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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ial Letter

만성 이하선염의 치료 1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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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onic parotitis is salivary glanditis that occurs in the parotid gland, and the symptom is
swelling and pain. We would like to report a case in which a patient’s chronic parotitis was
treated by combining acupotomy therapy and herbal medicine. Treatment was intensively
applied to the Acupoint TE17 area, and it is presumed that the pressure of edema was
lowered. Future studies with more subjects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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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이하선염은 이하선에 발생한 비특이적 침샘염으로 붓

하게 하였다. 치료 부위는 좌측 경추 3번과 4번 횡돌기 및 예

고 통증이 있는 것을 기본 증상으로 잘 재발하는 특징이 있다.

풍(翳風 TE17)으로 대이개신경과 설인신경, 설하신경, 안면

만성 이하선염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진 바는 없지만 이하선에

신경을 목표로 자침하였다. 11월 5일 치료 후 증상이 20% 정

서 만드는 분비물의 양이 감소하고 그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도 호전되었고 환자는 “음식 섭취 시 침 분비되면 뻐근한 느낌

1,2)

이하선염으로 이어진다 .

이 약간 줄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귀 밑 부위의 부종은 여전

만성 이하선염은 임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질환이지만 잘

하였다. 그 후 꾸준히 증상이 완화되었고 11월 10일에는 증상

치료되지 않는 질환으로, 소염진통제, 신경보톡스 주사, 설인

의 70%정도가 호전되었으며 “음식 섭취 시 침 분비되면 뻐근

신경 시술요법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몇 몇을 제외하고는 뚜렷

한 느낌이 대부분 사라졌다”고 하였다. 다른 증상들에 비해 호

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본 의료진은 이하선

전이 느렸던 귀 밑 부종 또한 그 크기와 부어 있는 시간이 줄었

과 주변의 신경들의 연관성에 주목하여 치료를 실시하였고 그

다.

효과에 대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본 의료진은 안면신경과 설인신경이 눈물샘, 구강내 점막으

본 증례의 환자는 70세 여성으로 13년 전 좌측 이하선염 진

로 향하는 부교감 신경섬유를 포함하고 있고, 안면의 타액선을

단 후 통증과 완화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다. 좌측 이하선 부

자극하여 분비에 관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평소 타액선 도

위에 통증과 부종을 호소하였으며 “음식 섭취 시 뻐근한 느낌”

관을 통한 타액의 흐름은 타액선으로 구강내 세균의 이동을 막

이 든다고 하였다. 평소에는 지속적인 귀 밑 부위 부종과 “음식

는 자연적인 방어막이 되는데, 이 기능의 장애로 타액선 분비

섭취 시 뻐근한 느낌”이 간헐적으로 있지만 심할 때는 잠을 이

가 감소되면 세균이 타액선 도관을 타고 올라와 타액선 실질

루지 못할 정도의 통증이 있었고 통증과 부종이 심할 때 소염

에 화농성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3). 상기 신경들을 예풍(翳風

진통제를 복용하였다.

TE17)에서 자침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예풍(翳風 TE17)

2021년 11월 3일부터 11월 10일까지 총 4회에 걸쳐서 침

침치료를 실시하였고 부종부위에 염증으로 인한 압력을 낮추

치료, 약침치료, 부항치료를 실시하였고 황련해독탕정을 복용

고자 부항을 시술하였다. 그 결과 상당한 치료효과를 보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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