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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의 손등피부 탄성 특성을 활용한 체질분류 방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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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presents a novel diagnostic method to determine Sasang Consitution (SC) by elasticity coefficient

of hand dorsal skin of elderly people. For this purpose, we carried out a clinical test, in which Our SC diagnostic

tool and one Oriental medical doctor with SC medicine expertise participated to categorize 458 healthy subjects into

four constitutions. After excluding heavy-noise, we extracted 295 subjects’ elasticity coefficient feature data and

statistically analyzed their SC relevance with ANOVA test. It resulted in that, Taeum-in has high elasticity coefficient

compared to Soeum-in in a significance level of 0.05. There are no differences of elasticity coefficient in genders. This

result is supported by the theory of Longevity and Life Preservation in Eastern Medicine(Donguisusebowon, 동의수세보

원) which suggested that Taeum-in’s flesh is solid and Soeum-in’s one is tender. This is the first work which reports the

relatedness of skin elasticity coefficient and SC by an objective clinical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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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사상의학은 사람의 체질을 네 가지로 나누어 진단·치료하는

의학으로 체질 진단은 전통적인 망문문절(望聞問切)의 사진법

(四診法)에 따라 행해지고 있다. 그 중 피부진단은 촉감에 의한

절진의 하나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피부특징에 관한 기술은

『동의수세보원』에 ‘태음인은 기육이 견실하고 소음인은 기육

이 부연하다’는 서술이 있고1), 이후 『동의사상요결』과 『사상

요람』에 실린 「변증십조」에서는 ‘태음인은 두텁고 거칠다(혹

은 뻣세다) 소음인은 연하고 부드럽다(혹은, 뜨고 연하다) 소양

인은 미끄럽고 엷어 보인다.’ 등 비교적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있

다
2,4,5)

.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상체질정보은행(SCIB)에 등록

된 1079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체질진단을 진행하여 피부진단

이 체질판별에 활용가치가 높다는 결과를 학계에 보고한 바 있

다4,6). 각 체질의 피부특성을 두께, 뻣뻣한 정도, 조직이 성기거나

섬세한 정도, 매끄럽거나 힘없이 들리는 정도의 4가지 변수를 가

지고 한의사가 전통적인 절진 방식을 이용해 후, 박 ,견, 연, 조,

세, 미, 부로 진단하였으며8) 피부를 통하여 체질을 구분할 때 피

부가 ‘후’하거나 ‘견’, ‘조’하면 태음인으로, ‘세부’하거나 ‘부’, ‘연’

하면 소음인으로 ‘세미’하거나 ‘미’, ‘박’하면 소양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4).

그러나 피부진단은 한의사의 주관적인 촉진에 의존하므로

이를 객관화하고 표준화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 센서를 활용하여 피부의 생체역학(Biomechanics)에 관한

연구와 체질 진단을 위한 측정기기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5,7,8)

. 인체의 전반을 덮고 있는 피부는 기본적으로는 인

체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보호의 기능에는 신

진대사에 기여하기 위한 생화학적 측면에서의 기능도 포함되지

만 외부자극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기계적인 기능도 포함된

다. 피부는 표피와 전비로 나눌 수 있다. 포피의 경우 가장 얇은

층으로 혈관은 없고 5-7일 마다 재생하며 두께는 신체부위에 따

라 다른데 주로 각질 형성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외 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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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세포, 랑게르한스세포, 머켈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표피 아래

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섬유아세포에서 만들어진 교원 섬

유와 기질로 이루어지며, 그 속에 신경, 혈관, 림프관, 근육과 피

지선, 아포크린, 에크린선 등 피부 부속기관을 내포하고 있다. 이

런 인간의 피부에 대한 연구는 피부재료 자체의 특성부터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에 대한 연구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생체역학적인 특징을 이용하여 체질판별도구로서 피부특

성에 근거한 물리량으로 두께(두껍다, 얇다), 감촉(미끄럽다, 부

드럽다, 거칠다), 모공크기 및 피부상태(모공이 커서 거칠다, 모

공이 작아서 세밀하다), 탄력도(잘 당겨질 정도로 연하다, 잘 당

겨지지 않는다)가 있으며 이중 한의학의 촉진에서 가장 중요하

다고 불 수 있는 인자는 피부의 마찰과 탄성이라고 할 수 있다
9)

.

현재 피부측정기기를 이용해 체질을 분류하는 것은 피부마

찰력측정기로 손등 피부의 마찰계수를 측정하여 태음인과 소양

인을 구별하는 방법
5)
만 보고되었을 뿐 탄성과 두께를 이용한 체

질분류방법은 보고된 바가 없다. 이에 피부 탄성측정기를 이용하

여 체질을 분류하는 연구를 진행하여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며, 본 연구는 피부의 탄성 특성을 활용한 체질판

별을 시도한 첫 번째 임상연구이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탄성측정시스템

피부의 점탄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단축으로 신장시키는

방법(uniaxial stretching), 탄도를 사용한 방법(ballistometry), 비

틀림을 이용한 방법(torsion), 톱니형을 이용한 방법(indentation),

흡입강을 이용한 방법(suction force) 등이 있다
9)

. 최근 가장 많

이 사용되는 방법은 흡입강을 이용한 것으로 재현성이 높고, 유

용한 점탄성 특징들을 추출해내기 용이하며, 전 세계적으로 독일

Courage+Khazaka 사의 Cutometer와 덴마크 Cortex technology

사의 Dermaflex가 피부 탄성의 임상학적 연구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위 장치들은 임상 측정시 발생하는 손과 장비의 움

직임, 반복 측정의 불편, 혹은 긴 측정소요시간으로 인해 고령친

화적이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개발한 탄성측정장치는 흡입강 방법의 장점을 그대로 활용하면

서 측정시스템을 자동화시켜 보다 높은 편의성을 확보하고 있다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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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lasticity Measurement Instrument and Suction Force-based

Elasticity Measurement Method.

본 연구에서는 이 장비를 활용해 고령자의 손등 표면의 탄

성 특성을 추출하도록 하였다. Fig. 1은 측정 장비 사진과 탄성측

정 시스템의 개념도를 보여준다. 본 장치는 탄성 특성을 추출하

기 위해 측정 프루브의 가압(Fp)와 흡입력(Fs)에 따른 피부의 상

승 높이(x)를 20Hz의 샘플링 주기로 제공한다.

xFs

k c

Fig. 2. Voigt Model of Human Skin.

흡입강 방법에 기반한 피부의 점탄성 특성은 Fig. 2에서처럼

Voigt 모델로부터 얻어질 수 있다. 즉, 피부를 massless-k-c 시스

템으로 모델링하면 아래 두 식으로부터 두 개의 점탄성 특징이

얻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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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성계수(k)는 피부를 일정 힘으로 들어 올렸을 시 피부의

복원하고자 하는 에너지를 나타내는 계수이며, 댐핑상수(c)는 피

부가 원래의 상태로 복원되는 속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실제

피시험자로부터 얻어진 시간 대비 상승 높이의 전형적인 변화

곡선은 Fig. 3에서처럼 흡입 변위 구간과 회복 변위 구간으로 구

분될 수 있고, 본 연구에서는 흡입 변위 구간으로부터 탄성계수

를 회복 변위 구간으로부터 댐핑상수를 각각 계산하였다. Fig. 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탄성 측정 구간 t1~t2 에서 탄성계수 k는 선

형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평균하여 평균탄성계수를 식 1)과

같이 구하게 된다.

탄성계수는 피부조직의 구성성분, 밀도, 두께 등의 복합적

요인에 의해 사람마다 각기 다른 특성을 보이는 반면, 반복 측정

에서는 안정된 반복 오차 범위(<RRE 3%) 안에서 반복성을 갖고

있는 특징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7)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피부탄성

측정장치는 3.61%의 내적 신뢰도를 보였다
3)

. 다만, Langer
10)
가

해부학적 위치에 따라 피부의 탄력성질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고한 이후로 Malm 등
11)
이 유사한 연구결과를 발표했으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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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기계적 성질들은 연령, 부위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고 인

정되고 있다. 즉, 실제 임상 실험시에는 손 움직임에 의한 가압변

화와 손등 측정 부위의 변화로 인해 측정 일관성을 손실할 가능

성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손등 측정 부위는

Fig. 5에서처럼 검지와 중지 사이의 균등한 5구간 내에서 평균탄

성계수의 반복성 테스트(피시험자 : 20~30대 성인 5명, 10분 간격

5회 반복 기록)를 거쳐 가장 안정된 반복도를 보이는 Point 3에

서 측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그림 3의 Fp 변화를 관찰함으로서

임상시에는 항상 손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일정한 위치를 유지하

도록 하였다.

x

Fs

Fp

t1 t2 t3 t4
tt

탄성
측정
구간

댐핑
측정
구간

Fig. 3. Vertical Strain Changes by Suction Force Changes Applied

on The Skin.

k

t
t1 t2

Fig. 4. Elasticity Coefficient Changes from t1 to 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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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oints to Measure Consistent Elasticity Coefficients.

2. 대상자 선정 및 모집

2011년 4월부터 8월까지 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에서 65세

이상 80세미만 자가 생활이 가능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개발한 사상체질진단툴과 사상체질의학

전문의 1인의 진단을 비교해 서로 일치하는 피험자를 확진자로

선정하였다. 체질진단툴은 총 2690명의 체질처방을 활용하여 약

리 빛 병증호전이 확인된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여 체질의 확인

되지 않은 피험자의 체형, 안면, 음성, 설문, 4가지의 진단요소를

통해 사상체질을 진단하며
13)

체질 진단툴에서 피험자의 체질이

결정되면 사상체질 전문의 1인이 진단툴의 체질진단 결과를 기

반으로 전문의의 체질진단과 상반되게 나오면 그 피험자는 탈락

을 시켰다. 탈락인원은 진단툴에서 체질이 확인된 485명 중 27명

이며 체질 진단툴과 사상체질의학 전문의 1인의 비교 후 체질 확

진자는 458명으로 선정하였다.

위의 체질 확진자를 대상으로 피부 특성 측정 과정에 대한

이3)의 연구 결과에 따라 작성된 피부탄성 표준측정절차에 따라

왼손 손등 피부를 측정하였다(Fig. 6). 왼손 손등은 『사상체질의

생활응용』에서 “체질별 피부의 특성은 살이 찌고 마른 것에 따

른 변화가 비교적 적은 손등과 발등에서 매우 잘 나타난다12).”라

는 보고와 오른손에 비해 외부 환경에 대한 특성 변형이 적다는

판단에 근거하여 측정부위로 선택되었다.

Fig. 6.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OP) to Measure

Consistent Elastic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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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Survey Results

　
Taeum-in Soeum-in Soyang-in Total

N Mean±SD N Mean±SD N Mean±SD N Mean±SD

Male

AGE

75

69.47±4.48

26

68.92±5.21

24

70.83±3.61

125

69.62±4.5

HEIGHT (cm) 166.1±5.43 165.0±4.31 164.9±5.20 165.6±5.16

WEIGHT (kg) 70.04±6.94 56.88±6.31 58.54±6.98 65.1±9.11

BMI (kg/m2) 25.40±2.25 20.88±2.13 21.48±1.82 23.71±2.99

BP_HIGH
*
(mmHg) 129.3±14.8 117.5±20.7 120.4±16.7 125.1±17.2

BP_LOW** (mmHg) 75.93±10.7 69.35±13.8 78.04±25.2 74.97±15.3

PULSE 72.97±10.6 73.58±8.77 71.08±8.09 72.74±9.75

TEMP¶ (oc) 36.39±0.31 36.37±0.36 36.27±0.35 36.36±0.33

Female

AGE

100

67.44±4.44

31

66.97±5.50

39

66.9±4.48

170

67.23±4.64

HEIGHT (cm) 153.7±5.23 152.6±3.85 151.1±5.19 152.9±5.08

WEIGHT (kg) 62.22±6.19 48.10±5.48 53.46±4.88 57.64±8.14

BMI (kg/m2) 26.37±2.46 20.64±2.03 23.43±1.82 24.65±3.17

BP_HIGH* (mmHg) 127.5±13.1 117.6±17.2 119.9±14.8 123.9±14.9

BP_LOW** (mmHg) 74.45±9.60 67.42±8.46 73.31±11.9 72.91±10.3

PULSE 76.21±10.6 77.16±12.9 75.92±9.52 76.32±10.7

TEMP¶ (oc) 36.54±0.34 36.65±0.36 36.66±0.29 36.59±0.34

Total

AGE

175

68.31±4.55

57

67.86±5.41

63

68.4±4.56

295

68.24±4.72

HEIGHT (cm) 159.0±8.12 158.3±7.44 156.3±8.5 158.3±8.12

WEIGHT (kg) 65.57±7.58 52.11±7.30 55.4±6.24 60.80±9.32

BMI (kg/m2) 25.95±2.41 20.75±2.06 22.69±2.04 24.25±3.12

BP_HIGH* (mmHg) 128.3±13.9 117.5±18.7 120.1±15.4 124.4±15.9

BP_LOW** (mmHg) 75.09±10.1 68.3±11.16 75.11±18.1 73.78±12.7

PULSE 74.82±10.7 75.53±11.2 74.08±9.24 74.80±10.5

TEMP¶ (oc) 36.48±0.33 36.52±0.39 36.51±0.37 36.49±0.35

BP_HIGH* : systolic blood pressure , BP_LOW**: diastolic blood pressure , TEMP¶: body temperature

탄성 표준측정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측정한 결과 체질 확진

자 458명 중 163명(36%)이 측정 노이즈 제거 과정에서 제거되었

다. 측정 노이즈는 ‘손과 흡입구의 평행여부’, ‘목표가압제어’, ‘손

고정틀 밀착유무’, ‘오퍼레이터의 손위치 찾기’, ‘측정시 움직임

유무’가 주요 요인으로 관찰되었으며 최종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

는 총 295명이다. 본 연구는 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 임상시험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IRB No, M2011-01-2).

3. 통계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남녀 간 평균차이 분석을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사용하였고 사상체질 집단간 평균차이 검정을 위해 일

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사용하였다. 또한, 분산분석

후 집단 간의 정확한 차이를 알기 위해 사후검정(Post-Hoc

Test) 방법으로 Scheffe test를 실시하였으며 탄성계수와 BMI,

신체온도의 연관성을 보기 위해서 피어슨 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을 실시하였다. 피험자의 기본적인 인구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평균(Mean)과 표준편차(SD)를 활용하였다. 모든

통계적 검정은 유의수준 5%로 정하였으며 SPSS® 14를 이용하

여 수행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징 분석

전체 295명의 대상자 중 남성은 125명 (태음인: 75, 소음인:

26, 소양인: 24) 여성은 170명 (태음인: 100, 소음인: 31, 소양인:

39)이며 태양인은 수집된 대상자가 적어 분석에서 제외 되었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68.24±4.72세(남성: 69.62±4.50, 여성:

67.23±4.64)였으며, 평균 키는 158.27±8.12 cm(남성: 165.62±5.16,

여성: 152.86±45.08), 평균 몸무게는 60.80±9.32 kg(남성:

65.10±9.11, 여성: 57.64±8.14)으로, 평균 BMI(Body Mass Index,

체질량지수, kg/m2)는 24.25±3.12 kg/m2(남성: 23.71±2.99, 여성:

24.65±3.17)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연령과 수축기혈압(Systolic Blood Pressure,

mmHg), 이완기혈압(Diastolic Blood Pressure, mmHg)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은 것을 볼 수 있으며 맥박 수(PULSE)와 BMI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대상자의 수축기혈압과 이완기혈압, 맥박, 체온(Body

Temperature, TEMP, oc)는 모두 정상수준 범위에 있으며 BMI는

남성, 여성 모두 과체중에 속해있다(Table 1).

여기서 BMI는 체질을 분류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

이며 체온은 피부 특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서 BMI와 탄

성계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r=0.311로 약한 양의 상관관

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4.97E-08)(Fig. 7), 체온

과 탄성계수의 상관계수는 r=0.031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8). 따라서 손등피부 탄성계수는 체온과 BMI와 상

관성을 갖지 않는 특징으로서 체질 분류를 위한 독립 변수로 판

단된다.

2. 성별 및 체질별 탄성계수 분석

피부의 탄성계수는 피부를 물리적인 힘으로 흡착할 때 변이

되는 정도로 계산한 것으로 임상에서는 피부의 견실하고 부드러

운 정도를 뜻하는 ‘견연(堅軟)’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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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세보원』에 ‘태음인은 기육이 견실하고 소음인은 기육이 부연

하다’는 서술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1), 이에 근거하여

이 등
2)
은 일개 한의원에서 한의사에게 진료 받은 1079명의 대상

자에 대해 진단된 체질과 피부 견연 정도를 비교한 결과 태음인

과 소음인을 구분할 수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체질 간 탄성계수 차이를 일원분산분석 후 사

후검정인 Scheffe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Table 3) 태음인(A)과 소

음인(B)에게서 평균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태음인(A)이

소음인(B)에 비해 평균이 크게 나타났다(Scheffe:A>B). 소양인은

태음인과 소음인의 평균값의 중간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p=1.39E-05). 이는 기존 연구의 결과와 동일한 결과로 보인다.

특별히, 태음인의 탄성계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태

음인의 피부가 보다 견실하다’는 서술과 피부의 역학적 특성이

일치한다고 분석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연구에서는 견연의 정도

가 성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성

별 탄성계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이

는 추가 연구를 통해 탄성계수의 성별차이를 탐색해야 할 것으

로 사료된다.

Fig. 7. Scatter Plot of Elasticity Coefficient and BMI :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r= 0.311 , p=4.97E-08.

Fig. 8. Scatter Plot of Elasticity Coefficient and TEMP :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r= 0.031 , p=0.567.

Table 2. T-test Results of Elasticity Coefficient by Gender

Elasticity Coefficient N Mean SD p*

Male 125 1.33 0.37
0.069

Female 170 1.41 0.46

p
*
: significance probability

Table 3. One-way ANOVA Results of Elasticity Coefficient by

Sasang Constitution

Elasticity Coefficient N Mean SD p* Scheffe test

Taeum-in(A) 175 1.46 0.42

1.39E-05 A>BSoeum-in(B) 57 1.17 0.38

Soyang-in(C) 63 1.32 0.41

p* : significance probability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 295명을 대상으로 피부의 물리량 중

하나인 탄성계수의 체질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임상연구 결과 탄

성계수는 고령에서 성별 간 평균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체질별로는 태음인과 소음인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견

실한 피부를 갖는 태음인이 보다 높은 탄성계수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동의수세보원을 포함한 기존 문헌에서 제시한

내용과 일치한다.

본 연구는 전문가들의 주관적인 피부진단방법을 통해 이루

어졌던 체질판별을 피부측정기기를 통해 시도한 최초의 연구이

다. 본 연구는 임상에서 체질진단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체질진

단의 객관화와 표준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개발된 피부측정기기를 이용한 체질분류 연구는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피부의 마찰이나 두께 등 다양한

피부 특성 물리량을 도출하여 다차원 특징 공간에서 체질을 분

류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고령자의 체질 및 체질

별 건강상태를 진단하는 연구의 일환으로 추후 다양한 연령대에

서 연구를 진행 한다면 각기 다른 연령대에서 체질별 피부 특성

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체질진단의 신뢰성을 높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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