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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혈의 내장기 치료 기전에 관한 연구
황만석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

Study on the Treatment Mechanism of 
Back-Shu Points for Organ Dysfunction

Man-Suk Hwang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Medicine of Korean Medicine, Dae-Jeon Korean Medicine Hospital of Dae-Jeon University

Objectives : This study aims to overview the therapeutic mechanism of back-shu points in terms of sympathetic visceral motor 

nervous system. Methods : Studies about autonomic nervous system, and studies and ancient texts about back-shu points were 

reviewed. We interpreted possible mechanism of back-shu points considering similarities of anatomical and physiological 

characteristics of back-shu points and visceral motor nervous system. Results : Afferent signals for organ lesions that can develop 

the symptoms of autonomic neurological symptoms, pain, hyperalgesia through the skin segment. Through a physical examination 

of the myotome and dermatome, it is possible to diagnose segmental disorders. Treatment stimulation of the thick fibers of the 

disorder segment skin can reduce abnormal autonomic influence over the sympathetic reflex mechanism. In addition, if spinal 

muscles are relaxed, the pressure on the nerve roots could be reduced and consequently the hyperactivity of the sympathetic 

visceral motor signal would be suppressed. Conclusions : The back-shu points treatments work through the mechanism of the 

sympathetic nervous reflex. Moreover, segmental acupuncture can reduce tension of the spinal muscles, thereby improving 

pathological conditions of the sympathetic nervou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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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체 생명은 호르몬계와 신경계에 의해 유지, 관리되고 있으며, 

인체가 동물로서 외계환경에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신경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경계는 체성신경계(somatic nervous 

system)와 자율신경계로 구성되며, 자율신경계는 다시 교감신경계

와 부교감신경계로 구분되는데, 부교감신경계는 주로 내장기능의 

유지에 관여하고 교감신경계는 외부환경에 대한 반응을 내장에 전

달하는 역할을 한다. 부교감신경은 뇌신경 및 천추(S2, S3, S4)를 

통해 유출되고 교감신경은 흉추 및 요추(L1-L2)를 를 통해 유출되

어 각 신체 부위를 지배한다1).

배수혈(背兪穴)은 장부의 경기(經氣)가 요배부에 수주(輸注)하는 

곳으로, 족태양방광경의 제1선상에서 장부의 위치에 따라 상하로 

배열되어 있다. 靈樞ㆍ背兪에서는 “卽欲得而驗之 按其處 應在中

而痛懈 乃其兪也”라 하였는데, 이는 안압(按壓)과정에서 출현하는 

특별 과민과 아울러 전부 내부반응을 가리킨다. 배수혈은 장부에 

대하여 비교적 큰 영향을 미쳐 장부의 기능을 조정하며 또한 장부와 

관련있는 오관(五官)질환을 치료한다2).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14406/acu.2016.019&domain=pdf&date_stamp=201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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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ermatome and Back-Shu 
points.

Table 1. Relations between Dermatome and Back-Shu Points 

Organ Innervation Point Dermatome

Lung T2-T7 BL-13 T3
Heart T1-T4 BL-15 T5
Liver T6-T9 BL-18 T7
Gallbladder T6-T9 BL-19 T7
Spleen T6-T10 BL-20 T8
Stomach T5-T9 BL-21 T8
Kidney T10-L1 BL-23 T10
Large intestine T9-L2 BL-25 T11
Small intestine T5-T10 BL-27 L1
Bladder T12-L2 BL-28 L2

기존의 연구에서 내장의 질병에 대한 침구술의 작용은 침해자극

에 의한 지각신경 구심로를 통하여 척수분절에 있는 교감신경계의 

자율신경반사를 주체로 한다고 여겨져 왔다3). Sato와 Schmidt4)는 

체성구심 신경섬유의 흥분이 교감신경섬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입증하였고, 이 등5)은 배수혈의 자침자극이 신생아의 생리적 통증

반응에 미치는 효과를 관찰하여 보고하였다. 임상적으로는 과민성

장증후군에 대한 흉요추부위 추나요법의 효과6) 및 천식 치료를 위

한 폐수(肺兪), 풍문(風門)의 활용7) 등이 보고되고 있다. 채 등8)은 

스트레스 상황으로 유발된 인체의 자율신경계의 부조화 상태를 침

치료를 통하여 정상으로 회복하게 하는 기전에 대하여 심박변이도

를 중심으로 고찰하여 보고하였다. 이러한 침의 자율신경계 조절작

용 가운데에서도 배수혈의 경우 배부(背部)라는 치료 부위를 고려

하면, 흉요추를 통해 유출(outflow)되는 교감신경계와의 관련성이 

위주9)가 된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러한 배수혈의 치료기전에 대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으로, 이에 배수혈과 자율신경의 해부생리학

적 관계를 바탕으로 배수혈의 치료 기전에 대하여 정리하고 분석 

고찰한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본    론

1. 흉요추의 피부분절(dermatome)과 배수혈의 관계

분절은 영역별로 피부분절(dermatome), 근육분절(myotome), 

골분절(sclerotome) 및 내장분절(viscerotome)로 구성되어 있다

(Fig. 1). 이러한 부분은 공유하는 신경지배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

고, 이러한 신경지배를 통해 분절 내에서 각 영역은 다른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Table 1)10). Sato와 Schmidt4)는 피부 Aβ 

섬유와 근육 Aδ 섬유(IIIa) 등 굵은 체성구심 신경섬유의 선택적인 

흥분이 같은 분절에서 교감신경섬유의 활동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증했다. 그러므로 굵은 신경섬유를 선택적으로 자극하는 기

술은 가는 신경섬유에 대한 영향을 억제하게 되어, 분절의 통증과 

비정상적인 자율신경 활성을 줄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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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lations between Main Effect of Back-Shu Points and Upper Thoracic Spine

Spinal cord Point Main effect

T1 BL11 頭痛, 目眩, 項强, 肩背痛, 肩胛痠痛, 氣管支炎, 流行性感氣, 肋膜炎, 背部痙攣, 癲癎, 咳嗽, 虛勞, 身熱, 中風, 腰背痛
T2 BL12 流行性感氣, 氣管支炎, 咳嗽, 發熱, 肺炎, 頭痛, 呼吸困難, 鼻出血, 鼻炎, 喘息, 項强, 胸背痛, 中風, 蕁痲疹
T3 BL13 肺疾患, 肺炎, 肺結核, 咳嗽, 喘息, 氣管支炎, 骨蒸潮熱, 盜汗, 胸廓壓迫感, 呼吸困難, 胃障碍, 皮膚瘙痒, 泄瀉, 嘔吐, 呃逆, 

耳聾, 消渴, 狂走, 短氣, 上氣, 癭腫
T4 BL14 心痛, 頻脈, 律動不整, 胸悶, 不安, 肋間神經痛, 咳嗽, 呃逆, 嘔吐, 癲癎, 齒痛

2. 교감내장운동신경분포(Sympathetic visceral motor 

innervation)

1) 상부흉추: 척수 단계(spinal cord level) T1-T4의 1차 뉴런은 

상부흉추 척추옆신경절(paravertebral ganglia)과 3개의 목신경절

에서 2차 뉴런과 신경접합을 이룬다11). 이중 위목신경절(superior 

cervical ganglion)에서 신경접합을 이루고 난 2차 뉴런들은 눈, 

눈물샘, 침샘, 머리와 목(혈관, 경동맥소체, 송과체) 등 두개 내의 

여러 구조물들을 지배한다. T1-T4의 일부 뉴런은 위목신경절과 상

부흉추 척추옆신경절에서 신경접합을 이루고 난 후 심장으로 주행

하여 심박수 심박출량 등을 조절한다. T2-T7의 일부 뉴런은 상부

흉추 척추옆신경절에서 신경접합을 이루고 난 후 후두, 기관, 기관

지, 폐를 지배한다1,12).

2) 중하부흉추 및 상부요추: T5∼T12, L1, L2에서 나온 1차 뉴

런은 경로가 복잡하고 변이가 많이 존재하여 구분이 뚜렷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많다. 

전반적으로는, T5∼T9의 1차 뉴런은 척추옆신경절들을 나오면

서 복강신경절에 이르러 그곳에서 신경접합을 하고 여기서 신호를 

전달받은 2차 뉴런은 식도, 위, 십이지장, 간담, 췌장, 비장과 해당 

내장혈관들을 지배한다. T10∼T12에서 나온 1차 뉴런은 위창자간

막신경절(superior mesenteric ganglion)과 대동맥콩팥신경절

(aorticorenal ganglion)에서 신경접합을 이룬 후 그 신호전달을 

받은 2차 뉴런이 소장, 상행결장, 신장, 상부 요로와 해당 내장혈관

들을 지배한다. 일부의 신경섬유는 복강신경절에서 신경접합을 하

지 않고 그냥 통과해 그 1차 뉴런(greater splanchnic nerve)이 

직접 부신수질을 지배한다. L1, L2에서 나온 한 부류의 1차 뉴런은 

아래창자간막신경절(inferior mesenteric ganglion)에서 신경접합

을 한 후 하행결장, S상결장(sigmoid colon), 직장과 해당 내장혈관

들을 지배한다. 또 다른 부류의 1차 뉴런은 아래아랫배신경얼기

(inferior hypogastric plexus)를 경유하여 방광, 외부생식기, 전립

샘 그리고 해당 내장혈관들을 지배한다1,11,12).

3. 배수혈의 주치와 교감내장운동신경의 상관관계

1) 상부흉추: T1-T4의 뉴런은 머리와 목 등 두개 내의 여러 구조

물, 심장, 후두, 기관, 기관지, 폐로 주행하여 해당 내장혈관들을 

지배한다1,11,12). 

BL11, BL12, BL13, BL14의 경혈 주치에서 “頭痛, 目眩, 項强, 

癲癎, 虛勞, 身熱, 中風, 頭痛, 呼吸困難, 鼻出血, 鼻炎, 項强, 中風, 

耳聾, 狂走, 癲癎, 齒痛”의 증상들은 두경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氣管支炎, 肋膜炎, 腰背痛, 流行性感氣, 氣管支炎, 咳嗽, 發熱, 肺

炎, 胸背痛, 肺疾患, 肺結核, 喘息, 氣管支炎, 胸廓壓迫感, 呼吸困難, 

肋間神經痛”의 증상들은 후두, 기관, 기관지, 폐와 관련이 있다. “心

痛, 頻脈, 律動不整, 胸悶, 不安, 短氣, 上氣, 中風”의 증상들은 심장

과 관련이 있어 임상적으로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Table 2)13).

2) 하부흉추 및 상부요추: T5∼T9의 뉴런은 일반적으로 식도, 위, 

십이지장, 간담, 췌장, 비장과 해당 내장혈관들을 지배한다1,10,11). 

BL15, BL16, BL17, BL18, EX-B3의 경혈 주치에서 “胸中膈氣, 發

熱惡寒, 胃脘部痛, 腸炎, 胃炎, 腹痛, 胃痛, 胃炎, 飮食不下, 胸滿兩

脇痛, 橫膈膜痙攣, 食道痲痺, 嘔吐, 腹中痞積, 脊背痛, 吐血, 胃病”

의 증상은 식도, 위, 십이지장과 관련이 있다. “糖尿病, 嘔吐, 腹痛, 

胃脘痛, 發熱惡寒, 腹中痞積, 貧血, 出血性疾患”의 증상은 췌장, 비

장과 연관된다고 사료된다. “肝病, 急慢性肝炎, 黃疸, 頭痛, 眩暈, 

口苦, 脇痛, 鼻衄, 眼病, 吐血, 出血性疾患”의 증상은 간담도계와 

관련되며 임상적으로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13).

T10∼T12에서 분지되는 뉴런은 소장, 상행결장, 신장, 상부 요

로와 해당 내장혈관들을 지배한다. 일부의 신경섬유는 1차 뉴런이 

직접 부신수질을 지배하기도 한다. L1, L2에서 나온 한 부류의 뉴런

은 하행결장, S상결장(sigmoid colon), 직장과 해당 내장혈관들을 

지배한다. 또 다른 부류의 뉴런은 방광, 외부생식기, 전립샘 그리고 

해당 내장혈관들을 지배한다1,11,12). BL19, BL20, BL21, BL22, 

BL23의 경혈 주치에서 “消化障碍, 便秘, 疝痛, 吐食, 消化不良, 腹

脹, 泄痢, 腹痛, 多食羸瘦, 腸炎, 嘔吐, 腹鳴, 嘔吐淸水, 脇滿, 痢疾, 

痔核, 泄瀉, 腸炎, 腸痙攣”의 증상은 소장, 대장과 연관된다. “浮腫, 

虛勞經閉, 夜尿症, 陰萎, 腰脊强痛, 腎臟炎, 腎虛腰痛, 遺精, 早漏, 

小便濁, 血尿, 月經不調, 帶下, 膀胱痙攣, 疝痛, 子宮炎, 小便不利, 

尿頻, 耳聾, 身熱, 耳鳴”의 증상은 신장, 방광, 전립샘, 생식기 등과 

관계가 있다(Table 3)13).



98 www.kjacupuncture.org

황만석

KOREAN JOURNAL OF

ACUPUNCTURE

Table 3. Relations between Main Effect of Back-Shu Points and Lower Thoracic, Upper Lumbar Spine

Spinal cord Point Main effect

T5 BL15 心痛, 心煩, 狹心症, 胸中膈氣, 不整脈, 心悸亢進, 健忘, 驚悸, 神經衰弱, 精神分裂症, 癲癎, 不安, 不眠, 半身不隨, 黃疸, 遺精
T6 BL16 發熱惡寒, 胃脘部痛, 氣逆, 心痛, 心內膜炎, 肋間神經痛, 腸炎, 胃炎, 腹痛, 神經衰弱, 疝痛, 腰痛
T7 BL17 胃痛, 胃炎, 飮食不下, 胸滿兩脇痛, 橫膈膜痙攣, 食道痲痺, 嘔吐, 肋膜炎, 自汗, 腹中痞積, 氣管支炎, 喘息, 出血性疾患, 貧血
T8 EX-B3 糖尿病, 肋間神經痛, 肋膜炎, 氣管支炎, 嘔吐, 腹痛, 胃脘痛
T9 BL18 肝病, 急慢性肝炎, 黃疸, 頭痛, 眩暈, 口苦, 脇痛, 鼻衄, 脊背痛, 肋間神經痛, 吐血, 臟躁, 夜盲, 迎風流泪, 神經衰弱, 不眠, 

眼病, 乳少, 短氣不言, 胃病
T10 BL19 肝炎, 膽囊炎, 肋膜炎, 黃疸, 口苦, 舌乾, 胸脇痛, 消化障碍, 便秘, 疝痛, 吐食, 胃炎, 頭痛, 胸脇痛, 不能轉側臥
T11 BL20 消化不良, 胃腸炎, 胃炎, 胃潰瘍, 胃下垂, 脾胃虛弱, 脇下滿, 腹脹, 腹水, 浮腫, 胃痛, 黃疸, 糖尿病, 出血性疾病, 四肢不隨, 

積聚, 泄痢, 腹痛, 多食羸瘦
T12 BL21 胃病, 胃炎, 胃潰瘍, 胃痙攣, 胃下垂, 食慾不振, 消化不良, 腸炎, 嘔吐, 腹鳴, 視力弱, 暗視, 呼吸困難, 咳嗽, 虛勞經閉, 嘔吐淸水, 

脇滿, 痢疾, 中濕
L1 BL22 腸痙攣, 胃炎, 嘔吐, 腹脹, 腹鳴, 吐逆, 消化不良, 胃腸炎, 夜尿症, 陰萎, 腹水, 小便不利, 泄瀉, 痢疾, 腰脊强痛
L2 BL23 腎臟炎, 腎虛腰痛, 遺精, 早漏, 小便濁, 血尿, 月經不調, 帶下, 膀胱痙攣, 疝痛, 子宮炎, 腸炎, 痔核, 虛勞, 頭痛, 身熱, 耳鳴, 

眩暈, 腰痛, 水腫, 脹滿, 洞泄, 食不和, 神經衰弱, 消渴, 食多, 羸瘦, 尿頻, 耳聾
L3 BL24 腰痛, 脊椎麻木, 臍部痛, 腸痙攣, 便秘, 陰萎, 痔漏, 筋硬, 高血壓, 淋疾, 下肢麻痺, 癱瘓, 痛經, 子宮出血
L4 BL25 腸炎, 腸出血, 腸痙攣, 腹痛, 泄瀉, 腰痛, 小腹絞痛, 便秘, 腰痛, 下肢癱瘓, 坐骨神經痛, 痛經, 神經衰弱, 尿失禁, 尿道炎, 痔核, 

脫肛, 大小便不利
L5 BL26 腸炎, 便秘, 泄瀉, 痔核, 排尿障碍, 尿閉, 子宮疾患, 月經困難, 夜尿病, 神經衰弱, 不眠, 陰萎, 腰痛

고찰 및 결론

1. 분절 장애: 척추 심부 근육군의 단축 및 긴장이 신경

을 압박

흉요추연접 부위에서 부척추근(paraspinal muscle)에 의해 척

추의 후신경가지가 포착되는 것은 많은 임상가들에 의하여 보고되

었다14). 말초신경조직의 포착(entrapment)이란 신경이 기계적인 

압박을 받는 것으로 정의되며, 물리적으로 신경세포와 신경주변 조

직의 반지름 치수가 감소하는 것이다. 압박의 정도와 기간에 따라 그 

효과는 미미할 수도 있고, 혹은 압박되는 조직의 전위(displacement), 

변형(deformity) 그리고 형태학적 변화까지 초래할 수도 있다15). 

신경압박이 있을 때 나타나는 임상 증상은 통증, 감각이상 그리고 

기능의 상실이다16).

척추 심부근의 병리적 상태는 그 사이 공간을 주행하는 신경에 

압박을 가하여 해당 분절의 신경이 지배하는 내장기 병변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척추의 심부 근육군이 단축되어 추간판을 압박하고, 

압박된 추간판이 신경근을 침범할 수 있다. 신경근이 자극되면 해

당 분절의 지배근의 단축을 유발시키며, 척추주위근이 단축되면 신

경근의 압박을 더욱 증가시킨다17). 이는 가는 신경섬유(Aδ, C)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교감신경 활성도를 증가시키고, 결과적으

로 기계적, 화학적 자극에 민감해지게 되어 해당 분절의 구심성의 

가는 신경섬유를 감작하여 악순환의 시작이 될 수 있다. 

2. 분절 진단: 경락과 신경분절과의 관계

배수 복모혈과 장부와의 관계는 경락의 경로의 제한을 받지 않

는다. 그러므로 이들 관계는 신경분절 이론으로 해석하기에 적합하

다. 배수혈은 장부의 기가 배부의 수혈로 수통하는 것이다. 배수혈

은 배부양방에 위치하며 대부분 본래 장부와 가까이 위치해 있다. 

靈樞ㆍ背兪에서는 “卽欲得而驗之 按其處 應在中而痛懈 乃其兪

也”라 하였는데, 이는 안압(按壓)과정에서 출현하는 특별 과민과 내

부반응을 가리킨다. 특정 장부에 병이 있으면 배수혈에 이상 반응

이 나타난다18). 또한 질병, 손상은 자주 통증과 감각과민을 야기한

다. 이러한 비정상적 감각은 침해수용 뉴런의 말초 종말에 대한 염

증 매개물의 작용으로 일어난다19). 촉진을 통한 배수혈의 압통은 

해당 분절 척추 심부근의 병리적 상태에 대한 임상적 추정 근거가 

될 수 있다.

분절 장애는 자율신경성 측각(lateral horn)을 통해 가는 구심성 

신경섬유(Aδ, C)의 감작 뿐 아니라 혈관운동, 발한운동, 모발 운동 

및 내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지속적인 혈관수축은 결합조직의 

관류를 감소시키며 기질적 변화를 일으켜 결과적으로 결합조직을 

더욱 경직시키게 된다. 교감 신경의 활동 과다에 의해 가는 구심성 

신경섬유의 감작은 통증과 통각과민을 유발할 수 있고, 이러한 가

는 신경섬유의 강화된 활동은 분절 장애를 유지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 피부의 변화, 피하조직의 위축성 변화, 내장기의 경련 등 자율

신경성 증상은 각 분절의 모든 부분에서 일어날 수 있고, 이를 통해 

분절장애를 진단할 수 있다. 분절장애 진단은 내부 장기에 대한 진

단법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장애가 발생한 분절과 내장 간의 연관



www.kjacupuncture.org 99

배수혈의 내장기 치료 기전에 관한 연구

KOREAN JOURNAL OF 

ACUPUNCTURE

성을 나타낼 수 있다20).

궐음수(BL-14)와 삼초수(BL-22)는 각각 심포와 삼초인데, 피부

분절적인 이해에는 맞지 않는다. 궐음수(BL-14)의 경우에는 심(心)

과의 관련이 높고, “心痛, 胸悶, 不安” 등의 주치를 공유하므로 심수

(BL-15)의 관계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삼초수(BL-22)의 경우에는 

요추 1번 극돌기 하의 좌우에 존재하는 경혈로, 피부분절은 흉추 

9번의 위치에 해당한다. 흉추 9번의 신경근이 지배하는 내장기로는 

간, 담, 비, 위, 대장, 소장 등이 있다. 삼초가 수액대사의 기능을 

담당하는 점과, 인체에서 소장이 수분 흡수를 대부분 담당1)하는 사

실로부터 그 연관성을 유추해 볼 수 있겠다. 

3. 배수혈 치료가 자율신경에 미치는 효과

침법과 구법은 모두 혈위의 자극을 통하여 경락의 기능을 활성

화시켜 치료작용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 근거하여 黃
帝內經에서는 침법의 작용을 논술함에 있어서 ‘調氣治神’을 강조

하였다. 조기(調氣)란 경락ㆍ장부에 기의 편승을 조절하여, ‘有餘’ 

혹은 ‘不足’의 불협조 상태를 협조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치신

(治神)이란 ‘神動氣行’을 유도하여 조기의 효과를 높이고 경락 중의 

기혈의 운행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자침은 靈樞ㆍ九鍼

十二原에서 언급되었듯이 ‘通氣經脈’하고 ‘調氣血氣’하여 경락 중

의 기혈의 운행 장애로 인한 병리변화를 조정하여 ‘通則不痛’의 치

료목적을 달성한다. 득기가 되면 환자는 ‘酸ㆍ麻ㆍ重ㆍ脹’의 감각

을 느끼에 되는데 이는 경락혈위의 자침에 의해 신(神)ㆍ기(氣)의 

활동이 자극됨을 뜻하는 것이다. 또한 자침은 類經圖翼에서 밝혔

듯이 ‘以恢其氣’를 통하여 해당 부위 심부 조직의 수축 긴장상태를 

완화하여 통증을 제거한다21). 척추심부근육근의 긴장상태가 완화

되면 해당 분절의 신경근에 대한 압박이 해제되어 해당 분절 교감

신경이 지배하는 내장기 원심성 신호의 항진을 억제할 수 있다. 또

한, 교감신경의 자극은 소화기관으로 주행하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하므로1), BL-15 이하 배수혈의 치료는 소화기관으로의 혈

류량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다. 혈류량이 증가됨으로 인하

여 기능 저하된 소화기관을 정상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

다. 반면, 심장의 경우 교감신경이 작용할 경우에는 심장동맥 확장

의 작용을 하므로 치료 기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1) 기존의 실험적 연구: 심장 기능을 지배하는 교감신경은 T1-4 

신경근을 통해 유출되는데(Table 1), 그 해부학적 위치에 해당하는 

혈은 대저(BL-11), 풍문(BL-12), 폐수(BL-13), 궐음수(BL-14)이다. 

Ngai 등22)은 18명의 건강인의 폐수혈에 acu-TENS(transcutaneous 

electrical nervous stimulation over an acupoint)를 적용한 연구

에서, 심박변이도(Heart rate variability, HRV) 변화에 근거하여 

폐수혈이 자율신경 활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저

자들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폐수혈은 T3 level의 교감신경 분지를 

자극할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또한 Zhu 등23)은 급성 심근 

허혈(acute myocardial ischemia AMI) 모델의 rat을 대상으로 심

수(BL-15)와 궐음수(BL-14)에 전침을 시행한 연구에서, 플라즈마 

칼시토닌유전자관련펩타이드(plasma calcitonin gene-related 

peptide, plasma CGRP) 관련 기전을 통해 심근의 허혈성 손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을 보고하였다. 

방광 기능을 지배하는 교감신경이 유출되는 신경근과 해부학적 

위치에 해당하는 혈은 위수(BL-21), 삼초수(BL-22), 신수(BL-23)

이다. Qin 등24)은 in vivo 연구에서 회음(CV-1), 중극(CV-3), 곡골

(CV-2), 신수(BL-23), 차료(BL-32), 방광수(BL-28)에 침치료를 시

행하여 방광 기능의 조절 작용을 관찰하였다. 신수를 제외한 5개 

혈은 방광의 휴지기에는 방광 운동성을 증가시키고, 활성기에는 방

광 운동성을 억제하는 양방향성의 조절 작용을 보인 반면, 신수는 

오직 휴지기에 운동성을 활성화 시키는 작용만을 보였는데, 이해 

대해 신수만이 교감신경 분절에 해당되어 있는 점을 주목하였다. 

4. 치료 자극의 선택

가는 침 자극은 굵은 신경섬유(Aβ와 역치가 낮은 Aδ 섬유)를 

자극하고 침 감각을 유발한다. 이는 분절 상호작용을 통해(관문 제

어) 통증, 통각과민, 과긴장성 근육과 자율신경 증상을 억제하여 치

료하는 것이 가능하다. 굵은 침 자극은 가는 신경섬유(C 섬유와 역

치가 높은 Aδ 섬유)를 자극하여 저긴장성 근육과 자율신경성 증상

을 치료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고빈도/저강도의 전기 

자극(50∼200 Hz)은 Aβ와 역치가 낮은 Aδ 섬유(IIIa)를 자극하

여 약한 침 자극과 유사한 효과를 보이고, 저빈도/고강도의 전기 

자극(2∼4 Hz)은 높은 역치의 Aδ 섬유(IIIb)를 자극하여 좀 더 일

반적이고 지속적인 진통 효과를 나타낸다25).

침을 돌리는 자극은 수용기를 강렬하게 자극하며, 붙잡힌 침을 

돌리는 것은 근육을 이완시키는 작용을 한다. 근육 깊이까지 삽입

된 침 자극은 시술 부위에 치유와 재생에 관련된 전류를 장시간 

지속적으로 발생시킨다. 또한, 혈소판 유래 성장인자(PDGF) 등 다

수의 성장인자들의 이동을 통해 치유를 촉진한다. 만성 통증에서 

심한 섬유조직 증식이 있는 경우에는 굵은 침으로 반복적으로 치료

할 필요가 있다17).

5. 후근신경절(Dorsal root ganglia)에 대한 영향 

천식 환자의 배수혈 자극에 대한 연구7)에서 후근신경절과 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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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의 관계에 대한 고찰을 얻을 수 있다. 후근신경절의 해부학적 위

치는 배수혈의 위치와 매우 유사하다. 배수혈의 기능적 영역은 서

로 유사한 신경 톤(neurotonia), 신체기능, 그리고 약리학적 효과를 

나타내는 점(point)들로 구성되어 있다26). 이들 경혈점들에서 극돌

기(spinous process) 하단을 따라 자침을 하면 척수 후근신경절과 

척수신경이 흥분되는데, 이것은 신경전달물질의 합성과 유리를 조

절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 과정에서 침은 향신경성 인자의 섭취에 

억제효과를 나타내거나 척수 후근신경절에서 P물질(substance P)

의 합성과 유리를 억제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기도의 신경인성 염

증이 줄어들게 되어 천식 증상 완화 효과를 보이게 된다. 

6. 뇌의 통증 조절 기전

1) 중뇌의 작용: 기본적인 침자극의 효과는 척추 분절의 체성내

장반사 기전 외에도, 신경내분비기전과 하행성 신경기전에 의해 유

발된다. 구척수시상로(PSTT, paleospinothalamic tract)의　구심성 

신호전달과 대상회(cingulate gyrus), 변연 전뇌, 시상하부로부터

의 원심성 방사(projection)는 중뇌중심회백질(PAG, periaqueductal 

gary matter)의 몰핀성 물질을 함유하는 신경섬유를　활성화한다. 

PAG에서 뇌간으로 방사는 억제성, 흥분성으로 모두 작용 한다. 

PAG로부터의 오피오이드(opioid)는 뇌간의 가바성(GAVAergic) 

중간뉴런을 억제하고, 하행성의 세로토닌(5-HT)과 노르에피네프린 

시스템의 활성을 탈억제(disinhibition)한다27). 그에 반해, PAG로부

터의 글루타메이트 중개 경로(glutamate-mediated pathway)는　

척수시상로(STT, spinothalamic tract) 활성을 조절함으로 뇌간의　

“on”, “off” 세포 대부분을 흥분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경로의 활성

은 유해 인풋(input)의 강도에 의존하는 것처럼 보인다. 가벼운 통

증은 낮은 수준의 글루타메이트 자극이 일어나는 반면 강하고 지속

적인 통증은 PAG와 관계된 STT의 원심성 억제를 통해 연수척수 

경로(bulbospinal pathway)의 탈억제를 하게 된다. 추가로, PAG

로 부터의 오피오이드는 뇌척수액으로 분비되어 척수의 대부분 수

용체에 반응하여 통증 전달을 억제한다28,29).

2) 대뇌 피질의 작용: 감각 피질의 뉴런은 STT로부터 일어나는　

시장-피질 방사를 직접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비침해성 내측 모대

로(non-nociceptive medial lemniscal tract)의 피질-시상 억제 

또한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억제 기전은 시상-피질 인풋에 가까워

지도록 증가하여, 유해 정보의 필터로써 작용한다30).

광범위성 유해자극 억제 조절(DNIC, diffuse noxious inhibitory 

pain control)은 통증으로 유발된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척수의 

WDR 신경원에 작용하는 아편성 기전이다. 침에 의해 유발된 Aδ

의 정보가 미측 연수의 아핵 망상 배동맥(SRD, subnucleus reti-

cularis dorsalis)에 직접 입력된다. SRD는 배외측속을 따라 하행하

며 각 레벨에서 척수 배측각으로 방사한다. SRD로부터 방사되는 

하행성 축삭은 C형 통각수용기에서 척수로 들어오는 침해성 정보

의 억제를 유발한다31). 전두, 전전두, 안와 피질로부터의 섬유는 유

해자극과 통증 인식을 조절하기 위해서 편도체(amygdala), 중격핵

(septal nuclei)의 변연계의 회로에 관여할 수 있고, 시상하부에도　

관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변연계와 PAG를 활성화 시켜 

DNIC 기전에 관여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32).

요약하면, 내장기 병변에 대한 구심성 신호가 해당분절 피부를 

통해 자율신경성 증상, 통증, 통각과민 등의 증상을 발현할 수 있다. 

척추 분절에 따른 근육분절(myotome), 피부분절(dermatome)의 

이학적 검사를 통하여 분절 장애에 대한 진단이 가능하다. 치료는 

장애 분절의 피부(척수의 피부분절)의 굵은 섬유를 자극하면, 교감

신경반사 기전을 통해 비정상적인 자율신경 영향을 줄이게 된다. 

또한 침자극은 대뇌피질과 중뇌의 통증 조절 기전, 후근신경절에 

대한 화학적 작용과 더불어 장애 분절의 근육(척수의 근육분절로 

척추의 심부근육군)을 이완시켜주어, 해당 분절의 신경근에 대한 

압박이 해제되어 교감내장운동 신호의 항진을 억제할 수 있다. 이

와 같이 배수혈 치료는 중추의 통증조절기전, 자율신경 반사를 통

한 기전뿐만 아니라, 장애 분절 척추 심부근육군의 긴장상태를 완

화하여 교감내장운동신경주행상의 병리적인 상황을 개선하는 기전

이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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