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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mentation of Thermo-sensitivity Test of Well 

Points, a Pilot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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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 Although the thermo-sensitivity test in Well points in 12 Meridians(井穴知熱感度測定法) 

has been used for several decades, it is still performed by a manual way, and lack in objectivity 

consequently. To make it more objective, accurate and convenient test, we have developed a novel system 

to test thermo-sensitivity in Well points.

Methods : To enhance the blindness of the test, we made a shielded system which give heat to some 

fingers of subjects in random way. To perform the test in quantitative manner, we developed a fully 

automated, computer-controlled system composed of heating bulbs and response button array.

Results : The developed system showed linearity in heating the finger phantom. It also gave acceptable 

but interesting features in pilot tests with several young adult subjects. 

Conclusions : By the developed system, we could improve objectivity and convenience of the 

thermo-sensitivity test in Well points. 

Key words : Well-point, thermo-sensitivity, meridian, intradermal needle

1) 

정혈 지열감도 측정법의 객관화

－기기 개발 및 시험 측정 결과 보고－

이병훈1․이상훈2․김기왕1

1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2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학교실

       * 본 연구는 2009년도 부산 학교 신임교수 연구정착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수 : 2011. 3. 11. ․수정 : 2011. 3. 22. ․채택 : 2011. 3. 23.

  ․교신 자 : 김기왕, 경남 양산시 물 읍 범어리 부산 학교 한의학 문 학원 응용의학부

Tel. 051-510-8466  E-mail : kimgiwang@hanmail.net

원 저

Abstract



The Journal of Korean Acupuncture & Moxibustion Society Vol. 28 No. 2 April 2011

134

Ⅰ. 서  론

정  지열감도 측정법(井穴 知熱感度 測定法)은 일

본의 침구학자 아카바네 코베이(赤羽幸兵衛, 1895∼

1983)가 1950년에 고안
1)
한 정 의 온열 감각  통각 

역치 측정 방법으로서, 경락 기능의 좌우 불균형 정도

를 진단하고 피내침치료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도구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아카바네 코베이에 의하면 특정 경맥에 문제가 있

을 때 정 의 온각 역치와 통각 역치에 좌우차가 커

지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하 다
2,3)
. 한 침치료, 특히 

피내침치료 후 좌우 정 의 온각 역치와 통각 역치를 

측정해 보면 좌우의 불균형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변

화가 보인다고 하 다
4)
. 

정  지열감도 측정은 본래 가느다란 막  형태의 

향(香)을 정 에 근 시켜 비 으로 열을 가해 각 

정 의 온열 감각  통각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그러

나 이러한 방법은 에 정량 인 열을 달할 수 

없어서 측정상의 부정확성을 피하기 어렵고 측정이 

번거롭다는 단 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자동화된 정  지열감도 측정 시스

템을 고안하 다. 아래에 우리가 개발한 시스템을 소

개하고 보 이나마 그 측정 결과를 보고한다.    

Ⅱ. 재료와 방법

종래의 정  지열감도 측정은 향에 불을 붙여 측정

자가 정  부근에 근 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므

로 정 에 달되는 복사 열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가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 으로 제어 가

능한 열원을 일정 치에 고정하여 검사자의 조작 방

법에 계 없이 일정한 열이 피검사자의 정 에 달

되도록 하 다.  

한 종래의 정  지열감도 측정에서 온열 자극을 

가한 후 피검사자가 뜨겁다고 느 을 때 이를 언어를 

통해 검사자에게 달하는 방법을 사용하 는데 언어 

표 과 이의 청취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 측정할 때

마다 다소의 오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본 연구에

서는 이러한 피검사자 응답의 시간  지연을 최소화

하고자 피검사자가 어느 한 손가락이 뜨거움을 느

을 때 바로 그 손가락 의 버튼을 러 인가된 자극

이 역치에 도달했음을 표 하도록 기기를 설계하

다.

 
Fig. 1. 개발된 시스템의 단일 측정 단  개념도 

 

Fig. 1은 이러한 개념으로 설계된 본 시스템의 단

일 측정 유닛을 도시한 것이다. 정 에 온열 자극을 

가하기 한 열원으로는 정격 압 12V, 정격 력 

20W의 할로겐 램 가 사용되었다. 한편 기 시험에

서 정격 압 이하의 다양한 압을 인가하여 온열 

특성을 검하 으나 최종 으로는 인가 압을 12V

로 정하여 사용하 다.  

이 게 만든 측정 단 로 피검사자의 12정 에 

해 그 지열감도를 측정하 는데, 본 연구에서는 발의 

정 에 한 측정 기구는 생략하고 우선 좌우 양손의 

정 (모두 12개 )에 한 측정 기구만 제작하 다.

종래의 정  지열감도 측정에서는 검사자의 모든 

조작을 피검사자가 찰할 수 있었으므로 검사자, 피

검사자 모두 재 어느 경 에 한 측정을 하는가를 

인지한 채로 측정에 임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피험

자의 응답에 잠재  향이 있는 인자 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향을 차단하고 검

사자, 피검사자 모두에게 맹검(blind test)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2개의 측정 단  체를 불투명한 덮개로 

은닉하고 컴퓨터에서 생성한 난수(亂數, random numbers)

에 따라 12개   어느 한 군데에 무작 으로 

열을 가하는 방식을 고안하 다. Fig. 2는 이처럼 검

사부가 은닉된 측정 시스템(a)을 보여 다. 그림의 

(b)는 덮개를 열어 검사부의 구성을 보인 것이다.

본 시스템은 측정 과정 체가 컴퓨터를 통해 제어

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Fig. 3은 고안된 시스템의 

체 구성을 보여 다. 컴퓨터에서 생성된 난수는 USB

(범용 직렬 연결) 인터페이스를 통해 스 치 제어부

에 달이 되고 제어부의 출력이 기계식 릴 이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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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개발된 시스템의 외

덮개를 덮은 상태(a)와 덮개를 열고 내부를 노출한 것(b). 실제 측정에서는 덮개가 덮인 상태로 검사가 이루어
진다.

Fig. 3. 개발된 시스템의 구성 요소와 그 연결 

어하여 각 정 에 치한 램 를 등하도록 하 다. 

스 치 제어부로는 씨링크테크사의 제어모듈 USB245- 

DO를 사용하 다.

컴퓨터로부터의 신호에 의해 할로겐 램 가 등

되고 정  어느 하나에 열이 가해진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피검사자는 자신이 느끼는 바에 따라 뜨겁다

고 느끼는 손가락 의 버튼을 르게 된다. 버튼 

르기를 통한 피검사자의 응답은 (주)아빅스의 키보드 

에뮬 이터인 UID-200을 통해 컴퓨터에 키보드 입력

으로써 달되도록 하 다. 열 자극 개시 시 으로부

터 버튼 르기를 통한 응답이 컴퓨터에 달될 때까

지의 시간이 온열 자극에 의한 통증 감지 역치를 나

타내는 지표가 된다. 

원칙 으로 피검사자가 버튼을 르기 까지 할

로겐 램 는 등 상태를 유지하지만 간혹 피검사자

에게 부분 인 감각 하가 있을 수도 있고 피검사자

가 무리하게 자극을 참으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피

검사자의 버튼 조작과는 무 하게 할로겐 램  등 

후 30 가 지나면 자동 으로 모든 램 를 소등하여 

피검사자의 화상을 방지하도록 하 다.

   
Fig. 4. 열 자극 제어  응답 입력 로

그램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상의 과정은 Microsoft사의 Visual Basic 6.0으로 

개발한 제어 소 트웨어(Fig. 4)에 의해 컴퓨터상에서 

모두 제어되도록 하 다. 지열감도 측정은 피험자의 

의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

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잘 나타나 있듯이, 매번의 

측정에서 각 정 마다 5회의 반복 측정이 이루어지도

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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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1. 가열 특성

완성된 시스템이 피사체를 어느 정도로 가열하는

지 측정하기 해 실제 측정 환경에서 피험자의 정

이 치하는 곳과 유사한 거리에 온도 측정 기구를 

설치하고 시간에 따라 피복사체의 온도가 어느 정도 

상승하는지 찰하 다.

이러한 가열 특성의 찰은 두 가지 방법으로 수행

되었다. 

첫째 Fig.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USB 인터페이스

를 통해 데이터를 읽어낼 수 있는 온도 기록 장치

(Giltron사 GT-171)의 온도 측정면을 할로겐 램 로 

향하게 하고 램  등 후의 온도 변화를 기록하

다. 이 기기의 온도 측정면은 3×5mm 면 의 직사각 

평면으로 되어 있으며 표면 색깔은 검은색이다.

(Giltron사 GT-171)

Fig. 5. 시스템의 가열 특성을 측정하기 

해 할로겐 램  앞에 배치된 온도 기록 

장치  

Fig. 6. 인간의 손가락과 비슷한 열용량

을 가진 실리콘 팬텀 

내부에 알콜 온도계를 삽입

둘째, 실제 측정 상황에서 사람의 손가락에 달되

는 열을 측정하고자 사람의 손가락으로부터 주형을 

떠서 만든 실리콘 팬텀(특성 측정용 모형)에 알콜온

도계를 삽입한 후 지열감도 측정에서의 손가락 치

와 동일한 치에 팬텀을 배치하고 램  등 후의 

팬텀 내부 온도 변화를 찰하 다(Fig. 6).

Fig. 7은 두 가지 측정 환경에서 얻은 피복사체의 

가열 곡선이다. 단  시간당 온도 증가율은 USB 방

식 온도기록계의 경우 1.95℃/sec 고 실리콘 팬텀의 

경우 0.18℃/sec 다. 이처럼 두 가지 시험 조건에서 

단  시간당 온도 증가율은 큰 차이를 보 지만 온도 

변화의 양상은 그래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제한된 가

열 시간(30 ) 내에서 모두 선형  증가 패턴을 보

다. 한 사람 손가락과 유사한 열용량의 실리콘 팬텀

에서 30  가열 시 최종 온도는 31.5℃로 나타나 본 

시스템을 통해 피험자에게도 안 하게 검사를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인체에서는 실리콘 

팬텀과 달리 액 순환에 의한 열의 이동이 존재하므

로 30  가열 후의 최종 온도는 이보다 더 낮을 것이

라 상된다.

Fig. 7. 할로겐 램  등 후 USB 방식 온도 

기록 장치와 손가락 모양의 실리콘 팬텀으로 측

정한 피복사체의 온도 상승 곡선

2. 피험자 응답

본 연구의 목 은 정  지열감도 측정을 객 화할 

수 있는 기기의 개발에 있었으므로 통계  조가 가

능한 수의 피험자를 통해 정  지열감도의 임상  특

징을 조사하지는 않았다. 다만 자발 으로 측정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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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2, 30  남녀 8명으로부터 개발된 기기를 활용한 

정  지열감도 측정을 수행하여 측정값의 몇 가지 특

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래에 그 결과를 요약한다.

우선 비슷한 시기에 한 사람에게서 정  지열감도

를 측정했을 경우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하기 

해 계 을 달리하여 수차례에 걸쳐 정 지열감도를 

측정하여 보았다.

Fig. 8은 20  여성의 피험자에게서 1월에 격일로 

두 차례, 7월에 격일로 두 차례 측정한 로서, 일본

의 침구사 이타다 아츠시(似田 敦)가 제안한, 극좌표 

해석을 한 지열감도 도시법
5)
에 따라 측정 결과를 

도시하 다. 그림에서 원 에 근 하는 들은 열 자

극에 민감해진 를 의미하며 원 에서 먼 들은 

반 로 열에 둔감해진 를 의미한다. 한 가로축

과 세로축에서 당히 떨어진 곳에 있지 않고 축에 

근 한 들은 좌우 정 의 민감도에 있어 칭성이 

사라진 짝을 의미한다. 그래 에 표시된 각 측정

들을 극좌표로 표시할 경우 그 값은 해당 경맥

의 열자극에 한 민감도를 나타내고 그 편각은 같은 

이름의 경맥에서 그 지열감도가 오른손 경  쪽으로 

얼마나 치우쳤는지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그래 에서 선으로 표시한 두 개의 사선은 

좌우 정 의 지열감도가 2배의 차이를 보이는 을 

이은 선이다. 이 선을 벗어나 좌표축에 근 한 측정례

들은 해당 부 (해당 경맥)의 비정상을 표시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보다 합리

인 경계는, 를 들어 체 증례의 평균에서 그 표

편차의 2배(±2σ)를 벗어나는 지 , 는 의학 으로 

고려해야 할  증상이 무시할 수 없는 수 으로 

나타나는 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 수록

한 8명의 피험자에 한 찰에서는 측정 짝 

체의 8.3%가 그래 의 선 밖에 치한 것으로 찰

되었는데, 재로서는 장에서 활용하기 편한 간이 

기 으로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Fig. 8을 보면 이 피험자는 수일 정도의 짧은 기간

에는 평균  지열감도가 크게 바 지 않았고 긴 시간

이 지났을 때 지열감도의 평균값이 바 었음을 볼 수 

있다. 한 동일 측정 사례의 지열감도 좌우비를 도시

한 Fig. 9를 보면 좌우 칭성의 양상에 있어서도 짧

은 시간 동안에는 비슷한 형태를 유지하 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Fig. 10에 도시한  다른 20  여성 피험

자의 사례에서는 수 일 사이에도 지열감도가 많이 변

화하여(a) 약 6개월 뒤에 측정한 값(b)과 평균값으로

겨울  

여름   

Fig. 8. 피험자 A의 계 별 정  지열감도 분포

Fig. 9. 피험자 A의 좌우 정  지열감도 비

(좌/우) 변동 

지열감도 좌우비는 로그 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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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여름

Fig. 10. 피험자 B의 계 별 정  지열감도 분포

Fig. 11. 피험자 B의 좌우 정  지열감도 

비(좌/우) 변동

지열감도의 좌우비는 로그 으로 표시.

남성(3명) 

여성(3명)

Fig. 12. 성별 손가락 정 의 지열감도 분포

는 양자를 구분할 수 없었다. 하지만 동일한 측정 데

이터로부터 지열감도의 좌우비만을 계산하여 방사형 

그래 로 나타낸 Fig. 11을 보면 2월에 측정한 값과 7

월에 측정한 값 사이에 좌우 칭 양상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우리는 기기 개발 기에 시험 측정에 응한 

남녀 각 3명으로부터 정  지열감도 측정 자료를 얻

을 수 있었는데, 측정 결과는 Fig. 12와 같다. 그림에

서 확인할 수 있듯, 이번의 측정에서는 남성 피험자들

이 열 자극에 해 통증 감수 역치가 여성들보다 낮

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열 자극에 의한 남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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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 감수 역치에 차이가 없음을 보여  최근의 선행 

연구
6)
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로서, 이에 해서는 향

후 측정  안내와 측정 차를 재보다 높은 수

으로 표 화하고 피험자의 수를 충분히 늘려 정  지

열감도를 찰함으로써 확실한 결론을 얻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Ⅳ. 고  찰

아카바네 코베이(赤羽幸兵衛)가 제안한 정  지열

감도 측정법은 본래 간단한 가열 도구와 사람의 손만

을 사용한 간단한 검사 방법이었다(Fig. 13). 검사의 

구체  조작은, 연소하고 있는 직경 2mm 가량의 향

을 피검사자의 정  부근 1∼1.5mm의 거리에 근 시

켜 열을 가하되 1 에 한두 번 정도의 비율로 가까이 

했다 멀리 하기를 반복하여 환자가 뜨겁다고 느끼는 

시 에 가열 조작을 지하고 그때까지 침을 가까이 

가져간 횟수를 숫자로 기록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7). 

이와 같은 검사 방법은 필연 으로 상당한 부정확

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한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다. 를 들어 李媛 등8)은 속 

지지 를 이용하여 향과 정 의 거리가 일정하게 유

지되도록 하고, 일정 주기로 향을 가까이 했다 멀리 

했다 반복하는 신 일정 거리에 향을 고정한 채 환

자가 뜨겁다는 호소를 할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 다.  

한 일 이 1950년  말부터 정  지열감도 측정

을 한 열원을 새로운 형태로 바꾸어 보려는 시도가 

있었다. 국의 孫天人9)은 손 등을 이용한 간단한  

가열도구(Fig. 14)를 제안하 고, 董仲武10)는 원형 

구멍이 달린 가열부 덮개와 기로 가열되는 열선을 

이용하여 가열 면 과 열원의 거리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펜 형식의 가열도구(Fig. 15)를 

제안하기도 하 다.

사실 통증의 객  측정을 한 도구는 의학 연구

의 다양한 역에서 필요하므로 일 부터 기기 개발이 

이루어져 왔다. 특히 피부를 가열하여 그 통증 역치를 

재기 한 기구는 기 의학 연구에 이미 리 쓰이고 

있다. Fig. 16∼18에 보인 HVLab( 국)의 Thermal 

Aesthesiometer나 Diabetik Foot Care(인디아)의 

Vibrotherm Dx, Medoc(이스라엘)의 PATHWAY- 

CHEP thermode 등이 그 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구

Fig. 13. 종래의 정  지열감도 검사

출처: http://www.360doc.com/content/11/0116/21/3076025_87001617. 
shtml#.

Fig. 14. 孫天人이 제안한 지열감도 측정용 

가열 기구(1960년) 

Fig. 15. 董仲武가 제안한 지열감도 측정용 

가열 기구(1959년)

들은  가열을 해 개발된 기구가 아니므로 기기

의 크기나 발열 면 이 커서 손가락 끝에 모여 있는 

정 을 가열하는 도구로는 합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  지열감도 측정을 해 

특화된 객  측정기구를 만들고자 하 고, 본 논고

에 소개한 새로운 측정기구를 개발하 다. 우리가 개

발한 정  지열감도 측정 시스템은, 첫째 가열 과정을 

은닉한 채 측정 경   하나에 무작 으로 가열이 

이루어짐으로써 측정자와 피험자 양측에 한 맹검

(blind test)이 가능하고, 둘째 피검사자의 언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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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betik Foot Care, India)

Fig. 16. Vibrotherm Dx

(HVLab, UK)

Fig. 17. Thermal aesthesiometer

(Medoc, Israel)

Fig. 18. PATHWAY-CHEP thermode 

답에 의존하지 않고 열을 느끼는 손가락에서 직  버

튼을 르도록 함으로써 언어 표 과 이의 청취에 수

반되는 시간 측정의 오차를 일 수 있으며, 셋째로 

기 으로 제어되는 고정된 열원에서 가열을 하므로 

매번의 측정에서 일정한 열량을 달할 수 있고, 넷째

로 모든 측정이 기기와 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이

루어지므로 검사자의 수고를 일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다만 이번의 연구에서 우리가 개발한 시스템은 손

의 정 에 한 측정만 가능하므로 완 한 정  지열

감도 측정 시스템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향후 연구에

서 이에 한 보완이 필요하다. 

Ⅴ. 결  론

열 자극에 한 정 (井穴)의 통증 감지 역치를 측

정하는 방법인 정  지열감도 측정법은 1950년 아카

바네 코베이(赤羽幸兵衛)에 의해 도입된 이후 침구 

치료, 특히 피내침 치료의 유효성 평가에 많이 활용되

고 있으나 검사 방법이 번거롭고 매번의 측정이 동일

하게 수행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해결하고자 컴퓨터로 제어되는 열원과 버튼을 

통한 응답이 가능한 지열감도 측정 시스템을 개발하

으며 개발된 시스템의 기기  특성과 피험자의 응

답 특성에 한 보  찰을 수행하 다.

개발된 시스템은 종래의 지열감도 측정에 비해 ① 

자극부 은닉과 기기로부터 생성되는 무작  자극에 

의해 측정자․피측정자 방의 맹검(盲檢)이 가능하

고, ② 언어  표 을 배제하여 통증 감지 시간 계측

의 오차가 작으며, ③ 매번의 측정에서 단  시간당 

가열량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 ④ 측정이 완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검사자의 수고를 이고 손쉽

게 반복 측정을 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본 연구는 향후 지열감도 측정이 단지 피내침치료

의 효과 정만이 아닌, 다양한 침구치료의 효과를 객

으로 정하고 침구치료와 련된 진단을 수행하

는 데 유용한 도구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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