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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회는 다양한 사회  생활과 활동을 통해서 에 지를 소비하는 형태이기에 이로 인한 스트

스 등을 해결하기 해 매운 음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매운 음

식을 섭취했을 경우, 사람의 체질에 따라 얼굴의 주요 역에 한 색상 변화를 측정하고 이를 비교, 
분석하는 실험을 수행하 다. 이를 해 체질감별 설문 검사지를 통해 피실험자를 체질에 따라 5명씩 

구성하 으며 매운 음식을 섭취하기 과 후의 얼굴 상을 수집하 다. 수집된 얼굴 상을 입력 신

호로 받아 Lab 색체계를 용하여 붉은색의 정도를 수치 값으로 표 해주는 a*값의 변화를 비교 분석

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 

1. 서론

 사회에서는 많은 직장 생활과 활동으로 스트 스 

등에 노출되어 있으며 삶이 나른하고 짜증이 심하다고 느

껴질 때 입맛이 없어지는 일이 종종 있다. 이런 경우 부

분의 인들은 매운 음식을 선호하는 추세이며 매운 음

식을 섭취함으로써 스트 스를 풀고 입맛을 찾는 사람들

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매운 음식을 먹었을 경우, 사람

마다 차이는 있지만 얼굴색이 빨갛게 변하는 것을 시각

으로 확인할 수 있다. 

매운 음식을 먹었을 때 얼굴이 빨개지고, 땀을 흘리게 

되는 일반 인 이유는 매운 맛을 내는 성분인 캡사이신이

라는 성분 때문이다. 캡사이신은 휘발성이 강하고 입안에 

들어가면 을 자극하여 피를 한꺼번에 몰리게 하므로, 

결국 피가 몰리면서 해당 부 이 화끈거리고 온도가 상승

하여 땀을 흘리기도 하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기도 한

다. 특히, 열 감지 신경을 자극하게 되어 체온이 실제로 

올라가지 않더라도 체온이 올라간 것과 마찬가지의 신체

반응을 유발한다. 그래서 한겨울에도 매운 음식을 먹으면 

구나 땀이 나고, 얼굴이 빨개지는 일이 있다. 한, 매운 

것을 먹고 뜨거운 물을 먹으면 더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열 감지 신경을 이 으로 자극

하기 때문이다[1].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 얼굴이 붉게 변하지 않거나 붉

은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매운 음식을 섭취하 을 경우 얼굴이 붉어지는 정도의 

차이를 측정, 비교하기 해 피실험자를 체질별로 분류하

여 실험을 수행하 다. 이를 해 체질 분류상 어려움이 

있는 태양인을 제외하고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을 체질 

감별 검사지로 분류하여 피실험자로 구성하고 매운 음식

을 섭취했을 경우 얼굴 색상의 변화를 Lab 색체계  a*

값의 수치 변화의 측정, 비교,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 

2.  캡사이신과 사상체질

2.1 캡사이신 성분 특성 

매운 맛의 성분은 캡사이신이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캡사이신 성분의 화학식은 C18H27NO3이며 알칼로

이드의 일종이다. 캡사이신 성분은 고추의 매운 맛을 내는 

성분이기고 하며, 고추씨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고, 껍

질에도 있으며 약용과 향료로도 이용된다. 

캡사이신은 식욕을 진하기도 하며 사작용을 활발하

게 하여 지방을 태워 없애기 때문에 체내에 지방이 축

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능이 있다. 한 진통작용이 있어 

진통제에도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엔 항암효과가 있는 것

으로 밝 지기도 했다. 캡사이신은 지용성의 무색 결정으

로 알코올에는 쉽게 녹지만 냉수에는 거의 녹지 않는다. 

[그림 1]과 같이 체내에 흡수된 캡사이신은 뇌에 옮겨져 

내장 감각 신경과 반응하여 부신의 아드 날린의 분비를 

활발하게 진하며, 발한  강심 작용을 재 한다. 고추

가 캡사이신 성분을 만들어 내는 이유는 자신을 다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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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나 식물로부터 보호하고, 동시에 씨를 퍼뜨려 종자의 

번식을 도모하기 해서이다[2]. 

[그림 1] 캡사이신의 체온발생 과정

캡사이신의  효능으로는 액분지를 진시키는 효능이 

있어 단백질의 소화를 도와주며, 몸속의 지방을 연소하여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장내에서 살균작용을 

하며, 입안의 침샘을 자극하여 침을 돌게 하고 액의 분

지를 높여서 식욕증진을 시켜 다. 마지막으로 추신경을 

자극하여 아드 날린의 분비를 진시켜주어 정력증진에 

좋다고 한다[1]. 

2.2 사상체질

사람의 체질은 크게 4가지 유형의 체질로 나 어지며, 

이것을 사상체질이라 한다. 사상체질은 지 부터 약 1백여

년 , 조선 말엽 동무 이제마 선생이 발표한 학설로 사람

은 오장육부의 허와 실이 각기 다른 태양인· 태음인·소양

인·소음인 4가지 체질로 구분된다는 이론이다. 

[그림 2] 사상체질 분류별 모습

사상체질은 고  국에서 부분의 이론체계가 정립된 

기존 한의학 이론이나 처방과는 다르고 난해한 이 무 

많아 체질의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리 보 되지 

못했다. 이제마 선생은 개신 유학인 사상철학을 완성하고, 

그것을 토 로 사상의학을 완성하 으며 부분 사상철학

에 한 이해없이 사상의학만 하게 되면 많은 오해를 

발생시킨다. 사상의학은 체질의학이다. 결국 체질이 다르

면 체형이 다르고 심성도 다르다는 원리이다. 체질을 구별 

할 때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요하다. 체질이 다르면 합

한 음식물이 다르고 보양도 다르며 병의 치료법도 달라진

다. 

태양인의 경우 신체는 Y자형에 가깝다. 가슴 윗분이 잘 

발달한 체형이며, 머리가 크고 목덜미가 굵다. 성격은 다

른 사람과 잘 사귀는 장 이 있고 사교성이 강하다. 태양

인의 음식은 담백하면서 뜨겁지 않은 음식이 좋으며, 특히 

채식과 지방이 은 해물류가 좋다. 그리고 기름진 육식 

섭취는 자제하는 것이 좋고, 간 기능이 약하므로 간을 보

하는 음식이 좋다. 소양인의 경우 가슴 부 가 충실한 반

면 엉덩이 아래가 약하다. 상체가 실하고 하체가 가벼워서 

걸음걸이가 날렵하며 엉덩이가 약해 앉을 때는 외롭게 보

인다. 소양인의 음식은 시원하고 담백한 음식이 좋고 변비

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고, 한 마음을 제하도록 노

력해야 한다. 태음인의 경우 허리 부 가 잘 발달되어 있

으며 자세가 굳건하다. 반면에 목덜미의 기세가 약하고 키

가 큰 것이 보통이다. 작은 사람은 드물며 개 살이 쪘고 

체격이 건실하다. 성격은 꾸 하고 침착하며 맡은 일을 책

임있게 성취하는 게 장 이다. 태음인은 장 기능이 좋은 

편이어서, 과식은 물이며 소식을 하는 것이 좋다. 한, 

육류섭취를 제한하고, 고단백질 음식과 다양한 채소류, 생

선류가 건강에 좋다. 마지막으로 소음인의 경우 엉덩이가 

크고 앉은 자세가 성장하고 가슴둘 를 싸고 있는 자세가 

외롭게 보이고 약하다. 보통 키가 작은데, 드물게 장신도 

있다. 상체보다 하체가 균형 있게 발달하 고, 걸을 때는 

앞으로 수그린 모습을 하는 사람이 많다. 체 으로 체격

이 작고 마르고 약한 체형이다. 소음인은 소화가 안되는 

음식이나 찬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며, 과식을 삼가고 진

취 인 기상과 남성 인 성격을 길러야 한다. 소음인의 경

우에는 소화기의 기능이 약하여 장장애가 오기 쉬우므

로 자극성이 은 조미료나 따뜻한 음식이 좋다. 한 지

방질 음식이나 찬 음식, 날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음

식을 섭취 할 경우 온 몸의 장기를 편안하게 해주는 따뜻

한 음식과 신선한 채소류가 좋다. 한약을 복용하는 에는 

물론이고 평소에도 건강이 좋지 않을 때는 돼지고기, 가

루 음식, 풋과일, 녹두음식 등은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

로 소음인의 경우 날것보다는 볶음, 찜, 구이 등이 좋다.

  

3.  실험  고찰 

본 논문에서는 체질에 따라 매운 음식을 섭취하 을 경

우 얼굴 색상이 붉게 변하는 정도를 비교, 분석하기 해 

색차 분석 로그램을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피실

험자는 20  반의 건강한 남성을 상으로 체질 감별 

검사지를 통해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5명씩 15명으로 

구성하 다. 실험 과정은 입력 상의 공평성을 높이기 

해 동일한 시간, 환경  장치를 통해 촬 을 하 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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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실험자 15명 모두 아무것도 먹지 않은 공백 상태에서 

기 입력 상을 수집하 다. 공백 상태에서 촬 한 이유

는 매운 음식을 먹었을 경우 얼굴이 붉게 변화는 정도를 

보다 뚜렷하게 측정하기 함이다. 기 입력 상을 수집

한 뒤 매운 음식으로 청양고추를 1인당 한 개씩 섭취하

고, 기 입력 상 수집 조건과 동일하게 매운 음식 섭취 

후의 입력 상을 수집하 다. 

수집한 입력 상을 기반으로 얼굴 역에 한 색상을 

분석하기 해 Lab 색체계를 용한 색차 분석 로그램

에서 색 정도를 측정하는 a*채  값을 토 로 얼굴 색

상을 분석하 다. 아래 [그림 3]은 태음인의 매운 음식 섭

취 과 후의 얼굴 상이며 [그림 4]는 소양인의 매운 음

식 섭취 과 후의 얼굴 상이고 [그림 5]는 소음인의 매

운 음식 섭취 과 후의 얼굴 상을 나타낸 것이다. 매운 

음식을 섭취하 을 경우 얼굴 부   가장 많이 빨개진 

부 는 미간과 양볼, 그리고 입술 부 가 가장 많이 빨개

진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림 3]과 [그림 5]는 시각

으로 얼굴 색상의 변화가 뚜렷하지 않지만 [그림 4]는 시

각 으로 얼굴 색상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피

실험자들의 체질에 따라서 변화의 정도가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분석된다. 

[그림 3] 태음인 매운 음식 섭취 /후 상 

[그림 4] 소양인 매운 음식 섭취 /후 상 

  

[그림 5] 소음인 매운 음식 섭취 /후 상 

  

아래 <표 1>은 피실험자들이 매운 음식을 섭취하기 

과 후의 이마 앙, 좌측뺨, 우측뺨  입술 역에 한 

체 a*채  변화를 평균값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결론

으로 체질에 따라 매운 음식이 얼굴 색상 변화에 향을 

미치는 정도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Lab  a*값 섭취 섭취 후

태음인

M01 5.28 7.42

M02 10.80 11.83

M03 7.86 8.03

M04 10.98 11.63

M05 9.24 10.57

소양인

M06 7.31 13.49

M07 9.21 13.81

M08 11.04 15.27

M09 3.58 9.26

M10 5.48 10.69

소음인

M11 8.49 9.92

M12 5.74 5.16

M13 6.21 7.65

M14 7.53 8.76

M15 4.68 6.82

<표 1> 매운 음식 섭취 과 후의 a*채  측정 결과

 

4. 결론

 사회에서는 잦은 스트 스, 과 한 업무, 많은 활

동 등으로 인해 입맛을 잃는 경우가 있어 매운 음식을 찾

은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매운 음식을 먹음으

로써 잃어 버렸던 입맛을 찾거나 스트 스를 풀려는 

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체질에 따라 

매운 음식을 섭취하기 과 후의 얼굴 상을 수집하여 

얼굴 색상의 붉은 정도의 변화를 측정하여 비교,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 이를 해 체질별로 피실험자 집단을 

구성하고 Lab 색체계를 용한 색차 분석 로그램을 이

용하여 붉은 정도를 측정하는 a*값을 비교, 분석하 다. 

실험 결과 매운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얼굴 역의 a*값이 

반 으로 상승하 다. 특히, 이마 앙, 좌측뺨, 우측뺨 

 입술 부 가 뚜렷하게 a*값이 상승하는 것으로 측정되

었다. 

그러나 소양인은 a*값이 크게 증가한 반면, 태음인과 

소음인은 a*값 증가폭이 작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소양인의 경우 매운 음식을 섭취하 을 경

우 인체기 에 자극을 주는 정도가 심해 얼굴 색상이 더

욱 붉게 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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