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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asang Constitution may act as a Risk Factor for Hypertension and 
Pre-hypertension

Eunsu Jang1,*․Kyoung Sik Jeong2․Sueun Lim2․Yunyoung Kim3

1Department of Korean Medicine, Daejeon University
2Korea Institution of Oriental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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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eal that Sasang constitution(SC) was associated with hypertension and pre-hypertension 

and could be a risk factor.  

Methods
We introduced this study to educational personnel in D university in Daejeon, and 275 subjects joined this study. The 

SC classification was conducted with KS 15 questionnaire. The subjected measured the blood pressure with Jawon medical 

device automatically after 10 minute rest. The hypertension and pre-hypertension was classified by the guide of the Seventh

Report of the Joint National Committee on Prevention, Detection, Evaluation, and Treatment of High Blood Pressure. 

The frequency analysis and T-test was used i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chi-square test was also used between SC and 

pre-hypertension and hypertension. Logistic regression was used to calculate the odds ratios (ORs) and 95% confidence 

interval (95% CI) for pre-hypertension and hypertension. 

Results
The number of Taeeumin(TE), Soeumin(SE), and Soyangin(SY) was 142, 71, and 61 respectively. Ther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in  systolic and diastolic blood pressure among SC types(p<.001). The distribution of the normal group, 

pre-hypertension and hypertension group by SC type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p<.001).  The ORs of TE was significantly

increased (ORs 4.039, 95% CI=2.019-8.082 in pre-hypertension and ORs 4.235, 95% CI=1.581-11.348 in hypertension)

compared with SE(p<.001), and after adjusting gender and smoking habit, it was still significantly different(p<.001). 

Conclusions
It is possible that SC, especially TE could be a risk factor both pre-hypertension and hypertension.

Key Words : Sasang Constitution, Risk Factor, Hypertension, Pre-hypertension, Blood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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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緖論

고 압과 기고 압은 심근경색, 뇌졸 , 심부

과 같은 심 계 질환의 험인자로 사망률과 이환

율을 증가 시킨다1,2. 이는 압이 정상에서 기고

압을 거쳐 고 압으로 진행하면서 심 계 질환을 

증가시키는 험요인이 됨을 의미한다3. 따라서 압

을 기부터 리해야 하고, 잘 리하면 사망률과 

합병증을 일 수 있다. 실제로 고 압을 리하거나 

치료하면 심근경색과 뇌졸 은 30-40%, 심부 은 

50%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4.

고 압의 험요인으로는 연령, 성별, 가족력 등 

유 , 비만, 운동부족, 음주  흡연, 소 , 스트 스, 

식이섭취방법, 과로, 카페인, 사회경제  수 , 활동량 

등이 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 특히 최근 들어 

압조 과 련된 유  변이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6.

2009년에 발표된 국민건강 양조사에 따르면 우

리나라 고 압 유병율은 28% 으나, 2019년 발표에

서 32.9%로 증가하 다. 그리고 2019년 인구를 2009

년 인구와 연령표 화 한 비율 역시 소규모 증가하

다7. 한국의 인구고령화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향후 

심장병 방과 삶의 질 향상에 압 리가 요하다.

사상체질은 네 가지 체질유형으로 나눠서 치료하

는 한국의 집단맞춤의학이다. 동의수세보원에서 신체

를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는 표 을 사용함으로 인해 

사상의학계에서는 사상체질이 유 된다는 가설을 기

반으로 많은 연구를 해 오고 있다8,9.

사상체질 각 유형은 생리와 병리  질병의 감수성

이 다르다고 알려져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신심리  

분야에서 채 등이 사상체질별로 심리특성이 다를 수 

있고10, 서 등은 사상체질별 우울경향성을 주제로 연

구하 다11. 신체 인 에서 사상체질이 당뇨, 복

부비만, 사증후군, 기능성소화불량, 폐쇄성 수면무

호흡증후군, 갑상선 기능 하 등의 험인자가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12-18.

유 인 성향이 압의 험요인  하나라는 측

면에서 사상체질 역시 유 과 연 되므로, 체질에 따

라 고 압의 유병율이 다르고 체질이 고 압의 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에서 체질을 악하여 

조기에 체질별 양생과 건강을 한 노력을 한다면, 

조기에 심장병의 원인이 되는 고 압을 방할 수 

있다.

이 등은 사상체질과 고 압의 유병율에 해 연구

를 하 고19, 김 등도 사상체질에 따른 고 압 유병률

과 험인자에 한 연구를 하 으나, 체질이 험인

자임을 밝히지 못하 다20. 이후 이 등이 사상체질이 

고 압의 험요인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 고21, 장 

등이 기고 압에 체질이 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밝혔다22. 하지만 재까지 기고 압, 고

압을 연계하여 사상체질의 험요인을 살펴본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고 압과 기고 압을 종합하여 

사상체질이 고 압과 기고 압의 험요인이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Ⅱ. 硏究對象 및 方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 상자는 OOO에 근무하는 30세 이상의 

교직원을 상으로 하 다. 본 연구는 OOO의 기 생

명윤리 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고 진행되었다(승인번호: 1040647-201704-HR-001). 

IRB 승인 후 연구자는 상자들에게 먼  메일로 연구

를 소개하 다, 상자  화 혹은 메일로 참여의사

를 밝힌 사람들이 검진센터로 방문하여 동의서를 작

성하 다. 동의서 작성 이후 인구학  정보, 사상체질

설문지 작성, 압측정 등이 실시되었다. 데이터는 

2019년 3월부터 2019년 11월 말까지 수집되었으며 

총 275명이 참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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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도구

1) 체질진단

상자의 체질을 진단하기 해 백 등이 개발한 

KS-15 설문지를 사용하 다23. KS-15 체질진단 설문

은 체형요소, 성격요소, 소증요소, 병증요소를 활용하

여 개발한 설문으로 등학생부터 80세 미만까지 다

양한 연령층에 용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선행연

구에 따르면 KS-15를 이용하여 살펴본 Cronbach’s α 

값은 0.631이었고 검사-재검사 결과 체질진단 신뢰도

는 87.13% (Kappa=0.794)인 것으로 나타났다24.

2) 혈압측정

압의 일 변화가 큰 을 감안하여 연구진은 

상자가 검진실에 내원하면 10분 이상의 충분한 휴식

을 취하도록 하 다. 이후 상자가 안정된 것을 확인

한 후 연구자가 연구 참가자의 오른쪽 상완에서 압

을 측정하 다. 압 측정은 자동 압계(자원메디컬, 

FT-500R PLUS, 한국)를 이용하 다.

3) 전기고혈압 및 고혈압 분류

기고 압  고 압의 기 은 ‘The Seventh Report 

of the Joint National Committee on Prevention, Detection, 

Evaluation, and Treatment of High Blood Pressure(JNC 

7)’ 에 의거하여 평가하 다4. 수축기 압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압이 90mmHg 이상, 혹은 압

은 정상이더라도 압약을 복용하는 자는 고 압으로 

분류하 고, 압약을 복용하지 않으면서, 수축기 압

이 120-139mmHg 이거나, 이완기 압이 80-84mmHg 이

면 기고 압으로 분류하 다.

4. 자료 분석 방법

본 자료는 SPSS 25.0 Statistics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인구학  정보는 빈도와 평균으로 제시

하 고, 체질에 따른 압차이의 비교는 ANOVA로 

분석하 다. 이때 체질간 차이는 Duncan 분석을 이용

하 다. 한 체질에 따른 정상 압군, 기고 압군, 

고 압군의 분포를 비교하기 해 Chi-square test로 

분석하 다. 체질에 따른 기고 압  고 압 상  

험도는 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하 고 일반  특

성에서 체질 간 차이가 있었던 성별, 흡연 등을 보정 

변수로 하여 분석하 다. 유의수 은 p<.05 다.

Ⅲ. 硏究 結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사상체질에 따른 

차이

상자의 일반  특성을 남녀 체질별로 구분하면 

태음인 남성이 89명 여성이 58명, 소음인 남성이 20명, 

여성이 33명, 소양인 남성이 31명, 여성이 44명이었다

(p=.003). 흡연하는 경우는 태음인이 59명, 소음인이 

12명, 소양인이 17명이었다(p=.008). 상자의 체질량 

지수는 태음인이 26.16±2.81 (Kg/m2), 소음인이 20.92 

±2.51 (Kg/m2), 소양인이 22.91±1.88 (Kg/m2)로 군간 

차이가 나타났다(p<.001). 자세한 것은 Table 1에 기술

하 다<Table 1>.

2. 사상체질에 따른 수축기 혈압 및 이완기 혈압의 

차이

상자 체질별로 수축기 압은 태음인이 121.37± 

12.926 mmHg, 소음인이 109.83±11.88 mmHg, 소양인

이 115.77±14.23 mmHg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p<.001), 이완기 압은 태음인이 74.74±8.88 mmHg, 

소음인이 68.25±8.24 mmHg, 소양인이 72.23±10.03 

mmHg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Table 2>.

3. 사상체질에 따른 정상, 전기고혈압, 고혈압의 

분포 차이

상자의 사상체질별 정상, 기고 압, 고 압

의 분포를 살펴보면, 태음인에서 각각 60(40.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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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0.6%)명, 42(28.6%)명 이었고, 소음인에서 각각 

39(73.6%)명, 5(9.4%)명, 9(17.0%)명이었으며, 소양

인에서 각각 44(58.7%)명, 11(14.7%)명, 20(26.7%)

명 으로 군간 분포에 차이를 나타내었다(p<.001) 

<Table 3>.

Variables

Sasang Constitution

F / χ2 pTaeeumin Soeumin Soyangin

M±SD/N(%) M±SD/N(%) M±SD/N(%)

Age (Yr) 48.7±10.3 48.3±10.7 48.5±11.5 0.024 .977

Height (Cm) 166.0±8.5 164.9±8.3 164.2±8.3 1.125 .326

Weight (Kg) 72.4±11.6 57.2±10.2 62.1±9.2 47.824 <.001

BMI (Kg/m2) 26.1±2.8 20.9±2.5 22.9±1.8 98.515 <.001

Gender 

  Man 89(63.6) 20(14.3) 31(22.1)
11.892 .003

  Women 58(43.0) 33(24.4) 44(32.6)

Drinking 

  No 42(50.6) 18(21.7) 23(27.7)
0.549 .760

  Yes 105(54.7) 35(18.2) 52(27.1)

Smoking 

  No 88(47.1) 41(21.9) 58(31.0)
9.607 .008

  Yes 59(67.0) 12(13.6) 17(19.3)

Diabetes Mellitus 

  No 137(52.3) 52(19.8) 73(27.9)
3.062 .216

  Yes 10(76.9) 1(7.7) 2(15.4)

Hyperlipidemia 

  No 110(53.4) 41(19.9) 55(26.7)
0.269 .874

  Yes 37(53.6) 12(17.4) 20(29.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N=275)

Variables

Systolic Blood Pressure Diastolic Blood Pressure

Mean±SD

(mmHg)

F(p)
Duncan

Mean±SD

(mmHg)

F(p)
Duncan

Sasang 

Constitution

Taeeumin 121.37±12.97 16.142 (<.001)

Soeumin<

Soyangin<Taeeumin

74.74±8.88 10.163 (<.001)

Soeumin<

Soyangin, Taeeumin

Soeumin 109.83±11.88 68.25±8.24

Soyangin 115.77±14.23 72.23±10.03

Table 2. The Distribution of Systolic and Diastolic Blood Pressure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N=275)

Variables
Normal Pre-hypertension Hypertension x2

(p)N(%) N(%) N(%)

 Taeeumin 60(40.8) 45(30.6) 42(28.6)

21.484

(<.001)

Soeumin 39(73.6) 5(9.4) 9(17.0)

Soyangin 44(58.7) 11(14.7) 20(26.7)

Total 143(52.0) 61(22.2) 71(25.8)

Table 3. The Distribution of Blood Pressure Group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N=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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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혈압과 전기고혈압의 사상체질별 위험도

상자의 사상체질이 기고 압의 험요인인

지를 확인하기 해서 ORs 값을 계산한 결과 Crude에

서 태음인의 ORs(95% CI) 값이 4.039(2.019-8.082)로 

소음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 성별과 흡연을 보정

한 모델에서도 태음인의 ORs(95% CI) 값이 3.405 

(1.657-6.999)로 소음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

다(p<.001)<Table 4>. 한, 상자의 체질이 고 압의 

험요인인지를 확인하기 해서 ORs 값을 계산한 

결과 Crude에서 태음인의 ORs(95% CI) 값이 

4.235(1.581-11.348)로 소음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

고(p=.004), 성별과 흡연을 보정한 모델에서도 태음인

의 ORs(95% CI) 값이 3.827(1.416-10.346)로 소음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8)<Table 5>.

Ⅳ. 考察

본 연구는 사상체질별로 압의 차이가 있는지, 그

리고 사상체질이 고 압  기고 압의 험요인으

로 작용하는지를 알아보는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체질 간 차이를 보인 인구학  정보는 

성별, 체질량지수, 흡연습 이었다. 상자의 체질 분

포를 살펴보면 태음인이 가장 많았고, 소양인, 소음인 

순으로 나타났다. 진 등이 우리나라 국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체질 분포 경향성이 본 연구와 유사하

다25. 한 체질분포는 남녀별로 다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특히 남성에서 태음인의 분포가 다소 

63%로 높았다. 이것이 남성 태음인이 여성보다 많아

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본 연구 상자가  단일직업군

이나 단일지역이어서 그런 것인지 불분명하다.

체질량 지수를 살펴보면 태음인이 체질량 지수가 

가장 높고 소양인 소음인 순이었다. 이는 많은 사상체

질연구에서 나타난 경향과 유사하 다26,27. 이에 해 

김 등은 태음인의 장부특성이 간 폐소한 특성으로 

서 해석하려는 연구를 진행하기도 하 다28.

흡연습 을 살펴보면 흡연여부에 해 체질간 빈

도차이가 났다. 이는 정 등의 연구결과에서 체질간 

흡연습 에 차이가 나타났고 특히 태음인의 흡연 빈

도가 높았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 다29. 하지만, 이

것만으로는 태음인이 체질 으로 담배를 많이 피우는 

특성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일부연구에서 

흡연을 건강행 로 구분하여 체질별 건강수 을 평가

하는데 활용하고 있다30. 흡연을 체질특성으로 볼지 

건강행 로 볼지는 연구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

므로 향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Pre-hypertension Group (p, ORs(95% CI))

Soeumin Taeeumin Soyangin 

Crude Reference .000, 4.039(2.019-8.082) .084, 1.963(.914-4.215)

Model 1 Reference .001, 3.405(1.657-6.999) .092, 1.980(.895-4.382)

ORs, odds ratios; CI, confidence intervals;  Model 1, adjusted for Gender, Smoking

Table 4. Adjusted ORs (95% CI) by Sasang Constitution for Pre-hypertension Group
(N=275)

Hypertension Group (p, ORs(95% CI))

Soeumin Taeeumin Soyangin

Crude Reference .004. 4.235(1.581-11.348) .381, 1.650(538-5.064)

Model 1 Reference .008. 3.827(1.416-10.346) .398. 1.625(.528-5.005)

ORs, odds ratios; CI, confidence intervals;  Model 1, adjusted for Gender, Smoking

Table 5. Adjusted ORs (95% CI) by Sasang Constitution for Hypertension Group
(N=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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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의 수축기 압과 이완기 압에서 태음인

이 가장 높았고, 소양인, 소음인 순이었다. 이는 기존

의 연구에서 태음인의 수축기 압  이완기 압이 

높다는 연구와 유사하 다20. 다만, 이것이 태음인 고

압 환자군이 다른 체질 고 압 환자군보다 압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에 해 김 등은 

고 압 군에서 체질간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하

다20. 즉 체질별 압 리는 정상 압 는  기고

압 상황에서 진행하는 것이 요하다.

체질별 유병율을 살펴보면, 정상, 기고 압과 고

압의 분포에서 체질간 차이를 나타내었다. 분포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으므로, 어떤 체질의 유병율이 더 

높다고 할 수 없으나, 빈도상으로 보면 태음인이 정상

에서는 가장 낮고, 기고 압과 고 압에서 가장 높

았다. 이는 태음인 체질이 기고 압  고 압의 

험요인이 될 가능성을 추정  해주는 실마리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사상체질의 고 압  기고 압 

험도를 구해보면, 소음인에 비해 태음인의 ORs 값

이 높게 나타났다. 체질별 차이를 나타내는 성별, 흡연

습 을 보정하여도 그 험도는 여 히 유의하게 나

타났다. 이는 태음인이라는 체질이 기고 압  고

압의 험요인일 수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즉 

태음인일 경우 정상에서 기고 압이 될 험성이 

높으며, 정상에서 고 압이 될 험성이 높을 수 있다

는 의미이다.

압이 정상에서  더 높아져 기고 압을 거

쳐 고 압으로 이동한다고 볼 때 태음인은 소음인에 

비해 압이 정상에서 기고 압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기고 압에서 고 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고 할 수 있다. 실제 고 압의 경우 이 등은 태음인이 

비태음인에 비해 유의하게 고 압의 험요인이라고 

하 고21, 기고 압의 경우 장 등은 남성 태음인이 

소음인에 비해 유의하게 기고 압의 험요인일 수 

있음을 밝혔다22. 하지만 두 연구가 각각 고 압과 

기고 압의 체질 험도를 밝혔다면 본 연구는 두 가

지 상태를 모두 통합하여 분석하여 체질이 고 압  

기고 압의 험요인일 수 있음을 밝혔다는 측면에

서 의미가 있다.

체질량지수도 체질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

데, 체질량지수를 태음인의 특성으로 서 보정변수

로 사용하지 않았다. 만약 체질량지수를 보정변수로 

사용한다면 체질량지수가 태음인의 속성을 희석하여 

그 결과가 다르게 나왔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 생각

된다.

본 연구는 일개 학 교직원을 상으로 한 연구로, 

지역 , 직업  특성이 제한 이므로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한, 압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 즉 스트 스, 만성병 유무, 식습  등에 한 분

석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런 요소들이 기고 압 

 고 압에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고 압, 고 압에 사상체질

이 험요인이 되는지를 살펴본 통합  연구로 그 의

미가 크다고 하겠다.

Ⅴ. 結論

본 연구에서는 일개 학 교직원 275명을 상으로 

사상체질이 고 압과 기고 압의 험요인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상자의 수축기 압은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순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났다.

2. 상자의 압을 JNC7 기 에 따라 정상 압군, 

기고 압군, 고 압군으로 구분했을 때 체질

별 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3. 상자의 체질이 기고 압  고 압의 험

요인이 되는지 확인하기 해서 ORs 값을 계산

한 결과 Crude와 성별, 흡연을 보정한 모델에서 

태음인의 ORs 값이 소음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

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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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로 볼 때 사상체질 특히 태음인이 기

고 압  고 압의 험요인일 수 있다. 따라서 사상

체질별 건강 리에서 이 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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