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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and develop the system that reflects acupoints electrical 
properties by the multi-frequency using the SPAC (Single Power Alternative Current) stimulation method 
based on BIA (Bioelectrical impedance method). 
Methods : The 12 channel meridian impedance measurement system (MIMS) was designed, which sets 
multi-frequency with 10 steps (1~10㎑). To check acupoints electrical properties, impedance of acupoints 
were measured from 11 acupoints selected from the LU and ST meridians.
Results : Regarding distribution of measurement values by multi-frequencies, we found the lowest response 
at 1㎑ was in common. But frequency bands which represent the highest response at each acupoint were 
various. Measurement values of each acupoint by multi-frequencies were expressed similar distribution 
(P<0.05). Also we could check same frequency band which showed the highest response at left/right equal 
acupoints (P<0.05).
Conclusions : Through change of acupoints electrical properties by multi-frequency stimulation, we checked 
oriental medical diagnostic possibilities by using this system. We would progress variable clinical trials with 
this system for oriental medical diagnosis.
Key words : BIA, SPAC, Multi-frequency, Impedance, Meridian and acupoint, LU, ST

Ⅰ. 서 론 한의학은 인체를 매우 유기적이고 전체적인 관

점에서 바라봄으로써, 경혈의 상태를 진단 및 치료

하여 내부적으로 전신적인 증상을 평가하고 개선

하는 의학이다. 이에 한의학은 Life energy(Qi)가

흐르는 통로인 경락(meridian)을 통하여 경혈과 장

부가 연결되어있다는 경락학설을 기반으로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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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치료를 이행하고 있다. 경혈 자극을 통하여 탁

월한 치료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생체반응 유도

가 가능하며, 수기자극을 비롯한 다양한 치료수단

의 효과가 신경학, 혈액학, 정신적 부분으로 다양

하게 규명되고 있다. 이와 같이 다방면으로 치료

수단으로의 효과를 규명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

는 반면, 경혈⋅경락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

한 연구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락

⋅경혈의 작용과 현상을 객관적으로 측정 및 평가

하여 명확한 한의학적 진단영역을 확보할 필요성

이 있다. 이러한 실정에 따라 경혈의 상태를 객관

화 하고자 하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왔으며 그

중 대표적으로 경혈에서 인입전류에 대한 피부임

피던스와 피부전도도를 측정한 연구가 다수이다.

그 결과 비경혈보다 경혈부위가 저항 성분이 낮

고 용량 성분이 높은 곳이라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 중 경혈의 상태를 판단하기 위한 대표적 연구

들로 미약전류 자극에 의한 경혈 반응 특성을 분

석한 EAV(Electro-acupuncture According to Voll)

체계와 경혈에서 전기저항을 측정하고 전기가 잘

통하는 양도점을 식별하고, 그 점을 이은 선이 거

의 경락에 해당하는 양도락을 일컬을 수 있다
1-3)
.

그러나 양도락의 경우 12V의 고전압을 사용하며,

측정도자를 누르는 압력 정도에 따라 데이터의 안

정성과 재현성에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4)
. 또한 EAV

체계는 인체에 직류전류(Direct Current)가 인가됨

에 따라 세포분극현상이 초래되어 시간에 따른 피

부저항값의 변화로 인한 전도특성이 달라지는 현

상과 측정하고자하는 부위의 건/습 정도가 각기

다르므로 재현성이 낮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5).

이들 장비들은 동시에 다채널로 자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혈 자극원이 고정되어 경락별 주파

수 반응특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단점을 극복하고자 교류전류 인가방

식인 BIA(생체전기저항법, Bioelectrical impedance

method)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다른 방법

에 비하여 측정이 빠르고 편리하며 개인 간의 변

동이 적고 체지방, 체수분량의 재현성과 타당성이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다
6,7)
. 하지만 교류전류

인가방식 중 단일 주파수 형태의 자극방식으로는

총 수분량에 대한 세포외액량 또는 세포내액량의

비율에 관한 개인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

다
8,9)
. 이에 다주파수 형태 자극 기법을 이용하면

저주파 대역의 교류에서는 세포막을 관통하지 않

고 세포내액에 흐르는 적은 전류가 고주파 대역이

되면 증가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저주파 전류의 저

항값으로부터 세포외액을, 고주파 전류로부터는 총

체수분량을, 그리고 양자의 차이로부터 세포내액을

추정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10,11)
.

그러나 BIA의 표면 전극법은 피부저항(10,000Ω

/㎝
2
) 에 의한 인가된 전류의 불안정을 감소하기

위하여 고전류(800㎂)와 고전압을 사용하는 단점이

있다. BIA는 횡단면의 면적이 균일한 전도체 물질

의 길이에 관한 저항(R)은 길이(L)에 비례하며 횡

단면적(A)에 역비례한다는 기초 이론에 근거하였

다. 인체는 균일한 실린더 형태나 일정한 도체가

아니지만 (Length
2
/R)과 총 체액량에 관한 실증적

인 관계가 성립하고 실제 길이(L)보다는 팔목부터

발목까지의 높이(H)를 측정하는 것이 더 유의하다

는 근거로 (Height
2
/R)과 총체액량의 관계를 규명

하였다. 이에 인체는 해부학적으로 각 부위에 따른

전도성이 다른 매질이므로 이에 따라 결정된 비저항

계수 를 이용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공식 Equation

1이 성립한다.

   

Equation 1.

Fig. 1. Principles of BIA from physical characteristics 
to body composition.
The resistance of a length of homogeneous conductive
material of uniform cross-sectional area is proportional
to its length(L) and inversely proportional to its c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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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al area(A).
Hence resistance (R)=L/A=L2/V and volume (V)=
L2/R.

그러나 BIA방식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한의학

적 이론에 따른 경혈 판별 방식에 적합하지 않다.

우선 BIA방식의 저항성분 판별은 횡단면적(A)와

체수분량(V)에 반비례하며 길이(L)에 비례하는 원

리이다. 경혈은 해당 오장육부와 연결되어 있는 경

락의 영향을 받으므로 각기 다른 경락이 내포되어

있는 손목과 발목의 신체 길이(L) 혹은 높이(H)

가 아닌 해당 경락 자체의 길이(L) 혹은 높이(H)

가 되어야 적합하다. 또한 비저항계수 는 경혈의

해당부위의 근골격계 및 피하층으로 인한 전체 특

성을 반영한 계수이며, 이는 경혈 혹은 경혈 자체

특성 계수가 아니다.

이러한 BIA 측정방법의 단점을 극복해보고자

인입 전하량과 동일한 전하량을 인출하는 방식의

SPAC(Single Power Alternative Current)의 자극

방식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경혈과 비경혈에 주

파수 대역을 40㎐~25㎑ 대역까지 변화시켜 자극해

보았을 시, 3㎑~10㎑ 대역에서 비경혈에 비하여

경혈의 저저항성분에 의하여 크게 측정되었음을

보고하였다
12,13)
. 기존의 BIA방식에서 탈피하여 일

반적인 피부에 전류를 인가하였을 시 타 기기들과

의 비교를 통하여 경혈의 저저항성분의 반영률과

재현성을 높인 연구결과이다. 그러나 경혈의 저저

항성분의 반영률을 높인 것 외의 경혈의 상태를

판별 및 분석하지 않은 결과이며, 이는 일정압력에

의한 SPAC 인가방식이 아닌 시술자가 전극으로

경혈을 직접 자극하는 방식이다. 또한 해당 경락의

경혈부위를 대상으로 측정값에 대한 신뢰성이 낮

은 단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시스템의 단점을 극

복하고자 SPAC자극 인가를 경혈에 일정한 압력으

로 인가할 수 있는 전극과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해당 경락의 다수 경혈에서 측정하기 위하여 12채

널로 설계하였다. 또한 3㎑~10㎑ 대역에서 비경혈

에 비해 경혈의 저저항성분에 의하여 크게 측정됨

을 보고한 기존의 연구 결과에 따라 특정 경혈에

서 다양한 정보를 유추하기 위하여 1㎑에서 10㎑까

지 가변하여 측정 가능하도록 하였다. 즉, 다주파

수(1~10㎑)에 따른 동일 경락에서 다수 경혈들(12

points)의 주파수반응 특성을 알아보고자 수태음폐

경(LU)과 족양명위경(ST)에서의 좌/우 임피던스

변화를 측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인가되는 전류의

주파수에 따른 경혈의 전기적 특성에 대하여 분석

하고, 각 경락마다 동일 주파수에서 좌/우 경혈의

MEP(Meridian Electrical Property)를 비교⋅분석

하여 새로운 경락⋅경혈 평가 방법으로써의 가능

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실험방법

1. 시스템 설계 및 전극 설계

기존의 BIA기법은 피부저항의 영향을 최소화하

기 위하여 고전류와 고전압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전위차를 발생시키기 위한 표면 전극 부착

부위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인체 각 분절은 상이

한 피부 건/습 정도 및 저항에 의하여 전류의 흐

름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경혈의 전기적 특성을 정

확하게 판별하기 어렵다. 이에 경혈 자체의 저항성

분으로 인한 전위를 판별하기 위하여 Fig. 2와 같

은 측정방법을 제시하였다. SPAC 자극은 경혈자체

의 저항 성분과 시스템 고정 저항성분의 합에 따

라 전류의 흐름이 다르다. 이에 경혈의 저항성분의

증감에 따라 고정저항성분에 흐르는 전류의 값과

상이하며 이로 인하여 고정 저항값에서 유발되는

전위차가 증/감한다. 이에 고정 저항성분에서의 전

위차를 증폭시켜 관찰하기 위하여 차동증폭을 하

였으며 이를 ADC(Analog to Digital Converter)하

여 0~5V 범위를 10bit-digital값으로 환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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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quivalent circuit diagram for impedance measurement in a cell or tissue.

SPAC 자극 전압으로 1.5V를 선정하였으며, 안

정적인 정전압, 정전류를 발생시키는 소자로써

R-78A2.5-0.5의 Adjustable Output Voltage Converter

를 이용하였다. 저항 양단의 전압을 차동 증폭하기

위하여 Low power J-FET QUAD OPERATIONAL

AMPLIFIER인 TL064를 이용하여 Differential

Amplifier를 제작하였다. 또한 의료기기 임상실험을

위하여 필수 조건인 순간적인 과전압과 과전류를 방

지하기 위하여 인체에 부착하는 전극부에 Varistor와

Clipper 회로를 추가적으로 제작하였다. Fig. 3(a)

는 12채널에 대하여 멀티 주파수로 경혈을 자극하고,

각 채널에 대한 임피던스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시

스템[12channels meridian impedance measurement

system]의 시제품이다.

Fig. 3(b)는 측정 전극으로 자체 제작된 전극으

로써, 매우 작고 도전성이 우수한 저항 7[Ω]의 전

극을 사용하였다. 또한 피부에 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였으므로 측정하는 동안 일정한 압력과 동

일한 위치를 유지하며 미동으로 인한 오차를 최소

화하였다. 전극 부착은 부직포로 하였으며, 전극은

비침습적이고 압통을 느끼지 않도록 라운드 형태로

경혈의 크기를 고려하여 직경 5㎜로 제작하였다.

Fig. 3. (a) Sample of 12channels meridian impedance 
measurement system, (b) Electrodes(dry type) for 
impedance measurement.

2. 실험방법

특정한 질환이 없는 일반 대학생 남(24± 2세)

20명을 대상으로 측정하였다. 모든 실험 대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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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실험 참여 동의를 받았으며, 자발적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실험 전 모든 피험자는 특정 질환에

대한 진단과 치료 경력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4

시간 이상 금연, 커피 및 음료섭취를 제한하였다.

실내온도는 25℃로 지속적으로 유지하였으며, 20분

동안 안정상태를 취한 후 실험을 진행하였다. 전극

부착 전 모든 경혈 부위에서 피부 건/습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용 소독을 실시하고, 전극을

부착한 후 10분 뒤 측정하였다. 실험을 진행하는데

있어 데이터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각 주파수별로

5회씩 연속 측정하였으며, 1~10㎑의 주파수를 순

차적으로 가변함에 있어 각 주파수별 측정간격을

10초로 설정하였다. 각 경혈별로 大學經絡經穴學實

習의 내용을 참고하여 경혈의 위치 및 취혈 방법

을 선택하였으며
14)
, 수태음폐경(LU)의 좌/우 소상

(LU11), 어제(LU10), 태연(LU9), 경거(LU8), 열

결(LU7), 공최(LU6), 척택(LU5), 협백(LU4), 천

부(LU3), 운문(LU2), 중부(LU1)에서 피험자 10명

을 대상으로 측정하였으며 족양명위경(ST)의 좌/

우 여태(ST45), 함곡(ST43), 충양(ST42), 해계(ST41),

풍륭(ST40), 하거허(ST39), 조구(ST38), 상거허(ST37),

족삼리(ST36), 독비(ST35), 양구(ST34)에서 나머

지 10명을 측정하였다.

이에 14경맥상 임맥에 속하는 경혈로 중기를 품

고 영기가 나오는 곳인 중완(CV12)를 접지 및 기

준점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Fig. 4와 같이 실험장비

를 구성하고 Matlab version 7.1을 사용하여 시스템

에서 측정된 10bit-digital값을 전송받아 처리하였다.

Fig. 4. Experiment set up in LU and ST meridians.

3. 측정 데이터 분석 방법

주파수에 따른 경락 주파수 측정 시스템의 측정

값을 분석하기 위해서 PASW STATISTICS 18

(SPSS Inc. USA)을 이용하여 다항회귀분석(Quadratic

Regression, Cubic Regression)을사용하였다. Quadratic

Regression과 Cubic Regression은 각각 비선형적인

모형에 대한 회귀분석 기법으로써, 각각 2차 곡선

과 3차 곡선에 의한 최소제곱합을 이용한 회귀분

석을 통하여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또한 경혈의 좌

/우의 동질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를 통

하여 Logistic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도출된 결

과에 대한 유의성 판별을 위하여 유의 수준 0.05에

서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

보다 작게 나올 경우 주파수에 따른 변화 패턴에

대하여 경혈 좌/우간의 상호 독립성을 반증하므로

좌/우의 변화 패턴이 연관성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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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1. 수태음폐경(LU)과 족양명위경(ST)에서

10단계주파수가변에따른측정값분포

Fig. 5는 피험자 1명에 대하여 1㎑에서 10㎑까지

의 경혈 저항 성분 측정값의 대표적 변화추이를

표현한 결과이다. 좌/우측 동일 경혈에서 자극주파

수에 따른 측정값이 유사하거나 큰 차이를 보이는

다양한 패턴이 관찰되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최

저 자극주파수인 1㎑에서 모두 측정값이 낮게 측

정됨을 확인하였다. 각 경혈마다 측정값의 최대치

와 자극주파수는 각기 상이하게 관찰되었다. 하지

만 Fig. 5와 같이, 좌/우측 수태음폐경의 경혈에서

8㎑, 9㎑, 10㎑에서 가장 높은 측정값이 관찰되었

다. Fig. 6는 피험자 1명에 대하여 족양명위경의 1

㎑에서 10㎑까지의 경혈 저항 성분 측정값의 대표

적 변화추이를 표현한 결과이다. 수태음폐경과 동

일하게 경혈마다 주파수에 따른 측정값과 좌/우측

동일 경혈의 측정값의 상관관계성 또한 다양하게

관찰되었다. 또한 최저 자극 주파수인 1㎑에서 모

두 측정값이 낮게 측정됨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좌

/우측 경혈 저항 측정값의 최대치와 자극주파수는

각기 상이하게 관찰되었으나 수태음폐경과 다르게

좌/우측 족양명위경의 경혈에서 7㎑, 8㎑, 9㎑에서

가장 높은 측정값의 관찰빈도가 높음을 확인하였

다. Fig. 5와 6에 표시된 사각형은 그 경혈에서 가

장 크게 측정된 주파수이며, 이는 그 주파수에서

경혈의 저항성분이 낮게 측정되었다는 의미를 내

포하고 있다. Table 1은 모든 피험자들의 수태음폐

경과 족양명위경에서 측정된 값들을 평균 낸 결과

로 가장 높은 측정값들이 관찰된 주파수를 나타낸

것이다. Table 1에서 확인된 결과는 Fig. 5와 6에서

확인된 바와 동일함을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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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representative case of the various Acupoint impedance measurement in LU (n=1).

Fig. 6. The representative case of the various Acupoint impedance measurement in ST (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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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 ST

Acupoint　Left Right Acupoint　Left Right

LU11 8㎑ 8㎑ ST45 8㎑ 8㎑

LU10 9㎑ 9㎑ ST43 9㎑ 9㎑

LU9 8㎑ 8㎑ ST42 7㎑ 7㎑

LU8 9㎑ 10㎑ ST41 7㎑ 7㎑

LU7 8㎑ 8㎑ ST40 8㎑ 8㎑

LU6 8㎑ 8㎑ ST39 8㎑ 8㎑

LU5 8㎑ 9㎑ ST38 7㎑ 7㎑

LU4 9㎑ 9㎑ ST37 7㎑ 7㎑

LU3 9㎑ 9㎑ ST36 7㎑ 8㎑

LU2 10㎑ 10㎑ ST35 8㎑ 8㎑

LU1 9㎑ 9㎑ ST34 8㎑ 7㎑

Table 1. The frequency distribution result in observed 
maximum value on each acupoints in LU(n=10) 
& ST(n=10) meridians

Fig. 7과 8은 각 수태음폐경(LU)와 족양명위경

(ST)에서 좌/우측 경혈에 대하여 자극 주파수에

따른 측정값의 변화패턴이 유사한지에 대한 유의

확률을 분석해본 결과, 모두 P<0.05로 자극 주파수

에 따른 측정값의 변화패턴이 유사한 것으로 확인

하였다. 이에 좌/우측의 변화패턴이 유사한가에 대

하여 Quadratic Regression과 Cubic Regression을

이용하여 비선형적 모델에 대해 2차, 3차 곡선으로

추이를 비교 분석해본 결과, 모든 경혈마다 각기

다른 측정값을 가지지만 전반적으로 좌/우측의 변

화패턴이 유사한 것을 확인하였다.

(a) Quadratic Model in LU

(b) Cubic Model in LU

Fig. 7. The Change pattern Left/Right Acupoint impedance measurement in LU (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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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Quadratic Model in ST

(b) Cubic Model in ST

Fig. 8. The Change pattern Left/Right Acupoint impedance measurement in ST (n=10).

2. 주파수 가변에 따른 수태음폐경(LU)과

족양명위경(ST)에서 좌/우 동일 경혈

의 상태변화 비교⋅분석

Fig. 9는 모든 피험자에 대하여 각 자극 주파수

대역에 따른 수태음폐경(LU)의 측정값을 평균 낸

결과이다. 1㎑에서 10㎑까지의 경혈 저항 성분 측

정값의 최소, 최대값은 각 경혈마다 달랐으며 자극

주파수 대역에 따른 변동정도 또한 각기 상이하였

다. 하지만 Fig. 9와 같이 동일 경혈에서의 주파수

에 따른 측정값의 변동 추이가 유사한 것을 재확인

하였다. 좌/우 동일 경혈에서 최대값이 측정되는 주

파수 대역의 동일여부에 관하여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해본 결과, 소상(LU11) P<0.006, 어

제(LU10) P<0.000, 태연(LU9) P<0.006, 경거(LU8)

P<0.000, 열결(LU7) P<0.001, 공최(LU6) P<0.006,

척택(LU5) P<0.001, 협백(LU4) P<0.000, 천부(LU3)

P<0.000, 운문(LU2) P<0.000, 중부(LU1) P<0.000으

로 분석되었다. 이에 모든 좌/우 동일 경혈에서

P<0.05 이하로 최대값이 측정된 주파수 대역이 동

일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a) LU11, LU10 (b) LU9, LU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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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LU7, LU6 (d) LU5, LU4

(e) LU3, LU2 (f) LU1

Fig. 9. Measurement value for multi-frequency stimulation in LU (n=10).

Fig. 10은 모든 피험자에 대하여 각 자극 주파수

대역에 따른 족양명위경(ST)의 각 경혈 저항 측정

값을 평균 낸 결과이다. 수태음폐경(LU)와 동일하

게 1㎑에서 10㎑까지의 경혈 저항 성분 측정값의

최소, 최대값은 각 경혈마다 상이하며 자극 주파수

대역에 따른 증가 정도가 다양하게 관찰되었다. 좌

/우측의 측정값의 차이가 증/감하는 주파수 대역

은 각기 다르나 동일 경혈에서의 주파수에 따른

측정값의 변동 추이가 유사한 것을 재확인하였다.

이에 모든 피험자에 대하여 각 좌/우 경혈마다 최

대 측정값이 측정된 주파수가 동일한지에 관하여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해

본 결과, 여태(ST45) P<0.000, 함곡(ST43) P<0.000,

충양(ST42) P<0.003, 해계(ST41) P<0.068, 풍륭

(ST40) P<0.001, 하거허(ST39) P<0.000, 조구(ST38)

P<0.031, 상거허(ST37) P<0.023, 족삼리(ST36) P<0.012,

독비(ST35) P<0.006, 양구(ST34) P<0.023로 대부분

의 경혈에서 P<0.05 이하로 수태음폐경(LU)와 마

찬가지로 유의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a) ST45, ST43 (b) ST42, ST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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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T40, ST39 (d) ST38, ST37

(e) ST36, ST35 (f) ST34, ST33

Fig. 10. Measurement value for multi-frequency stimulation in ST (n=10).

Ⅳ. 고 찰

각 경혈에 SPAC자극을 인가하였을 시 전도되는

전류의 양은 단위체적(V)당 이온수(Ni)에 비례한

다. 이에 기존의 연구결과에서 X-ray 형광법을 이

용하여 경혈의 화학성분을 분석한 결과, 비경혈에

비하여 Ca
2+
, Fe

3+
, Cu

2+
, Zn

2+
과 같은 금속성 양이

온의 분포가 매우 높으며 경혈에 분포된 이온이

각기 다르다고 규명되었다
15)
. 즉, 동일 주파수 대역

에서 Equation 2에 따른 각 경혈의 A(Acupoint's

peculiarity coefficient)값이 각각 다르므로 서로 상

이한 측정값이 관찰되었다고 사료된다.

 


Equation 2. 경혈의 전도되는 전류의 양
Iacu: Acupoint's conduction current A: Acupoint peculiarity

coefficient Ni: ion quantity V: SPAC wave voltage

Fig. 11은 경혈에서의 세포 내외에 대한 등가회

로를 모식화한 것이다. 자극전류가 저주파일 시,

세포막과 조직계면의 임피던스인 Xc가 증가함에

따라 인가전류는 체수분량을 통해서만 통과한다.

저주파에서 전류는 주로 세포외 방향으로 흐르며

이때 임피던스는 R(ECW)와 동일하게 된다. 높은 주

파수에서 전류는 세포막을 완전하게 통과하게 되

며 이때 임피던스는 R(ECW) R(ICW)/(R(ECW) +R(ICW))

(ECW:Extra-cellular water, ICW:Intra-cellular water)

와 같다. 즉 자극 주파수 대역에 따라 전체 경혈의

임피던스의 크기가 다르며 이는    

으로 정의 가능하다. 전체 경혈의 임피던스 크기가

최대값일 시는 자극 주파수가 임계주파수 혹은 특

성주파수일 때이다. 특성주파수는 Xc가 최대가 될

때의 주파수이며 Capacitance와 세포내의

Resistance가 세포막의 투과성, 세포내 조성과 세포

의 크기 형태 방향 그리고 조직의 분포 등의 차이

에 기인한 것이다.   ∏이므로 저주파

일수록 전체 경혈의 임피던스 크기가 증가함에 따

라 전류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며 측정값이 낮아

진다. 이와 같이 모든 경혈에서 자극 주파수 중 최

소 측정값이 나타나는 특성주파수는 1㎑로 확인되

었다. 특성주파수를 넘으면 세포막과 조직계면이

용량성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Xc는 감소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전체 경혈 임피던스 크기가 작아지며

경혈의 세포 내외로 전류가 소통함에 따라 측정값



김수병⋅이재우⋅이승욱⋅이나라⋅김영대⋅신태민⋅이용흠

- 12 -

은 최대값과 근접하는 추이를 확인가능하다. 경혈

마다 세포막의 상태가 각기 다르므로 자극 주파수

에 의한 세포막과 상호작용이 다르게 작용된다. 이

에 따라 최대값이 측정되는 주파수 대역은 각기 다

르며 고주파로 갈수록 측정값이 증가하는 추이를 확

인하였다. Equation 2에서 의미한 A(Acupoint

peculiarity coefficient)는 저주파일 시 세포외액의

이온의 양을 의미하며 고주파로 갈 시, 세포 내외

의 총체이온양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각 경혈의

세포 내외의 상태가 각기 다르므로 10단계 주파수

대역에서 서로 상이한 측정값이 관찰됨을 확인하

였다. 이에 Fig. 5와 6의 LU10, LU2, ST41, ST43

에서 1㎑, 2㎑의 좌/우 측정값의 낮은 상관성을 확

인함에 따라 이는 동일 경혈안의 저주파 대역에서

이온의 양이 각기 상이한 결과이므로, 한의학적 경

맥 관점에서의 진단 가능성을 시사한다.

Fig. 11. Equivalent circuit diagram in a cell or 
tissue inside and outside. 
Fircke's circuit. Two parrallel electrical conductors: R(ECW)
:H20-Na, R(ICW)H20-K, isolated by a cell membrane(Xc).

Ⅴ. 결 론

한의학의 진단의 중요한 지표인 경락과 경혈의

전기적 특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경혈 자

체의 세포 내⋅외막에 존재하는 이온 양에만 반응하

는 [12channels meridian impedance measurement

system]을 개발하였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경락

⋅경혈 상태의 판별을 객관화하기 위한 유의성을

확보하고자 수태음폐경(LU)에서의 좌/우 소상

(LU11), 어제(LU10), 태연(LU9), 경거(LU8) ,열

결(LU7) ,공최(LU6), 척택(LU5), 협백(LU4), 천

부(LU3), 운문(LU2), 중부(LU1)을 1㎑에서 10㎑

의 주파수 대역으로 자극하여 그에 대한 반응을

측정하였다. 또한 경락마다 경혈의 전기적 특성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판별을 하기 위하여 족양명

위경(ST)의 좌/우 여태(ST45), 함곡(ST43), 충양

(ST42), 해계(ST41), 풍륭(ST40), 하거허(ST39),

조구(ST38), 상거허(ST37), 족삼리(ST36), 독비

(ST35), 양구(ST34)를 측정하였다. 두 경락의 모

든 경혈에서 1㎑ 주파수 대역에서 가장 낮은 측정

값이 관찰되었으며 수태음폐경(LU)은 8㎑, 9㎑, 10

㎑에서 최대값의 빈도가 높았고 족양명위경(ST)은

7㎑, 8㎑, 9㎑에서 최대값의 빈도가 높았다. 좌/우

동일 경혈에서 최대값이 측정되는 주파수 대역의

동일 여부는 수태음폐경(LU)의 경우 소상(LU11)

P<0.006, 어제(LU10) P<0.000, 태연(LU9) P<0.006,

경거(LU8) P<0.000, 열결(LU7) P<0.001, 공최(LU6)

P<0.006, 척택(LU5) P<0.001, 협백(LU4) P<0.000,

천부(LU3) P<0.000, 운문(LU2) P<0.000, 중부(LU1)

P<0.000로 확인되었고 족양명위경(ST)의 경우 여태

(ST45) P<0.000, 함곡(ST43) P<0.000, 충양(ST42)

P<0.003, 해계(ST41) P<0.068, 풍륭(ST40) P<0.001,

하거허(ST39) P<0.000, 조구(ST38) P<0.031, 상거허

(ST37) P<0.023, 족삼리(ST36) P<0.012, 독비(ST35)

P<0.006, 양구(ST34) P<0.023로 최대값이 측정된

주파수 대역이 동일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각 경혈

에서 주파수대역에 따른 측정값의 변화 추이가 좌

/우 모든 동일 경혈에서 P<0.05로 유사함을 확인하

였다. 또한 각 경혈마다 가장 높은 측정값의 주파

수 대역이 상이하나 좌/우 동일 경혈에서는 대다

수 일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주파 대역에서는

세포막을 투과하여 국소적 부위의 총체수분량 즉

이온량에 비례한 양이 측정된 바, 이는 경혈의 상

태를 대변하고 경혈의 작용과 밀접한 관계를 시사

한다. 또한 한의학적 경맥 관점에서 정상인의 좌/

우 동일 경혈의 상태의 상관성이 높아야 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좌/우 동일 경혈에

서 저주파 대역에서의 세포의 이온양과 고주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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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의 세포 내⋅외 이온양이 반영된 측정값의

상관성을 판별하여 한의학적 진단 방법으로 사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한의학 진단 치료의 핵심인

경락⋅경혈의 주파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

템 개발을 하였으며, 새로운 진단방법으로의 유의

성을 평가하였다. 추후 연구 계획으로는 본 시스템

을 이용하여 한의학적 병증 진단을 위한 다양한

임상과, 침/뜸, 부항 및 일반 물리치료 요법들에

관한 치료효과 객관화를 위한 지표 설정을 위한

실험을 진행하여 새로운 한의학 진단법을 제시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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