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의생리병리학회지 제 21권 6호 Korean J.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21(6):1586∼1589, 2007

- 1586 -

서    론

    체질진단 객 화를 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지만, 항상 제기

된 문제는 체질진단이 정확하게 이 진 피험자를 상으로 했는

지의 문제 다. 이에, 사상체질의학의 과학  연구에 체질임상 

정보가 체계 으로 축 된 정보은행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한국

한의학연구원의 2001년 연구보고서에서 언 되었으며1), 2005년 

이를 기반으로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는 사상체질정보은행를 구

축한 바 있다.

    사상체질정보은행의 개념은 체질진단에 활용되고 있는 각종 

진단 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임상과 연구를 해 

활용되도록 일목요연하게 리하는 시스템이다2). 

    최근 한국한의학연구원은 학병원  한의원 등으로 구성된 

다기  임상 력 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체질임상정보와 각종 생

물학  정보를 포함한 새로운 체질정보은행을 구축하여 체질이 

확진된 피험자를 포함한 550여 증례를 확보하 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본    론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후향  증례 찰 연구로서 각 임상 기 에서 체

질 문가가 체질 진단을 한 후, 일정기간 이상 체질 치료를 통

해 체질이 확진된 피험자를 상으로 하 다.

2. 체질정보은행 데이터 항목 분석

    본 체질정보은행에 소장되어 있는 데이터는 체질 문가의 

체질진단에 근거하되, 체형/용모/성정/증상/병증약리 기록 등

의 근거자료를 실었고, 사상체질의학회와 한국한의학연구원이 

개발한 사상체질진단 설문지3)의 내용을 포함하 다.

 1) 체형기상

    상하체 체격의 상  발달여부와 체형에 한 정량  계측 

자료를 포함하 다. 

  (1) 상하체 계 : 검사자의 직 에 의해 단한 항목으로서 체

격이 크고 작은지의 여부와 상체와 하체  상 으로 발달한 

부 를 기입한다.

  (2) 객  계측자료로서 8부  측정법4)과 5부  측정법5) 내용

을 기입하게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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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용모사기

    체 인 인상과 안면사진, 그리고 음성에 한 내용을 포함

하 다.

  (1) 체  인상 : 무겁고 듬직한지, 섬세하고 얌 한지, 빠르고 

용감한지, 진취 인지에 해 검사자의 직 에 의해 단한 항목

이다6)
.

  (2) 안면사진 : 피험자의 정면사진과 측면사진이 기록되었으며, 

고 등7)
이 제안한 방법을 변형하여 사용하 다. 정면과 측면의 특

정 측정 들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디지털 카메라를 어서 

일을 보 하 다(Fig. 1).

  (3) 음성 : 문진을 진행하면서 피험자의 음성을 찰하여 검사

자가 단한 내용을 기록하 다.

Fig. 1. Picture for facial analysis

 3) 성질재간

    범/섬세, 빠름/느림, 극/소극 등을 포함한 9가지 항목

으로 구성된 성격문항과 새로 개발된 사상체질진단 설문지가 포

함되었다. 성격문항은 피험자가 내용을 읽고 본인에 해당되는 내

용을 스스로 기입하게 하 다(Table 1). 

Table 1. Questionnaire for Character

성
격

범-섬세(소심) ‘성격이 범하신가요? 
섬세하신가요? 범 ① ② ③ ④ ⑤ 섬세

빠름-느림 ‘행동이 빠른편인가요? 
느린편인가요? 빠르다 ① ② ③ ④ ⑤ 느리다

극-소극 ‘매사에 극 인가요? 
소극 인가요? 극 ① ② ③ ④ ⑤ 소극

직 -간 ‘말 는 표 을 놓고 하는 편 
인가요? 돌려서 하는 편인가요? 직 ① ② ③ ④ ⑤ 간

포기가 빠르다-포기가 늦다
‘포기가 빠른가요? 느린가요? 

포기빠름 ① ② ③ ④ ⑤ 포기느림

외향-내성 ‘성격이 외향 인가요? 
내성 인가요? 외향 ① ② ③ ④ ⑤ 내성

(아기때)까다로움-순함 ‘아기 을 때, 까다로 왔나요? 
순했나요? 까다로움 ① ② ③ ④ ⑤ 순함

동 -정 ‘평소 활동 인 편인가요? 
조용한 편인가요? 동 ① ② ③ ④ ⑤ 정

업직-사무직 ‘만약 일을 한다면 업직이 
성에 맞나요? 사무직이 

성에 맞나요? 업직 ① ② ③ ④ ⑤ 사무직

* 1-5단계  선택해 보세요.’

 4) 병증  소증

    피로, 소화, 식사, 변, 소변, 발한(發汗), 음수(飮水), 수면, 

한열 등 9개 부문에 해 방문일 기  최근 6개월 동안의 환자의 

병증  소증을 기록하 다. 소증은 태소음양인이 평소 가지고 

있는 증상으로서 복약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8).

Table 2. Questionnaire for symptoms (example)

병증  소증 기록지

구분 내용 비고

피로

정도 없음☐ 가벼움☐ 간☐ 심함☐ 잘모름☐ 불편□ 괜찮음□

부 (*) 이상없음☐ 두☐ 안☐ 사지☐ 몸통☐ 불편□ 괜찮음□

시간(*) 이상없음☐ 기상☐ 오 ☐ 오후☐ 밤☐ 불편□ 괜찮음□

소화

정도 이상없음☐ 불량☐ 잘체함☐ 불편□ 괜찮음□

증상(*)

이상없음☐ 오심(울 거림)☐ 
비민(더부룩함)☐ 조잡(아 면서도 
허기짐)☐ 애기(트림이 자주남)☐ 

탄산(속쓰림 는 신물이 올라옴)☐ 
얼격(삼킬때 무엇이 목에 걸린 듯하거나 

음식물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 
불편□ 괜찮음□

식욕
보통☐ 항진(식욕이 땅긴다)☐ 
부진(식욕이 없다)☐ 잘모름☐ 불편□ 괜찮음□

식사

양 보통☐ 과식☐ 폭식☐ 소식☐ 불편□ 괜찮음□

규칙성 규칙 ☐ 불규칙 ☐ 불편□ 괜찮음□

속도 보통☐ 빨리먹음☐ 천천히먹음☐ 불편□ 괜찮음□

횟수 1회☐ 2회☐ 3회☐ 4회☐ 5회☐ 불편□ 괜찮음□

 5) 체질 약리반응

    최근 3년 이내에 가장 격한 호 반응을 보인 내용을 기록

하는 것으로서, 4회 이상의 내원 횟수, 60첩 이상의 체질 처방을 

복용한 것을 기 으로 하 다. 환자가 호소한 주증에 해 명확

한 호 (A), 등도의 호 (B), 미약한 반응(C), 호 반응 없음(D) 

로 기록하 다. 다만, 주증의 호 과 아울러 소증의 개선이 이

진 경우에는 기  복약 첩수를 10첩 이상 60첩 이내에서 상자

를 선정할 수 있도록 사상의학 이론에 입각한 탄력성을 부여하

는데, 이를 하여 동의수세보원  련 논문9)을 참고하여 표

 소증 항목을 제시하 다(Table 3). 

Table 3. Standard Physiological Symptoms.

표  소증 항목 

소증

수면 상태 (입면 곤란 여부, 천면 양상, 도 각성, 수면후 피로)

소화 상태 (식후 비만, 도포, 탄산, 조잡, 잘 체하는 정도) 
/ 식욕 (구 화, 구 불화)

발한 상태 (발한 정도, 발한 후 느낌, 발한 부 )

구갈 여부

변 상태 (설사나 변비 등의 성상, 횟수, 용변 후 느낌)

소변 상태 (색태와 소변량 등의 성상, 횟수, 용변 후 느낌)

피로감 (두통 혹은 두 감 여부, 육체  피로감, 활력 인 느낌)

정서 상태 (우울감, 감정의 작한 변화(화남, 슬픔), 불안감)

심장 박동 상태 (HR, 심계 정충 여부, 흉민 여부)

 6) 체질진단 소견

    체질진단 소견은 해당 피험자를 형 인 특정 체질로 선정

한 사유에 해 임상 력 네트워크의 체질 문가가 체형기상, 

용모사기, 성질재간, 병증약리 등의 범주에 따라 직 인 임상

소견을 기록하게 하 다.

3. 체질정보은행 DB 구축 황

    2006년 11월부터 2007년 9월 말 재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새로 구축한 체질정보은행에는 총 550 증례가 구축되어 있다. 이 

에서 체질 문가의 체질 진단  병증 / 약리 자료가 구비된 

일반 상자는 422명이며, 체질별 구성은 소양인 126명, 소음인 

97명, 태음인 197명, 태양인 2명 이다.

    특히 이번 체질정보은행에는 체질의 유 성을 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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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특이 유 자를 발굴하기 해 체질-가계 연구 증례를 포함하

다. 체질-가계 연구 상은 상자 모두가 한 가족으로 구성된 

가계 증례와 체질이 확실하게 구분된 1인을 포함하는 연

계에 있는 소가계 증례로 분류되었다. 재 체질정보은행에 구축

된 체질-가계 연구 상자는 219명이며, 이  74명은 4  9남매 

62가구 161명으로 구성된 가계 상자의 증례이다.

    모든 증례에 해서 체질진단과 련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으며 체질 약리 반응은 체질이 확실하게 진단된 모든 일반

상자와 일부 체질-가계 연구 상자에 한해서 기록되어 있다. 

한 모든 증례에 해 DNA Cell Line 이 보 되어 있어서 련 

유 체 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 하 다.

고    찰

    체질진단을 과학화하기 해서 가장 요한 것은 체질이 정

확하게 진단된 상자를 확보하는 것이다. 안면 분석 연구, 체형 

분석 연구, 체질진단 설문지 연구, 음성 분석 연구 등 많은 체질

진단도구 개발 연구에서 항상 지 되어 온 내용은 해당 연구의 

상자 체질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가의 문제 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은 1997년 「유 자분석법에 의한 사상체

질진단 객 화 연구」에서 향후 과제로 정확한 체질 상자를 

선정하고, 이들에 해 지속 인 리를 하는 것이 필요함을 주

장하 고10), 2001년에는 이를 구체화 하기 해 사상체질정보은

행을 구축하 는데, 상자는 한국한의학연구원 수요한방무료검

진 내원자와 연구 상자가 집해있는 기  방문을 통한 출장 한

방무료검진에 참여한 자, 그리고 사상체질진단 문 원으로 

된 사상체질의학 문 한의사들의 clinic에서 진단, 치료, 투약경

과가 일정 기간(약 5년) 찰되어 사상체질이 임상에서 확진된 자

로서 총 1371명의 증례가 확보되었다1). 그러나 획기 인 시도에

도 불구하고, 당시 각각의 증례들은 site 별로 체계 인 공통의 선

정기 과 증례기록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단 을 지니고 있었다. 

    이에 이번에 새로 구축된 체질정보은행은 경희 , 경원 , 

우석 , 동의  등 4개 한방병원과 원 한의원으로 구성된 다기

 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사 에 체계 으로 확립된 연구 

로토콜에 의거하여 체질진단 과정을 최 한 객 으로 기록

할 수 있도록 증례기록지(CRF, Case Report Form)를 개발하

다. 증례기록지에는 체형기상, 용모사기, 성질재간, 소증  병증, 

그리고 체질약리 반응 등을 순차 으로 기록할 수 있게 하 다. 

한 DNA Cell Line 을 구축하여 유 체 기술의 발달에 맞춰 탄

력 으로 체질 유 체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

으며, 생명공학연구원, 서울 학교 의과 학 등과 력연구를 통

해 상자들의 DNA genotyping 데이터를 확보하 다.

    이번 체질정보은행은 2006년 11월부터 증례구축을 시작하

으며, 2007년 9월까지 550여 증례가 확보되었다. 특히 4  62가구 

161명으로 구성된 청주한씨 가계에 한 증례 수집은 체질 유

체 연구의 획기 인 기를 마련해  것으로 기 된다. 다만 

임상기 에서 후향 으로 확보된 증례들이 일정기간 이상의 체

질처방을 투약해서 일정기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에 비해, 

이들 증례들은 향  연구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향후 지

속 인 추 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1차년도 청주한씨 

가계 증례에 한 체질진단은 다른 일반증 와 달리 3명 이상

의 체질 문가들이 같은 증례를 찰하여 체질진단을 한 후 합

의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진단이 일치한 경우는 

A등 으로, 1인을 제외한 나머지 문가들의 진단이 일치한 상

태에서 나머지 1인이 합의에 응한 경우는 B 등 으로 산정하

다. 이들 등  외의 증례에 해서는 우선 으로 체질에 해 추

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다. 

    재까지 체질정보은행의 증례구축이 비교  성공 으로 진

행되었지만, 몇 가지 개선해야 할 것들이 있다. 첫째 좀 더 정량

인 진단기록이 필요하다는 이다. 다른 한의진단과 마찬가지

로 체질진단 역시 사진(四診)에 의거하여 한의사의 주 인 감

각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 그 기 때문에 한의사마다 체질진단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 을 야기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피험자의 

안면사진을 표 차에 따라 기록한 것과 체형을 측정하여 기록

하게 한 것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한 노력이었지만, 여

히 진단기록  상당부분을 검사자의 주 에 의존하고 있는 것

이 사실이다. 이에 향후 임상 력 네트워크의 책임자  실무자 

모임을 강화하여 서로 간 증례기록의 일치도를 높이기 한 질 

리를 강화하고, 피험자의 음성기록을 wave file형식으로 장

하는 방식으로 새로 도입할 정이다. 둘째 임상연구 력 네트

워크를 확충해야 한다. 재 5개 기 으로 구성된 임상연구 력 

네트워크만으로는 체질이 확진된 피험자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

으므로, 이를 8개 이상의 한방병원과 다수의 한의원들을 포함하여 

본격 으로 체질임상증례를 본 체질정보은행에 확보할 정이다.

    향후 본 체질정보은행의 자료는 공동연구자들에게 공개하여 

체질 련 연구개발의 동기를 부여하고 한국 한의학의 특색인 체

질의학이 과학화 세계화 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

고자 한다. 

결    론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체질정보은행은 체형, 용모, 성정, 증상 

 체질약리 반응을 포함하는 체질임상정보와 생물학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2006년 11월부터 증례를 확보하 으며, 2007년 9

월까지 550 증례가 체질정보은행에 구축되었으며, 이  219 증

례는 체질-가계 연구를 한 증례이고, 특히 74증례는 4  62가

구 161명으로 구성된 가계 증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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