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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회의 잘못된 식습 과 생활습  때문에 신장이 안 좋아지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체내의 

주요 배설장기인 신장이 손상되어 발생하는 신장병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다. 약을 복용 하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약을 처방하는 신에 식이요법을 사용 한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는 민들 차를 마신 후 Restoration_Brightness 로그램을 사용하여 얼굴 부 에서 신

장에 치하는 지각(地閣)의 RGB값을 Lab와 CMYK로 변환하고 L값과 K값을 추출하여 분석하 다.

1. 서론

   요즘 잘못된 식습 과 생활습  때문에 신장이 안 좋

아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체내의 주요 배설장기인 신

장이 손상되어 발생하는 신장병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

이다. 신장질환은 이미 그 증세가 80%까지 악화되어서야 

자각증상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신장은 몸의 노폐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 건강해야할 기

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병을 가장 쉽고 극 으로 치

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제체증 감시지침(WWD)에서 

발표된 효과 이고 안 성을 고려한 계획의 가 되고 있

는 식이요법  주로 차(茶)를 마시는데 방식을 제안하

다. 이를 해 신장에 향을 주는 민들 차를 섭취함으로

써 화 후의 얼굴 상에서 신장과 연 성이 있는지 지

각 역의 색상 변화를 비교 분석하여 민들 차가 신장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는 연구를 하 다.

2. 신장과 민들

2.1 신장

   인간에게 있어 신장은 복부의 뒤쪽 척추 양 에 치

하는 장기로써 횡격막 아래 척추의 좌우에 한 으로 

치하는 기 이다. 보통 사람의 주먹크기 만한 것이며, 길

이는 략 10cm, 폭은 5cm, 두께 3cm 무게는 양쪽 신장

을 합해서 약 200g 정도의 강낭콩의 모양을 하고 있고, 

통계 으로 볼 때 왼쪽 신장이 오른쪽보다 약간 작다고 

알려져 있다. 신장의 기능은 노폐물과 불필요하게 많은 수

분, 그리고 무기염류를 오 으로 만들어 내보냄으로써 

액 내의 이온 농도와 pH, 그리고 압을 조 한다. 한 

비타민D를 활성화시켜서 소장에서 칼슘이 흡수되도록 도

와주며 여러 가지 호르몬의 합성에도 여한다. 신장의 주

된 기능은 정기(精氣)를 주  하는 것이며 정기는 인체를 

성장, 발육, 생식 시키며 기타 장부의 정상 인 생리활동

을 유지시키는 물질  기 를 말하고, 사람의 체내에서 수

액 사를 한다. 어떤 종류의 신장질환에서는 암모니아의 

생성능력이 떨어져서 액 송의 산이 화되지 않기 때문

에 아시도시스가 된다. 무용한 것을 모두 량의 물과 함

께 액으로부터 여과하고, 이것들이 기다란 요세 을 통

과하는 사이에 유용한 물질만이 재흡수 되고 무용한 물질

은 오 이 되어 체외로 배설 된다. 와 같이 요한 역할

을 하는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얼굴색에 나타난다.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얼굴색이 체로 검게 나타나는데 

특히 얼굴부   지각 부 가 신장과 깊은 련이 있는 

부 이다. 지각이란 입술 바로 의 턱 부분을 가리키는데 

아래 (그림 1)은 우리 얼굴부 와 우리 몸과의 계를 나

타낸 그림이다[1][2].

(그림 1) 얼굴과 내장기 의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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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민들 차(茶)

   민들 는 우리 주변에서 정말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이

다. 민들 는 부 별로 성분이 다른데 꽃은 논의 강상세포 

형성에 도움을 주는 필수 양소, 루테인, 아드니디움, 

라보산딘 등이 함유하고 있으며 잎에는 탈 콜 스테롤 작

용이 있는 놀산 비타민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등의 미

네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 그리고 뿌리에는 간의 지

방번성을 억제하는 콜린성분과 타라솔, 타라세롤, 타라세

스테롤, 타라카사스테롤, 시스테롤, 스틱마스테롤 등이 함

유되어 있다. 민들 는 이뇨작용을 돕기 때문에 신장에 아

주 좋으며 포공용이라 불리며 약재로도 사용되며 동서양

을 막론하고 약재와 민간요법과 식용 등으로 사용되어 왔

다고 한다. 민간요법으로는 기침, 폐결핵, 궤양, 장염, 

유방염, 신석증 등에도 쓰이기도 하 다. 신석증이란 ‘콩팥

돌증’의  용어 이며 콩팥에 오  속의 염류의 경정 는 

결석이 생기는 질환이다. 발작성의 복통이 때때로 일어나

며 뇨와 돌을 배설하게 되는데, 육식을 잘하는 노인에게

는 요산염석(尿酸鹽石)이 채식을 하는 어린아이에게는 수

산염석(蓚酸鹽石)이 흔히 발생한다[3][4].

3. 얼굴색 비교 분석 방법

   본 논문에서는 민들 차를 섭취한 후 신장과 련된 

얼굴 역인 지각 부 의 얼굴 색상 변화를 분석하기 

해서 색차 분석 로그램을 사용하 다. 

   실험에 사용된 색차 분석 로그램은 C#을 기반으로 

구 된 로그램으로 두 개의 상을 입력 받아 입력 받

은 상의 특정 역에 한 색상을 비교 분석하여 결과

를 추출 할 수 있는 로그램이다. 색차 분석 로그램은 

입력 상의 RGB값을 Lab 색체계와 CMYK 색체계로 각

각 변환하여 해당 역의 색상을 비교 분석 할 수 있는 

로그램이다. 아래 (그림 2)는 입력된 피실험자의 얼굴 

역에서 특정 부 의 색상을 색차 분석 로그램으로 비

교 분석한 그림이다[5].

(그림 2) 색차 분석 로그램을 이용한 얼굴색 분석 상

4. 실험  고찰

   본 논문에서는 신장에 좋은 민들  차를 섭취함으로써 

얼굴 지각부  색상 변화를 분석하기 해 RGB값을 Lab

값으로 변환하고 입력한 상을 54개의 역으로 나 어 

지각 역의 수치 값을 비교 분석하 다. 피실험자는 20  

남성으로 실험의 변칙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약물 복용이

나 질병이 없는 남성 10명을 상으로 실험을 실시하 다. 

실험자는 1포당 0.8g 하는 티백을 1.2L의 물에 2포씩 우려

낸 후 3일간 수시로 마신 다음 민들 차 섭취 과 후의 

Lab값의 L값과 CMYK값의 K값을 비교 하 다. 민들 차

를 섭취하기  사진과 후 사진을 촬 하는 시간은 오후 

5시로 정하 으며 실험의 정확성을 높이기 해 같은 장

소, 같은 카메라, 같은 거리 등 동일한 환경에서 촬 하

다. 

   신장 상 분석의 을 둔 사항은 신장과 연 된 분

석요소로 한의학 형찰색도(觀形察色圖)에서 지칭하는 지

각(地閣)의 색(色)이다. 지각은 아래턱의 끝 부 를 이르는 

말이며 (그림 3)과 같이 지각의 치를 표시 했다. 

Restoration_Brightness(색 체계 분석 로그램)을 이용하

여 (그림 6)과 같이 얼굴 부 를 잡아 지각 부 의 RGB

값을 Lab 값으로 바꾸게 되면 (그림 7)처럼 지각 역의 

추출 되어진 값이 나온다. 변화된 Lab값  L값이 보다 

커지면 색이 밝아졌다는 의미로 상태가 좋아졌다고 볼 수 

있다. 한 CMYK값  K값은 보다 작아져야 상태가 

안정 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는 M01의 민들 차 섭취  얼굴 상이고 

(그림 5)는 M02의 민들 차 섭취 후의 얼굴 상이다. 아

래 <표 1>은 민들 차를 마시기 과 후의 L값 변화를 

나타낸 표이다. 피실험자 10명  9명의 L값이 증가하

다. Lab의 L값은 명암을 나타내며 얼굴  신장부 인 지

각부 가 밝아졌으므로 민들 차는 신장을 활발하게 해여 

좋은 효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는 민들 차

를 마시기 과 후의  K값 변화를 나타낸 표이다. 피실험

자 10명  8명의 K값이 감소하 다. CMYK는 인쇄의 4원

색으로 C=Cyan, M=Magenta, Y=Yellow, K=Black을 나타

내며 3원색의 감산혼합을 말하며 CMYK 감산혼합은 명도

가 낮아지게 하는 혼합을 말한다. 따라서 K값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 지각부 가 밝아 졌다는 것을 볼 수 있다[6].

(그림 3) 얼굴 역  지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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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지각 역 추출 상

(그림 4) M01의 민들 차 

섭취  얼굴 상

  (그림 5) M01의 민들 차 

섭취 후 얼굴 상

(그림 6) 색차 분석 로그램을 이용한 얼굴색 분석

피실험자
L값

섭취   섭취 후

M1 73.89 75.48

M2 69.39 72.86

M3 62.49 67.58

M4 65.93 65.55

M5 56.27 56.79

M6 60.42 61.55

M7 57.12 57.32

M8 65.33 68.11

M9 63.79 68.24

M10 54.97 56.02

<표 1>민들 차를 마시기 과 후의  L값 변화

피실험자
K값

섭취 섭취 후

M1 63.89 62.12

M2 59.39 58.99

M3 62.49 60.01

M4 55.93 55.97

M5 56.27 56.31

M6 50.42 48.10

M7 63.12 62.78

M8 54.33 53.11

M9 60.79 59.46

M10 51.97 50.73

<표 2> 민들 차를 마시기 과 후의  K값 변화

5. 결론

   최근 들어 잘못된 식습 과 생활습  때문에 신장이 

안 좋아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약을 복용하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식이요

법을 한다. 민들 는 이뇨작용을 돕기 때문에 신장에 아주 

좋으며 포공용이라 불리며 약재로도 사용되며 동서양을 

막론하고 약재와 민간요법과 식용 등으로 사용되어 왔다

고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색상 분석 로그램을 

용하여 민들 차를 오랫동안 섭취하기 과 후에 따른 

지각 역의 색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기 한 실험을 수

행하 다. 실험은 Restoration_Brightness 로그램을 실행

하여 지각 역의 얼굴 색 부분을 추출하여 값을 나타내었

다. 그 결과 민들 차를 섭취하기 보다 후의 지각부 의 

L값은 90%가 값이 상승하 다. 그리고  K값은 80%가 

보다 후의 값이 감소하 다. 이는 민들 차를 섭취함으로

써 신장의 기능을 활발하게 만들고 좋은 향을 주어 검

은색의 수치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의 결과 값을 

정확히 신뢰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더 많은 피실험자들

을 가지고 실험을 수행하고 민들 차를 더욱 오랜 기간 

동안 섭취하게 하여 실험을 수행할 수 있다면 더욱 신뢰

성 있는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1] 김 철 외, 신장학, E PUBLIC, 2006.

[2] 야마무라 신이치, 얼굴을 보면 병이 보인다, 쌤앤 커

스, 2008.

[3] 양구민들 농조합법인, http://www.ygmindlre.com/

[4] 이원종, 거친 음식이 사람을 살린다, 2009.

[5] 박명환, 도시 속 컬러를 읽다 COLOR DESIGN 

BOOK, 2007.

[6] 김 , Color Color Color, 경, 2003.

- 109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