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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ices to measure the blood pressure of patients are being used without any calibration in a hospital.

It is an important to show consistent values when any medical devices measure the same patients regardless they

are sphygmomanometer or fully automatic electronic blood pressure meter. We compared sphygmomanometer and

fully automatic electronic blood pressure meters with standard digital blood pressure monitor (SDBPM) to evaluate

the consistency of the small healthy subjects. We measured the blood pressure from six healthy subjects (three of

20~40 years and three of 40~60 years old). Two sphygmomanometer and two fully automatic electronic blood pres-

sure meters were used and compared with the SDBPM. Blood pressures measured from right and left arms each

and were compared. All six healthy subjects showed normal blood pressure values. In general, left blood pressure

values showed higher values than right side. Comparing SDBPM, with the other monitors, the systolic pressure

showed ± 34.8% difference and ± 33.3% for the diastolic pressure. Correlation between SDBPM and Sphygmoma-

nometer was 0.59~0.71, and 0.50~0.70 for fully automated digital BP monitors. It fell in grade-D when we apply

the BHS(British hypertension society). AAMI(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medical instrumentation)

also showed unsatisfactory results for the mean value (≤ 5 mmHg) and standard deviation (≤ 8 mmHg). We tested

sphygmomanometer and fully automatic electronic blood pressure meters and compared with a standard digital blood

pressure monitor. All devices showed inconsistent blood pressures. A reliable calibration system is highly needed

for all devices in all hospitals.

Key words: Blood pressure, Sphygmomanometer, Fully automatic electronic blood pressure 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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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보건복지부(2011)는 1994년부터 2008년까지 65세 이상

인구의 고혈압 외래환자 수가 2.3배에서 18.2배로 꾸준히 증

가하고,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심혈관성 질환이 많아지며,

더불어 고혈압 환자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였다[1]. 

혈압은 심장에서 혈액이 뿜어 나올 때 동맥 측벽에서 받

는 압력을 의미하고 1회 심박출량과 말초혈관의 저항에 의

해 결정된다. 혈액이 순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혈압이 필

요하고, 혈액 순환을 통해 몸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

급할 수 있다. 신체 상태에 따라 혈압이 변화되며 운동이나

흥분 상태에서 상승하고 수면이나 안정 상태에서는 하강한

다. 측정 시기에 따라 혈압을 수시혈압과 임상평균혈압으로

분류한다. 수시혈압은 피시험자가 병원의 진찰실에서 5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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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 후 측정하는 혈압치이다. 임상평균혈압은 오전 8시에

서 10시 사이에 15분 간격으로 측정하여 첫 번째 수치를 제

외한 나머지 2개 값만을 평균한 혈압치이다[2]. 혈압측정 원

리는 요골동맥 박동이 소실하는 압보다 20~30 mmHg의 높

은 압까지 급속하게 올린 후, 커프의 압을 1박마다 2~3

mmHg의 속도로 하강시키면서 요골동맥( ) 박동을

촉진해서 측정한다. 최초로 박동음을 청취하는 점을 수축기

혈압, 박동음이 소실하는 점을 이완기혈압으로 한다.

혈압측정은 일반적으로 수은혈압계를 가장 많이 사용해

왔다. 그 이유는 가격이 저렴하고 기구가 간단하여 고장이

적으며 의료인들에게 익숙한 혈압 측정 방법으로 활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측정자의 숙련과 청각 상태에 따라

측정값이 차이가 있고 이완기혈압에서 측정에 대한 오차가

크게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측정자간 오차와 ‘백의

신드롬’, ‘가면 신드롬’ 등의 이유 때문에 미국 고혈압 학회

에서도 수은혈압계 대신 전자혈압계를 사용하도록 권하고

있다. 

전자혈압계도 종류에 따라 성능과 측정치의 차이가 있다.

전자혈압계는 생산 회사별로 계산 알고리즘이 다르기 때문에

측정값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점은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3~5].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연구자들은 전자혈압

계를 중심으로 혈압과 관련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발표하

고 있다. 또한 최근 전자혈압계가 일상생활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 수은 중독

과 같은 환경적인 문제로 수은혈압계의 사용을 점차 줄이고

법으로 사용을 제한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6]. 전자혈

압계는 혈압 측정을 위한 숙련된 기술이 필요치 않고, 움직

임이 많은 소아를 대상으로도 간편하게 측정이 가능한 장점

도 있다. 미국은 2009년 국민건강영양조사(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NHNES)에서 소아

청소년 혈압 측정을 수은혈압계와 자동혈압계(Omron HEM

907 XL)로 함께 사용하였다[7]. 이런 관점에서 수은혈압계와

전자혈압계가 장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확성과 신뢰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 여겨진다.

본 연구는 표준전자식 혈압계(Standard electronic blood

pressure measuring devices; SDBPM)를 기초로 하여 종

합병원급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수은혈압계와

전자혈압계를 임의 추출하여 그 정확성과 신뢰성을 평가하

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병원 및 가정에서 사용되는 수

동 및 자동혈압계의 교정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수행된 선

행시험이다. 따라서 기기의 다양성과 많은 피시험자를 이용

한 대대적인 시험이 아니라 추후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수행된 선행시험으로 동일한 피시험자에 대하여 얼마

나 표준전자식 혈압계와 차이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첫째, 수은혈압계와 전자혈압계의 측정

한 혈압치를 비교 분석하였다. 둘째, SDBPM를 기준으로

수은혈압계와 전자혈압계의 상관관계를 평가하였다. 셋째, 영

국 고혈압 학회(British hypertension society; BHS)와 미

국 의료기기협회(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

ment of medical instrumentation; AAMI)의 정확도 기

준에 근거하여 현재 사용 중인 수은혈압계와 전자혈압계를

평가하였다.

II. 연구 방법

1. 피시험자 및 혈압계

본 연구는 전자혈압계의 표준으로 설정한 SDBPM(ITBB

사 Recording Unit) 1대,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수은혈압계(Hico사 HM-1101) 2대, 전자혈압계(Omron사

HBP-9020, AND사 TM-2655P) 2대를 실험 대상으로 하

였다. 실험에 참여한 피시험자는 20~40세 3명, 40~60세 3

명 총 6명을 대상으로 심장질환이나 기타 혈압과 관련된 질

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었다. 

2. 측정절차

수은혈압계는 피시험자의 상태와 측정자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균일한 방식으로 측정을 해야 한다[8]. 본

연구는 모든 피시험자의 혈압을 측정하기 전 10분 이상 안

정을 취하도록 하였다. 측정 방법은 충남대학병원의 임상시

험 센터 측정실에서 피시험자를 뒷받침이 있는 의자에 바르

게 앉게 하고 심장과 왼팔이 비슷한 높이가 되도록 한 후 오

른팔을 먼저 측정하고 3분 안정을 취한 후 왼팔을 측정하였

다. 측정 순서는 수은혈압계A(HM-1101), 수은혈압계B(HM-

1101), 전자혈압계A(HBP-9020), 전자혈압계B(TM-2655P),

SDBPM 순으로 측정하였다. 수축기혈압은 Korttokoff 제

1음으로 하였고, 이완기 혈압은 Korttokoff 제5음으로 하였

다[7]. 그리고 수은혈압계의 측정은 측정자 오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10년 이상 수은혈압계를

다루고 있는 전문 간호사가 직접 임상 측정하였다. 

3. 표준전자식 혈압계(SDBPM)

본 연구는 혈압의 기준으로 SDBPM를 사용하였다. 이 장

치는 비침습적 혈압 측정을 위한 커프 내의 압력을 결정하

는 장치로 독일 표준기관인 PTB에서 개발되었고 기술이전

생산 라이센스하에 독일의 ITBB사에서 판매한 것이다. 수

축과 이완 동안 선형 압력을 생성하고 커프 내의 맥박을 기

록하여 재현 가능한 실제 혈압 측정값을 제공한다. 또한 사

람의 혈압압력과 박동을 동시에 그래프로 기록하여 볼 수

있으므로 청력이나 경험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시험일자

기준으로 1년 이내 교정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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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분석

자료분석을 위해 SPSS 20.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수

축기혈압과 이완기혈압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표준전자식 혈압계를 기준

으로 수은혈압계 2대와 전자혈압계 2대의 상관관계를 알아

보기 위해 대응표본T검정(paired t-test)을 통해 분석하였

다. 상관관계는 상관계수의 크기에 따라 상관 아주 높음

(0.9~1.0), 높음(0.7~0.9), 상관(0.4~0.7), 낮음(0.2~0.4), 그

리고 상관 없음(0.0~0.2)으로 판정하였다. 

5. 혈압계 정확도 판정

BHS는 혈압치의 차이를 5 mmHg 이하, 10 mmHg 이

하, 15 mmHg 이하로 나누어 각각 누적 백분율로 등급 A,

B, C, D를 매겨서 수축기와 이완기혈압을 각각 평가하였고

A, B등급이면 임상적용이 가능하다고 추천하고 있다[8]. 

AAMI는 혈압계 정확도에 관한 오차범위를 제시하고 있

으며 두 기계를 짝 지어 측정했을 때 두 혈압계간의 혈압차

이 평균값 5 mmHg 이하와 표준편차 8 mmHg 이하 범위

내를 요구하고 있다[10]. 전자혈압계가 일반적으로 BHS와

AAMI의 정확도 기준을 만족하고 있지만 측정 알고리즘에

따라 오차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8,9].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혈압계에서 측정된 값들을 DSBPM과 비

교하여 BHS와 AAMI의 기준에 따라 어떤 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평가하였다. 오차(%) 평균은 SDBPM와 각 혈압계

혈압 오차(%)의 절대값에 대한 평균을 의미한다.

III. 연구 결과 및 논의

1. 수은혈압계와 전자혈압계의 기술적 통계량

본 연구는 SDBPM로 피시험자 6명의 왼팔과 오른팔 부

위에 대한 수축기 및 이완기혈압을 측정한 결과,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 모두에서 왼팔 부위가 오른팔보다 다소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p < 0.05). 왼팔 부위를 기준으로 오른

쪽과 차이가 −4 ~ +11 mmHg 크기를 보이고 있다(표 3). 이

유는 심장이 우리 몸의 왼쪽에 있으므로 왼팔 부위에서 측

정할 경우 오른쪽 팔 부위에 비해 혈압이 높기 때문일 것으

로 추정한다.

SDBPM와 각 혈압계의 혈압 오차(%)는 수축기혈압 0.0 ~

± 34.8%, 이완기혈압 0.0 ~ ± 33.3%범위에 있었다(표 4). 수

축기 혈압의 경우 피시험자 3에서 오차%가 왼팔 3.1%와 오

른팔 4.7%로 가장 적었고 피시험자 4에서 오차%가 왼팔

11.0%와 오른팔 26.1%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오른팔 부위

에서 측정이 왼팔에 비해 높은 오차%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

완기혈압의 경우 수축기혈압에 비해 오차%가 음수(−)인 경

우가 많았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수은혈압계 2대와 전자혈

압계 2대는 수축기혈압에서 양(+)의 오차와 이완기혈압에서

음(−)의 오차를 나타내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2. SDBPM와 각 혈압계의 상관관계

SDBPM을 기준으로 각 혈압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

과, 수축기혈압은 높은 상관[수은혈압계B(0.71), 전자혈압계

B(0.70)] 또는 상관[수은혈압계A(0.59), 전자혈압계A(0.54)]

표 1. BHS의 정확도 기준

Table 1. The accuracy criteria of BHS, British hypertension

society protocol cumulative percentage of readings(%)

grade
difference between standard and test device

≤ 5 mmHg ≤ 10 mmHg ≤ 15 mmHg

A 80 90 95

B 65 85 85

C 45 75 90

D worst than C

그림 1. 표준 전자식 혈압계

Fig. 1. Standard digital blood pressure monitor

표 2. AAMI의 정확도 기준

Table 2. The accuracy criteria of AAMI

pass fail

mean difference of ≤ 5 mmHg.
and SD ≤ 8 mmHg for both SBP and DBP

mean difference of ≥ 5mmHg.
or SD≥ 8 mmHg for both SBP and DBP

*SD: Standard deviation,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BHS: British hypertension society, AAMI: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medical instru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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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유의미한 측정치였다. 반면 이완기혈압은 상관[수은혈

압계A(0.61), 수은혈압계B(0.65), 전자혈압계A(0.50)] 또는

낮은 상관[전자혈압계B(0.45)]관계에 있었다. 수축기혈압이

이완기혈압에 비해 더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표 5). 이

완기혈압이 수축기혈압에 비해 다소 낮은 상관성을 갖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완기 혈압을 측정하는 기준은 음

이 없어지는 Korttokoff 제5음의 혈압으로 정하고 있지만, 실

제 측정 상황에서 0까지 전자음이 들려서 이완기 혈압을 정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과를 보이기 때문으로 보여진다[8].

3. 평가기준에 근거한 정확도 정도

오차에 관한 피시험자별 크기를 비교해보면 수축기혈압의

경우 피시험자 3의 오차가 적었고 피시험자 4의 오차가 컸으

며, 이완기혈압의 경우 피시험자 5의 오차가 적었고 피시험자

2의 오차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그림 2, 그림 3). SDBPM

을 기준으로 한 각 혈압계의 오차에 관한 분석결과, 수은혈압

계A는 5 mmHg이내 오차가 수축기혈압 33.3% 이완기혈압

25.0%, 15 mmHg이내 수축기혈압 75.0% 이완기혈압 66.7%

표 3. 표준전자혈압계의 혈압치

Table 3. Blood pressure of standard digital blood pressure

monitor  단위 : mmHg

구분 측정부위
피시험자

1 2 3 4 5 6

수축기
왼팔 121 96 89 100 101 129

오른팔 112 97 90 89 102 122

이완기
왼팔 93 80 79 71 75 87

오른팔 83 75 71 67 79 75

표 4. 표준전자혈압계와 각 혈압계의 혈압 오차(%)

Table 4. Blood pressure error(%) of blood pressure measuring devices vs blood pressure of blood pressure of standard digital

blood pressure monitor

[수축기 ] 단위 :%

혈압계 측정부위
피시험자

1 2 3 4 5 6 평균

수은혈압계 A
왼팔 −0.8 14.6 1.1 5.0 18.8 −7.0 7.9

오른팔 6.3 3.1 11.1 18.0 27.5 −9.8 12.6

수은혈압계 B
왼팔 −5.0 9.4 1.1 6.0 16.8 0.8 6.5

오른팔 7.1 13.4 0.0 28.1 15.7 −6.6 11.8

전자혈압계 A
왼팔 7.4 −3.1 2.2 28.0 12.9 −9.3 10.5

오른팔 16.1 8.2 2.2 34.8 17.6 −6.6 14.3

전자혈압계 B
왼팔 2.5 −6.3 7.9 5.0 19.8 −8.5 8.3

오른팔 17.9 12.4 5.6 23.6 20.6 4.9 14.2

오차 % 평균
왼팔 3.9 8.4 3.1 11.0 17.1 6.4 8.3

오른팔 11.9 9.3 4.7 26.1 20.4 7.0 13.2

오차 % 표준편차
왼팔 2.9 4.9 3.3 11.3 3.1 3.9 4.9

오른팔 6.0 4.7 4.8 7.1 5.2 2.0 5.0

[이완기 ] 단위 :%

혈압계 측정부위
피시험자

1 2 3 4 5 6 평균

수은혈압계 A
왼팔 −3.2 −12.5 −24.1 −15.5 6.7 −19.5 13.6

오른팔 −9.6 −6.7 −15.5 −3.0 7.6 0.0 7.1

수은혈압계 B
왼팔 −14.0 −12.5 −12.7 −4.2 4.0 −3.4 8.5

오른팔 −3.6 −6.7 −8.5 7.5 −1.3 4.0 5.3

전자혈압계 A
왼팔 −10.8 −28.8 −22.8 −5.6 −4.0 −19.5 15.3

오른팔 −2.4 −33.3 −15.5 1.5 −6.3 −8.0 11.2

전자혈압계 B
왼팔 −7.5 −32.5 −25.3 −5.6 0.0 −17.2 14.7

오른팔 8.4 −25.3 −18.3 −3.0 −3.8 14.7 12.3

오차 % 평균
왼팔 8.9 21.6 21.2 7.7 3.7 14.9 13.0

오른팔 6.0 18.0 14.5 3.8 4.8 6.7 9.0

오차 % 표준편차
왼팔 4.6 10.6 5.8 5.2 2.8 7.7 6.1

오른팔 3.5 13.5 4.2 2.6 2.8 6.3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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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수은혈압계B는 5 mmHg이내 오차가 수축기혈압 33.3%

이완기혈압 50.0%, 15 mmHg이내 수축기혈압 75.0% 이완

기혈압 100.0%이었다. 그리고 전자혈압계A는 5 mmHg이내

오차가 수축기혈압 25.0% 이완기혈압 25.0%, 15 mmHg이

내 수축기혈압 66.7% 이완기혈압 58.3%이고, 전자혈압계

B는 5 mmHg이내 오차가 수축기혈압 25.0% 이완기혈압

25.0%, 15 mmHg이내 수축기혈압 66.7% 이완기혈압 58.3%

이었다(표 6). 본 연구에서 SDBPM과 각 혈압계의 오차%

가 BHS 정확도 기준에 비해 못 미치는 것은 피시험자 수가

작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BHS가 제시한 기준(표 1)을 적용하여 SDBPM

과 각 혈압계들의 혈압 오차와 표준편차를 비교하였을 때, 본

연구에서 평가한 수은혈압계A, B와 전자혈압계A, B 모두 D

등급에 해당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다만, 이완기혈압의 오차

범위가 수축기혈압의 오차 범위에 비해 적은 상태였다. 그

이유는 이완기혈압의 절대값이 수축기혈압 절대값에 비해

작기 때문에 오차의 절대치가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추

진아(2002)는 남성 50명, 여성 27명을 대상으로 각 가정에

그림 2. 표준전자혈압계와 각 혈압계의 수축기혈압 오차

Fig. 2. Graphical presentation of systolic blood pressure's

error of blood pressure measuring devices vs blood pre-

ssure of standard digital blood pressure monitor

표 5. 표준전자혈압계와 각 혈압계의 통계분석

Table 5. The statistical analysis of blood pressure measuring devices vs blood pressure of blood pressure of standard digital

blood pressure monitor

구분
t df sig 평균오차 SD

차이의 95% 신뢰구간 상관관계

혈압계 혈압 하한 상한 상관계수 sig

수은혈압계 A
수축기 2.029 11 0.067 3.32 11.52 −0.57 14.07 0.59 0.041

이완기 −2.741 11 0.019 2.28 7.89 −11.26 −1.23 0.61 0.035

수은혈압계 B
수축기 2.409 11 0.035 2.83 9.82 0.59 13.07 0.71 0.009

이완기 −2.210 11 0.049 1.62 5.61 −7.15 −0.01 0.65 0.020

전자혈압계 A
수축기 2.272 11 0.044 3.88 13.46 0.27 17.39 0.54 0.066

이완기 −4.117 11 0.002 2.49 8.62 −15.73 −4.77 0.50 0.095

전자혈압계 B
수축기 2.797 11 0.017 3.06 10.63 1.82 15.33 0.70 0.010

이완기 −2.338 11 0.039 3.24 11.23 −14.72 −0.44 0.45 0.134

그림 3. 표준전자혈압계와 각 혈압계의 이완기혈압 오차

Fig. 3. Graphical presentation of diastolic blood pressure's

error of blood pressure measuring devices vs blood pre-

ssure of standard digital blood pressure 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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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용 중인 전자혈압계를 수은혈압계와 비교 연구에서

BHS 기준으로 C등급으로 평가하였고, 가정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전자혈압계의 정확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8]. 본 연구에서도 수은혈압계와 전자혈압계 모두 낮은 평

가등급으로 판정되었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각종 혈압계를

대상으로 정확도에 관한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

한 AAMI가 제시한 기준(표 2)을 적용하여 SDBPM과 혈

압계들의 혈압 오차와 표준편차를 비교하였을 때, 왼팔과 오

른팔을 합친 전체의 경우 수은혈압계A는 수축기혈압 10.3 ±

8.1 mmHg, 이완기혈압 10.3 ± 7.2 mmHg로 5 mmHg 이

하 기준에 부적합하였고 표준편차 8 mmHg이하 기준 근처

의 값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타 혈압계들도 수은혈압

계B를 제외한 모든 혈압계에서 평균값 5 mmHg이하 기준

에는 부적합하였고 표준편차 8 mmHg이하 기준에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표 7).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국내에는 아직 구축되지 않은 혈압계 교정 시

표 6. 표준전자혈압계와 각 혈압계의 오차

Table 6. Blood pressure difference of blood pressure measuring devices vs blood pressure of blood pressure of standard

digital blood pressure monitor

[수축기 ] 단위 :%

혈압계

전체 (왼팔 +오른팔 ) 왼팔 오른팔

5 mmHg

이하

10 mmHg

이하

15 mmHg

이하

5 mmHg

이하

10 mmHg

이하

15 mmHg

이하

5 mmHg

이하

10 mmHg

이하

15 mmHg

이하

수은혈압계 A 33.3 58.3 75.0 50.0 66.7 83.3 16.7 50.0 66.7 

수은혈압계 B 33.3 66.7 75.0 50.0 83.3 83.3 16.7 50.0 66.7 

전자혈압계 A 25.0 58.3 66.7 33.3 66.7 83.3 16.7 50.0 50.0 

전자혈압계 B 25.0 58.3 66.7 33.3 83.3 83.3 16.7 33.3 50.0 

[이완기 ] 단위 :%

혈압계

전체 (왼팔 +오른팔 ) 왼팔 오른팔

5 mmHg

이하

10 mmHg

이하

15 mmHg

이하

5 mmHg

이하

10 mmHg

이하

15 mmHg

이하

5 mmHg

이하

10 mmHg

이하

15 mmHg

이하

수은혈압계 A 25.0 58.3 66.7 16.7 33.3 50.0 33.3 83.3 83.3

수은혈압계 B 50.0 75.0 100.0 50.0 50.0 100.0 50.0 100.0 100.0

전자혈압계 A 25.0 50.0 58.3 16.7 33.3 50.0 33.3 66.7 66.7

전자혈압계 B 25.0 50.0 58.3 16.7 50.0 50.0 33.3 50.0 66.7

표 7. 표준전자혈압계와 각 혈압계의 오차 평균과 표준편차 

Table 7. Blood pressure difference's mean & standard deviation of blood pressure measuring devices vs blood pressure of

blood pressure of standard digital blood pressure monitor

[수축기 ] 단위 : mmHg

혈압계
전체 (왼팔 +오른팔 ) 왼팔 오른팔

오차 평균 오차 표준편차 오차 평균 오차 표준편차 오차 평균 오차 표준편차

수은혈압계 A 10.3 8.1 7.9 7.3 12.6 8.8

수은혈압계 B 9.2 8.1 6.5 5.9 11.8 9.7

전자혈압계 A 12.4 10.2 10.5 9.4 14.3 11.6

전자혈압계 B 11.2 7.3 8.3 6.0 14.1 7.8

[이완기 ] 단위 : mmHg

혈압계
전체 (왼팔 +오른팔 ) 왼팔 오른팔

오차 평균 오차 표준편차 오차 평균 오차 표준편차 오차 평균 오차 표준편차

수은혈압계 A 10.3 7.2 13.6 7.8 7.1 5.3

수은혈압계 B 6.9 4.2 8.5 5.0 5.3 2.7

전자혈압계 A 13.2 10.7 15.3 9.9 11.2 11.9

전자혈압계 B 13.5 10.3 14.7 12.5 12.3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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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선행연구이다. 일반적인 의료기기에

대한 승인, 인증 시험을 위해 필요로 하는 통계적 연구와 차

이가 있고 혈압계 자체 교정을 거쳐 더 많은 피시험자를 이

용하여 점차적으로 확대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

은 및 전자혈압계의 측정방법에 대한 표준 기법을 제안보다

는 SDBPM를 기준으로 수은 및 전자혈압계의 측정치 차이

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평가하였다. 혈압계에 대한 ‘교정’을

위해서는 병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다수의 수은 및 전

자혈압계를 측정 대상으로 선정하고 비교 평가하는 것이 필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매우 미소하게 피시험자를 6명으로 제

한되었지만 이미 상용되는 혈압계들의 일관성과 재현성을 평

가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AAMI는 일반

적으로 환자들의 연령, 성별, 질병의 정도를 고려하여 통계적

의미있는 기준 인원 이상을 측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

나 본 연구는 어느 특정 혈압계 하나의 성능을 비교하거나,

동일 피시험자에 대한 반복 측정시 재현성, 수은혈압계의 측

정자 변인에 따른 오차, 혹은 나이에 따른 정상인의 범위를

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공신력 있는 기

관에서 인증을 받은 ‘표준전자식 혈압계’를 중심으로 수은

혈압계와 전자혈압계가 동일한 사람에 대하여 얼마나 차이

가 나는지 확인하는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피시험자의

숫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시험대상 혈압계가 SDBPM과 짧

은 시간동안 반복 측정하였지만 동일한 사람에 대하여 측정

장치 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그 차이 발생 원인은 측정 장

치의 교정이 잘못 되어 있거나, 측정 방법의 표준화가 이루

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측정 방법

을 최대한 동일하게 유지한 상태로 측정하려고 하였으나, 측

정 메카니즘이 다른 차이로 인하여 측정 장치 간 차이가 발

생한다고 판단된다. 추후 연구는 측정 방법에서 발행할 수

있는 오류를 최대한 줄이고 측정 장치 내 반복성이 왜 유지

가 안 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확장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

여진다. 이를 위해 AAMI에서 권장하는 충분한 임상평가 피

시험자 수를 대상으로 반복 측정을 통하여 재현성과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 또한 혈압계의 반복 측정에 따른 필요휴

식기(wash out period) 연구(현재 고혈압학회 지침은 2분

이상 차이 권고), 표준시험기기를 이용한 교정(calibration),

표준전자혈압계의 교정, 수은혈압계에서 측정자간 측정오차

등에 관한 연구 등도 추가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IV. 결  론

본 연구는 혈압계의 표준으로 개발된 SDBPM을 기반으

로 현재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수은혈압계와 전자

혈압계의 신뢰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수은혈압계

와 전자혈압계의 측정한 혈압치를 비교 분석하였고, SDBPM

을 기준으로 수은혈압계와 전자혈압계의 상관관계를 평가하

였으며, 영국 고혈압 학회와 미국 의료기기협회의 정확도 기

준에 근거하여 현재 사용 중인 수은혈압계와 전자혈압계를

평가하였다. 이 실험 결과를 통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혈압계 평가의 기준으로 사용된 SDBPM으로 정상

인 6명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 정상적인 혈압평균치를 얻

었고, 측정한 왼팔이 오른팔보다 다소 높은 결과치를 보이

고 있었다. SDBPM과 각 혈압계의 혈압 오차(%)범위는 수

축기혈압 0.0 ~ ± 34.8%, 이완기혈압 0.0 ~ ± 33.3% 범위를

나타냈다. 

둘째. SDBPM을 기준으로 각 혈압계의 상관관계를 조사

한 결과, 수축기혈압은 높은 상관[수은혈압계B(0.71), 전자

혈압계B(0.70)] 또는 상관[수은혈압계A(0.59), 전자혈압계

A(0.54)]로서 유의미한 측정치였다. 반면 이완기혈압은 상관

[수은혈압계A(0.61), 수은혈압계B(0.65), 전자혈압계A(0.50)]

또는 낮은 상관[전자혈압계B(0.45)]관계에 있었다. 수축기혈

압이 이완기혈압에 비해 더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셋째, SDBPM을 기준으로 각 혈압계를 평가 결과, BHS

기준으로 D등급에 해당되었고, AAMI기준으로 평균값(≤ 5

mmHg)과 표준편차(≤ 8 mmHg)가 기준보다 컸으므로 부적

합하였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전자혈압계뿐만 아

니라 병원에서 사용하는 혈압계들에 대한 정확도 검사를 실

시하여 혈압계의 정도를 유지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전자혈압계의 표준으로서 개발된 SDBPM을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수은혈압계와 전자혈압계에

적용한 사례는 국내 처음이었고 그 실험 결과 낮은 등급으

로 판정되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혈

압계 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임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혈압계

를 대상으로 정확도 검사를 실시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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