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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orrelation between SPQ (sasang personality questionnaire) results and the significance 

level of general mental and physical health among youths. Effects of physical factors on the level of health are also examined.

Methods :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SPQ test and body mass and the Ponderal index were measured. The SPQ was 

followed by a survey on physical changes among 686 young people. The correlation between SPQ and BMI was analysed using 

Pearson's corelation. Post hoc tests were conducted on SPQ sub factors (SPQ-B, SPQ-C, and SPQ-E) were examined.

Results : The findings from the analysis of the high, middle and lower group profiles of adolescent SPQ-B, SPQ-C, and SPQ-E 

showed that the three groups had significant results. This study demonstrates the correlations among sub factors of the SPQ. No 

correlation was observed regarding physical characteristics.

Conclusion : This study demonstrates the correlations among sub factors of the SPQ. No correlation was observed regarding phys-

ic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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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ory(T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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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인간의 활동을 통해 행동양식을 이해할 수 있는 기준

은 다양한 부분에서 찾을 수 있지만 우선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는 개인 가지고 있는 성격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사상의학에 있어서는 지난 십여 년간 의약학, 간호

학, 심리학, 교육학, 영양학, 유전학, 생활과학, 공학, 

인문사회 등 다양한 주변 학문으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고 보고하였다(Lee, 2010). 사상의학은 동무 

이제마 선생이 1894년에 저서‘동의수세보원’을 통해 

인간은 천부적으로 장부허실이 있고, 이에 따른 애노

희락(哀奴喜樂)의 성정이 작용하여 생리현상을 빚으며, 

체질에 알맞은 음식과 양생법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상의학에 따른 사람의 체질은 태양인, 소양

인, 태음인, 소음인의 네 가지로 분류하는데, 각 체질

에 따라 병의 치료, 식생활, 양생법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Bae 등, 2018). 또한 사상인의 네 가지 기

본 성정은 애노희락이 고유한 상승 또는 하강 운동을 

하여 인체의 기능과 구조가 결정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데, 여기서 성정은 기초된 성품과 표출된 감정이자 장

부의 생리・병리 기전을 형성하는 기(氣)의 운동으로 

설명되는 것을 보고하였다(Cho 등, 2006). 

사상체질의학에서는 각각의 체질에 대하여 체형기

상・용모사기의 외형적 특징, 병리적인 증상, 항심・심

욕의 심성적 특징, 약물사용에서의 차이 등을 제시하

였다고 보고하였다(Chae 등, 2005), 질병의 진단과 치

료에서 체질을 구분하는 체질변증이 매우 중요하며, 

이에 따른 사상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진단에 필요한 

객관적인 사상체질의학 임상과 체질에 따른 성격 및 

행동양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대에 들어 심리학자로서 기본 인성의 생물학적 근

간을 추구하였던 아이젱크(Hans J. Eysenck, 1916-1997)

의 성격 유형론까지 맥을 이어왔다고 보고하였다

(Buckingham, 2002). 이런 요인분석을 통해 두 개의 심

리적 단면 축과 이들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지는 네 

개의 새로운 유형을 설정하였다. 내-외향 단면과 신경

증 단면은 현대 심리학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Pervin & Ione, 1999). 

 Pervin과 Ione(2000)는 네 가지 유형인 외향-정서적 

안정형, 외향-정서적 안정형, 내향-정서적 불안전형, 내

향-정서적 불안정형의 성격 기술 특징들은 갈렌(Galen, 

130-200)의 다혈질(Sanguine), 담즙질(Choleric), 점액질

(Phlegmatic), 우울질(Melancholic) 네 개 기질설과 이재

마의 태양, 소양, 대음, 소음 유형의 기술특징들과 특

이할 만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인격 혹은 성격은 ‘개인의 환경에 대한 적응을 결정

짓는 특징적이며 안정적인 행동 패턴과 사고 양식’이

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생리적인 구조에 기반을 둔 

정서 반응을 의미하는 기질, 타인과 구분되는 고유한 

심리 생리적 특징인 개성, 가치 개념이 포함된 성격, 

고유한 행동양식인 성격 특성 등의 의미를 포괄하여 

사용된다. 성격에 대한 서양 현대 심리학은 무의식을 

중시하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이후 비약적인 발전

을 통해 인간 성격의 기본적인 심리 요소와 각 심리 

요소의 생리적 근간에 대한 연구 중심이 이동되어 왔

으며, 최근 들어 심리적 보편 구조로서의 오 요인 모

형(Five Factor Model), 심리적 생리적 요소가 복합적으

로 상호 작용하는 기질성격검사법(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TCI) 등을 보고하였다(Buckingham, 

2002, Pervin & Ione, 2000). 

이러한 한의학적 기질 구조와 사상의학의 성정을 보

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상성격검사와 같은 사

상의학에 기초를 둔 구성개념을 지닌 검사방법이 요구

된다. 이러한 목적을 부흥하기 위해 최근 사상의학에

서의 성정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상성격검사(sasang 

personality questionnaire, SPQ)라는 생리심리학적 검사

가 개발되었다. 사상성격검사는 성격을 음양적 특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평가도로로서, 행동

(SPQ-B: sasang personality questionnaire-Behavior), 인지

(SPQ-C: sasang personality questionnaire-Cognition)그리고 

감정(SPQ-E: sasang personality questionnaire-emotionality)

의 세 가지 하위척도를 측정한다고 보고하였다(Chae 

등, 2012; Lee, 등, 2016). 사상의학에서의 성정을 측정

하기 위하여 개발된 새로운 생리심리학적 검사도구로 

기존의 한의학적, 심리학적 연구 성과들을 토대로 하

여 적절한 수준 검사신뢰도, 수렴타당도를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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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라고 보고하였다(Chae 등, 2012). 

사상성격검사와 신체적 특성간의 비교연구를 통해서

는 체격 발달과 갑상선 호르몬의 기능을 반영하는 체

질량지수(ponderal index, PI), 비만도를 반영하는 체질

량지수(body mass index, BMI) 등과의 비교를 통해 심

리적 특성이 독립적인 특성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보고하였다(Chae & Kown, 2015; Jang 등, 2012; Lee 

등, 2014). 

이와 같이 사상성격검사가 다양한 측면에서의 타당

화 연구를 통해 임상적으로 매우 유용하다는 것이 확

인되어 왔으나, 성인들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상성격검사를 통한 청소년들의 일반

적인 정신적 육체적 건강 유의 수준차이가 있는가를 

검토하고, 신체적 요인이 이러한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사상

성격검사에 기초적인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

을 것으로 본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는 대구지역 청소년의 고등학생 대상으로 

2017년 10월에서 12월에 사상성격검사(SPQ)와 일반적

인 특성을 수집하였다. 검사에 응답한 700명에 있어서, 

세 가지 검사 모두 시행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응

답한 14명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686명(남 370명, 여 

316명)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실시하였다. 

 

2. 연구 도구

1) 사상성격검사

사상성격검사(SPQ)는 행동(SPQ-B: sasang personality 

questionnaire-behavior), 인지(SPQ-C: sasang personality 

questionnaire-cognition)그리고 감정(SPQ-E: sasang 

personality questionnaire-emotionality)의 사상의학에서의 

심리적 기질을 측정하는 14문항의 자기보고식 검사로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체질정보은행(Korea Constitution 

Multi-center Bank, KCMB)을 활용하여 부산대학교와 

한국한의학연구원의 문항개발 및 심리적 구조와 임상

적 타당화가 2012년에 보고하였다(Chae 등, 2012; Chae 

등, 2012). 

사상성격검사(SPQ)는 14문항 자기보고식 검사로 사

상성격검사 행동, 사상성격검사 인지, 사상성검사 정서

의 세 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었다. 행동(SPQ-B) 문항

(행동이 빠르다, 적극적이다, 외향적이다, 활동적이다, 

자기의견을 잘 표현한다)은 행동적 측면에서 수동적/능

동적인가를 측정하여 5-15점의 점수 분포를, 인지

(SPQ-C) 문항(성격이 대범하다, 자기의견을 대 놓고 말

한다, 결정을 쉽게 한다, 남성적이다, 덜렁댄다)은 인지 

또는 의사결정 측면에서 세심한가/쉽게 넘어가는가를 

측정하여 5-15점의 점수 분포를 보이며, 감정(SPQ-E) 

문항(참을성이 부족하다, 감정의 변화가 크다, 속 이야

기를 잘 드러낸다, 가끔 흥분한다)은 정서, 감정 또는 

감성적 측면에서 이성적인가/감성적인가를 측정하며 

4-12점의 점수 분포를 내타내며 이들 점수를 모두 합

하여 14-42점의 범위를 보이게 된다.

2) 체질량 및 폰데랄 지수

비만 정도를 반영하는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 

BMI), 체격발달을 측정하는 폰데랄 지수(ponderal 

index; PI)의 계산을 위한 키(m)와 체중(kg)을 측정하였

다. 체질량 지수(BMI)는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체중(kg)/키(m)2]으로 키와 체중의 각각 측정한 이

후에 계산을 통해 체질량 지수를 산출하며 체질량지수

는 사상체질 그룹들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는데 의학 연구에 있어 중요한 신체적

인 특징으로 각종 성인병 또는 비만의 일반검진에 활

용되고 있다. 폰데랄 지수는 체중을 키의 세제곱을 나

눈 값 [체중(kg)/키(m)3]이며, 키와 체중을 각각 측정한 

이후 계산을 통해 산출하며 감상선 호르몬의 기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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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분석

수집 된 자료는 분석 목적에 맞추어 SPSS 2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분석을 실시하

였다.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사용하였고, 사상성격

검사(SPQ)와 체질량 지수(BMI)사이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사상성격

검사(SPQ) 총점을 기준으로 한 세 집단간의 사상성격

검사(SPQ), 체질량 지수(BMI) 및 폰데랄 지수(PI) 차이

를 비교하기 위하여 일요인 분산분석(ANOVA)을 사용하

였으며, Levene’s 동질성 검정 결과에 따라 사후 검정

으로 Scheffe 혹은 Bonferroni 방법을 사용하였다. 통계

의 유의성은 p<.05, p<.01 수준으로 나타내었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 686명 중 남자370명, 여자 316명이였고, 

체질량 지수 평균은 28.85, 폰테랄 지수는 377.20, 사상

성격검사 행동 평균값은 10.55, 사상성격검사 인지 평

균값은 9.85,  사상성격검사 감정 평균값은 7.90을 나

타났다(Table 1).

Characteristics Mean Standard Deviation

Gender (Man/Woman) 370/316

Height (cm) 168 10.67

Weight (kg) 62 44.62

BMI (kg/cm2) 28.85 190.52

PI 377.20 9544.55

SPQ-B 10.55 2.69

SPQ-C 9.85 2.41

SPQ-E 7.90 2.0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686)

 

SPQ-B: sasang personality questionnaire-behavior

SPQ-C: sasang personality questionnaire-cognition

SPQ-E: sasang personality questionnaire-emotionality

BMI: body mass index

PI: ponderal index

2. 청소년기의 사상성격검사 행동, 인지, 감정의 상위, 중

위, 하위 사상성격점수 그룹

청소년기의 사상성격검사 행동, 사상성격검사 인지, 

사상성격검사 감정의 상위, 중위, 하위 그룹 프로파일 

분석을 사용하여 확인한 결과 SPQ-B에서 10.55±2.69, 

SPQ-C는 9.85±2.41, SPQ-E는 7.90±2.02으로 유의한 차

이가 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후검정분석으로

는 사상성격검사 행동은 High와 Middle은 차이가 없고, 

High와 Low, Middle과 Low는 차이가 있었고(p<.001), 

사상성격검사 인지에서도 High와 Middle은 차이가 없

고, High와 Low, Middle과 Low는 차이가 있었다

(p<.001). 사상성격검사 감정에서는 High와 Low에서만 

차이가 있었다(p<.001)(Table 2)(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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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SPQ
(≥32)

Middle SPQ
(28-31)

Low SPQ
(≤27)

Total F df p Post hoc

n (%) 188(27.40) 207(30.17) 291(42.43) 686(100)

SPQ-B* 11.32±2.71 10.72±2.46 10.55±2.69 10.55±2.69 16.54 2 0.001 H, M | L

SPQ-C* 10.28±2.23 10.01±1.85 9.47±2.41 9.85±2.41 7.10 2 0.001 H, M | L

SPQ-E* 8.30±2.21 7.91±1.78 7.62±2.02 7.90±2.02 6.57 2 0.001 H | L
*p<.05

Table 2. SPQ subscales score and high, middle and low SPQ score groups in youth      (n=686)

 

Fig 1. High, middle and low SPQ score groups in youth

3. 청소년기의 사상성격검사와 체질량 지수 및 폰테랄 지

수 간의 상관관계

사상성격검사와 체질량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Table 3)에서 성별(r=0.140), 키(r=-0.102), 

몸무게(r=-0.025), 체질량지수(r=0.000), 폰테랄 지수

(r=0.002), 사상성격검사 행동(r=0.307), 사상성격검사 인

지(r=0.266), 사상성격검사 감정(r=0.416)과 양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사상성격검사 행동과 인지, 사상성격검

사 행동과 감정, 사상성격검사 인지와 감정에 상관관계

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사상성격검사 총점

은 체질량 지수 및 폰테랄 지수와 유의한 상관관계는 없

었다.

Gender Length Weight BMI PI SPQ-B SPQ-C SPQ-E

Gender 1.00

Length -.642** 1.00

Weight -.202** .241 1.00

BMI .035 -.013 -.002 1.00

PI .042 -.019 -.006 .998** 1.00

SPQ-B .073* -.001 -.019 -.013 -.008 1.00

SPQ-C -.089* .078* .013 .015 .018 .416** 1.00

SPQ-E .140** -.102** -.025 .000 .002 .307** .266** 1.00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subscales of SPQ and BMI, PI in youth    (n=686)

**p<.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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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사상성격검사(SPQ)는 사상의학에서의 성정을 측정하

기 위하여 개발된 새로운 생리심리학적 검사도구로 기

존의 한의학적, 심리학적 연구 성과들을 토대로 하여 체

질 간에 기질적 특성과 안정적으로 측정하는 수준의 검

사신뢰도, 수렴타당도를 지니는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Chae, 2012; Lee, 2014; Lee 등, 2016).

사상 유형학을 기반으로 하는 사상의학은 고유한 생

리심리론을 토대로 가시적인 의학 이론을 통해 21세기 

통합의학(integrative medicine)으로서의 대안을 제시한다

고 보고하였다(Chae 등, 2003). 동․서의학적 비교 연구를 

통한 구체적인 생리심리적 설명의 부재로 인해 그 의학

적 가치가 평가절하 되어 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단

순 유형론적 체질 개념을 넘어서 성격 특성, 단면 혹은 

기질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현대 성격 심리학의 발전과 

보조를 맞출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Pervin, 1999; Chae 

등, 2003).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대 성격심리학의 생리심리학 

이해를 바탕으로 사상유형학적을 제시하고자 청소년에 

있어서의 활용을 위하여 고등학생 대상으로 한 생리심

리적 구조의 타당화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이 시기는 급

격한 신체 및 정신의 성장과 변화가 이루어지는 기간으

로 균형적 신체 및 정신 발달과 인격적 성숙을 위한 관

리가 요구되는 바이다. 

Choi(2015)은 사상성격검사(SPQ)의 하위 변인(SPQ-B, 

SPQ-C, SPQ-E) 사후검증 결과 사상성격검사의 세 집단

(low, middle, high SPQ)에 있어서 high SPQ, middle SPQ, 

low  SPQ의 순서대로 유의한 차이를 연구 결과를 보였

다. 

본 연구에서도 사상성격검사 하위 변인(SPQ-B, SPQ-C, 

SPQ-E) 사후검증 결과 high SPQ, middle SPQ, low SPQ

의 순서대로 유의한 차이를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일치

하고 있다. Lee 등(2013)은 사상성격검사와 사상성격검

사의 하위변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사상체질의 

사상성격검사 하위변위에 대해서도 소음인, 태음인, 소

양인 순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Choi(2015)은 사

상체질 특성 연구에서 사상성격검사에 있어서 소음인, 

태음인, 소양인의 순서 변위에서도 소양인이 소음인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

로 사상성격검사와 사상성격검사의 하위 변인(SPQ-B, 

SPQ-C, SPQ-E)간의 유사성을 통해 성인에서와 같이 사

상성격검사의 안정된 내적 구조로 되었음을 확인되었다. 

 정서적 측면인 SPQ-E는 충동적이며, 마음이 쉽게 변

하며,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내는 특성을 가지고 있

으며, 인성 훈련이 부족하여 감정조절이 부족하여 상

황에 대처하기가 어렵고, 타인에게 적대적이며 너그럽

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하였다(Lee 등, 2014; 

Min 등, 2007). 

Lee 등(2016)은 정서적 측면인 SPQ-E가 서양 심리학

에 있어서 위험회피의 중요한 특성을 제시되는 불안, 불

확실성과 낯선 상황에 대한 두려움, 긴장으로 인한 쉽게 

지침 등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 또는 정서적 불안정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상성격검사와 청소년 문

제행동간의 상관성을 연구한 선행연구에서도 사상성격

검사와 문제행동 총점이 상관관계를 있다고 보고하였다

(Choi 등, 2016). 

 본 연구에서도 사상성격검사와 신체적 특성간의 상관

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과 SPQ-B, SPQ-C, SPQ-E간의 

상관성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었고, 이는 사상성격검사

와 체질량 지수 및 폰테랄 지수간의 상관이 일부 특성

에 있어서만 확인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

되며 활동적인 남자 청소년에 있어서 비만도가 낮고 

체격을 지닐 경향이 있다고 하겠다. SPQ-B와 SPQ-C의 

상관성이 있고, SPQ-C와 SPQ-E간의 유의성이 있었다

(p<0.01). 

이는 청소년은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급격한 신체적 

변화와 심리적 성숙을 경험하고 일생동안 건강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하겠다. 개인이 가지는 교유한 질

병 취약성과 신체적 특성, 건강수준, 기질 및 인격적 성

숙에 있어, 사상성격검사와 한의학적 임상진단에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기의 정상적인 신체적 발달, 교육 및 인

성교육, 영양과 신체발달의 관리가 치료적 관점으로 개

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하였다(Jung 등, 2013; Ha 등, 

2013; Hong 등, 2002; Lee 등, 2013).

Choi(2015)은 사상성격검사와 신체적 특성에서 체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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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와 폰데랄 지수 간에 일반화할 수 있는 상관성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심리적 특성과 신체

적 측성이 서로 독립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도 사상성격검사의 특성의 심리적 기질은 선천

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보는데, 이와 다르게 체질별 신

체적 특성은 후천적으로 성장과정에서 볼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하고 있다. Choi(2009)은 동의수세보원에서도 태

음인이 길고 크다고 기술되어 있을 뿐 비만하다고는 설

명되어 있지 않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사상 체질별 체

형을 비만과 관련된 체질량 지수를 사용하여 분석하는 

과정에서 태음인이 단순히 뚱뚱하다는 것이라고 오해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Chae & Kown, 2015; Lee 등, 2016; 

Ko & You, 2015).

현대 심리학은 성격의 형성을 생물학적 요소와 환경

적 사회적 인지 요소의 복합 작용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사상 의학의 생물학적 유형론과 또한 인

지적 표현형에 대한 연구를 제기한다. 이는 본 연구에서

도 청소년 대상의 특성으로 인한 제한점으로 소아, 청소

년, 성인에 관한 사상성격검사와 기질성격검사, 행동평

가 척도와 함께 체질량 지수와 폰데랄 지수와의 상관관

계를 알아보고, 신체적 특성은 사상체질에 관한 내용과 

사상성격검사 및 체질량 지수 및 폰데랄 지수를 추가 연

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청소년 대상으로 사상성격검사와 신체적 

특성에 관한 분석하고, 그에 따른 사상성격검사 하위변

위인 간에 관계를 규명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사상성격검사(SPQ)의 하위 변인(SPQ-B, SPQ-C, 

SPQ-E) 사후검증 결과 사상성격검사의 세 집단(low, 

middle, high SPQ)에 있어서 high SPQ, middle SPQ, low 

SPQ의 순서대로 유의한 차이를 연구 결과를 보였다. 

둘째, 사상성격검사와 신체적 특성간의 상관성을 분석

한 결과 성별과 SPQ-B, SPQ-C, SPQ-E간의 상관성이 높

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SPQ-B와 SPQ-C의 상관성이 있

고, SPQ-C와 SPQ-E간의 유의성이 있었다. 

셋째, 사상성격검사와 신체적 특성에서 체질량 지수와 

폰데랄 지수간에 일반화할 수 있는 상관성이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신체적 구조로는 사상체질을 판별하

기에 한계가 있으며 심리적인 구조로 접근하는 것이 합

리적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사상성격검사와 기질성격검사, 행동평

가 척도와 함께 체질량 지수와 폰데랄 지수와의 상관관

계를 알아보고, 사상체질에 관한 내용 신체적 특성을 추

가 연구가 차후 추가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 하는 바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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