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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was done to calculate the specific indicators of Fire-Heat Pattern Identification and Yin Deficiency 

Pattern Identification settled by tentative Korean Standard Differentiation of the Symptoms and Signs for Stroke. The 

subjects were 764 hospitalized patients with stroke, and a list of registry was made for each of them. Frequency and 

Correlations among Fire-Heat and Yin Deficiency indicators were studied. Fire-Heat pattern group included 175 patients 

out of 764, Yin Deficiency pattern group included 103 patients out of 764. Among the indicators of Fire-Heat pattern, 

those, in order of highest frequency, were ‘heat vexation and aversion to heat’, ‘reddened complexion’, ‘thirst’. Among 

the indicators of Yin Deficiency pattern, those, in order of highest frequency, were ‘dry mouth’, ‘red tongue’, ‘fine and 

rapid pulse’. Among the Fire-Heat pattern indicators, ‘yellow fur’ and ‘thirst’, ‘heat vexation in the chest’ and ‘vexation 

and insomnia’ showed most significant correlation. Among the Yin Deficiency pattern indicators, ‘aphtha or tongue sore' 

and ‘heat in the palms and soles’, ‘red tongue’ and ‘dry fur’ showed most significant correlation. ‘Reddened 

complexion’, ‘dry eyes’, ‘surging and parid pulse’, ‘heat vexation and aversion to heat’ are classify between Fire-Heat 

pattern and Yin Deficiency pattern. ‘Surging and parid pulse’, ‘Reddened complexion’ are mostly representative of 

Fire-Heat pattern and ‘fine and rapid pulse’ are mostly representative of Yin Deficiency pattern.


Key words : stroke, differentiation of the symptoms and signs, Fire-Heat, Yin Deficiency, indicator
  

* 교신 자 : 이  인, 익산시 신용동 344-2 원 학교 익산한방병원 5내과

․E-mail : leein21@wku.ac.kr,  ․Tel : 063-859-2805

․ 수 : 2008/10/28  ․수정 : 2008/10/30  ․채택 : 2008/12/03

서    론

    재 우리나라는 수명의 연장과 더불어 풍 질환에 의한 

사회 , 경제  소실이 막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의학

인 풍에 한 병인진단, 치료법, 치료처방 등을 체계화 하려

는 노력이 다각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의학은 풍치료에 있

어 서양의학에 비해 장 이 많다고 하지만 이에 한 체계 이

며 과학 인 연구가 매우 미진한 실정이다1)
.

    국은 1986년 ‘病中醫診斷療效評定標準’
2)을 제정하여 中經

絡, 中臟腑로 나 고, 이를 각각 5개 변증으로 분류하 으며 

1994년 ‘中風病辨證診斷標準’3)을 제정하여 6개 변증으로 분류하

고, 2001년 ‘中風病診斷療效評定標準’4)에서는 7개의 변증분형

으로 나 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풍진단의 객 화와 표 화를 해 국 

11개 한의과 학의 문가들로 구성된 ‘한의 풍진단 표 화

원회’가 2005년 1월 25일 발족하 다. 한의 풍진단 표 화 원

회는 2005년 7월 ‘한의 풍변증표 안’을 합의하 으며, 2006년 

2월 5개 변증(火熱, 濕痰, 血, 氣虛, 陰虛)에 한 지표를 수정

하고 간략화 시키는 ‘한국 풍변증진단표 ’을 합의했다5)
.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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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으로 하여 각 변증체계와 변증별 변증지표를 발굴하여 ‘한국

형 풍변증표 시안- 풍변증진단진료기록부’를 개발하 으며6)
, 

‘한국 풍변증진단표 ’은 심계내과학 교과서에서 풍 변증 분

형으로 소개되었고7)
, 2006년 9월 23, 24일 제4차 회의에는 각 분

형의 불필요한 변증지표를 삭제하고 2007년 1월 6, 7일 제5차 회

의에서 ‘ 풍변증 증례기록지’를 합의하 다
8)

. 합의된 증례기록

지에 따라 수집된 임상자료를 바탕으로 변증지표들의 실제 임상

에서의 빈도  상 성을 확인하 다.

    풍은 각기 원인과 증상이 달라 치료를 변증에 맞게 해야 

한다. 특히 5개의 풍변증  화열증과 음허증은 원인이 달라 

치료를 다르게 해야 함에도 증상이 熱象으로 나타나는 유사 이 

있어 이를 변증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통해 화열증 변증지표와 

음허증 변증지표를 비교·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고자 한다. 

상  방법

1. 연구 상

    2006년 1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경원  송 ․인천한방병

원, 경희  한방병원, 동국  한방병원, 동서한방병원, 동신  

주한방병원, 동의  한방병원,  한방병원, 상지  한방병

원, 우석  한방병원, 원  익산․ 주한방병원에서 자료를 수

집하 다. 연구 상은 12개 한방병원에서 신경학  결손증상이 

24시간 이상 지속되었고 발병일이 1개월 이상 지나지 않은 풍 

환자이고, 외상성 풍인 경우를 제외한 총 1,190명의 환자를 

상으로 하 다.

2. 설문지  조사방법 

    “뇌 질환의 한의변증진단 표 화  과학화기반연구”사

업에서 문가들의 합의  타당성 연구로 이루어진 2006년 ‘한

의 풍변증 표 안 II9)’을 바탕으로 증례기록지를 제작하여 사용

하 다. 각 병원별 연구자간의 오차를 이고 재연성을 확보하기 

하여 표 작업지침서에 따라 풍진료 문가들을 상으로 

연간 2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 다. 그 후 연구기간동안 선정된 

같은 환자를 상으로 같은 날 문가 2인이 각각 따로 변증을 

하고, 설문지를 작성한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하 다. 

3. 변증확정방법

    변증의 확정은 증례기록지에 기록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임

상경험 3년 이상인 문가 2인이 환자를 진단한 변증이 일치하

는 자료를 상으로 하 다. 증례기록지에서 ‘매우 그 다’, ‘그

다’, ‘아니다’의 3가지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증상의 유무에 

따라 알아보기 해 ‘매우 그 다’와 ‘그 다’를 증상이 있는 것

으로 보고, ‘아니다’를 증상이 없는 것으로 재분류 하 다.

4. 통계방법

    문가 2인에 의해 진단이 확정된 변증(5개 변증; 火熱, 濕

痰, 血, 氣虛, 陰虛) 764증례  화열 변증으로 진단된 175 와 

음허 변증으로 진단된 103 를 분석에 이용하여 화열 변증과 음

허 변증의 증상지표별 빈도분석과 상 분석, Unpaired T-test, 

x2
-test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 으며, 통계 로그램은 

SAS 9.1 for Programs를 사용하 다. 

결    과

1. 일반 인 특성

    화열증 환자군의 평균 나이는 66.08±11.17이며, 음허증 환자

군의 평균 나이는 69.67±12.25로 음허증 환자군의 평균연령이 화

열증 환자군보다 조  높았으며 통계 으로 유의성이 있었다. 남

녀의 성비는 체 상 764명  여자 354명, 남자 409명이었으

며, 화열증 환자군에서 여자 24.57%, 남자 75.43%로 남자 비율이 

세 배 이상 높았고, 남녀군의 평균 나이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음허증 환자군에서는 여자 52.43%, 남자 47.57% 로 여자가 약간 

높게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Fire-Heat Pattern Group and Yin 

Deficiency Pattern Group

구분 성별 빈도수(%) 평균나이

화열
남자 132(75.43)

66.08±11.17
65.95±11.27

여자 43(24.57) 66.47±10.96

음허
남자 49(47.57)

69.67±12.25
69.67±12.10

여자 54(52.43) 69.67±12.49

2. 화열증 환자군과 음허증 환자군의 지표응답 빈도

    화열증 환자군의 화열 지표 응답수는 ‘몸에 열감이 나면서 

더운 것을 싫어한다’ 지표가 109명으로 가장 많았고, ‘머리가 열

나는 것 같이 아 다’ 지표가 2명으로 가장 었다(Table 2).

Table 2. Frequency of Fire-Heat indicators in Fire-Heat Pattern 

Group and Yin Deficiency pattern group

화열 증상 지표
화열(175) 빈도수 음허(103) 빈도수

매우
그 다 그 다 아니다

매우
그 다 그 다 아니다

답답하고 열이나서 
잠자기가 힘들다 11 21 21 5 14 19

얼굴빛이 붉은 편이다 2 85 0 2 19 0

머리가 열나는 것 
같이 아 다 2 0 29 1 2 23

이 붉다(충 ) 9 49 0 2 16 0

이 자주 건조한 
느낌이 있다(건삽)

7 31 135 8 25 70

구취 8 41 106 3 18 63

입이 쓰다 8 39 125 9 26 67

갈증이 나서 물을 
많이 마신다(구갈) 26 50 95 11 32 60

설질홍 9 66 0 8 29 0

황태 12 55 0 2 25 0

가슴이 답답하거나 
열이나는 느낌이 있다 8 17 9 6 13 4

소변단 34 20 121 11 17 75

변비 15 58 102 13 33 57

홍삭맥 70 0 0 21

몸에 열감이 나면서 
더운 것을 싫어한다 38 71 62 11 33 55

수족열 4 14 126 0 10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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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허변증 환자군의 음허 지표 응답수는 ‘입이 마른다’ 지표

가 67명으로 가장 많았고 ‘구설생창’ 지표가 5명으로 가장 었

다(Table 3). 

Table 3. Frequency of Yin Deficienc indicators in Yin Deficiency 

Pattern Group and Fire-Heat Pattern Group

음허 증상
음허(103) 빈도수 화열(175) 빈도수

매우
그 다

그 다 아니다
매우

그 다
그 다 아니다

얼굴빛이 희지만 
 부 가 붉다

1 22 0 1 4 0

구설생창 0 5 71 2 6 139

입이 마른다 19 48 36 27 65 78

설질홍 8 29 0 9 66 0

조태 7 22 0 8 28 0

경면설 2 6 0 0 6 0

가슴이 두근거린다 3 9 22 4 13 30

수면 에 땀을 흘린다 8 16 79 6 24 144

세삭맥 35 0 0 16

수족심열 1 12 65 4 16 127

오후조열 1 13 86 2 10 158

3. 화열증 환자군에서 화열 지표 간 상 성

    지표간 상 성 분석에서 p-value가 0.05보다 작은 상 계수

에 해 상 계가 유의하다. 화열 지표간 상 성을 본 결과, 

‘황태’와 ‘갈증이 나서 물을 많이 마신다’가 양의 상 성이 가장 

높았으며(r=0.65402, P<0.001), ‘가슴이 답답하거나 열이 나는 느

낌이 있다’는 ‘답답하고 열이나서 잠자기가 힘들다’, ‘얼굴빛이 

붉은 편이다’와 ‘ 이 붉다’ 순으로 상 성이 높게 나타났다

(Table 4).

Table 4. Correlation among Fire-Heat Pattern indicators

구분
얼굴빛이 

붉은 편이다
이 붉다

이 자주 건조한 
느낌이 있다

구취 입이 쓰다 설질홍 황태
가슴이 답답하거 
열이 나는 느낌

변비
몸열감 나면서 
더운 것 싫어함

수족열

답답하고 열이나서 
잠자기가 힘들다

0.4057 -0.19566 0.28891 0.22156 0.55523

얼굴빛이 붉은 편이다 0.49343 0.20166 0.46462

머리가 열나는 것 같이 
아 다

-0.19298 0.24754 0.36426

이 붉다 0.26968 0.4825 0.28172

입이 쓰다 0.32745 0.21391

갈증이 나서 물을 많이 
마신다

0.40837 0.56402 0.41862

설질홍 칭 0.46122

황태 0.20115 0.20282

변비 0.21705

몸에 열감이 나면서 더운 
것을 싫어한다

0.32263

Table 5. Correlation among Yin Deficiency Pattern indicators

구분 얼굴빛이 희지만  부 가 붉다 구설생창 입이 마른다 설질홍 조태 … 수족심열 오후조열

얼굴빛이 희지만  부 가 붉다

구설생창 0.42561 0.34247

입이 마른다

설질홍 0.62017

조태

…

수족심열

오후조열

4. 음허증 환자군에서 음허 지표 간 상 성

    음허 지표간 상 성을 본 결과, ‘설질홍’과 ‘조태’가 상 성이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r=0.62017, P=0.0104),‘ 구설생창’과 ‘수족심열’, 

‘구설생창’과 ‘오후조열’ 순으로 상 성이 높게 나타났다(Table 5).

5. 화열증 환자군과 음허증 환자군의 변증지표 간 상 성

    화열증 환자군과 음허증 환자군의 화열지표와 음허지표 사

이의 상 성을 알아보기 하여 화열증 환자군과 음허증 환자군

을 합하여 화열지표와 음허지표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 역상

계에 있는 경우의 수가 체 160가지 에 36가지 으며, 이

 P값 0.05이하의 통계 으로 유의한 경우는 ‘입이 쓰다’와 ‘구

설생창’(r=-0.1631, P=0.0157)이었으나 상 계수 값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상 계수가 0.2 이상으로 양의 상 계가 있으며 P값이 

0.05이하로 통계 으로 유의한 경우가 16가지가 있었으며 ‘머리

가 열나는 것 같이 아 다’와 ‘얼굴빛이 희지만  부 가 붉

다’, ‘답답하고 열이나서 잡자기가 힘들다’와 ‘경면설’이 각각 상

계수 1로 분석되었다. 이 두 가지는 표본수가 5, 3건으로 비교

 어서 추후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통해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Table 6).

6. 화열지표와 음허지표의 오즈비(Odds Ratio)와 검사자간의 정확도

    화열지표와 음허지표의 오즈비를 95% 신뢰구간으로 분석한 

결과 ‘얼굴빛이 붉은 편이다’ 와 ‘ 이 자주 건조한 느낌이 있다’, 

‘홍삭맥’ 순으로 높았으며(Table 7), ROC Curve를 통해 분석하면 

화열지표와 음허지표가 약 87%의 정확도로 분류되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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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rrelation among Fire-Heat Pattern and Yin Deficiency Pattern indicators

구분

답답하고 
열이나서 
잠자기가 
힘들다

머리가 
열나는 것 

같이 아 다

이 자주 
건조한 

느낌이 있다
입이 쓰다

갈증이 나서 
물을 많이 

마신다
설질홍

가슴이 
답답하거나 
열이 나는 

느낌이 있다

소변단

몸에 열감이 
나면서 더운 

것을 
싫어한다

수족열

얼굴빛이 희지만  
부 가 붉다

1 0.40602 0.46423

구설생창 -0.1631 0.25932

입이 마른다 0.38542 0.36195 0.29141

조태 0.24686

경면설 1

가슴이 두근거린다 0.43821 0.28954 0.2708

수면 에 땀을 흘린다 0.26327

수족심열 0.29002 0.36252

오후조열 0.25929

Table 7. Parameter Estimates of Fire-Heat Pattern and Yin Deficiency Pattern indicators

Parameter DF Estimate
Standard
Error

Wald
Chi-Square

Pr > ChiSq
Odds Ratio Estimates

Point Estimate 95% Wald Confidence Limits

Intercept 1 -0.3054 0.3809 0.6426 0.4228

답답하고 열이나서 잠자기가 힘들다 1 0.0144 0.3626 0.0016 0.9683 1.015 0.498 2.065

얼굴빛이 붉은 편이다 1 1.2043 0.3226 13.9371 0.0002 3.334 1.772 6.275

머리가 열나는 것 같이 아 다 1 0.5202 0.7464 0.4856 0.4859 1.682 0.39 7.265

이 붉다 1 0.3808 0.3653 1.0867 0.2972 1.463 0.715 2.994

이 자주 건조한 느낌이 있다 1 -0.7734 0.3173 5.9417 0.0148 0.461 0.248 0.859

구취 1 0.4354 0.3384 1.6552 0.1982 1.546 0.796 3

입이 쓰다 1 -0.2831 0.3003 0.8889 0.3458 0.753 0.418 1.357

갈증이 나서 물을 많이 마신다 1 0.0252 0.257 0.0096 0.9218 1.026 0.62 1.697

설질홍 1 0.3944 0.3161 1.5568 0.2121 1.483 0.798 2.756

황태 1 0.6087 0.3218 3.5769 0.0586 1.838 0.978 3.454

가슴이 답답하거나 열이 나는 느낌이 있다 1 0.147 0.407 0.1305 0.718 1.158 0.522 2.572

소변단 1 0.4502 0.2559 3.0956 0.0785 1.569 0.95 2.59

변비 1 -0.07 0.2511 0.0777 0.7804 0.932 0.57 1.525

홍삭맥 1 1.8396 0.5665 10.5452 0.0012 6.294 2.074 19.105

몸에 열감이 나면서 더운 것을 싫어한다 1 0.6002 0.2748 4.7716 0.0289 1.822 1.064 3.123

수족열 1 -0.3435 0.5569 0.3804 0.5374 0.709 0.238 2.113

얼굴빛이 희지만  부 가 붉다 1 -1.1311 0.5755 3.8625 0.0494 0.323 0.104 0.997

구설생창 1 0.3928 0.753 0.2721 0.6019 1.481 0.339 6.479

입이 마른다 1 -0.4632 0.3287 1.9852 0.1588 0.629 0.33 1.199

조태 1 -0.6768 0.5776 1.3728 0.2413 0.508 0.164 1.577

경면설 1 0.4384 0.5436 0.6505 0.4199 1.55 0.534 4.499

가슴이 두근거린다 1 -0.3251 0.342 0.9041 0.3417 0.722 0.37 1.412

수면 에 땀을 흘린다 1 -1.6448 0.4127 15.8825 <.0001 0.193 0.086 0.433

세삭맥 1 -0.0267 0.4761 0.0032 0.9552 0.974 0.383 2.475

수족심열 1 -0.9441 0.5258 3.2242 0.0726 0.389 0.139 1.09

Table 8. Top five parameter estimates of Fire-Heat Pattern and Yin Deficiency Pattern indicators

Step
Effect

DF Estimate Standard Error Wald Chi-Square Pr
Odds Ratio Estimates

Entered Removed Point Estimate 95% Wald Confidence Limits

Intercept -0.1864 0.2624 0.5049 0.4773

1 얼굴빛이 붉은 편이다 1 1.5071 0.2955 26.0159 <.0001 4.513 2.529 8.054

2 이 자주 건조한 느낌이 있다 1 -0.7402 0.2812 6.9267 0.0085 0.477 0.275 0.828

3 홍삭맥 1 1.9313 0.53 13.2804 0.0003 6.899 2.441 19.493

4
몸에 열감이 나면서 더운 것을 

싫어한다
1 0.4576 0.2199 4.3281 0.0375 1.58 1.027 2.432

5 세삭맥 1 -1.3257 0.3602 13.5438 0.0002 0.266 0.131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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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OC curve of Fire-Heat Pattern and Yin Deficiency Pattern 

indicators

고찰  결론

    최근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생활이 복잡해지면서 이로 인

한 정신  스트 스가 많아지고 있다. 五志가 過極하면 기가 울

체되고 쉽게 흥분하여 心火 는 裏火가 발생하며, 정신 인 스

트 스로 內傷  되면 肝氣鬱滯 하게 되고 오래되면 肝火가 되

며 心火, 裏火, 肝火 모두 오래도록 지속되면 풍발병의 원인으

로 작용한다10).

    우리나라에서는 한의학연구원을 심으로 2005년도 ‘뇌

질환의 한의 변증진단 표 화’ 사업을 통해 2005년 1월 25일 ‘한

의 풍진단 표 화 원회’가 발족하 으며, 2005년 7월 ‘한의 

풍변증 표 안Ⅰ’을 합의하 고, 2006년 2월 5개 변증(火熱, 濕

痰, 血, 氣虛, 陰虛)에 한 지표를 수정하고 간략화 시키는 ‘한

국 풍변증 진단 표 ’을 합의했다5).

    풍발병에 요한 화열증과 음허증을 풍변증진단진료기록

부9)에서 살펴보면 화열증 지표는 16가지, 음허증지표 11가지로, 각 

지표를 비교하면 얼굴색, 구설, 흉부, 수족, 열감, 설진, 맥진에서 

熱像이 나타나는 공통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증상들을 구분

하고 변증하는 것은 풍환자의 치료에 임할 때 각 변증에 따른 원

인에 따라 치료를 다르게 해야 하는 상황에서 매우 요하다. 

    熱은 風熱, 暑熱, 濕熱의 類처럼 개 外淫에 속하고, 火는 

心火上炎, 肝火亢盛, 胃火熾盛의 類와 같이 항상 內生한 火熱內

擾의 병리반응상태이며7)
. 火熱은 陽盛한 氣가 化生한 것으로 

사가 항진된 상태이다.

    陰虛는 신체의 精, 血, 津液 등의 물질이 소모된 상태를 말하

며, 陰液이 부족해지면 制陽하지 못하므로 陽이 상 으로 亢盛

해져서 나타나는 機能虛性 병리상태를 말한다. 음허의 발생은 주

로 열병의 邪熱이 熾盛하여 傷陰하거나, 五志過極으로 火化하여 

傷陰하거나, 久病으로 耗陰하는 등으로 陰液이 灼傷되어 나타나

며, 陰虛한 체질  소인에 의하기도 한다11,12).

    화열증과 음허증은 實火와 虛火를 막론하고 모두 炎上灼外

하고 浮動亂神하며 津液耗傷하고 生風動血  肺를 손상시키는 

특성이 있다. 화열증과 음허증은 인체의 일정한 부 에 자각  

혹은 타각  열상으로 나타나며, 원인과 병리가 서로 다르므로 

각각 특징 인 증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한의 풍변증 표 안 II9)’을 바탕으로 

증례기록지를 작성하여 변증한 화열증과 음허증의 각 지표들을 

분석하여 화열증과 음허증을 구분하는 특정지표를 산출해 보고

자 하 다.

    화열증과 음허증의 빈도를 조사한 결과 화열증 환자군의 화

열 지표 응답수는 ‘몸에 열감이 나면서 더운 것을 싫어한다’ 항목

이 109명으로 가장 많았고, ‘얼굴빛이 붉은 편이다’. ‘갈증이 나서 

물을 많이 마신다’, ‘설질홍’, ‘변비’, ‘홍삭맥’, ‘황태’, ‘ 이 붉다’, 

‘소변단 ’, ‘구취’, ‘입이 쓰다’, ‘수족열’, ‘가슴이 답답하거나 열

이 나는 느낌이 있다’, ‘머리가 열나는 것 같이 아 다’ 순이었다. 

음허변증 환자군의 음허 지표 응답수는 ‘입이 마른다’ 항목이 67

명으로 가장 많았고, ‘설질홍’, ‘세삭맥’, ‘조태’, ‘수면  땀을 흘린

다’, ‘얼굴빛이 희지만  부 가 붉다’, ‘오후조열’, ‘수족심

열’, ‘가슴이 두근거린다’, ‘경면설’, ‘구설생창’ 순이었다.

    화열 지표간 상 성을 본 결과, ‘얼굴 빛이 붉편이다’와 ‘답

답하고 열이 나서 잠자기 힘들다’가 상 성이 있었고(r=0.4057, 

P=0.0236), ‘얼굴 빛이 붉편이다’와 ‘ 이 붉다’ 증상이 상 성이 

있었으며(r=0.49343, P=0.001), ‘구취’와 ‘답답하고 열이 나서 잠자

기 힘들다’가 상 성이 있었으며(r=0.28891 P=0.0441), ‘설질홍’과 

‘갈증이 나서 물을 많이 마신다’가 상 성이 있었고(r=0.40837, 

P=0.0004), ‘황태’와 ‘갈증이 나서 물을 많이 마신다’가 상 성이 

있었다(r=0.65402, P<0.001). ‘가슴이 답답하거나 열이 나는 느낌

이 있다’는  ‘답답하고 열이나서 잠자기가 힘들다’와 상 성이 있

었고(r=0.55523, P=0.0317), ‘갈증이 나서 물을 많이 마신다’와도 

상 성이 있었다(r=0.41862, P=0.0153). ‘변비’는 ‘입이 쓰다’와 상

성이 있었고(r=0.21391, P=0.0048), ‘수족열’과도 상 성이 있었

다(r=0.21705, P=0.009). ‘몸에 열감이 나면서 더운 것을 싫어 한

다’는 ‘머리가 열나는 것 같이 아 디’와 상 성이 있었고

(r=0.28172, P=0.0372), ‘ 이 붉다’와도 상 성이 있었으며

(r=0.28172, P=0.0322) ‘수족열’과도 상 성이 있었다(r=0.32263, 

P<0.0001)(Table 4).

    음허 지표간 상 성을 본 결과, ‘구설생창’이 ‘수족심열’과 

상 성이 있었고(r=0.42561, P=0.0003), ‘오후 조열’과도 상 성이 

있었으며(r=0.34247, P=0.0026), ‘설질홍’과 ‘조태’가 상 성이 있

었다(r=0.62017, P=0.0104)(Table 5).

    화열증 환자군과 음허증 환자군을 합하여 화열지표와 음허

지표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 체 160가지 에 36가지가 역

상 계 으며, 이  P값 0.05이하의 통계 으로 유의한 경우

는 ‘입이 쓰다’와 ‘구설생창(r=-0.1631, P=0.0157)’으로 역상 계

를 보이고 있으나 상 계수 값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오히려 상

계수가 0.2 이상으로 양의 상 계가 있으며 P값이 0.05이하

로 통계 으로 유의한 경우가 16가지가 있었었다(Table 6). 화열

증의 변증지표와 음허증의 변증지표가 서로 구분되지 않고 공통

된 부분을 상당부분 많이 가지고 있었으며 화열증과 음허증의 

병리기 이 다르나 상 분석으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웠다.

    화열지표와 음허지표의 오즈비(Odd's ratio)를 95% 신뢰구

간으로 분석한 결과 ‘얼굴빛이 붉은 편이다’ 와 ‘ 이 자주 건조

한 느낌이 있다’, ‘홍삭맥’ 순으로 높았으며(Table 7), stepwise 변

수선택법13)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얼굴빛이 붉은 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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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주 건조한 느낌이 있다’, ‘홍삭맥’, ‘몸에 열감이 나면서 더

운 것을 싫어한다’, ‘세삭맥’ 순서로 5개 지표가 화열과 음허를 

가장 유의하게 구분할 수 있었다(Table 8). 이를 바탕으로 ROC 

Curve를 이용하여 민감도와 특이도의 계를 살펴본 결과 화열

지표와 음허지표가 약 87%의 정확도로 분류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 1). 

    그러므로, 화열증과 음허증을 구분하는 표 인 화열지표

는 ‘홍삭맥(OR:6.9267, CI:2.441-19.493)’, ‘얼굴빛이 붉은 편이다

(OR:4.513, CI:2.529-8.054)’, ‘몸에 열감이 나면서 더운 것을 싫어

한다(OR:1.58, CI:1.027-2.432)’ 이었으며, 지표응답 빈도에서  ‘몸

에 열감이 나면서 더운 것을 싫어한다’가 제일 높고, ‘얼굴빛이 

붉은 편이다’ 가 두 번째로 높아 이 두 지표가 화열증에서 요

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화열증과 음허증을 구분하는 표 인 음허지표는 ‘세삭맥

(OR:0.266, CI:0.131-0.538)’ 이었으며, 화열지표 에서 ‘ 이 자주 

건조한 느낌이 있다(OR:0.477, CI:0.275-0.828)’도 화열증으로 진단

될 오즈비가 1보다 으므로 음허증으로 진단할 수 있는 지표이

었다. 지표응답 빈도에서는 ‘입이 마른다’ , ‘설질홍’, ‘세삭맥’의 

순으로 빈도가 높아서 ‘세삭맥’이 세 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 다. 

    향후 다른 변증분형에 해서도 오즈비가 의미있는 지표산

출에 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이용하여 표 지표

를 산출하는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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