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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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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Pattern identification instrument and biomarkers in polycystic ovary syndrome patients.

Methods: Pattern identification instrument questionnaire, Sasang constitutional
test, body composition test, pulse analyzing test, laboratory test were performed
and the results were analyzed. Correlation analysis was performed between pattern
identification and laboratory test results.

Results: Testosterone, SHBG, 17α-OH-progesterone, AMH were highest in the
Kidney-Yang Deficiency (腎陽虛) group. LH, FSH, LH/FSH ratio were the highest
in the Endogenous Heat due to Yin Deficiency (陰虛內熱) group. DHEA-S was the
highest in the Dampness-Heat in Liver Meridian (肝經濕熱) group. E2, Prolactin,
Cholesterol, Triglyceride, HDL-Cholesterol, LDL-Cholesterol, Glucose (FBS), Insulin,
HOMA-IR ratio, HbA1c were the highest in the Phlegm-Dampness (痰濕) group.

Conclusions: In this study, we obtained basic data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pattern identification instrument and biomarkers in polycystic ovary syndrome
patients. If further studies are performed, we expect to be able to obtain clues to
study the mechanism of polycystic ovary synd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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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다낭성난소증후군은 고안드로겐증과 만

성 무배란을 주된 특징으로 하는 내분비

질환 중 하나로 여성 불임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1). 1990년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NIH) 진단기준이 정의된 이래, 2003

년 Rotterdam criteria, 2006년 Androgen

Excess Society(AES) criteria, 2007년 Androgen

Excess and PCOS(AE-PCOS) 등 다양한

진단 기준이 발표되었고 이에 대한 논의

가 지속되고 있다2).

다낭성난소증후군의 진단 기준과 임상

양상은 매우 다양하나, 공통적으로는 희

발배란 또는 무배란, 임상적, 생화학적 안

드로겐혈증, 다낭성 난소의 소견을 포함

하고 있다. 성선자극호르몬 분비 양상의

변화, 인슐린 저항성 및 내당능장애, 이

상지질혈증, 비만, 대사증후군 등은 진단

기준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다낭성난소증

후군에 동반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변화

들은 건강의 위험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

다1).

앞선 연구들에서 다낭성난소증후군의

주요 임상증상 조합에 따라, 또는 인종

별 유전적인 특성에 따라 여러 표현형

(phenotype)이 있으며, 이러한 표현형에

따라 다양한 병태가 존재하는 것이 밝혀

진 바 있다3,4). 같은 다낭성난소증후군 내

에서도 개별적인 특성을 중시한 치료가

필요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접근은 질환

의 원인과 환자의 개별적인 특성을 중시

하는 한의학의 변증체계와 연관성이 있

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의학에서는

다낭성난소증후군을 증상에 따라 經閉, 月

經不調, 無子, 肥, 不姙, 多毛 등의 범주

로 보고 있으며5), 痰濕, 瘀血, 肝氣鬱結,

子宮寒, 肝經濕熱의 實證, 腎陽虛, 脾氣

虛, 脾陽虛, 血虛, 腎陰虛 등의 虛證으로

변증 진단하고 있다6).

본 연구진은 선행연구를 통하여 다낭

성난소증후군의 변증유형을 판별할 수

있는 객관적 평가도구인 ≪다낭성난소증

후군 변증도구≫를 개발하였다7). 이번 연

구에서는 ≪다낭성난소증후군 변증도구≫

와 생체 지표와의 상관성을 알아보고자

하는 임상연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보

고하는 바이다.

Ⅱ.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다낭성난소증후군을 진단받은만 20세~40세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다낭성난소증후

군의 진단은 Rotterdam(2003) 진단기준에

따라 ㉠ 희발배란증 또는 무배란, ㉡ 임상

적 또는 생화학적 고안드로겐혈증, ㉢ 다

낭성난소의 초음파 소견 3가지 중 2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로 정하였다. 정규

성 검정(Z분포)을 사용할 수 있고, 표본

추출 시 대표성을 확보하는 유효표본수는

30명이었으며, 여기에 예상 탈락률 10%

를 고려하여 총 34명이 목표 피험자수로

산출되었다.

2.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탐색적, 단일군, 단면적, 관

찰연구이다.

2) 선정 제외기준의 판정

(1) 선정기준

① 만 20세~40세의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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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최근 6개월 이내에 ㉠ 희발배란증

또는 무배란 ㉡ 임상적 또는 생화학적

고안드로겐혈증 ㉢ 다낭성 난소의 초음

파 소견 3가지 중 2가지 이상을 만족하

여 산부인과 전문의로부터 다낭성 난소

증후군 진단을 받은 자

(2) 제외기준

① 쿠싱증후군, 선천성 부신 비대증,

호르몬 분비 종양 환자

② 6개월 이내에 임신, 수유했던 자

③ 연구 참여에 동의를 거부한 자

④ 검사 결과를 비롯한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연구담당자가 임상연구 참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

3) 연구 일정

본 연구는 선정방문을 포함하여 총 3

회의 방문이 이루어졌다(Fig. 1).

(1) 선정방문

본 임상연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

고 자발적 의사에 따라 동의서에 서명한

연구대상자는 스크리닝 번호를 부여받는

다. 인구학적 정보 및 병력 조사, 병용약

물 확인, 선정/제외기준 확인을 거쳐 임

상연구 적합성 여부를 판단한다. 연구담

당자는 선정 방문 7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임상연구 적합성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2) 방문 1

선정방문을 거쳐 임상연구에 적합하다

고 판단된 연구대상자는 본 임상연구에

등록된다. 연구담당자는 연구대상자에게

≪다낭성난소증후군 변증도구≫설문지를

제공하여 작성하고, 신체검진, 임상병리

검사, 사상체질검사를 시행한다. 이상반

응 및 병용약물을 확인한 후 다음 방문

일정을 안내한다.

(3) 방문 2

방문 2는 방문 1 이후 7일차(±3일)에 이

루어진다. 연구대상자는 ≪다낭성난소증

후군 변증도구≫설문지를 작성한다. 연

구담당자는 변증 설문지 없이 망문문절

(望聞問切)을 통해 변증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이상반응, 병용약물 여부를 확

인하여 기록하고 시험 종료를 안내한다.

(4) 추가방문

추가방문은 예정된 방문 외에 대상자

요청 또는 시험자의 판단에 의해 필요할

때 이루어지며, 해당사항은 관련양식에 기

록한다.

4) 병용약물

다낭성난소증후군 치료 목적으로 투여

되거나 증상 개선에 관여하여 임상시험

의 결과해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

되는 약물이라도 시험참여 전 2주 이상

복용하여 안정된 상태이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기

존의 복용법 그대로 연구 참여 종료까지

유지한다. 임상연구기간 중의 부신피질

호르몬제제, 여성호르몬제제, 당뇨약 등

검사결과에 영향을 주는 약물은 기존 복

용량 변경 및 새로운 투여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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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dule of clinical trials.
* Physical examination includes : vital signs, body composition test, pulse analyzing test
†Laboratory test includes : LH, FSH, E2, Testosterone, SHBG, AMH, 17α-OH-progesterone,
Prolactin, TSH, DHEA-S, Lipid profile (TC, TG, HDL, LDL), Glucose (FBS), HOMA-IR,
Insulin, HbA1c

5) 승인사항

본 임상연구는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

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았다(승인번호:

DJDSKH-16-BM-17).

3. 평가변수

1) ≪다낭성난소증후군 변증도구≫ 설문지

다낭성난소증후군 변증진단을 위해 개

발된 평가도구로 총 61개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44개 문항은 환자가 직접 기록

하는 방식이며, 맥진, 설진, 비만도 평가

등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17개 문항은

의사가 기록하는 방식이다. 3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며, 각 임상 지표의 가중

치를 감안하여 腎陽虛, 陰虛內熱, 肝經濕

熱, 氣滯血瘀, 痰濕의 5개 변증의 점수가

각각 계산된다. 변증별로 최대 100점 만

점을 기준으로 하며, 다섯 변증 중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오는 변증을 대표변증으

로 선택한다.

2) 사상체질검사

단축형 사상체질 설문지(KS-15)를 사

용하여 평가한다. KS-15는 체형요소 1개,

성격요소 6개, 증상요소 8개, 총 15개 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상에서 간편

하게 활용 가능한 사상체질 진단도구이

다8). 가중치에 따라 계산되어 나오는 점수

중 가장 높은 것을 대표체질로 선택한다.

태양을 제외한 소양, 소음, 태음 3가지 체

질로 구성되어 있다.

3) 체성분검사

체성분검사는 신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성분과 그 비율을 정량적으로 측정

하고 산출하는 검사로, 생체 임피던스(저

항값)을 이용한 체성분분석기 Inbody 750

(Biospace, 한국)을 이용하였다. 신장, 체

중, BMI(Body Mass Index), 체지방률,

세포외수분비, 복부지방률, 기초대사율,

허리둘레를 측정하였다.

4) 맥진기 검사

한의학의 진단방법인 맥진을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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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개발된 기기인

맥진기를 사용하여 검사를 시행하였다.

맥진기 DMP-1000(대요메디, 한국)을 이

용하여 안정된 상태에서 약 3분간 측정

한다. 박동수, 세기, 깊이, R-AI(Radial

Augmentation Index), MBP(Mean Blood

Pressure), ESV(Estimated Stroke Volume),

ECO(Estimated Cardiac Output), ECRI

(Estimated Circulation Resistance Index)

등의 항목이 측정된다.

5) 임상병리검사

다낭성난소증후군 환자의 고안드로겐

혈증, 갑상선, 유즙분비 호르몬 및 부신

이상의 평가, 지방 및 당대사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항목들을 측정하였다. 평가

항목은 LH(Luteinizing hormone), FSH

(Follicle stimulating hormone), E2(Estradiol),

Testosterone, SHBG(Sex hormone binding

globulin), AMH(Anti-müllerian Hormone),

17α-OH-progesterone, Prolactin, TSH

(Thyroid Stimulating Hormone), DHEA-S

(Dehydroepiandrosterone Sulfate),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HDL-Cholesterol,

LDL-Cholesterol, Glucose(FBS), HOMA-IR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of insulin

resistance), Insulin, HbA1c이다.

4. 통계분석

연속형 변수는 Median(Q1, Q3)으로,

범주형 변수는 N(%)으로 기술하였다. 연

속형 변수는 분석 데이터가 적은 관계로

Mean(SD) 대신 중앙값인 Median(Q1, Q3)

을 사용하였다. 변증점수와 임상병리검사

간의 상관성 평가는 방문 1에 측정한 ≪다

낭성 난소증후군 변증도구≫ 점수를 이용

하여피어슨상관계수분석(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alysis)을 수행하였다. 변증의

임상지표에 대한 test-retest에 대한 상관

분석은 스피어만 상관계수분석(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 analysis) 수행하였

다. 사상체질검사와 변증 간의 연관성은

Fisher의 정확 검정(Fisher’s exact test)을

시행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분석은 SAS

(SAS 9.4 for windows, SAS Inc., Cary,

NC, USA)을 활용했으며, 모든 통계적인

유의성은 유의수준 5%로 판단하였다.

Ⅲ. 결 과

1. 연구 대상자들의 질환관련 특성

목표한 연구 대상자 34명 중 총 19명이

본 임상연구에 등록하여 연구를 완수하

였다. 평균 연령은 26세였으며, 초경 나이

는 평균 13세였다. 월경주기는 평균 26.88일

로 21일 미만 빈발월경이 1명, 21일 이상

40일 미만인 정상 주기가 5명, 40일 이상

희발월경이 13명이었다. BMI는 평균 20.2

kg/m2으로, 18.5 kg/m2 이하 저체중은 4명,

18.5~22.9 kg/m2 정상체중은 11명, 23~24.9

kg/m2 과체중은 1명, 25 kg/m2 이상 비만

은 3명이었다(Table 1).

Median (Q1, Q3)

Age (yrs) 26 (23, 28)

Menstrual period (days) 26.88 (60, 31)

Age of menarche (yrs) 13 (12, 14)

BMI (kg/m2) 20.2 (19.4, 22.6)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9)

2. 변증군에 따른 변증점수의 평균값

대표 변증은 ≪다낭성난소증후군 변증

도구≫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온 것으로

정하고, 동일한 대표 변증을 가진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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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대표 변증군이라 정하였다. 연구 대

상자 총 19명 중 腎陽虛 군 6명, 陰虛內熱

군 2명, 肝經濕熱 군 6명, 氣滯血瘀 군 3명,

痰濕 군이 2명이었다.

腎陽虛 군 6명은 腎陽虛 점수가 36.52

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痰濕 점수가 21.54

점으로 가장 낮았다. 陰虛內熱 군 2명은

陰虛內熱 점수가 38.42점으로 가장 높았

으며, 痰濕 점수가 33.52점으로 가장 낮았

다. 肝經濕熱 군 6명은 肝經濕熱 점수가

26.37점으로 가장 높았고, 痰濕 점수가

10.62점으로 가장 낮았다. 氣滯血瘀 군 3

명의 평균값을 계산해보았을 때, 肝經濕

熱의 점수가 31.76점으로 가장 높았고,

痰濕 점수가 19.72점으로 가장 낮았다.

痰濕 군 2명은 痰濕 점수가 48.05점으로

가장 높았고 陰虛內熱 점수가 33.03점으

로 가장 낮았다(Table 2).

Groups diagnosed by pattern identification instrument questionnaire

Kidney-Yang
deficiency
(腎陽虛)
(n=6)

Endogenous
heat due to
Yin deficiency
(陰虛內熱)
(n=2)

Dampness-
heat in liver
meridian

(肝經濕熱)
(n=6)

Stagnation of
Qi and stasis

of blood
(氣滯血瘀)
(n=3)

Phlegm-
dampness
(痰濕)
(n=2)

Median (Q1, Q3)

Scores of
Pattern

Identification

Kidney-Yang
deficiency
(腎陽虛)

36.52
(29.36, 41.93)

34.72
(23.57, 45.87)

19.84
(12.16, 27.85)

23.75
(13.84, 26.15)

43.64
(41.44, 45.84)

Endogenous
heat due to

Yin deficiency
(陰虛內熱)

27.39
(23.78, 33.39)

38.42
(33.2, 43.64)

19.47
(9.96, 31.42)

25.14
(19.54, 25.85)

33.03
(26.89, 39.17)

Dampness-
heat in liver
meridian

(肝經濕熱)

27.7
(25.87, 30.41)

37.58
(33.18, 41.99)

26.37
(22.5, 36.04)

31.76
(18.35, 32.82)

43.42
(41.96, 44.89)

Stagnation of
Qi and stasis

of blood
(氣滯血瘀)

26.23
(24.12, 34.03)

36.96
(29.67, 44.25)

20.35
(9.67, 28)

24.92
(21.06, 34.74)

36.51
(33.56, 39.47)

Phlegm-
dampness
(痰濕)

21.54
(19.99, 31.37)

33.52
(30.28, 36.77)

10.62
(8.43, 35.14)

19.72
(10, 21.75)

48.05
(45.3, 50.8)

Table 2. Average Score of Pattern Identification Instrument Questionnaire of PCOS
by Groups

3. 변증군에 따른 사상체질 분포

연구 대상자 19명 중 소양인 7명, 소음

인 3명, 태음인 9명으로 3개 체질 중 태음

인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대표 변

증군 별로는 腎陽虛 군 6명 중 5명이 태

음인, 1명이 소양인이었다. 陰虛內熱 군

은 소양인 1명, 태음인 1명이었다. 肝經

濕熱 군 7명 중 소양인 3명, 소음인 2명,

태음 2명씩 분포하였다. 氣滯血瘀 군 3명

중 태음인에 2명, 소음인에 1명이 분포

하였다. 痰濕 군 2명은 모두 소양인에 해

당하였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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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ney-Yang
deficiency
(腎陽虛)

Endogenous
heat due to
Yin deficiency
(陰虛內熱)

Dampness-
heat in liver
meridian

(肝經濕熱)

Stagnation of
Qi and stasis
of blood

(氣滯血瘀)

Phlegm-
dampness
(痰濕)

Total

Soyangin 1 (16.67) 1 (50.00) 3 (50.00) 0 (0) 2 (100) 7 (36.84)

Soeumin 0 (0) 0 (0) 2 (33.33) 1 (33.33) 0 (0) 3 (15.79)

Taeeumin 5 (83.33) 1 (50.00) 2 (66.67) 2 (66.67) 0 (0) 9 (47.37)

p-value 0.1233*
* : Fisher’s exact test

Table 3. Distribution of Sasang Constitution by Groups

4. 변증군에 따른 체성분검사 결과

肝經濕熱 군에서는 기초대사율이 1324.5

kcal로 다섯 군 중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

氣滯血瘀 군에서는 세포외수분비가 0.3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痰濕 군에서

BMI 26 kg/m2, 체지방률 32.35%, 복부

지방률 0.88, 허리둘레 87.45 cm로 대표

변증 다섯 군 중 가장 높은 측정값을 보

였다(Table 4).

Kidney-Yang
deficiency
(腎陽虛)
(n=6)

Endogenous
heat due to

Yin deficiency
(陰虛內熱)

(n=2)

Dampness-
heat in liver
meridian

(肝經濕熱)
(n=6)

Stagnation of
Qi and stasis

of blood
(氣滯血瘀)

(n=3)

Phlegm-
dampness
(痰濕)
(n=2)

Median (Q1, Q3)

BMI*
(kg/m2)

20.1
(19.5, 22.6)

19.75
(17.7, 21.8)

21.3
(19.4, 29)

19.7
(19.5, 21)

26
(18, 34)

Percent
body fat (%)

31.85
(25.8, 35.3)

27.8
(20.3, 35.3)

26.85
(21.6, 37.1)

30
(29.1, 33.2)

32.35
(18, 46.7)

ECW ratio†
0.38

(0.37, 0.39)
0.38

(0.37, 0.38)
0.38

(0.38, 0.39)
0.39

(0.38, 0.39)
0.38

(0.38, 0.38)

WHR‡
0.84

(0.82, 0.86)
0.83

(0.82, 0.83)
0.88

(0.83, 0.97)
0.8

(0.78, 0.83)
0.88

(0.77, 0.99)

AC§ (cm)
73.85

(67.7, 75.4)
72.1

(69, 75.2)
75.25

(68.3, 103.1)
68.3

(66, 72.5)
87.45

(65.3, 109.6)

Basal metabolic
rate (kcal)

1134.5
(1120, 1272)

1162.5
(1127, 1198)

1324.5
(1231, 1461)

1086
(1049, 1206)

1281.5
(1144, 1419)

* BMI : BODY INDEX MASS, †ECW Ratio : extracellular water ratio, ‡WHR :
waist-hip ratio, § AC : abdominal circumference

Table 4. Results of Body Composition Test by Groups

5. 변증군에 따른 맥진검사 결과

腎陽虛 군에서 맥의 세기 110점, 깊이

70점, 혈관건강도(R-AI) 79%로 다섯 군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저항지수(ECRI)와 평균 혈압(MBP)은

1987 dyne*sec*m
2/cm5, 88 mmHg로 가장

낮았다. 陰虛內熱 군에서는 맥의 세기가

75점, 분당 심박출량(ECO) 5.5 ℓ/min으

로 가장 낮은 측정값을 보였다. 肝經濕熱

군에서는 저항지수(ECRI)와 평균 혈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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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P)이 각각 2223.5 dyne*sec*m
2/cm5,

102 mmHg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 痰

濕 군에서는 심박동수 86.5회, 분당 심박

출량(ECO) 5.8 ℓ/min로 다섯 군 중에서

가장 높았던 반면, 혈관 건강도(R-AI)는

71.5%로 가장 낮은 편이었다(Table 5).

Kidney-Yang
deficiency
(腎陽虛)
(n=6)

Endogenous
heat due to

Yin deficiency
(陰虛內熱)
(n=2)

Dampness-
heat in liver
meridian

(肝經濕熱)
(n=6)

Stagnation of
Qi and stasis

of blood
(氣滯血瘀)
(n=3)

Phlegm-
dampness
(痰濕)
(n=2)

Median (Q1, Q3)

HR* (beats/min) 79 (66, 90) 80 (78, 82) 78 (63, 86) 69 (66, 69) 86.5 (85, 88)

Strength (point) 110 (100, 120) 75 (70, 80) 100 (100, 140) 110 (100, 110) 100 (90, 110)

Depth (point) 70 (60, 70) 70 (50, 90) 50 (50, 60) 50 (50, 80) 65 (60, 70)

R-AI† (%) 79 (66, 87) 76.5 (62, 91) 72.5 (61, 82) 75 (63, 80) 71.5 (68, 75)

ESV‡ (ml/beat) 77 (61, 84) 69 (67, 71) 75.5 (65, 91) 79 (78, 79) 67.5 (58, 77)

ECO§ (ℓ/min) 5.5 (5.3, 5.7) 5.5 (5.5, 5.5) 5.75 (5.4, 6.3) 5.5 (5.1, 5.5) 5.8 (5.1, 6.5)

ECRI∥

(dyne*sec*m
2
*cm

5)
1987

(1948, 2051)
1992.5

(1964, 2021)
2223.5

(2162, 2455)
2210

(2116, 2324)
2113

(1883, 2343)

MBP¶ (mmHg) 88 (86, 90) 91 (89, 93) 102 (92, 104) 93 (93, 100) 91.5 (86, 97)

* HR : heart rate, †R-AI : radial augmentation index, ‡ESV : estimated stroke volume, § ECO :
estimated cardiac output, ∥ECRI : estimated circulation resistance index, ¶ MBP : mean
blood pressure

Table 5. Results of Pulse Analyzing Test by Groups

6. 임상병리검사 결과

1) 대상자들의 임상병리검사 결과

LH의 상승과더불어 LH/FSH 비가 2.69:1

로 상승된 소견을 보였으며, E2는 평균

57.6 pg/ml로 측정되었다. Testosterone과

DHEA-S, SHBG, 17α-OH-progesterone

는 모두 정상 범위에 해당하였다. AMH 농

도는 10.97 ng/ml로 상승되어 있었다. TSH,

Prolactin은 모든 군에서 정상 범위에 해

당하였다. 혈청지질 수치인 Cholesterol,

Triglyceride, HDL-Cholesterol, LDL-Cholesterol

과당대사관련수치인Glucose(FBS), Insulin,

HOMA-IR, HbA1c는 모두 정상범위에

해당하였다(Table 6).

Median (Q1, Q3)

LH (mIU/ml) 12.92 (7.98, 20.1)

FSH (mIU/ml) 5.74 (4.38, 6.79)

LH/FSH ratio 2.69 (1.56, 3.43)

E2 (pg/ml) 57.6 (37.8, 100.1)

Testosterone (ng/ml) 0.4 (0.32, 0.5)

SHBG (nmol/ℓ) 68.85 (52.69, 99.9)

17α-OH-progesterone
(ng/ml)

1.5 (1.06, 1.92)

AMH (ng/ml) 10.97 (7.27, 14.86)

Prolactin (ng/ml) 14.45 (11.93, 18.43)

TSH (uIU/ml) 1.51 (1.13, 2.36)

DHEA-S (ug/dl) 239.2 (155.3, 326.9)

Cholesterol (mg/dl) 195 (160, 227)

Triglyceride (mg/dl) 93 (71, 117)

HDL-Cholesterol (mg/dl) 57.9 (54.7, 72.9)

LDL-Cholesterol (mg/dl) 109 (84, 133)

Glucose (FBS) (mg/dl) 96 (85, 98)

Insulin (uU/ml) 7.9 (4.1, 10.4)

HOMA-IR ratio 1.83 (0.94, 2.47)

HbA1c (%) 5.25 (5.05, 5.5)

Table 6. Results of Laboratory Test
(N=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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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증군에 따른 임상병리검사 결과

腎陽虛군에서는 혈중 Testosterone, SHBG,

17α-OH-progesterone, AMH가 다른 군에

비해 높았으며, TSH는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陰虛內熱 군에서는 LH, FSH, LH/FSH

비, TSH가 높게 측정되었으며, Testosterone,

Triglyceride, Glucose(FBS)는 가장 낮은 편

이었다. 肝經濕熱 군에서는 DHEA-S가 다

른 군에 비해 높은 측정값을 보였다. 痰濕

군에서는 E2와 Prolactin, 모든 혈청지질 수

치(Cholesterol, Triglyceride, HDL-Cholesterol,

LDL-Cholesterol)와 당 관련 수치(Glucose

(FBS), Insulin, HOMA-IR ratio, HbA1c)가

다른 군에비해높은 경향을 보였다(Table 7).

Kidney-Yang
deficiency
(腎陽虛)
(n=6)

Endogenous
heat due to

Yin deficiency
(陰虛內熱)
(n=2)

Dampness-
heat in liver
meridian

(肝經濕熱)
(n=6)

Stagnation of
Qi and stasis

of blood
(氣滯血瘀)
(n=3)

Phlegm-
dampness
(痰濕)
(n=2)

Median (Q1, Q3)

LH (mIU/ml)
15.18

(8.1, 18.81)
22.6

(20.1, 25.1)
10.24

(7.98, 12.59)
17.2

(2.91, 21.09)
12.71

(6.07, 19.34)

FSH (mIU/ml) 5.99 (4.38, 7.18) 6.76 (6.34, 7.17) 4.46 (2.32, 5.24) 5.84 (4.54, 6.39) 5.75 (5.74, 5.76)

LH/FSH ratio 1.82 (1.56, 2.85) 3.34 (3.17, 3.5) 2.97 (2.47, 3.43) 2.69 (0.64, 3.61) 2.21 (1.05, 3.37)

E2 (pg/ml)
40.5

(35.1, 45.2)
54.05

(46.1, 62)
89.65

(56.3, 132.5)
37.8

(23.4, 71.4)
147.5

(100.1, 194.9)

Testosterone (ng/ml) 0.45 (0.33, 0.5) 0.31 (0.26, 0.36) 0.41 (0.37, 0.67) 0.4 (0.32, 0.53) 0.39 (0.28, 0.49)

SHBG (nmol/ℓ)
142.5

(69.69, 186.6)
63.36

(58.7, 68.01)
45.84

(18.74, 66.93)
71.74

(52.69, 91.09)
130.19

(81.17, 179.2)

17α-OH-progesterone
(ng/ml)

1.6 (1.06, 1.7) 1.41 (1.32, 1.5) 1.49 (1.16, 2.04) 1.06 (0.92, 1.92) 1.39 (0.71, 2.06)

AMH (pmol/ℓ)
13.91

(6.53, 20.01)
11.43

(10.79, 12.06)
11.11

(8.72, 11.84)
9.79

(9.69, 17.94)
6.36

(6.18, 6.53)

Prolactin (ng/ml)
14.83

(12.5, 24.73)
12.94

(10.37, 15.5)
12.07

(8.69, 18.43)
12.77

(11.93, 16.9)
19

(15.81, 22.19)

TSH (uIU/ml) 1.25 (0.94, 1.38) 2.43 (1.68, 3.17) 1.34 (0.98, 2.36) 1.9 (1.51, 3.81) 1.69 (1.37, 2.01)

DHEA-S (ug/dl)
276.05

(153.8, 326.9)
196.95

(194.9, 199)
278.7

(184.7, 353.8)
239.2

(190.8, 466.4)
148.3

(141.3, 155.3)

Cholesterol (mg/dl) 222.5 (197, 227) 177.5 (160, 195) 172 (151, 214) 152 (139, 235) 245.5 (171, 320)

Triglyceride (mg/dl) 82 (68, 116) 63.5 (40, 87) 97 (93, 117) 92 (80, 131) 114 (57, 171)

HDL-Cholesterol
(mg/dl)

81.35 (69.2, 104) 59.7 (55.1, 64.3) 54.85 (42.6, 56.7) 57.9 (50.4, 58.1) 87.7 (52, 123.4)

LDL-Cholesterol (mg/dl) 118.5 (103, 133) 101 (78, 124) 106.5 (84, 124) 79 (78, 157) 131.5 (101, 162)

Glucose (FBS) (mg/dl) 95 (85, 100) 86 (78, 94) 94 (90, 110) 96 (85, 96) 97 (96, 98)

Insulin (uU/ml) 5.2 (3.6, 9.3) 11.7 (3.9, 19.5) 10.05 (7.9, 13.2) 6.1 (4.1, 8.7) 12.65 (6.7, 18.6)

HOMA-IR ratio 1.25 (0.72, 2.18) 2.34 (0.91, 3.76) 2.34 (2.15, 3.78) 1.45 (0.94, 1.83) 3.02 (1.62, 4.41)

HbA1c (%) 5 (4.9, 5.3) 5.1 (5.1, 5.1) 5.2 (5.2, 5.9) 5.3 (4.9, 5.3) 5.55 (5.5, 5.6)

Table 7. Results of Laboratory Test by Groups

3) 변증점수와 임상병리검사의 상관분석

변증점수와 임상병리검사간의 상관성을

비교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시행

하였다. 腎陽虛와 TSH 간에 유의한 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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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가 나타났다(r=-0.63461, p<0.05).

또한 陰虛內熱과 Triglyceride 간에 유의

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0.48429,

p<0.05)(Table 8).

Kidney-Yang
deficiency
(腎陽虛)

Endogenous
heat due to
Yin deficiency
(陰虛內熱)

Dampness-
heat in liver
meridian

(肝經濕熱)

Stagnation of
Qi and stasis

of blood
(氣滯血瘀)

Phlegm-
dampness
(痰濕)

Pearson correlation p-value

LH
-0.01605 0.16025 -0.1214 0.06326 -0.00786
0.9480 0.5122 0.6205 0.7970 0.9745

FSH
0.09979 0.08385 -0.22748 -0.03177 0.14517
0.6844 0.7329 0.3490 0.8973 0.5532

LH/FSH ratio
-0.16457 0.04914 -0.01686 0.03864 -0.2028
0.5008 0.8416 0.9454 0.8752 0.4050

E2
0.05956 0.0585 0.30919 0.29738 0.25523
0.8144 0.8177 0.2118 0.2307 0.3067

Testosterone
0.09764 -0.05049 -0.09444 -0.06014 0.03166
0.6909 0.8374 0.7005 0.8068 0.8976

SHBG
0.38004 0.12754 0.00084 0.21097 0.24292
0.1198 0.614 0.9974 0.4007 0.3314

AMH
-0.09664 -0.04412 -0.12472 -0.16575 -0.16511
0.6939 0.8577 0.6109 0.4977 0.4993

17α-OH-progesterone
-0.02513 -0.04352 -0.20677 -0.03388 -0.28906
0.9187 0.8596 0.3957 0.8905 0.2300

prolactin
0.27768 -0.07775 -0.06968 0.02565 -0.07069
0.2497 0.7517 0.7768 0.9170 0.7737

TSH
-0.63461 -0.43934 -0.42386 -0.4183 -0.33277
0.0035* 0.0598 0.0705 0.0747 0.1639

DHEA-S
-0.20391 -0.24245 -0.41146 -0.28458 -0.34406
0.4024 0.3173 0.0801 0.2377 0.1492

Cholesterol
-0.07034 -0.26389 -0.30616 -0.17141 -0.08319
0.7748 0.275 0.2024 0.4829 0.7349

Triglyceride
-0.29336 -0.48429 -0.03112 -0.30762 -0.04262
0.2229 0.0356* 0.8994 0.2001 0.8624

HDL-Cholesterol
0.3439 0.15257 0.02624 0.21058 0.14998
0.1494 0.5329 0.9151 0.3869 0.5400

LDL-Cholesterol
-0.27604 -0.42718 -0.44595 -0.33861 -0.19605
0.2527 0.0681 0.0557 0.1562 0.4212

Glucose (FBS)
-0.30527 -0.29311 -0.06538 -0.17392 0.09432
0.2038 0.2233 0.7903 0.4764 0.7009

Insulin
0.06312 0.14281 0.35181 0.0732 0.27794
0.7974 0.5597 0.1396 0.7658 0.2493

HOMA-IR ratio
-0.02070 0.02384 0.30232 -0.00386 0.25312
0.9330 0.9228 0.2084 0.9875 0.2958

HbA1c
-0.37036 -0.33112 -0.13597 -0.24492 -0.18346
0.1579 0.2103 0.6156 0.3606 0.4964

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 analysis was performed, *p<0.05

Table 8. Correlation Analysis of Pattern Identification and Laborator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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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s 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s p-value

a1 0.71226 0.0006

a2 0.86015 <.0001

a3 0.66021 0.0021

a4 0.91007 <.0001

a5 0.86527 <.0001

a6 0.86251 <.0001

a7 0.78407 <.0001

a8 0.70045 0.0008

a9 0.92504 <.0001

a10 0.80032 <.0001

a11 0.71348 0.0006

a12 0.65766 0.0022

a13 0.87129 <.0001

a14 0.71113 0.0006

a15 0.88204 <.0001

a16 0.91052 <.0001

a17 0.75850 0.0002

a18 0.67780 0.0014

a19 0.82435 <.0001

a20 0.92006 <.0001

a21 0.87256 <.0001

a22 0.71875 0.0005

a23 0.48448 0.0355

a24 0.73109 0.0004

a25* - -

a26 0.80451 <.0001

a27 0.98062 <.0001

a28 0.73172 0.0004

a29 0.68389 0.0012

a30 0.95714 <.0001

a31 0.73625 0.0003

a32 0.64782 0.0027

a33 0.66453 0.0019

Table 9. Test-retest of Pattern Identification Questionnaire of PCOS between Visit
1 and 2

7. 변증점수 일치도 평가

≪다낭성난소증후군 변증도구≫ 설문을

방문 1과 방문 2에 동일하게 각 1회씩, 총

2회 시행하였다. 검사-재검사법(Test-retest)

방식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Spearman

순위 상관계수는 대부분의 문항에서 양의

상관계수를 보이며(a56 제외)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고, a36(아랫배를 눌렀을 때

통증이 있다), a49(혀의 질이 담담하다),

a53(혀의 태가 적다), a56(혀에 어반이 있

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특히,

a56은 음의 상관계수를 보였다(Tabl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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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4 0.89648 <.0001

a35 0.75169 0.0002

a36 0.32740 0.17120

a37 0.66595 0.0019

a38 0.79575 <.0001

a39 0.90183 <.0001

a40 1.00000 <.0001

a41 0.46026 0.0474

a42 0.88931 <.0001

a43 0.63564 0.0034

a44 0.75233 0.0002

a45 1.00000 <.0001

a46 1.00000 <.0001

a47 1.00000 <.0001

a48 1.00000 <.0001

a49 0.31688 0.1862

a50 0.56506 0.0117

a51 1.00000 <.0001

a52 0.55115 0.0144

a53 0.20505 0.3997

a54* - -

a55* - -

a56 -0.05556 0.8213

a57 0.76577 0.0001

a58 0.60625 0.0059

a59 0.79212 <.0001

a60 0.54971 0.0148

a61 1.00000 <.0001
* All of the answers were 0 point, cannot be calculated.

Ⅳ. 고 찰

본 연구에서는 다낭성난소증후군 환자

들을 대상으로 ≪다낭성난소증후군 변증

도구≫와 생체지표 간의 상관성을 파악

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사상체질, 체성분

검사, 맥진검사, 임상병리검사를 시행하

였다. 목표한 피험자 34명 중 총 19명이

본 임상연구를 완수하여 그 결과를 분석

하였다.

≪다낭성난소증후군 변증도구≫에서 가

장 높은 점수가 나온 것을 대표 변증으로

정하고 대표 변증군으로 분류하였을 때,

전체 피험자 19명 중 腎陽虛, 肝經濕熱이

각 6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氣滯

血瘀 3명, 陰虛內熱과 痰濕은 각 2명이었

다. 변증 점수의 평균은 대부분의 군에서

각자의 대표 변증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

았다. 그러나 氣滯血瘀 군에서는 肝經濕

熱, 陰虛內熱의 평균 점수가 氣滯血瘀의

평균 점수보다 높게 나왔다. 이는 氣滯血

瘀 변증이 상대적으로 다른 변증에 비해

대표 지표가 수가 부족하였거나, 다른 변

증과 겹쳐지는 항목이 있어 대표 변증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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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낮게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Table 2).

다낭성난소증후군의 병기는 痰濕과 신

허가 기본이 되며, 虛實이 挾雜된 것으

로 알려져 있다5). 본 임상연구에서는 腎

陽虛 군은 6명이었고, 痰濕 군은 2명이

었다. 또한 BMI가 25 kg/m2 이상으로 비

만으로 진단되는 대상자는 3명(15.8%)이

었다. 기존에 143명의 다낭성난소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에서, BMI

25 이상인 대상자가 38명(26.6%)으로 보

고된 바 있는데9), 본 연구에서는 담습형의

비만한 환자가 비교적 적은 편으로 나타

났다.

사상체질 진단도구인 KS-15를 시행한

결과, 연구 대상자 19명 중 태음 9명, 소

양 7명, 소음 3명으로 3개 체질 중 태음

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이 등10)의

연구에서 월경주기이상을 호소하는 월경

장애 환자들의 체질 분포를 분석한 결과

전체 96명 중 태음이 34명, 소음 32명, 소

양 30명이 분포하였고 체질별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도 체질별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Table 4).

맥진기 검사 결과 腎陽虛 군에서 맥의

세기, 깊이, 혈관 건강도(R-AI)가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 반대로 저항값(ECRI)과 혈압

은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다. R-AI(Radial

Augmentation Index)는 혈관 벽의 순응성

을 반영하는 혈관 탄성계수로서, 일반적

으로 혈관 건강도로 표현된다. 보통 연령

이 높아질수록 높아진다고 보고되고 있으

며, 이외에도 혈관 근육의 탄성이 떨어지

는 경우, 수면부족, 정신적 스트레스, 동맥

경화 등의 문제가 있을 때 높아진다11). 腎

陽虛의 맥상은 ‘맥이 가라앉고 약하며 힘

이 없다(脈沈細 無力)’으로 표현되는데,

맥진기 검사 상에서는 다섯 변증 중 강

도가 세고 혈관의 경화도가 높아 반대되

는 면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혈관의 압

력과 순환 저항이 약하고, 얕은 맥의 양

상으로 표현되어 맥상에 부합되는 면도

있었다. 陰虛內熱 군에서는 맥의 세기와

분당 심박출량(ECO)이 다섯 군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특히

맥의 세기는 타 군들과 큰 차이로 낮았

다. 이는 陰虛內熱의 맥상인 ‘맥이 약하

고 빠르다(脈細數)’와 일정 부분 유사한

면을 보였다. 저항지수(ECRI)는 혈류량

과 혈압에 대한 체순환 저항지수를 의미

하며, 혈액 내 노폐물이나 경화로 순환 방

해요소의 증가하였거나 혈압이 높은 경

우에 높게 측정된다. 肝經濕熱 군에서는

腎陽虛 군과는 반대로 저항지수(ECRI)

및 평균 혈압(MBP)이 가장 높게 측정

되어, 肝經濕熱의 맥상인 ‘맥이 활시위를

당기는 듯하고 매끄럽다(脈弦滑)’와 그

양상이 유사하였다. 痰濕 군에서는 심박

동수와 분당 심박출량(ECO) 값이 가장

높았던 반면, 혈관 건강도(R-AI)는 낮아

혈관의 경화도가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痰濕의 맥상인 ‘맥이 매끄럽다(脈滑)’과

는 혈관의 경화도가 낮았던 부분에서 일

정부분 유사성이 있었으나, 맥의 빠르기

와 세기에 대한 부분은 일치하지는 않았

다(Table 5).

임상병리검사 결과, 대상자들은 LH/FSH

비가 2.69:1로 상승된 소견을 보였으며,

E2는 평균 57.6 pg/ml로 난포기 초기 수준

으로 측정되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LH

에 반해 FSH는 정상 혹은 낮은 수준의 농

도를 보여 LH/FSH 비가 2~3:1로 증가

하는 것과, 혈중 에스트론(E1)은 증가하

고 E2가 감소하는 다낭성난소증후군 여성

에서의 전형적인 호르몬 병태를 보였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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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월경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뇌하수체 호

르몬인 Prolactin은 모든 군에서 정상수치

에 해당하였다. Testosterone과 DHEA-S

의 남성호르몬은 모두 정상 범위에 해당

하였으며, SHBG 역시 표준치를 보여 본

연구의 다낭성난소증후군 여성들에서는

고안드로겐혈증이 두드러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혈청지질 수치인 Cholesterol,

Triglyceride, HDL-Cholesterol, LDL-Cholesterol

과당대사관련수치인Glucose(FBS), Insulin,

HOMA-IR, HbA1c는 모두 정상범위에

해당하였다. AMH 농도는 10.97 ng/ml였

으며, 최근 보고된 정상 월경주기를 가진

20~31세 한국여성들의 평균 AMH 농도

인 4.2 ng/ml에 비교하였을 때 2배 이상으

로 높은 소견을 보였다13). AMH의 농도는

정상월경주기를 가진 여성에 비해 다낭성

난소증후군 여성에서 2~3배가량 높은 경

향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으며, AMH 농

도의 상승으로(>5 ng/ml 혹은 >35 pmol/ℓ)

다낭성 난소를 판단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한 보고도 있다12). AMH는 원시난포의 과

립막세포에서 분비되는데, 다낭성난소증

후군 여성에서는 과 증식된 여러 소난포

들로부터 그 분비가 증가되었을 것으로 추

정되고 있다14)(Table 6).

腎陽虛 군에서는 Testosterone, SHBG,

17-a-OH-progesterone, AMH가 다른 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TSH 값은 다른 군

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陰虛內熱 군에서

는 LH, FSH, LH/FSH 비의 세 항목이

높았다. 肝經濕熱 군에서는 DHEA-S의

값이 높게 측정되었다. 痰濕 군에서는 혈

청지질 수치인 Cholesterol, Triglyceride,

HDL-Cholesterol, LDL-Cholesterol과 당

대사 관련 수치인 Glucose(FBS), Insulin,

HOMA-IR ratio, HbA1c가 다른 군에 비

해 높게 측정되었다. 痰濕 군에서 체성분

검사의 비만 관련 지표들이 높게 나온 것

과 유사하게, 비만 및 대사증후군과 관련

한 혈액학적 지표들 역시 담습 군에서 높

은 측정값을 보였다. 상관분석 상에서는

腎陽虛와 TSH(r=-0.63461, p<0.05), 陰虛

內熱과 Triglyceride(r=-0.48429, p<0.05)

사이에 유의한 음의 상관성을 보였다(Table 8).

≪다낭성난소증후군 변증도구≫의 신뢰

성을 평가하기 위해 방문 1과 방문 2에 각

각 동일한 설문을 시행하고, 검사-재검사

(Test-retest)를 시행하였다. 대상자가 설

문 문항을 기억했다가 동일하게 응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두 차례의 평가 사

이에 7일(±3)의 간격을 두었다. 2회에 걸

친 설문 점수에 대해 일치도를 분석한 결

과, Spearman 순위 상관계수는 대부분의

문항에서 양의 상관계수를 보이며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 9).

다낭성난소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변

증과 생체지표간의 상관성을 분석한 기존

연구에서, Yin 등15)은 腎虛에서 Testosterone

수치가 높게, E2, Progesterone은 매우 낮게

측정되었고, 肝經鬱火에서 E2, LH, LH/FSH

비, Prolactin이 높게 측정되었다고 발표

하였다. Li 등16)의 연구에서는 腎陰虛에서

Testosterone, 腎陽虛에서 LH, LH/FSH

비, 脾陽虛에서 Prolactin이, 肝經鬱火에서

는 Insulin이 높게 측정되었다. 위 연구

들은 腎虛證에서 남성호르몬에 해당하는

Testosterone과 17α-OH-progesterone이 높

았다는 점이 본 연구와 유사하였으나, 각

변증별 호르몬 치는 그 분포에 다소 차이

가 있었다. 한편, Fu 등17)의 연구에서는

脾陽虛에서 visfatin 농도가 높게 나타났

으며, 이는 Glucose(FBS), Homa-IR과 양

의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하여 변증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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슐린 저항성과의 관계를 발표하기도 하

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보완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

석을 시행하여 평가도구로서의 신뢰도, 타

당도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

다. 둘째, ≪다낭성난소증후군 변증도구≫

의 가중치는 타 항목들에 비해 설진, 맥

진 항목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가 매겨져

있어 설진, 맥진 결과가 변증 점수 결정

에 큰 영향을 미쳤다. 변증도구 설문 일

치도 평가시 대부분의 문항에서 유의한

값을 보였으나, 설진 문항에서 일치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이와 같은 방

식은 평가자에 따라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평가자의 주관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맥진기, 설진기 등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으로 수정, 보완

되어야 하겠다. 셋째, 다낭성난소증후군

환자는 무월경 기간이 길고 주기가 불규

칙하기 때문에 월경관련 설문 항목 중

‘평소의 월경 주기를 적으시오’라는 문항

에 응답하기 모호하였다. 월경 주기의 중

간값(Median)으로 평균을 매기거나, 최

소값과 최대값을 명시하는 등의 방법 등

의 보완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낭성난소증후군 환

자들의 변증과 생체지표 간의 상관성을

분석한 기초 자료를 얻었다. 한편, 연구

를 수행하면서 발견한 문제점들을 해결

하여 ≪다낭성난소증후군 변증도구≫를

활용한다면 임상적 활용도가 보다 높아

지리라 생각한다. 또한 더 많은 대상자

에 대해 후속연구가 진행된다면 다낭성

난소증후군 기전연구에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Ⅴ. 결 론

다낭성난소증후군 여성 19명을 대상으

로 변증과 생체지표간의 관계를 분석하

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다낭성난소증후군 변증도구≫를 이용

하여 분석한 결과 腎陽虛 군 6명, 陰

虛內熱 군 2명, 肝經濕熱 군 6명, 氣滯

血瘀 군 3명, 痰濕 군이 2명이었다.

2. 연구대상자들의 사상체질 분포는 태음

인 9명, 소양인 7명, 소음인 3명으로, 태

음인이 가장 많았다.

3. 체성분검사상 肝經濕熱 군에서는 기초

대사율, 氣滯血瘀 군에서는 세포외수

분비, 痰濕 군에서는 BMI, 체지방률,

복부지방률, 허리둘레가 가장 높은 것

으로 측정되었다.

4. 맥진검사상 腎陽虛 군에서는 맥의 세기,

깊이, R-AI가 가장 높았고, ECRI와 평

균 혈압은 가장 낮았다. 陰虛內熱 군에

서는 맥의 세기와 ECO가 가장 낮았다.

肝經濕熱 군에서는 ECRI와 평균 혈압

이 높았다. 痰濕 군에서는 심박동수,

ECO가 가장 높았고, R-AI는 가장 낮

았다.

5. 임상병리검사상 혈중 Testosterone, SHBG,

17α-OH-progesterone, AMH 값은 腎陽

虛 군에서 가장 높았으며, TSH는 낮은

편이었다. LH, FSH 값, LH/FSH 비

는 陰虛內熱 군에서 가장 높았으며,

Triglyceride는 낮았다. DHEA-S는 肝

經濕熱 군에서 가장 높았다. E2, Prolactin,

혈청 지질수치(Cholesterol, Triglyceride,

HDL-Cholesterol, LDL-Cholesterol), 당

관련수치(Glucose(FBS), Insulin, HOM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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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io, HbA1c)는 痰濕 군에서 가장 높

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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