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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ulsed magnetic field (PMF) stimulus on the
circulation in the pericardium meridian system (AMS) by means of EAV (electroacupuncture
according to Voll) and the galvanic skin response (GSR). The PMF stimulus was applied to PC8
at least three times a week for one month in order to see the continuous effect of PMF stimulation.
The Max value measured at every biological active point except PC9 was found to be close to the
normal range of 45 – 58 one month later. Therefore, PMF stimulation seems to be very effective
in improving the function of the tenon-tissue connected to the pericadium meridian in Oriental
medicine. The magnetic flux change due to the PMF is thought to lead to a strong stimulus at the
acupoints, which have a lower impedance than the surrounding tissues and affects the current in
the cell tissue. For further use of our results in meridian diagnosis, additional experiments on the
subject for diverse diseases are required, as is a study of the changes in PMF intensity, transition
time and stimulation d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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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순환시스템에 대한 생체전도반응의 펄스자기장 효과
이현숙∗
상지대학교 한방의료공학과, 원주 26339, 대한민국
(2020년 9월 14일 받음, 2020년 10월 21일 수정본 받음, 2020년 10월 21일 게재 확정)

본 연구에서는 노궁혈에 펄스자기장 자극을 인가시 순환기와 신경계통의 질환에 관련있는 수궐음심포
경락의 대표측정점인 중충, 노궁, 대릉, 내관, 극문에서 경락진단기를 이용하여 경락기능상태를 확인하고
펄스자기장이 인체의 경락순환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자극 전후에 따른 지속적인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1개월동안 매주 3회이상 자극한 후 중충을 제외한 경락의 각 반응점에서 측정된 MAX
값이 초기엔 20 – 30, 1개월 후에는 정상범위인 45 – 58로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자기장
자극은 한의학적으로 수궐음심포경락과 연결되어 있는 장부-조직 기능의 개선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펄스자기장의 자속변화율이 주위조직보다 낮은 임피던스를 갖는 경혈점에 강한 자극을 주어
세포조직내 전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한의학적 경락진단방법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해당질환을 가진 대상자에 대해 추가 실험을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펄스자기장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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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의 다양한 조건, 즉 인가시간, 자기장 세기, transition time 등의 변화에 따른 연구도 더 필요하다고 본다.
Keywords: 펄스자기장, 경락, 경혈점, 생반응점, 피부저항반응, 경락진단기

I. 서 론

들면 전기적 특성지표로 경락의 상호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경락의 생체신호정보를 전기적으로 측정하거나, 경락경혈

한의학에서는 인체의 각종 신진대사 활동과 기능 유지를
기로 설명하고 있으며, 인체의 혈과 기가 흐르는 경락을 인
체내 모든 조직과 기관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로
정의하고 있다. 침구치료에 사용되는 중요한 치료점 또는
장부 이상상태가 체표에 나타나는 반응점인 경혈이 서로
연결되어 체표와 장부를 연결하고 있는 것을 경락이라고 하
며 인체에는 12개의 경락이 존재한다. 한의학적인 진단과
치료방식은 인체 내 순환기능의 부조화를 진단함으로서 각
질환증상에 대한 작용의 원인 치료에 중점을 두고 경락과
경혈에 침이나 뜸자극을 하고 있다.
침자극이 장부와 뇌, 자율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많은 연구가 보고되었으며 특히 경혈과 특정장기의 기능
이나 생리병리기능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로 치료효과에
중점을 두고 있다 [1–3]. 경락신경자극치료는 위장과 관련
된 경혈에 자극을 주는 한방치료방법으로 미주신경을 간접
적으로 활성화시켜 위장의 기능 개선에 영향을 준다. 또한
십이경락중 하나인 수족궐음경의 경혈점인 곡택혈에 침자
극을 하면 심박변이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보고
되었다 [4]. 그리고 미국 UC Irvine 연구팀이 전침치료가
혈압 강하에 미치는 효과를 발표하였는데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는 고혈압 환자들 중 8주간 주
1회 수궐음심포경과 족양명위경의 특정 경혈에 전침치료를
받은 그룹은 평균 수축기 혈압과 평균 이완기 혈압이 각각
6 mmHg, 4 mmHg 하강하였으며 이는 전침치료를 통해
노르에피네프린, 레닌, 알도스테론과 같은 혈압을 상승시키
는 호르몬 분비가 저하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5].
이러한 연구를 통해 경락경혈 자극은 더 이상 질병과 고통을
자연의 치유능력에 맞추어 조율해주고 복원시켜주는 보완,
대체 요법이라기보다는 해당 질환에 대한 치료 효과와 치료
기전을 규명할 수 있는 한의학적인 치료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서양의학은 생체기능을 세포 활성 및 생체전기 현
상을 근거로 심전도, 근전도, 뇌전도등을 이용하여 각 조직
이나 기관의 활동전위를 측정함으로서 조기진단 및 예방
진단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한편으로 한의학과 공학
에서 한방진단의 객관화와 경락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여러 방면에 걸쳐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의 시각화를 위한 연구로 경락의 광학적 특성이나 적외선
방출에 대한 연구가 보고 되었다 [6]. 또한 경락의 체계가
실체를 가진 해부학 구조물과 부합하지 않기에 경락의 해
부학 구조를 찾기 위한 노력으로 봉한관 혹은 프리모관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7]. 최근에는 대장염 · 고혈압을
가진 동물모델에서 신경과학적 방법의 특수 염색을 통해
피부 표면에 발현되는 경혈을 가시화하여 가시화된 경혈에
침 자극을 주었을 때 질병이 치료되는 효과를 확인한 연구
가 발표되었다 [8]. 이러한 결과로부터 질병에 따른 피부
민감점과 경혈이 일치함을 입증되었으므로 경혈의 존재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경락자극진단기 (EAV: Electroacupuncture according
to Voll) 는 1953년 독일의 의학자 Voll이 한의학적 경락이
론과 과학기술을 결합시켜 질병의 조기진단과 치료에 이용
하고자 고안한 기기로, 인체내 경락의 변동상태를 전기생리
로 설명하고 이를 외부에서 감지하여 그 변화를 측정함으로
써 병증의 진단을 정량화하고자 한 것이다. 전기생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건강할 때는 세포막 내부에서 발생한 전위차
인 생체 내 전하가 에너지의 생산과 소모가 평형을 이루어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다가 세포가 손상되면 손상전류가
발생하게 된다 [9]. 예를 들면 중풍환자의 EAV 측정을 통해
대뇌뇌간 반응점과 뇌신경 반응점의 유의성을 확인하였고,
신경성 위장질환 환자를 포함하여 두통, 피로, 심계, 빈혈,
지방간, 중풍환자 등을 대상으로 EAV 측정치와 병증유형
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로 EAV가 한의학적 진단방법으로
사용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10,11].
선행연구결과에 따르면 펄스자기장(PMF: Pulsed Magnetic Field) 은 적혈구세포 내 Ca2+ level 을 감소시켜 적
혈구의 변형능을 향상시킴으로서 적혈구 응집현상을 호전
시킬뿐만 아니라 모세혈관내 혈류속도를 개선하여 인체내
혈액순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12,13].
전기 자극과는 달리 비침습적 특성을 가지는 자기장 자극은
심부 깊숙이 자기장이 투과하여 체내의 이온성 전해물질에
영향을 주어 체내조직에 유도전류를 발생시켜 자극을 줄 수
있을 것이다 [14]. 그러므로 경락의 변동상태를 전기생리로
설명하는 Voll의 한의학적 경락이론에 따라 비침습 국소
집속형 펄스자기장 자극이 인체 경락 순환시스템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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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lor online) (a) The Pericardium Meridian (b)
Time-varying PMF which has maximum peak magnetic
field intensity of 2000 G, 5 mm away from coil. The
magnetic field pulse duration was 480 µs, including 3
micro-pulses, and pulse repetition rate was 1 Hz. (c)
Stimulus of pulsed magnetic field on PC8 (Laogong).
십이경락 중 하나인 수궐음심포경은 심장과 관련된 경맥
으로 가슴의 천지혈에서 출발하여 팔을 따라 순행하면서 손
가락의 중지 끝부분인 중충혈까지 총 9개의 경혈점이 존재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혈을 자극시 순환기와 신경계통의 질
환에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5] (Fig.1(a)).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신 안정 및 피로 회복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노궁혈에 펄스자기장 자극을 인가한 후
수궐음심포경에 존재하는 9개의 경혈 중 인체 말단부위에
있어 측정하기가 비교적 용이한 중충 (PC9), 노궁 (PC8),
대릉(PC7), 내관(PC6), 그리고 극문혈(PC4)에서 EAV로
경락기능을 확인하여 경락 순환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정

세기는 2000 G로 1 Hz의 주기를 가지며 펄스의 전이 시간
은 160 µs 이다. 펄스자기장의 파형은 매우 빠르게 감소하
는 사인모양신호로 1주기에 해당하는 평균자기장은 0.2G
이며, 따라서 펄스자기장 자극기는 피부 표면에 약 5000
mW/cm2 를 전달한다. (Fig. 1(b), (c))
정확한 실험 결과를 얻기 위해 외부자극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매일 일정한 시간에 피실험자가 30분 이상의 충분한
휴식을 통해 안정을 취한 후 차폐실험실에서 실험을 진행
하였다. 또한 경락진단기 (ABR2000, ㈜메리디안) 사용 시
측정자가 피실험자의 반응점에 일정한 압력을 가해 측정을
해야하는데, 이 때 누르는 힘과 각도의 오차가 있을 가능
성을 줄이고 측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 연구를
하는 기간에 한 측정자가 모든 피험자들을 측정하였다. 왼
손 노궁혈에 자기장 자극을 10분 인가한 후 왼손에 측정용
손전극봉을 쥐고 오른손에 있는 수궐음심포경의 경혈을 대
표반응점으로 지정하여 EAV로 측정하였다. 자극 전후에
따른 경락의 반응점에 대한 지속적인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1개월동안 매주 3회이상 자극하여 그 결과를 관측하였는
데, 수궐음심포경락을 따라 5개의 대표측정 반응점 경혈인
중충, 노궁, 대릉, 내관, 극문에서 MAX 값을 측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EAV는 생체에 안전한 10 – 12 µA의 직류전류를 인체에
전달하여 경락체계와 연계한 반응점의 저항과 전기용량을
측정하여 임상적인 특성을 분석하는데, 측정값은 MAX 로
표현하여 평균치를 기준으로 기능이 악화되었는지 너무 과
하게 기능이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16]. 이 때 MAX는
측정시 최대로 올라가는 값으로 세포조직이 전자를 빼앗기
시작한 직후에 최대로 전자를 보충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초
기 반응력으로 세포의 허실을 측정한다고 알려져 있다 [17].
측정값이 45 – 58사이이면 정상적인 생리적 반응상태이고
이 값보다 클 경우는 세포조직이 민감해져서 염증의 단계,
50이하의 경우에는 세포조직의 퇴화 단계, 또는 만성적인
기능저하라고 판단한다.

량적 평가를 통해 조사하고자 한다. 그리고 GSR(Galvanic
Skin Response)을 이용하여 펄스자기장 자극 전후 각 경혈
점에서의 전도율을 측정하여 EAV의 결과와 비교분석하고

III. 결과 및 토의

자 한다.

II. 실험방법
연구대상자는 20대 남녀 3명 (남 : 2, 여자 : 1, 나이 :
22±2세)으로 실험 전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서면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펄스자기장 자극기 (MRT-II, ㈜누가의료기) 의 피크 최대

Figure 2는 펄스자기장 자극 전과 10분간 오른손 바닥의
노궁혈에 자극을 가한 후 경혈점인 중충, 노궁, 대릉, 내관,
극문에서 각각 측정한 MAX 값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생
리반응이 정상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정상범
위를 초록색으로 표시를 하였다. Fig. 2(a) 의 중충 (PC9)
에서는 초기엔 펄스자기장 자극 전에는 MAX값이 60으로
세포조직내 반응이 정상에서 약간 민감해진 상태로 해석할
수 있으나, 자기장 자극 후에는 44로 정상범위로 수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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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lor online) The comparison of MAX scores
before and after PMF stimulus in 5 different acupoints,
PC4, PC6, PC7, PC8, and PC9. The results were observed by 3 times a week for 1 month. The green lines
represent the normal range.
것으로 관측되는 것으로 보아 펄스자기장의 강한 자속변화
율에 의해 인체내 이온성 전해물질에 영향을 주어 경락과
연관되어 있는 조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1개월동안 주 3회 이상 펄스자기장 자극을 꾸준히 인가함에
따라 1개월 후에는 자극 전후 모두에서 MAX값이 근접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생리반응상태인 45 – 58의 정상범위
로 수렴하는 것을 관측하였다.
Figure 2(b) 의 노궁 (PC8) 에서는 실험초기엔 자기장 자
극전후 모두에서 측정된 MAX는 세포내 기능이 만성적으
로 저하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28 – 30이다. 또한 Fig. 2(c)
의 대릉 (PC7), Fig. 2(d) 의 내관 (PC6), Fig. 2(e) 의 극문
(PC4)에서도 측정된 MAX가 16 – 30으로 거의 동일한 현
상을 보여준다. 하지만 1개월동안 꾸준한 자기장 자극 후
측정된 MAX값은 중충에서 관측된 것과 같이 45 – 58의 정
상범위로 근접하고 있음이 관측되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정신 안정 및 피로 회복에 관련된 경혈점인 노궁혈에 수개
월간 지속적으로 자기장을 자극하면 수궐음심포경락에 존
재하는 경혈체계와 연계된 기관-조직의 기능, 즉 순환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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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계통의 질환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실험초기에
자기장 자극 전후 모두에서 노궁, 대릉, 내관, 극문등에서
측정된 MAX값이 중충에서 측정된 것보다 낮은 값을 갖은
이유는 인체 말단 부위인 손끝에 위치한 중충 경혈점은 피
부가 얇아 다른 부위보다 임피던스가 제일 낮은 것으로 생
각된다. Fig. 1(a) 에서 보는 것처럼 손끝부터 경락을 따라
즉 경혈 PC9 부터 PC4로 올라가게 되면 피부조직이 두꺼
워지고 지방층이 증가하면서 임피던스가 증가되어 측정된
MAX값은 작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의학에서는 인체에 이상질환이 발생하면 해당 부위에
필요 이상의 전하가 응집되어 과충전 상태를 만들어 생체
에너지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정체시킴으로써 좌우 경락에
서의 전위차의 발생이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
다. 이러한 한의학적 경락이론에 따라 경락진단기로 측정
된 MAX 값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피부전도도라고 알려져
있는 GSR(GSR100C; BIOPAC Systems Inc., USA)을 이
용하여 각 경혈점의 전도율을 측정하여 에너지의 흐름을
정량화시키고자 한다. GSR은 1V 정도의 전압으로 미세한
직류를 피부와 부착된 전극에 흐르게 하여 활동전위의 변화
를 기록하는 것으로 긴장정도가 높아지면 피부저항이 감소
되고 전도도는 상승하게 되는데, 다른 자율신경계 반응과는
달리 부교감신경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교감신경계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 [19].
Figure 3은 펄스자기장 인가 전후에 따른 각 반응점에
서의 GSR 측정값이다. 피부전도도는 교감신경의 활동이
활발할 때 증가하지만 피험자가 최대한 이완상태에서 실험
한 이번 연구에서의 결과값은 교감신경계의 활성도로 해석
하기보다는 미세전류 인가시 인체조직내 전자와 이온들의
움직임에 따라 세포대사와 체액에 녹아 있는 대전입자의
농도에 따라 임피던스가 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각
경혈점의 위치에 따라 표피, 진피, 그리고 피하조직층의 두
께와 상태가 다르므로 임피던스가 변화할 것이다. 따라서
중지 끝에 위치한 중충에서는 팔목 위에 위치한 극문에 비해
피부층이 얇고 지방층이 없어 피부저항이 작으므로 중충에
서 극문으로 갈수록 임피던스가 커져서 전도율은 작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Fig. 2의 경락진단기로 측정된 초기 MAX
값과 거의 같은 양상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개월
동안의 지속적인 자기장 자극 후에도 GSR로 측정한 피부
전도도는 중충을 제외한 다른 경혈점에서는 거의 변함이
없음을 관측하였다. 그러나 경락진단기에서 측정된 MAX
값은 자기장을 지속적으로 자극하였을 경우 정상범위로
접근하였다. 피부전도도는 교감신경계의 활동성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자기장 자극 후에도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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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및 고찰

Fig. 3. (Color online) Electrodermal activity before and
after PMF stimulus in 5 different acupoints, PC4, PC6,
PC7, PC8, and PC9. The results were observed by 2
times a week for 1 month. GSR was nearly unchanged
at other acupoints except for PC9.

본 연구는 비침습적인 방법인 강한 펄스 자기장을 이용하
여 손바닥 중앙 부근의 노궁혈을 자극하여 순환기와 신경계
통의 질환과 관련 있는 수궐음심포경락의 대표측정점에서
경락기능 상태를 정량적으로 측정함으로서 펄스자기장 자
극이 인체의 경락 순환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중충, 노궁, 대릉, 내관, 극문 등의 경혈점에서 측정
된 MAX 값을 통해 자기장 자극을 1개월동안 지속적으로
가하면 순환기계통과 관련된 경락을 따라 인체내 세포조
직의 활동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한의학적 경락진단 방법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해
당질환을 가진 대상자에 대해 다양한 추가 실험을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펄스자기장 자극 노출 시간과 자기장
세기의 변화에 따른 추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

보이며, 반면 경락자극기는 장부-조직사이의 정상여부,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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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내 경락의 변동상태를 감지하여 그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지속적인 자기장 자극은 순환기
와 신경계통의 질환에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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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궐음심포경락순환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실험을 통해 GSR 측정을 이용하여 지속적
인 자기장 자극효과를 경혈점에서 에너지 흐름의 정량화로
관측하고자 할 때는 인체내 서로 다른 부위, 즉 조직구성도
가 다른 부위로 연결되는 경락순환시스템을 따라 측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경락자극기는
MAX 값이 정상적인 생리적 반응상태로 근접하고 있어 자
기장자극 효과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2.2 ×103 T/s 의
크기를 갖는 순간적인 펄스자기장의 자기선속변화가 주위
조직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피던스를 갖는 경혈점에 강한
자극을 주어 인체내 세포조직에서의 전자, 이온들의 움직
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순환기 계통과 관
련된 경혈에 자기장 자극은 한의학적으로 수궐음심포경락
과 관련된 장부-조직 기능의 개선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통해 펄스자기장 자극치료법은 비접촉자극
으로 심부 깊이 침투하는 특성으로 인해 순환기관련 질환
개선시 편리한 치료방법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GSR을
이용하여 경락진단기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선 피부형태,
피하조직의 깊이 등 비슷한 위치에 있는 조건의 경혈이나
반응점들간의 비교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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