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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correlation between earlobe 

crease(ELC) and Hypertension(HTN) in the auricular point diagnosis.

Methods : 140 patients who were admitted the Jeongeup City Geriatric Hospital were 

examined for the presence or absence of ELC and HTN. The one examined the ELC of 

patients and the other examined the presence of hypertension. The presence of right ELC, left 

ELC, right or left ELC, and right and left ELC were respectively compared with the presence 

of HTN. Chi-square test was used to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ELC and HTN. 

Results : The presence of right ELC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presence of HTN(p=0.001). 

The sensitivity, specificity, and positive and negative predictability of ELC for diagnosis of 

HTN were 0.755, 0.524, 0.787, and 0.478. The presence of left ELC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presence of HTN(p=0.002). The sensitivity, specificity, and positive and negative predictability 

of ELC for diagnosis of HTN were 0.745, 0.524, 0.785, and 0.468. The presence of right or left 

ELC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presence of HTN(p＜0.001). The sensitivity, specificity, and 

positive and negative predictability of ELC for diagnosis of HTN were 0.806, 0.500, 0.790, and 

0.525. The presence of right and left ELCs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presence of HTN 

(p=0.007). The sensitivity, specificity, and positive and negative predictability of ELC for 

diagnosis of HTN were 0.694, 0.548, 0.782, and 0.434. 

Conclusions : These results show that the presence of ELC i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hypertension. 

Key words : earlobe crease, hypertension, auricular point diagnosis, auriculotherapy

I. 서  론

이침요법은 外耳에 존재하는 耳穴을 자극하여 

다른 신체부 에 나타난 병리  소견을 개선시키

는 치료방법이다. 外耳部 자극방법은 고 로부터 

사용되던 방법으로 국에서는 耳部에 뜸을 뜨거

나 橫梁 등을 자극해 耳鳴, 耳聾, 寒暑疫毒 등을 

치료하 고, 고  이집트에서도 출산을 원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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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여성의 外耳를 바늘로 르거나 화상을 입혔다

고 하며,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

스도 무기력한 환자의 치료방법으로 귀 뒤쪽의 정

맥을 刺絡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고 해지고 있

다1).

한의학에서는 “腎主耳, 腎在竅爲耳”, “腎氣通於

耳, 腎和則耳能聞五音矣”이라 하면서 귀의 생김새, 

모양  질환 등을 보고 腎臟의 기능성쇠를 악

하 다. 한 “耳 宗脈之所聚也”라 하면서 12經絡

이 직간 으로 耳部과 연계되어 있고, 기타 心ㆍ

肝ㆍ肺ㆍ腸胃 등도 耳部에 향을 주고 있다고 언

하고 있다2,3).

기존 한의학 문헌상에 귀와 인체의 계에 한 

여러 언 이 있었지만, 재와 같은 이침요법의 개

발은 랑스 의사인 P. Nogier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耳部에 火傷을 입어 좌골신경통이 치료되었

다는 환자들을 한 후 연구를 시작하 고, 귀의 

모양이 태아의 형상과 같음에 창안해 연구를 진행

하여, 이를 1956년 Marseille에서 개최된 국제침구

의학회에 보고하면서부터 본격 인 연구가 시작되

었다4,5).

이침연구는 계속 발 하여 왔는데, 국내 한의학

계에서는 연에 한 이침의 효과6,7), 불면증에 

한 치료8-10), 청소년기 여성의 월경통 치료11,12), 요

통  두통 등의 통증 련 치료
13,14)

 등 다양한 임

상  치료연구가 보고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들은 耳穴에 침자극을 하여 질환의 치료를 목 으

로 한 연구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耳穴을 

질환의 진단에 사용한 연구는 압통 탐사법을 이

용하여 신체의 증상에 따른 耳穴의 반응有無를 살

핀 연구만이 보고되고 있다
15,16)

.

국외에서도 귀와 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는데, 그 에는 耳垂에 나타나는 병리  주

름(Earlobe Crease, ELC)이 Coronary Artery 

Disease1,17-19)와 Carotid intima-media thickness20) 

등과 연 이 있다는 연구가 다수 보고되었으며, 국

내에서도 ELC과 Coronary Artery Disease
21)
, ELC

와 Hemorrhagic Stroke22)  ELC와 Brachial- 

ankle pulse wave velocity23) 련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심 계질환에서 표  질환인 

고 압과 ELC의 계에 해 조사하고자 하 다. 

이에 자는 병원에 입원 인 환자들을 상으

로 耳穴診斷法  視診法을 이용하여 ELC와 고

압 유병과의 련성을 조사하 으며, 유의한 결과

를 얻었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II. 재료  방법

1. 연구 상

1) 선정기

2012년 6월 11일부터 2012년 7월 22일까지의 기

간 동안 정읍시노인 문병원에 입원치료 인 141명

의 환자를 상으로 하 으며, 귀걸이를 하여 耳垂

를 찰할 수 없었던 1명을 제외한 총 140명을 연

구 상으로 하 다.

2. 연구 방법

연구 상의 ELC의 有無 찰과 고 압의 유병

에 한 조사에 하여 2명의 연구자가 독립 으

로 진행하 다. 제1검사자는 환자의 耳垂에서 ELC

의 有無를 찰하고, 제2검사자는 환자의 입원차트 

검토를 통해 압에 한 기록을 조사하여 정상군

과 고 압군으로 별하 다. 단, 제1검사자와 제2

검사자는 조사 찰 기간 동안 조사 자료를 공유하

지 않도록 하 다.

1) ELC의 有無 찰 

① ELC의 有無 찰은 7년 이상의 임상경험을 

가진 한의사인 제1검사자에 의해 실시되었다.

② 환자의 얼굴을 정면을 향하도록 하고 양측 

耳垂에 병리  주름(ELC)의 有無를 찰하 으며, 

만약 자세에 의해 耳垂部가 렸다면 가볍게 풀어

 후 찰하 다.

③ ELC의 有無 별은 屛間切痕의 하부(in-

cisura intertragica inferior)에서 시작해 耳垂의 後

下方으로 향한 직선 형태의 굵고 확실한 주름이 

시각으로 찰된 경우로 하 다(Fig. 1).

④ 노화에 의한 耳垂 부 의 얇고 희미한 주름

은 정상으로 단하 다(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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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ypical earlobe crease(ELC) of patients 
with hypertension. 
The arrow clearly identifies the crease.

Fig. 2. Earlobe wrinkles due to aging which could 
be shown in the normal group.

Control group HTN group p value

Sex Male 15(35.7%) 28(28.6%) 0.401*

Female 27(64.3%) 70(71.4%)

Age 42
(74.52±11.05)

98
(76.72±9.00)

0.287**

Sex values are number(% within group). Age values are 
number and mean±SD.
Control Group : Non-hypertension group, HTN Group : 
Hypertension group.
*p＜0.05(by Chi-square test), **p＜0.05(by Independent 
sample t-test).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2) 고 압의 有無 조사

① 고 압의 有無 조사는 환자의 입원 차트 검

토를 통해 이루어졌다. 차트 조사는 5년 이상의 임

상경험을 가지 간호사인 제2검사자에 의해 진행되

었다. 

② 차트를 통해 성별  연령을 조사하 으며, 

조사일로부터 일주일간의 압측정 기록과 복약에 

한 검토를 통해 3회 이상 고 압 진단기 에 속

한 경우, 고 압약을 복약 인 경우 고 압으로 정

하 다.

③ 압의 측정은 병동 근무 간호사에 의해 이

루어졌으며, 5분간 안정 후에 앉거나 운 자세로 

측정되었다. 고 압 진단의 기 은 수축기 압이 

140 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압이 90 mmHg 

이상인 경우로 하 다
24)
.

3. 연구 자료의 분석

통계처리는 SPSS 18.0을 이용하 다. 두 검사자

가 조사 정리한 자료를 Independent sample t-test

와 Chi-square 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고, 모든 분

석에서 p＜0.05인 경우를 유의한 것으로 하 다. 

한 sensitivity, specificity 그리고 predictability(po-

sitive와 negative)를 이용해 ELC 有無의 고 압에 

한 진단  정확도를 살폈다.

III. 결  과

1. 일반  특성

본 연구 상의 성별은 남성 43명(30.70%), 여성 

97명(69.30%)이며, 성별에 따른 고 압의 有無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체의 평균연령은 76.06± 

9.67세 고, 정상군은 74.52±11.05세, 고 압군은 

76.72±9.00세로 통계상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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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group

HTN 
group

p value*

Right ELC Yes 20 74 0.001

No 22 24

Left ELC Yes 20 73 0.002

No 22 25

Right or left 
 ELC

Yes 21 79 0.000

No 21 19

Right and left 
 ELC

Yes 19 68 0.007

No 23 30

ELC is abbreviation of earlobe crease.
Control group : Non-hypertension group, HTN group : 
hypertension group.
*p＜0.05 (by Chi-square test).

Table 2. Correlations between Earlobe Crease  
and Hypertension

Sensitivity Specificity
False positive 

value
False negative 

value
Positive 

predictability
Negative 

predictability

Right ELC 0.755 0.524 0.476 0.245 0.787 0.478 

Left ELC 0.745 0.524 0.476 0.255 0.785 0.468 

Right or left 
 ELC

0.806 0.500 0.500 0.194 0.790 0.525 

Right and left 
 ELC

0.694 0.548 0.452 0.306 0.782 0.434 

ELC is abbreviation of earlobe crease.

Table 3. The Diagnostic Values of Earlobe Crease for Hypertension

2. ELC와 고 압과의 계

우측 ELC의 有無는 고 압의 有無에 한 교차

분석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우측 ELC

의 有無에 의한 고 압 有無 진단의 sensitivity는 

0.755, specificity는 0.524, positive predictability는 

0.787, negative predictability는 0.478이었다.

좌측 ELC의 有無는 고 압의 有無에 한 교차

분석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좌측 ELC

의 有無에 의한 고 압 有無 진단의 sensitivity는 

0.745, specificity는 0.524, positive predictability는 

0.785, negative predictability는 0.468이었다.

좌측 는 우측 耳垂  한 곳 이상에 ELC가 

있는 경우를 양성 결과로 단하여 ELC의 有無는 

고 압의 有無에 한 교차분석에서 유의한 결과

를 나타내었으며, 이방법의 sensitivity는 0.806, spe-

cificity는 0.500, positive predictability는 0.790, 

negative predictability는 0.525이었다.

양측 耳垂 모두에 ELC가 있는 경우를 양성 결

과로 단하여 ELC의 有無는 고 압의 有無에 

한 교차분석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이

방법의 sensitivity는 0.694, specificity는 0.548, posi-

tive predictability는 0.782, negative predictability는 

0.434이었다(Table 2, 3).

IV. 고  찰

인체는 기능상 여러 부분으로 분화되어 있지만 

생리 으로 상호견제와 조를 하고, 병리 으로 

서로 향을 미치면서 끊임없이 운동하는 하나의 

통일된 체이다
25,26)

. 따라서 인체의 어느 곳에 질

병이 발생할 경우 생리 ㆍ병리  작용을 통해 다

른 신체부 에 독특한 상이 발 되고, 한의학에

서는 이를 활용하여 질병의 치료에 활용하고 있는

데, 經絡ㆍ經穴이론이 그 표 인 것이며, 근래 

들어 연구되고 활용되는 分區鍼法도 그 라 할 

수 있다.

古典 文獻을 살펴보면 <靈樞:邪氣臟腑病形篇>에

는 “十二經脈 三百六十五絡 其氣血皆上於面而走孔

竅…其別氣走於耳而爲聽”, <素問․金匱眞 論篇>에는 

“南方赤色入通於心. 開窺於耳藏於心”이라 하 고, 

이외 다른 조문을 통해서도 耳部가 단지 일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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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만이 아니고 內臟과 四肢  여러 經絡과 

한 계가 있음을 언 되었다3).

이침요법은 인체의 질병이 귀에 나타나며, 한 

귀의 특정부  經穴을 자극함으로써 질병을 치료

할 수 있다는 치료법이다. 그  耳垂 부 의 병리

 주름인 ELC가 심 계 질환과 련되었다는 

논문이 다수 보고된 바가 있다. ELC가 질환에 

한 진단 지표로 처음 언 된 곳은 1974년도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Lichstein 등이 발

표한 논문이었다. 이들이 ELC와 coronary artery 

disease 사이에 주요한 련성이 있음을 발표한 이

후 이와 유사한 연구가 계속 보고되었으며, 한 

여러 가지 방면에서 ELC의 진단 지표로서 가치가 

연구되면서 앞에서 언 한 것 이외에도 serum 

cholesterol27), atherosclerosis28) 등과 ELC와의 련

성 등에 한 연구도 보고되었다.

본 연구는 ELC가 심 계 표 질환인 고 압

의 진단에 의미가 있는지에 해 살펴보고자 하

다. 좌우 각각의 耳垂에 ELC의 有無를 조사하고, 

이를 차트 조사를 통해 진단된 고 압과의 일치도 

여부를 분석하 는데, 우선 좌측과 우측 耳垂 각각

을 나 어 조사하 다. 이는 좌측이나 우측  어

느 한 쪽에 있는 ELC가 고 압과 통계 으로 보

다 더 유의한 일치율을 보이는가를 살펴보고, 이를 

토 로 고 압의 진단에 특정 부 의 ELC가 사용

될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함이었다. 그 결과 좌

측이나 우측 모두 비슷하게 유의함을 보임으로서 

양측 ELC 각각이 모두 고 압의 유병과 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좌우를 함께 분석하 다. 첫째는 좌

우 耳垂 둘  한 곳 이상에 ELC가 있는 경우를 

양성으로 진단하 을 경우이고, 둘째는 양측 耳垂 

모두에 ELC가 동시에 있는 경우를 양성으로 진단

하 을 경우이다. 앞에서 이미 좌우 ELC 각각이 

통계 으로 유의함을 보 기에 자의 경우는 그 

유의함이 더 커짐을 알 수 있었고, 후자의 경우 표

본의 수가 감소하면서 p value가 다소 증가함을 보

지만, 통계 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상에서 ELC의 존재가 고 압 유병과 유의한 

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ELC를 통한 고 압의 진단의 정확

도를 살펴보았다. 정확도에 한 검증은 주로 어떤 

질병의 진단 목 으로 이용되는 검사, 특히 많은 

수의 사람을 짧은 시일 내에 쉽게 조사하여 환자 

후보자를 걸러내는 집단검진에 이용되는 검사 방

법에 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새로운 검사 방법에 해서는 정확도가 확

정되어야만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29)
.

본 연구결과 sensitivity는 0.694∼0.806으로 假陰

性(false negative value)에 비해 2.3∼4.2배 높았는

데, 이는 ELC가 실제 고 압 환자를 정확하게 찾

아낼 수 있는 정확도의 비율로 p value 등과 종합

해봤을 때 ELC의 有無가 고 압 진단에 한 

screening 검사로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specificity는 0.500∼0.548로 假陽性(false positive 

value)에 비해 1.0∼1.2배 정도로 큰 차이가 없었는

데, 이는 기존 연구에 비춰 봤을 때 ELC가 coro-

nary artery disease  atherosclerosis 등의 다른 

질환과도 많은 연 을 보이는 과 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연구 결과 높은 유의성과 sensitivity를 

통해 좌우의 구분 없이 ELC 존재여부가 고 압과 

련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진단에서 ELC 有無와 고

압의 유병율과의 계를 살펴보고자 하 으며, 둘 

사이에 유의한 련성이 있고, ELC가 고 압의 진

단  가치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고 압의 진단

이 압 측정이라는 비교  간단한 방법으로 이루

어질 수 있음을 생각할 때 ELC가 고 압 진단의 

가치가 있다는 보다 둘 사이에 유의한 련성이 

있고, 압 강하 목 으로 ELC 부 에 침치료 등

의 처치를 시행하는 것이 가치가 있을 것인지에 

한 연구 진행의 기 자료로서 의미를 가진다 생

각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고 압의 유병기간, 압약의 복약 여

부, 기타 질환의 유병 등이 분석되지 않았고, 고

압의 진단이 입원환자 차트 조사로 이루어져 교  

근무하는 여러 명의 간호사들에 의해 압측정이 

이루어진 , 연구 상이 일개 병원의 입원환자라

는 , 환자군이 노인층에 한정되어 있는  등은 

본 연구의 해석에서 고려하여야 하고, 향후 연구에

서 보완할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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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이 진단에서 Earlobe Crease(ELC)와 고 압과

의 연 성에 한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우측 ELC의 有無는 고 압의 有無와 유의한 

계에 있었다.

2. 좌측 ELC의 有無는 고 압의 有無와 유의한 

계에 있었다.

3. 좌측 는 우측 耳垂  한 곳 이상에 ELC가 

있는 경우를 양성 결과로 단했을 경우, ELC

의 有無는 고 압의 有無와 유의한 계에 있었

다.

4. 양측 耳垂 모두에 ELC가 있는 경우를 양성 결

과로 단했을 경우, ELC의 有無는 고 압의 

有無와 유의한 계에 있었다.

5. 본 연구에서 sensitivity는 0.694∼0.806, speci-

ficity는 0.500∼0.548, positive predictability는 

0.785∼0.790, negative predictability는 0.434∼

0.525 다.

이상의 결과 ELC의 존재는 고 압 유병과 유의

한 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후 고 압의 치료와 진단에 ELC의 활용에 

한 임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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