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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는 항시 쟁의 험에 노출되어있고 이로 인해 세계 으로 

안정과 평화에 한 의구심을 래하고 있다. 한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국가 이미지 실추  국가 

산업 하를 래하고 있다. 특히 김정일 국방 원장의 건강 상태는 세계 으로 심의 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한 분석은 국가 안보에 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폐쇄되어 있는 북한
의 특성상 이를 악하기가 용이한 일은 아니다. 이를 해 본 논문에서는 한의학의 진단법인 망진법

을 용하여 최근 공개된 김정일 국방 원장의 얼굴 상에서 안면 분석을 수행하여 병색 여부  최

근에 이 되고 있는 심장과 신장 부 에 한 찰색을 수행하 다.

1. 서론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자 휴  국가인 우리나라

의 경우 직 인 쟁의 험에 노출되어 있어 국

가 안보와 련된 막 한 군사  국가 산을 지출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최고권력자인 

김정일 국방 원장에 한 여러 정보들 특히 건강 

상태에 한 정보는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세계 으

로 매우 요한 정보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폐쇄

되어 있는 북한의 특성상 김정일 국방 원장의 건강 

상태를 알기가 쉽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북한 측에서 제공된 김정일 

국방 원장의 얼굴 상을 수집하고 이를 한의학의 

진단법  망진 기법을 용해서 색상 보정  분석

을 실시하여 상분석학  방법으로 김정일 국방

원장의 건강 상태를 추정해 보았다. 그러나 실험을 

진행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김정일 국방 원장에 

한 얼굴 상 자료의 수집인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용이한 일이 아니다. 한 북한 측에서 제공하는 사

진이 제한 이며 연출된 사진들이 부분인 계로 

상처리  분석을 수행하는데 오류를 범할 수 있

게 된다. 즉, 실제 질병 진단을 한 얼굴 상 촬  

조건은 제한된 환경에서 일정한 차를 걸쳐 상을 

획득하여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김정일 국방 원장

의 안면 상은 정치 , 사회 인 이유로 취득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망진을 한 촬 조건을 만

족 시켜주지 못하는 계로 주어진 상에 해 일

차 인 보정을 통한 처리 과정을 통해 부분 인 분

석을 수행하 다. 

2. 망진

   한의학의 진단법은 사진법이라 하여 망진(望診), 

문진(聞殄), 문진(問診), 진(切診)있으며, 이  망

진은 안색, 체격, 피부, 동작, 와 근육 등의 외견상 

환자의 상태를 단하고 진단하는 방법으로 다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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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법보다 가장 효율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망진

(望診)은 형찰색(觀形察色)이 가장 요하며 이는 

모양을 찰하고 색깔을 살핀다는 뜻이다. 망진(望

診)의 세부 목록으로는 신(神), 색(色), 형(刑), 태

(態)로 분류되며, 신은 환자 자신의 표정과 의식, 정

신 상태를 뜻하며 색은 신의 피부와 막, 그 외

의 조직 택을 뜻하며 형은 체형의 상태를 뜻하고, 

태는 환자의 동작 상태를 의미한다[1].

   특히 얼굴은 장기의 기능과 한 계가 있기 

때문에 각 부 에 나타나는 색을 통해 장기의 이상 

여부를 알 수 있다. 병 인 안색의 경우 한 가지 색

이 이상 으로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택이 없는 것

을 말하는데 표 으로 오색인 흰색, 색, 청색, 

흑색, 황색을 통해 진단을 하게 된다.  

[그림 1] 형찰색도

   의 그림은 한의학의 형찰색도로 표시된 각 

부 를 명당이라 하여 각각의 치에 나타나는 색을 

통해 장기의 이상여부를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김정일 국방 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제시되는 부

인 심장과 신장에 한 분석을 수행하기 해 심장

의 이상여부를 알 수 있는 천정(天庭-이마)부 와 

당뇨병의 합병증인 신장의 이상여부를 알 수 있는 

지각(地閣-턱)부 에 한 색 분석을 실시하여 이에 

한 비교, 분석을 실시하 다.

3. 입력 상 수집  보정

3.1 김정일 국방 원장 입력 상

   북한은 사회주의체제 국가로서 국방 원장에 의

한 독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시  상황에서 

김정일 국방 원장의 사진  근간은 매우 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북한에서는 김정일 국방 원

장의 근황을 알리는 도구로서 동 상이 아닌 사진만

을 사용하고 있다. 북한 방송에 의해 소개되어지는 

근황에서조차 동 상이 아닌 사진을 띄워 놓고 앵커

가 20～30 간 멘트를 읽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

다. 이는 사진의 경우 불필요한 정보의 유출이 일어

날 가능성이 으며 촬 시 상황의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김정일 국방 원장의 사

진은 ‘1호 사진’이라고 칭하며, 사진 촬 에 있어 몇 

가지 규칙이 존재하는데 이는 아래와 같다.

· 사진 앙에는 김정일 국방 원장이 있어야 한다.

· 김정일 국방 원장의 얼굴은 밝게 표시되어야 한

다.

· 김정일 국방 원장의 클로즈업은 하지 않는다.

· 김정일 국방 원장의 정면에서 는다.

· 김정일 국방 원장의 신체 일부분을 가로지르는 

것이 없어야 한다[2].

   이 외에도 다른 규칙들이 있지만 상 수집 과정

에서 가장 요한 클로즈업을 하지 않는 규칙 때문

에 김정일 원장의 얼굴 상만 크게 나온 사진이 

무한 상태이다. 한 밝게 어야 하는 규칙 때문

에 조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얼굴 색 분

석에 문제 이 발생하게 된다. 한 촬  과정에 있

어 원하는 상을 얻기 해 연출을 통한 주변 상황

을 통제하고 포즈  주변 소품, 조명 등을 사용하

여 촬 하기 때문에 인 인 사진이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에서 공개하는 사진의 경우 특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량의 고화질 사진이 아니

라 200～400Kb 크기의 jpeg 형식 일이 제공되며

1000Kb를 넘는 사진은 거의 없기 때문에 클로즈업 

사진이 없는 김정일 국방 원장의 안면 상을 정확

히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언론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어있는 김정일 

국방 원장의 얼굴 상을 수집하여 이  안면 상

에 한 확보가 용이한 사진을 선별하고 이를 상

으로 얼굴 색 분석을 실시하 다.

3.2 색 보정

   한의학의 망진을 진단기기화 하기 한 연구가 

여러 기 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

구들의 공통 은 색 분석을 한 정확한 색 표 에 

있으며 이를 해 제한된 실험 환경에서 획득된 

상을 기반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의 실험 상인 김정일 국방 원장의 경우 

최 의 실험 환경에서 입력 상을 획득하기 불가능

하므로 공개 사진에 한 색상 보정을 실시하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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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다항선형회귀법

(2)

석을 진행하 다.

   본 논문에서는 다항선형회귀법을 사용하여 색보

정을 하 으며 다항선형회귀법의 Lab 색 체계를 

용하여 진행되었다. 아래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입력 색 공간에 있는 샘 을 Lab 값을 선택하고 

출력 색 공간에서의 응 표  Lab 값을 가지고 있

는 상태에서 다항선형회귀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

다. 

   한 색편에 한 가항회귀를 수행하면 방정식의 

계수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통해 아래와 같

은 식을 구하게 된다.

(1)

 

   그리고 슬라이드로 변환 행렬의 간값을 표 하

여 컬러 차트에서 획득 가치 Lab* 값으로 교체할 

수 있고, 다음의 응 행렬을 얻을 수 있다[3].

   색상 보정에 있어서 응값이 되는 색편 역시 실

제 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임의

의 환경에서 생성한 색편를 사용하 다. 이로 인해 

완벽한 색보정을 행할 수는 없었다.

4. 실험  고찰

   본 논문에서는 김정일 국방 원장의 얼굴 상 

분석을 통한 건강 상태를 추출하기 해 2007년부터 

공개된 김정일 국방 원장의 사진을 수집하여 실험

에 사용할 수 있는 사진을 선정하 다. 이는 가  

정면 얼굴 상이어야 하며 안면의 크기가 일정 크

기 이상인 사진으로 선정 기 을 정하 다. 선정된 

입력 상을 통해 색상 보정 과정을 거쳐 천정과 지

각 부 에 한 색 분석을 행하 다.

   제한된 실험환경에서의 취득 상이 아니기 때문

에 정확한 색 분석이 어려울 것을 비하여 가능한 

객 인 실험 결과를 얻기 해 본 논문에서는 실

내와 실외의 사진을 그룹화 하여 2007년도와 2009년

도의 사진에 한 분석을 수행하 다.   

   아래 (그림 3)은 2007년의 실내사진 원본 상이

고 (그림 4)는 보정본이다. 한 (그림 5)는 2009년

의 실내사진 원본 상이고 (그림 6)은 보정본이다.

[그림 3] 2007년 실내사진 원본

[그림 4] 2007년 실내사진 보정본

[그림 5] 2009년 실내사진 

원본

  
[그림 6] 2009년 실내사진 

보정본

 

2007년 실내 2009년 실내

천정

지각

[표 1] 실내 사진 색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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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표 1>은 이마 부 와 지각 부 에 한 

색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아래 (그림 7)은 2007년의 실외사진 원본 상이

고 (그림 8)은 보정본이다. 한 (그림 9)는 2009년

의 실외사진 원본 상이며 (그림 10)은 보정본이다.

[그림 7] 2007년 

실외사진 원본

  
[그림 8] 2007년 

실외사진 보정본

[그림 9] 2009년 실외사진 원본

[그림 10] 2009년 실외사진 보정본

   이를 기반으로 이마 부 와 지각 부 에 한 색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2>에 나타냈다.

2007년 실외 2009년 실외

천정

지각

[표 2] 실외 사진 색 분석 결과

   실험 결과를 객 으로 본다면 실내 사진의 경

우 2007년도에 비해 2009년도의 천정부 의 색은 붉

은 색의 정도를 나타내는 a의 수치가 낮아졌으며 지

각부 의 색은 검은색을 나타내는 L의 수치도 낮아

진 것을 알 수 있다. 실외 사진의 경우에도 2007년

도에 비해 2009년도의 천정부 의 색은 붉은 색의 

정도를 나타내는 a의 수치가 낮아졌으며 지각부 의 

색은 검은색을 나타내는 L의 수치도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제한된 연구 환경에서의 실험 결과 다

면 이를 상으로 신장과 심장의 상태가 2007년보다

는 2009년에 더 좋아진 상태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험 상이 된 상이 북한 측에서 제공

된 사진으로 조명환경이 일정치 않으며 노출에 한 

정보도 없는 사진이기 때문에 김정일 국방 원장의 

건강 상태가 좋아졌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 물론 

건강 이상에 해 이를 은폐하기 한 사진일수도 

있다는 분석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상 분석을 

수행해보면 병색이 되는 색에 해 더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만든 조작 사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김정일 국방 원장의 사진을 상

으로 색 보정 방법을 제안하고 심장과 신장의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천정과 지각 부 의 색상 분

석을 실시하 다. 그러나 제한된 실험환경에서의 

상획득이 불가능함으로 북측에서 제공된 사진을 

상으로 실험을 실시하다보니 정확한 실험 결과를 제

시하기는 어려웠다. 다만 공개된 얼굴 상을 기반

으로 부분 인 분석을 수행한 결과 2007년보다 재

의 김정일 국방 원장 심장, 신장 상태가 다소 좋아

진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물론 북한의 조작된 

사진일 수도 있지만 공개 상을 통한 실험에서는 

이와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추후 보다 최

의 입력 상을 기반으로 색 보정을 거친 분석이 

행해지면 정확한 결과값을 추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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