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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b�j�e�c�t�s

π�1�e �b�a�s�e �o�f �c�l�a�s�s�i�f�i�c�a�t�i�o�n �o�f �S�a�s�a�n�g �C�o�n�s�t�i�t�u�t�i�o�n �w�a�s �t�h�e �d�i�f�f�e�r�e�n�t �c�o�n�g�e�n�i�t�a�l �f�o�r�m�a�t�i�o�n �o�f �o�r�g�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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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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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v�e �h�a�d �p�o�i�n�t�s �o�f �i�s�s�u�e�s �w�h�i�c�h �d�e�r�i�v�e�d �b�y �m�e�a�s�u�r�e�m�e�n�t �w�i�t�h �h�a�n�d�s�. �B�u�t �t�h�i�s �s�t�u�d�y �w�a�s �m�e�a�s�u�r�e�d �t�h�e

�c�h�a�r�a�c�t�e�r�i�s�t�i�c�s �o�f �b�o�d�y �s�h�a�p�e �p�u�t�t�i�n�g �i�n �i�m�p�o�r�t�a�n�c�e �o�f �a�n�a�t�o�m�i�c�a�l �p�o�s�i�t�i�o�n �w�i�t�h �t�h�e �c�o�m�p�u�t�e�r�i�z�e�d �3�-

�D�i�m�e�n�s�i�o�n �s�c�a�n�n�e�r�, �w�h�i�c�h �m�i�n�i�m�i�z�e�d �t�h�e �e�r�r�o�r�s �o�f �m�e�a�s�u�r�e�m�e�n�t�, �a�n�d �i�t �w�a�s �a�b�l�e�d �t�h�e �c�u�b�i�c

�m�e�a�s�u�r�e�m�e�n�t �s�u�c�h �a�s �v�o�l�u�m�e�, �a�r�e�a �o�f �c�r�o�s�s �s�e�c�t�i�o�n �a�s �w�e�l�l �a�s �r�o�u�n�d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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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의학회지 제 �1�0 권 제 �1호 �1�9�9�8 �-

�2�. �M�a�t�e�r�i�a�l�s �& �M�e�t�h�o�d

�T�h�e �e�x�a�m�i�n�e�e �w�a�s �h�e�a�l�t�h�y �m�a�l�e �4�0 �p�e�r�s�o�n�s �a�n�d �f�e�m�a�l�e �2�0 �p�e�r�s�o�n�s �f�r�o�m �2�0 ’ �s �t�o �4�0 ’ �s�, �w�h�o �w�a�s

�d�i�a�g�n�o�s�e�d �b�y �t�h�e �s�p�e�c�i�a�l�i�s�t �o�f �S�a�s�a�n�g �C�o�n�s�t�i�t�u�t�u�i�o�n�a�l �M�e�d�i�c�i�n�e�. �T�h�e �b�o�d�y �s�h�a�p�e �w�a�s �m�e�a�s�u�r�e�d �r�o�u�n�d

�l�e�n�g�t�h�, �a�r�e�a �o�f �c�r�o�s�s �s�e�c�t�i�o�n�, �a�n�d �v�o�l�u�m�e �o�f �3�1 �a�n�a�t�o�m�i�c�a�l �p�o�i�n�t�s �a�n�d �t�h�e �2�5 �h�y�p�o�t�h�e�s�i�s �w�i�t�h �t�h�e �R�a�p�i�d

�3�D �C�o�l�o�r �S�c�a�n�n�e�r �M�o�d�e�l �3�0�3�0 �R�G�B�/�P�S�. �A�n�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o�n�s�t�i�t�u�t�i�o�n ’ �s �b�o�d�y �s�h�a�p�e �w�a�s

�d�e�r�i�v�e�d

�3�. �R�e�s�u�l�t�s �& �C�o�n�c�o�u�s�i�o�n

�I�n �f�e�m�a�l�e�, �T�a�e�u�m�i�n �h�a�d �t�h�e �l�a�r�g�e�s�t �t�r�u 따 �a�n�d �S�o�e�u�m�i�n �h�a�d �t�h�e �s�m�a�l�l�e�s�t �t�r�u�n�l ‘ �c�o�m�p�a�r�e�d �t�o �o�t�h�e�r

�c�o�n�s�t�i�t�u�t�i�o�n�,�b�u�t�S�o�y�a η�g�i η �h�a�d �o�n�l�y �t�h�e �s�m�a�l�l�e�s�t �n�e�c�k�. �S�o�e�u�m�i�n �h�a�s �t�h�e �s�m�a�l�l�e�s�t �r�o�u�n�d �l�e�n�g�t�h �o�f �n�i�p�p�l�e

�a�n�d �t�h�e �C�V�1�2�, �a�n�d �S�o�y�a η�'�g�i�n �h�a�s �t�h�e �s�m�a�l�l�e�s�t �b�r�e�a�d�t�h �o�f �A�S�I�S�. �S�o�y�a 뺑�i�n �h�a�d �t�h�e �s�m�a�l�l�e�s�t �v�o�l�u�m�e �f�r�o�m
�t�h�y�r�o�i�d �b�o�n�e �t�o �t�h�e �h�i�g�h�e�s�t �p�o�i�n�t�s �o�f �a�r�m�p�i�t�s �a�n�d �f�r�o�m �s�t�e�r�n�u�m �t�o �n�i�p�p�l�e�. �T�a�e�u�m�i�n �h�a�d �t�h�e �l�a�r�g�e�s�t

�v�o�l�u�m�e �f�r�o�m �s�t�e�r�n�u�m �t�o �t�h�e �C�V�1�2 �a�n�d �f�r�o�m �s�t�e�r�n�u�m �t�o �x�i�p�h�o�i�d �p�r�o�c�e�s�s�.

�I�n �m�a�l�e�, �T�a�e�u�m�i�n �h�a�d �t�h�e �l�a�r�g�e�s�t �t�r�u�n�k �a�n�d �S�o�e�u�m�i�n �h�a�d �t�h�e �s�m�a�l�l�e�s�t �t�r�u�n�k �f�r�o�m �t�h�e �l�e�v�e�l �o�f �t�h�y�r�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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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l�o�w�e�s�t �o�f �b�r�e�a�s�t �T�a�e�u�m�i�n �h�a�d �t�h�e �l�a�r�g�e�s�t �v�o�l�u�m�e �o�f σ�u�n�k �a�n�d �S�o�e�u�m�i�n �h�a�d �t�h�e �s�m�a�l�l�e�s�t �v�o�l�u�m�e �o�f

�t�r�u�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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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p�p�l�e �a�n�d �S�o�y�a η�:�g�i η �h�a�d �t�h�e �s�h�o�r�t�e�s�t �d�i�s�t�a�n�c�e �o�f �t�h�a�t �S�o�y�a�n�g�i�n �h�a�d �t�h�e �s�m�a�l�l�e�s�t �r�a�t�i�o �o�f �t�h�e �h�e�i�g�h�t �o�f

�u�p�p�e�r �m�i�d�d�l�e �c�h�o�. �S�o�e�u�m�i η �h�a�d �t�h�e �s�m�a�l�l�e�s�t �r�a�t�i�o �f�r�o�m �t�h�e �C�V�1�2 �t�o �n�a�v�e�l �a�m�o�n�g σ�u�n�k�.

�I�n �t�h�e �c�o�r�r�e�l�a�t�i�o�n �a�m�o�n�g �t�h�e �f�o�u�r �C�h�o�, �T�a�e�u�m�i�n �h�a�d �t�h�e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h�e �U�p�p�e�r�-�C�h�o

�a�n�d �t�h�e �Iρ�I�w�e�r�-�M�i�d�d�l�e�-�C�h�o �s�i�g�n�i�f�i�c�a�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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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목적 및 배경

며象醫學에서의 太少陰陽 �A의 체질 구분의 근거는 師牌府톱의 각기 다른 장리로 인한 것으로 이는 師牌府

賢의 위치와 四象 �A 구분의 근거인 體形氣像까지 이어진다 �. 이러한 각기 다른 體形氣像은 사상인 체질 구분

의 가장 중요한 단서중의 하나로 이를 측정하여 각 체질의 四魚 體幹部를 수기로 측정한 연구가 있었으나

이는 측정상의 오류가 많아 본 연구에서는 삼차원계측기를 이용하여 각 체질별 체간의 삼차원척인 특징을

해부학적 위치를 중심으로 측정하고 툴레 �, 단면적 �, 체척 등의 입체적 측정을 통해 체간부의 정량적인 특정

을 살펴 체질 구분에 이용하고자 하였다 �.

�- �1�0�2 �-



�- 체간부의 사상체질별 형태학적 특징에 관환 연구 �-

�2�. 연구 방법

체질진단용 셜문지 �1번 �, �Q�S�C�C�(�H�) �, 맥진 �, 침진의 진단 방법올 이용하고 사상의학 전문의에 의해 체질

진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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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e�l �3�0�3�0 �R�G�B�/�P�S 를 사용하여 삼차원 영상올 촬영한 후 해부학적 구조를 근거로 �3�1 항목의 체적 �, 전표
연척�, 높이를 측정하고 �2�5 가지의 사초 가설을 셜정하여 각 체질별 사초의 삼차원적인 특정을 구하였다 �.

�3�. 연구 결과 및 결론

�1�) 체간부 측정 항목의 절대치

�@여자의 특정

태음인이 다른 체질에 비해 체간부가 큰 편이고 소음인이 대개의 경우 가장 작은 경향올 나타내었다 �. 그
러나 갑상연골점의 목둘레�, 흉골상단의 단연척과 전툴레 �, 경폭에서 소양인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나 소양

인이 경부 즉 �, 체간의 최상부가 가장 둘레가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 유두선 높이의 단연적 �, 전둘레 �, 김이와
중완선높이의 전후툴레의 체간부에서 태음인이 소음인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체간부의 상부는 소음인이 가

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골상단의 쪽은 소양인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녔다 �.
�@ 남자의 특정

갑상연골점 �, 흉골상단 �, 액와 �, 유두 �, 검상돌기 �, 중완 �, 하완�, 제부 �, 상전장골극 �, 치골결합상단 부위에 이르

기까지 전 항목에서 태음인의 체형이 가장 크며 소음인의 체형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갑상연골정
높이에서 전후둘레 �, 폭 �, 깊이에서 태음인이 가장 크고 소음인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 유두와 유하간

의 수직거리는 소양인이 가장 크고 소음인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사초부위의 절대치의 비교

�@ 여 자

상초의 항목 중에서 갑상연골점 높이에서 액와선높이까지의 체척과 흉골상단높이에서 유두높이까지의 체

간 상부 체적이 소양인이 가장 작았다 �. 소양인이 체간 상부가 다른 체질에 비해 작다 �. 중상초 �: 중상초의 항

목 중 흉골상단에서 중완까지의 체적과 흉골상단에서 검상톨기까지의 체적에서 태음인이 가장 큰 것으로 나

타났다 �.
�@남 자

상초 �, 중상초 �, 중하초 �, 하초의 경우 태음인이 소음인보다 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3�) 체간에서 사초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고찰

�@ 상초 �: 액와에서 상전장골극까지를 사초로 셜정할때 상초에 해당하는 액와에서 유두선까지의 높이가

태음인이 소양인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소양인이 액와점에서 유두선 까지의 거리가 체간에서 차지

하는 비율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
�@ 중상초 �: 갑상연골점에서 치골결합상단올 사초로 셜정할때 흉골상단에서 유두까지의 높이와 액와에

�- �1�0�3 �-



�- 사상의학회지 제 �1�0 권 제 �1호 �1�9�9�8 �-

서 유두까지의 높이에서 태음인이 소양인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갑상연골점에서 상전장골극까

지를 사초로 셜정한 경우 흉골상단높이에서 유두까지와 액와에서 유두까지의 높이에서 태음인이 소

양인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소양인이 중상초의 높이가 체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
�@ 중하초 �: 흉골상단에서 상전장골극을 사초로 셜정할 때 중완에서 제부까지의 체적과 액와에서 상전장

골극까지를 사초로 셜정할 때 중완에서 제부까지의 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태음인이 소음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중완에서 제부가 체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소음인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녔다�.

�4�) 각 체질별 사초의 상관관계

태음인은 상초와 중하초의 상관관계를 체적�, 표면적 �, 높이로 나누어 살펴 보아 대개의 경우 역상관관계를

얻었으며 특히도 표연척의 경우는 상관계수가 �-�0�.�9�-�-�1 로 나타나 상관정도가 높았다 �. 소음인과 소양인은 중

상초와 하초의 상관관계를 체적�, 표연적 �, 높이로 나누어 살펴 보아 대개의 경우 역상관관계를 얻었다�.

�1�. 서 론

사상의학에서 태양인 �, 태음인 �, 소양인 �, 소음인의
체질 구분 근거는 『동의수세보원 � 사단론』에 잘 나

타나 있다 �. 사단론에서는 인간이 받은 장부의 이치

가 네가지로 같지 않으니 뼈大而府小者를 太陽�A

이라 하고 빠大而 �8뻐、者를 太陰 �A�o�] 라 하고 牌大而

뽑小者를 少陽 �A이라 하고 賢大而�R휩 �l 、者를 少陰 �A

이라 하여 구분하였다
�1�)
또한 중치의학에서 체간을

삼초로 구분한 것과는 달리 �, 각 장부가 존재하는

부위에 따라 사초 즉 상초 �, 중상초 �, 중하초 �, 하초로
구분을 하였으며 장과 부가 위치하는 곳을 언급하

면서 사초의 부위를 설정하였다 �. 즉 師는 在뼈頁下

背上하고 봅脫은 在짧 �F뼈上하여 背上뼈上以上올

上뚫라 하였고 牌는 在홉하고 몹는 在隔하여 �f흉隔
之間을 中上뚫라 하였고 府은 在體하고 小陽은 在

簡하여 �g쫓簡之間을 中下뚫라 하였고 뽑은 在睡홉下

하고 大陽은 在簡眼下하여 홉下簡下以下를 下뚫라

하였다
�2�)
이외에도 장부 소재 부위를 살펴보면 背

뼈는 떼가 거처하는 부위로 뼈硬은 비가 거처하는

부위로 睡關은 간이 거처하는 부위로 휴曲은 신이

거처하는 부위로 장부론에서 셜명하고 있다
�.�3�)
장부

의 대소 발현은 사초부의의 기운의 성쇠로 까지 이

어져 체질진단의 한 효소인 체형기상으로 까지 이

어진다�. 태양인의 체형기상은 腦뼈之起勢 盛뾰 而

體圍之立勢 孤弱하고 소양인의 체형기상은 뼈傑之

�l�)�A 훌屬理 有四不同 뼈大而 �I�f�f�t�J 、者 名日 太陽 �A�H꾸大而뼈�4훔 名日太陰�A 牌大而띔小者 名日 少蘭�A 홈大而���J 홈 名日
�9�-�i 쏠 �A�. �r훌뽑짧世保元 � 四端論」

�2�) 뼈部位 在때頁下背�t 몹院部位 在짧 �F뼈上故 背上뼈�t 以�t 調之�t 뚫 牌部位 在챔 몹部位 在服故 짱�8없閒 謂之中上뚫

딴部位 在鷹 小�8융部位 在廳故 顆簡之間 짧之中下뚫 뽑部位 在睡휴下 大腦部位 在簡題下故 홉下體下以下 謂之下魚 �r東
醫뚫世保元 � 홉�g빼홉옮』

�3�) 背빼者 뼈之�f�i�f�r 住훌處也 몹院與좀耳頭腦皮毛는 皆뼈之黨也 頭腦之�M�J�R海 뼈之根本也�. �n뼈股者 牌之所住커훌處也 몹與兩뛰 �J�j

背짝節은 皆牌之黨也 背셉之�g흉海 牌之根本也 �R훌關者 �J�!�f 之�N�i�' 住커훌處也 小腦與團흉睡홉肉은 皆 �J�!�f 之黨也 體휴之血海 �J�!�f
之根本也 �. 휴曲者 뽑之�f�i�f�r 住훨處也 大腦與前陰口路�� 骨 皆뽑之賞也 路뾰之精海 뽑�Z根本也 �r東뽑옳世保元 � 홉服훌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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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도 �(�%�)

�2�0³� �3�9 �(�6�5�.�0�0�%�)

�3�0³� �1�7 �(�2�8�. �3�3�%�)

�4�0³� �4 �(�6�. �6�6�%�)

전체 �6�0 �(�1�0�0�.�0�0�%�)

태 음 인 A、�� ���'�?�l ��D ‘」 소 양 인 전 체

냥자 �1�4 �(�5�8�.�3�3�%�) �1�6 �(�8�0�.�0�0�%�) �1�0 �(�6�2�. �5�0�%�) �4�0 �(�6�6�. �6�6�%�)

여자 �1�0 �(�4�1�. �6�6�%�) �4 �(�2�0�. �0�0�%�) �6 µ �7�.�5�0�%�) �2�0 �(�3�3�.�3�3�%�)

전체 �2�4�(�1�0�0�.�0�0�%�) �2�0�(�1µL�.µL�%�) �1�6�(�1�0�0�.�0�0�%�) �6�0 �(�1�0�0�.�0�0�%�)

�- 체간부의 사상체질별 형태학적 특징에 관한 연구 �-

包勢 盛�J�t�t 而勝빠之坐勢 孤弱하고 태음인의 체형기

상은 廳圍之立勢 盛 �J�t�t 而腦뼈之氣勢 孤弱하고 소음

인의 체형기상은 勝脫之坐勢 盛빠 而뼈標之包勢 孤

弱이라 하여 사초 부의의 성쇠의 차이가 있는 것으

로 셜명하고 있다
�4�)
이러한 체질적인 체형의 특성

은 체질진단 방법으로 연구되어 허 �R동의 연구를 통

해 시도되었으나 측정의 부정확으로 인해 정확한

결과의 도출이 어려워 임상에 활용되도록 개발되지

는 못하였다 �. 이에 본 연구는 다른 진단 항목에 비

해 객관적인 형태 특정을 이용한 체질 진단 연구의

일환으로 두연부를 수량화하여 체질 진단에 웅용한

�9�6 년도 연구에 이어 체형의 근간이 되는 체간부의

삼차원적인 체적�, 표면적 �, 높이 둥의 계측을 통해

사초 성쇠를 살펴 체질 진단의 자료로 이용하고자

하였다 �. 인체 전면에서는 앞서와 같은 부위의 계측

점들을 셜정을 할 수 있었으나 후연의 경우에는 계

측점을 설정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 그러므로 전

연에서 측정할 수 있는 계측정들을 기준으로 사초

를 조합하여 각 체질별로 그 기운의 성쇠를 상관관

계를 통해 살펴 보았다 �. 기운의 성쇠를 살펴 볼 수

있는 것으로 현대척인 도형의 측정방법 즉 체적 �,

표면적 �, 높이 �, 폭 �, 깊이 �, 둘레등을 각 부위별로 측

정올 하여 그 특정을 살펴보았다
�6�) 그리고 사초의

조합을 통해 각 체질별 상관관계를 체적 표연적 높

이으로 평가했다 �.

�I�I�. 본 론

�1�.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질병이 없는 건강한 �2�0 대에서 �4�0 대까지의 성인

남자 �4�0 명과 여자 �2�0 명을 대상으로 측정하였으며

각 성별 연령별 체질별 분포는 아래 표와 같다�.

〈표 �'�) 연령벌 분포

〈표 �2�) 성별 �, 체질별 분포

�2�) 체질 진단 방법

경회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과에서 개발되어

진 체질진단용 셜문지 �1번 �, 컴퓨터 사상 체질 진단

�Q�S�C�C �( �n �) �, 맥진 �, 침진의 진단 방법을 이용하고 사

상의학 전문의가 최종적으로 진단하였다 �.

�4�) 太陽�A 體形氣像 腦뼈之훨勢 盛 �:�t�f�: 而鷹圍之立努 孤弱 �I�, -↓$ 흉�A 體形氣像 �8觸之包勢 盛 �:�t�f�: 而路跳之坐努 孤弱 �, 太陰�A
體形氣像 體圍之立努 盛 �:�t�f�: 而腦 頁之氣勢 孤弱 �. �1�-�i 울�A 體形氣�{象 路빠之坐勢 盛 �:�t�f�: 而 �8짧傑之包勢 孤弱 �r東醫뚫世保元 �

四象�A辦證論」
�5�) 허만회 �, 사상인의 형태학적 도식화에 관한 연구 �, 사상의학회지 �. �1�9�9�2�, �V�o�l�. �4�. �N�o�.�I�. �p�p�.�1�0�7�-�1�4�8
�6�) 인체 전면에 있는 부분만올 측정하였는데 이는 인체 후연은 측정 기준의 선정에서 정확한 위치 측정에 어려움이 있어

전면의 형태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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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 정

측정 장비는 �R�a�p�i�d �3�D �C�o�l�o�r �S�c�a�n�n�e�r �M�o�d�e�l

�3�0�3�0 �R�G�B�/�P�S 끼를 사용하여 삼차원 영상올 촬영 한

후 아래 측정점의 단연을 이용하여 비하점을 기준

으로 하여 아래 �1�3 개 항목의 체적 �, 전표면적 �, 높이

를 �R�a�p�i�d �3�D �C�o�l�o�r �S�c�a�n�n�e�r �M�o�d�e�l �3�0�3�0

�R�G�B�/�P�S 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다음 측정 단연의

전둘레 �, 후둘레 �, 표면적 �, 폭 �, 깊이를 �R�a�p�i�d �3�D

�C�o�l�o�r �S�c�a�n�n�e�r �M�o�d�e�l �3�0�3�0 �R�G�B�/�P�S 을 이용하

여 측정하였다 �.

자측정항목
�(�1�) 각 부위별 측정항목

각 측정 부위는 아래의 �3�1 부위를 측정하였다�.
�@비하점 높이 �: 비청점

�@갑상 연골 돌출 높이 �: 갑상 연골의 가장 돌출

된부위

�@흉골상단 높이 �: 흉골의 최고점

�@ 액와선 높이 �: 좌우 액와가 시작되는 부위를

연결한선

�@유두선 높이 �: 화우 유두의 중앙점을 연결한 선

�@검상돌기 높이 �: 흉골 검상돌기 끝

�@ 경폭-전액와선간�: 인체 전변에서 목의 근육이

시작되는 점에서 액와선까지의 거리

�@ 전액와-유하선간�: 전액와선에서 유방아래까지

의 거리

�@ 중완선 높이 �: 중완혈 높이를 수평으로 연장

한선

�@하완선 높이 �: 하완혈의 높이를 수명으로 연장한

�@제부 높이 �: 배꼽의 높이

�@상전장골극 높이 �: 좌우 상전장골극의 높이

떼 치골결합상단높이 �: 치골결합의 최상단
�@ 최소요폭 �: 요부에서 가장 폭이 최소인 지점의

폭경

�@장골극간 거리 �: 좌우 전상장골극간 거리

�@ 서혜부폭 �; 서혜부에서 복부 통정맥이 돌출된

곳의 좌우 투영적 직선 거리

�@ 대전자간 거리 �: 양측 대퇴골두에서 가장 돌출

되 부분의 좌우 투영적 직선 거리

�@ 제-치골결합주릅간 거리 �; 배꼽에서 치골결합

주름까지의 수직적 투영 거리

�@ 견청간거리 �: 배부에서 견부의 가장외측상단부

의 좌우 투영적 직선 거리 �.
�@ 후액와부폭 �: 배부에서 흉부와 상지가 만나서

이루는 액와부 주름의 하단 좌우 투영적 직선

거리

�@ 경폭 �; 경부수직 외곽선과 견부숭모근 외곽선

의 내측 최상단이 만나는 좌우 곡각점 간의

투영 거리로서 목의 횡경올 측정하기 위한 항

목이다 �.
�@ 쇄골-견봉단간 거리 �; 쇄골내측단과 쇄골외측

단인 견용이 만나는 최외단간의 투영적 직선

거리로서 쇄골의 형태와 크기를 알 수 있다�.
�@ 흉골상절혼 폭 �; 양측 쇄골내측단 관절의 투영

척 직선거리

�@흉쇄유톨근기시부 최대폭 �; 흉쇄유툴근이 기시

하는 양측 쇄골부위 외측 좌우 투영적 직선

거리

�@ 상완골두간 거리 �; 좌우 상완의 골두 중심간

투영적 직선거리

�@ 전액와선간폭 �; 양 액와선 하단간의 투영적 직

선거리

�@유두간폭 �; 양유두간의 투영적직선거리

�7�) �R�a�p�i�d �3�D �C�o�l�o�r �S�c�a�n�n�e�r �M�o�d�e�l �3�0�3�0 �R�G�B�!�P�S�, �C�y�b�e�r�w�a�r�e�, �I�n�c�. �m�a�d�e �i�n �U�S�A�, �1�9�9�3�. �1�0

�- �1�0�6 �-



�- 처 �l간부의 사상체질별 형태학적 특징에 관환 연구 �-

�@ 경폭쇄골견봉단간 수직거리 �; 경폭과 쇄골견봉

단간의 투영적 수직 거리

�@ 쇄골견봉단-액와선간수직거리 �; 쇄골견봉단부

와 액와선간의 투영척 수직거리

�@ 액와유두선간 거리 �; 액와정과 유두중앙점 사

이의 투영적 수직 거리
�@ 유두유방하선칸 거리 �; 유두와 유방하선 사이

의 투영척 수직 거리

�(�2�) 각 부위별 측정 항목

각 측정점에 대해 체적 �, 표연척 �, 높이 �, 전둘레 �,
후둘레 �, 단연적 �, 폭 �, 깊이의 �8가지 항목을 측정하

였다 �. 이 중 체척 �, 표면적 �, 높이는 삼차원의 도형으

로 인식하여 측정을 하고 각 측정단연에서는 단면

적 �, 둘레 �, 폭 �, 김이를 측정하였다�. 위의 �3�1�7�H 측정

항목 중 갑상연골정 높이에서 치골결합상단의 높이

까지는 �8가지 항목을 모두 측정하여 사초의 자료로

이용하였으며 최소요폭에서 유두유하간수직까지의

항목은 폭과 거리만을 측정한 것이다 �.

�체 적 �: 측정 단연 사이 도형의 체적

� 표면적 �: 측정 단연 사이 도형의 표연적
� 높 이 �: 각 측정 단연 정중의 간의 높이로 각

단연의 최단 거리에 해당

� 전둘레 �: 측정단연에서 와우의 가장 넓은 부위

의 전면의 단연 둘레

� 후둘레 �: 측정단변에서 화우의 가장 넓은 부위

의 후연의 단연 둘레

� 단면적 �: 측정단연의 연적

� 폭 �: 측정단연에서 좌우의 가장 넓은 부위 사이

의 거리를 폭으로 한다 �.
� 깊 이 �: 측정단연에서 정중의 전연과 후연의

거리

�(�3�) 사초셜정의 가설들

�@ 체 간

즉 사초의 시작정과 끝점을 정의하는 것은 동의

수세보원의 내용에 근거하여 살펴 보면 아래의 �6가

지를 셜정하였다 �.
갑상연골점높이-치골결합상단높이

갑상연골점높이-상전장골극높이

흉골상단높이-치골결합상단높이

흉골상단높이-상전장골극높이

액와선높이-상전장골극높이

액와선높이-치골결합상단높이

�@각 체간의 가절에 따른 사초의 가셜

사초 각 상초 �, 중상초 �, 중하초 �, 하초의 구분은

동의수세보원에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중하초

와 하초의 구분점이 되는 제부를 제하고는 명확한

구분이 없다 �. 사초부위는 전면에서 상초를 짧 �F뼈
上으로 하여 背上뼈上以上을 上뚫라 하였고�, 중상

초를 隔으로 하여 짧隔之間을 中上薰라 하였고 �, 중
하초를 顆라 하여 �g쫓簡之間을 中下옳라 하였으며 �,
하초는 簡題下로 하여 홉下簡下以下를 下뚫라 하였

다 �. 상초는 턱 아래에서 가슴 위로 언급하는데 이

를 현대 해부학적 위치로 전환하는 것은 한계가 있

으며 이를 근거로 유사한 가셜을 위의 내용으로 요

약을 해볼 수 있다�. 중상초는 흉격으로 셜명하는데

이에 부합되는 현대 해부학적 위치를 셜정하기는

곤란하여 위의 가셜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 중하
초의 경우는 요제지간으로 셜명하여 종지점을 제부

로 하고 있다 �. 하초의 경우는 기시점이 배꼽인 것

으로 볼 수 있고 종지점의 경우는 체간에서 측정할

수 있는 부위는 골의 돌출부위에 따라 상전장골극

과 치골결합상단의 두 곳으로 셜정할 수 있다 �. 이

렇게 위의 측정점을 기준으로 하여 사초부위를 셜

정하였올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아래

와같다 �.

�- �1�0�7 �-



하 �1 ��-�¹�- 하 �:�t ��-
����

상 초 �-�0상 �1 ��.�.�.�.�.�.�.

�-�0사 �:�t ��-

흉골상단-유두

흉골상단-검상톨기

흉골상단-중완 。c �-�:�1�]�1

²Ø�-�r�r�r�-®Ø �T갑상연플-흉골상단
액와-유두

검상톨기-제부
제부-상전장골극

갑상연골-액와 액와검상돌기
중완제부

제부-치골�'�"
위 흉골상단-유두 액91-중완

하완제부
�T

액와선-유두 유우검상툴기
유하선간-제부경폭전액와선간

유두-중완

유두-하완

전액와 유하선간

λ}。 -조 중상초 중하초 하 ��

�1�) (갑상-흉골) (흉골-유두) (유두-제부) (제부-상전)

�2�) (갑상-흉플) (흉골-유두) (유두-제부) (제부-치골)

�3�) (갑상-흉골) (흉골-검상) (검상-제부) (제부-상전)

�4�) (갑상-흉골) (흉골-검상) (검상-제부) (제부-치골)

�5�) (갑상-흉골) (흉골-중완) (중완-제부) (제부-상전)

�6�) (갑상-흉골) (흉골-중완) (중완-제부) (제부-치골)

�7�) (갑상-액와) (액와-유두) (유두-제부) (제부-상전)

�8�) (갑상-액와) (액와-유두) (유두-제부) (제부-치골)
�9�) (갑상-액와) (액와-검상) (검상-제부) (제부-상전)

�1�0�) (갑상-액와) (액와-검상) (검상-제부) (제부-치꿀)

�1�1�) (갑상-액와) (액와-중완) (중완-제부) (제부-상전)

�1�2�) (갑상-액와) (액와-중완) (중완-제부) (제부-치골)

�1�3�) (흉골-유두) (유두-검상) (검상-제부) (제부-상전)

�1�4�) (흉골-유두) (유두-검상) (검상-제부) (제부-치골)

�1�5�) (흉골-유두) (유두-중완) (중완-제부) (제부-상전)

�1�6�) (흉골-유두) (유두-중완) (중완-제부) (제부-치꿀)

�1�7�) (흉골-유두) (유두-하완) (하완-제부) (제부-치골)

�1�8�) (액와-유두) (유두-검상) (검상-제부) (제부-상전)
�1�9�) (액 와-유두) (유두-검상) (검상-제부) (제부-치골)

�2�0�) (액와-유두) (유두-중완) (중완-제부) (제부-상전)

�2�1�) (액 와-유두) (유두-중완) (중완-제부) (제부-치골)

�2�2�) (액와-유두) (유두-하완) (하완-제부) (제부-상전)

�2�3�) (액 와-유두) (유두-하완) (하완-제부) (제부-치골)

상 �:�t ��- 중상초 중하초 하 �:�t ��-

�2�4�) (경폭-천액) (전액-유하) (유하-제부) (제부-상전)

�2�5�) (경폭-전액) (전액-휴하) (휴하-제부) (제부-치골)

�- 사상의학회지 저�1�1�0 권 저�1�1 호 �1�9�9�8 �-

〈표 �3�> 사초 구성

�@사초의 조합

〈표�4�> 사초의 조합

�- �1�0�8 �-

나�. 측정 자료 분석

채질진단 �p 체형의 상차원적 특정 측정

�'�V

각 측정항목의 절대치의 명균과 표준편 ���} 를 구하

고 체질 구분의 유의성을 살펌

�?

사초의 가설을 설정하고 사초를 조합

�?

사초의 가능한 조합의 절대치의 명균과 표준면차

를 구하고 체질집단 구분의 유의성을 살핑

�?

체간 �(�t�r�u 띠이의 사초 부위에서 각 상초 �, 중상초�,
중하초�, 하초의 가셜이 차지하는 비융의 명균과 표

준연차를 구하고 체질집단 구분의 유의성을 살펌

�?

사상인의 장국형태의 차이률 근거로하여 상관관계

를 조사하고 유의성을 살핍 �(태음인의 경우 상초와

중하초 소양인 소음인의 경우 중상초와 하초 �)



�N 명 균 �S�D 최소치 최대치 �F�-�v�a�l�u�e 사후검증 �P�=�O�.�O�O�l�1

태음인 �(�1�0�) �1�7�3�.�6�2 �(�6�.�4�3�) �1�6�4�. �1�9 �1�8�4�. �7�5 �F�=�1�0�.�5�1�" 태음〉소양, 태음〉소음

소음인 �(�4�) �1�5�8�.�6�2 �(�9�.�8Çt �1�4�9�.�5�1 �1�6�9�.�3�0

소양인 �(�6�) �1�5�9�.�9�8 �(�5�.�5�9�) �1�5�3�.�9�8 �1�6�8�.�8�1

전 체 �(�2�0�) �1�6�6�.�5�2 �(�9�.�8Çt �1�4�9�.�5�1 �1�8�4�.�7�5

�- 체간부의 사상체질별 형태학적 특징에 관한 연구 �-

먼저 각 측정 항목의 성별에 따른 명균과 표준편

차를 구하고 이를 각 성별로 각 체질에 따른 명균

과 표준편차를 비교하여 사상 체질 집단간의 유의

한 차이를 일원변량분산분석을 통해 살펴 보았다 �.
또한 사초가 정해질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설

정하여 각 사초 부위에 해당되는 항목의 측정치의

명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사상 체질 집단간의 유

의한 차이를 일원변량분산분석을 통해 살펴 보았

다 �. 측정 항목올 사초셜에 따라 구분하여 셜정하고

이것이 체질별 유의한 구분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

체질별 사초의 성쇠를 상관 관계를 통해 비교하였

다 �. 태음인은 간대폐소하고 소양인은 비대신소하고

소음인은 신대버소한 것을 근거로 하여 태음인의

경우 사초에서 상초와 중하초가 차지하는 비율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고 소양인과 소음인의 경우 사

초에서 중상초와 하초가 차지하는 비율의 상관 관

계를 살펴 보았다 �.

�1�. 연구 결과 및 고활

�1�) 각 항목별 절대치의 유의도

�7���. 여자의 각 항목의 평균 표준편차 및 유의도

�(�1�) 갑상연골점의 단연

갑상연골점의 단연의 형태적인 특정을 살펴 보연

전둘레에서는 명끌이 �1�6�6�.�5�2�m�m 이었고 태음인의 명

균은 �1�7�3�. �6�2�m�m�, 소음인의 명균은 �1�5�8�. �6�2�m�m�, 소양

인의 명균은 �1�5�9�.�9�8 빼이었고 �9�9�% 유의수준에서

태음인이 소양인과 소음인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고

〈표�5�> 갑상연골의 전둘레

후둘레에서는 명균이 �1�7�9�. �3�0�m�m 이었고 태음인의 평

균은 �1�9�2�. �0�5�m�m�, 소음인의 평균은 �1�7�0�. �1�7�m�m�, 소양

인의 평균은 �1�6�4�.�1�4 빼이었고 �9�9�% 유의수준에서

태음인이 소양인보다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갑상
연골점 단연의 폭은 평균이 �5�5�. �2�8�m�m 이었고 태음인

의 명균은 �5�8�.�3�7 빼 �, 소음인의 명균은 �5�2�.�5�1 빼 �, 소

양인의 명균은 �5�1�. �9�8�m�m 이었고 �9�5�% 유의수준에서

갑상연골 단연의 좌우 폭은 태음인이 소양인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이는 명균이 �5�5�. �2�4�m�m�o�] 었고

태음인의 평균이 �5�8�. �0�2�m�m�, 소음인의 명균이 �5�2�. �7�1
빼 �, 소양인의 평균이 �5�2�. �3�0�m�n�i 이었고 유의수준

�9�9�% 에서 태음인이 소양인이나 소음인보다 큰 것으

로 나타났다 �. 즉 갑상연골점 단변에서는 태음인이

외곽의 둘레와 단연의 좌우폭과 전후의 깊이가 가

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소양인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상의 결파에서 태음인이 목이 가장 굵

고 소양인이 가장 가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

�(�2�) 흉골상단의 단연

흉골상단의 전둘레는 평균이 �4�6�5�. �5�4�m�m 이었고 태

음인의 명균이 �4�9�7�. �9�2�m�m�, 소음인의 평균이

�4�4�5�. �4�1�m�m�, 소양인의 명굵이 �4�1�6�.�8�8�m�m 이었으며 유

의수준 �9�9�% 에서 태음인이 소양인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단연적에서는 평균이 �4�2�1�. �8�8 며이었으며

태음인의 평균이 �4�6�8�.�0�7�a�n�'�, 소음인의 명균이

�3�8�4�. �0�2�a�n�'�, 소양인의 명균이 �3�5�9�.�7�9�a�n�' 로 나타났으

며 유의수준 �9�5�% 에서 태음인이 소양인보다 큰 것

으로 나타났다 �.

�- �1�0�9 �-



�N 명 균 �3�D 최 소치 최대치 �F�-�v�a�l�u�e 사후검증 �P�=�O�.�0�0�5�8

태음인 �(�1�0�) �1�9�2�.�0�5 �(�1�8�. �6�6�) �1�7�0�.�9�8 �2�3�3�.�1�7 �F�=�7�.�0�9�" 태음〉소양

소음인 �(�4�) �1�7�0�.�1�7 �(�1�3�. �3�3�) �1�5�8�.�4�0 �1�8�4�:�3�3

소양인 �(�6�) �1�6�4�. �1�4 �(�8�. �1�6�) �1�5�7�.�1�2 �1�7�8�.�4�4

전 체 �(�2�0�) �1�7�9�.�3�0 �(�1�9�.�6�5�) �1�5�7�.�1�2 �2�3�3�.�1�7

�N 명 균 �3�D 최소치 최대치 �F�-�v�a�l�u�e 사후검증 �P�=�O�.�0�1�6�7

태옴인 �(�1�0�) �5�8�.�3�7 �(�5�. �2�6�) �5�3�.�2�6 �6�9�.�8�3 �F�=�5�. �2�5�' 태음〉소양

소음인 �(�4�) �5�2�.�5�1 �(�2�.�8�0�) �4�8�.�7�0 �5�4�.�8�0

소양인 �(�6�) �5�1�. �9�8 �(�2�.�7�1�) �4�7�.�9�9 �5�5�.�4�7
전 쳐l �(�2Çt �5�5�.�2�8 �(�5�. �1�4�) �4�7�.�9�9 �6�9�.�8�3

�N 명 균 �3�D 최소치 최대치 �F�-�v�a�l�u�e 사후검증 �P�=�O�.�0�0�4�2

태음인 �(�1�0�) �5�8�.�0�2 �(�2�. �8�7�) �5�2�.�7�1 �6�1�. �3�4 �F�=�7�. �6�6�" 태음〉소양, 태음〉소음
A‘���*���l ��-�c  ��4 �(�4�) �5�2�.�7�1 �(�5�. �2�3�) �4�7�.�3�6 �5�9�.�4�3

소양인 �(�6�) �5�2�.�3�0 �(�1�.�7�0�) �5�0�.�2�6 �5�4�.�6�8

전 체 �(�2�0�) �5�5�.�2�4 �(�4�.�1�4�) �4�7�.�3�6 �6�1�.Âë

�N 명 균 �3�D 최소치 최대치 �F�-�v�a�l�u�e 사후검증 �P�=�O�. �0�0�4�5
태음인 �(�1�0�) �4�9�7�.�9�2 �(�3�1�. �3�0�) �4�4�7�.�9�8 �5�5�7�.�7�6 �F�=�7�. �7�2�" 태음〉소양
A‘Èp���*���l ��-�c  ��; �(�4�) �4�4�5�.�4�1 �(�5�9�.�8�1�) �3�9�7�. �3�2 �5�2�1�. �2�6

소양인 �(�5�) �4�1�6�.�8�8 �(�3�6�.�2ÅÐ �3�6�6�. �7�6 ÇÁ�4�.�8�4
전 체 �(�1�9�) �4�6�5�. �5�4 �(�5�2�. �0�5�) �3�6�6�. �7�6 �5�5�7�. �7�6

�N 펴。 균 �3�D 최 소치 최대치 �F�-�v�a�l�u�e 사후검증 �P�=�O�.�0�2�0�6

태음인 �(�1�0�) �4�6�8�.�0�7 �(�7�7�. �0Çt �3�9�2�.�5�6 �6�7�5�.�4�9 �F�=�5�.�0�0�' 태음〉소양
까、�� �*���l!•�-�D �� μ) 384.02 (73.30) 311.47 �4�7�7�.�4�1

소양인 �(�5�) �3�5�9�. �7�9 �(�3�4�. �3�6�) �3�1�6�. �7�2 �3�9�8�.�0�8

전 체 �(�1�9�) �4�2�1�. �8�8 �(�8�1�. �8�3�) �3�1�1�. �4�7 �6�7�5�.�4�9

�- 사상의학획지 제 �1�0 권 제 �1호 �1�9�9�8 �-

〈표 �6�> 갑상연골의 후둘레

〈표 �7�> 갑상연골의 폭

〈표�8�> 갑상연골의 갚이

〈표�9�> 흉골상단의 전둘레

〈표 �1�0�> 흉골상단의 단연적

�- �1�1�0 �-



�N 명 끌 �S�D 최소치 최대치 �F�-�v�a�l�u�e 사후검증 �P�=�O�.�0�2�8�7

태음인 �(�1Çt �4�5�1�4�.�3�2 �(�7�0�0�.�3�5�) �3�1�7�5�.�5�5 �5�3�5�4�.�7�0 �F�-�-�4�.�4�7�.

소음인 �(�4�) �3�6�0�9�.�3�6 �(�8�1�8�. �8�2�) �2�6�7�8�. �4�3 ¬1�4�3�.�1�6

소양인 (딩 �3�6�1�3�.�8�8 �(Âë�6�.�0�5�) �3�0�7�4�.�2�4 �3�9�8�7�.�0�7

전 쳐1 �(�1�9�) �4�0�8�6�.�8�5 �(�7�7�3�. �2�5�) �2�6�7�8�.�4�3 �5�3�5�4�.�7�0

�N 명 균 �S�D 최소치 최대치 �F�-�v�a�l�u�e 사후검증 �P�=�O�.�0�3�0�5

태음인 �(�1Çt �5�3�4�.�6�3 �(�2�9�. �0�2�) �5�0�2�.�9�6 �5�8�2�.�8�6 �F�-�-�4�. �3�7�.
까、�1�: �*���l ��-�t�J �C �(�4�) �4�9�8�. �8�5 �(�2�5�.�3Çt �4�8�0�. �5�6 �5�3�5�. �1�8
소양인 �(�5�) �5�0�1�. �1�6 �(�1�4�. �3�7�) �4�8�2�. �3�6 �5�1�8�.�6�7

전 체 �(�1�9�) �5�1�8�.�2�9 �(�2�9�. �7�9�) �4�8�0�. �5�6 �5�8�2�.�8�6

�N 명 균 �S�D 최소치 최대치 �F�-�v�a�l�u�e 사후검증 �P�=�O�.�0�0�3�1

태음인 �(�1�0�) �6�7�0�.�9�7 �(�4�2�.�1�7�) �6�2�7�.�9�1 �7�5�7�.�8�8 �F�-�-�8�. �4�6�" 태음〉소양, 태음〉소음
A‘�1�: �*���l ��-�D  ��4 �(�4�) �5�8�5�.�4�2 �(�3�5�. �1�0�) �5�3�9�.�3�1 �6�1�4�. �7�5

소양인 �(�5�) �6�1�5�.�8�2 �(�2�8�.�9�2�) �5�8�0�. �7�9 �6�5�4�.�8�8

전 체 �(�1�9�) �6�3�8�. �4�4 �(�5�1�. �3�3�) �5�3�9�.�3�1 �7�5�7�.�8�8

�- 체간부의 사상체질별 형태학적 특징에 관한 연구 �-

�(�3�) 흉골상단높이-액와선높이

흉골상단높이 -액와선높이의 체적에서 명균은

�4�0�8�6�.�8�5�c�c 였으며 태음인의 명균이 �4�5�1�4�. �3�2�c�c�, 소

음인의 명균이 �3�6�0�9�. �3�6�c�c�, 소양인의 명균이

�3�6�1�3�.�8�8�c�c 로 나타나 각 체질간의 구분이 �9�5�% 의

유의수준에서 인정되었다 �.

�(�4�) 액와선높이의 단연

액와선높이의 전둘레에서는 명균이 �5�1�8�.�2�9 빼이

었고 태음인의 �I영균이 �5�3�4�.�6�3 빼 �, 소음인의 명균은

�4�9�8�. �8�5 빼 �, 소양인의 명균은 �5�0�1�. �1�6 빼으로 나타났

으며 각 체질간의 구분이 �9�5�% 의 유의수준에서 인

정되었으며 단면적은 명균이 �6�3�8�.�4�4�a�n�' 이었고 태음

〈표 �1�1�> 흉골상단-액와선�(체적 �)

인의 명균은 �6�7�0�. �9�7�m�r�, 소음인의 명균은 �5�8�5�.�4�2
뼈 �, 소양인의 평균은 �6�1�5�.�8�2�m�r 이었고 유의수준

�9�9�% 에서 태음인이 소양인이나 소음인보다 단연적

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5�) 액와선 높이-유두선높이

액와선높이에서 유두선높이 사이의 체적은 명균

�5�6�7�2�.�5�1�c�c 이었고 태음인의 명균은 �6�7�6�6�. �7�5�c�c�, 소

음인의 명균은 �4�9�4�5�. �5�7�c�c�, 소양인의 명균은

�4�0�6�5�. �5�8�c�c 로 나타났으며 유의수준 �9�5�% 에서 각 집

단간의 차이가 인정되었다 �.

〈표 �1�2�> 액와선의 전둘레

〈표 �1�3�> 액와선의 단연적

�- �1�1�1 �-



�N 명 란 �S�D 최 소치 최대치 �F�-�v�a�l�u�e 사후검중 �P�=�O�.�0�1�9�9

태음인 �(�l�0�) �6�3�0�.�8�9 �(�4�4�.�9�0�) �5�9�0�.�9�4 �7�0�9�.�5�8 �F�=�5�. �0�6�. 태음〉소음

소음인 �(�4�) �5�5�9�.�9�9 �(�3�6�. �6�4�) �5�2�6�.�4�4 �6�1�1�. �4�6

소양인 �(�5�) �5�8�8�.�8�3 �(�2�8�. �7�9�) �5�5�3�. �8�8 �6�3�1�. �8�9
처‘- 처l (19) 604.90 (얘.07) 526. 44 �7�0�9�.�5�8

�N 명 균 �S�D 최소치 최대치 �F�-�v�a�l�u�e 사후검증 �P�=�O�. �3�5�5
태음인 �(�l�0�) �7�2�7�.�3�3 �(�7�3�.�3�8�) �6�4�2�. �6�0 �8�9�7�.�0�4 �F�-�-�4�.�1�4�* 태응〉소음
까、���*�,�?�l ��-�p

��
�(�4�) �6�0�6�. �1�4 �(�4�4�.�4�3�) �5�4�9�.�5�5 �6�4�3�. �2�0

소양인 �(�5�) �6�8�7�.�4�0 �(�8�1�. �8�9�) �6�2�6�.�9�1 �8�3�1�. �3�7

전 체 �(�l�9�) �6�9�1�. �3�1 �(�8�2�.�7�5�) �5�4�9�. �5�5 �8�9�7�.�0�4

�N 평 균 �S�D 최소치 최대치 �F�-�v�a�l�u�e 사후검증 �P�=�O�. �0�4�8�4

태음인 �(�l�0�) �1�2�2�. �1�6 �(�9�.�8�4�) �1�0�9�.�0�2 �1�4�2�.�2�8 �F�=�3�. �6�8�. 태음〉소음
λ‘���*�,�?�l ��-�t�J �L�:�. �(�4�) �1�0�8�.�1�3 �(�4�.�5�3�) �1�0�5�. �1�8 �1�1�4�.�8�4

소양인 �(�5�) �1�1�6�.�2�9 �(�8�.�9�0�) �1�1�1�. �9�0 �1�3�2�.�2�2

전 쳐l (l9) �1�1�7�.�6�6 �(�l�0�. �0�7�) �1�0�5�. �1�8 �1�4�2�.�2�8

�- 사상의학회지 제 �1�0 권 제 �1호 �1�9�9�8 �-

�(�6�) 유두선 높이의 단연

유두선높이의 단연에서는 단면적의 경우 평균이

�6�9�1�. �3�1 뼈이었으나 태음인의 평균은 �6�3�0�. �8�9�c�m�'�, 소음

인의 평균은 �5�5�9�. �9�9�c�m�'�, 소양인의 평균은 �5�8�8�. �8�3�c�m�'

으로 나타나 유의수준 �9�5�% 에서 태음인이 소음인보

다 단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전둘레의 경우 명

균은 �6�0�4�. �9�0�m�m 이었으며 태음인의 평균은 �6�3�0�. �8�9�m�m�,

소음인의 평균은 �5�5�9�. �9�9�m�m�, 소양인의 명균은

�5�8�8�. �8�3�m�m 으로 나타났으며 유의수준 �9�5�% 에서 태음

인이 소음인보다 전둘레가 긴 것으로 나타났다 �. 단
연의 전후 깊이에서 평균은 �1�1�7�.�6�6�m�m 이었고 태음인

의 평균은 �1�2�2�. �1�6�m�m�, 소음인의 평균은 �1�0�8�. �1�3�m�m�,

소양인의 평균은 �1�1�6�. �2�9�m�m 으로 나타나 유의수준

〈표 �1�4�) 유두선의 전둘레

�9�5�% 에서 태음인이 소음인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

�(�7�) 전액와높이-유하선높이의체적

전액와높이에서 유하선높이 사이의 체적은 평균

이 �7�9�1�3�. �8�5�e�e 이었고 태음인의 �I영률이 �8�6�2�6�. �5�7 �e�e�,

소음인의 평균이 �6�9�4�0�. �6�4�c�c�, 소양인의 평캄이

�7�4�0�9�. �5�1�e�e 으로 나타나 유의수준 �9�5�% 에서 태음인

이 소음인보다 체적이 큰 것으로 인정되었다 �.

�(�8�) 중완선높이 단연

중완선높이의 단연에서 전둘레의 평균은 �3�5�1�. �7�9
�m�m이었고 태음인의 전둘레 평균은 �3�7�0�. �4�7�m�m�, 소음

인의 평균은 �3�2�4�.�1�1�m�m�, 소양인의 평균은 �3�3�9�. �1�2�m�m

〈표 �1�5�) 유두선의 단면적

〈표 �1�6�) 유두선의 깊이

�- �1�1�2 �-



�N 평 균 �S�D 최소치 최대치 �F�-�v�a�l�u�e 사후검증 �P�=�O�.�0�2�5�1

태음인 (아 �8�6�2�6�.�5�7 �(ÅÆ�8�.�3�1�) �7�4�5�4�.�9�9 �1�0�2�4�7�.�7�0 �F�=�4�. �7�6�' 태음〉소음

�* 으이-‘-�c �c �(�4�) �6�9�4�0�.�6�4 �1�5�4�1�. �0�4�) �5�0�1�3�.�9�3 �8�7�4�3�.�2�4

소양인 (히 �7�4�0�9�.�5�1 �(�7�5�7�.�9�4�) �6�4�3�8�.�5�2 �8�3�0�6�.�3�8

전 체 �(�1�8�) �7�9�1�3�.�8�5 �1�2�0�8�. �1Çt �5�0�1�3�.�9�3 �1�0�2�4�7�. �7�0

�N 명 균 �S�D 최소치 최대치 �F�-�v�a�l�u�e 사후검증 �P�=�O�.�0�0�0�9

태음인 �(�1Çt �3�7�0�.�4�7 �(�1�8�.�0�1�) ÅS�5�.�2�7 �4�0�0�.�2�6 �F�=�1�. �0�1�8�0�' 태음〉소양, 태음〉소음
까‘�����'�?�l ��-�D ‘; �(�4�) �3�2�4�. �1�1 �(�2�0�. �1�8�) �2�9�5�. �1�4 �3�3�9�.�6�0

소양인 (하 339.12 (18.21) 312.98 �3�6�0�.�8�8

Ì˜�'�-�'
체 �(�2Çt �3�5�1�. �7�9 �(�2�6�.�4�7�) �2�9�5�.�1�4 �4�0�0�.�2�6

�N I영 균 �S�D 최 소치 최대치 �F�-�v�a�l�u�e 사후검증 �P�=�O�.�0�1�2�5

태음인 �(�1Çt �3�9�8�.�2�7 �(�2�0�. �9�5�) �3�6�9�. �1�2 �4�3�5�.�9�1 �F�=�5�.�7�3�' 태음〉소음

소음인 �(�4�) �3�5�7�.�2�9 �(�2�4�.�4�4�) �3�2�3�. �7�2 �3�8�2�. �1�5

소양인 �(�6�) �3�6�7�. �3�8 �(�2�7�. �0�4�) �3�2�7�. �1�5 �4�0�0�. �8�4

전 체 �(�2�0�) �3�8�0�.�8�1 �(�2�8�. �7�8�) �3�2�3�. �7�2 �4�3�5�.�9�1

�N 명 균 �S�D 최소치 최대치 �F�-�v�a�l�u�e 사후검증 �P�=�O�.�0�1�1�6

태음인 �(�1�0�) �1�7�0�.�5�4 �(�3�. �3�2�) �1�6�2�.�4�3 �1�7�3�.�4�2 �F�=�5�. �8�7�' 태음〉소양, 소음〉소양
까‘�����,�?�l ��-�D �\�.�,�; �(�4�) �1�7�1�. �9�0 �(�4�. �6�2�) �1�6�5�. �6�0 �1�7�6�. �6�9
소양인 �(�6�) �1�6�4�.�6�9 �(�4�.�0�1�) �1�6�0�.�1�7 �1�7�2�.�2�8

전 처1 �(�2�0�) �1�6�9�.�0�5 �(�4�.�6�6�) �1�6�0�. �1�7 �1�7�6�. �6�9

�- 처 �|간부의 사상체질별 형태학적 특징에 관한 연구 �-

〈표 �1�7�> 전액와-유하선간�(체적 �)

〈표 �1�8�> 중완선의 전둘레

〈표 �1�9�> 중완선의 후둘레

〈표 �2�0�> 치골상단의 폭

이었으며 태음인이 소양인과 소음인보다 유의수준

�9�9�% 에서 긴 것으로 나타났다 �. 후둘레의 전체 평균

은 �3�8�0�. �8�1�m�m 이었고 태음인의 평균은 �3�9�8�. �2�7�m�m�, 소

음인의 평균은 �3�5�7�. �2�9�m�m�, 소양인의 평균은 �3�6�7�.�3�8

�m�m이었으며 태음인이 소음인보다 유의수준 �9�5�% 에

서 긴 것으로 나타나 중완선높이의 단변의 둘레는

태음인이 가장 길며 소음인이 가장 짧은 것으로 보

인다 �.

�(�9�) 치골결합 상단의 단연

치골결합 상단 단면의 좌우 폭은 전체 평균이

�1�6�9�.�0�5�m�m 이었고 태음인의 평균이 �1�7�0�. �5�4�m�m�, 소음



�N 명 균 �S�D 최소치 최대치 �F�-�v�a�l�u�e 사후검증 �P�=�O�.�0�4�0�8

태음인 �(�0�) �3�3�0�.�4�4 �0�0�.�4Ç‰ �3�1�0�.�9�2 �3�4�6�.�7�8 �F�=�7�.�5�9�" 태음〉소양
까、�������l ��-�C �\�.�.�:�. �(�4�) �3�2�4�.�6�3 �(�2�0�.�2�4�) �3�0�0�.�7�4 �3�4�5�. �0�8
소양인 �(�5�) �3�0�3�.�5�3 �(�9�.�6�2�) �2�9�4�.�2�8 �3�1�5�.�0�9

전 체 �(�1�9�) �3�2�2�.�1�4 �(�1�6�.�7Çt �2�9�4�.�2�8 �3�4�6�. �7�8

�N 명 균 �S�D 최소치 최대치 �F�-�v�a�l�u�e 사후검증 �P�=�O�. Åì�4�8
태음인 �(�0�) �3�3�4�.�3�4 �0�8�.�3�0�) �2�9�1�. �7�3 �3�5�8�. �0�3 �F�=�3�.�8�0�. 태으Nº�.Ç<�c�.-‘-。
까、�������l ��-�D �� μ) �3�0�8�.�0�9 �0�4�.�0�9�) �2�9�7�.�0�9 �3�2�6�. �6�8

소양인 �(�5�) �3�2�0�.�6�7 �(�1�4�.�4�2�) �3�0�8�.�8�9 �3�4�5�. �2�8

전 체 �(�1�9�) �3�2�5�.�2�2 �(�1�9�.�0�7�) �2�9�1�. �7�3 �3�5�8�.�0�3

�N 명 균 �S�D 최 소치 최대치 �F�-�v�a�l�u�e 사후검증 �P�=�O�.�0�3�0�4

태음인 �(�1�0�) �1�0�9�.�4�0 �(�8�. �2�3�) �9�7�. �7�9 �1�2�6�.�4�8 �F�-�-�4�.�3�8�" 태음〉소양

소음인 �(�4�) �1�0�2�.�2�5 �(�4�.�5�8�) �9�7�.�0�1 �1�0�7�.�3�8

소양인 �(�5�) �9�8�.�8�0 �(�4�.�6�3�) �9�4�.�9�4 �1�0�6�.�2�3

전 쳐1 �(�1�9�) �1�0�5�. �1�0 �(�8�. �0�7�) �9�4�.�9�4 �1�2�6�.�4�8

�- 사상의학회지 제 �1�0 권 제 �1호 �1�9�9�8 �-

인의 평균이 �1�7�1�. �9�0�m�m�, 소양인의 명균이 �1�6�4�.�6�9�m�m

였으며 유의수준 �9�5�% 에서 소양인이 태음인이나 소

음인보다 작게 나타나 치골 결합 상단의 단연의 폭

이 가장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

�(�1�0�) 대전자간폭

좌우 대퇴골의 대전자사이의 폭은 전체 명균이

�3�2�2�. �1�4�m�m 이었고 태음인의 명균이 �3�3�0�.�4�4 빼 �, 소음
인의 평균이 �3�2�4�. �6�3�m�m�, 소양인의 명균이 �3�0�3�. �5�3�m�m

으로 나타나 유의수준 �9�9�% 에서 태음인이 소양인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2�1�> 대전자ξ댈

�(�1�1�) 후액와폭

후연의 액와선의 기시부 사이의 거리는 전체 명

균이 �3�2�5�. �2�2�m�m 이었고 �, 태음인 명균은 �3�3�4�. �3�4�m�m�,

소음인의 명균은 �3�0�8�.�0�9 빼 �, 소양인의 명균은

�3�2�0�. �6�7�m�m 이었으며 유의수준 �9�5�% 에서 태음인이 소

음인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

�(�1�2�) 경 폭

경폭은 전체 평균이 �1�0�5�.�1�0�m�m 이었고 태음인의

명균은 �1�0�9�. �4�0�m�m�, 소음인의 형균은 �1�0�2�. �2�5�m�m�, 소

양인의 명균은 �9�8�. �8�0�m�m 이었으며 유의수준 �9�5�% 에

서 태음인이 소양인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앞에서

갑상연골점의 높이 단연의 결과와 같이 경부는 태

〈표 �2�2�> 후액와폭

〈표�2�3�> 경 폭

�- �1�1�4 �-



�N 명 균 �s�o 최소치 최대치 �F�-�v�a�l�u�e 사후분석 �P�=�O�.�O�O�O�I

태음인 �(�1�4�) �2�0�7�. �5�5 �(�8�.�7�6�) �1�9�1�. �6�4 �2�2�4�.�6�5 �F�=�1�0�.�7�9�"�. 태음〉소음, 소양〉소음

소읍인 �(�1�6�) �1�8�7�. �1�5 �(�1�3�.�1�4�) �1�7�0�. �7�8 �2�1�9�.�6�5
소양인 �(�1Çt �2�0�0�.�8�5 �(�1�4�. �7�8�) �1�7�9�. �9�2 �2�2�3�. �0�7

전 체 μ이 �1�9�7�.�7�1 �(�1�5�.�0�1�) �1�7�0�.�7�8 �2�2�4�.�6�5

�N 명 균 �s�o 최소치 최대치 �F�-�v�a�l�u�e 사후분석 �P�=�O�.�0�2�5�1

태음인 �(�1�4�) �2�3�2�.�6�5 �(�1�8�. �2�5�) �2�0�3�. �7�2 �2�6�7�. �5�6 �F�= �4�. �0�8�. 태음〉소음
까、�1�:�. �*�'�?�1 ��-�a ‘」

�(�1�6�) �2�0�8�.�9�7 �(�2�4�.�3ÅD �1�8�3�.�4�3 �2�6�6�.�3�0

소양인 �(�1�0�) �2�2�3�.�0�5 �(�2�5�.�8�7�) �1�9�3�. �1�1 �2�8�5�. �4�9

전 체 μ이 �2�2�0�. �7�8 �(�2�4�. �5�6�) �1�8�3�. �4�3 �2�8�5�.�4�9

�N 명 균 �s�o 최소치 최대치 �F�-�v�a�l�u�e 사후분석 �P�=�O�. �0�1�3�6

태음인 �(�1�4�) �6�8�.�3�9 �(�5�.�7�7�) �6�2�.�1�4 �7�9�.�9�9 �F�= �4�. �8�3�. 태음〉소음

소읍인 �(�1�6�) �6�1�.ÀÁ �(�5�.�5�9�) �5�3�.�3�8 �7�1�. �1�0

소양인 �(�1�0�) �6�6�.�4�1 �(�7�.�6Çt �5�9�.�4�1 �8�6�.�7�4
처‘- 쳐l (4이 65.16 �(�6�. �7�8�) �5�3�.�3�8 �8�6�.�7�4

�- 체간부의 사상체질별 형태학적 특징에 관한 연구 �-

음인이 가장 굵고 소양인이 가장 가는 것으로 나타

났다 �.

�q�. 남자의 각 항목의 평균 표준펀차 및 유의도

�(�1�) 갑상연골점 높이의 단연

갑상연골점 높이의 단변에서 둘레의 경우 전둘레

의 명균은 �1�9�7�.�7�1 빼로 �9�9�% 유의수준에서 태음인

이 �2�0�7�. �5�5 빼로 소음인의 �1�8�7�.�1�5 빼 보다 긴 것이

인정되었고 또한 소양인은 �2�0�0�. �8�5 血로 또한 소음인

�1�8�7�.�1�5 빼보다 긴 것으로 인정되었다�.
후툴레의 명균은 �2�2�. �7�8�m�m 로 �9�9�% 유의수준에서

태음인이 �2�3�2�. �6�5�m�m 로 소음인의 �2�0�8�.�9�7 빼 보다 긴

것이 인정되었다 �. 갑상연골점 높이의 단면에서 폭

〈표�2�4�> 갑상연골높이의 전둘레

은 평균이 �6�8�. �3�9�m�m로 �9�5�% 유의수준에서 태음인이

�6�8�.�3�9 빼로 소음인의 �6�1�. �5�4 빼 보다 넓은 것으로 나

타녔으며 소양인은 �6�6�.�4�1 빼로 나타났다 �.
폭의 명균은 �6�5�. �1�6�m�m 이었으며 태음인이 �6�8�.�3�9

빼 �, 소양인이 �6�6�.�4�1 빼 �, 소음인이 �6�1�. �5�4 뼈로 나타

났으며 �9�5�% 유의수준에서 태음인이 소음인보다 넓

은 것으로 나타났다 �.
단연의 깊이는 명균이 �6�8�. �2�2�m�m 이고 태음인이

�7�2�.�1�8 빼 �, 소양인이 �6�9�.�4�8 빼 �, 소음인이 �6�3�.�9�7�m�m 로

나타녔으며 �9�5�% 유의수준에서 태음인이 소음인보

다 큰 것으로 나타녔다 �.

〈표 �2�5�> 갑상연골점높이의 후둘레

〈표�2�6�> 갑상연골점높이의 폭

�F
、�J



�N 명 균 �S�D 최소치 최대치 �F�-�v�a�l�u�e 사후분석 �P�=�O�.�0�0�3�5

태음인 �(�4�) �7�2�.�1�8 �(�5�.�3�3�) �6�2�.�1�2 �8�1�. �3�2 �F�= �6�. �6�3�" 태음〉소음
가、�����'�?�l ��-�c �� �(�6�) �6�3�.�9�7 �(�7�.�2�7�) �5�3�. �1�6 �8�2�.�3�0

소양인 �(�0�) �6�9�.�4�8 �(�5�. �7�7�) �6�2�.�1�2 �7�6�.�4�8

전 체 �(�4�0�) �6�8�.�2�2 �(�7�.�1�3�) �5�3�. �1�6 �8�2�.�3�0

�N 명 캉 �S�D 최소치 최대치 �F�-�v�a�l�u�e 사후분석 �P�=�O�.�0�2�3�6

태음인 �(�1�4�) �5�6�8�.�6�2 �(�7�2�. �3�9�) �4�6�5�. �8�0 �7�0�8�.�6�4 �F�= �4�.�1�5�" 태음〉소음
까‘Èp�����,�?�l ��-�C �\�.�.�:�. �(�1�6�) �5�0�7�.�3�0 �(�5�9�.�0�9�) �4�0�7�.�1�9 �6�2�9�.�0�5

소양인 �(�0�) �5�5�5�.�1�9 �¼�3�.�3�1�) �4�7�3�.�4�6 �6�2�9�.�4�5

전 체 �(�4Çt �5�4�0�. �7�3 �(�6�5�.�6�8�) �4�0�7�.�1�9 �7�0�8�.�6�4

�N 평 균 �S�D 최소치 최대치 �F�-�v�a�l�u�e 사후분석 �P�=�O�.�0�1�7�5

태음인 �(�4�) �6�0�1�2�.�4�2 �0�1�9�2�.�9Å( �4�5�3�2�.�6�3 �7�9�8�6�.�4�1 F느 4.55" 태음〉소음

소음인 �(�5�) �4�6�6�3�.�3�8 �0�5�1�4�.�0�9�) �1�6�3�8�. �0�4 �6�9�3�3�.�3�4

소양인 �(�9�) �5�7�1�9�.�7�5 �(�7�4�4�.�5�1�) �4�6�8�5�. �1�5 �7�0�0�4�.�6�1

전 체 �(�3�8�) �5�4�1�0�. �5�9 �0�3�6�8�. �9�1�) �1�6�3�8�.�0�4 �7�9�8�6�.�4�1

�- 사상의학회지 저�1�1�0 권 제 �1호 �1�9�9�8 �-

〈표 �2�7�> 갑상연골점높이의 갚이

〈표�2�8�> 흉골상단높이의 단연적

〈표�2�9�> 흉골상단-액와선�(체적 �)

�(�2�) 흉골상단 높이의 단연

흉골상단높이의 단연적에서는 평균이 �5�4�0�. �7�3�a�n�'

로 나타났으며 태음인의 표면적은 �5�6�8�.�6�2�0 깨�, 소양

인의 표면적은 �5�5�5�. �1�9�c�m�'�, 소음인의 표면적은

�5�0�7�.�3�0�0 깨으로 나타나 유의수준 �9�5�% 에서 태음인이

소음인보다 단연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3�) 흉골상단높이 -액와선 높이

흉골상단높이 -액와선 높이 사이의 체적의 경우는

평균이 �5�7�1�9�. �7�5�c�c 로 태음인은 �6�0�1�2�. �4�2�c�c�, 소양인

은 �5�7�1�9�. �7�5�c�c�, 소음인은 �4�6�6�3�. �3�8�c�c 로 나타나

�9�5�% 유의수준에서 태음인이 소음인보다 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4�) 액와선 높이의 단연

액와선 높이 단연의 전툴레는 평균이 �5�8�4�.�8�7 빼

이고 태음인이 �6�0�9�. �2�2�m�m�, 소양인이 �5�9�6�. �8�7�m�m�, 소

음인이 �5�5�6�. �0�5�r�n�r�n로 나타났으며 �9�5�% 유의수준에서

태음인이 소음인보다 크고 또한 소양인도 소음인보

다는 긴 것으로 나타나 소음인이 둘레가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 후둘레는 평균이 �5�7�0�. �3�9�m�m 이고

태음인이 �5�9�1�. �1�3 빼 �, 소양인이 �5�7�0�.�1�8 빼 �, 소음인이
�5�5�2�. �3�6�r�n�r�n 으로 나타나 �9�5�% 유의수준에서 태음인이

소음인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 폭은 평균이

�2�3�9�. �3�2�m�m 이고 태음인이 �2�4�6�. �6�3�m�m�, 소양인이

�2�4�3�. �3�5�m�m�, 소음인이 �2�3�0�. �4�1�m�m 로 나타나 �9�9�% 유의

수준에서 태음인이 소음인보다 크고 또한 소양인이

�- �1�1�6 �-



�N 평 균 �S�D 최소치 최대치 �F�-�v�a�l�u�e 사후분석 �P�=�O�.�O�O�O�I

태음인 �(�1�4�) �6�0�9�. �2�2 �(�2�3�.�8�1�) �5�6�3�. �0�9 �6�6�0�.�9�6 �F�=�1�6�.�3�5�.�.�. 태음〉소음, 소양〉소음

소음인 �(�1�6�) �5�5�6�.�0�5 �(�3�1�. �0�7�) �4�8�3�. �3�5 �5�8�9�. �1�3

소양인 �(�1Çt �5�9�6�. �8�7 �(�2�1�. �5�9�) �5�6�2�. �9�7 �6�2�9�.�2�3

전 쳐l μ이 �5�8�4�.�8�7 �(�3�5�.�4�7�) �4�8�3�. �3�5 �6�6�0�.�9�6

�N 명 균 �S�D 최소치 최대치 �F�-�v�a�l�u�e 사후분석 �P�=�O�. �0�2�0�2

태음인 �(�1�4�) �5�9�1�. �1�3 �(�4�4�. �9�8�) �5�4�5�.�4�5 �7�2�2�.�0�3 �F�= �4�. �3�5�" 태음〉소음
A、�����'�?�l ��.�D �� �(�1�6�) �5�5�2�. �3�6 �(�2�6�. �8�9�) �5�1�8�.�3�0 �6�0�7�.�0�7

소양인 �(�1Çt �5�7�0�. �1�8 �(�3�4�. �3�2�) �5�0�9�. �2�8 �6�1�7�. �1�1

전 체 �(�4�0�) �5�7�0�.�3�9 �(�3�8�.�8�8�) �5�0�9�. �2�8 �7�2�2�.�0�3

�N 명 균 �S�D 최소치 최대치 �F�-�v�a�l�u�e 사후분석 �P�=�O�.�O�O�O�I

태음인 �(�1�4�) �2�4�6�.�6�3 �(�6�.�8�9�) �2�3�1�. �5�5 �2�5�9�.�6�5 �F�=�1�4�.�8�1�"�. 태음〉소음, 소양〉소음

소음인 �(�1�6�) �2�3�0�.�4�1 �(�1�0�.�1�5�) �2�1�2�.�6�0 �¼�8�.�9�9
소양인 �(�1�0�) �2�4�3�.�3�5 �(�7�.�8�8�) �2�3�1�. �5�2 �2�5�7�. �9�9
처� 체 �(�4�0�) �2�3�9�. �3�2 �(�1�1�. �2�1�) �2�1�2�.�6�0 �2�5�9�.�6�5

�- 체간부의 사상체질별 형태학적 특징에 관한 연구 �-

〈표 �3�0�> 액와선높이의 전둘레

〈표�3�1�> 액와선높이의 후둘레

〈표�3�2�> 액와선높이의 폭

소음인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

�(�5�) 유두선 높이의 단연

유듀선높이의 단연에서 단면적의 경우 평균은

�8�2�1�. �7�8�a�n�' 로 나타났으며 태음인의 단면적은 �9�2�7�.�1�6

�c�m�'�, 소양인의 단연적은 �8�2�0�. �7�3�0 미 소음인의 단연적

은 �7�2�3�. �9�8�0 깨로 나타났고 체질간의 비교에서 유의도

�P�=�O�.�O�O�O�I 로 유두선 높이의 단연적이 가장 큰 체질

은 태음인이었으며 태음인보다는 소양인이 작은 것

으로 나타났고 소음인이 가장 단면적이 작은 것으

로 나타났다 �.
유두선 높이의 둘레에서는 전툴레에서 평균은

�6�2�9�. �6�4�m�m 이며 태음인은 �6�5�9�. �3�1�m�m�, 소양인은

�6�5�4�. �1�5�D�l�D�1�, 소음인은 �5�8�8�. �3�7�m�m 로 나타나 �9�9�% 유의

수준에서 태음인이 소양인과 소음인 보다는 전둘레

의 길이가 긴 것으로 나타났다 �. 후둘레의 경우는 평

균이 �6�1�7�. �6�9�m�m 이었으며 태음인이 �6�5�1�. �6�0�m�m�, 소양인

이 �6�0�9�. �2�0�m�m�, 소음인이 �5�9�3�.�3�3 빼이었고 체질간의

집단 비교에서는 유의수준 �9�9�% 에서 태음인이 소양

인과 소음인보다는 후둘레가 긴 것으로 나타났다 �.
유두선 높이 단연의 폭은 평균이 �2�4�3�. �8�3�D�l�D�1 이었

으며 태음인이 �2�5�4�. �1�7�m�m�, 소양인이 �2�4�6�. �4�9�m�m�, 소

음인이 �2�3�3�.�1�1�m�m 로 나타났으며 유의수준 �9�9�% 에서

태음인이 소음인과 소양인보다 콕이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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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명 균 �S�D 최소치 최대치 �F�-�v�a�l�u�e 사후분석 �P�=�O�.�0�0�6�6

태음인 �(�1�4�) �6�5�9�.�3�1 �(�5�3�.�2�0�) �5�7�9�.�0�0 �7�9�2�.�5�1 �F�= �5�. �7�7�.�" 태음〉소양, 태읍〉소음

소음인 �(�1�6�) �5�8�8�.�3�7 �(�4�5�. �3�3�) �5�0�5�. �3�0 ÅÆ�8�.�2�0
소양인 �(�1�0�) �6�5�4�. �1�5 �(�9�3�. �4�1�) �5�6�5�. �9�7 �8�7�7�.�8�7

전 체 �(�4�0�) �6�2�9�. �6�4 �(�7�0�. �1�1�) �5�0�5�. �3�0 �8�7�7�.�8�7

�N 명 균 �S�D 최소치 최대치 �F�-�v�a�l�u�e 사후분석 �P�=�O�.�0�0�0�7

태음인 �(�1�4�) �6�5�1�. �6�0 �(�3�5�. �6�9�) �5�8�8�.�4�4 �7�2�2�. �3�5 �F²• �8�.�8�7�.�" 태음〉소양, 태음〉소음
λ‘�����'�!�l!•�p ι �(�1�6�) �5�9�3�.�3�3 �(�3�8�. �4�2�) �5�4�0�.�5�9 �6�5�8�.�6�5

소양인 �(�1�0�) �6�0�9�.�2�0 �(�4�2�.�4�0�) �5�3�0�. �8�3 �6�6�8�.�6�4

전 체 �(�4�0�) �6�1�7�.�6�9 �(�4�5�. �6�3�) �5�3�0�. �8�3 �7�2�2�. �3�5

�N 명 균 �S�D 최소치 최대치 �F�-�v�a�l�u�e 사후분석 �P�=�O�.�O�O�O�I

태음인 �(�1�4�) �9�2�7�. �1�6 �(�8�1�. �3�4�) �7�4�9�.�5�3 �1�1�1�3�.�8�2 �F�=�2�0�. �8�4 & 태음〉소양〉소음
A‘��'!l‘�D

�'�-�'

�(�1�6�) �7�2�3�.�9�8 �(�1�0�0�.�9�2�) �5�8�1�. �5�9 �8�6�8�.�8�3

소양인 �(�1�0�) �8�3�0�. �7�3 �(�6�3�. �0�7�) �7�4�8�.�6�8 �9�1�8�. �8�7

전 체 �(�4Çt �8�2�1�. �7�8 �(�1�2�2�.�3�5�) �5�8�1�. �5�9 �1�1�1�3�.�8�2

�N 명 균 �S�D 최 소치 최대치 �F�-�v�a�l�u�e 사후분석 �P�=�O�. �0�0�0�1
태음인 �(�1�4�) �2�5�4�.�1�7 �(�1�3�. �3�9�) �2�3�7�.�2�7 �2�9�4�.�2�7 �F�=�1�1�.�4�4�"�. 태음〉소양, 태음〉소음

소음인 �(�1�6�) �2�3�3�.�1�1 �(�1�2�.�5�9�) �2�1�1�. �2�0 �2�5�5�.�0�1

소양인 �(�1�0�) �2�4�6�.�4�9 �(�9�.�3�9�) �2�3�2�. �8�9 �2�5�9�.�9�2

전 체 �(�4�0�) �2�4�3�.�8�3 �(�1�5�. �1�1�) �2�1�1�. �2�0 �2�9�4�. �2�7

�- 사상의학회지 제 �1�0 권 제 �1호 �1�9�9�8 �-

〈표 �3�3�> 유두선높이의 전둘레

〈표�3�4�> 유두선높이의 후둘레

〈표�3�5�> 유두선높이의 단연적

〈표�3�6�> 유두선높이의 폭

�(�6�) 검상돌기 높이의 단연

검상돌기 높이의 단면에서 깊이의 평균치는

�1�1�5�.�0�9 빼이었고 태음인는 �1�2�3�. �9�7�m�m�, 소양인은

�1�1�3�.�5�0�m�m�, 소음인은 �1�0�8�. �3�3�m�m 으로 나타났으며 유

의수준 �9�9�% 에서 태음인이 소음인보다 현처히 검상

돌기 단면의 앞뒤길이가 긴 것으로 나타났다 �.

�(�7�) 검상돌기높이-중완선높이

검상돌기높이에서 중완선높이까지의 체적의 명균

은 �5�6�1�9�.�2�5�c�c 였으며 태음인은 �6�4�8�8�. �7�7 �c�c 로 나타

났고 소양인은 �5�5�9�1�. �3�1�c�c 로 나타났고 소음인은

�4�8�2�4�.�4�6�c�c 로 나타나 유의수준 �9�9�% 에서 태음인이

소음인보다 체척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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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명 란 �S�D 최소치 최대치 �F�-�v�a�l�u�e 사후분석 �P�=�O�.�0�0�0�8

태음인 �(�1�4�) �1�2�3�.�9�7 �(�7�.�4�5�) �1�0�8�.�1�7 �1�3�5�.�6�8 �F�= �8�.�6�4�.�" 태음〉소음
까‘�����C�?�l ��-�D ‘」 �(�1�6�) �1�0�8�.�3�3 �(�1�3�.�1�7�) �8�7�.�8�5 �1�3�5�.�4�7

소양인 �(�1Çt �1�1�3�.�5�0 �(�8�.�5×ˆ �1�0�2�.�5�3 �1�2�8�. �7�0

처‘- 체 μ이 �1�1�5�.�0�9 �(�1�2�. �2�4�) �8�7�.�8�5 �1�3�5�.�6�8

�N 명 균 �S�D 최소치 최대�치 �F�-�v�a�l�u�e 사후분석 �P�=�O�. �0�0�0�2
태음인 �(�1Å( �6�4�8�8�. �7�7 �(�9�8�8�. �3�2�) �4�7�6�4�.�3�4 �7�9�0�2�. �5�9 �F�=�l�1�. �0�6�.�" 태음〉소음
까‘�����C�?�l ��-�c �� �(�1�5�) �4�8�2�4�. �4�6 �(�9�7�5�. �3�0�) �3�1�3�9�.�1�9 �6�5�0�0�. �6�9

소양인 (아 �5�5�9�1�. �3�1 �(�8�4�7�.�8�3�) �3�9�9�8�. �8�2 �6�9�4�9�. �5�6
처‘- 체 �(�3�8�) �5�6�1�9�. �2�5 �1�1�8�3�.�5�9�) �3�1�3�9�.�1�9 �7�9�0�2�. �5�9

�N 명 끌 �S�D 최소치 최대치 �F�-�v�a�l�u�e 사후분석 �P�=�O�.�0�0�0�2

태음인 �(�1Å( �4�3�1�. �7�2 �(�2�2�.�1�8�) �3�8�6�. �5�5 �4�7�1�. �9�1 �F�= �1�1�. �3�2�.�" 태음〉소양, 태음〉소음
까、�����C�?�l ��-�D

�'�-�.�:�.
�(�1�5�) �3�8�5�.�9�0 �(�3�4�.�1ÅÐ �3�3�2�.�6�7 �4�6�3�. �4�3

소양인 �(�1Çt �4�0�0�. �4�4 �(�1�5�.�3Ç‰ �3�7�1�. �7�9 �4�2�2�. �4�3

전 체 µ �9�) �4�0�6�.�0�8 �(�3�2�. �6�4�) �3�3�2�.�6�7 �4�7�1�. �9�1

�N 명 균 �S�D 최소치 최대치 �F�-�v�a�l�u�e 사후분석 �P�=�O�.�O�O�O�I

태음인 �(�1Å( �6�1�8�.�6�7 �(�5�8�. �1�1�) �4�7�6�.�4�9 �7�0�9�.�9�2 �F�=�1�5�.�3�0�.�" 태음〉소양, 태음〉소음
A‘�����C�?�l ��-�D ι �(�1�5�) �4�8�2�. �9�4 �(�8�1�. �6�5�) �3�6�6�.�9�4 �6�1�2�.�8�0

소양인 �(�1�0�) �5�3�4�. �5�6 �(µL�.�6�8�) �4�4�7�.�7�5 �5�8�5�.�8�4

전 체 �(�3�9�) �5�4�4�.�9�0 �(�8�7�.�8�7�) �3�6�6�.�9�4 �7�0�9�.�9�2

�- 처 �|간부의 사상체질별 형태학적 특징에 관한 연구 �-

〈표 �3�7�> 검상돌기높이의 킴이

〈표�3�8�> 검상돌기-중완선높이�(체적 �)

〈표 �3�9�> 중완선높이의 전둘레

〈표�4�0�> 중완선높이의 단연적

�(�8�) 중완선높이의 단연

중완선높이의 단연척의 전체 명균은 �5�4�4�.�9�0�0�n�' 이

었으며 태음인 단연척의 평끌은 �6�1�8�.�6�7�, 뼈이었고 소

양인 단면적의 명균은 �5�3�4�.�5�6�c�m�' 이었고 소음인의 단

연적 평균은 �4�8�2�. �9�4 뼈이었으며 유의수준 �9�9�% 에서

태음인이 소양인과 소음인 보다 단면적이 큰 것으

로 나타났다 �.

단연의 전둘레은 남자 평균이 �4�0�6�.�0�8 빼이었고

태음인의 전둘레 평균은 �4�3�1�. �7�2 빼 �, 소음인의 전둘

레 평균은 �3�8�5�.�9�0�m�m�, 소양인의 전둘레 명균은

�4�0�0�.�4�4�m�m 이었으며 �9�9�% 유의수준에서 태음인이 소

음인과 소양인보다 전둘레가 긴 것으로 나타났다 �.

�- �1�1�9 �-



�N I성。 균 �S�D 최소치 최대치 �F�-�v�a�l�u�e 사후분석 �P�=�O�.�O�O�O�I

태음인 �(�1�4�) �1�2�7�.�2�7 �(�8�.�9�4�) �1�0�4�.�8�7 �1�3�7�.�0�0 �F�=�1�1�. �9�1�'�" 태음〉소음

소음인 �(�1�5�) �1�0�7�.�6�8 �(�1�3�.�4�9�) �8�5�.�1�5 �1�3�3�. �7�5
소양인 �(�1�0�) �1�1�6�.�5�1 �(�8�. �2�4�) �1�0�1�. �2�3 �1�2�7�.�6�5

전 체 �(�3�9�) �1�1�6�.�9�8 �(�1�3�. �5�5�) �8�5�.�1�5 �1�3�7�.�0�0

�N 명 균 �S�D 최 소치 최대치 �F�-�v�a�l�u�e 사후분석 �P�=�O�.�O�O�O�I

태음인 �(�1�4�) �3�0�2�9�. �2�5 �(�5�3�8�. �6�3�) �2�0�9�6�. �1�6 �3�8�8�8�. �4�5 �F²•�1�1�. �6�2�'�" 태음〉소음

소음인 �(�1�5�) �2�1�6�7�.�9�2 �(�4�6�8�. �9�7�) �1�4�9�9�.�6�3 �3�1�7�3�.�5�9

소양인 �(�9�) �2�6�5�7�.�1�0 �(�4�0�2�.�6�4�) �2�0�6�1�. �8�2 �3�4�0�3�. �4�5

전 쳐l (38) 2601. 11 �(�6�0�5�.�3�1�) �1�4�9�9�.�6�3 �3�8�8�8�. �4�5

�N 명 균 �S�D 최소치 최대치 �F�-�v�a�l�u�e 사후분석 �P�=�O�.�0�0�3�9

태음인 �(�1�4�) �4�5�9�.�0�1 �(�6�3�.�4Çt �3�4�5�.�6�1 �5�5�6�. �6�2 �F�= �6�. �5�2
�.�. 태응〉소음

소음인 �(�1�5�) �3�8�4�.�3�4 �(�5�2�.�7Çt �2�8�9�. �7�3 �4�9�2�. �9�9

소양인 �(�9�) �4�3�3�.�2�7 �(�5�0�. �3�7�) �3�6�1�. �9�6 �5�2�9�.�9�6

전 체 �(�3�8�) �4�2�3�.�4�4 �(�6�4�.�3Çt �2�8�9�.�7�3 �5�5�6�. �6�2

�- 사상의학획지 제 �1�0 권 제 �1호 �1�9�9�8 �-

〈표 �4�1�) 중완선높이의 깊이

〈표�4�2�) 중완선-하완선높이�(체적 �)

〈표 �4�3�) 중완선-하완선높이�(전표면적 �)

중완선 단연의 전후 깊이는 남자 전체의 평균이

�1�1�6�. �9�8�m�m 이었고 태음인의 평균은 �6�1�8�.�6�7 삐�I�, 소음

인의 평균은 �4�8�2�. �9�4�m�m�, 소양인의 평균은 �5�3�4�. �5�6�m�m

이었으며 �9�9�% 유의수준에서 태음인이 소음인보다

단연의 깊이가 긴 것으로 나타났다 �.

�(�9�) 중완선높이-하완선높이

중완선높이와 하완선 높이의 사이의 체적의 전체

평균은 �2�6�0�1�. �1�1 �c�c 이었으며 태음인의 평균은

�3�0�2�9�. �2�5�c�c 로 나타났고 소양인의 평끌은 �2�6�5�7�.�1�0
�c�c 으로 나타났고 소음인의 평균은 �2�1�6�7�. �9�2�c�c 로 나

타났으며 유의수준 �9�9�% 에서 태음인의 체적이 소음

인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중완선높이와 하완선

높이의 사이의 표면적의 전체 평균은 �4�2�3�. �4�4�c�m�' 이었

으며 태음인의 명균은 �4�5�9�.�0�1�c�m�' 로 나타났고 소양인

의 평균은 �4�3�3�.�2�7�c�m�' 로 나타났고 소음인의 평균은

�3�8�4�. �3�4�0 깨로 나타났으며 유의수준 �9�9�% 에서 태음인

의 체적이 소음인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중완선과

하완선 사이의 체적과 표면적은 태음인이 소음인보

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1�0�) 하완선높이의 단연

하완선높이의 단면의 경우 단면적과 후둘레에서

유의성있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 단연척의 경우 남

자의 평균은 �5�2�6�.�8�4�c�m�' 이었고 태음인의 평균은

�6�0�7�.�0�9�c�m�'�, 소음인의 평균은 �4�6�4�.�4�8�c�m�'�, 소양인의

�- �1�2�0 �-



�N I영 균 �S�D 최소치 최대치 �F�-�v�a�l�u�e 사후분석 �P�=�O�. �0�0�5�0

태음인 �(�1�4�) �4�7�6�.�5�9 �(�2�9�.�7�5�) �4�0�1�. �5�1 �5�1�6�.�2�0 �F�= �6�. �1�6�" 태음〉소음

소음인 �O�S�) �4�1�6�.�0�9 �(�6�4�. �2�5�) �3�3�6�.�2�0 �5�9�1�. �5�1

소양인 �(�0�) �4�4�3�.�2�5 �(�3�0�.�2�9�) �3�8�1�. �6�3 �4�7�7�. �6�5

전 체 �(�3�9�) �4�4�4�. �7�7 �(�5�2�.�3�4�) �3�3�6�. �2�0 �5�9�1�. �5�1

�N 명 균 �S�D 최소치 최대치 �F�-�v�a�l�u�e 사후분석 �P�=�O�. �0�0�0�5

태음인 �(�1�4�) �6�0�7�.�0�9 �(�6�5�. �2�2�) �4�3�9�.�0�7 �6�8�7�.�5�8 �F�= �9�. �5�7�"�. 태음〉소양, 태음〉소음

소음인 �(�1�5�) �4�6�4�. �4�8 �(�1�1�6�.�4�9�) �3�4�0�.�9�7 �7�6�0�.�6�5

소양인 �(�1�0�) �5�0�8�.�0�3 �(�6�7�.�1�1�) �3�8�3�. �9�6 �5�8�6�.�2�1

전 체 �(�3�9�) �5 �6�.�8�4 �0�0�7�. �� �4�) �3�4�0�. �9�7 �7�6�0�.�6�5

�N 명 균 �S�D 최소치 최대치 �F�-�v�a�l�u�e 사후분석 �P�=�O�.�0�0�0�3

태음인 �(�1�4�) �3�0�3�7�.�2�7 �(�5�5�6�. �0�4�) �2�0�7�5�. �1�9 �3�8�8�3�.�3�2 �F�=�1�0�.�4�7�"�. 태음〉소음, 소양〉소음

소음인 �(�1�5�) �2�0�4�6�.�6�7 �(�6�8�7�.�0�5�) �1�7�7�. �1�6 �3�1�0�5�.�0�9

소양인 (이 �2�7�2�8�.�2�5 �¼�6�3�.�6�0�) �2�1�6�7�.�7�0 �3�6�4�4�. �2�4

전 체 �(�3ÅÐ �2�5�7�3�.�0�5 �(�7�3�0�. �3�7�) �1�7�7�.�1�6 �3�8�8�3�. �3�2

�- 체간부의 사상체질별 형태학적 특징에 관한 연구 �-

〈표 �4�4�) 하완선높 �0�1 �(후둘러 �D

〈표 �4�5�) 하완선높이 �(단연적 �)

〈표 �4�6�) 하완선-제부높이�(체적 �)

평균은 �5�0�8�.�0�3 뼈었으며 유의수준 �9�9�% 에서 태음

인이 소양인과 소음인보다 하완선높이의 단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하완선높이의 후둘례의 경우

는 남자의 평균이 μ �4�. �7�7 빼이었고 �, 태음인의 평균

은 �4�7�6�. �5�9�m�r�n�, 소음인의 평균은 �4�1�6�. �0�9�m�r�n�, 소양인

의 평균은 �4�4�3�. �2�5 뼈로 나타났으며 유의수준 �9�9�%

에서 태음인이 소음인보다 후둘레가 긴 것으로 나

타났다 �.

�(�1�1�) 하완선높이-제부높이

하완선높이 -제부높이의 체적의 전체 평균은

�2�5�7�3�.�0�5�e�e 이였으며 태음인 체적의 평균은

�3�0�3�7�. �2�7�c�c�, 소양인 체적의 평균은 �2�7�2�8�. �2�5�c�c�, 소

음인 체적의 평균은 �2�0�4�6�. �6�7 �e�e 으로 나타났으며 유

의수준 �9�9�% 에서 태음인이 소음인과 소양인보다 체

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1�2�) 제부높이의 단연

제부높이의 단면에서 단연적은 전체 평균이

�5�3�0�.�2�2�r�n�r 이었으며 태음인의 단연적 명균은 �5�8�6�.�2�3

�c�n�i�'�, 소양인의 단면적의 평균은 �5�6�5�. �9�9�a�n�'�, 소음인의

단면적의 평균은 �4�5�8�.�8�5�0 에로 나타났으며 유의수준

�9�9�% 에서 태음인이 소음인보다 단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소양인 또한 소음인보다 단연적이 큰 것

으로 나타나 소음인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
단연의 둘레에서는 전둘레의 경우 명균이 �4�1�2�. �4�3�m�m

�- �1�2�1 �-



�N 명 균 �s�o 최 소치 최대치 �F�-�v�a�l�u�e 사후분석 �P�=�O�.�O�O�O�I

태음인 �(�1�4�) �4�3�6�. �5�5 �(�1�9�.�7�7�) �3�8�7�.�9�6 �4�5�9�.�0�1 �F�=�1�6�.�2�8
�.�.�.

태음〉소음, 소양〉소음

소음인 �(�1�6�) �3�8�5�.�6�3 �(�2�9�.�9�4�) �3�4�2�.�2�2 �4�3�9�.�3�0

소양인 �(�1�0�) �4�2�1�. �5�7 �(�2�2�. �9�2�) �3�8�9�.�0�3 �4�6�4�.�2�0

전 체 �(�4�0�) �4�1�2�.�4�3 �(�3�3�.�4�9�) �3�4�2�.�2�2 �4�6�4�.�2�0

�N 명 균 �s�o 최소치 최대치 �F�-�v�a�l�u�e 사후분석 �P�=�O�.�O�O�O�I

태음인 �(�1�4�) �4�8�3�.�0�3 �(�2�6�.�2�1�) �4�1�9�.�8�0 �5�1�9�.�4�8 �F�=�1�9�.�8�3�"�. 태움〉소음, 소양〉소음
A、 3ι。�*C!l‘-�D �� �(�1�6�) �4�0�6�.�5�4 �(�4�0�.�0�5�) �3�5�3�. �9�4 �4�7�3�.�7�0

소양인 �(�1�0�) �4�5�3�.�8�3 �(�3�1�. �0�8�) �3�8�9�.�1�6 �4�9�7�.�9�0

처l‘ 체 �(�4�0�) �4�4�5�.�1�3 �(�4�7�.�0�6�) �3�5�3�.�9�4 �5�1�9�.�4�8

�N 평 균 �s�o 최소치 최대치 �F�-�v�a�l�u�e 사후분석 �P�=�O�.�0�0�0�5

태음인 �(�1�4�) �5�8�6�.�2�3 �(�9�9�. �0�8�) �2�9�7�. �9�2 �6�7�9�.�4�0 �F�= �9�.�4�4�.�.�. 태음〉소음, 소양〉소음

소음인 �(�1�6�) �4�5�8�.�8�5 �(�8�3�.�0�9�) �3�6�5�. �0�6 �6�0�6�. �5�0

소양인 �(�1�0�) �5�6�5�.�9�9 �(�6�6�. �3�6�) �4�4�3�. �5�6 �6�5�0�.�6�8

전 쳐l �(�4Çt �5�3�0�.�2�2 �(�1�0�2�.�4�1�) �2�9�7�.�9�2 �6�7�9�.�4�0

�- 사상의학회지 제 �1�0 권 제 �1호 �1�9�9�8 �-

〈표 �4�7�> 제부높이 �(전둘레 �)

〈표 �4�8�> 제부높이 �(후둘레 �)

〈표 �4�9�> 제부높이 �(단연적 �)

이었고 태음인의 전둘레 명균은 �4�3�6�. �5�5�m�m�, 소양인

의 전둘레 평균은 �4�2�1�. �5�7 빼 �, 소음인의 전둘레 평균

은 �3�8�5�. �6�3 빼이었으며 유의수준 �9�9�% 에서 태음인이

소음인보다 전둘레가 긴 것으로 또한 소양인이 소

음인보다 전둘레가 긴 것으로 인정되었다 �. 후둘레
의 경우 남자의 평균은 �4�4�5�. �1�3�m�m 이었으며 태음인은

�4�8�3�. �0�3�m�m�, 소양인은 �4�5�3�. �8�3�m�m�, 소음인은 �4�0�6�.�5�4
�r�o�m 였고 �p�=�O�.�O�O�O�l 로 태음인이 소음인보다 둘레가

긴 것으로 또한 소양인도 소음인보다 둘레가 긴 것

으로 나타났다 �. 제부높이의 둘레는 소음인이 가장

짧고 태음인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 제부 단

연의 좌우폭은 평균이 �1�5�0�.�5�0�m�m 로 나타났으며 태음

인의 폭 평균은 �1�5�7�. �5�3�m�m�, 소양인의 폭 평균은

�1�5�4�.�3�0�m�m�, 소음인의 폭 평균은 �1�4�1�. �9�6�m�m 으로 나타

났으며 유의수준 �9�9�% 에서 태음인이 소음인보다 폭

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소양인 또한 소음인보다 폭

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제부 단연의 전후 깊이는

남자의 평균이 �1�1�2�.�7�6 빼이었으며 태음인의 평균은

�1�2�4�. �0�3�m�m�, 소양인의 평균은 �1�1�5�. �8�9�m�m�, 소음인의

평균은 �1�0�0�. �9�5�m�m 로 나타나 유의수준 �9�9�% 에서 태

음인이 소음인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고 소양인이

소음인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

�(�1�3�) 제부높이-상전장골극높이

제부높이-상전장골극높이사이의 체적은 남자 평

균이 �4�3�5�3�.�6�1 �c�c 이었으며 태음인의 체적 평균은

�- �1�2�2 �-



�N 명 균 �S�D 최소치 최대치 �F ��-�v�a�l�u�e 사후분석 �P�=�O�. �0�0�0�9

태움인 �(�1Å( �1�5�7�.�5�3 �(�1�4�.�5�6�) �1�1�3�.�5�7 �1�6�9�. �7�9 �F�= �8�.�5�4
�.�.�.

태음〉소음, 소양〉소음
λ、Ç<���%�,�!�l ��-�c �� �(�1�6�) �1�4�1�. �9�6 �(�8�.�7�1�) �1�2�6�. �1�1 �1�5�7�.�8�3
소양인 �(�1Çt �1�5�4�.�3�0 �(�7�.�0�1�) �1�4�3�.�5�9 �1�6�4�.�0�3

션 체 μ이 �1�5�0�.�5�0 �(�1�2�.�7�5�) �1�1�3�.�5�7 �1�6�9�.�7�9

�N 명 균 �S�D 최소치 최대치 �F�-�v�a�l�u�e 사후분석 �P�=�O�.�O�O�O�I

태음인 �(�1�4�) �1�2�4�.�0�3 �(�1�2�.�8�1�) �1�0�0�.�3�3 �1�5�8�.�4�8 �F�=�1�2�.�1�2�.�" 태음〉소음, 소양〉소음

소음인 �(�1�6�) �1�0�0�.�9�5 �(�1�4�. �9�2�) �6�6�.�2�1 �1�1�9�.�8�0

소양인 �(�1�0�) �1�1�5�. �8�9 �(�9�.�3�9�) �9�8�.�9�5 �1�2�9�. �1�2

전 체 μ이 �1�1�2�. �7�6 �(�1�6�.�3�1�) �6�6�.�2�1 �1�5�8�.�4�8

�N 평 균 �S�D 최소치 최대치 �F�-�v�a�l�u�e 사후분석 �P�=�O�.�0�2�0�3

태음인 �(�1�4�) �4�7�1�5�.�1�7 �(�1�1�0�0�.�4�2�) �2�6�3�2�.�8�5 �6�6�0�1�. �1�0 �F�= �4�. �3�6�. 태음〉소음

소음인 �(�1�5�) �3�7�7�6�.�3�9 �(�6�9�5�. �3�6�) �2�9�8�8�.�0�2 �5�9�5�6�. �3�3
소양인 �(�9�) �4�7�5�3�.�2�2 �(�1�1�5�3�.�3�6�) �3�4�9�2�.�9�4 �6�5�7�4�.�7�1

전 체 �(�3�8�) �4�3�5�3�.�6�1 �(�1�0�5�8�.�0�2�) �2�6�3�2�.�8�5 �6�6�0�1�. �1�0

�- 체간부의 사상체질별 형태학적 특징에 관한 연구 �-

〈표 �5φ 제부높이 �(폭�)

〈표 �5�1�> 제부높이 �(깊이 �)

〈표 �5�2�> 제부높이승�l전장골극높이 �(체적 �)

�4�7�1�5�. �1�7�c�c�, 소양인의 체적 명균은 �4�7�5�3�. �2�2�c�c�, 소

음인의 체적 명균은 �3�7�7�6�. �3�9�c�c 이었으며 유의수준

�9�5�% 에서 태음인이 소음인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

�(�1�4�) 상전장골극높이의 단연

상전장골극 높이의 단연의 단면적의 경우 남자

평균이 �5�9�8�. 떠며이었으며 �, 태음인의 단면적 평균은

�6�6�3�. �9�6�c�m�'�, 소양인의 단면적 평균은 �6�3�2�. �4�5�a�n�'�, 소

음인의 단연적 평균은 �5�2�2�.�9�5�c�m�' 로 나타났으며 유의

수준 �9�9�% 에서 태음인과 소양인이 소음인보다 단면

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상전장골극 단연의 후둘레의 남자 평균은

�4�7�0�.�9�3 빼이었고 태음인의 후둘레 평균은 �4�9�3�.�7�9

�m�m�, 소양인의 후둘레 평균은 �4�8�3�. �6�8 빼 �, 소음인의
후둘레 명균은 �4�4�4�.�4�0�m�m 으로 나타났으며 유의수준

�9�9�% 세서 태음인과 소양인이 소음인보다는 긴 것으

로 나타났다 �. 상전장골극높이 단면의 남자 명균은

�1�5�9�.�3�6 뼈로 나타났으며 태음인은 �1�6�5 �8�9�m�m�, 소양

인은 �1�6�1�. �7�3�m�m�, 소음인은 �1�5�2�.�5�7 빼으로 나타났으

며 유의수준 �9�9�% 에서 태음인과 소양인이 소음인

보다는 좌우의 폭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

�(�1�5�) 상전장골극높이-치골결합높이

상전장골극높이-치골결합높이사이의 체적은 남

자 명균이 �5�0�7�9�. �8�2�e�e 이었고 태음인의 체적 평균은

�5�9�3�1�. �1�6�e�e�, 소양인은 �5�4�0�8�.�0�8�e�e�, 소음인은

�- �1�2�3 �-



�N 평 균 �S�D 최소치 최대치 �F�-�v�a�l�u�e 사후분석 �P�=�O�.�O�O�O�I

태음인 �(�1�3�) �4�9�3�.�7�9 �(�2�1�. �9�6�) �4�4�9�.�4�5 �5�2�5�. �6�7 �F�=�1�7�.�3�4�.�" 태음〉소음, 소양〉소음

소음인 �(�1�6�) �4�4�4�.�4�0 �(�2�4�. �6�7�) �4�0�0�. �1�2 Å˜�4�.�1�1
소양인 �(�1Çt �4�8�3�.�6�8 �(�2�4�.�7�2�) �4�5�4�. �3�8 �5�2�6�.�9�1

처‘- 처l (39) �4�7�0�.�9�3 �(�3�2�. �4�8�) �4�0�0�.�1�2 �5�2�6�. �9�1

�N �l�t�J 끌 �S�D 최 소치 최대치 �F�-�v�a�l�u�e 사후분석 �P�=�O�.�O�O�O�I

태음인 �(�1�3�) �6�6�3�.�9�6 �(ÀÝ�.�2�4�) �5�7�9�.�1�7 �7�3�5�. �5�1 �F�=�1�5�.�8�5�.�.�. 태음〉소음, 소양〉소음
A‘���*�<�;�>�l ��-�c �c �(�1�6�) �5�2�2�.�9�5 �(�8�5�. �5�8�) �2�7�0�. �7�2 �6�5�6�. �5�6
소양인 �(�1�0�) �6�3�2�.�4�5 �(�6�8�.�5�1�) �5�3�8�. �0�0 �7�1�2�.�6�0

전 체 �(�3�9�) �5�9�8�.�0�3 �(�9�4�.�3�9�) �2�7�0�.�7�2 �7�3�5�.�5�1

�N �J�Y�<�J0� 균 �S�D 최소치 최대치 �F ��-�v�a�l�u�e 사후분석 �P�=�O�.�O�O�O�I

태음인 �(�1�3�) �1�6�5�.�8�9 �(�5�.�2Çt �1�5�6�.�9�6 �1�7�2�. �7�0 �F�=�1�6�.�9�5�.�.�. 태음〉소음, 소양〉소음

소음인 �(�1�6�) �1�5�2�.�5�7 �(�5�.�0�9�) �1�4�4�.�0�7 �1�6�3�.�5�6

소양인 �(�1�0�) �1�6�1�. �7�3 �(�8�. �8�9�) �1�4�9�.�9�5 �1�7�9�.�4�0

처‘- 체 �(�3�9�) �1�5�9�.�3�6 �(�8�. �5�5�) �1�4�4�.�0�7 �1�7�9�.�4�0

�N �iÆ� 균 �S�D 최 소치 최대치 �F�-�v�a�l�u�e 사후분석 �P�=�O�.�0�0�0�7

태음인 �(�1�4�) �5�9�3�1�. �1�6 �(�1�5�2�9�.�8�6�) �3�3�4�7�.�2�9 �8�2�7�2�. �6�8 �F�= �9�.�1�0�.�" 태음〉소음, 소양〉소음

소음인 �(�1�5�) �4�0�8�8�.�2�9 �(�1�0�1�6�.�2�0�) �1�6�1�0�.�8�0 �5�8�1�3�.�3�9

소양인 �(�9�) �5�4�0�8�.�0�8 �(�7�7�8�. �9�0�) �3�9�0�1�. �9�5 �6�4�5�8�.�8�2

전 체 �(�3�8�) �5�0�7�9�.�8�2 �(�1�4�2�9�.�4�2�) �1�6�1�0�.�8�0 �8�2�7�2�.�6�8

�- 사상의학회지 제 �1�0 권 제 �1호 �1�9�9�8 �-

〈표 �5�3�> 상전장골극높이 �(후둘레�)

〈표 �5�4�> 상전장글극높이 �(단면적 �)

〈표 �5�5�> 상전장골극높이 �(폭�)

〈표 �5�6�> 상전장골극-치골결합높이�(체적 �)

�4�0�8�8�. �2�9�c�c 로 나타녔으며 유의수준 �9�9�% 에서 태음

인과 소양인이 소음인보다 체적이 큰 것으로 나타

났다 �. 표면적의 경우 남자의 평균은 �8�1�4�.�6�9�0 깨이었

고 �, 태음인 남자의 표면적 평균은 �9�4�1�. �3�1�c�m�'�, 소양

인 남자의 표면적 평균은 �8�1�2�. �9�1�c�m�'�, 소음인 남자의

표면적 평균은 �6�9�7�.�5�B�r�n�r 이어서 유의수준 �9�5�% 에서

태음인이 소음인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

�(�1�6�) 치골결합높이의 단면

치골결합높이의 전툴레의 남자 평균은 �4�7�3�.�5�0�m�m

이었고 태음인의 전툴레 명균은 �5�0�1�. �7�9�m�m�, 소음인

의 전둘레 평균은 �4�4�0�. �3�0�m�m�, 소양인의 전둘레 평균

�- �1�2�4 �-



�N 명 균 �s�o 최소치 최대치 �F�-�v�a�l�u�e 사후분석 �P�=�O�. �0�0�5�8

태음인 �(�1�4�) �5�0�1�. �7�9 �(�1�7�. �5�6�) �4�6�6�. �1�1 �5�3�6�. �1�8 �F�= �5�.�9�4�" 태음〉소음
까、���-�$�,���l ��- �c

 ��-�'
�(�1�6�) �4�4�0�.�3�0 �(�7�6�.�8�9�) �1�6�5�.�3�0 �5�0�1�. �7�4

소양인 �(�1�0�) �4�8�7�. �0�0 �(�1�7�. �7�9�) �4�5�5�.�3�8 �5�0�9�. �1�2

전 체 μ이 �4�7�3�.�5�0 �(�5�6�. �8�8�) �1�6�5�.�3�0 �5�3�6�. �1�8

�N 명 균 �s�o 최소치 최대치 �F�-�v�a�l�u�e 사후분석 �P�=�O�.�O�O�O�I

태음인 �(�1�4�) �4�9�2�. �0�4 �(�2�1�. �4�5�) �4�5�3�.�6�3 �5�2�5�. �0�1 �F�=�1�5�.�3�6�"�. 태음〉소음, 소양〉소음

/← 으이-‘-�c �� �(�1�6�) �4�5�0�. �8�9 �(�2�3�. �6�2�) �4�0�7�. �7�3 �4�8�8�.�3�1

소양인 �(�1�0�) �4�9�1�. �3�5 �(�2�3�. �4�8�) �4�6�3�. �0�7 �5�2�1�. �2�2

전 체 �(�4Çt �4�7�5�.�4�1 �(�3�0�. �1�0�) �4�0�7�. �7�3 �5�2�5�.�0�1

�N 명 균 �s�o 최소치 최대치 �F�-�v�a�l�u�e 사후분석 �P�=�O�.�O�O�O�I

태음인 �(�1�4�) �1�7�4�.�4�4 �(�5�.�7�6�) �1�6�2�. �3�0 �1�8�0�.�8�0 �F�=�1�2�.�5�8�.�.�. 태음〉소음, 소양〉소음
까、�� �-�$�,���l�¹�-�D �� �(�1�6�) �1�6�3�.�4�7 �(�6�.�3�5�) �1�5�5�.�9�9 �1�7�6�.�2�9

소양인 �(�1�0�) �1�7�1�. �1�3 �(�6�.�2�7�) �1�5�9�. �7�2 �1�7�9�.�3

전 체 �(�4�0�) �1�6�9�.�2�2 �(�7�.�7�4�) �1�5�5�.�9�9 �1�8�0�.�8�0

�- 체간부의 사상체질별 형태학적 특징에 관한 연구 �-

〈표 �5�7�> 치골결합높이 �(전둘러 �D

〈표 �5�8�> 치골결합높이 �(후둘레 �)

〈표 �5�9�> 치골결합높이 �(폭�)

은 �4�8�7�.�0�0 빼이었으며 유의수준 �9�9�% 에서 태음인이

소음인보다 전둘레가 긴 것으로 나타났다 �. 치골결
합높이의 후둘레는 남자 평균이 �4�7�5�.�4�1 빼이었고 태

음인의 후둘레 명균은 �4�9�2�. �0�4�m�m�, 소양인의 후둘레

명균은 �4�9�1�. �3�5�m�m�, 소음인의 후둘레 명균은 �4�5�0�.�8�9
뼈로 나타났으며 유의수준 �9�9�% 에서 태음인과 소양

인이 소음인보다 후둘레가 긴 것으로 나타났다 �. 단
연의 좌우폭의 경우 남자 명균은 �1�6�9�.�2�2 빼였으며 �,
태음인 폭의 평균은 �1�7�4�.�4�4�m�m�, 소양인 폭의 명균은

�1�7�1�. �1�3 빼 �, 소음인 폭의 명균은 �1�6�3�.�4�7 빼이었으며

유의수준 �9�9�% 에서 태음인과 소양인이 소음인보다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치골결합단연의 깊이는

남자의 평균은 �1�2�5�.�0�4 빼이었으며 �, 태음인의 평균은

�1�3�0�.�2�9 빼 �, 소양인의 평균은 �1�2�9�.�1�5 빼 �, 소음인의

명균은 �1�1�7�. �8�9�m�m 이었으며 유의수준 �9�9�% 에서 태음

인과 소양인이 소음인보다 전후의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1�7�) 최소요폭

남자의 최소요폭의 평균은 �2�7�8�. �1�5�m�m 이었고 태음

인의 최소요폭의 명균은 �2�9�4�. �0�7�m�m�, 소양인의 최소

요폭의 평균은 �2�8�5�. �4�7�m�m�, 소음인의 최소요폭의 평

균은 �2�5�9�. �3�8�m�m 이었으며 유의수준 �9�9�% 에서 태음인

과 소양인이 소음인보다 최소요폭이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 �1�2�5 �-



�N I영 균 �S�D 최소치 최대치 �F�-�v�a�l�u�e 사후분석 �P�=�O�. �0�0�0�1

태음인 �(�1�4�) �1�3�0�.�2�9 �(�5�. �9�5�) �1�1�9�.�3�3 �1�4�0�.�6�5 �F�=�1�2�.�3�6�.�" 태음〉소음, 소양〉소음
λ‘���%�� �(�1�6�) �1�1�7�.�8�9 �(�8�.�5�8�) �1�0�2�.�3�4 �1�2�8�.�8�3

소양인 �(�1�0�) �1�2�9�. �1�5 �(�7�.�3�5�) �1�1�8�. �1�1 �1�4�3�.�0�0

처‘- 체 �(�4�0�) �1�2�5�.�0�4 �(�9�.�3�7�) �1�0�2�.�3�4 �1�4�3�.�0�0

�N 명 균 �S�D 최소치 최대치 �F�-�v�a�l�u�e 사후분석 �P�=�O�.�0�0�0�7

태음인 �(�1�4�) �2�9�4�.�0�7 �(�1�6�.�8�0�) �2�6�6�.�1�9 �3�2�2�.�1�9 �F�= �9�.�0�8�"�. 태음〉소음, 소양〉소음

소음인 �(�1�5�) �2�5�9�.�3�8 �(�2�7�.�1�3�) �1�9�2�.�2�9 �3�0�0�.�1�3

소양인 (에 285.47 (21.9이 ®Ñ�4�. �1�3 �3�1�0�.�4�4
전 체 �(�3�7�) �2�7�8�. �1�5 �(�2�7�.�1�8�) �1�9�2�.�2�9 �3�2�2�. �1�9

�N 명 균 �S�D 최소치 최대치 �F�-�v�a�l�u�e 사후분석 �P�=�O�.�0�3�2�8

태음인 �(�1�4�) �2�5�8�.�5�1 �(�2�5�. �4�4�) �2�2�6�.�3�5 �3�2�5�. �3�0 �F²”�3�.�7�9�. 태음〉소음

소음인 �(�1�5�) �2�2�1�. �8�9 �(�2�7�.�9Çt �1�4�8�.�8�4 �2�6�1�. �6�3
소양인 �(�8�) �2�8�0�.�2�2 �(�1�0�0�.�5�7�) �2�1�3�. �7�2 �5�2�4�.�3�9

전 체 �(�3�7�) Ì��8�.�3�6 �(�5�5�. �3�2�) �1�4�8�.�8�4 �5�2�4�.�3�9

�- 사상의학회지 저 �1�1�0 권 제 �1호 �1�9�9�8 �-

〈표 �6�0�) 치골결합높이 �(김 �0�1�)

〈표 �6�1�) 최소요폭

〈표�6�2�) 장골극간

�(�1�8�) 장골극간

좌우 장골극사이의 거리는 평균 �2�4�8�. �3�6�m�m 이었고

태음인의 장골극 사이 거리의 평균은 �2�5�8�. �5�1�m�m�, 소

음인의 장골극 사이 거리의 평균은 �2�2�1�. �8�9�m�m�, 소양

인의 장골극 사이 거리의 평균은 �2�8�0�.�2�2 빼이었으며

유의수준 �9�5�% 에서 태음인이 소음인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

�(�1�9�) 전액와선 거리

전액와선거리의 남자 평균은 �3�1�1�. �7�0�m�m 이었고 태

음인의 평균은 �3�2�4�. �2�0�m�m�, 소음인의 평균은 �2�9�5�.�2�4
�m�m�, 소양인의 평균은 �3�1�9�.�7�0�m�m 이었으며 유의수준

�9�9�% 에서 태음인이 소음인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

�(�2 이 액와유두선간 수직

액와유두선간 수직은 남자 평균은 �8�0�. �8�3�m�m 이었

으며 태음인의 평균은 �8�9�. �4�9�m�m�, 소음인의 명균은

�7�5�.�3�5 빼 �, 소양인의 평균은 �7�6�.�5�0�m�m 이었으며 유의

수준 �9�9�% 에서 태음인이 소음인보다 액와유두선간

수직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태음인이 또한 소양인

보다 액와유두선간 수직이 큰 것으로 나타나 태음

인이 다른 체질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2�1�) 유두유하간수직거리

유두유하간수직 거리는 남자 명균이 �3�6�.�9�9 빼였

고 �, 태음인의 평균이 �3�6�.�0�1 빼 �, 소음인의 명균이

�3�3�. �9�1�m�m�, 소양인의 명균이 �4�2�.�9�7 빼이었으며 유의

�- �1�2�6 �-



�N 명 균 �S�D 최소치 최대치 �F�-�v�a�l�u�e 사후분석 �M�.�0�0�8�5

태음인 �(�1�4�) �3�2�4�. �2�0 �(�1�3�.�3�0�) �3�0�8�. �1�0 �3�5�1�.�1�5 �F�= �5�.�4�8�" 태음〉소음

소음인 �(�1�5�) �2�9�5�.�2�4 �(�3�4�. �2�9�) �1�8�2�.�0�7 �3�2�8�.�2�4

소양인 (어 319.70 �(�1�9�.�5�4�) �2�8�8�.�0�8 �3�5�3�.�6�1

전 체 �(�3ÅÐ �3�1�1�. �7�0 �(�2�7�.�8Ì� �1�8�2�.�0�7 �3�5�3�.�6�1

�N 명 균 �S�D 최소치 최대치 �F�-�v�a�l�u�e 사후분석 �M�.�OÅì�4
태음인 �(�1Å( �8�9�.�4�9 �(�1�3�.�7�6�) �7�1�. �5�3 �1�1�2�.�4�2 �F�= �6�.�3�5�" 태음〉소읍, 태음〉소양

소음인 �(�1�5�) �7�5�.�3�5 �(�8�.�9�6�) �5�5�.�1�7 �8�8�.�6�0

소양인 (밍 76.50 (11.23) 57.22 90.65
전 체 �(�3�8�) �8�0�.�8�3 �(�1�3�.�0�1�) �5�5�.�1�7 �1�1�2�.�4�2

�N 명 균 �S�D 최소치 최대치 �F�-�v�a�l�u�e 사후분석 �M�. �0�2�6�2
태음인 �(�1�4�) �3�6�.�0�1 �(�7�.�0�6�) �2�5�.�9�9 �4�9�.�4�5 �F�= �4�. �0�7�. 소양〉소음
까、�����<�?�l ��-�D �t�.�.�:�. �(�1�3�) �3�3�.�9�1 �(�6�.�5�2�) �2�0�.�1�8 �4�5�.�8�8

소양인 (이 42.97 (9.32) 30.23 60.15
전 쳐l �(�3�6�) �3�6�.�9�9 �(�8�.�1�3�) �2�0�.�1�8 �6�0�.�1�5

�- 쳐 �|간부의 사상체질별 형태학적 륙짐에 관한 연구 �-

〈표 �6�3�> 전액와선거리

〈표�6�4�> 액와유두선ξ바직

〈표 �6�5�> 유두유하ζ다직거리

수준 �9�5�% 에서 소양인이 소음인보다 큰 것으로 나

타났다 �.
�2�) 사초부위의 절대치의 유의성

자 여자의사초부위의유의성

여자의경우사초의구분에의한절대치의체질

적특이성은체적에서많이나타났으며아래의항

목에서체질에따른특성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1�) 상 초

�@갑상연골점 높이-액와선높이

갑상연골점 높이에서 액와선높이 까지의 체적은

여자의 명균이 �5�7�6�8�.�2�2�c�e 이었으며 태음인의 명균

은 �6�2�6�5�. �3�7 �c�e�, 소음인의 평균은 �5�3�4�7�.�2�4�c�e�, 소양

인의 명균은 �5�1�1�0�.�7�0�c�e 으로 나타녔으며 유의수준

�9�5�% 에서 태음인이 소양인보다 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흉골상단높이-유두선높이

흉골상단높이에서 유두선높이 사이의 체적은 여자

명균이 �9�7�5�9�.�3�5�c�e 이었으며 태음인의 명균은

�1�1�2�8�1�. �0�7 �C�C�, 소음인의 평균은 �8�5�5�4�. �9�4�c�e�, 소양인

의 평균은 �7�6�7�9�.�4�6�c�e 으로 나타났으며 유의수준

�9�5�% 에서 태음인이 소양인보다 큰 것으로 나타냈다 �.

�m



�N 명 균 �S�D 최 소치 최대치 �F�-�v�a�l�u�e 사후검증 �P�=�O�.�O�I�0�4

태음인 �(�1�0�) �6�2�6�5�.�3�7 �(�7�9�2�. �4�3�) �5�0�7�6�.�9�1 �7�3�1�8�.�9�2 �F�=�6�. �1�5�. 태음〉소양
까‘Èp���*�,�?�l ��-�c �� 씨 �5�3�4�7�.�2�4 �(�5�6�3�. �2�0�) �4�5�5�7�. �2�8 �5�8�6�3�. �0�6
소양인 �(�5�) �5�1�1�0�.�7�0 �(�2�9�2�.�9�9�) �4�6�2�5�. �4�3 �5�3�9�2�.�8�3

전 체 �(�1�9�) �5�7�6�8�.�2�2 �(�8�2�6�. �2�6�) �4�5�5�7�. �2�8 �7�3�1�8�.�9�2

�N 명 균 �S�D 최소치 최대치 �F�-�v�a�l�u�e 사후검증 �P�=�O�. �0�0�8�5

태음인 �(�1�0�) �1�1�2�8�1�. �0�7 �(�1�9�4�1�. �7�6�) �7�7�4�5�.�7�6 �1�4�7�8�4�.�3�3 �F�=�6�.�5�2�" 태음〉소양

소음인 �(�4�) �8�5�5�4�. �9�4 �(�2�3�0�8�. �8�7�) �6�3�7�3�.�1�8 �1�1�0�7�2�.�8�1

소양인 �(�5�) �7�6�7�9�.�4�6 �(�1�7�4�4�.�6�0�) �4�7�4�0�.�3�6 �9�1�8�3�.�4�4

전 체 �(�1�9�) �9�7�5�9�.�3�5 �(�2�5�0�2�. �1�0�) �4�7�4�0�.�3�6 �1�4�7�8�4�.�3�3

�N 여。 균 �S�D 최소치 최대치 �F�-�v�a�l�u�e 사후검증 �P�=�O�.�0�0�5�4

태음인 �(�9�) �1�2�5�3�5�.�3�0 �(�1�2�4�1�. �2�3�) �1�0�5�4�5�.�5�1 �1�4�8�3�4�. �0�5 �F�=�7�.�5�5�" 태음〉소양, 태음〉소음

소음인 �(�4�) �9�8�8�8�.�6�6 �(�1�7�7�4�.�2�1�) �8�0�3�2�.�4�0 �1�1�8�0�5�.�2�2

소양인 �(�5�) �9�5�8�7�.�4�8 �(�1�8�5�9�.�9�5�) �6�5�0�0�. �1�8 �1�1�5�3�2�.�8�2

전 체 �(�1�8�) �1�1�1�2�8�.�3�2 �(�2�0�4�9�. �9�7�) �6�5�0�0�. �1�8 �1�4�8�3�4�. �0�5

�N 명 �i�t �S�D 최 소치 최대치 �F�-�v�a�l�u�e 사후검증 �P�=�O�.�0�0�9�6

태음인 �(�9�) �1�6�4�7�7�.�6�8 �(�1�6�4�1�. �8�2�) �1�5�4�0�6�. �1�8 �2�0�6�2�4�. �7�5 �F�=�6�.�4�3�" 태음〉소양, 태음〉소음

소음인 �(�4�) �1�3�5�1�1�. �7�9 �(�1�9�7�7�. �6�5�) �1�1�5�3�1�. �3�4 �1�5�2�8�9�.�9�6

소양인 �(�5�) �1�3�3�4�6�.�6�5 �(�1�9�9�0�.�8�1�) �9�9�8�2�.�6�2 �1�5�2�3�4�.�5�2

전 체 �(�1�8�) �1�4�9�4�8�.�8�6 �(�2�3�1�7�.�2�3�) �9�9�8�2�. �6�2 �2�0�6�2�4�. �7�5

�- 사상의학회지 제 �1�0 권 제 �1호 �1�9�9�8 �-

〈표 �6�6�> 갑상연골-액와�(체적 �)

〈표 �6�7�> 흉골상단-유두�(체적 �)

〈표 �6�8�> 흉골상단-검상톨기�(체적 �)

〈표 �6�9�> 흉글상단-중완�(체적 �)

�(�2�) 중상초

�@흉골상단높이-검상돌기높이

흉골상단높이에서 검상돌기높이 사이의 체적은

여자의 경우 평균이 �1�1�1�2�8�.�3�2�c�c 이었으며 태음인의

평균은 �1�2�5�3�5�.�3�0�c�c�, 소음인의 명균은 �9�8�8�8�. �6�6�c�c�,

소양인의 평균은 �9�5�8�7�. �4�8�c�c 로 나타났으며 유의수

준 �9�9�% 에서 태음인이 소양인과 소음인보다 큰 것

으로 나타났다 �.
�@흉골상단높이-중완높이

흉골상단높이-중완높이의체적은 여자의 경우 명

균이 �1�4�9�4�8�.�8�6�c�c 이었으며 태음인의 평균은

�1�6�4�7�7�. �6�8�c�c�, 소음인의 평균은 �1�3�5�1�1�. �7�9�c�c�, 소양인

�- �1�2�8 �-



�N 명 균 �S�D 최소치 최대치 �F�-�v�a�l�u�e 사후분석 �P�=�O�. �0�3�6�8
태음인 �(�1�4�) �9�8�7�6�.�2�1 �(�4�1�8�6�.�7�6�) �7�1�7�2�.�7�3 �2�3�8�7�9�.�4�8 �F�= �3�.�6�4�' 태음〉소음

소음인 �(�1�5�) �7�1�0�1�. �8�6 �(�1�6�0�7�.�4�3�) �3�5�1�9�.�2�6 �9�1�3�6�.�2�3

소양인 �(�9�) �8�6�2�2�. �8�0 �(�8�1�5�.�1�9�) �7�1�8�0�.�2�1 �9�8�1�0�. �7�4

처‘- 체 �(�3�8�) �8�4�8�4�.�2�1 �(�2�9�6�5�.�2�5�) �3�5�1�9�.�2�6 �2�3�8�7�9�.�4�8

�N 명 균 �S�D 최소치 최대치 �F�-�v�a�l�u�e 사후분석 �P�=�O�.�0�0�8

태음인 �(�1�4�) �1�2�9�1�7�.�4�9 �(�1�8�7�7�. �0�5�) �8�6�2�9�. �3�7 �1�6�0�0�6�.�0�3 �F�= �5�.�5�5�" 태음〉소음
까、���%���l �。 ‘」 �(�1�5�) �1�0�5�9�7�.�4�4 �(�2�1�7�6�. �3�6�) �6�2�1�6�.�3�1 �1�3�6�3�7�.�8�4

소양인 (이 �1�1�9�6�6�.�0�5 �(�1�2�2�8�.�0�3�) �9�4�0�9�. �7�2 �1�3�8�9�1�. �7�0

Ì˜�'�-�'

체 �(�3�8�) �1�1�7�7�6�. �3�4 �(�2�1�0�2�.�6�4�) �6�2�1�6�.�3�1 �1�6�0�0�6�.�0�3

�N 명 끌 �S�D 최소치 최대치 �F�-�v�a�l�u�e 사후분석 �P�=�O�.�0�1�5�0

태음인 �(�1�4�) �1�4�0�7�1�. �6�3 �(�2�2�1�1�. �5�3�) �9�2�5�6�.�8�9 �1�7�3�1�1�. �0�6 �F�= �4�.�7�5�' 태음〉소음

소음인 �(�1�5�) �1�1�7�9�3�. �5�5 �(�2�0�8�1�. �7�9�) �7�6�7�1�. �4�1 �1�5�5�7�4�.�3�4

소양인 (밍 �1�3�5�0�6�.�2�8 �(�1�7�2�3�. �6�9�) �1�0�9�4�7�.�5�1 �1�6�5�0�3�.�8�8

전 체 �(�3�8�) �1�3�0�3�8�.�4�9 �(�2�2�5�5�. �2�3�) �7�6�7�1�.�4�1 �1�7�3�1�1�. �0�6�8�3

�- 체간부의 사상체절별 형태학적 특징에 관한 연구 �-

〈표 �7�0�> 갑상연골-액와�(체적 �)

〈표 �7�1�> 흉골상단-유두�(체적 �)

〈표 �7�2�> 흉골상단-검상돌기�(체적 �)

의 평균은 �1�3�3�4�6�.�6�5�e�e 이었으며 �9�9�% 유의수준에서

태음인이 소양인과 소음인보다 큰 것으로 나타녔다 �.

�q�. 남자의 사초부위의 유의성

�(�1�) 상 초

�@갑상선연골점 높이-액와선높이

갑상선연골정 높이와 액와선 높이의 사이의 체적

은 남자 명균은 �8갱�4�.�2�1�e�e 이었고 �, 태음인의 명균은

�9�8�7�6�. �2�1�c�c�, 소음인의 평균은 �7�1�0�1�. �8�6 α �, 소양인의
명균은 �8�6�2�2�. �8�0�e�e 이었으며 유의수준 �9�5�% 에서 태음

인이 소음인보다 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흉골상단높이-유두선높이

흉골상단높이에서 유두선높이 사이의 체적은 남

자 명균이 �1�1�7�7�6�.�3�4�e�e 이었고 �, 태음인의 평균은

�1�2�9�1�7�. �4�9�e�e�, 소음인의 평균은 �1�0�5�9�7�.�4�4�e�e�, 소양

인의 명캄은 �1�1�9�6�6�.�0�5�e�e 이었으며 유의수준 �9�9�% 에

서 태음인이 소음인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

�(�2�) 중상초

�@흉골상단높이-검상툴기높이

흉골상단높이와 검상돌기높이 사이의 체적은 남

자 명균이 �1�3�0�3�8�. �4�9�c�c 이었고 �, 태음인의 평균은

�1�4�0�7�1�. �6�3�c�c 이었고 �, 소음인의 평균은 �1�1�7�9�3�.�5�5
�e�e�, 소양인의 평균은 �1�3�5�0�6�.�2�8�e�e 이었으며 유의수

준 �9�5�% 에서 태음인이 소음인보다 큰 것으로 나타

났다 �.

�- �1�2�9 �-



�N 평 균 �S�D 최소치 최대치 �F�-�v�a�\�u�e 사후분석 �P�=�O�.�0�0�0�5

태음인 �(�1Å( �2�0�5�6�0�.�4�0 �(�2�5�0�3�. �5�3�) �1�6�2�0�2�. �7�2 �2�4�2�6�0�. �1�6 F느 9.47'" 태음〉소음

소음인 �(�1�5�) �1�6�6�1�8�. �0�2 �(�2�5�9�0�. �5�3�) �1�1�4�7�4�.�5�1 �2�0�2�3�9�.�0�7

소양인 �(�9�) �1�9�0�9�7�.�5�9 �(�2�1�4�4�.�8�2�) �1�6�1�5�0�.�1�7 �2�2�4�8�9�. �3�0

전 처1 �(�3�8�) �1�8�6�5�7�.�7�4 �(�2�9�7�3�. �1�3�) �1�1�4�7�4�.�5�1 �2�4�2�6�0�. �1�6

�N 명 균 �S�D 최소치 최대치 �F�-�v�a�\�u�e 사후분석 �P�=�O�.�0�0�5�0

태음인 �(�1�4�) �1�4�5�4�7�.�9�9 �(�1�9�2�7�.�2�8�) �1�1�4�9�5�.�6�4 �1�8�9�2�5�.�5�6 �F�=�6�.�1�7�" 태음〉소음

소음인 �(�1�5�) �1�1�9�5�4�.�6�4 �(�2�0�5�3�. �5�5�) �8�6�7�0�. �1�8 �1�5�2�4�8�. �6�5

소양인 �(�9�) �1�3�3�7�7�. �8�4 �(�1�9�7�7�. �0�0�) �1�0�9�6�9�. �4�8 �1�6�4�2�3�.�1�7

전 처l �(�3�8�) �1�3�2�4�7�. �1�6 �(�2�2�5�1�. �1�1�) �8�6�7�0�. �1�8 �1�8�9�2�5�.�5�6

�N 여。 균 �S�D 최 소치 최대치 �F�-�v�a�\�u�e 사후분석 �P�=�O�.�0�0�1�8

태음인 �(�1�4�) �7�6�4�2�. �9�2 �(�1�1�8�2�.�7�6�) �5�6�9�7�.�2�1 �9�4�4�5�.�9�2 �F�= �7�.�5�9�" 태음〉소음

소음인 �(�1�5�) �6�0�2�0�.�5�8 �(�1�0�3�0�. �3�6�) �4�4�4�9�. �8�4 �7�4�5�6�.�2�4

소양인 �(�9�) �7�1�3�1�. �5�5 �(�1�2�5�4�.�7�3�) �4�6�2�6�. �7�5 �8�7�4�1�. �4�1

전 처l �(�3�8�) �6�8�8�1�. �4�1 �(�1�3�2�9�.�9�1�) �4�4�4�9�. �8�4 �9�4�4�5�. �9�2

�- 사상의학회지 제 �1�0 권 제 �1호 �1�9�9�8 �-

〈표 �7�3�) 흉골상단-중완�(체적 �)

〈표 �7�4�) 액와-중완�(체적 �)

〈표 �7�5�) 유두-중완�(체적 �)

�@ 흉골상단높이-중완높이

흉골상단높이-중완높이사이의 체적은 남자 평균

이 �1�8�6�5�7�. �7�4�c�c 이었고 태음인의 평균은 �2�0�5�6�0�.�4�0

�c�c�, 소음인의 평균은 �1�6�6�1�8�.�0�2�c�c�, 소양인의 평균

은 �1�9�0�9�7�. �5�9�c�c 로 나타났으며 유의수준 �9�9�% 에서

태음인이 소음인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
�@ 액와선높이-중완선높이

액와선높이와 중완선높이 사이의 체적은 남자

평균이 �1�3�2�4�7�. �1�6�c�c�, 태음인의 평굵이 �1�4�5�4�7�.�9�9
�c�c�, 소음인의 평균이 �1�1�9�5�4�. �6�4�c�c�, 소양인의 평균

은 �1�3�3�7�7�. �8�4�c�c 이었으며 유의수준 �9�9�% 에서 태음인

이 소음인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유두선높이-중완선높이

유두선높이 -중완선높이의 체적의 남자 명균은

�6�8�8�1�.�4�1�c�c 이었으며 태음인의 평균은 �7�6�4�2�. �9�2�c�c�,

소음인의 평균은 �6�0�2�0�. �5�8�c�c�, 소양인의 명균은

�7�1�3�1�. �5�5�c�c 이었으며 유의수준 �9�9�% 에서 태음인이

소음인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유두선높이-하완선높이

유두선높이와 하완선높이의 체적은 남자 평균

�9�4�8�2�. �5�2�c�c 이었으며 태음인의 평균은 �1�0�6�7�2�. �1�7�c�c�,

소음인의 평균은 �8�1�8�8�.�5�1 �c�c�, 소양인의 평균은

�9�7�8�8�.�6�5�c�c 이었으며 유의수준 �9�9�% 에서 태음인이

소음인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

�- �1�3�0 �-



�N 평 균 �s�o 최소치 최대치 �F�-�v�a�l�u�e 사후분석 �P�=�O�. �0�0�0�5

태음인 �(�1�4�) �1�0�6�7�2�.�1�7 �1�6�6�2�.�0�4�) �7�7�9�3�. �3�7 �1�3�1�7�7�.�7�7 �F�= �9�.�4�7�"�. 태음〉소음

소음인 �(�1�5�) �8�1�8�8�.�5�1 �1�4�2�7�.�3�8�) �6�3�9�7�. �1�5 �1�0�6�1�5�.�7�8

소양인 �(�9�) �9�7�8�8�.�6�5 �1�5�8�8�.�7�6�) �6�6�8�8�.�5�7 �1�1�5�5�4�.�2�7

전 체 �(�3�8�) �9�4�8�2�.�5�2 �1�8�7�7�. �3�3�) �6�3�9�7�.�1�5 �1�3�1�7�7�. �7�7

�N 명 균 �s�o 최소치 최대치 �F�-�v�a�l�u�e 사후분석 �P�=�O�.�0�0�0�2

태음인 �(�1Å( �1�3�7�0�9�.�4�3 �(�2�1�7�8�. �7�8�) �9�8�6�8�.�5�6 �1�6�9�2�4�. �5�8 �F�=�1�0�.�6�7�"�. 태응〉소음, 소양〉소음

소음인 �(�1�5�) �1�0�2�3�5�.�1�7 �(�1�9�6�5�. �8�3�) �7�5�0�6�.�2�9 �1�3�7�2�0�.�8�7

소양인 (아 �1�2�5�1�6�.�9�0 �(�1�9�9�1�. �1�1�) �8�8�5�6�.�2�7 �1�5�1�1�7�.�0�9

전 체 �(�3�8�) �1�2�0�5�5�.�5�7 �(�2�5�3�3�. �2�8�) �7�5�0�6�.�2�9 �1�6�9�2�4�.�5�8

�N 명 �i�t �s�o 최 소치 최대치 �F�-�v�a�l�u�e 사후분석 �P�=�O�. �0�2�9�7

태음인 �(�1Å( �1�2�5�5�5�.�2�9 �(�2�0�7�0�.�6�9�) �8�9�3�5�.�6�9 �1�5�4�5�7�.�1�6 �F�= �1�1�. �6�7�.�" 태음〉소음

�����'�?�l0� ι �(�1�5�) �9�0�3�9�.�0�5 �(�2�0�0�9�.�5�2�) �5�9�4�4�.�6�5 �1�2�6�9�5�.�8�0

소양인 �(�9�) �1�0�9�7�6�.�6�6 �(�1�6�8�1�. �4�8�) �8�2�2�8�.�3�4 �1�3�9�9�7�.�2�5

전 체 �(�3�8�) �1�0�7�9�3�.�4�2 �(�2�4�6�5�.�0�1�) �5�9�4�4�.�6�5 �1�5�4�5�7�.�1�6

�- 체간부의 사상체질별 형태학적 특징에 관한 연구 �-

〈표 �7�6�> 유두-하완�(체적 �)

〈표 �7�7�> 유두-제부�(체적 �)

〈표 �7�8�> 검상돌기-제부�(체적 �)

�(�3�) 중하초

�@유두선높이-제부높이

유두선높이와 제부높이 사이의 체적은 남자 평

균 �1�2�0�5�5�.�5�7�e�e 이었으며 태음인의 명균은

�1�3�7�0�9�. �4�3�e�e�, 소음인의 평율은 �1�0�2�3�5�. �1�7 �e�e�, 소양

인의 명균은 �1�2�5�1�6�.�9�0�e�e 이었으며 태음인과 소양

인이 소음인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소음인이 유두

선높이에서 제부높이 사이의 체적이 가장 작은 것

으로 나타났다 �.
�@검상돌기높이-제부높이

검상돌기높이와 제부높이 사이의 체적은 남자 평

균이 �1�0�7�9�3�.�4�2�e�e 이었으며 태음인의 평균은

�1�2�5�5�5�. �2�9�e�e�, 소음인의 명균은 �9�0�3�9�.�0�5�e�e�, 소양인

의 평균은 �1�0�9�7�6�.�6�6�e�e 이었으며 �9�5�% 유의수준에서

태음인이 소음인보다 체적이 큰 것을 나타났다 �.
�@중완높이-제부높이

중완높이와 제부높이 사이의 체적은 남자 명균이

�5�1�7�4�.�1�6�e�e 이었으며 태음인의 평균은 �6�0�6�6�. �5�1�e�e�,

소음인의 평균은 �4�2�1�4�. �5�9�c�c�, 소양인의 평균은

�5�3�8�5�. �3�5�e�e 이었으며 �9�9�% 유의수준에서 태음인과 소

양인이 소음인보다 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4�) 하 초

�@제부높이-치골결합상단 높이

제부높이와 치골결합상단 높이 사이의 체적은 남

자 평균이 �9�4�3�3�.�4�4�e�e 이었으며 태음인의 평균은

�- �1�3�1 �-



�N I영 균 �S�D 최소치 최대치 �F�-�v�a�l�u�e 사후분석 �P�=�O�.�O�O�O�I

태응인 �(�1�4�) �6�0�6�6�.�5�1 �1�0�9�3�.�2�1�) �4�1�7�1�. �3�5 �7�7�7�1�. �7�7 �F�= �1�1�. �6�0�.�.�0 태음〉소음, 소양〉소음
A、�1�: �*���l ��-�c  ��� �(�1�5�) �4�2�1�4�.�5�9 �1�0�9�4�.�8�7�) �1�9�7�8�.�7�6 �6�2�7�8�. �6�8

소양인 �(�9�) �5�3�8�5�.�3�5 �(�8�6�2�. �1�3�) �4�2�2�9�. �5�2 �7�0�4�7�.�6�9

전 체 �(�3�8�) �5�1�7�4�.�1�6 �1�3�1�1�. �3�4�) �1�9�7�8�.�7�6 �7�7�7�1�. �7�7

�N �IÆ� 균 �S�D 최 소치 최대치 �F�-�v�a�l�u�e 사후분석 �Pø�O�. �0�0�0�1

태음인 �(�1�4�) �1�0�6�4�6�.�3�3 �(�1�7�5�4�. �8�3�) �8�1�6�4�.�0�5 �1�3�5�8�8�.�3�5 �F�=�1�3�.�2�5�°�" 태음〉소음, 소양〉소음

소융인 �(�1�5�) �7�8�6�4�.�6�9 �(�1�3�5�5�.�9�0�) �5�2�2�1�. �0�7 �1�0�2�4�1�. �9�0
소양인 �(�9�) �1�0�1�6�1�. �3�0 �(�1¬1�4�.�9Çt �8�3�7�9�. �3�3 �1�2�8�9�9�.�4�0

처‘- 체 �(�3�8�) �9�4�3�3�. �4�4 �(�1�9�7�6�.�3�5�) �5�2�2�1�. �0�7 �1�3�5�8�8�.�3�5

�N 평 균 �S�D 최소치 최대치 �F�-�v�a�l�u�e 사후분석 �P�=�O�.�0�2�4�1

태음인 �(�1�4�) �2�6�.�0�3 �(�2�.�1�8�) �2�2�.�6�6 �3�0�.�8�9 �1�"�=�4�.
�1�5�0 태음〉소양

소음인 �(�1�5�) �2�5�.�2�7 �(�3�. �2�2�) �1�6�.�9�5 �2�9�.�5�7

소양인 �(�9�) �2�2�.�4�4 �(�3�. �6�3�) �1�4�.�9�0 �2�5�.�3�8
전 쳐l �(�3�8�) �2�4�.�8�8 �(�3�.�2�3�) �1�4�.�9�0 �3�0�.�8�9

�- 사상의학회치 제 �1�0 권 제 �1호 �1�9�9�8 �-

〈표 �7�9�> 중완-제부�(체적 �)

〈표 �8�0�> 제부-치골�(체적 �)

�1�0�6�4�6�. �3�3�c�c�, 소음인의 평균은 �7�8�6�4�. �6�9�c�c�, 소양인

의 평균은 �1�0�1�6�1�. �3�0�c�c 이었으며 �9�9�% 유의수준에서

태음인과 소양인이 소양인보다는 큰 것을 나타났다 �.
�3�) 체간의 부위에서 각 사초가 차지하는

비율의 유의성

가�. 사초 �: 갑상연골점높이-치골결합상단높이

사초를 갑상연골점높이에서치골결합상단높이까

지로 셜정하였을 경우 중상초부위의 가셜 중의 하

나인 흉골상단높이에서 유두선높이 사이의 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남자의 경우 전체 �I영굵이 �2�4�. �8�8�%

였으나 태음인의 평균은 �2�6�.�0�3�%�, 소음인의 명균은

�2�5�.�2�7�%�, 소양인의 평균은 �2�2�.�4�4�% 였으며 유의수

준 �9�5�% 에서 체간을 갑상연골점높이에서 치골결합

상단높이까지로 보았을 때 흉골상단에서 유두선높

이 사이의 높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태음인이 소양

인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중상초부위의 가셜 중의 하나인 액와선높이

에서 유두선높이의 단연 사이의 거리가 남자 전체

평균이 �1�2�.�6�4�% 였으나 태음인의 명균은 �1�3�.�5�9�%�,

소음인의 평균은 �1�2�.�7�8�%�, 소양인의 명균은

�1�0�.�9�4�% 였으며 유의수준 �9�5�% 에서 태음인이 소양

인보다 중상초부위의 가셜 중의 하나인 흉골상단높

이에서 유두선높이의 높이가 갑상연골점높이에서

치골결합상단높이까지를 체간으로 보았을 때 차지

하는 비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표 �8�1�> �(흉골상단-유두선�(높 �0�1�)�/ 갑상연골점-치골결합상단�(높이 �)�) �x �1�0�0 짚

�m



�N 명 균 �S�D 최소치 최대치 �F ��-�v�a�l�u�e 사후분석 �P�=�O�. �0�2�7�9
태음인 �(�1�4�) �1�3�.�5�9 �(�2�.�0�5�) �8�.�6�7 �1�6�.�6�9 �F�=�3�.�9�7�. 태음〉소양
A‘���*���l ��-�c  ��4 �(�1�5�) �1�2�.�7�8 �(�2�.�3�1�) �8�.�0�9 �1�6�. �1�8

소양인 (잉 10.94 (2.26) 6.43 13.92
전 체 �(�3¼ �1�2�.�6�4 �(�2�.�3�8�) �6�.�4�3 �1�6�.�6�9

�N 명 균 �S�D 최소치 최대치 �F�-�v�a�l�u�e 사후분석 �P�=�O�.�0�2�0�0

태음인 �(�1Å( �3�0�.�0�6 �(�2�.�6�8�) �2�6�. �7�0 �3�6�.�8�7 �F�-�-�4�.�3�8�. 태음〉소양
까、�� �*���l ��-�c  ��; �(�1×ˆ �2�8�. �7�7 �(�4�.�0�3�) �1�8�.�3�4 �3�4�.�6�4
소양인 (밍 25.48 (4.26) 16.63 29.25
전 체 �(�3ÅÐ �2�8�.�4�7 �(�3�.�9�7�) �1�6�.�6�3 �3�6�.�8�7

�N 명 균 �S�D 최소치 최대치 �F�-�v�a�l�u�e 사후분석 �P�=�O�.�0�1�8�6

태음인 �(�1�4�) �1�5�.�6�5 �(�2�.�1�1�) �1�0�.�5�5 �1�8�. �7�3 �F�-�-�4�. �4�7�. 태음〉소양

소음인 �(�1�5�) �1�4�.�5�5 �(�2�.�8�3�) �8�.�9�4 �1�9�.�3�3

소양인 �(�9�) �1�2�.�4�2 �(�2�.�5�9�) �7�.�1�8 �1�5�.�7�0

전 체 �(�3�8�) �1�4�.�4�5 �(�2�.�7�6�) �7�. �1�8 �1�9�.�3�3

�- 체간부의 사상체질별 형태학적 륙징에 관한 연구 �-

〈표 �8�2�> �(액와-유두선�(높 �0�1�)�/ 갑상연골점-치골결합상단�(높 �0�1�)�) �x �1�0�0 -중상초 �-

〈표 �8�3�> �c흉골상단-유두선�(높 �0�1�)�/ 갑상연골점-상전장골극점�(높 �0�1�)�) �X �1�0�0 -중상초 �-

〈표 �8�4�> �(액와-유두선�(높에 �/갑상연골점질전장골극점 �(높이 �)�) �x �1�0�0 -중상초 �-

나�. 사초 �: 갑상연골점높이-상전장골극점높이

체간 즉 사초를 갑상연골점높이에서 상전장골극

점높이까지로 보았을 때 중상초 가셜중의 하나인

흉골상단높이에서 유두선높이까지의 높이가 차지하

는 비율의 남자 명균은 �2�8�.�4�7�% 이었으며 태음인의

명균은 �3�0�.�0�6�%�, 소음인의 명균은 �2�8�.�7�7�%�, 소양

인의 명균은 �2�5�. �4�8�% 로 나타나 유의수준 �9�5�% 에서

태음인이 소양인보다 비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중상초 가셜중의 하나인 액와높이에서 유두

선높이까지의 높이가 체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남

자 명균은 �1�4�.�4�5�% 이었으나 태음인의 명율은

�1�5�.�6�5�%�, 소음인의 평균은 �1�4�.�5�5�%�, 소양인의 명

균은 �1�2�.�4�2�% 로 나타나 유의수준 �9�5�% 에서 태음인

이 소양인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다�. 사초 �: 흉골상단높이-치골결합상단높이

사초를 흉골상단높이에서 치골결합상단높이까지

로 설정을 했올 때 유의성있게 나타나는 사초의 구

성요소는 없었다�.

라�. 사초 �: 흉골상단높이-상전장골극높이

사초를 흉골상단높이에서 상전장골극높이까지로

셜정을 하는 경우에 중하초 가셜중의 하나인 중완

높이에서 제부높이까지를 살펴 보았을 때 전체 체

간의 체적에서 흉골상단에서 상전장골극까지의 체

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남자 평균이 �1�8�.�1�9�% 이었으

�- �1�3�3 �-



�N I영 균 �S�D 최소치 최대치 �F�-�v�a�l�u�e 사후분석 �P�=�O�.�0�6�0�1

태음인 �(�1�4�) �1�9�.�3�4 �(�2�.�6�1�) �1�6�.�1�6 �2�4�.�1�4 �F�=�3�. �0�5 �a 태음〉소음

소음인 �(�1�5�) �1�6�.�9�9 �(�2�.�9�5�) �1�0�.�0�9 �2�1�. �6�1

소양인 �(�9�) �1�8�.�4�0 �(�1�. �5�9�) �1�6�.�6�7 �2�1�. �7�2

전 처l (38) 18.19 (2.7이 10.09 24.14

N 명 균 �S�D 최소치 최대치 �F�-�v�a�l�u�e 사후분석 �P�=�O�.�0�4�9�6

태음인 �(�1�4�) �2�3�.�2�4 �(�4�. �2�2�) �1�5�.�3�7 �3�3�.�8�5 �F�=�3�.�2�8�* 태읍〉소양
까、�i�: �*�<�;�>�1 ��-�C �\�.�.�:�. �(�1�5�) �2�0�.�6�6 �(�4�.�0�9�) �1�2�.�6�4 �2�5�.�9�1

소양인 �(�9�) �1�8�.�7�9 �(�4�. �2�5�) �9�.�0�8 �2�4�.�4�1

처‘- 처l (38) 21. 17 (4.43) 9.08 33.85

N I영 균 �S�D 최소치 최대치 �F�-�v�a�l�u�e 사후분석 �P�=�O�.�0�1�7�1

태음인 �(�1�4�) �2�3�.�9�1 �(�2�.�9Çt �2�0�.�1�1 �2�9�.�2�4 �F�-�-�4�. �5�8 �* 태음〉소음
까‘�i�:�%�� ‘」

�(�1�5�) �2�0�.�9�1 �(�3�.�0�2�) �1�3�.�2�1 �2�5�.�0�6

소양인 �(�9�) �2�2�.�9�3 �(�1�. �5�7�) �2�1�. �0�8 �2�5�.�3�8

전 체 �(�3�8�) �2�2�.�4�9 �(�2�.�9ÅÐ �1�3�.�2�1 �2�9�.�2�4

�- 사상의학회지 제 �1�0 권 제 �1호 �1�9�9�8 �-

〈표 �8�5�) �C중완-제부�(체적 �)�/ 흉골상단-상전장골극�(체적 �)�) �x �1�0�0 -중하초�-

〈표 �8�6�) �(액와-유두선�(높이 �)�/ 액와-상전장골극�(높 �0�1�) �x �1�0�0�) �i 상 초 �-

〈표 �8�7�) �C중완-저 �|부 �(처 �|적 �)�/ 액와-상전장콜극�(처 �|적 �)�) �x �1�0�0 -중하초 �-

며 그 중 태음인 집단의 평균은 �1�9�.�3�4�%�, 소음인

집단의 �I영굵은 �1�6�.�9�9�%�, 소양인 집단의 명균은

�1�8�.�4�0�% 로 나타나 유의수준 �9�0�% 에서 태음인이 소

음인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마 사초 �: 액와선높이-치골결합상단높이

사초를 액와선높이에서 치골결합상단높이까지로

설정을 했을 때 유의성있게 나타나는 사초의 구성

요소는 없었다�.

바�. 사초 �: 액와선높이-상전장골극높이

사초를 액와선높이에서 상전장골극높이로 셜정을

했을 때 상초부위의 가설중의 하나인 액와선높이에

서 유두선높이의높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남자 평

균이 �2�1�. �1�7�% 였으며 이 중 태음인의 평균이

�2�3�. �2�4�%�, 소음인의 평균이 �2�0�.�6�6�%�, 소양인의 평

균이 �1�8�.�7�9�% 였으며 유의수준 �9�5�% 에서 태음인이

소양인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중하초 가설중의 하나인 중완높이에서 제부

높이까지의 체적이 전체 �T�r�u�n�k 액와선높이에서 상

전장골극높이까지의 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남

자 전체 평균은 �2�2�.�4�9�% 였으며 �, 이 중 태음인의 평

균은 �2�3�.�9�1�%�, 소음인의 평균은 �2�0�.�9�1�%�, 소양인

의 명균은 �2�2�.�9�3�% 로 나타나 유의수준 �9�5�% 에서

태음인이 소음인보다 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1�3�4 �-



�- 체간부의 사상체질별 형태학적 특징에 관한 연구 �-

�4�) 각 체질별 사초의 구성에서 사초의 상

관관계

사상의학에서 태양인 �, 태음인 �, 소양인 �, 소음인의

체질 구분 근거는 �r동의수세보원 � 사단론」에 잘 나

타나 있다 �. 사단론에서는 인간이 받은 장부의 대소

에 따라 뼈大而府小者를 太陽�A으로 �,�.�I�f�f 大而뼈小者

를 太陰�A으로 �, 牌大而딸小者를 少陽�A으로 �, 賢大

而牌 �j 、者를 少陰 �A으로 구분하였다�.�8�)
또한 증치의

학에서 체간을 삼초로 구분한 것과는 달리 �, 각 장

부가 존재하는 부위에 따라 사초 즉 상초�, 중상초 �,
중하초 �, 하초로 구분을 하였으며 장과 부가 위치하

는 곳을 언급하면서 사초 부위를 셜정하였다 �. 즉
혜와 위완은 상초에 속하며 뼈下背上 �, 짧�F뼈上의

背上뼈上以上에 위치하며 비와 위는 贊�, 隔의 짧隔

之間에 위치하며 간과 소장은 體 �, 簡하여 體簡之問

에 위치하며 신과 대장은 廳홉下 �, 簡題下의 홉下簡

下以下에 위치한다
�9�)
장부의 대소 발현은 사초부의

의 기운의 성쇠를 통해 체질 진단의 한 요소인 체

형기상으로 이어진다 �. 태양인의 체형기상은 腦짧之

起勢 盛밤 而體圍之立勢 孤弱하고 소양인의 체형기

상은 뼈搭之包勢 盛 �J�t�t 而路跳之坐勢 孤弱하고 태음

인의 체형기상은 體圍之立勢 盛밤 而腦뼈之氣勢 孤

弱하고 소음인의 체형기상은 勝跳之坐勢 盛 �J�t�t 而뼈
際之包勢 孤弱이라 하여 사초 부의의 성쇠의 차이

가 있는 것으로 셜명하고 있다 �l 이 �. 이를 통해 태음

인의 경우 각각 상초와 중하초가 사초에서 차지하

는 비율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 소양인과 소음인의

경우 중상초와 하초가 사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떤 관계를 띠는지를 살펴 보았다 �.

자 태음인

태음인은 府大而뼈小하여 뼈下背上의 폐부위와

짧 �F뼈上의 위완부위에 의해 背上뼈上의 상초와 體

의 간부위와 體의 소장부위에 의해 體簡之間의 중

하초에서 체형의 차이가 생기는데 體圍之立勢 盛 �J�t�t
而腦뼈之氣勢 孤弱한 체형기상의 특징을 나타내게

된다�. 이를 근거로 하연 상초에 해당되는 부위가

작거나 하여 덜 발달되고 중하초에 해당되는 부위

가 크다든지 하여 발달이 많이 되어 있올 것으로

생각이 된다 �. 그러므로 상초에 해당되는 부위와 중

하초에 해당하는 부위가 사초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상관관계를 체적�, 표면적 �, 높이의 세가지를 기준으

로 살펴 보아 아래의 결과를 얻었다 �.
상초와 중하초의 체적이 사초에서 차지하는 비율

의 상관관계는 위와 같다�. 태음인의 상초와 중하초

의 상관관계는 상관계수가 �-�1 �<�P�<�O 인 역상관관계임

을 볼 수 있는데 상초나 중상초 중의 하나가 크면

다른 하나는 작은 것으로 인정된다 �. 특히 흉골상단

에서 유두까지의 상초의 사초에 대한 비율과 검상돌

기에서 제부까지의 중하초의 사초에 대한 비율은 상

관계수가 �-�0�.�8�0�6�1�7 로 역상관의 정도가 크며 유의도

가 �p�=�0�.�0�0�0�1 로 유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상초와 중하초의 높이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 �.

�8�) �A 훌鷹理 有四不同 師大而�J�l�f�/�J 훔 名日太陽�A�J�I�f 大而 �J�!�i�t�V �J 、者 名 日 太陰 �A 牌大而훔小者 名日 少陽 �A 뽑大而 ���J 、者 名日

�r ↓�,陰 �A�.
�9�) 빼細位 在뼈下背上 몹脫部位在짧 �f�n 없上故 背上뼈上以上 謂之上薦 牌部位 在합 몹部位 在 �B홉故 팝騙之間 謂之中上魚 �J�I�f
部位 在體 小陽部位 在蘭故 �g쫓廳之間 짧之中下뚫 뽑部位 在鷹홉下 大陽部位 在簡뼈下故 ￥￥�T廳下以下 調之下崔

�1�0�) 太陽�A 짧形氣像 腦뼈之起勢 盛 �:�I�t 而體圍之立勢 孤弱 �, 少陽 �A�I 톨形氣�{象 뼈傑之包勢 盛 �:�I�t 而路跳之쏘勢 孤弱 �, 太陰�A
뼈形氣像 睡圍�Z立勢 盛�!�I�f�: 而腦뼈之氣뽕 孤弱�, 少陰 �A 짧形氣像 路脫�Z坐勢 盛�:�I�t 而 �8멤際�Z包勢 孤弱 �r�* 뽑짧世保
元 � 며象�A짧證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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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연골 액와 유두-제부-치골결합 갑상연골-액와 유두-제부 �-�0�.�5�6�7�5�4 �0�.�0�0�4�7

갑상연골-액와-검상돌기-제부-상전장골극 갑상연골-액와 검상돌기-제부 �-�0�.�5�0�6�1�1 �0�.�0�1�3�7

갑상연콜-액*-중완-제부-상전장골극 갑상연골-액와 중완-제부 �O�. �4�8�0�9�6 �0�.�0�2�0�2

흉골상단-유두-검상돌기-제부-상전장골극 흉골상단-유두 검상돌기-제부 �-�0�. �8�0�6�1�7 �0�.�0�0�0�1

흉골상단-유우중완-제부-상전장골극 흉골상단-유두 중완-제부 �-�0�. �7�5�8�7�4 �0�.�0�0�0�1

액와 유우검상툴기-제부-상전장콜극 액*-유두 검상돌기-제부 �-�0�. �7�6�9�6�5 �0�.�0�0�0�1

액와 유두 중완-제부-상전장골극 액와휴두 중완-제부 �-�0�.�7�1�6�2�5 �0�.�0�0�0�1

경폭-전액와-유하선-제부-상전장골극 경폭전액와 유하선-제부 �0�.�4�2�8�6�1 �0�.�0�4�1�3

사 �:�f�:�.�. 상 -조 중하초 상관계수 유의도

액와-유두-검상돌기-제부-상전장골극액와유두 검상돌기-제부 �0�.�5�8�5�0�4 �0�.�0�0�3�4

액와-유두-검상돌기-제부-치골결합 액외-유두 검상돌기-제부 �0�.�6�3�3�5�5 �0�.�0�0�1�2

경폭-전액와-유하선-제부-상전장골극 경폭전액와 유하선-제부 �0�.�5�1�4�6�1 �0�.�0�1�2�0

경폭 전액와-유하선-제부-치골결합 경폭-전액와 유하선-제부 �-�0�.�4�5�1�7�0 �0�.�0�3�0�5

�- 사상의학회지 제 �1�0 권 저�1�1 호 �1�9�9�8 �-

〈표 �8�8�> 태음인 상초와 중하초의 체적의 상관관계

〈표 �8�9�> 태음인의 상초와 중하초의 높이의 상관관계

태음인의 경우 액와에서 유두까지 상초 비율과 검

상돌기에서 제부까지 중하초 비율의 상관계수는

�O�. �5�8�5�0�4 와 �O�. �6�3�3�5�5 의 정상관관계를 띠는 것으로 나

타났다 �. 이와는 달리 경폭에서 전액와의 상초가 체

간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유하선에서 제부까지의 중

하초가 체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상관계수는 각각

�-�0�.�5�1�4�6�1 과 �-�0�.�4�5�1�7�0 로 역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
또한 태음인의 상초와 중하초의 표연적이 사초에

서 차지하는 비율의 상관관계는 위와 같다�. 표연적
의 경우 흉골상단 -유두�/검상돌기-제부와흉골상단 �-

유두�/중완-제부을 제회하면 상관계수 �-�1�(�P�(�-�0�.�9 로

나타나 높은 역상관관계를 나타냉을 볼 수 있다�.

나�. 소음인
소음인은 牌大賢小하여 體홉下의 신부위와 簡題

下의 대장부위에 의해 홉下簡下以下의 하초와 의

비부위와 隔의 위부위에 의해 隔之間의 중상초에

서 체형의 차이가 생겨 體跳之坐勢가盛빠하고 뼈

標之包勢가孤弱한 특정을 띠게 된다�. 이에 의하면

중상초에 해당되는 부위가 작거나 하여 덜 발달되

고 하초에 해당되는 부위가 크거나 발달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그러므로 중상초의 부위와 하초

의 부위가 사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떠한 상관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 아래의결과를 얻었다�. 먼저 �,
체적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전체가 상관계수 �-�1�(�.�0

�< �0 의 역상관관계를 나타냉을 볼 수 있다 �.
소음인의 중상초와 하초의 높이가 사초에서 차지

하는 비율의 상관관계는 아래와 같다 �. 갑상연골점
에서 치골결합까지를 사초로 하였을 때 흉골상단에

서 유두가지의 중상초와 제부에서 치골결합까지의

하초가 차지하는 비율의 상관관계와 흉골상단에서

검상돌기까지의 중상초와 제부에서 치골결합까지의

하초가 차지하는 비율의 상관관계만 정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나머지는 역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을 볼

�- �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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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연골-흉골상단-유두-제부-상전장골극 갑상연골-흉골상단 유두-제부 �-�0�.�9�9�8�7�3 �0�.�0�0�0�1

갑상연골-흉골상단-유두-제부-치골결합 갑상연골-흉플상단 유우제부 �-�0�.�9�9�6�8�8 �0�.�0�0�0�1

갑상연꿀-홈골상단-검상돌기-제부-상전장골극 갑상연골홈골상단 검상톨기-제부 �-�0�. �9�9�7�0�5 �O�. �0�0�0�1

갑상연골-흉꿀상단-검상돌기-제부-치골결합 갑상연골-흉골상단 검상톨기-제부 �-�0�.�9�5�9�8�6 �0�.�0�0�0�1

갑상연골-흉골상단-중완-제부-치골결합 갑상연골-흉골상단 중완-제부 �-�0�.�9�8�8�2�7 �O�. �0�0�0�1
갑상연골-액*"유두-제부-상전장골극 갑상연골-액와 유두-제부 �-�0�.�9�5�1�3�2 �0�.�0�0�0�1

갑상연골-액*"유두-제부-치골결합 갑상연골-액와 유우제부 �-�0�.�9�9�9�9�8 �0�.�0�0�0�1

갑상연골-액와-검상돌기-제부-상전2끓극 갑상연골-액와 검상톨기-제부 �-�0�. �9�9�5�6�3 �0�.�0�0�0�1
갑상연골-액와-검상돌기-제부-치골결합 갑상연골-액와 검상툴기-제부 �-�0�. �9�8�9�3�9 �O�. �0�0�0�1

갑상연골-액와-중완-제부-상전장골극 갑상연골-액와 중완-제부 �-�0�. �9�6�8�9�8 �0�.�0�0�0�1
갑상연골-액와중완-제부-치골결합 갑상연골-액와 중완-제부 �-�0�.�9�5�1�3�4 �0�.�0�0�0�1
흉골상단-유투검상돌기-제부-상전캡극 흉골상단-유두 검상돌기-제부 �-�0�.�9�3�6�7�2 �O�. �0�0�0�1

흉골상단-유두-검상톨기-제부-치골결합 흉골상단-유두 검상돌기-제부 �-�0�.�4�7�1�5�2 �0�.�0�2�6�7
흉골상단-유두-중완-제부-상전장골극 흉골상단-유두 중완-제부 �-�0�.�8�1�2�1�9 �0�.�0�0�0�1
흉골상단-유두-중완-제부-치골결합 흉골상단-유두 중완-제부 �-�0�.�9�9�3�0�3 �0�.�0�0�0�1

액와-유우검상률기-제부-상전장골극 액와-유두 검상돌기-제부 �-�0�. �9�8�4�8�0 �0�.�0�0�0�1
액와-유두-검상톨기-제부-치골결합 액*"유두 검상톨기-제부 �-�0�.�9�8�1�5�5 �0�.�0�0�0�1
액와-유두-중완-제부-상전장골극 액와-유두 중완-제부 �-�0�.�9�3�3�6�3 �0�.�0�0�0�1

액와-유두-중완-제부-치골결합 액와-유두 중완-제부 �-�0�. �9�9�0�5�9 �0�.�0�0�0�1

경폭-전액와-유하선-제부-상전장골극 경폭-전액와 유하선-제부 �-�0�. �9�9�8�6�2 �0�.�0�0�0�1

경폭-전액와-유하선-제부-치골결합 경폭-전액와 유하선-제부 �-�0�.�9�9�9�9�5 �0�.�0�0�0�1

사 초(상초�: 중상초 �: 중하초 �: 하초) 중 상 초 하 �� ��- 상관계수 유의도

갑상연골-흉골상단-유두-제부-상전장골극 흉골상단-유두 제부-상전장골극 �-�0�.�5�7�1�1�0 �0�.�0�1�0�6
갑상연골-흉골상단-유두-제부-치골결합 흉골상단-유두 제부-치골결합 �-�0�.�5�5�8�2�9 �0�.�0�1�3�0
갑상연골-흉골상단-검상톨기-제부-상전장골극 흉골상단-검상톨기 제부-상전장골극 �-�0�.�4�5�9�5�0 �0�.�0�4�7�8

갑상연골-흉골상단-검상톨기-제부-치골결합 흉골상단-검상돌기 제부-치골결합 �-�0�.�4�7�4�1�6 �0�.�0�4�0�3

갑상연골-흉골상단-중완-제부-상전장골극 흉골상단-중완 제부-상전장골극 �-�0�.�4�9�7�7�1 �0�.�0�3�0�1

갑상연골-흉골상단-중완-제부-치골결합 흉골상단-중완 제부-치골결합 �-�0�.�7�5�6�6�5 �O�. �0�0�0�2

갑상연골-액와-유두-제부-상전장골극 액와-유두 제부-상전장골극 �-�0�. �7�7�8�3�7 �0�.�0�0�0�1

갑상연골-액와-유두-제부-치골결합 액와-유두 제부-치골결합 �-�0�.�4�9�4�8�7 �0�.�0�3�1�2

갑상연골-액와검상톨기-제부-상전장골극 액와검상톨기 제부-상전장골극 �-�0�.�5�3�1�0�1 �0�.�0�1�9�3
갑상연골-액요t-중완-제부-상전장골극 액와-중완 제부-상전장골극 �-�0�.�5�4�2�2�9 �0�.�0�1�6�5

흉골상단-액와-중완-제부-치골결합 액와-중완 제부-치골결합 �-�0�. �5�6�5�0�9 �0�.�0�1�1�7

�- 체간부의 사상체질별 형태학적 특징에 관한 연구 �-

〈표 �9�0�) 태음인의 상초와 중하초의 표면적의 상관관계

〈표�9�1�) 소음인의 중상초와 하초의 체적의 상관관계

�- �1�3�7 �-



사 초(상초 �: 중상초 �: 중하초 �: 하초) 중 상 초 하 �� ��- 상관계수 유의도

갑상연골-흉골상단-유두-제부-치골결합 흉골상단-유두 제부-치골결합 �0�.�5�7�3�0�0 �0�.�0�1�0�3

갑상연골-흉골상단-검상돌기-제부-치골결합 흉골상단-검상돌기 제부-치골결합 �0�.�5�8�3�9�8 �0�.�0�0�8�7
갑상연골-흉골상단-중완-제부-상전장골극 흉골상단-중완 제부-상전장콜극 �-�0�. �5�9�8�4�8 �O�. �0�0�6�8
갑상연골-흉골상단-중완-제부-치골결합 흉골상단-중완 제부-치골결합 �-�0�. �7�3�0�9�4 �0�.�0�0�0�4

갑상연골-액와-중완-제부-상전장골극 액와중완 제부-상전장골극 �-�0�. �7�0�0�9�2 �O�. �0�0�0�8
흉골상단-액와중완-제부-치골결합 액요t-중완 제부-치골결합 �-�0�.�7�7�5�1�4 �0�.�0�0�0�1

흉골상단-유두-중완-제부-상전장골극 유우중완 제부-상전장골극 �0�.�6�3�0�9�2 �O�. �0�0�3�8

흉골상단-유우중완-제부-치골결합 유우중완 제부-치골결합 �-�0�. �8�8�2�8�2 �0�.�0�0�0�1

액와-유우중완-제부-상전장골극 유우중완 제부-상전장골극 �-�0�. �5�7�8�6�6 �0�.�0�0�9�4

액와-유두-중완-제부-치골결합 유두-중완 제부-치골결합 �-�0�.�8�3�6�2�1 �0�.�0�0�0�1

사 초(상초�: 중상초 �: 중하초 �: 하초) 중 상 초 하 �5�: 상관계수 유의도

갑상연골-흉골상단-유두-제부-상전장골극 흉골상단-유두 제부-상전장골극 �O�. �9�0�7�2�7 �0�.�0�0�0�1

갑상연골-흉골상단-유두-제부-치골결합 흉골상단-유두 제부-치골결합 �0�.�9�6�9�7�7 �0�.�0�0�0�1

갑상연골 흉골상단 검상돌기-제부-상전장골극 흉골상단-검상돌기 제부-상전장골극 �-�0�.�9�9�1�7�1 �0�.�0�0�0�1

갑상연골-흉골상단-검상돌기-제부-치골결합 흉골상단-검상돌기 제부-치골결합 �-�0�.�9�9�9�5�2 �0�.�0�0�0�1

갑상연골-흉골상단-중완-제부-상전장골극 흉골상단-중완 제부-상전장골극 �-�0�.�9�9�0�5�9 �0�.�0�0�0�1

갑상연꿀 흉골상단 중완 제부-치골결합 흉골상단-중완 제부-치골결합 �-�0�.�9�2�0�2�0 �0�.�0�0�0�1

갑상연골-액와-유두-제부-상전장골극 액요t-유두 제부-상전장골극 �0�.�9�9�7�2�2 �0�.�0�0�0�1

갑상연골-액와 유두 제부 치골결합 액와-유두 제부-치골결합 �0�.�8�0�0�6�0 �0�.�0�0�0�1

갑상연골-액와-검상돌기-제부-상전장골극 액와-검상돌기 제부-상전장골극 �-�0�. �9�9�9�9�5 �0�.�0�0�0�1

갑상연골-액와-검상돌기-제부-치골결합 액와-검상돌기 제부-치골결합 �-�0�. �7�6�6�3�6 �0�.�0�0�0�2

갑상연골-액와-중완-제부-상전장골극 액와-중완 제부-상전장골극 �-�0�. �9�9�9�2�5 �0�.�0�0�0�1

흉콜상단-액와-중완-제부-치골결합 액와-중완 제부-치골결합 �-�0�.�9�1�9�2�1 �0�.�0�0�0�1

흉골상단-유두-검상돌기-제부-상전장골극 유두-검상돌기 제부-상전장골극 �0�.�8�9�9�1�0 �0�.�0�0�0�1
흉골상단-유두-겁상툴기-제부-치골결합 유두-검상돌기 제부-치골결합 �0�.�8�0�4�4�4 �0�.�0�0�0�1

흉골상단-유두-중완-제부-상전장골극 유두-중완 제부-상전장골극 �-�0�.�9�8�2�2�8 �0�.�0�0�0�1

흉골상단-유두-중완-제부-치골결합 유두-중완 제부-치골결합 �-�0�.�9�5�0�7�6 �0�.�0�0�0�1

액와-유두-검상툴기 -제부-상전장골극 유두-검상돌기 제부-상전장골극 �0�.�5�9�4�0�4 �0�.�0�0�9�3

액와-유두-검상돌기-제부-치골결합 유두-검상돌기 제부-치골결합 �O�. �5�3�2�4�3 �0�.�0�2�2�9

액와-유두-중완-제부-상전장골극 유두-중완 제부-상전장콜극 �-�0�.�9�7�7�0�5 �0�.�0�0�0�1
액와-유두-중완-제부-치골결합 유두-중완 제부-치골결합 �-�0�.�9�9�2�8�3 �0�.�0�0�0�1

경폭 전액와-유하선-제부-상전장골극 전액와-유하선 제부-상전장골극 �0�.�9�8�8�9�0 �0�.�0�0�0�1
경폭-전액와-유하선-제부-치꿀결합 전액와-유하선 제부-치골결합 �0�.�9�9�4�2�0 �0�.�0�0�0�1

�- 사상의학회지 제 �1�0 권 제 �1호 �1�9�9�8 �-

〈표 �9�2�> 소음인의 중상초와 하초의 높이의 상관관계

〈표�9�3�> 소음인의 중상초와 하초의 표연적의 상관관계

�- �1�3�8 �-



사 초(상초 �: 중상초 �: 중하초 �: 하초) 중 상 초 하 -조 상관계수 유의도

갑상연골-흉골상단-유두-제부-상전장골극 흉골상단-유두 제부-상전장골극 �O�. �8�9�0�0�2 �O�. �0�0�0�1

갑상연골-흉골상단-유두-제부-치골 흉골상단-유두 제부-치골결합 �0�.�8�8�1�2�8 �0�.�0�0�0�1

갑상연골-흉골상단-검상돌기-제부-상전장골극 흉골상단-검상돌기 제부-상전장골극 �-�0�. �9�9�8�5�3 �O�. �0�0�0�1

갑상연골-흉골상단-검상톨기-제부-치골 흉골상단-검상툴기 제부-치골결합 �0�.�9�7�1�8�9 �O�. �0�0�0�1

갑상연골-흉골상단-중완-제부-상전장골극 흉골상단-중완 제부-상전장골극 �-�0�. �9�8�4�4�8 �O�. �0�0�0�1

갑상연골-흉골상단-중완-제부-치골상단 흉골상단-중완 제부-치골결합 �O�. �9�6�8�9�2 �O�. �0�0�0�1

갑상연골-액와유하-제부-상전장골극 액와-유하 제부-상전2끓극 �0�.�8�9�3�0�4 �O�. �0�0�0�1

갑상연골-액와유하-제부-치골상단 액와-유하 제부-치콜결합 �0�.�8�1�4�2�7 �O�. �0�0�0�7

갑상연골-액와검상돌기-제부-상전장골극 액와-검상돌기 제부-상전장골극 �O�. �9�9�6�6�2 �O�. �0�0�0�1

갑상연골-액와검상돌기-제부-치꿀결합 액*검상돌기 제부-치골결합 �-�0�.�9�8�2�2�3 �0�.�0�0�0�1

갑상연골-액와-중완-제부-상전장골극 액와-중완 제부-상전장골극 �-�0�.�9�9�6�3�4 �0�.�0�0�0�1

갑상연골-액와-중완-제부-치골결합 액와-중완 제부-치골결합 �-�0�.�9�9�3�9�7 �O�. �0�0�0�1
흉골상단-유두-검상돌기-제부-상전장골극 유무검상툴기 제부-상전장골극 �O�. �7ÅÆ�8�5 �O�. �0�0�1�5
흉골상단-유두-검상돌기-제부-치골결합 유두-검상툴기 제부-치골결합 �0�.�6�5�5�2�8 �0�.�0�1�5�0
흉골상단-유무중완-제부-상전장골극 유두-중완 제부-상전장골극 �-�0�. �9�9�5�7�6 �O�. �0�0�0�1
흉골상단-유두-중완-제부-치골결합 유두-중완 제부-치골결합 �0�.�9�3�1�6�5 �O�. �0�0�0�1

액와-유두-중완-제부-상전장골극 유두-중완 제부-상전장골극 �0�.�7�1�5�1�4 �O�. �0�0�6�0
경폭-전액와-유하-제부-상전장골극 전액와-유하 제부-상전장골극 �0�.�9�7�1�8�6 �O�. �0�0�0�1

경폭-전액와-유하-제부-치골결합 전액와유하 제부-치골결합 �0�.�9�6�6�4�1 �O�. �0�0�0�1

�- 체간부의 사상체질별 형태학적 특징에 관한 연구 �-

수있다�.
소음인의 중상초와 하초의 표연적이 차지하는 비

율의 상관관계는 아래와 같다 �. 각 사초의 조합에서

중상초 부위의 셜정을 흉골상단-유두�, 액와-유두�,

유두-검상돌기�, 전액와-유하선로하였을 경우에 정

상관관계를 띠는 것으로 보인다 �1�1�) 이외에는 대부

분 상관계수가 �-�1 �(�p�( �-�0�. �9로 나타나 높은 역상관관

계를 나타냉을 볼 수 있다 �.

다�. 소앙인
소양인은 뽑大而牌�.�I�J 、하여 짧의 비부위와 隔의 위

〈표 �9�4�> 소양인의 중상초와 하초의 표면적의 상관관계

부위에 의해 짤隔之間의 중상초와 體홉下의 신부위

와 簡題下의 대장부위에 의해 휴下簡下以下의 하초

에서 체형의 차이가 생겨 �R힘標之包勢 盛 �J�t�I�: 而勝 �J�b�'�t

之坐勢 孤弱한 특정을 띠게 된다�. 이에 의하면 하

초에 해당되는 부위가 작거나 하여 덜 발달되고 중

상초에 해당되는 부위가 크거나 발달되어 있을 것

으로 생각되어 소음인과는 반대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중상초와 하초가 사초에서 차지하

는 비율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 가를 살펴 아래

의 결과를 얻었다�.
소양인의 중상초와 하초의 표면적이 사초에서 차

�l�l�) 사초에서 중상초와 하초가 각각 차지하는 비율의 상관관계에서 나온 것이므로 중상초만이 요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

려우나 한 번 고려해 볼만 한 것으로 생각된다 �.

�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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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연골-흉골상단-유두-제부-치골상단 흉골상단-유두 제부-치골결합 �o�. �6�2�2�9�7 �0�.�0�1�7�3

갑상연골-흉골상단-검상톨기-제부-치골 흉골상단-검상돌기 제부-치골결합 �0�.�6�7�3�1�6 �0�.�0�0�8�3

갑상연골-액와검상돌기-제부-치꿀결합 액와-검상톨기 제부-치골결합 �0�.�5�7�4�8�4 �0�.�0�3�1�5

흉골상단-유우중완-제부-상전장골극 유두-중완 제부-상전장골극 �-�0�.�6�8�5�7�2 �0�.�0�0�6�8

흉골상단-유두-중완-제부-치골결합 유우중완 제부-치골결합 �-�0�.�8�4�8�3�1 �0�.�0�0�0�1

액와-유두-중완-제부-상전장골극 유두-중완 제부-상전장골극 �-�0�. �7�2�3�9�0 �o�. �0�0�3�4

액와-유두-중완-제부-치골결합 。c ,..
0�°|�f�r�1�f�-����¬/�,�"�t�:�!�" 제부-치골결합 �-�0�.�8ÅÆ�4�5 �0�.�0�0�0�1

경폭-전액와-유하-제부-치골결합 전액와-유하 제부-치골결합 �0�.�7�3�0�5�1 �0�.�0�0�3�0

�- 사상의학회지 제 �1�0 권 제 �1호 �1�9�9�8 �-

〈표 �9�5�> 소양인의 중상초와 하초의 체적의 상관관계

〈표�9�6�> 소양인의 중상초와 하초의 높이의 상관관계

지하는 비율의 상관관계을 살펴 보연 대개 역상관

관계를 나타내었으나 흉골상단에서 유두까지의 중

상초 비율과 하초의 비율이 정상관관계를 이루며

또한 액와에서 유하간까지의 중상초의 비율과 하초

의 비율이 정상관관계를 이루며 유두에서 검상돌기

까지의 중상초의 비율과 하초의 비율이 정상관관계

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외는 중상초와

하초가 역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소양인의 중상초와 하초의 체적의 상관관계를 살

펴 보면 흉골상단에서 시작되는 중상초의 비율과

하초의 비율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중 흉골상단에서 유두까지의 중상초의 비율과

흉골상단에서 중완까지의 중상초 비율의 경우는 하

초와 역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나 흉골상단에서

검상돌기의 중상초의 비율은 하초와 정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소양인의 중상초와 하초의 높이 비율의 상관관계

는 흉골상단에서 유두까지의 중상초 비율과 하초의

비율 �, 흉골상단에서 검상돌기까지의 중상초 비율과

하초의 비율 �, 액와에서 검상돌기까지의 중상초 비

율과 하초의 비율 �, 전액와에서 유하까지의 비율과

하초의 비율은 정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유두에서 중완까지의 중상초 비율은 하

초의 비율과 역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있다 �.

�i�l�l�. 결 료르

본 연구의 목적은 사상의학의 체질 진단 객관화

연구의 일환으로 사상인의 기운의 특성으로 인한

장부의 대소 차이가 체형기상의 형태적 차이를 유

발하는 것을 살펴 진단에 웅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

이상의 연구를 통해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

�- �1�4�0 �-



�- 체간부의 사상체질별 형태학적 특징에 관한 연구 �-

�1�. 체간부 혹정 항목의 철대치

�1�) 여자의 특징

�@ 체간 체형의 특성 비교에서 태음인이 다른 체

질에 비해 체간부가 큰 편이고 소음인이 대개

의 경우 가장 작은 경향을 나타냉을 알 수 있

었다 �. 그러나 갑상연골점 단연의 비교에서 전

후둘레�, 폭 �, 갚이에서는 소양인이 태음인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소양인이 갑상연골점의

목둘레가 가는 것으로 나타뼈다 �. 또한 흉골상

단의 단연척과 전둘레에서도 소양인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폭에서도 소양인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나 소양인이 경부 즉

체간의 최상부가 다른 체질에 비해 가는 것으

로 추측할 수 있다�.
�@ 유두선 높이의 단연적 �, 전둘레 �, 깊이와 중완

선높이의 전후둘레의 체간부에서 태음인이

소음인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체간부의 상부

에서는 소음인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 치골상단의 폭은 소양인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나 소양인의 체형기상의 특정인 뼈標之

包勢 盛 �J�t�f�: 而勝빠之坐勢 孤弱한 특정을 나타

내었다 �.

�2�) 남자의 특징

�@ 남자의 경우 절대치의 비교에서 갑상연골점 �,
흉골상단 �, 액와 �, 유두�, 검상돌기 �, 중완�, 하
완 �, 제부 �, 상전장골극 �, 치골결합상단 부위에

이르기까지 전 항목에서 태음인이 가장 큰 것

으로 나타나 남자의 경우 특히도 태음인의 체

형이 가장 크며 소음인의 체형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
�@ 여자의 경우 갑상연골점 높이에서 소양인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자의 경우는

전후툴레 �, 폭 �, 깊이에서 태음인이 가장 크고

소음인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
�@ 남자의 경우에서 유두와 유하간의 수직거리에

서는 소양인이 가장 크고 소음인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보연 소양인의

유두가 유하간에서 멀다는 것은 흉부의 근육이

발달해 있는 것으로도 추측을 해볼 수 있다 �.

�2�. 사초부위의 절대쳐의 비교

�1�) 여 자

�(�1�) 상 초

상초의 조합으로 셜쟁을 할 수 있는 항목 중에서

갑상연골점 높이에서 액와선높이까지의 체적과 흉

골상단높이에서 유두높이까지의 체적이 태음인이

소양인보다 큰 것이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 결과

에 의하면 갑상연골에서 액와까지와 흉골상단에서

유두까지의 체간 상부 체적이 소양인이 가장 작았

다 �. 이는 갑상연골점높이 �, 경폭 �, 흉골상단의 둘레

가 소양인이 가장 작게 나타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소양인이 체간 상부가 다른 체질에

비해 작음올 알 수 있다�.

�(�2�) 중상초

중상초의 조합으로 셜정 할 수 있는 항목 중 흉

골상단에서 중완까지의 체적과 흉골상단에서 검상

돌기까지의 체적에서 태음인이 가장 큰 것으로 나

타나 중상초의 흉골상단에서부터 검상돌기나 중완

까지는 태음인의 체척이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

�2�) 남 자

상초 중상초 중하초 하초의 조건의 경우 태음인

이 소음인보다 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 �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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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체 �E때 �|서 사초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고찰

�1�) 상 초

액와에서 상전장골극까지를 사초로 셜정할때 상

초에 해당하는 액와에서 유두선까지의 높이가 태음

인이 소양인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소양인이 액와

점에서 유두선 까지의 거리가 체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중상초

갑상연콜점에서 치골결합상단을 사초로 설정할때

흉골상단에서 유두까지의 높이와 액와에서 유두까

지의 높이에서 태음인이 소양인보다 큰 것으로 나

타났으며 갑상연골점에서 상전장골극까지를 사초로

셜정을 하였을 경우에 흉골상단높이에서 유두까지

와 액와에서 유두까지의 높이에서 태음인이 소양인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소양인이 중상초의 높이가

체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

났다�.

�- �1�4�2 �-

�3�) 중하초

흉골상단에서 상전장골극을 사초로 셜정을 할때

중완에서 제부까지의 체적과 액와에서 상전장골극

까지를 사초로 셜정할 때 중완에서 제부까지의 체

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태음인이 소음보다 큰 것으

로 나타나 중완에서 제부가 체간에서 차지하는 비

율이 소음인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

�4�. 각 체질벌 사초의 상관관계

사상인의 체형기상의 차이에 따라 각 체질별 사

초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아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

었다 �. 태음인은 상초와 중하초의 상관관계를 체척 �,

표연적 �, 높이로 나누어 살펴 보아 대개의 경우 역

상관관계를 얻었으며 특히도 표면적의 경우는 상관

계수가 �-�0�.�9�-�-�1 로 나타나 상관정도가 높았다 �. 소
음인과 소양인은 중상초와 하초의 상관관계를 체

적�, 표연척 �, 높이로 나누어 살펴 보아 대개의 경우

역상관관계를 얻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