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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손쉬운 방법으로 자신의 건강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입력 정보로는 지문 정보를 사용하며, 입력된 지문 정보를 분석하여 사상 체질을 분류하고 각 사

람에 맞는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를 구축하고자 한다. 특히 지문유형에 따른 패턴 분석을 통해

사상체질을 분류하고 분류된 사상체질로부터 체질별 건강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끝으로 실험을 통해

제안한 방법의 유용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1. 서론

현재 사회는 의학기술의 발달 및 건강관리, 유지

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인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

하고 있다. 통계청 인구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05년

에 65세 이상인 노인인구는 전체의 약 9%에 육박하

고 있다. 10년 전과 비교했을 시 두 배에 이르는 수

치이며 노인인구는 2020년에는 13.2%에 이를 것으

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의료기술 발달로 인한 초고

령화 사회의 진입은 필수적으로 도래하고 있으며 이

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1].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맞추어 사회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하는 부분

이 바로 노인의 일자리 창출과 건강 관리부분이다.

특히 평균수명은 높아도 건강 수명이 낮은 우리

나라 실정에서는 더 더욱 노인들의 의료비 지출이

막대한 실정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강하고

효율적으로 강구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 노인복지

예산을 대폭 증대하면 될 문제로 여겨지지만 이와

관련된 예산 집행은 생산성 있는 사업과 달리 한 번

사용하면 없어지는 재정인 관계로 국가에서 함부로

증액할 수도 없는 것이 현 상황이다. 따라서 기술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재택기반의 건강 정보 제공 시스템으로 해결 방안이

마련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지문을 입력 정보로 하

여 이를 분석하여 사상체질 및 건강 정보를 제공하

는 방법을 개발하고자 한다. 특히 예전에는 질병 발

생 후 치료를 위해 단지 질병만을 치료하였다면 지

금은 질병 예방을 위해 서양의학뿐만 아니라, 대체

의학과 맞춤형 진료를 통해 질병 발생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개인별 맞춤형 체질의학인 우리

나라 고유의 사상의학을 통하여 체질을 지문과 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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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어 분류하며, 분류된 체질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2. 체질의 이해

2.1. 사상체질

사상의학은 사람의 체질을 4가지로 나누어 관리

하고 치료하는 것으로써 사람은 누구나 각각 타고난

체질이 있다는 독창적인 이론으로 1894년 東武 李濟

馬선생이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2]에서, ‘사상

(四象)’이라는 사원구조(四元構造)의 인식체계를 정

립하여 사람을 태양(太陽), 소양(少陽), 태음(太陰),

소음(少陰)의 4 체질로 분류하고 각 체질에 대한 생

리, 병리, 진단감별법, 치료와 약물에 이르기까지 서

로 연계를 갖고 이를 임상에 응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우리나라의 고유의 세계적 경쟁력이

있는 의학 분야이다. 특히 그 당시 사상의학은 한의

학과는 체제를 완전히 달리하는 독창적인 이론으로

음양론으로만 구성된 신개념의 한의학으로 추상적이

며 관념적인 음양오행이론을 객관적 구별이 가능한

음양이론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동양의학의 결정체

역할을 하게 되었다[3]. 이러한 사상의학에서 일반적

으로 체질 감별에 사용하는 방법에는 신체 부위별

기상을 보는 체형기상론(體型氣像論), 용모에서 나오

는 기운을 보는 용모사기론(容貌詞氣論), 체질속성상

잘 유발되는 행동을 보는 성질재간론(性質材幹論),

평상시 마음과 욕심을 보는 항심심욕론(恒心心慾論),

체질별 질병 상태가 다른 것을 보는 체질병증론(體

質病證論) 등이 있다[4][5].

2.2. 8체질

8체질 의학은 1965년 10월 일본 동경에서 이론과

침 치료법이 최초로 발표되었다. 8체질 의학은 동호

권도원 박사가 창안한 학문으로써 아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것이다. 8인체에는 12경락이 있는데 음의

경락(6개)과 양의 경락(6개)으로 나뉘어 진다. 현재

8체질을 감별하는 유일한 방법은 두 손목에 있는 요

골동맥에서 집는 체질 맥진법으로 전통맥진과 완전

히 구별된다. 8체질 의학은 새로운 기초위에서 생성

된 의학으로 생리학적, 병리학적, 임상심리학적 해석

으로는 과민체질, 무력체질, 비만체질, 알레르기 체

질 등이 유전적으로 성립되어 서서히 변해간다고 간

주한다. 이것은 신체적, 정신적, 병적 영향에 대한

저항력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체

질의 근본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체의 특

성을 논한 데 지나지 않으며 본래의 체질에는 형태

적으로나 생리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유기적 총화

를 이루고 있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8체질 의학은 질병을 1단계, 2단계, 3단계 등으로

나뉘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모두 다 양방적인 기초

위에다가 8체질 의학적인 것을 결부시켜서 병리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완전한 한방이라 하기 어

렵고 또한 양방이라도 말할 수 없다. 경락의 개념으

로 치료하고, 침술을 이용하나 양의학도 같이 응용

하므로 한의학에 가깝지만 완전한 양방도 아니고 한

방도 아니다[6]. 이러한 8체질은 양방과 한방의 중간

에 위치하는 것으로 장부의 대소 강약으로 나뉘어진

8체질은 목양, 목음, 금양, 금음, 수양, 수음, 토양,

토음이라고 한다. 또한 8체질 의학은 음과 양을 다

추구하는 것이 아닌, 양 일원론으로 양은 존재와 활

동을 의미하고 음은 양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7].

3. 지문의 형태 및 의의

지문은 손가락 끝 피부에 있는 땀샘의 입구가 융

기한 선(융선(ridge))과 계곡(valley)으로 이루어진

주름모양의 형상으로 물체의 표면에 부착된 후 만들

어진 자취를 말한다. 지문은 생후 1~4개월에 유전자

의 컨트롤을 받아서 생기며  아동기에 발달하여  평

생동안 변화지 않는다는 종생불변설과 사람마다 각

기 다르다는 만인부동설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사

람의 지문은 기본적으로 모두 달라서 평생 변하지

않는다.

지문분류의 최초 연구는 1892년 갈톤(Galton)에

의해 이루어졌다. 갈톤은 지문을 제상문, 와상문, 궁

상문의 3종류로 분류하였다. 지문의 분류방법에는 2

가지의 지문 패턴이 있다. 영국의 헨리(Edward

Richard Henry)의 분류방식과 독일의 Mr. Theoder

Roscher가 제안한 함브르크식 분류방법이 있다. 영

국의 헨리(Henry)분류방식은 지문의 융선을 기초로

한 분류로 와상문(whorl), 궁상문(arch), 솟은 궁상문

(tented arch), 제상문은 우제상문(right-loop)과 좌

제상문(left-loop)으로 세분화 되었다. 지문의 분류는

주심점과 삼각점의 사이에 있는 융선수, 중심점 수,

루프 수, 특징점들간의 위치로 확장 분류되며 영문

과 숫자로 표기되고, 미국 FBI와 영어권 국가들에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독일의 Theoder Roscher

분류방식은 지문의 융선의 흐름을 기초로 한 분류로

궁상문, 와상문, 제상문, 변태문, 손상문으로 세분화

하였다. 지문의 분류는 융선의 흐름을 기초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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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점과 삼각주 사이의 융선 수에 따라 더욱 세분

화 하여 사용하고 있다. 지문은 융기선의 배열 상황

에 따라 궁상문(弓狀紋)·제상문(蹄狀紋)·와상문(渦狀

紋)의 3종으로 크게 나누며, 경찰지문 분류에서는

나중의 두 가지를 다시 각각 5종 및 3종으로 세분류

하고 이것들에 1에서 9까지의 지문값[指紋價]을 부

여한다.

(그림 1) 지문의 종류 

4. 제안한 건강정보 제공 시스템

4.1. 지문분류방법

지문 분류 방법은 대체로 융선의 전체모양을 이

용하는 방법과 특이점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방법은 지문영상에서 융선의 모양을

분석하여 흐름선을 구하고 이 모양을 이용하여 지문

을 분류하고 지문의 이미지의 전체 정보를 이용하므

로 특이점의 소실에 의한 오분류에 강하다. 후자는

지문 이미지에서 Core나 Delta를 구하고 이 특이점

의 수와 위치를 이용하여 지문을 분류한고 지문이미

지의 지역 정보를 이용하므로 처리 시간이 짧고 시

스템 구성이 간단하나 Delta의 소실에 의한 오분류

확률이 많아지고, 종종 잡음에 의한 거짓 특이점 발

생이나 지문 이미지 획득 시 특이점이 누락된 영우

오분류나 미분류의 원인이 된다. 알고리즘의 내용은

입력된 지문 이미지를 저역통과 필터링을 수행하고,

입력된 지문의 방향 정보를 얻는다. 그리고 방향정

보를 바탕으로 Poincare 지수를 이용하여 특이점을

추출하고, 추출된 특이점의 수, 형태, 위치를 이용하

여 1차적인 분류를 수행한다. 1차 분류에서 잡음 및

지문 획득시 특이점이 누락되어 분류가 되지 않은

지문들은 Gabor필터를 이용하여 특징을 추출하고,

k-NN(k-nearest neighbor)분류기를 이용하여 5개의

분류로 분류한다.

4.2. 방향성을 이용한 특이점 추출

방향성 정보를 이용한 특이점 추출은 중심점과

삼각주를 얻기 위한 과정이다.

중심점은 지문 융선의 굴곡이 가장 큰 곳을 의미하

며, 삼각주는 다른 세 군데 방향의 융선이 만나는

삼각형 지점의 중심인 곳을 말한다.

DF(Directonal Field) 추정은 입력된 이미지는 다음

과 같은 임펄스 응답을 갖는 Gaussian 필터에 의해

평활화된다.

g(x,y)=e - ( x 2+y 2 )/2σ 2

(1)

각 화소에서 각 방향 Gradient Gx(x,y), Gy(x,y)

값을 구한다. 이 연산자는 더 정확한 방향 정보를

추출할 수 있게 해준다. 특이점 추출은 여러 가지

방법 중 Poincare 지수를 이용하여 추출한다. 지문

에서 PoinCare 지수의 값이 Core에 대해서는 Π,

Delta는 - Π, 나머지는 0이 된다. 구해진 지수를 통

해 특이점을 찾아야 하는 후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4.3. 지문을 통한 체질 분류

지문의 유형에 따른 체질의 분류는 다양한 방법

에 의해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방법들 중에서 정확

성이 높은 것으로 판명된 방법이 오른손잡이는 왼손

엄지의 문형이 주인격적 성향을 나타내고 반대로 왼

손잡이는 오른손엄지의 문형이 주인격적 성향을 나

타낸다는 것이다. 즉, 오른손잡이의 경우 왼손 엄지

를 기준으로 하고 오른손의 엄지와 양손 검지에 나

타난 지문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

에서는 지문 유형에 따른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문과 체질에 대한 상관성 분석 연구를 기반으로

추출 결과를 시스템에 적용하였다. 아래 <표 1>은

지문과 체질에 대한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지문유형 사상체질 8체질 연관 장기

호형문 태음인 목양/목음 간

쌍기문 태양인 금양/금음 폐

정기문/반기문 소양인 토양/토음 췌장

두형문 소음인 수양/수음 신장

<표 1> 지문과 체질간의 상관성 분석표

지문 유형에 따른 성향별 특징은 호형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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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양 체질로 안정형 리더 스타일로 도전정신은 크지

않다. 따라서 체계적인 지도와 규범으로 이끌어주어

야 하며 정기문의 경우는 토양 체질로 감수성이 풍

부하고 창의적이지만 충동적이다. 또한 반기문은 토

양 체질로 신뢰와 책임감이 크지만 자기 주장이 강

하다는 단점이 있으며 두형문의 경우는 수양 체질로

용감하고 용의주도하지만 자신의 약점을 두려워한

다. 마지막으로 쌍기문 금양 체질로 적응 능력이 강

하고 긍정적이지만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

명확한 지시와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성향을 나타낸다.

5. 개발 시스템

본 논문에서는 지문인식을 통한 유형 분류에서

체질 및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

한 것으로 (그림 2)에서는 지문 분석을 위한 입력기

를 나타내었고 (그림 3)은 지문 분류를 위한 처리

과정과 결과를 보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림 4)는

지문 유형 추출에 따른 건강정보를 출력한 화면을

나타낸 것이다. 실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본 논

문에서 개발한 방법으로 지문을 입력하여 이를 분석

한 후 체질정보 및 건강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차후 이를 재택기반

이나 임상 현장에서 사용 가능토록 하기 위한 작업

이 추가적으로 행해져야 하리라 여겨진다.

(그림 2) 지문인식 입력장치 

(그림 3) 지문 분류 결과 화면 

(그림 4) 건강정보 제공 출력 화면

6. 결론

출산률의 저하와 의학기술의 발달로 현대 사회는

고령화 추세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사회적 변화가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진행되고 있으

나 이에 따른 건강 수명은 오히려 낮게 형성되고 있

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건강한 삶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평소의 건강관리는 가

장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위해 재택기반의 체질 및

건강 정보를 제공해 주는 시스템의 개발이 대단히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해 지문 기반으로

체질 정보 및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개발

하였다. 차후 이를 임상 현장과 재택 기반 시스템으

로 활용하기 위한 추가 작업이 지속적으로 행해져야

하리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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