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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風환자의 5개 辨證과 혈중지질의 상관관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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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 between each pattern identification such as

Dampness-Phlegm, Fire-Heat, Deficiency of Qi, Deficiency of Yin and Blood Stagnation and blood lipid level in acute

stroke patients. This study was done over patients hospitalized in 13 Oriental Medical Hospitals in the period of

November 2006 to Jun 2009. Patients had been interviewed by residents and medical specialists who studied standard

operation procedures in Fundamental Study for Syndrome of Oriental Medicine for Stroke. Study subjects consisted of

group A that was distributed to specified pattern identification by medical specialist and discriminating program, group

B that was distributed to specified pattern identification by medical specialist or discriminating program, and the control

group that wasn't distributed to specified pattern identification by medical specialist and discriminating program.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suitable result, we analyzed blood lipid level of each group by univariate analysis. In this study,

ther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 between most of each pattern identification and blood lipid level except

relation between Fire-Heat pattern group B and decreasing HDL cholesterol.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suggested

that Dampness-Phlegm would not be the independent predictors of hyperlipidemia unlike other studies that were

presented in. More prospective studies between Fire-Heat and decreasing HDL cholesterol are to be done with more

clinic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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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중풍이란 뇌혈관의 순환장애로 인해 국소적인 신경학적 결

손을 나타내는 뇌혈관질환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人事不省, 手足

癱瘓, 口眼喎斜, 言語蹇澁, 偏身麻木등의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병증이다1). 2008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뇌혈관질환이 악성 신

생물에 이어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2위를 차지하고 있고, 단일질

환으로는 1위를 차지하고 있다2). 특히 중풍은 일단 발병 후엔 후

유장애 등에 의하여 불량한 예후를 보이거나 사회복귀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시되는 질환이다
1)

.

중풍의 위험 인자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 등

의 기저질환과 과로, 스트레스, 흡연, 과음 등이 있으며 이들 인자

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중풍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그 중 고지혈증은 혈청 중 triglyceride, cholesterol,

phospholipid, free fatty acid등의 지질이 혈액 내에 과도하게 증

가되어 있는 상태로4) 혈액의 점도와 혈소판의 응집력을 증가시

켜 혈액순환장애 및 미세순환부전을 발생시키고5) 협심증, 심근

경색, 동맥경화증, 중풍 등의 순환기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

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도가 매우 높다6).

한의학에서는 일찍이 『靈樞ㆍ衛氣失常論』에서 “人有脂,

有膏, 有肉”이라 하여 지질, 비만에 대한 인식이 있었으며
7)
脾의

運化와 肝의 疏泄機能의 부족으로 濕濁의 重濁한 穢濁之氣가 체

내에 停留되어 血脈에 濕濁, 瘀血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미루어보

아 고지혈증을 痰濁, 濕濁, 氣滯, 血瘀등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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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의학계에서 실시한 고지혈증에 관한 연구로는 桑枝9),

地骨皮10)등의 단미제를 이용한 연구, 淸神導痰湯11), 除濕順氣湯12)

등의 한약복합제제를 이용한 연구, 當歸尾 藥鍼
13)
과 鬱金藥鍼

14)

등의 藥鍼液을 이용한 연구들이 있었고 각각이 모두 유효한 결

과를 얻는 등 고지혈증에 관한 실험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반해 한의학적 진단 및 변증에 관한 연구는 김
15)
등,

민16)등, 신17)등의 연구에서 고지혈증이 濕痰변증과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도출되었으나 실험적 연구에 비해 상

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고, 특정 의료기관에 한정된 연구 대상자

들만을 상대로 한 조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의 인구집단을

대표하기에 한계가 있었으며, 濕痰이라는 특정변증에 치우친 경

향이 있었다.

한의학적 진단 및 변증은 질병의 본질을 파악하여 임상 진

단 및 치료 방법을 확정하기 위해 이루어지는데, 개인마다 주관

적인 진단 지표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일관성 및 재연성의 부

족이 지적되고 있다18). 한의학의 객관화, 표준화가 요구되고 있

는 시점에서 『뇌혈관질환의 한의 변증진단 표준화』연구를 수

행하기 위해 2005년 1월 25일 전국 11개 한의과대학의 전문가들

로 구성된 “한의중풍진단 표준화위원회”가 발족하였으며, 표준

안 개발을 위하여 임상연구자회의, 중풍 변증 참고문헌 수집 및

검토, 전문가의견수렴을 거쳐 濕痰證, 火熱證, 氣虛證, 陰虛證, 瘀

血證 5개 중풍 변증 분형을 결정하였고, 현재 자료 수집 및 연구

가 진행 되고 있다19).

이에 저자는 본 연구에서 중풍환자의 5개 변증과 고지혈증

의 상관성에 대해 연구하기 위하여 한국한의학연구원의 뇌혈관

한의학 기반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2006년 11월부터 전국의 한방

병원에서 수집한 2759증례의 자료를 바탕으로 중풍환자의 5개

변증과 혈중지질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기간 및 대상

본 연구는 2006년 1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전국 9개 대학

13개 한방병원에 입원한 중풍 발병 1개월 이내의 환자 2759증례

를 총 대상으로 하였다. 단, 일과성 뇌허혈 발작(transient

ischemic attack, TIA)등 일시적인 신경학적 증상을 보이는 경우

나 외상성이 의심될 수 있는 경막하출혈(subdural hemorrhage,

SDH), 경막외출혈(epidural hemorrhage, EDH)이 있는 경우, 의

식저하가 심해 설문응답이 불가능한 경우는 본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증례기록지 작성과 서면동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임상연구 증례기록지(Case Report

Form; CRF)는 과학기술부 특정연구개발사업인 「뇌혈관질환의

한의학변증지표 표준화 및 과학화 기반연구」과제 수행을 위하

여 대전대학교, 원광대학교 등을 비롯한 공동연구기관에서 개발

하고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배포한 것으로서 전국 9개 대학 13

개 한방병원 각 임상시험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의를 통과하였다. 또한 조사 연구자들 간의 편견이나

오류를 최소화하고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수차

례에 걸쳐 표준 작업 지침서(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SOP) 교육을 시행한 후 증례기록지를 작성하였다. 증례기록지

작성시 환자와 보호자에게 연구의 참여를 제안하면서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 기대효과와 피해 발생시의 대책 등에 대하여 설명

하였고, 개인 정보가 보호되고 있음과 피험자가 원할 경우 참여

중단이 가능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서면 동의를 받았다.

3. 변증 진단지표 및 변증 분형

한의중풍변증 표준화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하여 濕痰證, 火

熱證, 氣虛證, 陰虛證, 瘀血證 5개 변증 분형 61개 뇌혈관질환 한

의변증 진단지표를 확정하였으며19) 변증 진단지표를 통해 결과

로 도출된 각각의 5개 변증 분형을 활용하였다. 각 변증 분형에

있어 각각의 변증지표 항목은 다음과 같다(Table 1).

Table 1. Pattern Identification Index

Pattern
Identification

Pattern Identification Index

Dampness-P
hlegm
(濕痰)

얼굴이 누렇게 뜨거나 때가 낀 것 같다(顔面皮膚)
머리가 무겁고 맑지 않다, 머리가 아프면서 속이 메스껍다,

속이 메스꺼우면서 머리가 어지럽다(頭部)
가래끓는 소리가 난다(聲音)

白苔(舌苔色), 厚苔(舌苔質), 齒痕舌, 胖大舌(舌體形)
속이 메스껍거나 울렁거린다, 배에서 꾸룩꾸룩 하는 소리가

난다(消化),
滑脈(脈診)

Fire-Heat
(火熱)

답답하고 열이 나서 잠을 못 잔다(睡眠)
얼굴빛이 붉은 편이다(顔面皮膚)

머리가 열나는 것 같이 아프다(頭部)
눈에 충혈이 보인다, 눈이 자주 건조한 느낌이 있다(眼)
口臭, 입이 마른다, 입이 쓰다, 물을 많이 마신다(口)

紅色舌(舌質色), 黃苔(舌苔色)
가슴이 답답하거나 열이 나는 느낌이 있다(胸部)
소변을 자주 본다, 소변색이 진하다(小便)

대변을 보기 힘들다(大便)
洪數脈(脈診)

열감이 나면서 더운 것을 싫어한다, 手足熱(寒熱感)

Deficiency
of Qi
(氣虛)

잠을 잘 잤지만 자주 눕고 싶다(睡眠)
쉽게 피로하고 기운이 없다, 기운이 없어 보인다(氣力)

얼굴빛이 창백하다(顔面皮膚)
목소리가 힘이 없고 말하기 싫어한다(聲音)

淡白色舌, 淡紅色舌(舌質色), 白苔(舌苔色), 齒痕舌(舌體形)
조금만 움직여도 땀을 많이 흘린다(汗)

脈微弱無力(脈診)
手足厥冷(寒熱感)

Deficiency
of Yin
(陰虛)

얼굴빛이 희지만 광대뼈 부위가 붉다(관홍)(顔面皮膚)
口舌生瘡(口)

燥苔(舌潤燥), 鏡面舌(舌體形)
가슴이 두근거린다(胸部)

수면 중에 땀을 많이 흘린다(汗)
脈細數(脈診)

手足心熱, 어제부터 오늘까지 오후에만 (몸에) 열이 나거나
오후에 열이 더 나는 편이다(寒熱感)

Blood
Stagnation
(瘀血)

얼굴빛이나 안검 밑이 검푸르다, 안검주의가 검다, 피부에
자반이 있다, 입술이 청자색이다(顔面皮膚)

머리의 일정한 부위가 아프다, 머리가 찌르는 듯이
아프다(頭部)
입이 마른다(口)
靑紫舌(舌質色)

가슴이 찌르듯이 아프다(胸部)
澁脈(脈診)

4. 연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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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에게 한방내과 전문의가 사진진단을 이용한 변증을

실시하였으며 작성된 증례기록지를 토대로 하여 한의학연구원에

서 구성한 판별식(Discriminating program)
20)
에 의한 변증을 얻

은 후 대상자의 전문의 변증과 판별식에 의한 변증을 비교하여

보다 객관적인 변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Case Report Form (CRF)대상자 2759증

례 중 전문의 변증과 판별식에 의한 변증이 동일하게 특정 5개

변증(濕痰證, 火熱證, 氣虛證, 陰虛證, 瘀血證)으로 판정된 경우를

변증군 A로 분류하고, 전문의 변증과 판별식에 의한 변증 중 하

나라도 해당 특정 5개 변증(濕痰證, 火熱證, 氣虛證, 陰虛證, 瘀血

證)으로 판정된 경우를 변증군 B로 분류하였으며, 전문의 변증과

판별식에 의한 변증 모두 해당 특정 변증으로 판정되지 않은 경

우를 비변증군으로 분류하여 후향적으로 5개 변증(濕痰證, 火熱

證, 氣虛證, 陰虛證, 瘀血證)과 혈중 지질수치가 어떠한 상관성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5개 변증군(濕痰證, 火熱證, 氣虛證, 陰虛證, 瘀血證)과 비변

증군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구학적 요

인인 연령과 성별을 조사하였고, 8시간 공복시의 혈액을 채취하

여 혈중 지질 중 총 콜레스테롤(total cholesterol, TC), 중성지방

(triglycerides, TG),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DL-C) 4가지를 비교 분석하였

다. 단,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LDL-C)은 Fridewald 등의 방

법
21)
에 따라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하였다.

LDL-C=[TC - (HDL-C + TG/5)]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5개 변증군(濕痰證, 火熱證, 氣虛

證, 陰虛證, 瘀血證)과 혈중 지질(TC, TG, LDL-C, HDL-C) 수치

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5. 통계처리 및 분석

본 연구의 모든 자료는 Number(%) 및 Mean±SD(standard

deviation)으로 나타내었고, 각 변증의 분류군(변증군 A, 변증군

B, 비변증군)에 따른 성별에 대한 평균 비교 및 군간 연관성을 확

인하기 위해 카이제곱(Chisquare-test) 검증을 사용하였다. 또한

성별에 따른 각 변증의 분류군(변증군 A, 변증군 B, 비변증군)의

평균 연령 비교, 각 변증의 분류군 간(비변증군 vs 변증군 A, 비

변증군 vs 변증군 B)의 평균 혈중지질(TC, TG, LDL-C, HDL-C)

수치 비교를 위해 Two sample T-test를 사용하고, 각 변증 A, B

군에 대해 혈중지질(TC, TG, LDL-C, HDL-C)별 5개 변증의 평균

수치 비교를 위해 ANOVA 분석을 하였다. 모든 통계값은

p-value가 0.05 미만 수준일 때와 95% 신뢰구간이 1을 포함하지

않을 때 유의성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통계처리는

SAS Version 9.1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 과

1. 연구 대상자들의 변증별 분포

전체 CRF대상자 2759증례 중 전문의 변증이 없는 1329증례

를 제외하고, 5개 변증 이외의 기타 변증으로 판정된 39증례를

제외한 1391증례에 있어 전문의 변증의 분포는 濕痰변증 485명

(34.87%), 火熱변증 358명(25.74%), 氣虛변증 290명(20.85%), 陰虛

변증 210명(15.10%), 瘀血변증 48명(3.45%)으로 나타났다.

판별식은 2007년 10월경 이후부터 도입되었으므로 전체

CRF대상자 2759증례 중 판별식 도입 이전에 시행된 1351증례를

제외한 나머지 1408증례에 있어 판별식 변증의 분포는 濕痰변증

484명(34.38%), 火熱변증 297명(21.09%), 氣虛변증 411명(29.19%),

陰虛변증 161명(11.43%), 瘀血변증 55명(3.91%)으로 나타났다.

판별식 도입이후의 1408증례 중에서 전문의 변증과 판별식

에 의한 변증이 동일하게 특정 5개 변증(濕痰證, 火熱證, 氣虛證,

陰虛證, 瘀血證)으로 판정된 경우(변증군 A)는 915증례였으며 각

각을 살펴보면 濕痰변증 359명(39.23%), 火熱변증 211명(23.06%),

氣虛변증 230명(25.14%), 陰虛변증 95명(10.38%), 瘀血변증 20명

(2.19%)으로 나타났다.

전체 CRF대상자 2759증례 중에서 전문의 변증과 판별식에

의한 변증 중 하나라도 특정 5개 변증(濕痰證, 火熱證, 氣虛證,

陰虛證, 瘀血證)으로 판정된 경우(변증군 B)는 1884증례였으며

각각을 살펴보면 濕痰변증 610명(32.28%), 火熱변증 444명

(23.57%), 氣虛변증 471명(25.00%), 陰虛변증 276명(14.65%), 瘀血

변증 83명(4.41%)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Distribution of Pattern Identification

N(%)

Pattern Identification
Agreement
of MS
(n=1,391)

Agreement
of DP
(n=1,408)

Agreement of
MS and DP
(n=915)

Agreement of
MS or DP
(n=1,884)

Dampness-Phlegm(濕痰) 485(34.87) 484(34.38) 359(39.23) 610(32.28)

Fire-Heat(火熱) 358(25.74) 297(21.09) 211(23.06) 444(23.57)

Deficiency of Qi(氣虛) 290(20.85) 411(29.19) 230(25.14) 471(25.00)

Deficiency of Yin(陰虛) 210(15.10) 161(11.43) 95(10.38) 276(14.65)

Blood Stagnation(瘀血) 48(3.45) 55(3.91) 20(2.19) 83(4.41)

Values are number(%) MS: Medical specialist, DP: Discriminating program

2.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1) 변증별 성별 분포

연구 대상자들의 각 변증별 성별분포는 火熱변증군에서 남

성의 분포가 유의하게 많았고, 氣虛변증군, 陰虛변증군에서 여성

의 분포가 유의하게 많았다. 반면 濕痰변증군과 瘀血변증군에서

는 성별에 따른 분포의 차이가 없었다(Table 3-1).

2) 변증별 연령 분포

각 변증별 남녀의 연령분포는 火熱변증군 A와 瘀血변증군

A, B를 제외한 모든 변증 및 비변증군에서 여성의 평균연령이

남성의 평균연령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able 3-2).

3) 濕痰변증과 혈중지질 변수와의 관계

혈중지질 수치를 분석한 결과 총 콜레스테롤(TC) 및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LDL-C)은 濕痰변증군 A, B 모두에서 非濕痰

변증군에 비하여 낮은 수치를 보였고, 중성지방(TG), 고밀도 지

단백 콜레스테롤(HDL-C)은 濕痰변증군 A, B 모두에서 非濕痰변

증군에 비하여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이 없었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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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Sex Distribution of Each Pattern Identification

Pattern Identification
All
N

Male
N(%)

Female
N(%)

p-value†

Dampness-Phlegm(濕痰)
A 359 215(59.89) 144(40.11)

0.0657B 610 357(58.52) 253(41.48)

1049 566(53.96) 483(46.04)Not Dampness-Phlegm(非濕痰)

Fire-Heat
(火熱)

A 211 171(81.04) 40(18.96)

<.0001*B 444 330(74.32) 114(25.68)

Not Fire-Heat(非火熱) 1197 610(50.96) 587(49.04)

Deficiency of Qi
(氣虛)

A 230 78(33.91) 152(66.09)

<.0001*B 471 188(39.92) 283(60.08)

Not Deficiency of Qi(非氣虛) 1178 703(59.68) 475(40.32)

Deficiency of Yin
(陰虛)

A 250 100(40.00) 150(60.00)

<.0001*B 276 127(46.01) 149(53.99)

Not Deficiency of Yin(非陰虛) 1313 744(56.66) 569(43.34)

Blood Stagnation
(瘀血)

A 20 8(40.00) 12(60.00)

0.3029B 83 43(51.81) 40(48.19)

Not Blood Stagnation(非瘀血) 1388 773(55.69) 615(44.31)

A: Agreement of MS and DP, B: Agreement of MS or DP. † p-value by pearson's
chi-square test. * p-value <0.05

Table 3-2. Average Age of Each Pattern Identification

Pattern Identification
Male

N(Mean ± SD)
Female

N(Mean ± SD)
p-value†

Dampness-Phlegm
(濕痰)

A 207(63.72±10.91) 142(71.15±9.50) <.0001*

B 348(64.00±11.25) 249(70.37±9.81) <.0001*

558(65.41±11.43) 477(70.21±10.86) <.0001*Not Dampness-Phlegm(非濕痰)

Fire-Heat
(火熱)

A 168(65.69±10.24) 40(68.53±11.02) 0.1218

B 322(64.74±11.20) 112(69.28±10.30) 0.0002*

Not Fire-Heat(非火熱) 597(64.74±11.59) 579(70.56±10.53) <.0001*

Deficiency of Qi(氣虛)
A 78(65.54±11.14) 150(68.96±11.56) 0.0328*

B 186(65.53±11.37) 277(69.83±11.17) <.0001*

Not Deficiency of Qi(非氣虛) 687(64.88±11.33) 469(70.90±10.20) <.0001*

Deficiency of Yin(陰虛)
A 37(70.32±11.03) 58(74.79±8.26) 0.0267*

B 125(66.88±11.98) 149(72.68±10.25) <.0001*

Not Deficiency of Yin(非陰虛) 728(64.68±11.26) 561(69.96±10.68) <.0001*

Blood Stagnation
(瘀血)

A 8(60.38±13.95) 12(67.67±11.60) 0.2198

B 43(64.19±14.24) 40(68.00±12.63) 0.2016

Not Blood Stagnation(非瘀血) 757(65.00±11.28) 607(70.48±10.55) <.0001*

Each p-value was calculated by comparing with values of male and female. A:
Agreement of MS and DP, B: Agreement of MS or DP. † p-value by Two sample
T-test. * p-value <0.05

Table 4. Distribution of Blood Lipid by Comparison with

Dampness-Phlegm and Not Dampness-Phlegm

Blood Lipid

Not
Dampness
-Phlegm
(非濕痰)
(N=825)

Dampness-Phlegm
(濕痰)

A
(N=301)

p-value†
B

(N=511)
p-value†

TC 186.11±46.55 184.72±45.57 0.6554 186.03±45.98 0.9759

TG 143.91±71.03 148.08±76.94 0.3937 146.48±75.35 0.5297

LDL-C 113.89±38.78 110.07±41.50 0.1513 112.40±39.89 0.5007

HDL-C 43.44±13.24 45.04±15.07 0.1053 44.33±14.59 0.2600

Values are Mean ± SD. A: Agreement of MS and DP, B: Agreement of MS or DP
TC: total cholesterol, TG: triglycerides, LDL-C: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 p-value by Two sample T-test

4) 火熱변증과 혈중지질 변수와의 관계

혈중지질 수치를 분석한 결과 총 콜레스테롤(TC) 및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LDL-C)은 火熱변증군 A, B 모두에서 非火熱

변증군에 비하여 낮은 수치를 보였고, 중성지방(TG)은 火熱변증

군 A, B 모두에서 非火熱변증군에 비하여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이 없었다.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

테롤(HDL-C) 수치를 분석한 결과 火熱변증군 A, B 모두에서 非

火熱변증군에 비하여 낮은 수치를 보였으나 火熱변증군 A에서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은 없었고, 火熱변증군 B에서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p=0.0309)을 보였다(Table 5).

Table 5. Distribution of Blood Lipid by Comparison with Fire-Heat

and Not Fire-Heat

Blood
Lipid

Not Fire-Heat
(非火熱)
(N=951)

Fire-Heat
(火熱)

A
(N=175)

p-value
† B

(N=355)
p-value

†

TC 186.14±46.65 183.55±44.20 0.4952 182.78±44.45 0.2408

TG 143.92±72.61 151.02±72.75 0.2345 148.12±70.38 0.3486

LDL-C 113.29±39.64 110.56±39.06 0.4014 110.94±38.37 0.3370

HDL-C 44.07±13.88 42.78±13.09 0.2554 42.21±13.59 0.0309*

Values are Mean ± SD. A: Agreement of MS and DP, B: Agreement of MS or DP
TC: total cholesterol, TG: triglycerides, LDL-C: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 p-value by Two sample T-test *
p-value <0.05

5) 氣虛변증과 혈중지질 변수와의 관계

혈중지질 수치를 분석한 결과 총 콜레스테롤(TC), 저밀도 지

단백 콜레스테롤(LDL-C) 및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HDL-C)

은 氣虛변증군 A, B 모두에서 非氣虛변증군에 비하여 높은 수치

를 보였고, 중성지방(TG) 수치를 분석한 결과 氣虛변증군 A, B

모두에서 非氣虛변증군에 비하여 낮은 수치를 보였으나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이 없었다(Table 6).

Table 6. Distribution of Blood Lipid by Comparison with Deficiency

of Qi and Not Deficiency of Qi

Blood Lipid

Not Deficiency
of Qi
(非氣虛)
(N=961)

Deficiency of Qi
(氣虛)

A
(N=165)

p-value
† B

(N=358)
p-value

†

TC 184.93±45.52 190.43±50.30 0.1589 186.50±48.59 0.5852

TG 145.19±72.96 144.02±71.00 0.8477 140.25±70.73 0.2699

LDL-C 112.14±39.13 117.09±41.78 0.1373 114.42±39.24 0.3486

HDL-C 43.75±14.12 44.53±11.47 0.4395 44.04±12.49 0.7238

Values are Mean ± SD. A: Agreement of MS and DP, B: Agreement of MS or DP
TC: total cholesterol, TG: triglycerides, LDL-C: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 p-value by Two sample T-test

6) 陰虛변증과 혈중지질 변수와의 관계

혈중지질 수치를 분석한 결과 총 콜레스테롤(TC)은 陰虛변

증군 A에서 非陰虛변증군에 비하여 높은 수치를 보였고, 陰虛변

증군 B에서는 非陰虛변증군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으나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이 없었다. 중성지방(TG)은 陰虛변증군

A, B 모두에서 非陰虛변증군에 비하여 낮은 수치를 보였고, 저밀

도 지단백 콜레스테롤(LDL-C) 및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HDL-C)은 陰虛변증군 A, B 모두에서 非陰虛변증군에 비하여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이 없었다

(Table 7).

7) 瘀血변증과 혈중지질 변수와의 관계

혈중지질 수치를 분석한 결과 총 콜레스테롤(TC)은 瘀血변

증군 A에서 非瘀血변증군에 비하여 높은 수치를 보였고, 瘀血변

증군 B에서는 非瘀血변증군에 비하여 낮은 수치를 보였으나 모

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이 없었다. 중성지방(TG)은 瘀血변

증군 A에서 非瘀血변증군에 비하여 높은 수치를 보였고 p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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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Distribution of Blood Lipid by Comparison with Pattern Identification in Group A

Dampness -Phlegm (濕痰)
(n=301)

Fire-Heat (火熱)
(n=175)

Deficiency of Qi (氣虛)
(n=165)

Deficiency of Yin (陰虛)
(n=95)

Blood Stagnation (瘀血)
(n=17)

p-value†

TC 184.72±45.57 183.55±44.20 190.43±50.30 190.32±45.08 192.15±32.83 0.5342

TG 148.08±76.94 151.02±72.75 144.02±71.00 142.07±65.63 180.10±81.15 0.3431

LDL-C 110.07±41.50 110.56±39.06 117.09±41.78 116.26±39.43 118.77±21.53 0.3227

HDL-C 45.04±15.07 42.78±13.09 44.53±11.47 45.65±12.57 37.36±12.83 0.0810

Values are Mean ± SD. TC: total cholesterol, TG: triglycerides, LDL-C: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 p-value by ANOVA

Table 10. Distribution of Blood Lipid by Comparison with Pattern Identification in Group B

Dampness -Phlegm (濕痰)
(n=511)

Fire-Heat (火熱)
(n=355)

Deficiency of Qi (氣虛)
(n=358)

Deficiency of Yin (陰虛)
(n=217)

Blood Stagnation (瘀血)
(n=69)

p-value†

TC 186.03±45.98 182.78±44.45 186.50±48.59 185.84±46.52 182.83±44.30 0.8013

TG 146.48±75.35 148.12±70.38 140.25±70.73 135.17±67.42 136.91±73.49 0.1622

LDL-C 112.40±39.89 110.94±38.37 114.42±39.24 114.79±38.69 112.00±35.67 0.7248

HDL-C 44.33±14.59 42.21±13.59 44.04±12.49 44.01±13.89 43.45±16.10 0.2402

Values are Mean ± SD. TC: total cholesterol, TG: triglycerides, LDL-C: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 p-value by ANOVA

0.05미만으로 나왔으나 瘀血변증군 A 인원이 17명으로 적어 통

계적으로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瘀血변증군 B에서

는 非瘀血군에 비하여 낮은 수치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이 없었다.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LDL-C)은 瘀血변증

군 A에서 非瘀血변증군에 비하여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통계적

으로 유의한 상관성이 없었고, 瘀血변증군 B에서 非瘀血변증군

과 비슷한 수치를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이 없었다. 고

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HDL-C)은 瘀血변증군 A에서 非瘀血변

증군에 비하여 낮은 수치를 보였고 p값이 0.05미만으로 나왔으

나 瘀血변증군 A 인원이 17명으로 적어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없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瘀血변증군 B에서는 非瘀血변증군과 비

슷한 수치를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이 없었다(Table 8).

Table 7. Distribution of Blood Lipid by Comparison with Deficiency

of Yin and Not Deficiency of Yin

Blood Lipid

Not Deficiency
of Yin
(非陰虛)
(N=1050)

Deficiency of Yin
(陰虛)

A
(N=95)

p-value
† B

(N=217)
p-value

†

TC 185.41±46.36 190.32±45.08 0.3721 185.84±46.52 0.9014

TG 145.23±73.15 142.07±65.63 0.7136 135.17±67.42 0.0618

LDL-C 112.62±39.56 116.26±39.43 0.4396 114.79±38.69 0.4605

HDL-C 43.74±13.84 45.65±12.57 0.2430 44.01±13.89 0.7924

Values are Mean ± SD. A: Agreement of MS and DP, B: Agreement of MS or DP
TC: total cholesterol, TG: triglycerides, LDL-C: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 p-value by Two sample T-test

Table 8. Distribution of Blood Lipid by Comparison with Blood

Stagnation and Not Blood Stagnation

Blood Lipid

Not Blood
Stagnation
(非瘀血)
(N=1109)

Blood Stagnation
(瘀血)

A
(N=17)

p-value†
B

(N=69)
p-value†

TC 185.64±46.45 192.15±32.83 0.5649 182.83±44.30 0.6255

TG 144.48±72.41 180.10±81.15 0.0448 136.91±73.49 0.3998

LDL-C 112.78±39.76 118.77±21.53 0.2778 112.00±35.67 0.8745

HDL-C 43.97±13.76 37.36±12.83 0.0494 43.45±16.10 0.7648

Values are Mean ± SD. A: Agreement of MS and DP, B: Agreement of MS or DP
TC: total cholesterol, TG: triglycerides, LDL-C: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 p-value by Two sample T-test

8) 각 변증군 A와 혈중지질 변수와의 관계

각 변증군 A 사이에서 총 콜레스테롤(TC), 중성지방(TG), 저

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LDL-C),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HDL-C)등 혈중지질 수치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瘀血변증

군이 총 콜레스테롤(TC), 중성지방(TG),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

롤(LDL-C)이 다른 변증군에 비하여 높고,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

테롤(HDL-C)은 다른 군에 비하여 낮은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

으로 유의한 상관성이 없었다. 총 콜레스테롤(TC), 저밀도 지단

백 콜레스테롤(LDL-C)에 있어서는 氣虛변증군, 陰虛변증군이 濕

痰변증군, 火熱변증군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였고, 중성지방(TG)

은 濕痰변증군, 火熱변증군이 氣虛변증군, 陰虛변증군에 비하여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이 없었다. 고밀

도 지단백 콜레스테롤(HDL-C)은 火熱변증군이 濕痰변증군, 氣

虛변증군, 陰虛변증군에 비하여 낮은 수치를 보였으나 통계적으

로 유의한 상관성이 없었다(Table 9).

9) 각 변증군 B와 혈중지질 변수와의 관계

각 변증군 B 사이에서 총 콜레스테롤(TC), 중성지방(TG), 저

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LDL-C),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HDL-C)등 혈중지질 수치를 분석하였다. 총 콜레스테롤(TC)은

濕痰변증군, 氣虛변증군, 陰虛변증군이 火熱변증군, 瘀血변증군

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이 없

었다. 중성지방(TG)은 濕痰변증군, 火熱변증군이 氣虛변증군, 陰

虛변증군, 瘀血변증군에 비하여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통계적으

로 유의한 상관성이 없었다.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LDL-C)

은 氣虛변증군, 陰虛변증군이 濕痰변증군, 火熱변증군, 瘀血변증

군에 비하여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이

없었다.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HDL-C)은 火熱변증군이 濕

痰변증군, 氣虛변증군, 陰虛변증군, 瘀血변증군에 비하여 낮은

수치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이 없었다(Table 10).

고 찰

중풍은 단일 질환으로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일단

발병 후엔 후유장애 등에 의하여 불량한 예후를 보이거나 사회

귀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시되어 그 위험

인자 및 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1,2). 특히 중풍의 위험질

환으로 고지혈증은 최근 식생활의 서구화와 영양섭취 과다,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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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의 감소 등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22) 관심의 증가와

더불어 고지혈증으로 진단 받고 진료를 받은 환자도 증가하고

있다
23)

.

고지혈증은 혈중 지질 중 일종 혹은 다종의 성분이 정상 한

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소장에서 중성지질의 흡수증가, 간장에서

중성지방의 합성증가, 저밀도 지방단백질(low density

lipoprotein, LDL)의 합성 및 분비증가, 고밀도 지방 단백질(high

density lipoprotein, HDL)의 합성감소, 말초조직에서의 중성지

방 제거 감소와 같은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24)

, 총 콜레스테롤

(TC), 중성지방(TG),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LDL-C),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HDL-C)이 고지혈증의 주요 진단 기준이 되

고 있다
25)

.

한의학적으로 고지혈증은 飮食失節, 運動不足, 七情損傷, 先

天不足, 臟腑機能失調 등의 원인에 의해 유발되며, 膏梁厚味의

과식과 과음 등으로 臟腑輸化不及, 臟腑機能失調, 飮食不歸正化,

脂質輸化障碍등을 일으키거나 先天 稟賦不足으로 "陽化氣, 陰成

形"이 없어 脂質過多가 渗入血中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脂

質은 본래 정상 영양 물질로 인체 에너지의 주요 공급원이며 중

요 구성성분이지만 과잉이면 해가 되어 痰濁의 병이 되고, 痰濁

이 血脈上에 있어서 脈絡壅滯不暢하는 故로 血瘀에 이르게 되는

데 痰瘀互結 膠着脈道되어 마침내 脈痺가 되면서 中風 등의 병

을 발생할 수 있다. 종합하면 고지혈증은 正虛邪實에 속하며 正

虛則臟腑氣血虛損인데, 그 중점은 肝脾腎에 있으며 邪實은 痰濁

濕濁과 瘀血이 주가 된다
1)
고 보았고 최근 中國醫藥科技出版社에

서 발표한 中醫證候診斷標準에 의하면 고지혈증을 痰濁沮渴證,

脾腎陽虛證, 肝腎陰虛證, 陰虛陽亢證, 氣滯血瘀證의 5가지로 나

누고 있다
26)

.

또한 최근 한의학계에서 고지혈증에 관한 실험적 연구를 활

발히 실시하고 있는데, 桑枝9), 地骨皮10), 白化蛇舌草27)등의 단미

제를 이용한 연구와 淸神導痰湯
11)

, 除濕順氣湯
12)

, 丹蔘飮
28)

, 心腦

通, 降脂延壽丹 및 淸心調氣湯29), 淸上蠲痛湯30), 血府逐瘀湯31), 人

蔘山楂飮32), 大黃黃連解毒湯33), 加味地黃湯34), 加味三氣飮35)등의

한약복합제제를 이용한 연구, 그리고 當歸尾 藥鍼
13)
과 鬱金藥鍼

14)

등의 藥鍼液을 이용한 연구에서 모두 유효한 결과가 나타나 고

지혈증이 특정 변증에 국한되지 않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실험적 연구에 비해 한의학적 진단 및 변증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며, 최근 중풍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의학적 진단 및 변증에 관한 김15), 민16)의 연구에서 濕

痰이라는 특정 변증에 중점을 두어 고지혈증이 濕痰변증과 유의

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었으나 그 외 변증과의 관

련성에 대해서 연구한 경우는 없었다.

이에 저자는 韓醫學의 객관화와 표준화 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부터 한국 한의학 연구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뇌혈관 질

환의 한의 변증 진단 표준화 연구』의 濕痰證, 火熱證, 氣虛證,

陰虛證, 瘀血證 5개 중풍변증분형
19)
을 기본으로, 5개 변증과 혈

중지질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2006

년 1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32개월 동안 전국 9개 대학 13개 한

방병원 입원환자 중 중풍이 발병한지 1개월 이내인 환자로, 증례

기록지와 판별식을 이용하여 濕痰, 火熱, 氣虛, 陰虛, 瘀血의 5가

지 변증으로 판정된 환자를 대상으로 각 변증별 환자의 총 콜레

스테롤(TC), 중성지방(TG),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LDL-C),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HDL-C) 등 혈중지질수치를 분석하였

는데 단,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LDL-C)은 Fridewald등의 방

법
21)
에 따라 산출하였다.

먼저 연구 대상자인 전체 CRF대상자 2759증례의 변증 분포

도를 살펴본 결과 전문의 변증이 없는 1329증례를 제외하고, 5개

변증 이외의 기타 변증으로 판정된 39증례를 제외한 1391증례에

있어 전문의 변증의 분포는 濕痰변증 485명(34.87%), 火熱변증

358명(25.74%), 氣虛변증 290명(20.85%), 陰虛변증 210명(15.10%),

瘀血변증 48명(3.45%)으로 나타났다. 2007년 10월경 이후 도입된

판별식 개념에 의해 전체 CRF대상자 2759증례 중 판별식 도입

이전에 시행된 1351증례를 제외한 나머지 1408증례에 있어 판별

식 변증의 분포는 濕痰변증 484명(34.38%), 火熱변증 297명

(21.09%), 氣虛변증 411명(29.19%), 陰虛변증 161명(11.43%), 瘀血

변증 55명(3.91%)으로 나타났다. 전문의 변증과 판별식 변증이

동일하게 특정 5개 변증(濕痰證, 火熱證, 氣虛證, 陰虛證, 瘀血證)

으로 판정된 경우(변증군 A)는 915증례였으며 각각을 살펴보면

濕痰변증 359명(39.23%), 火熱변증 211명(23.06%), 氣虛변증 230

명(25.14%), 陰虛변증 95명(10.38%), 瘀血변증 20명(2.19%)으로

나타났고, 전문의 변증과 판별식에 의한 변증 중 하나라도 특정

5개 변증(濕痰證, 火熱證, 氣虛證, 陰虛證, 瘀血證)으로 판정된 경

우(변증군 B)는 1884증례였으며 각각을 살펴보면 濕痰변증 610

명(32.28%), 火熱변증 444명(23.57%), 氣虛변증 471명(25.00%), 陰

虛변증 276명(14.65%), 瘀血변증 83명(4.41%)으로 나타났다. 전문

가에 의한 변증과 판별식에 의한 변증 모두에서 濕痰변증이 가

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는 김15)신17)등이 초기중풍환자를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 濕痰변증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과 일치한다. 그밖에 氣虛변증, 火熱변증에서 다소간의 차이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濕痰변증, 氣虛변증, 火熱변증, 陰虛변증,

瘀血변증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각 변증별 성별 및 연

령 분포를 살펴보았다. 각 변증별 성별분포에서 濕痰변증군과 瘀

血변증군은 성별에 따른 분포의 차이가 없었으나 火熱변증군에

서는 남성의 분포가 유의하게 많았고, 氣虛변증군, 陰虛변증군에

서는 여성의 분포가 유의하게 많았다. 각 변증별 남녀의 연령분

포에서 火熱변증군 A와 瘀血변증군 A, B를 제외한 모든 변증 및

비변증군에서 여성의 평균연령이 남성의 평균연령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를 종합해보면 중풍환자 중 남성이 여성에 비해 평균

연령이 낮고 火熱(實證)의 변증진단이 많았고, 중풍환자 중 여성

이 남성에 비해 평균연령이 높으며 氣虛, 陰虛(虛證)의 변증진단

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중풍환자에 있어 성별 및 연령

과 실증, 허증의 변증 진단사이에 상관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 향후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각 변증별 변증군 A, B와 비변증군 환자의 혈중 지질 수치

를 비교 분석한 결과 非濕痰변증군에 비하여 濕痰변증군 A, B

모두에서 총 콜레스테롤(TC),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LD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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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낮은 수치를 보였고, 중성지방(TG),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

롤(HDL-C)은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非火熱변증군에 비하여 火熱변증군 A, B 모두에서 총 콜레

스테롤(TC),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LDL-C),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HDL-C)은 낮은 수치를 보였고, 중성지방(TG)은 높

은 수치를 보였으나 火熱변증군 B에서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

롤(HDL-C)에서만 유의한(P=0.0309) 차이가 있었고 나머지 변증

군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HDL-C)이 저하되는 원인은 나쁜 식사습관, 운동부족, 비만, 흡

연, 스트레스의 축적 등이 있으며36) 남성의 평균연령이 낮고 火

熱(實證)의 변증진단이 많았던 결과에 미뤄볼 때 평균연령이 낮

은 남성이 직장생활 등으로 인해 운동부족이 되기 쉽고 사회적

인 스트레스로 흡연 등의 가능성이 더 많으며 불규칙한 식사 등

이 야기되어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HDL-C)의 저하에 영향

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非氣虛변증군에 비하여 氣虛변증군 A, B 모두에서 총 콜레

스테롤(TC),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LDL-C),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HDL-C)은 높은 수치를 보였고, 중성지방(TG)은 낮

은 수치를 보였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非陰虛변증군에 비하여 陰虛변증군 A, B 모두에서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LDL-C),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HDL-C)

은 높은 수치를 보였고, 중성지방(TG)은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총 콜레스테롤(TC)은 陰虛변증군 A에서 높은 수치를 보였고, 陰

虛변증군 B에서는 非陰虛변증군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으나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非瘀血변증군에 비하여 瘀血변증군 A에서 총 콜레스테롤

(TC), 중성지방(TG),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LDL-C)은 높은

수치를 보였고,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HDL-C)은 낮은 수치

를 보였으나 瘀血변증군 A의 대상자가 적은 관계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非瘀血변증군에 비하여 瘀血변증군 B에서는

총 콜레스테롤(TC), 중성지방(TG)은 낮은 수치를 보였고,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LDL-C),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HDL-C)

은 비슷한 수치를 보여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非瘀血변증

군에 비하여 瘀血변증군 A에서의 결과는 총 콜레스테롤(TC), 중

성지방(TG),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LDL-C)의 상승과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HDL-C)의 저하가 죽상동맥경화를 일으켜 관

상동맥질환 및 기타 순환기계 질환의 위험요인이라는 기존의 연

구37)결과와 일치하는 혈중 지질 경향성을 보였으나 瘀血변증군

대상자가 적어 아쉬움으로 남는다. 향후 더 많은 환자군을 포괄

하였을 때 瘀血변증과 고지혈증 유병률에 대한 연구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각 혈중 지질 수치가 5개 변증군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변증군별 혈중 지질 수치를 비교한 결과 각 변증군 A 사이에서

전체적으로 瘀血변증군에서 총 콜레스테롤(TC), 중성지방(TG),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LDL-C) 수치가 다른군에 비하여 높

고,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HDL-C) 수치는 다른군에 비하여

낮은 경향을 보였으나 瘀血변증군 A의 대상자가 적은 관계로 유

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총 콜레스테롤(TC), 저밀도 지단백 콜레

스테롤(LDL-C) 수치에 있어서는 氣虛변증군, 陰虛변증군이 濕痰

변증군, 火熱변증군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였고, 중성지방(TG)

수치에 있어서는 濕痰변증군, 火熱변증군이 氣虛변증군, 陰虛변

증군에 비하여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HDL-C) 수치에 있어서는 火熱변증군이 濕痰변증군, 氣虛변증

군, 陰虛변증군에 비하여 낮은 수치를 보였으나 모두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각 변증군 B 사이에서 총 콜레스테롤(TC) 수치는 濕痰변증

군, 氣虛변증군, 陰虛변증군이 火熱변증군, 瘀血변증군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였고, 중성지방(TG) 수치는 濕痰변증군, 火熱변증

군이 氣虛변증군, 陰虛변증군, 瘀血변증군에 비하여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LDL-C) 수치는 氣虛변증

군, 陰虛변증군이 濕痰변증군, 火熱변증군, 瘀血변증군에 비하여

높은 수치를 보였고,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HDL-C) 수치에

있어서는 火熱변증군이 濕痰변증군, 氣虛변증군, 陰虛변증군, 瘀

血변증군에 비하여 낮은 수치를 보였으나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각 변증군 A, B 모두를 고려해봤을 때 濕痰변증

군, 火熱변증군(實證)과 氣虛변증군, 陰虛변증군(虛證) 사이에 중

성지방(TG),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LDL-C) 관계가 역상관

관계로 나타나는 경향은 성별 및 연령과 실증, 허증의 변증 진단

사이의 상관성과 더불어 향후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총 콜레스테롤(TC), 중성지방(TG), 저밀도 지단백 콜레

스테롤(LDL-C)의 상승과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HDL-C)의

저하가 죽상동맥경화를 일으켜 관상동맥질환 및 기타 순환기계

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위험인자임이 각종 연구37)를 통해 밝혀진

바 있으며 이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의학적 火熱변증과 고

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HDL-C) 수치 저하가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다. 그러나 중풍환자를 대상으로 한 5개 변증과 혈중지질 관

계에서 전반적으로 변증별 혈중지질 수치의 차이가 뚜렷하게 존

재하지 않은 이유는 중풍이라는 질병이 어느 정도의 지질이상

및 동맥경화 등의 위험요인과 혈관상태의 불량이라는 공통적인

결과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중풍이라는 범주 안에서 대부분

중풍환자들이 혈중 지질 상태가 유사한 경향이 있어 변증별 차

이가 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한방병원에 입원한 발병 1개월 이

내 중풍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전반적인 중풍환자의 전체 특성

을 대변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 전체 CRF대상자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전문가 변증이나 혈중 지질 측정의 누락으로

인해 결측값이 많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혈액검사의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동적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의 결과 값으로 분석이 이루어진 점 및 혈중지질 값에 영

향을 미치는 변수들 즉, 고지혈증 치료제 복용여부, 비만도, 당

뇨, 간ㆍ신기능이상 등의 고려가 미흡했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

하다고 생각된다. 향후 연구에서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중풍 환자

군의 포괄 및 여러 변수들의 고려 및 보정을 하였을 때 본 연구

와는 다르게 유의한 한방변증의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

며 환자군 뿐만 아니라 정상군과의 변증 비교를 통해 한의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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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및 변증에 관한 연구가 더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결 론

본 연구는 중풍이 발병한지 1개월 이내인 환자로, 2006년 11

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전국 9개 대학 13개 한방병원 입원환자

의 증례기록지와 판별식을 이용하여 濕痰, 火熱, 氣虛, 陰虛, 瘀

血의 5가지 변증으로 판정된 환자를 대상으로 각 변증별 환자의

혈중 지질 수치를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연구 대상자들의 전문의 변증과 판별식 변증을 고려한 결과 각

5개 변증군 A, B와 비변증군 사이에서 분류된 火熱군 B에서만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HDL-C)이 非火熱변증군에 비해 낮아

유의한(P=0.0309) 차이가 있었고 전체적으로 나머지 변증군에서

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火熱변증에

서 非火熱변증에 비해 HDL-C 감소와 다소간의 관련이 있었고,

중풍 환자에 있어 고지혈증이라는 특정 질환은 한방적 특정 변

증에 국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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