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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related to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each Sasang

types using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 with 78 students from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After determining the Sasang types by QSCC Ⅱ,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each Sasang

types were analysed by PANAS. We did ANOVA analysis with eight related scales and foun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ae-Eum type (18.71±8.75, 6.47±3.36, 6.31±2.47, 3.18±2.77, 10.94±10.08) and the So-Eum type

(13.38±6.03, 4.55±2.23, 4.19±2.16, 5.81±4.20, 1.83±9.17, respectively) in Positive Affect (PA) (F=3.931, p=0.024),

PA-Joy (F=3.991, p=0.023), PA-Interest (F=5.025, p=0.009), NA-Afraid (F=3.118, p=0.050), and Difference between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DPN) (F=6.355, p=0.003) scores. The post-hoc analysis showed that the Tae-Eum type

(18.71±8.75, 6.47±3.36, 6.31±2.47, 10.94±10.08) has significantly higher score than So-Eum type (13.38±6.03,

4.55±2.23, 4.19±2.16, 1.83±9.17, respectively) in PA (p=0.018), PA-Joy (p=0.021), PA-Interest (p=0.017), and DPN

(p=0.002) scores. The So-Eum type (5.81±4.20) showed significantly (p=0.047) higher score than the Tae-Eum type

(3.18±2.77) in NA-Afraid. Results demonstrated distinct affect profile differences between Tae-Eum and So-Eum Sasang

types using PANAS. This study may serve as the foundation in identifying psychological traits of Sasang types,

especially regarding the aspect of affect.


Key words : 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 Sasang types, positive affect, joy, Interest

* 교신저자 : 채 한,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부산대학교한의학전문대학원

․E-mail : han@chaelab.org, ․Tel : 051-510-8470

․접수 : 2010/12/27 ․수정 : 2011/03/09 ․채택 : 2011/04/15

서 론

한의학에서는 인체의 신체와 정신을 하나의 통합된 체계로

인식하는 심신일원론을 이론적 근간으로 하고 있다
1)

. 특히 사상

의학에서는 애노희락(哀怒喜樂)의 네 가지 성정(性情)에 의해서

인체 장국(臟局)의 대소 및 강약이 결정되며, 이로 인해 각 체질

별로 고유한 생리적, 신체적 특성이 결정되고
2)
후천적인 성정의

작용인 애기(哀氣), 노기(怒氣), 희기(喜氣), 락기(樂氣)에 의해 병

증이 유발된다3)(Fig. 1).

이와 같은 감정은 단순한 마음의 움직임에 대한 주관적 느

낌일 뿐 아니라 자율신경계 및 인체 장기의 생리적 활성화를 유

발1)하여 질병 감수성을 결정하는데 핵심4)이 된다. 이처럼 정서

(affect)에 의한 생리, 병리적 변화는 한의학이 지니고 있는 심신

의학(mind-body medicine)적 특성의 핵심이 되는데, 애노희락

(哀怒喜樂)과 같은 성정 또는 감정은 인체에 있어서 기(氣)의 변

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黃帝內經·擧痛論』에서는 모든 병이 기의 변화에서 시작

되는데, 감정이 기의 변화와 질병을 일으키는 기전을 ‘怒則氣逆,

甚則嘔血及飱泄, 故氣上矣, 喜則氣和志達, 榮衛通利, 故氣緩矣’라

고 기술하였다. 또한『黃帝內經·本神篇』에서는 감정이 기의 변

화를 초래함을‘喜樂者, 神憚散而不藏’, ‘盛怒者, 迷惑而不治’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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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하였으며, 『黃帝內經·陰陽應象大論』에서는 장부와 감정과

의 관계에 대해서 ‘怒傷肝 喜傷心’, ‘肝氣虛則恐, 實則怒’라고 기

술하고 있어
5)
심신 간의 상관성과 감정의 중요성을 예로부터 인

식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한의학의 심신의학적 특성이나 사상의학에서 성

정(性情)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사상체질별 심리특성에 대한 연

구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1992년 MMPI(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6)를 시작으로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
7)

, 16성격 요인검사(16PF)
8)

, Beck 우울척도(BDI)와 상

태·특성 불안척도(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9), 기질

및 성격 검사(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TCI)10) 등

다양한 심리검사 도구를 활용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11,12)

. 최근

에는 이러한 연구 성과들을 종합하는 체계적 고찰을 통해 외향

성(Extraversion)과 신경증(Neuroticism)이 소양인과 소음인을 구

별하는 중요한 심리적 특성이라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12,13)

. 이와

같은 기존 연구들은 성격 유형이나 불안, 우울 등의 기질에 있어

사상체질별로 어떠한 경향성을 갖는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해왔

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심리검사는 일관적인 성격

(characteristics)이나 기질(temperament), 즉 타고난 고정적인 생

리·심리적 특성12)만을 다루었으며 아직까지는 정서(affect)를 분

석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감정의 상태적 특성을

의미하는 정서(affect)를 측정하는 PANAS를 처음으로 사용하여

사상체질별 심리적 경향성을 측정해 보았다.

사상의학에서 말하는 성정(性情)은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기

질(temperament) 뿐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유동적인 애노희락(哀怒喜樂)의 상태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
14)
이다. 따라서 고정적이며 일관적인 특성을 가진 기질이나

성격(character) 외에도 상황에 따라 변하는 일시적 상태를 나타

내는 정서(affect)의 측면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서 고려되어야 한

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기존의 사상의학에 대한 생리심리학적 특성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는, 행동(behavior)의 유발(activation)이나 접근

(approach), 또는 행동의 억제(inhibition)나 철회(withdrawal)가

한의학에서의 능동적 양(陽)과 수동적 음(陰)으로 재해석10)될 수

있음이 제시되었으며, 사상의학에서의 네 가지 성정(性情)은 애

노(哀怒)와 같은 부정적 정서와 희락(喜樂)과 같은 긍정적 정서

로 나누어질 수 있으므로 프로이드(Freud)의 정신적 에너지의 흐

름과 유사하다1)는 견해와 함께, 『東醫壽世保元』에서의 호선오

악(好善惡惡)이 감정에 있어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에 대한

선호 및 혐오를 설명할 수도 있다10)는 해석이 제시된 바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본 연구의 주 관심이 되는 정서가

질병취약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
4)
로 인식되고 있기에 한의학

적 음양(陰陽) 또는 사상 체질별로 유의한 특성이 확인될 수 있

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상체질별 정서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15)을 사용하여 긍정적, 부정적 정서를 측정하

였다.

임상심리나 사회심리, 성격심리 등의 분야에서 활발히 사용

되고 있는 PANAS는 Watson과 Clark, Tellegen에 의해 1988년

처음 개발된 이후 3,800회 이상 인용될 만큼 널리 활용16)되고 있

는 자기보고식 설문으로서, 최근 심리학 연구를 통해 긍정적 정

서를 ‘즐거움(Joy)‘, ‘흥미있음(Interest)‘, ‘각성(Activation)‘의 세

가지 척도17)로, 부정적 정서를 행동의 동기(motivation)라는 차원

에서 ‘두려워함(Afraid)‘과 ‘불편감(Upset)‘의 두 척도로 구분할

수도 있음이 보고16)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의학전문대학원 소속 학생들을 대상

으로 PANAS 긍정적 및 부정적 정서와 이들의 5가지 하위 척도

에 대하여 사상체질군간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이러한 연구는 한

의학적 정신생리 및 정서에 대한 인식을 재해석함에 있어서 유용

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체질 진단을 위한 정서 특성을 연구함에

있어 검사도구 개발에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Fig. 1. The mechanism how the Sasang types are made by its

nature.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 100명을 대상

으로 QSCCⅡ로 사상 체질을 분류하고 PANAS를 실시하였다.

그 중 체질 감별이 모호하다는 판정을 받은 8명과 PANAS에서

복수응답이나 미응답한 14명을 제외하고 결과가 모두 모인 78명

을 대상으로 검사결과를 분석했다.

본 연구는 부산대학교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심의(KCRC

IRB 2010-01)를 거쳐 진행되었으며 모든 대상자는 서면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2. 연구도구

1) QSCCII

QSCCII는 객관적인 사상 체질 판별을 위한 설문으로 1993

년 경희대학교에서 처음 개발되었다. 설문 문항은 주관식 15문항

과 객관식 106문항의 총 1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준화

연구와 타당성 연구를 통하여 체질 진단의 정확성과 타당성이

입증 되었다18). 체질 감별 정확도(PCP)는 70%이며19), 내적일치도

(Cronbachs a)는 태양인 0.57, 소양인 0.57, 태음인 0.57, 소음인

0.63으로 보고되었다
20)

.

2) PA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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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사용된 한글판 PANAS는 Watson 등에 의해

1988년 개발된 긍정적 정서 및 부정적 정서 척도(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
15)
를 우리나라에서 사용

할 수 있도록 1994년에 이유정21)이 번안하고 이현희22)가 타당화

한 것으로, 긍정적, 부정적 정서(affect)와 상태를 독립적으로 측

정하는 자기보고식 검사이다. 설문 문항은 각각 1개의 심리적인

증상을 대표하고 있고, 최근 일 주일 동안의 기분을 ‘전혀 그렇지

않다(0점)’, ‘약간 그렇다(1점)’, ‘보통 정도로 그렇다(2점)’, ‘많이

그렇다(3점)’ 및 ‘매우 많이 그렇다(4점)’의 5점 평가를 하게 되어

있다. PANAS 검사에 대한 내적일치도(Chronbach α)는 Watson

등(1988)의 연구에서 긍정적 정서 0.88, 부정적 정서 0.87로 제시

되었다
22)

.

본 검사는 원래 총 20개의 문항으로 긍정적인 정서를 측정

하는 10개의 형용사와 부정적인 정서를 측정하는 10개의 형용사

로 이루어져 있으나, 한국어 판에서는 원 검사에서 긍정적 정서

로 분류되었던 ‘기민한(alert)'을 부정적 정서22)로 분류하고 있다

(Table 1).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정서(Positive Affect; PA)와 부

정적 정서(Negative Affect; NA), 그리고 각 정서별 하위정서인

‘즐거움(PA-Joy)', ‘흥미있음(PA-Interest)', ‘각성(PA-Activation)',

‘두려워함(NA-Afraid)', ‘불편감(NA-Upset)'에 대한 사상체질별

분석을 진행하였다.

Table 1. Operational definition of PANAS sub-scales

PANAS subscale Item # Operational definition

Positive Affect
(PA)

9
attentive, interested, excited, enthusiastic, inspired,

proud, determined, strong, active.

PA-Joy 3 excited, enthusiastic, proud.

PA-Interest 3 interested, strong, determined

PA-Activation 4
alert, inspired, attentive, active.
(activation of behavior in the PA)

Negative Affect
(NA)

11
alert, upset, distressed, hostile, irritable, scared,

afraid, ashamed, guilty, nervous, jittery

NA-Afraid 6 ashamed, nervous, guilty, scared, jittery, afraid

NA-Upset 4 irritable, distressed, upset, hostile

3. 통계분석

본 연구에서 사상체질별 성별 분포 및 연령의 차이를 비교

하기 위해 각각 chi-square와 ANOVA를 사용하였다. 사상체질

별로 PANAS의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및 하위 5개 척도에

있어서 체질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ANOVA를 실시하였으

며, 유의성이 확인된 경우에 Tukey HSD 사후검증을 실시하였

다. 또한 긍정적 정서(PA)와 부정적 정서(NA) 및 하위 5개 척도

인 ‘즐거움(PA-Joy)', ‘흥미있음(PA-Interest)', ‘각성

(PA-Activation)', ‘두려워함(NA-Afraid)', ‘불편감(NA-Upset)'에

서 측정 척도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양측검정을 사용하였다. 결과치는 평균±

표준편차로 표기하고, 통계적 유의수준은 사후검증에서는

p<0.05로,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에서는 p<0.01로 설정

하였으며, 통계분석에는 SPSS 16.0 (SPSS Inc, Chicago)을 사용하

였다. 또한 통계분석 결과의 통계검증력(statistical power) 및 피

험자 크기(sample size)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Stata/SE 10.1 for

Windows (TX, statsCorp LP)을 사용하였다.

결 과

QSCCII 검사를 통해 체질이 확인된 78명 중 소양인은 19명,

태음인은 17명, 소음인은 42명으로 확인되었다(Table 2). 체질로

성별 분포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χ
2=5.820, p=0.054), 체질별 평균 연령은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에

있어서 각각 33.05±5.30, 33.29±5.05, 32.33±5.17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F=0.874, p=0.421).

1. 사상인별 PANAS 점수

PANAS 척도별 점수의 사상체질별 차이에 대한 일원분산분

석(ANOVA)을 시행한 결과, 긍정적 정서(PA)(F=3.931, p=0.024)

와 ‘즐거움(PA-Joy)'(F=3.991, p=0.023), ‘흥미있음

(PA-Interest)'(F=5.025, p=0.009) 및 부정적 정서 중 ‘두려워함

(NA-Afraid)'(F=3.118, p=0.050),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의

차이(Delta of PA and NA; DPN)(F=6.355, p=0.003)에 있어서 태

음인(18.71±8.75, 6.47±3.36, 6.31±2.47, 3.18±2.77, 10.94±10.08)과

소음인(13.38±6.03, 4.55±2.23, 4.19±2.16, 5.81±4.20, 1.83±9.17) 간

에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각성

(PA-Activation)'(F=1.942, p=0.151)과 부정적 정서(NA)(F=2.414,

p=0.096), ‘불편감(NA-Upset)'(F=1.361, p=0.263)에 있어서는 사

상 체질 간 유의한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Table 2).

체질 간 유의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던 긍정적 정서(PA),

‘즐거움(PA-Joy)‘, ‘흥미있음(PA-Interest)', ‘두려워함

(NA-Afraid)‘,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의 차이(DPN) 및 부정

적 정서(NA)에 대한 사후검증(Tukey HSD) 결과, 긍정적 정서

(PA)와 ‘즐거움(PA-Joy)‘, ‘흥미있음(PA-Interest)‘,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의 차이(DPN)에 있어서 태음인(18.71±8.75,

6.47±3.36, 6.31±2.47, 10.94±10.08)이 소음인(13.38±6.03,

4.55±2.23, 4.19±2.16, 1.83±9.17)보다 유의하게(p=0.018, p=0.021,

p=0.017, p=0.002) 점수가 높았다. 반면 ‘두려워함(NA-Afraid)‘에

서는 소음인(5.81±4.20)이 태음인(3.18±2.77)보다 유의하게

(p=0.047) 점수가 높았다.

Table 2. Descriptive information of PANAS of each Sasang types

So-Yang
(n=19)

Tae-Eum
(N=17

So-Eum
(n=42)

F χ2

sex (male/female) 7/12 12/5 16/26 5.820

age 33.05±5.30 33.29±5.05 32.33±5.17 0.874

Positive affect (PA)* 15.47±5.77 18.71±8.75 13.38±6.03 3.931
*

PA-Joy* 5.58±1.92 6.47±3.36 4.55±2.23 3.991*

PA-Interest* 4.63±2.41 6.31±2.47 4.19±2.16 5.025
*

PA-Activation 6.63±2.71 7.82±3.91 6.10±2.80 1.942

Negative affect (NA) 9.42±6.00 7.76±4.59 11.55±6.89 2.414

NA-Afraid* 4.42±3.58 3.18±2.77 5.81±4.20 3.118*

NA-Upset 3.63±2.50 3.12±2.52 4.29±2.62 1.361

Delta of PA and NA
(DPN)*

6.05±7.69 10.94±10.08 1.83±9.17 6.355*

* There were significant (p<0.05) differences between Tae-Eum and So-Eum with analysis
of variance test. Scores are given as the means±standard deviations.

2. PANAS 척도간 상관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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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PANAS scales

PA-Joy PA-Interest PA-Activation Negative affect (NA) NA-Afraid NA-Upset
Delta of

PA and NA (DPN)

Positive affect (PA) 0.905 (<0.001)* 0.894 (<0.001)* 0.899 (<0.001)* -0.008 (0.939) -0.065 (0.532) -0.116 (0.258) 0.722 (<0.001)*

PA-Joy 0.683 (<0.001)* 0.777 (<0.001)* 0.055 (0.593) -0.002 (0.981) -0.066 (0.526) 0.610 (<0.001)*

PA-Interest 0.712 (<0.001)* -0.069 (0.507) 0.025 (0.811) -0.116 (0.259) 0.678 (<0.001)*

PA-Activation 0.135 (0.189) 0.929 (<0.001)* 0.009 (0.933) 0.555 (<0.001)*

Negative affect (NA) 0.929 (<0.001)* 0.892 (<0.001)* -0.698 (<0.001)*

NA-Afraid 0.701 (<0.001)* -0.688 (<0.001)*

NA-Upset -0.701 (<0.001)*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tailed). Data presented as correlation coefficient (p-value).

PANAS의 측정 척도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였다. 긍정적 정서(PA)

와 PA의 하위 척도인 ‘즐거움(PA-Joy)', ‘흥미있음(PA-Interest)',

‘각성(PA-Activation)' 간에는 Pearson 상관계수가 각각

0.905(p<0.001), 0.894(p<0.001), 0.899(p<0.001)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부정적 정서(NA)와 NA의 하위척도인 ‘두려워

함(NA-Afraid)', ‘불편감(NA-Upset)' 간에는 Pearson 상관계수가

각각 0.929(p<0.001), 0.892(p<0.001)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타

냈다(Table 3).

긍정적 정서(PA)와 부정적 정서(NA) 및 이들의 하위척도에

서는 유의한 상관성을 확인할 수 없었기에 두 척도가 상호 독립

적임을 알 수 있었으며, ‘각성(PA-Activation)'과 ‘두려워함

(NA-Afraid)' 간에 있어서는 유의한(r=0.929, p<0.001) 상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의 차이(DPN)는

긍정적 정서(PA)(r=0.722, p<0.001), ‘즐거움(PA-Joy)'(r=0.610,

p<0.001), ‘흥미있음(PA-Interest)'(r=0.678, p<0.001), ‘각성

(PA-Activation)'(r=0.555, p<0.001)과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부

정적 정서(NA)(r=-0.698, p<0.001), ‘두려워함

(NA-Afraid)'(r=-0.688, p<0.001), ‘불편감(NA-Upset)'(r=-0.701,

p<0.001)과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고찰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상호 독립적인 긍정적, 부정적 정서(affect)를

측정하는 도구인 PANAS를 사용하여 사상체질별로 어떠한 특성

을 지니고 있는지 측정하였다. 감정은 마음의 움직임에 대한 주

관적 느낌으로서, 외부자극에 대한 자율신경계 또는 인체의 생리

적 활성의 변화를 유발4)하며 질병 취약성과 정신질환 예측 등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애노희락(哀怒喜樂)의 성정

(性情)은 사상의학에 있어 선천적인 장국(臟局)을 결정할 뿐 아

니라 후천적 병리현상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3,5).

본 연구에서 사용된 PANAS는 긍정적, 부정적 정서 간에 유

의한 상관성이 없음(r=-0.008, p=0.939)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는 긍정적 정서의 세부척도인 ‘즐거움(PA-Joy)', ‘흥미있음

(PA-Interest)', ‘각성(PA-Activation)'과 부정적 정서의 세부척도

인 ‘두려워함(NA-Afraid)', ‘불편감(NA-Upset)'에 있어서도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Table 3). 이러한 결과는 PANAS와 관련한

선행 연구16)와 일치하는 결과로,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가

개별적으로 존재하며, 세부척도 및 하위 형용사들이 각각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독립적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두려워함(NA-Afraid)'은 ‘각성

(PA-Activation)'과 유의한(r=0.929, p<0.001) 정적 상관성을 지니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각성(PA-Activation)'이 긍정적 정

서임에도 불구하고, 여타 긍정적 정서인 ‘즐거움(PA-Joy)', ‘흥미

있음(PA-Interest)'과는 다른 양상
16)
을 띠며 긍정적 정서와 부정

적 정서의 개념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라 사료되나, 이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긍정적 정

서와 부정적 정서 척도간의 차이(DPN)를 하나의 변수로 하였을

때에는 다른 정서 척도와 모두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여 설명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긍정적 정서(PA)와 그 세부척도인 ‘즐거움(PA-Joy)'과 ‘흥미

있음(PA-Interest)'에 있어서는 태음인(18.71±8.75, 6.47±3.36,

4.19±2.16)이 소음인(13.38±6.03, 4.55±2.23, 4.19±2.16)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였다. 다만 ‘각성(PA-Activation)'은 긍

정적 정서의 세부척도임에도 불구하고 체질 간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는데 이는 ‘각성(PA-Activation)'이 두려워함

(NA-Afraid)'과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

다(Table 2). 부정적 정서(NA)에 있어서는 소음인(11.55±6.89)이

태음인(7.76±4.59)에 비해서 높은 결과를 보였으나 유의하지는

않았으며(F=2.414, p=0.095), 세부척도인 ‘두려워함(NA-Afraid)'

에 있어서는 소음인(5.81±4.20)이 태음인(3.18±2.77)에 비하여 유

의하게(F=3.118, p=0.047)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긍정적 정서

와 부정적 정서 척도간의 차이(DPN)는 긍정적 정서(PA)에서 부

정적 정서(NA)를 뺀 값으로, 본 연구에 있어서 태음인과 소음인

간의 차이를 가장 크게 드러내는 척도로 활용될 수 있었는데, 태

음인(10.94±10.08)은 소음인(1.83±9.17)에 비해서 유의하게

(F=6.325, p=0.002) 높은 점수를 지니고 있었다.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상호 독립적인 긍정적 정서(PA)와

부정적 정서(NA)가 각각 태음인, 소음인의 유의한 특성인 것으

로 볼 수 있다. 태음인과 소음인이 희락(喜樂)의 성정(性情)을 생

리적 근본
23)
으로 한다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각각 긍정적, 부

정적 정서라는 상반된 정서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익살스럽고(humorous)', ‘온화한

(gentle)'을 특징
7)
으로 하는 태음인에 있어서는 긍정적 정서(PA),

‘즐거움(PA-Joy)', ‘흥미있음(PA-Interest)'이 높게 나타나며, ‘신경

질적(nervous)'이고 ‘부정적인(negative)' 등을 특징으로 하는 소

음인에 있어서는 ‘두려워함(NA-Afraid)'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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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할 수 있겠다(Table 1).

또한 태음인과 소음인의 성정인 희락(喜樂)과 PANAS의 결

과가 다소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통해, 사상의학에서의 성정

(性情)과 PANAS로 측정되는 감정이 나타내는 심리적 상태의 층

위가 다르다고 가정할 수 있다. 사상의학에서 말하는 성정(性情)

은 선천적으로 부여 받은 기질(temperament)뿐만 아니라 타인과

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유동적인 애노희락(哀怒喜

樂)의 감정 상태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14)으로, 선천적

인 성리(性理)에 의한 성정기(性情氣)와 후천적인 심욕(心慾)에

의한 성정기(性情氣)로 구분된다3). 따라서 성정(性情)은 상황에

따른 일시적 상태를 나타내는 정서(affect)의 상위 개념으로 가정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성격과 기질 및 감정을 포괄하는 사

상의학의 성정(性情)과 감정만을 측정하는 PANAS의 결과가 상

이하게 나타났다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정서의 세부척도인 ‘각성(PA-Activation)'과 ‘불편감

(NA-Upset)'에서는 다른 세부척도들과는 달리 체질 간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는데, 이는 두 세부척도가 긍정적 또는 부

정적 정서라는 감정의 유인가(valence)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감

정을 밖으로 표출한다는 양(陽)적인 행동유발 감정이라는 측면에

서는 감정의 동기(motivation)가 동일16)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

된다.

태음인과 소음인 간에 이와 같은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

은, 사상의학의 인식의 틀인 사원구조론(四元構造論)의 사심신물

(事心身物)
24)
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 다루는 연구의 대상이 인간

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가장 말초(末梢)로서 드러나게 되는 감정

(affect)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심신물(事心身物)이라는 인

식의 사원구조(四元構造)
24)
를, 이목비구(耳目鼻口)를 통한 사(事)

라는 외부자연(天機) 정보의 취득(recognition), 폐비간신(肺脾肝

腎)을 통한 사회 인사(人事)에 대한 심(心)으로 발현되는 학문(學

問)이라는 정보의 처리(reasoning), 함억제복(頷臆臍腹)/두견요

둔(頭肩腰臀)을 통한 行其知/行이라는 신체(身)적 발현

(behavior), 가장 현실적(物)으로 드러나는 외부 발현인 감정이라

고 본다면, 상황에 따라 변하는 일시적 상태로서 가장 명료하게

드러나는 감정에 대한 본 연구에서의 측정치는 외현적으로 드러

나는 형상 또는 모습에 대한 기술(description)이라 할 것이다.

한의학에 있어서 감정(感情)은 생리적 변화 현상이 그대로

표출되는 것을 의미하는, 자연계로 이야기할 때의 기후(climate)

와도 같은 것1)이기에, 외적으로 가장 명료하게 표현되는 특징이

라 하겠다. 사상체질과 유사한 심리학적 프로파일
12)
을 보이는 히

포크라테스의 4체액설/4기질설25)에 있어서, 태음인과 유사한 점

액질(phlegmatic)은 즐겁고, 유쾌한 모습이 가장 전형적인 것으

로 제시되어 ‘즐거움(PA-Joy)', ‘흥미있음(PA-Interest)'이 가장 명

확히 발현되는 것처럼 기술되는 반면, 소음인과 유사한 흑담질

(melancholic)은 어둡고 우울하며 불안감과 죄책감이 포함된 ‘두

려워함(NA-Afraid)'이 가장 명료하게 드러나는 모습인 것은 이

러한 관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바, 태음인과 소음인간의 차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Beck 우

울척도(BDI)
26)
와 상태·특성 불안척도(STAI)

9,26,27)
를 사용했던 연

구 보고가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사상 체질별 불안 및 우울 성

향을 측정한 결과, 태음인은 소음인 또는 다른 체질에 비하여 유

의하게 낮은 점수를 보였다. 태음인의 상태불안(39.97±9.24)과 특

성불안(41.14±9.95)은 소음인의 상태불안(46.82±10.82)과 특성불

안(47.76±9.48)보다 유의하게 낮았으며9), 태음인의 Beck 우울척

도(6.88±4.63)와 상태불안(40.84±9.18)은 소음인과 소양인을 합한

군의 Beck 우울척도(13.17±8.89)와 상태불안(50.50±16.62)보다 유

의하게 낮았으며27), 태음인의 특성불안(40.3±6.7)은 소음인의 특

성불안(44.1±6.9)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27)

.

본 연구에서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질이나 외부인식 단계

에서의 특성에 대한 기존 연구12)와 달리,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후천적으로 발현되는 감정 상태인 정서에 대한 연구를 PANAS

를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사상의학의 성정의 개념에서 성(性)은

하늘이 내린 것14)이라는 점에서 타고난 기질(temperament) 및

성격(characteristics)과 대응될 수 있고, 정(情)은 인간이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발동 된다14)는 점에서 상황에

따른 일시적 상태인 정서(affect) 또는 감점(emotion)이라는 개념

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사료된다. 기존의 MBTI 등의 연구에

서는 성격의 유형을 구별했다면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천적

기질과는 별도로 현실적 상황에서 드러나는 행동인 감정을 다룬

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 기질에 대한 기존 연구를 통해서는 소

양인과 소음인 간에 명료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목비

구(耳目鼻口)를 통한 외부 인식방법7)에 있어서는 MBTI의 내향

형(I)-외향형(E)과 판단형(J)-인식형(P)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폐비간신(肺脾肝腎)이나 함억제복(頷臆臍腹)/두견요둔

(頭肩腰臀)과 같은 생리적 바탕에 근거한 정보의 처리과정에 있

어서는 기질 및 성격 검사(TCI)의 ‘자극 추구(Novelty-Seeking)'

나 ‘위험 회피(Harm-Avoidance)' 성향 및 그 해부·생리적 근거가

되는 행동억제체계(Behavior Inhibition System), 행동활성화체계

(Behavior Activation System)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
10)
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달리 현실적인 사회 상황으로 드러나게 되는 가

변적 감정에 대한 본 연구에서는, 태음인과 소음인 간의 명료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Beck 우울척도(BDI)와 상태·특

성 불안척도(STAI)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던 태음인과 소음인

의 감정적 특성9,26)과도 일맥상통한다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본 연구의 결과는 양인(陽人)의 애노(哀怒)와 음

인(陰人)의 희락(喜樂)을 단순하게 부정적(negative) 혹은 긍정적

(positive) 특성과 관련지어 설명하려는 노력1,10)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연구의 시작단계에서는

양인(陽人)/애노(哀怒)와 음인(陰人)/희락(喜樂) 간에 차이가 존

재할 수도 있다고 추정하였었으나, 분석 결과에 있어서는 유사한

성정(性情)을 기반으로 하는 태음인-소음인 간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다양한 사상체질별 생리·심리적 특징들

을 외부인식-정보처리-발현이라는 인지처리 과정 속에서 발현되

는 부분적 특성으로 이해하는 입장에서 동·서양 정신생리 이론

간의 접점을 모색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사상의학에서는 성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대적

인 심신의학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또한 인간의 심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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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서는 타고난 성격이나 기질 외에도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감정의 측면이 존재하나 감정에 대한 선행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여 왔다. 인간 심리, 즉 성격이나 기질과 함께 ‘감정'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의 통계분석 결과 중 태음인과 소음인 간

의 비교에 대한 통계검증력(statistical power, 1-β)이 긍정적 정

서(PA)에 있어서는 0.63, ‘즐거움(PA-Joy)'에 있어서는 0.58이었

으며, 본 연구 결과와 동일한 효과크기(effect size)를 가정하여

통계검증력 0.8를 얻기 위해서는 태음인과 소음인 각각 32명, 0.9

를 얻기 위해서는 42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추가 연구를 진행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피험자의 전체 크기를 늘리거나 체질군의 크기를 균일하게 하는

추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PANAS

긍정적 또는 부정적 정서가 기존의 사상체질별 MBTI 및 기질 및

성격 검사(TCI) 결과 등과 어떠한 관련성
27)
을 지니고 있을 것인

지에 대하여 동일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사상체질분류검사(QSCCⅡ)와 긍정적 정서 및 부

정적 정서 척도(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

의 비교를 통해 사상체질 그룹별 정서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태음인은 긍정적 정서(PA), ‘즐거움(PA-Joy)', ‘흥미있음

(PA-Interest)',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의 차이(DPN)에서 소음

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소음인은

‘두려워함(NA-Afraid)'에서 태음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

다. 이는 정서(affect)에 대한 첫 연구로서 기존의 심리검사에서 대

부분 소음인-소양인 간의 차이를 확인했던 것과는 달리, 소음인-

태음인 간의 차이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사상체질별 정

서 특성 연구에 있어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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