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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武 李�j齊馬 �(�1�8�3�7�-�1�9�0�0�) 는 �r格致훌�n
�1�8�)
에 이어

『東醫壽世保元 �.�! �(�1�8�9�4�) 을 完成하여 四象體質醫學論

을 定교함으로써 體質醫웰의 실제 臨味的 運用이 �R읍

動하게 되었다 �.
이러한 四象�A의 體質辯證 方法論에 關하여 朴

�1�1�)

의 �R�f�i 部觸응�?法 �, 李 �1�4�)
의 쥐房 및 陽骨 �R度法 �, 太種鐵

法 �, 繼
�)

의 쥐體 �R度法 �, 朴 �1�2�)
의 十種鐵 �I�J法 �, 權�6�)

의

八體質鐵 �t효과 씀斷服찮 �. �f�t�F�) 의 演뼈�龍腦�丁香을 ￥�I�J

用한 藥깝法 �, 梁 �1�3�)
의 免授血浪學的 짧別法 �, 許�:�2�3�)

의

形態學的 �I뭔式化에 關한 톰院가 發表된 바 있다 �. 그
러나 이러한 빠究는 �J�L쩔的 �, 精神的 要素가 缺如되

어 있고 실제로 臨皮에 適用하기에는 不足한 面이

많고 �r�. 東醫뚫世保元』의 內容과 얼마나 -致하고 있

는가 하는 面이 再考되어야 할 事項으로 남아 있다�.
鋼職調훌 方法은 對象者의 뾰質을 正隆하게 反

映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大略的인 水準과 分類등의

�B的으로 없存의 臨�* ι、理쓸하파와 神經精蘭써 �l 서 心

理分析을 위해 效果的인 方法으로서 널리 使用되고

�.
慶熙大챙校 韓짧얘大웰 四象뽑훨敎科

있다 �.
『東醫壽世保元�.�! �1�5�. �1�8�. �1�9�) 을 根據로 肉體的 體形과 精

神的 氣質을 包括한 엄�E報告式 設問調효方式을 導

入한 辦證 方法福 꿈�f究로 高
�4�.�5�.�9�)

의 四象辦證內容 設

問調춤紙 �( �I �) 과 金
�9�)
의 四象옮質分類檢호

�(�Q�S�C�C�) �1�7�.�2이가 있다 �. 四象辦證內容 設問調훌紙 �( �I �)

는 李
�1�6�)
의 四象辦證內容 設問調죠紙 �( �I �) 훨’휩化 땀�f

究로 검증되었다�. 며象體質分類檢훌 �(�Q�S�C 이는 金�9�)

의 四象體質分찢흉檢효 �(�Q�S�C�C�) 앓當化 돼究로 검증되

었으나 임상에 실제 이용에 있어 판별이 않되는 경

우가 많아 四象體質分類檢호 �( �Q�S�C�C�) 의 개선된 판별

방식이 요구되었다 �.
本 쩌究는 體質짧別의 客觀的인 基準을 마련하기

寫해 �r�,�,�� 項形式의 檢효方法으로 만들어진 사상체질분

류검사 �(�Q�S�C�C�) 의 臨 �* 活用 價뼈와 體質錯 �7�l�l�J 을 鳥한

情報提供의 寄與度를 알아 보고 �, 개선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사상체질분류검사 �( �Q�S�C�C�) 를 ￥�I�J 用하여

�1�9�9�5 年 �3 月부터 �1�9�9�5 年 �1�1 月까지 약 �9個月간 慶熙

醫標院 附�I꿇 동서종합건진센터에 來院한 �6�0�2 名의

一般惠者를 對象으로 設問調훈를 實施하고 �, 이들로

�- �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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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 �\�.�.�.�.�: �M�i�s�s�i�n�g �T�o�t�a�l �C�a�s�e

�1 �1�0�1 �3�2�0 �1�7�9 �6�0�2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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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나온 結果를 統計分析하여 몇 가지 結論과 多

少의 知見을 얻었기에 이에 報告하는 바이다 �.

�I�I�. 맑究方法

�1�. 흙몇設륨�f

本 鼎究는 非實짧的 �m究 �(�n�o�n�-�e�x�p�e�r�i�m�e�n�t�a�l

�d�e�s�i�g�n�) 로 四象 �A의 體質鐘別을 없한 設問調호돼究

이다 �.

�2�.�m 究對象 및 資料收集期間

사상체질분류검사 �(�Q�S�C�C�) 의 �� 當化 方案 �m究를
위하여 慶熙醫擔院 동서종합건진센터에 來院한 一般

뽕、者中 며象醫學專 �J�X 專門醫에 의하여 體質 �=짧�I올

받거나 治標중인 者를 對象으로 하였다 �.
設問紙에 應答이 可能한 對象者로 사상체질분류를

원하는 �6�0�2 名의 일반인을 對象으로 사상체질분류검

사 �( �Q�S�C�C�) 를 實施하였다 �. 對象者 중 太陽 �A �1名 �,
少陽 �A �1�0�1명 �, 太陰 �A �3�2�0名 �, 少陰 �A �1�7�9名 �,
�m�i�s�s�i�n�g �c�a�s�e �1名이었다 �.
資料收集期問은 �1�9�9�5 年 �3月부터 �1�9�9�5 年 �1�1 月까

지 약 �%固月이 경과되었다 �.

�3�. �j짧과分析 方法

사상체질분류검사 �(�Q�S�C�C�) 의 휠當化 方案을 �R究
하기 위해 �s�p�s�s �p�c�+ �v�4�. �0 分析 프로그램�1�.�2�.�2�1�) 을 利

用하였다 �.
먼저 각 체질문항의 타당성을 살펴본 다음 각 채질

문항의 반응빈도률 및 문항적격도를 분석하여 체질판

별의 진단정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해 본다 �.
個別 集團의 差異를 알아보기 위하여 �D�u�n�c�a�n 檢

證을 實施하였다�.
또한 쓸斷正確횡을 檢證하기 위하여 �;�j�!�1�J�5�J�1�j 分析을

實施하였다�.

�i�l�l�. 맑究結果 및 論議

�1�. 맑몇 對象홈의 -般的 特性

本 돼究에 포항된 事例들의 사상체질분류�, 性別 �,

연령별 �, 결혼여부별 �, 및 직업별 分布는 �T�a�b�l�e �1�,

�T�a�b�l�e �2�, �T�a�b�l�e �3�, �T�a�b�l�e �4�, �T�a�b�l�e �5�, �T�a�b�l�e �6

에 提示하였다 �.
性�5�]�I�J 에 따른 四象體質 分布는 女子의 경우 太陰 �A

이 �5�2�.�5�%�, 少陰 �A�o�] �3�6�.�9�%�, 少陽 �A�O�]�1�0�.�3�%�, 太

陽 �A�o�] �0�.�4�% 의 順序이고 �, 男子의 경우 太陰 �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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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s�t�r�i�b�u�t�i�o�n �o�f �S�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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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9 �2�6�.�7 �2�1�. �8 �2�8�. �7 �9�.�9 �1�.�0
�1�6�.�8

�2 �1�1 �8�0 �7�9 �1�0�1 �4�1 �4 �2
�3�2�0

�T�a�e�-�e�u�m �5�0�.�0 �2�5�.�0 �5�5�.�6 �5�9�.�0 �5�2�.�9 �5�7�. �7 �4�0�.�0 �6�6�. �7
�0�.�6 �3�.�4 �2�5�.�0 �2�4�. �7 �3�1�. �6 �1�2�.�8 �1�.�3 �0�.�6

�5�3�.�2

�2�2 �3�7 �3�3 �6�0 �2�0 �5
�1�7�9

�S�o�-�e�u�m �2�5�.�0 �5�0�.�0 �2�5�.�7 �2�4�.�6 �3�1�.�4 �2�8�.�2 �5�0�.�0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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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4 �1�4�4 �1�3�4 �1�9�1 �7�1 �1�0 �3 �6�0�1
�T�o�t�a�l

�O�. �7 �7�.�3 �2�4�.�0 �2�2�.�3 �3�1�. �8 �1�1�. �8 �1�.�7 �0�.�5 �1�0�0

�M�a�r�r�i�e�d �S�i�n�g�l�e �M�i�s�s�i�n�g �T�o�t�a�l

�C�a�s�e�s �4�9�7 �2�7 �7�8 �6�0�2

�% �8�2�.�6 �4�.�5 �1�9�.�9 �1�0�0�.�0

�E�l�e�m�e�n�t�a�r�y �M�i�d�d�l�e �H�i�g�h �C�o�l�l�e�g�e
�G�r�a�d�u�a�t�e

�M�i�s�s�i�n�g �T�o�t�a�l
�s�c�h�o�o�l

�C�a�s�e�s �6�2 �4�8 �1�3�9 �1�2�4 �2�1 �2�0�8 �6�0�2

�% �1�0�.�3 �8�.�0 �2�3�. �1 �2�0�.�6 �3�.�5 �3�4�.�6 �1�0�0

�H�a�s�e�k �R�e�s�e�a�r�c�h�e�r �S�e�r�v�i�c�e �C�l�e�r�k �o�r �E�n�g�i�n�e�e�r �E�n�t�e�r�p�r�i�s�e �F�a�r�m�i�n�g

�-�e�e�p�e�r �s�p�e�c�i�a�l�i�s�t �a�d�m�i�n�i�s�t�r�a�t�o�r �m�a�n�a�g�e�r �o�r �f�i�s�h�e�r�i�e�s

�C�a�s�e �1�0�9 �3�3 �9�1 �8�9 �3�1 �4�2 �2�7

�% �1�8�. �1 �5�.�5 �1�5�. �1 �1�4�.�8 �5�.�1 �7�.�0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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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少陰�A이 �2�4�.�4�%�, 少陽 �A�o�] �2�2�.�0�% 의 順으 로 나타났다 �.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 男子가 �5�5�.�9�%�,

�T�a�b�l�e �3�. �D�i�s�t�r�i�b�u�t�i�o�n �o�f �A�G�E

�T�a�b�l�e �4�. �D�i�s�t�r�i�b�u�t�i�o�n �o�f �M�a�r�i�t�a�l �S�t�a�t�u�s

�T�a�b�l�e �5�. �D�i�s�t�r�i�b�u�t�i�o�n �o�f �E�d�u�c�a�t�i�o�n

�T�a�b�l�e �6�. �D�i�s�t�r�i�b�u�t�i�o�n �o�f �O�c�c�u�p�a�t�i�o�n

�- �2�4�1 �-



�A�r�t�i�s�t �o�r �M�e�d�i�c�a�l
�S�t�u�d�e�n�t �L�a�b�o�r

�R�e�l�i�g�i�o�n
�M�i�s�s�i�n�g �T�o�t�a�l

�a�t�h�l�e�t�e �m�e�m�b�e�r �r�e�l�a�t�e�d �j�o�b

�C�a�s�e �3 �2 �4�6 �8 �3 �1�1�8 �6�0�2

�% �0�.�5 �0�.�3 �7�.�6 �1�.�3 �0�.�5 �1�9�.�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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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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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2�1 �6�. �6�0�0�0 �5�.�3�0�7�3 �1�4�.�9�6�5�4 소양인〉태양인, 태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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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Q�.�.�A��
Â¤���*���:�T�=�- ��-�c �c ’ �3�.�0�0�0�0

�6�. �9�8�0�2 �7�.�4�4�3�8 �9�.�2�1�7�9 �1�3�.�7�3�1�8
소음인〉소양인, 태음인

�(�3�.�5�1�8�5�) �(�3�.�3�4�3Çt �(�3�.�5�5�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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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子가 �4�3�.�8�% 이고 太陰 �A �5�3�.�2�%�, �:�J�;陰 �A �2�9�.�8�%�,

少陽 �A �1�6�.�8�%�, 太陽 �A �0�.�2�%로 나타났다 �.

�2�. 네 集團의 體質 �R度 �!�)���I�J 뿔量分析

짧方 專門醫가談斷한集團의結果와사상체질분

류검사�(�Q�S�C α를 통한 體質홍퍼數에대한 平均과 標

準偏差 및 �F�- 檢證 結果는 �T�a�b�l�e �7와 같다 �.
이 結果를 살펴보면 少陽 �A集團이 다른 세 集團보

다 가장 큰 離脫 點數를 보인 것은 太陽點數였다 �.
太陰 �A集 �l웰이 다른 세 集團보다 가장 큰 離脫 點數

를 보인 것은 太陽點數였다 �. 少陰 �A集團에서도 太陽

웰敵에 離脫 點數를 보인다�.
따라서 本 사상체질분류검사 �(�Q�S�C�C�) 에 수록된 問

따중 太陽點數에 離脫된 비중이 크다는 短點을 갖고

있다 �. 그것은 太陽�R度 문항내용이 적극적이고 활동

적이어서 크게 호감을 갖을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

된다�.
各 點數別로 살펴보면�, 太陽點數에서 少陽 �A集團

은 �P�<�O�.�O�O�l 水準에서 太陽 �A과 �:�J�;陰 �A集 �l햄에 有意

味한 差異를 보였고 太陰 �A集團은 �P�<�O�.�O�O�l 水準에

서 太陽 �A集團에 有意味한 差異를 보였다 �.
少陽‘훨數에서 少陽 �A集團은 �P�<�O�.�O�O�l 水準에서 다

른 세 집단과 有意、味한差異를 보였고 太陰 �A集團은

�P�<�O�.�O�O�l 水準에서 太陽 �A集團에 有意味한 差異를

보였다 �.
太陰點數에서 太陰 �A集때은 �P�<�O�.�O�l 水準에서 少

陽�A集團과 少陰 �A集맴에 有意‘味한差異를 보였다 �.
少陰點數에서 少陰 �A集團은 �P�<�O�.�O�l 水準에서 少

陽�A集團과 太陰 �A集團에 有意、味한差異를 보였다 �.
이러한 結果를 미루어 볼 때 며象辦證內容 設問調

훌紙 �(�I�) 로 四象體質을 操뼈�I�J 할 수 있는 可융빙生이있

다고 하겠다 �.

�T�a�b�l�e �7�. 네 집단의 체질점수별 평균과 표준편차 및 �F�- 검증

�.�.�. �: �P�(�O�.�O�O�l �N�: 대상자수 �, 형균 �, �(�) �: 표준면차

�- �2�4�2 �-



문항 �n
항 내 용

반응빈도률/

번호
�‘

문항적격도

�1�4 월급생활보다 수입이 다소 불규칙 하더라도 목돈 버는 일이 좋겠다. 소양 �4�3�.�6 �.�.

�3�1 각종 사회활동 모임에 즐거이 참여한다소양 �4�2�.�6
�.

�4�0 나는 무슨 일이건 철저히 하는 성미다소음 �5�5�.�9 �a

�4�5 내 생각이 옳다고 확신되기 까지는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소음 �5�9�.�2 �.�.

�4�6 이것저것 할 일들을 생각하연 가슴이 답답하다 소음 �5�0�.�3 �a

�5�2 별것 아닌 사소한 일 때문에 찌증을 내곤 한다 소양 �5�4�.�5

�5�3 앞에 나가서 말을 하거나 발표하는 것이 어렵다 태음a

�6�6 일 할때 주위에서 어지간히 소란해도 잘 할 수 있다 소양 �3�1�. �7 �.

�7�1 사람을 셜득 하는 일은 대개 나에게 돌아용다 소양 �3�4�.�7 �.

문항

번호

�D
항 내

반웅빈도률/
긴: 용

�2 보통이다데

문항적격도

�5 보통이다(체중)

비슷

�9 상하체가 버슷하다

비소

비슷

문항 �D
항 내 용

반응빈도률/

번호
긴r

문항적격도

�6 마른편이다 �0

�7 상체가 하체에 비하여 발달되어 있다 �0

�- 盧聖銀외 �4�A�: 사상체질분류검사의 쫓當化 方案 모색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분석 �-

�3�. 문항의 연구

사상체질분류검사�(�Q�S�C�C�) 의 문항중 무작위 또는

동기왜곡 문항의 반웅빈도률 및 문항적격도는

�T�a�b�l�e �8에 제시하였고 �, 太陽�R度의 反應頻度率 및

문항적격도는 �T�a�b�l�e �1�0 에 제시하였고 �, 少陽 �R度의

反應頻度率 및 문항적격도는 �T�a�b�l�e �1�1에 제시하였

고 �, 太陰�R度의 反應頻度率 및 문항적격도는 �T�a�b�l�e

�1�2에 제시하였고 �, 少陰�R度의 反應頻度率 및 문항적

격도는 �T�a�b�l�e �1�3에 제시하였고 �, 문항에 문제가 있

는 것은 �T�a�b�l�e �9에 제시하였다 �.
�T�a�b�l�e �8의 무작위 또는 동기왜곡 문항은 다음의

반웅빈도률 또는 문항적격도가 높아 판별분석에 이

용되었다 �.
�T�a�b�l�e �1�0의 太陽 �R度 문항은 대부분 少陽 �A集團에

높은 反應頻度率을 보였다 �. 그 중 太陽 �A集 �l훨에 변별

력이 있는 문항은 陰影을 주어 표안에 표시하였다 �.
�T�a�b�l�e �1�1에서 �T�a�b�l�e �1�3에는 각 척도별 문항중

반응빈도률이 �2�5�% 이상이거나 문항적격도가 있는 문

항은 陰影을 주어 표안에 표시하였다 �.

�T�a�b�l�e �8�. 무작위 또는 동기왜곡 문항의 반응빈도률 및 문항적격도

�a �: �P�<�O�. �1 �. �: �P�<�0�.�0�5 �.�. �: �P�<�O�.�O�l … �: �P�<�O�.�O�O�l

�T�a�b�l�e �9�. 문항에 문제 있는 것

�T�a�b�l�e �1α 태양척도의 반응빈도률 및 문항적격도

�/�4「�/�i



문항 。
항 내 용

반웅빈도률/

번호
�‘

문항적격도

�1�0 평소에 잔병치례가 없다 0/비슷 높다
�1�5 무슨 일이나 시원스럽게 처리한다. �1�0�0�"�/ÁŒÅ‘�4�7�.�5
�1�6 처음 만난 사랍도 쉽게 사귀는 편이다 0/소양 �4�4�. �6 �.�.

�2�3 친구 사뀔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쉽게 잘 사뀐다 0/소양 �4�8�.�5
�2�7 포용력이 있어서 잘 받아 들이는 편이다 0/소양 �4�9�.�5

…

�3�2 사람을 볼때 우선 올바른 사랍인지 아닌지를 본다 �1�0�0�/ÁŒÇL �7�9�.�3
�3�6 무슨 일이든지 물러서지 않고 밀고 나간다 �1�0�0�/ÁŒÅ‘ �3�9�.�6
�4�1 항상 성급한 편이다 �1�0�0 …/소양 �7�0�.�3

�4�7 남성적인 연이 않고 여성적인 연이 적다 0/소양 ...
�4�8 친구는 많지만 막상 속올 터놓을 사랑은 없어 속상할 때가 많다 0/비슷 높다
�5�4 화를 잘 내는 면이다 0/소양 �6�0�.�4 �.�.�.

�5�8 예의없이 멋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0/비슷 낮다
�6�2 냥을 의식하지 않고 내 멋대로 하는 편이다 0/소양 �2�8�.�7 �.�.�.

�6�7 자기는 하지 않으연서 남을 잘 시키는 편이다 0/소양 �2�5�.�7 �.

�7�2 그다지 공손하지 않은 편이다 0/소양 �1�6�.�8

�7�6 남의 생각이나 업적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을 때가 종총 있다 0/소양 �1�1�. �9
�8�0 말로는 일을 같이 하자고 하연서도 실제로는 상대방이 그렇게 하는 것을 꺼린다 0/소양 �1�5�.�8

�8�5 일을 성취하였어도 항상 부족감을 느낄때가 많다 0/소양 �4�5�.�5

�8�9 나는 너무 예의 차리는 사랍을 꺼린다 0/소양 �2�3�.�8

�9�4 몸이 불편할때는 주로 목주위에 이상이 온다 0/태음 �4�6�.�3 �a

�1�0�2 소변량이 많고 시원하게 나올 때이다 0/소양 �3�6�.�6

문항 �n
항 내 용

반웅빈도률/

번호
�‘

문항적격도

�3 키가 작은 편이다 �2�4�.�8
�7 상체가 하체에 비하여 발달되어 있다 �2�1�. 8/태음 �3�7�.�2 �.�.�.

�1�1 민첩하고 용감하다 �2�7�.�7 �.�.�.

�1�7 활발하고 대가 센 연이다 �2�9�. �7

�1�8 매사에 이해를 따지지 않고 나서는 연이다 �4�0�. �6 �.�.

�2�4 집안일은 소흘히 하면서 바깥일에 열심이다 �5�0�. �5 �.�.

�2�8 예의와 격식올 잘 차리는 면이다 �5�3�.�5�/ÁŒÇL �6�9�.�8 �.

�3�3 사랑을 볼때 우선 학력을 본다 �5�.�0�/¾DÂ·
�3�7 일을 별려 놓기만 하지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한다 �2�5�. �7

�- 사상의학회지 제�8권 저�1�2호 �1�9�9�6 �-

�T�a�b�l�e �1�0�. 태양척도의 반응빈도률 및 문항적격도

�a�: �P�(�O�.�l �. �: �P�( �0�.�0�5 �.�. �: �P�(�O�.�O�l �.�.�. �: �P�(�O�.�O�O�l �: 변별력이 있는 문항

�T�a�b�l�e �1�1�. 소양척도의 반응빈도률 및 문항적격도

�- �2�4�4 �-



문항 �n
항 내 용

반응빈도률/

번호
�� ��-

문항적격도

�4�2 일을 벌려만 놓고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하여 항상 걱정스럽다 �2�0�.�8

�4�7 남성적인 면이 않고 여성적인 면이 적다 �3�7�.�6 �.�.�.

�4�9 밖으로 나툴다 보니 집안에 문제가 많다 �1�7�.�8 �.

�5�5 슬퍼질때가 많다 �2�6�.�7�/¾D 슷

�5�9 아는 척 하거나 과시하는 경우가 많다 �2�3�.�8 �.�.�.

�6�3 매사에 능수능란한 편이다 �2�5�. �7 �.

�6�8 자신은 인정 받기를 원하연서 냥을 소홀히 여기는 면이다 �2�0�.�8 �.

�7�3 집안일을 소흘히 하는 편이다 �2�6�. �7 �.

�7�7 냥을 업신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1�8�.�8

�8�1 말로는 서로 의지하자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상대방이 그렇게 하는 것을 꺼린다 �6�.�0�/¾DÂ·
�8�6 남의 일에 열심이연서도 항상 부족감을 느낄때가 많다 �2�5�. �7
�9�0 나는 너무 점잖은 척 하는 사랍을 꺼린다 �3�4�. �7
�9�5 몸이 불편할때는 주로 가슴에 불편한 증세가 온다 �2�6�.�7�/¾D 슷

�9�9 시원한 음식을 좋아하는 면이다 �4�0�.�6 �.�.

�1�0�1 평소 손, 발이 따뜻한 편이다 �4�9�.�5 �.�.�.

�1�0�3 대변이 잘 나올 때이다 �4�4�.�6�/ÁŒÇL �4�6�.�4

문항 �n
항 내 용

반응빈도률/

변호
�c�:�-

문항적격도

키가 큰편이다 �1�9�.�4�/ÁŒÅ‘ �2�0�.�8
�4 뚱뚱한 편이다 �3�9�. �1

�8 하체가 상체에 비하여 발달되어 있다 �1�0�.�0

�1�2 의젓하고 위염이 있다 �1�9�.�4
�.�.�.

�1�9 한번 시작한 일은 끝을 내는 편이다 �5�0�.�0 비슷

�2�0 진득하게 한곳에 오래 있을수 있다 �4�2�.�2�/ÁŒÇL �4�9�.�2 �.�.�.

�2�5 바깥일은 소흘히 하면서 집안일에 열심이다 �2�0�.�3 �a

�2�9 바깥일은 소홀히 하연서 집안일에 열심이다 �3�4�.�7�/ÁŒÅ‘ �4�6�.�5

�3�4 사람을 볼때 우선 근연성을 본다 �5�2�.�2 �.
�3�8 움직이기보다는 조용히 혼자 일올 추진하는 편이다 �4�7�.�5�/ÁŒÇL �5�3�. �6 �.�.

�4�3 남앞에 잘 나서지 못한다 �4�2�.�5

�5�0 집안일올 중요시 하다 보니 사회생활에 어려울 때가 많다 �1�6�.�6�/ÁŒÇL �2�0�.�7

�5�6 마음이 상했더라도 괜찮은 척 한다 �5�7�.�8 �a

�6�0 돈이나 물건에 욕심이 많은 편이다 �3�6�.�9�/ÁŒÅ‘ �3�7�.�6 �a

�6�4 정잖은 척 할 때가 많다 �3�6�.�9

�6�9 자신의 체연과 권위는 따지면서 냥에게는 그렇지 못한 편이다 �1�1�. 6/소양 �1�6�.�8

�- �f�j톨聖鎬외 �4�A�: 사상체질분류검사의 쓸當化 方훌 모색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분석 �-

�a �: �P�<�O�. �1
�. �: �P�<�0�.�0�5 �.�. �: �P�<�O�.�O�l … �: �P�<�O�.�O�O�l �: 변별력이 있는 문항

�T�a�b�l�e �1�2�. 태음척도의 반응빈도률 및 문항적격도

�- �2�4�5 �-



문항 �n
항 내 용

반웅빈도률/

번호
�】

문항적격도

�7�4 나의 일이 아닌 것에는 무관심한 편이다 �3�8�.�8�/ÁŒÇL �4�2�.�5 �.

�7�8 남의 것을 탕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7�.�8 비슷

�8�2 말로는 서로 욕심내지 말자고 하연서도 상대방의 청렴함 만을 원한다 �1�0�.�6

�8�3 말로는 서로 욕심내지 말자고 하연서도 실제로 나 자신의 욕집은 많은 연이다 �2�1�. �6
�8�7 풍족한 상태에서도 항상 부족감올 느껴 더 가지려 한다 �1�4�. �1

�9�1 나는너무의리를내세우는사랑을꺼린다 �1�5�.�9

�9�3 여성적인 연이 많고 남성적인 연이 척다 �1�8�. �1

�9�6 몸이 불편할때는 주로 배꼽주위에 불연한 증세가 온다 �6�.�0 비슷

�9�9 시원한 음식을 좋아하는 편이다 �2�9�. �5 �.�.

�1�0�1 평소 손, 발이 따뜻한 면이다 �5�0�.�8 �.�.�.

�1�0�4 땅을 훌리고 났을 때이다 �2�2�.�9�/ÁŒÅ‘ �2�9�.�7 �.

문항 �o
항 내 용

반웅빈도률/

번호
�� ��-

문항척격도

�3 키가 작은 면이다 �2�9�.�1

�6 마른편이다 �4�8�. �6 �.�.�.

�8 하체가 상체에 비하여 발달되어 있다 �1�6�.�8

�1�3 단정하며 꽁꽁하다 �7�3�.�2 �.�.�.

�2�1 치밀하고 꼼꼼한 편이다 �6�3�.�7 �.�.�.

�2�2 주로 가까운 사랍끼리 잘 어울린다 �8�1�. �6
�2�6 친구를 사뀔때 이것저것 따져서 쉽게 사귀지 못하는 연이다 �3�8�.�5 �.

�3�0 다정 다감하여 남을 잘 달랜다 �3�9�. 1/비슷
�3�5 사랍올 볼때 우선 재능이 있는지를 본다 �1�4�.�0

�3�9 한곳에 있으려고만하지 나다니려하지 않는 편이다 �2�7�.�9 �a

�4�4 소심하여 항상 불안한 편이다 �3�5�.�2

�5�1 사랑 사귀는 것이 어려워 속상할 때가 많다 �1�8�.�4

�5�7 안절부절 못 할 때가 많다 �2�3�.�5�/ÁŒÅ‘ �2�7�.�7
�6�1 남의 일에 무관심하고, 간섭받기도 싫어한다 �4�8�.�6 �a

�6�5 이익을 위해서는 때로 거짓말올 할 수도 있다 �1�9�.�6�/ÐÜÇL �2�5�.�9
�7�0 보당올 주로 받으려고 하지,남에게 보답하기는 인색한 편이다 �5�.�6�/¾D 슷
�7�5 매사에 몸을 사라는 편이다 �2�6�. �3 �.�.

�7�9 냥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경우가 종종 었다 �2�5�. 1/비슷
�8�4 말로는 서로 톡 터 놓고 지내자고 하연서도 실제로는 톡 터놓고 지내는 것을 꺼린다 �2�4�.�0

�- 사상의학회지 저�1�8권 제 �2호 �1�9�9�6 �-

�T�a�b�l�e �1�2�. 태음척도의 반응빈도률 및 문항적격도

�a �: �P�(�O�. �1 �. �: �P�(�0�.�0�5 �.�. �: �P�(�O�.�O�I �.�.�. �: �P�(�O�.�O�O�I �: 변별력이 있는 문항

�T�a�b�l�e �1�3�. 소음척도의 반응빈도률 및 문항적격도

�- �2�4�6 �-



³Ä���"�3�J。 �c
항 내 용

반웅빈도률/

번호
긴:

문항적격도

�8�8 일이 어느정도만 이루어져도 만족할 때가 많다 �3�3�.�0�/ÐÜÇL �3�7�.�5
�9�2 나는 너무 아는 척 하는 사랑을 꺼린다 �6�8�.�7�/¾D 슷

�9�3 여성적인 연이 많고 남성적인 연이 적다 �3�1�. �8 �.�.�.

�9�7 몸이 불면할때는 주로 아랫배에 불편한 증세가 온다 �2�4�.�6�/ÁŒÅ‘ �2�4�.�8

�9�8 따뜻한 음식을 좋아하는 편이다 �6�9�.�8 �a

�1�0�0 평소 손,발이찬 편이다 �5�9�. �2 �.�.�.

�1�0�5 소화가 잘 될 때이다 �4�6�.�1�/¾D 슷

팝혔
太陽A 少陽A 太陰A 少陰A ι‘'"

�N�=�l �N�=�1�0�1 �N�=�3�2�0 �N�=�1�7�9 �N�=�6�0�2

�3�4 �6�5 �2�2
�1�2�2

太陽A �0�.�8 �2�7�.�9 �5�3�.�3 �1�8�.�0
�1�0�0�.�0 �4�2�.�0 �2�4�.�2 �1�3�.�8

�2�3�.�9

�1�4 �2�8 �3
�4�5

少陽A �3�1�.�1 �6�2�.�2 �6�. �7
�1�7�.�3 �1�0�.�4 �1�.�9

�8�.�8

�1�0 �7�1 �1�6
�9�7

太陰A �1�0�.�3 �7�3�.�2 �1�6�.�5

�1�2�.�3 �2�6�.�4 �1�0�.�1
�1�9�.�0

�2�3 �1�0�5 �1�1�8
�2�4�6

少陰A �9�.�3 �4�2�.�7 �4�8�.�0

�2�8�.�4 �3�9�.�0 �7�4�.�2
�4�8�.�2

�C�o�l�u�m�n �8�1 �2�6�9 �1�5�9 �5�1�0

�T�o�t�a�l �0�.�2 �1�5�.�9 �5�2�. �7 �3�1�. �2 �1�0�0�.�0

�a훌聖鎬외 �4�A�: 사싱체질분류검사의 효當�'�I�t 方案 모색을 위한 설문초사 결과분석 �-

�a �: �P�(�O�. �1 �. �: �P�(�0�.�0�5 �.�. �: �P�(�O�.�O�l … �: �P�(�O�.�O�O�l �: 변별력이 있는 문항

�T�a�b�l�e �9은 키 �, 체중 �, 체격을 묻는 문항으로써 문

항성격이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이 비슷한 정도로 반

응을 보였다 �.

�4�. 體質鍾別을 롭한 體賣點數의 判別分析

�(�1�) 體質點數의 絡對的 크기에 의한 體質

鍵別

�@흘質點數을 純對的 크기에 의해 體質을 鍵別할 때

의 �t�f�i 果는 �T�a�b�l�e �1�4에 나타나 있다 �. 少陽 �A이 設問

紙에 의해 少陽 �A으로 判別될 確率은 �1�7�.�3�% 이고 �,

太陰 �A이 設問紙에 의해 太陰 �A으로 判別될 짧率은

�2�6�.�4�% 이고 �, 少陰 �}�\ ° �1 設問紙에 의해 少陰 �A으로 判

別될 �r홈率은 �7�4�.�2�% 이고 �, 太陽 �A이 設織에 의해

太陽 �A으로 判別될 �I흙率은 �1�0�0�.�0�% 이나 사례수가

적은 단점이 있다�. 平均표�1懶‘ �0斷率은 �3�9�.�3�% 으로 이

것은 �9�2 명의 경우가 절대판별하기 어려운 경우로 통

계에서 빠지게 되었고 �, �1�2�1 명의 경우가 설문지에 의

한 체질감별로 太陽 �A으로 판정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2�) 體質點數의 相對的 크기에 의한 體質

銀別

그러연 體質點數를 相對뽕뾰���2�) 로 換算하여 가장

큰 값을 體質判定에 適用했을 때 나온 結果는

�T�a�b�l�e �1�5와 같다 �.
그 원果를 살펴보면 �, 少陽 �A이 設問紙에 의해 少

陽 �A으로 判別될 確率은 �4�0�.�6�% 이고 �, 太陰 �}�\ ° �1 設問

�T�a�b�l�e �1�4�. 체질점수의 절대평가에 의한 판별분석

결과

�P�e�r�c�e�n�t �o�f �"�g�r�o�u�p�e�d�" �c�a�s�e�s �c�o�r�r�e�c�t�l�y �c�l�a�s�s�i�f�i�e�d�:

�3�9�.�3�%

�- �2�4�7 �-



팝혔
太陽A 少陽A 太陰A 少陰A ιi‘c

�N�=�l �N�=�1�0�1 �N�=�3�2�0 �N�=�1�7�9 �N�=�6�0�2

�4�2 �8�5 �3�0 �1�5�8

太l陽A �0�.�6 �2�6�.�6 �5�3�.�8 �1�9�.�0
�1�0�0�.�0 �4�1�. �6 �2�6�.�6 �1�6�.�8 �2�6�.�3

�4�1 �7�5 �3�1 �1�4�7
�1�- �Éç�A �2�7�.�9 �5�1�. �0 �2�1�.�1

�4�0�.�6 �2�3�.�4 �1�7�.�3 �2�4�.�5

�1�1 �9�3 �3�0 �1�3�4

太않A �8�.�2 �6�9�.�4 �2�2�.�4
�1�0�.�9 �2�9�. �1 �1�6�.�8 �2�2�.�3

�7 �6�7 �8�8 �1�6�2
少陰A �4�.�3 �4�1�.�4 �5�4�.�3

�6�.�9 �2�0�.�9 �4�9�.�2 �2�7�.�0
�C�o�l�u�m�n �1�0�1 �3�2�0 �1�7�9 �6�0�1

�T�o�t�a�l �0�.�2 �1�6�.�8 �5�3�.�2 �2�9�.�8 �1�0�0�.�0

�C�a�n�o�n�i�c�a�l �D�i�s�c�r�i�m�i�n�a�n�t �F�u�n�c�t�i�o�n�s

�P�e�t �o�f �C�u�m �C�a�n�o�n�i�c�a�l �A�f�t�e�r �W�i�l�k�s �

�F�c�n �E�i�g�e�n�v�a�l�u�e �V�a�r�i�a�n�c�e �P�e�t �C�o�r�r �F�c�n �L�a�m�b�d�a �C�h�i�s�q�u�a�r�e �D�F �S�i�g

�0 �.�7�4�0�7 �1�7�8�.�8�7�2 �1�2 �.�0�0�0�0

�.�2�2�2�6 �6�8�.�2�6 �6�8�.�2�6 �.�4�2�6�7 �: �.�9�0�5�6 �5�9�.�0�9�8 �6 �0�0�0�0

�2�' �.�0�9�5�5 �2�9�.�2�9 �9�7�.�5�5 �.�2�9�5�2 �: �2 �.�9�9�2�1 �4�.�7�4�2 �2 �.�0�9�3�4

�3�' �.�0�0�8�0 �2�.�4�5 �1�0�0�.�0�0 �.�0�8�9�0 �:

�- 사상의학회지 제�8권 저�1�2호 �1�9�9�6 �-

紙에 의해 太陰 �A으로 判別될 確率은 �2�9�.�1�% 이고 �,
少陰 �A�o�l 設問紙에 의해 少陰 �A으로 判別될 確率은

�T�a�b�l�e �1�5�. 體質點數의 相對的 크기에 의한 判別

分析

�P�e�r�c�e�n�t �o�f �"�g�r�o�u�p�e�d�" �c�a�s�e�s �c�o�r�r�e�c�t�l�y �c�l�a�s�s�i�f�i�e�d�:
�4�9�.�2�%

�4�9�.�2�% 이고 �, 太陽�A이 設問紙에 의해 太陽 �A으로 判

別될 確率은 �1�0�0�. �0�%이나 사례수가 적은 단점이 었

다 �. 平均표確判 ���I�j 率은 �3�9�.�6�% 程度 밖에 안되고

�1�5�7 명의 경우가 설문지에 의한 체질감별로 太陽 �A

으로 판정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다음 判別式의

利用이 必훌하게 되었다 �.

�(�3�) 判別式에 의한 體質銀別

�g훌質點數를 分析에 들어가기 전에 아래 判別式을

適用하고 �, 그 結果 �T�a�b�l�e �1�6에 提示하였다 �. 판별방
정식의 �W�i�l�k�s

’

�L�a�m�b�d�a�. �C�h�i�-�s�q�u�a�r�e�. 자유도 및

유의도는 아래 글상자에 제시하였다�.

�F�i�s�h�e�r�'�s �L�i�n�e�a�r �D�i�s�c�r�i�m�i�n�a�n�t �F�u�n�c�t�i�o�n�s

�F�u�n�c �1 �: �O�. �2�5�6�8�8 太陽 �+ �O�. �5�9�8�3�5 少陽 �+ �0�.�2�7�9�5�4

太陰 �- �1�. �0�2�9�8�3 少陰

�F�u�n�c �2 �: �0�.�4�9�6�1�4 太陽 �+ �O�. �3�9�9�8�6 少陽 �- �1�. �2�5�4�2�0

太陰 �+ �O�. �5�5�6�9�8 少陰

�F�u�n�c �3�:�- �0�.�3�1�5�2�5 太陽 �+ �0�.�7�1�1�5�3 少陽 �+

�0�.�2�5 없�4 太陰 �+ �O�. �4�3�8�2�7 少陰

�D�i�s�c�r�i�m�i�n�a�n�t �F�u�n�c�t�i�o�n�s �e�v�a�l�u�a�t�e�d �a�t �G�r�o�u�p �M�e�a�n�s �(�G�r�o�u�p �C�e�n�t�r�o�i�d�s�)�C�a�n�o�n�i�c�a�l

�G�r�o�u�p �F�U�N�C �1

太陽 �A �-�.�2�3�2�1�6
少陽 �A �. �6�2�8�8�3

太陰 �A �.�1�8�1�6�2
少陰 �A �-�.�6�7�8�2�0

�F�U�N�C �2
�-�.�1�3�1�3�0

�.�5�4�7�6�3
�-�.�2�6�2�5�4

�.�1�6�1�0�7

�F�U�N�C �3
�-�2�. �1�8�1�1�6

�-�.�0�0�1�5�2
�.�0�0�4�2�7
�.�0�0�5�4�2

�- �2�4�8 �-



얘없懶 太陽A 少陽A 太陰A 少陰A
�U �n�g�r�o�u¿�

�c�a�s�e
�N�=�l �N�=�1�0�1 �N�=�3�2�0 �N�=�1�7�9

�N�=�l

太陽A
�9 �2�9 �1�9

�1�0�0�.�0�% �8�.�9�% �9�.�1�% �1�0�.�6�% �1�0�0�. �0�%

少陽A
�0 �5�1 �8�7 �2�3 �0

�0�% �5�0�.�5�% �2�7�.�2�% �1�2�.�8�% �0�%

�0 �2�6 �1�1�8 �3�7 �0
太陰A

�0�% �2�5�.�7�% �3�6�.�9�% �2�0�.�7�% �0�%

少陰A
�0 �1�5 �8�6 �1�0�0 �0

�0�% �1�4�.�9�% �2�6�.�9�% �5�5�.�9�% �0�%

짧寶
太陽A �j�;–}�i�A 太陰A 少陰A

�U�n�g�r�o�u�pµL

�c�a�s�e
�N�=�l �N�=�1�0�1 �N�=�3�2�0 �N�=�1�7�9

�N�=�l

太陽A �2 �9 �3 �0

�1�0�0�.�0�% �2�.�0�% �2�.�8�% �1�.�7�% �0�%

�j�,–}�A �0 �6�2 �7�6 �2�6

�0�% �6�1�. �4�% �2�3�.�8�% �1�4�.�5�% �1�0�0�%

太陰A �0 �2�1 �1�5�6 �3�9 �0
�0�% �2�0�.�8�% �4�8�.�8�% �2�1�. �8�% �0�%

少陰A �0 �1�6 �7�9 �1�1�1 �0

�0�% �1�5�.�8�% �2�4�.�7�% �6�2�.�0�% �0�%

�- 盧聖鎬외 �4人 �: 사상체질분류검사의 효當�1�t 方案 모색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분석 �-

�T�a�b�l�e �1�6�. 體質點數를 利用한 �*�1�]�5�3�I�J 分析 結果

�P�e�r�c�e�n�t �o�f �"�g�r�o�u�p�e�d�" �c�a�s�e�s �c�o�r�r�e�c�t�l�y �c�l�a�s�s�i�f�i�e�d�:
�4�4�.�9�3�%

分析結果에 따르면 少陽 �A이 設離에 의해 少陽

�A으로 �l�' 뻐”될 確率은 �5�0�.�5�% 이고 �, 太陰 �A이 設問紙

에 의해 太陰 �A으로 判別될 確率은 �3�6�.�9�% 이고 �, 少
陰 �A�o�] 設問紙에 의해 少陰 �A으로 判別될 確�i환은

�5�5�.�9�% 이고 �, 太陽 �A�o�] 設問紙에 의해 太陽 �A으로 判

���I�j 될 �1隆率은 �1�0�0�. �0�%이나 사혜수가 적은 단점이 있

다 �. 平均正確率은 �4�4�.�9�3�% 로 오히려 체질접수의 상

대적 크기에 의한 체질감별보다 낮게 나타났다 �.
�(�4�) 反慮頻度率 및 문항적격도를 考慮한

�!�f�I�J 었 �I�J 式

다른 體質과 差異있는 �{맺向이 있거나 統計的으로

有意味한 差異가 있는 問쩌은 �T�a�b�l�e �8�. �T�a�b�l�e �9�.

�T�a�b�l�e �1�0�. �T�a�b�l�e �1�1�. �T�a�b�l�e �1�2에 提示하였다 �. 그
외 問項은 反應頻度率이 낮게 分析되어 統計學的으

로 差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T�a�b�l�e �8�. �T�a�b�l�e

�9�, �T�a�b�l�e �1�0�. �T�a�b�l�e �1�1�, �T�a�b�l�e �1�2의 問項을 아래

�1�'�1 別式을 適用하고 分析한 結果는 �T�a�b�l�e �1�7 에 提示

하였다 �. 판별방정식의 �W�i�l�l ‘ �s
’

�L�a�m�b�d�a�. �C�h�i�-

�s�q�u�a�r�e�. 자유도 및 유의도는 아래 글상자에 제시하

였다�.

그 結果를 살펴보면 �, 少陽 �A을 設問紙에 의해 少

陽 �A으로 判別할 確率은 �6�1�. �4�% 이고 �, 太陰 �A을 設問

紙에 의해 太陰 �A으로 判 �.�5�J�1�1 할 確후은 �4�8�.�8�% 이고 �,

少陰 �A을 設 �&혐�&에 의해 少陰 �A으로 判別할 짧率은

�6�2�.�0�% 로 分析되고 平均正確率은 �5�4�.�9�1�% 로 偶然確

率 에 比해 �%의 增進을 보였다 �. 그러나 少陽 �A과

太陰 �A은 진단정확률이 각각 �6�0�% 이상이나 太陰 �A은

�5�0�% 미만으로 낮은 진단정확률을 갖게 된다�.
結果的으로 東醫꿇世保元을 根據로 하여 �&調適格

度를 �a맴의 追加와 反應頻度率。�l 낮은 圖흉은 암質

的 特徵에 맞는 적절한 表現。�l 돼究되어야 할 것이다 �.

�T�a�b�l�e �1�7�. 反應頻度率 및 문항적격도를 考慮한

判�5�3�I�J 分析 結果

�P�e�r�c�e�n�t �o�f �"�g�r�o�u�p�e�d�" �c�a�s�e�s �c�o�r�r�e�c�t�l�y �c�l�a�s�s�i�f�i�e�d�:

�5�4�.�9�1�%

�F�i�s�h�e�r�'�s �L�i�n�e�a�r �D�i�s�c�r�i�m�i�n�a�n�t �F�u�n�c�t�i�o�n

�F�u�n�c �1 �: �O�. �0�6�7�5�6 太陽 �t �O�. �6�4�8�7�2 ι、陽 �t �O�. �3�8�4�0�8

太陰 �- �1�. �0�3�8�1�9 少陰

�F�u�n�c �2�: �- �0�.�1�5�8�0�4 太陽 �0�.�6�1�6�3�3�9�x 少陽 �+

�1�. �2�0�3�3�5 太陰 �0�.�4�0�5�4�8 少월

�F�u�n�c �3 �: �- �0�.�8�7�7�1�3 太陽 �t �O�. �7�9�0�8�3 少陽 �- �O�. �2�3�5�6

太陰 �t �O�. �3�5�4�8�9 �j�;陰

�- �2�4�9 �-



�C�a�n�o�n�i�c�a�l �D�i�s�c�r�i�m�i�n�a�n�t �F�u�n�c�t�i�o�n�s

�P�c�t �o�f �C�u�m �C�a�n�o�n�i�c�a�l �A�f�t�e�r �W�i�l�k�s

�F�c�n �E�i�g�e�n�v�a�l�u�e �V�a�r�i�a�n�c�e �P�c�t �C�o�r�r �F�c�n �L�a�m�b�d�a �C�h�i�s�q�u�a�r�e �D�F �S�i�g

�0 �.�6�8�1�0 �2�2�9�.�0�1�6 �1�2 �.�0�0�0�0

�.�2�7�3�4 �6�4�.�5�3 �6�4�.�5�3 �.�4�6�3�4 �: �.�8�6�7�1 �8�4�.�9�7�1 �6 �.�0�0�0�0

�2�" �.�1�2�7�2 �3�0�.�0�2 �9�4�.�5�5 �.�3�3�5�9 �: �2 �.�9�7�7�4 �1�3�.�6�1�6 �2 �.�0�0�1�1

�3�" �.�0�2�3�1 �5�.�4�5 �1�0�0�.�00� �.�1�5�0�3 �:

�- 사상의학회지 저�1�8 권 저�1�2 호 �1�9�9�6 �-

�C�a�n�o�n�i�c�a�l �D�i�s�c�r�i�m�i�n�a�n�t �F�u�n�c�t�i�o�n�s �e�v�a�l�u�a�t�e�d �a�t �G�r�o�u�p �M�e�a�n�s �(�G�r�o�u�p �C�e�n�t�r�o�i�d�s�)

�G�r�o�u�p �F�U�N�C �1

太陽 �A �-�.�2�5�0�1�3
少陽 �A �.�6�6�3�3�8
太陰 �A �.�2�1�7�0�3
少陰 �A �-�.�7�6�0�9�0

�F�U�N�C �2

�-�.�2�8�7�9�0

�-�.�6�4�8�0�6

�.�2�9�8�3�7

�-�.�1�6�6�1�3

�F�U�N�C �3

�-�3�.�7�0�8�4�3

�.�0�1�1�5�5

�.�0�0�0�7�4

�.�0�1�2�8�7

�I�V�. 總括 및 考察

分析에서 나타난 結果를 土훌로 쩌究 對象者의 �-

般的
�*
험生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性�J�J�I�j 에 따른 四象體質 分布는 女子의 경우 太陰 �A

이 �5�2�.�5�%�. 少 �l쏠 �A이 �3�6�.�9�%�. 少陽 �A이 �1�0�.�3�%�. 太

陽 �A이 �0�.�4�% 의 �)�1圓추이고 �, 男子의 경우 太陰 �A이

�5�3�.�6�%�. 少陰 �A�o�l �2�4�.�4�%�. 少陽 �A이 �2�2�.�0�% 의 順으

로 나타났다 �. 全體的으로 살펴보면�, 男子가 �5�5�.�9�%�.

女子가 �4�3�.�8�% 이고 太陰 �A �5�3�.�2�%�. 少陰 �A �2�9�.�8�%�.

少陽 �A �1�6�.�8�%�.太陽 �A �0�.�2�%로 나타났다 �.
함方 專門醫가 臨�*的으로 장斷한 太陽 �A集團과

少陽 �A集團과 太陰�A集團과 �:�J�;健 �A集團이 사상체질

분류검사 �( �Q�S�C�C�) 에서 보인 體質點數의 平均과 標準

偏差 그리고 네 集뼈間 平均 差異를 變量分析한 結

果를 살펴보면 �, 太陽‘點數에서 少陽 �A集團은

�P�<�O�.�O�O�l 水準에서 太陽 �A과 少陰 �A集團에 有意‘味한

�i�f�: 異를 보였고 太陰 �A集團은 �P�<�O�. �0�0�1 水準에서 太

陽 �A集團에 有흘‘味한差異를 보였다 �.
少 �I場勳數에서 少陽 �A集團은 �P�<�O�.�O�O�l 水準에서 다

른 세 집단과 有意味한 옳異를 보였고 太陰 �A集團은

�P�<�O�.�O�O�l 水準에서 太陽 �A集 �l團에 有意味한 옳異를

보였다 �.
太陰.훨數에서太陰 �A集團은 �P�<�O�.�O�l 水準에서 少

陽�A隻團과 少陰 �A集團에 有흉‘味한差異를 보였다 �.
少陰點數에서 �t ↓

�;
陰 �A集團은 �P�<�O�.�O�l 水準에서 少

陽 �A集團과 太陰 �A集團에 有意味한 差異를 보였다 �.
이러한 結果를 미루어 볼 때 四象辦證內容 設問調

훌紙 �(�I�) 로 四象體質을 據測할 수 있는 可能性이 있

다고 하겠다 �.
사상체질분류검사 �(�Q�S�C�C�) 에 의한 體質點數로 體

質判 ���I�j 시
�*
홈對的 크기에 의해 體質을 錯別하연 �, 少

陽 �A이 設問紙에 의해 少陽 �A으로 判別될 確率은

�1�7�.�3�% 이고 �, 太陰 �A�o�l 設問紙에 의해 太陰 �A으로 判

���I�j 될 條率은 �2�6�.�4�% 이고 �, 少陰 �A�o�l 設問紙에 의해

少陰 �A으로 �t�l�m�l�J 될 確率은 �7�4�.�2�% 이고 �, 太陽 �A�o�l 設

�$職에 의해 太陽 �A으로 辦 �I�J될 確率은 �1�0�0�. �0�% 이

나 사례수가 적은 단점이 있다 �. 平均正確判斷率은
�3�9�.�3�% 으로 이것은 �9�2 명의 경우가 절대판별하기 어

려운 경우로 통계에서 빠지게 되었고 �. �1�2�1 명의 경우

가 셜문지에 의한 체절감별로 太陽 �A으로 판정되는

�n�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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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를 범하게 된다 �.
體質點數를 相對點數로 換算하여 가장 큰 값을 體

質�*�'�J 定에 適用했을 때 �, 少陽�A이 設問紙에 의해 少

陽 �A으로 判別될 確率은 �4�0�.�6�% 이고 �, 太陰 �A이 設問

紙에 의해 太陰 �A으로 判別될 �I홉率은 �2�9�.�1�% 이고 �,
少陰 �A이 設問紙에 의해 少陰 �A으로 判別될 確率은

�4�9�.�2�% 이고 �, 太陽 �A이 設問紙에 의해 太陽 �A으로 �*�I�J

���I�J 될 �r끓率은 �1�0�0�. �0�%이나 사례수가 적은 단점이 있

다 �. 平均표確判 ���I�j 率은 �3�9�.�6�% 程度 밖에 안되고

�1�5�7 명의 경우가 설문지에 의한 체질감별로 太陽 �A

으로 판정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다음 判別式의

利用이 �lι쫓-하게되었다 �.
體質勳數를 分析에 들어가기 前에 判���I�j 式을 適用

한 뒤 體質判定을 適用했을 때�, 少陽 �A이 設職에
의해 少陽 �A으로 判別될 짧率은 �5�0�.�5�% 이고 �, 太陰 �A

이 設 �&땀�&에 의해 太陰 �A으로 判別될 짧率은 �3�6�.�9�%

이고 �, 少陰 �A�o�] 設問紙에 의해 �y陰 �A으로 判別될

댐率은 �5�5�.�9�% 이고 �, 太陽 �A이 設織에 의해 太陽 �A
으로 判別될 �I휴率은 �1�0�0�. �0�%이나 사례수가 적은 단

점이 있다 �. 平均표僅率은 �4�4�.�9�3�% 로 오히려 체질점

수의 상대적 크기에 의한 체질감별보다 낮게 나타녔

다 �.
다른 體質과 差異있는 뼈向이 있거나 統計的으로

有意味한 差異가 있는 問項을 判 ���I�j 式을 適用하고 分

析한 絲果를 살펴보연 �, 少陽�A을 設問紙에 의해 少

�I陽 �A으로 判別할 確率은 �6�1�. �4�% 이고 �, 太陰 �A을 設問

紙에 의해 太陰 �A으로 判別할 降率은 �4�8�.�8�% 이고 �,

少陰 �A을 設�&職에 의해 少陰 �A으로 辦 �I�j 할 確率은

�6�2�.�0�% 로 分析되고 平均표빠率은 �5�4�.�9�1�% 로 偶然짧

率 에 比해 �%의 뻔進을 보였다 �. 그러나 少陽�A과

太陰 �A은 진단정확률이 각각 �6�0�% 이상이나 太陰 �A은

�5�0�% 미만으로 낮은 진단정확률을 갖게 된다�.
結果的으로 束醫룹世保元을 �#밟훌로 하여 問項適格

度를 問項의 追加와 反應頻度率이 낮은 問項은 體質

的 特徵에 맞는 적절한 表現이 뻐究되어야 할 것이

다 �.
本 사상체질분류검사 �( �Q�S�C�C�) 의 調효 및 分析 過

程에서 韓方專門훌훌에 의해 太陽 �A으로 分類된 사람

은 한 사람므로 分析 過程에서 太陽 �A에 대한 內容

이 충분한 통계적 가치를 가지지 못하였다 �.

�v�. 結論 및 提言

�1�. 結 論

著者는 體質짧別의 客觀的인 基準을 마련하기 買

해 問項形式의 檢호方法으로 만들어진 사상체질분류

검사 �( �Q�S�C�C�) 의 臨
�'�*
活用 ↑풍�f直와 體質鍾 ���I�J 을 �� 한

情報提供의 �t상與度를 알아 보고자 �, 慶熙醫授院 附�I웰

동서종합건강진단센터에 -般 .뽕、者 �6�0�2 名을 對象으

로 設問調훌를 施 �1�T하였다 �.

設問調춤의 資料를 統計 處理하여 사상체질분류검

사 �(�Q�S�C�C�) 의 結果를 分析 檢討한 結果 다음과 같은

�*
댐�a을 얻었다 �.

�1�. 사상체질분류검사 �( �Q�S�C�C�) 는 四象醫學 專門醫

에 의하여 體質 짧 ���I�j ���.짧�f을 받은 네 集 �l훨의 體質點

數別 變뭘 �;分析 �*�'�f�i 果 �, 셜뼈댐흉���I�j 力이 認定되는 問項들

로 構成되어 있다 �.
�2�. 사상체질분류검사 �(�Q�S�C 이에 의한 體質몇據�t로

體質判別時 �� 對的 크기에 ‘ 의해 �g픔質을 짧別하면 �,

정확판단률은 少陽 �A �1�7�.�3�%�. 太陰 �A �2�6�.�4�%�. 少陰

�A �7�4�.�2�%�. 太陽 �A �1�0�0�.�0�%이나 사례수가 적은 단

점이 있다�. 平均표�I網‘ �I�J斷率은 �3�9�.�3�% 이었다 �.

�3�. 사상체질분류검사 �( �Q�S�C�C�) 에 의한 體質點數로

體質判 �Z�I�J 時 相對的 크기에 의해 體質을 짧 �Z�I�J 하면 �,

정확판단률은 少陽 �A �4�0�.�6�%�. 太陰 �A �2�9�.�1�%�. 少陰

�A �4�9�.�2�%�. 太陽 �A �1�0�0�.�0�%이나 사례수가 적은 단

�- �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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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있다 �. 平均正確�*뼈 �I�j率은 �3�9�.�6�% 이었다�.
�4�. 體質點數를 分뻐�1 들어가기 前에 判別式을 適

用한 뒤 體質判定을 適用했을 때 �, 정확판단률은 少

陽 �A �5�0�.�5�%�, 太陰 �A �3�6�.�9�%�,少陰 �A �5�5�.�9�%�,太陽

�A �1�0�0�.�0�%이나 사례수가 적은 단점이 있다�. 平均�l�E

確率은 �4�4�. �9�3�% 이었다 �.
�5�. 反應頻度率이 높은 問項으로 判別式을 遭用하

여 分析하연 �, 少陽 �A �6�1�.�4�%�, 太陰 �A �4�8�.�8�%�, 少陰

�A �6�2�.�0�%로 分析되고 平均正確率은 �5�4�.�9�1�% 로 偶

然確후
�.�3�) �3�9�. �9�% 에 比해 �1�5�.�0�1�% 의 增進을 보였다 �.

�2�. 提 륨

�1�) 反應頻度率이 낮은 問項의 內容은 形態를 變形

하거나 다른 表現을 構想하여 信賴度를 높이는 作業

을 施�,�q�'�j�- 해야 한다�.
�2�) 問項의 適格度에 따른 採點上의 比重 附與 方

法이 �R究되어야 한다�.
�3�) 設問 調효시 標準集團의 構成에 따른 層 �f�t 標準

別 統計分析結果 평가내용의 지속적 보완이 必쫓하

다 �.

흥 考 文 廠

�1�. �M�a�r�i�j�a �J�. �N�o�r�u�s�i�s�: �A�d�v�a�n�c�e�d �S�t�a�t�i�s�t�i�c�s�,

�C�h�i�c�a�g�o�, �S�P�S�S �I�n�c�.�, �p�p�.�1�-�3�9�, �1�9�8�6�.

�2�. �M�a�r�i�j�a �J�. �N�o�r�u�s�i�s�: �S�P�S�S�/�P�C�, �C�h�i�c�a�g�o�,

�S�P�S�S �I�n�c�.�, �p�p�.�1�5�3�-�1�7�5�, �1�9�8�6�.

�3�. 高炳熙 �, 宋-炳 �: 며象體質辦證 方法論�R究 �(第�-
報�.�) �, 大廳韓醫學會誌 �, �V�o�l�. �8�, �N�o�.�I�, �p�p�.�1�3�9�-
�1�6�0�, �1�9�8�7�.

�4�. 高炳熙 �, 宋-炳 �: 四象體質辦證 方法論�R究 �(第二

報 �) �, 大韓韓醫學會誌�, �V�o�l�. �8�, �N�o�.�I�, �p�p�.�1�3�9�-

�1�6�0�, �1�9�8�7�.

�5�. 高炳熙 �, 宋一炳 �: 四象體質辦證에 對한 小考 �, 大

韓韓醫學會誌 �9호 �, �1�9�8�5�.

�6�. 權度玩 �: 大韓韓뽑學會報 二十-號 �, �p�p�.�3�2�-�3�8�,
�1�9�6�6�.

�7�. 權英植 �: 며象짧別法에 對하여 �, 서울 �, 醫林社 �,

통권 �9�7 호 �, �p�. �1�5�-�2�0�, �1�9�7�3�.

�8�. 權혔흩 �: 四象方藥合編 �, 서울 �, 좁林훔院 �, �p�p�.�3�7�-

�4�2�. �1�9�7�3�.

�9�. 金善豪 �: 며象體質分類檢훌 �( �Q�S�C�C�) 의 l�當 �{�t��

究 �, 大韓띠象뽑學會誌�, �V�o�l�. �5�, �N�o�.�-�I�, �p�p�.�6�1�-
�8�0�, �1�9�9�3�.

�1�0�. 金樹凡 �: 四象體質짧別을 없한 專門家 시스템의

知識베이스 橫樂을 鳥한 鼎究 �, 慶熙大學校 大學

院�, �1�9�8�9�.

�1�1�. 朴奭彦 �: 四象頭部觸談法 �, 서울 �, 醫林社 �, 통권

�1�4�7 호 �, �p�p�.�6�2�-�6�4�, �1�9�8�2�.

�1�2�. 朴寅商 �: 東醫四象要決�, 서울 �, 홈林홈院 �, �p�p�.�3�-
�6�, �1�9�7�4�.

�1�3�. 양기상 �: 찢聽體質짧別의 免휩血淸學的 �R究 �, 서
울 �, 慶熙韓醫大 論文集 �, 慶 熙大 韓醫파大學�,
�p�p�.�3�3�-�4�5�, �1�9�8�3�.

�1�4�. 李炳幸 �: 針道源流重뿔 �, 서 울 �, 종林書院 �,

�p�p�.�3�4�7�-�3�4�8�, �1�9�7�4�.

�1�5�. 李ζ浩 �, �i共淳用 �: 四象醫學原짧 �, 서울 �, 꿇文社�,
�p�p�3�6�-�3�8�, �1�9�7�3�.

�1�6�. 李義柱 �: 四象辦證內容 設問調훌紙 �(�I�) 의 l�當化
쩌究 �, 서울 �, 慶熙大學校 論 文集 �, 慶熙大學校

韓醫과大學 �, �1�9�9�5�.

�1�7�. 李廷燦 �: 며象體質分類檢훌의 �t훨據앓협�;�{�t �� 究
�(性格要因檢흉 �-�1�6�P�F�- 와의 比 較分析 �) �, 大韓四

象醫황會誌 �, �V�o�l�. �5�, �N�o�.�I�, �p�p�.�8�1�-�9�8�, �1�9�9�3�.

�1�8�. 李濟馬 �: 格致훌 �, 서울 �, 太陽社 �, �1�9�6�3�.

�1�9�. 李濟馬 �: 東醫뚫世保元 �, 서울 �, 홈林書院 �, �p�p�. �1�3�-

�1
ι기



�-�1�2 聖銀외 �4�A�: 사상체질분류검사의 효當化 方쫓 모색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분석

�1�4�, �1�9�6�3�.

�2�0�. 章世圭 �: 四象體質分類檢호 �( �Q�S�C�C�) 評價方法의

웅�; 當�性 하 �f究 �, 慶熙大學校 大學院 碩士學힘뚫文�,

�1�9�9�4�.

�2�1�. 채서일 �, 김범종 �, 이성근 �: �S�P�S�S�/�P�C�+ 를 이용한

풍계 분석 �, 서 울 �, 학현사 �, �p�p�.�l�0�1�-�1�2�2�,

�p�p�.�1�6�7�-�1�9�0�, �p�p�.�2�7�6�-�2�8�6�, �1�9�9�2�.

�2�2�. 韓東錫 �: 束짧壽世保元註釋 �, 서 울 �, 性理會出版

社 �, �p�p�5�7�-�5�9�, �p�p�5�7�-�1�0�0�, �1�9�6�7�.

�2�3�. 許萬會 �: 며象 �A의 形態學的 圖式化에 關한 �R

究 �, 서울 �, 大羅四象學會誌、 �, �V�o�l�. �1�, �N�o�. �1�,

�p�p�. �2�9�- �3�9 �1�9�8�9�.

주 �(註�)

�1�. 以下 ‘體質點數’라 함�.
�2�. 相對點數 �= �5�0 �+ �(體質點數 �- 平均�)�/ 標準偏差 �1�0

�3�. 偶然確率 �: �C�P�R�O�P�O�T�I�O�N�A�L 늠 �L�( 집단빈도수�/

전체표본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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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I ‘

�T�h�e �S�t�u�d�y �o�n �V�a�l�i�d�i�t�y �o�f
“

�Q�u�e�s�t�i�o�n�n�a�i�r�e �o�f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S�u�n�g �H�o �R�o

�D�e�p�t�. �o�f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T�h�e �s�t�u�d�y �w�a�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f�i�n�d�i�n�g �o�u�t �a�n �o�b�j�e�c�t�i�v�e �c�l�a�s�s�i�f�i�c�a�t�i�o�n �m�e�t�h�o�d �f�o�r �t�h�e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w�h�i�c�h �d�i�v�i�d�e�s �p�e�o�p�l�e �i�n�t�o �4 �g�r�o�u�p�s �o�f �c�o�n�s�t�i�t�u�t�i�o�n �a�n�d �p�r�e�s�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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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n�a�i�r�e �o�f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w�a�s �a�d�m�i�n�i�s�t�e�r�e�d �t�o �6�0�2 �i�n�p�a�t�i�e�n�t�s �a�t �K�y�u�n�g �H�e�e

�O�r�i�e�n�t�a�l �M�e�d�i�c�i�n�e �H�o�s�p�i�t�a�l�. �D�a�t�a �w�e�r�e �c�o�l�l�e�c�t�e�d �d�u�r�i�n�g �9 �m�o�n�t�h�s �f�r�o�m �M�a�r�c�h �1�9�9�5 �t�o �N�o�v�e�m�b�e�r �1�9�9�5�.

�F�o�r �t�h�e �p�u�r�p�o�s�e�s �o�f �t�h�i�s �s�t�u�d�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c�r�o�s�s�t�a�b�s�, �v�a�r�i�a�t�i�o�n �a�n�a�l�y�s�i�s�,

�d�i�s�c�r�i�m�i�n�a�t�i�o�n �a�n�a�l�y�s�i�s�. �T�h�e �a�n�a�l�y�z�i�n�g �p�r�o�g�r�a�m �w�a�s �S�P�S�S �P�C�+ �V�4�.�0�.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Q�S�C�C �c�o�n�s�i�s�t�s �o�f �t�h�e �a�u�t�h�o�r�i�z�e�d �q�u�e�s�t�i�o�n�s �s�t�u�d�i�e�d �b�y �t�e �o�r�i�e�n�t�a�l �m�e�d�i�c�i�n�e �s�p�e�c�i�a�l�i�s�t�s �b�a�s�e�d �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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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b�o�d�y �c�o�n�s�t�i�t�u�t�i�o�n�.

�2�. �W�h�e�n �h�u�m�a�n
’

�s �b�o�d�y �c�o�n�s�t�i�t�u�t�i�o�n �i�s �c�l�a�s�s�i�f�i�e�d �o�n �t�h�e �b�a�s�i�s �o�f �Q�S�C�C �s�c�o�r�e�s �o�f �b�o�d�y �c�o�n�s�t�i�t�u�t�i�o�n�s

�a�n�d �c�l�a�s�s�i�f�i�e�d �b�y �t�h�e �a�b�s�o�l�u�t�e �s�i�z�e�, �g�r�o�u�p �c�a�s�e�s �c�o�r�r�e�c�t�l�y �c�l�a�s�s�i�f�i�e�d �w�a�s �S�c ←�Y�a�n�g�-�I�n �1�7�.�3�%�, �T�a�e�-�E�m�-�I�n

�2�6�.�4�%�, �Sα �E�m�-�I�n �7�4�.�2�%�, �T�a�e�-�Y�a�n�g�-�I�n �1�0�0�%�. �H�o�w�e�v�e�r�, �t�h�e �n�u�m�b�e�r �o�f �e�x�a�m�p�l�e�s �a�r�e �r�a�r�e�. �A�v�e�r�a�g�e �p�e�r�c�e�n�t

�o�f
“

�g�r�o�u�p�" �c�a�s�e�s �c�o�r�r�e�c�t�l�y �c�l�a�s�s 퍼 �e�d �w�a�s �3�9�.�3�%�.

�3�. �W�h�e�n �h�u�m�a�n�'�s �b�o�d�y �c�o�n�s�t�i�t�u�t�i�o�n �i�s �c�l�a�s�s�i�f�i�e�d �o�n �t�h�e �b�a�s�i�s �o�f �Q�S�C�C �s�c�o�r�e�s �o�f �b�o�d�y �c�o�n�s�t�i�t�u�t�i�o�n�s

�a�n�d �c�l�a�s�i�f�i�e�d �b�y �t�h�e �r�e�l�a�t�i�v�e �s�i�z�e�, �g�r�o�u�p �c�a�s�e�s �c�o�r�r�e�c�t�l�y �c�l�a�s�s�i�f�i�e�d �w�a�s �S�o�-�Y�a�n�g�-�I�n �4�0�.�5�%�, �T�a�e�-�E�m�-�I�n

�2�9�.�1�%�, �S�c ← �E�m�-�I�n �4�9�.�2�%�, �T�a�e�-�Y�a�n�g�-�I�n �1�0�0�%�. �H�o�w�e�v�e�r�, �t�h�e �n�u�m�b�e�r �o�f �e�x�a�m�p�l�e�s �a�r�e �r�a�r�e�. �A�v�e�r�a�g�e �p�e�r�c�e�n�t

�o�f
“

�g�r�o�u�p�" �c�a�s�e�s �c�o�r�r�e�c�t�l�y �c�l�a�s�s�i�f�i�e�d �w�a�s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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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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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a�n�g�-�i�n �5�0�.�5�%�, �T�a�e�-�E�m�-�I�n �3�6�.�9�%�, �S�o�-�E�m�-�I�n �5�5�.�9�%�, �T�a�e�-�Y�a�n�g�-�I�n �1�0�0�%�. �H�o�w�e�v�e�r�, �t�h�e �n�u�m�b�e�r �o�f

�e�x�a�m�p�l�e�s �a�r�e �r�a�r�e�. �A�v�e�r�a�g�e �p�e�r�c�e�n�t �o�f
“

�g�r�o�u�p�" �c�a�s�e�s �c�o�r�r�e�c�t�l�y �c�l�a�s�s�i�f�i�e�d �w�a�s �4�4�.�0�3�%�.

�5�. �A�s �d�i�s�c�r�i�m�i�n�a�t�i�o�n �f�o�r�m�u�l�a �i�s �a�p�p�l�i�e�d �a�n�d �a�n�a�l�y�z�e�d �b�a�s�e�d �o�n �t�h�e �q�u�e�s�t�i�o�n�s �o�f �h�i�g�h�e�r �p�e�r�c�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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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 聖鎬외 �4�A�: 사상체질분류검사의 효當�1�t 方훌 모색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분석 �-

�r�e�a�c�t�i�o�n �f�r�e�q�e�n�c�y�, �S�o�-�Y�a�n�g�-�I�n �6�1�.�4�%�. �T�a�e�-�E�m�-�I�n �4�8�.�8�%�, �S�o�-�E�m�-�I�n �6�2�.�0�%�. �A�v�e�r�a�g�e �p�e�r�c�e�n�t �o�f �g�r�o�u�p �c�a�s�e�s

�c�o�r�r�e�c�t�l�y �c�l�a�s�s�i�f�i�e�d �w�a�s �5�4�.�9�1�% �a�n�d �i�t �w�a�s �p�e�r�c�e�n�t �i�n�c�r�e�a�s�e�d �c�o�m�p�a�r�e�d �t�o �c�h�a�n�c�e �p�r�o�b�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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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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