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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다중주파수 체임피던스를 이용한 부분체성분 

추정에 관한 연구

신체 구성 성분은 신체의 신진대사를 확인하고 이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데이터로 

매우 중요한 기본 임상 자료이다[7]. 

체성분 평가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체임피던스법은 측정이 간편하고 비교적 

정확하여 비만의 예방과 치료, 그리고 양상태의 평가를 위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체임피던스법인 손목-발목(Wrist-Ankle) 체임피던스법은 몸을 하나의 

원통으로 모델링 하여 전체 체임피던스를 반 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단일 주파수 체임피던스법과 손목-발목 체임피던스법의 문제점을 보완한 

2kHz∼300kHz 다중주파수, 부분체임피던스 측정이 가능한 체임피던스 측정시스템을 

개발하 다. 그리고 50명의 피검자를 대상으로 DEXA실험을 실시하여 전체 및 부분체성

분(제지방, 체지방, 근육량, 무기질)의 기준 데이터를 획득하고, 기준데이터와 다중 주파수 

부분체임피던스값을 이용하여 전체 및 부분 체성분 예측을 위한 다중선형회귀분석을 

개발하 다.

개발된 임피던스 측정 장치의 정확성은 HP4294A(Agilent, USA)를 이용하여 확인 

하 으며, 기존 체임피던스 측정 방법인 손목-발목 측정법과 본 논문에서 설계한 부분체임

피던스법의 제지방 추정에 대한 결정계수를 비교한 결과, 부분체임피던스법의 경우 

결정계수(R
2
)는 0.921, 손목-발목 측정법은 0.917로 부분체임피던스가 제지방과의 유의성

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하 다. 

전체 체성분 예측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 전체 제지방과 근육량 모두에서 300kHz의 

체임피던스가 가장 높은 유의성을 보 으며, 제지방 예측 시 상관계수(R)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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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81(P<0.001), 표준오차(S)는 1.90Kg으로 높은 상관성과 낮은 오차를 나타냈다. 또한 

전체 근육량 예측을 위해 회귀분석 결과 상관계수(R)는 0.980(P<0.001), 표준오차(S)는 

1.80Kg의 결과를 보 다. 또한 부분 체성분 예측을 위한 회귀분석결과 부위별 제지방과 

근육량에서 각각 H
2
/ZLA300kHz, H

2
/ZLL300kHz, H

2
/ZRA50kHz, H

2
/ZRL200kHz, H

2
/ZTrunk200kHz가 

가장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독립변수로 하여 제지방과 근육량에 대한 

부분체성분 예측 회귀방정식을 개발하 다. 회귀 분석 결과 모든 부분체성분에 있어 

상관계수(R)가 0.92(P<0.001)이상이며 표준오차(S)는 사지의 경우 0.5Kg에서 0.8Kg 사이

이며, 몸통의 경우 2.3Kg 이하로 통계적으로 높은 연관성과 낮은 오차 결과를 확인하 다.

이상의 결과로 부터, 기존의 손목-발목 체임피던스 측정법에 비해 부분체임피던스 

측정을 통한 체성분 예측이 향상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 으며, 실험을 통해 

본 논문에서 설계한 다중주파수 부분체임피던스 분석 장치에 적합한 전체 체성분(제지방, 

근육량, 체지방, 무기질)과 부분 체성분(제지방, 근육량, 무기질)을 예측할 수 있는 한국인

에 적용이 적합한 회귀방정식을 개발하 다.

                                                                          

핵심 되는 말 : 다중주파수 부분체임피던스, 손목-발목 체임피던스, 부분체성분, DEXA, 

             부분체성분 예측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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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과학문명의 발달과 고도 산업사회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비만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1997년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세계인구의 약 12억을 

과체중 인구로 추산했으며, 미국의 경우 2000년 성인 인구의 61%를 과체중이라고 발표하

다. 이는 60년대에 비해 2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소득수준의 향상과 

생활 습관의 서구화 경향으로 비만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2000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국제비만전문가단체(IOTF)가 정한 체질량지수(BMI)가 25이상인 비만인구가 

국내 성인남자의 경우 95년 11.7%에서 33.1%로 증가하 고, 여자의 경우 95년 18%에서 

32.2%로 증가된 것으로 조사 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 5년간의 비만 인구 평균 증가율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BMI 25이상인 사람의 비율이 향후 5년 이내 35%∼40%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1].

1997년 세계보건기구(WHO)의 비만관련 회의에서 "비만은 질병에 미치는 향이 

너무나도 광범위하지만 가장 무시되어온 공중보건학적 문제 중 하나"로 지적하 으며, 

비만을 "치료가 필요한 비전염성 질병"으로 규정하 고, "비만이 21세기 인류 건강에 

가장 심각한 위협요소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는 세계에서 

연간 250만명이 체중관련 질환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오는 2020년경에는 5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비만 관련 유병율에 있어, 고혈압은 

남자 19.9%, 여자 12.4%, 내당능장애가 남자 8.7%, 여자 17.3%, 당뇨병은 남⦁녀 각각 
6.3%⦁ 5.4%이었으며 이상지질혈증은 남⦁녀 각각 33%⦁32%로 보고되어 80년대에 
비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2]

비만은 지방조직의 과잉 축적된 상태를 말한다[1]. 그동안 비만은 질병이 아닌 단순 

증상으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현재 비만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며 각종 성인병을 

유발시키고 병증의 악화를 촉진시키며, 대사 장애로써 심장병, 간질환, 당뇨병, 고혈압, 

동맥경화증을 15%∼40% 증가시킨다고 한다. 또 축적된 지방이 간에 부담을 줌에 따라 

대사에 장애를 일으켜 지방간, 담석증, 간경화 유발의 원인이 된다. 제 2형 당뇨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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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성별과 인종에서 비만과 강력한 관련이 있고 비만의 정도와 기간 정도에 따라 

그 위험도가 증가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3].  비만인의 고혈압 발생 빈도는 정상군의 

3배 이상 되며, 제 2형 당뇨병 환자의 80%∼90%가 비만이고, 비만은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증가시키며, 비만 여성 중에 특히 뇌졸중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4]. 뿐만 아니라 

신체가 비만하게 되면, 뼈와 관절에도 부담을 주게 되어 골격에도 이상이 생긴다[1]. 

한편 인체는 생리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필수 지방을 필요로 하며, 

인지질과 같은 중요한 지방은 생체막 형성의 주요 성분이며, 반면 지방조직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트리 리세리드는 단열 작용을 수행하며 비축된 에너지는 신진대사 연료로 

활용된다. 또한 지방은 지용성 비타민(A, D, E, K)을 운반하고 저장하며, 신경계의 기능과 

월경주기, 생식기 계통, 성장기에 성장과 발육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체지방의 

결핍 또한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한다[5]. 이러한 이유로 체지방을 포함한 체성분 분석은 

비만예방 및 치료 그리고 균형적인 양상태 평가를 위한 자료로서 요구되어지고 있다.

체성분 평가 방법으로는 신체계측방법(Anthropometric Method)인 피부주름두께

(Skinfold Thickness )법, 신체둘레측정방법(Body Circumference Method), 체질량지수

(Body Mass Index)의 전통적인 방법과 체지방 측정시 고전적 기준방법인 수중체 도법이 

있다. 이러한 측정방법들은 측정자의 숙련도에 따라 재현성에 많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며, 정확성면에서도 회의적인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6]. 길문종(2003)은 수중

체 도법을 이용한 체지방 추정시 Siri 방정식이 한국인에게 바이어스되어 있다고 발표하

다[7]. 최근 간접측정을 이용한 체성분측정 방법으로 핵자기 상장치(Magnetic 

Resonance Imaging), 컴퓨터 단층 촬 술(Computerized Tomography) 및 DEXA(Dual 

Energy X-ray Absorptiometry)등과 신체 수분 측정(Isotope Dilution)과 신체 칼륨 측정

(Whole-Body Potassium count)의 방법들이 기준법(Gold-Standard)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측정비용이 비싸며, 주기적인 측정을 통한 치료와 예방 등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단계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임상에서 적용하기에

는 적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최근 체성분 평가 방법으로 현장에서 이용이 간편하고, 

피검자들의 수용이 쉽고,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받은 체임피던스법(Bio-Impedance)이 

체성분 측정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6].

체임피던스법은 생체 조직에 교류전류를 인가하고 발생된 전압을 측정하여 획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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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피던스와 신체조직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체성분을 추정하는 방법이다[8]. 기존의 체임

피던스법의 측정 방식은 2개의 전류 전극을 손목과 발목에 부착하고, 2개의 전압전극을 

쌍으로 부착, 단일 주파수 (50KHz)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6]. 그러나 Luksaski(1985) 

등은 몸을 하나의 원통으로 모델링 하는 것은 부정확한 방법이며, 몸을 하나의 원통으로 

모델링한 체임피던스법 보다 몸을 5개의 원통으로 모델링한 체임피던스법이 체성분 

평가시 더 정확한 결과를 제시한다고 발표하 다[9][10]. 팔의 체임피던스는 전신의 

체임피던스의 약 25%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체성분량의 3%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존의 손목-발목 체임피던스 법은 전체 체성분 평가 시 한계가 있다. 또한 임상에서 

몸 전체의 체성분에 대한 관심 뿐 아니라 부분 체성분에 대한 활용성이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팔, 다리의 골격근량의 측정은 노화, 질병의 전진 및 다양한 건강과 관련된 

상태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11].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지와 몸통의 “부분체임피던스”를 측정하고 이를 합산하여 체성분 평가를 위해 사용하

는 것이 보다 정확한 방법이다[10]. 그래서 최근에는 단일 주파수 체임피던스법과 손목-발

목 체임피던스법의 문제점을 보완한 다중주파수, 부분체임피던스법이 주로 연구되어 

지고 있다[12]. 또한 체임피던스 측정 장치의 정 성과 재현성 향상과 함께 기준방법인 

DEXA의 부분체성분 및 다중-구획(Multi-Compartment) 체성분측정 결과는 체지방과 

제지방의 2-구획 모델을 기반으로한 체성분 분석에서 4-구획 모델을 기반으로한 부분체성

분 분석을 가능하게 하 다[13].

따라서 본 연구에서 종래의 단일 주파수 체임피던스법과 손목-발목 체임피던스법의 

단점을 보완한 2kHz∼300kHz 의 다중주파수를 이용하여 사지와 몸통을 각각 측정 할 

수 있는 부분체임피던스 측정시스템을 개발하고,  50명의 건강한 남⦁녀를 대상으로 
DEXA를 측정, 기준 데이터로 이용하여 한국인에 적합한 부분체성분 및 다중체성분 

예측을 위한 회귀방정식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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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현재 체성분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방법 중에 기준방법으로 수중체 도법, 중수 

희석법 그리고 DEXA방법등이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분체성분 

및 다중체성분 분석을 위해 최근 체성분 분석에 관한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DEXA방법을 기준방법으로 선택하여, 체임피던스방법과 비교하 다. 

2.1 DEXA(Dual Energy X-Ray Absorptiometry)

DEXA는 골무기질 성상을 측정함으로써 골다공증의 진단을 위한 도구로 개발 사용되

어 왔다. 서로 다른 에너지를 가진 두 개의 매우 낮은 방사선 에너지가 신체를 통과하면서 

골무기질, 제지방, 지방을 측정하게 된다. 이 방법은 매우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많은 

실험실에서 수중체 도측정법을 대신해 사용하고 있다. DEXA는 모든 대상에서 안전하

게 사용할 수 있고 측정이 간편하며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측정 기기가 비싸고 

정기적으로 기기의 표준화가 필요하며 150Kg 이상에서는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는 

제한점이 있다. 측정시에 노출되는 방사선 양은 흉부 촬 보다도 훨씬 적은 양이며 

체지방 측정에 대한 오차는 약 1.7% 이다[1].

EL과 EH의 에너지를 갖는 두 광원이 뼈와 연부조직으로 이루어진 물체를 통과할 

때 광원이 투과된 지점의 연부조직의 두께를 st라 하고 뼈의 두께를 sb, EL에너지에 

대한 연부 조직의 감쇄 계수를 μtL, EH에너지에 대한 연부 조직의 감쇄 계수를 μtH, 

EL 에너지에 대한 뼈 조직의 감쇄 계수를 μbL, EL 에너지에 대한 뼈 조직의 감쇄 계수를 

μbH라 하면, 조사한 광량 감소는 식(2.1), (2.2)과 같이 표현한다. 

                        I L=I 0L exp[-μ tL∙s t-μ bL∙s b]              (2.1)

                        I H=I 0H exp[-μ tH∙s t-μ bH∙s b]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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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쇄 방정식 식 (2.1), (2.2)을 선형화 하고,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여 2차원 평면에 

대하여 일반화 하면 식(2.3), (2.4)로 표현할 수 있다. 

         

s t(x,y)=(
μ bL

μ bHμ tL-μ bLμ tH )ln[
I H(x,y)

I 0H(x,y) ]
-(

μ bH
μ bHμ tL-μ bLμ tH )ln[

I L(x,y)

I 0L(x,y) ]     (2.3)

         

s b(x,y)=(
μ tL

μ tHμ bL-μ tLμ bH )ln[
I H(x,y)

I 0H(x,y) ]
-(

μ tH
μ tHμ bL-μ tLμ bH )ln[

I L(x,y)

I 0L(x,y) ]     (2.4)

따라서 임의 평면의 각 점에서 조사한 빛에 대한 st와 sb의 값을 적분하면 조사된 

물질의 뼈와 연부조직의 질량을 계산할 수 있다[7].

2.2 체성분 모델(Body Composition Model)

체성분 연구에 있어 그림 2.1과 같은 화학적 4-구획 모델과  2-구획 모델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전통적인 2-구획 모델은 체중을 지방(Fat)과 제지방(Fat-free mass)으

로 구분하며, 지방은 모든 지질성분을 포함하며, 제지방은 수분, 단백질 그리고 무기질을 

포함한다[14][15]. 그러나 siri의 2-구획 모델은 표 2.1과 같이 모든 개인의 지방과 제지방 

도가 일정하며, 제지방의 수분, 단백질, 무기질의 상대적인 비율과 도가 일정하고, 

지방과 제지방의 비율만이 개인마다 차이를 보인다는 전제하에 성립된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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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Siri의 2-구획 모델과 화학적 4-구획 모델

2-구획 모델은 인종, 연령, 성별에 따른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제한점으로 

인해 최근에는 좀 더 다양한 체성분들을 분석 할 수 있는 그림 2.2의 다중-구획 모델이 

연구되어 제시되고 있다[6].

   표 2.1 2-구획 모델의 지방과 제지방 성분의 가정

Component Density(g/cc) Proportion(%)

  Fat   0.9007   15.3

  FFM   1.1000   84.7

  Water   0.9937   73.8

  Protein   1.34   19.4

  Mineral   3.038   6.8

체성분 평가를 위해 흔히 이용되고 있는  체성분 모델은 그림 2.2에서 원자(Atomic), 

분자(Molecular), 세포(Cellular), 조직-계통(Tissue-System) 모델로 구분하여 2가지 혹은 

그 이상의 세분화 성분으로 연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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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체성분 모델

그림 2.2의 체성분 모델 분류는 표 2.3과 같이 체성분 분류 수준(Level) 사이에 대수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분자수준에서의 대수적 상관성을 이용하면, 제지방의 

0.732배의 체수분 모델을 추정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분류 수준을 종합하여 체성분 

다중-구획 모델을 만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표 2.2의 체성분의 관계성을 이용하여 

또 다른 체성분을 예측 할 수 있다. 

       표 2.2 체성분 관계

체성분 관계

체중 제지방 + 지방

제지방    근육 + 무기질

근육  체수분 + 단백질

체수분  세포내액 + 세포외액

예를 들어 표 2.2에서 (무기질 = 제지방 - 근육) 이며, 제지방량과 근육량을 알고 

있다면 무기질양을 예측할 수 있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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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체성분 모델의 대수적 관계 

Level / level Model [Kg]

Atomic/atomic TBS = 0.062 × TBN

Atomic/atomic TBP = 0.456 × TBCa + 0.555 × TBK

Atomic/molecular   TBCa = 0.364 × Mo

Atomic/molecular TBN = 0.16 × protein

Atomic/molecular TBK = 0.00266 × body mass

Atomic/molecular Carbon = 0.774 × fat

Atomic/molecular TBS = 0.010 × protein

Atomic/whole body TBH = 0.10 × BW

Molecular/molecular TBW = 0.732 × fat-free body mass 

Molecular/molecular Glycogen = 0.044 × protein

Whole body/atomic
BW = O + C + H + N+ Ca + P + S + K + Na  

       + Cl + Mg

Whole body/molecular 
BW = lipids + water + protein + Mo + Ms 

     + glycogen 

Whole body/molecular BW = fat + fat-free body mass

Whole body/cellular 
BW = cell mass + extracellular fludis   

    + extracellular solids

Whole body/tissue system
BW = adipose tissue + skeletal muscle + bone 

    + viscera + blood + R

Whole body/whole body
BW = head + neck + trunk + lower extremities 

    + upper extremities

TB: total body, Mo: bone mineral, BW: body weight, Ms: soft tissue mineral,

R: resid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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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체임피던스법

체임피던스법은 체수분을 전기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하는 기술이다[16]. 전신 

체임피던스를 이용한 체수분 측정은 Hoffer(1969)와 Thomasset(1962)의 연구 이후 체성

분 분석을 위한 방법으로 광범위하게 이용되어져 왔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제지방(Fat 

Free Mass) 성분에 일정량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체임피던스법은 제지방을 산출하

기 위해 연구되었다. BIA의 기본원리는 신체를 각각 저항성 성분과 용량성 성분으로 

작용하는 세포외액과 세포내액의 비지방조직의 구획으로서 하나의 실린더로 형성된 

도체라고 가정한다. 또한 지방은 절연체로 작용하여 전류를 거의 전도하지 못하는 반면 

근육조직(Lean tissue)은 전해질이 포함된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전류를 잘 전도하

게 한다[17].

체임피던스법에 관한 연구는 Thomasset(1962)등이 총 체수분의 지표로서 전기 저항을 

이용한 측정에서 시작되었으며 Hoffer(1969)등은 총 신체 저항과 총 체수분 사이에 

상관관계가(r=0.92)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임피던스 지수(Height
2
/Z(Impedance))가 

전기 전도체의 부피와 접한 관계를 가지며 이것은 체수분과 제지방을 추정하는데 

이용되었다[9]. 이러한 많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체성분 평가시 체임피던스 분석법

은 측정이 쉽고 빠르며, 비관혈적이고 비교적 저렴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장기적인 모니터링과 주기적인 측정에 적합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6] 

2.3.1 체임피던스법의 원리

임피던스란 교류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이다. 체임피던스는 주파수에 의존적이

며 교류의 전기적 흐름을 방해한다. 임피던스(Z)는 특정 주파수에서 측정된 저항(R)과 

리액턴스(Xc)의 두 벡터의 합으로 이루어지며 식 (2.3)과 같다[8]. 그림 2.3은 주파수 

변화에 따른 생체조직의 저항과 리액턴스의 변화를 복소평면 위에 나타낸 것이며, 그림 

2.4는 생체 조직의 주파수별 전류 투과 특성을 보여준다. 그림 2.4에서 저주파수 전류는 

세포막의 본래 용량성 특성으로 인해 세포를 통과할 수 없으며, 고주파수 전류는 세포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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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과하여 세포내액 성분과 세포외액 성분들의 합으로 임피던스를 측정할 수 있다[18].

                        Z = ( R 2 + XC
2 )                       (2.3)

저항성분은 몸에 교류의 전류를 흘렸을 때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비전도체 성분에 

해당하며, 리액턴스는 세포막이나 생체조직의 경계면, 구조적인 형태에서 오는 커패시턴

스의 향으로 교류전류의 흐름에 향을 준다[8].

체임피던스로 부터 체성분을 산출하는 일반적인 원리는 인체에 해가 없는 50kHz, 

800μA이하의 미세 교류 전류를 인체에 흘려준다. 전류가 도체를 따라 흐를때 도체의 

전기 저항은 도체 크기의 함수로 나타낸다. 즉 도체의 저항은 식(2.5)과 같이 도체의 

비저항(ρ)과 도체의 길이(L)에 비례하고, 단면적 (A)에 반비례한다.

                        V =L ×A                                (2.4)

                        R=ρ
L
A                                   (2.5)

식(2.4)과 식(2.5)을 이용하여 A를 소거하고 V에 대해 정리하면

그림 2.3 주파수에 따른 

임피던스 특성곡선
그림 2.4 주파수에 따른 

조직 투과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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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ρ×
L 2

Z                                  (2.6)

식(2.6)에서 V는 부피이다. 리액턴스(Xc)가 임피던스 값에 거의 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신체 저항을 근사적으로 임피던스 값으로 사용하 다[9]. 그러므로

                      V = ρ ×
L 2

R                        (2.7)

즉 도체의 부피(V)는 도체의 비저항, 길이, 저항의 함수로 표시된다.

그림 2.5 도체 저항과 부피의 관계

식(2.7)을 그림 2.5와 같이 인체에 적용하면 도체의 길이 L은 신장이며 비저항(ρ)는 

체수분의 단위 부피당 저항값이다. 체수분에는 단위 부피당 일정량의 전해질이 녹아 

있어 비저항값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전기 저항값을 임피던스 측정기로 측정하

여 식에 대입하면 체수분량을 구할 수 있게 된다.

체임피던스 측정을 위한 전극 부착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전류인입과 전압측정

을 하나의 전극에서 실행하는 두 단자(bipolar)방법이 있으며, 전류인입과 전압측정을 

각각의 전극에서 실행하는 네 단자(tetrapolar)방법이 있다. 두 단자 방법은 임피던스 

측정시 전극의 접촉 임피던스 및 주파수에 따른 임피던스에 향을 받는다. 하지만 

네 단자 방법은 임피던스를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전극의 임피던스 및 접촉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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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resistance)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림 2.6은 두 가지 전극 부착 방법을  

도시화한 것이다. 그림의 전류원의 출력 임피던스와 AC volt meter의 입력 임피던스가 

전극의 임피던스 및 전극과 피부사이의 접촉저항에 비해 상당히 크면 전극의 임피던스 

및 전극의 접촉저항에 향을 최소화 할 수 있다[5].

그림 2.6 전극 부착 방법

Skin

Tissue

Iac

Vac

Iac

Vac

두 단자(Bipolar) 방법 네 단자(Tetrapolar) 방법

2.3.2 부분체임피던스 분석법

손목-발목 체임피던스법은 인체를 하나의 원통으로 모델링하여 오른손목과 오른 

발목 사이의 체임피던스를 측정하여 체성분을 예측한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화 모델링은 

사지와 몸통의 제지방 부피와 이에 따른 체임피던스 크기의 관계에서 큰 약점을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 인체의 전체 체임피던스에서 팔은 가장 큰 값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체의 전체 제지방량에 비해 매우 적은 양을 차지하여 기여하는 바가 적다. 반면 몸통 

체임피던스의 경우 인체 체임피던스중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내지만 실질적으로 전체 

제지방 부피에는 가장 많은 향을 준다[11]. 다시 말해 손목-발목 체임피던스법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인체 부위별 저항값이 크게 다르다는 점을 보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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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부분체임피던스법이 

제안되었다. 부분체임피던스를 각각 측정하고 체성분 분석을 부위별로 계산한 후, 이를 

합산하여 신체의 체성분을 분석하려는 노력이다[10][19].

그림 2.7 부분 체임피던스 측정 방법 1

M2 M3 

M4 M5
M1 M6

M7 M8

S1 S2

S3 S4

전류  인가: S1 - S2
전압  측정: M1 - M2

전류  인가: S1 - S2
전압  측정: M2 - M4

전류  인가: S3 - S4
전압  측정: M4 - M7

팔  체임피던스

몸통  체임피던스

다리  체임피던스

부분체임피던스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2가지 사용되어지고 있다. 첫 번째 방법

에는 그림 2.7에서 체임피던스 측정에서 사용되는 4개의 표준 전극 이외에 어깨와 허벅지 

위에 추가로 전극을 부착시킨다. 손등과 발등 사이에서 전류를 흘려주면서 전압은 손목과 

어깨에서 측정하여 팔의 저항으로, 어깨와 허벅지 전극에서 측정하여 몸통 저항으로, 

허벅지와 발목에서 측정하여 다리 저항으로 사용한다[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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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부분 체임피던스 측정 방법 2

2

3

1

4

2 3
1 4

2 3

4

1

2

3

1

4

우측면 팔 오른 다리 몸통

1, 4번 전극 :  전류원 2, 3번 전극 : 전압측정

두 번째 방법은 그림 2.8에서 4개의 표준 전극 이외에 4개의 추가되는 전극을 왼손과 

왼발에 부착시킨다. 전류가 오른쪽 손등과 발등 사이로 흐를 때 오른손과 발 사이에서 

전압을 측정하여 우측면 저항으로, 오른쪽 손과 왼쪽 손 사이에서 전류를 인가하고 

전압을 측정하여 팔 저항으로, 전류가 오른 손에서 오른발 사이로 흐를 때 전압을 양 

다리에서 측정하여 오른다리 저항을 측정하는 방법이다[21][22]. 그림 2.8과 같은 두 

번째 방법은 전극을 부착하는 개수가 작고 팔과 다리 그리고 몸통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전극을 위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실제 응용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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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하드웨어 및 시스템 구성

3.1 시스템 구성

그림 3.1은 체임피던스 획득을 위해 본 논문에서 개발한 시스템의 전체 모습이다. 

그림 3.1 체임피던스 측정 시스템

전체 구성도는 그림 3.2와 같다. 본 시스템은 전체 시스템의 전원을 절연할 수 있는 

대용량 절연 트랜스포머와 원시데이터(Raw Data)를 수집하는 데이터 획득 장치 그리고 

체임피던스를 측정하는 측정 장치와 체임피던스 측정 장치에 절연된 직류전원을 공급하

는 직류전원 공급 장치로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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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전체 시스템 구성도 

3.2 전원장치

체임피던스를 이용한 체성분 분석 장치는 IEC60601-1에 따르면 BF 형의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만족함과 동시에 피검자의 전기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표 3.1의 내전압과 누설전류를 만족하는 전원 시스템을 구성하 다.

전체 시스템의 전원 공급은 정격전압 220[V]을 입력 받은 후, 라인 간에 내장된 휴즈

를 통과해 기기에 인가된다. 체임피던스 획득 시스템의 절연은 그림 3.3의 전원부 

구성도와 같이 220[V] 교류전압을 인가 받아 절연내압이 4000[V] 이상인 절연 변

압기를 통해 110[V]로 1차 강압하 다. 강압된 110[V]의 교류전압은 체임피던스 

측정부의 직류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2차 절연 변압기를 통해 직류전원공급장치 2

로 인가된다. 그리고 1차 강압된 110[V] 교류전압은 데이터 획득 장치와 체임피던

스 측정장치의 통신부와의 전원 공급을 위해 변압기를 통해 직류전원공급장치 1

로 인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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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 환자 누설 전류 기준치

Current

Type B Type BF Type CF

N.C S.F.C N.C S.F.C N.C S.F.C

Earth Leakage Current general 0.5 1(1) 0.5 1(1) 0.5 1(1)

Earth Leakage Current for equipment 

according to note (2) and (4)
2.5 5(1) 2.5 5(1) 2.5 5(1)

Earth Leakage Currnet for equipment 

according to note (3)
5 10(1) 5 10(1) 5 10(1)

Enclosure Leakage Current 0.1 0.5 0.1 0.5 0.1 0.5

Patient Leakage Current 0.1 0.5 0.1 0.5 0.01 0.05

Patient Leakage Current (Current Mains 

Voltage On The Signal Input Part or Signal 

Output Part)

- 5 - - - -

Patient Leakage Current (Mains Voltage on the 

Applied Part)
- - - 5 - -

Patient  Auxiliary Current
d.c 0.01 0.05 0.01 0.05 0.01 0.05

a.c 0.1 0.5 0.1 0.5 0.1 0.05

N.C: Normal Condition

S.F.C : Single Fault Condition

<Note >

(1) 접지누설전류에 관한 유일한 단일고장상태는 전원도선 중 하나의 단선이다. 

(2) 보호 접지한 접촉가능부분이 없고, 다른 기기에의 보호접지접속수단을 갖지 않으며,

     또 외장누설전류 및 환자누설전류(해당할 경우)에 관한 요구사항에 적합한 기기  

(3) 공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느슨해지지 않도록 전기적으로 접속한 보호접지선을 이용하고 

    또 공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제거할 수 없도록 특정 장소에 기계적으로 체결하거나

    고정함에 따라서 구적으로 설치한 것이 지정되어 있는 기기

(4) 이동형 X선 장치 및 광물 절연을 지닌 이동형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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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데이터 획득 장치로 사용된 일반 PC는 공산품으로 의료기기 전

기․전자 안전규격을 만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220[V] 절연 변압기의 2차측 전원을 PC에 공급함으로써 내전압과 누설전류 규격

을 만족 시켰다.

 

그림 3.3 전원 공급 장치 구성도 

설계된 전원 장치의 내전압시험은 9702A(Zentech, Taiwan)를 이용해 

IEC60601-1이 정한 시험방법에 의해 이를 검증하 다. 누설전류는 Safety 

Analyzer QA90 MKII(Matron)을 이용하여 검증하 다.

일반적인 스위칭모드 직류전원 공급 장치(Switching Mode Power Supply)는 

10kHz∼100kHz 범위에서 스위칭을 한다. 이는 2kHz∼300kHz 대역이 정현파를 

사용하는 체임피던스 측정 장치와 같은 대역을 사용하게 되어 신호 대 잡음비를 

저하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아날로그 회로의 신호 대 

잡음비의 개선을 위해 선형직류전원공급장치(Linear Power Supply)를 개발, 사용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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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체임피던스 측정 장치

체임피던스의 측정은 정전압을 조직에 인가하여  발생된 전류를 측정하는 방법과 전

류를 인가하여 인가양단의 전압차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본 논문에서 개발한 체임피

던스 측정 장치는 측정 대상에 인가되는 전류치 제한이 용이한 정전류 방식을 채택하

다. 체임피던스 측정 장치는  그림 3.4에서 절연부와 비 절연부로 나뉘며, 피검자와 직접 

접속하는 절연부는 정현-정전류원(Sine Wave Constant Current Source),  복조 및 측정

부(Modulation & Detection), 측정부위 선택장치(Body Segment Selection) 그리고 복수

기준(Internal Reference)로 구성된다. 그리고 외부의 데이터 획득 장치와 접속하는 비

절연 층은 통신접속부로 이루어진다. 

그림 3.4 체임피던스 측정 장치 기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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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자동이득조절 루프를 이용한 정전류원

정현 정전류(Sine Wave Constant Current Source) 발생을 위한 자동이득조절 루프

는 그림 3.5에서 정현파 발생장치(Sine Wave Generator), 이득 조절 증폭기(Gain 

Controlled Amplifier), 전압 조절 전류 변환기(Voltage Controlled Current Converter), 

측정부위 선택장치, 전류 전압변환장치(Current to Voltage Converter), 신호복조기( 

RMS Converter)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5 체임피던스 측정부 기능도

정현파 신호는 정현파 발생기(Sine Wave Generator)에서 생성한다. 이를 위해서 

40×10
6
/2
32
[Hz]의 주파수 분해능을 갖는 DDS (Direct Digital Synthesis) 합성장치를 사

용하 다. DDS 합성장치는 제어부에서 40 비트의 데이터를 직렬로 받아 내부의 타이

머, 정현신호 테이블,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를 이용하여 전류형태의 정현신호를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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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한다. 설계된 정현파 발생기의 사용주파수는 2kHz∼300kHz 대역이며, 출력 신호의 

전압 크기는 1[Vp-p]로 조절하 다. 

그림 3.6 자동이득 루프를 이용한 정 전류원 회로

출력되는 전류를 정해진 크기로 안정하게 출력하기 위해 그림 3.6과 같이 자동이득 

루프를 구성하 다. 이득조절 증폭기로는 아날로그 곱셈기(Multiplier)를 사용하 으며 

전압조절 전류원은 전류 출력 특성 향상을 위해 Constant Current Conveyer II(CCII) 

회로를 응용하 다[23]. 넓은 주파수 대역에서 다중주파수를 사용하여 정전류원을 설계

하 을 때 주파수에 따른 전류 특성을 보장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다. 그래

서 자동 이득 루프를 사용하여 이를 보완하 다. 전류 제한 및  검출기는 측정대상이나 

기준 저항에 인입된 전류의 궤환 양을 저항을 통하여 검출하고 그 실효치를 구하여 이

득 조절 회로에 궤환된 전류를 실효치로 넘긴다. 이득 조절 및 전류 제한 회로는 그림 

3.6과 같다. 그림 3.6의 회로는 입력된 정현파 신호를 궤환 되는 전류에 의해 R(Current 

Sensing R) 양단에 발생된 전압이 항상 실효치 0.6로 고정되도록 입력한다. 또한 미세한 

전류 차를 보상하기 위해서 기준 전압원에 가변저항을 연결하고 비교기의 입력에 검출

된 전류 실효치와 전류를 조절하여 600[μA] 설정 할 수 있도록 설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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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임피던스 측정에 사용되는 전류는 어떠한 생체 조직과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강도

와 주파수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그림 3.7 자극강도-시간곡선

흥분성 조직과 외부 입력과의 관계를 그림 3.7에서 보여준다. 흥분성 조직은 일정한 

강도이상의 신호가 일정시간 이상 자극할 때에만 활동전위를 나타낸다. 강도가 작아 오

랜 시간 동안 자극을 주어도 활동전위가 발생하지 않는 자극의 최대 크기를 rheobase라 

하고, rheobase의 두 배 큰 자극이 활동전위를 발생시키는데 필요한 시간을 chronaxie

라 한다[8]. 따라서 체임피던스 측정 시 사용되는 전류는 그림 3.7의 자극강도-시간곡선 

그래프의 아랫부분을 사용해야하며, 이 부분은 사용되는 주파수가 높고, 크기가 작아야 

함을 보여준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용화된 체임피던스 법에서는 실효 전류값이 500μ

A 또는 800μA의 전류를 사용한다.

3.3.2 체임피던스 측정을 위한 전압 검출 

신호 검출부는 인가된 전류를 복조회로를 통해 그림 3.8과 같이 직류전압으로 변환 

측정한다. 이때 측정된 전압은 16bit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Analog to Digital 

Converter)를 통해 획득되며 복수 보간을 위한 기준 저항(Reference R)을 통해 임피던

스로 환산되며, 획득된 모든 정보는 데이터 획득 장치에 직렬통신을 통해 전달하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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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체임피던스 측정부 구성도

그림 3.9는 전압 검출을 위한 입력부 회로 이며, 그림 3.10은 교류 전압을 직류 전압으

로 변환하여 실효치 검출을 위해 구현된 회로도이다.

그림 3.9 전압 검출 입력부 회로

그림 3.10 체임피던스 실효치 변환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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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부분체임피던스 선택 장치

부분 체임피던스 획득을 위해 SPST(Single Pole Single Through) 릴레이(Relay) 배열

을 통해 사지 및 몸통의 어떤 부위도 선택 가능하도록 설계하 다. 사용된 릴레이는 기

계식 릴레이로 접촉 저항과 커패시턴스가 매우 낮아 주파수에 따른 신호의 왜곡을 최소

화 할 수 있다.

그림 3.11 측정부위 선택장치 개략도

3.4 제어 및 아날로그-디지털 변환

체임피던스 측정 시스템의 제어 장치는 마이크로콘트롤러 PIC17C756A(Microchip) 

를 사용하여 설계 하 다. 제어 프로그램은 PIC17 시리즈의 전용 C-컴파일러인 HI-TECH

사의 HI-TECH C 8.01PL3를 사용하 으며 프로그램 흐름도는 그림 3.12와 같다.

체임피던스 측정은 16Bit 외장형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Analog to Digital 

Converter)를 사용하 으며, 0[V]-5[V]사이의 전압 입력범위를 변환할 수 있도록 설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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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어장치는 A/D 변환 장치와 병렬 인터페이스 하 으며 변환된 임피던스 정보는 

데이터 저장 및 분석을 위해 데이터획득 장치인 PC로 직렬 전송하 다.

그림 3.12 체임피던스 측정부 제어 프로그램 순서도

3.5 데이터 획득 및 처리

체임피던스 측정 장치에서 직렬 전송된 데이터는 데이터 획득 및 처리 장치인 PC에서 

연산을 통해 체임피던스로 환산된다. 측정 장치에서 복수기준의 주파수별 16bit 값과 

측정 대상의 주파수별 16bit 데이터를 각각 256개씩 전송 받아 이의 평균을 이용하여 

복수보간법을 실시하여 최종의 부분체임피던스로 환산한다. 

체임피던스 측정장치로부터 데이터를 전송받아 처리하고 저장하기 위해 오브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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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칼을 기반으로 하는 Borland사의 Delphi 5.0을 이용하여 윈도우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하 으며 측정 장치와의 전송속도는 19200으로 설정하 다. 

그림 3.13 데이터 획득 처리를 위한 윈도우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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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험 및 결과

본 실험은 2003년 4월∼5월에 걸쳐  비만표준화 및 체성분 측정 장비의 체성분 추정 

방정식의 개발을 위해 진행하 으며, 연세대학교 원주 의과대학교 부설 원주기독병원의 

협조로 실시하 다. 

실험결과는 제작된 R,C 수동 모델을 통한 체임피던스 측정 장치의 재현성과 정확성을 

확인하 으며 임상실험을 통해 얻은 DEXA 기준 측정법의 결과를 이용하여 부분 체성분

량과 체임피던스 측정기와의 상관관계를 분석 부분체성분 추정 방정식을 개발하 다.

4.1 실험대상

실험 대상은 20대에서 70대까지 지원자를 모집하여 수행하 다. 피검자는 강원 원주시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 으며, 실험에 향을 줄 수 있는 병력이 없는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 다. 모집된 실험군은 남녀 성비와 연령별 분포를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선정하 으며 체질량 지수를 기초로 신체 정보를 파악하여 선정하 다. 그 결과 피검자의 

나이, 체중, 신장, 체질량 지수(BMI)의 기초 통계 결과는 표 4.1과 같다. 전체 여성 피검자의 

연령 43.6±15.8세, 체중 58.4±8.5㎏, 그리고 신장 152.4±7.5㎝, 체질량지수는 25.3±4.3㎏/㎡

이다. 남성 피검자의 경우 연령 42.6±14.9세, 체중 67.4±12.5㎏, 그리고 신장 165.1±7.8㎝, 

체질량지수는 24.7±3.7㎏/㎡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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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 실험군의 신체 정보

단위 : 신장(㎝), 체중(㎏), BMI : Body Mass Index(㎏/㎡)

구분 평균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여자=0

(N = 27)

나이 43.6 21 77 15.8

체중 58.4 47.0 82.0 8.5

신장 152.4 137.0 167.5 7.5

BMI 25.3 17.5 38.1 4.3

남자=1

(N = 23)

나이 42.6 24.0 72.0 14.9

체중 67.4 50.0 92.0 12.5

신장 165.1 154.00 180.0 7.8

BMI 24.7 19.0 31.6 3.7

4.1.1 측정시 피검자 준수 사항

실험에 참여한 피검자는 실험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결과 분석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요구사항을 준수하 다.

1) 측정 1주전 약물 섭취 금지.

2) 측정 48시간 전 알코올 섭취 금지.

3) 측정 24시간 전 탈수를 동반한 운동 금지.

4) 측정 6시간 전 음식물 섭취 금지.

5) 측정 4시간 전 음료 및 수분섭취 금지.

6) 측정 전 배변 실시로 공복 유지.

7) 측정 중 전도성 물질을 포함한 모든 악세사리 제거.

8) 측정 중 측정 전용 운동복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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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Dual Energy X-ray Absorptiometry(DEXA) 

DEXA를 이용한 체성분 측정은 연세대학교 원주 의과대학교 부설 원주기독병원 

골 도 측정실에 의뢰하 으며, 사용한 장비는 Prodigy(GE, Lunar, USA)로 Fast Mode에

서 Full body Scan하 다. DEXA를 이용하여 제지방량, 체지방량, 근육량, 무기질량을 

측정하여 기준 값으로 사용하 다. 개개인의 모든 측정은 체임피던스 측정일과 동일한 

날 실시하 다. 그림 4.1은 DEXA 측정을 보여준다.

그림 4.1 DEXA Whole Body 측정

4.2.1 DEXA 측정 및 신체 분할

DEXA측정 결과는 전체 체성분과 부분 체성분으로 분리하여 출력된다. 전체 체성분의 

경우 전신을 측정하여 그 결과 값을 출력하며, 부분 체성분의 경우 자격이 부여된 전문 

검사자가 정해진 규칙대로 그림 4.2과 같이 신체를 몸통, 오른 팔, 오른 다리, 왼 팔, 

왼 다리로 머리를 제외하고 분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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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DEXA 측정 결과 화면

4.2.2 DEXA 전체 체성분 측정 결과

DEXA는 서로 다른 에너지를 가진 두 개의 서로 다른 낮은 방사선 에너지가 신체를 

통과하면서 제지방, 근육량, 지방량, 골무기질량을 측정한다. DEXA를 이용한 피검자에 

대한 전체 체성분 측정 결과는 표 4.2와 같다.

그림 4.3은 성별에 따른 제지방에 대한 상자그림이다. 남자의 제지방의 값이 여자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자와 여자의 평균 제지방의 값이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실험군내에 남녀 피험자 수를 일정하게 조정하여 Two 

Sample t-test를 실시하여 검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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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2 DEXA 전체 체성분 측정 결과

단위 : Kg

구분 평균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전체

(N = 50)

제지방 45.572 30.098 69.538 9.327

근육 43.280 28.267 65.648 8.973

지방 17.177 3.072 30.418 6.930

무기질 2.2921 1.086 3.389 0.4553

여자

(N = 27)

제지방 38.723 30.098 51.344 4.960

근육 36.660 28.267 49.403 4.776

지방 19.645 9.278 30.418 5.625

무기질 2.0627 1.086 2.692 0.3692

남자

(N = 23)

제지방 53.613 30.098 44.714 6.288

근육 51.051 42.360 65.648 5.953

지방 14.278 3.072 29.176 7.301

무기질 2.5614 4.4714 6.9538 0.400

결과는 표 4.3과 같으며, 가설검정의 결과 남자의 평균 제지방이 여자의 평균 제지방의 

값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DEXA 측정 제지방 결과 Two Sample t-test

평균 표준편차 t-Value p-Value

여자 38.917 4.987
-10.42 0.000

남자 53.613 6.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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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DEXA 측정 남녀 제지방 상자그림

4.2.3 DEXA 부분체성분 측정 결과

DEXA를 이용한 부분체성분 측정은 그림 4.2에서의 신체 분할 방식을 이용하여 산출한

다. 전체 피검자 측정 결과는 표 4.4와 같으며 여자 피검자 측정 결과는 표 4.5, 남자 

피검자 측정 결과는 표 4.7과 같이 전체 체성분 중에서 몸통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임

을 알 수 있다.

DEXA측정 결과 부분체성분의 분포는 남녀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4.6 과 표 4.8의 남녀 부분체성분 분포 비율을 보면 몸통 제지방의 경우 여자와 남자가 

각각 8.3 : 6.9로 여자의 몸통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몸통 지방의 경우 각각 

10.8 : 13으로 남자의 몸통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남자의 체성분 분포가 

사지 보다 몸통에 더 많은 지방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몸통 근육량의 경우 

여자와 남자가 각각 8.5 : 7.0, 몸통 무기질의 경우 각각 5.3 : 4.9로 남성이 여성보다 

몸통을 제외한 사지의 근⦁골격이 발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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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전체 피검자 DEXA 부분 체성분 측정 결과 

LA: Left Arm, LL: Left Leg, RA: Right Arm, RL: Right Leg ;단위: [g]  

구분 평균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전체

(N = 50)

제지방

L A 2577 1409 4379 752

LL 7250 3933 12634 1882

RA 2386.7 1245.0 3697.0 683.4

RL 7213 4093 11574 1796

Trunk 21902 14080 32150 4112

근육

LA 2428 1353 4169 715

LL 6833 3685 11904 1793

RA 2243.2 1136.0 3479.0 653.1

RL 6798 3841 10877 1711

Trunk 21181 13493 30682 4015

지방

LA 822.8 114.0 2172.0 446.7

LL 2472 467 5084 1027

RA 761.7 96.0 1826.0 405.9

RL 2443 482 5176 1031

Trunk 9949 1602 17592 4320

무기질

LA 149.6 56.00 243.0 41.59

LL 416.9 198.0 730.0 95.8

RA 143.5 66.0 218.0 36.5

RL 415.5 212.0 697.0 92.5

Trunk 720.9 301.0 1468.0 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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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DEXA 부분 체성분 측정 결과 - 여자

LA: Left Arm, LL: Left Leg, RA: Right Arm, RL: Right Leg ;단위 : [g] 

구분 평균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여자

(N = 27)

제지방

L A 2013 1409 2821 346.8

LL 5937 3933 8321 927

RA 1897.4 1245 2755 350.8

RL 5959 4093 8506 940

Trunk 19134 14080 28633 2849

근육

LA 1892.3 1353 2652 368.2

LL 5579 3685 7831 981

RA 1776 1136 2624 363.1

RL 5603 3841 8027 989

Trunk 18468 13493 28052 2874

지방

LA 1041.7 335.0 2172 407

LL 2916 1153 5084 798

RA 971.2 350 1826 371

RL 2891 1202 5176 845

Trunk 11002 3742 17592 3805

무기질

LA 120.8 56.0 169.0 28.2

LL 357.7 198.0 490.0 63.9

RA 121.4 66.0 163.0 24.8

RL 356.6 212.0 479.0 61.0

Trunk 666.0 301.0 902.0 151.2

 표 4.6 여자 부분 체성분 분포 비율

구분 왼팔 왼다리 오른팔 오른다리 몸통

여자

(N = 27)

제지방 1 2.7 1 2.5 8.3

근육 1 2.7 1 2.5 8.5

지방 1 2.1 1 2.0 10.8

무기질 1 2.6 1 2.5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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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DEXA 부분 체성분 측정 결과 - 남자

LA: Left Arm, LL: Left Leg, RA: Right Arm, RL: Right Leg ;단위 : [g] 

구분 평균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남자

(N = 23)

제지방

L A 3240 2445 4379 500

LL 8792 6783 12634 1467

RA 2961 2049 3697  496

RL 8685 6991 11574 1354

Trunk 25151 20665 32150 2730 

근육

LA 3056 2282 4169 482

LL 8305 6388 11904 1397

RA 2791.6 1939.0 3479.0 471.7

RL 8201 6569 10877 1291

Trunk 24365  19973 30682 2586 

지방

LA 565.7  114.0 1390.0 347.3

LL 1951 467 4858 1035

RA 515.7 96.0 1008.0 295.1

RL 1916 482 4626 993

Trunk 8712 1602 16484 4635

무기질

LA 183.48 136.00 243.00  26.34

LL 486.3 386.0 730.0 79.3

RA 169.43 101.00 218.00 30.55

RL 484.6 366.0 697.0 73.6

Trunk 785.4 557.0 1468.0 192.5

 표 4.8 남자 부분 체성분 분포 비율

구분 왼팔 왼다리 오른팔 오른다리 몸통

남자

(N = 23)

제지방 1 2.7 1 2.5 6.9

근육 1 2.6 1 2.5 7.0

지방 1 2.5 1 2.4 13

무기질 1 3.1 1.3 3.0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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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체임피던스 측정

4.3.1 재현성 및 정확성 확인

체임피던스 측정 장치의 재현성 및 정확성 검증을 위해 R, C 수동 모델을 이용하여 

실험하 다. 체임피던스 측정 장치는 내재된 회로 및 장비와 측정 대상과의 접촉부 

성격에 따라 모두 다른 값을 나타낸다. 따라서 장비 성능을 검증하는데 특별한 기준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모의 측정 대상을 이용하여 관찰하 다. 모의 측정 대상은 R, 

C 수동 소자를 이용한 프릭 모델을 사용하 다[8]. 임피던스 측정 기준 장비로는 

HP4294A(Agilent, USA)를 사용하 으며, Clip Leads 16089D(Agilent, USA)로 측정하

다. HP4294A는 40Hz-10MHz 측정 대역폭을 가지고 있으며, 본 실험에서는 2kHz-300kHz

까지 정 전류 모드로 설정하여 임피던스를 측정하 다. 본 논문에서 개발한 체임피던스 

측정 장치와 HP4294A(Agilent, USA)의 주파수별 출력 결과는 표 4.9와 같다.

 표 4.9 HP4294A를 이용한 정확성 확인 결과

구분

2Khz 50Khz 150Khz 300Khz

HP
개발 

장비
HP

개발 

장비
HP

개발 

장비
HP

개발 

장비

LA 250.7 248.0 217.1 222.4 175.9 176.4 163.3 162.1

LL 186.3 183.4 157.9 157.9 124.9 130.6 112.9 113.8

RA 226.3 224.6 197.8 200.7 135.0 136.2 89.1 90.3

RL 182.8 179.8 153.7 162.8 120.9 125.0 110.1 109.6

Trunk 26.8 26.7 24.5 23.9 18.9 16.6 16.1 15.2

.

 LA: Left Arm, LL: Left Leg, RA: Right Arm, RL: Right Leg ; 단위 : [Ω] 



- 37 -

4.3.2 체임피던스 측정

체임피던스 측정은 전도성이 없는 침대에 사지를 벌린 자세에서 손목과 발목에 전류, 

전압 전극 한 쌍을 각각 위치하 으며, 전극 부착부위에 물 티슈를 이용하여 피부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측정하 다. 측정 시 실험실의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 으며, 

각 피검자는 매 2회 측정하여 재현성을 확인하 다. 측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피검자

는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준수하 다. 

1) 측정 1주전 약물 섭취 금지.

2) 측정 48시간 전 알코올 섭취 금지.

3) 측정 24시간 전 탈수를 동반한 운동 금지.

4) 측정 6시간 전 음식물 섭취 금지.

5) 측정 4시간 전 음료 및 수분섭취 금지.

6) 측정 전 대⦁소변 실시로 공복 유지.
7) 측정 중 면 재질의 전용 운동복 착용하고 전도성 물질을 제거한다.

4.3.3 체임피던스 측정 결과

체임피던스 방법에 의해 측정된 결과는 표 4.10과 같이 주파수별 부분체임피던스 

결과를 획득하 다. 측정결과 전체 체임피던스에서 양 팔이 차지하는 기여도는 약 58%, 

양 다리는 39% 그리고 몸통은 3%정도이다. 신체 전체 조성량의 분포와 비교하면 매우 

작은 체임피던스가 차지하는 몸통이 체성분 비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남녀에 

있어 체임피던스 측정 결과에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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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실험군의 체임피던스 측정 결과 

LA: Left Arm, LL: Left Leg, RA: Right Arm, RL: Right Leg ; 단위 : [Ω] 

여자(N=27) 남자(N=23)

평균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평균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전체

2kHz 1028.8 702.1 1359.7 169.8 877.9 770.0 1099.5 93.6

50kHz 889.6 591.0 1208.9 155.7 729.0 627.6 914.5 86.8

150kHz 735.8 488.3 977.1 119.8 605.4 513.3 741.4 69.3

300kHz 704.1 480.2 914.9 104.8 589.2 503.2 708.6 64.5

LA

2kHz 300.6 185.9 419.5 59.8 245.6 185.7 346.4 36.6

50kHz 263.6 157.0 375.0 56.6 207.2 156.8 306.4 34.7

150kHz 216.6 129.2 299.0 43.4 172.3 131.8 246.8 27.0

300kHz 205.2 127.0 275.0 37.6 166.9 129.1 232.4 24.7

LL

2kHz 200.8 156.7 267.0 28.6 183.3 135.8 257.7 25.4

50kHz 173.6 134.1 234.5 25.6 152.7 114.6 221.2 22.2

150kHz 146.2 113.6 194.6 20.6 128.0 94.1 183.2 18.3

300kHz 141.9 108.5 184.2 18.6 125.8 94.7 179.9 17.7

RA

2kHz 296.8 187.5 401.4 56.5 233.0 196.8 307.0 30.4

50kHz 257.4 156.8 356.4 52.5 193.9 158.1 266.6 29.0

150kHz 210.8 126.7 283.4 40.1 160.2 127.5 214.6 23.3

300kHz 199.9 126.1 260.2 34.2 155.0 126.2 202.0 21.2

RL

2kHz 198.4 148.4 264.7 30.1 183.5 156.3 247.0 23.3

50kHz 171.6 126.4 225.5 26.8 152.3 134.3 207.9 20.1

150kHz 144.4 106.1 185.5 21.4 127.5 110.2 172.7 16.4

300kHz 140.1 106.4 177.7 19.7 124.9 106.6 167.3 16.1

Trunk

2kHz 32.1 23.4 45.1 5.7 32.5 25.2 40.1 3.3

50kHz 23.4 16.7 32.9 4.2 22.8 17.4 27.8 2.5

150kHz 17.9 12.7 24.8 3.1 17.4 13.2 20.9 1.9

300kHz 16.9 12.1 22.8 2.8 16.6 12.6 19.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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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통계적 분석

실험결과 수집된  50명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본 논문의 시스템에 최적화된 체성분 

예측 회귀모델을 제시하고 유의성 검정을 실시하 다. 통계적 접근은 MINITAB 13.20의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 다.

체성분 분포 특성에 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는 제지방 부피와 연관된 주파수별 

체임피던스 지수(H2/Z)와 체중, 신장 등의 개인적 특성이 있다. 또한 제지방 조직의 

도에 향을 미치는 연령, 인종, 섭생 등의 차이가 있으며, 지방 비율의 차이에 향을 

미치는 성별 등이 있다[5]. 본 논문에서는 이중 주파수별 체임피던스 지수(H2/Z), 체중, 

신장 그리고 연령, 성별 등에서 최적 부분집합(Best Subsets) 분석과 단계별 선택법(Step 

Wise)으로 독립변수를 선택하 다.

4.4.1 부분체임피던스법과 손목-발목 체임피던스법과의 비교

체임피던스를 이용한 체성분 예측에 있어 기존의 측정법은 손목과 발목사이에 전류, 

전압전극 각각 한 쌍씩을 부착하여 오른팔, 몸통, 오른다리의 체임피던스를 측정하여 

전체 체성분을 분석하 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확하게 

전체 체성분을 분석하는데 약점을 가지고 있다[11]. 따라서 부분체임피던스를 이용한 

체성분 분석에 앞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의 체임피던스 측정결과를 통하여 이를 

검증하 다. 표 4.11와 같이 각 주파수별 체임피던스와 제지방과의 유효성에 대해서 

비교한 결과 기존의 손목-발목 체임피던스법 보다 부분체임피던스의 합을 이용한 방법이 

제지방 추정에 있어 더욱 유효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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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제지방 추정시 측정 방법에 따른 결정계수 비교

독립변수 부분체임피던스법(R
2
) 손목-발목 체임피던스법(R

2
)

H2/Z2kHz 88.2 88.0

H
2
/Z50kHz 90.0 89.2

H
2
/Z150kHz 91.2 91.0

H2/Z300kHz 92.1 91.7

4.4.2 전체 체성분 추정을 위한 다중선형회귀분석

전체 제지방 예측을 위한 회귀분석을 위해 여러 가지 변수들 중 단계별 선택법을 

이용하여 유의 확률(p) 0.05를 기준으로 순차 검사하여 최적 모형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독립변수들을 선정하 으며 결과는 표 4.12와 같다.

표 4.12 전체 제지방 예측을 위한 회귀모형(P<0.05)

모형a 상관계수

(R)

결정계수

(R
2
)

수정된결정계수

(R-adj
2
)

표준오차(S)
f

1b 96.22 92.6 91.90 2.65

2
c

96.29 92.73 92.43 2.56

3
d

97.10 94.29 93.92 2.30

a 
종속변수 : 제지방량

b 
예측값 : (상수), 임피던스 지수(H

2
/Z300kHz)

c 예측값 : (상수), 임피던스 지수(H2/Z300kHz), 성별

d 
예측값 : (상수), 임피던스 지수(H

2
/Z300kHz), 성별, 체중

f
 단위 : Kg

선정된 회귀모형 중에서 예측 모형 3을 선택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또한 회귀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잔차에 대한 다중공선성의 문제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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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검토와 이상점과 향점에 대한 회귀진단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최종 회귀

방정식을 개발하 다. 

 표 4.13 전체 제지방 예측 회귀 방정식

전체 제지방 예측 방정식[Kg]

0.676×H 2/Z 300kHz+ 0.478×성별+ 0.176×체중+ 5.408
R = 0.981 R2 = 0.962 R2-adj = 0.960 S = 1.90

DEXA와 제안된 모델을 이용한 제지방량 예측 값의 산점도는 그림 4.4와 같다. 

또한 대수적인 체성분 관계(체지방 = 체중 - 제지방)를 이용하여 체중에서 제지방

을 제하여 체지방을 예측할 수 있다. 

그림 4.4 DEXA의 제지방량과 예측된 제지방량의 산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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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체 근육량 예측을 위한 회귀분석을 위해 전체 제지방 예측 회귀분석과 동일한 

방법으로  표 4.14와 같은 최적 모형을 설정하 다.

표 4.14 전체 근육량 예측을 위한 회귀모형(P<0.05)

모형a 상관계수

(R)

결정계수

(R2)

수정된결정계수

(R-adj2)
표준오차(S)

f

1
b

95.95 92.08 91.92 2.55

2c 96.35 92.85 92.55 2.45

3
d

97.12 94.33 93.96 2.20

a 
종속변수 : 근육량

b 예측값 : (상수), 임피던스 지수(H2/Z300kHz)

c 
예측값 : (상수), 임피던스 지수(H

2
/Z300kHz), 성별

d 
예측값 : (상수), 임피던스 지수(H

2
/Z300kHz), 성별, 체중

f 단위 : Kg

선정된 회귀모형 중에서 예측 모형 3을 선택하여 전체 제지방량과 같은 방법으

로 표 4.15와 같은 최종 회귀방정식을 개발하 다. 전체 제지방량 예측방정식보다 

근육량 예측 방정식의 성별 인자가 더 큰 계수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성별에 따른 근육의 특이성이 더 높다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4.15 전체 근육량 예측 회귀 방정식

전체 근육량 예측 방정식[Kg]

0.649×H 2/Z 300kHz+ 4.711×성별+ 0.165×체중+ 4.92
R = 0.980 R2 = 0.961 R2-adj = 0.959 S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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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XA와 제안된 모델을 이용한 근육량에 대한 예측값의 산점도는 그림4.5와 같

다. 또한 대수적인 체성분 관계(무기질 = 제지방 - 근육)를 이용 제지방량에서 근

육량을 제하여 무기질량을 예측할 수 있다. 

그림 4.5 DEXA의 근육량과 예측된 근육량 산점도

4.4.3 부분 체성분 추정을 위한 다중선형회귀분석

부분체성분 예측을 위한 회귀분석을 위해 여러 가지 변수들 중에 단계별 선택법을 

이용하여 유의 확률 0.05를 기준으로 순차 검사하여 최적 모형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독립변수들을 선정하 다. 부분체성분 다중회귀분석은 제지방량과 근육량에 대해 실시

하 다. 

부위별 제지방 예측 회귀 모형 선정을 위해 주파수 별 부분체임피던스 중 DE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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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의 부위별 제지방량과 가장 유의성이 높은 주파수의 임피던스 지수를 선별하 으며 

그 결과는 표 4.16과 같다. 선정된 임피던스지수와 나머지 변수들 중에서 유의성이 

높은 독립변수들을 선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고 다중공선성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이상점과 향점에 대한 회귀진단을 실시하여 표 4.17과 같은 부분 제지방 예측 

회귀방정식을 개발하 다. 

부분 제지방 예측 방정식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 모든 부위에서 유효계수(R)가 0.9 

(P<0.05) 이상으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함을 알 수 있다. 양팔의 경우 체중과 별다른 

유효성을 찾을 수 없었다.

표 4.16 부분 체임피던스의 주파수별 부분 제지방

단위 : [Kg]; (P<0.05)

상관계수

(R)

결정계수

(R2)

수정된결정계수

(R-adj2)
표준오차(S)

LA FFM
86.19 74.3 73.8 0.385

(H2/ZLA300kHz)

LL FFM
89.55 80.2 79.7 0.847

(H2/ZLL300kHz)

RA FFM
88.65 78.6 78.2 0.319

(H
2
/ZRA50kHz)

RL FFM
91.48 83.7 83.4 0.731

(H2/ZRL200kHz)

Trunk FFM
79.24 62.8 62.0 2.53

(H2/ZTrunk200kHz)

그리고 신장에 대한 유의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고, 양 다리와 몸통의 경우 양 

팔과 반대로 체중에 대한 유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체중에서 팔이 차지하는 

제지방량의 분포가 특정 연관성이 없으며 오히려 신장과 어떤 연관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양 다리와 몸통의 제지방은 체중과 연관성이 높으며 신장과는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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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이 없었다.

표 4.17 부분 제지방 예측 회귀방정식

부분 제지방 예측 방정식[Kg]

왼 팔

제지방

(LA)

0.0178×H 2/Z LA300kHz+ 0.247×성별+ 0.0058×신장- 0.884
R = 0.951 R

2 
= 0.905 R

2
-adj = 0.898 S = 0.238

왼 다리

제지방

(LL)

0.0139×H 2/Z LL300kHz+ 1.239×성별
+0.0538×체중+0.0428×신장-6.107

R = 0.967 R
2 
= 0.936 R

2
-adj = 0.93 S = 0.504

오른 팔

제지방

(RA)

0.0173×H 2/Z RA50kHz+ 0.345×성별- 0.0116×신장+ 2.044
R = 0.927 R

2 
= 0.86 R

2
-adj = 0.851 S = 0.259

오른 다리

제지방

(RL)

0.0171×H 2/Z RL200kHz+0.906×성별
+0.0313×체중+0.0512×신장-6.563

R = 0.970 R
2 
= 0.941 R

2
-adj = 0.936 S = 0.0448

몸통 제지방

(TR)

0.00459×H 2/Z TR200kHz+ 3.718×성별+ 0.144×체중+ 4.469
R = 0.948 R

2 
= 89.9 R

2
-adj = 89.3 S = 1.322

DEXA 부분 제지방 기준데이터와 예측된 제지방량 상관성에 대한 산포도는 각각 

그림 4.6, 그림 4.7, 그림 4.8, 그림 4.9, 그림 4.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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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DEXA의 왼 팔 제지방량과 예측된 왼 팔 제지방량 산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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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DEXA의 왼 다리 제지방량과 예측된 왼 다리 제지방량 산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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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DEXA의 오른 팔 제지방량과 예측된 오른 팔 제지방량 산점도

1.5 2.5 3.5

1.5

2.5

3.5

예측된 오른 팔 제지방량

D
EX

A 
측
정

 오
른

 팔
 제
지
방
량

[Kg]

그림 4.9 DEXA의 오른 다리 제지방량과 예측된 오른 다리 제지방량 산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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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DEXA의 몸통 제지방량과 예측된 몸통 제지방량 산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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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별 근육량 예측을 위해 부분 제지방량 회귀분석과 같은 방법으로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18과 같다. 선정된 회귀모형 중에서 유의성이 높은 독립변수들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고 다중공선성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이상점과 향

점에 대한 회귀진단을 하여 표 4.19과 같은 부분 근육량 예측 회귀방정식을 개발하 다.

부분 근육량 예측 방정식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 모든 부위에서 유효계수(R) 0.92 

(P<0.05) 이상으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함을 알 수 있다. 

부위별 제지방 및 근육량 예측 회귀방정식을 이용하여 얻은 값을 이용하여 부위별 

무기질량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체 체성분(제지방, 지방량, 근육량, 

무기질량)과 부분 체성분(제지방, 근육량, 무기질량)을 예측할 수 있는 회귀방정식을 

획득하 다.

표 4.18 부분 체임피던스의 주파수별 부분 근육량

단위 : [Kg] ; (P<0.05)

상관계수

(R)

결정계수

(R
2
)

수정된결정계수

(R-adj
2
)

표준오차(S)

LA 근육량
0.865 74.9 74.4 0.361

(H
2
/ZLA300kHz)

LL 근육량
0.893 79.9 79.5 0.811

(H
2
/ZLL300kHz)

RA 근육량
0.890 79.3 78.9 0.300

(H
2
/ZRA50kHz)

RL 근육량
0.915 83.8 83.5 0.695

(H
2
/ZRL200kHz)

Trunk 근육량
0.793 62.9 62.1 2.334

(H
2
/ZTrunk200k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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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9 부분 근육량 예측 회귀방정식

부분 근육량 예측 방정식[Kg]

왼 팔

근육량

(LA)

0.0172×H 2/Z LA300kHz+ 0.185×성별+ 0.00635×신장- 1.015

R = 0.958 R2 = 0.918 R2-adj = 0.912 S = 0.206

왼 다리

근육량

(LL)

0.0332×H 2/Z LL300kHz+1.02×성별
+0.048.7×체중+0.0332×신장-5.226

R = 0.971 R2 = 0.943 R2-adj = 0.938 S = 0.461

오른 팔

근육량

(RA)

0.0177×H 2/Z RA50kHz+ 0274×성별- 0.0102×신장+ 1.681

R = 0.928 R
2 
= 0.862 R

2
-adj = 0.852 S = 0.242

오른 다리

근육량

(RL)

0.017×H 2/Z RL200kHz+0.869×성별
+0.0287×체중+0.0461×신장-5.962

R = 0.968 R
2 
= 0.938 R

2
-adj = 0.932 S = 0.438

몸통 근육량

(TR)

0.00497×H 2/Z TR200kHz+ 3.526×성별+ 0.128×체중+ 4.169

R = 0.95 R2 = 0.903 R2-adj = 0.896 S = 1.26

DEXA 부분 근육량과 기준데이터와 예측된 근육량  상관성에 대한 산포도는 각각 

그림 4.11, 그림 4.12, 그림 4.13, 그림 4.14, 그림 4.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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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DEXA의 왼 팔 근육량과 예측된 왼 팔 근육량 산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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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DEXA의 왼 다리 근육량과 예측된 왼 다리 근육량 산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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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DEXA의 오른 팔 근육량과 예측된 오른 팔 근육량 산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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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DEXA의 오른 다리 근육량과 예측된 오른 다리 근육량 산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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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DEXA의 몸통 근육량과 예측된 몸통 근육량 산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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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고찰

본 논문에서 구현한 체임피던스 분석 장치는 다중 주파수 정전류원을 이용하여 2kHz에

서 300kHz사이의 다중 주파수 체임피던스를 측정 할 수 있도록 설계하 으며, 4단자 

전극법을 확장한 4쌍 8개의 전극과 측정 부위 자동 선택장치를 통하여 기존의 손목-발목 

체임피던스 외에 부분체임피던스를 획득 할 수 있도록 하 다. 설계된 체임피던스 분석 

장치는 전기전자 안전 규격에 의해 그 안전성을 보장 하 으며, R C 수동 인체 모델을 

통하여 그 정확성과 재현성을 검증하 다.

50명의 피검자를 대상으로 DEXA실험을 실시하여 전체 및 부분 체성분(제지방, 체지방, 

근육량, 무기질)의 기준 데이터를 획득하 으며, 동시에 본 논문에서 설계한 체임피던스 

분석 장치를 이용하여 다중 주파수 부분체임피던스 값을 측정하 다. DEXA 데이터와 

다중 주파수 부분체임피던스 값을 이용하여 전체 및 부분체성분 예측을 위한 다중선형회

귀분석을 실시하 다.

1. 기존 체임피던스 측정 방법인 손목-발목 측정법과 본 논문에서 설계한 부분체임피던

스 값의 제지방 예측에 대한 결정계수를 비교한 결과, 결정 계수가 가장 높은 300kHz에서 

부분 체임피던스법의 경우 결정계수(R
2
)는 0.921, 손목-발목 측정법은 0.917로 부분체임피

던스법이 제지방과의 유의성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하 다.

2. 전체 체성분 예측을 위한 회귀분석결과 전체 제지방과 근육량 모두에서 300kHz의 

체임피던스가 가장 높은 유의성을 보 으며, 전체 제지방 예측을 위해

0.676×H 2/Z 300kHz+ 0.478×성별+ 0.176×체중+ 5.408
을 개발하 다. 기준 값과의 비교 결과 상관계수(R)는 0.981(P<0.001), 표준오차(S)는 

1.90Kg으로 높은 상관성과 낮은 오차를 보인다. 또한 전체 근육량 예측을 위해

 0.649×H 2/Z 300kHz+ 4.711×성별+ 0.165×체중+ 4.92
을 개발하 으며, 기준 값과의 비교 결과 상관계수(R)는 0.980(P<0.001), 표준오차(S)는 

1.80Kg으로 높은 상관성과 낮은 오차를 보 다. 또한 개발된 제지방 및 근육량 예측 

방정식을 이용하여 체성분의 관계성을 이용, 대수적인 연산을 통해 체지방량, 무기질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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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할 수 있다.

3. 부위별 체성분 예측을 위한 회귀분석결과 부위별 제지방과 근육량 모두에서 

H2/ZLA300kHz, H
2/ZLL300kHz, H

2/ZRA50kHz, H
2/ZRL200kHz, H

2/ZTrunk200kHz 의 임피던스 지수가 

가장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정된 독립변수들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고 다중공선성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이상점과 향점에 대한 회귀진단을 

하여 제지방과 근육량에 대한 부위별 체성분 예측 회귀방정식을 각각 개발하 다. 기준데

이터와의 비교 결과 모든 부위의 체성분에 있어 상관계수(R)가 0.92(P<0.001)이상이며 

표준오차(S)는 사지의 경우 0.5Kg에서 0.8Kg 사이이며, 몸통의 경우 2.3Kg 이하로 통계적

으로 높은 연관성과 낮은 오차를 보인다. 

이상의 결론으로 부터, 기존의 손목-발목 체임피던스 측정법에 비해 부분체임피던스 

측정을 통한 체성분 예측이 향상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 으며, 실험을 통해 

본 논문에서 설계한 다중주파수 부분체임피던스 분석 장치에 적합한 전체 체성분(제지방, 

근육량, 체지방, 무기질)과 부분 체성분(제지방, 근육량, 무기질)을 예측할 수 있는 회귀방

정식을 개발하 으며, 이는 체성분 분석을 위해 체성분량을 산출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체수분량 예측에 있어 정확한 기준데이터를 얻을 수 없어 체수분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할 수 없었으며, 다중주파수를 이용한 세포내외액에 대한 연구를 실시할 

수 없었다. 좀 더 다양한 실험군과 기준방법을 이용한 실험을 통해, 체성분 분석에 

있어 체임피던스법을 이용한 보다 정확한 부분 다-구획  체성분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56 -

참고 문헌

[1] 최병진, ⦁⦁임상비만학⦁⦁, 대한비만학회편, 제 1판, 고려의학, 1995

[2] SY Lee et al: Prewablence Estimation of Several Chronic disease through  

   Community Based Health Examination Survey“, Kor. J. Prev. Med. 32:40-47,  1999 

[3] Chan J. M., Rimm E. B., Colditz G. A., "Obesity, fat distribution, and weight  

   gain as risk factors for clinical diabetes in men", Diabetes Care, 17, 961-969, 1994

[4] Hubert H. B, "The nature the relationship between obedity and cardiovasular  

   disease", Int. J. Cardiol. 6, 268-274, 1984

[5] 문재국, ⦁⦁원격의료계측을 위한 한국형 체임피던스 분석기의 개발⦁⦁, 연세대학교  
   의용공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2

[6] Vivian H., Heyward, Lisa M. Stolarczyk, "Applied Body Composition     

   Assessment", 1996

[7] 길문종, ⦁⦁한국인의 체임피던스를 통한 인체 구성 성분 표준화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의용공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3

[8] 임택균, ⦁⦁코올-코올 분산 시스템을 이용한 체임피던스 분석 시스템 구현⦁⦁,  
   연세대학교 의용공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8

[9] Lukaski H. C., Johnson P. E., Bolonchuk W. W. and Lykken G. I.  "Assessment  

   of fat-free mass using bioelectrical impedance measurement of the human boy",  



- 57 -

   Am. J. Clin. Nutr. 41:, 810-17, 1985

[10] Cornish B. H., Jacobs A., Thomas B. J. and Ward L. C. "Opimaizing electrode  

   sites for segmental bioimpedance measurements" Physiol. Meas., 20: 241-250, 1999 

[11] Pietrobelli A., Morini P., Battistini N., Chiumello  G., Nunez C. , and Heymsfield  

   S. B., "Appendicular skeletal muscle mass: prediction from muliple frequency  

  segmental bioimpedance analysis", Eur. J . Clin. Nutr., 1998

[12] Thomas, B. J., Cornish, B. H., Ward L. C., Patterson M. A., "A comparison  

   of segmental and wrist-to-ankle methodologies of bioimpedance analysis" Appl.  

   Radiat. Isot., 49:477-478, (1998)

[13] Steven B., Heymsfield & Zimian Wang, "Human Body Composition: Advances  

   in Models and Methods", Annu. Rev. Nutr., 17:527-528, 1997

[14] Brozek J., Grande F., Anderson J. T., & Keys A., "Densitometric     analysis  

   of body composition: Revision of some quantitative assumptions"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110, 113-140, 1963

[15] Siri W.E., "Techniques for measuring body composition, chapter Body    

   Composition from fluid spaes and density : analysis of methods", p 223-244. National  

   Academy of Science, Washington, DC, 1961.

[16] Hoffer E. C., Meader C. K., & Simpson D. C., "Correlation of whole-body  

   impedance with total body water" J. Appl. Physiol., 27; 531-534, 1969

[17] Kushner R. F., Gudivaka R., & Schoeller D. A., "Clinical characteristics   



- 58 -

   influencing bioelectrica impedance analysis measurement", Am. J. Clin. Nutr. 64:  

   423-427

[18] Lorenzo A. De., Andreoli A., Mattihie J., and whiters, P., "Predicting body  

   cell mass with bioimpedance by using theoretical methods: a technological review",  

   Am. Physi. Soci., 1997

[19] Fuller N. J., Elia M., "Potential use of bioelectrical impedance of the 'whole  

   body' and of body segments for the assessment of body composition: comparison  

   with densitometry and anthropometry", Eur. J Clin. Nutr., 43:779-791, 1991 

[20 ] Organ L. W., Bradham G. B., Gore D. T., Lozier S. L., "Segmental bioelectrical  

   impedance analysis: theory and application of a new technique", J. Appl. Physiol.  

   77:98-112, 1994

[21] Patterson R., Ranganathan C., Engel R., "Berkseth. Measurement of body  

   fluid volume change using multisite impedance measurements", Med. Biol. Eng.  

   Comput. 26:33-37, 1988

[22] Robert Patterson, "Body fluid determinations using multiple impedance   

  measurements." IEEE. Eng. Med. & Bio., 3. 1989.  

[23] David Yelamos, Oscar Casas, Ramon Bragos, and Javier Rosell, " Improvmnet   

   of a Front End for Bioimpedance Spectroscopy", Department of Electrnic          

   Engineering, Universitat Politecnica de Catalunya, 08034 Barocelona, Spain



- 59 -

ABSTRACT

Research for Prediction of Segmental Body Composition 

Using  Multi-frequency Bio-impedance.

     Seo, Kwang Seok

     Dept. of Biomedic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Among many ways of estimating body composition, bio-impedance is 

variously applied  for obesity prevention and treatment, and nutritive condition 

evaluation because of it's simplicity in measurement and relative accuracy. But 

wrist to ankle bio-impedance can't reflect whole bio-impedance because it 

models human body only as a cylinder. In this study, weak points of 

single-frequency bio-impedance and wrist to ankle bio-impedance were 

complemented and therefore, a new bio-impedance measuring system that can 

measure 2kHz~300kHz multi-frequency segmental bio-impedance is developed. 

DEXA experiments were done on 50 subjects to get reference data of whole 

and segmental body composition(Fat Free Mass, FAT, Muscle, Mineral). 

Multi-linear regression analysis using reference data and multi-frequency 

segmental bio-impedance data was done for whole and segmental body 

composition prediction.

The segmental bio-impedance method designed in this study and the 

existing wrist to ankle method were compared in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 60 -

R2 for estimating FFM. R
2
 of segmental bio-impedance was 0.921, and that of 

wrist to ankle method was 0.917. Therefore, segmental bio-impedance method 

having higher significance was verified. Regression analysis for predicting 

whole body composition showed that from both whole FFM and Muscle 

300kHz bio-impedance had the highest significance, and also in predicting 

FFM, correlation coefficient R value 0.981(P<0.001) and standard error S 

1.90Kg showed high correlation and low error. Moreover, from the regression 

anaylsis results to predict whole muscle mass, R was 0.980(P<0.001) and S 

was 1.80Kg and from those to predict segmental body composition, FFM and 

Muscle showed the highest correlation respectively in H
2
/ZLA300kHz, H

2
/ZLL300kHz, 

H
2
/ZRA50kHz, H

2
/ZRL200kHz, H

2
/ZTrunk200kHz and those were used as independent 

variables in making segmental body composition prediction equations for FFM 

and muscle. From the regression results, R value was over 0.92(P<0.001) in 

every segmental body composition and S value was in between 0.5Kg and 

0.8Kg for the limbs and under 2.3Kg for the trunk and showed statistically 

high correlation and low error.

From the results above, body composition prediction using segmental 

mio-impedance measurement rather than existing wrist to ankle bio-impedance 

measurement is proved to be better in results, and through the experiment, 

regression equations for predicting whole body composition(FFM, Muscle, 

FAT) and segmental body composition(FFM, Muscle, Mineral) that are 

adequate for the multi-frequency segmental bio-impedance analyzing system 

designed in this study were developed.

                                                                            

Key words : Multi-Frequency Segmental Bio-Impedance, Wrist to Ankle    

            Bio-Impedance, Segmental Body Composition, Dual Energy      

            X-Ray Absorptiometry, Body Composition Prediction Eq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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