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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ial Letter

초음파 영상기기 활용을 통한 침치료 발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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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acupuncture is a therapeutic technique that has been used in the field for a long
time, the anatomical location of acupuncture stimulation is still unknown. Re-cently, with
the development of ultrasound-guided diagnosis/treatment technology, re-search results
to improve the safety and effectiveness of various invasive procedures such as pharmacupuncture and acupotomy using real-time images in Korean medicine as well as ultrasound-guided drug injection and biopsy in modern medicine were published. In par-ticular,
the development of magnetic field-based visualization technology for acupuncture, which
has been difficult to observe in ultrasound images, will enable more accurate and easier
information on the anatomical tissue that is actually stimulated during oriental acupuncture.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an important turning point in the development
of anatomical structure based 3D acupuncture, away from the existing body surface marking based 2D acupun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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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술은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 외부에서 물리적 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한중일 3국은 물론 전 세계 침구학 교재의 reference로 사

극을 인가하는 물리적 치료 방법으로 참침(鑱鍼), 원침(圓鍼),
시침(鍉鍼), 봉침(鋒鍼), 피침(鈹鍼), 호침(毫鍼), 장침(長鍼), 대
침(大鍼), 원리침(圓利鍼) 등 다양한 형태의 금속성 도구를 사용

용되는 『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 in

하여 기육을 찌르거나, 베거나, 맛사지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학 교재에서 역시 경혈의 체표 표지에 대한 위치와, 경혈 주변

질병을 치료하는 한의학 특유의 치료기술이다. 현대에는 이러

의 해부학적 조직 및, 손상에 주의해야 할 해부학적 조직은 언

한 침을 기본으로 도침(刀鍼)이나 매선침(埋線鍼), 약침(藥鍼)등

급되어 있으나, 정작 실제 자극해야 할 조직에 대한 정보는 기

새로운 침 치료 도구가 개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의학의

술되어 있지 않다10,11).

치료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이러한 침치료의 효과의
1,2)

the Western Pacific Region』9)은 물론 한국과 중국의 경혈

이러한 취혈의 해부학적 자극 대상에 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과학적 원리를 규명하기 위해 침치료 전후의 뇌 MRI반응 , 침

이준무 등은 『영추』, 『침구경험방』, 『침구대성』, 『의학입문』등

치료 효과 전달을 위한 신경 생리학적 기전3-5), 침 시술부위의

에 기록된 취혈 방법에 대한 연구를 통해 취혈의 방법은 ‘골도

6,7)

8)

물리적 변형 , 및 다양한 생물학적, 화학적 기전연구 등 많은

분촌’을 통한 체표표지와 ‘절순문안’을 통한 피하의 해부학적 특

연구결과들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침치료 연구에 있

징에 대한 탐색과정이 결합된 것이라고 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한

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침 치료의 ‘자극대상’ 즉 ‘혈위’ 자체에

객관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12). 특히 이러한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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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문안과 관련된 혈위에 대한 설명인 함중(陷中), 동맥응수(動

음파가 한의계의 침 시술의 안전성과 정확성에 기여 가능함이

脈應手), 완완중(宛宛中) 등의 표기는 모두 피하 구조물에 대한

보고되고 있으며, 치료 효과와 관련해서는 정승목 등이 보고

촉감적 묘사로 골도분촌을 통해 개괄적으로 탐색한 위치에서

한 동결견 연구16), 안태석등이 보고한 늑골골절연구17), 박정욱

정확한 피하 구조물을 탐색해야 함을 시사한다 할 수 있다.

등이 보고한 교통사고후 급성요통 연구 등18)에서 임상적 효능

그러나 이러한 피하구조물에 대한 촉감 기반의 탐색은 많은

을 확인하였다고 보고 하였고, 김성하등은 총비골신경 마비에

훈련을 요하는 것으로 침 시술에 대한 숙련도의 편차를 야기하

서 초음파 유도하 도침치료 효과19)를, Ding 등은 슬관절염에

는 요인이 되어 왔음은 물론, 학습 방법이 대면 전승에 의한 스

서 초음파 유도하 도침시술의 임상 효과를 보고 하는 등 초음

승과 제자사이의 도제식 교육으로만 가능하다는 한계를 낳으

파 영상 가이드의 한의 임상에서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며, 침 시술후 효과의 부재가 ‘선혈’의 문제인지 ‘취혈’의 문제

(Table 2).

인지 알 수 없게 만드는 문제를 낳기도 한다.

특히 추홍민등은 견정혈과 폐첨간의 안전 자침 거리에 대한

의료영상 기술은 100여년 전 뢴트겐에 의해 X-ray가 발견

초음파 연구를 통해 환자의 자세는 물론 호흡 상태에 안전 자

되면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CT, MRI, 초음파 등의 개발을 통

침 깊이가 변화함을 보여 의료사고 방지에 실시간 초음파 영상

해 인체를 3D로 관찰할 수 있는 기술이 보급되어 현대의학에

의 중요성을 제시하였으며(Fig. 1), 한의학연구원에서는 원광대

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중 초음파는 상대적으로 가볍고 설

학교 경혈학교실과 함께 『고위험 부위 초음파 유도하 자침 핸

치장소에 제약이 없으며, 방사선 노출 등에 의한 부작용이 없

드북』을 발간하고 전국 한의과대학에 배포하여 위험도가 높은

는 안전한 의료영상 기술로 기존의 단순 영상진단을 넘어 최

목, 가슴 부위등의 경혈에 초음파를 활용한 안전한 침 시술 교

근에는 초음파 유도하 생검술, Needle injection, pulsed

육 기반을 제공함은 물론, 초음파 영상에서 잘 보이지 않는 침

radiofrequency (PRF) stimulation 등 다양한 실시간 영상

을 시각화 하기 위해 ‘자기장 추적 기술’을 침의 진행 경로를 초

기반의 시술 가이드 목적으로 그 활용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음파 영상에 합성하는 기술을 통해 그동안 침의 얇은 굵기로 인

(Table 1).

해 초음파에서 관찰이 어려웠던 침첨의 위치 및 침 진행 경로에

한의 침시술과 관련하여서도 이러한 초음파 유도하 중재술

대한 시각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Fig. 2).

과 관련한 논문들이 다수 발표되고 있는데 특히 초음파 시술을

침 시술은 그동안 손 끝 감각을 상상하고, 이를 관련된 해부

위한 시술 정확성과 관련해서 David Allen은 실시간 초음파

학 지식에 빗대어 추정하는 형태로 전승되어 왔으며, 또 시술

영상의 활용이 정지영상에 비해 시술 정확도가 더 높았다고 보

되어 왔다. 이는 그동안 한의사가 활용하기에 적절한 실시간

13)

고하였으며 , Chen 등은 초음파 교육 훈련이 GB21경혈 침

영상 장비의 부재로 인한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최근 초음파

시술시 기흉 합병증을 피하는데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하여 초

유도하 진단/치료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한의 침 시술에서도

음파의 활용이 침 시술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제고하는데 기여

실시간 영상 활용이 가능한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이제 그 한

한다고 하였으며[14], 김종욱 등은 견통혈의 정확한 자침에 걸

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연구결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리는 시간이 초음파 이용시 대조군(151.54±48.59)에 비해 실

이러한 초음파 유도하 진단/치료 기술의 활용은 기존의 손

험군(86.69±37.17)에서 약 42.8%가 감소하여 보다 짧은 시

끝 감각에 의존한 취혈에 비해 안전성과 정확성이 현저하게 향

간에 정확한 시술이 가능하였다고 보고 하는 등15) 실시간 초

상됨은 물론, 침 자극 대상에 대한 해부학적 정보와 치료 효과

Table 1. Expansion of ultrasound using area
Classification

Diagnosis

Intervention-Drug injection

Intervention-Physical Stimulation

행위

초음파 유도하 생검술(utrasound
guided biopsy)

초음파 유도하 약물 주사(Ultrasound guided
injection; cortisone, hyaluronic acid, and
platelet-rich plasma (PRP), nerve block,
etc.

초음파 유도하 시술(Ultrasound guided
stimulation; dry needling, pulsed
radiofrequency (PRF) stimulation, 후관절
자극술)

Table 2. Expanding the scope of application of ultrasound in Korean medicine
Classification
행위

Diagnosis
경혈부위 고위험 해부학 조직(장기,
혈관 등) 및 타겟 시술 부위(인대,
신경 등) 탐지13-15)

Intervention-Drug injection
초음파 유도하 약침(Ultrasound guided
pharmacopuncture; 봉약침, 소염약침,
자하거약침 등)16-18)

Intervention-Physical Stimulation
초음파 유도하 시술(Ultrasound guided
stimulation; 도침, 등)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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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최대흡기(MI), 최대호기(ME)에 따른 견정혈(GB21)의 안전 자침 심도변화(Figure is adapted from Change of Safe Needling Depth
at Acupoint GB21 according to Posture and Breathing. 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By Chu H. et al.
(2018). Copywrite by Hindawi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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