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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緖 論

李1)는 東醫壽世保元을 저술하여 사람을 네가지 體質로 구분하고 각각
의 性情의 편차로 인해 臟局, 生理, 病理가 차이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東醫壽世保元의 病證論에서는 四象人의 生理와 病理가 각기 다르므로 각
體質의 體質證과 體質病證이 다름을 말하였다. 李1)는 이러한 관점으로
인해 기존에는 하나의 病證으로 생각되던 것을 각 體質別로 서로 다른
病證임을 말하였다.
消渴은 消穀善飢하면서 渴而多飮하는 病證36)인데 이러한 消渴에 있어
서 少陰人의 경우는 食消라 하였고, 少陽人의 경우는 上消, 中消, 下消로
구분하여 보았고, 太陰人의 경우는 消渴이 아닌 燥熱이라고 하였다
23,37,38,39). 消渴은 서양의학적으로 보면 糖尿病과 유사한 점이 많은데17,20,22)
, 이는 糖尿病의 대표적인 증상인 多食, 多飮, 多尿가 消渴의 증상과 유
사하기 때문이다.
糖尿病은 고혈당 상태를 나타내는 여러 질환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의
병태생리는 매우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인슐린 분비의 절대적 또는 상
대적 부족이나 인슐린 표적 세포에서의 인슐린의 생물학적 효과감소로
인하여 발생되는 고혈당 및 이에 수반되는 대사장애가 장기간 지속되는
상태로 특징지워지는 질환이다18). 이러한 糖尿病은 근래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띠고 있는데3,5,9,11,12,24), 심혈관질환 및 암과 더불어 중년기 이후
인구에서 3대 난치병 중 하나이다15). 또한, 李1)가 각 體質別로 말한 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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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 消渴, 燥熱에 대한 현대적 이해가 필요하며 韓醫學界에서는 糖尿病과
유사한 消渴證에 대한 역학적인 조사가 미흡한 상태이고 더욱이 體質을
대상으로한 역학적 조사는 거의 전무하다.
이에 저자는 1996년 4월부터 1997년 7월까지 경희의료원 동서종합건강
진단센터에 내원한 환자 중 2547명을 대상으로 하여 糖尿病환자를 분류
하고 여러 가지 이화학적 검사결과와 體質분석설문조사를 토대로 하여
糖尿病 환자에 대한 體質別 特徵을 조사한 바 몇가지 유의한 결과를 얻
어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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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方法 對象
및

경희의료원 부속 동서종합건강진단센터에 1996년 4월부터 1997년 7월
까지 내원한 환자 중 2547명을 대상으로 하여 이곳에서 시행하고 있는
21개 검사항목 중 공복시혈당, 요당, 체중, 신장, 수축기혈압, 확장기혈압,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혈청 Creatinine, HDL-콜레스테롤을 위주로 조
사하였다. 환자들의 體質 진단은 사상변증내용 설문조사지(1)27)과 사상체
질분류검사(QSCC)43)를 이용하였고, 糖尿病의 진단기준은 공복시혈당이
140mg/dL이상으로 하였다2,17,18,42). 위의 자료들의 분석은 SPSS for
Windows 7.5.1을 이용하였다. 참고로 검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동서종합건강진단센터의 검사항목 : 일반사항, 신체계측, 혈압, 심전도
검사, 폐기능검사, 안과검사, 청력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대변검사, 간
염검사, 생화학검사, 특수혈액검사, 면역혈청검사, 갑상선기능검사, 자궁
세포진검사와 유방 X선 촬영을 통한 부인과 검사, 흉부 X선 검사, 위내
시경검사, 초음파검사, 치과검사, 경락공능검사로 양도락과 EAV, 한방맥
진검사, 體質감별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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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結 果

1. 對象者의 性別, 年齡別 및 體質間 分布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은 10대부터 70대까지 있었으며 평균연령은
45.37세였다. 이중 남자는 1365명으로 전체의 53.6%이고 평균 연령은
44.37세였으며, 여자는 1182명으로 전체의 46.4%이고 평균 연령은 46.53
세였다(Table 1).
연령별 분포로는 20대 이하가 194명(7.6%), 30대가 758명(29.8%), 40대
가 623명(24.5%), 50대가 669명(26.3%), 60대가 267명(10.5%), 70대 이상
이 36명(1.4%)으로 30～50대가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Table 2).
한편 體質別로는 太陰人이 1228명(48.2%), 少陽人이 689명(27.1%), 少
陰人이 629명(24.7%)으로 李1)가 제시한 수치인 太陰人 50%, 少陽人
30%, 少陰人 20%의 비율과 비교할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Table
3).
Table 1. Mean Age by Gender
Male
Mean
44.37

Female
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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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45.37

Table 2. Sex and Age Distribution
Male
under 30
98(3.8%)
31～40
469(18.4%)
41～50
347(13.6%)
51～60
305(12.0%)
61～70
131(5.1%)
over 71
15(0.6%)
Total
1365(53.6%)

Female
96(3.8%)
289(11.3%)
276(10.8%)
364(14.3%)
136(5.3%)
21(0.8%)
1182(46.4%)

Total
194(7.6%)
758(29.8%)
623(24.5%)
669(26.3%)
267(10.5%)
36(1.4%)
2547(100%)

Table 3. The Distribution by Constitution
Male
Female
Taeumin
633(24.9%)
595(23.4%)
Soyangin
465(18.3%)
224(8.8%)
Soeumin
266(19.5%)
363(14.3%)
Total
1364(53.6%)
1182(46.4%)
Number of missing observation=1

Total
1228(48.2%)
689(27.1%)
629(24.7%)
2546(100%)

2. 平均 空腹時 血糖値

공복시 혈당치는 최저 65mg/dL부터 최고 361mg/dL까지 있었으며 평
균 혈당치는 96.55mg/dL이었다(S.D 28.99)(Table 4).
한편 體質別로 평균 공복시 혈당치를 조사한 결과 太陰人의 평균 혈당
치는 99.54mg/dL이었고, 少陽人은 96.45mg/dL, 少陰人은 90.82mg/dL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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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를 ANOVA 검정16)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유의수준 P<0.05에
서 유의성있게 나타났다(Table 5).
Table 4. Mean Fasting Serum Glucose Level (mg/dL)
Min
Max
Mean
Fasting serum
65
361
96.55
glucose level

SD
28.99

Table 5. Mean Fasting Serum Glucose Level by Constitution (mg/dL)
(df=2, P=0.000)
Mean
SD
Taeumin
99.54
32.11
Soyangin
96.45
31.22
Soeumin
90.82
16.59

3. 糖尿病의 有病率

糖尿病 患者를 찾기 위하여 空腹時 血糖値가 140mg/dL이상이란 糖尿
病 진단기준을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 전체 환자 2546명 중 4.2%인 106
명이 糖尿病으로 나타났다(Table 6). 한편 尿糖이 positive인 사람을 조
사한 결과 전체의 2.9%인 74명으로 나타났다(Table 7).
血糖과 尿糖을 비교한 결과 혈당치에서는 糖尿病으로 나타났으나 尿糖
에서는 정상으로 나타난 사람이 36명이었고, 尿糖에서는 糖尿病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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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으나 血糖値에서는 정상으로 나타난 사람은 5명이었다(Table 8).
Table 6. The Incidence of D.M by Serum Glucose Level
Frequency
Percentage
Normal
2440
95.8
D.M
106
4.2
Total
2546
100
Number of missing observation=1
Table 7. The Distribution of Abnormality by Urine Glucose
Frequency
Percentage
Normal
2458
96.5
Abnormal
74
2.9
Total
2532
99.4
Number of missing observation=15
Table 8. The Comparison between Serum Glucose and Urine Glucose
Urine glucose
Total
Normal
Abnormal
Normal
2421
5
2426
Serum glucose Abnormal
36
69
105
Total
2457
74
2531
Number of missing observation=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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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性別, 年齡別에 따른 糖尿病의 有病率

性別로 糖尿病의 유병율을 살펴보면 남자는 총 1364명 중 4.8%인 66명
이 糖尿病으로 나타났고, 여자는 총 1182명 중 3.4%인 40명이 糖尿病으
로 나타났다. 남녀간의 糖尿病 유병율의 차이를 χ 로 검정한 결과
P<0.0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성이 없었다(Table 9).
연령별로 살펴보면 30세 이하에서는 糖尿病 환자가 한 명도 없었고 30
대에서는 10명(1.3%), 40대에서는 24명(3.9%), 50대는 48명(7.2%), 60대는
20명(7.5%), 70대 이상에서는 4명(3.8%)로 나타나 50대가 가장 糖尿病
환자가 많았다. 이를 χ 로 검정한 결과 유의수준 P<0.05에서 유의성이
있었다(Table 10).
2

2

Table 9. The Incidence of D.M by Gender

( χ =3.358, df=1, P=0.67)
D.M
Total
66(4.8%)
1364
40(3.4%)
1182
106
2546
2

Normal
Male
1298(95.2%)
Female
1142(96.6%)
Total
2440
Number of missing observatio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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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The Incidence of D.M by Age

( χ =50.909, df=5, P=0.000)
D.M
Total
194
10(1.3%)
758
24(3.9%)
622
48(7.2%)
669
20(7.5%)
267
4(11.1%)
36
106
2546
2

Normal
under 30
194(100%)
31～40
748(98.7%)
41～50
598(96.1%)
51～60
621(92.8%)
61～70
247(92.5%)
over 71
32(88.9%)
Total
2440
Number of missing observation=1

5. 體質에 따른 糖尿病의 有病率

體質別로 糖尿病의 유병율을 살펴보면 太陰人의 경우는 糖尿病 환자가
70명(5.7%), 少陽人은 29명(4.2%), 少陰人은 7명(1.1%)여서 太陰人이 가
장 많았다. 이를 χ 로 검정해 보면 유의수준 P<0.05에서 유의성이 있었
다(Table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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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The Incidence of D.M by Constitution

( χ =21.973, df=2, P=0.000)
D.M
Total
70(5.7%)
1227
29(4.2%)
689
7(1.1%)
629
106
2545
2

Normal
Taeumin
1157(94.3%)
Soyangin
660(95.8%)
Soeumin
662(25.5%)
Total
2439
Number of missing observation=2

6. 糖尿病 患者의 體質別 기타내용

糖尿病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體質別 性別 간의 분포를
조사한 결과 太陰人은 남자 43명, 여자 27명, 少陽人은 남자 20명, 여자
9명, 少陰人은 남자 3명, 여자 4명으로 나타났다(Table 12).
Table 12. The Distribution of D.M by Constitution and Gender
( χ =1.697, df=2, P=0.428)
Male
Female
Total
Taeumin
43
27
70
Soyangin
20
9
29
Soeumin
3
4
7
Total
66
40
106
2

또한 體質別 연령별 간의 분포를 조사한 결과 太陰人의 경우 30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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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40대 17명, 50대 28명, 60대 13명, 70대 이상 2명이고 少陽人은 40대
5명, 50대 17명, 60대 6명, 70대 이상 1명이고 少陰人은 40대 2명, 50대 3
명, 60대 1명, 70대 이상 1명으로 나타났다(Table 13).
Table 13. The Distribution of D.M by Age

( χ =9.364, df=8, P=0.292)
61～70 over 71 Total
13
2
70
6
1
29
1
1
7
20
4
106
2

Taeumin
Soyangin
Soeumin
Total

31～40
10
10

41～50
17
5
2
24

51～60
28
17
3
48

7. 糖尿病과 肥滿과의 關係

肥滿을 진단하는데 있어서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 BMI-이하
BMI)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이다. BMI를 구하는 공식은 ‘BMI=체중
(kg)/(키(m))2’이다. 일반적으로 BMI가 30이상이면 명확한 肥滿으로 진단
한다2,18). 이 BMI를 계산하여 30이상인 사람을 肥滿으로 보고 肥滿者와
糖尿病과의 관계를 관찰한 결과 糖尿환자에 있어서 4명(3.8%)이 肥滿으
로 나타났다(Table 14).
糖尿病 환자 중에서 체질과 肥滿과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太陰人의 경
우에만 4명이 肥滿이었고 다른 체질에서는 肥滿者가 없었다(Table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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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The Relationship between D.M and Obesity
( χ =1.657, df=1, P=0.198)
Normal
D.M
Total
Normal
2392
102
2494
Obesity
48
4
52
Total
2440
106
2546
Number of missing observation=1
2

Table 15.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titution and Obesity in D.M
( χ =2.138, df=2, P=0.343)
Normal
Obesity
Total
Taeumin
66
4
70
Soyangin
29
29
Soeumin
7
7
Total
102
4
106
2

8. 糖尿病와 高血壓과의 관계

高血壓의 진단은 18세 이상에서 2번 이상 방문시 측정한 혈압의 평균
치가 140/90mmHg이상인 경우 진단된다18). 그러나 본 연구에 있어서는
1회 측정치 140/90mmHg이상인 경우 高血壓으로 진단하였다. 高血壓과
糖尿病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糖尿病의 25명이 高血壓인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χ 로 검정한 결과 유의수준 P<0.05에서 유의성이 있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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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糖尿病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體質別 高血壓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太陰人 17명, 少陽人 7명, 少陰人 1명이 高血壓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7).
Table 16. The Relationship between D.M and Hypertension
( χ =7.621, df=1, P=0.006)
Normal
D.M
Total
Normal
2099
81
2180
Hypertension
341
25
3696
Total
2440
106
2546
Number of missing observation=1
2

Table 17.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titution and Hypertension in D.M
( χ =0.360, df=2, P=0.835)
Normal
Hypertension
Total
Taeumin
53
17
70
Soyangin
22
7
29
Soeumin
6
1
7
Total
81
25
10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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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糖尿病과 血中 脂質과의 關係

혈중 지질 농도는 심혈관 질환의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18). 고지혈
증은 주요 지질의 혈액내 함량이 과도하게 증가되어 있는 상태21)를 말하
는데, 총 콜레스테롤치가 250mg/dL이상인 경우와 LDL 콜레스테롤이
160mg/dL 이상인 경우 2가지가 있다18). 보통의 검사에 있어서는 총 콜
레스테롤치, 중성지방과 HDL 콜레스테롤치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 때
LDL 콜레스테롤치를 구하는 방법은 ‘LDL 콜레스테롤=(총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중성지방/5’이다18). 이에 총 콜레스테롤치가
250mg/dL이상인 사람과 糖尿病과의 관계와 LDL 콜레스테롤이
160mg/dL이상인 사람과 糖尿病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총 콜레스테롤치를 기준으로 한 고지혈증과 糖尿病과의 관계는 糖尿환
자 중 19명이 고지혈증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χ 검정으로 볼 때 유의수
준 P<0.05에서 유의성이 있었다(Table 18). LDL 콜레스테롤을 기준으로
한 고지혈증과 糖尿病과의 관계는 糖尿病 환자 중 14명이 고지혈증으로
나타났으며, χ 로 검정한 결과 유의수준 P<0.05에서 유의성이 있었다
(Table 19).
또한 糖尿病 환자 중 體質別 총 콜레스테롤치를 기준으로 한 고지혈증
과의 관계의 결과는 太陰人 17명, 少陽人 2명이 고지혈자로 나타났고, 少
陰人의 경우는 없었다(Table 20).
糖尿病 환자 중 LDL 콜레스테롤치를 기준으로 한 고지혈증과의 관계
의 결과는 太陰人 11명, 少陽人 3명이었으며, 역시 少陰人은 없었다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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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혈청내 지질 중 HDL 콜레스테롤은 관상동맥질환의 위험도 측정에 많
은 도움을 준다. HDL 콜레스테롤치가 45mg/dL이하에서는 관상동맥질환
의 발생률이 높다42). HDL 콜레스테롤치가 45mg/dL이하인 경우를 관상
동맥질환 위험수준으로 보고 糖尿病과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糖尿病 환
자의 35명이 관상동맥질환 위험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2). 糖尿
病 환자 중 관상동맥질환과 체질과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太陰人 28명,
少陽人 6명, 少陰人 1명이 관상동맥질환 위험수준으로 나타났다(Table
23).
Table 18. The Relationship between D.M and Hyperlipoproteinemia by Total
Cholesterol
( χ =24.505, df=1, P=0.000)
Normal
D.M
Total
Normal
2296
87
2283
Hyperlipoproteinemia
144
19
163
Total
2440
106
2546
Number of missing observation=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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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9. The Relationship between D.M and Hyperlipoproteinemia by
LDL-Cholesterol
( χ =13.084, df=1, P=0.000)
Normal
D.M
Total
Normal
2316
92
2408
Hyperlipoproteinemia
124
14
138
Total
2440
106
2546
Number of missing observation=1
2

Table 20.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titution and Hyperlipoproteinemia
by Total Cholesterol in D.M
( χ =5.581, df=2, P=0.54)
Normal
Hyperlipoproteinemia
Total
Taeumin
53
17
70
Soyangin
27
2
29
Soeumin
7
7
Total
87
19
10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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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titution and Hyperlipoproteinemia
by LDL-cholesterol in D.M
( χ =1.656, df=2, P=0.437)
Normal
Hyperlipoproteinemia
Total
Taeumin
59
11
70
Soyangin
26
3
29
Soeumin
7
7
Total
92
14
106
2

Table 22. The Relatioinship between D.M and HDL-Cholesterol
( χ =3.611, df=1, P=0.057)
Normal
D.M
Total
Normal
1834
71
1905
Abnormal
606
35
641
Total
2440
106
2546
Number of missing observation=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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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titution and High-risk Coronary
Disease in D.M
( χ =4.646 df=2, P=0.98)
Normal
High-risk
Total
Taeumin
42
28
70
Soyangin
23
6
29
Soeumin
6
1
7
Total
71
35
106
2

10. 糖尿病과 蛋白尿와의 關係

糖尿病과 蛋白尿와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糖尿病 환자의 25명이 蛋白
尿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χ 검정에서 유의수준 P<0.05으로 유의성이
있었다(Table 24). 糖尿病 환자 중에서 체질과 蛋白尿와의 관계를 조사
한 결과 太陰人 17명, 少陽人 7명, 少陰人 1명이 蛋白尿인 것으로 나타났
다(Table 25).
2

Table 24. The Relationship between D.M and Proteinuria
( χ =68.513, df=1, P=0.000)
Normal
D.M
Total
Normal
2309
80
2389
Proteinuria
117
25
142
Total
2426
105
2531
Number of missing observartion=1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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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5. The Relationship between D.M and Proteinuria by Constitution
( χ =0.179, df=2, P=0.914)
Normal
Proteinuria
Total
Taeumin
53
17
70
Soyangin
22
7
29
Soeumin
5
1
6
Total
80
25
105
2

11. 糖尿病과 血淸 creatinine과의 관계

혈청 creatinine이 1.5mg/dL이상인 경우3)를 조사한 결과 糖尿病 환자
중 혈청 creatinine수치의 이상을 보인 사람은 없었다(Table 26).
Table 26. The Relationship between D.M and Serum Creatinine
( χ =0.349, df=1, P=0.555)
Normal
D.M
Total
Normal
2432
106
2538
Abnormal
8
8
Total
2440
106
2546
Number of missing observation=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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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考 察

消渴은 黃帝內經 素問 奇病論篇에 消渴로 通評虛實論篇에는 消癉으로
記載되어 있다28,29,34). 消는 胃와 大腸에 熱結하므로 消化機能에 異常을
일으키고 그 때문에 身體가 점차 瘦瘠해 가는 것이며, 渴은 물이 줄어
그 흐름이 미미한 것으로 변화하여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게 된다는 의
미이다20).
韓醫學 文獻에서 消渴에 포함되는 명칭은 ‘消渴, 消癉, 消中, 上消, 中
消, 下消, 腎消, 風消, 鬲消, 肺消, 內消, 胃消, 食㑊, 酒渴, 蟲渴, 脾消’ 등
이 있는데17,25,26,29,30,31,33,35,36), 그 原因으로서는 ‘二陽結’29), ‘五臟의 柔弱’30),
‘下焦虛熱로 인한 腎燥’26), ‘火’35), ‘燥熱’31), ‘肺金이 熱을 받아 液을 損傷시
킴’36), ‘熱’, ‘內虛有熱’25), ‘命門 三焦의 異常’33) 등으로 多樣하게 敍述되어
왔으며, 이를 總括하면 燥, 熱, 火가 가장 基本的인 病因으로 認識되어
왔던 것을 알 수 있다.
四象醫學에서 보는 消渴病論을 보면 李1)는 “靈樞曰 二陽結 謂之消 飮
一溲二 死不治 註曰二陽結 謂胃及大腸 熱結也, 扁鵲難經曰 消渴脈 當得
緊實而數 反得沈濇而微者 死, 張仲景曰 消渴病 小便反多 如飮水一斗 小
便亦一斗 腎氣丸主之, 論曰 此病 非少陽人消渴也 卽 太陰人燥熱也 此證
不當用 腎氣丸 當用 熱多寒少湯 加 藁本 大黃”이라 하여 靈樞, 難經, 傷
寒論에서 언급된 消渴證은 少陽人 消渴이 아닌 太陰人의 燥熱로 보았고
“嘗見 少陰人 飮食倍常 口味甚甘 不過一月 其人 浮腫而死 少陰人 食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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卽 浮腫之屬而 危證也 不可不急治 當用 芎歸蔥蘇理中湯”이라 하여 少陰
人에서는 食消가 消渴과 비슷한 증상을 갖고 있으며, “上消 自爲重證而
中消 倍重於上消 中消 自爲險證而 下消 倍險於中消 上消 宜用 凉膈散火
湯 中消 宜用 忍冬藤地骨皮湯 下消 宜用 熟地黃苦參湯”이라 하여 少陽人
의 경우 消渴을 上消, 中消, 下消로 구분하여 말하였다.
각각의 원인을 살펴보면 “少陰人 喜好不定而 計窮力屈則 心煩躁也”라
하여 정신적 불안정이 心煩을 일으킨다고 하였고 少陰人 食消證은 浮腫
病에 속하여 危證이라고 했다.
太陰人 燥熱病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侈樂無厭 慾火外馳 肝熱大盛 肺
燥太枯之故也”라 하여 사치 향락과 과도한 욕망으로 인해 신체적인 燥熱
證을 발하였다고 보고 있다.
少陽人의 消渴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消渴者 病人胸次 不能寬遠闊達
而 陋固膠小 所見者 淺 所欲者 速 計策鶻突 意思艱乏則 大腸淸陽 上升之
氣 自不快足 日月耗困 生此病也”이라 하였다1,38).
이러한 消渴은 西洋醫學의 糖尿病과 가장 類似한 病證으로 여겨지며,
金2), 杜17), 金20), 李22) 등도 糖尿病이 東洋醫學的으로는 消渴의 範疇에 屬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糖尿病의 主症인 多渴, 多食, 多尿를 消渴의
各症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찾아 볼 수 있는데서 온 유사개념의 표현이라
생각된다20).
糖尿病은 고혈당 상태를 나타내는 여러 질환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인슐린 분비의 절대적 또는 상대적 부족이나 인슐린 표적 세포에서의 인
슐린의 생물학적 효과감소로 인하여 발생되는 고혈당 및 이에 수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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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장애가 장기간 지속되는 상태로 특징지워지는 질환이다18).
糖尿病은 성경에 나오는 Moses때에 이미 Egypt 의학잡지에 기술된 것
을 Papyrus Eber가 밝혀 기원전 3500년전부터 그 인식이 있었다10). 여기
에는 “극도의 다뇨”라는 말이 있으며 糖尿病을 시사하는 여러 가지 증상
도 기재되어 있다. 로마시대의 Aretaeus(A.D. 30～90)는 다뇨증에 대해
'Diabetes'라 명명하였으고 영국의 Cullen(1756)이 diabetes의 뒤에 달다
는 뜻의 mellitus라는 형용사를 붙여 오늘날의 Diabetes Mellitus라는 이
름이 완성되었다. 그후 Malpigi(1628～1694)와 Cawley에 의해 膵臟
이 糖尿病과 關係가 있다는 事實이 밝혀졌고, 1921年 Banting과
Best가 膵臟으로부터 血糖降下作用成分(Insulin)을 뽑아내는데 成功함
으로써 糖尿病治療의 劃期的인 轉機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2次世界大戰
무렵 장티푸스를 治療하기 위해 使用된 설폰아미드 誘導體(2254 RP)
가 多數의 患者에게 低血糖을 일으킴을 發見함으로써 그 誘導體를 經口
血糖降下劑로 使用하게 되어 現在와 같은 糖尿病 治療法이 確立되었다
2).
糖尿病의 진단은 1981년 미국 糖尿病학회와 1985년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기준에 의하는데 공통적으로 공복시 정맥혈 혈장 포도당 농도가
2회 이상 140mg/dL이상이거나, 정맥혈 혈장농도가 115mg/dL이상이나
140mg/dL미만인 경우에는 경구당부하검사를 실시하여 2시간 이내의 것
과 당부하 후 2시간 후의 것이 200mg/dL 이상일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
다2,17,18,42).
糖尿病에는 인슐린을 필요로 하는 인슐린 의존형 糖尿病(제1형)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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슐린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인슐린 비의존형 糖尿病(제2형), 그리고 원인질
환이나 약물에 의한 2차성 糖尿病, 영영실조 관련 糖尿病 등으로 구분된
다2,5,17,18). 인슐린 의존형 糖尿病은 비교적 낮은 연령(40세 이전)에서 발
생하고 그 발병도 갑작스러우며 증상도 뚜렷하다. 그러나 인슐린 비의존
성 糖尿病은 비교적 높은 연령(40세 이후)에 많이 나타나고 그 발병 시
작도 확실하지 않으며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다44). 우리나라에 있
어서는 인슐린 의존성 糖尿病의 유병율은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
고9), 우리나라의 糖尿病의 95%는 인슐린 비의존성 糖尿病이다5).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의 역학조사는 대부분 인슐린 비의존성 糖尿病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糖尿病의 유병율은 지역, 인종, 민족에 따라서 다르며 동일 민족 내에
도 음식물, 생활정도, 직업, 肥滿症 등의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유병율
이 다르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糖尿病의 유병율은 대개 1～3%로 추정되
고 있다3). 우리나라에서 조사한 糖尿病의 유병율을 살펴보면, 김 등15)이
1971년 전북 옥구군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26%이었고, 황 등14)이
1972년에 서울 시내의 모 은행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4.9%였는데 이는 남자만을 조사한 결과였다. 손 등4)은 1975년 국내 종합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0.84%의 유병율을 보였다.
한편, 1977년 김 등12)이 서울대학교 부속병원에 내원한 환자를 위주로
조사한 糖尿病의 유병율은 1.59%였고, 이 등3)이 1983년에 강남성모병원
건강진단센터 내원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유병율은 3.5%였다. 경기도
연천군 지역에서 만성 비전염성 질환에 대한 역학적 연구를 시행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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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1989년 예비조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이 지역의 糖尿病의 유병율
은 2.4%였다. 그러나 이는 질문지를 이용하여 이미 糖尿病으로 진단받은
사람만을 찾아낸 결과이므로 실제 유병율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생
각된다2). 가장 최근의 결과인 1990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전국적인
조사에 의하면 대략 3%인 것으로 나타났다9).
이러한 역학조사는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을 연결시켜 주는 고리임에도
불구하고 한의학계에서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四象人
糖尿病 환자의 기초적인 역학과 病證 양상을 조사하기 위해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消渴은 서양의학적으로 보면 糖
尿病이라 볼 수 있으므로 糖尿病으로 진단될 수 있는 사람을 糖尿病 患
者로 보았다.
경희의료원 부속 동서종합건강진단센터에 1996년 4월부터 1997년 7월
까지 내원한 환자 중 2547명을 體質別로 분류할 때 太陰人이 전체의
48.2%인 1228명, 少陽人은 전체의 27.1%인 689명, 少陰人은 전체의
24.7%인 629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李1)가 제시한 전체 환자 10000명 중
太陰人 5000명, 少陽人 3000명, 少陰人 2000명이란 비율과 비교할 때 크
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전체 환자의 平均 血糖値는 96.55mg/dL이었다.
體質別로 알아본 平均 血糖値는 太陰人 99.54mg/dL, 少陽人 96.45mg/dL,
少陰人 90.82mg/dL로 나타났는데, 이를 ANOVA 검정을 이용한 결과 유
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體質 간의 血糖値의 차이가 인정되었다.
糖尿病의 유병율을 살펴보면 전체 환자 중 106명이 糖尿病으로 나타나
4.2%의 유병율을 보였다. 이는 기존의 연구결과2,3,4,12,14,15)와 비교할 때 약
- 24 -

간 높은 수치였다. 性別로 보면 남자는 4.8%, 여자는 3.4%의 유병율을
보여 남자의 경우가 높게 나왔다. 김 등15), 손 등4), 김 등12), 이 등3)의 연
구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남자의 경우가 여자보다 높은 유병율을
나타내었다. 구미의 경우는 남자보다 여자의 경우가 糖尿病의 유병율이
높지만 아시아에서는 일본, 필리핀, 대만 등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남
자의 경우가 유병율이 높았다12). 한편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가 가장
환자 수가 많았고, 40대와 60대에서도 많은 환자 수를 나타내었다. 각 연
령대별 유병율을 보면 50대와 60대에서 높게 나왔다. 이처럼 연령별로
살펴본 糖尿病의 유병율은 χ 검정에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體質別로 보면 太陰人의 경우 총 糖尿病 환자 106명 중 70명으로 가장
많았고 少陽人 29명, 少陰人 7명의 순이였으며 유병율은 太陰人 5.7%,
少陽人 4.2%, 少陰人 1.1%으로 나타났다. 이를 χ 검정으로 살펴본 결과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體質間 유병율 차이가 인정되었다. 이40)의
연구에 의하면 太陰人은 다른 체질보다 체중이 무거우며 그에 따라 비만
도, 혈중내 중성지방 농도, 혈압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太
陰人의 특성은 高血壓, 糖尿 등의 성인병을 유발하기 쉬운 상황이며 이
러한 특성이 본 연구에서도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太陰人은 사치와 향락
을 일삼고 慾火를 이기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다른 체질보다 욕심이 많
아 성인병이 유발되기 쉽다고 생각된다. 또한 太陰人은 吸聚之氣가 많고,
呼散之氣가 부족한데 이러한 특성 역시 太陰人이 痞滿, 高血壓, 糖尿 등
이 유발되기 쉬운 원인이라 생각된다.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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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슐린 비의존성 糖尿病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되어 있는 肥滿症2)
과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전체 糖尿病 환자 중 3.8%인 4명 만이 肥滿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4명은 모두 太陰人이었으며 少陽人, 少陰人의 경우
는 肥滿者가 없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肥滿은 인슐린 비의존성 糖尿
病에서 흔히 볼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구미의 역학조사 결과이고, 우리
나라의 경우는 糖尿病 환자의 20%정도가 肥滿이라고 민9)은 말하였으며
박 등28)의 조사에 의하면 肥滿인 사람은 23.3%으로 나타났다.
高血壓과 糖尿病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糖尿病 환자의 23.1%인 25명이
高血壓환자로 나타났다. 이는 χ 검정에서도 유의성있게 나타났으며, 김
등11)의 연구에서는 전체 糖尿 환자의 37.9%가 고혈압이라 하였고 문 등
7)의 연구에서는 28.2%의 糖尿환자가 고혈압이라 하였다. 김 등13)은 糖尿
환자의 17.0%에서 고혈압을 관찰하였다고 보고하였다. 體質別로 살펴보
면 太陰人의 경우 27.1%인 17명이 高血壓이었으며, 少陽人은 15.4%인 7
명, 少陰人은 16.7%인 1명이 高血壓으로 나타났다.
糖尿病에서 잘 나타나는 합병증의 하나인 혈관장애2)를 살펴보기 위하
여 지질과 糖尿病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먼저 총 콜레스테롤과 糖尿病
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糖尿病 환자 중 17.9%인 19명이 고지혈자인 것으
로 나타났고, LDL 콜레스테롤과 糖尿病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13.2%인
14명이 고지혈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χ 검정에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糖尿病과 高脂血症과의 관계는 상관성이 있었다. 김 등8)
의 연구에서는 空腹時 血糖量의 증가와 총지질량의 증가는 상관성이 있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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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였으며, 이 등3)의 연구에서는 糖尿病 환자 중 고 콜레스테롤혈증
의 빈도는 21.0%라 하였다. 한편 體質別로 총 콜레스테롤과 糖尿와의 관
계를 살펴보면, 太陰人의 경우 24.3%인 17명이 고지혈자로 나타났고 少
陽人은 6.9%인 2명이 고지혈자로 나타났다. 少陰人의 경우는 고지혈자가
없었다. 體質別 LDL 콜레스테롤과 糖尿病과의 관계에서는 太陰人의
15.7%인 11명이 고지혈자로 나타났으며 少陽人의 경우는 10.3%인 3명이
고지혈자였고 少陰人은 고지혈자가 없었다. 관상동맥의 지표로 많이 사
용되는 HDL 콜레스테롤42)과 糖尿病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糖尿病 환
자의 33.0%인 35명에서 관상동맥질환 위험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體質
別로 살펴보면 太陰人의 40%인 28명, 少陽人의 20.7%인 6명, 少陰人의
14.3%인 1명이 관상동맥질환 위험수준으로 나타났다.
糖尿病性 腎症18)과 糖尿病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蛋白尿와 糖尿病,
혈청 creatinine과 糖尿病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蛋白尿와 糖尿病의 관계
에서는 糖尿病 환자의 23.8%인 25명이 蛋白尿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Chi-Square 검정상 유의성이 있었다. 體質과 蛋白尿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太陰人은 24.3%인 17명, 少陽人은 24.1%인 7명, 少陰人은 16.7%인
1명이 蛋白尿로 나타났다. 혈청 creatinine과 蛋白尿와의 관계는 糖尿病
환자 중 혈청 creatinine이 비정상으로 나타난 경우는 없었다. 이 등6)의
연구에서는 糖尿病 환자 중 17%가 蛋白尿가 나타났다고 하였고 김 등
13)은 糖尿病 환자의 11.1%에서 蛋白尿를 관찰하였다고 보고했다. 이 등3)
은 糖尿病 환자의 17.3%가 蛋白尿를 보였다고 하였고 혈청 creatinine은
糖尿病 환자의 1.8%에서 볼 수 있다고 보고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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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역학적으로 볼 때 전체 糖尿病의 有病
率은 4.2%, 각 體質別 糖尿病의 有病率은 太陰人 5.7%, 少陽人 4.2%, 少
陰人 1.1%로 나타났다. 糖尿病과 高血壓과의 관계, 총 콜레스테롤치와
糖尿病과의 관계, LDL 콜레스테롤치와 糖尿病과의 관계, 蛋白尿와 糖尿
病과의 관계에 있어서 유의성있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각각의 항목을
體質別로 살펴보면 모든 항목에서 太陰人이 가장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지만 유의성을 찾을 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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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結論

경희의료원 부속 동서종합건강진단센터에 1996년 4월부터 1997년 7월
까지 내원한 환자 중 2547명을 대상으로 하여 糖尿病 환자의 體質別 特
徵에 對한 臨床的 硏究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糖尿病의 유병율에 있어서 남자 4.8%, 여자 3.4%, 전체 4.2%로 나타
났으며 體質別로 살펴보면 太陰人 5.7%, 少陽人 4.2%, 少陰人 1.1%로 體
質간 차이가 나타났다.
2. 糖尿病과 肥滿과의 관계에 있어서 糖尿病 환자중 3.8%만이 肥滿으
로 나타났고 糖尿病 환자 중 太陰人의 경우에서만 肥滿이 관찰되었다.
3. 糖尿病 환자 중 高血壓 환자는 23.6%, 고지혈증 환자는 총 콜레스테
롤치 기준으로 보면 17.9%, LDL 콜레스테롤치를 기준으로 보면 13.2%
로 나타났으며 각각의 경우 유의성이 있었다. 각각의 항목에서 太陰人,
少陽人, 少陰人 순으로 빈도수가 관찰되었다.
4. 糖尿病 환자 중 蛋白尿를 나타낸 사람은 전체의 23.6% 였고 당뇨와
蛋白尿간의 유의성이 나타났다. 體質別로 보면 太陰人, 少陽人, 少陰人
순으로 빈도수가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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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혈청 creatinine의 경우 糖尿病 환자 중 정상치를 벗어난 사람은 없
었다.
6. 體質別 高血壓, 脂質, 蛋白尿, 혈청 creatinine과 糖尿病과의 관계는
별다른 유의성이 없었다.

- 30 -

參考文獻
1. 李濟馬 저 洪淳用 외 역 : 사상의학원론, 서울, 행림출판, 1992
2. 김응진 외 : 당뇨병학, 서울, 고려의학, 1992
3. 이광우 외 : 한국인 18,201명에서 당뇨병과 관련질환에 관한 역학적
연구, 서울, 당뇨병 8, pp5-12, 1981
4. 손성국 외 : 한국에 있어서의 당뇨병의 통계적 관찰, 서울, 당뇨병
3, pp43-48, 1976
5. 김진우 : 외래에서 당뇨병 환자의 관리, 서울, 가정의학회지 17,
pp1044-1058, 1996
6. 이문규 외 : 당뇨병의 합병증에 대한 관찰, 서울, 당뇨병 7, pp77-83,
1980
7. 文英明 외 : 糖尿病의 心脈系合倂症에 對한 臨床的 觀察, 서울, 당뇨
병 1, 1972
8. 김응진 외 : 한국 당뇨병 환자의 총지질량과 성별 연령 혈당량 몸무
게 및 혈관합병증과의 관계, 서울, 당뇨병 2, pp13-17, 1973
9. 민헌기 : 한국인 당뇨병의 임상적 특성, 서울, 당뇨병 16, pp163-172,
1992
10. 이상용 : 당뇨병의 역사적 고찰, 서울, 당뇨병 1, pp1-3, 1972
11. 김삼용 외 : 한국인 당뇨병의 역학적 연구 -VII. 증상 및 합병증의
빈도-, 서울, 당뇨병 5, pp1-7, 1978
12. 김응진 외 : 한국인 당뇨병의 역학적 연구(V) -병원입원 환자에 있
- 31 -

어서의 당뇨병 빈도의 변화 양상-, 서울, 당뇨병 5, pp25-32, 1978
13. 김영건 외 : 한국인 당뇨병의 역학적 연구 -IV. 한국인 당뇨병의
합병증 빈도-, 서울, 당뇨병 3, pp37-42, 1974
14. 황정운 외 : 한국인 당뇨병의 역학적 연구 -제3편 도시주민의 당뇨
병 발생빈도-, 서울, 당뇨병 2, pp27-32, 1973
15. 김경식 외 : 우리나라 농촌주민의 당뇨병에 관한 역학적 연구, 서
울, 당뇨병 1, pp17-24, 1972
16. 강병서 외 : 통계분석을 위한 SPSSWIN Easy, 서울, 법문사, 1998
17. 杜鎬京 : 東醫腎系學,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pp.1131～1187, 1992
18.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 내과학, 서울, 군자출판사, 1996
19. 金炳佑 : 消渴症 處方인 天花散․八仙長壽丸 및 玉泉丸이 생쥐 血
糖量에 미치는 影響, 서울, 慶熙大學校大學院, 1987
20. 金完熙 : 消渴에 應用되는 白虎湯이 Alloxan糖尿에 미치는 影響,
서울, 慶熙大學校大學院, 1978
21. 孫禮鍵 : 枸杞子, 枸杞葉, 地骨皮가 高血壓, 高脂血症 및 高血糖에
미치는 影響, 서울, 慶熙韓醫大論文集 Vol.16, 1993
22. 李京燮 : 竹瀝湯, 加味竹瀝湯이 高血壓 및 血糖에 미치는 影響, 서
울, 慶熙韓醫大論文集 Vol.3 : 91～108, 1980
23. 崔炳一 : 少陽人 凉膈散火湯과 忍冬藤地骨皮湯 및 熟地黃苦參湯이
Alloxan 投與 高血糖 白鼠에 미치는 影響, 서울, 慶熙韓醫大論文集
Vol.15 : 113～133, 1992
24. 허갑범 : 한국인 당뇨병의 특성, 서울, 당뇨병 19(부록 3) : 1～4,
- 32 -

1995
25. 龔廷賢 : 萬病回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325～326, 1984
26. 巢元方(丁光迪 主編) : 諸病源候論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155～165, 1994
27. 程士德 外 編 : 素問註釋滙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28. 河北醫學院校 : 靈樞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29. 이의주 : 사상변증내용 설문조사지(1)의 타당화 연구, 서울, 사상의
학회지 Vol.7 No.2 pp89～100, 1995
30. 박중열 외 : 한국인 인슐린 비의존성 환자의 체중변화 양상, 서울,
당뇨병 17. pp51～57. 1993
31. 李杲 : 東垣十種醫書(蘭室秘藏), 서울, 大星文化社, pp.164～168,
1983
32. 李梴 : 編註醫學入門, 서울, 大成文化社, pp.388～389, 434, 1989
33. 張介賓 : 景岳全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406～412, 1991
34. 張介賓 : 類經, 서울, 大星文化社, pp.365～368, 1991
35. 張子和 : 儒門事親, 台北, 旋風出版社, pp.23～28, 1974
36. 朱震亨 : 丹溪心法附餘, 서울, 大星文化社, pp.503～509, 1982
37. 홍성범 외 : 少陽人에 응용되는 양격산화탕이 백서의 糖尿病에 미
치는 영향, 서울, 사상의학회지 Vol.3 No.1, 1991
38. 김용국 외 : 糖尿病의 심신의학적 측면에 대한 사상의학적 고찰,
서울, 사상의학회지 Vol.1 No.1, 1989
39. 고기덕 외 : 少陽人에 응용되는 인동등지골피탕이 streptozotocin
- 33 -

투여 고혈당 백서에 미치는 영향, 서울, 사상의학회지 Vol.2 No.1, 1990
40. 이수경 외 : 신체계측 및 검사소견을 중심으로 한 사상인 특징에
대한 분석, 서울, 사상의학회지 Vol.8 No.1, 1996
41. 김달래 외 : 사상체질과 비만의 상관성에 관한 임상적 연구, 서울,
사상의학회지 Vol.8 No.1, 1996
42. 이귀녕 외 : 임상병리파일, 서울, 의학문화사, 1993
43. 김선호 외 : 사상체질분류검사(QSCC I)의 타당화 연구, 서울, 사상
의학회지 Vol.5 No.1 pp67～86, 1993
44. Isselbacher 외 : Harrison 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 New
York, McGraw-Hill, p1984, 1994

- 34 -

Abstract

An Clinical Study on the Co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Diabetes Mellitus Patients

Kim, In-Tae
Dept. of Oriental Medicine,
Graduate School
KyungHee University
Seoul, Korea
(Directed by prof Koh, Byung-Hee,
O.M.D., Ph.D.)
In order to find the co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diabetes mellitus
patients, it was analyzed with SPSS 7.5.1 that fasting serum glucose
level, urine glucose, weight, height, systolic pressure, diastolic
pressure,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serum creatinine,
HDL-cholesterol of the examinee of KyungHee medical center.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incidences of D.M are 4.8% in male, 3.4% in female, 4.2%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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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patients. According to constitution, they are 5.7% in taeumin,
4.2% in soyangin, 1.1% in soeumin.
2.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M and obesity, only 3.8% of D.M
patients was obese. And only D.M patients of taeumin were obesity.
3. The incidence of hypertension of D.M patients was 23.6%. The
incidence of hyperlipoproteinemia of D.M patients was 17.9% by total
cholesterol, 13.2% by LDL-cholesterol and each case was significant.
4. The incidence of proteinuria of D.M patients was 23.6% and it
was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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