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쑥뜸과 1064 nm 파장의 근적외선 레이저로 가열된 아가젤 조직

팬텀 심부의 온도분포 가시화

조지용*·김중경†

Visualization of Temperature Distribution Deep Inside the Agar Gel
Tissue Phantom Heated Using Moxibustion and 1064 nm Infrared Laser

Jiyong Cho and Jung Kyung Kim

Abstract. A laser moxibustion therapy device having effect similar to that of traditional moxibustion is
being developed using 1064 nm infrared laser. The therapy device allows direct interaction of laser light
with the tissue rendering temperature distribution both on the skin surface and deep under the skin. We
made a device that could measure temperature of deep under the surface of agar gel tissue phantom using
thermocouples. A thermal imaging camera was used to verify results from the temperature measurement
device. We compared the characteristics of heat transfer inside the tissue phantom during moxibustion and
laser irradiation.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measured by thermocouples was found to be similar to that
of distribution given by thermal imaging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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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뜸 요법은 쑥과 같은 재료를 이용해 피부의 경혈 위

에 놓고 태워서 피부 조직으로의 열 자극 효과를 유도

하여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한다(1). 뜸 요법 시술시 일

반적으로 치유에 유효한 피부 조직의 온도는 42~50oC

로 온열효과를 조직 내부의 혈관에 작용시켜 질병 치료

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의학에서 중요한 치

료요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뜸 요법은 뛰어난 효

과를 가지고 있음에도 몇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다. 우

선 직접구 뜸 방식은 쑥을 직접 피부 위에서 태우기 때

문에 큰 고통과 화상의 위험이 있다. 쑥과 피부 사이에

마늘, 생강 등과 같은 장애물을 놓고 치료하는 간접구

뜸 방식도 쑥을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연기와 냄새로

인한 고통을 주고 있다. 또한 시술을 할 때마다 정량적

으로 쑥을 태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정확한 열자극 강

도의 조절이 힘들다(2,3).

레이저를 이용한 쑥뜸의 대체 치료 장치는 화상의

고통뿐만 아니라 연기 및 냄새가 없고, 레이저의 구동

조건을 적절히 제어하여 피부 조직을 신속히 가열한

후 치유 유효 온도로 지속시키기 쉽기 때문에 항상 정

량적인 시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레이저를 이

용해 피부에 열자극 및 광자극을 주는 장치는 임상에

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가열된 조직 심부의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진은 선행 연구(4)를 통해 1064 nm 파장의 적외선

레이저로 피부 조직에 상용 쑥뜸과 유사한 열자극을

줄 수 있는 레이저뜸 치료기를 개발하였고, 인체 조직

을 모사하는 팬텀(phantom)의 심부에서 발생하는 온

도분포를 열전대와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일반적으로 임상에서 열원 및 레이저를 이용한 시술

을 하거나 관련 연구를 진행할 때 치료 대상과 그 주

변의 일반 조직 내에서 온도분포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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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이 필수적이다. 특히 레이저 시술 중의 표면 및 조

직 내부 온도는 최적의 치료 효과를 얻기 위해 매우 정

밀하게 제어되어야 한다(5). 열전대와 같은 침습적인 센

서로 샘플의 온도를 측정할 때 레이저로 가열된 생물

학적 조직들은 센서가 직접 흡수하는 레이저 에너지에

영향을 받아 측정 오차를 유발할 수 있다(6).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비침습적인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 쑥뜸

과 1064 nm 적외선 레이저로 가열한 아가젤 조직 팬

텀의 심부 온도분포를 측정하고 열전달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2. 실험 장치 및 방법

2.1 조직 대체 모델

아가(agar)는 인체의 피부 조직을 모사하는 재료로

많이 사용된다(7). 이번 연구에서는 2.5% 아가 농도로

제작한 젤에 레이저가 잘 흡수되도록 검정색 잉크

(0.5%)를 섞어서 조직 팬텀을 만들었다. 멸균된 아가

용액을 Fig. 1(a)에 나타나있는 원통형 샘플 홀더에 담

은 후 상온에서 굳혀 젤 상태로 만들었다. 샘플 홀더의

직경은 40 mm로 아크릴로 된 홀더 벽면은 팬텀 중심

부에서 레이저 조사로 인한 온도 상승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떨어져 있다. 팬텀 내부에 열전대

를 정확한 위치에 삽입하여 심부 온도분포를 측정할

수 있도록 홀더 표면에 중심축을 향하는 작은 구멍을

깊이 방향으로 2 mm 간격으로 가공하였다. 또한 열화

상 카메라를 이용한 심부 온도분포 가시화 실험을 위

해서 Fig. 1(b)와 같이 부채꼴 또는 반달 모양으로 잘

라낸 팬텀을 몸체의 일부분이 제거된 샘플 홀더에 담

아 사용하였다.

2.2 적외선 레이저

본 연구에서는 1 W 출력과 1064 nm 파장을 가지는 다

이오드 펌핑 고체(diode-pumped solid state) 레이저(MIL-
III-1064, Changchun New Industries Optoelectronics Tech.)

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피부의 두께는 부위에 따라서

1~4 mm정도가 되는데, 1064 nm 파장의 빛은 피부 조직

을 구성하는 물이나 헤모글로빈, 멜라닌 등의 성분에 흡

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되므로 조직 심부까지 잘 전달

되어 열자극을 줄 수 있다. Fig. 1(b)는 열화상 카메라

와 팬텀, 레이저의 위치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모식도

이다. 레이저를 정렬해 팬텀의 중심부에 레이저를 조

사한 후에 레이저빔 경로와 수직한 방향에 위치한 열

화상 카메라로 팬텀의 깊이 방향 온도분포를 측정하였

다. 레이저는 실험 시작 30분 전에 미리 구동시켜서 출

력을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2.3 열화상 카메라

선행 연구(4)에서 사용한 팬텀 심부 온도 측정 장치는

Fig. 1(a)와 같이 열전대와 1064 nm 적외선 레이저, 샘

플홀더로 구성되었다. 팬텀이 들어있는 샘플 홀더의 정

해진 위치에 열전대를 삽입하고 중심에 적외선 레이저

를 조사해서 팬텀 심부의 3차원 온도분포를 자료획득

장치와 LabView(National Instruments)를 통해 측정하

였다. 일반적으로 열화상 카메라는 물체의 표면 온도

만 측정이 가능하다. 샘플 홀더의 재질은 아크릴이기

Fig. 1. Schematic diagrams of experimental setup for
monitoring temperature distribution using (a)
thermocouples and (b) a thermal camera in tissue
phantom during laser irradiation at 1064 nm.



56 조지용·김중경

때문에 열화상 카메라로 그 안쪽의 팬텀 온도를 측정

할 수 없다. 따라서 샘플 홀더의 상판 중 일부분을 잘

라내었고, 아가젤 팬텀 역시 중심축을 지나는 레이저

빔의 경로가 보이도록 잘라낸 후에 남아있는 부분을

열화상 카메라(MoblR M8, NewTech Instruments

Inc.)로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토의

3.1 조직 팬텀 심부 온도분포 가시화

샘플 홀더를 이용해 원통형으로 만든 아가젤 조직

팬텀의 일부분을 부채꼴 모양으로 중심축까지 잘라낸

후 온도를 측정하였다. 아가젤 팬텀의 일부분을 잘라

낸 영향으로 외부에 노출된 심부 단면에서 대류로 인

한 열손실이 염려되었지만, 잘라내지 않은 경우에 측

정된 온도분포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사전 실험을 통

해 확인하였다. Fig. 2는 쑥뜸과 레이저로 팬텀의 양단

을 동시에 가열했을 때 나타나는 팬텀 심부 온도분포

이다. 윗면에서는 쑥뜸이 연소되고 있으며 아래면에서

는 1064 nm 레이저가 조사되고 있다. Fig. 2(a)는 가열

전의 온도분포이며 Fig. 2(b)는 10분 동안 가열한 후의

온도분포이다. 쑥뜸이 연소된 위쪽에서는 전도에 의해

서 얇고 넓게 열확산이 일어나는 반면에 레이저가 조

사된 아래 부분에서는 복사에 의해 좁고 깊은 형태로

열전달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2 조직 팬텀 심부 깊이에 따른 온도분포

선행 연구에서 아가젤로 제작한 팬텀 표면에 1064 nm

레이저를 30분 동안 조사한 후에 열전대로 측정한 온도

변화를 분석해 본 결과 팬텀에서 깊이 방향 위치에 따라

온도 상승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같은 실험 방법을 적용하여 팬텀 내부의 여

러 지점에서 시간에 따른 온도상승을 측정하였다. Fig.

3(a)는 표면으로부터 4 mm 깊이에서 반경 방향으로 중

심축과 0, 4, 8 mm 떨어진 세 지점의 온도상승 변화를

나타낸다. 초기에 온도가 급격히 증가한 후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온도상승 폭이 점차 감소하였으며, 같은

시점에서는 중심축에서 떨어질수록 온도상승 폭이 적

게 나타났다. Fig. 3(b)는 표면으로부터 8 mm 깊이에

서 측정한 각 지점에서의 온도상승 곡선을 나타낸다. 시

공간에 따른 전체적인 온도분포 경향은 4 mm 깊이에서

와 유사하지만, 8 mm 깊이에서 보다 큰 폭으로 온도가

상승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팬텀 심부의 깊이

Fig. 2. Thermal imaging of tissue phantom during moxibustion
at the top and laser irradiation at the bottom. (a) Initial
state before heating (t = 0) (b) After heating for 600 sec.

Fig. 3. Time course of temperature increase along radial
direction at (a) 4 mm depth and (b) 8 mm depth
from the surface of tissue phantom with laser
irradiation for 3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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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온도 프로파일 특성은 뒤에 나오는 열화상 카메라

측정 결과를 통해 검증할 수 있다.

3.3 열전대와 열화상 카메라의 성능 비교

열전대 및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한 온도값이 일치하

는지 알아보기 위한 선행 실험을 진행하였다. 미리 설

정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열판(Heating plate) 위

의 두 지점 온도를 열전대와 열화상 카메라로 동시에

측정하였다. Fig. 4(a)는 가열되고 있는 열판을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이다. 측정 지점 주변에서 나타

나는 온도장의 왜곡 현상은 왼쪽에 위치한 자료획득장

치와 연결된 열전대 선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Fig. 4(b)는 Fig. 4(a)에 표시된 열판위의 두 지점 1,

2에서 300초 동안 측정한 온도변화를 나타낸다. 파란

색 선과 붉은색 선은 각각 열전대와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한 온도를 나타낸다. 또한, 실선은 열판의 중심에

가까운 1번 지점에서 측정한 온도이고 점선은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2번 지점에서 측정한 온도를 의미한다. 초

기에는 열판이 가열되면서 표면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

고 100~150초 구간에서 미리 설정한 온도값을 향해 수

렴하기 시작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초기에는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한 온도가 열전대 측정 온도보다 빠르게

Fig. 4. (a) Temperature distribution at the heating plate
obtained by thermal camera. (b) Time course of
temperatures measured at point 1 (solid) and point 2
(dotted) denoted in figure (a) using thermocouple
(blue) and thermal camera (red).

Fig. 5. Visualization of Temperature distribution inside
tissue phantom heated by (a) laser irradiation and
(b) indirect moxibustion for 1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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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하여 두 센서 측정값이 다소 큰 차이를 보이지만,

충분한 시간이 지나서 열판의 온도가 일정한 값으로

수렴해감에 따라 두 센서로 측정한 온도값의 차이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3.4 열전대로 측정한 온도분포와의 비교

팬텀 심부에서 레이저와 쑥뜸으로 가열했을 때의 온

도분포를 열화상 카메라로 가시화하였다. Fig. 5(a)는

팬텀 표면에 10분 동안 레이저를 조사한 후에 획득한

팬텀 심부의 온도분포를 나타낸다. 레이저빔은 팬텀

위쪽면에 수직하게 향하도록 조사되었다. Fig. 5(b)는

팬텀을 쑥뜸으로 동일한 시간 동안 가열한 후에 얻은

팬텀 심부의 온도분포를 나타낸다. 쑥뜸과 팬텀 표면

사이에는 얇은 종이디스크가 설치되어 간접구 방식으

로 연소되었다. 레이저를 조사했을 때 최대온도는 팬

텀 표면 부근보다 안쪽에서 발생한 반면에 쑥뜸으로

가열한 경우에는 최대온도가 표면에서 발생함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Fig. 3에 제시한 열전대로 측정한 팬

텀 내부 온도분포와 일치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쑥뜸과 1064 nm 파장의 근적외선 레

이저로 가열한 아가젤 조직 팬텀 내부의 온도분포를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가시화하였고, 열전대로 측정한

깊이 방향 온도분포를 검증하였다. 쑥뜸으로 가열했을

때와는 달리 레이저를 조사했을 경우에 팬텀 표면보다

8~10 mm 안쪽에서 최대온도가 발생하는 현상은 열전

대와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측정 결과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피부 화상을 방지하면서 심부에 열자

극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레이저뜸 치료기가 쑥뜸에

비해 지니는 장점으로 제시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조직

팬텀 심부의 3차원 온도측정법은 뜸 치료와 같은 고온

치료의 정량적인 시술법 개발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으

며, 종양 제거를 위한 방사선 치료시 조직의 발열 반응

을 평가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광-조

직 상호작용을 보다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

서 최근에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광원을 이용한 피부

질환 치료기기 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를 통해서 여러 층으로 구성된 피부 조직의 열물

성을 보다 정확하게 모사할 수 있는 팬텀(8,9)의 개발과

함께, 인체를 대상으로 한 레이저뜸 시술 시에 나타나

는 전도, 대류, 복사에 의한 복합 생체 열전달 현상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전산해석 기법(10)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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