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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s of this study are to investigate a logisitic regression equation of the vacuous pulse and the replete 
pulse for efficacy evaluation of clip-type pulsimeter by using magnetic Hall device. To evaluate the efficacy 
of clip-type pulsimeter by using magnetic Hall device as sensing the minute movement of a radial artery, one 
research clinical trial have been performed. The number of subject was 120, the clinical data of patients did 
treated with a normal statistical method. The systolic peak amplitude, the reflective peak amplitude and time, 
and the notch peak amplitude and time are analyzed major efficacy parameters to discern the vacuous pulse 
and the replete pulse. The equations included of five parameters such as systolic peak amplitude, the reflective 
peak amplitude and time, and the notch peak amplitude and notch amplitude time for determination of the 
vacuous pulse and the replete pulse were deducted by statistical logistic regression method. It suggests that 
the logistic regression equations are possible to develop the oriental algorithm for pulse diagn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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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국내외 으로 고령인구의 증가로 만성질환에 

한 건강 리가 주요 심사이다. 특히 해외 보완 체

의학 시장의 경제 효과와 국내 한방의료의 수요

증가가 기 된다. 특히 질환에 해서는 심장

, 뇌 , 말  등의 병증에 해서 리가 

매우 필요하다. 고 압이나 심 질환을 가진 경우

에는 지속 인 압력을 측정할 뿐만 아니라 요

골동맥 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요골동맥

는 건강 리의 기 자료를 제공하므로 매우 요하

다
1).

국내에서는 ㈜바이오스페이스에서 2007년 9월 

손목 요골동맥에서 임피던스를 측정해 맥박을 측정

하 고, ㈜DK시티는 맥박측정장치를 개발하 으

나, ㈜바이오스페이스와 ㈜DK시티가 개발한 제품

은 생체임피던스나 핸드펄스를 사용함으로 땀에 의

한 습기나 건조상태에 따라 잡음비가 매우 높아서 

문제 을 가지고 있다. ㈜한국메디텍이 개발한 손

목형 압계는 감압밸 가 수동이어서 장시간 사용

시 통증을 호소할 수도 있다. 한국 자통신연구원과 

한국 기연구원이 각각 독립 으로 개발한 

U-health care시스템은 손목이나 가슴에 부착하는 

휴 단말기를 이용해 심박, 체온, 호흡수 등 다 생

체 신호를 분석하고, 지그비, 실시간 송을 할 수 

있으나 맥 , 압측정기능이 없어 의료  활성화에 

문제 이 있다
2,3).

국외에서는 오므론 콜린사가 다채  감지를 통해 

압맥 검사장치를 개발해 매하고 있으나 정

상태에서만 측정이 가능하고 운동시 착용이 부 합

하다. 일본 도시바 씨텍 2006 착용형 수면센서는 

몸의 움직임으로부터 집, 여행 에서도 몸상태를 

리하고 휴 폰과 연동해 알람기능을 부가한 제품이

나 수면단계의 추정결과 문의 단과 비교해 25% 

정도 일치하지 않고 있다. 국 김 창은 횡렬7개의 

센서를 부착하 고, 미국의 ㈜Medtek의 착용형 용

맥 계 “WristOx”는 손가락에 끼워서 디지털 펄

스 구 헤모 로빈의 산소농도를 측정하나 맥박

이나 압의 정보를 주지는 못하는 단 이 있다. 

따라서 국내외에서는 한의학의 신뢰도 제고  

한의학치료의 외연을 확 하기 해서는 맥진과 설

진 등 한방진단기기의 객 화가 실히 요구된다. 

기존 맥진기의 문제 으로 나타난, 측정 치에 따

라 측정결과가 상이하고 측정자 측정 차에 매우 

민감하여 낮은 재 성을 보여주었다는 을 개선하

여 한방의료기기의 신뢰성이 향상되고 임상 장에

서 수요를 충족하게 하고, 유비쿼터스 의료환경에 

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요하다
4).

한의학  진단에 있어서 허맥과 실맥은 매우 

요한 맥상에 속하며, 한방 진단과 치료에서 많이 활

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있다. 한 한방산업을 

해서 허맥과 실맥의 진단은 매우 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감별할 수 있는 맥진기의 개발

은 시 한 문제이다. 공간, 시간, 세기에 따른 한의

학 인 맥 분류에서 28가지 맥상이 존재하나 기존

의 맥진기로 별할 수 있는 것은 7가지 맥상으로 

보고 있다. 특히 7가지 맥상  구별 가능한 맥이 

약한 것인 허맥과 맥이 강한 실맥조차도 이에 한 

별식은 아직까지 개발되어 않다. 

실제로 허맥과 실맥은 정상값 설정의 어려움으로 

연구가 부족한 편이다. 허맥과 실맥을 별함에 연

령별, 성별 정상값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허맥과 

실맥은 개념 으로 맥진기에서 얻은 맥 의 피크값

의 크기로 나타날 수 있으며, 피크값의 크기는 원맥

를 2차 미분한 것에서 승각시간 (상승시간)과 상

승하는 기울기에 비례한다고 단되기도 한다
2,4). 

의학의 경우는 허와 실, 와 소의 맥에 한 연구

는 부족하고, 부침에 한 연구가 있다. 맥의 진폭(부

침)에 향을 주는 것은 압, 맥 의 직경(반경), 맥

의 강도, 맥  주 의 연조직의 강도 4가지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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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성홀소자를 이용한 집게형 맥진기의 

유효성 평가를 탐색 으로 하고자 상지 학교 부속

한방병원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다

루고 있는 연구내용과 결과는 3등 으로 구분된 의

료기기인 맥 분석계로서 품목허가를 한 진행과

정의 일부분이다. 맥 를 얻기 하여 사용된 형명 

SPULS-2011의 맥진기는 자성홀소자를 이용한 집

게형 맥진기로서
7,8), 기존의 단순 압력센서로서 측

정하기 어려운 맥상을 넓은 면 에 용하여 맥 형

의 변화를 찰할 수 있게 만든 맥진기이다. 

본 연구를 한 임상시험에서는 남녀, 허증군, 비

허실증군, 실증군의 6개의 부류로 나눠서 각각 30명

씩을 상으로 시험이 진행되었다. 허증군, 비허실

증군, 실증군 간의 정규분포에서 복성을 피하기 

해 군을 제외한 남녀 허증군, 실증군의 4개의 

부류로 30명씩 속한 총 120명 임상데이터를 통계  

처리를 하 다. 요골동맥 의 주요 맥 변수와 기존 

신체측정변수의 상 계를 임상데이터의 통계분

석을 통해 유효인자를 확인하 다. 특히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해 허맥과 실맥을 별하는 

회귀식의 결과를 논의하 다
5,6).

Ⅱ. 연구대상, 기기 및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 상자(피험자)는 정상 성인을 상으로 허

증과 허증맥을 가진 피험자, 실증과 실증맥을 가진 

피험자, 허증과 실증이 아닌 비허실증군 변증에 평

맥을 가진 피험자를 상으로 하 다. 아래 선정기

과 제외기 에 해당되는 연구 상자를 최종 피험

자로 하 다.

1) 선정기준

선정 기 에 따라, 읽고 쓰기 등 언어소통에 지장

이 없는 제외기 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아래 5가

지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정하 다.

(1) 임상시험을 해 자원하여 참가한 만 19세 

이상 75세 이하의 성인으로 제외기 에 해당

하지 않는 자. 

(2) 변증설문지의 변증과 한의사 5명의 변증  

맥상 진단이 일치하는 자이다. (3) 다음 세 가

지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써, ① 허증 설문

지에서 허증이 나오고, 5명의 한의사가 허증

으로 허맥을 진단받은 자, ② 실증 설문지에서 

실증이 나오고, 5명의 한의사가 실증으로 실

맥을 진단받은 자, ③ 허증  실증 설문지에 

별이 안되고(비허실증으로 나오고), 5명의 

한의사가 평맥으로 진단받은 자

(4) 임상연구의 동의서에 자발 으로 동의한 자

이다. 

(5) 연구자가 단하기에 임상시험이 가능한 자

2) 제외기준

다음 사항  하나라도 해당하는 피험자는 연구

에서 제외하 다.

(1) 성질환 는 심각한 심리  는 정신 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 

(2) 치료효과나 결과의 해석을 방해할 수 있는 심

장질환이나 다른 만성 인 질환이 있는 자

(3) 최근 1개월 내 맥진기 련 임상연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자

(4) 심장박동기, 발작장애(seizure disorders), 지각

장애, 체내 속 인공  는 보철과 같은 

종류의 체내 속 인공 삽입물 등 질환으로 

맥진기 진단에 향을 미칠 수 있고, 임상연구

하기 어려운 자

(5) 임신 이거나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6)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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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The explanation of functional several parts of a typical clip-type pulsimeter. Three major 
components are sensing part, display part, and measurement part equipped with a Hall device. (b) 
A real feature of clinical trial for the acquisition of pulse signals by using one clip-type pulsimeter. 

(7) 연구자의 소견으로 볼 때 임상연구에 참여하

여 시험의 수사항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

고 단되는 자

(8) 재 corticosteroids, narcotics, 근육이완제, 항

응고제, 다른 질환치료를 한 한약을 복용 

이거나 기타 연구자가 부 합하다고 생각

하는 약품을 복용 인 자

(9) 임상연구 동의서에 자발 으로 동의하지 않

은 자

2. 연구기기 : 자성홀소자를 이용한 집게형 맥진기

의 특성

집게형 맥진기에 한 구자석, 홀센서, 측정 부

분, LED, 디스 이, USB port, 스 치 부분을 Fig. 

1(a)에 나타내었다. 집게형 맥진기의  부분의 자

기 물질은 작은 원통형 구자석과 맥박의 진동에 

따라 쉽게 변화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특히 피부를 

국소 으로 르지 않기 하여 피부  부분의 

표면에 탄성이 좋고 인체 피부에 합한 실리콘 하

우징을 사용하 다
7,8). 이 하우징의 심부분에는 

지름 2 mm, 높이 1 mm 크기 원통모양의 구자석 

표면에서 1 mm 떨어진 곳에서 자기장이 약 150 

Oe를 갖도록 하 다. 즉, 구자석의 원  심이 

요골동맥의 “ ”부분에 치하고 고르게 늘어난 상

태의 실리콘 고무는 손목 피부 면을 둘러싸게 

하 다. 임상시험시 사람의 손목에 착용한 집게형 

맥진기로 맥 신호를 측정하는 실제 모습을 Fig. 

1(b)에 나타내었다. 

집게형 맥진기에 사용한 홀소자는 자기장의 세기

에 선형 인 특성을 갖고 있으면서 감도가 우수한 

Allegro사의 모델번호 A1395을 사용하 다. 홀소자

의 기  특성은 입력 압 VCC 범  내에서 VCC/2

를 기 으로 극성에 따라 - 0.1 ~ + 0.1 V 까지 자기

장의 세기에 선형 으로 비례한 신호를 내보내며 

10 mV/G의 감도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원은 3.3 V로 VCC에 입하여 계산하면 155 Oe까지

의 감지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자석과 센서사이거리

는 자석의 자기장 세기가 155 Oe 이하 값을 갖는 

거리를 유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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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The final selection of a subject through screening with informed consent form and a selection 
criteria with five Doctors’diagnosis by using symptom questionnaire in order to measure three pulse 
waves for deficiency syndrome group, normal syndrome group, and excess syndrome group. (b) The 
time schedule for acquisition of pulse wave is included of stability (5 min), measurement (3 min), 
rest (1 min), and measurement (3 min).

맥동은 요골동맥의 단  형 당 약 1.13 mm 의 

최  수직 변 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피부에 착

된 자석의 최 변 도 약 1.0 mm 이내로 상을 

했다. 원통형 ND 구자석간의 자기장 세기 편차를 

알아보기 해 거리별로 자기장의 세기를 측정해본 

결과 자석마다의 편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센서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편차가 커지며 거리가 

멀수록 편차가 작아졌다. 차이가 100 Oe 이상으로 

심한 부분은 2 mm 이하 부분에서 나타났으며 3 mm 

이상에서는 최 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45 Oe로 낮

아서 자석과 센서의 거리선정 시에 3 mm 이상 거리

를 유지시켜야 자석간의 편차를 일 수 있었다. 

3. 연구방법

식품의약품안 처 IND 승인 이후 본원 IRB에 

로토콜 승인(승인번호: SH IRB/D 120808)이후 임상

시험을 실시하 다. 상자를 모집한 후 본 임상연

구에 하여 충분히 설명한 후 자발  동의를 받고 

실시하 다. 상자 최종 선정방법과 맥진 측정방법

의 단계별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으로 기

본 검사  실증과 허증 변증설문지 작성과 상자의 

변증을 알지 못하도록 한의사 5명이 따로따로 문진

을 시작하여 변증  맥상을 악하 다. 최종 으

로 실증, 허증, 비허실증 변증에 하여 변증설문지

와 한의사 5명이 모두 일치하는 상을 본 연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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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Analysis program of pulse wave by using clip-type pulsimeter. There are the original pulse wave, 
the pulse wave after filtering process, the selection of five sectors, and the final data results. (b) 
The definitions of major nine parameters 

자에 Fig. 2(a)처럼 최종 으로 선정을 하 다. 선정

된 실증군, 허증군, 비허실증군 상자에게 Fig. 2(b) 

처럼 5분간 안정을 시킨 후 맥진기를 동시에 측정 

한 후 1분간 휴식 후 다시 3분간 측정하 다. 

4. 유효성 관련 맥파 변수 선택

본 임상시험의 주평가 지표로 1차 유효성 평가 

변수는 집게형 맥진기로 획득된 맥진 형을 Fig. 

3(a)과 같은 분석 로그램을 사용하여 원래의 맥

를 로딩한 후 필터링과정을 거쳐 형에 존재하는 

부분의 노이즈를 제거하 다. 필터링 된 맥진 형

은 Fig. 3에 보여주듯이 1차, 2차, 3차 미분 과정을 

거쳐 맥진 형을 연속된 5개 구역으로 나 어 주요 

맥  인자들의 값을 구하 다. 각 구역에 한 9개

의 맥 인자들에 한 정의를 Fig. 3(b)에 표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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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of Pulse Wave Definitions
S.amp(1*) Systolic peak amplitude 1st measurement
S.amp(2*) Systolic peak amplitude 2nd measurement
R.amp(1) Reflective peak amplitude 1st measurement
R.amp(2) Reflective peak amplitude 2nd measurement
N.amp(1) Notch peak amplitude 1st measurement
N.amp(2) Notch peak amplitude 2nd measurement
S.time(1) Systolic peak time 1st measurement
S.time(2) Systolic peak time 2nd measurement
R.time(1) Reflective peak time 1st measurement
R.time(2) Reflective peak time 2nd measurement 
N.time(1) Notch amplitude time 1st measurement
N.time(2) Notch amplitude time 2nd measurement
P.time(1) Period time 1st measurement
P.time(2) Period time 2nd measurement

b/a rate(1) b/a rate in the 2nd order derivative (1st measurement)
b/a rate(2) b/a rate in the 2nd order derivative (2nd measurement)

The 1* and 2* are the 1st and 2nd measurement of pulse wave before and after rest time.

Table 1. The definitions for major nine parameters included of pulse wave. 

다. Fig. 3(b)에서 표기한 주요 맥 인자에 한 설명

은 다음과 같다. 

① S.amp = 충격  높이 ② R.amp = 조랑  높이 

③ N.amp = 흔 높이 ④ S.time = 승각시간(昇脚時

間) = 속구 기(急速驅血期) ⑤ R.time : 명칭 없

음. 조랑  정  시  ⑥ N.time = 구 시간(驅血時

間) = 수축기 ⑦ P.time = 맥박(심박) 주기

최종 으로 임상데이터로 사용되는 것은 5개 구

역에 한 각 맥 인자들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임상

데이터로서 엑셀 일로 장되도록 하 다. 

Fig. 3에 나타난 맥 에 한 9가지 변수들에 

한 각각의 정의는 Table 1와 같으며, 여기서 (1)과 

(2)의 표시는 Fig. 2의 피험자의 맥진 형 획득방법

에 따라 1분 휴식을 후로 측정한 맥진 형을 구별

한 것이다.

한편, 2차 유효성 평가변수는 성별, 나이, 체질량

지수 (BMI ; Body Mass Index [kg/m2]), 확장기 압

(SBP ; Systolic Blood pressure) 와 수축기 압(DBP 

; Diastolic Blood pressure), 체온 등으로 택하 다. 

2차 변수는 1차 유효성 평가 변수인 맥 의 주요 

인자들의 값과 상 계 분석을 거친 후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을 용시켰다.

5. 임상데이터의 통계분석 방법

허실설문지와 한의사의 진단에 의한 허실진단을 

표 으로 채택하 으므로 허실설문지의 신뢰도 분

석은 설문지 항목에 최종 완결된 허증과 실증만을 

상으로 분석을 시행하 고, Cronbach alpha 값을 

구하 다. 한, 한의사와 허실설문지의 일치율을 

구하 다. 이후 허실설문지를 보완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에서 조정하여 사용하 다
5,6). 본 연구는 맥진

기를 사용하여 허맥과 실맥의 알고리즘을 악하기 

한 탐색  비연구이기 때문에 상수는 산출하

지 않았다. 그러나 각 집단간 30명을 기 으로 하여 

정규분포를 하는 경우, 모수통계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군당 60명(남자 30명, 여자 30명)으로 

하 다. 집게형 맥진기는 측정시 남성, 여성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남성, 여성으로 

구분하고, 허증, 비허실증, 실증으로 3분류하 다. 



70 유준상 외

합계 180명을 상으로 한 임상시험은 상지 학교 

부속한방병원 IRB에 승인된 임상시험계획서에 따

라 수행되었으며, 시험방법과 분석방법의 변경사항

은 없었다. 

체를 상으로 허증, 비허실증, 실증에 따라서 

나이, 키, 몸무게, 체질량지수, 수축기 압, 확장기

압, 체온  맥  변수들의 평균값 비교는 두 군간일 

경우 student t-test, 세 군일 경우 One way ANOVA, 

명목변수일 경우 카이스퀘어 검정을 이용하 고, 유

의수  0.05로 검정하 다. One way ANOVA의 경

우 유의성이 있는 경우 사후분석을 시행하 다. 

한 맥  변수들과 각 변수들의 상 성을 보기 해 

상 성을 분석하 다. 이후 허증, 비허실증, 실증의 

평균 분포가 겹쳐져 있을 경우 비허실증을 제거하고 

허증과 실증을 비교하 다. 한 맥 변수들과 각 

변수들의 상 성을 분석하 고, 이분형 로지스틱 회

귀분석을 이용해서 유의한 변수를 추출하여 허맥과 

실맥을 별하는 회귀식을 만들었다. 

Ⅲ. 연구 결과

1. 허실 설문지에 대한 신뢰도 분석결과

임상 피험자 114명 (N=114)에 한 설문도구의 

신뢰도 분석으로, 허실 설문지 19개 문항 (1번 분항

에만 가 치 2  산정)을 이용하여 설문도구에 의한 

허, 비허실, 실 수 (0-20)를 측정하기 한 설문 

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내  일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 alpha값은 0.572로 양호한 수 이었다. 다

만 몇 개의 설문 항목의 경우(설문 문항 10, 14, 16) 

item-total correlation이 음(-)의 값을 가지고 있어 향

후 사용 시 고려를 해야 할 것 같다. 만일 의 3개의 

설문 문항을 제외할 경우 Cronbach alpha 값은 0.6이

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단되었다
5,6).

설문도구를 이용한 허, 비허실, 실과 한의사 단

에 의한 허, 비허실, 실간의 일치도 분석 결과로는, 

두 측정방법에 한 일치도 검사는 두 가지 방법으

로 시행하 다. 첫째, 허, 비허실, 실 체를 상으

로 두 측정방법 간의 일치도 분석결과 ‘허’100%, 

‘비허실’ 74.3%, ‘실’ 68.4 %로 일치도를 나타내는 

kappa 계수 값은 0.723(p<0.05)으로 유의한 일치도

를 보 다. 둘째, 설문도구  한의사평가 모두 허와 

실인 경우만을 상으로 두 측정방법 간의 일치도 

분석 결과 (N=67) ‘허’ 100%, ‘실’ 100 %로 일치도 

계수 kappa 계수 값은 1.000(p<0.05)으로 유의한 일

치도를 보 다.

설문지와 맥진 형의 상 분석의 결과로는 유의

한 양의 상 계를 보인 것은 S.amp(1), R.amp(1), 

N.amp(1)이었고, 유의한 음의 상 계를 보인 것

은 R.time(1), N.time(1), P.time(1)로 나타났다. 이러

한 상 분석의 결과에서 맥진 형의 크기 경우는 

피험자에 따라 여러 개의 평균 압맥  크기의 임계

치 보다 크면 실맥으로 하고 작으면 허맥으로 정하

는 기존의 형분석들과 비슷한 결과를 보여  것으

로 사료되었다
10). 

2. 피험자군의 분석결과

총 187명으로 남성 94명, 여성 93명이었으며, 허

증군 60명, 비허실증군 64명, 실증군 63명이었다. 

본래 총 286명이 스크리닝을 받아서 99명이 해당되

지 않아서 187명이 등록되었고, 모두 측정에 임해서 

탈락이 없었다. 연령은 평균 45세 으며, 최소 19세

부터 최  75세까지 참여하 다. 남성 94명, 여성 

93명에 한 평균 키는 163.8 cm이었으며, 최소 142 

cm부터 최  190 cm까지 참여하 다. 평균 몸무게

는 65.2 kg이었으며, 최소 39 kg부터 최  110 kg까

지 참여하 다. 피험자군에 체질량지수인 BMI에 

한 통계  유의성 평가를 한 p 값이 Table 2.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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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ical participant & 
Parameters Ages

Clinical participant (n=number)  
p valuedeficiency 

syndrome (n)
Normal 

symptom (n)
excess 

syndrome (n)

Clinical participant

below 30 14 15 11

0.200
40 10 5 4
50 4 7 9

above 60 3 4 8

BMI
below 25 46 44 33

0.015above 25 14 20 30

BMI (Male)
below 25 22 22 16

0.134above 25 9 9 16

BMI (Female)
below 25 24 22 17

0.068above 25 5 11 14

Table 2. The p values for four parameters (age, BMI, BMI(male), BMI(female)) of clinical participants (n = 
183). 

Parameters Deficiency syndrome
(n=60)

Normal symptom 
(n=62)

Excess syndrome 
(n=63) p value

S.amp 1944.9 2143 2417.5 0.011
R.amp 1908.5 2109.2 2380.1 0.011
N.amp 1883.6 2082.0 2348.4 0.012
S.time 196.0 178.6 192.8 0.692

S.amp/S.time 14.73 16.80 18.43 0.020
R.time 317.4 290.8 303.6 0.671
N.time 427.2 398.2 414.0 0.696
P.time 914.3 858.2 909.9 0.442

b/a rate -1.06 -1.05 -1.02 0.264
BMI 126.1 128.4 137.2 0.002
SBP 80.1 82.5 84.9 0.093
DBP 23.5 23.9 25.3 0.021

Table 3. Comparison of average values and p values for parameters of three syndromes (n = 183) 

0.015으로 나타나 허맥과 실맥의 별에 신체계측 

변수로서 합하 다. 그 외의 나이별과 성별에 

한 유의성 p 값은 모두 0.05 이상이어서 허맥과 실맥

을 별에 큰 향을 끼치는 유의한 양이 아니었다.

한편 임상시험에 참여한 피험자군에 한 SBP 

(수축기 압)의 평균은 130.6 mmHg이었으며, 최

소 90 mmHg에서 최  186 mmHg까지 다. DBP 

(확장기 압)의 평균은 82.5 mmHg이었으며, 최소 

55 mmHg에서 최  128 mmHg까지 다. 체온은 

평균 36.7℃이었으며, 최소 36.0℃에서 최  37.

5℃까지 다. 

3. 주요 맥파변수들의 평균비교 및 상관분석 분석

결과 

Table. 3에서 알 수 있듯이 허증군, 비허실증군, 

실증군 세군간의 평균차이 검정의 p 값이 0.05 이하

인 1차 유효성 맥  변수들은 S.amp, R.amp, N.amp, 

S.amp/S.time 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본 생체지수인 

2차 유효성 변수들  BMI와 이완기 압이 p 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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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Ages BMI SBP DBP S.amp R.amp N.amp S.time S.amp/ 
S.time R.time N.time P.time b/a rate

Ages - 0.093 0.062 0.011 0.288** 0.288 0.284 0.434 0.030** 0.508** 0.437 0.333 0.022
BMI 0.093 - 0.346 0.373 -0.006** -0.010 -0.019** -0.025 -0.045 0.009** -0.022 -0.022** -0.057
SBP 0.062 0.346** - 0.714 -0.092** -0.089** -0.098 0.044 0.005 0.057** 0.05** -0.013** 0.035
DBP 0.011 0.373** 0.714** - -0.184** -0.176** -0.173** -0.064 -0.075 -0.100** -0.126** -0.189** -0.041

S.amp 0.288** -0.006 -0.092 -0.184** - 0.998 0.968 0.410** 0.245** 0.545** 0.478** 0.538** 0.023**
R.amp 0.288** -0.010 -0.089 -0.176** 0.998** - 0.972** 0.404** 0.248** 0.541** 0.477 0.542 0.027**
N.amp 0.284** -0.019 -0.098 -0.173** 0.968** 0.972** - 0.449** 0.042** 0.513** 0.355 0.618 -0.181**
S.time 0.434** -0.025 -0.044 -0.064** 0.410** 0.404 0.449 - -0.277** 0.836** 0.578 0.727 -0.251**

S.amp/S.time 0.030 -0.045 0.005 -0.075 0.245 0.248 0.042 -0.277 - 0.100 0.529 -0.281 0.958
R.time 0.508 0.009 0.057 -0.100 0.545 0.541 0.513 0.836 0.100 - 0.878 0.705 0.105
N.time 0.437 -0.022 0.050 -0.126 0.478 0.477 0.355 0.578 0.529 0.878 - 0.456 0.550
P.time 0.333 -0.022 -0.013 -0.189 0.538 0.542 0.618 0.727 -0.281 0.705 0.456 - -0.315

b/a rate 0.022 -0.057 0.035 -0.041 0.023 0.027 -0.181 -0.251 0.958 0.105 0.550 -0.315 -
**p<0.01

Table 4.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he parameters of anthropometric index and pulse waves
(n = 123). 

0.05 이하인 값으로 유의하 다. 체 으로 맥  

변수들의 표 편차를 고려한 평균비교의 측정값들

이 허증, 비허실증, 실증으로 각각 차례 로 복되

는 값의 분포를 보이고 있어서 비허실증을 제거하

을 때 허증과 실증의 복이 확연하게 어들었다. 

따라서 비허실증을 제거하고 허증군, 실증군의 두 

군간의 상 분석을 실시하 다. 사후검정에서도 허

증과 실증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한 BMI와 

나이 그리고 성별뿐만 아니라 이완기 압이 아닌 

수축기 압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허증과 실증의 두 가지 군에 한 맥 의 9가지 

주요 변수와 신체계측치 4가지와 상 분석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우선 기존 신체계측치인 나

이, 키, 몸무게, 체질량지수, 수축기 압, 확장기

압, 체온  맥  변수들과의 상 분석을 본 결과, 

나이와 S.amp, R.amp, N.amp, S.time, R.time, 

N.time, P.time이 양의 상 계를 가지고 있었다. 

BMI과 확장기 압은 S.amp, R.amp, N.amp와 음의 

상 계를 보이고 있었다. 한 S.time, N.time, 

P.time도 S.amp, R.amp, N.amp와 양의 상 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4. 허맥과 실맥 판별을 위한 로지스틱 회귀식 알고

리즘 

일반 으로 6개의 맥  변수로 설명되는 로지스

틱 회귀모형의 회귀식와 실측확률 P를 구하면 다음

과 같다
5,6).

log

 

     

 
exp      



의 회귀식에서 회귀계수 B0는 로지스틱 회귀분

석에서 도출된 값 상수항이고 회귀계수 B1, B2, B3, 

B4, B5값은 보정변수인 5개의 변수(X1 = Sex, X2 

= Age, X3 = BMI, X4 = SBP, X5 = DBP)의 기울기이

며, B6는 맥 변수(S.amp, R.amp, N.amp, R.time, 

N.time)의 기울기이다. 

허증군과 실증군의 임상데이터를 이분형 로지스

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여 허맥과 실맥의 별 회귀식

은 제시된 성별, 나이, 체질량지수, 수축기 압,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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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B p value Exp(B)
Sex -.149 .725 .861
Age -.009 .509 .991
BMI .132 .067 1.142
SBP .037 .025 1.037
DBP -.001 .977 .999

S.amp .001 .002 1.001
Constant -9.064 .000 .000

*κ2 =27.080; degree of freedom = 6; p = 0.000

Table-5. Logistic regression coefficient (B) and p values for seven major parameters included of S.amp.

Parameters* B p value Exp(B)
Sex .057 .889 1.059
Age -.014 .348 .986
BMI .132 .058 1.141
SBP .030 .072 1.030
DBP .000 .989 1.000

N.time .012 .020 1.012
Constant -10.425 .000 .000

*κ2 =22.896; degree of freedom = 6; p = 0.001

Table-6. Logistic regression coefficient (B) and p values for seven major parameters included of N.time.

장기 압  S.amp, R.amp, N.amp, R.time, N.time

의 맥 변수를 이용하 다. 맥 의 크기와 반사 의 

시간를 나타내는 표 인 변수 S.amp와 N.time를 

선택하여 각각에 한 p 값과 회귀계수 B값을 Table 

5와 Table 6에 나타내었고, 이를 바탕으로 로지스틱 

회귀식 식(1)과 식(2)로 표 하 다. 

 
e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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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및 결론

요골동맥의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하는 자성홀소

자를 이용한 집게형 맥진기의 유효성을 평가하기 

해 연구용 임상시험을 수행하 다. 집게형 맥진기

를 사용한 임상시험으로부터 얻은 183명 임상데이

터를 통계처리 분석을 행하 다. 

먼  피험자를 허증, 비허실증, 실증으로 분류하

여, 각 신체계측치 (나이, 키, 몸무게, 체질량지수, 

수축기 압, 확장기 압, 체온)  맥 변수들의 평

균 비교를 하 다. S.amp, R.amp, N.amp, 

S.amp/S.time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검

정에서 허증과 실증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한 이완기 압과 BMI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번에 5명의 한의사가 일치한 허증, 비허실증, 

실증의 연구 상자에게 자성홀소자를 이용한 맥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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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측정한 임상데이터를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

석으로 시행한 결과 허맥과 실맥을 별할 수 있고, 

별하는 로지스틱 회귀식인 식(1)과 식(2)이 산출

되었으며, 허맥과 실맥의 별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 

있었다. 두 변수를 따로 산출한 이유는 회귀식의 추정 

시 독립변수들 간의 다 공선성 (multicollinearity)의 

문제를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S.amp와 N.amp

는 상 분석 결과 상 계가 높아 두 변수를 동시

에 회귀 모형에 투입하는 것은 하지 않다고 

단되어 분리하여 회귀모형을 구성한 것이다. 

허실 설문지 신뢰도 분석에 사용된 114명은 허맥

군과 실맥군만을 상으로 한 결과이며, 설문지 결

과의 유효한 수가 123명  114명이어서, 이것을 

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본 연구 결과에 허실 설

문지의 신뢰도 결과를 제시한 이유는 본 연구가 허

증이 있는 허맥과 실증이 있는 실맥을 악해야 가

능한 연구이며, 허실증을 명확하게 단하기 한 

설문지에 하여 탐색 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었다. 

재 국내에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인정된 허실 변증 

설문지가 없었고, 비교  짧고 간편한 일본의 허실

변증지
9)
를 번역하여 사용하 기 때문에 그 신뢰도

를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일본 논문의 허실증 단

기 은 총 이 0-8 은 허증, 9-12 은 간증(비허

실증), 13-20 은 실증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본 연구에서도 그 로 빌려 사용하 다. Cronbach 

alpha값은 0.572로 양호한 수 이만, 설문지 문항의 

수  item-total correlation이 음(-)의 값을 가지는 

항목이 있으므로 추가 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이 설문지로 체계 인 연구가 추가로 진행되어

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5명의 한의사가 허맥과 

실맥, 비허실맥으로 일치된 피험자와 설문지 평가로 

허맥, 실맥, 비허실맥으로 진단된 피험자가 동일한 

경우를 최종 피험자로 선정하 기 때문에 피험자의 

허맥, 실맥, 비허실맥 진단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

로 단된다. 

본 연구에서 자성홀소자를 맥진센서로 한 집게형 

맥진기는 추가 가압이 없이 집게의 스 링 힘만으로 

일정한 압력을 유지 하에 얻은 맥진 형을 분석함으

로 허맥과 실맥을 구별하는데 S.amp와 N.time를 독

립변수로서 높은 유의성을 갖는 특이성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허맥과 실맥을 임상 으로 단하는 

근거는 단순히 그 맥진 형의 크기뿐만 아니라 

N.time을 기 으로 수축기와 이완기의 구분됨에 따

라 S.amp 높이와 시간의 곱인 맥상의 면 으로 가압

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맥의 세기를 결정짓는 인자

로 작용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사료된다. 향후 

이부분에 하여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상수를 산출하지 않은 탐색  비

연구로서 일반화에는 문제 이 있다고 사료된다. 그

러나 맥진기를 사용하여 허맥과 실맥의 알고리즘을 

악하기 하여 군당 정규분포를 할 수 있는 30명

이상의 60명(남자 30명, 여자 30명)을 기 으로 총 

120명을 산출하 으므로, 본 연구는 허증과 실증을 

자성홀소자 맥진기가 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 본 연구의 결과는 

허증  실증의 한 맥진의 알고리즘에 한 기  

연구 자료로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요골동맥의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하는 

자성홀소자를 이용한 집게형 맥진기는 허맥과 실맥

을 별할 수 있는 한방진단 알고리즘을 개발할 가

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서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로지스

틱 회귀식에서 제시된 성별, 나이, 체질량지수, 수축

기 압, 확장기 압  S.amp, R.amp, N.amp, 

R.time, N.time의 맥 변수의 결과를 근거로 상

수를 산출하여 허실진단의 유효성 검증을 한 확증

 임상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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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허실판정 설문지

◈ 허실 정 설문지(虛實判定 設問紙) ◈

이름:             연락처 :                나이 :                성별:     

 문항 총 :                 허실 정 :          

다음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해당하는 내용에 체크해 주세요. 잘 모르는 경우는 다음 문제로 넘어가세요. 총 19문제입니다. 

1. 내 체형은 ?
(1) 허약한 편이다. (  )
(2) 다부진 편이다. (  )

2. 내 체형은?
(1) 퉁퉁하게 살  편이다. (  )
(2) 근육이 발달한 편이다. (  )

3. 나의 얼굴 색깔은?
(1) 붉은 빛이 돈다. (  )
(2) 백색이거나 창백한 편이다. (  )

4. 나의 피부 상태는?
(1) 윤기가 있는 편이다. (  )
(2) 윤기가 없는 편이다. (  )

5. 나의 복부 근육은?
(1) 연약한 편이다. (  )
(2) 단단한 편이다. (  )

6. 나의 목소리 상태는?
(1) 약한 편이다. (  )
(2) 힘이 있는 편이다. (  )

7. 나는 과식을? 
(1) 할 수 있다. (  )
(2) 할 수 없다. (  )

8. 나는 식사 끼니를 거르면?
(1) 끼니를 걸러도 문제없다. (  )
(2) 끼니를 거르면 좋지 않다. 기운이 없다. (  )

9. 나는 입맛이

(1) 까다로운 편이다. (  )
(2) 까다롭지 않은 편이다. (  )

10. 나는 변을 

(1) 평균 하루 1회이상 본다. (  )
(2) 평균 하루 1회 이하로 본다. 2일-3일에 1번 본다. (  )

11. 나의 변은?
(1) 묽은 편이거나 설사 경향이 있다. (  )
(2) 변이 단단하고 배변이 힘든 경향이 있다. (  )

12. 변이 힘들어서 설사시키는 약을 먹으면?
(1) 기운이 떨어진다. (  )
(2) 기분이 상쾌하다. (  )

13. 나의 기운은?
(1) 무기력하고 쉽게 피곤하다. (  )
(2) 기운이 있고 밤을 새도 상 없다. (  )

14. 나의 땀은?
(1) 땀이 잘 나지 않는다. (  )
(2) 땀이 쉽게 난다. (  )

15. 잠잘 때 땀은?
(1) 잠잘 때 땀이 잘 나지 않는다. (  )
(2) 잠잘 때 땀이 잘 나는 편이다. (  )

16. 나의 어깨는?
(1) 잘 뭉치지 않는 편이다. (  )
(2) 잘 뭉치는 편이다. (  )

17. 나는 음료를 ?
(1) 따뜻한 음료를 좋아하는 편이다. (  )
(2) 찬 음료를 좋아하는 편이다. (  )

18. 나는 잠이?
(1) 잘 오는 편이다. (  )
(2) 잘 오지 않는 편이다. (  )

19. 나는?
(1) 손발이 찬 편이다. (  )
(2) 얼굴쪽으로 열이 잘 오른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