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한의진단학회지 제17권 제1호(2013년 4월)
The Journal of the Society of Korean Medicine Diagnostics. 2013; 17(1): 29-44
[원저 Original Article ]

한국한의학연구원 개발 변증설문지의 신뢰도 연구

김범수1)․임정화2)․이민희3)․윤 주4)*

1) 부산 학교 한의학 문 학원 한의학과 / 2) 부산 학교 한의학 문 학원 한방신경정신과

3) 한국한의학연구원 / 4)부산 학교 한의학 문 학원 동서 진의학

1)

 Abstract  

Reliability Study of the Pattern Identification Questionnaire Developed by Korean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Bum-Su Kim1)
․Jung-Hwa Lim2)

․Min-Hee Lee3)
․Young-Ju Yun4)*

1)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 2) Dept. of Neuropsychiatry,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3)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 4) Dept. of Integrative Medicine,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Objectives
This study is aimed at assessing the reliability of the Pattern identification questionnaire (PIQ) developed by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and examining the validity of the PIQ by comparing the pattern 
identification scores of different groups.

Methods
We conducted a survey of 258 participants (79 teachers and 179 graduate students at one School of Korean 
Medicine) using self-reported questionnaire and all the samples were retested. The test-retest reliability was 
assessed by Kappa coefficient(κ)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lso we compared the differences in pattern 
identification scores according to sex, age and occupation.

Results
1. One of 116 questions are impossible to calculate; 22 of them (18.97%) scored under 0.4 in κ; 90(77.59%) 

ranged from 0.4 to 0.8 in κ; and three questions (3.58%) scored 0.8 or over in κ.
2.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est score and retest score of all pattern identification items are 0.4 or over.
3. The mean score for pattern identification in women was generally higher than that in men, particularly in 

patterns of blood-deficiency, blood-stasis, yang-deficiency and kidney disease.
4. The mean score for pattern identification in the graduate student group was generally higher than that in the 

teacher group.

Conclusion
In test-retest reliability, the PIQ showed relatively high reliability. The mean pattern identification score showed 
differences in regards to retaining knowledge about Korean medicine. Therefore, future research involving 
modification of questionnaire items and confirming the validity of this questionnaire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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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한의학 진단 과정에서 변증이란 질병진단의 근본

이며, 증후에 한 분석과 단이다. 그러나 실제 

임상에서 변증을 하기 한 정보를 환자가 호소하는 

주 인 증상표 과 한의사의 四診을 통해 얻기 

때문에 변증의 결과를 객 화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1-3). 한 한의사마다 변증체계나 방법에 한 

이나 이론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환자라도 한의사마

다 진단 결과가 다른 경우가 빈번하다. 이 게 임상

장에서의 치료 성과를 정확하게 표 하고 자료화

시킬 표 화된 진단체계가 없다는 것이 한의학 학문 

발 의 장애요인으로 지 되어 왔다
4).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해 십 수 년 부터 한의

학 진단에 한 표 화연구가 시작되었고
5-7), 최근 

한열변증설문지
8), 사상변증내용설문조사지

9) 등과 

같은 설문지를 이용한 변증의 객 화 연구가 진행되

어 왔다.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방법은 비교  단시

간에 자료수집이 용이하고 설문피험자 개개인의 일

반 인 특성 등에 한 정보를 다량으로 선별 으로 

획득하여 분석할 수 있다는 에서 많은 곳에서 활

용되고 있다
10,11).

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한의학연구원

에서는 2007년 한의진단명과 진단요건의 표 화 연

구결과를 토 로 한의변증설문지를 포함한 한방 건

강검진 소 트웨어를 개발하 으며
12), 개발한 변증

설문지를 활용하여 일반인을 상으로 개인의 특성

에 따른 변증양상을 조사하 으나
13), 설문지의 신뢰

도  타당도에 한 연구는 이루어지지지 않은 실

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등교사와 한의학 문 학

원 학원생을 상으로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개

발한 변증설문지의 신뢰도를 조사하고, 설문지의 타

당도 연구를 한 기 로서 두 집단 간 개별 변증 

수를 비교하여 향후 본 변증설문지를 보완·개정

하는 참고자료로 삼고자 하 다.

Ⅱ.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검사-재검사법을 사용하여 변증설

문지의 신뢰도를 평가하 다. 

2012년 6월 28일부터 9월 18일까지 소재 ○

○ 등학교, 상주소재 ○○ 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와 부산  한의학 문 학원(이하 한의 ) 

학원생을 상으로 첫 번째 설문지를 작성한 후 2주

일 후에 두 번째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 다. 모든 

참여자들의 검사-재검사의 간격은 2주일로 동일하

게 하 다. 설문에 참여한 사람은 모두 258명이었으

며, 남자 102명 여자 156명이었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증설문지는 한국한의학연

구원에서 개발된 것
12)

으로 모두 116문항이며 氣虛, 

氣滯, 血虛, 血滯, 陰虛, 陽虛, 津液不足, 痰飮의 

氣血津液辨證 8항목과 肝病, 心病, 脾病, 肺病, 腎

病의 五臟辨證 5항목 총 13개의 변증항목으로 구성

되어 있다. 각 문항에 기술된 증상이 있을 경우 설문 

응답자가 해당 답란에 체크하도록 하 다(Appendix 

Ⅰ). 수집된 설문지의 응답은 한국한의학연구원에

서 개발한 한방건강진단 로그램에 입력하여 각 

변증에 해당하는 수를 얻었다. 각 변증은 복항

목을 포함하여 각각 10개 문항에서 얻은 수를 쿼

리식에 의해 계산하여 정하는데 10   7  이상

일 때 해당 증으로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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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Teachers Graduate Students 
P-value

258(100) 79(30.5) 179(69.5) 

Sex
male 102(39.5) 13(16.5) 89(49.7) 

<0.001***

female 156(60.5) 66(83.5) 99(50.3) 

Age

mean±SD 34.06±8.98 41.78±11.06 30.65±4.96 <0.001***

20~29 105(40.7) 16(20.3) 89(49.7) 
30~39  96(37.2)  19(24.1)  77(43.0)
40~49  35(13.6)  22(27.8)  13(7.3)
50~  22(8.5)  22(27.8)  0(0.0)

Number(%) *** P<0.001

Table. Ⅰ.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3. 통계분석

신뢰도 검정을 해 2주 간격으로 검사-재검사한 

응답결과로 문항별 Kappa 계수와 각 변증항목의 피

어슨 상 계수를 구하 다. 한 연구 상자의 성

별, 연령, 직업에 따른 개별 변증 수의 차이를 비교

하기 해 최  검사한 설문의 결과로 t-test를 시행

하 다. 

수집된 자료는 PASW Statistics 18.0 for windows

와 SASⓇ (version 9.3)를 사용하여 분석하 고, 

P<0.05를 통계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정하 다. 

Ⅲ. 연구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 상자 체 258명  교사는 79명(30.6%), 

한의  학원생은 179명(69.5%)이었다. 성별분포

는 남자가 102명(39.5%), 여자가 156명(60.5%)으

로 나타났다. 한의  학원생 집단에서 남성의 비

율이 교사 집단보다 약 3배 높았으며, 두 집단 간 

성별 분포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한 체 상자 나이의 평균±표 편차는 34.06± 

8.98세 고, 교사 집단은 41.78±11.06세, 한의  

학원생은 30.65±4.96세로 집단 간 평균 연령은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Ⅰ). 

2. 설문 문항별 일치도 분포

총 116개 문항  kappa 값의 계산이 불가능한 

문항은 1문항(0.86%)이었으며, kappa 값의 계산이 

가능한 115문항의 kappa 값은 최  -0.02에서 최  

0.90으로 분포하 다. kappa값이 0.4 미만인 문항이 

22문항(18.97%)이었고, 0.4 이상 0.8 미만인 문항이 

90문항(77.59%)이었으며, 0.8 이상인 문항 수는 3

개(3.58%) 다(Table Ⅱ).

3. 변증 항목 별 반복 검사 상관성

각 변증 항목별로 계산된 검사-재검사의 개별 변

증 수로 상 분석을 한 결과, 체 연구 상자의 

상 계수는 모든 변증 항목에서 0.5 이상으로 나타

났다(P<0.001). 한의  학원생 집단이 氣虛證, 氣

滯證, 血虛證, 陰虛證, 陽虛證, 津液不足證, 痰飮

證, 肝病證, 脾病證, 腎病證에서 교사집단보다 높

은 상 계수를 나타내었다. 교사집단은 血滯證, 心

病證, 肺病證에서 한의  학원생 집단보다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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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ptom Complex 
Pattern

Total (n=258) Teachers (n=79) Graduate Students (n=179)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P-valu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P-valu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P-value

Qi-Deficiency 0.733 <0.001*** 0.685 <0.001*** 0.718 <0.001***

Qi-Stasis 0.651 <0.001*** 0.458 <0.001*** 0.663 <0.001***

Blood-Deficiency 0.697 <0.001*** 0.696 <0.001*** 0.701 <0.001***

Blood-Stasis 0.578 <0.001*** 0.636 <0.001*** 0.557 <0.001***

Yin-Deficiency 0.702 <0.001*** 0.658 <0.001*** 0.709 <0.001***

Yang-Deficiency 0.674 <0.001*** 0.631 <0.001*** 0.678 <0.001***

Water-Deficiency 0.646 <0.001*** 0.576 <0.001*** 0.664 <0.001***

Water-Stasis 0.750 <0.001*** 0.583 <0.001*** 0.761 <0.001***

Liver 0.650 <0.001*** 0.375 <0.001*** 0.736 <0.001***

Heart 0.721 <0.001*** 0.770 <0.001*** 0.703 <0.001***

Spleen 0.715 <0.001*** 0.539 <0.001*** 0.742 <0.001***

Lung 0.664 <0.001*** 0.664 <0.001*** 0.657 <0.001***

Kidney 0.666 <0.001*** 0.439 <0.001*** 0.714 <0.001***

** : P<0.01, *** : P<0.001 

Table Ⅲ. Test-Retest Reliability -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Symptom Complex Pattern kappa < 0.4 0.4 ≤ kappa < 0.8 0.8 ≤ kappa No computed
Qi-Deficiency q69†

Others

Qi-Stasis q16,q19
Blood-Deficiency q103
Blood-Stasis q17, q18, q106, q112
Yin-Deficiency q1
Yang-Deficiency
Water-Deficiency q57
Water-Stasis q47 q115
Liver q23, q85
Heart q29
Spleen q62
Lung q35, q53, q96, q97
Kidney q54, q60, q61, q84 q81
outside of that q93†
Total* 22(18.97) 90 (77.59) 3 (2.58) 1 (0.86)

* : Number of Question
† : not included in 13 items

Table Ⅱ. Test-Retest Reliability - Kappa Coefficient

상 계수를 보 으며, 肝病證의 상 계수는 0.375

로 0.4미만이었다(Table Ⅲ).

4. 성별에 따른 개별 변증 점수의 차이

성별에 따른 설문 응답 총 은 여자가 남자보다 

2.33  높았으며 통계 으로 유의하 다(P=0.036). 

개별 변증 수도 肺病證과 氣滯證을 제외한 나머지 

11개의 변증항목에서 여자의 개별 변증 수가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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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ptom Complex 
Pattern Total Mean Sex P-value

Male (Mean±S.E.) Female (Mean±S.E.)
Total scores 12.86 11.45±8.21 13.78±8.91    0.036*

Qi-Deficiency 1.51 1.35±1.53 1.62±1.64    0.566
Qi-Stasis 1.44 1.45±1.27 1.43±1.32    0.936
Blood-Deficiency 1.54 1.30±1.35 1.71±1.32    0.018*

Blood-Stasis 0.46 0.22±0.56 0.62±0.96   <0.001***

Yin-Deficiency 1.09 1.04±1.12 1.12±1.28    0.632
Yang-Deficiency 1.81 1.58±1.49 1.97±1.39    0.033*

Water-Deficiency 1.68 1.57±1.32 1.75±1.50    0.320
Water-Stasis 1.14 1.13±1.26 1.14±1.30 0.973   
Liver 0.94 0.87±1.06 0.98±1.11 0.418
Heart 1.10 0.91±1.14 1.22±1.29 0.051
Spleen 1.20 1.14±1.29 1.23±1.08 0.524
Lung 0.88 0.95±1.17 0.84±1.09 0.438
Kidney 0.78 0.58±0.90 0.90±1.06 0.012*

* : P<0.05, ** : P<0.01, *** : P<0.001

Table Ⅳ. Comparison of Total Scores and Symptom Complex Pattern Score According to Sex

Symptom Complex 
Pattern

Total 
Mean

Age P-value
20~39 (Mean±S.E.) over 40 (Mean±S.E.)

Total scores 12.86 13.46±8.82 10.74±7.98     0.037*

Qi-Deficiency 1.51 1.69±1.68 0.89±1.09   <0.001***

Qi-Stasis 1.44 1.56±1.34 11.03±1.06     0.006**

Blood-Deficiency 1.54 1.57±1.39 1.47±1.20     0.626
Blood-Stasis 0.46 0.43±0.82 0.56±0.95     0.312
Yin-Deficiency 1.09 1.13±1.24 0.94±1.13     0.291
Yang-Deficiency 1.81 1.91±1.48 1.47±1.23     0.043*

Water-Deficiency 1.68 1.78±1.47 1.32±1.23     0.030*

Water-Stasis 1.14 1.25±1.36 0.73±0.85     0.001**

Liver 0.94 0.95±1.06 0.87±1.21     0.696
Heart 1.10 1.18±1.31 0.83±0.94     0.063
Spleen 1.20 1.28±1.22 0.90±0.89     0.030*

Lung 0.88 0.95±1.16 0.67±0.95     0.099
Kidney 0.78 0.80±1.02 0.69±0.96     0.477
* : P<0.05, ** : P<0.01, *** : P<0.001

Table Ⅴ. Comparison of Total Scores and Symptom Complex Pattern Score According to Age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그  血虛證(P=0.018), 血滯

證(P<0.001), 陽虛證(P=0.033), 腎虛證(P=0.012)의 

개별 변증 수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Table Ⅳ).

5. 연령에 따른 개별 변증 점수의 차이

20·30  집단과 40  이상 집단을 비교하 을 때 

20·30  집단에서 40  이상 집단보다 설문 응답 

총 이 유의하게 높았다(P=0.037). 개별 변증 수

도 20·30  집단에서 血滯證을 제외한 나머지 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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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ptom Complex 
Pattern

Total 
Mean

Occupation
P-valueTeacher (Mean±S.E.) Graduate Student (Mean±S.E.)

Total scores 12.86 10.73±6.57 13.79±9.35     0.003**

Qi-Deficiency 1.51 0.89±0.98 1.79±1.74   <0.001***

Qi-Stasis 1.44 0.87±0.95 1.69±1.35   <0.001***

Blood-Deficiency 1.54 1.53±1.29 1.56±1.38     0.919
Blood-Stasis 0.46 0.53±0.78 0.43±0.87     0.376
Yin-Deficiency 1.09 0.87±1.04 1.19±1.28     0.052
Yang-Deficiency 1.81 1.56±1.16 1.93±1.53     0.056
Water-Deficiency 1.68 1.53±1.26 1.74±1.50     0.274
Water-Stasis 1.14 0.71±0.90 1.32±1.38   <0.001***

Liver 0.94 0.82±0.99 0.99±1.13     0.244
Heart 1.10 0.79±0.87 1.24±1.35     0.001**

Spleen 1.20 0.91±0.85 1.33±1.26     0.002**

Lung 0.88 0.66±0.92 0.98±1.19     0.018*

Kidney 0.78 0.68±0.81 0.82±1.09     0.324
* : P<0.05, ** : P<0.01, *** : P<0.001

Table Ⅵ. Comparison of Total Scores and Symptom Complex Pattern Score between Teachers and 
Graduate Students

항목에서 40  이상 집단보다 높았으며, 氣虛證

(P<0.001), 氣滯證(P=0.006), 陽虛證(P=0.043), 津

液不足證(P=0.030), 痰飮證(P=0.001), 脾病證(P= 

0.030) 항목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은 수가 

나타났다(Table Ⅴ).

6. 교사 집단과 한의전 대학원생 집단 간 개별 변증 

점수의 차이

교사 집단과 한의  학원생 집단 간 설문 응답 

총   개별 변증 수를 비교한 결과, 설문 응답 

총   모든 변증항목의 수는 한의  학원생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  설문 응답 총

(P=0.003), 氣虛證(P<0.001), 氣滯證(P<0.001), 痰

飮證(P<0.001), 心病證(P=0.001), 脾病證(P=0.002), 

肺病證(P=0.018) 항목에서 유의하게 높은 수가 

나타났다(Table Ⅵ).

Ⅳ. 고찰

한의학에서 辨證은 환자에게 발 된 질환상태로

부터 ‘證’을 감별하여 병리  본질을 규명하고 확정

하는 행 라고 정의내리고 있으며
14), 변증에서 증의 

확정은 한의사의 四診에 의거하는데 그  問診이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하며, 問診에서 얻어진 증상

이 변증의 주요 근거가 된다. 그러나 환자가 호소하

는 증상과 한의사의 四診은 환자와 한의사의 주

이 배재될 수 없기 때문에 한의사간 객 이고 통

일된 진단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표 화된 진단

체계의 미비는 임상 각 분야의 연구 성과를 정확하

게 표 하고 자료화시킬 수 없어 연구자들 사이에서

의 정보교환과 학문의 발 에 장애요소가 된다
4, 

15,16).

국에서는 의학의 과학화와 체계화를 한 변

증 표 화에 한 작업으로 <中醫證候規範>, <關

于統一中醫診療標準的硏究>, <中醫病名診斷規

範草稿>, <中醫證後辨治軌範> 등이 발간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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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우리나라도 변증의 객 화를 해 환자의 증상

을 정량화하고 객 인 정보의 확보를 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하나가 설문지를 

사용한 문진에 한 정량화 연구이다
18). 

어 변증설문지
18), 열변증설문지

16), 우울증 변증 

설문지
19), 경계정충 변증도구의 개발 등의 변증도구 

개발 연구
20), 귀비탕

21), 보 익기탕
22), 육미지황탕

23)

의 변증설문지에 한 연구 등이 발표된 바 있고, 

권
24)

등은 어 변증설문지로 오십견의 평가를 시도

하 다. 한 사상체질진단 표 화 연구
25), 비만변

증 설문지 연구
26), 한방진단 설문지 신뢰도 연구

27,28) 

등의 설문지 표 화 연구도 진행되었다.

이러한 변증의 객 화를 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의학연구원의 변증설문지가 개발되었으며
12), 이 

설문지를 사용한 개인의 특성에 따른 변증양상에 

한 조사 연구가 있었으나
13), 설문지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한 연구는 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등교사와 한의  학원생

을 상으로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개발한 변증설

문지의 신뢰도를 조사하고, 두 집단 간 개별 변증 

수를 비교분석하 다. 

신뢰도란 동일한 개념에 해서 반복 으로 측정

했을 때 나타나는 측정값들의 분산으로 측정의 안정

성, 일 성, 측가능성 그리고 정확성 등의 내포되

어 있으며, 신뢰도 측정방법으로는 검사-재검사법, 

반분법, 내 일 성을 알아보는 방법 등이 있다
29). 

본 연구에서는 한국한의학 연구원에서 개발한 변

증설문지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해 시간에 따른 

검사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검사-재검사법을 이용하

여, 문항별 Kappa 계수와 각 변증항목별 개별 변증 

수의 피어슨 상 계수를 구하 다(Table Ⅱ,Ⅲ). 

한 최  검사한 설문의 응답결과를 사용하여, 성

별, 연령별, 직업별 개별 변증 수를 비교하 다

(Table Ⅳ, Ⅴ, Ⅵ).

검사-재검사법은 새로 개발된 검사를 한 집단에 

실시하고 동일한 검사를 일정 시간이 흐른 후 동일

한 집단에게 다시 실시하여 두 검사간의 상 계수를 

구하여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검사-재검사

에서는 두 검사 간의 시간간격에 한 고려가 요

하다. 일차검사에 한 학습효과를 배제할 수 있고 

성숙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반 으로 2~4주가 당하다고 알려

져 있다
30,31). 본 연구에서는 학습효과를 배제할 수 

있으며 증형의 변화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2주일의 검사 간격을 설정하 다. 

Kappa 계수는 명목척도로 표시된 자료의 일치도

를 악하는 데 사용하는 분석값이며, 우연에 의한 

일치정도를 보정한 일치도 지표로서, 반복된 측정의 

일치율을 우연에 의하지 않은 가능 일치율로 나  

것이다
29). Kappa 계수는 -1에서 1사이의 값을 갖는

데, 응답이 완 히 불일치 된 경우는 -1, 완 히 우연

에 의한 일치인 경우는 0, 우연이 아닌 완 한 일치

일 경우는 1의 값을 갖는다. 일반 으로 Kappa 값이 

0.4 미만이면 신뢰도가 낮다, 0.4~0.8이면 신뢰도가 

있다, 0.8이상이면 신뢰도가 매우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32). 상 분석은 두 변수의 상호의존성을 평가하

는 방법이며, 상 분석에서 구해지는 상 계수는 두 

변수의 직선  연 성의 정도를 나타낸다. 피어슨 

상 계수의 값은 -1에서 1사이의 값을 갖는데 두변

수가 직선  계에 있다면 그 상 계수는 -1이나 

1에 가까워지고 직선  계가 아니면 상 계수는 

0에 가까워진다
33). 본 연구에서는 피어슨 상 계수

의 값이 0.4 이상일 때 두 검사간의 련성이 높다고 

평가하 다
34). 한 본 연구의 자료는 명목척도

(nominal scale)이므로 순 척도 혹은 연속형 자료가 

주어졌을 때 측정 가능한 Cronbach's alpha을 사용하

여 내 일 성을 조사할 수 없었다.

연구결과 총 116문항 , Kappa값이 0.4 미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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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은 22문항(18.97%)이었고, 0.4~0.8인 문항은 

90문항(77.59%)이었으며, 0.8이상인 문항은 3문항

(3.58%)이었고, 일치도 계산이 불가능한 문항은 1

문항(0.86%)이었다. 

Kappa 값이 0.4미만으로 낮게 계산된 문항은 통

증의 경감 여부, 야간에 통증 증가여부, 르는 듯한 

통증여부, 통증의 이동 여부, 하복부 통증 유무를 

묻는 통증 련 문항, 정서  불안정 여부, 발열과 

오한 여부, 평소 가슴의 답답한 통증 여부, 운동 시 

호흡이 가빠지는지 여부, 호흡이 짧고 박한지를 

묻는 문항, 가래의 진하고 뱉기 힘든지, 성기능 장애

와 성기의 통증 여부를 묻는 문항, 소화기 의 장애 

여부, 입맛의 유무, 손발이 뻣뻣하고 감각이 없는지, 

손발의 마비감이나 떨림이 있는지 여부, 목이 따갑

고 아 지 목이 붓고 아 지 묻는 문항과, 손톱이나 

입술색이 흰지,  주 나 입술이 검은지, 피부가 

비늘모양으로 갈라지는지 묻는 문항이었다. 

에서 언 한 통증, 한열, 사지감각, 인후부 통

증, 조갑·구순의 색택, 안색, 피부상태 등은 비교  

변동하기 쉬운 증상이기 때문에 재의 환자의 몸 

상태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더구나 본 설문지의 안내문(Appendix Ⅰ)에 ‘귀하의 

평소 건강상태를 진단하기 한’과 ‘ 재 귀하의 몸 

상태에 해당되는 사항’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응답

자들이 재의 증상을 묻는 것인지, 평소 몸 상태를 

묻는 것인지에 해 혼란스러워 했을 가능성이 있

다. 한 29번의 ‘정서 으로 상당히 불안정하다’와 

같은 문항의 경우 환자의 주 이나 응답 당시의 상

황에 향 받기 쉬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향후 명확

한 안내지침 하에서 수집된 응답에 한 조사 분석

이 추가 으로 필요하리라 생각되며, Kappa 값이 

0.4 이하로 낮은 문항들은 향후 수정과 재고가 필요

하다고 사료된다. 

설문지 문항은 피험자가 깊이 고민하지 않고 즉

각 으로 답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표 이 

난해하거나 불명확하지 않아야하며, 개인마다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문항은 모든 

피험자에게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도록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
31,35).

Kappa 값이 0.4 미만으로 낮게 측정된 본 설문지

의 문항  ‘정서 으로 상당히 불안정하다’, ‘소화기

에 장애가 있다’, ‘손톱이나 입술색이 희다’, ‘  

주 나 입술이 검다’와 같이 개인의 주 에 따라 해

석이 다양해 질 수 있는 문항이나 ‘손발이 뻣뻣하고 

감각이 없다’, ‘손발에 마비감이나 떨림이 있다’ 혹은 

‘목이 따갑고 아 다’, ‘목이 붓고 아 다’와 같이 비

슷한 내용이 반복되어 응답자에게 혼란을 래할 

수 있는 문항은 보다 명확하고 간결하게 수정될 필

요가 있으리라 사료된다.

2주 간격으로 검사-재검사한 13개의 변증항목별 

수에 한 체 연구 상자의 응답 결과간의 상

계수는 모두 0.4 이상으로 나타나 두 검사간의 련

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氣虛證, 陰虛證, 痰

飮證, 心病證, 脾病證의 상 계수는 0.7이상으로 

강한 양  선형 계를 나타내었다. 

응답자를 교사집단과 한의  학원생 집단으로 

나 어 상 계수를 구한 결과, 교사보다 한의  

학원생 집단에서 血滯證, 心病證, 肺病證을 제외한 

나머지 변증항목에서 더 높은 상 성을 보 다. 교

사집단에서는 肝病證 항목에서 0.4보다 낮은 상

성을 보 다. 

이는 한의  학원생들은 한의학 지식이 있으므

로 교사집단보다 본 설문지의 문항에 한 이해도가 

높고 문항 내용이 친숙하여 본인의 응답을 기억하는 

시간이 더 길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한 교사

집단에서 낮은 상 성을 보인 肝病證 항목에 해당

하는 문항에 한 재검토도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의 신뢰도 조사 내용을 종합하면 체 116문항 

 81.17%에 해당하는 93문항에 한 Kappa 값이 

0.4 이상으로 보통 이상의 일치성을 보 고, 변증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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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별 수에 한 검사-재검사간의 련성이 비교

 높아 본 변증설문지는 비교  높은 신뢰도를 가

진다고 단된다.

기 진액변증과 장부변증의 경우 한국한의학연

구원에서 개발한 한방건강진단 로그램에 증상을 

입력한 후 각 변증 항목의 수가 7  이상이 되면 

해당 증으로 정되는데, 본 연구결과 변증 정이 

도출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다. 한방건강검진자를 

상으로 한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참가자들의 

평균연령이 본 연구 상자들보다 높았음에도 불구

하고 가장 높은 개별 변증 수가 2.47±1.90(血虛

證)로 체 으로 수가 낮았다
13). 이로 미루어 본 

설문지를 사용하여 증을 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未病 상태의 질병 경향을 별하기 

힘들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설문문항의 수정보완, 

변증을 한 단  조 , 질병 이환자들과 건강인

들의 비교연구 등을 통한 변증설문지  한방건강진

단 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남녀 간 설문총 수와 각 변증별 수를 비교한 

결과, 肺病證과 氣滯證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여

자의 개별 변증 수가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 

 설문 응답 총 (P=0.036), 腎病證(P=0.012), 血

虛證(P=0.018), 血滯證(P<0.001), 陽虛證(P=0.033)

의 개별 변증 수는 여자가 유의하게 높았다(Table 

Ⅳ). 이는 본 설문지를 사용하여 개인별 특성에 따른 

변증을 비교분석한 연구
13)

에서 血虛證, 陽虛證, 腎

病證, 心病證 항목에서 여자의 개별 변증 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것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이것은 남녀의 서로 다른 생리, 병리의 특성상 여자

는 血虛나 氣滯가 되기 쉽다는 기존의 한의학  이

론과 부합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한 여자의 개별 

변증 수가 반 으로 높게 나타난 것도 기존의 

연구결과
13)

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는 여자가 남자

보다 신체  심리  증상에 해 더 민감하게 감지

하며 증상 표  한 더 극 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응답자를 20·30  집단과 40  이상 집단으로 나

어 연령에 따른 개별 변증 수를 비교분석한 결

과 20·30  집단의 변증 수가 血滯證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40  이상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설문 응답 총 (P=0.037), 脾病證(P=0.030), 氣

虛證(P<0.001), 氣滯證(P=0.006), 陽虛證(P=0.043), 

津液不足證(P=0.030), 痰飮證(P=0.001)의 개별 변

증 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나이에 

한 개별 변증 수의 계가 양의 상 을 가진다는 

기존의 회귀분석 결과
13)

와는 상반되는데, 본 연구의 

응답자 20·30 의 부분이 한의  학원생들이

므로, 본 결과는 후술할 한의  학원생 집단의 특

징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교사집단과 한의  학원생 집단 간의 설

문 응답 총   개별 변증 수를 비교하 을 때 

모든 항목에서 한의  학원생 집단에서 높은 수

를 나타내었다. 특히 설문 응답 총 , 氣虛證, 氣滯

證, 痰飮證, 心病證, 脾病證, 肺病證에서 한의  

학원생 집단의 개별 변증 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Table Ⅵ). 

한의  학원생 집단은 교사집단보다 본 설문지 

문항 내용에 친숙하고 이해도가 높아 더 많은 문항

에 응답했기 때문에 한의  학원생 집단의 개별 

변증 수가 교사 집단보다 모두 높게 나타난 것으

로 생각된다. 교사집단의 평균연령이 높고, 여성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변증 수

가 한의  학원생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로 미

루어 한의학  지식의 보유여부가 나이와 성별 이상

으로 설문의 결과에 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지식  배경  집단 특성으로 인한 편차를 

최소화하기 해 설문내용을 보다 평이하고 명확하

게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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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한의학연구원 변증설문지의 신뢰도를 구하

고 성별, 연령, 직업에 따른 변증양상의 차이를 분석

하여 보았다. 

본 연구의 제한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의 안내문에서 ‘평소 건강상태’와 ‘ 재 

귀하의 몸 상태’라는 표 이 함께 있어 지시가 불명

확하여 응답자에게 혼동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 ‘평소’의 의미가 응답자 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

로, 지난 1개월, 혹은 지난 6개월 등으로 구체 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겠다. 검사-재검사가 이루어진 2주

간의 건강 상태에 큰 변화가 있는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여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외감병 

발생 유무 등을 체크하는 항목을 추가하는 것도 고

려할 수 있겠다. 

둘째 본 설문지의 상자의 직업이 교사와 한의

 학원생으로 한정되어 있고 연령분포도 다양하

지 않아 다양한 사회문화 , 인구학  특성에 따른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 다.

셋째 본 설문지와 같이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체크

하는 방식의 설문은 응답자의 증상의 정도를 정량화

하기 어렵고, 신뢰도 연구에 있어서도 내 일 성을 

평가할 수 없었다. 향후 설문 응답에 5  리커트 척도

를 도입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설문 상자가 비교  고 건강

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여 본 설문지가 실제 환

자에게 타당성 있게 용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러한 제한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국한의

학연구원에서 개발한 변증설문지의 신뢰도를 최

로 조사하고, 교사집단과 한의  학원생 집단의 

개별 변증 수를 비교하여 한의학  지식여부에 

따른 응답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본 설문지를 

수정 보완할 때의 기 자료를 마련하 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향후 보다 변별력 있는 문항을 도출하기 한 수

정작업과 실제 임상 환자를 상으로 본 설문지와 

타 변증설문지 혹은 한의사 변증과의 비교를 통한 

타당도 검증작업이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 등교사와 한의  학원생들을 

상으로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개발한 변증설문지

의 신뢰도를 평가하고 두 집단의 개별 변증 수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2차 검사를 비교한 결과에서 체 116문항  

93문항(81.17%)에 한 Kappa값이 0.4 이상의 값

을 보여 보통 이상의 일치성을 나타냈었고, 변증항

목별 수에 한 상 계수가 모두 0.4이상으로 높

은 련성을 보여 본 변증설문지가 비교  높은 신

뢰도를 가졌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개별 변증 

수가 부분 증을 별할 수 있는 단 (7 )보

다 낮게 나타나 본 설문지를 건강인의 변증에 사용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1차 검사에서 수집한 설문응답을 성별에 따라 비

교하 을 때 여자가 부분의 변증 항목에서 남자보

다 높은 개별 변증 수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여성

이 증상에 한 민감성이 높고 증상을 보다 더 많이 

표 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개별 변증 수

를 연령별, 직업별에 따라 비교한 결과 20·30  집

단이 40  집단보다, 한의  학원생 집단이 교사

집단보다 부분의 변증항목에서 높은 개별 변증 

수를 보 다. 이는 한의학 지식을 지닌 한의  

학원생 집단이 설문지 문항에 해 높은 친숙도

와 이해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생

각된다. 

본 연구결과를 토 로 향후 본 설문지의 신뢰도

와 변증진단도구로서의 유용성을 높이기 한 문항

수정작업과 타당도 검증에 한 심화된 연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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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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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귀하의 증상 전체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보다 정확한 한방진단을 내리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설문 시간은 약 15분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설문 결과는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실하고 정성스러운 답변은 이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각 문항에 대하여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산대학교 한방병원

연구책임자 ○○○ 

연구참여 동의서

본인은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였으며, 자의에 의해 연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참여자 본인에게 어떠한 비용이나 위험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과 연구자가 참여자의 익명을 

보장하고 개인적 비밀을 보장해준다는 것에 대해 연구자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2012년   월   일

참여자 성명             서명 

성 별   ( 남  · 여  ) 출 생 년 도  :      년     월     일

한방 건강진단 프로그램 설문지

다음 사항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 본 설문지 문항은 모두 116 문항이며, 설문지는 모두 3장입니다.

*기울임체로 표시된 문항은 kappa값 0.4 미만인 항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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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귀하의 평소 건강상태를 진단하기 한 문항입니다. 

내용을 읽고 재 귀하의 몸 상태에 해당되는 사항에 표시해주세요.( ☑ )

신상태 한열

1 ☐ 몸이 마른 편이다 32 ☐ 몸에 열감이 있다

2 ☐ 얼굴에 생기가 없다 33 ☐ 과로 후에 열이 많이 난다

3 ☐ 온몸이 나른하고 힘이 없다 34 ☐ 오후에 열이 심해진다

4 ☐ 신이 무겁거나 권태롭다 35 ☐ 열이 나고 으실으실 춥다

5 ☐ 정신력이 약해지고 둔해진다 36 ☐ 손, 발바닥에 열감이 있다

6 ☐ 정신이 흐릿하거나 머리가 무겁다 37 ☐ 추 를 싫어한다

7 ☐ 움직이면 정신 으로 신체 으로 더 힘들다 38 ☐ 몸이 차거나 손발이 차다

8 ☐ 목소리가 약하고 말하는 것이 귀찮다 39 ☐ 아랫배가 얼음처럼 차다

9 ☐ 온 몸이 붓는다 수면

10 ☐ 쉽게 감기에 걸린다 40 ☐ 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

땀 41 ☐ 꿈을 많이 꾼다

11 ☐ 헛땀이 자주 난다 기타

12 ☐ 수면 에 땀을 자주 흘린다 42 ☐ 크게 다친 이 있다 (  : 교통사고 수술)
13 ☐ 평소에 땀이 잘 나지 않는다 43 ☐ 출  증상이 나타난다

통증 44 ☐ 몸에 움직이지 않는 덩어리가 만져진다

14 ☐ 몸에 통증이 있다 45 ☐ 이나 피부가 노란색을 띤다

15 ☐ 스트 스를 받으면 통증이 더 심해진다 흉부

16 ☐ 수시로 통증의 경감이 있다 46 ☐ 가슴이 답답하다

17 ☐ 야간에 통증이 가 된다 47 ☐ 평소에 가슴에 통증이 있다

18 ☐ 몸에 르는 듯한 통증이 있다 48 ☐ 가슴에 은은한 통증이 있다

19 ☐ 통증이 옮겨 다닌다 49 ☐ 가슴에 열감이 있다

20 ☐ 통증이 한곳에 고정된다 50 ☐ 갑자기 가슴이 쥐어짜듯 아 다

21 ☐ 두통과 몸살( 신근육통)이 있다 51 ☐ 가슴이 두근거린다

22 ☐ 구리에 은은한 통증이 있다 호흡

23 ☐ 하복부에 통증이 있다 52 ☐ 호흡이 얕고 말소리가 작다

정서  성격 53 ☐ 호흡이 가쁘고 움직이면 더 심해진다

24 ☐ 화를 속으로 삭히는 편이다 54 ☐ 호흡이 짧고 박하다

25 ☐ 조 하고 쉽게 화가 난다 기침  가래

26 ☐ 자주 우울하거나 화가 난다 55 ☐ 기침을 자주 한다

27 ☐ 마음이 우울할 때가 많다 56 ☐ 가래가 많거나 자주 생긴다

28 ☐ 자주 놀란다 57 ☐ 가래가 있다면 가래가 진하고 뱉기가 힘들다

29 ☐ 정서 으로 상당히 불안정하다 복통

30 ☐ 한숨을 자주 쉰다 58 ☐ 배가 아 면서 더부룩할 때가 있다

31 ☐ 잘 잊어버린다 59 ☐ 배가 아 면서 설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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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문항

생식기 구강

60 ☐ 성기능 장애가 있다 90 ☐ 구강이나 인후에 건조감을 느낀다

61 ☐ 성기에 통증이 있다 91 ☐ 갈증이 있다

소화상태 92 ☐ 입안에 혓바늘이 자주 돋는다

62 ☐ 소화기 에 장애가 있다 93 ☐ 입가에 거품이 생긴다

63 ☐ 트림이 나고 신물이 넘어 온다 안·이·비·인후

64 ☐ 식사 후 배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된다 94 ☐ 귀에서 소리가 난다

65 ☐ 구토나 구역감이 있다 95 ☐ 청력이 하 되었다

66 ☐ 배가 더부룩하다 96 ☐ 목이 따갑고 아 다

67 ☐ 설사를 하며 때때로 배에서 소리가 난다 97 ☐ 목이 붓고 아 다

68 ☐ 식사량이 다 98 ☐ 목구멍에 이물감이 있다

69 ☐ 입맛이 없다 99 ☐ 이 침침하다

변 100 ☐ 이 뻑뻑하거나 물이 다

70 ☐ 변을 시원하게 못 본다 101 ☐ 이 자주 충 된다

71 ☐ 변이 굳은 편이다 안면

72 ☐ 변비가 있다 102 ☐ 얼굴색이 창백하다

73 ☐ 변비가 생기면 가슴이 답답하고 열감이 느껴진다 103 ☐ 손톱이나 입술색이 희다

74 ☐ 항상 무른 변을 보거나 곧잘 설사를 한다 104 ☐ 얼굴에 핏기가 없거나 노랗다

75 ☐ 탈항이나 하수가 있다 105 ☐ 얼굴색이 검다

소변 106 ☐  주 나 입술이 검다

76 ☐ 소변량이 다 107 ☐ 얼굴에 열이 오른다

77 ☐ 소변색이 진하다 108 ☐ 얼굴이 붉거나 곧잘 붉어진다

78 ☐ 소변양이 많고 맑은 색이다 피부

79 ☐ 소변을 자주 보거나 잔뇨감이 있다 109 ☐ 피부가 건조하다

80 ☐ 배뇨감이 시원하지 않다 110 ☐ 피부에 각질이 일어나고 가렵다

81 ☐ 유뇨나 요실 이 있다 111 ☐ 피부에 멍이 자주 생기거나 자반, 
실핏 이 드러난다

머리 · 목 112 ☐ 피부가 비늘모양으로 갈라진다

82 ☐ 자주 어지럽다 113 ☐ 모발이 윤택하지 않고 푸석푸석하다

83 ☐ 팽만감이 있는 두통이 자주 있다 종괴

사지증상 114 ☐ 피부에 작은 덩어리가 만져진다

84 ☐ 손발이 뻣뻣하고 감각이 없다 115 ☐ 뱃속에 덩어리가 만져진다

85 ☐ 손발에 마비감이나 떨림이 있다 116 ☐ 명치에 덩어리가 만져진다

86 ☐ 팔다리가 붓는다

87 ☐ 다리에 부종이 있다

허리 · 등
88 ☐ 허리와 무릎이 시리고 아 다

89 ☐ 허리아래가 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