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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체질과 인체 흉복부길이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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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1경혈학교실, 2사상체질의학교실

Relationship between Sasang Constitution and 
Length of Chest and Abdominal Region

Ji-Sun Ahn1, Sang-Kyun Park1, Jun-Sang Yu2

Departments of 1Meridian, 2Sasang Constitution, College of Korean Medicine, Sangji University

Objectives :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asang Constitution and length of chest and 

abdomen region. Methods : Forty eight participants were enrolled. Weight, height, and lengths from CV22 to CV16, from CV16 to 

CV8, and from CV8 to CV2 were measured. Ratios of last three lengths to total CV22 to CV2 were calculated respectively. On the 

other hand, Sasang Constitution was analyzed with QSCCII(Questionnaire of Sasang Constitutional Classification II). The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the measurements and Sasang Constitution was carried out with SPSS to compare the mean values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Results : All the mean value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depending on the Sasang 

Constitution, except the ratio of the length from CV16 to CV8 to the length from CV22 to CV2, only in female participants. The 

ratio was higher in the female Soeumin participants than any other constitutional groups. Conclusions : This result showed that 

Soeumin could be assumed that they might have weak digestion abilities.

Key words : Sasang Constitution, four burners, length

서    론

사상의학은 東武 李濟馬에 의해  창안된 의학으로, 사상체질에 

따라 생리, 병리, 치료 및 양생을 달리하는 의학이다. 중국의 中醫學, 

일본의 漢方醫學과는 다른 매우 독자적인 의학이라고 할 수 있다. 

사상체질에 따라 臟局大小가 다르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體形氣

像이 다른데, 腦顀之起勢, 胸襟之包勢, 腰圍之立勢, 膀胱之坐勢의 

발달과 취약한 부분이 있게 된다1).

體形氣像은 사상체질을 진단하는 방면에서도 사용되고 있는데, 

이를 객관화하기 위해서 길이를 측정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길이를 측정하는 방식에는 實測을 하는 경우가 있고, 혹은 스캔을 

하여서 스캔된 이미지에서 길이나 길이의 비율을 측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인체의 체간을 5부위로 나누어 길이, 혹은 길이의 비율

을 살펴보는 방식이 있고2,3), 3차원 체형측정을 통해서 길이, 길이

의 비율을 나눠서 살펴보는 방식도 있다4,5). 

기존의 연구에서는 주로 체간의 가로의 길이나 둘레의 길이를 

살펴본 것이 많은데, 여기서는 任脈선상의 흉골(sternum)의 상단

인 天突穴(CV22)에서 흉골하단의 中庭穴(CV16), 中庭穴(CV16)에

서 神闕穴(CV8), 神闕穴(CV8)에서 치골결합상단인 曲骨穴(CV2)까

지의 길이 및 天突穴에서 曲骨穴까지의 전체길이에 대한 각 길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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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yr) Height(cm) Weight(kg)

Soyangin(n=6) 23.2±1.9 176.5±5.6 67.0±4.2
Taeeumin(n=9) 23.6±4.7 177.1±6.1 80.9±8.3
Soeumin(n=9) 22.2±0.8 177.7±5.7 62.6±4.9
Sum 23.0±3.0 177.2±5.6 70.5±10.3
p value .652 .931 .0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Male Participants

Age(yr) Height(cm) Weight(kg)

Soyangin(n=12) 21.9±0.8 161.9±3.4 47.3±14.2
Taeeumin(n=4) 22.3±1.0 164.5±3.0 54.8±3.5
Soeumin(n=8) 21.9±0.4 161.5±5.5 52.6±4.8
Sum 22.0±0.7 162.2±4.1 40.3±10.8
p value .666 .488 .381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Female Participants  

CV2-CV22
(length total)

CV22-CV16
(length A)

CV16-CV8
(length B)

CV8-CV2
(length C)

Length 
A/length total

Length 
B/length total

Length 
C/length total

Soyangin(n=6) 56.1±2.7 18.4±2.0 20.2±2.3 17.6±2.2 0.33±0.04 0.40±0.03 0.31±0.03
Taeeumin(n=9) 58.7±5.4 18.9±1.7 21.9±2.1 17.9±3.3 0.32±0.03 0.37±0.03 0.30±0.03
Soeumin(n=9) 56.2±3.6 18.6±1.3 20.6±2.0 17.0±1.8 0.33±0.03 0.37±0.02 0.30±0.02
Sum 57.1±4.2 18.6±1.6 21.0±2.1 17.5±2.5 0.33±0.03 0.37±0.03 0.31±0.02
F value 1.005 0.186 1.447 0.261 0.166 0.467 0.355
p value  .383  .832  .258  .773  .848  .633  .705

Table 3. Measurements of each Length according to Male Participants 

비율이 사상체질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본과 2학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체간 

길이를 측정하였다. 

2. 측정방법

체간길이는 경혈학실습실에서 속옷만 입고 높이 72 cm가량의 

실습대에 누운 자세에서 비닐줄자(measuring tape)를 이용하여 측

정하였다. 키와 몸무게는 신장계와 체중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은 天突穴(CV22)에서 中庭穴(CV16)까지(길이 A), 中庭穴(CV 

16)에서 神闕穴(CV8)까지(길이 B), 神闕穴(CV8)에서 曲骨穴(CV2)

까지(길이 C)로 하였다. 

3. 사상체질의 진단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 II: Questionnaire for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II)를 이용하여 대상자들이 자기 기입

식으로 기입하였으며, 분석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체

질이 불분명한 경우는 가장 높게 나온 점수값을 가진 체질을 해당

체질로 판정하였다. 사상체질분류검사지는 표준화연구6)에서 평균

진단정확률이 70.08%, 소양인은 60.0%, 태음인은 74.5%, 소음인

은 70.8%로 나타나서, 현재 사상체질의학회에서 공인한 체질진단

방법이다. 

4. 통계방법

대상자의 연령, 키, 몸무게, 각 길이 및 비율의 값은 평균±표준

편차로 표시하였으며, 정규성분포를 확인하였고, 사상체질에 따른 

각 값들의 비교는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사용하였다. 유의

수준은 0.05로 하였으며 통계패키지는 IBM SPSS 19.0(한글판)을 

사용하였다. 

결    과

1. 일반특성

대상자는 모두 남자 24명, 여자 24명 총 48명이었으며, 남자의 

평균연령은 23세, 여자의 평균연령은 22세였다. 남자의 평균 키는 

177.2 cm이었으며, 여자의 평균 키는 162.2 cm이었다. 남자의 평

균 몸무게는 70.5 kg이었으며, 여자의 평균 몸무게는 40.3 kg이었

다. 사상체질별로 유의한 차이는 남자의 몸무게에서 태음인이 소양

인, 소음인에 비해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able 1, 2). 

2. 사상체질별 체간길이 및 길이 비율

1) 남자: 전체길이는 천돌혈에서 곡골까지의 거리이며, 평균 

57.1 cm이었으며, 천돌혈에서 중정혈까지의 거리(길이 A), 중정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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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2-CV22
(length total)

CV22-CV16
(length A)

CV16-CV8
(length B)

CV8-CV2
(length C)

Length 
A/length total

Length 
B/length total

Length 
C/length total

Soyangin(n=12) 52.3±4.1 17.3±1.6 19.4±1.5a 15.6±1.9 0.33±0.02 0.37±0.02a 0.30±0.02
Taeeumin(n=4) 53.6±1.5 17.3±0.9 19.5±2.5 16.9±1.3 0.32±0.02 0.36±0.04a 0.31±0.02
Soeumin(n=8) 53.9±3.1 16.6±1.2 21.4±1.4b 15.9±2.4 0.31±0.03 0.40±0.02b 0.29±0.03
Sum 53.0±3.5 17.0±1.3 20.1±1.8 15.9±2.0 0.32±0.02 0.38±0.03 0.30±0.02
F value 0.597 0.556 3.810 0.630 2.155 4.079 1.044
p value  .560  .582  .039  .542  .141  .032  .370

*CV2 : Gokgol, CV8 : Singwol, CV16 : Jungjeong, CV22 : Chendol.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a superscript and b superscript.

Table 4. Measurements of each Length according to Female Participants  

에서 신궐혈까지의 거리(길이 B), 신궐혈에서 곡골혈까지의 거리

(길이C)는 사상체질별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전체길이에서 각 

구간의 길이 A, 길이 B, 길이 C의 비율을 사상체질별로 살펴봤을 

때에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3). 

2) 여자: 여자에서 천돌혈에서 곡골혈까지의 전체길이는 평균 

53.0 cm이었고, 길이 A, 길이 B, 전체길이에 대한 길이 A, 길이 

B, 길이 C의 비율은 사상체질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중정혈에

서 신궐혈까지의 길이 B에서는 소음인이 소양인에 비해서 유의하

게 길게 나타났고, 전체길이에 대한 길이 B의 비율에서는 소음인이 

소양인, 태음인에 비해서 유의하게 길게 나타났다(p=.039, p=0.032) 

(Table 4).

고    찰

體形氣像 중 體形에 대한 연구는 實測을 하여 체질진단에 이용

하는 연구, 2차원 측정 혹은 3차원 측정을 하여 형태학적 특징을 

이용해 체질진단에 이용하는 연구가 있었는데, 실측을 하는 경우 

주로 5부위선과 8부위선이 사용되었다.

5부위는 Huh 등2)을 중심으로 알려졌고, 臟腑論의 四焦부위에 

입각하여 上焦, 中上焦, 中下焦, 下焦로 나누고 척도를 위해서 상초

기준선, 중상초기준선, 음양분기선, 중하초기준선, 하초기준선을 

정하였다고 하였다. 그 기준선에 대한 것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음양분기선을 흉골과 검상돌기가 만나는 횡격막인접부

위인 中庭穴을 기준으로 잡을 수도 있는데, 不容穴을 기준으로 잡

고 있다. Huh 등2)의 331명의 연구에서는 각 체질의 평균에 대한 

신뢰구간추정치를 볼 때 태양인과 소양인은 제1선인 어깨부위가 

가장 넓고 점점 감소하기 시작해서 제5선인 장골부위에서 최소가 

되게 나타났고, 태음인은 제2선인 胸부위과 제3선인 胃부위, 제4선

인 臍부위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소음인에서는 제5선인 장골부

위가 가장 크고, 제2선인 胸부위가 크며, 제3선인 胃부위가 제1부

위인 肩부위와 비슷하게 최소로 나타났다. 

8부위는 상초, 중상초, 중하초, 하초를 각각 두경부를 상초, 흉강

을 중상초, 복강을 중하초, 골반을 하초로 설정하였다4). 

8부위 측정에서는 5부위에서 너비측정에 한정되었던 것을 사상

체질의학회 부산지부에서 5부위에 이마둘레, 목둘레, 곡골둘레를 

합해서 8종둘레척도를 만들었다. 

5부위 측정은 간편한 반면에, 누워서 측정해야 하고 인체 측면이

나 전후폭의 발달을 살피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天突穴에서 曲骨穴까지의 총길이, 天突穴에서 中

庭穴까지 거리, 中庭穴에서 神闕穴까지의 거리, 神闕穴에서 曲骨穴

까지의 거리 및 총길이에 대한 각 길이의 비율을 체질과 연관하여 

분석한 결과, 여자의 경우 총길이에 대한 中庭穴에서 神闕穴까지의 

복강부위가 소음인체질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허의 연

구에서와 나타난 소음인의 체형이 5부위선에서 3선인 胃부위가 좁

게 나타난 것에 덧붙여 상대적으로 中庭穴에서 神闕穴까지 길다는 

것은 위장의 상태가 위아래(수직)로 서 있는 형상을 하게 될 수 있

는데, 이는 내부적으로 저장성 위(hypotonic stomach) 혹은 무긴

장성 위(atonic stomach)라고 하며, 위에서 십이지장으로의 배출

시간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7). 현재까지의 연구

에서는 저장성 위나 무긴장성 위의 기능과 모양에 대해서는 밝혀져 

있으나, 아직까지 늑골각이나 검상돌기에서 곡골까지의 길이 비율

이 큰 경우가 무긴장성 위나 저장성 위와 관련이 있다고 밝혀지지

는 않았다. 또한 늑골각(angle of costal arch)이 소음인에서 평균

보다 좁다는 연구결과8)와도 관련성이 깊다고 볼 수 있다. 

체간부를 사상체질별로 살펴본 Hong 등9)의 연구에서는 소음인, 

소양인에서 중상초와 하초의 비율이 역상관관계로 나타나고, 태음

인에서 상초와 중하초의 상관관계가 역상관관계로 나타남을 제시

하였다. 또한 중상초부위로 설정한 흉골상단에서 검상돌기까지나 

흉골상단에서 중완까지의 거리는 태음인에 비해서 소음인쪽에서 

유의하게 작게 나타났다. 그러나 홍의 연구는 3D 스캐너를 이용한 

방법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실제 줄자를 이용해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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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 등9)의 연구에서도 제시되었지만, 아직까지 상초, 중상초, 

중하초, 하초에 대한 정확한 해부학적 위치를 정하지 못하고 있어

서, 홍의 연구에서도 갖가지의 조합으로 많은 통계를 적용해 보기

도 하였다. 

또한 Lee 등10)의 연구에서는 사초에 대해서 염천에서 천돌, 천돌

에서 구미, 구미에서 신궐, 신궐에서 곡골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였

으나, 성별, 체질별로 평균 길이를 살펴보았을 뿐, 길이의 비율을 

검토하지는 않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세 부위의 거리는 홍의 연구를 참조한다면, 

天突穴에서 中庭穴까지의 거리 및 총길이에 대한 비율은 중상초, 

中庭穴에서 神闕穴까지의 거리 및 총길이에 대한 비율은 중하초, 

神闕穴에서 曲骨穴까지의 거리 및 총길이에 대한 비율은 하초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中庭穴에서 神闕穴까지의 거리는 부위상으로는 

중하초에 해당되어 간, 소장의 영향을 받는 곳이지만, 현대 해부학

적으로는 소장도 있지만 위장이 놓여 있는 곳이어서 위의 병변을 

관찰할 수 있는 부위이다. 

이러한 부분에서 실제 四焦의 부위를 현대 해부학적 위치에 대

응시키는데 어려운 점이 드러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남녀 24명씩 총 48명의 적응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여 각 길이 및 길이의 비율을 살펴보았으며, 길이의 비율에서 참

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더욱 많은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되며, 사초 부위에 대한 설정에 있어서 전문

가 집단의 합의가 도출되어서 향후 연구에 기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결    론

남녀 각 24명씩 총 48명의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여 天突穴에서 

中庭穴, 中庭穴에서 神闕穴, 神闕穴에서 曲骨穴까지의 각 길이 및 

天突穴에서 曲骨穴까지의 총길이에 대한 각 길이의 비율을 사상체

질과 관련하여 연구한 결과 소음인 여성에서 총길이에 대한 中庭穴

에서 神闕穴까지의 길이 및 天突穴에서 曲骨穴까지의 길이에 대한 

中庭穴혈에서 神闕穴까지의 길이비율이 타 체질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소음인에서 脾局으로 설명되는 소화기능이 타 

체질에 비해서 취약할 가능성이 높음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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