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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upuncture and herbal treatment are based on diagnosis of cold and heat pattern i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This diagnosis is accomplished through pulse, tongue and question examination, which are not objective. 

Quantification and objectification of this diagnosis process are required for efficacious treatment and traditional 

medicine development. In this study, we developed the cold-heat pattern questionnaire for this purpose. Seventy nine 

patients who visited oriental medical hospital were included in this study. The cold-heat pattern questionnaire was 

composed of many questions about patient's physical condition, which were derived from The Traditional Oriental 

Medical Literature with Delphi Technique. Patients filled out the cold-heat pattern questionnaire by themselves. 

Diagnosis of cold and heat pattern are conducted separately by oriental medical doctors with more than 5 years' 

clinical experience. Various physical condition factors were derived for the cold-heat pattern questionnaire. (Preference 

temperature, Body temperature, Pain type, Face color, Urine, Stool and secretion features) Each cold and heat 

symptoms group acquired internal consistency. (Cronbach's α : Cold - 0.605, Heat - 0.722) There were significant 

associations between doctor's diagnosis and cold symptoms in 'Aversion to cold', 'Desire for heat', 'Pale face', 'Loose 

stools'. (p-value < 0.05) There were significant associations between doctor's diagnosis and heat symptoms in 'Desire 

for cold', 'Body feverishness', 'Thirst'. (p-value < 0.05) The internal consistency results suggest that the cold-heat 

pattern questionnaire assured reliability. Besides, these results showed that cold-heat symptoms are apt to appear 

together with, and this can be indirect evidence that diagnosis of cold-heat pattern is valuable for comprehension about 

disease pattern. Moreover, respective symptoms of cold-heat pattern showed different significance with doctor's 

diagnosis. Consequently these significant symptoms can be more considered for comprehension of cold-heat pattern.


Key words : cold and heat pattern, questionnaire, cold and heat symptoms 
  

        

* 교신 자 : 이시우, 역시 유성구 민동 461-24 한국한의학연구원

․E-mail : bfree@kiom.re.kr,  ․Tel : 042-868-9589

․ 수 : 2008/08/13  ․수정 : 2008/10/09  ․채택 : 2008/10/21

서    론

    변증은 한의학의 독창 이고 특징 인 병의 인식 방법으로 

한열허실 등 질병의 성격을 구분하거나 장부 기  등의 병변의 

성질과 부  등을 단하는 것이다1). 

    변증이란 용어 자체는 상한론에서 처음 제시되어 꾸 히 등

장 하 지만 에 보편 으로 사용되고 있는 ‘변증’의 체계와 

의미는 1950년 부터 국에서 이루어진 의과학화 연구와 

련이 깊다. 국의 변증 연구는 70~80년 의 융성기를 거친 이후 

90년 부터는 다소 회의 으로 변하 는데 이것은 책이나 논문마

다 증의 규범이 일치하지 않고 변증 동물 모델도 제시하지 못하는 

등 기존 변증 연구의 여러 가지 문제 을 인식했기 때문이다2).

    하지만 변증 자체가 고 로부터 지속되어오던 용어로서 새

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며 복잡한 변증 체계와 상 없이 질병의 

특성에 해 한열허실의 개념을 용하는 것은 내경에서부터 등

장한 분명한 한의학 인 진단 방법이고1) 재 임상 장에서도 

요하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변증과 련된 여러 연구는 한

의학의 발 을 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변증을 객 화  정량화 하는 일환으로 설문지를 

이용하는 것은 1980년  이후 많이 등장하 다. 한의학계에서 설

문지는 기에 사상 체질을 가려내기 한 도구로 등장하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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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 으나
3)

 담음
4)

, 어
5)

, 조습
6)

 설문지 등 차 각종 변증 진

단을 한 보조 도구로서 설문지가 연구되기 시작하 다.

    특히 한열 변증은 다른 변증 방법에 비해 비교  진단 요건

이 분명하고 구체 이기 때문에 일 부터 연구되기 시작하 는

데 재까지 가장 표 인 것은 김 등7)
의 한열변증 설문지 개발

이다. 김 등7)
의 한열변증 설문지 개발 연구에서는 문가 앙 이

트와 델 이 방법 등을 활용하여 설문 문항의 타당도를 높이고

자 하 으며 4차례에 걸친 조사를 통해 설문지의 신뢰도를 향상

시켜 설문지를 개발하기 한 비교  모범 이고 형 인 방법

을 따랐다. 다만 피험자의 병증과 련된 증상과 평소의 증상이 

혼재되어 있고 비 설문과정에서 일반인 주로 항목을 검증함

으로써 임상 으로 유의한 항목들이 최종 으로 탈락되는 등 김 

등7)의 연구에서는 몇 가지 한계 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문제 을 개선하여 질병

의 한열 특성에 을 두고 다양한 환자들에서도 활용 가능하

며 그 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한열 변증 설문지를 개발하고자 하

다. 그 결과 기존 설문지와 내용과 문항 형식에서 차이가 있는 

설문지를 개발하 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본    론

    한열 변증 설문지의 개발을 해서는 한의학에서 요성이 

인정된 증상을 선정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의학 인 원래 

의미를 잘 반 할 수 있는 문항을 구성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

해 마련된 비 설문지는 비 조사와 본 조사를 통해 수정 보완

이 이루어지며 최종 으로 개발된 설문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여 설문지 개발의 완성도를 갖추게 된다8). 

1. 설문지 개발 방법

 1) 문가 원회 조직  한의학 문헌 선정

    본 연구에서는 일정 기간 이상의 임상 기간이나 기  한의

학 인 연구 경력을 갖춘 한의사들을 바탕으로 문가 원회를 

구성하고 델 이 기법을 활용하여 주요 증상 선정과 문항 개발

의 과정에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 다. 문가 원회는 한방 병

리학, 진단학, 방 의학에서 석사 학  이상을 갖추었거나 문

의 자격을 소지한 임상 경력 5년 이상의 한의사들 8인으로 구성

하 다. 한열 변증 설문지 내용의 주요 출처가 되는 한의학 기  

문헌은 황제 내경 소문9)
과 추

10)
, 상한론

11)
, 경악 서

12)
, 의학심오

13)와 의 한의학 교과서인 한방 병리학14)  한방 진단학15)을 

참고하 다. 

 2) 주요 증상 선정

    한의학계에서 인정하는 한열 변증과 련된 주요 증상을 되

도록 충분히 포함시키기 하여 기  문헌에 등장한 내용을 바

탕으로 문가 원회에서 한열 변증과 련이 있다고 제시한 

모든 증상을 1차 선정하 다. 이  문가 원회 50% 이상이 

한열 변증 진단에 부 하다고 지 한 증상을 제외하고 나머지 

증상들은 모두 최종 증상으로 선정하 으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Table 1, 2). 

Table 1. Cold Symptoms in Traditional Oriental Medical Literature

증상 련 문헌 내용 련 문헌

Aversion to cold. 
chillness
(惡寒)

寒氣客於皮膚 陰氣盛 陽氣虛 
故爲振寒寒慄 

寒在表  爲憎寒 
寒在裏 , 爲惡寒喜熱 惡寒喜暖, 喜溫 

추 구문편
경악 서 

충록
한방병리학

Desire for heat
(喜熱)

病之寒熱, 飮食喜熱, 喜飮熱湯 
素喜熱食  內必多寒 故內寒 不喜寒, 

寒 嗜熱 
惡寒喜暖 

의학심오
경악 서 

충록
한방병리학

Body coldness
(身冷)

寒在表  爲憎寒 爲身冷 
寒在裏  爲冷嚥咽腸鳴 

경악 서 
충록

Coldness of the 
limbs

(手足冷)

寒在表  爲憎寒 爲身冷, 爲四肢寒厥
寒在下 , 爲膝寒足冷 

病之寒熱, 煩燥 厥 , 手足厥冷 
肢冷倦臥, 手足厥冷 

경악 서 
충록

의학심오
한방병리학

Cold pain
(冷痛)

寒氣客於脈外則脈寒 脈寒則縮踡, 
故卒然而痛 得炅則痛立止 

寒在裏 ,  爲心腹疼痛 爲惡寒喜熱 

소문 거통론
경악 서 

충록

Pale face
(面色蒼白)

寒在表 , 爲容顔淸慘 
面色蒼白 

경악 서 
충록

한방병리학

Watery mouth
(口淡) 

病之寒熱 全在口渴 不渴 
渴而消水 不消水 

口淡不渴 

의학심오
한방병리학

Profuse clear urine
( 便淸長)

病之寒熱, 溺之長短赤白, 尿淸長 
便淸長 

의학심오
한방병리학

Loose stools
(便溏)

寒在下  爲淸濁不分 爲鶩溏痛泄 
病之寒熱, 便之溏結, 便溏 

大便稀溏 

경악 서 
충록

의학심오
한방병리학

Washy secretion
(水液淸冷)

諸病水液 澄澈淸冷 皆屬於寒 
소문 

지진요 론

Table 2. Heat Symptoms in Traditional Oriental Medical Literature

증상 련 문헌 내용 련 문헌

Desire for cold
(喜凉)

素喜冷食  乃必多熱, 
內熱 不喜熱 然熱 嗜寒 

多生中寒 發熱喜凉 

경악 서 잡증막
한방병리학

Body feverishness
(身熱)

熱在表  爲發熱頭痛, 
爲偈去衣被 發熱喜凉 

경악 서 충록
한방병리학

Feverishness of the limbs
(手足煩熱)

病之寒熱, 煩燥 厥  手足煩熱 
의학심오

한방병리학

Feverish pain
(熱痛)

諸病胕腫疼酸驚駭 皆屬於火 
熱在表  爲丹腫斑黃 
熱在下  爲腰足腫痛, 

或熱痛遺精 

소문 지진요 론
경악 서 충록
경악 서 충록

Flushed face and eye
(面紅目赤)

熱在上  爲頭痛目赤 面紅目赤 
경악 서 충록

한방병리학

Thirst
(口渴)

熱在裏 , 爲煩渴喘結 
熱在上 , 爲諸 衝上 

爲喜冷 黑 
病之寒熱 全在口渴 不渴 

渴而消水 不消水 
飮食喜熱 喜冷 口渴飮冷 

경악 서 충록
경악 서 충록

의학심오
한방병리학

Scanty dark urine
( 便短赤)

熱在下 , 或溲渾便赤 
病之寒熱, 溺之長短赤白, 

溺短赤 便短赤 

경악 서 충록
의학심오

한방병리학

Dry stool or Pyemia 
stool

(大便燥結)

熱在下 , 爲二便秘澁 
病之寒熱, 便之溏結, 便結 

大便燥結 

경악 서 충록
의학심오

한방병리학

暴注下迫 皆屬於熱 
下利欲飮水  以有熱故也 

白頭翁湯主之 

소문 지진요 론
상한론

Thick secretion
(水液渾濁)

水液渾濁 皆屬於熱 소문 지진요 론

Rough breathing
(氣急煩渴)

熱在裏  爲煩渴喘結 
或氣急叫吼 

경악 서 충록

 3) 문항 개발  설문지 구성

    설문지 문항은 일반 으로 피험자가 깊이 고민하지 않고 즉

각 으로 답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의 이거나 난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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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묻고자 하는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
8)

. 

    이러한 설문 문항의 기본 요건을 갖추기 해 증상을 문항

화 하는 과정에도 문가 원회  통계 문가가 참여 하 으

며 비 조사를 통해 각 문항에 한 일반인들의 여러 의견을 조

사하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발된 문항은 다시 문가 원

회를 통해 한의학  증상을 충분히 반 하는지 재차 확인하 다. 

 4) 본조사

    설문지의 통계  분석과 평가를 해 실제 한방 병의원을 

내원한 환자들을 상으로 설문지를 수집하 다. 설문지는 간호

사가 환자에게 직  배포하고 기입하도록 하 으며 한의사는 설

문지를 보지 않고 평소와 같이 한열 변증을 하도록 하여 한증, 

열증, 한열착잡 등의 결과를 한의사 진단 기록지에 기입하도록 

하 다. 경기도에 치한 W 학 부속 한방 병원 한방 내과에 

내원한 환자 79명이 수집되었다. 

 5) 통계 분석

    수집된 설문지 결과를 분석하기 해 SPSS 14.0을 사용하여 

내  일치도 분석과 교차 분석  별 분석을 시행하 다.

2. 분석 결과

 1) 설문지 신뢰도

    설문지의 신뢰도는 일반 으로 각 문항들 간의 내  일 성

을 분석하여 나타낸다. 본 한열 설문지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한 내  일 성 분석 결과, 한증 10개 항목 증상들 간의 크론바

하 알 (Cronbach-⍺) 값은 0.605, 열증 10개 항목 증상들 간의 

크론바하 알 (Cronbach-⍺)값은 0.722로 모두 0.6 이상이여서 

비교  내  일 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2) 한의사 진단 결과와 교차 분석

    실제 임상 한의사의 진단 결과와 설문지 문항과의 연 성 

유무를 알아보기 해 수집된 데이터를 상으로 교차분석을 시

행한 결과, 한증에서는 오한, 희열, 면색창백, 변당의 증상이 열

증에서는 희량, 신열, 구갈의 증상이 10% 유의수 에서 통계

으로 연 성이 있게 나타났다. 각각의 증상들과 한의사 진단 결

과와의 자세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Fig 1, 2).

 3) 한열 진단 평가 함수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속 변수인 한의사의 한ㆍ열증 

진단에 하여 독립 변수인 설문지 항목을 이용한 별 가능성

을 살펴보기 해 별분석을 시행하여 평가함수를 도출해 보았

다. 본 연구에서는 별분석을 시행하기 한 독립 변수의 형태

가 연속형 변수로는 부 하나 향후 한열 진단을 별하는 모

형 도출을 한 1차 연구로서 독립 변수를 0과 1의 연속형으로 

가정하여 별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분석에 사용하는 변수의 수

가 데이터의 수에 비해 상 으로 많기 때문에 모든 변수를 이

용한 별모형을 분석하지 않고 모든 변수를 분석에 사용한 후 

그 에서 유의성이 높은 변수를 추출하는 Stepwise방법을 사용

하여 별분석을 시행하 고, 그 결과 7개의 변수가 추출되었다 

(Table 4). 별함수의 유의성 검정결과, 그룹내 분산을 총분산으

로 나  값을 나타내는 크스 람다(Wilks' Lambda) 통계량 값

은 0.336으로 5%유의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 고 정 상

계수가 0.815로 나타나 별함수의 설명력이 높음을 알 수 있었

다. 표 화 정  별 함수 값은 0  보다 크면 한증으로 0  보

다 작으면 열증으로 별해주는데 도출된 별함수에 의해 분류

된 집단의 일치율은 한증의 경우 89.3%, 열증은 100%의 일치율

이 나타났으며 체 으로 94%의 일치율을 보 다(Table 5).

    Stepwise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체 20개 변수  7

개의 변수가 추출되었는데 희열, 변당, 오한, 수족냉 증상이 존재 

할수록 한증으로 별 되고 구갈, 희량, 수액혼탁의 증상이 존재 

할수록 열증으로 별됨을 알 수 있었다(Table 6).

Table 3. Testing for association between score of cold and heat 

syndrome and item 

item Chi-square df N p-value

Aversion to cold 8.348 4 63 0.080

Desire for heat 9.132 4 63 0.058

Body coldness 4.531 4 63 0.339

Coldness of the limbs 3.653 4 63 0.455

Cold pain 1.894 4 63 0.755

Pale face 8.674 4 63 0.070

Watery mouth 4.958 4 63 0.292

Profuse clear urine 2.179 4 63 0.703

Loose stools 10.778 4 63 0.029

Washy secretion 5.414 4 61 0.247

Desire for cold 10.327 4 63 0.035

Body feverishness 9.4 4 63 0.052

Feverishness of the limbs 3.921 4 63 0.417

Feverish pain 3.591 4 63 0.464

Flushed face and eye 2.566 4 63 0.633

Thirst 8.08 4 63 0.089

Scanty dark urine 3.848 4 63 0.427

Dry stool(Pyemia stool) 3.747 4 63 0.441

Thick secretion 6.701 4 61 0.153

Rough breathing 3.698 4 63 0.448

Fig. 1. An association between score of cold symptoms and doctor's 

diagnosis. *: P<0.1  **: P<0.05

Fig. 2. An association between score of heat symptoms and doctor's 

diagnosis. *: P<0.1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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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Wilks' Lambda and F-values with parameters

Parameters Wilks' Lambda F p-value

한증1_B 0.336 11.84 < 0.0001 

한증2_B 0.852 8.36 0.0057 

한증4_B 0.372 12.08 < 0.0001 

한증9_B 0.595 10.43 < 0.0001 

열증1_B 0.658 12.23 0.0001 

열증6_B 0.477 12.35 < 0.0001 

열증9_B 0.415 12.393 < 0.0001 

<부록> 한열 변증 설문지 (Cold-Heat Pattern Questionnaire)

주요 증상 문항

한증

Aversion to cold. chillness(惡寒)
 - 아 기 시작하면서 몸이 으슬으슬 춥고 떨린 증상이 있습니다. 
 - 아 기 시작하면서 찬바람이나 찬 기운, 추운 곳이 싫습니다. 

Desire for heat(喜熱)  - 아 기 시작하면서 따뜻한 기운이나 따뜻한 온도가 좋습니다. 

Body coldness(身冷)  - 아 기 시작하면서 (병이 발생한 후) 배가 보다 차갑고 서늘합니다. 

Coldness of the limbs(手足冷)  - 아 기 시작하면서 (병이 발생한 후) 손발이 보다 더 잘 시리거나 차갑습니다. 

Cold pain(冷痛)
 ※ 재 앓고 있는 질환과 련하여 통증이 있습니까? (‘ ’를 한 경우만 체크)

 -시리고 차가운 느낌의 통증입니다. 
 -통증 부 를 따뜻하게 하면 통증이 감소합니다. 

Pale face(面色蒼白)  - 아 기 시작하면서 (병이 발생한 후) 얼굴색이 평소보다 창백해졌습니다. 

Watery mouth(口淡)  - 아 기 시작하면서 (병이 발생한 후) 갈증이 있건 없건 물을 마시기가 싫습니다. 

Profuse clear urine( 便淸長)  - 아 기 시작하면서 (병이 발생한 후) 소변이 더 맑고 투명해졌습니다. 

Loose stools(便溏)  - 아 기 시작하면서 (병이 발생한 후) 변이 더 묽어졌습니다. 

Washy secretion(水液淸冷)
 ※ 최근에 콧물이나 가래가 있습니까? (‘ ’를 한 경우만 체크)

 - 콧물이 묽고 투명합니다. 
 - 가래가 묽습니다.   

열증

Desire for cold(喜凉)
 - 아 기 시작하면서 때때로 더워서 이불을 차내야 합니다.

 - 아 기 시작하면서 시원하고 서늘한 기온이나 자극이 좋습니다. 

Body feverishness(身熱)  - 아 기 시작하면서 몸에 열이 나고 더운 증세가 있습니다. 

Feverishness of the limbs(手足煩熱)  - 아 기 시작하면서 (병이 발생한 후) 손발바닥이 덥고 답답한 증세가 있습니다. 

Feverish pain(熱痛)
 ※ 재 앓고 있는 질환과 련하여 통증이 있습니까? (‘ ’를 한 경우만 체크)

 - 통증 부 에 때때로 뜨겁고 화끈거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Flushed face and eye(面紅目赤)
 - 아 기 시작하면서 (병이 발생한 후) 얼굴색이 평소보다 붉어졌습니다. 

 - 아 기 시작하면서 (병이 발생한 후) 이 더 잘 충  되거나 붉어집니다. 

Thirst(口渴)  - 아 기 시작하면서 (병이 발생한 후) 갈증이 나거나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습니다. 

Scanty dark urine( 便短赤)  - 아 기 시작하면서 (병이 발생한 후) 소변이 색이 더 진해졌습니다. 

Dry stool or Pyemia stool(大便燥結)  - 아 기 시작하면서 (병이 발생한 후) 변을 매일 보는데도 더 건조하거나 딱딱합니다. 

Thick secretion(水液渾濁)
 ※ 최근에 콧물이나 가래가 있습니까? (‘ ’를 한 경우만 체크) 

- 콧물이 거나 득합니다. 
 - 가래가 거나 득합니다. 

Rough breathing(氣急煩渴)  - 아 기 시작하면서 (병이 발생한 후) 콧김이 더 거칠거나 뜨거워졌습니다. 

고찰  결론

    한의학의 독특한 진단 체계인 변증에는 다양한 분류 방법이 

있는데 그  팔강 변증은 가장 기본 인 변증 방법으로 음, 양, 

표, 리, 한, 열, 허, 실의 8가지로 귀납하여 질병을 인식하는 것으

로 명ㆍ청 에 이르러 상한론의 연구와 함께 그 범주가 완성되

었다. 이러한 8가지 범주  음양은 보통 상  층차로 이해되고, 

표리, 한열, 허실이 질병의 구체 인 특성으로 인식된다14).

    이  한열은 질병의 성질을 말하는 가장 주요한 원칙으로 

한방 병리학에서는 한증에 해 기체(機體)의 양기(陽氣)가 부족

하거나 혹은 한사(寒邪)를 감수하여 나타나는 병증이라 하 으며 

열증은 기체(機體)의 양기(陽氣)가 편성(偏盛)하거나 혹은 열사

(熱邪)를 감수하여 나타난다고 하 다14). 한의학의 고  문헌인 

황제 내경 소문에는 “陽虛則外寒 陰虛則內熱”, “陽盛則熱 陰盛

則寒”이라고 하여 한열의 발생 기 에 해 인체 내외의 음ㆍ양

기를 도입하여 설명하 다9). 

Table 5. Classification results of discriminant analysis

Predicted Group
Total

한증 열증

Original 
Group

한증 25(89.3%) 3(10.7%) 28

열증 0(0%) 22(100%) 22

Table 6. Discriminant Equation (표 화 정  별함수)

D(Y) = 0.447*惡寒+0.866*喜熱+0.447*手足冷+0.784*便溏
          -0.593*喜凉-1.008*口渴 -0.413*水液渾濁

    인체 외부로 드러나는 구체 인 특정 증상들  어떤 것을 

한증으로, 어떤 것을 열증으로 분류해야 하는지에 한 기 은 

한의학계에서 체로 일치하지만 한열이  의학 인 에

서 신체의 어떤 생리 ㆍ병리  상태를 말하는 것인지에 해서

는 분명하지 않다. 한 실제 임상에서도 한열 변증은 반드시 한

증 아니면 열증의 어느 한가지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상열 

하한, 표열 리한 등 부 에 따라 한열을 달리하여 나타나기도 하

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한증과 열증이 서로 변화하기도 하여 한

열 변증의 이해와 연구가 쉽고 단순한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한열 변증은 팔강 변증은 물론 장부 변증, 기  

변증 등 부분의 변증 방법에서 그 질병의 성격을 구분 짓는 가

장 기본 인 요소가 되고 있고 침구 치료나 한약 처방에서도 

요한 기 이 되어 치료 원칙을 결정하게 되므로 한열 변증 자체

는 한의학의 독특한 질병 인식 방법인 것은 확실하다14). 

    한의학에서 이러한 한열 변증은 신체의 여러 자각  증상들

과 타각  징후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한의사는 이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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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진(望診), 문진(問診), 문진(聞診), 진(切診)을 시행하게 되지

만15)
 이러한 부분의 진찰 방법이 객 이고 정량 이지 못하

기 때문에 한의학의 발 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취약

을 극복하기 한 다양한 연구들이 시도되어 왔는데 표 인 

로 진단기기와 장치를 통한 객  수치의 제시 등을 들 수 있다. 

    환자가 보이는 신체 여러 가지 증상들에 해 설문지를 활

용하는 것도 진단 의사에 따른 차이 없이 수집해야 할 환자 증상 

범 를 고르게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그 결과를 수량 으로 

제시할 수 있어 진단의 객 성과 정량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되고 있다. 

    이러한 목 으로 개발된 설문지는 임상 진료 장에서 환자 

진단이나 치료 효과 정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될 수도 있

으며 설문지 내용 자체가 진단 기  제시와 진단 지침 마련에도 

도움을  수 있어 많은 활용도를 가지고 있다. 다만, 이 게 설

문지가 지속 으로 사용되고 다방면으로 활용되기 해서는 그 

설문지 구성 내용에 해 학계의 공감 가 형성되어야 하며 다

른 여러 기 이나 개인들이 설문지에 근하기 용이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목 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한

의학의 한열 변증과 련된 각 증상의 의미를 다각 으로 고찰

하고 문가 원회와 여러 차례의 비 조사를 활용하여 설문

지를 개발 하 다. 그리고 본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

하여 각 설문지 문항에서 한의사 진단과 련이 높은 문항을 알

아보았고, 모든 문항을 바탕으로 별분석을 시행하여 한의사 진

단을 별하는데 있어서 각 문항의 기여하는 정도를 알아보았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한열 변증과 련된 후속 연구에서 필

요에 따라 본 연구 결과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 으며 다

른 특성의 환자 집단이나 진단 한의사를 상으로 연구를 하는 

경우에도 비교 분석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 다. 이러한 과정은 

설문지를 보다 타당성 있게 개선하고 활용성을 높일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설문지는 본 조사 수집 자료에 한 

내  일치도 분석 결과 한증과 열증의 각 증상들은 0.6 이상의 

크론바하 알 값을 보 으며 삭제하 을 경우 크론바하 알 값

을 에 띠게 상승시키는 문항이 따로 보이지 않아 반 으로 

고른 내  일 성을 갖춘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본 

한열 변증 설문지가 문항 구성에 있어 신뢰도를 갖추어 환자의 

특정 상태를 일 성 있게 묻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편으로

는 이를 통해 한증과 열증의 각 증상들이 체로 동반하여 나타

난다는 것도 알 수 있는데 이는 한열 변증이 질병의 특정 경향

성을 악하는 의미 있는 방법임을 간 으로 제시하는 것이

기도 하다.

    한열 변증을 구성하는 각각의 증상들은 이번 본 조사에서 

한의사 진단 결과와 다양한 값의 유의성을 나타냈는데 한증에서

는 오한, 희열, 면색창백, 변당의 증상이 특히 련이 있었으며 

열증에서는 희량, 신열, 구갈의 증상이 련이 있었다. 이것은 본 

연구의 수집 조사에서 이러한 증상들이 많은 환자가 주로 내원

하 기 때문일 수도 있고, 수집 조사에 참여한 한의사가 한열 변

증 진단에 있어 이 증상들을 보다 참고하 기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열 변증의 특성에서 상기 증상이 다른 증상보다 더욱 

요하다고 단정 으로 말할 수는 없다. 

    별 분석의 결과도 역시 본 수집 상자들의 한의사 진단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함수식이기 때문에 다른 환자, 다른 진단 

한의사에게 있어서는 재 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별분석을 시

행하기 한 독립변수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문제 이 있으

므로 한열 변증 진단을 한 일반 인 별식으로 확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각각의 증상들이 한의사 진단 결과 는 환자 증상 

발  여부에서 차이를 보이는 은 한증 는 열증의 병리  특

성에 한 단서가 될 수도 있으며 추후 보다 많은 환자를 상으

로 여러 명의 한의사가 교차 진단을 하여 비교 분석하거나 한열 

변증 진단 지침이 확보된 상태에서 진단이 이루어진다면 실제 

한열 진단의 요 지표도 용이하게 악할 수 있고 객 인 한

열 진단 방법도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한열 변증 설문지 연구도 보편 인 설문지 개발 방법

에 따라 여러 차례의 수정 보완을 거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

지만 문항 내용  피험자의 평소 기호에 을 둔 것이 많아 

환자의 질병 특성을 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가령 “추울 

때는 밖에 잘 안나간다”, “할 일이 있으면 빨리 해버려야 마음이 

편하다” 등과 같은 여러 문항들은 피험자의 지난 1달 동안 느

던 몸의 상태를 기 으로 질문한다 하여도 평소 습성이나 체질

인 특성이 답변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 은 비 조사 과정에

서도 확인되는데 이 연구에서는 실제 설문지 용을 고등학교 

교사나 회사 직원 등 질병이 발생한 사람이 아닌 일반인을 상

으로 하고 있어 새로 발생한 질병의 한열 성격보다는 상자의 

평소 한열 기호나 체질  요소를 반 하고 있다.

    한 병증이 없는 일반인을 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만 의

존하여 최종 설문지에서 한열 변증 진단의 요 증상들을 삭제

하 는데 이것은 오히려 설문지의 타당도와 활용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향후 다른 여러 환자들 상으로는 유의한 결과를 보일 

수 있다는 을 감안하여 이런 부분에 한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단 을 극복하고 차별화하기 

해 상자의 평소 한열 기호나 체질 인 요소가 아닌 병증으

로 발생한 한열 증상을 악하고자 하 다. 이를 해 한의학  

기  이론에 충실하면서 그와 련된 환자 상태를 악할 수 있

도록 주요 증상 선정과 문항 구성  신뢰도 확보에 을 두었

으며 일반인이 아닌 실제 한방 병원을 내원한 환자들 상으로 

설문지를 용하 다. 한 향후 지속 인 활용과 발 을 해 

설문지 개발 각 단계에서의 결과물  한의사 진단과 비교 분석 

결과를 제시하여 다른 연구에서 필요에 따라 설문지를 변형하여 

사용하거나 설문 용 결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 다. 본 연구

에서 도출한 별식 외에 단순 총  방법이나 상군의 특성이 

고려된 새로운 가 치도 용이 가능하므로 연구 특성에 맞게 

히 응용 할 수 있을 것이다. 

    설문지 연구는 최종 버 의 설문지를 바로 완성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향후 여러 방면에서 자발 이고 계속 으로 활

용될 수 있는 개선 가능한 설문지를 제시하는 것도 효과 이다. 

변증 진단과 같이 학계의 분명한 진단 지침이 아직 마련되지 않

은 분야에 해서는 더욱 이러한 방법이 필요할 수 있다.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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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제시한 설문지를 다양하게 용하고 그 결과를 활

용한다면 한열 변증 진단의 정량화와 객 화를 보다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본 한열 설문지 개발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

을 수 있었다.

    첫째, 문헌 고찰  문가 원회를 활용한 델 이 기법을 

통하여 20개 주요 증상(한증 10개, 열증 10개)으로 구성된 20개 

항목의 설문지를 개발하 다. 둘째, 개발된 설문지는 실제 한방 

병원을 내원한 환자를 상으로 활용된 결과 크론바하 알

(Cronbach-⍺) 값이 한증(0.605), 열증(0.722) 모두 0.6 이상으로 

설문지의 신뢰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개발된 설문

지를 구성하는 한증과 열증의 주요 증상은 내원 환자의 설문지

와 한의사 진단의 분석 결과 한증에서는 오한, 희열, 면색창백, 

변당, 열증에서는 희량, 신열, 구갈의 증상이 련이 있었다. 이

러한 결과는 상 환자군의 증상 특성이나 진단 한의사의 기  

악 등에 활용 할 수 있으며 추후 범 한 범 의 설문지 결과 

수집 시, 한열 련 각 증상의 진단 요도도 탐색할 수 있을 것

이다. 넷째, 개발된 설문지의 수집 결과에 한 별 분석을 바탕

으로 한열 진단 함수식을 도출하 다. 한열 진단의  기

으로 확  해석 할 수는 없으나 추후 연구를 통해 비교, 보완을 

계속해 나간다면 한열 진단의 정량화와 객 화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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