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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focuses on the origin and the literature of eyelid-acupuncture, nunchim therapy in Korea and its present clinical usage in 

modern Korea. The therapy is called nunchim at local area of Korea and has been transmitted as folk remedy because its real practice 

has been fallen into oblivion in the regular medical institution in modern Korea. On the contrast, some old women called nunchim-halmae, 

still know its practice and give medical therapy in a certain irregular way. While many kinds of eye clinics are prevalent in Korea, some 

patients with chronic eye diseases still go to get the nunchim therapy from nunchim-halmae. Moreover some oriental medical doctors 

have learned the therapy from nunchim-halmae and performed that medical service in their clinics in spite of absence of medical 

insurance coverage. Nunchim has unique historic origin and transmission linage in Korea, which was shed light on by this research. 

We present concise structure of the essence of nunchim therapy and 80 year old woman case of dramatic eye curing with the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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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눈침요법은 동의보감에 기록되어 있듯이 안검을 뒤집
어 삼릉침 등을 사용하여 충혈된 혈관을 걷어내는 사혈요
법의 한 분야이다.1) 동의보감 眼門 에서는 의학강목의 
내용을 인용하 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득효방, 의방유
취 등에서도 상당히 유사한 안과 질환 치료의 예를 살펴 
볼 수 있다.2) 이처럼 눈침요법은 예로부터 안과질환을 치
료하는 침술법이었을 터인데, 근간 그 실제 의료 행위는 묘
연하여3) 한의원의 의료보험제도 상에도 해당 시술은 포함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4) 

지방의 궁벽한 곳에 눈침할매라는 이름으로 눈침시술을 

하는 민간인의 존재가 민간요법 연구가의 책에 실리기도 
하고5), 실제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조사 결과 보고가 있었으
며 일부 한의사가 직접 시술을 배워 한의원에서 환자 진료

1) <東醫寶鑑 眼門> 도첩권모(倒睫拳毛) “~ 用手法 攀出內瞼向外 刺
以三稜針 出熱血”

2) <득효방> 눈물이 계속 나오고, 예막이 점점 생겨나며, 눈꺼풀이 
점점 당기고, 눈썹이 뒤집어져 눈을 뜰 수가 없고, 눈동자가 찌르
는 듯 아픈 것은 비에 풍열이 침범해서 그런 것이다. 먼저 사간산
을 복용하고 뒤에 오퇴산을 복용한다.“淚出涓涓, 瞖膜漸生, 眼皮漸
急, 睫倒難開, 瞳人如刺樣痛, 此脾受風熱. 先服瀉肝散, 後服五退散.”
<의방유취> 간(肝)에 몰린 열이 눈으로 치받아서 눈이 매우 아프
며, 검은자에 검고 동그란 것이 게의 눈 같으므로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 콩 같은 것이 있는 것은 이름이 ‘손예(損瞖)’인데 치료하기 
어렵다. 양각산을 복용하고 약을 점안한다. “肝有積熱, 上衝於目, 
令目痛甚, 當黑睛上, 生黑珠子, 如蟹之目, 以爲之名. 有如豆者, 名曰
損瞖, 難治, 宜服羚羊角散, 及點藥.”
<임원경제지 인제지 안과>에서 재인용.

3) 한방안이비인후과학. 안과편, pp64~65. 
4) 2011년판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p.520. 제14장 한방 시술(施{術) 

및 처치료(處置料) 참고
5) 김석봉. 신향토명의. pp.333~346. 한솜미디어.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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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응용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6)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눈침
요법이 오늘날도 실제적 치료의의를 되짚고 그 명맥을 되살릴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눈침요법의 문헌 근거
와 역사적 전승 과정, 시술의 효과 등을 고찰하고 현재 한의
원에서 치료를 시행한 환자의 증례 1례를 객관적 안과 검사의 
자료와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향후 눈침요법과 유사한 전승 
양식을 가진 한의학적 치료법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한의학
의 치료 역을 확장하는 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Ⅱ. 눈침요법의 문헌 고찰

1. 의학 문헌

침구학 최고의 고전인 黃帝內經 靈樞 에서는 “침으로 
치료하는 경우 울체되어 있으면 제거한다고 하여, 반드시 
유체된 혈(血)이 없어야 하니 유체된 혈이 있으면 급히 취
하여 제거하라고 했다”7)8)

동의보감의 ｢안문｣에는 “眼病無寒”이라고 하면서, “안
과의 병을 두루 살펴보면 한증은 없고 허증과 열증이 있다. 
대체로 한증은 혈을 엉기게 하여 상부로 공격하지 못해서
일 터이다.”9) 라고 하여 안질환은 대개 열과 관련이 많다
고 보았고 또 눈은 화가 원인이 아닌 경우는 병이 나지 않
는다(眼無火不病)10)고까지 하 다.

눈침 시술의 구체적 행위가 연상되는 부분은 도첩권모
(倒睫拳毛) 항에 나온다. 도첩권모는 곧 속눈썹이 거꾸로 
눈 속으로 들어간 것이다.11) 

“도첩권모는 눈이 당기고 피부가 수축된 결과이다. 대개 
안에서 잠복한 열이 공격하여 음기가 바깥으로 돌아다니게 
된 것이니, 마땅히 내열(內熱)과 화사(火邪)를 없애어 눈꺼
풀을 이완시켜주면 털이 바로서게 되고 예막(瞖膜)이 스스
로 물러난다. 수법으로 안쪽 눈꺼풀을 뒤집어서 바깥으로 향
하게 하고 삼릉침(三稜針)으로 찔러 뜨거운 피를 출혈시키
고, 왼쪽손톱으로 침봉을 움직이지 않게 하면 곧 낫는다.”12)

여기에 “수법으로 안쪽 눈꺼풀을 뒤집어서 바깥으로 향
하게 하고 삼릉침(三稜針)으로 찔러 뜨거운 피를 출혈”이라
는 부분이 곧 눈침에서 시행하는 사혈(瀉血) 시술을 가장 

근접하게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다. 물론 실제 눈침은 일회
성 사혈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혈의 덩어리를 긁어내듯 
일정한 동작을 반복하여 상당한 혈괴(血塊)를 배출하는 모
습을 보이지만 기본적 시술 형태는 동일하다. 또 여기에는 
도첩권모에 해당하는 하나의 시술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적용되는 질환은 상당히 포괄적인데, 이는 앞에서 제기한 
안질환의 기본적 병리의 특징과 함께 주목할 대목이다.

이와 관련하여 의학강목에서 예(瞖)를 다스리는 방법
을 동시에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듯하다. 안과 질환에 그저 내복약만을 전용(專用)하는 것
이 아니라, 외치법으로도 사기를 발산

시키고 빼내어야하는 치료를 선행해야 한다는 기록으로
서의 가치가 있다.

“예막(瞖膜)”이란 풍열이 거듭되어 생기거나, 반진(癍疹)
이나 두진(痘疹) 후에도 생기는데, 간기(肝氣)가 성하여 표
(表)로 나온 것이니 발산하여 제거하는 것이 좋다. 만약 도
리어 소통시키면, 사기가 안으로 축적되어 예막은 더욱 깊
어진다. 사기가 아직 정착하지 않은 것을 열예(熱瞖)라 하
고, 떠돌던 사기가 이미 자리를 잡으면 빙예(氷瞖)라 한다. 
이렇게 가라앉은 사기가 단단해져 예막으로 된 것이 함예
(陷瞖)이니, 뜨겁게 하여 발산시키는 약물로 사기를 다시 
발동시켜 예막을 떠오르게 한 다음, 예막을 없애는 약으로 
도와야 저절로 없어진다. 병이 오래된 경우는 빨리 고칠 수 
없으니 시간을 오랫동안 두고서 제거해야 한다.13)

 
2. 비의학 문헌

 
다산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의 시를 모은 <다산시

6) 한국한의학연구원. 2009. 한국침법발굴조사 
7) “用針者 宛陳則除之 必無留血 急取誅之” <황제내경>
8) 전학수, 권해경, 이시형. 추경의 사혈요법에 대한 고찰, 2010, 대

한한의정보학회지.
9) “歷考眼科之病 無寒而有虛與熱 豈寒澁血而不上攻歟” <入門>
10) “目不因火則不病” <子和>
11) 倒睫拳毛, 卽眼睫毛倒入眼中央, 是也. <東醫寶鑑>
12) 倒睫拳毛, 由目緊急․皮縮之所致也. 蓋內伏熱攻陰氣外行, 當去其內熱

幷火邪, 使眼皮緩, 則毛立, 出瞖自退. 用手法攀出, 內瞼向外, 刺以三
稜針, 出熱血, 以左爪甲, 迎住針鋒立愈. <東醫寶鑑>

13) 瞖膜者, 風熱重則有之. 或㿀痘後, 亦生瞖, 此肝氣盛, 而發在表也. 
宜發散而去之. 若反疏利, 則邪氣內蓄, 爲瞖益深. 邪氣未定, 謂之熱
瞖, 而浮邪氣已定, 謂之氷瞖, 而沈邪氣牢而瞖者, 謂之陷瞖, 當用焮
發之物, 使其邪氣再動, 瞖膜乃浮, 佐之以退瞖之藥, 而能自去也. 病
久者, 不能速效, 宜以歲月除之.<醫學綱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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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집 제5권>에 “예를 그리는 노래(憶昔行 寄惠藏)” 가 있
다.14)

여기서 “금꼬챙이로 긁어내야 병을 낫게 만든다네 (金篦
剔刮斯去疾)” 는 불교경전인 열반경에 출전이 있는 것으
로 인도에서 눈병을 치료하던 방법이었다. 금비괄목(金篦刮
目) 또는 금비척괄(金篦剔刮)의 고사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 다는 인도 양의(良醫)의 유명한 고사이다. 이와 함께 
삼국시대 위무제(魏武帝) 조조(曹操)의 눈병을 명의 화타
(華陀)가 또한 금비(金篦)로 안막(眼膜)을 긁어 치료하
다는 기록도 전해진다. 

청음 김상헌(金尙憲, 1570~1652)의 문집인 청음집(淸陰
集) 제5권 삼첩(三疊)15) 이란 제목의 시에 “흐렸던 눈, 비
를 만나 짼 것처럼 밝아졌고 / 昏膜遇篦明似刮” 와 같은 구
절은 더욱 분명하다. 개안비(開眼篦)라는 이름의 눈침 치료
도구가 있을 정도로 당시 상황을 잘 드러낸다고 하겠다.

호탕 기운 질펀하여 붓끝 아래 봄 왔기에 
/ 豪氣淋漓筆下春
초의 균 뒤를 이어 이소 지어 보려 하네 
/ 離騷肯續楚靈均
좋은 시편 꽃과 새들 수심 짓게 하 거니 
/ 佳篇已使愁花鳥
바른 논의 귀신 마음 다시 동케 할 것이리 
/ 正論還須動鬼神
흐렸던 눈 비를 만나 짼 것처럼 밝아졌고 
/ 昏膜遇篦明似刮
때묻은 맘 씻어져서 더 새로워 깨끗하네 
/ 垢心資洗淨逾新
덕 닦는 데 도움이 될 이웃 둠이 내 뜻이니 
/ 卜隣求益眞吾意
술동이를 향해 단지 앞 다투어 와야 하리 
/ 可但樽前鬪見身

학봉 김성일(金誠一, )의 문집 학봉일고 제2권 시(詩)16) 
“상사(上使)가 지은 ‘마루 앞에 우거진 풀섶을 잘라내고 지
은 율시 한 수’ 시의 운을 차운하다.”는 같은 눈병에도 신분
에 따라 다른 치료법을 쓴다는 점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무더운 오랑캐 땅 오래 있어 답답한데 
/ 炎荒鬱鬱久居夷
집 주위 두른 덩굴 먼 조망을 가로막아 
/ 繞屋藤蘿碍遠闚
산은 허리 위만 보여 푸른 기슭 안 보이고
 / 山露半腰藏翠麓
천 이랑의 대나무 밭 기이함을 잃었네
 / 竹迷千畝失瓌奇
명공께선 발운산을 가지고 있거니와 
/ 明公自有撥雲散
천한 나는 기쁘게도 개안비를 만났구나 
/ 賤子喜逢開眼篦
이 한 마음 통하고 막힘 원래 이 같나니 
/ 通塞此心元若此
누구인들 한 개의 마니주가 없으리오 
/ 何人不有一摩尼

발운산(撥雲散)17)이라는 처방은 귀하신 명공이 가져다 
쓰시고, 천한 나는 개안비(開眼篦)로 긁어내면 치료할 수 
있다는 말이다. 달리 보면 서민들이 가까이 두고 사용하는 
치료법으로 개안비만한 것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조선 시대 간찰이나 일기 등에서 선비들의 서울 과거시
험 시 눈침 치료를 잘 하는 곳을 찾는 것이 유행하 다는 
추측을 할 수 있다. 동의보감의 약 처방을 사용하기도 개안
비를 활용한 눈침시술은 조선시대 상당히 활발히 시행되었
던 것이다. 이는 오래 전부터 있어왔던 인도의 안과 시술이 
득효방 등을 통해 조선의 한의학에 들어와 동의보감에 
정착되었고, 민간 깊숙이 침투하여 널리 행해진 것으로 보
인다. 이것이 다시 일본에도 전래되기도 하 다.

이처럼 눈침요법의 문헌적 증거는 정통의서나 문집 등의 
기록으로 상당히 고증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어떤 경
위에 의해서인지 근대 이후 제도권 의료 역에서는 실제 
시술행위가 사라지고 문자로서만 기록을 볼 수 있게 되었
14) 한국고전종합DB. 다산시문집 제5권, 예를 그리는 노래. http://db. 

itkc.or.kr
15) 한국고전종합DB. 청음집 제5권. 
16) 한국고전종합DB. 학봉일고 제2권.
17) 발운산(撥雲散):　풍독(風毒)이 위로 치솟아 눈이 침침하고 예막이 

생기며, 가렵고 눈물이 많이 나오는 것을 치료한다. 시호 2냥, 강
활･방풍･감초 각 1냥. 이것을 가루내고 2돈씩 박하 달인 물이나 
찻물로 넘긴다. 혹은 썰어서 5돈을 물에 달여 복용한다.　治風毒上
攻, 目昏瞖膜, 痒痛多淚. 柴胡二兩, 羌活․防風․甘草各一兩. 右末, 每
二錢, 薄荷湯或茶淸下, 或剉, 五錢, 水煎服.　＜의학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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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궁벽한 민간에서 그 시술을 이어가며 각종 안질환에 
대한 치료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 최근에 발굴 보고
되었다.

Ⅲ. 눈침요법 민간 전승자 현황

기존의 연구 보고서와 발굴 책자의 기록, 그리고 동 상 
자료를 종합하여 민간전승자 3인의 특징을 간략히 제공하
고자 한다. 지역을 따서 동 함평 산청의 눈침할매라고 알
려져 있으므로 그대로 따른다.

1. 영동 눈침할매

1) 지역 : 충북 동군 
2) 전수자 : 추풍령 눈침할매
3) 사용도구 : 철사
4) 시술방법 : 눈꺼풀의 위, 아래를 뒤집어 침으로 사혈

을 긁어냄
5) 적응증 및 특징 : 눈꺼풀에 끼는 사혈은 근본적으로 

뇌에서 내려온다고 생각하여 두통, 안면마비, 중풍의 반신
불수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뇌에서 내려오는 사혈을 완
전히 없애려면 6개월에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
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치료 후 막힌 혈맥이 뚫려 추가
적으로 눈에 쌓 던 노폐물이 흘러나오는데, 푹 자고 아침
에 일어나 닦아내면 눈이 더욱 깨끗해지므로 저녁시간에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6) 금기사항 : 술, 돼지고기, 닭고기18) 

2. 함평 눈침할매

1) 지역 : 전라남도 함평군 
2) 전수자 : 시아버지
3) 사용도구 : 환삼덩굴
4) 시술방법 : 눈꺼풀의 위, 아래를 뒤집어 침으로 사혈

을 긁어냄
5) 특징 : 환삼덩굴(Humulus japonicus)의 까칠한 부분

을 이용하여 눈꺼풀에 끼인 사혈과 염증을 살살 긁어 걷어
내는데 시술 후 직접 조제한 가루약과 물약을 넣어준 후 

10분 정도 누워서 안정을 취하게 한다. 
6) 적응증 : 백내장, 녹내장, 근시, 원시, 난시, 안구건조

증 등의 질환 및 두통, 고혈압에도 효과가 있었다고 하며 
관절염, 간경화, 정맥류, 여드름, 심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
다고 한다. 어혈의 색깔이나 농도가 진단과 예후 판별의 관
건이 된다.19)20) 

3. 산청 눈침할매

1) 지역 : 경상남도 산청군
2) 전수자 : 본인의 생각
3) 사용도구 : 강아지풀을 소금물에 끓인 후 볕에 말린 것
4) 시술방법 : 위아래 눈꺼풀을 뒤집어 거기에 끼어있는 

나쁜 피나 핏줄기를 강아지풀을 사용하여 살살 긁어냄
5) 특징 : 만성결막염을 앓던 남편을 보고 우연히 가느

다란 풀로 눈을 따주면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감이 떠
올랐다. 해 보니 열흘 만에 눈의 핏발이 가시고 정상이 되
었다. 

6) 적응증 : 결막염, 각막염 등 각종 눈병을 치료한다. 
시술 한 후에는 물을 팔팔 끓여 식힌 후 천일염을 약간 풀
어 매일 그 물로 눈을 자주 씻는다. 중한 안질일수록 다량
의 어혈덩어리가 나온다. 

7) 제한점 : 녹내장과 백내장은 고칠 자신이 없어서 치
료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의 수련이 반드시 필요한 이와 같은 시술의 전
승이 상당히 넓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으
로 보아 그 전승에 대한 몇 가지 추론이 가능할 것이다. 여
기에 눈침요법의 전승의 문제를 짚어보기로 한다. 동 눈
침할매가 추풍령할매에게 배웠다는 것은 동 황간 추풍령 
등의 지역에 이런 종류의 침술이 꾸준히 전해 내려왔다는 
방증이 된다. 민간요법이 어떤 지역적 특성과 결합하여 전
승되며, 시술도구 역시 환삼덩굴 줄기나 강아지풀처럼 지역 
환경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재료를 선택한다는 점도 한 증
거가 된다.21) 다만 가족이나 스승의 전수 이외에 산청 눈
침할매의 경우 혼자 깨달은 셈인데 민간에서 자생한 치료
법은 이런 상황의 개연성도 상존한다. 인간의 신체에 대한 
18) 김석봉, 신향토명의, 2004, 한솜미디어
19)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 침법 발굴조사 기록지, 2008, 한국한의학

연구원
20) 김석봉, 신향토명의, 2004, 한솜미디어
21) 박경용, 한국전통의료의 민속지. pp.165~187. 2009. 경인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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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을 예민하게 유지하고 주변의 환경과의 긴 한 상호 
작용을 관찰하는 상태에서라면 문득 떠오르는 심상이 하나
의 치료 소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된다.22) 요컨대 
눈침요법의 전승의 경우 지역전승, 가족전승, 본인개발의 
세 가지로 귀결된다고 보겠다.

Ⅳ. 한의원에서의 눈침요법 시술과 증례

안과 클리닉에서 해결이 되지 않은 안과 질환이 눈침할
매의 시술로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근처에서 개업
을 한 한의사가 눈침할매의 경험을 배운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본 한의사와의 직접 발표문을 통해 저간의 상황을 
전달하는 것으로 대신하려 한다. 그 한의사의 판단은 이러
하 다.23)

“눈침은 한의학에 근거한 민간요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일
종의 사혈요법이다. 한의학과에서도 안이비인후과라는 과목
을 접하고 있지만 대부분 이론적인 내용이고 실제 침 시술
이나 치료에 대한 내용은 부족한 면이 있다. 처음 눈침을 
시술하는 장면을 보았을 때 침술이라기보다 작은 수술이었
다. 출혈이 상당히 많았고, 시술 장면이 위험해 보 다. 글
로브를 끼지 않고 시술하는 것도 염려스러웠다. 사실 대부
분의 민간요법들이 위험성을 항상 안고 있다. 그러나 민간
요법의 특징 중 하나가 시술법의 간결함에 있듯이 복잡한 
이론보다 간단한 시술을 통해 높은 효과를 내는 점이 매력
이 있었다. 거기에 접근이 편리하고 크게 비용이 들지 않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제도권 밖에서 그렇게 명맥을 유지해 온 
것 같다. 문헌적으로는 동의보감 ｢안과｣문에 “도첩권모” 
내용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동의보감에 다만 기록만으로 
존재하던 것이 현재 한의원이 아닌 민간인에 의해서 실제 
기술이 전승되어 온 것이다. 당시에 시술하시던 분 연령이 
팔십이 넘었으니 이 기술이 곧 끊어질 지도 몰라 직접 배
워서 제도권 안으로 가지고 와야겠다고 판단하 다. 처음에 
배울 때는 상당히 어려웠고, 또한 즉시 효과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통증을 적게 하면서 사혈을 했을 때라야 효과가 
났다. 이런 경험을 통하여 지금은 안정적으로 손기술이 익
숙해졌다. 눈침이라는 민간요법을 하나 접하면서 느낀 점은 
이렇게 곳곳에 흩어져 있는 민간의술을 국가적 자산으로 
보는 시각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눈침요법은 한의학적 치료

방법에 근거하고 있는 시술 방법이고, 제도권 내로 흡수했
을 때 국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이다. 중
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에 없는 우리나라에서만 전래되
어 온 유용한 안과 질환 시술법이 아닌가 생각된다.”

○ 증례 보고 : 이** 할머니 현 86세24)
상기 환자는 초진 시 남편의 부축으로 한의원 내원하

으나, 2개월 치료 후 본인 스스로 내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본인과 한의사의 진술과 진료기록부 등을 토대로 증
례를 작성하 다. 하지만 객관적 검진 데이터를 남기고 있
는 시점은 약 6년의 시차가 있어서 눈침치료의 직접적 효
과를 온전히 전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아래 언급한 안과 전문의의 의견을 참고하면, 실제
로 전신 질환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증 환자
로 보아야 한다면서 이런 환자를 드러난 증세에서만이라도 
주관적 호전을 일으킨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하
고 있다. 아래에 눈침시술 전후의 진단표와 안과 검사 결과
표를 제시한 후 진료기록부 자료를 근거로 서양의학 안과 
전문의25)가 내린 판단도 병기한다. 

눈침 시술 전
(1999.11.15)

눈침 시술 후
(2005.8.22) 

좌안 우안 좌안 우안
무수정체안 + +
각막혼탁 + - + +
포도막염 + -
녹내장 + -

노인성 백내장 + +
굴절 이상 + +
안구건조 + +

표 1. 눈침시술 전후의 진단표

22) 20세기 민중생활사. 자연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http://www. 
ichpedia.org

23) 대전 소생한의원 하승록 원장 발표. 제1회 민간요법 다학제융합연
구집담회, 한국한의학연구원. 2011. 06. 09

24) 대전시 소생한의원 진료기록부 (2000. 3.~ )
대전시 이안과 진료기록부 (1998. 11. ~ 2005. 8.) 
대전시 유성성모안과 진료기록부 (2006. 07 ~ 2011. 07) 와 본
인의 구술 내용(2011. 07)을 근거로 작성함.

25) 이준엽, 한국과학기술원 의과학대학원. 안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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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침 시술 전(1998.11.19) 눈침 시술 후(2005.8.22) 
좌안 우안 좌안 우안

안압(IOP) 14 13 13
굴절 및 조절검사 fc/20(nc)

+2.50D
0.08(0.15)

+3.50D
H.M.(N.C.)
PD:59mm 

ADD:+3.00D
0.15(nc) 

ADD:+3.00D
검 기 검사

(Retinoscope)
3.25?
+2.00  

present glass 2.50D 3.50D - -
팸검사 백내장 - - - 20/100

Refractive error - - 14

표 2. 눈침시술 전후의 안과 검사 결과표

이 환자의 경우를 요약하면 “염증에 의한 이차녹내장 환
자에 있어서 특정 시술(눈침요법) 후의 주관적 시력의 호
전 효과”이다. 이 할머니는 주관적으로 시력호전을 보 으
나, 진료기록상 할머니의 객관적인 시력 수치는 변화가 없
다. 다시 말해

1) 좌안은 finger count(fc)에서 hand motion(H.M.)으로 
부분적으로 악화되었고,

2) 우안은 최대교정시력이 0.15로 변화가 없다.
물론 시력이 변하지 않았다고 해서 할머니의 증상 호전

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녹내장 환자에서 시야검사 
결과 시야결손이 많이 호전되었다면 증상 호전에 대한 설
명이 가능하다. 그 외에도 주관적인 시력에 향을 주는 많
은 요소들이 알려져 있는데, 이 환자의 시력의 변화는 눈의 
염증의 변화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1) 할머니의 좌안에 대한 녹내장이나 포도막염 history
는 없지만 초진 시 aphakia(무수정체안)와 corneal opacity
(각막 혼탁)이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좌안도 우안처럼 염
증성 질환을 앓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에 따른 합병증으로 
백내장이 생겨 백내장 수술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왜냐하면 백내장 수술을 하지 아니하고 aphakia(무수정체
안)일 경우는 선천적으로 수정체가 없는 경우밖에 없고 이
는 극히 드문 경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할머니는 양안의 
눈에 모두 염증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2) 이렇게 양안의 염증질환을 앓는 환자는 대개 전신성 
염증성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등과 같은 면역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전신질환의 history가 이 환자에게서 매우 중요
하다.

3) 또한 눈의 증상은 전신 염증질환의 진행 정도(악화와 
호전)에 연동하여 변화할 가능성이 높고, 약물복용(특히 면

역억제제나 스테로이드제제)이 전신 면역 상태와 염증 정
도에 아주 중요한 향을 미칠 것이므로 그와 관련한 조사
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환자는 시력의 fluctuation을 보일만한 많
은 요인들을 가지고 있어,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데 

1) 염증(포도막염, 유리체염)의 호전과 악화
2) 백내장의 변화 
3) 녹내장의 호전과 악화 
4) 건성안의 호전과 악화
5) 위의 네 가지 요인 모두가 증상의 변화에 향을 미

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위의 안과 전문의의 판단처럼 이와 같은 복합적 질병이 
만성화된 상황의 환자가 여타 안과 치료에 효과를 얻지 못
하 는데, 눈침요법으로 상당한 기간 치료한 후 현재 노년
임에도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증례를 보고한다.

V. 고찰

한국 눈침요법의 문헌근거와 현재 민간전승자 실태, 그리
고 한의원에서의 임상적용례를 간략히 검토해 보았다. 눈침
요법은 안질환의 상당 종류를 다룰 수 있다고 하지만 그 
해부적 생리병리학적 연결성을 쉽게 규명하기가 쉽지 않다. 
몇몇 시술자는 뇌와의 관련성, 열이 뭉친 혈사의 제거가 혈
액순환을 촉진하는 등의 암시를 하고 있지만 상당부분은 
시술자의 경험과 주관적 이미지에 의존하고 있는 듯하다. 
환자마다 차이는 있지만 ‘혈사(血絲)’ 또는 ‘사혈(絲血)’라
고 이름하는 실처럼 가늘고 길게 연결된 어혈, 혈괴, 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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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태가 제거되는 과정에서 치료의 구체적 효과를 유추
하고 있는 것이다

눈침시술은 침이나 식물의 줄기 등을 이용하여 눈꺼풀을 
뒤집어 결막의 가장 바깥 부분을 긁어내 사혈하는 요법이
다. 상술한대로 결막에는 모세혈관이 풍부하여 작은 자극으
로도 출혈을 일으킬 수 있고, 또 재생이 빠른 특징이 있다. 

해부학적으로 결막은 안검(눈꺼풀)의 이면과 안구의 앞
면을 덮는 투명한 점막의 일종이다. 결막은 모세혈관이 풍
부한 점막하조직인데 검은자위의 각막상피도 결막 상피층
의 연속이다. 결막상피는 피부와 같이 중층편평상피이지만 
피부와는 달리 각질층을 갖지 않으며 그 표면은 눈물에 의
해 축축해지고 안구의 ‘흰자위’와 ‘검은자위’가 안검의 이면
과 마찰을 일으키거나 건조되지 않도록 보호한다.26) 

안검 내막의 모세혈관을 걷어내는 눈침요법이 어떤 작용
을 통해 구체적 질환들에 대한 치료효과를 내는지 명확하
지 않지만, 한의학적 치료기전에 의해 막힌 것을 뚫어 주고
[凝澁血] 응결된 화열을 제거하는 [眼無火不病] 의미에서 
신생혈관 형성 촉진과 양공급을 확대하여 눈의 신진대사
를 원활히 하는 효능은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이다. 

여기에 동 눈침할매의 경우사혈이 눈 주위에서만 생성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원은 뇌에 있는 것이라 하여 악성 
두통, 안면마비, 반신불수의 환자도 눈침으로 치료한 경험
이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발생학적으로도 눈은 뇌의 발달
의 연장선상에 있기도 하고, 최신 뇌질환 연구에서도 뇌신
경의 사멸 정도를 망막에서의 신경혈관결합도(neurovascular 
coupling)를 통해 예측하려는 연구도 진행 중에 있다는 점
은 여러 모로 시사하는 바가 있다.27)

 

Ⅵ. 결론

눈침요법이 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권 의
료에서는 전승의 맥이 희미해 진 데 반해 민간의 촌로들에
게서 그 형태와 기능이 맥맥히 이어져 온 것에 대한 재평
가이다. 둘째 정통의서에 그 기록이 명확하여 한의학적 치
료의 이유와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권 내 도입, 특
히 보험수가의 적용의 가능성이다. 이 두 가지의 특성은 현
재 전승자에 대한 예우와 한국한의학의 의료기술의 외연을 
넓히는 일 두 가지를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원천이다. 뿐만 

아니라 한의학적 시술 그 자체의 탄생과 전승, 변화과정 등
에 대해 현재의 공시적 시점을 넘어 통시적 시각으로 넓게 
바라볼 수 있도록 상당한 시사점을 던져 줄 수 있을 것이
다. 우리가 지향해야할 앞으로의 한의학이 대중 속에 깊이 
침투하여 국민에게 애호되는 의술로 발전하기 위해 무엇을 
더 살펴봐야 할지 다시 성찰하게 하는 계기도 될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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