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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풍이란 뇌 의 순환장애로 인한 국소 인 신경학  결

손을 나타내는 뇌 질환을 포함하는 것으로 人事不省, 手足癱

瘓, 口眼喎斜, 語蹇澁, 偏身痲痺 등의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병

증을 말한다1).

    풍의 발생률이 2002년을 정 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풍은 여 히 우리나라 사인통계  악성 신생물에 이

어 2, 3 를 차지하는 질환이며2), 한번 발생하게 되면 편마비, 의

식장애 등의 심각한 후유증을 남겨 독립 인 생활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의학 , 사회 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3).

    우리나라는 부터 풍의 치료에 있어 한방에 한 선호

도가 높았으며, 재 그 기 와 심이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

는 추세이다. 2006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한방병

원 입원 환자  1 가 풍후유증, 3 가 졸 풍, 9 가 풍

조증으로 한방병원 체 이용의 70%가 풍 련 환자인 것만 보

아도 이를 알 수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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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학에서는 질병을 주로 望․聞․問․切의 四診에 의해 

수집된 정보를 한의학이론에 의하여 종합 으로 분석하고 귀납

하여 진단하는데5)
, 그 과정에서 시술자의 주 이고 경험 인 

요소가 많은 향을 미치게 되어 진단의 객 성에 많은 문제

이 지 되어 왔다. 한 풍에 한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체계 인 진단 표 이 마련되지 않

은 상태로, 치료 효과를 객 으로 증명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6,7)
.

    국에서는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1986년 ‘中風

病中醫診斷療效評價基準’, 1994년 ‘中風病變症診斷標準’, 2001년 

‘中風病診斷療效評定標準’ 을 제정하여 풍진단을 객 화, 표

화하려는 노력을 하 다8-10)
. 국내에서도 이와 같이 과학 이고 

객 인 풍의 한방변증을 하여 「뇌 질환의 한의변증진

단표 화  과학화 기반연구」가 2005년부터 한국한의학연구원

의 주 으로 시행되고 있다11). <한의 풍진단 표 화 원회> 가 

국 11개 한의과 학의 문가들에 의해 발족되었으며 표 안 

개발을 하여 임상 연구자회의, 풍 변증 참고문헌 수집  검

토, 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火熱證, 濕痰證, 血證, 氣虛證, 陰

虛證의 5가지 풍 변증 분형을 결정하 다
1). 이를 기본으로 하

여 각 변증체계와 변증별 변증지표를 발굴하여 ‘한국형 풍변증 

표 시안- 풍변증진단 진료기록지’를 개발하 다12).

    이에 자는 본 연구를 통하여 「뇌 질환의 한의변증진

단표 화  과학화 기반연구」에 사용된 변증지표의 실제  분

포를 살펴보고 각 지표들이 해당 변증을 진단하는 데 유의한 

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수치 으로 분석하여 유의성 높은 변증

지표와 유의성이 낮거나, 타변증군에서도 높은 빈도로 나타나 변

별력이 떨어지는 변증지표들을 발굴함으로써 풍변증진단기록

지의 각 변증지표항목들이 알맞게 선정되어 있는가를 검토하기 

하여 본 연구를 시행하 다.

상  방법

1. 연구 상

    2006년 11월 22일부터 2007년 07월 18일까지 학교부

속한방병원에 입원한 환자  풍 발생 이후 24시간 이상 지속

된 신경학  결손 증상을 가지고 있으며, 컴퓨터 산화뇌단층촬

(Brain CT)이나 뇌자기공명 상촬 (Brain MRI)을 통해 뇌경

색 혹은 뇌출 로 진단받은 발병 3개월 이내의 환자 177명을 

상으로 시행하 다. 단, 일과성뇌허 발작(transient ischemic 

attack; TIA) 환자, 뇌출 (intra cerebral hemorrhage; ICH) 환자 

 외상성이나 기형 등이 의심될 수 있는 지주막하출

(subarachnoid hemorrhage; SAH), 경막외출 (epidural 

hemorrhage; EDH), 경막하출 (subdural hemorrhage; SDH)등

의 환자  의식 하가 심해 설문응답이 불가능한 환자는 본 연

구 상에서 제외하 다.

2. 풍변증진단 증례기록지의 작성과 서면동의

    본 연구는 「뇌 질환의 한의변증지표 표 화  과학화 

기반연구」를 해 학교, 원 학교  한국한의학연구

원의 문가합의로 이루어진 결과물을 바탕으로 작성된 증례기

록지 Version 4.0을 사용하여 작성하 고, 이 증례기록지는 

학교 임상시험윤리 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의를 통과하 다. 이때 조사 연구자간의 편견이나 오류를 최소

화하고 자료의 질과 신뢰도를 높이기 해 조사 연구자에게 표

작업지침서(standard operation procedure; SOP) 교육을 시행

한 후 작성하 다. 모든 연구 상자들은 이 표 작업지침서에 

따라 본 연구의 목   연구 방법에 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서

면으로 동의하 다.

    풍변증진단 증례기록지는 火熱證, 濕痰證, 血證, 氣虛證, 

陰虛證의 원인별 변증으로 총 15개의 변증지표와 각 세부 항목

으로 구성되어 있고 증상의 정도를 그 다, 매우 그 다 2단계로 

표시하 다. 먼  증상의 유무( , 아니오)를 먼  확인하고, 

인 경우에 증상의 정도를 기입하 다.

3. 변증 확정 방법

    한의 풍진단 표 화 원회에서 합의된 한의 풍변증 표

안에 따라 상 환자들을 아래 5가지의 변증으로 구분하 으며, 

각각의 변증지표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火熱證 : 便短赤, 惡熱, 面紅, 脈洪數, 口渴引飮, 便秘, 口臭, 

眼球充血, 上黃苔, 手足熱, 紅色 , 口苦, 煩躁不睡, 胸中煩熱, 

眼球乾澁, 頭熱

 2) 濕痰證 : 上白苔, 面色萎黃, 上厚苔, 喉中痰聲, 胖大, 滑

脈, 頭重, 惡心, 漉漉有聲, 痰暈,  頭痛惡心, 齒齦

 3) 血證 : 顔面如黑, 眼瞼周圍 黑色, 皮膚紫斑, 脣 靑紫, 固定

頭痛, 頭部刺痛, 口乾, 胸部刺痛, 澁脈, 靑紫

 4) 氣虛證 : 淡白色, 淡紅色, 倦怠乏力, 面色蒼白, 上白苔, 脈

微弱無力, 氣懶 , 嗜臥, 自汗, 足厥冷, 齒齦

 5) 陰虛證 : 脈細數, 上燥苔, 鏡面 , 心悸, 盜汗, 觀紅, 午後潮

熱, 口 生瘡, 手足心熱

    변증은 2개의 변증까지 허락하 으며 2개의 변증이 내려지

는 경우는 1순 변증과 2순 변증으로 기록하 다. 단, 이 분석

에서는 1순 변증만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 다. 진 단된 변증을 

확정하기 해서 변증을 진단한 주체에 따라 아래 2개의 변증자

료를 활용하 다. 

  (1) 수련의가 환자를 진단하고 내린 변증

  (2) 문의가 환자를 진단하고 내린 변증

    이  (1), (2)를 통해서 동일하게 변증된 환자를 최종 변증으

로 보았으며, (1), (2)의 자료 모두에서 특정 변증으로 진단되지 

않은 환자를 非辨證群으로 보았다. 

4. 통계처리  분석

    본 연구의 모든 자료는 Mean±SD(standard deviation) 는 

Number(%)로 나타내었으며, 비연속변수는 카이제곱 검정

(Pearson's chi-square test), 혹은 Fisher의 정확성 검정(Fisher's 

exact test)을 실시하여 분석하 다. 각각의 변증지표가 최종 변

증 단에 향을 주는 인과 계의 명백한 정도와 그 가 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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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기 하여 독립변수를 각 증상 항목으로, 종속변수를 특정

변증과 비특정변증으로 두고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함으로써 각각의 교차비

(odds ratio)  95% 신뢰구간(95% CI)을 구하여 비교 분석하

다. 모든 통계값은 p-value가 0.05 미만 수 일 때와 95% 신뢰구

간이 1을 포함하지 않을 때 유의성 검정을 실시하 으며, 본 연

구의 통계처리는 SAS Version 9.1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통계처리 시 ‘아니다’, ‘그 다’, ‘매우 그 다’ 항목 당 각각 1

, 1 , 2 의 가산 을 부과하 다. 명확한 정보 달을 하여 

‘그 다’ 항목과 ‘매우 그 다’ 항목을 합산하여 분석하 으며, ‘쉽

게 피로하고 기운이 없다’와 ‘환자가 기운이 없어 보인다’의 항목을 

합산하여 倦怠乏力으로, ‘소변을 자주 본다’와 ‘소변색이 진하다’의 

항목을 합산하여 便短赤으로, ‘ 변을 보기 힘들다’와 ‘ 변이 단

단하다’의 항목을 합산하여 便秘로 처리하 다. 血辨證群의 경우 

빈도수가 낮아 이후 분석 자료에서는 표기하지 않았다.

결    과

1. 연구 상자들의 변증별 분포

    총 177명의 환자  최종 으로 火熱辨證群으로 분류된 사

람은 21명, 濕痰辨證群으로 분류된 사람은 47명, 血辨證群으로 

분류된 사람은 4명, 氣虛辨證群으로 분류된 사람은 35명, 陰虛辨

證群으로 분류된 사람은 24명으로 총 131명이었다(Table 1).

Table 1. Distribution of Pattern Identification

Distribution
Agreement of 

MS
(n=163)

Agreement 
of RST
(n=160)

Agreement of 
MS and RST
(n=131)

Heat-transformation(火熱)
Non Heat-transformation(非火熱)

24
139

25
135

21
110

Dampphlegm Syndrome(濕痰)
Non Dampphlegm 
Syndrome(非濕痰)

62
101

52
108

47
84

Syndrome of Blood 
Stagnation( 血)

Syndrome of Non Blood 
Stagnation(非 血)

4

159

9

151

4

127

Deficiency of Gi(氣虛)
Non Deficiency of Gi(非氣虛)

45
118

39
121

35
96

Deficiency of Eum(陰虛)
Non Deficiency of Eum(非陰虛)

28
135

35
125

24
107

MS : medical specialist, RST : resident

2. 연구 상자들의 일반  특성

 1) 성별과 나이

    총 177 증례 상의 평균연령은 66.44±10.35세이고, 남성 80

명(45.20%)의 평균연령은 63.98±10.51세, 여성 97명(54.80%)의 평

균 연령은 69.04±9.64로 여성의 비율과 평균 연령이 모두 남성보

다 높았다(Table 2).

Table 2. Sex Distribution and Average Age of Whole Patients

Stroke Patient Age(Mean±SD) N(%)

All 66.44±10.35 177(100.00)

Male 63.98±10.51 80(45.20)

Female 69.04±9.64 97(54.80)

Mean±SD: standard deviation, N: number

 2) 변증별 성별 분포

    체 환자의 각 변증별 성별분포를 보면 火熱辨證群과 氣虛

辨證群의 p-value가 각각 0.0242,0.0289 로 나타나 火熱辨證群에

서는 남성의 분포가 유의하게 많았고, 氣虛辨證群에서는 여성의 

분포가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濕痰辨證群과 血

辨證群, 陰虛辨證群은 성별에 따른 분포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Sex Distribution of Each Pattern Identification

Pattern Identification All, N
Male, 
N(%)

Female, 
N(%)

p-value†

Heat-transformation(火熱)
Non Heat-transformation(非火熱)

21
110

14(24.14)
44(75.86)

7(9.59)
66(90.41)

0.0242＊

Dampphlegm Syndrome(濕痰)
Non Dampphlegm 
Syndrome(非濕痰)

47
84

24(41.38)
34(58.62)

23(31.51)
50(68.49)

0.2419

Syndrome of Blood 
Stagnation( 血)

Syndrome of Non Blood 
Stagnation(非 血)

4

127

3(5.17)

55(94.83)

1(1.37)

72(98.63)
0.3214‡

Deficiency of Gi(氣虛)
Non Deficiency of Gi(非氣虛)

35
96

10(17.24)
48(83.76)

25(34.25)
48(65.75)

0.0289＊

Deficiency of Eum(陰虛)
Non Deficiency of Eum(非陰虛)

24
107

7(12.07)
51(87.93)

17(23.29)
56(76.71)

0.0992

Each p-value was calculated by comparing with values of male and female. †p-value 
by pearson's chi-square test ‡p-value by Fisher's exact test ＊p-value <0.05

3. 火熱辨證群의 변증지표 특성

    火熱辨證群에서는 便短赤 증상이 제일 높은 빈도(21례, 

100.00%)를 차지하 고, 그 다음으로는 惡熱, 面紅, 脈洪數, 便秘, 

口渴引飮, 眼球充血, 口臭, 上黃苔, 紅色 , 口苦, 煩躁不睡, 胸

中煩熱, 眼球乾澁, 頭熱의 순으로 나타났다. 火熱辨證群과 非火

熱辨證群을 비교했을 때 脈洪數, 面紅, 上黃苔, 手足熱, 惡熱, 

眼球充血의 증상들이 非火熱辨證群에 비해 통계 으로 유의성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便短赤, 口渴引飮, 口臭, 口苦, 煩躁不睡, 

紅色 , 胸中煩熱, 頭熱의 증상은 火熱辨證群과 非火熱辨證群 사

이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眼球乾澁

과 口苦의 증상은 非火熱辨證群에서 더 높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특히 眼球乾澁은 통계 으로 역상 계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를 각 증상항목으로 종속변수를 火熱辨證과 非火熱辨證으로 두

고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火熱辨證을 나타내

는 변증지표를 모두 포함한 火熱辨證 모형에 한 설명력은 

38.17%로 나타났다. 증상항목  面紅(OR 14.366, 95% CI 

2.57~80.27), 脈洪數(OR 11.903, 95% CI 1.85~76.54) 지표는 火熱

辨證群에서 교차비(odds ratio)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眼球乾澁(OR 0.007, CI <0.001~0.02)의 지

표는 역상 계로 유의하게 나타났다(Table 4).

    火熱辨證群에서 火熱辨證指標外의 변증지표들로는 上厚

苔(11례, 52.38%), 口乾(11례, 52.38%), 淡白色, 淡紅色(14례, 

66.67%) 등의 항목들이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Table 5).

4. 濕痰辨證群의 변증지표 특성

    濕痰辨證群에서는 上白苔 증상이 제일 높은 빈도(34례, 

72.34%)를 차지하 고, 그 다음으로 面色萎黃, 上厚苔, 喉中痰

聲, 胖大, 滑脈, 頭重, 惡心, 痰暈, 漉漉有聲, 頭痛惡心, 齒齦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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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istribution and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Symptom in Heat-transformation Pattern Identification

Symptom in Heat-transformation
Heat-transformation, 
N(%) (n=21) 

Non Heat-trans formation,
N(%) (n=110) p-value† Odds Ratio 95% CI

Yes No Yes No

scanty deep yellow urine( 便短赤) 21(100.00) 0(0.00) 107(97.27) 3(2.73) 1.0000
‡

>999.999 <0.01, >999.99

aversion to heat during fever(惡熱) 17(80.95) 4(19.05) 60(54.55) 50(45.45) 0.0243＊ 0.988 0.18~5.52

flushed face(面紅) 13(61.90) 8(38.10) 12(10.91) 98(89.09) <.0001‡＊ 14.366 2.57~80.27＊

full and rapid pulse(脈洪數) 12(57.14) 9(42.86) 18(16.36) 92(83.64) <.0001‡＊ 11.903 1.85~76.54＊

thirst with frequent drinking water(口渴引飮) 10(47.62) 11(52.38) 42(38.18) 68(61.82) 0.4180 1.728 0.31~9.63

constipation(便秘) 10(47.62) 11(52.38) 31(28.18) 79(71.82) 0.0784 4.932 0.72~33.76

halitosis(口臭) 9(42.86) 12(57.14) 34(30.91) 76(69.09) 0.2853 4.107 0.79~21.24

congestion of the eyes(眼球充血) 9(42.86) 12(57.14) 23(20.91) 87(79.09) 0.0319＊ 6.520 0.95~44.73

yellow coating of the tongue( 上黃苔) 7(33.33) 14(66.67) 12(10.91) 98(89.09) 0.0145‡＊ 1.887 0.23~15.22

feverishness of the limbs(手足熱) 6(28.57) 15(71.43) 10(9.09) 100(90.91) 0.0230‡＊ 3.403 0.35~33.05

reddish tongue(紅色 ) 6(28.57) 15(71.43) 15(13.64) 95(86.36) 0.1059‡ 2.199 0.33~14.78

bitterness in the mouth(口苦) 5(23.81) 16(76.19) 31(28.18) 79(71.82) 0.6809 0.527 0.06~4.64

insomnia due to irr.itability(煩躁不睡) 4(19.05) 17(80.95) 19(17.27) 91(82.73) 0.7638‡ 0.274 0.02~3.30

irritable feverish sensation in the chest(胸中煩熱) 3(14.29) 18(85.71) 12(10.91) 98(89.09) 0.7084‡ 0.863 0.08~9.22

dryness of the eyes(眼球乾澁) 1(4.76) 20(95.24) 42(38.18) 68(61.82) 0.0028＊ 0.007 <0.01~0.02＊

hot head(頭熱) 0(0.00) 21(100.00) 6(5.45) 104(94.55) 0.5887‡ <0.001 <0.01, >999.99

Each p-value was calculated by comparing with values of Heat-transformation group and Non Heat-transformation group. Each odds ratio and 95% confidence interval were calculated 
by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n comparison to Heat-transformation patient and Non Heat-transformation patients. R2=0.3817, CI: confidence interval. The value is significant only 
when 95% confidence interval don't include 1. †p-value by pearson's chi-square test ‡p-value by Fisher's exact test ＊p-value <0.05, 95% CI ⊅ 1.00

Table 5. Distribution of Other Pattern Identification Symptoms in Heat-transformation Group

Pattern 
Identification

Symptoms N(%)
Pattern 

Identification
Symptoms N(%)

Dampphlegm 
Syndrome
(濕痰)

thick coating of the tongue( 上厚苔) 11(52.38)

Deficiency of Gi
(氣虛)

pale tongue( 淡白色, 淡紅色) 14(66.67) 

white coating of the tongue( 上白苔) 7(33.33) lassitude(倦怠乏力) 9(42.86)

yellowish face(面色萎黃) 6(28.57) teeth printed tongue(齒齦) 8(38.10) 

swollen tongue( 胖大) 5(23.81) white coating of the tongue( 上白苔) 7(33.33)

heaviness of the head(頭重) 4(19.05) drowsiness(嗜臥)  6(28.57)

wheezing in the throat with sputum(喉中痰聲) 3(14.29) dislike of speaking( 氣懶 ) 4(19.05) 

dizziness with nausea(痰暈) 3(14.29) spontaneous sweating(自汗) 3(14.29) 

slippery pulse(滑脈) 2(9.52) pale face(面色蒼白) 1(4.76) 

teeth printed tongue(齒齦) 1(4.76) weakness pulse(脈微弱無力) 1(4.76)

nausea(惡心) 1(4.76) coldness of the limbs(手足厥冷) 1(4.76)

Syndrome of 
Blood 

Stagnation
( 血)

thirst without frequent drinking water(口乾) 11(52.38) 

Deficiency of Eum
(陰虛)

dry coating of the mouth( 上燥苔) 7(33.33)

darkish lips(脣 靑紫) 7(33.33) tidal heat in the afternoon(午後潮熱) 4(19.05) 

headache in fixed region(固定頭痛) 4(19.05) feverishness in the palms and soles(手足心熱) 4(19.05)

darkish eyelid(眼瞼周圍 黑色) 3(14.29) short and rapid pulse(脈細數) 3(14.29)

poking pain in the chest(胸部刺痛) 3(14.29) night sweat(盜汗) 3(14.29)

purpura(皮膚紫斑) 2(9.52) sores of the mouth or tongue(口 生瘡) 2(9.52)

darkish face(顔面如黑) 1(4.76) palpitation(心悸) 2(9.52) 

poking pain on the head(頭部刺痛) 1(4.76) mirror-like tongue(鏡面 ) 1(4.76)

Table 6. Distribution and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Symptom in Dampphlegm Syndrome Pattern Identification

Symptom in 
Dampphlegm Syndrome

Dampphlegm Syndrome,
N(%) (n=35) 

Non Dampphlegm Syndrome,
N(%) (n=84) p-value† Odds Ratio 95% CI

Yes No Yes No

white coating of the tongue( 上白苔) 34(72.34) 13(27.66) 42(50) 42(50) 0.0130＊ 2.695 0.96~7.69

yellowish face(面色萎黃) 30(63.83) 17(36.17) 20(23.81) 64(76.19) <.0001＊ 5.405 2.13~3.70＊

thick coating of the tongue( 上厚苔) 26(55.32) 21(44.68) 27(32.14) 57(67.86) 0.0095＊ 1.828 0.67~5.00

wheezing in the throat with sputum(喉中痰聲) 24(51.06) 23(48.94) 17(20.24) 67(79.76) 0.0003＊ 5.714 2.04~16.67＊

swollen tongue( 胖大) 21(44.68) 26(55.32) 23(27.38) 61(72.62) 0.0443＊ 1.770 0.61~5.26

slippery pulse(滑脈) 18(38.30) 29(61.70) 10(11.90) 74(88.10) 0.0004＊ 3.257 1.08~10.00＊

heaviness of the head(頭重) 12(25.53) 35(74.47) 20(23.81) 64(76.19) 0.8258 1.531 0.47~5.00

nausea(惡心) 11(23.40) 36(76.60) 11(13.10) 73(86.90) 0.1300 1.873 0.36~10.00

sound of murmuring water(漉漉有聲) 9(19.15) 38(80.85) 13(15.48) 71(84.52) 0.5896 0.813 0.18~3.70

dizziness with nausea(痰暈) 9(19.15) 38(80.85) 13(15.48) 71(84.52) 0.5896 1.209 0.23~6.25

headache with nausea(頭痛惡心) 2(4.26) 45(95.74) 5(5.95) 79(94.05) 1.0000‡ 0.231 0.08~7.14

teeth printed tongue(齒齦) 1(2.13) 46(97.87) 7(8.33) 77(91.67) 0.2576‡ 0.552 0.05~5.88

Each p-value was calculated by comparing with values of Heat-transformation group and Non Heat-transformation group. Each odds ratio and 95% confidence interval were calculated 
by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n comparison to Heat-transformation patient and Non Heat-transformation patients. R2=0.3328, CI: confidence interval. The value is significant only 
when 95% confidence interval don't include 1. †p-value by pearson's chi-square test ‡p-value by Fisher's exact test ＊p-value <0.05, 95% CI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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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로 나타났다. 濕痰辨證群과 非濕痰辨證群을 비교했을 때 

上白苔, 面色萎黃, 上厚苔, 喉中痰聲, 胖大, 滑脈의 증상이 非

濕痰辨證群에 비해 통계  유의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頭重, 漉漉

有聲, 惡心, 齒齦, 痰厥頭痛의 증상은 濕痰辨證群과 非濕痰辨證

群 사이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

립변수를 각 증상항목으로 종속변수를 濕痰辨證과 非濕痰辨證으

로 두고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濕痰辨證을 

나타내는 변증지표를 모두 포함한 濕痰辨證 모형에 한 설명력

은 33.28%로 나타났다. 증상항목  面色萎黃(OR 5.405, 95% CI 

2.13~3.70), 喉中痰聲(OR 5.714, 95% CI 2.04~16.67), 滑脈(OR 

3.257, 95% CI 1.08~10.00) 지표는 濕痰辨證群에서 교차비(odds 

ratio)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6).

Table 7. Distribution of Other Pattern Identification Symptoms in 

Dampphlegm Syndrome Group

Pattern Identification Symptoms N(%)

Heat-transformation
(火熱)

scanty deep yellow urine( 便短赤) 46(97.87)

aversion to heat during fever(惡熱) 32(68.09)

halitosis(口臭) 23(48.94)

thirst with frequent drinking water(口渴引飮) 16(34.04)

congestion of the eyes(眼球充血) 14(29.79)

dryness of the eyes(眼球乾澁) 13(27.66)

constipation(便秘) 11(23.40)

insomnia due to irritability(煩躁不睡) 10(21.28)

bitterness in the mouth(口苦) 9(19.15)

yellow coating of the tongue( 上黃苔) 9(19.15)

flushed face(面紅) 8(17.02)

feverishness of the limbs(手足熱) 7(14.89)

full and rapid pulse(脈洪數) 7(14.89)

reddish tongue(紅色 ) 4(8.51)

irritable feverish sensation in the chest 
(胸中煩熱)

4(8.51)

hot head(頭熱) 3(6.38)

Syndrome of Blood 
Stagnation( 血)

thrist without frequent drinking water(口乾) 26(55.32)

darkish lips(脣 靑紫) 21(44.68)

headache in fixed region(固定頭痛) 12(25.53)

darkish eyelid(眼瞼周圍 黑色) 10(21.28) 

poking pain on the head(頭部刺痛) 6(12.77)

purpura(皮膚紫斑) 6(12.77) 

poking pain in the chest(胸部刺痛) 3(6.38)

purple tongue(靑紫 ) 2(4.26)

ecchymosis on the tongue( 血斑點 ) 2(4.26)

Deficiency of 
Gi(氣虛)

pale tongue( 淡白色, 淡紅色) 41(87.23)

white coating of the tongue( 上白苔) 34(72.34)

lassitude(倦怠乏力) 31(65.96)

dislike of speaking( 氣懶 ) 21(44.68)

drowsiness(嗜臥) 14(29.79)

spontaneous sweating(自汗) 13(27.66)

weakness pulse(脈微弱無力) 13(27.66)

coldness of the limbs(手足厥冷) 4(8.51)

pale face(面色蒼白) 3(6.38)

teeth printed tongue(齒齦) 1(2.13)

Deficiency of 
Eum(陰虛)

night sweat(盜汗) 8(17.02)

dry coating of the mouth( 上燥苔) 5(10.64)

tidal heat in the afternoon(午後潮熱) 4(8.51)

palpitation(心悸) 4(8.51)

short and rapid pulse(脈細數) 3(6.38)

feverishness in the palms and soles(手足心熱) 3(6.38)

flushing of zygomatic region(觀紅) 2(4.26)

sores of the mouth or tongue(口 生瘡) 2(4.26)

    濕痰辨證群에서 濕痰辨證指標外의 변증지표들로는 便短

赤(46례, 97.87%), 惡熱(32례, 68.09%), 淡白色, 淡紅色(41례, 

87.23%), 上白苔(34례, 72.34%), 倦怠乏力(31례, 65.96%) 등의 

항목들이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Table 7).

5. 氣虛辨證群의 변증지표 특성

    氣虛辨證群에서는 淡白色, 淡紅色 증상이 가장 높은 빈도

(32례, 91.43%)를 차지하 고, 그 다음으로는 倦怠乏力, 顔面蒼

白, 上白苔, 脈微弱無力, 氣懶 , 嗜臥, 自汗, 手足厥冷, 齒齦 

순으로 나타났다. 氣虛辨證群과 非氣虛辨證群을 비교했을 때 

淡白色, 淡紅色, 倦怠乏力, 顔面蒼白, 脈微弱無力의 증상이 非氣

虛辨證群에 비해 통계 으로 유의성이 높게 나타난 반면, 上白

苔 , 氣懶 , 嗜臥, 自汗, 手足厥冷, 齒齦 등의 증상은 氣虛辨證

Table 9. Distribution of Other Pattern Identification Symptoms in 

Deficiency of Gi Group

Pattern 
Identification

Symptoms N(%)

Heat-transformation
(火熱)

scanty deep yellow urine( 便短赤) 33(94.29)

dryness of the eyes(眼球乾澁) 15(42.86)

aversion to heat during fever(惡熱) 14(40.00)

thirst with frequent drinking water(口渴引飮) 13(37.14)

constipation(便秘) 11(31.43)

bitterness in the mouth(口苦) 10(28.57)

halitosis(口臭) 4(11.43)

irritable feverish sensation in the chest (胸中煩熱) 4(11.43)

full and rapid pulse(脈洪數) 3(8.57)

hot head(頭熱) 3(8.57)

insomnia due to irritability(煩躁不睡) 2(5.71)

flushed face(面紅) 2(2.86)

congestion of the eyes(眼球充血) 2(5.51)

reddish tongue(紅色 ) 2(5.71)

yellow coating of the tongue( 上黃苔) 1(2.86)

Dampphlegm 
Syndrome
(濕痰)

white coating of the tongue( 上白苔) 24(68.57)

thick coating of the tongue( 上厚苔) 11(31.43)

swollen tongue( 胖大) 10(28.57)

heaviness of the head(頭重) 8(22.86)

nausea(惡心) 8(22.86)

sound of murmuring water(漉漉有聲) 8(22.86)

dizziness with nausea(痰暈) 7(20.00)

wheezing in the throat with sputum(喉中痰聲) 7(20.00)

yellowish face(面色萎黃) 4(11.43)

headache with nausea(頭痛惡心) 4(11.43)

teeth printed tongue(齒齦) 4(11.43)

slippery pulse(滑脈) 4(11.43)

Syndrome of Blood 
Stagnation
( 血)

thrist without frequent drinking water(口乾) 22(62.86)

darkish lips(脣 靑紫) 16(45.71)

headache in fixed region(固定頭痛) 11(31.43)

poking pain in the chest(胸部刺痛) 3(8.57)

purpura(皮膚紫斑) 3(8.57)

poking pain on the head(頭部刺痛) 2(5.71)

darkish eyelid(眼瞼周圍 黑色) 1(2.86)

irregular and hesitant pulse(澁脈) 1(2.86)

Deficiency of Eum
(陰虛)

night sweat(盜汗) 6(17.14)

dry coating of the mouth( 上燥苔) 5(14.29)

tidal heat in the afternoon(午後潮熱) 3(8.57)

palpitation(心悸) 3(8.57)

short and rapid pulse(脈細數) 2(5.71)

feverishness in the palms and soles(手足心熱) 1(2.86)

sores of the mouth or tongue(口 生瘡) 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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群과 非氣虛辨證群 사이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를 각 증상항목으로 종속변수를 氣虛辨證

과 非氣虛辨證으로 두고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

과, 氣虛辨證을 나타내는 변증지표를 모두 포함한 氣虛辨證 모형

에 한 설명력은 38.51%로 나타났다. 증상항목  面色蒼白

(OR23.079, 95% CI 6.99~76.19), 脈微弱無力(OR 3.926, 95% CI 

1.20~12.88) 지표는 氣虛辨證群에서 교차비(odds ratio)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8).

    氣虛辨證群에서 氣虛辨證指標外의 변증지표들로는 便短

赤(33례, 94.29%), 上白苔(24례, 68.57%), 口乾(22례, 62.86%) 등

의 항목들이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Table 9).

6. 陰虛辨證群의 변증지표 특성

    陰虛辨證群에서는 脈細數이 가장 높은 빈도(8례, 33.33%)를 

차지하 고, 그 다음으로 上燥苔, 鏡面 , 心悸, 自汗, 觀紅, 午

後潮熱, 口 生瘡, 手足心熱의 순으로 나타났다. 陰虛辨證群과 

非陰虛辨證群을 비교했을 때 脈細數, 鏡面 의 증상은 非陰虛辨

證群에 비해 통계 으로 유의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盜汗, 午後

潮熱, 心悸, 手足心熱, 口 生瘡, 觀紅 등의 증상은 陰虛辨證群과 

非陰虛辨證群 사이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口 生瘡, 手足心熱, 午後潮熱의 증상은 非陰虛辨

證群에서 더 높은 빈도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를 

각 증상항목으로 종속변수를 陰虛辨證과 非陰虛辨證로 두고 이

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陰虛辨證을 나타내는 변

증지표를 모두 포함한 陰虛辨證 모형에 한 설명력은 18.96%로 

나타났다. 증상항목  鏡面 (OR 47.619, 95% CI  3.23~100.00), 

脈細數(OR 8.264, 95% CI 2.50~25.00) 지표는 陰虛辨證群에서 교

차비(odds ratio)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10).

    陰虛辨證群에서 陰虛辨證指標外의 변증지표들로는 便短

赤(24례,100.0%), 口乾(19례,79.17%), 倦怠乏力(19례,79.17%) 등의 

항목들이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Table 11).

고    찰

    풍은 국내 사망원인 2, 3 의 높은 사망률을 가지며, 발병 

후 사망하지 않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을 남겨 의학 , 사회 으로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질환으로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사회의 특성상 풍의 발병률은 향후 지속 으로 증

가할 망이다13).

    2006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한방병원 체 

이용의 70%가 풍 련 환자로 국민들이 한방의 풍치료에 

해 높은 선호도와 신뢰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의학은 풍에 한 풍부한 임상 경험과 높은 치료율에도 불

구하고 진단  치료의 객 화하지 못하여 그 성과를 제 로 인

정받지 못하고 있다4)
.

Table 10. Distribution and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Symptom in Deficiency of Eum Pattern Identification

Symptom in Deficiency of Eum
Deficiency of Eum,
N(%) (n=24) 

Non Deficiency of Eum,
N(%) (n=107) p-value† Odds Ratio 95% CI

Yes No Yes No

short and rapid pulse(脈細數) 8(33.33) 16(66.67) 8(7.48) 99(92.52) 0.0020‡＊ 8.264 2.50~25.00＊

dry coating of the mouth( 上燥苔) 5(20.83) 19(79.17) 17(15.89) 90(84.11) 0.5530‡ 0.638 0.11~3.57

mirror-like tongue(鏡面 ) 4(16.67) 20(83.33) 1(0.93) 106(99.07) 0.0040‡＊ 47.619 3.23~100.00＊

palpitation(心悸) 4(16.67) 20(83.33) 9(8.41) 98(91.59) 0.2558‡ 2.041 0.41~10.00

night sweat(盜汗) 4(16.67) 20(83.33) 17(15.89) 90(84.11) 1.0000‡ 0.862 0.14~5.26

flushing of zygomatic region(觀紅) 2(8.33) 22(91.67) 3(2.80) 104(97.20) 0.2266‡ 5.952 0.83~50.00

tidal heat in the afternoon(午後潮熱) 2(8.33) 22(91.67) 11(10.28) 96(89.72) 1.0000‡ 0.835 0.09~7.69

sores of the mouth or tongue(口 生瘡) 1(4.17) 23(95.83) 5(4.67) 102(95.33) 1.0000‡ 1.206 0.03~33.33

feverishness in the palms and soles(手足心熱) 0 24(100) 8(7.48) 99(92.52) 0.3499‡ <0.01 <0.01, >999.99

Each p-value was calculated by comparing with values of Heat-transformation group and Non Heat-transformation group. Each odds ratio and 95% confidence interval were calculated 
by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n comparison to Heat-transformation patient and Non Heat-transformation patients. R2=0.1896, CI: confidence interval. The value is significant only 
when 95% confidence interval don't include 1. †p-value by pearson's chi-square test ‡p-value by Fisher's exact test ＊p-value <0.05, 95% CI ⊅ 1.00

Table 8. Distribution and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Symptom in Deficiency of Gi Pattern Identification

Symptom in Deficiency of Gi
Deficiency of Gi, N(%) (n=35) Non Deficiency of Gi, N(%) (n=96) 

p-value† Odds Ratio 95% CI
Yes No Yes No

pale tongue( 淡白色, 淡紅色) 32(91.43) 3(8.57) 70(72.92) 26(27.08) 0.0239＊ 4.367 0.76~26.69

lassitude(倦怠乏力) 31(88.57) 4(11.43) 60(62.50) 36(37.50) 0.0041＊ 2.093 0.46~9.45

pale face(面色蒼白) 27(77.14) 8(22.86) 14(14.58) 82(85.42) <.0001＊ 23.078 6.99~76.19＊

white coating of the tongue( 上白苔) 24(68.57) 11(31.43) 52(54.17) 44(45.83) 0.1394 0.939 0.28~3.20

weakness pulse(脈微弱無力) 19(54.29) 16(45.71) 20(20.83) 76(79.17) 0.0002＊ 3.926 1.20~12.88＊

dislike of speaking ( 氣懶 ) 19(54.29) 16(45.71) 34(35.42) 62(64.58) 0.0515 1.164 0.36~3.79

drowsiness(嗜臥) 13(37.14) 22(62.86) 26(27.08) 70(72.92) 0.2652 2.388 0.71~8.03

spontaneous sweating(自汗) 8(22.86) 27(77.14) 24(25.00) 72(75.00) 0.8006 2.048 0.55~7.67

coldness of the limbs (手足厥冷) 7(20.00) 28(80.00) 10(10.42) 86(89.58) 0.1545‡ 1.069 0.26~4.46

teeth printed tongue(齒齦) 4(11.43) 31(88.57) 4(4.17) 92(95.83) 0.2087‡ 3.875 0.63~23.93

Each p-value was calculated by comparing with values of Heat-transformation group and Non Heat-transformation group. Each odds ratio and 95% confidence interval were calculated 
by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n comparison to Heat-transformation patient and Non Heat-transformation patients. R2=0.3851, CI: confidence interval. The value is significant only 
when 95% confidence interval don't include 1. †p-value by pearson's chi-square test ‡p-value by Fisher's exact test ＊p-value <0.05, 95% CI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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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Distribution of Other Pattern Identification Symptoms in 

Deficiency of Eum Group

Pattern 
Identification

Symptoms N(%)

Heat-transformation
(火熱)

scanty deep yellow urine( 便短赤) 24(100.0) 

dryness of the eyes(眼球乾澁) 14(58.33)

aversion to heat during fever(惡熱) 12(50.00)

bitterness in the mouth(口苦) 12(50.00)

thirst with frequent drinking water(口渴引飮) 10(41.67)

reddish tongue(紅色 ) 9(37.50)

constipation(便秘)  8(33.33) 

insomnia due to irritability(煩躁不睡) 7(29.17)

congestion of the eyes(眼球充血) 7(29.17)

halitosis(口臭) 7(29.17) 

full and rapid pulse(脈洪數) 6(25.00) 

irritable feverish sensation in the 
chest(胸中煩熱) 

4(16.67)

flushed face(面紅) 3(12.50)

yellow coating of the tongue( 上黃苔) 2(8.33)

feverishness of the limbs(手足熱) 2(8.33)

Dampphlegm 
Syndrome
(濕痰)

white coating of the tongue( 上白苔) 9(37.50)

yellowish face(面色萎黃) 9(37.50)

heaviness of the head(頭重) 8(33.33)

wheezing in the throat with 
sputum(喉中痰聲)

7(29.17)

swollen tongue( 胖大) 6(25.00) 

sound of murmuring water(漉漉有聲) 4(16.67)  

thick coating of the tongue( 上厚苔) 3(12.50) 

nausea(惡心) 3(12.50)

dizziness with nausea(痰暈) 2(8.33)

teeth printed tongue(齒齦) 2(8.33)

slippery pulse(滑脈) 2(8.33)

headache with nausea(頭痛惡心) 1(4.17)

Syndrome of Blood 
Stagnation
( 血)

thrist without frequent drinking water(口乾) 19(79.17)

darkish lips(脣 靑紫) 8(33.33)

headache in fixed region(固定頭痛) 7(29.17)

darkish eyelid(眼瞼周圍 黑色) 4(16.67)

purpura(皮膚紫斑) 2(8.33)

poking pain on the head(頭部刺痛) 1(4.17)

purple tongue(靑紫 ) 1(4.17)

poking pain in the chest(胸部刺痛) 1(4.17)

Deficiency of Gi
(氣虛)

lassitude(倦怠乏力) 19(79.17)

pale tongue( 淡白色, 淡紅色) 13(54.17)

dislike of speaking( 氣懶 ) 9(37.50)

white coating of the tongue( 上白苔) 9(37.50)

pale face(面色蒼白) 8(33.33)

drowsiness(嗜臥) 6(25.00)

weakness pulse(脈微弱無力) 6(25.00)

coldness of the limbs(手足厥冷) 5(20.83)

spontaneous sweating(自汗) 3(12.50)

teeth printed tongue(齒齦) 2(8.33)

    국에서는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1986년 中華

全國中醫學  內科學 에서 ‘中風病中醫診斷療效評價基準’을 제

정하여 풍을 의식장애의 유무에 따라서 中經絡, 中臟腑로 나

고 다시 中經絡을 5개 변증으로, 中臟腑를 4개 변증으로 분류하

여 총 9개의 변증으로 분류하 으나6), 이 분류법은 변증기 의 

복잡성 등의 문제 으로 우리나라에서 거의 쓰이지 않고 있다.

    1994년에는 國家中醫藥管理局에서 ‘中風病變症診斷標準’을 

제정하여 풍 변증을 風症, 火熱症, 痰症, 血 證, 氣虛症, 陰虛

陽亢症의 6가지로 나 고 각 지표에 가 치를 부여하여 제일 높

은 수가 나온 것을 해당 환자의 변증으로 규정하는 방법을 사

용하 는데9)
, 이 변증법은 1986년의 표 안보다 간편하고 가

치가 나와 있어 국내에서는 주로 연구 목 으로 사용되었다.

    2001년에는 國家中醫藥管理局 腦病急證科協硏協作組가 ‘中

風病診斷療效評定標準’을 작성하여 풍을 風痰火亢症, 風火上

優症, 痰熱臟實症, 風痰 阻症, 痰濕夢神症, 氣虛血 證, 陰虛風

動症 등의 7개의 변증 분형으로 나 었으나10)
, 이것은 연구용으

로 개발되어 실제 임상에 용하기 힘든 문제 이 있다.

    국내에서도 풍 진단의 객 화를 시도한 연구들이 있었다. 

강6)
 등의 연구는 풍변증들을 종합하여 10개 증후로 나 어 임

상연구를 진행하 으며 노
7)

 는 94년의 국의 변증표 안을 한

국의 임상실제에 맞게 風證을 火熱證에 포함시키고, 血 證을 痰

證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풍의 변증을 火熱證, 痰證, 氣虛證, 

陰虛陽亢證의 4가지 모델로 제시하 다. 하지만 이들 풍변증

연구는 임상 연구만 있을 뿐 풍 임상 문가들의 토의와 합의

의 과정이 없으며 실제 임상에 용하기 힘들다는 문제 이 있

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을 보완하기 하여 한국한의학연구

소의 주 으로 2005년부터 「뇌 질환의 한의변증진단표 화 

 과학화 기반연구」를 시작하 다.

    「뇌 질환의 한의변증진단표 화  과학화 기반연구」

는 2005년 1월 국 한의과 학의 풍 문가들이 모여 한의

풍진단표 화 원회를 설립하여 시작한 연구로 2005년 7월 풍

의 정의를 내리고 火熱證, 濕痰證, 血證, 氣虛證, 陰虛證 5개의 

풍변증분형을 마련하 다1). 이후 2006년 2월 3차 한의 풍진

단표 화 원회를 통하여 5개 변증을 변별하는 변증지표를 확정

하 으며, 합의된 변증지표를 활용하여 증례기록지를 제작하

다. 하지만「뇌 질환의 한의변증진단표 화  과학화 기반

연구과제」에 사용되는 각 변증의 변증지표들은 문헌고찰을 

심으로 모은 변증지표로서 임상자료에 한 기여도(가 치)가 없

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칫 변증 유형의 단에 오류를 야기할 가

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오류를 최소화하기 해서는 조사된 자료

를 바탕으로 각 변증지표의 변증기여도에 한 통계 분석이 필

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연구를 시행하게 되었다.

    본 증례의 수집기간은 2006년 11월 22일부터 2007년 07년 18

일으로 학교부속한방병원에 입원한 177명의 풍환자를 

상으로 분석을 시행하 다.

    자료의 질을 높이기 하여 문가가 내린 변증, 수련의가 

내린 변증을 분석하여 2개가 모두 일치한 경우만을 해당변증으

로 인정하고, 2개의 자료에서 해당변증이 하나도 나오지 않은 경

우는 비해당변증으로 인정하 다. 해당변증으로 분류된 경우는 

火熱辨證群 21례, 濕痰辨證群 47례, 血辨證群 4례, 氣虛辨證群 

35례, 陰虛辨證群 24례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해당변증으로 분류

된 경우는  非火熱辨證群 110례, 非濕痰辨證群 84례, 非 血辨證

群 127례, 非氣虛辨證群 96례, 非陰虛辨證群 107례의 순으로 나

타났다(Table 1). 증례수가 4례로 가장 은 血辨證群은 통계

으로 유의성을 가지지 못하여 이후 분석에서 제외하 다.

    총 177 증례 상의 평균연령은 66.44±10.35세이고 여성(97

명, 69.04±9.64)의 비율과 평균 연령이 모두 남성(80명, 

63.978±10.51세)보다 높았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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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각 변증별 성별분포를 보면 火熱辨證群과 氣虛辨證

群의 p-value가 각각 0.0289, 0.0242로 나타나 火熱辨證群에서는 

남성의 분포가 유의하게 많았고 氣虛辨證群에서는 여성의 분포

가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남성의 평균연령이 

낮은 것과 火熱(實證)의 변증진단이 많은 , 여성의 평균 연령이 

높은 과 氣虛(虛證)의 변증진단이 많은 은 성별  연령과 

변증 진단사이에 상 성이 존재함을 의미하며 향후 이에 하여 

구체 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火熱辨證群을 살펴보면 便短赤 증상이 제일 높은 빈도(21

례, 100.00%)를 차지하 고, 그 다음으로는 惡熱, 面紅, 脈洪數, 

便秘, 口渴引飮, 眼球充血, 口臭, 上黃苔, 紅色 , 口苦, 煩躁不

睡, 胸中煩熱, 眼球乾澁, 頭熱의 순으로 나타났다. 便短赤은 배

뇨가 잦고 양이 으면서 색깔이 정상보다 러면서 붉은 색을 

띄는 것으로 內熱과 濕熱이 속에 몰린 병증 때 나타나는 증상으

로14), 火熱辨證群에서뿐만 아니라 非火熱辨證群에서도 90%가 넘

는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인의 맵고 자극 인 식

습   잦은 음주력이 內熱의 발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과 

통계 분석시 ‘소변을 자주 본다’와 ‘소변색이 진하다’의 항목을 

합산하여 처리한 것이 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火熱辨證群과 非火熱辨證群을 비교했을 때 惡熱, 面紅, 脈洪

數, 眼球充血, 上黃苔, 手足熱, 眼球乾澁의 증상들이 非火熱辨證

群에 비해 통계 으로 유의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便短赤, 口渴

引飮, 口臭, 口苦, 煩躁不睡, 紅色 , 胸中煩熱, 頭熱의 증상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眼球乾澁과 口苦의 

증상은 非火熱辨證群에서 더 높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특히 眼球

乾澁은 통계 으로 역상 계로 나타나 火熱辨證에 한 변별력

이 떨어지며 변증 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변증지표라고 사료

된다(Table 4). 眼球乾澁은 이 건조하면서 깔깔한 증상으로 보

통 진액의 소모로 발생하거나 臟腑의 勞熱이 간에 들어가 에 

작용하기 때문에 발생한다14)
. 인은 TV나 모니터시청이 잦은 

사회  환경 때문에 안구건조증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15) 이러한 이유로 발생하는 眼球乾澁의 증상은 實證보다는 

虛證에 속하는 것이므로 실증에 해당하는 火熱辨證群보다 非火熱

辨證群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Table 4).

    火熱辨證指標의 교차비를 분석한 결과 火熱辨證을 나타내는 

변증지표를 모두 포함한 火熱辨證 모형에 한 설명력은 38.17%

로 나타났다. 증상항목  面紅(OR 14.366, 95% CI 2.57~80.27), 

脈洪數(OR 11.903, 95% CI 1.85~76.54) 지표가 火熱辨證群에서 

교차비(odds ratio)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眼球乾澁(OR 0.007, CI <0.001~0.02)의 지표는 역상

계로 나타났다(Table 4).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상으

로도 眼球乾澁의 변증지표는 火熱辨證群으로 합의되었으나 火熱

辨證群을 결정하는 주요 변증지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

으로 이 변증지표의 타당도에 하여 더 많은 증례를 수집하여 

검증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Table 4).

    火熱辨證群에서 火熱指標外의 증상들로는 上厚苔(11례, 

52.38%), 口乾(11례, 52.38%), 淡白色, 淡紅色(14례, 66.67%) 등

이 있었다. 上厚苔는 체내에 담음이 阻滯되어 있는 것이 심

함을 의미하는 증상으로16)
 濕痰辨證指標이며, 口乾은 血辨指

標로, 淡白色, 淡紅色은 氣虛辨證指標로 합의된 항목으로 이 

증상들이 火熱辨證群에서 자주 나타났으나 이는 兼證과 辨證의 

轉移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유의한 통계  의미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Table 5).

    濕痰辨證群을 살펴보면 上白苔 증상이 제일 높은 빈도(34

례,72.34%)를 차지하 고, 그 다음으로 面色萎黃, 上厚苔, 喉中

痰聲, 胖大, 滑脈, 頭重, 惡心, 痰暈, 漉漉有聲, 頭痛惡心, 齒齦

의 순서로 나타났다. 

    濕痰辨證群과 非濕痰辨證群을 비교했을 때 上白苔, 面色

萎黃, 上厚苔, 喉中痰聲, 胖大, 滑脈의 증상이 非濕痰辨證群

에 비해 통계  유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頭重, 漉漉有

聲, 惡心, 齒齦, 痰厥頭痛의 증상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頭痛惡心과 齒齦의 증상은 근소하기는 

하나 非濕痰辨證群에서 더 높은 빈도를 나타내어 濕痰辨證에 

한 변별력이 떨어지며 변증 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변증지표

라고 생각된다(Table 6).

    濕痰辨證指標의 교차비를 분석한 결과 濕痰辨證을 나타내는 

변증지표를 모두 포함한 濕痰辨證 모형에 한 설명력은 33.28%

로 나타났다. 증상항목  面色萎黃(OR 5.405, 95% CI 

2.13~3.70), 喉中痰聲(OR 5.714, 95% CI 2.04~16.67), 滑脈(OR 

3.257, 95% CI 1.08~10.00) 지표의 교차비(odds ratio)가 통계 으

로 유의하게 높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6).

    濕痰辨證群에서 濕痰指標外의 증상들로는 便短赤(46례, 

97.87%), 惡熱(32례, 68.09%), 淡白色, 淡紅色(41례, 87.23%), 

上白苔(34례, 72.34%), 倦怠乏力(31례, 65.96%) 등이 나타났다

(Table 5-3). 便短赤과 惡熱은 火熱辨證指標로 합의된 항목으로 

內熱을 발생시키기 쉬운 인의 식습 과 濕生痰, 痰生熱하기 

쉬운 병리 기 으로 인해 높은 빈도를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 

倦怠乏力, 淡白色 , 上白苔는 氣虛辨證指標로 합의된 항목으

로 상군이 고령인 과 濕痰의 생성 기   脾氣虛로 인한 運

化失調가 작용하는 으로 인하여 濕痰辨證群에서 높은 빈도를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

    氣虛辨證群을 살펴보면 淡白色, 淡紅色 증상이 제일 높은 

빈도(32례, 91.43%)를 차지하 고, 그 다음으로는 倦怠乏力, 顔面

蒼白, 上白苔, 脈微弱無力, 氣懶 , 嗜臥, 自汗, 手足厥冷, 齒

齦 순으로 나타났다. 淡白色, 淡紅色은 설색이 정상 인 것에 

비해 담백한 상태로서16)
, 氣虛辨證群에서 91.43%, 非氣虛辨證群

에서 72.92%로 두 집단에서 모두 높은 빈도를 나타난 이유는 

상군이 평균연령이 66.44±10.35세인 고령이므로 약간의 氣虛양상

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氣虛辨證群에서 68.57%, 

非氣虛辨證群에서 54.17%로 두 집단에서 모두 높은 빈도를 보인 

上白苔는 氣虛辨證 目이면서 동시에 濕痰辨證 目으로 합의

된 증상으로 앞서 濕痰辨證群에서도 높은 빈도를 나타냈기 때문

에 두 집단 모두에서 높은 빈도를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氣虛辨證群과 非氣虛辨證群을 비교했을 때 色 淡白色, 淡

紅, 倦怠乏力, 顔面蒼白, 脈微弱無力의 증상이 非氣虛辨證群에 

비해 통계  유의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上白苔 , 氣懶 , 



한국형 풍 변증 표 안-Ⅱ의 변증별 변증지표의 분포  타당도에 한 연구

- 495 -

嗜臥 嗜眠, 自汗, 手足厥冷, 齒齦의 증상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自汗의 증상은 근소하기는 하

나 非氣虛辨證群에서 더 높은 빈도를 나타내어 氣虛辨證에 한 

변별력이 떨어지며 변증 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변증지표라

고 생각된다. 淡白色, 淡紅色, 倦怠乏力의 증상은 氣虛辨證群

과 非氣虛辨證群 모두에서 높은 빈도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氣虛辨證群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으로 보아 기허

변증의 항목으로 신뢰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Table 8).

     氣虛辨證指標의 교차비를 분석한 결과 氣虛辨證을 나타내

는 변증지표를 모두 포함한 氣虛辨證 모형에 한 설명력은 

38.51%이고, 面色蒼白(OR 23.079, 95% CI 6.99~76.19), 脈微弱無

力(OR 3.926, 95% CI 1.20~12.88) 지표의 교차비(odds ratio)가 통

계 으로 유의하게 높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8).

    氣虛辨證群에서 氣虛指標外의 변증지표들로는 便短赤(33

례,94.29%), 上白苔(24례,68.57%), 口乾(22례,62.86%)등의 항목

들이 자주 나타났다(Table 9).

    上白苔는 氣虛와 濕痰辨證指標로 합의된 항목이며, 口乾

은 血辨證指標로 합의된 항목으로 이 증상들이 氣虛辨證群에

서 자주 나타났으나 이는 兼證과 辨證의 轉移의 과정에서 발생

한 것으로 보이며 유의한 통계  의미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便短赤은 94.29%로 매우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는데, 그 

이유는 앞서 火熱群에서와 같이 통계 분석시 ‘소변을 자주 본다’

와 ‘소변색이 진하다’의 항목을 합산하여 처리한 결과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고12) 등의 연구에서는 氣虛辨證群에서 倦怠乏力이 가장 높

은 빈도를 보 고 그 다음으로 上白苔가 높은 빈도를 보 다. 

본 연구에서는 淡白色, 淡紅色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 으며 

그 다음으로 倦怠乏力이 높은 빈도를 보여 두 연구 간에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보 다. 한 氣虛辨證群과 非氣虛辨證群을 비교

했을 때 고12)
의 연구에서 倦怠乏力, 脈微弱無力, 顔面蒼白, 淡

白色, 淡紅色, 嗜臥, 懶 지표가 非氣虛辨證群에 비해 통계 으

로 유의성이 높게 나타난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도 嗜臥, 懶 의 

두 항목만 제외된 같은 지표들이 유의성이 있었다. 이분형 로지

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12) 등의 연구는 倦怠乏力, 脈微

弱無力, 懶 의 교차비가 유의하게 높아 본 연구에서와 달리 懶

의 항목이 추가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고12) 등의 연구는 2006년 7월 1일부터 2006년 9월 10일까지 

학교부속한방병원, 원 학교 익산한방병원, 원 학교 

주한방병원에 입원한 풍환자  기허변증으로 진단된 환자

를 상으로 분석한 연구로 본 연구와 환자군의 지역  차이가 

있음에도 본 연구의 기허변증군의 분석과 약간의 차이만 보 을 

뿐 거의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는 에서 상기 변증지표들의 

유의성은 더욱 신뢰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陰虛辨證群을 살펴보면 脈細數이 제일 높은 빈도(8례, 

33.33%)를 차지하 고, 그 다음으로 上燥苔, 鏡面 , 心悸, 盜

汗, 觀紅, 午後潮熱, 口 生瘡, 手足心熱의 순으로 나타났다.

    陰虛辨證群과 非陰虛辨證群을 비교했을 때 脈細數, 鏡面

의 증상은 非陰虛辨證群에 비해 통계 으로  유의성이 높게 것

으로 나타났으며, 盜汗, 午後潮熱, 心悸, 手足心熱, 口 生瘡, 觀

紅의 증상은 통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口

生瘡, 手足心熱, 午後潮熱의 증상은 근소하기는 하나 非陰虛辨證

群에서 더 높은 빈도를 나타내어 陰虛辨證에 한 변별력이 떨

어지며 변증 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변증지표라고 사료된다

(Table 10). 특히 手足心熱의 증상은 陰虛辨證群에서 단 일례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정확한 단을 해서는 더 많은 수의 증례

에 한 분석이 필요하나 이후 증례에서도 계속 낮은 빈도를 나

타낸다면 변증지표로써 타당도가 을 것으로 사료된다.

    陰虛辨證指標의 교차비를 분석한 결과 陰虛辨證을 나타내는 

변증지표를 모두 포함한 陰虛辨證 모형에 한 설명력은 18.96%

로 나타났다. 鏡面 (OR 47.619, 95% CI  3.23~100.00), 脈細數(OR 

8.264, 95% CI 2.50~25.00) 지표는 陰虛辨證群에서 교차비(odds 

ratio)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10).

    陰虛辨證群에서 陰虛指標外의 증상들로는 便短赤(24

례,100.0%), 口乾(19례,79.17%), 倦怠乏力(19례,79.17%) 등이 나타

났다(Table 11).  세 증상들은 본 연구 결과 특정 변증에 계

없이 모두 높은 빈도로 나타났는데, 이는 임상에서 고령의 풍

환자에게 흔히 발견되는 증상으로 향후 변증을 결정하는 데 있

어 혼돈을 야기할 수 있는 변수라고 사료된다.

    분석결과 모든 辨證群에서 脈象과 象의 항목이 유의한 변

증지표로 나타났으며, 火熱, 濕痰, 氣虛辨證群에서 顔色의 항목

이 유의한 변증지표로 나타났다. 脈象, 象, 顔色의 항목은 조사

자가 객 으로 단할 수 있는 지표라는 공통 이 있으며, 이

러한 항목들이 주로 유의성 있는 변증지표로 나타난 결과로 보

아 향후 환자의 주  표 에 의한 증상지표보다 조사자가 객

으로 단할 수 있는 변증지표를 더 개발하여 첨가하고 이

들 지표에 가 치를 부과하는 것이 풍변증진단의 변별력을 높

여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한의변증진단표 화를 한 연구로 다음과 같은 

한계 을 가지고 있다.

    첫째, 표본의 수가 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177례  

자료의 질을 높이기 하여 문의와 수련의변증 2개가 모두 일

치하는 것을 용하 을 경우 131례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지역  한계 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주로  충

청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분을 상으로 한 자료로 우리나라의 

풍군을 표하기에는 부족한 이 많다.

    향후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국의 한방병원 

풍환자 등록사업을 실시하여 규모로 수집된 결과를 종합 분석

하는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1994년 국의 풍표 안이 

일부의 항목에 가 치를 부여한 경우와 같이 지속 인 임상 연

구를 통해 변증 지표의 요도를 악하고, 문가 의견을 반

하여 변증 지표에 가 치를 부여함으로써 한국 실정에 맞는 

풍 변증 표 안을 개발해야 된다고 사료된다.

결    론

    2006년 11월 22일부터 2007년 7월 18일까지 학교 부



문승희․강병갑․안정조․조 경․유호룡․설인찬․김윤식

- 496 -

속한방병원에 입원한 발병 1개월 내 풍 환자 177명  火熱, 濕

痰, 血, 氣虛, 陰虛의 변증이 확진된 133명의 환자를 상으로 

각 변증별 변증지표에 하여 단변수 분석  다변량 분석을 실

시하여 비교 분석함으로써 이들이 각 변증 진단에 미치는 향

과 그 타당도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火熱辨證群에서는 남성의 분포가 유의하게 많았고, 氣虛辨

證群에서는 여성의 분포가 유의하게 많았다. 다른 辨證群에서는 

성별에 따른 분포의 차이가 없었다. 火熱辨證群의 유의한 변증지

표는 惡熱, 面紅, 脈洪數, 眼球充血, 上黃苔, 手足熱으로 나타났

으며, 眼球乾澁은 오히려 非火熱辨證群의 유의한 변증지표로 나

타났다. 濕痰辨證群의 유의한 변증지표는 上白苔, 面色萎黃, 

上厚苔, 喉中痰聲, 胖大, 滑脈으로 나타났다. 氣虛辨證群의 

유의한 변증지표는 淡白色, 淡紅色, 倦怠乏力, 顔面蒼白, 脈微

弱無力으로 나타났다. 陰虛辨證群의 유의한 변증지표는 鏡面 , 

脈細數은 陰虛辨證群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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