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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진 깊이 판단을 위한 실시간 압력 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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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Time Pressure-Measuring System for Evaluating

the Depth of Pu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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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standardize the pressure/depth against radial artery, the externally-applied-pressure measuring system

was fabricated and evaluated. Based on the resistance-variable characteristic of the very thin(10 ㎛) film conductive

tape along the pressure of a tip of a examiner's hand, this system was designed. The change of the pressure was

processed through voltage regulator and Matlab S/W, then showed on computer monitor. The signal output through

voltage regulator, and Matlab S/W was evaluated on various conditions. The evaluation was executed on these cases;

an examiner slowly increases and decreases the pressure, rapidly increases and decreases the pressure, sequentially

increases and decreases the pressure, sustains the pressure, micro-changes the pressure. As a pulse examiner varies

the pressure on the radial artery of the examinee, the system's real-time output consistently varies according to the

pressure. From the results, it is concluded that this system consistently shows the pressure of the tip of a examiner's

hand in real time without interrupting the evaluation of the radial artery pulse. Therefore this system is expected to

standardize the value of the pressure/depth externally applied by an exam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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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맥진은 수천년 동안 임상진단에 널리 응용 되어왔으며 지금

도 현대과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연구가 거듭되고 있는 전통적

인 한의학적 진단방법이며1), 현재는 맥진기를 활용한 진찰이 의

료보험 적용이 되면서 전국 한방 병의원에서 활발이 활용되고

있다2).

최근에는 맥진을 더욱 객관화하기 위해 맥압을 왜곡없이 측

정하기 위한 sensor 개발 또는 맥상을 객관화할 수 있는

parameter 개발 위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3). 그러나, 밖에

서 센서를 누르는 압력과 맥박을 통해 sensor에 감지되는 맥압을

동시에 측정해야 맥압 및 맥위가 정확히 측정 가능할 것이라 한

연구4)와 浮沈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가압력을

알아야 한다고 한 연구5)에 근거하여 맥진 시행자가 밖에서 누르

는 압력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장비가 있다면 진단의 객관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맥압을 측정하기 위한sensor로는 주로

압전 소자(piezoelectric device), 압전 스트레인 게이지

(piezoelectric strain gauge), 또는 condensor microphone을 사용

하고 있었으며
3)

, 밖에서 누르는 압력을 측정해주는 sensor에 대

해 제시하는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맥진측정을 위한 가압력 방식으로는 air를 이용한

band/cuff type(공기압방식) 또는 robot arm type이 주를 이루었

다3). band/cuff type은 寸關尺 부위를 정확히 찾아 가압력을 줄

수 없고 세 부위의 압력을 개별적으로 조절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었으며, 모터의 상하운동을 활용한 robot arm type은 개별적

으로 가압 조절은 가능하나, 측정치를 보여준다거나 의사의 의도

대로 실시간으로 바꿔가며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3). 그리

고 언급한 방법들 모두 실제 눌려지는 압력값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흡입되는 공기압력 또는 모터의 회전수만을 고려하게끔

되어 있어 정확한 가압력값을 판단하기는 어렵다5). 또한 측정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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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는, 대부분 기계가 맥상을 측정한 후 결과를 보여주는 방

식을 택하고 있었으며 맥압측정 단계에서 진단자가 실시간으로

취맥압력(取脈壓力)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장비는 개발된 적이 없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종래에는 사람을 대신해서 맥상을 측정해주는 맥진

기 연구가 대부분
3)
이었던 것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맥상은 의사

의 손끝 감각을 통해 파악하되 맥진시 누르는 압력(깊이)을 객관

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밖에서 누르는 압력을 실시간으로 화

면상에 표시해주는 장비를 고안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재료

1) 박막의 전도성 테이프

맥진 깊이 판단을 위한 실시간 압력 측정기를 구현하기 위

해서는 진단자가 손가락 끝으로 가하는 압력에 따라 수치값이

변하는 재료가 필요하며, 또한 그 재료는 진단자가 환자의 맥을

느끼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로 얇은 재질이어야 한다. 이러

한 조건을 만족하는 재료로서 전도성 테이프를 선택하였다. 두께

10 ㎛의 전도성 테이프를 폭 2 cm, 길이 5 cm의 크기로 자른 후

길이의 양 끝에서 저항값을 측정해본 결과, 가압력 전/후에 약

19%정도의 저항값 차이를 보였다. 압력을 가하기 전의 저항값은

4.7 MΩ였으며, 강한 압력을 가한 후에는 3.8 MΩ정도로 저항이

줄어들었다.

이러한 재료의 특성을 이용해, 진단자가 누르는 압력에 따른

전압 변화가 화면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압력센서로서 이용되

었다.

2) 절연성 비닐 glove

진단자는 절연성 비닐 glove를 착용하고 진맥을 시행하여

전도성테이프가 환자를 통해서만 Ground(접지) path가 형성되

도록 하였다. 따라서 절연성 비닐 glove는 진단자가 저항으로서

회로에 간섭을 주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다.

3) Voltage regulator

저가 IC type의 Voltage regulator를 사용하였으며, 출력전

압이 oscillation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전압을 출력6)하도록 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4) PC(H/W), Matlab(S/W)

앞의 1), 2), 3)으로 구성된 시스템의 결과물은 PC의 MIC-IN

단자를 통해 전류로 입력되며, Matlab은 이 신호를 화면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신호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Fig. 1. The pressure-measuring system for objective evaluation of

the depth of pulse.

2. 방법

1) 시스템 구성

Fig. 1을 보면, System 구성을 위한 H/W로는 voltage

regulator와 컴퓨터, 전도성 테이프, 그리고 S/W로는 Matlab을

이용하였다.

Fig. 1에서 Vdd는 컴퓨터(오디오 카드)에서 공급되는 5V 전

원이며, voltage regulator의 Power로 작용한다. Voltage

regulator의 output은 컴퓨터의 MIC-IN 단자를 통해 진단자가

가한 압력변화 신호를 컴퓨터에 전달한다. 누르는 압력을 직관적

으로 보기위해 MIC-IN 거친 신호를 Matlab S/W를 이용하여 전

압 형태로 가공하였으며, 대략적 신호형태는 누르는 진단자의 손

끝 압력에 비례해 실시간으로 보여진다.

2) 취맥압력 반영하는 신호 도출

신호변환 단계를 살펴보면, Fig. 2와 같이 ‘진단자의 맥진 깊

이 변화 → 전도성 테이프에 인가되는 압력 변화 → 전도성 테이

프의 저항값 변화 → voltage regulator 출력 전류 변화 →

MIC-IN 단자로 입력 후, Matlab S/W 처리 → 전압 신호의 절대

치 변화(컴퓨터 화면상)’로 신호 변환이 일어난다.

Fig. 2. The process from the pressure to the electrical signal.

그런데, 실제 작동시켜보면 압력의 변화가 급작스러운 경우

노이즈 발생 등으로 인해 진단자가 시각적으로 명확히 파악하기

힘든 점이 있었다. 따라서 압력의 변화가 급작스러울 때 발생하

는 노이즈 등으로 인한 간섭을 줄여주기 위하여, Matlab S/W를

이용해 샘플링된 값들 중 인접한 5~6개의 값들을 잡아서

normalize하여 압력 변화에 대해 좀 더 선형적으로 변하는 결과

치를 얻을 수 있었다. 그 결과 진단자는 인가되는 압력의 변화에

대해 선형적으로 변하는 전압값을 컴퓨터 화면상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었다.

3) 압력변화 평가방법

신호는 진단자의 손끝이 누르는 압력의 강도를 실시간으로

그리고 선형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이 신호가 선형적으로 압력

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장 가혹한 상태

에서 테스트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급작스런 신호변화 및

압력이 지속되는 경우 등으로 가정하여 다양한 형태의 테스트



맥진 깊이 판단을 위한 실시간 압력 측정기

- 315 -

를 시행하였다. 다양한 압력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①서서히 가

압 & 감압하는 경우, ②빠르게 가압 & 감압하는 경우, ③연속적

으로 가압 & 감압하는 경우, ④압력을 지속시키는 경우, ⑤일정

압력 하에서 미세압력을 변화시키는 경우 등으로 다양한 경우를

상정하여 신호 변화를 실시간 확인하였다. 압력을 서서히/빠르

게 변화시킬 때, 시스템이 이를 잘 반영하는 지는 곡선의 기울기

및 noise 유무를 통해 판단하였다.

3. 측정 결과

Fig. 3은 Fig. 1 전체 시스템의 시스템 등가회로이며, “신호”라

고 표시된 부분은 최종적으로 맥진 시행자가 보는 신호의 형태이다.

Fig. 3. The equivalent circuit of the suggested pressure-measuring

system

1) 압력변화에 대한 반응성 및 선형성 평가

Fig.4와 Fig.5는 시스템이 압력의 변화를 정확히 보여주는 지

를 측정하기 위해 여러 경우의 압력을 가정해 실험을 진행한 결

과를 보여준다. X축은 초(s)를, Y축은 Matlab S/W를 통해 표시

된 전압값이다. 손가락 끝으로 만드는 압력의 형태를 ①서서히

가압 & 감압하는 경우, ②빠르게 가압 & 감압하는 경우, ③연속

적으로 가압 & 감압하는 경우, ④압력을 지속시키는 경우, ⑤일

정압력 하에서 미세압력을 변화시키는 경우 등으로 다양한 경우

를 상정하여 신호 변화를 실시간 확인하였다.

Fig. 4. The voltage changes along the pressure changes in various

forms

Fig. 5. The voltage changes along the constant pressure and the

micro-change of the pressure

2) 결과 분석

Fig. 4에서 서서히 감압/가압한 경우와 빠르게 감압/가압한

경우의 기울기가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누르는 압력의 변

화율을 선형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빠르게

압력을 변화시키거나 연속적 가압/감압시킨 경우에도, noise의

신호형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실제 사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Fig. 5에서 실제 맥진시처럼 일정 압력을 지속시킨

경우에 신호가 변화없이 지속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미세한 압

력변화도 선형적이고 즉각적으로 화면상 신호로 변환되고 있음

을 볼 수 있다.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맥진시 누르는 압력의 다양한 경우에

대해 시스템이 충실히 전기 신호로 바꾸어 맥진 시행자에게 보

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 찰

맥진을 더욱 객관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노력의 한 방식으로 맥진기가 손끝의 감각을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민감한 sensor를 개발하는 것과, 손가락을 대신할

가압기, 그리고 감지된 맥상의 분석과 분류를 컴퓨터가 대신하도

록 하는 맥진기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5).

그러나, 밖에서 센서를 누르는 압력과 맥박을 통해 sensor에

감지되는 맥압을 동시에 측정해야 맥압 및 맥위가 정확히 측정

가능할 것이라 한 연구4)와 浮沈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는 정확한 가압력을 알아야 한다고 한 연구5)에 근거하면, 밖에서

가해주는 가압력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객관적 맥진 결과 확

보에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밖에서 인가해주는 가압력에 관한

연구는 희박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맥압 측정은 의사의 손끝 감각을 통

해 시행하되, 의사가 맥진시 누르는 압력(깊이)을 객관적으로 판

단할 수 있도록 밖에서 누르는 압력을 화면상에 실시간으로 표

시해주는 장비를 고안하였다. 이렇게 하였을 때 좋은 점은 의사

가 누르는 압력을 자유롭게 바꿔가며 진단을 할 수 있으며, 기존

맥진기에서 보여주는 희수식 맥파 또는 압력 맥파에 대한 분석

지식이 전혀 없더라도 기존의 손끝 감각을 이용한 맥진방식을

그대로 활용하여 맥진을 객관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그리고 직

접 손끝이 놓이는 부위를 지정할 수 있으므로 맥위를 더 정확히

잡을 수 있고, 맥압은 손끝 감각으로 측정하므로 고가의 맥압 측

정용 sensor가 필요없이, 쉽고 싸게 구할 수 있는 전도성 테이프,

voltage regulator, 절연 장갑, 전선 정도를 재료만으로 매우 저렴

(천원 이하로 예상)하게 맥진 깊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

도록 도와주는 장비를 구현할 수 있다. 압력센서로 사용한 전도

성 테이프는 외부에서 가해주는 압력에는 저항값이 바뀌나, 압력

scale이 매우 작은 맥압에 의해서는 전혀 저항값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외부 압력만을 측정하는 sensor로 사용가능하였다.

시스템의 동작 원리는 Fig. 6의 등가회로를 이용해 설명 가

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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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equivlent circuit and the general output signal of the

pressure-measuring system

시스템에서, 압력의 변화는 가변저항 R값과 반비례하므로

(압력∝1/R), 압력변화로 인해 voltage regulator와 가변저항(R)

간의 전압 배분에 변화가 생긴다.

Fig. 7. The current increase by the change of division of the voltage

between voltage regulator and variable resistor, along the pressure

increase

‘맥진 진단자-전도성 테이프-환자 요골동맥’의 순서로 이루

어진 상태에서, Fig.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맥진시 전도성 테이프

에 압력을 가하면 가변저항 값이 줄어들어 전체 Vdd 중 가변저

항이 차지하는 전위차가 줄어들고 voltage regulator가 차지하는

전위차가 증가하여 MIC-IN으로 인가되는 전류은 I → I' 로 증가

하게 된다. 누르는 압력이 강해지면 순간적으로 가변저항의 값은

감소하고, 이 때 Vdd-node A 사이의 전위차가 더욱 커지면서 증

가한 전류는 컴퓨터의 MIC-IN 단자 내로 인가되어 MIC 단자 내

의 증폭 회로에서 전압의 형태로 증폭
6)
되게 된다.

Fig. 8. The current decrease by the change of division of the voltage

between voltage regulator and variable resistor, along the pressure

decrease

또한 손가락 끝으로 누른 상태에서 누르는 깊이를 얕게 하

여 압력을 줄여주면 순간적으로 가변저항의 값은 증가하고, Fig.

8과 같이 Vdd-node A 사이의 전위차가 줄어들면서 MIC-IN으로

입력되는 전류의 값이 감소(I → I'')하게 된다.

기존에는 맥압 측정을 위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던데 반해, 이

연구는 밖에서 인가해주는 압력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이전 연구

와 차별성이 있으며 또한 매우 저렴하게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

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으므로, 실제 많은 한의원에 배포가 가

능하여 추후 맥진 깊이 및 浮沈에 관한 많은 데이터 확보가 가능

하여 맥진 객관화에 활용 가능할 것이다.

또한 팔체질 맥진법에도 응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팔체

질 맥진법은 세 손가락으로 환자의 맥을 압박하여 맥이 없어지

게 한 후, 동일한 압력을 유지하며 서서히 세 손가락을 떼는 중

에 세 손가락 중 어느 부위에서 처음 맥동이 느껴지는 지를 감지

하여 체질 판별에 사용하는 맥진법으로 알려져 있다. 보고에 따

르면 팔체질 맥진법은 진단자간 맥진결과 일치도가 35.7%로 신

뢰성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7). 제안한 장비를 활용하

면, 밖에서 가해주는 압력의 변화를 시스템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감압 도중 세 부위 중 처음으로 맥동이 나타나는 부위를 맥진 시

행자가 느껴 판단하는 방식으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Fig. 9. The suggested combined system of pulsimeter and

pressure-measuring system

그리고 기존의 맥진기에 취맥압력 측정 시스템을 통합하여

Fig. 9와 같은 맥진 시스템을 만들 경우, 기존의 band/cuff type

에서 공기압력만을 또는 robot arm type에서 모터 회전수만을 고

려하여 취맥압력(取脈壓力)을 판단
3)
했던 것에 비해, 맥상과 취맥

압력(取脈壓力)을 동시에 표시할 수 있어 맥압의 깊이 측정면에

서 더 정교한 맥진 측정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결 론

본 연구에서 맥진 중 밖에서 인가하는 압력을 객관화하기

위해, 맥진 시행자가 누르는 압력을 측정해주는 시스템을 설계·

평가하였다.

시스템 제작을 위해 10 ㎛의 박막 전도성 테이프, 절연성 비

닐 glove, voltage regulator, 컴퓨터, 모니터, Matlab S/W를 이

용하였다.

두께 10 ㎛의 전도성 테이프는 가압력 전에 비해 가압력 후

에 약 19%정도의 저항값 감소를 보였다. 이러한 재료의 특성을

이용해 ‘전도성 테이프-환자’가 ‘가변저항-접지’로 작용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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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스템을 제작하였다. 시스템은 압력에 따른 재료의 저항값

변화가 전압의 변화로 유도되도록 하는 장치이며, 화면상으로 그

변화가 표시되도록 제작되었다.

누르는 압력(깊이)에 따른 신호변환 단계를 살펴보면, ‘진단

자의 맥진 깊이 변화 → 전도성 테이프에 인가되는 압력 변화 →

전도성 테이프의 저항값 변화 → voltage regulator 출력 전류 변

화 → MIC-IN 단자로 입력 후, Matlab S/W 처리 → 전압 신호

의 절대치 변화(컴퓨터 화면상)'의 단계로 신호 변환이 일어난다.

시스템 평가는 손가락 끝으로 만드는 압력의 형태를 ①서서

히 가압 & 감압하는 경우, ②빠르게 가압 & 감압하는 경우, ③연

속적으로 가압 & 감압하는 경우, ④압력을 지속시키는 경우, ⑤

일정압력 하에서 미세 압력을 변화시키는 경우 등으로 다양한

경우를 상정하여 화면에 출력되는 신호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결

과는, ‘압력변화 → 컴퓨터 모니터상의 전압 신호의 절대치 변화’

로 정합성 있게 실시간으로 변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맥진 깊이 판단 및 浮沈의 외부 인

가 압력 기준을 객관적으로 선정하는 것 뿐 아니라, 팔체질 맥진

의 신뢰성을 높이는 분야 또는 맥진기에 취맥압력 시스템을 통

합하여 더 정교한 맥진 측정 시스템을 만들 경우에도 활용가능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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