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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구역진단기의 5구역 정보와 위내시경 소견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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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rrelations between Gastroscopy Results and Zone-5 Data from the 7-zone- 

Diagnostic System

Jung Da Jung,  Jeong Gyun Im, Hyung Geol Lee, Tae Han Yook and Jong Uk Kim*

Department of Acupuncture & Moxibustion Medicine, Korean Medicine Hospital of Woosuk 

University

Objectives : The 7-zone-diagnostic system is a device for predetermining bodily locations by 
measuring the energy of the living bod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correlations 
between gastroscopy results and zone-5 data from the 7-zone-diagnostic system.

Methods : This study was carried out with data from gastroscopy procedures. It involved 115 
patients who had been diagnosed with gastritis, esophagitis, or gastric ulcers. These patient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according to the different patterns of zone-5 factors AA, FL2 
and FL1. Group A was made up of patients for whom the red bar graph of zone-5 was higher 
than the normal range for factor AA. Group B was made up of patients for whom the red bar 
graph of zone-5 was within the normal range for factor AA. Group C was made up of patients 
for whom the red bar graph of zone-5 was lower than the normal range for factor AA. Group 
DㆍE and F were made up of same way as group AㆍB and C for factor FL2. Group GㆍH and 
I were made up of same way as group AㆍB and C for factor FL1. 
After the collection of gastroscopy results and data on zone-5 from the 7-zone-diagnostic 
system, the data was analyzed statistically.

Results : 1. Group D had a higher ratio of medication than group E, and this resul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2. Group DㆍG had a higher ratio of medication than group EㆍG and 
group EㆍH, and this resul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3. Group G had a higher ratio of 
esophagitis than group H, and this resul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4. A Group BㆍH had a 
higher ratio of esophagitis than group BㆍG, group CㆍG, and group CㆍH, and this resul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5. The medication group had a high score on the function index than 
the non-medication group, and this resul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clusions : This study suggests that there is a slight correlation between gastroscopy 
results and zone-5 data from the 7-zone-diagnostic system. The research resulted in 
significant data that are helpful for diagnosing digestive system problems through the use of 
the 7-zone-diagnosti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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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7구역진단기는 Dr. Voll이 정립한 EAV system 

(electro-acupuncture according to Voll)을 바탕으로 

하여 내장체표 계를 통해 생체활동을 찰하는 기기

로 생체 에 지를 측정하여 몸의 재 상태와 균형여

부, 자극 정도를 진단하며 질병의 잠복기 기나 만성 

질병, 몸의 이상상태를 알아내는 장치이다
1,2)
. 하지만 

7구역진단기가 한방진단기기로서 문화에 이르기까

지 이에 한 객 인 연구와 성과가 필요한 상태이

며, 검사결과에 한 해석과 객 화가 요구되는 실정

이다
3)
.

7구역진단기의 제5구역은 좌측 손에서 좌측 발로 

이어지는 역으로 비장ㆍ췌장ㆍ심장ㆍ 장ㆍ십이지

장ㆍ하행결장, 좌측 신장질환, 좌측 좌골 , 하지이

상 등을 찰할 수 있다
4)
. 

구성요소(factor)는 factor AA, FL2, FL1으로서 각 

요소들은 신체에 류를 흘려주고 측정하는 과정에서 

음성 펄스와 양성 펄스, 그리고 역류를 각 분석방법에 

따라 정리 해석한 것이다. 

Factor AA는 재의 건강상태를 알려주며, Factor 

FL2는 미래의 건강상태를 알려주며, Factor FL1은 

과거의 건강상태를 알려 다
4)
.  

그동안 Cho et al
5)
, Cho et al

6)
, Yu et al

7,8)
의 연구

를 통해 7구역진단기와 액검사 등의 임상지표와의 

연 성이 보고된 바 있다. 한 Song et al
9)
, Yu et 

al
10)
에 의해 7구역진단기와 심박변이도(HRV)의 연

성에 한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 이 밖에도 두부 질

환
1)
, 구안와사

11)
, 교통사고환자

12)
를 상으로 한 7구

역진단기의 연구가 발표된 바 있다.

그러나 7구역진단기와 내시경과의 상호 비교연

구는 다소 부족하 다. 7구역진단기의 5구역이 脾胃

련 질환을 찰할 수 있으므로 내시경 검사상 각

종 장질환자들을 선별하여 상호 비교 연구할 경우 

7구역진단기의 진단  의미를 객 화시킬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이에 자는 우석 학교 부속 주한

방병원에서 종합검진을 실시한 사람들의 결과를 상

으로 7구역진단기의 5구역정보와 내시경 소견을 비

교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Ⅱ. 대상 및 방법

1. 상

1) 상

2012년 4월 12일부터 2012년 6월 2일까지 우석

학교 부속 주한방병원ㆍ병원에서 종합검진을 한 환

자  내시경 검사상 염, 역류성 식도염, 궤양 

진단을 받은 115명의 결과를 분석하 다. 7구역진단

기의 일종인 CP-Plus(Shine Medical, Korea)를 활용

한 검사의 factor AA, FL2, FL1에서 제5구역의 빨간

색 막 그래  높이를 찰하 다. 본 연구 상자의 

평균연령은 44.50±10.637세 으며 남성은 59명이었고 

여성은 56명이었다.

2) 군분류

총 115명  7구역진단 검사의 factor AA부분의 

빨간색 막 그래  높이가 제5구역에서 정상범  이

상에 분포되어 있는 것을 A군, 정상범  안에 분포되

어 있는 것을 B군으로 하고, 정상범  이하에 분포되

어 있는 것을 C군으로 하 다. Factor FL2부분의 빨

간색 막 그래  높이가 제5구역에서 정상범  이상

에 분포되어 있는 것을 D군, 정상범  안에 분포되어 

있는 것을 E군으로 하고, 정상범  이하에 분포되어 

있는 것을 F군으로 하 다. Factor FL1부분의 빨간색 

막 그래  높이가 제5구역에서 정상범  이상에 분

포되어 있는 것을 G군, 정상범  안에 분포되어 있는 

것을 H군, 정상범  이하에 분포되어 있는 것을 I군

으로 하 다(Fig. 1). 7구역진단 검사상 환자는 factor 

AA의 AㆍBㆍC군  하나에 속하고, 동시에 factor 

FL2의 DㆍEㆍF군  하나에 속하며, factor FL1의 Gㆍ

Fig. 1. Groups of factor AA, FL2, F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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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Graph of oriental medicine diagnose system(CP-Plus)

HㆍI군  하나에 속하게 된다.

2. 방법

1) 7구역진단기의 개요와 분석

(1) 개요

7구역진단기는 6개의 측정센서(좌측 손, 좌측 머리, 

우측 머리, 우측 손, 좌측 발, 우측 발)로 인체의 1구

역(좌측 손∼좌측 머리), 2구역(좌측 머리∼우측 머

리), 3구역(우측 머리∼우측 손), 4구역(우측 손∼좌측 

손), 5구역(좌측 손∼좌측 발), 6구역(좌측 발∼우측 

발), 7구역(우측 발∼우측 손)에 미세 류를 흐르게 

하여 인체의 보정력, 에 지상태, 이완상태를 측정하

여 분석하는 장비이다.

7구역진단기는 7구역에 한 검사를 총 4회 실시

하는데 2차와 3차 검사를 각각 ‘1차 본검사’, ‘2차 본

검사’라 하고, 2차는 란색으로 3차는 빨간색으로 표

시되며, 3차(2차 본검사) 검사는 가장 요하고 진단

의 주요 기 이 된다4). 

재 활용되는 7구역진단기는 VEGA-DFM 722 

(VEGA, 독일), ABR-2000(메리디안, 한국), OMD- 

3000(용두메디칼, 한국), BIO MEDIC 700Plus(메디콤, 

한국), CP-6000A(샤인메디칼, 한국) 등이 있다. 본 연

구에서는 CP-Plus(샤인메디칼, 한국)를 이용해 측정

결과를 분석하 다.

(2) 유형분석

7구역진단기에서 각 구역의 검사된 수치는 meas-

urement curve, analysis, regulation 등으로 표 된다. 

이  7구역진단기의 5구역은 장부학  脾胃 기능을 

평가할 수 있다(Fig. 2). 

(3) 측정값분석(Fig. 3)

Factor AA는 진폭의 치로 ‘AA=(a+b)/2’로 결

정되는데 negative pulse와 positive pulse의 진폭 앞

단면 높이의 평균값으로 결정된다. Factor AA의 측

정치는 에 지의 수 을 나타내는 것으로 factor AA

의 정상 인 에 지의 수 은 50±15이며, 에 지의 

수 이 35 이하는 은 에 지를 의미하고, 65 이상

은 많은 에 지를 의미한다13,14). 한의학 으로 factor 

AA의 값은 陰陽虛實과 증상을 표 한다. 높은 것

은 陽實이거나 陰虛이고, 낮은 것은 陰實이거나 陽虛

이다4). 

Factor FL2는 비례균형의 정도로 FL2=d/c로 결정

된다. 이것은 만성 인 장애부 를 결정해 주고 정신

 상태를 표 한다. 

Factor FL1은 역류의 상태를 보여주는 요소로 

FL1=(e-f)/e로 결정된다4). Factor FL1은 만성 질병의 

치를 찾는데 도움을 다. Factor FL1에서 1.0 이상

의 측정치는 양성역류라 하고 한의학 으로 實熱, 濕

痰, 痰飮으로 볼 수 있다. Factor FL1에서 0.6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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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Graph for analyzing factors(AA, FL2, FL1)

의 측정치는 만성의 변질  성향을 갖는 궤양이나 경

화 등에서 볼 수 있다. 한의학 으로 虛熱, 虛寒, 寒

證, 濕痰, 濕滯인 경우에 볼 수 있다4).

한 factor AA는 피부의 항치로 측정 당시 신

체 에 지의 상태를 알 수 있으며 측정치가 정상범

보다 높다면 實․熱 등의 증상을 암시하고, 측정치

가 정상범 보다 낮다면 虛․寒 등의 증상을 암시한

다고 하 다. Factor FL2에서는 류의 용량에 의한 

것으로 환경, 심리 스트 스와 액이상, 만성 질환 

등에 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하 다. FL1에서

는 류의 방  양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면역력

을 포함한 장부 손상의 회복력을 찰할 수 있다고 

하 다15). 

지속 인 반응에 한 인체의 상태를 알아보는 데 

있어서 1차 검사보다 2차 검사의 그래 를 더 요하

게 생각하기 때문에 2차 검사 부분만 연구에서 사용

하 다16).

2) 내시경 검사

소화기내과 문의의 내시경 검사상 염, 역류

성 식도염, 궤양 소견이 있는 환자 115명을 상으

로 하 다. 내시경 검사  문진표를 통해 속 쓰림 

는 소화불량 호소 여부를 확인하 다.

3. 통계처리

측정결과는 SPSS 20.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 다. Mean±SD로 표기된 항목(연령, 

function값)은 independent t-test를 실시하 다. 그룹

간의 비교는 Pearson’s chi-square test를 통해 검정

하 다. p-value 0.05 이하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다고 정하 다.

Ⅲ. 결  과

1. Factor AA, FL2, FL1의 측정값에 
따른 군 분류

체 115명  A군은 0명, B군은 21명, C군은 94

명, D군은 45명, E군은 70명, F군은 0명, G군은 92명, 

H군은 23명, I군은 0명으로 factor AA는 C군, factor 

FL2는 E군, factor FL1은 G군이 각각 많았다(Table 1).

Factor 

AA

Group A Group B Group C Total

0 21 94 115

Factor 

FL2

Group D Group E Group F Total

45 70 0 115

Factor

FL1

Group G Group H Group I Total

92 23 0 115

Table 1. Distribution of Each Groups

2. 성별과의 상 계

상 환자 총 115명에서 각 집단의 남녀구성비를 

조사한 결과 남성은 59명, 여성은 56명이었다. A군은 

0명이고, B군에서는 남자 15명 여자 6명으로 총 21명

이고, C군에서는 남자 44명 여자 50명으로 총 94명이

고, D군에서는 남자 25명 여자 20명으로 총 45명이고, 

E군에서는 남자 34명 여자 36명으로 총 70명이고, F

군은 0명이고, G군에서는 남자 46명 여자 46명으로

Sex Male Female Total
p-

value

Factor

AA

Group B 15 6 21
0.041*

Group C 44 50 94

Factor

FL2

Group D 25 20 45
0.465

Group E 34 36 70

Factor

FL1

Group G 46 46 92
0.576

Group H 13 10 23

Total 59 56 115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evaluated by Pearson’s chi- 
square test.

* : p<0.05.

Table 2. Sex Distribution of Each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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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2명이고, H군에서는 남자 13명 여자 10명으로 총 

23명이고, I군은 0명이었다. 

Factor AA에서 남녀비율은 p값이 0.041로 group 

B는 남성의 비율이 높았고 group C는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Table 2).

3. 연령과의 상 계

연령의 체평균은 44.50±10.637세 으며, B군은 

41.90±9.428세이고, C군은 45.09±10.850세이며, D군

은 45.78±10.140세이고 E군은 43.69±10.938세이며, 

G군은 44.11±10.403세이고, H군은 46.09±11.634세

는데 각 군간 유의한 차이(p<0.05)는 보이지 않았다

(Table 3).

Age(years) Mean±SD
p-

value

Factor

AA

Group B(n=21) 41.90±9.428
0.217

Group C(n=94) 45.09±10.850

Factor

FL2

Group D(n=45) 45.78±10.140
0.305

Group E(n=70) 43.69±10.938

Factor

FL1

Group G(n=92) 44.11±10.403
0.427

Group H(n=23) 46.09±11.634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evaluated by independent 
t-test.

Table 3. Mean Age of Each Groups

4. Factor AA, FL2, FL1과 양약투여 
여부 비교

1) Factor AA, FL2, FL1 각각 그룹과 

양약투여 여부 비교

환자의 증상과 내시경 소견을 종합해 양약이 

필요하다고 단되어 처방을 받은 환자는 체 115

명  58명이었다. 이  B군이 11명(52.38 %), C군

이 47명(50.00 %), D군이 30명(66.67 %), E군이 28

명(40.00 %), G군이 49명(53.26 %), H군이 9명(39.13 

%)이었다. E군에 비해 D군에서 양약처방을 받은 환

자의 비율이 높았고, 통계 으로 유의하 다(Table 

4).

Medication
Non-

medication

p-

value

Factor

AA

Group B

(n=21)
11 10

0.844
Group C

(n=94)
47 47

Factor

FL2

Group D

(n=45)
30 15

0.005*

Group E

(n=70)
28 42

Factor

FL1

Group G

(n=92)
49 43

0.225
Group H

(n=23)
9 14

Total(n=115) 58 57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evaluated by Pearson’s chi- 
square test.

* : p<0.05.

Table 4. Comparison of Medication between

Groups

2) Factor FL2, FL1 조합 그룹과

양약투여 여부 비교

Factor AA, FL2, FL1과 양약투여 비교 시 상

으로 factor AA의 유의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factor 

AA를 제외한 FL2, FL1의 조합인 group DㆍG(n=45), 

group DㆍH(n=0), group EㆍG(n=47), group Eㆍ

H(n=23)와 양약투여 여부를 비교하 다. Group DㆍG

가(66.67 %) group EㆍG(40.43 %), group Eㆍ

H(39.13 %)에 비해 양약투여 받은 비율이 높았고 통

계 으로 유의하 다(Table 5).

Medication Non-medication p-value

Group D, G

(n=45)
30 15

0.020*
Group E, G

(n=47)
19 28

Group E, H

(n=23)
9 14

Total(n=115) 58 57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evaluated by Pearson’s chi- 
square test.

* : p<0.05.

Table 5. Comparison of Medication between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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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Factor AA, FL2, FL1과 역류성 

식도염 여부 비교

1) Factor AA, FL2, FL1 각각 그룹과 

역류성 식도염 여부 비교

내시경 검사상 염, 역류성 식도염, 궤양 진단

을 받은 115명  역류성 식도염 여부를 분석한 결과 

G군이(83.69 %) H군에(60.87 %) 비해 역류성 식도염

의 비율이 높았고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Table 6).

Esophagitis
Non-

esophagitis
p-value

Factor

AA

Group B
(n=21)

18 3

0.412
Group C
(n=94)

73 21

Factor

FL2

Group D
(n=45)

37 8

0.513
Group E
(n=70)

54 16

Factor

FL1

Group G
(n=92)

77 15

0.016*
Group H
(n=23)

14 9

Total(n=115) 91 24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evaluated by Pearson’s chi- 
square test.

* : p<0.05.

Table 6. Comparison of Esophagitis between

Groups

2) Factor FL2, FL1 조합 그룹과

역류성 식도염 여부 비교

Factor AA를 제외한 FL2, FL1의 조합인 group Dㆍ

G(n=45), group EㆍG(n=47), group EㆍH(n=23)와 역

류성 식도염 여부를 비교하 다. Group EㆍG(85.11 

%)가 group DㆍG(82.22 %), group EㆍH(60.87 %)에 

비해 역류성 식도염 비율이 높았으나 통계 으로 유

의성은 없었다(Table 7).

3) Factor AA, FL1 조합 그룹과

역류성 식도염 여부 비교

Factor FL2를 제외한 AA, FL1의 조합인 group Bㆍ

G(n=16), group BㆍH(n=5), group CㆍG(n=76), 

group CㆍH(n=18)와 역류성 식도염 여부를 비교하

Esophagitis
Non-

esophagitis
p-value

Group D, G
(n=45)

37 8

0.052
Group E, G
(n=47)

40 7

Group E, H
(n=23)

14 9

Total(n=115) 91 24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evaluated by Pearson’s chi- 
square test.

Table 7. Comparison of Esophagitis between

Groups

Esophagitis
Non-

esophagitis
p-value

Group B, G
(n=16)

13 3

0.008
*

Group B, H
(n=5)

5 0

Group C, G
(n=76)

64 12

Group C, H
(n=18)

9 9

Total(n=115) 91 24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evaluated by Pearson’s chi- 
square test.

* : p<0.05.

Table 8. Comparison of Esophagitis between 

Groups

다. Group BㆍH(100 %)가 group BㆍG(81.25 %), 

group CㆍG(84.21 %), group CㆍH(50 %)에 비해 역

류성 식도염 비율이 높았고 통계 으로 유의성을 나

타냈다(Table 8).

6. Factor AA, FL2, FL1과 소화기계 

자각증상 여부 비교

7구역진단기는 한방진단기로 실제 기질 인 胃의 

문제보다는 소화기계 자각증상 여부와 련성이 많을 

것으로 단되어 5구역 결과와 소화기계 자각증상 여

부를 비교하 다. 자각증상으로 속 쓰림 는 소화불

량을 호소하는 경우와 5구역을 비교한 결과 통계  

유의성을 나타내지는 않았다(Table 9). 

한 염, 역류성 식도염, 궤양을 진단 받은 115

명의 환자  소화기계 자각증상을 나타낸 경우가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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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ive 
symptom

Non-subjective
symptom

Total

Factor
AA

Group B
(n=21)

6 15

0.630
Group C
(n=94)

32 62

Factor
FL2

Group D
(n=45)

15 30

0.958
Group E
(n=70)

23 47

Factor
FL1

Group G
(n=92)

30 62

0.843
Group H
(n=23)

8 15

Total 38 77 115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evaluated by Pearson’s chi- 
square test.

Table 9. Comparison of Subjective symptom 

between Groups

Function(mean±SD) p-value

Medication 4.47±1.646
0.009*

Non-eedication 3.72±1.346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evaluated by independent 
t-test

* : p<0.05.

Table 11. Correlation between Medication and

Function

명(33.04 %)인 을 미루어 보아 자각증상이 없는 경

우라도 내시경상 소화기 질환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

음을 알 수 있었다.

7. 소화기계 자각증상 여부와 
양약투여 여부 비교

환자가 속 쓰림이나 소화불량 같은 소화기계 자각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와 내시경상 염, 역류성 식

도염, 궤양으로 진단받아 양약을 투여 받은 경우를 

비교하 다. 자각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55.26 %) 자

각증상을 호소하지 않는 경우에(48.05 %) 비해 양약

투여의 비율이 높았으나 통계 으로 유의성을 나타내

지 않았다(Table 10).

8. Function값의 비교

CP-Plus에서 결과값은 measurement curve, analysis, 

function, regulation 등으로 나타난다. Measurement 

curve에서 이상반응은 RH(경직, 액순환장애), RB

(↑ : 체 열 습 실증, ↓ : 경직 액순환장애 퇴행

성), GH(과민반응, 스트 스), GB(무기력, 허증), S(과

민반응, 스트 스), U(긴장, 움직임), R(에 지 조 장

애)로 표시된다. Analysis에서 factor AA, FL2, FL1

에서 이상반응은 L(low), H(high), !( 란선과 빨강선

의 그래  높이가 같거나 0.3 mm 이내로 차이가 나

는 경우)로 표시된다. Regulation에서 이상반응은 R로 

Medication
Non-

medication
p-value

Subjective 

symptom(n=38)
21 17

0.467
Non-Subjective

symptom(n=77)
37 40

Total 58 57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evaluated by Pearson’s chi- 
square test.

Table 10. Correlation between Subjective symptom 

and Medication

표시된다. Function의 숫자값은 measurement curve, 

analysis, regulation에서 이상반응의 개수로 표 되므

로 이상반응이 많을수록 function값은 커지게 된다. 

1) 양약투여 여부와 function값의 비교

양약투여 그룹과 비투여 그룹의 function값을 비교

했을 때, 양약투여 그룹의 function값이 더 컸으며, 통

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able 11).

2) 소화기계 자각증상 여부와

function값의 비교

소화기계 자각증상 여부와 function값을 비교했을 

때 자각증상이 있는 경우가 function 값이 더 컸으나, 

통계  유의성을 나타내지는 않았다(Table 12).

Function(mean±SD) p-value

Subjective symptom 4.21±1.679

0.578Non-subjective

symptom
4.04±1.482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evaluated by independent 
t-test

Table 12. Correlation between Subjective

symptom and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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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7구역진단기는 ABR-2000을 포함하여 팔강진단기

라 불리는 것으로 인체에 자극을 주었을 때 반응하는 

regulatory capacity를 분석, 이를 장부에 한 기능정

보로 응용한 기기이다
17)
. 7구역진단기는 6개의 측정 

센서를 가지고 머리의 좌우부 , 양 손, 양 발에 미세

류를 흐르게 하여 미세자극의 류반응을 측정한 

후 머리와 四肢末端의 체표에서 내장의 기능 상태를 

찰하는 장비로 내장체표반사를 통한 피부 항변이

도로 인체의 조 능력과 보정력, 에 지상태, 이완상

태를 분석할 수 있다. 7구역진단기의 7개의 측정구역

이 나타내는 한의학  진단 역에 하여 살펴보면 1

구역은 고 압을 비롯한 심 계  정신 상태와 유

한 心包의 기능, 2구역은 鼻질환이나 强질환, 3구

역은 순환장애로 자주 발생하는 痰飮性 질환 특히 肩

部 질환, 4구역은 心悸, 不安, 焦燥나 면역력 하, 5구

역은 脾胃질환, 6구역은 下焦 역인 子宮ㆍ生殖器ㆍ

膀胱질환이나 腰痛ㆍ膝痛, 7구역은 肝膽질환의 상태

를 찰할 수 있다
4)
.

검사의 측정원리는  검사, 1차 검사, 2차 검사, 

후 검사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검사에서 1 간 음

성  양성펄스를 흘려주어 생체에 지를 검사하고 1

차 검사에서는 8 간 음성  양성펄스를 흘려주어 

체표면에서의 생체에 지를 측정하며 역류상태에서는 

각 센서가 12  동안 체내의 잔류된 류의 방  양

을 측정하여 장부기능의 반응값으로 생체조직의 회복

력을 검사한다. 2차 검사에서는 1차 검사와 같은 방법

으로 체표 면에서의 생체 기를 측정하고 방  양을 

검사한다. 후 검사는  검사와 같은 방법으로 1 간 

음성  양성펄스를 흘려주어 생체에 지를 검사한다
18)
.

그동안 7구역진단기 련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factor AA의 값을 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1,6-8,10)

. 

본 연구에서는 상 환자를 factor AA, FL2, FL1의 

항진, 정상, 하로 나 어 각각 AㆍBㆍCㆍDㆍEㆍF

ㆍGㆍHㆍI 그룹으로 세분하여 분석하 다. 장 계

통과 7구역진단기의 연 성에 한 기존 연구를 보면, 

식후 상복부 불쾌감, 속 쓰림, 트림, 구역감, 복부팽만

감, 상복부 통증 등 만성 인 상부 장 계통 이상증

세를 주소로 하는 환자 76례를 상으로 EAV 20개 

경락  한의학 正經인 12경락의 표 (CMP)를 측

정한 결과 肝-胃 항진형, 脾-膵臟 하형, 혼합형  

기타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특히 肝-胃 항진형, 脾

-膵臟 하형이 많은 연구결과가 있었다
2)
. 그리고 

factor AA 제 1ㆍ2ㆍ3구역의 항진, 정상, 하를 각각 

AㆍBㆍC군으로 나 어 내시경 검사를 하 다. 그 

결과 이상소견을 보인 사람이 A군은 72 %, B군은 65 

%, C군은 38.7 %를 보여 A군과 B군이 C군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낸 연구결과가 있었다
6)
. 기존의 연

구  5구역과 내시경의 연 성을 살펴본 연구가 

없어서 본 연구에서 내시경상 염 역류성 식도염 

궤양을 진단 받은 환자 115명을 상으로 7구역진

단기인 CP-Plus를 이용해 脾胃질환을 나타내는 5구

역과 비교하 다. 115명을 factor AA, FL2, FL1의 항

진 정상 하에 따라 그룹을 나 고 양약투여 여부, 

역류성 식도염 여부, 자각증상의 여부, function값의 

비교를 통해 유의성을 찾아보았다. 

Factor AA, FL2, FL1을 각각 AㆍBㆍCㆍD, EㆍFㆍ

GㆍHㆍI 그룹으로 나 었으나 115명  AㆍFㆍI 그

룹은 0명이어서 본 연구에서는 제외되었다. Factor 

AA에서는 group C, factor FL2에서는 group E, 

factor FL1에서는 group G가 가장 비율이 높았다

(Table 1).

남녀 성별 비율에서 factor AA의 group B와 C를 

비교했을 때 group B는 남자의 비율(71.43 %)이, 

group C는 여자의 비율(53.19 %)이 각각 높았으며,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Table 2). 이 

결과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보다 陰的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는데, group B가 21명으로 94명인 group 

C에 비해 인원수가 상 으로 었으므로 추후 연구

가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연령의 체평균은 44.50±10.637세 으며, 연령과의 

상 계는 군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Table 3).

내시경 후 양약이 필요하다고 단되어 처방을 

받은 환자는 115명  총 58명이었다. Factor AA와 

factor FL1은 양약투여와 통계  유의성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factor FL2에서 group D는 45명  30명이 

양약 투여를 받았고, group E는 70명  28명이 양약

투여를 받아서 group D가 E에 비해 양약투여 확률이 

높았으며,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able 

4). Factor FL2와 FL1의 조합을 고려하여, group Dㆍ

G, EㆍG, EㆍH로 나 어 분석한 결과 group DㆍG는 

45명  30명이 양약투여를 받았고, group EㆍG는 47

명  19명이 양약투여를 받았으며 group EㆍH는 23

명  9명이 양약투여를 받아서 group DㆍG가 group 

EㆍG와 group EㆍH에 비해 양약투여 확률이 높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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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able 5). 이 

결과를 토 로 group D나 group DㆍG에 해당하는 

경우 상 으로 양약 투여의 가능성이 높음을 유추

해 볼 수 있다. Factor FL2는 만성 인 장애부 를 

결정해 주고 정신  상태를 표 하는 에 근거하여 

5구역의 FL2 항진 시 상 으로 만성 인 소화기 

장애  思慮傷脾 등으로 양약을 복용할 가능성이 높

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내시경 검사상 염, 역류성 식도염, 궤양 진단

을 받은 115명  역류성 식도염 여부를 분석한 결과 

factor AA, FL2에서는 유의성이 없었다. Factor FL1

에서는 group G의 92명  77명이 역류성 식도염이

고, group H의 23명  14명이 역류성 식도염 소견을 

보여, group G가 H에 비해 역류성 식도염이 있을 확

률이 약간 높았으며,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Table 6). Factor AA를 제외한 FL2, FL1의 조합

을 고려하여, group DㆍG, EㆍG, EㆍH로 나 어 분

석한 결과 group EㆍG가 group DㆍG, group EㆍH

에 비해 역류성 식도염 비율이 높았으나 통계 으로 

유의성은 없었다(Table 7). Factor FL2를 제외한 AA, 

FL1의 조합을 고려하여, group BㆍG, BㆍH, CㆍG, 

CㆍH로 나 어 분석한 결과 group BㆍH가 group Bㆍ

G, CㆍG, CㆍH에 비해 역류성 식도염 비율이 높았고 

통계 으로 유의성을 나타냈다(Table 8). 이 결과를 

토 로 group G나 group BㆍH인 경우 역류성 식도

염의 가능성이 높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Factor 

FL1의 항진에 해당하는 group G의 의미를 살펴보면, 

factor FL1은 만성 질병의 치를 찾는 데 도움을 주

고 100 이상의 측정치는 한의학 으로 實熱, 濕痰, 痰

飮으로 볼 수 있으므로 5구역의 FL1 항진 시(group 

G) 呑酸, 嘈雜에 해당하는 역류성 식도염이 만성 이

고 八綱辨證上 實熱에 해당하고 氣血津液辨證上 濕痰, 

痰飮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Group BㆍH가 역류성 식도염인 경우가 100 %여서 

group G가 역류성 식도염의 가능성이 높은 결과와 

다소 상반되는데, 이는 BㆍH군이 5명밖에 안 되어 상

으로 숫자가 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더 많은 수

의 데이터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각증상으로 속 쓰림 는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경우와 5구역 factor AA, FL2, FL1을 비교하 으나 

통계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9). 7구역진

단기가 기능검사에 해당하므로 환자의 소화기 자각증

상과 5구역이 련이 많을 것이라 생각되었으나, 비교 

결과 유의성을 나타내지 않고 부분의 그룹에서 자

각증상 : 비자각증상이 약 1 : 2의 비율을 보 다. 이

처럼 5구역의 항진, 정상, 하가 소화기계 자각증상

보다는 양약투여와 련이 있다는 은 특이 이라 

할 수 있다.

속 쓰림이나 소화불량 같은 소화기계 자각증상을 

호소하는 경우와 내시경상 염, 역류성 식도염, 

궤양으로 진단받아 양약을 투여한 경우를 비교한 결

과 자각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자각증상을 호소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양약투여의 비율이 높았으나 통계

으로 유의성을 나타내지는 않았다(Table 10).

양약투여 그룹과 비투여 그룹의 function값을 비교

했을 때 양약투여 그룹의 function값이 더 컸으며, 통

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able 11). 소화기

계 자각증상 여부와 function 값을 비교시 자각증상이 

있는 경우가 function 값이 더 컸으나, 통계  유의성

을 나타내지 않았다(Table 12). 이를 통해 function값

이 큰 경우 양약투여 필요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

다. 다만 소화기계 자각증상이 있더라도 fuction값이 

크지 않다는 은 7구역진단기의 활용에 다소 어려움

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내시경 소견상 염 역류성 식도

염 궤양을 진단받은 115명의 환자를 상으로 7구

역진단기 CP-Plus의 5구역과 양약투여 여부, 역류성 

식도염 여부, 자각증상 여부, function값을 비교하

다. 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7구역진단기기와 내시

경의 상 계를 확인하고 실제 임상에서 소화기 질

환 환자에게 7구역진단기의 5구역이 진단의 가치  

임상 활용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115명 

 내시경 검사상 경미한 정도의 염은 모두 가지

고 있어서 정상인 경우가 없었다는 , 실제 염 역

류성 식도염 궤양은 없으나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경우는 제외된  등에 해서는 향후 보완될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Ⅴ. 결  론

2012년 4월 12일부터 2012년 6월 2일까지 우석

학교 부속 주한방병원ㆍ병원에서 종합검진을 한 환

자  내시경 검사상 염 역류성 식도염 궤양 

진단을 받은 115명의 7구역진단기 검진 결과를 상호 

비교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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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약 투여 여부에서 factor FL2의 group D와 E

를 비교했을 때 factor FL2의 group D(FL2 항

진)는 group E(FL2 정상)에 비해 양약투여의 

비율이 높았고,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

내었다.

2. 양약 투여 여부에서 factor FL2, FL1의 조합인 

group DㆍG, EㆍG, EㆍH를 비교했을 때 group 

DㆍG(FL2 항진, FL1 항진)가 group EㆍG(FL2 

정상, FL1 항진), group EH(FL2 정상, FL1 정

상)에 비해 양약투여를 받은 비율이 높았고, 통

계 으로 유의하 다.

3. 역류성 식도염 여부에서 factor FL1의 조합인 

group G와 H를 비교했을 때 group G(항진)가 

group H(정상)에 비해 역류성 식도염의 비율이 

높았고,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4. 역류성 식도염 여부에서 Factor AA, FL1의 조

합인 group BㆍG, BㆍH, CㆍG, CㆍH를 비교

했을 때 group BㆍH(AA 정상, FL1 정상)가 

group BㆍG(AA 정상, FL1 항진), group Cㆍ

G(AA 하, FL1 항진), group CㆍH(AA 하, 

FL1 정상)에 비해 역류성 식도염 비율이 높았

고, 통계 으로 유의하 다.

5. 양약투여 그룹과 비투여 그룹의 function값을 비

교했을 때 양약투여 그룹의 functio값이 비투여 

그룹에 비해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이상의 연구를 토 로 내시경 소견과 7구역진단

기의 5구역 정보 일부항목에서 연 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연구가 7구역진단기의 소화기계 진단

에 의미 있는 근거 자료가 될 것이며, 향후 임상에서 

극 으로 활용되도록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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