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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Theaim ofthisstudywastopresentseveralproposalsforfuturepulsediagnosispracticeandresearchby

investigatingthetrendofpulsediagnosisstudiesinKorea.

Methods:Wesearchedonlinemedicaldatabases,includingNationalDiscoveryforScienceLeaders(NDSL),theOriental
MedicineAdvancedSearchingIntegratedSystem(OASIS),theResearchInformationSharingService(RISS),andtheKorean
TraditionalKnowledgePortal(KTKP),forpulsediagnosisarticlesinKorea.Weselectedarticlesonpulsediagnosisbutexcluded
duplicatearticles,articlesirrelevanttopulsediagnosis,andarticlespublishedinforeigncountries.

Results:Inthefirstscreening,801articleswereselected.Wefound251articlesandclassifiedthemaccordingtocategory.
Themedicalengineeringfieldhad148articles.Atotalof24articleswererelatedtoalgorithmsforpulsewavedetection,34to
sensors,fivetopressurizationtechnology,16tosystems,11toremotemedicalservice,fivetomobiles,ninetotrends,and44to
basicresearch.TheKoreanmedicinefieldhad103articles.Atotalof41articlesweredevotedtoliteraturereviews,20tocase
reports,11toconstitutionalmedicine,sixtoexperimentalstudies,and25torelevantresearch.

Conclusion:Moreeffortstopracticepulsediagnosisforvariousdiseasesshouldbemadeandtheresultsactivelypublished.

Keywords:pulsediagnosis,Koreanmedicine,pulsewaveform,pulsephase,medicalengineering

Ⅰ.서 론

의학의 발 과정에서 진단이 차지하는 치는

매우 요하다.한의학에서도 통 인 방식으로

망문문 (望聞問切)에 의한 진단과정이 있어 왔지

만,이를 표 화하여 객 화시키고 정량화시켜 재

성을 높이기 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표

인 것으로는 망진과 련된 의료 상분석장치인

CTS-1000( 승의료기기)과 같은 설진기( 診器)
1

가 있으며, 진과 련해서는 맥 도검사(pulse

diagnosis)에 쓰이는 다양한 맥진기가 있다.맥 도

(electropulsegraph)란 손가락의 감각을 통하여

요골동맥에서 측정하던 맥진을 첨단 자 장비를

이용하여 맥이 뛰는 형상을 그래 로 표 한 것으

로,맥 도 검사는 의료행 정의
2
에서 보면 맥

(pulsewaveform)형태로부터 맥상(pulsephase)

패턴을 분석,평가하여 인체상태를 악하는 검사

로서 맥진기라는 장비를 통해 수행되는데 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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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진단에 의한 오차를 감소시켜 보다 객 인

자료를 제공한다.

맥진에 한 황분석을 통하여 개선방향을 제

시한 연구는 1997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 으로 이

루어지고 있었다.2010년 강 등3,4은 한의학의 진단

법을 소개하고,이 진의 꽃이라 불리는 맥진

의 종류와 쓰임새를 고문헌을 통해 풀이하 다.

한 맥진을 객 화하기 한 노력으로 핵심요소기

술들을 센서,측정,신호분석,진단연계,임상시험

성능시험기술로 분류하여 체계 으로 소개하고

발 방향을 제시하 다.강 등4은 1990년 에 들

어서면서 보완 개선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결

과 임상활용성이 떨어지고 맥진기법 자체에 해

서까지 불신이 팽배하게 되었다고 지 하 다.

한 맥진이라는 기법 자체가 몇 단계의 로세스로

이루어져 있는데,그 하나하나에 한 기술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의료기기로 사용되는

상품이 시장에 출시되어버려 시장상황을 이 보다

더 어렵게 만들어 놓은 원인도 있음을 보고했다.

더불어 지 까지의 한의학 진단기기 치료기기

의 연구개발이 다양하게 시도되어 왔으나 아직 뛰

어난 업 을 나타내는 것이 없는 근본 인 원인을

개발과정에서 진단연계 기술에 한 고민이 부족

했던 것을 지 하 다.그리고 서양의학의 발 은

의사뿐만 아니라 의공학자들의 노력때문이었던 것

처럼 한의학의 발 역시 한의공학을 하는 사람들

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학문간 융합과 긴

한 조를 한 교육과 교류가 필요함을 역설하

다.그러면서도 한의 련 의료기기의 경우 어느

선진국에서도 개척해 놓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세계 으로 선도할 수 있는 요한 기술 역이

될 수 있으므로 효과 검증 평가도구로서 시험

표 기 을 선 함으로써 련 산업분야의 비

약 인 발 을 기 하는 청사진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최5도 한 분야의 특정 기술뿐만 아니라 반

인 기술 수 향상과 함께 진 기술 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동일하게 제안하고 있다.

김 등은 맥진을 객 화하는 구체 인 요소기술

로서 맥진 알고리즘 개발에 한 연구 방법론을

소개하 고,이를 해 통 인 맥상을 물리량으

로 환하는 방법과 주요 10 맥상을 단하기

한 시공간 특징들을 산출하는 알고리즘을 설명

하 다. 한 지난 40여 년 동안 발 해온 맥진단

객 화를 한 다양한 연구 성과들을 고찰하고,앞

으로의 맥진단 기술이 진일보하기 한 기술 제

안을 센서 액 에이터(acutator)개발,물리량

연구,미래형 건강 리시스템 개발 임상 연구

로 세분화해서 설명하고 있다.센서 액 에이터

개발에 있어서는 측정 정 도 확보를 한 측정

부 의 인체공학 해석과 첨단 로 센서 기

술의 융합 등을 제안하 고,물리량연구에 있어서

는 한⋅양방에서 사용되는 심 지표와의 비교

연구를 통한 맥진단 지표의 타당성 연구가 실하

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유비쿼터스 헬스 어

시스템이 체의학 측면에서 맥진단기술 활용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이를 한

한⋅양방 융합형 의료기술 개발로의 연구 확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3,6.

향후 맥진과 련한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기

해서는 지 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에 한

조사가 필요하다.이에 자는 맥진에 한 국내

연구 동향을 살펴보기 하여 국내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문헌들을 살펴보았다.

Ⅱ.연구방법

1.문헌의 검색

국내의 연구 동향만을 살펴보기 해 데이터베

이스 검색 사이트 가운데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

(NationalDiscoveryforScienceLeaders,NDSL),

오아시스(OrientalMedicineAdvanced Searching

IntegratedSystem,OASIS),한국교육학술정보원

(ResearchInformationSharingService,RISS),한

국 통지식포탈(KoreanTraditionalKnowledgePor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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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KP)에서 ‘맥진’으로만 입력한 후 검색하 다.

문헌의 언어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학 논문을

포함하여 각각의 창간호로부터 2019년 8월 19일까

지 국내에 발표된 문헌만을 상으로 하 다.

2.문헌의 선별

검색과 논문의 선별은 2명의 연구자(LGH,JSW)

에 의해 독립 으로 이루어졌다.검색 이후 상호

평가하여 배제되는 논문이 없도록 하 다.검색하여

얻어진 문헌 외국에서 발간된 문헌과 록을

참고하여 본 연구의 상과 련 없는 논문을 1차

로 배제하 다.원문을 내려 받을 수 없거나,원문

을 읽고 복되는 논문을 다시 제외하는 2차 선별

을 진행하 다.검색은 되었지만 제목에 맥진,脈

診,pulsediagnosis가 표기되지 않았으면 본문을 읽

고 맥진이나 맥진기에 한 연구라면 포함하 다.

한 제목과 내용, 자와 발표한 시 이 비슷하지

만 제목과 발표학회지가 다르고 자들의 구성과

언어가 다르면 개별 문헌으로 단하 다.다만,

학 논문과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의 내용이 동일

할 경우 복된 것으로 단하여 학회지에 발표된

문헌만 포함하 으며,맥진이 표기되었더라도 맥진

는 맥진기와 련된 연구가 아닌 것은 제외하

다(Fig.1).

Fig.1.Flow-chartofarticleselectionprocess.

*NDSL:NationalDiscoveryforScienceLeaders,†OASIS:OrientalMedicineAdvancedSearchingIntegrated
System,‡RISS:ResearchInformationSharingService,§KTKP:KoreanTraditionalKnowledgePor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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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Category Title
Journalor
institution

Author
Publication
year

Device

Medical
Engineering

Software

Algorithm
forPulse
wave
Detection

3종 電子脈診器의 脈波型에 한 比 察 한한방내과학회지
한창호,문상 ,고창남,
조기호,김 석,배형섭,

이경섭
1997

맥진 신호 측정 장치의 설계 단국 학교 논문집 이상범,강병욱 1998

맥진단기 채 의 ISI감소를 한 응필터
세명 학교
한의학연구소

윤달환,정찬길,소경순 1998

맥진단기 채 의 ISI감소를 한 FSE성능개선 한국통신학회논문지 윤달환 1999

맥 의 특징 인식과 형의 분류에 한 연구 한 자공학회지
길세기,김낙환,이상민,
박승환,홍승홍

1999

맥동 의 특징 검출 한한의진단학회지 허웅,한순천,박 배 2000

맥진 객 화를 한 디지탈 맥진기의 진단 라
메터 연구

한 기학회
하계학술 회
논문집 D

이 ,김정훈,서 우,
이정환,이병채,이명호

2000

가변 잡음 문턱치를 이용한 맥 의 특성 검출
알고리즘에 한 연구

연세 학교 학원 서 우 2001

Table1.SummaryofSelectedArticlesaboutPulseDiagnosisforMedicalEngineeringField

3.자료의 정리

선별된 논문들을 2명의 연구자간 합의로 분류하

다.연구자간의 합의되지 않는 부분은 제 3의 연

구자(KSY)의 자문을 구하여 최종 분야를 결정하

다.크게 의공학 분야와 한의학 분야로 묶은 후,

의공학 문헌은 소 트웨어에 해당하는 맥 검출

알고리즘(parameter)과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장치

로 나 었고,후자는 다시 센서(소자),측정기술과

련된 가압기술,시스템,원격진료(데이터베이스),

모바일(스마트),동향(개선방향),그리고 련기

연구(비교연구 등)로 구분하 다.한의학 문헌은

맥진 이론과 련된 문헌고찰(변천과정),여러 질

환에 한 증례보고,다양한 체질의 진단에 이용한

체질의학,숙련도나 치료효과를 검증하기 한 실

험논문,그리고 기타 련연구(비교연구 등)로 세분

하 다.

Ⅲ.결 과

1.맥진 련 문헌

총 801편의 문헌을 찾을 수 있었는데 외국에서

발행된 6편과 맥진과 련이 없는 문헌 51편을 배

제하고,원문 체를 다운 받을 수 없었던 14편과

복으로 발표하거나 복으로 검색된 문헌 479편

을 제외한 251편의 문헌을 다운받아 읽어본 후 분

석하게 되었다.1974년부터 2018년까지 45년간 꾸

히 연구가 발표되고 있었다.크게 의공학분야에

해당하는 연구가 148편이었고,한의학과 련된 문

헌은 103편으로 각각 59%와 31%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2.맥진 련 연구동향

1)분야별 문헌 편수,최종발표 문헌 연도

분야별 문헌 편수와 최종발표 문헌 연도는 Table

1,2와 같다.

2)사용된 분류방법

연구에서 사용된 분류에서 두 가지 이상의 범주

에 속할 경우 주된 분야를 따랐으며,세분된 범주

에 들지 않을 경우와 비교연구는 련기 연구로

분류하 다. 한 발표된 학회지보다는 내용에 따

라 분류하 다.

3.의공학분야의 요약

맥진단의 객 화를 한 기술 가운데 신호분석

기술과 센서 기술 그리고 측정 기술 분야 등의 연

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Tabl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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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맥 의 분석 알고리즘 개발과 평가 한한의진단학회지 김지은,박경모 2002

자 맥진기 시스템을 한 디지털 필터 설계에
한 연구

삼척 학교
산업과학기술연구소

임덕규 2003

통계분석을 통한 한의 맥진에 유용한 라미터
도출:부침맥을 심으로 한 비연구

한 기학회
학술 회 논문집
정보 제어부문

이 ,이유정,이혜정,
최은지,김종열

2006

맥상 분류를 한 맥진기 데이터의 분석 한국자료분석학회지
이혜정,김주한,김홍기,

김종열
2007

脈象器를 통한 橈骨動脈 脈診法의 脈波分析的
硏究

동의 학교 학원 이정원 2008 3-DMAC

맥상기를 통한 요골동맥 맥진법의 맥 분석 -
좌 부 맥 요인을 심으로 -

동의생리병리학회지
김경철,이정원,류경호,
박동일,신우진,강희정

2009 3-DMAC

맥진 알고리즘 개발 자공학회지 김재욱,신상훈 2010

자 맥진기 시스템 개발을 한 맥 분석 알고
리즘과 디지털 필터 설계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김상호,임덕규 2010

맥 모니터링 시스템을 한 표 맥상 검출
알고리즘

한국HCI학회지 윤상훈,강원석,조행래 2012

연속 가압방식의 맥 측정방법을 한 시작
검출 알고리즘 개발

자공학회논문지
배장한, 주,김종열,

김재욱
2012

홀소자 집게형 맥진기로 획득한 허맥과 실맥의
형 분석

한국자기학회 자성
자성재료

국제학술 회

이남규,허 이,김근호,
손일호,최종구,이상석

2012

자기장 측정 홀소자 집게형 맥진기를 이용한 허
맥과 실맥 측 알고리즘 개발

한국자기학회지
이남규,김근호,이상석,
유지혜,유 상,선승호,
장세진,홍유식

2013

자성홀소자를 이용한 집게형 맥진기의 유효성
평가를 한 허맥과 실맥 로지스틱 회귀식 탐색

한한의진단학회지
유 상,장세진,선승호,
홍유식,이상석

2013

홀센서 집게형 맥진기를 이용한 허맥과 실맥의
진단지표 설정 비교분석 연구

상지 학교 학원 이남규 2014

심 계 시뮬 이터를 이용한 고 맥상 기
연구

상지 학교 학원 이주연 2016

맥진 기 연구를 한 장부⋅심 계 시뮬
이터 개발

상지 학교 학원 장민 2018

Hardware Sensor

이버 트랜스듀서를 이용한 맥 검출시스템
의 구

경북 학교
센서기술연구소

권오상,김규환,박승환,
박 배,홍승홍

1991

맥 검출용 센서 개발과 맥진시스템 구
경북 학교
센서기술연구소

홍승홍,박 배 1991

맥 검출용 센서 맥진 시스템 구
경북 학교
센서기술연구소

홍승홍 1992

맥 센서를 이용한 자동맥진시스템의 실용화에
한 연구

경북 학교
센서기술연구소

홍승홍 1993

3채 맥 검출장치의 GUI개발
世明 학교
한의학연구소

윤달환,정찬길,소경순 1998

脈動 검출을 한 응력 게이지형 변환기 개발 한한의진단학회지 허웅,박 배,김 규 1998

압력 조 식 맥진 센서의 개발 의공학회지
윤 ,조정 ,정 민,
신학수,소 섭

1999

총안 맥진을 한 맥동검출기 개발에 한 연구
(I)

한 자공학회
하계종합학술 회

논문집

김규상,양승렬,한순천,
박 배,김정국,허웅

1999

總按脈診用 맥동검출기 개발에 한 연구(Ⅱ) 한한의진단학회지 허웅,박 배 1999

맥 검출용 맥동 변환기 개발과 부⋅침맥의 특
징 추정

명지 학교 학원 조병서 2001

2차원 배열 자기 항소자를 이용한 공간 맥진
형의 산모사 분석

한국자기학회지
김미선,김선욱,김기왕,
이수진,이선구,이 숙,
박달호,황도근,이상석

2005

2차원 배열 자기 항 합을 이용한 공간 맥진
형의 산모사 분석

한국자기학회
동계학술연구발표회
2차 아시안포럼

김미선,김선욱,이진용,
윤문성,김기왕,이수진,
이선구,이 숙,박달호,
황도근,이상석

2005

GMR/SV소자를 이용한 착용형 맥진기 개발 한국자기학회지
김선욱,김기왕,최 근,
이상석,황도근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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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식 압력센서를 이용한 오 셋 압력 자동
제거형 맥진센서 개발 특성 연구

고려 학교 학원 임장권 2005

거 자기 항 소자를 이용한 3차원 맥진센서
개발

상지 학교 학원 김미선 2006

다 홀소자를 이용한 맥진기의 3차원 형 획
득 연구

한국자기학회지
최상 ,김미선,안명천,
최 근,김기왕,박달호,
황도근,이상석

2006

FBG를 이용한 맥진 시스템 개발
한국한의학연구원

논문집
주,이 ,유 희,

이재훈,이시우,김종열
2007

FDB방식을 채용한 멀티 어 이 맥진 센서설계
한 기학회

학술 회 논문집
정보 제어부문

주,이 ,이유정,
우 재,유 희,김종열

2008

수지부 감각정보에 을 둔 한의학 자 맥
진 시스템에 한 고찰

신호처리⋅시스템학
회 논문지

김병철 ,채한 2008

RageR&R분석을 이용한 맥 측정용 1-D어
이 압력 센서의 재 성 분석

한 기학회지
이유정, 주,이혜정,
남기창,김근호,허 ,

김종열
2009

맥진센서 센서 검증시스템 개발 한 기학회지 주,김재욱,김종열 2009

생체분자,맥진,음용수 센서로서 GMR-SV소자
활용

한국자기학회
임시총회

하계학술연구발표회

최종구,황도근,이장로,
박상 ,소 섭,이상석

2009

맥진기 센서 모듈 개발 한 자공학회지
신기 ,남기창, 성채,

김경하,허
2010

일자형 맥진센서를 이용한 맥진기의 신뢰성 평가 한 자공학회지
서미선, 주,김재욱,
이혜정,김근호,김종열,
허 ,신기 ,남기창

2010

FEM 분석을 통한 맥진센서모듈의 패키징 형태
와 응력분포

한국정보 자통신기
술학회논문지

신기 ,이상식 ,
주수빈

2011

실리콘 합을 이용한 맥진용 MEMS압력센서 앙 학교 학원 고석찬 2011

구자석과 홀소자로 구비된 집게형 맥진기를
이용한 맥진 형 측정과 분석

한국자기학회지 손일호,이상석 2011

기용량을 이용한 맥진기 센서 신호처리 검증 한 기학회지
정동윤,김 구,강태삼,
백창욱,김재욱

2011

구자석-홀 맥진센서를 이용한 양손 동시측정
맥진 형 비교 연구

한국자기학회지 유기두,황성기,이상석 2012

펜타입 압 항 센서를 활용한 연령별 맥 특성
맥 의 사증후군에의 용 가능성 평가

원 학교 학원 하 진 2012 DMP-1000+

홀센서를 이용한 착용형 맥 정보 획득 장치
구 특성 연구

상지 학교 학원 손일호 2012

홀소자를 이용한 집게형 맥진기 시뮬 이터 제
작과 맥동의 변 에 따른 구자석의 자기장 시
뮬 이션 특성

한국자기학회지
박태 ,심성아,최 ,
김용진,이상석

2013

구자석과 홀소자를 이용한 무선 집게형 맥진
기 특성 연구

한국자기학회지 윤우성,지종옥,이상석 2014

유한 요소법을 이용한 맥진 형의 자기장 변화
분석

한국자기학회지 박태 ,이상석 2014

Pressurization
Technology

가압에 따른 요골동맥 맥 변동 측정을 한
테스트 지그 개발

한 기학회
학술 회 논문집
정보 제어부문

이 ,우 재, 주,
이유정,김종열

2008

공압 가압 방식의 15채 맥 측정 시스템 한 기학회지
김은근,허 ,남기창,

허
2008

맥진 가압 트 이닝 시스템 개발 자공학회논문지
이 ,이유정, 주,
우 재,김종열

2008

맥진 가압 로 일 측정 시스템 개발
한 기학회

제39회 하계학술 회
이 ,이유정, 주,
유 희,우 재,김종열

2008

맥진 깊이 단을 한 실시간 압력 측정기 동의생리병리학회지 조정호,김 복,김기왕 2013

System

맥진 시스템의 개발과 주요 라미터의 측정 한 자공학회지
한완택,박승환,최흥호,

홍승홍
1993

多情報 獲得을 한 맥진기 개발과 임상 의의 한한의학회지 박 배,이호재,허웅 1995

자동 맥진기에 한 연구
원 학교
생체공학연구소

박승환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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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맥진시스템 자공학회논문지 이호재,허웅 1996

脈率檢出장치의 開發과 臨床的 意義 한한의진단학회지
허웅,김 규,함 근,

박 배
1997

뉴로-퍼지 방법을 이용한 한방 맥진 양도락
진단 시스템에 한 연구

자공학회논문지
김병화,한권상,이우철,
사공석진,안 식,김도

2000

맥진기(脈診機)제작과 맥 (脈波)분석 서울 학교 학원 윤 2000

3D맥진 시스템
동의 학교
한의학연구소

윤 ,강희정,류경호,
김경철,신순식

2004

통맥진의 객 화를 한 3차원 맥
진단시스템 개발

한국한의학연구소 강희정,김경철 2005

면 3차원 맥진시스템 연구 상지 학교 학원 안명천 2008

맥진기를 한 동잡음 검출 시스템 자공학회논문지
이 ,우 재, 주,
이유정,김종열

2008

3차원 脈象 측정 장치 개발에 한 연구
부산 학교

한의학 문 학원
김 복 2011

지능형 맥진 시스템 제어로 시스템학회
홍유식,홍주형,이우범,
이상석,남동 ,이규 ,

순용
2011

홀소자 집게형 맥진기를 이용한 양손 맥진시스
템 특성 연구

한국자기학회 자성
자성재료

국제학술 회

유기두,황성기,최종구,
손일호,김근호,이상석

2011

지능형 맥진기 구
한국인터넷방송통신
학회 논문지

홍유식,유 상,장세진,
선승호,이우범,남동 ,
유문성,최명복,이상석

2013

지능형 맥진기 연구 한국지능시스템학회지
홍유식,이남규,이상석,

최병재
2013

Remote
Medical
Service

원격 진료용 맥진 시스템에 한 연구
한의용생체공학회
추계학술 회

윤 신,김 규,허웅 1996

원격 자맥진 서비스 구
학교

산업기술연구소
김수 ,신동명,최용락 1998

Web기반 디지탈 맥진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
제어로 시스템
학회지

이 ,김정훈,이정환,
이해 ,김동철,서 우,

이명호
2000

맥진 객 화를 한 인터넷 DB구축 시스템에
한 연구

한 기학회
추계학술 회

논문집 학회본부 D

이 ,서 우,김정훈,
이정환,이명호

2000

인터넷을 이용한 디지털 맥진 서버시스템 구축
한 기학회
하계학술 회
논문집 D

서 우,이 ,김정훈,
황선철,이명호,이정환

2000

Web기반 원격 맥진 시스템 구축에 한 연구
한 기학회
하계학술 회
논문집 D

이 ,이성재,김정훈,
이명호

2001

유비쿼터스에서의 맥진 서비스를 한 온톨로지
구축

강원 학교 학원 박순희 2007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맥진 시스템 설계 연구
강원 학교
정보통신연구소

양동일,박순희,김진 ,
진 윤,최형진

2007

맥진 데이터의 온톨로지 표 과 진단 서비스 추
론 시스템

정보처리학회논문지
양동일,박순희,임화정,
양해술,최형진

2008

유비쿼터스 컴퓨 환경에서의 맥진 온톨로지
설계 구축

한의료정보학회지 양동일,박순희, 기환 2008

맥진기 컨텐츠 개발을 한 통합 데이터베이스
설계 구축

한국인터넷방송통신
학회지

소지호, 주 2017

Mobile

홀소자를 이용한 스마트 헬스 어 손목착용 맥
진기 개발

한국자기학회지
안명천,최종구,김근호,
손일호,이상석

2010

콘덴서 마이크로폰을 활용한 휴 용 맥진기기
개발 연구

부산 학교
한의학 문 학원

최성민 2012

홀센서 집게형 맥진기의 무선 네트워킹 모니터링
시스템에 한 연구

상지 학교 학원 윤우성 2014

모바일향 한의진단 손목 시계형 맥진기 설계디
자인 개발에 한 연구

상지 학교 학원 김용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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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성센싱 홀소자 맥진센서를 이용한 모바일향
건강진단 콘텐츠 개발

한국자기학회지
이상석,김근호,황도근,

이장로
2015

Trend

맥진기의 황과 망 한한의진단학회지 박 배 1997

맥진기의 문제 과 개선방안에 한 연구 한한의진단학회지 김종열,김경요,고기덕 1999

맥진의 인 객 화 연구를 한 기반조사
-I.기계 측정법에 한 비교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김경철,신순식,강희정,

차철용
2003

국의 맥진 객 화 연구 동향 한한의진단학회지
신상훈,박 배,임혜원,

김기왕
2004

국의 맥상 (脈象波)연구동향 II:임상활용
분야

한한의진단학회지
신상훈,김기왕,임혜원,
박 재,박 배

2005

맥진 알고리즘 향상 임상연구 용 한 기학회지
김재욱,김성훈,이유정,
주,강재환,김종열

2009

맥진기술동향 조사를 통한 맥진기 개발방안 제안 동의생리병리학회지 이유정,이 ,김종열 2009

맥 진단기기의 요소기술 제품화 동향 한 자공학회지 강희정,허 2010

맥진단 기술의 고도화를 한 KIOM 연구 개발
황

한 자공학회지 김 민,김재욱 2016

BasicResearch,etc.

Converter를 이용한 漢方脈診法 良 絡에 한
硏究

조선 학교 학원 오태석 1991

인 ⋅ 구 비 맥진단법에 한 연구 한 자공학회지
이호재,김근이,박연순,

박 배,허웅
1992

脈象形成에 한 基礎的 硏究 한동의병리학회지 박종 ,안규석 1993

人迎·氣口比 脈法의 定量化에 關한 硏究 한침구학회지
조명래,김무신,유충렬,
최찬헌,장경선 소철호,

박 배
2002

류역학을 이용한 구와 인 의 특성비교 한침구학회지
신상훈,박 훈,박 재,

박 배
2004

BMI가 한의맥 자동진단에 미치는 향
한 기학회

제38회 하계학술 회
이유정,이혜정,이 ,
강재환,이시우,김종열

2007 3-DMAC

어 이 압 항 센서 장착 맥진기의 고 압 맥
특성

경락경 학회지
최용석,김경요,황승연,
김종열,이시우,김 희,

주종천
2007 3-DMAC

요골동맥의 특성과 BMI그리고 한의맥상
의 상 계 분석연구

한 기학회
학술 회 논문집
정보 제어부문

이유정,이 ,이혜정,
김종열

2008 DMP-1000+

맥진 치에 따른 AIx변화 특성 연구
한 기학회

제40회 하계학술 회

주,김재욱,이유정,
유 희,이혜정,우 재,

김종열
2009

맥진기를 이용한 새로운 부침맥 단 방법
한동의생리학회⋅
한동의병리학회지

김성훈,김재욱,이유정,
김근호,김종열

2009 3-DMAC

비 식 생체단층촬 기술을 이용한 맥진
연구 -맥의 빠르기,크기 맥력을 심으로-

경락경 학회지
나창수,윤 환,김 선,
이창호,정운상,김지 ,

최찬헌
2009

좌우 맥 분석을 통한 특성 한의맥진연구
한 기학회

제40회 하계학술 회
이유정,우 재,이혜정,

주,김종열
2009 3-DMAC

희수식 자 맥진기의 재조명
학교

한의학연구소
김은혜,김병수,강정수 2009

맥진기를 이용한 부맥과 침맥 정량화 임상 연구 한 자공학회지
김재욱, 주,김근호,

김종열
2010 3-DMAC

홀소자를 이용한 손목착용 맥진기의 압추정
알고리즘

한국자기학회지
안명천,최종구,손일호,
이상석,김근호

2010

맥동 상 분석에 의한 맥진기 설계 한국콘텐츠학회지
이우범,최창열,홍유식,
이상석,남동

2011

ECG 형과 홀소자 맥진 형으로 동시 측정한
맥 달속도 특성 연구

한국자기학회지
유재 ,최슬기,김담비,

이상석
2012

다 비례솔 노이드를 사용한 한방 맥진용 맥
구

강원 학교 학원 양용명 2012

동시 측정된 ECG와 요골동맥 형 분석을 이
용한 맥 달속도 특성연구

상지 학교 학원 유재 2012

맥진연구를 한 심 계 시뮬 이터의 개발 한한의진단학회지 이주연,신상훈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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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세 맥동 상을 이용한 맥 측정 시스템
한국인터넷방송통신

학회지
이우범,최창열,홍유식,
이상석,남동

2012

요골동맥 와 PPG를 이용한 류속도와 추정
압 특성 연구

상지 학교 학원 장덕형 2012

자성 홀소자 맥진기와 용 맥 계의 맥진 형
을 이용한 류속도 측정 연구

한국자기학회지
장덕형,김담비,최슬기,

이상석
2012

음 와 맥진기로 살펴본 인 맥의 세기와 경
동맥의 상 요인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송민선,이상 ,최찬헌 2012

홀센서 손목 착용형 맥진기를 이용한 류속도
맥 달속도 측정 분석

한국자기학회지

김담비,최슬기,장덕형,
유재 ,조 성,이남규,
김근호,손일호,최종구,

이상석

2012

홀센서 집게형 맥진기 요골동맥 에 FFT를
용한 호흡수 추출 연구

한국자기학회지 조 성,이상석 2012

ECG,맥진모듈,PPG를 이용한 생체신호 모니
터링 장치 개발과 특성에 한 연구

상지 학교 학원 이 희 2013

Photoplethysmograpy를 이용한 한의학 인 맥동
분석

부산 학교 학원 조진 2013

자성측정 홀소자와 압력측정 반도체 소자 손목
형 맥진기의 비교연구

한국자기학회지
박도 ,김용진,이남규,
홍유식,이상석

2013

홀센서 집게형 맥진기와 심 도-용 맥 계를
이용한 한양방 융합용 환자감시장치 개발연구

한국자기학회지 이 희,홍유식,이상석 2013

홀센서를 이용한 맥 분석기의 ‘임상시험계획승
인’ ‘한국 우수의약품 제조 품질 리 기
’에 한 연구

상지 학교 학원 김근호 2013

홀소자가 구비된 요골동맥 집게형맥진기와 심
도로 측정된 맥 달속도

한국자기학회지 이규환,이상석 2013

맥진기를 이용한 좌우 맥 특성 연구 한한의학회지
강진호,이한별,김기왕,
권정남,이병렬

2014 3-DMAC

구자석과 홀소자가 구비된 맥진기를 이용한
경동맥과 요골동맥의 맥진 형과 맥 달속도
분석

한국자기학회지
김동 ,이상석, 석산,

이진규
2014

3개의 센서(ECG,PPG,맥진센서)를 이용한
류속도 측에 한 연구

가톨릭 동 학교
학원

허선오 2015

구자석과 홀소자가 구비된 집게형 맥진기를
이용하여 측정한 말 류속도와 말 맥 달
속도의 특성에 한 연구

상지 학교 학원 김근호 2016

한의학 표 맥상 모델링 맥 재 시스템
개발

연세 학교 학원 허 2016

맥상의 물리량 속성 악을 통한 맥진지수 개발
황

한 기학회지 주,배장한,김종열 2017

어깨찜질기 온열효과로 인한 요골동맥 맥진
형의 특성 변화에 한 연구

상지 학교 학원 김태희 2017

홀소자 집게형 맥진기로 측정된 요골동맥 의
수축기와 상완 압의 변화 의존성에 한 연구

상지 학교 학원 이동진 2017

맥진기(脈診機)개발을 한 평맥(平脈) 류
속도 류량 분석

한 자공학회지 안원식 2018

생체 기자율반응 측정기와 한방진단시스템
맥진기 검사 해석의 상 성 연구

한한방부인과학회 옥진유,이인선 2018 3-DMAC

자성 홀소자 손목 착용형 맥진기로 측정된 요골
동맥 의 수축기 시간에 의존하는 수축기 압
공식 추정 연구

한국자기학회지
이동진,김수희,정재한,

이상석
2018

피부 기 항측정기(ABR-2000)의 맥진기(3D-MAC)
한방진단시스템(DSOM)과의 상 성 연구

한한방부인과학회지 송정오,김민애,이인선 2018 3-DMAC

1)출

다양한 학교의 학원 연구소에서 43편의

문헌을 발표하 으며,한의학 련 학회에서 29편

을 출간하 다.다음으로 한국자기학회지가 25편,

한 기학회지 18편, 한 자공학회지 16편이 있

었으며,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지 3편,제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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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Category Title
Journalor
institution

Author
Publication
year

Device

Korean
Medicine

Literature
Review

諸家脈診論 比 硏究 한한의학회지 우기 1978

내경상의 맥진 이론
경산 학교
제한동의학술원

이상일,이문재 1981

內經의 脈診과 後代醫家說의 比 硏究
경희 학교
한의과 학

김태희,홍원식 1987

咳嗽 脈診에 關한 文獻的 察 한한의학회지 오태환,정승기,이형구 1988

黃帝內經의 脈 理論과 診脈法의 變化에 關한 硏究
동국한의학연구소

논문집
나경찬,박 국 1993

脈診의 起源과 內經의 脈診에 한 硏究(Ⅰ)
한한의진단
학회지

백정의 1998

黃帝內經에 나타난 脈診法에 한 硏究
한원 의사
학회지

장용우,임진석 1998

黃帝八十一難經의 脈診에 한 硏究(II)
논문집: 학교
한의학연구소.
한의학편

백정의,윤창렬 1998

氣口脈診法의 藏府配屬에 한 硏究
한원 의사
학회지

황원덕,김 한 1999

難經 1-23難中 脈學條에 한 硏究
동국한의학연구소

논문집
김법진,박원환 2000

歷代 脈診의 變遷과 東醫壽世保元에 나타난 脈에 한 察
한국 통의학
연구소

최지숙,김경요 2000

Table2.SummaryofSelectedArticlesaboutPulseDiagnosisforKoreanMedicineField

시스템학회지가 2편으로 복수의 문헌을 배출하

다.한국통신학회지,한국자료분석학회지,한국산학

기술학회지,한국HCI(humancomputerinteraction)

학회지,의공학회지,신호처리시스템학회지,한국정

보 자통신기술학회지,한국지능시스템학회지, 한

의용생체공학회지,정보처리학회지, 한의료정보학

회지,한국콘텐츠학회지는 각 1편씩만 있었다.특

히 40편의 학교 발표 문헌 가운데 의료기기 신

도시인 원주에 소재한 상지 학교에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14편의 문헌을 꾸 히 발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동 향

류역학 인 연구로 맥에 향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에 한 분석에서부터 맥을 객

이고 반복 으로 재 성 있게 측정하기 한 치

선정에 한 연구,3차원 인 맥상을 정확하게 얻

기 한 다양한 센서에 한 연구,한의 진단과 연

계하여 거(擧)⋅안(按)⋅심(深)의 방법을 구 하

여 최고의 의미 있는 데이터를 얻기 한 한

피드백과 정량 으로 조 이 가능한 가압방식에

한 연구,얻어진 데이터에서 맥을 구분 짓기

한 지표 발굴에 한 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

며,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원격진료와 모바일 건강

진단 련 기술 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그

리고 신 등7은 국에서의 맥진의 객 화,맥진의

응용,의사학 고찰,맥진의 다양한 방법,기타로

나 후 맥진의 객 화를 맥상의 형성기 연구와

맥상의 분류,맥상의 객 인 묘사,맥상의 객

인 검사 측정,맥상의 객 분석으로 세분

하여 살펴보았고,신 등
8
은 국에서의 임상활용

분야와 련해서 정상인의 맥상 ,진단 역과 치

료 역으로 나 임상 응용,맥진 응용과 같은 기

타 역으로 나 어 살펴보아 연구분야 설정에 참

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한의학분야의 요약

일치된 맥진 방법을 한 문헌고찰부터 임상에

용하여 얻은 결과 분석,그리고 맥진의 숙련도

평가를 한 실험 연구 등이 있었다(Tabl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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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部九候診의 經脈診斷法으로서의 意義 延變에 關한 硏
究 -經脈 脈診과의 相關性-

동국 학교 학원 허 범 2001

經脈脈診法인 十二經脈脈診,三部九候診,人迎氣口診의 寸口
脈으로의 演變에 關한 硏究

한의료기공
학회지

임한제,윤종화 2002

고 경맥진단법 삼부구후진에 한 연구 한침구학회지 허 범,윤종화,김갑성 2002

古代의 經脈診斷法 十二經脈 脈診에 關한 硏究 한침구학회지
임성철,손성철,이경민,
황민섭,김갑성,윤종화

2002

奇經八脈巧 中 氣口九道脈에 한 察
한한의진단
학회지

주신탁,박원환 2002

馬王 出土 醫書 脈法에 關한 硏究 -經脈과 脈診과의
相關性에 關한 硏究-

한침구학회지 서용원,윤종화,김갑성 2002

靈樞·經脈의 寸口人迎脈診에 關한 硏究 한침구학회지 신 순,장 ,윤종화 2002

中國 古代 脈診에 한 硏究 :內經,難經,傷寒論을 中心으
로

학교 학원 백정의 2003

經脈診斷의 脈診法이 氣口脈의 寸關尺 六部定位脈診法으로
演變된 緣由에 關한 硏究 -經脈學說 脈診法의 相關性-

한침구학회지 임한제,윤종화 2004

古代의 經脈診斷法 中 十二經標本脈診法에 關한 硏究 한침구학회지 이동휘,황민섭,윤종화 2004

맥상 분류 기 에 한 방법론 고찰
-瀕湖脈學을 심으로 -

한국한의학
연구원논문집

이주호,최환수,김철 2004

脈診法의 醫史學的
한한의학

경락진단학회지
배성인,최운 2004

奇經八脈의 脈診法인 氣口九道脈에 關한 硏究 한침구학회지
황정일,이 범,황민섭,

윤종화
2005

難經滙注箋正 中 脈診에 한 硏究
논문집 : 학교
한의학연구소.
한의학편

박근정,윤창열 2006

인 구맥법의 기 변천 과정
한한의학원
학회지

김기왕 2006

문헌고찰 실측에 근거한 맥진기 측정시 척 정 에
한 제안

한한의학회지
김 호,이 ,김기왕,

김종열
2007

傷寒論 脈診의 원리
한한의학원
학회지

정창 ,장우창 2007

寸口脈法의 寸關尺 臟腑配屬에 한 硏究 -关于寸口脉法寸
关尺臟腑配属的硏究

한한의학원
학회지

정치욱,윤창열 2008

氣口人迎脈의 '關前一分處'比定과 關脈 形成過程의 相關性
에 한 硏究

한한의진단
학회지

김정규 2009

難經 脈診條 一難~八難의 英譯 硏究
한한의학원
학회지

김지 ,백진웅 2009

脈診에 한 圖像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

논문집
한 재 2009

纂圖方論脈訣集成의 醫史學的 硏究 경희 학교 학원 허종 2009

難經 脈診條 九難~十五難의 英譯 硏究
한한의학원
학회지

김재균,강혜원,백진웅 2010

溫病條辨에 나타난 脈診 硏究
한한의학원
학회지

권정 ,백유상 2010

難經⋅脈診條 十六難~二十二難의 英譯 硏究
한한의학원
학회지

강혜원,김재균,백진웅 2011

황제내경에 나타난 침자 후의 맥진
한한의학원
학회지

배성철,신승훈,김기왕 2011

氣口人迎脈에 한 연구 원 학교 학원 석진한 2012

素證과 脈診에서의 個體性 觀察에 한 文獻的 察
한한의학원
학회지

김경철,이해웅 2014

素問⋅六節藏象論의 人迎⋅寸口 脈診의 셈법과 활용에 한
연구

한한의학원
학회지

조학 2017

醫案 歷試漫筆의 脈診 實行에 한 연구
한한의학원
학회지

종욱 2017

Case
Report

內傷疾患의 證候와 脈診에 依한 治驗例(臨床症例) 한한의학회지 최용수 1977

脈診器를 利用한 眼耳鼻咽喉科 疾患 治療實例
한한의학회
외 과학회지

최규동 1994 희수식

脈診器를 이용한 中風患 의 臨床的 察 한동의병리학회지 신병철,이시형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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感冒辨證에서 희수식 맥진기를 이용한 肺脈觀察의 臨床的
意義

학교
한방병원 논문집

김 명,고재찬,배한호,
박양춘,김병탁,김철

2001 지-메트

인 구 비교맥진을 통한 간화 담화성 이명환자 침 치료4례
한안이비인후피
부과학회지

원 호,소웅룡,이순호,
김제

2002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의 피로도에 한 체표 교감신경 활
성 심 반응의 연계성 (양도락과 맥진검사의 진단
가치)

한한방내과
학회지

김 경,윤상 ,유종민,
장선 ,이 석,엄국 ,
이선령,김진성,류 하,

류기원

2005

호흡기계 환자에 한 양도락⋅맥진검사의 진단 가치
한한방내과
학회지

황 호,정승연,정승기 2007

呼吸器系 患 에 한 良 絡⋅脈診 檢査의 治療經過 辨
證診斷 價値

경희 학교 학원 심 암 2007 SME-5800

脈診器를 이용한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임상 고찰
한한방안이비인
후피부과학회지

신윤진,김윤범,윤상 2008 SME-5800

鼻涕證,咳嗽證,哮喘證 患 에 한 良 絡·脈診檢査의 診
斷價値

한한방내과
학회지

심 암,이성헌,정희재,
정승기

2008 SME-5800

고 압 환자에서 압 조 여부에 따른 氣血水 辨證,脈象,
삶의 질 비교

동국 학교 학원 최인 2009 3-DMAC

풍환자의 변증에 사용되는 맥진 지표에 한 연구
동의생리병리
학회지

이정섭,고미미,강병갑,
김소연,김정철,오달석,
이인,김윤식,방옥선

2009

脈診機를 통한 多汗症 환자의 특성 분석 診斷에 한 연구 경희 학교 학원 최규희 2012 SME-5800

맥 모델링을 통한 만성 염 분류 기법
한국정보 자통신기
술학회논문지

최상호,신기 ,신지태 2012

월경장애를 가진 여고생의 맥진분석
한한방부인과
학회지

김수 ,조혜숙,이인선 2013 DMP-1000+

맥 의 특징 추출 방법에 따른 만성 염 별 모형
자공학회
논문지

최상호,신기 ,김재욱,
진승오,이태범

2014

이암 환자의 맥진기 검사 특성에 한 연구 경희 학교 학원 이지 2014 3-DMAC

여성 불임환자의 맥진특성 연구

논문집 :
학교

한의학연구소.
한의학편

유정은,장새별,유동열 2015
MAXMAC
-27Plus

맥진기를 활용한 부인과 질환 상 임상연구 고찰
한한방부인과
학회지

김지혜,김종열 2016

맥진기를 활용한 사증후군 상 임상연구 고찰
한한방내과
학회지

김지혜, 주 2018

Constitutional
Medicine

24體質 鍼論과 그 脈診法 硏究 한한의학회지 염태환 1987

熙洙式 脈診器를 利用한 四象體質 鑑別法 한한의사 회지 나경찬 1993 JungJin

陰陽脈診法을 利用한 三一體質診斷 論理設計 한 자공학회지 김철운,김 민 1995

脈診의 四象醫學的 察 사상체질의학회지
김인태,이수경,이의주,
고병희,송일병

2003

四象體質病症과 脈診의 相關性에 한 文獻的 察 한약침학회지 김동 ,김정렬,김달래 2003

사상 체질 별 알고리즘과 자동 맥진 시스템의 구 자공학회논문지 박승창,김 진 2004

팔체질의학 맥진의 신뢰성 연구
한경락경
학회지

이향숙,이용범,신용섭,
김희주,서정철,이 무,
이혜정,최선미

2005

四象人의 안면,음성,피부 맥진 특성에 한 설문조사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이 희,김윤희,황민우,
김종열,이의주,송일병,

고병희
2007

맥진을 이용한 사상체질 별 방법의 개선 의의
한국한의학연구원

논문집
김재욱,김성훈,이유정,
주,김근호,김종열

2009 3-DMAC

맥진기를 이용한 인 구맥과 체질량지수 사상체질간의
계연구

한동의생리학회⋅
한동의병리학회지

송민선,박혜선,김오 ,
김병수,양동 ,최찬헌

2011

사상체질과 맥진기 검사 결과와의 상 성에 한 연구 -국
내 논문에 한 체계 고찰 -

한동의생리학회⋅
한동의병리학회지

이혜윤,정아람,손한범,
황만석,이정원,김경철,

윤 주
2012

Experimental
Study

8體質脈診 熟練度 評價方法에 關한 硏究
한한의진단
학회지

신용섭,박 재,박 배,
오환섭

2006

반복시행에 따른 八體質脈診의 診斷一致度와 體質醫學에
한 인식 조사 :일부 가임기여성을 상으로

동국 학교 학원 박 수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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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자극이 左關脈象과 심박수 미세변화에 미치는 향 원 학교 학원 원재균 2008 3-DMAC

한의사 맥진 가압력 재 에 한 고찰
한국한의학연구원

논문집
이 ,우 재, 주,
이유정,유 희,김종열

2008

맥진기 결과에 한 독자간의 독 일치율 비교 연구 경락경 학회지 강세 ,장인수,김락형 2011
MAXMAC
-27Plus

맥진기 독의 신뢰도 형의 재 성 연구
한한방내과
학회지

박승찬,이지혜,이혜윤,
조민경,김도형,김소연,
최 용,한창우,박성하,
홍진우,이인,권정남

2013
MAXMAC
-27Plus

Relevant
Research,
etc.

脈診과 漢方 한한의학회지 최용수 1974

脈診과 五實型 한한의사 회지 김경호 1994

緩脈의 東西醫學的 해석 -脈率을 심으로 한한의학회지
박 배,강성길,김창환,
고형균,김용석,이윤호,
김성운,허웅,윤충화

1997

진맥기 제작과 생활의학 활용을 한 과학 진맥이론

한국감성과학회
2000년도
추계학술 회
논문집

장동순,신미수,백 수 2000

十二經脈의 遍診法을 통한 經脈과 脈診과의 相關性에 關한
硏究

한의료기공
학회지

홍 석,윤종화 2001

기구인 비교맥법에 한 수지맥진과 기기측정치의 상 성
연구

동의생리병리
학회지

용석,채우석,조명래,
소철호,최찬헌,장경선

2002

六脈診과 陰陽比 脈診을 통한 是動 所生病에 한 硏究
한한의학

경락진단학회지
김남일,박 홍,조남경 2002

한의학 임상시험계획서 작성법에 한 연구 -寸脈과 尺脈의
强弱과 性別의 계에 한 연구를 사례로-

한국한의학연구원
논문집

백상용,김세 2002

인 기구맥진법의 오행침 운용에 한 고찰 한침구학회지
박사 ,신정철,류충열,

조명래
2004

古代 脈診法에 있어 十二經脈脈診과 十二經脈標本診에 關한
比 硏究

동국 학교 학원 이승우 2005

맥진기 연구개발에 한 수요조사
한 방한의
학회지

김경철,김종환,신우진,
이해웅,강희정

2009

맥진기 연구에 한 의사의 인식에 한 수요조사
한한의학원
학회지

김경철,김 한,신순식,
김훈,이해웅,김종환,
두승희,박주연,趙英日

2009

맥진기와 경락기능검사기의 신뢰도 연구 원 학교 학원 남창우 2009 3-DMAC

맥진기와 심박변이도검사기의 신뢰도
한국 통의학
연구소

남창우,오승윤,김구,
주종천

2009 3-DMAC

電子脈診器의 脈狀과 古典의 諸脈體狀에 한 硏究(Ⅰ)
한한의진단
학회지

김석하,홍섭희,정 정,
박원환

2009 AlphaMac

의사의 맥진기 인식에 한 통계 분석 연구
한한의진단
학회지

김경철,김종환,신우진,
이해웅,박주연,홍상민,
두승희,강희정,趙英日

2009

맥의 빠르기,크기,깊이에 한 통맥진과 기기측정 맥진
의 비교 연구

경락경 학회지
하인 ,윤여충,윤 환,
최찬헌,이 수,임승일,

나창수
2011

MAXMAC
-27Plus

脈診과 '痏'를 심으로 한 繆刺法연구
동의생리병리
학회지

지재동,김 2011

통맥진과 기기측정맥진의 상 성 연구 동신 학교 학원 하인 2011
JungJin,

MAXMAC-27

실을 통한 맥진,소 사진맥(懸絲診脈)에 하여
한한의진단
학회지

최성민,김기왕 2012

脈狀의 患側 取穴과 鍼 治療 경과 확인 기 으로서의 寸口脈
診의 意義

한한의학원
학회지

심소 ,강민정,김재규,
백진웅

2014

兒脈診의 特性에 한
한한의학원
학회지

백유상 2014

AStudyontheTransmissionofPulseDiagnosisinKorean
Medicine

경희 학교 학원 한선 2015

담정격 담승격 자침이 정상 성인의 맥 변화에 미치는
향

학교 학원 김윤주 2015 DMP-3000

寸口脈의 腸,大腸 配屬 論議로 바라본 脈診의 經絡診斷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황치 ,김명 ,김병수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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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출

문헌고찰이 41편을 차지하고 있는데 학원 논

문이나 학의 연구소의 문헌이 22편이었고, 한

원 학회지가 다음으로 16편을 발표하고 있었다.

진단학과 련된 한한의진단학회지는 7편, 한

한의학경락진단학회지는 2편이 있었으며,경락과

련하여 한침구학회지 8편, 한경락경 학회지

는 3편, 한약침학회지에서는 1편을 찾아 볼 수

있었다.그 밖에는 한한의학회지와 한동의생리

병리학회지가 각 7편,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6

편, 한한방내과학회지 그리고 공학계열학회지가

각 5편이 있었으며, 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에

3편,한국 통의학연구소, 한의료기공학회지,

한한방부인과학회지, 한한의사 회지,사상체질

의학회지에서 각 2편, 한 방의학과학회지에서는

1편을 출간하 다.

2)동 향

문헌연구를 통해 다양한 맥진법의 변천과정과

근거,방법을 살펴보고 있었으며,체질의학에서는

체질진단에 요한 근거인 맥진의 활용법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사상체질과 련된

연구가 8편으로 압도 으로 많았으며 24체질,8체

질,三一체질과 련된 논문이 각각 1편씩 보고되

었다.증례보고에서는 만성 염,감모(感冒)를 포

함한 내과질환 련 논문이 12편으로 가장 많았고,

아토피 피부염과 이명을 포함한 안이비인후피부과

질환은 4편이었으며,월경장애와 불임을 포함한 부

인과 질환은 3편, 이암 환자에 한 보고도 1편

이 있었다.그리고 김 등9은 의사의 맥진기 인식

에 한 조사도 병행하여 향후 맥진기 수요에

한 고민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Ⅳ.고찰 결론

맥진의 과학화를 해서는 객 인 분류 기

에 따른 통 인 맥상을 물리량으로 환하는 방

법이 필요하나,맥의 깊이와 같이 잘 정의된 맥의

속성을 물리량으로 표 하는 방법조차 유일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꾸 한 맥진지수의 개발과

보완 연구가 필요하다3. 국의 비조복10은 28맥의

속성을 귀납 으로 분류하여 맥동이 느껴지는 깊

이(淺深),맥동하는 힘의 강약(脈力),맥박의 빠르

기(脈率),맥동이 느껴지는 지름방향의 범

(脈幅),맥동이 느껴지는 축 방향의 길이(脈

長),맥동의 원활한 정도, 벽의 딱딱한 정도,

맥박의 리듬과 힘의 균일한 정도의 8가지 기 으

로 맥상을 구분하기도 하 는데, 한한의진단학회
3는 맥상 정량화를 한 문가 의체를 구성하여

델 이 기법에 기반한 맥상에 용 가능한 물리량

속성 7건(맥의 깊이,빠르기,세, 비,길이,불규

칙성,긴장도)에 한 문가 합의를 도출하 고,

10개 기본 맥상(浮,沈,遲,數,洪,細,虛,實,促,

結)에 한 물리량에 한 총의도 도출하 다.후

속연구를 통하여 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맥 의

첨 도에 한 물리량을 추가하여 2차 델 이를

진행하여 좀 더 복잡한 5개 맥상(緩,滑,澁,弦,緊

脈)에 한 추가 델 이 문항을 개발하고 총의를

도출한 결과도 보고하 다. 한 다른 복잡한 물리

량들에 해서도 추가 인 델 이 연구를 진행

에 있다고 하 다.더불어 요골동맥에서 측정한 압

력맥 를 패턴분류 할 수 있는 맥진지수 개발 연

구를 통해 맥력(pulsepressure)지수,맥심(pulse

depth)지수,맥실(pulsevolume)지수,지삭(pulse

rate)지수를 개발하 고,만완(蔓緩)지수,심응(心

應)지수,맥긴(脈緊)지수 등의 새로운 지수도 개발

에 있다고 하 다.

1994년부터 2004년까지의 국에서의 맥진과

련된 연구를 분석한 논문7과 비교해 보았을 때 본

연구에서는 크게 의공학 인 부분과 한의학 인

부분으로 나눔으로써 련 분야의 연구자들이 쉽

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객 화 연구만

을 상으로 세분한 것과는 달리 해당 분야별로

각기 다른 항목에 따라 분류하여 구분이 보다 명

확해지도록 하 다.주로 재 성이 높은 측정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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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의 처리과정을 통한 분류를 담당하고 있는 의

공학분야와 련된 문헌으로는 검출을 한 압

효과(piezoeffect)를 이용한 압 센서부터 입체

인 분석을 한 다채 압력센서, 이 를 이용한

비 식 센서나 홀소자와 같은 자기센서를 연

구한 센서나 소자 련 문헌이 34편으로 가장 많았

고,맥 검출 알고리즘이나 변수(parameter)와

련된 문헌이 24편으로 다음을 차지하 는데 자

는 2014년,후자는 2018년에 발표한 문헌이 있었으

므로 꾸 히 맥진기의 개발과 련하여 연구가 지

속되면서 한의학 분야보다 더 많은 연구가 의공학

부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

었다.

맥진의 변천과정과 임상에서의 활용 주의 한

의학과 련된 문헌으로는 문헌고찰이 2017년까지

41편으로 큰 비 을 차지하고 있으며,증례보고가

2018년까지 20편으로 다음을 차지하고 있었다.증

례보고를 살펴보면 내상질환과 연 된 질환에 주

로 맥진이 이용되고 있으며,통증과 같은 경근병

(經筋病)질환에는 극 으로 이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황제내경에 나타난 침자 후의 맥진11과

24체질 침론과 그 맥진법 연구
12
와 같이 침치료

후의 맥의 변화를 찰하여 후를 악할 수 있

으므로 다양한 질환에서 좀 더 극 인 맥진의

사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특히 한의학 분야

에서의 연구가 2:3정도 비율로 의공학보다 게

나타났는데 맥진을 활용한 다양한 질환에 한 증

례발표와 같은 임상시험이나 신뢰성 검증 등의 성

능시험이 상 으로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에

한 연구와 보고도 꾸 히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의사의 맥진 훈련에 한 연구는 4편이 있었

다.맥진 가압 트 이닝 시스템 개발13은 부 침을

한 맥진 시 손가락에 가하는 한 압력에 조

능력 향상을 한 연구이며,다 비례솔 노이

드를 사용한 한방 맥진용 맥 구
14
과 한의학

표 맥상 모델링 맥 재 시스템 개발15은 다양

한 맥을 인공 팔 모형을 통해 구 해내는 맥진실습

용 맥 시뮬 이터의 개발에 한 문헌이다. 한

AStudyontheTransmissionofPulseDiagnosis

inKoreanMedicine
16
은 맥진 교육과 수가 어떻

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한 연구로서, 실 인

어려움에 하여 피력하고 있다.결국 맥진은 옛

시 부터 사용되어온 검사방법인데,이 방법이 1:1

도제 계로 수되고 수년간 훈련을 거치던 시

과 달리 교실에서 문헌상으로 교육되고 다년간의

훈련이 사실상 생략된 채 한의사를 배출하기 시작

하면서 맥진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
4
.

다양한 연구에 사용된 맥진기 가운데 시제품을 제

외한 상용화된 제품을 보면 1972년에 개발된 희수식

맥진기(H.S.ELECTROPULSEGRAPH; JungJin/

지-메트/AlphaMac,Korea)를 사용한 문헌은 1993

년부터 2011년까지 5편이 발표되어 있고,1986년에

개발된 소드식 맥진기를 양도락과 복합한 제품

(MediraSME-5800N/P;NeomythCo.,Korea)을

이용한 문헌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4편,기존의

희수식 맥진기를 개량한 심안맥진기(MAXMAC-27,

MAXMAC-27Plus;UMAXMedical,Korea)를 사

용한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문헌이 5편,2005년에

개발된 3D맥진시스템을 구 한 맥진기(DMP-1000+,

DMP-3000,3-D MAC;DAEYOMEDICo.,Ltd.,

SouthKorea)를 이용한 문헌은 2007년부터 2018년

까지 20편이 발표되었다.맥동 형에 한 형성기

설명이 없고,학계에 연구 보고된 맥 형과 거

리가 있으며,임상 활용방법에서도 기존 맥진 이

론과 부합되지 않으면서 객 으로 검증되지 않

은 해석이 용되었고,커 방식을 취함으로써 정

확한 측정부 를 찾을 수 없고,압 효과로 발생한

미약한 류를 측정하는 검류계(galvanometer)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센서에서도 문제 이 많이

노출된 희수식과 같은 압 센서방식보다는 3-D

MAC과 같은 압 항센서를 사용한 다채 압력센

서방식의 맥진기를 이용한 연구가 늘고 있음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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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8,17,18.하지만 상용 개인용 컴퓨터에서 3

주 내외의 계산시간이 필요한 3차원 수치모델을

해서는 수퍼컴퓨터에 기반한 컴퓨 워를 필

요로 하지만,임상 장에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축 해 상당한 임상 유용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컴퓨터,휴 폰 등과 간단하게 연결이 가능한 소형

콘덴서 마이크로폰 센서를 사용하고 있는 희수식

맥진기는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결을 통한 원격진료

와 모바일 건강진단과 같은 유비쿼터스 헬쓰 어

시스템과 쉽게 목할 수 있어 미래의 건강 리

체계에서 응용이 확 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3,5.

련연구 에서 맥진연구를 한 심 계 시

뮬 이터의 개발19은 객 인 의공학 연구를

한 기 를 제공해 수 있는 연구이며,홀센서를

이용한 맥 분석기의 ‘임상시험계획승인’ ‘한국

우수의약품 제조 품질 리 기 ’에 한 연구
20

는 맥진기의 개발을 한 임상연구의 허가 승

인과정에 한 연구로서 의료기기산업 분야의 후

학자들에게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그밖에

에 띄는 연구로는 드라마나 화에서 해보았던

사진맥(懸絲診脈)과 련한 논문21이 있었는데

양호한 조건에서 일정한 거리까지 실을 통한 맥동

의 달은 가능하나 이를 통해 한의학 맥진을

수행할 수는 없으며 오늘날 해지고 있는 사례는

역사 실체가 없는 구 (口傳)일 가능성이 크다

고 자는 결론 내리고 있다.

마지막으로,맥진기의 문 표기가 pulsediagnostic

apparatus,pulseanalyzer,pulsemeter-analyzer,

pulsediagnosissystem,electronicmanometer,pulse

diagnosismachine,pulsetonometricdevice등과 같

이 다양하게 표 되고 있으므로 용어의 통일이 필

요해 보인다. 한 수천만에 달하는 맥진기의 비용

에 비해 검사의 수가는 만원도 안 되므로 맥진기

의 사용 확 와 증례 수집을 해서는 상 가치

수의 조 등을 통한 사용률 제고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치료 후 맥의 변화를 찰

함으로써 치료경과 등을 악할 수 있으므로 다양

한 질환에서 좀 더 극 인 맥진의 사용이 필요

할 뿐만 아니라 그에 한 임상시험과 더불어 신

뢰성 검증 등의 성능시험에 한 연구도 꾸 히

진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다만,검색어를 맥진

으로만 한정하 으므로 맥 (脈波), 척,부⋅침

맥과 같은 구체 인 맥,맥상(脈象),pulsewaveform,

pulsephase와 같은 용어가 사용된 문헌은 검색에

서 락된 이 미흡한 으로 남는다.추후 연구

에서는 좀 더 포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되며, 국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의 맥진에 한

연구도 살펴보아 비교할 수 있으면 연구방향을 설

정하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한 맥 재

의료기기에 한 연구도 맥진 교육의 객 화를

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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