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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Questionnaire for Pattern Identification
of Liver-qi Stagnation Infert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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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is the development of the questionnaire for
pattern identification of Liver-qi stagnation infertility.

Methods: We conducted a literature review and retrieved the symptoms and
diagnosis from Korean and Chinese literatures which mentioned pattern identification
of Liver-qi stagnation infertility. Based on the findings, We conducted three times
expert Delphi surveys on selection of question items and determination of weight.

Results: 12 questionnaire items for subjects and 4 questionnaire items for
researchers were selected from 19 references. From expert delphi surveys, we finally
determined 14 questionnaire items (10 items for subjects, 4 items for researchers)
which are clinically significant and obtained weight of question items.

Conclusions: Questionnaire for pattern identification of Liver-qi stagnation infertility
was developed through experts' discussion. Further study is required to identify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is pattern identification instrument for Liver-qi stagnation
infert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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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불임이란 약 1년간 정상 인 부부생활

을 하 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

는 상태를 말한다. 최근에는 가임력

하가 해지는 35세 이상의 여성의 경

우에는 6개월간의 피임 없는 성생활 후

에도 임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진단

이 이루어지는 경향이다1).

변증치료는 한의학을 이용한 불임 치

료의 기본 인 방법이다. 여성의 불임과

련된 변증은 腎虛, 肝鬱, 濕痰, 血 ,

氣血虛弱, 濕熱 등으로 나뉜다. 그 본

연구와 련된 간울형 변증의 경우는 肝

血이 부족하여 衝任이 자양되지 못하거

나 七情의 손상, 즉 情志鬱結이나 暴怒

로 간이 손상되어 疏泄 기능을 잃게 되

면 氣血이 원활하지 못하고 衝任이 서로

도울 수 없게 되어 불임이 된다고 알려

져 있다2).

간울형 불임은 심리 스트 스에 의

한 난임에서 빈번한 변증 유형으로 스트

스 리에 유의하면서 정서 인 지지

를 병행하는 것이 권고된다1). 한 불임

자체가 스트 스를 유발하는 요인이므로

변증의 종류를 막론하고 간울형 불임에

하여 요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

다. 강3)의 연구에 의하면 간기울결의 증

상을 가진 불임환자의 비율이 1277명

917명인 71.81%로 나타났으며 유 등4)의

연구에서는 38명 16명인 42.1%로 나

타나 체 불임여성에 있어서 간울형 변

증의 빈도가 상당히 높은 것을 추정할

수 있다. 한 간울형으로 변증되는 불

임 여성에 한 기 치료처방이 임상에

서 다용되는 조경종옥탕이며, 여성불임

의 원인 30-40%를 차지하는 배란장

애와 10-15%로 나타나는 원인불명 불임

에 용 가능한 변증임을 고려할 때 그

요도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2,5). 여

기서 배란장애는 난소기능, 원인불명 불

임은 자율신경계 인 부분이나 착상 등

과 연 될 수 있다고 보고, 난소기능을

향상시키고 자궁내막수용력을 증가시키

기 한 한약제제 개발연구가 최근 진행

이다6).

이와 같은 간울형 불임 변증의 임상

요성과 더불어 불임치료 한약제제 개

발과 련하여 그 응증의 확인과 치료

후 효과비교를 한 한의 진단⋅평가

도구로서 활용하기 하여 본 간울형 불

임 변증 설문지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

었다.

기존 불임 변증 설문지 개발연구로는 최

등7)의 연구를 들 수 있으며 濕熱과 腎陰虛

證 변증에 속하는 환자를 배제하기 한

변증 설문지를 개발하는 과정을 다루었다.

반면 이 연구는 간울형 불임 변증에

을 두고 한의 진단⋅평가도구를 개발한다

는 이 기존 연구와 다른 이다.

따라서 향후 임상연구 뿐 아니라 불임

의 진료에 있어서 한의진단과 치료 평가

를 객 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하고자 문헌고찰과 세 차례의 문

가델 이 조사를 통하여 간울형 불임 변

증 설문지를 개발하게 되었으며 이에 보

고하는 바이다.

Ⅱ. 연구 방법

1. 문헌검색 자료 분석

먼 임상데이터 조사를 통하여 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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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난임 변증에 한 주요증상을 추출하

다. 국외데이터베이스는 CNKI를 상

으로 검색어는 [不孕(OR 유사어) AND

辨证(OR 유사어)으로 이루어졌으며, 辨证

분류와 변증에 따른 증상과 진단법을 알

기 해 포 검색하 다. Cross-language

search를 함께 사용하여 不孕 검색 후

결과 내에서 辨证에 한 재검색을 시행

하 다. 국내 데이터베이스는 OASIS를

상으로 검색어는 난임, 불임으로 이루

어졌으며, 변증진단의 내용이 포함된 임

상연구를 선별하 다. 검색기간은 2017년

8월 14일부터 22일까지 으며, 데이터는

2000년 이후 출 된 경우, 여성 불임에

한 경우로 제한하 다.

선정된 임상논문 에서 간울형 변증

의 증상, 해당되는 처방과 그 구성, 변증

과 기타 진단법의 상 성이 언 된 내용

을 정리하여 피험자가 작성하는 12문항

과 연구자가 작성하는 4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 안을 개발하 다. 해당 국어

단어를 한 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기존

의 번역된 국내 난임 변증 설문문항들을

참고하 으며7), 한 설문문항에 두 가지

이상의 의미가 포함될 경우 문장을 나

어 여러 문항으로 분할함으로써 한 문항

당 한 가지 의미가 포함되도록 하여 설

문조사 시 정확한 뜻이 달될 수 있도

록 하 다. 를 들어 “가슴이나 구리

는 아랫배가 답답하거나 그득하다”는

문항의 경우 “가슴이 답답하다.”, “ 구리

가 그득하다.”, “아랫배가 팽창되는 느낌

이 있다.”의 세 문항으로 분할하여 보다

의미 달을 명확히 하 다. 최종 으로

설문지 개발 경험이 풍부한 한의학 연구

원 소속 문가에게 표 의 합성에

한 자문을 받아 문항을 확정하 다.

2. 문가 조사 통계자문

국 한의과 학 소속 한방부인과

문의 20인을 상으로 델 이 설문을 진

행하 으며 3차례에 걸쳐 델 이 설문

조사를 시행하 다. 각 델 이조사 에

모두 통계자문을 받아 시행하 다.

1) 1차 델 이조사

1차 델 이조사는 2017년 9월 26일부

터 2017년 10월 2일까지 시행하 다.

델 이조사 타당도, 신뢰도 확인을

한 문항척도결정과 더불어 간울형 불

임환자 스크리닝 가 치 확보를 한

문가 설문방법에 한 통계자문을 받

았다.

1차 델 이조사에서는 피험자 작성 12

개 설문 문항에 하여 임상지표의 요

도에 한 우선순 를 매겨 각 문항별로

1에서 12에 해당하는 순 를 기입하도록

하 으며 간울형 불임 변증과 맥진, 설

진, 기타 검사와의 련성에 한 의견

을 함께 조사하 다.

2) 2차 델 이조사

2차 델 이조사는 2017년 10월 19일부

터 2017년 10월 25일까지 시행하 다.

2차 조사에서는 각 설문항목별로 1차

조사 우선순 결과의 평균값 고순

(1~3 ), 순 (10~12 ), 고빈도율을

함께 제시한 후 간울형 불임환자에게 고

빈도로 나타나는 요 임상지표 7가지를

고르도록 하 으며 맥진, 설진, 기타검사

결과를 재확인하 다. 여기서 고빈도율

이란 각 설문항목에서 우선순 1~3

가 나온 횟수, 10~12 가 나온 횟수를

각각 세서 총 인원으로 나 어 퍼센트를

계산한 것이다. 를 들어 어떤 설문항

목에서 1~3 가 총 5회, 10~12 가 총

10회가 나왔고 총인원이 20명이라면 고



J Korean Obstet Gynecol Vol.31 No.2 May 2018

71

순 (1~3 ) 고빈도율은 5/20×100=25%

가 되며 순 (10~12 ) 고빈도율은

10/20×100=50%가 된다.

3) 3차 델 이조사

3차 델 이조사는 2017년 11월 10일부

터 2017년 11월 17일까지 시행하 다.

3차 조사에서는 최종 설문문항에 한

동의유무 고빈도의 요도에 한 가

치(1-10 척도)에 한 의견을 받아

평균값으로 정리하 다.

3. 분석 방법

Microsoft Excel 2016을 이용하여 data

를 처리하고 빈도분석을 시행하 다.

Ⅲ. 연구 결과

1. 문헌조사결과

간울형 불임변증 논문 검색 결과 CNKI

상 11개, OASIS상 8개 논문으로 총 19개

문헌7-25)이 선정되었으며 해당 변증의 증

상을 정리하 다. 련 논문들에서 공통

으로 나타난 증상들을 정리하여 1)

‘신경이 민한 편이다’, 2) ‘짜증이 자주

난다’, 3) ‘쉽게 화를 낸다’, 4) ‘긴장을 잘

하는 편이다’, 5) ‘가슴이 답답하다’, 6)

‘ 구리가 그득하다’, 7) ‘아랫배가 팽창

되는 느낌이 있다’, 8) ‘한숨을 자주 쉰다’,

9) ‘신경을 쓰면 소화가 잘 안 된다’, 10)

‘두통이 자주 있다’, 11) ‘생리 에 유방

통증이 있다’, 12) ‘생리 주기가 불규칙하

다’의 연구 상자 작성 12문항과 1) ‘맥

이 하다’, 2) ‘설첨이 홍하다’, 3) ‘설태

가 박백하다’, 4) ‘설질이 홍하다’의 연구

자 작성 4문항인 총 16문항의 설문지

안을 개발하 다.

각 논문에서 해당 설문 문항이 체크된

빈도를 아래에 표시하 으며, 한 논문에

서 련 증상이 여러 번 제시된 경우는

해당 경우를 모두 포함하 다(Table 1).

Questionnaire item Reference F* Expression†

I tend to be sensitive. 7-9, 12, 14, 15 6
性情急燥

情緒易激動

I often get irritated. 7, 8, 12-4, 17, 20, 24 9 烦躁

I am easily angry. 7, 8, 12-4, 16, 17, 20 8 易怒

I tend to be nervous. 7, 8, 12, 14, 15, 22 6 易驚

The chest is stuffy. 7, 8, 10, 12-4, 17, 20, 22, 23 10
胸悶, 胸脅脹滿

胸悶急躁, 胸脇苦滿 心悸

My side feels heavy. 9, 12, 17, 18, 20 6
脅脹

胸脅脹滿, 胸脇苦滿

My lower abdomen
feels distended.

7, 9-11, 14, 15, 18, 20, 25 10

經來下腹脹痛
平素少腹疼痛

腹痛拒按, 下腹痛
Uncomfortable lower abdomen

I often sigh. 17 1 善太息

I can not digest
if I care.

7, 8, 19, 20, 23 5 噯氣, Dyspepsia

Table 1. Reference and Frequency of Symptoms of Liver-qi Stag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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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델 이조사 결과-피험자 작성 문항

1차 델 이조사는 문의 20인 20

인으로부터 회신을 받았으며 설문항목별

우선순 평균값 고순 (1~3 ),

순 (10~12 ) 고빈도율은 아래와 같다.

우선순 평균값은 올림값으로 환산하 다.

2차 델 이조사는 문의 20인 19

인으로부터 회신을 받았으며, 고빈도의

요 설문항목에 동의한 정도를 퍼센트

로 나타내었다. 그 결과로 10% 의 동의

율을 얻은 하 2개 항목인 7) ‘아랫배가

팽창되는 느낌이 있다’, 10) ‘두통이 자

주 있다’를 제외한 10개 문항으로 문항

을 결정하 다.

3차 델 이조사는 문의 20인 18

인으로부터 회신을 받았으며, 10문항

8문항은 18명, 2문항은 17명의 동의를 받

았고, 각 항목에 한 가 치 평균값은

아래와 같다(Table 2).

I often have a
headache.

7, 10, 13-5, 17, 20, 22 8 頭暈, 頭痛

I have breast pain
before menstruation.

7-11, 13-17 12 經行前乳房脹痛

My menstrual cycle is
irregular.

7-10, 12-7, 22 12
月經延期 月經先後不定期

經期異常, 月經不調
月經或先或後

Pulse string (脈弦) 8, 9, 13-7 9 脈弦

Red tip of tongue
(舌尖紅)

8, 9, 13 3 舌尖紅

White thin tongue fur
(苔薄白)

8, 9, 14-7 6 苔薄白

Red tongue (舌質紅) 8, 9, 14 3 舌質紅, 舌紅
* Frequency in literature survey
†Corresponding expressions in the literature

1st Delphi (n=20)
2nd Delphi
(n=19)

3rd Delphi
(n=18)

Questionnaire item
Priority
average
(SD)*

Priority
1~3 F
(%)†

Priority
10~12 F
(%)‡

A (%)§ W (SD)∥

I tend to be sensitive. 5 (3.76) 55 10 78.9 7.6 (1.99)

I often get irritated. 4 (2.44) 45 5 89.5 8.2 (2.49)

I am easily angry. 5 (2.30) 35 5 89.5 8.4 (2.69)

I tend to be nervous. 6 (3.17) 40 15 73.9 6.6 (2.11)

The chest is stuffy. 6 (3.11) 35 15 84.2 7.6 (2.53)

My side feels heavy. 7 (3.51) 25 25 63.2 6.9 (1.93)

My lower abdomen feels
distended.

10 (3.04) 10 55 15.8 -

I often sigh. 8 (3.01) 10 30 36.8 6.1 (2.15)

Table 2. Delphi Survey Results for Symptoms of Liver-qi Stagnation (Subject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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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델 이조사 결과-연구자 작성 문항

간울형 불임 변증의 맥진, 설진, 기타

검사와의 련성에 해 1차 델 이 결과

상 2회 이상 나온 소견으로 맥진으로는

‘脈弦’, ‘脈緊’, ‘脈數’, ‘脈細’, 설진으로는

‘특이소견 없음’, ‘舌紅’, ‘舌尖紅’, ‘舌苔黃’,

기타 검사와의 상 성으로는 ‘ 로락틴

상승’, ‘HRV상 교감신경 항진’의 의견이

있었다. 2차 델 이 조사에서는 각 항목

별로 동의하는 정도를 다시 조사하여 ‘脈

弦’, ‘脈緊’, ‘舌苔薄白’, ‘舌尖紅’, ‘HRV상

교감신경 항진’의 항목이 선택되었고 3차

델 이 조사에서는 선택된 항목에 한

요도 가 치를 조사하 다(Table 3).

Pulse diagnosis Tongue diagnosis Other tests

A
(%)*

W
(SD)†

A
(%)

W
(SD)

A
(%)

W
(SD)

Pulse string
(脈弦)

89.5
8.4

(0.98)

White thin
tongue fur
(舌苔薄白)‡

36.8
5.9

(2.24)
HRV§ 73.7

6.5
(2.12)

Pulse tight
(脈緊)

52.6
6.9

(2.40)
Red tip of

tongue (舌尖紅)
31.6

6.4
(2.40)

Prolactin
elevation

10.5 -

Pulse fast
(脈數)

31.6 -
Red tongue

(舌紅)
15.8 -

Pulse thin
(脈細)

0 -
Yellow tongue
fur (舌苔黃)

21.1 -

* Agreement rate : ratio of the number of agreement divided by n (19)
†Weight average value (standard deviation) : out of 10
‡No specific findings
§ Sympathetic hyperactivity with HRV

Table 3. Delphi Survey Results for Symptoms of Liver-qi Stagnation (Researcher Part)

Ⅳ. 고 찰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와 문가 델

이조사의 두 가지 방법으로 간울형 불

임 변증도구를 개발하 다. 한의 변증

설문지 개발과 련하여 기존 개발된 변

증 설문지를 기반으로 하는 표 로세

스가 제시된 바 있으며26) 이에 따르면

I can not digest
if I care.

8 (2.94) 10 25 36.8 6.6 (1.55)

I often have a headache. 9 (2.49) 5 30 10.5 -

I have breast pain
before menstruation.

8 (3.09) 15 25 63.2 6.9 (2.39)

My menstrual cycle is
irregular.

9 (4.02) 15 60 57.9 6.2 (1.55)

* Priority average round up value according to importance (standard deviation)
†Priority 1 to 3 Frequency Rate : ratio of the number of priorities 1 to 3 divided by n
‡Priority 10 to 12 Frequency Rate : ratio of the number of priorities 10 to 12 divided by n
§ Significant clinical indicator agreement rate: ratio of the number of agreement divided by n
∥Weight average value (standard deviation) : out of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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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개발되어 임상에서 활용되는 한의 변

증 설문지 개발단계는 부분 문헌을 통

한 지표 발굴, 문가 자문 원회 구성,

지표의 타당성 검토, 언어학 자문, 가

치 부여, 신뢰도 평가, 타당도 평가의

과정을 밟고 있었다. 본 연구 역시 이와

같은 차를 따라 개발 과정의 체계성을

갖추고자 하 다27).

델 이 조사는 문가 그룹으로부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의견을 얻기 한

방법으로28)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방법이

나 우편조사방법을 이용, 수차례에 걸친

피드백을 통하여 문가들의 의견을 수

렴하고 일치된 의견을 얻는 집단 사고

를 체계 으로 근시키는 방법이다29).

이 방법은 조사결과를 응답자에게 제시

하여 수정 응답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다수 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한 익명성의 보장으로 자신의 의견

주장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유도

하여 다양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장

이 있다30).

본 연구에 있어서 특징 인 부분은 3

회에 걸친 문가 델 이 조사 시작

각각 통계자문을 시행하여 델 이 조사

결과에 있어서 보다 분석방법의 정확성

을 높 다는 이다. 1차 델 이조사

간울형 환자 스크리닝 설문문항 임상

지표의 가 치 확보를 한 문가 설문

방법과, 신뢰도와 타당도 확인을 한

문항척도결정을 통계 자문하 다. 그 결

과로 임상지표의 요도에 한 우선순

를 1-12 으로 매겨 해당하는 순 를

기입하도록 하 으며, 설문지의 문항 척

도를 0-5 척도로 하여 신뢰도와 타당

도를 모두 평가하고 확보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우선순 가 매겨진 것을

활용한 설문문항의 가 치 확보 뿐 아니

라 추후 임상자료 분석을 통한 통계 인

방법으로도 가 치를 확보하기로 하

다. 그리고 개발된 설문 문항의 수를

이용하여 치료 효과를 평가하는 이차 평

가변수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단하

다. 1차 델 이조사 결과가 나온 뒤 원

래의 계획이었던 우선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문항에 하여 문가합

의로 진행하려던 계획을 수정하여 2차

델 이조사에서는 1차 조사 우선순 결

과값의 평균 고순 (1~3 ) 순

(10~12 ) 고빈도율을 함께 제시하여

간울형 불임환자에게 고빈도로 나타나는

요 임상지표 7가지를 고르도록 하

다. 3차 델 이조사에서는 최종 설문문

항선정 각 항목에 하여 1-10 척

도로 가 치에 한 의견을 받아 평균값

으로 제시하도록 하 다.

실제 시행된 1차 델 이 조사에서는

12개 설문항목에 한 요도에 따른 우

선순 간울형 불임 변증의 맥진, 설

진, 기타 검사와의 련성을 조사하 다.

특히 진단 부분 맥진에 있어서는

체 20명 에 17명의 의견으로 “弦脈”이

언 되었으나 설진에 있어서는 “간울에

특징 인 설진은 없음”, “舌尖紅”, “舌

紅”, “舌苔黃”, “舌刺” 등의 다양한 의견

이 나타났다. 이 에서 2회 이상 나타난

증상들을 2차 델 이 조사에 포함시켰

다. 기타 검사결과와의 상 성 부분에서

는 호르몬과 련하여 “호르몬 검사와

간울 변증은 무 하다”는 의견, “고 로

락틴 증”, “FSH 상승”, “LH상승” 등의

의견이 있었고 한방검사와 련해서는

HRV 검사와 자율신경에 한 언 이 7

회로 상 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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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이나 팔강진단기의 검사에 한 언

이 1회씩 있었다. 기타의견으로 증상의

우선순 를 정할 때 ‘고빈도의 증상’인지

‘병증의 한 정도’에 한 순서인지를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이

를 반 하여 2차 델 이조사에서는 우선

순 평균값 고빈도율을 참고하여 12

개 항목 간울형 여성 불임환자에게

있어 고빈도로 나타나는 7개 항목을 고

르도록 하 다.

2차 델 이조사에서는 우선순 의 평

균값 뿐 아니라 고순 , 순 고빈도

율을 함께 제시하 는데 그 이유로는,

문가들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향이 있

어 우선순 평균값이 1에서 12사이에서

고르게 분포하지 못하고 특정 순 근처

에 몰리는 경향을 보이게 되어 우선순

평균값만으로는 요 임상지표를 고르기

가 어려웠다. 문가들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것은 우선순 평균값의 표 편차

값이 높게 나온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는 각 항목의 요도에 한 문가들

의 의견이 통일되지 못하고 서로 다른

경향을 보여주었음을 의미하며 각 설문

항목당 고순 와 순 의 의견이 동시

에 나타났다는 뜻이 되어, 이를 보정하

기 하여 고순 와 순 고빈도율을

함께 제시하여 요 항목을 선택하도록

한 것이다. 요임상지표 동의 정도에서

10% 수 으로 하게 낮은 동의율을

보인 두 항목이 제외되고 나머지 10개

항목이 최종 으로 간울형 설문문항으로

채택되었다.

3차 델 이 조사에서는 가 치를 1-10

척도로 받아 평균값으로 정리하 다.

가 치는 추후에 설문결과를 분석해도

알 수 있으나 델 이 조사를 통해 받은

가 치 결과와 비교하기 해서인데 이

는 문가들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향이

있는 것을 고려하기 함이다. 추후 가

치를 결정하는 방법으로는 민감도 80%

이상을 만족하는 컷오 를 결정하는 것

으로 한 문항당 5 스 일이므로 만

이 50 이라 할 때 각 항목의 총합을 볼

수도 있고 문항개수를 세서 알 수도 있

는데 이것은 5 스 일을 “아니다, 조

그 다, 보통, 심하다, 매우 심하다”

정도로 나 때 를 들어 ‘보통’ 이상

나온 항목이 몇 개인지로 볼 수도 있다.

실제 간울 변증 설문지는 완성된 간울

설문지에 한의사의 간울 진단을 더하고

그 근거가 되는 항목에 표시하게 하는

형식으로 한의사 2인의 검사 후 타당도,

신뢰도를 평가할 정이다. 한 체

총 뿐 아니라 피험자 진단부분 총 과

의사 진단부분 총 을 따로 기재하여 간

울형 변증과의 상 성을 나 어 분석할

정이다. ‘월경주기가 불규칙하다’의 항

목은 피험자가 객 으로 체크하기 어

려운 부분이 있어 최근 6달의 월경시작

일을 기입하게 하 으며 여성의 정상 월

경 주기를 21~35일로 볼 때 이 범주에

서 7일 이상 차이가 나거나, 각 월경시작

일 간의 차이를 체크하 을 때 그 간격

이 7일 이상 차이가 나는 횟수를 세어

이런 불규칙성이 체크되지 않으면 0 ,

최 5회 체크될 경우 5 을 부여하기로

하 다27).

본 연구의 한계 으로는, 간울 변증

설문항목에 한 요도나 련 진단결

과 등을 정할 때 문가들의 의견이 다

양하게 나타나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웠

던 부분을 들 수 있다. 한 문헌고찰의

결과와 델 이조사의 결과로 나온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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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고빈도율이 서로 다르게 나왔던

도 있었다. 를 들어 ‘아랫배가 팽창

되는 느낌이 있다’ 항목의 경우 문헌고

찰에서는 고빈도로 나타났으나 실제 델

이 조사 결과에서는 제외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간울 변증이라는 개념이

개별 한의사들에게 다르게 인지되고 있

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문헌과 임상실제

에서 느끼는 한의변증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4).

따라서 문가 델 이 조사 진행시에

각 설문항목의 문헌 빈도를 같이 제시했

다면 결과도출에 있어 보다 도움이 되었

을 것으로 생각되며 한 연구자 작성

항목에서 맥진, 설진 등의 결과를 기입

할 때 한의사의 감각에 의존하기보다 맥

진기, 설진기를 통한 객 인 맥진, 설

진 결과를 기입하도록 하 다면 더욱 정

확한 변증진단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개발된 간울형 불임 변증 설문

지는 몇 가지 한계 이 있었으나, 문헌

조사와 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체계 인 방법론에 의해 개발되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향후 임상연구를 통

하여 신뢰도, 타당도를 검증하고 기타

생체지표와의 연 성을 확인한다면 불임

의 진료 연구에서 한의진단과 치료

평가를 객 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

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 론

문헌조사 문가 자문 원회의 의

견수렴을 통하여 간울형 불임 변증 설문

지를 개발하 다. 향후 신뢰도 타당

도 평가 등의 임상연구를 통해 보완하여

한의진단 치료평가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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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간울형 불임 변증 설문지>

설문항목
0 1 2 3 4 5

아니다 (심한정도) 심하다

1 짜증이 자주 난다. 0 1 2 3 4 5

2 신경이 민한 편이다. 0 1 2 3 4 5

3 쉽게 화를 낸다. 0 1 2 3 4 5

4 긴장을 잘하는 편이다. 0 1 2 3 4 5

5 가슴이 답답하다. 0 1 2 3 4 5

6 구리가 그득하다. 0 1 2 3 4 5

7 생리 에 유방통증이 있다. 0 1 2 3 4 5

8 신경을 쓰면 소화가 잘 안 된다. 0 1 2 3 4 5

9 한숨을 자주 쉰다. 0 1 2 3 4 5

10 생리 주기가 불규칙하다. 0 1 2 3 4 5

* 최근 6달의 생리 시작일을 어주시기 바랍니다.

① 년 월 일

② 년 월 일

③ 년 월 일

④ 년 월 일

⑤ 년 월 일

⑥ 년 월 일

피험자 진단부분 총 :

다음은 연구담당자가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11 맥이 하다. 0 1 2 3 4 5

12 설첨이 홍하다. 0 1 2 3 4 5

13 설태가 박백하다. 0 1 2 3 4 5

14 설질이 홍하다. 0 1 2 3 4 5

의사 진단 (간울 여부) : (근거문항 표시)

의사 진단부분 총 : 체 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