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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방 의학에 한 심이 증 되고 있는  생활에서 사상체질 진단을 통한 건강 유지는 구나 

쉽게 근할 수 있는 방법 에 하나이며, 이를 해 사상의학(四象醫學)  이론이 많이 사용되고 있

다. 그러나, 사상의학에서 사상체질 진단  분류는 매우 요한 과제로서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

고 있으나 지 까지 객 으로 인정된 방법이나 기술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외
형  특징을 통한 사상 체질 분류를 연구하기 한 목 으로 안면부의 형태학 인 특징을 도출하 다. 
즉, 안면 상에서 과 입을 추출하여 결과 상과 사상체질 간의 상 성을 규명하기 하여 안면 

상의 형태학  분석을 이용한 사상체질의 별을 시도하 다. 특히, 한방의 망진(望診) 방법에 근거하
여 사상체질을 객 으로 진단, 분류하기 한 연구를 수행하 다. 최종 으로 실험에 의해 제안한 

방법의 유용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1. 서론

   한의학은 의학 인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서양의

학에 비해 인지도가 낮고 한, 의학에 비해 세계 

의료시장으로의 진출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한의학이 서양의학에 비하여 객 화되고 시각

화된 진단  치료 결과를 보여  수가 없기 때문이

다. 만약 한의학과 련된 진단 기기나 의료 시스템

을 개발하고 검증받을 수 있다면 한의학의 보편화뿐

만 아니라 국민들의 의료 혜택과 건강 증진에 큰 도

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1].

   특히, 한의학에 있어서 사상의학(四象醫學)은 

의학과 달리 우리나라 고유의 경쟁력을 지닐 수 있

는 수단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의료시장

에서 크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사상의학

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사상체질 진단 자체가 제

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 여러 방법들에 의해 

진단은 할 수 있어도 결과에 한 객 성  정확성

이 무 떨어지고 있는 실정에서 사상의학을 세계화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해 그동안 

임상의의 직 에 따른 주 인 평가에 의해 시행되

었던 사상체질 진단을 IT 공학의 상 처리 기술과 

융합하여 진단 결과에 해 계량화, 정량화  시각

화 하는 것은 상당히 요한 작업이다.

   사상의학은 체질에 따라 생리 , 병리  요소가 

서로 다르게 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체질

간의 차이를 구체화하는 연구는 사상의학의 발

인 측면에서 요한 연구가 된다[2]. 본 논문에서는 

외형 인 특징을 통한 사상 체질 분류를 연구하기 

한 목 으로 안면 상을 분석하여 사상인별 형태

학  차이를 검출하고자 한다. 이를 해 용모사기

(容貌詞氣)론을 기반으로 안면 상에서 특징 요소 

검출이 가능한 과 입에 해 추출을 시도하 으며 

결과를 분석하여 사상체질 분류를 행하는 연구를 하

고자 한다. 한, 연구를 통해 사상체질에 따른 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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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태학 인 특징을 도출하고 이를 사상체질 진단

의 객 인 지표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사상의학(四象醫學)

 2.1 사상의학의 개요

   사상의학은 사람의 체질을 4가지로 나 어 리

하고 치료하는 것으로써 사람은 구나 각각 타고난 

체질이 있다는 독창 인 이론이다[3][4]. 

  사상의학은 1894년 東武 李濟馬가 동의수세보원

(東醫壽世保元)에서, ‘사상(四象)’이라는 사원구조(四

元構造)의 인식체계를 정립하여 사람을 태양(太陽), 

소양( 陽), 태음(太陰), 소음( 陰)의 4 체질로 분류

하고 각 체질에 한 생리, 병리, 진단감별법, 치료

와 약물에 이르기까지 서로 연계를 갖고 이를 임상

에 응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우리나라

의 의학이다[5]. 즉, 사상의학은 체질에 따라 생리

인 특징과 병리 인 특징이 다르고 치료와 양생법이 

서로 다르게 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체질

간의 차이를 구체화하고 이를 객 화하는 연구는 사

상의학의 발  측면에서 요한 연구이다[6].

   이러한, 사상의학에서 가장 요한 것이 바로 사

상체질의 분류인데 이를 실제 임상에서는 임상의의 

주 인 직 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어 사상의학의 

본래 목 인 방차원의 질병 리를 하기 한 일반

인들의 폭넓은 활용은 어려운 형편이다. 그러므로 

이를 가능하게 하기 해 선행되는 것은 사상체질의 

객  진단이라는 과제의 해결이며, 이를 해 본 

논문에서는 사상체질 분류시 요한 요소인 정면 얼

굴 특징 요소 가운데 과 입에 한 정보들을 자동

으로 추출하여 이를 시각 인 진단 결과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2.2 사상 체질 분류를 한 이목구비 분석

   기존의 사상 체질 감별법 에 용모사기(容貌詞

氣)론을 기반으로 안면 상에서 이목구비에 련된 

항목 등을 측정하여 사상체질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

다. 일정한 거리에서 피실험자가 크기  실측거리

를 확인하기 한 스 일을 들고 정면 사진을 어 

마틴계측법을 통해 측정하여 각 체질별 특징을 분류

하는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7][8].

   태양인을 제외한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의 3가지 

체질로의 분류만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태양인의 

경우  국민의 약 2%만이 존재하며, 테스트 데이

터 자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태양인은 체질 분류

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 안면 

상에서 취득이 가능한 과 입에 한 추출을 기반

으로 한다.

(그림 1) 안면 형태 특징

(그림 2) 입과 의 형태학  특징 

 2.3 입과 의 형태학  특징에 의한 체질 분류

   이제마의 동의수세보원 등의 원 을 정리해보면 

여러 가지 체질 감별법이 나오지만, 본 논문에서 쓰

이게 될 용모사기를 기반으로 안면 상에서 분류가 

가능한 요소를 <표 1>과 같이 정리하 다.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목

(目)
이 작다.

꼬리가 

올라가있다.

이 둥 다.

이 크다.

구

(口)

입이 작다.

입술이 얇다.

윗입술이 

아랫입술보다 

상 으로 

튀어나옴

입이 크고 

입술이 

두껍다.

입술이 얇다.

<표 1> 안면 상에서의 사상체질 분류 요소

3. 체질 분류를 한 과 입의 경계선 추출

   본 논문에서는 역 기반 분할을 통해 얼굴 역

을 추출하고. 침식 작업을 통해 체 상에서 아주 

작은 객체를 제거하거나 는 체 상에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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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에 따른 객체를 축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에 역 기반 분할 방법을 용하여 얼굴의 주요 특

징 요소들만을 남겨 놓고 메디안 필터링을 용하여 

잡음을 제거한 후, 얼굴의 주요 특징 요소들에 해 

수직, 수평 스캐닝을 통해 이목구비를 추출해 낸다

[9]. 최종 으로 과 입을 추출한 후에 각각의 경계

선을 추출한다.

   이를 해, 입력 상을 RGB값으로 그 로 쓰는 

것이 아니라 YCbCr로 변환하여 얼굴 역의 추출

에 사용하는데 이는 YCbCr에서의 피부색의 범 가 

RGB에서의 피부색의 역보다 더 조 하기 때문에 

얼굴 역의 추출에 훨씬 효율 이기 때문이다. 

RGB를 YCbCr로 변환하는 수식은 다음과 같다.

Y=0.299900R+0.58700G+0.11400B

Cb=-0.1687R-0.33126G+0.50000B         (1)

Cr=0.50000R-0.41869G-0.08131B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배경을 제거하기 해 모

폴로지 연산  침식 연산[10]을 통해서 처리한다. 

침식 연산은 흰 물체의 둘 로부터 한 픽셀을 없애

는 효과를 갖는다. 이후 피부 역과 이목구비만이 

남게 되면 피부는 흰색으로 표 되고 나머지 이목구

비는 검은 색으로 표 되어 다시 한 번 역 기반 

분할로 피부 역을 제거하면 이목구비만이 남게 된

다. 이후 임펄스 잡음을 제거하는데 효과 이며 강

한 경계선은 보존하고 기존의 경계선들을 좀 더 상

세하게 보존하는 메디안 필터링을 용한다. 메디언 

필터링은 이미지의 화소들에 해 임의 크기의 도

우를 슬라이딩하면서 오름차순으로 순  정렬시키고 

간 값을 도우 심에 응하는 출력 상에 

치함으로써 픽셀을 간 값으로 배정하여 기존의 경

계선을 강화시킨다. 이에 체 픽셀  임계값 이하

인 것들을 제거하게 되면 기타의 잡음 등은 제거 되

고 이목구비 부분만이 남게 되므로 이를 수직, 수평 

스캐닝을 통해 가로, 세로의 시작 과 끝나는 을 

연결해주면 이목구비를 추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다. 여기서 추출된 과 입을 따로 추출하고 각 

상의 외곽선 혹은 경계선을 추출하기 하여 소벨 변

환을 통해 경계선을 강화하고 경계선 추  알고리즘

을 통해 경계선을 유추해낸다. 소벨은 윤곽선 검출

의 가장 표 인 미분 연산자로서 2차 미분 연산자

이며, x축, y축으로 각각 한번 씩 미분하며 사용되

는 마스크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소벨 수평/수직 마스크 

   경계선 추출을 해서 소벨 변환된 상에서의 

이치화된 값 에서 밝기값 255를 가지는 역에 

해 경계를 추 한다. 경계를 추 하면 1픽셀 두께를 

가지는 픽셀의 순서화된 연속 체인 정보를 얻게 되

는 것이다. 한, 과 입의 경우 색의 차이가 크게 

나질 않아서 경계선이 모호하게 나올 수 있는 만큼 

각 상을 이진화 처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입과 

의 경계선을 추출해 낸다. 그런 다음, 두 가지 경계

선을 같이 디스 이하여 간값을 설정하여 표시

해 다면 안면 상에서 입과 의 특징 추출을 

한 경계선 추출이 가능해진다.

4. 실험  고찰

   본 논문에서의 실험은 IBM-PC 상에서 Visual 

C++ 6.0과 C# 으로 행하여졌다. (그림 4)와 (그림 7)

은 사상체질 분류를 한 입력 상과 역 기반 분

할을 통해 얼굴 역을 추출한 뒤 얼굴의 썹, , 

코, 입 등 오 을 추출한 상이다. (그림 5)와 (그

림 8)은 추출한 이목구비에서 ‘ ’에 한 부분만 따

로 추출하여 사상체질 분류에 필요한 크기  경계

선을 추출한 상이며, (그림 6)과 (그림 9)는 ‘입’에 

한 크기  경계선을 추출한 상이다. 

   실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체질을 분류하기 해 얼굴 역과 오  

역을 추출하고 정면 상에서 구할 수 있는 과 

입에 한 크기  경계선을 추출하는 작업을 수행

하 다. 그러나, 피부색의 색상 변화에 한계가 있어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4) 입력 상과 이목구비 추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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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目) 추출 상 

(그림 6) 입(口) 추출 상 

(그림 7) 입력 상과 이목구비 추출 상 

 

(그림 8) (目) 추출 상 

(그림 9) 입(口) 추출 상

5. 결론

  사상의학의 신뢰성을 증가시키고 세계 의료시장에

서의 유율을 높이기 해 본 논문에서는 사상체질 

진단 지표를 객 화하고자 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 

아직까지는 안면 상에서의 과 입의 자동 추출과 

경계선 추출을 통한 각 치수의 측정을 기반으로 하

는 연구에 그쳤지만 더 많은 노력을 통해 정확한 형

태학  수치에 한 자동 측정과 보정에 한 분석

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상의학의 체질 진단 객 화 연

구의 일환으로 사상인의 용모사기(容貌詞氣)론  특

징으로 인한 형태학  차이를 유발하는 것을 살펴 

사상체질 분류에 응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해, 사상체질 진단 지표의 하나인 외형  안면부의 

정면 상 분석을 통해 과 입의 형태를 사상인별

로 비교․분석하 다. 

   향후 용모사기와 련된 정면 얼굴 특징 요소로

부터의 정확한 수치 계산과 모양 등에 한 연구 그

리고 음성분석을 통한 사상체질 진단 방법과의 하이

리드 형태의 결합을 통해 객 화되고 계량화된 완

한 사상체질 진단 시스템의 구 에 해 연구가 

지속 으로 수행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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