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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gastric emptying measured by ultrasonography 

and I<orean medical instruments of diagnosis and assessment in functional dyspepsia (FD) patients. Among the subgroups of 
FD . postprandial distress syndrome (PD S) is related to gastric motili ty disorder. 

Methods: Ten patienls with FD and particularly with PDS as well as 10 healthy controls were enrolled in the sludy from 
September to November 2015. The gastric emptying shown as the half-life of gastric volume (Tlnl was measured by ultrasonography. 
The severities of spleen qi deficiency and dyspepsia symptoms were assessed by a spleen qi deficiency questionnaire (SQD Q) 
and lhe Nepean Dyspepsia Index-I\orean version (NDI-I\J‘ respectively. In addition. a food retention questionnaire (FRQ) ‘ a 
damum questionnaire (D QJ . a cold and heat questionnaire (CHQJ ‘ a deficiency and excess questionnaire (D EQ) . and a visual 
analogue scale (V ASJ of distention and fullness were completed by every participant 

Results: In comparison with the control group ‘ the FD group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for the SQDQ. NDI-K. 
FRQ. D Q. D EQ. and V AS of distention and fullness. Tl/2 was also significantly higher in the FD group than in the control 
group.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Tl/'! and the SQD Q score. However. there were no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T112 and other questionnaire scores except for one item of the ND I-K 

Conclusions: According to these findings. it was determined that measuring gastric emptying using ultrasonography could 
be a quantitative indicator to diagnose spleen qi deficiency in FD pal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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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능성 소화불량증(functional dyspepsia )은 세계 

적으로 유병률이 약 11 -29.2%일 정도로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질환이다 다수의 환자들 

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질환이며， 이에 따라 지 

속적으로 사회경제적인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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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에 개정된 로마기준 III (Rome III criteria) 

에 따르면， 기능성 소화불량증은 지난 6개월 동안 

연속일 필요는 없지만 3개월 이상 만성적으로 상 

복부에서 나타나는 통증이나 불편감과 같은 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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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증상이 지속되면서，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장기의 질환， 전신 질환 또는 대사적 질환의 부재 

로 정의된다 기능성 소화불량증은 병태생리학적 

으로 분명하게 증명된 부분이 없어 명확하게 진단 

하거나 치료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로마기준 m에서는 기능성 소화 

불량증을 세부적으로 식후불편감증후군( postprandial 

distress syndrome, PDS)과 명치통증증후군( epigastric 
pain syndrome, EPS)의 두 아형으로 분류한다 조 

기 만복감， 식후 포만감 등 식사와 관련한 증상은 

PDS 아형에서 나타나고， 상복부 쓰럼 벚 통증 등 

식사와 관련 없는 증상은 EPS 아형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나눠진 두 아형은 임상에서뿐만 아니라 연 

구 목적으로도 유용한 분류이다3. PDS 아형의 증 

상인 조기 만복감과 식후 포만감은 식후에 나타나는 

것으로 한의학적으로는 상복부가 막혀서 탑답하고 

가슴이 가득 차셔 답답하며 만져도 형체와 통증이 

없는 증상인 비만(홉滿)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 

라 할 수 있다. 한편 Kugler6에 따르면 두 아형 중 
PDS 아형에서 EPS 아형보다 더 유의하게 위장 
운동의 장애와 관련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배출능의 평가를 통해 위장의 운동성을 보는 · 

방법에는 신티그래피 삽관볍， 초음파8 검사 등이 
있다. 이 중 초음파를 통해 위 배출능을 측정하띤 

다른 방법에 비해 간편하고 비침습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이러한 초음파를 통해 위 배 

출능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극내에서도 다 

수 연구가 진행되어왔지만8-10 한방 분야에서는 일 

본에서 약효를 평가하기 위해 시행한 연구11를 제외 

하고는 희귀한 실정 이다. 그렇기에 한방 진단 평가 

도구와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도 진행된 바가 없다. 

그리하여 본 연구를 통해서 초음파 검사를 통해 

측정한 위 배출능과 한방 진단 평가도구 사이의 

상관성을 보고자 하였다. 기능성 소화불량증의 두 

아형 중에서는 PDS 아형이 위장 운동의 장에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를 선택하였다. 한의학적으 

로 소화와 관련된 장기에는 대표적으로 비위(牌 

528 

몹)가 있는데， 이 비기 (n뿌氣)와 위기(몹氣)가 허하 

게 되면 주된 기능인 소화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가장 주된 한방 변증 진단 지 

표로 기 개발된 비기허증 진단평가도구(Spleen Qi 

Deficiency Questionnaire, SQDQ)를 사용하였다. 또 

한 식적(食積)과 담음(짧欲)도 PDS 아형에서 나 
타나는 증상인 조기 만복감과 식후 포만감을 일으 

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12. 13’ 이를 살펴보기 위 

해 식적 설문지， 담음 설문지도 사용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PDS 아형의 증상과 한의학의 비만 
은 상복부에서 느끼는 자각적 증상이 유사하기 때문 

에 비만의 시각적 상사 척도(Visual analogue scale, 

VAS)를 사용하여 비만의 정도를 평가하였고， 한의 

학적 진단 방법 중 하나인 팔강변종(八鋼辦證) 중 

에서 한열(寒熱)과 허실(虛實)의 정도를 함께 비 

교하였다. 

이에 초음파로 측정한 위 배출능의 한의학적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들 중에서 로마기준 m에 의거하 

여 PDS 아형이라 판단되는 소화불량군 10명과 건 
강대조군 10명을 대상으로 초음파를 사용하여 위 

배출능(gastric emptying)을 측정하였고， 그 결과 

값과 각종 한방 변증 진단 지표와의 상관성에 대 

해 분석하였다. 

11 •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5년 9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경희 

대학교 한방병원 한방3내과에서 진행하였으며， 참 

여한 지원자들 중 포함기준 빛 제외기준(Table 1) 

을 적용하여 적합하다고 선정된 10명의 기능성 소 

화불량군과 더불어 건강대조군 10명까지 총 20명 

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 전원은 연구 

목적 빛 과정 등에 대하여 연구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자발적인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본 연구는 의학연구윤리에 대한 헬싱키 선언을 준 



수하였으며，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임상시험심사위 

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l의 승인을 받 

은 후 진행되었다. 

Table 1. Inclusion and Exclusoin Criteria 

Irrclusion criteria 
1. 연령이 만 20세 이상인 자 
2. 읽기， 쓰기， 말하기 등 의사소혐 지장이 없는 자 
3.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kg/cm2 )가 

19-40인 자 
4. 소화불량증이 주소증으로 발병이 6개월 이전이 

며， 3개월 이상 지속적， 재발성인 경우 
5. Rome m Criteria에 따른 소화불량 유형 이 PDS 

(Postprandial D istress Syndrome) 형 인 자 
6. 지난 l년간의 상부위장관 내시경 검사 상 현재 
임상증상인 소화불량증을 충분히 설명할 만한 
적절한 기질적 질환(역류성 식도엽， 소화성 궤양， 
담혜 질환， 소화기 암 동)이 존재하지 않는 자 

7. 피험자 본인 또는 적법한 대리인의 피험자 동 
의서에 서명한 자 

힘xclusion criteria 
1. 소화불량증 외에 중증의 기타 질환을 앓고 있는 자 
2 당뇨를 앓고 있는 자 
3. 위장관 수술력이 있는 자 
4. 임산부 빛 정신질환자 
5. 기타 임상시험담당자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2 연구방법 
1) 인구학적 조사 

전체 연구대상자 20명에게 설문지를 이용한 면 

담을 실시하여 성별， 연령(년)， 이환기간(개월)， 신장 

(cm) , 체중(kg) ，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D 
(kg/m2) , 과거력 및 현병력， 수술력， 약물 사용력， 

흡연력， 음주력 등을 조사하였다. 

2) 로마기준 m에 근거한 기능성 소화불량증의 
PDS 아형 분류 
포함기준에 언급되었듯이 문진을 통해 전문가 l 

인이 기능성 소화불량증의 로마기준 m를 적용하 

여 연구대상자들 중 PDS 아형에 해당하는 대상자 
들만 소화불량군으로 분류하였다. 2006년 개정 된 

로마기준 m에 따르면 진단시점으로부터 적어도 6 

배스화 .71지서 
I그 '-'0 

개월 전에 발생하여 지난 3개월간 지속되는 만성 

적인 소화불량 증상이 있으며， 상부 위장관 내시경 

검사 등으로 증상을 설명할 수 있는 기질적 질환 

이나 대사성 벚 전신적 원인이 없는 경우에 기능 

성 소화불량중이라 진단한다. 그 중 조기 만복감 

빚 식후 포만감을 주로 호소하는 환자는 식후장애 

증후군인 PDS 아형으로 본 연구에 포함되었으며， 
상복부 쓰렴 빚 통증을 주로 호소하는 환자는 명 

치통증증후군인 EPS 아형으로 본 연구에서 제외 
되었다. 건강대조군의 경우 기능성 소화불량을 앓 

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아형 분류에서도 ‘해당없 

음’항목에 포함되었다. 

3) 복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위 배출능의 측정 

복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위 배출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위 전정부의 단면적 (cross-sectional area 
of antrum, CSA)을 이용해 위 전체의 용적을 측정 

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14.15의 측정 방법을 참고하였 

다. 검사에 사용한 초음파기기는 LOGIQTlI200 PRO 
Series Version 3.H G E Medical Systems) 이며， 3.5 
MHz Linear 탐색자를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우측 측와위 자세로 늄고 검사자가 탐색자를 심와 

부에서 시상면 (sagittal plane)으로 하여 측정하였 

다(Fig. 1). 이때 연구대상자에 따라 위의 위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탐색자를 중완(CV12) 위치 

에서부터 웅직여서 각 연구대상자의 위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였으며， 탐색자는 계속 시상면으로 

유지하여 측정하였다. 이때 위 전정부의 횡단면을 

포착하여 단면적을 측정하였는데 (Fig. 2) 공식은 

다음과같다 

CSA(mm2) = (AP(mm) xCC(mm) xπ)/4 

(AP : Antero-Posterior diameter‘ CC : CranioCaudal 
diameter) 
위의 공식을 통해 나온 위 전정부의 단면적 값 

을 통해 위의 전체 용적을 계산하였는데 공식은 

다음과같다 

GVün]) =27.0+ 14.6xri양lt-later떠 G3AünrrtH.28xage(yr) 
(GV Gastric 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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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position of the ultrasonography probe 
to obtain the cross-sectional area (CSA) 
of gastric antrum. 

A 

B 

Patients are needed to be in a right lateral 
decubitus position with the probe to be applied 
in a sagittal scanning plane. 

Fig, 2. (A-B) Sagitta l ultrasonography image of 
cross-sectional area (CSA) of gastric 
ant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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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SA measured at fasting state. (B) CSA 
measured after ingestion of 500 ml of orange 
juice. Arrow means gastric antrum, L : liver, P 
pancreas, Ao aorta. 

위와 같은 공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연구대상 

자의 체질량지수(BMD (kg/cm2 )가 19-40이어야 하 

며， 임신 중이 아난 18-85세의 성인이어야 한다. 

또한 앞서 언급하였듯이 연구대상자의 체위는 우 

측 측와위를 유지해야 한다. 

연구대상자는 검사 전에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 

켜야하는데8’ 검사 전 최소 3일 정도 위장관 운동 

관 관련된 약물의 복용을 금하여야하며， 여성의 경 

우 월경 전후 일주일을 피하여 검사일을 정해 야하 

고， 흡연자의 경우 초음파 시행 하루 전부터 금연 

을 해야하며， 검사 전날 자정부터 급식을 시행하여 

야한다. 

초음파 검사는 공복 시에 1회 시행하였고， 오렌 

지 주스(500 ml. 225 kcaD를 복용한 후 위가 식후 
최대로 확장된 시점으로부터 처음 1시간 동안은 15 
분 간격으로， 이후 1시간 동안은 30분 간격으로 시 

행하였다. 식후 최대 확장 시점은 오렌지 주스를 

복용한 후 계속 관찰하여 측정하였다. 검사 사이에 

남는 시간에는 앉아서 책을 보거나， 산책을 하는 

등 일상적인 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복부 초음파를 이용하여 각 검사 시행 때마다 

위용적을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공복 시의 위 

용적을 측정하고 식후 최대 확장 시의 위용적을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 위용적 확장률과 최대 확장 

시 결리는 시간을 구하였고， 각각 측정한 값을 통 

해 위용적이 식후 최대 확장 시의 위용적과 공복 

시의 위용적의 차이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점 인 

반감기(되(2)를 측정하였다. 

4) 비기허증 진단평가도구 설문지를 이용한 비 

기허증판정 

본 연구에서 이용한 설문지 중 하나인 비기허증 

진단평가도구 설문지 (spleen qi d아lClency qu않tiOlmaire， 

SQDQ)는 비기허증 여부를 진단하기 위하여 개발 

한 설문지 이다. 이는 오 등16 01 문헌조사， 번역， 국 
어학자의 검토， 전문가 집단의 조사 벚 연구자회의 

를 거쳐 만든 설문지로서 주된 문항구성은 식욕， 

식사섭취량 빛 전신피로와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17 총 11개의 문항 중 9개의 문항은 연구 

대상자가 직접 기업하였고， 굵該 빚 n따음장의 2개의 

문항은 한의사가 연구대상자를 진찰 후 중증도를 

평가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점수에 가중치를 

반영하여 최종 합산 점수를 구한 후 최적의 절단 

접수인 43.18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초과한 경우 

에는 비기허증으로 진단하고， 미만인 경우에는 비 

기허증이 아넌 것으로 진단하였다(Appendix 1). 

5) 한국판 Nepean 소화불량증 설문지 시 행 
연구대상자틀의 소화불량 상태를 평가하고자 한 

국판 Nepean 소화불량증 설문지 (Nepean dyspepsia 

index-Korean version, NDI-K)를 작성하도록 하였 

다. Nepean 소화불량증 설문지 (Nepean dyspepsia 
index, ND Il는 Talley 등18이 개발한 소화불량증 

관련 설문지로서 소화불량 특이적으로 증상 빛 삶 

의 질을 펑가하는 도구이다19 . NDI-K는 ND I를 극 

내에서 이용하기 위하여 한국판으로 번역한 것으 

로서 원저자의 승인을 받아 번역과 역번역을 거쳐 

만들었다. 본 설문지는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높 

고， 공존 타당도， 변별 타당도， 내적 일치도， 구성 

타당도 등이 검증된 설문지 이다20 설문지 내 15가 

지 증상의 정수를 모두 합하여 총 NDI-K 점수를 
구하였다. NDI-K의 합계 점수가 높을수록 소화불 

량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평가하였다(Appendix 2), 

6) 식적 설문지 시행 
식 적 성문지 (food retention questionnaire, FRQ) 

는 Park 등12이 식 적 이 있는지 없는지 판별하기 위 

해 개발한 설문지로， 이전에 개발한 평위산 설문지 

를 토대로 알맞은 문항들을 추려내 만든 설문지 이 

다21 각 문항에서 Likert 접수 1에서 4점은 0점， 

Likert 점수 5에서 7점은 1점에 해당하며， 식적 진 
단을 위한 최적절삭점은 6점으로서 이를 초과하는 

경우 식적으로 진단하고， 미만인 경우에는 식적이 

아닌 것으로 진단한다(Appendix 3), 

7) 담음 설문지 시행 
담음 설문지 (damum questionnaire, D Q)는 박 

등13이 담음에 대한 중극 고전 빛 최신 논문을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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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여 선정한 주요 증상틀을 가지고 만든 설문지 

를 실험군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한 후 임상한의사 

가 평가하였으며， 판별분석을 통해 도출된 총 14개 

의 항목으로 구성되 어 있다. 각 항목의 정수에 가 

중치를 곱한 값을 모두 더하여 총정을 구하게 되 

며， 이때 총점이 높을수록 담음이 있는 것으로 판 

단될 가능성 이 크다(Appendix 4). 
8) 한열 설문지 빚 허실 설문지 시행 
한의학적 변증 중 하나인 팔강변증은 음양(陰 

陽)， 표리 (表짧)， 한열， 허실로서 이를 통해 모든 

병을 변증할 수 있다. 표리 ， 한열， 허실은 육변(六 

變) 이라 일걷고， 이에 밝으면 병을 명백히 손에 얻 

을 수 있다 하였다. 그 중에서도 한열변종은 허실 

변증이나 표리변증에 비해 비교적 명확하고 간단 

하게 구분되어지는 변증이다낌. 이러한 한열. 허실 
변중에 대하여 최 등23이 변증안을 마련하기 위하 

여 총 4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통해 선정한 한열 

설문지 (cold and heat questionnaire, CHQ) 20문항， 

허실 설문지 (deficiency and excess questionnaire, 

DEQ) 11문항을 실험대상자가 직접 답하게 하였 

다. 각 항목의 접수의 합계를 구하여， 한열 설문지 

의 경우 접수가 높을수록 한증(寒證)에 가깝고 점 

수가 낮을수록 열증(熱證)에 가까우며， 허실 설문 

지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허증(虛證)에 가깝고 

접수가 낮을수록 실증(實證)에 가까운 것으로 판 

단하였다(Appendix 5, 6l. 

9) 비만의 시각적 상사 척도 측정 
연구대상자들이 호소하는 심하부의 비만(명치 

끝이 답답하고 더부룩한 느낌)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시각적 상사 척도(Visual Analog 
Scale, VAS)를 이용하였다. 먼저 비만 증상의 유무 

를 묻고， 증상이 있다면 지난 2주 동안 어느 정도 

로 불편했는지 답하게 하였다.100 mm의 가로선에 

서 o mm 지점은 ‘없음’으로， 100 mm 지점은 ·매우 

심한 정도’로 지정하여 연구대상자가 실제로 호소 

하는 증상의 정도를 가로선에 직접 표시하도록 하 

였다.0 mm 지점에서 연구대상자가 표시한 지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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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거리를 실제로 자로 측정하여 접수를 구했고， 

정수가 높을수록 비만 증상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평가하였다(Appendix 7). 

3.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는 Mean:l:Standard deviation(S.D.) 

또는 Number( %)로 나타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 
른 각 변수의 평균 비교 빛 소화불량군과 건강대 

조군 간의 위 배출능 측정 수치의 평균 비교는 

Mann-Whitney U-test를 이용하였고， 위 배출능과 

비기허증의 정도， 소화불량증의 정도， 담음， 식적， 

한열허설 및 비만의 시각적 상사 척도와의 상관관 

계 는 Spearman correlation analysis를 이 용하여 분 

석하였다. 유의수준은 P-value<0.05로 하였고， 연구 

자료의 통계 처 리 빛 분석 은 PASW Statistics 18 
(SPSS 1nc., Chicago, 11. USA) 프로그랩을 이용하 

였다. 

1. 이바저 트서 
E르 L...! -, -, c;i 

川. 결 과 

20명의 연구 대상자 중 남성은 14명 (70%) ， 여성은 

6명 (30%) 이었으며， 그 중 소화불량군은 남성 6명 

(30%) , 여성은 4명 (20%) 이었고， 건강대조군은 남 

성 8명 (40%) ， 여성은 2명 00%) 이었다. 평균 연령 

은 소화불량군 38.00세， 건강대조군 27.00세로 소화 

불량군이 건강대조문보다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7 11). 

BM1는 소화불량군의 경우 평균 22.02 kg/m2, 건 
강대조군의 경우 평균 22.89 kg/m2으로 건강대조문 
이 조금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 

다(p=0.369)(Table 2). 

2. 소화불료댄과 건강대조군 간의 한방 변증 지표 
비교 

PDS 아형에 속하는 10명의 소화불량군과 소화 
불량이 없는 10명의 건강대조군 사이에 위 배출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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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DQ, ND1-K, 식적 ， 담음， 한열， 허실 빛 비만의 

VAS 점수를 비교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 
다(Table 3),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이 20 Participants 

Group 
D yspepsia Control p 

(PDS) 
Sex Male 6 (30) 8 (40) 

N (%) Female 4 (2이 2 (0) 
Age (year) 38.00:!:l9.58 27.00 :1:2.06 0.711 

BM1 (kg/m2) 22.02:1:3.20 22.89 :!:2.61 0.369 
N : number of subjects. BMI : body mass index. PDS ‘ 

postprandial distress syndrome 
Values are the Mean:tStandard deviation. 
P-value is calculated by Mann-Whitney U test. 

Table 3. Comparisons of the Degree 이 TJ I2, Spleen 
Qi Deficiency, Nepean Dyspepsia Index 
Score, Food Retention , Damum, Cold and 
Heat, Deficiency and Excess, and Visual 
Analogue Scale of Distention and Fullness 
betv\æn Dyspepsia Group and Control αωp 

Dyspepsia Control 
(PDS) p 

N (%) 10 (50) 10 (5이 

TlI2 42.3l:!:25.09 24.11 :!:l0.92 0.041* 
SQD Q score 57.57:!:9.71 31.38:1:9.69 <0.000* 
ND 1 -K score 48.20 :1:12.01 16.78:1:14.59 0.002* 

FRQ score 5.90 :!:7.88 2. 1 l:!:5.36 0.008* 
D Q score 9.87:!:5.10 3.72:1:4.10 0.007* 

CHQ score 81.50 :1:10.59 70.1l:!:19.93 0.219 
D EQ score 56.90 :1:8.31 40.44:1:10.32 0.005* 

V AS of distentio n 52.90 :1:18.78 6.00 :1:12.91 <0.001* and fullness 
PDS : postprandial distress syndrome. N number of 
subjects, TII깅 ‘ half-life of gastric volume‘ SQD Q : spleen 
qi deficiency questionnaire. ND 1 -K : nepean dyspepsia 
index-Korean version. FRQ : food retention questionnaire‘ 

DQ: 때mum questionnaire. CHQ : cold and heat questionn밟E 
DEQ : defi이ency and exc않s questionnaire. V AS visual 
analog scale 
Values are the mean:tStandard Deviation. 
P-value is calculated by Mann-Whitney U-test. 
*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p(O.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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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해본 결과， 소화불량군이 평균 9.87점， 건강대 

조군이 평균 3.72점으로 소화불량군에서 더 높았다. 

식적 빛 담음 점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p = 0.008, 0.007). 

5) 한열， 허실 접수의 비교 
한열 설문지의 점수를 비교해본 결과， 소화불량 

군이 평균 81.50점， 건강대조군이 평균 70.11점으로 

소화불량군에서 더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p = 0.219 ), 허실 설문지의 

점수를 비교해본 결과， 소화불량군이 형균 56.90점， 

건강대조군이 평균 40.44점으로 소화불량군에서 더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5). 

6) 비만의 VAS 점수의 비교 
비만의 VAS 접수를 비교해본 결과， 소화불량군 

이 평균 52.90점， 건강대조군이 형균 6.00점으로 소 

화불량군에서 더 높게 측정되었고， 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O.OO1). 

1) 위 배출능의 비교 

위 배출능은 위의 용척이 식후의 최대 확장 시 

에서 줄어들 때 식전과의 차이에서의 절반으로 줄 

어드는 시점 인 T1I2로서 비교하였다. 그 결과 소화 
불량군 10례에서 평균 42.3 1분， 건강대조군 10례에 

서 평균 24.11분으로 소화불량군에서 더 오래 걸리 

는 것으로 측정되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p=0.041)(Fig.3)' 

. 

p=O.041 

. 

÷버 : ‘ 

~ 

Control 

Dy‘ P'P‘ i.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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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 배출능과 비기허증 진단평가도구 설문지를 
비롯한 한방 변증 지표와의 상관성 분석 

연구 대상자 전원의 위 배출능과 SQDQ, NDI-K, 

식적， 담음， 한열， 허실 및 비만의 VAS 점수 간의 
상관분석을 시행한 결과， 위 배출능은 SQDQ 점수 
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r = 0.481. p = 0.037). 비만의 VAS 점수 및 SQDQ 
이외의 변증 지표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못했다(p)0.05)( Table 4), SQDQ를 제외한 

셜문지 검사에서 각 항목과 위 배출능 사이에 상관 

관계가 있는지 보기 위하여 분석을 해보았으나， 허 

설 설문지의 2번 문항인 ‘최근 쉽게 피곤해지거나 

쉽게 지친다’항목(r=0.537 ， p=0.018)을 제외하고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문항이 없었다(Table 5). 

40 60 

T112(mln) 

Fig. 3. Comparison of TJ I2(half-life of gastric volume) 
values measured by ultrasonography in 
dyspepsia group and control group. 

100 80 20 

2) SQDQ 점수의 비교 
비기허증의 정도를 나타내는 SQDQ 점수의 경 

우， 소화불량군이 평균 57.57점， 건강대조군이 평균 

31.38점으로 소화불량군에서 더 높았으며 , 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O.OOu. 평균적 

으로도 소화불량군의 경우 최적절삭점인 43.18점을 

념어 비기허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NDI-K 접수의 비교 
소화불량 증상의 정도를 나타내는 ND I-K 점수 

의 경우， 소화불량군이 평균 48.20점， 건강대조군이 

평균 16.78점으로 소화불량군에서 더 높았으며， 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2)' 

4) 식적 빚 담읍 점수의 비교 
식적 셜문지의 점수를 비교해본 결과， 소화불량 

군이 평균 5.90점， 건강대조군이 평균 2. 11점으로 

소화불량군에서 더 높았다. 담음 셜문지의 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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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TJ I2 and the 
Degree of Spleen Qi Deficiency, Nepean 
Dyspepsia Index Score, Food Retention , 
Damum , Cold and Hea t, Deficiency and 
Excess, and Visual Analogue Scale of 
Distention and Fullness 

T1I2 

r p 
SQD Q score 0.481 t 0.037* 
ND 1 -K score 0.242 0.318 

FRQ score 0.177 0뼈9 

D Q score 0.253 0.297 
CHQ score -0.076 0.758 . 
D EQ score 0.312 0.194 

VAS of distention and fullness 0.202 0.408 
TlJ2 : h하f-]jfe of g잃tric volume. SQDQ : splæn qi deficiency 
questionnaire. ND 1 -K ‘ nepean dyspepsia index-Korean 
version. FRQ : food retention questionnaire. D Q : damum 
questíonnaπe. CHQ : cold and heat questionnaire. D EQ : 
deficiency and excess questionnaire. V f.B 띠sual analog scale 
P-value is calculated by Spearman's correlation test시 
r : Spearman's correlation coefficient 
* : p(O.05 
t : Statistically s떼1Îfi때nt correlation (Spe따man two-때led) 

Table 5.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T1I2 and 
DEQ Score 

T 112 

r p 

No.l 평소 감기 등 잔병치레를 많이 한다; 0.273 0.257 
No.2 최근 쉽게 피해지거나 쉽게 지친다 0.531 0.018* 
No.3 얼굴이 창백해지고 생기가 없어지 '--' -0.116 0.635 

것 같다. 

No.4 목소리， 숨소리가 싹}지고 빡H졌다: 0.204 0.401 
NO.5 최근 식은땀이 저절로 나곤 한다. -0.396 0.093 
NO.6 감기 등 잔병치레를 거의 한 적 이 -0.159 0.516 없다. 
NO.7 아회 전에는 체력이 좋은 편이었다: -0.032 0.896 
NO.8 현재의 병 이 증상이 매우 뚜렷하다. 0.133 0.587 
NO.9 통층 부위를 만지거나 누르면 더 0.212 0.384 불편하다. 
No.10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다: 0.383 0.105 
N0.11 식욕이 없다 0.365 0.124 

Total score 0.321 0.194 
TlI2 : half-life of gastric volume. D EQ ‘ deficiency and 
excess questíonnaíre 
P-value is calculated by Spearman’s correlation test 

Spearman’s correlation coefficient 
* : p(O.05 
t : Statistically 앉빼C뻐t cor떠ation (빠때때 two~없il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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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기능성 소화불량증은 전세계적으로 유병률이 높 

은 질환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의원과 3차 병원에 

방문하는 환자의 각각 46.5%, 45.8%가 FD로 진단 

받는 질환 이 다24 로마기 준 n (Rome n criteria) 에 

따른 연구에 따르면 한국에서의 유병률은 9.5%, 

12.2%로 파악되었다25. 이를 진단하는 방법은 배제 

진단으로서， 이는 곧 만성적 인 소화불량증을 호소 

하는 환자가 내원했을 때 내시경， 초음파， 방사선 

검사 등을 포함한 다양한 검사를 시행하여 기질적 

원인이 있는지 확인한 후， 관련 질환을 배제하여 

기능성 소화불량증을 진단하는 것이다. 주로 전문 

가의 판단 하에 증상에 곤거하여 진단을 하게 되 

며 현재 가장 널리 사용하는 진단 기준이 2006년 

개정된 로마기준 m (Rome m criteria) 이다25 

로마기준 m에 따르면 기능성 소화불량증은 지 

난 6개월 동안 연속일 필요는 없지만 3개월 이상 

만성적 인 소화불량 증상이 지속되면서， 증상을 야 

기시킬 수 있는 장기의 질환， 전신 질환 또는 대사 

적 질환의 부재로 정의된다 앞서 언급한 소화불 

량 증상이란 조기 만복감， 식후 포만감， 상복부 쓰 

럼 벚 통증의 네 가지 증상을 일걷는다. 01 중 환 
자가 주로 호소하는 증상에 따라 식후불편감증후 

군(postprandial distress syndrome, PD S)과 명치통 
증증후군(epigastric pain syndrome, EPSl의 두 아 

형으로 분류한다 임상적으로나 연구 목적으로 이 

러한 아형의 세부 분류는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병리학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26 하지만 그 중에서도 PDS 아형과 EPS 

아형을 구분하는 병태생리학적 특정으로 몇 가지 

밝혀진 것이 있는데， PDS 아형에서 EPS 아형보다 
위 배출이 지연되어 있다는 것27과 PDS 아형에서 

십이지장에서의 호산구의 증가가 관찰된다는 것이 

다28 이와 더불어 앞서 언급하였듯이 Kugler6에 따 
르면 초음파를 이용하여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 

들의 위 배출능을 평가한 결과， 두 아형 중 PDS 



아형에서 EPS 아형보다 더 유의하게 위장 운동의 
장애와 관련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배출능의 평가를 통해 위장의 운동성을 보는 

방법에는 신티그래피 삽관법， 초음파8 검사 등이 

있다. 신티그래피의 경우 고형상 위배출 신티그래 

피를 많이 사용하며， 이는 위 배출의 이상 상태를 

진단하는 표준 금본위 검사이다. 하지만 방사선물 

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방사선 피폭이 있을 수 있 

어 환자틀의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삽관법의 경우 비강 영양 튜브를 위내장에 

직접 삽입하여 위의 내용물을 흡인하여 보는 검사 

인데， 이는 침습적 이고 시행하기에 어려움이 따른 

다는 단점이 있다. 의식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 거 

부 반응을 일으키기 쉽고， 반복적으로 시행하기 어 

렵기 때문에 적절한 추후 검사가 진행되지 못 할 

수도 있다. 이에 반해 초음파 검사는 방사선 노출 

의 위험이 없고， 비침습적인 검사로 앞서 언급한 

다른 검사들에 비해 비교적 거부감을 줄일 수 있 

는 검사 중 하나이다. 또한 실제로 위장의 움직임 

과 음식물의 소화 과정을 모니터를 통해 볼 수 있 

기에 환자에게 설명하기에도 용이한 검사이다. 

Van de Puttel 등15에 의 하면 초음파를 이 용해 

측정한 위 전정부의 단면적을 통해 위 전체 용적 

을 계산할 수 있기에 위 전정부만 살펴보면 된다. 

위 체부나 위 저부는 각각 공기가 시야를 방해해 

측정을 방해하거나 구조상 갈비뼈에 가려져서 측 

정이 어렵기 때문에 위 전정부를 측정하여 위 용 

적을 구하게 된다. Perlas14가 밝힌 바에 의하면 위 

전정부의 단면적 값을 통해 전체 위 용적을 구하 

는 공식이 있는데，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체위는 우측 측와위를 유지해야하고， 초음파 탐색 

자는 심와부에서 시상면 (sagittal plane)으로 하여 

측정해야한다. 

고형식의 경우 유동식， 액체에 비해 위장이 음식 

블을 내려보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뿐더러 소화 

불량 환자들이 섭취하기에 어려웅이 많기 때문에 

초음파를 이용한 위 배출능 연구에서는 보통 액체 

백승환·김진상 

(물， 주스， 우유 등)나 유동식을 많이 사용한다잉. 

본 연구에서는 오렌지 주스(500 ml. 225 kcaD를 사 
용하였다. Okabe30에 따르면 오렌지 주스든 우유든 
상관없이 섭취하는 액체의 부피와 총 칼로리가 중 
요한데， 부피는 500 ml를 넘지 않고 칼로리는 220 
kcal를 념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실제 판 

매하는 오렌지 주스 중 부피 500 ml. 칼로리 220 
kcal에 가장 가까운 오렌지 주스를 선택하였기에 

부피 500 ml. 칼로리 225 kcal인 오렌지 주스가 사 
용되었다. 

이러한 초음파를 통해 위 배출능을 측정하는 방 

법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수회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8-10 한방 분야에서는 드물게 연구되었다. 일 

본에서는 연구가 진행된 바가 있는데， 육군자탕이 

기능성 소화불량증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 시행한 연구이다11 이는 2010년도에 진 
행된 연구로 위의 곤위부를 측정하였기에 최근에 

나온 기준에 따르면 정확성에 있어서 의심을 해볼 

수 있다. 이렇듯 초음파를 이용하여 측정한 위 배 

출능과 한방 진단 평가도구와의 상관성에 대한 연 

구도 진행된 바가 없다. 

본 연구를 통해서 초음파 검사를 통해 측정한 

위 배출능과 한방 진단 평가도구 사이의 상관성을 

보고자 하였다. 한의학에서 소화와 관련된 장기로 

는 대표적으로 비위가 있는데， 기능적으로 비는 운 

화(週化)를 주관하며， 위는 수납(受納)과 부숙(J爾 

熟)을 주관한다. 이러한 비기와 위기의 배함에 의 

하여 음식블의 소화， 수포(輸布) 과정 이 완성 된다，31 

즉， 비기와 위기가 허하게 되면 주된 기능인 소화 

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비기가 

부족해지면 운화 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에 소화불 

량， 전신피로， 식욕감소 등의 다양한 소화기계 증 

상이 나타나게 된다32 또한 담음(짧欲)과 식적 (食

積)도 PDS 아형에서 나타나는 증상인 조기 만복 
감과 식후 포만감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 

다. 실제로 담음의 경우 조금만 먹어도 배부른 증 

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13’ 식적의 경우 식사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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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 더부룩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21 

현실적으로 한의학적 지식 이나 방법에 기초하여 

초음파 검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성 높은 특 

정 변증유형과의 상관성을 밝혀서 한의학 진단의 

한 방법으로 활용 가능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비침습적 

인 초음파 검사를 이용하여 위배출능을 평가하고， 

한방적 인 진단펑가도구와의 관련성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사용한 진단평가도구에는 비기허증 진단평 

가도구 설문지， 한국판 Nepean 소화불량증 설문지， 

식적 설문지， 담음 설문지， 한열 설문지， 허실 셜문 

지가 있다. 이에 따라 앞에서 언급한대로 결과를 

얻었다. 

위 배출능은 위의 용적이 식후의 최대 확장 시 

에서 줄어들 때 식전과의 차이에서의 절반으로 줄 

어드는 시점인 Tl/2를 가지고 비교하였는데 ， 그 결 

과 소화불량군에서 펑균 42.3 1분으로 평균 24.11분 

을 기록한 건강대조군에 비해 더 오래 걸리는 것 

으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 실제로 소화불량을 더 많이 호소할수록 

위 배출능이 더 감소한다는 이 등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표준 금본위 검사인 신티그래피 검사법 

과 초음파 검사법의 위 배출능을 비교한 낌 등10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초음파 검사를 통한 위 배출 

능의 측정이 하나의 방법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전체 연구대상자들의 TU2를 살펴본 

결과， 건강대조군은 모두 평균과 비교적 가까운 곳 

에 분포하였으나， 소화불량군의 경우 편차가 많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 배출능 측정 결과가 

검사 당일 연구대상자의 소화불량 정도 빛 컨디션 

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 

로보인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한 항옥 중 가장 중요 

한 것은 실제로 위 배출능의 감소와 한방 변증 지표 

사이에 상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연구 대상자 전원의 위 배출능과 SQDQ, 

NDI-K, 식적， 담음， 한열， 허실 벚 비만의 VAS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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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간의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중 SQDQ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았는데， SQDQ는 오 등16 01 
2014년 개발한 설문지로서 비기허증의 정도를 보 

고 그 여부까지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개발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아직까지는 충분한 임상적인 

데이터가 쌓이지 않은 상황이다. 상관분석을 시행 

한 결과， 위 배출능은 SQDQ 점수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 = 0.481, p = 0.037). 

하지만 위 배출능과 다른 변증 지표들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이에 NDI-K, 

식적， 담음， 한열， 허실의 경우 설문지의 각 문항과 

위 배출능과의 관계도 살펴보았는데， 허실 설문지 

의 2번 문항인 ‘최근 쉽게 피곤해지거나 쉽게 지친 

다’(r = 0.537, p = 0.018)를 제외하고는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인 문항이 없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 

과를 통해 기능성 소화불량증 중 PDS 아형에 속 
한 환자들이 내원하였을 때 비기허증 평가 도구를 

쓴다면 초음파를 이용한 위 배출능 검사와 양의 

상관성이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임상 

적으로는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에서 비기허증 진 

단의 객관적 지표로서 초음파 검사를 통한 위 배 

출능의 평가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초음파 시행 주기 중간에 비기허증 평가 도 

구를 사용하여 위 배출능의 대략적인 호전이나 악 

화 정도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환자틀로 하여금 경제적인 부담도 줄여 

줄 수 있으며， 간편하게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구 제한 요소로는 본 연구의 전체 연구대상자 

의 수가 적었다는 점과 연구대상자들을 모집함에 

있어서 성별이나 나이와 같은 인구학적 특성의 보 

편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어려웠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쓰인 진단펑가도구보다 더 

다양하고 소화불량 증상을 잘 반영하는 한의학적 

진단평가도구가 사용되었다면 더 유의성 높은 상 

관관계를 얻을 수 있었을 젓이다. 

본 연구에서는 SQDQ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는 상관성 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초음파라는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위 

배출능과 한방 변증 지표 간의 상관성을 확인하였 

고， 이를 통해 앞으로 한방 진단의 폭을 넓힐 수 

있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있어 하나의 발판 

을 마련할 수 있다는 변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비기허증을 비롯하여 위기허증(뿜氣虛證) 등 다른 

변증 지표와의 상관성을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며， 

이를 통해 더 다양한 한방 변증 도구를 마련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초음파 검사의 경우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검사 방법으로서 후속 연구 

를 진행할 때는 보다 확실한 위 배출능 수치의 측 

정을 위해， 한 검사자가 여러 번 검사를 진행하거 

나 여러 검사자가 같은 검사를 한 번씩 진행하여 

결과를 본다면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이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추후 대상자 수를 늘린 질 

높은 임상 연구가 진행되어 비기허증 진단평가도 

구뿐만 아니라 다른 한방 진단평가도구를 이용한 

대상자의 특성 평가에 초음파 검사를 통한 위 배 

출능 평가의 유의성을 검정하는 후속 연구가 진행 

되기를 기대해본다. 

v. 결 론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 중 PDS 아형 인 환자 
10명과 건강대조군 10명을 대상으로 SQDQ, NDI-K, 

식적， 담음， 한열， 허실， 비만의 VAS 접수 및 위 배 

출능을 비교하고， 더불어 위 배출능과 SQDQ, 

NDI-K, 식적， 담음， 한열， 허실， 비만의 VAS 점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전체 연구대상자 20명 중 남성은 14명 ， 여성은 6 
명으로 남성의 비율이 높았으며， 소화불량군과 

건강대조군 간에 연령 ， BMI에서는 유의한 차이 

가없었다. 

백승환·김진성 

2. 소화불량군과 건강대조군을 비교해봤을 때， 소 

화불량군에서 건강대조군에 비해 위 배출능이 

유의 하게 좋지 않았고， SQDQ 점수‘ NDI-K 점 
수， 식적 빛 담음 정수， 허실 접수， 비만의 VAS 
접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하지만 한열 정수의 

경우는 유의성 이 나타나지 않았다. 

3. 초음파를 이용해 측정한 위 배출능은 SQDQ 점 

수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4. 초음파를 이용해 측정한 위 배출능은 NDI-K 
점수， 식적 빛 담음 점수， 한열 빛 허실 점수， 

비만의 VAS 점수와 유의한 상관관계는 없었지 
만， 개별 항목 중 허실 설문지의 ·최근 쉽게 피 

곤해지거나 쉽게 지친다’항목에서만 유의한 상 

관관계가 있었다. 

위의 결론을 바탕으로，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에 

서 초음파로 측정한 위 배출능을 비기허증 진단의 

정 량적 지표 가운데 하나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 

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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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 Spleen Qi Deficiency Questionnaire 

비기허증 진단형가도구(Spleen Qi Deficiency Questionnaire. SQDQ) 

※ 다음 각 증상에 대하여 평소(최곤 1개월 이내) 또는 최곤(최근 2주 이내)의 상태를 기재 ( ν) 바랍니다. 

전혀 거의 
가끔 자주 항상 

;<J 딘 nr 그렇지 그렇지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가중치 접수 

않다 않다 
(0) (1) 

(2) (3) (4) 

대변 이 무르다(大便潤漸l. 6.36 

2 늘 윗배가 더부룩하고 식사 후에 더 심해진다(限帳， 
11.09 

食E尤甚) . 

3 온몽이 나른하고 힘 이 없다(股#健흰、) . 15.54 

4 식사량이 줄었다(納少) . 9.78 

5 얼굴에 윤기나 핏기가 없고 얼굴빛 이 누렇다(面色養黃). 11.65 

6 기운이 없어 말할 힘 이 없거나， 말을 많이 하면 기운이 
6.36 

빠진다(少氣懶言l. 

7 살이 빠졌다(消擾l. 6.39 

8 정신적으로 쉽게 피곤해지거나， 집중력이나 의욕이 
7.77 

쉽 게 떨어진다(神據) . 

9 업맛(또는 밥맛) 이 줄었다(食欲減退) . 11.65 

10 한의사 설진소견(폼淡홈白)‘” 8.57 

11 한의사 맥진소견(派援弱)" 4.83 

k 한의사 설진 빛 맥진소견은 한의사 l언이 진단 빚 작성한다. 

※ 최적절삭점 43.18점을 초과한 경우 • Dt 비기허증이다. 

※ 최적절삭점 43.18점을 미만인 경우 • 口2 비기허층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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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ÄPpendix 2> Nepean Dyspepsia Index-Korean Version(NDI-에 

ND 1 -K (Nepean dyspepsÌa index-Korean veIsion) 

다음의 질문에서는 지난 2주 동안에 아래의 위장 증상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났는지 / 그 증상은 어느 정도 심하였는지 / 또한 얼마나 당신을 괴롭게 하였는지에 대하여 
그 답이 5가지(또는 6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해당되는 변호에 0표 하여 주십시오. 

///j \ 얼마나자주 증상윈 강도는 증상으로 인한 

있었습니까? 어떠했습니까? 괴로운 정도는 

0=전혀 없었다. 0= 전혀 없었다. 어떠했습니까? 
1= 하루에서 4일 1= 매우 약하였다. 0= 전혀 없었다. 초。: 

2= 5일에서 8일 2= 약하게 나타났다. 1= 매우 미약하였다. 점 
3= 9일에서 12일 3= 조금 심하였다. 2= 미약하였다. 
4= 매일， 거의 매일 4= 심하였다. 3= 심하였다. 

5= 매우 심하였다. 4= 매우 심하였다. 

상복부의 통증 0 2 4 0 2 3 4 5 0 2 3 4 

상복부의 불쾌함 0 2 4 0 2 3 4 5 0 2 3 4 

상복부의 X림 0 2 4 0 2 3 4 5 0 2 3 4 

가슴쓰럼 0 2 3 4 0 2 3 4 5 0 2 3 4 

상복부의 경련 0 2 4 0 2 3 4 5 0 2 3 4 

가슴의 통증 0 2 4 0 2 3 4 5 0 2 3 4 
조기만복감(보통 분량의 식 2 3 4 0 2 3 4 5 2 4 
사를 먹지 못함) 

위산 역류(신물 또는 쓴 물 2 3 0 2 3 4 5 0 2 4 
이 위로 올라옴) 

식후 포만감(식사 후 속이 2 3 4 0 2 4 5 0 2 3 4 
「득하고 더부룩함) 

상복부의 압박감 0 2 3 4 0 2 4 5 0 2 3 4 

상복부 팽만감 0 2 3 4 2 3 5 0 2 3 

구역(메스꺼움) 0 3 4 0 2 3 5 0 3 4 

E 리n 0 3 4 0 2 3 0 2 3 4 

구토 0 2 4 0 2 3 5 0 2 3 4 

숨쉬기가 좋지 않음 0 2 4 0 2 3 4 5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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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3> Food Retention Questionnaire(FRQ) 

식 적 성문지 (Food retention questionnaire) ’ 

최근 1달동안불편하셨던증상에대해표시하세요. 

자신의 증상 발생빈도를 생각하여 적당한 부분에 체코(ν) 하시면 핍니다.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전혀 그렇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않은편이다 

보통이다 약간그렇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설문항목 2 3 4 5 

명치끝을 눌렀을 때 아프십니까? 口l 口2 디3 口4 口5 口6 口7

2 식사 후에 배가 더부룩하십니까? 口 l 口2 口3 口4 口5 口6 口7

3 둡고만 싶고， 만사가 귀 찮습니까? 0 1 口2 口3 口4 口5 디6 口 7

4 소변을 자주 보십니까? 口 1 口2 口3 디4 口5 口6 口7

5 몽이 잘 붓습니까? 口 l 口2 口3 口4 口5 口6 口7

6 팔다리에 관절통이 있습니까? 01 口2 口3 口4 口5 口6 디7 

자주 체하지는 않습니까? 口 l 口2 口3 口4 口5 口6 口7

8 다른 지 역에 가서 물갈이 하면 복통， 설사를 하십니까? 01 口2 口3 口4 口5 디6 口 7

특정 음식에 두드러기가 난 적 이 있습니까? 口 l 口2 口3 口4 디5 口6 口7

10 식사 후 바로 배가 아효십니까? 口 l 口2 口3 口4 口5 口6 口7

11 식사 후 바로 대변을 보십니까? 口 l 口2 口3 口4 口5 口6 口7

12 트림을 자주 하십니까? 口 l 口2 口3 口4 口5 口6 口7

13 형소 대변이 붉은 변에 속합니까? 口 1 口2 口3 口4 口5 口6 口7

14 체중이 점점 늘어납니까? 01 口2 口3 口4 口5 口6 口7

15 식사 후에 피곤이 더 심해지십니까? 口 l 口2 口3 口4 口5 口6 口7

16 속이 메속거려 구역감이 있습니까? 口 l 口2 口3 口4 口5 口6 口7

17 신물이 올라오십니까? 口l 口2 口3 口4 口5 口6 口7

정 수 μ」 점 판 별 
口 l 식적이다. 
口2 식적이 아니다. 

• 각 항목 당 Likert 점수 1점 - 4점은 0점 . Likert 점수 5점 -7점 E l점에 해당 
·식적 진단을 위한 최적절삭점 6점 초과인 경우 식적으로 진단하고， 미만인 경우 식적이 아넌 것으로 진 

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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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4> Damum Questionnaire 

답응 설문지 (D amum questionnaire) 

최곤 l달 동안 불편하셨던 증상에 대해 표시 하세요. 

자신의 증상 발생빈도를 생각하여 적당한 부분에 체크(ν) 하시면 됩니다.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보통이다 약간그렇다 「렇다 매우그렇다 

그렇지 않다 않은 편이다 

설문항목 3 4 5 6 7 
머리가 아플 때가 있다. 口 l 口2 口3 口4 口5 口6 口7

소화가 안 된다. 口l 口2 口3 口4 口5 口6 口7

3 가슴이 답답하다. 口 l 口2 口3 口4 口5 口6 口7

자주 숨이 차다. 디 l 口2 口3 口4 디5 口6 口7

5 가래가 끓는다. 口 l 口2 디3 口4 口5 口6 口7

술을 즐기는 편이다. 口 l 口2 口3 口4 口5 口6 口7

7 어지러움증을 느낀다. 디 l 口2 口3 口4 口5 口6 口7

8 어깨나 무릎 관절통이 있다. 口 l 口2 口3 口4 口5 口6 口7

9 귀에서 소리가 난다. 口 l 口2 口3 口4 口5 口6 口 7 I 

10 옆구리가 당기듯이 아프다. 디 l 口2 口3 口4 口5 口6 口7

11 목에 뭔가 걸려서 뱉거나 삼키려 해도 잘 안 된다. 口 l 口 2 口3 口4 口5 口6 디7 

12 대변이 붉고 븐븐한 편이다. 口 l 口2 口3 口4 口5 口6 口7

13 가슴이 두근거린다. 口 l 口2 口3 口4 口5 口6 디7 

14 얼굴색이 누런 편이다. D, 口2 口3 口4 口5 口6 口7

초。느 ^J μ~.I 
※ 담음 설문지윈 가중칙 참고표 

번호 가중치 변호 가중치 

0.346 -0.363 

2 1.177 0.585 
0.998 10 0.335 

4 0.967 11 -0.388 

1.146 12 -0.382 

6 -0.367 13 0.280 

0.645 14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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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5> Cold and Heat Questionnaire 

한열 설문지 (Cold and Heat questionnaire) 

최근 1달 동안 겪은 신체적 증상에 대해 표시 하셰요. ‘전혀 그렇지 않다’변 1점부터， ‘매우 그렇다’변 10점 

까지 증상의 정도를 해당하는 칸에 체코(ν) 하시면 됩니다. 

전혀 
보통 매우 

설문항목 
그렇지 

이다 그렇다 
않다 

2 3 4 5 7 8 9 10 

몸이 으슬으슬 충고 떨린 증상이 있다. 口 l 口2 口3 口4 口5 口6 口7 口8 口9 디 10 

2 찬 바람이나 찬 기운， 추운 곳이 싫다. 口 l 디2 口3 口4 디5 口6 口7 口8 口9 口 IO

3 따뭇한 기운이나 따뭇한 온도가 좋다. 口 l 口2 口3 口4 口5 口6 口7 口8 口9 口 10

4 배가 전보다 차갑고 서늘하다. 01 口2 口3 口4 口5 口6 口7 口8 口9 口 10

5 손발이 전보다 더 시리거나 차갑다. 口 l 口2 口3 口4 口5 口6 口7 口8 口9 口 10

시럽고 차가운 느낌의 통증이 있다. 口 l 口2 口3 口4 口5 口6 口7 口8 口9 디 IO 

7 통증 부위를 따뭇하게 하면 통증이 감소한다. 口 l 口2 口3 口4 口5 口6 口7 口8 口9 口 IO

8 물을 마시기가 싫다. 口 l 口2 口3 口4 口5 口6 口7 口8 口9 口 IO

9 붉고 투명한 콧물이나 가래가 있다. 口 l 口2 口3 口4 디5 口6 口7 口8 口9 口 IO

10 가끔 너무 더워서 이불을 안 덮고 잔다. 口 l 口2 口3 口4 디5 口6 口7 口8 口9 口 IO

11 시원하고 서늘한 기온이나 자극이 좋다. 口 l 口2 口3 口4 口5 口6 口7 口8 口9 口 IO

12 차가운 기운이나 서늘한 온도가 좋다. 口 l 口2 口3 口4 口5 口6 口7 口8 口9 口 IO

13 손발바닥이 뜨겁고 답탑한 느낌이 있다. 口 l 口2 口3 口4 口5 口6 口7 口8 口9 口 IO

14 뜨겁고 화븐거리는 통증이 있다. 口 1 口2 口3 口4 口5 口6 口7 口8 口9 口 IO

15 통증 부위를 차갑게 하면 통증이 감소한다. 디 l 口2 디3 口4 口5 口6 口7 口8 口9 口 10

16 얼굴이 전보다 붉어졌다. 口 1 口2 口3 디4 口5 口6 口7 口8 口9 口 1 0

17 눈이 잘 충혈되거나 붉어지곤 한다. 口 l 口2 口3 口4 口5 口6 口7 口8 디9 口 IO

18 소변 색깔이 더 진해졌다. 01 口2 口3 口4 口5 口6 口7 口8 口9 口 10

19 대변 01 더 건조하거나 딱딱해졌다 口l 口2 口3 口4 口5 口6 口7 口8 口9 口 10

20 누렇거나 씬한 콧물이나 가래가 있다. 口 l 口2 口3 口4 口5 口6 口7 口8 口9 口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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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6> Deficiency and Excess Questionnaire 

허실 성문지 (Defìciency and Excess questionnaire) 

최근 1달 동안 겪은 신체적 증상에 대해 표시 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면 1정부터， ‘매우 그렇다’면 10점 

까지 증상의 정도를 해당하는 칸에 체코(ν) 하시면 됩니다‘ 

전혀 
보통 매우 

그렇지 
설문항목 않다 

이다 「렇다 

2 3 4 5 7 9 10 

평소 감기 등 잔병치레를 많이 한다. 口 l 口2 口3 口4 口5 口6 口7 口8 口9 口 10

2 최근 쉽게 피곤해지거나 쉽게 지친다. 口 1 口2 口3 口4 디5 口6 口7 口8 口9 口 10

3 얼굴이 창백해지고 생기가 없어진 것 같다. 口 l 口2 口3 口4 口5 口6 口7 口8 口9 口 10

4 목소리， 숨소리가 작아지고 약해졌다. 口 l 口2 口3 口4 口5 口6 口7 口8 口9 口 10

5 최근 식은땀이 저절로 나곤 한다. 01 口2 口3 디4 口5 口6 口7 口8 口9 口 10

감기 등 잔병치레를 거의 한 적이 없다. 01 口2 口3 口4 口5 口6 口7 口8 口9 口 10

7 아프기 전에는 체력이 좋은 편이었다. 口 l 口2 口3 口4 口5 口6 口7 口8 口9 口 10

8 현재의 병 이 증상이 매우 뚜렷하다. 口 l 口2 口3 口4 口5 口6 口7 口8 口9 口 10

9 통증 부위를 만지거나 누르면 더 불편하다. 口1 口2 口3 口4 口5 口6 口7 口8 口9 口 10

10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다. 口1 口2 口3 口4 디5 口6 口7 口8 口9 口 10

11 식욕이 없다. 口 l 口2 디3 口4 口5 口6 口7 口8 口9 口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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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7> Visu때 Analogue Scale 01 Distention 뻐d Fullness 

비만(홉滿)의 시각적 상사 척도(Visual Analogue Scale) 

口 l 비만이 있다. 口2 비만이 없다. 

비만(명치 끝이 답답하고 더부룩한 느낌)이 있다면， 비만의 최대 불편한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지난 2주간) 

o mm 100 mm 

없음 가벼운정도 중간정도 심한정도 미l우심한정도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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