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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적 임피던스 방법을 통한 hand-held 타입의 
심박출량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검증

Development and Verification of a Hand-held Typed Monitoring System 
for Cardiac Output Measurement using Electrical Impedance Technique

서  석*․심 명 헌**․김 민 용***․윤 찬 솔***․정 주 홍***․박 성 빈§․윤 형 로† 

(Kwang-seok.Seo․Myeong-Heon Sim․Min-Yong Kim․Chan-Sol Yoon․

Joo-Hong Chung․Sung-Bin Park․Hyung-Ro Yoon)

Abstract  -  The impedance cardiogram has been proposed as a non-invasive, continuous, operator independent, and 

cost-effective method for cardiac output monitoring. However, it can not be completely considered as non-restrictive 

method beacuse of attached spot and band type electrodes. Therefore, we developed a improved convenient hand-held 

typed measurement system for cardiac output by electrical impedance technique. 80 subjects from Yonsei University and 

the surrounding areas, participated. All subjects measured stroke volume and cardiac output through Physioflow and 

developed system. To verify the developed system, statistical methods such as correlation, Wilcoxon signed ranks test, 

and the Bland-Altman analysis were used. The proposed system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 in both male and female 

stroke volume(r=0.715, r=0.704) and cardiac output(r=0.826; r=0.804). From these results, it can be concluded that stroke 

volume and cardiac output could be improved convenient measurement using the both hands without the help of a 

spe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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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회 박출량(Stroke volume, SV)과 심박출량(Cardiac 

output, CO)은 심부 , 고 압, 제한성 폐질환, 늑막, 신장 

그리고 상동맥 질환 등과 같은 만성심부질환의 진단과 치

료 방법을 결정하는 주요한 지표이며, 심 도와 압이 동시

에 모니터링 된다. 그러나 부분의 응  시설  환자 감

시 장치 등에서는 심 도, 압 그리고 호흡률만을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이것은 환자들의 류 역학  상태에 한 충

분한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1-3]. 1회 박출량

과 심박출량 단은 심장학  단과 흉부외과 수술에 있어 

요한 차이며, 심  수행 능력  치료 방법의 선택에 

있어 기능  지표로 이용되어져 왔다[4]. 1회 박출량과 심박

출량은 심장 기능, 심장 질환 는 류 역학  모니터링  

평가를 한 신뢰성 있는 지표로도 사용되어지며, 심 계

의 평균 류속도 결정에 있어서도 필수 이다. 한 1회 

박출량과 심박출량의 측정은 순환계 기능을 반 하는 많은 

지표들을 산출해 낼 수 있다. 심박출량은 심장 박동을 통해 

신으로 나가는 분당 액의 양으로서, 심장 기능뿐만 아니

라 체 순환계의 상태를 반 하는 임상  지표이며, 신 

조직의 자율 인 조 을 통해 통제된다. 심박출량은 개 

조직이 산소나 다른 양분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가에 비례

하는데, 이를 유지․조 하는 것이 순환계의 가장 복잡한 기능 

 하나이다. 실제 임상에서는 1회 박출량과 심박출량의 추정

을 해 Fick 방법(Fick’s method), 색소희석법(dye-dilution 

method) 그리고 열 희석법(thermo-dilution method) 등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1회 박출량과 심박출

량의 측정에 있어 표  방법들로 사용되어져 왔다. 이러한 

측정 방법들은 Swan-Ganz 카테터를 이용하여 심박출량과 

1회 박출량을 측정하게 되며, 체순환 항, 폐동맥압, 폐동맥 

기압(Pulmonary artery wedge pressure)등도 동시에 측정 

가능하므로 류 역학 으로 불안정한 환자의 감별진단에 

유용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장 이 있다. 그러나 Fick 방법, 

색소희석법 그리고 열 희석법 등의 카테터를 이용하는 침습

인 방법들은 환자실 등의 환자의 집  리가 이루어

지는 장소에서만 사용이 가능함에 따라 매우 제한 이라고 

할 수 있다.

와 같은 침습 인 측정 방법의 단 을 해결할 수 있는 

체 방법으로서 음 를 이용한 방법, 이산화탄소 재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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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1 심박출량 측정 시스템  hand-held 타입 극: (a) 

심박출량 측정 시스템, (b) Hand-held 타입 극 

( 류 극(CH, CL), 압 극(VH, VL))

Fig. 1 Cardiac output measurement system and hand-held 

typed electrode: (a) Cardiac output measurement 

system, (b) hand-held typed electrode(current 

electrode(CH, CL), voltage electrode(VH, VL))

법, 압 형분석법 등이 임상 으로 연구되어 왔다[5, 6]. 

한 임피던스 기술을 이용한 임피던스 심박출량 측정법

(Impedance cardiography)은 1회 박출량과 심박출량의 측정

에 있어서 침습 인 방법들을 체할 만한 유용한 방법이다

[7-9]. 임피던스 심박출량 측정법은 비침습 , 연속 , 효율

인 비용으로 1회 박출량과 심박출량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문가의 동반 없이도 측정이 가능하다.

재 사용되는 일반 인 임피던스 심장 기록 장치들은 흉

곽에 식(Spot) 는 밴드(Band) 타입의 4개 는 8개의 

극을 부착하고, 50-100kHz, 2.5-4mA의 정 류를 주입한

다. 주입된 류는 흉곽을 거쳐 기  극으로 달되며, 이

때 흉곽의 동맥에서 방출되는 액 양에 의해 변화하는 

임피던스 신호를 통해 1회 박출량  심박출량의 변화를 검

출한다. 한 임피던스 방법은 액 양의 변화를 기록함에 

따라 미분을 통해 1회 박출량에 비래하는 류 속도의 검출

도 가능하다. 

Charloux 등은 임피던스 심박출량 측정법을 통해 thora 

cic hyperinflation의 향에 해 연구하 으며, Koobi 등 

은 수술  환자들의 심박출량을 Fick 방법, 열희석법 그리

고 임피던스 심박출량 측정법의 비교를 통해 기  임피던

스 방법의 신뢰성을 검증하 다[10]. 그러나 침습 인 방법

과 마찬가지로 임피던스 심박출량 측정법 역시 흉부에 식 

는 밴드 타입의 4개 는 8개의 극을 부착함에 따라 완

히 비구속 인 방법이라고 볼 수 없으며, 한 극의 부

착은 부착과정에 있어 의료진이 수반되어야 하며, 극에 따

른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흉부에서의 임피던스 심박출량 측정 방

법을 기 하여 심박출량 측정 시 흉부에 부착되는 리드를 제

거하고 양손에서 편리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하며, 고가의 일

회용 극의 사용을 신하여 반 구 인 hand-held 타입 

극으로 체하여 시술자의 도움 없이도 측정이 가능한 편리

성을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침습  는 

비침습 의 방법을 모두 개선시킨 기  임피던스 방법을 

통한 hand-held 타입의 1회 박출량  심박출량 검출 시스템

을 개발하며, 개발된 시스템의 임상  검증을 목 으로 한다. 

2. 실험 방법

2.1 Hand-held 타입의 심박출량 측정 시스템

본 연구에서는 흉곽에 직  극을 부착하는 신에 

hand-held 타입의 극을 사용하 다. Hand-held 타입의 

극은 그림 1과 같이 류 극(Current high, CH), 류 

극(Current low, CL), 압 측정 극(Voltage high, VH), 

그리고 압 측정 극(Voltage low, VL), 총 4개의 극으

로 구성된다. 두 개의 류 극은 류 주입과 기  극

으로 사용되며, 1회 박출량과 심박출량에 한 임피던스 변

화 측정 극으로 두 개의 압 측정 극이 사용된다. 측

정 신호의 기 선 표류를 최소화하기 해 류 극  하

나의 극은 기  극으로 사용된다. 모든 극은 크롬 도

된 hand-held 타입으로 극으로 제작되었다.

그림 2는 hand-held 타입의 심박출량 측정 시스템의 블

록도이다. 직류 류는 인체 깊숙이 주입되지 못 함에 따라, 

개발된 시스템은 교류 류를 사용하 다.  리지 오실

이터(Wien-bridge oscillator)를 통해 100kHz의 정 를 

생성하 으며, 인체에 무해한 1mA 정 류를 주입하 다. 

주입된 정 류는 옴의 법칙에 따라 임피던스 변화에 비례

하는 압의 변화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심박출량 주기에 

따른 임피던스 변화에 한 압 변화의 검출이 가능하다. 

심박출량 주기에 따른 압 변화는 두 개의 압 극 사이

의 차동 증폭을 통해 검출이 가능하며, 이때 검출된 신호는 

교류 신호에 한 진폭 변화로 나타난다. 검출된 교류 신호

는 직류 형태의 신호로 변환해야 하는데, 이를 해 2MHz

의 역폭과 0.2%의 오차를 갖는 정류회로를 통해 직류 

형태의 압 신호로 변환하 다. 본 연구에서는 기 

정류회로를 통해 변환된 직류 신호 기  임피던스는 1회 박

출량  심박출량 검출을 한 정보를 포함하는 신호이다. 

그러나 두 신호는 기  임피던스 신호에 비해 매우 작은 신

호임에 따라, 1회 박출량  심박출량 신호만의 검출을 해 

분해능 높은 신호 생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

발된 hand-held 타입의 심박출량 검출 시스템은 PWM 피드

백 시스템(Pulse width modulation feedback system)을 포

함한다. PWM 피드백 시스템을 통해 1회 박출량  심박출

량의 검출이 가능한 향상된 분해능을 가지는 신호의 검출이 

가능하다. PWM 피드백 시스템은 기 기  임피던스를 통

해 획득된 데이터를 마이크로컨트롤러 Cortex-M3(STM32F 

103RE, ST-micro, Switzerland)를 통해 실시간 피드백을 수

행한다. 따라서 기  임피던스와 이에 해당하는 피드백 신

호의 차동 증폭을 통해 심장에서 동맥을 통해 방출되는 

액 양의 변화에 비례하는 임피던스 신호만의 검출이 가능

하다. PWM 피드백 시스템의 신호 폭(40kHz duty cycle) 

은 마이크로컨트롤러의 12비트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와 

4kHz 역통과필터를 통해 기  임피던스에 비례하게 선형 

제어 된다. 따라서 1회 박출량과 심박출량의 정보를 포함하

는 기  임피던스 신호는 기 임피던스 신호와 PWM 시스

템을 통해 피드백 된 신호의 차동 증폭을 통해 1회 박출량 

 심박출량의 정보만을 포함하는 신호로 변경된다. 더욱이 

본 연구에서 제안된 임피던스 방법을 통한 심박출량 측정 

시스템은 4개의 hand-held 타입의 극을 통해 심 도(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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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회 박출량과 심박출량 검출을 한 순서도

Fig. 3 Flow chart for detection stroke volume and cardiac 

output 

I) 신호의 동시 획득도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hand-held 타입의 심박출량 측정 시

스템을 통해 획득되어진 1회 박출량과 심박출량은 Physioflow 

(PF104D, Manatec Biomedical, France)와 비교된다. 

그림 2 Hand-held 타입의 심박출량 측정 시스템의 구성도

Fig. 2 Configuration of hand-held typed cardiac output 

measurement system

2.2 신호처리

그림 3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hand-held 타입의 임피던

스 심박출량 측정 시스템의 신호 처리 흐름도이다. 모든 신

호는 fs =1kHz(샘 링율, fs)로 샘 링 되었다. 임피던스 심

박출량 측정 신호는 제안된 시스템의 실시간 PWM 피드백

에 의해 향상된 분해능을 갖는 1회 박출량과 심박출량 신호

로 변환되며, 원활한 특징  검출을 해 소 트웨어 20Hz 

역통과필터링을 수행하 다. 과도응답  노이즈 신호의 

제거를 해 기 4 간 데이터는 삭제하 으며, 이후 3 간 

데이터의 간 값을 기 임계값으로 설정하 다. 설정된 

기 임계값은 C-point ( 동맥에서의 액의 최  흐름)를 

검출하기 해 사용된다. 두 C-point 사이에서 최소값을 가

지거나 는 C-point 후 기울기가 변화하는 변곡 을 검출

하여 X-point ( 동맥 막이 닫히는 순간)로 검출한다. 동

시에 역추  알고리즘을 통해 B-point ( 동맥 만이 열리

는 순간)를 검출하 다.

B point에서 X-point 사이의 시간은 좌심실방출시간(Left 

ventricular ejection time, LVET)으로 측정되며, 임피던스 

심박출량 측정 신호의 최  진폭을 Dz/dtMAX 로 측정하

다. 미분과 제로크로싱 검출 방법은 임피던스 심박출량 측

정 신호의 특징  검출을 해 유용하게 사용된다[11]. 검출

된 라미터들은 Kubicek 방정식(수식 1)을 통하여 1회 박

출량으로 산출되며, 수식 2를 통해 심박출량으로 계산된다

[12, 13]. 모든 신호 처리는 제안된 시스템의 마이크로 로세

서인 Cortex-M3(STM32F103RE, ST-micro, Switzerland)에

서 실시간 처리를 수행한다.

 ∙


 ∙


max∙ (1)

ρ : 액의 항성분 상수(135Ω㎝), L : 측정 극 사이의 

거리, Dz/dtMAX : 임피던스 심박출량 측정 신호의 최  진

폭, Z0 : 기 임피던스, LVET : 좌심실방출시간

 × (2)

Cardiac output : 심박출량, Stroke volume : 1회 박출량, 

Heart rate : 심박수

2.3 임상실험

본 연구에서 개발된 hand-held 타입의 임피던스 심박출량 

검출 시스템의 임상 검증을 해 연세 학교  연세 학교 

원주의과 학 내 총 80명을 상으로 실험을 수행하 다. 80

명의 피검자 , 50명은 심  련 질병 기록을 가지고 있

지 않았으며, 30명은 심  련 질병 기록, 혹은 재 환자

이다. 임상실험 진행 , 80명의 모든 피검자를 한으로 실

험 로토콜을 설명하 으며, 실험 동의서를 작성하 다. 모

든 임상실험은 원주기독병원 임상시험센터 윤리 원회(IRB)

의 승인을 기반으로 수행되었다. 30명의 피검자  8명은 심

각한 질병 상태  분석 불가의 이유로 임상실험 도  제외

되었다. 따라서 임상실험은 정상군 50명, 환자군 22명, 총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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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피검자에 한 기  데이터

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data of participants

Variable
Total 

(n=72)

Male 

(n=54)

female 

(n=18)

Age (years) 31.1 ± 17.0 28.6 ± 13.9 38.7 ± 22.7

Height (cm) 170.2 ± 8.5 173.6 ± 6.4 160.1 ± 5.2

Weight (kg) 67.7 ± 13.9 71.2 ± 13.0 57.4 ± 11.5

BMI (kg/m2) 23.3 ± 3.9 23.6 ± 3.7 22.4 ± 4.4

SBP at resting 
(mmHg)

122.5 ± 16.1 124.1 ± 14.1 117.7 ± 20.6

DBP at resting 
(mmHg)

71.6 ± 11.7 72.4 ± 11.2 69.4 ± 13.2

MBP at resting 
(mmHg)

87.1 ± 13.6 87.6 ± 12.1 85.7 ± 17.6

All data = mean ± SD, n = sample size; BMI = body mass  index, 

SBP = systolic blood pressure, DBP = diastolic blood pressure, 

MBP = mean blood pressure 

그림 4 (a) 재 성 실험 로토콜, (b) 임상 실험 로토콜

Fig. 4 (a) Reproducibility experiment protocol, (b) Clinical 

experimental protocol

명(남자 54명, 여자 18명)을 상으로 수행되었다.

표 1은 피검자 72명(남 54명, 여 18명)에 한 기  데이

터이다.

그림 4는 본 연구의 제안된 시스템에 한 임상 검증 실

험 로토콜이다. 실험  모든 피검자에 해, 실험에 한 

자세한 설명  동의서 작성을 수행하 다. 과정 1을 수행 

한 후, 10분의 안정 시간을 가졌으며, 4개의 hand-held 타입

의 극을 통해 심 도와 임피던스 심박출량 측정을 동시에 

수행하 다. 개발된 시스템의 재 성 검증을 해 연령  

별 각 1명씩(남자 3명, 여자 2명)에 해 5회 반복 측정하

다. 5회 반복 측정에 한 실험 로토콜(안정 10분, 

ECG/ICG 측정 5분, 그리고 휴식 3분)은 그림 4(a)와 같다. 

Physioflow를 통해 1회 박출량 과 심박출량의 데이터를 

획득하 다. Physioflow는 흉부에서의 임피던스 신호를 통

해 심박출량을 측정하는 여러 연구에 사용되었다. Charloux 

는 Fick 방법에 의한 Physioflow의 정확성 평가 결과, 각각

의 방법에서 휴식기에 0.04L/분, 운동기에 0.29L/분의 평균

오차를 확인하 다. Richard 는 Physioflow의 정확성을 평

가하기 한 연구로 Fick 방법을 통해 측정된 146명의 피험

자 데이터와 Physioflow를 비교하엿으며, 그 결과 p<0.01 

구간 내에서 r=0.94의 높은 상 계를 보임을 확인하 다. 

한 Tordi 는 Physioflow와 이산화탄소 재호흡법의 두 가

지의 비침습 인 측정 방법의 비교를 통해 두 방법의 차이

에 있어서 R2=0.85, 평균오차=0.06L/분으로서 두 방법의 차

이가 0.12%의 높은 정확성을 보임을 확인하 다[14-16].

본 연구에서 개발된 hand-held 타입의 임피던스 심박출

량 검출 시스템은 양손을 통해 정 류를 주입하며, 

Physioflow는 흉곽을 통해 정 류를 주입하는 장비이다. 

Physioflow와 본 연구에서 개발된 시스템은 모두 흉부나 양

손에 류를 주입하기 때문에 서로 간섭이 생기는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동시에 극을 부착한 실험이 불가하

다. 따라서 흉부에 부착된 극을 통해 Physioflow의 데이

터를 획득하고, 흉부에 부착된 극을 제거 후, 제안된 시스

템의 데이터를 획득하 다. 그림 4(b)와 같이, Physioflow를 

통하여 5분 동안 10  간격으로 1회 박출량, 심박출량 그리

고 심박수를 장한 후, 제안된 시스템을 통해 5분 동안 1회 

박출량, 심박출량 그리고 심박수를 측정하 다.

2.4 통계분석

모든 데이터는 SPSS 17.0(SPSS Inc., an IBM Company, 

USA)과 Medcalc(MedCalc Software bvba, Belgium)를 통

해 분석되었으며, 산출된 통계치는 (평균 ± 표 편차)의 형

태로 표 되었다. 체 피검자 72명에 하여, Physioflow를 

통해 획득된 1회 박출량, 심박출량 데이터는 제안된 시스템

의 1회 박출량, 심박출량 데이터와 통계  교차 검증을 통해 

상 계수(Pearson product 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 

r)를 산출하 다. 더불어 제안된 시스템과 Physioflow의 1회

박출량과 심박출량 결과에 한 차이를 검증하기 해 응 

표본 t-검정에 응하는 비모수  검정 방법인 콕슨 부호

순  검정(Wilcoxon signed ranks test)을 수행하 다. 콕

슨 부호순  검정 분석은 제안된 시스템의 결과 값이 비정

규분포인 연속변수 는 순  변수일 때 사용된다[17].

3. 결  과

3.1 시스템 재 성 평가

표 2는 각 연령 별 5명의 피검자(남자 3명, 여자 2명)에 

한 재 성 평가 결과이다. 각 연령  별로 3% 미만의 오

차를 확인하 다. 본 결과를 통해 제안된 hand-held 타입의 

임피던스 심박출량 측정 시스템의 재 성을 확인하 으며, 

Physioflow 결과와 높은 상 성을 보임을 검증하 다.

3.2 시스템 유효성 평가

제안된 시스템의 유효성 검증을 해 Physioflow의 1회 박

출량과 심박출량을 비교·검증하 다. 표 3은 남자(N=54), 여자

(N=18)에 한 제안된 시스템과 Physioflow에서 측정되어진 

1회 박출량과 심박출량의 비교 결과이다. 그 결과 5.38%(1회 

박출량_남), 5.37%(심박출량_남), 5.55%(1회 박출량_여) 그리

고 5.54%(심박출량_여), (P<0.05)의 오차를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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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ke 

Volume(SV)

Cardiac 

Output(CO)

Male

Physioflow 89.39 ± 10.56 6.18 ± 1.12 

Developed 

system
89.74 ± 8.90 6.19 ± 0.91 

Error ratio(%) 5.38 % 5.37 %

Female

Physioflow 84.13 ± 9.13 6.05 ± 0.97 

Developed 

system
84.92 ± 9.85 6.12 ± 1.13 

Error ratio(%) 5.55 % 5.54 %

Developed system SV
Physio 

flow SV

Error

Ratio1 2 3 4 5
Mean± 

SD

Subject1

(female,  

18years)

91.69 90.21 88.74 90.91 90.54 
90.42 ± 

1.09
89.54 1.34%

Subject2

(male, 

22years)

96.12 96.98 95.93 96.19 96.57 
96.36 ± 

0.42
97.00 0.66%

Subject3

(male,  

30years)

88.98 89.57 89.34 89.42 89.41 
89.34 ± 

0.22
91.88 2.76%

Subject4

(female,

48years)

79.98 81.28 82.13 81.39 80.26 
81.01 ± 

0.88
81.98 1.26%

Subject5

(male,

59years)

108.79 107.63 107.51 108.11 108.67 
108.14 ± 

0.58
106.00 2.02%

표 2 재 성 평가 결과

Table 2 Reproducibility test results

표 3 평균 1회 박출량  평균 심박출량 측정 결과

Table 3 Results of mean stroke volume and mean cardiac 

output

그림 5는 제안된 시스템과 Physioflow의 데이터 유효성 

분석을 해 Bland-Altman 분석을 수행하 다. 그림 6은 

제안된 시스템과 Physioflow의 평균에 한 두 시스템에 

한 차이를 나타낸다.

Bland-Altman 분석 수행 결과 1회 박출량_남 (그림 

6(a)), 심박출량_남(그림 6(b)), 1회 박출량_여(그림 6(c)) 그  

리고 심박출량_여(그림 6(d))에 해서 모든 데이터가 95% 

신뢰구간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 다.

추가 으로, 제안된 시스템과 Physioflow의 1회 박출량과 

심박출량 결과에 한 차이를 검증하기 해 콕슨 부호순

 검정을 수행하 다. 수행 결과 1회 박출량_남(p=0.744, 

p<0.05), 1회 박출량_여(p=0.879, p<0.05), 심박출량_남

(p=0.766, p<0.05), 심박출량_여(p=0.862, p<0.05) 으로 두 측

정 시스템의 결과 값에 통계 인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

다.

그림 5 제안된 시스템과 Physioflow에 한 산 도; (a) 1회

박출량_남, (b) 1회박출량_여, (c) 심박출량_남, (d) 심

박출량_여

Fig. 5 Scatter plot between Physioflow and developed 

system; (a) SV_male, (b) SV_female, (c) CO_male, 

(d) CO_female

그림 6 제안된 시스템과 Physioflow에 한 Bland-Altman 결

과; (a) 1회박출량_남, (b) 심박출량_남, (c) 1회박출량

_여, (d) 심박출량_여

Fig. 6 Bland-Altman plot between Physioflow and developed 

system ; (a) SV_male, (b) CO_male, (c) SV_female, 

(d) CO_fe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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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제안된 시스템과 Physioflow의 콕슨 부호순  검

정 결과

Table 4 Wilcoxon signed ranks rest between Physioflow and 

developed system

  Mean ± SD t p

Male

(N=54)

Physioflow SV– 

Developed 

system SV

0.35 ± 6.12 -0.427 0.744

Physioflow 

CO–Developed 

system CO

-0.004 ± 0.44 -0.064 0.766

Female

(N=18)

Physioflow 

SV - Developed 

system SV

-0.79 ± 5.98 -0.559 0.879

Physioflow 

CO–Developed 

system CO

-0.069 ± 0.49 -0.601 0.862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양손 임피던스 방법을 이용한 hand-held 

타입의 1회 박출량  심박출량 측정 시스템을 제안하 으

며, 측정 결과에 한 임상 검증을 수행하 다. 임피던스 방

법을 이용한 심박출량 측정 시스템은 크롬 도 된 

hand-held 타입의 극을 사용하며, 실시간 PWM 피드백을 

통해 기  임피던스와 피드백 신호의 차이를 증폭함에 따라 

심장에서 동맥을 통해 방출되는 액 양의 변화에 따른 

임피던스 신호의 분해능을 향상하 다. 이를 통해 기존 방

법들이 가진 문제 을 해결  hand-held 타입의 극을 통

해 양손에서 1회 박출량  심박출량의 데이터 획득을 가능

하게 하 다. 제안된 시스템에 한 재 성 평가 결과 각 

연령  별 3% 미만의 오차를 확인하 으며, 1회 박출량과 

심박출량에 한 검증 결과 1회 박출량_남(r=0.715), 1회 박

출량_여(r=0.704), 심박출량_남(r=0.826), 심박출량_여(r= 

0.804)로 높은 상 성을 보임을 확인하 다. 더불어 

Bland-Altman 분석과 콕슨 부호순  검정을 통해 제안된 

시스템과 Physioflow를 통해 획득된 1회 박출량과 심박출량

의 측정 결과 값이 통계 으로 유의함을 확인하 다. 따라

서 제안된 시스템은 기존의 제한 을 보완한 편리하고 유의

성 있는 측정 방법으로써 이는 임피던스 방법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측정 방식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hand-held 타입의 임피던스 방법을 이용한 심박출량 측정시

스템을 통해 병원 내원 없이, 시술자의 도움 없이도 편리하

고 간단하게 1회 박출량과 심박출량의 측정이 가능할 것으

로 단된다.

본 연구의 제한 으로는 질병군과 정상군의 표본은 존재

하지만, 성별에 따른 분석만이 이루어졌다는 것과 심박출량

측정의 표 법인 Swan-Ganz 카테터를 사용한 열희석법을 

통한 측정 데이터와의 비교가 없다는 것이다. 향후 연구 과

제로써 성별, 나이, 심장 질환 등의 다양한 범주의 표본을 

획득하고 병  상태에 한 분류를 통한 통계  분석이 시

행되어야 한다. 한 Swan-Ganz 카테터를 사용한 열희석법

을 이용해 1회 박출량  심박출량을 획득하고, 제안된 시스

템의 결과 값 비교를 통한 확실한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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