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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apy on Scalp Acu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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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is study was to report the effect of catgut-embedding therapy on scalp acupoints in stroke patients with 

hemiparesis. 

Methods : Three stroke patients with hemiparesis were treated by catgut -embedding therapy on scalp acupoints twice a 
week. After three weeks, the score of manual muscle test (MMT) and modified Barthel index (MBI) were improved compared 
with the first examination. 

Results and Conclusions : After the treatment, MMT and MBI score improved in all three patients. These results 
showed that catgut-embedding therapy on scalp acupoints is possible to be effective for treating hemiparesis in stroke patients, 
and further studies should be conducted to provide more valuable information. 

Key words : scalp acupoint, catgut-embedding therapy, needle-embedding therapy, hemiparesis, stroke

Ⅰ. 서 론

풍은 우리나라 3  사망원인 에 하나로 뇌

의 순환장애로 인해 국소 인 신경학  결손

을 나타내는 뇌 질환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人

事不省, 手足癱瘓, 口顔喎斜, 語蹇澁, 偏身痲木 

등의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병증이다1,2. 풍은 그 

발병자체가 치명 일 뿐만 아니라 생존자에게도 

심각한 신체 , 정신  후유증을 남기므로 보다 체

계 이고 장기 인 재활치료가 필요하다3. 그 에

서도 편마비는 풍 이후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공통  성결손으로, 풍은 사회에 있어서 

만성장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4
.
 

풍 후 마비

를 치료하기 한 한의학 인 치료법은 약물요법, 

침구요법, 물리요법, 추나요법  각종 재활치료 

가 시도되고 있으며
2 
최근에는 풍후유증으로서의 

마비에 한 새로운 치료법들이 개발되고 있다
5,6
. 

頭鍼療法은 頭皮鍼療法이라고도 하며 頭部에 刺鍼

하여 신질병을 치료하는 新鍼療法으로 한의학의 

刺鍼療法과 서양의학의 추신경계의 뇌피질 기

능정 의 이론을 결합시켜 발병한 부 에 해당하는 

頭皮 相應區에 刺鍼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법

이다
7,8
. 국에서는 두침요법을 임상에 활용하여 

많은 유의한 결과를 얻고 있으며,  등
9 
은 두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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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매선요법을 이용하여 풍 후 실어증 치료에 

유효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보고하 고, 국내에서도 

백 등
10
이 연하장애를 동반한 풍환자에게 두침과 

침을 시행하여 유효한 결과를 보고한 경우가 있다.

埋線療法은 인체에 무해한 약실을 자극원으로 

하여 穴位나 일부 통증과 질병을 일으키는 부  

는 민감한 부 에 刺入하는 방법으로, 약실의 지

속  留鍼효과로 인체 내의 방어수단을 유도하고, 

피부, 근육,  등의 조직에 존재하는 치료 반응

을 자극하여 말  수용기에 생긴 흥분을 신경

추에 달, 생체조직을 정상화 하려는 활동을 증

시키는 자생치료법이다
7,11

. 인체에 무해하고 안 성

이 충분히 검증된 의료용 실을 사용하는 경우 생

체 조직에서의 이상반응이 은 안 한 방법이기 

때문에 매선요법은 장기간의 留鍼을 필요로 하는 

제반 질환에 사용가능하며
7,11

, 한 안면신경 마비
12
, 안면주름이나 피부미용

13
, 비만치료

14
, 한방성형

15
 

등에 한 연구들 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본 자는 두침경  매선치료가 풍후유

증으로 인한 마비환자에게 용한 연구 사례가 국

내외 으로 드물고, 두침과 매선의 장 을 결합한 

두침경  매선요법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

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Ⅱ. 연구 상  방법

1. 연구 상

2012년 6월부터 2012년 11월 까지 우석  부속 

한방병원 내과 입원환자  뇌졸  진단을 받은 

환자  일측의 운동기능 장애를 가진 3인을 상

으로 두침경  매선치료를 심으로 한방치료를 

시행하 다. 풍치료의 특성상 빠른 시간 내에 치

료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이 있어, 4주 이상 지속

인 치료가 가능한 환자를 상으로 선정하 다. 

2. 연구 방법

 매선 시술에는 국내에서는 chromic으로 만든 

외과 수술용 실이 주로 사용되는데, 이는 흔히 말

하는 녹는 실로, 인체에 무해하고 부작용이 거의 

없으며, 시술 후 일상생활이 바로 가능하다. 매선

자입기로 자입을 하고 자입기를 빼면 매선이 체내

에 남게 되고, 체외로 매선이 나오는 경우 남은 것

을 가 로 잘라주면 된다. 시술 에는 환부를 청

결하게 소독하고 멸균 러 와 마스크를 끼고 하

여야 하며, 가 를 소독된 가 를 써서 2차 감염을 

방하여야 한다
11
.

본 연구에는 polydioxanone 재질의 의료용 녹는 

합사를 원료로 제조된 29 G 30 mm(Thread 30 mm) 

(  메디텍제조) 사용하여 마비된 측의 側 運

動區를 측정, 運動區의 상부 1/5지 인 下肢 軀幹 

運動區와, 간 2/5지 인 上肢運動區, 하부 2/5지

인 顔面運動區에 각각 매선침을 자입하 다(Fig. 1).

Fig. 1. Catgut-embedding therapy on scalp acupoints 
on stroke patient’s head.

 

본 연구에 응용한 두침 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運動區 역으로 환자 증상에 따라 左右 選用하 다. 

운동구 역은 前後正中線(眉間에서 枕外粗隆起點을 

縱으로 連結한 假像線)과 眉枕線(眉毛中心點上線과 

枕外粗隆起點을 橫으로 연결한 直線)의 두 가상선을 

확정하여 前後正中線의 심에서 後方으로 0.5 cm

을 上點으로 하고 眉枕線과 側髮際前線이 相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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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을 下點으로 하여 직선으로 연결한 선이다. 이 

직선의 上 1/5이 下肢  體幹 運動區이고 中 2/5가 

上肢運動區 下 2/5가 顔面運動區(혹 語1구)인데 

頭鍼의 運動區는 大腦皮質層의 中央前回의 기능이 

頭部表面에 반사된 구역으로 이 구역에 자극을 부여

하면 반 측 지체의 운동장애를 치료하는 효능이 있

고 치료작용도 中央前區의 기능분포와 상응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運動區 上 1/5의 主治는 반

측 下肢의 운동기 질환, , 근육질환등 반 측 

下肢癱瘓을 주로 치료하고,  2/5 의 主治는 반 측 

上肢의 운동기 질환, , 신경통질환 등 반 측 上

肢癱瘓을, 하 2/5의 主治는 반 측 中樞性 顔面神經

麻痺, 運動性 失語, 流涎, 발음장애 등을 주로 치료하

며, 同側의 顔面神經麻痺와 眼球疼痛에 활용된다
7,8,16

.

3. 평가도구

1) Modified Barthel Index(MBI)

Barthel과 Mahoney(1965)가 개발한 Barthel Index

를 Shah 등(1989)이 수정, 보완하여 도입한 일

상생활 평가 도구로서 일상생활 동작을 10개의 

세부 항목으로 나 고 도움의 정도에 따라 5단

계로 수화 하고 있으며 총 은 100 이다. 특

히 다른 평가 도구에 비해 평가의 편리함, 높은 

정확성, 일 성, 민감도, 그리고 통계 처리의 용

이함 등으로 리 사용되며 자조 활동과 운동성

에 한 훈련시 지표가 되고 있다.

2) Manual Muscle Testing(MMT)

도수  근육 검사법으로 각각의 근육이 력 

 역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에 항하는 힘의 정도

를 측정하는 과정을 통해 사용 가능한 근력을 알

아내어 치료의 baseline을 제공하며 근력 약화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해 미치는 향을 알기 

해 사용한다. 한 환자의 능력 한도에서 가능한 

작업을 선택하며 치료의 효과성을 평가하는데 효

과 이다(Table 1).

Grade Value Movement

0 Zero Complete lack of muscle contraction

1 Trace Slight contraction, but no visible movement of body part detected

2- Poor- Moves through partial range in horizontal plane

2 Poor Moves through complete range in horizontal plane

2+ Poor+
Moves through 50% of motion or less in antigravity position, or holds against resistance 
in gravity-eliminated position (horizontal plane)

3- Fair-
Sags from test position or only moves through partial range of motion against gravity
(>50% of motion)

3 Fair Holds test position against gravity but tolerates no additional pressure

3+ Fair+ Withstands slight pressure

4 Good Withstands moderate pressure

5 Normal Withstands strong pressure in test position 

Table 1. Manual Muscle Test Grade.

Ⅲ. 증 례

<증례 Ⅰ>

1. 환 자 : 남, 71세

2. 진단명 : Lt. basal ganglia infarction 

3. 주소증

우반신마비 상하지 Gr 0, 손발목의 굴신  기

립 보행 불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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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병일 : 2012년 6월 6일 

5. 과거력 

 1) 선천  청각장애, 언어장애 

 2) 2010년 9월 15일 낙상으로 인한 두개골 로 입

원치료.

 3) 2012년 6월 뇌경색 발생 후 고 압약 복용 .

6. 병력

71세 남자환자로 선천 인 청각장애로 의사소통

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특이한 과거력이 없던 분

으로 2012년 6월 6일 갑작스런 우반신마비 증상 

발생으로 타병원 Brain MRI 상 뇌경색증 진단 

받아 성기 처치 받으신 분으로 보다 극 인 

한방치료 받고자 2012년 6월 14일 본원 한방내

과 입원하 다. 

7. 검사소견

 1) Chest X-ray : normal 

 2) 액검사

  (1) RBC 4.12 HPF (-) 

(정상범  4.50~6 HPF )

  (2) HDL-Cholesterol 71 mg/dL (+) 

(정상범  35-70 mg/dL )

그 외 normal.

  (3) Brain MRI(Fig. 2)

Fig. 2. Brain MRI finding of case 1.

Axial DW image demonstrates a single focus of 
high intensity in the left ganglia.

8. 치 료

 1) 두침경  매선치료 : 최  2012년 7월 9일, 마

비된 측의 側인 左側 運動區의 上 1/5지 인 

下肢 軀幹 運動區와, 中 2/5지 인 上肢運動區, 

下 2/5지 인 顔面運動區에 각각 3-5개의 매선

침을 刺入하 다. 매주 2회씩 3주간 시행하

으며, 이후 2012년 7월 25일 종료 시까지 총 6

회의 치료를 실시.

 2) 기타치료 : 中風七處穴 주로 配穴하여 1일 1

회로 침구 치료 시행하 으며, 환자 상태에 따

라 변증하여 淸神解語湯加減, 補陽還五湯加減, 

養化二四湯加味 등의 처방을 투여함.

 3) 물리치료 : 기자극치료(electrical stimulation 

therapy, EST)  수기치료 주 5회 실시함.

9. 치료경과(Table 2, 3)(Fig. 3, 4)

Test Before Tx. After Tx.

Personal hygiene 0 1

Bathing self 0 1

Feeding 0 2

Toilet 0 2

Stair climbing 0 2

Dressing 2 2

Bowel control 10 10

Bladder control 10 10

Ambulation 3 3

Or wheelchair 0 3

Chair/bedtransfers 3 8

Total 28 46

Table 2. Changes of MBI Score-Case 1.

6/14
(Admission)

7/9 7/11 7/16 7/18 7/23 7/25

Upper 
limb

0 0 0 1 2- 2- 2-

Lower
limb

0 1 2- 2- 2 2+ 2+

Table 3. Changes of MMT Grade-C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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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s of modified Barthel index(MBI) score.

Fig. 4. Changes of manual muscle testing(MMT) 

grade.

* X axis means number of treatment, Y axis 
means MMT grade.

<증례 Ⅱ>

1. 환  자 : 여, 80세

2. 진단명 : 뇌경색증

3. 주소증

 1) 우반신마비 : 상지 Gr 1, 수지의 미약한 굴신 

가능, 하지 Gr 0, 기립  보행 불가.

 2) 구음장애 : 의사소통 가능하나 어 함. 

 3) 연하장애 : 간헐  사  호소. 

4. 발병일 : 2012 년 8월 17일

5. 과거력 

 1) 5-6년  심장수술, 스텐트 삽입술

 2) 고 압

 3) 심장질환 

6. 병력

상기환자는 여환으로 2012년 8월 17일 뇌경색증 

발생하여 타병원에서 성기 처치 후 극 인 

한방 치료를 받고자 8월 21일 본원 내과 입원하

다. 

7. 검사소견

 1) 액검사

  (1) Hct - 34.3 % (-) 

(정상범  40-54 % )

  (2) AST - 53 U/L (+)

(정상범  0-35 U/L )

그 외 normal.

  (3) Brain MRI(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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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Brain MRI finding of case 2.

Axial DW image demonstrates a single focus of 
high intensity in the left pons.

8. 치료내용

 1) 두침경  매선치료 : 2012년 8월 24일 처음 두

침경  매선치료를 시행하여 역시 주 2회 3주

간 동일한 방법으로 총 6회 치료 시행. 

 2) 기타치료 : 中風七處穴 주로 配穴하여 1일 1

회로 침구 치료 시행하 으며, 환자 상태에 따

라 변증하여 星香正氣散, 氣活血湯 등의 처

방 투여함.

 3) 물리치료 : 기자극치료(EST)  수기치료 

주 5회 실시함.

9. 치료 경과(Table 4, 5)(Fig. 3, 4)

Test Before Tx. After Tx.

Personal hygiene 1 4

Bathing self 1 3

Feeding 2 5

Toilet 2 5

Stair climbing 0 5

Dressing 2 5

Bowel control 10 10

Bladder control 10 10

Ambulation 3 8

Or wheelchair 0 - 

Chair/bedtransfers 3 12

Total 34 67

Table 4. Changes of MBI Score-Case 2.

8/21
(Admission)

8/24 8/27 8/29 9/3 9/5 9/7

Upper
limb

1 1 1 2- 2- 3- 3-

Lower
limb

0 0 1 2- 2+ 3- 3+

Table 5. Changes of MMT Grade-Case 2.

<증례 Ⅲ>

1. 환  자 : 여, 69세

2. 진단명 : 뇌경색증 

3. 주소증

 1) 좌반신마비 상하지 Gr 1, 손발목의 굴신  기

립 보행 불가 상태

 2) 좌반신마목, 손발가락 말단의 림 증상

 3) 도뇨  삽입

4. 발병일 : 2012년 9월 29일

5. 과거력 : 2005년경부터 고 압약 복용

6. 병력

69세 여자환자로 2012년 9월 29일 갑작스런 좌

반신마비 증상 발생으로 타병원 Brain MRI 상 

뇌경색증 진단 받아 성기 처치 받으신 분으로 

보다 극 인 한방치료 받고자 2012년 10월 4

일 본원 한방내과 입원하 다. 

7. 검사소견

 1) Chest X-ray : normal

 2) 액검사

  (1) Granulocyte 77.0 %(정상범  43.0~76.0%)

  (2) Triglyceride 184 mg/dL( 35~165 mg/dL)

Total Protein 5.8 g/dL(6.3-8.5 g/dL)

Albumin 3.4 g/dL(3.5~5.3 g/dL)

AST 40 U/L(0~35 U/L)

ALT 47 U/L(0~45 U/L)

그 외 WNL.

8. 치  료

 1) 두침경  매선치료 : 2012년 10월 8일 처음 두

침경  매선치료를 시행하여 우측의 각각 운

동구 역에 주 2회 3주간 동일한 방법으로 총 



두침경  매선요법을 이용한 풍 편마비 환자 치험 3례

318

6회 치료 시행.

 2) 기타치료 : 中風七處穴 주로 配穴하여 1일 1

회로 침구 치료 시행하 으며, 환자 상태에 따

라 변증하여 陰人 藿香正氣散, 陰人 八物

君子湯加味 등의 처방 투여함.

 3) 물리치료 : 기자극치료(EST)  수기치료 

주 5회 실시함.

9. 치료경과(Table 6, 7)(Fig. 3, 4)

Test Before Tx. After Tx.

Personal hygiene 1 3

Bathing self 1 1

Feeding 2 5

Toilet 0 2

Stair climbing 0 2

Dressing 2 2

Bowel control 10 10

Bladder control 2 10

Ambulation 3 3

Or wheelchair 1 3

Chair/bedtransfers 3 8

Total 28 49

Table 6. Changes of MBI Score-Case 3.

10/4
(Admission)

10
/8

10
/10

10
/15

10
/17

10
/22

10
/24

Upper
limb

1 1 1 1 2- 2- 2+

Lower
limb

1 1 1 2- 2 2+ 2+

Table 7. Changes of MMT Grade-Case 3.

Ⅳ. 고찰  결론

頭鍼療法은 頭皮鍼療法이라고도 하며, 頭部에 

刺鍼하여 신질병을 치료하는 새로운 鍼法으로 

韓醫學의 刺鍼療法과 추신경계의 뇌피질 機能

定位의 이론을 결합시켜 발병한 부 에 해당하는 

頭皮 相應區에 刺鍼하여 신체 相應區의 운동·지각 

 기능을 개선시키고 회복시키는 새로운 치료법

의 하나이다
7,8
. 

두침을 임상에 활용한 근거는 한의학 이론에 

“頭  精明之府”, “五臟六腑精氣 皆上升於頭”라 하

으니 이는 五臟六腑의 精明之氣가 頭部에 모이

니 頭腦가 생명의 근원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한 “頭爲 諸陽之  諸經皆歸於腦”에 근거하여 

頭部의 腦髓는 氣血, 臟腑, 經脈과 한 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頭部가 全身, 四肢百

節의 總領일뿐만 아니라 인체의 각 장부기 과도 

직 인 계가 있기 때문에 頭部刺鍼이 경락과 

신경계통을 조 하고 나아가 장부에도 향을 미

쳐 氣血을 순행시킴으로써 病을 치료하게 된다. 이

러한 頭鍼療法은 그 치료 작용과 특히 腦原性 질

병 등에 특수한 효과가 있음을 알아낸 후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8,10,17

.

매선요법은 매장요법이라고도 하며, catgut- 

embedding therapy
18
라고 한다. 국내의 일부 논문

에서 매선요법을 needle-embedding therapy 는 

thread-embedding therapy 등으로 표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는 매선이 아닌 埋鍼療法을 지

칭하며, 후자는 공식 인 표 은 아니다. 매선요법

은 특별히 고안된 기구를 사용하여 내에 어떤 

이물을 매입하고, 그 이물을 이용하여 자극을 

지속 으로 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침 치료법의 하

나로
19
 매장물의 물리, 화학  자극뿐만 아니라 

에 한 자극 시작을 최 한 연장하여 치료 효

과를 증 시키는데 목 이 있다
20
. 즉, 매선을 질환 

치료의 응부 에 주입하여 지속 인 留鍼이 되

게 하여 인체 내에 숨어있는 방어수단을 유도하고 

인체 조직에 무수히 존재하고 있는 치료 반응 을 

자극함으로써 병리상태의 생체조직을 정상화하려

는 활동이 증 되어 체내의 자생력으로 치유하게 

되는 치료법인 것이다
11
. 실제 임상에서는 체내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실이 녹는 polydioxanone 재질

의 chromic catgut을 주로 활용하며, 자극량을 유지

하기 해서 주기 으로 반복 시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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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帝內經⋅靈樞⋅終始篇≫을 보면 “久病 , 邪

氣入深, 刺此病  深入而久留之, 間日而復刺之, 必

先調氣左右 去其血脈
21
”라고 하여, 만성병의 경우 

병정이 깊으므로 더 깊고 오랜 留鍼을 필요로 한

다고 서술하 다. 따라서 매입된 실이 녹는 동안 

자극을 지속 으로 유지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닌 

매선요법을 응용한다면 邪氣가 깊이 있거나, 시일

이 오래된 질환을 치료하는데 효과 일 수 있다고 

단된다
15
. 따라서 매선요법은 장기간의 留鍼을 필

요로 하는 제반 질환에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하며
11
, 최근 임상가들 사이에서 경락, 경근, 경피 이론

을 바탕으로 주름, 탈모 등의 피부미용  성형의 

방법으로 응용되고 있으며
15,22

, 침구학 교과서에서

도 매선요법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7
. 

최근 편마비를 비롯한 풍 후유증의 재활 치료

에서 침의 효과가 메타분석을 통해서 입증되고 있

다
23
. 아울러 일반 인 체침 치료와 두침 치료를 복

합하거나, 두침 치료 단독으로 풍 마비의 재활에 

활용하는 임상 연구도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다
24-26

. 

이러한 시 에서 일반 인 체침 치료와 비교하여 

1회 시술의 자극량은 약할 수 있지만, 체내에서 녹

는 합사를 경  부 에 삽입하기 때문에, 수일간 

지속 인 자극을  수 있는 장 이 있다. 따라서 

두침매선요법은 기존의 두침 치료의 효과와 비교

하여, 부가 인 치료법(additional therapy) 는 

보조 요법(adjuvant therapy)으로서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원리로 

매선 자극이 풍 후유증 마비 질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으나, 두침매선 요법을 

풍 마비에 활용한 연구는 국내외 으로 드문 실

정이다. 

이에 본 자는 頭鍼의 運動區 역에 매선요법

을 통한 지속  留鍼 자극이 풍 후유증으로 인

한 편마비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

하여 본원 입원환자를 상으로 두침경  매선요

법을 시도해보았다. 

본 증례 1의 환자는 2012년 6월 6일 뇌경색증 발

병, 2012년 6월 14일 본원 입원당시 우측 상하지 

Gr 0 상태로 이후 약 한달 간 지속 인 한방 약물, 

침구, 물리치료를 시행하 으나 운동기능에 별다른 

호 이 없는 상태 다. 치료를 시작한 2012년 7월 

9일경에도 보호자의 도움 없이는 기 인 일상생

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上下肢의 뚜렷한 근육의 움

직임이 찰되지 않는 상태 다. 주 2회 좌측의 上

肢, 下肢, 顔面 運動區에 각각 3~5개의 매선을 刺

入하고, 시술 후 변화 찰을 해 MMT를 측정해 

기록하 다. 시술 2회시까지 상지의 움직임에는 큰 

변화가 보이지 않았으나 하지는 2회 시술 후부터 

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左右로 움직임이 가능하

고, 치료 종료 후에는 상지 Gr 2-, 하지 Gr 2+ 

로 근력회복이 나타났으며, MBI 측정결과 치료  

총  28 에서 치료 후 총  46 으로 여 히 보호

자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기는 하나 침상이동이

나 부축보행이 가능할 정도로 호 을 보 다. 

증례 2의 경우 2012년 8월 17일 뇌경색증 발생, 

2012년 8월 21일 본원 입원당시 우측 편마비와 연

하장애를 호소하 던 분으로, 연하장애는 심하지 

않았으나 우측 편마비의 경우 수지의 미약한 근수

축 이외에 움직임이 없는 상태 다. 증례 1과 동일

한 방법으로 주 2회 좌측 운동구 역에 매선 刺入 

치료를 시행, 경과를 찰한 결과, 2번째 시술 후부

터 우측 하지 근육에 움직임이 찰되었고, 3번째 

시술 후부터 우측 상하지 모두 력이 없는 상태

에서 좌우로 움직임이 가능하 으며, 치료 종료 후 

상지 Gr 3-, 하지 Gr 3+로 근력향상되었고, MBI 

총  34 에서 67 으로 불완 하기는 하나 스스

로 수 질을 하거나 부축보행을 하는 등 증례 1의 

환자와 비교했을 때 좀 더 뚜렷하고 빠른 호 을 

보 다.

증례 3의 경우 2012년 9월 29일 뇌경색증 발생, 

2012년 10월 4일 본원 입원 당시 좌측 편마비와 좌

반신 감각이상, 배뇨감각실조로 인한 도뇨  삽

인 상태로 좌측 상하지 근육의 미약한 근육의 

움직임만 찰되며, 기립  보행이 불가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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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방법으로 주 2회 우측 운동구 역에 매선 

刺入 치료를 시행, 시술 2회까지 별다른 변화를 보

이지 않았으나 시술 3회 후 실시한 근력평가에서 

좌측 足指와 足關節의 움직임  좌우로의 움직임

이 가능하 으며, 치료 종료 후 좌측 상하지 Gr 

2+ 로 근력이 호 되었고 MBI 총  역시 치료  

28 에서 치료 후 49 으로 호 을 보 다.

이상 치료 3례에서 볼 때 두침경  매선요법 시

행 후 회복 속도나 회복 정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부분 치료 후 풍 후유증으로 인한 편마비에 

호 양상을 보 다. 특히 증례 1의 경우 약 한 달

간 침구치료  재활치료를 시행하 음에도 호

이 없는 상태 으나 두침경  매선치료 이후 에 

띄는 근력 향상을 보 다. 이 증례만을 가지고 두

침경  매선치료의 효과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매선 치료의 특징인 자극의 지속효과에 기인한 것

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頭鍼 運動領域區에 

매선 刺入을 통한 지속 인 留鍼 자극이 풍 후

유증으로 인한 편마비에 유효한 치료효과를 끼쳤

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그 상 환자수가 3례로 임상  의의를 가질 만큼 

충분하지 못하 고, 조군과의 비교연구가 이루어

지지 못한 이 한계 으로 남았다. 한 두침경  

매선요법 이외의 다른 치료를 병행하여 치료한 결

과를 찰한 것으로 두침경  매선요법의 단일 효

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이 있다. 따라서 앞

으로 본 연구의 한계 을 감안하여 무처치 조군

에 한 비교  기존의 서양의학 표  치료와의 

비교, 체침 치료를 포함하는 침 치료를 비롯한 기

타 통 인 한의학 치료와의 비교, 두침 치료만을 

활용한 경우 등에 한 비교 임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이와 같은 에서 향후 두침경

 매선요법의 유효성 평가에 한 다양하고 지속

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두침경  매선요법을 

통해 풍 후유증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한 체계 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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