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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is aim to evaluate pulse diagnosis as indicators for classification of  the pattern identifications in stroke 

patients. To get the clinical information, we recruited the onset 1 month stroke patients through the multicenter network 

which consists of 13 oriental hospitals. The clinical informations about three pairs of pulse wave form and levels of their 

significancy based on the case report form (CRF) were collected and their distribution in each pattern identification were 

analyz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e-Heat group shows high portions of floating pulse, rapid pulse and solid pulse. 

Qi Defficiency group has a greater portion of deep pulse, slow pulse, deficient pulse. The well-defined character of 

Phlegm-Retained Fluid, Yin Defficiency, Static Blood groups cannot be explained by pulse wave form. These results 

show a rough relationship between the pulse diagnosis and pattern identifications of stroke therefore, further studies are 

required to determine the pulse diagnosis as significant indicators of stroke pattern iden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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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풍은 뇌 의 순환장애 는 열로 인한 국소 인 신경학

 결손을 나타내는 뇌 질환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사불성, 수

족탄탄, 구안와사, 언어건삽, 편신마목 등의 임상증상을 나타낸다1). 

    풍은 한방병원에서의 차지하는 환자의 비 뿐 아니라 선

호도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진료에 임하는 

문가마다 임상경험이 달라 일 되고 객 인 진단기 이 미

흡하여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2,3).

    이에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는 이러한 진단과정의 일 성과 

객 성을 확보하기 하여 2005년부터 ‘뇌 질환의 한의 변증

진단 표 화’ 사업을 수행하 고 ‘한의 풍변증 표 안-Ⅱ’4)를 

확정하게 되었다. 

    풍의 한방치료에서 요한 과정  하나는 변증으로 표

되는 한의학  진단과정이며 이에 따라 약물, 침구 등의 치료 원

칙이 정해진다. 풍변증의 진단요건은 四診의 방법으로 얻어진 

主症, 次症, 診, 脈診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이나 한국의 

변증진단분류방법에서 맥진은 빠지지 않는 요소이다4,5). 

    이에 자들은 변증 구분에 있어서 맥진이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수행하는 ‘뇌 질환의 

한의 변증진단 표 화’ 사업에 등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풍환자

에 있어서 맥상과 변증과의 계를 비교분석 하 다. 

연구방법

1. 연구기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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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 풍진단 표 화 원회에서 정의한 풍
6)
이 발병한지 

1개월 내의 환자로 2006년 11월부터 학교 부속한방병원, 

원 학교 익산․ 주한방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상으로 하

고 2007년 3월부터는 국 9개 학 13개 한방병원에 입원한 환

자로 확 하여 2008년 3월까지 입원한 환자 1036 증례  2인 이

상의 풍 문가가 일치한 변증을 내린 764례로 하 다.

 

2. 풍변증지표의 설정

    한의 풍진단 표 화 원회에서 회의를 통하여 화열증, 습

담증, 어 증, 기허증, 음허증의 5개 분형과 61개 뇌 질환 한의 

변증지표를 확정한 바 있다4,6)
. 이 변증 지표  맥진과 련된 지

표는 맥의 浮沈, 맥의 遲數, 脈力의 有無, 그리고 細脈, 滑脈, 澁脈, 

洪脈의 有無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맥상을 다양화 할 경우 분

석과 일반화에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표

인 상반 맥상인 浮沈, 遲數, 有無力의 지표에 한정하 다.

3. 풍변증진단 증례기록지  맥의 진단

    연구자들은 변증 구분을 한 자료 수집에 필요한 완성도 

있는 CRF (Case Report Form: 증례기록지)를 만들기 해 pilot 

study를 통해 검증을 계속한 후, 변증 별로 세부지표를 확정하

다. CRF는 총 22개의 변증지표와 각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

고, 증상의 정도를 ‘매우 그 다’, ‘그 다’, ‘아니다’의 세단계로 

표시하 다. 각각의 세부항목에 해서는 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표 작업지침서)를 제정하고 연 2회의 

SOP교육을 통하여 각각의 연구자가 통일되고 일 된 기 으로 

환자의 임상정보를 CRF에 기록하도록 하 다7).

4. 분석방법

    화열증군, 습담증군, 어 증군, 기허증군, 음허증군의 5개 변

증군에 따른 맥상의 분포를 보여주기 하여 SAS 9.1 for 

windows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을 구하 다.

결    과

    2006년 1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수집한 체 환자 1036 례 

 두 명 이상의 문가의 변증이 일치한 764 례에 해 분석을 

실시하 으며 변증분포는 다음과 같다. 

    기허증군으로 진단된 증례가 240례 (31.41%)로 가장 많았고, 

습담증군 232례 (30.37%), 기허증군 175례 (22.91%), 음허증군 103

례 (13.48%), 어 증군 14례 (1.83%)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Distribution of pattern identification in storke patients.

Pattern Identification
TotalQi 

Defficiency 
Phlegm-Retained 

Fluid
Static 
Blood

Yin 
Defficiency

Fire-Heat

N 240 232 14 103 175 764

% 31.41 30.37 1.83 13.48 22.91 100.00

    변증군별 맥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1. 浮脈과 沈脈

    변증군별 浮脈과 沈脈의 비교에서는 기허증군의 경우 沈脈

이 60.52%로 浮脈의 19.7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화열증군의 경

우 浮脈이 49.40%로 沈脈의 27.38%보다 높게 나타났다. 浮脈에

서 ‘매우 그 다’로 측정된 환자는 총 29명으로 이  18명 

(62.08%)이 화열에 속하 으며, ‘그 다’로 측정된 환자 213명  

화열과 습담이 각각 65명 (30.52%)으로 나타났다. 沈脈에서 ‘매우 

그 다’로 측정된 환자는 총 23명으로 이  16명 (69.57%)가 기

허에 속하 으며, ‘그 다’로 측정된 환자 300명  기허는 125명 

(41.67%), 습담은 88명 (29.33%)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Distribution of floating and sunken pulse in each pattern 

identification.

Floating Pulse Sunken Pulse
Negative TotalStrong 

Positive
Positive

Strong 
Positive

Positive

Qi Deficiency
1
(0.43)

45
(19.31)

16
(6.87)

125
(53.65)

46
(19.74)

233
(100.00)

Phlegm-Retained 
Fluid

4
(1.77)

65
(28.76)

3
(1.33)

88
(38.94)

66
(29.20)

226
(100.00)

Static Blood
2

(14.29)
4

(28.57)
0
(0.00)

7
(50.00)

1
(7.14)

14
(100.00)

Yin Deficiency
4
(4.08)

34
(34.69) 

2
(2.04)

36
(36.73)

22
(22.45)

98
(100.00)

Fire-Heat
18
(10.71)

65
(38.69)

2
(1.19)

44
(26.19)

39
(23.21)

168
(100.00)

Total
29
(3.92)   

213
(28.82)

23
(3.11)  

300
(40.60) 

174
(23.55)  

739
(100.00)

 

N(% in each row), Missing value=25

2. 數脈과 遲脈

    변증별 數脈과 遲脈의 비교에서는 기허증군의 경우 遲脈이 

38.47%로 數脈의 20.94%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음허증군

의 경우 數脈이 55.10%, 遲脈이 16.33%로 나타났으며 화열증군

의 경우 數脈이 48.81%, 遲脈이 11.91%로 두 군에서 모두 數脈이 

많이 나타났다. 數脈에서 ‘매우 그 다’로 측정된 환자는 총 25명

으로 이  11명 (44.00%)이 화열에 속하 으며, ‘그 다’로 측정

된 환자 249명  담음은 79명 (31.72%), 화열은 71명 (28.51%)으

로 나타났다. 遲脈에서 ‘매우 그 다’로 측정된 환자는 총 13명으

로 이  9명 (69.23%)가 기허에 속하 으며, ‘그 다’로 측정된 

환자 177명  기허는 81명 (45.76%), 습담은 59명 (33.33%) 순으

로 나타났다(Table 3).

3. 有力脈과 無力脈

    변증별 有力脈과 無力脈의 비교에서 기허증군의 경우 無力

脈이 69.37%로 數脈의 18.92%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화열

증군의 경우 有力脈 62.05%, 無力脈 21.08%로 나타났다. 有力脈

에서 ‘매우 그 다’로 측정된 환자는 총 37명으로 이  24명

(64.86%)이 화열에 속하 으며, ‘그 다’로 측정된 환자 236명  

담음은 83명(35.17%), 화열은 79명(33.47%)으로 나타났다. 無力脈

에서 ‘매우 그 다’로 측정된 환자 26명  20명(76.92%)은 기허

에 속하 으며, ‘그 다’로 측정된 환자 266명  기허는 134명

(50.38%), 습담은 58명(21.80%) 순으로 나타났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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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stribution of rapid and slow pulse in each pattern 

identification.

Rapid Pulse Slow Pulse
Negative TotalStrong 

Positive
Positive

Strong 
Positive

Positive

Qi Defficiency
3
(1.28)

46
(19.66)

9
(3.85)

81
(34.62)

95
(40.60)

234
(100.00)

Phlegm-Retained 
Fluid

5
(2.22)

79
(35.11)

1
(0.44)

59
(26.22)

81
(36.00)

225
(100.00)

Static Blood
1
(7.69)

4
(30.77)

0
(0.00)

4
(30.77)

4
(30.77)

13
(100.00)

Yin Defficiency
5
(5.10)

49
(50.00)

0
(0.00)

16
(16.33)

28
(28.57)

98
(100.00)

Fire-Heat
11
(6.55)

71
(42.26)

3
(1.79)

17
(10.12)

66
(39.29)

168
(100.00)

Total
25
(3.39)

249
(33.74)

13
(1.76)

177
(23.98)

274
(37.13)

738
(100.00)

N(% in each row), Missing value=26

Table 4. Distribution of solid and deficient pulse in each pattern 

identification.

Solid Pulse Deficient Pulse
Negative TotalStrong 

Positive
Positive

Strong 
Positive

Positive

Qi Defficiency
1
(0.45)

41
(18.47)

20
(9.01)

134
(60.36)

26
(11.71)

222
(100.00)

Phlegm-Retained 
Fluid

7
(3.33)

83
(39.52)

4
(1.90)

58
(27.62)

58
(27.62)

210
(100.00)

Static Blood
2

(14.29)
5

(35.71)
0
(0.00)

4
(28.57)

3
(21.43)

14
(100.00)

Yin Defficiency
3
(3.26)

28
(30.43)

0
(0.00)

37
(40.22)

24
(26.09)

92
(100.00)

Fire-Heat
24 
(14.46)

79
(47.59)

2
(1.20)

33
(19.88)

28
(16.87)

166
(100.00)

Total
37
(5.26)

236
(33.52)

26
(3.69)

266
(37.78)

139
(19.74)

 704
(100.00)

N(% in each row), Missing value=60

<부록> 한의 변증진단 표 안  

1. 풍의 정의

풍이란 뇌 의 순환장애로 인해 국소 인 신경학  결손을 나타내는 뇌 질환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사불성, 수족탄탄, 구안와사, 언어건

삽, 편신마목 등의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병증이다. 

2. 한의 풍변증 표 안

 (1) 화열증   (2) 습담증  (3)어 증  (4) 기허증  (5)음허증

3. 각 변증별 변증지표

화열 (16) 습담 (12) 기허 (10) 어  (11) 음허 (11)

 ∘답답하고 열이 나서 잠자
기가 힘들다

 ∘얼굴빛이 붉은 편이다
 ∘머리가 열나는 것 같이 

아 다
 ∘ 이 붉다 (충 )
 ∘ 이 자주 건조한 느낌이 

있다 (건삽)
 ∘구취
 ∘입이 쓰다
 ∘갈증이 나서 물을 많이 

마신다 (구갈)
 ∘ 質紅
 ∘黃苔
 ∘가슴이 답답하거나 열이 

나는 느낌이 있다
 ∘소변단
 ∘변비
 ∘洪數脈
 ∘몸에 열감이 나면서 더운 

것을 싫어한다
 ∘수족열

∘얼굴이 게 뜨거나 
때가 낀 것 같다

∘머리가 무겁고 맑지 않다
∘머리가 아 면서 속이 

메스껍다
∘속이 메스꺼우면서 머리가 

어지럽다
∘목에 가래 끓는 소리가 

난다
∘白苔
∘厚苔
∘齒齦이 있다
∘胖大
∘속이 메스껍거나 

울 거린다
∘배에서 꾸룩꾸룩 하는 

소리가 난다
∘滑脈

∘잠을 잘 잤지만 자주 워 
있고 싶다
∘권태핍력
∘얼굴빛이 창백하다
∘목소리가 힘이 없고 

말하기 싫어한다
∘담백, 담홍
∘조 만 움직여도 땀을 

많이 흘린다
∘微弱無力脈
∘白苔
∘齒齦이 있다
∘수족궐냉

∘얼굴빛이나 안검 이 
검푸르다
∘환자의 안검 주 가 엄다
∘피부에 자반이 있다
∘입술색이 청자색이다
∘머리의 고정된 부 가 

아 다
∘머리가 르는 듯이 아 다
∘입이 마른다
∘靑紫
∘ 에 어 반 이 있다
∘가슴이 르듯이 아 다
∘澁脈

∘얼굴빛이 희지만  
부 가 붉다

∘구설생창
∘燥苔
∘鏡面
∘가슴이 두근거린다
∘수면 에 땀을 흘린다
∘ 質紅
∘입이 마른다
∘細數脈
∘수족심열
∘오후조열

고    찰

    변증은 한의학 고유의 특징 인 진단체계로 환자가 나타내

는 다양하고 방 한 정보를 望診, 問診, 聞診, 切診의 四診法을 

통해 빠짐없이 수집하고 종합 으로 분석 단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다
8)

. 그  맥진은 장기간에 걸친 임상경험을 통해 축 되

고 체계화 되어 이루어진 진단법으로 질병의 내재  변화에 

한 체표의 반응을 알아내는 방법이다. 의학에서도 동맥의 박

동을 측정하나 동맥압과 맥동의 시간  변동만을 측정하는 것임

에 비해 한의학에서는 맥의 공간  특성을 함께 측정하여 종합

으로 반 한다. 맥상은 크게 공간  특성, 시간  특성, 맥박의 

세기의 세 가지 범주로 기본 맥상을 구성하며 맥상의 常과 變에 

근거하여 陰陽, 虛實, 寒熱, 表裏의 八綱을 진단하며 질병의 진퇴

와 후를 추단한다9-11). 더 나아가 문헌1)에는 세부 인 특징을 

더해 27맥을 소개하 는데 이를 모두 고려하여 분석하고 변증하

기란 쉽지 않다. 

    풍변증의 진단요건에 한 연구로 박13)은 풍환자의 설

상과 변증과의 계를 연구하 고, 풍환자의 맥에 한 연구로 

조
14)는 기 풍환자를 상으로 맥의 浮沈과 遲數, 맥의 규율

이상 등을 찰하여 풍의 기능회복 인 후와의 연 을 연구

하 으며, 신15)은 발병 후 7일이내의 기 풍환자 43명을 상

으로 맥진기를 통해 맥 의 허실을 구분하여 맥상을 객 화 하

기 한 노력을 하 으나 상 환자수가 고 자료의 분류가 표

화되지 못해 실제 임상에 많은 한계가 노출되었다. 이에 자

는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수행하는 ‘뇌 질환의 한의변증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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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화’ 연구에 등록된 임상자료를 바탕으로 발병 1개월 이내의 

풍환자의 변증에 따른 맥의 분포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변증과 

맥의 상 성을 살펴보고자 하 다.

    변증별 脈位의 深淺은 기허증군과 화열증군에서 沈脈과 浮

脈이 뚜렷하 으며, 습담증군과 음허증군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각 맥 별로는 浮脈은 변증에 극 반 되는 ‘매우 그 다’

로 조사된 환자  화열증군이 62.08%로 우세하 으나 ‘그 다’

로 조사된 환자는 화열증군과 습담증군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沈

脈은 변증에 극 반 되는 ‘매우 그 다’ 뿐만 아니라 ‘그 다’

로 측정된 경우도 기허증군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脈

位의 深淺은 맥박이 감지되는 부 로 浮脈은 상부에 치하여 

主表하며 陽에 속하며, 沈脈은 하부에 치하여 主裏하고 陰에 

속한다9). 병사의 표리는 병세의 추향을 변별하는 변증방법이나 

풍의 경우 임상 으로 화열, 습담, 어 , 습담, 음허의 5개 변증

으로 外感表證이 상정되어 있지 않아 脈位의 深淺으로 表裏를 

구분짓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를 것으로 여겨진다16). 따라서 脈

位의 深淺을 陰陽으로 해석하면 浮脈은 陽脈으로 陽邪熾盛의 陽

實證과 陰液不足의 음허증에서 나타나고 沈脈은 陰脈으로 陰邪

內盛의 음실증과 陽氣不足의 양허증에서 나타날 수 있다
10). 풍

의 5개 변증군  화열증군과 기허증군에서의 맥상은 음양의 경향

이 뚜렷하 으며 특히 변증에 요하게 반 되는 ‘매우 그 다’의 

경우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습담증군에서는 沈脈이 약간 우세하

고, 음허증군에서는 浮脈이 약간 우세하 으나 맥 로는 습담증군

과 음허증군의 病性을 명확하게 악하기 어려웠다(Table 2).

    변증별 맥의 遲數은 기허증군의 경우 遲脈이 38.47%로 數脈

의 20.9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음허증군의 경우 數脈과 遲脈이 

55.10%, 16.33%로 화열증군의 경우 數脈과 遲脈이 48.81%, 

11.91%로 나타났다. 각 맥상별로 數脈은 변증에 극 반 되는 

‘매우 그 다’의 환자  44.00%가 화열증군에 속하 으며, ‘그

다’로 조사된 환자는 31.73%가 습담증군에, 28.51%가 화열증군에 

속하 다. 遲脈은 ‘매우 그 다’로 측정된 환자의 69.23%가 기허

증군에 속하 으며 ‘그 다’로 조사된 환자는 기허증군에서 

45.76%, 습담증군에서 33.33%로 나타났다. 맥의 遲數은 정상인이 

한번 호흡을 하는데 4-5회 맥박이 뛰는 것을 기 으로 한열을 

단하는데 응용된다9). 맥의 遲數분포에서 화열증군과 음허증군의 

경우 數脈이 우세하게 나타났는데, 화열은 邪熱亢盛으로 기 의 

운행이 빨라지면 맥이 數하고 有力하며 구병으로 음허에 이르게 

되면 陽을 수렴하지 못해 心煩, 不眠, 脈數 등 陽의 象을 나타낼 

수 있으나 脈無力하여 화열과는 구별된다. 이처럼 數脈의 경우 有

無力을 함께 살펴보아 화열과 음허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9,16).  

    기허증군의 경우 遲脈이 높게 나타났는데 遲脈은 寒凝氣滯

에 의하여 陽氣가 건 한 운행을 상실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遲하고 有力한 맥은 冷積實證에서 나타나고, 遲하고 무력한 

맥은 虛寒에서 나타나 기허증군의 遲脈도 맥력의 이상을 동시에 

살펴야 한다9)
. 습담증군에서는 數脈과 遲脈이 37.33%, 26.66%로 

나타나 한열의 경향을 뚜렷히 악할 수 없었는데 병리 으로 

습담이 두 가지 상반된 속성을 가지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습담

은 평소 고량후미의 과식하고 과음하게 되면 습이 모여 담을 형

성하고 이것이 열로 화하여 를 막고 기 의 운행을 막아 

기기가 亂하게 되는 熱痰의 속성과  脾不運化하여 생긴 습담

이 오히려 脾氣를 더욱 손상하여 脾陽虛證으로 화되어 寒象을 

나타나는 寒痰의 속성을 가진다17)
. 따라서 본 연구에서 조사된 

습담에 한 맥상은 두 가지 속성을 세분하여 고려해야 할 것으

로 보인다. 한 기허증군, 담음증군, 화열증군에서 脈의 遲數 항

목에 ‘그 지 않다’로 측정된 경우가 각각의 변증에서 우세한 맥

상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어 조사

된 맥상이 해당 변증형을 변별하는지에 해서 추가 으로 고찰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Table 3).

    有力脈과 無力脈은 脈力의 유무를 말하며 實脈, 虛脈이라고

도 한다. 변증별 脈力의 비교에서는 기허증군의 경우 無力脈이 

69.37%로 有力脈의 18.92%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화열증

군의 경우 有力脈이 62.05%로 無力脈의 21.08%보다 높게 나타났

다. 각 맥상별로 有力脈은 변증에 극 반 되는 ‘매우 그 다’로 

조사된 환자  화열증군이 우세하 으나 ‘그 다’로 조사된 환자

는 습담증군이 35.17%, 화열증군이 33.47%로 나타났다. 無力脈은 

변증에 극 반 되는 ‘매우 그 다’ 뿐만 아니라 ‘그 다’로 측정

된 경우에서도 기허증군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 다(Table 4).  

    脈力의 有無는 맥박의 긴장도와 충실도의 강약을 말하는 것

으로 正邪의 虛實을 단할 수 있다. 無力脈은 부족을 표 하여 

맥  내의 류충실도가 부족하여 맥 의 긴장력이 약한 상태로 

기 부족  肺痿, 傷暑, 多汗, 驚悸諸症에서 나타난다. 有力脈은 

맥  내 류충실도가 증강되어 긴장된 상태로 火熱邪가 有餘하

고 충실하여 陽熱이 內鬱된 高熱譫語, 腑實便 , 三焦火盛 등에

서 나타난다9). 풍의 5개 변증  화열증, 어 증, 습담증은 실

증에, 음허증, 습담증은 허증에 속하고, 이  기허증군과 화열증

군은 맥상의 분포가 허실을 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습담의 경우 반드시 실증이라 할 수 없는데 이는 맥상에서도 有

力脈의 42.85%와 無力脈의 29.52%로 반 되는 것과 연 된다.  

    음허증는 기본 으로 허증이나 心煩, 不眠, 脈數 등과 같이 

실증과 유사한 象을 나타낼 수 있어 맥력은 무력의 40.22%와 유

력의 33.69%로 반 되었다16)
.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두 명의 문가의 변증이 일치한 

환자의 맥상은 八綱의 기 인 맥의 浮沈, 遲數, 有無力에서 기존

에 알려진 맥리에 어느 정도 부합함을 알 수 있었다. 다만 화열

증, 기허증에 비해 습담증, 음허증는 팔강의 한 가지 속성으로 설

명할 수는 없었으며 이에 해서는 변증의 아형을 설정하여 어

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 어 증군의 빈도

가 어 어 증의 속성을 설명할 수 없었던 은 한계로 지 된

다. 본 연구는 비록 세 가지 를 이루는 상반된 맥으로 변증과

의 계를 독립 으로 규명한 한계는 있었으나 향후 두 가지 이

상의 맥조합, 는 변증별 특이 맥상에 한 진보한 연구가 이루

어진다면 더욱 더 발 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결    론

    풍환자의 변증에 있어서 맥진이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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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한방병원에서 수집한 임상자료를 바탕으로 변증에 따른 

맥의 분포를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풍

의 화열증군은 浮脈, 數脈, 有力脈에서 다른 변증군에 비하여 많

은 분포를 보 다. 풍의 기허증군은 沈脈, 遲脈, 無力脈에서 다

른 변증군에 비하여 많은 분포를 보 다. 풍의 담음증군과 음

허증군에서는 맥의 浮沈, 遲數, 有無力의 특징 인 우세를 확인

할 수 없었으며, 어 증군은 은 증례수로 인하여 분포의 특징

을 악할 수 없었다.

    본 연구로 각 풍변증군의 맥상을 개략 으로 확인할 수 있

었다. 다만 기허증, 화열증과는 달리 습담증과 음허증은 본 연구에

서 사용한 맥으로만은 설명할 수 없었으며 추후 변증과 맥상에 

한 발 된 연구를 통해 진일보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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