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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mal therapy has been widely used to increase the immunity of the human body. The
physical parameters in blood pressure and systolic time were investigated according to the effect
of shoulder heat treatment.

There were almost no changes in body temperature and oxygen

saturation after two subjects in their 20s with different blood pressures were almost the same as
those before SHT. The pulse rate, heart rate, and diastolic blood pressure (DBP) were all lower
after SHT. In particular, the systolic blood pressure (SBP) had decreased by an average of 4
mmHg from an average of 128 mmHg for Subject-1 and by an average of 7 mmHg from an average
of 102 mmHg for Subject-2. The systolic time (S.time) after SHT was increased by an average of
35 ms for Subject-1 and 19 ms for Subject-2.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thermal effect is a
measure of positive changes in the body for the regular use of the S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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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온열치료기를 이용한 상체의 온열효과에 따른 수축기혈압 및 요골동맥 맥진파형
수축기시간의 특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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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27일 받음, 2020년 8월 15일 수정본 받음, 2020년 8월 20일 게재 확정)

인체의 면역을 높이기 위한 온열치료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어깨 온열치료 효과에 따라 물리적인
생체정보 변수인 혈압과 수축기 시간의 특성 변화를 조사하였다. 상시 혈압이 서로 다른 20대 여성 두
명의 피실험자가 어깨 온열치료기 사용 전보다 사용한 후의 체온과 산소포화도는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맥박수, 심박수, 이완기 혈압은 사용 전보다 사용 후에 모두 감소하였다. 특히, 어깨 온열치료기의 사용
전보다 사용 후에 수축기혈압(SBP)은 Subject-1의 경우 평균 128 mmHg에서 평균 4 mmHg 감소하였고,
Subject-2의 경우 평균 102 mmHg에서 평균 7 mmHg가 감소하였다. 어깨 온열치료기 사용 전보다 사용
후의 수축기시간 (S.time)은 Subject-1의 경우 평균 35 ms 만큼, Subject-2의 경우에는 평균 19 ms 만큼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깨 온열치료기를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신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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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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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온열치료는 몸에 어떤 형태로든 열을 가해 체온을 올려
면역력을 높이는 치료이다. 만약 체온이 1 ◦ C 내려가면
신진대사가 12% 감소하며 몸 안의 효소 기능이 50% 이상
저하하게 된다. 또한 변비나 위궤양, 당뇨병, 골다공증의
위험이 높아지며 암과 파킨슨병, 치매의 발병 원인이 되기
도 한다. 체온이 1 ◦ C만 내려가도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어서 온열치료는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1,2].
온열요법의 방법으로는 경도 온열요법, 중증도 온열요법,
그리고 극도 온열요법 3가지가 있다 [3]. 경도 온열요법은
체온을 38.5 ◦ C 미만의 온도까지 올려 시행하며 경도의 혈
류 증가와 보온효과와 통증의 완화 효과가 있다. 이는 자
연면역의 기능증가로 건강증진이나 질환 예방에 사용된다.
중증도 온열요법은 체온이나 종양 온도를 38.5 ◦ C에서 40.5
◦
C까지 올려 시행하며 몸 안에선 암 조직 자체에 열충격 단
백질을 끼우는 변화가 발생한다. 이는 면역 세포 요법과의
상승효과 화학요법이나 방사선치료의 효과를 증강 시키는
데에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극도 온열요법은 전신마취를
한 뒤에 체온이나 종양 온도를 40.5 ◦ C 넘는 온도로 높이며
시행하게 된다. 이는 정상 세포는 생존하지만 열에 약해진
세포나 암세포의 수는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어 암 치료
에 주로 사용한다 [3,4].
현재 암 치료 요법으로는 약물치료, 수술, 면역치료, 방사
선치료, 그리고 전신 온열요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 중 복강
내 온열 항암요법인 하이펙 (Hyperthermic intrapentoneal
chemotherapy, HIPEC) 은 42 ◦ C에서 43 ◦ C 사이의 고온
상태에서 항암제를 복강 내에 투입하여 복막에 직접 약물이
흡수될 수 있도록 하는 치료법이다 [5]. 복강 내 온열 항암요
법의 치료 결과로는 기존의 항암 치료법만을 적용한 환자들
의 8년 생존율이 32%에서 45% 정도였으나 복강 내 온열 항
암요법을 받은 환자들의 8년 생존율은 84.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6]. 이처럼 온열치료로도 암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과 일반적인 온열치료기의 효과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물리적인 원리로 작동하는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연구가 필
요하다.
현대 의학이 발전함에 따라 사람들의 평균수명이 급격
하게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현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건강을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가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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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lor online) (a) Subject feature wearing shoulder heat therapy (SHT) device (Model CDM-300), (b)
shape of ceramic ceramics that transmits the warmth
arranged on the pad inside SHT device to the skin, and
(c) operating button for digital temperature setting of
SHT device.
에 따라 가정용 어깨 온열치료기 (shoulder heat therapy,
SHT) 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7]. 이는 질병을 예방하고
기본적인 건강을 관리하며, 각종 성인병, 냉증, 근육통 등
의 만성질환자들도 통증을 완화 시키고 치료의 목적으로
온열치료기는 많이 사용되고 있다 [8]. 온열 자극의 종류
중 하나인 어깨 온열치료기는 피부를 열로 자극해 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어깨 온열치료기가 우리 몸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능과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파일럿 실험
(pilot test) 의 결과이다. 상시 혈압이 서로가 비교될 수 있
는 고혈압과 저혈압군의 두 명의 피실험자들로 택하였으며,
혈압과 상호 연관성이 있는 수축기시간을 홀소자가 구비된
집게형맥진기를 사용하여 맥진파형으로부터 얻었다. 인
체의 면역을 높이기 위한 온열치료 효과에 따라 물리적인
생체정보 변수인 혈압과 수축기시간의 특성 변화를 조사하
였다.

II. 어깨 온열치료기의 특성과 생체정보
측정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개인용 어깨 온열치료기는 Fig. 1(a)
와 같이 사용자가 본체를 어깨에 두르면 열선을 통해서 발
생하는 일정한 열을 인체에 가하여 어깨와 등 부위에 있을
근육통의 완화와 상부 몸체의 혈액 순환 향상 등에 사용하는
기기이다 [8].
Figure 1에서 보인 어깨 온열치료기는 생활용 의료기기
로서 CDM-300 모델명으로 강원도 원주시 소재 (주) 천궁
의료기에서 생산한 제품이다 [8]. 제품의 특징으로는 Fig.
1(b)처럼 전열선에 의해 열 내구성이 우수한 인조가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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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 온열 패드가 데워질 때, 어깨의 피부가 뜨끈한 온
열효과를 느끼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세라믹 도자를 세련되게
배열하였다. 자기장의 발생이 적게 무자계 (non-magnetic
field) 열선을 사용하였고, 접지회로를 채택하여 전기장을
감소시켰다. 또한 이중 안전장치로 온도센서와 바이메탈
을 사용하여 과전류 방지 기능이 적용된 제품이다. Figure
1(c)처럼 어깨 온열치료기는 버튼 형태의 디지털 방식으로
정확한 온도 설정이 가능하며 현재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저전력 전기설계를 갖추었다.
Figure 2는 어깨 온열치료기와 온도계, 혈압계, 광용적맥
파계, 집게형맥진기를 사용하여 주요한 생체정보 변수들을
측정하는 실험 과정의 흐름도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어깨
온열치료기를 사용 전 5분간의 휴식을 한 후, 그리고 체온계
를 사용하여 체온 (body temperature, BT)을 측정한다. 광
용적맥파계를 사용해 산소포화도 (SpO2 ) 와 맥박수 (pulse
rate, PR) 을 집게형맥진기를 사용해 수축기시간 (systolic
time, S.time)를 측정한다. 이어서 혈압을 측정하는 오실로
메트릭법 (oscillometric method) 은 커프에 공기압을 가하
였다가 천천히 공기압을 뺄 때 동맥혈관 위의 커프에 생기는
압력진동의 크기를 압력센서에 의해 감지, 기록하여 혈압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9]. 오실로메트릭 전자혈압계를 사용하

Fig. 2. Flowchart of the experimental process of measuring major bioinformation variables using a SHT device,
thermometer, PPG oscillometric electric pressure meter,
and clip-type pulsimter.

여 고혈압인 수축기혈압 (systolic blood pressure, SBP),
저혈압인 이완기혈압 (diastolic blood pressure, DBP) 와
심박수 (heart rate, HR) 를 측정한다. 어깨 온열치료기를
사용 전 모든 생체정보 변수들의 측정을 마치면 Fig. 1(c)
와 같이 어깨 온열치료기의 온도를 58 ◦ C로 설정한 후 15
분간 착용한다. 어깨 온열치료기 착용 15분 후, 온열치료
기의 온도를 58 ◦ C로 유지한 상태에서 S.time, SpO2 , PR
를 측정한다. 그 후 어깨 온열치료기를 벗은 후 5분 동안
휴식을 취한다. 사용 후 5분 동안 휴식을 하는 이유는 사용
중과의 시간적 차이를 만들어 온열치료 후의 효과가 생기기
위함이다. 5분간의 휴식 후 BT, SpO2 , PR, SBP, DBP,
HR, S.time를 차례대로 측정하여 사용 전과 후의 변화를 확
인한다. 어깨 온열치료기를 사용 전, 사용 중 그리고 사용 후
에 각각 측정하여 확보한 데이터들을 시그마 플롯 (Sigma
plot) 을 통해 그래프로 나타내어 선형 회귀분석 (Linear
regression analysis) 을 시행하였다.
Figure 3(a)와 같이 체온계를 사용하여 체온 측정할 때에
는 계절의 변화로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체온 또한 변화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35.9 ◦ C 이상 37.5 ◦ C 미만의
체온일 경우 정상 체온의 범위 안에 있으므로 어깨 온열치
료기 사용 중 범위 밖의 체온측정 결과 시 사용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해야 한다. 양쪽 귀의 체온이 다르게 나올 수 있
으므로 반복측정을 하는 것이 좋다.

Fig. 3. (Color online) (a) Body temperature measurement using a thermometer, (b) oxygen saturation
(SpO2 ), pulse rate (PR) measurement using photoplethysmography (PPG) device, and (c) blood pressure measurement using an oscillometric electronic blood
pressure monitor.
Figure 3(b)와 같이 광용적 맥파측정 (Photoplethysmography, PPG) 장치를 이용해 산소포화도 (SpO2 ), 맥박
(PR) 을 측정할 때에는 발광 및 측정센서가 부착된 집게
오른쪽 손가락 검지에 착용하여 측정한다. 급격한 운동 후
나 혈압계와 동시에 측정하면 SpO2 의 수치가 낮게 나올 수
있으므로 충분한 휴식과 혈압계 사용 전 혹은 후에 측정하
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또한 맥박수가 혈압계 측정 시의
심박수와 유사한 수치가 나타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10].
Figure 3(c) 와 같이 혈압을 측정하기 전과 후에 5분간
휴식을 취하여 안정화된 상태에서 측정할 때, 피실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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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디션이나 날씨에 따라 측정 당시의 SBP, DBP, HR의 변
화가 상의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동일한 상태를 유
지하였다. 측정할 때 기기의 오류가 있을 경우는 5분 이상의
휴식 후 재측정을 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어서 집게형맥진기를 사용하여 얻은 맥진파형으로부터
S.time을 측정할 땐 SBP, DBP를 입력하고 손목의 요골동
맥 위치를 정확히 찾아 가장 이상적인 맥진파형 그래프를
찾아야 하므로 미세한 기기 작동이 필요하다. 측정 시간이
길어지면 추후 다른 실험에 있어 다른 실험에 지장이 생길
수 있기에 10분 내외로 S.time의 측정을 끝낸다.
본 연구는 어깨 온열치료기 사용 전과 사용 중 및 사용
후에 연속적으로 측정한 상완혈압과 요골동맥 맥진파형의
수축기시간에 대한 특성 비교를 위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임상실험대상자는 평소 고혈압인 20대 여성 1명 (Subject1), 평소 저혈압인 20대 여성 1명 (Subject-2) 로 선정하였
다. 임상실험대상자에 대한 맥진파형 연속 측정 시 Fig. 4
와 같이 요골동맥이 있는 손목 피부표면에 닿은 영구자석이
움직임에 따라 미세하게 변한다. 맥진파형은 자성의 세기가
맥진센서의 수직면으로 통과할 때 전기적 신호로 변환되는
홀소자가 구비된 집게형맥진기 (모델명 : SPULS-2011) 를
이용하여 얻었다. 실험기간은 2020년 4월초부터 6월말까지
12 주간으로 매주 월, 수, 금요일 오전 11시로 정해진 시간에
각 1번씩 어깨 온열치료와 혈압, 심박수 및 맥진파형 등의
생체정보를 측정하였다. 모두 40번 횟수의 온열치료 전과
후의 데이터들을 비교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III. 집게형맥진기를 이용한 수축기혈압과
수축기시간의 상관관계
Figure 4(a) 에서 보여주듯이 손목의 요골동맥 중심부
“관” 위치에 놓인 집게형맥진기의 영구자석이 맥동의 요동
함으로 생기는 자기장의 변화를 감지하는 홀소자가 구비된
집게형맥진기를 이용하여 출력신호인 맥진파형 특성을 분
석한다 [11]. 자성 홀소자 손목 착용형 맥진기로 측정된 요
골동맥파의 S.time을 Fig. 4(b)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팀에
서는 이미 S.time에 의존하는 수축기혈압 추정식으로부터
SBP와 S.time 간의 상관관계의 특성은 혈압이 높을수록
요골동맥파의 S.time이 유의성 있게 감소함을 확인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12].
더 나아가 본 연구팀에서는 양손의 혈관 유순도에 따른
요골동맥 맥진파형의 수축기시간의 연관성은 연속 측정한
양손 요골동맥 맥진파형을 분석하여 확인하였다. 혈관 탄성
도와의 반대 개념인 동맥운동에 의한 혈관 유순도의 특성변
화를 분석한 결과를 Ref. [13]의 논문에 발표하였다. 선행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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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lor online) (a) A measuring feature and display of pulse waveform by using clip-type pulsimeter
equipped with a magnetic Hall effect device, (b) the standard pulse waveform and a definition of S.time. (c) The
output amplitudes (mV) and time (ms) corresponding to
a starting point and a systolic peak point with a minimum amplitude and a maximum amplitude, respectively.
Analysis of average value of S.time for five continuous of
pulse waves measured by a clip-type pulsimeter.
구를 통해 오른손잡이는 왼손보다 오른손의 동맥경화도가
작고 혈관 유순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에 왼손잡이는
오른손보다 왼손의 동맥경화도가 작고 혈관 유순도가 높게
나타났다. 혈관 유순도 또한 맥진파형 전달시간에 비례하며
혈관의 거리, 구경, 혈관 벽의 특성에 매우 의존적이라 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왼손 수축기시간의 크기가 오른
손 수축기시간의 크기보다 항상 큰 경우는 오른손잡이이며,
오른손 수축기의 시간 크기가 왼손 수축기시간의 크기보다
항상 큰 경우는 왼손잡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른손잡
이는 오른손 혈압이 왼손 혈압보다 낮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를 얻어내어 유순도에 의존하는 요골동맥파의
수축기시간 특성임을 선행연구 결과로 보여주었다 [13].
본 연구팀은 온열 및 마사지 자극이 가능한 개인용 종합
자극기를 이용하여 치료 전과 후에 양한방융합 환자감시
장치와 영구자석과 홀소자가 구비된 집게형맥진기로 수축
기혈압과 수축기시간을 측정하여 그 특성 변화를 분석하여
선행연구의 결과로 발표하였다 [14]. 온열치료 전과 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SBP와 DBP는 낮아졌고, S.time은
늘어났다. 체온과 산소포화도는 변화가 미미하지만 심박
수와 맥박수는 조금 낮아졌으며 온열치료기와 양한방융합
환자감시장치, 집게형맥진기인 진단기기들을 사용하여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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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lor online) (a) Body temperature and (b)
SpO2 versus measurement number of 40 for two young
female subjects before, middle, and after thermal treatment during 15 min by using the shoulder heat therapy
(SHT). Here short dash line is result of linear regression
analysis for each data.

Fig. 6. (Color online) (a) Pulse rate and (b) heart rate
versus measurement number of 40 for two young female
subjects before, middle, and after thermal treatment during 15 min by using the shoulder heat therapy (SHT).
Here short dash line is result of linear regression analysis
for each data.

은 다양한 생체정보의 특성 결과가 고령화 시대 의료정보를

맥박수, 심박수의 결과를 보여 주는 Fig. 6에서, 어깨 온열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온열 자극 요법 장치의 사용은

치료기 사용 전보다 사용 후의 수치가 Subject-1과 Subject-

신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나타났다 [14].

2 모두 대체적으로 줄어들었다. 여기서 맥박수는 PPG로

본 연구와 관련 있는 수축기혈압과 수축기시간의 연관

측정한 것이고 심박수는 오실로메트릭 거프형 (cuff-type)

성을 확인한 선행연구의 결과에 하나로서 경혈점에 전기자

전자혈압계로 측정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맥박수와 심박수

극하여 요골동맥 맥진파형의 S.time은 영구자석과 홀효과

가 같은 값을 보여야 하지만 각각 다른 기기로 측정할 뿐만

센서가 구비된 집게형맥진기로 측정하였다. 요골동맥의

아니라 팔뚝 상완과 손가락 말단에서 측정됨으로서 약간의

맥진파형을 활성화하여 혈류를 개선하는 데 알맞은 저주파

차이가 존재하게 된다. Subject-1의 경우 맥박수 각각 사용

전기자극 효과는 주파수가 15 Hz 이상이었다. 주파수 30 Hz

전이 분당 110 횟수이고 사용 후에는 분당 104 휫수로 6

일 때 S.time 차이는 2.8 ms로 가장 큰 값으로 증가하였다.

만큼 줄었으며, Subject-2의 경우 맥박수와 심박수는 각각

저주파 전기자극이 인체에 혈압의 안정화와 혈류 흐름을

사용 전이 분당 101 횟수이고 사용 후에는 분당 95 횟수로

효과적으로 상승시켜 줌을 알 수 있었다 [15].

Subject-1와 같이 6 만큼 줄었다. 심박수는 Subject-1의
경우 사용 전이 분당 110 횟수이고 사용 후에는 분당 100
횟수로 10 만큼 줄었으며, Subject-2의 경우 맥박수와 심박

IV. 어깨 온열치료기의 사용 효과에 따른
수축기혈압과 수축기시간의 변화 특성

수는 각각 사용 전이 분당 100 횟수이고 사용 후에는 분당
96 횟수로 Subject-1와 같이 4 만큼 줄었다.
반면에 Fig. 7처럼 SBP와 DBP의 경우 사용 전보다 사용

Figure 5에서 나타내었듯이 어깨 온열치료기 사용 전보

후에 Subject-1은 평균 4 mmHg, 5 mmHg 만큼 감소하였

다 사용 후의 체온은 정상범위 내에서 변화가 미미함을 알

고, Subject-2는 평균 7 mmHg, 2 mmHg 만큼 감소했음을

수 있다. Subject-1과 Subject-2가 사용 전과 후의 체온은

회귀분석의 결과에서 나타났다. Subject-1은 어깨 온열치

각각 36.6 ◦ C이고, 36.5 ◦ C이었고 온도 차이는 거의 없었다.

료기 사용 전엔 평균 128 mmHg의 수준으로 고혈압 상태이

어깨 온열치료기 사용 전보다 사용 후의 SpO2 는 Subject-1

나 어깨 온열치료기 사용 후 평균 124 mmHg로 정상 혈압

과 Subject-2 모두 95%에서 100% 사이로 각각 98과 97로

수치에 접어든 것을 확인되었다. Subject-2의 평균 SBP

나타났으며 체온의 특성과 마찬가지로 거의 변화가 없음을

는 102 mmHg을 넘어가지 않는 것을 보아 저혈압 상태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온열치료기 사용 중에는 체온이

을 알 수 있고, 사용 후 95 mmHg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상승하는 효과는 있으나 사용 전과 후에 5분 동안 충분한

모든 피실험자의 SBP의 수치는 감소함에 따라 고혈압과

휴식을 취하여 안정화된 상태로 유지하기 때문임을 알 수

저혈압의 수치에 상관없이 어깨 온열치료기를 사용하면 혈

있다.

압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DBP의 경우 Subject-1은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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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ean values, mean difference values in the pvalue of 0.05 as results of four parameters (BT, SpO2 ,
PR, SBP, DBP, HR, and S.time) between before and
after thermal treatment by using the shoulder heat therapy(SHT).
Analysis
parameters

Fig. 7. (Color online) (a) SBP and (b) DBP versus measurement number of 40 for two young female subjects
before and after thermal treatment during 15 min by using the shoulder heat therapy (SHT). Here short dash
line is result of linear regression analysis for each data.

BT [◦ C]
SpO2
PR [#/min]
HR [#/min]
DBP [mmHg]
SBP [mmHg]
S.time [ms]

Conditions of thermal treatment by using SHT
Subject-1
Subject-2
(mean value)
(mean value)
Before After Difference Before After Difference
SHT SHT
(∆)
SHT SHT
(∆)
36.6 36.6
0
36.5 36.5
0
98
98
0
97
97
0
110
104
-6
101
95
-6
110
100
-10
100
96
-4
92
87
-5
67
65
-2
128
124
-4
102
95
-7
92.4 127.4
+35
98.5 117.5
+19

20대 여학생 2명이다. 체온 (BT), 산소포화도 (SpO2 ), 맥
박수 (PR), 수축기혈압 (SBP), 이완기혈압 (DBP), 심박수
(HR), 수축기시간 (S.time)에 대한 어깨 온열치료 전과 후
평균값과 특성 차이의 데이터 분석은 유의성 확률 (probability value, p-value) p-값이 0.05 이하 범위 내에서 수행
되었다.
4개의 Fig. 5, 6, 7, 8에서 나타낸 분석 결과를 정리하
여 Table 1에 나타냈다. 어깨 온열치료기 사용 전과 사용
후의 차이가 없는 생체정보 두 개의 변수는 체온과 산소포

Fig. 8. (Color online) S.time versus measurement number of 40 for young female (a) Subject-1 and (b) Subject2 before, middle and after thermal treatment during 15
min by using the shoulder heat therapy (SHT). Here
short dash line is result of linear regression analysis for
each data.
온열치료기 사용 전엔 평균 92 mmHg의 수준이나 어깨 온
열치료기 사용 후 평균 87 mmHg로 나타나 5 mmHg 만큼
감소하였다. Subject-2의 평균 DBP는 67 mmHg에서 사용
후 65 mmHg로 줄어들어 저혈압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사용 후 2 mmHg 만큼 줄어들었다.

화도이었다. Table 1에서 보여 주었듯이 대체적으로 어깨
온열치료 후 평균 맥박수, 심박수, 수축기혈압과 이완기혈
압는 Subject-1인 경우 각각 6/min, 10/min와 5 mmHg,
4 mmHg 차이만큼 감소하였다. Subject-2인 경우 맥박수,
심박수, 수축기혈압과 이완기혈압은 각각 6/min, 4/min
와 2 mmHg, 7 mmHg 차이만큼 감소하였다. 또한 평균
수축기시간은 Subject-1와 Subject-2인 경우 각각 평균 35
ms와 19 ms 정도로 확연하게 증가하였다.
수축기시간 (S.time) 은 온열치료 후에 고혈압 특성을 띤
Subject-1이 저혈압 특성을 띤 Subject-2 보다 온열치료에

Figure 8에 나타낸 S.time의 경우, 사용 전보다 사용 후

의한 효과를 크게 기인한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어깨 온열

에 Subject-1은 평균 35 ms가, Subject-2는 평균 19 ms가

치료가 인체에 혈압의 안정화와 혈류 흐름을 효과적으로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어깨 온열치료기의 사용에

상승시켜 혈압을 낮추는 심혈관 상태를 안정화됨을 알 수

따라 신체가 안정적인 상태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진이 혈관 유순도에 따른 요골동맥 맥진파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Subject-1은 평균 수축기시간이 어

형의 수축기시간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선행 연구하

깨 온열치료기를 사용 전 92.4 ms이고, 사용 후 127.4 ms로

여 발표한 운동효과, 온열치료 및 자극, 저주파 자극효과의

+35 ms 만큼 늘어났다. Subject-2는 Subject-1은 평균 수

결과와 비교하였는바 [11–15] SBP와 S.time의 동일한 경

축기시간이 어깨 온열치료기 사용 전에 98.5 ms이고, 사용

향성을 보였다. 이러한 실험 결과들은 임상실험 대상자를

후 117.5 ms로 +19 ms 만큼 늘어났다.

20대 2명으로만 얻은 결과를 분석한 파일럿 시험 연구를

고혈압 피실험자인 Subject-1 과 저혈압 피실험자인
Subject-2가 각각 뚜렷한 특성을 갖는 임상실험대상자인

바탕으로 한 것이기에 추후 다양한 고연령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902

New Physics: Sae Mulli, Vol. 70, No. 10, October 2020

V. 결 론

[2] H. Sahinbas, Cancer Therapy 8, 139 (2012).
[3] Bio-Thera Clinic Homepage,

어깨 온열치료기와 집게형맥진기를 이용하여 온열 효과
와 수축기혈압과 수축기시간의 변화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어깨 온열치료기 사용 전보다 사용 후의 체온과 SpO2 도
사용 전과 후 모두 평균 97 – 98로 근방에서 거의 변화가 없
었다. 맥박수와 심박수는 모두 2 – 7 /min 정도 감소하였고
DBP는 사용 전보다 사용 후 Subject-1은 평균 2 mmHg가,
Subject-2는 7 mmHg 만큼 감소하였다. 어깨 온열치료기
사용 전보다 사용 후에 SBP는 Subject-1의 경우 평균 128

https://www.bio-

c.jp/korea/hyperthermia/protocol_ht.html
[4] C. -D. Kang, S. -H. Kim,

J. Life Sci. 26, 1088

(2016).
[5] S. J. Valle et al.,

Indian J. Surg. Oncol. 7, 152

(2016).
[6] D. G. Kim et al., J. Gastric Cancer 19, 427 (2019).
[7] CHOEONGUNG

MEDICAL

Homepage,

mmHg에서 평균 5 mmHg 감소하였고, Subject-2의 경우

https://cheongung.com/product/view.html?pid=

평균 102 mmHg에서 평균 7 mmHg 만큼 감소하였다. 어깨

18&cate1=94&cate2=&page=1&no=98

온열치료기 사용 전보다 사용 후의 S.time은 Subject-1의

[8] Biomedisyn

Company

Homepage,

경우 평균 35 ms가, Subject-2의 경우에는 평균 19 ms가

http://biomedisyn.kr/?gclid=EAIaIQobChMIi

증가하였다. 또한 전체적으로 Subject-1과 Subject-2 모두

pGJtKHm6gIVDXZgCh09agGMEAAYASAAEgIkMfD

어깨 온열치료기를 사용함에 따라 SBP와 DBP는 감소하

_BwE

였고, S.time의 시간이 증가하였다. 이것은 어깨 온열치
료기를 주기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두 피실험자 모두 사용
전보다 사용 후에 상부 온열효과로 인해 더욱 안정화 된
신체적 변화를 보여 준 결과이었다.

[9] L. A. Geddes et al., Ann. Biomed. Eng. 10, 271
(1982).
[10] A. Schäfer and J. Vagedes, Int. J. Cardiol. 166, 15
(2013).
[11] T. Y. Park, S. S. Lee, J. Korean Magn. Soc. 24, 90

감사의 글

(2014).
[12] D. J. Lee, S. -H. Kim, J. -H. Jeong and S. -S. Lee,

이 논문은 2020년도 상지대학교 한방의료공학과 캡스톤
디자인 수업의 지원에 의한 연구 결과물입니다.

J. Korean Magn. Soc. 28, 105 (2018).
[13] D. J. Lee et al., New Phys.: Sae Mulli 67, 1151
(2017).

REFERENCES
[1] G. P. Raaphorst and J. G. Szekely, Scanning Microscopy 2, 513 (1988).

[14] G. -S. Lee, J. -Y. Kim and S. -S. Lee, J. Korean
Magn. Soc. 29, 17 (2019).
[15] B. -U. Kang, S. -S. Lee, J. Korean Magn. Soc. 29,
177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