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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經絡學說은 한의학의 중심이론으로 인체를 하나의 갈라놓을

수 없는 유기체로 보는 整體觀念의 초석이라 할 수 있다. 이 학

설에 근거하여 오장육부와 五官, 五體, 五竅, 五華 등의 관련을

해석할 수 있으며 內外表裏의 하나같은 연결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경락계통에 대하여 한의학 원전에서는 혈위에 해

당하는 부위와 경락의 순행통로만 알려져 있으며 경락학설에서

는 인체의 주축을 이루는 오장육부와 인체의 각개 부위는 어떠

한 통로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통로를 통해 영양물질

과 에너지, 정보교환을 진행한다는 것이다1,2). 한의학에서는 이러

한 작용들을 보이지 않은 經氣의 작용으로 통합적으로 논하고

있다.

經絡은 氣의 통로이고 한의학적 진단 및 치료의 기본 대상

으로 질병의 반응점이 연속되는 선이다. 경혈은 그 작용의 분기

점이며 반응점으로 질병이 발생하면 氣血의 흐름이 정체하는 곳,

혹은 정체하기 쉬운 곳이 경혈로서의 반응을 나타낸다. 이러한

반응을 나타내는 경혈 혹은 그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혈을 자

극함으로써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침치료의 기본 원리이다. 침

자극이 인체의 저하된 기능상태로부터 각성상태, 응급상태, 국부

적 쇼크상태로 만들어 줌으로써 인체의 전반적 생리기능이 새로

운 평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3).

이러한 경락학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하나

는 경락과 경혈은 특별한 구조와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락과 경혈에는 어떤 특별한 구조나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인 계통(Functional system)이라는 것이다.

이중 자율신경계와 경락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

루어지고 있는데, 전신성 내장구심성 말초신경계(general

visceral efferent peripheral nervous system)인 자율신경계

(autonomic nervous system)의 변화가 각 장부의 내적 균형을

유지하도록 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최근 연구에서 침의 작용

기전을 설명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전체연구 중 11% 연구가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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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계의 측면을 통해 접근하고자 하였다4). 또한 임상에서 침치

료를 활용하는 경우에서도 침자극을 통한 자율신경계의 안정 및

혈관운동성 및 혈류 흐름의 변화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자율신경계에 미치는

침의 효과를 관찰한 연구를 분석하여 침의 작용기전을 이해하고

실제 임상에서 침치료를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론

본 연구에서는 Pubmed에서 acupuncture와 autonomic

nervous system 관련 연구 검색을 통해 2010년 8월까지 발표된

침자극에 대한 자율신경계의 변화와 관련한 기전에 대한 논문

및 임상연구 논문들을 정리하여 침자극이 자율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를 분석하였다.

1. 자율신경계

자율신경계는 동물의 신경계 중 말초신경계의 한 부분으로

서 수의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말초 신경계를 체성신경계라면

자신의 의지로 제어할 수 없는 말초신경계를 자율신경계라고 한

다. 자율신경계는 크게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로 나누어지

는데 이 두 가지는 서로 길항작용을 통하여 제어되게 된다.

우리 몸에서 자율신경계는 체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대해 내

적 환경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여 신체의 항상성

(Homeostasis) 및 생명을 유지하도록 관여한다. 동일한 장기 및

기관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함께 분포하여 길항작용을 통

해 신체의 내적 균형을 이룬다. 인간이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면 부교감의 억제와 교감의 항진 등의 자율신경계의 부조화

가 종종 나타난다. 예를 들어 자율신경계의 변화는 전신적으로

피로, 위장관 문제, 심장 기능장애 및 스트레스 반응 등을 유발한

다5-8). 이는 경락학설에서 內因과 外因의 침습으로 인해 경락에

이상적 변화가 발생하여 氣血運行, 養營周身, 抗禦病邪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인체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는 것과 유

사하다9).

따라서 이러한 자율신경계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것은 균형된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2. 침자극과 자율신경계

1) 자율신경계를 중심으로 본 침의 작용기전

(1) 침자극과 체성교감신경반사(Somatosympathetic Reflex)

Huang10) 등은 침 자극은 체성교감신경반사

(Somatosympathetic Reflex. SSR)를 통해 진통효과를 얻게 된다

고 하였다. 침이나 전침 등으로 인하여 감각신경에 자극이 오게

되면 신경학적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초반에는 일시적으로 그

부근의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침을 놓은 자리가 국소적으로 한기

가 들게 되지만 이어서 교감신경의 영향이 줄어들면서 오랜 시

간 동안 따뜻한 효과를 유도한다. 이러한 국소적 효과 이외에도

TENS (trans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는 온몸의 전

반적 혈관확장과 온기를 느끼게 한다. 국소적 효과는 그 부근의

체성교감신경과 축색돌기의 반응을 가져오고, 전신적 효과는 중

심성 체성교감신경반사가 생겨 부교감신경을 흥분하거나 억제

한다11).

침은 국소적 뿐 아니라 원위근육의 혈액흐름을 증가시키기

도 하며 이는 통증완화에도 영향을 준다
12)

. 근막동통이 발생하는

기전을 살펴보면 근육수축과 허혈은 다양한 통각수용기를 자극

하는 화학 물질들을 분비하게 한다. 이에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

류의 흐름을 빨리 함으로서 이러한 물질의 농도를 옅게 하여 신

경계에 영향을 덜 주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통증경감에 효과

적이다13). 침 및 TENS는 SP(Substance P)와 CGRP(Calcitonin

gene-related peptide) 같은 혈관활성 신경펩타이드(vasoactive

neuropeptides)를 방출하여 피부와 근육에서 혈관확장을 일으켜

진통효과를 가져온다14).

(2) 혈관외액의 통로인 경락과 이를 조절하는 자율신경계

시상하부는 자율신경계를 지배하고 피부의 혈액운동은 자율

신경계에 의하여 조절된다15). 최근의 양전자방출단층촬영

(positron emission tomography)의 연구에서 통증, 혈액흐름, 그

리고 체온은 시상에서 통제하고, 시상에 영향을 준다면 통증, 혈

액흐름, 그리고 체온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16).

Kuo
17)

등은 경락을 혈관외액의 통로로 보고 자침을 통하여

자율신경계를 조절하여 미세혈류 및 혈관외액의 흐름을 조절하

고, 자극이 전파된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흐름의 조절을 통하

여 자침을 통한 전파성 자극(Propagated Sensation along the

Meridian ; PSM)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Kuo17) 등은 58명을 대상으로 상완을 고무줄로 묶어서

조직액의 흐름에 제한을 둔 후 시상하부를 자극하는 양노(SI6)와

양소해(SI8)18)를 자침하여 득기감을 준 후 혈류와 체온을 자침전

과 비교한 결과 상완을 묶지 않고 자침한 군의 경우 혈액움직임

과 온도는 증가하였으나 상완을 고무줄로 묶고 자침한 군에서는

전파성자극이 감소하여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침 자극

으로 유도된 PSM은 조직액이 경락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생기는

혈액의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2) 침자극이 자율신경계에 미치는 효과

(1) 생리적 상태에서 자율신경계에 미치는 침의 효과

정상상태에서 침 자극이 자율신경계에 미치는 효과는

Knardah19)과 Kimura20) 등의 연구에서 합곡혈의 자극은 교감신

경의 활성이 나타나고, Nishijo21), Haker22), Wang23), Huang24),

Hsu
25)

등의 연구에서 극문, 내관, 심수, 사신총, 이침에서 폐첨

혹은 신문 등의 경혈 자극은 부교감 신경의 활성이 나타났다. 또

한 경혈자극의 위치에 따른 자율신경계에 미치는 작용이 다르다

는 경혈의 특이적 반응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자율신경계에 미치

는 경혈의 특이적 작용은 합곡혈 주변에 교감신경 섬유 등이 신

경 연접하고, 이갑개(concha of ear)에 주로 부교감신경 섬유가

연접하는 것으로 신경지배의 작용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26)

.

(2) 스트레스 상태에서 자율신경계에 미치는 침의 효과

인체에서 가상의 스트레스를 유발한 병리적 상태에서 침 자

극이 자율신경계에 미치는 효과는 Middlekauff
27,28)

등의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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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정시에는 침자극 전후 변화가 없는데 반해 심부전 환자에

서 스트레스로 유발된 근육교감신경활성도의 증가가 침 자극에

의해서 억제되었고, Sham 자극 혹은 비침습 자극에서는 스트레

스로 인한 교감신경의 항진이 억제되지 않았다. 건강인에서 보

이지 않은 침의 교감신경 조절효과가 심부전 환자에서 명확하게

관찰된 것은 병증 상태에서 침의 정상으로 회복하려는 작용이

강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Li29) 등은 자전거 타기 운동부하

스트레스에 대한 변화에 전침을 사용하여 혈위 특이적으로 심혈

관 역학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Li
30,31)

등은 3시

간의 자동차 운전 시뮬레이션으로 유발되는 자율신경계의 변화

에 대해 자기침(magnitopuncture)의 효과를 관찰하여 대추-내관

에 자침한 경우 모의 운전으로 유도된 피로에 수반된 교감신경

의 항진을 억제하였고, 합곡-내관 자침군 역시 교감신경의 항진

을 억제하였으나 모의 운전 없이 합곡-내관 자침군은 교감신경

을 항진시키는 것으로 관찰되어 피로하지 않은 편안한 상태에서

는 Haker 등의 연구에서의 결과와 유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

고하였다.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인체는 교감신경계의 항진과 부

교감신경계의 감소의 자율신경계의 변화가 나타난다. 이상의

연구에서 연산 수행, 자전거 및 악력 등의 운동부하, 모의 운전

등의 각종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자율신경계의 변화를 관찰하

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침 시술은 정상적인 생리적인

상태에서가 아닌 스트레스 상황으로 유발된 인체의 자율신경계

의 부조화 상태에서도 회복하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32).

고 찰

그동안 많은 연구들이 경락학설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자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해부학적으로 경혈이 위치한 곳의

표피, 진피, 피하조직, 근막, 근육의 각종 조직 내에는 많은 말초

신경, 신경총, 신경속 등이 있다. 특히 사지 부분이 주위 신경의

분포와 매우 접근되었으며, 경혈 부위는 신경의 분지와 근접되어

있다33). 그리고 경혈의 조직은 그 존재하는 부위(예를 들면 근육

이나 피부의 심층과 표층, 피부의 유모부와 무모부 등)에 따라서

다르며 특정 경혈의 혈위에는 장력수용기, 압수용기, 자율신경종

말, 근방추 등 많은 감각수용기가 분포되어 있다34). 이를 통해 사

지에 있어서의 경락의 순행과 말초신경 및 동정맥의 주행은 상

당부분 일치하며, 구간부에 있어서 혈위의 분포는 척수신경과 유

사하기 때문에 경락 주위를 신경, 동정맥, 림프관이 주행하고 있

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경과 맥관을 경락과 연관시켜 볼 수 있다.

또한 경락을 하나의 단순한 도관계통이 아니라 신경과 유관

하지만 경락 자체가 단독의 특수 전도계로 보는 견해도 있다. 전

기, 자기, 음성, 기계적 자극, 화학적 자극 등에 대하여 특이적 반

응을 나타내고, 신경과 체액이 모두 경락의 전도 과정에 참여하

고 있어 혈위를 자침한 후 신경과 체액 요소가 만들어 내는 침자

효능 반응 경로가 경락이라고 말하기도 한다35).

경락의 실질을 인체 내에 있는 전기적인 전도로 보는 견해

도 있다. 조직기관에서 발생 하는 전류는 그 강도와 분량 등의

특성에 의하여 특수한 전기통로를 연해서 주행하여 종횡으로 교

차되어 전신에 두루 분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락 경혈은 생

리적 화학적으로 이온화하기 쉬운 부위이며 거기서 방류된 전류

를 가장 잘 받아들이고 경락을 따라 잘 흐르도록 한다. 그러므로

경혈은 체내외로 통하는 전기의 문호이며, 통전량이 가장 많은

부위이고, 피부상 의 전기 활동은 생체내의 전자기장의 작용과

상호 연관을 가지고 있다35).

경락학설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침자

극의 효과에 대한 기전으로 신경의 반사 활동이라고 설명하며

혈위와 내장의 반사성 연계는 자율신경이 참여함으로서 실현된

다고 보고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침자극과 자율신경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C.

Ionescu-Tirgoviste36)는 경혈이 피부의 자율신경집합부일 것이라

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그는 전신 700여개의 혈위는 이미 확정된

공간분포에 따라 투사된 것이며, 이런 분포는 특정한 피부의 자

율신경집중부를 나타내는 표면영상이므로, 이 혈위에 침을 시술

하면 특이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침술은 해당

체절범위 밖에 위치한 어떤 혈위를 자극함으로써 작용을 유발하

는 것으로, 이런 작용은 상(象)반사요법처럼 신체-자율반사가 혼

합된 경로를 통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율반사경로를

통해 전달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런 경로에 유입 또는

유출되는 과정은 모두 자율성을 띤다고 하였다. 그 주요근거 첫

째로 피부의 생물학적 보호벽 안쪽의 진피층은 상당한 신경지배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우선 수많은 말초신경의 이중신경이

지배하는 혈관망의 존재와 관계가 있다. 진피의 수많은 해부 구

조, 예를 들면 선체(腺體)와 근섬유 등은 모두 진정한 내장기관이

며 중배엽층에 기원한다고 알려져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추방신경절을 절제하여 자율신경의 지배를 제거한 다음 다시 해

당부위의 피부 혈위에 침을 시술하면 생물학적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木村忠司37)는 경락과 자율신경계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즉 사지 경락은 교감 내장감각분절과 부교감 내장감각부위절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심경은 분명히 교감성 분절이며,

심장의 통증 파급과 완전히 일치한다. 소장경 또는 소장이라고

인식되는 감각(T7∼L2)은 상지의 자율신경지배(T2∼T7)와 공통

된 분절이 있다. 대장경의 분절은 상지에 있지 않으나, 골반강의

미주 감각 그리고 미주 감각이 연수에서 집합한다는 점에서 본

다면, 이처럼 간접적으로 피절이 출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 밖에도 E. G. Diamond38)은 이침요법의 작용원리를 연구

하기 위해 이익(耳翼)부 조직을 관찰하였다. 그가 골수인지질

(Myelin)염색법을 이용하여 이익 조직을 관찰한 결과, 이익의 해

당부위에 말초성 미주신경망이 분포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부

위에 침을 시술하자 유기체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침자극이 자율신경계를 조절한다는 가설로 경혈과

자율신경계의 해부학적 유사성 이외에 침자극이 체성교감신경반

사 및 혈관외액을 조절한다는 견해가 있다. 두 가지 가설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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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자극이 자율신경계를 조절하고, 이를 통해 혈액의 흐름을 조절

하여 국소적인 혹은 전신적인 통증을 완화시키고 내장에 자극을

미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내장질환 및 통증조절에

있어 해당 병소와 떨어진 원위부에 침자극을 주었을 때 치료 효

과를 나타내는 경락학설의 원위부 취혈의 근거 및 경락을 통해

자극을 전도하는 작용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9)

.

또한 최근 침과 자율신경계 관련 연구를 고찰한 결과, 침 자

극은 정상 생리적인 상태에서 경혈의 위치에 따른 자율 신경계

의 상반적 작용이 관찰되었고, 각종 스트레스 관련된 병리적인

상태에서 부조화된 자율신경계를 정상으로 회복하려는 작용이

관찰되었다. 생리적인 상태에서 음양이총혈(陰陽二總穴) 중 主氣

하여인체의양기(陽氣)를 조절하며 진통작용을 나타내는 합곡혈

의 자극은 교감신경의 활성이 나타나고, 心과 관련되어 정신의

안정작용을 나타내는 극문, 내관, 심수, 사신총, 이침에서 폐점

혹은 신문 등의 경혈자극은 부교감신경의 활성이 관찰되었는데,

각 경혈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각 경혈자극에 따른 인체의 반응

이 다르게 나타난 것이 실험적으로 관찰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

부분은 부교감신경계의 항진을 통해 안정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실험적 스트레스 상태에서 실험결과는 대

체로 증가된 교감신경의 항진을 정상으로 회복하려는 효과를 보

여주었는데, 경혈의 조합을 통한 치료효과의 측면으로 접근한 연

구여서 각 경혈의 특이적 작용보다는 임상적 효용성을 더 중시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경락학설의 치료면에서의 기능에서

항진된 것은 억제하고, 저하된 것은 올려주어 인체의 균형을 유

지하고 전신에 기혈을 고르게 운행시키고 음양의 균형을 조절하

는 기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9).

본 논문은 경락학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여러 가

설들 중 자율신경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동안 경

락과 경혈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있어왔지

만 경락과 경혈은 단순한 도관이나 신경의 접합부가 아닌 다양

한 자극에 대하여 특이적 반응을 나타내고, 신경과 체액이 모두

관여하는 곳으로 경락과 경혈을 명확히 정의내릴 수는 없다. 마

찬가지로 침자극에 대한 효과의 기전을 단순히 자율신경계와의

관계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한의학에서 음과 양의 동

적 평형을 유지하는 것을 중시해 왔고, 장부와 관련된 경락을 침

을 통하여 자극함으로써 기의 흐름을 정상으로 하게 하여 인체

의 불균형을 조절하는 작용이 상기 연구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

이 음과 양의 관계와 같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이루어진

자율신경계의 조절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결 론

본 연구에서 침자극과 자율신경계와의 관계를 고찰한 결과

침자극이 체성교감신경반사 및 혈관외액의 흐름에 변화를 주어

자율신경계를 조절하고, 침자극을 통해 정상 생리적인 상태에서

경혈에 따른 자율신경계의 상반되는 작용을, 각종 스트레스 관

련된 병리적인 상태에서는 부조화된 자율신경계를 정상으로 회

복시키려는 작용을 보이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번 고찰은 침의

효과에 대한 다양한 가설 및 기전들 중 하나인 자율신경계와의

연관성을 규명하는데 중심을 두었고, 침 시술이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치료 방법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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