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상외학회치
�j�. �o�f �C�a�n�s�t�. �M�e�d�.

�V�o�1�.�8�. �N�o�.�1�. �1잊�J�6�.

四象體質分類檢훌紙 �(�Q�S�C�C�) �I�I 에

對한 윷當化 짧究

-各 體質集團의 群集別 �P�r�o�f�i�l�e 分析을 中心으로 �-

李廷燦
�.�.
高炳熙

�.�.
宋-炳.

요약

본 논문은 사상채질분류검사지의 표준화 연구와 공동작업으로 행해진 연구로써 최근에 들어 다각도

로 행해지고 있는 사상체질분류 객관화 연구의 한 방면이라고 하겠다 �.
본 논문의 주된 내용은 진단갱확률의 확인을 통하여 새로 개발된 검사지의 타당도률 검중해 보고 프

로파일 분석이라고 하는 통계분석상의 기법을 활용해서 셜문지에 대한 척웅도가 다소 떨어지는 집단들

올 추출해내고 그들의 특성을 분석연구하자는 것이다 �.
연구에 사용된 검사지는 기폰의 �1�9�9�2 년판 검사지률 의학 �, 문학 �, 철학 및 심리화분야둥 각 방면에서

폭넓은 검토를 거쳐 개정한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집단은 �1앉￡년 �8월 �7일부터 동년 �9월 �6일까지 경회의료훤 동서종합건진센터

및 경회의료원 한방병원의 사상의학과에서 수진하여 전문의의 사상체질변중과정을 거친 외래환자들의

집단과 체질변중 과정이 없이 개방적으로 자료률 모집하되 연령별 �, 성별 �, 학력별로 나누어 고르게 분포

하도록 한 일반인들의 집단으로 집단내 인원수는 각각 총 �2�7�4 명과 �1�0�9�2 명이었다 �.

이들로부터 채집된 자료중 환자집단의 자료를 가지고 진단정확률올 조사하고 �, 일반인군 자료의 표준

화에서 얻어진 규준�(�n�o�r�m�s�) 융 환자군의 사상척도정수에 적용하여 �T점수를 구하고 다변량군집분석을 시

행하여 집단별 륙성을 프로파일 그래프로 작성하여 파악해 보는 작업을 거쳐 다옵과 같온 결론을 얻었

다 �.

�1�. 예언집단과 실재 집단간의 비교로 나타나는 진단정확률온 기존의 �Q�S�C�C 에 비하여 대폭 향상된

�7�0�.�0�0�% 로 나타나 검사지의 타당도가 입중되었다 �.

�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과

이 논문은 제�2회 사상의학 국제학술대회 벌표 논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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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체철집단의 천체 프로파일 륙성비교에셔 각 체질별로 해당혀도에 대한 반융은 모든 척도에서

일청하게 상송되어 체질변중의 측면에서 긍갱척인 양상을 보였다 �.

�3�. 자기표현의 갱도훌 중심으로 판찰해 본 전체 프로파일의 훈석에셔는 소양집단이 가장 뚜렷한 션

명성을 보였고 소융집단이 가장 취약하였으며 태용집단용 이중척 속성율 나타냈다 �.

�4�. 각 체질별 세 군의 하위집단중에서 소위 이탈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부류의 집단온 나머지 두

집단과 프로파일의 륙성에 있어서 확연히 구분되는 양상을 보였는 바 그 내용온 다옴과 같다 �.

가 �. 소양인의 이탈집단온 소양집단의 일반척 속성과 달리 혐저하게 소극척인 양상을 보였으며 소

음척도에서 비교적 높은 반용을 보였다 �.

나 �. 태음인의 이탈집단온 정수분포가 매우 낮온 소극척 양상융 보였으며 태읍집단의 륙성인 태양 �-

태음 동반상숭과는 반대로 태양척도에서 정수가 급락하는 현상을 나타냈다 �.

다 �. 소읍인의 이탈집단은 소양집단의 프로파일 형태와 유사한 륙성을 보여 소음집단 륙유의 소극

척이고 표현에 취약한 륙성이 대부훈 희석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상의 결과로 보아 계작된 검사지의 타당도가 입중되었으며 본 연구의 과갱에서 실시한 체질별 이

탈집단의 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몇가지 방향에서 그들의 륙성융 파악할 수 있었다 �.
이 결과는 추후에 본 검사지의 개선에 하나의 자료로 이용될 수 있율 것으로 기대하며 검사지의 발

전율 위해서는 이탈집단과 대조집단의 륙성차이에 대한 좀 더 심충척인 연구가 지속되어져야 할 것으

로 사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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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績훌훌

四象톨훌學의 臨 �1�* 運用에 있어셔 最子先의 節次

라 할 수 있는 �g톨質휘훌훌훌온 그 理꿇의 홉융 �:的인 훌훌

性이나 該斷훌훌뼈의�I때一的인 適用이 困難한 點훌

으로 因하여 客홉的인 方홉훌훌이나 道具률 開發하

기가 훌極히 어려운 實情이었다 �.
그에 따라 多樓한 짧質혹훌훌훌客홉化의�� 究가 活

훌훌한 現밟點에서도 짧 �1�* 의 賣際에 있어서는 專門

家의 眼目융 롱하여 取象하는 從來의 主 �I�t 的인 方

式이 그 호流률 形成하고 있는 것이 훌훌이다 �.
다시말해 散혐張確 �1�)하거나 升降�2�) 하는 용情의

作用에 의해 四훌�A의 훌局이 形成된다고 하는 鳳

理에서 出發하는 四훌 �A의 �g톨形氣훌훌움 �3�) 용 �A�m률
四部位로 나누어 各 짧質마다 發達이 �1�[�£ 훌훌한 �$�t�t

와 �8홈꿇한 部位률 指定하고 있으나 여러 情않으로

보아 그 理꿇의 意味가 該當홈�B�t�t 의 �$�� 엽이 나 骨

格 �, 또는 �6블助層이 發達한 것이라고 確言하기는

어려우며 �, 또한 같은 體質의 사랍이라도 �I�R形 �4�)
이

뽕�l異하여 ���u 홍률 要하는 용훌遇나 심지어 病효 �5�) 에

있어서도 體質的 區別이 不分明한 燒遇가 있으니

이는 四훌뼈質辦훌훌의 客觀化에 있어서 하나의 걸

림톨이라고 보는 것이다 �.

이 러한 問題률 克服하고 훌뼈性율 確保하는 問

題는 훌求是的인 살아있는 學問빼系률 樹立하는데

必須的인 要素가 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
近來의 짧質辦置 �%훌훌�g化作業으로는 �A�I�R 의 外

形特性에 �T�I�J 빼한 �I�R 質훌훌別의 시 도나 服용 �, 훌훌훌���,

훌훌���, 또는 理化學學的인 方式
�6�)
을 通한 �g톨質훌別

�� 究훌이 있었다 �.
最近에는 四象홈學이 性↑홉現象中心의體質톨훌學

이며 心身협衛的 治賣톨훌學이라는 點에셔 四象�I�R 質
辦證 客觀化 作業의 한 分野로써 心理分析을 通한

自 �E報告式 짧問紙훌 利用해 홍홉的 §훌質용�j別훌율

�I�J�l�J 發하려는 作業이 活훌훌하게이루어지고 었다�.
이와같옹 四훌홈質構짧의 앓問化뿜짧는 大 �t�&

�l않�7年 大훌훌훌훌훌뿔훌훌훌에 發表된 高끼의 훨文융

筆頭로 하여 �1�9�8�9 년 金 �8�) 의 碩士學뾰꿇文으로 이

어졌으며 그 후로 훌熙大學院 홈質훌훌훌훌의 修

훌훌톨훌들에의해 훌料훌훌과 �� 究發表가 꾸준히 훌훌

빼되었고 그 過程에서 미네소타 多面的 �A性 �* 훌
�(�M�M�P�!�:�M 피�e�s�o�t�a �M�u�l�t�i�p�h�a�s�i�c �P�e�r�s�o�r 펴�l�i�t�y �I�n�v�e�n�t�-

�o�r�y�) 나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 또

는 �1�6�P�F�(�S�i�x�t 않�1 �P�e�r�s�o�n�a�l�i�t�y �F�a�c�t�o�r �Q�u�e�s�t�i�o�n�n�a�i�-

�r�e�) 훌과 같온 앓存의 一般 心理性格檢훌紙훌 利用

하여 �* 훌의 혔力융 뺨뻐하기 위한 훌훌훌홉化의

뿜究라든지 精神科 系統 �9�) 이나 휠훌훌 分野 �1�0�) 또

는 該斷分野의 賣料와 四훌톰質分훌훌홉훌앓問紙률

과의 협 �.�t�t�����l�l�) 둥이 施行되어 흙究의 內容과 뼈

이 據張되고 發廣하는 훌相율 보여왔다 �.
�1�9�9�2 年에는 많存의 짧問間項률에 훨하여 �.��

뻐�l에 걸친 �f 훌 �# 훌 ���� 로써의 統용�f分析율 �Y�U훌해서
그 結果 뽑質分析에 不適合하거 나 受檢훌의 反 �I�I

頻度가 낮옹 問項틀을 排除하고 여기에 �$훌훌紙의

信賴度률 높이 고자 無作옳 �R度 �(�R�A�N�D�O�M�)�1�2�) 및

動機훌曲 �R度 �(�M�D�: �M�o�t�i�v�a�t�i�o�n �D�i�s�t�o�r�t�i�o�n�)�1�3�) 률 새

로 導入하는 훌의 補完作業율 거친 새로운 꿇問紙

률 製作하고 製作된 꿇問紙훌 다시 性格要因檢훌

�0�6�P�F�) 와의 比훌分析율 通하여 훌’훌度훌 홉짧한

金 �1�4�) 과 李 �1�5�) 의 꿇文이 發表되 었으며 그 뒤로

趙 �1�6�) 와 훌 �1�7�) 의 �� 쨌가 이어졌다 �.
이 러 한 뿜쨌의 延 �f 훌훌훌 �1�: 에서 훌者는 우션 많存

의 �Q�S�C�C 가 가지고 있는 몇가지의 問題앓을 補完

하기 위해 必要한 分野의 專門흥 몇 분과 합깨 間

項들을 檢討 �, 改訂하고 補充하여 웰作된 �Q�S�C�C �I�I

률 利用하여 慶熙톨훌훌院에 受용한 外來慮者들로부

터 훌集된 賣料들과 그 外 關放的으로 훌集된 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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料들을 활象으로 統計分析을 �.�b 훌하고 多훌톨分析

융 通해 作成한 프로파일 �(�p�r�o�f�i�l�e�) 의
�*
흉性훌을 바

탕으로 훌홉度률 檢훌훌해 본 結果 몇가지 有意한

結果률 얻었기에 이에 報告하는 바이다 �.

�n�. 鼎 究 方 훨

�1�. 뽑究홈要
本 �i�f�f 究는 四象�" 質辦짧의 設問化 �i�f�f 究로 改訂

된 四훌�m質分類檢 �i홍紙에 對한 훌훌化의 過程에서

몇�l別分析올 �i훌한 正確몇 �l別훨 �(�= 該斷표確훌 �)을 알아

본 후 各 體質의 프로파일 �1�8�) 特性에 따라 下뾰集

團올 區分하여 問題集團을 찾아내고 그 集團의 分

析을 通하여 正確 ���J 別훌올 向上시킬 수 있는 方法

을 考察해 보는 作業이다 �.

�2�. 뿜究道具 製作過程

이들에게 實施된 檢훌紙는 �f�t 存의 �Q�S�C�C 률 ��
訂하여 만든 �1�2�1 問項의 新版 �Q�S�C�C 로 하나의 �. 훌備
뿜究라 할 이 檢훌紙롤 製作하기 옳해 韓톨훌뿔�, 園

文學 �, 東홈哲學및 �@훌 �� 心理分野의 훌門흥 그리고

慶熙톨훌훌院韓方病院의 四象톨훌學훌�k훌員들로 이루

어진 팀이 構成되었으며 �1�9�9�4 年 末부터 �1�9�9�5 年 初

半에 걸쳐 東홉홉世保元의 �R를典과 많存의 設問問

項에 대한 比較 �, 各 問項의 語文學的 乃至 哲學的

意味의 再解釋 �, 그리고 設問에 應하는 被檢者의

心理的 反應과 統計學的 意훌훌에대한 檢討等의 過

程올 거쳐 全 項目에 걸친 修訂作業이 이루어졌

다�.
本 뻐究道其률 利用하여 다른 활훌올 測定해보

려는 通常的인 �i�f�f 究라기보다는 �i�f�f 究道其 �1�3�m 률 分

析하고 다듬어 내는 것이 主目훌인 뿜究로써 新版

�Q�S�C�C 는 廣範圍한 標本갯홈集과統計處理를 施行한

顧핵힘化와훌當化作業융 거쳐 다시 흉形되어졌다 �.

�3�. 짧究활象

本 �i�f�f 究의 활象이 되는 集團은 �1�9�9�5 年 �8�J�J �7 日

부터 同年 �9月 �6 日까지 �a�u 힐톨훌훌院 東西없合健該

센터및 �a�u 얻톨훌훌院 훌훌方病院의 四象톨훌뿔科에서 풋

該하여 專門홉의 四象뼈質辦짧過程을 거 친 外來思

者들의 集團 �( 以下 惠者集團 �)과 體質辦證 過程이

없이 開放的으로 資料롤 흉集하되 年뽑別 �, 性別 �,

學歷別로 나누어 고르게 分布하도록 한 一般�/ ＼들

의 集團 �(以下 對照集團 �)으로 集團內 �A員훌는 各

各
�*
홈 �2�7�4 名파 �1�0�9�2 名이었다 �.

�f용者集團및 對照鎭 �I�I�I 의 身上資料는 다옴에 提

示된 바와 같이 프로파일 分析과 對照集 �I�I�I 으로부

터의 �T點激 抽出에 對한 理解에 용考가 될 수 있

도록 愚者集團과 對照集團의 年홉 �, 性別 �, 結婚狀

顧 �, 血淚型 �, 學歷및 職業別 分布狀뻐을 比흉하여

�T�a�b�l�e �1 �- �T�a�b�l�e �6에 훌理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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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年홉의 分布에 있어서는 思者集團에 比하

여 훨照集團의 分布가 고르게 훌集된 農相올 보이

나 �6�0 代 以上의 資料는 훌情上 흉隻이 困難한 형

편으로 �A員數가 많지 않았다�. 愚者集團에서는 �3�0

代에서 �5�0 代사이의 흘料가 全體의 �7�5�.�1�% 를 차지

하여 �2�0 代以下의 뽑少年層과 �6�0 代以上의 高홉응層에

대한 �{뽑別的인 分析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겠다

�(�T�a�b�l�e �I�-�I�, �1�-�2�)�.

性別에 따른 分布에 있어서 思者集團온 男性의

構成比가 �5�6�.�3�% 로 對照集團의 �4�8�.�0�0�/�0 에 비해 越等

히 높은 樣相이 며 全꿇賣料중 女性의 �t�5 有훌올 中

心으로 살며보면 �� 存의 �Q�S�C�C 훌홈化 �t�i�f�f 究에 使

用되었던 資料의 女性려有훌 �3�9�.�0�%�1�9�) 에 比하여

團者集團 �(�4�3�.�7�%�) 과 對照集團 �(�5�2�.�0�%�) 이 모두 飛醒

的으로 높아져 性別의 差異에 따른 不형衛의 問題

가 어느정도 解消되지 않았나 思料된다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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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d�e�d �b�y �S�e�x

�#�v�. 허 �i�d �c�a�s�e�s �1�0�8�5 �M�i�s 하�n�g �c�a�s�e�s �7

血被型의 分布�� 에서 큰 훌料라고 활 수 있는

훨照隻團에서 �����Q�� 型이 各홈 �3�5�.�8�%�,

�2�7�.�0�%�, �2�5�.�8�%�, �1�1�.�4�% 률 차지한 反面 思者集團에서

는 �A型의 比훌이 �'�n�,�2�% 로 �B型의 �3�0�.�3�% 에 미치지

뭇하고 있다 �(�T�a�b�l�e �3�-�1�, �3�-�2�)�.

�T�a�b�l�e �3�-�1�. �D�i�s σ�i�b�u�t�i�o�n �o�f �O�u�t�p�a�t�i�e�n�t �G�r�o�u�p

�D�i�v�i�d�e�d �b�y �B�l�o�o�d �T�y�p�e

�#�V�a�l�i�d �c�a�s�e�s �2�2�8 �M�i�s�s�i�n�g �c�a�s�e�s �4�6

�T�a�b�l�e �3�-�2�. �D�i�s 미�b�u�t�i�o�n �o�f �C�o�n�t�r�a�s�t�E 영 �G�r�o�u�p
�D�i�v�i�d�e�d �b�y �B�l�o�o�d �T�y�p�e

�- �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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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o�tÆx �i �1ÅD�J�2 �; �1�0�0�.�0 �: �1�0�0�.�0 �:

�#�V 외�i�d �c�a 앉�� �1�0�6�6 �M�i�s 하�n�g �c�a�s�e�s �2�6

結婚狀願의 分布에서는 많婚의 比훌이 짧者集團

에서 �7�9�.�7�%�, 훨照集團에서 �5�7�.�8�% 률 홈各 �t�5 有 하

여 �6가지 項 엄中 가장 높았으며 未婚의 용홍遇는뽑‘

者集團 �1�1�.�6�%�, 對照集團 �3�8�.�9�% 로 나타났다 �.�(�T�a�b�l�e

�4�-�1�, �4�-�2�)�.

�T�a�b�l�e �4�-�1�. �D�i�s 미�b�u�t�i�o�n �o�f �O�u�t�p�a�t�i�e�n�t �G�r�o�u�p

�D�i�v�i�d�e�d �b�y �M�a�n�i�a�g�e �F�o�r�m

�#�v 와�i�d �c�a�s�e�s �2�5�1 �M�i�s�s�i�n�g �c�a�s�e�s �2�3

�T�a�b�l�e �4�-�2�. �D�i�s σ�i�b�u�t�i�o�n �o�f �C�o�n�t�r�a�s�t�e�d �G�r�o�u�p

�D�i�v�i�d�e�d �b�y �M 없꺼�a�g�e �F�o�r�m

�#�V�a�l�i�d �c�a�s�e�s �1�0�8�3 �M�i�s�s�i�n�g �c�a�s�e�s �9

뿔歷의 分布는 思者훌團과 휩照集團에서 無學

이 �5�.�0�%�, �1�.�4�% 이 고 園후이 �1�5�.�8�%�, �1�5�.�7�%�, 中후이

�1�2�.�4�%�, �1�1�.�3�%�, 高후이 �3�6�.�1�%�, �3�2�.�8�% 等으로 나타났

으며 大후以上의 高學歷者도 各各 �3�0�.�7�% 와 �3�8�.�8�%

률 �o 有하고 있었다 �(�T�a�b�l�e �5�-�1�, �5�-�2�)�.

鷹業別 分布률 살펴보면 盧者集 �I�I�I 에서는 家훌

및 勞動이 �3�4�.�1�% 로 가장 높온 部分을 차지 했으며

그 다읍이 私企藥 짧륨 �0�7�.�1�%�)�, 專務빛 行政職

�0�5�.�4�%�) 훌의 順으로 나타났고 對照集뼈에셔 는 學

生의 比훌이 �7�3�.�5�% 로 가장 높았으며 흥훌및 �� 動

이 �2�1�.�8�%�, 훌務및 行政훌훌이�1�9�.�2�%�, 뿜究및 專門훌훌

이 �1�2�.�7�% 훌을 차지하였다 �.
또한 對照集團에는 뽑者集團에 없었던 保安業

務職 �(�0�.�9�%�) 이 追加되어 있어 全짧的으로 활照集團

의 職業別 分布가 多少 고른 것을 알 수 있다

�(�T�a�b�l�e �6�-�1�, �6�-�2�)�.

�4�. 짧究節次와 統計分析方法
�j�f 究의 進行은 먼저 훌門홉의 짧質辦置過程율

거친 受.흩料들에 대해 횡�U�j�J�l�J 分析 �(�d�i�s�c�r�i�m�i�n�a�n�t

�a�-�n�a�l�y�s�i�s�) 한 結果률 알아보고 各 集團의 特性을

좀 더 細分하여 把握해 보기 위해 上記의 흩熙、톨훌

훌院 外來慮者集團과 別途로 開�1�b�. 훌集된 資 �*�'�1 들에

대하여 各 �" 質別 �f�t�1 集團융 各 �R�. 度의 園答홉相에

의해 作成된 프로파일의 特性에 따라 세개의 下位
�(副次 �)集團으로 나누어 多훌因 群集分析 �(�c�l�u�s�t�e�r

킹펴�l�y�s�i�s�) 을 施行하였다 �.
모든 �f�*�� 資料는 �D�u�n�c�a�n

’ �s �m�u�l�t�i�p�l�e �r�a�n�g�e �t�e�s�t

와 없갱�l�y�s�i�s �o�f �v따�i�a�n�c�e�(�A�N�O�V �A�) 률 利用하여 處

理하였다 �.

�T�a�b�l�e �5�-�1�. �D�i�s σ�i�b�u�t�i�o�n �o�f �O�u�t�p�a�t�i�e�n�t �G�r�o�u�p

�D�i�v�i�d�e�d �b�y �A�c�a�d�e�m�i�c �C따였

�- �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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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뿜究節켰와 統計分析方法

���� 의 進行은 먼저 專門홈의 뻐質被證過程올

거친 受檢資料들에 대해 몇�J�5�1�I�J 分析 �(�d�i�s�c�r�i�m�i�n�a�n�t

�a�-�n�a�l�y�s�i�s�) 한 結果륨 알아보고 各 集團의 特性율

좀 더 細分하여 把훌해 보기 위해 上꿇의 흩熙톨훌

훌院 外來思者集團과 別途로 閒放훌集된 흘料들에

대하여 各 �I�I 質別 �e 훌團올 各 �R度의 應答훌相에

의해 作成된 프로파일의 特性에 따라 세개의 下位
�(副次 �)集團으로 나누어 多變因 群集分析 �(�c�l�u�s�t�e�r

때려�y�s�i�s�) 올 �b휠行하였다�.
모든 採點홉 �*�'�1 는 �D�u�n�c�a�n ’ �s �m�u�l�t�i�p�l�e �r�a�n�g�e �t�e�s�t

와 없퍼�l�y�s�i�s �o�f �v 따�'�i�a�n�c�e�(�A�N�O�V �A�) 를 利用하여 處

理하였다 �.

�m�. 分 析 結 果

�1�. 判뭘�l分析의 結果

먼저 �2�7�4 名의 慶熙톨훌훌院來院盧者에 대한 몇�l
別分析올 實拖하여 正핵훌뽕�j別휩훌計 �.�(�c�a�n�o�n�i�c�a�l

�d�i 양피�1띠 �a�n�t �f�u�n�c�t�i�o�n �c�o�e�f�f�i�c�i�e�n�t�s�) 롤 구하고 그에

따른 判別方程式올 수립한 結果및 �W바’ �s

벼�m�b�d�a 와 �r�-�f 直 �(�C�h�i�- 찍�u�a�r�e�)�2�1�J 그리고 �g 由度

�(�d 앵�r�e�e �o�f �f�r�e�E 녔�o�m�) 가 考慮된 有意度等올 �T�a�b�l�e

�7�-�9 에 提示하였다 �.
또한 判別휩혔에 의해 짧言集團 �(�P�r�e�d�i�c�t�e�d

밍�'�O�u�p�: 專門홈의 �a 質辦置 該홉�J�f�� 웰程올 거친 集團 �)

과 實際集團 �(�A�c�t�u 려 밍 �'�O�u�p�: 統計分析올 통한 體質

�%훌훌훌을 거 친 棄團 �)을 分類한 結果 나타난 正確判

別훌올 �T�a�b�l�e �1�0 에 提示하였다 �.
홈 �a 質集團올 判別해 주는 �2種類의 휩황中에서

第 �1휩數는 全�g훌훌훌 �(�V�a�r�i�a�n�c�e�) 의 �8�0�.�7�4�% 를 �, 그리
고 第 �2휩數는 �1�9�.�2�6�% 를 說明하였다 �(�T�a�b�l�e �7�)

훌훌化된 몇�j別휩훌의 計했는 第 �1휩.는 �S�A�S�-

�A�N�G �2인 少陽흉因에서 �- �.�2�7�5�7�8�, �S�A�S�A�N�G�3 인 太

陰흩因에서 �.�9�7�<�£�2�, �S�A�S�A�N�G�3 인 少陰흉因에서 �-�.�6

앓�7�3 로 나타났으며 第 �2휩혔는 少陽흉因에서 �.�8�8�4�6

�1�, 太陰흉因에서 �-�.�1�5�3�3�1�, 少陰흉因에서 �- �.�6�5�1�2�9 의

훌個로 各各 나타났다 �(�T�a�b�l�e �7�- �1�)�.

또한 判別휩廠計 .와 용�j別흉因 �(四象짧質 �) 間의

相關計數률 구해 본 結果 第 �1휩數에서는 �S�A�S�A�-

�N�G�3 인 太陰흉因이 �.�7�H 뻐으로 �.�3�0 以上의 有意味한

負倚量올 지닌 것으로 나타났고 第 �2휩數에서는

�S�A�S�A�N�G�2 인 少陽흉因 �(�,�7�2�1�3�6�) 과 �S�A�S�A�N�G�4 인 少

陰훌因 �(�-�.�5 정�5�4�) 이 各各 有意味한 負혜量을 지 닌

�T�a�b�l�e �7�. �R�e�s�u�l�t �o�f �D�i�s 다�i�m�i�n�a�n�t �A�n�a�l�y�s�i�s �o�n �O�u�t�p�a�t�i�e�n�t �G�r�o�u�p

�Pα �(�%�) �o�f �C�u�m�u�l�a�t�i�v�e �C�a�n�o�n�i�c�a�l �A�f�t�e�r �W 파‘�s ’

�F�e�n �E�i�g�e�n�v�a�l�u�e �V�a�r 퍼�n�e�e �Pα �@π �F�e�n �L�a�m 바�a �C�h�i�-�s�q�u�a�r�e �d�f �S�i�g

�1�*

�6 �.�± �m
�2 �.�± �)�0�0

�o �.�4α�1�6�1�1 �2�1�4�.�2�1�1

�.�9�7�9�1 �8�0�.�7�4 �8�0�.�7�4 �.�7�0�3�4 �: �1 �.�8�1�0�0�7�9 �S�O�. 강�2

�2�* �2짧 �1�9�.�2�6 �1�0�0�.�0�0 짧 �1 �:

�. �M�a�r�k�s �t�h�e �2 �c�a�n�o�n�i�c�a�l �d�i�s�c�r�i�m�i�n�a�n�t �f�u�n�c�t�i�o�n�s �r�e�m 려띠�n�g 피 �t�h�e 없펴�l�y�s�i�s�.

�- 껑�4 �-



�F�u�n�c �1 �F�u�n�c �2

�S�A�S�A�N�G�2 �-�.�0�4Å|Éç�7 �.�1�3�0�1�7�9�9

�S�A�S�A�N�G�3 �.�1¿����9 �-�.�0�2�9ÅJ´�
�S�A�S�A�N�G�4 �-�.�0�0�1�5�1�1�5 �- �.�0�6�3�3�1�5�7

�(�C�o�n�s�t�a�n�t�) �-�.�4�À�8�8�1�7 �.�2�9�0�8�9�7�3

�G�r�o�u�p �F�u�n�c �1 �F�u�n�c�2

�2 �(�S�o�yÅÆ�t�g�) �-�.�5�1¬1�4 �.�9�1��

�3 �(�T�a�i�e�u�m�) �.�1�8�4�9�4 �- �.�0�9�3�5�5

�4 �(�S�o�e�u�m�) �-�.�9�4�1�8�0 �- �.�3�7�9�5�4

�i�! 因들로 나타났다 �(�T�a�b�l�e �7�-�2�)�.

아래의 몇�l別훨 �f�l 計훌에 의하여 다융과 같온

�F�c�n�l�(�D�l�) 과 �F�c�n�2�(�D�2�) 의 두가지 判別휩數式이 뽑

�1�1�. 되는데 이 휩數式들은 厭點 �f�l 률 바로 代入하여

處理하기 위한 判別훌훌로 홈뼈化가 되지 않은 計

�f�A�: 률 利用하고 있다 �(�T�a�b�l�e �8�)�.

다용의 表 �(�T�a�b�l�e �1�0�) 는 ‘ 寶言集뼈과 實際集團의

對比률 통하여 서로의 값이 -致하는 程度률 뼈察

�T�a�b�l�e �7�-�1�. �S�t�a�n�d�a�r 바�z�e�d
�c�a�n�o�I�D 대�I �d�i�s σ피피�l�a�n�t �f�u�n�c�t�i�o�n
�c�o�n�-�e�l�a�t�i�o�n�s ∞�e�f�f�i�d�e�n�t�s

�F�u�n�c �1 �F�u�n�c �2

�S�A�S�A�N�G�2
�S�A�S�A�N�G�3

�S�A�S�A�N�G�4

-낀�5�7�8
�.�9�7�0�5�2

�- �.�6�3�2�7�3

.잃�4�6�1
�-�.�1 않�3�1

�-�.�6�5�1�2�9

한 것으로 各 體質의 훌�%斷正 �6훌훌이 흩�%存의 �Q�S�C�C

에서 導出되었던 값 �2�2�) 에 比하여 大部分 훌훌흉的으

로 向上되었음을 알 수 있다 �.

但只 少陽�A에서만 �6�0�% 의 훌�?톰正 �S훌훌을 나타내

어 흩�%存의 �6�3�.�6�% 에 약간 미 치지 못할 뿐 太陰 �A
파 少陰 �A에셔는 各홈 �7�4�.�5�% 와 �7�0�.�8�% 로 많存의

�6�0�% 와 �4�8�.�1�% 에 比하여 大뼈 改善되 었다 �. 全뻐的
으로도 많存의 훌�?斷표 �B훌훌 �5�5�.�5�6�% 에 比하여 훨씬

�T�a�b�l�e �7�-�2�. �P�I。이어 �w�i�t�h�i�n�-�g�r�o�u�p�s �b�e�t�w�e�e�n

�d�i�s�c�r�i�m�i�n�a 따�t�g�v 따�i�a�b�l�e�s �a�n�d �c�a�n�o�n�i�c�a�l
�d�i�s α�i�m�i�n�a�n�t �f�u�n�c�t�i�o�n�s

�F�u�n�c �1 �F�u�n�c�2

�S�A�S�A�N�G�2
�S�A�S�A�N�G�3

�S�A�S�A�N�G�4

�.�7�2�1�3�6�*
�- �.�1�3�6�3�4

�- �.�5�2�3�5�4�*

�- �.�1�7�0�9�8

�.�7�1 앉�}�(�)�*

�-�.�4�0�1�7�0

�* �d�e�n�o�t�e�s �l�a�r�g�e�s�t �a�b�s�o�l�u�t�e �c�o�I�T�e�l�a�t�i�o�n 양�t�w�e�e�n 없다�1 �v�a�r�i�a�b�l�e �a�n�d 때�y�d�i�s�c�r�i�m�i�n 없�1�t �f�u�n�c�t�i�o�n�.

�T�a�b�l�e �8�. �U�n�s�t�a�n 없�r�d�i�z�e�d 뎌�n�o 띠때 마�S띠�m�i�n�a�n�t �f�u�n�c�t�i�o�n �C�O�E끊�d�e�n�t�s

�*�D�l�=�-�o�. 여�0�5�8�3�7�x�S�o�y�a�n�g �s�c�o�r�e 애 �.�1�8�6�0�2�6�9�x�T�a�i�e�u�m �s�c�o�r�e�-�o�.�0�6�1�5�1�1�5�x�S�o�e�u�m �s�c�o�r�e�-�O�.�4 π�8�8�1�7

�*�D�2�= �0�.�1�3�0�1�7�9�9�x�S�o�y�a�n�g �s�c�o�r�e�-�0�.�0�2 잃�8�6�5�x�T�a�i�e�u�m �s�c�o�r�e�-�0�.�0�6�3�3�1�5�7�x�S�o�e�u�m �s�c�o�r�e�+�O�.�2�9�0 잃�7�3

�T�a�b�l�e �9�. �C�a�n�o�n�i 뎌�1 �d�i�s�c�r�i�m�i�n�a�n�t �f�u�n�c�t�i�o�n�s �e�v 머�u�-�a�t�e�d �a�t �g�r�o�u�p �m�e�a�n�s

�-�2�5�5�-



�G�r�o�u�p �2 �f�:�Q �3�0 �8 �1�2
�S�o�y�a�n�g �6�0�.�0�% �1�6�.�0�0�/�0 �2�4�.�0�%

�G�r�o�u�p �3 �9�8 �1�2 �7�3 �1�3
�T�a�i�e�u�m �1�2�.�2�% �7�4�.�5�% �1�3�.�3�%

�G�r�o�u�p �4 �0�0 �2�3 �5 �6�8
�S�o�e�u�m �7�;�4�0�0�% �5�.�2�% �7�0�.�8�%

�P�e�r�c�e�n�t �o�f �"�g�r�o�uÅ|Æ��" �c�a�s�e�s �C�O�I�T�e�C�t�l�y �c�l�a�s�s�i�f�i�e�d�: �7�0�.�0�8�%

�C�o�n�s�t�i�t�u�t�i�o�n�.
�g�r�o�u�p �1 �g�r�o�u�p �2 �g�r�o�u�p �3

�t�o�t�a�l
"��u�n�t �/ �À���n�t�a�g�e �c�o�u�n�t �/ Å|���e�n�t�a�g�e �c�o�u�n�t �/ �p�e�À�e�n�tÅu�e

�S�o�y�a�n�g �2�6 �/ �f�/�i�7 �2 �/ �2�2�2 �2 �/ �1�0�0�.�0 �3�0
�T�a�i�e�w�n �7 �/ �1�7�.�9 �1 �/ �1�1�.�1 �o �/ �0�0�.�0 �8

�S�o�e�u�m �6 �/ �1�5�.�4 �6 �/ �6�6�.�7 �o �/ �0�0�.�0 �1�2
�t�o�t�a�l �3�9 �/ �1�0�0�.�0 �9 �/ �1�0�0�.�0 �2 �/ �1�0�0�.�0 �f�:�Q

높아진 �7�0�.�0�8�% 를 記훌훌하고있다 �.�(�T�a�b�l�e �1�0�)

�2�. 多變因 훌훌훌分析結果

가 �. 下位훌뼈의 빼￡훌

專門톨훌의主觀的 �m質續證의 過程올 거쳐 各 �E

少陽 �A�, 太陰 �A�, 少陰�A으로 몇�l別된 �I�U 윌톨훌寶院 外

來盧者集團 �2�4�4 名 �2�3�) 을 對象으로 하여 改訂된 四象

�I�I 質分類檢훌률 實施한 結果 �T�a�b�l�e �1�1 �-�1�3 과 같

용 分布률 나타내었다 �.
여기에서 �G�r�o�u�p �1�, �2�, �3 의 下位集團은 프로따일

形團의 類似性에 依해 分類된 群集 �(�c�l�u�s�t�e�r�) 들로

이들이 各 �I�I 質集團을 세가지 部類로 細分한 小集

團엄용 홉�b述한 바와같다 �. 本 �i�'�f�� 에서 다루고 있

는 小鎭團들용 專門훨의 辦證過程을 거친 하나의

�" 質集團에셔 抽出된 下位集團들이지만 각기 다른

프로파일 特性을 內包하고 있다 �.

세 集團중 하나의 集團온 나머지 두 集團과는

달리 該홉뼈質의 特性과는 判異한 옳相을 보이는

集團 �( 以下 嚴脫集團 �) 이 된다 �.
大體的으로 離脫集團內에는 檢훌紙의 �� 點結果

에 따른 解짧과 훌門홈의 훌�%斷에 따른 樓證結果가

서로 다른 資料가 兩때이 一致하는 資 �*�'�1 보다 더

많다 �.
예률들어 少陽 �A集團의 경우 離脫集團인 �g�r�o�u�p

�2률 보면 檢훌紙에 依한 辦證上 少陽 �A은 �2例일

뽑이고 少陰 �A이 �6�0�1�J�, 太陰�A이 �1뻐�l로 檢훌紙에

依한 辦짧의 結果는 오히려 少陰�A훌團과 같은 農

相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T�a�b�l�e �1�0�.

本 �i�'�f�� 의 內容上 세 下位集團中 훌脫集團의

�T�a�b�l�e �1�0�. �C�l�a�s�s�i�f�i�c�a�t�i�o�n π�s�u�I�t�s

�A�c�t�u�a�l �G�r�o�u�p

�N�o�. �o�f
�C�a�s�e�s

�P�r�e�d�i�c�t�e�d �G�r�o�u�p �M�e�m�b�e�r�s�h�i�p
�2�3�4

�T�a�b�l�e �1�1�. �P�e�r�s�o�n�n�e�l �S�e�t�u�p �i�n �S�u�b�p�o�p�u�l�a�t�i�o�n�s �o�f �S�o�y 없�1�9 �G�r�o�u�p

�* �t�h�e �c�o�n�s�t�i�t�u�t�i�o�n 이 �S피멍�u�i�s�h�e�d �b�y �Q�u�e�s�t�i�o�n�n�a�i�r�e

�-�2�5�6�-



�C�o�n�s�t�i�t�u�t�i�o�n�.
�g�r�o�u�p �1 »ÿ�u�u�p �2 �g�r�o�u�p �3

�t�o�t�a�l
�c�o�u�n�t �/ �p�e�r�c�e�n�t�a�g�e �c�o�u�n�t �/ �º�m�:�e�n�t�a�g�e �c�o�u�n�t �/ �p�e�r�c�e�n�t�a�g�e

�S�o�yÐ¹�1�9 �3 �/ �2�7�.�3 �5 �/ �9�.�8 �4 �/ �1�1�.�1 �1�2
�T�a�i�e�u�m �5 �/ �4�5�.�5 �3�9 �/ �7�6�.�5 �2�9 �/ �0�0�.�6 �7�3
�S�o�e�u�m �3 �/ �2�7�.�3 �7 �/ �1�3�.�7 �3 �/ �8�.�3 �1�3

�t�o�t�a�l �1�1 �/ �1�0�0�.�0 �5�1 �/ �1�0�0�.�0 �3�6 �/ �1�0�0�.�0 ��

屬性융 把握하는 問題가 가장 重要한 意味률 갖는

다고 할 수 있으며 프로파일
�*
홈용의 分析에 있어

셔도 離脫隻團의 分析에 훗점융 맞추어 拖行하고

있다 �. 表에 나타난 �A員 �8�: 와 百分훌온 檢훌紙의

앓點結果 �$훌훌된 �g훌質型에 휩한 分布이다 �.

�(�1�) 少陽 �A集團
다옴에 提示된 表는 各 下位集團에 屬해있는

資料의 數와 構成比률 表示한 것으로 少陽�A의 集

團中 �g�r�o�u�p �1의 훌�?斷正 �S훌훌은 �6�6�.�7�% 로 보이며

�g�r�o�u�p �2는 �2�2�.�2�%�, �g�r�o�u�p �3온 �1�0�0�.�0�% 로 나타난다 �.

또한 少陽 �A의 全 �R集團은 �5�0 名이며 �g�r�o�u�p �1은

�3�9 名 �, �g�r�o�u�p �2는 �9名 �, �g�r�o�u�p �3 은 �2名으로 分布한

다�.
여기에서 �g�r�o�u�p �2는 훌�?斷의 一致하는 比훌이

가장 低調하여 좀더 深化되고 集中的인 �O�f�f 究 �, 예

훌들어 다른 心理檢훌紙에 의 한 �* 훌나 必要한 경

우 治훌나 癡養올 거친 후 再檢훌률 �.�0 휠해 보는

훌의 作業이 要求되는 集團이라고 하겠다 �.
또한 少關�A 全體集團의 �1�8�% 에 達하는 �g�r�o�u�p

�2의 分布에서 少陽 �A�R質로 置分된 �2名을 除外한

나머지 �7名중에서 �6名 �(�6�6�.�7�%�) 이 少陰으로 偏向되

어 나타나고 있음이 注目된다 하겠다 �.
한편 세 �g�r�o�u�p 의 下位集團을 區分하지 않은 狀

顧에서 設問에 의한 휘훌훌훌結果를보면 全뼈 少陽 �A

葉團 �5�0 名중 �3�0 名 �(�6�0�%�) 이 少關 �A�,�8 名 �0�6�%�) 이 太

陰 �A�, �1�2名 �(�2�4�%�) 이 少陰 �A으로 各各 ���J 定되었다

�(�T�a�b�l�e �1�1�)�.

�(찌 太陰 �A훌뼈
太陰�A의 集團에셔 보이 는 용斷正 �S훌훌온 �g�r�o�u�p

�1 이 쟁 �.�5�%�, �g�r�o�u�p �2는 �7�6�.�5�%�, �g�r�o�u�p �3는 �8�0�.�6�% 로

홈홈 나타났다 �.

太陰 �A의 全짧集團온 �9�8 名이며 �g�r�o�u�p �1용 �1�1 名 �,

�g�r�o�u�p �2 는 �5�1 名 �, �g�r�o�u�p �3 온 �3�6 名으로 分布한다 �.
太陰 �/ ＼集團의 경우 여기서는 �g�r�o�u�p �1으로 分類

된 사랍들이 이른바 離脫隻團의 �g홈性을 內包하고

있는 集團이라 하겠는데 全뻐 太陰 �A集團의 약

�1�1�.�2�% 률 점하고 있으며 採짧의 結果 少陽과 少陰

의 兩便으로 혈等하게 偏向되는 모습을 보이고 었

다 �.
下位集團을 훌훌分하지않용 全홈 太陰�A훌團의

設問흙훌훌훌結果는總 �9�8 名中 太陰 �A�o�] �7�3 名 �(�7�4�.�5�%�)�,

少陰�A이 �1�3 名 �0�3�.�3�%�)�, 少陽�A이 �1�2 名 �0�2�.�2�%�) 이었

다 �(�T�a�b�l�e �1�2�)�.

�(�3�) 少陰�A훌뼈

少陰�A의 集團中 �g�r�o�u�p �1의 훌�2 홉�R표 �S훌훌용 �7�5�.�3

�% 로 보이며 �g�r�o�u�p �2는 �1�0�0�%�, �g�r�o�u�p �3는 �3�3�.�3�% 로

나타나고 있다 �.

少陰 �A의 全홈集團온 �9�6 名이며 �g�r�o�u�p �1용 �7�3名 �,

�g�r�o�u�p �2 는 �8名 �, �g�r�o�u�p �3온 �1�5名으로 分布한다 �.
少陰 �A의 下位集團중 離脫集 �1�1�/ 이 라고 활 수 있

는 것은 �g�r�o�u�p �3의 �1�5名인데 全體 少陰 �A훌團의

약 �1�5�.�6�% 률 차지하며 設問辦훌훌의結果는 太陰偏

�T�a�b�l�e �1�2�. �P�e�r�s�o�n�n�e�l �S�e�t�u�p �i�n �S�u�b�p�o�p�u�l�a�t�i�o�n�s �o�f �T�a�i�e�u�m �G�r�o�u�p

�. �t�h�e �c�o�n�s�t�i�t�u�t�i�o�n �d�i�s�t�i�n�g�u�i�s�h�e�d �b�y �Q�u�e�s�t�i�o�n�n�a�i�r�e

�- �2�5�7 �-



向이 全無한 反面 �6�6�.�7�% 가 少陽 �A으로 용�l定되어

少陽쪽으로의 偏向이 짧짧的이었다 �.
下位훌團을 區分하지 않은 全꿇 少陰�A集團의

앓問樓짧結果는 總 �%名中 少陰 �}�.�.�o�] �6�8 名 �(�7�0�.�8�%�)�,

少陽 �}�.�.�o�] �2�3 名 �(�2�4�%�)�, 太陰 �A이 �5名 �(�5�.�2�%�) 이었다

�(�T�a�b�l�e �1�3�)�.

냐.훌훌分析

이들의 特性올 細密히 알아보기 위하여 各 �R

度別 �2�J�i 빼값의 �T點훌와 樓뼈偏훌 그리고 �F比 �(�F

�R�a 디이等을 알아보았으며 그에 바탕하여 프로파일

의 形顧률 圖示하고 分析하여 다옴에 提示하였다 �.
여기에서 �T點.란 檢훌紙의 �J�!�I 答結果률 單純採

點한 �R동훌앓數를 分布의 �t훌題偏差률 利用하여 個�A

이 �2�J�i 혈으로부터 벗어난 距離롤 表示한 짧準點

훌 �2�4�) �(�s�t�a�n�d 없�-�d �s�c�o�r�e�) 의 一種으로 이와같은 樓準點

數률 표常曲훌이 되도록 흉흉한 分布률 利用하여

表記한 點數가 正常化 훌準點훌 �(�n�o�n�n 때�z�e�d

�s�t�a�n�d�a�r�d �s�c�o�r�e�s�) 라고 하며 이 正當化 標훌點훌에

�1�0융 곱하고 �%올 더하거나 혜서 ‘ 算出되는 값이

바로 �T點훌가 되는 것이다�.

알기업게 말하여 �T點.란 하나의 相對的인 짧

.로써 本 �f�i�f 究에서는 專門톨홉의훌�2 홉�R을 거치지 않

고 뼈放的으로 훌集된 受 �*�J 훌料들의 �t훌핵홈化된 規

뼈 �(�n�o�n�n�s�) 을 利用해서 算出해 낸 點훌이며 이률

適하여 計算된 各 �R�a 훌훌월.는 여러 條件들이 -定
하게 考慮된 點흩�t 로 홈 �" 質集團의 相효比훌에 有

利한 훌훌點을갖는다 하겠다 �.
分析은 먼저 少陽�, 太陰 �, 少陰等 세 �" 質集團의

�R度別 得點狀況및
�*
훌훌偏差둥을 表로 提示하고

그에 대한 全體 프로파일의 農相을 그래프률 作成

하여 �.�I�t 較해 본 후에 各 �I�I 質別로 세개의 下位集

團들을 닮分하고 그들의 點數分布에 關한 表와 프

로파일 形顧等올 가지고 �#총性差異률 比흉分析하였

다 �.

�(�1�) 홈質때 全 �I�I 훌團의 分析
�*
흩果

太陽 �R度에서의 �F比는 �7�. 아�)�5�3 이었고 各 �g톨質集
�g밍이 얻고 있는 點훌의 �2�J�i 형온 少陽 �A集團이

�5�2�.�7�1�7�0 點 �, 太陰 �A集團이 �5�2�.�5�3�9�3 點 �, 少陰 �A集團이

�4�7�.�2�0�4�6 짧이며 標遭偏差는 各各 �1�2�.�9�0�8�8�, �1�2�.�4�3�7�9 및

�1�2�.�4�4�5�0 으로 나타났다 �(�T�a�b�l�e �1�4�)�.

少陽 �R度에서의 �F比는 �1�2�.�0�5�9�7 이었고 各 뼈質集

�I�I�I 이 얻고 있는 點훌의 平형온 少陽 �A集 �1�1�1
° �] �6�0�.�8

�6�5�5 짧 �, 太陰 �A集團이 �4�9�.�3�7�4�7 點 �, 少陰 �A集團이 �5�1�.�1

없�2點이며 훌훌偏差는 各各 �1�3�. 딩�4�1�, �9�. σ�7�3�5 및 �1�2�.�0

�7�6�1 로 나타났다 �(�T�a�b�l�e �1�5�)�.

太陰 �R度에서의 �F比는 �4�0�.�5�1�2�2 였고 各 뼈質集團

이 얻고 있는 點훌의 �2�J�i 형은 少陽�A集團이 �4�3�.�8�2

�0�1 點 �, 太陰�A隻團이 �5�5�.�7�3�2�0 點 �, 少陰 �A集團이 �4�2�.�6�6

�6�9 點이며 훌훌偏差는 各各 �7�.�1�0�1�2�, �1�0�.�7�5�9�3 및 �7�.�0�9

�'�Z�1 로 나타났다 �(�T�a�b�l�e �1�6�)�.

少陰 �R度에서의 �F比는 �1�7�.�6�2�1�3 이었고 各 짧質集

團이 얻고 있는 點황의 �2�J�i 협은 少陽�A集團。 �] �4�5�.�8

�4�0�3 點 �, 太陰�A集團이 �4�4�.�4�0�0�7 點 �, 少陰 �A훌團이

�5�3�.�1�7�3�2 點이며 훌훌偏差는 各各 �8�.�5�5�5�5�, �7�.�6�2�6�0 및

�9�.�6�2�1�6 으로 나타났다 �(�T�a�b�l�e �1�7�)

아래에 提示한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少陽 �A

集團의 �T點 �. 平혈온 太陽 �R度에서 �5�2�.�7�1�7�0 點 �, 少

陽 �R度에셔 �6�0�. 않퍼�5點 �, 太陰 �R度에서 �4�3�.�8�2�0�1 點 �, 少

陰 �R度에서 �4�5�.�8�4�0�3 點율 各各 記훌훌하고있다�. 太陰
�A集團의 �T點훌分布는 太陽�R度에서 �5�3�.�5�3�9�3 點 �,
少陽�R度에서 �4�9�.�3�7�4�7 點 �, 太陰�R度에서 �5�5�.�7�3�2�0 點 �,

少陰�R度에서 �4�4�.�4�9�0�7 點으로 나타났고 少陰 �A集團

용 太陽 �R度에서 �4�7�. 때뼈點 �, 少陽 �R度에서 �5�1�.�1�5�4�2

點 �, 太陰�R度에서 �4�2�. 앉�i�6�9 點 �, 少陰�R度에서 �5�3�.�1�7�3�2

點올 各各 얻었다 �(�T�a�b�l�e �1�8�)�.

全 �1�1�1�1 質集團의 프로파일 農相을 鷹括하면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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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8�. �M�e�a�n�s �& �S�t�a�n�d 없�'�d �D�e�v�i�a�t�i�o�n �o�f �E�a�c�h �C�o�n�s�t�i�t�u�t�i�o�n�a�l �G�r�o�u�p �a�t �E�a�c�h �S�a�s�a�n�g
�s뎌�I�e

�-�S�.�D�. �: �S�t�a�n 없�r�e�i �D�e�v�i�a�t�i�o�n
�’�f�E �G�r�o�u�p�: �T�a�i�e�w�n �G�r�o�u�p

�-�S�Y �G�r�o�u�p�: �S�o�y�a�n�g �G�r�o�u�p

�-�S�E �G�r�o�u�p �:�S�o�e�u�m �G�r�o�u�p

�-�2�6�0�-



저 少陰集團과 太陰集團이 點훌分布에 따른 그래

프의 模農에 있어서 홈 �R�. 度點에서 서로 마주보는

휩稱의 形顧률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즉 太陽 �R度와 太陰�R度에서는 太陰集團이 높

용 點흩�t 로 윗쪽의 꼭지짧을 러하고 少陰集團은 낮

용 點 �I�t 률 얻어 아랫쪽의 팍지짧을 차지하여 對照

률 나타냈으며 少陽 �R度와 少陰�R度에서는 반대로

少陰集團이 윗쪽에서 �, 太陰集團이 아랫쪽에서 對

應하는 形願률 보이고 있는 것이다 �.
少陽集團은 나머지 두 훌團에 비해 點훌의 屆

曲이 커서 뼈씹가 뚜렷한 프로파일율 나타내고 있

는데 太陰�R度와 少陰�R度에서는 고르게 下降하고

있는 반면 少陽�R度에서는 顧著히 上昇하는 모양

융보인다 �.
�R度別로 各 體質集團이 얻고 있는 點數의 分

布률 보면 太陽�R度에서는 太陰集團과 少陽集團이

對等한 點數로 少陰集團에 비해 훌勢률 보이고 있

으며 少陽�R度에서는 少陽集團이 顧著히 높고 少

陰集團과 太陰集團이 합째 떨어져 있다�.
太陰 �R度에서는 太陰集團이 越等히 톨努한 가

운데 少陽集團과 少陰集團이 합째 꼈勢률 나타내

고 있으며 少陰 �R度에서는 少陽集團과 太陰集團이

별다른 差異가 없는 狀顧로 同伴下降하는 樓願를

보인다 �(�F핑�u�r�e �1�)�.

�(�2�) 少陽�A훌뼈의 �c�l�u�s�t�e�r �a�n 허�y�s�i�s

�T�a�b�l�e �1�9�-�2�2 는 少陽 �A集 �I�I�I 에서 �R度別 各 小

集團 �(�g�r�o�u�p �1 �- �3�) 의 集團內 �A員數 �, �T 點혔 �2�!�i 형 �,

짧훌偏差等과 各 �g�r�o�u�p 의 최소값및 최대값둥을

나타낸 표이다 �.
太陽�R度에서 少陽 �/ ＼集團의 下位集團들이 보이

는 �F比는 �4�2�.�5�2�4�9 이 었고 各 小集團이 얻고 있는點

훌의 平형온 �g�r�o�u�p �1이 또 �.�9�0�3�2 點 �, 믿�u�u�p �2가

�3�3�.�0�0�0�6 點 �, �g�r�o�u�p �3 이 �7�9�.�0�3�9�2 點이었으며 標핵훌�{훌差

�f�.�a�c�h �C�o�n�,�I�,�l�u�l�l�O�n�a�l �G�r�o�u�p�'
‘ �-�-�-�-�-�-

�i �"�-�,�,�,

-르파늘딛수�r킥

�>�-�"�"�'�n

‘” �. “
�-�P�O�:

�F�i�g�u�r�e �1�. �P�r�o�f�i�l�e �A따웅강없�l�e�e �o�f �E�a�c�h

�C�o�n�s�t�i�t�u�t�i�o�n�s

는 �g�r�o�u�p �1에서 �8�.�3 잃�4�, 믿�u�u�p �2에서 �5�.�5�0�7�6�,

�g�r�o�u�p �3 에서 �2�.�8�5�4�7 等으로 나타났다 �. �(�T�a�b�l�e �1�9�)

少陽�R度에서 少陽 �A集뼈의 下位集뼈들이 보이

는 �F比는 �2�1�.�9�0�8�6 이었고 홈 小集團이 얻고 있는

點훌의 �Z�f�S�- 형온 �g�r�o�u�p �1이 �6�2�.�8�8�9�3 點 �, �g�r�o�u�p �2 가

�4�5�.�1 쟁�4짧 �, �g�r�o�u�p �3 이 �9�2�.�1 장�8點이었으며 훌혹홈偏差

는 �g�r�o�u�p �1에서 �1�0�.�4�4�9�0�, �g�r�o�u�p �2에서 �7�.�9 않�2�,

�g�r�o�u�p �3 에서 .α% 等으로 나타났다 �(�T�a�b�l�e �2�0�)�.

太陰�R度에서 少陽 �A集團의 下位集團들이 보이

는 �F比는 �1�3�.�7�6�8�2 였고 各 小集團이 얻고 있는 훌�&

數의 平혈온 �g�r�o�u�p �1 이 �4�5�.�5�5�7�0 點 �, �g�r�o�u�p �2 가

�3�4�.�8�9�8�4 點 �, �g�r�o�u�p �3 이 �5�0�.�0�0�7�3 點이었으며 홈톨훨偏差

는 �g�r�o�u�p �1에서 �6�.�1�1�4�7�, �g�r�o�u�p �2 에서 �3�.�5�7�1�4�, ‘

�g�r�o�u�p �3에서 �5�.�9�3�4�1 等으로 나타났다 �(�T�a�b�l�e �2�0�.

少陰 �R度에서 少陽 �A集團의 下뾰集團률이 보이

는 �F比는 �0�.�2�6�9�4 였고 各 小集團이 얻고 있는 點 �I�t

의 平형온 �g�r�o�u�p �1이 �4�6�.�2�7�6�6 짧 �, �g�r�o�u�p �2 가

�4�3�.�9�1�9�8 點 �, �g�r�o�u�p �3이 �4�5�.�9�7�4�8 點이었으며 훌훌偏差

는 �g�r�o�u�p �1에서 �8�.�7�, 없�4�, �g�r�o�u�p �2 에셔 �8�.�0�8�6�7�,

�g�r�o�u�p �3에셔 �9�.�5�1�1�3 훌으로 나타녔다 �(�T�a�b�l�e �2�2�)�.

아래에 提示한 表는 홈 小훌뼈이 네가지 �R度

에서 얻고 있는 �Z�f�S�- 형과 樓뼈偏差훌올 한놈에 불

�- �2�6�1 �-



�T�a�b�l�e �1�9�. �S�c�o�r�e �D�i�s»ø�b�u�t�iÅ´�1 �o�f �t�h�e �S�u�b�p�o�p�u�l�a�t�i�o�n�s �o�f �S�o�y�a�n�g �G�r�o�u�p �a�t �T�a�i�y�a�n�g �S�c�a�l�e

�S�u�m �o�f �MÅÆ�1 �F �F

�S�o�u�r�c�e �D�.�F�. �S�q¾Ð�"�e�S �S�q�u�a�r�e�s �R�a�t�i�o �P�r�o�b�.

�BÅ‘�w�e�e�n �G�r�o�u�p�s �2 ÅJ�5�9�.�±�% �a×•�9�.�5�0�4�6 �4�2�.�5�2�4�9 �.�±�)�0�0

�W�iÅYÓ��1 �G�r�o�u�p�s �4�7 ³��)�6�.�2�1�0�0 �6�1�.Çƒ�4�5

�T�o�t�a�l �4�9 �8�H�i�i�Z�Z�9�1

�S�t�a�n�d�a�r�d �S�t�a�n�d�a�r�d

�G�r�o�u�p �C�o�u�n�t �M�e�a�n Dev떠디에 ÅT�T�o�r �9�5 �P�e�t �C�o�o�f �l�o�t �f�o�r �M�e�a�n

�G�r�p �1 �3�9 �5�5�.�0�0�3�2 �8�.�3�5�9�4 �1�.�3Çƒ�6 ÅJ�.�1Çƒ�4 �T�O �5�8�.�6�1�3�0

�G�r�p �2 �9 �3�3�.�0�0�0�6 �5�.�f�m�6 �1�.�8�3�5�9 �2�8�.�8�2�7�1 �T�O �3�7�.Çƒ�4�1

�G�r�p �3 �2 �7�9�.�m�9�2 �2�.�8�5�4�7 �2�.�0�1�8�6 �5�3�.�3��¿� �T�O �lÅì�.ÅJ�7�5

�T�o�t�a�l �� �5�2�.�7�1�7�0 �1�2�.Å¹¿� �1�.�8�2�5�6 �4�9�.�0�4�8�4 �T�O �5�6�.ÅJÖÌ

�T�a�b�l�e �2�0�. �S�c�o�r�e �D�i�s»ø�b�u�t�i�o�n �o�f �t�h�e �S�u�b�p�o�p�u�l�a�t�i�o�n�s �o�f �S�o�y�a�n�g �G�r�o�u�p �a�t �S�o�y�a�n�g �S�c�a�l�e

�S�u�m �o�f �M�e�a�n �F �F

�S�o�u�r�c�e �D�.�F�. Ö��u�a�r�e�s �S�q¾Ð�"�e�S �R�a�t�i�o �P�r�o�b�.

�B�e�t�w�e�e�n �G�r�o�u�p�s �2 �4Çƒ�6�.�8�5�7�1 �2�1�6�8¬1�8�5 �2�1�.ÇŠ¿� �.�±�m
�W�i�t�h�i�n �G�r�o�u�p�s �4�7 �4�6�5�1�.�8�7�9�2 �9�8�.�9�7�6�2

�T�o�t�a�l �4�9 ÅI�}�8�8�.�7Æà

�S�t�a�n�d�a�r�d �S�t�a�nÅÆ�r�d
�G�r�o�u�p �C�o�u�n�t �M�e�a�n �D�e�v�i�a�t�i�o�n �E�n�o�r �9�5 �P�e�t �C�o�o�f �l�o�t �f�o�r �MÅÆ�n

�G�r�p �1 �3�9 �6�2�.�8�8�9�3 �1�0�.�4�4�9�0 �1�.�6�7�3�2 �5�9�.�5�0�2�1 �T�O �6�6�.�2�7�6�5

�G�r�p �2 �9 �4�5�.�1�4�9�4 �7�.�9�2�3�2 �2�.�6�4�3�1 �3�9�.�0�5�4�5 �T�O �5�1�.�2�4�4�4

�G�r�p �3 �2 �9�2�.�1�2�3�8 �.�±�)�0�0 �.�±�% �9�2�.�1�2�3�8 �T�O �9�2�.�1�2�3�8

�T�o�t�a�l �� �6�0�.�8�6�5�5 �1�3�.²î�4�1 �1�.�9�1�5�4 �5�7�.�0�1�6�3 �T�O �6�4�.�7�1�4�7

�-�2�6�2�-



�S�u�m �o�f �M�e�a�n �F �F

�S�o�u�r�c�e �D�.�F�. �S�q�u�a�r�e�s �S�q�u�a�r�e�s �R�a�t�i�o �P�r�o�b�.

�B�e�t�w�e�e�n �G�r�o�u�p�s �2 �9�1�2��È� �4�$�.�4�2�1�4 �1�3�.�7�6�8�2 �.�±�X�X�>

�W�i�t�h�i�n �G�r�o�u�p�s �4�7 �l´��,�(�1�7�3�3 �3�3�.�1ÅI�E

�T�o�t�a�l �4�9 �2�4�7�0�.�9�1�6�2

�S�t�a�n�d�a�r�d �S�t�a�n�d�a�r�d
�G�r�o�u�p �C�o�u�n�t �M�e�a�n �D�eÌ��aµ��o�n �E�r�r�o�r �9�5 �P�e�t �C�o�n�f �I�n�t �f�o�r �MÇƒ�n

�G�r�p �1 �3�9 �4�5�.¹Î�7�0 �6�.�1�1�4�7 �.�9�7�9�1 �4�3�.�5�7�4�9 �T�O �4�7�.�5�3�9�2

�G�r�p �2 �9 �3�4�.�8Çƒ�4 �3�.�5�7�1�4 �1�.�1ÇŠ�)�5 �3�2�.�1�5�3�1  ��r�o �3�7�.�6�4�3�6

�G�r�p �3 �2 �5�0�.Å˜�7�3 �5�.Çƒ�4�1 �4�.�1ÅI�% �-�3�.�2�1�8�4 �T�O �1�0�3�.�4�1�3�1

�T�o�t�a�l �% �4�3�.Çƒ�0�1 �7�.�1�0�1�2 �1�.�0�0�4�3 �4�1�.�8�0�1�9 �T�O �4�5�.ÅÆ�8�2

�T�a�b�l�e �2�2�. �S"��r�e �D�i�s�t�r�i�b�u�t�i�o�n �o�f �t�h�e �S�u�b�p�o�p�u�l�a�t�i�o�n�s �o�f �S�o�yÕX�l�i�t �G�r�o�u�p �a�t �S�o�e�u�m �S�c�a�l�e

�S�u�m �o�f �M�e�a�n �F �F

�S�o�u�r�c�e �D�.�F�. �S�q�u�a�r�e�s �S�q�u�a�r�e�s �R�a�t�i�o �P�r�o�b�.

�B�e�t�w�e�e�n �G�r�o�u�p�s �2 �4�0�.�6�5�5�2 �2�0�.�3�2�7�1 �.�2�f�f�i�4 �.�7�1ÅI�)�(�)

�W�i�t�h�i�n �G�r�o�u�p�s �4�7 �3µ)�5�.�9�4�0�0 �7�5�.�4�4�5�7

�T�o�t�a�l �4�9 �3�5�f�f�i�.�6�0�2�0

�S�t�a�n�d�a�r�d �S�t�a�n�d�a�r�d

�G�r�o�u�p �C�o�u�n�t �M�e�a�n �D�e�v�i�a�t�i�o�n �E�r�r�o�r �9�5 �P�,�± �C�o�n�f �I�n�t �f�o�r �M�e�a�n

�G�r�p �1 �3�9 �4�6�.�2�7�6�6 �8�.�7�8�4�4 �1�.�4�±�i�6 �4�3�.°Œ�0�0 �T�O �4�9�.�1�2�4�2

�G�r�p �2 �9 �4�3�.�9�1�9�8 �8�.�0�8�6�7 �2�.�6ÅI�5�6 �3�7�.�7�0�3�8 �T�O �5�0�.�1�3�5�7

�G�r�p �3 �2 �4�5�.�9�7�4�8 �9�.�5�1�1�3 �6�.�7�� �-�3�9�.�4�8�1�0 �T�O �1�3�1�.�4�3�0�5

�T�o�t�a�l �5�0 �4�5�.ÅÆ�0�3 �8�.�5�5�5�5 �1�.�2�0�9�9 �4�3�.µL�8�8�1�'�0 �4�8�.�2�7�1�7

�T�a�b�l�e �2�1�. �S�cα�'�e �D�i�s�t�r�i�b�u�t�i�o�n �o�f �t�h�e �S�u�I π�)�(�)�p�u�l�a�t�i�o�n�s �o�f �S�o�y�a�n�g �G�r�o�u�p �a�t �T�a�i�e�u�m �S�c�a�l�e

�-�2�6�3�-



�s�cÕÈ�e
�g�r�o�u�p �1 �g�r�o�u�p �2 �g�r�o�u�p �3 �F

�M�e�a�n �/ �S�.�D�. �MÅJ�1�/ �S�.�D�. �M�e�a�n �/ �S�.�D�. �R�a�t�i�o

�T�a�i�y�a�n�g �5�5�.�9�0�3�2 �/ �8�.�3�5�9�4 �3�3�.ÅD�� �/ �5�.�5�0�7�6 �7�9�.�0�3�9�2 �/ �2�.�8�5�4�7 �4�2�.�5�2�4�9

�S�o�yÕX�1�9 �6�2�,Çƒ�9�3 �/ �1�0�.�4�4�0�0 �4�5�.�1�4�9�4 �/ �7�.�9�2�)�2 �9�2�.�1�2�3�8 �/ �.�±�m �2�1�.ÇŠ�%

�T�a�i�e�u�m �4�5�.�5�5�7�0 �/ �6�.�1�1�4�7 �3�4�.�8Çƒ�4�/ �3�.�5�7�1�4 �5�0�.Å´�7�3 �/ �5�.�9�3�4�1 �1�3�.�7�6�8�2

�S�o�e�u�m �4�6�2�7�6�6 �/ �8�.�7ÅÆ�4 �4�3�.�9�1�9�8 �/ �8�.ÅD�1�f�.�j�7 �4�5�.�9�7�4�8 �/ �9�.�5�1�1�3 �.�2�6�9�4

�T�a�b�l�e �2�3�. �M�e�a�n�s �& �S�t�a�n�< 뼈펴 �D�e�v�i�a�t�i�o�n �o�f �S�u�b�p�o�p�u�l�a�t�i�o�n�s �o�f �S�o�y�a�n�g �G�r�o�u�p �a�t �E�a�c�h

�S�a�s�a�n�g �S�c�a�l�e

�*�S�.�D�. �: �S�t�a�n�d�a�r�d �D�e�v�i�a�t�i�o�n

수 있도록 要約한 것으로 太陽�R度에서는 �g�r�o�u�p �1

이 또 �.�9�0�3�2 點 �, �g�r�o�u�p �2 가 �3�3�. 야뼈點 �, �g�r�o�u�p �3 이

�7�9�.�0�3�9�2 點율 各各 얻었고 少陽�R度에서는 �g�r�o�u�p �1

이 �6�2�.�8�8�9�3 點 �, �g�r�o�u�p �2 가 �4�5�.�1 갱�4點 �, �g�r�o�u�p �3이

�9�2�.�1�2�3�8 點을 기록했으며 太陰�R度에서는 �g�r�o�u�p �1

이 �4�5�.�5�5�7�0 點 �, �g�r�o�u�p �2가 �3�4�.�8�� 몽�4點 �, 믿�'�O�u�p �3이

�5�0�.�0�0�7�3 點 �, 少陰�R度에서는 �g�r�o�u�p �1이 �4�6�.�2�7�6�6 點 �,

�g�r�o�u�p �2가 �4�3�.�9�1�9�8 點 �, �g�r�o�u�p �3 이 �4�5�.�9�7�4�8 點둥율 나

타내고 있다�(�T�a�b�l�e �2�3�)�.

少陽�A의 프로파일
�*
￥性은 아래와 같이 세가지

의 形團로 表出되는데 �G�r�o�u�p �1과 �G�r�o�u�p �3�, 특히

�G�r�o�u�p �3의 프로파일이 太陽 �R度와 少陽�R度 �, 측

陽的인 �R度에 克明하게 偏向되는 모습을 드러내

고 있는 反面 �, 離脫集團에 屬하는 �G�r�o�u�p �2에서는

各 �R度들이 별다른 有意한 차이없이 �l�j�i 易하게 흐

르는 形顧를 取하고 있는 것올 볼 수 있다�.

또한 少陽�A集 �1�1�/ 의 세종류 프로파일은 그 屆曲

의 효륨이 서로 類떠하며 少陰 �R度의 경우에는 세

개의 下位鎭團이 거의 一致되는 農相을 나타내고

있다 �(�F�i 믿�.�I�r�e �2�)�.

�(�3�) 太陰 �A훌뼈의 �c�l�u�s�t�e�r 때허 �y�s�i�s

�T�h�e �3�1�J�b�p�o�p�l�J�l�a�l�l�o�m �o�r �3�0�y�a�n�g �g�r�o�u�p
�x �-�:�-�-�-�-�-

���.�.�, ‘

�"
�.

�r �; ‘ ‘’ �l

�F핑따 �e �2�. �P�r�o�m�e �A�p야�a�r�a�n�c�e

�S�u�b �p�o�p�u�l�a�t�i�o�n�s �o�f �S�o�y�a�n�g �G�r�o�u�p

�o�f �t�h�e

�T�a�b�l�e �2�4�-�2�7 온 太陰 �A集團에서 �R度別 各 小

集團 �(�g�r�o�u�p �1�-�3�) 의 鎭團內 �A員數 �, �T 點數 平형 �,

顆摩偏差等과 各 �g�r�o�u�p 의 최 소값빛 최대값둥올

나타낸 表이 다 �.
太陽 �R度에서 太陰 �/ ＼集團의 下位集團들이 보이

는 �F比는 �1�6�5�.�1�1�9�7 이 었고 各 小集團이 얻고 있는

�點數의 平협은 �g�r�o�u�p �1 이 �3�2�.�6�1�2�0 點 �, �g�r�o�u�p �2 가

�4�9�.�0�7�7�2 點 �, �g�r�o�u�p �3 이 �6�6�. 정�4�9 點이었으며 標핵톨偏差

는 �g�r�o�u�p �1 에서 �4�.�4�2�2�5�, �g�r�o�u�p �2에서 �5�.�6�4�2�9�,

�g�r�o�u�p �3 에서 �6�.�6�8�6�1 等으로 나타났다 �(�T�a�b�l�e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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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 �o�f �M�µ�U�l �F �F
�S�o�u�r�c�e �D�.�F�. �S�q�u�a�r�e�s �S�q�u�a�r�e�s �R�a�t�i�o �P�r�o�b�.

�B�e�t�w�e�e�n �G�r�o�u�p�s �2 11웠.앉뼈 �5�8�2�6�.�7ÅÆ�)�4 �1�6�5�.�1�1�9�7 �.�±�)�0�0

�W�i�t�lÕ<�1 �G�r�o�u�p�s �9�5 잃52.않뼈 �3�5ÇÁ�8�2
�T�o�t�a�l �9�7 �1�5�0�0�5�.�9�4�1�3

�S�t�a�n�d�a�r�d �S�t�a�nÅÆ�r�d

�G�r�o�u�p �C�o�u�n�t �M�e�a�n �D�e�v�i�a�t�i�o�n �E�À�o�r �9�5 �P�e�t �C�o�n�f �I�n�t �f�o�r �M�e�a�n

�G�r�p �1 �1�1 �3�2�.�6�1�� �4�.ÇÁ�2�5 �1�.�3Çƒ�4 �2�9�.�6�4�1�0 �T�O �3�5�.ÅJ�3�1
�G�r�p �2 �5�1 �4�9�.�o�m �5�.Åì�2�9 �.�7�9�0�2 �4�7�.�4�9�0�1 �T�O �5�0�.�6�6�4�3

�G�r�p �3 �3�6 �6�6�.�2�5�4�9 �6�.�6�8�6�1 �1�.�1�1�4�4 �6�3�.ÅI�J�2�6 �T�O �6�8�.�5�1�7�1

�T�o�t�a�l �9�8 �5�3�.ÅJ�9�3 �1�2�.�4�3�7�9 �1�.�2�5�6�4 �5�1�.�0�4�5�6 �T�O �5�6�.µ �2�9

�S�u�m �o�f �M�e�a�n �F �F

�S�o�u�À�e �D�.�F�. �S�q�u�a�r�e�s �S�q�u�a�r�e�s �R�a�t�i�o �P�r�o�b�.

�B�e�t�w�e�e�n �G�r�o�u�p�s �2 �1�7�0�4�.�7�9�1�1 �8�5�2�.�3�9�5�5 �1�2�.Å‘ÅÆ �.�±�m
W삐삐 �G�r�o�u�p�s �9�5 �6�2�8�2�.�7�6�6�5 �6�6�.�1�3�4�4

�T�o�t�a�l �9�7 �7ÅJ�7�.�5¹Ø�5

�S�t�a�n�d�a�r�d �S�t�a�n�d�a�r�d

�G�r�o�u�p �C�o�u�n�t �MÅJ�n �D�e®¼�a�t�i�o�n �E�r�r�o�r �9�5 �P�e�t �C�o�n�f �I�n�t �f�o�r �M�e�a�n

�G�r�p �1 �1�1 �4�1�.�1�3�1�2 �7�.ÅI�Z �2ÅJ�� �3�5�.�0�0�9�0 �T�O �4�6�.�4ÅJ�4

�G�r�p �2 �5�1 �4�7�.�À�1�2 �7�.¿��4�6 �1�.�0�4�5�3 �4�5�.�6�7�1�7 �T�O �4�9�J�n�0�7

�G�r�p �3 �3�6 �5�4�.�1�6�5�2 �9�.�0�5�4�0 �1�.�5�0�9�0 �5�1�.�1�0�1�8 �T�O �5�7�.�ZÉç

�T�o�t�a�l �9�8 �4�9�.�3�7�4�7 �9�.�0�7�4�5 �.�9�1�6�7 �4�7�.�5�5�5�4 �T�O �5�1�.�1�9�4�0

�T�a�b�l�e �2�4�. �S�c�o�r�e �D�i�s�t�r�i�b�u�t�i�o�n �o�f �t�h�e �S�u�b�p�o�p�u�i�a�t�i�o�n�s �o�f �T�a�i�e�u�m �G�r�o�u�p �a�t �T�;밍�y�a�n�g �S않�I�e

�T�a�b�l�e �2�5�. �S�c�o�r�e �D�i�s�t�r�i�b�u�t�i�o�n �o�f �t�h�e �S�u�b�p�o�p�u�i�a�t�i�o�n�s �o�f �T�a�i�e�u�m �G�r�o�u�p �a�t �S�o�y�a�n�g �S�c�a�l�e

少陽 �R度에서 太陰 �A集團의 下位集團들이 보이 �4�7�.�7�7�1�2 點 �, �g�r�o�u�p �3이 �5�4�.�1�6�5�2 點이었으며 癡擊偏훌

는 �F比는 �1�2�.�8 쨌이었고 各 小集團이 얻고 있는 는 �g�r�o�u�p �1에서 �7�. 앓�2�2�, �g�r�o�u�p �2 에서 �7�.얘�4�6�,

點數의 平협은 �g�r�o�u�p �1이 �4�1�.�1�3�1�2 點 �, �g�r�o�u�p �2 가 �g�r�o�u�p �3에서 �9�.�0�5 때훌으로 나타났다�(�T�a�b�l�e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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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6�. �S�c�o�r�e �D�i�s�t�r�i�b�u�t�i�o�n �o�f �t�h�e �S�u�b�p�o�p·`�a�t�i�o�n�s �o�f �T�a�i�e�u�m �G�r�o�u�p �a�t �T�a�i�e�u�m �S�c�a�l�e

�S�u�m �o�f �M�e�a�n �F �F
�S�o�u�r�c�e �D�.�F�. �S�q¾Ð�"�e�S �S�q�u�a�r�e�s �R�aµ��o �P�r�o�b�.

�B�e�t�w�e�e�n �G�r�o�u�p�s �2 �5�7�9�7�.�2�4�9�9 �aÉç�.�6�2�4�9 �5�0�.�6�9�7�4 �.�±�m
�W�i�t�h�i�n �G�r�o�u�p�s �9�5 �5�4�3�1�.�6�2�6�4 �5�7�.�1�7�5�0

�T�o�t�a�l �g �1�1�2�2�8�.�8�7�6�3

�S�t�a�n�d�a�r�d �S�t�a�n�d�a�r�d
�G�r�o�u�p �C�o�u�n�t �M�e�a�n �D�e�v�i�a�t�i�o�n �E�I�r�o�r �9�5 �P�e�t �C�o�n�f �I�n�t �f�o�r �M�e�a�n

�G�r�p �1 �1�1 �3�9�:�7�!�m �7�.�2�8�8�0 �2�.�1�9�7�4 �3�4�.�0�0�1�8  ��r�o �4�4�.�6�9�4�1
�G�r�p �2 �5�1 �5�3�.�1ÅD�!�6 �8�.�1�7�6�4 �1�.�1�4�4�9 �5�0�.�0�0�0�0 �T�O �5�5�.�4�0�0
�G�r�p �3 �3�6 �6�4�.�3�1�7�3 �6�.�6�7�1�4 �1�.�1�1�1�9 �6�2�.Å|�j�(�)�(�) �T�O �6�6�.�5�7�4�5

�T�±�a�l �9�8 �5�5�.�7�3�2�0 �1�0�.�7�5�0�0 �1�.�0ÅJ�i�s �5�3�.�5�7�4�9 �T�O �5�7�.��Å˜�l

�T�a�b�l�e �2�7�. �S�c�o�r�e �D�i�s�Ã�'�i�b�u�t�i�o�n �o�f �t�h�e �S�u�b�±�m·`�a�t�i�o�n�s �o�f �T�a�i�e�u�m �G�r�o�u�p �a�t �S�o�e�u�m �S�c�a�l�e

�S�u�m �o�f �MÅJ�1 �F �F

�S�±�l�I�'�C�e �D�.�F�. �S�q¾Ð�"�e�S Ö�¾Ð�"�e�S �R�a�t�i�o �P�r�o�b�.

�B�e�t�w�e�e�n �G�r�o�u�p�s �2 �1�2�2�4�.�6�9�3�9 �6�1�2�.�3�4�7�0 �1�3�.�1�·�l �.�±�X�X�>
�W�i�t�lÕ<�1 �G�r�o�u�p�s �9�5 �4�4�1�6�.�3�7�� �4�6�.ÀÝ�8�1
�T�o�t�a�l �9�7 �5�6�4�1�.�±�J�6�0

�S�t�a�n�d�a�r�d �S�t�a�n�d�a�r�d
�G�r�o�u�p �C�o�u�n�t �M�e�a�n �D�e�v�i�a�t�i�±�l �E�I�T�O�r �9�5 �P�e�t �C�o�n�f �I�n�t �f�o�r �M�e�a�n

�G�r�p �1 �1�1 �3�7�.�3ÅJ�!�6 �6�.�4�9�1�2 �U���7�2 �3�2�.�g�·�8 �T�O �4�1�.�6�'ÅI�E
�G�r�p �2 �5�1 �4�3�.�2�0�5�4 �5�.�4�4�1�3 �.�7�6�1�9 �4�1�.�6�7�5�1 �T�O �4�4�.�7ÖÌ�5�8
�G�r�p �3 �3�6 �4�8�.�4ÅI�i�s �8�.�4�7�6�3 �1�.�4�1�2�7 �4�5�.ÅÆ�8�9 �T�O �5�1�.�3ÅÆ�8

�T�o�t�a�l �9�8 �4�4�.�4�0�0�7 �7�.�6�� �.�À�0�3 �4�2�.�9�6�1�8 �T�O �4�6�.�0�1�9�6

太陽�R度에서 太陰 �A集團의 下位集團들이 보이

는 �F比는 �5�0�.�6�9�7�4 였고 홈 小集團이 얻고 있는 點

훌의 平형온 �g�r�o�u�p �1 이 �3�9�.�7�9�8�0 뭘 �, 밍�'�O�u�p �2가
않 �.�1�0�8�6 點 �, �g�r�o�u�p �3 이 �6�4�.�3�1�7�3 點이었으며 훌훌偏差

는 �g�r�o�u�p �1에서 �7�.�2�8�8�0�, �g�r�o�u�p �2 에셔 �8�.�1�7�6�4�,

�g�r�o�u�p �3에서 �6�.�6�7�1�4 훌으로 나타났다 �(�T�a�b�l�e �2�6�)�.

少陰 �R度에셔 太陰 �A集團의 下位集團들이 보이

는 �F比는 �1�3�.�1�7�2�1 이었고 各 小集團이 얻고 있는

點훌의 平혈온 �g�r�o�u�p �1 이 윈 �.�3�3�8�6 點 �, �g�r�o�u�p �2가

�4�3�.�2�<�6�4 點 �, 밍�'�O�u�p �3이 생 �.�4�� 뼈點이었으며 標핵홈偏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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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
�g�r�o�u�p �1 �g�r�o�u�p �2 �g�r�o�u�p �3 �F

�M�e�a�n �/ �S�.�D�. �MÅÆ�1�/ �S�.�D�. �M�e�a�n �/ �S�.�D�. �R�a�t�i�o

太 陽 �3�2�.�6�1�a�> �/ �4�.�4Éç �4�9�.�0�7�7�2 �/ �5�.�6�4�2�9 �0�0�.�2�5�4�9 �/ �6�.Ê��1 �1�6�5�.�1�1�9�7

少 陽 �4�1�.�1�3�1�2 �/ �7�.�9ÉÜ�g �4�7�.�À�1�2 �/ �7�.�4ÅÆ�6 �5�4�.�1�6�5�2 �/ �9�.�f�f�iµL �1�2�.ÅIÉç

太 陰 �3�9�.�7�!�m �/ �7�.ÇÁ�0�0 �5�3�.�1�� �/ �8�.�1�7�6�4 �6�4�.�3�1�7�3 �/ �6�.�6�7�1�4 �5�0�.�6�9�7�4

少 陰 �3�7Çƒ�&�i �/ �6�.�4�9�1�2 �4�3�.�2�f�f�i�4 �/ �5�.�4�4�1�3 �4�8�.�4�!Ê� �/ �8�.�4�7�6�3 �1�3�.�1�7�2�1

는 �g�r�o�u�p �1에서 �6�.�4�9�1�2�, �g�r�o�u�p �2에서 �5�.�4�4�1�3�,

밍�"�O�u�p �3에서 �8�.�4�7�6�3 等으로 나타났다 �. �(�T�a�b�l�e �2�7�)

아래에 提示된 表는 各 小集團이 네가지 �R度

에서 얻고 있는 �l�J�i 형과 훌훌偏差等율 한 놈에 붙

수 있도록 要約한 것으로 太陽�R度에셔는 �g�r�o�u�p

�1 이 �3�2�.�6�1�2�0 點 �. �g�r�o�u�p �2가 �4�9�.�0�m 點 �, �g�r�o�u�p �3이

�6�6�.�2�5�4�9 앓을 各各 얻었고 少陽�R度에서는 �g�r�o�u�p �1

이 �4�1�.�1�3�1�2 點 �. �g�r�o�u�p �2가 �4�7�.�7�7�1�2 點 �, �g�r�o�u�p �3 이

�5�4�.�1�6�5�2 點올 기록했으며 太陰�R度에서는 �g�r�o�u�p �1

이 �3�9�.�7�9�8�0 點 �. �g�r�o�u�p �2가 �5�3�.�1�( 뼈點 �, 밍�"�O�u�p �3이

�6�4�.�3�1�7�3 點 �, 少陰 �R度에서는 �g�r�o�u�p �1 이 �3�7�.�3�3�8�6 點 �,

밍�"�O�u�p �2가 �4�3�.�2�0�5�4 點 �, 밍�"�O�u�p �3 이 생 �.�4�� 쨌點둥을 나

타내고 있다�(�T�a�b�l�e �2�8�)�.

太陰 �A �G�r�o�u�p 에서도 亦是 세 種類의 프로파일

形顧률 나누어 觀察할 수 있었는 바 위의 그립에

서 알 수 있듯이 離脫集團인 �G�r�o�u�p �1은 �{벼集團들

에 비하여 質問에 反應하는 정도가 상당히 낮은

樣相을 보이고 있다 �.
또한 �g�r�o�u�p �1의 그래프률 보면 少陽 �R度 �, 太陰

�R度및 少陰 �R度에서는 큰 차이가 없이 거의 水平

한 모양을 보이고 있으며 全짧集團의 그래프에서

少陽�A集團과 합째 높은 훨훌分布률 보였던 太陽

�R度에서 가장 낮은 點훌률 보이고 있는 點이 注

目 된다 �(�F�i 밍�I�r�e �3�)�.

�T�h�o �S�l�J�b�p�o�p�u�l�a�l�i�o�"�, �o�f �f�a�l�c�l�J�m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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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P�r�o�f�i�l�e �A 야웅따�C�l�I�l�c�e

�S�u�b�p�o�p�u�l�a�t�i�o�n�s �o�f �T�a�i�e�u�m �G�r�o�u�p

�o�f �t�h�e

�(�4�) 少陰�A훌뼈의 �c�l�u�s 따 때�a�l�y�s�i�s

�T�a�b�l�e �2�9�-�3�2 는 少陰 �A集團에서 �R度別 各 小
‘

集團 �(�g�r�o�u�p �1 �- �3�) 의 集團內 �A員 �I�t�. �T點훌 �l�J�i 혈�,

훌遭偏差훌과 各 �g�r�o�u�p 의 최소값및 최대값둥을

나타낸 表이다 �.
太陽�R度에서 少陰 �/ ＼集團의 �"�"�f�f�i�t 훌團들이 보이

�T�a�b�l�e �2�8�. �M 없�n�s �& �S�t�a�n�d 빼 �D�e�v�i�a�t�i�o�n �o�f �S�u�b�p�o�p�u�l�a�t�i�o�n�s �o�f �T�;려�e�u�m �G�r�o�u�p �a�t

�E�a�c�h �S�a�s�a�n�g �S�c�a�l�e

�*�S�.�D�. �: �S�t�a�n�d�a�r�d �D�e�v�i�a�t�i�o�n

�-�2�6�7�-



�T�a�b�l�e �2�9�. �S�c�o�r�e �D�i�s»ø�b�u�t�i�o�n �o�f �t�h�e �S�u�b�±�>�P�U�l�a�t�i�o�n�s �o�f �S�o�e�u�m �G�r�o�u�p �a�t �T�a�i�y�a�n�g �S�c�a�l�e

�S�u�m �o�f �M�e�a�n �F �F
�S�o�u�r�c�e �D�.�F�. �S�q�u�a�r�e�s �S�q�u�a�r�e�s �R�a�t�i�o �P�r�o�b�.

�BÅY�w�e�e�n �G�r�o�u�p�s �2 ¬½�4�9�.�7�1�7�3 �3�6�7�4�.�8Éç �4�6�.�4�1�2�4 �.�±�m
�W�i�t�h�i�n �G�r�o�u�p�s �9�3 �7ÅJ�)�3�.�5ÇŠ�· ®h�.�1�7�8�4

�T�o�t�a�l �9�5 �1�4�7�1�3�.�3�1�3�0

�S�t�a�nÕ<�d�a�r�d �S�t�a�n�d�a�r�d
�G�r�o�u�p �C�o�u�n�t �M�e�a�n �D�e�v�i�a�t�i�o�n �E�n�o�r �9�5 �P�c�t �C�o�n�f �I�n�t �f�o�r �M�e�a�n

�G�r�p �1 �7�3 �4�5�.�g�z�g�; �9�.�6�6�3�4 �1�.�1�3�1�0 �4�3�.�5�7�4�9 �T�O �4�8�.�0ÅÆ�2
�G�r�p �2 �8 �2�8�.�0�7�0�2 �5�.�4�7�5�2 �1�.Çƒ�5�8 �2�3�.�4�9�2�9 �T�O �3�2�.�6�4�7�6

�G�r�p �3 �1�5 �6�4�.�1�0�1�7 �5�.µ)�3�9 �1�.�4�3�1�4 �6�1�.�0�3�1�7 �T�O �6�7�.�1�7�1�8

�T�o�t�a�l �9�6 �4�7�.�2�0�4�6 �1�2�.�4�4�5�0 �1�.�2�7�0�2 �4�4�.�6�8�3�0 �T�O �4�9�.�·�6�2

�T�a�b�l�e �3�0�. �S�c�o�r�e �D�i�s»ø�b�u�t�i�o�n �o�f �t�h�e �S�u�b�p�o�p�u�l�a�t�i�o�n�s �o�f �S�o�e�u�m �G�r�o�u�p �a�t �S�o�yÅÆ�1�9 �S�cÆx�e

�S�u�m �o�f �M�e�a�n �F �F

�S�±�l�I�'�C�e �D�.�F�. �S�q�u�a�r�e�s �S�q�u�a�r�e�s �R�a�t�i�o �P�r�o�b�.

�B�e�t�w�e�e�n �G�r�o�u�p�s �2 �8�5�9�5�.�9�8�1�0 �4�2�9�7�.�9�0�0�5 �7�6�.�0Ì��l �.�±�m
W삐삐 �G�r�o�u�p�s �9�3 �5�2�5�7�.�� �5�6�.¹Î�7�6
�T�o�t�a�l �9�5 �1�3�8�5�3�.�9�7�4�7

�S�t�a�n�d�a�r�d �S�t�a�n�d�a�r�d
�G�r�o�u�p �C�o�u�n�t �M�µ�i�l�l �D�e�v�i�a�t�i�o�n �E�r�r�o�r �9�5 �P�e�t �C�o�n�f �I�n�t �f�o�r �M�e�a�n

�G�r�p �1 �7�3 �4�8�.��¿� 7.않짧 �.�8�6�2�2 �4�6ÅI�;�g�g �T�O �5�O�.�4�<�Y�7�3

�G�r�p �2 �8 �3�5�.�5�3�2�6 �6�.�3�5�3�6 �2�.®Ñ�6�3 �3�0�.�2�2�0�9 �T�O �4�0�.ÅÆ�4�4
�G�r�p �3 �1�5 �7�1�.�� ��4�7 �8�.�7ÅJ�)�2 �2�.�2�>�5�4 �6�6�.�6�4�7�3 �T�O �7�6�.�3�2�2�1

�T�o�t�a�l �% �5�1�.�1�5�4�2 �1�2�.�0�7�6�1 �1�.�2�3�2�5 �4�8�.�7�0�7�3 �T�O �5�3�.�6�0�1�0

는 �F比는 �4�6�.�4�1�2�4 였고 홈 小集團이 얻고 있는 點

훌의 平형옹 �g�r�o�u�p �1이 �4�5�.�8�2�9�5 點 �, �g�r�o�u�p �2가

�2�8�.�0�7�0�2 짧 �, �g�r�o�u�p �3 이 �6�4�.�1�0�1�7 點이었으며 훌핵용偏差

는 �g�r�o�u�p �1에서 �9�.�6�6�3�4�, �g�r�o�u�p �2에서 �5�.�4�7�5�2�,

�g�r�o�u�p �3 에서 �5�.�5�4�3�9 로 나타났다 �(�T�a�b�l�e �2�9�)�.

少陽 �R度에서 少陰 �/ ＼集團의 下位集團들이 보이

는 �F比는 �7�6�.�0�2�0�1 였고 各 小集團이 얻고 있는 짧

數의 平형온 �g�r�o�u�p �1 이 �4�8�.�6�8�8�6 點 �, �g�r�o�u�p �2 가

�3�5�.�5 앓�6點 �, �g�r�o�u�p �3이 �7�1�. 얘�4�7 點이었으며 훌훌偏差

는 �g�r�o�u�p �1에서 �7�.�3�6�6�5�, �g�r�o�u�p �2에서 �6�.�3�5�3�6�,

�-�2�6�8�-



�T�a�b�l�e �3�1�. �S�c�o�r�e �D�i�s�Ã�i�b�u�t�i�o�n �o�f �t�h�e �S�u�b�p�o�p�u�l�a�t�i�o�n�s �o�f �S�o�e�u�m �G�r�o�u�p �a�t �T�a�i�e�u�m�. �S�c�a�l�e

�S�u�m �o�f �M�e�a�n �F �F
�S�o�u�r�c�e �D�.�F�. �S¾ÐÕX�"�e�5 ÖU�u�a�r�e�s �R�a�t�i�o �P�r�o�b�.

�B�e�t�w�e�e�n �G�r�o�u�p�s �2 �1�5�0�0�.�9�1�8�4 �7�5�3�.�4¹Î�2 �2�1�.�4�1�4�1 �.�±�%
�W�i�t�h�i�n �G�r�o�u�p�s �9�3 ÅS�7�2�.�2�a�i�5 �3�5�.�1ÅI�5�2

�T�o�t�a�l �9�5 �4�À�9�.�1�4�4�9

�S�t�a�n�d�aÓ´ �S�t�a�n�cÂë�r�d
�G�r�o�u�p �rÉÀ�u�n�t �MÅÆ�1 �D�e�v�i�a�t�i�o�n �E�t�r�o�r �9�5 �P�c�t �C�o�n�i �I�n�t �f�o�r �M�e�a�n

�G�r�p �1 �7�3 �4�3�.µ0�7�3 �5ÅI�XÅ( �.�I�iÖÌ�4 �4�1�.�6�3�9�0 �T�O �4�4�.�4�1�5�6
�G�r�p �2 �8 �3�0�.Çƒ�5�8 �5�.�1ÅDÑ¨ �1�.�8�(À•�5 �a�J�.�3�1�4�O �T�O �3�4�.�8Çx�5
�G�r�p �3 �1�5 �4�7�.�3�5�5�9 �6�2�1�1�3 �1�.�6�0�3�8 �4�3�.�9�1�6�2 �T�O �f�:�J�J�.�7�f�J�.�5�7

�T�o�t�a�l �9�6 �4�2�.ÅI�j�6�9 �7�.�o�m �.�7�'�2�:�:�.Ö� �4�1�.�2�2�9�7 �T�O �4�4�.�1Åì�O

�T�a�b�l�e �3�2�. �S�c�o�r�e �D�i�s�t�r�i�b�u�t�i�o�n �o�f �t�h�e �S�u�b�±�J�p�u�l�a�t�i�o�n�s �o�f �S�o�e�u�m �G�r�o�u�p �a�t �S�o�e�u�m �S�c�a�l�e

�S�u�m �o�f �M�e�a�n �F �F
�S�o�u�r�c�e �D�.�F�. �S�Q�u�a�r�e�s �S�q�u�a�r�e�s �R�a�t�i�o �P�r�o�b�.

�B�e�t�w�e�e�n �G�r�o�u�p�s �2 �1�4�3�1�.ÅS�· �7�1�5�.ÅIÉç �9�.�0�4�3�6 �.�±�X�)�3
�W�i�t�lÕ<�1 �G�r�o�u�p�s �9�3 �7�3�6�2�.�7�0�1�4 �7�9�.�1�6�8�8

�T�o�t�a�l �� �8�7�9�4�.�6�3�9�1

�S�t�a�n�d�a�r�d �S�t�a�n�d�a�r�d
�G�r�o�u�p �C�o�u�n�t �M�e�a�n �[±•®¼�aÇ‰�o�n �E�t�r�o�r �� �P�e�t�C�oÓ��I�n�t�f�o�r�M�e�a�n

�G�r�p�1 �7�3 �5�3�.�7�4�8�3 �9�.�3�0�4�5 �1�.�0�0�9�0 �5�1�.�5�7�7�4 �T�O �5�5�.�9�1�9�2

�G�r�p �2 �8 �4�0�.�9�3�0�6 �6�.�5�2�7�4 �2�.ÅS�7�8 �3�5�.�4�7�3�6 �T�O �4�6�.Éç�·
�G�r�p �3 �1�5 �5�6�.�9�0�3�7 �u�±�X�) �1�.�9�8�9�4 �5�2�.ÅÆ�6�8 �T�O �6�1�.�1�7�<�Y�7

�T�o�t�a�l �9�6 �5�3�.�1�7�3�2 �9�.�6�2�1�6 �.Çƒ�a�> �5�1�.�2�2�3�7 �T�O �5�5�.�1�2�2�7

�g�r�o�u�p �3에서 �8�.�7�3�5�2 로 나타났다 �(�T�a�b�l�e �3�0�)�.

太陰�R度에서 少陰 �A集團의 下位集團들이 보이

는 �F比는 �2�1�.�4�1�4�1 이 었고 各 小集團이 얻고 있는

點數의 平
�*
청은 �g�r�o�u�p �1이 �4�3�.�0�2�7�3 點 �, �g�r�o�u�p �2가

�3�0�. 않�5�8 點 �, �g�r�o�u�p �3 이 �4�7�.�3�5�5�9 點이었으며 훌흉핵훌偏差

는 �g�r�o�u�p �1에서 �5�.�9�5�0�4�, �g�r�o�u�p �2에서 �5�.�1 아뻐 �,

�g�r�o�u�p �3에서 �6�.�2�1�1�3 으로 나타났다 �(�T�a�b�l�e �3�0�.

少陰 �R度에서 少陰 �A集團의 下位集團들이 보이

는 �F比는 �9�.여�3�6�4 이었고 各 小集團이 얻고 있는

點혔의 平형은 �g�r�o�u�p �1이 �5�3�.�7�4�8�3 點 �, �g�r�o�u�p �2 가

�-�2�6�9�-



똥외e
�g�r�o�u�p �1 �g�r�o�u�p �2 �g�r�o�u�p �3 �F

�M�e�a�n �/ �S�.�D�. �MÅÆ�1�/ �S�.�D�. �M�e�a�n �/ �S�.�D�. �R�a�t�i�o

太 陽 �4�5�.��¯��5�/�9�.ÅI�i�3�4 �2�8�.�0�7�0�2 �/ �5�.�4�À�2 �6�4�.�1�0�1�7 �/ �5�.µ)�3�9 �4�6�.�4�1�2�4

少 R훌 48.6886 �/ �7�.ÅJÉç �3�5�.¹Î�� �/�6�.�3³� �7�1�.�4�8�4�7 �/ �8�.�7�3�5�2 �7�6�.�0�2µL�0�1

太 陰 �4�3�.�0�2�7�3 �/ �5�.ÅI¿� �3µ0ÅI�5�8 �/ �5�.�1ÅD�� �4�7�.�3�5�5�9 �/ �6�.�2�1�1�3 �2�1�.�4�1�4�1

少 陰 �5�3�.�7�4�8�3 �/ �9�.�3�>�4�5 �4�0�.�9�3�0�0 �/ �6�.�5�2�7�4 �5�6�.�9�0�3�7 �/ �7�.�7�1¿� �9�.Åì�3�6

�4�0�.잃�0�6點 �, �g�r�o�u�p �3 이 �5�6�.�9�0�3�7 앓이었으며 훌훌偏差

는 �g�r�o�u�p �1에셔 �9�.�3�0�4�5�, �g�r�o�u�p �2 에서 �6�.�5�Z�l �4�,

�g�r�o�u�p �3에서 �7�.�7 α�%으로 나타났다 �(�T�a�b�l�e �3�2�)�.

아래에 提示된 表는 各 小集團이 네가지 �R度

에서 얻고 있는 �� 혈과 훌훨偏差훌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要約한 것으로 太陽�R度에서는 �g�r�o�u�p

�1 이 �3�2�.�6�1�2�0 앓 �, 밍�'�O�u�p �2가 �4�9�.�0�7 η짧 �, �g�r�o�u�p �3 ° �1

�6�6�. 동�4�9點을 各各 얻었고 少陽�R度에서는 �g�r�o�u�p �1

이 �4�1�.�1�3�1�2 꿇 �, �g�r�o�u�p �2가 �4�7�. π �1�2훨 �, �g�r�o�u�p �3 이

�5�4�.�1�6�5�2 點율 기록했으며 太陰�R度에서는 �g�r�o�u�p �1

이 �3�9�.�7�9�8�0 짧 �, �g�r�o�u�p �2 가 �5�3�.�1 �(뼈앓 �, �g�r�o�u�p �3 이

�6�4�.�3�1�7�3 點 �, 少陰�R度에서는 �g�r�o�u�p �1이 윈 �.�3짧點 �,
�g�r�o�u�p �2가 �4�3�.�2�0�5 짧 �, �g�r�o�u�p �3이 �4�8�.�4�� 뼈點둥을 나

타내고 있다 �(�T�a�b�l�e �3�3�)�.

少陰集團의 프로파일 農相도 亦是 앓問휘홉짧의

結果가 홉初 意圖한 바에 附슴하여 專門홈의 훌�%뼈�R

과 大略 一致한 �g�r�o�u�p �1과 �g�r�o�u�p �2의 두 활照集

團및 離 �I�J�t 集團인 �g�r�o�u�p �3으로 大別되고 있다�.
먼저 �g�r�o�u�p �1과 �g�r�o�u�p �2의 �R度別 平혈點 �W�i 의

差異률 살펴보면 최소값과 최대값의 差異가 약 �1�0

餘點 가량으로 그래프의 효륨이 훌훌慢한뼈씹률 이

루고 있는 反面 �, �g�r�o�u�p �3 에서 보이 고 있는 최대 �-

최소값의 差異는 �2�0 點올 훨씬 넘어 屆曲이 심한

훌願률 나타내고 있다�.
족 �g�r�o�u�p �1에서의 최대값온 少陰 �R度의 �� 형짧

數인 �5�4�.�7 얘�3點이며 최소값은 太陰도의 平혈點훌

인 �4�3�.�0�2�7�3 짧인 바 그 차이가 �1�1�.�7�2�1 點으로 나타냈

으며 �, �g�r�o�u�p �2 에셔는 少陰�R度의 �4�0�.�9�3�0�6 點과 太

陽 �R度의 �2�8�.�0�7�0�2 點이 최대값과 최소값으로 그 차

이는 �1�2�.�8�6�0�4 點이었다 �.
反面에 �g�r�o�u�p �3의 훌�&�W�i差異를 보연 최대값인

少陽 �R度의 �7�1�. 얘�4�7點과 최소값인 太陰 �R度의
�4�7�.�3�5�5�9 點사이의 差異가 �2�4�.�1�2�8�8 點으로 나타나

�g�r�o�u�p �1�, �2와는 혔隔허 다른 特性을 갖는다고 보

는 것이다 �.
點數의 分布 亦是 �g�r�o�u�p �1�, �2 의 두 훌團의 分布

가 離脫集團인 �g�r�o�u�p �3에 比하여 뚜렷이 낮온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離脫集뼈인 �g�r�o�u�p �3의 프로따일 特性올

보면 모든 �R度에서 다른 두集團보다 點數가 높옹

像相을 보이고 있으며 그 中에서도 陽의 �R度인

少陽 �R度및 太陽 �R度에서 더욱 높은 上昇융 나타

내고 있으나 太陰 �R度에서는 急하게 下降하여

�g�r�o�u�p 內에서 最低 �{直률 記錄하고 있다 �(�F 핑�u�r�e �4�)�.

�T�a�b�l�e �3�3�. �M 않�n�s �& �S�t�a�n�d�a�r�d �D�e�v�i�a�t�i�o�n �o�f �S�u�b�p�o�p�u�l�a�t�i�o�n�s �o�f �S�o�e�u�m �G�r�o�u�p �a�t

�E�a�c�h �S�a�s�a�n�g �S�c�a�l�e

�.�S�.�D�. �: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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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繼括및考察

四훌 �" 質解證의 �$용훌뻐￡률 通한 客뼈化作業을

훌行함에 있어서 東武의 꿇講빼系률 把握하는 것

온 하나의 先決課題가 된다 �.
資料흉集에 利用되고 있는 �� 훌紙의 빼成에서

性情꿇的 分野인 行動心理의 狀顧률 묻는 問項이

總 �1�2�1 問項中 약 �7�4�% 인 �9�0 問項으로 나타나 四象

理꿇中에서도 性↑홉꿇올中心으로 한 理解가 더욱

切實한 問題가 된다고 하겠다 �.
本 �{�i�f�f 究에서는 各 體質集團과 �" 質集團內의 小

集團들이 보이는 프로파일의 特性올 分析하되 그

分析의 실마리는 四象理짧의 性↑홉꿇에�I�T�B 빼해서

훌理된 四象 �A의 性格類型올 中心으로 하고 있다 �.
다시말해 프로파일 그래프의 흐름에서 設問應

答反簡의 �f훌極性與否나 自�B表現의 훌훌度또는 짧

直性의 程度等을 알아보고 그것들을 結슴해서 四

象�A의 基本的 屬性및 各 小集團중 離脫集뼈의 ��
徵的 所見을 把握해 보려는 것이다 �.

心理 �� 훌形式의 檢 �3흥뻐￡ 分析을 흉한 �" 質 �*
훌훌

의 方式이 形而上學的이고 抽훌的인 �" 質의 屬정�:

을 훌觀的으로 把握하는 데 있어서 最善의 方法꿇

율 提供하고 있다고 斷言하기는 어려우나 �A間心

理의 內面융 分析하여 사랍의 行動特性을 區別하

고자 하는 것이 心理檢훌가 追求하는 여러 검的종

의 하나라고 한다면 그런 點에서 �A間율 性情作用

의 �4흉性에 따른 뽑質顆첼의 네가지 카태고리에 配

屬시키려는 四훌빼質辦證짧과 合致되는 部分이 었

다고 생각할 수 있다 �.
分析結果에 對한 考察을 進行하기에 앞서 心理

檢훌에 對한 鷹略的인 內容율 紹介하자연 다용과

같다�.

�1�. 心理檢훌

앓問分析올 통한 四象�" 質媒짧의 客홉化 �{�i�f�f 究

는 太陽 �, 少陽 �, 太陰 �, 少陰의 �4가지 �R度 �(�s 때�I�e�) 률

包含하는 心理檢훌形式의 設問檢훌紙률 製作하는

作業이라 하겠다 �.
여기서 말하는 心理 �$훌훌는 一般的으로 떠융리

게 되는 ������ 훌나 適性檢훌둥을 包括하는 것으

로 그 주된 範홉는 傳統的으로 잊�[�]�� 檢훌라고 부르

던 廣範圍한 �m�� 的 �4총性들을 재는 檢훌들과 聚多

適性總集 �(여러개의 적성을 측청하면서 그 개개척

성의 點數들로 이루어진 프로파일을 제공합
�)을 包

含한 �{圖別的인 能力檢훌 �, 特珠適性檢훌 그리고 成

就度檢훌둥과 함께 情縮的및 動機的特性 �, 對 �A關

係의 行動 �, 興味 �,�m�! 度 그리고 다른 情縮的 훌因

�(�a�f�f�e�c 디�v�e �v없�i�a�b�l�e�s�) 의 뼈定과 關聯된 性格檢훌 �2�5�)

들로 이루어 진다 �.

위에서 本 뿜究가 다루는 體質辦짧의 도구로서

의 四象體質分類檢훌紙를 心理檢흉形式이라고 鼓

述한 것은 이 檢흉紙에 內包된 質問들의 大部分이

被檢者들의 行動心理률 물어보는 樣相올 나타내고

�- �2�7�1 �-



있으며 또한 實際로 다른 心理�� 훌紙에서 導入한

�R度들이 設問紙內에 混在하고 있고 아울러 統計

�S홉理方式이나 여러가지 分析上의 節次가 相通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
本質的으로 心理檢훌란 어떤 行動樓本에 대한

客뼈的이고도 ￥훌훌化된뼈定道具 �2�6�) 라고 定훌하는

데 所謂 四훌體質分類檢훌라는 名稱을 불얼 수 있

는 檢훌紙라고 하면 行動標本에 덧붙여 뼈形과 生

理的 �, 病理的훌本이 함께 뼈定될 수 있도록 없案

된 形健의 檢훌紙여야 하리라고 본다 �.
다시 말해서 心理檢훌를 통해 한 �{뽑 �A에게서

抽出된 몇몇 行動特性을 分析하여 現在 그 사랍의

心理構造나 內面의 性格特性융 把揮해 볼 수 있는

것처럼 四훌훌뿔의 理꿇율 土훌로 하여 設問化된

四훌體質分類檢흉는 個 �A의 行動特性및 �g톨形特性
그리고 生理및 病理에 관한 �I�3�B 陳述의 짧本을 分

析하여 四象體質올 把握해보려는 內容인 것이다 �.
注훌해야 할 問題는 通常的으로 設問紙型 檢훌

�( 自 �E짧告式 �)가 짧은 시간에 廣範圍한 資料률 모

을 수 있고 實施와 앓點및 解析이 比較的 容易하

다는 長點이 있는 反面 檢훌問項에 대한 反應이

全的으로 被檢者의 主觀的인 �9억�l斷에 依存하게 되

는 自己報告方式의 가장 큰 制限點낀
�)
또한 가지고

있다는 정이다 �.
한편 前述한 바대로 이와같온 檢훌가 하나의

뼈定道具라고 한다연 이때의 뼈定 �(�m�e�a�s�u�r�e�m�e�n�t�)

온 抽훌的 樓 �;용�:을 經훌용的指훌로 구현시키는 過程

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問題가 되는 것이

빼定의 信賴性 �(떼�i�a�b 피�t�y�) 과 훌훌性 �(�v�a�l�i�d�i�t�y�) 이 라

고 하겠다 �.�2�8�)

信賴度란 同一한 사랍들에게 서로 다른 時期에

同一한 �b훌훌 또는 다른 對等한 問項세트 혹온 서

로 다른 檢훌條件에서 檢훌할 때 觀察된 훌�&數들의

一實性 �(�c�o�n�s�i�s�t�e�n�c�y�) 을 말하며 �2�9�) 훌賞度란 그 檢훌

가 무엇올 測定하는지와 그것을 얼마나 잘 뼈定하

는지를 다룬 것이다�.�3�0�)

�*�I�1�f 究에 있어서의 훌當化는 檢훌紙의 훌當度

를 檢證하는 것으로 專門홈가 該斷한 各 �I�I 質象團

과 檢훌紙의 分析올 통해 分類된 實際集團間의 一

致率을 알아보는 것이며 여기에는 專門햄의 體質

樓證이 -種의 훌훌로 作用한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훌훌라고 하면 �� 훌紙를 통해 分析된 結

果률 實際로 確짧할 수 있는 一種의 證據資料라고

할 수 있겠는데 一股的인 心理檢훌의 훌훌關聯 훌

훌度檢훌에서 훌훌가 되는 것용 보통 檢훌가 寶言

하고자 하는 흉行 �3�1�) 으로 예률 들연 器械適性檢훌

에서의 準據는 工學者로서의 滿足힐 만한 職務훌

行이 될 것이며 學業適性檢훌에서의 핵훌훌는大學

의 學點이 되는 것�3�2�) 둥이다 �.
한편 心理檢훌의 製作에 있어서 훌當化의 過程

올 略述하자연 다옴과 같다 �.
먼저 心理學 理훌움이나 그 以前의 �I�1�f 究 또는 行

動樣式의 �I�I 系的인 觀察과 分析으로부터 派生한

詳細한 特性이나 構成屬 �;융�:을 定意하는 일부터 시

작한다 �.
構成屬念의 定意에 맞추어 檢훌問項들올 作成

한 뒤 實짧的問項分析을 통해 가장 效果的인 或은

흉홉한 問項들올 選定하여 檢훌紙의 뼈대를 만들

고 그런 다음 問項향이나 下 �{�f�t 檢훌에 대한 統計分

析둥올 包含한 다른 適切한 內的分析올 행하며 마

지막단계에서 外 �8�6 實生活의 훌훌들을 통한 統計

的 分析올 거쳐 多像한 點敵들을 흉當化하고 또

點훌들의 解析올 組合한다 �.�3�3�)

四象 �I�I 質分類 �� 훌는 그 目的과 特性에 있어서

-般的 心理檢훌와는 구별되는 點이 多分하지만

그 節次에 있어서는 위에서 紹介하는 方式과 類似

한 훌當化過程을 거쳐 製作되고 있다고 본다 �.
다만 檢훌紙의 骨格이 東톨훌훌훌世保元이나格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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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둥 東武의 文없에 거의 全的으로 依存하고 있는

點과 훌홉化의 핵훌훌가聊짧된 �I�I 質이라는 特珠性

둥이 약간의 差異률 훌起시키고 있율 뽕이다 �.
結局 四훌뼈質分觀檢훌의 웰作과 훌훌化의 過

程에는 一般心理 �*훌와 大同小異한 方式올 適用하

게 되고 따라서 �*훌紙를 통한 뼈質辦짧의 �2훌홉化

作業에는 西洋心理學의 行動心理分野와 東武의 �a
賢心理的 方面에 대한 同伴的 �I�1�f 究가 可히 必要하

다하겠다 �.

�2�. 分析結果의 論議

改訂된 �Q�S�C�C 의 몇�l別分析結果는 대체로 양호한

현�(�7�0�.�0�8�%�) 으로 나타나 檢흉紙의 훌’홉度가確保되

었다고 보여지나 �T짧훌률 통한 홈葉分析으로 비

슷한 類型의 프로파일 特性을 갖는 資料들을 묶어

下位集團을 構成하고 그들의 特性 �, 즉 判別分析에

서 專門홉의 該斷과 檢효紙의 훌훌훌이一致하지 않

는 所調
�*
훌脫훌料들의 問題앓을 把훌훌하여 �b훌훌紙

의 向後 改善方向율 設定해보려는 것이 本 뿜究가

指向하는 바이다 �.
그러나 本 짧짧의 프로파일 分析에서 使用하는

�R度들이 性格要因이나 知館둥과 같이 細分化된

要쫓들이 아니고 太陽 �, 少陽 �, 太陰 �, 少陰等 四훌�.
質이라고 하는 統合的 �, 또는 總體的인 屬 �;용�:이기

때문에 프로파일 그래프의 屆曲 하나하나률 分析

한 것으로 個別的 心理要素들을 把握하여 結꿇에

쫓�t�l達하는 �M�M�P�I 나 �1�6�P�F 等 一般的인 心理檢훌의

프로파일 分析方式과는 區別되는 點이 많으며 그

런 面에서 分析에 多少間 難點올 가지고 있는 것

이 專實이라고 하겠다 �.
다시 말해서 本 뻐究에서 使用하는 方式은 하

나의 �R度에서 보이는 被檢者들의 反應農相올 가

지고 그 集團의 部分的 心理狀願를 把握한다거나

各 �R度에서 나타내고 있는 點훌들이 모두 採擇되

어 心理짧向이 決定되는 方式이 아니라 四훌 �R度

의 하나하나가 훌立的인 �a 質홈용�: 이며 모든 �R度

에셔 獲得한 點훌
�*
들이 個別的으로 尊重되고 結合

되어 �g톨質율 決定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높온 하

나의 �R度만이 採擇되어 �I�I 質을 �9억�j斷하는 方式인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프로파일 分析에 있어서 다소

모호하고 뽑究의 �f�a 圍가 힘�j限되는 面이 없지 않으

나 各 �R度가 代表하는 心理屬性의 때面을 옳主로

解析올 施行하되 먼저 全眼集團의 프로파일에서는

各 �g톨質集 �I�I�I 의 點훌分布 差異나 빼質과 各 �R度의

相關關係훌올 重點的으로 比훨훌察하기로 하고 다

옴으로 下位集團別 �!�j�\�j 性分析에서는 嚴脫훌團과 냐

머지集團의 特性比활에 춧점을 맞추어 點 �I�i�: 差異와
프로파일을 構成하는 屬分들의 進行狀 �1�d 等을 홉察

해 보는 것으로 分析의 方向올 꿇定하였다 �.
또한 �R度別 點 �I�i�: 分布狀況에 있어서는 東톨훌훌

世뽕元等에서 간추련 四훌�A의 基本的인 性格特

性 �3�4�) 과 많存의 �Q�S�C�C 에 對해서 �1�6�P�F 와의 比훌分

析올 通해 훌훌度률 檢훌훌하는過程에셔 나타난 四

훌�A의 性向 �3�5�) 等율 용考하여 �g톨質別 앓問應答反應

의
�*
훌顧률 推뼈해 보았다 �.

�1�) 빼빼分析 �i흩果의 훌흩훌

먼저 몇�l別分析의 結果를 보면 少陽 �A율 除外한

太陰�A과 少陰 �A集團에서 正確횡�j別훌이 上昇하고

있으며 특히 少陰 �A隻團에서 飛 �g훌的인 上昇

�(�4�8�.�1�% → �7�0�.�8�%�) 을 나타냈는데 이는 問項의 �R떠化

謂整等에 依해 少陰 �A들의 比較的 消훌的이며 內

向的性向에 起因하는 릎避性向올 했果的으로
�*
훌뼈�R

하지 않았다 여겨진다 �.
아쉽게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太陽 �A集團의 �i 훌

料範圍가 몇 �l別式을 構成하기에 適合하지 못한 關

係로 除外되었다는 짧이라고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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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少陽 �A의 횡�j別寧 下짧온 小騙 �( �-�3�.�6�%�) 으로

全홈의 용�j別훌에 影훌을 출 程度의 下짧은 아니었

으나 이에 대한 改善올 위해서는 홈 �R度에 대한

�g톨質別 反應올 問項別로 深層 �t�i�f�f 究해 보는 作훌이

必要하다고 생각된다 �.

�2�) 훌훌分折結果의 홉흩훌

�(�l�) 全 �I�I 프로따일 分析

�g톨質別로 세개씩의 下位그즙을 造成하여 �J�U 휠

한 훌￥훌分析에서는 大網 다옵과 같은 考察이 可 �f�t�g

하였다 �. 子先 �" 質別 全�I�I 集團의 프로 �1�1�} 일 옳相의

..察율 適해서 알 수 있는 各 集뼈의
�*
￥性에 對해

서 鼓述하자연 다읍과 같다 �.
먼저 各 體質隻團이 그 集團이 屬한 �R度에서

가장 높은 點훌률 記훌훌하고훨照集團은 아래로 同

伴하여 쳐진 形願률 나타내고 있어 꿇質別로 �R度

닮分이 잘 되고 있읍올 보여준다 �(�F핑�u�r�e �D�.
少陽 �/ ＼集뼈의 프로파일에서는 陽性 �R度인 少陽

�R度와 太陽�R度에서
�*
딩一하게 높은 �{�Q置률 차지

하고 陰性 �R度인 太陰 �R度와 少陰�R度에서는 거의

最低 �{直에 가까운 낮온 點 �I�t 률 記짧하고 있는 것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용다 �.
또한 높낮이의 差異가 세 훌團중 가장 커셔 自

身의 호꿇이 푸렷하고 個性的인 性格�4흉性올 推定

할 수 있게 한다 �.
四象용學의 �%훌훌理훌융 �t 少陽 �A�l�l 質의 性格特

性옹 大略 ↑홉熱的이며 �$ 直얹白하고 톨훌훌的�, 種훌

的인 ￥훌顧로볼 수 있으며 性格要因檢훌와의 比較

分析에서 나타난 結果를 보면 ↑홉熱‘性�(�S�u�r�g 밍�l�C�Y�)

�R度에서 正的相關關係를 形成하고 溫情性 �(�W�a�r�-

�m�t�h�) 과 大題性 �(�B�o�l�d�n�e�s�s�)�R 度에서 他集團과 有意

한 差異률 보여 �3�6�) 四훌理꿇과 �1�6�P�F 比훌分析의 兩

者에서 共히 少陽 �A의 外向性이나 짧흩性올 確짧

할 수 있었는 바 프로파일 特性에셔 훌물하고 있

는 그래프의 효륨온 이와같옹 少陽 �A의 性格 �{없向

이 그대로 反影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太陰�A의 集團온 太陽 �R度와 太陰�R度의 두 部

分에서 最高 �{直률 훌�E짧하고 있어 프로파일 屬分의

흐룸에 있어서 少陽集團이 보이고 있는 積훌性 또

는 集中力에는 미치지 못하나 少陽集團과 少陰集

團의 中間位置에서 어느정도는 自身올 表出해 내

고 있는 듯한 印象올 준다 �.
參考로 上記한 �1�6�P�F 와 比較分析을 通해 �S훌훌�g한

太陰 �A의 용格類型을 알아보연 옆↑홉性�(�W없�r�o�t�h�)�,

自 혔훨度 �(�S�t�a�b�l�e�n�e�s�s�)�, 情熱性 �(�S�u�r�g�e�n�c�y�) 및 大團性

�(�8�0�1�0�0 않 �s�) 둥의 要因에서 各各 否的인 相關關係률

形成하고 있는 바 그에 따른 性格뼈向을 홈�(�B�I�t�t 해

보자연 批횡�j的이고 實利的이며 짧필的 �, 悲훌�g的 �, 厭

世的 �, 非社交的이고 疑心이 많으며 感情의 支配률

다분허 받는 等의 形顧로 表現할 수 있는데�:�m 이

와같은 性格基盤위에셔 設問에 웅하는 顧度 �(�a�t�t�i�t�-

�u�d�e�) 는 경우에 따라 多少間 消極的이고 �t�t 빼된 農

相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
한편 太陰隻團이 太陽 �R度에 對해서 위와같이

뽑훌的으로 反應하고 있는 理由에 대해서는 太陽

�R度의 各 問項別 反應을 살펴보는 深層 �t�i�f�f 究가 要

求되겠지만 太陰�A集團 內面의 二重的 屬性 또는

“감추어진不安感 �"�3�8�) 이라는 表現에서 聯想되는 太

陰 �A의 外形짧張 乃至 假節的인 뼈向올 �6훌짧하게

하는 部分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
太陰集團과 對稱的 훌相으로 反應하는 少陰集

團은 太陽 �R度와 太陰�R度에서 最低 �{直를 記錄하는

等 少陰 �R度률 除外한 나머지 �R度에서 反應이 全

般的으로 低調하여 엄�E表現性의 程度에 있어서

훌훌훌하다고할 程度는 아니지만 若千의 �8홈꿇性올

옳出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
前‘밟한 性格要因檢훌와의 比較分析에서 알 수

있는 少陰 �A의 性格類型 亦是 太陰 �A의 批判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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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實利的이며 훨追的 �, 悲홉的 �, 厭世的 �, 非社交的 �,
훌↑홉的 �� 性을 모두 갖고 있어셔�3�9�) 少陰�A隻團이

짧問檢훌에서 �f뿜훌的이며 閒짧的인 應答性向을 보

일 것을 推빼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

�@ 各 �g훌質의 훌￥集別프로파일 分析

少陽 �A의 蘇隻分析에서 �g�r�o�u�p �1과 �g�r�o�u�p �3은

點數分布가 大體的으로 높고 �R度間 點數差異가

커서 프로파일 그래프의 屆曲이 뚜렷한 反面 離脫

累團으로 深層 �i�'�f 究가 要求되는 �g�r�o�u�p �2에서는 點

훌�t分布가 全般的으로 낮고 그래프의 屆曲도 平쩔

한 모습을 보인다�.
또한 세 下位集團들이 프로파일의 屆曲形願에

서 類 �w�. 性올 가지며 특히 少陰 �R度에서 거의 一致

하다시피 하는 現狀을 보이는 것 等은 亦是 위에

서 말한 바와 같이 少陽集團의 �f홉훌性에 起因하는

集中力의 �� 훌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離脫隻團의 흐름을 中心으로 봅 때는 對照集뼈

에 比하여 少陰�R度에 대한 點훌 �{直가 相對的으로

높아서 이 �g�r�o�u�p 이 갖고 있는 心理的 屬性온 一

般的인 少陽 �A集團의 屬性과는 상당히 �I�l�l�! 離가 있

옴을 알 수 있는 바 이것온 少陽 �R度의 홈�&�I�t 가 多

少間 높온 差異가 있을 뿐 거의 少陰 �A集團의 普

遍的인 프로파일 形顧와 類似한 것으로 少陰 �A集

團의 離脫集團인 �g�r�o�u�p �3의 프로파일이 少陽 �A集

團의 普遍的 프로파일 形願률 따르고 있는 點과

對比되 어 興味롭다고 하겠다 �(�F 핑�u�r�e �2�, �F�i�g�u�r�e �4�)�.

普遍性의 次元에서 �/ ＼員構成의 形顧를 보면

�g�r�o�u�p �1이 훌言集團의 少陽 �A �� 名올 包含하여

�5�0名中 �3�9名을 차지하는 絡對的인 多훌�t로 이 集 �I�I�I

內에서 가장 普遍的인 小集團임을 알 수 있다

�(�T�a�b�l�e �1�1�)�.

太陰累團의 홈集分析에서 세개의 下位集團 가

운데 �I�I 脫集團이라고 볼 수 있는 �g�r�o�u�p �1 의 낮은

훌�&數分布와 對照隻團인 밍�u�u�p �2와 �g�r�o�u�p �3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相훨的으로 높온 프로파

일의 효륨온 內向的 性格뼈向및 감추어진 不安感

으로 代表되는 太陰 �A集團의 閒훌훌的이면서도兩面

的인 心理狀顧와 無關하지 않은 효륨이라고 여겨

진다 �.
즉 �R度別 훌�&數차이가 크지않아 프로파일 훌分

의 흐름이 �%훌慢한 點온 內面表出이 꿇한 陰的인

屬性올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反面 離脫集 �I�I�I
의 點數分布가 낮고 對照集團의 點 �I�t 分布가 높은

點온 少뼈�A集團의 �a륨性에셔 나타나는 陽的인 反

應이라고 할 수 있어 兩面的 心理훌相율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여기서 .감추어진不安慮’이란

內面에 存在하는 不安짧을 表버하지 않으려는 心

理作用으로 前述한 바와 같온 外形짧張的인 要素

가 對照集 �I�I�I 인 �g�r�o�u�p �2나 �g�r�o�u�p �3에서 太陰 �A의

普遍的 心理로 表現되고 있는 것이다 �.
또한 離脫集團인 �g�r�o�u�p �1온 少陽 �R度에서 오혀

려 太陰 �R度보다 높온 點 �8�: 률 보이고 있어 檢훌紙

에 대한 反應에 問題性을 드러내고 있으며 少陽 �R

度에 비해 太陽 �R度點훌가 높게 나옹 �g�r�o�u�p �2�, �3

와는 달리 少陽 �R度의 훌�&훌가 높게 나타나고 太陽

�R度의 �g월 �I�t 가 옳짧하는 모습으로 프로파일의 흐

름이 正反휩로 나타났다 �.
이것은 ‘般的인 太陰 �A의 反應과는 용�j異한 形

願인 바 對照集團들이 보이고 있는 太陽 �R度上昇
-少陰�R度下降이라는 共通的인 現象으로 類推되

는 太陰集團의 兩面的 心理特性이 朋짧된 것으로

前逃한 太陰集團의 朋훌훨性이特定한 鳳因에 의해

加重되어 더욱 뽕化된 所致가 아닐까 생각되는 바

그 庫因이 心理基調에 影훌을 주는 病理狀顧와 關

聯이 있을 수도 있겠고 職薰이나 年홉 �, 性別훌 身

�t 훌度과 關聯된 훌훌쫓와有빼할 수도 있다고 推定

되나 보다 正確한 分析온 追後에 프로파일을 構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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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뚫本의 身上및 病顧所見 흘 �*�'�t 들이 同伴되는

深륨뿜究에서 可廳해질 것으로 본다 �.
또한 太陰훌團의 太關�R度 上昇온 다른 때面에

셔 보면 太觸 �/ ＼集團이 排除된 狀願에셔 太陽 �A으
로 辦훌될 수 있는 農本들이 太陰 �A集團으로 配屬

된 結果라고 推뼈힐 수도 있으며 그에 대한 確짧

은 亦是 向後의 進步된 檢훌紙의 몫이라고 하겠

다�.
太陰�A 下位集團의 �A員 構成을 보면 �g�r�o�u�p �2

가 �9�8 名中 �5�1 名으로 多훌이나 �g�r�o�u�p �1도 �3�6 名으

로 상당한 部分올 차지하고 있어서 두 프로파일

形願중 어느것이 普遍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T�a�b�l�e �1�2�)�.

少陰 �)＼集뼈의 흥￥集分析에서 눈에 띠는 것은 點

훌의 分布가 全體的으로 低調하고 �R度間 點훌차

이가 적어 프로파일의 形顧가 가장 平易한 흐롬을

보이는 것인데 이러한 뼈向은 특히 �A員構成에 있

어서 ���8 행的인 多혔률 點하는 �g�r�o�u�p �1의 프로파

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 앞서 말한 바대로 少陰

�A의 自 �B表出에 臨꿇한 屬性올 如實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
또한 앞에서 다루었던 少陽�A과 太陰 �A集團의

프로파일 特性과 比較해 봅 때 少陰 �A에 있어서는

離脫集團인 �g�r�o�u�p �3이 훌�&數分布가 높고 屆曲이

큰 훌分을 가지는 프로파일 形願률 보인 反面 少

陽�A과 太陰 �A集團에 있어서는 離脫集團인 �g�r�o�u�p

�2와 �g�r�o�u�p �1에서 오히 려 點數分布가 낮고 그래프

의 효롬이 觀慢한 프로파일을 形成하고 있어 結果

的으로 少陽 �A및 太陰 �A의 훌團과 少陰 �A集團間에

全的으로 對比되는 樓相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集團間의 一般的인 特性차이 �, 즉 少陽 �A의 外向的 �,

짧훌的인 性向과 太陰�A의 감추어진 不安훌 그리

고 少陰 �A의 內向的 �, 消趣的인 性向및 훌훌出된不

安狀顧等의 휩比가 그대로 반명되어 異彩률 띠었

다 �.
前述한 바 대로 �1�I�!�t 集團인 �g�r�o�u�p �3은 少陰 �A

集團의 프로파일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少陽 �A集團

의 프로파일 形顧에 가까운 屆曲像相올 보여 注目

되는 바가 있다고 하겠다 �.
옳考로 프로파일 形顧 옳主의 區分에서 �A員

構成에 따른 單純比較로 짧質集團內의 集中度 �4�0�) 룰

評톨해 본다연 少陽集團의 對照集團 두 그룹中

�g�r�o�u�p �1이 �3�9 名 �, �g�r�o�u�p �3 이 �2名으로 가장 큰 集中

力올 보이고 少陰�A集團의 對照集團중 �g�r�o�u�p �1이

�7�3 名 �, �g�r�o�u�p �3이 �1�5名으로 少陽集團에 이어 두번

째로 큰 累中力올 나타내고 있으며 太陰 �A온

�g�r�o�u�p �2와 �g�r�o�u�p �3이 各各 �5�1 名과 �3�6 名으로 集中

度라는 面에 있어서는 가장 낮은 모습을 보였다 �.

�v�. 結 論

本 �l�1�f 究에서는 改訂된 �1�2�1 問項의 四훌體實分類

檢훌紙률 가지고 慶熙톨훌훌院來院盧者群및 一般 �A

활의 두 種類훌料률 흉集하고 먼저 惠者향의 �i훌料
에 활해 용�l別分析을 施行하여 훌갖斷正�6훌훌을 알아

본 후 一般 �A홈 賣
�*�'�t 의 홈훌핵훌化에서 얻어진 規準

�(�n�o�n�n�s�) 을 뽑者흙의 四象 �R度點數에 適用하여 �T

點數률 구하고 多흉훌蘇集分析올 施行하여 集團別

特性을 把훌해 본 結果 다음과 같은 結훌움을얻었

다 �.

�1�. 寶言累團과 實在集團間의 比較로 나타나는

용斷正確훌온 많存의 �Q�S�C�C 에 벼하여 大뼈 向上

된 �7�0�.�0�8�% 로 나타나 險훌紙의 월홉度가 立證되 었

다 �.

�2�. 各 體質集團의 全體 프로파일 �� 性 �.�I�t 較에서

各 �m質別로 該當 �R度에 對한 反應은 모든 �R度에

�- �2�7�6 �-



셔 一定하게 上昇되어 뼈質辦짧의 뼈面에셔 홈定

的인 農相을 보였다 �.
�3�. 엄 �E表現의 程度률 中心으로 觀察해 본 全�"

프로파일의 分析에서는 少關集團이 가장 푸렷한

옳明性율 보였고 少陰集團이 가장 廳꿇하였으며

太陰集團은 二重的 屬性율 나타냈다 �.

�4�. 各 體質別 세 群의 下位集團中에서 所謂 離

脫集團이라고 할 수 있는 部類의 集團온 나머지

두 集團과 프로파일의 �4�I�,�f 性에 있어서 確然히 區分

되는 樓相을 보였는 바 그 內容온 다융과 같다 �.

가 �. 少陽�A의 離脫集團온 少陽훌團의 一股的 屬

性과 달리 훌훌훌하게 消훌的인 農相융 보였으

며 少陰 �R度에셔 比훌的 높은 反應을 보였

다 �.

나 �. 太陰�A의 離脫集團은 點數分布가 매우 낮은

�f뿜極的 樓相을 보였으며 太陰集團의 �4�I�,�f 性인

太陽-太陰 同伴上昇과는 反對로 太陽 �R度에

서 點數가 急짧하는 現象올 나타냈다 �.

다 �. 少陰 �A의 離脫集團온 少陽集團의 프로파일

形顧와 類似한 特性을 보여 少陰集團 特有의

消極的이고 表現에 �8홈훌훌한 特性이 大部分 홉

釋된 것으로 나타났다 �.

以上의 結果로 보아 製作된 檢훌紙의 흉’훌度가

�1�L證되었으며 本 �{�i�f�f 究의 過程에서 實施한 體賢別

훌훌脫集團의 프로파일 分析올 通해 몇가지 方向에

서 그들의 特性을 把握할 수 있었다 �.
이 結果는 追後에 本 檢훌紙의 改善에 하나의

資料로 利用될 수 있올 것으로 기대하며 檢훌紙의

發展올 위해서는 홉훌脫集團과활照集 �1�1�/ 의 特性差異

에 대한 좀 더 뿔層的인 �{�i�f�f 究가 ���. 되어져야 할

것으로 思料된다 �.

參考文敵

�1�. 훌熙大學홉 韓톨훌科大學第갱期후業핵홈備훌員會

編 �: 韓團의 體質理꿇 �, 서울 �, 大成文化社 �, �1�9�9�4�.

�2�. 김완석 �, 손명자 �: 心理檢훌훌훌 �, 셔울 �, 쫓깜出版社 �,
�1잃�4�, �p�p�A�3�-�4�4�,�4�7�, �1�1�9�, �1�8�1�, �1�8�8�-�1�8�9�,�2�1�0

�3�. 김완희 �, 김광중 �: 韓톨흩뽑의 形成과 �" 系 �, 대구 �,

圖홉出版 중문 �, �1�9�9�1�, �p�.�l�6

�4�. 신창운 譯 �: 興훨賴훌入門 �, 서울 �, 한국갤럽초사
연구소�, �1 앉�}�2�,

�5�. 신현쟁 웰 �: 心理學의 훌解 �, 셔용 �, 뻐 �I톨버版 혜

안 �, �1�9�9�5�,

�6�. 흙泰짧 �, 옳正圭 �: 性格要因檢훌-實拖要뼈과解

析方法�, 서울 �, 韓園心理適性뿜究所 �, �1 앉�}�O�, �p�p�.

�2�9�-�3�4�, �3�4�-�3�7�.

�7�. 오인환 �: 社會調훌方法꿇 -훌훌要因集中�{�i�f�f 究 �,

서울 �, 나남출판 �, �1�9�9�5�, �p�p�.�7�1�-�7�7

�8�. 이 영준 �: �S�P�S�S�!�P�C�+ 률 利用한 多흉훌 分析 �, 서

울 �, 圖書出版 석정�, �1�9�9�1�.�6�,

�9�. 이중환 轉 �: 統計學 길잡이 �, 서울 �, 圖홉出版 국

제 �, �1�9�9�5�, �p�p�.�l�9�3�-�1�9�8�.

�1�0�. 李濟馬 �: 東톨훌홉훌世뿜元 �, 서울 �, 훌林뽑院 �,�1�9�7�9

�1�1�. 李濟馬 �: 格致훌 셔율 �, 太陽社 �, �1�9�8�5�.

�1�2�. 이호배 �,이성근 �,배수현 �: �S�P�S�S�!�P�C�+ 률 이용한 기

초통계분석 �, 서옳 �, 데이타리서치 �, �1�9�9�4�.

�1�3�. 轉國東홉哲學슐 �: 東洋哲學의 本�g훌훌움과 �/ ＼性

꿇 �, 서울 �, 延世大學校 出版部�, �1�9�9�1�, �p�.�l�l

�1�4�. 韓國統計學會 編 �: 統計用語홈典 �, 서울 �, 自由아

카데미 �, �1 없�4�, �p�p�A�, �5�0�, �5�3�, �1�3�3�, �1�9�1�, �1�9�3�, �1�9�5�,

�2�1�8�,�2�3�4�,�2�8�3�,�2�9�1�,

�-�2�7�7�-



�1�5�. 許明會 �: 統計相談의 理解 �, 서울 �, �1�3 由아카데

미 �, �1�9�9�3�, �p�. �I�I �-�1�0

�1�6�. 洪淳用 �, 李 �Z浩 �: 四훌훌學홈꿇 �, 서울 �, 홈林出

版 �, �1�9�8�9�, �p�p�.�4�5�, �4�9�, �5�0�-�5�1�, �6�1�, �6�4�-�6�5�, �1�1�1�,

�1�3�3�, �1�3�5�, �1�3�7�, �1�3�9�,

�1�7�. 홈炳熙 �, 宋一炳 �: 四훌뼈質樓훌훌에 對한 小考 �,

大韓韓홈學會홉 �9號 �,�1�9�8�5

�1�8�. 高炳熙 �, 宋‘炳 �: 四象體質辦證 方法꿇 �t�i�f�f 究 �, 大
韓韓톨훌學會훌훌�8號 �, �1�9�8�7

�1�9�. 樓英植 �: 四훌훌別法에 對하여 �, 홈林 �9�7 호 �, �1�9�7�3

�2�0�. 金文星 �: 四훌뼈質훌別法파 훌옐훌용方公開�, 大韓韓

톨훌學會報�2�1 호 �,�p�.�4�0�-�4�1�,�1 앉�)�6�.�1

�2�1�. 金善훌 �: 四象꿇質分類檢훌의 흉當化 �t�i�f�f 究 �,�1�9�9�2�,

훌룰熙‘大學홉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p�.�1�9

�2�2�. 옳뽑凡 四象�m質훌別올 위한 專門家 시스댐의

知講베이스 構훌에 관한 뿜究 �, �! 룰 ��‘大學校 大

學院 碩土學位꿇文 �,�1�9�9�0

�2�3�. 金鍾佑 알콜리즘 盧者의 �A格特性에 關한 臨

�]�;�;�( 的 考察 �-�M�M�P�I 와 四象뭘質올 中心으로 �-�,

흩熙大學校 大學院 碩土學位꿇文 �, �1�9�9�2

�2�4�. 훌基成 �: 四훌훌別과 �g톨質鷹 �, 生훌훌과 훌훌훌훌

�3�0호 �, �3�1 호 �, �1�9�7�8

�2�5�. 朴奭彦 �: 四象頭部觸용法 �, 톨훌林 �1�4�7 호 �, �1�9�8�2

�2�6�. 박영로 外 �:�� 能과 問項特性이 �M�M�P�I 反應뺨

在時間에 미치는 影훌 �, 精神健康 �t�i�f�f 究 �, �V�o�L�l�O�,

�1�9�9�1�, 한양대학교
�*
홉神健康 �t�i�f�f 究所 �, �p�.�2�2�6

�'�n�. 朴寅商 �: 四象훌別에 對한 小꿇 �, 火 �g훌韓方 �1

호 �, �1�9�7�2

�2�8�. �l�' 柱然 �: 四象體質훌別꿇 �, 科學數育 �2�0�8�,�2�0�9 호

�1�9�8�2�.�1

�2�9�. 成守慶 �: 四象톨훌學 體質훌훌別에 관한 �t�i�f�f 究 �, 흩熙

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꿇文 �,�u 뼈 �.
�3�0�. 宋一炳 �: 李濟馬 험學의 學問的 背景과 四훌톨훌

學 成立에 對한 考察 �, 四훌톨훌學賣誌 �V�o�1�.�3�.

�N�o�.�1�. �1�9�9�1�, �p�.�2�.

�3�1�. 宋一炳 �: 四훌 �A의 톨톨質證과 뻐質病證의 成立過

程에 對한 �t�i�f�f 究 �, 四象톨훌學솔誌 �V�o�l�.�6�.�N�o�.�1�.�1 없�4�,

�p�.�n�.

�3�2�. 오세정 �: 東톨훌옳世保元에서 본 四象 �A�m質훌
別法 �t�i�f�f 究 �, �.�� 、大學校 博 �. 碩士學位꿇文集 �3

호 �p�.�5�6�9�, �1�9�8�0�. 慶熙大學홉 大學院 碩士學位

꿇文 �, �1�9�7�6�.

�3�3�. 오세정 �: 四象 �A의 體質훌別法 �t�i�f�f 究 �- 東훌훌훌

世保元올 中心으로 �-
�3�4�. 李廷燦 �: 四훌體質分類檢흉의 책훌훌훌홉化뽑究

�(性格要因檢훌와의 비교분석 �)�, 慶熙、大學校 大

學院 碩士學位꿇文 �, �1�9�9�2�. �p�p�2�3�-�2�4�, �2�5�-�2�6�,�'�n

�3�5�. 이현수 �, 김재환 .구타당하는 아내’惠者의

�M�M�P�I 프로파일 特性 精神健康 �t�i�f�f 究 �V�o�L�l�O�.

�1�9�9�1�, 때 �.�2�1�0�- 앓�5�.
�3�6�. 전온영 �: 韓國�A의 �m質別 스트레스 �j�J�1�]�C�>�(�j�o 知程度

에 따른 健康狀뼈에 對한 �t�i�f�f 究 �. 慶熙大學홉 大

學院 碩士學뾰꿇文 �, �1�9�9�2�.

�3�7�. 鄭成忠 �: 四훌뽑質훌훌別에 對한 客觀的 �t�i�f�f 究 �,
톨훌林 �1�5�1 호 �, �1�9�8�2�.�9

�3�8�. 韓周짧 �: �E�A�V 의 빼定뼈와 病 �1�J�E 類型의 相關性

에 關한 뻐究 �, 흩熙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꿇

文�, �1�9�9�5�.

�3�9�. 韓熙錫 �: 四훌體質훌別 �,�- 훌新聞 �(�1�-�5�)�,

�1�9�7�1�.�7�.�2�6

�4�0�. 韓熙錫 �: 四홍體質훌別의 鷹要 �, 東洋톨훌學 �5호 �,

�1�9�7�6�.�1�0

�4�1�. 韓熙錫 �: 내가보는 훌別法 �, 火 �R홈韓方 �3호 �,

�1�9�7�3�.

�4�2�. 韓熙짧 �: 내가보는 四象훌別法 �, 톨훌 �# �4�9호 �,

�1�9�6�5�.

�4�3�. 허만회 �: 四홍 �A의 形顧學的 圖式化에 관한 �t�i�f�f

究 �, 慶熙、大學홉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1�9�9�1�.

�- �'�n�8 �-



각주

�1�) 洪홈用 �, 李ζ홉 �:四훌훌뽑鳳뚫 �, 서울 �, 홈林出版 �,
�1�9�8�9�, �p�.�4�5

�2�) 上홉홈 �p�.�4�9

�3�) 上훌훌 �p�.�l�3�3

�4�) 上훌훌 �p�.�1�3�7�, �1�3�9
�5�) 上홈홉 �p�.�l�3�5

�6�) 훌熙大훨홉
�*
훌톨훌科大畢 훌 �:�f�.�t 園의 �I�I�I 質理홉 �. 셔

율 �, 大星文化社 �, �1 잃�4�. �1�2
�7�) 홈炳熙 �, 宋一炳 �: 四훌빼質훔훌 方홉훌훌�$ ￥ ���. 大빼
뺑홈뿔會훌훌�V�o�l�.�8�. �N�o�.�!�. �1앓�7�.�4�.

�8�) 옳뼈凡 �, 宋一炳 �: 四훌빼質훌別율 흉한 專門홍시스

댐의知數베이스 빼훌에 뼈한 �� 究 �,�I�f 熙大훌훌
大뿔院 碩土뿔 �t�r�L 훌文 �, �1�9�8�9�.

�9�) 金훌佑 �: 알콜리즘 �,훌훌의 �A格 �4�'�o�j 용에 뼈한 �@훌 �� 的
考홍 �-�M�M�P�I 와 四 �.�1�1�1 質율 中心으로 �-�,�1�9�9�2

�1�0�) 전용영 �: 빼團人의 �I�I�I 質別 �s�t�r�e�s�s 짧훗�O程度에 따론

健康狀願에 휩한 �� 究 �, 흩熙大웰홉 大뽑院 �, 碩士
없位짧文 �, �1�9�9�2�.

�1�1�) 빼周뿔 �: �E�A�V 의 뼈�l定 �{홉와 病 �f�i�E 類型의 相뼈용에

관한 ‘�J�f���, �1�9�9�5�.
�1�2�) 염태호 �, 김정규 �: 용格要困檢훌 �-�.�b 휠要뼈과 解析

方홉 �, 서울 �, 훌훌園心理遺용 �� 究所 �, �1�9�9�0�, �p�p�.�2�9�-�3�4�.
..被檢者의 .圖的인 不誠 .한 應答�, 측 無作옳

反應율 抽出하기 위하여 性格要因훌훌에서 처음

으로 開發한 �R度로 受 �t�t�1�m 度와�,
有뼈하며 높은

�R�A�N�D�O�M 접수는 빼
�*
흉混亂의 훌味로 解析되어

진다 �"
�1�3�) 上編훌 �p�p�.�3�4�-�3�7�.

質問紙型 性格훌훌에서 혹히 問짧가 되는 動農

훌曲의 問題는 被홉者가 檢훌훌 받융 때
�g 身의

휩正한 용格뼈面율 드러내기 보다는 “어떤 훨答

융 하는 것이 �K�d�: 슐的으로 바랍칙항까�(�s�o�c�i 허�l�y �d�-
�e�s�i�r�a�b�l�e�)�" 훌 생각해셔 협答하는 뼈向율 훌味한다 �.

�1�4�) 金훌훌 �: 四 �.�, 톨質分類훌훌의 훌훌化 �� 究 �, 흩熙、大
뿔홉 大뿔院 �, 碩士뿔位옮文 �, �1 없�2

�1�5�) 李廷짧 �: 四훌 �I�I�I 質分윷훌훌훌의 핵홈�B훌훌훌化 �����( 性

格要困훌훌 �-�1�6�P�F�- 와의 比톨�t分析 �)�,

�g톨熙大뽑홉 大뽑院 �, 碩士뽑位훌훌文 �, �1�9�9�2
�1�6�) 趙賣台 �: 四훌�g톨質分

�*
훌훌훌의 �1�6�P�F�( 용格要因檢훌 �)

와 �M�B�T�I�( 性格類型檢흉 �)릎 ���J 用한 훌훌훌훌化 ��
究 �, 園際四훌톨훌훨뽑術大會 훌옹文훌�, �1�9�9�4�, �p�.�6�5�.

�1�7�) 童世圭 �, 홉炳熙 �: 四훌 �R훌質分類檢훌 �(�Q�S�C�C�) 評뻐方

홉의 훌當용 �� 究 �, �1�9�9�4�. �8�.
�1�8�) 뚫園分析 �(�p�r�o�f�i�l�e �a�n�a�l�y�s�i�s�)�: �p 재의 處理률 물이상

의 훌團에 遭用시켜 과연 각 모명균 빽터돕이 셔

로 同-한지훌 알아보는 問題에 쓰이며 이때 각

�� 훌 �I�I�I �H�i�J 로 쭈혈뼈터훌 빼成하고 있는 �� 빼률은
훌分으로 이루어진 그래프률 각 母集뼈의

�*
훌훌�$

�(�1�= π�o�f�i�l�e�) 이라 하며 없聊分析에셔는 각 그래프가

서로 �2�f�i 行한지 �, 一敎하는지 �, 또는 直훌인지퉁융
段階的으로 分析한다 �.

�1�9�) 四훌뻐質分類훌훌 �(�Q�S�C�C�) 의 훌홈化 �� 究 �p�p�.�8�-�9

�2�0�) 핸드슈타이너 �(�L�a�n�d�s�t 잉�n�e�r�, �K 때 �. �1�8�6�8�-�1�9�4�3�) 가

�I�l�l�) 發한 �A�B�O式 血�� 型은 �j한血 �� 와 血淸뼈의 홉훌

훌反뻐융 훌慶로 한 血 �� 의 分類훨융 말하는 것

으로 免훌웰的인 기전융 흥해 뚫明되어지나 遺 �P훌
훌�@과 �A�� 훌的인

�*
￥性의 훌異 또는 �4�'�o�j 定훌病과의

聯뼈뼈係및
�*
홉神現훌과의 뼈係흉으로 뼈質心理 �,

혹는 뻐質홈웰的인 分훌와 뼈聊하여 여러가지 맑

뽕와 짧이 있다�.
�2�1�) 이호배 �, 이성근 �,배수현 �: �S�P�S�S�/�P�C�+ 훌 이용환 기초

흉계본석 �, 셔율 �, 데이타리서치 �, �1�9�9�4�, �p�.�2�2�2

검정용계량 �c�h�i�-�s�q�u�a�r�e 는 교차붐석
�(σ�o�s�s�t�a�b�s�) 시

두 변수간에 판계성융 검정합 수 있는 지표이다 �.
�2�2�) 四훌뻐質分類훌훌 �(�Q�S�C�C�) 의 훌훌化 흙究 �p�.�1�9

�2�3�) 細 �2�7�4�9�1�1 인 惠훌훌빼 資
�'�*
中에서 專門홈에 依해

少陽 �A으로 훌갖�I�i 된 �5�0 에와 太陰 �A�9�8 倒및 少陰 �A
�9�6 倒훌 合한 장 �4�0�1�J 가 分析의 훨훌이 되었으며 나

머지 �3�0 倒는 遺슴치 않은 훌料로 除外되었다 �.
�2�4�) 김완석 �, 손명자 홉 �: 심리검사론 �(�P�s�y�c�h 이�o�g�i�c�a�l

�T�e�s 마�1�9�)�, 서울 �, 훌감出版社�, �1 앉�)�5�, �p�.�1�l�9

표준접수는 종총
“

�z점수”라는 약칭으로 사용하‘

는데 �Z검수률 계산하려연 개인의 훨점수와 규범

집단의 형균점수차이 �(차이검수 �)훌 핫아내고 다시

이 차이접수훌 규범집단의 표준현차로 나누는 것
으로 구할 수 있다 �.
예률률어 규범집단이 평균 �(�M�)�=�6�0�, 표준현차

�(�S�.�D�'�> 의 상황에서 �A의 정수 �x�l 이 �6�5 정 이라고 하

연 표준점수는 �z�l �= �(�6�5�-�6�0�)�/�5 �= �+�1 의 공식으로 산
출되는 것이다�.

�2�5�) 심리검사롱 �p�.�4�3

�2�6�) 上홉홉 �p�.�4�4

�2�7�) 박영로 外 �: �i�D�� 과 問項 �� 폼이 �M�M�P�I 反뺑홈在
時間에 미치는 影톨 �, �� 홈神훌훌 �����, �V�o�L�l�O�, �1�9�9�1�,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연구소 �, �p�.�2�2�6

�2�8�) 許明슐 �: 統計뼈談의 이해 �, 셔울 �, �1�3 由아카데미 �,
�1�9�9�3�, �p�. �I�I �-�1�0

�2�9�) 심리검사론 �p�.�4�7

�3�0�) 上훌홉 �p�.�1�8�1

�3�1�) 上홉홉 �p�.�1�8�8

�3�2�) 上編홉 �p�.�1�8�9

�- �Z�7�9 �-



�3�3�) 심리검사롤 �p�.�2�1�0

�3�4�) 高炳熙 �, 宋-炳 �: 四훌빼質
�*
훌훌훌에 빼한 小考 �. 大빼

..홈훌 �* 훌훌 �9號 �. �V�o�1�.�6�.�N�o�.�l�.�l 잊�:�1�5�. �p�p�.�4�O�-�4�7
�3�5�) 四훌뻐質分顆檢훌의 훌훌훌훌化 �� 究
�3�6�) 四훌..質分

�*
훌훌훌의 헥�g훌훌훌化 �� 究 �p�.�2�3

���) 上훌훌 �p�.�2�4

�3�8�) 上홉홉 �p�. �'�Z�l

�3�9�) 四훌뻐質分윷훌훌훌외 훨훌훌훌化 �� 究 �p�. �2�5�,�2�6
�4�0�) 여기셔 말하는 훌中度란 훌훌紙가 辦훌한 뻐賣훌

뼈 �(�a�c�t�u 허 �g�r�o�u�p�) 이 다시 세 활외 小集團으로 나

누어지는데
�*
훌 �� 훌團용 除外하고는 대재가 類似

한 프로파일 훌團훌 나타낼 것이라는 훌想下에셔

얼마만큼 한쪽으로 資 �f�l 듭이 몰려 있는가훌 알아

보기 위한 홉念이라고 하꼈다 �.

�-�2�8�0�-



�A�B�S�T�R�A�C�T

�T�h�e �V�a�l�i�d�a�t�i�o�n �S�t�u�d�y �o�f �t�h�e �Q�u�e�s�t�i�o�m�i�a�i�r�e

�f�o�r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t�h�e �2�n�d �e�d�i�t�i�o�n �r�e�v�i�s�e�d �i�n �1�9�9�5�)

�- �I�n �t�h�e �f�i�e�l�d �o�f �p�r�o�f�t�l�e �a�n�a�l�y�s�i�s

�J�u�n�g�-�O�u�r�. �L�e�e

�D�e�p�t �o�f �O�r�i�e�n�t�a�l �M�e�d�i�c�i�n�e

�G�r�a�d 띠 �t�e �S�c�h�o�o�l

�K�y�u�n�g �H�e�e �U�n�i�v�. �S�e�o�u�l�, �K�o�r�e�a

�(�D�i�r�e�c�t�e�d �b�y �P�r�o�f�e�s�s�o�r �I�l�-�B�y�o�n�g �S�o�n�g�, �o�.�M�.�D�.�P�h�D�)

�B�y �m�e�a�n�s �o�f �t�h�e �s�t�a�t�i�s�t�i�c�a�l �d�a�t�a �w�h�i�c�h �h�a�s �b�e�e�n �c�o�l�l�e�c�t�e�d �w�i�t�h �n�e�w�l�y �r�e�v�i�s�e�d �Q�S�C�C �m�a�d�e �u�s�e �o�f

�t�h�e �o�u�t�p�a�t�i�e�n�t �g�r�o�u�p �e�x�a�m�i�n�e�d �a�t �K�y�u�n�g�-�H�e�e �M�e�d�i�c�a�l �C�e�n�t�e�r �a�n�d �a�n �o�p�e�n �o�r�d�i�n�a�r�y �p�e�r�s�o�n �g�r�o�u�p�,

�t�h�e �a�u�t�h�o�r �p�r�o�c�e�e�d�e�d �s�t�a�t�i�s�t�i�c�a�l �a�n�a�l�y�s�i�s �f�o�r �t�h�e �v�a�l�i�d�a�t�i�o�n �s�t�u�d�y �o�f �t�h�e �r�e�v�i�s�e�d �q�u�e�s�t�i�o�n�n�a�i�r�e �i�t�s�e�l�f�.

�F�i�r�s�t�, �c�h�e�c�k �t�h�e �a�c�c�u�r�a�t�e �d�i�s�c�r�i�m�i�n�a�t�i�o�n �r�a�t�e �b�y �p�e�r�f�o�n�n�i�n�g �d�i�s�c�r�i�m�i�n�a�n�t �a�n�a�l�y�s�i�s �o�n �t�h�e �s�t�a�t�i�s�t�i�c�a�l

�d�a�t�a �o�f �t�h�e �p�a�t�i�e�n�t �g�r�o�u�p�.

�A�n�d �n�e�x�t�, �s�o�u�g�h�t �T�-�s�c�o�r�e �b�y �a�p�p�l�y�i�n�g �t�h�e �n�o�r�m�s �g�a�i�n때 �i�n �p�r�o�c�e�s�s �o�f �s�t�a�n�d�a�d�i�z�a�t�i�o�n �o�f �t�h�e �o�p�e�n

�o�r�d�i�n�a�r�y �p�e�r�s�o�n �g�r�o�u�p �t�o �t�h�e �S�a�s�a�n�g �s�c�a�l�e �s�c�o�r�e �o�f �t�h�e �o�u�t�p�a�t�i�e�n�t �g�r�o�u�p �a�n�d �i�n�v�e�s�t�i�g�a�t�e�d �t�h�e

�d�i�s�t�i�n�c�t�i�v�e �f�e�a�t�u�r�e �b�e�t�w�e�e�n �t�h�e �s�u�b�p�o�p�u�l�a�t�i�o�n�s �w�h�i�c�h �w�a�s �d�e�v�i�d�e�d �i�n �t�h�e �p�r�o�c�e�s�s �o�f �m�u�l�t�i�v�a�r�i�t�e

�c�l�u�s�t�e�r �a�n�a�l�y�s�i�s�.

�T�h�e �r�e�s�u�l�t �w�a�s �s�u�m�m�a�r�i�z�e�d �a�s �f�o�l�l�o�w�s�;

�1�. �T�h�e �v�a�l�i�d�i�t�y �o�f �t�h�e �q�u�e�s�t�i�o�n�n�a�i�r�e �w�a�s �e�s�t�a�b�l�i�s�h�e�d �t�h�r�o�u�g�h �t�h�e �f�a�c�t �t�h�a�t �t�h�e �a�c�c�u�r�a�t�e

�d�i�s�c�r�i�m�i�n�a�t�i�o�n �r�a�t�e �t�h�e �r�a�t�i�o �b�e�t�w�e�e�n �p�r�e�d�i�c�t�e�d �g�r�o�u�p �a�n�d �a�c�t�u 떠 �g�r�o�u�p �w�a�s �f�i�g�u�r�e�d �o�u�t �7�0�.�0�8�%�.

�2�. �A�t �t�h�e �p�r�o�f�i�l�e �a�n�a�l�y�s�i�s �t�h�e �r�e�s�p�o�n�s�e �t�o �t�h�e �r�e�l�e�v�a�n�t �s�c�a�l�e �s�h�o�w�e�d �n�o�t�a�b�l�e �u�p�w�a�r�d �t�e�n�d�e�n�c�y 띠

�e�a�c�h �c�o�n�s�t�i�t�u�t�i�o�n�a�l �g�r�o�u�p �a�n�d �t�h�e�r�e�f�o�r�e �i�t �s�e�e�m�s �t�o �b�e �p�e�r�t�i�n�e�n�t 비 �t�h�e �f�i�e�l�d �o�f �c�o�n�s�t�i�t�u�t�i�o�n�a�l

�d�i�s�c�r�i�m�i�n�a�t�i�o�n�.

�3�. �I�n �t�h�e �o�b�s�e�r�v�a�t�i�o�n �o�f �t�h�e �p�o�w�e�r �o�f �e�x�p�r�e�s�s�i�o�n �t�h�r�o�u�g�h �t�h�e �p�r�o�f�i�l�e �a�n 머 �y�s�i�s �o�f �e�a�c�h

�- �2�8�1 �-



�c�o�n�s�t�i�t�u�t�i�o�n�a�l �g�r�o�u�p �t�h�e �S�o�y�a�n�g �g�r�o�u�p �d�e�m�o�n�s�t�r�a�t�e�d �t�h�e �m�o�s�t �r�e�m�a�r�k�a�b�l�e �o�u�t�c�o�m�e�, �t�h�e �S�o�e�u�m

�g�r�o�u�p �w�a�s �t�h�e �m�o�s�t �i�n�f�e�r�i�o�r �a�n�d �t�h�e �T�a�i�e�u�m �g�r�o�u�p �r�e�v�e�a�l�e�d �a �s�o�r�t �o�f �d�u 떠 �p�r�o�p�e�r�t�y�.

�4�. �W�h�a�t �i�s �c�a�l�l�e�d �t�h�e �g�r�o�u�p �o�f �s�e�c�e�d�e�r �o�u�t �o�f �t�lπ�e�e �s�u�b�p�o�p�u�l�a�t�i�o�n �o�f �e�a�c�h �c�o�n�s�t�i�t�u�t�i�o�n�a�l �g�r�o�u�p

�d�i�s�t�i�n�g�u�i�s�h�e�d �d�e�f�i�n�i�t�e�l�y �f�r�o�m �t�h�e �c�o�n�t�r�a�s�t�e�d �g�r�o�u�p�s �a�t �t�h�e �p�o�i�n�t �o�f �t�h�e �d�i�s�t�i�n�c�t�i�v�e �p�r�o�f�i�l�e �f�e�a�t�u�r�e �a�n�d

�t�h�e �c�o�n�t�e�n�t �i�s �l�i�k�e �f�o�l�l�o�w�i�n�g �d�e�s�c�r�i�p�t�i�o�n�.

�(�1�) �T�h�e �s�e�c�e�d�e�r �g�r�o�u�p �o�f �S�o�y�a�n�g�-�i�n �s�h�o�w�e�d �c�o�n�s�i�d�e�r�a�b�l�y �p�a�s�s�i�v�e �d�i�s�p�o�s�i�t�i�o�n �d�i�f�f�e�r�e�n�t�l�y �f�r�o�m

�g�e�n�e�r�a�l �c�h�a�r�a�c�t�e�r �o�f �o�r�d�i�n�a�r�y �S�o�y�a�n�g �g�r�o�u�p �a�n�d �a�n �a�p�p�e�a�r�a�n�c�e �a�t�t�r�a�c�t�i�n�g �t�h�e �a�t�t�e�n�t�i�o�n �i�s �t�h�a�t �t�h�e�y

�d�e�m�o�n�s�t�r�a�t�e�d �c�o�m�p�a�r�a�t�i�v�e�l�y �h�i�g�h�e�r �r�e�s�p�o�n�s�e �a�t �S�o�e�u�m �s�c�a�l�e

�(�2�) �T�h�e �s�e�c�e�d�e�r �g�r�o�u�p �o�f �T�a�i�e�u�m�-�i�n �g�a�i�n�e�d �l�o�w �s�c�o�r�e�s �i�n �g�e�n�e�r�a�l �t�h�a�t �i�n�f�o�r�m 어 �t�h�e �p�a�s�s�i�v�e

�d�i�s�p�o�s�i�t�i�o�n �o�f �t�h�e �g�r�o�u�p �a�n�d �t�h�e �o�t�h�e�r �w�a�y �o�f �t�h�e �g�e�n�e�r�a�l �p�r�o�p�e�r�t�y �o�f �T�a�i�e�u�m �g�r�o�u�p �w�h�i�c�h �s�h�o�w�e�d

�a�c�c�o�m�p�a�n�i�e�d �a�s�c�e�n�s�i�o�n �i�n �T�a�i�y�a�n�g�-�T�a�i�e�u�m �s�c 외 �e�s �t�h�e�y �d�e�m�o�n�s�t�r�a�t�e�d �s�h�a�r�p�l�y �d�e�c�l�i�n�e�d �s�c�o�r�e �a�t

�T�a�i�y�a�n�g �s�c�a�l�e

�(�3�) �T�h�e �s�e�c�e�d�e�r �g�r�o�u�p �o�f �S�o�e�u�m�-�i�n �d�e�m�o�n�s�t�r�a�t�e�d �d�i�s�t�i�n�c�t�i�v�e �p�r�o�p�e�r�t�y �s�i�m�i�l�a�r �t�o �t�h�e �p�r�o�f�i�l�e �f�e�a�t�u�r�e

�o�f �S�o�y�a�n�g �g�r�o�u�p �a�n�d �i�t �n�o�t�i�f�i�e�s �t�h�a�t �t�h�e �p�a�s�s�i�v�e �p�r�o�p�e�r�t�y �o�f �S�o�e�u�m �g�r�o�u�p �w�a�s �d�i�l�u�t�e�d �f�o�r �t�h�e �m�o�s�t

�p따�t�.

�A�c�c�o�r�d�i�n�g �t�o �t�h�e �a�b�o�v�e �r�e�s�u�l�t�, �t�h�e �v�a�l�i�d�i�t�y �o�f �n���w�l�y �r�e�v�i�s�e�d �q�u�e�s�t�i�o�n�n�a�i�r�e �h�a�s �b�e�e�n �p�r�o�v�e�n

�s�u�c�c�e�s�s�f�u�l�l�y �a�n�d �t�h�e �p�r�o�p�e�r�t�y �o�f �s�e�c�e�d�e�r �g�r�o�u�p�s �c�o�u�l�d �b�e �n�o�t�i�c�e�d �t�o �s�o�m�e �d�e�g�r�e�e �t�h�r�o�u�g�h �t�h�e �p�r�o�f�i�l�e

�a�n 떠 �y�s�i�s �o�n �t�h�e �c�o�u�r�s�e �o�f �t�h�i�s �s�t�u�d�y�.

�T�h�e �r�e�s�u�l�t �o�f �t�h�i�s �s�t�u�d�y �i�s �e�x�p�e�c�t�e�d �t�o �u�s�e �a�s �a �r�e�s�e�a�r�c�h �m�a�t�e�r�i�a�l�s �t�o �p�r�o�d�u�c�e �n�e�x�t �e�d�i�t�i�o�n �o�f �t�h�e

�q�u�e�s�t�i�o�n�n�a�i�r�e �a�n�d �i�t �i�s �r�e�g�a�r�d�e�d �t�h�a�t �f�u�r�t�h�e�r �i�n�q�u�i�s�i�t�i�o�n �a�b�o�u�t �t�h�e �d�i�f�f�e�r�e�n�c�e �b�e�t�w�e�e�n �t�h�e �s�e�c�e�d�e�r

�g�r�o�u�p �a�n�d �t�h�e �c�o�n�t�r�a�s�t�e�d �g�r�o�u�p �i�s �r�e�q�u�i�r�e�d �f�o�r �t�h�e �p�r�o�m�o�t�i�o�n �o�f �t�h�e �q�u�e�s�t�i�o�n�n�a�i�r�e �a�s �i�t �r�e�f�e�r�e�d

�s�e�v�e�r�a�l �t�i�m�e�s �i�n �t�h�e �c�o�n�t�e�n�t�s �o�f �t�h�e �m�a�i�n �d�i�s�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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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緣 �1�. 홉料짧集에 使用된 新版 四�a�. 質分훌홉훌 훌훌問紙

�A�. 아래 문제들의 예문중에서 해당하는 항목의 번호를 답안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
�(번호는 반드시 답안지에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당신의 체격은 어떻습니까 �?�C�D 체격이 큰 편이다 �@보롱이다 �.�C�I�D 체격이 작온 편이다 �.

�2�. 당신의 체형은 어떻습니까 �?�C�D 뚱뚱한 편이다 �.�@ 보통이다 �.�C�I�D 마른 편이다 �.

�3�. 당신의 체형에서 상하체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

�C�D 상체가 하체에 비하여 발달되어 있다�.

�@ 하체가 상체에 비하여 발달되어 있다�.
�@ 상하체가 비슷하다 �.

�4�. 다음중 당신의 체형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
�@ 목덜미부위가 잘 발달하였고 허리부위가 빈약하다�.
�@ 가슴부위가 잘 발달하였고 영덩이 부위가 빈약하다�.
�@ 허리부위가 잘 발달하였고 목덜미부위가 빈약하다�.
�@ 영덩이부위가 잘 발달하였고 가슴부위가 빈약하다�.

�5�. 전체적인 외모와 골격은 다음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 골격이 굵고 살이 씬 편이다 �@ 골격이 작고 균형이 잡혀있다 �.
�@ 보똥이며 다부진 체격이다 �.

�6�. 당신의 가슴은 다음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 넓고 잘 발달되어 있다 �.�( 비만형 �)

�@ 넓고 튼튼한 편이다 �.�( 근육형 �)

�@ 빈약하고 구부정하다 �.�( 세장형 �)

�@ 가슴이 벌어지고 견실하다 �.

�7�. 당신은 다음중 어떤음식을 좋아하십니까 �?

�C�D 뜨거운 음식 �@ 따뭇한 음식 �@ 시원한 음식 �@ 차가운 음식

�8�. 당신은 다음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평소 손 �,발이 찬 편이다 �. �@ 평소 손 �,발이 따뭇한 면이다 �.

�9�. 당신의 걸음걸이는 다음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 걸음이 느리고 무게있게 걷는다 �@ 걸음걸이가 자연스럽고 양전하다 �.

�@ 걸음이 빠르고 몸을 혼든다 �@ 걸음걸이가 끗꿋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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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당신은 다음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 평소에 땀이 많고 함을 흘리연 오히려 상쾌하다 �.
�@ 평소에 땀이 많지 않고 조금만 땀을 내도 피곤하다 �.
�@ 땀을 흘려도 그다지 피곤하지 않다 �.

�1�1�. 당신의 손과 발은 다음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 겨울에 손발이 잘 튼다 �(�2�) 져울에 손발이 잘 트지 않는다 �.

�1�2�. 당신의 다음증 어디에 해당됩니까 �?

�@ 거침없고 과단성이 있다�.
�@ 용모가 의젓하고 격식을 차리는 편이다�.

�@ 활동적이고 용감하다 �.
�@ 태도가 온순하고 꾸밍이 없다 �.

�1�3�. 속마음에 관한 표현중 당신과 가까운 쪽은 어느것입니까�?

�C�D 남의 생각이 나 엄적을 내 것으로 할 때가 종종 있다 �.
�@ 남을 입신 여기는 경우가 종종 었다 �.
�@ 남들에게 욕심이 많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
�@ 생이나 질투가 많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

�1�4�. 다음중 당신은 어느쪽입니까 �?

�@ 나는 너무 예의차리는 사랍은 어씬지 싫다 �.
�@ 나는 너무 정잖은 척 하는 사람은 어씬지 싫다 �.
�@ 나는 너무 의리를 내세우는 사랍옹 어씬지 싫다 �.
�@ 나는 너무 아는 척 하는 사람은 어씬지 싫다 �.

�1�5�. 다음중 당신은 어느쪽업니까 �?

�@ 무슨 일이든지 물러서지 않고 밀고 나간다 �.
�@ 일을 별려 놓기만 하지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한다 �.
�@ 움직이기보다는 조용히 혼자 일을 추진하는 편이다�.
�@ 한곳에 있으려고만하지 나다니려하지 않는 편이다 �.

�B�. 다음 설문문항을 주의깊게 읽은 다음 �, 자신의 일상적인 느낌이나 행동과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문

항에 모두 �v표 하여 주십시오 �. �( �v 표시는 반드시 답안지에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처리와 장단점

�1�6�. 월급생활보다 수입이 다소 불규칙 하더라도 목돈 버는 일이 좋겠다�.

�1�7�. 무슨 일이나 시원스럽게 처리한다 �.

�1�8�. 처음 만난 사람도 쉽게 사귀는 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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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활발하고 대가 센 편이다 �.

�2�0�. 매사에 이해를 따지지 않고 나서는 편이다 �.

�2�1�. 시작한 일은 끝까지 성취하는 편이다 �.

�2�2�. 진득하게 한곳에 오래 있을 수 있다 �.

�2�3�. 치밀하고 꼼꼼한 편이다 �.

�2�4�. 가까운 사랑끼리만 어울리는 편이다 �.

�2�5�. 사람을 사궐 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쉽게 잘 사권다 �.

�2�6�. 개인적인 일보다 사회적인 일에 열심이다 �.

�2�7�. 사회적인 일보다 개인적인 일에 열심이다 �.

�2�8�. 내면적인 것보다 외면적인 것을 더 중요시한다 �.

�2�9�. 외면적인 것보다 내면적인 것을 더 중요시한다 �.

�3�0�. 사람을 사궐 때 이것저것 따져서 쉽게 사귀지 못하는 편이다 �.

�3�1�. 민첩하고 용감하다 �.

�3�2�. 나는 무슨일이건 철저히 하는 성미다 �.

�3�3�. 단정하고 신중하다 �.

�3�4�. 성격이 시원시원하다 �.

�*대인관계

�3�5�. 포용력이 있어서 잘 받아 들이는 편이다 �.

�3�6�. 절도가 있고 엄격한 편이다 �.

�3�7�. 남을 잘 가르치고 �, 설득력이 있는 편이다 �.

�3�8�. 다정 다감하여 남을 잘 달랜다 �.

�3�9�. 각종 사회활동 모임에 즐거이 참여한다 �.

�4�0�. 나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올바른 사랍인지를 금방 알아차린다 �.

�4�1�. 나는 사람을 팔 때 그 사람이 심성이 바른지를 금방 알아차린다 �.

�4�2�. 나는 사람을 볼 때 우선 학력을 본다 �.

�4�3�. 나는 사람을 볼 때 그사람이 영리한지 아닌지를 금방 알아차린다 �.

�4�4�. 나는 사람을 환 때 그사람이 부지런한지 아닌지를 금방 알아차린다 �.

�4�5�. 나는 사람을 볼 때 그사람이 성실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아차린다 �.

�4�6�. 나는 사랍을 볼 때 우선 재능이 있는지를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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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나는 사람을 볼 때 그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금방 알아차린다

�*명소의 마옴

�4�8�. 항상 급하게 서두르는 편이다

�4�9�. 일을 벌려만 놓고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하여 항상 걱정스럽다 �.

�5�0 처음에 남앞에 잘 나서지 못한다 �.

�5�1�. 명소 소심하여 항상 불안한 편이다 �.

�5�2�. 평소에 신경이 예민한 편이다 �.

�5�3�. 인내심이 많다 �.

�5�4�. 과장하기를 잘한다 �.

�5�5�. 행동이 경솔한 편이다 �.

�5�6�. 한번 감정이 상하연 오래간다 �.

�5�7�.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일을 하게 된다�.

�5�8�. 싫증을 잘 느끼며 채염을 쉽게 한다�.

�5�9�. 별일이 아닌데도 조바심치며 불안해 한다 �.

�6�0�. 이것저것 할 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

�6�1�. 남성적인 면이 많고 여성적인 연이 적다 �.

�* 문제점

�6�2�. 아는사랍은 많지만 막상 깊게 사귀는 사람이 없어 속상할 때가 많다�.

�6�3�. 밖으로 나돌다 보니 집안에 문제가 많다 �.

�6�4�. 새로운 일에 쉽게 적웅하기가 이렵다�.

�6�5�. 사람 사귀는 것이 어려워 속상할 때가 많다�.

�6�6�. 별것 아닌 사소한 일 때문에 와증을 내곤 한다 �.

�6�7�. 앞에 나가서 말을 하거나 발표하는 것이 어렵다 �.

�* 감정특성

�6�8�. 엽신여김을 당하면 화가 나서 주체할 수가 없다�.

�6�9�. 평소에는 명랑하지만 감정의 기복이 심한 편이다�.

�7�0�. 마음이 상했더라도 괜찮은 척 한다 �.

�7�1�. 평소 자신을 드러내지 않지만 은근히 자신을 내세우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

�-�2�8�6�-



�7�2�. 안절부절 못 할 때가 많다 �.

�* 행동특성

�7�3�. 내 생각이 옳다고 확신되기까지는 합부로 말하지 않는다 �.

�7�4�. 예의없이 멋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

�7�5�. 아는 척 하거나 과시하는 경우가 많다 �.

�7�6 있어도 없는 척하여 실속을 차리는 편이다 �.

�7�7�. 남의 일에 무관심하고 간섭받기도 싫어한다 �.

�7�8�. 남을 의식하지 않고 내 멋대로 하는 편이다

�7�9�. 매사에 능수능란한 편이다 �.

�8�0�. 정잖은 척 할 때가 많다 �.

�8�1 모임이 있을 때 핑계를 대고 빠지는 경우가 많은 면이다 �.

�8�2�. 일 할때 주위에서 어지간히 소란해도 잘 할 수 있다 �.

�8�3�. 자신의 일보다 남의 일에 더 열성이다 �.

�8�4�. 자신은 인정 받기를 원하면서 남을 소흘히 여기는 편이다 �.

�8�5�. 자신에게는 소흘히하고 남에게는 짝듯이 대한다�.

�8�6�. 보답을 주로 받으려고 하지�, 남에게 보답하는데는 인색한 편이다 �.

�8�7�. 사람을 셜득 하는 일은 대개 나에게 돌아온다�.

�8�8�. 남앞에 잘 나서지 못한다

�8�9�. 소심하여 항상 불안한 면이다 �.

�9�0�. 남의 생각이나 업적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을 때가 종종 었다 �.

�9�1�. 남의 것을 탐내는 경우가 종종있다 �.

�9�2�. 그다지 공손하지 않은 편이다

�9�3�. 집안일을 소흘히 하는 편이다 �.

�9�4�. 나의 일이 아닌 것에는 무관심한 편이다 �.

�9�5 매사에 몸을 사리는 편이다 �.

�9�6�. 말로는 서로 둑 터놓고 지내자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둑 터놓고 지내는 것을 꺼린다 �.

�9�7�. 웬만한 일을�- 성취하였어도 부족감을 느낄 때가 많다�.

�9�8�. 남의 일에 열심이면서도 부족감을 느낄 때가 많다 �.

�9�9�. 풍족한 상태에서도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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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사소한 일에서도 기쁨윤 느낄 때가 많다�.

�1�0�1�. 여성적인 면이 많고 남성적인 연이 적다 �.

�* 몸상태

�1�0�2�. 이유없이 토하거나 음식을 삼키기가 어려운 적이 있었다 �.

�1�0�3�. 변을 보고난 뒤에도 개운하지 않고 또 보고 싶을 때가 많다�.

�1�0�4�. 변비가 있으면 견디기 힘들다�.

�1�0�5�. 설사가 맺지 않으면 아랫배가 차갑게 느껴진다 �.

�1�0�6�. 손밭에 땀이 나면서 몽상태가 좋아지는 것을 느낀적이 많다�.

�1�0�7�. 코밑에 땀이 나면서 몸상태가 좋아지는 것을 느낀적이 많다 �.

�1�0�8�. 몸이 안좋으연 항상 소변부터 불쾌해진다 �.

�1�0�9�. 몸이 안좋으연 변비가 오는 경향이 있다 �.

�1�1�0�. 몸이 안좋을 때 땀을 내면 개운하다 �.

�1�1�1�. 몸이 안좋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 �.

�1�1�2�. 평소에 기운이 없어 한숨을 내쉬는 경우가 자주 었다�.

�1�1�3�. 용몸과 다리가 힘이 빠져 움직이기가 어려운 증상을 경험한 적이 었다�.

�1�1�4�. 음식을 먹은 후 가슴과 배가 더부룩한 증상이 자주 있다�.

�1�1�5�. 명소 건강할 때에도 자주 가슴이 두근거린다 �.

�1�1�6�. 팔 다리에 힘이 없고 손발이 떨릴 때가 있다 �.

�1�1�7�. 간혹 눈동자가 아플 때가 있다�.

�1�1�8�. 간혹 눈 주위가 빽빽할 때가 있다�.

�1�1�9�. 가슴이 답답하고 때로 아플 때가 있다 �.

�1�2�0�. 평소엔 땀이 적으나 병이 심해지면서 식은땀이 많이 난 적이 었다�,�.

�1�2�1�. 겨울철에 찬음식을 먹어도 땀이 많이 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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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緣 �2�. 홈料짧集에 使用된 新版 四훌 �I�I 質分類훌훌 答훌훌￡

사상체질분류검사 답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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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緣 �3�. 統計處理後 훌理된 四훌�R質分혔홉훌훌￡의 四훌 �R�I�f�f 內容

�A�. 太陽�R度의 內容

�L�C�D 체격이 큰 편이다 �.
�3�.�C�D 상체가 하체에 비하여 발달되어 있다�.
�6�.�@ 가슴이 벌어지고 견실하다 �.

�7�.�Q�:�> 시원한 음식

�7�.�@ 차가운 음식

�8�.�(�2�) 평소 손 �,발이 따뜻한 편이다 �.
�9�.�@ 걸음걸이가 꿋꿋하다 �.

�1�2�.�C�D 거침없고 과단성이 있다�.

�1�7�. 무슨 일이나 시원스럽게 처리한다

�3�4�. 성격이 시원시원하다 �.
�4�0�. 나는 사랍을 볼 때 그 사랍이 올바른 사랍인지를 금땅 알아차린다 �.
�4�1 나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랍이 심성이 바른지를 금방 알아차린다 �.
�4�8�. 향상 급하게 서두르는 편이다

�6�1�. 남성적인 연이 않고 이성적인 면이 적다 �.

�6�2�. 아는사람은 많지만 막상 깊게 사귀는 사람이 없어 속상할 때가 많다�.
�6�8�. 업신여김을 당하면 화가 나서 주체할 수가 없다 �.
�7�8�. 남을 의식하지 않고 내 멋대로 하는 편이다

�8�3�. 자신의 일보다 남의 일에 더 열성이다 �.
�9�0�. 남의 생각이나 업적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을 때가 종종 있다 �.
�9�2�. 그다지 공손하지 않은 편이다 �.
�9�7�. 웬만한 일을 성취하였어도 부족감을 느낄 때가 많다�.

�1�0�2�. 이유없이 토하거나 음식을 삼키기가 어려운 적이 있었다 �.
�1�0�8�. 몸이 안좋으면 항상 소변부터 불쾌해진다 �.
�1�1�3�. 온몸과 다리가 험이 빠져 움직이기가 어려운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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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少陽�R度의 內짱

�1�.�@ 보통이다 �.
�3�.�m 상체가 하체에 비하여 발달되어 있다�.
�4�.�@ 가슴부위가 잘 발달하였고 엉덩이 부위가 빈약하다�.
�5�.�<�I�D 보통이며 다부진 체격이다

�6�.�@ 빈약하고 구부정하다 �. �(세장형 �)

�7�.�m 뜨거운 음식
�7�.�@ 차가운 음식

�8�.�m 평소 손 �,발이 찬 편이다 �.
�9�.�<�I�D 걸음이 빠르고 몸을 혼든다 �.

�1�0�. �<�I�D 땀을 흘려도 그다지 피곤하지 않다 �.
�1�2�.�@ 활동적이고 용감하다 �.
�1�4�.�@ 나는 너무 점잖은 척 하는 사랍은 어씬지 싫다 �.
�1�5�.�@ 일을 벌려 놓기만 하지 마무리률 잘 하지 못한다 �.

�1�6�. 월급생활보다 수입이 다소 불규칙 하더라도 목돈 버는 일이 좋겠다 �.
�1�8 처음 만난 사람도 쉽게 사귀는 편이다 �.
�1�9�. 활발하고 대가 센 편이다 �.

�2�0�. 매사에 이해를 따지지 않고 나서는 편이다 �.
�2�5�. 사람을 사궐 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쉽게 잘 사권다 �.

�2�6�. 개인적인 일보다 사회적인 일에 열심이다 �.
�2�8�. 내면적인 것보다 외면적인 것을 더 중요시한다 �,

�3�1�. 민첩하고 용감하다 �.
�3�7�. 남을 잘 가르치고 �, 설득력이 있는 편이다 �.
�3�9�. 각종 사회활동 모임에 즐거이 참여한다 �.
�4�8�. 항상 급하게 서두르는 편이다

�4�9�. 일을 벌려만 놓고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하여 항상 걱정스럽다 �.
�5�2�. 평소에 신경이 예민한 편이다 �.
�5�4�. 과장하기를 잘한다 �.
�5�5�. 행동이 경솔한 편이다 �.
�5�7�.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일을 하게 된다�.
�5�8�. 싫증을 잘 느끼며 체념을 쉽게 한다 �.
�5�9�. 별일이 아닌데도 조바심치며 불안해 한다 �.
�6�1�. 남성적인 연이 많고 여성적인 연이 적다 �.
�6�3�. 밖으로 나돌다 보니 집안에 문제가 많다 �.
�6�6�. 별것 아닌 사소한 일 때문에 짜증을 내곤 한다 �.
�6�9�. 평소에는 명랑하지만 감정의 기복이 심한 편이다 �.
�7�4�. 에의없이 멋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

�7�5�. 아는 척 하거나 과시하는 경우가 많다

�8�4�. 자신은 인정 받기를 원하면서 남을 소흘히 여기는 편이다 �.
�9�3�. 집안일을 소흘히 하는 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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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太陰�R度의 內흉

�L�C�D체격이 큰 편이다 �.
�2�.�C�D 뚱뚱한 편이다 �.
�3�.�C�D 상체가 하체에 비하여 발달되어 있다�.
�4�.�(�3�) 허리부위가 잘 발달하였고 목덜미부위가 빈약하다�.

�5�.�C�D 골격이 굵고 살이 씬 편이다 �.
�6�.�C�D 넓고 잘 발달되어 있다 �.�( 비만형 �)

�7�.�(�3�) 시원한 음식

�7�.�@ 차가운 음식

�8�.�(�2�) 명소 손 �,발이 따뜻한 편이다

�9�.�C�D 걸음이 느라고 무게있게 걷는다 �.
�1�O�.�C�D 평소에 땀이 많고 땀을 흘리면 오히려 상쾌하다 �.
�1�2�.�C�D 거침없고 과단성이 있다�.
�1�3�.�C�D 남의 생각이나 엽적을 내 것으로 할 때가 종종 었다 �.
�1�4�.�C�D 나는 너무 예의차리는 사랍은 어씬지 싫다 �.
�1�5�.�C�D 무슨 일이든지 물러서지 않고 밀고 나간다 �.

�1�6�. 월급생활보다 수입이 다소 불규칙 하더라도 목돈 버는 일이 좋겠다�.

�2�1�. 시작한 일은 끝까지 성취하는 편이다 �.
�2�4�. 가까운 사람끼리만 어울리는 편이다 �.
�2�6�. 개인적인 일보다 사회적인 일에 열심이다 �.
�3�0�. 사람을 사궐 때 이것저것 따져서 쉽게 사귀지 못하는 면이다�.
�3�9�. 각종 사회활동 모임에 플거이 참여한다 �.
�4�4�. 나는 사람을 볼 때 그사람이 부지런한지 아닌지를 금방 알아차린다

�4�5�. 나는 사람을 볼 때 그사람이 성실한 사랍인지 아닌지률 금방 알아차린다 �.
�4�7�. 나는 사람을 볼 때 그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금방 알아차린다 �.
�4�7�. 나는 사람을 볼 때 그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금방 알아차린다 �.
�4�8�. 항상 급하게 서두르는 편이다

�5�0�. 처음에 남앞에 잘 나서지 못한다 �.
�5�3�. 인내심이 많다 �.

�6�1�. 남성적인 연이 많고 여성적인 연이 적다 �.

�7�3�. 내 생각이 옳다고 확신되기까지는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
�7�4�. 예의없이 멋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
�7�6�. 있어도 없는 척하여 실속윤 차리는 편이다 �.
�8�5�. 자신에게는 소홀히하고 남에게는 짝듯이 대한다�.
�8�8�. 남앞에 잘 나서지 못한다 �.
�9�4�. 나의 일이 아닌 것에는 무관심한 편이다 �.

�1�0�3�. 변을 보고난 뒤에도 개운하지 않고 또 보고 싶을 때가 많다�.
�1�1�0�. 몸이 안좋을 때 땀을 내면 개운하다 �.
�1�1�7�. 간혹 눈동자가 아플 때가 었다�.
�1�1�8�. 간혹 눈 주위가 빽빽할 때가 있다�.
�1�2�1�. 겨울철에 찬음식을 먹어도 땀이 많이 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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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少陰�R度의 內흉

�1�.�(�I�D 체격이 작은 편이다 �.

�2�.�(�3�) 마른 편이다 �.
�3�.�(�2�) 하체가 상체에 비하여 발달되어 있다�.
�4�.�@ 엉덩이부위가 잘 발달하였고 가슴부위가 빈약하다�.
�5�.�(�2�) 골격이 작고 균형이 잡척았다 �.
�6�.�(�2�) 빈약하고 구부정하다 �.�( 세장형 �)

�7�.�C�D 뜨거운 음식
�7�.�(�2�) 따돗한 음식

�R�C�D 평소 손 �,발이 찬 편이다 �.
�9�.�(�2�) 걸음걸이가 자연스럽고 양전하다 �.

�1�0�.�(�2�) 평소에 땀이 많지 않고 조금만 땀을 내도 피곤하다 �.
�1�2�.�@ 태도가 온순하고 꾸멈이 없다�.

�2�2�. 진득하게 한곳에 오래 있을 수 있다 �.

�2�3�. 치밀하고 꼼꼼한 편이다 �.
�2�4�. 가까운 사람끼리만 어울리는 편이다 �.
�2�7�. 사회적인 일보다 개인적인 일에 열심이다 �.
�2�9�. 외면적인 것보다 내면적인 것을 더 중요시한다 �.
�3�0�. 사람을 사궐 때 이것저것 따져서 쉽게 사귀지 못하는 편이다 �.
�3�3�. 단정하고 신중하다 �.
�3�7�. 남을 잘 가르치고 �, 설득력이 있는 편이다 �.
�3�8�. 다정 다감하여 남을 잘 달랜다 �.
�4�6�. 나는 사랍을 볼 때 우선 재능이 있는지를 본다 �.
�4�7�. 나는 사람을 볼 때 그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금방 알아차린다 �.
�4�9�. 일을 별려만 놓고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하여 항상 걱정스렵다 �.
�5�0�. 처음에 남앞에 잘 나서지 못한다 �.
�5�1�. 평소 소심하여 항상 불안한 핀이다 �.
�5�2�. 평소에 신경이 예민한 편이다 �.
�5�3�. 인내심이 많다 �.
�5�6�. 한번 감정이 상하면 오래간다 �.
�5�7�.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일을 하게 된다 �.
�5�9�. 별일이 아닌데도 조바심지며 불안해 한다 �.
�6�5�. 사람 사귀는 것이 어려워 속상할 때가 많다�.
�6�6�. 별것 아닌 사소한 일 때문에 짜증을 내곤 한다 �.
�7�2�. 안절부절 못 할 때가 많다 �.
�7�3�. 내 생각이 옳다고 확신되기까지는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
�7�6�. 있이도 없는 척하여 실속을 차라는 편이다 �.
�7�7�. 남의 일에 무관심하고 간섭받기도 싫어한다 �.

�8�1 모임이 있을 때 핑계를 대고 빠지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
�8�4 자신은 인정 받기를 원하면서 남을 소훌히 여기는 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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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사랍을 셜득 하는 일은 대개 나에게 돌아온다�.

�8�9�. 소심하여 항상 불안한 편이다 �.

�9�5�. 매사에 몸을 사라는 편이다 �.
�9�6�. 말로는 서로 둑 터놓고 지내자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둑 터놓고 지내는 것을

꺼린다 �.

�1 �(�)�(�)�. 사소한 일에서도 기쁨을 느낄 때가 많다�.
�1�0�1�. 여성적인 연이 많고 남성적인 연이 적다 �.
�1�0�5�. 셜사가 벚지 않으면 아랫배가 차갑게 느껴진다 �.

�I�l�l�. 몸이 안좋으연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 �.
�1�1�2�. 명소에 기운이 없어 한숨을 내쉬는 경우가 자주 있다�.
�1�1�4�. 음식을 먹은 후 가슴과 배가 더부룩한 증상이 자주 있다�.
�1�1�6�. 팔 다리에 험이 없고 손발이 떨릴 때가 있다 �.
�1�2�0�. 평소엔 땀이 적으나 병이 심해지면서 식은땀이 많이 난 적이 었다�,�.

�*附緣�3에 훌훌하고 있는 四훌 �R度의 內흉은 �1�2�1 問項의 �i�} 훌 �� 룹 統計 �1�1理後 再 �I훌備하여 �9�7 個의 問項

으로 훌理한 것으로 本 �i�f�� 와 共同作業으로 行하여진 �r四훌짧質分혔홉훌紙 �(�Q�S�C�C�)�I�I 의 훌흥훨化 �i�f 究」
에서 引用한 것임을 밝혀둔다 �.

�- �2�9�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