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面色, 舌診, 音聲 聞診에서의 個體性 관찰에 대한 문헌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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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order to the excellent differentiation of syndromes, we study on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 factor by the 
inspection of face colour and tongue & the auscultation and olfaction. To the subject of diagnosis special books and 
diagnostics textbook of korean medicine, we arrange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 factor by the inspection of face 
colour and tongue & the auscultation and olfaction. The inspection on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 factor was 
analyzed the face colour, inspection of tongue. The auscultation and olfaction on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 factor 
was analyzed the 25 types by the five-voice (五音) in Huang Di Nei Jing (黃帝內經). As the results,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 factor is very important item of the four methods of diagnosis and the differentiation of syndromes. 
And Therefore the process on four methods of diagnosis and differentiation of syndromesis is necessary to divide 
the signs of individual characteristic factor and the signs of disease.
keywords : Individual characteristic factor, face colour, inspection of tongue

* Corresponding author
Gyeong Cheol Kim, Department of Diagnost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Eui University, 52-57, Yangjeongro, Busanjin-Gu, Busan, 
614-851, Korea
·E-mail : kimkc@deu.ac.kr  ·Tel : +82-51-850-8649
·Received : 2014/07/16  ·Revised : 2014/09/10  ·Accepted : 2014/10/02
ⓒ The Korean Society of Korean Pathology, The Korean Society of Korean Physiology 
pISSN 1738-7698  eISSN 2288-2529
Available online at www.hantopic.com

서    론
    한의학은 본래 個體性의 體質에 관련되는 證候體系에 의하
여 치료하는 體質醫學이다1). 尹은 『東醫生理學의 方法論硏
究』緖言에서2), 현대의학이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경이로운 발
전을 보고 있으나, 個體生理 個體病理의 對象이 人間이라는 어
려움으로 인하여 일반생리학, 일반병리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한의학은 수립 될 때부터 個體生理와 個體病理를 다루
어 왔으며, 이는 自然哲學과 醫學 경험이 통합된 관념을 바탕
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서 尹은 현대병리학이 
해부생리학을 기초로 조직학적 세균학적으로 연구하며 생화학
적인 연구를 열어 놓았으나, 個體病理(體質病理)를 연구하는 
것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한의학의 병리학
은 古人들의 醫學經驗적인 차원에서 방법론적으로 個體病理를 
다루어 왔으며, 이는 비판과 과학적인 수정을 필요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학의 병리학이 이 個體病理의 연구방법
론을 벗어나서 임상이 가능하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다3). 이처
럼 個體生理 · 個體病理에 기반하는 個體 特性의 體質論은 한

의학 辨證施治論의 기본이 된다.
    明知其人하고 明知其證4)과 같이, 病證 診察과 個體性 診察
을 더불어 주장하는 辨證施治論에서 人間 個體性은 病證을 형
성하는 核心 要因으로서, 病因, 病理的인 轉化, 病證 발현, 治
療와 事後 관리, 養生과 豫防에서 重要性이 認定되고 있으며5),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6). 그러나 
아직까지 診斷 敎育과 臨床에서 個體性 要因과 外部 因子를 구
분하는 방안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또한 診斷의 선두
격인 四診法에서 病證 구성의 外部 疾病的인 因子와 人間 個體
性 要因을 구분하여 硏究 分析하는 資料도 不足한 형편이다. 
    이에 著者는 症狀 수집 단계에서부터 차별화된 診斷 行爲
로서, 보다 우수한 八綱, 辨證 단계를 달성하기 위하여, 面色, 
舌診, 音聲 聞診에 나타나는 個體性 觀察에 대한 硏究에서 多
少間 意味있는 結果를 얻었기에 報告하는 바이다.

연구대상 및 방법
    望面色, 舌診, 音聲 聞診의 내용이 잘 나타난 것을 기준으



J. P. Kim et al 479

로, 歷代 韓醫學의 診斷 專門 書籍과 診斷學 關聯 書籍인 黃帝
內經, 東醫壽世保元, 內經診斷學, 人體體質學, 實用中醫診斷學, 
中醫診斷學, 五臟相音, 中醫疾病豫測學, 中醫脈診學, 醫門棒喝,  
徐靈胎醫書 등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個體性 관찰의 내용을 정
리하였다. 

본    론
1. 面色
    동북아시아인은 黃人種이라 기본적으로 黃色의 피부색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사람마다 타고난 체질이 달라 白色에 치
우친 사람, 黑色에 치우친 사람, 黃色에 치우친 사람 등의 차
이가 있을 수 있고, 계절 변화에 따라서도 五色의 변화가 나타
날 수 있다7). 健康한 生理 상태의 無病한 사람을 平人이라고 
한다. 平人도 개개인의 稟賦된 特性이 不同하므로, 정상 生理 
범위에서 變異가 있다8). 望診의 身體 形態 診斷 다음으로, 個
體 特性 要因을 診察하는 항목은 面色의 主色이다. 主色은 人
種과 個人의 特性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一生 동안 변하지 않
는 面色, 皮膚色이다. 
    內經에서 언급한 이 五形人의 主色에 대하여 朱丹溪는 格
致餘論의 治病先觀形色然後察脈問證論에서 “診病之道,....形色旣
殊, 臟腑亦異, 外症雖同, 治法逈別”9)이라하여, 身體 形態와 面
色이 다름을 나타내는 臟腑의 特性 차이와 個體 特性 要因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外部로 나타나는 症候가 비록 同一하여
도 個體性에 따른 治療法의 差異를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다. 

2. 舌診에서 살펴본 個體 特性 要因 
    舌診은 體質의 稟賦를 구별하고, 辨證과 辨病을 하고, 질
병의 예후를 추측하며, 處方用藥을 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으
며, 반드시 四診과 종합하여 辨證論治해야 한다10). 舌診을 통
해 體質의 稟賦를 구별할 수 있는데, 體質 稟賦의 특징은 체격 
형태에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舌象에도 반영된다. 體質 稟
賦는 어떠한 질병에 쉽게 노출되는지, 질병의 전변 및 예후는 
어떨지 등에 관련되므로, 舌象을 통하여 體質稟賦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의의가 있다11). 

 1) 현곡 윤길영. 사상체질의학론. 서울, 한얼문고, p 3, 1973.
 2) 현곡 윤길영. 동의학의 방법론연구. 서울, 성보사, p 23, 1983. 
 3) 上揭書. p 57. 
 4) 이제마 원저, 동의학연구소 편역. 原文對譯 東醫壽世保元. 서울, 여강출판사, 

p 277, 2002. 
    “明知其人而 又明知其證則 應用之藥 必無可疑.”  
 5) 김경철, 신순식, 이용태. 전신형태 진단의 의의와 활용에 대한 연구. 동의생

리병리학회지, 16(5): 873-880, 2002.
 6) 김경철, 이용태, 신순식. 전신형태 진단과 변증시치의 연계를 위한 섭계의 

형태체질론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18(1):22-27, 2004.
 7) 김은주 외 6인. 30-40 한국여성의 안색과 혈행의 상관성 연구. 대한한의정

보학회지, 14(2):14-18, 2008.
 8) 朱文鋒. 中醫診斷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 41, 1999.  
 9) 朱文鋒. 中醫診斷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 42, 1999. 에서 재인용
10) 신윤진, 김윤범, 남혜정, 김규석, 차재훈. 설진의 진단학 의의에 대한 문헌 

고찰.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지, 20(3):118-126, 2007. 

    稟賦된 體質의 個體 特性 要因을 診察하는 부분은 體格, 
形態, 面色 外에 舌象에서도 이루어진다. 舌象으로 個體 特性 
要因을 진찰하는 것이 個人의 稟賦된 特徵, 疾病의 罹患性, 轉
化와 豫後의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므로, 舌象의 生理的
인 變異에서 個人 特性을 반영하는 體質 要因이 氣候, 起居環
境, 生活習慣 등과 함께 중요한 항목으로 다루어진다12). 즉, 
舌診의 臨床 意義로 稟賦된 體質을 이해하는 것이 받아들여지
고 있는데, 體質이 稟賦되는 根本은 內部 臟器 氣血의 厚薄으
로서, 發病 傾向性과 疾病 轉化와 有關하며, 舌象이 바로 內臟 
氣血의 거울이라는 것이다13).

3. 音聲 聞診에서 살펴본 個體 特性 要因
    『內經診斷學』에서 人體의 構造가 비록 같다고 하여도 個
體의 特性이 있듯이, 音聲의 大小長短淸濁도 不同하며, 이는 
生理的인 特性으로 疾病과는 無關하다14)고 하였다. 正常人의 
先天 稟賦가 不同하고 五臟 强弱도 不同하므로, 個人別 音聲도 
같지 않다. 그 差異가 크지는 않지만, 반드시 분명한 個人別 
差異의 特性이 있다15). 
    個體 特性에 따른 音聲의 不同한 점은 內經의 類型 體質論
에 근거하여 살펴볼 수 있다. 內經 陰陽二十五人篇에서, 木形
人의 分類는 足厥陰의 木形之全과 足三陽의 上下左右, 四股側
偏의 木形之偏에 따른다16). 먼저 足厥陰의 木形之全은 身體 形
態가 佗佗然한 경우로서, 명칭이 上角이다. 즉, 온전한 角의 音
聲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명칭이 大(左)角이고, 左足
少陽之上(木形之偏)으로 遺遺然하다. 이는 木氣의 偏僻됨을 陽
經으로 설명한 것인데, 左足少陽經의 上部으로 편벽된 角의 音
聲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釱(大)角이고, 右足少陽之
上(木形之偏)으로 推推然하다. 이는 右足少陽之上으로 편벽된 
音聲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네 번째로 左(右)角이고 右足少陽
之下(木形之偏)으로 隨隨然하다. 이는 右足少陽之下으로 편벽
된 音聲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判角이고, 左足少陽
之下(木形之偏)으로 栝栝然(括括然)하다. 이는 左足少陽之下으
로 편벽되어 음성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처럼 火土金水型人
이 모두 木型人과 마찬가지로 溫全한 徵宮商羽의 音聲과 해당 
陽經絡의 左右上下에 편벽된 徵宮商羽의 音聲을 각각 나타낸다
고 설명하고 있다. 

고    찰
    임상에서 五色이 순수하게 나오기는 어렵고, 五色의 氣味
를 띤다고 봐야한다. 즉, 靑赤黃白黑의 발현은 기본적인 피부
색 위로 떠오르는 病色에 가까운 것이다. 그래서 醫宗金鑑 四

11) 임양근 편저. 진단학 아틀라스2 舌診. 서울, 도서출판 정담, pp 16-20, 
24-36, 2003.    

12) 鄧鐵濤. 中醫診斷學. 臺北, 人民衛生出版社, p 129, 1989. 
    朱文鋒. 中醫診斷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 163, 1999.  
13) 朱文鋒. 中醫診斷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 247, 1999. 
14) 吳國定. 內經診斷學. 서울, 大星出版社, p 172, 1983.
15) 鄧鐵濤. 中醫診斷學. 臺北, 人民衛生出版社, p 1601, 1989.
16) 김경철. 全身形態診斷. 부산, 도서출판 대진, p 12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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診心法要訣에서는 主色, 客色의 개념을 들고 나온 것이며17), 
이것은 사람간의 대비에 의해서 명확한 차이점을 드러내기 때
문에 望診에 단련된 의사일수록 五色의 구별에 능숙해진다고 
할 수 있다18).
    形態 望診을 논의한 靈樞 陰陽二十五人篇 五形人의 內容에 
根據하여 醫宗金鑑 四診心法要訣에 “五臟之色, 隨五形之人而見, 
百歲不變, 故爲主色”19)이라 하여, 五行에 根據하는 五形人의 
分類에 의거한 面色을 個體 特性을 진찰하는 중요한 要因 項目
으로 삼고 있다. 五形人에 따라서 五行의 稟賦가 獨盛하므로 
氣色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이며20), 이는 결국 內經의 全身形
態에 근거한 五形人의 구분으로 個體 特性을 파악하고 主色과
의 相應 關係를 살펴 個人의 건강과 질병 여부를 진찰하는 것
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임상 현장에서 主色의 관찰은 面
部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햇빛 노출이나 노동, 감
정, 만성 질환 등으로 面部의 色이 변화하여 主色을 정확하게 
감별할 수 없을 수도 있는 경우를 감안하여, 주관절과 손목관
절 사이의 尺部와 腹部, 背部 등의 皮膚色으로 확장하여 診察
함으로써, 실용적인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丹溪의 뒤를 이어, 한의학의 전통적인 個體 特性 要因을 
診察하는 望色의 내용은 葉桂와 章南의 體質論에서 잘 나타난
다21). 먼저 葉桂는 患者의 얼굴색이 蒼赤色이고 몸이 여위고 
살이 단단하고 뭉친 자라면 體質이 陽이 속하여 濕熱이나 濕火
症을 앓을 것이고, 얼굴이 희고 살이 졌으며 무른 자라면 體質
이 陰에 속하여 寒濕症에 걸리게 된다22)고 하여, 個人의 特性
을 반영하는 體質의 區分에 肌肉의 堅結과 柔軟한 狀態과 함께 
面色을 중요하게 취급하였다. 또한 葉桂는 여러 가지 類型의 
體質을 논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임상적으로 木火體質,　 陰
虛體質,　陽虛體質에 비중을 두었다23). 蒼赤色의 木火質은 몸이 
마르고,　살은 단단하며, 움직이기 좋아하며, 잘 먹고, 脈實하며, 
튼튼한 편이다. 陰虛質은 주로 몸이 마른 경우가 많으며, 脈虛
細하고, 입과 목구멍이 건조하고, 手足掌心에 열이 잘 나며, 저
녁과 밤에 火가 오르는 증상이 나타나고, 입 안이 허는 경우가 
많고, 몽정하기도 하고. 舌紅赤 하며, 봄 여름철에 병이 심하
다. 陽虛質은 몸이 풍만하고, 살갗은 부드러운 흰색이며, 腠理
가 성글고, 脈微小하며, 찬 것과 추위를 싫어하고, 大便滑泄하
고, 등과 허리가 시고 아프다고 하였다24). 이처럼 葉桂는 臨床

 17) 안규범, 윤창열. 靈樞·五色에 수록된 顔面望 診法의 臨床 適用. 대전대학
교한의학연구소논문집,  18-22, 2009.

18) 장준용 외 3인. 望診에서 鼻 形態의 요성 연구.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20-28, 2011.  

19) 朱文鋒. 中醫診斷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 38, 1999. 에서 재인용 
20) 鄧鐵濤. 中醫診斷學. 臺北, 人民衛生出版社, p 40, 1989. 
    “稟賦獨盛, 氣色獨著”라고 하여 五形人 主色을 잘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五行의 特徵이 先天的인 稟賦인가하는 문제는 앞으로의 연구가 더 필요하다
고 생각한다. 

21) 葉天士 著. 徐靈胎 評. 臨證指南醫案.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 66, 362, 
742, 749, 1993.

    김중한 김달호 옮김. 章楠 著. 醫門棒喝 醫論篇. 부산, 소강출판사, p 17, 
27, 43, 115, 171, 1997. 

22) 김경철. 全身形態診斷. 부산, 도서출판 대진, p 147, 2005.
23) 上揭書. p 155.
24) 신순식. 섭계의 의학사상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에서 나타나는 病症을 肌肉柔白, 色蒼形瘦, 面長身瘦, 形軀豊
溢, 肌柔色黯 등의 個體 特徵을 함께 參考하여 體質的 特徵과 
病機를 결정하고 診斷과 治療法 및 藥物 使用을 確立하였다. 
    그리고 章楠은 葉桂의 精神을 이어받아, 治病에서 먼저 사
람의 體質의 陰陽, 强弱을 살펴야 하며, 이 診察 方法의 핵심
은 形態, 氣象, 脈象과 함께 面色澤이며, 또한 이 항목을 바탕
으로 陽旺陰虛 體質, 陰陽具盛體質, 陰盛陽虛體質, 陰陽兩虛體
質 등으로 4가지 病理 體質의 類型을 정리하였다. 이중에서 陽
旺陰虛之質은 形瘦, 色蒼, 脈多弦, 目有精彩하며, 陰盛陽虛之質
은 體豐色白, 皮嫩肌鬆하고, 脈大而軟하다고 하여, 面色을 病理 
體質 診察의 主要 項目으로 活用하였다25).
    한편, 東武 李濟馬는 東醫壽世保元에서, 素病을 診察하면 
表裏虛實의 방향을 알 수 있고 疾病의 輕重을 把握할 수 있
다26)고 하여, 이 素病의 診察과 分析에서 面色이 다른 項目과 
함께 寒熱 病證을 區分하는 중요한 要因임을 말하고 있다27). 
즉, 面色이 靑白者는 주로 寒證을 발현하고, 面色이 黃赤黑者
는 주로 熱證을 발현하는 것으로 관찰하고 있는데28), 이는 어
떤 하나의 體質과 溫病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體
質에서 그리고 어떤 疾病의 病證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29). 또한 東武는 大便, 小便, 肌肉과 腹部의 狀態 등과 함
께 面色을 해당 體質의 평소 건강 상태에 대한 適合性을 診察
하는 要因으로도 活用하고 있다30). 앞으로 환자의 面色 등에 
대하여 平素와 發病 後의 狀態를 把握함으로써, 個體 特性에 
基盤하는 素證과 素病에 대한 연구가 더욱 심도있게 이루어진
다고 생각한다. 
    후대의 사상체질 연구에서도, 面色이 자주색이나 백색 등 
밝은 색을 띄는 것이 건강이 양호한 증상이며 어두운 색이 대
부분 건강이 불량한 증상으로 나타났고, 소양인, 태음인은 기
름기가 많은 것은 건강이 불량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태음인은 
氣液代射가 원활하지 않아 汗液이 잘 通暢하지 않는 문제로, 
소양인은 火熱로 인한 것으로 생각되며, 태음인의 경우 안면이 
黃赤黑한 것으로 燥熱證을 나타내는 지표로 보인다31). 

126, 1996.
25) 김경철. 全身形態診斷. 부산, 도서출판 대진, p 170, 2005.
26) 李濟馬 原著, 洪淳用, 李乙浩 講述. 四象醫學原論. 서울, 행림출판, p 322, 

1994. “大凡瘟疫 先察其人素病如何則 表裏虛實 可知已. 素病寒者 得瘟病則 
亦寒證也. 素病熱者 得瘟病則 亦熱證也 素病輕者 得瘟病則 重證也 素病重者 
得瘟病則 險證也” 

27) 上揭書. p 323. “有一太陰人 素病 咽嗌乾燥而 面色靑白 表寒或泄. 蓋 咽嗌
乾燥者 肝熱也. 面色靑白 表寒或泄者 胃脘寒也.”

28) 上揭書. pp 331-332. "諸澁 枯涸皺揭 皆屬於燥. 論曰 太陰人 面色靑白者 
多無燥證. 面色黃赤黑者 多有燥證.  蓋.肝熱肺燥而 然也....太陰人證 有卒中風
病....素面色 黃赤黑者 多有目瞪者, 素面色 靑白者 多有眼合者, 面色靑白而 
眼合者 手足拘攣則 其病 急危也 不必待拘攣 但見眼合"

29) 최병진, 하기태, 최달영, 김준기. 동의수세보원의 병증론의 소증(소병)에 대
한 고찰.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1(1):1-9, 2007. 

30) 李濟馬 原著, 洪淳用, 李乙浩 講述. 四象醫學原論. 서울, 행림출판, p 368,  
1994. "陽人 大便 一則 宜滑也 二則 宜體大而多也. 小便 一則 宜多也 二則 
宜數也. 面色 宜白 不宜黑. 肌肉 宜瘦 不宜肥. 鳩尾下 不宜有塊, 塊小則 病
輕而 其塊易消, 塊大則 病重而 其塊難消."

31) 이재철, 이유정, 김재욱, 김상길, 강남식, 김종열, 김상식. 사상체질별 건강
수주에 따른 맥상, 안면, 피부, 음성의 물리량 도출을 위한 문헌고찰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5(4):755-75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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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面色을 통한 個體 特性 要因의 診察의 중요성과 가치
는 通俗傷寒論의 辨色部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32). 먼저 白色
의 설명에서 “白色屬肺...白爲氣虛之象, 縱有失血發熱, 皆爲虛
火, 斷無實熱之理.”라고 하여, 面白者는 氣虛의 形象이므로 失
血發熱의 경우에서도 결코 實熱이 아니며, 虛火로 辨證해야 함
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蒼黑의 설명에서도 “蒼黑屬肝與腎... 蒼
黑爲下焦氣旺, 雖犯客寒, 亦必蘊爲邪熱, 絶無虛寒之候也.”라고 
하여, 面色 蒼黑者는 肝腎의 속하는 下焦의 氣運이 旺盛하여 
비록 風寒에 感觸하더라도 반드시 熱證으로 轉化하므로 절대로 
虛寒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赤色에서도 “赤屬心... 
赤爲火炎之色, 只慮津枯而竭, 亦無虛寒之患. 大抵火形人, 從未
有肥盛多濕者, 卽有痰嗽, 亦燥氣耳. 此皆望診之大要也.”라고 하
여, 面赤者가 단지 津液이 枯渴하는 것 뿐 만 아니라, 虛寒의 
疾患이 역시 없음을 강조하면서, 面赤한 火形人의 사례를 들
어, 이 火形人이 肥盛 多濕者가 하는 痰嗽症을 보여도 이를 濕
痰이 아니라, 個人 特性 要因에 근거하여 燥證으로 처리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望診 大要로서 활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面色과 관련하여 個體 特性 要因을 診察하는 내
용은 近代들어 病理 體質的인 類型으로 발전하였다. 匡은 面色
의 鮮明한 光澤 與否와 面部의 潤澤性을 함께 고려하여 個體 
特性 要因을 診察함으로써, 몇 가지 類型을 구분하고, 이를 身
體 形體와 動態, 舌診, 局所部位 特性 등과 連繫하여 報告하고 
있는데33),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로 正常 體質은 面色이 紅潤하고, 光澤이 있으며, 
神氣가 있다. 形體 健壯하고, 肌肉 充實하다. 양 눈이 光彩가 
있고, 움직임이 靈活하다. 두 번째로 항상 피곤한 倦晄 體質은 
面色이 晄白하고 光澤이 없다. 內傷脾胃로 淡黃하거나 痿黃하
다. 그 形態가 瘦弱하고 嬌嫩 軟弱하다. 양 눈이 神氣가 衰微
하여, 光彩가 없고 움직임도 별로 없다. 眼胞가 종종 浮腫이다. 
鼻色은 白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氣虛나 亡血이다. 입술은 脣
淡而白하다. 舌體가 浮腫大脹하여, 水浸, 痰溢임을 알게 한다. 
만약 舌質이 옅은 淡紅이면 心脾氣血이 본래로 虛한 경우이다. 
苔가 嫩滑하여 쉽게 깨끗하도록 떨어져서 裏虛寒임을 알 수 있
다. 
    세 번째로 건조하기 쉽고 열이 많은 燥紅 體質은 兩 觀骨 
部位가 潮紅하며 脣紅而燥하거나, 혹은 胃火로 黃而枯癯하다. 
그 形態가 신경과민, 동작비속, 조조불안하며, 거침없이 지껄이
는 모양새이다34). 눈은 보통 視野가 흐리며, 分泌物이 많다. 
코는 鼻孔乾燥하고, 甚하면 衄血이 있는데, 만약 肺熱하면 酒
渣鼻가 있다. 입술은 脣紅乾燥 有裂하여 津液不足하다. 그리고 
內熱로 항상 舌이 紅色을 나타내는데, 혹 舌 전체가 紅하거나, 
舌尖, 舌邊 舌心이 紅하다. 만약 光紅, 柔嫩, 無津液의 鏡面舌
이 나타나면 傷津液의 病症이 심한 경우이다. 또한 舌質이 絳

32) 朱文鋒. 中醫診斷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 37, 1999. 에서 재인용
    通俗傷寒論은 辨證施治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病症 診察에 앞서서 個人 特

性 要因이 반영되는 面色 診察의 중요성과 가치를 斷無, 絶無, 亦無 등의 三無 
强調 表現을 통하여 辨證에서 개체 특성 요인 진찰의 精神을 설명하고 있다. 

33) 匡調元 人體體質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p 184-186, 2003.   
34) 喋喋不休는 말이 많아서 거침없이 지껄이는 모양을 말한다.

舌로서 陰虛內熱이 甚한 것을 알 수 있는데, 舌絳하고 光亮하
면 胃陰亡이고, 色絳하고 不鮮 乾固而萎하면 腎陰涸이다. 만약 
舌絳하면서 舌上에 黏膩한 것이 있어 苔와 비슷하면서 苔가 아
닌 경우는 穢濁之氣로서, 燥紅과 膩滯를 겸한 體質이며, 임상
에서 보기 드물지 않다. 舌苔는 薄하거나 없어서 傷陰임을 알 
수 있으며, 또한 乾燥하다.
    네 번째로 동작이 둔하고 냉한 遲冷 體質은 面色이 항상 
淺白而偏灰하고 光澤이 없거나, 또는 熏黑色이다. 行動과 反應
이 느리고, 말을 하려고 않는다. 肌肉이 虛浮 軟弱하다. 간혹 
瘦人多火者가 面色도 蒼黑한 경우는 바로 燥紅 體質이다. 이런 
경우는 脈과 舌診 등을 參考하여 區分해야 한다. 양 눈이 神氣
가 衰微하여, 光彩가 없고 움직임도 별로 없다. 입술은 脣淡口
膩하다. 舌體가 浮腫大脹하여, 水浸, 痰溢임을 알 수 있으며, 
舌質이 色淡而嫩胖하다. 苔가 嫩滑하여 쉽게 깨끗하도록 떨어
져서 裏虛寒임을 알 수 있다.
    다섯 번째로 어혈이 정체된 晦澁 體質은 瘀血이 內停하여 
늘상 面靑하며, 晦暗하고 無光澤하다. 혹은 黃而濕滯하여 어둡
다. 眼 주위가 항상 暗黑色이다. 慢性 不眠 患者나 腎虛 白帶
下 女性이 여기에 속한다. 입술이 항상 紅紫하고 약간 어둡다. 
紫舌은 발생한 舌의 部位를 떠나서 瘀血蓄積의 特徵이다. 
    여섯 번째로 노폐물이 가득 쌓인 膩滯 體質은 黃而肥盛하
여 胃中痰濕하다. 形體 虛胖하다. 眼胞 上下로 그을린듯한 烟
煤가 있다. 입술은 脣淡口膩하다. 舌體가 浮腫大脹하여, 水浸, 
痰溢임을 알게 한다. 濕痰으로 白滑黏膩한 苔가 많다.   
    이상으로 보면, 面色 診察은 個體 特性을 把握하는 核心的
인 診斷 項目으로서, 生理 病理的인 類型 體質을 판단하는 중
요 요인이며. 大便, 小便, 肌肉狀態 등과 함께 病證 파악의 指
針이 되므로, 望診의 大要를 차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望面色과 관련된 연구들이 望面色의 원리와 察色部
位의 중요성, 질병과의 상관관계와 관한 연구를 위주로 해왔으
며, 그 중 面色과 개인 體質에 따른 생리, 병리 특성에 대한 
연구들이 아직 부족한 편이다35). 앞으로 타고난 체질이 달라 
평소 피부색이 다른 望面色에서의 개체 특성 요인에 대한 연구
가 보다 더 충분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舌診과 四象體質과의 聯關性에 대하여 한36)의 연
구에서 四象體質別로 舌診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
으며, 김의 연구에서37) 苔色에서는 少陽人에서 없거나 無苔 혹
은 少苔의 형태가 타 체질에 비해 높았고, 太陰人, 少陰人에서 
白苔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少陽人이 火熱과 陰虛疾患이 많
고, 太陰人, 少陰人에서 寒濕으로 인한 질환이 많은 것과 일치
된 결과로 볼 수 있었고, 齒痕에 대해서는 太陰人이 타 體質보
다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太陰人이 濕이 많은 體
質이므로 齒痕이 잘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35) 김민정, 박원환. 동의보감중 망면색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진단학회지, 
17(2):131-155, 2013. 

36) 한규설. 중풍조기검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 舌診 분석. 대전대학교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pp 22-23, 2002. 

37) 김종빈. 사상체질진단표 및 망진 설진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pp 30-3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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舌診을 통한 四象體質別 診斷은 부족한 형편이며, 앞으로 硏究
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辯舌指南의 辨舌明體質稟賦之鑑別에서 “體格體質, 
人有不同, 男女老少, 又有分別”38) 이라 하여, 舌診에서 男女의 
差異, 老少의 差異와 함께 個人 特性 要因 把握의 중요성과 가
치를 말하고 있다. 體格의 良否가 健康에 關與할 뿐만 아니라, 
疾病 發生과 治療 與否에도 關與하므로 硏究할 價値가 크다고 
하면서, 舌象과 體質 稟賦의 일정한 連繫性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古代의 論述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進一步한 臨床 
診斷 硏究로 인정받고 있으며, 現代 中醫에서 客觀的인 調査로
까지 硏究되고 있다. 여기서 다루는 舌診 中心의 體質 稟賦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39). 
    먼저 强壯體는 평소 舌質이 크고 두터우며 평평하며40), 舌
色이 淡紅하며, 舌背에 항상 滑苔가 있으며, 혹은 白하거나 微
黃하고, 舌質이 光彩가 있고 生氣가 있다41). 體型은 骨格强大, 
胸廓廣闊, 肌肉堅實, 皮膚滑潤 光澤하다. 
    薄弱體는 舌尖이 薄하고, 舌邊이 多紅하거나 혹은 紫色이
고, 심하면 舌邊部가 屈曲되거나 齒痕이 있다. 舌心에는 苔少
하거나 無苔하다. 體型은 骨格細小, 胸廓狹小, 肌肉瘦軟, 皮膚
寬浮하다. 
    中等體는 舌質이 狹長하나 不厚하고, 舌色淡紅하며, 약간
의 薄苔가 있다. 體型도 역시 中間이다. 
    肺癆質은 身體瘦弱, 頭頸細長, 皮膚蒼白, 胸廓狹小 혹은 扁
平하고, 兩觀骨部가 약간 赤色이며, 눈은 크고 맑다42). 舌質이 
坦薄하고, 舌尖이 紅赤하며, 舌根에 厚膩한 苔가 있으나, 가운
데는 苔가 없고 津液이 있다. 만약 患者가 肺結核 2期라면 舌
根에 灰白苔가 있고, 舌尖이 紫紅하다. 결핵 3기에는 舌質이 
紅赤하고 舌根에 苔가 없게 된다. 
    卒中質은 骨格과 肌肉이 肥大하고, 肥胖顔白하거나 或兼
蒼兼赤하다. 頸短而粗하고, 肩高而聳하며, 動則氣喘하다. 舌質
은 闊厚而長하고 尖端平圓하며, 色淡紅而白하고, 항상 白膩垢
苔가 있다. 병이 들면 舌質이 胖短하고, 심하면 强硬或張大하
게 된다.
    神經質은 擧動靈便, 視物敏捷, 言語爽快, 情緖不穩, 性情急
躁하고, 髮潤而光하다. 舌質은 薄小而端尖, 邊紅微紫, 雖有薄苔
而無浮垢하다. 陰液虧而肝火旺한 病症이 많으며, 外邪 感觸時
에 苔白而灰하며, 동시에 厚膩하지는 않다. 만약 이런 이가 溫
燥한 飮食이나 藥을 많이 服用하면, 舌이 光絳하기 쉽다. 
    腺病質은 小兒期에 나타나는데, 皮膚色이 蒼白하고, 瘦而
不潤하고, 額面이 虛浮하고, 顔面이 狹小하다. 身體細弱, 靑筋
暴露하며, 皮膚가 쉽게 變하고, 癮疹이 쉽게 생긴다. 舌質은 薄
短而尖하고, 色多紫紅하며, 苔色灰白而少하다. 

38) 鄧鐵濤. 中醫診斷學. 臺北, 人民衛生出版社, p 124, 1989.
    朱文鋒. 中醫診斷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 167, 1999. 에서 재인용
39) 鄧鐵濤. 中醫診斷學. 臺北, 人民衛生出版社, p 125, 1989. 
    朱文鋒. 中醫診斷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 247, 1999. 에서 재인용
40) 闊厚而坦
41) 有神彩
42) 眼大有神

    이는 舌診과 形態 觀察의 相關性을 밝힌 內容으로서, 身體 
强弱 程度를 基準으로 强壯, 中等, 薄弱의 三體質외에, 肺癆質, 
卒中質, 神經質, 腺病質 등의 病理的인 四體質로 구분하고 있
다. 비록 病理的인 次元의 體質 診察이지만, 앞으로 個體 特性 
要因의 硏究에 큰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舌診을 통한 個體 特性 診察 내용은 病證의 陰陽 屬
性 把握에도 指針이 된다. 辨舌指南 辨舌之神氣에서 “舌質堅斂
而蒼老, 不論苔黃灰黑, 病多屬實. 舌質浮胖兼嬌嫩, 不拘苔色灰
黑黃白, 病多屬虛."43) 라고 하여, 舌質의 상태에 따른 病證의 
파악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傳統的으로 흔히 病症
과 관련지어 설명하는 舌痕, 短縮舌, 裂紋舌, 剝落舌 등이 疾病
과 관련이 없는 先天 稟賦의 個人 特性 要因에서 비롯하는 것
임을 주장하는 硏究 報告도 있다44). 이는 中醫症狀鑑別診斷學
의 舌裂에서 어떤 病態 症狀도 보이지 않고, 정상적인 舌象을 
나타내는 건강한 平人도 역시 舌裂을 보인다고 하는 주장45)과 
통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 舌裂은 또한 辨舌指南 辨
舌之質本에서 “舌生橫裂者, 素体陰虧也“46)라는 것처럼 陰虧한 
體質을 반영하는 徵標로도 활용할 수 있으므로 구분이 필요하
다고 생각한다.
    이상을 보면, 舌은 心之苗로 心, 血, 熱의 狀態를 診斷하는 
部位로서 慢性疾患과 溫病에서 두루 硏究되었으나, 舌診은 다
른 望診 項目과는 다르게 近代들어 비로소 個體 特性을 파악하
는 診察 要因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形態 觀察과 함께 病理
的인 體質을 區分하고, 病證의 陰陽 屬性 把握에도 폭넓게 活
用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舌診 硏究는 주로 客觀的인 診斷을 위한 定
量化 및 디지털 시스템 개발에 치중하고 있다47). 앞으로 舌診
에서의 個體 特性 要因에 대한 충분한 硏究를 진행함으로써, 
보다 나은 客觀化, 定量化를 달성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현재 韓醫 診斷에서 內經이 나타나는 개체별 음성 
분석의 활용은 어려운 실정이며, 臨床的으로 角徵宮商羽의 五
音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고, 診察에 活用할 수 있는 
硏究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二十五人의 音聲에 대한 客觀化 
硏究와 관련하여, 高는 五臟相音에서48) 二十五人의 五臟 相音
을 內經에 근거하여 논의하고, 현대적인 측정이 가능함을 언급
하고 있다49). 또한 그는 五形人으로 나타나는 個體 特性의 音
聲 診察에 근거한 經絡 調節 治療50)와 飮食 調節 治療 方法을 
25人의 類型別로 제시하고 있으며51), 특히 이런 個體 特性의 

43) 朱文鋒. 中醫診斷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 190, 1999. 에서 재인용    
44) 上揭書. p 183.
45) 上揭書. p 183. 에서 재인용
46) 上揭書. p 194. 에서 재인용
47) 박영배, 박영재. 설색지수를 활용한 설진 정량화 연구. 대한한의진단학회지, 

6(2):127-140, 2002.
    김보연, 박경모. 디지털 설진 획득 및 관리 시스템 개발. 대한한의진단학회

지, 6(1):65-78, 2002. 
    이규원. 미각영역별 설색분석을 이용한 디지털 설진시스템 개발. 대전대 대

학원 정보통신공학 석사학위논문, pp 20-55, 2013.
48) 高也陶. 五臟相音.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pp 175-182, 365-368, 2007. 
49) 高也陶. 黃帝內經二十五音頻率分析及圖譜.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p 37, 2005. 
50) 高也陶. 陰陽二十五人的經絡調理.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p 6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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音聲 診察에 근거한 經絡과 飮食 調理法이 未病 管理에 적하다
고 주장하고 있다.
    國內에서는 주로 四象體質 鑑別을 위한 診斷 要素로서 體
形, 顔面, 心性, 病症. 脈 등과 함께52) 音聲 特性에 대한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53). 즉, 太陽人은 소리가 높고 맑고 원만하
고, 太陰人은 소리가 무겁고 탁하고 방정하고, 少陽人은 가볍
고 낮고 급하고 멀리 가며, 少陰人은 활발하며 느리고 평이하
다는54) 體質別 音聲의 特性에 대하여 客觀的인 硏究를 진행하
고 있으며55), 건강 수준을 판단하는 방법으로도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56).
    또한 백은57) 音聲 발현에 작용하는 五臟의 기능에 대한 규
명과 함께 個人 音聲에 대한 特性을 聲量, 强度, 速度, 音色, 
發音 등으로 細分化하여 硏究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조 등은 
음성 진단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58), 四象體質을 聲量과 높이
에 관련하여 구분하여, 太陽人은 商音, 太陰人은 宮音, 少陽人
은 徵音, 少陰人은 羽音에 配屬하였으며, 音聲 연구 방법의 표
준화와 진단에 필요한 새로운 음성 지표가 필요하고, 音聲 診
斷을 다각도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硏究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 判斷하였다. 
    앞으로 音聲 聞診을 통한 個人 特性 要因에 대한 객관적인 
硏究를 위한 努力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결    론
    病證 發生은 個人 特性 要因과 發病 因子의 결합으로 일어
나며, 四診, 八綱, 辨證에서 個體 特性 要因과 疾病 因子를 구
분하여 診斷과 治療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面色, 舌診, 
音聲 聞診에 나타난 人間 個體性의 要因을 硏究 分析함으로써, 
多少間의 意味있는 結果를 얻었다. 
    身體 形態와 面色 望診의 相關 關係의 입장에서, 面色은 
身體 形態와 함께 病證의 陰陽 性質을 判斷할 수 있는 대표적
인 항목에 해당한다. 또한 舌診은 個體 體質의 病理的인 特性
을 診斷하고, 病證의 陰陽 屬性을 把握하는 폭넓은 活用度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個人別 體形에 相應하는 音聲의 生理的인 特性이 

51) 高也陶. 陰陽二十五人的飮食調理.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p 65, 2005.
52) 이준희, 김윤희, 황민우, 김종열, 이의주, 송일병, 고병희. 사상인의 안면, 음성, 

피부 및 맥진 특성에 대한 설문 조사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9(3):126-143, 
2007. 

53) 양상묵, 김선형, 유준상, 김형석, 이영훈, 김달래. Pitch Rang 와 Bandwidth
를 이용한 음성특성과 사상체질간의 상관성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3(3):31-39, 
2001. 

54) 김달래. 오음의 사상의학적 음성분석과 고찰. 사상체질의학회지, 15(1):50-59, 
2003.

55) 권철홍, 김종열, 김근호, 장준수. 목소리 특성의 청취평가에 기초한 사상체
질과 음성특성의 상관관계 분석. 말소리와 음성과학, 4(4):71-77, 2012.

56) 유현희, 이시우, 조태형. 사상체질별 음성과 건강수준 관련 가능성에 대한 
고찰.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6(2):221-227, 2012.

57) 백유상. 음성과 오장의 관계에 대한 고찰.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19(2):97- 
107, 2006.

58) 조신웅, 박영배, 박영재. 한의학에서 음성 진단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연구. 
대한한의진단학회지, 12(2):18-26, 2009.

다르며, 個體 特性에 따른 音聲의 다른 점은 『黃帝內經』의 
類型 體質論에 근거를 두고 있다. 『黃帝內經』의 二十五人으
로 나타나는 個體 特性의 音聲 診察에 근거한 經絡 調節과 飮
食 調節 治療는 個人의 特性을 사전에 把握함으로서, 未病 管
理에 우수한 효과가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한 임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의 문헌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삼아, 앞으로 面色, 舌
診, 音聲의 生理 病理와 비교하는 연구와 더불어 임상에서 望
聞問切別로 人間 個體性의 要因을 더욱 硏究 分析함으로써, 診
斷 敎育과 臨床에서 個體性 要因과 疾病的인 因子를 分析하는 
方案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4학년도 동의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해 연
구되었음(과제번호 2014AA089) 

References
 1. Yoon, G.Y. The theory of Sasang Constitution Medicine. 

Seoul, The publishing company of Haneol, p 3, 17, 
1973.

 2. Yoon, G.Y. The study on Korean Medicine’s methodology. 
Seoul, SeongBoSa, p 23, 57, 36, 67, 1983. 

 3. Lee Je Ma writing. The research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 translation. DongyiSuseBowon. Seoul. The 
publishing company of Yoe Gang, p 277, 2002.

 4. Kim, G.C., Shin, S.S., Lee, Y.T. Study on the 
Significance and Application of the whole Body-form 
Diagnosis. Korean Journal of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16(5):873-880, 2002.

 5. Kim, G.C., Lee, Y.T., Shin, S.S. Study on the 
Seop-Gye’s Constitution theory for the connection with 
“the Differentiation of Syndromes” and the general body 
form diagnosis. Korean Journal of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18(1):22-27, 2004. 

 6. Kim, E.J. The study on the connection with complexion 
and blood circulation 30-40’s korean women. Korean 
Journal of korean medicine, 14(2):14-18, 2008.

 7. Zhu Wen Feng. Diagnostic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Bei Jing. The publishing company of Ren Min 
Wei Sheng, p 37, 38, 41, 42, 163, 167, 183, 190, 194, 
247, 1999.

 8. An, K.B., Yoon, C.Y. The clinical application of 
inspection on Ling Shu·five color. Thesis collection,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medicine, DaeJoen 
University, 23: 18-22, 2009.

 9. Jang, J.Y. The study on nose form of the inspection.  



484 J. P. Kim et al

Thesis collection,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medicine, 
DaeJoen University, 25: 20-28, 2011.

10. Deng Tie Tao. Diagnostic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Tai Bei. The publishing company of Ren Min 
Wei Sheng, p 40, 124, 125, 129, 1601, 1989. 

11. Ye Gui. Medical Records as a Diagnosis. Shang Hai. 
The publishing company of Shang Hai, p 66, 362, 742, 
749, 1993.

12. Kim, J.H. Kim, D.H. Zhang Nan writing. Yi Men Bang 
He. Busan. SoGang publishing, p 17, 27, 43, 115, 171, 
1997. 

13. Kim, G.C. Diagnostics of the whole body. Busan. The 
publishing company of Dae Jin, p 126, 147, 155, 170, 
2005. 

14. Shin, S.S. Study on medical thoughts of Seop Kye. 
Graduate School of Kyung Hee University. p 126, 1996.

15. Hong, S.Y., Lee, E.H. The theory of Sasang Medicine. 
Seoul. The publishing company of Haeng Rim, pp 322, 
323, 368, 331-332, 1994.

16. Choi, B.J., Ha, K.T., Choi, D.Y. Study on the 
‘Dispostional Symptoms(Dispositional diseases)’ in 
『Dongyi Suse Bowon』 「The Discourse on the 
Constitutional Symptoms and Disease」. Korean Journal 
of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21(1):1-9, 2007. 

17. Lee, J.C., Lee, Y.J., Kim, J.E., Kim, S.K., Kang, N.S., 
Kim, J.Y., Kim, S.H. Literature study for Categorizing 
Physical properties of face, pulse, skin and voice based 
on health state of Sasang Constitution. Korean Journal 
of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25(4):755-758, 
2011.  

18. Kuang Diao Yuan. The constitution of human. Shang 
Hai, The publishing company of Shang Hai Ke Xue Ji 
Shu, pp 184-186, 2003.

19. Kim, M.H., Park, W.H. A study on the diagnosis of 
observing face color by Dongeuibogam.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al Diagnostics, 
17(2):131-155, 2013. 

20. Shin, Y.J., Kim, Y.B., Nam, H.J., Kim, K.S., Cha, J.H. A 
Literature Review on Diagnostic Importance of Tongue 
Diagnosis. The J. of Korean Oriental medical 
Ophtholmology & Otolaryngology & Dermatologh, 
20(3):118-126, 2007. 

21. Yim, Y.G. Atlas of diagnosis 2. Seoul, Jeong Dam, pp 
16-20, 24-36, 2003.  

22. Han, G.S. The study on inspection of the tongue in the 
paralysis. Graduate School of DaeJeon University, pp 
22-23, 2002. 

23. Kim, J.B. The study on Sasang constitution diagnosis 

and inspection of the tongue. Graduate School of SangJi 
University, pp 30-37, 2006.

24. Park, Y.J., Park, Y.B. syudy on Standardization of 
tongue diagnosis by color index of tongue.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al Diagnostics, 
6(2):127-140, 2002.

25. Kim, B.T., Park, K.M. Development of digital tongue 
inspection acquirement and management system for 
tongue diagnosis.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al Diagnostics, 6(1):65-78, 2002. 

26. Lee, K.Y. The development of inspection of the 
tongue’s digital system. Graduate School of DaeJeon 
University, pp 20-55, 2013.

27. Wu Guo Ding. Diagnostics of Nei Jing. Seoul, The 
publishing company of Dae Sung, p 172, 1983.

28. Gao Ye Tao. Five Jang organs and voice. Bei Jing, The  
publishing company of Zhong Yi Gu Ji, pp 175-182, 
365-368, 2007. 

29. Gao Ye Tao. The Atlas of human voice in Huang Di 
Nei Jing. Bei Jing, The publishing company of Zhong Yi 
Gu Ji, p 37, 2005. 

30. Gao Ye Tao. The Control of Meridians in Yin-Yang 
Ren. Bei Jing, The publishing company of Zhong Yi Gu 
JiThe publishing company of Zhong Yi Gu Ji, p 62, 
2003.

31. Gao Ye Tao. The Control of food in Yin-Yang Ren. 
Bei Jing, The publishing company of Zhong Yi Gu Ji, p 
65, 2005.

32. Lee, J.H., Kim, Y.H. Survey study about Sasangin’s 
characteristics of face, voice, skin and pulse diagnosis. 
Journal of Sasang Constitution Medicine, 
19(3):126-143, 2007.

33. Yang, S.M., Kim, S.H.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sound characteristics and sasang constitution 
by Pitch Rang and Bandwidth. Journal of Sasang 
Constitution Medicine, 13(3):31-39, 2001. 

34. Kim, D.R. A study about five-sounds of Sasang 
constitutional sound analysis. Journal of Sasang 
Constitution Medicine, 15(1):50-59, 2003.

35. Kwon, C.H., Kim, J.Y., Kim, K.H., Han, S.M. A study 
on Correlation between Sasang Constitution and speech 
features. Thesis collection,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medicine, DaeJoen University, 19(2):219-228, 2011.

36. Ryu, H.H., Lee, S.W., Cho, T.H. Study on Correlation 
between voice and health condition in the Sasang 
Constitution. Korean Journal of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26(2):221-227, 2012.

37. Baik, Y.S. A study on the relation of voice and 



J. P. Kim et al 485

O-jang.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19(2):97-107, 2006.

38. Cho, S.W., Park, Y.B., Park, Y.J. A review of the voice 

    diagnosis in Oriental medicine.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al Diagnostics, 12(2):18-26, 
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