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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Acupuncture points and meridians have been usually depicted  as a two 

dimensional drawing and verbal description. Recently, imaging and three-dimensional image 

processing technologies have been introduced into medical fields such as anatomy and virtual 

operation, for the purpose of enhanced efficiency in research and education. This study 

attempted an image modelling of the meridian and acupoint in the upper limb region.

Methods : A vector image model of an arm was produced and medical information on the 

meridian and acupoint of the arm region was incorporated.

Results : A 3D modelling of the acupuncture meridian and acupoint in the upper limb region 

was produced along with a user console to control the presentation of related information and 

to facilitate visualization of the 3D model images.

Conclusions : A 3D modelling of the acupuncture meridian and acupoint will be an efficient 

platform for an education and research.

Key words : Three dimensional image, modelling, acupuncture meridian, acupoint

Ⅰ. 서  론

침구경락 분야에서 경락경 은 보통 해부학

으로 기술된다
1)
. 경락경 의 해부학  

치를 특정하는 것은 침구치료를 시행할 때

의 최소한의 제가 되는 지식이며 침구경

락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

는 정보라 할 수 있다. 지 까지의 한의학계

는 평면상의 그림, 입체 모형에 표시된 그

림, 혹은 문자로 기술된 정보에 의지하여 경

락경 의 치정보를 달해 왔다.

  근래에 해부학 분야에서는 3D 상정보를 

이용해 동물 해부학 학습에 활용할 뿐 아니

라
2)
 사람의 해부학  치를 정확히 기술하

고 해부학  교육에 활용하며
3,4)
 다양한 해

부학  조직 상호간의 입체 계를 연구하고
5)
 나아가 방사선과나 외과수술

6)
, 정형외과

7)
, 

구강악안면 분야
8)
 등 분야로까지 활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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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넓히고 있다.

  3D 상정보에 한 연구로 미국의
9,10)
 

Visible Human Project가 먼  수행되었고 

뒤이어 인종별 차이를 감안하여 동양인 

상정보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국에서
11-13)
 

유사한 자료가 개발되었다. 한국에서도 3D 

해부 상의 데이터베이스화 로젝트가 진

행되어 국내의 연구기반을 이용해 사체 해

부 상과 의료 상 데이터에 기 해 방 한 

상라이 러리를 구축하는 작업이 진행되

었다
14)
. 해부학계의 3차원 상을 이용한 가

상해부 연구15) 등 기존연구를 기반으로 3차

원 산화 의료 상 개발이 진행되어 2002

년에 제출된 정부과제 보고서
16)
 이후에도 

신의 연속 단면 상화 과정에 한 보

고가 계속되었다
17-23)
.

  한편 한의학 분야에서는 미국에서 제작된 

기존 3D 상정보를 이용해 머리 부 의 경

 치를 특정하는 방법
24)
, 경  인근 근육 

구조물의 구획화
25)
, 국에서의 3D 상모

델을 이용한 연구26) 등이 보고되었으나 국

내 한의학계에서의 연구는 무한 상태이다.

  이에 국내에서 3D 상화 모델을 구 하

며 그 모델에 한국의 연구성과를 반 한 경

락학, 경 학, 침구학 등 의료정보를 탑재하

고 아울러 의학교육에 활용하며 나아가 본 

모델을 상으로 한 2차 연구가 가능하도록 

하기 한 사 연구로서, 상지부 경락경 의 

3D 상모델을 구 하고 경락경 의 치정

보와 한의학 지식정보를 탑재하는 모형을 

제작해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이에 보고

하는 바이다.

Ⅱ. 방법

1. 상지 경락경 의 치정보 모델

침구경락 연구에 응용이 바로 가능할 정

도로 제작되어 있는 기존의 상모형이 부

재한 계로 원형으로서 상지부의 3D 경락

경  치모델을 제작하 다. 3D 경락경  

치모델은 아래의 요건을 갖추며 시나리오

에 맞도록 EON Studio 5.0(EON Reality, 

Irvine, US)을 이용하여 EON Studio의 

Node, Prototype 등을 사용한 로그래  

과정을 거쳐 제작되었다((주)JEK).

① 상지부의 3D volumetric model을 제작하

고, 공간상 XYZ 3축을 기 으로 6개 방

향으로의 자유로운 회 이 가능하도록 

한다.

② 상지부 상모형에 상지부 6개 경맥의 

순행경로를 3D 이미지로서 구 한다. 경

맥의 3D 순행경로는 임상의사가 경  

치를 특정할 때의 방법을 원용해 상지부 

상모형의 표면을 따라 시작 과 끝 , 

간 주요 경유지를 지정한 후 그 사이

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지정한다.

③ 상지부 6개 경맥 순행노선상에 소속 경

의 3D 치정보를 특정하고 상으로 

구 한다.

④ 6개 경맥과 소속 는 사용자의 선택

에 따라 복수의 경맥이 표시될 수도,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도록 한다.

2. 상지 경락경  치정보 모델에 의

료정보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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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작한 상지 경락경  치정보 

모델을 일부 개선하고 한의학 의학정보를 

탑재하기 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보강하

고 경락경 의 치정보 학습에 필요한 취

법, 각 경 의 주치효능, 참고사항 등 정

보를 정리하여 삽입했다.

① 취  알고리즘은 경락 순행노선에 한 

정보를 구 할 때와 마찬가지로 임상의

사가 취 시 사용하는 방법을 원용해 기

 두 을 잇는 체표면상의 가상 노

선상 등분 에서 치가 결정되도록 하

며 경 의 기존 취 정보를 참고한다.

② 기 은 손톱뿌리쪽 모서리  2-3mm 

지 , 손가락 을 구성하는 의 골

간 말단 부분, 손목 가로주름, 팔꿈치 가

로주름, 액와부 함몰처 등으로 한다.

③ 길이정보는 골도분 에 따라 기 이 되

는 두 지  사이를 등분하는 지 으로 

표 한다. 다음의 골도분 을 활용한다. 

肩髃(LI15)-曲池(LI11) 10 , 肩髎

(TE14)-肘  10 , 액와 앙- 海

(HT3) 9 , 액와횡문 단-주횡문 9 , 

액와횡문 단 높이-曲池(LI11) 9 , 액

와횡문 단 높이-尺澤(LU5) 9 , 曲澤

(PC3)-완횡문 10 , 尺澤(LU5)-완횡문 

10 , 曲池(LI11)-陽谿(LI5) 10 , 海

(SI8)-陽谷(SI5) 10 , 팔꿈치  튀어나

온 부분(肘 )-陽池(TE4) 10  등이다.

④ 다음과 같은, 서로 에 치하는 를 

참고한다. 肩髎(TE14)-臑兪(SI10)-肩貞

(SI9)를 상하로 취하고, 肩髃(LI15)-어깨

세모근(deltoid)-肩髎(TE14)-臑兪(SI10)

를 어깨 부 에, 曲池(LI11)-尺澤(LU5)-

曲澤(PC3)- 海(HT3)를 팔꿈치 가로단

면상에, 陽谿(LI5)-陽池(TE4)-陽谷(SI5)

을 손목 가로단면상에 나란히 취한다.

⑤ 경락경  기호는 WHO 표 용어에 따른

다.　

Ⅲ. 결과

 1. 상지 경락경 의 치정보 모델

상지부 상모형을 17400 polygon 정도의 

3D vector model로 제작했다. 이 3D 상모

형은 XYZ 3개 축을 심으로 6개 방향으로

의 회 과 확  축소가 자유롭다(Figure 1).

이 모형의 표면을 따라 경맥의 순행노선

과 경 의 3D 치정보를 특정하여 상정

보로서 상지부 상모형과 함께 표시되도록 

했다. 사용자가 원하는 경맥을 골라 1개 경

맥을 표시하거나(Figure 2) 여러 경맥을 동

시에 표시하도록 했다(Figure 3). 경맥순행 

노선과 경 치 표시는 상지 모형과 함께 

6개 방향으로의 회 과 확  축소가 자유롭

다.

Figure 1. Vector image model of the upper limb 
of about 17,000 polygon size with 
functions of 6D free rotation, zoom-in, 
and zoom-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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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Lung meridian(LU) and its acupoints 
are depicted on the upper limb model.

Figure 3. Multiple meridians may be visualized 
simultaneously.

2. 상지 경락경 의 치정보 모델에 

의료정보 탑재

에서 제작한 상지 모델을 기반으로 사

용자 인터페이스를 제작했다. 사용자 인터페

이스에는 사용자가 선택하면 해당 경맥이 

3D 모델에 표시되도록 하는 경맥 선택 단

추, 각 경 을 선택할 때 해당 경 이 3D 

모델에 표시되도록 하는 경  선택 창, 그리

고 해당 경 의 주치효능 정보와 취 법 정

보를 문자로 제시해 주는 창, 시작과 종료 

단추 등의 기능이 실렸다(Figure 4).

사용자가 상지부 6개 경맥  어떤 경맥

을 선택하면 해당 경맥의 목록이 제시

되고, 그 목록에서 경 을 선택하면 해당 경

의 치가 3D 모델상에 붉은 으로 표시

되며 해당 경 의 취 법과 효능주치가 함

께 제시된다(Figure 5). 필요한 경우 취 법

으로서 골도분  그림도 볼 수 있다(Figure 

6).

Figure 4. Upper limb meridian model user 
interface.

Figure 5. Lung meridian and its acupoints are  
visualized along with clinical indications 
and location method of a selected 
acupoint(LU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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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An imaginary line with proportional 
scale mark is overlapped on the model 
according to the bone proportional 
location method of a selected 
acupoint(LU8).

Ⅳ. 고  찰

3차원 상정보는 해부학  교육3,4) 뿐만 

아니라 임상의학 분야에서의 가상 실에까

지
26)
 폭넓게 응용되고 있다. 경락경 에 

해서는 기존에 만들어진 3D 상모델을 이

용하거나24,25) 국에서의 3D 상모델을 이

용한 연구
26) 등이 보고된 바 있으나 아직 

국내의 해부 상자료나16) 기타 상모델을 

이용한 연구는 시도되지 못했다. 3D 상모

델에 국내의 연구성과를 반 하는 유  의

료정보를 탑재하여 교육과 2차 연구에 활용

하려면 3D 상모델 구축활용 방법을 마련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경락경 의 3차원 상정보 모

델링을 구 하여 침구경락 의료정보를 탑재

하고 의학교육에 용하며 한 본 모델을 

도구로 하여 2차 연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망 아래 진행된 1차 연구로서 상지부 3차

원 상모형을 제작하고 여기에 상지부 6개 

경맥의 3D 치정보를 특정해 그 순행노선

과 경 을 상으로 표시하고 더 나아가 사

용자 인터페이스를 강화하여 어떤 경맥이나 

경 을 선택할 때 해당 경맥이나 경 의 

치, 경 의 주치효능, 취 법 정보가 3차원 

상모델과 함께 제시되도록 했다. 

기술 으로 3차원 상모델을 구 하고 

여기에 사 에 구상한 시나리오에 따라 사

용자 인터페이스를 마련해 한의학 의료정보

가 효과 으로 표 되도록 하는 근이 가

능함을 확인했고, 통 인 취  방식을 본 

모델에서의 경맥과 경  치 지정 알고리

즘으로 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기존의 평

면 인 그림이나 사진에 비해 본 모델에서

는 각 방향으로의 회 과 확 가 가능해 여

러 경락경 의 치정보가 3차원 상으로 

생생하게 효과 으로 표 됨을 확인했다. 

본 연구 수행시에는 반 하지 못했으나 

경락경 의 치정보에 해 재 WHO의 

표  경 치가 출간되어 있으므로27) 이 

정보를 근거로 하여 향후 경락경 의 3차원 

모델을 구 함으로써 표 화된 한의학 의료

정보를 교육하고 한 교육에서 효율성과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망된다. 아울러 국내에서의 연구성

과를 반 하여 통의학의 경락경  련 

의료정보를 간결하면서도 핵심 인 내용으

로 정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그러한 

연구성과를 3차원 상정보 모델에 탑재함

으로써 련 의료정보 내용의 표 화와 교

육, 연구에 기여할 것이다. 3D 상정보를 

활용한 의학교육 효율성 제고, 의료정보 표

화, 기타 응용연구는 의학 분야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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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28)
 한의학 분야에서의 응용연구도 시

히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해부 상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임의로 설정한 상지부 에 한 

부피정보와 표면 굴곡정보만으로 3차원 

상모형을 구축하 으나 향후 본격 연구시 

실제 해부 상을 기반으로 하고 상세한 해

부학  정보까지 3차원 상모델에 구 함

으로써 이 게 구축된 모델이 경락경 의 

해부학  정보에 한 2차 연구자료로도 활

용되도록 할 정이다. 1차 으로는 침구의

학 련 임상과 연구의 기반이 되는 경락경

에 한 우수한 교육도구를 개발하고 나

아가서 이 게 구 한 3D 상모형에서의 

정보를 이용해 기타 해부학  구조물과의 

연 계에 한 유기  연구, 침구치료시 

일어나는 상의 생체역학  모델링, 그에 

기반한 가상연구, 가상 실을 이용한 교육과 

연구 등 응용분야로도 범 가 넓 질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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