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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건강의 유지와 리가  사회에서 큰 비 을 차지하면서 이를 한 노력이 증 되고 있다. 특히 
비침습, 무자각, 무통증의 한의학  장 을 이용한 건강 진단이 고령화 사회에서 새로운 이슈로 부각

되고 있다. 한방 망진 이론에 따르면 얼굴의 각 부 는 오장육부에 해당하여 인체의 건강상태를 그

로 드러낸다. 본 논문에서는 망진을 기반으로 얼굴 색상을 통한 결과값과 상 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해 얼굴에 나타난 색상을 추출, 분석하여 폐 질환을 진단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최종 으로 

폐 질환 환자와 정상인의 얼굴 색상을 비교, 분석하여 제안한 방법을 입증하고자 한다.

1. 서론

   사회는 육체 ·정신  건강의 조화를 통해 행복하

고 아름다운 삶을 하려는 목 이 증 되고 있다. 이를 

해  의학이 발 을 거듭해 왔지만 고령화 사회가 

차 비 을 차지하면서 오히려 새로운 질병 발생률이 증

가되고  질병을 완 히 방하거나 치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폐암을 비롯한 폐에 한 모든 질병

은 험요소가 큰 표 인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다.

  폐는 기본 으로 몸 안의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

는 곳으로 인체의 장기 에 가장 크고, 가장 넓은 장기라 

많은 액이 공 되는 요한 장기이다. 이러한 폐에 질환

이 발생하는 직 인 요인으로 기오염의 악화와 흡연

을 들고 있다. 최근 들어 기 오염은 차 악화됨에 따라 

85년에 비해 20년 사이에 2배 증가하고 있고, 그 후로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간 인 요인으로서는 과도한 가공 

식품과 환경오염이다. 이와 같이 인들의 만병의 근원

이라고 하는 스트 스와 더불어 직 인 향도 있지만 

주변 환경에 의해 발생되는 경우가 거의 50% 정도를 차

지하고 있다[1].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의학의 진단 방

법인 4진법  망진(望診)을 기반으로 폐 질환 환자의 얼

굴 색상과 정상인의 얼굴 색상을 비교, 분석하여 폐 질환 

진단을 한 연 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한의학의 진단방법

  한의학에서 병증 유무를 단 방법은 크게 진찰(診察)과 

진단(診斷)으로 나  수 있다. 진찰(診察)은 환자가 나타내

는 개별 인 증상을 수집하는 과정이며, 진단(診斷)은 진

찰을 통해 찾아낸 유의성 있는 정보들을 종합, 분석하고 

귀납하여 질병의 원인  과정을 추 하고 치료방향을 결

정하는 것이다. 한의학에서는 진단을 할 때 망문문 의 사

진법을 통해 진찰을 하게 되는데 이 4가지 방법에 의해 

수집된 자료를 음양오행학설과 장부경락학설, 병인학설 등

의 기본으로 해석하여 환자의 병을 진단하고 병의 경 이

나 후, 원인을 짐작하고 치료법을 도출한다. 한 얼굴

의 귀(耳), (目), 입(口), 비(鼻), ( )로 분류되는 오

은 각 오장(신장, 간장, 비장, 폐장, 심장)의 정기와 상통하

는 것으로 보는데 귀에는 신기(神氣), 에는 간기(肝氣), 

입술에는 비기(碑記), 코에는 폐기(肺氣), 에는 심기(心

氣)가 통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한의학의 진단은 사진(四診)이라 하여 망진(望診), 문진

(聞診), 문진(問診), 진(切診)의 방법으로 발 해 왔다. 

이러한 4가지 진찰 방법을 운용하여 환자의 체질과 그가 

가지고 있는 증상들을 찰하고 종합 분석하여 질병을 

단하는 자료로 이용된다. 망진(望診), 문진(聞診), 문진(問

診), 진(切診)의 4가지 진찰 방법은 각각 독특한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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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으며 서로 체 할 수 없고 상호 유기 으로 결

합하여 응용하게 된다. 이것을 사진합참(四診合參)이라 하

며, 이를 통해 환자의 병증을 면 이고 계통 으로 이해

하여 정확한 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이  색(色)의 

망진(望診)은 장부기 이 외부로 표출되어 피부에 나타나

는 색과 택을 통해 질병을 살피는 것으로 이 때 피부의 

색은 , 백, 청, 황, 흑의 5가지로 나 며, 5색의 변화가 

얼굴에서 가장 잘 나타나기 때문에 얼굴색을 찰하여 장

부기 의 성쇠와 병변을 단한다[2].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한의학  진단 이론에 근거하

여 얼굴의 색상 분석을 통해 폐 질환 유무를 단할 수 

있는 기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논문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망진의 경우 <표 1>에서 보는바와 같이 각 부 의 생김

새나 색에 따라 오장이나 혹은 다른 부 에 질환이 있음

을 짐작하게 하는 한의학  이론을 기반으로 한다[3].

  이와 같이 얼굴색을 가지고 질환을 진단하는 것은 한의

학의 오랜 통이며 장 이다. 그러나 한의학에서 보는 

과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 약간 다르다는 것과 

한의학의 우수한 진단 이론을 과학 으로 제시하지 못하

고 있는 것이 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IT 공학 

분야  상 처리  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폐 질환 진

단을 한 한의학  이론을 시각화, 정량화하여 출력 결과

를 제시하고자 한다.

치 증 상

이마
주름이 많으면 폐의 기운이 약한 것으로 호흡기 질환

이 발생 할 수 있다.

귀

귀의 색깔은 맑고 윤택해야 좋다. 귀가 유난히 붉고 

검은색을 띠면 신장이 좋지 못 하다는 증거, 귀는 신

장과 연 되어 귀가 크면 신장기능이 좋지 않다는 신

호이다.

코

코는 인체의 척추에 해당돼 코가 바르지 못하면 척

추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이다. 코가 길면 장도 

길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되고 설사가 잦다.

턱 
턱에 잡티가 있거나 색이 울 불 하면 신장에 병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양미간
여드름이나 뾰루지 등이 생기면 스트 스를 많이 받

아 화병이 발생한 것이다.

 주 에 붉은 기운이 보이면 홍으로 신(콩

팥)이 약해 오후가 되면 온몸에 열이 나는 증상을 보

인다.

입술
입술은 비 , 즉 장과 를 나타낸다. 입술이 두껍고 

입이 크면 그만큼 식욕도 왕성하고 소화도 잘 된다.

은 색의 변화에 주의해야 한다. 황색 은 황달로 

간이 좋지 않고 란 은 간에 기운이 빠져 나타나는 

것이다. 출 이 잘 되면 간에 스트 스나 음주독이 

쌓여 간에 열이 많다.

<표 1> 한의학에서 안면 진단의 

3. 한의학에서 폐

  폐는 (그림 1)과 같이 어깨와 비슷한 모양이고, 두 개의 

퍼진 잎과 여러 개의 작은 잎으로 이루어져 있다. 속에는 

24개의 구멍이 지어 있어 그곳으로 흐리고 맑은 기를 

내보낸다. 폐는 백魄을 간직한다. 폐는 모든 장부의 에 

있기 때문에 덮개라고도 한다. 폐에는 두 개의 l 기가 있

는데 하나는 로 올라가 후두 속에서 심장으로부터 나온 

기와 통하고, 다른 하나는 심장과 연결되어 있다. 얼굴

이 희고 살결이 부드러운 사람은 폐가 작고, 살결이 거친 

사람은 크다. 어깨가 퍼지고 가슴이 나오고 목구멍이 쏙 

들어간 사람은 폐가 높이 있고, 겨드랑이가 맞붙어 있고 

갈비 가 벌어진 사람은 아래로 처져있다. 어깨와 등이 두

터운 사람은 폐가 튼튼하고 어깨와 등이 얇은 사람은 약

하다. 폐가 작으면 게 마셔서 천갈병喘暍病이 생기지 않

으며, 폐가 크면 많이 마셔서 흉비(胸痺, 가슴이 갑갑한 

병), 후비(喉痺, 목구멍에 종기가 거나 목구멍이 좋게 되

기도 하고 막히기도 하는 병), 역기( 氣, 욕지기) 등이 잘 

생긴다.

(그림 1) 폐의 구조 

  폐가 정상보다 높이 있으면 기가 치 어 올라 어깨를 

들썩이며 숨을 쉬고 기침을 한다. 폐가 아래로 처져 있으

면 기가 폐를 르므로 구리 아래가 늘 아 다. 폐가 튼

튼하면 기침이나 기운이 치미는 병이 생기지 않고, 폐가 

약하면 소갈이나 황달이 잘 생긴다. 폐의 모양이 바르면 

기가 잘 돌기 때문에 폐가 잘 상하지 않는다. 폐가 한쪽으

로 기울어져 있으면 한쪽 가슴이 아 다. 폐에 사기가 있

으면 피부가 아 고 추 는 싫어하면서 열이 나며 기가 

로 치 어 올라 숨이 차고 땀이 나며 기침할 때 어깨와 

등을 들썩인다.  폐에 열이 있으면 얼굴색이 하얗게 되

고 머리털이 바스러진다[4].

4. 시스템의 구성

4.1 얼굴 역 추출

  본 논문에서는 YCbCr을 이용하여 색상 처리를 행하고 

피부색을 기본으로 얼굴 역을 추출하는 방법을 용했으

며 역기반 분할 방식을 용 얼굴의 주요 특성 요소들

만을 남기고 침식 작업을 통해 체 상에서 배경 확장

에 따른 객체를 축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2)에서 

보듯이 입력 상을 얼굴 색 기반의 역분할과 침식연산



제27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4권 제1호 (2007. 5)

367

과 메디안 필터링[5]을 통해 잡음을 제거하고 얼굴 역만

을 추출하여 수직, 수평 스캔을 통해 이목구비를 추출해 

내는 것으로써 얼굴 요소  , 썹, 코, 입에 한 기본

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재 우리에게 필요한 

부 는 이러한 이목구비가 아닌 왼쪽과 오른쪽 뺨, 이마, 

턱 부 이기에 추출해 낸 역을 기반으로 색상 분석을 

한 4군데 얼굴 역을 별도로 추출하 다.

(그림 2) 얼굴에서의 이목구비 추출 시스템

4.2 얼굴 역 색상 분석

  색상과 련해서 나오는 방법은 (그림 3), (그림 4)와 같

이 RGB모드와 CMYK모드가 있다. 우선 RGB모드는 기본 

컬러 모델이고 비트맵 방식에 있어 기본이 되는 색상이다. 

모든 색들은 빛의 3원색인 RGB의 혼합에 의해 만들어지

고 빛은 혼합될수록 밝아지기 때문에 가산 혼합이라고도 

한다. RGB 컬러 모드는 상이미지, TV, 디지털 컴퓨터 

그래픽스 등의 컬러 처리를 수행하게 되고 컴퓨터상에서 

빛의 원색은 스크린 안쪽에 코 된 발  물질이 자형에

서 쓰여진 자 충돌되어 만들어지게 된다. 빨강, 녹색, 

랑의 3가지 색 세포가 최 의 강도로 빛을 발했다면 우리 

에 흰색으로 보이고, 반 로 세 가지 색상 세포가 빛을 

 발하지 않았다면 검정이 된다. CMYK모드(CMY)는 

인간의 을 통해 지각하는 기본 컬러 모델이며 인쇄  

일반 수작업의 기본이 되는 색상모드이다. 안료의 혼합은 

빛과 달리 혼합 과정에서  어두워지므로 처음에는 밝

은 색을 사용해야 많은 색을 나타 낼 수 있다[6]. 

(그림 3) RGB 색상 모델 

(그림 4) CMYK 색상 모델 

5. 실험  고찰

  본 연구에 한 실험은 IBM-PC상에서 Visual C++ 6.0

과 Photoshop CS를 사용하 으며 폐 질환 환자 5명과 동

일한 연령 의 정상인 5명을 상으로 비교 실험을 진행 

하 다. RGB색 체계에서 흰색을 나타내는 수치는 (255,  

255, 255)이기 때문에 완 한 흰색 RGB값의 합은 765라는 

가설 값을 얻을 수 있다. 이 수치에 가까운 것은 흰색을 

나타낸다고 가정하고 5명의 폐 질환 환자들의 얼굴 역 

반에 걸친(뺨, 이마, 턱) RGB값을 5명의 정상인 RGB값

과 비교, 분석하 다.

폐질환 환자 정상인

구분 성별 나이 병명 구분 성별 나이 병명

1 남 4 폐렴 A 남 4 정상인

2 남 46 폐암 기 B 남 46 정상인

3 남 50 진폐증 C 남 54 정상인

4 남 58 폐렴 D 남 59 정상인

5 남 72 폐암 기 E 여 79 정상인

<표 2> 임상 데이터의 신상기록  병명

  (그림 5)에서 (그림 9)는 폐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 

한 얼굴 역 추출  색상 분석을 행한 결과이며 (그

림 10)에서 (그림 14)는 동일한 연령 의 정상인 얼굴 

역 추출  색상 분석을 행한 결과이다. 

  

 R G B값 합계

오른쪽뺨 (213 143 103) 459

왼쪽뺨 (186 114 76) 376

이마 (273 110 72) 455

턱 (178 116 68) 362

(그림 5) 폐 질환자 1에 한 얼굴 색상 분석표

  

 R G B값 합계

오른쪽뺨 (229 193 184) 606

왼쪽뺨 (219 165 125) 509

이마 (217 172 142) 531

턱 (225 182 149) 556

(그림 6) 폐 질환자 2에 한 얼굴 색상 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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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G B값 합계

오른쪽뺨 (217 185 153) 555

왼쪽뺨 (194 169 130) 493

이마 (231 207 176) 614

턱 (198 165 134) 497

(그림 7) 폐 질환자 3에 한 얼굴 색상 분석표

  

 R G B값 합계

오른쪽뺨 (187 150 95) 432

왼쪽뺨 (184 144 82) 410

이마 (172 134 71) 377

턱 (167 129 80) 376

(그림 8) 폐 질환자 4에 한 얼굴 색상 분석표

  

 R G B값 합계

오른쪽뺨 (151 95 51) 297

왼쪽뺨 (232 182 135) 549

이마 (227 179 139) 545

턱 (192 142 98) 432

(그림 9) 폐 질환자 5에 한 얼굴 색상 분석표

  

 R G B값 합계

오른쪽뺨 (157 121 105) 383

왼쪽뺨 (154 118 104) 376

이마 (171 137 112) 420

턱 (131 104 85) 320

(그림 10) 정상인 A에 한 얼굴 색상 분석표

  

 R G B값 합계

오른쪽뺨 (154 120 93) 367

왼쪽뺨 (120 99 78) 297

이마 (167 140 111) 418

턱 (120 100 73) 293

(그림 11) 정상인 B에 한 얼굴 색상 분석표

  

 R G B값 합계

오른쪽뺨 (132 105 84) 321

왼쪽뺨 (146 106 80) 332

이마 (154 118 94) 366

턱 (108 76 63) 247

(그림 12) 정상인 C에 한 얼굴 색상 분석표

  

 R G B값 합계

오른쪽뺨 (88 82 84) 254

왼쪽뺨 (93 90 97) 280

이마 (109 122 130) 361

턱 (74 80 78) 232

(그림 13) 정상인 D에 한 얼굴 색상 분석표

  

 R G B값 합계

오른쪽뺨 (113 96 104) 313

왼쪽뺨 (142 119 113) 374

이마 (134 100 98) 332

턱 (116 77 80) 273

(그림 14) 정상인 E에 한 얼굴 색상 분석표

  <표 3>은 실험에 의한 결과값의 합을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폐 질환 환자와 정상인의 얼굴 역 

RGB값을 비교, 분석했을 때 폐 질환 환자의 RGB값의 합

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얼굴 역 RGB값 

연령 폐질환 환자 정상인

10 1652 1499

40 1595 1375

50 2202 1266

50 2159 1127

80 1823 1292

6. 결론

  인체의 장기  폐 련 질환은 부분 감기 증상으로 

오해하여 심각한 질환으로 커질 수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이를 해 논문에서는 한의학의 망진법을 기반

으로 상 공학  요소 기술을 이용한 폐 질환 진단 기법

을 제안하 다. 즉 폐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얼굴 역

에서 흰색에 가까운 반응을 보인다는 한의학  이론을 얼

굴 색상 분석을 통해 입증하고자 한다. 이를 해 폐 질환 

환자를 상으로 얼굴 상에서 RGB값을 추출하여 정상

인의 RGB값과 비교, 분석을 행하 으며 폐 질환자 실험 

집단이 정상인 집단보다 높게 나온걸 알 수 있었다. 

  추후 재 보다 더 많은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험

을 하고 분석이 행해져야 할 것이며 다른 분야의 색상 분

석 요소들을 기반으로도 실험  분석이 행해져야 할 것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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