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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 �o�f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 �E�u�i �U�n�i�v�e�r�s�i�t�y

�I�. �P�u�r�p�o�s�e �o�f �s�t�u�d�y

�T�h�e�r�e �a�r�e �m 와�l�Y �C�o�n�s�t�i�t�u�t�i�o�n �t�h ∞ �r�i�e�s�. �B�u�t�, �I�n �t�h�e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t�h�e �t�h�e�o�r�y �a�n�d

�t�h�e �p�r�a�c�t�i�c�e 따
�'�e �c�o�n�n�e�c�t�e�d �s�y�s�t�e�m�a�t�i�c�a�l�l�y�. �S�o �i�t �h�a�s �b�e�e�n �u�s�e�d �i�n �K�o�r�e�a �p�o�p�u�l 와 �I�y�. �L�e�e �J�e�-�M�a

�s�u잃�e�s�t�e�d �t�h�a�t �t�h�e �e�x�t�e�r�n�a�l �f�o�r�m�, �t�h�e �m�i�n�d�, �t�h�e �s�y�m�p�t�o�m �a�r�e �t�h�e �c끼 �t�e�r�i�a �o�f �S�a�s�a�n�g �c�o�n�s�t�i�t�u�t�i�o�n

�d�i�a�g�n�o�s�i�s �a�t �t�h�e �D�i�s�c�o�u π �e �o�n �t�h�e �F�o�u�r �P�r�i�n�c�i�p�l�e �a�n�d �t�h�e �D�i�s�c�o�u�r�s�e �o�n �t�h�e �I�d�e�n�t�i�f�y�i�n�g �F�o�u�r

�C�o�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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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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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a�g�n�o�s�t�i�c �c�r�i�t�e�r�i�a �t�o�t�a�l�l�y�. �A�n�d �I �t�h�i�n�k �t�h�a�t �i�t �n�e 어�s �a �s�t�u�d�y �w�h�i�c�h �w�e �a�p�p�l�y �t�h�e �t�h�r�e�e �d�i�a�g�n�o�s�t�i�c

�c비�e�r�i�a �t�o �p�r�a�c�t�i�c�e �a�n�d �a�p�p�r�o�v�e �t�h�e �c�l�i�n�i�c�a�l �i�m φ �r�t�a�n�c�e �o�f �o�n�e �a�n�o�t�h�e�r�. �I �c�l�a�s�s�i�f�y �a�n�d �i�n�v�e�s�t�i�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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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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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e�t�h�o�d �o�f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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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o�s�e �B�o�w�o�n�, �J�o�u�r�n�a�l �o�f �C�o�n�s�t�i�t�u�t�i�o�n�a�l �m�e�d�i�c�i�n�e �a�n�d �o�t�h�e�r �b�o�o�k�s�.

�3�. �R�e�s�u�l�t �o�f �s�t�u�d�y

�C�D �S�t�u�d�y �o�f �t�h�e �e�x�t�e�r�n�a�l �f�o�n�n

�T�h�e �S�t�u�d�y �o�f �K�i�-�s�a�n�g�( 氣像�.�) �a�n�d �S�a�-�k�i�( 詞氣�.�) �b�y �e�x�p�e�r�i�e�n�c�e �a�n�d �i�n�t�u�i�t�i�o�n �w�a�s �d�o�n�e �p�r�e�v�i�o�u�s�l�y�,

�a�n�d �s�t�u�d�y �o�f �i�m�a�g�i�n�a�y �f�o�n�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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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m�e�a�s�u�r�i�n�g �C�h�a�e�-�h�y�u�n�g�( 體形 �) �a�n�d

�y�o�n�g�-�r�n�o�( 容親�) �h�a�s �b�e�i�n�g �d�o�n�e �r�e�c�e�n�t�l�y�.

�(�2�) �S�t�u�d�y �o�f �t�h�e �m�i�n�d

�F�o�r �t�h�e 。이 �e�c�t�i�f�i�c�a�t�i�o�n �o�f �s�t�u�d�y �a�n�d �d�i�a�g�n�o�s�i�s�, �s�e�l�f�-�r�e�p 이�1�i�n�g �q�u�e�s�t�i�o�n�n�a�i�r�e �h�a�s �b�e�e�n �u�s�e�d�. 끼�l�e

�i�d�e�a�l �c�h�o�i�c�e �t�o �d�e�t�e�n�n�i�n�e �a�n �i�n�d�i�v�i�s�u�a�l �c�o�n�s�t�i�t�u�t�i�o�n�, �a�s �f�a�r �a�s �q�u�e�s�t�i�o�n�n�a�i�r�e �g�o�, �i�s �t�o �t�a�k�e �r�e�s�u�l�t�s

�f�r�o�m �b�o�t�h �t�h�e �m�o�d�i�f�i�e�d �v�e�r�s�i�o�n �S�a�s�a�n�g �P�a�t�t�e�r�n �I�d�e�n�t�i�f�i�c�a�t�i�o�n �Q�u�e�s�t�i�o�n�n�a�i�r�e �a�n�d �Q�S�C�C �I�I�.

�(�3�) �S�t�u�d�y �o�f �t�h�e �s�y�m�p�t�o�m

�F�o�r �t�h�e �s�t�u�d�y �o�f �t�h�e �s�y�m�p�t�o�m �- �c�o�n�s�t�i�t�u�t�i�o�n �s�y�m�p�t�o�m �a�n�d �c�o�n�s�t�i�t�u�t�i�o�n �s�y�m�p�t�o�m �o�f �d�i�s�e�a�s�e �-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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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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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e�n �d�o�n�e�. �W�e �m�u�s�t �t�r�y �t�o �o�b�j�e�c�t�f�y �S�a�s�a�n�g �C�o�n�s�t�i�t�u�t�i�o�n�a�l �d�i�s�e�a�s�e�.

�x�:
�- � �- 로

「

�1�. 연구목적

동서양과 고금을 통해 많은 체질 이론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마의 사상의학은 이론과 임상이 처�l 계
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 이제마는 동의수세보원의 며端論�, 辯짧論 등에서 체질진단의 근

거로 外形 �.�{ 、性 �, 證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으나 세 가지 기준별 임상적 중요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가

없어서 임상에서 세 가지 진단 기준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향후

세 가지 체질진단 기준을 임상에 적용하여 각각의 기준이 지니는 임상적 중요도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고 보며 �,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임상적 연구에 앞서 기존의 체질진단 연구를 外形과 心件 �. 꿇의 세 가지로 분

류 �, 고찰하는 기초적 연구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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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火짧뚫世保π〉과 사상의학회지 및 사상의학 관련 도서를 중심으로 문헌적 고찰을 하였다 �. 본론에서는 그

간의 연구들을 세 가지로 분류하여 열거하였으며 �. 고찰에서는 임상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거나 이미 완료된 연

구 위주로 논하였다 �.

�3�. 연구결과
�@ 外形에 관한 연구

경험과 직관적 관찰을 통한 氣像과 詞氣 위주의 연구가 선행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體形과 容親의 실제 계

측을 통한 각 체질별 이미지 정형화 연구가 진행되고 았다 �. 체질진단의 정확률 제고를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을 균형있게 활용해야 한다

�@心뺨.에 대한 연구

각종 연구나 진단의 객관화 등을 위해 자기보고식 설문조사 기법이 체질진단에 응용되고 있으며 �. 현재까지
개발된 설문지를 이용함에는 사상변증내용설문조사지 �(�I�) 의 판별식을 이용한 결과와 �Q�S�C�C �[�I의 결과를 함께

참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
�@ 證에 대한 연구

체질증과 체질병증에 대한 연구는 원리론적 연구와 체질별 임상증상 유형에 관한 연구 �, 기존의 증치의학적

병증관을 사상의학적 병증개념에 적용시켜 해석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 향후 현대적인 의미의 다

양한 병증을 사상의학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진단하기 위한 객관화 연구가 펼요하며 �. 또한 체질의 편차를 야

기시키는 근본적 문제인 爛局의 大小 및 職理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

중심단어 �: 사상의학 �. 체질 �. 외모 �. 심성 �. 증

�I�. 績 論

체질이란 각 개인이 가진 정신적 혹은 육체적인

특정을 합하여 일걷는 말로써 �, 선천적 유전인자와

후천적 환경요소에 의하여 형성된 개개인이 지니는

類휠的 특정이라 할 수 있다 �.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

은 체질 학설이 있었으나 서양의 체질 학설은 신체

적 �, 심리적 특정에 대한 부분적인 설명에 그쳐 치료

의학으로서의 효율이 적었으나
�1�)

이제마의 사상체질

이론은 그 이론적 근거와 임상적 활용에 있어서 체

계적이며 일관적이므로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다
�2�)

이제마는 〈東醫홉世保元 � 四端論〉에서 �"太少陰陽

之職局短長 陰陽之變化也 天찢之 �E定 固無可論”이라

하여 태소음양인은 天理의 변화로써 선천적으로 결

정되는 것이라 하였다 �. 그리고 〈四端論〉의밴 첫머

리에서 �'�A 票觸理.와 �'�A 趣心향、’을 대비하여 설명함으

로써 장부대소와 심욕이 김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였는바 �, �"�A 찢職理 有四不同하니 뻐大而딴小

者 名티 太陽 �A�o�] 요 �,�1�J�f 大而빠小者 名티 太陰 �A�O�]

요 �, 牌大而뽑小者 名띄 少���A 이요 �. 웹大而牌小者
名티 少陰 �A이라 �,�A 趣心했 有四不同하니 棄禮而放

純者 名티 폐 �/＼이요 �, 棄義而倫 �;�J훌者 名티 ↑짧�A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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棄웰 �f�f�i�i���i�!�i�f�l�, 、者 名닌 펴 �A�O�] 요 �, 룻仁 �I�T디햄愁者 名닙 含

�A�O�] 다‘’라고 하였다
�3�)

그리고 �(�� 뽑찮켄�t�f 몽π � 확짧論〉에서는 �"뼈知其 �A

�i�r�f�j�X�� 져써 �l其認 �H�I�J 應며之헛 必無可疑”라고 하여 明써�l

其 �A과 明知其짧을 종합하여 체질을 감별하도록 하

였으며
�4�)
體形氣像 �, ↑�1�'�1�1 才幹 �, �t�:�'�E�U 표 �. ↑巨心 �, 完��

無病 등의 체질진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 또한 〈親끓

論〉에서 재차 �"�A 物形容 仔細商뭘 再三推移 如有 �;초
현則 參互病끓 �H져見無疑 然後 可以用藥” 라고 하여

�A物 �f쳤 �, 즉 體形氣像과 容�� 詞氣가 체질진단을 위

한 기본적 근거가 되고 그 바탕 위에서 병증을 참고

하도록 하였다 �.
이상에서 이제마는 外形 �, 心性 �, 끓 �( 생리적 �. 병리

적 �) 의 세 가지를 체질진단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 그러나 〈來뽑뚫世保元〉의체질진

단법에 관련된 내용들은 포괄적이고 직관적으로 서

술되어 있어서 임상에서 체질진단시 의사 개인의 경

험과 체질관에 따라 체질진단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각각 다르게 해석하여 적용하거나 혹은 이제마가 제

시한 체질진단 기준 중 어느 한 가지에 치중하게 되

는 경우가 많다 �. 또한 채질진단시 세 가지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려 하여도 外形 �, 心性 �. 證의 항목

중에서 각각의 중요도나 비중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

가 이루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개인

의 임상적인 경험에 근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
이에 세 가지 진단기준에 따른 체질진단법을 임상에

적용하여 각각의 기준이 지니는 엄상적 중요도룹 검

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며 �. 본 논문에서는 기

존의 체질진단을 위한 여러 연구와 논문들을 外形과

心性 �. 끊의 세 가지 진단기준으로 분류하여 고찰하

는 기초연구를 하고자 한다 �.

�I�I�. 本 論

�1�. 外形에 관한 연구

�1 �) 體形氣像에 관한 연구

권영식
�5�)
의 ���l 體�R않法 �. 이병행 �6�)

의 유방 및 장골

척도볍 �. 박석언
�3�)
의 사상두부촉진법 �, 이문호 등

�7�)
의

끼 �}상체질 유형과 체격 및 신체형태지수와의 비교연

구 �" 허만회 등
�8�-�9�)
의 ”며象體質의 形뺀學的 圖式化를

위한 연구’�. 홍석철 등
�1�0�)
의 �"體幹部의 四象體質딩�I�J 形

뺀學的 특정에 관한 연구�" 이의주 등
�1�1�1
의 ”한국인

신체분절에 관한 사상의학적 연구가 있다 �.

�(�1 �) 박석언
�3�)
의 사상두부촉진법

�C�D 태음언은 �J�i�g�j�S 顧面이 뼈形四角形이다 �.
頭皮가 �"탤軟�" 두럽기 때문에 두 손으로 만져보면 �.

촉감석으로 부드러운 감을 느낀다 �. 四象 �A 중에서

가장 부드럽고 �, 물렁물렁하다 �.
태음인은 後頭部 첨골이 단원하고 평명하다 �.
四象 �A 중에서 가장 첨각이 없는 사람이다 �.

� 소음인 중에도 간혹 머리끝이 둥글고 부드러운

사람이 있으나 �, 극히 드물다 �.
� 태음인은 얼굴 이마가 넓은 편이고 �, 눈썽 양쪽

사이가 넓은 사람이 많다 �.

�@ 소음인은 두부와 안연이 원삼각형이다 �. 안연

이 납작하게 생긴 사람도 있다 �.
� 頭짧의 근육피질이 “끊彈�" 앓게 생겼기 때문

에 두 손으로 만져보면 �, 실제로 단단하다 �.
� 소음인은 後頭部 중앙부의 첨골각이 예리하게

생겼다 �. 後頭와 앞이마가 전후로 나온 사람도

있다

� 소음인은 얼굴이 길쭉하게 생긴 사람이 많으며

며象 �A 중에서 길게 생긴 사람이 가장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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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양인은 두형이 웬돌출형이다 �. 前파�i�. 後패

가 돌출한 사랍이 많다 �.
� 핑입와 안면이 동글동글한 사람도 있고 �. 길쭉
하게 생긴 사람도 있다 �.

� 頭 �%의 근육피철은 건강한 편이다 �9�J�i���� 콸 두

손으로 만져보면 �, 강도를 느낀다 �.
� 後뼈部의 첨골은 微떠�|하다 �, 간혹 失 �f�l�J 한 사람

도있다 �.

�@ 太陽 �A은 頭形이 신체에 �t�J�) 하여 뼈大形이다 �.
�. 太陽 �A의 안면이 떼 �, 長한 편이다

� 頭짧의 근육피질이 건강하여 두 손으로 만져보

연 강도를 느낀다 �.
� 後뼈部의 첨골은 微며�l하다

�(�2�) 이문호 등
�7�)
은 사상체질 유형과 체격 및 신체

형태지수와의 비교연구에서 남녀고등학교 �3 학년 학

생 �6�7�3 명을 대상으로 身長 �, 座高 �. 뼈圍 �, 웹重의 성

적과 상반신사진을 통해 사상체질 유형과 체격 및

신체형태지수와의 상관관계룹 조사한 바 있다 �.

�(�3�) 허만회 등
�8�-�9�)
은 ..四象體質의形應學的 圖式化

를 위한 연구..에서 東武의 기본적 원리 내에서 외형

적 體形氣像을 중심으로 객관적인 형태학적 도식화

를 시도한 바 있으며 �, 이어서 며端論과 據充論 �. �8옳

�8쩌論의 사초개엽에 입각하여 ”며象�A의 形 �� 學 �t�r�:�J 圖

式化에 관한 연구’를하였다 �.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사초개념에 입각한 오종부위의 측정치를 통해 형태

학적 도식화를 시도하였고 �. 도식화에서 도출된 오종

부위의 측정치로써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형태학

적 도식화의 객관적 타당성과 오종측정부위의 체질

판별능력을 입증하였다고 결론을 내렸다 �.

�(�4�) 홍석철 등
�1�0�)
의 “體幹部의 四象體質 �5�l�I�J 形態學

的 특징에 관한 연구”

체집진단용 설문지 �l 번 �. �Q�S�C�C�( �[�I�)�. 맥진 �, 침진

의 진단 방법을 이용하고 사상의학 전문의에 의해

체질진단된 건강한 �2�0 대에서 �4�0 대까지의 성인 남자

�4�0 명과 여자 �2�0 명을 대상으로 �R�a�p�i�d �3�D �C�o�l�o�r

�S�c�a�n�n�e�r 를 사용하여 삼차원 영상을 촬영한 후 해부

학적 구조플 근거로 �3�1 항목의 체적 �, 전표면적 �. 높이
를 측정하고 �2�5 가지의 사초 가설을 설정하여 각 체

질별 사초의 삼차원적인 특정을 구하였다 �. 체간부
측정 항목의 절대치와 사초부위의 절대치의 비교를

남자와 여자로 분류하여 특정을 연구하였고 �, 체간에

서 사초가 차지하는 비율과 각 체질별 사초의 상관

관계를 연구하여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

�(�5�) 이의주 등
�1�1�)
의 “흔댁인 신체분절에 관한 사

상의학적 연구”

생체를 �8�-�1�0 분절로 분획하고 인체계측 및 침수법

및 평형측정판법을 이용하여 각 신체분절의 생체역

학적 특성을 사상체질별로 객관화하기 위한 목적으

로 연구되었다 �.

연구방법은 신체분절길이 및 툴레와 골폭 및 스킨

폴드 두께는 �L�o�h�m�a�n 등의 인체계측 부위 및 방법

에 따라 �4�2�7�» 항목과 사초부위의 �9항목으로 총 �5�1

개 항목을 측정하였다 침수법에 의하여 부피를 측

정하고 밀도공식에 의하여 질량을 산출하였고 �. 평형
측정판법에 의하여 무게중심을 구하였다 �. 연구대상
자는 모두 �Q�S�C�C �I�I를 시행하고 �, 사상체질의학을 전

공한 한의사가 사상체질진단을 시행하였다 �. 연구대
상은 성인 남자 �4�9 명과 여자 �2�3 명으로 총 �7�2 명이

며 �, 평균연령은 �2�9�.�4�:�t�8�.�5�4 세이고 태음인 �3�0 명 �. 소
양인 �1�7 명 �. 소음인 �2�5 명이었으며 �, 사초의 측정기준

은 전면은 願없 �. 天突 �. �I앨尾 �. 피매關 �, 曲셉�이었고 �. 후

연은 �l빼따 �, 大雅 �. 홉中 �, 體陽關 �, 長彈을 기준으로 하

였다 �.

연구결과는 남자의 경우 둘레와 체적 �. 상대적 체

적 �. 무게중심 �. 사초길이에 대한 분석 등에서 체질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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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여자의 경우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남자에 비해 제질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이의주 등
�1�1�-�1�2�)

은 �I�'記 연구
�I�I�!
와 연관된 “며

象 �A의 形 ���� 원
�B�'�-�J
특정에 관한 연구

�.�.¹|
하였는데 안

면부를 제외한 頭짧없 �. 體幹 �g���, 며 �8훗 �g�� 를 계측함으

로써 �@ 사상체질별 인체계측항목을 분석하고 �. 인체
계측항목을 이용한 �3차원 물리량을 계산하여 �@ 수

학적 모델 제시하며 �,�0�) 사상체질별 체형의 형태학

적 특정을 정량적으로 분석함을 목적을 두었다 �. 사
초의 측정기준 및 연구방식은 위의 연구 �1�1�> 와 동일하

게 적용하여 진행하였다 �.

�2�) 容狼詞氣에 관한 연구

容親詞氣에 관한 연구는 東짧四象앓橋뽑全
�1�3�)
의 내

용 �, 辯證十條
�1�4�)
의 내용 �. 권영식 �1�5�)

의 사상체질감별법

에 관한 연구 �. 고병희 등
�1�6�)
의 ..四象짧質�5�)�I�J 頭面없의

形態學的 특정
�.�.

홍석철 등
�1�7�-�1�8�)

의 ..四象體質께�I�J �_�t 願

部의 形뺀學的인 특정에 관한 연구”와..耳目흉口에대

한 며象 �A의 形態쩡하 �j 특정을 정량화한 연구”’가있으

며 �. 김주 �1�9�)
는 그의 저서 性理臨 �J�* 論에서 체질별 안연

부의 특정에 대하여 자세하게 논하고 있다 �.

�(�1�) 권영식
�1�5�)
의 사상감별법에 대한 연구

� 흉뺨이 짧 �f움한 자는 태음인이 많고 �, �f�t�R 光。 �l
炯明한 자는 소양인이 많으며�, 服�f求가 �i값을

점찍은 듯 黑한자는 태음인이 많다 �.

� 地聞 �( 턱 �) 이 豊 �I�I�? 한 자는 태음인이 많고 �, 口大

하고 턱이 했한자는 소음인에 많고 �, 압이 팩

하고 턱이 옷한 자는 소양인에게 많이 있다 �.
� 服 �. 행 �. 口에 옆�I�J錫한 氣가 있는 자는 소양인에

게 많이 있으며 �. 안구가 돌출된 자는 소양인

에 많다 �.

�. ���u�f 뺑�U輕 �( 까부는 것 �) 자는 소양인에 많고 �. 如依

�a�l�l 훤 �( 기대기 잘하는 것 �)자는 소음인이 많고 �.
不助 �i�f�j�j 靜者 �( 잘 움직이지 않는 것 �) 는 태음인에

많이 있다 �.
� 鄭왔 �( 특語鄭重 �) 不했�;름老 �( 말이 없는 것 �) 는 태

음인에 많고 �. 輕름 �( 무엇이든지 가볍게 말하는

것 �)자는 소양인에게 많이 있으며 �, 多름者 �( 重

힘復름 �) 는 소음인에게 많다 �.
� 氣 ���u 겸�餘者 �(용기가 있는 것�) 는 소양인이 않고 �.
氣如不足者 �(용기가 없는 것 �) 는 소음인이 많고 �,

氣血如餘者 �(씩씩한 모습�) 는 태음인이 많고 �. 威
樹 �U�1�!�;繹 �(위압한 모습 �) 은 太없 �A�O�] 많다 �.

� 깜統多 �f隨 �(양전한 모습 �) 는 소음인이 많고 �, 容

짧떻�I�J鏡者 �( 날카로운 모습�) 는 소양인이 많고 �, 容

했멸重者 �(둔하게 보이는 모습 �) 는 태음인이 많

다 �.

�(�2�) 東醫四象談廣훌훌끓
�1�3�)

체질진단을 위한 근거로 다양한 부분을 논하고 있

는데 �, 특히 容웠詞氣論에 해당하는 答쩌 �,�� 꿇 �, 聲읍�-

등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다 �. �<靈樞
� 通天寫〉의 五行

體質論과 사상체질을 결부시켜 설명하였다 �.

�(�3�) 辦證�+條 �1�4�)
에서는 기상 �, 특정 �. 행보 �, 성음

등에 대한 내용이 주로 언급되었다

�(�4�) 문성환
�4�)

은 ”며象뽑學에서의 形象醫 �4휩 정신과

끊治웹챙에서의 形象醫 �4협 정신의 비교고찰 연구”에

서 증치의학과 사상의학의 형상의학적인 연을 다음

과 같이 비교 �.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였다

증치의학애서는

�C�D�A身의 「中下없를 面의 「中下停에 배속할 수

있다 �.

�@ 水形 土形 �활養質과같은 形은 대개 氣虛하고

�i찢앉이 많으며 �. 下停이 발달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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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木形 心件 �f�{ 과 같은 形은 대개 陰虛 또는 血

虛하며 �. �I�'�.�f 후이 발달되고 下停이 위축되어 있

다

사상의학얘서는

�@ 面形에서 氣의 「下�1�/�' 降의 편차로 陽 �A은 �r�J 흥
이 발달하고 �. 陰 �A은 下停이 발달하였다 �.

�@ 面形에서 氣의 前後進退의 편차로 陽 �A은 돌출

형이고 �, 陰 �A은 흡수형이 나타난다 �.

�@ 소양인은 이마부위의 土.停이발달하고 증치의

학적 관점에서는 陰虛 � 血虛로 인해 下停이

위축되고 木形 � 心性質과 같은 形이 나타난다 �.

�@ 태음인은 짧와 面의 면적이 대체로 제일 크며 �.
증치의학적 관점에서는 펄이 많고 下停이 발달

된 水形 � 土形 � 짤養質과 같은 形이 나타난다

�@ 소음인은 자연스럽고 간략하다고 하며 소양인

과 같이 面의 면적이 태음인보다 크지 않으냐

증치의학적 관점에서는 陽虛�氣虛를 뜻하는

面 �8�� 이 많이 나타난다 �.

�(�5�) 고병희 등 �1�6�)
의 ’‘四象體質�]�1�I�J 頭面部의 形態學

的 특징 연구”

전일적이고 직관적으로 표현된 동의수세보원의 형

태적 묘사를 정량화하여 정리하고 �, 이 자료를 체질

진단의 근거자료로 삼고자 하는 연구의 일환으로 먼

저 頭願없의 형태를 태음인 � 소음인 � 소양인별로 그

형상적 특정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

연구방법은 �1�9�9�5 년 �7월부터 �1�9�9�5 년 �1�2 월까지

경희의료원 부속한방병원 외래환자 및 직원을 대상

으로 설문지 및 임상적 치료 경과를 통하여 체질적

경향성이 뚜렷한 대상자를 선별하고 동일촬영 조건

을 통하여 얻은 열꿀사진 중 형태 특이자를 제외한

�1�7�0 례의 高젠 �(전두고외 �2�6 항목 �) 放射깜 �(두최대장외

�2�2 항목 �) 및 福쉰 �(안최대폭외 �1�8 항목등 �) 등 총 �6�9 항

목을 측정한 후 이를 분석하여 처�l 질별 상이점을 도

출하였다 �.
사상체질과 얼굴형태와의 상관관계를 정량적으로

찾아보기 위하여 �M�a�r�t�i�n 식 계측법을 사용 �1�7�0 인의

대상자들의 頭願핍에 대하여 생체계측학적 연구를

시행하여 �@체질별 고경측정치 및 구성비 �@체질별

방사경측정치 및 구성비 �@채질별 폭경측정치 및 구

성비 �@체질별 연적비 �3체질별 부분 특성 �@체질별

上願部 등고선 분석 �@체질판별공식 등을 분석 연구

하여 각 체질의 형태학적 특정에 관하여 유의한 결

과를 얻었다 �.
이상의 연구를 통해 저자들은 층화계층별 �( 남녀별

연령별 �)자료를 수집분석뼈 세분화하는 연구 및 계

측방법의 자동화 �(�3 차원 영상계측장치 �) 연구의 필요성

을 언급하였다 또한 안면부에 국한하지 않고 각 부

위별로 전신적인 특정에 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하

며 �. 모아레에 관한 분석방법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6�) 홍석철 등
�1�7�)
의 ”四象�A 耳目훌口의 形態學的

특징 연구꺼

사상체질진단의 객관화를 위한 사상인의 형태학적

특정을 규명하는 연구로서 특별히 안연부의 구성요

소인 耳닙흉口의 외형을 대상으로 하였다 �. 이 연구

는 고병희 등
�1�7�)
의 끼 �}상체질별 두연부의 형태학적

특정 연구”와 동일한 연구방법을 취하고 있으나 �, 위

의 논문
�1�7�)
이 두연부의 외곽선 및 구조물들의 고경과

폭경 및 방사경 등을 중심으로 분석 연구한데 비하

여 본 논문은 안면부의 구성요소인 耳텀훌디의 형태

를 분석 연구하였다 �.

〈연구 및 측정방법〉

�1�9�9�7 년 �1 월부터 �1�9�9�7 년 �1�2 월까지 경희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사상의학과에 내원한 외래환자 �. 직

�- �/�0�1 �-



�- 사상체질의학회지 제 �1�1 권 제 �2호 �1�9�9�9

원 �, 학생 등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체질

경향성이 모호하거나 형태가 특이하여 전셰 통계

치에 영향을 줄만한 경우를 제외하고 �2�0�9 례를 대

상으로 하였다 �. 체질진단을 위하여 사상채질설문지

�( �I �) 및 �Q�S�C�C �I �. 혔앓 및 針쓸 등 임상적 검증

을 통한 사상체질진단을 거쳐 사상의학을 전공한

전문의의 판정에 의하여 체질을 확정하였다 �.

측정은 확대한 사진상을 이용한 간접측정을 원칙

으로 했으며 �. 좌측 부위의 耳目윷口를 측정하였다 �.

촬영한 안연부의 정연 �. 측면 �. �4�5 도 사연 등의 사진

을 통하여 耳텀훌口의 고경 �. 폭경 �, 방사경 및 각도

를 측정하여 사상인에 따른 형태학적 차이를 연구하

였다 �.
사상인별 형태학적 특정을 정량적으로 찾아보기

위하여 마틴식 계측법을 준용하여 �2�0�9 명 �( 소양인 �7�2

명 �, 소음인 �6�9 명 �. 태음인 �6�8 명 �) 대상자들의 耳닙훌

口에 대하여 생체계측학적 연구를 시행하여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

본 연구에 앞서 홍석철 등
�2�0�)
은 “사상체질진단의

객관화를 위한 형태학적 연구’에서소음인의 형태학

적 특정에 대하여 본 연구와 동일한 연구방법을 도

입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

�(�7�) 홍석철 등
�1�8�)
의 “四象體質 �5�.�:�I�J 上蘭部의 形態學

的인 특징에 관한 연구”

�t 願部에 나타나는 등고선의 형태가 사상체질에

따라 다르다는 보고
�J�7�)
가 있었으나 �. 이 보고는 �t 願

部 등고선의 좌우편향을 단지 육안적으로 관찰하여

채질별 경향성을 제시하였기에 본 연구는 �m�O�I�r�e 를

이용하여 육안적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上쨌없 표연

형상의 �3차원적 형태를 체질별로 구별화하파 하였

다 �.

연구방법은 �1�9�9�6 년 �4월부터 �1�9�9�7 년 �2월까지 경

희의료원 부속한방병원 외래환자 및 직원 �2�5�0 인을

�1 차분으로 수집하여 이 중 체질적 경향성이 모호한

자 �. 형태 특이자 등을 제외하고 계측의 용이함 둥을

고려하여 �1�1�3 인을 선정하였다 �. 계측방법은 �I�:�f�t�H �g��

에 등분된 종횡의 구획을 정하고 중앙으로부터 발생

하는 �5개의 등고선을 취하여 이 등고선과 횡단연이

만나는 좌표를 구한 후 사상인에 따라 분석하였다 �.
연구결과 대부분의 좌측부위 측정점에서 소양인이

태음인에 비해 돌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태음인은 소음인과 소양인에 비하셔 우측이 전방으

로 돌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8�) 김주의 뼈質通蔡法
�1�9�)

김주
�1�9�)
는 그의 저서 性理臨皮論에서 쨌形과 下뚫

形이 체질을 파악하는 大짧가 된다고 하였다 �. 또한

류주열
�2�1�>
은 東웹띠象짧學講座에서 김주의 형상보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면서 相을 보는 순서는 얼굴 전

체의 모양과 윤곽 �. 크기 등을 우선 살펴고 �. 그 다음

기운의 흐름을 살펴고 �, 다음에 얼굴에서 눈에 띄는

특정을 찾아내야 한다고 하였다 �. 그리고 。 �l 마→屆間
→눈→코→입→턱 �( 목 �) 의 순서로 관찰하도록 하였다 �.

�2�. �I퍼生에 관한 연구

�1�) 사상체질진단 설문지 연구

현재까지 心性에 관한 연구는 心에 대한 분석의

한계성 때문에 설문조사지의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

사상체질분류검사지는 동의수세보원 및 격치고의 내

용에 근거하여 문항을 다듬어서 타당성 및 표준화

작업을 거쳐 현재 �s�o�f�t�w�a�r�e 로 개발되어 임상에 응

용되고 있다
�2�)
이 설문지에는 체형이나 병증 등에

관한 문항도 있으나 주로 심성에 관한 문항이 위주

가 되므로 심성 연구로 분류한다

이의주 등
�2�2�,�2�4�)

의 ..사상변증내용설문조사지의 개

발 및 타당화 연구
�.�.

김선호 등의 ..사상체질분류검사

�- �1�0�2 �-



�- 四象體質 씀厭 �/去의 文톨 ���e���J 考쩔 �-

지 �(�Q�S�C�C�) 의 타당화 연구”와 ”사상체칠분류검사지

�(�Q�S�C�C �0�) 의 표준화 연구
�.�.

이정잔 등
�2�J�-�2�G�J

의 ’�사상

체질분류검사의 준거타당화 연구 .와 ”사상체집분류검
사지 �(�Q�S�C�C �I�I�)의 타당화 연구

�.�.

김달래 등
�2�7�)
의 �.�.Á$

문지플 이용한 체칠잠별방법의 신뢰도에 관한 연구

박성식 등
�2�8�1
의 ‘설문지에 의한 사상체질 판정 일치

도 분석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1�) 사상변증내용설문조사지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2�2�)

고병희는 �1�9�8�5 년 .사상변증론 소고’에이어 �1�9�8�7

년 사상처�l 질변증 방법론 연구의 기초작업으로 사상

변증내용 설문조사지 �( �I �)를 작성하였다 이 설문지

는 〈東짧꿇世保元〉에근거하여 기본 설문지룹 작성

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 기

질과 성격의 조사문항을 체질별로 묶어 측정기준의

모호함을 완화시키고 �. 각 문항의 순서를 �@ 태음인
�@ 소음인 �@ 소양인 �@ 태양인 �@ 기타로 정리하고

문항의 구성을 재편성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현

재 사용되고 있다

�@ 육체적 특정
� 외모 �( 문항 �1�-�3�)

� 보행상태 �( 문항 �4�) �. 發싼여부 �( 문항 �5�)

� 面짧 �. �"���. 뼈짧 �. 體쐐 �. 四吸 �. 皮 �I협 �. 닙
�;

聲 �, 大小

�f멍 �( 문항 �6�-�1�5�)

�@ 체질증 �( 문항 �1�6�)�, 체절병증 �( 문항 �1�7�)

�@ 정신적 특정
� 태음인의 기질 및 성격 �1�3 항목 �( 문항 �1�8�)
�. 소음인의 기칠 및 성격 �1�3 항목 �( 문항 �1�9�)

�. 소양인의 기칠 및 성격 �1�3 항목 �( 문항 �2�0�)
�. 태양인의 기질 및 성격 �1�4 항목 �( 문항 �2�1�)

�@ 음식
�

음식의 기호 �( 문항 �2�2�-�2�3�) �. 응식의 온냉

기호 �( 문항 �2�4�)

본 설문지는 �1�9�9�5 년 이의주 등
�2�2�1
에 의해 타당화

연구륜 심시한 결과 평균정확율은 �5�0�.�8�% 로 나왔으

며 소양인이 설문지에 의해 소양인으로 판별될 확률

은 �3�5�% 이고 �. 태음인이 태음인으로 판별될 확률은

�3�4�.�4 �% 이고 �. 소음인이 소음인으로 판별될 확률은

�8�3�.�0�% 이다 이와 같은 방식의 체질감별은소음인

에게는 높은 정확율을 가져오지만 다른 처�l 질에 있어

서는 판별의 오진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그

래서 타당화 연구를 통해 체질점수콸 상대점수로 환

산하여 판정한 경우 �, 판별식을 적용하여 판정한 경

우 �. 다른 체질과 차이있는 경향이 있거나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문항 �( 반응빈도율이 높은

문항 의미 �) 을 판별식에 적용하여 판정한 경우의 세

가지로 나누어 검증한 결과 �, 반응빈도율이 높은 문

항에 판별식을 적용한 경우가 평균정확율 �5�7�.�9�3�5�%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현재 이 방식을 주로 이용

하고있다

�(�2�) 사상체질분류검사지 �( �O�S�C�C�) 의 타당화 연구
�2�3�)

김선호 등은 설문조사 방식을 응용한 사상체질분

류검사를 개발하였고 �. �Q�S�C�C 결과를 분석하는 방법

을 개발하여 객관화되고 체계화된 체질감별법을 마

련하였다 �. 본 연구는 이렇게 만들어진 �Q�S�C�C 로

�1�9�9�2 년 �2월부터 �4월까지 일반 환자와 대학생을 포

함한 총 �2�4�1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
이들로부터 나온 결과를 통계분석하여 신뢰도와 타

당도를 검토하였다 �.

�(�3�) 사상체질분류검�.�A���A�I�(�a�;�C�C�I�I�) 으 �| 표준화 연구
�2�4�)

본 연구는 �Q�S�C�C 를 개발한 김선호 등이 �Q�S�C�C 의

진단정확율이 �6�0�% 에 봇미치는 것과 평가 절차가 표

준화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설문지 �Q�S�C�C �I�I콸 만든 다음

설문지 응답점수에 대한 평가를 각 계층별 �( 연령 �, 성

별 �. 생활 수준별 �) 보 다르게 하는 표준화 작엽을 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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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Q�S�C�C �J�]룹 이용한 체절진단에 대한 객관적 지

표를 제시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 검사지의 각 척도는 변량분석 결과 체질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므로 검사지의 문항은 진

단변별력이 인정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음

을 확인하였다

�@ 검사지의 응답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인 가운데 연령 �. 성별 그리고 문항수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

�@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변인을 고려한 규준을

표준화 자료로 제시함으로써 검사지에 의한

체질진단의 객관적 지표를 마련하였다 �.
�@ 검사지는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고르게 적용

시킬 수 있다 �.
�(�5�) �Q�S�C�C �J�] 의 평균 판별정확율은 �7�0�.�0�8�% 로

�Q�S�C�C 의 �5�5�.�5�6�% 에 비해 비교적 높은 정확

율을 보인다 �. �( 태음인 �7�4�.�5�%�. 소음인 �7�0�.�8�%�.

소양인 �6�0�.�0�%�)
�@ 검사지의 네 가지 척도들은 이전의 검사지에

비하여 고르게 체질진단에 기여함을 알 수 있

었다 �.
�@검사지는 분석결과 이전의 검사지들 보다 사상

체질 진단에서 정확율 향상�. 차별화된 계충별

채질진단 방법의 제시에 의한 객관성 확보 등

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었다 �.

�(�4�) 박성식 등
�2�8�)
은 ”설문지에의한 사상체질 판

정 일치도 분석에 관한 연구 �"에서 설문지를 통한 사

상체질 진단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각 설문지

의 특성을 비교분석하였고 체질진단의 일치도를 평

가하였다 이 연구에서 체질판정 일치율은 사상변증

내용설문조사지 �( �I �) 와 이 자료를 판별식을 이용하여

판별한 결과가 제일 높았으나 이것은 동일 설문지를

재분석한 것이며 �. 다음은 사상변증내용설문조사지

�( �I �) 의 판별식을 이용한 결과와 �Q�S�C�C �J�]의 일치율

이 �5�5�.�6�% 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설문지를 이

용하여 세질을 임상적으로 진단할 때는 사상변증내

용설문조사지 �( �I �) 의 판별식을 이용한 결과와 �Q�S�C�C

�n 의 결과를 함께 참고하여 체질진단에 이용하는 것

이 가장 타당한 방법이라고 하였으며 �. �Q�S�C�C �I을

체짙진단에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맺었다

�2�) 사상체질진단 설문지 외의 心性연구

김종우 등
�2�9�)
의 �"알콜리즘 환자의 인격특성에 관한

예비연구�-�M�M�P�I 와 사상체질을 중심으로까 박희관

등
�3�0�.�.�3�1�)

의 ”사상체질과 최면반응성에 관한 연구”와

”이제마의 사상체질과 융의 심리학적 유형간의 연관

성에 관한 연구 �" 김인태 등
�3�2�.�3�3�)

의 �"융의 마음의 구

조 �. 유형론과 이제마의 지인론 �, 사상인과의 비교 고

찰‘�과
�"心원附註의 사상과 이제마 사상과의 비교”등

이 있다

박희관 등
�3�0�>
은 ”사상체질과최연반응성에 관한 연

구�"에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최면 반응성을 직접 측

정한 후 사상체질분류검사를 시행함으로써 각각의

사상처�l 질에 따라 최연반응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

인하고자 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소양인 �. 소음인 �.
태음인군 간의 최연반응성의 고저 정도의 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고 하였다 �.

또한 박희관 등
�3�1�!
은 �Q�S�C�C �J�] 와 융의 심리학적

유형론을 설용화하기 위해 개발된 �M�B�T�I 를 각각 실

시하여 상호간의 연관성 정도를 알아보았는데 �. 이

연구에서 �Q�S�C�C �J�]로 분석한 사상인의 체질과

�M�B�T�I 에 따른 심리학적 유형과의 비교는 대체로 체

질적 득성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객관적인 사

상처�l 질 분류 설문지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융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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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학적 유형론에 참고할 점이 있다고 하였다 �.
김인태 둥

�3�2�)
은 융과 이제마의 知 �A論과 인간의

유형 연구의 비교에서 이제마와 융의 인간 심성의

분석방법에 유사성이 있음을 발견하여 추후 심도있

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

�3�. 體質證 및 體質病證메 관한 연구

현재까지의체질증과체질병증에대한연구는이

론적연구와채질별임상증상유형에관한연구�. 한
방진단기기 및 임상병리 검사소견 등을 통한 연구 �.
체질증과 병증에 대한 임상활용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

송일병없
�-�3�6�)
의 �"사상인 체질증과 체질병증의 성립

과정에 대한 연구 �" 자상인 병증약리의성립과정과

그 운영정신에 대한 고찰�" ..사상인의 체질병증약리

에 관한 고찰”과 김종원
�1�.�3�7�)

의 �"�E�A�V 측정치와 사상

채질유형 및 중풍과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체질진

단분류에 따른 질병 및 증상유형에 관한 엄상적 연

구’와김영우 등
�3�8�)
의 �"체질진단분류에 따른 질병 및

증상유형에 관한 임상적 연구 �I�I�"�. 이수경 등
�3�9�)
의 �"신

체계측 및 검사소견을 중심으로 한 사상인의 특정에

대한 분석�" 김주
�1�9�)

및 류주열
�2�[�)

의 임상적 연구 등

이 있다 이 외에 김수범 등
�4�0�)
의 지상인의 앉값발

생기전과 치법의 문헌적 고찰 한주석 등
�4�[�)

의

�"�E�A�V 측정치와 병증유형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차

철주 등
�4�2�)
의 �"�E�A�V 측정치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

이정찬 등
�4�3�)
의 �"대변을 중심으로 한 사상체질 병증

에 대한 고찰�" 김선호 등
�4�4�)
의 ’‘소변변증의사상의학

적 관점과 상한론적 관점에 대한 비교 고찰 �" 하만수
�4�5�)
의 ”什을 중심으로 한 체칠병증에 대한 고찰 문

성환
�4�6�)
의 “부종에 대한 증치의학과 사상의학의 병리

와 약리의 연관성 고찰” 등이 있다

�1 �) 송일병
�3�6�)
으 �I �"四象 �A으 �| 體質病證藥理에

관한 고찰”

송일병은 외형이나 심성이 체질진단의 단서가 되

나 최종적 단서는 병증에서 구하여야 정확히 진단할

수 있으며 �. 체질구분의 근거는 병증이 다르기 때문

이며 병증의 차이로 체질이 구분될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체질병증의 추구정신을 心身病꿇 �. 溫熱寒原
며氣의 요약 정신 �, 채질병증의 인식 배경 �, 水짧之氣

病짧과 氣波之氣 病證의 구분 정신 �. 表훌病證 등으

로 요약하였으며 �. 체질증과 체질병증에 대한 향후

연구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 병증 및 처방에 대한 다양한 이론접근 및 사

고전환이 필요하다 �. 즉 병리적으로 발현하는

다양한 증과 〈東醫壽世保π〉에쓰여져 있지

않은 병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법을 정립하기

위해 사상의학적 병 �, 증 �. 병증의 정의와 상호

간의 영향을 심도있게 분석해하 한다고 하였

다 �. 또한 약물의 반응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처방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
�@ 체질병증의 객관화 연구로 水殺病證과 氣浪病

證의 구분정신 �. 병증의 경중완급에 따른 뼈述

의 구분정신 �, 체질에 따른 자율적 조절정신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
�@ 체질병증과 체질병증약리에 대한 현대의 과학

기술과 의학기술을 접목하는 시 �£�7�t 필요하다

�2�) 김종원 �1�)
은 “처�|질진단분류에 따른 질병

및 증상유형에 관한 임상적 연구”

각 체질의 장부대소에 따른 증상 및 질병의 상관

성 여부와 체질에 따른 특이적 임상적 증상 여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동의대학교 한

의과대학 부속한방병원에 내원한 �7�3 명을 대상으로

체질진단분류와 질병 및 증상유형과의 관계를 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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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1�9�7�H 항목 �1�2�3 문항 �) 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는

데 유의성있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

�0�) 체중감소 증상은 태음인이 소양인이나 소음

인에 비해 더욱 빈발하였다

�(�2�) 구토 증상은 태음인이 소양인이나 소음인에

비해 더욱 빈발하였다 �.
�(�3�) 목이 쉬는 증상은 소음인이 태음인이나 소양

인에 비해 더욱 빈발하였다 �.
�(�4�) 호흡곤란 증상은 태음인이 소양인이나 소음

인에 비해 더욱 빈발하였다�.

�(�5�) 관절통 증상은 소양인이 태음인이나 소음인

에 비해 더욱 빈발하였다 �.

�(�6�) 생리통 증상은 소음인이 태음인이나 소양인

에 비해 더욱 빈발하였다 �.

이 연구에 이어 김영우 등
�3�8�)
은 �1�9�9�6 년 �3월에서

�1�9�9�8�' 녕 �1�1 월 사이에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에 내원한 환자 �1�9�6 명을 대상으로 사상체

질과 질병 및 증상유형에 관한 새로운 설문지를 이

용하여 “체질진단분류에 따른 질병 및 증상유형에

관한 임상적 연구 �I�I�" 를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

었다 �-
�0�) 태음인은 체중증가 �, 땀이 많이 난다 �. 몸이 붓

는다 �, 허리가 아프다는 증상과 기름진 음식

을 잘 먹으며 �, 음식을 짜게 먹는 편이 다른

체질에 비하여 더욱 빈발하였다

�(�2�) 소음인은 안색이 나쁘다 �, 목의 이물감 �, 수연

장애 �. 식욕감퇴 �. 쉽게 피로해짐 �. 식사와 무관

한 볍의 통증 �. 설사 �. 두통 �, 생리통 증상과 기

름진 음식을 잘 안 먹는다 �. 음식을 싱겁게

먹는 편이 다른 체질에 비하여 더욱 빈발하

였다

�3�) 이수경 등
�3�9�)
으 �| “신체계측 및 검사소견

을 중심으로 한 사상인의 특징에 대

한 분석”

경회의료원 동서 종합 건강진단센터에 �1�9�9�5 년 �2

월부터 �1�9�9�5 년 �5월까지 내원한 �1�9�6 례 검사자의 체

질진단을 시행하고 각 사상인에 따른 일반적 특성 �.
신체계측 �. 완실무병 조건인 땀 �, 대�소변 �. 수연상태 �.
그리고 각종 검사소견을 살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
�o �) �1�9�6 례 검사자의 사상체질 진단 결과 태음인

�5�6�.�1�%�. 소음인 �2�9�.�6�%�. 소양인 �1�4�.�3�% 으로

태음인이 가장 많았고 소음인이 소양인보다

많았다

�(�2�) 직업에 따른 사상인의 분포는 사무직 �. 행정
직 �. 주부는 태음인과 소음인 �. 연구전문직은
소음인 �. 사기업 경영은 태음인 �, 서비스직은

소양인이 많았다 �.

�(�3�) 각 체질 진단 설문조사의 특성은 �Q�S�C�C�( �I �)

은 다른 체질이 태양인으로 진단되는 경향이

높고 �. �1 번 설문지는 소음인 판정 정확율이

�7�6�.�4�% 로 높았다

�(�4�) 각 체질별 체질증에서는 태음인은 땀이 잘

나고 소음인은 땀이 잘 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태음인은 식욕이 좋으며 찬 음식을

좋아하고 소화가 잘되나 소음인은 식욕이 좋

지 않고 더운 음식을 좋아하며 소화가 잘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비만도의 검사에서 태음인。�l 비만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 고혈압자의 사상인 분포에서 수축기 혈압과

확장기 혈압은 태음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 고혈압자의 발생빈도도 태음인이

사상인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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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지혈증과 사상인 분포에서 중성지방은 태

음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태음인에게

중성지망이 높은 고지혈증 발생빈도가 높았

으나 총콜레스테롤은 사상인간의 유의성있는

차이가 없었다 �.
�(�8�) 간기능 효소와 사상인 분포에서 �G�P�T�. �G�G�T

는 태음인이 소양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

고 �G�O�T는 사상인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9�) 초음파 검사에 의한 지방간의 발생빈도는 태

음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류주열
�2�1�)
은 그의 저서 東醫四象훌훌學

講 �I�I 에서 김주
�1�9�)
의 寒熱구분법을 소

개하면서 사상인 병증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논하였다 �.

�(�1�) 素病과 消�=�2�>�I���f�l

素病 �( 素끓 �) 은 본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寒짧이

나 熱끊의 素質을 의 �1�J
�1 하는 것이고 �, 消끓은 소모 �.

쇠잔의 의미로 병이 장기간에 걸쳐서 만성적이고 소

모성으로 지속되어진 국한된 증후군을 지칭한다 素

�i옆에서 寒證과 熱認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을 때에

는 寒熱이 錯雅된 것을 고려해야 한다 �.

�(�2�) 戀�%을 구분하는 원칙

병이 오기 전의 상태인 常說과 병이 오고 나서의

상태인 現證을 명확히 관찰해야 한다 �. 임상적으로
대변과 소변 �, 감기 시의 증상이 가장 중요하며 그

외에 설질과 설태 �. 手足의 寒冷 �.�� 水 양상 �, �i�f�W�.

기왕력 �. 생리량 등을 참고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약물반응으로 체절을 구별하는 방법을 논

하였는데 �. 소음인은 陰質짧虛하고 소양인은 陽質�P용

虛하며 태음인은 陰짜 �{具寶하고 太陽 �A은 非虛非實하

다고 정의하였으며 �. 모든 소음인 약물은 �i없陰補陽

작용을 하고 �, 모든 소양인 약불은 펴찌補陰 작용을

하며 �. 모든 태음인 약물은 펴陰휩陽 작용을 하고 �,

모든 太찌�A 약물은 無째無 �j형 작용을 한다고 하였

다 �. 약물을 랬갔하였을 경우 �P효陽의 偏勝과 偏쳤에

따라 반응이 나타나는 데 �, 이를 기능항진과 기능저

하의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5�) �E�A�V 를 이용한 연구

한주석 등
�4�1 �)

은 �"�E�A�V 측정치와 병증유형의 상관성

연구‘’에서�E�A�V측정치와 사상체질의 유형에 따른 차

이점은 없다고 하였으며 �. 김종원 등
�3�7�)
은 �"�E�A�V 측정

치와 사상체절유형 및 중풍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

에서 체질과의 상관성 보다는 질환과의 상관성이 높

다고 하였다 �.

�4�. 기타 체질진단 방법

�1�) 체질판별표를 이용한 연구

김종열 등
�4�7�1
은 ”체질판별표를 이용한 체질판별의

객관화 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한의학의 며該法인

엎聞問헤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체질판별 방식의 도

입을 논하였다 �. 연구자는 〈來醫홉世保元〉의체질판

별에 관한 내용을 토대로 채질판별에 사용되는 변수

들을 정하고 �. 사상의가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여

러 가지 자료들을 수집 �. 정리하여 각각의 변수값을

정하는 방법을 제시한 후 �. 이러한 변수값들을 기재

하는 채질판별표를 제안함으로써 체질판별의 객관화

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

�(�1�) 얼 굴 �(흘줬 �)

얼굴 망진법에 관하여는 김주법
�1�9�)
에 가장 상세한

묘사가 되어 있으며 �. 그 내용이 대체로 진료의전
�1�3�)

이나 체꿇「條
�1�4�1
의 묘사와 그 방향이 일치하므로 김

주법
�1�9�)
을 주로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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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형과 언행 �(望談 �+ 홉혐�'���)

�(�3�) 성 질 �(問談 �)

성격 문진은 〈써뽑않世保 �J�C�) 의 원문에 바탕하여

여닮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원문의 본의를 파악하

고 �. 전해 내려오는 표현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설문

문항을 정하였다 �.

�(�4�) 증 세

주로 寒.熱과바위의 상태 및 음식관계 등을 위주

로 설정하였으므로 처�l질판별의 목적보다는 정기의

상태와 체질적 경호�k성을 엿보는 데 한정되어 있다고

하였다 �.

�(�5�) 절 진

손등의 피부 절진을 통해 태음인은 피부가 두럽

고 �. 견실하고 �. 조직이 성글고 땀구멍이 큰 것으로 �.
소음인은 피부가 힘없이 들리며 부드러운 것으로 �.
소양인은 앓고 미끄러운 것으로 정의하였다 �. 그 외

에 늑골의 벌어진 각도 및 맥진을 참고하도록 하였

다 �.

�2�) 적외선 체열 촬영기를 이용한 연구

�0�) 지규용 등
�4�8�)
은 “적외선체열촬영진단기를 이

용한 체질분류와 병증진단에 관한 임상적 연

구..에서 체질별 사초부위의 체열분포 차이를

보고하였다

�(�2�) 조용관 등�4�9�)
의 ..적외선체열 촬영을 이용한

체질판별의 특정 파라메터의 추출 연구”에서

는 �2�6 세에서 �3�2 세 사이의 건강한 남자 �1�4

명을 실험대상군으로 사상변증내용설문조사

법에 의해 체질을 분류하였다 이 연구에서

는 피부온도를 측정하였고 �. 극문혈에 양방향

펼스전압을 걸고 자극 후의 피부 온도 및 맥

박수 변동량을 측정하였다

�3�) 음식반응을 통한 체질진단 연구

섭취한 음식불이 체내에서 각 뼈를 거쳐 소화 �. 흡
수되는 과정 중 체질별 장국의 대소 편차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체질별 적합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이론에 근거한 것이다 �.

이의주 등
�5�0�.�5�1�1

의 ..식품에대한 고찰 .’ “사상체질

분류에 의한 체질식이의 효과 및 활용성에 대한 연

구”와 김지영 등
�5�2�.�5�3�)

의 ..체질별식풍분류의 타당성

과 활용에 관한 小考”와“체질별식품표에 근거한 태

음인 �. 소음인 �. 소양인 당뇨식단의 초보적 제시
�n

’ 김

인태 등성�l
의 ..業米에대한 사상의학적 고찾 김종덕

등
�5�5�.�5�6�)

의 ..마늘에대한 문헌적 고찰”과 ..훔類에대한

문헌석 고찰
�.�.

윤종현 등
�5�7�)
의 “버섯에 대한 사상의학

적 고찰
�.�.

이자열 등
�5�8�)
의 ..콩과 팔에 대한 사상의학

적 고찰
�.�.

이재석 등
�5�9�)
의 ..참깨에대한 사상의학적

고찰” 등이 있다 �.

이의주 등
�5�1�!
은 ”사상체질분류에 의한 체질식이의

효과 및 활용성에 대한 연구..에서 사상의학적 이론

에 근거하여 식품의 체질별 분류를 하고 �. 체질별 식

단을 짱 후 건강인을 대상으로 태음인군과 비태음인

군으로 분류한 후 일괄적으로 태음인체질 식이를 실

시하였는데 �, 실험 후 결과에서 자각증상과 혈액검사

등에 있어 두 그룹간에 유의성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

�4�) 비만에 관한 연구

김달래 등
�6�0�.�6�1�1

의 ..며象體�'�E�l 과 �n�e 滿의 상관성에

관한 임상적 연구
�.�.Æ@ “비만인의 생활특성과 사상체질

에 관한 연구
�.�.

조민상 등
�6�2�)
의 ..비만환자의 체질적

특정에 대한 임상적 고찰
�.�.

김은영 등
�6�3�)
의 ”비만인의

생활행태와 사상체질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조민상 등
�6�2�)
의 연구에서는 그간의 사상체질과 비

�- �1�0�8 �-



�- 四象뼈質 장斷 �/去의 文 �� 的 考쩔 �-

만에 관한 연구내용들을 비교 �, 고찰하였고 �. 많은 수

의 연구 대상자를 확보하여 고혈압 �. 당뇨 �. 동맥경화
등의 질환과의 상관성 여부를 연구하였다 �.

�5�) 聲썼 및 손바닥썼 �, 유전자 분석 등에

관한연구

박성식등여
�)

의 ‘사상체질 유형과 지문 �. 손바닥썼
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김달래 등

�6�5�-�6�7
�)

의 .聲救과

사상채질과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聲썼분석법에

의한 사상체질 진단의 객관화 연구 �(
�I�)�"�. �"�C�S�L 을 통

한 음호�L특성과 사상체질간의 상관성 연구”등이 있

다 �.
유전자 분석에 관한 연구로는 조황성 등

�6�8�-�7�0�)
의

�"유전자 지문법을 이용한 사상체질의 유전적 분석

연구 �"�, �'�'�A�m�p�-�F�L�P 플 이용한 사상체질의 유전적 분

석 연구’
�"사상채질과 유전학.과 김대윤 등

�7�1�!
의 “사

상체질의 유전성 검토에 대한 통계적 연구 �" 김민희

등
�7�2�)
의 �"유전적 분석법에 의한 사상체질의 연구 �" 등

이 있다

�I�I�I�. 考 察

이제마는 〈束醫훌世保元� 辯證論〉에서 사상체질의

특정은 外形 �. ι、性 �. 證에서 나타나므로 이에 근거하

여 체질진단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제마가 〈辦

짧論〉등에서 제시한 내용은 포괄적이고 직관적인 것

으로 체질진단시 이 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外形 �. ι、

性 �. 꿇의 세 가지 진단기준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

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향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임상연구가 필요하다

사상의학 연구의 초기에는 기존의 증치의학적 사

고의 틀 안에서 이제마의 사상이론을 수용하고자 하

였으므로 체질진단 망볍도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 석

관적이고 경험적인 연구가 많았으며 �. 최근에는 정밀

한 계측을 통한 체질별 이미지 정형화에 대한 연구

와 심리상태 및 임상증상 유형의 체질적 경향성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

�1�. 外形에 관한 연구

체질진단의 첫 단계에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깜꼈

詞氣나 體形氣像은 절대적인 역할을 하게 되므로 임

상에서 外形을 통한 진단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
짧形氣像과 습親詞氣에 있어 體形과 容꼈는 정량화

가 가능한 인체의 정적인 특정이며 氣像과 詞氣는

그 형태 속에 활동하는 동적 기운이라 할 수 있

다
�1�7�)
현재까지의 연구 중 박석언

�3�)
의 두부촉진법 �.

허만회
�8�)
의 ”사상인의 형태학적 도식화에 관한 연구 �"

홍석철 등
�1�0�.�1�7�1

의 �"체간부의 사상체질별 형태학적 특

징에 관한 연구 �"와 ”사상인이목비구의 형태학적 특

정 연구�" 이의주 등
�1�1�)
의 ..한국인신체분절에 관한

사상의학적 연구 �" 고병희 등
�1�6�)
의 ”사상체질별 두연

부의 형태학적 특정” 등은 짧形과 容親의 정량화에

대한 연구이며 �. 東醫四象쓸擔醫홉 �1�3�)
의 내용 �. 辯證十

條
�1�4�)
의 내용 �, 권영식

�1�5�)
의 사상체질감별법에 관한 연

구 �, 김주
�1�9�)
의 진단볍 등은 氣像과 혜氣의 동적인 기

운을 위주로 한 경험적 연구라 할 수 있는데 �, 체질

진단의 정확률 제고를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이

균형있게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1�) 體形氣像에 관한 연구

§뀔形氣像이 란 장부의 대소가 사초 부위에 따라 기

운의 성쇠로까지 이어져 발현되는 것
�1�0�)
으로 외형에

대한 정적 관찰 방법론에 해당하며
�3�)
주로 체간부를

위주로 체질별 체형을 찾아내는 것이다 �.

〈없짧꿇世保π �. �9훌服詞〉에서 �"께 �j�g�j�)�f 立 在때下背 「

�- �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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볍 �I�f�j�t �m�H 立 在뼈下뼈 �r�. 故 背 �r�J�J 힘 ���.�. 以 �f 謂之 �r�.�!�#�-�. 牌

�1�5�M立 在휩 볍 �a�M立 在隔故 협隔之間 謂之中 �r�.�!�#�- �. �l�i�t

�1�5���f 立 在體 �I�J 、 �%部位 在勝故 �R찢 �8齊之間 謂之中下뿔 �.
���m�l�f 立 在體홉下 大陽部位 �;�(�f 體版下故 ￥f≫쯤 �F以下
謂之下뭘” 라고 하여 인체를 상하전후로 분획하여

네 부위로 나누는 사초 개념을 설정하였고 �. �<벙뽑찮

世保元 � 辯끓論〉에서 �"太陽 �A 짧形氣像 腦 �I�t 頁之 �;�t�g

�� 盛 �*�t 而 顆固之立努 孤弱 �. 少陽 �A 體形氣 �{象 뼈標

之包勢 盛 �:�t�f�: 而 勝脫之坐勢 孤弱 �, 太陰 �A 體形氣像

�3찢圍之立努 盛 �*�t 而 腦 �I�t 頁之起勢 孤弱 �. 少陰 �A 짧形

氣 �{象 勝빠之坐努 盛 �:�t�f�: 而 뼈標之包勢 孤弱”라고 하

여 사초개념을 기초로 한 체질별 짧形氣像을 설명하

고있다

박석언
�3�)
의 연구에서는 얼굴형과 피부 및 두상의

형태를 촉진을 통해 체질을 진단하고자 하였으며 �.
체질에 따른 두상의 형태나 두피의 상태 �, 후두부 첨

각의 형태에 대한 내용은 향후 연구의 펼요성이 있

다고 생각된다 �.

허만회
�9�)
의 “四象�A의 形態 �&용的 圖式化에 관한 연

구”는 앙와위를 취한 자세에서 체간의 전연부를 기

준한 수평거리만을 기준하여 체형을 측정하였기 때

문에 각 기준선에서의 툴레 및 체적에 대한 계측이

이루어지지 않아 각 체질의 특징적인 체형을 불완전

하게 계측하였다 �. 또한 개인한의원에서 연구자 �1 인

이 대상자에 대한 체질진단을 한 점과 내원 환자의

성별 �. 연령별 분포가 고강�l 않은 점 등은 연구 방

법의 객관성이 문제가 된다 그리고 측정 대상자 분

포에서 소음인의 경우 대부분이 여자였는데 �, 이는

여성체형 특성상 하초 부위가 상초 부위에 비해 커

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자 대상자가 소음인으로 진

단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으나 이

연구는 간편하고 실제화된 방법으로 〈束짧찮世保π〉

의 體形氣像 이론에 근거하여 실제 계측을 통한 최

초의 연구로서 의미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홍석철 등
�1�0�1
의 ..體幹部의며象짧質 ���I�J �f�f������ 양하�j 특

정에 관한 연구”는삼차원 영상 진단기를 이용하여

입체적이고 정확한 신체계측을 시도한 연구로서 수

기 측정으로 인한 오류의 가능성을 최소화하였으며 �.
체간 전연부의 수평거리만 계측하였던 허만회

�9�)
의

연구의 문제점을 보완하였다 �. 또한 〈東웹壽世保元〉

에서 제시한 사초의 기준을 해부학적 구조에 근거한

�3�1 항목의 체적 �, 전표연적 �, 높이를 측정하고 �2�5�7�r 지

의 사초 가설을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 그
결과는 〈東웹壽世保π〉에서제시한 사상인의 형태에

대체로 부합하였다 �.
각 체칠별 사초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

어 유의한 결과를 얻었으나 사초의 해부학적 위치에

대한 가장 유의성 있는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한 점

은 아쉬운 부분이다�.

향후 연구대상자의 연령층이 다양화되고 데이터

축적을 통한 채질판별 프로그램화에 대한 연구가 이

루어진다연 임상적인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

된다 �.
이의주 등

�1�1�1
의 �"한국인 신체분절에 관한 사상의학

적 연구”에서는 이전의 연구에 비해 침수법에 의한

부피측정 �, 질량산출을 비롯한 다양한 항목을 계측하

였고 �. 평형측정판법에 의해 인체의 무게중심을 측정

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 무게중심의 측정은 동

적인 자세에서의 채질적 특정을 연구하기 위한 기초

적 시도로 보이며 �. 소양인의 무게중심이 타 체질에

비해 위에 있다는 결과는 소양인의 �8때엎�f足輕한 기상

에 대한 검증이 되었다고 본다 �.

남자의 경우 전반적인 계측항목에서 체질별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여자의 경우는 유의한 차이

가 나는 항목이 매우 적었다 �. 그러므로 여자는 남자

에 비해 체질진단의 기준으로서의 체형기상의 중요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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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덜하다고 예상할 수 있다 �.

�2�) 容娘詞氣 연구

이제마는 〈東짧꿇世保�7�C�' 辦짧詢〉에서 ..少陽 A 뼈

實足輕 刺짧好勇 �, 太陰 �A 깜쨌채氣 원居
�1�'�1�"�1
짧而 �{�I�� 헬

正大 �. 少陰 �A 容�� 詞氣 體任自然而뻐易 �I�J�.�J�l�j �.�.·| 하여

잠親詞氣에 대한 근거를 서숨하였으나 �, 이 구문 외

에는 容親詞氣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기 때문에
�*
주

�� 詞氣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 �. 그

러나 일반적으로 말하거나 움직일 때의 인상 느낌 �,

자세 �. 태도 등을 容親詞氣라 하며 �, 짧形氣.像論’이외

형에 대한 정적 관찰이라고 한다연 .容했펴氣論’은

그에 대한 동적 관찰이라 하여 그 특성을 정의할 수

있다
�3�)

현재까지의 容�� 詞氣에 관한 연구는 인체의 다양한

정보가 집약되어 있는 안연부의 관찰을 통한 연구가

대부분인데 �. 얼굴에는 형상 �. 골격 �. 耳目빼�, 디의 위치관

계 �, 피부색 �. 주름 등의 변화가 적은 부분과 입술 �. 눈 �,

표정 등 변화가 많은 부분들의 신호를 통해 선 �,후천

적인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1�7�1

�*醫四象짧濟醫設 �1�3�)
과 鼎證 �+�1 엇

�1�4�)
의 내용 �, 권영식

�1�5�)
의 사상체질감별법에 관한 연구 �. 김주 �1�9�)

와 류주열
�2�)�)

의 연구 등은 경험에 의거한 임상적인 내용이다

來醫며象該爾뽑폼
�1�3�)
은 〈靈樞� 通天때〉의 오행체

질론과 혼합된 사상체질관이 보이고 있으며 �. 휩�F효

十條
�1�4�)
에서의 기상 �. 득징 �, 행보 �. 성음 등에 대한 내

용과 권영식의 인상이나 행동의 성향에 대한 연구내

용들은 임상적으로 참고할 만한 내용이라 하겠다 �.
문성환

�4�)
의 ”며象뽑學과 證治醫

�'�*
의 形家醫 �*�1�1�"�)

내용”에서는 증치의학의 형상적 시각에서 사상채질

별 面形을 이해해보고자 하였다 �. 뼈形에 있어 소양

인은 돌출형이고 소음인은 흡수형이라는 가설은 고

병희 등
�5�)
의 연구에서 검증되었으며 �. 얼굴에서 양인

은 상정이 �, 음인은 하정이 발달하였으리라는 가설은

객관적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얼굴에서 특

정 부위가 발달하였다는 것이 단순히 큰 것을 의미

하는지 �, 아니연 특정적인 형상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펼요할 것으로 보인다 �. 이 연구는

증치의학에서의 형상추구 정신을 요약하며 사상의학

과의 접목을 시도한 내용으로 향후 사상의학과 전통

한의학회의 형상의학을 비교할 수 있는 기초적 연구

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

고병희 등
�1�6�)
의 ..四象體質���I�J 頭面部의 形態쟁�H�!�'�� 특

정”에 관한 연구에서는 두연부에 대한 체질별 경향

성을 연구하고자 하였는데 �. 통계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형태 특이지를 제외하고 연구를 진행하였으므로

두연부의 체질별 특징에 대한 대체적인 경향성을 파

악하는 데 유용한 결과를 얻었다 �. 이 연구는 체질별

두면부 특정에 대한 기존의 임상적인 경험이나 기절

을 검증한 연구로서의 의미가 있다 �.
홍석철 등

�1�7�)
의 ”四象�A 耳검짧口의 形態學的 특정

연구”는고병희 등 �1�6�)
의 연구방법과 동일하게 사진

측정을 통한 耳텀짧口의 체질별 경향성을 분석하였

다 �. 耳目훌口의 실제 측정을 통해 각 체질에서 드러

날 수 있는 인상에 대해서도 언급하여 임상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

귀의 세로길이에 대한 이수의 비율에 있어 태음인

이 소양인에 비해 높다는 결과는 소양인의 이수가

타 체질에 비해 위로 들려있다는 고병희 등
�1�6�)
의 연

구와 유사한 결과였으며 �, 그 외에 소양인은 중안부

위가 돌출된 전후의 짱구형이며 짧의 각도가 가장

예리하며 �. 태음인은 비부위인 중안부위가 함몰의 특

정을 지니며 코 비익부 중안의 연적이 최대이며 두

안부의 전후 돌출이 최소이며‘소음인의 코 비익부

중안의 면적이 최소라는 결과도 고병희 등
�1�6�)
의 연구

에 이어 재차 검증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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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희 등
�l�l�;�)
의 연구와 홍석철 등

�1�7�)
의 연구는 향

후 계측의 자동화 연구가 진행된다연 임상적으로 활

용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홍석철 등

�1�8�)
의 ..며象.짧質 �5�]�I�J �b���J�j�g�� 의 形땐

�'�*
的인

특정에 관한 연구
�.�.²” �r�f�t 휠 �g�� 의 등고선 형태룹 육안

으로 분석하여 태음인은 우측이 우세하며 소양인과

소음인은 좌측이 우세하게 나타난 고병희 등의 연구
�1�6�)
결과에 대해 �m�O�I�r�e 를 이용하여 검증해보고자 하

였다 �.
연구 결과 고병희 등의 연구

�1�6�)
와 부합되는 결과

가 나왔으며 임상에서 체질진단시 활용 가능한 정보

라고 할 수 있다

김주
�1�9�)
와 류주열

�2�1�)
의 연구는 기운의 특징적인 양

상을 중요시하는 경험적이고 직관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고 �, 고병희 등
�1�6�)
의 연구는 실제 계측을 통한

실증적이고 분석적인 연구라 할 수 있다 �. 이와 같은

접근방식의 차이가 있음에도 얼굴형이나 耳닙껴口의

형태에 관한 연구내용은 상호 연관성이 많고 일치되

는 부분이 많다 �. 그러므로 안연부 형태를 통한 체질

진단시에는 실제 계측을 통해 이루어진 연구내용과

직관적이고 경험적인 연구내용을 종합적으로 활용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

이상에서 외형에 대한 각종 연구를 살펴보았는데

최근의 연구는 〈東짧꿇世保元〉에서제시한 체질별

짧形氣像과 容짧詞氣 내용에 근거하여 각 채질별로

정형화된 이미지를 설정하는 것이 위주였다연 앞으

로는 검증된 각 체질의 특정적 체형과 용모를 간편

하고 정확하게 계측할 수 있는 삼차원 영상진단기와

같은 계측기의 활용과 이를 통한 체질판별 프로그램

을 완성시키는 방향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연구는 성별 �, 연령별 �. 체질별 차이에 따른

평가를 각 계층별로 차등화하는 표준화 작업이 펼요

하며 �, 또한 연령 증가에 따른 체형 및 용모의 변화 �,

비만의 형태 등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
앞으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構造따 � 靜的인 상

태의 사상인 특징의 연구에서 機能 �H�/�-�J �. 훌�h的인 상태

로의 분석 및 해석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

다
�2�1

�2�. �I퍼호에 대한 연구

心은 이제마의 본체론 중 가장 근원적인 본체에

해당하므로 최종적인 체질진단의 근거 중 하나이다 �.

이제마는 〈핑醫찮世保元� 며端論〉에서 �A및 �R훌理와

�A趣ι、愁을 대비하여 설명함으로써 職服大小와 心첸

의 흐름이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

였다 �. 또한
“

�E緣之心은 中央之太趣이요�. 五職之깨�i牌

�}�}�f 뽑은 며�;뾰之며象이다”라고 하였고 ..浩然之氣�I�I�I 於

�R�i�M뿌 �n 뿜 �i농然之理 �:�I ‘於心 仁義禮智四熾之氣 據而允

之則 浩然之氣 �1�1�\ 於此也 部팩 �I�t ↑짧---心之愁 明 �i�m빼之

���I�J �i농然之理 �1�1�\ 於此也”라 하여 心과 며鐵의 관계를

太極과 四象 �, 즉 �'���I�J 物’의 관계로 설명하면서 ι、향、과

職뼈大小와의 관계를 암시하고 있다
�3�)

즉 이제마는 장부대소에 따라 태소음양인을 구별

하였으며 심은 이러한 장부대소의 활동과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하지만 각 체질에 따

른 心件의 특정은 후천적 변화 요인에 의해 복합적

인 양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 임상에서 활용하기

곤란한 점이 많다 �. 이에 이제마는 �#質과 才幹띤

心과 心했 등 다양한측면을통해 사상인의ι、性을

파악하려 하였으며�, 이러한 요소들을 위주로 하여

개발된 것이 사상체질변증을 위한 설문지이다 �.
최근에 개발된 �Q�S�C�C �]�]의 경우 판별정확율이

�7�0�% 정도이므로 아직 보완해야 합 점이 많지만 연

구방법의 객관성과 재현성을 필요로 하는 임상연구

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진단방법이므로 지속적인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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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 보완작업을 통해 판별정확율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

박성식 등
�2�8�1
의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개발된 몇

가지 설문지를 체질진단에 이용할 때는 사상변증내

용설문조사지 �(�I�) 의 판별식을 이용한 결과와 �Q�S�C�C

�n 의 결과를 함께 참고하여 체질진단에 이용하는 것

이 가장 적절하다고 하였다 �.
김인태 등

�3�2�)
의 연구와 박희관 등

�3�0�.�3�1�)
의 연구에서

이제마와 융의 인간심성의 분석 방법에 유사성이 있

다고 하였으며 �. 향후 융의 네 가지 유형론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병행된다연 사상채질에 대한 이해

와 체질진단 설문지내용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

리라 여겨진다 �.

향후 설문지 내용의 보완을 위해서는 性情의 차별

적 개념을 세밀히 연구하여 설문지에 활용해야 하는

데 �. 이에 대해 김강산 등
�7�3�)
은 ”性命論�, 四端論 �. 擔充

論 �, �B옳 �l�I�D 論을 통해서 본 며象�A 病論의 접근 �"에서 性

氣는 .나’가아닌 세상을 바라보는 나에 내재된 일정

한 경향성으로 한가지로 꾸준하게 나타나므로 사상

인을 변별하기 위한 질문에 있어서 그 사람의 관심

사를 묻게 되는 근거가 되며 �, 情氣는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나타나는 것이므로 사상인

변별을 위한 질문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에 관해

서 살펴게 되는 근거가 된다고 논하였다 �. 또한 현대

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腦연구를 性해과 연계시켜 연

구해 볼 펼요가 있으며 �. 그 외에 성정의 현대적 의

미를 재정립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3�. 證 �(體質證 및 體質病證 �) 에 대한 연구

이제마는 〈東뽑꿇世保�J�e�' 辦많論〉에서 �"明知其 �A

而又 �U져知其끊 ���I�J 應用之헛 必無可疑”라고 히여 明知

其 �A과 明知其證을 종합하여 체질을 감별하도록 하

였고
�4�)�,

�"�A 物形容 仔細商最 再三推移 ���u 有�迷편 ���I�J 參

互病짧 明見無疑 然後 可以用藥”라고 하여 외모를

자세히 살핀 후에 의혹이 있으연 병증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
즉 明知其 �A은 心身兩面的 관찰에서 사상인의 체

질속성을 아는 것이고 �. 明知其證은 사상인의 체질적

으로 나타나는 생리적 증과 병리적 증을 함께 관찰

하는 것으로 서로 선후의 상관성을 갖고 체질증과

채질병증을 관찰하는 것이다
�3�5�1

송일병
�3�6�)
은 �"四象 �A의 �� 質病證藥理에 관한 고찰”

에서 이제마의 체질병증 정신을 이론적으로 정립하

였으며 향후 연구 방향성을 제시하였으며 �, 체질진단

의 최종적 단서는 병증이라 하였다 �. 이 연구는 다양

한 임상 경험과 연구를 토대로 하여 정립된 병증이

론으로 향후 체질진단의 객관화 작업을 위한 병증연

구의 기초적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김종왼
�J�)

은 “체질진단분류에따른 질병 및 증상유

형에 관한 임상적 연구.에서체질증과 체질병증이 임

상적으로 각 체질에 따른 질병이나 빈발하는 증상이

다르게 관찰휠 것으로 보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으

며 지속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 환자들의 다양

한 증상들을 사상의학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분류하

기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의미있는 연구라 하겠다 �.
이수경 동

�3�9�)
의 �"신체계측 및 검사소견을 중심으로

한 사상인의 특정에 대한 분석”연구는 사상인의 체

질증에 대한 설문조사와 고혈압 �. 비만 �. 지방간 등의

채질별 경향성과 일반검사를 함께 통계조사한 것으

로 체질증과 병증에 대한 현대화 �, 객관화 작업의 일

환으로 볼 수 있다 �.

김주
�1�9�)

및 류주열
�2�1�)
의 연구는 임상적 경험과 체

질관에 따른 독특한 내용으로써 류주열
�2�l�)
은 東醫四

象뽑쩡講座에서 태양인은 非虛非實 �. 태음인은 陰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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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具합 �, 소양인은 陽웰陰虛 �. 소음인은 陰實쩌虛 하다

고 정의하여 각 체질별 생리 �, 병리적 특성과 이에

따른 치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 이것은 기존의 증치

의학적인 음양 �. 허실 �. 보사의 개념을 사상의학 이론

에 접목시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4�. 기타 연구

김종열 등
�4�7�)
의 ..체질판별표를 이용한 체질판별의

객관화 방안”에 대한 연구는 표준화된 항목과 양식

을 이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 이를 이용하면 四

該法이 충분하게 적용되면서도 체질판별에 관한 서

로 다른 관점을 공통된 용어를 사용함으로 인해 임

상적 �. 학술적 토론이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 또

한 체질판별표를 기초로 체질진단을 한다연 객관적

이면서도 진단 과정에서의 정보 유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적외선 체열 촬영진단기를 이용한 지규용 등

�4�8�)
의

연구와 조용관 등
�4�9�)
의 연구에서는 체질별 피부온도

분포에 대하여 검증하고자 하였으나 피부온도 분포

를 사상체질별 온열한량 며氣와 직접 연관을 짓는

것은 사상인의 생리적 특정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 또한 계절이나 질환의 유무에 따

른 검사의 재현성 문제 등으로 인해 적외선 체열 촬

영진단기를 이용한 피부온도 측정방법은 체질진단

방법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여져진다 �.

이의주 등
�5�1�)
은 “사상체질분류에의한 체질식이의

효과 및 활용성에 대한 연구”를하였으나 체질별로

유의성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 음식은 약물

보다 성질의 편향이 약하며 조리과정 중에서 편향된

성질이 중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상연구가 어

려운 편이다 �. 그러므로 체질별 음식 반응에 대한 연

구는 성질의 편향성이 강한 음식물 �( 육류 �. 어패류 및

�'�f�!�< 熟의 두드러진 특성을 지닌 것 �) 을 위주로 하여 세

밀한 연구방법이 펼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

박성식 등업
�)

의 지문과 손바닥썼에 대한 연구는

形的인 것이 氣像으로 드러나 있는 것에 관한 내용

이므로 밟形氣像 연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 김
달래 동

�6�5�-�6�7
�)

의 聲救에 관한 연구는 容 �%詞氣 연구

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I�V�. 結 論

�1�. 外形에 관한 연구

경험과 직관적 관찰을 통한 氣像과 詞氣 위주의

연구가 선행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體形과 容�%의 실

제 계측을 통한 각 체질별 이미지 정형화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 �. 체질진단의 정확률 제고를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균형있게 활용되어야 한다

향후 간편하고 정확한 계측기의 활용과 각 체질별

체형의 곡선도 비교 �, 연령 증가나 비만에 따른 채형

변화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안면부나 체형

의 세부적인 형태나 이미지를 통일된 용어로 정의하

고 각 세부 기준을 전체적으로 합산하는 진단 방식

의 도입이 요구된다

�2�. �I퍼호에 대한 연구

각종 연구와 진단의 객관화 등을 위해 자기보고식

설문조사 기법이 체질진단에 응용되고 있으며 �. 현재
까지 개발된 설문지를 이용함에는 사상변증내용설문

조사지 �( �I �) 의 판별식을 이용한 결과와 �Q�S�C�C �I�I의

결과를 함께 참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향후 ↑후채의차별적 개념이 세밀하게 연구되어 설

문지에 적용되어야 하며 �. 융의 심리적인 四類맺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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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해 및 다면석 인성검사 �. �1�6 성격요인검사 또

는 성격유형검사 등과 같은 심리검사도구를 이용한

연구가 필요하다

�3�. 證 �(體質證 및 體質病證 �) 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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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인 職局의 大小 및 械理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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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조황성 외 �: �A�m�p�-�F�L�P 을 이용한 사상체질의

유전적 분석 연구 �. 사상의학회지 �9�(�2�)�. �1�9�9�7�.

�7�0�. 조황성 �: 사상체질과 유전학�. 사상의학회지

�1�0 �( �I�)�. �1�9�9�8

�7�1�. 김대윤 외 �: 사상체질의 유전성 검토에 대한 통

계적 연구 �. 사상의학회지 �1 �I�( �1�)�. �1�9�9�9�.

�7�2�. 김민희 외 �. 유전적 분석법에 의한 사상체질의

연구 �. 사상의학회지 �1 �I�( �I�)�. �1�9�9�9�.

�7�3�. 김강산 �. 송일병 �: 性命論 �, 四端論 �. 熾充論 �. �B훨뼈

論을 통해서 본 며象 �A 病論의 접근 �. 사상의학
회지 �1�1�(�I�)�. �p�.�2�5�6�.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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