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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상학이란 사람의 인상을 찰하여서 사람의 운명을 단하고, 그 얻어진 결론을 가지고 길흉의 방

법을 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은 구나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아름다움이나 추함

보다는 인상이 에 먼  들어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얼굴에 인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  제일은 인당 일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외모만으로 성격을 별하거나 몸매 혹은 얼굴생

김에서 직  인지를 얻어내는 상학을 통해 인당의 크기에 따른 성격을 상 처리 기술로 구 하

다. 즉, 인당은 썹과 썹사이의 가운데 부분을 말하며, 미간이라고도 부른다. 이와 같은 인당의  

크기에 따라 성격의 주요 5  특징과의 상 성 분석을 통해 썹에 따른 성격의 차이를 분석하는 연

구를 수행하 다.

1. 서론

   상학은 성격을 나타내는 지표로 여겨지는 얼굴, 생

김새, 면상(面相), 인상을 이야기하며 인상학, 상술이라 

정의한다.  국어 사 에서는 상은 사람의 생김새를 

보고 그의 운명 ,수명, 성격 따 를 단하는 일이라고 정

의한다. 이처럼 상학은 외형  생김새를 통함 사람의 성

격, 체질, 나아가 운명을 추론하는 학문이며, 흔히 상을 

주로 얼굴을 읽는 걸로 생각하지만 상은 수상, 족상을 

포함하여 골격, 색 등 몸 체의 외모, 나아가 몸짓까지 

본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몸’을 읽음으로써 기본 으로 

외양이 내면을 투  한다는 논리를 바탕에 깔고 있는 것

이다. 상은 한 사람의 미래나 운명까지도 포 하고 있는

데 이러한 운명론 인  때문에 언뜻 생각하기에 미신이 

아닌가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상학은 단순

히 을 치거나 언하는 등의 추상 인 근거에 의한다기

보다 수천 년의 역사를 거치는 동안 과학 이며 통계 인 

경험  자료에 근거를 기 으로 하고 있어 성술과는 근

본 으로 류(流)가 다르다. 상을 보는 기본 인 부 는 

머리, 이마, 썹, , 코, 입, 치아, 귀다. 이 모든 것이 모

여 얼굴을 이룬다. 그 에서도 인당은 얼굴 체의 인상을 

좌우하므로 매우 요하다. 한 인당은 사람의 정신  기

(氣)가 모이는 곳으로 선천 인 운명의 길흉과 학식, 직업, 

재의 운세 등을 단할 수 있는 부 이다. 썹과 썹 

사이의 폭이 자기의 엄지손가락보다 약간 넓어야 하고 털

이나 , 상처가 없이 살빛이 맑고 윤택해야 길상이라고 

한다. 상학에서는 이 명궁 부 에 주름이 많으면 많을수

록 심  갈등이 유발되고 부모, 형제덕이 박약하고 배우자

와 이별수가 있으며 재산이 흩어진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얼굴은 고유동 인 객체이므로 

얼굴의 특징 추출로 상학을 통해 이를 IT의 상처리와 

결합하여 상분석을 통한 상학  분석을 가능하게 하

기 한 기반 작업으로 얼굴오  역  썹 추출과 미

간( 썹과 썹사이) 크기를 측정하여 상학  데이터의 

수집을 시각화, 객 화 할 수 있는 방법에 해 연구하

다. 

2. 인당과 성격

   인당은 썹과 썹사이의 사이를 말하는데 흔히 미간

이라고 부르는 곳이다. 상학  12궁에 하나로 다른 말

로는 명궁이라고도 한다. 몸의 기상도라고 하는데 그 사람

의 기분 상태를 알 수 있는 곳이라는 뜻이다. 인당의 색이 

흐리면 일기 보에서 흐린 날씨에 해당된다. 우울한 기분 

상태가 지속되면 미간에 내 천자의 주름이 생기며 옛날부

터 인당이 좋은 사람은 소견이 넓다고 하며 이해성이 많

고 아량이 넓은 사람은 명궁이 넓다고 한다. 사람의 명궁

을 서 사람들은 각각 다른 썹을 가지고 있으며 그 

썹사이 넓이에 따른 성격을 나타낸다고 한다. 일반사람들

이 상 방을 보고 평가하는 얼굴 부   가장 먼  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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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곳이 인당이다. 그다음으로 보는 것은 두드러진 얼굴의 

특징, 빛, 몸에서 나오는 에 지의 동과 얼굴에 나타

나는 피부색 순이다. “인당이 어떻게 생겼느냐”의 작은 차

이가 성격은 물론이고 그 사람의 그릇크기, 인 계, 지

능, 학업운, 타고난 에 지의 강약, 재산의정도, 애인 혹은 

부부사이의 궁합 그리고 나아가 단명과 장수, 평생의 운명

까지 상학 으로는 좌우 한다고 한다. 인당의 생김새가 

당사자의 인생에 결정 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50년, 60년, 70년 이상의 세월을 살아온 분들의 얼굴을 보

면 그 사람이 지 까지 살아온 세월이 나타나 있다[1].

(그림 1) 상학 12궁

   사람들은 각각 고유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유

사한 성격을 분류, 통합하여 성격 심리학  측면에서 성격

의 종류를 특징에 따라 크게 5가지로 분류한다. 이를 성격

의 주요 5  특징 모델이라 하며 성격에 차이를 부여하는 

특성에 따라 개방성, 외향성, 친화성, 신경성, 성실성으로 

분류한다. 이는 수많은 성격특성을 효율 이고 포 으로 

요약한 것이다. 개방성은 그 사람이 얼마나 새로운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냐는 것이다. 외향성은 그 사람이 얼

마나 처음 보는 사람과 잘 어울리느냐에 한 것이다. 친

화성은 그 사람의 정 인 사람인지 부정 인 사람인지

에 한 것이다. 성실성은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한가를 

나타내며 마지막으로 신경성이란 험에 한 경계  걱

정의 정도를 나타낸다[1].

   상학에서는 인당은 넓고 깨끗하고 나온 듯이 보이고 

거울 같이 맑아야 한다. 모든 기색  운기는 인당에서 발

산하기 때문이다. 넓은 인당을 가진 사람은 아량과 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좁은 인당을 가진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보다 몇 배나 힘들게 산다. 특히 조

만 부정 이거나 뜻 로 되지 않으면 신경이 쉽게 날카

로워진다. 이처럼 상학 으로 보는 인당은 성격 5  특

성  신경성과 한 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신경성은 걱정이 많고, 긴장이 되어 있고, 불안하고, 우울

하고, 변덕이 심하고, 의기소침하고, 까다롭고 화를 잘 내

는 것 등에 한 정도를 나타낸다. 신경성 수치가 높은 사

람은 스트 스를 잘 받고 걱정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성격특성 주요심리 장  단  

외향성
보상에 한 

반응

높은 보상 

추구와 획득

육체  험, 

불안정한 가족 계

신경성
험에 한 

반응
경계, 노력 근심, 우울증

성실성
충동 

억제 반응
계획, 제

경직성, 순발력 

부족

친화성
타인에 한 

존

조화로운

사회 계

자아를 앞세우지 

못함

개방성
정신  연상의 

함

술 , 감수성, 

확산된 사고

이상한 믿음, 

정신병에 취약

<표 1> 성격 5  특성 

3. 연구 방법

3.1 인당 넓이 추출 방법

   얼굴 역을 추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일반

으로 얼굴 추출은 배경이 삽입된 환경에서 얼굴 역만

으로 분할해 내려고 하는데 목 이 있다. 만약 배경이 없

는 순수 얼굴 상만에서 얼굴을 추출한다면 고정된 카메

라 시 에 정해진 후보 역에 , 코, 입 들을 직  사람

이 맞추어 주면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추출이 가능할 것

이다[2]. 먼  인당의 넓이의 해 추출해 내기 해 먼  

얼굴 역에서의 특징 추출을 낸다. 사진에서 얼굴의 치

를 찾는 것은 opencv의 facedefect 코드를 이용하여 (그림 

2)와 같이 얼굴 역을 추출 한 후 RGB 값을 HIS로 변환

한 후, 피부색 정보를 이용하여 얼굴 후보 역을 추출하

다. 추출된 후보 역은 형태학  필터링을 거치고 최종

으로 남게 된 역들은 스캐닝 된다. 추출된 후보 역  

양쪽 썹을 통해 양쪽 썹 간에 썹을 잇는 선을 고 

그 선에 한 길이를 통하여 인당의 넓이를 추출한다.

(그림 2) 얼굴 역 추출

   얼굴 입력 상에서의 썹 역에 한 추출하기 

해선 얼굴 역을 추출하고 이를 역 기반 분할 방식을 

통해 이목구비만을 남기고 형태학  필터링을 이용해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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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당 길이의 표  값 길이(cm)

Standard 4.57

<표 2> 표 화한 인당의 크기 수치 값

음을 제거한 후 이미지에 한 수직 수평 스캐닝을 통해 

코 역을 추출해 내게 되는 것이다. 입력된 RGB 값에 

한 HSI로의 변환이 이루어 져야 하는데 이는 사람이 인

지하는 색상과 가장 유사하며, RGB는 원하는 색을 얻기 

해 세 개의 값을 조작하지만 HSI는 원하는 값만 조작하

면 되기 때문에 상을 조작하기 편리하고 효율 이기 때

문이며 색상, 채도, 명도로 색상을 표 한다. 

   RGB에서의 HSI로의 변환은 아래의 식으로 행해진다.

           



           




         








         

   만약 B>G이면, H=360˚-H 이다. 한, HSI의 RGB로의 

변환은 아래의 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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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아래 (그림 3)과 같이 원뿔 모양의 좌표계로 표

된다. 색상은 원뿔 둘 를 따라 0도에서 360도의 범 를 

가진 각도로 표 된다. 0도는 빨강색, 120도는 록색, 240

도는 랑색을 나타낸다. 채도는 0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지

며 원뿔 심으로부터의 수평거리로 표 된다. 원뿔 심

에서의 채도값은 0으로서 흰색이 100퍼센트가 되고 원뿔 

가장자리에서는 채도가 1되어 흰색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원색이 된다. 명도는 세로축에 해당하는데, 가장 

아래쪽이 명도가 0이고 검정색을 나타내며 가장 가 명

도가 1이고 흰색을 나타낸다[3][4].

   더욱 효과 인 이목구비 상 추출하기 해서 색조

(Hue), 명도(Saturation), 밝기(Inten-sity)로 구성되는 HSI

을 사용했다. HSI 는 YCbCr 등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피부색 검출을 한 HSI와 YCbCr 모두 비슷한 

결과를 내고 있어 본 논문에서는 수행속도 향상을 해 

복합 인 모델이 아닌 단일 모델인 HSI를 사용하 다. 

HSI 공간에서 피부색이 존재하는 역은 (그림 3)과 같다. 

피부색의 범 는 실험에 의해 황인종에 피부색을 선정하

으며 다른 피부색을 갖는 백인종  흑인종의 경우에는 

이 범 를 다르게 조정 할 수 있다.

   피부색은 H, S, I 모두 0에서 100을 기 으로 되어 있

으며, 다음과 같은 조건식으로 추출이 가능하다.

                         RED

                                                       H

  White

  Black

[그림 3] HSI 원뿔모양 좌표계

3.2 인당 크기 표 화 방법

   인당의 크기를 수치화시켜 측정하기에 앞서 어느 정도

의 수치 값이 나와야 인당의 크기가 크고 작고의 한 표

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피실험자들의 양쪽 

썹을 추출하여 양쪽 썹 간의 사이의 선을 그어 길이

의 수치값을 구하여 그 수치값의 평균을 구하여 표 화 

하 다. 아래 <표 2>은 인당의 크기의 표  값을 구한 수

치 값이다.    

4. 실험  고찰

   본 논문의 실험은 IBM -PC 상에서 Visual c++로 행

하 다. (그림 4), (그림 8), (그림 12)는 최 화 조건에 맞

추어 촬 한 입력 상이다. 이를 RGB 상을 HSI로 변

환한 후, 피부색 정보를 이용해 얼굴 추출한 것이 (그림 

5), (그림 9), (그림 13)이며 얼굴 내의 양쪽 썹 역을 

추출해 낸 것이 (그림 6), (그림 10), (그림 14)이다. 이 

썹 역 추출을 이용하여 인당크기를 구한 것이 (그림 7), 

(그림 11), (그림 15)이다. 실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본 

논문에서는 얼굴의 입력 상을 통해 얼굴 내의 특정 

치를 찾아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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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인당크기(cm)
표  인당 

크기(cm)

설문조사 

결과

EM01 7.32

4.57

1

EM02 4.58 3

EM03 5.08 2

EM04 3.95 6

EM05 4.53 3

EM06 4.09 8

EM07 3.67 10

EM08 3.25 7

EM09 5.50 4

EM10 3.70 9

<표 3> 신경성에 따른 인당크기의 정도

(그림 4) 입력 상 (그림 5) 정면 얼굴 추출  

(그림 6) 얼굴 역 추출 (그림 7) 인당 크기 추출 

(그림 8) 입력 상 (그림 9) 정면 얼굴 추출

(그림 10) 얼굴 역 추출 (그림 11) 인당 크기 추출

(그림 12) 입력 상 (그림 13) 정면 얼굴 추출

(그림 14) 얼굴 역 추출 (그림 15) 인당 크기 추출

5. 결론

   사람들은 모두 걱정, 긴장, 불안, 우울, 변덕, 의

기소침, 화를 낸다. 신경성이란 이런 것들을 얼마나 보

통사람들보다 많이 느끼는지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높

고 낮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썹 

추출을 통해 양쪽 썹 사이의 인당 크기 정도에 따른 성

격 특성을 연구 분석 하 다. 

   분석결과 인당이 넓은 피실험자가 인당이 좁은 피실험

자에 비해 신경성이 낮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 다. 즉 인

당이 넓을수록 부분 험의 한 경계  걱정을 덜 하

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 결과가 100% 일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차후 이와 같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실험할 수 있다면 더욱더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 나아

가 상 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상학, 형상의학 등을 

연구하고 발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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