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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neuroticism related to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each Sasang types using

SCL-90-R with 107 students from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guhaani University. We did ANOVA analysis with

seven neuroticism-related sub-scales and found significant differences in somatization (F=3.701, p=0.028) and hostility

(F=4.396, p=0.015). The post-hoc analysis showed that the So-Yang type (23.17±8.95) has significantly (p=0.048,

p=0.012) higher score than Tae-Eum (19.25±5.97) and So-Yang(19.25±5.76) type in somatization. In hostility, the

So-yang type (11.31±3.98) has significantly (p=0.011, p=0.015) higher score than Tae-Eum (8.80±2.61) and So-Eum

(9.44±3.35) type. The ANOVA analysis with female subjects found significant differences in anxiety (F=3.88, p=0.03) and

hostility (F=5.04, p=0.01). The post-hoc analysis showed that the So-Yang type (20.36±5.44, 12.36±3.82) has

significantly (p=0.043, p=0.015) higher score compared to the So-Eum type (15.46±3.36, 8.69±2.06) in anxiety and

hostility. The profile analysis using seven neuroticism-related subscalesof SCL-90-R did not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s (Flatness with Greenhouse-Geisser (F=202.347, p=0.0001), Parallelism with Greenhouse-Geisser (F=1.428,

p=0.191)). We discussed the implications of neuroticism in Sasang typology and SCL-90-R somatization, anxiety and

hostility scales. This study showed opposite results compared to the previous studies that So-Eum type has higher

neuroticism compared to the So-Yang and Tae-Eum type. The reason for this discrepancy between this and previous

studies, and differences between male and female should be examined thoroughly with larger and balanced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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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사람은 각기 다른 용모와 체격 뿐 아니라 고유한 정신적 특

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전 생애주기에 걸쳐 그다지 변화하지

않는다. 이러한 체질적 특성은 사회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결정

할 뿐 아니라 발병인자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감수성을 보이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1).

사상의학에 있어서 체질별 심리적인 또는 정신증상적인 특

성에 대한 연구는 1992년 MMPI를 활용한 연구로부터 시작되어,

16성격요인검사, MBTI, 상태-특성 불안척도(STAI) 등 다양한 검

사도구가 활용되었다. 최근 이러한 기존 연구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분석 결과 부정적 감정이나 불안정감, 꺼림직스러워함,

불안스러움, 자의식, 우울, 불안, 자책감, 철수, 내적성찰 등을 의

미하는 신경증(neuroticism)에 있어서 소음인이 소양인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음이 보고되었다2).

또한 사상 체질별 정신 특성에 있어서, 소음인은 다른 체질

에 비하여 MMPI의 불안, 우울증, 경조증이나 스트레스에 의한

낮은 건강상태, 그리고 높은 상태기질 불안수준을 보였다3)는 일

관된 연구 결과들을 근거로 할 때에는, 측정 도구에 따라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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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의 차이는 보일 수 있으나 소음인-소양인간 차이의 경향성

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신경증
3)
은 여러 학자들 사이에 그 중요성과 존재에

대하여 공감되고는 있으나 각자의 관점에 따라 명칭과 정의에

있어서는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어 왔다. 아이젱크의 신경증은 코

스타의 신경증과는 그 의미를 같이 하며, 캐틀의 적응

(adjustment)과는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불안(anxiety)이며, 길

포드의 정서적 안정(emotional stability)과는 유사한 문맥을 지니

고 있으며, 프로이드의 성적 심리발달이나 스키너의 사회화에는

개념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이 신경증 해석과 정의의 다양성은 Beck 불안척도나

상태-특성 불안척도를 사용하여 사상 체질별 심리특성을 측정하

였던 기존 연구들4,5)에 있어서 측정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피험자의 연령, 성별, 사

회경제적 특성이나 BMI 등의 차이가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 있어서는 이러한 신경증과 관련된 체질별 심리적

증상 양상의 차이를 비교함에 있어 신경증과 관련된 SCL-90-R6)

세부 척도로서 신체화,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을 사용하여 탐색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SCL-90-R은 한

의학적 화병 연구7)나 한방병원 내원 암환자에서의 부적응8), 문항

의 요인분석을 활용한 사상체질 연구
9)

, 정상인에서 홍삼에 의한

스트레스 반응의 감소 측정10) 등에 사용된 적은 있으나, 정상인

을 대상으로 사상 체질에 따른 세부 증상차원의 구체적 비교는

아직까지 이루어진 바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경증 정도를 반영할 것으로 사료되는

신체화 등 SCL-90-R의 7가지 증상척도를 사상 체질별로 비교분

석하기 위하여 ANOVA 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통계적 분석에

있어서 단순한 항목별 차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심리 프로파일
11)을 분석할 수 있는 통계기법을 활용한 심리적 특성의 다면적

분석 결과를 기존 연구와 비교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는 바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사상체질전문의의 진단을 근거로 한 연구가 아니

라 QSCCII 설문검사지를 이용하여 체질을 감별한 뒤 체질간의

특성을 연구하는 기초연구로써, 대구한의대학교 한의학과 1학년

121명을 대상으로 SCL-90-R 검사를 1년의 간격을 두고 2005년과

2006년에 시행한 두 번의 QSCCII 검사결과에서 동일한 체질로

판정된 107명을 대상으로 하여 QSCCII와 SCL-90-R 검사결과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1. QSCCII

QSCCII는 사상의학에 기반을 둔 설문 형태의 체질 판별법

으로서 경희대학교에서 1993년에 개발되고 1996년에 보완된 121

문항의 설문지이다. 체질 감별 정확도(PCP)는 70%라고 보고되었

으며12), 내적일치도(Cronbachs a)는 태양인 0.57, 소양인 0.57, 태

음인 0.57, 소음인 0.63이라고 보고되었다13). QSCCⅡ의 재측정

시 체질 일치도는 70%이상으로 보고되었다
14-16)

.

2. SCL-90-R

심리치료 및 향정신약물사용의 효과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뿐만 아니라 심리진단검사로서 쓰일 수 있도록 Derogatis와

Cleary17)등에 의해 제작된 간이정신진단검사(Symptom

Checklist-90-Revision)을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김광

일, 김재환, 원호택
18)
등이 재표준화한 90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자기보고식 다차원 증상 목록검사(Multi-dimensional Self-report

Symptom Inventory)로 신체화,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의 9개 증상차원
6)
을 측정한다

19)

(Table 1).

본 연구에 있어서는 편집증(paranoid ideation)과 정신증

(psychoticism)이 병리적 측정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정상인을 사

용한 체질간 차이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신경증과 보다 관련성이

깊을 것으로 여겨지는 신체화,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만을 사용하였다.

설문 문항은 각각 1개의 심리적인 증상을 대표하고 있다.

‘전혀 없다(0점)’, ‘약간 있다(1점)’, ‘웬만큼 있다(2점)’, ‘꽤 심하다

(3점)’ 및 ‘아주 심하다(4점)’의 5점 평가를 하게 되어 있다.

Table 1. Operational definition of SCL-90-R subscale

SCL-90-R subscale Item # operational definition

신체화 (somatization) 12

자율 신경계의 영향 하에 있는 순환기,
소화기, 호흡기 및 기타 기관의 장애와
두통, 동통 등 신체적 기능이상에 대해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증상들로 구성되어

있다.

강박증
(obsessive compulsive)

10
자신은 원치 않는데도 어쩔 수 없이
되풀이하게 되는 사고, 충동 및 행동 등

강박 증상을 반영한다.

대인예민성
(interpersonal sensitivity)

9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불편감,
부적합감 및 열등감 등을 측정한다.

우울 (depression) 13

삶에 대한 관심의 철수, 동기의 결여,
활력의 상실, 정말감 및 자살에 대한 생각
등으로 나타나는 기분이나 감정의 저조 등
임상적으로 우울증의 증상과 일치되는

증상들이 포함된다.

불안 (anxiety) 10
신경과민, 긴장, 초조, 두려움 및 불안과
관련된 신체적인 증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적대감 (hostility) 6
분노, 공격성, 자극과민성, 격분, 울분 등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내포하는 사고,

감정 및 행동을 반영한다.

공포불안
(phobic anxiety)

7

광장공포증의 정의와 일치하는 것으로
특정한 사람, 장소, 대상 혹은 상황에 대해
지속적이고도 불합리한 두려움이 생겨
회피행동을 하게되는 상태를 평가한다.

편집증
(paranoid ideation)

6

편집증적 사고를 측정하는 것으로 투사적
사고, 적대감, 의심, 자율성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 및 망상 등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신증 (psychoticism) 10

가벼운 대인관계에서의 소원으로부터
정신병의 증상에 이르는 비교적 넓은
영역의 증상을 반영한다. 즉 고립, 철수,
분열성적 생활양식 및 환각과 사고전파와

같은 정신분열증의 일급증상들이
포함된다.

3. 통계분석

본 연구에서 사상체질별 성별 분포의 차이를 확인하기위해

서는 chi-squre를 사용하였고, 체질군간 연령의 차이를 비교함에



채 한․이수진․박소정․김병주․홍진우․황민우․이상남․한창현․권영규

- 724 -

있어서는 ANOVA를 사용하였다. 사상체질별로 SCL-90-R 검사

에 있어서 신체화,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

불안의 하위 7개 항목에 있어서 체질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ANOVA를 실시하였으며, 유의성이 확인된 경우에 LSD 사후검

증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남자와 여자 피험자를 구분하여

ANOVA를 실시함으로써, 성별에 따른 체질간 특성을 고찰하였

다. 또한 사상체질 사이에 SCL-90-R의 하위 항목으로 이루어진

심리 프로파일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파

일 분석
11)
을 사용하였다.

결과치는 평균±표준편차로 표기하고,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로 설정하였으며, 통계분석에는 SPSS 16.0 (SPSS Inc,

Chicago)을 사용하였다.

결 과

두 번의 QSCCII 검사결과에서 동일한 체질로 판정된 107명

의 체질은 소양인 35명, 태음인 20명, 소음인 52명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Table 2), 체질별 성별 분포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chi-square=4.405, df=2, p=0.164), 체질별 평

균 연령은 각각 25.10±6.06, 23.67±4.50, 24.27±5.31로 유의한 차이

를 확인할 수 없었다(F=0.426).

SCL-90-R 항목별 점수(Table 2)의 사상체질별 차이에 대한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시행한 결과, 신체화(F=3.701,

p=0.028), 강박증(F=0.455, p=0.636), 대인예민(F=0.250, p=0.779),

우울(F=0.760, p=0.470), 불안(F=2.196, p=0.470), 적대감(F=4.396,

p=0.015), 공포불안(F=0.655, p=0.522)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유의한 결과를 보였던 신경증과 적대감에 대한 LSD 사후검

정 결과, 신경증에 있어서 소양인(23.17±8.95)은 태음인

(19.25±5.97)과 소음인(19.25±5.76)보다 유의하게(p=0.048,

p=0.012)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적대감에 있어서 소양인

(11.31±3.98)은 태음인(8.80±2.61)과 소음인(9.44±3.35)보다 유의하

게(p=0.011, p=0.015) 높은 점수를 보였다.

성별에 따른 체질간 차이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기 위한

ANOVA 분석에 있어서 남자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여자에서는 신체화(F=2.84, p=0.07), 불안(F=3.88,

p=0.03), 적대감(F=5.04, p=0.01)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에 대한 사후검정 결과 불안과 적대감에 있어서

소양인(20.36±5.44, 12.36±3.82)과 소음인(15.46±3.36, 8.69±2.06)간

에 유의한 차이(p=0.043, p=0.015)를 확인할 수 있었다. 태음인은

본 통계분석에 있어서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이는 태음인 여자가

3명이기에 통계적인 유의성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SCL-90-R의 신체화, 강박증, 대인예민,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의 7가지 항목을 대상으로 한 체질별 프로파일 분석

(Fig. 1)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Mauchly의 구형성 검정에 있

어서 유의한 결과(Mauchly's W=0.133, chi-squre=24.177, df=5,

p=0.0001)를 얻을 수 있었으므로, Greenhouse-Geisser보정을 사

용하여 분석한 결과 Flatness는 유의(F=202.34, p=0.001)하게 나

타났으나, Parallelism은 유의하지 않음(F=1.428, p=0.191)을 확인

할 수 있었다.

Table 2. descriptive information of SCL-90-R of each Sasang types

So-Yang Tae-Eum So-Eum F

n 35 20 52

sex (male/female) 21/14 17/3 39/13

age 25.10±6.06 23.67±4.50 24.27±5.31 0.426

somatization* 23.17±8.95 19.25±5.97 19.25±5.76 3.701

depression 26.49±9.02 23.35±8.79 25.33±9.21 0.760

anxiety 17.94±5.62 15.75±6.09 15.71±4.36 2.196

hostility* 11.31±3.98 8.80±2.61 9.44±3.35 4.396

phobic anxiety 9.26±2.62 8.85±2.21 8.73±1.69 0.522

obsessive/compulsive 22.66±6.22 20.95±6.79 21.90±6.41 0.455

interpersonal sensitivity 18.03±4.60 17.25±6.04 18.23±5.42 0.250
* p<0.05 with Analysis of Variance test

Fig. 1. Profile analysis results of SCL-90-R with Sasang types. *
Flatness with Greenhouse-Geisser (F=202.347, p=0.0001), and Parallelism with

Greenhouse-Geisser (F=1.428, p=0.191).

고 찰

본 연구에서 활용한 SCL-90-R은 다차원 임상목록 검사로,

신체화, 강박증, 대인예민,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의 9가지 증상척도를 제시한다. 본 검사는 Paloff가 코넬

의학지수(Cornell Medical Index)
20)
와 Lorr의 평가검사

21)
를 바탕

으로 불편감 검사(Discomfort scale)을 제작한 데서 비롯되었는

데, 이후 lipman22), Derogatis23) 등에 의해서 임상방법과 요인분

석방법으로 검사로서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여온 검사이며, 국내

에는 김광일 등6)에 의하여 표준화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자기보고식 검사는 관찰자가 공유할 수 없는 환자의

주관적 경험을 척도화하여 환자의 심리상태를 20여분의 짧은 시

간을 통해 스크리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검사를 통하여 한의

학 임상현장에 있어서 화병과 같은 질환의 진단에 유의하게 사

용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7)

. 또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홍삼의

효과에 대한 연구10)에 있어서는, 3주간의 홍삼 투여가 인체의 스

트레스 반응성을 반영하는 SCL-90-R 신체화 항목의 수치를 유의

하게 감소시켰다고 보고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 연구에 대한 고

찰을 통해서 인삼의 투여가 스트레스와 관련될 것으로 생각되는

생리적 반응 즉, 냉 자극에 대한 반응성과 맥박수의 변화24), 부신

수질의 활성도
25)

등에 대하여 유의한 효과를 보여줌으로써,

SCL-90-R 신체화 항목이 이러한 스트레스의 신체반응과 인삼에

의한 변화를 반영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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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SCL-90-R과 요인분석을 활용하여 사상체질별 심리특

성을 분석한 기존 연구9)에 있어서 설문문항별 응답결과에 대한

요인 추출 결과 태양인, 태음인, 소음인별로 각각 공격성, 독특한

신념, 우울-불안(피해의식 및 걱정 많음)이라는 요인이 중요함을

확인하였으나, SCL-90-R에서 제시하는 9개의 세부항목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사상체질별 정신특성에 대한 기존연구8)에서는 한

방병원 내원 유방암 환자와 일반 환자를 대상으로 공포불안(유

방암 환자, F=2.64) 및 신체화(일반환자, F=2.03), 불안(일반환자,

F=1.95), 적대감(일반환자, F=1.88), 편집증(일반환자, F=3.62)에

있어서 사상 체질간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아울러

코넬의학지수(CMI)를 사용하였던 기존 사상체질간 심리특성에

대한 연구26)에서는 소음인이 다른 체질보다 유의하게 낮은 정신

건강(F=3.42)임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보고를 토대로 사상 체질별로

신경증(neuroticism)과 관련된 항목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

일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심리특성의 다면

적 분석을 위하여 SCL-90-R의 신체화, 강박증, 대인 예민,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의 7가지 항목을 대상으로 한 체질별 프

로파일 분석을 시행한 결과, ANOVA 분석 결과(Table 2)와는 달

리 사상 체질별 SCL-90-R 세부척도 프로파일(Fig. 1)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상체질별 SCL-90-R의 7가지 항목에 대한 일원분산분석 결

과, 신체화(F=3.701, p=0.028), 적대감(F=4.396, p=0.015)에 있어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 사후검정 결과 신체화에 있어서 소양인

(23.17±8.95)은 태음인(19.25±5.97)과 소음인(19.25±5.76)보다 유의

하게(p=0.048, p=0.012)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적대감에 있어서

소양인(11.31±3.98)은 태음인(8.80±2.61)과 소음인(9.44±3.35)보다

유의하게(p=0.011, p=0.015) 높은 점수를 보였다(Table 1, Table 2).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기위한 분석결과, 남자 피험자들에 있

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여자 피험자들에 있

어서는 불안(F=3.88, p=0.03)과 적대감(F=5.04, p=0.01)에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사후검정 결과 여자 소양인이 불안과 적

대감에 있어서 여자 소음인보다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병원 내원 여성을 기준으로 하였던 기존연구8)

결과와 비교하면, 불안에 있어서 기존 연구는 소양인-소음인이

유사했던 반면 본 연구에서는 소양인이 소음인보다 높게 나타났

다. 적대감에 있어서도 기존 연구는8) 소음인이 높고 소양인이 낮

았던 반면, 본 연구에서는 소양인이 높고, 소음인이 낮게 나타나

정반대의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양인 여성이 소음인 여성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높은

SCL-90-R점수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점

은 신경증에 대한 기존 연구2)에서 제시되었던 소음인이 소양인

보다 높을 것이라는 결과와 상반되므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하여

명확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명확히 존재할 것을 제시하였던 기존 연구27,28)를 재

확인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체적인 성차에 더불어 심리적인

성차에 대한 상세한 추가연구가 좀 더 많은 피험자 확보를 통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신체화(somatization)와 불안(anxiety)은 자율

신경계와 관련된 신체적 반응을 주로 측정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신경증의 개념보다는 조금 더 신체발현 증상에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으며, 적대감(hostility)은 분노, 격분, 공격성 등 부정적

정서상태의 외적 발현을 측정하므로 단순 신경증을 의미하기보

다 부정적 증상의 외적 또는 신체적 발현을 중시하므로 외향성

이 높은 소양인에서 더 많이 발현되었다고 추정된다(Table 1). 이

에 신경증 자체로서는 소음인의 특성이 되겠으나, 신경증과 관련

된 신체적 발현 또는 외현화 양상은 소양인에서의 특성이 될 수

도 있음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신체화와 불안에 있어 기존 연구보고와 다르게

소양인이 높고 소음인이 낮은 결과를 보이게 된 이유로는 연령

과 성별, 건강특성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

의 대상은 건강한 20대 대학생이었으나, 기존 연구보고
8)
에서의

피험자는 유방암 환자 또는 일반 환자이었으며, 연령에 있어서도

46±5.86(유방암 환자) 또는 36±4.37(일반 환자)세의 여성만을 대

상으로 하고 있었다.

다만, 본 연구의 체질별 배정인원이 충분하지 않았기에 결과

를 일반화시키기에는 통계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향후 연령

과 건강특성, 성별 등을 고려한 다양한 연령대의 피험자를 사용

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SCL-90-R의 신체화와 불

안 증상척도가 기존의 Beck 불안척도나 상태-특성 불안척도,

MMPI의 불안, 우울증, 경조증이나 스트레스에 의한 낮은 건강

상태를 보였던 기존 연구 결과3-5)와 어떠한 상관성이 있는지 동

일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측정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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