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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들어 건강에 한 심이 증가하면서 건강 리  유지 방법으로 식이요법이 리 사용되고 

있다. 한 IT 융합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 용되면서 체질과 식품과의 연 성 등을 객 으로 입증

하기 한 식품 IT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의학  진단 이론과 IT 상처리 

기술을 연계하여 칡이 간과 장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는 실험을 수행하 다. 이를 해 20  남성 

10명을 상으로 칡즙을 복용하고 간과 장에 련된 얼굴 부 인 좌측뺨과 콧등 역의 색상 변화

를 측정하여 칡과 간, 장과의 상 성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

1. 서론

최근 들어 인들의 스트 스로 인한 만성질환 유발 

행동들이 사회  심을 받게 되면서 흡연, 음주 등으로 

인한 사망 험성 질환에 해 심이 집 되고 있다. 따

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삶을 즐기기 한 

다양한 건강유지  리 방법들이  사회에서 사용되

고 있다. 이와 같은 건강유지  리 방법  식이요법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체질 개선과 

동시에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한, 차세  신기술 서비스 분야로 IT 융합 기술을 

심으로 새로운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 확

립을 한 정부의 IT 융합 신산업 육성 정책  략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지식  정책 에서 

식품 IT 산업의 미래는 맞춤식 식품 양 서비스와 디지털 

요리 서비스 등의 트 드가 발 할 것으로 망되고 있다. 

특히 식품 양 서비스 분야는 체질 개선뿐만 아니라 맞춤

형 식품 양 지식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건강한 삶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식품 IT 신기술 분야라 할 수 있

다[1].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체질에 따른 섭취 식품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인체 장기와의 연 성을 추출하는 실험을 수

행하고자 한다. 이를 해 음주에 의한 사망 험성 질환 

장기인 간과 장을 상으로 간과 장에 좋은 식품  

일반 으로 복용하기 쉬운 칡즙을 선정하여 상호간의 상

성을 분석하는 실험을 수행하고자 한다. 피실험자 집단

은 임의의 20  남성 10명으로 선정하 으며 칡즙을 복용

하기 과 후의 얼굴 상을 수집하고 한의학  망진 진

단 이론에 근거하여 간과 연 성이 있는 좌측뺨의 색상 

 장과 연 성이 있는 콧등의 색상을 측정하여 변화량

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2. 칡의 효능

칡은 콩과에 속하는 만경식물로 산야에서 흔히 자라는 

식물이다. 최고 10여m까지도 자라지만 겨울동안 윗부분은 

말라죽는다. 뿌리는 굵고 깊게 들어간다. 잎은 3개의 소엽

으로 된 3출엽(三出葉)인데, 소엽은 마름모꼴에서 난형이

며 가장자리가 한 것과 3개로 갈라진 것이 있고, 길이 

10∼15㎝로서 털이 있다. 잎자루는 길고 길이 10∼20㎝ 정

도로서 털이 있고, 에 2㎝ 내외의 탁엽(托葉)이 있다. 칡

꽃은 주독을 없애고 하 에 효과가 있다고 하여 민간약으

로 애용되었다. , 뿌리에는 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흉년에는 구황식품으로 많이 이용되어 왔다. 따라서 조선

시 에는 각 가정에서 칡뿌리를 채취하여 분을 내어 말

려두었다가 가루로 만들어, 묵·죽·응이 등의 음식을 만들

어 먹었다. 한방에서는 뿌리가 발한(發汗)·해열·진경(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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痙)·승양(升陽)의 효능이 있다고 하여 약재로 사용된다. 칡

의 뿌리를 삶은 물은 칡차, 짜낸 물은 칡즙이라 하여 건강

식품으로 리 복용되고 있다[2].

이러한 칡의 뿌리에는 수분, 탄수화물, 무기질이 많으며 

비타민 C를 많이 함유하고 있고 각종 양소가 골고루 포

함되어 있어 각종 질환에 탁월한 효능을 보이고 있다. 

표 으로는 간기능 회복, 숙취해소, 고 압, 당뇨, 해열, 감

기, 부종, 심증, 편두통 등의 효능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석류의 628배나 많다는 것이 

입증되어 골다공증, 갱년기, 폐경기 등에 매우 효과가 있

는 식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체질에 맞지 않을 경

우 배탈로 인한 설사 증상이 나타나는 부작용도 가지고 

있다[2][3]. 

3. 연구 용 이론  방법

3.1 한의학  망진 이론

한의학에서 망진은 오   명당이나 얼굴의 각 부 의 

색을 찰하여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는 것으로 찰색 는 

색진이라고도 한다. 즉, 얼굴 각 부 는 그것을 주 하는 

장기와 연 되어 있는데 얼굴의 각 부 는 몸속에 있는 

오장육부 하나하나와 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이론이다. 

통상 얼굴 체는 이마, 왼쪽 볼, 오른쪽 볼, 코를 심으

로 한 앙 부 , 입과 턱 부 의 다섯 등분으로 나  수 

있다. 동의보감에서는 “이마는 심화(心火)에 속하면서 남

쪽에 해당되고 왼쪽 뺨은 간목(肝木)에 속하면서 동쪽에 

해당되며 콧마루는 비토(脾土)에 속하면서 앙에 해당되

고 오른쪽 뺨은 폐 (肺金)에 속하면서 서쪽에 해당되며 

아래턱은 신수(腎水)에 속하면서 북쪽에 해당된다. 왼쪽 

뺨은 간에 속하고 오른쪽 뺨은 폐에 속하며 천정은 심에 

속하고 지각은 신에 속하며 코끝은 비에 속한다. 체로 

이 다섯 군데가 붉은 것은 모두 열이 있는 것이고 희끄무

한 것은 모두 허한 것으로 하여 이마는 심장이 리하

고 왼쪽 뺨은 간, 오른쪽 뺨은 폐, 앙은 비장, 턱은 신장

과 한 계를 맺고 있다. 한, 목(木)은 청색, 화(火)

는 색, 토(土)는 황색, (金)은 백색, 수(水)는 흑색에 

해당하며 이들 청, , 황, 백, 흑은 오행의 각 기운과 직

결된 다섯 가지 기본색이라 하여 오색이라 부르고 있다

[4].

구분 목 화 토 수

오장 간(肝) 심(心) 비(臂) 폐(肺) 신(腎)

오부 담(膽) 소장( 腸) 장(大腸) 장(大腸) 방 (膀胱)

오색 청(靑) (赤) 황(黃) 백(白) 흑(黑)

오음 각 치 궁 상 우

오성 호(呼) 소 (笑) 가(歌) 곡(曲) 신(呻)

오기 풍(風) 열(熱) 습(濕) 조(燥) 한(寒)

<표 1> 오행배속표

3.2 Lab Color Space

Lab란 1976년 CIE(Commission Internationale 

d'Eclairage, 국제조명 원회)에서 표 화한 국제 규격화된 

색체계로 모든 색채는 색과 녹색, 청색과 황색이 동시에 

지각될 수 없다는 반 색설을 기반으로 한 컬러 개념이다. 

일반 으로 CIELAB혹은 L*a*b로 표기하며 포토샵에서는 

Lab모드로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색상체계와

의 호환성을 높이기 한 기 이 되는 색체계로, 인간의 

으로 지각할 수 있는 모든 색을 포함하며, 동시에 디지

털 장비의 색(色)특성에 계없이 동일한 색을 표 할 수 

있도록 한 색체계이다. 한 Lab색체계의 경우 밝기 정보

인 L과 컬러 정보인 a, b채 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명도 정보가 포함된 L채 을 이용하여 보정하는 

경우, 이미지의 색에는 어떠한 향도 주지 않는 장 이 

있다.

Lab모드에서의 L채 은 Lightness의 약자로 이미지의 

밝고 어두운 정도인 명도를 말한다. a*채 은 녹색과 색

의 계를 의미하는데 음수 쪽으로 가면 녹색, 양수 쪽으

로 가면 색을 띄며, b*채 은 청색과 황색의 계를 의

미하는데 음수 쪽으로 가면 청색 양수 쪽으로 가면 황색

을 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요소가 모여서 하나의 색 입

체는 완성된다[5].     

(그림 1) Lab Color Space

4. 실험  고찰

 본 논문에서는 간과 장을 지칭하는 좌 간(右頰肺)과 

코(肺)의 색상을 분석하기 해 건강한 20  남성 10명의 

피실험자 집단을 구성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피실험자들

은 아침, 녁으로 3일간 칡즙을 섭취하 으며, 섭취량은 

회당 120ml로 통일시켰다. 오  9시에 섭취  상을 수

집하 으며 3일이 지난 후 오  9시에 섭취 후 상을 수

집하 다. 

입력 환경에서 카메라는 Canon의 EOS-400D로 하고 

즈는 f1.8/50mm 단 즈를 사용하 다. 촬  시 화질의 감

소 우려가 있으므로 감도는 ISO 100으로 하고 촬  시 

18% 반사율의 그 이 카드를 통해 노출을 설정하 다. 노

출 설정은 카메라에 내장되어있는 반사식 노출계를 사용

하 으며 촬  시 흔들림  기타 요소를 제거하기 해 

삼각 와 릴리즈를 사용하 다. 실험 환경은 카메라와 안

면부의 거리가 2m가 되도록 설정하 으며 실험 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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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한 외부 조명을 차단한 상태에서 주 색(Day-Light) 

조명을 주 조명으로 하고 조명 개수도 2개로 하여 그림자 

발생  난반사를 최 한 감소시켰다. 촬  시 반드시 동

일 치, 각도에서 촬 하 으며 QP카드와 화이트 밸런스

를 통한 색상 보정을 수행하 다[6]. 

본 논문에서의 얼굴 역에 한 분석은 얼굴 피부색의 

색상을 기본으로 얼굴 역을 추출하고 이를 역 기반 

분할 방식을 통해 오 만을 남기고 침식연산을 통해 불필

요한 부분을 제거하 다. 한, 메디안 필터를 통해 잡음

을 제거한 후 상에 해 수직, 수평 스캐닝을 통해 이목

구비를 추출하 다. 추출된 이목구비를 상으로 질환 여

부를 측정하는 역인 명당  특징 부 를 추출하기 

해 얼굴 역을 설정한 박스를 기반으로 하여 추출된 이

목구비를 사용하여 각 객체마다 박스 안을 범 로 각 변

마다 연장선을 그려 하나의 매트릭스를 형성하 으며 추

출된 이목구비를 기  지표로 삼아 색상 분석에 필요한 

우측 뺨 역을 추출  분류하 다[6][7]. 

아래 (그림 2)에서 (그림 4)는 피실험자 M01, M03, M07

의 색상분석 로그램 수행 화면을 나타낸 것이며 (그림 

5)는 M01의 얼굴 역별 Lab 측정 결과값을 나타낸 것이

다.

(그림 2) M01의 색상분석 로그램 수행 화면 

(그림 3) M03의 색상분석 로그램 수행 화면 

(그림 4) M07의 색상분석 로그램 수행 화면 

(그림 5) M01의 얼굴 역별 Lab 색상 측정 결과

아래 <표 2>와 <표 3>은 제안한 연구 방법  과정에 

의해 칡즙 섭취  얼굴 상과 3일간 칡즙을 섭취한 후 

동일 시간에 수집한 얼굴 상의 좌측뺨 역과 콧등 

역 색상 측정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실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좌측뺨 역에서는 피실험

자  M04를 제외한 나머지 90.0% 피실험자가 b* 색상값

이 감소하 다. 한, 콧등 역에서는 피실험자  M08

을 제외한 나머지 90.0% 피실험자가 b* 색상값이 증가하

다. 이는 칡즙을 섭취함으로써 간과 장 기능의 향상을 

동반하여 b* 색상이 동일한 변화 패턴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피실험자 섭취 섭취 후

M01 13.059 11.673

M02 15.672 15.020

M03 18.176 18.110

M04 17.691 17.837

M05 17.601 16.182

M06 17.416 17.061

M07 19.385 19.022

M08 16.859 16.546

M09 18.333 17.383

M10 17.200 17.017

<표 2> 좌측뺨 역의 b*값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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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뺨 섭취 섭취 후

평균 17.1392 16.5851

피어슨 상  계수 0.972847231

P(T<=t) 단측 검정 0.004952733

t 기각치 단측 검정 1.833112933

P(T<=t) 양측 검정 0.009905467

t 기각치 양측 검정 2.262157163

<표 4> 좌측뺨 색상 변화에 한 통계 분석

콧등 섭취 섭취 후

평균 13.0549 13.5030

피어슨 상  계수 0.958261821

P(T<=t) 단측 검정 0.004454835

t 기각치 단측 검정 1.833112933

P(T<=t) 양측 검정 0.008909670

t 기각치 양측 검정 2.262157163

<표 5> 콧등 색상 변화에 한 통계 분석

피실험자 섭취 섭취 후

M01 10.184 11.112

M02 14.905 15.169

M03 12.603 13.016

M04 14.624 15.120

M05 14.043 15.328

M06 13.035 13.247

M07 12.908 13.368

M08 14.464 14.220

M09 11.859 12.425

M10 11.924 12.025

<표 3> 콧등 역의 b*값 측정 결과

이와 같은 실험 결과를 토 로 통계  유의성 분석 결

과를 수행한 결과가 아래 <표 4>와 <표 5>이다. 이때 얼

굴 상은 칡즙 섭취에 의해 향을 받는 의존  상이

기 때문에 서로 독립된 두 표본에서 나온 평균치의 분석 

방법을 용할 수 없다. 따라서 각각의 개체 상에서의 

변화 정도로 자료를 변화시키면 원래의 자료가 갖고 있던 

정보도 그 로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변화량을 나타

내는 값들은 독립성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은 특성을 통해 

두 표본의 평균치 비교 방식을 도입하여 동일 개체에 

한 두 표본 평균치의 비교 분석 방식을 응 표본 T-검

정에 의해 분석하 다[8]. 

통계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좌측뺨 역의 b* 색

상 측정 결과의 평균값은 칡즙 섭취 의 17.1392에서 섭

취 후의 16.5851로 감소하 으며 P(T<=t) 양측 검정 통계

량 결과는 0.009905467로 유의확률 0.05에서 통계 으로 

유의성이 나타냈다. 한 콧등 역의 b* 색상 측정 결과

의 평균값은 칡즙 섭취 의 13.0549에서 섭취 후의 

13.5030으로 증가하 으며 P(T<=t) 양측 검정 통계량 결

과는 0.008909670으로 유의확률 0.05에서 통계 으로 유의

성이 나타냈다.

이와 같은 실험 결과를 통해 칡즙 섭취에 의해 좌측뺨 

역에 해당하는 간 기능과 콧등 역에 해당하는 장 

기능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즉, 칡즙을 

섭취함으로써 간과 장에 향을 미쳐 b* 색상값이 일시

으로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동일한 변화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5. 결론

최근 간과 장 질환에 해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심이 집 되면서 건강을 해 식이요법으로 건강을 유지, 

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간과 장에 좋은 음식의 종

류는 많지만 칡즙을 선정하여 실험을 하 고, 칡즙의 효능

으로는 표 인 것이 숙취해소, 간기능 향상 등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며 특히 간에 효능이 좋은 것으로 많이 알

려져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칡즙을 섭취 하 을 때 상의 

변화를 상분석 로그램의 용으로 실험하 다. 간과 

장에 련된 얼굴 역의 상 분석을 연구하기 해 

한의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형찰색도(觀形察色圖)에서 간

을 지칭하는 좌 간(右頰肺) 역과 장을 지칭하는 코

(肺) 역을 오행(五行)배속표의 색상 련 이론과 용한 

실험을 수행하 다. 상분석에 사용한 로그램은 RGB

값을 Lab값으로 변환, 추출하는 방식을 용한 것으로 좌

간에 해당하는 좌측뺨과 코에 해당하는 콧등 역을 지

정하여 색상값을 추출하 다. 

실험 결과 피실험자 부분이 칡즙을 섭취함으로써 좌

측뺨 역의 b* 색상값이 감소하 으며 콧등 역의 b* 

색상값이 증가하는 상을 나타냈다. 이는 칡즙의 성분에 

의해 간과 장에 향을 미쳐 해당 얼굴 역의 색상이 

동일한 패턴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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