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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형상을 활용한 사상체질 진단 연구에 한 체계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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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ystematic Review on Researches of Sasang Constitution Diagnosis Using Facial Feature

Seon-Young Lee, Byung-Hee Koh*, Eui-Ju Lee*, Jun-Hee Lee*, Min-Woo Hwang*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Graduate school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Objectives
This study proposes developing Sasang Medical Diagnosis Program using Facial form for increase in Sasang Constitution
Diagnosis objectivity and putting the Diagnosis Program into practical use. The author presents a review of extant 
research on Sasang constitution diagnosis utilizing facial feature analysis and suggests an agenda for further research.

Methods
For this thesis, a collection of dissertations on the subject of 'Usage of facial form for constitution diagnosis' 
published until September of 2012 such as RISS4U, OASIS, KISTI, Korean TK were reviewed. The final 33 
dissertations were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basic or clinical research and then analyzed. 

Results
9 out of 33 dissertations were of basic research and 24 were of clinical research. 
1) As result of review of references, a uniform tendency was found in facial form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2) In the grade of practical use, facial element is repeatedly used and the facial element of important use has 

constitutional differences. 
3) Standard faces per Sasang Constitution were derived as result of 2-dimensional research. 
4) 3-dimensional research focused on improvement of accuracy and reliability of 3D-AFRA, and there has been 

an attempt to develop a prototype for identification.

Conclusions
For practical use of facial feature in Sasang Constitution Diagnosis, 
1) Standardization of diagnosis through establishing Sasang Medical Diagnosis clinical protocol must be preceded.

After the standardization, practical purpose and direction of facial form in general may be decided. 
2) Information on high quality facial form of constitutional and conditional patients must be collected to form 

extensive database. 
3) Subdivided symptomatology, as well as Sasang Constitution must be considered for diagnosis in order for diagnosis

technique to acquire clinical practic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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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緖 論

치료 계획의 수립과 치료 효과의 평가를 해 진단

의 객 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상의학에서도 사상

체질 진단의 객 성을 확보하기 하여 신뢰도 있는 

진단기기를 개발하는 것은 사상의학계의 주된 심이

자 주요 과제 다. 東武 李濟馬(이하 ‘東武’)의 서 

東醫壽世保元에는 사상체질 진단 방법으로 性

質材幹, 外形(體形氣像, 容貌詞氣), 病證藥理 

등을 종합 으로 단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데, 

그  性質材幹이나 氣像, 詞氣 등은 객 화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표 화된 진단기기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 반면 容貌 의 한 부분인 안면 형태는 계측 

가능한 요소가 많아 이를 체질진단의 객  지표로 

활용하기 하여 안면 형태를 계측하고 특징을 도출

하여 체질 진단에 활용하기 한 연구가 꾸 히 진행

되어 왔다. 2001년과 2012년1에는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물로써 체질별 표  얼굴이 도출되어 공개되었

다. 하지만 여러 연구를 통해 얻어진 성과에도 불구하

고 안면 형태를 체질 진단에 활용할 수 있는 표 화된 

진단기기는 아직 실용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고에서는 안면 형태를 사상체질 진단에 

활용하는 것과 련된 기존 연구의 동향을 체계 으

로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면 형태를 통한 사상체

질 진단의 객 성을 높일 수 있는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本 論

1. 연구 대상

1) 자료 수집

국내 의학논문 database  한국교육학술정보원

(RISS4U), 통의학정보포털(OASIS), 국가과학기술정

보센터(KISTI), 한국 통지식포탈(Korean TK)의 4곳

을 이용하여 2012년 9월까지 발표된 논문을 상으로 

검색하 으며 검색 언어는 한국어로 제한하 다.

검색어로 ‘안면’, ‘형태’, ‘얼굴’ 과 ‘사상’을 조합하여 

‘안면’ * ‘사상’, ‘형태’ * ‘사상’, ‘얼굴’ * ‘사상’을 사용하

여 의 검색어가 제목에 포함되어 있는 논문을 수집

하 다.

2) 제외기준

검색된 논문의 제목, 록, 문을 검토한 후, 다음

의 제외 기 을 용하여 32건의 논문  15건의 논문

을 제외하 다.

① 학 논문

② 사상체질과 련이 없는 논문

③ 안면의 형태를 체질 진단에 활용하는 것과 직

인 련이 없는 논문

3) 최종 연구 대상 

논문 검토  기존의 연구 황을 분석한 이의 논문
2의 참고 논문을 참조하여 연구 기 에 부합하나 검색

어로 인해 락된 논문을 추가하 고 사상체질학회지

에 실린 논문  연구 주제와 련이 있으나 락된 

논문도 추가하 다. 3차원 안면 자동인식기(이하 

‘3D-AFRA’) 련 논문도 검색어로 인해 락되었기에 

추가로 검색하여 포함하 다. 

자료 수집 단계에서 검색어를 사용하여 4개의 data-

base에서 검색한 결과 32건의 논문이 검색되었으며 

제외 기 을 용하여 15건의 논문을 제외하 고, 연

구 주제를 다루고 있는 논문은 추가하여 최종 으로 

33건의 논문이 선택되었다(Figure 1).

2. 연구 방법

최종 분석 상인 33건의 논문을 기  연구와 임상 

연구로 구분하여 주요 내용을 정리하 다.

안면에 한 임상 자료를 연구 상으로 하지 않고 

기존 문헌이나 설문지를 연구 상으로 삼은 논문, 

진단의 방법론, 기기의 시스템 개발과 련된 논문 

등은 기  연구로 분류하 으며 기  연구 내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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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 
Author
(Year)

Subjects(Number),
Age

Contents

Principle 
Study

Kim HS
3

(1999)
No mention

-두면부의 형태를 사상인의 정신기  역량 계에 근거하여 규정하고 이

러한 에 의해 각 체질의 세부 형태를 설명

Lee HS
4

(2005)
No mention

-체질 진단 자동화를 해 얼굴 역과 얼굴의 주요 특징 요소를 추출하

기 한 방법론 제안

Do JH
5

(2010)
No mention -안면의 형태  특징을 이용해 체질을 진단하는 방법  기술 소개

Document
Study

Lee EJ
6

(2005)
No mention

-용모사기와 련하여 東武 서  후세의가의 서에 나타난 표 들을 

종합 으로 조사하여 사상인 용모(말, 얼굴)에 한 이론  근거 구축

Questionnair
e Study

Lee EJ
7

(2006)

Men & women(423),
12 to 80 years old

-자기보고식 체질진단설문지(SDQ)를 바탕으로 사상인 용모의 특성 도출

Lee JH
8

(2007)

Experts group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37)
-체질진단 시 임상 활용도가 높은 각 체질별 안면부 특징 도출

Research 
Analysis

Lee EJ
2

(2006)
No mention

-얼굴표   얼굴 유형에 한 국내외 연구 동향을 고찰하여 사상인 용

모분석을 한 기반 마련

Equipment 
Development 

Study

Zhang Q
9

(2007)
No mention -측면 얼굴에서의 특징 비율을 추출하기 한 시스템 제안

Cho DU
10

(2007)
No mention

-정면 얼굴과 측면 얼굴에서 안면 색상 기반의 주요 얼굴 역을 추출하

는 방법 제안

Table 1. Basic Researches of Sasang Constitution Diagnosis using Facial Feature

Figure 1. Process of dissertations collection.

연구 성격에 따라 원리 연구와 문헌 연구, 설문지 연구, 

기존 연구 황을 분석한 연구, 기기 개발과 련된 

연구로 구분하여 정리하 다.

안면부의 형태  특징 도출을 해 연구 상자의 

안면 사진을 분석한 논문, 형태 도출시 사용되는 진단

기기의 검증을 한 실험 논문은 임상 연구로 정리하

고, 임상 연구 내에서도 연구 상이 되는 자료의 

특성에 따라 2차원 사진을 이용한 연구와 3차원 형상

을 이용한 연구로 구분하 다.

3. 연구 결과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Table 1, 2와 같다.

4. 결과 분석

1) 기초 연구

9건의 기  연구 에서 문헌 연구와 설문지 연구

를 기 로 문헌에 서술된 사상체질별 안면 형태의 특

징과 임상에서 활용되고 있는 사상체질별 안면 형태

의 특징을 각각 정리해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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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Year)

Subjects(Number),
Age

Measure-
ment

Measure 
Items

Contents

2⁑

 
KHU†

Koh BH11

(1996)
Men & women(170),
20 to 79 years old

Indirect 69
- 체질별 두면부의 형태학 인 특징을 수치화하여 비교 설명

- 직 이고 일 인 형태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특징을 도출, 
체질과 두면부 형태와의 상 계 정량화

Kim CS12

(1997)
Men & women(150),

Adults
Indirect 30 - 태음인과 소음인의 두면부 형태 특징 악

Hong SC13

(1998)
Men & women(181),
20 to 79 years old

Indirect 69 - 소음인 안면부의 형태학  특징을 도출

Hong SC14

(1998)
Men & women(209),
20 to 80 years old

Indirect 48 - 사상인별 형태학  특징을 정량 으로 악

Hong SY15

(2000)
Women(69),

30 to 49 years old
Indirect 69 - 30~40  여성의 체질별 안면부 특징을 악

Jung KH16

(2000)
Men(182),

20 to 79 years old
Indirect 69

- 30~40  남성과 체 연령군간의 안면부 특징을 비교하여 30~40  

남성에 있어서 체질 구분 감별력이 높은 항목 선별

Yun JH17

(2000)
Men(143)

30 to 69 years old
Indirect 69

- 남성 30~40 의 장년층과 50~60 의 노년층의 안면형태를 체질별로 

비교하여 장년층과 노년층의 안면형태 특징을 도출

Yun JH18

(2000)
Men & women(147),
50 to 69 years old

Indirect 69
- 50~60  체질군간 비교와 체연령  체질군간 비교를 통해 안면형

태의 특징을 도출

Seok JH19

(2007)
Men & women(1140),
Adults over 17 years old

Indirect 106 -성별, 연령별 안면 형태의 특징을 도출

KIOM§

Park SJ20

(2007)
Men & women(112)
21 to 35 years old

Indirect 9 -두면부 계측항목  체질과 연 성이 높은 항목 도출

Park EA21

(2008)
Men & women(69), Indirect 9 - 체질별 안면부 형태의 특징을 도출

Jang ES22

(2010)
Men & women(715)
10 to 80 years old

Indirect 22
- 안면 사진상에 특징 을 어  사이의 거리, 각도, 비율을 비교분석

하여 체질별 특징 도출

3⁋

Morie

Hong SC23

(1998)
Men & women(113),
20 to 70 years old

Indirect 50
- 상안부에 나타나는 모아 의 형태를 계량화하는 연구를 시행하여 

체질에 따른 상안부의 형태학 인 특징을 도출

Hong SC24

(1998)
Women(98),

20 to 79 years old
Indirect 50

- 여성을 상자로 하여 상안부에 나타나는 등고선의 형태를 계량화하

여 사상인별 형태학  차이를 도출

3D
-AFRA

Kwak CK25

(2006)
No mention Indirect

No 
mention

- 3D-AFRA의 포인트 인식 정확도가 기존 3차원 계측기보다 뛰어남

Seok JH26

(2006)
No mention Indirect

No 
mention

- 3D-AFRA의 안면형상 복원 정확도가 떨어지므로 이에 한 보완 

필요

Seok JH27

(2006)
No mention Indirect

No 
mention

- 상의 각도변화에 따른 3D-AFRA의 자동인식 정확도가 높아 치 

인식에 있어서 높은 재 성을 보임 

Seok JH28

(2007)
No mention Indirect

No 
mention

- 3D-AFRA의 안면 표  치인식 정확도가 높음

Kwak CK29

(2007)
No mention Indirect

No 
mention

- 3D-AFRA의 하드웨어 인 오차가 얼굴 특징을 악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낮음

Seok JH30

(2007)
No mention Indirect

No 
mention

- 3차원 계측 방법을 공간 부호화 기법으로 변경하여 새로 제작된 

3D-AFRA의 형상복원 정 도가 기존 기기에 비해 향상됨

Seok JH31

(2007)
No mention Indirect

No 
mention

- 3D-AFRA 형상측정 로그램의 반복도가 매우 높음

Kim YH32

(2008)
Men & women(196), 

Adults
Indirect 53

- 3D-AFRA의 정면부에서의 자동인식도는 높은 수 이지만 측면부에

서의 자동인식도는 미숙함

Kim JH33

(2008)
Women(562) Indirect

No 
mention

- 자기보고식 체질진단지의 첫인상 항목과 3D-AFRA를 통한 실제 

안면 계측치를 비교 분석하여 체질별 특징 인 안면계측변수 도출

Yoo JH34

(2011)
Women(357),

20 to 48 years old
Indirect

No 
mention

- 3D-AFRA를 통해 얻은 안면 정보와 체질진단지의 첫인상 문항을 

이용해 사상체질 진단 별함수를 제안

2⁑ 2-dimensional reserch
3⁋ 3-dimensional reserch
KHU†Kyunghee University
KIOM§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韓國韓醫學硏究院)

Table 2. Clinical Researches of Sasang Constitution Diagnosis using Facial Fe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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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Taeyangin Soyangin Taeeumin Soeumin

Face Shape,
Facial 

Feature

이목구비가 

뚜렷함
*†§

두뇌의 상 가 

발달됨
†

가 나오거나 

둥근편
∥

머리가 큼
§

태음인과 유사함
◇

짱구머리가 많거나 혹 둥 고 

작음
*

작고 둥근편
∥

남북머리임
∥

앞머리가 성 고 뻐드러짐
¶

머리가 작거나 남북머리임
§

계란형 얼굴
◇

용모가 후하며, 기상이 

엄숙함
*

머리와 얼굴이 넓 하거나 

하 이 넓음
§

골이 아래쪽으로 발달함
§

지나치게 얼굴이 길거나 짧음
◇

체 으로 둥 둥 한 인상
◇

둥근 모양
*
†

긴형이 있음
*

사  작음
∥

고수머리털
¶

달 모양형
§

계란형, 타원형
§

체구에 비해 긴 편+

가 도드라지지 않음
◇

Forehead

넓음
∥

넓 함
§

발달함
◇

넓음
§

양미간이 돌출되어 있거나 

간부 가 돌출되어 있는데 

가운데로 몰리는 느낌
+

양미간 평편
§

좁음
§

돌출된 곳 없이 편평함
◇

약간 나옴
∥

약간 두드러짐
§

간이 약간 함몰
◇

Eyes, 
Eyebrows

채가 있음
∥

정기가 있음
§

맑고 날카롭게 보임
◇

빛이 있고 안구가 돌출되었음
*

맑음
*

정기어림
∥

크고 명랑
§

이 렷하고 기운이 있음
◇

동자가 새까맘
‡

꼬리가 로 치올라 있음
∥

큼
∥§

소의 과 비슷하여 매가 

순하게 보임
◇

웃음
∥

윗 꺼풀과 리가 

내려감
§

 작음
§

물을 머 은 듯함
◇

Nose 콧마루가 높음
§

높고 뾰족함
§

들창코+

얼굴 체에 비해 코가 작음
◇

코끝이 리함
◇

콧구멍이 들렸음
‡

큼
‡∥§

코끝이 풍부함
¶
 

코끝이 뭉툭함
§

매부리코+
코가 퉁퉁하며 

얼굴 면 에 비해 큼
◇

작음
§

코 끝에 앵두나 물방울이 

달린듯함
◇

Mouth, 
Lips, 
Chin

상하순의 모양이 

비슷함
◇

입이 크고 턱이 뾰족함
‡

입이 작고 입술이 얇음
∥

턱이 뾰족함
∥

하 이 좁음
§

뻐드 니
+

구순이 다른 체질에 비해 작음
◇

입술이 두터움
†

하 이 넓 하고 두터움
‡

입이 작음
§

입이 크고 턱이 얇음
‡

입이 작음
§

아랫 입술이 발달
◇

Ear 큼
§ 두툼함

∥
두꺼움

§ 귓방울이 큼
§

* 金櫃秘方(Geumgwe Bibang) means excellent secret medical prescriptions.
†普濟演說(Boje Yeonseol) means lectures on large relief from the misery. 
‡四象方藥合編(Sasang Bangyak Happyeon) means book on the medical prescriptions of SCM(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四象診療保元(Sasang Jinryo Bowon) means essentials of the practice of SCM(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 四象要訣(Sasang Yogyeol) means essentials of the theory of Sasang.
§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series written by Yeon Byeon researchers. 
+ 性理臨床論(Clinical Theory on Xing-Li)
◇ Newly Writte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Table 3. Review of References - Facial Features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1) 기초 연구 :문헌에 서술된 사상체질별 안면 특징

문헌에 서술된 체질별 용모에 한 연구로는 표

으로 東武 서  후세의가의 문헌을 종합 으로 

조사하여 정리한 이의 연구6가 있다. 여기에 유의 

서35에 나와 있는 내용을 추가하여 체질별 특징을 정

리하 다. 용모와 련된 변증 지표  주 인 요소

가 개입될 가능성이 큰 첫인상은 제외하고 얼굴형, 

이마,  ․ 썹, 코, 입 ․ 입술 ․ 턱, 귀 등 6가지 지표를 

심으로 정리하 다(Table 3).

문헌에 언 된 빈도는 얼굴의 체  인상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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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yangin Soyangin Taeeumin Soeumin

Lee EJ
2

(2006)
-코끝이 얇고 리하다

-얼굴이 넓 하다

-귓불이 두툼하다

- 이 크고 순해 보인다

-역삼각형 얼굴이다

-토끼이빨이다

Lee JH
3

(2007)

-안 이 빛난다(54%)
-이마가 넓다(22%)

-인상이 강하다(19%)
-귀가 크고 발달했다/ 

꼬리가 올라가 

있다(16%)
-머리가 크다(11%)

-이마가 돌출되었다(57%)
-입술이 얇고 작다(41%)

-턱이 좁고 뾰족한 

역삼각형 

안면형태이다(38%)
- 끝이 올라갔다(32%)

- 안부가 돌출했다(19%)
-하악이 각져있다/ 인상이 

야무지다/ 귀의 상단이 

뾰족하고 높다/ 콧망울이 

갈고리 모양으로 

날카롭다(11%)

-입술이 두껍다(49%)
-얼굴이 평면 이다(38%)

-코가 크다(35%)
-이목구비가 크다(30%)

-인상이 순하고 

잖다(24%)
-하악부 가 후하다/ 
얼굴이 크다/ 안면이 

좌우로 발달했다(22%)
-얼굴이 둥 다/ 의 

택이 다/ 엄이 

있다(19%)
- 이 크다/ 코가 

뭉툭하다(14%)
-이마가 좌우로 넓다/ 
이마의 길이가 짧다/ 

얼굴이 사각형이다(11%)

-인상이 유순하다(41%)
-얼굴이 상하로 길며 

갸름하다/ 매가 

쳐져있다(35%)
-이목구비가 작다/ 인상이 

섬세하다(32%)
-면색이 희다(19%)

-얌 하고 다소곳하다(16%)
-코가 작다/ 입이 크다/ 

코끝이 아래로 쳐졌다(14%)
-하악이 발달되지 

않았다(11%)

Table 4. Practical Use - Facial Features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많았으며, 소양인이나 태음인의 경우 문헌별로 비슷

한 변증기 이 제시되었으나 소음인에 있어서는 문헌

별로 변증기 의 차이가 있었다. 

(2) 기초 연구 : 임상에서 활용되고 있는 사상체질별 

안면 특징

실제 임상에서 쓰이고 있는 체질별 안면 특징에 

한 연구는 주로 설문 조사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자기보고식 체질 진단 설문지(SDQ)를 분석하여 스스

로의 容貌에 한 기술을 토 로 사상인 容貌의 특

성을 정리한 이의 연구7와 사상체질의학 문가 집단

에게 체질 진단시 활용하는 지표들에 해 설문조사

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한 이의 연구8가 표 이다.

이의 연구7에서는 SDQ의 容貌 련 문항에 한 

체질별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체질 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문항을 각 체질의 容貌 특성을 

의미 있게 반 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의미 있는 문항’

으로 선정하 다. 

이의 연구8에서는 체질 진단시 음성, 피부, 맥진 특

징 등의 다른 요소들보다 안면 특징이 활용도가 높고 

다른 요소들은 부분 으로 활용된다는 결과가 나왔

다. 체질 진단시 다빈도로 활용되는 안면요소는 ‘ 면

부의 체 인 형태(100%)’, ‘ 체 인 인상(89.2%)’, 

‘耳目鼻口의 크기  모양(89.2%)’, ‘眼光의 淸濁

(64.9%)‘ 순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를 통해 부분 이고 

개별 인 요소보다는 체 인 인상  이에 향을 

 수 있는 체 인 형태가 요시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의 연구6에서 문헌에 언 된 容貌 

련 변증지표  ’얼굴의 체  인상‘에 한 것이 

가장 많았다는 것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두 논문

에서 언 된 체질별 주요 안면 특징을 정리하 다

(Table 4).

2) 임상 연구 

임상 연구는 크게 2차원의 사진을 이용한 연구와 

3차원의 형상을 이용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임상 

연구 24건  2차원 연구는 12건, 3차원 연구는 12건이

었다. 2차원 연구는 주로 1990년  후반부터 2000년

까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모아  활용 연구를 제

외한 3차원 연구는 2000년  반부터 후반에 걸쳐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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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tandard facial features of the sasang constitution by KIOM(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in 2012

① 태양인 : 이 빛나고 이마가 넓으며, 인상이 강하고 머리가 큼

② 소양인 :  끝이 올라간 경우가 많고, 이마가 돌출 으며 상하로 넓은 편

③ 태음인 : 얼굴이 넓 하고 이 편평하며 코가 크고 코 폭도 넓음

④ 소음인 : 인상이 유순하고 얼굴이 갸름하며 꼬리가 약간 처진 곡선형이고, 코 폭이 좁고 코가 아래로 처진 편

Figure 2. Standard facial features of the sasang constitution
by KHU(Kyunghee University) in 1998

그  2차원 연구는 안면 특징 측정 로그램을 

활용하여 시행된 경희 에서의 연구(9건)와 한국 한

의학 연구원에서 시행된 연구(3건)로 크게 나  수 

있다.

경희 에서는 1995년 보건복지부 과제로 개발한 

안면 특징 측정 로그램을 활용하여 연구를 시작하

으며 1996년부터 2001년에 걸쳐 안면부와 두면부

의 형태를 성별, 연령별로 축 하여 체질별 표 안면 

형태의 특징을 도출해내었다(Figure 2).

한국 한의학 연구원(KIOM)에서는 2012년 1월, 국 

23개 한의   한방병원과 력해 구축한 사상체질 

표  사례 database인 체질정보은행에서 체질이 정확하

게 진단된 2900여 명의 안면 사진과 정보를 활용하여 

체질별 표 얼굴과 그 특징을 발표했다1(Figure 3).

3차원 연구는 측정 방법에 따라 등고선 사진을 이

용한 모아  연구와 안면 형태를 3차원으로 자동 인식

할 수 있는 진단기기인 3D-AFRA( 재 ‘Morpheus 3D’) 

연구로 별된다. 

모아 를 이용한 연구는 1998년에 진행된 홍의 연

구23,24가 최 이며, 상자에게서 3차원  상안부 형

상을 얻은 후 상안부에 나타나는 등고선 사진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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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체질별로 상안부의 형태학 인 특징을 도출해냈

다. 이를 통해 소양인은 태음인이나 소음인에 비해 

좌측상안의 일부가 방으로 돌출되었고, 태음인은 

우측상안의 일부 부 에서 소음인이나 소양인에 비해 

방으로 돌출되었다는 결론을 얻었다. 

하지만 모아  방법은 실제 진단에 있어서 근성

이나 계측의 어려움이 있어 근래에는 연구 방법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2000년  반부터는 로 비젼  

비 식 3차원 Rapid Prototyping 시스템을 이용해 

얼굴의 사상체질 인 특이 을 도출해내는 기기인 

3D-AFRA를 상으로 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3D-AFRA는 안면의 재  가능한 특이 을 3차원

인 치 X, Y, Z의 수치값으로 정량화한 것으로 

입체 인 안면 상과 수치를 얻을 수 있다.26 기기 

개발 단계의 기 연구들은 주로 3D-AFRA 시스템을 

검증하기 해 시행되었는데 하드웨어 면에서는 posi-

tioning 오차분석과 분해능, 반복능, 평탄도, 원통도 

검사가 시행되었고, 소 트웨어 면에서는 형상복원 

오차검사, 형상측정 오차검사, 안면 치변화에 따른 

정확도 검사, 안면 특징  인식의 정확도 검사 등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3D-AFRA 자체의 

하드웨어  소 트웨어 인 정확도는 어느 정도 검

증된 상태이다. 

이후 김33은 자기보고식 체질진단지(SDQ)를 통해 

얻은 첫인상 항목과 3D-AFRA로 얻은 안면 변수 수치

와의 연 성을 분석하여 다른 체질과 구분되는 각 체

질의 안면 변수를 구하 고, 유34는 첫인상 문항과 

3D-AFRA를 통해 얻어진 안면 정보 에서 별분석

에 투입할 최 의 독립 변수를 선택하는 방법과 별

모형을 제시하 다.

Ⅲ. 考 察

본 고찰에서는 안면 형상을 사상체질 진단에 활용

하기 하여 이루어진 기존 연구 황을 분석해보고 

주요 성과들을 정리해 보았다. 

우선 東武의 서와 그 이후의 술들을 살펴보았

을 때, 안면 형태는 체질 진단을 하는데 있어서 요한 

지표임을 알 수 있다. 문헌에서는 이마, , 코, 입 등 

개개 요소들의 체질별 특징을 서술한 부분도 찾아 볼 

수 있지만, 언  빈도로는 얼굴의 체 인 인상이 

가장 많았다. 

임상에서 안면 형태의 특징은 체질 진단 시 다른 

요소들보다 활용도가 높았으며 문헌에서와 마찬가지

로 부분보다는 체 인 느낌  인상을 시하고 있

었다. 이는 안면 형태로 체질을 진단하는데 있어서 

안면 요소 개개의 크기나 비율 보다는 인상, 느낌 등의 

주 인 요소가 큰 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으로 이

는 객 화된 진단기기 개발이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의학 문헌  임상 활용 

면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안면 형태는 사상체질별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 체질 진단의 지표로서 의미

가 있다. 

체질별 안면 형태의 특징을 도출하기 한 연구는 

1990년  후반부터 본격 으로 시작되었다. 연구를 

한 자료 수집에 있어서는 주로 촬 된 안면 사진을 

간 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사용되었으며 사진 촬  

방법에 따라 2차원과 3차원의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2000년까지는 주로 2차원의 학  사진을 이용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기에는 사상인별 두면부, 안

면부의 특징을 비교 설명하는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그 후의 연구에서는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좀 더 

세 하게 안면 형태 특징을 정량화, 객 화하려는 시

도가 있었다. 2차원 연구  연구 상이 가장 많았던 

연구는 석의 연구19로 성인 남녀 1140명의 정면과 측

면 얼굴사진을 수집하여 정면과 측면에서의 성별 특

징과 연령별 특징을 각각 분석하 다.

경희 학교 병원(KHU)과 한국한의학연구원(KIOM)

에서 주도 으로 시행한 다수의 연구들을 토 로 2차

원 연구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2차원 평면 상에

서의 사상체질별 표  안면 형태가 제시되었다. 

하지만 신체 부  에서도 굴곡이 많으며 입체

인 형상을 가지고 있는 안면 부 를 2차원으로 얻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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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로 분석하는 것은 실제와 다른 왜곡된 결과를 도

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한 보완을 해 

임상 연구는 차 3차원 인 안면 형상을 활용한 방향

으로 환되었다. 

3차원 연구는 기에 3D-AFRA의 개발  표 안 

마련에 을 맞추어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3D-AFRA를 이용하여 사상체질 진단 알고리즘을 개

발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하지만 3D-AFRA로 수집한 

3차원 안면 정보 자료를 이용하여 사상체질별 안면 

형태의 특징을 통계 으로 분석하는 연구는 미비하

다. 기기의 안정성과 유효성은 어느 정도 검증되었으

나 실용화를 하여 필수 이라고 할 수 있는 사상체

질별 표  얼굴 모델링에 하여는 아직 연구가 부족

한 실정이다. 

안면형상을 체질진단의 지표로 활용하기 하여 

객 화된 체질 진단 알고리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

다. 이를 한 후속 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을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상의학의 진단 표 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체질 진단 지표들을 표 화하여 3차원 안면형상 

정보와 함께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보다 객 인 

사상 체질 진단이 가능할 것이다. 진단 표 화 작업 

이후에 진단 과정에서 안면형상이 어떤 방향으로 활

용될 것인지가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체질  병증 확진자의 양질의 안면형상 정

보를 수집하여 방 한 database를 구축해야 한다. 양

질의 방 한 데이터로부터 체질별로 유의한 특징을 

추출한 후에 이를 토 로 하여 기존 연구를 발 시키

는 방향으로 알고리즘 개발을 해야 신뢰도가 높으며 

객 성이 보장되는 진단 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

을 것이다5.

셋째, 안면 형상의 특징이 사상의학의 진단 기술로

써 임상  효용성을 갖추기 해 후속 연구에서는 체

질 뿐 아니라 세분화된 병증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임상에서 용약을 할 때에는 사상체질 별 후에도 변

증 과정을 거쳐야만하기 때문이다. 타고난 사상체질

은 변하지 않지만 같은 체질군 안에서도 병증에 따라 

안면 형상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사상

의학의 진단 표 화를 기 로 체질  병증이 확증된 

사람들의 안면 형상 data를 꾸 히 축 하고 병증별 

3차원 표  얼굴을 모델링하는 것이 후속연구의 핵심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상체질 진단 기술이 실용화되면 체질, 병

증을 고려한 결과를 기 로 치료의 방향과 변증 지표, 

양생 정보 등을 제시할 수 있어 진단의 정확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서도 도

움을  수 있게 된다. 사상의학의 장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맞춤 의학’에 근 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Ⅳ. 結 論

1. 東武 李濟馬의 서  그 이후의 술을 고찰한 

결과 사상체질에 따라 안면형태에 일정한 경향성

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임상에서 안면 형태는 체질 진단 시 다빈도로 활용

되며 요하게 사용되는 안면 요소는 사상체질별

로 차이가 있었다.

3. 안면 형태를 체질 진단에 활용하기 한 임상 연구

는 2차원 사진을 이용한 연구와 3차원 형상에 한 

연구가 있다. 2차원 연구 결과를 토 로 체질별 표

 얼굴이 도출되었으며, 3차원 연구는 주로 진단기

기의 정확도,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이루

어져 왔다.

4. 후속 연구에서는 사상의학의 진단 표 화를 기 로 

체질  병증이 확증된 사람들의 3차원 안면형상 

data를 꾸 히 축 하고, 축 된 자료를 분석해 병

증별 3차원 표  얼굴을 모델링하여 사상체질 진단 

로그램을 개발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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