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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상 를 이용한 체질 별방법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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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the Discrimination of Constitution Using Pulse Wave

Sang Hoon Shin*, Jong Yeol Kim1

Department of Oriental Biomedical Engineering, Sangji University, 1 :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systematic process on the discrimination of Sasang constitution with 

the pulse diagnosis apparatus. The pulse waves were acquired at the right and the left Guan point with 1420 people 

who were apparently healthy. In order to minimize the effect of aging on the shape of pulse wave, the age groups 

of 30s, 40s, and 50s were used. Taeum group was the best to classify, Soyang group was the worst. With the same 

group size, the sensitivity of Soyang group was increased. Input variables were selected with the consideration of the 

floating-sink ratio, tests of equality of group means, multiple comparison, multicollinearity, and structure matrix. To 

increase the sensitivity of Soyang, the variables which could tell the difference between Soyang and Soeum were 

se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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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사상의학은 사람의 체질을 태양인, 소양인, 소음인, 태음인

의 네가지로 나 고, 체질에 따라 질병을 방하고 치료하는 방

법을 달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체질의 정확한 단은 매우 요

하다. 이제마 선생은 체질을 진단하기 하여 체형기상(體刑氣

像), 용모사기(容貌詞氣), 성질재간(性質材幹), 병증약리(病證藥

理)의 4가지 방법을 제안하 으나, 한의사의 주 이 개입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 체질진단의 객 화가 실히 요구되고 있다. 

    의사의 주 인 감각과 단으로 이루어졌던 사상체질 진단

과정을 객 화하려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망진(望

診)의 에서 인체의 형태  길이의 비율을 측정하여 체질을 

객 으로 단하려는 연구들이 있다. 정면과 측면사진을 이용

하여 두면부의 형태학  특징을 정량화하거나1), 3차원 스캐 를 

이용하여 체간의 특성을 자동으로 측정하고 있다2). 문진(問診)에 

해당되는 설문지는 표 화과정을 거쳐서 리 사용되어 지고 있

으며3) 가장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다. 피험자에 의해서 자

기보고식으로 작성되는 단계를 거쳐서, 진단 정확율을 높이기 

하여 의사가 작성하는 설문지까지 개발되고 있다4). 음성분석기

를 이용하여 음성의 고 , 강약, 빠르기 등의 특성과 체질과의 상

성을 연구하는 분야5)
는 문진(聞診)의 객 화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진(切診)에 해당되는 연구는 크게 피부특성과 맥진으

로 나  수 있다. 피부의 두께, 감 , 모공상태에 한 주  진

단의 통계  분석6)
뿐 만 아니라 측정장비를 통한 객 화 연구

7)

도 진행되고 있다. 맥진기를 이용하여 측정된 맥상 의 특성분석

을 통하여 체질의 생리  특성을 반 하는 평가함수를 찾으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8-10)
.

    맥진은 손가락 감각을 이용하여 경맥의 박동상태를 찰함

으로써 장부와 경락의 상태를 단하는, 변증시치의 요한 수단

이다. 맥진 객 화 연구는 맥진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가장 활발

히 연구되고 있는 분야  하나이나, 사상체질의 진단분야에서의 

활용은 미미하다. 주된 원인은 이제마 선생님께서 맥진은 병증을 

진단하는 과정의 일부이며 부침지삭으로 충분하다고 제시한 것

이 일차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맥진기를 이용하여 체질을 별

하려는 기존의 연구들8-10)이 있었으나, 체질별 표본의 크기가 작

고 연구자의 경험  확신을 통하여 입력변수를 선정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충분히 큰 표본을 이용하여, 맥

진기를 이용한 체질 별식을 구성하는 체계 인 차  기 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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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상  방법
 

1. 연구 상

    한방병원에 건강검진을 목 으로 내원한 1420명을 상으로 

맥상 를 획득하 다. 1420명 에서 1명 뿐인 태양인의 결과를 

제외하 다. 분석에 필요한 부(關部)의 측정데이타가 없거나, 

체질정보가 없는 표본을 제외시켰다. 맥상 의 특성을 찰하여 

측정오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시켰으며, 맥진기에 의해서 자

동 으로 진행되는 맥상 의 특징  추출오류의 경우를 제외하

다. 결과 으로 분석에 사용된 표본은 993명이었다. 체 표본

의 성별, 연령별, 체질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Table 1. The distribution of participants by constitution, age and sex

Age (years)
male female Total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

SY
N 1 14 50 107 71 22 5 76 194 270 

% 0.4 5.2 18.5 39.6 26.3 8.1 1.9 28.1 71.9 

SE
N 5 18 59 94 93 19 12 166 134 300 

% 1.7 6.0 19.7 31.3 31.0 6.3 4.0 55.3 44.7 

TE
N 3 16 84 131 130 43 16 315 108 423 

% 0.7 3.8 19.9 31.0 30.7 10.2 3.8 74.5 25.5 

Total
N 9 48 193 332 294 84 33 557 436 993 

% 0.9 4.8 19.4 33.4 29.6 8.5 3.3 56.1 43.9 

a. SY: Soyangin; b. SE: Soeumin; c. TE: Taeumin;

2. 자료수집 

    체질은 사상체질 문의의 진단을 통하여 단되었으며, 맥

상  신호는 의료기기로 승인된 맥진기를 이용하여 수집하 다. 

 1) 체질진단

    체질진단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 졌다. 일반

인 신체검진과 사상체질 음성분석기(PSSC)의 결과를 참고하여, 

경력 10년 이상의 사상체질과 문의가 피험자와의 면담을 통하

여 피험자의 체형기상(體刑氣像), 용모사기(容貌詞氣), 그리고 성

질재간(性質材幹)을 평가하여 체질을 별하 다.   

 2) 맥상  신호의 획득

    맥상  신호는 3-D Mac ((주) 요메디, 한국)을 이용하여 

좌우의 부(關部)를 측정하 다. 피험자의 측정 치에 센서를 

략 으로 치시키면, 다섯 개의 센서신호를 비교하여 앙의 

측정센서가 부(關部)에 치하도록 센서 치를 자동으로 조정

한다. 최 가압과 최소가압을 5단계로 나 고, 각 단계별로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며 5 간 측정한다.  각 단계별 표 형을 구한 다음, 

맥상 의 압력이 최 가 되는 주 의 높이를 기 으로 표 맥상

를 선정한다.  

3. 자료처리

    맥진기에서 제공되는 맥상 의 특성을 입력변수로 하여 체

질을 구분할 수 있는 별분석을 실시하 다.  별분석에는 한

 SPSS 14.0을 사용하 다.

 1) 맥상  신호의 특성

    일반 으로 맥상 에서는 주 ( ), 박 ( ), 그리고 

박 ( )라고 하는 3개의 우리를 찰할 수 있다. 심장의 수축

에 의하여 주 ( )가 생성되며, 반사 의 첩 향과 동맥 밸

의 닫힘(T4)으로 인하여 박 ( )와 박 ( )의 형상이 

달라진다. H는 맥 의 상 인 크기를 나타내며, T는 응되는 

시간을 나타낸다. 심장은 수축과 이완을 주기 (맥 주기:T)으로 

반복한다. 수축기시간(T4) 동안 심장은 액을 동맥으로 내보내

며, 이완기 시간(TD=T-T4) 동안 이완된 심실에 액을 공 한다.  

    맥 의 에 지를 나타내는 맥 면 (A)은 수축기면 (AS)과 

이완기면 (AD)으로 나  수 있다. 주 ( )는 심장의 수축특성

을 나타내는 주요한 지표이므로 많은 변수정의를 필요로 한다.  

    H1은 맥 의 최 크기을 나타내며, 주 의 형태 인 특성을 

나타내기 해 ANG를, 주 의 유효면 을 나타내기 하여 W

를 정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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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arameters of the pulse shape 

 2) 맥상  형상을 고려한 분석집단의 선정

    Fig. 2는 태음인 여성의 부(關部)에서 측정한 맥상 이다.  

    성별과 체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연령에 따라 맥상 의 

형상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이는 노화에 따른 동맥의 경화 상

이 맥  달속도를 증가시며, 맥  달속도의 증가는 진행 와 

반사 의 첩시기를 단축시켜 맥 형상을 변화시킨 결과이다11).  

    맥진기를 이용한 체질 별에서는 맥상 의 형상이 매우 

요하므로, 분석집단을 선정할 때는 연령 의 범 를 좁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20  이하(57명, 5.7%)와 60  이상(117명, 11.8%)은 

 연령 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작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분석집

단을 30 , 40 , 50 로 한정하기로 한다.  

(a) (b) (c)

Fig. 2. Pulse shapes of the radial artery with age (a) 18 years (b) 

45 years (c) 79 years

 3) 별분석에 사용되는 입력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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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진기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공통변수 2개와 좌측 부(關

部)의 맥상  변수 21개, 우측 부(關部)의 맥상  변수 21개로 

총 44개의 변수가 있다. 공통변수는 심박수와 평균 압이며, 심

박수는 지삭(遲數)특성을 나타낸다. Table 2에 별분석에 사용

된 입력변수를 정리하 다. 맥상 와 련된 21개의 변수는 크게 

부침(浮沈)특성, 허실(虛實)특성, 그리고 형상(形象)특성으로 분

류할 수 있다. 표맥상 단계는 표 맥상 가 포함된 가압단계

를 나타내며, 부침(浮沈)특성과 계있다. 맥상 의 면 은 허실

(虛實)특성과 계있다. Fig. 1에서 세로축은 압력을 가로축은 시

간을 나타내므로, 맥상 의 면 은 충격량 즉 맥이 가지고 있는 

에 지를 나타내고 있다. 형상(形象)특성은 맥상 의 형태  특

징을 나타내며, 크기, 각도, 시간의 차원을 가진다.

Table 2. Input variables for discriminant analysis

변수명 설명 신호특성 맥특성

MBP 평균 압

HR 심박수 遲數

RP 표맥상 단계
浮沈

SP 가압압력

ENG 맥 에 지

면
(에 지)

虛實

A 맥  면

AS 수축기 맥  면

AD 이완기 맥  면

AW W의 면

H1 주 폭 

크기
(압력)

形象

H2 박  폭

H3 박  폭

H4 강  폭

H5 박  폭

T1 H1 시간

시간

T2 H2 시간

T3 H3 시간

TS 수축기 시간

T5 H5 시간

TD 이완기 시간

T 맥  주기

W 주  비

ANG 주 의 각 각도

 4) 입력변수 갯수의 축소

    체질의 별을 하여 44개의 입력변수를 모두 사용하는 것

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입력변수의 개수를 최 화할 필

요가 있다. 인체는 좌우 칭이므로 좌측이나 우측의 한쪽 만을 

선택한다. 좌우에 하여 표 맥상 로 선정된 가압단계의 비율

을 비교해보면, 좌측은 1단계(4.5%), 2단계(14.2%), 3단계(33.1%), 

4단계(25.0%), 5단계(23.2%)이며, 우측은 1단계(1.2%), 2단계

(5.8%), 3단계(20.4%), 4단계(26.6%), 5단계(45.9%)이다. 1단계와 2

단계를 부(浮), 3단계를 (中), 4단계와 5단계를 침(沈)이라고 하

면 우측에서 침맥(沈脈)의 비율은 72.5%로 좌측에서의 침맥(沈

脈) 비율인 48.1%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다. 그러므로 부침(浮沈)

의 비율을 고려하여 좌측을 선택하 으며, 우측 맥상  변수(21

개)가 제외되어 입력변수는 23개로 게 되었다. 특정변수에 

한 응답이 일정하게 락되었다면, 이 경우에는 해당되는 입력변

수를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측정된 데이터의 분석결과 박

와 계되는 H3와 T3의 결측치 비율이 54.7% 으므로, 두 

변수를 제외하여 입력변수는 21개로 되었다. 결측치의 비율이 크

지 않아 변수를 제외시키지는 않았지만, 결측치가 존재하는 경우

에는 해당되는 피험자의 데이터를 제거하 다. 체질 별을 하

여 사용되는 입력변수는, 체질집단에 따라 평균값이 서로 달라야 

한다. 그러므로 소양인, 소음인, 태음인으로 구별되는 세집단의 

평균값을 비교할 수 있는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21

개의 입력변수들에 용하 다. 분석결과 유의확률이 p>0.01인 

입력변수들(HR, H5, T4, T5, TD, T, W, AS, AD)를 제외하여, 12

개의 입력변수로 압축하 다. 선정된 12개의 입력변수에 하여 

구별가능한 체질의 특성을 알아보기 하여 사후검정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를 Table 3에 정리하 다. 입력변수에 의해 구분

되는 체질집단들 사이에 등분산 가정이 만족하는 경우에는 

Bonferroni의 방법으로 사후검정을 실시하 으며, 등분산 가정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Dunnett C의 방법을 용하 다.

    선정된 12개의 입력변수에 하여 히스토그램과 상자도표를 

이용하여 극단값을 제거하 다.  분석에 사용된 표본집단의 수가 

충분히 크므로, 입력변수에 한 정규성 검증은 생략하 다.

Table 3. The result of multiple comparisons

　 SY/SE SY/TE SE/TE

MBP ◎ ◎

RP ◎ ◎

SP ◎ ◎

ENG ◎ ◎

H1 ◎ ◎

H2 ◎ ◎

H4 ◎ ◎

T1 ◎ ◎ ◎

T2 ◎ ◎

A ◎ ◎

AW ◎ ◎

ANG ◎ ◎

◎ means the two groups can be discriminated by the variable

4. 별분석

    입력변수의 개수  선정기 , 그리고 집단의 크기를 달리하

여 4가지 경우에 하여 별분석을 실시하 다.

 1) CASE 1- 체질별 집단크기 다름

    분석집단을 30 , 40 , 50 로 한정하고 결측치와 이상치를 

제거한 결과,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761명으로 었다. 데이터

의 체질별 분포는 소양인 208명(27.3%), 소음인 235명(30.9%), 그

리고 태음인 318명(41.8%) 이었다. 다 비교에 사용된 12개의 변

수를 별분석의 입력변수로 사용하 다. CASE 1에서는 체질별 

집단크기가 다르며, 12개의 입력변수(MBP, RP, SP, ENG, H1, 

H2, H4, T1, T2, A, AW, ANG)가 사용되었다.

 2) CASE 2 - 체질별 집단크기 같음

    정확한 별분석을 해서는 분산-공분산 행렬

(variance-covariance matrix)의 동질성을 확보해야만 한다. 표본

의 크기가 크고, 집단별 표본크기가 동일하면 분산-공분산 행렬

의 동질성이 크게 문제되지 않으므로12)
, 집단의 크기가 가장 작

은 소양인을 참조하여 각 체질별 집단크기를 200명으로 균일하

게 맞추었다. 입력변수는 CASE 1과 동일하다. CASE 2에서는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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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별 집단크기가 동일하며, 12개의 입력변수(MBP, RP, SP, 

ENG, H1, H2, H4, T1, T2, A, AW, ANG)가 사용되었다.

 3) CASE 3 - 체질별 집단크기 같음, 구조행렬과 다 공선성 이용

    별분석에 사용되는 입력변수들 사이에 다 공선성

(multicollinearity)이 높은 경우에는 계산과정에서 산출되는 역행

렬을 신뢰할 수 없어서 별식의 정확도를 감퇴시키게 된다. 그

러므로 집단내 통합 상 행렬 (pooled within-groups 

correlations matrix)을 조사하여 상 이 높은 변수들에 한 조

처를 취해야 한다. 

    Table 4는 CASE 2의 집단내 통합 상 행렬이다. Table 4에

서 값이 0.9이상인 변수들을 정리해보면, 상 이 심한 변수들은 

RP-SP, A-(H2, H1, H4), AW-H2 임을 알 수 있다.

Table 4. The pooled within-groups correlations matrix of CASE 2

 MBP RP SP ENG H1 H2 H4 T1 T2 A AW ANG

MBP 1.00 0.35 0.36 0.25 0.28 0.24 0.14 0.20 0.12 0.19 0.24 -0.15 

RP 1.00 0.99 0.23 0.29 0.27 0.21 0.15 0.07 0.25 0.23 -0.17 

SP 1.00 0.24 0.30 0.28 0.21 0.16 0.08 0.26 0.24 -0.18 

ENG 1.00 0.81 0.68 0.63 0.62 0.57 0.73 0.62 -0.46 

H1 1.00 0.83 0.76 0.62 0.51 0.90 0.72 -0.65 

H2 1.00 0.80 0.72 0.28 0.92 0.92 -0.25 

H4 1.00 0.59 0.35 0.90 0.74 -0.31 

T1 1.00 0.71 0.70 0.75 -0.16 

T2 1.00 0.42 0.31 -0.39 

A 1.00 0.86 -0.40 

AW 1.00 -0.10 

ANG 1.00 

Table 5. The structure matrix of CASE 2

function

1 2

ENG 0.752* -0.105 

T1 0.694* -0.354 

SP 0.651* 0.013 

H1 0.641* -0.178 

RP 0.635* -0.025 

T2 0.597* 0.260 

A 0.596* -0.372 

MBP 0.567* 0.094 

H4 0.552* -0.292 

ANG -0.351* -0.101 

H2 0.554 -0.597* 

AW 0.520 -0.543* 

* largest absolute correlation between each variable and any discrimination function

    Table 5는 CASE 2의 구조행렬을 나타낸다. 구조행렬은 별

함수에 있어서 입력변수의 상 인 기여도를 나타내며, 값

이 클수록 기여도가 크다13). 별함수 1은 84.2%의 설명력(% of 

variance)을 가지고 있고 정 상  0.454로 p <0.01 수 에서 유

의미한 모델이다. 별함수 1에서 기여도의 순서를 고려하여 

ENG, T1, SP, H1, T2를 선정하 다. 

    RP는 SP와의 다 공선성이 큰 변수여서 제외되었으며, A는 

H1와의 다 공선성 때문에 제외되었다. MBP, H4, ANG는 기여

도의 우선순 에 려서 제외시켰다. 별함수 2는 15.8%의 설명

력(% of variance)을 가지고 있고 정 상  0.215로 p <0.01 수

에서 유의미한 모델이다. 함수 2에서는 H2를 선정하 으며, AW

는 H1와의 다 공선성 때문에 제외되었다.

    CASE 3에서는 체질별 집단크기가 동일하며, 구조행렬과 다

공선성을 고려하여 6개의 입력변수(ENG, T1, SP, H1, T2, H2)

가 사용되었다.

 4) CASE 4 - 체질별 집단크기 같음, 소양/소음 구별력 보강

    Table 3에 의하면 모든 입력변수가 소음/태음을 구별할 수 

있으며, 소양/소음의 구별력이 가장 떨어진다. 소양/소음의 구

별력을 강화시키기 해서는 소양/소음의 구별이 가능한 입력변

수인 H2, T1, A, AW를 모두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

로 CASE 4는 CASE 3과 동일한 조건에서 A와 AW를 추가하

다. CASE 4에서는 체질별 집단크기가 동일하며, 8개의 입력변수 

(ENG, T1, SP, H1, T2, H2, A, AW)가 사용되었다.

결    과

    별식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하여 SPSS에서는 정확 측

율(PCP) 지표를 제공하고 있다. 를 들어 체 데이터 개수가 

N이고, 각 체질별로 정확히 분석된 경우의 수가 N1, N2, N3, N4

라고 하면 정확 측율은 N/(N1+N2+N3+N4)*100으로 계산되어

진다. 그러나 이는 한 개의 체질에서 심각히 낮은 타당성을 보이

나 다른 체질에서 높은 타당성을 보이는 방법이, 모든 체질에서 

고른 타당성을 보이는 방법보다 우월하게 평가될 가능성을 내포

하고 있다14). 이러한 문제 을 보완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 등15)이 제안한 일반화 유형 민감도(QD)와 일반화 유형 특이

도(QM)의 정의를 사용하 다. 를 들면, 일반화 유형 민감도

(QD)란 실제 소양인을 진단한 결과 소양인으로 단하는 비율이

며, 일반화 유형 특이도(QM)란 소음인으로 진단한 경우 에서 

실제 소음인의 비율을 나타낸다. 4가지 경우에 한 체질별 정확

측율(PCP), 민감도(QD), 특이도(QM)를 Table 6에 나타내었다.

Table 6. Type specific PCP, Sensitivity, and Specificity

CASE1 CASE2 CASE3 CASE4

PCP 51.9 50.3 49.5 50.5 

SY
QD 20.7 35.5 32.0  35.5 

QM 41.0 42.8 40.8 41.8 

SE
QD 49.8 54.0  55.0  53.0  

QM 46.6 47.6 47.0 48.2 

TE
QD 73.9 61.5 61.5 63.0  

QM 58.0 59.4 58.9 60.0  

QD : Generalized Sensitivity, QM : Generalized Specificity PCP: Percent Correctly 
Predicted

고    찰

    맥 신호를 이용하여 체질을 감별하고자 하는 시도는 극히 

소수의 국내 연구자들
8-10,16)에 의해서만 시도되어 왔다. 그 원인

으로는 사상체질이 한국의 통 인 의학이므로 국제 인 연구

가 미흡하며, 사상체질의 진단에 있어서도 맥진의 활용이 미진한 

때문으로 생각된다.

    맥진기를 이용한 맥 의 검출은 최종 으로 출력되는 맥

의 종류에 따라 미분맥 와 분맥 로 나뉘게 된다. 미분맥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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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 의 변화량을 나타낸 것으로서, 측정센서로 사용되는 압 소

자가 힘의 변화량을 측정하기 때문에 생겨난 방식이다. 미분맥

는 맥 의 변화를 민감하게 보여 다는 장 이 있는 반면에 출

력된 맥 의 형태를 직 으로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

므로, 맥 의 형상을 그 로 보여  수 있는 분맥  방식이 선

호되고 있다. 맥진기를 이용한 체질의 진단에 있어서 미분맥 와 

분맥 는 맥 의 형상이 완 히 다르므로 서로 비교되어질 수 

없다. 나18)
는 미분맥 를 이용하여 자신이 진료한 환자를 상으

로 맥 와 체질간의 상 성에 하여 논하 는데, 결과에 한 

통계 인 수치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환자를 상으로 측정된 

맥 이므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많다. 이와는 조

으로 분맥 를 사용한 연구들9,10,16)
에서는 외형상 건강한 일반

인 데이터를 이용하 으므로 체질만의 특성을 연구하기는 수월

하다. 본 연구는 외형상 문제가 없는 일반인을 상으로 분맥

를 수집하 다.  

    석에 사용된 표본의 크기도 결과의 신뢰도에 향을 미친다.  

연구에 사용된 표본의 크기 인 측면에서, 분맥 를 이용하여 

체질을 구분하고자 시도했던 연구들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박 등9)은 35명, 이 등10)는 124명, 주16)는 242명이 었다. 이에 

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총 993명의 데이터를 사용하 으므로, 지

까지의 연구들 에서 가장 큰 표본크기를 확보 다.

    에 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에서 연령은 가장 

요한 인자이다. 그러므로 연령에 따른 분석집단의 구별은 반드

시 필요하다. 박 등9)의 연구에서는 연령 구분이 없으며, 이 등10)

과 주16)의 연구에서는 동의수세보원의 제설을 기 으로 연령

를 고( , 17세∼32세), 왕성하고(壯, 33세∼48세), 늙은(老, 

49세 이후) 3단계로 나 었다. 본 연구에서는 맥 의 형상을 기

으로 20  이하, 30 에서 50 , 그리고 60  이상의 3단계로 

나 었다. 그리고 표본집단의 82.5%를 지하는 30 에서 50 사

이의 연령층을 분석 상으로 삼았다. 동의수세보원의 제설을 

기 으로 연령 를 구분한 기존의 연구들10,16)과 노화에 따른 맥

상 의 형상을 기 으로 연령 를 구분한 본 연구는, 분류기 은 

다르나 해석에 사용된 표본집단의 연령 에 유사한 공통 을 가

지고 있다. 즉 분석에 사용된 주 연령 가 30 에서 50 라는 

이다. 그러나 맥상 를 이용하여 체질을 분류하고자 하는 향후의 

연구에 있어서는 맥 의 형상을 기 으로 하는 것이 더욱 타당

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맥 를 이용하여 체질을 별하기 해서는 맥 의 특성을 

정량화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여야 하며, 이를 이용하여 체질 

별에 사용되는 변수를 선정하여야 한다. 박 등9)은 직  제작한 

맥진기를 사용하 으며, 본 연구를 포함한 이 등10)과 주16)의 연구

에서는 동일한 맥진기 (3-D Mac, (주) 요메디)를 사용하 다.  

    박 등9)은 6개의 변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Table 2에서 설명 

가능한 4개의 변수(H1, T, HR, T1)와 단 맥폭이라는 변수를 사

용하고 있다. 주16)
와 본 연구에서는 맥진기에서 제공되는 지표를 

모두 체질분석을 한 변수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이 등
10)은 

맥진기가 제공하는 3개의 지표(HR, H1, W)와 맥상의 특성을 평

가하기 해 정의된 3개의 계수(부침계수, 세계수, 장단계수)를 

사용하 다. 박 등9)
은 맥상을 정량화하기 하여 6개의 지표를 

사용하 는데, 이는 맥상의 특성을 정교하게 표 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이 있다. 박 등9)
이 사용한 지표로는 Fig. 1의 형 인 

맥상의 특징에서 나타나는 2번째와 3번째 우리의 특성을 표

할 방법이 없다. 동일한 맥진기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본연구와 

이 등
10)

의 연구에서 사용되는 변수가 다른 이유는, 최종 목 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등
10)

의 연구에서는 제시된 6개의 변수가 체

질에 따라서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 가를 연구한 반면에, 본 연구

와 주16)
는 이 등

10)
의 연구에서 한걸음 나아가 체질을 별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이 목 이었다.

    맥상을 이용하여 체질 별하기 해 사용될 수 있는 방법

으로는 별분석과 의사결정나무 분석이 있다. 주16)
는 의사결정

나무 분석 방법을 이용하 으며, 본 연구에는 별분석을 사용하

다. 의사결정나무 모형은 연속형 데이터를 처리하는 능력이 

별분석에 비해 떨어지며,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다는 단 이 있

다. 그러나 별분석에서 각 집단에 요구되는 다변량 정규분포나 

분산‐공분산 행렬의 동일성과 같은 까다로운 조건으로부터 자

유롭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의사결정나무와 별분석에서는 

종속변수를 가장 잘 측하는 입력변수의 선정이 필요하다. 주16)

는 ANOVA분석을 통하여 체질을 유의하게 구별할 수 있는 변수

를 입력변수로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 인 ANOVA분

석뿐 만 아니라 생리 인 특성과 체질별 특성도 고려하 다.   

    즉 인체가 생리 으로 좌우 칭이며, 맥상의 부침(浮脈/沈

脈)비율은 최 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특성을 이용하여 우

측의 맥상 변수를 제거하 다. 한 사후분석을 통하여 소양인과 

소음인의 구별력을 강화시키는 맥상 변수를 보강하 다.  

    CASE 1의 경우, 정확 측율(PCP)은 4가지 경우 에서 가

장 높으나, 민감도(QD) 측면에서는 매우 불합리함을 알 수 있다.  

    즉, 소양인에 한 민감도는 4가지 경우에서 가장 낮고

(20.7%), 태음인에 한 민감도는 4가지 경우에서 가장 높으므로

(73.9%), 체질별 편차가 매우 심하다. 4가지 경우에서 민감도가 

가장 높은 체질은 태음인이고 가장 낮은 체질은 소양인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다 비교를 통한 사후검증 결과(Table 3)와도 

잘 일치한다. 즉 모든 입력변수는 소음인/태음인의 구별력이 있

었으며, 소양인/태음인의 구별력을 가진 입력변수가 다음으로 

많았으며, 소양인/소음인의 구별력을 가진 입력변수의 개수가 

가장 었다. 그러므로, 체질별로 고른 민감도를 가지기 해서

는 소양 체질의 민감도를 높이는 것이 요하다. 체질별 집단크

기가 다른 CASE 1에 비하여, 체질별 집단크기를 동일하게 한 

CASE 2, CASE 3, CASE 4에서 소양 체질의 민감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표본수가 작은 태양인을 기 으로 다른 체질 

표본을 정한 수 으로 여서 사용할 때 오분류율이 낮았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17). 그러나 최소집

단의 크기를 기 으로 체질별 집단크기를 동일하게 조정하면, 소

양인의 민감도가 증가하는 반면에 태음인의 민감도가 감소한다.  

    별식을 단순화하기 하여 입력변수의 개수를 일 필요

성이 있다. CASE 2에서 구조행렬과 다 공선성을 고려하여 입

력변수의 개수를 인 CASE 3에서 소양인의 민감도가 감소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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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는데, 이는 소양인/소음인의 구별력을 가진 맥 면 (A)

과 W의 면 (AW)을 제외한 결과이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

기 하여, CASE 4는 소양인/소음인의 구별력을 가지는 맥 면

(A)과 W의 면 (AW)을 CASE 3에 추가하 다. CASE 4에서는 

체질별 집단크기가 동일한 경우 가운데서 소양인과 태음인의 민

감도가 최 로 되었으며, 민감도 에서 최 의 결과를 나타내

고 있다. 각 체질에 하여, 특이도(QM)는 민감도(QD)에 비하여 

비교  고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특이도의 에서는, 집단별 

크기를 동일하게 만드는 것이 큰 개선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 다. 

특이도 에서도 CASE 4가 최 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별분석을 사용한 본 연구의 정확 측율은 4가지 경우 모

두 50%근처이다. 의사결정나무 분석법을 사용한 주16)
의 정확

측율도 47.52%와 50.83% 이었다. 두 방법 모두 50% 정도이다.  

    정확 측율 50%의 의미는 의사의 진단과 맥진기의 진단이 

일치하는 확률이 50%라는 것이며, 이는 맥진기를 체질진단에 사

용하는 것이 매우 부 합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제마 선생

께서는 동의수세보원의 의원론에서 맥진은 증(證)을 알아내는 수

단의 일부이며 부침지삭(浮沈遲數)으로 충분하다고 하 는데, 김
18)은 사상의학의 모든 병증(病證)이 표리한열로 구성되어 있기 때

문에 부침지삭만으로도 충분하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과연 맥진

은 체질진단에 합하지 않은 도구일까? 사상체질 문가집단을 

상으로, “체질 진단 시에 맥진의 특성을 체 진단요소 에서 

어느 정도 활용하십니까?” 라는 설문에, “0-20% 활용하고 있다”는 

답이 73% 이었다19). 이는 맥진이 체질진단의 보조 인 수단으

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맥진만 으로 

체질을 별하기 보다는, 맥진외의 다른 지표들을 함께 고려한다

면 체질 별함수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결    론

    건강검진을 목 으로 내원한 1420명을 상으로 맥진기(3-D 

Mac)를 이용하여 좌우의 부(關部)를 측정하 다. 오류가 있는 

데이터와 태양인을 1명을 제외하고 남은 993명의 맥상  데이터

의 분석을 통하여, 체질 별식 구성을 한 다음과 같은 차를 

마련하 다.

    분석집단을 30 , 40 , 50 로 한정하 는데, 이는 노화에 

따른 맥  형상변화의 향을 최소화하기 해서이다. 집단의 크

기가 가장 작은 소양인을 참조하여 각 체질별 집단크기를 동일

하게 맞추었는데, 이는 체질별 민감도가 가장 떨어지는 소양인의 

민감도를 향상시켰다.

    체질 별식에 사용되는 입력변수의 개수를 최 화하기 하

여 다음과 같은 차를 사용하 다. 맥진기가 제공하는 특성을 

부침(浮沈), 지삭(遲數), 허실(虛實), 형상(形象)의 4가지 특성으로 

나 었는데, 이는 변수들 간의 상 계를 악하는데 참고가 된

다. 좌측과 우측의 부침(浮沈) 비율을 고려하여 침맥비율이 지나

치게 높은 우측을 제외하 다.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여 체질별 

평균값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는 입력변수를 제외하 다. 구조행

렬과 다 공선성을 고려하여 입력변수의 개수를 다. 그러나 

소양인의 민감도 감소를 막기 해서는 소양인과 소음인을 구별

할 수 있는 변수를 제거해서는 안되며, 각 변수들의 체질구별특

성은 사후분석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맥진기를 이용한 체질 별식을 구성하는 체

계 인 차  기 을 마련하 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표본집

단의 선정기 이 불분명하고, 연구자의 경험  확신을 통한 입력

변수의 선정 가 많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측정신호의 생리

인 특성과 체질별 민감도를 고려하여 표본을 선정하 으며, 체

계 인 차를 통하여 입력변수를 선정하고 입력변수의 개수를 

최 화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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