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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나라만의 독창 인 의료체계인 사상체질은 의학  본질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크게 화 되

지 않았으며 인지도 한 높지 못하다. 이는 사상체질에서 가장 요한 부분이 사상체질의 정확한 분

류인데 재 임상 장에서 행해지고 있는 사상체질 분류 방식은 임상의의 경험과 주  소견에 의해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진단 결과에 객 성이 없고 정확도가 낮게 평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 

사상체질 진단 방법  하나인 용모사기론을 IT공학의 상처리에 용하여 안면 상 분석을 통해 

사상체질 분류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해 본 논문에서는 사상의학  원 과 기존의 방법들을 조

사, 연구하여 사상체질 분류의 요한 요소를 결정하고 시스템 구 을 목표로 실험을 통해 사상체질 

분류의 유의성을 갖는 측정 요소에 해 검증해 보고자 한다.

1. 서론

    사회에서는 삶의 질이 윤택해지고 향상됨에 따라 

건강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독특하며 

창의 인 한의학이 있음에도 건강 리에 있어서 재는 

서양의학에 한 의존도가 높고 많은 부분이 활용되고 있

는 상황이다. 이는 한의학이 우수한 진단 방법  치료 방

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양의학이 IT 기술과 연

계하여 발 을 거듭하는 동안 임상의들의 직 을 계량화, 

정량화시키는 진단 기기들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이다. 특히 한의학  독창 인 의료체계를 보유하고 있는 

사상의학은 인들이 질병에 한 치료를 해 혹은, 평

소 건강 리를 해 얻을 수 있는 정보 에 사상의학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분야이다. 사상의학은 맞춤형 방

의학의 표  이론을 제시하고 있는 분야로 자신의 체질

만 정확히 알고 나면, 그에 따른 합한 음식이나 한 

약재가 쉽게 선택되어진다. 이와 같이 한의학에서의 사상

의학은 우리나라 고유의 국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우수한 의학이다. 그러나 사상체질의 정확한 별에 있어

서 임상의의 직 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에 정확도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

   이를 해 본 논문에서는 20  남성을 상으로 안면

의 상안부의 특징  요소들을 비교, 분석하여 사상체질별 

요소를 찾아내고 이를 통해 사상체질 분류를 한 객  

지표를 추출해 내고 실험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2. 사상의학과 사상체질 분류

   사상의학은 1894년 東武 李濟馬가 《東醫壽世保元》에

서, ‘四象’이라는 四元構造의 認識體系를 정립하여 사람을 

太陽, 陽, 太陰, 陰의 네 체질로 분류하고 각 체질에 

한 생리, 병리, 진단감별법, 치료와 약물에 이르기 까지 

서로 연계를 갖고 이를 임상에 응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

향을 제시한 우리나라의 독창 인 의료체계이다[1]. 사상

의학은 사상체질의 분류가 가장 요한데 기본 으로 장

부의 크기가 아닌 기능의 소를 가지고 가장 간단하게 

분류할 수 있다. 태양인은 폐장이 크고 간장이 작으며, 소

양인은 비장이 크고 신장이 작으며, 태음인은 간장이 크고 

폐장이 작으며, 소음인은 신장이 크고 비장이 작다. 

   사상체질의 분류 방법에는 여러 방식들이 행해지고 있

다. 먼  체형기상론(體型氣像論)이 있는데 사상의학에서

는 신체부 를 에서부터 아래로 폐(肺)가 속한 상 , 비

(脾)가속한 상 , 간(肝)이 속한 하 , 신이 속한 하

로 구분한다. 희노애락의 개인  편차에 의하여 장부의 

소가 생기고 이는 장부의 기능  차이뿐만 아니라 외형으

로도 차이가 나타나므로 변별의 지표가 되며 외형에 한 

정 찰 방법론이라 한다[2].

   둘째로 용모사기론(容貌詞氣論)이 있다. 체형기상론이 

외형에 한 정  찰이라면 용모사기론은 그에 한 동

 찰이라 할 수 있다. 얼굴 모습과 말하는 기운을 동시

에 포 하는 이론으로 겉으로 나타나는 골격, 생김새,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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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지는 각 사상인별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단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외형 으로 나타나는 골격이나 행동거

지의 연구는 많이 있고, 쉽게 자료를 찾아볼 수 있지만,   

이목구비가 뚜렷하다, 크지 않다는 식의 추상 으로만 언

하여 연구 자료가 많지 않다. 

   셋째로 성질재간론(性質材幹論)이 있는데, 이는 재능, 

소질, 장  등이 인간생활에 나타남으로써 항심(항상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음), 심욕(심성을 다스리지 못해 

나타나는 욕심), 성격으로 각 체질을 감별하는 지표로 삼

는다. 한, 항심심욕론(恒心心慾論)은 심성을 요시하는 

사상의학에서는 평상시에 잘 생기는 마음의 평정을 잃었

을 때 잘 나타나는 욕심이 사상체질에 다라 다르게 나타

난다고 보고 각 체질을 감별하는 지표로 삼는 것이다[3].

   넷째로 체질병증론(體質病證論)은 사상체질에 따라 독

특한 병증이 있는데 이를 체질병증이라 한다. 다른 방법으

로 QSCCII 가 있다. QSCCII 진단 로그램은 객 인 

사상체질을 한 설문지로 앞서 소개한 체질분류법들 체

형기상론, 용모사기론, 성질재간론, 항심심욕론, 체질병증

론 등을 모두 이용하여 그 타당성이 입증되어 한한의학

회 사상의학회에서 공인한 객 화된 사상체질 진단도구로 

리 사용되고 있다[4].

   본 논문에서는 이들 체질 분류 방법  용모사기론을 

이용하여 특히 안면의 특징을 통한 사상체질 분류에 한 

연구를 진행 하고자 하며 특히 정면 얼굴의 상안부의 측

정 요소들을 통해 실험을 진행하고자 한다.

3. 사상체질 분류를 한 요소  방법

   사상체질 분류에 있어서 원 [1][5]의 내용을 배재할 

수 없기에 이에 해 조사해 보았다. 그  정면 얼굴에서

의 산안부에 속하는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다음과 같다.

① 태양인

  이목구비가 뚜렷하다.

  이마는 넓고 이 작다.

  이 체가 있다.

② 소양인

  매가 날카롭다.

  꼬리가 로 올라가 있다.

  이 둥 며 빛이 강렬하다.

③ 태음인

  이목구비의 윤곽이 뚜렷하다.

  이 둥 고 윤기가 흐르며 이 크다.

④ 소음인

  이목구비가 크지 않다.

  이 작다.

   그러나 원 들의 작성 연도가 오래되었고 실제 인 측

량이 이루어져 계측된 값이 아닌 주 인 실험자의 의견

이므로 이를 해 실제 인 사상체질별 측정 요소들에 

해 정리한 논문[6][7]들을 토 로 이에 따른 유의성을 보

이는 특징 요소들을 다시 추출해보고 이를 원 의 내용과 

비교해 보았으며 다음과 같다.

① 소양인

  이 크다.

  동공으로부터 상안검외호 까지의 높이가 크다.

② 태음인

  얼굴이 넓다.

  발제하우 간폭이 크다.

③ 소음인

  얼굴 폭 비 얼굴 길이의 비

  시안면비가 크다

   본 논문에서는 사상체질인  태양인이 극소수로 존재

하여 피실험자 자료로 수집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구 상

에서 제외하 다. 한 각 체질별 분류를 한 비율  태

양인에 해당하는 요소를 찾아보기 힘들어 태양인 체질은 

연구 상에서 제외하 다. 측정 항목으로는 유의성을 보

이는 항목들을 기 으로 동공에서 상안검외호 , 상안의 

고경, 얼굴 폭, 얼굴 길이로 한다.

   정면 상을 취득하기 해 디지털 카메라로 소니사의 

α-100모델을 사용하 고 즈는 sony사의 f1.4/50 단 즈

를 사용하 으며 ISO는 200, 노출에 한 것은 조리개 우

선 모드로 조리개를 1.4로 최  개방한 상태에서 sony사

의 반사식 노출 측 에 의한 정 노출 값으로 촬 하

다. 자료 수집 과정은 피실험자와의 거리를 200cm로 하

고 정확한 측정을 하여 아래 (그림 1)에 피실험자 자료 

수집 기기인 가이드를 별도로 제작하여 촬 에 사용하

다. 한 가능한 피실험자의 정면 높이에서 촬 을 실시

하 으며 정확한 수치의 계측을 해 가이드의 턱받이 부

분에 스 일을 장착하 으며 모발에 의해 안면이 가려지

는 것을 방지하기 해 머리띠를 착용하게 하 다.

(그림 1) 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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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입력기기를 이용하여 정확한 자료 수집을 

행하 으며 아래 (그림 2)와 같은 자료 수집 로세스를 

개발하여 피실험자 자료를 수집하 다. 자료 수집 시나 측

정 시에는 실험자의 숙련도 한 오차에 크게 향을 미

치게 되므로 실험자의 자료 수집 과정도 로세스에 하

여 자료 수집을 행하게 하 다.

피실험자 입실

피실험자의 실험 참여 동의

머리띠 착용 및 이마 부위 전면 노출

피실험자에 대한 가이드 높낮이 조절

피실험자에 대한 턱받침 조절

조명/카메라 ON

피실험자 정면 얼굴 촬영

조명/카메라 OFF

피실험자 퇴실

(촬영 결과 영상 선명)

(촬영 결과 영상 흔들림)

(그림 2) 자료 수집 로세스 

   정면에서의 측정 은 아래 (그림 3)과 같다. (그림 3)에

서 볼 수 있듯이 여러 측정 을 측정하여 그 사이의 간폭

이나 다른 과의 계에 따라 측정요소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림 3) 정면 측정

  1. 우동자  : 우측 동공 으로 여러 측정의 기 이   

된다. 동공간폭은 안면의 다른 측청치보다 남녀간, 연령간,  

인종간 차이가 가장 다.

  2. 좌동자  : 좌측 동공 으로 여러 측정의 기 이   

된다. 동공간폭은 안면의 다른 측청치보다 남녀간, 연령간,  

인종간 차이가 가장 다.

  3. 외동자  : 동공 의 수평 연장선과 검은 동자의 

외곽선이 외측에서 만나는 으로 검은자 의 가로크기를 

알기 해서 설정한다.

  4. 상안검외호  : 강안검과 검은 동자 외곽선이 외측

에서 만나는 으로 꺼풀이 처진 유무를 알 수 있다.

  5. 우발제하우  : 우발제 우  아래쪽에 가장 들어간 

으로 이마의 윤곽과 아래쪽 모퉁이가 치한 높이와 

비를 알기 해서 설정

  6. 좌발제하우  : 좌발제 우  아래쪽에 가장 들어간 

으로 이마의 윤곽과 아래쪽 모퉁이가 치한 높이와 

비를 알기 해서 설정

  7. 우권골  : 우측 권골 (안면윤곽선상)이며 권골의 

폭을 알기 해서 설정 하며 안면 윤곽을 알 수 있다.

  8. 좌권골  : 좌측 권골 (안면윤곽선상)이며 권골의 

폭을 알기 해서 설정 하며 안면 윤곽을 알 수 있다.

  9. 발제  : 얼굴의 앙선상에서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

하는 으로 좌발제 과 우발제 의 연결선이 이마의 

쪽 한계이다. 제비추리가 있는 사람은 그곳을 으며 좌우 

발제 과의 높이차이로 제비추리의 유무를 알 수 있다.

  10. 턱하  : 얼굴의 앙선상에서 턱의 아래끝 으로 

얼굴의 아래쪽 한계 으로 한다.

   이러한 측정 외 측정 항목들은 조용진(한서 학교)의 

인체형상계측법을 참고하 다. 측정 을 활용한 측정 항목

으로는 우상안검외호 고, 발제하우 간폭, 시안면비이다. 

우상안검외호 고는 양쪽 동자 을 이은 수평선의 을 

지나는 수직선으로부터의 우상안검외호 까지의 거리를 

말하며,  발제하우 간폭은 좌우 발제하우 사이의 간격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시안면비는 다음과 같은 (식 1)을 가

지며 시  안고는 발제 에서 턱하 까지의 직선거리이고 

시안최 폭은 좌우권골 간의 폭을 말하는 것이다.

 시안면비  시전안고÷시안최대폭×     (식 1)

 

4. 실험  고찰

   실험에는 IBM-PC상에서 Visual C++을 사용한 로그

램을 사용하 다. 로그램은 입력 상에서 측정 을 지정

해후 자동으로 측정 항목에 한 계측이 되는 형식으로 

제작 되었다.

   실험 상은 20 의 남성으로 제한하 으며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 상자 수는 155명이며 체질 

단은 경희 학교의 사상체질학 병동에서 문 임상의 3

명의 객 인 단으로 정확한 단이 가능한 사람만을 

사용한 것으로 각 체질별 피실험자 개체수는 태양인이 0

명, 소양인이 43명, 태음인이 48명, 소음인이 6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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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합계

20 0 43 48 64 155

<표 1> 피 실험자 분류

   아래 (그림 4)는 피실험자의 입력 상이고 (그림 5)는 

측정 을 표시한 상을 나타내고 있다. 한 (그림 6)은 

측정을 마치고 해당 부 의 결과값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4) 입력 상

 

(그림 5) 측정  표시 상 

(그림 6) 측정 결과값

   각 항목별 분석을 해서 Anova-test와 Tukey의 다

비교방법을 사용하 다.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상안검회 고의 측정 분석 결과를 보면 비소양인체질에 

비해 소양인의 값이 큰 것을 볼 수 있다. 원 에서도 소양

인의 경우 꼬리가 올라간 형태라고 기재 되어 있었고 

실재 실험 결과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측정항목
p

value

소양평균

(표 편차)

태음평균

(표 편차)

소음평균

(표 편차)

체질간 

비교

우상안검

외호 고
0.013

0.221

(0.094)

0.174

(0.087)

0.169

(0.090)

소양>

태음,소음

<표 2> 우상안검회 고 측정항목 분석표

   아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제하우 간폭의 

측정 분석 결과를 보면 비태음인체질에 비해 태음인의 값

이 큰 것을 볼 수 있다.

측정항목
p

value

소양평균

(표 편차)

태음평균

(표 편차)

소음평균

(표 편차)

체질간 

비교

발제하우

간폭
0.002

14.548

(0.427)

15.052

(0.533)

15.464

(0.393)

소양>

태음,소음

<표 3> 발제하우 간폭 측정항목 분석표

   아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안면비의 측정 

분석 결과를 보면 비소음인체질에 비해 소음인의 값이 큰 

것을 볼 수 있다. 소음인의 경우 안면 폭 비 안면 길이

의 비율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측정항목
p

value

소양평균

(표 편차)

태음평균

(표 편차)

소음평균

(표 편차)

체질간 

비교

시안면비 0.020
134.708

(16.025)

134.538

(7.274)

139.381

(6.642)

소음>

태음,소양

<표 4> 시안면비 측정항목 분석표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사상체질 분류를 하여 20 의 남성들

을 상으로 태양인을 제외한 소양, 태음, 소음인의 체질

을 구분하고 상을 취득하여 상안부에서 몇 가지 측정 

항목들을 설정하고 이를 분석하 다. 실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측정한 항목에 해 상당히 유의성을 추출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사상체질 분류에 객  지표를 마련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실험 상자가 20  남성에만 국한

되어 있으므로  연령에 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해 

보고 남성만이 아닌 여성까지도 분석 상에 넣어서 체

인 분석 결과를 얻고 이에 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더욱 많은 자료 수집과 연구가 지속 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한 재까지는 수동 인 로그램의 

개발에 머무르고 있지만 자동으로 측정 들을 설정하여 

자동 측정이 가능한 로그램의 개발도 이루어져야 할 것

으로 사료된다. 본 논문은 산업자원부 차세 신기술개발 

사업인 고령친화형 사상체질기반의 진단  치료기기의 

개발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부기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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