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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aimed to compare the effects of Zusanli and nonacupoint electroacupuncture stimulation on ultrasonographic 

gastric emptying and vital signs in eight healthy participants. Gastric emptying and its rate of change were analyzed to search 
for correlation with physical characteristics such as body mass index (BMI), sternocostal angle, and abdominal wall thickness.

Methods: Eight healthy participants with no gastrointestinal disorders were enrolled in this study. Each participant went 
through three abdominal sonographies for gastric emptying assessment. At the second and third visits, participants received 
Zusanli and nonacupoint electroacupuncture stimulation in a random order. During the study period, we examined the BMI, 
sternocostal angle, and abdominal wall thickness of all participants. Vital signs (blood pressure, heart rate, and temperature) 
were also examined before and after the electroacupuncture stimulation.

Results: Electroacupuncture stimulation at Zusanli significantly improved gastric emptying when compared to nonacupoint 
stimulation. Gastric emptying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BMI, sternocostal angle, and abdominal wall thickness, but 
this correlation was statistically insignificant. The improvement rate of gastric emptying by Zusanli electroacupuncture 
stimulation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BMI and sternocostal angle an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abdominal wall 
thickness. However, such results were also statistically insignificant. Among vital signs, only heart rate showed a significant 
decrease according to Zusanli electroacupuncture stimulation.

Conclusions: A significant effect of Zusanli electroacupuncture was confirmed through ultrasonographic gastric emptying in 
healthy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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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기능성소화불량(Functional dyspepsia, FD)은 기

질 인 질환 없이 상복부 통증, 팽만감, 조기 만복

감, 포만감 등의 장  증상이 반복되는 임상 증

후군으로, 련 증상의 만성화로 인하여 삶의 질이 

하되는 경향이 높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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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불량증의 치료 수단  하나인 침 치료는 

다양한 장  증상에 해 그 효과가 보고되었다
2
. 

Gastrin 농도를 감소시켜 스트 스성 궤양 발생을 

억제시키고
3
 gastric migrating myoelectrical complex 

(MMC)를 향상시키는 등4 사람과 동물의 장 계

에 작용하는 기 에 한 다수의 연구가 있다. 이 

가운데 장  증상에 빈용되는 경 의 하나인 

족삼리(足三里, ST36)는 足陽明胃經 상에 치하

여 理脾胃, 和腸消滯, 剛健脾胃하는 효능이 있다5-7. 

세계에서의 유병률이 약 25%로 추정되는
8
 기

능성소화불량 환자의 약 30-80%에서 배출과 

련된 운동 이상이 찰된다는 보고가 있는데
9
,  

운동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내압검사, 도검

사, 삽 법 외에 비침습 인 검사법으로 내용물

의 배출 시간을 측정하여 장의 운동성을 평가하

는 복부 음  검사가 있다
10
.

재까지 복부 음  검사를 통해 침 치료의 효

과를 조사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11-13

. 이 연구

에서 기능성소화불량 환자에게 침 치료를 일정 기간 

시행했을 때 장운동 진제나 비경  침 치료에 

비하여 음 로 측정한 배출능이 유의하게 개선

되는 효과가 보고한 바 있다. 더불어 건강인에게 

침 치료를 시행하여 도검사(Electrogastrography, 

EGG)
14
나 삽 법을 통해 생리  효과를 찰한 연

구가 있었다15. 반면 건강인을 상으로 족삼리에 

일반 침 치료를 시행했을 때 배출능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가 보고된 바 있지만13, 건강

한 사람에 한 족삼리 침 자극의 생리  효과

를 복부 음 로 평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된 바

가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복부 음  검사로 측정된 

배출능 값을 통하여 건강인에 한 족삼리 침 

자극의 효과를 비교하 고, 배출능  변화율과 

건강인의 생체 특성(BMI, 흉늑각, 복벽 두께) 간

의 상 계를 분석하여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이

를 바탕으로 복부 음  검사를 한의학  치료 

후 평가  경과 찰에 용할 수 있는 임상  활

용 실례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 상자  연구 방법

1. 연구 상자

본 연구는 2017년 5월 1일부터 2017년 7월 31일

까지 경희 학교 한방병원 장소화내과를 통해 

모집하 으며, 모집 공고문을 통해 등록된 연구 

상자  선정  제외기 (Table 1)에 합한 건강

인 8명을 상으로 한 비연구이다. 모든 연구 

상자는 연구 담당자로부터 연구 목   방법과 

상되는 잠재  험과 이익 등에 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발 으로 동의서를 작성한 이후에 

침 치료  검사에 응하 다. 연구 상자는 약 15일 

간의 연구 기간 동안 평소와 같은 일반 인 식생

활을 유지하도록 지도 받았다.

본 연구는 의학연구윤리에 한 헬싱키 선언을 

수하 으며, 경희 학교 한방병원 임상시험심사

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

(IRB No. KOMCIRB-170317-HR-007)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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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sion criteria

1. 만 19세 이상 50세 미만의 남녀
2. 평소 장  증상을 호소하지 않으며 장  질환  수술 병력이 없고, 소화불량을 야기할만한 기질

인 질환(당뇨 등)을 진단받지 않은 자
3. BMI 수치(kg/m2)가 19~25인 자
4. 말하기, 읽기, 쓰기 등 한국어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는 자
5. 임상시험동의서에 서면으로 동의한 자

Exclusion criteria

1. 악성 종양, 장기부 , 소화궤양, 장 마비 등과 같은 심각한 기질  질환 는 정신과  병력이 있는 자
2. 장 에 향을 주는 약물(PPI, H2수용체 차단제, 제산제, 장 운동 진제, 항우울제, 항불안제, 항생제, 

NSAIDs 등)  한약 복용자 , 연구 시작  7일부터 연구 종료시까지 약물 복용을 단할 수 없는 자
3. 가임기 여성의 경우 임신 테스트기 상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자
4. 통원 불가하며, 기타 신체 인 문제로 약 1시간 동안의 치료  검사 시행이 불가능한 자
5. 기타 연구담당자가 부 합하다고 단하는 자

Table 1. Inclusion and Exclusion Criteria

2. 연구 방법

1) 연구 진행 과정

연구 상자는 세 번의 방문에 걸쳐 총 두 번의 

침 치료와 세 번의 복부 음  검사를 받았다. 첫 

번째 방문일에는 복부 음  검사만 단일 시행하

여 배출능의 기본값(baseline)을 평가하 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문일에는 족삼리 침 자극(3 Hz, 

30 min)과 이와 조 치료로 비경 (양 완의 

외측) 침 자극(3 Hz, 30 min)이 각각 시행되었는

데, 그 순서는 첫 번째 방문일에 연구 담당자가 난

수표를 이용해 무작  배정한 결과에 근거하 다. 

복부 음  검사는 30분 동안의 침 자극이 완료

된 직후 이어서 시행되었다. 만일의 치료 첩 효

과를 방지하지 해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문일 

사이 최소 7일 간의 wash-out 기간을 두었다(Fig. 1).

모든 처치와 검사는 경희 학교 한방병원 장

소화내과 외래 진료실에서 시행되었으며, 일정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된 조용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

졌다.

Fig. 1. Study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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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상자 기 조사

체 연구 상자 8명의 성별, 연령(년), 신장

(cm)  체 (kg),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kg/m
2
), 소화불량 호소 여부, 과거력  

병력, 수술력, 약물 사용력, 음주력, 흡연력 등을 설

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 다.

3) 족삼리 침 자극

본 연구는 足陽明胃經에 치한 족삼리와 조 

처치인 비경 (Sham acupoint)을 상으로 하 으

며, 침 치료방법은 STRICTA(Standards for Reporting 

Interventions in Clinical Trials of Acupuncture) 

기 에 따라 시행하 다(Table 2)
16,17

.

사용된 족삼리의 는 WHO 침구경 부  국

제표 에 근거하여, “슬개  앞쪽면, 무릎인 의 가

쪽 오목한 곳(犢鼻, ST35)과 발목 앞쪽면, 발목

 앞면 앙부 , 긴엄지폄근힘 과 긴발가락폄근

힘  사이 오목한 곳(解谿, ST41)을 연결하는 구

간의 몸쪽 16분의 3 지 으로 앞정강근 ”에서 취

하 다. 비경 은 선행연구
15
를 참고하여 소화

기 질환에 다용되는 치료 이 거의 분포하지 않는 

완(팔의 팔꿈치와 손목 사이의 부분) 가쪽면 상

에서 팔꿈치와 손목을 연결하는 구간의 3분의 1 지

으로 하 다.

매 치료 후로 활력 징후( 압, 심박수, 체온)

를 측정하 다.

Intervention Description

Acupuncture
rationale

- 한의학  이론을 바탕으로 足陽明胃經의 六腑下合穴인 족삼리를 선

Needling
details

- 직경 0.25 mm, 길이 40 mm인 stainless-steel 호침((주)동방메디컬, CHINA)을 사용
- 양측 족삼리와 침 연결을 한 족삼리 아래 1 cm 떨어진 지 , 총 4부 에 약 1 cm
의 깊이로 자침한 후 상자가 뻐근한 득기감을 느끼는 것을 확인

- 침기((주)굿 , GP-302N, KOREA)를 이용하여 통증을 처음 느끼는 역치 자극의 1.2
배 강도로 3 Hz로 30분간 시행

17

Treatment
regimen

- 최소 7일 간격으로 족삼리 1회/비경  1회 자침  침 자극 시행

Cointerventions - 약 15일 간의 연구 기간 동안 평소와 같은 일반 인 식생활을 유지하도록 지도

Practitioner
background

- 한민국 한의사자격증을 취득하 으며, 2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가진 경희 학교 한방
병원 문수련의에 의해 이루어짐

Control
intervention

- 조 치료로 완 가쪽면 비경 (Sham acupoint)을 선정하여 동일한 자침  침 
자극 1회 시행

Table 2. Details of the Intervention in the Study

4) 복부 음  검사를 이용한 배출능 측정

음 로 측정된  정부 단면 (cross-sectional 

area of antrum, CSA of antrum)과  내용물의 

체 용  간에 유의한 선형 상 계를 보인다는 

선행연구와 비연구18-20에 근거하여, 복부 음  

검사를 이용하여 배출능을 측정하 다. 연구에 사

용된 음  기기는 LOGIQ P5(GE Medical Systems, 

USA)이며 4 MHz Convex probe를 사용하 다. 연

구 상자가 우측 측와  자세로 운 상태에서 

연구자가 probe를 시상면(sigittal plane)으로 잡고

(Fig. 2) 동맥이나 하 정맥과 상장간동맥 는 

정맥이 나타나는 심와부를 심으로  정부를 

찾아서 횡단면의 단면 을 측정하 다(Fig. 3). 선

행연구와 비연구18를 통해서 일 된 측정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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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 고, probe를 복면에 수

직으로 한 상태에서 선명한 타원형의 횡단면 

상을 포착하기 해 probe를 기울이는 것을 모든 

상자에 해 동일하게 시행하 다. 이 때 벽 

체의 두께 한 포함하여 serosa부터 serosa까지

의 거리를 측정하 다. 단면 을 구하는 공식은 아

래와 같다.

CSA(cm2)=(AP(cm)×CC(cm)×π)/4

(AP : Antero-Posterior diameter, CC : Cranio 

Caudal diameter)

이후 아래의 공식을 이용하여  정부의 단면

 값을 통해 의 체 용 을 계산하 다.

GV(ml)=27.0+14.6×right-lateral CSA(cm2)-1.28 

×age(yr) (GV : Gastric Volume)

따라서 공복 시의  용 을 먼  측정하고 검

사 음료 복용 후 가 최 로 확장될 때의 용 을 

구하 으며, 구한 값들을 통해  용 이 식후 최

  용 과 공복시 최소 용  차의 반이 되는 

시 인 반감기(T1/2)를 주 결과값으로 측정하 다.

복부 음  검사를 시행하기  연구 상자들

에게 최소 3일 동안 장  운동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복용을 하도록 지시하 으며 여성의 

경우 월경 후 일주일은 피하여 검사일을 정했다10. 

검사는 날 자정부터 식한 상태에서 시행되었다.

복부 음  검사는 매 방문마다 시행하 는데, 

공복시에 측정하고 사과 주스(500 ml, 224 kcal)를 

복용한 후 첫 30분 동안은 10분 간격, 다음 30분 동

안은 15분 간격으로 단면 을 측정했다. 연구 상

자는 검사 간 무리한 운동과 수면을 제외한 일

상 인 활동을 하도록 안내 받았다. 매 검사 후

로 활력 징후( 압, 심박수, 체온)를 측정하 다.

Fig. 2. The position of the ultrasonography probe 
in healthy participant to acquire the cross- 
sectional area (CSA) of gastric antrum.

Participants were asked to be in a right lateral 
decubitus posture.

L

P

SMA

Ao

A

Fig. 3. A typical sonographic image of the cross- 
sectional area (CSA) of gastric antrum 
containing 500 ml of apple juice.

A : antrum, L : liver, P : Pancreas, Ao : Aorta, 
SMA : superior mesenteric artery

5) 흉늑각(sterno-costal angle) 측정

흉늑각 측정은 세 번의 방문 기간  첫 방문시 

1회 이루어졌다. 연구 상자가 앙와  자세로 

운 상태에서 검사자는 상자의 복부를 양쪽 손가

락 끝으로 지하면서 양쪽 늑연골 경계선을 따라 

그려지는 가상의 연장선이 체간 median line 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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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만나는 교 인 상부 꼭지  1개와, 양측 쇄골의 

 각각에서 수직으로 내려와 늑연골의 경계선

과 만나는 하부 꼭지  2개를 설정하 다. 세 을 

연결했을 때 만들어지는 가상의 삼각형의 세 변을 

자로 측정하 다21.

가상의 삼각형의 상부 꼭지 을 A, 하부 두 

꼭지 을 각각 B, C로 명하고 각 과 마주보

는 변을 변a, 변b, 변c로 설정했을 때, 흉늑각인 ∠A

의 cos 값을 아래의 공식을 통해 구하 다(Fig. 4). 

cos∠A=
b2+c2-a2

2bc

이후 MicrosoftⓇ ExcelⓇ 2013 로그램의 DEGREES 

(ACOS) 함수를 이용하여 ∠A의 값을 계산했다
22
.

Fig. 4. The position of participant to acquire the 
sterno-costal angle (SCA) in thoracic cage.

6) 복부 의 복벽 평균 두께 측정

복벽 두께의 측정은 세 번의 방문 기간  첫 

방문시 1회 이루어졌다. 연구 상자가 앙와  자

세로 운 상태에서 검사자는 상자의 복부를 손

가락 끝으로 지하면서 WHO 침구경 부  국제

표 에 근거하여 완(中脘, CV12), 상완(上脘, CV13), 

양측 양문(梁門, ST12) 를 찾아 표시하 다. 

이후 LOGIQ P5(GE Medical Systems, USA)의 11 

MHz Linear probe를 횡단면(transverse plane)으로 

잡고 각 의 피부와 수직으로 완 히 착되는 

정도의 압력을 유지하 다. 해당 가 화면 앙

에 포착되면(Fig. 5)
22
, 피부의 최외층인 진피층과 

복강의 최외층인 복막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 고 

MicrosoftⓇ ExcelⓇ 2013 로그램의 AVERAGE 

함수를 이용하여 측정된 네 지 의 두께 값들의 평

균을 구했다.

Fig. 5. A typical sonographic image of the transverse 
plane of abdominal wall of Zhongwan (CV12).

White arrow heads : skin (epidermis and dermis), 
double arrow : fat of subcutaneous layer, dotted 
double arrow : preperitoneal fat, open arrows 
heads : peritoneum, gap of plus signs : the thickness 
of abdominal wall, LA : linea alba, RA : rectus 
abdominalis

3.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는 Median과 Interquartile range으로 

표기하 다. 침 자극 후로 나타나는 배출능과 

활력 징후( 압, 심박수, 체온)의 변화는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이용하 고, BMI, 흉늑각, 복벽

의 평균 두께와 배출능  배출능 변화량 간의 

상 계는 Spearman’s rank correlation analysis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유의수 은 p-value<0.05로 

하 으며, 연구 자료의 통계처리  분석은 PASW 

Statistics 18(SPSS Inc., Chicago, IL, USA) 로그

램을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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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1. 연구 상자 특성

모집된 8명의 건강인  남성은 4명(50%), 여성

은 4명(50%)으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동일했다. 

연구 상자의 연령 앙값은 만 27세 다. BMI의 

경우 앙값 21.5 kg/m
2
로 나타났으며, 모든 상

자가 과거부터 재까지 장  질환을 진단 받았

거나 장기간 치료받은 병력  약물 복용력 없이 

소화불량을 호소하고 있지 않았다. 

2. 침 자극 후 배출능 비교

1) T1/2(반감기) 값과 상 값 비교

족삼리 침 자극을 시행했을 때 반감기는 baseline

보다 약 7.2분 감소하는 변화가 있었지만, 비경  

침 자극시에는 baseline과 차이가 없었다(Table 3). 

그 비는 각각 0.6799와 1.032로 나타나(p=0.0156), 

족삼리 침 자극이 비경  침 자극보다 배

출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able 4)(Fig. 6).

Participant No. Sex Age
T1/2 (min)

Baseline Sham acupoint ST36

1 M 26 20.8 21.8 15.9

2 M 28 25.8 31.0 13.5

3 M 27 21.7 20.0 13.6

4 M 27 21.7 21.3 14.6

5 F 25 24.3 25.4 15.7

6 F 27 24.6 33.4 31.0

7 F 28 32.9 29.4 22.5

8 F 26 18.0 18.3 19.5

Median 23.0 23.6 15.8

Interquartile range 21.0 to 25.5 20.3 to 30.6 13.9 to 21.8
T1/2 : half-life of gastric volume

Table 3. T1/2 Values Measured by Ultrasonography in 8 Healthy Participants

Rate of T1/2

Sham acupoint ST36 p

Median 1.032 0.6799 0.0156*

Interquartile
range

0.9366 to 1.164 0.6322 to 1.002

T1/2 : half-life of gastric volume
p-value is calculated by Wilcoxon signed rank test.
* :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p<0.05)

Table 4. Comparison of the Rates of T1/2 Value 
Measured by Ultrasonography between 
Sham Acupoint and ST36 Treatments

Fig. 6. Comparison of the rates of T1/2 value between 
sham acupoint and ST36 trea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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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간별 배출 속도 비교

음 로 측정된 식후 최   용 에 한 시

간별 용  백분율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 는 Fig. 

7과 같으며( 앙값), 검사식(사과 주스) 섭취 후 

10분 동안의 기울기가 족삼리 침 자극 후에 조  

더 가 른 양상을 보 다. 그 기울기는 기본 상태, 

비경  침 자극, 족삼리 침 자극시 각각 

-6.9, -6.9, -12.6(%/분)으로 족삼리 침 자극 후의 

배출 속도가 2배 정도 더 빠르게 나타났다.

Fig. 7. The plot of the gastric emptying curves 
by ultrasonography.

Each value illustrates median of 8 participants. 
Y axis illustrates the percent of gastric volume 
at each time against maximal volume.

3. 생체 특성과 배출능의 상 성

BMI와 배출능은 등 음  선형 상 계를 

가지고 있으며(rho=-0.577), 통계 으로는 유의하

지 않았다(p=0.134). 설명력은 24.3%로 나타났다.

흉늑각과 배출능은 약한 음  선형 상 계

를 가지고 있으며(rho=-0.275), 통계 으로는 유의

하지 않았다(p=0.509). 설명력은 16.9%로 나타났다.

복벽두께과 배출능은 등 음  선형 상

계를 가지고 있으며(rho=-0.311), 통계 으로는 유

의하지 않았다(p=0.453). 설명력은 12.7%로 나타

났다(Table 5).

이를 요약하면, 건강인의 BMI가 높을수록, 흉늑

각의 각도가 넓을수록, 복벽의 평균 두께가 두꺼울

수록 배출능이 우세한 경향을 보 으나,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T1/2

r p

BMI (kg/m2) 0.577 0.134

SCA (˚) 0.275 0.509

TAA (mm) 0.311 0.453
T1/2 : half-life of gastric volume, BMI : body mass index, 
SCA : sterno-costal angle, TAA : thickness of abdominal 
wall of abdominal acupoints
p-value is calculated by Spearman's correlation test.
r : Spearman's rank correlation coefficient

Table 5.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T1/2 Value 
Measured by Ultrasonography and Body 
Mass Index, Sterno-Costal Angle and 
Thickness of Abdominal Wall of Abdominal 
Acupoints

4. 생체 특성과 배출능 변화율의 상 성

BMI와 변화율은 약한 양  선형 상 계를 가

지고 있으며(rho=0.220), 통계 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p=0.601). 설명력은 7.9%로 나타났다.

흉늑각과 변화율은 등 양  선형 상 계를 

가지고 있으며(rho=0.381), 통계 으로는 유의하지 

않다(p=0.352). 설명력은 0.3%로 나타났다.

복벽 두께와 변화율은 약한 음  선형 상 계

를 가지고 있으며(rho=-0.119), 통계 으로는 유의

하지 않았다(p=0.779). 설명력은 19.1%로 나타났

다(Table 6).

이를 요약하면, 건강인의 BMI가 높을수록, 흉늑

각의 각도가 넓을수록, 복벽의 평균 두께가 얇을수

록 족삼리 침 자극의 효과가 우세한 경향을 보

으나,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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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tion rate of T1/2

r p

BMI (kg/m2) 0.220 0.601

SCA (˚) 0.381 0.352

TAA (mm) -0.119 0.779
T1/2 : half-life of gastric volume, BMI : body mass 
index, SCA : sterno-costal angle, TAA : thickness of 
abdominal wall of abdominal acupoints
p-value is calculated by Spearman's correlation test.
r : Spearman's rank correlation coefficient

Table 6.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the Variation 
Rate of T1/2 Value Measured by Ultrasonography 
and Body Mass Index, Sterno-Costal 
Angle and Thickness of Abdominal Wall 
of Abdominal Acupoints

5. 침 자극 후 활력 징후의 변화

침 자극 후로 수축기 압(sBP)과 이완기 

압(dBP) 모두 정상 범  내에 존재했다. 족삼리 

침 자극 후에 수축기 압과 이완기 압이 모

두 하강하는 경향을 보 으나, 통계 으로 유의미

하지는 않았다.

침 자극 후로 심박수(HR)과 체온(BT) 모

두 정상 범  내에 존재했다. 족삼리 침 자극 후

에 심박수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하강하는 변

화를 보 다(p=0.0408)(Table 7).

Vital sign
Sham acupoint ST36

Before After p Before After p

sBP

  Median 121.00 120.50 0.6721 125.00 121.50 0.6875

  Interquartile range 106.75 to 127.75 115.00 to 123.00 111.00 to 127.50 114.00 to 126.50

dBP

  Median 69.00 72.50 0.5730 77.00 71.50 1.0000 

  Interquartile range 64.25 to 84.00 68.25 to 77.25 64.25 to 81.25 66.00 to 77.50

HR

  Median 85.00 76.50 0.0781 74.00 73.50 0.0408*

  Interquartile range 66.75 to 95.25 64.25 to 83.50 66.00 to 95.00 59.50 to 93.00

BT

  Median 36.50 36.60 0.1471 36.45 36.55 0.2878 

  Interquartile range 36.43 to 36.58 36.50 to 36.70  36.30 to 36.68 36.43 to 36.68  
sBP : systolic blood pressure, dBP : diastolic blood pressure, HR : heart rate, BT : body temperature
p-value is calculated by Wilcoxon signed rank test.
* :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p<0.05)

Table 7. Comparisons of the Vital Sign Values (Systolic Blood Pressure, Diastolic Blood Pressure, Heart 
Rate and Body Temperature) Checked before and after the Treatment between Sham Acupoint 
and ST36 Treatment

Ⅳ. 고 찰

침 치료는 장  질환에 해 효과가 신속하게 

발 되고 경구 투여에 의한 증상의 악화를 유발하

지 않는다는 에서 임상  활용성이 높다. 장  

질환에 한 침 치료의 효과에 해 보고한 연구

에서 상복부 불편감, 식후 포만감, 트림, 작열감과 

같은 기능성소화불량의 다양한 증상들을 개선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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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효과가 증명되었으며2, 실험용 쥐를 상으로 

경 에 해 침 자극을 시행했을 때 gastrin 농도

를 감소시켜 스트 스궤양 발생을 억제시키는 효

과가 보고된 바 있다
3
.

침 치료가 장  질환에 용되는 기 에 해

서는, Jin 등
23
이 비수(脾兪, BL20), 족삼리와 내

(內關, PC6)의 침 자극이 사람에서 sham feeding

에 의한 산 분비와 개에서 식사 섭취로 분비된 

산 분비를 억제시킨다는 것을 보 고, Qian 등24

은 족삼리와 내  침이 개에서 gastric migrating 

myoelectrical complex(MMC)를 향상시킨다고 하

다. Shiotani 등
14
은 사람에서 도검사를 이용

하여 gastric MMC를 평가했을 때 족삼리와 내  

침이 각 측정 항목값에 미치는 향이 상반된다

는 을 근거로, 기능성 장  질환을 치료함에 

있어 한 선 의 요성에 해 언 하 다. 

그 에서도 장  질환에 다용되는 경 인 족

삼리는 足陽明胃經의 六腑下合穴로 理脾胃, 調中

氣, 和腸消滯, 通調經絡氣血, 剛健脾胃의 효능이 있

고, 穴性은 調理脾胃, 調氣血, 扶正倍元, 祛邪防病

이며 소화기질환, 운동기질환, 그리고 피부질환 등

을 치료할 수 있다
5-7
.

족삼리는 손상된  서 ,  수송능  지연된 

배출능을 향상시키고 gastric MCC를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25-28, 만성 장병, 복창, 설사, 

식욕부진 등의 소화기계 각종 질환에 활용되고 있

다. 족삼리가 家兎의 평균 운동량29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이 보고되었고, 장
30
은 족삼리의 장기

 자극이 근  경 인 양릉천(陽陵泉, GB34)과 비

교했을 때 정상 白鼠의  gastrin 농도를 유의미

하게 감소시키기 때문에 족삼리를 장  질환에 

특이 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한편 배출과 련된 운동 이상은 기능성소화

불량(Functional dyspepsia, FD) 환자의 약 30-80%

에서 련된다는 보고가 있으며9, 이는 원인이 분명

한 기질 인 질환 없이 반복 인 장  증상(상

복부 통증, 팽만감, 조기 만복감, 포만감, 오심, 구

토 등)이 동반되는 임상 증후군을 말한다31. 기능성

소화불량의 유병률은 세계에서 약 25%로 추정

되는 흔한 질환이다8.

이러한 장  질환과 계가 깊은 장의 운동

성을 평가하기 해서는 내압검사, 도검사, 

바륨, 방사선 동 원소를 이용한 방사선학  방법, 

표지자를 이용하여 내용물의 이동상황을 측정하

는 방법, 삽 법, 음  검사 등을 이용할 수 있

다. 내압검사나 도검사는 결과와 임상 증상

간의 연 성이 낮고 보편 이지 못하며 침습 인 

단 이 있어 임상에서 잘 시행되지 않는다32. 방사

선동 원소를 이용한 배출 검사인 신티그래피 

역시 장비가 보편 이지 않고 방사선 피폭에 한 

환자들의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으며, 검사 결과와 

증상과의 연 성이 낮아 FD 환자에서는 잘 시행

하지 않는다
33
. 삽 법은 도 을 코를 통해 내강

에 삽입하고 흡인하여 내용물의 잔여량을 측정

하는 방법으로 의식이 명료한 상자에게 시행하는 

것은 거부감이 클 수 있다15. 반면에 복부 음  

검사를 통해 내용물의 배출 시간을 측정하여 

장의 운동성을 평가하는 방법은 생리 이고 비침

습 이기 때문에 비교  거부감이 없는 검사이다
10
. 

본 연구에서 복부 음  검사를 이용한 내 

용  측정은 선행연구
18
를 참고하여  정부의 

단면 을 측정하 다.  체부는 내 공기 때문에 

후벽이 불명확하여 단면  체의 상을 확보하

기 어려운 단 이 있으나,  정부는 체  내

용물의 양을 비교  정확하게 반 하고 음 를 

통한 찰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한 검사의 정확

성을 높이기 해서, 상자는 력에 의한  내

용물의 이동으로 측을 용이하게 하기 해 우측 

측와  자세를 취해야 한다.

FD 환자를 상으로 침 치료를 시행하여 복부 

음  검사를 통해 배출능을 평가한 연구를 살

펴보면, 하루 1회 7일간 족삼리, 내 , 완에 침 

치료를 시행했을 때 장운동 진제를 복용한 군

과 마찬가지로 치료 후 내용물 배출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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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차이가 있었고11, 하루 1회 4주간 족삼리, 

내 , 완에 침 치료를 시행했을 때 비경 에 

침 치료를 시행한 군에 비하여 장운동 진제를 

복용한 군과 마찬가지로 음 로 측정한 배출

능이 유의하게 개선되었다12. 한 다른 연구에서는 

하루 1회 3일간 족삼리에 자침했을 때 건강군의 

배출능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FD 환

자군은 침 치료를 받지 않은 군에 비해 유의하게 

배출능이 호 되어 건강군의 배출능과도 비슷

한 수 까지 향상되었다
13
.

건강인을 상으로 침 치료를 시행하여 생리

 효과를 찰한 연구에서는 족삼리와 내 에 단

회 1 Hz 30분간 침 치료를 시행하여 특정 경

의 조합에 따라 달라지는 도검사 상의 측정값

의 변화를 보고하 고14, 족삼리에 8 Hz로 지속

인 침 자극을 주었을 때 비경  침 치료군에 

비해 산의 분비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을 삽

법을 통해 찰한 바 있다
15
.

이처럼 FD 환자의 임상 소견에 한 침 치료의 

효과를 보고한 선행 연구들은 다수 존재하나, 침 

치료가 건강인의 장 계에 미치는 향과 반응 

기 을 분석한 자료는 재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건강인을 상으로 기능성소화불량 치료에 다용되

는 족삼리 침 자극의 생리  효과를 비침습 이

고 부작용이 은 음 로 측정한 배출능으로

써 평가한 연구는 아직 진행된 바가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강인을 상으로 침 치료

를 시행했을 때 나타나는 배출능의 변화를 복부 

음  검사를 통해 정량 으로 찰하고, 배출

능  변화율과 건강인의 생체 특성(BMI, 흉늑각, 

복벽 두께) 간의 상 계를 분석하여 침 자극 

효과에 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악해 실제 임상

에서 치료 결과를 측할 수 있는 표본을 마련하

고자 하 다.

본 연구는 건강인을 상으로 하는 비연구로

서, 족삼리 침 자극 후에 음  상에서 찰할 

수 있는 배출능의 변화를 확인하 다. 연구 참여

에 동의한 상자 8명은 인구학 으로 연령에 있어

서 앙값 만 27세, BMI의 경우 앙값 21.5 kg/m
2

로 나타났으며, 설문지에 근거한 병력 청취를 바탕

으로 일반 인 건강인의 범주에 있는 것을 확인하

다. 스크리닝 단계에서 선정 기 에 BMI의 범

를 19-25 kg/m
2
으로 제한한 것은 음 를 이용하

여 의 횡단면을 종단주사하여 정부 용  변

화를 찰하는 선행연구
18,34

에서 제시한 공식을 

용하기 해서인데, 이 방법은 상자가 18-85세의 

임신 이 아닌 성인이면서 BMI가 19-40 kg/m
2
 내

에 있어야 하며 500 ml까지의 용 을 측할 수 있

는데, 변수로 나이만을 반 하기 때문에 임상 으

로 활용하기가 간단하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장  질환을 호소하지 않는 건강인을 상으로 

하는 연구이므로 한비만학회의 기 에 따라 비

만으로 정의되는 BMI 25 kg/m
2
 이상을 제한 것이

다35. 그러나 연구에 따라서는 BMI가 25-40 kg/m2 

범 에 있는 사람 에서 장  질환의 병력이 

없거나 련된 증상을 호소하지 않는 사람을 건강

인으로 포함시켜  공식에 입할 수 있기 때문

에, 본 연구의 결과가 다소 좁게 설정된 BMI 범  

내의 건강인을 상으로 도출해냈다는 에서 한

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가장 주요하게 살펴보고자 한 것은 

족삼리 침 자극의 생리  효과를 복부 음  

검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배출능

은 공복시  용 과 식후 최  확장시  용 의 

반으로 어드는 시 (T1/2)으로 평가하 다. 첫 

번째 방문 때 측정한 T1/2을 분모로, 비경  는 

족삼리 침 자극 후 측정한 T1/2를 분자로 하여 

그 앙값의 비를 나타냈을 때, 각각 1.032와 0.6799

로 족삼리 침 자극이 비경 과 비교했을 때 

건강인의 내용물 배출 시간을 단축하여 배출

능을 통계 으로 유의하게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배출능이 개선되는 

배경을 탐색하기 해 시간별 용  백분율의 변화

를 분석한 결과 사과 주스 섭취 직후 10분 동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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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기, 즉 배출 속도가 족삼리 침 자극 후가 

기본 상태와 비경  침 자극시 보다 약 2배 정

도 빠른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건강인의 정상 

산 분비에 해서 비경  자극에 비해 족삼리 

침 자극이 최  30분 동안 억제 효과를 보 다는 

연구
15
과 유사하게, 건강인의 정상  운동 범  내

에서도 족삼리 침 자극의 효과가 자극 종료 이

후 최  10분간 즉각 으로 작용하여 식사 후 반

의  소화 운동을 활발히 한다는 기 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이는 FD 환자를 상으로 족삼리, 내

, 완에 침 치료를 시행했을 때 비경  치료

군에 비해 장운동 진제와 비슷한 수 으로 유

의한 배출능의 개선을 보인 선행연구의 결과와

도 일치하는 측면이 있다
11,12

. 단 치료 기간에 있어

서 선행연구에서는 최소 일주일 이상 지속 인 자

극을 시행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족삼리 단회 

침 자극만으로 배출능의 유의한 변화를 보 다

는 에서 침 치료의 신속한 치료 반응을 측

할 수 있게 한다. 반면, 다른 연구에서는 건강인에

게 3일간 족삼리에 자침했을 때 유의한 배출능

의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으므로13, 추

후 무작  배정, 단일 맹검 연구 설계를 통해서 일

반 침 자극과 침 자극의 생리 인 효과의 차이

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건강인의 생체 특성과 배출능  변

화율 간의 상 계를 분석하고자 하 다. 그 에

서도 먼  흉늑각(sterno-costal angle)의 측정은 한

의학 진단법인 四診 에서 切診에 속하는 복진에 

해당되는 방법으로21, 특히 비 는 외부로 상응하는 

신체 부 가 복부이기 때문에 복부의 피부 상태, 

복부의 긴장도, 유무력, 압통 등 복부의 다양한 상

태를 찰하여 비  기능의 강약을 단하기 해 

사용되었다36. 일본의 복진법에서는 비  기능이 약

한 것을 흉늑각의 크기가 작은 것을 보고 진단할 

수 있다고 하 고37, 한국의 사상체질의학에서는 체

간측정법  하나로 흉늑각을 측정하여 비  기능

으로 별되는 사상인의 체질을 감별할 수 있다고 

하 다38-40. 한 기능성소화불량 환자에서 음

로 측정한 복부 양문에서 복벽의 두께와 BMI가 

양의 상 계를 나타내며, 완의 복벽 두께와 흉

늑각 역시 유의한 양의 상 계를 보 다는 연구

가 보고된 바 있으므로22, BMI와 흉늑각, 음 를 

이용해 정량 으로 측정된 복부의 두께 사이에 

한 연 성이 있어 四診 에서 望診과 切診에 

해당하는 방법으로써 장  기능을 측할 수 있

다는 가설을 설정하 다. 복부 정 선 상에 있는 

상완과 완에서 측정한 복벽 두께에 유의한 차이

가 있다는 선행연구22를 바탕으로 하여, 복벽의 두

께는 상완, 완, 양측 양문 총 네 부 의 각 두께

를 측정한 후 평균값을 구하여 반 인 복벽의 

상태를 반 하고자 하 다. 그 결과 BMI, 흉늑각, 

복벽의 두께와 T1/2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

지만 음 인 선형 상 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

다. 즉 BMI가 높고 흉늑각의 각도가 넓고 복벽의 

평균 두께가 두꺼운, 일반 으로 생각되어지는 건

장한 체격일수록 배출능이 우세한 경향을 보

다. 그리고 족삼리 침 자극을 시행한 후의 변화

율에 해서도 마찬가지로 상 성 분석을 한 결과,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BMI와 흉늑각이 

양 인 선형 상 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반

면에 복벽의 두께는 음 인 선형 상 계를 보

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건강

군에 속하는 상자 에서도 BMI가 높고 흉늑각

의 각도가 넓을수록 족삼리 침 자극으로 향상되

는 배출능의 변화량이 우세한 경향성을 보인다

는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 한편 복벽의 두께

에 있어서는 기존의 가설에서 벗어나는 결과를 보

다. 이 듯 건강인의 생체 특성(BMI, 흉늑각, 복

벽 두께)과 배출능  변화율 간의 상 계의 

경향성은 실제 임상에서 望診, 腹診으로 장의 운

동성  소화 능력을 측할 수 있는 단의 근거

가 될 수 있으며, 한 복부 음  검사를 통해 

족삼리 침 자극 효과, 즉 치료의 개체 특이 인 

후를 결정짓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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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이외의 생체 특성과 배출능 간의 상 계

를 분석하고, 침 자극 효과와 유 한 인자들을 

악하여 임상에서 치료 경과를 측할 수 있는 

표본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족삼리 침 자극이 건강인의 활력 징후

(수축기 압, 이완기 압, 심박수, 체온)에 미치

는 생리  효과를 평가하 는데, 그 측정값과 변화

는 정상이었고 생리 인 범 를 벗어나지 않았다. 

단, 족삼리 침 자극 후에 유일하게 심박수가 

앙값 74(회/분)에서 73.5(회/분)로 통계 으로 유

의미하게 하강하는 변화를 보 다. 이는 사용된 통

계법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Wilcoxon 

singed rank test가 순 뿐만 아니라 차이의 크기까

지 반 하는 검정 방법이므로 앙값 자체는 육안

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지만 심박수가 

하게 감소한 자료가 많았기 때문에 통계 으로 유

의한 변화를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김 등41이 

족삼리와 상거허(上巨虛, ST37)에 침 자극을 2 Hz

로 20분간 시행했을 때 15분 이후부터 자율신경에 

한 작용을 나타내어 심박수가 유의하게 감소하

고, Nishijo 등42이 침 자극과 침 자극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심박수를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구와 일치하는 면이 있다. 그러나 연구 상자 8명 

모두 압, 심박수, 체온 등과 련하여 기질 인 

질환이나 자율신경과 련된 기타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던 건강인인만큼, 정상 범  내에서 활력 징후

의 큰 변동은 도출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의 운동성을 평가하기 해 복부 음  검사

를 이용한 부분의 연구는 면 을 측정하여 수학

 공식을 이용하는 이차원 음  검사를 사용했

으며 정확성에 한 의문이 있어, 삼차원 음  

검사를 활용한 연구도 진행된 바 있다
20
. 선행연구

19

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log 함수를 통한 반감

기 식을 이용하 는데, 이 식은 해당 시각까지 부

피가 일정한 비율로 감소한다는 것을 제로 함에 

따라 용 의 감소 자체가 일정하지 않고 불규칙

이기 때문에 개별 으로 측정된 반감기의 평균

값이 부정확할 수 있는 이 문제 으로 생각되었

다. 실제로 측정 반 30분과 후반 30분의 배출 

속도 차이가 커서 평균 반감기 값에 편차가 크게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추후 의 반감기를 구하는 

식을 확립하기 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 연구용 식사 섭취 후  용 이 최 로 확

장되는 시간을 구하는 방법에 견해가 다를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사과 주스 복용 직후(0분)의  

정부 면 을 구하여 최   용  값에 입하

으나, 다른 선행 연구에서는  정부의 체 이 

식후 5분 는 10분에 최 에 도달하 고 그 후 체

이 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 다고 보고하

다
20
. 신티그라피 검사에서는 최  100%에서 시작

하여 실시간으로 시간에 따른  안의 동 원소 

활성도 양의 변화를 찰할 수 있지만, 5분, 10분 

이상의 단 로 끊어서 촬 하는 이차원 음  검

사의 특성상  용 의 최  확장 시간을 정확히 

포착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복부 음  검사로  정부 단

면 의 변화를 찰하여 반감기 공식을 통해 배

출 시간을 구한 결과, 기본 상태, 비경 (Sham 

acupoint)  족삼리 침 자극 후의 앙값  

수치는 각각 23.0분, 23.6분, 15.8분이었다. 이는 반숙 

달걀 흰자 와 햄버거(727 kcal) 섭취 후 117.5분43, 

dextrose(350 ml, 300 kcal) 섭취 후 107.3분, 소고기 

수 (350 ml, 20 kcal) 섭취 후 24.0분44, 수 (500 

ml, 84 kcal) 섭취 후 23.4분
20
, 생리식염수(500 ml) 

섭취 후 14.8분43과 같이 건강인을 상으로 한 

음  련 다른 선행연구의 결과값들과 비교했을 

때 하게 짧은 시간으로 보여진다. 한편 동일한 

시험식(사과 주스)으로 검사를 진행한 연구
19
의 반

감기는 24.11분으로 본 연구 결과와 거의 유사했다. 

이는 시험식의 열량과 종류, 성분  용량에 따라

서 배출 시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20을 바탕으

로 그 오차를 해석해야 하며, 은 피험자수와 검

사자의 숙련성이 결과에 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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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다고 사료된다.  다른 이유로는 복부 음  

검사는 섭취한 시험식의 용량과 이에 반응하여 분

비된 액의 합산에 의해 체 용 이 결정되기 

때문에 상자간 편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식후 내분포(intra-gastric distribution)에 의한 

향으로  정부의 용 뿐만 아니라 근 부의 

측정도 요할 수 있다20.

본 연구의 한계 으로는 비연구로서 상자 

수가 8명으로 한정되었다는 을 들 수 있다. 한 

침 치료 사이의 간격을 두기 해 설정된 긴 연구 

기간 동안 건강인의 일상 인 식생활을 통제하고 

조건을 동일화하는 방식도 연구 결과에 향을 미

쳤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더 많은 수의 상자를 

바탕으로 하여 단지 경향성을 악하는 수 이 아

닌 통계  유의성을 보이기 한 연구가 진행되어

야 할 것이다. 한 앞서 언 하 듯이 장 용

을 도출하기 한 계산식에 나이가 변수로 작용하

는데, 본 연구에서는 20 가 부분을 차지하여 

상자의 연령이 편향된 연구 결과에 반 되었을 가

능성이 있다.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배출능과 

반감기에 해서 연령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으나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유의하게 배

출이 지연된다고 보고하 다45. 따라서 상자의 양

인 측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과 성별 등 보

편 인 계층, 특성을 포 하는 상자들을 토 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침 자극 효과를 재검증하는 

작업이 추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기능성소화불량을 호소하는 환자군을 상

으로 침 치료의 효과를 복부 음  검사를 통

해 입증한 연구는 앞서 수 회 진행되었다
11-13

. 그러

나 본 연구는 장  증상  기타 기질 인 질환

이 없는 건강인을 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정상 범  내에서의 반감기, 즉 배출능 자체와 

활력 징후의 변화가 크지 않았다. 이 한계 을 보

완하기 해서는 건강인의 공복감, 포만감 등 주

인 증상 변화를 찰하기 한 설문지 평가를 

부가 으로 시행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 건강인

을 상으로 족삼리, 내  단회 침 치료를 시행

한 연구
14
에서 치료 , , 후 구간으로 나 어 

tachygastria  regular slow waves의 비율, PDP 

(Period Dominant Power), PDF(Period Dominant 

Frequency)의 변화 등과 같은 구체 인 항목들을 

도검사를 통해 측정하 듯이, 구간별 최  확

장률, 세부 인 배출 가속도 등에 한 침 치

료의 효과를 평가하는 후속 연구를 기 해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평가 도구로 복부 음  검사

가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배출능 측정값을 도출

하기 해서 검사의 높은 재 성이 요구된다. 일

된 측정 방법을 유지하기 해서 선행연구18-20,35를 

참고하고, 검사자 사이의 일치도를 확인하기 한 

비연구19를 통해 probe를 기울여 정확한 횡단면 

면 을 포착하는 방법을 습득하 다. 그러나 음

 검사 도  상에서 확보되는  정부의 선

명한 타원의 크기가 본 연구의 요한 결과 변수

이기 때문에, 검사자의 숙련도가 연구 결과에 향

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후속 연구에

서도 검사의 정확성을 해서 검사자 내, 는 검

사자 간 변이를 최소화하기 한 기술이 반드시 

숙지되어야 할 것이다. 추후 검사자의 숙련도와 

문성이 갖추어진다면, 비침습 이고 방사능 피폭에 

의한 해가 없는 음  검사의 장 을 앞세워 임

상 으로 복부 음 로 측정된 배출능을 한의

학  치료 후 평가  경과 찰에 활용할 수 있

을 것이다. 나아가 임상에서 BMI, 흉늑각, 복벽의 

두께와 같은 환자의 신체 계측량 등을 활용하여 

장의 운동성  치료 효과를 측할 수 있는 향

후 심도 있는 추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 론

건강인 8명을 상으로 족삼리와 비경 (Sham 

acupoint) 단회 침 자극을 각각 시행하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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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측정된 배출능  활력 징후에 미치는 향

을 비교하고, 배출능  변화율과 BMI, 흉늑각, 

복벽 두께와 같은 상자의 생체 특성 사이의 상

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체 연구 상자는 소화불량을 호소하지 않는 

건강인 총 8명으로 남성은 4명, 여성은 4명이었

고, 연령 앙값은 만 27세 으며, BMI 경우 

21.5 kg/m2으로 나타났다. 

2. 족삼리 침 자극은 비경  침 자극에 비해서 

배출능을 유의하게 향상시키는 효과를 보 다.

3. 건강인은 BMI가 높을수록, 흉늑각의 각도가 넓

을수록, 복벽의 평균 두께가 두꺼울수록 배출

능이 우세한 상 성을 보 으나 통계 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

4. 건강인은 BMI가 높을수록, 흉늑각의 각도가 넓

을수록, 복벽의 평균 두께가 얇을수록 족삼리 

침 자극의 배출능의 개선 효과가 뚜렷한 상

성을 보 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5. 압, 심박수, 체온의 활력 징후에 한 족삼리 

침 치료의 효과는 심박수에서만 유의미한 하

강 변화를 나타냈다.

결론 으로, 복부 음  검사로 측정된 배출

능 값을 통하여 건강인에 한 족삼리 침 자극

의 유의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향

후 침 치료의 효과를 복부 음 를 이용하여 

평가함으로써 한의학  치료 평가  경과 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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