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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develop a pattern identification system (PIS) for general users to check up their body

condition. We collected previous 3 PI questionnaires, with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or validity of the diagnosis by

experts, through a field test. For defining weights of pattern indices, we applied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method with 11 experts. PIS receive two kinds of symptoms of users : body region based symptoms and core

symptoms for PIS. PIS suggest possible patterns and health information on the basis of selected symptoms with

analysis by AHP. This study showed PIS could be easily used for general user who wants to access Korean Medicine

compared to conventional PI system. Furthermore, it could be utilized with mobile environment or as remote medicin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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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변증(辨證)은 중의학을 포함하여 한의학, 일본의 한방의학에

서 활용되는 진단방법 중 하나이다
1,2)

. 변증은 망문문절(望聞問

切)의 사진(四診)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이를 통해 침

구, 약물, 추나 등 각종 치료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3). 재발하는

두통의 변증 유형을 진단하여 침구 자극 대상 경혈을 정하거나
4)

폐경기 홍조에 대해 전문가간의 변증 유형 설정을 통해 치료 경

혈을 결정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 된다5).

변증의 유형 및 체계는 무척 다양하다. 근간이 되는 팔강변

증(八綱辨證)을 비롯하여 장부변증(臟腑辨證), 기혈변증(氣血辨

證), 위기영혈변증(衛氣營血辨證)이 있으며, 증치의학(證治醫學)

을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사상체질의학에서도 각 체질별로 변증

체계가 구성되어 있다6).

변증의 중요도가 부각되면서 변증을 객관화·표준화하고 정

량화된 변증 체계를 개발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한열(寒熱)

변증에 대해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된 설문지가 개발되었으

며7) 허실(虛實) 변증에 대해서는 탐색적인 연구가 시도되었다8).중

풍과 같은 특정 질환에 특화된 변증 유형도 연구된 바가 있다
9)

.

하지만 일반인들이 실생활에서 자신의 변증 정보를 확인하

고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에 대한 연구는 아

직 드문 실정이다.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변증 체계로 변증 결과

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설문 문항을 차례대로 응답해야 하

며 문항에 대한 이해도 등의 문제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설문 응답의 정확도가 저하되고 편향(Bias)될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활용되기가 힘들다. 최근 다양하게 활용되

고 있는 모바일 환경을 고려한 변증 정보 시스템도 부재한 실정

이며, 이로 인해 u-healthcare나 클라우드 시스템(Cloud system)

을 활용한 원격 진료의 대응에서도 한계를 드러낸다.

본 연구에서는 변증 자가 기입 설문문항의 이해도 연구를

바탕으로
10)

, 일반인들이 자신의 변증 정보를 일상생활에서 쉽게

확인하고 이에 대한 건강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변증 정보 시

스템을 개발하였다. 본 시스템은 사용자의 부위별 자가 증상 입

력 부분과 변증을 위한 필수 증상의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선택된 증상을 바탕으로 가장 유사한 변증 유형을 제시하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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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시스템 설계

변증 정보 시스템은 아래 제시된 기준을 바탕으로 개발하였다.

1) 컴퓨터나 태블릿 PC (Tablet PC)를 이용하여 어느 장소에서

든 사용할 수 있다.

2) 사용자가 쉽게 자신의 증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3) 변증 결과에 따른 건강 정보를 제공한다.

변증 정보 시스템은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두 단계의

입력과정을 거쳐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였으며, 각 단계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단계 1: 인체 그림에서 증상이 있는 부위를 선택하고, 해당

부위에서 구체적인 자각 증상을 선택한다. 머리와 가슴을 선택한

경우 한 번 더 확대되면서 눈 코, 옆구리 등 세부 부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단계 2: 변증 진단에 필수적인 문항에 대한 응답을 받는다.

필수 문항들은 단계 1에서 자각 증상으로 선택된 경우 본 단계에

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단계 1과 2에서 선택한 문항은 오른쪽에

나타나며, 잘못 선택한 경우 사용자가 제거할 수 있다.

단계 3: 선택한 문항을 바탕으로 산출된 변증 중 유사성이

높은 순서대로 증을 제시하며, 사용자는 해당 변증 및 선택한 병

증에 따른 건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본 시스템은 다양한 PC 환경 및 태블릿 PC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웹 표준을 준수하여 설계되었다(그림 1). 시스템 웹페이

지에서 사용자가 변증 설문 응답을 수행하면, 한국한의학연구원

(KIOM,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서버에서 결과를

웹으로 다시 전송한다. 사용자는 필요할 경우 자신의 변증 및 건

강정보를 이메일로 전송할 수 있다.

Fig. 1. Overview of Pattern Information System.

2) 변증 설문 문항 선별

설문 문항을 추출할 대상 변증 설문지를 선택하기 위하여,

Oasis11)에서 “변증”을 키워드로 사용하여 논문 검색을 수행하였

다. 변증 논문의 선택기준은 (1) 변증 설문지의 내적 신뢰도를 확

보하였거나 (2) 한의사의 진단과 비교를 통해 타당도 검증이 이

루어진 논문만을 선택하였다. 단, 특정 질병의 변증 유형을 판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설문지는 제외하였다.

모두 195편의 변증 관련 논문이 결과로 나왔으며, 검색 결과

에서 2명의 전문가들의 논문리뷰를 통하여, 27건의 문헌 고찰,

구, 40건의 증례보고, 85건의 질병 기반 연구 논문을 제외하였으

며, 5편의 논문에서 제시한 변증 설문 문항을 선택하였다.

5편의 논문에서는 한열·허실 설문지7,8)와 기능성 소화불량에

대해 변증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활용한 일반 변증 설문지인 기

혈수(氣血水) 설문지
12,13)

가 제시되었다. 각 설문지의 설문 문항은

모든 설문지의 문항을 취합한 후 자가 기입이 가능한 132개의 문

항을 선택하였다.

3) 변증 도출 기준 마련을 위한 전문가 평가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한의사로 이루어진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였다. 전문가 집단은 모두 1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임상경

력은 5년 미만이 7명(63.64%), 5년 이상이 4명(36.37%)이었으며,

연구경력은 5년 미만이 4명(36.37%), 5년 이상이 7명(63.64%)이었

다(Table 1).

Table 1. Characteristic of Experts panel

    C lin ic a l w o rk  e xpe r ie n ce R e se a rch  w o rk  e xpe r ie n ce
< 5 7 4
< 10 3 6
> 10 1 1
To ta l 1 1 1 1

논문 검색을 통해 선택된 3가지 변증 설문지를 통하여 구현

할 수 있는 증 12가지를 선별하였으며, 전문가들은 각 변증의 사

용빈도 순위와 변증에 속해 있는 증상들에 대한 타당성을 7점 리

커트 (Likert) 척도로 평가 하였으며, 높은 순위의 변증과 타당성

에 대한 평균이 높은 문항들을 중심으로 변증과 지표를 선정하

였다. 그리고 각 설문 문항들은 전문가 논의를 통해 진단 기준

및 중요도에 따른 인체의 부위를 고려하여 분류되었다(Table 2).

Table 2. Examples of Body mapped symptoms

B od y P a rts P a tte rn  In d ica to rs

W h o le  bo dy
I h ave  fe lt  e xce ss ive ly  co ld
I h a ve  h ad  a ve rs io n  to  co ld

Sk in
I h a ve  lu s te r le ss  and  w o rn  sk in
M y sk in  h a s b een  ch ap p ed  d u r ing  w in te r

H ead
I h ave  a  d u ll fe e lin g  in  th e  h ead
M y fa ce  h a s b een  p a le

P a in
I h a ve  co ld - fe e lin g  p a in
I h a ve  h ad  p a in fu l sen sa tio n s o f co ld  th a t w e re  
re lie v ed  b y  w a rm th

4) 각 변증별 설문 문항 분류 및 가중치 계산

변증을 구성하고 있는 증상 문항들의 중요도를 살펴보기 위

해 상기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자가 응답이 가능한 132개의 설

문 문항을 12개의 변증으로 재분류하였다. 전문가 11명 중 응답

이 없었던 3명을 제외한 8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계층 분석

과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를 시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각 변증에 포함된 설문 문항들의 가중치를 계산하였다.

AHP는 평가 기준을 계층화하고 평가할 대상을 쌍으로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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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대비교를 함으로써 복잡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의사

결정기법이다14). 쌍대비교 시에는 양쪽에 비교대상을 표기하고,

중요도가 같으면 가운데 칸에 1을 표기하고 더 중요한 항목이 있

는 방향의 빈칸에 “2-약간 중요하다”부터 “7-절대적으로 중요하

다”까지의 숫자를 표기하도록 한다. 반면 중요하지 않을 때에는

덜 중요한 항목이 있는 방향의 빈칸에 “1/2 약간 중요하지 않

다”부터 “1/7 절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까지를 표기하게 된다
15). AHP 기법을 응용한 선행 연구 분야는 공학에서 경영학까지

그 응용범위가 넓고 다양하며, 국내의 경우 정치, 사회, 경제, 기

술 분야까지 AHP 기법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16).

5) 변증 결과 도출

AHP를 통해 각 증별로 설문 문항의 가중치가 계산되었다.

AHP를 통한 가중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응답자들의 응답이 믿

을만한지에 대해서 점검해야하는데, ‘응답 일관성’이라는 값을

통하여 이를 확인한다. 응답 일관성은 응답자의 상대적 비교를

통한 판단을 할 때 발생하는 논리적인 모순 정도에 대한 측정값

이다. 응답자의 일관성에 대한 평가는 일관성 지수(Consistency

Index: CI)를 랜덤 지수(Random Index: RI)로 나눈 값인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CR(=CI/RI))이 0.1 미만이면 평가자의

판단 일관성을 유지하였다고 판단하고, 0.1보다 큰 경우에는 일

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의 CR값은

0.003~0.0112로, 모두 0.1보다 작으므로, 전문가의 응답을 토대로

각 증별 가중치를 계산하였다.

개발된 변증 시스템에서는 사용자에 의해 자신에게 맞는 설

문 문항이 선택되어지는데, 선택된 문항은 해당되는 증마다의 가

중치를 가지게 된다.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모든 설문 문항에 대

해, 각 증별로 가중치를 더하여 계산하면, 최종적으로 증별 가중

치의 총합을 얻을 수 있다. 각 증별 가중치의 총합은 해당 변증

일 확률을 나타내므로, 가중치 총합을 기준으로 증들을 정렬하

고, 변증 시스템 결과 화면에서 사용자에게 우선순위별 변증 정

보를 제공한다.

결 과

변증 정보 시스템은 3 단계의 과정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도

록 구성되어 있다17).

첫 번째 페이지에서 성별과 나이를 선택하고, 두 번째 페이

지에서는 부위별 자각 증상과 변증을 위한 필수 증상을 선택하

고, 세 번째 페이지에서 선택한 증상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변

증 및 관련된 건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Fig. 2).

Fig. 3은 변증 정보 시스템에서 사용자의 자각 증상을 선택

하는 화면이다. 사용자는 인체 부위를 선택하고, 해당 인체 부위

에 제시된 여러 증상 중 자신의 증상을 선택한다. 자각 증상을

모두 선택하고 나면, 필수 증상들이 나타나며, 필수 증상들 중 사

용자에게 해당되는 증상을 선택하면 변증 유형이 도출된다.

Fig. 4는 결과 페이지이다. 그림 4의 A는 계산된 변증 결과

를 나타낸다. 각 변증 결과는 확률에 따라 정렬되어 나타나며, 확

률은 변증명 옆의 그래프로 알 수 있다. A에서 제시된 증을 선택

하면 A-1에서 상세 정보를 보여주며, B 부분에서는 사용자가 이

전 단계에서 선택한 증상들을 보여주고 이를 선택하면 B-1에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결과 페이지에서 Email과 코

멘트를 작성하고 보내기를 누르면, 원하는 메일로 결과의 전체

내용을 볼 수 있다.

Fig. 2. Flow chart of Input and Output of Pattern identifying process.

Fig. 3. Self-Reported Symptoms selection.

Fig. 4. Pattern Identification Result and Health Information.

고 찰

변증은 한의학에서 중요한 개념이지만 일반인에게는 매우

생소한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극복하고 일반인들

이 변증을 통해 자신의 몸 상태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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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시스템 개발을 시도했다.

사용자는 주로 자신이 불편을 느끼는 부위의 증상을 선택하

며, 한열·소화·대변·소변 등과 같이 변증에 중요한 증상을 선택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별도로 변증에 필요한 중요

증상을 물어보는 단계를 설정하게 되었다. 만약 처음 불편 증상

을 선택할 때 변증 중요 문항이 선택된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도

록 설정하였다.

선택한 문항에 따라 AHP에 의해 산출된 가중치에 근거하여

판별 가능한 증을 유사성에 따라 여러 개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변증 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증은

단일하게 나타나기보다는 여러 증이 함께 나타나는 수가 많으므

로, 본 시스템에서도 선택된 증상에 따른 변증의 유사성을 차례

대로 제시하여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도출된 변증별로 생활습관, 마음가짐 등을 제시

하였으며, 선택한 증상 중 일부에 대해서도 건강정보를 제시하였

다. 해당 정보를 이메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현재는 이

메일 형태이지만 추후 클라우드 시스템(Cloud system), 실시간

정보 전달 시스템 등을 통해 변증정보를 공유하거나 한의원 진

료 시스템과 연동된 원격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시스템의 구축은 최소한의 입력으로 결과 도출이 가

능해야 한다. 이는 증을 구성하는 여러 문항들의 가중치를 계산

하여 변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문항을 선별하고 주요 문항

으로 축약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다만 실제 한의사가 변증을

시행하는 데 어떤 요소 혹은 몇 개의 문항이 진단과정에서 고려

가 되는지는 아직 연구된 바가 없다. 기존 문헌에서 제시된 변증

의 요소들은 매우 다양한 편이어서 한의사간 판단 기준이 상이

하며, 개별 질병에 따라 변증에서 고려되는 증상이 달라지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 진단에서는 진단자의 특성 차이는 있어도 고

려하는 요인이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의사가 고혈압 진단

을 내릴 때 스스로는 다양한 연구 결과 혹은 가이드라인을 준수

하고 있다고 인식하지만 실제 결정 과정은 2～3단계에 불과하다

는 보고가 있으며
18)

, 이러한 결과를 고려하여 변증에 활용되는

실제요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변증 정보 시스템의 개발에 중점을 두었으며,

변증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은 실제 임상 데이터가 아닌 전문가

의견의 취합을 통해 구성하였다. 전문가 의견은 각 증을 구성하

는 증상들의 타당성에서는 어느 정도 일치하였으나 증의 활용

빈도에 대한 의견은 일치되지 않아 변증 정보 시스템에서 제공

할 변증을 선정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단순히 전문

가들이 단순히 의견을 교환하고 일치시키는 것을 뛰어 넘어 체

계적인 전문가 의견 수렴 방법을 도입해서 극복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 임상에서 변증에 따른 약물 처방의 효과에 대해

임상시험, 환자 등록 연구, 차트 분석 등을 통한 연구 방법으로

근거를 확보한 후 델파이 기법과 같은 체계적인 의견수렴 방법

을 통해 전문가 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의사의 변증은 환자의 몸 상태에 대한 표현 외에 사

진(四診)을 활용하여 시도된다. 그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그 중

자기 보고가 가능한 설문문항만을 활용하여 변증 정보 시스템을

구성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자가 보고 설문 외에는

대부분 한의사가 개입된 진단수단을 통해 환자의 정보를 얻을

수 밖에 없으며, 이는 본 연구의 목적인 온라인에서의 변증 정보

시스템 구축에서는 활용하기가 어려워 고려하지 못했다. 추후 신

뢰도가 확보된 맥진기, 설진기, 음성진단기 등이 개발되고 이를

변증 정보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를 극복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변증은 한의학 진단체계의 근간이고 질병 진단에서부터 일

상 건강관리까지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일반인

을 대상으로 한 변증 정보 시스템은 좀 더 쉽게 한의학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추후 모바일 환경이나 원격 진료에

서도 활용될 수 있는 기반 연구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기존의

변증 시스템들과 달리 AHP 방법을 통해 방대한 변증 설문 문항

을 최적화하고, 이를 운영체제(OS)나 웹브라우저에 무관하게 접

근 가능한 개방형 웹 변증시스템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추후 본 시스템이 결과 화면에서 제시되는 여러 가지 증을

확률 값 외에 주차(主次), 경중(輕重), 진가(眞假) 등의 관계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결과를 제공받는 일반인들에게 보

다 정확한 변증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개발된 시스템의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해 한의사들의 진단 결과

와 비교하는 일치도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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