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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cultivated wild ginseng pharmacopuncture and thread 
implantation therapy on abdominal obesity. These 5 subjects were selected among the patients 
who were 30 to 38 years old. We practiced combined therapy such as cultivated wild ginseng 
pharmacopuncture on 5 points of abdominal fat and thread implantation therapy on 10 points of 
abdominal fat, twice a week, totally for 2 weeks. And the other therapies and recommendations 
about nutrition and exercises were totally excluded for 2 weeks. Body weight was reduced by 1.0 
kg. Fat mass was reduced by 1.36 kg. And waist circumference was reduced by 3.98 cm. Thus it 
was acknowledged that waist partial fat could be reduced only by 2 interventions within 2 weeks. 
It could be more effective than any other combined therapy program including 10 therapy 
methods of oriental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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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비만은 심장병, 암, 당뇨병, 사망 등의 위험요인으로 추정

되고 있으며1) 비만의 위험도는 절대적인 체중의 증가가 아

니라 체지방의 상대적 분포 및 양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

로 알려져 있다2). 특히 복부 비만은 복강 내에 지방의 과잉 

축적으로 인한 내장 비만의 전형으로 피하지방에 비하여 당

뇨,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만성 성인질환의 주범으로 주목

받고 있다3). 

비만의 한방 치료에는 식이요법, 운동요법을 포함한 한

약처방, 지방분해침, 약침, 이침, 부항 등이 응용되고 있으

나4) 많은 치료방법들을 동시에 복합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이러한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가시적인 감량 효과를 보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부정

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최근 산삼, 우황, 사향, 웅담으로 구성된 산삼비만약침이 

단기간에 부분 비만을 치료하는 데 탁월하다는 실험결과가 

보고된 바 있고 매선요법이 통증을 포함하여 안면미용, 비

만에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는 바, 이 두 가지를 병행하여 부

분비만 5예를 2주간 치료해 보았다. 단기간이었음에도 불

구하고 다른 치료방법들에 비하여 유의한 효과를 얻었기에 

아래와 같이 보고하는 바이며 향후 산삼비만약침과 매선요

법을 다양하게 병행, 적용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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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stribution of Age, Body Weight, Fat Mass and Waist 
Circumference

Subject Age
Body weight 

(kg)
Fat mass 

(kg)
Waist circumference 

(cm)

1
2
3
4
5

32
30
36
38
37

65.7
52.8
62.7
54.6
65.6

26.5
17.6
18.6
17.0
23.2

92.5
84.0
87.2
86.5
93.5

Table 2. Change of Body Weight, Fat Mass and Waist Circumference

Subject
Body weight (kg) Fat mass (kg) Waist circumference (cm)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1
2
3
4
5

65.7
52.8
62.7
54.6
65.6

62.4
53.1
62.6
54.2
64.1

26.5
17.6
18.6
17.0
23.2

23.1
16.3
18.1
16.5
22.1

92.5
84.0
87.2
86.5
93.5

87.5
79.9
83.8
83.5
89.1

증례

1. 대상

2012년 1월 한달 중에 부산대학교 한방병원 비만클리닉

을 방문하여 2주간 4회의 치료를 시행한 환자 5명을 대상으

로 후향적 차트 리뷰를 실시하였다. 

2. 치료방법

1) 산삼비만약침

산삼비만약침은 대한면역약침학회 원외탕전에 의뢰한 

약침으로 5 ml 용량 단위로 포장되어 있다. 이를 1.0 ml 1회

용 insulin syringe (29G, SIR Medical Co., Seoul, Korea) 5

개에 나눠 담고 복부에 지방이 가장 많이 축적되어 있는 다

섯 부위, 즉 양쪽 천추(天樞), 석문(石門), 관원(關元), 중극

(中極)에 각각 1 ml씩 주입하였다. 

2) 매선요법

매선요법은 27G×6 cm 규격의 미라큐(Dongbang Co., 

Seoul, Korea) 매선침을 사용하여 천추(天樞)에서 신궐(神
闕) 방향으로 좌우 각각 5개씩 주입하였다. 

3) 식이 및 운동지도

별다른 식이나 운동요법에 대한 지도는 교육하지 않았으

며 환자 모두의 자율에 맡겼다. 

3. 신체 계측

1) 체중의 측정

초진 진료 시 체성분 분석기(Inbody 7.0, Biospace Co., 

Seoul, Korea)를 이용하여 체중과 체지방량, 비만도를 측정

하였고 4회 치료 경과 이후 재측정함으로써 치료 전, 후를 

비교할 수 있게 하였다. 

2) 복부 둘레의 측정

환자를 똑바로 서게 한 후 양쪽 장골능의 가장 높은 부위 

바로 위 쪽에 줄자를 대고 숨을 내쉰 상태에서 바닥과 수평

하게 측정하였다. 줄자를 사용하여 피부층의 윤곽을 따라 

밀착하여 cm 단위로 계측하였으며 계측자에 따른 오차를 

없애기 위해 동일인이 계측하였다. 

4. 대상자들의 일반 특성과 치료경과

대상자들의 평균 나이는 34.6세였고 평균 체중은 60.28 

kg, 평균 체지방량은 20.58 kg, 평균 허리둘레는 88.74 cm

였다(Table 1). 

5. 체중, 체지방량, 허리둘레의 변화

주 2회, 총 4회의 치료를 실시한 이후 평균 체중은 60.28 

kg으로 1.0 kg 감량되었고, 평균 체지방량은 20.58 kg으로 

1.36 kg 감량되었으며, 평균 허리둘레는 88.74 cm로 3.98 

cm 감소하였다(Table 2,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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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Fig. 1. Change of (A) body weight, (B) 
fat mass and (C) waist circumference.

고  찰

부분비만은 건강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미

용성형적 측면에서도 개인의 심리적 위축과 사회적 부적응

을 초래하는데, 특히 복부의 피하지방은 대사 증후군과도 

강한 상관성이 있고 인슐린 저항성과도 상관관계가 있다5). 

복부의 부분비만은 내분비적, 해부학적 요인 등으로 여

성에서 더욱 흔하게 나타나는데, 피하지방 축적이 조금만 

심해져도 림프관, 미세혈관 순환 장애가 쉽게 유발되어 피

하지방이 주머니처럼 뭉치면서 피부가 마치 오렌지 껍질

처럼 울퉁불퉁해진 상태인 셀룰라이트(cellulite)가 형성

되는데 사춘기 이후 여성의 85~98%가 어느 정도의 셀룰

라이트를 지니고 있다고 보여지며 체형 변화의 주된 원인

이 되기 때문에 부분비만의 치료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6). 

부분비만 및 셀룰라이트의 비수술적 치료로는 저주파전

침, 초음파, 고주파, 메조테라피, 엔더몰로지, 탄소피하주사 

등을 다양하게 활용해 오고 있으나 치료부위의 둘레의 감

소, 셀룰라이트의 개선 등의 단기적 효과는 있었지만 궁극

적으로 장기적 체중 감소 및 유지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경우도 많았다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7).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아름다움의 기

준이 점차 마른 체형으로 변화함에 따라 최근의 비만치료 

시장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한 체중감량의 

차원이 아니라 ‘체형관리’라고 하는 심미적인 차원으로 관

점에의 변화를 겪고 있다. 부분 비만은 성별, 개인적 lipase 

활성, 코티졸의 분비 차이, 흡연 등의 다양한 요인의 복합적

인 작용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생활교정과 더불어서 지방

분해침, 초음파, 중저주파, 고주파, 약물요법, 카복시, 엔더

몰로지 등 다양한 치료방법이 단독 혹은 병행되어 시도되고 

있다8,9). 

한방 임상에서도 상식1호10), 비기허약침11), 산양 산삼12,13), 

마황, 애엽, sweet bee venom 등의 약침14,15)을 지방이 많이 

축적되는 복부 및 허벅지 등에 주입하여 혈액 내 지질성분

을 분석한 실험적 연구 및 국소 부위의 둘레 및 지방 감소량

을 측정한 임상연구의 결과가 지속적으로 보고되어 오고 있

으나 가시적으로 허리둘레 혹은 허벅지둘레를 한정된 기간 

내에 효과적으로 감소시켰다는 연구 결과는 많지 않았다. 

특히 한방 임상에서는 복합 프로그램의 치료효과를 평가

하기 위한 증례보고16,17)가 많았으며 이럴 경우 침, 한약, 식

이지도, 물리요법 등 어느 치료방법에 의해 호전이 되었는

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맹점을 안고 있었다. 보다 간결한 그

리고 단기간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비만 치료방법의 개

발이 절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산삼비만약침은 대한면역약침학회와 한방비만학회의 공

동연구에 의해 제품으로 출시되어 부분 비만에 활발하게 적

용되고 있는 약침으로 산삼, 우황, 사향, 웅담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삼은 신체의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효과가 있고 사향은 가장 방향성이 뛰어난 물질 중

의 하나로 지방세포의 분해를 촉진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18) 향후 이 약침의 효능, 활성에 대한 연구

는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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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선요법은 혈위 약실자입요법으로도 불리는데, 한의학

의 경락학설과 침구요법이 결합된 치료법으로 경부염좌, 요

추추간판탈출증, 생리통, 비염, 비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질환에 적용될 수 있으나19) 치료재료의 안전성 논란으로 대

중화되지 못하고 있다가 ‘폴리디옥사논봉합사’라는 명칭으

로 2010년 12월 10일 식약청(현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

기 4등급 품목허가를 받음으로써 임상적 적용이 폭발적으

로 늘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로 부분 비만에 단기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산삼비만약침과 지방 분해 효과를 지속시켜 준다고 알려져 

있는 매선요법의 최소 용량을, 최단기간에 적용하였을 때 

임상적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측정하기 위하여 

30~38세 52.8~65.7 kg 여성 5명을 대상으로 주 2회, 총 4

회 기본 치료를 실시해 보았다. 그 결과 체중은 1.0 kg, 체지

방량은 1.36 kg, 허리둘레는 3.98 cm 감소하였다. 약물치

료, 식이운동지도를 배제하였다는 점, 2주일이라는 짧은 치

료기간의 변화라는 점, 환자들이 실제로 느끼는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변화가 크다는 점 등이 특징이었다. 체중이나 체

지방량이 전신적인 상태에 대한 측정치인 데 반하여 허리둘

레는 부분적인 비만상태에 대한 측정치이다. 체중, 체지방

량이 각각 1.0, 1.36 kg 감량되는 데 그쳤음에도 허리둘레

가 4 cm 가까이 감소한 양상은 산삼비만약침과 매선요법의 

결합이 부분적인 피하지방의 분해에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으며 다양한 치료방법들을 통한 1

개월 이상의 치료 효과와 비교해 보더라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10여 가지 치료를 병행한 1개월 치료프로그램에

서 평균 체지방 4 kg를 감량한 증례보고20)나 한약복용과 전

기침으로 6주만에 5.5 kg를 감량시킨 증례보고21)에 비하여 

더 유의한가 혹은 더 우수한가에 대한 객관적 평가에는 어

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나 피하지방으로 의학적 혹은 미

용적 문제를 겪는 부분 비만 환자들에게 단기간에 효과적으

로 적용시킬 수 있는 치료방법으로 산삼비만약침과 매선요

법의 병행이 탁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혈액검사 등의 소

견을 동반한 증례 보고가 아니므로 복부 비만과 관련된 질

병의 예방 및 치료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향

후 더 많은 수의 증례보고와 기존 한방 치료와의 비교를 통

한 임상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요  약

5명의 복부비만 환자에게 산삼비만약침과 매선요법을 병

행하여 주 2회, 총 4회 치료를 실시한 결과 체지방 1.36 kg, 

허리둘레 3.98 cm 감소하였다. 산삼비만약침과 매선은 부

분비만에 대한 치료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

후 개별 치료효과에 대한 판정, 혈액검사를 통한 치료효과

의 확인, 안전한 치료용량에 대한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생

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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