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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한의학에서 표리(表裏), 허실(虛實), 한열(寒熱), 음양(陰陽)의 
팔강(八綱)은 진단과 치료 및 건강관리에 중요한 기본강령이다. 특
히 한열변증은 다른 변증 방법에 비해 비교적 진단 요건이 분명하
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일찍부터 연구되기 시작하였다1). 한열은 표
리, 허실, 한열로 표현되는 세 쌍의 진단개념 중 음양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범주이고2), 표리와 허실에 비해 비교적 층차가 복
잡하지 않아 질병의 성질을 판단하고, 치료방향을 설정하는 중요 
지표로 알려져 있다3). 
    한열은 평소 증상의 경향을 살피고 넓은 의미로 건강상태를 평

가하는 지표로 활용되기도 하는데, 특히 사상체질의학에서는 평소
의 한열상태를 소증(素證)이라 하여 체질 진단뿐 아니라 체질 병증
의 진단지표로 활용하고 있다4). 
    현대의학에서는 과학적 근거를 중시함에 따라 한의학에서도 의
사의 주관을 배제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진단을 하고자 설문지나 
검사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5). 한열은 임상에서 問診에 의해 구분하
고 진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설문지의 형식이 잘 맞는 변증 방법
이라 할 수 있다2). 
    지금까지 진행된 한열변증 설문지 개발에 관한 연구로는 김 등
2,6)의 전문가 설문조사 및 델파이 방법을 활용한 연구, 배 등7)의 문
헌 중심의 한열 고찰 연구, 유 등1)의 문헌고찰 및 델파이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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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설문지 개발, 허실을 함께 묶은 한열허실 설문도구 개발8,9)

이 있다. 또한 중풍10)과 치매11,12), 월경통13)과 같이 특정 질환에 따
른 문항 개발이 이뤄져왔다. 
    한열증상은 질환의 유무에 따라, 또는 어떤 질환인지에 따라 
그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질환의 특징에 따라 지표와 가중치가 달
라야 한다. 따라서 특정 질환에 따른 한열 설문도구는 일반인을 대
상으로 적용하기 쉽지 않다. 선행연구에서는 대부분 한과 열을 하
나의 축이 아닌 독립적인 2개의 축으로 해석하여 각각의 항목으로 
설문문항을 개발하였는데, 진단이 한증과 열증으로 양분화 되는 형
태이기 때문에 이에 속하지 않는 경우는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일반인들에게도 활용 가능한 평소 증상 기반의 
한열설문지를 개발하여 문항 신뢰도를 평가하였으며, 한열 점수를 
이용한 진단결과 신뢰도를 살펴보았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비교적 건강한 사람들의 평소 한열증상을 파악하기 
위해 대전인근지역 대학생과 경기지역 K 병원의 검진센터를 방문
한 검진자 35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4년 9월
-2014년 11월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윤리적 연구 수행을 위해 해
당 병원의 임상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IRB No. GAIRB2014-271)
을 받았다.

2. 연구 방법
 1) 설문지표 발굴
    한열 설문지표는 개발된 선행연구의 한열 설문지들을 검토하여 
선정1,14)하였다. 3차례의 내·외부 전문가 회의를 통해 선정한 한열
지표들이 평소 증상을 평가하는 지표로 적절한지 논의하였다. 
 2) 설문도구 개발
    본 연구에서는 내·외부 전문가 논의를 통해 발굴된 지표를 대
상자가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문항화 하였다. 설문문항
이 2개의 의미를 포함할 경우 각각 별개 문항으로 분리하고, 비슷
한 내용을 묻는 두 개의 문항은 ‘또는’을 사용하여 하나의 문항으
로 통합하였다. 특정 병증지표를 묻는 문항은 평소 증상을 묻는 문
항으로 수정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한열변증 설문지 초안은 한증 
11문항, 열증 12문항으로 총 23문항이었다[Appendix].
    설문 문항의 척도는 기존의 설문문항이 ‘예/아니요’로 되어 있
어 정도를 표현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전혀 아니다(1점)/아닌 
편이다(2점)/그런 편이다(3점)/매우 그렇다(4점)’의 4점 척도로 설
정하였다. 
 3) 자료 수집
    초안으로 개발한 한열변증 설문지를 이용하여 1차 설문을 시
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2주 뒤 동일한 설문지로 2차 자료를 수
집하였다. 

3. 통계분석 

    수집한 자료는 SPSS 21.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신뢰도 평가를 위한 방법으로 Cronbach’s α, 요인분석, 급내상관
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 Kappa 계수를 
사용하였다. 한열변증 설문지 개발을 위한 자세한 분석 절차는 다
음과 같다(Fig. 1).
 1) 후보 설문문항 간 내적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를 통해 
평가했으며, Cronbach’s α 계수가 최고치가 될 때까지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항을 삭제하였다.
 2) Cronbach’s α 계수가 최고치 일 때 남은 문항이 몇 개의 요
인으로 묶이는지 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진행하였다. 요인적재값은 
0.5를 기준으로, 0.5미만인 문항은 삭제하고 다시 요인분석을 실시
하였다.
 3) 모든 문항의 요인적재값이 0.5이상일 경우 분석을 종료하고 문
항을 확정했다.
 4) 최종 선정된 문항을 대상으로 검사-재검사법을 이용한 한열 설
문도구의 신뢰도를 평가하였다. 재검사를 진행한 대상자 중 결측치
가 없는 159명에 대해 급내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 분석을 시행하여 요인별 ICC와 전체 ICC를 모
두 살펴보았다.
 5) 4)와 동일한 대상자를 1차 자료의 한열 점수 표준 중위수를 기
준으로 유한(有寒), 무한(無寒), 유열(有熱), 무열(無熱)군으로 구분
하였다. 이후 이들을 조합하여 유한무열(有寒無熱)하면 한증(寒證), 
무한유열(無寒有熱)하면 열증(熱證), 유한유열(有寒有熱)하면 한열착
잡증(寒熱錯雜證), 무한무열(無寒無熱)하면 무한무열증(無寒無熱證)
으로 분류하였다. 2차 자료의 한열 유형은 1차 자료의 기준을 이용
하여 진단하였으며, 1, 2차에서의 4가지 유형에 대한 진단 일치도
를 Kappa 계수를 통해 알아보았다. 

Fig. 1. Flow of study on reliability of questionnaire for cold-heat 
pattern identification

결    과

1. 인구학적 정보
    본 연구의 참여자는 대학생 집단 159명과 일반 건강 검진자 
200명을 포함한 총 359명이었다. 남성이 137명(38.2%), 여성이 
222명(61.8%)으로 참가자의 평균 연령 34.9세였다. 평균 키와 몸무
게는 165.1cm, 62.1kg이었고,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의 평균은 22.6이었다(Table 1).

2. 문항 신뢰도 평가
    1차 설문 자료를 통해 후보 문항에 대한 내적 일치도를 알아
보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진행하였다. Cronbach’s α 계수가 최고
치가 될 때까지 진행한 결과 총 23개 문항 중 한증 3문항, 열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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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이 탈락하였다. 남은 문항 수는 15문항(한증 8문항, 열증 7문
항)으로 Cronbach’s α 계수는 한증의 경우 0.79, 열증의 경우 
0.83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Students Health Examinees Total p value
Sex, n (%) 159 200 359

Male 49(30.8) 88(44) 137(38.2)
0.012

Female 110(69.2) 112(56) 222(61.8)
Age (yr) 22.2±3.8 45.1±12.4 34.9±14.9 <0.001

Height (cm) 165.5±7.8 164.7±9.1 165.1±8.5 0.382
Weight (kg) 58.9±12.4 64.5±14.3 62.1±13.8 <0.001

BMI 21.3±2.9 23.5±3.6 22.6±3.5 <0.001

3. 요인 분석
    선정된 한열변증 설문문항 15개에 대한 구성을 살펴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진행한 결과, 한열 각각 2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한증의 1요인은 4문항으로 냉감각과, 2요인 역시 4문항으로 열에 
관한 선호도 및 소변과 연관이 있었다. 열증의 1요인은 4문항으로 
한에 관한 선호도와 관련이 있었고, 2요인은 3문항으로 온감각과 
관련이 있었다. 한증의 요인적재값은 56.46%였고 열증의 요인적재

값은 65.93%였다(Table 3).

4. 급내상관계수 분석
    요인분석을 통해 묶인 요인 간 재현성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재
검사를 이용한 급내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요인 간 ICC 값은 한증에서 0.76
과 0.81, 열증에서 0.77과 0.67로 나타났다. 전체 문항에서의 ICC 
값은 한증이 0.83, 열증이 0.78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Test-retest reliability: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a* ICC-b**

Cold Factor 1 0.76
0.83Factor 2 0.81

Heat Factor 1 0.77
0.78Factor 2 0.67

* ICC-a: Intra-class correlation between factors ** ICC-b: Intra-class correlation of 
total question

5. 표본 중위수를 이용한 한열진단 신뢰도
    1차 자료의 한증과 열증 점수의 표본 중위수를 기준으로 한증
(寒證), 열증(寒證), 무한무열증(無寒無熱證), 한열착잡증(寒熱錯雜

Table 2. Remaining and deleted items in reliability analysis
Cronbach’s α Remaining Items Deleted Items

Cold 0.79

8 3
평소 찬 기운이나 추운 것이 싫다 평소 물을 잘 안 마신다

평소 따뜻한 기운이나 따뜻한 온도가 좋다 평소 묽은 대변을 본다
평소 배가 서늘한 편이다 평소 가래나 콧물이 맑은 편이다

평소 손발이 차가운 편이다 
평소 몸에 차거나 시린 느낌이 있다

평소 얼굴색이 창백한 편이다 
평소 따뜻한 물을 마시는 편이다

평소 소변이 맑거나 투명하다

Heat 0.83

7 5
평소 시원하거나 서늘한 것이 좋다 평소 손발이 따뜻한 편이다
평소 덥거나 따뜻한 기운이 싫다 평소 물을 많이 마시는 편이다

평소 몸에 열이 나거나 더운 편이다 평소 소변의 색이 노란 편이다
평소 몸에 뜨겁거나 화끈거리는 느낌이 있다 평소 대변이 딱딱한 편이다

평소 얼굴 또는 눈이 붉은 편이다 평소 가래 또는 콧물이 누런 편이다
평소 차거나 시원한 물을 마시는 편이다

평소 콧김이 뜨거운 편이다

Table 3. Factor analysis of items for cold-heat pattern identification

　 Items Factor 1 Factor 2
Convergenc

e
(%) 

Cold

평소 몸에 차거나 시린 느낌이 있다 .872 .175

56.46

평소 손발이 차가운 편이다 .785 .167
평소 배가 서늘한 편이다 .702 .122

평소 얼굴색이 창백한 편이다 .644 .276
평소 따뜻한 기운이나 따뜻한 온도가 좋다 .207 .780

평소 찬 기운이나 추운 것이 싫다 .289 .695
평소 소변이 맑거나 투명하다 .039 .663

평소 따뜻한 물을 마시는 편이다 .190 .624

Heat

평소 시원하거나 서늘한 것이 좋다 .854 .187

65.93

평소 차거나 시원한 물을 마시는 편이다 .774 .052
평소 덥거나 따뜻한 기운이 싫다 .771 .290

평소 몸에 열이 나거나 더운 편이다 .749 .396
평소 얼굴 또는 눈이 붉은 편이다 .038 .827

평소 몸에 뜨겁거나 화끈거리는 느낌이 있다 .320 .750
평소 콧김이 뜨거운 편이다 .250 .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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證)으로 나누고, 이를 2차 자료에 적용하여 진단한 뒤 1, 2차 자료
의 진단 일치도를 살펴보았다(Fig. 2). 진단 일치도는 64.2%, 
Kappa 계수는 0.51로 나타났다(Table 5). 

Fig. 2. Diagnostic diagram of cold-heat pattern identification

Table 5. Test-retest reliability: coefficient of kappa*
Test set

Agreement
(%) KappaNo

Cold-Heat Cold Heat Cold-heat
complex Total

Retest 
set

No 
Cold-Heat 28 25 5 9 67

64.2 0.51
Cold 3 27 0 4 34
Heat 2 0 42 8 52

Cold-heat 
complex 0 0 1 5 6

Total 33 52 48 26 159
* Criterion using the median in the test set: cold 21, heat 16

고    찰

    한의학의 변증 진단은 모호성으로 인해 진단의 객관화 및 정량
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하였다. 이에 따라 다양한 통계기법을 활
용한 표준화된 진단과 평가를 위한 설문도구가 개발되어왔다15). 신
뢰성이 있고 타당도가 높은 설문지는 임상연구에서 분류기준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실제 임상에서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활용되어 의
료인의 판단을 돕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신뢰도 및 타당도 평가는 
설문도구가 하나의 진단기준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다16).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병증 한열변증 설문지를 활용하
여 평소 증상 기반의 한열변증 설문지를 개발하고 그 신뢰도를 평
가함으로써 평소 한열을 진단하는 타당도 연구의 기반으로 삼고자 
하였다. 
    한열이라는 현상은 처음 기후변화의 일부로 인식되었으며, 질
병으로서의 한열과 평소 증상인 소증(素證)으로서의 한열 등 다양
하게 사용되어 왔다. 소증으로서의 한열은 병의 전 단계, 즉 미병
(未病)적 개념이 강하며 사상체질의학에서는 소증이 건강을 평가하
고 예후를 추정하는 지표가 된다17). 다시 말해 소증의 개선은 보다 
나은 건강상태로의 이행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가 발전하고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면서 질병의 악화를 막
으려는 치료적 측면의 개념에서 예방적 측면의 건강 증진의 중요성
이 대두되어 왔는데18,19), 이러한 관점에서도 평소 한열상태의 지속

적 관리는 보다 나은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하
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한열과 질병 간의 상관성이 연
구를 통해 꾸준히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20-22) 그만큼 평소 한열 증
상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질병으로 인
한 한열보다는 평소 증상에 따른 한열에 초점을 두어, 대상자 군을 
비교적 건강한 사람인 대학생과 건강 검진자 집단으로 설정하였다.
    먼저 한열변증 설문도구의 후보 문항에 대한 내적 일치도를 알
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신뢰도 분석을 진행하였다. 
Cronbach’s α는 설문 문항들의 응답패턴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여
부를 측정하는 통계량으로써, 변화 패턴이 일치하면 내적 일치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23). 총 23개의 한열변증 설문 문항 중 8개의 문
항을 탈락시켰을 경우 Cronbach’s α 계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탈락된 문항은 한증에서 ‘평소 물을 잘 안 마신다’, ‘평소 
묽은 대변을 본다’, ‘평소 가래나 콧물이 맑은 편이다’의 3문항, 열
증에서 ‘평소 손발이 따뜻한 편이다’, ‘평소 물을 많이 마시는 편이
다’, ‘평소 소변의 색이 노란 편이다’, ‘평소 대변이 딱딱한 편이
다’, ‘평소 가래 또는 콧물이 누런 편이다’의 5문항이었다. 즉 한과 
열증에서 모두 탈락한 문항은 음수량, 대변상태, 진액의 색에 관한 
문항이었다. 이는 임상에서 병리적 성향이 강한 문항이기 때문에 
건강군의 평소 증상에서는 신뢰도가 떨어진 것이라 생각된다. 열증
에서 추가 탈락한 2개의 문항은 소변색과 말초 온도감각에 관한 문
항이었는데 소변색은 앞서 언급한 이유로 신뢰도가 낮게 평가되었
다고 사료되며, 사지 말단부위의 온열감은 건강군이라 할지라도 변
화할 가능성이 있는 문항이라고 추정된다.
    그리하여 남은 문항은 한증 8문항, 열증 7문항으로 Cronbach’s 
α 계수는 한증이 0.79, 열증이 0.83이었다. Cronbach’s α 계수는 
일반적으로 설문개발에서 0.7이상이면 신뢰도를 만족한다는 보는데
24,25), 평소 증상 기반의 한열변증 설문지의 내적 신뢰도는 적절하
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선정된 한열변증 설문도구 15개 문항에 대한 구조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한열변증
은 각각 2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한증의 1요인은 ‘평소 몸에 
차거나 시린 느낌이 있다’, ‘평소 손발이 차가운 편이다’, ‘평소 배
가 서늘한 편이다’, ‘평소 얼굴색이 창백한 편이다’의 4개의 문항이
었고, 2요인은 ‘평소 따뜻한 기운이나 따뜻한 온도가 좋다’, ‘평소 
찬 기운이나 추운 것이 싫다’, ‘평소 소변이 맑거나 투명하다’, ‘평
소 따뜻한 물을 마시는 편이다’의 4개의 문항으로 묶였다. 1요인은 
냉감각과 관련이 있었고, 2요인은 열에 관한 선호도 및 소변과 관
련된 문항이라 해석할 수 있다. 열증의 1요인은 4문항으로 ‘평소 
시원하거나 서늘한 것이 좋다’, ‘평소 차거나 시원한 물을 마시는 
편이다’, ‘평소 덥거나 따뜻한 기운이 싫다’, ‘평소 몸에 열이 나거
나 더운 편이다’, 2요인은 ‘평소 얼굴 또는 눈이 붉은 편이다’, ‘평
소 몸에 뜨겁거나 화끈거리는 느낌이 있다’, ‘평소 콧김이 뜨거운 
편이다’의 3문항으로 묶였다. 1요인이 한에 관한 선호도라고 본다
면, 2요인은 온감각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요인분석을 통
한 한열변증 설문도구의 누적 분산 설명량은 56.46%와 65.93%로 
나타났는데 사회과학 분야의 누적 설명 분산으로 Hair 등26)이 제시
한 50-60%의 기준에 부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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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인분석을 통해 묶인 요인 간 재현성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
재검사를 이용한 급내상관계수(ICC) 분석을 진행하였다. ICC 값은 
0.5이하는 낮은 수준, 0.5-0.75는 중간, 0.75이상일 경우 높은 수
준으로 판단한다27). 한열변증 설문도구의 요인 간 ICC 값은 한증에
서 0.76과 0.81, 열증에서 0.77과 0.67로 나타났으며 전체 문항에
서는 한증이 0.83, 열증이 0.78이었다. 측정하고자 하는 관심변수
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집락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 ICC는 한
열변증 설문도구에서 열증의 2요인(중간 수준)을 제외하고는 모두 
높은 수준이었다. 
    마지막으로 1차 자료에서 한증과 열증 점수의 표본 중위수를 
이용하여 한열변증을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를 2차 자료에 
적용하여 1, 2차 한열 진단결과의 Kappa 신뢰도를 살펴보았다. 한
증 또는 열증으로 명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또는 기준값을 
정해 Cut-off를 제시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 기준을 임의대
로 중위수로 설정하였다. 중위수를 기준으로 한증 점수를 유한(有
寒)과 무한(無寒)으로, 열증 점수의 유열(有熱)과 무열(無熱)로 나누
고 이들을 조합하여 한, 열, 무한무열, 한열착잡증의 4개의 유형으
로 분류하였다. 이때의 1, 2차의 진단 일치도는 64.2%, 카파 값은 
0.51이었다. 카파 값은 0에서 1사이의 값으로, 1에 가까울수록 예
측 값과 실제 값이 정확히 일치한다고 본다. Cohen28)은 
K=0.41-0.60이면 Moderate agreement라 보았는데 본 한열변증 
설문지의 일치도는 적절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한열변증 설문도구는 평소 증상에 기반을 
두고 있어 일반인에게도 적용 가능한 장점이 있다. 또한 한열을 지
수화 하여 평소 한열현상이 어떤 질환이나 병증과의 연결되고, 나
아가 어떤 질환의 원인으로 작용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다. 또한 한증과 열증을 독립적인 척도로 인식하여 한증과 
열증 2개의 유형이 아닌 4개의 유형으로 진단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잘 수행된 연구라 할지라도 하나의 연구만으로 
인과관계를 대표할 수 없으므로29), 다른 집단과 다른 환경에서도 
같은 결과가 반복되는지 본 설문지의 적용 가능성을 재확인할 필요
가 있다. 
    본 논문에서 소증의 한열을 한증(寒證), 열증(寒證), 무한무열
증(無寒無熱證), 한열착잡증(寒熱錯雜證)으로 명명함으로써 질병에
서의 한열로 혼돈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표준용어
집(WHO IST)에 소증에 대한 적합한 변증 표현이 없고, 새로운 용
어를 만드는 것이 또 다른 혼돈을 야기할 수 있어 질병 변증에 사
용하는 용어로 표현하였다. 향후 소한(素寒), 소열(素熱) 등 평소 한
열에 대한 용어 정립의 논의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아울러 본 한
열변증 설문도구에 대한 타당도 연구와, 평소 한열이 질병과 어떤 
상관성이 있으며 질병 발생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추
가적인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결    론

    본 연구는 평소 한열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설문지를 개발하여 
비교적 건강한 대학생과 건강 검진자를 대상으로 설문지에 대한 신
뢰도를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후보 문항에 대한 내적 일치도를 알아본 결과 Cronbach’s α 
계수는 한증에서 0.79, 열증에서 0.83으로 나타났다. 
    선정된 한열변증 설문도구 15개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을 진행
한 결과, 한열 각각 2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한증의 1요인은 
냉감각과, 2요인은 열에 관한 선호도 및 소변과 관련이 있었다
(Convergence: 56.46%). 열증의 1요인은 열에 관한 선호도, 2요
인은 온감각과 관련이 있었다(Convergence: 65.93%). 
    묶인 요인 간 재현성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재검사를 이용해 
구한 급내상관계수(ICC)는 한증에서 0.76과 0.81, 열증에서 0.77과 
0.67로 나타났다. 전체 문항에서의 ICC 값은 한증이 0.83, 열증이 
0.78이었다. 
    1차 자료의 한열 점수 표본 중위수를 기준으로 2차 자료의 유
형을 한, 열, 무한무열, 한열착잡증으로 분류한 후 1차와 2차 진단 
일치도와 Kappa 계수를 살펴본 결과, 일치도는 64.2%, 카파 계수
는 0.51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평소 증상 기반의 한열변증 설문지
에 대한 타당도 연구가 이어져, 실제 임상에서 진단의 보조수단으
로 활용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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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 평소 증상을 중심으로 최근 6개월 내의 본인 상태에 대해 해당되는 경우 표시(✔)하고 작성하여 주십시오. 

 [한 열] 문 항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아닌 편이다 전혀 아니다

1  평소 찬 기운이나 추운 것이 싫다 1□ 2□ 3□ 4□

2  평소 따뜻한 기운이나 따뜻한 온도가 좋다 1□ 2□ 3□ 4□

3  평소 배가 서늘한 편이다. 1□ 2□ 3□ 4□

4  평소 손발이 차가운 편이다. 1□ 2□ 3□ 4□

5  평소 몸에 차거나 시린 느낌이 있다 1□ 2□ 3□ 4□

6  평소 얼굴색이 창백한 편이다 1□ 2□ 3□ 4□

7  평소 물을 잘 안 마신다 1□ 2□ 3□ 4□

8  평소 따뜻한 물을 마시는 편이다 1□ 2□ 3□ 4□

9  평소 소변이 맑거나 투명하다. 1□ 2□ 3□ 4□

10  평소 묽은 대변을 본다. 1□ 2□ 3□ 4□

11  평소 가래나 콧물이 맑은 편이다 1□ 2□ 3□ 4□

12  평소 시원하거나 서늘한 것이 좋다 1□ 2□ 3□ 4□

13  평소 덥거나 따뜻한 기운이 싫다 1□ 2□ 3□ 4□

14  평소 몸에 열이 나거나 더운 편이다 1□ 2□ 3□ 4□

15  평소 손발이 따뜻한 편이다 1□ 2□ 3□ 4□

16  평소 몸에 뜨겁거나 화끈거리는 느낌이 있다. 1□ 2□ 3□ 4□

17  평소 얼굴 또는 눈이 붉은 편이다 1□ 2□ 3□ 4□

18  평소 차거나 시원한 물을 마시는 편이다 1□ 2□ 3□ 4□

19  평소 물을 많이 마시는 편이다 1□ 2□ 3□ 4□

20  평소 소변의 색이 노란 편이다 1□ 2□ 3□ 4□

21  평소 대변이 딱딱한 편이다. 1□ 2□ 3□ 4□

22  평소 가래 또는 콧물이 누런 편이다 1□ 2□ 3□ 4□

23  평소 콧김이 뜨거운 편이다 1□ 2□ 3□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