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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체 극혈에 시침을 했을 때 원혈에서 고주파 스펙트럼의 변화를 측정하고, 이를 분석한다. 이로부터 시침 행위가
인체에 고주파 전기에너지를 생성시켜줌을 밝힌다. 원혈은 해당 장기의 특성을 나타내므로 원혈에서의 특성은 해당 장
기의 특성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급성치료에 적용되는 극혈 시침에 대한 원혈의 스펙트럼 관찰로부터 극혈 시침이
해당 장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6개 경맥에 대해 연구한다. 각 경맥의 원혈에 먼저 시침하고,
스펙트럼을 측정한다. 이후 극혈에 추가 시침하고, 원혈에서 스펙트럼의 변화를 측정한다. 측정은 잡음이 없는 무반사
차폐실에서 RF(Radio Frequency) 스펙트럼분석기로 측정한다. 분석결과, 극혈시침은 해당 장기에 고주파 전기에너지를
더 크게 하거나, 더 넓은 주파수대역을 가지도록 하며, 어떤 경맥에서는 특정 주파수 성분을 감소시킴이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극혈 시침이 해당 장기를 치료하는 것은 바로 1～80 MHz의 고주파 전기에너지를 생성시켜 주거나
빼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Abstract
When an acupuncture needle was applied at the craft point, the high-frequency (HF) spectrum at the primary point is measured,
and its impact is analyzed. The results reveal that the acupuncture action generates HF electric energy in the human body. As the characteristics of a human organ manifest at the primary point, the characteristics at the primary point can be regarded as a characteristic
of the corresponding organ. Therefore, after acupuncture is applied to the craft point, observing the spectrum at the primary point can
help elucidate the effect on the organ associated with the acupuncture craft point.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six meridians, and
the spectra were measured after applying acupuncture to the primary point. Subsequently, acupuncture was applied at the craft point,
and the spectrum at the primary point was measured. The measurements were performed using a radio frequency spectrum analyzer
inside an anechoic shielded room. The results of the measurements indicated that acupuncture at the craft point resulted in higher HF
electrical energy or broadened the frequency band at the primary point(of the corresponding organ) and also reduced the frequency
energy at a certain meridian. Therefore, treating organs by applying acupuncture at the craft point is described as producing or
eliminating HF electrical energy of 1 80 MHz.
Key words: Acupuncture, Frequency Spectrum, Primary Point, Craft Point, Merid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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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파 스펙트럼에 의한 침술의 전기공학적 관찰

Ⅰ. 서

론

경락계통은 인체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인 기의 순환시
스템이다. 이는 오장육부에서 그 기운이 체표까지 종횡으
로 연결된 노선으로 경락의 유주라는 일정한 흐름의 기
준을 가지고 전신을 감싸고 있다. 이러한 경락학설은 TCM
(Traditional Chinese Medicine)의 주된 이론적 배경을 가지
고 있다. 경락계통에서 경혈은 경락위에 존재하는 반응점
으로서 장부의 기가 체표 부위에 모이고 흐르고 머무는
곳이다. 이는 질병이 발생할 때 나타나는 반응점이자 곧
예방점이고 치료점이기도 하다. 이 경락위에 존재하는 경
혈의 수는 현재 WHO 기준으로 361혈위이다 . TCM의
외치(外治)로서 침뜸의학은 경락상 경혈을 통하여 환자
의 인체내 불균형된 기의 상태를 여러 병인에 의한 변증
으로 도출해 내어 그에 합당한 경혈을 배합하여 오직 침
과 뜸으로 몸이 스스로 균형화를 이루어 최적화가 되게
만들어주는 요법으로 알려져 있다 ～ . 이 연구는 침요
법의 실체가 고주파 전기에너지임을 연구한 논문의 한편
이다. 인체 경락에는 경맥마다 특정 고주파 전기가 흐르
고 있음을 밝힌 논문이 최근에 국내에서 발표되었다 ～
. 이는 그간 발표되어온 직류(DC) 혹은 수 kHz 이하의
저주파수를 근거로 한 전압전류, 정전용량 및 임피던스
등과 같은 방법 ～ 과는 다른 것이다. 발표된 저주파
근간의 논문은 일부 특정 결과를 얻고는 있으나, 경맥의
실체나 경혈존재에 대한 객관적 근거는 얻지 못하였다.
근래에 12경맥마다 특정 고주파 전기스펙트럼 특성을 가
지며, 그 전기에너지가 소속 장기를 전원(source)으로 하
여 전송하는 특성을 밝혀, 경맥이 마치 전기전자공학의
고주파 전송선과 같음을 발표한 연구가 있다 ～ .
본 연구는 경맥에 존재하는 고주파 전기를 기초로 하
여, 극혈에 시침하였을 때 원혈에서 나타나는 고주파 전
기스펙트럼 변화를 측정하고, 이를 분석한다. 즉, 원혈에
시침하여 원혈에서의 스펙트럼과 극혈에 동시 시침했을
때 원혈에서의 스펙트럼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극혈 시침시 원혈의 반응이다. 원혈은 해당 장기의 원기
가 지나가고 머무는 경혈이기 때문에 원혈의 특성은 해
당 장기의 특성으로 간주할 수 있다 ～ . 따라서 극혈 시
침이 해당 장기에 미치는 영향이 파악되는 것으로 볼 수
[1]

[2] [7]

있다. 인체 경혈에서의 고주파전기는 비주기적으로 변화
하기 때문에 오실로스코프 등과 같은 시간영역의 주기적
파형측정 방법은 측정이 불가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펙트럼분석기로 경혈의 스펙트럼을 측정한다. 수태음
폐경, 수양명대장경, 족양명위경, 족태음비경, 족소음신경
및 족궐음간경의 6개 경맥의 극혈에 시침하고, 이때 원혈
에서의 스펙트럼 변화를 고찰한다. 연구에 사용하는 침은
그림 1(a)와 같다. 이는 침 치료로 널리 사용하고 있는 굵
기 0.2 mm, 길이 50 mm인 스테인레스 스틸(stainless steel)
재질의 동방호침이다. 경혈에서의 스펙트럼 측정은 시침
후 클립(clip)으로 침봉과 연결한다. BNC 케이블과 연결
된 클립은 스펙트럼분석기와 연결된다. 사용된 RF(Radio
Frequency) 스펙트럼분석기는 독일 Rohde & Schwarz사
FSH6이다. 측정은 잡음을 배제하기 위하여 한국 MTG사
전자파 무반사 차폐실(anechoic shield room)에서 경혈에
시침하며, 시침 3초 후에 측정한다. 본 연구는 순천향대
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SCH-IRB 승인번호 1040875-201911-SB-065) 심의를 득한 후 수행한 연구이다.

Ⅱ. 스펙트럼 측정환경

[8]

[11]

[12] [24]

[8] [11]

[2] [4]

본 연구에서는 RF 스펙트럼분석기를 이용하여 경맥상
경혈에서의 고주파 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측정은 수태
음폐경, 수양명대장경, 족양명위경, 족태음비경, 족소음신
경 및 족궐음간경에서의 각 원혈에서 측정하였다. 각 원
혈에 시침깊이는 361혈위에 대한 표준 시침깊이로 시침
하였다 . 침의 재질은 전도체인 스테인레스 스틸(stainless steel)이며, 침봉 손잡이 부분에 클립을 이용하여 BNC
케이블과 연결하였다. 그림 1(a), (b)는 이를 보여주기 위
한 그림이다.
측정 주파수 범위는 1～80 MHz 범위의 비교적 낮은
주파수대역이므로 그림 1과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여도 무
방할 것이다. 또한 경혈에서의 스펙트럼에 대한 절대 크
기가 아닌 상대 크기에 대한 분석이므로 그림 1의 측정환
경으로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경혈에 시침한 후 클립을
침봉에 연결하여 경혈에서의 고주파 스펙트럼을 측정하
는 것은 침이 경혈의 고주파 전기를 탐지하는 프로브 역
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일반 환경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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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무반사 차폐실 외부 와 내부 에서의 스펙트럼

(a)

(b)

사용 침 과 스펙트럼분석기의 연결 사진

그림 1.
(a)
(b)
Fig. 1. Photo of an acupuncture needle (a), and connection
between a needle and a spectrum analyzer (b).

서는 수많은 전자파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전자파가
침에 유기되면 잡음이 되어 경혈에서 나오는 미세크기의
스펙트럼을 측정할 수 없다. 인체 경혈이외 다른 잡음을
배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자파 무반사 차폐실에
서 측정하였다. 무반사 차폐실은 안테나 방사특성을 측정
하거나 전자장치에서 나오는 EMI(Electro-Magnetic Interference)를 측정하기 위한 시설이다 . 측정에 사용된 무
반사 차폐실의 전경은 그림 2와 같다.
무반사 차폐실 외부 스펙트럼 상황과 내부에서의 스펙
트럼을 측정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이는 그림 1과 같은
상태에서 차폐실 내외에서 측정한 것이다. 그림 3(a)에서
보듯이 차폐실 밖에서는 주파수 40 MHz까지는 일부 대
역에서 좁은 대역의 잡음이 나타나고(A) 42 및 56 MHz
대역에서(B) 또한, 64～74 MHz에서는 비교적 넓은 대역
의 잡음(C)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잡음이
[25]

측정을 위한 무반사 차폐실

그림 2.
Fig. 2. Anechoic shield room for the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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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a)
(b)
Fig. 3. Spectrums outside (a) and inside (b) of anechoic
shield room.

인체를 통하여 유기되므로 인체 경혈에서 나오는 주파수
스펙트럼에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측정데이터를 믿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차폐실 내부의 그림 3(b)는 잡음이
없는 상태이다. 본 측정에 사용된 그림 2와 같은 MTG사
차폐실의 IEEE-299에 의한 차폐성능은 주파수 100 MHz
까지 110 dB이다. 측정 대상자는 나이 62세, 몸무게 76
kg, 키 177 cm의 건강한 남자를 대상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침의 효과 및 치료결과 등과 같은 임상효과에 관
한 연구가 아니고, 인체에 대한 공학적 측정연구이므로
많은 대상자가 아닌 1명에 대한 측정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설계된 회로를 만들어 제작 및 측정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는 공학적 관점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Ⅲ. 6경맥 고주파 스펙트럼

침뜸의학에서 치료경혈로 널리 사용되는 극혈은 뼈와
살 사이에 있으며, 기혈이 깊게 모이는 곳이다. 극혈은 주
로 급성병증을 치료하는데 사용된다 . 따라서 극혈 시
침시 원혈의 변화를 알아내는 것은 극혈 시침이 해당 장
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내는 것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인체 총 12개 극혈 중 수
태음폐경, 수양명대장경, 족양명위경, 족태음비경, 족소음
신경 및 족궐음간경의 6개 극혈에 시침에 대한 원혈의 반
응을 RF 스펙트럼분석기로 측정하였다. 6개 경맥의 그림
과 각 경맥에 시침된 원혈 및 극혈의 위치와 시침한 침의
깊이는 그 자료가 매우 방대하므로 논문에 나타내기가
불가능하므로 참고문헌 [2], [4]를 참조하기 바란다.
100 kHz～6 GHz까지 측정 가능한 독일 Rohde & Schwarz사 FSH6 portable 스펙트럼분석기는 start 및 stop 주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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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0 Hz 및 80 MHz로 주파수인 가로축을 8 MHz/div로,
최대 및 최소크기 −54 dBm 및 −74 dBm으로 크기인 세
로축을 2 dBm/div로 조정되었다. 또한 RBW(Resolution
Band-Width) 및 VBW(Video Band-Width)는 각 1 MHz,
sweep time은 100 ms로 세팅하였다.
그림 5.

3-1 수태음폐경 극혈 영향

먼저 수태음폐경의 원혈인 태연(LU9)에 시침을 하고,
그림 1과 같이 침봉에 클립을 연결하여 스펙트럼을 측정
하였다. 이후 태연에 스펙트럼분석기가 연결된 상태에서
극혈인 공최(LU6)에 시침을 추가하고, 태연에서 스펙트
럼을 측정하였다. 이는 극혈 시침이 원혈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그림 4(a)는 수태음폐경의 원혈인 태연(LU9)에 시침후
측정한 스펙트럼이고, 4(b)는 극혈인 공최(LU6)에 추가
시침했을 때 원혈에서 측정한 스펙트럼이다. 그림 4(b)는
주파수 0～16 MHz까지 넓은 대역폭을 나타내고(A), 20～
30 MHz에서 (a)보다 3～4 dB 정도 더 큰 스펙트럼을 보
이고 있다(B). 또한 40 MHz에서도 약 2 dB 정도 크게 나
타나고 있다(C). 이는 극혈시침이 원혈에 고주파 전기에
너지를 더 넓고 크게 넣어주기도 하고, 새로운 주파수의
고주파 전기를 생성시키기도 한다는 의미이다. 원혈에 에
너지를 주는 것은 해당 장기인 폐에 에너지를 넣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2 수양명대장경 극혈 영향

수양명대장경은 수태음폐경과 표리관계의 경맥으로,

(a)

그림 4.

(a)

Fig. 4. Spectrum variance of lung meridian of hand-Taiyin between (a) at the primary point LU9 only and (b)
added acupuncture at the craft point LU6.

수양명대장경 원혈 LI4(a)와 극혈 LI7에 추가했을
때(b) 스펙트럼 변화

Fig. 5. Spectrum variance of large intestine meridian of handYangming between (a) at the primary point LI4
only and (b) added acupuncture at the craft point
LI7.

원혈은 합곡(LI4)이며, 극혈은 온류(LI7)이다. 그림 5는 원
혈 시침으로 측정한 스펙트럼(a)와 극혈에 추가 시침했을
때 스펙트럼(b)이다.
그림 5(a)와 (b)에서 보듯이 극혈 시침은 원혈에 더 큰
크기의 고주파 전기에너지를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5
MHz 대역에서 3 dB(A), 20 MHz와 35 MHz 대역에서 2～
5 dB(B), 50 MHz 대역에서는 약 4～5 dB(C) 정도 크기가
증가하고 있다.
3-3 족양명위경 극혈 영향

그림 6은 족양명위경의 원혈 시침으로 측정한 스펙트
럼(a)과 극혈에 추가 시침했을 때 스펙트럼(b)을 나타낸
그림이다. 족양명위경의 원혈은 충양(ST42)이며, 극혈은
양구(ST34)이다.
그림 6(a)와 (b)에서도 극혈 시침은 원혈에 전반적으로

(b)

수태음폐경 원혈 LU9(a)과 극혈 LU6에 추가했을
때(b) 스펙트럼 변화

(b)

(a)

그림 6.

(b)

족양명위경 원혈 ST42(a)와 극혈 ST34에 추가했
을 때(b) 스펙트럼 변화

Fig. 6. Spectrum variance of stomach meridian of foot-Yangming between (a) at the primary point ST42 only
and (b) added acupuncture at the craft point ST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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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고 큰 고주파 전기에너지를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5 MHz 대역에서는 넓은 대역폭 특성을 보이고(A),
16～40 MHz의 넓은 대역에서 약 2～4 dB 크면서도 넓은
대역특성을 보이고 있다(B). 또한 60 MHz 대역에서는 6
dB 정도 작게 나타나고 있다(C).
그림 8.

3-4 족태음비경 극혈 영향

족태음비경은 족양명위경과 표리관계의 경맥이다. 원
혈은 태백(SP3)이며, 극혈은 지기(SP8)이다. 그림 7은 원
혈 시침으로 측정한 스펙트럼(a)과 극혈에 추가 시침했을
때 스펙트럼(b)이다.
그림 7(a)와 (b)를 비교해 볼 때 극혈 시침은 원혈에 전
반적으로 넓고 큰 에너지를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파
수 1～50 MHz 대역 전반적으로 2～8 dB 정도 크기가 증
가하고 있다(A).
그림 8은 족소음신경의 원혈 시침으로 측정한 스펙트
럼(a)과 극혈에 추가 시침했을 때 스펙트럼(b)을 나타낸
그림이다. 족소음신경의 원혈은 태계(KI3)이며, 극혈은
수천(KI5)이다.
그림 8(a)와 (b)를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20～50 MHz 대역에서 2～3 dB 크
고 비교적 평탄한 대역폭 특성을 보이고 있다(A). 이는
넓은 주파수대역을 고르게 인가해 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7.

(b)

족태음비경 원혈 SP3(a)과 극혈 SP8에 추가했을
때(b) 스펙트럼 변화

Fig. 7. Spectrum variance of spleen meridian of foot-Taiyin
between (a) at the primary point SP3 only and (b)
added acupuncture at the craft point S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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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족소음신경 원혈 KI3(a)과 극혈 KI5에 추가했을
때(b) 스펙트럼 변화

Fig. 8. Spectrum variance of kidney meridian of foot-Shaoyin between (a) at the primary point KI3 only and
(b) added acupuncture at the craft point KI5.

(a)

그림 9.

3-5 족소음신경 극혈 영향

(a)

(a)

(b)

족궐음간경 원혈 LR3(a)과 극혈 LR6에 추가했을
때(b) 스펙트럼 변화

Fig. 9. Spectrum variance of liver meridian of foot-Jueyin between (a) at the primary point LR3 only and (b)
added acupuncture at the craft point LR6.

3-6 족궐음간경 극혈 영향

족궐음간경은 12경맥 유주의 마지막 경맥이다. 족궐음
간경의 원혈은 태충(LR3)이며, 극혈은 중도(LR6)이다. 그
림 9는 족궐음간경의 원혈 시침으로 측정한 스펙트럼(a)
과 극혈에 추가 시침했을 때 스펙트럼(b)을 나타낸 그림
이다.
그림 9(b)는 (a)에 비해 전체적으로 평탄한 스펙트럼대
역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20～30 MHz 대역에서 3～4
dB 크게, 30～35 MHz에서는 2～6 dB 작게, 35～45 MHz
에서는 4～6 dB 크게 해줌으로써 그림 9(a)보다 비교적
평탄한 특성을 보이는 것이다.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극혈 시침 시 원혈에 주는 영향을 주파
수스펙트럼으로 분석하였다. 경맥의 원혈에 시침하여 원
혈이 갖는 스펙트럼을 얻은 뒤, 극혈에 침을 추가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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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혈에서의 스펙트럼 변화를 측정하였다. 6개 경맥에 대
한 측정과 분석결과, 극혈 시침이 전반적으로 원혈에 1～
80 MHz의 고주파 전기에너지를 넣어주거나 빼주는 역할
을 하는 것임이 밝혀졌다. 측정한 6개 경맥의 극혈은 전
반적으로 주파수대역폭을 넓히고, 스펙트럼 크기를 증가
시키고 있다. 그러나 족양명위경 및 족궐음간경의 경우,
일부 주파수성분을 작게해 주는 특성이 측정되었다. 따라
서 극혈시침으로 인해 원혈 즉, 해당 장기는 고주파 전기
에너지를 받거나 빼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밝혔다.
이 연구는 경혈에서 고주파 전기가 존재하며, 경맥마
다 특정 스펙트럼 즉, 고유 전기를 가진다는 연구를 기초
로 하였다. 본 연구를 확대할 경우, 동양의학인 침뜸치료
의 기전을 공학적으로 밝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
각한다. 다른 경혈들에 시침했을 때 고주파 스펙트럼의
변화에 관한 연구나, 많은 남녀대상자에 대한 스펙트럼변
화 등의 분석 및 치료를 위한 해당 장기에서의 고주파전
기 스펙트럼의 크기와 필요한 주파수 및 최적의 경혈선
택 등에 관한 연구는 추후 행하여져야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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