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사회에서 스트 스는 일상생활에서 보편 으로

구에게나 발생 가능하며 더 나아가지속 인 스트 스

는 사람들의 신체 , 정신 건강에 지않은 향을 미

친다[1]. 특히 스트 스는 심리 긴장상태를 유발하여

질병으로 나타나는데 스트 스로 인한 반복 인 자극은

불안과 갈등으로 연결되어 인체의 면역, 호르몬, 신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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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의 목 은 G시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150명의 홍채 스트 스링과 스트 스의 융합 상 계를 규명하기

해 실시하 다. 연구기간은 2014년 3월부터 10월까지이며 연구 상자들의 홍채 촬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ver.20.0 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 하 다. 분석결과 상자들의 연령 직업에 따른

스트 스링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5), 홍채분석을 통한 스트 스링과 스트 스는 유의한 양의 상 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r=.709, p<.001). 본 연구는 홍채분석을 통해 스트 스에 련된 질병을 진단 할 수 있는 기 정보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향후 임상에 있어 홍채분석을 통한 스트 스 견과 조기진단을 통한 방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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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stress-ring through iris 

analysis of the subjects from random selection of 150 adults living in G. The study was performed from March 2014 

to October 2014, through iris photography and self-filling questionnaires. Statistical analysis of the data was 

performed using the SPSS ver. 20.0 program.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tress-ring according to the subjects’ age and occupation(p<.05). In addition, the correlation between stress-ring and 

stress was observed through the iris analysis(r=.709, p<.001).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ris analysis in 

clinical setting is thought to prove beneficial for preventative treatment through stress prediction and early diagn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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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의 이상을 래하기도 하며 순환계와자율신경계의 부

조화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기도 한다[2].

최근에각 받고 있는 체의학을 살펴보면 동양의학,

통의학, 침구학, 자연요법 등이 있으며, 방법론 으로

는 해독요법, 신경치료, 자진단, 홍채학 등으로 구분되

어진다[3]. 그 에서도 홍채학은 질병의 상태를 비

으로 진단하는 도구로써 홍채 찰을 통한 진단은 수지

침, 이침 요법의 원리처럼 인체의 상태가 홍채에 그 로

반 되어 나타나는 원리에 근거하고 있다[4]. 홍채는 유

아기 때 양쪽이 다르게 형성되어지며 연구에 따르면 통

계학 으로 DNA 분석보다 더 정확한 것으로 알려져 있

다[5]. 한 생리학 인 에서 신체에서 가장 복잡한

섬유막 구조 하나로 신경을 통해 뇌 신체 각 부

와 연결된 구조로 되어있으며[5] 따라서 자신이 받는

스트 스 정도를 홍채 찰을 통해 쉽게 측정해 볼 수가

있다. 일반 으로 서양의학에서 스트 스를 측정하는 생

리지표로 코티솔(Cortisol)의 농도, 맥박수, 수축기 압·

확장기 압 심박변동성(HRV)에 의한 자율신경 활동

여부를 들 수 있으나 보완 체의학 분야에 있어 홍채학

으로 스트 스 정도를 측정해 볼 수 있는 표 인 지

표로 스트 스링을 들 수 있다.

스트 스링을 통한 스트 스 여부를 단하는 방법으

로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스트 스링의 색변화(하얀색→

검정색, 골이 은 것→깊은 것) 스트 스링의 개수

의 증가를 통해 스트 스 정도를 알 수 있다[6].

이러한 가설을 기반으로 문 이 등의 연구에서 홍채

진단에 의한 스트 스 지수와 설문기반의 스트 스지수

의 상 성을 분석해 보았으며 분석결과 매우 높은 상

계를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7]. 이는 방의학

에 있어 질병 이환으로 인한 증상의 발 후 치료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홍채분석을 통한질병발생

문제인식을 통해 질병의 표출을 사 에 방할 수 있다

는 장 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홍채분석과 련한 선행연구 가운데 홍채분석

을 통해 유 으로유약한신체 기 장기 등도 악

해 볼 수 있으며 신체부 와 상응하는 부분에 드러나는

표식 분석을 통해 내부의 장기와 기 의 건강상태, 체내

노폐물과 독소의 축 정도, 골격의 변화상태 그리고 내

분비 물질의 상태 등을 악하고 측해 으로써 홍채

체질별 질병의 진행 상태와 치유과정 한 분석가능하다

고 알려져 있다[4,8,9].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까지 홍채분석에 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분의 연구가 홍채체질과 상응하

는 홍채와 근골격계 질환, 액순환 장애 장질환 등

질환과의 련성을 밝힌 연구들이 선행되었을 뿐 홍채분

석을 통한 스트 스에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10-11].

따라서 본 연구는 상자들의 일반 특성(성별, 연령,

직업)에따른 스트 스링의 차이를 확인하고 스트 스링

과 스트 스와의 연 성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연 대상 및 방법

2.1 연 대상

본 연구는 2014년 3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G시에 거

주하는 20세에서 60세 사이의 성인 남녀 총 150명(남자

28명, 여자 122명)을 연구 상으로 선정하 다. 상자

선정은 피부연구소 내소자 가운데 연구에 참여 의사가

있는 집단의 단순표본추출을 통해 선정하 으며 조사 시

작 상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 , 내용 방법 등의

설명과 연구참여 동의서를 받은 후 홍채 촬 자기기

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연구의 내 평정자 일치

도를 높이기 해 연구보조자 2명의 훈련기간을 거쳤으

며 선정된 2명의 비조사 과정을 거친 후 본 연구를 진

행하 다.

2.2 연 도

2.2.1 홍채 라

상자들의 홍채는 홍채 용카메라(블루포커스

DV-2H; 한국)를 이용하여 촬 하 으며, 홍채카메라

(블루포커스DV-2H)의 사양은 다음과 같다.

- 센서:CMOS 1/3.2 inch

- 유효화소:200만 화소

- 상포맷:YUV 4:2:2, 8bitdata

- 거리:2~4cm

- 2개 LED 타입 래시 내장

- PC 연결방식: USB2.0, 로그램 내장

2.2.2 홍채 (스트레스링)

홍채에 나타나는 신호를 통해 주로 색소와 구조상의

변화를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인체내부에상응하는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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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기 장기들의 기능장애와 상태를 진단해 볼 수

있다[9,12,13]. 홍채에 나타나는 홍채표식들 에서 주요

한 스트 스링은 다음과 같다.

스트 스링을 살펴보면 밭고랑 형태의 원형모양의 링

이 하나 둘 는 여러 개가홍채 가장자리에 나타나는 것

을 볼 수 있다. 스트 스링의 색상은 흰색부터 검은색까

지 매우 다양하며 통상 으로 흰색 신경링은 신경통과

신경과민의 증상을, 색이 어두울수록 신경계의 손상 정

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스트 스링은 주로 홍채의

바깥 부 , 즉 제 4 역에서 7 역사이에 주로 나타나고

문가 훈련된 조교에 의해 육안으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며 확인되는 링의 개수에 따라 0,1,2,3,4로 구분하

여 합산된 수의 평균값을 구하 다[14-16].

Fig. 1. The image of Stress-ring type

Fig. 2. The 7 areas of iris

2.2.3 스트레스 반 척도

본연구에서 스트 스 반응척도는 고경 외 2명(2000)

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 다[17]. 본 척도는 긴장(6개 문

항), 공격성(4개 문항), 신체화(3개 문항), 분노(6개 문항),

우울(8개문항), 피로(5개 문항), 좌 (7개문항) 7개 분야

총 39문항으로 ‘ 그 지 않다’(0 ) 부터 ‘아주 그

다’(4 )까지 5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별 총

합산한 수를 상자들의 스트 스반응 수로 산정하

다. 해당 척도의 체의 Cronbach's �값은 0.97이었

으며 본 연구의 스트 스 척도 Cronbach's �값은 0.91

로 신뢰할만한 수 으로 나타났다.

2.2.4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

ver.20.0 로그램을 이용하 다. 일반 특성에 따른 스

트 스 척도와 스트 스링은 독립표본 t-test와 일원변

량분산(one-way ANOVA)분석을 실시하 으며 사후검

정은 Scheffe's 사후 검정을 실시하 다. 한 스트 스

와 스트 스링의 연 성은 Pearson상 분석을 실시하

다. 본 연구의 통계 유의수 은 .05로 설정하 다.

3. 연 결과

3.1 반 특

상자의 일반 특성은 여자가 81.3%로, 남자18.7%

에 비해 많았고, 연령은 50 가 34.7%로 가장 많았으며

20 가 16.0%로 가장 었다. 직업은 자 업이 26.0%로

가장 많았으며 교사가 12.7%로 가장 었다. Table 1

Variable Categories n=(%)

sex Male 28(18.7)

Female 122(81.3)

age 20's 24(16.0)

30's 33(22.0)

40's 41(27.3)

50's 52(34.7)

job Educator 19(12.7)

Self-employment 39(26.0)

Profession 37(24.6)

Employee 25(16.7)

Housewife 30(2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50)

3.2 반  특 에 따  스트레스  차

성별에 따른 스트 스는 여성이 평균 95.56 으로 남

성 87.79 에 비해 높았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5). 이는 최근 사회, 경제 으로 남여

동등 참여 구조의 증가로 스트 스 한 남녀에 따른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연령에 따른

스트 스는 20 가 평균 99.71 으로 가장 높았고 직업

에 따른 스트 스는 문직에서 평균 100.22 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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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able Categories M±SD t p

sex Male 87.79±20.28 -1.746 .083

Female 95.56±21.44

age 20's 99.71±18.66 1.809 .148

30's 96.91±22.12

40's 95.12±26.32

50's 88.94±16.73

job Educator 95.00±26.74 1.162 .330

Self-
employment

92.31±22.83

Profession 100.22±22.67

Employee 92.00±15.41

Housewife 90.10±17.71

Table 2. The difference of str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50)

3.3 반  특 에 따  스트레스링  차

연령에 따른 홍채 스트 스링 차이는 통계 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40 가

50 보다 스트 스링 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5). 이는 직업에 따른 스트 스링 지수 역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나타났으며 사후검정

결과 문직이주부보다높은 스트 스링지수를보 다.

하지만 성별에 따른 스트 스링 지수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3

Valuable Categories M±SD t p post-hoc

sex Male 106.79±21.95 -.267 .790

Female 107.87±18.72

age 20'sa 109.58±16.54 3.258* .023 c>d

30'sb 110.91±16.07

40'sc 112.20±19.04

50'sd 101.15±21.20

job Educatora 109.47±16.82 4.459** .002 e<c

Self-
employmentb

108.21±20.88

Professionc 116.76±14.73

Employeed 102.40±17.62

Housewifee 99.00±20.73

*: p<.05, **: p<.01

Table 3. Stress-ring of Iris differ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50)

3.4 대상  연령,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링 간  

상

상자의 연령과 스트 스 스트 스링의 상 성을

살펴본 결과 연령과 스트 스, 연령과 스트 스링 에서

음의(-) 상 계가 나타났으며, 스트 스와 스트 스링

은 양의(+) 상 계가 나타났다(r=.709, p<.001). 이는

상자의 긴장상태 혹은 스트 스 상태로 인한 근육의

경직이나 강직으로 인해 스트 스 링 개수가 증가하여

나타난 상 분석 결과로 볼 수 있다Table 4>.

age stress stress-ring

age 1 -.185* -.199*

stress 1 .709**

stress-ring 1

*p<.05 **p<.0.1 ***p<.001

Table 4. Correlation of age, stress and stress-ring

4. 논  및 결론

본 연구는 홍채분석을 통해 홍채에 나타난 신호들 가

운데 상자들의 홍채 스트 스링과 스트 스와의 연

성에 한 연구로써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성별에 따른 스트 스와 스트 스링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 연령에 따른 스트 스를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p>0.05), 스트 스링은 유의한 차

이를 보 다(p<0.05).

· 직업에 따른 스트 스를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p>0.05), 스트 스링은 유의한 차

이를 보 다(p<0.01).

· 스트 스링과 스트 스와의 상 계를 살펴본 결

과 양자는 양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01).

연구결과 상자들의 홍채 분석(스트 스링)과 스트

스는 양의 상 계가 나타났다. 이는 스트 스링을

통해 상자의 스트 스 상태를 견해 볼 수 있는 높은

상 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홍채진단을 통해

얻은 스트 스 지수와 설문기반의 스트 스 지수와의

계를 살펴본 [7]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있다.

한 이와 련한 국외 연구에서도 동공 직경의 변화 신

호를 통해 79.2 %의 정 도 스트 스 검출을 한 우수

한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된 연구가 있으며 이 역

시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 한다고 볼 수 있다[18]. 이외도

황덕연의 ‘홍채징후를 심으로 한 사상인의 특징에

한 분석’ 논문에서 홍채의 신경링 개수가 많을수록 해당

상자의 근육의 경직으로 인한 스트 스가 많다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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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19].

반면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스트 스와 스트

스링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사

회, 경제 모든 면에서 남여 동등 참여 구조의 증가로 스

트 스 한 남녀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

으로 볼 수있다. 한편 연령과 직업에따른 스트 스링은

유의한 차이를 보 지만 스트 스는 유의한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이는 상자들이 아직 특별한 질환에 이환되

기 까지 본인 스스로 스트 스를 인식하지 못 할 수도

있으나 이미 신체가 받은 스트 스 신호가 상자의 홍

채상상에 향을 미쳐 나타난 결과 때문인 것으로 사료

된다. 따라서 홍채분석을 통한 스트 스 분석은 본인이

사 에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스트 스를 미리 인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상의학 측면에서도 스트 스에

련된 질병을 진단 할 수 있는 기 정보를 제공하고

측되는 질병에 한 조기 진단 방을 한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5. 언

본 연구는 연구시작 당시 시간 , 한계로 인해

실험 찰 가능한 상자들의 홍채 스트 스링 분석

과 스트 스와의 상 성만을 밝히고자 하 다는데그 한

계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본 연구의부족한 부분을 보완

한 홍채 스트 스링 분석과 인체의 다양한 질환들과의

연 성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길 기 해 보며 이

를 통해 홍채학 이론의 체계 정립과 보완 체의학의

임상의학에 한 이론 기여와 활용도가높아지기를 기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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