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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e aim of this study is to measure pulse waveforms by applying 5-level graded pressure, 
and selecting optimum pulse waveforms. Also to proposing the possibility of using AW(Area of the 1/3 
upper height of h1) rate in respect to AT(Total Area) for risk assessment of hypertension or 
arteriosclerosis is another aim of the study.
Methods : Pulse waveforms of normotensive were measured by 5-level graded pressure. The pulse 
waveforms well reflecting properties of blood vessel(having the largest h1) were selected for optimum 
pulse waveforms. Various parameters(h-parameter, t-parameter, and others) of optimum pulse waveforms 
were analyzed. AIx(Augmentation index) was calculated by height-parameters to assess arterial stiffness. 
The area rate of the 1/3 upper height for h1 in respect to total area was analyzed according to aging.
Results : According to aging 

1. in height-parameter, h2 and h3 were increased but h5 was decreased.
2. In time-parameter, t2, t3, and t5 were getting short. 
3. Area of systolic period was increased, and that of diastolic period decreased.
4. AIx rose by aging. 
5. AW was significantly increased despite no changes in AT.

Conclusions : By analyzing optimum pulse waveforms of 5-level graded pressure method, we could 
complement weakness of single graded pressure method. Also, possibility of applying the AW rate to risk 
assessment of hypertension or arteriosclerosis was confirmed in normotensive population which might not be 
assessed by AIx.
Key words : Hypertension, Arteriosclerosis, Risk assessment, 5-level graded pressure, Optimum pulse 
waveforms, AIx, AW

Ⅰ. 서 론 최근 고령사회 진입 및 당뇨, 비만 등으로

성인병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생명을

위협하는 고혈압, 뇌혈관 질환, 동맥경화, 심

장질환 등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질병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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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이 증가하고 있다. 혈관질환의 원인으로는

스트레스, 혈압,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흡연,

과체중, 운동부족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1-6)

혈관질환을 진단하기 위해 고혈압의 유⋅무

혹은 콜레스테롤 수치의 고⋅저를 확인하는

방법이 주로 이용된다. 그러나 정상혈압이거

나 30세 이하의 낮은 연령층에서 뇌혈관 질

환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혈압 측정방법

만으로는 위험도를 정확히 진단하고 평가하

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또한, 동맥경화는 혈

압상승 및 혈액순환장애의 주요 원인으로

이에 대한 진단평가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혈류맥파를 이용한 혈관질환

을 진단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7-9).

맥파는 혈액이 심장으로부터 박출되어 대

동맥에 머물렀다가 혈관을 통해 온몸으로

흐를 때에 혈액이 혈관에 가하는 압력을 시

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로 심장으로부터

말초로 진행하는 진행파와 말초혈관으로부

터 되돌아오는 반사파가 합쳐진 형태로 나

타난다. 이러한 맥파는 높이변수(h), 시간변

수(t), 혈관경화도(Augmentation Index :AIx)

등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혈관

의 순응성, 혈관벽의 탄성 등의 정보를 가지

고 있어 혈관 특성을 보여준다10,11). 이러한

맥파의 다양한 정보를 이용하여 혈관 질환

의 맥파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12,13)가 이미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연령 증가에 따른 맥

파 변화에 대한 연구14,15)가 많이 진행되어왔

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혈관의 경직도가

증가하며 말초혈관으로부터 돌아오는 반사

파의 진행이 빨라져 맥파의 높이변수(h),

시간변수(t)의 변화가 관찰되는 연구결과
16,17)가 발표되었다. 이러한 맥파 파라미터를

근거로, 혈관의 특성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맥파전달속도(Pulse Wave Velocity : PWV)

와 AIx가 이용되고 있다18-23). 특히 AIx는

혈관 경화도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맥파의 높이변수(h)에만 의

존한 데이터로 AIx만을 가지고 혈관의 경화

도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기

존 맥파측정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단일 가

압 방식으로 모든 실험대상자에게 동일 가

압력에 대한 맥파를 측정하거나 혈관의 적

절한 깊이를 찾아 임의의 압력으로 측정하

는 방식이기 때문에 혈관의 깊이, 두께 등의

혈관특성이 모두 다른 개개인의 최적 맥파

를 측정하기 어렵다
24,25)
. 즉, 단일 가압방식

에 의해 측정된 맥파는 혈압과 혈관특성이

정확히 반영된 최적맥파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분석된 결과데이터의

신뢰성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5단계 가압방식의 맥파 측정

기인 DMP-3000(DAEYOMEDI Co., Korea)

을 이용하여 정상혈압군에 대하여 연령 증

가에 따른 5 단계에서 측정된 5개의 맥파

데이터 중 혈압과 혈관 특성이 가장 잘 반

영된 최적 맥파를 선정하여 평가하고자 하

였다. 최적 맥파에 대한 각종 파라미터 중에

서 혈관특성을 반영하는 파라미터를 이용하

여 혈관경직도를 평가하기 위한 AIx와 맥파

전체면적(At)에 대한 주파(h1) 크기의 상위

1/3의 면적(AW)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5단계 가압맥파 중 최적맥파에 대

하여 At에 대한 AW 변화를 분석하여 새로

운 고혈압 및 동맥경화 위험도 평가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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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 정상혈압군에서 연령증가에 따른

혈관 경화도의 변화와 나아가 혈관의 경화

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써 AW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한다.

Ⅱ. 재료 및 방법

1. 실험대상자

심혈관 질환이 없으며 WHO 권장혈압

(Table 1)을 기준으로 하여 정상혈압군에

해당하는 20대~60대 남성 587명을 대상으

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 전 혈관의 특성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운동이나 흡연을

금지하였으며 실험을 실시하기에 앞서 실험

대상자에게 실험과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

고 동의를 얻었다.

연령별 5개의 그룹에서 혈관 경화도와 밀

접한 관계가 있는 중박전파(h3)는 AIx에 큰

오차율의 원인이 됨으로 h3가 나타나지 않

은 257명은 제외하였고, 중박전파(h3)가 측

정된 330명의 맥파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

을 실시하였으며 Table 2에 각 그룹별 특성

을 평균±표준편차로 기술하였다.

SBP(mmHg) DBP(mmHg)

Hypertension 160이상 95이상

Boderline Hypertension 140-159 90-94

Normotensive 101-139 61-89

Hypotension 100이하 60이하

Table 1. Categories for Blood Pressure Levels in 
Adult by WHO

Age
Group

n
Age
(y)

Height
(cm)

Weight
(kg)

BMI,
(kg/m

2
)

SBP
(mmHg)

DBP
(mmHg)

HR
(Beats/min)

20s(20-29) 60 24.9±2.4 174.3±5.7 71.0±10.9 23.4±3.0 119.7±8.4 72.2±6.4 67.7±7.0

30s(30-39) 73 36.7±2.2 173.4±5.6 70.5±9.9 23.4±3.0 118.0±9.8 73.6±6.7 67.3±7.9

40s(40-49) 82 44.8±2.9 171.4±4.2 70.4±9.6 23.9±2.9 119.3±9.8 74.7±7.0 67.9±8.8

50s(50-59) 67 53.5±2.6 170.0±5.3 70.0±8.3 24.2±2.4 121.9±11.1 77.7±80 67.3±8.0

60s(60-69) 48 63.0±2.6 166.8±5.4 66.3±8.6 23.8±2.4 122.5±8.9 77.5±7.0 63.0±8.4

Table 2. Baseline Variables of subject population

2. 측정 장치

최적 맥파를 측정하기 위해서 다채널의

어레이 압력센서를 사용하여 요골동맥의 정

확한 위치를 자동으로 확보하고 맥파를 측

정할 수 있는 DMP-3000(DAEYOMEDI Co.,

KOREA)을 이용하였다. 5단계(1단계: 50g,

2단계: 90g, 3단계: 140g, 4단계: 190g, 5단

계: 240g)의 가압단계에 따라 맥파를 측정

할 수 있으며 맥파 및 맥동의 다양한 정보

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가압 단계마

다 10초간 맥파를 측정하도록 설정하여 10

초간 측정된 7~8개의 맥파를 평균하여 그

단계의 맥파의 형태 및 변수 정보를 결정하

여 보여주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실험

대상자의 움직임과 같은 외부요인에 의한

맥파 정보의 오차를 줄일 수 있다.

3. 실험 방법

실험 대상자가 앉은 상태에서 ‘좌관’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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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맥파를 측정하였다. 실험대상자가 안정

된 상태에서 맥파를 측정하기 위해 실험을

실시하기 전 앉은 상태에서 5분간 휴식을

취하였다. Fig. 1은 맥파 측정 시 자세를 보

여주고 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새로운 고혈압 및

동맥경화 위험도 평가를 위한 실험을 실시

하였다. 먼저, 정상혈압군에 대하여 연령 증

가에 따른 5 단계에서 측정된 5개의 맥파

데이터 중 혈압과 혈관 특성이 가장 잘 반

영된 최적 맥파[주파(h1)의 크기가 가장 큰

맥파]를 대표 맥파로 선정하였다. 최적 맥파

에 대한 각종 맥파 파라미터(h, t 등)를 측

정하고 혈관특성을 반영하는 파라미터를 이

용하여 혈관경직도를 평가하기 위한 AIx를

분석하였다. 맥파 전체면적(At)에 대한 주

파(h1) 크기의 상위 1/3의 면적(AW)을 분

석하여 AIx와 비교분석 하였다.

Fig. 1. Pulse waveform measurement in a sitting 
posture (on left Kwan)

4. 주요 맥파분석 인자

Fig. 2는 요골동맥에서 측정되는 맥파의

형태와 맥파의 다양한 파라미터를 보여주고

있다. 좌심실근육의 수축으로 인해 좌심실

내 압력이 대동맥의 압력보다 커지면서 혈

액이 심장으로부터 박출되는데 이때 심장으

로부터 말초로 진행하는 진행파와 말초로부

터 되돌아오는 반사파가 합쳐지면서 맥파가

만들어진다. 심장에서 혈액이 박출될 때 동

맥이 확장되면서 만들어지는 파형이 주파

(h1)이며 진행파와 반사파의 시간차에 의해

만들어지는 파형이 중박전파(h3)이다. 강중

협곡(h4)은 좌심실근육이 이완하면서 좌심

실 내 압력이 급격히 줄어들고 그로 인해

좌심실과 우심실 사이의 판막(대동맥판)이

닫힐 때에 나타나는 파이며 중박파(h5)는

좌심실 내 압력이 대동맥보다 작아지면서

심장으로 역류하려고 하는 혈액이 판막에

부딪혀 발생하는 파이다. 이와 같은 높이 변

수들은 div(digital value of pressure)의 단

위로 표현되며 각각의 파에 도달하는 데 걸

리는 시간을 급성사혈기 시간(t1), 중박전파

협곡 시간(t2), 중박전파 시간(t3), 수축기

시간(t4), 중박파 시간(t5)이라 한다(단위:

sec). 고압시간(W)는 주파(h1)의 상위 1/3

부위의 너비로 고압력이 유지되는 시간을

나타내며 AW(area of W)는 W 상단의 면적

을 의미한다. AW의 면적의 크기는 W 상단

의 형태에 의해 그 값이 달라질 수 있으며

주파(h1)의 모양, 중박전파(h3)의 크기, 중

박전파(h3)가 나타나는 시간(t3) 등이 AW의

면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혈관의 경

화도가 증가하면 반사파가 빠르게 나타나며

이는 맥파의 형태 및 AW에 영향을 줌). AIx

(Augmentation Index) 는 반사파가 맥파에

나타나는 시점인 중박전파협곡(h2)과 주파



5단계 가압 맥파측정에 의한 연령별 혈관 경화도 분석

- 111 -

(h1)의 차를 맥파의 높이(h1 혹은 h3)에 대

한 비율로 나타낸 것으로 혈관의 경직도를

나타내는 주요척도로 이용되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AW의 면적 변화를 관찰하고 그

변화 원인에 대한 분석을 위해 높이변수

(h), 시간변수(t), AW 등으로 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AIx를 이용하여 W 면적 변화의 상

관성을 확인하였다.

Fig. 2. Pulse waveform on radial artery, and 
parameters

5. 분석 방법

DMP-3000에 의해 측정된 맥파 정보들은

DMP-3000 Analyzer를 통해 Excel 파일의

형태로 얻어졌다. 연령에 따라(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실험대상자를 5개의 그룹

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변수에 대한 분석 결

과는 평균±표준편차의 형태로 표현하였다.

개인차에 의한 맥파 변수들의 편차가 크지

만 연령에 따른 맥파의 변화 양상을 관찰하

기 위해 일원 분산 분석(One-way ANOVA)

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정(Scheffe test)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SPSS 17.0에 의해 실시

되었다.

전체 실험대상자 587명 중 중박전파(h3)

가 존재하는 표준맥파를 가진 실험대상자는

332명이었다. 중박전파(h3)의 유⋅무는 분석

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큰 오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중박전파가 나타나지 않는

데이터는 분석에서 제외하여 총 332명의 맥

파 정보를 이용하여 분석을 하였다. 각 단계

별로 측정된 5개의 맥파 데이터 중 주파

(h1)의 크기가 가장 큰 맥파를 대표맥파를

선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결 과

1. 연령 증가에 따른 맥파 높이변수(h)

분석

Table 3은 연령에 따른 높이 변수(h1, h2,

h3, h4, h5) 값을 보여주고 있다. 주파(h1)

와 강중협곡(h5) 크기는 연령에 따른 규칙

적인 변화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중박전

파협곡(h2)와 중박전파(h3)의 경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그 크기가 증가하고 중박파

(h5)의 크기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Table 3

의 데이터는 개인에 따라 맥파의 크기가 다

른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데이터로 중박전

파협곡(h2), 중박전파(h3) 및 중박파(h5)의

규칙적인 변화가 연령에 따른 변화인지 단

지 개인의 맥파 크기 특성에 의해 나타난

데이터인지 알 수 없다. 따라서 개인의 맥파

크기 특성을 배제한 분석을 위해 주파(h1)

에 대한 각 높이 변수의 비율을 계산, 분석

하였다. 이는 주파(h1)의 크기가 같다는 전

제 하에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좀 더 객관적

인 분석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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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는 주파(h1)에 대한 각 높이 변수

의 비율을 보여주며 Fig. 3은 이 중 유의성

을 가지는 중박전파협곡(h2), 중박전파(h3)

및 중박파(h5)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Table 3의 결과와 유사하게 주파

(h1)에 대한 중박전파협곡(h2)와 중박전파

(h3)의 비율이 유의한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중박파(h5)의 경우 50대를

제외한 모든 그룹에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

라 그 값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으며 주파(h1)에 대한 비율을 가지고 분석

함으로써 중박파(h5)만을 가지고 분석한 경

우보다 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h1 h2* h3* h4 h5†

20s 147.9±44.5 73.4±26.5 79.4±27.1 43.7±16.5 54.7±17.9

30s 138.9±46.2 77.2±32.4 85.3±34.6 37.0±14.7 48.4±17.0

40s 143.9±49.5 93.3±35.6 99.6±37.0 39.9±16.5 48.3±17.4

50s 141.4±40.5 102.61±33.8 107.9±34.9 39.4±17.2 47.3±17.0

60s 145.2±55.9 110.08±45.5 115.1±45.8 36.4±15.7 43.5±17.2
*p < 0.001, †p <0.05

Table 3. Changes of Height-parameter by aging(div)

h2/h1* h3/h1* h4/h1 h5/h1*

20s 50.4±13.0 54.6±13.0 29.5±7.1 37.2±6.8

30s 55.5±12.2 61.4±13.4 26.8±6.2 35.1±6.5

40s 64.9±13.5 69.3±13.4 27.6±7.0 33.7±5.8

50s 72.5±14.2 76.7±14.6 27.9±8.4 34.0±8.2

60s 79.8±12.7 79.8±12.7 25.4±7.9 30.6±8.2
*p < 0.001

Table 4. Changes of Height-parameter rate to h1 by aging(% )

Fig. 3. The effect of aging on h-parameters
A : the correlation between h2/h1 and age. h2/h1 increases by aging. B : the correlation between h3/h1 and age. h3/h1
increases by aging. C : the correlation between h5/h1 and age. h5/h1 generally decreases by aging. Valuables represent
means±S.D. (p=0.05)

2. 연령 증가에 따른 맥파 시간변수 분석 Table 5는 연령 변화에 따른 시간 변수의



5단계 가압 맥파측정에 의한 연령별 혈관 경화도 분석

- 113 -

변화를 나타내었다. 시간 변수의 경우 사람

마다 맥박수가 다르기 때문에 전체 시간(t)

에 대한 각각의 시간 변수(t1, t2, t3, t4, t5,

t-t4)의 비율을 분석하였다. 급성사혈기 시

간(t1), 수축기 시간(t4), 이완기 시간(t-t4)

에서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으나 중박전파협

곡 시간(t2)와 중박전파 시간(t3)의 비율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점 감소하는 것을 확

인하였다. 이는 수축기 시간과 관계없이 연

령이 증가할수록 중박전파가 나타나는 시간

이 서서히 빨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중박파

시간(t5)의 비율도 연령의 증가에 따라 감

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Fig. 4).

t1 t2* t3* t4 t5† t-t4

20s 11.66±1.29 20.77±2.39 24.62±2.08 35.50±2.77 41.82±3.18 64.50±2.77

30s 11.38±1.46 19.59±2.61 23.69±2.46 35.10±2.88 41.02±3.62 64.90±2.89

40s 11.71±1.60 19.54±2.83 23.32±2.75 35.83±3.20 40.99±3.82 64.16±3.21

50s 11.80±1.55 18.95±2.91 22.54±2.62 35.57±3.14 40.23±3.91 64.42±3.13

60s 11.13±1.32 17.80±2.33 21.38±2.47 34.98±3.40 38.98±3.65 65.00±3.40
* p < 0.001, †p <0.01

Table 5. Changes of Time-parameter rate to t by aging(% )

Fig. 4. The effect of aging on t-parameters
A : the correlation between t2/t and age. B : the correlation between t3/t and age. C : the correlation between t5/t and
age. t2/t, t3/t and t5/t generally decrease by aging. Valuables represent means±S.D. (p=0.05)

3. 연령 증가에 따른 수축기 및 이완기

맥파 면적 분석

Table 6은 맥파 전체 면적의 변화와 전체

면적 증가에 대한 수축기 및 이완기 시간의

비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20대를 제외하

고는 모든 연령대에서 전체 면적이 증가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수축기 시간의 비율은 증가하고 이완

기 시간은 감소하였다.

정상혈압에서의 수축기 동안의 면적이 증

가하고, 이완기 동안의 면적이 감소한다는

것은 혈관에 미치는 압이 증가한다는 것으

로 연령 증가로 인한 혈관질환 위험도가 높

아짐을 예측할 수 있다.



권선민⋅강희정⋅임윤경⋅이용흠

- 114 -

AT AS*(%) AD*(%)

20s 8843±2686 70.93±5.35 29.07±5.35

30s 8529±3166 74.60±5.51 25.40±5.51

40s 9022±3237 77.65±4.39 22.35±4.39

50s 9289±2894 78.99±6.41 21.01±6.41

60s 9941±3935 80.85±7.11 19.15±7.11
AT : total area of pulse waveform. AS : systolic area
rate to AT. AD : diastolic area rate to AT.
*p < 0.001

Table 6. Changes of Area-parameter by aging

4. 연령 증가에 따른 혈관경화도(AIx) 분석

AIx(Augmentation Index)는 반사파가 맥

파에 나타나는 시점인 중박전파협곡(h2)과

주파(h1)의 차를 맥파의 높이(h1 혹은 h3)

에 대한 비율로 나타낸 것으로 혈관의 경직

도를 나타내는 주요척도로 이용되고 있다.

AIx 분석결과, Table 7과 같이, 연령증가에

따른 AIx의 변화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AIx

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혈관

경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혈압을 측정하는 것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파라미터이다.

Alx*

20s 54.61±12.96

30s 61.38±13.41

40s 69.32±13.41

50s 76.71±14.64

60s 79.82±12.72
*p < 0.001

Table 7. Changes of AIx(Augmentation Index) 
by aging

5. 연령 증가에 따른 혈관경화도(Aw) 분석

Table 8은 고압시간(W)와 관련된 변수들

의 변화이다. W/t는 전체 맥파주기(t)에 대

한 고압시간(W)의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연령에 따른 뚜렷한 변화를 찾을 수 없다.

그러나 Aw의 면적(Area of W)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성이 높게 증가하였으며

그에 따라 편차가 큼에도 불구하고 높은 유

의수준 내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At의 변화도 연령증가에 따라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Aw증가로 인한 변화

임을 확인하였다. Fig. 5는 연령증가에 따른

AIx와 Aw의 변화 양상을 관찰하기 위한 그

래프이다. 두 변수가 유사한 경향을 가지고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W/t (%) At Aw* (%)

20s 1.553±0.066 8843±2686 33.66±8.31

30s 1.544±0.069 8529±3166 36.45±8.98

40s 1.562±0.080 9022±3237 46.37±12.98

50s 1.556±0.077 9289±2894 54.81±12.35

60s 1.543±0.085 9941±3935 58.22±11.53
W/t, W rate to time-period(t). Aw(area of W) rate to
At(total area)
*p < 0.001

Table 8. Changes of W-parameter by aging



5단계 가압 맥파측정에 의한 연령별 혈관 경화도 분석

- 115 -

Fig. 5. The effect of aging on AIx(Augmentation 
Index) and Aw(Area of W) 
A : Changes of AIx by aging. B : Changes of AW rate
to AT by aging. Both AIx and rate of AW increase by
aging. [Valuables represent means±S.D. (p=0.05)]

Fig. 6은 각 연령에 따라서 전체면적(At)

에 대한 W의 면적(Aw)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이는 Aw의 면적을 전체 면적(At)

에 대한 비율을 관찰하기 위한 것이며 연령

별 평균 기울기를 함께 나타내었다. 모든 연

령에서 전체면적에 대한 Aw의 비율은 개인

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연령이 증가할

수록 그 기울기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50대와 60대의 경우 기울기가 매우 유사하

게 나타났다. 이는 연령증가로 인한 혈관 노

화 및 경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AIx와 같이 단순히 혈압 측정만으로는 확인

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연령증가에 따른

Aw가 증가함을 확인하였고, 혈관특성을 반

영하는 새로운 지표로 제시하는 바이다.

Fig. 6. The correlation between Aw(area of W) 
and At(total area) (p=0.05)
Data were classified with age. By aging, AW rate to
AT increases.

Ⅳ. 고 찰

심장은 혈액을 혈관으로 내보내며 혈액이

대동맥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은 대동

맥과 좌심실 사이의 압력차이다. 대동맥의

압력이 크게 떨어져 좌심실과 큰 압력차를

가지게 되고 이로 인해 빠른 속도로 혈액은

대동맥을 향해 박출된다. 대동맥은 탄력이

충분한 혈관벽을 가지고 있어 수축기 시간

동안 심장으로부터 박출된 혈액을 혈관에

저장하였다가 더 이상 심장이 혈액을 내보

내지 않는 이완기 시간에도 동일한 양의 혈

액을 혈관에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

나 계속되는 심장의 박출과 대동맥의 팽창

은 대동맥벽의 탄력성을 잃게 하며 이런 과

정을 통해 동맥경화가 발생한다. 동맥의 경

화는 특별한 질환이 없는 사람에게도 연령

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며 이로 인해 반사

파가 말초로부터 빨리 돌아오게 되어 맥파

에 변화를 발생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정상혈압군 내에서 연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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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함에 따른 맥파의 특성변화를 관찰하였

다. 연령이 증가하면서 중박전파협곡(h2)과

중박전파(h3)가 나타나는 시간은 빨라지며

주파(h1) 크기에 대한 그 비율은 증가한다.

중박전파협곡(h2)과 중박전파(h3)의 이러한

특성은 주로 고혈압군 및 혈관 질환을 가진

환자의 맥파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정상혈압

군 내에서도 연령 증가에 따른 혈관 특성의

변화가 나타남을 의미한다. 중박전파(h3)는

혈관벽의 탄성 및 외부 저항력과 관련된 변

수로 중박전파(h3)의 크기가 증가한다는 것

은 그만큼 혈관벽이 단단해져 있다는 것이

다. 중박전파(h3)는 심장의 혈액 박출에 의

해서 만들어지는 진행파와 말초혈관으로부

터 반사되어 돌아오는 반사파가 합쳐지면서

형성된다. 그러나 혈관의 탄성력이 낮아질수

록 반사파가 빠르게 돌아오게 되고 맥파의

이완기로부터 수축기 방향으로 즉, 점점 주

파(h1)와 가까워진다. 진행파와 반사파가 합

쳐져 만들어진 중박전파(h3)뿐만 아니라 주

파(h1) 또한 반사파의 빠른 등장에 의해 영

향을 받아 더 큰 값을 가지게 된다. 중박전

파협곡(h2) 크기의 증가 역시 이러한 주파

및 중박전파(h3)의 증가에 의해 수반된다.

중박전파 시간(t3)이 빨라지면서 중박전파

(h3)는 주파(h1)와 가까워지는 반면 중박파

(h5)와는 멀어져 중박파(h5)의 크기는 중박

전파 시간(t3)이 연령에 따라 빨라질수록

더 작아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혈관의 탄성이 감소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높이변수(h) 및 시간변수(t)의 변화는 면적

의 변화로 나타난다. Table 6과 같이 연령의

증가에 따라 W의 너비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Aw의 면적에는 큰 변화

가 있다. 이는 중박전파 시간(t3)이 빨라지

면서 중박전파(h3)가 주파(h1)와 합쳐지고

이로 인해 고압시간(W)내 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Aw의 면적의 증

가는 전체 면적에도 영향을 미치며 본 연구

의 결과에서도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

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면적 또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반사파가

되돌아오는 시간이 빨라짐으로 인해 나타나

는 중박전파(h3)의 증가와 중박파(h5)의 감

소가 수축기 면적의 증가와 이완기 면적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면적(At)에 대한 Aw의 면적을 분석하

였을 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Aw의 비율

이 증가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Aw의

면적의 증가가 단지 전체면적의 증가에 따

른 변화가 아니며 혈관의 특성 변화로 인해

주파의 모양의 변화가 발생하여 반사파의

시간이 빨라져 Aw의 면적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Aw의 면적 변화가 혈관의 경화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척도로 사용될 수

있을지 확인하기 위해 혈관의 경화도를 나

타내는 AIx의 연령에 따른 변화를 함께 분

석하였다. AIx 또한 반사파의 시간이 빨라

짐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며 Fig. 5와

Fig. 6을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주파

(h1)의 크기는 개인의 맥파 특성에 따라 다

양한 크기로 나타나는 데에 비하여 주파

(h1)에 대한 중박전파(h3)및 중박전파협곡

(h2)는 연령 증가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맥파의 크기에는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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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화가 없으나 중박전파협곡(h2)의 크기

가 증가하면서 AIx가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연령 증가에 따른

Aw 면적의 변화와 유사하게 나타나며 이는

Aw 면적이 동맥의 경화도를 측정할 수 있

는 척도로써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AIx 는 반사파의 빠른 진행으로 인한 높이

변수의 증가만이 고려된 데이터에 불과하나

Aw의 면적 데이터는 반사파의 빠른 진행으

로 인한 높이 변수 및 시간 변수가 함께 반

영된 데이터임을 고려할 때 보다 혈관의 경

직도를 잘 나타낸 지표가 될 것으로 사료된

다.

Ⅴ. 결 론

기존의 단일 맥파측정방식은 모든 피험자

에 대하여 동일한 단일가압방식으로 피험자

의 혈류 및 혈관상태를 최적으로 반영하기

어렵고, 단순히 특징점만으로 AIx를 계산하

기 때문에 기존 AIx 값만으로 혈관 경화도

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신뢰성 및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혈관 경

화도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정상혈압군에 대한 연령별 5단계 가

압에 대한 혈류 및 혈관상태를 가장 잘 반

영한 대표맥파를 선정하고, 이 대표맥파의

특징점을 추출하여 AIx를 계산하였다. 또한,

연령에 따른 대표맥파의 Aw 면적의 변화를

분석하여 나이 증가에 따른 변화추이를 확

인하였다. 그 결과, 연령 증가에 따른 혈관

의 경직으로 인하여 반사파가 진행파의 앞

부분에 합쳐지게 되고 높이변수 및 시간변

수의 변화를 발생시킴으로써 연령증가에 따

라 Aw의 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하였

다. 연령 증가에 따른 AIx 값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AIx는 단순히 맥파

높이변수(h)만을 이용하여 추출한 값으로

혈관 경직정도에 대한 경향만을 제시하는

반면, Aw값은 동맥경화에 따른 보다 정확한

혈관특성을 반영한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Aw의 면적이 혈관의 경직도를 판

단할 수 있는 새로운 척도로써의 가능성을

시사함을 확인하였으며 Aw 면적 데이터를

AIx와 함께 혈관 경직도 평가방법으로써 보

다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령별 정상혈압군에 대한 분석

으로 실제 동맥경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

교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Aw 면적

이 혈관의 경직도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 위해서는 Aw의 면적을 변화시키는 다

양한 요인에 대한 연구도 추가적으로 연구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의학적 맥진에

있어서도, 실제 임상에서 적용하고 있는 고

혈압이나, 동맥경화 등에 대한 맥진법과 본

연구에서 측정 분석된 데이터와의 상관성을

추출한다면, 보다 객관적인 한의학적 맥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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