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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본 논문이 있기까지 대학원 생활을 통해서 진정한 학문을 일깨워주시고 자상
한 충고와 따뜻한 격려로 지도해주신 이경중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부
족한 저의 논문을 꼼꼼히 읽어주시고 수정해주신 정병조 교수님과 이용흠 교수님
께 감사드립니다 . 그리고 대학원 생활동안 많은 가르침을 주신 이윤선 교수님 , 김
동윤 교수님 , 김영호 교수님 , 신태민 교수님 , 김법민 교수님 , 김한성 교수님 , 김경
환 교수님 , 정병조 교수님 , 김지현 교수님 , 이상우 교수님 , 임창환 교수님 , 윤대성
교수님 , 서종범 교수님 , 이용흠 교수님 , 권기운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
다 . 

같은 연구실에서 동고동락하며 많은 도움을 주신 박호동 선배님 , 조성필 선배
님 , 송미혜 선배님 , 장봉열 선배님 , 이효기 선배님께 감사드리고 최현석 , 신재연 , 

차지영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 

잘 찾아뵙지도 못하는 손자를 항상 믿어주시고 아껴주시는 외할머니와 하늘에
서 언제나 저를 지켜주시고 계신 할아버지 , 할머니 , 외할아버지 , 큰아버지 , 큰어머
니께 깊은 사랑과 감사의 눈물을 바칩니다 . 힘들고 지칠 때마다 힘든 걸음에 힘을
보태어 주는 사랑하는 누나 명세현 , 동생 명세라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

마지막으로 오늘이 있기까지 부족한 저를 믿어주시고 무한한 사랑과 헌신으로
저를 이끌어 주신 명재길 (아버지 )님과 김숙자 (어머니 )여사님께 이 작은 노력의
결실을 바치며 저의 깊은 사랑을 함께 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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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명명 현현현 석석석 올올올림림림



- i -

차차차 례례례

그림 차례 ․․․․․․․․․․․․․․․․․․․․․․․․․․․․․․․․․ ⅲ

표 차례 ․․․․․․․․․․․․․․․․․․․․․․․․․․․․․․․․․․ ⅴ

국문 요약 ․․․․․․․․․․․․․․․․․․․․․․․․․․․․․․․․․ ⅵ

제 1 장 서 론 ․․․․․․․․․․․․․․․․․․․․․․․․․․․․․․․ 1

제 2 장 혈위식별시스템 설계 ․․․․․․․․․․․․․․․․․․․․․․․  3

  2.1 경혈 ․경락의 특성 및 연구 동향 ․․․․․․․․․․․․․․․․․․․․ 3

  2.2 경락의 전기적인 특성 ․․․․․․․․․․․․․․․․․․․․․․․․․  4

  2.3 기존 식별기들의 원리와 문제점 ․․․․․․․․․․․․․․․․․․․․ 5

  2.4 가변주파수 인가 방식의 혈위식별시스템 설계 ․․․․․․․․․․․․․․ 10

제 3 장 경혈 ․경락 에너지 측정 시스템 ․․․․․․․․․․․․․․․․․․․․ 14

  3.1 기존 경락 진단 /치료기들의 원리 및 문제점 ․․․․․․․․․․․․․․․ 14

  3.2 경혈의 생체 이온전하 인출 방식에 의한 진단 /치료 원리 ․․․․․․․․․ 17

  3.3 경락 에너지 측정 시스템 설계 ․․․․․․․․․․․․․․․․․․․․․ 21

제 4 장 경락의 주파수 특성 및 에너지 측정을 위한 실험 방법 ․․․․․․․․․ 27

  4.1 가변주파수를 이용한 혈위식별기 ․․․․․․․․․․․․․․․․․․․․ 27

    4.1.1 합곡 , 족삼리 실험 방법 ․․․․․․․․․․․․․․․․․․․․․․ 27

    4.1.2 원혈 (5장과 외관 )에서의 실험 방법 ․․․․․․․․․․․․․․․․․ 29

  4.2 원혈에서의 에너지 측정 시스템 ․․․․․․․․․․․․․․․․․․․․ 32

    4.2.1 12원혈에서의 에너지 측정 ․․․․․․․․․․․․․․․․․․․․․ 32

제 5 장 결과 및 고찰 ․․․․․․․․․․․․․․․․․․․․․․․․․․․․ 34

  5.1.1 경혈의 주파수 특성 분석 결과 ․․․․․․․․․․․․․․․․․․․․ 34

  5.1.2 원혈 (5장과 외관 )에서의 주파수 특성 ․․․․․․․․․․․․․․․․․ 38



- ii -

  5.2.1 12원혈에서의 에너지 측정 및 분석 결과 ․․․․․․․․․․․․ 41

  5.2.2 12원혈에서의 좌 ․우 에너지 측정 ․․․․․․․․․․․․․․․ 48

제 6 장 결론 ․․․․․․․․․․․․․․․․․․․․․․․․․․․․ 50

참고 문헌 ․․․․․․․․․․․․․․․․․․․․․․․․․․․․․․ 52

ABSTRACT ․․․․․․․․․․․․․․․․․․․․․․․․․․․․․․ 57



- iii -

그그그림림림 차차차례례례

그림 2.1 피부의 전기적 등가모델 ․․․․․․․․․․․․․․․․․․ 4

그림 2.2 DC방식의 시간에 따른 경혈 ․비경혈의 전류 특성 ․․․․․․ 6

그림 2.3 임피던스 측정기의 자극방식 ․․․․․․․․․․․․․․․․ 7

그림 2.4 식별율 향상을 위한 경혈자극 패턴 (SPAC) ․․․․․․․․ 8

그림 2.5 측정압력에 따른 직류 /SPAC의 전류반응 특성 ․․․․․․․․ 9

   그림 2.6 시간에 따른 경혈 ․비경혈에서의 전류 특성 (SPAC) ․․․․․․ 9

   그림 2.7 경혈식별시스템의 전체 블록도 ․․․․․․․․․․․․․․ 11

그림 2.8 경혈 주파수 특징을 검출하기 위한 시스템 제어 흐름도 ․․․ 12

그림 2.9 주파수 특성을 보기 위한 전체 시스템 구성 ․․․․․․․․․ 13

그림 3.1 전침 자극기의 치료 원리 1

          (동통부위에 직접 자극을 인가하는 방식 ) ․․․․․․․․․․․ 15

그림 3.2 전침 자극기의 치료원리 2(신경전달과정을 교란시키는 방식 ) ․ 16

그림 3.3 개발된 에너지 측정시스템의 원리 ․․․․․․․․․․․․․․ 18

그림 3.4 에너지 측정 시스템의 모식도 ․․․․․․․․․․․․․․․ 20

그림 3.5 경락 진단 /치료기의 전체 블록도 ․․․․․․․․․․․․․․ 21

그림 3.6 진단 /치료를 위한 각 채널 회로도 ․․․․․․․․․․․․․․ 22

그림 3.7 경락 에너지 측정 시스템의 구동 흐름도 ․․․․․․․․․․ 23

그림 3.8 12원혈의 에너지를 측정하는 시스템 ․․․․․․․․․․․․ 25

그림 3.9 경락에너지 측정 시스템에서 측정된 전위 모니터링 화면 ․․․ 26

   그림 4.1 합곡 ․족삼리의 경혈도 ․․․․․․․․․․․․․․․․․․․ 27

   그림 4.2 합곡과 족삼리에서의 가변주파수 측정 실험 장면 ․․․․․․ 28

   그림 4.3 5장과 외관의 경혈도 ․․․․․․․․․․․․․․․․․․․ 30



- iv -

그림 4.4 원혈에서의 데이터 측정 모습 ․․․․․․․․․․․․․․․ 31

그림 4.5 골도법에 의한 12원혈의 위치 모습 ․․․․․․․․․․․․․ 32

그림 4.6 설계된 시스템의 에너지 검출 모습 ․․․․․․․․․․․․․ 33

그림 5.1 합곡과 족삼리에서의 주파수 대역별 경혈 ․비경혈 분산 ․․․․ 34

그림 5.2 각각의 주파수에 따른 합곡에서의
         측정 평균값과 비경혈의 차이 ․․․․․․․․․․․․․ 35

그림 5.3 각각의 주파수에 다른 족삼리에서의
         측정 평균값과 비경혈의 차이 ․․․․․․․․․․․․ 36

   그림 5.4 피험자 1인의 5장과 외관에서의
         주파수에 따른 반응 분포도 ․․․․․․․․․․․․․․ 40

그림 5.5 12원혈에서 에너지 측정 결과 ․․․․․․․․․․․․․․․ 43

그림 5.6 모든 피험자의 에너지 측정 데이터의 평균 ․․․․․․․․․ 44

그림 5.7 모든 피험자의 에너지 측정 데이터의
         평균과 전체 평균 비교 ․․․․․․․․․․․․ 46

그림 5.8 피험자의 좌 ․우 균형 상태를 보기 위한
         에너지 측정 데이터의 평균 ․․․․․․․․․․․ 48



- v -

표표표 차차차례례례

표 5.1 주파수에 따른 경혈 ․비경혈간의 평균 전압차 ․․․․․․․․․․ 37

표 5.2 12원혈에서의 에너지 측정 데이터 ․․․․․․․․․․․․․․ 44

표 5.3 피험자의 좌 ․우 균형 상태를 보기 위한
       에너지 측정 데이터의 평균 ․․․․․․․․․․․․ 49



- vi -

국국국 문문문 요요요 약약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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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가변주파수 방식의 혈위식별기와 측정된 12원혈의 에너지 준위를
측정 할 수 있는 시스템의 설계에 관한 연구이다 .

한의학에서 경락은 생체에너지의 통로이며 진단 및 치료의 기본 대상이 된다 . 

또한 경락의 상태는 관련 장기의 허실과 환자의 건강상태를 반영하기 때문에 경
락의 상태진단은 매우 중요하다 . 그러므로 한의학 분야에서 진단 및 치료의 신뢰
성과 유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확한 경혈 ․경락의 식별이 선행되어
야 한다 . 또한 기존의 경락 진단기들은 피부임피던스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피부의
건 ․습 상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단점이 있다 . 또한 경혈의 위치를 반영하지 않고
경락개념의 측정이 아닌 인접한 표면까지 같이 측정하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임
피던스의 변화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

본 논문에서는 전류를 인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SPAC(Single Power 

Alternative Current)패턴에 가변 주파수 방식을 적용한 혈위식별기를 설계하고 , 

합곡 , 족삼리 , 5장과 외관에서 주파수 특성을 확인하였다 . 또한 임피던스에 영향을
받지 않고 경혈 ․경락의 개념에서 에너지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에너지 측정 시스
템을 설계 하고 , 12원혈에서 에너지 분포 상태와 좌 ․우의 에너지 균형 상태를 실
시간으로 측정하였다 .

그 결과 합곡과 족삼리에서는 각각 4kHz, 3kHz에서 가장 큰 반응을 보였으며
이 결과를 확장하여 5장과 외관에서의 주파수 특성을 측정한 결과 각 피험자의
원혈에서 다른 주파수 특성을 보였다 . 또한 에너지 측정 시스템을 이용하여 측정
한 결과는 12원혈에서 각각 다른 에너지 준위를 보였으며 좌 ․우 에너지 균형 상태
도 다르게 나타났다 .

기존의 고정주파수 방식의 혈위식별기는 경혈점에서의 재현성과 식별율의 변
화를 설명하지 못하였지만 , 제안된 가변주파수 방식의 혈위식별기는 재현성과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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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율을 향상시켰다 . 또한 설계된 에너지 측정 시스템은 커패시터 방식으로 에너지
준위를 측정하여 경락의 에너지 준위 및 좌 ․우 에너지 균형 상태를 실시간으로 측
정 ,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진단 및 치료 방법의 제안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
다 . 이를 위해 추후 환자에 대한 질병의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도록 측정 결과를
분석하고 진단 할 수 있는 알고리즘 개발이 필요하다 .

��������������������������������������������������������������������������

�핵심되는 말 : 경락(Meridian), 경혈(Acupoint), 임피던스(Impedance), SPAC, 가변주파수 , 

주파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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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1 1 1 1 장장장 서서서 론론론

본 논문은 가변주파수 방식의 혈위식별기와 측정된 12원혈의 에너지 준위를
측정 할 수 있는 시스템의 설계에 관한 연구이다 .

한의학은 생리와 병리 등에 일관되는 이론체계를 바탕으로 조직화된 의학이며 , 

인체를 끊임없이 운동 변화하는 전일적인 시스템으로서 개방되고 역동적인 체계
로 해석하고 있다 [1],[2]. 그러나 과학기술에 근거한 서구의학은 인체의 모든 생
리현상을 물리화학적 반응의 집합으로 환원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발전하여 왔다 . 

그러나 이러한 기술들은 주로 증상에 대한 작용의 근원적인 치료에 역점을 두는
한방 치료 영역보다는 의과학적인 진단과 치료에 응용됨으로써 한의학 분야에는
이의 적용이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 한의학적 진단과 치료 효과가 있음에도 그
적용에 한계가 있는 것은 경혈 ․경락의 작용기전과 해부학적 규명의 어려움과 치료
효과가 객관적이고 정량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경락의 연구에 동원되었던 방법들은 경락작용의 실체규
명을 위해 생물 물리학적 분석 , 전기 생리학적 분석 , 가시경락 현상의 수집과 분
석 , 방사선 동위원소 추적 , 경락의 기계적 자극과 음파분석 , 경혈자극과 온도유발
에 의한 등온분포 처리 , 경혈의 발광자극과 가시화 연구 등의 방법을 시도하고 있
다 . 또한 해부학적 관로가 없는 상태에서 경락을 이루는 부위에 근육 간극과 거대
세포의 세포간극에 의해서 통로를 이룬다는 연구가 국내외에서 시도되고 있다
[4]-[11].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한의학적 이론에 부합하는 진단 및 치료기 개발
에 대한 연구가 큰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한의학적 진단 및 치료에 적용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실용화된 장비가 많지 않다 . 한의학적 진단과 치료
에 있어서 , 한의사의 주관적 , 직관적 능력에 의존한 진단과 침 , 약물 , 뜸 , 부항과
같은 치료법이 아직 완전하게 객관화되어 있지 않다 .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확한 혈위에서 측정되어야 하며 , 

이는 진단과 치료의 신뢰성을 좌우함으로 정확한 경혈 ․경락의 식별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 기존의 식별기들은 인체에 직류나 고전압의 임펄스형 자극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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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여 피부 전류의 절대값으로 식별함으로 식별 전류가 작은 부위에서의
식별율 , 재현성 저하 그리고 인체 영향력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 또한 기
존의 SPAC(Single Power Alternative Current)을 이용한 혈위식별기는 식별율 , 

재현성 그리고 인체영향력 등을 개선하기 위해 고정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어서
재현성의 변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 경락의 주파수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51]. 또한 , 한의학에서 5장6부는 생리학적 , 해부학적으로 그 구조 , 

기능 및 역할이 다르다 . 또한 그에 따라 반응하는 고유에너지 즉 , 진동 /파동에너지
가 다르다 . 인체에 이상 질환이 발생하면 해당 부위에 필요이상의 전하가 응집되
어 과충전 상태를 만들어 생체에너지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정체시킴으로써 좌 ․우
경락에서의 전위차를 발생시킴으로 인해 동통 (疼痛)과 같은 기타 질병의 원인이
된다 . 기존의 경락 진단기들은 전류인가 방식에 의한 피부임피던스를 측정하는 방
법이며 피부의 건 ․ 습 상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단점이 있다 . 또한 경혈의 위치를
반영하지 않고 경락개념의 측정이 아닌 인접한 표면까지 같이 측정하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임피던스의 변화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 .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혈위측정을 위해 인체에 전류를 인가는 SPAC패턴을
이용하여 기존의 단일 주파수 방식이 아닌 가변 주파수 방식에 의해서 혈위식별
시스템을 설계하고 임상실험을 통해 경혈식별 능력 향상 및 경혈의 주파수 특성
을 확인하였다 . 또한 기존 진단기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반응하는 고유에너지 즉 , 진동 /파동에너지가 다를 것이라는 가정 하에 해당 경혈 ․

경락에서의 커패시턴스 측정에 의한 생체전기를 흡수하고 그에 비례한 전위를 측
정하고 분석하여 진단과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진단 및 치료기를 개발하고자 한
다 . 그러므로 설계된 시스템에서는 경혈에 응집된 전하를 커패시터를 이용하여 충 ․

방전시켜 흡수하고 , 그에 비례한 전위를 측정함으로 좌 ․우 경락의 전위차 및 전위
패턴을 이용하여 인체의 전반적인 기능상태 및 좌 ․우 경락의 상태를 진단 및 치료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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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 2 2 2 장장장 혈혈혈위위위식식식별별별시시시스스스템템템 설설설계계계

2.1 2.1 2.1 2.1 경경경혈혈혈 ․․․․경경경락락락의의의 특특특성성성 연연연구구구 동동동향향향

경혈 ․경락의 식별 및 작용과 실체규명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
으나 현재까지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전기적 현상을 이용한 피부상의 저저항
양도점을 식별하는 방법이다 . 경혈점은 다른 피부 부위보다 상대적으로 임피던스
가 낮고 전기전도성이 높으며 경락을 따라 그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고되
었다 [12]-[14]. 이러한 저저항선은 살아있는 생체뿐만 아니라 죽은 시체나 절단
된 사지에서도 발견된다 . 환자의 좌측대퇴부 이하 다리를 절단 전에 양도점과 타
진법으로 경혈의 위치를 표시하고 절단 후에 다시 측정한 결과 표시된 경혈 위치
에서 동일한 도전현상과 타진음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15].

따라서 경락은 인체의 혈관계 , 신경계 , 림프관 , 다른 신진대사 기관과는 직접적
인 상관관계가 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경락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 

생체에 있어서 세포수준 검사는 한계가 있으므로 세포를 하나의 이온 배터리로
간주하고 외부 미약전류 자극에 의한 반응으로 질환과 건강상태를 진단하는 개념
이 Reinhold Voll의 EAV (Electro-acupuncture According to Voll)체계이다 [16]. 

이 개념에서 경혈 ․경락은 다른 피부 부위보다 전기 전도도가 높은 전기의 양도체
이며 , 골도법에 의한 경혈점과 대부분 부합하고 있어서 경혈의 위치와 경락현상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 인정받고 있다 . 

경혈점에서의 전기적 성질은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왔으며 경혈점은 비경혈점
에 비해 전기 전도도가 높은 저저항 양도점의 전기전도 특성을 바탕으로 인체에
인가하는 자극전류 형태는 기존에는 직류방식을 사용하였다 . 직류방식은 시간에
따라 측정 전류의 감소 현상으로 인한 식별의 어려움과 신뢰성이 부족하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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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2 2.2 2.2 경경경락락락의의의 전전전기기기적적적인인인 특특특성성성

현재까지도 인체 피부의 전기전도 특성인 저저항 양도점이 골도법에 의한 고
전 경혈점과 정확하게 일치되는 것으로 규명된 것은 아니지만 , 피부 반응점 중에
서 전도율이 높은 점들과 혈위 부위의 피부전기 용량이 높은 점들의 90% 이상이
골도법에 의한 경혈점과 일치하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17],[18]. 초기 연구에서는
1940년대 Rosendal에 의해서 그림 2.1과 같이 피부 전기 특성의 표준모델이 제안
되었다 [19]. 이 모델에서는 비양도점인 일반 피부에서도 전류의 감쇠현상은 동일
하지만 그 절대값에 차이가 있다 . 양도점은 피부 등가회로인 2개의 저항 (R1은 피
하저항 , R2는 피부저항 )과 1개의 커패시터 (C는 피하조직 커패시터 ) 회로에서 용
량성은 더 크고 저항성은 더 작게 반응한다 [20]. 

그림 2.1 피부의 전기적 등가모델

실제 상황에서 약한 직류는 인체에 전기전도 , 양전위 분극 , 유기적 방어체계에
의한 자기조절의 세 가지 현상 즉 , 물리적 현상과 생물학적 현상을 일으키게 된
다 . 1V 정도의 전압으로 미세한 직류를 피부와 부착된 전극에 흐르게 하면 전자
와 이온들이 회로에 의해 추진력을 받아 몸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한다 . 전자의 운
동성은 세포대사와 체액에 녹아 있는 대전입자의 농도에 따라 달라지며 단방향으
로 전류를 인가하므로 일정 시간이 경과 한 후 , 세포의 분극현상을 초래한다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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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인체에 1.36V 이상의 전압을 인가하면 물 분자가 수소와 산소로 이온화되어
세포를 파괴하거나 세포의 회복시간이 길어져서 식별 및 재현성에 영향을 주며
인체의 생리적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2.3 2.3 2.3 2.3 기기기존존존 식식식별별별기기기들들들의의의 원원원리리리와와와 문문문제제제점점점

경락 (經絡)은 한의학적 진단 및 치료의 기본 대상으로 질병의 반응점이 피부
및 피하조직에 출현하는 반응점이 연속되는 선이다 . 이러한 반응을 나타내는 경혈
(經穴)을 자극함으로써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침구치료의 기본 원리이다 [27].

혈위식별의 목적은 정확한 혈위를 식별하거나 안내하여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다 . 경혈 ․경락의 식별방법으로 경혈은 비경혈이나 일반 피
부보다 저저항 양도점으로 전류가 잘 흐른다는 전기적 특성을 이용한다 . 인체에
일정한 자극패턴을 인가하여 측정점에서의 전기적 반응특성 (전류차 )을 알아내는
능동계측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 경혈자극 방식으로 기존에는 2V 이상의 직류를
사용하였으나 이는 인체에 한쪽방향으로만 전류를 인가하여 세포분극을 초래하고 , 

이로 인한 재현성 감소와 인체영향력이 증가하여 세포의 파괴나 세포 회복시간이
길어진다 . 이는 피부의 상태에 따라 식별이 어려운 부위에서 측정압력을 증가시키
고 측정 전류가 증가되므로 식별은 용이하나 환자의 통증을 유발시키는 인체 안
정성에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 피부의 전기적 특성은 저항과 용량성분을 모두 갖
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직류방식으로는 측정부위의 임피던스를 측정할 수 없다 . 

식 (3.1)에서 직류는 주파수 f=0Hz이므로 커패시턴스 (C)에 관계없이 용량성 리
액턴스 (Xc)는 무한대가 되어 식별을 위한 전류가 그림 2.2와 같이 시간에 따라
현저하게 감소되어 식별에 어려움이 있고 혈위식별의 신뢰성을 감소시킨다 . 

X C = 1
2 π fC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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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DC방식의 시간에 따른 경혈 ․비경혈의 전류 특성

그림 2.2에서는 직류자극에 의한 시간적 감쇠현상은 경락진단의 변수로써는 유
의성이 있으나 경혈 ․비경혈을 식별하는 경우에는 전류감도와 경혈 ․비경혈간의 상대
차를 감소시켜서 혈위식별의 장해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

피부의 임피던스가 낮은 부위 (LIP : Low Impedance Point)를 측정하여 경혈 ․경
락을 식별하는 식별기로 중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LIP System은 직류가 아닌 펄
스형태의 자극방식으로 직류자극 방식에서 나타났던 시간에 따른 전류 감쇠현상
은 개선되었다 [28]-[30]. 그러나 그림 2.3과 같이 30V～60V의 높은 임펄스성
전압과 40Hz～200Hz의 주파수를 사용함으로써 세포와 생리적 상태에 영향을 주
고 전류 감각에 의한 통증을 유발시킬 뿐 아니라 측정 전류량에 반비례한 임피던
스를 나타내므로 정확한 전류 해석이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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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임피던스 측정기의 자극방식

 

중국에서 개발된 4전극 임피던스 측정기는 5kHz, 정전류 38㎂를 사용하여 피
하조직의 임피던스를 측정한다 [31]. 그러나 이 시스템은 측정전극이 매우 크고 측
정 전 3전극 속에 약한 염기성 용액을 적신 다음 측정해야 하며 그 용액의 습도
차에 의해 측정값이 차이가 있는 단점이 있어서 숙련된 측정기술이 요구된다 . 또
한 , 피하조직의 임피던스를 측정할 수 있으나 정확한 경혈식별이 어렵고 , 측정이
불편한 단점이 있다 .

이와 같이 세포분극 현상 , 세포파괴 , 세포 회복시간의 증가 , 압력증가로 인한
통증 및 재현성 감소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그림 2.4와
같이 , 임피던스 측정을 위한 SPAC자극패턴을 채택하였다 [32]-[34]. 이는 단일전
원으로 교류전류를 인가하는 방식으로 인체에 인가되는 전류량만큼 다시 인출시
켜 세포의 분극현상을 억제하고 세포분극이 일어나기 전에 회복할 수 있는 시간
을 가짐으로 인체영향력의 감소와 재현성을 개선하였다 . 이 때 양방향 교호신호
제어를 위하여 두 채널간 ON 시간과 OFF 시간 간격 사이에 지연시간을 두어서
스위칭 과도기에 공급전류가 접지로 바이패스 되는 누설전류를 억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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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식별율 향상을 위한 경혈자극 패턴 (SPAC)

 그 결과 , 그림 2.5와 같이 SPAC방식은 DC방식보다 동일한 측정압력에 대하
여 더 높은 측정전류를 얻을 수 있어 압력에 따른 통증 문제를 줄일 수 있다 . 또
한 그림 2.6과 같이 DC방식에서 나타난 시간에 따른 전류감소현상이 SPAC방식
에서는 경혈 ․비경혈에서 시간에 따른 전류 감소현상을 줄일 수 있어서 식별이 용
이하고 식별율 역시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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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측정압력에 따른 직류 /SPAC의 전류반응 특성

그림 2.6 시간에 따른 경혈 ․비경혈에서의 전류 특성 (SPAC)

SPAC 자극방식은 그림 2.4와 같이 , 두 채널 제어신호를 이용하여 자극패턴을
발생시켰다 . 수소이온화 전압 (1.36V)보다 낮은 1.28V의 직류전압을 아날로그 스
위치 소자를 이용하여 +1.4V의 단일전원을 양방향성의 ±1.28V의 교류 파형으로
변환시켜서 혈위를 자극하여 식별한다 .

경혈에 SPAC 자극패턴을 인가하면 표피와 표피각질층 사이에 존재하는 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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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터에 자극전류가 충전되고 방전을 시작하기 전에 전류의 방향을 전환하여 스위
칭 과도기에 공급전류가 접지로 바이패스 되는 누설전류를 억제하기 위해 두 채
널의 위상을 서로 반대로 설정하였다 .

이와 같이 SPAC방식은 DC방식에 비하여 식별율 및 식별데이터의 신뢰성이
증가하였으며 피부상태가 건조하거나 경혈의 깊이가 깊은 경우에 낮은 측정 압력
으로도 식별이 유리하였다 . 따라서 인체에 적용하기 위한 안전하고 인체 영향력이
낮은 SPAC의 최적주파수 , 파형과 듀티비를 고려한 식별율 증가 방법을 탐색하였
다 . 낮은 압력에서도 피부상태에 관계없이 식별감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경혈식별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51].

그러나 기존의 SPAC을 이용한 시스템은 주파수의 특성은 고려하지 않고 고정
주파수에 의해서 위치를 찾고 있다 . 경혈은 상태에 따라서 임피던스의 값과 커패
시턴스의 값은 변화한다 . 그러므로 주파수를 가변 가능한 시스템을 설계하여 경혈
에서의 반응 주파수를 달리하여 동일한 지점에서 test-retest를 거쳐 식별률을 높
이고 해당하는 경혈의 주파수 특성을 알아보고 , 주파수 변화에 따른 반응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경혈의 R, C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분석 할 수 있음을 확인 하고자
한다 .

2.4 2.4 2.4 2.4 가가가변변변주주주파파파수수수 인인인가가가 방방방식식식의의의 혈혈혈위위위식식식별별별시시시스스스템템템 설설설계계계

경혈자극 방식의 최적파라미터와 식별에 유리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정확한
혈위를 식별하고 그 혈위에서의 정보를 얻어 진단과 치료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
하기 위한 혈위식별시스템의 전체 구성도는 그림 2.7과 같이 마이크로프로세서
PIC18f252를 중심으로 설계하였다 . 시스템의 동작은 크게 1.28V 정전압 발생부
와 PIT(Programmable Interval Timer)를 이용한 SPAC 자극패턴 발생부 , 인가전
류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한 전류전압 변환과 증폭부 , 가변주파수를 설정하기위한
주파수 제어 스위치 , 측정된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한 A/D 변환부 , 측정 전류량에
비례한 음향효과를 위한 음향발생부 , 측정전류량을 표시하기 위한 레벨메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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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 디스플레이부 , 데이터 전송 기능 등으로 구성 되어있다 . 

그림 2.7 경혈식별시스템의 전체 블록도

인체에 인가되는 SPAC 자극전류는 S/W로 제어되는 타이머 /카운터인 PIT를
이용하여 카운터0과 카운터1의 지연시간이 25㎲인 4㎑ 구형파 두 채널을 발생시
킨 다음 위상을 반전시킨 이 신호가 1.4V 정전압이 걸려있는 두 쌍의 아날로그
스위치를 제어하여 단일전원교류 파형인 1.28V SPAC 자극 패턴을 발생시킨다 .

단락 최대전류를 40㎂로 제한한 자극전류는 인체 피부의 양도점과 측정압력에
따라 1～20㎂ 범위의 전류가 발생되어서 탐측전극과 공통전극을 통하여 인체에
인가된다 . 이 때 양방향 교호신호 제어를 위하여 두 채널간에 ON 시간과 OFF 시
간 간격 사이에 25㎲의 지연시간을 두어서 파형의 듀티비 결정과 스위칭 과도기
에 공급전류가 접지로 바이패스 되는 누설전류를 억제하였다 . 각 채널 제어신호의
ON Time은 100㎲로 하고 OFF Time은 150㎲로 설정하여 듀티비 40%의 SPAC 

파형을 발생시켰다 [51].

전류량의 계측은 SPAC 발생회로와 정전압 회로 사이에 최대전류의 제한과 단
락 보호기능을 위해 설치된 저항의 양단에서 인체에 공급되는 전류와 비례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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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강하를 이용하여 계측증폭기로 적당한 레벨로 변환한 후에 레벨미터 드라이버
와 10bit A/D 변환기에 입력된다 . 입력된 전류량에 비례한 절대값을 레벨미터에
표시하는 동시에 전류량에 비례한 음향효과를 이용하여 전압을 주파수로 변환하
여 스피커를 구동하였다 .

그림 2.8 경혈 주파수 특징을 검출하기 위한 시스템 제어 흐름도

그림 2.8은 제안된 시스템의 경혈 주파수 특징을 검출하기 위한 시스템의 제어
흐름도를 나타내고 있다 . 처음 프로그램에 전원이 인가되면 기본 1kHz주파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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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파형이 출력되면서 SPAC 패턴의 기본 주파수가 1kHz가 된다 . 그때 사용자
가 주파수를 조절하여 원하는 입력 주파수를 세팅한다 . SPAC시스템에 의해서 인
체에 인가된 주파수의 전류에 해당하는 전압값을 받아들여 PC로 전송하게 된다 . 

PC로 전송할 때 raw데이터를 이용하여 LED level meter에 표시되며 , sound로 현
재 검출된 임피던스값을 나타낸다 . 또한 PC로 전송된 데이터는 LCD에 표시되며
LabVIEW로 실시간으로 데이터 확인가능하다 .

식별시스템과 PC를 인터페이스 시켜서 피부의 전류 분포 값을 제공할 수 있도
록 계측된 전류량을 RS-232C 직렬포트로 실시간 연속 전송하고 , 전류량을 그래
프와 수치 값으로 나타내었다 . 또한 직류와 SPAC 자극패턴 방식을 비교하기 위해
전환스위치를 이용하여 직류와 SPAC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 그림 2.9는
혈위식별시스템의 시작품이다 .

그림 2.9 주파수 특성을 보기 위한 전체 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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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3 3 3 3 장장장 경경경혈혈혈 ․․․․경경경락락락 에에에너너너지지지 측측측정정정 시시시스스스템템템

3.1 3.1 3.1 3.1 기기기존존존 경경경락락락진진진단단단 ////치치치료료료기기기들들들의의의 원원원리리리 및및및 문문문제제제점점점

한의학적 진단을 위한 진단기로서 맥진기는 인체에 전기적 자극을 인가하지
않고 인체에서 나타나는 비전기적 신호인 맥 (脈)을 계측하는 수동계측 방법을 사
용하고 있다 . 비전기적 신호인 맥을 측정하기 위해서 맥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이용하여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고 맥의 파형을 분석하여 인체의 전반적인 기능
상태를 진단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 인체의 맥이 매우 미약하고 센서로 감지할 수
없는 신호가 혼재되어 있어서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고 맥파 (脈波)로 정확한 진단
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 다른 진단방법으로는 능동계측을 이용한 인체의 임피던스
측정에 의한 진단의 원리이다 . 다양한 자극패턴을 인체에 인가하여 자극에 대한
인체의 반응을 임피던스로 측정하여 진단하는 방법이다 . 이러한 방법은 진단의 유
의성은 있으나 인체의 전반적 균형 상태나 해당 장기의 건강상태를 정확히 반영
한 것으로 간주하기 어렵고 , 전기 자극이 생리적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재현
성이 낮아진다 . 이와 같이 대부분의 기존 진단기들은 한의학적 이론을 고려하지
않은 방법으로 전기적 자극에 의한 인체의 반응특성을 측정하여 진단함으로 한의
학적 의료기기로 간주하기 어렵다 .

동통부위는 과잉 전하가 응집되어 통증과 열을 방출하는 부위로 이를 치료하
기 위해서는 좌 ․우 평형을 유지하도록 사법으로 그 응집된 전하를 방출시켜야 한
다 . 그러나 기존의 치료기들은 인체에 전기적 자극을 인가하는 방식으로 인체의
생리적 상태에 영향을 주고 , 전류에 의한 전기적 통증을 유발시켜 불쾌감을 주는
단점이 있다 . 이러한 기존의 치료기는 주로 초기질환이나 실증에 의한 동통치료에
사용되고 있으며 인체에 전기적 자극을 인가하여 정체된 기의 흐름 상태를 원활
하게 한다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 그러나 이상 질환이 나타난 동통부위는 응
집된 전하로 이미 과충전되어 있으므로 전기 자극을 인가해도 소통을 원활히 하
는데 영향을 주지 못한다 . 따라서 기존의 전기적 자극방식으로는 세포분극과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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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에 의한 경락의 상태를 치료하기 어려워서 해당 경혈 ․경락에서 응집된 전하를
흡수하여 세포를 정상상태로 회복시킴으로써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되고 있
다 .

기존의 치료기기에서 전침 치료기의 원리는 그림 3.1과 그림 3.2와 같이 동통
부위를 중심으로 자침한 후 , 전극을 극성에 관계없이 임의로 연결하여 많은 확률
론적 전기흐름 통로를 갖는다 . 신경전달 통로를 중심으로 임의의 전기흐름 통로에
교번 자극함으로써 신경전달과정을 교란시키거나 둔화시켜서 통증에 대한 불응기
를 갖게 하여 치료효과가 매우 확률론적이며 신경세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
를 내포하고 있다 [51].

이와 같이 침구치료를 할 때 질환에 대한 치료목적과 동통치료의 목적으로 자
침의 위치를 해당부위에 직접 자침하지 않고 , 해당 경락의 여러 대표 혈점에 자침
하여 주로 사법으로 사기 (邪氣)를 유출시켜 치료한다 . 반면에 이러한 전침치료기
는 신경전달 통로 및 해당부위에 직접 자침하고 전극의 극성에 관계없이 시술자
의 주관적인 방법으로 치료부위에 연결한다 . 임펄스형 저주파 (3～30Hz)를 인가하
고 전압은 1.5V～30V, 최대전류는 16mA로 제한하여 대략 4～5mA로 자극하며
자극시간도 치료효과에 관계없이 대략 20분 정도 자극한다 . 

전극 전극

전극
전극

전극
전극

동통 부위동통 부위동통 부위동통 부위

전기적 자극(저주파)

전기적 자극(저주파)

전기적 자극(저주파)

그림 3.1 전침 자극기의 치료 원리 1 (동통부위에 직접 자극을 인가하
는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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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 동통부위를 중심으로 연결된 전극의 극성에 의해 많은 전류의 흐름통로
를 갖게 되는데 전류의 방향성은 매우 확률론적이며 교번하는 강한 저주파의 전
기적 자극을 인가한다 . 이와 같은 결과로 근본적 치료가 아닌 신경전달과정에 교
란을 일으킴으로서 동통을 느낄 수 없는 불응기를 만들어 자극에 대한 역치를 증
가시킨 것이다 . 이 증가된 역치에 의해 일시적인 통증 둔감 현상을 이용하고 있어
서 불응기가 끝나고 세포와 신경이 회복되면 다시 통증이 유발한다 . 즉 치료효과
가 매우 낮고 , 인체의 생리적 상태의 영향 및 치료 부위의 변화를 초래하여 세포
의 파괴나 세포의 회복시간이 길어진다 .

이런 이유로 기존의 임펄스형 저주파 치료기나 전침치료기 사용에 의한 치료
는 인체의 생리적 측면에서 안정성이 부족하며 이들 기기들의 자극방식은 인체
영향력보다 치료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치료효과가 낮다 . 일부 전침치료기나

전극

전극 전극

전극 전극

전극

전극 전극

전극 전극

신경전달 통로

전기적 자극(저주파)

전기적 자극(저주파)

전기적 자극(저주파)

전기적 자극(저주파)

전기적 자극(저주파)

그림 3.2 전침 자극기의 치료원리 2(신경전달과정을 교란시키는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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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주파 치료기는 이러한 인체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극방식의 변화와 자극
강도 조절 등 여러 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동통부위의 신경전달을 교란시켜 통
증을 둔화시키는 점은 비슷하다 . 이와 같은 기존의 치료기기들은 해당 부위의 통
증을 완화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 , 이상 질환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과
치료가 어려워서 치료효과가 매우 낮은 단점이 있다 .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인체에 영향을 주는 전류 인가 방식이 아닌 임
피던스에 영향을 받지 않고 경혈 ․경락의 개념에서 해당 경혈점에서의 응집된 전하
를 흡수하여 동통을 치료할 수 있는 한의학적 이론에 부합하는 치료기를 개발하
였다 .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하여 12원혈에서 커패시터를 이용하여 응집된 전하를
흡수하고 그에 비례한 전위분석으로 인체의 전반적 균형상태 및 경락의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고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

3.2 3.2 3.2 3.2 경경경혈혈혈의의의 생생생체체체 이이이온온온전전전하하하인인인출출출방방방식식식에에에 의의의한한한 진진진단단단 ////치치치료료료 원원원리리리

인체에는 저저항과 고전위의 특성을 지니는 부위가 존재하며 이 부위는 특정
세포군 (細胞群)이 존재한다 . 이 특정 세포군은 변동하는 세포막 전위를 갖고 있으
며 특별한 구조와 기능을 갖고 있다 [45]. 바로 이곳에 혈위가 분포하며 이 혈위에
자침함으로써 세포군의 세포막 전위를 변화시켜 새로운 평형상태에 이르게 하여
치료하는 것이 침구치료의 원리이다 .

침구치료의 원리는 경혈 ․경락에 자침하고 사법을 시행함으로써 해당 경혈점에
응집된 전하를 방출시켜 특정 세포군의 세포 내외 (內外)의 이온농도에 영향을 주
어 세포막 전위가 새로운 평형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 즉 , 침구치료의 효과
는 세포막 전위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 허증에 의한 경우를 제
외한 대부분의 이상 질환 발생 초기에는 세포막 평형전위가 깨져 +, -이온의 전
하량이 변화할 경우 전하가 감소하기보다 증가하는 실증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 이
를 자침으로 보 (補)하기보다 응집된 전하를 사 (瀉)하여 흡수하는 것이 더 효과적
이며 , 이러한 이유로 침은 사법이 위주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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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에서는 개발된 에너지 측정 시스템의 원리를 보여 주고 있다 . 경혈 ․경
락에 존재하는 특정 세포군의 세포막 평형 전위가 깨지면 인체에 이상 질환이 발
생하고 , 이 반응이 해당 경락이나 경혈점에 나타난다 . 이러한 반응은 인체의 용량
성 성분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a), (b)는 인체 내부 장기에 병적 변화
가 일어났을 때 그 장기에 해당하는 경락계통에는 병리반응이 나타난다 . 이때 , 초
기질환이나 동통부위는 급격한 전하의 증가로 인하여 사기 (邪氣)가 응집된 곳으
로 침을 이용하여 해당 경락에서 사법을 시행하여 사기를 흡수하는 것이 치료에
유리하다 . 인체에 이상 질환이 발생하면 사기가 응집되어 해당 경락의 원활한 기
흐름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으로 (c)와 같이 응집된 전하를 흡수하여 새로

그림 3.3 개발된 에너지 측정시스템의 원리
(a) 정상 세포군 상태 (b) 비정상 세포군 상태

   (c) 응집된 전하의 흡수 방법 (d) 흡수 전하량에 비례한 전위변화



- 19 -

운 평형상태에 이르게 하여 치료할 수 있다 . 커패시터를 이용하여 해당 부위의 응
집된 전하를 흡수하고 , 그 흡수량에 비례한 전위를 분석하여 좌 ․우 경락의 균형을
확인함으로써 (d)와 같이 상태를 진단할 수 있다 . 즉 , 생체전기를 흡수하는 커패
시터의 전위는 해당부위의 전하량에 의해서 결정됨으로 사기가 응집된 이상 질환
이 발생한 경락이나 부위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 이상이 있는 경락은 사기로 이미
과충전되어 있으므로 이를 커패시터를 이용하여 좌 ․우 균형을 유지할 때까지 흡수
함으로서 이상 질환 및 동통을 제거하여 치료할 수 있다 [51].

따라서 인체의 기능진단 및 치료를 위한 자극 패턴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응집된 전하를 흡수함으로 특정 세포군의 생리적 상태에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
다 . 모든 이상 질환이 예상되는 경락을 전위의 분석으로 정확히 진단할 수 있고
동시에 치료가 가능하여 침구치료의 확률론적 시술에 따른 치료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새로운 한의학적 진단 /치료기기이다 .

기존의 진단 /치료기기들은 인체에 여러 가지 방식의 전기적 자극을 인가하여
자극에 대한 인체의 반응특성을 측정하거나 분석하여 진단과 치료의 목적으로 이
용하여 왔다 . 이러한 자극방식들은 자극에 의한 인체의 생리적 상태 및 세포의 분
극에 영향을 주어 진단을 위한 측정할 때 세포 회복시간이 길어져서 자극에 대한
불응기를 갖게 됨으로 재현성이 낮아 정확한 진단이 어렵고 , 치료할 때 확률론적
방법에 의한 치료효과의 기대지수가 매우 낮다 . 피부의 상태에 따라서 자극에 의
한 전류의 일부가 피부의 표면으로 흐르거나 전극의 부착 상태에 따라서도 측정
데이터의 재현성 및 유의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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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인체에 영향을 최소화하고 생체전기를 흡수하여 인체의 전반적인
기능 상태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의 전체적 구성은 그림 3.4와 같다 . 본 시스템은
인체의 생체전기를 커패시터를 이용하여 흡수하고 , 그에 비례한 전위를 측정하고
디지털 신호로 변환시켜 PC로 전송하여 S/W로 처리하였다 . 전송된 전위를 실시
간으로 나타내어 좌우 피크-피크 전위차로 해당 경락의 좌우 균형 상태와 이상
질환을 진단하고 , 치료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

그림 3.4 에너지 측정 시스템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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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3 3.3 3.3 경경경락락락 에에에너너너지지지 측측측정정정 시시시스스스템템템 설설설계계계

진단 및 치료시스템은 그림 3.5와 같이 PIC18F4523을 중심으로 설계하였으며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 파형 발생부의 구형파는 생체전기 추출부의 커패시
터와 트랜지스터 , 아날로그 스위치 (4066)를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 파형
발생부는 커패시터에 의해 생체전기를 흡수하여 충전시키는 시간과 트랜지스터를
통해서 방전시키는 시간을 제어하기 위해서 기본값으로 6～7Hz로 결정하였다 . 침
구치료에 있어서 , 시술자의 보사 (補瀉) 시행 주파수가 3～4Hz인데 6～7Hz로 흡
수하는 것이 진단과 치료에 가장 효과적이며 , 이를 고려한 자침의 원리와 효과에
가장 근접한 방법을 반영한 것이다 . 주파수를 가변 할 때 각 채널에 사용 중인 주
파수를 마이크로프로세서의 타이머 /카운터 기능을 이용하여 계산하고 , 이를 표시
하도록 하여 시술자의 시술목적에 따라 주파수를 가변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도
록 하였다 .

그림 3.5 경락 진단 /치료기의 전체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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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형의 펄스폭은 응집된 전하의 흡수량을 결정함으로 듀티비는 50～99%로 가
변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On 시간 동안은 트랜지스터를 동작시켜서 커패시터에
충전된 생체전기를 방전시키고 , Off 시간 동안은 트랜지스터를 정지시켜서 커패시
터에 응집된 사기를 충전시킨다 . 흡수시간보다 방전시간을 길게 하여 무리한 흡수
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트랜지스터가 동작하여 커패시터가 트랜지스터를 통
해 방전 시 , 인체에 역으로 인가되지 않도록 트랜지스터의 동작과 반대로 동작하
는 NOT 게이트를 통해 아날로그 스위치 (4066)를 동작시켜 인체와 시스템을 순
간적으로 분리시켜 커패시터의 순간적 방전에 의한 역인가를 방지하였다 . 

커패시터로 생체전기를 흡수 시 , 순간적 과다 흡수에 의한 인체 영향력을 최소
화하기 위해서 전극과 커패시터 사이에 고정 저항을 설치하였다 . 흡수량을 조절하
기 위해서 직렬로 가변저항을 설치하여 시술자가 이상 질환에 대한 진단 /치료에
유리하도록 조절 가능하게 설계하였다 . 이상과 같이 생체전기를 흡수하여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도록 그림 3.6과 같이 생체전기 추출부를 설계하였다 . 생체전기 (응
집된 전하 ) 추출부는 진단과 동시에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12채널로 설
계하였다 .

그림 3.7은 설계한 경락 에너지 측정 시스템의 구동 흐름도를 나타낸다 . 초기

그림 3.6 진단 /치료를 위한 각 채널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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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이 인가되면 시스템은 6Hz의 주파수로 커패시터를 충 ․방전 하게 되며 초기에
는 릴레이가 off된 상태이므로 인체의 에너지를 충 ․방전 하지는 않는다 . 이때 릴레
이가 on되면 순간적으로 커패시터가 충전되며 트랜지스터의 동기된 동작에 의해
서 인체의 에너지를 충 ․방전 하게 된다 .

설계된 시스템은 동시에 측정하여 인체의 전반적 좌우 균형 상태를 진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침습적 방법으로 각기 다른 경락에서 동시에 12개 경락을 측정할
수 있으므로 각 채널을 비교하여 이상이 있는 경락을 식별할 수 있어서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고 측정시간을 줄일 수 있다 . 이외의 이상 질환에 대해서도 같은 방
법으로 진단이 가능하여 인체의 12경락에 대한 측정으로 모든 경락의 상태를 진
단할 수 있어서 한의학적 종합 진단기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 예상되는 질병과

그림 3.7 경락 에너지 측정 시스템의 구동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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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방법 및 치료경락의 선택에 정확성을 가지므로 치료효과의 기대지수를 높일
수 있다 .

소자의 특성 및 회로적인 구성이 동일해야 함으로 진단을 위한 채널은 동일
주파수와 동일한 값을 갖는 저항과 커패시터를 선택해야 한다 . 이때 , 좌 ․우 경락의
전위를 비교하기 편리하도록 주파수와 듀티비는 동일하게 하였다 . 커패시터의 흡
수량에 비례한 생체전위로 진단함으로 전위가 클수록 진단하기 유리하게 하기 위
해서 용량이 다른 3개의 커패시터 (0.1㎌, 0.33㎌, 0.47㎌)를 병렬로 연결하여 선
택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증폭부는 커패시터에서 생체전기의 충 ․방전에 의한 전위의 변화를 증폭하기 위
한 것으로 , 12채널 동시 계측을 위해서 각 채널별로 계측용 증폭기를 설계하였다 . 

커패시터의 전위는 용량성 리액턴스 (Xc)가 선택 주파수에서 고정값을 가지므로
인체의 전위 즉 , 해당 부위에서의 전하량에 의해 결정된다 . 따라서 이상 질환이
있는 경락에서의 전위는 정상적인 경락에서의 전위보다 높게 나타난다 . 측정된 전
압을 A/D 변환하여 PC로 전송하고 , 전송된 데이터는 간단한 이동평균필터를 실시
간으로 적용하여 진단과 동시에 치료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 선택된 채널을 통해
생체전기 추출부의 커패시터와 트랜지스터에 의해 흡수된 생체전위를 증폭하고 , 

마이컴의 12채널 10비트 A/D 변환기에 입력시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였다 . 이 신호를 RS-232 통신을 이용하여 PC로 전송하였다 . 전송된 생체
신호를 실시간으로 나타내주는 소프트웨어에 의해 모니터에 표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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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부는 정전압 레귤레이터를 이용하여 +5V 정전압을 출력하도록 설계하여
마이크로프로세서과 파형발생부 및 기타 인터페이스 회로에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와 같이 , 생체전기를 흡수하여 12채널에 의해 입력되
는 생체전위 분석으로 동시에 여러 경락의 상태를 측정할 수 있고 , 진단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한의학적 진단 /치료기의 시작품은 그림 3.8과 같다 .

그림 3.8 12원혈의 에너지를 측정 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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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는 설계된 에너지 측정 시스템을 이용하여 측정된 데이터를 RS-232

를 통해 PC로 전송하여 GUI프로그램인 LabVIEW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디스플
레이 되는 것을 보여준다 . 원하는 시점에서 실시간 저장이 가능하며 12원혈에서
측정된 데이터의 피크-피크의 크기를 실시간으로 검출 할 수 있으며 , 하나의 경
혈점에서 좌 ․우의 균형상태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다 .

그림 3.9 경락에너지 측정 시스템에서 측정된 전위 모니터링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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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4 4 4 4 장장장 경경경락락락의의의 주주주파파파수수수 특특특성성성 및및및 에에에너너너지지지 측측측정정정을을을
위위위한한한 실실실험험험 방방방법법법

각각의 장기와 부는 그 구조와 기능이 달라 그 특성과 그에 따른 에너지가 다
를 것이라는 가정 하에 합곡과 족삼리에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하여 결과를 얻었
다 . 또한 원혈점인 5장 (태연 , 신문 , 태충 , 태백 , 태계 )과 외관에서 같은 실험을 반
복하여 각각의 피험자와 각각의 혈점에서 주파수 특성을 확인 하였다 .

4.1 4.1 4.1 4.1 가가가변변변 주주주파파파수수수를를를 이이이용용용한한한 혈혈혈위위위식식식별별별기기기

4.1.1 4.1.1 4.1.1 4.1.1 합합합곡곡곡 , , , , 족족족삼삼삼리리리 실실실험험험 방방방법법법

피험자는 평균 키 175±6cm 몸무게 69±9kg 나이 25±2의 성인남성 5명과 평
균 키 160±2cm 몸무게 51±6kg 나이 21±1의 성인여성 4명 대상으로 임상실험
을 하였다 . 실험에 적용한 경혈점은 대장을 주관하는 수양명대장경 경락의 대표
경혈점인 좌 ․우 합곡 (LI4)혈과 위장을 주관하는 족양명위경 경락의 대표 경혈점인
좌 ․우 족삼리 (ST36)를 대상으로 실험하였다 .

그림 4.1 합곡 ․족삼리의 경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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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은 실험의 위치로 선정한 수양명대장경인 합곡 (LI4)과 족양명위경인
족삼리 (ST36)를 골도법에 의한 위치를 보여주고 있다 .

경혈점을 중심으로 지름이 1cm인 원을 그려서 원상에 8곳을 잡아서 비경혈점
으로 선정하였으며 , 측정할 때 생기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 실험자는 숙련자로 측
정부위에 전극을 최대한 같은 압력과 시간으로 가하였다 . 경혈과 비경혈 8곳을 각
각 한번씩 8회 반복하여 실험을 진행 하였으며 , 각각의 측정값은 최대값과 최소값
을 제외한 나머지 값을 데이터화 하였다 . 경혈 ․비경혈의 전압차를 기록하고 전압차
가 최대가 되는 주파수를 기준으로 경혈점과 비경혈점의 평균치를 나타내었다 . 연
속되는 자극으로 인해 생리학적 상태나 측정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다음의 프로토콜에 따라 한 경혈점과 비경혈점 8곳을 측정하고 반복적으로
실험하였다 .

:test1-delay(10s)-test2-delay(10s)-test3-delay(10s)-test4-delay(10s)

-test5-delay(10s)-test6-delay(10s)-test7-delay(10s)-test8-delay(10s) 

-test9(경혈 )

또한 주파수 가변 할 때 5분의 휴식을 취한 뒤 측정했다 .

그림 4.2에서는 합곡과 족삼리에서의 실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합곡의
측정은 피험자가 의자에 편한 자세로 앉아서 측정부위를 청결하게 한 뒤 습기가
없는 상태에서 측정하였다 . 또한 족삼리의 측정은 피험자가 침대에 편한 자세로
누워서 측정 부위를 청결하게 한 뒤 습기가 없는 상태에서 측정하였다 .

그림 4.2 합곡과 족삼리에서의 가변주파수 측정 실험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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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4.1.2 4.1.2 4.1.2 원원원혈혈혈 (5(5(5(5장장장과과과 외외외관관관 ))))에에에서서서의의의 실실실험험험 방방방법법법

원혈점은 각 경락에 장부의 기가 특히 강하고 현저하게 나타나는 곳이며 원기
를 들여 내고 유도하기에 적당한 경혈점이다 . 5장과 6부는 연관되어 있고 6부에
는 12개의 원혈 (原穴)이 있다 . 12개 원혈은 4관 (四關)에 있으며 주로 5장병을 치
료한다 . 그러므로 5장에 병이 있으면 12개의 원혈을 써야 한다 . 12개의 원혈은 5

장에서 365절이 받는 기미이다 . 그러므로 5장에 병이 있으면 반응이 12개의 원혈
에 나타나며 원혈은 각각 경기가 나오는 곳이다 . 이 12개의 원혈은 주로 5장6부
에 생긴 병을 치료한다 .

앞장에서 간단히 합곡과 족삼리에서 인가하는 주파수의 가변에 따라서 각기
다른 특정 주파수에서 반응하는 것을 보았다 .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각 장기를
대표하는 원혈인 5장 (태연 , 신문 , 태충 , 태백 , 태계 )과 외관에서 가변 주파수에 따
라 특정한 주파수에서 반응점을 찾기 위해서 실험을 하였다 .

그림 4.3의 그림은 5장과 외관의 골도법에 의한 경혈도이다 . 주파수 가변이 가
능하게 제작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경혈점을 중심으로 지름이 1cm인 원을 그려서
원상에 경락을 포함하지 않는 두 곳을 정하여 비경혈점으로 선정하였으며 , 측정할
때 생기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 실험자는 숙련자로 측정부위에 전극을 최대한 같
은 압력과 시간으로 가하였다 . 경혈과 비경혈 각각 한번씩 5회 반복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 각각의 측정값은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나머지 값을 데이터화
하였다 . 경혈과 비경혈의 전압차를 기록하고 전압차가 최대가 되는 주파수를 기준
으로 경혈점과 비경혈점의 평균치를 나타내었다 . 연속되는 자극으로 인해 생리학
적 상태나 측정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위해 다음의 프로토콜에 따라
경혈점과 비경혈점을 측정하고 반복적으로 실험하였다 .

:test1(비경혈점 )-delay(10s)-test2(경혈점 )-delay(10s)-test3(비경혈점 )

-delay(10s)-test4(경혈점 )-delay(10s)-test5(비경혈점 )-delay(10s)

-test6(경혈점 )-delay(10s)-test7(비경혈점 )-delay(10s)-test8(경혈점 )

-delay(10s)-test9(비경혈점 )-delay(10s)-test9(경혈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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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파수 가변 시 5분의 휴식을 취한 뒤 측정했다 .

그림 4.3 5장과 외관 의 경혈도
(a) 태연 (b) 신문 (c) 외관 (d) 태충 (c) 태계 (d) 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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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는 족궐음 간경의 원혈인 태충에서의 데이터 획득하는 모습을 보여주
고 있다 . 

그림 4.4 원혈에서의 데이터 측정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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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4.2 4.2 4.2 원원원혈혈혈에에에서서서의의의 에에에너너너지지지 측측측정정정 시시시스스스템템템

4.2.1 4.2.1 4.2.1 4.2.1 12121212원원원혈혈혈에에에서서서의의의 에에에너너너지지지 측측측정정정

본 시스템은 경혈 ․경락에 반응하거나 동통을 유발시키는 응집된 전하를 유출하
여 그 전하량에 비례한 전위를 이용하여 비침습적 방법으로 인체의 전체적인 조
화와 균형 상태를 진단할 수 있다 . 각각의 장기와 장부의 구조와 기능의 차이에
따른 고유에너지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에너지 측정 시스템을 설계하였으며
12원혈에서 에너지를 측정하여 비교하여 보았다 . 피험자는 건강한 대학생으로 선
정하였으며 남자 4명 여자 2명을 대상으로 실험하였다 . 각각의 피험자는 10회 반
복 측정을 하였다 .

그림 4.5 골도법에 의한 12원혈의 위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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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는 황제내경여추의 골도편에 기록된 취혈지침으로 혈자리를 취혈하기
위한 절량기준이 되는 골도법에 의해서 12원혈을 선정하고 정확한 경혈점을 찾기
위해서 설계한 가변 주파수 방식의 혈위식별기를 사용해서 정확한 경혈점을 찾았
다 . 그 후 전극을 부착하고 4초씩 데이터를 획득하였다 .

그림 4.6은 설계된 시스템의 에너지를 검출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주파
수 특성을 보기 위해 설계된 혈위식별기를 이용하여 12원혈의 위치를 찾은 다음
에 설계한 에너지 측정 시스템을 이용하여 각각의 전극을 12원혈에 부착하고 시
스템의 릴레이를 on/off함에 의해서 시스템의 작동 유무를 제어 할 수 있다 . 피험
자는 편안한 자세로 누워서 측정하며 , 에너지 측정 시스템에서 획득된 데이터는
Moving Average필터를 거쳐서 RS-232를 통해 PC로 전송된다 . 전송된 데이터는
LabVIEW에서 실시간으로 디스플레이 되며 에너지의 크기와 좌 ․우 균형 상태를
실시간으로 보여준다 .

그림 4.6 설계된 시스템의 에너지를 검출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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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5 5 5 5 장장장 결결결과과과 및및및 고고고찰찰찰

5.1.1 5.1.1 5.1.1 5.1.1 경경경혈혈혈의의의 주주주파파파수수수 특특특성성성 분분분석석석 결결결과과과

설계된 가변주파수 방식의 혈위식별기를 이용하여 주파수 특성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1차 실험으로 합곡과 족삼리에서 실험을 하였다 .

그림 5.1은 피험자 1인의 임상 실험 결과를 각 주파수 대역별로 측정 횟수에
대한 측정된 전압을 분산 처리 한 것이다 .

합곡 (LI4)과 족삼리 (ST36)에서 주파수를 가변해도 경혈에서 비경혈보다 반응
이 더 높았지만 경혈에서의 데이터를 실선으로 연결해보니 합곡에서는 4kHz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고 , 족삼리에서는 3kHz에서 보다 뚜렷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
었다 . 또한 그림 5.1에서 점선으로 원이 그려진 부분을 보면 경혈점과 비경혈점이
서로 겹치는 점이 발생하여 경혈점과 비경혈점의 식별이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였

그림 5.1 합곡과 족삼리에서의 주파수 대역별 경혈 ․비경혈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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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합곡혈에 4kHz, 족삼리에 3kHz로 자극 했을 때는 이와 같은 현상을 발견 할
수 없었다 . 합곡혈은 4kHz에서 경혈과 비경혈을 식별하는데 우수하며 , 족삼리에서
는 3kHz에서 경혈과 비경혈을 식별하는데 우수하다 . 이와 같은 결과로 주파수 가
변방식의 식별이 신뢰성이 높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

그림 5.2는 각각의 주파수에 따른 좌 ․우 합곡에서의 9명의 측정 평균값과 그에
따른 경혈 ․비경혈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

좌우 합곡 (LI4)에서 전압을 측정해 평균으로 처리해 본 결과 주파수가 3kHz 

일 때 경혈점은 2.28V, 비경혈점은 2.01V로 이때의 경혈 ․비경혈 전압차는 0.27V

가 측정되었다 . 5kHz 일 때 경혈점은 3.22V, 비경혈점은 2.96V로 이때의 경혈 ․비
경혈 전압차는 0.26V가 측정되었으며 4kHz 일 때 경혈점은 2.84V, 비경혈점은
2.49V로 경혈 ․비경혈 전압차는 0.35V가 측정되었다 . 

이와 같은 결과로 식별이 우수한 주파수 대역이 4kHz 인 것을 알 수 있다 . 즉 , 

합곡 (LI4)에서 반응하는 최적 주파수는 4kHz 이다 .

그림 5.2 각각의 주파수에 따른 합곡에서의 측정 평균
값과 경혈 ․비경혈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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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은 각각의 주파수에 따른 좌우 족삼리에서의 9명의 측정된 평균값과
그에 따른 경혈 ․비경혈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

좌우 족삼리에서 전압을 측정해 평균으로 처리해 본 결과 주파수가 4kHz 일
때 경혈점은 2.96V, 비경혈점은 2.59V로 이때의 경혈 ․비경혈 전압차는 0.37V가
측정되었다 . 5kHz 일 때 경혈점은 3.27V, 비경혈점은 2.88V로 경혈 ․비경혈 전압
차는 0.39V가 측정되었으며 3kHz 일 때 경혈점은 2.6V, 비경혈점은 2.07V로 경
혈 ․비경혈 전압차가 0.53V로 가장 크게 측정되었다 . 이와 같은 결과로 족삼리
(ST36)에서 식별이 우수한 주파수 대역이 3kHz 인 것을 알 수 있다 . 즉 , 족삼리
(ST36)에서 반응하는 최적 주파수는 3kHz 이다 . 그러므로 각 경락별 경혈에서
반응 하는 최적 주파수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

표 5.1은 모든 피험자에 대한 주파수에 따른 경혈 ․비경혈간의 평균 전압차를
보여 주고 있다 . 합곡에서는 4kHz에서 0.35V로 가장 큰 차이를 보여 주고 있으
며 , 족삼리에서는 3kHz에서 0.53V로 가장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

그림 5.3 각각의 주파수에 따른 족삼리에서의 측정 평
균값과 경혈 ․비경혈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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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곡(LI4) 족삼리(ST36)

주파수 경혈 비경혈 전압차 경혈 비경혈 전압차

3kHz 2.28V 2.01V 0.27V 2.6V 2.07V 0.53V0.53V0.53V0.53V

4kHz 2.84V 2.49V 0.35V0.35V0.35V0.35V 2.96V 2.59V 0.37V

5kHz 3.22V 2.96V 0.26V 3.27V 2.88V 0.39V

표 5.1 주파수에 따른 경혈 ․비경혈간의 평균 전압차

이와 같은 실험에서는 경혈이 낮은 임피던스를 가진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경
혈식별의 주파수 특성으로 확인하기 위해 SPAC자극시스템을 이용하여 실험하였
다 . 이를 실험을 통해 각각의 경혈에 따른 주파수 특성을 확인한 결과 각 경락별
경혈에서 반응 하는 최적 주파수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

이와 같은 결과는 각 장부마다 구조와 기능이 다르고 그에 상응하는 경락별
경혈에서의 커패시턴스와 임피던스의 차이가 생기게 됨으로 해당 경락마다 주파
수 특성이 다르게 되는 것이다 .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각 경락의 최적주파수가 다
르기 때문에 기존의 고정 주파수를 이용해 경혈을 식별할 때 식별율이 떨어질 것
임을 예상 할 수 있다 . 본 연구에서는 합곡 (LI4)과 족삼리 (ST36) 두 개의 대표
혈위에서 실험을 했다 . 보다 정확한 혈위식별을 위해서 각각의 혈점에서 반응하는
최적 주파수 대역을 추출해 해당 경락별 경혈을 식별할 필요성이 있다 . 이 시스템
을 통해 각각 경락별 경혈에 적합한 최적 반응 주파수를 추출해 내는 것은 추후
실험에서 밝혀내야 할 과제이다 . 기존의 경락진단 , 치료기의 고정된 주파수 사용
시 경락별 경혈에 적합한 최적 반응 주파수를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정확한 경혈
을 식별하는데 문제점이 생긴다 . 이를 보안하여 주파수 특성에 맞는 경락 진단 및
치료기를 개발해서 경락 진단 및 치료기 연구 개발에 응용 될 수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



- 38 -

5.1.2 5.1.2 5.1.2 5.1.2 원원원혈혈혈 (5(5(5(5장장장과과과 외외외관관관 ))))에에에서서서의의의 주주주파파파수수수 특특특성성성

보다 정확한 혈위식별을 위해서 각각의 혈점에서 반응하는 최적 주파수 대역
을 추출해 해당 경락별 경혈을 식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 각각 경락별 경혈에 적
합한 최적 반응 주파수를 확인 해 보기 위해서 설계한 가변 주파수 방식의 혈위
식별기를 사용하여 주파수 특성을 확인하였다 .

그림 5.4의 그림은 측정한 데이터의 5장과 외관에서 측정한 대표적인 데이터
를 보여 주고 있다 . 각각의 측정 데이터는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에서 반응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즉 , 외관은 주로 3~4kHz에서 큰 반응을 보이며 , 태연은 3kHz와
3.5kHz에서 가장 큰 반응을 보였으며 신문은 4kHz, 태충은 3.5kHz, 4.5kHz와
5.5kHz에서 가장 큰 반응을 보였다 . 또한 태백은 2kHz에서 갑작스런 반응을 시작
으로 6kHz까지 거의 고른 분포를 보이며 , 마지막으로 태계는 4kHz와 5.5kHz에서
가장 큰 반응을 보였다 . 또한 , 논문에는 올리지 않은 데이터 중에서는 5장과 외관
에서 동일한 주파수에서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서로 사람마다 각각의
원혈에서 모두 다른 특정 주파수에서 다른 반응을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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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피험자 1인의 5장과 외관에서의 주파수에 따른 반응 분포도
(a) 외관 (b) 태연 (c) 신문 (d) 태충 (e) 태백 (f) 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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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5.2.1 5.2.1 5.2.1 12121212원원원혈혈혈에에에서서서의의의 에에에너너너지지지 측측측정정정 및및및 분분분석석석 결결결과과과

그림 5.5는 각각 개인의 10회 반복 측정한 에너지 측정 결과를 평균과 표준
편차를 보여 주고 있으며 각각의 데이터는 표 5.2에 테이블로 작성해 놓았다 . 그
림 5.5는 각각의 피험자의 에너지 측정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보여 주고 있
다 . (a)는 소장 , 방광 , 담과 비장에서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작게 나왔으며 나머지
장기와 부에서는 평균값과 거의 비슷한 크기와 패턴을 보여 주고 있다 . (b)는 대
부분 에너지가 작게 나왔으며 위 , 방광과 신장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 왔으며 평
균값에 비해 에너지 크기가 대부분 작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 또한
(c)는 방광과 비장을 제외 하고 는 대부분 극히 작은 값을 나타내며 , (d)는 폐와
신장 방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 (e)는 대부분이 작게 나타나고 있으
며 방광과 간에서 상대적으로 에너지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f)는 폐와 방
광에서 상대 적으로 크게 나타나며 소장과 삼초에서도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 따라서 12원혈에서 각각의 피험자의 에너지 분포가 다름을 알 수 있다 .

각각의 데이터 평균의 최소값과 최대값은 진하게 표시해 두었다 . 첫 번째 피험
자는 위에서 가장 큰 에너지 준위값을 보여 주었으며 상대적으로 비장에서 가장
작은 값을 보여 주었다 . 두 번째 피험자는 심장에서 가장 큰 값을 보여 주었으며
담에서 가장 작은 값을 보여 주었으며 , 세 번째 피험자는 폐에서 가장 큰 값을 보
여 주고 담에서 가장 작은 값을 보여 주었다 . 또한 네 번째 피험자는 위에서 가장
큰 값을 보여 주고 심장에서 가장 작은 값을 보여 주었으며 , 다섯 번째 피험자는
방광에서 가장 큰 값을 보여 주고 소장에서 가장 작은 값을 보여 주었습니다 . 마
지막으로 여섯 번째 피험자는 간에서 가장 큰 에너지 준위를 보여 주었으며 신장
에서 가장 작은 에너지 준위를 보여 주었습니다 .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에너지
준위가 가장 큰 곳과 그에 상대적으로 에너지 준위가 높게 나온 원혈은 그만큼
활성도가 높고 , 에너지 준위가 가장 작은 곳과 그에 상대적으로 에너지 준위가 작
게 나온 원혈은 그만큼 활성도가 작을 것으로 보여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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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12원혈에서의 에너지 측정 결과
(a)~(f)는 각각의 피험자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보여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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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은 모든 피험자의 에너지 측정 데이터를 통계처리 하여 보여 주고 있
다 . 모든 피험자의 평균 (그림 5.6)을 각각의 피험자 (그림 5.5)에 비교해 보면 12

원혈에서 각각의 에너지 준위 , 현재 에너지 상태 및 건강상태 , 치료점을 정량적으
로 구분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한 기초자료로 사용가능 할 것으로 사료된다 . 

　 LYH_Max-Min KSB_Max-Min CHS_Max-Min RYH_Max-Min KSM_Max-Min CJY_Max-Min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폐(태연) 29.81  10.59 48.58 25.47 41.98 41.98 41.98 41.98 1.63 11.51 2.43 8.85 1.27 8.24 1.07 

심장(신문) 23.81 6.81 57.23 57.23 57.23 57.23 35.32 7.31 1.35 7.06 7.06 7.06 7.06 0.86 11.82 3.61 8.53 1.02 

심포(태릉) 19.19 3.92 23.02 14.38 7.48 0.56 14.70 3.41 16.76 3.00 8.74 1.08 

대장(합곡) 23.81 3.58 15.15 6.95 9.46 2.97 13.67 1.44 6.63 0.65 8.98 1.00 

소장(완골) 14.75 1.00 10.61 3.32 21.19 4.19 7.20 0.61 3.72 1.77 11.26 2.76 

삼초(양지) 27.75 1.24 19.84 4.45 19.20 2.18 11.84 1.71 5.56 0.22 7.61 0.52 

위(중완) 38.06 38.06 38.06 38.06 7.67 30.48 9.62 13.58 0.86 34.71 34.71 34.71 34.71 8.60 9.53 0.71 10.38 1.17 

방광(경골) 18.56 1.55 40.86 31.73 35.84 14.90 26.16 6.99 59.80 59.80 59.80 59.80 5.01 16.14 2.36 

담(구허) 15.06 1.00 5.61 5.61 5.61 5.61 1.97 6.82 6.82 6.82 6.82 2.71 8.54 3.06 17.78 3.34 5.15 0.25 

비장(태백) 14.19 14.19 14.19 14.19 1.17 33.23 26.88 8.48 1.63 7.44 1.59 51.28 3.47 12.78 4.67 

신장(태계) 24.88 1.02 22.32 14.59 11.87 1.01 19.15 0.77 3.30 3.30 3.30 3.30 1.92 6.01 6.01 6.01 6.01 0.89 

간(태충) 32.81 2.29 18.72 8.90 10.33 0.70 7.09 1.72 4.43 0.56 20.15 20.15 20.15 20.15 1.05 

표 5.2 12원혈에서의 에너지 측정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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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모든 피험자의 에너지 측정 데이터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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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모든 피험자의 에너지 측정 데이터의 평균 과 전체 평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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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은 모든 피험자의 에너지 측정 데이터 평균과 각각의 피험자의 평균을
나타내고 있다 . (a)는 피험자의 대부분의 원혈에서 측정된 에너지 준위는 평균값
에 비해 높게 나왔으며 방광과 비장에서 상대적으로 전체 평균값에 비해 낮게 나
왔다 . (b)는 폐 , 심장 , 소장 , 삼초 , 방광 , 담 , 비장과 간에서 전체 평균값에 비해
낮게 나왔으며 상대적으로 위와 신장에서는 전체 평균에 비해 크게 나왔다 . 또한
(c)는 담과 소장을 제외 하고 나머지 다른 원혈점에서는 평균값보다 크게 나왔으
며 , (d)와 (e)는 폐 , 소장 , 삼초와 방광을 제외 하고는 모두 전체 평균값에 비해
작게 나왔다 . (f)는 간을 제외 하고는 에너지 준위가 전체 에너지 준위에 비해 작
나왔다 .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더 많은 피험자를 대상으로 더 많은 데이터를
획득하여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만 구축 된다면 치료점을 식별 하고 피험자의 전체
에너지 준위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되며 , 진단과 치료점 식별에 사용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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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5.2.2 5.2.2 5.2.2 12121212원원원혈혈혈에에에서서서의의의 좌좌좌 ․․․․우우우 에에에너너너지지지 측측측정정정

인체는 완전한 좌 ․우 대칭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음양의 조화에 따른 좌 ․우 균형
을 이루고 있다.이 균형이 깨지면 좌 ․우 경락의 상태 이상으로 나타나게 된다.좌 ․

우 경락의 균형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면 해당 장기의 이상 유무를 진단할 수 있
고,건강상태를 진단할 수 있어서 인체의 전반적인 기능이상 상태를 파악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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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피험자의 좌 ․우 균형 상태를 보기 위한 에너지 측정 데이터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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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과 표 5.3은 12원혈에서의 좌 ․우 균형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과 데이터
이다 . 각각의 원혈점에서 왼쪽과 오른쪽의 에너지 준위를 비교하고 있다 . 표 5.3

의 데이터는 raw데이터이다 .

에너지 준위는 작지만 태계는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고 그에 비해 태백은 에
너지 준위는 전체 12원혈 중에서 가장 크지만 좌 ․우가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 준다 . 태백과 태계를 제외한 나머지 원혈점은 상대적으로 에너지 준위차이가
크게 나타나서 상대적으로 불균형하게 보인다 . 그 중에서 태연에서 에너지 준의
차이가 35.1이며 오른쪽의 원혈점에서 왼쪽의 원혈점 보다 에너지 준위가 더 크
게 나타났다 . 또한 , 태충에서 에너지 준의 차이가 29.52, 태릉에서 에너지 준의
차이가 30.58 그리고 완골에서 에너지 준의 차이가 77.12로 왼쪽의 원혈점에서
오른쪽의 원혈점 보다 에너지 준위가 더 크게 나타났다 .

이와 같이 그림 5.5~5.8의 결과로 측정된 에너지 준위를 비교하여 전체적인
에너지 분포와 좌 ․우의 불균형점 즉 , 치료점을 찾아서 어떻게 , 어느 지점을 , 얼마
만큼 치료를 해야 하는 지를 결정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

　 원혈_우 원혈_좌

　 Average SD Average SD

폐(태연) 56.84 3.81 21.54 10.20 

대장(합곡) 7.2 4.43 13.22 9.16 

심장(신문) 28.18 7.06 21.06 13.11 

간(태충) 10.66 3.83 40.18 5.94 

신장(태계) 38.1238.1238.1238.12 11.84 41.24 41.24 41.24 41.24 19.23 

담(구허) 14.84 6.62 10.26 4.60 

심포(태릉) 36.06 10.21 66.64 6.78 

삼초(양지) 13.02 2.22 8.96 1.07 

소장(완골) 18.9 4.34 96.02 21.98 

비장(태백) 109.14109.14109.14109.14 9.28 114.16114.16114.16114.16 8.11 

방광(경골) 44.08 8.46 21.12 2.72 

위(중완) 11.1 1.32 0.00 0.00 

표 5.3 피험자의 좌 ․우 균형 상태를 보기 위한 에너지 측정 데이터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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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6 6 6 6 장장장 결결결 론론론

본 논문은 가변주파수 방식의 혈위식별기와 측정된 12원혈의 에너지 준위를
측정 할 수 있는 시스템의 설계에 관한 연구이다 .

인체의 내부 장기는 해부학적 구조와 생리학적 기능이 다르므로 그에 따른 고
유 진동 에너지를 갖는다 . 그에 상응하는 고유주파수에 반응하는 것과 각 장부의
에너지 차이가 각 장부의 활동성에 영향을 주고 나아가 장부의 한의학적 허 ․실 관
계를 반영함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

주파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설계된 가변 주파수 방식의 혈위식별기를 적
용하여 원혈에서 주파수 특성을 확인 한 결과 피험자 9인을 통한 실험에서 합곡
은 4kHz, 족삼리에서는 3kHz에서 두드러진 반응을 보였으며 또한 피험자 5인을
통한 실험에서 5장과 외관에서는 각 장기와 장부마다 주파수 특성이 다르다는 것
을 확인 하였다 . 또한 각각의 장부가 다른 주파수에 반응 한다는 것은 그에 따른
에너지가 다를 것이라는 가정 하에 에너지 측정 시스템을 설계하여 피험자 6인의
실험 결과 12원혈에서 경혈마다 다른 에너지 준위를 보였으며 해당 혈에서 좌 ․우
에너지 준위를 관찰한 결과 좌 ․우 에너지 준위가 균형하게 추출되는 경혈이 있는
반면 큰 차이를 보이면서 좌 ․우의 불균형 상태를 확인 할 수 있었다 .

기존의 고정주파수 방식의 혈위식별기는 경혈점에서 재연성과 식별율의 변화
는 설명하지 못하였다 . 그러나 경혈점에서 R과 C의 변화하는 것을 반영하여 설계
된 가변주파수 방식의 혈위식별기는 재연성과 식별율을 향상 시켰다 . 또한 , 경락
의 좌 ․우 전위의 균형 상태로 경락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어서 , 이상 질환이나 동
통에 의한 에너지 불균형 상태를 경락의 에너지를 측정 ․분석함으로써 좌 ․우 전위의
불균형상태로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한의학적 진단 및 치료기를 개발
하였다 . 그러므로 주파수 특성 분석을 위해 설계된 가변주파수 방식의 혈위식별시
스템에 의해 고정주파수와 임피던스의 변화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경혈
점의 R, C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분석 할 수 있어서 경혈점의 상태를 진단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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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며 , 에너지 측정 시스템은 경락에서의 전위분석으로 경락
의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기로써 한방진료에 매우 효과적이며
한의학적 이론에 부합하는 의료기기의 개발 및 연구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
다 .

단순 진단과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고가의 의료기기에 비하여 정확한 진단과
치료효과가 높은 치료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으며 특히 , 모든 경락을 대상으
로 측정 및 분석가능 함으로써 새로운 한의학적 종합 진단 및 치료기로 그 실용
적 가치가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

추후 연구로는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완하고 , 임상에 적용할 수 있도
록 질환별 환자에 대한 통계처리로 DB를 구축하여 질병의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
도록 측정 결과를 분석하고 진단할 수 있는 알고리즘 개발이 필요하다 . 그로 인해
선행 되어야 하는 연구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하여 숙련된 시술자만이 아닌 일
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 또한 , 응집된 전하 흡수를 위한 최적
파라미터를 추출하여 인체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 침을 대치하여 양방과 한방에서
쉽고 간편하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각종 전극의 개발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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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 of Biomedic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In this paper, acupoint discrimination system with variable frequency and 

energy  measurement system for 12 main acupoints (原穴) were designed.

Meridian is not only pathway of bio-energy, but also basic object for 

diagnosis and therapy in oriental medicine. It is very important to diagnose 

meridian because state of meridian reflects a patient's physiological condition 

and weakness or firmness of internal organs. Therefore, meridian 

discrimination must be first executed because the reliance of diagnosis is 

dependant on exact discrimination of acupoint and meridian.

And conventional meridian diagnosis system measures impedance of skin 

so that the system is sensitive to dryness and wetness of skin. In addition, 

the system does not reflect the exact position of acupoint. So the system 

performance is not reliable in the presence of variation of impedance.

In this paper, conventional SPAC(Single Power Alternative Current) 

system was modified to change the frequency of the applied current so as to 

examine the frequency response in several acupoints (Ho-ku(LI4), 

Chok-Sam-Li(ST36), five organ and Waiguan(T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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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energy measurement system which is not influenced by 

impedance and is able to measure change of energy based on the concept of 

acupoint and meridian was designed. And then, the distribution and balance of 

energy in 12 main acupoints (原穴) were measured in real time.

In results, Ho-ku(LI4) and Chok-Sam-Li(ST36) showed salient response 

than the others at the 4kHz and the 3kHz respectively. And five organs and 

Waiguan(TE5) showed different characteristics for current input with variable 

frequency.

Also, It showed not only different energy distributions, but also different 

balance of energy on the 12 main acupoints.

The proposed acupoint discrimination system having variable frequency 

achieved higher discrimination ratio and reproduction ratio compared with the 

conventional  system operated in fixed frequency. Also, the proposed energy 

measurem ent system showed the possibilities of identifying energy 

distribution and the balance of energy on acupoints.

In further research, development of algorithm for diagnosis and therapy is 

need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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