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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동맥경화증은 암에 이어 한국인의 사망원인 2, 3위를 차지하는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원인이다1,2). 동맥경화증은 자각증상이 없어 
혈관의 협착이나 폐색 또는 파열을 유발할 때까지 조기 발견이나 
진단이 어렵다. 따라서 동맥경화증을 간편하고 비침습적으로 진단
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여러 방법이 시도되었다3-5).
    가속도맥파(second derivative of photoplethysmogram 
waveform, SDPTG)는 지첨용적맥파(Finger photoplethysmogram, 
PTG)를 2차 미분하여 얻어지는 파형을 일컫는다6). 지첨용적맥파는 
지첨에서의 단위체적당 혈색소량 변화를 맥파로 나타낸 것으로 말

초혈관의 용적변화를 측정하여 압파의 높이 변화에 따라 동맥의 탄
성도를 평가하는데 사용된다7,8).
    일본의 Ozawa는 1972년 일본맥파학회에 지첨용적맥파의 일차 
미분파와 이차 미분파를 최초로 보고하였고 1978년에는 가속도맥
파가 지첨용적맥파에 비하여 파형 분석이 용이하고 연령변화에 따
라 일정한 유형으로 파형이 변화함을 관찰하였다. 또한, 여러 측정
지표들과의 상관성을 조사하여 가속도맥파가 동맥경화를 포함한 혈
관의 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제시하였다9,10). 김 등은 가속도
맥파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고찰하여 가속도맥파가 연령, 성별, 신
장, 체중, 수축기혈압, 이완기혈압, 평균 동맥압, 맥압, 심박수, 총
콜레스테롤, 고밀도 지단백콜레스테롤, 당화혈색소 등의 영향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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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보고하였으며11) John은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허혈성 심장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가속도맥파상 유의한 차이를 발
견하여 가속도맥파가 혈관 손상 및 죽상경화증 환자의 선별과 혈관 
연령의 추정 등에 유용함 지표임을 보고하였다12).
    한의학의 변증은 望診, 聞診, 問診, 切診의 四診을 통해 환자의 
임상 증상과 징후를 판별, 종합하여 특정 증형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이를 바탕으로 치료의 원칙을 세우기 때문에 진단 및 치료의 근간이 
된다13). 그러나 개개인의 주관적인 진단지표로 인하여 객관성과 재
현성이 부족하고 변증 과정이나 변증 구성인자를 통일하기에 어려움
이 있다14). 따라서 설문이나 다양한 진단기기를 이용하여 변증을 객
관화함으로써 진단 기준을 확립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5-24).
    변증과 가속도맥파에 관하여 하25)는 平胃散 변증 설문지의 濕
痰요인과 氣鬱요인이 가속도맥파의 b/a ratio와 유의한 상관관계
가 있음을 보고하였고 김26)은 SDPTG Aging Index(AI), b/a 
ratio, c/a ratio를 歸脾湯證의 유용한 진단지표로서의 활용 가능
성을 제시하였다. 특정 湯證이 아닌 일반적인 변증과 가속도맥파의 
상관성을 연구한 것은 권22)이 寒熱虛實 변증별 가속도맥파를 측정
한 것이 있으나 혈관상태 점수만 비교하였고 가속도맥파 항목별 분
석이 제외되어 한계가 있다.
    이에 저자는 변증에 따른 혈관 상태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동의대학교 부속한방병원에서 중풍 예방 검진을 받은 사람을 대상
으로 변증설문지에 기초한 변증과 가속도맥파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8년 12월부터 2014년 8월까지 동의대학교 부속
한방병원에서 중풍 예방 검진을 받은 피검자 중 인공 심장 박동기
(Pacemaker)를 착용중인 자, 심전도 소견상 심각한 부정맥이나 허
혈성 심장질환이 관찰되는 자는 제외하고 검사에 동의한 200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연구방법
    피검자들의 성별, 연령, 질환력, 흡연력의 일반적인 특성을 조
사하였고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혈압 및 공복시 혈
당(Fasting Blood Sugar; FBS), 혈중 지질 농도(Triglyceride; 
TG, Total cholesterol; T-cho,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DL-C)를 측정하였다. 한방 변증은 설문지 작성을 
통해 분류하였고 가속도맥파는 digital pulsewave analyzer(DPA, 
MERIDIAN co., Ltd., Kore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1) 설문지의 작성
    한국 한의학 연구원에서 주관한 ‘뇌혈관질환의 한의변증지표 
표준화 및 과학화 기반 연구’23)를 근거로 하여 작성된 동의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중풍 예방 검진 문진표’를 사용하였다.
 2) 변증방법 및 변증기준
    변증은 이 등24)의 연구에서 제시한 火熱證(Fire-Heat 
pattern; FH), 陰虛證(Yin Deficiency pattern; YD), 氣虛證(Qi 

Deficiency pattern; QD), 濕痰證(Dampness-Phlegm pattern; 
DP) 4가지로 분류하였다. 동의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중풍 예방 검
진 문진표’의 문항 중 한의 중풍변증표준안-Ⅲ24)에 제시된 변증 지
표에 해당하는 문항을 선별(첨부된 설문지 참조) 후 이를 분석하여 
변증 지표의 빈도가 높은 변증을 선택했으며 빈도가 비슷한 경우에
는 이 등24)의 연구에서 제시한 陰虛證과 濕痰證의 특이지표를 기
준으로 陰虛證과 濕痰證을 변별하였고, 舌脈을 포함한 환자 관련 
정보를 종합하여 표준작업지침 교육을 받은 전공의 1인과 전문의 
1인이 협의하여 최종 진단하였다(Table 1).

Table 1. Korean Standard Pattern Identifications for Stroke-Ⅲ
Pattern

Identification Pattern Identification Index

Fire-Heat
(火熱)

1. reddened complexion(abnormalities in face)
2. headache like flush
3. heat vexation and aversion to heat
4 heat vexation in the chest
5. insomnia with vexation 6. thirst
7. wheezing in throat with sputum 
8. blood-shot eyes 9. aphtha or tongue sore 
10. vexing heat in the extremities
11. turbid urine 12. fetid mouth odor
13. yellow fur(tongue diagnosis)
14. thick fur(tongue diagnosis)
15. red tongue(tongue diagnosis)
16. strong pulse(pulse diagnosis) 
17. surging pulse(pulse diagnosis)
18. rapid pulse(pulse diagnosis)
19. heat in the palms and soles

Yin Deficiency
(陰虛)

1. pale face and malar flush(abnormalities in face)
2. tidal fever 3. gauntness  
4. night sweating 5. dry mouth
6. dry fur(tongue diagnosis) 
7. bare and red tongue like mirror(tongue 
diagnosis)  

Qi Deficiency
(氣虛)

1. pale complexion(abnormality in face)
2. feel powerless and lazy
3. look powerless and lazy
4. reluctance to speak 5. drowsiness, like to lie 
6. reversal cold of the extremities
7. pale tongue(tongue diagnosis)
8. teeth-marked tongue(tongue diagnosis)
9. weak pulse(pulse diagnosis)
10. fine pulse(pulse diagnosis)
11. slow pulse(pulse diagnosis)

Dampness-Phlegm
(濕痰)

1. pale complexion(abnormalities in face) 2. obesity 
3. darkish complexion(abnormalities in face)
4. dizziness with nausea
5. enlarged tongue(tongue diagnosis)
6. white fur(tongue diagnosis)
7. slippery pulse(pulse diagnosis)

 3) 채혈 검사
    피검자 모두 채혈 전일 오후 10시부터 물을 제외하고는 금식
하도록 하였고 최소 12시간의 공복 상태에서 검사실 간호사가 정
맥을 채혈하여 냉장 보관 후 분석하였다. 
 4) 혈압 측정, 체성분 측정
  (1) 혈압 측정 
    피검자는 10분 이상 좌위 안정 후 숙련된 간호사가 표준 수은
주 혈압계를 이용하여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을 측정하였다. 
  (2) 체성분 측정
    BMI는 생체전기저항분석법의 원리를 이용한 Inbody 
4.0(Biospace, Korea)을 사용하여 검사실에서 교육을 받은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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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측정하였다.
 5) 가속도맥파 검사
    가속도맥파의 측정은 DPA를 사용하였고 검사실에서 기기 조
작 관련 교육을 받은 전담 간호사가 측정하였다.  환자를 이완상태
에서 충분히 좌위 안정시킨 후 우측 식지에 photoplethysmogram 
센서를 부착하여 지첨용적맥파를 3분간 측정하였다.
    맥파는 심장박동에 의해 발생한 동맥계 파동의 전달을 말하며 
이 중 혈관의 용적변화를 측정하는 용적맥파는 일반적으로 지첨에
서 측정되는데 손톱 밑과 같이 세동맥망이 치밀하게 발달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하여 HbO2에 흡수되기 쉬운 파장을 가진 일정한 빛을 
비추어 투과된 광량을 측정하면 흡수된 광량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혈액량과 비례한다. 지첨용적맥파를 2차 미분하여 구한 가속도맥파
는 수축초기양성파(a파), 수축초기음성파(b파), 수축기재상승파(c
파), 수축후기재하강파(d파), 확장초기양성파(e파)로 구성되며 기선
에서 각 파형의 정점까지의 높이를 측정하여 구한다(Fig. 1). 가속
도맥파의 계측은 a파에 대한 b, c, d, e의 비율로 자동 계산되며 
SDPTG AI는 (b-c-d-e)/a로 정의되고 자동으로 계산되었다6).

Fig. 1. Waveforms of the finger photoplethysmogram(PTG) and the 
second derivative of the finger photoplethysmogram(SDPTG)

3. 통계 분석
    모든 통계분석은 유의수준 0.05 하에서 실시하며 PASW 
Statistics 18.0(IBM, Armonk, NY)을 이용해 수행하였다. 연구 대
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임상적 특성은 범주형 자료의 경우 빈도와 
백분율, 연속형 자료의 경우 평균±표준편차로 표시하였다. 범주형 
자료의 경우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 계량형 자료의 경우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을 이용하여 
군간 차이를 검정하였다.
    본 연구 집단에서 가속도맥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
기 위해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임상적 특징과 가속도맥파 
항목별 수치에 대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es)을 수행하였다.
    변증과 가속도맥파 항목별 수치 간 연관성 분석 수행을 위해 
변증별 가속도맥파 결과 차이를 일원배치 분산분석과 쉐페의 사후
검정(Scheffe's post-hoc test)을 통해 검정하였다. 
    변증분류에 따른 가속도맥파의 분산분석 결과 氣虛證과 火熱
證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므로 두 변증 간 가속도맥파 결과 차

이를 일으키는 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火熱證과 氣虛證의 두 군 중 
氣虛證으로 변증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다중 로지
스틱 회귀분석(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es)을 실
시하였다.

결    과

1. 연구 대상자들의 변증 분류에 따른 일반적 특성 및 임상적 특징
    연구 대상자는 총 200명으로, 火熱證, 氣虛證, 濕痰證, 陰虛證 
각각 49명(24.5%), 45명(22.5%), 49명(24.5%), 57명(28.5%)이었다.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징 및 임상적 특징 중에서 연령과 고혈
압의 유무는 변증 간에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고, 그 외 성별, 흡연 
기왕력, 혈압, 당뇨, FBS, BMI, T-cho, TG, HDL-C, 당뇨 및 고
지혈증 유무 항목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Table 2).

2. 가속도맥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 집단에서 가속도맥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
기 위해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임상적 특징과 가속도맥파 
항목별 수치에 대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b/a ratio에 통
계학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과 수축기혈압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고(B=0.002, β=0.162, p<.05) 수축기혈압이 높
을수록(B=0.002, β=0.205, p<.01)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b/a 
ratio가 높게 나타났다. c/a ratio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수축기 혈압, FBS, T-cho 수치로 
나타났다. 연령이 낮고(B=-0.004, β=-0.311, p<.001) 수축기 혈압
이 높으며(B=0.001, β=0.240, p<.01) FBS 수치가 낮고(B=-0.001, 
β=-0.151, p<.05) T-cho수치가 낮을수록(B=0.000, β=-0.140, 
p<.05)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c/a ratio가 높게 나타났다. d/a 
ratio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
령, 이완기 혈압, 고혈압 병력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낮고
(B=-0.005, β=-0.310, p<.001) 이완기 혈압이 낮으며(B=-0.003, β
=-0.183, p<.05) 고혈압 진단을 받은 자일수록(B=0.064, β=0.174, 
p<.05)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d/a ratio가 높게 나타났다. e/a 
ratio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
별, 연령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낮고(B=-0.002, β=-0.351, p<.001) 
남자일수록(B=-0.022, β=-0.140, p<.05)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e/a ratio가 높게 나타났다. 연령은 AI에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B=0.014, β
=0.429, p<.001) AI가 높게 나타났다(Table 3).

3. 변증분류에 따른 가속도맥파의 분산분석 결과
    변증과 가속도맥파 결과간 상관성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변증
별 가속도맥파 항목별 수치 간 차이를 분산분석을 통해 검정하였
다. c/a ratio와 d/a ratio는 변증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14, 0.001) 쉐페의 사후검정 결과 火熱證이 氣虛
證에 비해 수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AI는 변증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01) 氣虛證이 火熱證에 비해 
수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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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DPTG indices by pattern indentifications

Pattern Identifications
Variables FH QD DP YD F P value* Scheffe*

b/a -0.457±0.150 -0.374±0.185 -0.420±0.153 -0.434±0.159 2.211 0.088
c/a -0.157±0.102 -0.242±0.141 -0.209±0.124 -0.203±0.139 3.611 0.014† QD<FH
d/a -0.329±0.146 -0.465±0.191 -0.384±0.147 -0.401±0.176 5.372 0.001† QD<FH
e/a 0.077±0.063 0.053±0.061 0.076±0.082 0.069±0.082 1.067 0.364

SDPTG AI
=(b-c-d-e)/a -0.048±0.325 0.281±0.342 0.098±0.327 0.101±0.389 6.994 <.0001† FH<QD

Values are mean±SD. FH: fire-heat pattern, QD : qi deficiency pattern, DP : dampness-phlegm, YD : yin deficiency. *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calculated by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d scheffe's post-hoc test for multiple comparison.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p<.05)

Table 2. Patients' general characteristics and clinical features by pattern identifications (N=200)

Pattern Identifications
Variables Overall FH QD DP YD P value*

All patients 200 (100.0) 49 (24.5) 45 (22.5) 49 (24.5) 57 (28.5)
Sex

 Male 65(32.5) 17(34.7) 14(31.1) 17(34.7) 17(29.8) 0.937
 Female 135(67.5) 32(65.3) 31(68.9) 32(65.3) 40(70.2)
Age (yrs) 58.2±11.1 56.0±9.9 62.7±9.6 56.7±11.5 57.9±12.0 0.014†

Smoking status
 Current-smoker 16(8.0) 6(12.2) 1(2.2) 6(12.2) 3(5.3) 0.212

 Non-smoker 163(81.5) 37(75.6) 40(88.9) 38(77.6) 48(84.2)
 Ex-smoker 21(10.5) 6(12.2) 4(8.9) 5(10.2) 6(10.5)

Blood Pressure
Systolic (㎜Hg) 121.8±17.7 120.8±15.5 125.3±22.0 119.4±17.8 121.9±15.3 0.415
Diastolic (㎜Hg) 77.6±11.3 76.7±9.9 79.3±13.4 75.9±11.7 78.2±10.2 0.456

FBS (mg/dl) 106.8±21.0 104.3±13.9 113.4±34.3 101.3±9.8 108.3±17.9 0.030†
T-cho (mg/dl) 196.7±39.4 192.8±38.9 191.0±44.7 200.6±34.5 201.2±39.2 0.449
TG (mg/dl) 123.7±81.6 133.7±91.7 111.9±82.7 125.9±86.5 122.7±66.7 0.637

HDL-C (mg/dl) 51.0±11.4 49.2±12.4 49.0±10.4 52.7±11.1 52.8±11.2 0.160
BMI (kg/㎡) 24.2±2.7 24.7±3.0 23.9±2.5 23.7±2.8 24.3±2.5 0.323
Hypertension

yes 63(31.5) 17(34.7) 8(17.8) 13(26.5) 25(43.9) 0.020†
no 137(68.5) 32(65.3) 37(82.2) 36(73.5) 32(56.1)
DM
yes 19(9.5) 5(10.2) 8(17.8) 1(2.0) 5(8.8) 0.157
no 181(90.5) 44(89.8) 37(82.2) 48(98.0) 52(91.2)

Hyperlipidemia
yes 12(6.0) 6(12.2) 3(6.7) 0(0.0) 3(5.3) 0.307
no 188(94.0) 43(87.8) 42(93.3) 49(100.0) 54(94.7)

Values are number(percentage) or mean±SD of patients. N : number, FH : fire-heat pattern, QD : qi deficiency pattern, DP : dampness-phlegm, YD : yin deficiency. FBS : 
fasting blood sugar, T-cho : total cholesterol, TG : triglyceride, HDL-C : high density lipoprotein,  DM : diabetes mellitus, BMI : body mass index. *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calculated by chi-square test for categorical variables and one-way analysis of variance for numeric variable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p<.05)

Table 3. Determinants of SDPTG by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es

Variables
b/a c/a d/a

B (SE) β B (SE) β B (SE) β
Age (yrs) 0.002 0.001c 0.162 -0.004 0.001a -0.311 -0.005 0.001a -0.310

Systolic BP (㎜Hg) 0.002 0.001b 0.205 0.001 0.001b 0.240
Diastolic BP (㎜Hg) -0.003 0.001c -0.183

FBS (mg/dl) -0.001 0.000c -0.151
T-cho (mg/dl) 0.000 0.000c -0.140
Hypertension 0.064 0.025c 0.174

F 10.557 7.741 13.018
R2 0.097 0.137 0.166

SE : standard errors, FBS : fasting blood sugar, T-cho : total cholesterol. a, b, c :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a)p<.001, b)p<.01, c)p<.05)

Variables
e/a AI

B (SE) β B (SE) β
Sex (female) -0.022 0.010c -0.140

Age (yrs) -0.002 0.000a -0.351 0.014 0.002a 0.429
F 15.554 44.610
R2 0.136 0.184

SE : standard errors. a, b, c :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a)p<.001, b)p<.01, c)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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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火熱證 대비 氣虛證 변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변증분류에 따른 가속도맥파의 분산분석 결과 氣虛證과 火熱
證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으므로 두 변증 간 가속도맥파 결과 차이
를 일으키는 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火熱證과 氣虛證의 두 군 중 
氣虛證으로의 변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다중 로지스틱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火熱證에 비해 氣虛證으로 변증될 확률은 연
령이 1세 높을수록 1.092배 높았고(p=0.001) 고혈압 진단을 받은 
자가 받지 않은 자에 비해 0.225배로 낮게 나타났다
(p=0.009)(Table 5).

고    찰

    동맥경화증은 우리나라의 주요 사망 원인인 심뇌혈관질환의 주
요 원인이다1). 동맥경화증은 나이, 흡연, 고혈압, 당뇨병, 혈중 콜
레스테롤 등과 연관되며 인체 여러 부위의 동맥경화 발생은 높은 
상관성을 보인다고 보고되었다2,27,28). 그러나 동맥경화증은 자각증
상이 없어 혈관의 협착, 폐색, 파열을 유발할 때까지 조기 발견 및 
진단이 어려우므로 동맥경화를 간편한 방법으로 진단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다3-5).
    脈診은 한의학의 四診法 중 切診에 속하며 내경 시대부터 널
리 사용되어 왔다29). 脈診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脈象의 변별이다. 
脈象 을 통해 五臟六腑의 기능 수준과 환자의 寒熱虛實 상태를 
판별함으로써 치료법을 결정하고치료 전후의 脈象을 비교하여 치
료 효과 확인의 도구로 삼기도 한다. 그러나 脈診시 한의사의 개
인적 경험 및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게 되어 객관성과 재현성에 문
제가 제기되어 정량적 평가법에 의한 객관화 연구의 필요성이 대
두되었다11).
    1960년대 이30)에 의해 맥파검출시스템이 개발되면서 脈診에 
대한 정량화 연구가 시작되었다. 일본의 Ozawa는 1972년 일본맥
파학회에서 지첨용적맥파의 일차 미분파와 이차 미분파를 최초로 
소개하였고 1978년 가속도맥파가 지첨용적맥파에 비하여 분석이 
용이하며 연령변화에 따라 일정한 유형으로 변화함을 관찰하고 여
러 측정지표들과의 상관성을 조사하여 가속도맥파가 동맥경화를 포
함한 혈관의 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제시하였다9,10).
    1980년대부터는 맥파를 동맥경화 평가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
였다. 1989년 Kelly 등31) 동맥의 측압맥파를 측정한 뒤 4차 미분하
여 동맥내압의 변곡점을 초기와 후기 수축기의 압력비로 구하여 대
동맥 경화의 평가기준으로 제시하였으며 1998년 Takazawa 등8)은 
600명을 대상으로 가속도맥파 표준화 연구를 시행하여 연령에 따
른 가속도맥파 측정지표들의 변화정도를 제시하고 이러한 변화가 
동맥경화성 변화와 관련되어 있음을 발표하였다.
    가속도맥파는 심장박동에 의해 생긴 파동이 동맥계를 통과하며 

발생한 지첨의 혈관 용적 변동을 기록한 지첨용적맥파를 2차 미분
하여 얻어지는 파형으로 일반적으로 세동맥의 내압, 구경, 탄성의 
변화에 대응하여 파형이 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 
    가속도맥파는 수축초기양성파(a파), 수축초기음성파(b파), 수축
기재상승파(c파), 수축후기재하강파(d파), 확장초기양성파(e파)로 구
성되며 기선에서 각 파형의 정점까지의 높이를 측정하여 구한다6). 
가속도맥파의 계측은 수축초기양성파(a파)에 대한 각 파의 비율에 
의해 결정된다7,8,32). 각종 연구에서 b/a ratio는 혈관벽의 신전도를, 
d/a ratio는 동맥반사파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 확인되어 전자가 
기질적 동맥경화의 지표로, 후자는 기능적 혈관수축확장기능의 지표
로 이용되고 있다11). SDPTG AI=(b-c-d-e)/a로 정의되며 연령의 
증가에 따라 b/a ratio는 증가하고 c/a ratio, d/a ratio, e/a 
ratio는 감소하므로 SDPTG AI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8). 
b/a ratio는 연령, 수축기혈압, 심박수, BMI, 성별과, d/a ratio는 
성별, 평균동맥압, 심박수와 독립적인 상호관계가 있으며 AI는 수축
기혈압, 심박수, BMI, 연령과 독립적인 상호관계를 보인다33).
    가속도맥파와 질환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는 남 등34)의 “중년 
성인남녀의 혈중 지질농도가 가속도맥파에 미치는 영향”, 여 등35)

의 “편마비 환자에서 八邪穴 刺鍼이 가속도맥파에 미치는 영향”, 
이 등36)의 “百會穴 刺鍼이 스트레스 상태에서의 가속도맥파에 미치
는 영향”, 윤 등37)의 “가속도맥파로 평가한 당뇨군과 정상군의 腎
正格 자침으로 인한 혈관변화” 등이 있다.
    변증은 四診을 통해 환자의 임상 증상과 징후를 판별, 종합하
여 이를 바탕으로 치료의 원칙을 세운다는 점에서 진단 및 치료의 
근간이 된다13). 그러나 개개인의 주관적 감각에 근거하여 환자의 
증상과 증후를 판별하기 때문에 변증의 표준화는 주관성을 극복하
고 객관성과 재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14). 최근에는 설문이
나 진단기기를 이용하여 변증을 표준화하고 정량화하려는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16-24).
    변증지표의 표준화를 위한 설문 개발 연구는 양 등18)과 박 등
20)이 각각 瘀血과 痰飮辨證 설문을 위해 진행한 연구와 박 등19)의 
“《傷寒論》의 六經辨證 설문에 관한 연구”, 우 등21)의 “氣血陰陽虛
損의 변증 분석을 위한 설문문항 개발”, 2005년부터 한국 한의학
연구원이 주도한 중풍 변증의 표준화를 위한 연구가 있었고23) 

2011년에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한의중풍변증표준안-Ⅲ이 발표
되었다24). 
    진단기기를 이용한 변증의 정량화 연구는 박 등15)의 “통계기법
을 활용한 변증정량화 연구”, 박 등16)의 “변증과 자율신경기능의 
상관성 연구”, 이 등17)의 “한방변증에 있어서 맥박변이도와 피부전
기자율 반응의 활용성 연구” 등이 있다. 
    변증과 가속도맥파에 관한 연구는 하25)가 平胃散 변증 설문지
의 濕痰, 胃寒, 食滯, 氣鬱, 脾濕, 噯氣의 6가지 분류요인 중 濕痰
요인과 氣鬱요인이 가속도맥파의 b/a ratio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Table 5.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for identificating qi deficiency pattern

Variables β coefficient SE β Wald Statistic OR (95% CI) P value
Age(yrs) 0.088 0.026 11.061 1.092 (1.037-1.150) 0.001†

FBS 0.026 0.016 2.688 1.026 (0.995-1.058) 0.101
Hypertension -1.490 0.574 6.738 0.225 (0.073-0.694) 0.009†

SE β: standared error of β coefficient.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R2 =0.268.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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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확인한 연구와 김26)이 SDPTG AI, b/a ratio, c/a ratio의 
歸脾湯證 진단지표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밝힌 연구가 있었다. 특정 
湯證이 아닌 일반적인 변증을 아우른 가속도맥파와의 상관성을 연
구한 것은 권22)이 寒熱虛實 변증별 가속도맥파를 측정한 것이 있었
으나 혈관상태 점수만 비교하였고 가속도맥파의 각 항목별 분석이 
제외되어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저자는 변증에 따른 혈관 상태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동의대학교 부속한방병원에서 중풍 예방 검진을 받은 사람을 대상
으로 가속도맥파를 측정하고 작성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한의중풍변
증표준안-Ⅲ24)을 기준으로 변증하여 변증과 가속도맥파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동의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중풍 예방 검진 문진표’는 한국 한
의학 연구원에서 주관한 ‘뇌혈관질환의 한의변증지표 표준화 및 과
학화 기반 연구23)’를 근거로 하여 한방 내과 전문의에 의하여 선정
된 변증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火熱, 風, 濕痰, 瘀血, 內
傷, 氣鬱, 氣虛, 血虛, 陰虛, 虛勞 등 다양한 변증으로 분류되고 변
증 지표가 많아 가속도맥파와 변증간의 상관성 연구에 어려운 점이 
있다. ‘뇌혈관질환의 한의변증지표 표준화 및 과학화 기반 연구’에
서 제시된 중풍변증 표준안은 지속적으로 수정 및 보완되어 瘀血證
이 제외되고 일부 문항이 수정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이를 반영
하여 기존의 ‘중풍 예방 검진 문진표’를 바탕으로 한의 중풍변증표
준안-Ⅲ24)에 근거하여 火熱證, 氣虛證, 濕痰證, 陰虛證으로 변증을 
간소화 하였다. 기존의 설문지의 문항 중 한의 중풍변증표준안-Ⅲ
24)에 제시된 변증 지표에 해당하는 문항을 선별 후 이를 분석하여 
변증 지표의 빈도가 높은 변증을 선택하였으며 빈도가 비슷한 경우
에는 이 등24)의 연구에서 제시한 陰虛證과 濕痰證의 특이지표를 
기준으로 陰虛證과 濕痰證을 변별하였고, 舌脈을 포함한 환자 관련 
정보를 종합하여 표준작업지침 교육을 받은 전공의 1인과 전문의 
1인이 협의하여 최종 진단하였다.
    한의 중풍변증표준안-Ⅲ24)은 변증지표를 도출하기 위하여 寒熱
虛實의 속성을 기준으로 공통점이 없는 氣虛證과 火熱證으로 분류
하였고, 熱證군(火熱證, 陰虛證)과 非熱證군(氣虛證), 實證군(火熱
證)과 虛證군(陰虛證, 氣虛證) 및 병리적 산물의 표현단계인 濕痰
證으로 나누어 통계분석 결과 유의성 있는 변증지표를 구성하였다. 
병리적 특성상 火熱證과 氣虛證의 지표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濕
痰證과 陰虛證은 火熱證과 氣虛證의 지표를 제외한 陰虛證과 濕痰
證을 설명하는 특이 지표만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는 총 200명으로 火熱證, 氣虛證, 濕痰證, 陰虛
證은 각각 49명(24.5%), 45명(22.5%), 49명(24.5%), 57명(28.5%)
이었다.
    변증과 가속도맥파 간 연관성 분석을 수행 하기 앞서 본 연구 
집단에서 가속도맥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및 임상적 특징과 가속도맥파 항목별 
수치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연령과 수축기혈압이 높을수록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
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b/a ratio가 높게 나타나
(p<0.05, p<0.01) 혈관의 팽창성이 낮음이 확인되었다.
    c/a ratio는 수축기 혈압이 높고 연령과 FBS, T-cho 수치가 

낮을수록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으며(p<.01, p<.001, p<.05, p<.05) d/a ratio는 연령
과 이완기 혈압이 낮고 고혈압 진단을 받은 자인 경우가 그렇지 않
은 경우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p<.001, p<.05, p<.05).
    연령이 낮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남자인 경우
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e/a 
ratio가 높게 나타났으며(p<.001, p<.05) 연령은 AI에도 통계학적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을수
록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AI가 높게 나타났다(p<.001). 
    변증과 가속도맥파 간 연관성 분석을 위해 변증별 가속도맥
파 항목별 수치 간 차이를 분산분석을 통해 검정한 결과, c/a 
ratio와 d/a ratio는 변증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관측되었
으며(p=0.014, 0.001) 쉐페의 사후검정 결과 火熱證이 氣虛證에 
비해 c/a ratio와 d/a ratio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d/a 
ratio의 감소는 반사파의 양의 증가를 나타내고 혈관벽의 긴장도
와 경화로 인한 조직적 변화가 반사파량 증가의 주요 요인이므로 
이는 氣虛證이 火熱證에 비해 혈관벽의 변질이 더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8,38,39).
    AI 또한 변증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관측되었으며
(p<.001) 氣虛證이 火熱證에 비해 수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氣
虛證이 火熱證에 비해 혈관노화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권22)의 연구에서 實證이 虛證에 비해 가속도맥파의 혈관상태점수가 
더 높게 측정된 결과와도 일치한다.
    변증분류에 따른 가속도맥파의 분산분석 결과 氣虛證과 火熱
證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므로 두 변증 간 가속도맥파 항목별 
수치 차이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찾기 위해 火熱證과 氣虛證의 두 
군 중 氣虛證으로의 변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다중 로지
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氣虛證으로 변증될 확률은 연령이 1세 높을수록 1.092배 높고
(p=0.001), 고혈압 진단을 받은 자가 받지 않은 자에 비해 0.225배
로 낮게 나타났다(p=0.009).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實證보다는 虛
證의 양상이 나타나고, 氣虛證보다는 火熱證에서 고혈압환자가 많
이 발생함을 보여준다.
    『黃帝內經․靈樞․天年』에서는 “五十歲, 肝氣始衰, 肝葉始薄, 膽
汁始減, 目始不明. 六十歲, 心氣始衰, 苦憂悲, 血氣懈惰, 故好臥. 
七十歲, 脾氣虛. 皮膚枯. 八十歲, 肺氣虛, 魄離, 故言善誤. 九十歲, 
腎氣焦, 四臟經脈空虛. 百歲, 五臟皆虛, 神氣皆去, 形骸獨居而終
矣.”라 하여 연령에 따라 臟腑의 氣가 虛해지는 과정을 표현하였다
40). 노화는 精氣의 손상과 氣血의 虧虛가 진행되는 과정이다. 노화
로 氣의 推動작용이 약해지면 혈액의 운행에 장애가 초래되므로 
血의 정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41). 따라서 氣虛證은 火熱證에 
비해 氣血 순환이 느릴 뿐 아니라 연령이 높아지면서 지속적으로 
혈관벽이 비후, 경화되어 혈관탄력도가 감소한다. 고혈압이 오래될
수록 혈관경직도가 증가하여42) 火熱證에서 혈관벽의 경화가 더 높
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나 강 등43)에 의하면 오히려 고혈압 환자
에서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를 비롯한 특정 항고혈압제의 복용
이 전신혈관경직도를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氣虛證에 비해 고혈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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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진단받은 환자가 변증될 확률이 높은 火熱證으로 분류된 군이 
가속도맥파 검사상 혈관노화도가 더 낮게 측정되는 것을 일부 뒷받
침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 대상자들이 어떤 종류의 항고혈압제
를 얼마의 기간 동안 복용하였는지 조사되지 않았으므로 가속도맥
파 검사에 영향력이 있는 항고혈압제 복용자를 제외한 두 군의 검
사 결과 차이를 분석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특정 지역 병원의 피검자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 결
과에 지역 사회의 특성이 반영되었고 중풍 예방 검진을 목적으로 
시행한 동의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중풍 예방 검진 문진표’의 결과를 
일반 변증이 아닌 중풍 환자를 대상으로 한 한의 중풍변증표준안-
Ⅲ24)에 적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는 변증 설명을 위주로 하는 임상
지표의 집합이므로 완성된 변증 진단 도구라 보기에 어렵다는 한계
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여 여러 지역의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일반적인 변증과 가속도맥파 항목별 수치와의 상관성을 심도 있게 
분석하면 가속도맥파를 변증의 정량화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곽 등44)은 뇌 자기공명영상 혈관조영술 결과와 중풍 변증모형
을 비교하였고 박45)은 뇌경색 환자를 대상으로 경동맥 초음파의 내
경동맥 협착도와 濕痰 변증과의 관련성을 보고하였으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변증과 동맥경화도의 상관성을 분석한 연구는 미미한 실
정이다. 혈관의 상태를 진단하고 혈류의 흐름을 측정할 수 있는 방
법은 자기공명영상 혈관조영술(magnetic resonance 
angiography), 컴퓨터 단층 혈관조영술(computed tomographic 
angiography), 경두개 도플러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등이 있다. 
향후 이러한 여러 기기를 이용한 한방 변증과 동맥경화와의 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2008년 12월부터 2014년 8월까지 동의대학교 부속한방병원에
서 중풍 예방 검진을 받은 피검자 200명을 대상으로 변증 및 가속
도맥파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변증 분류 조사 결과 각각 火熱證 49명(24.5%), 氣虛證 45명
(22.5%), 濕痰證 49명(24.5%), 陰虛證 57명(28.5%)이었다. 가속도 
맥파 항목 중 b/a ratio는 연령과 수축기혈압, c/a ratio는 연령, 
수축기 혈압, FBS, T-cho수치, d/a ratio는 연령과 이완기 혈압, 
고혈압 병력, e/a ratio는 연령과 성별, SDPTG AI는 연령과 상호
관계가 있었다.  가속도맥파 c/a ratio와 d/a ratio는 변증간 유의
한 차이가 있었으며 火熱證이 氣虛證에 비해 높은 수치로 확인되
었다. AI 또한 변증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氣虛證이 火熱證
에 비해 높은 수치로 확인되었다.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상 火熱
證과 氣虛證의 두 군 중 氣虛證으로 변증될 확률은 연령이 높을수
록, 고혈압 진단을 받지 않은 자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각 변증군과 가속도맥파 항목별 수치 간에 상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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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풍 예방 검진 문진표]

성명 성별 남 / 여 나이        세
등록번호 작성일   

문진표는 건강 진단시 담당의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진단을 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해당하는 곳에 빠짐없이 √표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그렇다        ②아니다
1. (기허)눈 밑이나 입술에 핏기가 없다. ①                 ②
2. 얼굴이 푸석푸석하다. ①                 ②
3. 눈이 자주 침침하다.               ①                 ②
4. (화열)눈이 자주 붉어지고 건조하고 아프다. ①                 ②
5. (음허)입이 마른다.                  ①                 ②
6. 입이 쓰다.                        ①                 ②
7. (화열)입 냄새가 난다.                ①                 ②
8. (화열)목에 가래가 낀 것 같다.         ①                 ②
9. (화열)가슴이 답답하고 열감이 있다.    ①                 ②
10. 한숨을 잘 쉰다.                 ①                 ②
11. 가슴이 두근거린다.     ①                 ②
12. 발뒤꿈치가 잘 갈라진다. ①                 ②
13. (기허)얼굴이 희다.   ①                 ②
14. (습담)살이 찌고 살갗이 희다. ①                 ②
15. 쥐가 잘 난다.        ①                 ②
16. 저절로 땀이 난다. ①                 ②
17. (기허)몸이 무겁다. ①                 ②
18. (습담)속이 메슥거린다.       ①                 ②
19. 식욕이 없다. ①                 ②
20. 소화가 잘 안 된다.  ①                 ②
21. 헛배가 잘 부른다.         ①                 ②
22. 트림을 잘 한다.     ①                 ②
23. (화열)가슴이 답답하다. ①                 ②
24. 대변의 색깔이 검을 때가 있다. ①                 ②
25. 속이 더부룩하다. ①                 ②
26. 변비가 있으면서 변이 단단하다. ①                 ②
27. 통증이 밤에 심하다. ①                 ②
28. 바람을 싫어한다. ①                 ②
29. (화열)소변색이 붉거나 노랗다. ①                 ②
30. 먹는 양이 줄었다. ①                 ②
31. (화열)답답하고 열이 나서 잠자기가 힘들다. ①                 ②
32. 주로 아침에 무기력하거나 피로하다. ①                 ②
33. 깊게 잠을 자지 못한다.    ①                 ②
34. (화열)발을 내놓고 자거나 발바닥에 열이 난다.  ①                 ②
35. (음허)주로 오후에 피로하거나 열이 오른다. ①                 ②
36. 정신이 맑지 않다.  ①                 ②
37. (음허)잘 때 식은땀을 흘린다.  ①                 ②
38. 자주 우울하다.         ①                 ②
39. 추웠다 더웠다 한다.   ①                 ②
40. (기허)눕기를 좋아한다.      ①                 ②
41. 온몸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아프다. ①                 ②
42. 비오거나 흐리면 몸이 쑤시고 아프다. ①                 ②
43. 허리 등 가슴 옆구리가 당기고 아프다. ①                 ②
44. 건망증이 많다.               ①                 ②
45. (음허)때로 열이 오른다. ①                 ②
46. 한쪽 팔다리가 힘이 빠지거나 마비가 온다.  ①                 ②
47. 최근 체중이 많이 줄었다.    ①                 ②
48. 가래가 많다.         ①                 ②
49. 운동 후, 식사 후 또는 흥분했을 때 가슴에 통증이나 압박감이 있다.
                                        ①                 ②
50. 호흡곤란이 있다.                         ①                 ②
51. (기허)피로가 심하다.      ①                 ②
52. 기침, 가래가 있다.   ①                 ②
53. 과거에 건강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없음   ②1회   ③2회   ④3회   ⑤4회   ⑥5회이상
54. 받으셨다면 언제쯤 받으셨습니까?

①없음   ②6개월전   ③1년전   ④기타(   )
55. 부모, 형제, 자매가 다음 병 중 앓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병에 √표 하십시오.

①없음      ②간질환    ③고혈압    ④당뇨병 
⑤결핵      ⑥심장병    ⑦갑상선병  ⑧뇌졸중      ⑨암

56. 수혈(피주사)을 받은 적이 ①있다 ②없다
57. 음식을 ①싱겁게   ②보통   ③맵고 짜게 먹는다.
58. 좋아하는 음식 ①채식   ②육식   ③채식과 육식
59. 술은 ①1주일에 1~2회   ②거의 매일   ③한달에 1~2회   ④거의 마시지 않는다. 
60. 담배는 ①피우지 않음   ②하루 반갑   ③하루 한갑이상   ④피웠으나 금연하였음. 
   금연하였으면 언제부터 금연하였습니까? (                  )
61. 담배는 ①     년간 피우고 있다. ②     년간 피운 적이 있다.
62. 과거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병과 종합검진 결과 이상소견이 있었으면 적어 주십시오.

63. 염려되는 증상과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 주십시오.

․출처 : 동의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중풍 예방 검진 센터
․() 안은 한의 중풍변증표준안-Ⅲ24)의 변증형과 관련된 문항을 표기한 것으로, 실제 설문지에는 나타나 있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