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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 This study aimed to assessment for concordance rate in pattern analysis between pattern diagnosis 

of KiFDA on allergic rhinitis in 2008 and doctor of Korean medicine. 

  Methods : Data were obtained from 35 patients with allergic rhinitis(AR). They were asked to perform the 

questionnaires and had been interviewed by specialist of Korean Medicine. For correlation analysis, we used 

Cohen's Kappa.

  Results : The pattern diagnosis was done only 15 patients(42.9%). Correlation between pattern diagnosis of 

questionnaires and specialist showed 0.2105 in Kappa and 0.1993 in weighed Kappa.

  Conclusions : The result may provide the basis of modification in Pattern Diagnosis of KiFDA on allergic rhinitis 

in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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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알레르기 비염은 특정 알레르기 항원에 대한 IgE 

매개 면역반응으로 유도된 염증으로 발생한 재채기, 

가려움증, 수양성 비루 및 코막힘 중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증상으로 규정되는 복합질환이다1). 한의학에서 

알레르기 비염은 비구(鼻鼽), 분체(噴嚔), 비체(鼻嚔) 

등의 범주에 속하는데, 비(脾), 폐(肺), 신(腎)의 허약

이나 풍한사기(風寒邪氣) 등의 병인으로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2).

  한의학에서 변증은 질병진단의 근본이며, 증후에 

대한 분석과 판단이다3). 그러나 실제 임상에서는 환

자가 호소하는 주관적인 증상표현과 한의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객관적

인 비교분석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3-5). 또한 한약이

나 침구와 같은 한의학 치료와 관련된 임상연구에 있

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진단 및 시술 방법이 표준화 

되어있지 않다는 점이다6).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변증진단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진단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5) 2008년에 한약과 생약에 대한 알레

르기 비염의 임상시험을 위한 진단 및 변증 기준(한의

학적 분류를 위한 진단 평가지)7)가 개발되어 있다. 그

러나 이 변증평가 도구를 실제 임상에서 적용한 연구

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을 대상으

로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전문의의 변증진단 결과와 

본 변증 평가도구를 이용한 평가와의 일치도를 살펴

보고 개발된 변증평가 도구의 활용방안을 모색해 보

고자 하였다.

Ⅱ.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2013년 3월 15일부터 2013년 6월 22일까지 세명대

학교한방병원에 알레르기 비염으로 내원한 환자 중 

다음의 선정기준과 배제기준을 충족하는 환자 3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1) 선정기준

  다음의 모든 기준에 적합한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 

1) 만 7세이상 만 55세 이하의 남녀,  2) 내원 전 12

개월 내에 ImmunoCAP검사로 알레르기 비염으로 확

진되었거나 내원 후 ImmunoCAP검사로 확진된 환자 

3) 약물용법을 받지 않은 경증 및 중등증 알레르기 비

염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알레르기 비염은 ImmunoCAP검사로 한 가지 이

상 항원이 나온 경우 확진하였으며 항목은 다음과 같

다. 1) 잡초류 혼합항원(돼지풀, 쑥, 불란서 국화, 민

들레, 미역취), 2) 고양이(비듬), 3) 식품류 혼합항원

(계란흰자, 우유, 대두, 밀, 땅콩, 콩), 4) 나무류 혼합

항원(오리나무, 자작나무, 개암나무, 참나무, 버드나

무), 5) 곰팡이, 6)목초류 혼합항원(우산잔디, 호밀풀, 

큰조아재비, 호밀, 흰털새), 7) 집먼지류 혼합항원(집

먼지, 집먼지진드기(유럽), 집먼지진드기(미국), 바퀴

벌레), 8) 개(비듬)의 8가지 항목이다.

2) 배제기준

  다음의 조건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 알레르기성이 아닌 다른 원인의 비염 

소견을 동반한 경우 2) 만성 부비동염을 동반한 경우 

3) 천식, 고혈압, 당뇨등으로 치료중인 경우 4) 활성 

간질환, 면역관련 질환 또는 중증의 간, 신부전 피험

자 5) 위염, 위궤양 치료중인 경우는 제외하였다.

2. 연구방법

  임상경력이 10년 이상인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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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1인이 한의학적 분류를 위한 진단 평가지에 대

해 환자들에게 간략하게 설명해주고 스스로 기입하게 

하거나, 혹은 연구자가 환자에게 질문하여 기입하였

다. 환자 스스로 기입하는 경우, 본인 증상과 가장 유

사한 문항에 기입하도록 했으며 잘 모르는 부분은 질문

을 하도록 하여 환자 자의로 해석하지 않도록 하였다. 

  한의학적 분류를 위한 진단 평가지의 변증은 평가

지에서 제시하는 대로 변증별 8항목 중 5문항 이상을 

포함할 때 진단하였고, 5항목 이상으로 진단된 것이 

다수일 경우 항목의 개수가 많은 것으로 진단하였으

며, 항목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가중치 문항이 많은 

진단기준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단하여 분석하였다. 

  한의사의 변증은 임상경력이 10년 이상인 한방안이

비인후피부과 전문의 1인이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평

가도구 안에 있는 변증유형인 폐위열(肺胃熱), 폐기허

한(肺氣虛寒), 폐비기허(肺脾氣虛), 신원휴허(腎元虧虛)

의 4가지 중 한가지로 변증하였으며, 코 증상과 전신

증상간의 변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코 증상의 변증

을 기준으로 삼았다.

3. 통계분석

  본 연구의 결과는 평균과 표준편차, 또는 인원수

(%)로 나타내었고 한의학적 분류를 위한 진단 평가지

와 한의사 변증의 일치도를 평가하기 위햐여 Cohen's 

Kappa 분석을 시행하였다. 모든 자료는 SAS 9.2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Diagnosis Result Patients(n) Rate(%)

Success to Diagnosis 15 42.9

Patterns Lung-stomach heat 2 5.7

Lung qi deficiency cold 2 5.7

Lung-spleen qi deficiency 7 20.0

Kidney deficiency 4 11.5

Fail to Diagnosis 20 57.1

Total 35 100

Table 2. Pattern Diagnosis by Questionnaire

Ⅲ. 연구결과

1.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는 남자 17명, 여자 18명으로 전체 35

명이며, 9세~54세까지의 분포를 보였고 평균 연령은 

29.4세였다(Table 1).

Age(years) Male(n) Female(n) Total

0~9 1 0 1

10~19 2 0 2

20~29 10 7 17

30~39 3 6 9

40~49 0 4 4

50~59 1 1 2

Mean Age(SD*) 29.4(10.7)

Total 17 18 35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tients

* SD : Standard Deviation

2. 연구 대상자들의 변증별 분포

1) 한의학적 분류를 위한 진단 평가지에 따른 

변증 결과

  총 35명중 변증된 사람은 15명(42.9%), 변증되지 

못한 사람은 20명(57.1%)이었다. 변증된 15명 중 폐

위열과 폐기허한으로 변증된 경우가 각각 2명(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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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기허와 신원휴허로 변증된 경우가 각각 4명

(11.4%)이었으며, 폐비기허와 신원휴허 2가지로 동시 

변증된 경우가 3명이었으나 문항수나 가중치가 동일

하여 하나의 변증으로 판단할 수 없어 전문의의 판단

에 의해서 폐비기허로 변증하였다(Table 2).

2) 한의사의 변증 결과

  총 35명중 폐위열로 변증된 사람이 7명(20%), 폐기

허한으로 변증된 경우가 20명(57.14%), 폐비기허로 

변증된 경우가 8명(22.86%)이었으며, 신원휴허로 변

증된 경우는 없었다(Table 3).

3. 한의학적 분류를 위한 진단 평가지의 변증과 

한의사 변증과의 관계

  한의학적 분류를 위한 진단 평가지 상 변증된 15명

Patterns Patients(n) Rate(%)

Lung-stomach heat 7 20

Lung qi deficiency cold 20 57.14

Lung-spleen qi deficiency 8 22.86

Kidney deficiency 0 0

Total 35 100

Table 3. Pattern Diagnosis by Doctor of Korean Medicine

Doctor of Korean Medicine

Lung-stomach heat 
Lung qi 

deficiency cold
Lung-spleen qi 

deficiency
Kidney 

deficiency
Total

Question-
naire

Lung-stomach heat 2 2

Lung qi deficiency 
cold

2 2

Lung-spleen qi 
deficiency

1 5 1 7

Kidney deficiency 4 4

Total 3 11 1 15

Table 4. The Relationships of Pattern Diagnosis between Questionnaire and Doctor

을 대상으로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전문의의 변증과 

비교하여 일치도를 살펴본 결과, 변증이 일치하는 경

우는 5명(33.3%), 서로 다르게 변증된 경우는 10명

(66.7%)으로 나타났고, 단순카파계수는 0.2105, 가중

카파계수는 0.1993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P=0.0090으

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Table 4).

Ⅳ. 고  찰

  알레르기 비염은 성인과 소아 모두에서 가장 흔한 

만성질환 중의 하나로8) 알레르겐에 노출될 때 비만세

포로부터 유리되는 히스타민 등의 염증 매개물질에 

의해 코 증상이 유발되며 이러한 염증반응은 원인 알

레르겐에 대한 특이 IgE항체와 연관되어 발생한다. 

특징적인 증상인 콧물, 재채기, 코막힘, 코, 눈, 귀 및 

인후두 부위의 가려움은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9). 

  한의학에서 변증(辦證)은 환자에게 발현된 질환상

태로부터 ‘증(證)’을 감별하여 병리적 본질을 규명하고 

확정하는 한의학 고유의 진단법으로10,11) 환자가 호소

하는 증상과 한의사의 사진(四診)에 근거하여 이루어

진다. 이러한 진단 행위는 한의사의 주관적 판단에 의

존하기 때문에 그 객관성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12) 한

의학적 치료효과의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

고 있는 실정으로13) 최근 의학계에 대두되는 근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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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학적 연구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한의학의 근

거 중심 의학 구축을 위한 임상시험을 시행하기 위해

서는 한의학 이론에 근거한 한의학적 진단방법과 치

료방법의 표준화가 선행되어야한다14). 알레르기 비염

과 관련해서는 2008년에 한약과 생약에 대한 알레르

기 비염의 임상시험을 위한 변증 평가도구(한의학적 

분류를 위한 진단 평가지)7)가 개발 및 보고되었고 

2013년에 전문가 설문조사15)를 통해 변증평가도구의 

결과 해석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된 바 있으며 

비내시경을 통한 변증 진단 및 치료 결과의 평가 척

도 개발16) 및 신뢰도 연구17)가 진행되었으나, 알레르

기 비염의 객관적 변증과 관련하여 실제 임상에서 적

용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저자 등은 본 변증평가도구

를 알레르기 비염 환자에게 적용하여 변증하고, 그 변

증 결과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전문의의 변증과 비

교하여 그 타당성과 유용성을 평가하고자 연구를 계

획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전체 35명으로 남자 17

명 여자 18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9.4세였다. 총 

35명중 변증된 사람은 15명, 변증되지 못한 사람은 

20명으로 변증되지 못한 사람이 더 많았으며 변증된 

15명중 남성은 3명, 여성은 12명이었다. 이는 기존의 

설문지 관련 연구3,1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여자가 

남자보다 증상에 대해 더 민감하게 감지하며 증상 표

현 또한 더 적극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변

증평가도구는 최소 충족 문항수가 5문항이나, 변증되

지 못한 20명중 17명이 이 문항수를 충족하지 못했

다. 이는 변증평가도구의 문항이 알레르기 비염 환자

의 증상에 따른 변증지표를 잘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향후 변증평가 도구의 문항과 결과 해석에 관련한 보

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변증된 15명의 경우 폐위열과 폐기허한으로 변증된 

경우가 각각 2명씩으로 5.7%, 폐비기허와 신원휴허로 

변증된 경우가 각각 4명씩으로 11.4%였으며, 폐비기

허와 신원휴허의 2가지가 동시 변증된 경우가 3명으

로 문항수나 가중치가 동일하였으나 전문가 판단에 

의해서 폐비기허로 변증하였다. 이는 본 변증평가도

구가 구체적인 분석이나 결과에 대한 해석방법을 제

시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문항수나 가중치가 동

일할 경우의 판단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한계를 보여

준다.

  한의학적 분류를 위한 진단 평가지의 변증과 한의

사 변증과의 관계에서는 변증평가도구로 변증된 15명

을 대상으로 한의사의 변증과 비교하여 Kappa계수를 

사용하여 일치도를 살펴보았다. 변증이 일치하는 경

우는 5명으로 33.3%였고, 서로 다르게 변증된 경우는 

10명으로 66.7%로 나타났고, 단순카파계수는 0.2105, 

가중카파계수는 0.1993으로 낮게 나타났다. Kappa계

수는 명목척도로 표시된 자료의 일치도를 파악하는 

데 사용하는 분석값이며, 우연에 의한 일치정도를 보

정한 일치도 지표로서, 반복된 측정의 일치율을 우연

에 의하지 않은 가능 일치율로 나눈 것이다19). 이론적

으로 Kappa value의 범위는 +1.00에서 0.00(zero)이

며 kappa value가 0.8보다 크면 완전한 일치(perfect 

agreement), 0.6에서 0.8이면 상당한 일치

(substantial agreement), 0.4에서 0.6이면 중등도 일

치(moderate agreement), 0.2에서 0.4이면 낮은 일치

(only fair agreement)를 나타낸다20). 본 연구의 결과 

단순카파계수는 0.2105 가중카파계수는 0.1993으로 

일치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수정과 재고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 결과는 김 등15)의 

변증 항목별, 문항별 일치도가 50%라고 한 점과는 차

이가 있으며, 문항을 통한 변증과 실제 임상에서 사진

을 통한 변증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변증평가도구의 문제점으로

는 변증별 세부 증상항목간 문항수가 일치하지 않는

다는 점, 변증별 세부 증상항목의 구체성이 없이 모호

한 표현들이 있다는 점, 변증별 세부 증상항목의 타당

도가 부족하다는 점, 결과에 대한 해석이나 가중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는 점이 있었다. 설문지 문

항은 피험자가 깊이 고민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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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표현이 난해하거나 불명확

하지 않아야하며21), 개인마다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문항은 모든 피험자에게 같은 의미

로 해석될 수 있도록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측정 항목의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신뢰도는 높아지

므로22), 변증평가도구의 문항의 내용이 명확하도록 해

야 하며 대상자의 피로도가 늘어나지 않는 선에서 설

문 문항수를 늘리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구대상자 35명중 변증이 

된 대상자가 15명으로 그 수가 적었다는 점, 설문 조

사의 방식이 스스로 기입하게 하거나, 혹은 연구자가 

환자에게 질문하여 기입하는 등 일관성이 없었다는 

점, 한의사 1인의 변증인 만큼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치우침(bias)이 있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 변증평가도구의 수정 및 보완으로 변증

을 표준화하여 의사간, 의사내 일치도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에 관한 연구가 수

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Ⅴ. 결  론

  확진된 알레르기 비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의학적 

분류를 위한 진단 평가지를 통해 변증한 결과를 분석

하고 한의사의 실제 임상에서 사진(四診)을 통한 변증

과의 일치도를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연구대상자는 전체 35명으로 9세 ~ 54세까지의 

남자 17명 여자 18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9.4세

였다. 총 35명중 변증된 사람은 15명(42.9%), 변

증되지 못한 사람은 20명(57.1%)이었다. 

2. 변증된 15명중 남성은 3명 여성은 12명이었으며, 

폐위열과 폐기허한으로 변증된 경우가 각각 2명

(5.7%), 폐비기허와 신원휴허로 변증된 경우가 각

각 4명(11.4%), 폐비기허와 신원휴허의 2가지가 

동시 변증된 경우가 3명(8.7%)으로 문항수나 가중

치가 동일하였다.

3. 변증평가도구로 변증된 15명을 대상으로 한의사의 

변증과 비교하기 위해 Kappa계수를 사용하여 일

치도를 살펴본 결과 단순카파계수는 0.2105, 가중

카파계수는 0.1993으로 일치도는 매우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향후 한의학적 분류를 위한 진단 평가지

의 수정 및 보완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타당도에 관련된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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