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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인에서 페리틴과 Neutrophil to Lymphocyte Ratio로
대사증후군을 예측할 수 있는가?
김진구, 이미지, 김영혜, 김규남*, 이선영, 김종우, 백정기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상계백병원 가정의학교실

How Well Can Matrix of Ferritin and Neutrophil to Lymphocyte Ratio Predict Metabolic Syndrome
in Korean Adults?
Jin Gu Kim, Mi Ji Lee, Young Hye Kim, Kyunam Kim*, Seon Yeong Lee, Jong Woo Kim, Jeong Ki Paek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Sanggye Paik Hospital, Inje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Background: Previous studies have shown that elevated ferritin level and neutrophil to lymphocyte ratio (NLR) are risk factors of chronic low-grade
inflammation and contribute to the onset and progression of cardiovascular disease. In addition, metabolic syndrome has a similar relevance; thus,
in this study, we aimed to determine how well metabolic syndrome could be predicted by measuring ferritin level and NLR.
Methods: From January 2016 to September 2018, 1,815 adults who underwent medical interviews, physical measurements, and blood tests at a
medical examination center of a university hospital in Seoul were evalua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earman correlation analysis, an
average comparison using analysis of variance, and a t test. The prevalence of metabolic syndrome was determined according to ferritin level and
NLR.
Results: We found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components of metabolic syndrome and ferritin level, but not NLR. The NLRs were divided into
quartiles for comparison with the mean values of the components of metabolic syndrome, but the results were not significant.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only in ferritin level when we compared the mean values of ferritin level and NLR according to the presence or absence of a
metabolic syndrome diagnosis. When ferritin level and NLR were considered simultaneously, the prevalence of metabolic syndrome tended to
change only when the ferritin level changed.
Conclusion: In healthy Korean adults, ferritin level, but not NLR, could be used as a predictor of metabolic syndrome.
Keywords: Serum Ferritin; Neutrophil to Lymphocyte Ratio; Metabolic Syndrome; Cardiovascular Disease

표지자로 활용될 수 있음이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1) 이 NLR

서론

은 간단한 혈액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망, 심근경색, 심혈
임상적으로 염증이 있을 경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생체표지

관 질환(cardiovascular disease, CVD)의 고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만성

자로 백혈구(white blood cell, WBC)를 널리 사용하고 있다. 백혈구 중

염증을 나타내는 인자이다.2) 여러 연구에서 당뇨병, 고혈압, 대사증

에서도 호중구(neutrophil)와 림프구(lymphocyte)의 비율을 이용한

후군, 비만, 고지혈증, 그리고 혈관내피세포 기능부전과 같은 요인과

neutrophil to lymphocyte ratio (NLR)가 전신적인 염증반응에 있어 생체

관련이 있는 만성 경도 염증의 정도를 NLR을 통해 예상할 수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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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이 있는 환자군뿐만 아니라 증상이 없는 환자군에서도 NLR

방법

값이 높다면 장래 혈관 질환을 예측할 수 있는 인자로 활용할 수 있
음이 연구되었고, 이렇게 간단한 혈액 검사로 빠르게 사용할 수 있

1. 연구 대상

는 생체표지자가 심장혈관질환이나 말초혈관질환의 중증도, 치료에

본 연구는 2016년 1월 2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 일개 대학병

대한 반응, 예후까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에서 그 사용 가치가 넓다

원 건강검진센터에 내원하여 병력에 대한 설문지 작성 및 신체계측,

는 것이 알려져 왔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혈액 검사를 완료한 만 20세 이상 성인 2,771명으로 남자 1,738명과

을 진단받은 환자에서 치료 전 NLR 상승은 사망률과 주요 심장 이

여자 1,033명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대사증후군 5개

상 반응의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인자임이 메타분석을 통해 확인

구성요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혈당강하제나 인슐린, 항고혈압제,

4)

5)

되었다. 또한, 발암 과정에서 세포매개 염증 반응과 림프구, 호중
6)

구, 단핵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왔다.

항고지혈증제를 복용 중인 환자를 제외하였다. 체내 급성 염증 반응
으로 인해 페리틴 및 NLR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CRP (C-reactive

한편, 페리틴(ferritin)은 일반적으로 체내 철 저장 및 항상성 유지

protein)>1 mg /dL 초과, WBC>10,000/μL인 경우도 제외하였으며,

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체내 물질이다. 이 외에 여러

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120 IU, ALT (alanine amino

연구들에서 페리틴은 세포증식, 혈관신생, 면역억제 및 철 운반과

transferase)>120 IU, Hb (hemoglobin)<13 g/dL (남), Hb<12 g/dL (여)인

관련된 단백질임이 밝혀졌고, 또한 많은 암 환자들에서 혈청 페리틴

경우에도 페리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제외하여 1,815명을 본

의 값이 높아지고, 그 값이 더 높을수록 암의 진행이 빠르고, 예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임상연

가 나쁘다는 연구결과들도 있었으며, 암 진행과 치료 저항에 있어서

구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종양관련 대식세포(tumor-associated macro

(IRB No. SGPAIK/2019-07-001).

phages)에서 높게 발현된다는 연구도 있었다.7,8)
또한, 대사증후군의 진단기준에 합당할 경우 당뇨병 위험은 정상

2. 연구 방법

인의 약 2배, 심혈관 질환은 약 5배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혈액 검사는 최소 8시간 이상 금식 상태를 확인 후 팔오금중간정

다. 대사증후군은 만성 경도 염증 상태를 나타내는 진단도구로 사

맥(medican cubital vein)에서 채취하였다. 검체는 적절한 처리 후 냉

용할 수 있는데, 한 연구에서 대사증후군 구성요소 5가지를 모두

장보관 되었으며, 24시간 이내에 분석되었다. 중성지방(triglycerides),

만족하는 집단에서 NLR 수치가 가장 높았으며, 만족하는 구성요소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

의 수가 줄어들수록 유의미하게 NLR 수치도 줄어드는 것이 확인되

HDL-C)을 포함한 혈중 지질농도와 공복혈당은 Hitachi Automated

었고, 나이, 성별, 체질량지수를 보정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도

Analyzer 7600 (Hitachi, Tokyo, Japan)을 이용하였고, 페리틴은 1470

대사증후군과 NLR 간에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었다. 또 다른 연

WIZARD gamma-Counter (PerkinElmer, Turku, Finland)를 이용하였

구에서는 대사증후군 구성요소를 만족하는 수가 증가할수록 혈청

으며, 백혈구 수는 XE-2100D (Sysmex, Kobe, Japan)를 이용해 분석하

9)

10)

페리틴도 증가했다.

였다. 허리둘레 측정은 측정자가 대상자 측면(mid-axillary line)에서

이렇게 밝혀진 연구들을 바탕으로 NLR과 페리틴은 공통적으로

마지막 늑골 하단 및 장골능선 상단 두 지점을 촉지하여 두 지점 중

염증, 암 발병 및 예후, 동맥경화와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간에서 대상자에게 숨을 내쉬게 하고 줄자를 조인 후 소수점 한자

으며, 대사증후군 역시 페리틴 및 NLR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생

리까지 측정하였다. 혈압은 대상자가 편안히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

각되지만,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 페리틴, NLR 각각과 대사증후군

게 한 후에 측정 매뉴얼에 기술된 방법으로 측정되었다.

사이에서의 관계만을 다룬 주제는 있지만 페리틴과 NLR을 동시에

대사증후군의 진단은 수축기혈압 130 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고려하여 대사증후군을 예측하는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혈압 85 mmHg 이상, 허리둘레 남자 90 cm 이상, 여자 85 cm 이상,

본 연구는 현재 진단을 받지 않은 건강한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페

HDL-C 남자 40 mg/dL 미만, 여자 50 mg/dL 미만, 혈중 중성지방

리틴과 NLR을 동시에 고려하여 얼마나 대사증후군을 예측할 수 있

150 mg/dL 이상, 공복혈당 100 mg/dL 이상인 경우 중 3가지 이상을

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만족할 경우로 정의하였다.
3. 통계 분석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평균±표준편차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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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증후군 구성요소와 페리틴 및 NLR 사이의 상관성 분석은

결과

Spearman correlation을 이용하였다.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은 인
자들은 quartiles 로 나눈 후 일원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1. 연구 대상자의 임상적 특성

ANOVA)을 통한 집단 간 특성을 비교하였으며, 대사증후군 진단

성인 1,81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유무에 따라 t-test를 통해 페리틴과 NLR의 평균을 비교하였다. 또한,

48.75±10.89세이고, 평균 허리둘레는 83.24±9.39 cm, 평균 수축기

페리틴과 NLR을 각각 삼분위수(ferritin T1: T1<98.09 ng/mL, ferritin

혈압과 이완기 혈압은 각각 120.71±14 .80 mmHg , 78.86±11.49

T2: 98.09 ng/mL≤T2<195.61 ng/mL, ferritin T3: T3≥195.61 ng/mL,

mmHg, 평균 총 콜레스테롤은 196.24±34.33 mg/dL, 중성지방은

NLR T1: T1<1.2691, NLR T2: 1.2691≤T2<1.7045, NLR T3: T3≥1.7045)

133.56±112.64 mg/dL,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은 52.79±12.22

로 분류하여 각 교차집단별 대사증후군 구성요소 충족 수 및 대사

mg/dL,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은 118.66±24.58 mg/dL, 공복혈

증후군 유병률을 비교하였다.

당은 94.30±19.48 mg/dL, 평균 백혈구수는 5,724±1,389/μL, 평균

모든 통계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for Windows, Version 24.0

NLR은 1.61±0.68, 평균 페리틴은 172.61±128.65 ng/mL였다(Table 1).

(IBM Cop., Armonk, NY, USA)을 사용하여 처리하였으며 95%의 유
의수준(P<0.05)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평가하였다.

2. 페리틴 및 NLR과 대사증후군 구성요소의 상관관계

Spearman 상관계수(r)를 이용한 상관분석에서 페리틴과 대사증
후군의 모든 구성요소(허리둘레, 혈압, 중성지방, 고밀도 지단백 콜
레스테롤, 공복혈당)가 상관관계를 보인 인자로 나타났으나, NLR과
대사증후군의 구성요소들 사이에서는 상관계수와 P-value로 보았을
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 (n=1,815)
Characteristic

Mean±standard deviation

Age (y)

48.75±10.89

WC (cm)

83.24±9.39

Systolic blood pressure (mmHg)

120.71±14.80

Diastolic blood pressure (mmHg)

78.86±11.49

Total cholesterol (mg/dL)

196.24±34.33

Triglyceride (mg/dL)

133.56±112.64

HDL cholesterol (mg/dL)

52.79±12.22

LDL cholesterol (mg/dL)

118.66±24.58

Fasting blood glucose (mg/dL)

94.30±19.48

WBC (/μL)

5,724±1,389

NLR

1.61±0.68

Ferritin (ng/mL)

172.61±128.65

WC, waist circumference;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LDL, low density lipoprotein; WBC, white blood cell; NLR, neutrophil to lymphocyte ratio.

Table 2. Spearman’s correlation between ferritin, NLR, and variables
Variable

Ferritin

NLR

a

r

P-value

r

P-value

-

-

-0.049

0.037

-0.049

0.037

-

-

WC (cm)

0.419

<0.001

0.006

0.804

sBP (mmHg)

0.206

<0.001

0.074

0.002

dBP (mmHg)

0.214

<0.001

0.049

0.038

Triglyceride (mg/dL)

0.346

<0.001

0.037

0.112

-0.284

<0.001

-0.021

0.381

0.174

<0.001

-0.027

0.249

Ferritin (ng/mL)
NLR

HDL cholesterol (mg/dL)
Fasting blood glucose (mg/dL)

a

NLR, neutrophil to lymphocyte ratio; WC, waist circumference;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
not available.
a
Correlation coefficients.

Table 3. Mean components of metabolic syndrome of each quartile subject by ANOVA
Variable
Number

NLR
Q1 (≤1.1712)

Q2 (1.1713–1.4670)

Q3 (1.4671–1.8782)

Q4 (≥1.8783)

P-valuea

454

454

454

453

WC

82.60±9.06

83.72±9.00

83.84±9.25

82.78±10.19

0.100

sBP

133.38±155.36

134.34±109.82

137.79±88.75

128.71±81.91

0.682

dBP

53.80±13.25

52.80±12.09

51.10±11.05

53.46±12.27

0.004

TG

93.79±18.17

94.97±18.58

94.05±18.36

94.40±22.52

0.818

118.48±14.29

121.30±14.88

121.64±14.65

121.72±15.78

0.003

77.38±10.84

79.21±11.43

79.69±11.26

79.17±12.29

0.014

HDL-C
FBS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NLR, neutrophil to lymphocyte ratio; WC, waist circumference;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TG, triglyceride;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FBS, fasting blood sugar.
a
P-values were calculated by one-way analysis of var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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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지는 않았다(Table 2).

고찰
본 연구는 대사증후군의 구성요소이자 심혈관 질환의 고위험으

3. NLR에 따른 대사증후군 구성요소의 변화 및 경향성

NLR이 증가함에 따라 대사증후군 각 구성요소의 변화 및 경향을

로 알려진 비만,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과 같은 기저질환을

확인하기 위해 NLR을 사분위수로 나누고, ANOVA를 통해 각 사분

진단받지 않은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페리틴과 NLR을 통해 대사

위별로 대사증후군 구성요소의 평균을 비교하였다. NLR이 증가할

증후군을 얼마나 예측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본

수록 대사증후군 구성요소들의 평균값이 유의미한 경향으로 증가

연구 결과 페리틴과 대사증후군 구성요소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

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3).

계가 존재하고 대상증후군 진단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만족하는 집단에서 페리틴 평균값이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결과를 보
여주고 있는 반면에, NLR과 대사증후군 구성요소 사이에서는 유의

4. 대사증후군 진단 유무에 따른 페리틴 및 NLR 평균비교

대사증후군 진단 유무에 따라 페리틴과 NLR의 평균을 비교하기

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NLR을 사분위로

위해 t-test를 통해 확인하였다. 대사증후군 진단기준을 만족하는 집

나누어 각 사분위마다 대사증후군 구성요소들의 평균값을 비교하

단과 만족하지 않는 집단 사이에서 페리틴의 평균은 각각 158.80±

였으나, NLR이 증가함에 따라 대사증후군 구성요소들의 평균값이

116.37 ng/mL, 235.95±159.77 ng/mL (P<0.001)로 두 집단 사이에 유

증가하는 경향이 없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

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NLR 평균은 각각

지는 않았다. 또한 대상증후군 진단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집단에

1.61±0.68, 1.59±0.68 (P=0.53)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

비해 만족하는 집단에서 NLR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았다(Table 4).

보여주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페리틴과 NLR을 동시에 고려하여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을 확인해 본 결과 페리틴이 증가할수록 대사

5. 페리틴과 NLR을 함께 고려했을 경우 대사증후군 유병률 변화

페리틴과 NLR을 함께 고려하여 대사증후군 유병률의 변화를 확
인하기 위해 페리틴과 NLR을 각각 삼분위수로 나눈 후 각각을 다시

증후군의 유병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준 반면, NLR 증가 혹은
감소에 따른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유의미한 경향성을 보여주지 않
았다.

교차하여 9개 집단으로 나누고 대사증후군 유병률을 확인해 보았

대사증후군은 만성 염증과 혈관 내피세포 기능이상에 대한 반응

다. NLR 1구간만을 보았을 때 페리틴 1구간에서 3구간으로 증가할

으로 염증성 사이토카인 활성 증가로 인해 혈전 형성과 염증이 증

수록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9.2%, 13.6%, 22.5%로 증가하는 것을

가되어 결과적으로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게

확인할 수 있었으며, NLR 2구간, 3구간에서도 페리틴이 증가함에

되는 질환으로 정의할 수 있다.11) 혈전 형성과 염증 반응 증가로 인

따라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해 백혈구의 흐름이 방해되고, 흐름이 방해된 백혈구는 기능이상이

반면, 페리틴 1구간, 2구간, 3구간 각각에서 NLR이 증가함에 따라

촉진되는 혈관 내피세포에 부착되는 경향을 촉진하여 말초혈액에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서 백혈구 증가를 초래하게 된다.12)

NLR 2구간에서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Table 5).

페리틴은 체내 철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
에 체내 철 부족과 항상성을 확인하기 위한 임상적 표지자로 사용
되고 있다.13) 또한, 이전의 많은 연구에서 페리틴은 비만,14) 인슐린

Table 5. Prevalence of metabolic syndrome in matrix of ferritin and
NLR
Table 4. Mean ferritin and NLR by t-test
Variable
Number
Ferritin (ng/mL)
NLR

No metabolic
syndrome

Metabolic
syndrome

1,490

325
235.95±159.77

<0.001

1.61±0.68

1.59±0.68

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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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ritin T2
(98.09≤T2<195.61
ng/mL)

Ferritin T3
(T3≥195.61
ng/mL)

NLR T1 (T1<1.2691)

196 (9.2)

198 (13.6)

209 (22.5)

NLR T2 (1.2691≤
T2<1.7045)

185 (11.9)

212 (20.3)

210 (34.3)

NLR T3 (T3≥1.7045)

224 (9.4)

195 (11.8)

186 (28.0)

P-value

158.80±116.37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NLR, neutrophil to lymphocyte ratio.
a
P-values were calculated by t-test.

Ferritin T1
(T1<98.09
ng/mL)

a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NLR, neutrophil to lymphocyte ratio.

www.kjfp.or.kr

259

KJFP

Jin Gu Kim, et al. Ferritin and NLR Predict Metabolic Syndrome in Korean Adults?

Korean Journal of Family Practice

저항성, 대사증후군,10) 제2형 당뇨병15)과 같은 대사질환과 관련되어

요약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사증후군과 페리틴의 관련성에 대한 병
태생리가 완전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혈

연구배경: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 페리틴 및 neutrophil to lymphocyte

청 페리틴 상승으로 나타나는 체내 과도한 철 성분 축적이 대사증

ratio (NLR) 상승은 만성 경도 염증을 나타내는 인자이며, 심혈관 질

후군 발생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환의 발생 및 진행에도 기여하고 있음이 밝혀진 상태이다. 또한, 대
사증후군도 유사한 관련성을 보이므로, 페리틴 및 NLR을 통해 대

13)

것이다.

심혈관 질환과 NLR의 관련성에 대하여 완전히 정의된 바는 없으

사증후군을 얼마나 잘 예측할 수 있을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나, 염증, 혈관 내피세포 기능이상, 산화 스트레스와 같은 전신적 요

방법: 2016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서울 소재 일개 대학병원 건강

16)

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동맥 혈관벽 내 만성 염증이 동

검진센터에서 문진 및 신체계측, 혈액 검사를 시행한 성인 1,815명을

맥경화를 발생시키고, 진행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

대상으로 하였으며, 통계방법은 Spearman 상관관계 분석, ANOVA,

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특히 호중구의 혈관 내 침윤, 호중구와

t-test를 이용한 평균 비교와 페리틴 및 NLR을 삼분위수로 나누어 대

혈소판 부착 증가로 발생되는 플라크(plaque) 파열과 같은 일련의 반

사증후군의 유병률을 확인하였다.

응들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호중구는 단백 분해 효소 등의 분비를

결과: 대사증후군 구성요소들과 페리틴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

통해 플라크 분해를 더욱 촉진시키고, 염증 매개 물질을 분비할 뿐

으나, NLR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않았다. 유의한 상관관계

만 아니라 조직 손상과 관련된 급성 염증과도 관련되어 있다.17) 따라

를 보이지 않은 NLR을 사분위수로 나누어 대사증후군 구성요소들

서, 정상 백혈구 수를 가진 집단에서 NLR이 더 높을수록 심혈관 질

의 평균을 비교하였으나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대사증후군

환의 예후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토대

진단 유무에 따라 페리틴 및 NLR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페리틴에서

로 NLR이 높을수록 동맥경화 진행을 더욱 가속화 할 것으로 생각

만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으며, 페리틴과 NLR을 동시에 고려

되고 있으며, 실제로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환자들에게 있어서 입

하였을 때, 페리틴의 변화에서만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일정하게

원 시 측정한 NLR이 더 높을수록 병원내 사망률과 6개월 내 사망

변화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률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들18)도 존재하며, 경피적 심

결론: 건강한 한국 성인에서 페리틴은 대사증후군을 예측할 수 있

혈관 중재술(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을 받은 환자에게 있

는 인자로 활용할 수 있었으나, NLR은 대사증후군을 예측할 있는

어서 장기 사망률을 예측하는 인자로 NLR을 사용할 수 있다는 연

인자로 활용할 수 없었다.

19)

구도 있다.

이 연구의 장점은 페리틴과 NLR을 함께 고려하여 대사증후군을

중심단어: 페리틴; 호중구-림프구 비; 대사증후군; 심혈관 질환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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