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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궐음경(手足厥陰經)의 경혈(經穴)이 
심박변이도 SDNN에 미치는 영향

성강경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순환신경내과학교실

Effects of Acupoint Stimulation at the Pericadium and 
Liver Meridian on Heart Rate Variability

Kang-Keyng Sung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Oriental Medical School, Wonkwang University

Objectives :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stimulation effects of acupoints at differential meridian along arm and leg on the 

physiological phenomenon of heartbeats. Methods : 8 subjects were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experiments were performed 

in Resting session(Rs), Insertion session(Is), Stimulation session1(Ss1), Stimulation session2(Ss2), Stimulation session3(Ss3) 

sequence. Time of each session and the interval between each session was 30 seconds all. Acupuncture was performed manually 

on PC3 or LR8 at random with a two-day interval. stand deviation of N-N interval(SDNN) was measured for each session. Results : 

At PC3, SDNN increased in Ss1, Ss2, and Ss3 compared to Rs but at LR8, there was little change between Ss1, Ss2, Ss3 and Rs. 

Post-hoc analysis revealed that mean value of SDNN significantly increased in Ss1 compared with Baseline at PC3, while there was 

little change at LR8. When LR8 and PC3 were compared at each time poin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only in Ss1. 

Conclusions : Our results indicate that there is a correlation between specific physiological functions and acupoints.

Key words : acupuncture, meridian, heart rate variability(HRV), pericadium, acupoint specificity, brain

서    론

특정 경락(經絡)상의 경혈(經穴)과 그에 상응하는 생리적 현상의 

연관성은 경락시스템의 사실적 작용과 침 치료의 생리적 타당성의 

기반이 된다는 면에서 중요하다. 

경락은 전신체표의 특정영역에 노선을 형성하며 분포하면서 내

부의 장부(臟腑)와 연결되며 그 기능을 조절하는 시스템이다1). 경

락(經絡)상의 경혈(經穴) 자침과 특정 장기(臟器) 및 생리병리기능

의 상관성은 경락(經絡)과 경혈(經穴)의 특이적 생리조절작용을 이

해하는데 중요한 지식을 제공할 수 있다.

지금까지 경혈(經穴)과 특정장기(臟器)의 기능이나 생리병리기

능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장기(臟器)의 기능2), 자율신경이나 

호르몬의 작용3), 뇌 영역의 활성4,5)에 대한 치료효과와 관련된 경혈

(經穴)의 특이성6), 동일경혈(經穴)의 편측특이성7), 통증부위의 근위

혈(近位穴)과 원위혈(遠位穴)의 특이성8)에 대한 연구가 주로 수행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율신경 및 심장기능과 수족(手足)부위의 경혈

(經穴)이 특이적 상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14406/acu.2015.022&domain=pdf&date_stamp=201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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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xperimental design.
The experiments were performed in Resting session(Rs), Insertion session(Is), Stimulation session1(Ss1), Stimulation session2(Ss2), 
Stimulation session3(Ss3) sequence. Time of each session and the interval between each session was 30 seconds all. Acupuncture
was performed manually on PC3 or LR8 at random with a two-day interval. SDNN was measured for each session. m : minute, s :
second.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Age 26.7±2.1
Sex Male : 4 Female : 4
Body temperature 36.5±0.3
Blood pressure 113±7.3/78.2±2.5
Pulse rate 70.9±3.1

수궐음심포경(手厥陰心包經)은 가슴의 천지혈(天池穴)에서 출발

하여 팔을 따라 순행하면서 손가락까지 이르며 흉곽속의 심포(心

包)에 통속(統屬)되며 심번(心煩), 심계불령(心悸不寧) 심통(心痛)과 

관련이 있다1). 곡택혈은 경기(經氣)의 흐름이 가장 많은 심포경(心

包經)의 합혈(合穴)로써 정신불안과 심병(心病)에 사용되는 경혈(經

穴)이다. 곡천혈(曲泉穴)은 족궐음간경(足厥陰肝經)에 속한 경혈로 

무릅 안쪽에 위치하며 간경(肝經)의 합혈(合穴)이다1).

따라서 음양속성(陰陽屬性)은 동일하지만 신체상의 위치가 다른 

수족궐음경(手厥陰經)상의 경혈(經穴)인 곡택혈(曲澤穴)과 곡천혈

(曲泉穴)에 대한 침자극이 자율신경기능과 심장상태를 반영하는 심

박변이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피험자 

8명의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전공의가 피험자로 연구에 참

여하였다. 피험자들은 건강검진 기록과 본인에 의해서 심장질환이

나 자율신경계 이상을 비롯한 특별한 질병이 없었으며 연구 전 3개

월부터 실험당일까지 어떤 약물도 복용한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하

였다. 실험시작 2일 전부터 음주를 금하였고 2시간 전부터 음식물

과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의 섭취와  흡연을 금하였다. 이들의 성별

은 남성 4명 여성 4명이었으며 평균 나이는 26.7세였다. 모든 실험

은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임상시험 윤리위원회 심의(승인번호 

WKIRB 15-9)를 통과한 후 시행하였다(Table 1).

2. 실험디자인

HRV측정기(ProComp Infiniti and BioGraph Infiniti 5.0, 

Thought Technology, 캐나다)를 피험자의 손과 발에 부착한 후 

침대에 앙와위자세로 누운 상태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 1분이 경

과한 시점부터 Resting session(Rs)이 시작되었다. 다음으로 Insertion 

session(Is), Stimulation session1(Ss1), Stimulation session2 

(Ss2), Stimulation session3(Ss3) 순서로 진행되었다. 각각의 

session의 시간은 30초였으며, 한 session이 끝난  30초 후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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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peated-Measures ANOVA table of SDNN

Factor df Type III SS Error df Error SS F Pr(＞F)

Acupoint* 1 6686 7 5911 7.92 0.026
Stimulus* 1.8 8091 12.68 12514 4.55 0.036
Acupoint×stimulus 1.54 2672 10.79 14966 1.25 0.31

SS : Sum of square, df : degree of freedom(Greenhouse-Geisser correction for departure from sphericity), *p＜0.05.

session이 계속되었다. 피험자는 2일이상의 간격을 두고 왼쪽 곡택

혈(曲澤穴)과 곡천혈(曲泉穴)에 각각 1회씩 무작위 순서로 침 처치

을 받았다. 모든 실험은 오전10시부터 11시 사이에 진행되었다

(Fig. 1).

3. 침 처치 

침(직경 0.3 mm, 길이 50 mm, 동방침제작소, 한국)은 스테인레

스 스틸 무자극침을 사용하였다. 자침은 침관을 사용하여 1.5 cm

깊이로 직각으로 자입 하였다. 자극은 자입한 후 오른쪽으로 엄지

와 검지를 이용하여 회전시켰다. 회전은 1초 동안 시행하였고 회전 

후 3초 중단 한 다음에 다시 시행하였다. 모든 Stimulation session 

동안 침 자극은 동일하게 수행되었다.

4. SDNN측정

HRV측정기를 이용하여 양측 손목부위와 좌측 발목부위에 전극

을 부착한 후 Resting session, Insertion session, Stimulation 

session1, Stimulation session2, Stimulation session3 구간마다 

30초 동안 측정하였으며 매 초당 stand deviation of N-N interval 

(SDNN)값을 추출하였다.

5. 통계처리

서로 다른 두 경혈(經穴)에서 반복측정을 위한 자극을 했을 때 

서로 다른 경혈(經穴) 사이에서 그리고 서로 다른 자극 사이에 

SDNN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서 Two-way repeated measurement ANOVA(RMANOVA) 모형

을 이용하였다. 공분산의 구형성에 대한 보정을 위해서 Greenhouse- 

Geisser 방법을 적용하였고 자극에 대한 반응이 경혈(經穴) 사이에 

서로 다른 지를 알아보기 위해 경혈(經穴)과 자극 간에 Interaction 

term을 모형에 추가하였다. RMANOVA후 사후검정은 pairwise 

paired t-test를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보정하

기 위해서 Bonferroni correction을 이용한 adjusted p-value 를 

사용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R package(R Core Team(2015). R: 

A language and environment for statistical computing. R 

Foundation for Statistical Computing, Vienna, Austria. URL 

http://www.R-project.org/)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모든 경우

에 유의수준을 0.05로 설정하였다.

결    과

1. 침 자극이 SDNN에 미치는 효과

곡택혈(曲澤穴)과 곡천혈(曲泉穴)의 침 자극에 따라서 SDNN 값

이 서로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Main effect 분석을 실시하였

다. 결과에서 곡택혈(曲澤穴)을 자극했을 때 곡천혈(曲泉穴)에 비해

서 SDNN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F(1, 7)=7.92, 

p=0.026). 각 자극 시점에 따라서도 SDNN값에 유의한 변화가 관

찰되었다(F(1.8, 12.68)=4.55, p=0.036). 경혈(經穴)과 자극시점사

이의 상호작용효과 분석에서 자극시점에 따른 SDNN의 변화는 두 

경혈(經穴)사이에 차이가 없었다(F(1, 1.54)=1.25, p=0.31, Table 2). 

2. 곡택혈(曲澤穴)과 곡천혈(曲泉穴) 침 자극에 대한 

SDNN반응의 차이

Two-way RMANOVA 사후분석에서 곡택혈(曲澤穴)과 곡천혈

(曲泉穴) 각각의 경혈에서 Resting session에 비해서 SDNN이 유의

하게 증가한 것은 곡택혈(曲澤穴)에서만 나타났다. 곡택혈(曲澤穴)

에서 Resting session과 Stimulation session 1사이에만 유의한 차

이가 있었으며 (t(7)=4. 58, p＜0.025) 곡천혈(曲泉穴)에서는 Resting 

session에 비해서 SDNN이 유의하게 증가한 session은 없었다. 각 

session에서 곡택혈(曲澤穴)과 곡천혈(曲泉穴)사이의 평균 차이 분

석에서 Stimulation session 1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7)=3. 

96, p＜0.01, Fig. 1). 곡택혈(曲澤穴)과 곡천혈(曲泉穴) 각각의 경

혈(經穴)에서 Resting session, Insertion session, Stimulation 

session 1, Stimulation session 2, Stimulation session 3에 따른 

SDNN의 변화에 대한 자료의 기술은 상자수염그림(box-and 

whisker plot)을 이용하여 나타냈다(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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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DNN Responses before and during Stimulation at acupoints of LR8 and PC3.
This figure shows SDNN distribution at the time points of Resting session(Rs), Insertion session(Is), Stimulation session1(Ss1), Stimulation
session2(Ss2), Stimulation session3(Ss3) on LR8 and PC3, respectively. At PC3, SDNN increased at Ss1, Ss2, and Ss3 compared to
Baseline but at LR8, there was little change between Ss1, Ss2, and Ss3 and Rs. Post -hoc analysis revealed that mean value of SDNN
significantly increased in Ss1 compared with Rs at PC3, while there was little change at LR8. When LR8 and PC3 were compared at
each time poin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only in Ss1.

고    찰

본 실험은 수궐음심포경(手厥陰心包經)과 족궐음간경(足厥陰肝

經)의 경혈(經穴)인 곡택혈(曲澤穴)과 곡천혈(曲泉穴)이 심장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데이터 분석결과 곡택혈(曲

澤穴))은 심박변이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Main effect 분석결과에서 곡택혈(曲澤穴)을 자극했을 때 각 자

극시점에 따라 SDNN 값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F(1.8, 

12.68)=4.55, p=0.036, Table 2), 곡천혈(曲泉穴)은 차이가 없었

다. 또한 곡택혈(曲澤穴)의 SDNN 값은 곡천혈(曲泉穴)을 자극했을 

때와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F(1, 7)=7.92, 

p=0.026). 특히 Two-way RMANOVA사후분석에서 곡택혈(曲澤

穴)은 baseline에 비해서 Stimulation session 1에서 SDNN값이 

유의하게 증가되었으며(t(7)=4. 58, p＜0.025) 곡천혈(曲泉穴)에서

는 baseline에 비해서 SDNN값이 어떤 실험 구간에도 유의한 변화

가 없었다. 각 실험구간의 평균 분석에서도 곡택혈(曲澤穴)과 곡천

혈(曲泉穴)사이에는 Stimulation session 1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7)=3. 96, p＜0.01, Fig. 1).

이상의 결과는 곡택혈(曲澤穴)은 자극시에 심박변이도를 증가시

키며 이 작용은 모든 경혈(經穴)의 일반적인 작용이 아니라 곡택혈

(曲澤穴)이 나타내는 특이적인 작용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심박변이도에 대한 침의 효과에 대하여 체계적 문헌고찰연구

(systematic review) 결과에서는 경혈자극 특이적 효과 차이가 인

정되지 않고 있다9). 그러나 곡지혈(曲池穴)과 내관혈(內關穴)에서 

좌우 특이적 심박변이도 반응3,7,10)들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들 결과

는 심박변이도에 대한 침의 효과는 경혈위치와 활성측정의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3,11). 본 연구에 선택된 곡택

혈(曲澤穴)과 곡천혈(曲泉穴)은 음양(陰陽)과 오행(五行)속성이 동

일한 궐음경(厥陰經)상의 합혈(合穴)1)이지만 수족(手足)상에 각각 

다르게 위치하고 있다. 곡택혈(曲澤穴)자극이 심박변이도 조절에 

효과를 나타낸 본 실험결과는 그동안 보고된 내관혈(內關穴)과 곡

지혈(曲池穴)의 심박변이도 조절효과와 더불어 침의 심박변이도 조

절효과와 팔에 위치한 경락상의 경혈사이의 밀접한 상관성을 시사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심박변이도는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반영된다. 즉 교감신경과 부

교감신경활동의 균형이 측정 된다12,13). 그동안 경혈(經穴)특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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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신경활성반응에 대한 생리학적 기전연구에 의하면 침의 자율

신경활성 조절효과는 medulla영역과 밀접한 관련이 제기되어 왔

다14-16). 마취된 동물에서 간사혈(間使穴), 내관혈(內關穴), 합곡혈

(合谷穴), 편력혈(偏歷穴) 온류혈(溫溜穴)에 침 자극을 하는 동안 경

혈(經穴)에 따라 다른 혈압차이는 rVLM(rostral ventrolateral 

medulla)의 활성정도에 의한 것 이었다14). 이상의 연구결과는 본 

연구에서 곡택혈(曲澤穴)과 곡천혈의 침자극이 SDNN값에서 차이

를 나타낸 결과도 뇌의 medullar영역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

한다.

뇌영상학적 연구결과는 침의 심박변이도 특이성과 관련된 신경

기반을 더욱 상위 뇌 영역으로 높여준다. 기능성뇌자기공명영상

(FMRI)를 이용한 경혈(經穴)자극의 뇌활성 연구에서 내관혈(內關

穴)은 대릉혈(大陵穴)이나 광명혈(光明穴)에 비해서 Insular cortex, 

hypothalamus, cerebellum에서 활성도의 차이를 나타냈다17). 이 

가운데 Insular cortex와 hypothalamus는 medulla의 자율신경관

련 영역을 조절하는 역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영역이다18).

이상의 분자생물학적 뇌영상학적 결과14-16,19-22)는 본 실험결과

에서 도출된 수족궐음경(手厥陰經)상의 경혈(經穴)인 곡택혈(曲澤

穴)과 곡천혈(曲泉穴)의 침 자극에 의한 심박변이도의 차이도 me-

dullar, subcortical area, cerebral cortex 등의 뇌 영역이 중요한 

매개체가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결    론

본 연구결과는 수궐음심포경(手厥陰心包經)상에 위치한 곡택혈

(曲澤穴) 자침의 심박변이도에 대한 조절효과 및 작용특이성을 실

험적으로 보여준다. 수궐음심포경(手厥陰心包經)은 자율신경이상

증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동안의 다른 연구에서도 심포경상의 

경혈이 심박변이도의 조절에 효과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고려 할 때 심포경(心包經)상의 경혈과 자율신경조절효과 및 이에 

대한 뇌작용기전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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