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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aimed to know the association between health practices(Alameda 7) and health state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We recruited 204 subjects whose age were between 10 and 80, excluding individuals who have 

physically or psychologically serious diseases, and women in pregnancy among Korean population in Traditional Korea 

Clinics. They were diagnosed by Sasang constitution specialists and confirmed clinically with Sasang constitution drug 

response with past medical records. We used the 36-Item Short Form Health Survey(SF-36) to estimate health state 

related with quality of life. We statistically analyzed association using SPSS 17.0K for window.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smoking and exercising were associated with health degree in Tae-eumin, smoking, drinking, diet and 

snacking in So-eumin, and past smoking, drinking, sleeping and exercising in So-yangin.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re 

are different health practices for health promotion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Therefore we have to consider the 

differences of Sasang constitution in health care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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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비만, 사증후군, 당뇨, 심  질환 등 만성질환들은 환경 

요인으로 통칭되는 식이, 생활습 , 환경노출 등과 함께 개인의 

유  특성이나 감수성 등 여러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발

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격한 노령화와 생활양식의 서

구화에 따라 극 인 사  방 없이는 주요 만성질환자가 계

속 증가할 것으로 상 된다1). 만성질환자의 증가는 의료비 지

출로 이어져 고 압성 질환의 경우 건강보험 진료비가 2001년 

약 7천억 원에서 2006년 약 14억 원으로 약 2배가 증가하 으며 

이는 국민 의료비 부담 가 , 사회생산력 약화 등으로 국가 경

쟁력을 떨어뜨려 만성질환자의 사회 , 국가  리가 요시 

되고 있다2).

    만성질환의 방을 해 극 인 건강행 의 실천이 요구

되고 있으며, 특히 Belloc 등3)은 담배 피우지 않음, 규칙 인 운

동, 한 음주 는 주, 한 체  유지, 하루 7~8시간 수

면, 아침식사 매일 하기, 간식 안하기를 건강수 과 연 이 있는 

7가지 건강행 로 제시하 고, 추 조사를 통한 연구에서 이들 

건강행   흡연, 음주, 운동, 체   수면이 사망률과 연 성

이 있음을 밝혔다4)
. 한 생활양식의 부조화에서 오는 건강 험

요인 즉 운동부족, 부 한 식생활, 흡연, 음주 등과 같은 요소

들을 리로 조기사망의 40~70%, 성불구의 1/3, 만성질환의 

2/3를 방할 수 있는 것으로 밝 져5) 건강행 의 실천은 더욱 

더 요해지고 있다. 

    건강 상태를 평가하기 해 일반 으로 임상지표를 근거로 

서양  해석  신체  측면 주로 시행하 으나6), 삶의 질과 

건강증진의 요성이 부각되면서 사회 , 정신  개념을 모두 포

하는 통의학에 한 심과 요구가 증 되었다7). 특히 동무 

이제마의 사상의학은 『동의수세보원』8)
과 『동의수세보원사상

본권』9)에서 인간의 수명 는 건강상태와 련하여 명(命)과 

명맥실수(命脈實數)라는 개념을 각각 제시하 고, 『동의수세보

원』8)
「성명론」 에서 명(命)을 명수(命數)라고 하면서 사람의 

명수는 하늘이 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선행과 악행이라는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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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윤리  실천에 의해 결정 된다고 하여 건강에 실천  행 를 

요시 여기고 있다. 이 등10)
은 사상의학  에서 건강 상태

의 특징을 신체 , 정신 , 사회  건강으로 설명하 으며 신체

 건강상태 평가의 요한 지표로 변, 소변, 땀, 소화 등을, 정

신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 각 체질별 ‘항심’을 정(寧靜)

시키기 한 방법을 제시하 고, 사회  건강상태로 각 체질별로 

주색재권 즉, 술, 색, 재물, 권세를 멀리하여 사회 활동을 원만히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하여 건강지표  건강행 가 체질에 따라 

서로 다름을 제시하 다. 

    지 까지 사상체질과 건강행 에 한 연구는 생활습 에 

따른 삶의 질11)
, 생활습 과 건강인식

12)
, 완실무병에 따른 건강수

13,14)
등 일부 있었으나, 일상생활에서 행해지는 일련의 건강행

가 사상체질에 따른 반 인 건강수 에 미치는 향을 알고

자 한 연구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체질에 따라 좀 더 요한 건강행

가 있고 이에 따라 건강을 리해야 삶의 질이 더 향상될 것이라

는 가설을 설정하여, 사상체질에 따른 7가지 건강행 (Alameda 

7)3)와 건강수 의 연 성을 악함으로써 건강을 보다 효율 으

로 증진시키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하 다.

연구 상  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는 2007년 11월부터 2009년 6월 사이에 국 7개 지

역한의원을 심으로 만 18세에서 80세 사이의 신체 , 정신 으

로 건강하여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사람을 상으로 하

다. 본 연구과 련하여 한국한의학연구원 IRB 심의를 통과하

으며, 윤리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의 목 에 한 설명을 한 후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상자에게 서면동의서를 받았다. 건강수

  건강행 를 조사하기 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 다. 

설문에 충실하게 응답한 222명  체질 분포가 은 태양인을 제

외한 204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이용하 다.

2. 연구 도구

 1) 체질 진단

    체질진단은 약리 기 을 바탕으로 사상체질 문가에 의해 

체질진단을 시행하 다. 약리 기 은 한국한의학연구원이 2006

년 국 4개의 한의과 학 사상체질과의 문가 6인과 력하여 

만든 사상체질진단 표 항목 결과  체질약리 기 15)을 용하

으며 그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체질진단 문가 자격요건

    체질진단은 사상체질 문가에 의해 시행되었으며 문가의 

자격은 사상체질 임상 5년 이상의 경력자  체질처방 비율이 

90% 이상인 한의사 혹은 사상체질 문의로 하 다. 

  (2) 체질약리 기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구성한 체질약리 기 15)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방 의료기 의 의무기록상 최소 60첩 이상 동

체질 처방을 투여 받고 최소 4회 이상 의료기 을 방문하여 경과

를 찰한 사람들 에서 부작용이 없으며 주증이 일정 정도 이

상 호 된 경우, 혹은 동체질 처방을 20첩 이상 60첩 미만으로 

투여 받은 사람 에서 부작용이 없으며 주증과 소증이 일정정

도 이상 호 된 기록이 있는 경우 해당체질로 보았다16)
. 

 2) 건강행  지표

    본 연구에서 체질과 건강행 와의 계를 알아보기 해 건

강행 의 세부항목을 상세히 규명하기보다 체질과 더 연 성을 

가지는 건강행 가 어떤 것이 있는지 보고자 하 으며, 이를 

해 국민건강 양조사1)
에서 시행하고 있는 설문을 바탕으로 7가

지 건강행 를 기본 항목으로 선정하 다. 아침식사의 규칙성은 

식사의 규칙성으로, 한 체 유지는 체지방량과 상 계가 

높고 간편하여 실제 임상에서 많이 사용되는 체질량 지수를 이

용하 다. 운동은 운동 횟수, 운동시간, 운동 시 활동정도를 통해 

국제신체활동설문(Internation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rie, 

IPAQ)17)에서 시행하는 신체활동량을 기 으로 ‘비운동군’, ‘낮은 

운동군’, ‘높은 운동군’으로 분류하 다. 걷기와 같이 경등도의 

활동을 3.3MET 기 으로 ‘낮은 운동군’은 3MET의 운동을 30분

씩 일주일에 5회 실시하는 것보다 작은 열량을 사용하는 경우, 

그 이상은 ‘높은 운동군’으로 정의하 다
1).

 3) 건강수  측정도구

    사상의학에서 건강은 신체  건강과 정신  안정, 사회  윤

리 실천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개별 개념의 건강측정 도구

를 이용하기보다 Ware와 Sherboune가 개발한 신체 , 정신 , 

사회  측면의 종합  건강수 을 측정할 수 있는 정식 한국어

 36-Item Short Form Health Survey(Korea SF-36v2Ⓡ 

standard, SF-36) 설문도구를 이용하 다18). SF-36은 신체 , 정신

 상태를 비롯한 통증, 역할 활력, 건강상태 인식 등을 반 한 

반 인 건강상태를 다루고 있어19) 수명연장과 련이 있는 건

강행 인 Alameda 7과의 연 성11,20)이나, 건강수 에 향을 미

치는 체질별 완실무병 지표를 검증하는 건강수  측정 설문으로 

사용된 바 있다13). SF-36의 구성은 신체  기능(Physical 

function: PF), 신체  역할(Role limitation Physical: RP), 통증

(Bodily pain: BP), 일반  건강(General health: GH), 활력

(Vitality: VT), 사회  기능(Social function: SF), 정서  역할

(Role limitation Emotion: RE), 정신  건강(Mental health: MH)

의 건강수  8개 범주 3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8개 범주는 다

시 2개의 상  개념인 신체  요소 요약(Physical component 

summary: PCS)와 정신  요소 요약(Mental component 

summary: MCS)로 요약된다. 8개 범주는 Likert 척도로 각 문항

을 합산하여 각 문항을 건강에 가장 나쁜 향을 미치는 내용을 

1 으로 하여 문항에 따라 최고 은 2 에서 6 으로 하 다. 이

게 수화한 각 문항을 항목별로 합산하여 100 으로 환산하

다. 최종 으로 각 범주는 최  0에서 최고 100 으로 수가 

높을수록 건강수 이 좋은 상태를 반 한다19).

3. 자료 분석

    통계분석은 SPSS 17.0K 로그램을 사용하 다. 일반  특

성의 분포를 살펴보기 해 빈도 분석을 하 고 체질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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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36 차이는 t-test 분석으로 하 으며, 건강행 와 SF-36 건강수

과의 계는 자료의 수에 따라서 모수 인 방법인 ANOVA 

test 와 t-test, 비모수 인 방법인 Mann-Whitney test와 

Kruskal-Wallis test를 혼용해서 사용하 다. 통계  유의수 은 

p-value<0.05로 하 다.

결    과

1. 일반  특성

    상자의 일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자 32.4%, 

여자 67.6%로 여성이 더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43.3세로 연령별

로 약 20%로 비슷한 분포를 보 다. 체질별 분포는 태음인이 63

명(30.9%), 소음인이 64명(31.4%), 소양인이 77명(37.7%)으로 비

슷한 분포를 보 고, 교육정도는 부분의 상자(84.6%)가 고등

학교 졸업 이상이었으며, 결혼 여부는 반 이상인 64,7%가 기혼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체질에 따른 건강수 의 차이

는 사회  기능(p=.020)을 제외하고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Table 3. Association between SF-36 Scales and Health Practice in Subjects. (Mean, N=204)

Variable Category† N PF BP RP RE SF MH VT GH PCS MCS

Smoking

Yes 22 87.3 66.4 82.1 84.5 67.6 69.8 50.6 42.7 278.5 272.4 

No, but past smoker 37 83.1 68.1 79.2 84.9 77.4 69.7 60.0 41.2 271.6 292.0 

Never smoker 145 79.3 59.4 72.7 80.8 69.7 67.3 49.7 39.6 251.1 267.4 

χ2 5.587 4.234 4.511 1.660 4.252 0.308 7.817 1.001 4.850 5.018 

p 　 .061 .120 .105 .436 .119 .857 .020* .606 .088 .081 

Driking

Yes 112 84.7 65.5 78.4 82.1 70.1 66.6 54.1 42.3 271.0 272.9 

No, but past drinker 58 74.1 54.8 70.7 80.5 74.8 67.3 45.4 34.3 233.9 268.0 

Never drinker 29 78.2 60.9 70.9 83.9 66.8 72.6 54.3 41.8 251.9 277.6 

χ2 11.526 5.778 3.772 0.080 1.883 2.691 7.459 13.741 12.320 0.355 

p 　 .003* .056 .152 .961 .390 .260 .024* .001* .002* .837 

Regular diet

Yes 138 80.6 62.2 75.2 82.1 72.6 69.5 53.1 41.4 259.3 277.3 

No 66 81.4 60.7 74.5 81.7 67.0 64.8 48.7 37.9 254.4 262.3 

t -0.244 0.388 0.183 0.114 1.636 1.636 1.373 1.671 0.500 1.616 

p 　 .939 .758 .889 .865 .085 .120 .161 .085 .899 .096 

Snaking

Almost everyday 127 80.9 57.8 70.4 78.6 68.5 65.5 49.0 39.6 248.7 261.6 

Sometimes 24 87.9 70.7 83.4 90.3 73.4 70.4 58.9 41.6 283.6 293.0 

Not at all 52 78.4 67.5 82.0 86.1 75.2 72.7 54.7 41.0 268.9 288.7 

χ2 3.227 7.699 10.318 7.793 3.283 8.719 5.657 1.411 6.706 11.890 

p 　 .199 .021* .006* .020*  .194 .013*  .059  .494  .035*  .003*  

Sleeping

<6hr/day 65 76.7 57.7 69.8 78.5 68.3 68.3 47.9 37.2 241.5 262.9 

6~8hr/day 118 82.7 64.3 76.9 83.6 72.7 67.8 53.6 41.9 265.8 277.7 

>8hr/day 21 83.6 59.1 79.8 83.3 68.5 67.9 52.4 40.7 263.2 272.1 

χ2 4.038 3.884 4.094 1.848 1.137 0.103 3.948 3.789 6.133 3.421 

p 　 .133 .143  .129  .397  .566  .950  .139  .150  .047*  .181  

BMI‡(kg/m2)

<23 102 81.8 61.6 74.4 78.7 67.8 66.9 49.6 39.9 257.8 262.9 

≥23 102 79.9 61.8 75.5 85.2 73.9 69.1 53.8 40.6 257.7 282.0 

t 0.705 -0.030 -0.327 -2.152 -1.918 -0.850 -1.431 -0.324 0.006 -2.226 

p 　 .482 .976  .744  .033*  .057  .396  .154  .747  .995  .027*  

Exercise

inactive 61 78.3 54.9 70.1 78.8 68.4 65.6 48.4 37.7 241.0 261.3 

Low active 79 80.4 61.4 74.5 80.2 71.5 68.7 50.8 39.7 256.0 271.2 

High active 64 83.8 68.6 80.1 87.1 72.3 69.4 55.9 43.4 275.9 284.6 

F 1.256 4.551 2.531 2.710 0.488 0.685 2.103 2.842 4.633 2.269 

p 　 .287 .012* .082 .069 .615 .505 .125 .061 .011* .106 

*p-value<.05; *Excluded no-response; †Body mass index. PF=Physical function; BP=Bodily pain; RP=Role limitation Physical; RE=Role limitation Emotion; SF=Social function; 
MH=Mental health; VT=Vitality; GH=General health; PCS=Physical component summary; MCS=Mental component summary.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04)

Characteristics Category n(%) M (SD)

Gender Men 66 (32.4)

　 Women 138 (67.6) 　

Age(year) 29 46 (22.5) 43.3 (14.2)

30~39 41 (20.1)

40~49 43 (21.1)

50~59 45 (22.1)

60 29 (14.2)

Sasang constitution

Tae-eum 63 (30.9)

So-eum 64 (31.4)

So-yang 77 (37.7) 　

Education level No schooling 1 (0.5)

Elementary 17 (8.3)

Middle school 19 (9.3)

High school 63 (30.9)

College 79 (38.7)

　 Above college 25 (12.3) 　

Marital status Unmarried 59 (28.9)

Married 132 (64.7)

Divorce 3 (1.5)

Bereavement 9 (4.4)

　 No response 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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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행 와 SF-36과의 계 

    체 상자의 건강행 에 따른 건강수 의 차이를 살펴보

면, 흡연의 경우 과거흡연자가 재흡연자와 비흡연자에 비해 활

력(p=.020) 수가 통계 으로 의미 있게 높았고, 음주의 경우 과

거 음주자가 비음주자와 재음주자에 비해 활력(p=.024), 일반

 건강(p=.001), 신체  요소 요약(p=.002) 수에서 낮았으나, 

신체  기능(p=.003)은 재 음주자에서 높게 나타났다. 간식에

서는 거의 매일 먹는 경우 통증(p=.021), 신체  역할(p=.006), 정

서  역할(p=.020), 정신  건강(p=.013) 수뿐만 아니라 상 개

념인 신체  요소 요약(p=.035)  정신  요소 요약(p=.003) 수

가 낮게 나타났다. 수면은 하루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경우 

6-8시간 혹은 8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는 상자에 비해 신체  

요소 요약(p=.047) 수가 낮게 나타났다. 체질량 지수에서는

Table 2. Comparison of SF-36 Scales by Sasang Constitution (Mean, N=204) 

Sasang constitution PF BP RP RE SF MH VT GH PCS MCS

Tae-eum 77.6 62.8 76.1 84.7 77.4 70.0 52.2 41.0 257.5 284.2

So-eum 81.3 61.7 74.2 80.1 69.1 68.3 49.0 40.4 257.4 266.5

So-yang 83.2 60.9 74.6 81.3 66.9 66.1 53.5 39.5 258.2 267.7

F 1.440 0.093 0.105 0.751 3.987 0.742 0.811 0.189 0.003 1.670 

p .239 .911 .900 .473 .020* .478 .446 .828 .997 .191

p-value<.05, PF: Physical function, BP: Bodily pain, RP: Role limitation Physical, RE: Role limitation Emotion, SF: Social function, MH: Mental health, VT: Vitality, GH: General health, PCS: 
Physical component summary, MCS: Mental compon ent summary

Table 4. Association between SF-36 Scales and Health Practice in Tae-eum. (Mean, N=63)

Variable Category* N PF BP RP RE SF MH VT GH PCS MCS

Smoking

Yes 7 92.1 61.3 86.6 84.5 75.0 63.6 49.1 44.7 284.7 272.2 

No, but past smoker 10 81.0 64.9 77.5 87.5 86.3 73.5 66.3 44.4 267.8 313.5 

Never smoker 46 74.7 62.5 74.2 84.1 75.8 70.2 49.6 39.7 251.1 279.7 

χ2 5.086 0.044 1.516 0.103 2.646 2.946 6.565 1.103 0.985 4.842 

p .079 .978 .469 .950 .266 .229 .038*  .576 .611 .089 

Driking

Yes 34 81.0 62.5 74.8 84.6 76.5 69.1 55.5 41.7 260.1 285.7 

No, but past drinker 19 70.0 57.8 73.7 87.3 84.9 70.0 44.8 37.8 239.3 286.9 

Never drinker 8 78.1 74.4 88.3 79.2 67.2 70.6 55.5 42.1 282.9 272.5 

χ2 1.753 1.971 3.278 1.672 4.905 0.079 3.860 1.396 3.049 1.211 

p .416 .373 .194 .433 .086 .961 .145 .498 .218 .546 

Regular diet

Yes 35 73.9 63.8 75.4 81.0 81.8 71.9 54.0 41.3 254.4 288.5 

No 28 82.3 61.5 77.0 89.3 71.9 67.7 50.0 40.5 261.4 278.9 

z -0.984 -0.488 -0.385 -1.789 -1.624 -0.748 -0.653 -0.166 -0.526 -0.602 

p .325 .626 .700 .074 .104 .454 .513 .868 .599 .547 

Snaking

Almost everyday 37 79.6 60.5 73.3 80.9 75.0 68.5 48.2 40.5 253.9 272.5 

Sometimes 7 84.3 61.1 71.5 89.3 76.8 71.4 60.7 39.5 256.4 298.2 

Not at all 18 72.8 69.3 83.4 90.3 82.6 71.9 57.0 42.2 267.6 301.8 

χ2 0.893 1.079 1.985 0.692 1.559 1.123 2.886 0.246 0.539 3.802 

p .640 .583 .371 .708 .459 .570 .236 .884 .764 .149 

Sleeping

<6hr/day 23 72.4 63.3 75.6 80.8 78.3 70.2 48.4 37.5 248.8 277.7 

6~8hr/day 35 80.6 62.2 74.1 85.2 76.4 69.1 53.4 42.6 259.5 284.2 

>8hr/day 5 81.0 64.2 92.5 98.3 80.0 75.0 61.3 45.8 283.5 314.6 

χ2 1.381 0.047 2.153 2.096 0.149 0.469 1.832 2.322 0.931 1.731 

p .501 .977 .341 .351 .928 .791 .400 .313 .628 .421 

BMI†(kg/m
2
)

<23 17 73.8 66.9 75.8 76.0 73.5 63.8 48.9 38.4 255.0 262.3 

≥23 46 79.0 61.2 76.2 87.9 78.8 72.3 53.4 41.9 258.4 292.4 

z -0.922 -0.928 -0.078 -1.892 -1.183 -1.730 -0.693 -0.443 -0.155 -1.487 

p .356 .353 .938 .059 .237 .084 .489 .658 .877 .137 

Exercise

inactive 20 72.8 56.8 70.6 82.5 75.0 66.5 43.1 34.9 235.1 267.2 

Low active 23 75.4 61.5 76.1 83.3 75.0 71.3 52.5 44.2 257.3 282.1 

High active 20 85.0 70.2 81.6 88.3 82.5 72.0 61.0 43.3 280.1 303.8 

χ2 3.102 3.452 2.555 0.518 2.074 1.740 6.966 4.236 4.807 5.652 

p 　 .212 .178 .279 .772 .354 .419 .031* .120 .090 .059 

*p-value<.05; *Excluded no-response; †Body mass index. F=Physical function; BP=Bodily pain; RP=Role limitation Physical; RE=Role limitation Emotion; SF=Social function; 
MH=Mental health; VT=Vitality; GH=General health; PCS=Physical component summary; MCS=Mental component summary.

BMI 23이상인 경우 23미만인 상자에 비해 정서  역할

(p=.033), 정서  요소 요약(p=.027) 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신

체활동량 즉 운동의 경우 ‘거의하지 않는’군이 통증(p=.012)과 신

체  요소 요약(p=.011) 수가 낮게 나타났다(Table 3).

3. 체질에 따른 건강행 와 SF-36과의 계

    체질에 따른 건강행 와 건강수 을 살펴보면, 태음인은 흡

연  운동량에 따라 건강수 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났으며, 과거흡연자로 재 연하고 있는 경우 활력

(p=.038)에서 의미 있게 높았고, 운동량은 ‘높은 운동량’군이 다

른 집단에 비해 활력(p=.031) 수가 높았다. 음주, 식사, 간식, 수

면, 체질량 지수에 따른 건강수 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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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ssociation between SF-36 Scales and Health Practice in So-eum (Mean, N=64)

Variable Category* N PF BP RP RE SF MH VT GH PCS MCS

Smoking

Yes 9 93.3 80.8 90.4 89.8 68.1 72.8 54.9 43.4 307.8 285.5 

No, but past smoker 15 83.3 64.7 75.9 78.9 68.3 68.7 46.7 38.2 262.1 262.6 

Never smoker 40 77.8 56.3 69.9 78.3 69.7 67.1 48.5 40.5 244.3 263.7 

χ2 6.771 6.369 5.113 2.525 0.199 0.996 0.871 0.845 6.660 0.625 

p .034*  .041*  .078 .283 .905 .608 .647 .656 .036*  .732 

Driking

Yes 37 86.1 67.7 80.4 79.1 65.9 67.3 52.5 43.9 278.1 264.8 

No, but past drinker 17 71.5 47.6 67.0 75.5 69.9 67.6 39.9 31.8 217.9 252.9 

Never drinker 9 78.9 67.9 67.4 90.7 80.6 70.0 52.8 41.1 255.2 294.1 

χ2 10.982 6.405 4.891 2.706 4.866 0.173 5.590 8.007 9.556 3.145 

p .004*  .041*  .087 .258 .088 .917 .061 .018*  .008*  .208 

Regular diet

Yes 43 81.7 64.1 75.2 83.5 70.3 71.7 51.6 42.9 263.9 277.2 

No 21 80.2 56.6 72.1 73.0 66.7 61.2 43.6 35.2 244.1 244.5 

z -0.080 -0.892 -0.932 -1.895 -0.629 -1.962 -1.686 -2.237 -0.794 -2.009 

p .937 .373 .352 .058 .529 .050*  .092 .025*  .427 .045*  

Snaking

Almost everyday 37 78.4 54.7 66.9 73.9 66.2 60.7 44.3 38.4 238.3 245.1 

Sometimes 7 93.6 75.4 87.6 91.7 75.0 78.6 50.9 43.3 299.9 296.1 

Not at all 20 82.3 69.8 82.8 87.5 72.5 78.8 56.9 43.0 277.9 295.6 

χ2 4.918 6.138 9.465 9.341 0.977 13.578 5.783 2.171 6.626 10.828 

p .086 .046*  .009*  .009*  .613 .001*  .055 .338 .036*  .004*  

Sleeping

<6hr/day 14 77.1 56.8 64.8 74.4 60.7 67.9 45.6 39.0 237.8 248.5 

6~8hr/day 42 83.0 65.2 78.1 82.3 70.2 67.9 50.5 41.9 268.2 271.0 

>8hr/day 8 79.4 51.6 69.6 78.1 78.1 71.3 46.9 34.7 235.3 274.4 

χ2 3.605 2.866 3.238 2.559 2.425 0.313 1.283 2.465 3.477 1.753 

p .165 .239 .198 .278 .297 .855 .526 .292 .176 .416 

BMI†(kg/m2)

<23 43 80.8 61.3 71.4 77.7 68.0 67.3 46.2 40.0 253.5 259.3 

≥23 21 82.1 62.4 79.8 84.9 71.4 70.2 54.6 41.1 265.4 281.2 

z -0.926 -0.252 -1.343 -1.504 -0.329 -0.460 -1.549 -0.351 -0.636 -0.772 

p .355 .801 .179 .132 .742 .646 .121 .725 .525 .440 

Exercise

inactive 17 80.9 60.1 70.6 77.0 67.6 66.5 46.9 35.8 247.4 257.9 

Low active 30 83.2 60.3 74.4 78.3 70.4 70.5 46.9 39.6 257.5 266.1 

High active 17 78.2 65.7 77.2 86.3 68.4 66.2 54.8 46.3 267.5 275.6 

χ2 0.039 0.673 1.755 3.304 0.373 0.526 2.257 4.771 1.158 1.089 

p 　 .981 .714 .416 .192 .830 .769 .323 .092 .560 .580 

*p-value<.05; *Excluded no-response; †Body mass index. PF=Physical function; BP=Bodily pain; RP=Role limitation Physical; RE=Role limitation Emotion; SF=Social function; 
MH=Mental health; VT=Vitality; GH=General health; PCS=Physical component summary; MCS=Mental component summary.

    소음인은 흡연, 음주, 식사규칙성, 간식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한 건강수 의 차이가 나타났다. 재흡연을 하는 경우 신체

 기능(p=.034), 통증(p=.041), 신체  요소 요약(p=.036) 수가 

높게 나타났다. 음주에서는 과거 음주자가 통증(p=.041) 수에서 

낮게 나타났고 더불어 신체  기능(p=.004), 일반  건강

(p=.018), 신체  요소 요약(p=.008) 수도 낮았다. 규칙 으로 

식사를 하는 경우 그 지 않은 것보다 정신  건강(p=.050), 일반

 건강(p=.025)  정신  요소 요약(p=.045)수 이 높았으며, 

간식은 ‘거의 매일 먹는다’ 경우 통증(p=.046), 신체  역할

(p=.009), 정신  역할(p=.009), 정신  건강(p=.001), 신체  요소 

요약(p=.036), 정신  요소 요약(p=.004) 수가 낮게 나타났다. 

그 외 수면, 체질량지수, 운동량에 따른 건강수 의 차이는 나타

나지 않았다(Table 5).

    소양인은 흡연, 음주, 수면, 운동량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

한 건강수 의 차이가 나타났다. 과거흡연자가 재흡연자와 비

흡연자에 비해 사회  기능(p=.040), 활력(p=.007), 정신  요소 

요약(p=.029) 수가 높게 나타났고, 음주는 과거음주자로서 재 

주 인 경우 일반  건강(p=.047)과 신체  요소 요약(p=.050)

수가 낮았다. 하루수면시간의 경우 부분 범주에서는 건강수

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6시간미만 수면을 취하는 경우 신

체  요소 요약(p=.042) 수가 낮게 나타났고, 신체활동량은 특

히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 군에서 통증(p=.023) 수가 낮았다. 그 

외 식사, 간식, 체질량 지수에 따른 건강수 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Table 6).

고    찰

    세계보건기구는 건강을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 , 정신 , 사회 으로 행복한 상태 (well-being)"라 정의하

다21)
. 이를 근거로 건강 련 삶의 질(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HRQOL)은 신체 , 정신 , 사회  측면의 건강수 이 합쳐

져서 단되는 종합 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22)
, 이는 사

상의학에서 건강 상태를 정신  안녕이나 인격의 발달 정도 뿐 

아니라 사회생활 속에서 발생되는 갈등과도 분리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과 깊이 련된다10). 

    이런 에서 신체 , 정신  상태를 비롯한 건강에 향을 

미치는 반 인 면을 다루고 있는 SF-36을 건강평가도구로 이

용하 다
18). 사상체질 진단 방법으로 문가 진단을 기반으로 하

되 정확한 체질진단을 해 일정한 체질처방 복약에 호 반응이 

있는 사람을 상자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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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Association between SF-36 Scales and Health Practice in So-yang (Mean, N=77)

Variable Category* N PF BP RP RE SF MH VT GH PCS MCS

Smoking

Yes 6 72.5 50.8 64.6 76.4 58.3 72.5 45.9 39.2 227.1 253.1 

No, but past smoker 12 84.6 74.9 84.9 90.3 81.3 67.9 71.4 42.3 286.7 310.8 

Never smoker 59 84.1 59.0 73.5 79.9 64.8 65.1 50.6 39.0 255.6 260.4 

χ2 0.896 4.330 2.626 4.066 6.415 0.377 10.057 0.778 3.217 7.069 

p .639 .115 .269 .131 .040*  .828 .007*  .678 .200 .029*  

Driking

Yes 41 86.6 66.1 79.6 82.9 68.6 63.8 54.3 41.3 273.6 269.6 

No, but past drinker 22 79.6 57.7 71.0 78.4 69.9 64.8 50.3 33.4 241.7 263.4 

Never drinker 12 77.8 46.7 62.0 81.9 56.3 75.8 54.7 42.2 228.7 268.7 

χ2 4.894 4.464 4.382 0.324 2.512 3.959 0.537 6.102 6.004 0.021 

p .087 .107 .112 .850 .285 .138 .764 .047*  .050*  .989 

Regular diet

Yes 60 83.8 59.9 75.0 81.7 69.0 66.5 53.6 40.3 259.0 270.7 

No 17 81.2 64.4 73.2 79.9 59.6 64.7 53.0 37.0 255.7 257.1 

z -0.174 -0.599 -0.025 -0.461 -1.609 -0.394 -0.080 -0.955 -0.068 -0.927 

p .862 .549 .980 .644 .108 .693 .936 .339 .946 .354 

Snaking

Almost everyday 53 83.5 58.1 70.8 80.3 65.6 66.8 52.9 39.9 252.2 265.6 

Sometimes 10 86.5 74.1 88.8 90.0 70.0 64.0 63.2 41.8 291.1 287.2 

Not at all 14 80.0 62.0 79.0 78.6 69.6 65.0 48.7 36.6 257.6 261.9 

χ2 1.116 3.265 4.597 2.068 0.708 0.046 2.656 1.165 2.810 1.147 

p .572 .195 .100 .356 .702 .977 .265 .558 .245 .564 

Sleeping

<6hr/day 28 80.0 53.6 67.7 78.6 63.8 67.0 48.7 36.0 237.3 258.1 

6~8hr/day 41 84.2 65.3 77.9 83.5 72.0 66.7 56.9 41.2 268.6 279.1 

>8hr/day 8 89.4 63.5 82.1 79.2 51.6 60.0 52.4 43.5 278.4 243.1 

χ2 3.363 3.361 3.446 0.254 5.430 0.216 2.612 4.031 6.319 2.540 

p .186 .186 .179 .881 .066 .898 .271 .133 .042*  .281 

BMI†(kg/m2)

<23 42 86.2 59.8 76.8 80.8 65.2 67.6 53.2 40.5 263.3 266.7 

≥23 35 79.7 62.1 72.0 81.9 68.9 64.3 53.8 38.4 252.2 268.9 

t 1.551 -0.377 0.824 -0.236 -0.689 0.699 -0.109 0.649 0.741 -0.148 

p .099 .614 .983 .670 .540 .340 .959 .637 .653 .906 

Exercise

inactive 24 81.2 49.6 69.3 77.1 63.5 64.3 53.8 41.3 241.4 258.7 

Low active 26 81.8 62.5 73.1 79.5 69.7 64.2 53.9 35.8 253.2 267.3 

High active 27 86.5 69.2 80.8 86.7 67.1 69.4 52.8 41.6 278.1 276.1 

χ2 0.967 7.552 2.497 1.445 0.642 0.638 0.087 2.519 4.086 0.837 

p 　 .617 .023 .287 .486 .725 .727 .957 .284 .130 .658 

*p-value<.05; *Excluded no-response; †Body mass index. PF=Physical function; BP=Bodily pain; RP=Role limitation Physical; RE=Role limitation Emotion; SF=Social function; 
MH=Mental health; VT=Vitality; GH=General health; PCS=Physical component summary; MCS=Mental component summary.

    이는 객  체질진단 가이드가 부재한 상태에서 임상 으

로 체질을 확진하는 방법을 차용한 것으로 체질 진단에 따라 치

료, 방  리가 모두 달라진다는 에서 보다 명확한 체질을 

알기 함이다16,23). 

    본 연구 결과에서 체질에 따른 건강수 의 차이는 소양인이 

가장 높고 소음인, 태음인 순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 으나 사

회  기능을 제외하고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체질간의 건강수 에는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체질별 건강행 에 따른 건강수 을 살펴보면 태음인은 ‘

연한 경우’와 ‘운동량이 다소 격할 때’ 건강수 이 유의하게 높았

는데 이는 Bellido-Casado 등24)이 과거흡연자가 재흡연자나 비

흡연자보다 정서  척도인 활력과 정서  역할기능의 수 이 높

게 나타난 것과 국민건강 양조사1)에서 ‘건강’상태 차이에 따른 

7년간 흡연율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건강이 매우 나쁜 집단에서

의 흡연율 하가 43.3%로 상 으로 건강이 좋은 집단은 

15.8%에 비하여 매우 크게 나타났다는 에서 과거 흡연자의 경

우 연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아진 것으로 생각해도 무방하다

고 하겠으며, 특히 태음인의 경우 사회 심리  건강이 좋아진 즉 

연을 한 사람들이 담배의 독성에서 벗어나 반 으로 건강이 

좋아진 것이라 생각된다. 

    한 운동량이 높은 경우 활력 수를 높여 의욕과 힘을 넘

치게 한다고 해석할 수 있어 완만한 운동보다는 다소간 격한 운

동이 태음인 활력을 올린다고 추정된다. 손 등13)
의 연구에서는 

활동과 련된 발한은 신체 , 정서  역할 척도의 하와 련

이 있다고 하 으나, 장 등14)의 연구에서는 태음인은 땀을 흘린 

후 상쾌감이 건강수 이 좋아지는 상 계가 나타났으며, 이

러한 건강행 를 생리와 련지어 보면 태음인은 폐소(肺 )하

여 폐기능이 선천 으로 약하고, 보명지주(保命之主)의 지표인 

호산지기(呼散之氣), 즉 밖으로 기운을 발산해야 좋다는 문헌  

사실8)과 일부 간  연 을 추정할 수 있으나, 직 인 연

성을 논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추가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

된다.

    소음인은 규칙 인 식사를 하는 경우 건강수 이 높게 나타

났다. 이는 손 등13)의 연구에서 식욕 수 이 신체  기능  일반

 건강 범주에 하여 유의한 약한 양의 상 계로 나타났고,

문헌8)에서 소음인의 완실무병 지표로 음식선화(飮食善化), 즉 소

화가 잘 되면 건강하다는 것과 유사한 으로 본 연구 결과로 나

타난 식사의 규칙성은 음식을 잘 소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강

행  의 하나로 볼 수 있어 소음인의 건강수 을 높여주는 

요한 지표라고 생각된다. 한 이 외 간식에서는 ‘거의 매일 먹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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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라고 응답한 군이 반 으로 건강수 이 낮았는데, 소음인이 

식사 이외의 간식을 매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장에 

부담을 주거나 식사 규칙성에 부정  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

된다.

    음주에서 과거 음주자가 활력과 일부 신체  건강척도 수

가 낮은 반면, 재음주자는 높게 나타난 경향성은 소음인이 다

른 체질에 비해 음주가 건강수 을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음주의 경우 여러 연구에서 서로 다른 결과들이 나타났

으며 Belloc 등3)
은 당한 음주는 신체  건강과 련이 있어 

한 음주가 건강에 도움을 다고 하 으나, 김 등
11)

은 음주를 

하지 않는 경우 정신  건강과 련된 척도들이 높다는 결과를 

나타내 음주는 다양한 논란의 심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오히

려 사상의학  에서 본다면 체질에 따라 각각 합한 술 종

류  음주량을 더 잘 표 할 수 있다는 25)에서 음주 빈도, 종

류  음주량에 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한 소음인이 흡연을 하는 경우 반 으로 신체  건강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태음인과 소양인의 경우 과거 흡

연자가 비흡연자와 재 흡연자보다 건강수 이 높다는 것과는 

다소 상반된 결과로 보인다. 이는 방약합편 약성가26)에서 담배

는 따뜻한 성질이 있어 차가운 성질, 체한 것에 효험이 있다고 

하 으며, 실제 소음인이 몸이 차고 잘 체하며, 보명지주(保命之

主)가 양난지기(陽暖之氣), 즉 따뜻한 기운이란 8)에서 담배의 

성질이 뜨거운 것과 소음인 건강의 상호 련성을 해석해 볼 수

도 있다.

    그러나 흡연 변수는 재흡연, 과거흡연, 비흡연으로 구분하

여 과거 흡연자라고 하더라도 흡연량과 흡연시기에 따라 평생 

비흡연 집단에 비해 재의 삶의 질에 다양한 향을 미치고, 

한 재 흡연으로 인한 건강수 의 하락과 이에 따른 건강 련 

삶의 질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기간이 연속되지 않기 때문에 

재 흡연 여부가 재 삶의 질을 하시킨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

소 한계가 있다. 더불어 흡연이 건강에 유해하다는 통상  견해

에 반하는 으로 담배와 소음인 건강과의 연 성을 살펴보기 

해 추가연구와 검증이 요구된다. 

    한 과거흡연자가 반 으로 정신  건강이 높게 나타나 

태음인과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고, 음주는 소음인과 비슷하게 과

거음주를 한 경험이 있는 경우 일반  건강이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건강행 가 체질별로 다르게 향을 미치고 있음

을 찾아보고자 한 연구로 건강행 의 설문이 정량 이지 않아 

건강수 과의 연 성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단 이 있으

나 사상체질에 따라 같은 건강행 라도 건강수 에 미치는 향

이 다르며 체질에 따라 건강습  실천에 우선순 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을 조명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체

질에 따라 유병 되는 질병이 다르다는 근거가 있고, 체질에 따른 

건강 리가 유의미하다는 견해가 있는 만큼30) 향후 연구에서는

재 흡연량  빈도, 음주량  빈도, 신체활동량 등과 같이 인

구 집단의 변이를 최 한 반 할 수 있는 정량  변수를 사용하

여 삶의 질과의 연 성을 분석해 체질에 따른 건강행 를 찾아

볼 필요가 있겠다. 

결    론

    본 연구에서 사상체질에 따라 건강수 과 7가지 건강행 의 

연 성을 살펴 본 결과 건강수 과 연 이 있는 건강행 는 체

질별로 다른 면이 있었다. 이는 같은 건강행 라도 사상체질에 

따라 건강수 에 미치는 향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나타내며, 

나아가 사상체질에 따라 올바른 건강행 를 실천하는 것이 실제 

건강수 의 향상에 보다 더 효율 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앞으로 체질별 건강 리가 건강향상에 미치는 향에 한 

임상 연구진행과 더불어 사상체질에 따른 맞춤 건강 리가 개발

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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