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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의사의 복진을 모사하는 진단기기와 이를 이용하여 질환과 변증을 분류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적외선 체열 영상과 접촉식 온도계로부터 구성되는 복부 영역별

체열 영상 시스템을 제시하였고, 복부 영역의 절대 온도를 보정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접촉식 온도

계를 활용해 추가로 복부표면 온도를 측정하였고, 동시에 열화상 카메라로도 영상을 촬영하여, 동일

위치에서 열화상 영상의 온도값과 접촉식 체온계의 온도값을 비교해 전체 열화상 영상을 보정하였

다. ICC 값이 0.96으로 나와 높은 재현성을 보였다.

1. 서론

고대 ‘상한론(傷寒論)’에서부터 한의학의 복진법은

시작되어 오랜동안 치료에 적용되어 왔다. 복부의

내장이나 조직의 해부학적 변화를 찾아내어 기질적

인 병명을 찾아내는 것이 현대 의학의 복진이라면,

복부의 긴장도, 비율, 복부의 색깔, 복피의 두께와

여러 가지 복부에서 나타나는 징후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오장육부의 병리 산물의 존재를 파악하여

정확한 치료를 위한 변증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그

림 1과 같은 한의학의 복진이다.[1]

(그림 1) 한의 복진 방법

다른 진단에 비하여 한의학에서 복진은 복부의 오

장육부를 직접 촉지함으로써 실증적으로 진단하는

방법으로, 압통, 복명음, 팽만, 냉감 등의 복부의 상

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함으로써 한약, 침, 뜸 등의 한

의학적 치료법의 선정 근거를 도출하는데 중요한 근

거로 활용된다. 이를 객관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이 시도되어왔으며, 한의학연구원에서는 복진기를

개발하여 복부 색상, 기하, 체온, 통증인지를 정량적

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2,3]

복진기를 구성하는 복부의 체온 측정은 복부의 영

역별 체온을 찾아내어 정량화할 수 있는데, 이를 통

해 환자의 한열, 복부의 혈류 분포, 복냉 특성[4]을

찾아내어 신체의 특성을 찾아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적외선 체열 영상과 접촉식 온도계

로부터 구성되는 복부 영역별 체열 영상 시스템을

제시하고, 복부 영역의 절대 온도 보정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이러한 방법이 재현성이 있는지를 확인하

여 측정된 지표가 신뢰성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2. 적외선 체열 진단장치 구성

획득될 임상데이터의 특징을 고려하여 320 x 256

영상 해상도, 60Hz, ±5°C or ±5% 정확도, 50 mK

온도 해상도 스펙을 가지는 열화상 카메라를 선정하

여, 모든 복부 체온 영상은 FLIR 열화상 카메라

(AX5, FLIR Systems, Inc, USA)로 촬영되었으며,

피험자는 실내 적정온도가 유지된 상태에서 침대에

누워 10분 이상 복부를 노출하여 실내온도에 적응하

도록 한 후 영상을 촬영하였다. 각 피험자별 취득되

는 데이터로서 복부 전체 영역 열화상 영상과 온도

보정을 위하여 4채널 접촉식 온도계(LT-8, 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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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ion, JP)를 복부 표면 명치, 배꼽 위 3cm,

양쪽 옆구리에 부착한 상태로 촬영한 복부 전체 영

상을 획득하였다. 이러한 영상 획득을 위한 열화상

카메라와 접촉식 온도계로 구성된 복부 영역별 체열

영상 측정 장치가 복부 측정 장치 내에 구성되어 있

다.(그림 2, 표 1)

(그림 2) 복부 측정 장치 전체 구조, 내부, 접촉식 온도계

<표 1> 영역별 체열 영상 획득 시스템 기능 및 스펙

구분 기 능 스 펙

영역별
체온
측정장치

영역별 체온 측정

- 측정 범위 : 500 x 500 mm
- 공간 해상도 : 5 mm
- Speed : Max 500 mm / minute
- Power : 단상 220V 60Hz

피부 온도 측정 - 정확도 : Class A (+- 0.15 ℃)

사이즈
본체 : 780 X 780 X 1890mm (WDH)
침대 : 1840 X 760 X 550mm (WDH)

3. 적외선 체열 영상의 획득 과정

접촉식 온도계와 적외선 열화상의 동시 측정을 통

한 온도 측정 성능 향상 방법 탐색하는데 순서는 다

음과 같다. 첫 번째, 환자가 침대에 누우면 커텐을

이용하여 외부와 차단하도록 한다. 두 번째, 접촉식

온도계가 없는 적외선 열화상을 촬영하도록 한다.

세 번째, 접촉식 온도계를 복부 표면 명치, 배꼽 위

3cm, 양 쪽 옆구리에 부착하여 접촉 온도를 측정하

고, 접촉식 온도계를 부착한 위치를 기록한다.(그림

3) 네 번째, 두 번째에서 얻어진 적외선 열화상과

접촉식 온도계 온도 및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절대

온도로 보정한다. 절대 온도를 보정하는 방법은 다

음 장에서 설명한다.

4. 적외선 체열 영상의 보정

적외선 열화상은 대상체의 온도 분포 패턴을 제공

하는 데 불과하여 부위별 정확한 온도 측정이나 미

세한 발열 정보 측정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접촉

식 온도계를 활용해 추가로 실제 복부표면 온도를

측정하였고, 동시에 열화상 카메라로도 영상을 촬영

하여, 동일 위치에서 열화상 영상의 온도값과 접촉

식 체온계의 온도값을 비교해 4개의 위치에서의 두

데이터 사이의 온도를 2차원 공간 내에 보간하는 관

계식을 계산하여 열화상 영상을 보정하였다.(그림 4)

(그림 3) 접촉식 온도계 좌표 입력

(그림 4) 복부영역 열화상 영상(좌), 접촉식 온도계 부착

후 추가 촬영한 영상(우)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복진 장치를 구성하는 요소 중 적

외선 체열 영상과 접촉식 온도계로부터 구성되는 복

부 영역별 체열 영상 시스템을 제시하였고, 복부 영

역의 절대 온도 보정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접촉

식 온도계를 활용해 추가로 실제 복부표면 온도를

측정하였고, 동시에 열화상 카메라로도 영상을 촬영

하여, 동일 위치에서 열화상 영상의 온도값과 접촉

식 체온계의 온도값을 비교해 4개의 위치에서의 두

데이터 사이의 온도 차이를 구하였다. 이를 이용하

여 전체 열화상 영상을 보정하였다. 피험자 2명의

복부 5곳 영역을 측정하여 ICC 값이 0.96으로 나와

높은 재현성을 보였다. 하지만, 시간차를 두고 촬영

된 영상임과 동시에 한계가 존재하였다. 좀 더 정확

한 온도 측정을 위한 시간 차에 대한 프로토콜 설정

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복부 체열 특성을 이

용하여 한열, 복부 냉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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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를 임상에 적용하는 연구가 진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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