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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 : In the present study, we investigated the obesity and blood parameters between Qi-deficiency and Fire/Heat

pattern identification/syndrome differentiation (PI/SD) in acute stroke patients.

Materials and Methods : A total of 391 stroke patients within 7 days after onset were consecutively recruited from 12
hospitals across South Korea from Nov. 1st, 2006 to Jun. 31st, 2009. They were diagnosed as Fire/Heat or Qi-deficiency among
five PI/SD subtypes by two independent stroke experts. We investigated the differences of obesity and blood characteristics
between Fire/Heat and Qi-deficiency by statistical analyses.

Results : In male subjects, obesity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Fire/Heat PI/SD. The averaged mean BMI (24.13kg/m2)
and waist circumference(89.34cm) of the Fire/Heat group were higher than those of the Qi-deficiency group (22.60kg/m2 and
83.43 cm, respectively). The number of obese patients was larger in the Fire/Heat group than in the Qi-deficiency group
(p=0.001). Hyperlipidemia was also related with Fire/Heat. However, obesity was not associated with PI/SD in female
subjects where the number of hyperlipidemic patients was higher in the Qi-deficiency group. Among blood parameters, the
levels of triglycerides and fasting blood sugar were higher in the Fire/Heat group compared with the Qi-deficiency group in
male subjects. However, total cholesterol of the Qi-deficiency group was higher than in the Fire/Heat group among female
subjects.

Conclusion : This study shows that obesity and hyperlipidemia are significantly difference between Qi-deficiency and
Fire/Heat. We suggests that PI/SD may be associated with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large population study between PI/SD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including blood parameters are needed.

Key words : stroke, pattern identification/syndrome differentiation, obesity, hyperlipidemia, clinical characteristics

Ⅰ. 서 론

중풍은 국내에서 사망원인의 12%를 차지하는

질환으로 암 질환에 이은 두 번째 사망원인이며,

단일질환으로는 사망원인 1위이다1. 특히 노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우리나라에서 매년 중풍으로 인

한 입원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

이다2. 중풍은 한방 선호도가 높은 질환으로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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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국민건강관리공단 자료에 의하면 한방병원 입

원환자 약 70%를 중풍환자가 차지하고 있다
3
. 이

에 따라 중풍에 대한 한의학적 진단 및 치료 기술

의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변증 (pattern identification/syndrome differentiation,

PI/SD)은 질병의 본질을 파악하여 치료방법을 선

택하는 한의학 진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변증

진단은 환자와의 문답을 통한 증상의 유무, 전문가

의 맥진과 설진 등을 통한 전문가 의견에 의해 진

단되고 있으며, 사용되는 변증 진단 지표들이 한의

학적 증상, 증후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로 인해 변

증 진단 시 환자와의 문답에 대한 오류, 증상 판단

에 대한 전문의의 주관성 등 변증 진단에 대한 여

러 오류를 내포하고 있어, 변증진단의 일관성 및

재연성의 부재가 항시 지적되고 있다
4,5
.

현재 중의학에서는 이러한 변증진단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4년 중풍 변증의 표준을 발표

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기반을 확보하

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6-10
. 일례로, Zhao 등

은 지질 대사질환과 중풍변증과의 상관성을 분석

하여, 습담 및 음허양항 환자의 총 cholesterol,

triglyceride, HDL, LDL, ApoA1 및 ApoB의 수치

가 정상군에 비해 유의적인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

여 지질대사 이상이 중의학 변증과 상관관계가 있

음을 보고하였다
10
.

한의학에서도 변증 진단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일환으로, 중풍을 대상으로 2005년부터 “뇌혈관질

환의 한의변증 표준화 및 과학화 기반연구”를 수

행되고 있으며, 이 연구를 통하여 한의 중풍의 5개

변증 유형 (氣虛證, 火熱證, 濕痰證, 瘀血證, 陰虛

證)과 각 변증군의 변증지표를 합의한 바 있다
11
.

그러나 현재 비만 또는 혈액 지표 등 수치화가 가

능한 객관적 지표와 변증과의 상관성을 규명한 연

구가 미진하여 변증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

하고 있는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만 및 혈액 지표가 변증 지표

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겸증의 가능성 및 변증 간 중복성이 적으며, 단일

변증의 의미에서 가장 대별되는 기허증과 화열을

대상으로 비만 지표와 혈액지표의 차이를 비교하

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기간 및 대상

연구 대상은 2006년 1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경

원대학교 송파․인천한방병원, 경희대학교 한방병

원, 동국대학교 한방병원,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신

경과, 동서한방병원, 동신대학교 광주한방병원, 동

의대학교 한방병원, 대전대학교 대흥동 한방병원,

상지대학교 원주한방병원, 우석대학교 한방병원,

원광대학교 익산․전주한방병원 이상 12개 병원에

입원한 중풍환자로 중풍 발생 이후 7일 이내 입원

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중풍 발병 여부는

컴퓨터 단층촬영(CT) 또는 자기공명장치(MRI)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한의학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및 각 병원의 기관생명윤리위

원회의 승인 하에 시행되었으며, 연구대상자의 동

의서하에 진행하였다.

2. 자료 수집

연구대상자의 임상자료는 “뇌혈관질환의 한의변

증진단 표준화 및 과학화 기반연구”사업의 '한의중

풍 변증 표준안 II'를 바탕으로 고
12

등에 의해 보

고된 증례기록지를 제작하여 사용하였으며, 변증의

확정은 증례기록지에 기록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임상경험 3년 이상인 전문가 2인의 환자 변증 진단

이 일치하는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전문가 2인

에 의해 변증 표준안에 따라 진단된 773례 중 기허

증 및 화열증 이외의 다른 변증으로 진단된 382례

를 제외한 391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비만 및 복부 비만 지표는 각각

체질량지수 (Body Mass Index:BMI) 및 허리둘레

(Waist circumference)로 측정하였으며, 하
13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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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따라 BMI>25 이상인 사람을 비만환자로

분류하였고, 복부비만은 이
14

등의 방법에 따라 허

리둘레가 남녀 각각 90cm, 80cm 이상인 사람을 복

부비만환자로 분류하였다.

혈액검사는 조사당일 12시간 이상 공복 후 채혈

하여 측정하였으며, white blood cell (WBC), red

blood cell (RBC), total cholesterol (TC), triglyceride

(TG) 등과 같은 혈액 및 혈장 생화학 자료는 한방

병원에서 측정한 수치를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고

지혈증 유무는 고지혈증 치료를 받은 과거력이 사람

또는 total cholesterol>240mg/dL, LDL-cholesterol>

160 mg/dL, Triglyceride>200 mg/dL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람으로 고지혈증 치료가 이루어진 사

람을 사람은 고지혈증 환자로 분류하였다
15
.

3. 통계방법

본 연구의 통계처리는 SPSS v.12.0 (SPSS Korea,

Seou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속형 변수는 mean

±SD (standard deviation)으로 표시하였으며, 비연

속변수는 환자수(%)로 표기하였다. 통계분석은 연

속형 변수의 경우 student t-test, 또는 general

linear model을 사용하였으며, 비연속변수는 chi-square

test, logistic regression model 또는 general linear

model을 사용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p<0.05에

서 확인하였다.

Ⅲ. 결 과

1.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급성기 중풍 환자 중 기허증 환자는 174명, 화열

증 환자는 217명이였다(Table 1). 기허증과 화열증

간의 성별 분포를 비교한 결과, 화열증 환자 중 남

성의 비율은 78.8%로 남성의 비율이 매우 높은 반

면, 기허증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58.6%로 확인되

어 기허증과 화열증 간의 성별 분포가 유의적인

차이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p<0.001). 각 변증의 평

균 연령은 기허증이 68.97세, 화열증이 66.41세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또한 출혈성 중풍

과 허혈성 중풍의 비율 및 중풍 중증도 지표인

NIHSS scale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

다. 그러나 허혈성 중풍 중 TOAST 분류에 따른 분

형의 분포를 비교한 결과, 화열증에서 large artery

atherosclerosis (LAA) 환자의 비율이 20.2% 로 기

허증의 11.7%에 비해 높고, 상대적으로 small vessel

occlusion (SVO) 환자의 비율이 화열증 환자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p=0.004).

급성기 중풍 환자의 남녀 성별 비율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성별에 영향을 받는 비만

및 혈액지표 등의 차이를 성별 구분 없이 비교하

는 것은 무의미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후 기허

증과 화열증의 비만 및 혈액지표의 비교는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2. 변증과 비만과의 연관성

변증과 비만과의 상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비

만을 표시하는 지표인 body max index (BMI) 및

복부비만 지표인 허리둘레, waist-to-hip ratio (WHR)

의 분포를 비교하였다(Table 2). 화열증 남성의

BMI는 24.13kg/m
2
로 기허증 남성의 22.60kg/m

2
에

비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p=0.001), 특히 화

열증 환자에서 복부 비만 지표인 허리둘레 및

WHR이 각각 89.34cm과 0.953로 기허증 환자의 83.43

cm, 0.922에 비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p<0.001,

p=0.017). 반면 여성의 경우 전체적인 비만도를 나

타내는 BMI가 화열증 환자에서 24.26 kg/m
2
으로

기허증 환자의 23.02 kg/m
2
에 비해 다소 증가하는

경향성으로 보였으나(p=0.086), 허리둘레와 WHR

에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남성 중풍 환자에서 비만지표의 변증 간 차이를

보임에 따라, 비만환자의 변증별 분포를 확인하였

다. 비만환자와 복부비만 환자의 변증별 분포를 비

교한 결과, BMI를 기준으로 한 경우, 화열증 남성

환자 중 비만환자가 38.1%로 기허증 남성 환자에

비해 약 3.9배 높게 관찰되었으며 (p=0.001),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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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레를 기준으로 한 복부비만 환자의 비율에서도

화열군이 48.7%로 기허군의 15.6%에 비해 약 5.1

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p<0.001 (Table 3). 반

면 여성의 경우 비만 및 복부 비만환자의 비율에

서 유의적인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Variables Qi-deficiency (N=174) Fire and heat (N=217) p value

Sex (male/female)
a

72(41.4)/102(58.6) 171(78.8)/46(21.2) <0.001

Age (years)
b

68.97±10.36 66.41±10.65 0.194

ICH
c

10(5.7) 12(8.8)

0.287SAH 1(0.6) 0(0.0)

CI 153(93.7) 198(91.2)

LAAc 19(11.7) 40(20.2)

0.004

CE 8(4.9) 12(6.1)

SVO 131(80.4) 139(70.2)

SOE 0(0,0) 2(1.0)

SUE 5(3.1) 5(2.5)

NIHSS scaleb 3.56±2.18 3.36±2.19 0.056

Day after onsetb 3.09±3.04 3.58±3.67 0.393
a
P-values by chi-square test
b
P-values by general linear model after adjustment for sex
c
P-values by general linear model after adjustment for sex and age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in acute stroke patients

Male Female

Qi-deficiency Fire and heat pa Qi-deficiency Fire and heat pa

weight (kg) 64(60.60±8.97) 145(66.98±9.70) <0.001 82(54.35±8.21) 36(57.63±7.24) 0.078

BMI (kg/m2) 56(22.60±2.74) 139(24.13±2.96) 0.001 78(23.02±3.15) 32(24.26±2.63) 0.086

waist 45(83.43±7.12) 115(89.34±9.66) <0.001 71(86.05±8.33) 28(86.79±10.55) 0.679

WHR 40(0.922±0.067) 104(0.953±0.070) 0.017 68(0.930±0.069) 26(0.939±0.055) 0.606
Values indicate the numbers of subjects (mean±SD). ap-values by general linear model after adjustment for age

Table 2. Obesity indexes between Qi-deficiency and Fire/Heat pattern identification

Obesity indexes Qi-deficiency Fire/Heat pa OR
b
(95% CI)

BMI
normal 48(85.70) 86(61.90)

0.001 3.90(1.69-9.03)
obese 8(14.30) 53(38.10)

waist circumference
normal 38(84.40) 59(51.30)

<0.001 5.13(2.11-12.43)
obese 7(15.60) 56(48.70)

Values indicate the numbers of subjects (%). ap-values by binary logistic regression after adjustment for age. ORb, odds ratio.

Table 3. Distribution of obese patients between Qi-deficiency and Fire/Heat groups in male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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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증에 따른 혈액지표의 변화

혈액지표의 변증에 따른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

여 혈액 구성 성분, 혈장 지질 그리고 혈당의 변화를

관찰하였다(Table 4). 혈액구성을 나타내는 WBC,

RBC, platelet 중 여성의 경우 WBC만이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반면(p=0.041), 남성에서는 WBC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고, 혈중 RBC, hemoglobin 및

hematocrit 수치가 화열증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하

는 것을 확인하였다(각각 p=0.023, p=0.001, p<0.001).

반면, 혈액응고와 관련된 혈중 platelet에서는 화열

증 남성 군이 기허증 남성 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0.029).

혈중 지질 및 혈당의 변증별 차이를 관찰한 결

과, 남성에서 화열군의 혈중 triglyceride 및 혈당

수치가 각각 163.6 mg/dL, 122.2 mg/dL로 기허군

의 128.0 mg/dL, 100.2 mg/dL에 비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p=0.009, 0.003). 여성에서는 남성과

달리 triglyceride 및 혈당의 유의적인 차이는 확인

되지 않은 반면, 총 cholesterol 수치가 화열증에서

183.2 mg/dL로 기허군의 204.5mg/dL에 비해 유의

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p=0.007).

기허증 및 화열증이 혈중 지질 변화에 영향을

줌에 따라, 중풍 환자 중 고지혈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변증별 분포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남성

환자 중 고지혈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비율이

화열증에서 26.5%로 기허 환자의 11.3%에 비해 약

2.8배 높게 관찰되었으나(p=0.012), 반면 여성에서

는 고지혈증 환자의 비율이 화열증에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Table 5).

Male Female

Qi-deficiency Fire and heat pa Qi-deficiency Fire and heat pa

WBC(*10
3/ul) 72(7.45±3.27) 171(7.51±2.42) 0.921 101(6.95±2.70) 46(8.11±3.32) 0.041

RBC(*10
6
/ul) 70(4.42±0.55) 167(4.59±0.53) 0.023 99(4.11±0.61) 46(4.21±0.52) 0.538

Hb(ug/ul) 72(13.60±1.88) 171(14.41±1.66) 0.001 101(12.43±1.44) 46(12.60±1.34) 0.705

Hct(%) 72(39.71±5.10) 171(42.09±4.44) <0.001 101(36.60±4.23) 46(37.62±3.98) 0.273

Platelet(*10
3
/ul) 72(238.4±103.5) 170(215.1±59.8) 0.029 100(245.2±60.7) 46(255.0±87.5) 0.739

TC(mg/dL) 72(183.7±48.4) 168(184.8±40.7) 0.879 100(204.5±44.8) 46(183.2±41.5) 0.005

TG(mg/dL) 65(128.0±63.1) 162(163.6±97.0) 0.009 92(168.1±136.6) 41(157.3±81.5) 0.635

HDL-c(mg/dL) 62(46.82±14.27) 147(45.75±14.27) 0.666 90(50.16±17.62) 34(46.05±11.75) 0.152

Glucose(mg/dL) 53(100.2±25.6) 130(122.2±49.3) 0.003 86(119.6±44.7) 29(137.2±486) 0.090
Values indicate the numbers of subjects (mean±SD).

a
p-values by general linear model after adjustment for age.

Abbreviation: WBC, white blood cells; RBC, red blood cells; Hb, hemoglobin; Hct, hematocrit; TC, total cholesterol;
TG, trigyceride; HDL-c; high-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Table 4. Blood parameters of patients diagnosed as Qi-deficiency and Fire/Heat pattern identification

Male
p
a OR

b

(95% CI)
Female

p
a OR

b

(95% CI)Qi-deficiency Fire/Heat Qi-deficiency Fire/Heat

hyperlipimemia 8(11.3) 44(26.5) 0.012
2.83

(1.26-6.38)
31(30.7) 6(13.3) 0.033

0.35
(0.13-0.92)

Values indicate the numbers of subjects (%). ap-values by binary logistic regression after adjustment for age. ORb, odds ratio.

Table 5. Distribution of hyperlipidemic patients between Qi-deficiency group and Fire and Heat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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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및 결론

중풍(뇌졸중, stroke)은 한국인 사망원인 중 2위

이나 단일 질환으로는 10만 명당 70.3명으로 1위를

차지하며, 특히 50대 이후 고령 인구에서 높은 분

포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70대에 이르러서는 심각

한 노인성 질환이다.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에 따르

면 한국은 지난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

체인구의 7% 이상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09년에는 14% 이상, 2016년에는 20% 이상인 ‘초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UN 에서

도 2050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37.3%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

고 있다
16
. 따라서 사망위험 및 발병 후 후유증이

높은 중풍은 노인성 질환 중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의학은 중풍 치료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아 한방병원 입원환자의 약 70%를 중풍환자

가 차지하고 있다
3
.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

고 중풍 치료에 있어서 뚜렷한 한의학의 표준 진료

지침이 마련되지 못하여, 치료에 대한 객관화가 어

려운 실정이다. 최근에 한의학에서의 중풍에 대한

객관화 기반을 위해 ‘뇌혈관질환 한의변증 표준화’

사업을 수행 중에 있으며, 중풍 변증에 대한 5개 분

형을 표준안으로 합의하였고, 이를 진단하기 위한

61개 지표를 선별하였다.
11

그러나 혈액 지표 등 객

관적 지표와 변증과의 상관성 연구가 미진하여 변증

에 대한 객관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혈액 지표 등과 같은 객관적 지

표와 중풍 변증과의 상관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기허증과 화열증은 5개 변증 중 변증간 중복성이

적고, 허증과 실증의 가장 대표적인 변증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습담증은 병리적 특성상 기허습담,

습열 등 기허증 및 화열증과 겸증의 증상을 많이

내포하고 있으며, 음허증은 허증인 의미에서는 기

허증과 유사하나, 열증을 내포하고 있어 화열증의

증상도 일부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급성기 중풍환자 중 변증간 중복성이 적은 화열증

과 기허증에 대하여 두 변증간의 체형 및 혈액 지

표의 차이를 보고자 하였다.

기허증 및 화열증의 성별 분포를 비교한 결과,

문
17

등의 결과와 유사하게 화열증에서 남성의 비

율이 높고, 기허증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높음을 확

인하였다(Table 1). 비만 및 혈액 수치 등은 남녀

에 따라 정상 범위가 다르며, 성별 분포가 다른 화

열증과 기허증의 변증간의 임상적 특징을 정확히

비교하기 위해서는 남녀를 구분하여 비교하여야

하였다.

비만이 변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변증 간에 따른 비만 지표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여자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던 반면, 남자의 경우

화열군의 BMI 및 허리둘레 수치가 기허군에 비해

모두 유의하게 높게 나왔으며, BMI와 허리둘레를

기준으로 한 비만 환자의 분포에서도 화열군의 비

만환자가 기허군에 비하여 각각 3.9배, 5.1배 높아

화열증 남성 환자의 비만 경향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3). 또한 비만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혈중 triglyceride 및 혈당 수치도 화열증 남성

에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Table 4).

한의학적으로 비만의 원인은 高粱飮食으로 인한

熱이나 濕痰, 지리환경적 요인, 氣虛, 脾胃實濕, 痰

으로 보고 있다.
18

기존 연구에서 비만이 중풍 발병

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19,20
, 특히 중풍 변

증 중 습담증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

나
20

본 연구에서는 화열과 기허만을 비교하였기에

비만의 중요병기인 습담과의 연관성은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화열과 기허가 크게 허실을 대비한다

는 측면에서 실증에 해당하는 화열군에서 비만의

비율이 높은 것은 한의학적으로 비만이 실증으로

인한 경우가 많은 것과 합치한다고 여겨지며, 화열

증의 비만이 고지혈증 및 혈당의 증가와 관련이

높은 것은 高粱飮食으로 인한 內熱 증가에 따른

비만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1
.

이 외의 혈액지표에서 남성의 경우 적혈구수, 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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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글로빈, hematocrit 모두 정상범위 이내이긴 하

지만 기허군에 비해 화열군에서 유의하게 높은 경

향성을 나타났으며 (Table 4), 적혈구 관련 혈액지

표의 증가는 얼굴색 및 설색의 ‘얼굴색이 붉다’, ‘설

질이 붉다’ 등의 화열증 임상 증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17
.

그러나 여성에 있어서는 비만지표, 혈중 지표가

남성과는 다르게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거나, 남

성과 반대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총

콜레스테롤 수치 및 고지혈증 환자 비율은 오히려

기허군에서 높게 관찰되었다. 화열군의 여성 비율

이 작은 것도 감안을 해야 하겠지만, 이를 보았을

때 여성에서의 화열증은 남성과 다른 임상적 차이

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변증의 임상적 특징을 비교하는데 있

어서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표

본의 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화열증 여성의

환자 수가 적어 여성에 대한 임상지표 비교에 한

계가 있다. 둘째, 발병 시기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

다. 본 연구에 참여한 환자는 중풍 발병 이후 7일

이내의 급성기 중풍환자이다. 따라서 급성기 이후

의 아급성기 및 회복기 환자의 변증에 대한 특징

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규모

임상자료의 수집이 필요하며, 또한 변증 진단의 객

관성 확보를 위하여 변증 진단 지표와의 비교 분

석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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