節에 많이 發病한다.또한 頸,腰,背에서 볼 수 있다.다만
주요한 臟腑의 經脈의 筋,骨 ,皮 ,肉,脈五體 부분에 미친것을 주의하여 살펴야
한다.병이 깊어 장부에 미친것은 명확하게 臟에 있는지 腑에있는지 어떤 臟인
지 어떤 腑인지 역시 살펴서 정확한 침 자리를 찾아 치료 하여야 한다진우
방,(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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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444절절절 治治治療療療

111風風風寒寒寒濕濕濕痺痺痺
111)))行行行痺痺痺
*主症:肢體關節이 쑤시고 아프다.돌아다니며 아프다.關節을 구부리거나 펴
기가 힘들거나 바람을 싫어한다.열이 나면서 태는 엷은 백태이고 맥은 浮脈이
다.
*治則 :풍을 제거하고 경락을 통하게 해준다.(祛風通絡),
추위를 흩어 지게하고 습을 없앤다.(散寒除濕)
*處方 :風池 膈兪 血海 太冲
*處方의 義意
風池;표에 있는 風을 없앤다.(解表疏風).膈兪;血이 회합하는 곳.血海;痺經의
兪穴,活血行血 혈을 흐르게 하여 풍을 스스로 없애는데 그 의의가 있다.
*太冲;기를 疎通시킨다.
上記穴을 취하여 기를 운행시키고 혈을 활발하게 하고 (行氣活血),소통 하게
하여 風邪를 없애고 (疎風祛邪),사기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고 내부에서 氣血
을 循環하게 한다.

222)))痛痛痛痺痺痺
*主症:肢體關節이 쑤시고 아픈 것이 비교적 심하다.특정한 부위가 아프다.
따뜻하면 통증이 경감된다.추위를 만나면 더욱더 심하다.국부가 붉고 부으며
열이 나면서 아픈 증세가 없다. 태는 엷은 백색이고,脈은 玄脈이면서 緊脈이
다.
*治則:경락을 따뜻하게 하여 주고 추위를 풀어 헤친다.(溫經散寒)
풍사를 없애고 습을 제거하여 준다.(祛風除濕)
*處方:腎兪 關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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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處方의 義意
寒痺는 陽氣가 반드시 衰弱해지므로 상기 二穴은 溫陽利氣하여 寒邪를 몰아낸다.
經絡을 順行하게 하여 標本을 兼治하면 그 효과가 더욱더 좋다.

333)))着着着痺痺痺
*主症:肢體關節이 무겁고 가라앉는다.시큰하게 아프거나 무겁다.통증이 일
정한 곳에 있다.가라앉고 무거워 관절을 움직이기 힘들다.근육 과 피부가 굳
어 편안하지 않다.태는 두터운 백색이고 脈은 지체되고 느리다.
*治則:濕邪을 除去하고 經絡을 疏通케 하여 준다 (除濕通洛)
風邪를 除去하고 추위를 흩어버린다 (祛風散寒)
*處方:陰陵泉,足三里
*處方의 義意 :陰陵泉 足三里는 脾胃의 經穴이다.脾胃의 運水機能을 건강하
게 하여 水濕을 변화시켜 濕邪를 除去하며 濕의 疏通을 이롭게 하여 痺를 치료
한다.

222風風風濕濕濕熱熱熱痺痺痺
主症:關節에 통증이 있고,局部가 빨갛게 부어오르면서 심하게 열이 나고,
차가웁게 하면 편안해지고,만질 수없이 아프고. 병은 한 개 관절 내지 여러
關節에 있다.熱이나고 바람을 싫어하며,입이 마르면서,마음이 번거롭고 답답
하여 괴로워하며,便秘가 있고,소변이 붉게 나오는 등 전신증상.태는 황색이
많고,설질은 적색 맥은 활삭이 많다.
*治則 :淸熱 利濕,祛風活血
*處方 :大推 曲池 合谷
*處方의 義意 :
大椎는열을 없애고 風을 풀어 헤치고 陽氣를 通하게 한다.曲池,合谷은 氣가
많고 血이 많은 陽明經의 脈이다.三穴을 사용하면 熱을 없애고,피돌기를 좋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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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붓고 아푼 것을 없애고 그 효과가 더욱더 좋게 한다.또 表症 을 없애고
땀을 나게 하며,風의 邪氣를 밖으로 몰아낸다.

333頑頑頑痺痺痺

(((111)))偏偏偏熱熱熱型型型
*主症:關節이 붓고 熱이나며 痛症이 있다.혹은 局部가 붉고 겸하여 아침에는
서늘하나 해질녁에 열이 나고 마음이 번거롭고 입이 마른다. 잠잘 때 땀이 많
고 바람을 싫어 하며 혹은 붉은 斑點이나 結節이 나타나며 피부가 건조하다.飢
肉이 야위어 진다.혀는 붉고 심하면 진하게 붉고 태는 백색 혹은 환색이며 진액
이 적다.脈이 아주 가늘고 빠르거나 玄數하다.
*治則 :熱을 맑게 하여주고 陰을 길러준다.氣를 이롭게 하여 주고 活血 하
여 준다.
바람을 없애고 濕을 이롭게 하여 준다.
*處方 :氣海 三陰交 太溪
*處方의 義意
氣海는 氣를 이롭게 하여 本을 공고히 하며,三陰交 와 太溪는 陰을 기르고
熱을 맑게하여 준다.肝 과 腎을 補益하여 준다.이 三穴을 같이 사용하면 관절
에 좋은 기운을 돋우어 사기를 몰아내는 힘을 키워주어 나뿐 사기를 몰아내는
힘을 가지게 된다.

(((222)))偏偏偏寒寒寒型型型
*主症 :關節이 붓고 痛症이 있다.한편 바람을 싫어하고 바람이 오면 더욱
疼痛이나 붓고 아픈 것이 심하다. 따뜻하면 편안해지다가 차가우면 더욱 심해
진다.굽히거나 펴기가 곤란하며 추위에 떠는 모습이며 혀는 담홍이거나 어두
운 홍색이다.태는 두터운 백색 이거나 얇은 백색이다.脈은 침완 맥이고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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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맥이나 세맥이다.
*治則 :經絡을 따뜻하게 하여 추위를 풀어 헤치고,陽氣를 북 돋아 기를 도
와주고,肝과 腎을 따뜻하게 보익하여 준다.
偏熱型은 방혈과 침의 조작을 동시에 하여 주고 구법이나 온침이 더욱더 좋다.
經絡의 흐름대로 痛症부위에 자침하면 經脈의 흐름의 疎通을 원활하게 하여
주고 氣를 흐르게 하고 피를 活發이 움직여서 邪氣를 몰아 낼 수 있는데 아래
와 같은 穴자리들의 사용이 가능 하다.
*病所에 따른 關節炎의 治療 穴位

下領관절염 :하관 예풍 합곡
頸椎관절염 :풍지 완골 천주
胸椎관절 :화타협척
腰骶관절 :대장유 명문 팔료 위중
肩관절 :견우 천종透견봉 극천
肘관절 :곡지 소해 주료 수삼리
腕관절 :외관 양지 완골 양료
掌指관절 :팔사 합곡 후계
骶骨관절 :관원유 소장유 백환유 환도 질변 거료
大腿관절 :환도,양릉천
膝관절 :학정,독비 슬안 곡천 위중
踝관절 :해계 상구 구허 곤륜 태계 신맥 조해
足趾관절 :해계 공손 태충 족립음 팔풍

제제제555절절절 胃胃胃經經經脈脈脈의의의 特特特徵徵徵과과과 生生生理理理機機機能能能
胃는 中焦에 위치한다.위로는 噴門으로 식도에 연접되어 上脘이라고 하며 아
래로는 幽門이라고 하며 下脘이라고도 하며 上脘과 下脘사이를 가리켜 中脘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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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며 上脘,中脘,下脘을 합쳐서 胃脘이라고 總稱한다김종석,(2000),
胃의 機能을 살펴보면

111음음음식식식물물물을을을 받받받아아아들들들이이이고고고 그그그것것것을을을 消消消化化化시시시킨킨킨다다다...
음식물은 위에 들어간 다음 위의 消化機能에 의하여 소화되고 소장으로 내려
가게 되며 소장에서 청탁을 가리고 비장의 기능에 의하여 정미물질로 전화되고
전신에 輸送되여 장부조직과 기관을 영양하는데 이런 기능을 가리켜 胃氣라고
개괄하여 말한다.

222胃胃胃는는는 太太太倉倉倉이이이고고고 水水水谷谷谷之之之海海海 이이이다다다...
胃를 큰 창고에 비교하였으며,수곡의 큰 바다와 같다고 하였다.
<<內徑>>에서는 “胃는 음식물의 바다이며 六腑의 큰 원천이다. 음식물은
입을 거쳐 위로 들어가 貯藏되는데 그 精微物質은 五臟의 기능을 營養하여 준
다.”
“胃者,水谷之海,六腑之大源也.五咪入口,藏於胃,以養五臟氣”고 말하였고
“脾와胃는 쌀 창고를 管理하는 官吏로써 음식물의 다섯가지 맛은 바로 여기에
서 나온다.“脾胃者,倉廩之官,五咪出焉”고 하였으며 비위는 후천적인 근본이라
하였다.

333胃胃胃氣氣氣가가가 정정정상상상적적적으으으로로로 下下下降降降해해해야야야 한한한다다다...위가 음식물을 소화하고 營養物質을
제공하기에 胃氣는 언제나 아래로 내려가야만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胃氣의 정상적인 下降機能은 脾臟의 上昇機能과 상대적인 협조관계를 가진
다.
즉 脾氣가 정상적으로 위로 상승해야만 음식물의 정미물질을 전신에 수송 할
수 있고 胃氣가 정상적으로 아래로 통하고 下降돼야 음식물을 소화하고 精微物
質을 흡수하고 찌꺼기를 배설 할 수 있다.그러므로 소화계통의 기능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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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의 昇降 機能 으로 개괄하기도 한다.

444胃胃胃가가가 음음음식식식물물물을을을 수수수납납납하하하고고고 부부부숙숙숙한한한다다다...위의 기능이 정상적이지 못하면 위가
붓고 아프며,음식이 먹기를 싫어하며,트림하면 냄새가 지독하고,많이 먹으나
배가 쉽게고 아프거나 완부가 답답하고 변비가 나타나며 위기가 하강하지 않거
나 거슬러 올라 가면 구역질,구토,딸꾹질,트림이 나타난다.
만약 胃에 熱이 있으면 熱邪가 우로 치밀어 올라오면서 입안에서 더러운 냄
새가나고 齒痛이 생기거나 치은이 부어 아파난다.

제제제666절절절 胃胃胃經經經脈脈脈의의의 循循循行行行

1.足陽明胃經은 코 날개 옆에서 시작하여
2.우로 올라가 코 뿌리 옆에서 足太陽 膀胱經과 회합되었다.
3.다음 코 외측을 따라 承泣穴 내려와
4.우쪽 잇몸으로 들어갔다가 되돌아 나온 뒤
5.입술을 에워 돌고
6.아랫입술과 턱사이의 오목한곳에 있는 승장혈에서 임맥과 교접하였다.
7.다시 볼 뒤쪽 아랫방향을 따라 순행하여 하악골 부위에 있는 大迎穴에서 겉
으로 나왔다.
8.계속하여 하악각의 頰車穴을 따라
9.귀 앞으로 올라가면서 上關穴을 지나 발제에 이른 다음
10.전발제를 따라 전액부 중심에 있는
11.神庭穴에 이르렀다.

안안안면면면부부부에에에서서서 갈갈갈라라라진진진 지지지맥맥맥:::
12.大迎穴의 앞쪽에서 아래를 향해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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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人迎穴에 이른 다음 후두를 지나 쇄골상와의 缺盆穴에 내려왔다.
14.계속 아래로 내려가면서 횡경막을 지나고 위에 내려와 胃에 屬하고 脾에
얽히었다.

缺缺缺盆盆盆부부부에에에서서서 아아아래래래로로로 직직직행행행한한한 지지지맥맥맥:::
15.缺盆穴에서 갈라져 나와 젖꼭지를 따라 내려오면서
16.배꼽을 지나 하복부 양쪽의 氣衝穴에 이르렀다.

胃胃胃下下下區區區에에에서서서 아아아래래래로로로 순순순행행행한한한 지지지맥맥맥:::
17.胃下區에서 시작하여 하복부에 내려가 氣衝穴에 이른 뒤 缺盆穴에서 내려
온 지맥과 회합하였다.
18.다음 아래로 내려가면서 대퇴앞쪽으로 하행하고 脾關을 지나
19.伏兎穴에 이르고
20.무릅을 지나
21.경골외측의 앞 변두리를 따라 내려와
22.발등을 지나서
23.두 번째 발가락 외측단에 도달하였다.

하하하퇴퇴퇴부부부에에에서서서 갈갈갈라라라진진진 지지지맥맥맥
24.무릅 아래 3촌되는 곳에서 갈라져 나와 발등에 이른 뒤
25.가운데 발가락 말단의 외측단에 이르렀다.

발발발등등등에에에서서서 갈갈갈라라라져져져나나나간간간지지지맥맥맥
26.발등(衝陽)에서 갈라져 나와 엄지발가락 내측단에서(隱白)足太陰 脾經과
연접하였다김일선,(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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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777절절절 胃胃胃經經經脈脈脈의의의 主主主要要要한한한 症症症候候候

본경에 질병이 발생되면 장울림(腸鳴),배가부른감(腹脹),水腫(수종),위가 아
파나거나 구토가나며 소화가 너무 빠르고 쉽게 배가 고프다. 갈증이 나며 인
후가 부어나고 아프며 비출혈,가슴과 무릎 등 본경의 순행한 부위가 아파나며
열병,발광등 증후가 나타난다김일선,(2002).

제제제888절절절 主主主要要要穴穴穴의의의 分分分析析析

111足足足陽陽陽明明明胃胃胃經經經의의의 膝膝膝關關關節節節 疾疾疾患患患에에에 쓰쓰쓰이이이는는는 主主主要要要 穴穴穴性性性分分分析析析

*痺 關(ST31):경락을 덥게하고 잘 통하게 하며(溫經 通絡),한기를 혜쳐 몰
아내고 습을 없애버린다(散寒 去濕).
*伏 兎(ST32):경락을 따뜻하게 해주고 잘 통하게 하며(溫經 通絡),풍습을
몰아내고(去風 除濕),허리를 튼튼하게 해주며 신기를 북돋우워 준다(强腰 益
腎).
*陰 市(ST33):경락을 더 덥혀주고 잘 통하게 하며(溫通 經絡)풍습을 몰아
낸다(去風 除濕).
*梁 丘(ST34):경락을 소통시켜 잘 통하게 하며(疏通 經絡),氣를 調理하고
胃의 機能을 정상으로 되게 한다(利氣 和胃).足陽明胃經의 郄穴이다.
*犢 鼻(ST35):경락을 소통시키고 관절활동을 윤활하게 해주며(疏經 利節),
한과 습을 없애 버린다(祛寒 除濕).
*足三里(ST36):비와 위의 기능을 건전하게 해주며(健脾 和胃),적체를 삭여
없애고 (消積 化滯)기와 혈을 조리하고(調理 氣血)경락을 소통하여 잘 통하게
하며(疏經 活絡),정기를 부축하고 원기를 북돋아 준다.(扶正 培元).足陽明胃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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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合血이며 保健의 主要穴이다.
*上巨虛(ST37):위와 장을 조리하며(調理 腸胃),부가 잘 통하게 하고 적체
를 없애버리며(通腑 化滯),기와 혈을 잘 운행되게 한다(行氣 活血),근육의 위
축을 낫게 하며 경련을 이완시킨다.(起痿 緩攣).手陽明大腸經의 下合穴이다.
*條 口(ST38):경락을 소통시켜 잘 통하게 하며(疎經 活絡),풍과 습을 몰아
낸다(祛風 除濕).
*下巨虛(ST39):胃와 腸을 잘 조리하며(調理 腸胃),경락을 소통시켜 잘 통
하게 한다(疏經 活絡).手太陽小腸經의 下合穴이다.
*豊 隆(ST40):痰과 濕을 없애며(化痰 祛濕),경락을 소통시켜 잘 통하게 한
다(疏經 活絡).족양명위경의 락혈이다.
*解 溪(ST41):위장을 조리하고(調理 胃腸)경락을 소통시켜 잘 통하게 한
다.(疏經 活絡).足陽明胃經의 經穴이다.
*衝 陽(ST42):氣를 調理하고 위의 기능이 정상으로 되게 하며(理氣 和胃),
신명을 안정시키고 경락을 잘 통하게 한다(寧神 通絡).족양명위경의 원혈이다.
*內 庭(ST44):위열을 없애 버리며(淸胃 瀉熱),경락을 잘 통하게 하고 아픔
을 멎게 한다(通絡 止痛).足陽明胃經의 滎穴이다.
*厲 兌(ST45):풍사와 열을 소통하여 없애며(疏風 淸熱),기를 조리하고 위
의 기능을 정상으로 되게 하며(利氣 和胃),신명을 안정시키고 정신을 차리게
한다(寧神 蘇厥).足陽明胃經의 井穴이다.

222足足足太太太陰陰陰脾脾脾經經經의의의 膝膝膝關關關節節節 疾疾疾患患患에에에 쓰쓰쓰이이이는는는 主主主要要要 穴穴穴性性性分分分析析析

*商 丘(SP5):비경의 경혈로써 脾와 胃를 건전하게 해주며(健脾 和胃), 氣
를 조리 하고 濕을 없애버린다(理氣 和濕).족태음비경의 경혈이다.
*三陰交(SP6):족태음,족소음,족궐음의 교회 혈로써 비와 위의 기능을 건
전하게 하며(健脾 和胃),肝과 腎을 조화하며(調和 肝腎)氣와 血을 잘 운행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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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며(行氣 活血),경락을 소통하여 잘 통하게 한다(疏通 經絡).
*陰陵泉(SP9):비장의 기능을 건전하게 하고 습을 없애버리며(健脾 利濕),
간과 신을 조화하고 보양해주며(調補 肝腎),삼초가 잘 통하게 한다(通理 三焦).

333...足足足太太太陰陰陰脾脾脾經經經의의의 膝膝膝關關關節節節 疾疾疾患患患에에에 쓰쓰쓰이이이는는는 主主主要要要 穴穴穴性性性分分分析析析

*委 中(BL40):근을 펴주고 관절활동을 윤활하게 하며 열과 독을 없애 버린
다.
*昆 崙(BL60):근을 펴주고 경락을 잘 통하게 하며(舒筋 活絡),머리가 맑아
지게 하고 눈을 밝게 해준다(淸頭 明目).

*陽陵泉(GB34):간기를 소통하고 담의 습을 없애버리며(疏肝 利膽),근을 펴
주고 관절기능을 윤활하게 해준다.(舒筋 利節).본 혈은 족소양 담경의 합혈이
며 8맥교회혈의 근회(筋會)혈로써 모든 근(根)은 陽陵泉에서 회합된다고 하였
다.
*懸 鐘(GB39):간기를 소통하고 조리해 주며(疏肝 理氣),풍사를 몰아내고
진통시키며(祛風止痛),경락을 소통하여 잘 통하게 한다(疏經 活絡).본 혈은 8
맥교회혈로써 모든 수(髓)는 절골(絶骨)즉 현종(懸鐘)에 모인다고 하였다.
*鶴 頂(奇 穴):근을 펴주고 관절 활동을 윤활하게 하며(舒筋 利節),경락을
잘 통하게 한다(通經 活絡).
*膝 眼(奇 穴):근을 펴주고 관절 활동을 윤활하게 해주며(舒筋 利節)경락
을 잘 통하게 한다(通經 活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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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333장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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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足陽明胃經의 鍼灸治療가 膝關節炎에 미치는 臨床硏究에 참가한
환자를 대상으로 모집단을 설정하여 2007년 9월 10일부터 2007년 10월31일 까
지 광주지역 Y병원을 中心으로 다음 표집 틀을 작성하였다.
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tsamplingmethod)을 이용하여 120명을 표집 하

였으며,실제 분석에 사용될 자료는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로 판단되거나 조
사내용의 일부 누락된 20명의 설문지를 제외한 100명이었으며,표집 된 연구대
상자의 人口統計學的 特性은 <표-2>와 같다.

<<<표표표---222>>>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인인인구구구통통통계계계학학학적적적 특특특성성성
구분구분구분구분 인원인원인원인원((((명명명명)))) 비율비율비율비율(%)(%)(%)(%)

성별성별성별성별
남자 30 38

여자 70 62

연령연령연령연령

30~39세 8 11

40~49세 29 24

50~59세 36 37

60~69세 15 15

70세 이상 12 13

직업직업직업직업

회사원 22 20

주부 35 36

자영업 12 14

기타 3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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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對象의 일반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性別의 경우 남자보다 여자
가 가장 많은 分布를 차지하였으며,年齡의 경우 50~59세 36명,40~49세 29명,
60~69세 15명,70세 이상 12명,30~39세 8명으로 50~59세세에서 가장 많은 분포
를 차지하였다.職業의 경우 주부 35명,기타 31명,회사원 22명,자영업 12명으
로 주부에서 가장 많은 分布를 차지하였다.

제제제222절절절 硏硏硏究究究方方方法法法

111鍼鍼鍼灸灸灸方方方法法法
鍼은 동방침구제작소의 0.30☓50mm 일회용 stainless스틸을 사용하였으며,刺
針의 심도는 경혈에 따라 약 0.5치~1치로 하였고 1일 1회 시행하였으며,유침
시간은 약 15분~20분 하고자한다.
治療間隔은 상태에 따라 2~3일에 한번으로 차수는 5차에서 10차정도로 하였
으며 寒과 濕症의 경우 灸를 겸하였다.

222治治治療療療原原原則則則
1)胃寒으로 인한 膝關節炎에는 足三里(灸),犢鼻(灸),上巨虛,下巨虛,豊 隆,
陰陵泉(灸),三陰交
2)胃熱로 인한 膝關節炎에는 足三里,犢鼻,上巨虛,下巨虛,三陰交,內 庭
(瀉),厲兌(瀉)
3)뒷쪽으로 당기거나 불편을 호소하였을 때 委中,昆崙을 추가하였다
4)氣가 虛함이 나타 날 때에는 氣海,關元에 灸를 겸하였다.
5)무릎의 옆으로 근육이 당길때에는 陽陵泉,懸鐘을 취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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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調調調査査査方方方法法法
지금까지 痛症에 대한 연구에서 症狀의 호전에 대한 평가는 환자의 주관적인
痛症에 대한 진술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주로 VAS(VisualAnalogue
Scale)에 의한 痛症의 호전,또는 설문지에 의한 ADL(ActivityofDaily
Living)의 변화 등만을 보고했을 뿐,객관적인 자료의 호전,예를 들면 혈중
염증지수에 대한자료나 방사선 검사상의 호전 등은 자료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지금까지 이루어져왔던 통증에 대한 환자의 주관적 평가 역시 함께
施行하였다.

제제제333절절절 硏硏硏究究究道道道具具具
光州地域 足陽明胃經을 이용하여 鍼灸治療를 실시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膝關節

炎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본 硏究에서 사용한 硏究道具는 說
問紙이다.

111...說說說問問問紙紙紙의의의 構構構成成成

본 硏究에서 假說을 檢證하고자 사용한 說問紙는 다음과 같이 構成하였다.
個人的 特性 資料로는 性別,年齡,職業으로 구성하였으며,痛症을 묻는 문항으
로 5문항과 日常生活의 어려움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17문항,膝關節炎에 관한
문항으로 23문항으로 총 48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구체적인 要因別 構成內容
은 <표-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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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333>>>설설설문문문지지지의의의 주주주요요요구구구성성성 및및및 문문문항항항 수수수

구  구  구  구  분분분분 측 측 측 측 정 정 정 정 변 변 변 변 수수수수 문 문 문 문 항 항 항 항 수수수수

개인적 특성 성별 연령 직업

통증정도 걷기 오르기 뛰기

일상생활
어려움

걷기
개인적 고려
집안일 , 운전

슬관절염 통증
신체변화
총 문항

222...說說說問問問紙紙紙의의의 妥妥妥當當當度度度 및및및 信信信賴賴賴度度度

일반적으로 측정한 資料가 실증분석에 적합한지를 檢證하는 주요 기준은 妥
當度와 信賴度이다.먼저 사전조사(pilottest)에 앞서 타당도 검사를 위하여
본 硏究에서는 전문가 회의를 구성하여 사전에 작성한 질문 문항에 대한 構成
妥當度를 檢證하였다.본 硏究에서 사용한 說問紙의 관련변수의 선정은 학자들
의 선행연구에 根據하여 이 分野의 博士學位 소지자로서 구성된 3명의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작성한 설문지 초안 내용을 검토하였다.
구성 타당도의 검증 후 개념타당도(constructvalidity)검증방법을 사용할

것이다.개념타당성은 측정도구가 실제로 무엇을 측정 하였는가 또는 조사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실제로 측정도구에 의해서 적절하게 측정되
었는가의 問題로서 理論的 硏究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妥當度라고 할
수 있다.
본 硏究에서는 槪念妥當性을 檢證하기 위해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analysis:EFA)법을 이용하여 각 요인별로 요인적재치가 .50이상인 문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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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선택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지 신뢰도는 Cronbach'α 방법을 이용하여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Cronbach'α 방법은 문항 하나하나를 독립된 별개의 검사로 간주하여 검사 문항간
의 동질성 정도에 의한 신뢰도 추정치인 문항 내적 일치도를 구하는 신뢰도 검사방
법으로 수거된 자료를 토대로 신뢰도를 검사하였다.<표-4>

<<<표표표---444>>>설설설문문문지지지 신신신뢰뢰뢰도도도 계계계수수수

요요요인인인 문문문항항항 수수수 신신신뢰뢰뢰도도도
통통통증증증정정정도도도

일일일상상상생생생활활활 어어어려려려움움움
슬슬슬관관관절절절염염염

333調調調査査査節節節次次次

본 연구에서는 足陽明胃經의 鍼灸治療가 膝關節炎에 미치는 臨床硏究를 규
명하기 위하여 족 양명위경 환자들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여 조사 하였으며,연구
자 본인과 사전에 교육받은 조사원이 광주지역 병원을 방문하여 환자들에게 직
접 설문지를 배포 후 자기평가 기입법(selfadministration)으로 응답하도록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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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資資資料料料處處處理理理

膝關節炎 환자를 대상으로 說問紙를 회수한 후,응답내용이 부실하거나 信賴
性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한 100명을 대상으로 SPSS
V11.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分析하였다.資料分析을 위하여 이 硏究에서 사용
할 통계기법은 빈도분석,t-test,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Scheffe‘s
사후검증,상관분석(Correlation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가설검증을 위한 통
계적 유의수준은 5%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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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444장장장 結結結論論論
본 硏究에서는 足陽明胃經의 鍼灸治療가 膝關節炎에 미치는 臨床硏究 을 규

명하기 위하여 설정한 硏究假說을 중심으로 分析하였으며,구체적인 硏究結果
및 論議는 다음과 같다.

제제제111절절절 結結結課課課

1足陽明胃經의 鍼灸治療가 개인적 特性에 따라 痛症,日常生活,
膝關節炎에 미치는 차이

1)足陽明胃經의 鍼灸治療가 性別에 따른 痛症,日常生活,膝關節炎에
미치는 差異

<표-5>에 의하면 足陽明胃經의 鍼灸治療가 성별에 따른 痛症,日常生活 어
려움,膝關節炎의 차이는 痛症,日常生活 어려움,膝關節炎 모든 변인에서 統計
的으로 유의한 差異가 나타나지 않았다.
性別에 따른 痛症은 여자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남자 집단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日常生活 어려움은 남자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여자집
단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膝關節炎은 여자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남
지 집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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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555>>>족족족양양양명명명위위위경경경의의의 침침침구구구 치치치료료료가가가 성성성별별별에에에 따따따른른른 통통통증증증,,,일일일상상상생생생활활활,,,슬슬슬관관관절절절염염염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차차차이이이

성별성별성별성별 사례수사례수사례수사례수 평균평균평균평균 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 값 값 값 값 유의도유의도유의도유의도

통증통증통증통증
남자

여자

일상생활일상생활일상생활일상생활

어려움어려움어려움어려움

남자

여자

슬관절염슬관절염슬관절염슬관절염
남자

여자

2)足陽明胃經의 鍼灸治療가 年齡에 따른 痛症,日常生活,膝關節炎
에 미치는 差異

<표-6>에 의하면 足陽明胃經의 鍼灸治療가 年齡에 따른 痛症,日常生活 어
려움,膝關節炎의 차이는 痛症,日常生活 어려움,膝關節炎 모두에서 差異가
나타났다.
年齡에 따른 痛症은 50~59세 集團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40~49세 집단에

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日常生活 어려움은 70세 이상 集團이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30~39세 集團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膝關節炎은 60~69세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30~39세 集團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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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666>>>족족족양양양명명명위위위경경경의의의 침침침구구구 치치치료료료가가가 연연연령령령에에에 따따따른른른 통통통증증증,,,일일일상상상생생생활활활,,,슬슬슬관관관절절절염염염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차차차이이이

연령연령연령연령 사례수사례수사례수사례수 평균평균평균평균 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 값 값 값 값 유의도유의도유의도유의도

통증통증통증통증

세

세

세

세

세 이상

일상생활일상생활일상생활일상생활

어려움어려움어려움어려움

세

세

세

세

세 이상

슬관절염슬관절염슬관절염슬관절염

세

세

세

세

세 이상

**p<.01,*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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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足陽明胃經의 鍼灸治療가 職業에 따른 痛症,日常生活,膝關節炎
에 미치는 差異

<표-7>에 의하면 足陽明胃經의 鍼灸治療가 직업에 따른 痛症,日常生活,膝
關節炎의 차이는 痛症,일상생활 어려움,膝關節炎 모든 병인에서 差異가 나타
났다.
職業에 따른 痛症은 주부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自營業 集團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日常生活 어려움은 주부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自營業 集團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膝關節炎은 주부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기타집단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표표---777>>>족족족양양양명명명위위위경경경의의의 침침침구구구 치치치료료료가가가 직직직업업업에에에 따따따른른른 통통통증증증,,,일일일상상상생생생활활활,,,슬슬슬관관관절절절염염염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차차차이이이

단단단단 사례수사례수사례수사례수 평균평균평균평균 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 FFFF값 값 값 값 유의도유의도유의도유의도

통증통증통증통증

회사원 78 3.789 .6203

4.463* .013
주부 62 4.863 .6740

자영업 60 3.083 .4210

기타 59 4.127 .4480

일상생활일상생활일상생활일상생활

어려움어려움어려움어려움

회사원 78 3.852 .5960

3.509* .032
주부 62 4.822 .5773

자영업 60 3.057 .4001

기타 59 4.620 .4931

슬관절염슬관절염슬관절염슬관절염

회사원 78 3.784 .5471

3.273* .040
주부 62 3.958 .6630

자영업 60 3.783 .3471

기타 59 3.742 .3517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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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痛症,日常生活 어려움,膝關節炎의 상관관계

<표-8>에 의하면 痛症은 일상생활 어려움,膝關節炎에서 정적 상관관계를 보
이며,일상생활 어려움은 膝關節炎에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표표표---888>>>통통통증증증,,,일일일상상상생생생활활활 어어어려려려움움움,,,슬슬슬관관관절절절염염염의의의 상상상관관관관관관계계계

통증통증통증통증 일상생활 일상생활 일상생활 일상생활 어려움어려움어려움어려움 슬관절염슬관절염슬관절염슬관절염

통증통증통증통증

일상생활 일상생활 일상생활 일상생활 어려움어려움어려움어려움

슬관절염슬관절염슬관절염슬관절염

**p<.01

제제제222절절절 論論論議議議
본 연구는 삶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만성질환이며 난치성질환으로 알려
져 있는 膝關節炎에 대하여 足陽明胃經의 主要經穴들을 利用하여 치료가 가능
한가를 연구하여 서로간의 相關關係에 대한 인과 관계를 살펴보는데 첫째 目的이
있으며,足陽明胃經 治療가 膝關節炎에 미치는 影響을 분석함으로서 변인간의 인과
관계를 수립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足陽明胃經의 鍼灸治療가 性別에 따른 痛症,日常生活 어려움,膝關節炎의
차이는 통증,일상생활 어려움,膝關節炎 모든 變人에서 統計的으로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足陽明胃經의 鍼灸治療가 年齡에 따른 痛症,日常生活
어려움,膝關節炎의 차이는 痛症,日常生活 어려움,膝關節炎 모두에서 差異가
나타났다.足陽明胃經의 침구 치료가 직업에 따른 痛症,日常生活,膝關節炎의
차이는 痛症,日常生活 어려움,膝關節炎 모든 변인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痛
症은 日常生活 어려움,膝關節炎에서 정적 相關關係를 보이며,日常生活 어려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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膝關節炎에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역대문헌에 살펴보면 膝關節炎을 치료에 사용되는 穴位는 環跳,陽陵泉,足三里,
曲池,委中,絶骨,陽輔,合谷등의 穴이 많이 사용되었으며,經絡別로는 足少陽膽經,
足陽明胃經,足太陽膀胱經,手陽明大腸經 등의 순으로 많이 사용 된 것으로 밝혀졌
다김무진,(2005).
또 舍岩 鍼法에서는 風寒濕의 原因에 따라 行痺,痛痺,着痺로 변증하여 각각 膽
勝格,大腸勝格,痺勝格등을 사용하고 있으며,병소에 따라 骨痺,筋痺,脈痹,肌痺,
皮痹로 변증하여 각각 膀胱正格,肝正格,小腸正格,胃勝格,肺正格등을 사용하고
있다.또 痛風이나 白虎歷節風에는 膽正格과 肺勝格등을 사용하고 있다황정
학,(1986).이러한 여러 가지 침치료 방법들이 있으나 足陽明胃經으로 접근하여 치
료 하는 것이 膝關節炎을 근본적으로 치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되며 좀
더 長期間的인 硏究와 科學的 方法으로 치료 전과 치료 후를 비교해가면서 硏究해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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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555장장장 結結結論論論 및및및 提提提言言言

제제제111절절절 結結結論論論
본 硏究는 足陽明胃經의 鍼灸治療가 膝關節炎에 미치는 臨床硏究 을 糾明하
는데 目的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足陽明胃經의 鍼灸治療가 性別에 따른 痛症,日常生活,膝關節炎에 미치
는 차이는 痛症,日常生活 어려움,膝關節炎 모든 변인에서 統計的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性別에 따른 痛症은 여자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남자 집단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日常生活 어려움은 남자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여자집
단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膝關節炎은 여자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남
자 집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2.足陽明胃經의 鍼灸治療가 年齡에 따른 痛症,日常生活,膝關節炎에 미치는
차이는 痛症,日常生活 어려움,膝關節炎 모두에서 差異가 나타났다.
年齡에 따른 痛症은 50~59세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40~49세 집단에

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日常生活 어려움은 70세 이상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30~39세 집단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膝關節炎은 60~69세 集團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30~39세 集團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3.足陽明胃經의 鍼灸治療가 職業에 따른 痛症,日常生活,膝關節炎의 差異는
痛症,日常生活 어려움,膝關節炎 모든 변인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직업에 따른 痛症은 주부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자영업 집단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日常生活 어려움은 주부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自營業 集團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膝關節炎은 주부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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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으며,기타집단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4.痛症,日常生活 어려움,膝관절염의 相關關係에 의하면 痛症은 日常生活 어
려움,膝關節炎에서 정적 相關關係를 보이며,日常生活 어려움은 膝關節炎에서 정
적 相關關係를 보이고 있다.

제제제222절절절 提提提言言言

關節炎에 대한 한의학적 관점을 종합해 보면 肝 과 腎이 허한데다 風,寒,濕 邪
氣를 받아 關節에 침입하여 오랫동안 머물면서 熱로 변하여 氣穴을 鬱滯시켜 나타
난다고 하였다.
<<皇帝內徑 素問>>의 <五臟別論>을 보면 胃者는 倉廩之官이요,五味出焉이라
하였다.즉 六腑중의 胃는 나라의 곡식을 담당하는 관청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
이요.“酸 苦 甘 辛 鹹의 다섯 가지 영양분이 胃에서 나온다”라고 말하였다. 이
것은 음식물이 위장의 소화과정을 거쳐 대소변을 형성하고 수곡정미 즉 영양물질
을 형성하며 영양물질은 다시 脾를 거쳐 오장에 輸布되고 그 오장을 자양해 준다
는 것이다이병국,(2005).그러므로 현대 의학적으로 난치성 질환이라고 하는 슬 관
절염은 그 증세가 결국은 퇴행적 변화를 보이게 되는데 이것은 胃氣의 下降기능과
의 관계가 무관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現代人들의 과다한 스트레스와 과다한 약물복용으로 인한 소화 장애,脾胃
의 燥濕機能失調등의 원인을 가지고 漢方 經典들의 文獻 에 근거하여 보면 營衛氣
를 관여하는 足陽明胃經을 중심으로 膝關節炎을 접근하는 것이 膝關節炎의 여러
원인들을 제거 할 수 있다는 것을 足陽明胃經의 침구치료가 膝關節炎에 미치는 임
상연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위경을 통한 膝關節炎을 치료하는
鍼灸治療가 활발히 연구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위장에 여러 질환이 있는 대상자들의 각각의 胃病의 형태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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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膝關節炎의 양상을 규명해 내지 못함이 아쉬웠으며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좀
더 硏究를 계속해 나가기를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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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附附錄錄錄
足足足陽陽陽明明明胃胃胃經經經의의의 鍼鍼鍼灸灸灸治治治療療療가가가 膝膝膝關關關節節節炎炎炎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臨臨臨床床床硏硏硏究究究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설문지 작성에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足陽明胃經의 鍼灸治療가 膝關節炎

에 미치는 臨床硏究>>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설문지의 질문에 옳고 그른 답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단지 귀하의
생각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학문적 목
적 이외에는 절대로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개인에 대한
사항은 통계법 제 조 및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수한 학문의 목
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어진 문
항을 잘 읽으시고 한문항도 빠짐없이 진심으로 응답해 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년 월 일

연구자 김 종 천
1.당신의 성별은? � 남 �여

2.당신의 직업은? �회사원 �주부,가사 �자영업 �기타( )

3.당신의 나이는?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4.통증에 관한 질문입니다.해당사항에 하나만 표시 하십시오.

1).평지를 걸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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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약간[ ]�보통[ ]�심함[ ]�매우 심함[ ]

2).계단을 오르거나 내릴때.
�없음[ ]�약간[ ]�보통[ ]�심함[ ]�매우 심함[ ]

3).밤에 잠을 잘 때.
�없음[ ]�약간[ ]�보통[ ]�심함[ ]�매우 심함[ ]

4).(의자에)앉아 있을 때 혹은 누워 있을 때.
�없음[ ]�약간[ ]�보통[ ]�심함[ ]�매우 심함[ ]

5).똑바로 서 있을 때.
�없음[ ]�약간[ ]�보통[ ]�심함[ ]�매우 심함[ ]

5.뻣뻣함에 관한 질문입니다.

6).아침에 막 잠에서 깼을 때 당신이 느끼는 뻣뻣함 정도는 얼마나 심합니까?
�없음[ ]�약간[ ]�보통[ ]�심함[ ]�매우 심함[ ]

7).오후에 (의자에)앉거나,눕거나,쉬고 난후에 당신이 느끼는 뻣뻣한 정도는
얼마나 심합니까?
�없음[ ]�약간[ ]�보통[ ]�심함[ ]�매우 심함[ ]
6.일상생활 수행의 어려움의 정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8).계단을 내려갈 때.
�없음[ ]�약간[ ]�보통[ ]�심함[ ]�매우 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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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계단을 올라갈 때.
�없음[ ]�약간[ ]�보통[ ]�심함[ ]�매우 심함[ ]

10).(의자에)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없음[ ]�약간[ ]�보통[ ]�심함[ ]�매우 심함[ ]

11).서있을 때.
�없음[ ]�약간[ ]�보통[ ]�심함[ ]�매우 심함[ ]

12).마루바닥으로 몸을 구부릴 때.
�없음[ ]�약간[ ]�보통[ ]�심함[ ]�매우 심함[ ]

13).평지를 걸을 때.
�없음[ ]�약간[ ]�보통[ ]�심함[ ]�매우 심함[ ]

14).승용차나 버스를 타거나 내릴 때.
�없음[ ]�약간[ ]�보통[ ]�심함[ ]�매우 심함[ ]

15).시장을 보러갈 때.
�없음[ ]�약간[ ]�보통[ ]�심함[ ]�매우 심함[ ]

16).양말이나 스타킹을 신을 때.
�없음[ ]�약간[ ]�보통[ ]�심함[ ]�매우 심함[ ]

17).이부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없음[ ]�약간[ ]�보통[ ]�심함[ ]�매우 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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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양말이나 스타킹을 벗을 때.
�없음[ ]�약간[ ]�보통[ ]�심함[ ]�매우 심함[ ]

19).이부자리에 누울 때.
�없음[ ]�약간[ ]�보통[ ]�심함[ ]�매우 심함[ ]

20).욕조에 들어가고 나올 때.
�없음[ ]�약간[ ]�보통[ ]�심함[ ]�매우 심함[ ]
21).(의자에)앉아있을 때.
�없음[ ]�약간[ ]�보통[ ]�심함[ ]�매우 심함[ ]

22).양변기에 앉거나 일어설 때.
�없음[ ]�약간[ ]�보통[ ]�심함[ ]�매우 심함[ ]

23).힘든 집안일을 할 때.
�없음[ ]�약간[ ]�보통[ ]�심함[ ]�매우 심함[ ]

24).가벼운 집안일을 할 때.
�없음[ ]�약간[ ]�보통[ ]�심함[ ]�매우 심함[ ]

7.다음 질문은 슬관절의 양상에 관한 질문입니다.해당사항에 하나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1).앞 무릅쪽이 붓고 통증이 있습니까?
�아니오 �가끔 그렇다 �조금 그렇다 � 그렇다 �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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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앞 무릅쪽으로 붓지는 않았지만 통증이 있습니까?
�아니오 �가끔 그렇다 �조금 그렇다 � 그렇다 � 심하다

3).앞 발목이 통증이 있습니까?
�아니오 �가끔 그렇다 �조금 그렇다 � 그렇다 � 심하다

4).공복시나 새벽에 위가 쓰린적이 있습니까?
�아니오 �가끔 그렇다 �조금 그렇다 � 그렇다 � 심하다
5).평소에 입맛이 없습니까?
�아니오 �가끔 그렇다 �조금 그렇다 � 그렇다 � 심하다

6).평소에 배는 고프나 먹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오 �가끔 그렇다 �조금 그렇다 � 그렇다 � 심하다

7).배를 만지면 따뜻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오 �가끔 그렇다 �조금 그렇다 � 그렇다 � 심하다

8).배를 만지면 싫습니까?
�아니오 �가끔 그렇다 �조금 그렇다 � 그렇다 � 심하다

9).명치끝이 답답하십니까?
�아니오 �가끔 그렇다 �조금 그렇다 � 그렇다 � 심하다

10).배를 만지면 덩어리가 만져집니까?
�아니오 �가끔 그렇다 �조금 그렇다 � 그렇다 � 심하다

11).무릎의 외측면으로 저리고 당기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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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가끔 그렇다 �조금 그렇다 � 그렇다 � 심하다

12).무릎의 외측면에 통증이 있습니까?
�아니오 �가끔 그렇다 �조금 그렇다 � 그렇다 � 심하다

13).가슴옆구리가 아픔니까?
�아니오 �가끔 그렇다 �조금 그렇다 � 그렇다 � 심하다

14).옆골반에서 대퇴부로 통증이 있습니까?
�아니오 �가끔 그렇다 �조금 그렇다 � 그렇다 � 심하다

15).편두통이 있습니까?
�아니오 �가끔 그렇다 �조금 그렇다 � 그렇다 � 심하다

16).입이 마르고 입에서 쓴맛이 느껴지십니까?
�아니오 �가끔 그렇다 �조금 그렇다 � 그렇다 � 심하다

17).무릎의 내측면에 통증이 있습니까?
�아니오 �가끔 그렇다 �조금 그렇다 � 그렇다 � 심하다
18).무릎의 내측면이 붓고 통증이 있습니까?
�아니오 �가끔 그렇다 �조금 그렇다 � 그렇다 � 심하다

19).무릅의 뒤쪽이 당기고 통증이 있습니까?
�아니오 �가끔 그렇다 �조금 그렇다 � 그렇다 � 심하다

20).무릎의 뒤쪽이 무겁고 쥐가 잘납니까?
�아니오 �가끔 그렇다 �조금 그렇다 � 그렇다 �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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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소변은 자주 보지만 시원치가 않습니까?
�아니오 �가끔 그렇다 �조금 그렇다 � 그렇다 � 심하다

22).변비는 없으나 새벽이면 설사가 납니까?
�아니오 �가끔 그렇다 �조금 그렇다 � 그렇다 � 심하다

23).변비가 있습니까?
�아니오 �가끔 그렇다 �조금 그렇다 � 그렇다 � 심하다

24).소변의 색이 노란색 이상 진합니까?
�아니오 �가끔 그렇다 �조금 그렇다 � 그렇다 � 심하다

25).무릎이 붓지는 않지만 열이 납니까?
�아니오 �가끔 그렇다 �조금 그렇다 � 그렇다 � 심하다

26).무릅과 발목이 항상 차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오 �가끔 그렇다 �조금 그렇다 � 그렇다 � 심하다
8.그동안 침을 맞은 후 관절통증의 전반적인 증세는 어떠합니까?

1).걷기가 어느 정도 편한 것 같습니까?
�호전 없음 �조금호전 �양 호 �호 전 �매우호전

2).통증과 붓기가 어느 정도 편한 것 같습니까?
�호전 없음 �조금호전 �양 호 �호 전 �매우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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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장의 편함 정도(음식 소화 포함)는 어떠합니까?
�호전 없음 �조금호전 �양 호 �호 전 �매우호전

4).뒤쪽으로 저리고 당김이 편해진 정도
�호전 없음 �조금호전 �양 호 �호 전 �매우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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