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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寸口脈診은 望聞問切의 四診 중 切診의 하나로, 환자의 손목부
분 요골동맥 맥상파를 측정함으로써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한 정보를 
얻어 생리, 병리적 상태를 진단하는 방법이다1). 한의사는 손가락 감
각을 이용하여 경맥의 박동상태를 관찰함으로써 환자의 氣血盛衰와 
병의 順逆 및 進退를 판별할 수 있으며1), 五臟六腑와 經絡의 상태
를 진단할 수 있다2). 이는 병의 치료근거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한의
학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인 辨證施治에 있어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맥상파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는 季節의 外因 외에도, 인체의 體質
적인 특성, 性別, 年齡, 정신적·육체적 虛勞, 飮食攝食, 七情, 여성
의 月經 등이 거론되고 있다. 
    맥진은 측정이 용이한 비침습적 진단방법이라는 점에서 강점을 
가지나 이를 측정하는 측정자의 감각에 의존하기 때문에 주관적인 
견해가 개입될 요소가 많다는 한계점도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고자 전통적 맥진의 객관화와 정량화를 위한 방안으로 다양
한 방식의 맥진기가 개발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많은 연
구가 진행되어 왔다. 
    국내 한의학계에서 이루어진 맥진 연구들은 맥 측정기기의 정
밀도와 재현성을 높이는 연구와 맥진에 대한 문헌조사3) 및 식사에 
따른 맥상파 변화 연구4-6), 당뇨병 및 사상체질과 맥상파 변화 연구
7-9), 중풍환자의 맥진 지표 연구10), 성별 및 연령에 따른 맥상파 차
이 연구11-13), 심혈관 노화에 따른 맥상파 변화 연구14,15), 맥진기 개
발 수요조사16,17), 맥진기술동향 조사18)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동안의 연구를 살펴보면 맥상파와 병인
변증에 대한 연구는 주로 실험 논문과 문헌 고찰이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고, 그 중 임상연구는 전체 연구에서 2%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거의 진행된 바가 없었다.
    따라서 맥상파와 병인변증 간의 연관성을 검증하는 임상시험의 
필요성을 확인한 바 예비 임상시험을 진행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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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임상시험을 진행하기 위한 기초단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실
시기관의 임상시험윤리위원회로 부터 임상시험계획에 대한 승인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임상시험계획서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는 맥상파와 병인변증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탐색적 관찰 연구의 임상시험계획서와 증례기록서 개발에 관한 내
용을 기술하고 이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시험 대상자 선정
 1) 시험 대상자
    내과적 질환에 대하여 진단받은 경험이 없으며, 관련한 임상적 
증상 또는 생화학적 지표에 관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자를 선정하여 
임상시험을 진행하고자 한다.
 2) 선정기준 및 제외기준
    만 30세 이상 49세 이하의 남녀를 대상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해 연구자와 충분히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증례기록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는 자, 본 임상시험의 목적 및 특성에 대한 명백한 설
명을 들은 후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임상시험계획서를 준수할 의지
가 있으며 준수할 수 있는 자 및 시험 대상자 동의서에 서명한 자
를 선정한다(Table 1A). 임상시험 시작 1개월 이내에 의학적 수술 
또는 시술을 받은 자, 자율신경계 및 맥파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되는 의약품을 복용하는 자, 기질적 질환이 있는 자, 임상
시험 시작 1주일 이내에 과도한 식사 조절이 있었던 자, 임산부, 수
유부 및 임신에 대한 계획이 있는 자, 손목부위의 혈관 기형이나 손
목부위 뼈 골절 경험으로 맥파 측정이 용이하지 못하는 자 및 기타 
연구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시험 대상자 동의서에 동의하
지 않는 자는 제외한다(Table 1B).

Table 1. Eligibility Criteria
A. Inclusion criteria

1 만 30세 이상 만 49세 이하 남녀 
2 충분한 의사소통과 설문지 작성이 가능한 자

3 본 임상시험에 참여할 것으로 자발적으로 서면 동의하고, 임상
시험계획서를 준수할 의지가 있으며 준수할 수 있는 자

4 시험 대상자 동의서에 서명하고 날인한 자
B. Exclusion criteria

1 임상시험 시작 1개월 이내에 의학적 수술 또는 시술을 받은 자

2

임상시험 시작 당시 내과, 외과, 정신과적 진단에 의해 주기적
인 의약품 (혈압강하제, 혈당강하제, 수면제, 신경안정제 등)을 
복용하고 있어, 해당 약물이 자율신경계 및 맥파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자

3 내과적 질환에 대하여 진단받은 경험이 있으며, 관련한 임상적 
증상 또는 생화학적 지표에 관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자

4 임상시험 시작 1주일 이내에 질환 관련 또는 체중 조절의 목적
으로 과도한 식사 조절이 있었던 자

5 현재 임신 중 혹은 임신 중일 가능성이 있는 자

6
손목 부위의 혈관기형이나 손목부위 뼈 골절 경험으로 인하
여 맥파 측정이 용이하지 못하거나 맥진기 SOP를 벗어날 수 

있는 자
7 기타 연구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

 3) 시험 대상자 수
    본 임상시험은 탐색적 연구용 임상시험이며 조사연구
(Observational study)에 해당한다. 연구의 특성상 본 임상시험과 

관련한 사전자료 및 연구결과가 전무한 상태이고, 대규모 표본수집
이 이루어진 병인변증에 대한 연구 역시 거의 전무한 실정이기 때
문에 표본의 크기를 산출하기 위한 통계적 가설 및 효과크기(effect 
size)를 설정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후속연구의 기초자료로
서 활용할 예정이고 이는 최소 시험 대상자 모집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20-40대 시험 대상자 집단이 대한민국 전체 인구
의 47%를 (2010년 통계청 센서스 기준) 차지하고 있고 해당 연령대
의 시험 대상자의 모집이 용이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시험 대상자 선정 연령을 20-40대로 선정한다. 하지만 해당 임상시
험의 임상시험 실시기관에서 용이하게 모집할 수 있는 시험 대상자
의 연령층이 30-40대이고, 20대 시험 대상자의 맥파는 30대 시험 
대상자들의 것과 유사한 특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대를 
제외한 30대와 40대 성인남녀를 시험 대상자로 설정한다. 본 임상
시험의 특성, 기간 및 비용 등을 감안했을 때, 인구학적 특성 중 선
정기준에 해당하는 연령대(30이상 40미만, 40이상 50미만)와 남녀
의 범주를 고려하여 200명의 시험 대상자를 선정한다. 시험 대상자
는 전단지, 신문 광고,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모집한다.

2. 임상시험 기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임상시험계획서의 승인일과 실시기관의 
임상시험윤리위원회 승인일로부터 7개월 동안 진행한다.

Fig. 1. A flow chart of the clinical trials process.

3. 연구 설계
 1) 임상시험 실시 전
    본격적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임상시험이 신속하고 효
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전략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자료를 
스크리닝 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사전조사를 통해 임상시험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임상시험계획서를 작성한 후 식품의약품안전
처와 실시기관의 임상시험윤리위원회로부터 임상시험 계획에 대한 
승인을 득한다. 이후 실시기관과 계약을 완료한 후 임상시험을 실시
하며 본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기 이전 즉, 시험 대상자 참여 이전
에 개시모임을 진행하도록 하며 개시모임 시 계획서 및 임상시험 
절차와 맥진기 작동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2) 임상시험 실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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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의에 의해 임상시험 동의서에 서명한 시험 대상자를 대상으
로 임상시험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검진 및 검사를 실시한 후, 선정
기준 및 제외 기준을 검토하여 본 임상시험에 적합한지 시험 대상
자 적합성평가를 진행한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시험 대상자에 한
해 시험담당자는 정확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시험 대상자가 임상정
보를 증례기록서에 기록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 주의사항과 표준작
업지침서를 교육한다. 시험담당자는 임상시험 관련 교육 후 임상시
험 일정에 따라 인구학적 정보, 시험 대상자 특성, 활력징후, 변증 
설문지 및 기기 측정데이터 등의 임상데이터를 수집한다(Fig. 1). 본 
임상시험은 확증적 비교 임상시험이 아닌 탐색적 단면연구에 해당
하기 때문에 눈가림 및 무작위 배정을 적용할 수 없다.

4. 관찰항목 및 임상검사 항목
 1) 시험 대상자 특성 및 인구학적 정보
    시험 대상자의 기본적인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인구학적 정
보(Demographics)와 시험 대상자 특성(Subject characteristics)을 
조사한다. 이 정보는 임상시험의 기초자료로만 사용되며, 다른 용도
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음을 증례기록서 및 시험 대상자 동의서에 
명시한다. 인구학적 정보에는 한글 머리글자와 주민등록상 생년월
일, 성별, 직업, 결혼유무, 월 평균 가구 소득 항목, 평소 주로 사용
하는 손 문항이 포함되며 임상데이터 분석 시 인구학적 정보와 변
증별, 맥상파 간의 상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2) 약물력, 여성력, 병력 및 수술력 조사
   약물력(Concomitant medicine), 병력 및 수술력(Prior medical 
history)을 조사하고, 여성의 경우 생리주기와 폐경여부
(Reproductive system)를 조사한다. 모든 의학적 과거력과 현재의 
의학적 상태 및 이상반응은 WHO-ART에 등록된 코드에 따라 기록
하며, 최신버전의 DataBase를 이용하고 임상시험 기간 동안 동일한 
버전을 사용하도록 한다.
 3) 활력징후
    신장과 체중을 측정하고 수축기·이완기 혈압과 맥박, 체온을 측
정한다. 측정 시 측정 장소와 측정기기는 동일하게 유지하며, 활력징
후의 각각의 측정 위치와 부위에 대한 내용도 모두 기록하도록 한다.
 4) 기호식품 조사
    맥상파와 음주 및 카페인, 흡연 간의 연관성을 살펴본 연구는 
상당수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기호식품에 대한 적절한 조사는 매
우 중요하다. 조사 항목은 기존에 코호트 연구에서 사용된 내용을 
차용하여 본 임상시험에 적합하도록 수정작업을 진행하였고, 통계전
문가 및 임상 한의사의 자문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였다.
 5) 식습관 및 수면·신체활동 조사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조사지침서의 영양조사 내용을 차용
하여 하루 식사 횟수와 평소 주로 섭취하는 식사의 종류를 묻는 문
항을 추가하여 총 9개 문항의 식습관 설문지(Dietary Patterns 
Questionnaire)로 재구성하여 사용한다. 수면의 질을 묻는 설문문
항은 피츠버그 수면의 질 설문지(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를 사용한다. 1개월 동안의 수면의 질을 묻는 설문으로, 19문항의 
본인 평가 항목과 5문항의 같이 자는 사람에 의한 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임상시험에서는 본인 평가 문항만 작성하도록 

구성한다. 7가지 구성요소(component) 점수들은 하나의 “전체적” 
점수를 만들기 위해 더해지며, 최종적으로 0-21의 점수 범위를 가
진다. WHO에서 개발한 국제신체활동 설문지(Glob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는 현재 50개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
준화된 설문지로 기존에 사용되고 있던 국제신체활동 설문지
(Internation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의 단점을 보완한
다. 총 1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답변 시 필요한 예시 카드가 있
어 이를 참고하여 답변하도록 설계되어있다. 
 6) 변증 설문지 
    변증 설문지는 총 6개의 하위 항목 설문지로 구성되며, 시험 
대상자는 6개의 변증 설문지를 모두 작성하여야 한다. 각 설문지는 
전문가의 의견을 기초로 하여 개발되었고 통계적 방법으로 검증 및 
수정되어 국내외 학회지에 출판된 것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설문지
는 종류에 따라 예-아니오 방식의 2진 부호용으로 개발되거나, 리커
트 7점 척도(Likert 7 point scale)로 개발되었다. 리커트 방식의 
설문지라 하더라도 절단점(cut-off value) 및 타당도 연구
(validation study)에서는 1-4점은 아니오, 5-7점은 예로 둘로 나누
어 분석에 사용된다. 류 등19)이 개발한 한열 설문지는 인체의 전반
적인 한·열 상태를 파악하여 한증과 열증에 속한 정도를 평가할 수 
있으며 한증이 10개 문항, 열증이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 
등20)이 개발한 담음 설문지는 체내의 과량의 수액이 일부분에 정체
하여 발생한다고 여겨지는 병증을 평가할 수 있으며 신경정신계통 
7문항, 호흡계통 4문항, 소화기계통 5문항, 피부계통 4문항 등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박 등21)이 개발한 어혈 설문지는 체내
의 일정부위에 혈액이 정체되어 발생한다고 여겨지는 병증을 평가
할 수 있으며 외상관련 2문항, 멍·출혈 4문항, 통증관련 6문항 등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박 등22)이 개발한 식적 설문지는 
소화기능 및 전신기능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으며 소화기능 관련 8
문항, 체내 수분과 관련된 증상 6문항, 음식에 대한 민감성 2문항 
등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등23)에 의해서 개발된 칠정 설
문지는 건망 및 두근거림 4문항, 흉부의 증상 5문항, 피로증상 5문
항, 분노와 불면 2문항 등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김 등24)과 
윤 등25)에 의해 개발된 노권 설문지는 소화기계통 4문항, 호흡기계
통 3문항, 생활습관 2문항 등 총 1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최종
적으로 변증 설문지를 통해 획득한 총점과 변증 진단 결과를 제시
해주고 KIOM-PAS 맥진기로 획득한 맥박지수와 맥력지수, 맥심지
수, 맥실 지수 및 임상데이터 간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7) 실험실 검사
    혈액학적 검사와 일반화학 검사를 실시한다. 혈액학적 검사 항
목으로는 WBC과 WBC diff count, RBC, hemoglobin, 
hematocrit, platelets 총 6종이 포함되며, 일반화학 검사 항목으로
는 BUN과 Creatinine, Total Protein, Albumin, AST(SGOT), 
ALT(SGPT), Alkaline phosphatase, Total Bilirubin, Direct 
Bilirubin, r-GTP, Uric acid, CRP(정량), Sodium, Potassium, 
Chloride, Glucose,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LDL, HDL, 
Phospholipid, Total Lipid 총 22종이 포함된다. 실험실 검사는 스
크리닝 목적이 아니며 변증과 실험실 검사 결과 간의 연관성을 살
펴보고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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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상시험용 의료기기
 1) 임상시험용 의료기기 제원
    본 임상시험에 사용된 임상시험용 의료기기 KIOM-PAS는 7개
의 어레이 압력 센서를 손목의 요골동맥 부위에 부착하여 맥상파를 
측정하는 장비이며, 품목명과 품목군은 맥파계(A23040)와 생체현상
측정기기로 지정된 2등급기기이다. 본 장비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을 
통해 전기·기계적 안전성에 관한 시험, 전자파 장해/내성에 관한 시
험, 성능에 관한 시험을 받았으며 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한, 맥파
계 품목에 대하여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 인정서를 
획득하였다. KIOM-PAS는 시험 대상자의 좌측 손목의 요골 부위에
서 맥상파를 측정하고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 맥의 크기와 깊이, 빠
르기, 폭 정보를 제공해준다. 맥진기 이외에 요골동맥 부위의 혈류
속도와 표피부터 동맥까지의 거리 및 요골 동맥 내경 정보를 측정
하기 위하여 초음파 장비(volusion 730 Pro, 품목허가번호: 제 수
입허가 02-1231호)를 사용하였다.

Fig. 2. Pulse diagnosis device (A) and the scene of measuring the 
pulse wave (B) 

 2) 임상시험용 의료기기 측정 시 주의사항
    맥상파의 간섭을 일으킬 수 있는 전자기기들이 없는 곳에서 맥
진기를 설치하도록 하며 맥상파 측정 전 과도한 운동과 흡연 및 카
페인 섭취는 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측정 전 시험 대상자는 10분 
동안 편안한 자세로 휴식을 취한 후 측정을 진행하도록 하며, 측정
하는 손목부위의 액세서리는 제거한다. 측정하는 동안에는 움직임을 
최소화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6. 평가 변수
    1차 평가변수는 KIOM-PAS 맥진기로 획득한 맥박지수(heart 
rate)와 맥력지수(pulse power index), 맥심지수(pulse depth 
index), 맥실 지수(pulse volume index)이다. 맥박지수는 1분 동안 
계산된 맥박수로부터 획득하며, 맥력지수는 측정한 맥파에서 가장 
큰 값을 가지는 최대 맥상파를 맥력지수로 정의한다. 맥심지수는 맥 
측정 센서가 피부와 접촉되는 시점부터 최대 맥상파가 나타나는 시
점까지의 시간차로 평가되며, 맥실 지수는 최대 맥상파의 70% 크기
를 갖는 2개의 time index를 찾고 그 time index 간의 시간차로 
평가된다(Fig. 3).
    1차 유효성 평가는 변증 진단 결과에 따른 맥진기 측정 데이터
의 변화량을 사용하고, 2차 유효성 평가는 변증 진단 결과에 따른 

실험실 검사 결과데이터를 사용한다.

7. 안전성 분석
    안전성 평가는 주로 연구자의 임상시험 의료기기 측정 및 임상
병리검사와의 연관성을 의심하는 이상반응, 중대한 이상반응 발생 
빈도를 분석하여 수행된다. 수집된 안전성 자료들을 적절하게 요약
한다. 이상반응은 환자의 증상을 보고, 매 방문 시 연구자의 관찰 
등을 통해 수집된다.

Fig. 3. Assessment Variables of pulse diagnosis device

8. 이상반응
    이상반응(adverse event)은 임상시험 과정에 나타나는 바람직
하지 않고 의도되지 않은 증후 (sign, 예: 실험실적 검사치의 이상), 
증상(symptom) 또는 질병을 말하며,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와 반드
시 인과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와 관
련한 이상반응은 측정 시 발생하는 모든 유해하고 의도되지 않은 
반응으로서, 임상시험에 사용된 맥진기와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본 임상시험에서 이상반응은 임상시험 시작 전
에 관찰되지 않은 증상이 발생하는 모든 바람직하지 않은 의학적 
소견을 이상반응으로 분류한다. 또한 예측되는 부작용도 이상반응으
로 분류하며 이상반응의 정도를 경증, 중등도, 중증으로 분류한다. 
발생 가능한 부작용의 종류로는 모터를 통한 가압에 의한 압박감, 
모터의 오동작으로 인한 이상 가압에 따른 피부 통증, 모터의 오동
작에 의한 이상 가압에 따른 요골의 통증이 있다. 

9. 모니터링
    시험 대상자의 권리와 복지 보호, 보고된 임상시험 관련 자료가 
근거문서와 대조하여 정확하고 완전하며 검증이 가능한지 여부 및 
임상시험이 승인된 계획서, 임상시험 관리기준 및 시행규칙의 규정
에 따라 수행되는지의 여부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방
문 시 모니터는 시험 대상자 기록 원본, 의료기기 측정 관리 기록, 
자료 보관(연구 파일) 등을 확인하며, 임상시험 진행과정을 잘 살피
고 문제가 있을 경우 연구자와 상의한다. 

10. 윤리적 문제
   본 임상시험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465호) 및 대전대학교 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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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한방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M2014-01-1)의 임상시험계획 승
인을 획득하였다. 모든 시험 대상자들로부터 자발적인 동의를 받은 
후 임상시험을 진행한다.

고    찰

    맥진은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오랜 기간 동안 임상적 경험을 통
하여 축적되고 체계화된 한의학의 대표적인 진단 방법 중 하나로1), 
한의학이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발전하기 위
해서는 맥진의 객관화가 매우 중요하다. 맥진의 객관화를 위해서 맥
상파 데이터의 정량화가 가능한 맥진기 개발은 필수적이며, 그동안 
맥진기와 관련된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맥진기 
관련 조사연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16-18) 국내외 많은 연구
자들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상시험을 통한 실효성 확립과 다
양한 콘텐츠 개발 등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맥상파는 臟器 및 經絡에 직접 흐른 氣血의 상태를 나타내며, 
따라서 한의사들은 맥진을 통해 기혈진액의 상태와 장부 경락의 허
실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체질과 장부의 病因, 病所, 病變 상태 
등을 파악하여 치료방향을 정할 수 있다26). 맥상파에 영향을 주는 
여러 인자로 음식섭취4,27,28) 및 성별, 연령, 음주, 운동, 혈관 노화도 
등이 있다29,30). 한의학 서적과 선행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맥상파는 
환경적·심리적·신체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임상시험
을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맥상파에 영향을 주
는 인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임상시험을 설계해야 한다. 
    본 연구는 앞서 기술한 요인들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국
제신체활동 및 수면설문 등의 공인된 설문지를 차용하여 시험 대상
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기초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였고, 국내외 학
회지를 통해 인정받은 6종의 변증 설문지를 이용하여 병인변증을 
조사하였다19-25). 또한 임상시험 시 주의해야할 사항들과 고려해야 
될 제반사항들을 파악하여 임상데이터를 확보 시 발생하는 문제점
들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질 좋은 임상데이터를 확보
하고 맥진 임상데이터를 통합 관리가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할 수 있도록 Clinical Data Interchange Standards 
Consortium (CDISC) 표준에 기반을 둔 임상시험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였다. 
    CDISC는 임상시험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임상시험계획서 개발
부터 자료의 생성과 저장, 교환, 제출, 분석에 대한 표준이다. 
CDISC를 적용하여 임상시험계획서를 개발하면 향후 진행할 임상시
험 및 증례 수집에 대한 계획서를 보다 효율적으로 생성하고 관리
할 수 있으며, 자료의 통합 및 분석 시 형태 변환에 따른 시간 및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특히 맥진 연구를 위한 다양한 주제의 
임상연구가 다 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CDISC와 
같은 표준의 적용은 보다 효율적인 자료 관리 및 분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임상시험은 기존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지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수많은 검토과정 후 개발된 임상시험계획서라 할지라도 임상시
험을 통해 획득한 결과를 바탕으로 발생한 한계점을 파악하고 이를 
수정 보완하는 과정이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한의학의 병인변증과 맥상파 간의 연관성을 살
펴보는 탐색적 관찰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기초단계로 임상시험계
획서와 증례기록서를 개발하였고, 임상시험을 계획하거나 수행할 연
구자 및 한의사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였다. 
본 연구내용이 맥진 임상시험 진행 시 질 좋은 임상데이터를 확보
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라며, 더 나아가 맥진 
임상시험의 활성화 및 맥진기 성능 향상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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