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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 Standard of measurement in Korean Medicine has been changed in dynasty and location.
Thus, cun (寸) and chi (尺) as unit of measurement for meridians and acupoints could be recognized
as the length of equally divided portions of a certain long bone or the distance between two anatomi-
cal landmarks and as an symbolical meaning to date.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new stan-
dard measurement in the metric system for the relative measurement of cun and chi as unit of mea-
surement for meridians and acupoints in normal male legs.

Methods : This study was conducted by gauging each parts of normal male legs in the metric system
and comparing to the relative measurement of cun and chi as follows; to calculate 1 cun, the length of
each parts was divided into the unit of cun referred to Measurement of the Bone in Neijing Lingshu
(靈樞·骨度篇); it was compared the unit of cun referred to Measurement of the Bone in Neijing
Lingshu with cun which was calculated by dividing subject's height into 75 cun, respectively.

Result : There h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length of 1 cun among each leg's areas based on a stan-
dard of subject's height. The unit of cun by the metric length in the legs was similar to the unit of cun
referred to Measurement of the Bone in Neijing Lingshu based on each subject's height.

Conclusion : It is suggested that an unit of cun as the measurement for meridians and acupoints in the
male legs should be considered to the ranges from 2.4㎝ to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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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度量衡은 길이·부피·무게 또는 이를 재고 다는 기구

들의 총칭으로, 度는 길이 또는 길이를 측정하기 위한 자,

量은 부피 및 되, 衡은 무게 및 저울을 말한다. 그러나 度

量衡은 비단 길이나 부피 및 무게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물체나상태의양을헤아리는행위와이를헤아리기위하

여 사용되는 모든 수단이나 기준량으로서의 位도 포함

하고있어서, 오늘날의計量이나計測과똑같은뜻을가지

고있다1.

수량의 개념은 문화의 尺度라고 한다2. 즉, 度量衡은 문

화의발달과더불어발전되어왔다. 인류가식생활을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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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곡물을 생산 비축하고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하여 물물

교환을 시작할 때부터 수량의 개념과 더불어 간단한 度量

衡의형태가최초로생겨나게되었다. 최초의度量衡은대

부분사람의몸의일부분을기준으로사용하 다. 예를들

면, 길이로서는손가락의길이나손바닥의길이로한뼘·

두 뼘 등, 부피로서는 양 손바닥으로 가득히 담을 수 있는

양으로서의 한 줌·두 줌 등으로 시작되었다. 무게, 부피,

동력 등에 대한 단위는 일상생활에서 쓰 던 집기나 사람

또는 동물이 움직인 양에서 발전된다. 즉 엔진 동력의 단

위인마력은말한필이내는힘에서시작된단위이다2.

중국에서의 度量衡은 이미 殷代에 발달하기 시작하

고, 전국시대를 지나면서 일종의 통치수단으로 관부의 강

제가 있었다. 또한 秦漢時代를 거치면서 상업이 발달하게

되고, 度量衡의중요성은더욱부각되게되었다3. 

한의학에서는 예로부터 이러한 度量衡을 응용하여, 『靈

樞』1)
4
과『難 』2)

5
등에서와같이각장부의길이와부피, 또

는용량을측정하 고, 또한『靈樞』3)
4
등에서는신체各部

位의 길이를 측정하여 그 길이를 알고, 이에 따라 각 혈위

의취혈기준을마련하 으며경맥의길이를측정하 다.

현재 통용되는 1寸의 길이를 사용하면 혈위나 신체의

길이가 맞지 않기 때문에 寸의 개념이 等身分寸의 등분점

의 의미로만 남아 있다. 또한 일부 외국의 침구학 서적에

서는 미터법을 이용하여 취혈을 표기하고 있고, 정부에서

도度量衡을미터법으로통일하려하여4)
6
전통적인度量衡

이 사라지려고 하는 지금, 적절한 度量衡의 크기를 다시

정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 고유의 度量衡과, 한의학의 길

이에대한언어를지키는방법의하나라고본다.

고대度量衡의길이에대한연구를보면박7은 1척의기

준에 대해 19.5㎝를 기준으로 하는 圭5)
8
尺과 23.1㎝를

기준으로 하는 周尺의 두 가지의 척도가 존재한다고 하

으며, 최3는 商나라 때의 표준身長을 160㎝으로 보았으며

1寸의길이를 2.31㎝으로보았다. 이9와강6)
10
은주나라때

의 1寸의 길이를 19.91㎝으로 보고, 평균身長을 150㎝이

라고주장하 다. 최근에성등11은正常成人男女의上肢

部의 길이를 실측하여 上肢部 取穴에 적합한 1촌의 길이

를 2.14±10㎝ 라고 주장하 다. 이와 같이 시대에 따라

체형과 度量衡이 변화함에 따라 度量衡 을 재정비하고 그

내용을확인할필요가있다고보인다.

이에 저자는『靈樞·骨度篇』4에 나오는 下肢 各 部位의

寸 를기준으로하여하여身長과下肢各部位의實測을

통해 도량형의 기준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하는 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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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胃長一尺六寸胃紆曲屈伸之長二尺六寸大一尺五寸徑五寸受水穀三 五升其中之穀常留二 水一 五升”,“小腸長三丈

二尺 二寸半徑入分分之少半重二斤十四兩當臍左廻 積十六曲盛穀二 四升水六升三合合之太半”

2) “肝重四斤四兩左三 右四 凡七 主 魂”,“心重十二兩中有七孔三毛盛精汁三合主 神”,“脾重二斤三兩扁 三寸長五

寸有散膏半斤主 血溫五 主 意”,“肺重三斤三兩六 兩耳共八 ”,“腎有兩枚重各九兩共一斤二兩左屬水而右屬火男

以左腎 主女以右腎 主”,“胃重二斤十四兩”,“ 門至胃長一尺六寸胃居心蔽骨與臍之中上下各四寸”,“大腸一名廻腸又

名 腸長二丈一尺(一作二尺) 八寸徑二寸寸之太半重二斤十二 右廻 積十六曲盛穀二 水七升半”,“腸胃自所入至所

出長六丈四寸四分廻曲環反三十二曲也凡腸胃合受水穀八 七升六合八分合之一”,“上口 二寸半中 九寸盛尿九升九合

重九兩二銖”

3) “人有長七尺五寸者 以下至 一尺○結喉至 (鳩尾骨也)一尺三寸○ 至天樞八寸○天樞(穴名)至橫骨六寸半○

橫骨至內輔上廉一尺八寸○內輔上廉至下廉三寸半○內輔下廉至內 一尺三寸○內 至地三寸○又膝 至 屬一尺六寸

○ 屬至地三寸○又肩至 一尺七寸○ 至腕一尺二寸半○腕至中指本節四寸○本節至末四寸半”

4) 제5̀조(비법정계량단위의사용금지등) 

①누구든지 법정계량단위 외의 단위(이하 "비법정계량단위"라 한다)를 계량 또는 광고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만, 연구·개발및수출등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에는그러下肢아니하다.

②누구든지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작 또는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량기나상품은그러下肢아니하다.

[일부개정 2007.5.25 법률제8̀486호], 시행일 2008.5.26.

5) 공, 후, 백, 자, 남의상의에위치하여육서육기(六瑞六器)의최상위에있는것은천자의진규이다. 『주례』「고공기」의옥

인조(條)에진규( 圭)는 1척2寸(24센티)이며.....

6) 樞·「骨度」에서사용한길이단위는주(周)시대의길이단위라고본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1. 대상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가운데 자원

한 키 162~185㎝(평균 175㎝), 연령22~45세(평균 25.6

세)의 3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下肢部 各 部位의 길

이를 측정하 으며, 이를 키를 기준으로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170㎝이하의 8명을 그룹 1(̀Group 1), 171~175.

9㎝까지의 14명을 그룹 2(̀Group 2), 176~180.9㎝까지

의 12명을 그룹 3(̀Group 3), 181㎝이상의 5명을 그룹

4(̀Group 4)로나누어비교하 다. 하지부골절혹은무릎

수술이나척추수술의병력이있는자는실험대상에서제

외하 다.

2. 기준

각각의 기준점과 기준점간의 거리는『靈樞·骨度篇』4을

기준으로 하 다. 각각의 측정구간은 下肢의 外側面에서

大轉子에서 膝關節간의 거리를 19寸으로, 膝關節에서 외

과간의 거리를 16寸으로, 外 에서 足底까지의 거리를 3

寸으로 하 고, 內側面에서는 橫骨上 에서 內輔骨上

까지의 거리를 18寸, 內輔骨上 에서 內輔骨下 까지의

거리를 3寸5푼, 內輔骨下 에서 內 까지의 거리를 13

寸, 內 에서 足底까지의 거리를 3寸으로 계산하 다. 그

외에膝 에서발등까지의거리를 16寸, 足長을 12寸, 발

폭을 4寸5푼으로계산하 다.

3. 측정

各 部位의 측정은 1인의 검사자가 의상용 줄자(헬스웨

이, 중국)를이용하여실측하 다. 곡선부위는줄자를피부

에 착하여 측정하 으며, 5㎜단위로 반올림하여 계산하

다. 측정 시간은 오후 7시에서 9시 사이에 진행하여 시

간에따른신장및骨度의차이를최소화하 다.

4. 연구방법

각 측정부위의 길이를 측정한 후 기존의 寸 로 나누어

1寸의길이를구하여비교하는방법과, 각각의키를 7척 5

寸으로계산하여 1寸의길이를구하여이렇게나온 1寸의

길이를이용하여各部位의寸 를구하고이를원전에나

온寸 와비교하고, 타당성을위하여身長을기준으로한

1寸의길이와各部位를기준으로한 1寸의길이를비교하

다. 

5. 통계

컴퓨터통계프로그램으로 Microsoft Excel 2003 (̀M-

icrosoft, USA.) 프로그램과 Sigma Stat 3.1 (̀Systat,

USA.) 프로그램을사용하여 ANOVA (̀turky) 법을이용

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비교하 고, 유의수준은 P<̀0.05로

하 다.

III.  결과

1. 身長에 따른 下肢部의 骨度分寸의 비교

身長과下肢각부위의骨度分寸의관계를알아보기위

하여 身長에 따라 나눈 각 그룹별 下肢부위의 骨度分寸을

비교하 다.

身長과 膝關節 이상의 下肢 각 부위를 기준으로 한 1寸

의길이를그룹별로비교했을때(̀Fig. 1) 身長을기준으로

했을 때 그룹1과 그룹 2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

며, 그룹 3과그룹 4 사이에는유의한차이가없었고그룹

1,2와 3,4 사이에는유의한차이가있었다.

橫骨上椽에서 內輔骨上廉까지의 길이를 기준으로 한 1

寸의 길이에서는 그룹 1과 그룹 4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

었으며, 다른부위에서는유의한차이가없었다. (̀Fig. 1)

膝關節에서足 關節까지의길이를기준으로한 1寸의

길이를그룹별로비교했을때(̀Fig. 2) 膝關節에서足外

까지의 길이를 기준으로 한 1寸의 길이와 內輔骨下椽에서

足內 까지의길이를기준으로한1寸의길이에서는그룹

1과 그룹 4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膝 에서 발등

까지의길이를기준으로한1寸의길이에서는그룹 1과그

룹 3,4 사이와 그룹 2와 그룹 4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알수있었다.(̀Fig. 2)

足 關節 이하 부위를 기준으로 한 1寸의 길이를 그룹

별로 비교한 결과(̀Fig. 3) 각 그룹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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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부위는없었다.(̀Fig. 3)

身長과下肢의骨度分寸의기준이되는 10개부위를기

준으로 한 1寸의 길이를 身長에 따른 4개 그룹으로 나누

고 그에 따른 차이를 비교한 결과 橫骨上椽에서 內輔骨上

廉까지의 길이와 膝關節에서 足外 까지의 길이, 內輔骨

下椽에서足內 까지의길이를기준으로한 1寸의길이와

膝 에서발등까지의길이를기준으로한 1寸의길이에서

그룹간의유의한차이가나타났다.

2. 身長을 기준으로 정한 1寸으로 본 下肢 各 部

位의 寸

身長을 기준으로 한 1寸의 길이로 下肢 각 부위의 길이

를나누어구한각부위의寸 와『靈樞·骨度篇』에기재된

각부위의寸 를비율로구하여비교하여보았다(̀Fig. 4).

大轉子에서膝關節까지의거리는평균 17.93寸으로나

왔고, 膝關節에서 外 는 실측결과 평균 16.98寸으로 나

왔다. 外 에서足底까지는실측결과평균 3.07寸이었다.

橫骨上緣에서 輔骨上緣까지의 거리는 실측결과 평균

17.69寸이었다. 內輔骨上 에서 內輔骨下 까지의 거리

는실측결과평균 3.91寸이었다. 內輔骨下 에서內 까

지는 실측결과 평균 13.54寸이었다. 內 에서 足底까지

의거리는실측결과평균 3.39寸이었다. 膝 에서발등까

지의 거리는 실측결과 평균 17.59寸이었다. 足長은 실측

결과평균 10.14寸이었으며, 발폭은실측결과평균 4.12

寸이었다.

이를비율로계산하면大轉子에서膝關節까지는중앙값

0.93, 膝關節에서 外 는 중앙값 1.06, 外 에서 足底까

지는 중앙값 1.06, 橫骨上 에서 輔骨上緣까지는 중앙값

0.99, 內輔骨上 에서 內輔骨下 까지는 중앙값 1.12,

內輔骨下 에서內 까지는중앙값 1.03, 內 에서足底

까지는 중앙값 1.13, 膝 에서 발등까지는 중앙값 1.09,

足長은 중앙값 0.87, 발 폭은 중앙값 0.93의 비율로 나타

났다(̀Fig. 4).

足內 서 足底까지의 거리와 足長의 비율은 1.0을 포

함하는 범위를 가지지 않았으며, 足外 에서 足底까지,

橫骨上椽에서 內輔骨上椽까지, 內輔骨下椽에서 足內 까

지의비율은 1.0에가까운분포를보이고있었으며, 그외

의부위도 1.0을포함하는분포를보이고있었다.

3. 身長과 下肢 각 부위를 기준으로 한 1寸의 길이의

비교

身長과 下肢 각 부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1寸의 길이

(̀Fig. 5)는 身長을 기준으로 했을 때 2.33㎝, 大轉子에서

膝關節까지의길이를기준으로했을때 2.20㎝, 橫骨上

에서輔骨上緣까지의길이를기준으로했을때 2.29㎝, 內

輔骨上 에서 내輔骨 下椽까지의 길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2.60㎝이었다. 膝關節에서 外 까지의 길이를 기준으

로 했을 때 2.47㎝, 內輔骨下 에서 內 까지의 길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2.42㎝, 膝 에서 발등까지의 길이를

기준으로했을때 2.56㎝이었다. 外 에서足底까지의길

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2.38㎝, 內 에서 足底까지를 기

준으로했을때 2.63㎝, 足長을기준으로했을때 1.97㎝,

발폭을기준으로했을때 2.13㎝이었다.(̀Fig. 5)

이와 같이 구해진 1寸의 길이간의 상관성을 조사하기

위해 ANOVA법을 이용하여 각 그룹간의 상관성을 비교

한 결과 身長을 기준으로 한 경우 4부위와 다르지 않았으

며, 大轉子에서 膝關節까지는 4부위, 膝關節에서 外 는

6부위, 外 에서 足底까지는 6부위, 橫骨上 에서 輔骨

上緣까지는 4부위, 內輔骨上 에서 內輔骨下 까지는 5

부위, 內輔骨下 에서內 까지는 6부위, 內 에서足底

까지는 3부위, 膝 에서 발등까지는 5부위, 足長은 2부

위, 발 폭은 3부위와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身長과下肢각부위를기준으로한 1寸의길이는현대한

국이나중국에서사용하는 1寸의길이보다는짧았으며위

진남북조 시대의 위나라에서 쓰던 1寸의 길이와 가장 가

까웠다(̀Fig. 6).

IV.  고찰

度量衡은 길이·양·무게 등을 재는 단위법으로 度는

길이를, 量은부피를, 衡은무게를재는기준을의미한다
1. 또한時代가變하면서度量衡의基準이변했을뿐아니

라 한국에서의 度量衡은 중국과도 다른 기준으로 변해왔

다11. 現代의 寸尺에 대한 meter法上 길이를 實際 人體를

基準으로한寸尺度 에적용할수있는지에대해서는대

부분 회의적이기 때문에 더더욱 刺針深度에 대한 기준으

로삼기에는어려워지고있다. 

한의학에서는예로부터이러한度量衡을응용하여,『黃

帝內經·靈樞』7)
4
와『難經』8)

5
등에서와 같이 각 장부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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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부피, 또는용량을측정하 고, 또한『黃帝內經·靈

樞』9)
4
등에서는 신체 各 部位의 길이를 측정하여 그 길이

를알고, 이에따라각혈위를취혈하는기준으로삼았고

자침의깊이에대하여논하 으며, 경맥의길이를측정하

다. 

또한 時代가 變하면서 度量衡의 基準이 변했을 뿐 아

니라 한국에서의 度量衡은 중국과도 다른 기준으로 변해

왔다12. 現代의寸尺에 대한 meter法上길이를實際 人體

를基準으로한寸尺度 에적용할수있는지에대해서는

대부분 회의적이기 때문에 더더욱 현대에 통용되는 寸尺

의度를가지고인체의穴位를취하거나刺針深度를정하

는기준으로삼기에는부족함이많다.

이러한 이유로 본 硏究에서는 身長과 下肢部 길이의

實測을통해身長에따른骨度分寸의차이와身長과下肢

부취혈의상관성, 適切한 1寸의길이에대하여考察하고

『靈樞·骨度篇』이身體의高度를 7尺5寸, 橫度를 7尺5寸

으로하는寸尺의基準을어느時代의基準으로삼았는지

逆으로 類推해 보았다. 各 部位의 길이를 기준으로 한 1

寸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 키를 기준으로 4개의 그룹으로

나누었는데, 170㎝이하를 그룹 1,171~175㎝까지를 그

룹 2,176~180㎝까지를 그룹 3,180㎝이상을 그룹 4로

나누어 各 部位의 길이를 미터법을 기준으로 측정한 후,

이를『靈樞·骨度篇』에나와있는寸 로나누어各部位

를 기준으로 하는 1寸의 길이를 미터법을 기준으로 구하

다. 

身長과 下肢 각 부위의 骨度分寸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身長에따라나눈각그룹별下肢부위의骨度分寸

을 비교하 다. 각 그룹의 평균身長은 그룹 1이 167㎝,

그룹 2가 173㎝, 그룹 3이 178㎝, 그룹 4가 183㎝이었

으며, 전체평균身長은 174.6㎝이었다. 전체실험대상의

평균연령은 25.6세, 평균身長은 175㎝이었다. 身長과膝

關節 이상의 下肢 각 부위를 기준으로 한 1寸의 길이를

그룹별로 비교했을 때는 일부 부위에서 그룹 1,2와 그룹

3,4 사이에차이가나타났으나그룹 1과 2 사이나그룹 3

과 4 사이에서는유의한차이가나타나지않았다. 膝關節

에서 足 關節까지의 길이를 기준으로 한 1寸의 길이를

그룹별로 비교했을 때에도 일부 부위에서 그룹 1과 그룹

4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으며, 그 외에는 의미

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足 關節 이하 부위를 기

준으로한 1寸의길이를그룹별로비교한결과각그룹별

로유의한차이가있는부위는없었다. 身長과下肢의骨

度分寸의 기준이 되는 10개 부위를 기준으로 한 1寸의

길이를身長에따른 4개그룹으로나누고그에따른차이

를 비교한 결과 그룹 1과 2 사이, 그룹 3과 4 사이에는

차이가없었으며, 그룹 1과 4 사이에는일부유의하게차

이가 있는 부위가 있었다. 따라서 각 그룹간 평균身長이

12㎝~15㎝이상차이가나는경우에는下肢부骨度分寸

에 명백한 차이가 생길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 1寸

의길이에대해조정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身長을기준으로한 1寸의길이로下肢각부위의길이

를나누어구한각부위의寸 와『靈樞·骨度篇』에기재

된각부위의寸 를비율로구하여비교하여보았다. 그

결과 身長을 기준으로 실측한 각 부위의 骨度와『靈樞·

骨度篇』에기록된骨度의비는중앙값이 0.87~1.13 사이

에 분포하여 身長을 기준으로 1寸의 길이를 정하여 下肢

각 부위를 取穴하 을 때 각 부위는 13%의 오차를 보일

수 있다. 또한 足內 에서 足底까지의 거리와 足長의 비

율은 1.0을포함하는범위를가지지않았으며, 足外 에

서 足底까지, 橫骨上椽에서 內輔骨上椽까지, 內輔骨下椽

에서 足內 까지의 비율은 1.0에 가까운 분포를 보이고

정상 성인 男子 下肢部位의 穴 定位를 위한 度量衡 산출 97

7) “胃長一尺六寸胃紆曲屈伸之長二尺六寸大一尺五寸徑五寸受水穀三 五升其中之穀常留二 水一 五升”,“小腸長三丈

二尺 二寸半徑入分分之少半重二斤十四兩當臍左廻 積十六曲盛穀二 四升水六升三合合之太半”

8) “肝重四斤四兩左三 右四 凡七 主 魂”,“心重十二兩中有七孔三毛盛精汁三合主 神”,“脾重二斤三兩扁 三寸長五

寸有散膏半斤主 血溫五 主 意”,“肺重三斤三兩六 兩耳共八 ”,“腎有兩枚重各九兩共一斤二兩左屬水而右屬火男

以左腎 主女以右腎 主”,“胃重二斤十四兩”,“ 門至胃長一尺六寸胃居心蔽骨與臍之中上下各四寸”,“大腸一名廻腸又

名 腸長二丈一尺(一作二尺) 八寸徑二寸寸之太半重二斤十二 右廻 積十六曲盛穀二 水七升半”,“腸胃自所入至所

出長六丈四寸四分廻曲環反三十二曲也凡腸胃合受水穀八 七升六合八分合之一”,“上口 二寸半中 九寸盛尿九升九合

重九兩二銖”

9) “人有長七尺五寸者 以下至 一尺○結喉至 (鳩尾骨也)一尺三寸○ 至天樞八寸○天樞(穴名)至橫骨六寸半○

橫骨至內輔上廉一尺八寸○內輔上廉至下廉三寸半○內輔下廉至內 一尺三寸○內 至地三寸○又膝 至 屬一尺六寸

○ 屬至地三寸○又肩至 一尺七寸○ 至腕一尺二寸半○腕至中指本節四寸○本節至末四寸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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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으며, 그외의부위도 1.0을포함하는분포를보이고

있었다.

따라서身長을기준으로하여 1寸을정하 을때下肢

부의 骨度를 나누어 취혈할 수 있으나 정확한 下肢부의

骨度를나누는것은어려울것으로보인다. 다만, 취혈은

정확한 寸 에 의해 정해지는 것 보다는 寸 를 참고로

하고 피부의 촉지에 의해 취혈해야 하기 때문에 下肢부

혈위의측정에는문제가없을것으로보인다.

身長과下肢각부위를기준으로했을때 1寸의길이는

身長을 기준으로 했을 때 2.33㎝, 大轉子에서 膝關節까

지의길이를기준으로했을때 2.20㎝, 橫骨上 에서輔

骨上緣까지의 길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2.29㎝, 內輔骨

上 에서 내輔骨 下椽까지의 길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2.60㎝이었다. 膝關節에서 外 까지의 길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2.47㎝, 內輔骨下 에서 內 까지의 길이를 기

준으로했을때 2.42㎝, 膝 에서발등까지의길이를기

준으로 했을 때 2.56㎝이었다. 外 에서 足底까지의 길

이를기준으로했을때 2.38㎝, 內 에서足底까지를기

준으로 했을 때 2.63㎝, 足長을 기준으로 했을 때 1.97

㎝, 발폭을기준으로했을때 2.13㎝이었다.

이와 같이 구해진 1寸의 길이간의 상관성을 조사하기

위해 ANOVA법을이용하여각그룹간의상관성을비교

한 결과 膝關節에서 外 는 6부위, 外 에서 足底까지

는 6부위, 內輔骨上 에서 內輔骨下 까지는 5부위, 內

輔骨下 에서 內 까지는 6부위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身長과 下肢 각 부위를 기준으로 한 1寸의 길이

는현대한국에서사용하는 1寸의길이인 3.03㎝이나중

국에서 사용하는 1寸의 길이인 3.33㎝보다는 漢代 이전

에사용하던 1寸의길이인 2.25㎝이나後漢代의 2.30㎝,

魏晉南 朝의 2.41㎝에 가까운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그가운데서도魏나라에가장가까운분포를보이고있으

나본실험의실측치가조금더큰것으로보인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서 보면 身長에 따른 下肢 각 부위

를 기준으로 한 1寸의 길이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평균身長이 167㎝인 1그룹과 평균身長이 183

㎝인 2그룹과는유의한차이를보이는부위가있었다. 그

러나 2001년 보건복지가족부 조사자료에 의하면 20대

평균身長은 173.2㎝이었으며13), 이는 그룹 2의 평균身長

과거의같았으며그룹 2는膝 에서足外 까지의거리

를 기준으로 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1寸의 길이에서 다른

그룹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현재 실험군의 분

포를 대한민국 20대의 일반적인 분포라고 가정했을 때

대한민국 평균身長을 1寸의 기준으로 삼아 下肢부의 取

穴을할때身長에따른오차를피할수있다.

身長을 기준으로 했을 때 下肢 각 부위의 길이를 寸

로 나타내 비교한 결과에서는 대부분의 부위가『靈樞·

骨度篇』에 기록된 寸 와 유사하여 대부분 10% 내외의

오차를 가지고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下肢의 길이가 身長

에 비해 길어지는 양상을 보이며, 일부 부위의 경우에는

실측값과『靈樞·骨度篇』에기록된寸 의비율이1을포

함下肢않는범위를가지고있어身長만을기준으로하여

『靈樞·骨度篇』에 기록된 것과 같은 骨度分寸을 정하는

것은무리가있는것으로보인다. 이에대한이유로는식

이와 생활습관의 변화로 인해 한국인의 체형이 서구형으

로변화하 기때문이라고본다.

身長 및 下肢 각 부위를 기준으로 한 1寸의 길이를 서

로 비교하여 적절한 1寸의 길이를 구하는 연구에서는 모

두 11부위 가운데 膝關節에서 外 , 外 에서 足底까지,

內輔骨上 에서內輔骨下 까지, 內輔骨下 에서內

까지, 膝 에서 발등까의 5부위가 下肢부의 10부위 가

운데 5부위 이상과 1寸의 길이가 다르지 않았으며, 이 5

부위는 서로 1寸의 길이가 다르지 않아 상호간의 연관성

이 깊어 下肢部 취혈에 있어서 가장 상호 연관성이 깊은

부위로볼수있었다. 그러나足內 에서足底까지, 足長,

발폭의세부위는 2~3부위만이 1寸의길이가다르지않

아 下肢部 取穴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보며,

그어떤부위와도 1寸의길이가같지않거나모둔부위와

1寸의 길이가 같지 않은 부위는 존재下肢 않았다. 또한

위의분포를통해下肢部취혈에기준이되는 1寸의길이

는 2.4~2.6㎝사이가가장적절하다고본다.

度量衡은 모든 과학과 기술의 근본이 되는 기준을 말

하는 것이고, 이 도량형이 흔들리는 것은 정확한 소통과

지식의 전달에 커다란 오류가 생겨 결국 학문의 발전에

위해가되는요소로작용하게된다. 

度量衡의 의미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한의학계는 해

방후약 50여년간현재사용하고있는도량형이원래한

의학에서 사용하던 도량형과는 그 실제 길이가 다르다는

것을인식하지못하 고, 혹은인식하더라고이를개선하

려는연구나교육방면에서의노력이부족하 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靈樞·骨度篇』에 骨度分寸의

기준이 된다고 하 던 身長이 下肢부의 骨度와 비교하여

실제로는 어떠한 상관성을 가지는지를 연구하여 身長과

의 상관성을 알 수 있었으며, 각 부위를 기준으로 하여 1

寸의길이를구하고이를통해적적한 1寸의길이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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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하는기회를갖을수있어한의학을연구하는데기준

이되는도량형에대해다시한번생각하는기회가되고,

하나의기준을마련하는데있어적은부분이나마도움이

될것이라고기대한다. 다만, 본연구에서는측정대상자

의연령및성별이제한적이고, 측정대상자의수가적으

며, 인체의특성상개체간의차이를간과할수없다. 따라

서이후에는보다다양한연령대와성별의다수의실험대

상을 통해 본 실험에서보다 다양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를바란다.

V.  결론

正常 成人 男女 下肢部位의 實測을 통한 穴部位 度

量衡의 基準 定立에 대한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

을얻었다.

1. 한국인의 평균身長을 기준으로 한 1寸의 길이는 下

肢각부위를기준으로한 1寸의길이와차이가없었다.

2. 身長을 기준으로 한 下肢부의 骨度는『靈樞·骨度

篇』에 기록된 것보다 약간 길어졌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

었다.

3. 下肢부 취혈에 적합한 1寸의 길이는 현재 한국이나

중국에서사용하는 1寸의길이보다는위진남북조시대의

1寸의길이에가깝다.

4. 下肢부 취혈에 적합한 1寸의 길이는 2.4~2.6㎝ 사

이에분포한다.

본연구의身長을기준한 1寸을이용해下肢부의취혈

을 하는 것이 가능함을 확인하 고, 下肢部를 기준으로

했을때 1寸의길이는 2.4㎝에서 2.6㎝사이에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더 많은 표본과 다양한 부위를

대상으로한연구를통해실제임상에서骨度法을응용할

수있는 1寸의길이를정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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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iigg..  11..  MMeettrriicc  lleennggtthh  ooff  11  ccuunn ((寸寸)),,  ffrroomm  hhiipp  jjooiinntt  ttoo  kknneeee

jjooiinntt.. A: head of femur-knee joint, B: upper border

of pubis-medial epicondyle of femur, C: medial

epicondyle of femur-medial condyle of tibia. ** :

p<0.01

FFiigg..  44..  TThhee  RRaattiioo  aammoonngg  lleennggtthh  ooff  eeaacchh  ppaarrtt  ccoouunntteedd  oonn

ccuunn ((寸寸))  bbaasseedd  oonn  hheeiigghhtt  aanndd  lleennggtthh  rreeffeerrrreedd  ttoo

MMeeaassuurreemmeenntt  ooff  tthhee  BBoonnee  iinn  NNeeiijjiinngg  LLiinnggsshhuu ((靈靈
樞樞··骨骨度度篇篇)).. A: hip joint to knee joint, B: knee toint

to lat. malleolus, C: lat. malleolus to sole of foot,

D: upper border of symphysis pubis to upper bor-

der of medial knee joint, E: upper border of medial

knee joint to lower border of medial knee joint, F:

lower border of medial knee joint to medial malle-

olus, G: medial malleolus to sole of foot, H: center

of knee joint to top of foot, I: length of foot, J: width

of foot

FFiigg..  33  MMeettrriicc  lleennggtthh  ooff  11  ccuunn ((寸寸)),,  uunnddeerr  aannkkllee  jjooiinntt.. A: lat.

malleolus-sole of the foot, B: medial malleolus-

sole of the foot, C: length of the foot, D: width of the

foot. ** : p<0.01

FFiigg..  22..  MMeettrriicc  lleennggtthh  ooff  11  ccuunn ((寸寸)),,  ffrroomm  hhiipp  jjooiinntt  ttoo  kknneeee

jjooiinntt.. A: knee joint-lat. malleolus, B: medial

condyle of tibia-medial malleolus, C: popliteal fos-

sa-lat. malleolus. **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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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iigg..  55..  DDiissttrriibbuuttiioonn  ooff  11  ccuunn ((寸寸))  bbaasseedd  oonn  eeaacchh  ppaarrttss  ooff

mmaallee  lleeggss.. A: hip joint to knee joint, B: knee toint to

lat. malleolus, C: lat. malleolus to sole of foot, D:

upper border of symphysis pubis to upper border

of medial knee joint, E: upper border of medial

knee joint to lower border of medial knee joint, F:

lower border of medial knee joint to medial malle-

olus, G: medial malleolus to sole of foot, H: center

of knee joint to top of foot, I: length of foot, J: width

of foot.

FFiigg..  66..  DDiissttrriibbuuttiioonn  ooff  11  ccuunn ((寸寸))  wwhhiicchh  iiss  mmoosstt  rreellaattiivvee  ttoo

mmaallee  lleeggss.. C: lat. malleolus to sole of foot (6), D:

upper border of symphysis pubis to upper border

of medial knee joint (6), F: lower border of medial

knee joint to medial malleolus (5), G: medial

malleolus to sole of foot (6), I: length of foot (5). 漢漢:

length of 1 chon in and before the Han dynasty, 魏魏:

length of 1 chon in the Wei dynasty, KKoorreeaa: length

of 1 chon in Korea today, CChhiinnaa: length of 1 chon in

China tod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