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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and examine the possibilities of infrared (IR) 
imaging, biophoton detection and gas discharge visualization(GDV) as diagnostic tools in Korean Medicine.
Methods : To review the basic mechanism and measurement methods of three modalities, concepts in 
physics were introduced. Physical backgrounds of IR, biophoton and GDV were briefly explained based on 
recent research papers. Simple electronics was employed for relevant detectors. In order to find the relation 
between Korean Medicine and these methods, papers on their applications were reviewed. Opinions from the 
experts on each modality were obtained from their papers and private communications.
Results and Conclusions : IR imaging has been used as an auxiliary diagnostic tool but there are some 
rooms for the improvement for clinical applications. Experimental confirmation of the meridian activation by 
a moxa cigar is necessary for its verification. Biophoton is not correlated with human skin temperature but 
it has a circadian rhythm. Biophoton and GDV have a negligible relation if any. Therefore there are no 
correlations among three modalities in terms of basic mechanisms. But their clinical relations are yet to be 
scrutinized. Biophoton and GDV need more rigorous clinical tests before they can be used as diagnostic 
tools.
Key words : IR, biophoton, GDV, comparative introduction, Korean Medicine

Ⅰ. 緖 論

치료를 위한 정확한 병인(病因) 진단의 중

요성은 모든 의학 분야에서 절대적으로 인

정받고 있다. 특히 한의학에서 외형적으로

동일한 증상에 나타내는 병증에 대해 다양

한 병인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더

욱 심각하게 고려된다. 병인진단을 위해 다

양한 방법이 사용되지만 기본적으로 한의학

에서 사진(四診)을 사용하며, 이 중 하나인

망진(望診)은 환자의 형색을 관찰하는 방법

으로 특별한 장치를 요하지 않은 매우 중요

한 진단 방법이다1). 이 과정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전자기파 중에 가시광선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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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진단법으로 환자 신체에 가시광선을 조

사하여 반사되어 나오는 가시광선을 검출기

인 치료자의 시각기관이 감지하고 그 치료

자의 뇌에 의해 형상화되고 분석되어 진단

이 내려지는 방법이다. 인간의 시각은 파장

대가 380 nm - 760 nm 정도인 전자기파를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파장대를 가시광

선(visible)라고 부른다2). 이와 유사한 방법

으로는 파장대가 수 nm 인 X 선을 주사하

고 그 반사 투과 정도의 차를 영상화하여

신체내부 상황을 파악하여 진단하는 X 선

진단 방법이 있다
3)
. 망진과 큰 차이점 중의

하나는 인간의 육안으로 감지할 수 없는 파

장영역인 X 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X 선 측

정기가 필요하며, 그 측정결과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적 형태를 구현하기 위

해 측정기기와 영상 분석 장치가 필요하다

는 점이다. MRI 과 PET도 이와 유사한 진

단 범주에 든다.

외부에서 인가된 전자기파를 이용한 X

선 진단과는 달리 인체 자체에서 나오는 전

자기파를 이용하는 진단 방법이 있는데 이

중 대표적인 진단장치는 인체에서 자연 방

사되는 적외선을 감지하고 그 분포를 시각

화하는 적외선 체열장치가 (DITI) 있는데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다른 논문에 아주

잘 기술되어 있다
4)
. 적외선은 전자기파의

일종으로 기본적으로 우주에 존재하는 생명

체를 포함한 모든 사물이 외부 자극 없이

방출된다2). 한편 생물은 적외선 뿐 만 아니

라 자외선에서 가시광선에 이르는 파장대의

전자기파를 방사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와

관계된 전자기파를 생물광자(biophoton)라

부른다5,6). 생물광자는 그 세기가 육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낮기 때문에 특별한 검

출기가 필요하다. 한편 대상체에 전압를 인

가하여 그 변화를 인간이 볼 수 있는 가시

광선으로 나타나게 하는 진단기기도 있다.

생물광자와 마찬가지로 아직 실험단계에 있

지만 기체방전영상(Gas Discharge Visualization,

GDV)기기는 전기적 자극에 의해 발생하는

가시광선대의 전자기파를 검출하여 진단하

는 장치이다7).

본고는 위 에서 언급한 적외선 영상, 생물

광자, 그리고 GDV 측정기의 특징과 사용

처, 작동원리, 그리고 사용상의 주의에 대해

비교 언급하였다. 또한 한의학적 응용가능성

을 소개하고자 이 측정법의 한의학 적용을

주제로 다루는 최근 논문들을 참고로 하였

다.

Ⅱ. 本 論

서론에 언급한 적외선, 생물광자, GDV는

그 발생 기작과 측정 방법 그리고 적용 영

역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얻어진 결과를

전체주의적으로 해석한다. 이는 한의학적 해

석과도 매우 일치하며 실제 여러 가지 한의

학적 개념을 차용하여 그 실험 결과를 해석

하는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다. 따라서 상기

의 방법들이 한의학적 진단에 사용되고 있

거나 한의학계에 이미 소개된 것은 자연스

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전술한 대로 각 진단

개념 간에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런 이유로 해서 각 진단방법의

고유 특성을 이용하지 못하는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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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로 본론에서 간략하게 각 진단 방

법의 기원과 측정 방법을 소개하고 그 것들

이 한의학적 진단에 적용되는 예를 기 발표

된 논문들을 바탕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그

중 적외선이나 생물광자에 관한 간단한 측

정방법에 관한 내용은 여타 논문들을 참조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적외선 장치,

생물 광자 측정 장치, 그리고 GVD 장치를

망라하여 각 측정기기의 물리학적 원리와

동작기작, 특성, 사용법을 자세히 소개하고

비교 설명하였으며, 특히 위 3 가지 기기들

을 연구 및 의료용으로 사용할 경우 환자를

안정시키고 측정하는 기술에 관하여, 저자의

‘노하우’와 타 연구실방문과 학회를 통한 인

적 교류를 통하여 축적된 ‘노하우’를 기술함

으로써, 이 후 연구자들에게 언급한 기기 사

용에 관하여 보다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1. 적외선

체표온도 변화와 병증간의 상관관계를 밝

혀 진단지표로 사용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다9). 전체체표 熱相

(thermogram)을 얻는 간단하면서도 일상적

인 방법의 필요성이, 유방암 조직에 정상 조

직에 비해 1 ℃ 정도 온도가 높다는 사실이

1950 년대에 대두되었다10). 熱相을 얻는 방

법 중 가장 각광을 받는 방법은 인체 복사

를 측정하는 것이다11). 기술이 발달함에 따

라 여기서 얻어진 신호를 최근 장비들은 컴

퓨터를 이용해 디지털 신호처리 과정을 거

치게 되는데 이런 연유로 Digital Infrared

Thermal Imaging (DITI)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초기 유방암 진단에 적용된 이후로 그

유효성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1960대 이후 다양한 의료분야에서 열상촬영

기는 진단 기기로 여겨지고 있다12). 현재 적

외선 촬영기는 임상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잘 알려져 있으나 사용방법상 개선여지가

있다고 한다13).

1) 적외선의 발생기작

어떤 물체를 구성하는 원자들은 그 물체

의 온도에 상응하는 열에너지에 따라 항상

진동하며 이 진동에 의해 가속되는 전하들

은 전자기파를 방출하는데 이것을 열적방사

라 한다2). 열적 방사에 의한 전자기파는 넓

은 영역의 연속주파수 대역(영역)을 가지는

데, 전자기파 대역 중 적외선 영역에 속한

다. 온도를 가진 물체는 적외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반대로 그 방출되는 적외선 파장을

측정함으로써 물체의 온도를 알 수 있으며

이에 관계되는 법칙은 Wien의 법칙과 프랑

크 복사 법칙이다2). Wien의 법칙은 어떤 온

도에 있는 물체에서 복사되는 전자기파의

최대치 파장을 알려주는 간단한 공식이다.

프랑크 복사 분포는 흑체복사를 설명하기

위해 고안되었는데, 온도가 높을수록 복사되

는 적외선의 양이 증가하며 그 분포가 점점

파장이 짧은 쪽으로 이동됨을 설명한다. 인

간 체온에 해당되는 온도는 대략 9 - 10 um

정도의 파장을 가지는 적외선을 방사하는데
14) 피부색, 표피구조, 피부청결도 등과 같은

표피조건과 주변상황에 따라 변한다4,13). 물

리학에서 흑체는 프랑크 분포를 따라 100

% 복사하는 물체로, 실제 모든 물체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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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적은 정도의 복사율을 가지고 있다. 흑

체와 비교한 복사율을 방사율이라 정의하는

데 모든 물체는 이론적으로 1 보다 적은 방

사율을 가지게 된다2). 피부 방사율은 0.9 이

상으로 매우 높으며 금속은 0.3 정도의 훨씬

낮은 값을 가진다. 따라서, 만약 피검자 금

목걸이를 착용한 체 적외선 촬영할 경우 목

걸이 부근의 온도가 정상보다 낮게 측정됨

을 알 수 있다. 정확한 온도를 구하기 위해

측정 시 이 값을 보정할 수도 있다. 태양광

스펙트럼의 성분을 보면 적외선 이 54.3 %,

가시광선이 38.9 %, 그리고 자외선이 6.8 %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15). 이 중 적외선 카메

라의 측정기에 검출되는 적외선 양이 상당

하기 때문에 촬영시 외부광선 특히 태양광

차단은 필수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2) 적외선 검출 원리

프랑크 분포에 따르면 물체에서 방사되는

적외선은 그 온도에 따라 세기가 증가하며

특정 파장에서 입사되는 적외선의 상대적

세기에 따라 온도를 구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단위 면적당 특정한 파장대

만 검출할 수 있는 동일한 다수의 소자들을

사용할 경우 각각의 소자에서 검출된 적외

선의 세기를 비교하여 전체 영상의 상대온

도를 유추할 수 있다. 이 상대온도는 표준온

도에 해당되는 적외선의 세기와 비교하여

그 차를 보정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온도로 변환시킬 수 있다. 여기서 사용되는

동일 면적의 소자를 화소(pixel)라고 하며

이 화소들이 행과 열로 배치된 것을 어레이

(array)라고 한다. 여기서 화소를 이루기에

적당한 물질은 적외선에 의해 광전자를 발

생시키기 쉬운 것이어야 하는데, 검출하고자

하는 적외선의 파장에 따라 특정 물질들이

선택된다. 체온 측정용 적외선 사진기에는

인체 온도에 해당되는 9- 10 um에서 최대

감도를 가지는 InSb 나 HgCdTe 등과 같은

물질을 사용한다. 각각의 화소는 렌즈를 통

해 입사된 적외선을 받아들이는데 이 화소

는 입사된 적외선의 세기에 비례하여 광전

자를 방출하게 되며 이 전자를 전자회로를

통해 증폭하여 그 크기가 영상처리보드에

기록되는데 이 작업은 CCD와 동일하다. 온

도로 변환하거나 영상화하는 작업은 소프트

웨어와 컴퓨터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해를

돕기 위해 각 회사별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임의의 색깔(pseudo color) 로 영상을 표시

하기도 한다. 적외선 검출 원리를 살펴보았

듯이 의학에 적용하는 적외선 촬영장치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검출 영역과 정확도이

다. CCD 사진기와 마찬가지로 적외선 검출

소자를 이루는 어레이의 크기 또는 화소수

의 크기가 상을 정밀하게 표현하는 해상도

를 결정한다. 측정 대상이 방사하는 적외선

의 최고 방사율과 검출소자의 검출영역이

일치해야 한다. 적외선 촬영장치중 9 um 근

방에서 최대 검출도를 가지게 되는 것을 생

물용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프랑

크 함수의 최대치가 이 파장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14). 프랑크 복사 분포는 온도에 대

해서 지수적으로 변하며 온도가 높을수록

매우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적외

선의 에너지를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배경온도에 따라 피사체의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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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부분 온도 측정에 오차가 많이 발생한

다. 가령 상온에서 인체의 온도를 측정코자

하는 경우, 화면상에서 측정실 벽과 인체부

분이 접하는 부분의 온도는 벽에서 나오는

적외선 을 받아 오차가 발생한다. 따라서 측

정화면을 조정하여 가능한 한 측정하고자

하는 부위는 배경과 접하지 않도록 한다. 또

한 표준 흑체를 사용하여 일상적으로 촬영

장치를 교정하여야 한다. 적외선 검출 소자,

관련 전자공학, 영상처리 및 잡음 제거 기술

이 최근 비약적으로 발달하고 있으며 현재

는 대략 0.001K 정도의 변화도 감지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으므로14), 이를 이용한 정

밀한 진단법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3) 적외선 촬영방법

적외선 촬영은 X선과 같이 외부 광원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X 선 촬영등과 같은 방

식이 아닌 피측정자의 몸에서 발생하는 적

외선을 촬영하기 때문에 외부자극이 가해지

지 않는다. 즉, 측정에 의해 피검자가 영향

을 받지 않는 비침습적 촬영이므로 외부 자

극에 따른 부작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

서 외부자극에 민감한 임산부나 유아에게도

사용이 가능하며 특별한 제외기준은 없다.

그러나 촬영상 피검자에게 불편한 점은 몇

가지 있다. 촬영을 위해 체표 온도에 영향을

주는 의복은 제거되어야 하며, 외부 광원을

차단하므로 피검자에게 불편한 느낌을 줄

수 있다. 촬영실 및 피검자 준비에 필요한

모든 사항들은 외부적인 요인에 기인한 피

검자의 표피온도 변화를 방지하는 것에 주

안점을 둔다. 의복이나 목걸이 같은 부착물

들은 체표 온도에 영향을 주므로 검사 전

반드시 벗어야 한다. 적외선은 액체에 의해

흡수되므로 촬영전 피부에 물기를 제거하여

야 한다. 찰영 부위를 좔영실(실내온도)과

일정하게 적응되도록 하여 적외선영상의 명

도비와 온도차를 증가시킨다. 이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섭씨 21 도에서 대

략 20 분간 적응시키며 또한 풍속이 높은

영역은 피해야 한다
11)
. 촬영실은 체표 온도

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배제하기 위한 다음

의 여러 가지 기준에 의거하여 유지 관리되

어야 한다. 촬영 시 시설기준 및 피검자주의

사항으로는 1995년의 논문4)을 시작으로 해

서 DITI의 한방 임상 응용을 위한 표준화

연구나
16)
DITI의 임상활용에 관한 연구에

17) 언급되어 있다.

(1) 측정시 준비 사항

① 온 습도 유지

② 외부 빛 차단 (특히 반사되는 적외선

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③ 피검자와 다른 열원 제외

④ 공기 흐름 최소화

⑤ 피검자 탈의에 기인한 사생활 보장

⑥ 적외선 촬영기기의 촬영 영역을 고려

한 공간 확보 ( 2 m x 3 m 정도)

(2) 피검자 준비사항

피검자 또한 무의미한 체표 온도 변화 방

지를 위한 촬영 전 다음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① 피부의 적외선 방사율 변화를 야기하

는 화장품이나 피부도포제를 제거.



이승호⋅이혜정

- 164 -

② 혈류변화를 야기하는 인체를 조이는

물건이나 의복을 제거.

③ 혈류변화를 야기하는 담배나 알코올

음료는 섭취하지 않음.

④ 생리 중에는 체온 변화가 일어나므로

촬영을 금함.

⑤ 운동에 의한 온도변화 요소를 제거하

고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실내에서

대략 20 분 정도 편안한 자세로 적응함.

⑥ 물리치료 중단.

⑦ 피부를 자극하는 모든 검사와 치료를

피함.

⑧ 약을 복용중인 경우에는 의사와 상의.

2. 생물광자 (Biophoton)

生物光子(biophoton)는 말 그대로 살아있

는 생명체에서 방사되는 약 250 - 800nm 정도

로 자외선에서 근적외선 영역의 파장대에 속

하는데 러시아의 구르비치가(A. Gurwitsch)

1930 년대 양파의 유사분열 현상에 관한 연

구를 통하여 그 존재에 관한가설을 발표하

였다
18)
. 생물 광자의 광학적 특징은 그 세기

가 매우 낮아 단광자 계측으로만 검출될 정

도로 약하다는 점이다
18,19)
. 생물광자는 초미

약 전자기파로 10-16 Wcm-2 세기를 가지므로

이 미약한 빛을 검출할 수 있는 광전자증배

관 (photomultiplier tube, PMT) 고안은 이

분야 연구를 향상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현재까지도 실험시 많은 주의

를 하지 않으면 배경복사잡음 때문에 무의

미한 결과를 얻을 때가 많다. 생물광자의 파

장대는 넓으나 자외선 쪽인 400nm 이하의

파장을 가지는 생물광자의 세기가 가장 높

다. 생물광자, 초미약광자방사, 화학발광 등

의 다양한 용어로 불리는데 그 기원에 대한

가설에 따라 연구자들이 용어를 선택하는

듯하다. 생물광자의 기전 연구 및 임상 적용

은 현재 실험단계에 있는데 생물광자 연구

결과를 공유하며 연구 저변확대를 위한 프

로그램으로 포프(A. Popp)가 독일 Neuss 에

있는 International Institute of Biophoton

(IIB)에서 매년 여름 학회를 개최하는데 그

참가자들은 기초 과학자(물리, 화학, 생물),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신경학자, 대체의학

치료사, 생명공학자등이어서 새로운 분야에

대한 융합 접근법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생물광자의 발생기작

현재 생물광자의 발생 기작에 관한 이론

으로 생물체의 결맞음성(coherence)의 결과

라는 가설과 생체 신진대사의 불완전성에

기인한다는 서로 상반된 학설이 제시되었다.

결맞음성 이론은 1970년대 포프가 이끄는

독일 그룹에서 제안하였으며, 생체는 모든

세포와 조직이 아주 잘 조화된 결맞는 상태

이며 이 상태를 이루는 결맞음장에서 생물

광자가 방출된다는 것이다20,21) 이 가설에 따

르면 생물광자의 주광원은 세포내의 DNA

로 여겨지며, DNA가 어떤 자극에 의해 레

이저 광선같이 결맞은 빛을 방출한다. DNA

에서 방출되는 생물광자는 정해진 시간 간

격에 따라 특정한 장소에서 신진대사를 촉

발하는 등의 세포내의 영구적인 조절 활동

과, 성장과 분화를 조절하는 등의 세포간 조

절활동을 한다. 초창기 그의 동료였던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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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나바(H. Inaba)가 제시한 불완전성이

론에 따르면22,23), 생물광자는 임의적이면서

드문 비정상적 대사활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약한 발광현상에 기인한다. 일반적으로 이

대사활동은 활성산소가 생성되는 산화 작용

과 관계가 있다. 전자적으로 불안정한 HO_

등의 활성산소가 열적 평형로 돌아가기 위

해 지속적으로 여분의 에너지를 빛의 형태

로 방출하는데 이것을 생물광자의 기원으로

여겼다. 활성산소는 세포간 대사활동의 신호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나, 그 양이 적정수

준을 넘을 경우 세포 기능 장애, 노화, 세포

사 같이 생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4). 따라서 생물광자는 세포나

조직의 병리학적 상태, 즉 건강 상태를 나타

낼 수 있으며, 이런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 발생기작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생물광자는 생물 상태에 대한 정보를 가지

고 있다는 가설의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

서 생물광자 연구는 진단기기로서의 가능성

을 가지고 있으며 병증에 대한 실험이나 식

품의 신선도등과 같은 품질 측정에는 특허

들이 등록되었거나 제품을 통하여 상업적으

로 이용되고 있다25).

2) 생물광자 검출 원리

생물광자의 주요 특징 중의 하나인 매우

낮은 세기에 기인하여, 여러 가지 실험상의

애로점을 가지고 있다. 그 중 하나는 단일광

자(single photon)를 측정할 수 있을 만큼

예민한 장치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인데 이

것은 불가능 하다. 생체에서 발광된 생물 광

자는 계측기기에 입사되면 그 광자는 광전

효과에 의하여 전자로 바뀌고, 이 발 생된

전자는 그 수가 너무 작아서 측정하기 어렵

기 때문에 Photomultiplier tube (PMT- 광

증폭관)를 통하여 초기 발생된 전자의 개수

를 여러 단계의 전자증폭을 통하여 측정 가

능한 전류로 바꾸어서 기록한다. 발생된 생

물 광자는 검출기기를 통하여 결국 생물 광

자들의 상대적 세기로 기록 표현 된다.

(Fig. 1 참조)

Fig. 1. A structure of the PMT (photomultiplier 
tube : head-on type). Photoelectrons can be amplified 
by the multiple collisions with dynodes. (Hamamatsu 
Co. Japan)

이런 증폭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단위

시간(초)당 방출되는 생명광자의 양이 너무

작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광자들이 동시에

측정기에 도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런

점을 이용한 측정 방법이 단일광자측정(single

photon counting)이다. 이 방법에 따르면 광

자가 발생시킨 광전자가 단일펄스로 측정되

는데 이것을 하나의 사건이라고 부른다. 어

느 특정 시간동안 이 사건들이 벌어진 횟수

를 합산하는 것을 단일광자측정이라고 부르

며 이 횟수가 바로 그 물체에서 방출하는

생물광자의 세기가 되는 셈이다. 일반적으로

생물광자 세기 단위가 cps(count per second)

로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생물광자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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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200 - 800 nm 로 상당히 넓은 점을 고

려하여 검출영역이 이에 해당되는 광전자

증배관을 선택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광

전자증배관이 감도가 모든 입사파장에 대하

여 일정하지 않고 특정파장에 대한 높은 감

도를 보이며, 이렇게 넓은 영역의 파장의 빛

을 적정한 감도를 가지고 검출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이 정도의 넓은 파장대의 빛에

반응하여 광전자를 충분히 방출하는 물질이

없기 때문이다. 가령 많이 사용하는 PMT인

RS331-05S(Hamamatsu, Japan)는 Bialkari

를 측정소자 물질로 사용하며 측정 대역은

300-650 nm 로 최대 감도는 420 nm 에 위

치한다. 따라서 생물광자 측정 시 피검자에

서 방출되는 생물광자의 넓은 영역의 파장

중에서 한정된 영역의 파장들이 측정에 사

용하고 있어 신호 처리가 더 어렵다. 이 일

부측정은 해석상의 문제도 야기한다. 만약

측정코자하는 생물광자의 파장대가 측정기

기가 측정할 수 없는 영역에 존재하거나 측

정효율이 떨어지는 영역에 있을 경우에는

생물광자를 측정한 결과는 잘못된 측정이

된다.

최근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PMT 이외에

고감도 CCD 사진기로도 생물광자를 검출

할 수 있게 되었다. 단위 시간당 방사되는

생물광자의 세기가 낮으므로 이 약점을 보

완하기 위해 오랜 시간 노출하여 2차원적 영

상을 얻을 수 있는 기기가 Intensified CCD

(ICCD) 또는 Electron Multiplication CCD

(EMCCD) 사진기이다26,27). 일반 디지털사

진기에 사용되는 CCD 소자 대신 CCD 소

자 전단부에 증폭기를 설치하거나 각 CCD

화소에서 읽은 광전자 신호를 내부 회로를

통해 신호를 증폭하여 최종적으로 신호를

읽은 다음 적외선 사진기처럼 화면을 구성

한다. 비록 신호 증폭을 하나 PMT에 비해

그 증폭도와 S/N 비가 떨어져 측정 시 노

출 시간을 30 분에서 1 시간 정도 유지해야

된다. 그러나 DITI와 마찬가지로 2차원 상

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해상도란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가령 안면부위나 상반

신 부위를 촬영하여 생물광자의 분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PMT에 비해 공간 분해능

이 월등하며, 이 분해능은 정도는 적외선 센

서와 마찬가지로 어레이와 화소의 크기, 전

기적 특성, 잡음제거, 렌즈 조합, 형상처리기

술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진다.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선 연구는 일본 동북공대의 고바야

시 교수가(M. Kobayashi) 이끄는 연구진에

의해 행해지고 있으며 많은 연구자들이 그

의 연구실을 방문하여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28). 향후 기술의 진보에 따라 더욱 우수

한 ICCD 사진기가 개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생물광자 연구는 더 높은 수준으로 올

라가리라고 예상한다.

3) 생물광자 촬영방법

생물광자는 전술한 바와 같이 그 세기나

매우 낮기 때문에 대단히 주의하여 측정하

지 않으면 외부 잡음에 의해 무의미한 측정

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측정기기가 영구

히 손상될 수 있다. 따라서 촬영실의 설치

및 측정 시 주의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또한 피검자가 태양광과 같은 외부 광원에

노출된 경우 지연광 (delayed luminesc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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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방출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충분히 암적

응을 시켜야 한다. 생물광자 촬영은 실험 수

준에 있으므로 적외선 촬영과 같이 임상을

위한 복잡한 프로토콜은 없으나 시야를 전

혀 확보할 수 없는 암실에서 진행하므로 거

동이 불편한 피검자는 특별한 조력을 받아

야 한다. 또한 피검자로부터 방사되는 생물

광자를 촬영하므로 적외선 촬영과 마찬가지

로 비침습적이며 외부자극이 전혀 없다. 광

전자증배관 사용 시 배경잡음을 보정하기

위해 측정 시 항상 배경잡음을 연속하여 측

정한 후 잉 배경 잡음을 보정해 주어야 한

다. 측정시간은 최소 3 분 이상으로 하며,

측정 간격은 1 초로 한다. 최근 0.5 초로 간

격을 좁혀 측정하는 것이 분석에 유리하다

는 의견이 개진되었다29). 측정 결과를 분석

하기 위해 부위별 조건별 평균 cps 를 구하

고 각 평균치를 비교하는 기초적인 분석법

이 있다. 또한 양자통계기법을 사용하여 분

석하여 새로운 지표를 찾는 등30,31) 효과적인

분석방법을 찾기 위한 연구는 진행 중에 있

다.

촬영실의 외부 광원 차단 및 온도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 완벽하게 외부 광원을 차단

한 경우라도 피검자의 체온에 의한 온도 상

승은 생물광자 검출기의 온도 상승을 유발

하여 잡음을 증가시켜 신호대 잡음비를 낮

추어 분석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 실내

온도는 20 ℃를 유지하며 측정기기의 온도

는 그 기기의 사양에 맞추어 잡음이 증가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측정 대기실은 자연

광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어야 하며, 실내

조명은 가시광선 중 파장이 긴 붉은 색 계

통의 광선을 방사하여야 한다. 또한 측정기

에 부속되어 있는 모니터와 같은 전자기기

에서 나오는 빛을 최소화하여 실내 암실 수

준을 높이도록 한다.

(1) 측정 시 준비 사항

① 온 습도 유지

② 외부 빛 완전 차단 (측정 대상을 제외

한 타 광원을 완전 제거함)

③ 측정기(PMT)의 일정 온도 유지

④ 형광물질이 함유된 의복 탈의

⑤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촬영

을 고려한 공간 확보 ( 2 m x 3 m 정도)

⑥ 배경 잡음 보정을 위한 측정

⑦ 측정 위치별 최소 3 분 이상 측정

⑧ 측정실 입실 후 최소 3 분간 최종 암

적응.

⑨ 측정 부위를 노출 시켜야 함. 현재는

얼굴, 손, 발과 같이 노출과 측정이 상대적

으로 용이한 인체 부위를 측정함.

(2) 피검자 준비 사항

측정 대기실 입실부터 측정 완료까지 대

략 1 시간 반 정도 소요되므로 이를 고려하

여 피검자를 준비시켜야 한다.

① 측정전 최소 한 시간 이상 실내에서

편안한 심신을 유지

② 측정 대기실에서 최소 15 분간 암적응

실시함.

③ 향수나 화장품과 같은 피부에 도포된

방향성 물질을 완전히 제거함.

④ 측정대기실 입실 전 비누로 측정부위

를 세척하여 화학물질에 의한 화학발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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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하고 생물광자의 전파를 방해하지 않도

록 함.

⑤ 특히 과산화수소와 같은 활성산소가

함유된 물질은 철저히 제거함.

⑥ 측정전에는 태양광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함.

3. Gas discharge visualization(GDV)

GDV는 기체방전영상화라고 번역될 수 있

는데 이것은 기체방전에 의해서 발생하는 빛

을 사람들이 잘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의

미하며 구체적으로는 기체방전을 이용하여 인

체의 정신적 육체적 상태를 눈으로 보여주는

기기를 말한다. 최근에는 EPC(electrophoton

capture)라는 개념으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

다32). 기체 방전은 두 전극 사이에 걸린 고

전압에 의해 발생하는데 이 현상을 최초로

기술한 사람은 독일의 Lichtenberg이며, 이

렇게 형성된 상을 Lichtenberg figure 라고

불렸는데33) 19세기 후반에서 20 세기 초까

지 테슬라(N. Tesla)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

이 이와 비슷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들 중

1939 년 소련의 킬리언(S. Kirlian)은 사진

판 위에 있는 물체에 고전압을 걸어주면 작

은 코로나 방전이 발생하여 어떤 상을 사진

판 위에 발생시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이 킬리언 사진이다. 이 킬리언 사진기

에 전기적 특성을 조절하고 발생하는 빛을

검출하여 인체 건강 진단에 사용하도록 상

용화된 것 중 대표적인 기기는 러시아 물리

학자인 코로트코프교수(K. Korotkov)가 개

발한 GDV이다34). GDV는 기본적으로 인간

의 코로나 방전을 측정하여 인체 전체에 대

한 해석을 시도하는데, 이것은 측정결과를

해석 할 때 경락과 차크라의 모델을 사용하

여 분석한다. 이는 전체주의적 입장에서 사

물을 해석하는 것을 뜻하며 한의학과의 상

관성에 대해선 나중에 언급하기측정결과를

로 한다. 여기서 주의를 기울일 만한 사항으

로는 사람뿐만 아니라 식물, 동물, 그리고

물이나 보석 같은 대상에도 GDV를 적용한

다. 즉, 생물과 무생물 모두 얻을 수 있으며

이런 면에서 생물광자와35) 현격한 차이가

있다.

1) GDV의 발생기작

GDV로 대표되는 킬리언 사진기는 외부

에서 인가된 전압에 의해 발생하는 기체 방

전을 촬영하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영상을

제공한다. 기체 방전은 전극표면 근처에 있

던 중성기체가 전압에 의해 전자를 방출하

고 이온화 되어 전자기파를 발생하는 현상

을 말한다. 고전압에 의해 방출된 전자가 이

동 중 다른 공기 분자와 충돌하여 또 다른

전자를 방출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반복됨

에 따라 마치 눈사태처럼 충돌 전자수가 급

격히 증가하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

선을 발생시킨다. 기체 방전은 발생 조건에

따라 대략 글로우 방전, 아크 방전, 코로나

방전, 불꽃 방전으로 나누어지며 GDV는 코

로나 방전을 이용한 것이다. 기체 방전은 인

가전압이 높을수록 발생하기 쉬우며, 표면이

돌출된 부분에서 이 보다 낮은 전압이 인가

되어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코로나

방전은 전극의 형태에 따라서 다른 양상을

보이며, 발생 원리에 따라 애초 전극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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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의 이온화 정도에 따라서도 방전 양상

이 다르다. 생체는 저항, 축전, 유도등의 전

기적 성질들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장기는

외부 전기 자극에 반응한다고 알려져 있다.

펄스에 의해 발생되는 고주파수 전기가 인

가된 조건하에서, 방전의 성격은 몸 일부가

아닌 전체 성질의 영향을 받는다. 동시에 고

주파수 때문에, 전류중 일부는 내부 장기를

건드리지 않고 피부표면을 따라 흐르는데

이를 skin effect라고 한다. 피부의 땀에 의

해 방전이 영향을 받아 실험의 오류를 발생

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연구에 의하면 피부의 습도가 지극히 높지

않을 경우는 그 영향이 없다36). 또한 얇은

고무장갑을 낀 체 GDV를 측정하여도 큰

변화가 야기되지 않았다.

2) GDV 측정 원리

Electro-photon Capture인 GDV의 기본

구조는 비교적 간단하다. 하부 표면에 10 um

정도의 두께를 가지는 그물 형태의 전기전

도물질이 입혀진 유리와 같은 투명한 유전

체위에 손가락과 같은 측정대상을 올린다.

인체에 거의 영향이 없으면서 동시에 코로

나 방전이 유도되는 수준의 적당한 펄스 전

압을 전기전도물질에 가한다. 이 전압은 지

속 시간 0.1s, 1024 Hz의 주기를 가지면서

(임펄스 지속 시간은 10 us, 반복 진동수는

1024 Hz, 유도 간격은 0.5 -32 초, 전극 전

압은 10-15 kV 이다) 증가율 106 V/s의 3

KV 이다. 여기에 사용되는 전압에 의해 발

생하는 전류는 uA 정도로 아주 예민한 사람

이 아니면 느낄 수 없다. 이렇게 가해진 전

압에 의해 손가락 주위에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코로나 방전이 발생하게 된다. 방전을

기록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유리 하부에 촬영

장치를 설치하는데, 대부분 광학렌즈와 CCD

소자로 이루어진 사진기를 설치한다. CCD

사진기에 의해 수집된 코로나 방전 영상은

컴퓨터에 의해 분석된다(Fig. 2 참조).

Fig. 2. Schematic of a GDV camera. The glass and 
metal mesh in the figure must be transparent for 
imaging by the CCD camera underneath.

CCD 구조상 각 화소 에 의해 얻어진 영

상 정보를 쉽게 디지털화해서 해석할 수 있

다. 이런 의미에서 GDV는 킬리언 사진기의

디지털화된 기술이라고도 할 수 있다. 수십

20 ms 동안 대략 20 개 정도의 영상을 촬영

하며 이 영상들을 평균하여 만들어진 영상

을 결과로 저장하게 된다. 열 손가락 모두를

측정하여 해석하는 GDV는 분석을 위해 총

10 개의 영상 파일을 저장하게 된다. 이 영

상을 이용하여 방출 빛의 이차원 영상의 영

역, 방출세기, 밀도 같은 매개변수들이 계산

된다. 일단 손가락의 GDV가 확보되면 여러

가지 분석을 거쳐 대상에 대한 진단을 내리

게 된다. 먼저 손가락 GDV의 정량분석을

위해 상을 분류하고, 전극과 손가락이 접하는

지역에 타원형 상의 분포를(ring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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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다. 그리고 개인의 특성에 따른 잡음을

분석하는데 이 잡음이 생물광자와 관련있다

고 한다. 이후 상의 전체 또는 특정 부분

(sector)로 나누어 분류한 후 결함지역을 평

가한다. 결함지역은 상에서 강하게 왜곡되어

있는 부위를 의미한다. 이후 Sector 분석을

하게 되는데 수족침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손가락 GDV와 장기의 상태와 연결하여 분

석한다
34)
. 각 부분상의 결함을 연결하여 분

석한다. 또한 좌우 손가락상의 상관성을 찾

는다. 마지막으로 차크라 개념에 의거하여

손가락 GDV를 분석한 후 진단이 완료된다.

GDV는 어떤 대상 주위에서도 만들 수

있으며 그것의 크기나 색깔, 분포의 미미한

변화도 보여준다. 이 변화는 대상물의 전기

적 특성이나 방사특성, 가스증발과 환경과의

에너지교환 등을 포함하는데 암환자의 혈액

샘플에서 취한 이 이미지는 건강한 사람의

그것과 중요한 차이를 보여준다. 사람의 심

리상태나 감정상태도 GDV 이미지에 영향

을 미치며, GDV상은 스트레스 수준을 평가

하는데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웹에 나와 있

는 대부분의 GDV 기기 설명에는 빠져 있

지만 GDV용 특수 필터가 제공되는데, 이

필터의 목적은 정신상태를 보고자 할 때는

GDV 판위에 필터를 놓은 후 손가락을 접

촉시켜 GDV를 구한다
37)
. GDV 신호는 어

느 정도 요동이 있으며, 이 요동에 대한 보

정을 위해 표준시료로 모서리가 잘 연마된

원통형태의 금속봉을 사용하며 이것의 GDV

변화는 대략 5 % 이하이다. 이것은 GDV가

가지고 있는 가스 방전에 의한 태생적인 한

계를 나타낸다. 시간에 따른 GDV의 변화는

건강한 사람의 경우는 하루 중 변화와 일간

변화를 보이며 병증이 있을수록 심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맥박, 피부저항, 온도에

따른 유의한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다. 즉,

압력, 손가락 크기, 땀 또는 전도도의 변화

와 같이 과거의 킬리언 사진기의 단점이

GDV에 의해 극복되었다고 주장한다.

3) GDV 촬영방법

GDV는 적외선이나 생물광자 측정과는

달리 일상적인 환경 하에서 이루어지므로

환자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감소시킬 수 있

고, 보다 부드러운 환경에서 측정할 수 있

다. 기본적으로 GDV는 일상 실내 조건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외부 조명에 대

한 우려도 필요 없다. GDV 기기의 작동 온

도는 10 -35 ℃ 이므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실내 온도면 충분히 좋은 조건을 갖추

는 셈이다. 피검자가 기기의 도움없이 스스

로손가락을 측정유리에 접촉하게 되므로 이

에 따른 측정 결과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

는데, 손가락을 누른 각도는 10-40도 정도이

면 주 진단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평면에

대해 10도 정도이면 적당하다. 만약 손톱이

길 경우 그 각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누르는 압력은 항상 일정

해야 하는데 손 자체의 하중을 이용하여 누

르는 방법을 추천한다. 만약 손가락 결손이

있는 경우, 결손 손가락에 해당되는 다른 쪽

손가락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분석할 수 있

다고 한다. 그 결과는 모든 손가락 데이터를

사용한 경우와 유사하다고 한다37). 이렇게

얻어진 정보는 프로그램에 의해 분석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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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 시술자가 볼 수 있는 보고서가 나온

다. 이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10 분이 되

지 않는다. 이 기기는 15 KV의 펄스고전압

을 사용하지만 매우 낮은 전류량과 적용시

간에 기인하여 컴퓨터 모니터에 비해 낮은

전력을 소모하고 또한 시술용으로 제작되어

안전하다. 그러나 고전압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 펄스고전압에 의해 약간의 오

존이 발생하는데 사용시간의 단축 및 환기

를 통해 오존을 제거할 수 있다. 따라서 밀

폐된 측정실 보다는 공기의 흐름이 자유로

운 사무실이나 거술 같은 곳을 측정실로 사

용하면 된다. 또한 고전압 사용 시 접지가

필요하므로 측정실은 3상으로 접지가 된 전

기콘센트가 설치되어야 한다.

(1) 측정 시 준비 사항

다른 측정과는 달리 GDV 측정실은 특별

한 준비를 요하지 않는다.

① 온도는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을 정도

의 온도이면 충분함

② 외부 광원에 민감하지 않으며 실내 조

명을 사용할 수 있음.

③ 거실이나 사무실 같은 일상생활을 영

위하는 곳이면 측정실로 사용가능.

④ 심리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분위기

를 조성해야 함.

⑤ 측정기중 손가락이 직접 접촉하는 부

위는 알콜로 닦아 이물질을 제거함.

(2) 피검자 준비 사항

① 모든 측정과 마찬가지로 촬영전 대략

20 분 정도 실내에서 안정을 취한다.

② 안정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신체에 변

화를 야기할 수 있는 과격한 운동이나 복잡

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

③ 촬영코자 하는 부위를 (주로 손가락)

알콜로 세척한 후 완전히 건조되도록 한다.

④ 측정 시 각 손가락을 손가락 고정대에

넣어 순서대로 손가락의 바꾸어 가며 측정

한다. 손가락이 측정기를 누르는 압력은 가

능한 한 일정하도록 한다.

이 결과는 인체의 정신상태의 정보를 얻

는데 사용한다.

⑤ 이것이 끝난 후 GDV에 필름을 올려

놓고 상기 과정을 반복한다. 이 결과는 육체

상태의 정보를 얻는다.

Ⅲ. 考 察

인체에 특정 자극을 가한 후 그 자극에

따른 인체의 반응을 보고자하는 연구는 기

초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이루어져 왔다. 인

체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는 노력은 여러 가

지 측정 장치의 고안 및 발달을 야기하였는

데 전술한 세 개의 측정기기들은 한의학적

인체관에 보다 근접한 것들 중 일부이다. 침

구 시술 전후 간 환자의 상태 변화를 정량

적이고 객관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기존 치료법 간의 효능 비교 및 새로 개선

된 치료법의 도입이 용이해지므로 이에 해

당되는 의술은 급격히 발전할 수 있다. 따라

서 효능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기기의

발명은 의술의 발전에 필수적이며 이런 연

유로 전술한 세 개의 기기에 대한 간략한

소개 및 그 한의학적 의의를 소개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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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외선촬영의 한의학적 진단 적용

체온분포는 피부 조직 간의 열교환, 대사

활동, 혈관, 일주기성, 항상성 유지를 위한

교감과 부교감신경 활동 조절과 같은 많은

복잡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38,39). 또

한 주위 공기 흐름에 의해 야기되는 대류에

의한 열 손실도 한 요인이 된다. 임상에 적

용되는 열촬상은 인체 표면의 온도분포를

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비록 논란은 많지만

1960년대부터 다양한 의학적 조건에 대한

진단도구로서 사용되었다. 가장 많이 사용되

고 있는 병증은 유방암으로, 적외선촬영은

암세포가 생성한 NO에 의해 야기된 혈류증

가에 따른 온도 상승을 감지한다. 질환은 항

상성에 변화를 야기하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에, 온도 측정은 주요 진단 기술의 하나

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유방암 진단을

제외하고는 적외선 의 의학적 적용은 연구

가 진행 중이다. 건강인인 경우, 일반적으로

신체중심선을 중심으로 좌우의 온도 분포가

대칭적이다
40,41)
. 적외선촬영을 포함한 영상

진단기법의 주관적 해석은 정상인의 경우

좌우대칭이 되어야 한다는 개념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작은 비대칭성은 병증에

기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적외

선촬영에 의한 열의 비대칭성 확인은 병증

진단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인체에서 얻

어지는 생체신호 중의 하나인 체온은 신진

대사나 병증과 상관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질병의 유무를 포함한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척도 중의 하나로 여겨져 왔으며 한의학도

예외가 아니다. 대표적인 음양현상으로서 한

열(寒熱)은 절대적인 양보다는 상대적인 개

념으로 받아들려 지지만 환자에 대한 한열

증상은 시술자의 감각에 의해 판단되는 것

으로 정량화하거나 객관적인 지표를 제시하

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이를 위한 측

정진단기기의 출현은 항상 기대되어져 왔으

며 온도분포에 대한 이차원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적외선촬영기술이 국내 한의학계에 진

단기기로서 적용되기 시작한 때는 대략

1990년 초반으로 체간(體幹)의 온도 분포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었다42). 허준 등은 적외

선촬영은 한열차이를 측정함으로써 진단하

며 인간이 가자고 있는 열적분포를 통해 체

질분류를 시도하여 특징적인 한방진단기기

를 개발하는 계기로 고려하였다. 이후 적외

선촬영의 기전과 진단응용성에 대한 문헌고

찰이4) 이루어졌는데 황제내경에 근거하여

인체 한열의 관계는 심(心)과 신(腎)의 관

계로 표현된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피부온도는 심부온도와 체온조절상황을 나

타내는 지표이지만 양자 간의 직접 대응관

계가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주위

온도, 대사물질, 수분평형, 운동정도, 일주기

변화 등에 의해 표피온도 변화폭이 심부온

도의 그것보다 휠씬 크기 때문이다. 박 등은
13) 사지질병이나 냉증등과 같은 환자가 자

작하는 질환을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없었으나 적외선촬영를 통해 그 질병의 양

상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므로 일정한 의의가

있다고 하였다. 그들은 온도변화가 한열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단정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한의학의 한열개념을 판단하는 기기

는 아니며 다만, 한의학의 한열개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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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함에 있어서 체열영상을 한의학적진단

에 도입함으로서 그 방법론에 있어서 객관

적인 하나의 지표로서 활용한다면 큰 도움

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한편, DIII를 이

용하기 위해 한의학적으로 이해하고 변증시

치(辨證施治)에 사용하기 위해 한의학적 한

열개념에 대한 이론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

하며 내경을 중심으로 한열 발생기전을 문

헌적으로 고찰한 연구가 나왔다
43)
. 상기의

기본적인 연구들을 바탕으로 임상연구로는

구안와사, 오십견, 요각통, 추간판탈출증, 중

풍 등에 대한 자침효과연구가 실시되었으며,

침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기초 연구에 사용

되었는데 합곡혈 자침 시 온도 변화44), 전침

치료와 단순 자침치료 시 효과비교
45)
, 특정

질환의 평가도구로서의 DITI46), 염전침자극

효과47) 침법에 따른 효과 비교48) 자침깊이

에 따른 효과비교49)등이 있다.

적외선촬영을 통한 경락현상 관찰 여부에

관한 논쟁은 생물광자 연구로 유명한 포프

에 의해 대두되었다50). 그의 연구에 따르면

간접구로 경혈이 자극되고 그 자극에 의해

해당 경락이 활성화 되는데, 이를 적외선촬

영을 통해 관찰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간접구

에 의해 光經路이 형성되는데 이것이 한의

학에서 말하는 경혈과 동일하기 때문에 최

초로 인체의 경락구조 존재 증거를 찾았다

라고 주장하였다. 같은 연구에서, 생물체내

에서 물질과 빛의 관련성에 관한 미분방정

식을 이용하여 경락의 수직방향으로 좁은

방사가 일어남을 설명하였다. 이 연구결과가

발표되어 많은 연구진을 이 현상을 재현코

자 하였는데 이 중 오스트리아의 리체(G.

Litscher) 교수는 다른 해석을 내 놓았다. 뜸

자극시 관찰된 경락형태의 적외선 영상은

뜸에서 방사되는 적외선에 의한 것으로 경

락현상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하였다51). 또한

경락현상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시체를

대상으로 한 실험을 통해 똑 같은 결과가

있음을 보였다52). 즉, 포프의 결과는 생명현

상과 상관없이 단순히 뜸이 적외선 램프 역

할을 하고 이것을 적외선사진기가 검출하였

다고 주장하였다. 이 발표에 의해 포프의 실

험결과 해석에 대한 논쟁이 촉발되었으며

양측의 주장을 지지하는 후속 실험은 아직

까지 보고되지 않았다. 포프그룹에서 제작한

그들 실험을 보여주는 동영상에 의하면(실

험동영상이 실린 DVD를 2007년 IIB summer

school에서 판매되었음), 실험방법상 경락현

상이외의 다른 요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

다. 또한 리체의 실험도 확실한 결론에 도달

하기 위한 추가 실험이 필요하다고 사료되

며 이를 확인코자 하는 실험이 리체교수와

협의하여 저자에 의해 준비 중에 있다.

2) 생물광자의 한의학적 진단적용

포프의 초기 연구부터 생물광자 개념은

전체주의에 입각한 생명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생체진단기기의 가능성을 항상

언급되었었다. 한의학적 유사성에 기인하여

연구 초창기부터 그 적용 가능성이 대두되

어 많은 기초연구들이 한의학과의 관련성을

가졌다. 중국의 엄지강은 경혈주위에서 방출

되는 생물광자가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나

오는 것에 비해 그 양이 많다는 실험결과를

보였다53). 그러나 한의학 적용은 국내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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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이루어졌다. 소등에 시작된 기초연

구에 의하면 손등과 손바닥의 생물광자의

연중 경향성은 서로 다르며, 개인간 차를 가

지고 있다54). 손바닥은 일 년 동안 비슷한

경향을 보이지만 손등은 많은 변화를 가지

며, 계절에 따라 손등과 바닥이 반대 경향을

보였다. 계절적으로 가을에 가장 생물광자

양이 작았으며 6월부터 11월까지 손등의 방

출량이 더 작았다. 양손 생물광자의 상관관

계가 크고 손등/바닥 상관관계는 작았다. 또

한 손바닥 생물광자의 결맞음 정도가 손등

보다 높았다
54,55)
. 7명의 중풍으로 인한 반신

불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56).

7명 중 4명은 일반인보다 손등/손바닥 생물

광자의 비대칭성이 켰으며, 불수인 쪽에 빛

이 적게 나왔다. 이 점에 대해 저자들은 대

상자숫자는 적으나 의미 있는 결과라고 간

주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침치료를 시행한

결과, 생물광자 분포가 더 대칭적으로 변하

였음을 관찰하였다. 이 실험은 한의학적인

치료방법에 의한 생물광자의 변화를 연구한

최초의 연구로, 이 실험 결과에 따르면 침치

료는 생물광자 방출량에 영향을 주는 효과

를 인체에 발생시킨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양상이 건강인에게서 나타나는

좌우대칭으로 변화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

은 침치료가 환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

쳤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는 생물광자를 관

찰하여 치료 효과도 검증할 수 있는 가능성

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정상인과 감기환

자의 생물광자를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 감

기환자의 손등에서 비교적 높은 생물광자가

검출되었으며, 양손등과 손바닥 생물광자 분

포는 절대량은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상대적인 산포는 감기환자에서 더 넓음을

확인하였다57). 이는 좌우 음양의 균형이 감

기의 경우 많이 깨짐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해석은 한의학적 해석과 동일하다 그

논문에서 생물광자 측정을 통한 경락 경혈

연구, 한의학적 조기 진단기기, 한의학적 건

강지표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이 등의 국내 생물광자 연구에 대한 논문

에는 이에 관한 내용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

다58). 따라서 본고에서는 2006 년 이후 새로

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진단적용가능성을

논하고자 한다. 생물광자와 인체온도간의 상

관성은 적외선이 검출기에 검출될 가능성에

대한 고려에서 출발하였으나 측정기 자체의

특성에 의해 적외선이 검출될 가능성은 매

우 낮기 때문에 비록 적외선영역에서 생물

광자가 존재한다하더라도 측정할 수 없다.

따라서 적외선과 생물광자의 중복성은 존재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체온도는 전술한대로

인체 상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생체

신호이고 생물광자 또한 그러하므로 양자

간의 어떤 상관관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

다. 이런 이유로 생물광자와 인체온도 간 상

관성 연구는 필요하여 생물광자 측정시 측

정부위의 온도는 필수적으로 측정하고 있다.

이 자료 분석으로 생물광자 측정위치의 온

도와 생물광자 방출량간의 유의한 상관성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즉, 생물광자와

적외선영상간의 상관관계는 없고 서로 다른

생체반응을 측정한다. 그러나 추후 국내외에

행해진 실험에 의해 다른 형태의 상관관계

가 있음이 밝혀졌다. 이의 일주기 실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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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면, 온도의 변화 양상과 생물광자의

변화 양상이 어느 정도의 위상차를 가지고

일치하였다. 즉, 온도치 그 자체보다는 변화

양상이 생물광자의 그 것과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즉, 체온과 마찬가지로 생물광자도

일주기를 가지고 있었다59,60). 따라서 생물광

자도 인체의 상태를 반영하는 하나의 지표

로 활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009

년 고바야시 교수는 저온 ICCD 사진기를

이용한 이차원 생물광자 영상연구를 통해

일주기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61). 그가

얻은 일주기성 경향은 2007년 이등의 논문

에서 제시한 일주기성 경향과는 일치하지는

않았다. 다만, 생리리듬에서 일반적으로 발

견되는 일주기성이 생물광자의 한 특징임에

비추어 생물광자도 생리현상의 일부일 가능

성을 암시할 수도 있다. 최근 카이로프랙틱

전후 생물광자 측정 결과의 양자통계 분석

을 통해 유의미한 변화를 관찰하여 치료효

과에 대한 진단기기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

였다31). 저강도광치료는 ATP 생성을 가속

화시키며 산화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효과

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치료 후 효과검증

을 생물광자의 측정을 통해 할 수 있는 가

능성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었다62). 따라서

초기 실험인 편측 마비 환자에 대한 침치료

전후 비교 실험이나 위에서 언급한 카이로

프랙틱, 광치료 전후의 생물광자를 측정함으

로써 치료효과의 객관화 및 정량화를 통해

한의학 치료법의 발전이나 응용 치료법 개

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3) GDV의 한의학적 진단적용

킬리언 사진기에 CCD와 같은 현대 디지

털 기술을 부가하여 사용 및 기초 데이타

분석의 편리성을 높인 GDV의 결과 해석은

기본적으로 한의학의 경락 이론에 기반하고

있다고 그의 저서에서 명백히 표현되어 있

다. 맨델(Mandel)은 그의 저서를 통해 GDV

영상과 경락계의 성질간의 관계를 밝혔다63).

경혈점은 주위 비경혈점에 비해 더 밝게 빛

날 뿐만 아니라 그 특정 점의 세기는 보사

상태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다. 그는 손가

락 끝의 각 부분은 특정장기와 장기계와 에

너지 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을 제안

하였는데(1986) 코로트코프교수 팀에 의해

임상적으로 증명되었다34). 그들에 의하면 손

가락 GDV를 통해 장부 상태를 볼 수 있으

나 장부에 문제가 있을 경우만 이에 상응하

는 현상이 GDV를 통해 보인다고 한다. 즉,

문제가 생긴 장부에 대해서만 GDV를 통해

진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기적 코로나 방

전에 의한 빛은 각 10 개의 손가락에서 측

정하는데 이 손가락은 인체의 12 경락의 전

기적 종착점 역할을 한다. 복잡한 수학적 계

산을 통해. 손가락 끝 부분 영상의 크기, 형

태, 강도 그리고 특이점에 대한 특성 파악을

하게 된다. 이 계산은 에너지 경락 원리에

부합되는 각 장기와 인체 상체를 반영하는

손가락 끝 영상의 영역이나 부분의 분석에

사용된다. 또한 킬리언 사진기는 Electro

Acupuncture according to Voll(EAV)과 여

러 면에서 유사하다34). 양자 모두 전위차를

유발하여 발생하는 전류량을 측정하는데 그

결과는 생리 상태와 상관이 있음이 밝혀졌

다. Voll은 손가락의 각 부분과 이에 해당되

는 경락과 이에 따른 장부 간의 관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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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했는데 이 상관성 역시 GDV에도 적용

된다. 양자 모두 약간의 전압을 혈자리에 걸

어주고 나서 측정된 전기에 따라 진단으로

쓰고 있다. 특정 생리적 변화들은 피부의 전

기전도도에 영향을 미쳐 그 저항치의 변동

을 야기한다. 이 변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이 가능한데 이를 이용하여 심리학이나

범죄학에서 거짓말 탐지에 사용되기도 한다.

이 변동은 전침치료나 연구에도 적용된다.

이 변동은 손가락 끝과 발가락 끝에서 가장

명백하다. 따라서 손가락 끝의 전기저항을

측정함으로써 여러 상태를 상대적으로 용이

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GDV

의 손가락 끝 측정은 일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적인 GDV 신호의 한의학적 해석

은 측정에 의해 얻어진 각 손가락의 GDV

정보들을 Sector 평가와 특정장기와 계와 비

교하는 것의 근거는 경락계와 한국의 수족

침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34). 국내에 본격적

으로 GDV가 소개된 것은 2001년 국내에서

개최된 한 심포지엄에서 코로트코프교수가

"킬리안 효과를 이용한 새로운 도구 GDV

출현“에 대해 강연한 이후이다64). 이 후 몇

몇의 한의원이나 연구자들이 이 기기를 이

용하여 상기의 실험들을 행하였으나 그 결

과가 자세히 학계에 알려진 바가 없는 듯하

다. 최근 국내연구로는 주열요법, 발반사요

법, 향기요법 실시 전후의 GDV 변화를 관

찰하여(전주대학교) 진단기기로서의 가능성

을 확인하였으나65) 아직까지 한의학계에서

본격적으로 연구의 주제로 삼고 있지 않은

듯하다.

GDV의 임상적용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다. 그의 논문

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현재까지 GDV를

의료용진단기기로 승인한 국가는 러시아뿐

으로32), 연구자 중심으로 그 임상 적용 가능

성에 대한 실험이 행해지고 있다. 생물광자

의 경우 실험실에서 인체 생명광자를 측정

하거나 소규모 실험을 통한 증례보고 수준

에 있으며 본격적인 임상 시험이 실시된 적

이 없다. 따라서 두 측정기기 모두 객관적인

체계적인 임상 시험이 임상적용에 앞서 실

시되어야 한다. 반면에 DITI는 의료기기로

서 유방암과 같은 특정 질환에 보조적인 진

단기기로 사용되고 있으며, 타 질환 적용 가

능성은 계속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GDV와

생물광자 간의 연관성은 GDV 연구자 측에

서 자주 주장되어 왔다. GDV 신호 중 특정

잡음은 인체 내 강한 생리작용에 의한 것으

로 피검자의 상태를 알려준다고 한다. 생물

광자에 의해 주위의 공기 분자가 이온화 되

고 증폭되어 육안으로 감지할 정도로 증폭

됨으로서 이 잡음이 검출된다고 한다. 따라

서 암실이나 PMT 없이 GDV의 잡음 분석

을 통해 생물광자에 대한 연구도 할 수 있

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진에서

본 바와 같이 GDV 연구자가 생물광자를

연구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그러나 인체에

서 방사되는 생물광자의 매우 낮은 세기를

고려하면 비록 있다하더라도 그 영향은 거

의 무시할 수 있을 수준이라고 추정한다.

즉, 적외선, 생물광자 및 GDV간의 발생기

전 측면에서의 상호 연관성은 거의 없는 것

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 간의 임

상적 관련성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된 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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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므로 어떠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이

모든 측정의 해석은 전체주의에 입각한 생

명관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좌우 균형을

중요하게 여긴다. 또한 상기 방법론의 고안

자 및 연구자들이 불명확하지만 한의학적

관련성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한의학 연

구를 위한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한다는 측

면에서 이 세 가지 진단법들의 임상적 관련

성 연구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Ⅳ. 結 論

인체에 의해 발생하는 전자기파를 이용하

여 인체 상태를 진단하는 수단인 적외선 영

상, 생물광자, GDV 방법을 기초연구 측면

에서 기작 및 사용법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

하였다. 또한 연구자나 임상적용자들을 위해

각 진단법의 장단점을 최근 논문을 참조하

여 한의학적 관점에서 비교하여 다음과 같

은 결론을 얻었다.

1. 적외선 영상진단은 임상에서 많이 사용되

는 진단방법이지만 특정질환 진단등과 같

은 활용성면에서 개선할 여지가 많다.

2. 적외선 영상결과에 따라 제안된 간접구에

의한 경락활성현상은 보다 엄격한 실험방

법론 적용을 통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3. 생물광자와 GDV는 적외선에 비해 기전

연구가 매우 부족하며 임상연구가 미진

하다. 특히 생물광자는 체계적인 기초 임

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4. 생물광자는 적외선 영상과 유의한 상관관

계가 없으며 일주기성을 가지고 있다.

5. GDV와 생물광자간의 상호관계는 거의 없

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기기는 러시아에

서만 의료기기로서 승인을 받은 장치로,

병증 진단을 위한 체계적인 임상연구가

필요하다.

6. 삼자간 발생 기전간의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추정되나 임상적 상관관계의 규

명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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