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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이 연구는 칼슘통로 길항제로 치료받는 고혈압 환자에서 치료전과 치료후

의 맥파분석을 이용한 혈역학적 변화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또한 고혈압 치

료전, 치료후, 치료전과 치료후의 변화율에 대해 맥파분석과 혈역학적 변수

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맥파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혈역학적 변수를 

찾고자 하였다.  

2002년 5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병원의 심

혈관센타 외래에 내원한 고혈압 환자 55명(남자 33명, 여자 22명, 평균연령 

52.6±9.7세)을 대상으로 하였다.  

환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조사하고 칼슘통로 길항제 투여전과 투여후의 혈

압검사, 혈액검사, 맥파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는 본태성 고혈압으로 처음 진단 받은 환자들로 다른 질

병은 없는 상태였다. 고혈압에 이환된 기간은 평균 27±42개월이었다. 14명

이 흡연을, 29명이 음주를 한다고 응답하였다.  

둘째, 한달간 칼슘통로 길항제 투여후 수축기 혈압은 156±11.9mmHg에

서 131.8±14.1mmHg로, 이완기 혈압은 101.1±4.1mmHg 에서 87.5±

8.5mmHg로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p<0.001). 혈관탄성지수 EI는 0.77±

0.16에서 0.86±0.16로(p<0.001), 구혈탄성지수 EEI는 0.33±0.17에서 0.40

±0.21(p=0.0039)로 의미있는 변화를 보였다. 파고비 b/a, 파고비 d/a 등이 

의미있게 개선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  

셋째, 칼슘통로 길항제로 1개월간 치료후 정상혈압군으로 돌아온 군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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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혈압군으로 돌아오지 않은 군들에 비해서 혈관탄력지수가 더 증가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넷째, 칼슘통로 길항제 투여전에는 수축기 혈압이 증가할수록 탄성지수 EI

는 감소하는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투여전후 변화율에서는 수축기 혈압 변

화율이 높을수록 파고비 b/a변화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다섯째, 고혈압 치료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구혈탄성지수 EEI변화율을 감

소시켰다.  

여섯째, 수축기혈압 변화율이 1 증가할때 b/a 변화율은 1.84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치료제를 복용하는 경우 b/a 변화율은 1.287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수축기 혈압이 혈관의 탄성지수 EI에 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혈관의 탄력성 소실은 혈관의 경직되었음을 의미하며 심혈관 질환의 

조기예고지표라고 볼 수 있다.  혈관질환들을 발견하려는 예방적 노력들을 

강화하는 것은 심혈관계 질환의 조기검진 및 진단에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혈관의 탄력도 및 저항상

태를 분석하는 맥파분석에 대한 연구는 심혈관계 질환의 조기검진 및 진단

을 위한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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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 배경 

 

지난 수십 년 동안 혈관 질환의 예방과 치료의 분야에 상당한 발전이 있

었다. 흡연, 운동부족, 비만, 당뇨, 고혈압, 그리고 고콜레스테롤 혈증과 같

은 위험인자를 인식하게 되면서부터, 사람들의 보다 건강에 좋은 식이습관

과 보다 운동을 많이 하는 생활형태에 대한 관심을 고무시켰다. 혈관 질환

은 현재까지 많은 나라에 있어서 주요한 사망 원인이다(Cohn, 1995).  

현재 전체 인구(금연, 식이 조절, 그리고 운동량 증가) 또는 특정 위험 인

자(고혈압, 고콜레스테롤 혈증)를 가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예방적 노력들이 

행해지고 있다.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접근법은 생활 습관을 변화시키

고자 노력하지만, 실제 생활 습관을 변화시킴으로써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일부에 불과하다. 소위 고위험군(high risk)으로 불

리는 환자군에서도 혈관 질환이 발병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 고혈압 병력

은 심근 경색 환자의 40%이내에서만 발견되며 고콜레스테롤 혈증도 심근 

경색 환자의 40%이내에서 나타난다(Johns Hopkins White Papers, 1998). 

이러한 접근법들은 임상적으로는 유용하지만, 초기 단계에 있는 혈관 질환

의 존재 여부를 알 수는 없다. 현재 기술을 통한 조기 발견은 비용, 침습성, 

특이성 부족, 그리고 다른 인자들로 인해 불가능한 실정이다(Cohn, 1995). 

고혈압은 노령화 사회로 들어가고 있는 우리나라에 현재 뿐만 아니라 미

래에도 가장 중요한 만성질환의 하나가 될 것이다(박인수, 2002).  

고혈압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12~18%가 앓고 있으며 또한 전세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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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쳐서 가장 이병율이 높은 장기 질환의 하나이다. 고혈압은 혈압자체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질환의 가장 흔하고 중요한 위험인자(risk factor)이며 뇌출

혈, 심비대, 심부전, 신부전의 원인으로 중요하다. 아직까지 뇌혈관질환은 한

국인 노인 사망원인의 1위이며, 그 근저에는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다. 이와 

함께 한국 국민들의 질병형태도 최근 당뇨병과 관상동맥질환이 급격히 증가

하는 선진국 양상으로 바뀌고 있다(박인수, 2002).  

국내 사망원인의 수위를 차지하는 질환은 뇌혈관질환(인구10만명당 72.9

명)과 심장질환(인구 10만명당 39.1명)이다(통계청, 2001). 한편 고혈압은 

이들 질환의 주요 위험인자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1999년 사망환자 2백만

명당 227,000명이 고혈압이 주요 요인이 되거나 선행요인이 되어 사망한다

고 보고했다(AHA, 2002). 

인간의 심혈관계 질병을 진단하는 장비로서 심전도와 초음파 뇌혈류진단

기, X-Ray 등이 사용되고 있으나 한국인의 사망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

지하는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예방 차원의 진단이나 질병의 진행과정을 쉽

게 추적할 수 있는 의료용 진단기기는 아직 부족한 형편이다. 최근 우리나

라도 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 고혈압, 당뇨병, 중풍 등의 성인병의 증가가 

사회문제화 되어가고 있지만 이러한 순환기 계통의 성인병을 예방, 진단하

기 위한 의료기기 개발성과는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심각한 후유 

장애를 동반하는 뇌졸중 등 동맥경화를 원인으로 하는 질병은 일단 발병 후

에는 효과적인 치료수단이 없는 만큼 이들 질병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진

단용 의료기기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이수랑, 2002).   

이러한 진단장비 가운데 적혈구의 적외선(InfraRed) 광흡수 특성을 이용

한 맥파계(Plethysmograph)는 간편하게 손가락 끝에 부착, 말초세동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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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류의 변화를 추적하는 장비로서 심장-혈관-혈액의 인체 순환기계의 역학

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최근 일본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인체의 심장-혈관-혈액의 생체역학적 시

스템에 대한 연구가 부족할 뿐 아니라 맥파계에서 얻어진 신호파형을 해석

하여 이를 실제 임상에 적용하여 제품의 성능개선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하

는 연구는 이제 겨우 시작단계에 들어선 수준이다(이수랑, 2002). 

맥파계는 검출방법에 따라 압맥파와 용적맥파로 구분된다. 최근 용적맥파를 

2차 미분하여 얻은 가속도맥파가 정의되면서 다시 용적맥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Takazawa et al,  1998).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용적

맥파에 관한 연구는 맥파 검출시스템에 관한 연구나 용적맥파를 이용한 비침

습적인 헤모글로빈량의 측정 등 아직 제한된 분야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으

며 의학분야에 있어 용적맥파에 관한 연구가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남동현, 2002).  

용적맥파는 산소포화도, 심장기능, 혈류상태, 동맥경화 등을 평가하기 위

해서 사용되고 있다. 1934년에 Kramer가 Lambert-Beer의 법칙에 의거해 

살아있는 동물의 동맥에서 산소를 측정할 수 있는 barrier layer photocell

을 개발하고, 1940년 Millikan은 Kramer의 광전지를 O2 모니터와 통합하고 

파장이 다른 2개의 광원의 흡광도를 비교하여 귀 산소계측기를 처음으로 고

안해 내면서 용적맥파는 산소포화도를 비침습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

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용적맥파의 파형을 분석하는 분야는 표준화

연구의 부족, 특정점 인식의 어려움, 파동의 동요, 파형에 영향을 주는 요인

들에 대한 제어가 어려워 널리 이용되지 못하였으나 최근 컴퓨터와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정확한 특정점 인식이 가능해지고 재가진료 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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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으로 맥파의 실용적 가치가 증대됨에 따라 보다 정확한 맥파분석 및 정

량화 요구가 증가하면서 다시 맥파에 대한 임상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남동현,  2002).  

이미 압맥파 방식인 동맥파형분석과 관련된 임상 연구는 1980년 이후 미

네소타 의과대학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1988년 이후로는 다른 임상 연구자

들과 의학 연구 센터에서도 시작되었다. 임상 연구자들은 동맥계의 탄성력

을 측정함으로써 혈관 질환의 조기 발생을 시사하는 전통적 위험 인자가 없

는 환자들에서도 동맥 탄성력의 감소를 발견할 수 있었다. 더욱이 임상 연

구 결과에서는 심부전, 관상동맥 질환, 고혈압과 당뇨를 가진 환자들이 전형

적으로 동맥  혈관벽의 탄성력 감소를 보인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혈관 변화들은 때로 심혈관 질환의 명확한 징후, 그리고 심근 

경색 또는 뇌졸중이 발생하기 수년 전에 선행한다. 또한 혈관의 경직성을 

시사하는 연령의 증가에 따른 대혈관과 작은 혈관 모두의 탄력성 소실은 심

혈관 질환의 조기 발생을 시사하는 명확한 표시자이다. 이 방법을 이용한 

수 많은 임상 연구와 약물의 임상 시험을 통해 2,500명 이상의 환자가 연구

가 참여했으며, 그 결과 의학 잡지에 30편 이상의 논문들이 발표되었으며 

비침습적 펄스 파형분석을 통해 단기간의 약물 투여로 펄스 모양의 변화와 

순응도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러한 소견들은 단순한 비

침습적 방법이 항고혈압 약물 치료의 효능을 점검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Cohn, 1995). 

맥파의 형태 연구는 심혈관계 기능에 관한 중요한 정보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용적맥파의 기본신호인 산소포화도(SpO2) 측정파형

의 형태와 압맥파 방식의 동맥압 파형이 매우 흡사한 것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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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lley, 2001).  

따라서 개발된 새로운 기술인 용적맥파 방식의 맥파분석은 동맥 혈관벽에 

생긴 미세한 변화가 혈관 질환의 초기 표시자로 작용할 수 있는 초기 단계

에서 혈관 질환의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2. 연구의 목적 

 

동맥의 탄력 특성을 나타내는 탄력지수(elasticity)와 신장도

(distensibility)는 고혈압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 강력한 지표이다. 최근 

동맥혈 산화헤모글로빈 HbO2 의 적외선 광흡수성을 이용하여 혈관의 용적

이 변동하는 것을 전기적으로 변화하여 박동신호를 분석함으로써 동맥의 탄

력도, 말초혈관 저항, 그리고 좌심실 수축력을 측정하는 비침습적인 혈역학

적 감시가 가능한 맥파분석법이 국내에서 새로이 개발되었다. 이에 이 연구

의 목적은 칼슘통로 길항제로 치료받는 고혈압 환자에서 맥파 분석을 이용

한 혈역학적 변화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달간 칼슘통로 길항제를 투여받은 환자에 있어서 투여전과 투여후

의 맥파분석 및 혈압변화를 비교분석한다.  

둘째, 맥파분석과 혈역학적 변화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셋째, 맥파분석 변화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혈액학적 인자를 알아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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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맥파의 개념   

 

맥파는 심장 박동에 의해 대동맥 내압이 변화하여 압파가 동맥벽을 따라서 

파상으로 말초에 전파하는 것을 검출한 생체신호이다. 맥파의 형성은 심장과 

혈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심장박동에 의하여 대동맥 내압이 변화되면, 동

맥관벽도 확장 또는 수축하는 변화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이때 혈관벽

을 따라서 파상으로 말초에 전파되는 것을 “맥파(Plethysmogram:PTG)”라

고 한다. 맥파는 혈관을 따라 계속 전파해 나가는 속도가 혈류속도보다 현

저히 빠르다. 

맥파가 대동맥판 기시부에서 손가락끝(지첨:指尖)까지 전달되는 시간은 약 

0.16초,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손가락끝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순환시

간)은 약 1~2초가 소요된다. 맥파와 비교하여 약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 

이처럼 맥파와 혈류가 전혀 다른 것은 흐르고 있는 강물의 표면에 돌을 던

졌을 때, 그에 따라 생기는 물결파의 퍼지는 속도와 강물이 흐르는 속도가 

전혀 다른 것과 같다. 

맥파의 전파시간은 동맥벽의 두께, 동맥 직경, 혈액의 밀도, 동맥계의 길

이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동맥경화는 전파속도를 빠르게 하

고, 동맥확장은 전파속도를 느리게 한다. 동맥 혈관의 도중에 협착이나 폐색

이 있으면 맥파 전파시간이 길어진다. 

맥파는 심장의 박동 현상과 혈관의 전달 특성 및 측정부위의 혈관 성질과 

혈류상태에 따라 수시로 변화한다. 따라서, 맥파는 측정시 피험자의 순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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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를 반영한다. 

 

2. 맥파의 형성과정모델  

  

심장의 좌심실에서 시작된 맥파는 대동맥으로부터 말초혈관으로 진행한다. 

맥파 파형의 형상(contour)은 심박출시의 혈류파형과 대동맥의 특성 및 동맥으

로 분기에 의한 반사 등의 맥관시스템의 특성을 반영한다. 따라서 동맥경화, 당

뇨 등의 영향으로 혈액순환장애가 있는 경우 말초혈관에서 측정된 용적맥파는 

맥파가 전달된 과정의 맥관시스템 특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의 A점에서 시작된 초기의 맥파는 대동맥에서 동맥, 세동맥 등으로의 

분기에 의한 순응도(compliance)의 감소 등에 의한 C점에서의 반사파 및 대동

맥판 폐쇄로 인한 반사파와 합성된 파형을 형성하면서 말초로 진행한다. 맥파

는 한쪽 방향으로 진행하지만, 진행도중의 혈관의 불연속성 등으로 반대방향으

로 진행하는 반사파가 발생한다. 이 때 생기는 반사파의 크기는 동맥경화 등으

로 순응도가 감소(특성 임피던스의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이러한 반사파 및 

초기의 맥파가 합성된 맥파 파형은 혈관시스템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말초로 진

행한다.  

이러한 맥파는 좌심실의 박출상태, 동맥의 탄성도, 맥관의 저항상태, 혈압, 

산화헤모글로빈(HbO2) 양에 영향을 받는다(三上正俊,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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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대동맥 모델 

(b) 각 부의 파형 

그림 1. 맥파형성과정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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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적맥파의 측정원리   

 

맥파 측정방법에는 혈압의 변화 파형을 나타내는 압맥파와 측정 부위의 

혈류량(혈관의 용적)의 변화를 측정하는 용적맥파, 2종류로 나눌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맥파검사기 McPulse는 혈관의 두께나 탄성도에 의해 

민감하고, 생체의 변화를 적절히 검출할 수 있는 용적맥파를 측정한다. 

용적맥파는 말초 세동맥의 용적변화를 비관혈적으로 검사하는 방법이다. 

본래 말초 세동맥의 혈행동태를 보기 위한 검사법이었지만, 최근 말초 세동

맥의 용적맥파가 대동맥 기시부와 상행 대동맥과 같은 중추맥파와 매우 근

사성을 나타낸다는 것이 밝혀져 임상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그림 2). 

 

 

 

 

 

 

 

 

그림 2. Plethysmogram/BP/ECG에서 조발성 심전도(ECG)에 대한 조발성 

심실 수축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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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용적맥파와 압맥파  

 

그림 3과 같이 혈관 내 압력의 변화에 의해서 일어나는 말초 세동맥의 용

적변화인 용적맥파(plethysmogram)의 기록은 정말 간단하며 임상가치도 월

등히 높다. 그리고 근성동맥(저항혈관)이라 일컬어지는 중⋅소 이하의 세동맥

에서는 전달되는 압력변화의 1/250 정도의 극히 미세한 용적변화만이 일어

나기 때문에 그림 4와 같이 손으로 느낄 수가 없다. 보통은 500~1,000배로 

증폭시켜 기록한다.  

압맥파도 용적맥파와 같은 동맥으로 기록되면 파형은 상당히 비슷하며 정

상일 때에는 내압이 상승하면 용적이 증가하고 내압이 하강하면 용적은 줄

어든다(그림 5). 

그렇지만 교감신경자극 등으로 동맥이 수축, 긴장하고 있을 때에는 상당한 

내압변화가 일어나도 용적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용적맥파의 높이는 낮아진

다(그림 6). 이러한 파장높이(波高)의 저하는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추위, 담

배, 정신긴장 등으로도 쉽게 일어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심박출량의 감소

에 의해 생기는 혈관수축을 잘 반영하기 때문에 심장기능평가의 유력한 무

기가 된다. 

 
그림 3. 혈관내 압력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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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촉진에 의한 압파 및 용적맥파 

 

그림 5. 정상인 경우 세동맥 용적변화 

 

그림 6. 혈관 수축인 경우 세동맥 용적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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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맥파 측정방법  

 

일반적으로는 그림 7과 같이 손가락끝 등 세동맥망이 조밀하게 발달해 있

는 부위에 일정량의 빛을 닿게 하여 동맥혈중의 산화헤모글로빈 (HbO2)에 

의한 빛 흡수량을 측정하는 광전관방식에 의해 이루어진다. 즉, 세동맥관이 

팽창하거나 축소되는 것은 혈관내의 동맥혈이 증가하거나 감소함에 따라 산

화헤모글로빈(HbO2)의 증가에 의해서 알 수 있다(그림 8). 

  

그림 7. 용적맥파측정 

그림 8. 용적맥파 측정모습 

 

혈관 내 동맥혈의 증감에 따른 산화헤모글로빈(HbO2)에 의한 흡광량의 변

화를 맥파로 표시하는 것으로 심박동의 이완기로 세동맥 혈관내경이 감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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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혈관수축기에는 혈액량이 적어 산화헤모글로빈에 의해 흡수되는 빛의 양

이 적다. 심박동의 수축기로 세동맥 혈관내경이 증가하는 혈관 확장시에는 

혈액량이 많아져 산화헤모글로빈에 의한 흡광량이 늘어난다. 따라서 세동맥

의 수축, 확장에 따른 흡광량의 차이가 용적맥파로서 측정된다(그림 9).  

 

 

 

 

 

 

 

 

 

 

 

 

 

그림 9. 정상적인 지첨용적맥파의 변화 

 

4. 용적맥파 

 

손가락끝 말초동맥에서 동맥혈의 용적변화를 추적함으로써 동맥혈류 순환

에 영향을 미치는 심수축력, 동맥의 탄성도, 혈관계의 혈류저항등의 요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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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늠할 수 있다. 

용적맥파는 말초 세동맥망이 세밀한 부위를 선택하여, 혈액 내의 헤모글로

빈의 빛의 흡수성을 이용하여 말초혈관의 미세한 용적 변화를 나타내는 검

사방법이다.  

용적맥파는 동맥에 가압을 가하지 않고 원형 상태의 맥파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맥상을 분석하며, 맥관의 수축 및 확장인 내경변화 및 정맥혈압의 

특성도 관찰할 수 있다. 

 

  4.1 용적맥파의 정상파형 및 의미  

 

정상적인 용적맥파는 기시점(S), 충격파(P), 조랑파(T), 절흔(C), 중복파

(D)가 있으며 이에 대한 의미는 다음과 같다(三上正俊, 1999).   

 

가. 기시점(S. Appearance point)  

맥파의 출발점. 좌심실이 수축하고 심실의 압력이 급증하여 심장의 대동맥

판막이 열리면서 좌심실로부터 혈액이 구출되며 대동맥압이 급상승하며 혈

액이 동맥으로 급속으로 방출되는 시점이다. 

나. 충격파(P, Percussion) 

심수축에 의한 급속한 혈액 방출, 1차 파봉(P) 형성 후 서서히 감소한다. 

정상파의 경우 P점과 대동맥의 최고압력 도달시점이 같지만, 나이 등으로 

노년화 할수록 파형이 완만해지면서 P점의 위치가 맥파의 최고 파봉보다 앞

쪽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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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랑파(T, Tidal wave)  

충격파가 대동맥에서 동맥으로 분기되는 말단부에서 반사되어 생기는 파

형으로 정상파의 경우에는 이 파봉이 보이지만 노년층의 경우 충격파와 합

성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라. 절흔(C, Incisura) 

대동맥압이 좌심실 압력보다 높아져 대동맥판이 폐쇄되는 시점으로 수축

기로부터 이완기로 전환하는 시점이다. 수축기 세동맥 혈관저항이 커지면 

상승하며 세동맥 수축을 의미하고 수축기 세동맥 혈관저항이 작아지면 하강

하며 이는 세동맥 확장을 의미한다.  

마. 중복파(D, Dicrotic) 

대동맥판 폐쇄시 대동맥압이 좌심실 압력보다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반사

파로 중복파장이 부풀어 있는 것은 대동맥에 높은 압력이 지속되는 것을 의

미하며, 중복파장이 작은 경우는 심장 이완기 초기에 혈압이 하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0. 용적맥파 정상파형  

 

S : 기시점 

S-P : 수축기 상승각 

P : 수축전기 심실충격파  

T : 수축후기 동맥말단부 반사 조랑파 

C : 이완기 전환시점 절흔  

D : 이완기 초기 중복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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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용적맥파의 이상파형   

 

그림 11은 용적맥파의 이상파형을 보여준다.  

(a)는 수축기 상승각이 급상승하고 조랑파는 보이지 않으며 절흔이 낮다. 

말초동맥이 확장된 경우에 발생한다.  

(b)는 충격파 직전에 전륭이 있으며 절흔이 높은 것이 특징이며 심력저하

에 의한 박출기 저항이 증대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c)는 수축기상행각이 혈관내 탄성저항의 증대로 완만하며 절흔이 높아지

는 것이 특징이며 (d)는 삼각형의 형태로 절흔과 중복파가 보이지 않고 직

선으로 하강한다. 중년이후의 고혈압 환자에서 볼 수 있는 동맥경화 패턴이

다. 절흔이 불분명하고 이완기 급속하강이 보이는 (e)는 정맥계 울혈 등으로 

이완기 말초-정맥계 혈류정체를 나타낸다.  

 

 

 

 

              (a) 확장파                (b) 수축파  

 

 

 

 

  (c)경성파               (d) 삼각파            (e) 완기평탄파  

그림 11. 용적맥파 이상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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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속도 맥파 

 

가속도맥파(Accelerated plethysmogram)는 용적맥파(PTG)의 2차 미분파

이다.  

용적맥파가 기선이 안정되지 않고, 파형의 기복이 부족하여 그 해석이 난

해하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 용적맥파를 시간축으로 2차 미분하여 변곡점 

평가를 용이하게 한 것이 가속도맥파이다.  

가속도맥파 지수를 이용한 혈관추정연령과 유형분류로 맥관 노령화 수준

의 객관화가 가능하다. 또한 각 꼭지점(a,b,c,d,e,f)과 연관한 용적맥파해석에

도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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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가속도 맥파 생성과정 

 

가속도맥파 

용적맥파 

속도맥파 

1차 미분 

2차 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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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가속도 맥파 파형분류  

 

그림 13은 가속도 맥파의 퍄형분류를 나타내며 가속도 맥파는 A, B, C, D, 

E, F, G type의 7파형으로 분류되며 노령화가 진행되고 혈관의 탄력도가 떨

어질수록 A type에서 G type에 가까워진다.  

 

 

 

 

   

 (a) A type           (b) B type          (c) C type  

 

 

 

 

(d) D type        (e) E type           (f) F type         (g) G type  

그림 13. 가속도 맥파의 파형분류 

 

6. 용어의 의미  

 

가. 맥파고 PH(Pulse Height)  

맥파 파형의 파고높이를 표시한 것으로 말초혈류량을 나타낸다. 파고가 너

무 작거나(1.0미만) 너무 클경우(16이상) 파형왜곡이 나타날 수 있어 유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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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나. 탄성지수 EI(Elastici Index)  

용적맥파의 수축기 후기에 나타나는 봉우리(T파)의 파고높이(T2)와 용적

맥파의 수축기 전기에 나타나는 봉우리(P파)의 파고높이(T1)의 비율

(T1/T2)을 의미하며, 동맥벽의 신전성을 나타내는 지수로 EEI에 관여한다. 

다. 박출시간 Etc(Ejection Time)  

대동맥판막이 열리는 시점에서 대동맥판막이 닫힐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심박수로 보정한 값으로, 심력저하 등이 있을 때 혈액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구혈시간 연장 등이 나타난다. 

울혈성심부전에서 단축되거나 폐색성비대형심근증, 대동맥판 폐쇄부전이나 

협착시 연장될 수 있다. 

라. 구혈탄성지수 EEI(Ejection Elastic Index)  

대동맥 탄성도, 좌심실 구혈 능력을 보기 위해서는 대동맥판이 열리면서 

좌심실부터 혈액이 구출되기 시작하는 S점부터 P점에 이어 나타나는 융기

점인 T점까지의 맥파 파형에 대한 지수로 심장수축기 전기의 상태와 대동

맥의 신전성을 반영하는 수치이다. 가속도 맥파에서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a~d까지이다. 

마. 중복확장지수 DDI (Dicrotic Dilation Index)  

맥파 파형의 P 파와 절흔지점의 파고를 측정하여 구한 값이다. 이는 말초

혈관저항의 상태를 나타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DDI 가 작으면 동맥

계의 경화도가 높거나 세동맥 이하의 혈관저항이 큰 상태로 세동맥 수축을, 

DDI 가 크면 세동맥이하의 혈관저항이 작은 상태로 세동맥 확장을 의미한다. 

동맥계의 확장도는 대동맥압이 좌심실 압력보다 높아져 대동맥 판막이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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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되는 시점인 절흔점의 높이를 통해 알 수 있다. 대동맥 판막이 폐쇄될 때 

좌심실혈액이 구혈되는 충격파와 세동맥 전달시 반사되는 중첩파(T점) 사이

에서 동맥계의 경화도가 높거나 세동맥이하의 혈관저항이 크면 절흔점은 높

고 저항이 작으면 절흔점은 낮다. 

바. 중복탄성지수 DEI(Dicrotic Elastic Index)   

맥파파형 중 절흔점에서 다시 심박 사이클이 시작할 때까지 기간인 심장

이완기의 파형을 분석한 지수이다. 이 기간에 나타나는 중복파의 크기를 지

수화 한 값으로 말초-정맥계순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사. 파고비 b/a, d/a 

b/a 

좌심실에서 혈액박출에 대해서 혈관이 대응하여 발생한 맥부

분을 표시한다. 혈관의 탄성도를 나타내며, 연령이 증가하면서 

값(절대값)이 작아진다. 

d/a 

반사에 의한 재상승한 맥파의 상태를 반영하며, 반사가 강할

수록 낮은 수치를 나타낸다.  

혈관의 반사파는 혈관내압의 상승을 주체로 한 혈관벽 긴장에 

따른 상태를 나타내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d의 절대값이 

커지고 d/a 절대값도 커진다.  

아. APG 패턴 

APG 파형을 7가지 유형으로 나타낸 것으로 A type 에서 G type까지 있

으며 환자연령에 비추어 A,B,C Type은 정상파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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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맥파 결과지    

 

그림 14는 맥파검사기 McPulse 의 결과지이며 (a)는 고혈압 치료전, (b)

는 고혈압 치료후 결과지이다.  

 

 

 

 

 

 

 

 

 

 

 

 

 

(a) 고혈압 치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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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고혈압 치료후 

그림 14. 맥파 결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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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의 틀  

 

한달간 고혈압 치료후 혈압 및 혈액학적 변화와 맥파분석을 비교 분석하

였다.   

한달간 고혈압 치료후 혈압 및 혈액학적 변화 및 맥파분석 변화를 비교하

기 위해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혈압 및 혈액학적 변화와 맥파분석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고혈압 치료후 맥파분석 

및 치료전과 치료후 맥파분석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

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에서 일반적 특성 및 혈압은 

독립변수, 맥파분석 변수는 종속변수로 구분하였다.  

 

 

 

 

 

 

 

 

 

 

 

 

나이 

성별 

음주 

흡연 

가족력 

고혈압 이환기간 

과거 고혈압치료제 복용 

일반적 특성 

 

 

맥파분석  

고혈압 치료전/후  

 

혈압변화  

혈액학적 변화  

고혈압 치료전/후 

Paired t-test 

다중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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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및 조사기간  

 

2002년 5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병원의 심

혈관센타 외래에 내원한 고혈압 환자 55명(남자 33명, 여자 22명, 평균연령 

52.6±9.7세)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고혈압으로 처음 진단 받은 환자들

로 다른 질병이나 수술경험은 없었다. 모든 환자는 1개월간 칼슘통로 길항

제(Norvascⓡ)를 투여받았다.  

환자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을 조사하고 치료전후의 혈압 및 혈액검사, 맥

파분석을 하였으며 맥파분석은 맥파검사기 McPulse (Meridian, co., R.O.K)

를 이용하였다. 

 

3. 분석방법   

 

데이터 통계분석은 SAS 6.12 통계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였다.  

첫째, 칼슘통로 길항제로 치료받는 고혈압 환자에서 치료전과 치료후의 맥

파분석을 이용한 혈역학적 변화 비교는 paired t-test를 이용하여 처리하였

다. 치료전후의 맥파 및 혈역학적 변화 비교는 환자를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초기 수축기 혈압이 160이상인 경우, 치료후 정상혈압으로 복귀한 환자인 

경우, 치료후 정상혈압으로 복귀하지 않은 환자인 경우로 나누어 치료전후 

변화를 비교하였다.  

둘째, 맥파분석과 혈역학적 변수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고혈압 치료전, 

치료후, 치료전과 치료후의 변화율에 대해 각각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셋째, 맥파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혈역학적 변수를 찾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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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은 두가지로 나누어서 치료후의 맥파분석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과 치료전과 치료후의 변화율에 대한 맥파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각각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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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 과 

 

1. 연구 자료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는 총 55명(남자 33명, 여자 22명)이었으며 평균연령은 52.6±

9.7세이다.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단 받은 환자들로 다른 질병은 없는 상태

였다. 이중 14명이 흡연을, 29명이 음주를 한다고 응답하였다.  

칼슘통로 길항제 투여전에 수축기 혈압은 156.4±11.9mmHg였으며 이완

기 혈압은 101.1±4.1mmHg이었다. 고혈압에 이환된 기간은 평균 27±42개

월이었다. 고혈압치료제를 복용하는 환자는 1명(1.8%)이었다. 총 콜레스테

롤은 199.4±30.1mg/dL이었으며, 중성지방은 192.4±102mg/dL이었다 

(표 1).  

표 1. 환자의 일반적 특성 (n=55) 

 

나이(세) 52.7 ± 9.7

성별(남) 33

음주(%) 29(52.7)

흡연(%) 14(25.5)

가족력(%) 34(61.8)

고혈압 이환기간 (개월) 27.6 ± 42.5

고혈압 치료제 복용(%) 1(1.8)

수축기혈압(mmHg) 156.4 ± 11.9

이완기혈압(mmHg) 101.1 ± 4.1

중성지방(mg/dL) 192.4 ± 102

총콜레스테롤(mg/dL) 199.4 ±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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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칼슘통로 길항제 투여전후 비교결과  

 

한달간 칼슘통로 길항제를 투여하여 혈액학적 변화와 맥파분석 변화에 대

하여 비교해 보았다. 수축기 혈압은 칼슘통로 길항제 투여전 156±

11.9mmHg에서 투여후 131.8±14.1mmHg로 변화하였다. 이완기 혈압은 칼

슘통로 길항제 투여전 101.1±4.1mmHg에서 투여후 87.5±8.5mmHg로 유

의한 변화를 보였다(p<0.001). 혈관의 탄력도를 나타내는 탄성지수 EI는 칼

슘통로 길항제 투여전 0.77±0.16에서 투여후 0.86±0.16로(p<0.001), 대동

맥의 탄력도를 나타내는 구혈탄성지수 EEI는 0.33±0.17에서 0.40±0.21로

(p=0.0039) 의미있는 변화를 보였다. 파고비 b/a는 -0.41±0.15에서 -

0.45±0.17로 변화하였으며(p=0.0500), 파고비 d/a는 -0.41±0.14에서 -

0.37±0.14로 변화하였다(p<0.001) (표 2). 

 

표 2. 칼슘통로 길항제 투여전후 비교결과 

 

 

 

 

 

 

 

 

EI ; Elastic Index 탄성지수     EEI ; Ejection Elastic Index 구혈탄성지수 

b/a ; a 파고에 대한 b 파고의 비     d/a ; a 파고에 대한 d 파고의 비  

치료전 치료후 p-value

수축기혈압 156.4±11.9 131.8±14.1 0.000

이완기혈압 101.1±4.1 87.5±8.5 0.000

EI 0.77±0.16 0.86±0.16 0.000

EEI 0.33±0.170 0.40±0.21 0.004

b/a -0.41±0.15 -0.45±0.17 0.050

d/a -0.41±0.14 -0.37±0.14 0.000

LDH 390.9±68.7 370.0±52.7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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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자구분별 칼슘통로 길항제 투여전후 비교결과  

 

칼슘통로 길항제 투여전후에 대해 환자구분별로 혈액학적 변화와 맥파분

석에 대한 변화에 대해 비교해 보았다.  

초기 수축기 혈압이 160이상인 환자인 경우,  

칼슘통로 길항제를 투여하기 전에 수축기 혈압은 159.9±11.1mmHg에서 

투여후 133.0±13.4mmHg로, 이완기 혈압은 투여전에 102.6±3.7mmHg에

서 투여후 89.0±8.7mmHg로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p<0.001). 탄성지수 EI

는 0.75±0.15에서 0.87±0.16으로(p<0.001), 구혈탄성지수 EEI는 0.31±

0.17에서 0.40±0.22로 변화하였다(p=0.002). 파고비 d/a는 0.45±0.14에서 

0.37±0.13로 변화하였다(p<0.001). AI는 0.14 ±0.32에서 0.07±0.32로 유

의한 변화를 보였으며(p<0.001). 중복확장지수 DDI는 0.13±0.06에서 0.17

±0.09로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p=0.02). 혈관의 탄성도를 보여주는 파고비 

b/a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투여후에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다. 

초기 수축기 혈압이 160이상인 환자들에 대해서 분석해 본 결과 전체 고혈

압 환자들에서보다 맥파분석 중 혈령지수 AI, 중복확장지수 DDI 가 의미있

게 호전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표 3).  

칼슘통로 길항제 투여후 혈압이 정상으로 복귀한 환자인 경우,  

총 30명이 치료후 수축기 혈압이 140이하, 이완기 혈압이 90이하인 정상

혈압으로 복귀하였다. 칼슘통로 길항제를 투여하기 전에 수축기 혈압은 

155.2±11.5mmHg에서 투여후 123.2±10.2mmHg로, 이완기 혈압은 투여전

에 99.6±3.2mmHg에서 투여후 81.9±4.3mmHg로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

(p<0.001). 탄성지수 EI는 0.72±0.12에서 0.83±0.14로 유의한 증가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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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p<0.001), 구혈탄성지수 EEI는 0.30±0.14에서 0.40±0.22로 의미있

는 변화를 보였다(p=0.01). 파고비 d/a는 0.42±0.14에서 0.35±0.14로 의

미있는 변화를 보였다(p=0.003). 혈관의 탄성도를 나타내는 파고비 b/a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없지만 개선되는 경향이다(표 3).  

칼슘통로 길항제 투여후 혈압이 정상으로 복귀하지 않은 환자들인 경우는 

길항제 투여후 수축기 혈압이 140이상이고 치료후 이완기 혈압이 90이상을 

기록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25명이 이에 해당하였다. 칼슘통로 길항

제를 투여하기 전에 수축기 혈압은 157.8±12.3mmHg에서 투여후 142.1±

10.7mmHg로, 이완기 혈압은 투여전에 102.8±4.4mmHg에서 투여후 94.2

±7.2mmHg로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p<0.001). 탄성지수 EI는 0.82±0.18에

서 0.90±0.16으로(p=0.03), 파고비 d/a는 0.45±0.14에서 0.39±0.13으로

(p=0.01), 중복확장지수 DDI는 0.13±0.09에서 0.17±0.07로 유의하게 변화

하였다(p=0.075). 칼슘통로 길항제를 한달간 투여한 후에 혈압이 정상으로 

복귀하지 않은 환자군에 있어서 맥파분석 변화는 칼슘통로 길항제를 한달간 

투여하고 혈압이 정상으로 복귀한 환자군에 비해 혈관의 탄력도를 나타내는 

탄성지수 EI 증가가 감소되었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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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환자구분별 칼슘통로 길항제 투여 전후 비교 

 

 

 

 

 

 

 

 

 

 

 

 

 

 

 

 

 

 

 

 

 

EI ;   Elastic Index 탄성지수     EEI ; Ejection Elastic Index 구혈탄성지수 

b/a ; a 파고에 대한 b 파고의 비     d/a ; a 파고에 대한 d 파고의 비  

치료전 치료후 p-value

수축기혈압 159.9 ± 11.1 133.8 ± 13.4 0.000

이완기혈압 102.6 ± 3.7 89.0 ± 8.7 0.000

EI 0.75 ± 0.15 0.87 ± 0.16 0.000

EEI 0.31 ± 0.17 0.40 ± 0.22 0.002

b/a -0.39 ± 0.15 -0.43 ± 0.17 0.080

d/a -0.45 ± 0.14 -0.37 ± 0.13 0.000

AI 0.14 ± 0.32 0.07 ± 0.32 0.000

DDI 0.13 ± 0.06 0.17 ± 0.09 0.020

수축기혈압 155.2 ± 11.5 123.2 ± 10.2 0.000

이완기혈압 99.6 ± 3.2 81.9 ± 4.3 0.000

EI 0.72 ± 0.12 0.83 ± 0.14 0.000

EEI 0.30 ± 0.14 0.40 ± 0.22 0.014

b/a - 0.41 ± 0.14 - 0.46 ± 0.18 0.090

d/a - 0.42 ± 0.14 - 0.35 ± 0.14 0.003

AI 0.06 ± 0.29 0.40 ± 0.22 0.245

DDI 0.14 ± 0.07 0.16 ± 0.10 0.470

수축기혈압 157.8 ± 12.3 142.1 ± 10.7 0.000

이완기혈압 102.8 ± 4.4 94.2 ± 7.2 0.000

EI 0.82 ± 0.18 0.90 ± 0.16 0.030

EEI 0.36 ± 0.19 0.41 ± 0.20 0.140

b/a -0.41 ± 0.15 -0.43 ± 0.15 0.416

d/a -0.45 ± 0.14 -0.39 ± 0.13 0.015

AI 0.13 ± 0.34 0.07 ± 0.30 0.154

DDI 0.13 ± 0.08 0.17 ± 0.07 0.075

초기혈압이 160이상인 경우

치료후 정상혈압군인 경우 

치료후 비정상혈압군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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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맥파분석과 혈압간 상관관계 분석  

 

가. 칼슘통로 길항제 투여전 맥파분석과 혈압간 상관관계  

 

칼슘통로 길항제 투여전에 맥파분석과 혈압간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수축기 혈압과 탄성지수 EI사이의 상관계수는 -0.42로서 약한 부의 상관

관계가 있어 수축기 혈압이 높을수록 탄성지수 EI는 작아지는 경향이 다소 

있으며 유의도는 0.0016으로서 상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

다(표 4).  

 

표 4. 칼슘통로 길항제 투여전 상관관계 분석 

 

 

 

 

 

 

 

* ; p < 0.05           ** ; p < 0.01           *** ; p < 0.001 

 

나. 칼슘통로 길항제 투여후 맥파분석과 혈압간 상관관계 

 

칼슘통로 길항제 투여후에 맥파분석과 혈압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EI EEI DDI DEI b/a d/a SBP DBP

EI

EEI 0.86***

DDI 0.68*** 0.61***

DEI 0.45*** 0.46*** -0.04

b/a -0.67*** -0.94*** -0.47*** -0.37***

d/a 0.47*** 0.72*** 0.29* 0.27* -0.81***

SBP -0.42** -0.37** -0.37** -0.10 0.34* 0.24

DBP 0.14 0.12 -0.16 0.25 -0.07 -0.05 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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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기 혈압과 중복탄성지수 DEI사이의 상관계수는 0.38로서 약한  상관

관계가 있어 이완기혈압이 높을수록 중복탄성지수 DEI는 높아지는 경향이 

다소 있으며 유의도는 0.0043으로서 상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표 5).  

 

표 5. 칼슘통로 길항제 투여후 상관관계 분석 

 

 

 

 

 

 

 
 

 

* ; p < 0.05         ** ; p < 0.01         *** ; p < 0.001 

 

다. 칼슘통로 길항제 투여전후 맥파분석 변화율과 혈압변화율간 상관관계 

 

칼슘통로 길항제 투여전후 맥파분석 변화율과 혈압변화율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수축기 혈압 변화율과 중복탄성지수 DEI 변화율 사이의 상관계수는 0.33

으로 약한 상관관계가 있어 수축기 혈압 변화율이 높을수록 중복탄성지수 

변화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다소 있으며 유의도는 p<0.05로서 상관계수가 통

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또 수축기 혈압 변화율과 파고비 b/a 변화

EI EEI DDI DEI b/a d/a SBP DBP

EI

EEI 0.87***

DDI 0.65*** 0.58***

DEI 0.22 0.14 -0.25

b/a -0.68*** -0.95*** -0.44*** -0.08

d/a 0.51*** 0.71*** 0.15 0.34 -0.77***

SBP -0.01 -0.21 -0.01 0.25 0.3** -0.22

DBP 0.15 0.03 -0.08 0.38** 0.02 0.02 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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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사이의 상관관계는 -0.32로 약한 상관관계가 있어 수축기 혈압 변화율이 

높을수록 파고비 b/a 변화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표 6).  

 

표 6. 칼슘통로 길항제 투여전후 변화율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 ; p < 0.05            ** ; p < 0.01            *** ; p < 0.001 

 

5. 칼슘통로 길항제 투여후 맥파분석 변수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일반적인 특성과 혈액학적 변화가 칼슘통로 길항제 투여후 맥파분석 변수

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칼슘통로 길항제 투여전의 중복탄성지

수 DEI와 파고비 d/a를 통제하였다. 일반적인 특성과 혈액학적 변수 변화율

을 독립변수로 하고 투여후의 중복탄성지수 DEI 및 파고비 d/a를 종속변수

로 하여 각각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유의수준은 

5%로 하여 분석한 결과 표 7과 같다.  

5% 범위내에서 수축기 혈압이 1 증가할 때 구혈탄성지수 EEI는 0.975 

EI EEI DDI DEI b/a d/a SBP DBP

EI

EEI 0.74***

DDI 0.33* 0.24

DEI 0.15 -0.26 -0.15

b/a 0.40** 0.89*** 0.13 -0.35*

d/a 0.08 -0.37** 0.01 0.06 -0.47***

SBP -0.26 -0.01 -0.12 0.33* -0.32* -0.01

DBP -0.07 -0.22 0.09 0.16 -0.19 0.002 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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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한다. 또한 수축기 혈압이 1 증가할때 파고비 b/a는 0.723 감소하며 

67.8%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축기 혈압이 혈관의 탄력도와 노화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표 7. 치료후 맥파분석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 ;   p < 0.05            ** ; p < 0.01            *** ; p < 0.001 

 

6. 칼슘통로 길항제 투여후 맥파분석 변수 변화율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일반적인 특성과 혈액학적 변수 변화율이 구혈탄성지수 EEI 변화율 및 파

EI EEI DDI DEI b/a d/a

EI 0.377

EEI 0.606**

DDI 0.580**

DEI 0.509*

b/a 0.688***

d/a 0.435**

나이 -0.003 -0.003 0.000 -0.001 0.002 -0.002

고혈압이환기간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흡연 -0.025 -0.018 -0.021 0.003 0.012 -0.020

음주 0.055 0.075 0.027 0.028 -0.056 0.071

가족력 0.044 -0.023 -0.021 0.038* 0.036 0.067

과거 고혈압
치료제 복용

-0.006 0.063 -0.074 0.030 -0.123 0.091

수축기혈압 0.524 0.975* 0.430 -0.105 -0.723* 0.183

이완기혈압 -0.617 -0.629 -0.393 0.040 0.428 0.036

중성지방 0.019 0.020 -0.007 -0.005 -0.013 0.038

상수 0.668 0.291 0.064 0.021 -0.222 -0.174

R2 0.483 0.643 0.429 0.660 0.678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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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 b/a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알아보았다.  

일반적인 특성과 혈액학적 변수 변화율을 독립변수로 하고 구혈탄성지수 

EEI 변화율 및 파고비 b/a 변화율을 종속변수로 하여 각각 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유의수준은 5%로 하여 분석한 결과 표 

8과 같다.  

5% 범위내에서 고혈압치료제를 복용하는 경우 구혈탄성지수 EEI 변화율

이 1.845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축기혈압 변화율이 1 증가할때 

b/a 변화율은 1.845 감소하였다. 고혈압치료제를 복용하는 경우 b/a 변화율

은 1.287 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8).  

 

표 8. 치료전후 맥파분석 변수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 ; p < 0.05            ** ; p < 0.01            *** ; p < 0.001 

 

 

 

EI EEI DDI DEI b/a d/a

나이 -0.002 0.002 0.004 -0.018 -0.002 0.000

고혈압이환기간 0.000 0.000 0.000 0.005 -0.001 -0.001

흡연 0.035 0.152 0.080 -0.767 0.072 -0.121

음주 0.009 -0.132 -0.018 -0.403 -0.113 0.147

가족력 -0.128 0.056 0.041 -1.045 0.062 0.196

과거 고혈압
치료제 복용

-0.030 -1.845* 0.019 -1.161 -1.287** 0.319

수축기혈압 -0.850 -2.894 0.452 11.556 -1.845* -0.005

이완기혈압 1.165 2.167 -0.606 -4.860 1.393 0.126

중성지방 0.001 -0.014 0.040 0.232 -0.016 0.086

상수 0.050 -0.186 -3.295 1.496 0.078 0.007

R2 0.338 0.422 0.171 0.335 0.049 0.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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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고 찰 

 

국내 사망원인의 수위를 차지하는 질환인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에 있어

서 고혈압은 주요 위험인자이다. 고혈압은 큰 혈관과 작은 혈관 모두에 손

상을 주며 이들 손상된 혈관에 의해 혈액을 공급받는 조직 또는 장기에도 

병리적 변화를 유발한다. 그리고 뇌, 심장, 신장, 그리고 하지에 혈액을 공급

하는 큰 혈관들에도 죽상경화증을 촉진하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그러나 한

국인의 사망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예방 

차원의 진단이나 질병의 진행과정을 쉽게 추적할 수 있는 의료용 진단기기

는 아직 부족한 형편이다. 최근에 개발된 맥파검사기 McPulse는 혈관의 탄

력도, 혈관내 저항 등을 분석함으로써 고혈압성 질환들의 진행에 대한 초기 

표시일 수 있는 동맥혈관벽에 생기는 기능적 ⋅ 구조적 변화에 대한 파악이 

가능해졌다. 이에 고혈압 환자들에게 있어서 고혈압 치료전후의 혈역학적 

변화 및 맥파분석 변화를 살펴보고 맥파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혈역학적 요

인을 분석한 이 연구는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써 유용

할 것으로 판단된다.  

 

1. 연구방법에 관한 고찰  

 

이 연구에서 사용한 지첨 혈관의 용적변화를 기록하는 용적맥파 방식의 

맥파분석은 검출시스템의 공학적 기반기술에 대한 연구부족과 적절하게 계

획되고 제어된 임상연구의 부족, 압맥파 중심의 연구 등으로 인해 지첨용적

맥파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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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의 탄력도와 강력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고혈압 

치료전후의 혈압 변화 및 맥파분석 변화의 연관성을 분석하였으며 더 나아

가 맥파분석에 영향을 주는 혈역학적 요인을 찾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 방법상의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연구자료 선택에서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혈압 이외의 혈

액학적 변화를 살펴보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추후에는  혈관의 상태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혈액 점도가 높

은 환자군으로 세분화하여 비교하는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

다.   

둘째, 혈압⋅혈역학적 변화를 맥파분석 외에 혈관의 탄력도 및 경화도를 객

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타 진단방법과 병용하여 그 효과를 비교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연구결과에 관한 고찰  

 

이 연구는 칼슘통로 길항제를 투여받은 환자에 있어서 투여전과 투여후의 

맥파분석 및 혈압변화를 비교분석하고 맥파분석 변화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

는 혈액학적 인자를 찾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태성 고혈압 환자에서 칼슘통로 길항제로 1개월간 치료받고 난 

후 비침습적인 맥파검사기인 McPulse 파라미터들을 측정하였을 때 혈압강

하와 더불어 혈관탄력지수 EI, 구혈탄성지수 EEI, 파고비 b/a, 파고비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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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의미있게 개선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 혈관저항을 결정하는 최대인자

는 혈관구경이지만 실제로 임상에 있어서 세동맥 경화는 세동맥의 연축이라

는 고혈압에서 시작되고 그것이 오래되면 세동맥벽의 변성이 일어나기 때문

에 혈관저항이 증대하고 탄력도도 저하한다. 따라서 혈관의 탄력도 감소에 

주의하는 것이 고혈압 등 심혈관질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둘째, 칼슘통로 길항제 투여전 수축기 혈압이 높을수록 탄력지수 EI 는 감

소하였으며, 수축기 혈압에 있어서 투여전후의 변화율이 클수록 파고비 b/a

는 감소하였다. 나이가 들면 탄성조직이 풍부한 동맥벽의 탄성이 감소하여 

수축기 혈압의 과도한 상승을 방지하는 완충작용이 줄어들고 이것이 수축기 

고혈압의 발생 원인이 되기도 한다. 수축기 혈압의 변화율이 클수록 혈관의 

노화도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이는 고혈압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극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향후 정상인을 상대로 표준화된 연구가 뒷

받침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고혈압 치료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구혈탄성지수 EEI 변화율을 감소

함시킴으로써, 고혈압치료제 복용이 장기적으로는 혈관의 탄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것은 고혈압 치료후에 혈관의 탄성지수

인 EI 가 의미있게 개선된 결과와 상충되는 결과이다. 따라서 고혈압으로 판

명하기 이전부터 고혈압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를 주기적으로 체크하거나 

고혈압 약제 복용이후에도 혈관의 탄력도를 측정하는 등의 연구자료를 확대

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맥파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혈역학적 변화는 수축기 혈압 이외에는 

요인을 파악할 수 없었으므로 연구자료를 혈역학적 변화가 좀더 역동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환자군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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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 론 

 

칼슘통로 길항제를 투여받은 환자에 있어서 투여전과 투여후의 맥파분석 

및 혈압변화를 비교분석하고 맥파분석 변화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혈액학

적 인자를 찾기 위해 2002년 5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연세대의료원 심혈

관센타에 내원한 고혈압 환자 55명을 대상으로 혈압 측정, 혈액검사, 맥파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태성 고혈압 환자에서 칼슘통로 길항제로 1개월간 치료받고 난 

후 비침습적인 맥파검사기인 McPulse 파라미터들을 측정하였을 때 혈압강

하와 더불어 혈관탄력지수 EI, 구혈탄성지수 EEI, 파고비 b/a, 파고비 d/a 

등이 의미있게 개선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 따라서 혈압강하는 혈관의 탄력

도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칼슘통로 길항제로 1 개월간 치료후 정상혈압군으로 돌아온 군이 정

상혈압군으로 돌아오지 않은 군들에 비해서 혈관탄력지수가 더 증가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비정상 혈압군에 있어서의 혈관의 탄력도는 정상혈

압군에 있어서의 혈관의 탄력도보다 저하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칼슘통로 길항제 투여전 수축기 혈압이 높을수록 탄력지수 EI 는 감

소하였으며, 수축기 혈압에 있어서 투여전후의 변화율이 클수록 파고비 b/a

는 감소하였다. 수축기 혈압의 변화율이 클수록 혈관의 노화도가 개선되었

다.  

넷째, 칼슘통로 길항제 투여후의 맥파분석 변수에 영향을 주는 혈액학적 

인자는 수축기 혈압으로 특히 구혈탄성지수 EEI 와 파고비 b/a 에 영향을 미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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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고혈압 치료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구혈탄성지수 EEI 변화율을 감

소함시킴으로써, 고혈압치료제 복용이 장기적으로는 혈관의 탄성도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고혈압 치료후에 혈압강하와 함께 혈관의 탄력도는 

의미있게 개선이 되었지만 고혈압 치료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구혈탄성지수

의 변화율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평상시 수축기 혈압이 높은 사람일수록 그리고 혈압이 치료가 되지 않는 

사람일수록 혈관의 탄력지수는 감소하므로 혈관의 탄력지수가 고혈압성 질

환을 예고하는 중요한 인자라고 판단된다.  

혈관의 경직성을 시사하는 연령의 증가에 따른 대혈관과 작은 혈관 모두

의 탄력성 소실은 심혈관 질환의 조기 발생을 시사하는 명확한 표시자이다. 

혈관질환들을 발견하려는 예방적 노력들을 강화하는 것은 동맥경화증과 죽

상경화증 환자의 검진과 진단에 유의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

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심근경색과 뇌졸중 발생률과 중증도를 감소시킨다. 

앞으로는 고혈압증, 비만증, 당뇨병 등이 촉진하는 동맥경화증과 혈관의 탄

력지수를 표준화하는 연구를 한다면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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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hemodynamic change through  

non-invasive plethysmogram analysis  

for hypertension patient treatment 

 

                      Seon Mi Lee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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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ed by professor Eun-Cheol Park M.D., Ph.D.) 

 

The purpose of is to find the hemodynamic change of hypertension 

patient before/after the treatment of 'Ca-channel blocker' through the 

plethysmogram analysi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55 hypertension outpatients of a 

general hospital from May 2002 to October 2002. Among those 33 were 

male and 22 were female and the age average was 52.6±9.7.  

‘Ca-channel blocker’ was given to the all patients for one month. All 

the objects of the study were diagnosed as essential hypertension 

patients without other disease.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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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fter 1 month treatment of Ca-channel blocker, noticeable change 

was found in systolic blood pressure and diastolic blood 

pressure(p<0.001). Ejection Elastric Index(EEI) showed statistically 

remarkable change, and  pulse height b/a and pulse height d/a showed 

significant change.  

2. After 1 month treatment of Ca-channel blocker, the EI of the group 

who returned to normal blood pressure has far more increased than that 

of the group who did not returned to normal blood pressure.  

3. Before the treatment of the Ca-channel blocker, as systolic blood 

pressure increased, the EI decreased. 

4. Taking medicine for hypertension treatment reduced the change of 

Ejection Elastic Index(EEI)  

This study shows that systolic blood pressure affects EI. The loss of 

blood vessel elasticity is the early prediction index for the 

cardiovascular disease. Reinforcement of the preventive measures for 

early check up of blood vessel related disease can considerably help to 

diagnose the cardiovascular disease.  

As a result, the study of plethysmogram analysis for blood vessel 

elasticity and resistance status will be helpful material for early checkup 

of cardiovascular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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