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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트 스는 매일 살아가면서 사소한 일부터 큰 충격을 받는 삶의 주요한 사건까지 다양한 요인으로

부터 온다. 이는 어느 한 시기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애에 거쳐 나타나므로 지속 으

로 스트 스를 리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홍채의 형태, 균열, 색깔, 고리, 주름 

등의 특징들을 분석하여 환자의 병을 진단하는 홍채진단을 이용하여 스트 스 지수를 측정하는 시스

템을 개발하 다. 개발한 시스템은 홍채의 특징인 스트 스 고리를 검출하고, 스트 스 설문지의 결과

와 함께 분석하여 안드로이드 어 리 이션을 통해 사용자에게 스트 스 정도를 제공한다. 제안한 시

스템은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쉽게 재 자신이 느끼고 있는 스트 스 정도를 알 수 있고 이에 상

응하는 측되는 질병에 해 방하여 조기 진단  질병 방의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서론

  스트 스는 피할 수 없는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서 이

를 잘 리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건강, 생산성, 창조성, 안

녕 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mith, 

1993)[1]. 불안, 부담감 등의 심리 인 요소부터 추 , 더

와 같은 물리 인 요소, 질병인 생리학  요소까지 다양

한 원인으로부터 발생하는 스트 스가 일상생활 속 매일 

쌓이게 되면서 사람의 몸의 약한 곳에서부터 발생하는 이

름 모를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우리 몸의 면역계와 

신경계의 이상이 오게 한다.

 따라서 스트 스를 지속 으로 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고, 사람의 개인차에 따른 진단과 처방도 달라져야 

한다.

 홍채는 수십만 가닥의 신경말단과 모세   근섬유조

직을 가지고 있어 신체 내의 각 조직, 장기에서 일어나는 

화학 , 물리  변화에 따른 정보가 형태, 균열, 색깔, 고

리, 주름 등으로 나타난다[2]. 이러한 홍채의 특징을 이용

하여 개인  건강의 수 이나 치료에 한 반응, 인체골

격, 질병의 회복  진행에 한 상태를 독하고 진단하

는 방법을 홍채진단이라 한다[3]. 다른 검사법보다 비용과 

시간이 약되고 환자에게 고통이 없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4].

 본 연구에서는 스트 스 측정 도구를 이용하여 스트 스 

정도를 악하고, 홍채진단을 통해 홍채에 나타나는 병소

징후  신경 고리 는 스트 스 고리를 검출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스트 스를 얼마나 받고 있는 지 찰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지속 으로 사용자의 건강을 

찰할 수 있고 조기진단  질병 방의 하나의 방법으

로 쓰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 다.

2. 시스템 구성

 본 논문에서 개발한 홍채 분석기반 스트 스 진단

시스템 기능의 구성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1. 시스템 기능 구성도

 1. 홍채의 스트 스링 검출

 신경환(Contraction Furrows)은 둥근 고리로 보통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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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구역의 간 는 바깥쪽, 홍채 안쪽에 치하며 신경 

고리 는 스트 스 링이라고도 한다[5]. Contracation 

Furrows는 신경 근육 합력 스트 스와 함께 스트 스에 

한 인력을 나타낸다. 긴장, 부담감, 매일 충분한 시간이 

없는 등 일상생활 속 스트 스는 한 호흡을 하시키

고, 신경 근육 긴장과 척추 부  탈구(아탈구)를 증가시킨

다. 

 본 논문에서는 휴 폰 부착용 홍채 카메라를 통해 홍채

를 촬 하 다. 획득된 상을 HSV(hue, saturation, 

value) 칼라 변환 형식으로 변환한 후 V(value) 상을 이

용하 다[6]. 

 (1) 홍채의 1 역에서 3 역까지 원 그리기

 본 논문에서 추출하고자 하는 스트 스링은 주로 홍채의 

4 역에서 7 역 사이에 나타난다[3]. 따라서 동공을 나타

내는 1 역부터 자율신경환의 3 역까지 원을 그려주어 

스트 스링이 존재하는 구간만을 검출하 다.

 (2) 가우시안 스무딩(Gaussian smoothing) 필터 용

 가우시안 스무딩 필터 용하여 처리된 상을 생성한 

후 이 상을 background 상으로 사용한다. 정규분포 

공식에서 평균값을 0으로 하여 유도한 분포가 가우시안 

분포이며, 앙에 치한 화소와 먼 거리에 있는 이웃 화

소 값들을 가 치로 감소시켜, 가 한 이웃의 평균값으로 

치하는 특징을 가진다. 표 편차 σ가 라미터로 작동

하여 스무딩의 정도인 가우시안 분포 마스크의 폭을 결정

한다[7]. 본 논문에서는 sigma = 10, 20×20 가우시안 마스

크를 용하여 background 상을 만들어주었다.

 (3) Value 상과 background 상의 차연산

 홍채에서 스트 스링이 하나의 윤곽을 갖는다고 생각하

여 Value 상과 background 상을 차분해주었을 경우 

스트 스링이 있는 부분의 밝기 값 차이가 나므로 결과

으로 스트 스링만 나타나는 상을 얻을 수 있다.

 (4) 차분된 상 이진화

 차분된 상의 스트 스링을 자세히 검출하기 해 

Otus‘ threshold 방법을 용하여 이진화하 다.

 2. 스트 스 진단

 본 연구에서는 스트 스 정도를 평가하는 도구로 1996년

에 Yim등에 의해 개발된 한국어  BEPSI(BEPSI-K)를 

사용하 다. 총 다섯 가지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

난 한 달간의 스트 스에 해 평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졌다. 문항이 고, 간단하기 때문에 일차진료 상황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 이 있다[8,9]. 5문항에 해 

상자가 느끼는 정도에 따라 1-5 까지 부여한 뒤 합산

하여 응답한 항목수로 나 다. 1.8미만은  스트 스군, 1

에서 2.8미만은 등도 스트 스군, 2.8이상은 고 스트 스

군으로 분류한다.

 각각 홍채 분석한 결과와 스트 스 측정 도구를 통한 결

과를 분석하여 안드로이드 어 리 이션을 통해 분석결과

를 확인할 수 있다.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홍채의 스트 스링을 찰, 분석하여 사용

자의 스트 스 정도를 나타내주는 시스템을 개발하 다. 

일상생활 속 구라도 경험할 수 있는 보편 인 상이 

된 스트 스에 해 우리는 무조건 인 회피보다 스트

스를 하나의 질병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한 이를 진단하

고 꾸 히 리할 수 있는 근본 인 방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홍채진단을 통해 스트 스 정도를 알려주고 이에 

상응하여 측되는 질병과 방에 해 알려주어 지속

으로 자신의 건강을 찰할 수 있도록 하여 조기진단  

질병 방의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 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개발한 시스템을 사용하여 스트 스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홍채진단으로 알 수 있는 병소징후

를 검출한다면 의학의 진단과정과 여러 가지 분석과정을 

병행하는 상호보안 인 측면에서 가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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