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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uplicate Effect of Thread-embedding Therapy 

on 5 Patients with Obe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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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uplicate effect of thread-embedding 

therapy against obesity.

Methods : 5 women from 20 to 30 with obesity were treated with thread-embedding therapy and 

compared the results with physical measurement, body composition tests and fat thickness measured by 

ultrasound. 

Results : The thread-embedding therapy locally reduced body size and fat thickness and had a 

cumulative effect, but showed the greatest effect in the abdominal region. It didn't affect to the overall 

change of body composition.

Conclusions : The duplicate procedure of thread-embedding therapy for obesity had a  cumulative 

effect, but it depended on the treatment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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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교통의 발달과 업무의 기계화로 인해 신체 기

본 활동이 감소되고, 고칼로리의 음식 섭취로 인한 비

만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비만은 고 압, 당뇨, 

고지 증, 상동맥질환 등을 발생시키고, 심 계 

질환의 험인자이며, 사 증후군의 발생에 요한 

역할을 한다
1)
.

한방 비만치료는 지방을 이는 것뿐만 아니라 비

만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증상을 치료하여 몸을 건

강하게 하는 것으로, 비만의 근본 인 원인을 찾아 오

장육부의 기능을 조 하여 몸의 밸런스에 맞게 체 을 

감량한다. 치료법으로는 지방분해침, 이침, 한약, 매선

요법, 경피 기주요법, 경피 침주요법 등으로 다양하지

만, 최근 매선요법에 한 심이 증가되고 있다
2)
.

매선요법은  내에 이물질을 매입하여 지속

인 자극을 통해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최근 임상

에서는 경근․경피․경락 이론을 바탕으로 안면, 성

형, 주름, 탈모, 튼 살, 비만 등의 질환에 다용하고 있

다
3)
. 매선은 내분비, 신진 사, 신경계통 등을 조 하

며, 비만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機體능력도 개

선시켜 다
4)
. 매선의 가장 큰 장 은 오랜 유침으로 

인해 나타나는 질병의 치료효과로 잦은 시술을 필요

로 하지 않으며, 미용 련 시술은 보통 2∼4주 간격

으로 3회의 시술이 가능하다
2)
.

허
4)
의 연구에서는 비만증 환자에게 15일 간격으로 

총 7회 매선을 시술하 고, 최근 매선을 이용한 비만

치료는 5∼7일 간격으로 시술하는 것이 성행하고 있

으나 그에 한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자는 비만을 주소로 구한의 학교 부속

구한방병원 침구과 외래에 내원한 환자 5명을 상

으로 5∼7일 간격으로 총 3회 매선 요법을 시행하여 

약간의 지견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Ⅱ. 대상 및 방법

1. 연구 상

비만을 주소로 구한의 학교 부속 구한방병원 

침구과 외래에 내원한 환자  20∼30  여성 5명을 

상으로 하 으며, 연구 결과에 향을 미칠 수 있는 

피임약, 압약, 당뇨약, 부신피질 호르몬, 건강보조식

품 복용자는 제외하 으며, 기타 다른 비만치료와 식

이조 , 운동요법은 시행하지 않았다.  

2. 연구 방법

1) 치료 도구

매선침은 치료 부 에 따라 25G × 6cm, 25G × 

9cm의 미라큐(동방침구제작소, (주)필텍)를 사용하

으며, 에 직  매장되는 약실은 EO gas 멸균과정

을 거친 생체 분해성 합사 폴리디옥사논(삼양사, 

PDO, Polyduoxanone)으로, 체내 활동에 의해 약 한 

달 동안 녹아서 흡수된다5).

2) 치료 방법

환자는 시술 부 에 따라 복와   앙와 를 한 

상태로 편안하게 눕고, 시술자는 반드시 멸균된 장갑

과 마스크, 가 를 사용한다. 소독을 철 히 한 후 매

선침을 斜刺하여 피하 지방층에 자입하는데, 5례의 환

자 모두 지방이 집 되어 있는 상완, 복부, 허벅지에 

시술하 다.

상완은 내후측이 늘어지는 부 에 25G × 6cm 매

선을 한 측에 10개씩 시술하는데, 주 에서 견  

방향으로 자입하고, 복부는 배꼽에서 치골결합부 사

이의 늘어진 부 에 25G × 9cm의 매선을 25개 자입

하는데, 방향은 복횡근에 수평하거나 복사근의 방향

에 따라 각선으로 자침한다. 허벅지는 퇴 후면부

나 내측의 지방이 많은 부 에 25G × 9cm 매선을 한 

측당 12∼13개씩 슬 에서 고  방향으로 자입한

다
2)
.

3. 평가 방법

모든 시술은 환자  시술자의 사정에 따라 5∼7일 

간격으로 하 으며, 평가는 시술 (T0), 1차 시술 후

(T1), 2차 시술 후(T2), 3차 시술 후(T3)의 총 4차례 

결과를 5례의 평균값으로 비교하 다. 측정 시간은 결

과에 향을 미치지 않도록 처음 시술한 시간과 비슷

한 시간 에 측정하 다.

1) 신체 계측

측정 시 오차를 이기 해 환자는 호기 후 편안

하게 선 자세에서 양팔을 자연스럽게 내리고, 양발은 

10cm 정도 벌려 몸의 무게가 두 다리에 균등히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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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록 하 다. 검사자는 일정한 장력을 유지하여 

자로 수평이 되게 측정하 고, 상완 내후측은 天府穴

(LU3), 복부는 石門穴(RN5), 허벅지는 髀關穴과(ST31) 

箕門穴의(SP11) 간 을 기 으로 하 다
6)
. 

 

2) 지방층 두께 측정  

지방층 두께는 부분 비만의 평가 부 에 맞도록 설

정하여 근골격계 음 (LOGIQe, GE Healthcare, 

Germany)를 이용하여 촬 하 으며, 100픽셀을 1cm

로 기 하여, 신체 계측 시 기 이 되었던 자리에서

의 근육 내  내장 내 지방을 제외한 피하지방층 만

의 두께를 측정하 다. 

환자는 앙와 를 하고, 검사자가 복부, 허벅지, 상

완의 기 에 음  젤을 바른 후 측정하는데, 피부

를 강하게 르면 지방층이 압박되어 실제의 두께보

다 얇게 측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부의 두께가 잘 

보이는 상태로 살짝 러서 측정하 다.

3) 체성분 분석

치료 후의 생물학  변화는 기 항측정법을 

이용한 체성분분석기(Inbody 3.0, (주)바이오스페이스)

를 이용하여, 체 (Weight, kg), 체지방량(Body Fat 

Mass, kg), 체지방률(Percent Body Fat, %), 복부지

방률(Waist-Hip Ratio), BMI(Body mass index, kg/㎡)

의 결과 값을 비교하 다.

Ⅲ. 결  과

1. 신체 계측의 변화

복부와 상완은 시술 기간 동안 서서히 감소하 고, 

허벅지는 1차 시술 후 약간 증가하다가 2차 시술 후 

감소하 으며, 3차 시술 후 다시 약간 증가하 다. 각 

측정 시  간의 변화에서 복부는 1차 시술 기간 동안 

가장 한 효과를 나타냈으나, 허벅지는 시술 2차 

기간 외에는 모두 사이즈가 증가하 고, 상완은 시술 

횟수에 따라 사이즈가  감소하 다. 총 시술 기간 

동안 복부와 상완의 사이즈는 감소하 고, 허벅지는 

증가하 다(Fig. 1～3).

Fig. 1. The change of body size

Fig 2. Interval difference of 2 treatment periods 

at body size

Fig. 3. The change of abdomen

2. 지방층 두께의 변화

복부와 허벅지는 시술 기간 동안 서서히 감소하

으나 상완은 1차 시술 기간 동안만 감소하고 그 외 

시술 기간에는 서서히 증가하 다. 각 측정 시  간의 

변화에서 복부와 허벅지는 체로 시술 횟수에 따라 

지방층 두께가  감소하 으나 복부는 3차 시술 

후, 허벅지는 1차 시술 후 가장 뚜렷한 효과를 나타냈

다. 상완은 1차, 3차 시술 후에는 두께가 감소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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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he Change of Inbody

Fig. 8. Interval Difference of 2 Treatment Periods at Inbody

Fig. 4. The change of fat thickness 

Fig. 5. Interval difference of 2 treatment periods 

at fat thickness

Fig 6. The change of abdominal fat thickness

나 2차 시술 후에는 증가하 다. 총 시술 기간 동안 

복부와 허벅지는 시술 에 비해 시술 후 지방층의 

두께가 감소하 고, 상완은 증가하 다(Fig. 4～6).

3. 체성분 분석의 변화

체 , 체지방량, 체지방률, BMI는 모두 1차, 3차 시

술 후 증가하는 양상을 보 으나 2차 시술 후 감소하

고, 복부지방률은 1차 시술 후 약간 증가하여 그 후 

변화가 없었다. 각 측정시  간의 변화에서는 시술 1

차 기간 동안 체 , 체지방률, 체지방량, 복부지방률, 

BMI 모두 증가하 으나 시술 2차 기간 동안 복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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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률을 제외한 4가지 항목에서 감소를 보 고, 3차 시

술 기간에는 약간 증가하 다. 총 시술 기간 동안 체

성분 분석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

다(Fig. 7, 8).

Ⅳ. 고  찰

 사회에서는 운동 부족과 서구화된 식습  등 

생활 습 의 변화로 인해 비만이 증가하고 있다. 비만

은 심장병, 당뇨병, 고 압, 암 등의 험성을 높이므

로 극 으로 치료하고, 방  리를 해야 한다
7)
. 

한의학에서 비만의 원인은 체질, 식습 , 연령, 정

신 인 욕구불만이나 스트 스, 유  등이 있다. 한방 

비만 치료는 단순히 살을 빼는 것이 아니라 오장육부 

사이의 기능  상 계에 미치는 향을 복합 으로 

살펴보는 종합치료가 특징이다. 비만이 되는 원인은 

개인별로 원인이 다양하므로, 근본 인 원인을 찾아 

해결이 되면 체  감소와 더불어 요요 상도 어들

게 되고, 비만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성인병을 방할 

수 있으며, 미용 효과도 극 화시킬 수 있다
2)
.

한방 비만 로그램에는 지방분해침, 이침, 한약, 

식이  운동, 경피 기주요법, 경피 침주요법, 롤러 비

만 치료기, 지방 분해 음 , 복합 운동기, 주  

치료기, 부항요법, 뜸요법, 좌훈요법 등으로 다양하며, 

최근에는 매선 요법이 각 받고 있다
2)
.

매선요법은 자리나 민감한 부 에 선을 매입하

여 질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외형을 변화시켜 부

한 기능 상태를 개선하는 것이다
2)
. 인체는 기능과 구

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참석, 도인, 약, 뜸 등은 기능

을 원활하게 하여 치료하는 방법이지만, 사마천의 ≪

史記․扁鵲倉公列傳≫에 의하면 兪跗는 구조를 바꾸

어서 기능을 회복하는 ‘易形’치료를 하 고, 편작은 침

석을 경맥,  깊이의 구조에 시술하여 기능을 회복

시켰으며, ≪後漢書≫와 ≪三國志演義≫에 의하면 화

타는 실을 이용하여 피부, 근육에 시술하 다
3)
.

매선은 경락을 소통시키며 말 신경과 근육에 

양을 주고, 세포 면역력을 증강시켜 병에 한 방어 

능력을 높여주므로 신경성․내분비성․정신성․내장

기능 실조성 등의 기능질환 뿐만 아니라 내과․오

과․피부과․소아과․부인과․외과 등의 질환에 사용

되며, 최근에는 척추 질환, 신경통, 퇴행성 염, 비

만, 성형 등에 다용된다
8)
. 오랜 유침을 통해 침술효과

와 지속 인 자극 효과를 나타내는 매선은 잦은 시술

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통증 질환은 환자의 나이에 

따라 1∼2주 는 1∼3주 간격으로 재 시술을 하고, 

미용 련 시술은 보통 2∼4주 간격으로 3회 시술한

다
2)
.

최근 외모에 한 심이 증가되면서 매선요법이 

활발히 시행되고 있으나, 이 등
9)
의 연구 외에 임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고, 특히 비만치료에 한 매선 

요법의 연구는 허
4)
의 논문 이외는 무하다. 한 허

4)

의 연구에서는 비만증 환자에게 15일 간격으로 총 7

회 매선을 시술하여 환자의 95%가 치료된 보고가 있

고, 최근 임상에서 매선을 이용한 비만치료는 5∼7일 

간격으로 시술하는 것이 성행하고 있으나 그에 한 

근거가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비만을 주소로 구한의 학교 부

속 구한방병원 침구과 외래에 내원한 환자 5명을 

상으로, 5∼7일 간격으로 총 3회 매선요법을 시행하여 

지속 인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신체 계측에서는 복부와 상완의 사이즈가 시술 기

간 동안 서서히 감소하 으나 허벅지는 증가와 감소

를 반복하 다. 복부는 1차 시술 기간 동안 가장 

한 효과를 나타냈으며, 상완은 시술 횟수에 따라 사이

즈가  감소하여  효과가 있었다.

음 를 통한 지방층 두께 측정에서는 복부와 허

벅지의 지방층 두께가 시술 기간 동안 서서히 감소하

으나 상완은 1차 시술 기간 동안만 감소한 후 서서

히 증가하 다. 복부와 허벅지는 시술 횟수에 따라 지

방층 두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  효과를 

보 으며, 특히 복부는 3차 시술 후, 허벅지는 1차 시

술 후 뚜렷한 두께 감소를 나타냈다. 

체성분 분석에서는 체 , 체지방량, 체지방률, BMI 

모두 1․3차 시술 후 증가하는 양상을 보 으나, 2차 

시술 후 감소하 고, 복부지방률은 1차 시술 후 약간 

증가하여 그 후 변화가 없었다. 총 시술 기간 동안 체

성분 검사상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 다. 

지방층에 자입된 매선은 국소 으로 지방을 분해, 

배출하여 신체 사이즈와 지방층 두께를 여주며, 

 효과가 있으나 부 에 따라 다르고, 그  복부에

서 가장 뛰어난 효과를 나타냈다. 한 체성분 분석의 

결과를 통해 매선은 자입된 국소 부 에서 효과가 있

으며, 기타 다른 치료  식이, 운동요법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로 체 인 체성분 변화에는 향을 끼치

지 않았다. 그러나 복부 지방률이 증가하고 지방층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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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가 감소하는 상은 국소 근육량이 어드는 효과

에 의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차후의 연구에서는 근육

량의 측정도 면 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상인원의 수가 부족하고, 치료 효과의 

평가 척도가 객 이지 못하 던 것이 한계이지만, 

향후 매선요법을 이용한 한방 비만치료에 임상  근

거를 제공하는 선행연구로서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Ⅴ. 결  론

비만을 주소로 내원한 20∼30  여성에게 5∼7일 

간격으로 총 3회의 매선 요법을 복 시술한 결과 다

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신체 계측상 복부는 1차 시술 후 가장 뚜렷한 

효과를 나타냈고, 상완은 시술 횟수에 따라 서

서히 감소하여  효과를 보 지만, 허벅지는 

시술 기간 동안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 다.

2. 음 를 통한 지방층 두께 측정상 복부와 허벅

지는 시술 횟수에 따라  감소하여  효

과를 보 고, 상완은 1차 시술 후에만 감소하

다. 

3. 체성분 분석상 체 , 체지방량, 체지방률, BMI는 

시술 횟수에 따라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 고, 

복부지방률은 1차 시술 후 약간 증가하여 변화

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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