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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linical study of Su-Gi therapy`s Effects on
Bell's palsy by observing of Y-system
Jae Heung Lee, Hun Mo Ahn, Seung Cheol Hong, Eun Mi Lee
Object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u-Gi therapy for Bell`s palsy by using Y-system(Yanagihara's
unweighted grading system).
Methods : We investigated 25 patients with Bell's palsy who had
visited in the M, H Korean medicine hospital in Gyeonggi Province
from December 27th, 2010 to April 8th, 2015.

The Su-Gi therapy

was done by 1 times daily. And each patients had been treated more
than 25 days. We evaluated the change of them by using Y-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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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
1. We investigated 25 patients with Bell's palsy. 80% of the patients
were females(20 patients), 20% of the patients were male(5 patients).
The average age of patients was 47±15.15. The average period of
Adm. treatment was 64% of the patients(16 patients) have left facial
palsy, 36% of the patients(9 patients) have right facial palsy.
2. The mean Y-system score before treatment was 17.80±6.2, and
the mean score after 25th days treatment was 33.68±4.0. Changes in
the mean Y-system Score for each case according to the treatment
days was increased significantly.
3. The mean Y-system score after 4th days treatment had
increased by an 1.24±2.7 as compared to before treatment,
the
score after 10th days treatment was 8.7±4.7, the score after 14th
days treatment was 11.84±5.8, the score after 20th days treatment is
14.72±6.7, and the score after 25th days treatment was 15.88±6.9.
Every score was significantly increased.
Conclusions:
1. Su-Gi therapy can be defined that is mainly using the hands to
touch or movement of the human body skin, meridians and
acupuncture points, muscles, joints and so on. And that is the
treatment to communicate and harmonize to the meridians and
acupuncture points, and to prevent of diseases, and to keep health.
2. All names of An-Gyo, An-Ma, Jum-Hyul, Chu-Na, massage, and
so on should be referred to as Su-Gi therapy. And that individual
names are to be classified and separated as the type or method of
Su-Gi therapy.
3. The results of the treatment of Hwidam's Su-Gi therapy for
Bell's palsy by using Y-system were significant.
*Key Words : Bell's palsy, Hwidam's Su-Gi therapy,
(Yanagihara's unweighted grading system),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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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緖論
최근 의료계는 EBM기반으로 하는 임상진료지침의 개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맞춰 2014년에 발행된 안면신경마비(또는 구안와사) 한의 임상진료지침서
(이하 임상지침서)1)는 한의계의 임상진료지침서의 개발에 좋은 지침이 되고 있고, 실제
임상에서도 구안와사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임상지침서
에 따르면 구안와사 환자의 치료에 침을 포함한 약 10가지 항목의 치료법을 권고하고 있
다. 하지만 이 10가지 치료법에는 구안와사 치료에 임상적 가치가 매우 높을 것으로 사료
되는 각종 수기요법2)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현재 수기요법을 행하는 각각의 학회
나 연구단체 등의 이견에 따라 명확한 규정이나 지침 등이 마련되지 않아 임상 진료지침
으로서 평가받지 못한 점도 있겠지만 명백한 의료 기술임에도 비의료인(가령 맹인 안마
사, 경락 마사지사 등)이 행하는 행위라는 의식과 민간요법의 한 범주로 의료인의 품격에
맞지 않는다는 편견3)이 작용하여 학문적 연구에 소홀했을 뿐만 아니라 제도적 장치의 마
련이나 정비에도 소홀해4) 공인된 의료기술의 한 분야로 인정받지 못하고 제도권 밖에서
1) EBM기반 안면신경마비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 위원회(한국한의학연구원, 대한침구의
학회). 안면신경마비 한의임상진료지침. 대전:대한민국. 2014.:114. pp.12-14.
2) 여기서 수기요법은 手技, 손기술 즉 특별한 도구나 장비 없이 주로 맨손과 약간의 신
체의 일부를 사용하여 치료를 하는 행위로 넓은 의미의 수기요법을 지칭한다. 按蹻, 按
摩, 點穴, 推拿, 徒手 治療, 마사지, 指壓, 接骨, 牽引 療法, 조체 요법, 카이로프락틱
등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3) 1914년 10월 일제가 발표한 경무총감령 제10호의 按摩, 鍼灸術, 灸術의 영업 취득규
칙으로 침구사, 안마사의 탄생이 시발되었으며(金斗鍾 著. 韓國醫學史. 서울:探求堂.
1966:7~435), 1973년 10월 31일에 보사부령 제428호로 간호보조원, 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안마사제도가 부활되어 시각장애인의 전업이
됨으로써 (임안수. 한국 맹인직업사 연구.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서울:대한
민국. 1986:76-123), 안마는 유사의료업이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의료계의 영역에서 벗
어나게 되었으며, 1992년 추나분과 학회가 설립되기 전까지 한의계에선 제도적으로나
학술적으로나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일반인의 의료 외의 영역으로 인식되어
지금까지도 안마방, 접골원, 마사지방 등의 영업이 성행하는 것이 현실이다.
4) 추나학회가 활동하기 전까지는 한의계에선 수기요법에 대한 관심이 적었고, 맹인안마
사의 영역이라 인식하였기 때문에 제도적인 받침이 매우 부족하였다. 1994년에서야 비
로서 추나요법이 한방요법으로서 유권해석을 받아 한의계의 영역으로 제도적 인정을
받았고, 2005년에 대한의료기공학회의 노력으로 한방물리요법 중 운동요법의 하나로
공법지도요법이 비급여 항목으로 인정되었다(‘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303호, 2004.12.31)과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보건
복지부고시 제2005-14호, 2005.2.22)). 이후에 한방 물리요법이 2009년 12월에서야
일부 항목이 급여화 되었으나(보건복지부고시 제2009-216호) 여전히 제도적으로 많이
미흡한 상태다. 2015년에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행위분류 및 산
정기준 알림(국토교통부고시 제3554호(2015.09.08))에서 경추, 골반 견인, 도인 운동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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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돌고 있는 점도 누락된 한 이유가 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맨손으로 병을 치료
한다는 수기요법은 인류역사와 함께 해오면서 경험적으로 충분히 증명이 되어온 분명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수기요법이 구완와사의 치료에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 되어,
여러 가지 수기요법 중 휘담식 수기요법을 병행 사용하여 치료한 환자 25예에 대한 치료
효과를

분석하였다.

치료효과의

분석은

공동

작업을

통하여

임상지침서

권고등급

GPP(Table 1.)에 해당하는 Yanagihara‘s unweighted regional grading system(이하
Y-system)과 권고등급 B(Table 1.)에 해당하는 체열진단 검사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본
논문은 이중 Y-system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고 하는 바이다.
또한, 이와 같이 다수가 참여하여 다양한 분야와 방법으로 공동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수기요법의 치료 효과를 규명하여 구안와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환에도 수기요법이 활용
되어 임상진료 지침에 높은 권고 등급으로 임상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등급

내 용

고려되는
근거수준

사용할 것을 권고함 (Is recommended)
A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무작위 임상연구 또는 메타분석에 의한

Ia, Ib

근거가 있는 경우 권고할 수 있음.
일부 환자에게 사용할 것을 권고함 (Should be considered)
B

C
D
GPP*

무작위 임상 연구가 아니더라도 잘 수행된 연구 디자인에 의한
근거이거나 역사적 중요 문헌에 의한 것이면 고려할 수 있음.
일부 환자에서 사용하지 않을 것을 고려할 수 있음 (May be considered)
근거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전문가 합의가 있을 경우 고려할 수 있음.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함 (Is not recommended)

IIa, IIb, III

IV, V

치료 효과가 없거나 나쁜 것에 대해 권고하지 않음.
임상진료지침 개발그룹의 임상적 경험에 근거하였을 경우 권고함.
* GPP: Good Practice Point
Table 1. Grade of recommendation.

법, 근건이완 수기요법 등이 세부 행위분류로 명시가 되어 수기요법이 자동차보험에서
공식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건강보험에선 아직 급여화되지 못했
으며, 추나요법이 시범사업을 거쳐 2018년부터 건강보험에서 급여화될 예정이다(민족
의학신문. 2015년 02월 0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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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대상군 선정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15년 5월까지 경기도 김포 소재 M한방병원과 H한방병원에서
말초성 안면신경마비로 확인되어 입원과 외래 치료를 받은 환자 중 25일 이상 휘담식 수
기치료를 병행한 환자 30명을 선정하였다.

2. 연구 방법
1) 위 대상들의 치료과정에서 작성된 각종 검사 자료 중 2일 또는 수일 간격으로 작성
된 Y-system 챠트의 데이터를 전산화하고 이를 통계 처리하여 결과를 분석한다.
2) 통계처리는 R version 3.2.25)을 이용하였다. 모든 자료는 평균과 표준편차 및 신뢰
구간(95%)으로 서술하였다.
3) 통계분석 중 환자군의 임상적 특징과 치료성적은 기술통계를 시행하였고, Y-system
Scores의 변화는 ggplot26)를 활용해 나타내었으며 p<0.05를 유의성 있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Ⅲ. 본론 및 결과
1. Y-system이란?
안면신경마비를 평가하는 방법은 주안점을 두는 방법에 따라, 첫째 전체적인 안면마비
와 이차적 동반증상을 한 번에 평가하는 총괄법(Gross), 둘째 안면을 부위별로 나누어 각
각의 마비정도를 평가한 뒤 전체적인 등급으로 환산하는 부위법(Regional), 셋째 안정 시
와 운동 시 장애 그리고 이차적 동반증상을 따로 나누어 등급을 평가하는 특수법
(Specific)등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총괄법에는 Botmann and Jonkees의 scale, May의 Scale, Peitersen의 scale,
H-B scale 등이 있으며 이중 H-B scale이 가장 공인되는 scale이다. 또한, 부위법
5) R Core Team (2014). R: A language and environment for statistical computing. R
Foundation
for
Statistical
Computing,
Vienna,
Austria.
URL
:
http://www.R-project.org/.
6) H. Wickham. ggplot2: elegant graphics for data analysis. Springer New York,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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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al

scale)은 부위에 따라 가중치를 두는 방법(Weighted regional

grading

system)과 가중치를 두지 않는 방법으로 분류 할 수 있으며 이중 Yanagihara(若杉文吉)
와 Smith의 scale이 unweighted regional scale(비가중치법)이며 Adour and Swanson,
Jassen, FEMA의 scale이 weighted regional grading scale(가중치법)이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평가법인 Yanagihara의 grading system이 가장 다용되고 있는 regional
grading system이다.7)
이 Yanagihara(若杉文吉)의 Unweighted regional grading system은 1975년 Zurich에
서 열린 Third international symposium on facial nerve surgery에서 처음 발표한 것
으로8) secondary defect를 고려하지 않고 facial function의 10개 영역을 동일하게 등급
화한 unweighted system이다. 이는 May의 1970년에 발표한 system과 유사한데, May
가 3-point scale에 따라 10개 영역의 facial function을 10-normal, 5-weak, 0-severe
impairment로

평가했던

것9)에

착안하여

<<4-normal,

2-partial

paralysis,

0-no

motility>>의 3-point system 또는 <<4-normal, 3-slight paralysis, 2-moderate,
1-severe, 0-total>>이라는 5-point system을 사용하는 것으로 각 영역의 점수는 최종
점수로 더해지고 system의 최종적인 최고 점수는 40이 된다.10)
Y-system은 facial nerve의 평가와 치료에 대한 결과보고에서 절차가 단순하고 빠를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장치 없이도 바쁜 이들이 사용할 수 있으며, 양적인 점수가 적용되어
주관적

오류가

최소화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11).

또한

초기

검사

시

HBGS(House-Brackann grading scale)에 비하여 초기예후 판정에 좀 더 유리하다는 장
점이 있다12). 이러한 장점 때문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regional scale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Scale이다13). 그러나 각각의 영역을 나누어서 관찰한다는 것이 복잡할 수
있고, 처음에 관찰한 영역의 결과가 후에 관찰하는 영역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14)15)16).
7) 김종인. 口眼喎斜의 評價方法에 대한 考察. 대한침구학회지 2001;18(2):1-17. p1.6
8) Yanagihara. N. Grading of Facial Palsy. In Facial Nerve Surgery. Proceedings:
Third International Symposium on Facial Nerve Surgery, Zurich, 1976. U.
Fisch(Ed.), Amstelveen, Netherlands:Kugler Medical Publications. Birmingham,
Al:Aesculapius Publishing Co. 1977:533-535.
9) May, M. Facial Paralysis. Peripheral Type A Proposed Method of Reporting
(Emphasis on Diagnosis and Prognosis, as Well as Electrical and Chorda
Tympani Nerve Testing). Laryngoscope. 1970;80(3):331-390.
10) 김종인. 前揭書. p14.
11) 上揭書. p8.
12) Burres S, Fisch U. The comparison of facial grading systems. Arch Otolaryngol
Head and Neck Surg. 1986;112:755-8.
13) 이원상 外: FEMA Grading System의 임상적 적용, Korean J Otolaryngol,
1998;41(11):1378-1382.
14) 上揭書.

- 114 -

- 대한의료기공학회지 제15권 1호 -

Y-system에 facial function의 10개 영역은 구체적으로 Table 2.와 같다.
Scale of 5 rating

contents

Y1
Y2
Y3
Y4
Y5
Y6
Y7
Y8
Y9
Y10

Y1
Y2
Y3
Y4
Y5
Y6
Y7
Y8
Y9
Y10

No motility - Moderate - Normal
Atrest
0 – 1 – 2 – 3 – 4
Wrinkle forehead
0 – 1 – 2 – 3 – 4
Blink
0 – 1 – 2 – 3 – 4
Closure of eye lightly
0 – 1 – 2 – 3 – 4
Closure of eye tightly
0 – 1 – 2 – 3 – 4
Closure of eye on involved side only
0 – 1 – 2 – 3 – 4
Wrinkle nose
0 – 1 – 2 – 3 – 4
Whistle
0 – 1 – 2 – 3 – 4
Grin
0 – 1 – 2 – 3 – 4
Depress lower lip
0 – 1 – 2 – 3 – 4
5 point system : 4–normal, 3-slight paralysis, 2–moderate, 1–severe, 0-total
5단계의 상태
나쁨 - 중간 - 좋음
0 – 1 – 2 – 3 – 4
0 – 1 – 2 – 3 – 4
0 – 1 – 2 – 3 – 4
0 – 1 – 2 – 3 – 4
0 – 1 – 2 – 3 – 4
0 – 1 – 2 – 3 – 4
0 – 1 – 2 – 3 – 4
0 – 1 – 2 – 3 – 4
0 – 1 – 2 – 3 – 4
0 – 1 – 2 – 3 – 4

안정 시 안면의 비대칭
이마의 주름살 짓기
눈깜박임 운동
가볍게 눈감기
강하게 눈감기
한쪽 눈만 감기
코날개의 움직임
휘파람 불기
치아를 내보이는 운동
입술 오므리기

Table 2. Yanagihara Unweighted grading system.

2. 구안와사 환자에 활용되는 휘담식 수기요법17)
1) 일반적 수기요법의 개념 및 명칭의 정립
일반적으로 手技라 함은 즉 손 수(手)에 재주 기(技)자가 합쳐져 손을 사용한 재주, 또
는 기술이란 뜻이므로 수기요법이란 주로 손과 일부 특정한 기구를 이용하여 인체를 만져

15) House J. W., Brackmann D. E. facial nerve grading systems. Otolaryngol Head
Neck Sug. 1985;93:146-147
16) Smith IM, Murray JAM, Cull RE, Slattery J. A comparison of facial grading
system. Clinical Otolaryngol. 1992;107:1119-21
17) 휘담식 수기요법에 관련하여 타 논문이나 저술에서 같은 용어, 그림, 문구 등을 출처
없이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휘담식 수기요법을 연구하는 연구자들끼리의 공동사
용에 대해 합의한 사항으로 표절이 아님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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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나 운동시켜 주는 치료법18)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추나, 마사지, 지압, 카이로
프락틱, 정골요법 등등을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광의의 개념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의
는 단지 사전적인 의미이고, 각각의 방법마다 수기요법에 대한 개념을 조금씩 다르게 정
의하고 있는데, 이는 문자적인 뜻에서 더 나아가 그 기능과 역할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수
기요법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김19)은 “수기요법(手技療法)이란 시술자의 손으로 환자의 신체표면에 자극을 가하
여 경락계통을 조절함으로써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방법이다.”라고 하였으며, 신20)은
“수기요법은 手指, 手掌, 手拳을 이용해서 환자의 신체표면을 자극하거나 왜곡된 골격구조
를 교정함으로써 기혈의 조화, 경락의 소통, 신진대사의 항진, 체내저항력의 증진 및 正骨
작용을 목표로 하는 치료방법의 일종이다.”라고 정의하였고, 전국 한의과대학 재활의학과
공동교재21)에서는 “手技療法은 시술자의 손으로 환자의 신체표면에 자극을 가하여 經絡系
統을 조절함으로써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방법으로 平衡陰陽, 扶正祛邪, 消腫止痛, 活
血散瘀의 효능이 있다.”라고 하였다. 또 허22)는 “韓醫學 理論에 따라 서로 다른 病情에 根
據하여 手指로 患者의 적합한 穴位에 點按 等의 手法을 使用하여 刺戟을 加하므로서 經絡
을 잘 疏通하게 하여 體內의 氣血이 通暢되어 빠르게 痛症과 緊張 疲勞 뿐만 아니라 疾病
으로 인한 기타 症狀을 解消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가23)는 “수기요법은 손을 이용
하여 치료(治療)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인체의 연조직을 조작(操作)함으로써 신
경 및 근육계의 산출효과(産出效果)와 혈액과 림프의 전반적인 순환(循環)을 다루는 조직적
이고 과학적인 조작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스포츠맨의 육체적 완성을 보진하고 피로(疲勞)
의 회복 스포츠 활동의 상향(上向)을 도모(圖謀)하여 경기력 향상 및 각종 스포츠 장애(障
碍)가 일어났을 경우 치료를 통한 회복의 이중적(二重的) 의미를 지닌다.”라고 하였다.
이상은 모두 치료의 기본 도구로 손, 특히 맨손을 중심으로 사용한다는 사전적 의미에,
경락조절, 기혈조화, 경락과 기혈 소통, 신진대사 항진, 저항력 증가, 정골 작용, 음양평형,
부정거사, 혈액순환 증진 등의 기능과 역할을 표현하였고, 일부가 치료의 대상으로 신체표
면, 경락, 근육, 골격, 연조직 등등을 언급하였다.
또한 수기요법을 부르는 다양한 명칭들이 있는데, 황제내경에서는 按蹻, 그 이후에 按
摩, 點穴, 推拿, 接骨 그리고 현재에는 徒手 치료, 마사지, 指壓, 牽引 요법, 調體 요법, 카
이로프락틱 등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명칭들은 주로 각각 나름대로 전문화되고 정형화
18) 김범. 동서양의 수기요법에 대한 고찰. 동방대학원 대학교 동방논집. 2007;1:197-237. p207.
19) 김영신. 한방수기요법(추나,지압)과 마사지의 비교. 대한스포츠한의학회지. 2004;5(1):77-87.
20) 신현대. 동의물리요법과학. 서울. 경희대 물리요법과학교실. 1984:5-6.
21) 전국한의과대학 재활의학과교실. 동의재활의학과학. 서울:서원당. 1995:407-35.
22) 허재석, 박현국, 이찬구. 氣功의 點穴療法에 대한 考察. 대한의료기공학회지.
1998;2(1):181-204. p.182.
23) 가기현. 수기요법이 피로회복 속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대학원.
서울:대한민국. 198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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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한 방법을 대표해서 전체를 표현한 것이다. 가령, 안마는 여러 가지 수기법 중에 按法
(누르는 법, Fig. 1.), 摩法(문지르는 법, Fig. 2.)을 대표해서 사용한 것이고, 추나 역시 推
法(미는 법, Fig. 3.)과 拿法(당기는 법)24)을 대표해서 사용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
므로 이러한 여러 가지 명칭들은 수기요법의 한 종류로서 사용될 수는 있지만, 일부가 전
체를 대표할 수 없듯이 수기요법의 다른 명칭이라 할 수 없으며, 모두 손을 주로 사용하
는 기술이란 의미에선 하나로 통합해 수기요법이라 칭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용어의 사
용일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수기요법이란 주로 손을 이용하여 인체의 피부, 경락, 경혈, 근육, 관절 등
을 만져주거나 운동시켜주어 경락과 기혈을 소통시키고 조화시켜 질병을 치료,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치료법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Fig. 1. Posture of the pressing method.

Fig. 2. Posture of the Rubbing

Fig. 3. Posture of the Pushing & Pulling

method.

method.

24) 허재석 외. 前揭書. pp.18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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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휘담식 수기요법의 개념
휘담식 수기요법은 앞서 살펴보았던 일반적 수기요법의 개념과 정의와 비교할 때 좀 더
독특한 점이 있다.
첫째, 수기의 명칭이 손 수(手)와 기술 기(技) 합성이 아니고 손 수(手)와 기운 기(氣)를
합성한 手氣를 사용하여 手氣療法이라 부른다. 이는 수기(手技)법에 氣功 原理를 배합한
治療法으로, 다시 말해 의사의 손으로 환자의 氣를 보충하고 氣를 발동시키며 氣의 흐름
을 조절함으로써 환자의 氣의 힘으로 疾病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治療法25)으로 손에서
발출되는 氣가 치료의 핵심적 요소라는 점을 강조한 명칭이다.
둘째, 수기요법 행위의 직접적 대상이 피부, 경락, 경혈, 근육, 관절 부위이지만, 부위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이러한 부위에 존재하는 積聚를 치료의 직접 대상으로 삼는 다는 점
이다. 즉, 휘담식 手氣療法의 직접적 치료 대상은 환자의 積聚이며, 치료 목적 또한 이를
풀고 제거하여 기운을 소통시키고 조절함으로써 건강한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다.
셋째, 휘담식 수기요법은 기공의 원리를 배합한 치료법이기 때문에 기공요법의 한 분야
로 볼 수 있으며26), 따라서 수기 치료 시에 의사의 의념이 가해지게 된다. 즉, 겉으로 보
기엔 똑같은 동작이라 하더라도 의사가 어떻게 의념하냐에 따라 치료 효과나 치료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특징을 종합하여 휘담식 수기요법의 개념을 정의하면, “手氣療法이란 의사의
손에서 발출되는 氣와 의념을 통해 환자의 병적인 체액 덩어리인 積聚를 풀어서 正氣化함
으로써 인체의 경혈과 경락, 경근, 골격의 소통을 원활케 하고, 바로 잡아 인체의 음양을
조화롭고 균형 잡히게 하는, 손을 사용한 조기요법(調氣療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
라서 수기요법을 정확히 구사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한의학적 생리 병리관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의사는 일정 기간의 수련을 통해 시술을 할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어야 하
니, 수기요법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치료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훈련과 연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3) 안면신경마비에 사용되는 휘담식 수기요법의 방법
(1) 의사의 자세
① 손의 모양
가. 진단 자세
수기요법에선 일단 積을 진단해 찾아내야 한다. 특히 복부의 적을 진단하는 방법은

25) 이은미, 박은정, 유창순. 醫療氣功에 대한 考察. 대한의료기공학회지. 1998;2(2):153-183.
p.176
26) 수기요법은 기공요법 중 접촉발공요법에 해당한다.(대한한의사협회. 한국한의표준의료
행위분류. 2001:153. 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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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지를 모아서 일렬로 만든 다음, 손가락 끝
의 十宣穴과 손가락에 볼록 나온 指腹의 사이
로 진단을 하게 된다. 누르는 힘은 처음에 살짝
대고 누르다가 점점 더 깊이 힘을 주어 눌러가
며 積을 진단한다.

나. 압법 자세
진단이 끝난 후 積을 제거하는 방법 중 압법
의 자세는 크게 두가지 자세가 있다. 첫째, 복
부의 경우 중지를 중심으로 2지와 4지를 붙여
적부위를 살며시 누르면서 천천히 돌리면서 풀
기 시작하는데 이때 주의점은 진단 시처럼 3지

Fig. 4. Diagnosis posture of the hand

를 일렬로 맞출 필요가 없으므로 손가락을 쭉 편 상태로 손목에서부터 손끝까지 치료를
하는 세 손가락과 손목은 굽혀지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기운이 잘 발출되게 된다. 이때의
치료 부위는 손끝의 십선혈이나 손에 볼록 나온 指腹 부위가 된다.
둘째, 경추의 경우 경추를 감싸는 자세를 형성하게 되는데, 엄지와 2지의 십선혈이나
지복 부위로 적을 풀어내는데, 이때 역시 주의할 점은 적을 치료하는 2지와 엄지의 모든
관절은 굽혀지지 않게 펴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Fig. 5. Posture of the pressing method.
다. 타법 자세
타법은 세가지 자세가 있는데 가장 보편적인 자세는 엄지를 2지에 붙이고, 氣가 새지
않게 각 손가락 사이를 밀착시키고 노궁이 움푹 들어가도록 하는 자세다. 다음으론 주먹
을 가볍게 쥔 상태로, 안에 봉을 쥔 듯한 자세를 취한 다음, 손날 부분으로 쳐주는 방법이
있다. 비슷한 방법으로 주먹을 가볍게 쥐되 2지를 쭉 펴서 엄지로 구멍을 막아 邪氣가 2
지를 통해서 발출되도록 하는 자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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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osture of the tapping method.
라. 찰법 자세
손가락을 최대한 펴고 힘을 뺀 상태에
서 손가락 볼록 나온 指腹 부분으로 가볍
게 쓸어 준다. 노궁이 닿지 않게 한다.

② 시술 전 주의사항
가. 시술시간의 조절 : 수기요법
은 환자의 몸으로 기운이 직
접 발출되기 때문에 시술시간
이 길거나 환자의 체력이 약
할 때는 기몸살이 일어날 수

Fig. 7. Posture of the rubbing method.

있다. 보통 1~2분에서 5분정
도 적당하고 기파가 서로 맞으면 10~20분 정도도 괜찮은 경우가 있으니 환자
의 상태에 따라 가감한다.
나. 의사의 마음 자세 : 수기요법을 할 때는 평상 시 기공 수련으로 기운이 충만
되게끔 하여 의념력이 약해지는 것을 막고, 또 손목에서 邪氣를 정확히 막아
준다는 의념으로 의사에게로 그것이 옮겨지는 것을 방지한다. 그러나 사기 받
는 것을 너무 두려워 말고 오히려 자신의 기가 마음껏 발출 된다고 의념한다.
다. 수기의 금기 사항 확인 : 임신부, 체력 저하 자, 큰 수술을 한 자, 피부손상
이 있는 자 등의 수기요법 금기사항을 확인한다.

③ 시술 시 주의사항
가. 시술 자세 : 환자와는 정면을 피하고 반드시 약간 측면(간방)으로 방향을 잡
는다.
나. 시술의 강도 : 적을 풀어 줄 때에 상대방이 통증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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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상대방이 통증을 느끼면 그 만큼 기의 힘(기력)을

빼주어야 한다. 너무

강하면 내장이 자극을 받게 된다.
다. 환자에 대한 조언 : 환자가 몸이 긴장되어 힘을 주게 되면 발출된 기운이 충
분히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뿐더러, 시술 후에 그 부위가 멍이 들게 되거나 굉
장한 통증을 호소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의사는 환자가 충분히 몸을 이완시키
고 안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상호 신뢰하고 협조하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라. 적은 푸는 순서 : 우선 작은 적부터 찾아서 풀고, 작은 적(엄지 끝마디보다
작은 것)은 중심부부터 가장자리로 엄지손가락을 이용해 시계방향으로 원을
그리면서 바로 풀고, 큰 적은 가장자리부터 풀어 뿌리를 흔든다는 생각으로
풀어나가 크기를 작게 만든 다음 어느 정도 작아 졌으면 직접 적을 푼다.
마. 의사와 환자간의 성별이 반대가 되는 것이 음양 조화의 원리에 따라 효과가
좋다.

④ 시술 후 주의사항
가. 시술 후 의사는 손목 관절을 가볍게 움직이거나 털어줌으로써 시술에 따른
피로를 풀어준다.
나. 환자에게 1시간 ~ 1시간 30분 정도 몸에 물을 묻히지 않도록 주의를 시킨다.
다. 환자의 체력이 약할 경우 기몸살이 올 수 있음을 주지시킨다.
라. 생리중인 환자는 하혈이 심해질 수 있음을 주지시킨다.

(2) 환자의 자세
① 경추 수기 시 : 바르게 앉는 자세를 취하고 되도록 허리를 펴도록 한다.
양손은 무릎위에 놓고 바닥이 하늘을 바라보게 한다. 되도록 말은 하지
않으며, 수기 치료를 받고 있을 때에는 두 손을 마주 잡지 않는다.
② 복부 수기 시 : 최대한 편안하게 앙와위를 취하고, 양손은 손바닥이 하
늘을 향하게 하고 편하게 바닥에 내려놓는다.
③ 의사에 대한 자세 : 의사가 하는 행위를 믿고 몸을 맡기며 충분히 몸을
이완시킨다. 수기 시 통증이 심하더라도 의사의 손을 만지거나 밀치지 말
고, 통증 상태를 의사에게 확실히 표현을 해주어 의사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수기 강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④ 호흡법 : 환자는 통증이 심하고 참기 힘들 때일수록 숨을 길게 내쉬면서
몸의 힘이 빠지고 이완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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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추 수기
목(경추)은 심장과 뇌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부위로 인체의 정신활동과 육체활
동을 연결시켜주는 인체에 있어 가장 중요한 통로이다. 때문에 경추 수기는 전신의 기혈
소통을 원활히 하고 정신과 육체를 강화시켜 모든 질병치료에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매우 세밀하고 정교하면서 정성을 들여야 하는 부위다.

① 수기 부위
경추 수기는 경추를 중심으로 하여 위로는 玉枕穴27)과 양측 腦空穴(G19)의 연결선상부
터 아래로 독맥선상, 방광경 제1-2선상을
따라 내려와 大椎穴(GV14, 독맥)에서 어
깨상연을 따라 兩肩井穴(G21, 담경)까지
이어지는 선상까지의 사다리꼴을 이루는
부위를 처치하는 수기법이다. 이 부위에
포함되어 있는 4개의 혈위(玉枕(腦戶), 風
池, 肩井, 大椎)와 경추부위를 중심으로
각각의 부위를 4구역으로 나누어 처치하
게 된다. 경추수기의 처치 구역은 아니지
만

안면신경마비에

특징적인

翳風穴

(TE17)部도 경추 수기에 추가하여 처치
하게 된다.

② 구안와사에 사용되는 경추

Fig. 8. Region of the cervical Su-Gi therapy.

수기 자세 및 방법
시술하지 않는 손은 환자의 이마에 대고, 시술하는 손은 제2지 또는 엄지를 사용하여
적을 찾아 풀어낸다. 이때도 역시 제2지의 손가락이 굽어지지 않게 주의하며, 엄지도 엄
지마디가 꺾어지지 않게 주의한다. 처음에는 약한 압력으로 적을 찾고 점점 더 압력을 높
여 淺部에서 深部로 적을 찾아낸다. 적을 찾았으면 적당한 압력으로 원을 그리면서 압력
을 가해 적을 풀어낸다.

27) 옥침혈의 정확한 명칭은 玉枕關이다. 『東醫寶鑑․外形․背門․背有三關』에서는 “등에 三
關이 있으니 腦의 뒤가 玉枕關이요, 夾脊을 轆轤關이라 하고 水火의 際를 尾閭關이라
하는데, 모두 精氣가 昇降․往來하는 道路다.(背後有三關, 腦後曰玉枕關, 夾脊曰, 轆轤關,
水火之際曰尾閭關, 皆精氣, 升降往來之道路也.『仙經』)”라고 되어있다. 옥침관은 경혈
학상 독맥의 腦戶穴(GV17)에 해당하고 뇌호혈 양방 1.5촌 방광경혈에 玉枕穴(B9)이 있
으나 선가 또는 기공유파에서 뇌호혈을 옥침혈로 많이 지칭하므로 여기서도 뇌호혈을
옥침혈로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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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옥침부 수기 자세

Fig. 9. Posture of the Su-Gi therapy of the Ok-Chim part.

나. 풍지부 수기 자세

Fig. 10. Posture of the Su-Gi
therapy of the Poong-Zi part.
다. 경추부 수기 자세

Fig. 11. Posture of the the Su-Gi therapy of the cervical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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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견정부 수기 자세

Fig. 12. Posture of the Su-Gi therapy of the Gyun-Jung part.
마. 예풍부 수기 자세

Fig. 13. Posture of the the Su-Gi
therapy of the Ye-Poong part.

(4) 안면수기
① 수기 부위
안면 수기는 위로 前髮際 정중앙 神庭穴(GV24)과 전발제 外角의 頭維穴(S8)의 연결선상
에 아래로 턱선까지 안면부 전체를 대상으로 시술하는 수기법이다. 혈을 중심으로 영역을
구성하던 경추 수기와 달리, 오관을 중심으로 영역을 구성하여 시술한다. 즉, 안비, 비부,
구부의 3영역에 관부, 악부의 부위를 더해 5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시술하게 된다.
眼部는 攢竹(B2), 魚腰(經外奇穴), 絲竹空(TE23)의(눈 3점으로 지칭함.) 눈썹부위와 睛
明(B1), 四白(S2),

瞳子髎(G1)의 眼球 外緣, 그리고 이마에 陽白(G14)부위가 주요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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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가 된다.
鼻部는 迎香(LI20), 上迎香(經外奇
穴)과 迎香과 睛明을 잇는 鼻의 외연
부위가 주요 시술 부위가 된다.
口部는 人中(GV26), 地倉(S4), 承漿
(CV24)을 잇는 구순 외연부 전체가 주
요 시술 부위가 된다.
顴部는 顴髎(SI18)를 중심으로 顴
骨 下椽을 이루는 선이 주요 시술부
위가 된다.
顎部는 위로는 下關(S7), 아래로
頰車(S6)혈을 중심으로 한 악관절 부
위와 頰車, 大迎(S5), 턱의 정중선을
잇는 턱선이 주요 시술 부위가 된다.
Fig. 14. Region of the facial Su-Gi therapy.

② 구안와사에 사용되는 안면 수기 시술 자세 및 방법
안면 수기는 양손을 다 사용해서 좌우 양쪽을 동시에 시술할 수도 있고, 한쪽 손을 환
자의 시술 반대쪽 악관절이나 두부에 대 지지를 하고 다른 한 손으로 시술을 해도 된다.
주로 엄지를 많이 사용하고 자세나 위치에 따라 적절히 2지나 중지를 사용한다.

가. 안부 수기 자세

Fig. 15. Posture of the Su-Gi therapy of the optical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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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부 수기 자세

Fig. 16. Posture of the Su-Gi therapy of the zygomatic part.
다. 악부 수기 자세

Fig. 17. Posture of the Su-Gi therapy of
the TMJ part

(5) 복부수기
복부는 내부에 장기를 담고 있어 인체 생명활동의 가장 중심이 되는 자리이고, 질병 치료
의 가장 핵심이 되는 자리이다. 따라서 복부에 형성되는 적취는 내부 장기의 원활한 활동을
방해하고 모든 질병을 야기 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므로 복부 수기는 모든 질병에 반드시 적
용하고 활용해야 하는 수기법이다. 따라서 복부 수기는 더욱 더 신중하고 정확하게 시술해
야 하며 많은 정성을 들여야 하고 혹, 내부 장기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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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기 부위
복부수기는

위로는

天突穴

(CV22)에서 쇄골하연을 따라 이
어지는 선부터 아래로는 曲骨穴
(CV2)에서 서혜부를 있는 선까
지 인체 전면부 체간의 대부분을
치료 대상으로 하는 수기법이다.
중요 치료 부위가 되는 혈위를
중심으로 총 8계의 부위로 구분
되어 있으며, 제중부의 경우에는
제중에서부터

肓兪(K16),

天樞

(S25), 大橫(Sp15)으로 이어지는
선을 따라 수기를 하게 된다.

② 구안와사에 사용되는
복부 수기 자세 및 방법

Fig. 18. Region of the abdominal Su-Gi therapy.

복부 수기는 부위에 따라 손의
자세나 수기 방법이 다양한데, 압법의 경우 2~4지를 붙여 사용하거나 엄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제중의 경우는 수장을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한손을 사용하여 압을 주기
도 하지만 복부는 좀 더 깊숙이 압을 줄 경우가 많아 두손을 포개서 압을 주기도 한다.

가. 거궐부 수기 자세

나. 중완부 수기 자세

Fig. 19. Posture of the Su-Gi therapy of the

Fig. 20. Posture of the Su-Gi

Geo-Gwol part

therapy of the Jung-Wan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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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중부 수기 자세

Fig. 21. Posture of the Su-Gi therapy of
the Je-Jung part
라. 천추부 수기 자세

Fig. 22. Posture of the Su-Gi therapy of the Chun-Chu part

3. Y-system 임상 사례 분석 결과
1) 연구 대상군의 일반사항
총 25명 중

여자가 20명(80%), 남자가 5명(20%)으로 남녀비가 1:4로 여자가 많았다.

환자의 평균연령은 47.05±15.15이며, 여자가 52.1±15.5세, 남자가 42.0±14.8세였다. 대
상자들의 평균 입원기간은 20.1±11.85이며, 여자가 27.6±15.2일, 남자가 12.6±8.5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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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환자의

입원일이

더

길었다.

환자의

안면마비

부위는

여자의

경우

왼쪽이

13(65.0%)명, 오른쪽이 7(35.0%)명 이었으며, 남자의 경우 왼쪽이 3(60.0%)명, 오른쪽이
2(40.0%)명으로 남녀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전체적으로는 왼쪽이 16(64%)명으로 많
았다. (Table 3.).

Female

Male

Total Average

(N=20)

(N=5)

(N=25)

Age

52.1±15.5

42.0±14.8

47.05±15.15

0.201

Period of Adm. Treatment

27.6±15.2

12.6±8.5

20.1±11.85

0.046

Sex

Site of Facial Palsy

p

1.000

- Left

13 (65.0%)

3 (60.0%)

16(64%)

- Right

7 (35.0%)

2 (40.0%)

9(36%)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by 'Sex'

2) 치료 단계별 구안와사 마비점수
Yanagihara’s unweighted grading system을 활용하여 2일 또는 수일마다 마비점수를
측정한

결과

치료

전

평균점수는

17.80±6.2이었으며,

치료

4일째

평균점수는

19.04±5.4, 치료 10일째 평균점수는 26.52±5.1, 치료 14일째 평균점수는 29.64±4.1,
치료 20일째 평균점수는 32.52±4.1, 치료 25일째 평균점수는 33.68±4.0으로 나타났다.
치료기간에 따라 각 증례의 Y-system Score의 변화는 유의성있게 높아졌다(Table 4.,
Fig. 23).

Days of Treatment

0

4

10

14

20

25

(N=25)

(N=25)

(N=25)

(N=25)

(N=25)

(N=25)

p

Y-system Scores 17.8±6.2 19.0±5.4 26.5±5.1 29.6±4.1 32.5±4.1 33.7±4.0 0.000
Table 4. Mean±S.D. of Y-system Scores Corresponding to The Days of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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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Line Graphs with 95% confidence interval of Y-system Scores
Corresponding to The Days of Treatment

3) 치료 전후 구안와사 마비점수의 비교
Yanagihara’s unweighted grading system을 활용하여 마비점수의 증가를 확인하기
위해 치료 전후로 측정한 결과 치료 4일째 마비점수는 치료 전과 비교하여 평균
1.24±2.7 증가하였으며, 치료 10일째 점수는 치료 전과 비교하여 8.72±4.7, 치료 14일
째 점수는 치료 전과 비교하여 11.84±5.8, 치료 20일째 점수는 치료 전과 비교하여
14.72±6.7, 치료 25일째 점수는 치료 전과 비교하여 15.88±6.9로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
였다(Table 5., Fig. 24.).

Stage

Scores Mean±S.D.

Confidence Level(95%)

4 Days - Pretest

1.24±2.7

1.10

10 Days - Pretest

8.72±4.7

1.95

14 Days - Pretest

11.84±5.8

2.40

20 Days - Pretest

14.72±6.7

2.78

25 Days - Pretest

15.88±6.9

2.84

Table 5. Increasement of Bell’s Palsy Scores After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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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Comparison of A group and B group(A=Kwon’s group, B=Target group
of authors).

Ⅳ. 고찰
임상지침서에 따르면 구안와사는 2010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약 133명으로 추정될
정도로 비교적 흔한 질환이라 한다28). 또한 2013년에 입원상병으로 13위(G51:안면신경
장애) 입원환자수로는 5090명을 차지하는 한방병원에 다빈도로 입원하는 질환으로 보고
되고 있다29). 口眼喎斜는 중추성마비와 말초성 마비로 구분되는데 이중 말초성 마비가 口
眼喎斜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30), 말초성 중에서도 원인불명의 급성안면신경마비인
Bell`s palsy가 가장 많은 경우를 차지하므로31)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임상지침서에서는 한 대규모 연구에서 구안와사의 85%가 3주 이내에 회복을 시작했으
며, 71%가 완전 회복, 13%가 약간의 후유증, 16%가 연합운동, 구축감 등을 비롯한 후유
증이 남았다고 한다. 또한 3주 이내에 회복을 시작하면 비교적 예후가 양호하다고 보고되
고 있어32) 본 연구에서는 최소 3주를 넘긴 약 4주간의 치료 및 관찰이 가능한 환자를 대
상으로 하였고, 초기 예후 판정에 좀 더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는 Y-system을 평가 방법
으로 선택하였다.
또한 Y-system은 절차가 단순하고 빠를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장치 없이도 사용할 수

28) EBM기반 안면신경마비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 위원회(한국한의학연구원, 대한침구의
학회). 前揭書. p.11.
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공단. 2014 건강보험통계연보. 2015. URL : http://kosis.kr/.
30) 민양기, 최종욱, 김리석. 일차진료를 위한 이비인후과학임상. 서울:일조각. 2005:412-3.
31) 上揭書.
32) EBM기반 안면신경마비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 위원회(한국한의학연구원, 대한침구의
학회). 前揭書.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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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실제 임상에서 한방병원에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비교적 용이하게 평가를 진행할 수
있었다. 이처럼 절차가 단순하고 빠르다는 것은 환자의 입장에서도 거부감 없이 쉽게 받
아들일 수 있고, 호전 사항을 양적으로 표현해주기 때문에 환자에게 치료 효과의 변화 상
황을 신뢰감있게 설명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임상활용도가 매우 뛰어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선 연구자들이 지적했듯이 처음 관찰한 영역의 결과가 후에 관찰하는 영역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단점을 실제 임상 연구 과정에서도 관찰할 수 있어 다소 객
관성이 떨어진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록, 단순하고 빠
른 과정이지만 측정자가 많은 경험을 쌓아 능숙하고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임상지침서의 치료법으로 수기요법이 언급되진 못했지만, 수기요법은 구안와사의 중요
한 치료법으로 이전부터 사용되어 왔고, 안면경락마사지33), 경추 추나34) 등의 연구도 진
행 되어 왔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수기요법 중 휘담식 수기요법을 사용하였다.
수기요법이란 일반적으로 손 수(手)에 재주 기(技)자를 써서 손을 사용한 재주, 또는 기
술이란 뜻이므로 주로 손을 사용(일부 보조로 특정기구를 사용)하여 인체를 만져주거나
운동시켜 주는 치료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하지만, 수기요법을 연구하는 많은 단체나
학파에서는 다소간의 개념차이를 보이면서 그 기능과 역할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수기요법
을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종합해서 살펴보면 “수기요법이란 주로 손을 이
용하여 인체의 피부, 경락, 경혈, 근육, 관절 등을 만져주거나 운동시켜주어 경락과 기혈
을 소통시키고 조화시켜 질병을 치료,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치료법이다.”라고 정
의할 수 있었다.
수기요법의 일반적 개념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점을 발견하
였는데, 이것은 바로 명칭의 문제이다. 수기요법의 異名으로 안교, 안마, 점혈, 추나, 도수
치료, 마사지, 지압, 접골, 견인 요법, 조체 요법, 카이로프락틱 등등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수기요법 이명으로 사용될 것이 아니고 수기요법의 여러 방법이나 종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각각의 방법들은 모두 수기요법이란 명칭으로 통합되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휘담식 수기요법 역시 수기요법의 한 방법이지만 여타 수기요법과는
다른 독특한 특징이 있다. 첫째, 수기의 명칭이 손 수(手)와 기운 기(氣)를 합성한 手氣를
사용하여 手氣療法이라 부르는데, 이는 수기(手技)법에 氣功 原理를 배합한 治療法으로,
손에서 발출되는 氣가 치료의 핵심적 요소라는 점을 강조한 명칭이다. 둘째는 수기요법
행위의 직접적 대상이 피부, 경락, 경혈, 근육, 관절 부위에 존재하는 積聚를 치료의 직접
33) 김은미, 정향미. 안면경락마사지가 구안와사 환자의 안면마비상태, 통증 및 스트레스
에 미치는 효과. 임상간호연구. 2006;11(2):135-47.
34) 정재엽, 이은솔, 서동균, 신소연, 김신영, 권형근, 김철홍, 장경전, 윤현민. 벨마비에 미
치는 경추 추나요법의 영향에 대한 임상적 고찰. 대한침구의학회지. 2014;31(3):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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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삼는 다는 점이다. 셋째는 휘담식 수기요법은 기공의 원리를 배합한 치료법으로
기공요법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수기 치료 시에 의사의 意念이 가해진다는 점이다. 이상
으로 볼 때 휘담식 수기요법이란 의사의 손에서 발출되는 氣와 의념을 통해 환자의 병적
인 체액 덩어리인 積聚를 풀어서 正氣化함으로써 인체의 경혈과 경락, 경근, 골격의 소통
을 원활케 하고, 바로 잡아 인체의 음양을 조화롭고 균형 잡히게 하는 손을 사용한 조기
요법(調氣療法)”라고 정의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휘담식 수기요법을 병행치료한 안면신경마비환자의 치료 효과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려고 한 25일간의 Y-system 점수를 비교한 결과 Y-system상 치료 전 점수는
17.80±6.2이었으며, 치료 4일째 점수는 19.04±5.4, 치료 10일째 점수는 26.52±5.1, 치
료 14일째 점수는 29.64±4.1, 치료 20일째 점수는 32.52±4.1, 치료 25일째 점수는
33.68±4.0으로 나타났다(Table 4.). 또한 치료 4일째 마비점수는 치료 전과 비교하여
1.24±2.7, 치료 10일째 점수는 치료 전과 비교하여 8.72±4.7, 치료 14일째 점수는 치료
전과 비교하여 11.84±5.8, 치료 20일째 점수는 치료 전과 비교하여 14.72±6.7, 치료 25
일째 점수는 치료 전과 비교하여 15.88±6.9로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였다(Table 5.).
대상군의 치료성적은 권 등35)의 사례와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 이유는 두
군의 치료성적을 치료 날짜에 따른 Y-system Score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단순회귀분석
을 통해 비교해보면 신뢰구간의 폭과 회귀선 기울기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권 등의 회
귀계수는 0.74이며 저자의 연구대상군의 회귀계수는 0.7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군 모두
치료성적의 유의한 변화가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안와사 환자에 대해 초기 입원과 외래 치료 시 휘담식 수
기요법을 병행 치료한 경우 유의한 회복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향후 외래치료만 시
행한 군을 추가로 설정하여 더 오랜 기간 관찰 및 비교하는 등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Ⅴ. 결론
1. 수기요법이란 주로 손을 이용하여 인체의 피부, 경락, 경혈, 근육, 관절 등을 만
져주거나 운동시켜주어 경락과 기혈을 소통시키고 조화시켜 질병을 치료, 예방하
고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치료법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35) 권혜현, 조태성, 손인석, 윤현민, 서정철, 장경전, 송춘호, 안창범. Yanagihara's
system을 이용한 구안와사의 호전도 평가. 대한침구학회지. 2002;19(1):1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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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교, 안마, 점혈, 추나, 도수 치료, 마사지, 지압, 접골, 견인 요법, 조체 요법,
카이로프락틱 등등의 명칭들은 모두 수기요법이란 명칭으로 통합되어야 하며 각
각의 명칭들은 수기요법의 종류 또는 방법으로서 분류되고 구분되어야 한다.

3. 구안와사 환자에게 휘담식 수기요법을 병행 치료하여 Y-system으로 관찰한 결과
치료에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도출하였으나 치료성적을 Y-system 일개의 방법으로 평가하여 치료 효
과를 입증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타 연구와의 공동 작업의 일환으
로 진행되었기에 단일방법으로써 효과를 입증한 것도 가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향후 더 많은 연구자들이 더 다양하고 폭넓게 공동 또는 상호 연계를 통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좀 더 다양한 질환에 수기치료를 활용하여 치료효과
를 입증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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