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최근 ICT 기술의 발전으로 한방 분야에서 디지
털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
다. 한방 진단 분야 중 하나인 설진은 혀의 상태를 
관찰하고 이를 통해 진단자의 건강을 진단한다. 하
지만 진단자의 경험, 지식을 바탕으로 진단이 이루
어 지기 때문에 객관적인 결과를 얻기 어려운 부
분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설진 시스
템. 설진 촬영기등 다양한 시스템이 존재하지만 설
진의 요소인 설태, 설열, 설반 설색, 설형 설문이 
설에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1].

최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지 처리 알고리즘
을 통한 설의 자동 영역 분리, 미각 영역별 설색 
분석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딥러닝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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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구인 CNN을 이용한 혀 영역 분할 과 설열 
검출 등 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2].

본 논문에서는 설진 이미지를 이용한 딥러닝 알
고리즘을 설계하기 위한 사전 연구를 진행한다. 

Ⅱ. 관련 연구

2-1 설진
설진은 한방의 진단분야 중 하나이다. 설은 생리

적, 임삭적 상태를 반영하는 기관이며, 사람의 건
강 상태를 진단하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으며, 환자
의 설태와 설질의 변화를 관찰하고 이를 통해 진
단하는 방법이다. 한방에서  설태는 혀 위에 생기
는 이물질이며, 설태의 구성물은 음식물 찌꺼기, 
세포 탈락물, 세균, 사멸한 백혈구 등으로 이루어
져 있으며, 눈으로 관찰하여. 신체 오장의 기능과 
상태를 진단하고, 질병의 예후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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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설진 이미지를 이용한 이미지 딥러닝 알고리즘을 설계하기 위해 이미지의 형태와 설
진에 대한 사전 연구을 진행한다. 이미지 딥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설진 이미지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알맞은 라벨을 구성하며, 전처리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이미지 데이터는 대전대학교에서 수집한 코호
트 사진이며,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로부터 연구를 진행 위한 목표를 수립하고자 한다.

ABSTRACT

In this paper, in order to design an image deep learning algorithm using a Lunar New Year image, a preliminary 
study on the shape and shadow of the image is conducted. In order to perform image deep learning,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Lunar New Year image, configure an appropriate label, and proceed with the 
preprocessing process. Image data is a cohort photo collected by Daejeon University, and based on this, we intend to 
establish a goal for conducting research from th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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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질의 요소 중 설체 즉 혀의 색은 형태적 특징 
등을 관찰하여 양허증, 실열증, 허열증, 열증, 한증 
등을 진단 할 수 있다. 또한 설의 형태적 특징으로 
두터운 정도, 매끈한 정도, 균열, 치흔, 혓바늘등을 
통해 신체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다[3,4].

2-2 CNN 기반 혀 영역 분할과 설열 검출
Lee은 혀 영역 분할과 설열 검출을 위해 CNN알

고리즘 중 하나인 U-Net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구
성하였다. U-Net을 통해 혀 영역을 분할하고, 혀와 
유사한 색과 패턴을 가진 입술을 후처리를 통해 
제거한 후 회색조 영상으로 변환, 가우시안 블러 
적용, 적응 이진화 기법을 사용하여 혀 영역 내부
의 객체를 검출하였다. 설열 검출의 경우 혀 영역 
내부 객체를 검출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설열을 검
출하였다. 연구 결과 신체의 컨디션에 따라 혀의 
색상 변화로 인해 혀 영역 검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였으며, 대부분의 설열을 잘 검
출하였으나 몇몇의 이미지에서는 설태의 일부를 
설열로 오인식하여 검출되었다[5].

Ⅲ. 설 이미지 데이터 분석

설진 이미지를 이용한 딥러닝 알고리즘을 설계
하기 위해 설진 이미지 데이터를 분석한다. 이미지 
데이터는 대전대학교 교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건강검진에서 수집한 코호트DB의 일부이다.

그림 1. 설진 이미지 정면

그림 2. 설진 이미지 측면

그림 1과 그림 2는 설진 이미지 데이터의 일부 
이다. 그림 1은 설진 이미지 정면을 촬영한 데이터 
이며, 그림 2는 설진 이미지 측면을 촬영한 데이터 
이다. 이미지 크기는   이며, 촬영한 인
원에 대해 익명처리가 이루어져 있고, 약 290명으
로 DB가 구성되어 있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설진 이미지를 이용한 딥러닝 알
고리즘을 설계하기 이전 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한 
사전연구를 진행하였다. 설진 이미지에는 혀, 입술, 
피부 등 혀과 유사한 색, 패턴 등이 존재하는 요소
가 있어 혀 영역을 추출하기 위한 어려움이 존재
한다. 혀 영역을 추출하기 위해 이미지의 컬러값 
즉, RGB, HSV, 회색조등으로 변환하고 이를 통해 
Connected Component Labeling, 이진화, 히스토그
램, U-Net기반 딥러닝 등을 이용하여 혀 영역을 추
출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설진 코호트 
DB에서 설 영역을 추출하고, 설태, 설열 등의 분류
를 목표로 이미지 딥러닝 알고리즘을 설계할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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