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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oriental medicine pattern identification in patients with stroke on the basis

of plasma fibrinogen levels and platelet counts. 555 patients diagnosed with stroke between November 2006 and

February 2010 were divided in several ways according to the plasma fibrinogen levels and platelet counts on

admission. And comparative analysis of the distribution ratio of oriental medicine pattern identification was done

between the groups. The mean value of the plasma fibrinogen levels of whole population was 449.18 mg/dL, and it

was higher than normal range. The mean value of the platelet counts of whole population was 244.29 /mL, and it was

lower but in normal range. Oriental medicine pattern identifications were not characteristic between groups divided

according to the serum levels of fibrinogen and platelet counts. In this study, there was not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Oriental medicine pattern identifications and the thrombotic factor like plasma fibrinogen levels and platelet

counts. This study could be the steppingstone for the next study to develope the objective indicator for the Oriental

medicine pattern identifications.


Key words : stroke, pattern Identification, plasma fibrinogen levels, platelet counts

* 교신저자 : 조현경, 대전시 중구 대흥동 22-5, 대전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E-mail : brillijo@dju.kr, ․Tel : 042-229-6924

․접수 : 2011/04/18 ․수정 : 2011/05/15 ․채택 : 2011/05/31

서 론

뇌졸중은 한국인의 주요한 사망 원인이며
1)

, 예방을 위해 많

은 요인들이 위험 인자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혈액 응고 인자는 뇌졸중 발병에 있어 주요한 독립 위

험 인자로 여겨지고 있어서
2)
현대 의학에서는 뇌혈관, 심혈관 질

환의 1차, 2차 예방 및 치료에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를 처방하

는 항혈전요법이 효과적 방법으로 인지되고 있다3).

Fibrinogen은 혈액의 응고 과정에 관여하는 중요한 단백질

로서, 분자량이 340,000Da이며 간에서 생성되어 생체 내에서 응

고가 활성화되면 Fibrin으로 바뀌고 응고혈전을 만들어 지혈 작

용을 하게 된다4).

그러나 Fibrinogen의 혈중 상승은 뇌경색, 허혈성 심장질환,

정맥 혈전증, 말초 동맥 질환 등의 독립적 위험 요인이 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4-11).

Platelet은 여러 생리학적인 자극에 의해 응집이 일어나 혈전

성 질환을 일으키며, 따라서 뇌경색의 위험 요인이 된다12,13). 그

동안 혈액응고 인자와 뇌졸중의 상관성에 대해 임상 경과8), 유병

률
4-7,14-18)

, 생존률
11)
등 기존의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한방 변증과

의 상관 관계를 살핀 국내 연구는 미미하였다.

이에 저자는 Fibrinogen과 Platelet의 한방 변증 진단의 객관

적 지표로서의 활용 등 응고인자의 진단적 활용도를 높이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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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기간 및 대상

본 연구는 2006년 1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대전대학교 부

속 대전한방병원에 입원한 발병 1개월 이내의 급성기 및 아급성

기 뇌졸중 환자 555명을 총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2. 변증진단

연구 대상자들의 한방 변증은 한의 중풍 변증 표준화위원회

회의를 통해 제정된 습담(濕痰, Dampness-phlegm Pattern), 화

열(火熱, Fire-heat Pattern), 기허(氣虛, Qi Dificiency Pattern),

음허(陰虛, Yin Dificiency Pattern), 어혈(瘀血, Blood stagnation

Pattern)의 5개 변증 진단 지표를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수련의

변증과 전문가 변증이 일치하는 경우에 해당 변증으로 판단하였

으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증 불일치군으로 별도 집계되

었다.

3. 연구 방법

1) Grouping 방법

상술한 바와 같이 선정된 뇌졸중 환자군은 다시 Fibrinogen

(이하 Fbg) 및 Platelet(이하 Plt) 혈중 농도를 기준으로 그룹을 나

누었는데, 기준으로 사용된 수치는 다음과 같다.

․Fbg 정상 범위 기준 : 200 ～ 400 mg/dL19)

․Plt 정상 범위 기준 : 150,000 ～ 400,000/µL
19)

연구 대상자들을 상기 기준에 따라 아래의 방법으로 그룹을

나누었다.

첫째, 전체 연구 대상자를 제시된 혈액 응고 인자의 정상 범

위를 기준으로 정상군과 저하군, 그리고 증가군으로 나누어 각

그룹별로 한의학적 변증 유형의 특이적 분포 여부를 조사하였다.

Plt 계수에 따라 나눈 경우를 P-Group, 혈중 Fbg 농도에 따라 나

눈 경우를 F-Group이라 명시하였다.

둘째, 혈중 Fbg 농도 증가와 정상, Plt 계수 저하와 정상의

네 가지 조건을 조합한 4그룹(이하F*P Group)으로 나뉘었다

(Table 1). 이는 전체 연구 대상자 내에서 혈액 응고 인자 수치의

특정 경향성에 의한 것으로, 전체 연구 대상자를 분석한 결과 Plt

수치는 정상군과 저하군이 많고, 증가군은 전체의 2.16%로 매우

낮았으며(Table 2), Fbg의 경우는 증가군과 정상군이 많고, 저하

군은 전체의 0.9%로 매우 낮았다(Table 3).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Plt의 낮은 농도, Fbg의 높은 농도

가 뇌졸중 발병과 연관이 있으리라는 가설 아래 혈중 Fbg 농도

증가와 정상, Plt 계수 저하와 정상의 네 가지 조건을 조합한 F*P

Group을 만들었다(Table 1). 이는 혈중 Fbg 농도와 Plt 계수 모

두 비정상 범위인 그룹(Group I, 이하 HfLp), 상기 조건 중 한 가

지만 정상 범위인 경우, 즉 높은 혈중 Fbg 농도와 정상 범위의

Plt 계수를 가진 그룹(Group II, 이하 HfNp)과 정상 범위의 혈중

Fbg 농도와 저하된 Plt 계수를 보이는 그룹(Group III, 이하

NfLp), 그리고 두 가지 모두 정상 범위인 정상군(Group IV, 이하

NfNp)의 4 그룹이다.

Table 1. Method of Grouping of F*P Group

Hyperfibrinogenemia
Group

Normalized plasma fibrinogen
level Group

Low Platelet
Counts Group

HfLp (Group I) NfLp (Group III)

Normal Platelet
Counts Group

HfNp (Group II) NfNp (Group IV)

Table 2. Distribution of P-Group

Plt N(%)

Hp 12 (2.16)

Np 394(70.99)

Lp 149(26.84)

Total 555

Values are N(%). N: numbers of subject. P-Group: distinct groups derived from Plt
counts. Hp: high Plt counts group, Lp: low Plt counts group, Np: normal Plt counts
group

Table 3. Distribution of F-Group

Fbg N(%)

Hf 335(60.36)

Nf 215(38.74)

Lf 5(0.90)

Total 555

Values are N(%). N: numbers of subject. F-Group: distinct groups derived from plasma
Fbg level. Hf: hyperfibrinogenemia group, Lf: hypofibrinogenemia group, Nf: normalized
plasma fibrinogen level group

2) 변증과의 상관성 분석

첫째, P-Group, F-Group, F*P Group 각 그룹 내에서의 변증

분포의 비율을 비교하였다.

둘째, 각 변증 분형별로 혈중 Fbg 농도 및 Plt 계수의 평균값

을 비교하였다.

4. 통계 처리 및 분석

모든 통계 분석은 SAS program(ver 9.1)을 이용하였으며, 이

산형 변수에 대한 분석은 Chi-square test, 연속형 변수에 대한

분석은 Two samples T-test, 세집단 이상인 경우는 ANOVA 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P값의 유의수준은 0.05 이하로 하였다.

결 과

전체 대상군의 혈중 Fbg 농도 및 혈중 Plt 농도의 평균값을

분석한 결과, 혈중 Fbg 농도의 평균값은 449.18 mg/dL로 정상

범위인 200~400 mg/dL
19)
보다 높았으며, 혈중 Plt 계수의 평균값

은 244.29/ml로 정상범주이나 낮은 편에 속하였다(Table 4).

Table 4. Mean Value of Thrombotic Factor

Thrombotic Factor mean±SD

Fbg (mg/dL) 449.18±146.38

Plt (103/µL) 244.29±68.25

SD : standard deviation

1. 혈액 응고 인자와 변증과의 관계

1) 혈중 Platelet 농도에 따른 변증 분포

혈중 Plt 농도에 따라 정상군, 저하군, 증가군으로 나누었을

때, 정상군이 가장 많았고, 저하군, 증가군의 순이었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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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그룹 모두 습담 변증이 가장 많았으며, 그룹에 따른 변증 분

포의 특이성은 없었다(Table 5).

Table 5. Pattern identification distribution of P-group

P-Group

Pattern Identification

All
N

p-valueDP
N
(%)

QD
N
(%)

FH
N
(%)

YD
N
(%)

BS
N
(%)

XX
N
(%)

Hp
4

(33.33)
2

(16.67)
1
(8.33)

2
(16.67)

1
(8.33)

2
(16.67)

12

0.9466Np
125
(31.73)

78
(19.80)

56
(14.21)

48
(12.18)

7
(1.78)

80
(20.30)

394

Lp
51
(34.23)

26
(17.45)

23
(15.44)

16
(10.74)

3
(2.01)

30
(20.13)

149

Total 180 106 80 66 11 112 555

Values are N(%). P-Group: distinct groups derived from Plt counts, PI-Group: pattern
identification group. Hp: High Plt counts group, Np: Normal Plt counts group, Lp: Low
Plt counts group. DP: Dampness-phlegm pattern, QD: Qi Dificiency pattern, FH: Fire-heat
pattern, YD: Yin Dificiency pattern, BS: Blood stagnation Pattern, XX: Disagreement of
pattern. N: numbers of subject. p-value by Chi-Square Test

2) 혈중 Fibrinogen 농도에 따른 변증 분포

혈중 Fbg 농도에 따라 정상군, 저하군, 증가군으로 나누었을

때, 증가군이 가장 많았고, 정상군, 저하군의 순이었다. 각 그룹

모두 습담 변증이 가장 많았으며, 역시 그룹에 따른 변증 분포의

특이성은 없었다(Table 6).

Table 6. Pattern identification distribution of F-group

F-Group

Pattern Identification
All
N

p-valueDP
N
(%)

QD
N
(%)

FH
N
(%)

YD
N
(%)

BS
N
(%)

XX
N
(%)

Hf
115
(34.33)

53
(15.82)

48
(14.33)

46
(13.73)

6
(1.79)

67
(20.00)

335 

0.4684Nf
64
(29.77)

51
(23.72)

31
(14.42)

20
(9.30)

5
(2.33)

44
(20.47)

215 

Lf
1

(20.00)
2

(40.00)
1

(20.00)
0
(0.00)

0
(0.00)

1
(20.00)

5 

Total 180 106 80 66 11 112 555

Values are N(%). F-group: distinct groups derived from plasma Fbg levels, PI-Group:
pattern identification group. Hf: Hyperfibrinogenemia group, Nf: Normalized plasma Fbg
level group, Lf: Hypofibrinogenemia group. DP: Dampness-phlegm pattern, QD: Qi
Dificiency pattern, FH: Fire-heat pattern, YD: Yin Dificiency pattern, BS: Blood stagnation
Pattern, XX: Disagreement of pattern. N: numbers of subject. p-value by Chi-Square Test

Table 7. Pattern Identification Distribution of Each Group

F*P Group

Pattern Identification
All
N

p-valueDP
N
(%)

QD
N
(%)

FH
N
(%)

YD
N
(%)

BS
N
(%)

XX
N
(%)

HfLp
31
(35.63)

14
(16.09)

14
(16.09)

10
(11.49)

1
(1.15)

17
(19.54)

87 

0.8050

HfNp
82
(34.02)

38
(15.77)

33
(13.69)

34
(14.11)

5
(2.07)

49
(20.33)

241 

NfLp
19
(32.20)

11
(18.64)

9
(15.25)

6
(10.17)

2
(3.39)

12
(20.34)

59 

NfNp
43
(28.48)

39
(25.83)

22
(14.57)

14
(9.27)

2
(1.32)

31
(20.53)

151 

Total 175 102 78 64 10 109 538

Values are N(%). F*P Group : distinct groups derived from Plasma Fbg Levels and Plt
Counts, PI-Group: pattern identification group. HfLp: hyperfibrinogenemia with low Plt
counts group, HfNp: hyperfibrinogenemia with normal Plt counts group, NfLp: normalized
plasma Fbg level with low Plt counts group, NfNp: normalized plasma Fbg level with
normal Plt counts group. DP: Dampness-phlegm pattern, QD: Qi Dificiency pattern, FH:
Fire-heat pattern, YD: Yin Dificiency pattern, BS: Blood stagnation Pattern, XX:
Disagreement of pattern. N: numbers of subject. p-value by Chi-Square Test

3) 혈중 Fibrinogen 농도 및 Platelet 계수에 따른 그룹별 변증

분포

혈중 Fbg 농도 및 Plt 계수에 따른 그룹별 변증 분포는 네

그룹 모두 습담 변증의 비율이 가장 많았다. HfNp에서 타 그룹

에 비해 음허 변증의 비율이 높은 경향성을 보이고, NfNp에서는

타 그룹에 비해 기허 변증의 비율이 높은 경향성을 보였으나 유

의성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 전체 연구 대상자들은 습담 변증이

가장 많고, 그룹에 따른 변증 분포의 특이성은 없었다(Table 7).

4) 변증별 혈중 Fibrinogen 농도 및 Platelet 계수 비교

변증별로 혈액 응고 인자 수치를 비교해 본 결과, 각 변증

간에 혈중 Fbg 농도 및 Plt 계수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Table 8)

Table 8. Mean Value of Thrombotic Factor of Each Pattern

Identificatioin

Pattern Identification

DP
N

mean±SD

QD
N

mean±SD

FH
N

mean±SD

YD
N

mean±SD

BS
N

mean±SD

Fbg
(mg/dL)

180
442.61±125.10

106
429.55±156.28

80
453.26±153.19

66
466.59±127.85

11
431.36±111.96

Plt
(103/µL)

180
234.38±62.65

106
255.17±71.97

80
234.38±62.65

66
244.41±69.68

11
257.64±82.97

PI Group: Pattern Identificatioin. DP: Dampness-phlegm pattern, QD: Qi Dificiency
pattern, FH: Fire-heat pattern, YD: Yin Dificiency pattern, BS: Blood stagnation Pattern.
N: numbers of subject, SD: standard deviation

고 찰

2008년 사망원인 순위 국내통계에 따르면 뇌혈관 질환은 악

성 신생물에 이어 사망 원인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질환으로1) 예

방을 위해서는 관련 위험 인자에 대한 인지20,21)가 필요하다. 혈액

응고 인자는 뇌졸중 발생에 있어 대표적 위험 인자라 할 수 있으

며 많은 연구 결과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4-11,14-18).

Fibrinogen의 혈중 상승은 뇌경색, 허혈성 심장질환, 정맥 혈

전증, 말초 동맥 질환 등의 독립적 위험 요인이 되고
4-11)

, Platelet

은 여러 생리 자극에 의해 응집되어 뇌경색 유발 위험 요인이 된

다12,13). 이에 상기 혈액 응고 인자들이 뇌졸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임상 경과
8)

, 유병률
4-7,14-18)

, 생존률
11)
등의 연구가 이루어져

있으나, 이들 혈액 응고인자와 한방 변증 간의 상관 관계에 관

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저자는 pro-thrombotic 표지자 중 혈중 Fibrinogen 농

도 및 Platelet 계수를 지표로 하여 한방 변증과의 상관관계를 밝

히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2006년 1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대전대학교

부속 대전한방병원에 입원한 발병 1개월 이내의 급성기 및 아급

성기 뇌졸중 환자 555명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었다. 한방 변증

은 2005년부터 한국한의학연구원 「뇌혈관 질환의 한의학 변증

지표 표준화 및 과학화 기반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습담(濕

痰), 화열(火熱), 기허(氣虛), 음허(陰虛), 어혈(瘀血)의 5개 변증

진단 지표를 사용했다.

또한 전체 연구 대상자의 혈중 Fibrinogen 농도 및 Platelet

계수의 평균을 구해본 결과, 혈중 Fibrinogen 농도는 평균 449.18

mg/dL로 정상 범위
19)
보다 높았으며, 혈중 Platelet 계수의 평균



뇌졸중 환자의 Plasma Fibrinogen Level 및 Platelet Counts에 따른 한방 변증 비교 분석

- 549 -

값은 244.29/ml로 정상 범위19)이나 낮은 편에 속하였다. 이는

발병 후 3일째의 급성기 뇌졸중 환자에서 높은 혈중 Fibrinogen

농도 및 낮은 혈중 Platelet 계수의 경향성을 발견하여 fibrinogen

과 platelet의 두 parameter 사이에 inverse correlation이 존재함

을 보고한 D'Erasmo E22)의 연구와도 부합한다. D'Erasmo E22)의

연구가 급성기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데 반해, 본 전체

연구 대상자는 급성기 및 아급성기의 환자를 포함하여, 상기 연

구에 비해 급성기의 특징적 혈액학적 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하지

못했으리라는 제약에도 불구하고 특징적인 결과로 보인다.

전체 연구 대상자에서 혈액 응고 인자와 변증과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 혈중 Platelet 계수에 따른 변증 분포는 증가군, 정

상군, 저하군 모두 습담 변증이 가장 많았으나, 그룹에 따른 변증

의 경향성은 없었다. 혈중 Fibrinogen 농도에 따른 변증 분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Fibrinogen 증가군, 정상군, 저하군 모두

습담 변증이 가장 많았으며 그룹에 따른 변증의 경향성은 없었

다. 또한, 혈중 Fibrinogen 농도와 Platelet 계수의 특징에 따라 분

류된 4 그룹에서 변증 분포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역시 4 그룹

모두 습담 변증의 비율이 가장 많았다. HfNp에서 타 그룹에 비

해 음허 변증의 비율이 높은 경향성을 보이고, NfNp에서는 타

그룹에 비해 기허 변증의 비율이 높은 경향성을 보였으나 통계

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이는 신
23)

, 김
24)

, 신
25)
등이 초기 뇌졸중 환

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습담 변증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과 일치한다. 습담 변증 이외 변증들의 분포 비율은 각

그룹 별로 기허, 화열, 음허, 어혈 변증의 순으로 나타나는 공통

점을 보였는데 이는 신23)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중풍 5개 변증과 혈액 응고 인자와의 연관성 여부를 다른 각

도에서 확인해보고자 각 변증별로 혈중 Fibrinogen 농도 및

Platelet 계수의 평균을 비교해 보았으나 역시 통계학적으로 유의

한 차이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혈중 Fibrinogen 농도와 Platelet 계수 변화에

따른 한방 변증을 비교하였다. 그러나 연구의 대상이 되는 뇌졸

중 환자군이 급성기 뿐 아니라 아급성기를 포함하므로 혈액 검

사 결과가 급성기의 혈액학적 특징적 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점, 혈액 검사 시점이 다양함에 따라 뇌경색 환자군에 있

어서 진단 후 항응고, 항혈전 약물 투약에 따른 영향을 통제할

수 없었다는 점이 한계로 남았다. 향후 연구에서 상기 한계점들

이 보완되면 혈액 응고 인자와 한방 변증 사이의 관계에 대한 더

욱 신뢰할 만한 새로운 결과가 나오리라고 사료되며, 향후 지속

적 연구를 통한 한의 변증 객관적 지표의 저변 확대가 이루어지

길 기대해 본다.

결 론

본 연구는 2006년 1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대전대학교 부

속 대전한방병원에 입원한 발병 1개월 이내의 급성기 및 아급성

기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혈중 Fbg 농도와 Plt 계수의 특

징에 따라 나누어진 그룹 간의 한방 변증 분포 특성을 비교 분석

한 것으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대상군의 평균 혈중 Fbg 농도는 449.18mg/dL로 정상

범위보다 높았으며, 평균 혈중 Plt 계수는 244.29/ml로 정상범

주이나 낮은 편에 속하였다.

혈중 Fbg 농도 및 혈중 Plt 계수에 따른 변증 분포는 모든

그룹에서 습담 변증이 가장 많았으나 그룹에 따른 변증 분포의

특이성은 없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발병 1개월 이내 뇌졸중 환자의 혈중 Fbg

농도 및 Plt 계수는 한방 변증과 특이적 상관관계가 없으며, 급성

기 및 아급성기 뇌졸중 환자의 한방 변증은 혈중 혈액응고 인자

농도와 관계없이 습담 변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을 알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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