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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WHO 에서는 변증(Pattern Identification; PI, or Syndrome 
Differentiation; SD)을 환자의 주관적 증상과 객관적 징후의 포괄
적 분석을 통해 질병의 위치, 병리, 원인, 환자의 상태, 즉 병위, 
병성, 병인, 병상, 병기 및 치료법을 결정하고자 하는 진단행위 라
고 규정하고 있다1).
    변증은 중국, 한국, 일본의 동양전통의학에서 활용되는 핵심적 
진단법으로2,3) 변증체계는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중국변
증의 경우 팔강변증, 장부변증, 기혈진액변증, 위기영혈변증, 삼초
변증, 육경변증, 육음변증, 경락변증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
의 경우에는 임상적으로 기혈진액변증, 장부변증, 육경변증, 사상체

질병증과 더불어 병인변증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4). 통계청은 
2010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U코드(U Code of Korean 
Classification of Disease; KCD-U)를 부여하였고, 2015년까지 7
차에 걸친 개정 작업을 거쳐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의 한의변증
을 한의병명, 한의병증, 사상체질병증체계로 구분하였다. 
    특히 2010년에는 병명코드를 단일화하고, 2015년 KCD-7에서
는 300여개의 한의분류를 비교분석하고 재정비하여 질병통계의 완
전성 추구노력을 지속하고 있다5).
    한편 한국의 변증연구는 1996년 양 등6)에 의해 처음 제안된 
이후 ‘중풍’ 연구로 이어져 다양한 연구결과들을 도출한 바 있다
7-9). 한국의 변증 연구는 최근에도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2014년 진 등10)은 한국의 변증연구동향을 고찰하였다. 한국의 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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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역시 1989년 QSCC 설문지 개발을 시작으로 많은 설문지들이 
개발되었다. 2015년 여 등11)은 중국 변증 설문도구의 체계적 고찰 
연구를 통해 중국의 변증설문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가 많지 않
음을 밝혔다. 
    변증은 망문문절(望聞問切)의 사진(四診)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이를 통해 침구, 약물, 추나 등 각종 치료를 결정하는 중
요한 역할을 한다12). 하지만 임상정보를 획득하여 사유와 추론을 
통해 진단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주관적 성향이 문제가 될 수 있어 
이를 극복하고자 최근 변증을 객관화, 정량화, 표준화 하려는 시도
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확한 변증진단을 위해 시도되는 많
은 연구 과정 속에서 많은 변증진단을 위한 설문도구가 다양한 분
야에서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설문을 이용한 자료 수집은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일 뿐만 아
니라13) 환자의 주관적 소견을 객관화하고 정량화하는 좋은 도구라
는 점에서 설문도구 개발 연구가 꾸준하게 이어질 필요가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되었거나 현재 개발 중인 한의 변증 설문
도구를 현 시점에서 분류하여 정리하는 과정은 표준화된 변증진단 
도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향후 꾸준히 개발되어야 할 변증 설문도구
의 합리적 범주설정과 적절한 활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개발된 한의변증설문도구들을 조사하
여 현재 변증설문도구의 개발과 활용 현황을 알아보고, 특히 한국
질병분류 코드(KCD-U)의 대분류에 따라 한의변증 설문지를 분류하
고 살펴봄으로써 앞으로의 변증설문도구 개발방향과 활용방향을 제
안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검색방법 
    본 연구에서는 현재 활용되고 있는 한의변증설문도구 개발현황
을 조사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발간된 한의학 분야 학술논문 검색
시스템을 검색하였다. 검색DB로 OASIS(Oriental Medicine 
Advanced Searching Integrated System), NDSL, KISS, 
DBPIA, Pub-med 등을 사용하였다. 또한 국내 논문 검색을 위해 
사용된 검색어로는 ‘변증’, ‘설문’을 AND로 검색하였으며, 국외 논
문 검색은 ‘Pattern Identification’ 과 ‘Questionnaire’를 AND로 
검색 하였다. 논문 검색기간은 전체기간, 검색범위는 제목과 초록
으로 검색 하였다. 먼저 검색 DB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색하여 결
과를 취합한 후 중복된 논문은 제외하였고, 연구자가 논문의 초록
을 확인하여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 논문은 배제하였다.  마지막으
로 선정된 논문의 원문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관련이 없다고 판
단된 논문을 배제하여 최종분석논문을 선정하였다.  검색 기준일은 
2015년 12월 17일 이었으며, 논문의 검색과 선정 및 제외 과정에
서 한의학 전문가 1인과 중의학 전문가 1인이 검수과정을 거쳤다.

2. 논문 선정과정
    본 연구에서 분석에 필요한 변증 설문과 관련된 논문을 검색한 
결과 전체 458건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그 중 중복 검색된 55건의 
논문과 연구자가 직접 초록을 확인하여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논문 

337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 원문을 확인하여 마지막 버전이 아
닌 논문 19건을 제외한 47건의 논문을 최종 분석하였다(Fig. 1).

3. 분석방법 
    논문 선정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된 47편의 논문에서 확
인된 변증 설문도구는 KCD-U 코드 대분류에 따라 분류하였다. 기 
개발된 한의변증 설문지가 특정 병명을 가진 대상자의 변증유형을 
나눈 경우 한의병명 범주의 해당 병명에 해당되는 곳으로 분류하였
다. 기 개발 한의변증 설문지가 특정 질병의 변증유형을 나누지 않
고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거나 변증체계를 나타내는 설문일 경우 
한의변증과 사상체질병증변증 범주로 분류하고 이어서 중분류에 따
라 다시 분류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기타로 처
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변증설문지가 KCD-U 코드 범주 문포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chi-square 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2007년 문 
등14)이 변증설문지를 체질진단과 변증진단, 건강평가로 나누어 분
석한 연구와 2010년 정 등15)의 연구에서 변증설문지를 치료 평가
에 활용하고 있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변증설문지 활용을 변증진단, 
건강평가, 치료평가, 체질진단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
다.  변증 설문지 분류 과정에서의 오류를 막기 위해 전문가 2인이 
독립적으로 분석하여 비교한 후 최종적으로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
다.  이렇게 분류된 변증 설문도구는 KCD-U 코드 분류기준 해당
여부, 설문 개발 완료여부, 활용분야에 따라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통해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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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 med (n=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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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luded Articles

N=55
Dupli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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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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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luded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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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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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udy Flow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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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1. 한의 변증 설문도구 개발 현황
     논문 선정 과정을 통해 최종 선정된 47편의 논문을 연도별로 
구분한 결과 현재 개발 단계의 최종 변증설문도구는 2000년 이전
에 2건, 2001년에서 2005년까지 5건, 2006년에서 2010년까지 18
건, 2011년에서 2015년까지 22건으로 파악되었다(Fig. 2).

Fig. 2. The developed and developing state of pattern identification 
questionnaire.

2. 한의변증 설문도구의  KCD-U 코드 대분류별 타당도 확보 여부 
    한의변증 설문도구는 전체 한의병명과 관련된 설문도구가 20
개(42.6%), 한의병증과 관련된 설문도구가 8개(17.0%), 사상체질변
증과 관련된 설문도구가 9개(19.1%), 기타 변증체계 설문도구가 10
개(21.3%)로 파악되었다. 타당도가 확보되어 실제 활용가능한 수준
의 설문도구와 타당도가 확보되지 않은 설문도구로 분류하여 KCD
–U 코드를 기준으로 현황을 분석한 결과 타당도가 확보된 설문도
구는 한의병명에서는 4개(20%), 한의병증에서는 5개(62.5%), 사상
체질병증에서는 8개(88.9%), 기타에서는 3개(30%)로 나타났다
(Table 1) 한의변증 설문도구의 타당성 확보여부는 KCD-U 에 따
라 분포의 차이를 보였다(p=0.003).

Table 1. The Status of validated and invalidated Questionnaire 
according to KCD-U

Validated 
Questionnaire

Invalidated 
Questionnaire Total

p value
N(%) N(%) N(%)

Disease name of KM
(U20-33) 4(20.2) 16(80) 20(100)

0.003

Pathological symptom of KM
(U50-79) 5(62.5) 3(37.5) 8(100)

Pathological symptom of 
Sasang constitution

(U95-98)
8(88.9) 1(11.1) 9(100)

Etc 3(30) 7(70) 10(100)
Total 20(42.6) 27(57.4) 47(100.0)

3. 한의 변증 설문도구의 영역별 현황
    한의 변증 설문도구 종류를 KCD-U 코드에 따라 구분하여 살
펴보았다. 한의병명 영역에서는 비만, 우울, 경계정충, 화병, TIC 장
애, 치매, 중풍, 감모, COPD, 폐암, 알러지비염, 식적, 알코올간염, 
기능성 소화불량, 평위산증(소화기질환), 오적산증(근골격계 질환), 

만성요통 설문이 개발되었고, 한의병증영역에서는 어혈, 기혈음양허
손, (비)기허, 노권, 담음, 음허 병증설문이 개발되었다. 또한 사상체
질병증영역에서는 체질진단과 체질건강수준을 평가하는 설문이 개
발되었고, 기타 영역으로 한열, 허실의 팔강변증과, 조습변증, 건강
평가시스템, 아건강평가 설문지, 변증시스템 등이 있었다(Table 2).

Table 2. The Sub-category of  Pattern Identification Questionnaire 
according to KCD-U

한의분류 (U20-99)
변증설문 (N=47)

분류체계 중분류

한의병명 
(U20-33)

전신질환(U20-21) 비만(1)

정신 및 행동장애(U22) 우울(1), 귀비탕증(2), 경계정충(2)
화병(1), 틱 장애(1) 

신경계통(U23-24) 치매(1)
눈, 혀, 목구멍(U25) -

순환기계(U26) 중풍(1)
호흡기계(U27) 감모(1), COPD(1), 폐암(1), 알러지비염(1) 

소화기계(U28) 식적(1), 알코올간염(1) 
기능성소화불량(1), 평위산증(1)

피부피하조직(U29) -
근골격결합조직(U30) 오적산증(1), 만성요통(1)
비뇨생식기계(U31) -

여성비뇨생식 및 분만(U32) -
발육지연, 발달장애 및

소아청소년기 질환(U33) -

한의병증
(U50-79)

육음(U50) -
육경병증(U51-57) 육경(1)
위기영혈병증(U58) -

삼초병증(U59) -

기혈음양진액병증(U60-63) 어혈(1), 기혈음양허손(1), (비)기허(2)
노권(1), 담음(1), 음허(1)

장부병증(U64-79) -
사상체질병증(U95-98) 체질진단(8), 건강수준평가(1)

기타 팔강(5), 조습(1), DSOM(1), 아건강평가(1)
한방건강검진(1), 웹변증시스템(1)

4. 한의변증 설문도구 활용 분야
    본 연구에서는 변증 설문도구의 활용분야를 파악하기 위해 한
의변증 설문도구 개발의 목표와 역할을 변증진단과 건강평가, 치료
평가, 체질진단으로 구분하되, 하나의 설문이 복수개의 목표와 역할
을 할 수 있으므로 중복을 허용하여 살펴보았다. 변증진단 영역의 
경우 한의병명이 19개(52.8%)로 가장 많았으며, 건강평가 영역에서
는 한의병증이 6개(42.9%)로 가장 많았다. 또한 치료평가 영역에서
는 4개의 설문도구 모두가 한의병명과 관련이 있었으며, 체질진단의 
경우 8개 설문도구가 사상체질병증분야로 구분되었다(Table 3).

Table 3. The Utilization of Pattern Identification Questionnaire

Pattern 
Diagnosis

Health 
Evaluation

Treatment 
Evaluation

Sasang 
Constitution 
Diagnosis

N(%) N(%) N(%) N(%)
Disease name of KM

(U20-33) 19(52.8) 4(28.6) 4(100.0) 0(0.0)

Pathological symptom of KM
(U50-79) 8(22.2) 6(42.9) 0(0.0) 0(0.0)

Pathological symptom of 
Sasang constitution

(U95-98)
0(0.0) 1(7.1) 0(0.0) 8(100.0)

Etc 9(25.0) 3(21.4) 0(0.0) 0(0.0)
Total 47(100.0) 36(100.0) 14(100.0) 4(100.0) 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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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본 연구는 현재까지 한국에서 개발되고 있는 변증설문도구들을 
조사하여 현재 변증설문도구의 개발과 활용 현황을 알아보고, 앞으
로의 개발방향과 활용방향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논문의 선정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된 47편의 논문을 연
도별로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한국에서 개발되어 사용하고 있거나 
현재 개발과정인 한의 변증 설문도구는 2000년 이전에 2개에 불과
하던 것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8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2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3년 국내 한의약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2005년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2006년-2010)과 2010년 제2차 한의약육
성발전계획(2011-2015)이 진행되면서 한의학 연구개발에 대한 예
산 증가 및 연구 활성화가 영향을 미친 결과라 여겨진다16). 또한 
한의학의 오랜 역사와 임상경험을 근거중심의학(Evidence-based 
medicine, EBM)과 유사하게 그 증거로 활용하고자 변증 설문지 
개발이라는 방식을 통해 임상정보를 정량화하고 객관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17).
    본 연구에서 조사한 한의 변증 설문도구를 KCD-U 코드에 따
라 분류해 보면, 한의병명에 해당되는 설문이 20개(42.6%)로 가장 
많았고, 한의병증에 해당되는 설문이 8개(17%), 사상체질변증에 해
당되는 설문이 9개(19.1%), 기타 변증체계에 해당되는 설문이 
10(21.3%)개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질병체계가 질병중심으로 되
어 있기 때문인 점, 2010년을 기준으로 한방진단 근거인 한의표준
질병사인분류를 양방 진단 기준인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로 통합한 
점, 국제질병사인분류 중 해당국가 고유 질병명을 일부 한의병명으
로 U 코드에 추가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18).
    한의변증 설문도구 중 현재 개발 및 타당도가 확보까지 완료되
어 활용 가능한 설문과 아닌 설문이 KCD-Code 대분류별로 차이
가 났다(p=0.003). 타당도가 확보된 경우 사상체질병증 영역이 8개
(40.0%)로 가장 많았으며, 개발 중이거나 개발이 중단된 설문으로
는 한의병명 영역이 16개(59.3%)로 가장 많았다. 사상체질의학은 
체질의 보명지주에 따라 질병의 진단, 치료, 예후평가와 더불어 건
강관리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체질진단이 중요하다19). 이
에 최 등20)은 사상체질의학 연구의 가장 큰 난점을 사상체질진단이
라 하였고, 그동안 많은 사상체질 연구자들은 체질임상연구에 앞서 
우선적 체질진단 가이드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21). 이
러한 많은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체질진단 설문도구의 개발이 2000
년 초반부터 활발하게 이루어 졌으며, 이는 사상체질진단이 가능하
도록 체질별 특성이 자세하게 기술된 이제마의 동의수세보원이 존
재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더욱이 사상체질 진단도구에 대한 연구
는 기 개발된 설문도구를 중심으로 진단 정확도를 높이고 발생하는 
진단 오류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새로운 사상체질 진단도구 개발
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반면 한의병명의 경우 현재까지 병명과 
변증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검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사이에서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아직까지 진행되는 
연구가 지표발굴이나 예비연구에 그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한의
병명은 현대 의학적 질병에 적합한 변증유형과 지표를 찾아내는 단

계에서부터 검증해야 할 부분이 많아 타당도가 검증된 설문도구 개
발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한의병명
과 관련하여 적절한 표준 프로세스가 정립된다면 완성도 높은 변증
설문 도구 개발이 가속화 될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한의 변증 설문도구의 영역별 활용현황을 살펴 본 결
과 한의병명 영역에서는 비만, 우울, 경계정충, 화병, TIC 장애, 치
매한열허실, 중풍, 감모, COPD, 폐암, 알러지 비염, 식적, 알코올 
간염, 기능성 소화불량, 평위산증(소화기 질환), 오적산증(근골격계 
질환), 만성요통에 대한 변증 설문이 개발된바 있다. 그러나 눈, 
혀, 목구멍의 오관과 계열 질병, 피하조직 질병, 비뇨생식기계 질
병, 여성비뇨생식 및 분만질병, 발육지연, 발달장애, 소아청소년기 
질병 영역에서는 설문도구 개발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다. 
현재 연구가 활발하여 도구개발이 완료된 분야는 주로 한의사들에 
의해 진단 가능한 분야로, 한의사 진단 가능 여부는 설문도구 개발
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국가의 질병통계를 담당하
는 정부기관의 지속적인 요구에 한의계가 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각종 현대 장비의 사용권한 확대 등을 통해 한의
사가 진단 가능한 질병을 늘려가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2014년 
국민건강보험의 질병소분류별 다빈도 상병 급여 현황에서 ‘등 통
증’, ‘기타 연조직 장애’, ‘요추, 골반의 관절,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순으로 근골격계 질환이 많았던 결과에 비해22) 근골격계 변
증도구가 적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근골격계 질환 관련 한의변증도구의 활발한 개발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된다. 
    한의병증영역에서는 어혈, 기혈음양허손, (비)기허, 노권, 담음, 
음허 병증 등 병인과 병성을 중심으로 설문개발이 되고 있었다. 이
러한 결과로 미루어볼 때 한의병증과 관련된 변증 설문도구의 개발
이 장부 중심이 아니라, 병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연구되고 있는 한의병증영역의 설문도구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현재 한국의 한의대학 교과과정이나 병증분류체계에서 
장부, 육경, 육음, 위기영혈, 삼초병병증 역시 매우 중요하게 다루
어지고 있는 만큼 더욱 다양한 한의병증영역에서의 변증도구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장부변증은 기혈진액변증과 더불어 한국의 
한의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변증체계인 만큼 교육과 임상에 실
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도구 개발이 요구 된다23).
    사상체질병증영역에서는 체질진단과 관련된 연구가 8건으로 사
상체질병증영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체질건강수준과 관
련된 연구는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
이 사상체질의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확한 체질진단이기 
때문이다. 물론 사상체질의학에서 정확한 체질진단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나 사상체질의학이 진단에만 국한된 의학
은 아니며, 예측의학, 맞춤의학일 뿐 아니라 예방 및 개개인의 참
여적 성격1)을 가지고 있는 의학인 만큼 한열 및 정기의 성쇠를 중
시하는 병증분야와 더불어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기타 영역으로 한열, 허실의 팔강의 중요부분을 다룬 설문, 조

 1) 萬室之邑 一人 陶則器不足也 百家之村 一人 醫則活人 不足也. 必廣明醫
學 家家知醫 人人知病然後 可以壽世保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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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의 육음영역을 다룬 설문, 건강평가시스템, 변증시스템 등 다양
한 변증체계를 다룬 설문이 있었다. 팔강(八綱)은 한국표준 질병사
인분류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한의학 진단과 치료 및 건강관리
의 기본강령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열과 허실을 중심으
로 개발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다양한 변증체계를 다룬 시스템
관련 설문은 임상에서의 실제 적용과 치료 필요성 때문에 개발된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한의변증 설문도구 활용에 대해 파악하기 위하여 
한의변증 설문도구 개발의 목표와 역할을 변증진단, 건강평가, 치
료평가, 체질 진단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중복활용 되고 있는 경
우를 포함하여 살펴보았을 때 한의병명의 경우 변증진단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경우가 전체 36개 중 19개(52.8%)로 가장 많았다. 이러
한 결과는 한의병명의 경우 이미 병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변증도구 개발 시 건강평가를 배제하고 유형만을 진단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최근 우울증이나 화병 연구와 
같은 일부 연구에서 변증유형별 증상의 개선여부를 치료평가로 활
용하고자 하는 흐름이 생기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변증유형을 진
단하는 도구의 범위 확대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향후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라 여겨진다.
    한의병증영역에서는 변증진단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경우가 전체 
변증진단의 22.2%였으며, 광의의 개념에서 건강평가를 목표로 하
는 경우가 42.9%로 건강평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병
증분야 변증설문이 대부분 1종류의 변증유형만을 언급하고 있어 변
증진단이 곧 건강평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것이 
좋아져야 치료평가가 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언급되어 있지 않았
다. 사상체질병증영역에서 개발된 설문도구는 한의병명과 병증과는 
달리 사람의 유형을 진단하는 분야로 독립적으로 취급하고 있었다.
    이상에서 한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한의변증 설문지의 개발현황
에 대해 고찰해 봤다. 다른 나라의 현황을 살펴보면, 여 등11)은 중
국 변증 설문도구를 체계적으로 고찰하여 중의변증설문지 연구가 
매우 제한적이며, 특히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된 설문은 극히 적
다고 하였는데, 국가주도의 표준화 사업에 중점을 둔 정책방향을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1990년에 吉益南涯의 
기혈수(氣血水) 이론을 계승하여 점수를 제시하여 이를 설문으로 
개발하였다2). 기혈수 점수 중에서 특히 기허(氣虛)와 기울(氣鬱) 지
표가 건강 연관 삶의 질(Quality of Life)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되었고3), 나아가 미병(未病) 의 유형분류와도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4). 하지만 기혈수 점수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연구
는 아직까지 시행된 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유럽, 호주 등 서구권에서는 군집 분석(cluster 
analysis)의 방법론을 이용해 일반적인 증상군집 (symptom 

 2) 寺澤 捷年. 症例から学ぶ和漢診療学. 東京. 医学書院. 1990. 
 3) 松田 智大. QOL 測定の方法論と尺度の開発. 保健医療科学. 2004. 53(3). 

pp.181-185. 
    喜多 敏明, 角野 めぐみ, 大野 賢二, 川嶋 裕子, 並木 隆雄, 関矢 信康, 

地野 充時, 寺澤 捷年. 漢方治療と健康関連QOL(1)-気虚・気鬱の重症度
に関する検討. 日本東洋醫學雜誌. 2006. 57(別冊). p.232.

 4) 喜多 敏明. 東洋型未病対策のためのQOL低下タイプ分類. 日本未病システ
ム学会雑誌. 2006. 12(2). pp.261-266. 

cluster)를 판정하는 연구가 매우 활발하며, 설문을 이용하여 특히 
암, 심장질환, 간질환 등의 주요 중증 질환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
고하였다24,25). 이는 증을 미리 설정해 놓지 않고 증이 실존하는지
를 알아보려는 근거중심의 서양적 학문기조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변증은 전 세계적으로 관심 분야로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의변증 설문도구 개발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변증 
설문지 개발표준절차 확립과 설문지 개발 방향설정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 다만 설문도구 종류가 다양하여 분석이 다소 체계적이
지 못한 점이 있다. 향후 이러한 점을 보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사료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한국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한
의 변증 설문 도구를 조사하여 KCD-U 코드 기준에 따라 현재 변
증설문도구 개발과 활용 현황, 개발 정도를 살펴보아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현재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한의 변증 설문지는 2000년 이
전에는 다소 적었으나, 한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KCD-U 코드 분류에 따른 한의 변증 설문 도구의 유형은 
한의병명(42.6%)에 해당하는 설문도구가 가장 많았다.  하지만, 현
재 타당도를 확보한 설문지와 그 비중은 사상체질 영역이 가장 많
았고(8개, 88.9%) 타당도가 확보되지 않은 설문지와 그 비중은 한
의병명 영역이 가장 많았다(16개. 80%).
    한의 변증 설문도구의 영역별 현황을 파악한 결과 타당도가 확
보된 설문지 분야는 다소 편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 개발되
지 않은 분야가 많았다. 한의변증 설문지 활용 분야는 변증진단, 
건강평가, 사람유형진단, 치료평가 순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미루어 볼 때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의 설문개발 및 한의 변
증 설문도구 활용 분야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여겨진다. 본 
연구를 통해 실제 임상현장에서 한의 변증 설문도구의 활발한 활용
과 다양한 분야의 설문지 개발 확대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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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Table 한의 변증코드에 따른 설문개발 현황

한의분류 (U20-99)
변증설문 분야 유형

(N) 단계 활용분야 1저자 주관기관/학회 년도
분류체계 대분류/중분류

한의병명 
(U20-33)

전신질환(U20-21) 비만 6 개발완료 유형진단 Kang KW KIOM 2008

정신 및 행동장애(U22)

우울 11 개발단계 유형진단/치료평가 Lee EH DJU 2009

귀비탕증 1 개발단계 유형진단/건강평가 Lee BH KHU 2009

가미귀비탕증 1 개발단계 유형진단/건강평가 Koo BS DGU 2009

경계정충 9 개발단계 유형진단 Choi WC DJU 2014

경계정충 6 개발단계 유형진단 Go HY - 2003

화병 5 개발완료 유형진단/치료평가 Lee HS DJU 2014

TIC 장애 4 개발단계 유형진단 Wei YM WKU 2012

신경계통(U23-24) 치매 4 개발단계 유형진단 Heo EJ WKU/KIOM 2015
눈, 혀, 목구멍(U25) - - - - - - 　

순환기계(U26) 중풍 4 개발완료 유형진단 Kang BK KIOM 2012

호흡기계(U27)

감모 9 개발단계 유형진단 Byun JS DJU 2009
COPD 4 개발단계 유형진단 Lee BJ KHU 2012
폐암 6 개발단계 유형진단/치료평가 Park SJ DJU 2015

알러지비염 4 개발단계 유형진단 Kim NK WKU/KHU 2013

소화기계(U28)

식적 1 개발완료 유형진단/건강평가 Park YJ KHU 2013
알코올간염 4 개받단계 유형진단/건강평가 Kim JE DEU 2009

기능성소화불량 6 개발단계 유형진단 Kim JB DJU 2010
평위산 증 1 개발단계 유형진단 Lim JS KHU 2007

피부피하조직(U29) - - - - - - 　

근골격결합조직(U30)
오적산  증 1 개발단계 치료평가 Lee SD DGU 2010
만성요통 9 개발단계 유형진단 Ahn MY GCU/KHU 2013

비뇨생식계(U31) - - - - - - 　
여성비뇨생식 및 분만(U32) - - - - - - 　

발육지연, 발달장애 및 소아청
소년기 질환(U33) - - - - - - 　

한의병증
(U50-79)

육음(U50) - - - - - - 　

육경병증(U51-57) 육경 6 개발단계 유형진단 Park MK KHU 2005
위기영혈병증(U58) - - - - - - 　

삼초병증(U59) - - - - - - 　

기혈음양진액병증(U60-63)

어혈 1 개발완료 유형진단/건강평가 Park YJ KHU 2013
기혈음양허손 4 개발완료 유형진단 Kim JH KIOM 2014

(비)기허 1 개발단계 유형진단/건강평가 Kim JH KIOM 2015
(비)기허 1 개발단계 유형진단/건강평가 Oh HW KHU 2014

노권 1 개발완료 유형진단/건강평가 Yoon KJ KHU 2015
담음 1 개발완료 유형진단/건강평가 Park YJ KHU 2011
음허 1 개발완료 유형진단/건강평가 Park YJ KHU 2013

장부병증(U64-79) - - - - - - 　

사상체질병증 (U95-98)

QSCC1 4 개발완료 사람유형진단 Kim SH KHU 1994

QSCC2 4 개발완료 사람유형진단 Kim SH KHU 1996
SSCQ-P 4 개발완료 사람유형진단 Jeong JH DEU/KIOM 2014

의사결정나무 3 개발완료 사람유형진단 Park EK DGU 2001
SCAT 3 개발완료 사람유형진단 DO JH KIOM 2012
KS 15 3 개발완료 사람유형진단 Jang ES KIOM 2015

2단계 의사결정 3 개발완료 사람유형진단 Jin HJ KIOM 2010
TS-QSCD 4 개발완료 사람유형진단 Shin DY WSU 2009

건강수준설문 　 개발단계 건강평가 lee  JC KIOM 2011

기타

한열허실 4 개발완료 유형진단 Kwon OS DEU 2009

허실 2 개발단계 유형진단 Ryu HH KIOM 2009
한열 2 개발완료 유형진단 Ryu HH KIOM 2010
한열 2 개발단계 유형진단 Kim SK KHU 2002
열 1 개발단계 유형진단 Bae NS KHU 2006

조습 2 개발단계 유형진단 Yin CS KHU 2004
DSOM 15 개발완료 유형진단/건강평가 Lee IS DEU 2012

아건강평가 1 개발단계 건강평가 Ryu  JM KHU 2009
한방건강검진 17 개발단계 유형진단/건강평가 Moon JS KIOM 2007
웹변증시스템 10 개발단계 유형진단 Lee JC KIOM 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