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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자 술기 실습 모델에서 침감의 정량적 특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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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 In this study, we quantitatively evaluated the needle forces using needle insertion-measurement system and compared
the needle sensation of each acupuncture practical model. Methods : After inserting acupuncture with a sensor to six models, a
lifting-thrusting motion was implemented using the needle insertion-measurement system. The needle force was measured
repeatedly, and the measurement was analyzed based on the modified Karnopp friction model for a comparison of friction
coefficients. After the insertion, practitioners did lifting-thrusting manipulations. They quantified the similarity of needle sensation
with VAS (Visual Analogue Scale). Results : When friction force and coefficients of friction in five different models were compared
with a porcine shank model, all five model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a porcine shank model, cotton and apple showing
the closest frictional values to that of a porcine shank model. In the Cp and Cn values of cotton and in the Cp values of IM injection
pad,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The similarity of the needle sensation between the porcine shank and five
models was the highest in the apple, and overlapping papers was the lowest. Conclusions : This study quantitatively compared the
physical forces in the practical model when implementing lifting-thrusting manipulations, using a needle insertion-measurement
system. We suggest that a reproducible exercise model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various human tissues, such as
viscoelasticity or strength, needs to be further developed. This will contribute to establishing standardized acupuncture practice
training.
Key words : acupuncture practical model, quantifying measurement, needle force, needle sensation

서

론

전에서의 실기 능력이 일정한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 임
상으로 나가기 전 시행되는 실기 실습을 통해 보건의료계 학생들은

의학 계열에서의 적절한 술기 실습은 학습한 이론을 토대로 실

술기 능력 및 수행 자신감이 상승하게 되고, 학습 만족도 또한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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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1-3). 특히 기초 실습이 부족한 경우 학생들의 불안감이 높다는
4)

보고도 있어 ,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의학 실습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실제로 실기 실습의 중요성은 점차 확대되어 2009년부터 의과
5)

대학의 국가고시에 실기 시험이 도입되었으며 , 점차 의과대학 정
3)

용되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침자 술기 교육에 있어서 침의
자입 또는 수기법에 따른 시술자의 침감을 학습할 수 있는 실습
교구로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는 부족하다.
적절한 수기법을 포함한 침자 술기 교육을 위해서는 인체 조직

규과정에서 실기 실습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 교과과정에서 정

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자침 실습 모델이 필요하며, 특히 자침 시

규과정으로 표준화 환자 진료시험이 시작되었으며, 이는 1975년

침과 인체 조직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에 의한 침감을 학습하

Harden에 의해 처음 제시된 OSCE(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기에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6)

이에 본 연구는 침자 술기 실습 모형으로 기 제시된 모델이 적절

examination) 방법을 통해 평가된다 .
OSCE 평가 방법은 객관구조화진료시험으로 인체 모형 등을 이

한지 평가하고자 쉽게 주변에서 취득할 수 있는 모델 5가지를 대상

용하는 등 다양한 조건에서 학생들이 시뮬레이션 교육을 통해 반복

으로 기본적인 수기방법인 제삽법의 시행 시 시술자가 느끼는 침감

하여 술기 실습을 수행하여 숙련도를 증진시키는 목적의 평가 기법

및 needle insertion-measurement system(정량적 자침 측정 시

7)

이며 , 효과적으로 학생들의 학습 만족도 및 자신감을 향상시킨다

스템)으로 측정한 마찰력, 마찰계수를 비교 연구하였다.

8)

는 보고가 있다 . OSCE 평가 방법이 보편화됨에 따라 의과대학2),
치과대학9), 간호대학10)및 수의과대학11) 등에서 모형을 이용한 교육
및 평가가 진행되고 있으며, 신체와 유사한 다양한 모형을 개발하

재료 및 방법

12)
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

한의과대학에서도 적절한 실기 실습의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특히 침 치료는 자극요법으로서 인체에 대한 적절한 자극량
13,14)

이 치료 효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 시술자가 행하는 다양한

1. 재료
1) 紙板: 1칸 당 가로 11.2 cm, 세로 10.7 cm인 두루마리 휴지
(깨끗한나라(주), Korea)를 여러 겹 겹쳐서 높이 2.5 cm의 직육면

15)

체로 만든 후 지끈으로 고정하여 사용하였다. 두루마리 휴지는 파

16)

열강도 61,300 mN/10장인 3겹 엠보싱 휴지를 사용하였다.

수기법을 통해 원하는 정도의 자극량을 조절할 수 있게 되며 , 적
절한 자극량은 시술자의 침감과 환자의 득기감으로 나타난다 . 이
에 침자 술기 실습이 더욱 중요시되며, 다양한 수기법을 포함한 침

2) 綿球: 한 줌(10 g)의 솜(백금교재, Korea)을 뭉쳐서 직경 6∼7 cm

자 술기 실습의 적절한 수행을 위해서는 표준화된 실습 도구의 필

의 구를 형성한 다음, 면포로 한번 감싸서 고정하여 사용하였다.

요성이 강조된다.

3) 오이와 사과: 오이는 지름 4 cm, 높이 2.5 cm로, 사과는 가

현재 한의과대학에서 경혈 및 침구 교육에 쓰이는 침구동인은
17)

로, 세로 각각 5 cm, 높이 2.5 cm로 맞춰 자른 후 사용하였다.

경혈의 위치에 대한 학습은 가능하지만 , 침자 술기 실습에 사용

오이와 사과는 국산으로 오이는 백오이(강원도), 사과는 부사 품종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인체에 적용 전 술기 실습 교구로 침구학

을 매장 진열 후 3일 이내의 신선한 것으로 상온에 보관하여 사용

18)

교과서에서 綿球와 紙板이 제시되고 있으며 , 이는 오래전부터 사

하였다.

Fig. 1. Set of experiments (A) and
configuration (B) of the needle
insertion-measurement system.
The lifting-thrusting range and
frequency are set by software used,
the motor moves the needle in to
tissue model, and the sensor attached to the needle holder measures
the needle–tissue interaction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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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M injection Pad: 근육 주사용 실습 모델 중에 높이 5 cm인
IM injection Pad(3B Scientific GmbH, Germany)를 사용하였다.

시 총 15번 반복 제삽이 시행되었으며, 총 10회씩 시행하였으며,
매회 실험할 때 서로 다른 부위에서 반복 실험하였다.

5) 돈육: 위의 실습 모델들을 비교하기 위하여 대조군으로 돈육

본 연구에서는 자침 후 제삽법을 통하여 발생하는 침에 작용하

을 선정하였으며, 돼지고기(Gimhae, Korea)는 지방의 비율이 적으

는 힘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15번의 제삽 운동 중 침을 삽입할

며 근육 위주인 부위를 2.5 cm 두께로 잘라서 사용하였다. 돈육은

때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초기 3번을 제외하였으며, 침의 운동이

사후 7∼10일 이내의 국산 돼지의 사태부위를 4°C에서 냉장 보관

끝날 무렵 기계의 반동으로 인한 움직임을 배제하기 위하여 마지막

하여 사용하였다.

2번 또한 제외하였다.

6) 침: 침은 stainless steel needle(gauge 40, diameter 0.35 mm,
Dongbang Healthcare Products, Seoul, Korea)을 사용하였다.

3) Needle insertion-measurement system의 힘의 분석: 침을
침자 술기 실습 모델에 자침 시 발생하는 힘은 다음과 같다.

2. 방법

      

1) Needle insertion-measurement system: Needle insertionmeasurement system(Fig. 1A)은 침의 수직운동 및 회전운동, 좌

여기서 Fstiffness는 침이 모델에 처음 접촉되어 자입되기 전까지

우운동을 가능하게 만들어졌으며, 침이 움직일 때 발생하는 힘을

발생하는 힘을 말하며, Fcutting는 침이 자입된 후 물체 내부를 뚫고

측정하기 위해서 측정 시스템과 침 사이에는 6-축F/T sensor

들어가는 힘을 말한다. Ffriction을 침이 모델 내에서 제삽 운동 시

(Nano17 SI-8-0.05 from ATI Industrial Automation, NC, USA)

발생하는 힘을 말한다.

가 존재한다. 본 측정 시스템은 Simulink(R2017b 9.3.0.713579,

본 연구에서는 자입 후 발생하는 힘의 크기를 비교하고자 함에,

MathWorks Inc. USA)와 Quarc(ver. 2.21, QUANSER, Canada)

자침 시 및 자침 직후의 움직임에 제한을 두었으므로, Fstiffness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동된다. Simulink를 이용하여 실험 조건에

Fcutting는 0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기계를 통해 측정되는 힘의 크기

맞는 명령을 내리면, 외부의 control box의 Q-8 USB board

가 곧 Ffriction라는 것을 말한다.

(QUANSER, Canada)를 통하여 침이 움직이게 되며 침의 움직임에

본 연구에서는 6개 모델의 마찰력 및 마찰계수를 분석하기 위하

따라 발생하는 힘은 6-축F/T sensor에 의하여 측정되어 외부의

여 the modified Karnopp friction model를 이용하였다. The

control box의 force sensor amplifier(Nano17, ATI Industrial

19)
modified Karnopp friction model은 Richard 에 의해 제안 되

Automation, USA)를 통하여 NI daq board(National Instrument,

었으며,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USA)에 전달된다(Fig. 1B).
2) 실험 방법: 준비된 6개의 침자 술기 실습 모델에 침을 1.5 cm
깊이로 자입한 후, needle insertion-measurement system을 이
용하여 진폭 5 mm, 진동수 1Hz의 움직임으로 상하운동 하게끔

 ̇    ̇
̇ ≤ 
   ̇ ≤ 
    
  ̇        
  ̇  


̇ ≥ 
 ̇    ̇




구동했다(Fig. 2). 이는 침의 제삽 운동을 구현한 것으로 한번 시행

Fig. 2. Schematics (A) of the needle
force measuring and expected movement (B) of the acupuncture through
experiment that appears in the
sinusoidal graph.
Sinusoidal motion of a needle at a
frequency of 1 Hz with an amplitude
of 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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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과 Cp는 각각 음수, 양수에서의 운동마찰계수를, bn과 bp는

본 연구에서 침의 질량(0.002 kg)과 접촉 길이(0.015 m)는 알

각각 음수, 양수에서의 점성계수를, Dn과 Dp는 각각 음수, 양수에

수 있으며, 가속도는 기계를 통해 측정되므로, 모델과 침의 상대속

서의 정지마찰계수를 뜻하며  는 상대속도가 0이 되는 구간 중

도가 0이 아닐 때, 운동마찰계수와 점성계수는 the least squares

에서 최대속도를, ̇ 는 침과 모델 사이에 발생하는 상대속도를 말한

regression를 통해 구할 수 있다. 모델과 침의 상대속도가 0일 때,

다. Fa는 기계를 통해 주어지는 외력(힘)을 말한다.

정지마찰계수는 구간의 최댓값과 최솟값에서의 계수를 말한다.





제삽 운동을 하는 침은 상대속도를 기준으로 크게 2가지 구간으

4) 시술자 침감 비교: 먼저 시술자는 침이 1.5 cm 깊이로 자입되

로 나뉠 수 있다. 첫 번째는 상대속도가 0이 되는 경우로 이는 침의

어 준비된 돈육에 제삽법을 시행하여 침감을 숙지하였다. 이후 내용

운동이 ‘제→삽’, ‘삽→제’로 변하는 구간이며, 두 번째는 침의 속도

물을 알 수 없도록 맹검 상자에 돈육을 제외한 5가지 침자 술기 실습

20)

가 상대속도가 되는 ‘제’, ‘삽’의 운동만 하는 구간이다 . 상대속도

모델을 넣어 제시하였다(Fig. 3). 맹검 상자에는 3개의 작은 구멍이

가 0이 되는 첫 번째 구간은 정지마찰력이 존재하는 구간이며, 두

뚫려 있어, 이를 통하여 침이 자입되어 綿球, 紙板, 오이, 사과, IM

번째 구간은 운동 마찰력이 존재하는 구간이다.

injection Pad 순으로 제시되었으며, 시술자에게 제시되는 순서와

본 연구에서는 침의 움직임으로 인한 침과 모델의 접촉 길이는

모델의 종류는 알리지 않았다. 제삽법은 진폭 0.5 mm, 1 Hz의 속도

변화가 없으며, 모델이 균일하다는 전제 하에 the modified

로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시술자는 제삽법을 시행하여 돈육에서 제

Karnopp friction model을 사용함에 따라 기계에 의해 측정된 힘

삽법 시행 시 느껴지는 침감과의 유사도를 VAS(Visual Analogue

은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다.

Scale)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돈육의 침감과 유사도가 가장 낮으
면 VAS 0으로, 가장 높으면 VAS 100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모든

    

모델은 3번씩 측정되었으며, 평균 5년의 임상경험을 가진 한의사로

              

제삽법에 대한 충분한 인지가 있는 한의사 총 7명이 참여하였다.
5) 통계학적 분석: 데이터 분석은 the SAS 9.4 software(SAS

여기서 m은 침의 질량을, a는 침의 가속도를, l은 모델과 침의

Institute Inc., Cary, North Carolina 27513, USA)을 이용하였으

접촉된 길이를 뜻하며 vp와 vn는 각각 양수, 음수의 침의 속도를

며, one-way ANOVA를 시행하여 분석하였다. 사후분석으로는

의미한다.

Tukey’s HSD가 시행되었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P＜0.05로 하
였다.

마찰력은 다음과 같이 성립되는데,

Fig. 3. Blind box for evaluation of the practitioners’ needle
sensation.
The tissue model is held in a blind box, and small holes in the
box allow the needle to pass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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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Graph of force changes over time in six models.
Changes in force A axis friction (N=10, 1 Hz, 10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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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큰 차이를 보인 것은 紙板이였으며, 綿球와 사과가 가장 작은
차이를 나타냈으나, 통계학적으로는 5개의 침자 술기 실습 모델 모

1. 침자 술기 실습 모델에서의 마찰력 비교

두에서 돈육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ig. 6).

제시된 6가지의 실습 모델에서 시간에 따른 마찰력 크기의 변화
를 나타내었다(Fig. 4). 綿球는 돈육보다 작게 측정되었으나, 사과,

2. 침자 술기 실습 모델에서의 마찰계수 비교

紙板, 오이, IM injection Pad는 돈육보다 크게 측정되었다. 각 구

6가지의 모델에서 나타난 속도에 따른 마찰력의 변화(Fig. 7)에

간에서의 최댓값을 비교하였을 때, 돈육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것

the modified Karnopp friction model을 이용하여 운동마찰계수

은 IM injection Pad였으며, 綿球와 사과가 가장 작은 차이를 나타

와 정지마찰계수로 나타내었다.

냈다. 하지만 5개의 침자 술기 실습 모델 모두 돈육과 통계적으로

Cp의 경우, 紙板을 제외한 4개의 모델은 돈육의 값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ig. 5). 최솟값을 비교하였을 때, 돈육과 가

작은 차이를 보였으나, 綿球과 IM injection Pad이 돈육과 통계학

Fig. 5. The maximum friction values during lifting-thrusting
methods in six model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maximum needle forces
among the six models. Values are at the mean±SD; *P＜0.05.

Fig. 6. The minimum friction values during lifting-thrusting
methods in six model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minimum needle forces
among the six models. Values are at the mean±SD; *P＜0.05.

Fig. 7. Force changes with velocity
in six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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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Friction coefficients during
lifting-thrusting in six models.
Values are at the mean±SD; *P＜
0.05; NS: not significant.

술기 실습 모델을 비교하여 VAS 값으로 유사도를 측정하였다. 각
모델 별로 측정된 VAS의 전체 평균값은 사과가 가장 높게 측정되
었다. 다음으로 오이와 IM injection Pad가 비슷하게 측정되었으
며, 綿球, 紙板 순으로 낮게 측정되었다(Fig. 9).

고

찰

≪靈樞, 九鍼十二原≫21)에서는 ‘刺之要, 氣至而有效, … 刺之而
Fig. 9. VAS value of similarity to porcine shank by practitioners.
Values are at the mean±SD.

而氣不至 無問其數 刺之而氣至 乃去之 勿復鍼’라 하여 침술은 침
자극이 느껴질 때 효과가 있다고 하였고, ≪醫學入門≫22)에서는
‘如針下. 沈重緊滿者 爲氣已至 若患人覺痛則爲實 覺痠則爲虛. 如針
下經浮虛闊者 氣猶未至 用後彈努循捫引之 引之氣猶不至 針如揷豆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ig. 8A).

Cn의 경우, 綿球와 IM injection이 돈육의 값과 비교하여 작은
차이를 보였으나, 綿球만 돈육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

腐者死.’라 하여 침 치료 시 적절한 자극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15,23,24)

침 치료 효과는 적절한 자극을 통하여 얻을 수 있으며

,

25)

자극의 크기가 달라짐에 따라 생리적 효과가 달라진다 . 적절한

다(Fig. 8B).

Dp와 Dn의 경우, 5개의 모델에서 돈육의 값과 큰 차이를 보였으

자극량은 환자가 침 자극을 통해 느끼게 되는 酸摩重脹感인 ‘득기

며, 통계학적으로도 모든 모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ig. 8C,

감’과 동시에 시술자가 느끼는 緊而不轉의 감각인 ‘침감’을 유발한

Fig. 8D).

16)
13)
다 . 이러한 침감은 시술자가 수행하는 수기법을 통해서 얻어지며 ,

침술 전 또는 침술 중의 수기법을 통하여 적절한 자극량이 충족되
어야 환자는 득기감을 느끼게 된다26).

3. 침자 술기 실습 모델에서의 시술자 침감 비교
시술자에 의해 제삽법 시행 시 돈육에서의 침감과 5개의 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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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활용되고 있으나, 이를 연습하고 숙달하기 위한 실기 실습
27)

28)

이에 본 연구에서는 5가지 모델과 비교 분석할 대조군으로 돈육을

모델에 대한 제시는 부족하다 . 彭靜山의 ≪鍼灸秘驗≫ 에서 眼

선정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침자 수기법에 따라 인체 조직과 침

鍼을 연습하기 위한 도구로 상자를 이용하는 것이 제시되어 있으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에 의한 침감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인

나, 이는 수기법에 대한 모델은 아니다. 최근 인체 경혈부위에 염전

체 경혈을 직접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본 실험

수기법 시행 시 침의 움직임 정보로 도출된 생체역학정보를 바탕으

에서 정량적인 평가를 위해 활용한 needle insertion-measurement

로 경혈 모델을 개발하고 시술자 눈가림 평가를 시행하여 팬텀 모

system의 인체에 직접 적용이 허가되지 않은 제한점으로 인해 돈

29)

델이 제안되었다 . 또한 해당 팬텀을 이용한 침자 수기법의 교육
27)

시스템의 개발

30)

및 시스템의 평가가 수행되었으며 , 해당 시스템
31)

육을 대조군을 선정하였으며, 조직 채취 부위에 따른 차이를 최소
화하기 위해 동일 품종의 동일 부위를 사용하였다.

이용 시 수기법 훈련 효과를 관찰한 연구 도 있었으나 이는 수기

본 연구에서는 수기법 시행 시 침감을 정량적으로 비교하기 위

법 시행 시 손의 움직임에 대한 시각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37)
해 침 조작 변수로 Li 에 의해 제시된 제삽법의 시행 시의 평균적

큰 목적을 두고 있다.

인 침의 움직임인 진폭 5 mm, 진동수 1 Hz를 선정하였으며,

현재 의학 교육 현장에서는 OSCE 평가 방법이 도입됨에 따라
실기 연습을 위한 인체 유사 모델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으며, 모
1)

32)

33)

needle insertion-measurement system을 이용하여 각 모델에 동
일한 조건으로 제삽법을 시행하였다.

등의 실

기본수기법 중 제삽법의 적용 시 모델과 침 사이에서의 상호작

기 실습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의학에서도 침술의 연습을 위하여

용에 의한 침감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수기법 시행 시 발

침구동인, 상자 등의 모델이 제시되었으나, 이는 침술의 수기법 시

생하는 침감을 객관화 하는 지표로 마찰계수로 제시한 연구

행 시의 침감에 대한 촉각적인 피드백이 어렵다. 자침 실습용 모델

족삼리에서 느껴지는 침감을 점성계수로 정량화하여 제시한 연구34)

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수기법을 고려하여 제작하지 않았기

와 같이 제삽법 시행 시 발생하는 마찰력의 크기를 비교한 후 the

델을 통해 정맥 주사 주입 , 기도삽관술 , 부인과 진찰

34)

38)

및

때문에 이를 통하여 침감을 학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 이에

modified Karnopp friction model을 이용하여 운동마찰계수와

침술의 수기법에 따른 침감을 학습할 수 있는 적절한 실습 모델이

정지마찰계수를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요구되고 있다.

침과 모델 사이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침의 제삽 운동 시 침이

이에 본 연구는 기 제시되고 있는 모델이 침감을 학습하기에 적

모델 조직으로부터 받는 힘으로 이는 시술자가 수기법 시행 시 느

절한지 평가하고자 쉽게 주변에서 취득할 수 있는 5가지 모델(紙板,

끼는 침감 자극량의 크기를 반영하며, 침의 제삽 운동으로 모델의

綿球, 오이, 사과, IM injection Pad)을 선정하여, 동일한 수기법의

같은 부위에서 측정되는 마찰계수는 제삽 운동 시 모델 조직에서의

적용 시 needle insertion-measurement system을 이용하여 정량

침의 진행 위치에 따른 상대속도를 도입하여 분석한 값으로 침의

적으로 측정되는 물리적 수치인 마찰력과 마찰계수를 비교 분석하

운동 방향과 속도에 따른 침감 자극량의 물리적인 값을 객관화한

여 평가하고자 하였다.

지표로 이해될 수 있다.

모델 선정은 침구학 교과서 및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였으며, 침
18)

The modified Karnopp friction model은 여러 마찰 관련 모델
39)

및 Lugre40)와 달리 낮은

구학 교과서에 제시된 모델은 綿球과 紙板 을 선정하였다. 다만

중에서 운동마찰모델에 속하며, Dahl

침구학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으로 한지 또는 마분지를

속도에서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어 본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The

접어서 고정하는 방법으로 제작한 紙板은 침이 자입되지 않는 등

modified Karnopp friction model을 통하여 운동마찰계수와 정

34)

실험이 불가능하여 휴지로 대체하였다. 또한 침감에 대한 Han 등

지마찰계수, 점성계수를 구할 수 있었다. 운동마찰계수는 침이 제

의 연구에서 염전법 시행 시 시술자의 침감이 족삼리와 유사한 것

삽 운동을 하는 구간의 마찰의 정도를 산출한 것이고, 정지마찰계

으로 제시된 오이와 사과를 선정하였으며, 근육 주사 술기에 대한

수는 침이 ‘제→삽, 삽→제’로 변화하는 구간에서의 마찰의 정도를

OSCE 모형으로 사용되고 있는 IM injection Pad를 선정하여 실험

산출한 것으로, 선정된 모델에서 침의 움직임을 세분화하여 분석

을 진행하였다.

20)
및 비교가 가능했다 .

사람과 해부학적 및 생리학적 특성이 유사하기 때문에, 돼지는
35)

간 조직에 로봇을 이용한 바늘 삽입 수술에 대한 안정성 연구 ,
36)

안구의 혈관 내 약물 주입 시 내압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

등 다양한 의학계열 연구 분야에서 인체를 대신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 결과 제삽법 시행 시 발생하는 마찰력 크기의 최댓값과
최솟값을 비교하였을 때, 돈육과 가장 작은 차이를 나타낸 모델은
綿球와 사과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제삽법으로 인한 침의 움직임에 따라 모델과의 상호작용을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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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를 이용하여 분할하여 분석하였을 때, Cp는 ‘제’의 운동을 나타

을 평가하기 위해 시술자 침감과 needle insertion-measurement

내며, Cn은 ‘삽’의 운동을 나타내고, Dp는 ‘제→삽’으로 변하는 순

system을 이용해 측정한 마찰력 및 마찰계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간의 특징을 반영하며, Dn은 ‘삽→제’로 변하는 순간을 반영한다.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마찰계수에서 대부분의 경우 돈육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38)

었으나, 침감을 객관화 하는 지표 중 주요하게 제안된 Cp

1. 제삽 시행 시 발생하는 힘을 통하여 마찰력 및 마찰계수를

값에서

구할 수 있었다. 마찰계수는 제삽 시행 시의 침감을 분할하여 비교

綿球와 IM injection Pad가 돈육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할 수 있는 수치로 사용될 수 있으며, ‘제→삽’의 변화, ‘삽→제’의

紙板 및 오이, 사과는 제삽 시행 시 발생하는 힘의 크기뿐만 아니

변화, ‘삽’, ‘제’의 운동으로 나누어 비교할 수 있었다.

라, 제삽 구간의 움직임 시에도 돈육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2. 綿球는 ‘삽’, ‘제’의 운동 시 힘의 양상은 돈육과 유사하다 할

있었다. 綿球는 ‘제’의 운동 및 ‘삽’ 운동 시 발생하는 힘의 움직임

수 있으나, 마찰력의 크기가 작게 측정되었다. 紙板및 오이, 사과는

양상이 돈육과 유사하다 할 수 있었으나, ‘제↔삽’의 운동에서 통계

제삽 시 발생하는 마찰력뿐만 아니라, 마찰계수에서도 돈육과 유의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났으며, 돈육보다 힘의 크기가 작았다. 또한

한 차이가 있었다. IM injection Pad는 ‘제’의 운동 시 힘의 양상은

IM injection Pad는 ‘제’ 시행 시 돈육에서 나타나는 움직임은 유사

돈육과 유사하다 할 수 있으나, 마찰력의 크기가 크게 측정되었다.

하다 할 수 있으나, 제삽법 시행 시 발생하는 힘의 크기가 돈육보다

3. 돈육과 비교하여 시술자 침감의 유사도(VAS)는 사과, 오이,

커서 조직과 침 사이의 상호작용의 측면을 고려할 때 적절한 침자

IM injection Pad, 綿球, 紙板 순으로 나타났으나 유사도는 60%

술기 모델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하로 나타났다.

시술자가 느낀 침감을 VAS로 수치화 하여 비교한 결과 5가지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needle insertion-measurement

자침 술기 실습 모델 중 사과가 시술자 침감 평가에서 가장 높은

system을 통하여 침과 실습 모델 간의 상호 작용에 의한 힘을 정량

순위였으나 유사도는 56.90점이었으며, 紙板과 綿球의 경우 각각

적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기 제시되고 있는 침자 술기 실습 모델들

20.43점, 24.19점으로 나타났다. Needle insertion-measurement

이 인체 조직의 특성을 반영하기에 부족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

system으로 침감의 객관화 지표로서 측정한 마찰력과 마찰계수에

었다. 향후 본 시스템을 활용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인체와 유사

서도 5가지 침자 술기 실습 모델 중에서 침의 움직임으로 인해 발

한 침감을 반영할 수 있는 재현성 있고, 표준화된 침자 술기 실습

생하는 상호작용에 의한 침감 지표가 제삽법 시행 전체 과정에서

모델의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모두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는 모델은 없었다.
침자 술기 실습 모델의 개발에 있어서 수기법 등의 시행에 따른
자극량의 조절이 침 치료 효과에 있어 주요한 측면이라는 점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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