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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s : This study propose to compare on general characteristics of acute stroke patients between Fire-Heat
group and Deficiency of Yin group. 

Method : We recruited acute stroke patient within 4 weeks after stroke admitted to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of Kyunghee University Oriental Medicial Center, Dongguk University Ilsan Oriental Medical Center, 
Kyungwon University Songpa Oriental Medical Centar and Kyungwon University Incheon Oriental Medical Center 
from April 2007 to August 2009.

We investigate age, sex, type of stroke, past history, general characteristics, smoking, drinking alcohol, marriage
sasang constitution, etc.

Result : It was significant different in sex, smoking, dringking alcohol and marriage between Fire-Heat group 
and Deficiency Yin group. We need more cases for another result that could associate with diagnosis of stroke. 

Conclusion : We found that Fire heat group was more associated with lifestyle than deficiency yin group. Further
study will be needed to analysis for the diagnosis and the treatments of str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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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뇌졸 은  세계 으로 가장 요한 사망 원인이

며, 우리나라 통계청의 2008년 사망통계에 의하면 뇌

졸 으로 인한 사망은 인구 10만 명 당 54.7명으로 암

원 저



34 화열과 음허로 진단된 급성기 뇌질환 환자의 특성 비교 연구

에 이어 사망 원인 2 를 차지하고 있으며, 단일 장기 

질환으로 사망 원인 1 를 차지하고 있고,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도 매우 높은 편이다1). 노
령화가 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풍환

자의 발병률이 2030년에는 350,000명 정도로 재 발

병률의 2배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므로 

극 인 방  치료를 한 노력이 요구된다
2). 이

에 하여 뇌졸  질환에 한 표 진료지침이 지속

으로 연구되고 있다. 
한의학은 풍치료에 있어 국민의 선호도가 높은 

질환군으로써, 한방의료기  입원환자의 요양 여비

용 자료를 살펴보면 풍 조증, 졸 기치료, 풍후

유증 등에 해 체 (310억)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3). 이에 한의학에서는 뇌졸 에 하여 다섯 가

지 변증 유형을 분류하여 근하고 있으며, 이것은 병

증의 원인  진단, 치료에 있어 요한 단서를 제공

해 다. 이와 련하여 변증을 구분하는 특정지표 산

출에 한 연구가 지속 으로 진행 으로 진단의 객

화와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4). 변증 진단  특히 화

열과 음허는 공통되는 임상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원

인  경과의 차이가 있어 정확한 감별을 요한다.
본 연구는 2005년부터 한국한의학 연구원에서 수

행되고 있는 ‘ 풍 한의변증 진단 표 화  험요인 

규명’에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화열과 음허로 변증

된 풍환자의 뇌졸  험인자  과거력, 뇌졸 아

형, 사상체질 등의 상 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1) 선정기

(1) 2007년 4월부터 2009년 8월까지 경희 학교 

부속 한방병원, 동국 학교 부속 한방병원, 경
원 학교 송 한방병원, 경원 학교 인천한방

병원에 입원하여 컴퓨터뇌단층촬 (Brain CT)
이나 뇌자기공명 상촬 (Brain MRI)상 뇌경

색 혹은 뇌출 을 진단 받은 환자 에서 발병 

4주 이내인 성기 환자  1506명을 상으로 

조사하 으며, 그  화열과 음허로 진단된 환

자 396명을 상으로 하 다.
(2) 환자와 보호자에게 설문 에 연구의 목 과 

내용, 상되는 해와 이득에 하여 설명하

다. 상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연구 진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다.

2) 제외기

(1) 풍 이외의 질환, 일과성 뇌허  발작과 외상

성 풍은 제외하 다.
(2) 화열 혹은 음허군에 포함되지 않는 환자는 제

외하 다.

2. 임상연구증례기록지와 표준작업 지침서 
및 임상시험 심사위원회

본 연구시작  임상연구증례기록지 (Case Report 
Form, CRF)를 작성하 다. 평가자들 사이의 차이를 

이기 하여 구체 인 평가 방법에 한 내용을 문

서화한 표 작업지침서(Standard Operation Procedure, 
SOP)를 기 으로 연구자료 수집이 진행되었다5). 그
리고 과학 , 윤리  연구 수행을 해 각 병원의 해

당 임상시험 심사 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이하 IRB)의 승인을 받았다. 

3. 조사변수

1) 변증 유형

모든 환자에게 한방내과 공의 1인과 문의 1인
이 각각 망문문 을 이용하여 화열, 습담, 어 , 기허, 
음허 다섯 가지로 변증을 실시하 다. 

2) 상환자들의 일반  특성

(1) 상환자들의 연령, 성별,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Stroke Scale(NIHSS), Stroke Classification 
등을 조사하 다.

(2) 과거력으로는 풍의 험인자로 알려진 고

압, 당뇨, 고지 증, 허 성심장질환, 편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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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all Fire-Heat Deficiency of Yin P-value

Mean of Age (Mean±S.D) 66.20 ±12.12 65.46±11.57 67.68±13.07 .239

Sex (N(%))
Male 251(63.4%) 198(78.9%) 53 (21.1%)

0.000*
Female 145(36.6%) 68(46.9%) 77(53.1%)

NIHSS (Mean±S.D) 4.27±3.97 4.15±4.00 4.39±3.85 .770

Classification of 
Diagnosis (N(%))

ICH 72 47(65.3%) 25(34.7%)
.690

Cerebral infarction 316 214(67.7%) 102(32.3%)

＊ P<0.05 :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Fire-Heat and Deficiency of Yin group.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Fire-Heat and Deficiency of Yin Group

심방세동, 풍기왕력, 일과성 뇌허 발작 등

을 조사하 다.

3) 풍의 분류

풍은 크게 뇌출 과 뇌경색으로 분류하 다. 뇌
경색 아형은 Design of the Trial of Org 10172 in 
Acute Stroke Treatment (TOAST)에 의거하여 Large 
Artery Atherosclerosis(LAA), Cardioembolism(CE), 
Small Vessel Occlusion(SVO), Stroke of Other 
determined Etiology (SOE), Stroke of Undetermined 
Etiology(SUE)으로 분류하 다.

4) 사상체질진단

사상체질분류 검사지 Ⅱ+(Questionnaire for the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Ⅱ+ : 이하 QSCC
Ⅱ+)를 이용하여 상자의 체질을 단하 다. 

4. 통계분석

본 연구의 통계처리는 Statistical Program for 
Social Science(SPSS) 13.0 for Windows를 이용하

으며, 모든 자료는 연속형 변수는 Mean±standard 
deviation(SD), 명목형 변수는 Number(%)로 나타내

었다. 화열군과 음허군의 제특성 비교를 하여 연속

변수는 Independent sample t-test를, 비연속변수는 

Chi-square 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 다. P value가 

0.05 미만인 경우를 유의한 것으로 정하 다. 

연구결과
 

1. 대상 환자들의 일반적 특성(Table 1.)

1506의 상자  한방내과 문의 1인과 공의 

1인의 변증이 일치하는 977명의 분포는 화열 266명 

(27.2%), 습담 363명 (37.2%), 어  39명 (4.0%), 기
허179명 (18.2%), 음허 130명 (13.3%)  기타 1명이

었다. 이들  화열과 음허로 진단된 396명을 상으

로 일반  특성을 알아보았다. 396명  나이가 기제

되어 있지 않은 7명을 제외한 389명의 평균 나이는 

66.20 ±12.12 세이고, 화열로 진단된 259명의 평균나

이는 65.46±11.57세, 음허로 진단된 130명의 평균 나

이는 67.68±13.07 로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남자 251명  화열로 진단된 그룹은 198명 (78.9%), 
음허로 진단된 그룹은 53명 (21.1%), 여자 145명  

화열로 진단된 그룹은 68명 (46.9%), 음허로 진단된 그

룹은 77명(53.1%)로 두 그룹간 유의한 차이를 보 다.
SAH 3인과 Clinicl stroke 5인을 제외하여 ICH와 

Cerebral infarction으로 진단된 총 숫자는 388명이었

다. ICH 72명  화열 47명(65.35), 음허 25명(34.7%), 
Cerebral infarction 316명  화열 214명 (67.7%), 음
허 102명(32.3%)로 진단명과 변증간의 유의한 특징

은 보이지 않았다. 

2. 화열, 음허 변증에 따른 중풍 유형의 
분포(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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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all (N=307) Fire-Heat Deficiency of Yin P-value

LAA (N(%)) 90 65 (72.2%) 25 (27.8%)

.149

CE (N(%)) 28 14 (50.0%) 14 (50.0%)

SVO (N(%)) 185 124(67.0%) 61 (33.0%)

SOE (N(%)) 3 1 (33.3%) 2 (66.7%)

SUE (N(%)) 1 1 (100%) 0 (0%

＊ P<0.05 :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Fire-Heat and Deficiency of Yin group.

Table 2. Stroke types of Fire-Heat and Deficiency of Yin Group

Overall (N=389) Fire-Heat Deficiency of Yin P-value

<65(N(%)) 170 (43.7%) 120 (70.6%) 50 (29.4%)
.140

>65(N(%)) 219 (56.3%) 139 (63.5%) 80 (36.5%)

＊ P<0.05 :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Fire-Heat and Deficiency of Yin group.

Table 3. Difference depends on age between Fire-Heat and Deficiency of Yin Group

TOAST 분류법에 의하여, LAA, CE, SVO, SOE, 
SUE로 분류하여 LAA와 SVO가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 고 LAA 90명  화열로 진단된 65명 

(72.2%), 음허로 진단된 25명(27.8%), SVO 185명  

화열로 진단된 124명 (67.0%), 음허로 진단된 61명 

(33.0%)로 비율의 차이를 보 으나, 각 군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3. 화열, 음허 변증과 연령분포(Table 3.)

young age stroke을 구별할 때 일반 으로 45세를 

기 으로 하여 나 는 방법이 쓰이지만 본 연구에서

는 45세 이하의 숫자가 15명으로 매우 작은 비율을 

차지하여 통계  유의성이 없다고 생각되어 65세를 

기 으로 연령과 변증간의 상 계를 분석하 다. 
65세 이하에서는 화열이 120명 (70.6%), 음허 50명 

(29.45), 65세 이상군에서는 화열이 219명(63.5%), 음
허 80명 (36.5%)로 비율상의 차이를 보 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4. 화열, 음허 변증에 따른 과거력, 사회력 
조사 (Table 4.)

일과성 뇌허  발작, 고 압, 당뇨, 고지 증, 편두

통, 스트 스, 흡연, 음주, 결혼력에 하여 분석하

다. 흡연자  화열로 진단된 사람이 164명(77.7%), 
음허로 진단된 사람이 47명(22.3%), 음주자  화열

로 진단된 사람이 159명 (76.8%), 음허로 진단된 사

람이 48명 (23.2%)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결혼력에서는 기혼, 동거인  화열로 진단된 

사람이 216명 (71.5%), 음허로 진단된 사람이 86명 

(28.5%), 사별한 사람  화열로 진단된 사람이 34명
(49.3%), 음허로 진단된 사람이 35명 (50.7%)로 통계

 유의성을 보 다.

5. 화열, 음허 변증에 따른 사상체질유형의 
분포 (Table 5.)

총 269명  소음인에서 화열로 진단된 사람은 27
명 (56.3%), 음허로 진단된 사람은 21명 (43.8%), 태
음인 에서 화열로 진단된 사람은 57명 (69.5%), 음
허로 진단된 사람은 25명 (3.5%) 소양인  화열로 

진단된 사람은 68명 (64.8%), 음허로 진단된 사람은 

37명 (35.2%), 태양인  화열로 진단된 사람은 24명 

(70.6%), 음허로 진단된 사람은 10명 (29.4%) 으며 

각 그룹간 통계  유의성은 없었으나, 소음인에서 음

허의 비율이 다른 군에 비하여 큰 경향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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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Heat Deficiency of Yin p-value

TIA(N(%)) 26 (72.2%) 10 (27.8%) .486

Hypertension (N(%)) 185 (67.3%) 90 (32.7%) .949

DM (N(%)) 82 (71.9%) 32 (28.1%) .200

Hyperlipidemia (N(%)) 78 (69.6%) 34 (30.4%) .511

Migraine (N(%)) 29 (60.4%) 19 (39.6%) .293

Stress (N(%)) 94 (66.2%) 48 (33.8%) .817

Smoking (N(%)) 164 (77.7%) 47 (22.3%) .000*

Dringking Acohol (N(%)) 159 (76.8%) 48 (23.2%) .000*

Marrige(N=388) Marriage 216 (71.5%) 86 (28.5%)

0.004*
Unmarriage 7 (58.3%) 5 (41.7%)

Divorced 4 (80.0%)  1 (20.0%)

separation by death 34 (49.3%) 35 (50.7%)

＊ P<0.05 :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Fire-Heat and Deficiency of Yin group.

Table 4. Risk factors and past history of Fire-Heat and Deficiency of Yin Group

Fire-Heat Deficiency of Yin P-value

So-Eum (N(%)) 27 (56.3%) 21 (43.8%)

.421

Tae-Eum (N(%)) 57 (69.5%) 25 (30.5%)

So-Yang (N(%)) 68 (64.8%) 37 (35.2%)

Tae-Yang (N(%)) 24 (70.6%) 10 (29.4%)

Uncertain (N(%)) 0 (0%) 0 (0%)

＊ P<0.05 :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Fire-Heat and Deficiency of Yin group.

Table 5. Sasang constitution of Fire-Heat and Deficiency of Yin Group

결론 및 고찰

성기 풍에 있어서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는 화열증과 음허증을 풍변증진단진료기록부
6)에

서 살펴보면 화열증의 지표 16가지, 음허증의 지표 

11 가지에 해당되고, 각 지표를 비교해 보면 얼굴색, 
구설, 흉부, 수족, 열감, 설진, 맥진에서 열상이 나타나

는 공통 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변증 유형

군과 다른 양상을 보이면서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

기 때문에 변증에 있어서 정확한 감별이 요구된다. 
熱은 風熱, 暑熱, 濕熱의 類처럼 개 外淫에 속하

고 화는 心火上炎, 肝火上亢, 胃火熾盛의 類와 같이 항

상 내생한 火熱內擾의 병리반응상태이며
7), 화열은 陽

盛한 기가 化生한 것으로 사가 항진된 상태이다. 
陰虛는 신체의 精, 血, 津液 등의 물질이 소모된 상

태를 말하며, 음액이 부족해지면 制陽하지 못하므로 

陽이 상 으로 항성해져서 나타나는 機能虛生 병리

상태를 말한다. 음허의 발생은 주로 邪熱이 치성하여 

傷陰하거나, 五志過極으로 化火하여 傷陰하거나, 久病

으로 耗陰하는 등으로 음액이 灼傷되어 나타나며, 음
허한 체질  소인에 의하기도 한다8).

화열증과 음허증은 實火와 虛火를 막론하고 모두 

炎上灼外 하고 不動亂身하며 津液耗傷하고 生風動血 

 폐를 손상시키는 특성이 있다. 화열증과 음허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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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각 , 혹은 타각  열상으로 나타나며, 원인과 병리

가 서로 다르므로 각각 특징 인 증상을 보인다. 
이러한 에서 화열과 음허에 한 변증과 분석이 

필요하다. 변증의 객 화를 한 기존 연구에서 화열

증과 음허증을 구분하는 표 인 화열지표는 ‘홍삭

맥’, ‘얼굴빛이 붉은 편이다’, ‘몸에 열감이 나면서 더

운 것을 싫어한다’ 이었으며, 지표 응답 빈도에서는 

‘몸에 열감이 나면서 더운 것을 싫어한다’, ‘얼굴빛이 

붉은 편이다’의 순서로 높은 빈도를 나타내어 이 두 

지표가 화열증에서 요한 지표라 할 수 있다. 화열증

과 음허증을 구분하는 표 인 음허지표는 ‘세삭맥’, 
‘ 이 자주 건조한 느낌이 있다’ 이었으며, 지표 응답 

빈도에서는 ‘입이 마른다’, ‘설질홍’, ‘세삭맥’의 순으

로 높은 빈도를 나타내서 세 가지 지표가 변증에 유의

미하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9).

일반 인 특성비교에서 연령은 화열증과 음허증 

두 그룹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분포를 보 다.남녀

의 차이에서 화열증과 음허증이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는데, 남자는 화열증이, 여자는 음허증이 

많은 빈도로 진단된 것을 알 수 있다(p<0.000). 이것

은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의 평균 수명에 비하여 길

기 때문에 고연령에게서 음허증이 많은 것으로도 해

석해 볼 수 있다. 여10)
의 기존연구에서 통계  유의성

은 없으나, 65세 이상에서 65세 미만보다 실증이 상

으로 더 많이 나타난 결과가 있었다. 나11)
의 연구

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성 허헐성 뇌졸 의 발생연

령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뇌졸

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을 뒷받침해 다. 이러

한 은 남성에서 화열을 유발할 수 있는 생활습   

환경조건을 더욱 잘 리해야할 필요성을 시사해 

다. 마찬가지로 여성에 있어 음허증으로 변해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한 리가 필요하다.
화열증과 음허증의 NIHSS 평균 수의 차이는 통

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 은 일반 으로 실증

과 허증의 에서 증상을 고려해 보았을 때 상했

던 기 와는 다른 결과를 보 다. 그러나 본 연구의 

주요 방법이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의식이 있고, 증상

이 상 으로 하지 않은 환자들을 선호하여 진

행될 가능성이 크다. 그 기 때문에 설문조사에 응하

지 못할 체 상자들을 포함하여 연구하게 된다면 

화열증과 음허증의 NIHSS 수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에서 스스

로 표 하기 어려운 환자에게도 근할 수 있는 진단

의 기 들에 한 연구가 보강되어야 한다고 본다.
뇌 풍아형과 화열증, 음허증간의 련성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 다. 그러나 가장 많

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는 LAA와 SVO 만을 비교하면 

LAA에서 화열증이 72.2%, 음허증이 27.8%, SVO에

서 화열증이 67%, 음허증이 33%를 차지하여 

질환에서 화열증이, 소 질환에서 음허증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LAA는 Korea Stroke 
Registry(http://strokedb.or.kr)에서 2006년 4월 기 으

로 20,000명을 상으로 TOSAT 분류를 한 결과 

LAA가 36%로 비 이 가장 높았으며12), 다음으로 

SVO가 31%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과 차이가 있다. 
즉. LAA에 해당되는 환자들이 양방 병원으로 입원을 

더 많이 하고, 한방병원에는 게 입원을 하고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만약 체 풍 환자군을 상으

로 연구를 진행한다면 LAA에서 화열증이 우세하고, 
SVO에서 음허증이 우세한 결과가 통계 으로 의미

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한 이것은 연구 

상자가 좀 더 체를 변할 수 있는 연구 방법 상

의 보완이 필요한 이라고 본다.
과거력과 사회력에서 흡연, 음주, 결혼력에서 화열

증과 음허증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흡
연은 뇌 풍의 독립  험인자로서 기존 임13)

의 연

구에서 흡연과 음주가 화열, 습담증으로 구성된 실증 

군에서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 다. 뿐만 아니라 여
14)

의 연구에서 음주여부와 습담증의 상 계에 하

여 밝 놨는데 이러한 들은 음주와 흡연이 각각 화

열증을 유발할 수 있는 강력한 요인으로 생각된다. 한
의학 으로 肥甘厚味한 음식이 脾胃의 기능을 무력하

게 하여 병리  산물로 습담을 만들고, 울결된 담이 

열로 轉化하여 를 막으면 氣機가 亂하고 升降

이 失調되며, 기 운행에 향을 미쳐 淸氣가 상승하

지 못하고 濁氣가 하강하지 못하므로 淸竅가 막  

풍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을 갖는다
15). 

결혼, 동거 인 상자들에서 화열증이, 사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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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들에서 음허증이 각각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찰되었다. 이것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허증이 많아지

며, 사별과 연령이 상 계를 가지므로 련성을 가

질 것으로 생각된다. 한 송16)의 연구에서 이혼과 사

별이 노년기 정신 상태에 한 향을 미치고, 남녀

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을 미루어 단순한 연령의 증

가뿐 아니라 결혼의 상태 자체가 변증에 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에 한 사회학 인 연구

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상체질별

17) 화열증과 음허증의 통계 으로 유의

한 차이는 없으나 소음인에 있어서 화열증이 27명 

(56.3%), 음허증이 24명 (43.7%)로 다른 체질군에 비

하여 음허증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임
13)의 연구에서 사상체질  허증군에서 소음인이, 

실증군에서 태음인, 소양인이 유의하게 많은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들은 향후 체질

별 변증  치료에 있어 표 화를 한 참고 지침에 

고려할 수 있는 것들이며, 좀 더 많은 수의 상자가 

있다면 통계 으로 유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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