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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ulti-channel Bio-potential Similarity Research of Acupuncture Point
(ST36) and Peripheral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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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passive multi-channel time series analysis method by 
measuring bio-potentials of acupuncture point and the peripheral region
Methods : Bio-potential was measured at ST36 and the peripherical region of ST36 of 5 healthy volunteers 
at three times. The diagram of the potential changes over time were smoothed by moving average method 
and similarities of ST36 and the other points were calculated. 
Results : In the normal weight group, bio-potential similarity tended to decrease in proportion to the 
distance from the acupuncture point. In the obesity group, bio-potential similarity appeared in a very wide 
area. Bio-potential similarity had positive correlation with BMI value.
Conclusions : The passive multi-channel time series analysis method showed the possibility be appropriate 
for the electrical characteristics study of meridians.
Key words : biopotential, bioelectric potential, areal characteristics, similarity, BMI

Ⅰ. 서 론

전통의학에서 침술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

오며 체성 통증 치료나 내과 질환의 증상 개선에

기여하는 등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경

락과 경혈에 대한 해부학적 검증과 과학적 객관성

의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그 효능에 대해 논란

이 제기되고 있다1,2). 경락과 경혈의 실체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으로 Langevin

등3,4)은 connective tissue 에 대한 가설을 발표하였

으며 Yu등5)은 Facia network를 경락의 해부학적

실체로 제안하였다. 또한 이등6-8)은 김봉한이 1965

년에 발표한 봉한학설9)을 재연 실험한 결과 림프

관 및, 중추 신경계, 피부 등에서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는 조직을 발견하였다고 발표 하였다. Zhang

등10)은 고전 경락이 비경락에 비해 액체의 이동이

용이한 곳이라고 주장 하였으며 Schlebusch등11)은

뜸 자극에 의한 생채광자 채널의 출현부위가 경락

과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경혈에 대

한 전기적 특성은 Niboyet12)이 피부에서 저 저항

특성을 발표한 이후 Voll등13)에 의해 구체화 되었

다. 그러나 Pearson등14)은 경혈과 비 경혈에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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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의 특이성을 발견 할 수 없었다고 하였으며

그 이유로 경혈점 탐색기술의 오차가능성과 측정

단자의 크기, 압력, 피부의 습도, 피하의 골격구조

및 측정점의 경사도등에 따른 저항 값의 변화 가

능성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오차

가능성을 피하고 새로운 연구방법을 개발하기 위

해 전류를 인가하지 않고 체표에서 측정되는 전위

값을 Passive multichannel을 측정해보고자 하였으

며 측정값의 시간에 따른 변이의 상관도 분석을

통해 전위의 변화의 유사성이 나타나는 공간적 분

포를 살펴보았으며 이에 흥미로운 결과를 얻었기

에 보고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대상

본 연구는 28세에서 38세 사이의 성인 남자 5명

(평균나이 32.8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1년 이내

에 수술력이 없고, 한 달 이내에 약물 복용 기록이

없으며, 피부질환 및 금속 알러지를 보유하지 않는

건강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모든 피험자는 실험내

용을 청취하였으며 연구에 동의 후 참가하였다.

2. 실험장치

생체 전위 측정에는 Bioscan(Korea, TASFO)을

이용하였다. Bioscan은 24채널의 입력단자를 갖고

있어 동시에 24개의 생체전위를 측정할 수 있고 최

대 Sampling rate는 5K로 1/5000초 단위 변화를

측정할 수 있다. 전극은 직경 2.5mm 유연한 원판

금전극인 Flexgold(한국, 한국한의학연구원, 특허

KR. 10-0996289)를 자체 제작하여 사용하였고, 전

극과 피부 사이의 전기 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해

Signal gel(USA, Parker)을 전극표면에 얇게 도포

한 피부에 의료용 반창고를 이용하여 고정하였다.

전선의 물리적 요동에 의한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

해 전극 부착 후 전선이 움직이지 않도록 클램프

로 고정하였다. High-pass filter와 Low-pass filter

를 각각 1과 10으로 설정하였으며, 60Hz notch

filter를 적용하여 AC 전원에 의한 노이즈를 제거

하였다. 데이터 기록에는 Bioscan meridian(Korea,

TASFO)을 사용하고, 데이터 분석에는 Excel 2010

(USA, Microsoft)과 PASW 18 (USA, SPSS Inc.)

을 사용하였다.

3. 측정

측정 경혈은 비교적 해부학적 위치가 뚜렷하고

많은 연구결과가 발표되어있는 족삼리로 선택하였

다. 취혈은 대한민국 국가표준 경혈위치에 명시한

바에 따라 종아리 앞 부위, 앞 정강근 힘살의 중간

이며 정강뼈 거친 면의 아래 모서리와 수평인 곳15)

으로 독비(犢鼻)와 해계(解谿)를 연결하는 선 위

독비(犢鼻) 아래로 三寸下 陷沒處16)로 하였으며,

仰臥屈膝位로 측정하였다. 전극의 배치는 혈위를

중심에 두고 1cm 간격의 13개 측정 위치를 방사형

으로 표시하였다. 취혈 및 위치 표시는 경혈학을

전공한 임상경력 3년 이상의 한의사 1인에 의해 반

복 실시되었다. 측정을 위한 전극의 배열은 좌측

족삼리를 중심으로 사방 및 간방으로 1cm간격으로

12개를 부착하였으며 접지 전극과 기준 전극은 무

릎을 굽혔을 때 횡문 끝점에 부착하였다. 취혈 과

정에서 접촉 및 눌림으로 인한 자극이 측정에 미

치는 영향을 피하기 위해 피험자는 전극 부착 후

누운 자세에서 30분 동안 휴식을 취한 후 측정을

시작하였으며 근전도의 혼입을 막기 위해 측정기

간동안 자세를 고정하였다. 1회 수행 시 30분 동안

측정하였고 모든 피험자는 하루 이상의 간격을 두

어 3회 반복 측정하였다. 모든 측정은 조용하고 전

자파가 차단되고 온도(24℃)와 습도(45%)가 일정

한 장소에서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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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easuring points at ST36 and electrode array.
Numbers mean input channels.

4. 분석

본 연구에서는 시간에 따른 족삼리와 주변 영역

의 전위 변화의 상관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피부

표면에서 측정된 전위값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고자하였다.

측정값은 1/100초 단위로 기록되었으며 기록된

값은 족삼리의 생체 전위를 기준으로 주변 전위와

의 시간에 따른 변화의 유사도를 분석하였다.

Smoothing : 원본 자료는 생체 신호의 균일하지

못하고 빠르게 변하는 특성과 전기 신호의 노이즈,

맥박, 피험자의 순간 움직임 등에 의해 매끄럽지

못하고 날카로운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연속적

인 흐름을 비교하기 어렵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사도 평가 전에 이동 평균 방식(moving

average)을 사용하여 평활화를 수행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50초 구간에 대한 이동 평균을 10회 수행

하였다(Fig. 2).

Fig. 2. Comparing smoothing result with its raw data.

유사도 평가 : 유사도는 두 채널에서 기록된 생

체 전위의 시간에 따른 변동의 유사한 정도를 나

타내는 값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위 변동의 등방향

성을 요소로 하여 계산하였다. 유사도 값은 전체

샘플 개수 대비 등방향 변동 개수의 비율로 계산

하여 구하였고 변동 크기는 고려하지 않았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N+1개의 샘플을 갖는 두 표본의

유사도 S는 다음과 같다.

  
 
  





  

    If AandB have same sign
  If AandB have di f ferent sign

이 식에서 U는 생체 전위 값을 의미한다. 유사

성 평가는 9번 채널을 기준으로 각 채널과의 유사

도를 계산하여 수행하였다. 피험자 개인의 대표 유

사도는 전 채널 유사도의 평균을 취하여 구하였고

표준편차를 함께 표시하였으며 추정된 경혈에 취

혈 오차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Referance인 9번 채널의 4방향의 5, 10, 13, 8번 채

널을 중심으로 부분분석을 추가 실시하였다.

Ⅲ. 실험 결과

총 5인의 남자 피험자가 실험에 참여하였으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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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측정결과를 평균으로 하여 족삼리를 중심으로

한 각 채널에서의 유사도를 위치에 따라 제시 하

였다.

피험자A의 각 채널에서의 전체 상관도의 평균값

은 0.590 이었다. 각 채널 중에서는 Ch9와 Ch8이

0.708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중앙에서 밖으로 멀어질수록 유사도가 낮아

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Fig. 3A). 상하 좌우의 주

변 4방향(Ch5, 10, 13, 8)을 중심으로 한 상관도 분

석에서는 Ch9를 중심으로 한 상관도의 평균치가

0.651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Fig. 3).

Fig. 3. Individual similarities of whole channels with 
channel 9(A), and partial analysis of four corners(B): 
subject A.

피험자 B의 각 채널에서의 전체 상관도의 평균

값은 0.668로 피험자 A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으

며 중앙에서 밖으로 멀어질수록 유사도가 낮아지

는 경향을 나타내었다(Fig. 4A). 각 채널 중에서는

Ch9와 Ch14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주변 4방향의 상관도 분석에서는 Ch13을 중심으로

본 상관도가 0.78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Fig. 4B).

이는 Ch13을 중심으로 사방 주변의 저항이 가장

낮거나 혹은 Ch13이 특이적으로 주변에 전위 변화

의 영향력을 강하게 미치는 부위 일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다.

Fig. 4. Individual similarities of whole channels with 
channel 9(A), and partial analysis of four corners(B): 
subject B.

피험자 C의 각 채널에서의 전체 상관도의 평균

값은 0.665로 피험자 A에 비해 높고 B에 비해서는

약간 낮게 나타났으며 피험자 A, B와 마찬가지로

중앙에서 밖으로 멀어질수록 유사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Fig. 5A). 각 채널 중에서는

Ch9와 Ch8이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주변 4방향을 중심으로 한 상관도 분석에서는 Ch8

을 중심으로 한 상관도의 평균치가 0.730으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Fig. 5. Individual similarities of whole channels with 
channel 9(A), and partial analysis of four corners(B): 
subject C.

피험자 D의 각 채널에서의 전체 상관도의 평균

값은 0.748로 피험자 A, B, C에 비해 매우 높은 값

을 나타내었으며 전 영역에서 유사도가 높게 나타

났다(Fig. 6A). 각 채널 중에서는 Ch9와 Ch14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주변 4방향을

중심으로 한 상관도 분석에서는 Ch13을 중심으로

한 상관도의 평균치가 0.779로 가장 높은 값을 나

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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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Individual similarities of whole channels with 
channel 9(A), and partial analysis of four corners(B): 
subject D.

피험자 E의 각 채널에서의 전체 상관도의 평균

값은 0.773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전 영

역에서 유사도 또한 매우 높게 나타났다(Fig. 7A).

각 채널 중에서는 Ch9와 Ch7이 가장 높은 상관관

계를 나타내었으며 주변 4방향을 중심으로 한 상

관도 분석에서는 Ch8을 중심으로 한 상관도의 평

균치가 0.848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Fig. 7. Individual similarities of whole channels with 
channel 9(A), and partial analysis of four corners(B): 
subject E.

거리에 따른 유사도의 변화 추이를 피험자별로

살펴보기 위해 9번 채널을 중심으로 사방 10mm에

해당하는 Ch5, 8, 10, 13과 14.4mm에 해당하는

Ch4, 6, 12, 14, 20mm 에 해당하는 Ch3, 7, 11, 15

의 값을 각각 평균값을 구한 결과 피험자 A, B, C

의 경우에는 거리에 따라 유사도가 감소하는 경향

을 나타내었으나 D, E의 경우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Fig. 8). 측정값의 채널에 따른

표준 편차 역시 피험자 A, B, C에 비해 D, E는

적은 값을 나타내어 전 채널에서 유사한 값이 나

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8).

Fig. 8. Bio-potential similarity versus subject according 
to the distance : 1cm(Average of Ch5, 8, 10, 13), 
1.44cm(Average of Ch4, 6, 12, 14), 2cm(Average 
of Ch3, 7, 11, 15)

피부 표면의 생체 전위는 피하의 근육, 혈관, 지

방등 다양한 조직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BMI에 따른 전위의 유사도

를 평가한 결과 체질량의 증가에 따라 전 채널에

서의 유사도가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통

계분석 결과 spearman 상관계수가 0.956으로(0.8≦

∣r∣) 매우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p<0.05),

(Table 1, Fig. 9).

Subject
Height
(Cm)

Weight
(Kg)

BMI Average Std.

A 175 64 20.9 0.590 0.067

B 176 72 23.2 0.668 0.042

C 178 75 23.7 0.665 0.067

D 171 79 27.0 0.748 0.043

E 174 94 31.0 0.773 0.020

Table 1. Subjects’ BMIs and the results of bio- 
potential simil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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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Bio-potential similarity versus BMI. 
The line is trend line.

Ⅳ. 고 찰

경락과 경혈에 대한 전기특성의 연구는 다양한

연구자에 의해 시도되어왔다. 그러나 그 재현성에

대해 Ahn등17)은 아직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하였으

며 그 원인에 대해 Pearson등14)은 경혈 탐색의 오

차 가능성과, 측정 단자의 크기, 압력, 피부의 습도,

피하의 골격구조 와 측정 지점의 경사도등에 따른

검출기와 피부간의 저항 값의 변화에 따른 오차

가능성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오

차 가능성을 보완하기 위해 전류를 인가하여 저항

을 측정하는 방식이 아닌 피부 표면에서 자발적으

로 형성되는 전위를 측정하였으며 압력에 따른 저

항 값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피부 표면에 전도

성 Gel을 바르고 유연한 재질의 금 도금 전극을

부착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저항 값, 혹은 전위 값

의 절대 값에 대한 비교가 아닌 전위 값의 시간에

따른 변이도를 통해 유사성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경혈 탐색 오차 가능성에 대하여는 다채널 전극을

인가하여 중심을 이동하면서 주변 4방향과의 유사

도 탐색을 통해 경혈 탐색에 오차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분석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피부의 저저항성이라는 정량적인

전기적인 특성을 측정하는 방법에서 벗어나 피부

에서 일어나는 전기적 변화가 시간에 따라 어떠한

양상을 보이며 그 양상의 변화도가 경혈로 추정되

는 부위와 주변 부위 간에 유사성이 있는지를 통

해 경혈부위와 주변 조직간의 상대적 차이점을 살

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외부의 1점을 기준전

위로 하여 족삼리와 주변 전위값의 시간에 따른

변화도를 중심으로 분석하기 위해 Smoothing 처리

를 하였으며 변화도를 분석하기 위한 대표 값으로

방향성을 선정하였다. 등방향성 변동 비교란 1초

단위의 샘플에 대해 각 채널의 시간 t와 t-1의 변

동에 대해 두 채널의 부호를 비교하는 것이다. 만

약 A채널에서 t에서의 전위가 t-1에서의 전위보다

크면 A채널에서의  
은 양의 값을 갖고 B

채널에서 t에서의 전위가 t-1에서의 전위보다 크면

B채널에서의  
 도 양의 값을 갖고 이 둘의

비교는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인 것으로 간주하여

1의 값을 반환한다. 이와 같이 전 샘플 구간에서

두 채널의 전위 변화 방향을 비교하여 같은 방향

일 경우 1을 반환하고 다른 방향일 경우 0을 반환

한다. 전 샘플의 반환 값을 합산하여 샘플개수로

나눈 값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등방향성 유사도이

다. 이 유사도를 적용하면 장시간에 따른 전위 변

화의 방향성 유사도를 각 채널별로 비교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경락 유주 방향에서 전위변동의

유사성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 할 수 없었는데 이

는 고전 경락의 방향에 따라 저항이 낮다는 기존

의 결과와 배치된다 할 수 있다. 만일 전기전도도

가 경락을 따라 높게 유지된다면 이는 전기적 영

향력이 비교적 용이하게 전달될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하며 또한 전위변동의 유사성 또한 높게 나올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경

락 노선에 해당하는 수직방향에서의 유의한 높은

상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혈의 탐색 오차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중심

채널의 4방향을 중앙 점으로 간주한 재분석에서

피험자C와E의 경우는 아래쪽인 Ch8이, B와 D의

경우는 뒤쪽에 해당하는 Ch13이 오히려 주변과의

상관도가 높았다. 만일 기존의 연구 결과 등에 제

시된바와 같이 경혈이 저 저항 점에 해당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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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저항이 낮고 그로 인해 주변 상관성이 높은

점이 경혈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가설 하에서

검토하였을 때 피험자 C,E 와 B, D는 측정된 지

점에 비해 경혈점이 아래, 혹은 뒤쪽에 위치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채널전극은 경혈위치의 선택

에 오차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대응이 가능하며 또

한 전위 변동성의 유사도 평가를 통해 유사한 전

기적 특이성을 갖는 피부 표면의 영역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BMI가 정상범위를

벗어났을 때 에는 오히려 지방의 영향으로 추정되

는 광범위한 유사도가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

다. 체질량지수는 18.5~22.9는 정상, 23.0~24.9는

과체중, 25.0~29.9는 비만1도, 30.0 이상은 비만2도

로 분류한다18). 피부에서 측정되는 전위는 피하의

다양한 구조물에서 발생되는 전위의 총합으로

BMI가 증가한다는 것은 피하 지방층의 영향이 커

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할 수 있다. BMI가 정상체

중범위인 A와 과체중인 B, C의 경우는 Ch9를 중

심으로 멀어질수록 유사도가 낮아지는 일반적인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비만에 해당하는 D와 E에서

는 오히려 먼 곳에서 유사도가 더 높은 비정상적

인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피하에 넓은 범위로

존재하며 전위변화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구조

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정은 BMI의 지수에 의해 지지된다고 할 수 있

다. 이는 수동 전위측정과 관련한 경락 및 경혈의

생리에 대한 연구에 있어 BMI가 정상범위인 피험

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바람직 할 수 있음을 시

사 하며 최 등19)이 발표한 오수혈 경혈전위의 표준

오차가 체간부에 가까워지고 자침깊이가 깊어질수

록 증가하였다는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피험자가 5인에 대해 각 3회씩

총 15번의 측정값만을 분석 대상으로 한 것으로 측

정 결과에 대한 해석에 한계점을 갖는다. 또한 유

사도 분석 방법에 있어 변화율을 반영하지 못하고

변화 방향만을 대표 지표로 선정하였다는 한계가

있으며 공간해상도 또한 1cm 간격으로 넓은 약점

을 갖는다. 그러나 기존의 저항 값을 중심으로 진

행되어온 연구가 아닌 시간에 따른 신호의 분석을

경혈 연구에 도입 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를 갖는

다 할 수 있으며 향후 보다 엄밀한 연구방법의 개

발을 통해 경락연구의 새로운 도구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경혈과 주변 피부의 생체전위 변화도

를 시간에 따라 분석하고 그 상관도 분석을 통해

피부 표면의 전기적 특성을 간접적으로 추정하고,

다채널 전극을 통해 경혈의 탐색오차에 대응할 수

있는 실험방법을 고안해 보고자 하였다. 실험 결과

시간에 따른 신호 분석이 정상체중의 피험자에서

위치와 거리에 따른 감소 경향을 나타내어 가능성

을 보였다 할 수 있으며, BMI가 증가함에 따라 피

부표면에서 생체전위 유사성이 나타나는 면적이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향후 보다 많은 피

험자를 대상으로 한 발전된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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