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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During oxidative stress, the levels of oxygen free
radical increase dramatically, which plays a role in apoptosis,
aging and is chemic injury, but also leads to positive effects
such as induction of host defense genes and mobilization of
ion transport systems. It has been suggested that the advantages of laparoscopic surgery are closely related to the reduced
oxidative stress that occurs during laparoscopic cholecystectomy (LC) when compared to open cholecystectomy
(OC).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mpare oxidative stress
markers including total antioxidant status (TAS), superoxide
dismutase (SOD) and gluthathione reductase (GR) between
the LC group and OC group to determine if these surgical
procedures result in different patterns of oxidative stress.
Methods: Our prospective study included fifty patients with
symptomatic cholelithiasis and cholecystitis, of whom 25 underwent LC and 25 underwent OC. The plasma levels of oxidative stress markers (TAS, SOD, and GR) were measured preoperatively and on the 1st, 2nd and 3rd postoperative days.
Results: The postoperative hospitalization days differed significantly between the two groups (p＜0.01). The value of
TAS decreased in the OC group in the immediate postoperative
period (p=0.037), but this difference was not significant when
analyzed by ANCOVA (analysis of covariance; p＞0.05). An
acceptable postoperative decrease in SOD was observed in the
OC group, especially after the 2nd postoperative day (p＜0.01),
and this decrease was also significant when analyzed by
ANCOVA (p=0.020). GR was decreased in the OC group on

the 2nd postoperative day (p=0.022), and ANCOVA revealed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p=0.039). The length
of postoperative hospital stay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two groups (p＜0.01). The TAS value decreased
in the OC group in the immediate postoperative period
(p=0.037), but the serial change in the plasma level of TAS
did not differ significantly among groups (p＞0.05) upon analysis of covariance. A significant postoperative decrease in the
level of SOD was observed in the OC group, especially after
the 2nd postoperative day (p＜0.01), and there was also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erial change in SOD between
groups (p=0.020). The level of GR in the OC group decreased
significantly on the 2nd postoperative day (p=0.022). Moreover,
ANCOVA reveal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erial changes
in thelevel of GR between the two groups (p=0.039).
Conclusion: Our study compared oxidative stress between
LC and OC groups based on the levels of TAS, SOD, and GR.
We found that minimally invasive surgery, such as laparoscopic
cholecystectomy, produced less oxidative stress than open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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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담낭염, 담낭 결석의 치료에 있어서 복강경적 담낭 절제
술은 표준적인 치료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는
개복적 담낭절제술과 비교하여 수술 후 환자들의 일상으로
1-3
의 복귀가 빠르고 비교적 안전한 수술이기 때문이다. 최
근에 각광받고 있는 최소 침습 수술(minimally invasive surgery)
중에서도 복강경적 담낭 절제술은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
는데 이는 기존의 수술 방법에 비해서 접근 외상(access
trauma)이 적어, 이로 인하여 야기되는 수술적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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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gical stress)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4
한편, 인체내의 수많은 질병과 관련하여 자유 산소기
5-9
(oxygen free radical)의 역할이 발견되고 있다. 자유 산소
기는 세포자멸사(apoptosis) 뿐만이 아니라 숙주방어에 영향
을 끼치며, 이는 산화환원신호(redox signaling) 통해 혈소판
을 이용한 창상 회복과 백혈구를 통한 적응 면역 체계(a10,11
그러나 자유 산소기
daptive immune system)를 제공한다.
는 세포 단위의 염증과 이로 인한 손상에 밀접한 관련을
하며, 이와 연관되어 심혈관계 질환, 당뇨 등의 성인병과 종
6,7,10,11
이러한 자유 산
양의 원인 중 하나로 알려지고 있다.
소기는 세포 내 대사에 의한 산물로 발생하기도 하나, 패혈
증, 허혈-재관류 손상, 화상, 외상과 같은 병적 상태로 인한
산물로 생성 가능하며, 수술적 스트레스 또한 원인이 될 수
있어 산화스트레스(oxidative stress)라 하는 일련의 과정을
12,13
이러한 자유 산소기는 항산
통해 다량 생성될 수 있다.
화물질이라 불리는 여러 가지 물질들 - alpha-tocopherol, ascorbic acid, carotenoids, reduced glutathione, bilirubin, uric
acid, 그리고 superoxide dismutase, glutathione peroxidase and
14-16
reductase, catalase에 의하여 중화, 혹은 비활성화 된다.
현재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분석 키트 이용하면 이러한
체내의 항산화반응을 총 항산화능, 항산화효소의 정량적
계측을 통해 알 수 있는데, 본 연구는 복강경적 담낭절제술
을 시행한 군과 개복적 담낭절제술을 시행한 군의 수술 전
후 혈장내의 총 항산화상태(total antioxidant status, TAS)와
glutathione reductase (GR), superoxide dismutase (SOD) 같은
항산화효소의 정량적 계측을 통해 산화스트레스를 전향적
으로 비교하였으며, 궁극적으로 두 치료군 간의 수술적 스
트레스 차이를 유추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대상환자
본 연구는 전향적 연구로 진행되었다. 고려대학교 의료
원 안산병원 외과에서 2004년 1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담
낭결석 및 담낭염으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 중 사전
동의를 한 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급성 담낭염, 급성 췌장
염의 증거가 없으며, 수술 전 검사에서 악성 질환의 존재가
배제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환자들은 크게 두 그
룹으로 나누었는데, 환자군 중 25명의 환자는 복강경 담낭절
제술(laparoscopic cholecystectomy, LC)를 받은 복강겸 담낭
절제술군과 대조군 25명의 환자는 과거 상부 위장관 개복 수
술 기왕력이 있는 환자로 개복 담낭절제술(conventional open
cholecystectomy)을 시행받은 환자들로서, 개복 담낭절제술
(open cholecystectomy, OC)군으로 포괄하여 칭하기로 하였다.
2) 수술 방법 및 시료 채취
수술적 방법은 위의 대상 환자군에서 설명한대로, 복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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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 담낭절제술 및 개복 담낭절제술을 이용하였다. 두 군
간의 주 증상의 기간, 평균 수술시간 및 재원 기간 등을 의
무기록 검토를 통하여 기록하여 이를 통계 분석에 활용하
였다.
시료는 환자의 사전 인지동의 아래 수술 전, 수술 후 1일,
2일, 그리고 3일 아침 공복에 혈액을 5 cc씩 채취하여 실리
콘 코팅된 전해질검사용 검체 병에 담았고, −80도 시료 보
관 냉동고(RevcoⓇ)에 보관하여, 한꺼번에 모든 검사를 완료
할 수 있게 준비 하였다.
3) 총 항산화능(total antioxidant status, TAS) 검사
TAS는 NX2332 kit (RANDOX Lab Ltd., Antrim, UK)를 사
용하여 RANDOX Beckman CX7 protocols 방법으로 측정되
Ⓡ
었다. ABTS (2,2-azino-di-[3-ethyl-benzthiazoline sulfonate])
를 metmyoglobin과 hydrogen peroxidase가 함께 반응하면
Ⓡ
ABTS radical이 발생한다. 이 radical은 청녹색을 띠는 비교
적 안정된 물질이며 600 nm에서 측정된다. 신선 혈장으로 이
루어진 검체가 첨가되었을 때 혈장 내 항산화제(antioxidant)
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 이러한 반응이 억제되고 발색 또한
억제된다. 반응 시작 후 약 3분 후에 600 nm에서의 흡광도
의 감소 정도가 standards와의 차이로부터 계산되어 mmol/l
농도로 측정된다. 표준 물질의 값은 표준 물질의 농도와 그
래프 곡선으로서 결정된다(Table 1, Fig. 1). 이때 대조 물질
의 참고 범위는 1.22∼1.66 mmol/L이다.
4) Glutathione reductase (GR)
이 효소의 측정방법은 GR2368 kit (RANDOX Lab Ltd.,
Antrim, UK)를 사용한 Beckman CX7 protocols에 기초한 방
법으로 glutathione reductase는 NADPH 존재 하에서 glutathione (GSSG, glutathione disulfide)의 환원을 촉매 하기 때문
에 NADPH가 NADP＋로 되게 할 때 이 때의 흡광도의 감소
를 340 nm에서 측정한다. 이때 대조 물질의 정상범위는 42
∼80 u/L이다.

Table 1. Data by standard solutions for total antioxidant status
standard curve
Standard
solution
S1
S2
S3
S4
S5
S6

Conc.
0
0.225
0.675
1.35
2.7
5.4

Inhibition %

Rate

lnC

0
18.4845
55.51091
69.86223
84.69192
90.43245

209.04
170.4
93
63
32
20

−1.491654877
−0.39304
0.300105
0.993252
1.686399

Conc. = concentration; lnC = Logarythm Natural of the Concen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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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Chicago, IL)을 이용하였다.

5) Superoxide dismutase (SOD)
SD125 kit (RANDOX Lab Ltd., Antrim, UK)를 사용하여
Beckman CX7 protocols에 기초한 방법을 이용하였다. SOD의
역할은 superoxide radical의 변화를 막는 것이다. Superoxide
radical을 발생시키려고 xanthine과 xanthine oxidase를 반응
시켰고 superoxide radical는 I.N.T(2-(4-iodophenyl)-3-(4-nitrophenil0-5-phenyl-tetrazolium choloride)를 formazan dye로 변
화시킨다. SOD의 활성도는 formazan dye의 형성이 억제되
는 정도에 비례한다. 활성도는 대조물질의 standard curve와
비교하여 억제되는 비율로 표시하였다. 대조물질의 정상범
위는 1,102∼1,601 u/gHb이다.
6) 통계처리
복강경 담낭절제술과 개복 담낭절제술을 받은 각 군의
연속형 자료의 비교는 독립 t 검정을 시행하였고, 범주형
자료의 비교는 chi 스퀘어 검사를 시행하여 비교하였다. 두
군간의 연속 측정 값에 대하여 공분산분석(ANCOVA, analysis of covariance)을 이용하였다. p 값은 0.05 미만을 통계적
유의성 있는 값으로 사용하였고, 통계 분석은 SPSS Program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version 20.0 for

결

과

1) 대상 환자군의 각 수술에 따른 인자들의 비교(Table 2)
복강경 수술군과 개복 수술군 간의 연령은 각각
61.7±11.7세, 56.4±10.1세로 통계적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다
(p=0.1). 또한 내원 전 병원으로 내원하게 한 증상의 기간도
복강경 술 및 개복 수술 각각 4.5±3.5일, 3.9±3.0일로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p=0.1). 하지만 두 군간 성비에서
는 차이가 있었는데, 복강경 수술군에서는 남녀 비가 비슷
했지만, 개복군에서는 남자의 비율이 88% (22/25)로 유의하
게 높았다(p=0.04). 또한 수술 후 재원기간도 복강경 수술군
에서 3.3±2.3일로 개복군의 10.5±2.4일보다 의미 있게 짧음을
알 수 있었다(p＜0.01). 수술 시간은 복강경 수술군에서
39±21.5분으로 개복군의 55.5±26.7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짧았다(p＜0.01).
2) 대상 환자군 간의 total antioxidant status에 대한 분석
복강경 담낭절제술과 개복 담낭절제술의 총 항산화능 분
석은 수술 전(1.54±0.01 vs. 1.52±0.04 mmol/L, p=0.4295), 수
술 후 1일(1.53±0.25 mmol/L vs. 1.35±0.31 mmol/L, p=0.0371),
수술 후 2일(1.50±0.70 vs. 1.51±0.05 mmol/L, p=0.6621), 수술
후 3일(1.52±0.00 vs. 1.50±0.42 mmol/L, p=0.2577)에 TAS 값
측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수술 후 1일째 TAS 평균값의 차
이가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지만, 검사 수치의 대조값 범위
내에 속하였다(1.22∼1.66 mmol/L). 공분산분석을 통한 두
군간의 총 항산화능 변화의 차이점은 보이지 않았다(p＞
0.05).
3) 대상 환자군 간의 superoxide dismutase에 대한 분석

Fig. 1. Total antioxidant status (TAS) standards curve by standard
solutions. The symbol ♦ = represents the inhibition percents
of the TAS. Conc. = concentration.

복강경 담낭절제술과 개복 담낭절제술의 superoxide dismutase
는 수술 전(1,584.6±429.2 vs. 1,534.6±567.2 u/gHb, p=0.1766), 수
술 후 1일(1,711.4±667.1 vs. 1,184±465.3 u/gHb, p=0.0316), 수
술 후 2일(1,861.6±867.9 vs. 829.5±110.6 6 u/gHb, p＜0.01), 수
술 후 3일(1,593.7±850.8 vs. 1,416.6±567.2 u/gHb, p=0.3237)로
측정되었다. 수술 전과 수술 후 3일째는 통계적 차이를 보이

Table 2. Comparisons of demographic data between laparoscopic and open cholecystectomy groups
Factors
Age (years old, mean)
Gender (male : female)
Duration of symptoms (days, mean)
Operation time (hours, mean)
Postoperative hospital stay (days, mean)
*statistically significant.

Laparoscopic cholecystectomy group (n=25)

Open cholecystectomy group (n=25)

61.7±11.7
13 : 12 (1.08 : 1)
4.5±3.5
39.0±21.5
3.3±2.3

56.4±10.1
3 : 22 (0.13 : 1)
3.9±3.0
55.5±26.7
10.5±2.4

p value
0.1
0.04*
0.1
＜0.01*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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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지 않았으나, 수술 후 1일과 2일에는 개복 담낭절제술
을 받은 환자들에서 복강경 담당절제술을 시행 받은 환자
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대조값인 1,102∼1,601 u/gHb에
근접하는 수치를 보였다. 공분산분석을 통한 복강경 담낭
절제술과 개복 담낭절제술을 받은 환자들의 SOD 값의 변
화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20).
4) 대상 환자군간의 glutathione reductase에 대한 분석
복강경 담낭절제술과 개복 담낭절제술의 glutathione reductase는 수술 전(90.0±19.9 vs. 95.3±14.4 u/L, p=0.1615), 수술
후 1일(85.6±9.2 vs. 91.0±21.6 u/L, p=0.4958), 3일(101.4±14.3
vs. 74.2±30.1 u/L, p=0.0485)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수술 후 둘째 날은 복강경 수술군 96.5±26.2 u/L,
개복 수술군 67.2±16.6 u/L로 낮았으며 대조 값인 42∼80
u/L에 근접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p=0.0223).
공분산분석에서는 복강경 담낭절제술과 개복 담낭절제술
을 시행 받은 환자군의 GR 변화에 차이가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p=0.039).

고

찰

본 연구는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시행 받은 환자와 개복
담낭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혈장 내 총 항산화상태(total antioxidant status, TAS), glutathione reductase (GR), superoxide
dismutase (SOD) 같은 항산화효소의 정량적 계측을 통해 산
화스트레스를 전향적으로 비교하여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시행 받은 환자에서 항산화능력이 보존되어 개복 담낭절제
술을 시행 받은 환자에서 보다 수술 스트레스가 더 적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수술 전 두 군간의 항산화능의 차이는 없
었지만, 수술 후 개복 담낭절제술을 받은 환자에서 세 가지
항산화능력을 측정한 값에서 연속적인 유의한 변화를 측정
할 수 있었다.
현재까지 많은 질병에서 자유 산소기의 스트레스와 관련
6-9
된 역할이 밝혀지고 있다. 이 중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
로 알려진 일산화질소(nitro oxide, NO)는 비유기적 자유산
소기(inorganic free radical)로 산화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이
되는데, 대식세포(macrophage), 싸이토카인, 혈관내피세포
에서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의 촉매를 통한
L-arginine의 산물로 생성된다. 이 NO는 매우 활동성이 높은
산화물질(reactive oxygen species)로 인체 내의 산화 스트레
17,18
스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체는 이러한 산화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항산화 시스템
(antioxidant system)을 갖고 있으며, 이는 다시 일차, 이차,
삼차 항산화 시스템으로 구분된다.
일차 항산화 시스템은 보통 항산화 효소계로 불리며, superoxide dismutase (SOD), catalase, peroxiredoxin에 의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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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 작용 또는 thioredoxin, glutathione 시스템에 의한 것을
지칭한다. 이차 항산화 시스템은 vitamin E, vitamin C,
B-carotene과 같은 유기물들에 의한 항산화 시스템을 말하
며, 삼차 항산화 시스템은 DNA repair enzyme, methionine
sulphoxide과 같은 보다 더 작은 단위의 항산화 시스템을 일
7,8
컫는다.
인체는 자유산소기에 의한 손상과 이를 막기 위한 여러
단계의 항산화 시스템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 체내 항상성
(homeostasis)은 산화 스트레스의 증가 시 항산화 시스템이
활성화 됨으로 유지되며, 이는 총 항산화능이나 항산화에
관련된 효소의 소비를 증가시켜 체내 항산화능의 감소를
일으킨다.
수술에 의한 조직의 손상은 인체의 면역 반응을 유발하
는데 일련의 과정을 통해 대식세포, 백혈구의 활성화와 이
로 인한 염증반응 매개체들(inflammatory mediators) 즉, 싸
이토카인, 아라키도닉산의 대사물, 보체(complement), lysomal enzyme, bradykinin 등과 자유 산소기의 생성을 촉진한
14,15,19
복강경 담낭 절제술은 최소 침습 수술(minimally
다.
invasive surgery)중의 하나로 개복적 방법과 비교하여 조직
의 손상, 특히 접근 외상이 적어 산화 스트레스가 적을 것으
로 기대한다.
담낭염, 담낭 결석의 치료에 있어서 복강경 담낭 절제술
은 표준적인 치료 방법으로, 이는 본 연구에서도 나타나듯
이 수술 시간, 입원 기간, 수술 후의 통증, 일상으로의 복귀
시간 단축이 가능하며, 비교적 안전한 수술 방법이기에 개
복 담낭 절제술보다 우월하다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최
근 연구에 따르면 복강경 수술이 개복수술에 비해서 수술
20-22
후 환자가 면역적 이득이 있음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최소 침습 수술(minimally invasive surgery)의 이점이 널리
받아들여지며 복강경 담낭 절제술의 임상적 유용성 또한
부각되고 있다. 복강경 담낭절제에서 개복 담낭절제에 비
해 항산화 시스템의 활성화 정도가 낮았고, 이는 복강경적
수술 방법이 산화스트레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는
23
연구가 이를 뒷받침 하였다. 이와 반대되는 의견으로 기존
의 복강경 담낭절제에서 필연적인 기복강(pneumoperitoneum)
과 연관된 산화 스트레스가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
서, 복강경 수술 종료시 기복강을 없애는 과정에서 복강 내
장기들의 허혈-재관류 손상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산화 스
24
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하였다. 다른 의견으로는, 복강
경 담낭 절제술군과 개복 담낭 절제술군의 lipid peroxidation
과 총 항산화능을 비교한 Seven 등의 연구는 산화 스트레스
15
정도가 복강경 담낭절제술이 낮음을 주장하였다. 연관된
다른 연구인 Stipancic 등은 복강경 담낭절제술과 개복 담낭
절제술 간의 총 항산화능을 비교하였는데, 수술 직후에는
양군간의 차이가 없었으나, 수술 24시간 후 복강경 군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이는 산화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복
강경 수술 방법이 우월함을 증명하는 것으로 기복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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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복강 내 장기의 허혈-재관류 손상에 의한 산화 스트레스
의 정도는 이산화탄소 유지 압력을 15 mmHg 이하로 유지
하고, 수술시간을 가능한 줄이며, 복강경 수술을 받는 환자
가 폐나 심장의 기저 질환에 의한 문제가 적을 경우에 체내
의 항산화 작용에 대한 항산성 유지가 가능하다 하였다. 또
한, 결과적으로 복강경 담낭 절제술이 개복 수술 방법에 비
하여 조직의 손상이 적기에 이러한 결과를 보인 것 이라
주장하였으며, 이는 산화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복강경 담
25
낭 절제술이 우월함을 역설하였다. 마찬가지로 복강경군
과 개복군 간의 MDA (malondialdehyde)와 nitrite＋nitrate 값을
통하여 산화 스트레스를 평가한 Bukan 등의 연구에서도
Stipancic 등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복강경 수술 방법이 산화
25
스트레스에 더 우월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는 개복 담낭 절제술과 비교하여 복강경 담낭 절
제술시에 Total Antioxidant Status, Superoxide Dismutase,
Glutathione Reductase란 객관적 지표를 통해 총 항산화능 및
항산화효소의 소비가 적음을 보였으며, 이를 통해 복강경
담낭 절제술이 산화 스트레스가 더 적음을 결론 내릴 수
있었다. 또한, 논점이 될 수 있는 기복강에 의한 복강 내 장
기의 혈류-재관류 손상은 CRP 측정을 통하여 확인한 수술
적 스트레스에 관한 타 연구를 통해 볼 때, 수술적 스트레스
26,27
에 대한 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한계는 비교적 적은 수의 임상 증례를 통한 전
향적 연구였으며, p value의 유의함에도 불구하고 TAS,
SOD, GR 모두 양군의 수치가 대조값 내에 혹은 근사치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대조값이 1.22∼
1.66 mmol/L인 TAS의 경우 수술 후 첫날 양군간의 유의한
차이에도 불구하고(1.53±0.25 vs. 1.35±0.31 mmol/L, p=0.0371)
평균 값이 대조 값 내에 존재하며, SOD는 수술 후 2일째 결
과에서 개복 수술군의 확연한 감소가 있었지만(1,861.6±867.9
vs. 829.5±110.6 u/gHb, p＜0.01) 대조 값인 1,102∼1,601
u/gHb 에 근접한 수치를 보였으며, GR의 수술 후 둘째 날
수치에서도 대조값(42∼80 u/L)과 근접한 수치로 나타났다
(96.5±26.2 vs. 67.2±16.6 u/L, p=0.0223). 또 다른 한계로는
산화스트레스와 수술적 스트레스의 정확한 인과관계 성립
에 대한 증명이 까다로운 점이다. 실제로 다른 스트레스 표
지자를 이용한 실험에서 복강경 수술 방법의 유용성을 증
명에는 논란이 있으며, 이는 fast track의 적용과 같은 수술
28,29
전후 관리에도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결

론

담낭 절제술의 복강경 수술 방법과 개복 수술의 차이는
재원 일수, 수술 시간, 빠른 회복, 통증 경감 뿐만 아니라
환자의 수술 후 스트레스까지 작다는 점에서 임상적 의의
를 가질 수 있으며,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객관화의
방편으로 검사한 Total Antioxidant Status, Superoxide

Dismutase, Glutathione Reductase 등 인자에서 수술 후 각각
의 수술 날짜에 유의한 생화학적 차이를 보였으며, 두 군간
의 변화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택한 항
산화계 검사들은 이미 키트화 되어 측정이 어렵지 않기 때
문에 쉽게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란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보인 결과가 궁극적으
로 수술적 스트레스 차이 때문이라 설명하기 위해서는 정
밀한 객관적 지표와 추후에 더 많은 수의 임상적 증례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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