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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귀의 형태와 색을 통해서 질병을 자가진단 후 귀의 특정 부 를 자극하는 이침요법을 

한 시술 보조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 시스템은 피시술자의 귀의 이미지 정보와 질병에 한 정보

를 처리하여 이침을 한 자리를 귀 이미지에 표시해 주는 시스템을 구 하 다. 특히 귀를 인식하

는 부분에 있어서, Haar-like feature와 Adaboost알고리즘을 사용하는 OpenCV내의 함수를 사용하 고 

인식된 귀 역을 그리드 역으로 나 고 질병에 한 사  정보에 따라서 그리드 역내의 이침  

자리 시스템을 표시하는 시스템으로 구성하 다. 

(그림1) 시스템 흐름도

1. 서론  

  체의학  이침요법(耳針療法)은 인들이 고민하는 

약에 한 부작용과 이용의 편리성을 보장해주는 형태의 

의학으로서 1987년 WHO(세계보건기구)에 채택되어져 있

다.[1] 이침은 부작용이 없고 귀를 통해 질병을 자가진단 

할 수 있으며 은 비용으로 여러 종류의 질병들을 손쉽

게 다스릴 수 있는 침술이다.[2] 그러나 사람마다 귀 구조

가 조 씩 다르며 심자가 혼자 텍스트나 이미지 일로 

제공되는 이  배치도를 보고 이침의 정확한 치를 찾아

내기는 쉽지 않다.

  일반 으로 서양의학과 목한 상기반 진단 보조시스

템, 상 기반 학습시스템에 한 연구는 많으나, 체의

학과 련한 보조시스템이나 학습시스템 연구는 그 사례

를 찾아보기 힘들다. 체의학에 한 심이 증 고 있

는 사회에서 체의학에 한 보조시스템이나 학습시

스템이 연구 개발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체의학을 좀 더 

쉽고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논문에서는 이침이라는 체의학 

자리를 알려주는 시술훈련 시스템을 개발하 다. 이는 자

가 시술이 가능하나 학습이 어려운 체의학의 단 을 보

완하고, 사용자에게 체의학에 한 흥미를 부여하고자 

하는데 목 을 두었다.

2. 시스템 개요  

   ˚본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3년도 

산업계 맞춤형 인력양성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사용자가 증상을 선택하면 얼굴의 측면을 촬 하여 귀 

부분만을 탐지하여 캡쳐하고 그 이미지에 이침 자리를 

표시해 다. 사용자는 이 시스템을 통하여 손쉽게 이침을 

자가 시술할 수 있다.

  그림1은 제안 시스템의 데이터 처리 흐름도를 보여 주

고 있다.

3. 이침 자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소화불량, 당뇨, 고 압, 비만’ 네가지 증상에 따른 이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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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자리 치 테이블 

(그림3) 귀 역 구분

(그림4) 질병별 자리ID 테이블

자리의 치 정보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한다. 한 가지 

증상에 네 개의 자리 정보가 있다.

  (그림2)는 자리의 데이터 베이스 내용이다. 첫 번째 

필드는 질병의 종류가 지정된다. 두 번째 필드 ‘num’은 해

당 자리가 속한 귀의 역 번호이다. 귀 의 역은 (그

림3)과 같이 나 다. 세 번째, 네 번째 필드 ‘x’, ‘y’ 는 

역 내에서의 자리 치 정보이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필드 ‘w’, ‘h’ 는 자리의 해당 치 역의 가로, 세로의 

길이이다.

   자리 정보를 구축한 뒤 질병별 자리 데이터 베이

스를 (그림4)와 같이 만든다.

4. 이침 자리 정보 추출

  이침 자리 학습을 한 에이젼트 시스템을 구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요한 포인트는 ( 요한 기능 의 하나

는) 귀를 탐색하고 추출하여 학습시키는 것이다. 얼굴에서 

귀 역을 검출하는데 있어, 미분기하학을 이용한 특징  

추출과 그에 따른 정렬  Hausdorff 거리를 사용하여 데

이터베이스에 비교한 연구[3], 피부 색상과 측면 얼굴 이

미지에 자동 귀 탐지를 한 템 릿 기반의 기술을 제안

한 연구[4], AdaBoost 알고리즘을 사용해 임계값을 정하

고 귀 검출한 연구[5] 등 귀 탐색과 학습에 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Haar-like Feature

과, AdaBoost 알고리즘[5]을 이용하여 귀 이미지를 추출

하는 OpenCV에서 구 된 함수를 사용하 고 해당 함수

의 구조는 다음과 같은 세부 알고리즘을 통해 구 되어 

있다.

   ① Haar-like Feature

  Haar-like Feature는 두 가지 색으로 구별된 사각형 

역 내부 밝기 값들의 합과 분 이미지를 이용하여 특징

을 추출한다.[6] 두 개의 총합에 한 차이 값을 특징으로 

얼굴을 검출하며 밝기값의 총합이 된 분 이미지를 

이용한다. Harr-like Filter의 형태는 무수히 많이 존재할 

수 있으며 각각을 물체 분류를 한 Classifier로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일반 으로 하나의 Haar-like Filter만으

로 강건하게 물체 분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한 알고리즘이 바로 Adaboost알고리즘

이다.

   ② Adaboost알고리즘

  Adaboost알고리즘이란 단순 가설에 근거한 여러 개의 

weak classifier를 이용하여 강한 classifier를 생성하는 트

이닝 알고리즘이다. weak classifier를 이용하여 샘 들

을 인식하고 정확히 인식된 샘 에 해서는 가 치를 감

소시킨다. 오인식된 샘 에 해서는 가 치를 증가시켜 

다음 weak classifier에 반 하여 찾고자하는 상이 아닌 

상들을 빠르게 제거한다. 직선분류와 같은 약한 분류의 

오인식율을 트 이닝 과정에서 검증된 실패 샘 을 통해 

다시 학습하고 단함으로서 약한 분류기의 오인식율을 

인다. 이러한 약한 분류기를 선형 결합하면 개별 인 분

류기보다 훨씬 강력한 분류기를 만들 수 있으며 이때 각

각 직선 분류기에 주는 가 치는 그 분류기가 일으키는 

에러를 참조해서 만든다.

5. 이침 자리 가시화

  사용자가 질병을 선택하고 카메라를 향해 자신의 오른

쪽 얼굴 측면을 비추면 로그램은 사용자의 귀를 실시간

으로 추 하기 시작한다. 이때 자리 정보 추출을 통해 

탐색, 추출된 역이 귀라면 추출된 역의 실시간 상이 

일정 비율로 확 되어 사용자에게 보여 진다. 질병 선택 

시 얻게 되는 질병 ID로 자리의 총 개수와 자리 ID를 

얻어오고, 이 자리 ID로 자리 치 테이블에 장된 

귀 역 번호, 역의 가로 w, 세로 h 길이와 역 내 

자리 가로축의 치 x, 세로축의 치 y값을 얻는다. 각각

의 w, h 값은 확 된 실시간 귀 상을 3x4로 나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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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역 번호 가로길이 w’, 세로길이 h’와 비교하게 되며, 

식(1)과 식(2)에 의해 새로운 자리 값 x’, y’값을 얻는다.

 

              ′ 
∙′



              ′ 
∙′



이 게 구해진 x’와 y’값은 최종 으로 실시간 귀 상 

에 자리를 가시화하는데 사용된다.

  (그림5)는 구 시스템의 사용자인터페이스를 사용 순서

에 따라 보여주고 있다.

(그림 5) 구  시스템 사용자 인터페이스

   

6. 실험결과

  (그림6)은 ‘소화불량’에 해당하는 자리를 네 명의 실험

자에게 학습시킨 결과 상이다. 같은 질병으로 로그램 

실행시킨 결과, 아래 그림6과 같이 각 실험자들에 따른 

자리를 비교  정확하게 제공해주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6) ‘소화불량’ 자리 실험결과

7.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자가 시술이 가능하나 그 학습이 어려운 

체의학의 단 을 보완하고, 사용자에게 체의학에 한 

흥미를 부여하고자 이침 자리 학습을 한 에이젼트 시

스템을 구 하 다. 이침 자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

하여 귀 역을 구분하고 그에 따른 자리 치 테이블

과 질병에 따른 질병별 자리ID 테이블을 구축하 다. 

 Haar-like feature와 Adaboost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귀 

역 정보를 추   추출하 다. 추출된 귀 상 에 미

리 구축해놓은 이침 자리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최

종 으로 사용자에게 자리를 가시화해 주었다.

 실험결과, 서로 다른 사용자가 같은 질병으로 실험하 을 

때 비슷한 치에 자리를 추천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자세한 증상이 아닌 포 인 몇 가지 증상만을 

선택지로 제시했다는 , 각 질병에 따른 모든 자리가 

아닌 임의로 선정한 4개의 자리를 일정 비율에 따라 제

공했다는  등의 문제가 남아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한계

을 보안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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