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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a new method to estimate the resistance by 

acupoint compositions by using the multi-frequency bioelectrical impedance analysis(MF- 

BIA) of 5 kHz, 50 kHz and 200 kHz within 2 cm of acupoints as a local segment. Moreover, 

we try to confirm the relation to between measured resistance at skin surface and measured 

resistance by various manual acupuncture needle insertion depth. 

Methods : Ten male subjec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We measured the resistance at left/ 

right ST36 at skin surface and various manual acupuncture needle insertion depth(skin, 5 mm, 

10 mm, 15 mm, 20 mm, 25 mm and 30 mm).

Results : It was also observed that the all measured resistances were the highest at 5 kHz 

and the lowest at 200 kHz.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t 5 kHz, 50 kHz and 200 kHz 

between measured resistance at skin surface and measured resistance by various manual 

acupuncture needle insertion depth(p＜0.05).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left 

and right identical acupoints under the identical condition(p＞0.05).

Conclusions : We conclude that the measured resistance at skin surface has limitation as to 

reflect the information of tissue. However, the measured resistance at each frequency was 

changed as similar pattern by different insertion depth. Hence, we confirmed the possibility of 

assumption on information of tissue which was expected to locate an acupoint. 

Key words : BIA, acupoint, bio-ion, impedance

I. 서  론

한의학은 경 과 장부가 연결되어 있다는 경락

학설을 기반으로 진단  치료를 이행하고 있다. 

장부 이상에 따른 경 의 상태를 객 으로 별

하고자 X-ray, CT, PET와 같이 가시 이고 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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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측정 가능한 기기를 이용한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1,2). 한 경 의 기  반응 특성을 분석

하기 해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근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 그  Reinhold Voll의 EAV 

(electro-acupuncture According to Voll) 체계는 세

포를 하나의 이온 배터리로 간주하고 외부 미약

류 자극에 의한 경  반응 특성을 분석하 으며, 

다른 피부 부 보다 높은 기 도도를 가진 양

도체의 성질이 찰되어진 인체 부 가 고  경

과 부분 부합하고 있다고 보고하 다
3-5)

. 이러

한 EAV 체계를 기반으로 경 의 기  반응 특

성에 하여 분석하고자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

며
6,7)

, 경 과 비경 에서의 기  특성을 상

으로 비교해볼 시 경 이 항성분이 낮고 용량 

성분이 높다는 공통 인 연구결과를 보고하 다. 

경락을 따라 인 한 비경  부 에 비하여 경 에

서 찰된 Ca2+, Fe3+, Cu2+, Zn2+과 같은 속성 

양이온의 높은 분포는8) EAV 체계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기존 연구결과와 함께 경 이 생체 내에 

자기  신호(electromagnetic signal)를 변환하는

데 요한 지 임을 뒷받침해주는 연구결과이다. 

이에 장부기능 이상 유무와 경 의 기  반응 

특성 변화간의 계를 객 으로 분석한다면, 한

의학  경  진단기기로서의 사용가능성과 다수 

경 을 측정함에 따라 경락진단기기로서의 활용성

이 크다. 그러나 EAV 체계는 인체의 직류를 인가

하는 방식으로 세포 분극 상이 래되어 시간과 

실험 환경의 변화에 따른 피부 항의 변화와 반

복 측정에 한 재 성이 낮다는 단 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단 을 극복하고자 인입 하량과 동

일한 하량을 인출하는 방식의 SPAC(Single 

Power Alternative Current)의 자극 방식이 제시되

었다. SPAC 자극을 40 Hz에서 25 kHz의 주 수

역에서 각 경 과 비경 에서의 기  반응 특성

을 분석해본 결과, 3 kHz와 10 kHz에서 비경 에 

비하여 경 의 낮은 항성분으로 인한 기  특

성 반 정도가 높다고 보고하 다. 한 4 kHz에

서 경 과 비경 간의 가장 높은 식별율이 찰되

었다고 보고하 다9). 

그러나 EAV 체계와 SPAC의 자극방식을 이용

한 연구는 경 에서의 피부 항성분에 의해 유발

된 를 분석한 것으로 조직 내 이온의 분포에 

의한 항성분으로 인하여 유발된 간의 상

성을 보고한 바 없다. 즉 EAV 체계와 SPAC의 자

극방식은 피부에서 측정한 기  반응 특성이 피

하  근육 내 경 이 치한 조직 내의 이온의 

분포에 의한 기  반응 특성과 동일하다고 가정

한 연구결과이다. 그러나 피부에서 측정된 기  

반응 특성이 조직 내의 연체  특성을 가진 세

포막과 더불어 세포외액과 세포내액 안에 존재하

는 이온의 양으로 발생되어지는 기  반응 특성

과 동일하다고 간주하기 어렵다. 한 경 마다 존

재하는 깊이가 각기 상이함에 따라, EAV 체계와 

SPAC의 자극방식이 유의하게 반  가능한 피부로

부터의 생체 내 범 에 한 객 인 연구가 시

하다. 

이에 조직 안에서의 세포 외액과 내액에 존재하

는 이온의 양에 따른 항성분을 추출하기 하여 

생체 기 항법(BIA: bioelectrical impedance ana-

lysis)이 제시되었다
10)
. BIA는 피부 항(10,000 Ω/ 

cm2)에 의한 불안정한 류의 흐름을 안정 으로 

조직으로 흐르게 하기 하여 800μA의 정 류를 

표면 극법을 사용하여 인가하는 방식이다. BIA

는 단일주 수를 사용하는 SF BIA analyzer(Single 

frequency BIA analyzer)와 다주 수를 사용하는 

MF BIA analyzer(Multi-frequency BIA analyzer)

가 있다. 부분의 SF BIA analyzer는 근골격계 

특성에 한 높은 반 률을 가진 50 kHz의 주 수

를 사용하고 있다. SF BIA analyzer에 사용되는 

50 kHz의 주 수는 세포외액과 세포내액을 기

으로 연하기 한 capacitor 역할을 하는 세포막

을 통 못하므로 양측에 존재하는 모든 이온 분

포에 따른 항성분을 추정하지 못한다는 한계

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50 

kHz 이하의 주  신호는 세포외액으로만 류가 

흐르며, 200~300 kHz 이상의 고주  신호는 세포

막을 통하여 세포내액과 세포외액에 류가 흐

른다고 보고하 다. 이에 조직 내 세포 내액과 외

액에 존재하는 이온 분포에 따른 항성분을 추정

하기 하여 MF BIA analyzer를 사용하고 있으며, 

부분 5 kHz, 50 kHz, 200 kHz의 세 가지 주 수

를 사용하고 있다11-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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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ircuit equivalent circuit for impedance in 
a cell or tissue. 
Cm : membrane capacitance, Rm : membrane resistance, 
Re : extracellular fluid resistance, Ri : intracellular fluid 
resistance.

Fig. 2. Block diagram of 6 channel MF BIA ana-
lyzer.

부 인 경 에서 조직 내 이온 분포 상태에 따른 

항성분을 추정하기 한 6 channel MF BIA 

analyzer를 개발하 다. 

일반 인 BIA 기법은 표면 극을 사용하여 피

부임피던스에 따른 불안정한 류의 흐름을 최소

화하고 있다. 이에 경 이 치한 표피에서의 침 

극을 사용하여 측정할 시, 침 극 고정문제, 피

부임피던스로 인한 불안정한 류의 흐름과 더불

어 측정자나 피험자의 미동으로 인한 측정 치 변

화  주변 환경에 의한 노이즈 향 등 다양한 

환경  요인에 향을 받는다. 이에 따라 표면 극

을 사용하여 경  표피에서의 항성분을 추정하

는 것이 합하다. 이에 따라 개발된 MF BIA 

analyzer를 이용하여 경 에서의 이온 분포에 따른 

항성분을 추정하 으며, 경 의 깊이가 다양함에 

따라 표면 극에서 측정한 항성분과 침 극을 

이용하여 5 mm 간격으로 깊이를 가변함에 따라 

계측된 항성분간의 계를 분석하여 반 률을 

확보하고자 하 다. 한 기존의 연구결과에 따르

면 한의학  경맥 으로 좌/우 동일 경 은 정

상인인 경우 경  내 조직안의 이온분포간의 계

가 높은 상 성을 가지며, 환자의 경우 불균형 상

태에 따라 낮은 상 성이 찰된다고 보고되었다
14,15). 이에 따라 동일 경 에 한 표면 극에서의 

추정한 항성분과 침 극이 삽입된 깊이에 따라 

추정한 항성분간의 계와 좌/우 동일 경 에서

의 상 성을 분석하 다.  

II. 재료  방법 

1. MF BIA analyzer의 측정 원리

5 kHz의 800μA는 부분 세포막을 통하지 

못하여 세포외액으로 흐른다. 800μA은 세포외액에 

존재하는 이온분포에 따른 Re에 비례하는 차

가 발생한다. 50 kHz으로 자극을 하 을 시, 세포

막을 통하기 시작하며 세포외액과 세포내액의 

반 감도비가 략 8：2 정도이다. 200 kHz의 고주

에서는 세포막의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세포외

액과 세포내액을 반 하므로 RiRe/(Ri+Re)의 

향에 비례하는 차가 발생하게 된다
11-13)

. 본 연

구에서는 발생된 차를 8.2배 증폭하 으며 482

㎐의 2차 고역통과필터(2-order highpass filter)와 

530 kHz의 2차 역통과필터(2-order lowpass 

filter)을 통과하여 노이즈 성분 제거 후 peak 

detector를 통하여 계측된 를 이용하여 항성

분을 추정하 다(Fig. 1). 

2. MF BIA analyzer 개발  평가방법

Fig. 2는 개발된 6channel MF BIA analyzer의 

블록다이어그램이다. 극부와 시스템간의 미동으

로 인한 실험오차를 최소화하기 하여 GUI(g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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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sample of the 6  
channel MF BIA analyzer. 
(A) The electrode of the MF BIA 
analyzer, (B) The main system of 
the MF BIA analyzer.

phic user interface)로 시스템을 구동하도록 하

다. 본 개발된 시스템은 극부에 기  안정성을 

고려하여 800μA의 류를 실시간 감지하여 순간

인 류 변동이 생길 시 시스템 자체와 인체가 

단락이 되도록 설계하 다. 한 두 개의 측정 

극간의 거리가 1 cm의 오차를 가졌을 시 측정치의 

오차가 략 2%에서 최  16%까지 발생한다는 기

존의 연구결과에 의하여16,17) 측정 극간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하여, 극간의 거리가 18 

mm인 Two circular Ag/Agcl surface elec-

trodes(Norax Inc., USA)를 선정하 다.

3. 경 치 선정  실험환경

표면 극을 통해 추정한 항성분과 실제 조직 

안으로 삽입하여 추정한 항성분간의 계와 반

률을 분석하고자 퇴부와 종아리에 치한 경

  0.5寸~1.5寸 깊이에 치한 족양명 경(ST)

의 족삼리(ST36)를 측정 부 로 선정하 다. 

MF BIA analyzer의 측정 시 피험자의 상태  

검사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측정 오차를 유발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온도가 25
o
C로 일정하게 유

지된 실험실에서 진행하 다. 한 모든 피험자에

게 측정 오차의 요인이 될 수 있는 30분 이내의 소

변, 4시간 이내에 음식물 섭취, 12시간 이내의 운

동, 48시간 이내 알코올 섭취를 제한하 다.

4. 피험자 선정

최근 3개월 이내 어떠한 질환으로 인하여 의료

행 를 받지 않았고, 일상생활을 수행함에 있어 불

편함이 없는 성인 남자 10명이 자발 으로 참여하

으며, 측정 경  치에 피부 상태가 화상  상

처가 나지 않은 자로 국한하 다. 피험자의 평균 

신장은 171.2±4.5 cm이며 평균 몸무게는 70.6±11.8 

kg이다. 임상시험을 진행하기  피험자들에게 연

구의 목 과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 다.

5. 실험방법

일반 인 BIA 측정 방법에 기 하여 모든 피험

자는 운 자세로 양팔이 몸통에 닿지 않는 상태

로 다리와 팔을 각각 45o 외 하 다. 한 양 

퇴 간에 을 하지 않도록 자세를 유지하 다. 

모든 피험자의 좌/우 족삼리(ST36)에 의료용 소독

을 실시하고, 경락선상으로 표면 극을 부착하

다. 표면 극 부착 후로부터 10분간의 안정 상태

를 유지한 후 좌/우 족삼리(ST36)에서 각 주 수

에 하여 3번 연속 측정하 다. 표면 극을 제거 

한 후 10분간의 안정 상태를 유지한 후 침 극을 

삽입하 다. 침 극의 깊이는 5 mm, 10 mm, 15 

mm, 20 mm, 25 mm, 30 mm로 나 었으며, 각 단

계마다 10분간의 안정 상태를 유지한 후 각 주 수

에 하여 3번 연속 측정하 다. 

III. 결  과

Fig. 4는 좌/우 동일 경 에서 표면 극과 침 

극 삽입한 깊이 별로 5 kHz에 의해 추정한 항성

분을 기 으로 계산한 50 kHz와 200 kHz의 상

 변화율이다. 5 kHz가 가장 높고 200 kHz에서 

가장 낮은 동일한 추이를 확인하 다. 각 주 수에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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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nalysis of the normalized measured re-
sistance at ST36. 
The reference value is the measured resistance of 5 kHz.

Fig. 5. Analysis of the normalized distribution of 
the calculated resistance by the 5kHz at ST36. 
The normalized distribution is referenced by the 
calculated resistance at surface skin. 

Depth 0 mm 5 mm 10 mm 15 mm 20 mm 25 mm 30 mm

p value 0.309 0.000 0.027 0.113 0.268 0.092 0.848

Table 1. Independent Samples T-Test Results of 5 kHz at Left/right ST36  

서 추정한 항성분간의 유의한 차이를 분석하고

자 one-way ANOVA의 Tukey test를 사용하여 사

후검정 한 결과, 표면 극과 침 극 삽입한 깊이 

별로 추정한 각 항성분들은 주 수에 따라 유의

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 다(p＜0.01).

Fig. 5와 같이 5kHz에 하여 추정한 항성분

의 상  변화율은 좌/우 동일 경  모두 침 극

의 삽입 깊이가 깊어질수록 감소하는 추이를 확인

하 다. 따라서 표면 극에 의해 추정한 항성분

에 비하여 침 극 삽입 깊이가 30 mm일 시 

57.58%(좌), 56%(우)로 유사하게 감소하 음을 확

인하 다. 침 극의 삽입 깊이 별로 좌/우 동일 

경 에서 추정한 항성분에 하여 Independent 

samples T-test를 통하여 상 성 분석을 한 결과, 5 

mm, 10 mm에서 좌/우 추정한 항성분간의 상

성이 p＜0.05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5 mm, 10 mm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서는 p＞

0.05로서 좌/우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Table 1). 즉 5 kHz에서 침 극의 삽입 깊이

가 5 mm, 10 mm을 제외하고 좌/우 동일 경 에

서 표면 극과 침 극의 삽입 깊이에 따라 추정

한 항성분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이에 따라 

삽입 깊이에 따른 상  변화율도 매우 유사함을 

확인하 다.  

Fig. 6은 좌/우 동일 경 에서 50 kHz으로 표면

극과 침 극 삽입 깊이 별로 추정한 항성분

의 상  변화율이다. 5 kHz에서 찰된 침 극 

삽입 깊이에 따른 지속 인 감소 추이와 달리 좌/

우 동일 경  모두 5 mm에서 격히 증가한 후에 

차 감소하는 추이가 찰되었다. 좌/우 동일 경

에서 표면 극에 의해 추정한 항성분에 비하

여 5 mm에서 171.75%(좌), 180.58%(우)로 격히 

증가하 다.  한 좌/우 동일 경 에서 10 mm에

서 20 mm의 삽입 범 에서 표면 극에서 추정한 

항성분보다는 상 으로 높은 추정치가 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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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nalysis of the normalized distribution of 
the calculated resistance by the 200 kHz at 
ST36. 
The normalized distribution is referenced by the calculated 
resistance at surface skin.

Depth 0 mm 5 mm 10 mm 15 mm 20 mm 25 mm 30 mm

p value 0.185 0.067 0.478 0.050 0.288 0.473 0.689

Table 2. Independent Samples T-Test Results of 50 kHz at Left/right ST36  

Depth 0 mm 5 mm 10 mm 15 mm 20 mm 25 mm 30 mm

p value 0.330 0.322 0.998 0.751 0.578 0.984 0.474

Table 3. Independent Samples T-Test Results of 200 kHz at Left/right ST36 

Fig. 6. Analysis of the normalized distribution of 
the calculated resistance by the 50 kHz at ST36. 
The normalized distribution is referenced by the calculated 
resistance at surface skin. 

었다. 10 mm에서 20 mm의 삽입 범 에서 5 mm

에서 추정한 항성분에 비하여 차 감소함에 따

라 20 mm에서 표면 극에서 추정한 항성분에 

차 근사해지고 있음을 확인하 다. 좌/우 동일 

경  모두 25 mm에서 30 mm의 삽입 범 에서 표

면 극에서 추정한 항성분보다는 상 으로 

낮으며 30 mm에서는 80.33%(좌), 85,75%(우) 의 

최  상  감소비율을 확인하 다.

표면 극과침 극의 삽입 깊이 별로 좌/우 동

일 경 에서 추정한 항성분에 하여 Indepen-

dent samples T-test를 통하여 상 성 분석을 한 

결과, 모두 p＞0.05 이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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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 다(Table 2). 즉 50 kHz일 시 좌/우 동일 

경 에서 표면 극과 침 극 삽입 깊이별로 추정

한 항성분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이에 따라 

삽입 깊이에 따른 상  변화율도 매우 유사함을 

확인하 다. 

Fig. 7은 좌/우 동일 경 에서 200 kHz으로 표

면 극과 침 극 삽입 깊이 별로 추정한 항성

분의 상  변화율이다. 50 kHz에서 찰된 추이

와 동일하게 5 mm에서 271.75%(좌), 275.42%(우)

로 격히 증가한 후에 10 mm에서 20 mm의 삽입 

범 에서 차 감소하 다. 한 30 mm에서 

86.58%(좌), 86,58%(우)으로 최  상  감소비율

이 찰되었다. 그러나 50 kHz와 달리 25 mm에서 

표면 극을 이용하여 추정한 항성분과 가장 근

한 결과를 확인하 다.

표면 극과 침 극의 삽입 깊이 별로 좌/우 동

일 경 에서 추정한 항성분에 하여 Indepen-

dent samples T-test를 통하여 상 성 분석을 한 

결과, 모두 p＞0.05 이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 다. 즉 200 kHz일 시 좌/우 동일 경 에

서 모든 경우에 하여 추정한 항성분간의 유의

한 차이가 없으며 이에 따라 삽입 깊이에 따른 상

 변화율도 매우 유사함을 확인하 다(Table 

3). 

Fig. 8은 각 주 수마다 표면 극에서 30 mm까

지의 추정한 항성분간의 변화율에 한 좌/우 

유사 정도를 확인하기 하여 선형 회귀 분석을 

한 결과이다. 5, 50, 200 kHz 각각의 결정계수가 

0.969, 0.993, 0.997로서 각 주 수마다 침 극 삽입 

깊이별로 추정한 좌/우 동일 경 에서의 항성분

이 매우 유사한 변화율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

다. 

IV. 고  찰

세포외액은 조직액, 림 액,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포외액은 세포내액에 비하여 Na+, Ca2+, 

Cl
－
, HCO3

－
가 많으며 K

+
, Mg

2+
, PO4

3－
, SO4

2－
가 

Fig. 8. Results of the regression analysis at ST36. 
(A) Rsesult of the simple linear regression at 5 kHz(R2=0.969). (B) 
Result of the simple linear regression at 50 kHz(R2=0.993). (C) 
Result of the simple linear regression at 200 kHz(R2=0.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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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he parallel model which is influenced by 
manual acupuncture needle insertion depth. 
The tissue consists of resistance and capacitance in 
parallel or in series.

게 내포되어 있다. 세포내액은 체액의 략 65%

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포외액에 은 이온들을 비

교  많이 내포하고 있다. 50 kHz 이상의 주 수

에서 세포외액과 세포내액을 기 으로 연시켜

주고 있는 capacitor 역할을 하는 세포막 기능이 

차 상실되어 고주 일수록 류가 통과하는 생

체이온의 양이 많아짐에 따라 추정하는 항성분

이 낮아진다11). 표면 극과 침 삽입 깊이와 계없

이 5 kHz를 기 으로 50 kHz와 200 kHz에서 추정

한 항성분을 상  비교해 볼시, 기존의 연구결

과와 동일하게 고주 일수록 낮은 항성분이 검

출되었으며 각 주 수에서 추정한 항성분들 간

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 다. 

침의 삽입 깊이가 깊어질수록 맞닿아 있는 조직

들의 항성분들이 다양하다. 두 극간 사이에 존

재하는 각 조직들의 상이한 항성분으로 인하여 

800μA은 병렬 으로 나뉘어 흐른다. 침의 삽입 깊

이가 깊어질수록 다양한 병렬  구조를 가짐에 따

라, 유발된 는 항성분의 높고 낮음에 따라 

흐르는 각기 다른 류의 양에 의해 유도된 각 

들의 병렬  합이다(Fig. 9). 조직 내에 인가된 

류는 두 극사이에 항성분이 가장 낮은 조직

들 간의 결합을 이루어진 경로를 통하여 부분 

류가 흐른다. 즉 류의 흐름으로 인하여 유발된 

는 항성분이 가장 낮은 조직들 간의 결합으

로 이루어진 경로에서의 반 인 세포 내액과 외

액의 이온 분포에 따른 항성분을 높게 반 한다. 

이러한 침 삽입 극 깊이에 따라 높게 반 하는 

조직이 각기 상이하므로 각 주 수마다 표면 극

을 기 으로 침 삽입 깊이에 따른 상  변화율

이 다양한 것으로 사료된다. 제지방(fat free mass)

은 근육과 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육은 주로 단

백질과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조직에 비하

여 근육을 포함한 제지방은 기 도성이 높고 

도체 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었다. 이러한 

주 에 비하여 50 kHz의 부근이 주 수가 근골격

계 특성 반 도가 높다고 보고되었다
11-13)

. 이에 표

면 극에서 추정한 항성분을 기 으로 침 삽입 

깊이에 따른 상  변화율이 5 kHz에 비하여 50 

kHz가 상 으로 높게 찰된 것으로 사료된다. 

한 50 kHz에 비하여 200 kHz에서 표면 극에

서 추정한 항성분을 기 으로 침 삽입 깊이에 

따른 상  변화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는 50 kHz의 주 수는 세포외액량과 세포내액량의 

반  감도비가 략 8：2 정도이므로11) 200 kHz의 

세포내액량의 높은 반 률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

된다. 

한 침 삽입 깊이에 따른 인체 내 극과의 

 면 이 상이하므로 향을 받는 제지방과 지방

간의 비율이 다르다. 피부는 표피, 진피로 구성되

며 피부의 두께는 부 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

반 으로 약 1~4 mm이다. 피부 아래에는 지방으

로 구성되어 있는 피하조직이 치하고 있는데, 인

체 부 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 으로 약 4~9 

mm이며 최  30 mm까지 구성된다
18)
. 이러한 피

하조직의 두께는 피험자의 비만 정도에 따라 차이

가 발생하나, 기존 연구에 따르면 족삼리가 치한 

하퇴부 면의 피하지방은 4.1 mm 정도로 보고되

었다19). 따라서, 본 연구 결과  5 mm에서 5 kHz

와 조 으로 50 kHz, 200 kHz에서 추정된 항

의 증가는 삽입된 침 극의 치가 피하 지방 조

직에 치한 결과로 단된다. 지방 조직은 제지방 

조직에 비하여 수분 함유량이 으므로 세포 외액

으로만 류가 흐르는 5 kHz보다 세포 내액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50 kHz, 200 kHz에서 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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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한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경 에서 이온분포가 높으며 경 을 연결시켜주

는 역할을 하는 경락이 생체 내에서의 기  신

호 달을 시키기 합한 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고찰하여보면, 

침 삽입을 30 mm의 깊이로 하 을 시 추정한 

항성분은 경 과 경락의 상태를 높게 반 하 을 

것으로 단된다. 한 표면 극부터 30 mm의 침 

삽입 깊이까지의 좌/우 추정한 항성분의 선형성

을 평가하고자 simple면 linear regression을 실시한 

결과 결정계수가 0.969(5 kHz), 0.993(50 kHz), 

0.997(200 kHz)로 매우 높은 선형성을 가지는 결과

를 확인하 다. 이는 좌/우 동일 경 은 해부학

으로 동일한 근육에 존재하며 동일 경맥에 의하여 

좌/우 경락이 향을 받음에 따라 좌/우에 한 

추정한 항성분은 높은 상 성이 찰된 것으로 

사료된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세포외액과 내액에 존재하는 이

온 분포에 따른 항성분을 추정 가능한 6 Chan-

nel MF BIA analyzer를 개발하 으며, 이를 사용

하여 표면 극에서의 추정한 항성분과 침 극

이 삽입된 깊이에 따라 추정한 항성분간의 계

와 좌/우 동일 경 에서의 상 성을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표면 극과 침 극 삽입 깊이별로 5 kHz, 50 

kHz 그리고 200 kHz에서 측정할 시, 고주 로 갈

수록 세포외액과 세포내액 양쪽으로 류가 흐름

에 따라 항성분이 감소하는 추이를 확인하 다. 

한 각 주 수마다 추정한 항성분간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 다. 

표면 극에서 추정한 항성분을 기 으로 침 

극 삽입 깊이 별로 각 주 수마다 상  변화

율을 분석해본 결과, 5 kHz은 침 극의 삽입 깊

이가 깊어질수록 감소하는 추이가 찰되었으며, 

50 kHz과 200 kHz은 5 mm에서 격히 증가하

다가 감소하는 공통 인 추이가 찰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표면 극에서 추정한 

항성분이 경 과 경락을 반 하고 있다고 주장하

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 다. 그러나 동일 주

수에 하여 항성분의 변화 추이가 피험자마다 

유사하며, 좌/우 동일 경  간에 변화 추이가 선형

임을 확인하 으므로, 다양한 경 에서 단순한 

깊이에 따른 항성분을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침

이 삽입된 조직의 치를 음  상 기법 등을 

이용하여 악하여 그에 따른 항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 다. 이에 경 이 치하

고 있는 깊이가 각 경 마다 상이하므로 경 이 

치하고 있는 깊이에서 항성분의 특성을 악

함으로써 경 의 기  특이성을 보다 정 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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