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외선 체열 상의 표준화 연구 - 부위별 대표 혈위를 중심으로 - 113

적외선 체열 상의 표준화 연구

부위별 대표 혈위를 중심으로

최 곤*ㆍ임청산*ㆍ권기록*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학교실

Standardization Study of Thermal Imaging using the Acupoints in Human Body 

원저

Young Chon, Choi Chung San, Lim Ki-Rok, Kwon  

*Department of Acup & Moxi, Korean Medical College, Sangji University

DOI:10.3831/KPI.2008.11.3.113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igorate the use of infrared thermal imaging apparatus as a

diagnostic tool in Oriental medicine by providing standard temperature on specific acupoints. 

Methods Subjects for the study was recruited through an advertisement in the school homepage

(www.sangji.ac.kr) explaining the objectives and methods. 100 volunteers agreeing to terms were

selected and measured the full body thermal image. Common acupoints used in the clinical surrounding

were chosen and final 63 acupoints were selected for the measurement. Male / female and right / left

readings were obtained for the analysis.   

Results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from analyzing the body temperature of 50 male subjects and 50 female

subjects 

1. Subjects participating in the study ranged from 19 years of age to 44 years. Median male age at

26.86±6.02 and female age at 22.88±2.74, respectively.  

2. For all acupoints,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witnessed between the gender and right, left side of

the body. 

3. 10 acupoints from the facial region(18 bilateral), 8 acupoints from the chest /abdomen region(10

bilateral), 6 acupoints from the back region(11 bilateral), 17 acupoints from the upper extremity(34

bilateral), and 22 acupoints from the lower extremity(44 bilateral) were chosen.

4. In the facial region, BL2 showed the highest temperature and GV26 showed the lowest.

5. In the chest/abdomen region, CV22 showed the highest temperature and CV6 showed the lowest.

6. In the back region, GV14 showed the highest temperature and BL23 showed the lowest.

7. In the upper extremity region, jianqian(extra point) showed the highest temperature and baxie(extra

point) showed the lowest.

8. In the lower extremity region, KI1 and bafeng(extra point) shoed the highest temperature and BL40

showed the lowest. 

Conclusions Based on the standard body temperature measured on specific acupoints throughout the body, we hope

these findings can trigger further studies on applications of infrared thermal imaging and clinical usage

in the field of oriental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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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緖

적외선체열 상진단법(Medical Infrared Thermographic

Imaging)은 인체의 피부 표면(cutaneous surface)에서

자연적으로 방출되는 극미량의 적외선( infrared ray)을

센서로 감지하여 컴퓨터를 통해 상화시켜 신체의 이상

유무를진단하는검사방법이다1). 

체표면의부위별온도차는진피층의혈액순환과직접적

인 관계가 있고, 염증의 발현이나 신경의 손상 등은 특정

부위의혈행에 향을미치게되며적외선체열측정을통

해해당부위의이상을진단할수있다2). 따라서체열 상

은요추간판탈출증이나말초신경손상, 혹은관절염등의

진단에유용하게사용될수있음이이미보고된바있다3-5). 

한의학에서의한열은음양의편성편쇠의구체적인표현

으로『黃帝內經₩素問』陰陽應象大 에서“陽盛則熱, 陰

盛則寒”이라고 한 것이나 調經 에서“陽虛則外寒, 陰虛

則內熱”이라고 한 것은 질병의 진단에 한열이 중요한 의

미를가지고있음을의미한다5).

특히체표의한열은적외선체열측정 상을통해가시

화할 수 있고, 이는 한방 진단기술의 객관화라고 하는 시

대적 요구에도 부합하는 진단방법으로 그동안 다양한 접

근이시도되어왔다6-9). 

적외선 체열 상은 개체차나 성별, 비만도, 연령 등에

따라어느정도의차이를나타내고, 대칭성질환이나미세

한 체표 온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질환 등에는 임상적으로

그 접근이 용이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체열의

표준화, 객관화 작업의 미비로 인하여 정상 체열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은 등 진단기기로서 확보해야 할 기초자료

가아직부족한실정이다.  

특히한의학에서는경혈이라는중요한지표가있음에도

불구하고이를중심으로한체열 상의자료는특정질환

에 국한되어 보고되고 있고, 신체 전반에 대한 체열 자료

의연구는아직미비한실정이다10-14).

따라서본연구는경혈을기초로한정상성인의체열지

표를 확보하고자 임상시험 자원자를 모집하고 체열 촬

을 통해 얻어진 이미지를 분석하여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

에보고하는바이다.

II.  方法

1. 임상시험 연구대상

상지대학교 Home Page(www.sangji.ac.kr)에 한방

진단기기로서 적외선 체열 상 측정기의 임상적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체열 상을 얻고자 하는 본

연구의목적과방법에대한임상시험자원자광고를낸후

지원한 성인 남자 50명과 여자 50명, 총 100명을 대상으

로전신의체열촬 을시행하 다.  

2. 체열 상의 확보

비냉각 방식 체열측정기인 Thermovision(MESH,

Korea)을 이용하여 전신을 안면, 흉부, 복부, 배부, 상

지, 하지로나누었고, 안면은좌우의측면촬 을상₩하

지는각각 6부위로나누어 상을얻었다(Fig. 1-3). 

이후 각 부위를 최대 폭과 길이를 중심으로 하여 상하

좌우의각 10개구역으로나누어권등9)이제안한지표

측정 방법, 즉 해부학적으로 접근이 용이하면서 임상활

용도가높고체열 상판독에도움이되는경혈을선정

한 후 최종 선정된 63개의 경혈에 대한 남자와 여자의

좌우체표온도를얻었다.    

3. 부위별 경혈에 대한 체표 온도의 분석

SPSS version 10.0(USA)을 이용하여 일반선형모형

(GLM)에서 반복측정법으로 p<0.05에서 부위별 경혈

온도의차이를검증하 다. 

Fig. 1 The front aspect of thermographic image in healthy lady

Black points are selected acupoint for analysis of body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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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back aspect of thermographic image in healthy lady 

Black points are selected acupoint for analysis of body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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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結果

1. 임상참여자의 연령 분포

본연구에참여한시험자의연령은남자의나이는최연

소 19세에서 최고령 44세 으며, 평균 연령은 26.86±

6.02 세 다. 여자의 나이는 최연소 19세에서 최고령 26

세 고, 평균연령은 22.88±2.74 세 다.  

2. 안면에 분포된 경혈의 체열 온도 측정

안면에서는 찬죽(BL2), 승읍(ST1), 인중(GV26), 승

장(CV24), 지창(ST4), 동자료(GB1), 태양(경외기혈), 하

관(ST7), 협거(ST6) 그리고 관료(SI18) 등 10개의 경혈

에 18 부위의체열온도가측정되었다(Table 1).

체표의 온도는 찬죽(BL2)이 34.81-34.9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중(GV26)이 33.10-33.59℃로 가장

낮게나타났으며좌우나남녀에따른유의한차이는없었다. 

Fig. 3The sectional aspect of thermographic image in healthy

lady Black points are selected acupoint for analysis of

body temperature. 

All the body sections are divided 10 10 and used 

co-ordinated of acupoints. 

Name of Position Man Woman

acupoint

눈썹 내측단, 안와상절흔부위

응시했을 때 동공의 직하

인중단의 상으로부터 1/ 3지점

하순연 하방의 함요부

구각의 외측 0.4촌

외안각 외측 5푼부위

눈썹외측단과 외안각과의 중앙에서 후방 약 1촌

입을 닫고 협골궁과 하악 절흔사이이의 함요처

이를 악물면 교근이 융기되는 곳

협골하연중앙, 향혈과 수평위, 외안각의 직하

A4,5B1,2

A3B3,4

A6B7

A6B9

A3B8

A7B3

A6B2

A5B5

A4, 5B8, 9

A7B5, 6

찬죽
(BL2)

승읍
(ST1)

인중
(GV26)

승장
(CV24)

지창
(S4)

동자료
(GB1)

태양
(경외기혈)

하관
(ST7)

협거
(ST6)

관료
(SI18)

Lt

Rt

Lt

Rt

Lt

Rt

Lt

Rt

Lt

Rt

Lt

Rt

Lt

Rt

Lt

Rt

34.81±1.06

34.96±0.90

34.26±0.88

34.56±0.74

33.59±1.64

34.38±0.99

34.14±0.91

34.57±0.95

34.29±0.88

34.12±0.91

34.62±0.93

34.43±0.92

34.01±0.97

34.32±0.91

33.64±0.97

33.80±0.91

33.78±0.93

33.64±1.00

34.82±0.86

34.94±0.80

34.00±0.89

34.18±0.77

33.10±1.47

33.74±1.47

33.53±1.09

33.98±1.09

33.75±0.98

33.49±0.98

34.11±0.70

33.97±1.05

33.48±0.96

33.45±1.00

32.59±1.17

32.61±1.08

32.65±1.49

32.45±1.39

Table 1. Thermal temperature(mean±S.D.) of acupoint on the face in Man and Woman.

경혈위치 좌표 mean±S.D. mean±S.D.



3. 흉복부에 분포된 경혈의 체열 온도 측정

흉복부에서는천돌(CV22),전중(CV17),구미(CV15),

유중(S-17), 중완(CV12), 천추(S25), 곡골(CV2) 그리

고기해(CV6) 등 8개의경혈에 10부위의체열온도가측

정되었다(Table 2).

체표의 온도는 천돌(CV22)이 34.49-34.8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천추(S25)가 33.24-33.56℃로 가장 낮

게나타났으며좌우나남녀에따른유의한차이는없었다. 

4. 요배부에 분포된 경혈의 체열 온도 측정

요배부에서는 견정(GB21), 천종(SI11), 격수(BL17),

대추(GV14), 신수(BL23), 그리고관원수(BL26)등 6개

의경혈에 11부위의체열온도가측정되었다(Table 3).

체표의 온도는 천종(SI11)이 34.13-34.4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신수(BL23)와 관원수(BL26)가 33.21-

33.57℃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좌우나 남녀에 따른 유

의한차이는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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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돌
(CV22)

흉골 절흔 상연 정중에서
상방 0.5촌

A6B1 34.84±0.95 34.49±0.79

전중
(CV17)

양유두간 정중앙 A5,6B7,8 34.43±1.05 34.63±1.19

구미
(CV15)

2흉골검상돌기하 0.5촌 A5,6B9,10 34.22±1.10 34.63±1.19

유중
(S-17)

Lt

Rt
유두 중앙 A1B9

33.69±0.83

34.00±0.88

33,55±1.44

33.71±1.54

중완
(CV12)

배꼽위 4촌 A5, 6B2, 3 33.95±1.04 33.86±1.19

33.37±1.04

33.56±1.00

천추
(S25)

배꼽 양방2촌 A4B5, 6
33.24±1.17

33.52±1.19

곡골
(CV2)

치골 결합부 상방 A5, 6B10 34.16±1.10 33.52±1.19

기해
(CV6)

배꼽아래 1.5촌 A5, 6B7 33.40±1.11 33.16±1.04

Name of

acupoint 경혈위치

Position

좌표 mean±S.D. mean±S.D.

Man Woman

Table 2. Thermal temperature(mean±S.D.) of acupoint on the chest and abdomen in Man and Woman.

Lt

Rt

견정
(GB21)

대추혈과 견봉을 이은선의
중점 A1,2B1,2

34.30±0.96

34.00±1.01

34.38±0.83

33.96±0.77

천종
(SI11)

견갑골극돌기 하와의 중앙 A1B5
34.37±0.96

34.21±1.04

34.40±0.90

34.13±0.89

격수
(BL17)

제 7흉추 극돌기 양방 1.5촌 A4,5B5,6
33.96±0.54

34.21±1.04

34.40±0.90

34.13±0.89

대추
(GV14)

Lt

Rt

제 7경추와 제1흉추 극돌기
간의 중앙 A5,6B1,2 34.29±0.97 34.60±0.89

신수
(BL23)

제 2요추 극돌기 양방 1.5촌 A4B2
33.46±0.96

33.33±1.00

33.55±1.15

33.43±1.15

33.57±1.12

33.47±1.19

관원수
(BL26)

제 5요추 극돌기 양방 11.5촌 A4B6
33.26±1.11

33.21±1.09

Name of

acupoint 경혈위치

Position

좌표 mean±S.D. mean±S.D.

Man Woman

Table 3. Thermal temperature(mean±S.D.) of acupoint on the back and low back in Man and Woman.

Lt

Rt

Lt

Rt

Lt

Rt

Lt

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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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지에 분포된 경혈의 체열 온도 측정

상지에서는견정(SI9), 견전(경외기혈), 견우(LI15), 비

노(LI14), 외관(TE5), 외관(TE5), 양지(TE4), 합곡

(LI4), 팔사1, 2, 3, 4(경외기혈), 곡택(PC3), 내관(PC6),

그리고 대릉(P7) 등 18개의 경혈에 36부위의 체열 온도

가측정되었다(Table 4).

체표의 온도는 견전(경외기혈)이 33.74-34.41℃로 가

장 높게 나타났고, 팔사1, 2, 3, 4(경외기혈)가 30.26-

31.37℃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좌우나 남녀에 따른 유

의한차이는없었다.  

액와후 횡문단의 상방 1촌

견전액와횡문단과 견우혈의 중앙

팔을 어깨와 수평으로 들었을때 어깨전방의 함요처

상완 삼각근 정지부의 약간 전방

수근배측횡문 상방 2촌

수근횡문의 함요부

제 1, 2중수골의 중앙에서 약간 식지측

수배의 제 1, 2지 중수골두 사이

수배의 제 2,지 중수골두 사이

수배의 제 3, 4지 중수골두 사이

수배의 제 4, 5지 중수골두 사이

상완 2두건건의 내측

수근횡문근정중앙 상방 2촌

수근횡문근정중앙

제1 중수골 중앙 요측의 적백육제

손가락을 굽혀서 중지첨이 닿는 곳

손가락을 굽혀서 소지첨이 닿는 곳

A4B4

A8B2

A6B1

A6B4,5

A5,6B9

A5,6B10

A3,4B3,4

A3B4,5

A5B6

A6,7B6,7

A7,8B5,6

A5,6B1,2

A6,7B9

A6,7B10

A3B3

A4,5B4,5

A7B4,5

견정

(SI9)

견전

(경외기혈)

견우

(LI15)

비노

(LI14)

외관

(TE5)

양지

(TE4)

합곡

(LI4)

팔사1

(경외기혈)

팔사2

(경외기혈)

팔사3

(경외기혈)

팔사4

(경외기혈)

곡택

(PC3)

내관

(PC6)

대릉

(PC7)

어제

(LU10)

노궁

(PC8)

소부

(HT8)

33.80±1.16

33.60±1.25

33.97±1.07

34.41±1.07

33.59±0.99

33.43±0.93

32.76±1.00

32.89±1.02

31.24±1.08

31.53±1.04

31.14±1.29

31.35±1.28

31.56±1.54

31.53±1.70

31.34±1.84

30.77±1.64

30.48±1.96

30.26±1.90

30.46±2.02

30.26±1.92

30.50±1.96

30.27±1.94

33.05±0.82

32.51±1.60

32.41±1.02

32.69±1.00

31.94±1.41

31.71±1.28

31.08±1.83

31.35±1.77

31.69±1.72

31.63±1.80

31.36±2.11

31.43±1.90

33.46±1.05

33.19±1.03

33.74±0.92

34.10±0.89

33.41±0.84

33.36±0.87

32.24±1.24

32.38±1.23

30.82±1.00

31.09±1.05

30.79±1.26

31.00±1.26

31.14±1.34

31.21±1.35

31.37±1.88

30.89±1.68

30.75±2.06

30.51±1.84

30.75±2.06

30.42±1.90

30.75±2.06

30.43±1.97

33.15±0.85

32.64±1.56

32.18±0.84

32.36±0.85

32.05±1.46

31.98±1.22

31.23±1.58

31.44±1.56

31.48±1.55

31.53±1.77

31.22±2.07

31.31±1.83

Table 4. Thermal temperature(mean±S.D.) of acupoint on the upper limbs in Man and Woman.

경혈위치 좌표

Name of

acupoint

Position Man Woman

mean±S.D. mean±S.D.

Lt

Rt

Lt

Rt

Lt

Rt

Lt

Rt

Lt

Rt

Lt

Rt

Lt

Rt

Lt

Rt

Lt

Rt

Lt

Rt

Lt

Rt

Lt

Rt

Lt

Rt

Lt

Rt

Lt

Rt

Lt

Rt

Lt

Rt



6. 하지부에 분포된 경혈의 체열 온도 측정

하지부에서는팔풍 1, 2, 3, 4(경외기혈), 위중(BL40),

승산(BL57),내슬안(경외기혈),그리고외슬안(경외기혈) 등

8개의경혈에16부위의체열온도가측정되었다(Table 5).

체표의온도는위중(BL40)이 32.37-32.81℃로가장

높게 나타났고, 팔풍 1, 2, 3, 4(경외기혈)가 27.02-29.07

℃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좌우나 남녀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없었다. 

IV.  考察

BC 400년경에 Hippocrates는환자의몸에진흙을얇

게발라어느부위에서가장먼저진흙이건조되는지를관

찰하여 열이 많은 부위를 진단하 다고 한다15). 체표면의

온도는 오래 전부터 의학적 관심의 대상이었지만 본격적

인 연구는 19C 초에 적외선이 발견되면서부터 시작되었

다16).

적외선은 가시광선 밖의 미세파에 가까운 3-10 μm파

장을 가지고 있으며, 가시광선 또는 다른 광선과 달리 많

은 양의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17).

컴퓨터 적외선 촬 은 인체의 체표 면에서 방사되는 적외

선에너지를센서가감지하여일정온도의차이에따라색

을 달리하여 화면에 나타냄으로써 특정 부위의 체표면 온

도를 정확히 수치화 할 수 있는 검사법이다. 체표면의 온

도를조절하는주요인자는피부의혈류량으로, 혈관과신

경이혈류량과 접한연관성을가지고있다. 

체열촬 의 대상이 되는 표면온도(피부온도)는 직장이

나 구강 등에서 측정하는 심부온도와는 상대적인 개념으

로부위에따라변동폭이크고특징적인분포양상을나타

내어임상적인활용가치가크다고할수있다.

이미 1956년에 Lawson이유방암의진단에피부온도

의 측정이 유효함을 보고18)한 이래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척추 질환 등 다양한 질환에 체열 상진단이 의학적으로

의미가있음이보고19-20)된바있다. 

체열 상의가장큰특징은정상성인을기준으로하

을 때 좌우가 항상 대칭적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며, 미국

의학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MA)에

서도적외선체열 상의판독에서가장중요한요소는비

대칭성양상으로제안하고있다21-22).  

체온의 조절은 시상하부의 체온조절중추의 기환기전

(Feedback mechanism)에 의해 이루어지며, 신체의 양

측에 동일한 향을 주기 때문에 인체의 체열분포는 대칭

성으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체열분포의 심각한 비대칭

성 양상은 인체에 질병이나 특이한 변화가 있음을 의미하

며 이러한 임상적 의미를 갖는 온도차이의 규명에 대하여

그동안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23).  Feldman 등은

경추와상지의좌우편차가 99.5%의신뢰구간에서Δ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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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1, 2지 접합부

족 2, 3지 접합부

족 3, 4지 접합부

족 4, 5지 접합부

슬와횡문 중앙

위중혈과 족근의 중간지점

슬개골 내측 함요처

슬개골 외측 함요처

A7,8B8

A6B8,9

A4B8

A2B7

A6B10

A5,6B6

A7,8B7,8

A3,4B7

팔풍1

(경외기혈)

팔풍2

(경외기혈)

팔풍3

(경외기혈)

팔풍4

(경외기혈)

위중

(BL40)

승산

(BL57)

내슬안

(경외기혈)

외슬안

(경외기혈)

28.79±1.57

29.07±1.56

28.50±1.45

28.74±1.51

28.16±1.46

28.40±1.52

27.83±1.62

27.93±1.62

32.81±1.02

32.75±0.78

31.28±0.97

31.18±0.90

30.89±1.21

30.87±1.16

30.18±1.18

30.91±1.09

28.04±2.19

28.15±1.82

27.84±2.23

27.44±2.31

27.28±1.58

27.49±1.60

27.31±2.36

27.02±1.53

32.43±1.11

32.37±0.69

30.63±0.83

30.78±1.54

30.05±1.01

30.05±0.97

29.73±0.99

30.25±0.96

Table 5. Thermal temperature(mean±S.D.) of acupoint on the lower limbs in Man and Woman.

경혈위치 좌표

Name of

acupoint

Position Man Woman

mean±S.D. mean±S.D.

Lt

Rt

Lt

Rt

Lt

Rt

Lt

Rt

Lt

Rt

Lt

Rt

Lt

Rt

Lt

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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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라고 하 고, Uematsu 등24)은 신체 부위별로 신

뢰구간에 따라 좌우의 편차범위를 보고한 바 있다. 즉 체

간부의온도가높고말초부위가낮은분포를바탕으로정

상여부를판단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주장하 다. 전25)도

정상성인의 체열 분포와 더불어 부위별 좌우 편차를 보고

한바있다.

따라서 체열 상의 의학적 운용에서 비대칭성이 뚜렷

하게 나타나는 질환에서는 비교적 진단이 용이하지만 대

칭성으로 나타나는 질환은 정상 체열의 분포를 충분히 인

식한후변화의폭을감안하여진단에응용해야한다는중

요한 명제가 있다. 기존에 보고된 정상 성인의 체열온도

분포는 광범위한 역에 대한 포괄적 관찰로서 비대칭성

질환뿐만 아니라 대칭성 질환을 진단하기에는 세 함이

떨어지는단점이있다. 

한의학계에서도 진단의 객관화를 위해 적외선 체열 촬

을이용한연구방법론이다양하게제안되었고7, 8, 26) 이미

다양한병증에대한연구결과가보고11-14)된 바있다. 따라

서 한의학적으로 운용하기에 적절하며 향후 임상적 진단

시에 지표가 될 체표기준온도의 제안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어본연구를시도하게되었다. 

권등9)의연구에서체표온도의한의학적표준화방안으

로 임상적 활용도가 높고, 해부학적 지표가 될 수 있으며,

체표온도의절대값이비교적안정되어있고, 한의학적진

단기준으로서의 활용가치가 높아야 한다는 등의 다양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혈을 선정하여 전신의 체온 분포에 대

한기초적자료를제안하고자하 다. 

이에저자는부위에따른체표의온도값이아닌경혈의

해부학적 분포에 따른 값을 정량화하는 것이 향후 적외선

체열 측정에 대한 한의학적인 접근으로 타당하다고 판단

되어이를기준점으로마련하고자본연구를시도하 다.  

먼저 정상 성인의 체열 상을 얻기 위하여 상지대학교

Home Page에본연구의목적과방법을설명하는임상시

험 자원자 광고를 낸 후 이에 동의하는 19세부터 44세까

지의 건강한 성인 자원자 100명(남 50명, 여 50명)을 대

상으로전신의체열 상을얻었다. 이후각부위별로임상

활용도가높고체열 상판독에도움이되는등상기한조

건을 충족하는 경혈을 선정한 후 최종 선정된 63개의 경

혈에대한남자와여자의좌우체표온도를얻었다. 

얻어진 모든 상에서 각각의 부위는 상하 좌우의 최대

분포구역을 중심으로 각각 10개의 구역으로 나누어(10×

10) 좌표설정을하 으며이를통하여보다객관적인특정

부위의절대값을얻고자하 다.  

인체의 부위는 안면과 흉부, 복부, 배부, 요부, 상지 그

리고 하지로 나누어 촬 을 하 고, 전면과 측면 그리고

후면 등 관찰이 가능한 상은 모두 얻고자 하 다. 얻어

진 상을 바탕으로 상기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혈을 선정

하 고, 그결과 63개의경혈과좌우합하여총91개의부

위가선정되어체온측정이이루어졌다.       

안면에서는 찬죽(BL2), 승읍(ST1), 인중(GV26), 승

장(CV24), 지창(ST4), 동자료(GB1), 태양(경외기혈), 하

관(ST7), 협거(ST6) 그리고 관료(SI18) 등 10개의 경혈

에 18 부위의 체열 온도가 측정된 결과 찬죽(BL2)이 가

장높게, 인중(GV26)이가장낮게나타났다. 

흉복부에서는 천돌(CV22), 전중(CV17), 구미

(CV15), 유중(ST17), 중완(CV12), 천추(ST25), 곡골

(CV2) 그리고기해(CV6) 등 8개의경혈에 10 부위의체

열 온도가 측정된 결과 천돌(CV22)이 가장 높게, 천추

(ST25)가가장낮게나타났다.  

요배부에서는 견정(GB21), 천종(SI11), 격수(BL17),

대추(GV14), 신수(BL23), 그리고 관원수(BL26) 등 6

개의 경혈에 11부위의 체열 온도가 측정된 결과 천종

(SI11)이 가장 높게, 신수(BL23)와 관원수(BL26)가 가

장낮게나타났다. 

상지에서는견정(SI9), 견전(경외기혈), 견우(LI15), 비

노(LI14), 외관(TE5), 외관(TE5), 양지(TE4), 합곡

(LI4), 팔사1, 2, 3, 4(경외기혈), 곡택(PC3), 내관

(PC6), 그리고 대릉(PC7) 등 18개의 경혈에 36 부위의

체열온도가측정된결과견전(경외기혈)이가장높게,  팔

사1, 2, 3, 4(경외기혈)가가장낮게나타났다. 

하지부에서는 팔풍 1, 2, 3, 4(경외기혈), 위중(BL40),

승산(BL57), 내슬안(경외기혈), 그리고 외슬안(경외기혈)

등 8개의경혈에 16 부위의체열온도가측정된결과위중

(BL40)이 가장 높게, 팔풍 1, 2, 3, 4(경외기혈)가 가장

낮게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이전의보고21, 24, 25)와같이근육이풍부한

부위는 상대적으로 고온을 나타내고, 말초로 갈수록 체표

온도가낮아지며, 흉부의온도가복부에비하여고온을나

타내는 등의 연구 결과와 동일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경

혈의 온도를 중심으로 관찰하여 한의학적 인식의 편의성

과 경락 및 장부와 연관한 진단에 사용이 용이할 수 있음

을 추정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혈

위를중심으로측정된좌표의체표온도값은한의학적운

용뿐만 아니라 대칭성 질환의 감별진단에도 유용하게 사

용될수있으리라추정된다.  



향후 본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체열 상 진단에 많은

한의학적연구가이루어지기를바라는바이다.

V.  結

100명의 정상성인을 대상으로 적외선 체열측정을 한

후인체의부위에따라특정경혈을중심으로체온을측정

하고분석한결과다음과같은결론을얻었다.

1. 본연구에참여한시험자의연령은최연소 19세에서

최고령 44세 고, 남자의평균나이는 26.86±6.02, 여자

는 22.88±2.74세 다. 

2. 모든 경혈 지표에서 남녀, 좌우에 따른 유의한 차이

는나타나지않았다. 

3. 얼굴에서는 10개(좌우 18), 흉복부는 8개(좌우 10),

요배부는 6개(좌우 11), 상지는 17개(좌우 34), 그리고하

지는 22개(좌우 44)의 경혈이 선정되었고 각각의 체표온

도가측정되었다. 

4. 얼굴에서는찬죽(BL2)이,흉복부에서는천돌(CV22)

이, 요배부에서는 대추(GV14)가 가장 높은 온도를, 얼굴

에서는 인중(GV26)이, 흉복부에서는 기해(CV6)가,  요

배부에서는신수(BL23)가가장낮은온도를나타내었다.

5. 상지에서는 견전(경외기혈)이, 하지에서는 용천

(KI1)과 팔사(경외기혈)가 가장 높은 온도를, 상지에서는

팔사(경외기혈)가, 하지에서는 위중(BL40)이 가장 낮은

온도를나타내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에 보고되었던 좌우

의 편차에 의한 부위별 체표 온도가 아닌 인체 경혈을 중

심으로 한 정상 성인의 체열 온도 표준 값을 제안하며 향

후 한의학계에서 적외선 체열 측정기의 연구와 임상활용

에도움이되기를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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