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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아유르베다(Āyurveda) 유형

검사의 개발 및 타당화

임 애라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불교문예학과 상담심리전공

본 연구는 아유르베다 유형 검사지의 개발과 타당화에 대한 것이다. 아

유르베다는 3도샤(doṣa) 즉, 바따(Vata)), 삣따(Pitta)), 까파(Kapha)의 유

형 구성에 따라 신체적, 심리적, 병리적 특성이 달라지고 그에 따른 예방

이나 치료적 방법이 달라진다. 이러한 유형의 특성들에 대해 지금까지는

아유르베다 전문가들이 문진(問診)이나 시진(視診)을 통해 진단해 왔다.

이에 객관화된 검사지가 없기 때문에 아유르베다 연구에서 검사의 객관성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표준화된

아유르베다 유형 검사지 개발을 시도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은 아유

르베다의 유형 검사를 상담가나 일반인들이 표준화된 검사지를 활용하여

상담이나 건강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에 입각해 아유르베다 유형의 진단과 분석을 위한 검사지를

만들기 위하여 아유르베다 전문가 5인이 모여 아유르베다 유형 검사의 문

항을 추출하였다. 1차 모임에서 신체에 대한 질문 40문항과 심리에 대한

질문 26문항 질병에 대한 4문항 등 총 70문항을 선정하였다. 2차 모임에

서는 70문항 중에 질문이 애매하여 정확하게 답을 구할 수 없는 문항을

제거해 총 61문항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기초연구에서 타당도가 0.619로

유의미하지만 다소 낮은 결과가 나왔다.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3차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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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했다. 그래서 질병 유무에 따라 응답비율이 달라지는 질병에 대한 4문

항을 제거하고 신체 36문항과 심리 21문항으로 총 57문항이 최종 선정되

었다.

본 연구를 위해 1차로 대ž중ž소도시 고등학생 185명(남 100명, 여 85명),

대학생 358명(남 170명, 여 188명), 성인226명(남95명, 여131명), 총 769명

을 대상으로 아유르베다 유형 검사를 실시하고 아유르베다 전문가들에게

유형에 대한 판정을 받았다. 2차 연구는 random sampling을 위해서 리서

치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연령대별(20대에서 60대까지 남ž여 각각 200명

총 2,000명)로 설문하였고, 현실상 random sampling이 힘든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에 의뢰해서 설문을 받은 428명(남 206명, 여 222명), 총 2,428명

을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유형의 분류를 위해 연구 대상자의 각각 문항에 대한 답인 a, b, c

의 빈도를 추출하여 개인별 빈도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했다. 각 개

인의 점수가 갖는 상대적인 위치를 알기 위해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

가 1 인 Z점수로 변환하였다. 그리고 순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가장 큰

빈도의 점수가 1.5 표준 점수보다 크거나 같고 제일 큰 값과 중간 값의

차가 1표준 점수 이상일 때 순수한 유형이라고 하였다. 복합 유형의 판정

은 큰 수와 중간 수의 차가 1표준 점수보다 작고, 중간 점수와 작은 점수

의 차가 1 표준 점수 이상 차이가 날 때 복합 유형이라고 하였다. 바따ž

삣따ž까파(VžPžK)는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의 차가 1 표준 점수이하

의 범위에 있을 때에 분류하였다. 그런데 이상의 조건에 맞지 않아 어디

에도 속하지 않은 데이터들에 대해서 유형을 부여할 새로운 기준이 필요

하였다. 이에 가장 큰 점수에서 1 표준 점수를 기준으로 두고, 중간 점수

에 대해서는 평균인 0을 기준으로 하여 큰 점수가 1 표준 점수 보다 크고

중간 점수가 평균 이하인 음수 일 때 이를 약한 순수 유형이라고 분류하

였고, 큰 값이 1 표준 점수 보다 크고 중간 값이 평균 보다 클 경우와 큰

값이 1 표준 점수를 넘지는 못하지만 중간 값이 평균 이상인 양의 점수를

가질 때 약한 복합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큰 점수가 1 표준 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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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넘지 못하고 중간 값이 평균 이하인 음수일 때 약한 바따ž삣따ž까파

(vžpžk)라고 하였다.

1차 연구 대상자를 통해서 전문가 판정 집단과 유형 검사 결과 간의 타

당도를 알아보고, 1차, 2차 연구 대상자를 합해 신뢰도와 표준화를 위한

규준을 살펴보았다.

첫째, 1차 연구결과의 유형과 전문가가 판단한 유형에 대한 일치도인

카파(kappa) 계수를 통해 타당도를 구했다, 카파계수는 .756로 전문가의

판정과 검사지를 통한 유형 검사의 결과가 유의미하게 일치한다고 할 수

있었다.

둘째, 신뢰도를 산출하기 위해 명목 척도에서 사용하는 분할계수(O:

Contingency Coefficient)를 통해서 신체 문항과 심리 문항 간의 상관성을

구했다. 신체V와 심리V 간의 분할 계수는 .760, 신체P와 심리P는 .713, 신

체K와 심리K는 .765로 신체문항과 심리 문항간의 상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군집 분석을 통해서 전문가의 판정이나 설문에 따른 유형 구분이

아닌, 데이터를 동질적인 집단으로 그룹화함로써 연구 대상자들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전문가의 판정을 받은 769명과 전체 연구 대상자인

3197명을 대상으로 한 군집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전문가의

판정을 받은 유형과 비슷한 군집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나의 중심

값이 크고 다른 값과 1 표준 점수 이상 차이가 나는 V형 군집, P형 군집,

K형 군집의 경우 순수 바따(V), T순수 삣따(P), 순수 까파(K) 유형과 유

사하다. 군집 분석에서 제일 큰 중심값과 중간 중심값이 1 표준 점수 내

에 있고 작은 중심값과는 1 표준 점수 이상인 약한 vp형, 약한 vk형, 약

한 pk형은 유형검사의 복합 유형과 비슷하다. 이것은 하나의 점수가 각각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연동되는 본 연구의 한계를 보여준다. VžPžK형은

가장 큰 중심값과 가장 작은 중심값이 1과 –1 표준 점수 내에 있는 것으

로 바따ž삣따ž까파(VžPžK) 유형과 비슷하다.

주제어: 아유르베다, 유형검사지, 도샤유형, 신뢰도, 타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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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Validation & Development of

Āyurveda Type Questionnaire

Rim Aela

Dept. of Buddhist Culture and Arts

Dongbang Culture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 Cheong Meesook.

The research is on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Āyurveda

type test questionnaire. The physical, psychological and pat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method varies by the

3 doṣa, Vata, Pitta and Kapha. Until now, Āyurveda experts have been

diagnosing these types of traits by questionnaire inspections or ocular

inspections. Because there has not been an objective questionnaire, there

were difficulties in researching with Āyurveda; this research conducted

to fulfill the needs of standardized Āyurveda type test questionnaire.

Moreov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Āyurveda type test

available to the counselors and the general public.

Based on the research purpose, five experts of Āyurveda gathered the

questions of the Āyurveda type test to build the questionnaire for the

diagnosis and analysis of the Āyurveda type. During the first meeting,

a total of 70 questions including 40 questions on physical, 26 items on

psychology, and 4 items on diseases were selected. During the second

meeting, of the 70 questions, a total of 61 questions were selected, with

the omission of questions with ambiguity. After the completion of basic

research, the validity turned out to be 0.619, which carried some f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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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 the reasons. After the omission of questions that can be varied by

the existence of diseases, 4 questions on diseases were removed, and a

total of 57 questions were finally selected with 36 questions on physical

and meaning, but low enough to result in a third meeting of discussions

to 21 questions on psychology.

The primary subjects for the Āyurveda type tests were a total of 769

samples including 100 male and 85 female high school students, 170 male

and 188 female college students, and 95 male and 131 female adults

from large,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and were diagnosed by the

Āyurveda experts. The second study was conducted by a research institute

for random sampling issues, and it was surveyed by age group (200

male and female in 20s, 30s, 40s, 50s, 60s, total of 2000). Also 428 students

(206 male and 222 female) were selected with a request to a high school

because of difficulties in random sampling, resulting in a total of 2,428

samples.

To sort the types, the frequency of the answers a, b and c are gathered

to measure the mean and the standard deviatioin of individual frequencies.

To know the relative position of the what the individual score, the me

asures were converted into a Z-score where the mean is 0 and the

standard deviation is 1. The measure of the highest frequency higher

than or equal to 1.5 standardized score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highest score and the middle score beign more than 1 standardized score

was defined as pure type. The difference between the highest score and

the middle score being less than 1 standardized score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middle score and the lowest score being more than 1 standardized

score was defined as complex type. Vata, Pitta and Kapha was categorized

when difference bewteen the highest score and the lowest score was

less than 1 standardized score. A new standard to give a type to the

scores that were not classified yet was necessary. Given 1 standardized

score to the highest score and mean 0 to the middle score, the highest

score being higher than 1 standardized score and the middle score being

negative and less than the mean was defined as semi-pure typ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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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est score higher than 1 standardized score and the middle score being

higher than the mean and the highest score not being higher than 1

standardized score but the middle score being higher than the mean

was defined as semi-complex type. The highest score that is not higher

than 1 standardized score and the middle score that is negative and less

than the mean was defined as semi-Vata, Pitta, Kapha.

With the primary research subjects, the validity of the expert judgement

group and the type test result is examined, along with the reliability

and criterion of standardization with the primary and secondary research

subjects.

First, through the kappa signifying the consensus rate between question

type from questionnaires and judgement of the experts, the validity of

the test was analyzed. The kappa coefficient was .765, which is a significant

rate to say they match.

Second, the correlation between physical questions and psychological

questions was analyzed through the contingency coefficient which is

used in nominal scale for reliability analysis. The contingency coefficient

between physical V and psychological V is .760, physical P and psychological

P is .713, physcial K and psychological K is 0.765, meani ng that there

is a high correlation between physical and psychological questions.

In addition, through clustering analysis,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was researched by grouping the data with homogeneous groups not by

the judgement of the experts or the type classification from the questionnaire.

When looked at the results of the clustering analysis of the 769 samples

that were diagnosed by the experts and the total 3197 samples, it can

be analysed that the similar clusters are being formed to the types

diagnosed by the experts. The V type cluster, P type cluster and the

K type cluster where the center value is high and the difference bewteen

the other values is more than 1 standardized score is similar to the

Vata, Pitta, Kapha types. In clustering analysis, semi-VP, semi- VK,

semi-PK type, where the highest center value and the middle value are

wtihin 1 standardized score more than 1 standardized score to the low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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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is similar to the complex type. VžPžK type, where the highest

center value and the lowest center value is within 1 and -1 standardized

score, is similar to the Vata, Pitta, Kapha type.

Key words : Āyurveda, type test questionnaire, reliability, val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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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오늘날 경제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단순하게

오래 사는 것 만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잘 살 것인가하는 삶의 질에 대

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러한 욕구에 부응하여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 영혼

의 건강과 안녕을 추구하는 인도 고대 의학인 아유르베다에 대해서 관심

이 높아지고 있다. 아유르베다가 자연을 이용한 자연치유에 그 근거를 두

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과도한 물질문명으로 인한 문제 때문에 자연으

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결과라고 본다.

아유르베다는 지구는 인류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만물을 위한 것으로

인간의 생명이 다른 어떤 생명보다 높은 가치를 지닌 것으로 보지 않으

며, 다른 존재들의 삶도 역시 귀중하고 신성하다라고 여기는 자연관을 가

지고 있다. 아유르베다는 인간으로 하여금 어떻게 자연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지 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치유방법 또

한 연구하고 실천해 오고 있다.

아유르베다에서는 인간을 하나의 작은 우주로 보고 있다. 그 이유는 대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와 인간을 구성하는 원소가 흙, 물, 불, 공기, 공간으

로 같기 때문이다. 이 다섯 원소는 다시 바따(Vata)), 삣따(Pitta)), 까파

(Kapha)라는 세 가지 도샤(doṣa)로 구성된다. 도샤라는 말은 병을 일으키

는 원인 또는 요인을 말한다. 아유르베다에서 체질유형에 대한 분석은 무

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바따(V), 삣따(P), 까파(K)의 유형 구성에 따라 신체적 특성이나 심

리적 특성, 병리적인 특성이 달라진다. 그래서 각 유형 마다 질병이 생기

는 원인이 다르고 그에 따른 치료 방법이나 예방 방법이 달라진다. 그러



- 2 -

므로 건강 예방이나 치료를 위해서 먼저 자신의 체질에 대해서 아는 것부

터 시작을 해야 한다.

아유르베다 뿐만 아니라 고대에서부터 연구자들이 각기 다른 다양한 사

람들의 성격적인 특성을 이해하기위해서 특징적인 경향들을 묶어서 서로

의 차이점을 알고 구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형을 분석하려는 노력을 해

왔다.

서양 의학에서 인간의 유형을 나눈 선두주자로서 히포크라테스는 사람

의 몸은 물ㆍ불ㆍ흙ㆍ공기라는 4원소로 되어 있다고 보고, 인간의 생활은

그에 상응하는 점액ㆍ혈액ㆍ흑담즙(黑膽汁)ㆍ황담즙(黃膽汁)의 네 가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하였다. 심리학자인 셀던은 인간을 내배엽

(내장 긴장형), 외배엽(신체 긴장형), 중배엽(두뇌 긴장형)으로 분류하였다.

한의학에서는 이제마의 사상체질이 있는데 이는 태음인, 태양인, 소음인,

소양인으로 분류 되며 각 체질들은 생리적, 성격적, 병리적인 특질로 구분

하여 질병을 치료하고자 하였다.

이상이 인간을 체질로써 분석했다면 성격유형을 가지고 분석한 입장으

로는 에니어그램(Enneagram)과 융(Jung.C.G)의 심리유형론을 근거로 하

는 심리검사인 MBTI 등의 수평적 유형론이 있다. 인간의 유형론은 수평

적 수준에 속하는데, 대부분의 수직적 수준은 정상적인 발달과정에서 개

인이 통과하는 보편적인 관계와 다르게, 수평적 수준은 각 단계에서 발견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성격유형이다. 융은 사람들의 정신

은 대극(對極)으로 구성되고 대극의 합일로 자아실현이 된다고 보았다. 사

람들은 삶을 살아가는 서로 다른 태도 즉 내향적 태도와 외향적 태도로

나누고, 판단기능인 사고/감정기능의 합리적인 기능과 감각/직관기능의 비

합리적인 기능으로 나누었다.1) 또한 에니어그램은 기원전 2500년전 중동

지역에서부터 유래된 것으로써 가슴형, 장형, 머리형의 3가지의 유형으로

분석하고 그것을 각각 3가지로 세분화하여 총 9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했

다.2)

1) 이부영, 2000,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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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르베다는 인간의 유형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신체적인 특질과 심리

적인 특질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하고 있다. 인간의 마음과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홀리스틱관점에서 인간을 보고 치유하고자하는 아유르베

다의 특성을 볼 수 있다3)

아유르베다에서는 망진(望診), 절진(切診 촉진), 문진(聞珍) 등을 통해서

전문가가 구별하는 방법4)을 사용한다고 하였으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아

유르베다에서 세 가지 유형에 대한 특징을 기술한 것을 유형 구분에 활용

하고 있었다. 다양한 여러 분야에서 아유르베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

고 있는데 아유르베다 연구의 기본이 되는 유형, 즉 트리 도샤에 대한 표

준화된 질문지가 없는 것이 연구를 진행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

이다.

각 개인에 대한 이해나 아유르베다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정확한 체질 유형의 진단이 전제되어야 한다. 정확한 유

형의 구분을 위해서 연령이나 나이, 성별, 직업, 연구자의 주관, 측정 환경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에서나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정

확하게 측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유형을 분석한 이론 마다 신뢰도, 타당도

연구를 해왔다.

아유르베다는 유형에 따라 신체적, 심리적 특성이 다르다고 보고, 그에

따라 치료적 접근이 달라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사람의 유형을 분석하

였다. 아유르베다를 활용한 치료나 상담,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

엇보다도 먼저 정확한 유형 진단이 전제되어야 한다. 아유르베다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해서 또는 아유르베다를 활용한 치료나 상담을 위해

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아유르베다 유형이다. 그러므로 유형에 대한

신뢰롭고, 타당화된 객관적으로 검증된 척도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된

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아유르베다 유형검사지의 개발과 타당화를

2) 이응자, 2008, pp.24-28.
3) 정미숙, 2006, pp.80-93.
4) 김승희, 2011, pp.39-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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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개인상담과 집단상담 또는 학교나 기업체에서의 검사나 자기 이해

및 개발, 나아가 일반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 사용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

현재까지는 문헌에 기록된 아유르베다 유형의 분석 내용이 타당도와 신

뢰도가 검토되지 않은 상태로 사용되고 있고, 유형 진단의 객관성에 많은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다. 앞으로 다양한 연구를 위해서도 한국적 아유르

베다의 유형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표준화된 검사 제작이 필요하

다. 이러한 유형 판별의 객관화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아

유르베다 유형검사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평가하여 표준화 연구를 시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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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아유르베다 유형 검사지를 개발하여 개인상담 집단상

담, 학교, 기업체, 일반인을 위한 건강증진에 활용하고자 함이다 연구의

목적에 따라서 아유르베다 유형 검사지의 개발을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아유르베다 유형검사의 타당도는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아유르베다 유형검사의 신뢰도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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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아유르베다(Āyurveda)

1) 아유르베다(Āyurveda)의 의미와 기원

(1) 아유르베다의 의미

아유르베다는 ‘생명’ 또는 ‘장수’를 뜻하는 'āyus'와 ‘과학’ 또는 ‘지식’을

뜻하는 'veda'가 결합된 말로, '생명의 과학'(science of life) 또는 ‘장수의

지혜’(wisdom of long-life)를 의미하며, 몸과 마음과 영혼의 건강과 장수

를 추구하는 고대의 통합의학체계이다.5) 아유르베다의 목적은 몸과 마음,

희열 자각(blissful awareness)의 균형 상태로 정의되는 완벽한 건강이며,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이다. 장수(āyus)는 몸(śarīra)과 감각기관(indriya),

마음(manas), 영혼(ātman)이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하다.6)

아유르베다의학의 형성은 구전으로 전해져오다가 후에 의학문헌들이 만

들어지게 되었다.7)

아유르베다의 시원은 신화적인 차원에서 설명되고, 『아슈땅가흐리다야

상히따』(Aṣṭāṅga-hṛdaya-saṃhitā)에 따르면, 아유르베다 의학체계는 모

든 학문의 원천이며 창조주 브라흐마로부터 유래되었다고 했다. 브라흐마

는 다시 그 지식을 닥샤 쁘라자빠띠(Dakṣa Prajāpati)와 아슈빈(Aśvin)쌍

둥이 형제를 통해 인드라(Indra)에게 전했다.8) 인드라가 바라드바자(Bhar

5) 김진희, 한창현, 감남일(2010), 「아유르베다의정의와 인도전통의학과의 관계에 대한 고찰」, p.3.

6) 김선미, 「아유르베다(Āyurveda)체질이론에 의거한 전인치유(全人治癒)요가 연구」선

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10, 2015.

7) Dikshith에 따르면, "아유르베다의 기원은 B.C.5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처음에는 구전되다
가 나중에 문헌으로 형성되었다(Dikshith, Safe Use of Chemicals: A Practical Guide, p.16.
2008.



- 7 -

advāja)에게 전함으로써 비로소 인간의 역사 속에 아유르베다가 자리를

잡게 된다. 그 이후 크게 내과 중심의 아뜨레야(Atreya) 학파와 외과 중

심의 단반따리(Danvantari) 학파로 분리되어 전승된다.9)

『짜라까상히따』에는 아유르베다의 내과 학파에서 뿌나르바수 아뜨레

야(Punarvasu Atreya)로 이어지는 전승과정이 다음과 같이 언급되었다.

오늘날 전해지는 아유르베다는 짜라까(Caraka)와 수슈루따(Suśruta)에

의해 이전의 의학서들이 교정과 편집, 보완됨으로써 시작되었다.『짜라까

상히따』(Caraka-saṃhitā)가 편집된 것은 1세기 무렵이며,『수슈루따 상히

따』(Suśruta-saṃhitā)는 기원후 3-4세기 사이에 편집되었다.『짜라까상히

따』가 내과적인 치료법을 강조한 반면, 『수슈루따 상히따』는 외과적

수술법으로 유명하다.

현존하는 아유르베다의 3대 의학서에는 아그니베샤(Agniveśa)의 『짜라

까 상히따』,  수슈루따의 『수슈루따 상히따』그리고 바그바따(Vāgbhaṭ

a)의 『아슈땅가흐리다야 상히따』(Aṣṭāṅgahṛdaya-saṃhitā)가 있다.10)

『아슈땅가흐리다야 상히따』는 『짜라까 상히따』와 『수슈루따 상히

따』를 함께 모은 것이다.

아유르베다는 자연의학(Naturopathic Medicine) 전통과 상통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11) 오늘날 아유르베다는 인도의 주류의학12)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975년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아유르베다

프로그램의 시작으로 인해 인도전역에서 아유르베다 연구가 확장되기 시

작하고13) 미국과 유럽 그리고 아시아 여러 나라의 의료체계와도 접목되

어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14)

8) Dahanukar(1993), Ayurveda Revisited, p.11.
9) 김진희, 한창현, 김남일(2010),「아유르베다의 기원에 관한 연구」, p.5.

10) Sharma, p.21; 2001.
11) 데이비드 프롤리, (2004),『베다 입문』, p.56.
12) 오늘날 인도의학은 Ayurveda, Unani, Siddha, Yoga, Naturopathy(자연의학)의 5종류로 구분
된다(서지영, 2007, 「인도 전통의학에 관한 연구」, p.1).

13) Sigdell, Jan Erik(2001),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Ayurvedic
Medicine, p.29.

14) Halpern, Marc(2012), Healing Your Life: Lessons on the Path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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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유르베다의 기원

아유르베다는 매우 과학적인 동시에 우주 전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반

영하고 있는 철학이다. 아유르베다는 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전세계에

서 가장 오래된 의학이면서 또한 지금도 살아있는 전통의학이기도 하다.

짜라까(Caraka)에 의하면, 아유르베다가 창조주 브라흐마(Brahmā)로부터

시작15)되었으며, 수슈루따(Suśruta)는 창조 이전부터 있었다16)고 한다. 대

개 아유르베다는 『리그베다』(Rigveda) 또는 『아타르바베다』(Atharva

veda)와 관련된 우빠베다(upaveda)의 하나로 간주된다.17) 까슈야빠(Kaśya

pa)는 아유르베다를 제5의 베다라고 하였고, 다섯 베다 중에서 최고로 간

주하였다.18)

아유르베다는 베다의 사라스바띠 문화에서 발생했으며, 베다문헌의 약

초와 만뜨라들에 반영되어 있는 것처럼, 약초와 만뜨라들은 하랍빠 도시

들의 주요 의료수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19) 아유르베다의 기원은 분명하

게 단정하기 어렵지만, 이미 인더스문명에서도 아유르베다 의학이 행해졌

다.

인도의 신화에 따르면, 고대의 아유르베다 의학 체계는 모든 학문의 원

천이며 브라흐마(Brahmā)로부터 유래되었다. 브라흐마는 그 지식을 다시

다끄샤 쁘라자빠띠(DakṣaPrajāpati)와 아시원(Ashwin) 등 두 쌍동이 형제

를 통해서 인드라(Indra)에게 전20)했다.

Ayurveda, p.7;
http://en.wikipedia.org/wiki/Ayurveda, 2014.10.19).

15) CS. Sū.1.24. 
16) SS. Sū.1.6.
17) 우빠베다는 실제적인 삶에 적용된 베다(applied veda)를 의미하며, 전통적으로 네 가지

가 인정된다. 4가지 우빠베다는 ① 『리그베다』와 관련된 다누라베다(Dhanuraveda,

궁술, ② 『사마베다』와 관련된 간다르바베다(Gāndharvaveda, 음악과 춤), ③ 『야주

르베다』와 관련된 스타빠띠야베다(Stapatyaveda, 건축), 그리고 ④ 『리그베다』 또는

『아타르바베다』와 관련된 아유르베다이다.( Frawley, David & Subhash

Ranade(2001), Ayurveda, Nature's Medicine, p.11-12.)

18) Sharma(2005), Ayurveda-The Ultimate Medicine, Int. xliii.
19) Frawley, David & Subhash Ranade(2001), Ayurveda, Nature's Medicine, pp.9-11.
20) Dahanukar, Sharadini A (1993), Ayurveda Revisited, Bombay; PopularPrakashan.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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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다루는 아유르베다는 우주와 자연의 특질과 작용을 알기 위해

관찰한다. 아유르베다는 세계(대우주)와 개인(소우주)가 서로 관련되어 있

고, 인간은 자연의 축소판이라는 관점21)을 받아들인다.

아유르베다의 의학체계는 아리야(Ārya)의 베다문헌22), 『리그베다』(Ṛg

-veda)와 『아타르바베다』(Atharva-veda), 그리고 육파철학(六派哲學),

특히 상키야-요가(Yoga)및 딴뜨라(Tantra)전통을 배경으로 발전해왔다.

2) 아유르베다의 사상적 배경

아유르베다는 통합적 의학체계로서 건강 유지와 더불어 질병 치유를 위

한 생활의학 뿐만 아니라 과학적이고, 종교적이며, 철학적이기도 하다. 아

유르베다가 통합적인 의학체계로 확립된 것은 인도의 다양한 사상들이 스

며들어 있기 때문이다. 아유르베다의 주된 사상적 배경은 다양한 사상들

중에서도 베다문헌, 특히 『리그베다』와 『아타르바베다』, 그리고 육파

철학(六派哲學)의 상키야 철학(Sāṃkhya-darśana) 및 딴뜨라(Tantra) 전

통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불교나 자이나교와 같은 사문전통(Śramaṇism)과의 교류를 통하여

상호 영향을 주고받았다.23) 이와 같이 베다전통뿐만 아니라 사문전통의

여러 사상들이 아유르베다의 심리적, 영적, 바탕이 됨으로써, 아유르베다

는 인도역사를 통하여 실질적인 몸과 마음의 치유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

을 연구하고 제시하였다.24)

21) 김승희, 「아유르베다(Āyurveda)와 사상의학의 비교 연구」, 박사학위 논문, 동국 대

학교, p.13, 2011.

22) 고대 아유르베다 의학은 베다(Veda)에서 유래한다(아커크네히트,『세계의학의 역

사』,pp.53-54). 베다(기원전 1200년경)는 인도-유러피언 언어로 된 最古의 문헌으로 알

려져 있으며, 4가지 베다가 있다.

23) 김승희(2010), 「아유르베다와 사상의학의 비교연구」, pp.13-14.
24) 데이비드 프롤리(2004),『베다 입문』, 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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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다

아유르베다 의학의 시원은 베다문헌25)에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26) 베다

는 산쓰끄리뜨로 된 최고의 문헌으로, 4가지 베다, 즉 『리그베다 Rg-Ve

da』, 『사마베다 Sāma-Veda』, 『야주르베다 Yajur-Veda』, 그리고

『아타르바베다 Atharva-Veda』가 있다.

『리그베다』는 가장 오래되고 중요하며, 뒤이어 기원전 1000년에서 약

500년 사이에『사마베다』, 『야주르베다』, 『아타르바베다』의 세 베다

가 만들어졌다. 『사마베다』, 『야주르베다』는 명칭이나 형태 또는 내용

에 있어서 『리그베다』와 서로 일치되는 점이 많다. 그리고 『리그베

다』에 비하면, 두 베다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도 않다. 그에 비

해『아타르바베다』는 『리그베다』와 같이 아유르베다에 대한 중요한 의

미를 가진다.

기원전 1500년경부터 인도아리야인들이 인도의 힌두쿠시산맥을 넘어 서

북부를 통하여 인도아대륙으로 이주하여 빤잡(Panjāb, 五河)지방에 새로

운 삶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 인도 사상사의 개막이다. 『리그베다』는 아

리야인이 진입하기 이전에 이미 상당한 부분이 성립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리그베다』는 이미 주된 아유르베다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데, 『리그베다』의 우주적인 힘인 위대한 세신들인 인드라(Indra), 아그

니(agni), 소마(soma)는 아유르베다의 생물학적인 체질인 도샤와 연관이

있다. 그 도샤는 바따(vāta, 공기), 삣따(pitta, 불), 그리고 까파(kapha, 물)

을 말한다. 인드라는 공기, 대기의 신이고 생명의 힘인 쁘라나라고 한다.

아그니는 불의 신이고 모든 것을 소비하거나 먹을 수 있는 태양이라고 한

다. 소마는 음식과 몸에 나타나면서 달을 상징하는 내적인 생명의 물을

말한다.27)

25)  '베다'(Veda)'라는 말은 범어 어근 √vid(觀)에서 파생된 것이며, 어떤 특정한 책의

명칭이 아니라 기원전 1200년경부터 기원전 500년까지 긴 기간에 걸쳐 작성되고 기록

된 문헌을 총칭하여 일컫는 말이다. 지식(knowledge)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26) 아커크네히트(1987), 『세계의학의 역사』, pp.53-54.
27) Frawley, David & Subhash Ranade(2001), Ayurveda, Nature's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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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베다』에서의 소마는 몸과 마음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사용하는

특별한 약초조제와 수명과 회춘에 관한 것도 명시되어져 있다.28) 그러한

베다 소마는 다양한 허브의 즙으로부터 조제되고 특히 이것들은 높은 산

에서 재배되었고, 우유, 버터오일(Ghee), 설탕, 요구르트, 보리 꿀, 혹은 금

과 함께 섞이고 조리되어진 것이었다. 이러한 것들은 치유뿐만 아니라 의

식을 향상시키는데도 사용되어졌다. 아유르베다는 특별한 허브와 의학적

방법을 조제의 비슷한 방법들로 보존시켰다.

『사마베다』는 몸․마음․영혼의 건강과 조화를 위한 영창을 담고 있

다. 다양한 『사마베다』찬팅(Samans)은 신체적인 단계에서 장수와 불멸

을 위한 몸 안의 힘을 조화시키고 비를 만들기 위한 능력을 포함해 자연

의 힘을 넘어서 특별한 힘을 얻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29) 지금도 아유르

베다는 깊은 수준에서의 치유를 위해서 만뜨라(mantra)와 소리치료의 중

요성을 강조한다.

『야주르베다』에는 건강과 장수를 염두에 둔 베다의 여러 제의(祭儀,

yajñā)에 대해 언급되어지고 있다. 또한 인간의 몸의 기관과 조직(dhātu)

들에 관해서 아유르베다의 개념을 소개하며, 5 가지 쁘라나(prāṇa)에 대해

논하고 있다. 진단하거나 치료하기에 어려운 질병을 다루기 위해 베다 의

식인 야즈나(yajnas)를 처방하기도 했다. 심지어 오늘날 아유르베다 의사

들 또한 그러한 베다 의식인 야즈나(yajas)를 처방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제4의 베다인 『아타르바베다』는 아유르베다의 의학체계와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아타르바베다』는 아리야인들이 인도에 들어오

기 전부터 있었던 드라비다족과 문다족 등 토착민의 종교와 문화를 다수

반영하고 있다. 『아타르바베다』는 4 베다 중 가장 나중에 경전으로서의

권위를 지니게 되었다. 그리고 질병과 관련된 약초와 치료법뿐만 아니라

아유르베다에 관한 여러 체계적인 지식들을 언급하고 있다.30)『아타르바

p.10.

28) Frawley, David(2013), Soma in Yoga and Ayurveda, p.126;
29) 하야시마 쿄쇼, 타카사키 지키도, 하야미노뤄, 마에다 센가쿠외 공저, 인도 사상의 역

사, 정호영 역, 서울: 행림, p. 3,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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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다』의 가장 오래된 문헌인 ‘『아타르바․안기라사스’ (Atharvāṅgira

s)』는 그 내용이 『아타르바(atharva)』와 『앙기라스(aṅgiras)』라는 두

개의 다른 주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타르바』는 행운을 가져오는 주

문으로, 식재(息災, sānta)31), 증익(增益, pauṣṭiha)32)이라고 일컬어진다.33)

말하자면 치유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좋은 의도의 주술(呪術)이다.34) 한편

『앙기라스』는 적대자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문으로 조복(調伏,

ābhicārika)35)이란 이름도 가지고 있다.36)

『수슈루따 상히따』에 따르면, 아유르베다가 『아타르바베다』의 우빠

앙가(upāṅga) 즉 부수 학문분야37)이며, 『리그베다』와 관련된 우빠베다

(upaveda) 중 하나로 언급된다. 이것은 아유르베다가 『아타르바베다』와

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발달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38)

『아타르바베다』에는 인간의 생명이 인간 이외의 다른 생명보다 높은

가치를 지닌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인도종교의 자연관을 수용하는 사

람들 역시 자연을 지배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유르베다의 삶의 방식

은 인간에 의하여 영위되는 삶 뿐만 아니라 그 외의 다른 존재들의 삶도

역시 귀중하고 신성하다고 여긴다.39) 그러므로 인도 종교와 아유르베다는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조화로움을 이루며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해 주며,

그와 같이 치유방법을 연구하고 실천해 왔다.

30) Frawley & Subhash Ranade(2001), Ayurved, Nature's Medicine, p.11.
31) 병을 고치고 악령에 의한 여러 가지 장애를 떨쳐버리기 위한 법을 식재법이라고 한

다.

32) 적극적으로 행운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익법이다.

33) 송장유경(松長有慶), 허일범역, 『밀교역사(密敎歷史)』, 서울: 경서원. p.33.
34) 『아타르바 베다』11.6.14.

35) 고대인들은 그들에게 닥치는 재해9災害)는 악귀, 악령의 소작(所作)이며, 또 신(神)이

나 타인으로부터의 저주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어, 주술의 힘에 의하여 제거하는 수법

이 조복법(調伏法)이다. 다른 주법보다 기원이 더 오래된 것이다.

36) 송장유경(松長有慶), 허일범역, 『밀교역사(密敎歷史)』, 서울: 경서원. p.33.
37) 서지영(2010), 「Susrutasaṃhitā·Sutrasthana(수슈르따-상히 따·수뜨라스타나) 의 편역

을 통한 'Ayurveda(아유르베다)' 에 관한 연구」, p.5.

38) 김승희(2010), 『아유르베다와 사상의학의 비교연구』, p.15.
39) 이거룡(2004), 「인도사상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 『한국불교학』 제37호, p.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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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키야 철학(Sāṁkhya-darśana)

상키야(Sāṁkhya) 철학은 카필라(Kapila, B.C. 350-250경)로부터 인도

철학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사상 체계라고 추정되고 있는데, 상키야 사상

의 흔적이 슈루띠(śruti), 스므리띠(smṛti), 뿌라나(purāna) 등을 포함한 모

든 고대 인도의 문헌에서 두루 발견된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다.40)

그리고 카필라의 『상키야 수뜨라(Sāṁkhya sūtra)』는 최초의 상키야 작

품으로 전해지고 있다.

상키야 철학은 연대적으로 선후 관계로부터 둘로 구분될 수 있는데, 원

시 상키야(early Sāṁkhya)와 고전 상키야(classical Sāṁkhya)이다. 그것

의 구분은 이슈바라 끄리슈나(Īśvara Kṛṣṇa)의 『상키야 까리까(Sāṁkhya

kārikā)』의 출현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다. H. 야코비는 서사시 『마하바

라따』에 나타난 상키야 철학을 원시 상키야설로부터 도출해서 ‘서사시의

상키야설’로 따로 이름하고 있지만,41) 그것까지 포함하여 원시 상키야설로

보기도 한다.

고전 상키야 철학을 대표하는 기본적인 논서인 이슈바라 끄리슈나

(Īśvara Kṛṣṇa)의 『상키야 까리까(Sāṁkhya kārikā)』에 따르면 고전 상

키야 철학은 인도 6파 철학(saḍ -darśana)의 하나이고, 고전 요가학파와

연계학파(samāna-tantra)를 이루고 있으며, 지금은 그 세력을 잃었지만

불교나 베단따 등 다른 학파의 종교적 철학적 사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쳐 왔다. 그리고 아슈바고샤(Aśvaghoşa)의 『붓다 짜리따

(Buddha-carita)』 Ⅶ. 15～44의 상키야설에 이어서 Ⅶ. 45～67에는 요가

에 대해 설하고 있다(G. J. Larson(1979).42) 상키야와 요가는 동일 학파

안에서의 서로 다른 방법으로서 탐구되고 있는데, 상키야는 이론적이고

바른 인식을 강조하는 데 반해 요가는 실천적이며 바른 실천수행을 강조

하고 있다.

40) S. C. Chatterjee · D. M. Datta 김형준 역(2009) 『학파로 보는 인도 사상』p.257.

2009.

41) H. Jacobi(1919). S. 1-2.

42) 문을식(2013). 요가 상카 철학의 이해. p.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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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수론(數論)’으로 한역된 산쓰끄리뜨 ‘Sāṁkhya’의 의미는 학자

에 따라 여러 의미를 지닌 개념으로 어원적으로 ‘선언하다’, ‘알려지다’,

‘말하다’, ‘불리다’ ‘알게 하다’, 등을 뜻하는 어근 ‘√khyā’에 접두사 ‘sam’

을 결합한 형태로서 ‘숫자 세기(calculation)’, ‘숙고’, ‘추론’, ‘열거(enumerat

ion)’, ‘분별’ 등의 의미를 갖는다.43)

상키야(Sāṁkhya) 학파가 세상을 25원리(tattva)에 의하여 설명하고 수

(數)를 중시한다 하여 수론(數論)이라 일컬어왔으며, 다른 해석으로 '완전

한 지식'을 의미한다. 상키야 철학은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없애기 위한

실재에 관한 지식을 추구한다.44)(SK.1) 이와 같이 지식의 긍극적 대상에

대한 열거를 통해 실재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상키

야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확실히 상키야 철학이 제공

하는 자아에 관한 지식은 베단타를 제외한 다른 여타의 학파들이 제시한

것보다 높은 차원의 것이다. 그러므로 자아의 순수 형이상학적 지식에 관

한 면에서 이 철학의 특징을 상키야(완전한 지혜)라고 부를 수 있다.

상키야의 형이상학, 쁘라끄리띠에 관한 이론은 인중유과론

(satkāryavāda: 因中有果論)의 인과론에 주로 의지하고 있다.45) 인중유과

론은 질료적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관한 이론으로, 이미 생성되기 이전부

터 결과가 질료적 원인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내세운다. 만일 결과가 질

료적 원인 속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동인으로도 결과를 존

재하도록 만들 수 없다는 근거에 기초한다.

질료적 원인과 그 결과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 질료적 원인은

인과적으로 연관된 결과만을 산출할 뿐 원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결과

43) 문을식(2013). 요가 상카 철학의 이해. p.199.

44) "삼고(三苦)의 압박 때문에 그것(苦)을 타파하는 원인에 대한 탐구가 있다. 만일 고

(苦)를 타파하는 원인이 이미 알려져 있어서 그것(探究)은 무의미하다고 한다면, 그렇

지가 않다. [왜냐하면 이미 아는 원인은] 궁극적인 것도 절대적인 것도 아니기 때문이

다"(Sāṁkhyakārikā : Sṃ.duḥkha-trayā-’bhighātāj jijñāsā tad-apaghātake hetau/

dṛṣṭe sā’pārthā cen, nai, ’kāntā-’tyantato’bhāvāt//; 三苦所逼故 欲知滅此因 見無用不然　

不定不極故). 김승희, 「아유르베다와 사상의학의 비교연구」, pp.16-17. 2010. 재인용

45) S. C. Chatterjee · D. M. Datta 김형준 역(2009) 『학파로 보는 인도 사상』p.25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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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절대로 산출할 수 없다. 또한 결과는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관계

를 맺을 수도 없다. 따라서 결과는 그것이 산출되기 전에 이미 질료적 원

인 속에 내재하고 있어야만 한다.

결과가 이미 그 원인 속에 내재한다는 인중유과론은 다시 전변설

(pariṇāma-ㅍāda: 轉變設)과 가현설(vivarta-vāda: 假現設)이라는 두 가지

형태를 취한다.46) 전변설은 진흙으로부터 도자기가 나오고 우유로부터 치

즈가 나오듯이 원인이 실제로 결과로 변화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상키야

철학이 지지하는 견해이다. 이에 비해 가현설은 원인이 결과로 변하는 것

은 단지 외견상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라는 견해이다. 비록 결과는 이

미 원인 속에 들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원인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밖의 다른 어떤 것이 필수적이다. 이 부수적인 행위

(sahakāriśakti)가 결여될 때, 결과는 일어나지 않는다. 비야사에 따르면

이 부수적인 원인 혹은 조건은 장소(deśa), 시간(kāla), 그리고 사물의 형

태와 구조(ākāra)라고 한다.

상키야 철학의 목적은 인간이 가진 세 가지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수단

으로 현현(vyakta: 顯現), 미현현(avyakta: 未顯現), 그리고 지자(Jnā=

puruṣa: 智者)의 세 범주를 ‘식별하는 지혜(vijñāna)라고 말한다. 『상키야

까리까』는 괴로움은 현현, 미현현, 아는자의 이 셋에 대한 ’무지‘라고 보

고 있다. 그러므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셋에 대한 무지를 없애주는 지

혜(Jñāna)가 필요하다고 한다.

질료적 원인이 결과를 실제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상키야의 인과론은 세

계의 궁극적 원인으로서의 쁘라끄리띠(prakṛti, 原質)라는 개념을 이끌어

낸다. 쁘라끄리띠(prakṛti, 原質)와 뿌루샤(puruṣa, 순수 정신, 靈我)를 궁

극적인 실재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상키야는 이원론이다.47) 그리고 상키야

가 물질과 정신이 마찬가지로 실재한다고 믿는다는 의미에서 실재론이다.

뿌루샤와 쁘라끄리띠의 구분은 근본적으로 주관과 객관의 구분이다. 객관

46) S. C. Chatterjee · D. M. Datta 김형준 역(2009) 『학파로 보는 인도 사상』p.261.

2009.

47) 정병조, 『인도철학사상사』, pp. 98.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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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결코 주관일 수 없고, 주관은 결코 객관일 수 없다. 따라서 뿌루샤와

쁘라끄리띠는 근본적으로 서로 다르다. 뿌루샤는 순수의식이며, 비활동성

이다. 쁘라끄리띠는 비의식적이지만 활동성을 특징으로, 삿뜨바(sāttva, 純

質), 라자스(rajas, 激質), 따마스(tamas, 暗質)의 3구나(guṇa)로 전개된다.

쁘라끄리띠의 이 세 가지 성질은 다른 모든 따뜨바(tattva)들의 배경이다.

『상키야 까리까』의 20-21에서 보면 고전 상키야 철학의 이원적 원리

인 뿌루샤와 쁘라끄리띠의 관계에 대해 말하고 있다.

“ 의식이 없는(acetana) 미세한 몸(liṅga)이 그것(뿌루샤)와 결합함으

로써 마치 의식을 가진 것처럼 [나타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속

성이 활동 주체임에도 관계가 없는 [뿌루샤]가 활동 주체인 것처럼

나타난다.48)

이 게송에서는 뿌루샤와 쁘라끄리띠 사이의 결합(saṃyoga)이라는 표현

을 썻지만 이것은 은유적 표현일 뿐이다. 여기서 결합이란 두 사물 사이

의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순수의식이며 정신원리인 뿌루샤가 다만 쁘라끄

리띠 가까이에 현존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49)

전변은 뿌루샤와 쁘라끄리띠의 결합(saṃyoga)에 의해서 3구나의 불균

형이 일어나고, 라자스(rajas)의 힘에 의해서 미현현(未顯現, avyakta)의

상태로부터 현현(顯現, vyakta)의 상태로 전환하는 것, 즉 근본(根本, avik

ṛti)으로부터 부디(buddhi) 또는 마하뜨(mahat)가 생겨나며, 부디로부터 아

함까라(ahaṃkāra, 我慢, 자아의식)가 생겨난다.

삿뜨바가 우세하면서 아함까라로부터 11가지가 나타났는데, manas(意),

5감각기관(pañcajnanendriya), 5운동기관(pañcakarmendriya)이 나오고, 따

48) SK. 20
49) 뿌루샤와 쁘라끄리띠의 결합이란 마치 태양이 지구 가까이 현존해 있는 것만으로도

태양의 빛이 지구 위의 모든 사물들은 드러내 보이고 활동하게 하듯이 순수의식의 빛

인 뿌루샤가 근본 쁘라끄리띠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근본 쁘라끄리띠는 잠재적인 가

능태로부터 현실태로 곧 현상적 경험 세계로 드러내 보이기 시작한다. 문을식, 2013,

요가 상캬 철학의 이해. p.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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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가 현저한 아함까라로 부터는 10가지에서 5가지 미세한 원소(唯, tan

matra)와 다섯 거친 원소(pañcamahābhūta)가 나온다.

상키야 철학의 목적은 의식에 비추인 대상(tattva)을 23가지의 원리들로

분석하여 그것들이 집합되어 이루어진 사이비의 ‘나(ego)’가 ‘참된 자아(뿌

루샤)’가 아님을 통찰함으로써 쁘라끄리띠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데

에 있다.

딴마뜨라들은 원소들의 배후에 있는 미세한 에너지이며 생명력인 쁘라

나와 연관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딴마뜨라들은 거친 원소들뿐 아니라 미

세한 원소들을 반영하는 아유르베다의 도샤들과 연관되어 있다. 이와 같

이 상키야의 창조 과정은 아유르베다의 형이상학과 체질이론에 수용되었

다. 아유르베다와 상키야의 연관성은 5가지 거친 원소(pañcamahābhūta)

의 관점에서 현저하게 나타나며, 상키야의 이원론적 우주관을 반영한 25

원리의 산물인 다섯 가지 거친 원소(空, 風, 火, 水, 地)와 3도샤(doṣa)의

생물학적 기질은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다섯 가지 원소는 공

(ākāśa), 풍(vāyu), 화(tejas), 수(jala), 그리고 지(prthivi)이다. 이것들은

신체적인 몸을 포함하여 외부 세상의 경험을 이루는 물질의 단단함, 유동

성, 방사, 기체성, 에테르적인 형태를 나타낸다. 감각 기관과 행위 기관은

각각 수용적인 역할과 능동적인 역할을 하며 그것들에 작용한다. 그러나

밀도의 원리들로서의 원소들은 모든 매체에 적용되며, 마음과 생명력에

관련하여 작용한다.

『짜라까상히따』의 IV장과『수슈루따상히따』의 III장에서 보는 것처

럼, 아유르베다의 입장은 인체에 대한 상키야의 이론을 거의 그대로 수용

하고 있다. 다음은 상키야 세계 전개설의 25원리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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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샹키야 철학의 세계 전개 과정

뿌루샤(Puruṣa) 정신원리 쁘라끄리띠(Prakṛti) 물질원리

↓

마하뜨(Mahat):우주지
성(buddhi)

↓

아함까라(Ahaṃkāra):
자아

↓ ↓ ↓

삿뜨바(Sāttva) 라자스(Rajas) 따마스(Tamas)

　 　 　

리쉬(Rishi) 데바따(DeVāta) 쯔한다스(Chhandas)

　 　 　 　

　 　

마나스(Manas)
빤짜-딴마뜨라(pañca tanmatra
청각, 촉각, 시각 , 미각, 후각 등)

다섯 미세기관

다섯 감각기관(jñānendriya
안, 이, 비, 설, 신)

빤짜 마하부따(pañca mahābhūta
흙, 물, 불, 공기, 공간) 다섯 거친

기관

다섯운동기관(Karmendriya
손,발,언어기관,배설기관,생식

기관)
↓

3도샤(doṣa: 바따, 삣따, 까파)

↓

7 가지 다뚜(Dhatu)

13 가지 스로따아(Srota)

13 가지 아그니(Agni)

107 가지 마르마(Mar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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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딴뜨라(Tantra)

딴뜨라는 산스끄리뜨로서, tan은 ‘홍포(洪布)’한다, ‘선전(宣傳)한다, 확장

한다, 퍼트리다, 팽창하다’의 동사 어근으로 ‘구호(救護)한다, 보호한다, 구

하다’의 뜻의 ‘trāna’의 'trā'가 결합된 단어를 나타낸다. 실이 길이의 연장

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직물은 면적의 확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딴뜨라는

지혜를 확장시킨다는 의미로 광범위한 우주의 마술적 관념을 공유하고 있

다. ‘구원하는 지식을 퍼뜨리는 것’, ‘자기-앎의 확산을 보호 하는 것’을 의

미한다.50)

딴뜨라는 우파니샤드의 범아일여(梵我一如)사상과 절대적 최고 원리를

탐구하는, 융합, 합일함으로써 생전해탈을 얻고자 하며, 샥띠가 중요한 여

성적 원리이고, 쉬바는 남성적이며 무활동자이다. 샥띠는 우주와 개체에

생명을 부여하는 원동력이다. 샥띠라는 말은 ‘sak'이라고 하는 힘, 능력,

내재하는 힘 등을 나타내는 말에서 온 것이다51). 딴뜨라는 토속신앙의 신

비적이고 실천적인 전통과 함께 브라만교의 합일 사상을 담고 있다. 그러

므로 딴뜨라는 절대적 최고 원리인 궁극의 실재와 인간의 형성 과정을 밝

히고 있으며, 수행을 통한 의식의 변화 과정, 그리고 궁극적 삶의 목표를

제시해 준다.

딴뜨라는 비아리야계에 속한 인도의 고대 종교와 베다, 대중들의 생활

과 관련된 인도의 관습과 종교의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딴뜨라에서

는 추상적인 지고의 존재를 거부하고 브라마(Brahmā), 비슈뉴(Viṣṇu), 쉬

바(Śiva) 등으로 인격적 남성과 여성 신을 세우고, 만다라(Maṇḍala)와 얀

뜨라(Yantra)를 통해 도형으로 구체화되고, 제사의식이나 만뜨라 등을 통

해 그 능력과 가피를 입을 수 있는 살아있는 신들로 여겨졌다.52)

딴뜨리즘의 주 도구인 만뜨라와 다양한 신들, 그리고 제사(祭祀)와 호마

법(護摩法)등은 고대인도 원주민의 종교적 문명에 그 기원을 두고 있

50) 류경희, 인도의 종교와 종교문화,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p.337

51) 김선근, 1990. p.

52) 정성준, 『秘密集會딴뜨라(Guhyasamāja-Tantra)』의 修行體系 硏究, 1998,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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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3) 딴뜨라 문헌은 천문학과 의학을 포함하여 치병, 초복, 제재를 위한

의식과 마술 행위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것이었고, 이것은 아유르베다

와 아주 유사하다. Elliot는 만다라, 진언, 인계 등을 통해 우주의 본질과

의 합일을 도모하고, 그로 인한 능력과 기원을 얻는 체계를 딴뜨리즘이라

고 하였고, 우주의 정적인 본성을 남신으로, 동적인 힘을 여신으로 하여

실천체계를 지닌 그룹을 샥띠즘이라고 하였다.54)

딴뜨라는 만뜨라(Mantrā)와 얀뜨라(Yantrā), 무드라(Mudrā)를 통한 수

행을 말하며, 좌도 딴뜨라는 『까마수뜨라(Kāma- Sūtra)』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자 했다. 즉 성을 통한 깨달음을 얻고자 함을 말한다. 여기

에서 딴뜨라가 아유르베다에 미친 영향들은 만뜨라와 얀뜨라, 무드라를

통한 수행들이 아유르베다의 치료 기법들과 유사하다는 점이다.

첫째, 만뜨라를 살펴보면, 만뜨라의 원초적인 형태는 『리그-베다』의

만뜨라에서 찾을 수 있다. 고대 인도인에게는 종교의례와 주법(呪法)이 본

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 같이 원망달성(願望達

成)의 수단이었다. 그리고 아유르베다의 제사도 주법과 밀접하게 연결되

어 있었던 것이다.

『리그-베다』의 신들에게 바치는 만뜨라 속에 거의 30종에 달하는 주

법의 찬가가 있다. 이것들은 병의 치료․원적의 추방․위해(危害)의 제거,

혹은 기우(祈雨)․전승(戰勝) 등에 관한 주문55)인데 이러한 만뜨라들은

딴뜨라의 주 수행법이며, 또한 아유르베다에서 체질별 치료나 각종 의식

과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다.

얀뜨라는 yam이라는 어원이나, yantrati(또는 yantrayati)로부터 변형된

단어이며, 구속, 강요, 굴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얀뜨라가 비전의 모형

과, 그림 미술 등을 암시하고 yantranam 즉, 보호, 수호, 감금, 결박(rakas

hanam, bandhanam, niyamanam)으로 보존 또는 한정(yantra samkochna

53) 高島 淳, 『密敎大系』 Ⅰ, 法藏館, 1994, pp.67-68.

54) Elliot, Hinduism and Buddhism, vol.Ⅱ, London, 1921, p.274.
55) 허일범역, 「밀교의 역사」,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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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이라는 어원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56) 얀뜨라는 신성과 연결된 우주

에너지를 도형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우주는 신성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얀뜨라는 우주를 축소한 이미지기도 하다.57)

무드라(mudrā)는 춤과 상징적 언어, 도상(圖像), 제례와 관련된다. 힌두

문화속의 도상을 살펴보면 신들의 몸자세나 제스처, 손짓 등은 신화적 사

건들과 상징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무드라의 기본적인 의미는 ‘인장(印章)’, ‘기호(記號)’, 그리고 ‘봉인(封

印)’을 내포하고 있다. 무드라는 주술적-종교적 행위의 효능을 보장하는

마술적 보증의 표시이다. 무드라는 여러 가지 손짓으로 이루어지므로 만

뜨라나 주술적 소리를 봉인 또는 보장하기 위한 손가락을 쥐는 방법을 의

미하게 되었다.58)

이 상징적인 손동작의 무드라가 'attitude' 혹은 ‘gesture'라는 뜻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언어가 채울 수 없는 의식적 무의식적 세상에 대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무드라는 ’rejoice' 또는

'delight'를 뜻하는 산스끄리뜨의 동사 어근 ‘mud’에서 왔다. 즉, 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이다. 베다시대의 제사의식에서 무드라의 기원은 시작

되었다고 추정한다.

한손으로 만든 무드라는 ‘결합되지 않은 것 asamyukta’, 두 손으로 만

든 무드라는 ‘결합된 것 samyukta’이라고 한다.59)

이처럼 인간에 대한 전체론적 입장으로 다양한 치유 방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딴뜨라(Tantra)이다. 딴뜨라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해를 바

탕으로, 홀리스틱적 건강에 관심을 둔 점을 볼 때, 아유르베다와 뜻을 같

이 한다. 딴뜨라와 아유르베다는 인간으로 하여금 활력을 얻게 하고 수명

을 연장하며, 궁극적으로 깨달음에 이르도록 하는데 있다. 딴뜨라의 목적

은 인간을 지유롭게 하는데 있지만, 소수의 뛰어난 사람들만이 이러한 방

56) Ramachandra Rao, 1988. p. 72

57) Feuerstein, 2,000. p. 27

58) 윤기봉, 김재천 편역, 2014, p.76.
59) 윤기봉, 김재천 편역, 2014, 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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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들을 통해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아유르베

다에서 추구하고 있는 건강과 장수는 어느 누구에게나 가능하다. 인간의

영적인 진화에 있어서 아유르베다는 그 기초를 이루고 있고 요가는 몸이

며, 딴뜨라는 그 머리라 할 수 있다. 삶에 있어서 이 셋은 상호 의존적인

삼위일체의 관계를 이룬다. 화학적인 치료 입장을 떠나 자연적인 치유를

이용하는 홀리스틱 치유는 아유르베다의 관점과 유사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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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유르베다의 다섯 원소(pañcamahābhūta)와

3도샤(doṣa)

1) 다섯 원소(pañcamahābhūta)

아유르베다는 우주를 이루는 다섯 원소(pañca mahābhũtani)를, 공간(āk

āśa, Ether), 공기(vāyu, Air), 불(tejas, Fire), 물(āp, Water), 흙(pṛthivi, E

arth)으로 보고 있다.60)

선각자들은 태초에 우주가 형상화되지 않은 통합된 의식의 상태로 있다

가 미세한 진동이 일어나고 그 진동으로부터 맨 처음 생긴 원소가 공간

(아까샤 ākāśa)이라고 생각했다. 공간은 모두 둘러싸여 있다는 특징이 있

다. 공간이라는 매개체가 있어야 소리가 전달되며, 그러므로 공간은 청각

과 연결되어 의사소통 등을 나타낸다. 신체에서 공간은 의식의 확장, 창의

력을 의미한다. 공간이 의식의 제일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가장 늦게 발

달된다.

이 공간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며 그 움직임이 공기(바유 vāyu)를

만들어 냈다. 공기는 미세한 움직임이고 방향, 속도 변화를 나타낸다. 공

기는 인체에서 근육이나 심장, 허파, 위, 모든 세포들의 움직임과 관련하

여 운동 요소를 담당한다. 공기는 또, 피부의 촉각과 관련된다. 공기의 움

직임이 마찰을 일으키고 그로인해 열이 생기고 그것이 결합하여 빛이 형

성되고 불(떼자스 tejas)의 원소가 나타났다. 불은 빛을 나타내며 지각 및

이동을 의미한다. 신체에서 불은 물질대사 작용으로 인체의 소화기관에서

작용한다. 불의 원리는 체온을 통제한다. 또한 뇌의 회백질에서는 지성 작

용으로 나타나서 자각, 이해, 기억 등을 담당한다.61)

불로 인해 공간의 요소가 녹아서 액화된 것이 물(아쁘 āp) 원소이다.

60) 프롤리, 황지현역, 2008, p. 63.
61)  바산트, 1984.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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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유동성, 흐르는 동작, 삶을 나타낸다. 물은 신체에서 소화액, 침 등의

분비와 신체 조직과 기관에 활력을 주는 원소이다. 물은 미각 기관과 연

관되며 물이 없으면 혀는 맛을 알 수가 없다.

물이 다시 고체화 된 것이 흙(쁘리띠비 pṛthivi)이다. 흙은 견고함, 안정

성을 나타내며 움직임을 허용하지 않는 조밀한 매체이다. 흙은 신체에서

단단한 성분인 뼈와 연골, 손톱, 근육, 머리카락 등을 나타낸다. 흙은 후각

기관과 연관되며, 코나 항문의 배설 기관을 담당한다.62)

공간과 공기, 불, 물 그리고 흙의 다섯 원소는 우주와 인간의 기초적인

물질적 구성요소를 형성한다.63) 아유르베다에서 우주와 대응해서 인간을

소우주로 보고 있다. 우주의 생성과 같은 방식으로 인간의 구성 요소도

같다고 여겨졌다.

이 다섯 원소가 인간의 신체에서 작용하는 것을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다섯 원소의 신체에서의 작용

상키야 철학의 세계 전개 과정에서 보듯이 다섯 거친 원소는 구나의 영

향으로 다시 3도샤를 만든다.

62) 바산트, 1984. p. 30

63) 데이비드 프롤리, 김병채 정미숙역, 2007, p. 43.

공 간 공 기 불 물 흙

산쓰끄리뜨
아까샤

(ākāśa)

바유

(vāyu)

떼자스

(tejas)

아쁘

(āp)

쁘리띠비

(pṛthivi)

감각 기관 청각 촉각 시각 미각 후각

운동 기관 발성 기관 손 발 성기 항문

장 기 전체 장기 대장 간, 소장 신장 위

능 력 창의력 융통성 판단력 수용력 안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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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도샤(doṣa)

아유르베다에서는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 5원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데, 그 중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공기와 불, 물을 중심으로 3도샤 이

론이 확립되었다. 모든 인간의 몸은 5 원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중 하

나의 지배적인 원소가 있다고 한다.

인간유형의 패턴은 특정한 범주로 구분되며, 세 생물학적인 기질에 따

라 주요한 유형이 존재한다. 이를 바따(V), 삣따(P), 까파(K)라고 하며, 몸

과 마음의 복합체 안에서 작용하며 크게 각각 공기, 불, 물의 세 원소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아슈땅가 상그라하』(Aṣṭāṅga Saṃgraha) 20장 1절에는 3도샤들의

다섯 원소적 구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64) 바따는 생물학적인 공기(바

유)의 기질을 말하는데 바따는 공간(아까샤)과 공기(바유)의 작용이 지배

적이다. 삣따는 불(떼자스)의 기질을 말하는데 불(떼자스)과 물(아빠스)의

작용이 지배적이며, 까파는 물(아빠스)의 기질을 말하는데 물(아빠스)과

흙(쁘리띠비)의 작용이 지배적이다.

이와 같이 인간을 바따(V), 삣따(P), 까파(K)의 3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

은 이 3도샤가 다섯 원소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과학적인 메커니즘 안

에서 규칙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도샤란 병을 일으

키는 원인 또는 요인을 말한다. 한 원소가 신체에서 우세해 지면 그 원소

로 인한 질병이 야기되기 때문이다. 각 도샤의 특질에 대해 알아보면 다

음과 같다.

(1) 바따

바따는 신체에 유일한 자극을 주는 힘이다. 바따 도샤는 신경 충격 전

파 그리고 모든 높은 뇌 기능을 통제한다. 또한 세포의 분할과 장기(기관)

의 형성을 다스리고 배설물의 제거를 맡고 있다. 바따 도샤는 마음을 다

64) Aṣṭāṅga Saṃgraha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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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고, 신체의 큰 운동과 미세한 운동 모두를 다스린다.

『짜라까상히따』에 따르면, 바따의 속성은 가볍고(laghu), 건조하고(ru

kṣa), 차갑고(śīta), 미세하고(sūkṣma), 거칠고(khara), 움직이기 쉬운(cala)

성질이다. 바따의 기능은 움직임(ceṣṭā)과 생기의 유지(prāṇadhāraṇa), 열

정(utsāha), 신체적 요소의 운반에서 균형잡힌 조절(dhātu gati) 그리고 신

체로부터 다양한 노폐물의 배설 등이다.65) 즉 바따는 전신의 움직임, 분비

물의 배설, 노폐물의 제거, 신체 내 체액의 운반 등을 관장하는 기본적인

힘이다. 바따의 주된 신체적 문제의 증상들은 쇠약, 조직의 감소, 탈수, 마

음과 신경조직의 장애등이다. 바따가 주로 머무는 곳은 뼈, 피부, 대장, 골

반의 빈곳, 귀, 대퇴골 등으로, 체내에서 바따 성분이 과다해지면 이 부위

에 축적된다.

바따의 감각기관은 귀와 피부이며 운동기관은 말과 손이고 신체영역은

대장이다. 바따가 긍정적인 때는 음식의 소화로 인해 생긴 에너지의 활용

이지만,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 잘못된 소화로 인해서 야기되는 과도한 가

스와 독소가 생겨 질병 발생의 요소가 된다. 이런 바따성 장애는 신체 내

의 에너지와 전 조직의 약화를 가져오고, 정신신경계와 소화계의 장애를

불러일으킨다.

(2) 삣따

삣따는 신체 내에서 소화와 신진 대사를 다스린다. 삣따 도샤는 조직

의 형성을 담당하고 있으며, 소화된 음식으로 부터 나온 배설물들에 작용

하며, 체온, 갈증, 배고픔, 열망 그리고 성적 갈망 등을 다스린다.

『짜라까상히따』에 따르면, '소화시키는 것'66)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삣

따는 기름기가 있고, 지성이고, 침투하고, 뜨거우며, 빛나며, 유동적이고

열을 발생하는 성질을 지닌다.67) 불(火)과 물(水)이 주된 구성원소로 하는

65) CS. Sū. 1.59-63.
66) CS. Sū. 7.11; Stiles, Mukunda(2009), Ayurvedic Yoga Therapy, 2009, p.20.
67) CS. Sū. 1.59-61; 18.49-51.



- 27 -

삣따도샤는 음식물이 열, 신체 조직(dhātu), 노폐물(mala) 등으로 전환되

는 것을 관장한다.68) 삣따는 소화, 흡수, 영양섭취, 동화작용, 체온유지,

피부색, 눈의 광채, 등을 관장하며, 주된 신체적 증상은 열, 감염, 염증, 출

혈 등이다. 삣따는 소장, 위, 땀샘, 피, 지방, 눈, 피부 등에 머무르며, 삣따

가 과도할 때는 궤양, 감염, 다양한 형태의 염증, 특히 혈액질환 등을 일

으킨다. 정신적 차원에서 삣따에서는 인식, 판단, 결정을 관장하며, 마음에

는 명료함과 식별력을 준다. 또 심리적인 면에서는 분노, 증오, 질투, 열정

등을 일으킨다.69)

(3) 까파

까파는 인체를 위한 기본 토대를 제공한다. 그리고 체력과 면역을 다스

린다. 또한 성장과 생식 그리고 행복과 웰빙의 느낌을 담당하고 있다.

까파 도샤는 '물질을 붙잡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까파는 수(水)와 지

(地)로 이루어져 있으며, 운동 과 안정적인 상태이다. 까파의 주요 요소인

수(水)는 육체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응집시키는 역할을 하며, 조직의

저항력과 생리적 힘을 유지시키는 데 기여한다. 또한 새로운 조직의 생성,

영양, 윤활, 탈수를 관장하며, 열이나 바람, 눈물 마모, 등에 대해서 몸의

보호를 책임진다.70) 까파의 긍정적인 기능은 피부에 습기를 주며, 관절을

부드럽게 하고, 상처가 치유되도록 한다. 또한 기억을 오래 지속시키고,

체내의 빈 곳을 채우고, 활력과 안정성을 제공하며, 심장과 폐에 에너지를

공급하며 면역성을 지속시킨다. 까파의 주된 부위는 위액 등 액체가 분비

되는 위장이며, 점액이나 가래의 형태로 위장에 축적된다.71)

3도샤 이론은 아유르베다 의학체계의 토대이다. 도샤(doṣa)의 사전적인

뜻은 오류, 손상, 단점 등의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병을 일으

키는 요인이나 원인을 말한다. 또한, 신체를 구성하는 기질이나 성분을 의

68) 데이비드 프롤리, 수바슈 라나데, 아비나슈 렐레(2011), pp.38-39.

69) CS. Sū.12.11.
70) 데이비드 프롤리, 수바슈 라나데, 아비나슈 렐레(2011), 『아유르베다와 마르마테라피』, .p.40.
71) CS. Sū.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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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다.

3도샤의 특질들을 이해하기 쉽게 표로 정리해 보면 표 2.와 같다.

표 2. 도샤들의 특질

『짜라까상히따』에 따르면, 인체에는 신체와 관련된(śarīraka) 도샤와

심리와 관련된(mānasika) 도샤의 두 가지 유형의 도샤(doṣa)가 있다. 그

리고 구나(guṇa)라고 하는 정신적 유형이 있는데, 삿뜨바(sattva), 라자스

(rajas)와 따마스(tamas)이다72). 도샤의 불균형으로 인해 신체와 마음에

왜곡이 생길 때 질병이 발생한다. 이 둘에서 왜곡이 없다면 질병은 없다.

72) CS. Śa. 4. 34.

바따 삣따 까파

건조한 약간 기름진 기름진

가벼운 가벼운 무거운

차가운 뜨거운 차가운

움직임 열정 끈기

거친 매끈한 매끈한

미묘한 통찰력 둔한

예리한 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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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유르베다의 유형

『짜라까상히따』에는 태아의 상태에서 체질이 어떻게 결정되지 그 원

인과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73) 이에 따르면, 3도샤에 의해서 신

체의 체질이 나누어지며, 체질이 선천적으로 형성된다. 태아의 신체는 정

자와 난자, 자궁의 수정과 태내의 성장 그리고 출생의 시기와 내용에 의

해 결정된다. 임신 전과 임신기간 동안의 자궁의 상태 그리고 임신기간

동안 어머니의 식습관이나 행동 등에 의해서 태아를 구성하는 다섯 거친

원소의 비율, 즉 체질이 결정된다.

 1) 세 유형의 신체적 특징

(1) 바따(V)

공기의 기질인 바따는 3도샤 중에서 가장 민감하고 역동적이다. 바따는

체격이 야위고 근육이 없고 키가 크거나 작다. 기름기가 적어서 피부가

건조하고 거칠어서 입술이 잘 트고 갈라진다. 또 손톱도 거칠거나 자꾸

부러지고 손이나 얼굴 등에 잔주름이 많다.74) 가볍고 예민한 특성 때문에

걸음걸이가 빠르고 행동이나 활동이 빠르다. 잠에도 예민하여 불면증에

걸리기 쉽고, 변비와 복부에 가스가 자주 발생한다.75) 손과 발은 차고 건

조하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 추위나 찬 기운에 민감하다. 공기의 변형

성과 유동성으로 인해 소화력도 변덕스럽고 덧니나 구부러진 코 등 신체

의 변형이 일어나기도 한다. 감정적인 동요가 크고 스트레스에 민감하여

불면증이나 소화불량이 잘 생기고 소변의 양도 적고 땀도 많이 흘리지 않

는다.76)

73) CS. CS. SūtrasthānamⅠ장 (59-61) p.8.

74) Ranade, S., Ayurvedic Indian Cooking, 2001. p.25.

75) 프롤리, 정미숙역. 아유르베다와 마음, 2006.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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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따가 불균형을 이룰 때 갑자기 체중이 감소하고 불면증과 신체의 여

러 가지 통증이 수반되기도 하고 추위에 민감하고, 변비나 신경과민, 신경

성 위염, 체함, 불안감이나 가슴의 두근거림 등으로 나타난다.

바따 유형의 속성에 대한 특징은 표 3.과 같다.

표 3. 바따 유형의 특징

(2) 삣따(P)

『짜라까상히따』에서 '소화시키는 것'77)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삣따는

불의 기질을 지닌다. 삣따는 전환이 주된 작용이고 몸에서 혈액이나 림프

액 등 뜨거운 액체로 존재한다. 삣따는 소화나 흡수, 동화작용, 체온의 유

지 등을 관장하고 있다. 78)

삣따는 평균적인 신장과 체격을 가지고 있으며 근육도 잘 발달되어있

76) Ranade, S., Ayurvedic Indian Cooking, 2001. p.26.
77) CS. Sū. 7.11; Stiles, Mukunda(2009), Ayurvedic Yoga Therapy, 2009, p.20.
78) CS. SūtrasthānamⅠ장 (59-61) p.8

바따의 속성 바따 유형에 나타나는 신체적인 특징

건조함

피부나 머리카락 등이 건조하여 푸석푸석함. 입술이나 손 등이 잘

튼다. 건조함으로 인해 잔주름이 많음. 관절에서 소리가 남. 수척함,

작은 체구, 갈라지고 쉰 목소리

가벼움 걸음걸이, 행동이나 활동이 빠르고 가벼움.

민감성
예민한 피부, 식욕이 까다롭고 변덕스럽다. 추위나 건조함, 바람에

약하다.

변 형 덧니나 매부리 코 등 변형이 일어나기 쉬움.

민첩성
말, 행동, 정보를 받아들이고 판단하고 감정으로 반응하는 것 등이

빠름

신경계질환 통증, 신경계 질환, 관절염, 신경성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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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열에 민감하여 햇빛에 민감하고 땀이 쉽게 나고 갈증을 많이 느껴 물

을 자주 마신다. 이렇게 체온이 높기 때문에 열에 의한 문제 즉, 고열, 감

염, 염증, 혈액질환이 발생하기 쉽다. 식욕은 왕성하고 땀을 비롯한 배설

물에서 특유의 냄새가 난다. 79)

삣따가 불균형을 이룰 때는 위산 과다, 고열, 위장이나 장의 궤양, 피부

발진, 염증, 참을성 없고 공격적인 태도 등으로 나타난다.

삣따유형의 속성에 대한 특징은 표 4.와 같다.

표 4. 삣따 유형의 특징

(3) 까파(K)

물의 기질을 지닌 까파는 저장이 주된 작용이고, ‘물질을 붙잡고 있음’

을 의미한다.80) 물의 특성 상 인체의 여러 요소들을 응집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로인해서 살이 찌기 쉽고 뼈가 크고 단단하고 근육이 발달되

79) 프롤리, 정미숙역. 아유르베다와 마음, 2006. p.36.
80) CS. SūtrasthānamⅠ장 (59-61) p.8

삣따의 속성 삣따유형이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뜨거움
열에 민감, 목마름이 심하다. 이성 또는 분별의 역량

소화 빠름. 풍부하지만 비지속적인 땀. 열, 햇빛, 불에 약하다

열정 날카롭고 예리한 눈, 활동이 자신이 필요할 때 적극적임.

분노 한 옥타브 높은 음성, 날카롭고 예리한 말투

약간 기름진 부드럽고 가늘고 기름진 머리카락. 부드럽고 기름진 피부

매끈한
탈색되고 짧고 부드러운 눈썹, 부드럽고 핑크색의 입술, 부드럽고

따뜻하고 촉촉한 손, 발. 부드럽고 느슨한 대변

피부, 열

관련질환
고열, 감염, 피부 질환, 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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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성을 지닌다. 균형을 이룰 때는 안정되고 단단하여 강한 체력과 면

역력으로 건강을 유지하지만 불균형일 때는 음식에 대한 욕심 때문에 과

체중이 되기 쉽고 그로 인해 대사성 질환이 생기기 쉽다.

또한, 몸의 윤활과 습도 등을 관장하여 피부가 두껍고 윤기 있고 촉촉

하게 하고 부드럽게 한다. 지속적인 식욕을 가지고 있고 신진대사가 느리

다.81)

까파가 불균형을 이룰 때는 체중 증가, 무기력, 나태, 메스꺼움과 구토,

우울과 집착과 욕심으로 나타난다.

까파유형의 속성에 대한 특징은 표 5.와 같다.

표 5. 까파 유형의 특징

상기와 같이 3 유형의 특징들을 알아보았고, 다음은 신체적 특징들을

비교하고 생리적 특징들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81) Ranade, S., Ayurvedic Indian Cooking, 2001. p.26.

까파의 속성 까파유형이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기름진
피부나 머리카락 등이 기름짐. 두껍고 기름지고 무성하고 짙은

눈썹.

무거운
행동이나 활동이 느리고 감정의 변화도 느리고 순발력이 떨어짐.

느린 걸음걸이. 작고 육중한 체격

큰
크고 단단한 머리, 어깨, 골격, 크고 단단하고 기름진 코. 근육질.

두툼하고 크고 매끄러우며 단단한 입술. 크고 고른 치아

매끈한
살결이 부드럽고 윤택한 느낌이 남. 매끈하고 부드러운 변. 부드러운

목소리.

집착
음식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잘 먹음, 그로인해 살이 찌기 쉬움.

대체로 크고 풍만함.

대사성 질환 당뇨, 고혈압, 부종, 천식, 호흡기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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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3도샤의 신체적인 특징들을 비교해 보면 표 6.과 같다.

표 6. 3도샤의 신체적 특징

다음은 3도샤의 생리적인 특징들을 비교해 보면 표 7.과 같다.

표 7. 3도샤의 생리적 특징

신체적 특징들 바따 삣따 까파

체격 여윈, 크거나 작은 중간 작은, 육중한

근육 조직 가는, 마른 부드러운, 물렁한 강건한

피부 건조한, 거친 부드럽고, 중성 두껍고, 지성

정맥, 힘줄들 노출된, 가는 덮여 있는, 부드러운 잘 숨겨져 있는

피부 온도 차가운 손, 발 따뜻한 시원한

머리카락 건조한, 거친 부드러운 두꺼운, 기름진

안색 어두운 분홍색 창백한, 하얀

치아 크기 바르지 않음,

충치

보통 큰, 건강한

잇몸 얇은, 나빠지는, 변형 출혈이 쉬운,

잇몸질환

튼튼한

분석 바따 삣따 까파

식욕 가변적 강한 약한

갈증 덜하다 항상 목마르다 덜하다

대장 운동 변비 정상 규칙적

목소리 메마른 높은 음색 부드러운

말 빠른, 말이 많은 권위적 유쾌한

대변 건조한, 딱딱한 부드러운-설사 부드러운–굵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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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도샤의 신체적 특징을 살펴보면, 까파가 가장 건강한 신체적 조건을

가진다. 반면에 바따는 허약한 신체적 조건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3

도샤의 생리적 특징에서도 바따는 불균형을 많이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

다. 까파는 불균형을 일으키는 것이 적다. 그러므로 까파는 비만을 조심하

면 건강한 편이다. 삣따는 3 도샤 중에서 중간을 고수하고 있다.

2) 세 유형의 심리적 특징

(1) 바따(V)

바따유형은 흥미와 경향이 쉽게 변하고 말이 많고, 의지는 우유부단하

며 불안정하다. 이들은 결단성과 자신감이 부족하기 쉽고 새로운 일을 시

작할 때 두려움을 많이 느낀다. 지적이고 많은 것을 알지만 생각이 피상

적일 수 있고 깊이 있는 지식이 부족할 수 있다.82) 또한, 바따는 지식을

빨리 습득하나 금방 잊어버린다.

융통성이 있고 변화에 적응력이 있다. 스트레스에 민감하여 불안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기도 한다.83) 바따는 사교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을 좋아하지만 공기의 성향이 매우 강할 때 너무나 할 말이 많고 피상적

이어서 도리어 외톨이가 되기 쉽다.

82) 프롤리, 정미숙역. 아유르베다와 마음, 2006. p.34.
83) Ranade, S., Ayurvedic Indian Cooking, 2001. p.26.

정상
적은소변 정상

양이 많은-규칙적
생리통, 불규칙생리 강한

열정적인
가변적성적 충동 아주 좋은

더 좋은
보통힘 좋은

더 좋은
낮은운동 내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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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따의 심리적 특징을 표로 나타내면 표 8.과 같다.

표 8. 바따의 심리적 특징

(2) 삣따(P)

삣따는 지적이고 통찰력이 있고 총명하지만 비판적이고 독선적으로 느

껴질 수 있다. 경쟁에서 이기기를 좋아하여 운동이나 스포츠에 전념하기

도 한다.84)새롭거나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쉽게 화를 내는 편이고, 공격적

이고 휘두려는 경향이 있다.85) 추진력이 있고 목표가 정해지면 전념을 다

84) 프롤리, 정미숙역. 아유르베다와 마음, 2006. p.37.
85) Ranade, S., Ayurvedic Indian Cooking, 2001. p.26.

분석 바따의 심리적 특징

기질 신경과민

지구력 부족하며 쉽게 지침

포용력 거의 없음

꿈 자주 꿈꾸며, 가위눌림이 있는 편이다

기억 빨리 받아들이지만 잘 잊어버린다.

말 말이 빠르고 습관적이다

대화 수다스럽고 끼어들기를 좋아한다.

친분관계 자주 바뀌는 편이다.

봉사 흥미가 있을 때 하는 편이다.

감정변화 민감하여 자주 바뀐다.

긍정적 감정 순응성과 융통성을 발휘한다.

부정적 감정 두려움과 근심 걱정, 공포를 자주 드러낸다.

공격성 가볍게 늘 공격하는 편이다.

마음조절 생각이 많아서 마음 조절이 잘 안되며, 집중이 어렵다.

성격 신경질적이고 변덕스러운 성격이다.

신앙 신앙에 대한 호기심으로 자주 변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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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돌진한다. 자신의 입장을 설득력있게 진술하는 타고난 설교자이지만

공감의 능력이나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능력이 부 족하여 포용하는 힘

이 부족하다.

삣따의 심리적 특징을 표로 나타내면 표 9.와 같다.

표 9. 삣따의 심리적 특징

(3) 까파(K)

까파유형은 감정적이고 사랑, 헌신, 충성심이 많고 로맨틱하다. 반면 그

들은 집착적이고 탐욕스러울 수 있다.86) 까파는 배우는 것은 느려서 많은

분석 삣따의 심리적 특징

기질 자신이 리드하려고 함

지구력 보통이지만 선택적으로 강함

포용력 선택에 따라 포용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음

꿈
가끔 꿈을 꾸며 열정적인 꿈이 대부분이며, 불과 싸우는

꿈을 꾼다.

기억 명료하게 받아들이고 필요한 것만 기억한다.

말 날카롭고 예리하며, 명료하게 한다.

대화 설득력, 논리적이며 비평적이고 정확함.

친분관계 목적에 따라 몇 명 사귄다.

봉사 목적에 따라 봉사활동을 한다.

감정변화 자신의 감정에 바로 반응하는 편이다.

긍정적 감정 용기를 들어내며, 열정적이다.

부정적 감정 분노, 질투, 화 등을 낸다.

공격성 경우에 따라 공격이 강함

마음조절 목적에 따라서 마음조절이 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한다.

성격 열성적이고 목표 지향적이다.

신앙 한번 결정하면 아주 열성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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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이 필요하지만 일단 배운 것은 잊지 않는다. 창의적이지는 않지만 일

단 일을 시작하면 끈기 있게 마무리하는 지구력이 있다.87) 전통적이고 관

습적인 것을 좋아하고 제도나 체제를 만들어 내기를 좋아한다. 안정적이

며, 변화를 싫어하고 체제 순응적이다.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 우호

적이고,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집착할 수 있다.

까파의 심리적 특징을 표로 나타내면 표 10.과 같다.

표 10. 까파의 심리적 특징

86) Ranade, S., Ayurvedic Indian Cooking, 2001. p.27.
87) 프롤리, 정미숙역. 아유르베다와 마음, 2006. p.39.

분석 까파의 심리적 특징

기질 나서지 않고 늘 뒤에서 있는 듯 없는 듯 보임

지구력 건강하고 지구력이 높다.

포용력 거의 모두 포용함. 노우(No)를 못해서 수용

꿈 꿈을 잘 안 꾸는 편인데, 꾼다면 낭만적인 꿈, 물에 관한 꿈

기억 이해는 느리지만 한번 이해한 것은 잘 기억한다.

말 느리고 부드러운 말

대화 느리고 반복적이며 발표와 주장을 잘못함. 질문 없음

친분관계 한번 만나면 대부분 오래간다.

봉사 늘 봉사하려함

감정변화 느림

긍정적 감정 사랑, 수용

부정적 감정 집착, 욕심, 수집광

공격성 비공격적인 편

마음조절 비교적 잘됨

성격 늘 만족하고 보수적임

신앙 한번 정하면 꾸준하게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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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 유형의 정신적 특징

『짜라까상히따』에서는 정신적 특질은 3구나(guṇa)로 설명된다. 상키

야 철학에서 말하는 3구나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상키야 철학에서는

몸과 마음의 근본 원인으로서 쁘라끄리띠는 삿뜨바(sattva, 純質), 라자스

(rajas, 激質), 따마스(tamas, 暗質)라는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말한다.

우주적 차원에서 삿뜨바는 우주이고, 라자스는 대기이며, 따마스는 단단

한 물질이다.88) 삿뜨바는 잠재적인 의식으로서 의식적인 현현을 지향하며,

어원상으로 'sattva'라는 말은 'sat'의 파생어다. 그러므로 'sat'는 '실재'

또는 '존재하는 것'이며, '완전'을 의미한다. 삿뜨바는 선(善)과 맑고 밝음

을 가져오는 것으로 간주된다.

라자스는 역동을 일으키며, 모든 행위의 원천으로서 고통을 야기하고,

열광적이며 부단한 노력이 있는 삶을 지향하게 한다.

따마스는 행위를 하지 않게 하는 특성을 지니고, 마음에 무감동, 무관심

을 야기하고, 무지와 나태로 이끈다. 3구나는 서로 지탱하고 있으며, 서로

뒤섞여서 결코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삿뜨바는 실현되어야 하는 본질 또

는 형상을 나타내며, 따마스는 그것의 실현에 대한 장애 요소이다. 라자스

는 장애가 극복되고, 본질적인 형상이 현현되는 힘을 나타낸다.

『짜라까상히따』에 따르면, 3구나 중에서 라자스와 따마스만 정신적

도샤로 분석하였다. 왜냐하면 삿뜨바는 순수성이기 때문에 도샤에 포함되

지 않는다.89) 삿뜨바가 현저한 마음이 본래적이고 균형 잡힌 마음이라 한

다면, 라자스의 현저한 마음은 바따와 삣따가 축적된 마음이고, 따마스의

현저한 마음은 까파의 불균형과 악화를 담고 있는 마음이다.90)

이 세 가지 마음의 상태는 모두 한 사람에게서 일어날 수 있지만, 동시

88) 김승희(2010), 「아유르베다와 사상의학의 비교연구」, p.24.
89) 도샤의 문자적인 의미는 "어둡게 만드는 것, 더럽히는 것, 사물들에 쇠퇴를 야기하는

것"이다(Stiles, Mukunda, Ayurvedic Yoga Therapy, p.6.

90) 김승희(2010), 「아유르베다와 사상의학의 비교연구」,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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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타나지는 않는다. 개인은 그 때 그를 지배하는 마음의 유형에 속해

있다.91) 삿뜨바는 결점으로 부터 자유롭고 행운을 가져온다. 라자스는 분

노를 조장하는 부정적 특성을 지니며, 따마스는 무지로부터 고통을 받는

부정적 특성을 지닌다.92)

이 3구나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11.과 같다.

표 11. 3구나의 비교

91) CS Śa. 3.13
92) CS. Śa.4.36.

구분 삿뜨바 라자스 따마스

식성 완전채식 채식과생선 육식

약, 술&흥분제 전혀 가끔 자주

감각적 느낌 평온, 순수 복합 산만

수면 부족 약간 중간 높음

성적 행동 낮음 중간 높음

감각 통제 좋음 중간 약함

언어 조용하고 평화로움 흥분 둔함

청결도 높음 중간 낮음

업무 사심 없음 개인적 목표 게으름

분노 거의 없음 가끔 자주

공포 거의 없음 가끔 자주

욕망 거의 없음 얼마 정도 많음

자존심 중간 약간 있음 자만심 강함

우울증 전혀 가끔 자주

사랑 보편적 개인적 사랑 결핍

폭력적 행동 전혀 가끔 자주

돈에 대한 집착 거의 없음 약간 많음

만족감 대개 부분적으로 전혀

관대함 쉽게 용서 노력 필요 장기간 유감을 품음

집중력 좋음 중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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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도샤(doṣa)와 정신적 유형(guṇa)의 상호 관련성

아유르베다의 3도샤 이론은 상키야의 전변설을 수용하고 있다. 상키야

25원리 중에서 다섯 거친 원소는 3도샤와 직접 관련되며, 정신적 유형은

쁘라끄리띠의 구성 요소인 3구나(guṇa)와 관련된다. 그러나 3도샤와 정신

적 유형은 상호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3구나는 3도샤에도 영향을 준다.

라자스가 증가하면 과도하게 활동적이 되거나 흥분, 분노가 생긴다. 이

와같은 특질들은 3도샤 중에서 바따와 삣따를 축적시킴으로써 영향을 준

다. 따마스는 머무름과 게으름이 주된 성질로서, 따마스의 증가는 태만을

야기한다. 따마스의 증가는 신체에 동일한 성질을 가지는 까파를 증가시

킴으로써 신체에 영향을 준다.93) 3도샤와 정신적 유형의 상호 관련성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3도샤와 구나를 수평선과 수직선에 함께 두면, 개인이 삶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 주는 표시에 도달할 수 있다. 이 두 요인들이 천

성에 어떻게 결합되는지 보려면 도샤와 구나를 함께 진단하면 된다. 이것

은 바따인지, 삣따인지, 까파인지 알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도샤가

93) 김승희(2010), 「아유르베다와 사상의학의 비교연구」, p.61.

기억력 좋음 중간 부족

의지력 강함 유동적 약함

진실성 항상 거의 항상 거의 없음

정직성 항상 거의 항상 거의 없음

마음의 평화 일반적으로 그러함 부분적으로 거의 그렇지 않음

창의성 높음 중간 낮음

영적 학습 매일 가끔 전혀

주문, 기도 매일 가끔 전혀

명상 매일 가끔 전혀

봉사 많이 조금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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삿뜨바, 라자스, 따마스 가운데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94)

다음의 유형들은 그런 전형적인 표시들을 보여 준다.

(1) 바따와 정신적 유형

삿뜨바적인 바따 유형은 창조적이며 마음이 열려 있고, 다양한 주제들

에 대해서 폭넓게 이해하며, 여러 가지 관점들을 재빨리 이해한다. 탁월한

소통자들로서 융통성이 있으며 열정적인 마음과 개성을 가지고 있다. 또

한, 화합에 대한 강한 느낌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 수용적이

며 민감하다. 강력한 치유 에너지와 풍부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으며, 끊임

없는 영감의 원천이다.

라자스적인 바따 유형은 항상 활동적이며, 표현을 잘하고, 늘 움직이며,

삶에서 다양하고 변화하는 목표들을 성취하려고 애쓴다. 항상 들떠 있고,

열망이 가득하며, 더욱더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을 원하고, 어떤 것에도 결

코 만족하지 못한다. 쉽게 산만해지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지나치게

활동적이고, 일관성이 없다. 바람처럼 빨리 변하고 지나치게 말이 많을 수

있으며, 피상적이고, 시끄럽고, 분열적일 수 있다.

따마스적 바따 유형은 현혹적이고 지독하고 별난 행태를 보이는데, 이

것은 쉽게 극단적으로 변하며 어떤 질서나 관례도 거스르게 된다. 도둑질

을 할 수 있고, 성적으로 왜곡될 수 있으며, 약물과 다른 도피 수단들에

중독되기 쉬우며, 때때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다. 진지한 일과 관련해서

는 신뢰될 수 없으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다.95)

이와 같이 바따 유형에도 정신적인 특성으로 세 부류로 나누어진다. 그러

므로 횡적유형으로는 나누어지는 유형 가운데에서도 정신적 레벨이 종적

으로 나누어진다.

94) 프롤리, 김병채, 정미숙역, 2007. pp. 67-70.

95) Ranade, S., Ayurvedic Indian Cooking, 2001.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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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삣따와 정신적 유형

삿뜨바적인 삣따 유형은 모든 사람들에게 태양처럼 빛을 비추고, 빛의

더 높은 성질들과 지성과 따스함을 보여 준다. 이들은 잘 단련되어 있고,

사고는 식별력과 통찰력이 있으며, 언제나 다른 사람의 관점을 고려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우호적이며 용기 있게 행동하고, 모든 이에게 따뜻하며

동정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성장과 발달에 강한 의지를 지닌 타고난 지

도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라자스적 삣따 유형은 성취와 성공을 목표로 삼고, 종종 수단이나 방법

에 개의치 않는다. 숙련되고 단호하게 자기 자신과 자신의 의제들을 발전

시키며, 힘과 지위라는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비판적이고

통제하려 하며, 화내기 쉽고 편협해지기 쉽다. 이것은 무모하고 헛되게 할

수 있으며, 몰락시킬 수 있다.

따마스적인 삣따 유형은 감정과 행동에 있어 파괴적이고 폭력적이다.

삶에서 미움, 원망, 적개심을 품을 수 있으며, 자신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표출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사회의 법을 존중하지 않

는다. 대부분의 범죄자 두목들이나 암흑가의 인물들이 이 유형에 속한다.

편집증이거나 정신병자일 수 있으며, 어떻게든 그들을 피해야 한다. 96) 이

와 같이 삣따 유형에도 정신적인 특성으로 세 부류로 나누어진다. 그러므

로 횡적유형으로는 나누어지는 유형 가운데에서도 정신적 레벨이 종적으

로 나누어진다.

(3) 까파와 정신적 유형

삿뜨바적인 까파 유형은 사랑, 헌신, 만족, 믿음이라는 까파의 미덕들을

보여 주는데, 이들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편안하게 한다. 또한, 확고함,

마음의 평정과 균형, 인내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충실하고, 관대하며, 잘

양육하고 보살핀다. 보살피는 부모나 양육자의 눈으로 모든 생명체를 바

라본다.

96) Ranade, S., Ayurvedic Indian Cooking, 2001.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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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자스적인 까파 유형은 획득을 목표로 하며, 물질적인 자원들을 통제

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기를 좋아한다. 탐욕스럽고 물질적이

며,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 부유함과 지위를 추구한다. 목표는 집과

의복으로부터 모든 유형의 소유물과 재산에 이르기까지 온갖 좋은 것들을

모두 축적하는 것이다. 부지런히 소유하고 축적하려 하며, 소유물에 압도

될 때까지 만족하지 못한다.

따마스적인 까파 유형은 무력증과 침체에 빠지며, 그것은 종종 다양한

중독들로 나타난다. 마음은 둔하고 무감각하며, 주로 우울하다. 삶에서 노

력을 거부하고, 자기반성을 하지 못하며, 곤경에 빠질 때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한다. 힘겨움과 무기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짓누른다. 몸도 마찬가지로

주로 비만하고 독소로 가득하다.97)

이와 같이 까파 유형에도 정신적인 특성으로 세 부류로 나누어진다. 그

러므로 횡적유형으로는 나누어지는 유형 가운데에서도 정신적 레벨이 종

적으로 나누어진다. 이것이 아유르베다가 MBTI나 에니어그램과 차이를

보이는 별개의 성격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97) Ranade, S., Ayurvedic Indian Cooking, 2001.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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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행 연구

1) 아유르베다의 도샤 유형관련 논문

아유르베다의 세 가지 도샤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아유르베다 유형을 활용한 연구의 경우로서 주로 신체를 치료하

는데 활용되어진,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여성을 대상으로 도샤별 맛사지

오일의 효과를 검증한 최금주(2009)의 「아유르베다 오일 맛사지가 스트

레스와 면역증진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유르베다 오일 맛사지에 대한 혈

액분석과 뇌파 측정을 통해서 살펴본 결과 스트레스와 면역 증진의 효과

를 입증했다.

청소년들의 아유르베다 유형별 여드름 상태와 피부상태를 연구한 이영

애(2009)의 「아유르베다 체질과 청소년기의 여드름 상태에 관한 연구」

에서 아유르베다 체질과 피부의 상태, 여드름 피부에 대해서 유의미한 차

이가 있음을 밝혔고, 특히 까파 유형의 여드름과의 상관성이 높음을 밝혔

다. 나명순(2008)의 「아유르베다 까파체질에 사용한 아로마 오일의 슬리

밍 효능」에서 아유르베다의 까파체질에게 아로마치료의 효과가 유의미함

을 검증하였다. 이경란 등(2010)의 「아유르베다 오일이 체질별 피부 유

수분 및 PH에 미치는 영향 」에서 성인 여성의 아유르베다 유형 별로 전

신 부위별 수분량과 유분량에서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최은

영(2010)의 「아유르베다에 따른 피부 유형 분석」에서 아유르베다 유형

에 따른 피부 상태, pH 등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황지현(2008)의 「아유르베다식 프로그램 중 삿뜨바 다이어트와 체질유

형 다이어트 프로그램의 특징과 적응효과」에서 비만 여성에게 아유르베

다식 다이어트 프로그램인 삿뜨바 다이어트 프로그램과 체질 유형 다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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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프로그램이 신체적, 심리적으로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김경순(2014)의

「아유르베다를 적용한 체질별 컬러푸드용법」에서 컬러푸드를 통한 아유

르베다의 3도샤별 식이요법 연구하였다. 까파유형의 혈청지질 농도가 아

유르베다 치료를 통해서 변화함을 연구한 김미숙(2006)의 「아유르베다

테라피가 까파체질의 혈청지질 농도에 미치는 영향」등을 보면 아유르베

다 유형에 대한 신체적 분석을 통한 건강회복을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이 체질 분류를 해서 연구 활동을 하였지만 표준화된 유형을 나

누는 검사지를 사용하지는 못했다. 본 연구가 이러한 연구 활동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둘째, 아유르베다 유형을 활용한 연구의 경우로서 심리적 치료를 주로

한 연구는 치유 요법으로서의 요가가 아유르베다 유형에 따른 전근성을

모색한 김선미(2015)의 「아유르베다체질이론에 의거한 전인치유요가 연

구」와 정미숙(2016a, 2016b, 2014a, 2014b, 2014c, 2012, 2009, 2006, 2003)

은 아유르베다와 인본주의 심리학의 비교를 필두로 한국형 아유르베다 유

형 검사지의 기초연구 등, 아유르베다 연구를 다양하게 했다. 그 결과 아

유르베다를 활용한 상담과 치유 부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

다. 그리고 베다 점성학, 아유르베다, 음양오행등 세 이론을 중심으로 보

석 치유법을 비교분석하여 심리상담의 도구로서의 보석 치유의 가능성을

탐색한 김가빈(2012)의 「인간체질에 따른 보석 처방법 비교연구」가 있

다.

또한, 아유르베다와 사상체질과의 비교 연구를 살펴보면 아유르베다와

한의학에서의 질병의 원인에 대한 비교 연구를 한 이복순(2016)의 「아유

르베다와 한의학의 병인에 대한 비교 연구」와 아유르베다와 사상의학의

형성배경, 형성체계, 생리ž병리 치료에 대해 비교한 김승희(2011)의 「아

유르베다와 사상의학의 비교연구」,우리나라 사상의학의 네 체질과 아유

르베다의 3도샤에 대한 유사성과 다른 점을 비교하여 두 이론 간의 상호

보완점을 시사한 류시현(2007)의 「사상의학과 아유르베다의 체질에 관한

연구」등이 있다.



- 46 -

신체적인 치료에서도 표준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지 못한 것처럼 심리적

인 문제를 다루는 데도 체질 구분은 했지만 표준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지

는 못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의의가 여기에 있다.

2) 표준화 논문

다음은 성격유형 검사에 대한 표준화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

다.

융의 성격유형을 기초로 하여 미국의 마이어스(Myers)와 브릭스

(Briggs)가 3대에 걸쳐 성격유형검사(MBTI)를 만들었고 우리나라에서는

김정택과 심혜숙98)이 한국형 MBTI를 만들면서 타당도, 표준화 연구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많은 연구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김정택 등99)은 MBTI 검사를 한국형 아동용으로 표준화였고, 김정

택 등100)은 MBTI의 Form G의 4가지 선호 경향을 세부화 하여 Form K

의 표준화연구를 하였다. MBTI의 연구를 통해서 본 연구의 구성을 대략

구상하였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는 데는 문제가 있었다.

MMPI 검사는 설문지 형식이 리커트식이 아니며, 한 문항에서 둘이나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명목 척도로서 본 연구의 방식과 같아서 문항을

구성하고 배열하는데 참조하였다.

또한, 에니어그램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윤운성101)이 개방형 질문지와

기존의 설문지를 분석하여 1차적 문항은 만들고 전문가의 내용타당도 검

증과 상관을 통해서 문항을 조정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연구를 하였는

데, 에니어그램의 성격유형 척도 개발 연구를 보면 김응자102)는 문헌고찰

98) 김정택, 심혜숙, 1990, pp.44-72 .
99) 김정택, 심혜숙, 1993, pp.1-20.
100) 김정택, 심혜숙, 김명준, 심병보, 2003, PP.53-70.

101) 윤운성, 2001, pp.131-161.
102) 김응자, 2008, pp.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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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개방형 질문지를 통해 문항을 추출하고 전문가의 1차, 2차 내용타당도

검증과 상관분석을 거쳐 문항을 완성하였고 공인타당도, 준거 타당도, 신

뢰도를 통하여 개발하였다. 또한 손봉희103)는 영어로 된 RHETI(The

Riso- Hudson Enneagram Type Indicator)를 번역과정을 거쳐서 전문가로부

터 내용타당도 검증을 한 후 워크숍을 통해서 자가진단 성격유형과

RHETI 한글판 결과를 설문하여 신뢰도 및 타당도를 연구했고, 윤운성104)

은 기존의 한국형 에니어그램 성격유형 검사지(KEPTI)의 문항을 분석하

여 36개의 문항을 만들고 KEPTI검사와의 상관성 분석과 안면타당도, 검

사재검사 신뢰도를 통해서 에니어그램 간편 검사의 신뢰도 타당도를 검증

하였다. 윤운성 등105)은 이론적 문헌 연구를 통해서 하위유형의 문항을

추출하고 1, 2차 검사를 통해 선정된 문항과 기존의 검사와의 타당도, 신

뢰도를 검토하여 한국형 에니어그램 검사의 하위유형 검사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서 에니어그램 연구를 활용한 것은 에니어그램 연구의

척도 개발 과정에서 문헌 고찰과 문항을 추출하는 방법 등을 본 연구에서

참조하였다.

또한 아유르베다가 체질유형이기 때문에 체질유형에 대한 표준화 논문

들을 활용하고자 노력하였는데, 체질유형을 표준화한 연구들은 사상의학

에서 살펴 볼 수 있었다.

사상체질의 경우 사상을 전공한 한의사의 소견에 따라 체질분석을 하고

처방되다가 사상체질 분석검사지(QSCC)의 타당화를 연구한 김선호106),

사상체질 분석검사지(QSCCⅡ)의 표준화를 시도한 김선호 등107), 개정된

사상체질 분석검사(QSCCⅡ)를 가지고 일반인군의 표준화 규준과 환자군

의 검사 결과를 비교한 이정찬108), 사상체질 분석검사지(QSCCⅡ)의 재타

당화를 시도한 곽창규 등109), 사상체질 분석검사(QSCCⅡ)의 개정판 신뢰

103) 손봉희, 2003, pp.37-41.
104) 윤운성, 2015, pp.53-78.
105) 윤운성, 진재열, 김새한별, 2013, pp.37-59.
106) 김선호, 1992, pp.8-20.
107) 김선호, 고병희, 송일병, 1996, pp.337-393.
108) 이정찬, 1996, pp
109) 곽창규, 이의주, 고병희, 송일병, 이상규, 2003, pp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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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타당도를 연구한 최경주 등110), 몽고인을 대상으로 사상체질검사의 표

준화를 시도한 김경수 등111), 최근에 경희대학교를 중심으로 유형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동무 이제마 선생이 주창한 사상체질에

서는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등 4 가지 체질로 사람을 나누었다.

김영우는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 중 체질진단을 받은 환자를 대

상으로 외모, 심성, 병증 문항을 선출하고 QSCCⅡ설문 문항과의 상관관

계 내적합치도, 체질변수 문항별 신뢰도를 조사하여 체질 진단에 중요하

게 작용하는 문항을 분석하였다.112) 신동윤은 기존의 설문지를 수정 편집

하여 한방병원에서 전문의로부터 체질진단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내

적 일치도를 통한 신뢰도를 알아보았다.113)

사상의학의 연구를 통해서 살펴본 결과, 아유르베다와 사상체질의 유형

에 따라 신체적 심리적인 특성이 다르고 병의 원인과 처방 등에 활용된다

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다. 사상체질이 신체적인 특성과 심리적인 특성

을 가지고 체질을 분류한다는 점에서 아유르베다 유형 검사와 비슷하다.

그러므로 아유르베다의 유형 또한 전문가의 판단을 활용하고자 했다.

아유르베다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정미숙과 임애라(2016)의 한국형

아유르베다 체질유형 검사지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에서 타당도는 .619

로 유의미하지만 낮은 수준이었다. 반면 신뢰도는 .840으로 양호한 수준을

보여 주었다.

아유르베다의 유형이 현재까지는 문헌에 기록된 유형에 대한 분석 내용

이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토되지 않은 상태로 사용되고 있고, 유형 진단의

객관성에 많은 문제 제기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연구를 위해서도

한국적 아유르베다의 유형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표준화된 검사 제

작이 필요하다. 이러한 유형 판별의 객관화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

구에서는 아유르베다 유형검사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평가하여 표준화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110) 최경주, 최양식, 차재훈, 황민우, 이수경, 고병희, 송일병, 2003, pp39-49.
111) 김경수, 이수경, 신현규, 고병희, 송일병, 이의주, 2007, pp98-115.
112) 김영우, 2003, pp.8-39.
113) 신동윤, 2008, pp.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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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2단계로 모집되어 진행되었다. 첫 번째 단계는 대ž중

도시 고등학생(남 100명, 여 85명), 대학생(남 170명, 여 188명), 일반 성인

(남 95명, 여 131명) 등 총 769명을 대상으로 아유르베다 유형 검사를 실

시하였고 아유르베다 전문가의 판정을 받았다.

두 번째 단계는 연구 대상자의 랜덤 샘플링(random sampling)을 위해

서 전문설문회사인 인바이트에 의뢰하여 20대에서 60대 남ž여 각각 400명

씩 총2,000명을 대상으로 아유르베다 유형검사의 설문을 받았다. 리서치

전문 회사인 인바이트사의 장학제도에 따라 500부는 상담학과 관련 연구

의 지원을 받았고 나머지 1,500부는 개인 부담을 통해서 설문을 진행하였

다.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랜덤 샘플링(random sampling)에 한계가 있

어서 서울과 중소도시의 4개 학교에 의뢰를 하여 고등학생(남 206명, 여

222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고 체크하도록 실시하였다.

연구의 대상이 고등학생부터 60대 성인까지로 규정하였는데, 이 유형

검사는 자신의 신체적, 심리적인 특성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

어야 하고 신체적인 변화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진다고 보이는 고등학

생을 가장 최소의 연구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청소년용 검사를 따로 분리

하지 않고 고등학생부터 연구 대상자에 포함을 시켰다.

1) 1차 연구 대상 연구 대상자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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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유형 검사와 함께 전문가의 유형 판정을 받은 연구 대상자는 대

ž중ž소 도시 고등학생(남 100명, 여 85명) 185명과 대학생(남 170명, 여

188명) 358명, 일반인(남 95명, 여 131명) 226명으로 전체 연구 대상자는

759명이다.

연구 대상자의 특성은 표. 12.와 같다.

표 12. 1차 연구 대상자의 특성 (N=769)

2) 2차 연구 대상자의 특성

2차 연구 대상자의 연령대별(20대에서 60대까지 남ž여 각각 200명 총

2,000명)과 고등학교에 의뢰해서 설문을 받은 고등학생 428명(남학생 206

명, 여학생 222명) 총 2,428명의 특성은 표 13.과 같다.

연령 성별 합계 %

고등학생

남 100

24.1여 85

합계 185

대학생

남 170

46.6여 188

합계 358

일반

남 95

29.4여 131

합계 226

합계

남 365

100여 404

합계 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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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2차 연구 대상자의 특성 (N=2,428)

3) 전체 연구 대상자의 특성

1차 연구 대상 769명과 2차 연구 대상 2,428명을 합한 전체 3,197명 연

구 대상자의 특성은 표 14.와 같다.

연령 성별 합계 %

10대

남 206

17.6여 222

합계 428

20대

남 200

16.5여 200

합계 400

30대

남 200

16.5여 200

합계 400

40대

남 200

16.5여 200

합계 400

50대

남 200

16.5여 200

합계 400

60대

남 200

16.5여 200

합계 400

합계

남 1206

100여 1222

합계 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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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전체 연구 대상자의 특성 (N=3,197)

위의 표에서 보면 성인 중에 연령대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인이 219명

(남 92명, 여 127명)이다. 이는 1차 연구에서 연령이나 학력, 직업 등 개인

정보를 알려주는 것을 거부한 경우가 많아서 그냥 일반인으로 분류하였

다.

10대와 20대의 경우 1차 연구와 2차 연구 대상자를 합하여 표본이 커졌

연령 성별 합계 %

10대

남 306

19.2여 307

합계 613

20대

남 370

23.7여 388

합계 758

30대

남 203

12.7여 204

합계 407

40대

남 200

12.5여 200

합계 400

50대

남 200

12.5여 200

합계 400

60대

남 200

12.5여 200

합계 400

일반

남 92

6.9여 127

합계 219

합계

남 1571

100여 1626

합계 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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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30대에서 60대는 연령대별 각각 200명씩을 선정해서 각 연령대별 400

명인데 30대의 경우 1차 연구에서 대학생 중 30대가 몇 명이 포함되어서

조금 늘어났다.

이렇게 리서치 기관을 통해서 랜덤 샘플링을 한 이유는 모집단에 까까

운 표집을 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이다.



- 54 -

2. 연구 도구

아유르베다 유형검사의 대상자 유형검사의 문항 점수와 전문가 판단에

따른 분석유형을 위해서 빈도분석을 하였다.

아유르베다 유형검사의 유형의 분석을 위해 먼저, 연구 대상자의 각각

문항에 대한 답인 a, b, c의 빈도를 추출하여 개인별 빈도들의 평균(M)과

표준 편차(σ)를 구했다.

각 개인의 점수가 갖는 상대적인 위치를 알기 위해서 표준 점수의 하나인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 인 Z점수로 변환하였다

유형의 분류를 위해서 먼저 순수 유형을 구하였는데 순수 유형은 가장

큰 빈도의 점수가 1.5 표준 점수보다 크거나 같고 제일 큰 값과 중간 값

의 차가 1 표준 점수 이상일 때 순수 바따(V), 순수 삣따(P), 순수 까파

(K)라고 하였다. 복합 유형의 판정은 큰 수와 중간 수의 차가 1 표준 점

수보다 작고, 중간 점수와 작은 점수의 차가 1 표준 점수 이상 차이가 날

때, 큰 수의 해당 유형과 중간 수의 유형을 합해서 복합 바따ž삣따(VPž

PV), 복합 바따ž까파(VKžKV), 복합 삣따ž까파(PKžKP)라고 하였다. 바따ž

삣따ž까파(VžPžK)는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의 차가 1 표준 점수이하

의 범위에 있을 때에 분류하였다. 그런데 이상의 조건에 맞지 않아 어디

에도 속하지 않은 데이터들에 대해서 유형을 부여할 새로운 기준이 필요

하였다. 이에 가장 큰 점수에서 1 표준 점수를 기준으로 두고, 중간 점수

에 대해서는 평균인 0을 기준으로 하여 큰 점수가 1 표준 점수 보다 크고

중간 점수가 평균 이하인 음수 일 때 이를 약한 순수 유형이라고 분류하

여 약한 바따(v), 약한 삣따(p), 약한 까파(k)라고 하였다. 큰 값이 1 표준

점수 보다 크고 중간 값이 평균 보다 클 경우와 큰 값이 1 표준 점수를

넘지는 못하지만 중간 값이 평균 이상인 양의 점수를 가질 때 약한 바따ž

삣따(vpžpv), 약한 바따ž까파(vkžkv), 약한 삣따ž까파(pkžkp)라고 하였다.

그리고 큰 점수가 1 표준 점 수를 넘지 못하고 중간 값이 평균 이하인 음

수일 때 약한 바따ž삣따ž까파(vžpžk)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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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판단 유형과 문항점수로 분석한 유형 간의 일치도 분석을 위해

서는 코헨의 카파 계수(Cohen’s Kappa)를 사용하였다.

문항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서는 본 연구의 척도가 명목 척도이므로 문

항 내적 일치도를 사용하지 못하고 명목척도에 사용하는 분할계수(O:

Contingency Coefficient)를 통해서 신체 문항과 심리 문항 간의 상관성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군집 분석 중에

서 비계층적인 분석인 K-means 군집 분석을 사용하였다. 비계층적 군집

분석은 먼저 연구자가 군집의 수를 설정하는데 보통, 데이터의 분산과 관

련해서 최적의 군집 수를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7

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므로 군집 분석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

지 알아보기 위해서 군집 분포를 구하고 7개의 군집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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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절차

1) 1차 연구: 척도 문항 개발

(1) 기초 예비 문항

① 전문가 선정

. 본 연구의 자문을 위해 아유르베다 전문가이면서 아유르베다 연구를

하고 있는 교수 2명과 한의사 1명, 아유르베다 전문가들 2명 등 총 5명으

로 전문가 집단이 구성 되었다. 전문가들의 인적 사항은 표 19.와 같다.

표 15. 전문가 인적사항

② 문항 추출

아유르베다 유형 검사지를 만들기 위해서 5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

과 본 연구자가 만나 문항의 추출을 위해 아유르베다 고전 의학서인 짜라

순

서
나이 성별 경 력 학 력 직 업

1 60 여
아유르베다 20년

박사 교수
상담 20년

2 57 남
아유르베다 15년

박사 한의사
한의학 20년

3 67 여
아유르베다 10년

박사 교수
상담 15년

4 53 여
아유르베다 7년

박사 상담심리연구소장
상담 20년

5 46 여
아유르베다 6년

박사 상담연구소장
상담 10년



- 57 -

까 상히따(Caraka saṃhitā)와 수슈루따 상히따(Suśruta saṃhitā)의 문헌 연

구를 통해 신체에 대한 질문40문항과 심리에 대한 질문 26문항 질병에 대

한 4문항 등 총 70문항을 선정하였다.

③ 문항 번역

문항의 번역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영어 전공자 1명에게 번역을

의뢰하였고 그 작성된 번역본을 아유르베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일반인에게 역번역을 하여 원문과의 비교를 통해서

최종 번역을 마쳤다.

(2) 내용타당도 검증 및 예비 문항 선정

연구 목적에 따라서 아유르베다 유형의 진단과 분석을 위한 검사지를

만들기 위하여 아유르베다 전문가 5인이 모여서 아유르베다 유형 검사의

문항을 추출하였다. 1차 모임에서 신체에 대한 질문 40문항과 심리에 대

한 질문 26문항 질병에 대한 4문항 등 총 70문항을 선정하였다. 1차에서

는 아유르베다의 문헌을 중심으로 체질에 대한 특성을 모두 추출하였고

그다음 문항으로 수정 정리하였다.

2차 전문가 모임에서는 70문항 중에서 대답하기에 애매하여서 정확하게

답을 구할 수 없는 문항들을 토론 끝에 제거하고 총 61문항을 선정하였

다. 또한 전문가 판정을 위한 유형 분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3) 최종 문항 선정

연구를 위한 전문가 집단의 3차 모임에서는 선행연구인 한국형 아유르

베다 체질유형 검사지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를 두

고 토론을 하였다. 기초연구에서 타당도가 0.619로 유의미하지만 낮은 점

수를 얻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찾으려고 전문가 집단은 다시 제 3차 토의

를 했다. 그 결과 질병의 유무에 따라응답비율이 달라진다고 판단되어 61

문항에서 질병에 대한 4문항을 제거하고 신체 36문항과 심리 21문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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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7문항이 최종 선정되었다.

2) 1차 연구: 척도 타당화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대ž중ž소도시 고등학생 185명(남 100명, 여 85명), 대

학생 358명(남 170명, 여 188명), 일반 성인 226명(남 95명, 여 131명) 총

769명을 대상으로 아유르베다 유형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의 실시와 함

께 아유르베다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의 설문대상자들에 대

해서 문진과 시진을 통한 유형 분석을 시행하였다.

(2) 도구

전문가의 유형 판정을 위해 전문가 집단이 회의를 통해 유형 분류에 대

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769명을 대상으로 유형 검사를 하고나서 유형 분

류 기준을 근거로 문진(問診)과 시진(視診)을 통해 전문가가 유형을 판정

하였다.

아유르베다 유형검사의 전문가 판단에 따른 유형 분석이나 유형검사의

문항 점수에 따른 유형 분석을 한 총 769명을 대상으로 빈도분석을 실시

하였다.

아유르베다 유형검사의 유형의 분석을 위해 먼저, 연구 대상자의 각각

문항에 대한 답인 a, b, c의 빈도를 추출하여 개인별 빈도들의 평균과 표

준 편차를 구했다.

각 개인의 점수가 갖는 상대적인 위치를 알기 위해서 표준 점수의 하나인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 인 Z점수로 변환하였다.

a, b, c 문항 빈도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표 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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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a, b, c 문항 빈도의 평균과 표준 편차

Z 점수로의 변환은 각 개인의 a, b, c 문항의 빈도를 가지고, ‘(개인의

각 문항의 빈도-평균)/표준편차’라는 공식을 통해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각각 바따, 삣따, 까파의 Z 점수가 구해지는데 그 점수는 개인의 전체 규

준에서의 위치를 알 수 있다.

유형의 분류를 위해서 먼저 순수 유형을 구하였는데 순수 유형은 가장

큰 빈도의 Z점수가 1.5 표준 점수보다 크거나 같고 제일 큰 값과 중간 값

의 차가 1 표준 점수 이상일 때 순수 바따(V), 순수 삣따(P), 순수 까파

(K)라고 하였다. 복합 유형의 판정은 큰 수와 중간 수의 차가 1표준 점수

보다 작고, 중간 점수와 작은 점수의 차가 1 표준 점수 이상 차이가 날

때 큰 수의 해당 유형과 중간 수의 유형을 합해서 복합 바따ž삣따(VPž

PV), 복합 바따ž까파(VKžKV), 복합 삣따ž까파(PKžKP)라고 하였다. 바따ž

삣따ž까파(VžPžK)는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의 차가 1 표준 점수 이하

의 범위에 있을 때에 분류하였다. 그런데 이상의 조건에 맞지 않아 어디

에도 속하지 않은 데이터들에 대해서 유형을 부여할 새로운 기준이 필요

하였다. 이에 가장 큰 점수에 대해서 1 표준 점수를 기준으로 두고, 중간

점수에 대해서는 평균인 0을 기준으로 하여 큰 점수가 1 표준 점수 보다

크고 중간 점수가 평균 이하인 음수 일 때 이를 약한 순수 유형이라고 분

류하여 약한 바따(v), 약한 삣따(p), 약한 까파(k)라고 하였다. 큰 값이 1

표준 점수 보다 크고 중간 값이 평균 보다 클 경우와 큰 값이 1 표준 점

수를 넘지는 못하지만 중간 값이 평균 이상인 양의 점수를 가질 때 약한

바따ž삣따(vpžpv), 약한 바따ž까파(vkžkv), 약한 삣따ž까파(pkžkp)라고 하였

다. 그리고 큰 점수가 1 표준 점 수를 넘지 못하고 중간 값이 평균 이하

V P K

N
유효 3.197 3,197 3,197

결측 0 0 0

평균 17.23 21.42 18.25

표준편차 6.059 5.987 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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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음수일 때 약한 바따ž삣따ž까파(vžpžk)라고 하였다.

아유르베다 유형검사 결과에 따른 유형의 분석은 엑셀에서 함수공식을

통해서 추출하였다.

대상자가 실시한 문항점수와 전문가 판단하고 분석한 유형 간의 일치도

분석을 위해서 코헨의 카파 계수(Cohen’s Kappa)를 사용하였다.

전체 769명의 카파 계수는 .756이었고 고등학생은 .736, 대학생은 .701이

었고, 일반인은 .798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군집 분석 중에

서 비계층적인 분석인 K-means 군집 분석을 사용하였다. 비계층적 군집

분석은 먼저 연구자가 군집의 수를 설정하는데 보통, 데이터의 분산과 관

련해서 최적의 군집 수를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7

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므로 군집 분석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

지 알아보기 위해서 7개의 군집을 설정하였다.

군집 분석을 통해서 나온 유형과 전문가 판정 유형과의 상관 관계를 알아

보기 위해 명목 척도를 검사하는 교차 분식인 분할 계수를 구했는데 .891

로 높은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3) 자료분석

아유르베다 유형검사의 개발을 위해 통계프로그램 SPSS 20.0을 사용하

여 분석하였다.

3) 2차 연구; 척도 타당화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연구 대상자의 random sampling을 위해서 전문설문

회사인 인바이트에 의뢰하여 20대에서 60대 남ž여 각각 400명씩 총2,000

명을 대상으로 아유르베다 유형검사의 설문을 받았다. (리서치 전문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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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인바이트사의 장학제도에 따라 500부는 상담학과 관련 연구의 지원을

받았고 나머지 1,500부는 개인 부담을 통해서 설문을 진행하였다.) 고등학

교 학생들의 경우 random sampling에 한계가 있어서 서울과 중소도시의

4개 학교에 의뢰를 하여 고등학생(남 206명, 여 222명)을 설문하였다.

(2) 도구

본 연구를 위해서 개발 된 57 문항의 아유르베다 유형 검사지를 사용하

였다.

1차 연구에서는 검사 유형 질문지를 풀고 전문가와의 문진 시진을 통해서

전문가의 유형 판정을 받았다.

2차 연구에서는 리서치 전문 기관에서 전화를 통한 설문을 받았다.

(3) 자료 분석

아유르베다 유형검사의 개발을 위해 통계프로그램 SPSS 20.0을 사용하

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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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분석

1) 타당도

(1) 내용타당도(전문가 판단)

아유르베다 유형 검사지를 만들기 위해서 1차 70문항을 추출하고 아유

르베다 전문가로부터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문항의 추출을 위해 전문

가들이 아유르베다 고전 의학서인 짜라까 상히따(Caraka saṃhitā)와 수슈

루따 상히따(Suśruta saṃhitā)의 문헌 연구를 통해 문항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집단의 1차, 2차, 3차, 4차에 걸친 토의와 논의를

통해서 전문가의 인준을 받아 70문항에서 61문항으로 최종 57문항을 추출

하였다.

아유르베다 유형검사의 유형의 분석을 위해 먼저, 연구 대상자의 각각

문항에 대한 답인 a, b, c의 빈도를 추출하여 개인별 빈도들의 평균과 표

준 편차를 구했다.

각 개인의 점수가 갖는 상대적인 위치를 알기 위해서 표준 점수의 하나인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 인 Z점수로 변환하였다

유형의 분류를 위해서 먼저 순수 유형을 구하였는데 순수 유형은 가장

큰 빈도의 점수가 1.5 표준 점수보다 크거나 같고 제일 큰 값과 중간 값

의 차가 1표준 점수 이상일 때 순수 바따(V), 순수 삣따(P), 순수 까파(K)

라고 하였다. 복합 유형의 판정은 큰 수와 중간 수의 차가 1표준 점수보

다 작고, 중간 점수와 작은 점수의 차가 1 표준 점수 이상 차이가 날 때

큰 수의 해당 유형과 중간 수의 유형을 합해서 복합 바따ž삣따(VPžPV),

복합 바따ž까파(VKžKV), 복합 삣따ž까파(PKžKP)라고 하였다. 바따ž삣따ž

까파(VžPžK)는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의 차가 1 표준 점수이하의 범

위에 있을 때에 분류하였다. 그런데 이상의 조건에 맞지 않아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데이터들에 대해서 유형을 부여할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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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가장 큰 점수에서 1 표준 점수를 기준으로 두고, 중간 점수에 대

해서는 평균인 0을 기준으로 하여 큰 점수가 1 표준 점수 보다 크고 중간

점수가 평균 이하인 음수 일 때 이를 약한 순수 유형이라고 분류하여 약

한 바따(v), 약한 삣따(p), 약한 까파(k)라고 하였다. 큰 값이 1 표준 점수

보다 크고 중간 값이 평균 보다 클 경우와 큰 값이 1 표준 점수를 넘지는

못하지만 중간 값이 평균 이상인 양의 점수를 가질 때 약한 바따ž삣따(vp

žpv), 약한 바따ž까파(vkžkv), 약한 삣따ž까파(pkžkp)라고 하였다. 그리고

큰 점수가 1 표준 점 수를 넘지 못하고 중간 값이 평균 이하인 음수일 때

약한 바따ž삣따ž까파(vžpžk)라고 하였다. 이것은 설문의 점수가 각각 독립

적이지 않고 하나의 점수를 부여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점수가 낮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하였다.

아유르베다 유형검사 결과에 따른 유형의 분석은 엑셀에서 함수공식을

통해서 추출하였다.

(2) 준거타당도(관찰자간 신뢰도-코헨의 카파 계수)

다른 선행 연구의 검사지 개발에는 기존의 검사와 새로운 검사 간의 일

치도를 살펴보았지만 아유르베다 유형검사의 경우 기존의 공인된 검사가

없으므로 전문가들의 판단 기준을 준거로 하여 검사문항의 일치도를 카파

계수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2) 신뢰도

(1) 분할계수(O: Contingency Coefficient)

통상적으로 신뢰도를 구하는 방식은 내적일관성 척도(internal consiste

ncy reliability 크론바 알파)를 사용하는데 본 연구는 리커트식이 아닌 명

목척도이므로 크론바 알파를 사용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명목

척도에서 사용하는 분할계수(O: Contingency Coefficient)를 통해서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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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과 심리 문항 간의 상관성을 산출하였다.

57문항 중에서 신체적인 질문에 해당하는 36문항과 심리적인 질문에 해

당하는 21문항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상관 분석을 하였다.

3) 군집 분석

(1) K-means 군집 분석

전체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군집 분석 중에서 비계층적인

분석인 K-means 군집 분석을 사용하였다. 비계층적 군집 분석은 먼저 연

구자가 군집의 수를 설정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7개의 군집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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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과

1. 아유르베다 유형검사의 인구학적 분석

본 연구를 위해서 마련한 규준점은 먼저 유형의 분류를 위해서 연구 대

상자의 각각 문항에 대한 답인 a, b, c의 빈도를 추출하여 개인별 빈도들

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했다. 각 개인의 점수가 갖는 상대적인 위치를

알기 위해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 인 Z점수로 변환하였다. 순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가장 큰 빈도의 점수가 1.5 표준 점수보다 크거나

같고 제일 큰 값과 중간 값의 차가 1표준 점수 이상일 때 순수한 유형이

라고 하였다.

복합 유형의 판정은 큰 수와 중간 수의 차가 1표준 점수보다 작고, 중

간 점수와 작은 점수의 차가 1 표준 점수 이상 차이가 날 때 복합 유형이

라고 하였다. 바따ž삣따ž까파(VžPžK)는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의 차가

1 표준 점수이하의 범위에 있을 때에 분류하였다.

그런데 이상의 조건에 맞지 않아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데이터들에 대

해서 유형을 부여할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였다. 이에 가장 큰 점수에서 1

표준 점수를 기준으로 두고, 중간 점수에 대해서는 평균인 0을 기준으로

하여 큰 점수가 1 표준 점수 보다 크고 중간 점수가 평균 이하인 음수 일

때 이를 약한 순수 유형이라고 분류하였고, 큰 값이 1 표준 점수 보다 크

고 중간 값이 평균 보다 클 경우와 큰 값이 1 표준 점수를 넘지는 못하지

만 중간 값이 평균 이상인 양의 점수를 가질 때 약한 복합 유형으로 분류

하였다. 그리고 큰 점수가 1 표준 점 수를 넘지 못하고 중간 값이 평균

이하인 음수일 때 약한 바따ž삣따ž까파(vžpžk)라고 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아유르베다 유형에 대한 인구학적 분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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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별에 따른 분석

(1) 전체 연구 대상자 성별 분석

본 연구에서 3,197명을 대상으로 성별 문항점수에 따른 유형의 구분을

보면 표 17.과 같다.

표 17. 전체 연구 대상자 성별 유형 (N=3,197)

　유형 성별 합계 %

V

V

남 76 2

여 154 5

계 230 7

약한v

남 57 2

여 105 3

계 162 5

합계

남 133 4

여 259 8

계 392 12

P

P

남 135 4

여 82 3

계 217 7

약한p

남 96 3

여 46 1

계 142 4

합계

남 231 7

여 128 4

계 359 11

K

K

남 128 4

여 123 4

계 251 8

약한k

남 94 3

여 91 3

계 18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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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남 222 7

여 214 7

계 436 14

VPžPV

VPžPV

남 93 3

여 116 4

계 209 7

약한 vpžpv

남 31 1

여 42 1

계 73 2

합계

남 124 4

여 158 5

계 282 9

VKžKV

VKžKV

남 89 3

여 140 4

계 229 7

약한 vkžkv

남 35 1

여 47 1

계 82 3

합계

남 124 4

여 187 6

계 311 10

PKžKP

PKžKP

남 180 6

여 76 2

계 256 8

약한 pkžkp

남 61 2

여 41 1

계 102 3

합계

남 241 8

여 117 4

계 358 11

VžPžK VžPžK

남 259 8

여 302 9

계 56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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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점수에 따른 순수 바따(V) 유형 230명이고, 그 중 남자가 76명, 여

자가 154명이다. 약한 바따(v) 유형은 162명이고 그 중 남자가 57명, 여자

가 105명이다. 전체 바따(V) 유형은 392명이고 그 중 남자가 133명 여자

가 259명으로 순수 바따 유형이나 약한 바따 유형이나 모두 남자보다는

여자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삣따(P)의 경우 순수 삣따(P) 유형은 217명이고 그 중 남자가 135명,

여자가 82명이다. 약한 삣따(p) 유형은 142명이고 그 중 남자가 96명, 여

자가 46명이다. 전체 삣따(P) 유형은 359 명이고 그 중 남자가 231명이고

여자가 128명으로 순수 삣따 유형이나 약한 삣따(p) 유형의 남자의 비율

이 모두 높은 편이다.

까파(K) 유형의 경우 순수 까파(K) 유형은 251명이고, 그 중 남자가 12

8명이고 여자가 123명이다. 약한 까파(k)유형은 185명이고, 그 중 남자가

94명, 여자가 91명이다. 전체 까파(K)는 그 중 436명이고 남자가 222명,

여자가 214명이다. 남, 여의 비율은 비슷하며 바따나 삣따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은 편이다.

복합 바따ž삣따(VPžPV) 유형은 209명이고 그 중 남자가 93명, 여자가 1

16명이다. 약한 바따ž삣따(vpžpv) 유형은 73명이고, 그 중 남자가 31명,

여자가 42명이다. 전체 바따ž삣따(VPžPV) 유형은 282명이고 그 중 남자 1

24명, 여자 158명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남,여의 비율이 비슷하고 다른

유형에 비해서 적은 수가 분포해 있다.

약한 vžpžk

남 236 7

여 262 8

계 498 16

합계

남 495 15

여 564 18

계 1059 33

합계

남 1570 49

여 1627 51

계 319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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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바따ž까파(VKžKV) 유형은 229명이고 그 중 남자가 89명, 여자가

140명이다. 약한 바따ž까파(vkžkv) 유형은 82명이고 그 중 남자가 35명,

여자가 47명이다. 전체 바따ž까파(VKžKV) 유형은 311명이고 그 중 남자

가 124명, 여자가 187명이다. 전체적으로 바따ž까파(VKžKV) 유형은 남자

의 비율보다 여자의 비율이 조금 더 많다. 그리고 복합 삣따ž까파(PKžKP)

유형은 256명이고 그 중 남자가 180명, 여자가 76명이다. 약한 삣따ž까파

(pkžkp) 유형은 102명이고 그 중 남자는 61명, 여자는 41명이다. 전체 삣

따ž까파(PKžKP) 유형은 358명이고 그 중 남자가 241명, 여자가 117명으로

전체적으로 남자의 비율이 여자의 비율 보다 더 높다.

복합 유형의 경우 약한 바따ž삣따(vpžpv) 유형, 약한 바따ž까파(vkžkv)

유형, 약한 삣따ž까파(pkžkp) 유형이 적었는데 중간 값이 평균 이하인 음

의 값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바따ž삣따ž까파(VžPžK)유형은 561명이고 그 중 남자가 259명, 여자가 30

2명이다. 약한 바따ž삣따ž까파(vžpžk) 유형은 498명이고 그 중 남자가 236

명, 여자가 262명이다. 전체 바따ž삣따ž까파(VžPžK) 유형은 1059명이고 그

중 남자는 495명이고 여자는 564명이다. 모든 유형보다 바따ž삣따ž까파(Vž

PžK)유형이 더 많다. 이는 전문가의 판정에서의 바따ž삣따ž까파(VžPžK)

유형(19.2%) 보다 복합 유형이 더 많은 것과 비교를 하면 다소 차이가 난

다고 볼 수 있다. 그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아유르베다 유형에 대해서 분

류를 시도했을 때 순수 유형이나 바따ž삣따ž까파(VžPžK) 유형 보다 복합

유형이 좀 더 많았다. 누구나 세 유형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으나 세 가

지 특성이 고르게 보이거나 한 가지의 특성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기 보다

는 두 가지의 특성이 섞여 있는 경우가 더 많이 나타났다. 하지만 유형의

분류를 통계적인 절차를 사용해서 구하다 보니 정규분포의 특성 상 평균

에 가까운 바따ž삣따ž까파(VžPžK) 유형이 많이 분류 되었을 것이라 추정

해 본다.

전체적으로 보면 삣따 유형과 삣따ž까파 유형이 남자의 비율이 높았고

바따 유형과 바따ž까파 유형이 여자의 비율이 높았다. 다른 유형은 남ž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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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율이 비슷했다.

2) 연령대별 유형 분석

연령대 별 유형의 분포를 살펴보면 표 18.과 같다

표 18. 연령대별 유형 분석 (N=3,197)

유형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합계

V 40 59 33 26 24 24 206

약v 48 45 20 16 10 16 155

계 88 104 53 42 34 40 361

P 7 30 45 37 44 41 204

약p 19 30 14 22 26 21 132

계 26 60 59 59 70 62 336

K 25 51 34 33 44 39 226

약k 36 40 35 22 17 20 170

계 61 91 69 55 61 59 396

VPžPV 39 52 33 34 20 20 198

약 vpžpv 11 20 7 7 8 12 65

계 50 72 40 41 28 32 263

VKžKV 62 70 20 25 18 20 215

약
vkžkv 21 23 11 9 7 7 78

계 83 93 31 34 25 27 293

PKžKP 31 41 20 36 46 65 239

약 pkžkp 18 23 16 12 14 14 97

계 49 64 36 48 60 79 336

VžPžK 139 147 57 69 71 51 534

약 vžpžk 117 127 62 52 51 50 459

계 256 274 119 121 122 101 993

합 계 613 758 407 400 400 400 2,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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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바따 유형으로 통칭되는 순수 바따(V) 유형이나 약한 바따(v) 유

형의 경우 10대와 20대에서 바따 유형이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서 다른 유형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삣따(P)유형은 10대

의 경우 상대적으로 작고 50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많았다. 까파는 골고루

나타났다.

전체 바따ž삣따 유형 그리고 전체 바따ž까파 유형의 경우 전체적으로

다소 낮게 분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전체 삣따ž까파 유형는 60대에서

다소 많았다. 전체 바따ž삣따ž까파 유형는 전 연령층에 많이 분포되어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전 연령층에 많이 분포한 전체 바따ž삣따ž까파 유형을 제외하고, 10대의

경우 전체 바따 유형과 전체 바따ž까파 유형이 많았고, 전체 삣따 유형과

전체 삣따ž까파 유형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20대의 경우 전체 바따 유형

과 전체 까파 유형이 다소 많았다. 30대의 경우 전체 까파 유형이 많은

편이고 전체 바따ž까파 유형이 적은 편이었다. 40대의 경우 전체 바따ž삣

따ž까파 유형을 제외하고 대체로 고른 분포를 보이는 특성을 보였다. 50

대의 경우 전체 삣따 유형이 많았고 전체 바따 유형이나 전체 바따ž삣따

유형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60대의 경우 전체 삣따ž까파 유형이 많고

전체 바따ž삣따 유형과 전체 바따ž까파 유형이 적었다.

3) 거주지에 따른 유형 분석

첫 번째 연구에서는 설문에 포함되지 않아서 769명은 제외하고 2,428명

을 대상으로 거주지별로 유형을 분석하였다.

거주지별 비율은 표 19.와 같다.



- 72 -

표 19. 거주지에 따른 유형 분석 (N=2,428)

유

형

서
울

부
산

인
천

대
전

광
주

대
구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남

충
북

경
남

경
북

전
남

전
북

제
주

합
계

V 48 7 7 5 5 7 0 49 2 8 5 4 5 9 5 1 167

약v 37 2 12 2 2 6 2 27 2 3 0 2 1 11 1 1 111

계 85 9 19 7 7 13 2 76 4 11 5 6 6 20 6 2 278

P 69 15 19 5 5 15 6 27 5 5 3 3 6 2 6 1 192

약p 43 9 6 3 2 4 3 22 2 1 1 6 3 7 1 0 113

계 112 24 25 8 7 19 9 49 7 6 4 9 9 9 7 1 305

K 55 17 20 8 6 14 2 42 6 2 1 4 3 11 8 2 201

약k 39 15 9 4 0 9 2 42 2 4 1 6 4 5 5 2 149

계 94 32 29 12 5 5 3 84 8 6 2 10 7 16 13 4 350

VP
žPV 52 10 15 5 4 12 0 32 2 4 2 5 3 8 0 1 155

약
vpžp
v
17 6 6 1 4 3 0 9 1 1 0 2 0 3 1 0 54

계 69 16 21 6 8 15 0 41 3 5 2 7 3 11 1 1 209

VK
žK
V

59 4 20 3 2 9 1 32 2 2 6 4 3 19 0 0 166

약
vk
žkv

19 2 4 4 2 0 0 14 1 3 0 2 0 5 1 1 58

계 78 6 24 7 4 9 1 46 3 5 6 6 3 24 1 1 224

PK
žKP 57 8 22 6 4 6 5 49 8 9 6 4 7 13 3 1 208

약
pkžk
p
18 4 7 0 2 4 2 27 2 3 3 2 3 5 2 2 86

계 75 12 29 6 6 10 7 76 10 12 9 6 10 18 5 3 294

VžP
žK 148 17 30 12 11 15 6 93 6 16 6 15 6 22 11 0 414

약
vžpž
k
107 25 37 13 8 13 4 73 5 3 6 14 9 20 15 2 354

계 255 42 67 25 19 28 10 166 11 19 12 29 15 42 26 2 768

합
계

768 141 214 71 56 99 32 538 46 64 40 73 53 140 59 14 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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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부산, 인천, 전남을 제외하고 나머지의 응답자

분포가 너무 낮았다. 서울의 경우 전체 삣따 유형의 경우 다소 많은 것으

로 나타났지만, 대체로 나머지 유형과 남ž여 비율이 고른 분포를 보였다.

경기도의 경우, 전체 삣따 유형과 전체 바따ž삣따 유형, 전체 바따ž까파

유형이 다소 적게 분포 된 것으로 보여 진다. 부산의 경우 전체 바따 유

형과 전체 바따ž까파 유형이 다소 적게 분포하였다. 인천과 전남은 전체

바따ž삣따ž까파 유형이 높았다

4) 학력에 따른 유형 분석

1차 연구에서 769명 중 학력 구분이 되지 않은 일반인 226명을 빼고 고

등학생과 대학생 543명과 2차 연구의 2,428명을 포함하여 총 2,971명을 대

상으로 연구하였다.

학력에 따른 유형 분석은 표 20.과 같다.

표 20. 학력에 따른 유형 분석 (N=2,971)

유형 중졸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이
상 고재 대재 합계

V 2 45 88 4 40 25 204

약v 1 22 45 11 48 28 155

계 3 67 133 15 88 53 359

P 4 37 123 24 7 9 204

약p 0 18 63 18 19 14 132

계 4 55 186 42 26 23 336

K 2 48 110 23 25 16 224

약k 2 25 86 12 36 9 170

계 4 73 196 35 61 25 394

VPžPV 1 28 92 11 39 26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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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별 분류에서 대상자가 적은 중졸 이하의 경우를 제외하고 각 학력

별 특성을 보면 대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졸

인구가 많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1차

연구와 2차 연구에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중이 높아진 것이다. 대

학생의 경우는 1차 연구에는 연구 대상자 목록으로 있었지만 2차 리서치

연구 기관에서는 대학생으로 분류가 되지 않아서 고등학생에 비해서 응답

자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모든 응답자가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전체

바따ž삣따ž까파 유형을 제외하고 고졸의 경우 유형별로 고른 분포를 보이

나 전체 바따ž삣따 유형이 다소 적었다. 대졸은 유형별로 대체로 고른 분

포를 보이지만 전체 바따ž까파 유형이 다소 적었다. 대학원 재학 이상의

경우 전체 바타 유형, 전체 바따ž삣따 유형, 전체 바따ž까파 유형이 적은

편이었다. 반면 전체 삣따 유형이나 전체 삣따ž까파 유형이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편이었는데, 이는 삣따의 목표 지향적이고 성취 지향적인 특상

때문에 더 많은 공부를 통한 자기 성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삣

약
vpžpv 2 15 27 2 11 8 65

계 3 43 119 13 50 34 262

VKžKV 1 35 70 14 62 33 215

약
vkžkv 1 13 26 5 21 12 78

계 2 48 96 19 83 45 293

PKžKP 3 41 108 32 31 24 239

약 pkžkp 0 17 43 13 18 6 97

계 3 58 151 45 49 30 336

VžPžK 2 80 195 39 139 79 534

약 vžpžk 3 80 156 36 116 66 457

계 5 160 351 75 255 145 991

합 계 24 504 1232 244 612 355 2,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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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의 특성에 까파의 체력과 지구력이 더해진다면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노력할 수 있는 힘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고등학생의 경우 전

체 삣따 유형이 제일 적고, 전체 바따ž삣따 유형과 전체 삣따ž까파 유형이

적은 편이다. 대학생의 경우 전체 삣따 유형, 전체 까파 유형, 전체 삣따ž

까파 유형이 상대적으로 다소 적었다.

5) 직업에 따른 유형 분석

1차 연구에서 769명 중 학력 구분이 되지 않은 일반인 226명을 빼고 고

등학생과 대학생 543명과 2차 연구의 2,428명을 포함하여 총 2,971명을 대

상으로 연구하였다.

직업에 따른 비율은 표 21.과 같다.

표 21. 직업에 따른 유형 분석 (N=2,971)

유형
일반
사무
직

영업
직

생산
노무
직

서비
스직

전문
직

자영
업

대학(
원)생 주부 무직

기타
고등
학생 합계

V 50 3 8 7 8 11 31 33 13 40 204

약v 26 1 3 10 6 6 32 17 6 48 155

계 76 4 11 17 14 17 63 50 19 88 359

P 74 1 11 4 30 25 19 23 10 7 204

약p 39 1 6 7 11 10 21 10 8 19 132

계 113 2 17 11 41 35 40 33 18 26 336

K 53 5 10 18 23 12 27 29 22 25 224

약k 55 1 13 4 12 6 14 15 14 36 170

계 108 6 23 22 35 18 41 44 36 61 394

VPž
PV 56 3 1 10 17 14 32 18 7 39 197

약
vpžp
v

16 0 2 2 6 3 12 10 3 11 65

계 72 3 3 12 23 17 44 28 10 50 262

VKž
KV

45 0 3 3 16 7 40 22 17 62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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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별로 보면 영업직의 수가 상대적으로 아주 적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직업이 일반 사무 관리직이다. 일반 사무

관리직의 경우 전체 삣따 유형과 전체 까파 유형이 다소 많았고 전체 바

따ž까파 유형이 다소 적었다. 이것은 삣따의 추진력과 목표지향적인 특성

이 일반 사무 관리직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여 졌다.

생산노무직의 경우, 전체 까파 유형이 다소 많았다, 반면 전체적으로 모

든 복합 유형의 비율이 낮았다. 까파 유형이 많은 이유는 신체적으로 건

강한 까파는 생산노무직을 하였을 때, 별 무리가 없는 편이다. 허약체질이

면서 두뇌를 많이 쓰는 바따 유형보다는 비교적 신체가 건강한 까파 유형

일 경우가 합리적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직은 전체 까파 유형의 비율이 높고 전체 바따ž까파 유형이 다소

적었다. 전문직의 경우 전체 삣따 유형과 전체 삣따ž까파 유형이 상대적

으로 다소 높은 편이었는데, 이는 삣따의 목표 지향적이고 성취 지향적인

특성 때문에 전문직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전체 바따 유형의

경우는 적었다. 자영업은 전체 삣따 유형과 전체 삣따ž까파 유형이 높은

반면 전체 바따ž까파 유형이 다소 적었다. 자영업은 자신이 주도해서 리

약
vkžk
v

13 1 3 1 4 3 15 10 7 21 78

계 58 1 6 4 20 10 55 32 24 83 293

PKž
KP 72 4 1 10 29 25 30 14 23 31 239

약
pkžk
p

21 5 2 0 13 6 13 10 9 18 97

계 93 9 3 10 42 31 43 24 32 49 336

VžPž
K

100 10 8 19 54 21 95 62 26 139 534

약
vžpžk 91 6 10 23 25 13 91 48 33 117 457

계 191 16 18 42 79 34 186 110 59 256 991

합
계 711 41 81 118 254 162 472 321 198 613 2.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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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하고 싶어하는 삣따의 특성을 드러낸다 볼 수 있다. 주부의 경우 전체

바따 유형이 다소 많고 전체 바따ž삣따 유형과 전체 삣따ž까파 유형이 적

은 편이다.

2. 아유르베다 유형검사의 타당도

1) 유형검사 문항점수에 따른 유형 분석

본 연구에서 유형을 10 가지로 구분하기에는 너무나 집단별 단위가 적

어서 두 가지 유형이 비슷하게 섞여있는 경우(VP, VK, PV, PK, KV,

KP)는 각각 복합 바따ž삣따(VPžPV), 복합 바따ž까파(VKžKV), 복합 삣따ž

까파(PKžKP)로 합하여 분석하고 순수 바따(V), 삣따(P), 까파(K)와 바따

삣따 까파(VžPžK) 등 7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유형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순수 유형(문항 점수가 큰 점수와 중간 점수

의차가 1 표준 점수 이상 차이나고 큰 점수가 1.5 표준 점수 이상일 때)

과 복합 유형(큰 점수와 중간 점수의 차가 1 표준 점수 이하로 차이가 나

고 중간 점수와 작은 점수의 차가 1 표준 점수 이상일 때), 바따 삣따 까

파(VžPžK) 유형(큰 점수와 작은 점수의 차가 1 표준 점수 내에 있을 때)

을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 데이터가 생겨서 새로운 기준이 필요했다.

그래서 큰 점수가 1 표준 점수 이상이고 중간 점수가 평균 이하로 음의

값을 가질 때 약한 순수 유형이라고 하고, 큰 점수와 중간 점수가 평균

이상일 때 약한 복합 유형이라고 하고, 큰 점수 1 표준 점수 이하이고 중

간 점수가 평균 이하일 때 약한 바따 삣따 까파(VžPžK) 유형이라고 하였

다. 이것은 설문의 점수가 각각 독립적이지 않고 하나의 점수를 부여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점수가 낮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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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체 연구 대상자의 유형 분석

본 연구에서 3,197명을 대상으로 문항점수에 따른 유형의 구분을 보면

표 22.와 같다.

표 22. 전체 연구 대상자의 문항점수에 따른 유형 분석 (N=3,197)

유형　 성별 합계 %

V

V

남 76 2

여 154 5

계 230 7

약한v

남 57 2

여 105 3

계 162 5

합계

남 133 4

여 259 8

계 392 12

P

P

남 135 4

여 82 3

계 217 7

약한p

남 96 3

여 46 1

계 142 4

합계

남 231 7

여 128 4

계 359 11

K

K

남 128 4

여 123 4

계 251 8

약한k

남 94 3

여 91 3

계 185 6

합계
남 222 7

여 21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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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436 14

VPžPV

VPžPV

남 93 3

여 116 4

계 209 7

약한 vpžpv

남 31 1

여 42 1

계 73 2

합계

남 124 4

여 158 5

계 282 9

VKžKV

VKžKV

남 89 3

여 140 4

계 229 7

약한 vkžkv

남 35 1

여 47 1

계 82 3

합계

남 124 4

여 187 6

계 311 10

PKžKP

PKžKP

남 180 6

여 76 2

계 256 8

약한 pkžkp

남 61 2

여 41 1

계 102 3

합계

남 241 8

여 117 4

계 358 11

VžPžK

VžPžK

남 259 8

여 302 9

계 561 18

약한 vžpžk

남 236 7

여 262 8

계 49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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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유형의 경우 37%로 많지만 바따 유형과 삣따 유형, 까파 유형으로

나누어지므로 대체로 고른 분포의 특성을 보인다. 복합 유형의 경우 원래

의 복합 유형을 대체로 고른 분포를 보이지만 약한 복합 유형의 경우 중

간 값이 평균 이하가 많아서 약한 복합 유형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약한

바따 삣따 까파 유형이 많아졌다. 바따 삣따 까파(VžPžK) 유형이 평균 값

에 가깝게 있는데 정규분포의 특성상 이 유형이 많을 수밖에 없고 중간

값이 평균이하가 많아 약한 바따 삣따 까파 유형이 많아졌다.

(2) 2차 연구 대상자의 유형 분석

연령대별(20대에서 60대까지 남ž여 각각 200명 총 2,000명)과 고등학교

에 의뢰해서 설문을 받은 고등학생 428명(남 206명, 여 222명), 총 2,428명

을 대상으로 문항점수에 따른 유형의 구분을 보면 표 23.과 같다.

표 23. 2차 연구 대상자의 문항점수에 따른 유형 분석 (N=2,428)

합계

남 495 15

여 564 18

계 1059 33

합계

남 1570 49

여 1627 51

계 3197 100

유형 성별 합계 %

V

V

남 64 3

여 114 5

계 178 7

약한v

남 41 2

여 81 3

계 122 5

합계
남 105 4

여 19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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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300 12

P

P

남 116 5

여 54 2

계 170 7

약한p

남 69 3

여 31 1

계 100 4

합계

남 185 8

여 85 4

계 270 11

K

K

남 95 4

여 92 4

계 187 8

약한k

남 83 3

여 75 3

계 158 7

합계

남 178 7

여 167 7

계 345 14

VP-PV

VP-PV

남 62 3

여 87 4

계 149 6

약한 VP-PV

남 19 1

여 32 1

계 51 2

합계

남 81 3

여 119 5

계 200 8

VK-KV

VK-KV

남 69 3

여 113 5

계 182 7

약한 VK-KV

남 26 1

여 40 2

계 66 3

합계
남 95 4

여 15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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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연구는 모집단에 가까운 표집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리서치 기관에

의뢰하여 randam sampling을 하여 각 연령대 별로 설문하였다. 그 특성

은 전체 연구 대상의 특성과 유사하다.

(3) 1차 연구 대상자의 유형 분석

1차 연구 대상 769명(남 365명, 여 404명)을 대상으로 문항점수에 따른

유형의 구분을 보면 표 24.과 같다.

계 248 10

PK-KV

PK-KV

남 135 6

여 54 2

계 189 8

약한 PK-KV

남 43 2

여 29 1

계 72 3

합계

남 178 7

여 83 3

계 261 11

V-P-K

V-P-K

남 191 8

여 226 9

계 417 17

약한 V-P-K

남 192 8

여 195 8

계 387 16

합계

남 383 16

여 421 17

계 804 33

합계

남 1205 50

여 1223 50

계 242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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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1차 연구 대상자의 문항점수에 따른 유형 분 (N=769)

유형 성별 합계 %

V

V

남 12 2

여 40 5

계 52 7

약한v

남 16 2

여 24 3

계 40 5

합계

남 28 4

여 64 8

계 92 12

P

P

남 19 2

여 28 4

계 47 6

약한p

남 27 4

여 15 2

계 42 5

합계

남 46 6

여 43 6

계 89 12

K

K

남 33 4

여 31 4

계 64 8

약한k

남 11 1

여 16 2

계 27 4

합계

남 44 6

여 47 6

계 91 12

VPžPV

VPžPV

남 31 4

여 29 4

계 60 8

약한 vpžpv

남 12 2

여 10 1

계 2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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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남 43 6

여 39 5

계 82 11

VKžKV

VKžKV

남 20 3

여 27 4

계 47 6

약한 vkžkv

남 9 1

여 7 1

계 16 2

합계

남 29 4

여 34 4

계 63 8

PKžKP

PKžKP

남 45 6

여 22 3

계 67 9

약한 pkžkp

남 18 2

여 12 2

계 30 4

합계

남 63 8

여 34 4

계 97 13

VžPžK

VžPžK

남 68 9

여 76 10

계 144 19

약한 vžpžk

남 44 6

여 67 9

계 111 14

합계

남 112 15

여 143 19

계 255 33

합계

남 365 47

여 404 53

계 76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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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볼 때 1차 연구 대상자는 전체 바따ž까파 유형이 다소 적

다. 전체 바따 유형의 경우 남자의 비율보다 여자의 비율이 더 높았다. 삣

따 유형은 순수 삣따(P)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고, 약한 삣따(p)의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많다. 까파 유형과 바따ž삣따 유형, 바따ž까파 유형, 삣따

ž까파 유형은 원래 강한 특성을 드러내는 유형이 약한 특성을 보이는 유

형보다 더 많다.

2) 전문가 판단에 따른 유형 분석

아유르베다 전문가가 문진과 시진을 통해서 7 가지 유형으로 분석한 현

황은 표 25.와 같다.

표 25. 전문가 판단에 따른 유형 분석 (N=769)

유형 성별 합계 %

V

남 27

11여 55

합계 82

P

남 48

11여 40

합계 88

K

남 27

8여 34

합계 61

VPžPV

남 64

18여 76

합계 140

VKžKV

남 30

9여 40

합계 70

PKžKP
남 88

18
여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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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바따(V) 유형과 바따ž삣따ž까파(VžPžK) 유형은 남자 보다 여자의

비율이 많고 순수 까파(K) 유형과 복합 바따ž까파(VKžKV) 유형이 상대

적으로 다소 적다. 복합 삣따ž까파(PKžKP) 유형은 여자보다 남자가 많다.

검사지를 통한 유형 분류와 비교해 보면 전체 검사의 유형은 바따ž삣따ž

까파(VžPžK) 유형이 많고, 복합 유형이 적은 반면, 전문가의 판정을 받은

유형을 보면 바따ž삣따ž까파(VžPžK) 유형보다 복합 유형이 많다. 이것은

검사의 결과는 정규분포의 특성상 평균에 몰려있는 바따ž삣따ž까파(VžPž

K) 유형이 많음을 보여주었다.

3) 전문가 판단과 문항 점수 간의 일치도 분석

(1) 전체 일치도 분석

대상자 문항 점수와 전문가 판단 간의 교차분석을 하였는데 대상자 문

항 판단과 전문가 판단 간 일치도는 표 26.과 같다.

전문가가 판단한 769명의 유형과 그 사람들이 작성한 문항간의 일치도

카파(kappa) 계수는 .756으로 전문가의 판정과 검사지를 통한 유형 검사

의 결과가 유의미하게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합계 141

VžPžK

남 81

24여 106

합계 187

합계

남 365

100여 404

합계 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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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대상자 문항 점수와 전문가 판단 간 일치도(카파 계수)

a. 영가설을 가정하지 않음.

b. 영가설을 가정하는 점근 표준오차 사용

(2) 연령별 일치도 분석(271명)

① 고등학생 일치도 분석

전문가 판단과 고등학생의 판단 문항의 문항간 일치도는 표 27.과 같다.

전문가가 판단한 고등학생 185명의 유형과 그 사람들이 작성한 문항 점

수간의 일치도 카파(kappa) 계수는 .736으로 전문가의 판정과 검사지를

통한 유형 검사의 결과가 유의미하게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표 27. 고등학생 전문가 판단, 문항점수 간 일치도(카파 계수)

a. 영가설을 가정하지 않음.

b. 영가설을 가정하는 점근 표준오차 사용

② 대학생 일치도 분석

대상자 문항 점수와 전문가 판단 로 판단한 대학생의 유형에 대한 교차

분석은 표 28.와 같다. 전문가가 판단한 대학생 365명의 유형과 그 사람들

이 작성한 문항 점수간의 일치도 카파(kappa) 계수는 .701로 유의미하게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값 점근 표준오차a 근사 T 값b 근사 유의확률

일치

측도
까파 .756 .020 42.349 .000

유효 케이스 수 769

값 점근 표준오차a 근사 T 값b 근사 유의확률

일치

측도
까파 .736 .040 22.375 .000

유효 케이스 수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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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대학생의 전문가 판단, 문항점수 판단 간 일치도(카파 계수)

a. 영가설을 가정하지 않음.

b. 영가설을 가정하는 점근 표준오차 사용

③ 일반인의 일치도 분석

대상자 문항 점수와 전문가 판단 로 판단한 성인의 유형에 대한 교차분

석은 표 29.과 같다. 전문가가 판단한 성인 219명의 유형과 그 사람들이

작성한 문항간의 일치도 카파(kappa) 계수는 .798로 유의미하게 일치한다

고 할 수 있다.

표 29. 일반인의 전문가 판단, 문항 점수 판단 간 일치도(카파 계수)

a. 영가설을 가정하지 않음.

b. 영가설을 가정하는 점근 표준오차 사용

위의 결과들을 정리해 보면 전체 전문가 판단과 문항 점수로 인한 판단

간의 일치도(카파 계수)는 .756로 양호한 수준의 일치도를 보이고 있고,

고등학생의 전문가 판단과 문항 점수로 인한 판단 간의 일치도는 .736로

양호한 수준의 일치도를 보이고, 대학생의 일치도는 .701로 양호한 수준이

고, 일반인의 일치도는 .798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적으로

전문가의 일치와 설문의 결과가 대체로 높은 일치도를 보이고 있어서 아

유르베다 유형 검사의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전문가의

판단과 아유르베다 유형검사 결과의 유형과의 일치도는 높은 편이어서 검

사의 결과에 대한 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의미한 차이는 없

값 점근 표준오차a 근사 T 값b 근사 유의확률

일치

측도
까파 .701 .030 26.542 .000

유효 케이스 수 365

값 점근 표준오차a 근사 T 값b 근사 유의확률

일치

측도
까파 .798 .034 25.298 .000

유효 케이스 수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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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성인의 경우 더 높은 일치도를 보이는데 이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이 아직은 자아정체감이 완전히 확립되지 않아서 자신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좀 더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진다.

3. 아유르베다 유형검사의 신뢰도

1) 신뢰도 분석

유형의 분류를 휘해 순수 유형(큰 점수가 1.5 표준 점수보다 크거나 같

고 제일 큰 값과 중간 값의 차가 1 표준 점수 이상일 때)과 복합 유형(큰

수와 중간 수의 차가 1 표준 점수보다 작고, 중간 점수와 작은 점수의 차

가 1 표준 점수 이상 차이가 날 때), 바따ž삣따ž까파(VžPžK) 유형(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의 차가 1 표준 점수이하의 범위에 있을 때)으로 나누

었는데 여기에 포함 되지 않은 데이터를 유형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기준

을 완화하였다. 이런 유형을 약한 유형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문제가 있다

거나 약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설문의 점수가 각각 독립적이지 않

고 하나의 점수를 부여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점수가 낮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하였다. 약한 유형에는 약한 순수(큰 점수가 1 표준

점수 이상이소 중간 점수가 평균인 0보다 작을 때)와 약한 복합 유형(큰

점수나 중간 점수가 0 이상일 때), 약한 바따ž삣따ž까파(vžpžk) 유형(큰 점

수가 1 표준 점 수 이하이고 중간 점수가 0 이하일 때)가 있다.

⑴ 전체 연구 대상자의 분할계수(O: Contingency Coefficient)

통상적으로 신뢰도를 구하는 방식은 내적일관성 척도(internal consiste

ncy reliability 크론바 알파)를 사용하는데 본 연구는 리커트식이 아닌 명

목척도이므로 크론바 알파를 사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본 연구는 문항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명목 척도에서 사용하는 분할계수(O: Contingency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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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fficient)를 통해서 신체 문항과 심리 문항 간의 상관성을 산출하였다.

신체문항과 심리 문항 간의 분할계수는 표 30.과 같다.

표 30. 전체 연구 대상자의 신체문항과 심리 문항 간의 분할계수

신체문항과 심리 문항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체문항의 V 점수의 합과 심리문항의 V 점수의 합과의 분할계수는

.760이고, 신체문항의 V 점수의 합과 심리문항의 P 점수의 합과의 분할계

수는 .563이고, 신체문항의 V 점수의 합과 심리문항의 K 점수의 합과의

분할계수는 .439이다. 신체문항의 P 점수의 합과 심리문항의 V 점수의 합

과의 분할계수는 .577이고, 신체문항의 P 점수의 합과 심리문항의 P 점수

의 합과의 분할계수는 .713이고, 신체문항의 P 점수의 합과 심리문항의 K

점수의 합과의 분할계수는 .494이다. 신체문항의 K 점수의 합과 심리문항

의 V 점수의 합과의 분할계수는 .422이고, 신체문항의 K 점수의 합과 심

리문항의 P 점수의 합과의 분할계수는 .529이고, 신체문항의 K 점수의 합

과 심리문항의 K 점수의 합과의 분할계수는 .765이다.

점수가 .76에서 1.0 사이의 값을 가지면 두 변수사이에 강한 관계를 가

분할계수 값 근사유의확률 유효케이스 수

신체V * 심리V .760

.000 3197

신체V * 심리P .563

신체V * 심리K .439

신체P * 심리V .577

신체P * 심리P .713

신체P * 심리K .494

신체K * 심리V .422

신체K * 심리P .529

신체K * 심리K .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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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신체 V와 심리 V 간의 분할 계수는 .760

이고, 신체 P와 심리 P는 .713, 신체 K와 심리 K는 .765로 신체문항과 심

리 문항간의 상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⑵ 1차 연구 대상의 분할계수(O: Contingency Coefficient)

1차 연구 대상 769명에 대한 신체문항과 심리 문항 간의 분할계수는

표 31.과 같다.

표 31. 1차 연구 대상자의 신체 문항과 심리 문항 간의 분할계수

신체문항과 심리 문항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체문항의 V 점수의 합과 심리문항의 V 점수의 합과의 분할계수는

.767이고, 신체문항의 V 점수의 합과 심리문항의 P 점수의 합과의 분할계

수는 .684이고, 신체문항의 V 점수의 합과 심리문항의 K 점수의 합과의

분할계수는 .584이다. 신체문항의 P 점수의 합과 심리문항의 V 점수의 합

과의 분할계수는 .623이고, 신체문항의 P 점수의 합과 심리문항의 P 점수

의 합과의 분할계수는 .713이고, 신체문항의 P 점수의 합과 심리문항의 K

점수의 합과의 분할계수는 .600이다. 신체문항의 K 점수의 합과 심리문항

분할계수 값 근사유의확률 유효케이스 수

신체V * 심리V .767

.000 769

신체V * 심리P .684

신체V * 심리K .584

신체P * 심리V .623

신체P * 심리P .713

신체P * 심리K .600

신체K * 심리V .594

신체K * 심리P .681

신체K * 심리K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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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V 점수의 합과의 분할계수는 .594이고, 신체문항의 K 점수의 합과 심

리문항의 P 점수의 합과의 분할계수는 .681이고, 신체문항의 K 점수의 합

과 심리문항의 K 점수의 합과의 분할계수는 .753이다.

신체 V와 심리 V 간의 분할 계수는 .767이고, 신체 P와 심리 P는 .713,

신체 K와 심리 K는 .753로 신체문항과 심리 문항간의 상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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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군집 분석에 의한 유형 분석

1) 전문가의 판정과 군집분석 유형과의 비교

1차 연구 대상 769명을 대상으로 유용하거나 의미있는 집단으로 나누기

위해서 군집 분석을 해보았다. 전문가의 판정이나 설문에 따른 유형 구분

이 아닌, 데이터를 동질적인 집단으로 그룹화함로써 연구 대상자들의 특

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비계층적 군집 분석은 먼저 연구자가 군집의 수를 설정해야 하는데 보

통, 데이터의 분산과 관련해서 최적의 군집 수를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

지만, 본 연구에서는 7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므로 군집 분석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7개의 군집을 설정하였다. 군집

분석의 결과는 표 32., 표 33.과 그림 2.와 같다. 표 32.의 7 군집의 V, P,

K의 군집 중심값을 좀 더 쉽게 보기 위해서 그림 2.로 꺾은선 그래프를

제시하였다.

표 32. 최종 군집중심

군집

1(약한
VP형)

2(약한
PK형)

3(VžPžK
형)

4(약한
VK형) 5(K형) 6(V형) 7(P형)

ZV .83 -1.09 -.22 .28 -.88 2.06 -.91

ZP .25 .49 .56 -.78 -.90 -1.36 2.06

ZK -.89 .74 -.31 .49 1.86 -.98 -1.04

명 132 117 173 153 72 63 59

표 33. 분산분석

군집 오차

F 유의확률평균제곱 자유도 평균제곱 자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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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769명을 대상으로 한 7 군집 유형

1차 연구 대상 769명에 대한 군집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전문가의 판정을 받은 유형과 비슷한 군집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다. 1

군집의 경우 ZV와 ZP의 중심값이 각각 .83과 .25이고 ZK가 -.89로, ZV,

ZP 1 표준 점수 내에 있고 ZK도 –1 표준점수 내에 있지만 제일 큰 중

심값인 .83과 제일 작은 중심값인 -.89가 1 표준점수를 넘으므로 약한 VP

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전문가 판정의 복합 빠따ž삣따(VPžPV) 유형

도 바따와 삣따가 높고 까파가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으로 구성이 되므로

ZV 103.898 6 .190 762 547.917 .000

ZP 100.177 6 .219 762 457.209 .000

ZK 99.185 6 .227 762 437.075 .000

다른 군집의 여러 케이스 간 차이를 최대화하기 위해 군집을 선택했으므로 F 검정은

기술통계를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관측유의수준은 수정되지

않으므로 군집평균이 동일하다는 가설을 검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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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빠따ž삣따(VPžPV) 유형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2군집의 경우 ZP

와 ZK가 각각 .49와 .74이고 ZV가 –1.09로 ZP와 ZK가 1표준 점수를 넘

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ZV가 –1의 표준 점수 아래에 있으므로 약한

PK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삣따와 까파가 높고 바따가 낮은 복합 삣

따ž까파(PKžKP) 유형과 비슷하다. 3군집의 경우 ZP가 .56이고 ZV와 ZK

가 각각 -.22와 -.31로 가장 큰 중심값과 가장 적은 중심값의 차가 1 표

준 점수 내에 있으므로 VžPžK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바따ž삣따ž까파

(VžPžK)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4 군집의 경우 ZV와 ZK가 각각 .28과

.49으로 1표준 편차 내에 있지만 평균 이상이고 ZP의 중심값이 -.78로 낮

아서 약한 VK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바따와 까파가 높은 복합 바따ž

까파(VKžKV)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5 군집의 경우 ZK가 1.86으로 1

표준 점수보다 높고 ZP와 ZK가 각각 -.88과 -.90으로 –1표준 점수 내에

있지만 ZV와 ZP가 –1 표준 점수에 가깝게 차이가 나므로 이는 K형이라

고 볼 수 있다. 이는 까파 하나가 높고 다른 것은 낮은 순수 까파(K)와

유사하다고 보여진다. 6 군집의 경우 ZV가 2.06으로 2 표준 점수보다 높

고 ZP와 ZK가 각각 –1.36과 -.98이고 편차가 커서 강한 V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바따가 단독으로 높은 순수 바따(V)와 유사하가고 보여진

다. 7 군집의 경우 ZP가 2.06으로 중심값이 2 표준 점수보다 크고 ZV와

ZK가 각각 -.91과 –1.04로 –1 표준 점수를 넘거나 가까운 점수를 보이

고 있어서 강한 P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바따와 까파가 작고 삣따가

높은 순수 삣따(P)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군집 분석은 몇 개의 군집으로 나눌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연구자의

개입이 들어간다는 의미에서 요인 분석과 다르고 그래서 불완전 분석이나

비과학적 분석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러한 군집분석의 한계 상으로 군집

분석의 결과인 7 유형과 전문가 판정의 7 유형 간의 타당도를 볼 수는 없

지만 그 둘 간의 얼마나 상관이 있는지를 명목척도를 교차 분석해 보는

분할 계수를 살펴보니 .871로 서로 특성이 비슷함을 알 수 있다.

군집 분석 결과의 유형과 전문가 판정 유형간의 일치도를 알아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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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분할 계수를 산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34.와 같다

2) 전체 연구 대상자의 군집 분석

전체 3197명을 대상으로 군집 분석을 해서 집단의 특성을 살펴보았는데

표 35., 표 36. 그리고 그림 3.과 같다.

표 35. 전체 최종 군집 중심

군집

1(K형)

2(약한

VP형) 3(P형)

4(VžPž
K형)

5(약한

PK형) 6(V형)

7(약한

VK형)

Z_v -.78 .33 -1.03 -.24 -1.10 1.85 .70

Z_p -.69 .53 2.36 -.05 .90 -.86 -.89

Z_k 1.56 -.91 -1.38 .30 .23 -1.08 .20

명 479 581 185 620 443 338 551

표 36. 전체 군집의 분산분석

군집 오차

F 유의확률평균제곱 자유도 평균제곱 자유도

Z_v 422.618 6 .207 3190 2041.300 .000

Z_p 411.059 6 .229 3190 1796.018 .000

Z_k 415.026 6 .221 3190 1876.054 .000

다른 군집의 여러 케이스 간 차이를 최대화하기 위해 군집을 선택했으므로 F 검정은

표 34. 군집 분석 결과 유형과 전문가 판정 유형 간의 분할계수

값 근사 유의확률

명목척도 대 명목척도 분할계수 .871 .000

유효 케이스 수 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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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전체 7 군집의 유형

전체 3197명에 대한 7 개의 군집으로 나눈 것을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나누었던 7 가지 유형의 분류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1 군집의 경우 표

준 점수로 변환한 ZV와 ZP의 군집별 중심값이 -.78과 -.69로 평균 이하

에 위치하고 ZK의 중심 값이 1.56으로 1 표준 편차를 넘는다. 이것을 K

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바따(V)와 삣따(P) 가 낮고 까파(K)가 높은

순수 까파(K)유형과 비슷하다. 2 군집은 ZV와 ZP의 중심 값이 .33과 .53

으로가 1표준 편차 보다는 적지만 평균 이상이고 ZK 중심 값이 -.91로

낮아서 약한 VP형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복합 바따ž삣따(VPžPV) 유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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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통계를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관측유의수준은 수정되지

않으므로 군집평균이 동일하다는 가설을 검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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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하다. 3 군집은 ZV와 ZK의 중심값이 각각 –1.03, -1.38이고 ZP의

중심값이 2.36으로 매우 높은 삣따(P)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바따(V)와

까파(K)가 평균에서 1표준 편차에서 벗어나 있고 삣다(P)의 값이 2 표준

편차보다 크기 때문이다. 이는 순수 삣따(P) 와 같다. 4 군집은 ZV와 ZP

가 각각 -.2와 -.05이고, ZK가 .03으로 이 모두가 1표준 편차 이내에 있고

평균에 가까워서 VžPžK형이라고 볼 수 있으며 바따ž삣따ž까파(VžPžK)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5 군집은 ZV가 –1.10으로 1표준 편차 밑으로 낮

고, ZP와 ZK의 중심값이 .90과 023으로 1 표준 편차에는 못미치지만 바

따(V)가 낮고 삣따(P)와 까파(K)가 높아서 약한 PK형이라고 볼 수 있으

며, 복합 삣따ž까파(PKžKP) 유형과 비슷하다. 6 군집은 ZV가 1.85로 1 표

준 편차 이상이고 ZP와 ZK의 중심값이 각각 -.86과 –1.08로 ZP는 –1

표준 편차 이내이지만 –1에 가깝고 ZK는 –1표준편차 이하이므로 V형

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순수 바따(V) 유형과 같다. 마지막으로 7 군집

은 ZV와 ZK가 각각 .70과 .20으로 1표준 편차 내에 있지만 나머지 ZP와

는 차이를 두고 있고 ZP도 –1 표준편차 내에 있지만 거의 –1DP 가까

이 있다. 그러므로 약한 VK형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복합 바따ž까파

(VKžKV)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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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아유르베다 성격유형의 활용

1. 아유르베다 유형검사의 실시와 채점

아유르베다 유형검사를 실시 할 때는 다른 일반 심리 검사들과 마찬가

지로 본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유르베다 유형검사는 개인 뿐 아니라 집단으로 실시 될 수도 있는데

자신의 검사 결과를 공개할 것인지 아닌지를 먼저 상의할 필요가 있다.

아유르베다 검사는 3가지 기본적 선호 경향을 밝히려는데 있다. 바따

(V), 삣따(P), 까파(K)라는 세 가지 지표는 각각 어느 것을 가장 많이 사

용하는지를 가리킨다. 이 세 가지 지표는 서로 섞여있을 수 있는데 이 경

향들 가운데 어떤 것을 주로 사용하는지를 밝히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오른손잡이나 왼손잡이나 상관 없이 모두 양쪽 손을 다 쓸 수는 있지만

오른손잡이는 오른 손이 먼저 나가거나 주로 오른 손을 사용하고, 왼손잡

이는 왼손이 먼저 나가거나 왼손을 주로 사용한다. 그래야만 더 편하고

안정적으로 느껴지고 일의 능률이 오르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든 모든 경향을 다 따를 수는 없다. 느그나 자기가 타고난 기능이

나 태도가 있으며, 이를 먼저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것이다.

1) 검사 대상

아유르베다 유형 검사는 고등학교 학생, 대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

였으며, 자신의 신체적 특징에 대해서나 심리적 특성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인지적인 능력이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에 근거하여 ‘자신이

누구이고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는 어디인가 하는 자아정체감(e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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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ty)이 형성되는 고등학생 이상이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 아유르베다 유형검사의 소개(오리엔테이션)

아유르베다 유형검사 검사자는 검사의 실시하는 목적을 고려하여 피검

자들이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또한 검사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응답이 아니라 솔직하고 객관적인 자신의

모습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돕는다.

3) 아유르베다 유형검사 실시 방법

아유르베다 유형검사는 스스로 실시ž채점할 수 있는 검사 도구로써 개

인적으로 검사할 수도 있고 집단적인 검사도 가능하다. 집단적으로 검사

를 실시할 경우, 검사자는 지시사항을 큰소리로 읽어주고 기재 사항을 정

확히 기입할 수 있도록 돕고 응답 시에 제 문항에 적절하게 표시하도록

강조할 필요가 있다. 검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시간의 제한은 없지만, 너무

지체하는 사람에게는 각 문항에 대해서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말고 응답할

수 있도록 권한다. 또한 피검자가 설문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해도 검

사자는 문항이나 단어의 의미를 설명해주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집단적

으로 아유르베다 유형검사를 실시할 때 문항에 대해서 서로 토의해서도

안 된다.

피험자가 어떤 응답을 택해야 할지 모르거나 질문의 내용을 도저히 이

해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문항에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같이 무응

답을 허용하는 이유는 피험자가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경험해 보지

못한 문항은 응답해도 자신의 진정한 유형을 찾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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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어 혼란을 주기 때문이다.

중학교 이하의 학생들이 아유르베다 유형검사를 받을 때는 아유르베다

유형검사의 문항들이 원래 성인을 대상으로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자신과

관계없는 문항에 억지로 다 응답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아유르베다 유형 검사는 일반 검사들과 달리 옳고 그른 답이 없다. 어

떻게 나오든 모든 유형은 가치있는 것이며 각자 고유한 개인의 유형의 특

성을 알려주기 위해 제작된 것이다.

어떤 사람은 아유르베다 유형검사에 응답할 때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어떤 대답을 선택할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나는 골격이 ∼?’라는 질문에 주관적으로 크다거나 작다고 생각

하는 것과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의 응답이 다른 경우가

많다. 이는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을 말하거나 이상적인 기준과 비교해서

자신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유르베다 유형검사를 다 실시

하고 난 다음에 피검자들이 자신의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모습과 다른 사

람들과 비교하여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다시 채점을 하게함으로써 좀

더 정확히 자신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었을 때 검사의 결과로 나온 유형과 실제 자신의 유형과 일치할 수 있

으며 자연스러운 상태의 자신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4) 아유르베다 유형검사 채점 방법

아유르베다 유형검사는 각 문항에 대해서 a, b, c 중에 자신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 문항들은 세 가지 유형 중에 어

떤 것을 더 선호하는지를 찾기 위한 것이다. 그 것은 각각 바따(V), 삣따

(P), 까파(K)를 나타낸다.

신체적인 특성과 관련된 a, b, c 점수를 구하고, 심리적인 특성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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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a, b, c 점수를 구한다. 각 질문에 대한 응답은 1점을 부여한다.

아유르베다 유형검사의 유형의 분석을 위해 먼저, 연구 대상자의 각각

문항에 대한 답인 a, b, c의 빈도를 추출하여 개인별 빈도들의 평균과 표

준 편차를 구했다.

각 개인의 점수가 갖는 상대적인 위치를 알기 위해서 표준 점수의 하나인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 인 Z점수로 변환하였다

유형의 분류를 위해서 먼저 순수 유형을 구하였는데 순수 유형은 가장

큰 빈도의 점수가 1.5 표준 점수보다 크거나 같고 제일 큰 값과 중간 값

의 차가 1표준 점수 이상일 때 순수 바따(V), 순수 삣따(P), 순수 까파(K)

라고 하였다. 복합 유형의 판정은 큰 수와 중간 수의 차가 1표준 점수보

다 작고, 중간 점수와 작은 점수의 차가 1 표준 점수 이상 차이가 날 때

큰 수의 해당 유형과 중간 수의 유형을 합해서 복합 바따ž삣따(VPžPV),

복합 바따ž까파(VKžKV), 복합 삣따ž까파(PKžKP)라고 하였다. 바따ž삣따ž

까파(VžPžK)는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의 차가 1 표준 점수이하의 범

위에 있을 때에 분류하였다. 그런데 이상의 조건에 맞지 않아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데이터들에 대해서 유형을 부여할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였

다. 이에 가장 큰 점수에서 1 표준 점수를 기준으로 두고, 중간 점수에 대

해서는 평균인 0을 기준으로 하여 큰 점수가 1 표준 점수 보다 크고 중간

점수가 평균 이하인 음수 일 때 이를 약한 순수 유형이라고 분류하여 약

한 바따(v), 약한 삣따(p), 약한 까파(k)라고 하였다. 큰 값이 1 표준 점수

보다 크고 중간 값이 평균 보다 클 경우와 큰 값이 1 표준 점수를 넘지는

못하지만 중간 값이 평균 이상인 양의 점수를 가질 때 약한 바따ž삣따(vp

žpv), 약한 바따ž까파(vkžkv), 약한 삣따ž까파(pkžkp)라고 하였다. 그리고

큰 점수가 1 표준 점 수를 넘지 못하고 중간 값이 평균 이하인 음수일 때

약한 바따ž삣따ž까파(vžpžk)라고 하였다.

아유르베다 유형에서 얼마나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바따

(V), 삣따(P), 까파(K)가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병을 일으키거나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 또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이 세 가지가 적절하게 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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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룰 때 건강하게 된다.

각 유형을 표시하는 영문자는 세 가지 선호경향 중에서 어떤 경향을 선

호하고, 어떻게 균형을 이루게 하는지를 가르쳐 준다. 예를 들어 바따(V)

가 높아서 바따(V)로 분석된 사람은 삣따(P)나 까파(K)에 비해서 마른 편

이고 골격이 작고 입맛이 까다롭고 예민하고 불안하거나 민감할 수 있고

신경계 질환에 걸리기 쉽다. 개인이 바따(V)라 하더라도 순수바따(V)인

지, 복합바따삣따(vp,pv)인지, 바따 삣따 까파(VžPžK)인지에 따라 바따(V)

의 성향이 더 많이 드러나기도 하고 덜 드러나기도 한다. 복합바따삣따

(vp,pv)나 바따 삣따 까파(VžPžK)는 삣따(P)나 까파(K)의 경향을 그만큼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아유르베다 검사 유형은 V, P, K의 세 가지 점수를 바탕으로 하여 V,

P, K, CV, CP, CK, VžPžK 등 7가지로 대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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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담에서 아유르베다 유형검사의 활용

아유르베다 유형검사는 부부 상담, 가족 상담, 집단 상담이나 단기 상담

뿐 아니라 보다 폭 넓은 전 생애에의 상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1) 아유르베다 유형의 용도

(1) 교육에서

-각 유형별로 적합한 교수법을 개발할 수 있다.

-각 유형에 맞는 교수 방법, 교과 과정, 교육 내용, 교육 매체의 할용을

찾을 수 있다.

-학습 동기에 있어서 각 유형마다 개인차가 있어서 학습동기를 이해하여

학생들에게 자신에 맞는 학습방법을 개발할 수 있고, 교사로 하여금 학생

들에 대해서 효율적인 지도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모든 유형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욕구들을 충족시켜줄 과외활동을 찾을

수 있다.

-학생들의 성격 유형을 파악하여 교사와 행정가 그리고 부모 간의 긴밀

하고 원활한 협조를 가능케 한다.

-학습자의 각 유형별 영양 상태나 심리적 경향성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이 용이하여 어떤 문제를 먼저 도와야 학습에 도움이 될지 알 수 있

다.

(2) 상담에서

-자신의 핵심적인 감정을 파악하여 자신의 행동과 문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대처 방안을 찾을 수 있다.

-각 개인이 가진 유형의 강점과 장점을 이해함으로써 보다 더 효율적으

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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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유형마다 현재 처해있는 문제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을 발달시킴

으로써 문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하고, 나아가 보다 더 만족스러

운 방향의 삶을 영위하게 한다.

-각 개인의 습관적인 경향의 강점과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만족스러운 삶

을 살아갈 수 있다.

-부부나 가족 간, 대인관계에서 서로 다른 유형을 이해함으로써 각자 가

진 유사성과 차이점의 가치를 알아 오해와 갈등을 해소하고 원만하고 성

숙한 부부관계 와 가족 관계를 발달시킬 수 있다.

-자녀 양육 시 서로의 유형을 앎으로써 부모와 유형이 다르더라도 자녀

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자녀의 강점을 더 발달시키고 부족한 점을 보완

하게 도울 수 있다.

-자녀로 하여금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타고난 자기 유형대로 살

아가면서 타고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각 유형별 올바른 생활습관을 안내해서 건강을 예방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현재 발생한 질병의 원인을 알 수 있기에 그에 대처해서 해결할 수 있

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다.

(3) 진로지도 및 직업선택

-주어진 직업을 통해 각자 유형에 따른 습관적인 경향을 활용 할 수 있

다.

-각자 자기 유형에 적합한 전공이나 직업, 작업환경 등을 찾을 수 있다.

-동일한 직장 내에서도 각자의 유형에 적합한 배치를 할 수 있다.

-각자 자기 유형에 맞는 일처리 방식을 이해함으로써 보다 효율으로 적

응 할 수 있다.

-직장 안에서 인간관계 개선, 건강한 커뮤니케이션 기술 발달을 통해서

생산성 증대를 꾀할 수 있다.

-각자가 상상하고 계획했던 꿈이나 목표에 가까워지기 위해 구체화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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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수 있다.

-사회적 입지를 확보해 나아가는 데 필요한 방침이나 세력, 사회에 기여

하기 위한 수단 등을 알 수 있다.

(4) 협동 및 공동 작업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집단 구성원들의 유형을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갈등을 피하고 각 유형

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다.

-집단의 문제가 발생할 때 자신의 유형에 따른 다양한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

-상대방이 가진 장점이나 기술을 서로 배움으로써 그 구성원들로 하여금

서로 발전하는 Win Win의 관계를 만들 수 있다.

-대인관계에서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했던 문제들이 유형의 차이를 이해

함으로써 서로 존중하고 화합할 수 있다

-각 유형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모임이나 회의를 주최할 수 있다.

(5) 커뮤니케이션 할 때

-각 유형별로 서로 일치와 협조를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유형을 이해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을 이해하여 오해와 갈등을

줄이고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다.

-서로의 다름을 문제로 보기보다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가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상호관계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낼 때, 그 이유를 알아차리기 쉽기

때문에 이해가 빠르다.

(6) 질병 치유 시

-아유르베다의 각 유형 마다 걸리기 쉬운 질병이 있고 그에 따른 치유와

접근 방법을 달리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돕는다.

-질병 치유 시에 각 유형별 진단은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된다. 질병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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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아유르베다는 치유 요법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정확한 유형 진단은

질병을 제대로 파악 할 수 있게 해 주며, 이를 해결 하는데 신속한 대처

를 할 수 있다.

(7) 건강한 삶을 위하여

-각 유형별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

지게 하면 건강 회복이 빠르다.

-각 유형별 라이프 스타일은 스트레스를 줄인다.

-각 유형별 라이프 스타일은 질병을 예방한다.

-각 유형별 라이프 스타일이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 장수 할 수 있다.

-각 유형별 라이프 스타일이 습관을 자리 잡으면 의식 변형이 일어난다.

2) 유형에 대한 이해와 수용

유형이론을 상담 장면에서 이용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담자

의 본래 선호경향(True Perferences)을 찾아내는 것이다. 아유르베다 유형

검사의 유형은 가지고 태어나는 선천적인 것으로, 가족이나 다른 환경적

압력에 의해서 자신의 삶의 방식을 취하지 못하고 다른 방식으로 살 때

질병과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

그리고 본래 자신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신이 바라는 유형을 선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이상적으로 바라는 모습이 기준점이 되어서 날씬한

몸매를 원한다면 객관적으로 보통의 골격이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골격이 크다’고 체크할 가능성이 높고 그로인해서 자신의 진짜 유

형을 잘못 찾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상담 상황에서 대부분의 내담자들은 검사의 결과에 동의하여 자신

의 유형의 특성이 어떻게 행동으로,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나타나는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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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자신의 검사 결과를 동의하지 않

을 수 있다. 따라서 검사자가 아유르베다 유형검사의 결과를 해석하는 단

계에서 해야 할 것은 피검자가 실시하여 나온 유형 지표와 유형 이론을

토대로 해서 가정한 유형을 응답자의 행동 경험에 비추어 검증하는 것이

다.

많은 상담자들이 유형이론이 가장 큰 도움은 내담자가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가치와 인정을 하게 되는데 있다고 말하고 있다. 내담자들은 검사

를 통해서 자기 자신과 타인의 유형에 대한 정보를 상담자로부터 받게 되

는데 이들은 이것을 통해서 부정적인 자기 인식이나 제한적인 것이 아닌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긍정적이고 편안한 경험을 하게 된다. 자신의 성

장과 발전을 위한 자신의 유형을 발견함으로 인해 내담자는 자신이 지닌

자연스러운 성향을 알게 되며, 성장과 발전을 위한 자신의 잠재력에 대해

서 신뢰할 수 있게 된다. 다른 사람의 장점이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그들과 똑같이 되어야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오랫동안 자신을 인정받지 못해서

상담자를 찾아오기도 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근원적이며 가치 있

는 경향성을 찾아내어 그러한 성향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멋지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종종 희망을 얻게 된다.

(1) 유형별 대표적인 질병과 그 원인

각 유형의 균형이 깨어지면 나타나는 질병의 원인과 대표적으로 잘 발

생하는 질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바따

바따는 신경 조직은 신체 모든 것의 제1의 자극제이다. 그것의 성질들

은 빠르고, 정력적이고, 민감한 전달이다. 바따 성질들도 그렇다. 모든 근

육 수축은 뇌에서 시작해 척추를 타고 내려와 근육으로 가는 신경 조직

전달의 결과이다. 뇌가 근육에게 움직이라는 전갈을 보내면, 그것은 재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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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그곳에 도달해야만 한다. 신체의 전방과 후방의 근육들은 우리가 생활

에서 걷고 말하고 가고 있는 동안 조화롭게 움직여야만 한다. 관절 한 쪽

의 근육이 수축할 때, 반대쪽의 다른 것은 이완해야만 한다. 이 조화로움

은 바따의 성질인 일순간의 시간을 요한다.

바따의 기관 중 대장은 바따의 주 기관이고 바따를 누적시키는 경향이 있다.

콩팥들과 방광이 까파 원소인 물을 없애는 바따 조직들이다. 뇌는 신체 부분들의

조직과 조직사이의 소통을 제공하는 것이 주 기능인 바따 조직이다.

세포의 활동으로 바따는 신경조직과 세포들의 관계 그리고 각 세포들의 교감

신경과 부교감신경 조직을 통한 다른 세포들과의 전달을 통해 밝혀진다.

질병으로는 신경조직 이상증상, 고혈압, 걱정, 불안, 근육경련, 심한복통

또는 월경통, 불면증, 소화불량, 만성적 고통, 각종 통증들을 가지고 있다.

b. 삣따

삣따는 음식물들을 몸에 쓸 수 있는 모양들로 바꾸기 위한 주 조직인 소화 조

직은 삣따의 변형 생리학을 나타낸다. 소화액의 성질들은 삣따의 성질들과 같이

뜨겁고, 예리하고 유동적이다.

삣따의 기관 중 작은창자는 소화를 위한 주 장소이고, 삣따를 누적시키는 주

영역이다. 심장이 조직을 통해 피의 순환을 책임지는 삣따 기관이다. 간과 담낭

이 소화와 순환 양쪽 모두에 관련되어 있다. 간은 담즙을 생산하고 그것을 지방

의 소화를 위해 필요할 때까지 담낭 속에 저장 한다. 비장은 피의 생성과 파괴에

관련된 삣따 기관이다.

세포의 활동으로 삣따는 세포의 신진대사와 미토콘드리아와 같은 내부의 세포

구조들을 통한 에너지의 형성을 통하여 밝혀진다.

질병으로는 소화 이상증상, 궤양, 대장염, 위염, 가슴앓이, 심장마비/발작,

발진, 여드름 등이다.

c. 까파

근육들, 근막, 인대들, 힘줄들, 그리고 뼈대를 포함하는 신체구조 그 자체는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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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의 안정적인 성질들을 나타낸다. 바람직한 신체의 성질들은 안정성과 응집력이

다. 까파의 성질들이다.

까파 기관들은 중 위장은 단백질의 소화를 책임지고 까파를 누적시키는 주 영

역이다. 허파와 호흡기 조직이 폐기물(탄산가스)의 제거와 세포의 신진대사를 위

해 산소를 몸속으로 가져오는 책임이 있는 까파 기관들이다. 췌장이 단백질과

지방 뿐 아니라 설탕의 소화를 관장하는 까파 기관이다.

세포의 활동으로 까파는 세포 바로 그 자체이다.

질병으로는 기침 감기, 알레르기, 천식, 당뇨병, 비만, 만성적 둔화, 고지

혈증이다.

이와 같이 유형의 분포를 일별하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통찰이 올 수

있다. 바따(V)의 경우 자기가 왜 지금까지 집안에서나 대인관계에서 불안

한 느낌을 그렇게 오랫동안 지녀왔는지를 알 수 있다. 삣따(P)의 경우 사

람들과의 관계에서 화를 자주 내는 원인이 무엇인지, 까파(K)의 경우 음

식이나 일이나 사람에 집착하게 되는지 등을 알고 자신이나 타인을 이해

하게 된다.

내담자가 자신의 유형을 바르게 찾아냈을 경우, 자신의 유형에 대한 기

술을 읽으면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을 상담자는 알아차릴 수 있다. 이러한

내담자는 자신의 유형에 대해서 더 많은 측면을 이해하게 되고, 나아가

자기 유형의 부정적인 측면도 방어하지 않고 받아들일 준비가 된다. 부정

적인 측면은 바로 그가 지닌 강점의 반대적인 면을 보면 쉽게 드러난다.

짜라까는 체질 유형은 선천적인 것이라고 말한다(각주). 아유르베다 유

형은 타고난 것이지만 살아가면서 그 균형이 깨지면서 질병도 생기고 심

리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그래서 자신의 타고난 유형을 알아서 자

신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내담자와 함께 자신

이 관찰한 자료를 이용해서 내담자의 잘못 형성된 유형을 가려내는 적업

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이 특히 상담 장면에서 중요한 이유

는 상담의 목표가 바로 내담자의 타고난 선호유형을 찾아내어 그 강점을

강화시키고 그 균형을 이루어 자신의 성향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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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

만일에 내담자가 자신의 유형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을 때는 유형과 관

련된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담자의 억양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신의 진짜 유형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이 기술될

때 보통 즐겁거나 또는 그러한 기술로부터 아무 부담 없이 도움을 받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내담자는 설명을 들음으로써 동기화되고 힘을 받게

된다. 덜 개발된 선호 유형과 관련된 활동들은 종종 힘이 들고 갈등이 느

껴지고 불편하게 된다.

보통 내담자의 진짜 유형은 상담의 초기과정이나 심지어는 첫 번째 면

담에서 드러난다. 어딴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선호지표가 상담이 끝날 때

까지 자신의 타고난 유형이 무엇인지 탐색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신의 신체적인 특징이나 심리적인 특성, 질병에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자

등을 파악하면서 자신의 타고난 성향을 찾아가도록 한다. 예를 들면 사람

들과 가벼운 언쟁을 한다고 하면 잊어버리기 전에 재빠르게 자신의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하는지(V), 자신의 하고 싶은 말을 분명하게 하는지(P),

하고 싶은 말을 못하다가 집에 가서 할 말이 생각나는지(K)등에 대해서

경험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우리는 모두 바따(V), 삣따(P), 까파(K)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 중

하나나 둘의 특성이 두드러지거나 세 가지가 비슷하게 구성되어서 각자

자신만의 독특한 특성을 나타낸다. 바따(V), 삣따(P), 까파(K)의 구성에

따라 신체적인 특성과 심리적인 특성, 질병의 발생, 치료의 방법이 달라지

고 대인관계나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도 다르게 나타난다.

이 세 가지의 도샤가 균형을 이루면 심신이 건강한 상태가 되지만 이들

의 상태가 불균형을 이루었을 때 질병이 발생되기도 하고 심리적인 문제

가 일어나기도 한다.

아유르베다 유형검사가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자신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것의 가치와 인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과의

조화롭고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서도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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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내담자들은 검사를 통해서 자신의 유형과 타인의 유형에 대해

서 상담자로부터 설명을 듣게 됨으로써 내담자는 자신의 성향을 알게 되

고 특성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에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자신의 잠재력

을 알 수 있다. 자신의 세 가지 특성이 부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알아보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상담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

사람들이 타인의 인정을 받지 못해서, 스스로 자신에 만족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할 때 상담실을 오기도 하는데 자신의 유형별 특성을 알고 조

화롭게 자신의 유형의 특성대로 살아간다면 긍정적인 신체적, 심리적인

건강이 증진되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아유르베다 유형의 분포에 대해서 일별하는 것만으로도 나와 다른 사람

들과의 다름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행동이나 심리적인 특성을 이해할 수

있어서 통찰이 일어날 수 있다.

3) 유형발달을 위한 상담

(1) 바따(V)유형을 위한 상담

바따 유형은 신경질적이거나, 걱정 또는 두려움이 많다. 삶에서 정말 문

제가 없을지라도 종종 걱정하거나, 동요되거나, 산만해지기도 한다. 망설

이거나 불안정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 가만히 못있거나 안절부절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공기나 바람의 영향 아래서 정착하거나 편안히

있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자신과 건강해질 수 있는 자신의 능

력이나 치료법과 그것이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것에 대해 많은 의심을

가지고 있다.

때때로 치료요법을 시작할 때 지나치게 열정적이거나 흥분하기도 하지

만 이것은 대부분 오래 지속되지 않으며, 빨리 포기해버리거나 좌절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너무나 많은 것을 기대하며 즉각적인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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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한다. 상담자가 자신을 마술적으로 치유해주기를 기대할 수도 있으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실망하거나 상담자를 바꾸고 싶어 한다. 종

종 근거가 없어서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자신의 상태와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요구되는 노력에 대해,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행동에 대해

현실적이 되어야 한다.

바따 유형은 종종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기도 하며, 자신의

질병 조건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보다 더 많은 걱정과 부정적인 상상을 가

질 수 있다. 보통 우울증 내담자들로, 치료의 부분으로 마음과 가슴을 진

정시킬 필요가 있다. 종종 자신들의 이해를 발전시키기보다 주의와 동정

을 구하고 있기도 하며, 충고를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대부분 그것을 일관

되게 따르지는 않을 수 있다.그들이 변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인내가

요구된다. 바따의 특성상 상태가 생각과 더불어 때로는 극적으로 변동하

기도 하지만 마음의 평화와 함께, 느리지만 꾸준히 발전하도록 하는 선택

해야 한다.

편안함을 추구하고 많은 부분에서 보장을 요구하지만 그것이 언제나 안

전감을 느끼게 해주지는 못한다. 또한, 자신의 문제에 대해 장황하게 이야

기하기를 좋아하지만 이것이 큰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 상태를 개

선하기 위한 몇 가지 실질적인 것을 시도하면서 이런 것들을 일관성 있게

이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이것이 자신들의 상태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태도를 길러주고 과도한 정신적 활동을 부추기지 않

는다.

바따 유형은 문제에 너무 사로잡혀 정작 그것에 대해 뭔가 할 수 있는

시간을 사용하지 않으며, 외부 지원을 너무나 열심히 구하는 나머지 스스

로 자신들의 삶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을 하지 않기도 한다. 그

들에게 생각보다는 행위를, 결과지향보다는 꾸준한 실천과 적용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바따 유형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동요된 민감한 감정을 완화시키며, 생

명력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분명하고 포괄적인 생활섭생법이 중요하다.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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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은, 꽃처럼 취급하는 것이어야 한다. 쉽게 놀라며 강제적으로 접근하면

물러서는 경향이 있다. 상담자는 따뜻함과 평온함 그리고 결의로 다가가

상담자가 지원해줌을 느끼게 해주어야 하지만, 의존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2) 삣따(P)유형을 위한 상담

삣따 유형은 자신이 누구이며,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만일 문제가 생기면 보통의 경우, 다른 사람이나 무언가

를 탓하며, 그 문제 로 인해 목표를 성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자신들이

종종 관계를 악화시키기도 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에 의해서 가장 많

이 동요한다.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투쟁적 사건은 마음과 감정을 채색하

며, 이런 갈등들은 내면화되어 자기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삣따 유형은

자신과의 갈등 속에 있기 쉬우며 다른 유형 보다 외부 갈등을 쉽게 내면

화하기도 한다.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 공격적, 비판적인 경향이 있고 때로는 투쟁

적이거나 파괴적일 수 있다. 상담자의 자격에 의문을 가지기도 하며 상담

자가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해주어야 할 것인지를 말할 수 있는 유형이기도

하다. 또한, 기대하는 만큼 치유가 되지 않으면 분노나 비난으로 반응하기

쉽다.

삣따 유형은, 타고난 리더로써, 권위를 좋아하며 믿음이 중요하다. 그러

나 정말로 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사회적으로 가장

저명한 사람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진정한 도움을 찾기 위해서 삣따 유

형은 더 수용적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에게 문제를 일으킨

자기 자신의 판단이라는 덫에 걸릴 수 있다. 자기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

주거나 자신보다 더 우세한 사람들이라고 판단되는 사람이 아닌, 친절하

게 그리고 꾸준하게 자신을 도와주면서도 자신의 경쟁적인 드라마에 휘둘

리지 않는 사람들을 쳐다보아야 한다.

삣따 유형들은 대단히 총명하여 받고 있는 치료의 실효성이 확신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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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한다. 타인이나 자기 자신과 싸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행동

안에 있는 문제의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비판적인 통찰력을 사용할 필

요가 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제어하기 위해서 분별력을 각성시켜야 하

며 이를 위해 지성과 자기분석을 바르게 이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삣따 유형은 그들의 강점인 기지와 외교수완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들

은 지시 받거나 남의 말을 듣기를 싫어함으로 그 타고난 지성과 논리에

호소해서 사건과 사물의 진실을 스스로 보도록 해야 한다. 반대 입장을

취하는 것은 기본적인 공격성을 촉발시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우호

나, 특정한 목표달성을 위해 협력적인 동맹 관계 속에서 일하기를 좋아하

며, 그러한 냉정하고, 평온하며, 유쾌한 분위기는 불같은 성질을 누그러뜨

린다. 도움이 되는 친구가 필요하며 자신들이 존중하는 사람이나 원칙들

이 있을 때 일을 잘 해나간다.

일단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알고 그것을 위해 노

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기만 하면 보통 행동 변화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는 세 유형 가운데 가장 열성적으로 잘 수행한다. 그러나 때로

는 과도하거나 열광적일 수 있어서 지나치게 시도함으로써 자신의 에너지

를 너무 소모시키지 않도록 적당하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매

사를 찬성 아니면 반대라는 흑백논리로 보는 경향이 있으므로 여러 상황

을 고려하여 균형 잡힌 견해를 추구하는 방법을 배워서 좀 더 신중하고

외교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3) 까파(K) 유형을 위한 상담

물의 특성인 무정형의 유순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까파 유형은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자극이나 때로는 충격 받을 필요성도 있다. 그들은

암시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자신들이 동의한 것에 대해서도 하려고 하지

도 않는다. 그래서 나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종종 비난에 직면이 필요

하기도 한다. 이 유형을 상담할 때 상담자는 힘, 단호함, 일관성 있게 접

근해야 한다.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각하지 않으면 문제와 더불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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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변화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문제와 그것을 단지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으로는 충분하

지 않다. 규칙적인 반복을 요구할 수도 있는 외부 압력이 필요하며, 자신

이 무엇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게 만드는 좀 더 단호한

경고가 필요할 수도 있다. 자신들의 그릇된 생활양식의 부정적인 영향을

생생하게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까파 유형은 행동이 대체로 느리며, 실행이 필요하다고 받아들인 뒤에

도 그것을 이행하기를 어려워한다. 자신들의 타성과 정체감에 빠져 새롭

게 시작하는 것을 어렵게 느끼고, 어떤 것에 대한 탐닉과 침체에 빠져 자

신을 향상시키기 위해 올바른 창의력을 개발시키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위안을 구한다 할지라도 상담자는 위로만 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처지에

대한 감상벽은 그것을 지탱하게 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문제 대부분

은 과도한 감동에서 생기며 보다 높은 사랑이나 집착하지 않음을 통해서

만 변화될 수 있다.

까파 유형은 반응이 느려 문제를 토론하기에 어려움을 가지므로 천천히

개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결단력이 요구된다.

감언으로 설득해서 자기만족으로부터 탈출시켜야 하며, 너무 많은 정보는

당혹감을 줄 수도 있다. 까파 유형은 일정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일관

성 있고 단호한 대처 방식에 더 잘 반응한다. 아무리 오래된 습관이 나쁘

다는 것을 안다 해도, 특히 그것이 주위 환경에 의해 강화되면 그것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

상담자들과의 보다 빈번한 약속과 시작하도록 자극을 주기 위한 보다

계속적인 교체가 필요하다. 그러나 일단 시작하기만 하면 좀 시간이 걸릴

지라도 자발적으로 계속 잘 해나간다. 이렇게 스스로 계속할 수 있기 전

에 뿌리 깊은 과거의 행동 패턴을 깨뜨리고, 새롭게 평형상태를 수립해야

하는데, 일단 이것이 되기만 한다면 삶은 평화로운 기초 위에서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다. 이들은 건강하지 않은 흐름처럼 삶에서의 건강한 흐름에

도 또한 쉽게 익숙해질 수 있으며, 문제의 답은 전환 속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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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합 바따ž삣따(VPžPV)형을 위한 상담

복합 바따ž삣따(VPžPV) 유형은 보통 대단히 총명하여 일단 평온함과

지지를 느끼기만 하면 유용한 선상의 치료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

복합 바따ž삣따(VPžPV) 유형은 결합된 공기와 불의 휘발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바따의 특성인 두려움과 삣따의 특성인 분노의 감정이 예측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불쑥 표출되기도 한다. 방어적이고 의심이 많은 경

향이 있으며 누군가를 신뢰하는 것을 어려워할 수 있다. 그리고 때로는

공격적이거나 방어적 태도로, 자기정당화로 인해서 남을 비난할 수 있다.

상당한 지지를 필요로 하며 자신에게 인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때때로 자신들의 부정성을 덜어낼 수 있는 누군가를 찾고 있을 수도 있

다. 종종 에너지는 비축되고 면역체계는 좋지 않을 수도 있으며 (오자스

가 낮은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비난을 참기 어려워할 수도

있다. 많은 훈육, 인내, 숙고 (물)가 필요하며, 스스로를 돌보는, 그리고 그

렇게 할 수 있도록 남들이 도와줄 수 있는 생활양식을 창조할 필요가 있

다. 또한 지지가 되는 환경이 필요하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공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기와 불의 그 휘발성이 언제든 분출할 수 있으므로 경계해야 한다.

꾸준하지만 온화한 생활섭생을 가져야 하며 모든 유형의 과도함을 피해야

한다. 자신들의 기반이 되는 모성(母性 까파) 특성으로부터 혜택을 얻는

다.

(5) 복합 삣따ž까파(PKžKP)형을 위한 상담

복합 삣따ž까파(PKžKP)들은 에너지(불)와 안정성(물)을 모두 가지고 있

으며 여러 유형 가운데 일반적으로 신체적으로 가장 강하다. 훌륭한 저항

력을 가지고 있어 전반적으로 아주 건강하다. 자기 자신과 자신이 하고

있는 것에서 굳건하고 만족스러워하며 심리적으로도 강해서 인생에서 실

패하지만 않는다면 여간해서는 상담자를 찾아 나서지 않는다.

복합 삣따ž까파(PKžKP) 유형은 적응성과 융통성(공기)이 부족하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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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하고 통제하기를 선호하며 보수적이고 소유욕이 강한 경향이 있다. 인

생의 대부분이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궁극적으

로 고통과 좌절로 이어진다. 중요한 사업에서 실패한 뒤 인생 후반에 종

종 건강을 해치기도 한다. 그러한 경우, 실패는 변장한 은총이 되어 내면

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외부세상에서는 성공적일 수도 있지만 온화함, 무집착, 순종을 개발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영적 수행에서는 어려움을 가질 수도 있다. 보다 많

은 활동, 창조성, 새로운 도전을 요구한다. 권력과 지배에 사로잡히지 않

고, 성공한 것으로부터 계속 움직이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일단 치료

선상에서 자리 잡힐 경우 진보에 집착하지만 않는다면 잘 해나간다. 이러

한 이유 때문에 치료요법을 새로운 형태의 성취나 획득으로 돌리지 말고

다양한 치료방법을 가지는 것이 가장 좋다.

(6) 복합 바따ž까파(VKžKV)형을 위한 상담

복합 바따ž까파(VKžKV) 유형은 에너지, 열의, 열정, 정열이 부족하다.

아무리 많이 원할지라도, 삶에서 출발하기 위한 불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종종 연약하고, 수동적이며, 의존적이고, 과민하며, 극단적으로 음

(陰)의 성격을 띤다. 듣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을 행위로 옮기는 에너

지는 부족하다. 감정적, 정신적(신경적)으로 모두 불안정하고, 쉽게 동요되

며 놀란다. 무정형의 또는 카멜레온 같은 인격을 소유하고 있어 남들이

원하는 대로 보이며, 판단력과 분별력이 약한 경향이 있어 그릇된 교제나

감정적인 영향에 의해 쉽게 휩쓸린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따-까파 유형은 민감하고, 겸손하고, 적응력이 있

으며, 대단히 예술적이거나, 상상력이 풍부하거나, 창조적이다. 남들에게

인정이 깊으며,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난폭함이나 악의를 가지지 않고 자

신을 탓한다. 고지식한 경향이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욕구

에 대해 보다 현실적일 필요가 있다. 남들에게 이용당하거나 지배되지 않

도록 조심해야 하며 이를 위해 보다 독단적이고 두려움에 도전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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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뜻함과 단호함에 반응하지만 그 반응에 일관성을 가지기는 어렵다.

명민함, 열의, 결단력을 배워야 한다. 상담자에 대한 의존성을 키우고 자

신들의 문제에 빠지는 경향이 가장 많지만 깊은 감수성을 바른 방향으로

돌리기만 하면 사랑과 은총의 내적인 원천을 만나 스스로 치유력을 개발

할 수 있다.

(7). 바따ž삣따ž까파(VžPžK) 유형을 위한 상담

어떤 사람 안에는 모든 세 가지 생물학적 기질이 상대적으로 동등한 비

율로 존재하기도 한다. 치료는 통상 생물학적 기질을 일반적으로 균형 있

게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치료와 포괄적인 접근방식에서의 적응성이

필요하다. 특히 심리 요법을 통해 가질지도 모르는 바따 문제를 먼저 취

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데, 왜냐하면 바따는 생물학적 기질 가

운데 가장 쉽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삣따 문제는 그 다음

문제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다루고, 까파 문제는 가장 사소하므로 마지막

에 처리하면 된다.

4) 부부와 가족 상담

아유르베다 유형검사를 부부 상담이나 가족 상담에 사용할 때 각자의

선호유형이 다르다는 것이 서로를 비난하거나 파괴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건설적으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주안점을 두어야한다.

(1) 각 유형에 있어서 상담의 논점

어떠한 유형끼리 만난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

상담의 논점은 유형의 차이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유형의 상호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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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서로 유형 짐작하기

부부에게 아유르베다 유형검사의 결과를 해석해 줄 때, 서로 간의 유형

을 대화를 통해서 짐작해보게 한 후 이를 검사 결과와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 또한 부부 서로가 자신의 유형과 상대방의 유형에 대한 기술이 자

신들의 특성과 얼마나 잘 부합되는지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도록 하는 것

이 도움이 되며, 이러한 특성들이 그들의 관계에 실제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나누도록 하는 것이 아주 유익하다.

부부상담에 있어서 아유르베다 유형검사를 이용하는 하나의 전략은 남

편과 아내가 아유르베다 유형검사를 두 번씩 하도록 하는 데 한 번은 자

신의 유형에 대한 반응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생각하는 상대방의 응답

을 실제로 해보게 하는 것이다. 상담자는 이러한 두 가지 검사 결과를 놓

고 왜 상대방의 유형에 대해 잘못 인식하고 있는지를 대화를 통해 알아보

게 함으로서 부부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서로 유형의 차이가 서로

간의 갈등을 야기 시키는 원천이 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부부를 상담하

는 일은 또 다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

-가족 치료와 유형

유형이론은 가족 치료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가족이 서로 간의 유

형을 알게 됨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가까운 식구가 누구인지, 어떤 가족과

는 왜 의사소통이 어려운지,각 유형마다 어떤 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지,

가족 내에서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녀 양육에 있어서 왜 서로

견해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자녀들의 장래 희망이나 취업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가족들과 함께 상담을 할 때 유형의 차이로 인해 시사해 주는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가족 상호 간의 유

형이 다르다는 사실이 열등감으로 작용될 때에는 언제나 서로 간의 관계

가 어렵게 된다. 부모들이 자신의 유형을 그대로 닮은 자식으로 아이들을

키우려 할 때는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심하게 비뚤어질 수 있다. 자식들

에게는 자신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부모의 강요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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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를 매우 고통스럽게 만든다. 이러한 문제들이 자녀들의 자신감에 입힌

상처가 크게 될 수도 있다.

상담자는 부모들에게 자녀들의 유형에 따라서 다른 교육 방법을 사용해

야 한다는 새로운 인식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가족들은 서로 간의 유형의

차이를 알게 됨으로써 가족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죄책감을 줄이고, 부

모 자식 간의 어려움과 갈등을 보다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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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로상담에서 아유르베다의 활용

아유르베다 유형검사는 사람들이 자신이 관심갖는 분야를 이해하고 어

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진로상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론적으로 볼

때 유형 별로 선호하는 일이 있는 것 같고 유형마다 각 직업 마다에의 접

근 방법이나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다. 아유르베다 유형상담에서는 자신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직업을 선택하는 데나 직업에 적응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1) 유형발달과 진로상담

사람들은 직업을 선택할 때 수입 정도, 도전감, 직업이 갖는 사회적 위

치, 가족들의 권유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의 영향, 여가선용을 할 수 있

는 기회, 타인에 대한 봉사정신, 같이 일하게 될 사람들에 대한 호감 등

매우 다양한 이유들을 고려하게 된다. 진로상담에서 아유르베다 유형검사

를 사용할 때 직업 선정 시에 가장 중요한 동기를 직업에 대한 만족감과

흥미로 보고, 개인의 선호도와 직업의 특성이 얼마나 잘 조화를 이룰 것

인가를 기본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유형과

직업 간의 부조화를 가능한 줄임으로써 만족스러운 직업을 선택하도록 도

울 수 있다.

자신의 유형과 직업과의 부조화를 느낄 때 사람들은 쉽게 피로해하고

부적절감을 갖게 된다. 유형이론에 따르면 덜 선호하는, 또는 덜 발달된

작업을 하게 됨으로써 피곤감이 발생하고 노력에 비해 돌아오는 이득이

적어져 의기소침해진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선호하고 발달된 적합

한 일을 하게 된다면, 보다 적은 노력으로도 더 좋은 결과와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자신들의 중요 관심 분야를 희생하면서까지 자신에게 힘겨운 일

에 시간과 노력을 들이려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만약 이런 일을

통해서 개인적인 성장을 하고 싶은 바램이 큰 사람이라 한다면 기꺼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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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감수하려고 할 것이다.

진로를 결정할 때에 자신의 유형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

제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경우에도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왜

냐하면 얼핏 보기에 나와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선

택할 만한 요소가 있을 때가 많이 있다. 이러한 다방면에 대한 의식적인

고려와 선택을 통한 직업의 결정은 단지 막연한 기대나 이해 없이 결정한

경우와는 다르다. 기존 관념적인 시각에서 벗어난 진로결정은 종종 긍정

적으로 작용한다. 이는 어떤 분야에 흔하지 않은 유형이 참여함으로 인해

발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다. 특출한 재능을

발휘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 분야에 드문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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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에서의 아유르베다의 활용

아유르베다 유형은 학생과 교사, 교육 현장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

다.

1) 유형과 학습

유형이론에 대한 기대에 걸맞게 유형의 분석은 교육성취의 세 가지 측

면 즉 적성(aptitude), 흥미(interests), 적용(application)과 관계된다. 수행

을 예측할 때는 적성이 가장 적절하다. 적성이 높은 학업성취를 설명하기

에 충분하지 못하다면 다른 어떤 유용한 특성이 존재하리라고 추론될 것

이다. 가령 평균 수준이상의 적용이나 흥미가 유용할 수도 있는데 적용은

일종의 성취자를 만들어 낼 것이고 흥미는 또 다른 무엇에 기여할 것이

다.

이 부분에서는 유형의 차이가 적성, 적용, 흥미, 성취에서 어떻게 설명

되고 있는지 고찰해 보도록 한다.

(1) 학습에서 유형의 차이에 따른 이론적 기대

성적은 적성과 적용, 흥미 간의 상호작용의 산물이기 때문에 평가를 위

한 적절한 수치이다. 교육에서 유형의 차이에 관한 이론은 학습의 낮은

성취도와 높은 성취도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된다. 유형이론은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발휘하는 적용과 흥미에 대해서 교육적인 추측을 가능하게 해

주고, 적성 점수를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왜냐하면

교육 목표는 모든 유형의 학생들이 자신의 학업을 훌륭히 완성하고 성취

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유형의 차이에 관한 자료의 유용

성은 그러한 차이가 왜 나타나는지를 이해하도록 해주는데 있다. 학생은

자신의 학습을 계획하고 선생은 그들의 교육이 모든 학생들의 적성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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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 적용을 충분히 발휘하게끔 계획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2) 유형과 교수(teaching)

선생들은 나이나 성, 발달 정도 그리고 능력 등에 따라 학생들의 개인

적 차이를 논하는 일에 익숙하다. 유형 이론에서 7가지 유형의 개인들이

갖는 흥미와 적성, 적용의 다름이 교수법에서 고려되어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 가르치는 일은 선생님 자체도 하나의 유형에 속하는 개인이기 때문

에 자신의 교수 스타일이 있음으로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학생과

선생 간의 유형차가 크다면 선생은 가르치는 일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부

담감이 가중됨을 느끼기 쉽다. 훌륭한 선생님은 유형에 대한 이론을 접하

기 이전부터 학생들에 따라서 교수법이 달라져야 함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선생님들도 이러한 유형의 차이를 알게 됨

으로 해서 가르치면서 복잡함을 느꼈던 부분까지 더욱 단순명료해짐을 느

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유형 차이를 통해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일에 대

해 새로운 활력을 부여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의 교수법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몇몇 학생들에 대한 죄책감을 덜 수도 있다.

많은 교사들이 어떤 교수법을 선호하는지, 유형이 다른 학생들과는 어

떻게 의사소통해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유형이론에 익숙해 져야 할 것

이다. 이러한 과제를 잘 이해하기 위한 모델들이 계속 개발되고 검증되어

야 하겠다.

3) 교육과정의 행정

학생과 교사 뿐 만이 아니라 교육체제의 행정에도 유형은 중요한 의미

가 있다. 유형이론은 학생들의 동기를 비롯해 학업성취도에서의 어려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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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요소들을 이해하게 해준다. 또한 강점을 키워주고 맹점을 보완해주

고 7가지 유형의 모든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교수 방법을 발견함으

로써 교사의 창조성을 증가시키는 학습환경을 만들게 하므로 교사나 학생

모두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행정가들은 학교 정책을 변화시킴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는 결과를 검토하기도 할 것이다.

유형에 관한자료는 교육프로그램의 보존 여부를 이해하는데 매우 가치

롭다. 중간에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의 유형을 이해함으로써 이를 조정

할 수 있는 정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하나의 전략으로서 이러한

학생을 면담하게 된다면, 이들이 학교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아직 학교에 남아 있는 유사한 학생의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방법을 강구하게 될 것이다. 학업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유형

의 신입생들에겐 이러한 유치작전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학

교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끼리 소개해 줌으로써 마음 맞는

친구들이 있는 긍정적인 장소로서의 학교를 인식하게끔 해 기숙사에서 같

은 방 친구를 배치할 때에도 유형을 참고하면 매우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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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및 결론

1. 논의

오늘날 장수 시대가 되면서 얼마나 건강하게 잘 살 것인가 하는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욕구에 부응하여 자연을 이용한 자

연치유에 근거를 둔 아유르베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유르베

다의 세 가지 도샤 즉, 바따(V), 삣따(P), 까파(K)의 유형 구성에 따라 신

체적 특성이나 심리적 특성, 병리적인 특성이 달라진다. 그래서 건강 예방

이나 치료를 위해서 먼저 자신의 체질에 대해서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

본 연구는 아유르베다 유형 검사지의 개발과 타당화에 대한 연구이다.

아유르베다는 3도샤(doṣa) 즉, 바따(Vata)), 삣따(Pitta)), 까파(Kapha)의

유형 구성에 따라 신체적, 심리적, 병리적 특성이 달라지고 그에 따른 예

방이나 치료적 방법이 달라진다. 이러한 유형의 특성들에 대해 지금까지

는 아유르베다 전문가들이 문진(問診)이나 시진(視診)을 통해 진단해 왔

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객관화된 검사지가 없기 때문에 표준화된 아유

르베다 유형 검사지 개발이 필요하였으며, 이에 본 연구를 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아유르베다의 유형 검사를 상담가나 일반인들이 표준화

된 검사를 활용하여 상담이나 건강예방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연구 목적에 따라서 아유르베다 유형의 진단과 분석을 위한 검사지를

만들기 위하여 아유르베다 전문가 5인이 모여서 아유르베다 유형 검사의

문항을 추출하였다. 1차 모임에서는 아유르베다의 문헌을 중심으로 체질

에 대한 특성을 모두 추출하여 각 문항을 수정 정리하였다. 1차 모임에서

신체에 대한 질문 40문항과 심리에 대한 질문 26문항 질병에 대한 4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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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총 70문항을 선정하였다.

2차 전문가 모임에서는 70문항 중에서 대답하기에 애매하여서 정확하게

답을 구할 수 없는 문항들을 토론 끝에 제거하고 총 61문항을 선정하였고

유형 분류를 위한 전문가 판정의 기준을 정하였다. 그리고 기초연구를 해

본 결과 타당도가 0.619로 유의미한 수준이지만 낮은 점수를 얻었기 때문

에 그 이유를 찾으려고 다시 3차 토의를 했다. 그 결과 질병의 유무에 따

라 응답 비율이 달라진다고 판단되어 질병에 대한 4문항을 제거하고 신체

36문항과 심리 21문항으로 총 57문항이 최종 선정되었다.

유형을 분류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유형의 분류를 위해서 연구 대상자의 각각 문항에 대한 답인 a, b,

c의 빈도를 추출하여 개인별 빈도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했다. 각 개

인의 점수가 갖는 상대적인 위치를 알기 위해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

가 1 인 Z점수로 변환하였다. 순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가장 큰 빈도의

점수가 1.5 표준 점수보다 크거나 같고 제일 큰 값과 중간 값의 차가 1표

준 점수 이상일 때 순수한 유형이라고 하였다.

복합 유형의 판정은 큰 수와 중간 수의 차가 1표준 점수보다 작고, 중

간 점수와 작은 점수의 차가 1 표준 점수 이상 차이가 날 때 복합 유형이

라고 하였다. 바따ž삣따ž까파(VžPžK)는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의 차가

1 표준 점수이하의 범위에 있을 때에 분류하였다.

그런데 이상의 조건에 맞지 않아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데이터들에 대

해서 유형을 부여할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였다. 이에 가장 큰 점수에서 1

표준 점수를 기준으로 두고, 중간 점수에 대해서는 평균인 0을 기준으로

하여 큰 점수가 1 표준 점수 보다 크고 중간 점수가 평균 이하인 음수 일

때 이를 약한 순수 유형이라고 분류하였고, 큰 값이 1 표준 점수 보다 크

고 중간 값이 평균 보다 클 경우와 큰 값이 1 표준 점수를 넘지는 못하지

만 중간 값이 평균 이상인 양의 점수를 가질 때 약한 복합 유형으로 분류

하였다. 그리고 큰 점수가 1 표준 점 수를 넘지 못하고 중간 값이 평균

이하인 음수일 때 약한 바따ž삣따ž까파(vžpžk)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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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둘 간의 구성을 비교해 보면 대체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

형적인 유형이 좀 더 많고 약한 유형이 조금 적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남ž여의 비율 등도 대체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복합 유형의 경우 전형

적인 유형 보다 약한 유형이 적었는데 이것은 중간 값이 음의 수를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복합 유형은 적어지고, 바따ž삣따ž까파(VžPžK) 유형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아유르베다 유형 검사의 결과 나온 유형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성별에 대한 차이를 보면 1차 연구 대상자나 전체 대상자에 대한

연구 모두에서 전체 바따 유형(순수 바따(V)와 약한 바따(v) 모두)은 남

자보다 여자의 비율이 높았다. 삣따유형은 전체 대상자에 대한 연구에서

는 남자의 비율이 여자의 비율에 비해 높은 특성을 보였다. 바따 유형은

여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고 삣따 유형은 남자의 비율이 더 높은 특성

을 보인다고 할 수 있었다. 이는 여자들이 지나친 다이어트를 하는 경향

성이 체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둘째, 연령별로 보면, 전체 바따 유형으로 통칭되는 순수 바따(V) 유형

이나 약한 바따(v) 유형의 경우 10대와 20대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대

에 비해서 많이 나타났다. 전체 삣까유형(순수 삣따(P)이나 약한 삣따(p))

유형의 경우 10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작고 30대, 40대, 50대의 경우 상대

적으로 많았다. 까빠는 골고루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10대 20대가 TV의

스타들을 모델링으로 지나친 다이어트를 하는 결과로 참여자들의 자기 분

석이 약한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셋째,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부산, 인천, 전남을 제외하고 나머지의

응답자 분포가 너무 낮았다. 서울의 경우 전체 삣따 유형의 경우 다소 많

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체로 나머지 체질과 남녀비율이 고른 분포를 보

였다. 경기도의 경우, 전체 삣따 유형과 전체 바따ž삣따 유형, 전체 바따ž

까파 유형이 다소 적게 분포 된 것으로 보여 진다. 부산의 경우 전체 바

따 유형과 전체 바따ž까파 유형이 다소 적게 분포하였다. 인천과 전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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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바따ž삣따ž까파 유형 만 높았다

넷째, 학력별 특징을 살펴보면 대학원 재학 이상의 경우 전체 삣따(P)

유형과 전체 삣따ž까파(PKžKP) 유형의 비율이 높았는데 이것은 삣따의

목적 지향적 성향이 엿보이고 있다. 삣따의 성향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깊이 탐구하고 실천하며 성과를 보여주고자 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이

러한 특성이 고 학력을 지향하게 한 것 같았다. 삣따ž까파(PKžKP) 유형은

목적지향적이면서 신체적 심리적으로 에너지가 좋아서 체력적으로도 전문

성을 가지게 만드는데 일조를 했다고 본다. 바따ž삣따ž까파(VžPžK)는 조화

롭게 자신의 체질 특성을 잘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직업별 특징을 보면 전문직이나 자영업의 경우 전체 삣따 유형

과 전체 삣따ž까파(PKžKP) 유형이 많았는데, 삣따 유형은 목적 지향적 성

향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깊이 탐구하고 실천하며, 남들보다 높은 성

과를 보여주고자 하는 경쟁적 특성 경향이 높기 때문에 이런 특성들을 보

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 삣따ž까파(PKžKP) 유형은 목적 지향적이면

서 신체적 심리적으로 에너지가 좋아서 체력적으로도 전문성을 가지게 만

드는데 일조를 했다고 볼 수 있었다. 바따ž삣따ž까파(VžPžK)는 조화롭게

자신의 체질 특성을 잘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

또 자영업의 경우는 삣따 유형들이 누군가의 통솔을 받는 것을 어려워

하는 삣따의 특성을 알 수 있게 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운영하기를 바

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부하직원으로 있는 것을 어려워함이 드러난다.

자기주장이 강한 삣따는 대부분 조직적 직장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항상

창업을 생각한다고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를 기준으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의 아유르베다 유형 검사의 타당도는 어떠한가에 대해 논의

하면 다음과 같다.

769명을 전문가 판정과 참여자의 검사 결과 유형 간의 일치도를 알아보

는 카파(kappa) 계수는 .756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양호하게 일치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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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그리고 참가자의 연령대별로 분석하여 살펴보면, 고등학생

.736, 대학생 .701. 성인 .798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전문가의 일치와 설문의 결과가 유의미한 일치도

를 보이고 있어서 아유르베다 유형 검사의 타당성이 양호하다고 할 수 있

었다.

유의미한 차이는 없지만 고등학생(.736), 대학생(.701)보다 일반인(.798)

이 더 높은 일치도를 보이는데 이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아직은 자아

정체감이 완전히 확립되지 않아서 자신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을 객관적

으로 인식하는 것이 더 어렵고 자신의 신체나 심리에 대한 혼란을 다소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

연구문제 2.의 아유르베다 유형검사의 신뢰도는 어떠한가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문항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명목 척도에서 사용

하는 분할계수(O: Contingency Coefficient)를 통해서 신체 문항과 심리

문항 간의 상관성을 산출하였다.

1차 연구에서 분할 계수가 신체문항 V와 심리 문항 V가 .767, 신체문

항 P와 심리문항 P가 .713, 신체문항 K와 심리문항 K가 .753으로 신체

문항과 심리문항 간의 상관이 높다고 볼 수 있었다.

전체 연구 대상자의 신체V와 심리V의 분할 계수는 .760이고, 신체P와

심리P는 .713, 신체K와 심리K는 .765로 신체문항과 심리 문항간의 상관이

높다고 할 수 있었다.

이상에서 보면 타당도인 카파(kappa) 계수(.756)와 신뢰도인 분할계수

(신체문항 V와 심리 문항 V가 .760, 신체문항 P와 심리문항 P가 .713, 신

체문항 K와 심리문항 K가 .765)가 유의미하게 높아서 아유르베다 유형

검사지의 문항이 검사지로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군집 분석을 통해서 전문가의 판정이나 설문에 따른 유형 구분이

아닌, 데이터를 동질적인 집단으로 그룹화함로써 연구 대상자들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1차 연구 대상(769명), 그리고 전체 연구 대상자(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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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대상으로 한 군집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1차 연구나

전체 대상 유형과 비슷한 군집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다.

연구 대상자가 설문 문항에 대해서 각각 체크한 a, b, c 세 가지의 빈도

의 합 중에서 하나의 중심 값이 크고 다른 값과 1 표준 점수 이상 차이가

나는 V형 군집, P형 군집, K형 군집의 경우 순수 바따(V), T순수 삣따

(P), 순수 까파(K) 유형과 유사하다. 유형 구분에서 복합 유형은 군집 분

석에서는 약한 VP형, 약한 VK형, 약한 PK형으로 나타났는데 큰 중심 값

과 중간의 중심 값이 1 표준 점수 내에 있고 나머지와는 차이가 나는 것

이다. 복합 유형이 약하게 나타났다는 것은 그 특성이 약하다는 것이 아

니라 본 연구 설계의 점수가 각각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점수가 같이 높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 값을 갖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유형들은 복합 유형과 비슷하다. VžPžK형은 가장

큰 중심 값과 가장 작은 중심 값이 1과 –1 표준 점수 내에 있는 것으로

바따ž삣따ž까파(VžPžK) 유형과 비슷했다.

군집 분석의 결과 나온 유형과 전문가 판정을 받은 유형 간에 일치도인

카파 계수가 .871로 서로 상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군집 분석이 연구자

의 임의에 의해 그룹을 설계하다보니 연구자의 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분석이라고 하는데 군집 분석의 결과와 전문가 판정을 받은 유

형 간의 비교가 타당도를 측정 할 수는 없지만 하나의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이 결과로 이 검사가 타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군집 분

석은 전문가 진단 유형과 참여자의 검사를 통한 유형 분류 간의 타당도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질문지 형식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리커트식이 아니고 명목척

도이므로 통계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통계 방법에 대한 제한점이 많았다.

또한 유형을 구분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점수가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다른

점수가 낮아져서 서로 독립적인 점수를 부여받지 못하여 통계적인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제한점이 많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리커트 척도를 통해 바

따형 질문과 삣따형 질문, 까파형 질문에 대해서 각각 독립적으로 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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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연구 대상자를 샘플링하는 과정에서 랜덤하게 하려는 노력의 일환

으로 리서치 기관에 의뢰하였으나 연령대별로 랜덤하게 추출하다 보니 지

역이나 직업, 지역 등에서 좀 더 작은 표본이 추출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10대 고등학생의 경우 현실적인 여건 상 랜덤하게 표본을 추출하기 어려

운 한계가 있어서 서울 및 중소 도시의 4개 학교에 의뢰하여 설문하였다.

그러므로 좀더 다양한 도시의 학년별 표본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면 한

다.

아울러 아유르베다 유형 검사지와 견주어 비교할 만한 검사지가 없다

보니 전문가의 판단에 근거하여 설문지의 유형과 비교분석을 하였는데,

전문가들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문진을 통해서 유형을 분류하는데 어

려움과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을 뿐 아니라 랜덤 샘플링을 위해서 리서치

기관에 의뢰하다 보니 더 많은 대상자에 대한 전문가의 판정과 유형 간의

비교가 불가능했다.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해서 차기 연구가 되었으면 한

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형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을 안다는 것

이다.

아유르베다 유형검사를 통해서 자신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기 유형의 긍

정 적인 면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도 방어하거나 회피하지 않

고 받아들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과의 조화롭고 원활한 상호

작용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다.

둘째, 상담 장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내담자들은 검사를 통해서 자신의 유형과 타인의 유형에 대해서 상담자

로부터 설명을 듣게 됨으로써 내담자는 자신의 성향을 알게 되고 특성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에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자신의 잠재력을 알 수 있

다. 또한, 자신의 세 가지 특성이 부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알아보고 균형

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상담을 통해서 알아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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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셋째, 대인관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개인뿐만 아니라 부부나 가족, 대인관계에서의 문제에서도 서로 간의

유형을 앎으로써 왜 의사소통이 어려웠는지, 갈등을 야기하는 원인 등에

대해서 이해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게 되면서 좀 더 소통이

잘되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넷째, 진로를 결정하고 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 아유르베다 유형검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관심 분야를 이해하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도움

을 줄 수 있다. 유형 별로 선호하는 일이 있는 것 같고 유형마다 각 직업

마다에의 접근 방법이나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다. 아유르베다 유형상담에

서는 자신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직업을 선택하는 데나 직업

에 적응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다섯째, 개인의 자아정체성과 사회성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자기성장

지향적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개인의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이

미지를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성격특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이렇게 아유르베다 유형 검사지를 개발함으로써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을 연구하여 개인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상담과 치료, 건강예방, 교

육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자신과 타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 대인관계나 부부, 가족, 업무 등에서 갈등을 줄이고 서로를

존중해 줄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상담이나 교육에서 아유르베다를 활용하고 연구하는데

있어서 본 연구가 많은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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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본 연구는 아유르베다 유형검사지의 개발과 타당화에 대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필요성은 아유르베다를 활용한 상담이나 치유 프로그램들이 많

이 활성화되고 있는데도 유형 검사지의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져 있지 않

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아유르베다 유형 검사지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입증

된 객관화된 검사지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연구의 필요성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유르베다의 유형 검사를 상담가나 일반인들이 표준

화된 검사지를 활용하여 상담 장면이나 건강 예방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

게 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었다.

본 연구를 통한 아유르베다 유형 검사의 결과에 나온 유형의 특성으로

첫째, 성별에 대한 차이를 보면, 바따 유형은 여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고 삣따 유형은 남자의 비율이 더 높은 특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었다.

둘째,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부산, 인천, 전남을 제외하고 나머지의

응답자 분포가 너무 낮았다. 서울의 경우 삣따 유형의 경우 다소 많은 것

으로 나타났지만, 대체로 나머지 체질과 남녀비율이 고른 분포를 보였다.

경기도의 경우, 전체 삣따 유형과 전체 바따ž삣따 유형, 전체 바따ž까파

유형이 다소 적게 분포 된 것으로 보여 진다. 부산의 경우 바따 유형이

다소 적게 분포하였다. 인천과 전남은 바따ž삣따ž까파 유형이 높았다

셋째, 연령별로 보면, 10대와 20대에서 바따 유형이 상대적으로 다른 연

령대에 비해서 많이 나타났다. 30대, 40대, 50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많았

다. 까빠는 골고루 나타났다.

넷째, 학력별로 보면, 대학원 재학 이상의 경우 삣따 유형과 삣따ž까파

(PKžKP) 유형의 비율이 높았다.

다섯째, 직업별 특징을 보면 전문직이나 자영업의 경우 삣따 유형과 삣

따ž까파(PKžKP) 유형이 많았다. 노무직인 경우는 까파의 유형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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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아유르베다 유형 검사지의 타당도를 알아본 결과, 카파

(kappa) 계수는 0.756으로 양호한 수준을 나타냈다. 그리고 신뢰도를 알아

본 결과, 신뢰도인 분할계수가 신체 V와 심리 V가 .760이고, 신체 P와 심

리 P는 .713, 신체 K와 심리 K는 .765로 신체문항과 심리 문항간의 상관

이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아유르베다 유형 검사지 개발을 위한 타당도와 신뢰도는 양

호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아유르베다 유형 검사지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양호하여 검사지로서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표준화를 하는데 있어서 너무나 적은 대상자가

있는 집단(제주도, 군/읍면, 중졸이하, 영업직 등)의 도출된 값을 일반화하

는데 무리가 있을 수 있었다. 더 많은 대상자를 포함시켜서 좀 더 다양한

직업별, 대학생의 경우 전공별 등 세분화해서 살펴보는 후속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보여 진다. 여기에 몇 가지 제언을 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설계가 리커트식이 아닌 명목척도이기 때문에 갖는 통

계적 한계가 있었으며, 하나의 점수가 나머지 점수에 연동됨으로써 갖는

한계가 있다. 호속 연구에서는 리커트식 척도를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아유르베다 유형검사지의 표준화 작업과 함께 연령별, 성별, 직업

별 구분을 한 추가 표집과 지속적인 후속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다른 유형 검사와의 관계 연구를 통해 타당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넷째, 우리나라에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 바따(V) 남자와 순수 까파(K)

남ž여, 복합 바따ž까파(VKžKV) 남ž여의 비율이 낮았고 삣따(P) 남자와 바

따ž삣따ž까파(VžPžK) 남ž여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것이 한국적인 특

성인지 보편적인 특성인지 알아보는 연구도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이에

한국에서 표집 연구가 인도의 연구와 미국의 연구, 일본의 연구와 상호

교류를 통해 비교 문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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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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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본연구의자료로만사용될뿐, 다른목적으로는사용되지않습니다.

본 설문지에 응답하는 시간은 약 15분∼20분가량 소요되며,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

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검사는성격을진단하거나개인의능력을평가하는심리검사가절대아닙니다.

선천적인신체, 심리의경향을알아보는비진단검사입니다.

이 검사는개인마다타고나는신체적경향과그경향이지니는성격의역동을알아내어

자기와 타인을 이해하고 가정과 사회, 학교와 직장 및 실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있습니다.

여러분의응답은아유르베다성격유형을알아볼수있도록도울수있는소중한자료가

될것입니다.

다시한번소중한시간을내어주심에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소 속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초월영성상담전공

연구자 : 임애라(박사과정)

지도교수 : 정미숙

2016. 6

※본설문조사와관련된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의메일로연락주세요.

E-mail :sangdam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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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Q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SQ2. 귀하는 올해 만 나이로 어떻게 되나요?
      만 (      )세 

  SQ3) 귀하의 거주지는? 
       ① 서울특별시 ② 부산광역시 ③ 인천광역시 ④ 대전광
역시     
       ⑤ 광주광역시   ⑥ 대구광역시   ⑦ 울산광역시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남(세종시 포함) ⑪ 충북   ⑫ 경남
       ⑬ 경북         ⑭ 전남           ⑮ 전북  ⑯ 제주

  SQ3-1) 그럼 거주하시는 지역의 크기는 어떻게 되나요? 
           (SQ3에서 1번~7번 응답자는 1번(특별/광역시) 자동체크
           SQ3에서 8번~16번 응답자는 2번(중소도시)와 3번(군/읍/면) 보기 
제시)

             ① 특별/광역시 ② 중소도시 ③ 군/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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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보기중가장가깝다고여겨지는하나만체크해주세요.

1. 나의머리카락두께는

a. 보통이다.

b. 가늘다.

c. 두껍다.

2. 나의머리카락은

a. 건조하다

b. 복합성이다

c. 지성이다.

3. 나의머리카락색깔은

a. 푸석한검정색이다.

b. 갈색에가깝다.

c. 윤기있는검은색이다.

4. 나의 이마는

a. 좁다

b. 짱구다

c. 넓다

5. 나의머리크기는

a. 작은편이다.

b. 보통이다.

c. 크다.

6. 나의눈썹은

a. 듬성듬성있다.

b. 부드러우며갈색이다.

c. 숱이많고검다.

7. 나의눈은

a. 피곤한듯이보인다.

b. 날카롭게보인다.

c. 편안해보인다.

8. 나의 코는

a. 얼굴크기에비해너무작거나크다.

b. 얼굴크기에적합하다.

c. 두툼하다.

9. 나의 치아(구강상태)는

a. 덧니가있거나가지런하지않다.

b. 적당하고잇몸출혈이잣다.

c. 크고가지런하다.

10. 나의입술은

a. 건조하다.

b. 따뜻하다.

c. 매끄럽다.

11. 나의 목은

a. 가늘고긴편이다.

b. 굵기도길이도보통이다.

c. 굵고짧은편이다.

12. 나의얼굴형은

a. 역삼각형이다.

b. 타원형이다.

c. 동그랗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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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나의 어깨는

a. 가냘프다.

b. 중간이다.

c. 넓은편이다.

14. 나의 가슴은(남녀모두)

a. 작다.

b. 보통이다.

c. 풍만하다.

15. 피부를잡아당겼을때(팔의피부)

a. 분리되어잘당겨진다.

b. 반정도분리된다.

c. 두꺼워서분리되지않는다.

16. 팔과다리의뼈는

a. 가늘고약하다.

b. 보통이다.

c. 굵은편이다.

17. 걸음걸이는

a. 보폭이짧으면서가뿐하게빨리걷는다.

b. 성급하게걷는다.

c. 느리게걷는다.

18. 나의음성은

a. 건조한편이고갈라져나온다.

b. 날카롭게들린다(톤이높다).

c. 부드러운편이다(톤이낮다).

19. 나의얼굴빛은

a. 다소칙칙하다.

b. 윤기가있다.

c. 탄력이있다.

20. 나의피부는

a. 건성이다.

b. 복합성이다.

c. 지성이다.

21.나의얼굴피부는

a. 잔주름이많다.

b. 주근깨와기미, 잡티가있다.

c. 잔주름과잡티가잘안생긴다.

22. 나는다른사람들보다

a. 골격이작다.

b. 골격이보통이다.

c. 골격이크다.

23. 나는 체중이

a. 신체에비해가볍다.

b. 키와적당하다.

c. 무겁다

24. 식욕은

a. 입맛이없는편이다.

b. 아주좋고배고프면짜증이나화가난다.

c. 항상있는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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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좋아하는음식은

a. 따뜻하고국물이있는것이다.

b. 뜨겁지않은음식이다.

c. 따뜻하고씹는음식이다.

26. 나는 평소에

a. 식사양이적은편이다.

b. 과식해도소화가잘된다.

c. 배부르게먹었지만입은더먹고싶어

한다.

27. 소화력은

a. 불규칙적이고, 때로는좋다가때로는

그렇지않다.

b. 좋으나, 가끔속쓰림이있다.

c. 인식하지않고잘먹는다.

28. 나의 소변양은

a. 적다.

b. 많다.

c. 보통이다.

29. 나의 대변은

a. 변비인경향이있다.

b. 부드럽거나묽은경향이있다.

c. 느리고굵은배변의경향이있다.

30. 나는면역력이

a. 낮은것같다.

b. 보통인것같다.

c. 높은것같다.

31. 수면은

a. 예민해서잠들기어렵다.

b. 쉽게잠들지만오래자지는않는다.

c. 어디에서나잘잔다.

32. 나의손은

a. 차갑다.

b. 따뜻하다.

c. 보통이다.

33. 나의 체질은

a. 약하다.

b. 보통이다.

c. 강하다.

34. 나는땀이

a. 잘안난다.

b. 평소에많이난다.

c. 잘안나지만땀이나기시작하면많이

난다.

35. 질병이생길때

a. 식욕이없다.

b. 열과갈증이난다.

c. 콧물이흐른다.

36. 나는몸이좋지않을때,

a. 피로감을많이느낀다.

b. 열이잘난다.

c. 잘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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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나는컨디션이안좋으면

a. 참을성없이예민해진다.

b. 비판적이고성급해진다.

c. 행동이느려지고완고해진다.

38. 나는 건강이나빠질때,

a. 공허와불안을느낀다.

b. 지나치게예리한판단과분노를느낀다

c. 무기력과우울해진다.

39. 나는돈이생길때

a. 충동적으로소비한다.

b. 과다지출은하지않는다.

c. 저축하는경향이있다.

40. 나는 아래의것에예민하다.

a. 소리

b. 빛

c. 냄새

41. 나는 아래와같이말한다.

a. 빠르게습관적으로

b. 분명하고힘있게

c. 침묵을좋아하고느리게

42. 말할때

a. 분위기에맞춰말을잘하는편이다.

b. 핵심을잘지적해서말한다.

c. 표현을잘안한다.

43. 앉아있을때

a. 오래앉아있는것이어렵다.

b. 상황에따라오래앉아있다.

c. 언제나잘앉아있는편이다.

44. 날씨는

a. 추운날씨를싫어한다.

b. 더운날씨를싫어한다.

c. 축축한날씨를싫어한다.

45. 다른 사람과말할때

a. 생각난이야기를잊을까봐끼어들때가

많다

b. 내주장을많이드러내는편이다.

c. 주장과질문을못할때가많다.

46. 나는 일을할때

a. 빨리지치는편이다.

b. 열정적이고성취감이있으면안지친다.

c. 잘지치지않는편이다.

47. 나의 관심은

a. 다양한것에호기심이많다.

b. 지식에관심이많다.

c. 실제적인것에관심이많다.

48. 나는감정변화에

a. 민감하다.

b. 표현이솔직하다.

c. 느리게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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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나의 교우관계는

a. 많은사람들과어울리는것을좋아한다.

b. 경우에따라친구들을선택한다.

c. 사람들을사귀는데느리지만관계가오래

지속된다

50. 나의 성격은

a. 한마디로말하기어렵다.

b. 목적지향적이다.

c. 보수적이다.

51.. 나는한마디로

a. 명랑쾌활하다.

b. 적극적이다.

c. 끈기있다.

52. 내가 건강할때는

a. 상상력이있고능동적인기질을발휘한다.

b. 정의롭고불같은기질을발휘한다.

c. 참을성있고헌신적인기질을발휘한다.

53. 운동할때

a. 체력이부족해서오래못한다.

b. 경쟁할때더재미있다.

c. 운동을 싫어하지만 한번 시작하면 지구력

이있다.

54. 나는언쟁시에

a. 순발력있게말이잘생각난다.

b. 정확하고명료한말을해야된다고

생각한다.

c. 할말이생각이안나다가뒤늦게

생각난다.

55. .다른사람들은건강한나를보고

a. 빠른이해와변화들을만드는능력이있는

사람으로본다.

b. 분별력이있고지도자적자질들을가진사

람으로본다.

c. 협력적이고수용적인사람으로본다.

56. 나는컨디션이좋을때

a. 융통성을발휘한다.

b. 용기를발휘한다.

c. 자비를발휘한다.

57. 나는보통

a. 하고 싶은 것은 많으나 실행에 옮기는 것

은별로

없다.

b. 가능성이있다고생각하는것은꼭해내고

야만

다.

c. 경험된방식으로끈기있게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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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인구통계적 자료를 위한 문항입니다. 귀하에게 해당하는 보기를 선택해

주십시오.

PQ1). 귀하의 학력은?

① 중졸이하 ② 고졸 ③ 대졸 ④ 대학원 재학 이상

⑤고재

PQ2)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 일반사무/관리직 2) 영업직 3) 생산/노무직 4 )

서비스직

5) 전문직 6) 자영업 7) 대학생 8 )

주부

9) 무직/기타 10)고등학생

인구통계학적 특성 문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