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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기초 이론 (Foundations of Oriental Medicine) 에 관한 확대된 내용 개요서  

(2014년 2월 1일자로 적용시작됨) 

 

응시자들에게 알림: 이 문서는 전국 한의학 인증 위원회 (NCCAOM®) 자격요건을 갖춘 

응시자들의 시험준비를 도와주기 위한 안내서로 제공된 것입니다. 아래의 설명은 한의학 기초 

이론(Foundations of Oriental Medicine) 에 관한 내용개요서와 능력평가서 입니다. 

 

영역 I: 임상 진단법 (전체 시험의 10%) 

임상적으로 중요한 증후와 증상을 인지하고 수집 

 

A. 망진(望診) 

1. 정신 상태(神) (색 포함) 

• 밖으로 드러난 정신 상태(神) 관찰 (예: 안색, 표정, 태도, 일반적인 행동) 

• 정신 상태(神)를 변증방법*과 관련하여 확인  

 

2. 얼굴, 눈, 코, 귀, 입, 입술, 치아, 인후  

• 얼굴, 안색(색, 습기, 질감, 장부를 나타내는 위치 포함), 눈, 코, 귀, 입, 입술, 치아, 

인후의 정상과 비정상인 상태와 변화 관찰  

• 얼굴 특징을 변증방법*과 관련하여 확인 

• 색, 습기, 질감, 장부를 나타내는 위치를 포함한 얼굴의 병리 징후 인지   

 

3. 혀(설질과 설태) 

• 혀와 혀 밑 부위의 정상과 비정상인 징후, 무늬, 상태, 변화를 관찰   

• 혀의 특징을 변증 방법*과 관련하여 확인 

• 색, 크기, 습기, 질감, 형태, 자세, 움직임, 장부가 나타내는 위치를 포함한 병리 징후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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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몸의 신체적 특징 

• 형체, 움직임, 신체적 특징(예: 머리, 머리카락, 목, 등, 가슴, 배, 사지, 손발톱)을 관찰 

• 형체, 움직임, 신체적 특징을 변증 방법*과 관련하여 확인  

• 형체, 움직임, 신체적 특징의 병리적 의미 인지  

• 피부의 상태와 변화 관찰  

• 피부의 상태와 변화를 변증 방법*과 관련하여 확인  

• 피부 상태와 변화의 병리적 의미 인지  

• 정상과 비정상 배출물(예: 담, 가래, 침, 땀, 분비물, 대변, 소변)을 관찰 

• 배출물의 상태와 변화를 변증 방법*과 관련하여 확인 

• 배출물의 병리적 의미 인지  

 

B. 문진 (聞診) 

1. 소리 

• 호흡 소리 듣기  

• 호흡 소리를 변증 방법*과 관련하여 확인  

• 호흡 소리의 병리적 의미 인지  

• 음색, 음성, 언어 듣기  

• 음색, 음성, 언어를 변증 방법*과 관련하여 확인 

• 음색, 음성, 언어의 병리적 의미를 인지  

• 복부 소리 듣기  

• 복부 소리를 변증 방법*과 관련하여 확인 

• 복부 소리의 병리적 의미 인지  

 

2. 냄새 

• 몸에서 나는 냄새 맡기 

• 몸에서 나는 냄새를 변증 방법*과 관련하여 확인  

• 몸에서 나는 냄새의 병리적 의미 인지  

• 입김과 입 냄새 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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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김과 입냄새를 변증 방법*과 관련하여 확인  

• 입김과 입냄새의 병리적 의미를 인지  

• 배출물 냄새 맡기 (예: 땀, 소변, 대변, 대하, 가스로 인한 복부 팽만, 상처 부위의 

삼출물) 

• 배출물을 변증 방법*과 관련하여 확인  

• 배출물의 병리적 의미 인지  

 

C. 문진(問診) 

1. 주요 호소 증상 

• 나타난 증상(발병시기, 지속 기간, 위치, 성질, 완화하는것, 악화시키는 것)에 관해 

묻기  

• 주요 호소 증상의 과거 병력과 발전 과정에 관해 묻기  

• 주요 호소 증상을 변증 방법*과 관련하여 확인  

• 검사 결과와 질문에 대한 환자의 답변에 근거한 적절한 부가 질문 확인  

 

2. 현재 건강 상태  

• 10가지 질문(十問)을 포함한 체계별 문진 실시 

• 현재 건강상태를 변증 방법*과 관련하여 확인  

• 검사 결과와 질문에 대한 환자의 답변에 근거한 적절한 부가 질문 확인  

 

3. 병력  

• 이전의 증상, 진단, 치료를 포함한 개인의 병력 묻기  

• 가족력 묻기  

• 병력을 변증 방법*과 관련하여 확인  

• 검사 결과와 질문에 대한 환자의 답변에 근거한 적절한 부가 질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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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절진 (切診, (촉진)) 

1. 요골동맥박 (28가지 맥상 포함) 

• 요골동맥박의 위치 확인  

• 장부와 경락 기능의 정상과 비정상 상태, 그리고 부조화 양식의 지표로써 

요골동맥박의 맥상(속도, 깊이, 강도, 형태 포함) 확인  

• 요골동맥박을 변증 방법*과 관련하여 확인  

 

2. 복부 

• 촉진을 통해 복부의 정상과 비정상 상태(예: 온도, 질감, 형태, 통증) 확인  

• 장부와 경락을 나타내는 복부 부위 확인  

• 복부 촉진 결과를 변증 방법*과 관련하여 확인  

 

3. 경락 

• 경락을 따라 촉진된 결과(예: 결절, 압통, 저림, 온도, 민감도)를 확인   

• 경락 촉진 결과를 변증 방법*과 관련하여 확인  

 

4. 기타 신체 부위 

• 촉진을 통해 통증, 신체 감각 (예: 저린감, 따끔거림, 민감도), 온도변화, 조직의 

특성(예: 부종, 단단함/부드러움, 긴장/이완)을 확인 

• 촉진 결과를 변증 방법*과 관련하여 확인  

 

*변증 방법: 

• 팔강(八鋼) 변증 

• 장부(臟腑) 변증 

• 경락(經絡) 변증 

• 육경(六經) 변증  

• 위기영혈(衛, 氣, 營, 血)변증 

• 오행(五行)변증 

• 기혈진액(氣, 血, 津液) 변증 

• 삼초(三焦) 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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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II: 전통 중의학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TCM)) 이론에 근거한 평가, 분석, 감별 진단 

(전체 시험의 45%) 

감별 진단(변증) 을 체계적으로 나타내기 

 

A. TCM 생리, 병인, 발병기전에 대한 기초 이론의 지식과 적용  

1. 음양 학설(예: 표리, 한열, 허실) 

• 음양 학설 서술  

• 음양 학설에 따라 증상 평가  

• 음양 학설에 따라 병리 확인  

• 음양 학설을 임상 평가에 적용  

 

2. 오행 학설  

• 오행 학설 서술  

• 오행 학설에 따라 증상 평가  

• 오행 학설에 따라 병리 확인  

• 오행 학설을 임상 평가에 적용  

 

3. 장부 학설 

• 장부 학설 서술  

• 장부 학설에 따라 증상 평가  

• 장부 학설에 따라 병리 확인  

• 장부 학설을 임상 평가에 적용  

 

4. 경락 학설 (정경, 기경, 낙맥, 경별, 경근, 피부포함) 

• 경락 학설 서술  

• 경락 학설에 따라 증상 평가  

• 경락 학설에 따라 병리 확인 

• 경락 학설을 임상 평가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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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신기혈진액(精,神, 氣, 血, 津液) 학설 

• 정, 신, 기, 혈, 진액 학설 서술  

• 정신기혈진액 학설에 따라 증상을 평가 

• 정신기혈진액 학설에 따라 병리 확인 

• 정신기혈진액 학설을 임상 평가에 적용   
 

6. 병인학설: 외감(육음), 내상(칠정), 기타(음식, 과도한 성생활, 과도한 육체 노동 혹은 운동 

부족, 외상, 물린 상처, 기생충, 담, 어혈) 

• 병인 학설 서술  

• 병인 학설에 따라 증상 평가 

• 병인 학설에 따라 병리 확인  

• 병인 학설을 임상 평가에 적용  
 

B. 주요 호소 증상 (주소), 주증상의 우선순위 매김 (주증), TCM 질환에 대한 지식 (변병), 양식 

판별 (변증) 에 근거한 감별 진단 형성 
 

1. 팔강 (즉, 음양, 표리, 한열, 허실) 

• 팔강 변증 서술  

• 팔강 편증에 따라 증후와 증상 분석하고 평가  

• 팔강 변증의 분석에 근거한 진단 내리기 
 

2. 장부 이론  

• 장부 변증 서술  

• 장부 변증에 따라 증후와 증상 분석하고 평가 

• 장부 변증의 분석에 근거한 진단 내리기  

 

3. 경락 이론 (정경, 기경, 낙맥, 경별, 경근, 피부 포함) 

• 경락 이론 서술  

• 경락 이론에 따라 증후와 증상 분석하고 평가   

• 경락 이론의 분석에 근거한 진단 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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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경 (태양, 양명, 소양, 태음, 소음, 궐음) 

• 육경 변증 서술  

• 육경 변증에 따라 증후와 증상 분석하고 평가  

• 육경 변증의 분석에 근거한 진단 내리기 

 

5. 위기영혈  

• 위기영혈 변증 서술 

• 위기영혈 변증에 따라 증후와 증상 분석하고 평가 

• 위기영혈 변증의 분석에 근거한 진단 내리기  

6. 오행 

• 오행 변증 서술  

• 오행 변증에 따라 증후와 증상 분석하고 평가  

• 오행 변증의 분석에 근거한 진단 내리기 

 

7. 기혈진액 

• 기혈진액 변증 서술 

• 기혈진액 변증에 따라 증후와 증상 분석하고 평가  

• 기혈진액 변증의 분석에 근거한 진단 내리기 

 

8. 삼초 

• 삼초 변증 서술 

• 삼초 변증에 따라 증후와 증상 분석하고 평가  

• 삼초 변증의 분석에 근거한 진단 내리기 

 

9. 육음(六淫) 

• 육음 서술 

• 육음에 따라 증후와 증상을 분석하고 평가 

• 육음의 분석에 근거한 진단 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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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III: 치료 원칙(治則)과 치료 방법(治法) (전체 시험의 45%) 

감별 진단 (변증)에 근거한 치료 원칙과 치료 방법 수립  

 

A. 변증 방법에 근거한 치료원칙 

1. 팔강 변증 

2. 장부 변증  

3. 경락 변증 

4. 육경 변증 

5. 위기영혈 변증 

6. 오행 변증 

7. 기혈진액 변증 

8. 삼초 변증 

9. 병인: 외감(육음), 내상(칠정), 기타(음식, 과도한 성생활, 과도한 육체 노동 혹은 운동 부족, 

외상, 물린 상처, 기생충, 담, 어혈) 

• 변증방법에 근거한 적절한 치료 원칙 선택  

 

B. 치료 원칙을 지키기 위한 치료 방법 

• 치료 원칙을 지키기 위한 적절한 치료 방법(예: 소법(消法), 보법(補法), 청법(淸法), 

온법(溫法)) 선택   

• 치료의 주안점 우선순위 매기기[예: 표본(標本), 급성/만성, 표리, 발병요인, 체질, 계절] 

• 환자의 반응, 병의 진전, 생활방식(약물 사용, 흡연, 운동, 식이)에 근거하여 치료 원칙또는 

치료 방법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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