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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pilot study aimed to evaluate the agreement between traditional face-to-face Korean medicine (KM) 
pattern identification and non-face-to-face KM pattern identification using the data from related questionnaires, tongue 
image, and pulse features in patients with cancer.
Methods: From January to June 2020, 16 participants with a cancer diagnosis were recruited at the one Korean 
medicine hospital. Three experienced Korean medicine doctors independently diagnosed the participants whether they 
belong to the cold pattern or not, heat pattern or not, deficiency pattern or not, and excess pattern or not. Another 
researcher collected KM pattern related data using questionnaires including Cold-Heat Pattern Identification (CHPI), 
tongue image analysis system, and pulse analyzer. Collected KM pattern related data without participants’ identifier 
was provided for the three Korean medicine doctors in random order, and non-face-to-face KM pattern identification 
was carried out. The kappa value between face-to-face and non-face-to-face pattern identification was calculated.
Results: From the face-to-face pattern identification, there were 13/3 cold/non-cold pattern, 4/12 heat/non-heat pattern, 
14/2 deficiency/non-deficiency pattern, and 0/16 excess/non-excess pattern participants. In cold/non-cold pattern, 
kappa value was 0.455 (sensitivity: 0.85, specificity: 0.67, accuracy: 0.81). In heat/non-heat pattern, the kappa value 
was 0.429 (sensitivity: 0.75, specificity: 0.72, accuracy: 0.75). The kappa value of deficiency/non-deficiency and 
excess/non-excess pattern was not calculated because of the few participants of non-deficiency, and excess pattern.
Conclusions: The agreement between traditional face-to-face pattern identification and non-face-to-face pattern 
identification seems to be moderate. The non-face-to-face pattern identification using questionnaires, tongue, and pulse 
features may feasible for the large clinical study.

Key Words  : Pattern identification, Syndrome differentiation, Cold-Heat pattern, Deficiency-Excess pattern, 
Telemedicine, Non-face-to-face pattern identification

대한한의학회지 제42권 제1호(2021년 3월)
J Korean Med. 2021;42(1):1-11

http://dx.doi.org/10.13048/jkm.21001
pISSN 1010-0695 • eISSN 2288-3339



Journal of Korean Medicine 2021;42(1)

http://dx.doi.org/10.13048/jkm.210012

서 론

변증(辨證)이란 한국, 중국, 일본 등의 동양 전통의

학의 진단에 활용되는 핵심적인 진단방법으로서, 망

문문절(望聞問切)의 사진(四診)을 통해 환자의 증상과 

징후를 종합 분석하여 질병의 병리(病理), 병인(病因), 

병기(病机) 및 병위(病位)를 파악하고 치료법을 결정

하는 진단 행위이다1). 변증은 체질적인 소인(素因)과 

치료 등으로 변화하는 특징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변증 진단법을 활용하

여 환자 개개인의 증상과 징후를 종합 분석하고 그에 

맞는 치료법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2).

팔강 변증의 주요 구성요소인 한열 변증과 허실 변

증은 질병의 치료 결정 및 예후 파악에 있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3). 한열(寒熱, Cold-heat pattern)은 

한의 임상에서 진단과 치료에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

인 요소로 인체 대사, 질병의 병리, 온도, 성격 등 다

양한 개념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4). 예를 들어 기본

적으로 추운 것을 좋아하고 따뜻한 것을 좋아하는 특

성은 한증(Cold pattern), 더운 것을 싫어하고 시원한 

것을 좋아하는 특성은 열증(Heat pattern)이 된다5). 

또한 허실(虛實, Excess-Deficiency pattern)은 병의 

특성과 정기(正氣)의 상태를 제시하는 데 중요한 요

소가 된다6). 질병의 진행이 강렬하여 병리적 과정이 

왕성하게 전개되는 것을 실증(實證, Excess pattern), 

정기가 약하여 미약한 대응이 나타나는 것을 허증(虛

證, Deficiency pattern)이라고 한다.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약, 침 등의 한의학 치료를 

할 때에도 이와 같은 변증 개념이 중요하게 작용한

다. 암 환자의 예후와 관련하여 삭맥, 박태 등 음허

(陰虛) 증상이 암환자의 생존율과 상관성이 있다는 

기존 보고가 있다7). 또한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변증

이 음한(陰寒)인지 또는 양열(陽熱)인지에 따라 EGFR 

돌연변이 발현 여부가 연관이 있다는 연구8)도 있는

데, 이는 한의학적 변증 개념이 환자의 특성과 예후

를 파악하는 데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

한다. 또한 암 환자 대상 한의 치료를 할 때도 변증에 

따라 다른 치료법을 적용하게 되는데, 한 예시로 최

근 중국에서 수행된 비소세포폐암 환자 대상 한약 치

료 임상시험에서는 폐암 환자를 기허(氣虛), 음허(陰

虛), 기음양허(氣陰兩虛)의 세 가지 변증으로 분류하

여 변증 별로 그에 맞는 한약 치료를 하였다9).

전통적으로는 변증을 할 때 한의사가 직접 환자를 

보고 망문문절(望聞問切)의 사진(四診)을 통해 환자의 

변증을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전통적인 

변증 방법은 의사와 환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

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통일된 진단을 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현대 한의학에서는 이를 보완하고자 객

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변증 관련 정보를 수집

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맥진기, 설진기, 양도락 등의 

의료 기기 및 여러 변증 설문지를 활용 하고 있다10). 

한열 및 허실 설문지6,11)가 개발되었으며, 맥진기를 

통해 허증과 실증 맥상을 판별하고12), 설진기를 통해 

한증과 열증 특성을 추출13, 14)하고자 하는 연구가 이

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비대면 의료 서비스의 필요성

이 대두됨에 따라15), 한의사가 직접 환자를 보지 않

고 변증 설문지, 맥진기, 설진기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 비대면 변증 판단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자 하였다. 한방병원에 내원한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의사가 직접 환자를 보고 평가한 대면 변증 결과와 

설문지, 맥진기, 설진기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한 비대

면 변증 결과가 어느 정도로 일치하는지 파악하는 것

이 본 예비 임상연구의 목적이다.

연구방법

1. 연구 개요

본 연구는 2020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대전

대학교 대전 한방병원에서 수행되었다. 한의사 3인은 

망문문절 (望聞問切)을 통해 대상자의 증상과 징후를 

파악하여 대면 변증을 시행하였고, 2인 이상의 결과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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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치할 때 그 변증 결과를 기준 (gold standard)으

로 하였다. 변증 진단에 참여하지 않은 공동 연구자

가 대상자의 설문지 작성 및 맥진기, 설진기 측정을 

통하여 변증 정보를 수집하였다. 모든 환자에 대한 

대면 변증 판단 및 변증 정보 수집이 완료된 이후, 수

집한 변증 정보를 환자 식별 정보를 제외한 상태로 

무작위번호에 따라 정렬하여 한의사 3인에게 제공하

였다. 이를 통하여 한의사 3인이 변증 설문지, 맥진

기, 설진기 결과를 바탕으로 비대면 변증 판단을 하

도록 하였다. 본 임상연구는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

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 

(IRB No. DJDSKH-19-BM-20).

2. 연구 대상

선정 기준 및 제외 기준을 만족하는 30명의 대상

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선정기준은 다음

과 같다; 암 진단을 받은 만 19세 이상 80세 미만의 

성인 남녀, 충분한 의사소통과 설문지 작성이 가능한 

자, 자의로 참여를 결정하고 동의서에 서명한 자. 

ECOG (Eastern Cooperative Oncology Group) 수행

능력 상태 점수 3-4에 해당하는 자와 연구자가 임상

연구 참여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한 자는 제외하였다. 

모든 대상자로부터 연구 참여 전 서면 동의를 받았

다.

3. 연구 도구

1) 한열 변증 설문지

평소 한열 증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증 11문항, 

열증 12문항으로 총 23문항의 한열 변증 설문지 초

안이 개발되었다16). 이를 바탕으로 대학생과 일반 건

강검진자를 대상으로 문항 신뢰도 평가, 급내상관계

수 분석, 요인분석을 통하여 15문항으로 한열 설문이 

구성되었다11). 설문지를 통한 한열 변증은 전문가 진

단과는 한증에서는 82.8%, 열증에서는 72.9% 일치하

였다17). 본 임상연구에서는 초안인 총 23문항의 한열 

분류 설문(CHPI; Cold-Heat Pattern Identification)을 

활용하여 한열 변증 정보를 수집하였고, 개별 문항에 

대한 대상자의 응답을 모두 한의사에게 제공하였다. 

추가로 동일한 연구 그룹에서 개발된 한열 축약 설문

지(SF-CHQ; Short-Form Cold/Heat Questionnaire) 

또한 사용하였는데, 이는 한증 증상과 열증 증상을 

포괄하는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18).

2) 허실 변증 설문지

기존 허실 설문지를 발전시켜 허증 27문항, 실증 

26문항의 허실 변증 설문지가 개발되었다6). 허증 설

문지는 기허, 혈허, 진액허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실증 설문지는 기체, 담음, 어혈 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추가로 기허 및 음허 증상을 판단하기 위하

여 기혈음양허손 설문지19,20) 또한 사용하였다. 기혈

음양허손 설문지는 기허, 혈허, 음허, 양허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통해 재

구성된 기허 5문항, 혈허 4문항, 음허 3문항, 양허 3

문항의 설문지를 활용하였다20).

3) 설진기

혀 영상 촬영 및 촬영된 혀 영상을 통해 설질과 설

태의 색상, 설태량 등의 설진 관련 물리량을 획득하

기 위하여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개발한 설 영상 촬

영 장치 (TAS-4000)를 활용하였다. 이를 통하여 설 

영상 및 설 색, 설태의 두께, 설태의 색, 치흔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설 영상 촬영 장치를 통한 분

석 결과는 비대면 변증 판단 자료로 각 한의사에게 

제공되었다.

4) 맥진기

맥의 세기, 깊이, 빠르기, 모양 등 맥진 관련 물리

량을 획득하기 위하여 제 3등급 측정 기기인 맥파 분

석기(DMP-LIFE, 대요메디)를 활용하였다. 측정이 

어려웠던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오른손 손목에서 맥

파를 측정하였다. 맥파 측정기로부터 혈압 및 박동수, 

맥 세기, 맥 모양, 맥 깊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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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맥파 분석기를 통한 분석 결과 또한 비대면 변

증 판단 자료로 각 한의사에게 제공되었다.

4. 변증 판단

일차적으로 한열 및 허실의 범주에서 변증 판단을 

하였고, 추가적으로 암 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자

가 기허 또는 음허 변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이는 폐암 환자를 기허, 음허, 또는 기음양허 

변증으로 나누어 치료하 기존 연구를 참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증, 열증, 허증, 실

증, 기허, 음허 각각에 대하여 해당 변증 특성을 보이

는지 (Yes) 혹은 그렇지 않은지 (No)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변증을 진단할 한의사로서 대전대학교 대전 한방

병원에서 근무하는 한의사 3명이 참여하였다. 연구 

개시 전 변증을 시행하는 한의사 3인을 대상으로 한

열 허실 및 기허 음허 변증 관련 참고자료를 제공하

고 교육을 시행하였다. 각 변증에 대하여 대표적인 

증상 및 설진과 맥진의 특징을 제시하고 의견을 공유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변증 판단을 수행할 수 있

도록 하였다.

대면 변증 판단은 한의사 3인이 대상자를 직접 대

면하여 진행하였으며, 한 한의사의 변증 판단이 다른 

한의사의 변증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독립적으

로 수행되었다. 한의사 3인의 대면 변증 판단은 하루 

이내에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동일한 일자에 설문

지 작성 및 맥진기 설진기 검사도 진행되었다. 대면 

변증 판단을 할 때는 한의사가 직접 대상자를 문진하

고 대상자의 설과 맥을 관찰함으로써 정보를 수집하

였으며, 설문지, 맥진기, 설진기 검사 결과는 주어지

지 않았다.

비대면 변증 판단은 모든 대상자의 자료 취합이 완

료된 이후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루 동안 이루어

졌다. 비대면 변증 판단 또한 한의사 3인이 독립적으

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비대면 변증 판단 자료로 설

문지 각 문항에 대한 답변 결과, 설문지 변증 별 점수 

및 참고치, 맥진기 및 설진기 검사지가 제공되었다.

5. 분석 방법

변증 결과 및 비대면 변증 결과 모두 한의사 3인 

중 2인 이상의 결과가 일치하는 것을 최종 결과 값으

로 하였다. 대면 변증 판단에서는 3인의 변증 판단이 

모두 일치한 경우가 전체의 79.2%, 비대면 변증 판단

에서는 한의사 3인의 변증 판단이 모두 일치한 경우

가 전체의 81.3%였다. 그렇지 않은 경우 3인 중 2인 

이상의 결과가 일치하는 것을 최종 결과값으로 하였

다. 이를 바탕으로 대면 변증 평가 결과와 비대면 변증 

평가 결과의 일치도 (Agreement), 민감도 (Sensitivity), 

특이도 (Specificity), 및 Cohen의 Kappa 계수를 계

산하였다. 통계 분석은 SAS® version 9.4 프로그램

을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비율 

또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제시하였다. 두 군의 비율 

비교는 χ2 test, 두 군의 평균 비교는 정규성 여부에 

따라 Two-sample t test 또는 Mann-Whitney U test

를 수행하였다.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0명의 대상자를 모집할 계획이었으나, 연구 기간 

제약 및 대상자 모집 어려움으로 총 16명의 대상자를 

모집한 후 조기 종료하였다. 16명 중 남성은 4명, 여

성은 12명이 있었으며, 평균 연령은 55.44세였다. 유

방암 환자가 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모든 대상자의 

ECOG 수행능력 점수는 2점이었다. 암 관련 치료력

으로 수술력이 있는 대상자는 11명(69%), 항암화학

요법을 받은 대상자는 9명(56%)이 있었다 (Table 1).

2. 대면 한열 변증 결과에 따른 설문지, 설진기, 

맥진기 지표 특성

한증과 열증에 대하여 한의사 3명이 대면 변증 판

단한 결과에 따른 대상자들의 성별, 나이 및 설진기,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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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진기, 설문지 점수 결과 차이를 Table 2에 제시하

였다. 설 영상 촬영 장치를 통한 분석 결과에서는 한

증 및 비한증, 열증 및 비열증에서 차이를 보이는 값

이 없었다. 다만 열증이 있는 대상군에서 열증이 없

는 대상군보다 홍설(紅舌)의 비율이 낮은 경향을 보

였다. 맥파 분석기 결과 중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

압은 한증이 있는 대상자에서 한증이 없는 대상자보

다 높았고, 맥박수의 경우 열증이 있는 대상자에서 

열증이 없는 대상자보다 평균값이 높았지만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맥의 세기는 점수가 

높을수록 강한 것을 의미하는데, 열증이 있는 대상자

에서 열증이 없는 대상자보다 맥의 세기가 큰 경향을 

보였다. 맥의 깊이는 점수가 낮을수록 깊은 맥을 의

미하는데, 한증이 있는 대상자에서 한증이 없는 대상

자보다 맥의 깊이가 깊은 경향을 보였다. 맥의 모양

은 점수가 낮을수록 거칠고 높을수록 부드러운 것을 

뜻하는데, 한증이 있는 대상자에서 맥의 모양이 거칠

고, 열증이 있는 대상자에서 맥의 모양이 부드러운 

경향을 보였다. 설문지 점수 결과의 경우 한증이 있

는 대상군은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한증 점수가 높

고 열증 점수가 낮았으며, 반대로 열증이 있는 대상

군은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한증 점수가 낮고 열증 

점수가 높았다.

3. 대면 변증과 설문지 절단값을 통한 한열 

변증의 일치도 평가

한의사 3명이 한증, 열증에 대하여 판단한 결과와 

한열 변증 설문지 중 15문항 한열 분류 설문의 절단

값을 활용하여 한증, 열증의 유무를 판단한 결과의 

일치도는 Table 3에 제시되어 있다. 15문항의 한열 

분류 설문의 표준화 연구에서 한증의 cut off로 23.5

점, 열증의 cut off로 20.5점을 제시한 것을 따라 한

증, 열증의 유무를 판단하였다. 한증에 대하여 설문지 

절단값을 통한 변증 판단의 Kappa 값은 0.455 (95%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Male (N=4) Female (N=12) Total (N=16)

Age (year) 58.5 ± 8.50 54.42 ± 11.82 55.44 ± 10.97

Age Group, n (%)

~39 - 1 (8) 1 (6)

40~49 1 (25) 3 (25) 4 (25)

50~59 1 (25) 4 (33) 5 (31)

60~69 2 (50) 2 (17) 4 (25)

70~79 - 2 (17) 2 (13)

Height (cm) 168.5 ± 9.47 158.36 ± 4.69 160.89 ± 7.39

Weight (kg) 65.65 ± 14.53 54.35 ± 6.99 57.18 ± 10.18

Cancer Type, n (%)

Breast Cancer - 5 (42) 5 (31)

Colon Cancer - 2 (17) 2 (13)

Gastric Cancer 1 (25) 1 (8) 2 (13)

Other Cancer* 3 (75) 4 (33) 7 (44)

Treatment History, n (%)

Surgery 1 (25) 10 (83) 11 (69)

Chemotherapy 2 (50) 7 (58) 9 (56)

Radiation - 1 (8) 1 (6)
Data are presented as n (%) or mean ± standard deviation. 
*Other cancer includes: Prostate cancer, Thyroid cancer, Ampullar of vater cancer, lymphoma, Endometrial cancer, Lung cancer, Uterine 
sarc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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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구간: -0.063, 0.972)였고, 열증의 경우 Kappa 값

은 0.714 (95% 신뢰구간: 0.359, 1.000)였다.

4. 대면 변증과 비대면 변증의 일치도 평가

전체 대상자 16명을 대상으로 한의사 3명이 한증, 

Table 2. The Pulse and Tongue Features and Questionnaire Score according to Face-To-Face (FTF) Cold-Heat Pattern 
Identification

Cold Heat

Yes No
P value

Yes No
P value

(N=13) (N=3) (N=4) (N=12)

Sex 0.999 0.505

   Male 3 (23.1) 1 (33.3) 2 (50.0) 2 (16.7)

   Female 10 (76.9) 2 (66.7) 2 (50.0) 10 (83.3)

Age 57.7 ± 10.7 45.7 ± 6.1 0.086 48.8 ± 7.9 57.7 ± 11.2 0.166

BMI 21.6 ± 1.5 22.0 ± 6.2 0.947 22.3 ± 4.4 21.5 ± 1.5 0.765

Pulse Features

SBP 125.8 ± 10.5 107.5 ± 7.8 0.035 117.0 ± 17.3 125.0 ± 10.5 0.312

DBP 78.5 ± 10.7 61.5 ± 4.9 0.050 69.3 ± 14.0 77.9 ± 11.0 0.268

Pulse rate 77.4 ± 11.4 85.5 ± 7.8 0.354 88.3 ± 7.4 76.0 ± 10.7 0.084

Pulse size 123.8 ± 23.3 120.0 ± 14.1 0.827 130.0 ± 20.0 121.7 ± 22.9 0.575

Pulse depth 76.9 ± 21.4 90.0 ± 14.1 0.425 80.0 ± 20.0 78.3 ± 21.7 0.906

Pulse shape 93.1 ± 11.8 105.0 ± 21.2 0.241 103.3 ± 15.3 92.5 ± 12.2 0.209

Tongue Features

Tongue body color 0.330 0.202

   Pale 1 (7.7) 0 (0.0) 0 (0.0) 1 (8.3)

   Light red 7 (53.8) 3 (100.0) 4 (100.0) 6 (50.0)

   Red 5 (38.5) 0 (0.0) 0 (0.0) 5 (41.7)

Tongue coating 0.986 0.641

   Thin 4 (30.8) 1 (33.3) 2 (50.0) 3 (25.0)

   Normal 4 (30.8) 1 (33.3) 1 (25.0) 4 (33.3)

   Thick 5 (38.5) 1 (33.3) 1 (25.0) 5 (41.7)

Tongue coating color 0.999 0.999

   Normal 13 (100.0) 3 (100.0) 4 (100.0) 12 (100.0)

   Yellow 0 (0.0) 0 (0.0) 0 (0.0) 0 (0.0)

Tooth mark 0.620 0.999

   Normal 9 (69.2%) 1 (33.3%) 2 (50.0%) 8 (66.7%)

   Yes 4 (30.8%) 2 (66.7%) 2 (50.0%) 4 (33.3%)

Questionnaires*

Cold 27.2 ± 4.8 19.7 ± 5.5 0.032 20.8 ± 5.0 27.4 ± 4.9 0.034

Heat 16.2 ± 4.1 24.0 ± 2.6 0.009 23.5 ± 2.4 15.8 ± 3.9 0.003

Deficiency 84.6 ± 17.9 79.0 ± 8.7 0.611 81.2 ± 8.4 84.3 ± 18.6 0.758

Excess 68.5 ± 16.3 66.7 ± 10.1 0.860 68.8 ± 9.3 67.9 ± 16.9 0.928

Qi-De 12.3 ± 4.8 12.0 ± 3.0 0.918 12.5 ± 2.6 12.2 ± 5.0 0.902

Blood-De 7.8 ± 2.4 6.0 ± 1.7 0.23 6.5 ± 1.7 7.8 ± 2.5 0.340

Yin-De 7.0 [6.0; 9.0] 6.0 [5.0; 7.0] 0.191 6.0 ± 1.6 8.2 ± 2.2 0.091

Yang-De 7.7 ± 2.5 4.0 ± 1.7 0.031 4.5 ± 1.7 7.8 ± 2.6 0.031
Data are presented as n (%) or mean ± standard deviation.
FTF: Face to face
* Questionnaires: Cold (8 items), Heat (7 items), Deficiency (20 items), Excess (20 items), Qi-Deficiency (5 items), Blood-Deficiency (3 items), 
Yin-Deficiency (4 items), Yang-Deficiency (3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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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증, 허증, 실증, 기허, 음허 변증 증상의 유무에 대

하여 대면 변증평가 및 비대면 변증평가를 시행한 결

과는 Table 4에 제시되어 있다. 한증에 해당하는 대

상자는 대면변증평가 기준 13명이었고, 열증 4명, 허

증 14명, 실증 0명, 기허증 12명, 음허증 7명이었다. 

대면변증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한증에 대

한 비대면 변증 평가의 민감도는 0.85, 특이도는 

0.67, 정확도는 0.81이었고, Kappa 값은 0.455 (95% 

신뢰구간: -0.063, 0.972)이었다. 열증에 대한 비대면 

변증 평가의 민감도는 0.75, 특이도는 0.75, 정확도는 

0.75이었고, Kappa 값은 0.429 (95% 신뢰구간: 

-0.026, 0.883) 이었다. 허증의 경우 비대면 변증평가

에서 허증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가 1건도 없었고, 

실증의 경우 대면 변증평가에서 실증이 있다고 판단

한 경우가 1건도 없었기 때문에 Kappa 값을 구할 수 

없었다. 기허의 경우 비대면 변증 평가의 Kappa 값

은 0.600 (95% 신뢰구간: -0.125,1.000), 음허의 경우 

비대면 변증 평가의 Kappa 값은 0.492 (95% 신뢰구

간: -0.062, 0.922)로 계산되었다. (Table 4).

고 찰

변증은 동양 전통의학만의 독특한 진단 방법으로 

개개인의 전체적인 증상과 징후를 보고 판단하는 상

대적이며 전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진단방법이

다21). 이에 따라 진단과 치료에서 해부조직학적 변화

를 관찰하고 객관적이고 통일된 진단을 중요시 하는 

서양의학과는 차이가 있다. 최근 한의학에서 근거중

심의학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변증 진단에서도 

통계 기법을 활용하여 진단과 평가를 표준화하기 위

Table 3. The Agreement Between Face-To-Face (FTF) Pattern Identification and CHPI Questionnaire

CHPI
FTF

Yes No Sensitivity Specificity Accuracy Kappa

Cold
Yes 11 2

0.85 0.67 0.81 0.455
No 1 2

Heat
Yes 4 0

1.00 0.83 0.88 0.714
No 2 10

CHPI: Cold-Heat Pattern Identification (15 items), FTF: Face to face

Table 4. The Agreement between Face-To-Face (FTF) and non FTF Pattern Identification

Non FTF
FTF

Yes No Sensitivity Specificity Accuracy Kappa

Cold
Yes 11 2

0.85 0.67 0.81 0.455
No 1 2

Heat
Yes 3 1

0.75 0.75 0.75 0.429
No 3 9

Deficiency
Yes 14 0

1.00 0.00 0.88 -
No 2 0

Excess
Yes 0 0

- 0.69 0.69 -
No 5 11

Qi-Deficiency
Yes 12 0

1.00 0.50 0.88 0.600
No 2 2

Yin-Deficiency
Yes 5 2

0.71 0.78 0.71 0.492
No 2 7

FTF: Face to 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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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목적으로 다양한 설문 도구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22).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설문 도구는 임상에서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활용되어 의사의 진단을 돕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설문지, 맥진기, 설진기 정보를 

통한 비대면변증평가와 한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

하고 평가한 대면변증평가와의 일치도를 파악하여 

비대면 변증 판단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암 환자에 대한 변증 진단은 환자의 치료 결정과 

예후 파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한열 

변증과 허실 변증은 암 질환의 성격을 구분 짓는 중

요한 요소로서 암 환자의 치료 원칙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한열 변증의 경우 폐암 환자가 한증인지 열증

인지에 따라서 Gefitinib에 대한 효과 차이가 관찰되

었다는 보고가 있으며23), 또 다른 연구에서는 비소세

포폐암환자 중 한증 환자는 열증 환자보다 EGFR 유

전자 변이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높다고 하였다8). 허

실 변증의 경우 폐암 환자가 허증 인지 실증인지에 

따라 Th1/Th2 비율이 달랐다는 보고가 있으며24), 또 

다른 연구에서는 폐암 환자의 허실 변증에 따라 T 

cell subset 구성이 다르다고 하였다25).

대면 변증을 통하여 한증 및 열증의 유무를 판단한 

결과에 따라 대상자의 특징을 비교해 보았을 때, 열

증이 있는 환자의 경우 열증이 없는 환자보다 맥박수

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전에 만성 변비 환자를 한

증 또는 열증으로 나눈 연구26)에서는 열증 군의 맥박

수는 평균 86.5회/분, 한증 군의 맥박수는 평균 74.8

회/분으로 관찰되어 본 연구와 유사하게 열증 군에서 

맥박수가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두 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한편, 열증의 맥 특성은 주로 

삭맥으로 표현되는데, 한의사가 삭맥으로 진단한 대

상자들의 맥박수의 평균은 83.2회/분이었다는 보고27)

가 있다. 본 연구에서 열증이 있다고 변증한 대상자

들의 맥박수의 평균은 88.3회/분으로 이전에 삭맥으

로 보고된 맥박수와 유사하다. 한편, 열증이 있다고 

판단된 대상자에서 그렇지 않은 대상자보다 맥의 세

기가 큰(大) 경향을 보였으며, 맥의 깊이는 한증으로 

판단된 대상자에서 깊은(沈) 경향을 보였다. 맥의 모

양은 한증으로 판단된 대상자에서 거친 경향을 보였

다. 이는 한열 변증과 맥진에 대한 전통적인 한의학 

이론에서 제시하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설

진 관련 특징에 대해서 기존 연구에서는 한증 대상자

는 열증 대상자보다 혀의 색이 창백하다고 보고하였

으나14), 본 연구에서는 한증 및 열증의 유무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설태의 두께와 색 

및 치흔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대상자의 수가 적어서 

변증별 차이를 관찰하기 어려웠다. 보다 많은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추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열 설문지의 경우 대면 변증을 통한 한증 및 열증 

유무 판단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여서, 암 환자를 

대상으로도 한증과 열증을 변증할 때 15문항의 한열 

분류 설문지17)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비대면 변증 평가의 도구 중 하나였던 설문지의 절

단값을 활용하여 한증과 열증을 판단한 결과와 대면 

변증 평가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실증, 허증, 기허, 

음허 설문지의 경우 절단값에 대한 기존 연구가 없어

서 설문지 절단값을 활용한 변증 판단을 해볼 수 없

었다. 한열 변증의 경우 이전 연구에서 설문지 절단

값을 활용한 판단 결과와 전문가 2인의 변증 결과의 

일치율을 보고 하였는데, 한증의 경우 82.8%에서, 열

증의 경우 72.9%에서 일치하였다.17) 본 연구에서는 

한증의 경우 81.3%에서, 열증의 경우 87.5%에서 일

치하여 한증의 경우 이전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고, 

열증의 경우 이전 연구의 결과보다 높은 일치율을 보

였다. 이전 연구 결과는 건강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이고, 본 연구는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차이가 있

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 수가 적었

고, 특히 대면 변증에서 열증이 있다고 판단된 환자가 

4명으로 다소 적었던 것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암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지, 맥진기, 

설진기 정보를 종합한 비대면 변증 판단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으며, 대면변증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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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도를 평가하였다. 일치도 평가는 kappa 값을 통

해 이루어 졌는데 kappa 값은 우연의 개입에 의한 일

치를 보정한 일치도를 나타낸다28,29). 허증과 실증의 

경우 kappa 값을 구할 수 없었는데, 이는 비대면변증

평가에서 非허증으로 판단된 사람이 없었고 대면변증

평가에서 실증으로 판단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방병원에 내원하는 암 환자의 경우 실증보다는 허

증의 변증 특성을 보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한편 

한증의 유무 및 열증의 유무에 대한 비대면 변증 평

가와 대면 변증 평가는 0.4에서 0.5 사이의 중등도 

(moderate)의 일치도를 보였다. 모집한 대상자 수가 

16명으로 적어서 신뢰구간은 넓었지만, 전반적으로 

비대면 변증 평가는 대면 변증 평가를 기준으로 0.4 

이상의 적당한 일치도를 보여 본 연구를 통해 한열 

변증에 대한 비대면 변증 평가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본래 30명을 목표로 계획되었으나, 연구 

기간 제약과 대상자 모집 어려움으로 16명 모집 후 

조기 종료하였다. 대상자 수가 충분하지 않아 Kappa 

값의 신뢰구간이 넓은 제한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본 연구는 비대면 변증 평가와 대면 변증 평가

의 일치도를 평가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존에 변증 설문지를 개발하는 연구는 다수 

이루어졌으나4,30,31), 설문지 결과 및 맥진기, 설진기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비대면 변증 평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 없다. 예비 연구 결과 비대

면 변증 평가는 대면 변증 평가 결과와 중등도의 일

치도를 보여 비대면 변증 평가의 가능성을 확인하였

으며, 또한 비대면 변증 평가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

를 제시하였다. 추후 많은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비

대면 변증 평가가 이루어지고 타당성이 확보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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