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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부생리학 해석을 통한 미용침의 연구
김민식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경락경혈학교실

A Study on Cosmetic Acupuncture Through Anatomy and 
Physiology Interpretation

Min-Sik Kim

Deptartment of Meridian and Acupoint,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jeon University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echanism of Cosmetic Acupuncture through reinterpretation of 

anatomy and physiology. Methods : The causes of wrinkle increases and rapid aging of facial skin were studied and the theoretical 

system of Cosmetic Acupuncture treatment was analyzed through anatomy and physiology reinterpretation. Results and 

Conclusions : An increase in wrinkles and rapid aging of facial skin is caused by xerosis. Skin condition represents the condition 

of subcutaneous muscle. The reason why skin becomes easily dry is the heat produced by craniofacial part. Craniofacial part always 

generates lot of physiological fever because of the muscles. This physiological fever is produced from the muscles that are 

responsible for maintaining skull suture, controlling the movement of temporomandibular joint, maintaining head and neck 

posture. Controlling this fever is the crux of Cosmetic Acupuncture mechanism. These muscles correspond to Foot Taeyang 

meridian-muscle, Foot Soyang meridian-muscle and Foot Yangmyung meridian-muscle. Cosmetic Acupuncture is effective for 

preventing facial skin from aging and wrinkle increase by mechanical stimulus on facial muscles, and for controlling craniofacial 

part meridian-muscle system producing the heat.

Key words : anti-aging, cosmetic acupuncture, skull and facial fever

緖論
현대 의학의 치료범주는 전통적 치료의 개념에서 확장되어, 개

개인의 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을 관리하고 개선시키는 

분야까지 포괄하게 되었다. 서구에서 먼저 발달한 이 분야는 20세

기 전반기에 세계대전을 두 차례나 치르는 동안 더욱 발전했고, 외

상의 치료를 위해 많은 재건성형수술이 개발되었다. 이후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신

체의 기능적 이상이나 문제를 해결하고 통증을 제어하는 범주에서 

개개인의 미적욕구 등을 충족시켜서 삶의 의미를 풍부하게 해주는 

분야까지도 포괄하게 되었다5,6,33).

이는 양방의학에서는 ‘미용성형’의 범주에 해당하는데, 한의학

계에서는 이러한 분야가 특별히 발달해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

근 들어서 이러한 범주들이 한의학계에서도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

다. 그 중에서 ‘미소안면침’, ‘정안침’ 등으로 불리는 한의학계의 새

로운 미용 성형 치료법이 등장하였다1-4,32). 이는 안면피부의 개선, 

주름의 개선 등을 주요 목표로 하는 요법이다. 물론 이외에도 유방 

확대술(augmentation mammaplsty) 등 다양한 미용 성형 관련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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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요법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치료 요법들은 고서 등에서 관련 시술사례나 근거를 찾

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2-4). 최근 들어 한의학계의 노력으로 등장한 

치료법으로, 요즘 우리 사회의 큰 문화적 조류의 하나인 자연 친화

의 웰빙(well-being) 문화와 결합하여 다양한 방면으로 연구되고 

발달되고 있다.

이러한 요법 중 한방 미용침요법의 경우는 여러 연구들에서 임

상적 가치와 효능이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미용의 효능뿐 아니라 다시 치료의 범주로도 연결이 되는 등 연구

가 많이 활발하다5-10,32). 이러한 요법들을 살펴보면 생성 및 발달과

정에서 해부학의 이론과 결합한 내용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추론된

다1,4). 물론 해부학의 경우는 양방의학으로만 한정지을 수 없는 형

태학이지만, 각종 연구들에서 해부학과 결합이 되어 있는 특징만 

부각이 되어서 한의학 고유의 이론을 쉽게 찾아보기는 힘든 상황이

다. 관련 연구를 조사한 결과, 처치는 침치료를 통한 한의학적 방법

을 사용하지만, 실질적 이론의 근원은 단순 근육해부학에 두는 경

우가 많다1,4). 따라서 일반적으로 기본 이론을 침치료를 통한 안면

부 근막의 자극 이론 중심으로 설명이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이미 

각 연구에서 나타나는 經穴, 經絡, 經筋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 

범주에는 한의학 이론이 충분히 자리잡고 있다. 단순하게 안면부에

만 국한되지 않고, 치료 범주가 확장이 되어 있는 것1)이 그 증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해부학적인 내용에 국한한다면 미용침에

서 안면부 이외의 근육을 치료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본문에서는 한방 미용침의 의미를 관련 양방 해부생리를 재해석

하여 한의학 생리 병리 체계와 비교 분석하여 이해하고자 한다. 분

석의 중심은 經穴보다는 經筋의 체계를 중심으로 하였다. 노화의 

속도차이, 피부와 근육의 관계, 혈성과 주치증 등에 중심을 두지 않

는 자침의 의의에 대해서 형이하학적 체계로 이해해 보고자 한다.

本論
1. 피부의 해부생리와 주름의 발생 원인

해부학적으로 피부는 표피, 진피로 구성되어 있다. 피부밑조직

(얕은 근막)은 피부의 구성요소는 아니지만, 해부 조직학에서는 피

부밑조직(subcutaneous tissue)도 포함해서 피부의 범주에서 설명

하고 있다16,17). 이 부위에 땀샘, 얕은 혈관, 림프관, 피부신경이 위

치한다. 피부계통은 몸의 보호, 몸의 구조물과 탈수를 막는 필수물

질을 함유, 땀의 증발과 얕은 혈관의 확장과 수축을 통한 열 조절, 얕은 

신경과 긴경종말에 의한 감각, 비타민 D의 합성과 저장을 한다17). 근

육은 근섬유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근막으로 나눌 수 있다16). 근막

은 몸의 깊은 구조물을 감싸고, 포장하고, 보온하는 물질로 구성되

어 있다. 어디에서나 피부밑조직(얕은 근막) 아래에 깊은 근막이 

있다. 깊은 근막은 치밀하게 잘 짜인 결합조직층이며 지방이 없고, 

피부와 피부밑조직에 평행하게 몸의 대부분을 덮고 있다. 깊은 근

막은 안쪽면에서 연장되어 깊은 구조물을 감싸면서 각 근육과 신경

혈관 다발을 감싸는 근막이 된다17).

한의학적으로는 膚는 신체의 表皮이며 腠는 肌肉의 紋理를 말한

다. 여기서 膚는 인체의 表部 즉 皮膚와 汗腺 및 毛孔, 毛髮 등을 

말한다. 腠理는 肌肉으로 筋肉組織 및 筋肉脂肪組織을 意味하는데 

津液이 스며나가는 곳을 腠라 하고 紋理가 모인 곳을 理라 하며 

筋肉과 근육이 연결되는 옴폭 들어간 부위를 溪谷이라 한다25).

서양의학적으로 얼굴 피부 주름은 노화가 핵심이다. 피부노화는 

가령에 따라 나타나는 노화 즉, 내인성 노화와 주변환경 등 외부 

자극에 의한 외인성 노화로 분류한다.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깊은 주름살과 잔주름살, 색소 탈색, 피부건조, 탄력성 감소 및 색소 

과침착 등의 변화이다14). 주름살(wrinkle)은 햇빛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진피 속의 콜라겐섬유, 탄력섬유 등에 변성이 

일어나고, 피부 수분이 감소하여 피부의 탄력이 떨어져 피부가 접

히게 되면서 만들어진다. 이와 더불어 일부 피하 지방이 흡수되어 

주름을 더욱 악화시킨다.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주름살과 관

련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햇빛을 들 수 있다. 지속적으로 햇빛에 노

출되면 진피층의 콜라겐 섬유, 탄력 섬유 등의 변성이 초래되고,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피부 노화가 일어난다. 그 결과로 주름살이 

생길 수 있다. 얼굴표정 또한 주름 생성에 영향을 준다. 근육이 계

속 수축하면 피부 주름살이 발생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주름은 일

반적으로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주름보다 깊다. 중력 또한 영향

을 주는데, 중력은 피부를 아래쪽으로 지속적으로 잡아당겨 늘어지

게 만든다. 피부의 건조함도 주름에 영향을 주는데,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수분을 유지시켜 주는 샘 기능이 떨어지면서 피부가 건조해

지고, 건조해진 피부는 거칠어지고 탄력이 떨어져 주름진다. 그 외

에도 흡연, 유전적인 소인, 피부 색깔(하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쉽게 햇빛 화상을 입게 되므로 주름이 더 생기는 경향이 있다) 등도 

주름살 형성에 영향을 준다.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것 외에 다른 

뚜렷한 신체 증상은 없고, 눈으로 주름진 피부를 확인함으로써 진

단할 수 있다30).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얼굴의 주름은 진피층의 영향이 중심이

며, 그 원인은 근육의 수축과 피부 자체의 건조함이고, 주름의 경우

는 근막층에도 주름이 생겨 있다는 것7)이다.

건조함은 한의학에서 ‘燥邪’라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서 醫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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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門20)에서는 ‘燥有內外屬陽明 外因時値陽明燥令 … 皮膚乾枯屑

起. … 總來金被火相刑 六氣　風ㆍ熱ㆍ火 屬陽, 寒ㆍ燥ㆍ濕 屬陰. 

但燥雖屬秋陰, 而反同風熱火化. 蓋火盛則金被熱傷, 木無以制而生

風, 風勝濕 熱耗津. … 皴勁渴秘雖風熱 表裏俱宜潤衛榮’라고 하였

고,東醫寶鑑21)에서는 ‘燥因血少. 內經曰, 諸澁‧枯涸‧乾勁‧皴揭, 皆

屬於燥. 火熱勝, 則金衰而風生. 緣風能勝濕, 熱能耗液而爲燥. 陽實

陰虛, 則風熱勝于水濕而爲燥也. 盖肝主筋, 而風氣自甚, 又燥熱加之, 

則筋大燥也. … 熱能耗液而成燥也. 燥於外, 則皮膚皴揭‧瘙痒. … 內

經曰, 燥勝則乾. 註曰, 燥勝則津液涸竭, 故皮膚乾燥.’라고 하였다. 

이는 한의학에서 주름의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고, ‘熱耗

津’과 ‘熱能耗液而成燥’으로 燥邪의 원인이 熱邪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다24).

2. 頭蓋 顔面部에서 發熱
難經ㆍ四十七難22)에서 “人面獨能耐寒者, 何也? 然, 人頭者, 

諸陽之會也.  諸陰脈皆至頸, 胸中而還, 獨諸陽脈皆上至頭耳, 故令

面耐寒也.”라고 하였다. ‘얼굴은 제양경이 모여 춥지 않다’는 설명

인데, 이는 發熱이 있다는 것으로 시사한다. 이는 해부생리학적으

로도 나타나는 실증적 현상으로, 기본적으로 頭蓋 및 顔面部에는 

항상 ‘生理的 熱’이 발생하고 있다. 체온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기전 

이외에 추가로 생리적인 熱이 발생하고 있어서 온도를 다른 부위에 

비해 높게 유지한다. 사람의 정상 체온 중 가장 온도가 높게 유지되

는 부위는 직장(rectum)이고, 다음으로 두부(head)이다. 두부의 온

도는 다른 신체부위에 비해 최소한 2oC 이상 높게 유지하고 있다. 

직장의 경우는 온도의 변화가 거의 없이 일정한데 반해 두부는 상

황에 따라서 온도의 차이가 발생한다. 정서적 흥분만으로도 1.5oC 

이상의 온도상승을 보일 수 있는데 무의식적인 근 긴장에 의한 것

으로 보인다15).

체온의 기초가 되는 熱의 주된 공급원은 골격근의 수축이다15). 

근육은 기능적으로 수축과 이완의 동작을 한다. 그러나 이 모든 동

작은 수축이다17). 수축의 형태는 등장성 수축과 등척성 수축 두가

지로 나뉜다. 일은 힘과 거리의 곱이므로 등장성 수축은 일을 하나 

등척성 수축은 일을 하지 않지만, 등척성 수축의 경우에도 수축이 

일어나 장력을 발생한다15). 근육은 수축시 에너지를 소모하고, 이

는 熱을 생산한다18). 열역학적으로 근육에 공급된 에너지는 에너지 

생산량과 일치하여야 한다. 에너지 생산은 근육이 하는 일, 고에너

지 인산결합, 열 등으로 나타난다. 골격근의 전체적인 기계적인 효

율은 등장성 수축 시 물체를 들어올릴 때 50%에 이르며 등척성 

수축시는 0%이다. 인산결합에 저장된 에너지는 작은 요인이다. 따

라서 열 발생은 상당하다15).

안정열(Resting heat)은 안정 시 방출되는 열로 기초대사과정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수축하는 동안 안정열 이상으로 생산되는 

열을 초기열(initial heat)이라 한다. 초기열은 근육이 수축할 때마

다 생산되는 활성화 열(activation heat)과 근육이 단축하는 거리에 

따라 비례하는 단축열(shortening heat)로 이루어진다. 단축열은 

단축 시 근육의 구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생기는 것이 분명하

다. 수축 후 안정열을 넘어선 열 생산은 30분 동안 지속된다. 이 

회복열(recovery heat)은 근육을 수축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대사과정에서 발생되는 열이다. 근육의 회복열은 초기열과 거의 같

다. 즉 회복 중 생산되는 열은 수축시 생산되는 열과 같다. 등장성 

수축을 한 근육이 이전의 길이로 회복된다면 회복열 이외에 여분의 

열이 생산된다(이완열, relaxation heat). 근육을 원래 길이로 회복

시키기 위해 외부적인 일이 행해져야 하며 이완열이 주로 이 일을 

나타낸다15).

頭蓋 顔面部에서 다른 부위와 달리 추가적 발열을 일으키는 원

인은 크게 세가지 정도로 나누어 추정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두개골이 하나의 뼈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여러 뼈들의 조합상태

로 구성되어, 자체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두개골은 각각 봉합

(suture)이라는 관절로 이어져 있다. 두개골을 이루는 뼈의 성장은 

봉합부위(suture)와 뼈의 바깥 표면에 위치한 골막에 의해 뼈조직

이 형성되어 일어난다. 이와 동시에 뼈의 안쪽 표면에서는 흡수가 

일어난다. 뼈는 단단하지만 그 형태가 어느 정도 변형될 수 있으므

로, 뇌의 성장에 대응하여 적절한 크기의 두개골을 형성할 수 있다16). 

두개골을 구성하는 뼈들 사이의 봉합의 폐쇄는 대개 속면은 30∼

40대 사이에, 바깥면은 대략 10년 더 지나서 시작된다. 봉합의 폐

쇄는 일반적으로 정수리점에서부터 시작하고, 시상봉합, 관상봉합, 

시옷봉합 순으로 연속된다17).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두개골 자체는 

뇌압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고, 성장을 해야 하며, 충격을 흡수해

야 하기 때문에 미세하게나마 움직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두개골 자체가 단일 뼈로 구성되어 움직일 수 있는 구조

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성장도 힘들고, 충격의 흡수량도 감소하고, 

무엇보다 일상생활 속에서 수시로 변하는 뇌압의 변화에 대응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봉합이라는 관절을 통하여 움직임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그 움직임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에는 

뇌자체의 안정성에 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두개골의 관절

은 봉합이라는 움직이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다. 더불어 그 움직

임을 제어하기 위하여 모상건막을 포함한 후두전두근, 측두두정근, 

측두근 등 여러 넓은 근육과 건막으로 두개골 자체를 둘러싸고 있

다. 이러한 고정을 위한 등척성 수축은 지속적인 근육 힘의 사용을 

초래하고 그 힘은 근육 열을 발생시킨다27). 등척성 수축이므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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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공급되는 에너지의 대부분이 熱로 전환된다15).

두 번째는 악관절의 움직임과 관련된다. 사람은 평소에 입을 다

물고 있는데, 이는 연하작용과 연관이 된다. 악관절이 벌어져 있으

면 구강의 건조, 연하작용의 애로 등의 문제에 봉착하기에 지속적

으로 하악을 거상하고 있는데, 이때는 측두근이 그 힘의 중심이 된

다. 따라서 하루 종일 측두근은 단축 긴장의 상태를 유지한다. 그리

하여 측두근은 봉합의 유지와 더불어 악관절과 관련된 등척성 수축

으로 發熱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26).

세 번째는 목의 자세 근육인 흉쇄유돌근과 승모근에서 발생하는 

熱이다. 지속적인 목의 자세를 잡는 관계로 항상 근력이 유지되어

야 하며, 이는 근육의 긴장을 유지한다26). 흉쇄유돌근은 또한 호흡

의 시작이 되는 근육26)으로 복근의 긴장 등이 있으면 호흡시 더욱 

많은 긴장이 유발된다27). 평소 자세와 관련된 긴장이 일정 수준이

상으로 유지되며 발열은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척수부신경(acce-

ssory nerve)이 흉쇄유돌근과 승모근 조절만을 이유로 존재17)하는

데, 이 점은 인체가 목을 가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복잡한 일이

며 뇌신경에서 직접 지배하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考察
기존의 안면 미용침에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름개선’이 

주요 목표이고, 얼굴 윤곽의 변형 유도와 피부상태 개선을 부가 목

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3,5,7-9,31). 이 분석을 기준으로 정의를 

내리면 ‘얼굴을 중심으로 한 시침 등의 한의학적 처치를 통하여 안

면 피부상태의 개선, 안면주름개선, 안면윤곽의 성형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기본으로 하여 치료과정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추론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안면 피부 상태의 개선 단계이다. 침치료를 통하

여 안면 피부 상태를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발표

된 모든 시술은 직접적으로 안면 피부의 ‘근육’과 ‘經穴’에 자침하

고 있다. 자침을 통하여 근육을 자극하고, 이를 통하여 피부를 개선

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주름의 개선 단계이다. 첫 번째 단계에서 안면 

근육과 피부상태가 개선되면서 주름이 옅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다. <한의안면성형학회>에서 한 번의 시술로도 효과가 있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피부상태의 

호전이 바로 나타나서 주름의 개선되는 것으로 파악하기에는 무리

가 있다. 근육에 대한 직접적 자극을 통해 근 탄력의 변화가 바로 

나타나고, 이로 인해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된다19).

세 번째 단계는 안면 성형의 유도 단계이다. 안면 피부의 상태가 

개선되어, 처진 피부 등이 개선되고, 또한 근육의 볼륨과 탄력이 

호전되면서 성형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치료과정은 안면에 직접적인 침치료를 통하여 근 탄

력이 개선되고, 이를 통해 피부로 공급되는 혈류와 림프의 흐름이 

개선되고, 좀 더 나아가 안면윤곽의 변형을 유발하여 성형의 효과

가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치료과정을 해부학적으로만 분석하면 한방 미용침요법의 장

점은 드러나지 않는다. 국소적 근육 근막 자극 요법과 MPS의 방사

통의 범주, 신경 지배 범주 이외에는 치료법이 확장되는 과정이 설

명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방 미용침요법의 특이한 점 중의 하나

가 치료범주가 얼굴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얼굴을 중

심으로 한 치료법이고 근위취혈이라고 하여도 단순하게 얼굴 표정

근육을 자극하는 수준이 아니고 그 치료범주가 두경부를 비롯한 

다른 부위로 확장이 되어 있다1). 이는 자극요법 수준의 치료가 아니

라는 것이다. 그 속에는 인체의 생리기전을 고려한 치료가 포함되

어 있기 때문이다.

전술한 대로 주름은 피부의 문제이며, 피부의 상태는 근육의 지

배를 받는다. 피부상태가 곧 근육의 상태를 의미한다. 진피층 아래 

얕은 근막과 이를 포괄하는 근육층을 통해서 혈액, 림프 등을 공급

받기 때문이다17). 즉 피부는 피하 근육의 상태가 좋을 경우 피부는 

좋을 수밖에 없고, 근육의 상태가 나빠질 경우 피부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난다. 얼굴같이 피부가 얇고 지방층의 두께가 얇다면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얼굴 주름이 발생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그 원인은 노화와 건조

함이다8,14,30). 조직학적 소견에서 기름샘(sebaceous gland)과 땀샘

(sweat gland)이 피부밑조직에 포함되어 있음16)으로 이 건조함은 

비단 표피에 국한되는 내용이 아니라 근육층까지 포괄하는 내용이

다. 이 건조함을 유발하는 과정의 시작은 熱이다20,21). 頭蓋部에는 

두개골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들이 

있으며, 악관절의 거상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근육들이 있고, 목을 

가누어 자세를 유지하는 근육들이 있다. 이 근육들 중 두개골을 안

정시키는 후두전두근, 모상건막, 측두두정근 같은 근육들의 경우는 

등척성 운동을 하고 있고, 이는 공급되는 에너지 대부분을 운동에

너지가 아닌 열에너지로 전환시켜 熱을 발산하고 있다. 또한 등장

성 운동을 하더라도 평소에는 등척성 운동이 중심인 자세를 유지하

는 근육 또한 역시 상당한 熱을 발산하고 있다. 측두근의 경우는 

악관절의 거상유지를 위하여, 흉쇄유돌근과 승모근은 목의 자세를 

잡기 위하여, 상당한 등척성 운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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頭蓋部에서 발생하는 생리적 熱은 기본적으로 상당하다15). 인체

는 기본적으로 이 熱을 발산하기 위한 체제 또한 갖추고 있다. 인체

에서는 熱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熱은 혈행에 따른 혈액의 대류 작

용에 의하여 체표면으로 이동되며 일부는 조직을 통해 전도된다. 

체표면으로 혈행이 많으면 혈관이 확장되고 열손실이 커진다. 체표

면으로 이동된 열은 복사(60%), 증발(22%), 전도(18%) 등의 방법으

로 외계로 방출된다19). 방열 체제의 핵심은 전두후두근과 모상건막

이다27). 만약 이 근육들이 어떤 이유에서건 긴장하게 되거나 제 기

능을 상실한다면 이 생리적 熱이 발산되지 못하여 축적되면서 병리

적 熱로 전환된다.

병리적 熱은 생리적 熱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일반적 상황에서 

생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熱이 축적되거나, 어떤 병

리적 상황에 처해서 일반적인 생리작용을 일으키지 못하여 병리적

으로 發熱이 나타나는 두가지 상황을 모두 의미한다. 한방 병리학

에서도 火邪 중 熱은 溫이 약간 심한 것이고, 火는 熱이 극심한 

것으로 설명한다. 따뜻함(溫)은 생리적 범주이며, 熱에서부터 火邪

로 분류하는데, 병리적 熱의 개념은 이 火邪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

다. 燥邪 또한 쉽게 火邪로 변하여 건조함이 아주 뚜렷해지는데 津

液의 耗損이 가장 뚜렷한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다24).

만약 頭部에 땀까지 나지 않을 정도의 긴장이 유발되면 증상은 

확연하게 드러난다. 병리적 熱로 전환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전두근의 경우는 눈을 바로 뜨기가 어려울 정도의 눈 피로를 호소

하고 이마가 묵직하게 순환이 안 되는 느낌으로 이마에 熱이 나는 

느낌을 받게 되는 데 그 증상은 흉쇄유돌근에서 나타나는 증상과는 

다르다. 후두근의 경우는 통증이 꽤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피로

와 후두의 무거움과 발열이 나타난다. 모상건막의 경우도 눈 뒤와 

안구 자체, 눈꺼풀 등에 통증을 방사하고 기타 열증의 증상을 나타

낸다27).

한의학적으로 經筋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핵심이 되는 근육들은 

후두전두근, 측두근, 흉쇄유돌근과 승모근이다. 각각 살펴보자면 

모상건막으로 포함하는 후두전두근은 足太陽經筋11,13)으로 足太陽

膀胱經이 지나는 근육이고, 측두근은 足少陽經筋11,13)으로 足少陽

膽經이 지나는 근육이고, 흉쇄유돌근은 足陽明經筋11-13)이면서 足

陽明胃經이 지나는 근육이다. 승모근의 경우는 足太陽經筋으로 분

류11)되어 있는 연구가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자는 이해를 

달리하고 있다. 해부학적으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고, 이중 上部 

승모근의 경우 足少陽經筋에 해당하고, 足少陽膽經이 지나가는 것

으로 판단한다. 기능적으로도 승모근은 足少陽經筋에 해당한다28). 

승모근 상부섬유가 목과 머리의 안정화와 움직임에 관여하는데, 이 

부분은 후두융기부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후두전두근과 이어져있

다. 頭蓋部는 足三陽經筋이 중심을 이루고, 지속적인 發熱이 있다. 

생리적으로 이 足三陽經筋에서 발생하는 熱은 모두 足太陽經筋 중 

후두전두근을 통해 머리 위쪽으로 전도되고 자연스러운 熱의 냉각

이 일어난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작용은 해당 經穴의 穴性으로도 

확인이 가능한데, 頭部 膀胱經 經穴은 모두 淸熱의 효능을 가지고 

있다29).

手三陽經筋인 手陽明經筋, 手少陽經筋, 手太陽經筋의 경우는 頭

蓋顔面部의 熱의 대사에 중심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

다. 靈樞ㆍ經筋23)에서 ‘手太陽之筋, … 出耳上, 下結于頷, 上屬目

外眥.’, ‘手少陽之筋, … 其支者, 當曲頰入繫舌本. 其支者, 上曲牙, 

循耳前, 屬目外眥, 上乘頷, 結于角’, ‘手陽明之筋, … 其支者, 上頰, 

結于頄. 直者, 上出手太陽之前, 上左角, 絡頭, 下右頷.’라고 하였는

데, 이 내용을 비추어 볼 때 手三陽經筋은 모두 하악관절의 움직임

에 관여하는 것으로 사료되고, 이는 頭蓋顔面部의 방열에 관련된 

熱대사에는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하악의 움직임에 관여하면서 안면부에 직접적으로 熱을 공급하는 

것과는 관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手三陽經筋의 경우는 긴장이 

유발될 경우 안면부 국소 치료로 해소된다고 판단된다.

물론 병리적 熱이 쉽게 얼굴에 쌓이거나 생기지 않는다. 기본적

으로 생리적인 熱의 태과이기에 그 순환은 원칙적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그러나 round shoulder, head forward와 같은 평소 나

쁜 자세일 경우 發熱은 필연적으로 더 많이 일어나고, 사람의 노화

로 頭蓋顔面部의 근육도 노화되어 이로 인해서 일반적인 熱의 배출 

속도 또한 저하된다. 병리적으로 頭部가 風寒邪에 반복적으로 감촉

되어도 發熱은 훨씬 더 심하게 일어난다. 따라서 양방적 분석인 단

순 노화만으로 주름이 심해지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노화와 더

불어 병리화된 熱로 노화가 가속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생물학적 

나이가 같아도 노화 정도가 다른 것을 설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얼굴에서의 병리적 熱이 발생한다면 이는 얼굴 피부와 피

하 근육을 늘어지게 하고, 이는 주름, 피부 탄력의 저하, 색택의 

혼탁, 모공의 문제 등을 유발하고, 처음에는 홍조, 이후에는 혈액순

환의 문제를 유발하여 색택의 감소, 여드름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제반 안면 피부와 관련된 문제는 기본적 노화 이외

에는 실질적으로 모두 熱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 내용이 

Lee 등1)이 결론에서 밝히고 있는 ‘諸陽之會인 頭部에 병적으로 몰

려있는 陽氣’를 조절하는 하는 것이나 Kwon 등8)이 설명하고 있는 

‘안면부 火熱이 조절 및 진정되는 것’의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熱의 

조절방법은 한의학적으로 원위취혈, 근위취혈 모두 가능하겠으나, 

미용침에 관한 내용이어서 원위취혈의 내용은 배제하였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보면 한방 미용침의 치료범주는 안면



176 www.kjacupuncture.org

김민식

KOREAN JOURNAL OF

ACUPUNCTURE

부에 국소적 자침과 함께 經絡 經筋學的 의미를 포괄하여 치료범주

가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結論
한방 미용침요법은 한의학에서의 미용 성형 관련 요법으로, ‘얼

굴을 중심으로 한 시침 등의 한의학적 처치를 통하여 안면주름개

선, 안면 피부상태의 개선, 안면윤곽의 성형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치료법’이다. 핵심 목표는 안면주름의 개선이다.

안면 주름이 생기는 원인은 외부적 자극과 생물학적 노화, 사용

으로 인한 피부와 근 탄력의 저하가 기본 원인이고, 그것을 촉진하

는 것은 頭蓋 顔面部에 발생하고 있는 熱 때문이다. 頭蓋 顔面部에 

생기는 熱은 기본적으로 생리적인 근육의 發熱이다. 체온을 유지하

는 고유의 발열 이외에, 인체의 다른 부위와 달리 추가로 나타나는 

熱은 두개골 봉합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근육의 

熱과, 악관절의 움직임을 조절하면서 나타나는 근육의 熱, 머리를 

가누기 위한 과정에서 자세와 관련된 근육의 熱이다. 足太陽經筋, 

足少陽經筋, 足陽明經筋이 이 發熱의 과정에 관여하며, 이 熱을 조

절한다.

足太陽經筋은 후두전두근, 모상건막 등이 해당되고, 이 근육들

은 두개골 봉합을 조절하고, 목을 가누고 자세를 유지하며, 이때 

발생하는 熱을 放熱한다. 足少陽經筋은 측두근, 승모근 상부 섬유 

등이 해당하고, 악관절의 움직임과 관련되어 하악의 거상을 유지하

는데 중심적 역할을 하며 이때 많은 근육열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다. 足陽明經筋은 흉쇄유돌근이 해당하고, 목을 가누고 자세를 유

지하며, 두개골 움직임의 중심이 되는 근육으로 호흡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한방 미용침요법은 안면부 근육에 대한 직접적인 기계적 자극과 

함께, 頭蓋 顔面部에 발생하는 熱과 관련된 足三陽經筋을 조절함으

로써 안면 피부의 노화를 억제하고, 피부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

고, 주름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진다. 따라서 미용침 시술은 안면부 

시술뿐 아니라, 두피, 경항부까지 치료 범위가 확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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