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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체의 여러 요소들의 상호균형을 요시하는 한의학 이론은 의학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체계 이고 과학 인 제시가 부족한 것이 실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의학의 

사진(四診)  망진(望診) 이론을 상공학  기술과 융합하여 손바닥 상 분석을 통해 간단하게 질환

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에 해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인의 스트 스로 인해 늘어가고 있는 간 

질환자의 증가에 비하여 정상인과 간 질환이 있는 환자간의 손바닥 색상을 비교, 분석을 하고자 한

다. 이를 해 본 논문에서는 한의학 으로 간 질환자는 정상인보다 RGB값  K값이 상 으로 낮

게 나타난다는 것을 규명하기 해 정상인과 간 질환자의 손바닥 상 분석을 통해 RGB값  K값의 

검출로 두 개체 집단간의 유의성을 실험으로 입증함으로써 간 질환이 의심스러울 경우 조기진단에 도

움을 주고자 한다.

1. 서론

   노인의 날은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정부가 경로효

친의 미풍양속과 노년의 건강한 삶의 요성을 하기 

해 1997년에 제정한 법정 기념일이다. 그러나 많은 노인

들은 각종 노화에 따른 질병으로 괴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는 게 실이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

들이 노후의 가장 요한 조건으로 ‘건강’을 꼽을 정도로 

노년의 최  심은 건강이다[1].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차 고령화되었지만, 산업의 발 과 복잡한 생활환경의 

변화로 정신  스트 스에 의한 질병 등이 증가 추세에 

있고, 장기 이식, 뇌사, 체외수정 등 지 까지 우리가 사회

생활의 규범으로 삼아온 도덕·윤리 등의 사고 체계를 근

본 으로 바꾸지 않을 수 없는 문제 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분석 인 사고방식과 객 인 평가 방법을 기

로 한  과학에 의한 의료만이 인 것이 아니라

는 을 명백히 나타내고 있다. 한의학과 서양의학은 둘 

다 이론과 임상이 결합된 학문  체계를 가지고 있는 실

용과학이라는 공통 이 있다. 그러나 세계 의 차이가 있

다. 서양의학이 기계론 인데 비해 한의학은 변증법 인 

학문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서양의학은 어떤 물질의 유무

와 그 양이 요한데 반해 한의학은 여러 가지 조건들의 

상호균형을 요시한다. 한의학은 인체 내에서 음(陰)과 

양(陽)의 균형을 바로 잡는 데 주력하며, 주변 환경에 

응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음과 양의 불균형 상태를 

바로잡는 것이다. 이 게 균형을 맞추는 것은 서양의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 해 많은 부분을 해결해  수 

있다[2]. 이와 같이 질병의 근본을 치료하는 한의학을 바

탕으로 간단하게 손바닥 색상 분석만으로 내 몸의 어느 

부분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시간과 비용면에서도 

매우 약된다. 를 들면 병원과의 네트워크 시스템을 이

용해 자신이 은 손바닥 사진을 송하고 의료진은 손바

닥 색상 분석을 기반으로 그에 따른 상 질병의 진단과 

환자의 상태를 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손바닥 색

상 분석으로 여러 질병을 진단하기에는 많은 오류를 범하

기 쉽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오장에서 간에 한 질환

을 손바닥 색상으로 간단하게 진단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자 한다. 손바닥은 내장의 변화에 민감하여 즉각 반응을 

하므로 손바닥에 나타난 변화 색깔, 손의 유연함, 손의 건

조 상태를 보고 쉽게 단할 수가 있다. 이를 해 실험을 

통하여 사람의 손바닥 색상을 분석하고 분석한 자료를 데

이터화해서 좀 더 체계 이고 과학 인 방법으로 정확한 

분석 결과를 단하는 것이 요하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상인의 손바닥 색상을 가지고 

RGB값  K값을 분석하여 데이터를 구축해 질병이 없는 

정상인에 한 표  데이터를 정하 다. 한 간에 이상이 

있는 질환자의 손바닥 색상을 정상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여 간 질환자의 손바닥 색상에서 정상인과 차이

을 악하고자 하며 이에 한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간 

질환 진단의 기 인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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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바닥의 의의와 증상

2.1 음양오행(陰陽五行)과 손바닥

   음양오행(陰陽五行)은 국을 심으로 생겨난 고  

철학사상으로서 고 인들은 이것을 이용하여 자연계의 모

든 사물의 성질과 변화 발 의 상을 해석하고 유추한다. 

이 학설이 의학의 실행과 결합됨으로써 의학 역에 있어

서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었다. 음양학설에서는 자

연계의 모든 상을 음에 속하는 것과 양에 속하는 것으

로 나 며, 음 는 양에 속하는 것일지라도 그 내부에는 

음 인 면과 양 인 면을 공유함으로써 상호 의존하고 소

장(消長)하며 화(轉化)하는 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

므로 이러한 음양학설을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결합시켜

서 생각할 때는 반드시 음과 양을 먼  구별함으로써 근

본을 장악할 수가 있다. 오행학설에서는 우주의 모든 사물

이 목(木)·화(火)·토(土)· (金)·수(水)라는 다섯 가지 물질

의 운동과 변화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본다. 이것을 정

리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오행 , 목(木)을 로 들면, 오미에 있어서는 신맛

〔酸味〕이 목에 속하고, 오색에 있어서는 푸른빛〔靑色〕

이 목에 속하고, 오기에 있어서는 바람風)이 목에 속하며, 

오화에 있어서는 생(生)함이 목에 속하고, 시령(계 )에 있

어서는 (春)이 목에 속한다. 한 오장에 있어서는 간

(肝)이 목에 속하고, 육부에 있어서는 쓸개(膽)가 목에 속

한다. 오 에 있어서는 〔目〕이 목에 속하고, 오체에 

있어서는 힘 (筋)이 목에 속하며, 오지에 있어서는 성냄

〔怒〕이 목에 속한다. 

<표 1> 오행배속표

   <<역경(易經)>>의l 음양오행학설(陰陽五行學說)에 근

거(根據)하면 인체(人體)의 오장육부(五臟六腑)를 오행(五

行)에 귀속(歸屬)시켰다. 즉 (金)은 폐(肺), 소장( 腸)은 

호흡기계통(呼吸器系統), 목(木)은 간(肝), 담(膽)은 면역계

통(免疫系統), 수(水)는 신(腎), 소장( 腸)은 비뇨기계통

(泌尿器系統), 화(火)는 심(心), 장(大腸)은 순환기계통

(循環期系統), 토(土)는 비(脾), (胃)는 소화기계통(消火

器系統)에 귀속(歸屬)시켰다. 

   이와 같이 오행(五行)은 상생(相生)과 상극 계(相剋關

係)로 서로 조(協調)하고 운행(運行)된다. 이런 오행(五

行)을  손가락과 손바닥에도 귀속(歸屬)시켰다. 한의학

에서는 손바닥에 인체(人體)의 오장육부(五臟六腑)를 오행

(五行)에 귀속(歸屬)시켰는데 어제 부 는 토(土)에 귀

속(歸屬)시키고 비(脾)를 표(代表)하며, 식지근부아래는 

목(木)에 귀속(歸屬)시키고 간(肝)을 표(代表)하며, 지

와 무명지근부아래는 화(火)에 귀속(歸屬)시키고 심(心)을 

표(代表)하며, 소지근부아래는 수(水)에 귀속(歸屬)시키

고 신(腎)을 표(代表)하면, 소어제부 는 (金)에 귀속

(歸屬)시키고 폐(肺)를 표(代表)하며, 손목 쪽부 는 수

(水)에 귀속(歸屬)시키고 신(腎)을 표(代表)한다[3].

(그림 1) 손바닥의 오행분포도

2.2 한의학에서의 간(肝)

   간(肝)은 액을 장하는 큰 창고로서, 모려( 慮)와 

장 (藏血)을 주재하는 장군지 ( 軍之官)이다. 윗배의 

오른쪽 횡경막 뒤에 숨어 있으며 사람의 장기 가운데 가

장 크고 무겁다. 3,000억 개의 간세포와 , 담  등으로 

구성되어있고 2,000 종류 이상의 효소가 활동을 하고 있

다. 백(魄)의 처소이고 (血)을 장하며 근(筋)의 우두머

리이다. 간(肝)은 오행 가운데 목에 속하여 동방을 주재하

고 상승을 주재한다. 그래서 <황제내경 소문>< 란비

론(靈蘭秘傳論)>은 “간은 장군지 으로서 모려가 나온다”

라고 했다. 간의 기능은 소설(疎泄)과 장 (藏血)이다. 간

의 소설(疎泄)기능은 간의 강(剛)하고 상승 이고 활동

인 특징이 반 된 것으로서 신의 기기(氣機)를 펼치고 

액과 진액의 운행을 추동하는데 필수 인 요소이다. 간

장 (肝藏血)은 간이 액을 장하고 액량을 조 하는 

기능이 있음을 뜻한다. 간의 장 (藏血)기능은 주로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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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에 필수 으로 일정량의 액이 장되는 것으로 구

체화된다. 

   이를 통해 간은 양기의 지나친 승발을 억제함으로써 

소설(疎泄)기능을 유지시켜 기기(氣機)가 부드럽게 소통되

도록 한다. 간의 기 이 부족하여 근막이 양을 받지 못

하면 근력이 어들고, 운동이 자유롭지 못하며, 손발이 

떨리고, 팔다리가 리는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계종(瘈

瘲)같은 병이 발생한다. 담즙이 액 내로 잘 흐르지 않아 

변의 색깔이 희뿌 게 변하고, 소변 빛깔은 진해진다. 

의 흰자 나 피부가 게 뜨고, 피부가 거칠어지며 검

버섯이 늘어난다. 간 (肝血)이 충분하면 손발톱이 단단하

고 윤기가 흐른다. 그러나 간 (肝血)이 부족하면 손발톱

이 약해지고 마르며 윤택이 없어진다. 심하면 변형되어 균

열이이 생기기도 한다. 이상 증세가  더 심해지면 잇

몸에서  피가 나고, 손발이 붓고 복수가 차는 상이 나타

난다. 한의학에서 간은 오행이 목(木)에 속하며 담낭과 음

양 계이다. 간은 근육을 주 하고 간의 기운은 으로 통

하며 맛은 신맛을 주 한다[4].

3. 실험  고찰

   본 논문에서는 손이 인체에서 가장 섬세한 동작과 감

각을 가지고 있다는 의학  사실을 기반으로 손바닥 상

에 한 실험을 행하 다. 실험의 유의성을 해 우선 으

로 간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 한 손바닥 상을 보정 

작업에 의한 최 의 촬  조건으로 입력 받았으며 간 질

환자 피실험자들과 비슷한 연령 의 정상인 피실험자들도 

동일한 방식에 의해 손바닥 상을 촬 하 다. 이를 통해 

입력 받은 손바닥 상을 가지고 간 질환과 련된 역 

추출을 행하 으며 추출된 역 상에 해 두 개체 집

단군간의 비교, 분석을 행하 다. 한의학 으로 간이 건강

한 정상인은 액순환이 잘되어 손바닥이나 손가락에 

은 홍조를 띠게 되며 간에 이상이 있는 환자는 색이 

어지며 어 에 의해 상 으로 어두운 색상을 보인다는 

이론에 기반하여 실험을 행하 다. 실험 결과에서 정상인 

집단군에 비해 간 질환자 집단군은 상 으로 RGB값이 

낮게 형성되었으며 CMYK 색체계에서도 정상인 집단군에 

비해 K값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그림 4), (그림 6)은 정상인 집단군의 손바닥 

상을 입력받아 간의 이상 유무와 련된 부 에 한 

역을 추출한 상이며 (그림 3), (그림 5), (그림 7)은 추

출 역 부 에 한 RGB 값을 분석한 것이다. 한 (그

림 8), (그림 10), (그림 12)는 간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집단군의 손바닥 상을 입력받아 간의 이상 유무와 련

된 부 에 한 역을 추출한 상이며 (그림 9), (그림 

11), (그림 13)은 추출 역 부 에 한 RGB 값을 분석

한 것이다. 실험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정상인 집단군 보

다 간질환을 앓고 있는 집단군의 역에서 RGB값과 K값

의 수치가 낮게 검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정상인 1의 

손바닥 상 

 

(그림 3) 정상인 1의

RGB/K 분석값 

(그림 4) 정상인 2의

손바닥 상 

 

(그림 5) 정상인 2의

RGB/K 분석값 

(그림 6) 정상인 3의

손바닥 상 

 

(그림 7) 정상인 3의

RGB/K 분석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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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간질환자 A의

손바닥 상 

 

(그림 9) 간질환자 A의

RGB/K 분석값 

(그림 10) 간질환자 B의

손바닥 상 

 

(그림 11) 간질환자 B의 

RGB/K 분석값 

(그림 12) 간질환자 C의

손바닥 상

 

(그림 13) 간질환자 C의

RGB/K 분석값 

정상인

치 R G B K(%)

정상인 1

40

석지 183 133 132 2

목(木) 190 135 128 2

가운데 180 124 111 6

정상인 2

60

석지 185 140 140 1

목(木) 183 158 154 1

가운데 188 155 156 1

정상인 3

70

석지 170 101 77 13

목(木) 172 104 73 13

가운데 163 90 59 18

<표 2> 정상인 RGB  K 분석도

  

간질환자

치 R G B K(%)

간경화 환자 A

40

석지 129 68 69 30

목(木) 129 64 84 26

가운데 104 69 71 37

간암 환자 B

60

석지 157 91 76 18

목(木) 144 92 72 22

가운데 110 69 47 40

간암 환자 C

70

석지 157 91 76 18

목(木) 144 92 72 22

가운데 110 69 47 40

<표 3> 간질환자 RGB  K 분석도 

4. 결론

   오늘날 과학기술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연

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차 고령화 사회가 되

었고 인들은 건강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

이다. 이를 해 본 연구는 한의학에서의 손바닥 색상과 

건강 련 이론을 IT기술을 이용해 손바닥 색상에 따른 

간 질환자 조기 진단 방법을 제안하 다. 이를 통해 평소 

다른 손바닥 색상이 보이는 사용자가 웹 상의 서비스를 

통해 손바닥 사진을 입력하여 편리하게 확인하거나 병원

에 방문하여 여러 차를 거치는 불편한 상황을 해소 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된다. 

   한, 차후 손바닥 상을 통한 자가 진단기기의 상용

화를 해 보다 많은 실험을 행하여 웹 기반의 재택형 사

용기기 뿐만 아니라 임상 장에서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한 지속 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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