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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risAnalysisandItsCorrelationtoStress

JiYunLIM

Advisor;Prof.MoonKyungRyeM.D.,Ph.D.

DepartmentofAlternativeMedicine,

GraduateSchoolofHealthScience

ChosunUniversity

Thepurposeofthisresearchistotakeimagesoftheiristoinvestigate

frequencyofthestresssigninordertoprovidebasicdatathatwecanbe

awareofandpreventthestress-relateddiseases.Forthis,150subjects(28

men,122women)irises,ofwhom liveinGwangjuKorea,werephotographed

from March2014toOctober2014.

TheiriswasshotusingtheiriscameraDV-2H,developedbytheBuleFocus

Co.,andtheshotimagesweresavedasimagefiles.Fordataanalysis,signsof

irisescausedbystressringsintherelevantdomainbasedontheirismapwere

interpreted.TheSPSS-20.0program wasusedforstatistics;theindependent

samplet-testwasconductedtofindoutthedifferencesinstressandstress

ringsbysex;theonewayANOVA analysiswasconductedtofigureoutthe

differencesin stressringsage,jobandirisconstitutionaltype;scheffewas

usedfortheposttest.In addition,tostudy therelation between stressand

stress rings,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was carried outand statistical

significancewastested.

Followingaretheresultsoftheirisanalysis;researchsubjects'stressand

stress rings were notsignificantly differentaccording to sex;significa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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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taccording toageand job;and in theiririsconstitutionaltypethe

autonomicnervesspasticitywasthehighest.

Theresearchresultsshow thatthereiscorrelationbetweentheanalysisof

theirisandstress.Asabove,thisresearch willhelpfindoutthepersonal

stresslevelandirisconstitutionaltype;helpbeawarethatadiseasedeveloped

inapartofthehumanbodyiscorrelatedwithotherfunctionalpartsforthe

entireharmony;helpenhancethehealthandprevent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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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1.연구의 필요성과 목

사회가 격히 발 하면서 스트 스는 일상생활에서 보편 으로 구에게나

발생하며 사람들의 삶에 많은 향을 미친다.아울러 스트 스는 심리 긴장상태를

유발하여 질병으로 나타난다.강지윤(2005)의 연구에 의하면 스트 스로 오는 반복

인 자극은 신체의 균형을 깨고,불안과 갈등으로 연결되어 면역계,호르몬계,신

경계의 이상을 래하며 순환계와 자율신경계의 부조화가 생기면서 질병이 발생한

다고 하 다. 한 Connon은 내 환경의 항상성(Homeostasis)의 통제요소들에

향을 주는 외 내 상태이므로 이것이 체내의 항상성 상태를 깨뜨린다고 하

고,Selye는 질병을 스트 스에 한 개인 응의 부산물로 보고,정신 물

리 인 스트 스가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피질 축의 호르몬을 변화시키고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고 하 다( 세일,2009).

홍채학은 질병의 상태를 비 으로 진단하는 도구이다.홍채학은 홍채를 촬

할 수 있는 홍채카메라를 이용하여 진단하는 것이다.홍채 진단은 수지침,이침 요법의

원리처럼 사람 몸의 반응이 홍채에 반 되고 있다.홍채학은 의 반 인 찰을

통하여 인체상태를 측하 으며(곽명수,2006),한국에서는 신의료기술 행 로 보건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2002년 신청되어 보험수가가 지정되어 있다(이철원,

2012).

홍채학은 Peczely(1881)에 의하여 발견 되었다.Liljequist(1871)은 과 인체장기의

치와 의 질병상태 그리고 착색이 기록되었고(김의식,윤명한,이남한,조호래,

2007),독일의 Deck는 홍채의 액 흐름에 따른 홍채변이에 한 소견을 체질 으로

분류하여 홍채체질론을 정립하 다(임정희,2008,재인용).최근에 홍채체질에 따른

고 압환자의 비율 유 자 다형성에서 발견한 홍채체질(박은경,2003;유호룡,

임종순,김윤식,설인찬,2004)과 복부조직 허약에서 소화기 약체질의 유 련성

(도 록,황우 , 경수,최성용,김종욱,조재운,2004), 액순환장애 분석(최상기,

2012)등의 연구들은 방의학으로서의 홍채진단을 시하고 있다.황덕연,고병희,송

일병(1999)의 홍채체질과 사상체질과의 연 성 연구에서 인은 체질과 상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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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 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으며,하재열(2009)은 홍채와

자연치유의 상 성 연구에서 스트 스는 음인과 양인 모두 고루 나타났다고 하 다.

이상의 연구를 살펴볼 때 홍채학은 스트 스로 인하여 유발되는 질병을 진단하는데도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홍채는 신체에서 가장 복잡한 섬유막 구조로 신경을 통하여 뇌 신체 각 부

와 연결되어 있어 스트 스를 자신이 얼마나 받고 있는지 쉽게 찰할 수가 있다.

아울러 유 으로 어떤 장기가 약한지도 직 확인할 수 있으며,신체부 와 상응

하는 부분에 드러나는 표식을 분석하고,이를 기 로 내부의 장기와 기 의 건강상태,

노폐물과 독소의 축 정도,골격의 변화상태 그리고 내분비 물질의 상태 등을 악

함으로써 홍채체질별 질병의 진행을 분석한다(문 ,1997;곽명수,2006;김의식,

이남한,윤명환,조호래,2009).

본 연구에서는 스트 스로 인한 증상별 질환과 홍채 분석의 상 계를 통하여 발

병의 한 측과 방의학 증후에 따른 인체의 내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한,

스트 스의 표 인 면역계,호르몬계,신경계,순환계,자율신경계의 부조화 질환

의 신호를 분석하여 특징 인 신호인 스트 스링의 홍채체질 유형에 따른 존재 빈

도의 차이를 악하고자 한다.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스트 스가 있을 경우 나타나는

홍채 신호에 한 홍채체질별 분석으로 스트 스 련된 질병을 진단 할 수 있는

기 정보를 제공하고 일상 인 생활 속에서 방의학으로써의 인식을 넓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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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문제

1)홍채 분석은 스트 스와 어떤 상 성이 있는가?

2)홍채체질 유형은 스트 스와 어떤 상 성이 있는가?

3.용어정의

1)홍채 분석

신체에서 가장 정교하고 복잡한 섬유의 구조인 을 통하여 밭고랑과 같은 형태의

하나 혹은 둘 는 여러 개의 원형링이 홍채 가장자리에 나타나는 것을 독한다.

2)스트 스

개인마다 스트 스를 받아들이는 정도나 처에 따라 인간과 스트 스를 주는

외 자극,환경간의 상호작용이 스트 스에 한 반응을 결정하게 되는 상호 역동

작용으로서의 스트 스를 의미한다.

3)홍채체질 유형

채문철(2008)의 이론에 의하여 홍채를 독 하 을때 나타나는 5가지 홍채체질

유형을 의미한다.5가지 홍채체질 유형에는 신경원성 유형,자율신경 경련성 유형,

결합조직 약화 유형,다선형 유형,결핵성 유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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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 배경

A.홍채 분석학

1.홍채

홍채는 을 구성하는 요한 부분으로 오륜팔곽(五輪八廓) 에 풍륜(風輪)에 속하며,

한의학에서는 ‘오장육부의 정기는 모두 으로 모인다’라고 하 다(팽청화,2007).

홍채는 의 동공과 흰 부 사이에 존재하는 역으로 이 홍채에 생겨있는 긴 띠

모양의 망,붉은 색의 섬유질,속 썹 모양의 돌기,꾸불꾸불한 계,링 모양의 원,

동공을 둘러싼 코로나 모양의 인 ,홍채 고유의 색,얼룩 등이 각 사람마다 다른

특성을 지닌다.이러한 홍채의 특징은 안과 학자들로 부터 의 지문이라 불리며

1961년에 학계에 처음 보고되었다.홍채는 생후 2~3년 안에 고유한 모양을 형성한

후 외부 환경의 변화에 거의 향을 받지 않고 구 인 특징으로 최근 많은 심의

상이 되고 있다.홍채는 각기 개인마다 다른 홍채 패턴을 가지고 있다.인간의

은 일란성 둥이라 해도 서로 다른 무늬 패턴을 가지며,한 가지 고정된 모습을

갖는 다른 생체 특징과 달리 빛에 따라 크기가 항상 변하고 있어 조나 복사가

어려운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망막(retina)에 있는 맥 구조(vasculature)나 홍채(iris)에 있는 무늬는 사람마다 상이

하다. 은 빛에 따라 끊임없이 반응하는 매우 민감한 기 으로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은 바로 구별이 되며 아무리 정교하게 해도 조를 할 수가 없다(홍진일,2002).

[그림 1]홍채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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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채의 치는 포도막의 가장 앞쪽에 치한 조직으로서 각막과 수정체 사이를

구분하여 앙에 원형의 동공을 만들고 있다.빛에 반응 하는 동공의 크기는 동공조

임근이나 동공확 근에 의해 변하게 되며 안구 내로 들어가는 빛의 양 는 시력

조 을 하여 홍채는 끊임없이 동공운동을 하게 된다.그러나 이로 인해 의

장애를 유발시키는 경우는 없으며 한 홍채 제시에도 출 하는 경우는 드물고,매우

수축성이 강한 조직으로 되어 있다(강 수,구본술,1988).

2.홍채 분석학의 개념

홍채 분석학(Iridology)은 사람의 양쪽 에 있는 홍채의 모양 색깔 흔 무늬나

요철 등을 보고 각 개인의 건강상태와 정도,변화를 진단하는 방법이다.이는 신체에서

가장 복잡한 섬유막 구조인 홍채분석에 기 하여 우리 몸의 다양한 장기와 지체들

의 반사상황을 홍채내의 표시와 신호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해주는 과학으로서 장

기와 기 의 건강상태,노폐물이나 독소의 축 부 와 정보 등 신체의 체질구별에 용

이하며 개인의 건강 수 이나 치료에 따른 반응,인체골격,병의 회복 진행에

한 상태를 독하는 학문이다(문 ,1997).홍채학은 1861년 헝가리 출신 의사인

이그닛츠 본 펙제리(1826~1911)에 의해서 제시되어 재 독일,러시아,미국 등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다.

홍채학은 “약물이 없는 자연 인 방법을 사용함으로 신체를 돌보고 분석하는 시

스템”이며 홍채는 뇌와 근 한 부 에서 두 개의 길항근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율신

경에 의해 조 되며 림 에 의해 양의 공 과 차단되고 호르몬에 의해 정보

달되며(Bernardjensen,1997),신체의 체질,유 인 결 ,건강의 정도와 사람

이 살아온 방식에 따라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나타낸다(Bernardjensen,1980).

FranciscoJavierEchavarren(2004)은 홍채 신호의 형상,크기,색깔 치는 명

백히 나타내는 병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홍채 신호는 병이 기능의 장애 때문인지

조직의 장애 때문인지를 보여 수 있다(최상기,2012,재인용).

홍채는 뇌의 연장으로서 수십만 가닥의 신경말단(자율신경,동안신경,감각신경)과

모세 근섬유조직을 가지고 있다.그러므로 홍채는 뇌(腦)와 신경계(神經系)

를 통하여 뇌(大腦)와 신체 각 부 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체내의 각 조직

(組織),장기(臟器)에서 일어나는 화학 ,물리 변화에 따른 정보가 운동성 신경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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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달되어 섬유조직의 형태를 변화시키게 된다.이러한 홍채상의 색상과 구조상

의 변화에 한 분석으로 장부 기 의 건강상태,신진 사과정의 최종산물인 노폐물

이나 외부에서 흡인한 독서의 축 정도와 축 부 ,신체의 체질구별(體質區別)이 가

능하며,이를 이용하여 개인 건강의 수 이나 치료에 한 반응,인체골격,질병의

회복 진행에 한 상태를 독하고 진단하는 방법을 홍채분석이라 하고,그 모든

체계를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하여 뇌가 유일하게 밖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인 홍채

를 통해 알 수 있다(곽명수,2006).

신체에서 가장 정교하고 복잡한 섬유막 구조인 을 분석하여 개인의 건강상태

를 단하는 학문이며,단순하고 아무 통증 없이 신체의 선천 구조의 강약과 주요

장기의 상태를 단하고,노폐물이나 독소의 축 부 와 정도,신체의 체질 구별,

개인의 건강 수 과 치료에 따른 반응,인체골격,병의 회복 진행 등에 한 상

태를 독하는 과학으로 정의하 다.홍채의 분류기 은 병명이나 증상을 쫓지 않

고 환자에게서 재 나타나고 있는 증상의 근본 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홍채에 나

타난 상들을 통하여 유 요인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잘못 된 식습 에 의한

것인지를 찾는 분석법이다(이남한,김의식,윤명한,조호래,2007).

이처럼 홍채는 우리 몸에서 가장 복잡한 섬유 구조로 되어 있고 신경을 통하여

뇌와 신체 각 부 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체내의 각 조직 장기에서 일어나

는 모든 정보가 바이 이션으로 달되어 섬유조직의 형태를 변화시키게 된다.

홍채분석을 통하여 알 수 없는 부분과 알 수 있는 부분에 하여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7-

<표1>홍채분석을 통하여 알 수 없는 부분과 알 수 있는 부분

홍채분석을 통하여 알 수 없는 부분 홍채분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부분

홍채분석학은 병명을 진단하는 학문이

아니다.
홍채는 감염의 존재와 치를 나타낸다.

홍채는 임신 여부를 나타내지 않는다. 홍채분석학은 유 강약을 나타낸다.

담석이나 신장 결석 등 조직과 계가

없는 상태는 나타나지 않는다.
약물의 축 여부를 알 수 있다.

홍채분석학은 인체내의 바이러스,박테

리아 기타 병균에 한 침투 여부와

존재는 알 수 없다.

건강의 단계를 알 수 있다.

홍채는 개인의 수명이나 죽음을 견하는

학문이 아니다
우리 몸의 산성의 상태를 나타낸다.

홍채만으로는 성별, 액형,병리 인 수치

를 알 수 없다.
양학 필요들을 나타내 다.

홍채분석학은복용하는약물명을알수없다. 좌.우 장기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마취 에 일어난 일들은 홍채상에 나타

나지 않는다.
치료에따른환자의상태를 찰할 수있다.

홍채를 통하여 에이즈(AIDS)를 별 할

수 없다.

홍채로 나이를 알 수 없다.

(이남한,김의식,윤명한,조호래,2007)

3.홍채 분석과 스트 스의 연 성

a.홍채 구조

홍채의 구조학 구조는 경계층(anteriorborderlayer),홍채간질(stroma),산 근

(Dilatiormuscle),후상피층(posteriorepithelium)순으로 되어 있으며 신경섬유는 시신경,

시신경 과 척수를 통하여 인체의 모든 신경으로부터 정보를 달 받는다.홍채의

액 공 은 모양체에서 형성된 홍채 동맥륜으로 부터 홍채 간질로 뻗어 나오는

방사상의 작은 들에 의해 공 된다. 경계층은 홍채간질의 멜라닌 세포와 결체

조직이 치 하게 농축되어 이루어지며 홍채간질은 섬유아세포와 멜라닌세포 교

원섬유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홍채 진단의 척도는 홍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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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는 구조 진단에 의한 분석과 조직의 결합상태,조 도의 조직 분석,홍채의

소에 의한 분석,색의 변화에 의한 분석,운동성과 변형에 의한 분석(임정희,

2008),그리고 홍채에 나타난 표식 즉 병소사인을 독하고 이를 분류한 체질을 통한

분석과 홍채의 역표시를 이용한 홍채 지도를 통하여 인체 각 기 의 병인과 상태를

간단한 장비를 이용하여 진단 측정한다(최성용,이승 ,김성남,김홍훈,김 ,

국윤재등 9명,2005).홍채의 병소와 진행 상태를 설명하는 횡단면 구조가 [그림 2]에 제시

되어 있다(김의식,이남한,윤명한,조호래,2009).

[그림 2]홍채 횡단면의 조직학 구조

b.홍채의 도

홍채의 조직 는 표면은 결합조직의 상태를 나타낸다.홍채조직의 도가 조

하다는 것은 결합조직의 상태가 강하다는 것을 말하며 홍채 조직의 도가 느슨하

다는 것은 결합 조직의 상태가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c.자율 신경환

자율신경환은 자율신경계를 나타내며 자율신경환 내부 역은 장,소장, 장이

차지하고 있으며 부교감신경계의 지배를 받고 자율신경환 바깥 역은 기타 장기

들이 치하며 교감신경계의 지배를 받는다.자율신경환의 모양은 신체 장기들의

허 인 장 소장을 나타낸다고 버나드 젠슨은 이론을 정립 하 다.

자율 신경환의 모양은 장의 상태를 나타내며 자율신경환 바깥에 치한 장기들은

장의 질병 유무에 따라 향을 받는다(김의식,이남한,윤명한,조호래,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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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홍채에 나타나는 신호들

홍채에 나타나는 신호는 주로 색소와 구조상의 변화를 통하여 인체 내부에 상응

하는 조직과 장기들의 기능장애와 조직의 장애를 진단할 수 있다.홍채에 나타나는

Sign의 유형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백일성,1998;이정희,2008;이남한,김의식,

윤명한,조호래,2007).

(1)스트 스링

밭고랑과 같은 형태의 링이 원형의 모양으로 하나 둘 는 여러 개의 링이 홍채

가장자리에 나타난다.스트 스링은 흰색으로 부터 매우 검은색을 띄는 다양성을

나타낸다.링을 주의깊이 살펴보면 깊이를 측정할 수 있다.색이 흰 신경링은 신경

통과 신경과민의 증세를,색이 어두울수록 신경계의 손상을 의미하는 것이다.스

트 스링은 주로 홍채의 바깥 부 ,즉 제4 역에서 7 역 사이에 나타나 주로

근육과 다른 장기들에게 향을 미치나,자율신경환 내부에서 발견되었다면 신경

성 소화 불량과 자율신경계를 주 하는 뇌 세포의 축으로 근육 신경에 마

비 상이 나타날 수 있다.복잡한 시 를 살아가는 인에게는 스트 스링이

한 두 개씩은 있으나 세 개 이상일 경우는 스트 스를 해소하고 육체 ,정신

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림 3]스트 스링 유형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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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콜 스테롤링

각막의 연장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희고 불투명한 링이 과 임 역인 제

6 역에 나타난다.콜 스테롤링은 몸 안에 칼슘과 나트륨의 화학 불균형으로 나타

나는 것으로 그 원인은 무기성 염분과 육식의 과다한 섭취에 비해 이를 분해할 수

있는 양 성분의 부족에 있다.

[그림 4]콜 스테롤링 유형의 이미지

(3) 액 순환 장애

홍채 바깥이 희거나 희미한 색의 링이 형성된다.홍채 가장자리에 멍든 색으로나

안쪽에 하얗게 나타난다.콜 스테롤링과 함께 액 순환장애 상이 나타나면 동맥경

화와 같은 질환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액 순환 장애는 각막이 공막을 끌어당

기면서 덥히는 상이다.

[그림 5] 액 순환 장애 유형의 이미지



-11-

(4) 생환(노인환)

각막 주변을 둘러싼 회색의 불투명 환으로 나타난다. 생환은 뇌에 액순환을

잘되게 해주는 양 성분 특히 시틴의 부족으로 인한 콜 스테롤과 미네랄의 축

으로 형성되기도 하고 경추(척추)에 구조 인 문제가 발생하면 뇌로 향하는 을

억 러 뇌 류량이 감소하게 된다.

[그림 6] 생환 유형의 이미지

(5) 충 링

충 링은 홍채의 가장자리 역에 나타나며 공막에 푸른색의 링을 형성하며

나타난다. 충 은 정맥에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며 산소의 부족 즉 철분의 부족

상태를 반 한다. 충 이 홍채를 덮어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면 소화 기 특히

간의 역을 잘 확인하여야 한다.

[그림 7] 충 링 유형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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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임 염주(임 충 )

임 충 은 임 계의 순환에 장애가 생기고 독소가 생겨 충 되게 되면 액 임

역인 제6 역이 흰 구름과 같이 형성된다.임 충 은 색에 따라 흰색은 성,

노란색은 아 성,갈색은 만성 혹은 말기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동양인 홍채에

나타나는 임 충 은 홍채의 부분 부분이 검게 물 들은 것과 같은 모양이다.

[그림 8]임 염주 유형의 이미지

(7)비듬 테두리(피부링)

비듬 테두리는 홍채의 피부 역인 제7 역에서 검은 링의 형태로 시작하여 동공을

향해 안쪽으로 퍼져 나간다.피부는 폐,신장과 더불어 우리 몸의 노폐물을 배출하고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는 역할을 하는데,피부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피부가 담당

해야 할 역할을 폐나 신장이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부담을 받게 된다.

[그림 9]비듬 테두리 유형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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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근골격 유약

몸을 지탱하고 체형을 형성하며,체격 는 자세를 지탱하며,운동의 토 가 되고

내장의 모든 기 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골격과 운동을 하여 분화한 조직으로

몸의 pH밸런스를 유지하는데 매우 요하다.근골격계의 허약성은 홍채의 가장자

리에 작은 구멍들이 많이 분포하여 있는 모양을 나타낸다.

[그림 10]근골격 유약 유형의 이미지

(9)바큇살

바큇살에는 4가지 유형이 있다.첫째는 동공에서부터 밖으로 나간 유형,둘째는

자율신경환에서 부터 밖으로 나간 유형,셋째는 자율신경환에서 동공쪽으로 향한

유형,넷째는 동공에서부터 자율신경환으로 향하나 자율신경환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유형이다.쌓인 독소들이 비정상 으로 흘러 나가는 통로이다.

[그림 11]바큇살 유형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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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흡수링

흡수링은 홍채의 맨 안쪽,동공의 가장자리를 두르고 있는 링으로 소화기 의 역사와

흡수 능력을 나타낸다.흡수링의 성 단계는 가늘고 밝은 색을 띄며,만성으로

갈수록 흡수링이 두껍고 링이 반 으로 동공 주변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동공의

상단 부 에 흡수링이 형성될 경우에는 만성 인 장 질환이다.

[그림 12]흡수링 유형의 이미지

(11) 산과다

장 역과 자율신경환이 바깥 역과의 밝기를 서로 비교하여 장 부 가 바깥

역보다 밝으면 산 과다이다. 장의 앞부분은 동공의 하단 부 에 나타나며,

장의 뒷부분(등쪽)은 동공의 상단 부 에서 나타난다.

[그림 13] 산 과다 유형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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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산증

장 역과 자율신경환 바깥 역과의 밝기를 서로 비교하여 장 부 가 바깥

역보다 어두우면 산증의 증상이 있는 것이다. 산의 부족으로 단백질을 분해

하지 못하고 한 다른 양을 흡수하지 못하여 여러 장기에 필요한 양분을 공

하지 못함으로 양 결핍 증세를 래한다.

[그림 14] 산증 유형의 이미지

(13)장게실

장게실이란 장벽이 허약하여 주머니와 같은 모양으로 홍채의 자율신경환 내부에

많이 나타난다.자율신경환 내부에 막힌 병소의 형태로 나타나는데,이들 주머니는

부패 물질들을 담고 있어,부패 과정에서 생긴 독소가 액으로 유입되어 자가 독

증상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

[그림 15]장게실 유형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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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착색과다 약물 독

착색과다의 원인은 첫째 유 인 것,둘째는 화학약품의 다량 섭취나 인스턴트

식품의 섭취,셋째는 간의 해독 기능이 떨어져 액 내의 독소가 신체의 어느 조직에

축 되어 나타난다.착색과다는 신체 가장 조직이 약한 부 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 에 다른 유형의 세포가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계기가 된다.

[그림 16]착색 과다 유형의 이미지

(15) 성지방(간 사 이상)

지방은 소화 내에서 물질분자로 흡수되어 임 을 통해 액속으로 들어가게

된다.간에서 지방 사에 문제가 발생하면 홍채 가장 자리 주변 공막에 노란색이

나 갈색의 링으로 나타난다.특히 홍채의 윗부분(뇌 역)에 형성되면 지방간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난다.

[그림 17] 성 지방 유형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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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병소

병소는 홍채의 섬유 조직이 벌어져 형성된 구멍으로 다양한 형태가 있으나 크게

타원형 혹은 마름모꼴 형태인 막힌 병소와 홍채의 일부 조직이 자율신경선에서 바깥

쪽으로 함몰되면서 생긴 열린 병소로 구분한다.이러한 상을 염증 상으로 표

한다.즉 염증의 진행에 따라서 홍채 섬유 조직에 물리 변화가 일어나 색상이 하얀색

-밝은 회색-어두운 회색-검은색 순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과정을 성(cute)-

아 성(Subacute)-만성(Chronic)-말기(Degenerative)로 표 한다.

(1)막힌 병소

막힌 병소에는 선천 으로 형성된 유 성 병소와 후천 으로 형성된 후천성 병소가

있다.유 성 병소는 타원형의 구멍 내부에 거미 모양의 나무 잎과도 같은 sign이

있으나 후천성 병소에는 발견할 수 없다.병소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병소 내부 색이

어둡게 나타나며 해당 장기의 상태는 만성 혹은 말기로 악화된다.

[그림 18]막힌 병소 유형의 이미지

(2)열린 병소

열린 병소는 홍채 섬유 조직이 벌어져 골을 형성하지만,막힌 병소와 같이 타원형

이나 마름모꼴의 구멍이 아닌 조직의 함몰로 나타난다.열린병소는 주로 후천 인

문제로 인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통증 기타 자각 증상들이 나타난다.열린병소도

한쪽이 타원형의 형태이나 바깥쪽은 열린 유형과 조직이 일자로 괴사되어 홍채 바깥

까지 열려있는 유형이다. 자의 경우 주로 푸른색의 에서 발견되며 후자의 경우

자율신경환도 열려져 있는 것을 찰할 수 있으나 바큇살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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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열린 병소 유형의 이미지

f.반사증상

장의 특정 부 에서 나타나는 어떤 신호들은 장에만 문제를 일으킬 뿐 아니라

자율신경환 밖에 치한 장기들에도 향을 미친다. 한 척추에 나타나는 증상들도

자율신경환과 한 계가 있으며 그에 해당하는 장기들과 그에 따른 증상도 나타

난다(이남한,김의식,윤명한,조오래,2007).

1.홍채의 체질 유형 분류

홍채학에서 체질 구분은 두가지 근법이 있다.유 인자형과 획득인자형인데 두

가지 모두 장부와 조직의 본래 상태를 정하는 액과 림 의 재의 특성을 결정

한다.홍채의 체질구분은 조셉 데크 박사에 의해 최 로 제시되었는데 그와 유럽

홍채학자들은 기능 이고 생리 인 근법으로 체질 분류를 하고 있으며 미국의

버나드 젠슨 박사는 유 에 의한 결합조직의 상태에 따라 구분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채문철(2008)의 홍채 체질 유형 분류 기 을 용하여 해석 하 다.

채문철의 홍채 체질 유형은 유 인자형(Genotype)의 근법에 의한 소인 (Disposition)-

구조상의 허약이 인체의 질병 진행에 수 있는 향을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 다.

홍채 체질 유형은 다음과 같이 분류 된다(최상기,2012;정 용,2012).

a.신경원성 유형(NeurogenicType)

홍채 조직은 조 한 섬유구조이며 윤곽이 뚜렷하고 최 의 홍채 도를 가진다.

질병 성향은 주로 신경학 양상들이 있다.과다한 긴장으로 교감신경이 항진되며 신경계

장애 사 장애 련 질병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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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신경원성 유형의 이미지

b.자율신경 경련성 유형(Vegetativespastictype)

보통 조 한 홍채 섬유 구조이다.방사선 주름(,radialfurrows)이 특징이며 불규칙한

구조이다.주로 갈색 홍채에서 나타난다.간과 담낭의 사성 질병 면역계의 기능

장애 자율 신경계의 응 장애 련 질병 성향이 있다.

[그림 21]자율신경 경련성 유형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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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결합 조직 약화 유형(CTW-ConnectiveTissueWeaknesstype)

홍채 조직은 성긴 벌집 같은 표면 섬유 구조이며 방 홍채 층은 신호들과 환으로

생긴 다발성 구멍들을 보여 다.다발성의 거 라쿠나(Lacuna열공)와 음와(Crypt)

들이 존재한다.결합조직-세포사이물질(intercellularsubstance)과 다양한 종류의 세포로

구성된 조직 -질병의 성향이 증가하며,척추 증후군, 약화,체액 정체와 부종

등의 질병 성향이 있다.

[그림 22]결합조직 약화 유형의 이미지

d.다선형(polyglandular)

정상 인 조 한 섬유구조를 가진다.환 외부경계 주 에 다발성 라쿠나(Lacuna-열공)와 음와

(Crypt)들이 나타난다.질병의 성향은 호르몬과 련된 내분비계에 시작된다.갑상선

하증 는 항진증, 당장애,진성 당뇨병,부신약화,뇌하수체 약화들의 질병 성향이 있다.



-21-

[그림 23]다선형 유형의 이미지

e.결핵성 유형(Tuberculartype)

주로 물결형 섬유 구조이며 코희(Koch)신호(동공 를 가로 지르는 실 같은 섬유

는 환의 일부분이 느슨하게 떠오른 형태)가 나타난다.주로 결핵 독소와 계되어

발생하는 모든 질병,폐,신장, ,호흡기계와 피부 알 르기 등의 질병 성향이 있다.

[그림 24]결핵성 유형의 이미지



-22-

B.스트 스

1.스트 스의 정의

사회가 날로 복잡해져 감에 따라 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양한 원천에서 비롯

되는 스트 스를 경험하면서 생활하고 있다.스트 스는 특정인만이 경험하는 상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구라도 경험할 수 있는 보편 인 상이 되었다.따라서

스트 스에 한 심과 인식도 사회에서 더 높아져 가고 있다(한순아,

1996;김혜령,2012).

Selye에 의하면 스트 스란 신체의 소모,기능이나 손상에 의해 야기되는 모든

비 특이한 변화의 총합이라 하 으며,Lazarus는 환경 는 내 요구를 충족할

능력 정도가 과되거나 응력이 혹사되어 일어나는 상태라고 하 으며 Miller는 질

병의 진 이고 공헌 인 요소라 하 다. WalterCannon은 냉,산소부족, 당

의 조건하에 생기는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오는 장애라 하 으며 Eysenck는 외 인

자극에 의해 오는 각기 다른 긴장 상태라고 말하 으며 McGrath은 개인 능력을

벗어 날 때 발생하는 불균형의 상태라고 하 다(강지윤,2005,재인용).스트 스를

일으키는 인 환경은 불안,부담감 등의 심리 ,사회 ,행태 요소와 추 ,

더 와 같은 물리 인 요소,질병과 같은 생리학 요소 등 다양한 원인으로부터 발

생하며 이러한 요인들을 스트 스라고 하 다(이윤환,2014).이처럼 스트 스는 학자

들마다 다른 시각과 견해를 가지고 있다.그러나 스트 스는 육체 ,사회 ,정신

으로 향을 미치며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에 많은 향을 주며,이름 모를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 일반 견해이다.

2.스트 스로 인한 질병 발생

EuropeanCommission(1999)에 의하면 미국 직업 안 건강연구소(National

InstituteforOccuapationSafetyandHealth,NIOSH)에서는 스트 스가 심 계

질환,암,근골격계 질환,궤양 등 과 한 연 성이 있음을 언 하고 있다. 한

미국 스트 스 연구소(AmericanInstituteofStress)에서는 스트 스가 심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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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암,사고,간질환,폐질환,자살을 비롯하여 장장애,피부 질환,정서 장애

면역 체계 혼란과 련된 다양한 질병과 련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박 숙,

2008,재인용).

21세기의 기계 이고 획일 인 의료치료로 무나 길들여진 인들의 모습은

많은 스트 스로 인해 지쳐있고,원인모를 질병의 고통으로 의학의 한계에 도달해

있으며,오염된 환경과 공기로 각종 호흡기 질환에 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수많은 스트 스를 주는 요인들로 인해 우리 몸의 면역계와 신경계의 이상이 오고,

사람이 선천 으로든 후천 으로든 몸의 약한 곳부터 질병은 찾아오고,사람의 개인

차에 따라 질병의 종류와 처방이 다르다.이처럼 개인차도 다르며,스트 스에 따른

질병도 증상도 많이 다르다.인간은 살아가면서 구나 질병에 걸리고 치료 되고를

수없이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다. 요한 것은 스트 스가 미치는 향이 인체의 면역

계의 이상으로 발 해 몸의 부조화를 이루고 신체 ,정신 ,정서 인 병 증상이

나타나 결국은 인체의 장기에도 향을 끼쳐 질병이 발생한다는 것이다(장동순,

2003).다음은 스트 스와 주요 질병간의 계성을 간략하게 분류 하 다(백윤숙,

2001;장동순,2003;정 채,조사선,차선용,2003;박 숙,2008;김의식,이남한,

윤명환,조호래,2007;2009).

a.소화기계 질환

소화기계는 음식물을 물리 화학 으로 분쇄하여 액으로 흡수하고 개개의

세포들로 흡수 될 수 있도록 한다. 음식물의 소화기계 기 은 로부터 시작하여

식도, ,간,십이지장,작은창자,맹장,큰창자,직장을 거쳐 항문으로 배설하기에

이른다.소화기계에 나타나는 질병은 변비,설사,장염,복통,소화불량,식욕상실,

멀미, 경련, 염,간염,황달,헛배부름,속 쓰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b.호흡기계 질환

호흡기계는 생명의 유지를 하여 호흡할 때 공기에 섞여 있는 산소가 지속 으로 공

되도록 한다.산소가 없다면 신체를 구성하는 모든 세포는 몇 분도 넘기기가 어렵다.

호흡기의 이상으로 나타나는 질병은 천식,기 지염,목통증,기침,콧물,가래,열,

호흡곤란,인후염,백일해,축농증,편도선염,잇몸염증,입냄새,치통,독감 등의 이상

상이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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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순환기계 질환

순환계는 생명의 근원이며,심 계( 액순환)와 림 계(림 순환)가 있다.순환

계는 액세포의 운반을 담당한다.따라서 순환계는 액을 운반하는데 필요한 동맥,

정맥,모세 ,심장 등과 같은 구조물이 포함된다.림 계는 체액의 순환을 담당

한다.림 는 체액은 물론 지방 분자를 운반한다.이런 지방 분자는 신체호흡에 필요

하다.림 계를 구성하는,림 ,림 선,비장 등은 액과 림 를 정화하고,아물러

신체의 노폐물도 제거한다.순환계의 이상이 오면 나타나는 질병은 고 압, 압,

동맥경화,멍,타박상, 풍,수족마비,동상,코피,당뇨, 기증,부종 등이 나타날

수 있다.

d.내분비계 질환

내분비계는 호르몬이 분비되는 곳으로 외 분비샘과 내 분비샘으로 나뉜다.호르

몬은 발육과 성장에 향을 주고 물질 사 조 ,생체의 항상성 유지와 같은 신체의

특수 행동을 조 하는 요한 역할을 한다.호르몬의 주성분은 단백질로 소변으로

배설이 된다.뇌하수체,갑상샘,부갑상샘,부신,췌장,난소,고환,태반,소화 등

에서는 호르몬이 나온다.아주 작은 미량이라도 강한 유효 물질 작용이 있으며,생체

내에서 호르몬 작용은 몇 분 는 며칠이 걸려 효력을 나타내며 호르몬 과다,과소

에 의해 특이 증상이 나타난다.이처럼 호르몬은 스트 스와도 연 이 있고 특히,스

트 스를 받을 때 스트 스 해소를 해 부신에서 안드로겐을 배출하기도 한다.

내분비 이상이 오면 나타나는 질병은 유선염,유방암,우울,갑상선,인후통,정신지체

등이 나타날 수 있다.

e.비뇨 생식계 질환

신장은 신체의 pH 농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키는데 매우 요한 역할을 담당

한다.신장은 피질,수질,그리고 신우로 구성되어 있다.체내 수분을 조 하여

액량을 조 , 액에서 노폐물과 산을 제거, 액에서 해질 제거,필요한 곳에

재활용,뇨 생성을 하고,방 은 신장에서 보내는 요를 일정량이 될 때 까지 보

했다가 배출시키는 역할을 한다.비뇨 생식기 이상이 오면 나타나는 질병은 불임,

비만 근육 확장, 립선비 ,생리통,자궁경 염,배뇨통,냉 하,만성자궁염,

자궁경부암 등이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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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근골격계와 신경계 질환

우리 몸의 신경계는 둘로 나뉜다.하나는 의지에 따라 반응하는 뇌척수신경이고

다른 하나는 의지와는 계없이 신체 내부의 기 이나 조직의 활동을 지배하는

신경계 곧 자율신경계로 분류한다.신경계는 주로 신의 골격근이나 감각기 에

분포하여 감각이나 수의운동 등 수의 인 작용에 여하며 자율신경계는 주로 내장

기 에 분포하여 호흡,소화, 액순환 등 자율 인 작용에 여한다.자율신경계는

운동과 지각을 맡고 있는 뇌척수신경계와는 달리 의식에서 비교 독립하여 작용

하고 있지만,감정이나 행동과 한 련이 있고,장기나 의 운동,장기나

피부의 선의 분비작용을 지배하며 내분비나 사에 큰 향을 주는 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두 종류가 있고,

신체의 여러 장기는 양(兩)신경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추신경계와 이어져 있는

신경 에서 출발하며 척추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자율신경계가 척추에서 부터

뻗어 나와 신체의 모든 장기들과 연결되어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의 길항작용에

의하여 장기들을 제어 한다는 에서 척추와 자율신경계는 한 연 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경계의 이상으로 나타나는 질병으로는 신경통,좌골신경통,간질,

우울,두통,편두통,공포,신경쇠약,히스테리,정신피로,불면증,충격,치매 등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림 25]근골격계와 신경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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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원 %

성별
남 28 18.7

여 122 81.3

업

19 12.7

업 39 26.0

전문 37 24.6

회사원 25 16.7

주부 30 20.0

연령

20대 24 16.0

30대 33 22.0

40대 41 27.3

50대 52 34.7

150명

Ⅲ.연구방법

A.연구 상 기간

본 연구는 2014년 3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주 역시에 거주하는 20세에서 60세

총 150명 남자 28명,여자 122명을 상으로 홍채를 촬 하 고,고경 ,박 규,

김찬형(2000)이 개발한 스트 스 반응 측정의 설문조사를 사용하여 상자가 직

기재하도록 하 다.스트 스 반응 측정 설문지는 <부록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조사 상 구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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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연구도구

1.홍채카메라

홍채는 블루포커스 홍채 촬 카메라 DV-2H(한국)를 이용하여 촬 하 다.

홍채카메라인 DV-2H의 사양은 다음과 같다.

-센서:CMOS1/3.2inch

-유효화소:200만 화소

- 상포맷:YUV4:2:2,8bitdata

- 거리:2~4cm

-2개 LED타입 래시 내장

-PC연결방식:USB2.0, 로그램 내장

[그림26]홍채 카메라

2.홍채지도와 역

본 연구에서는 촬 된 홍채를 분류하기 하여 홍채 지도와 역을 검사도구로

사용하 다.홍채 지도는 시간 별로도 구분이 가능한데 홍채를 7개 역으로 구분

하여 좌측 은 척추를 심으로 신체의 좌측에 치한 장기를,우측 은 우측에

치한 장기들을 반 하고 [그림 27]와 같이 홍채 지도와 역을 도표화한 것이다.

홍채 분석은 [그림 28]와 같은 1,2,3번 역에서 동공,장환,자율신경환의 형태와 기울

기를 찰하고 4,5,6,7번 역에서 동공(크기,모양)자율신경환(크기,모양),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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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경련,풍선,하수, 착),스트 스링[그림 3]과 임 선단, 생환,콜 스테롤링,

충 링, 액순환장애,비듬 테두리,착색,병소,바큇살 등의 표식유무를 조사하 고

이에 의하여 스트 스로 인한 건강상태를 분석 하 다(반경각,2001;최은석,2012).

.

[그림 27]홍채 지도

[그림 28]홍채의 7 역

홍채 7 역과 인체의 반응부 는 <표 3>에 제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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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홍채 7 역과 인체의 반응부

분 홍채 역 체  반  부

1 역 대사  부 감 신경

2 소, 대  역  능

3 혈액 림프 역 대 과 소  능

4 근 조  역 감신경계, 대사 능  문란

5 골격 역 체순환과 림프계

6 림프 혈 역 체 각 별

7 피부 역 주변  혈 과 피부

(임정희,2008)

3.스트 스 반응 척도

본 연구는 고경 ,박 규,김찬형(2000)이 개발한 스트 스 측정을 사용하 다.

이 반응 척도는 긴장(6개 문항),공격성(4개 문항),신체화(3개 문항),분노(6개 문항),

우울(8개 문항),피로(5개 문항),좌 (7개 문항)분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3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각각의 문항은 0 ‘ 그 지 않다’,1 ‘약간 그 다’,2

‘웬만큼 그 다’,3 ‘상당히 그 다’,4 ‘아주 그 다’의 4 으로 척도화 되어 있으며

수가 높을수록 스트 스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개발 당시 반응 척도의 내

일치도는 Cronbach's 가 .76〜 .91,척도 체의 Cronbach's 가 .97이었다.본

연구 도구는 스트 스 반응 척도가 신뢰도 타당도가 모두 유의한 수 으로 스트

스에 련된 분야의 연구에 효과 으로 이용될 수 있는 도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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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연구 차

1. 비조사

본 연구에 앞서서 연구도구의 합성과 타당성,연구의 과정을 하여 2014년 3월

주 역시에 있는 In피부 리실에 오는 고객 L과 M을 상으로 비조사를 하 다.

(1) 상1

L(33)은 직장여성으로써 스트 스 설문조사 한 수가 102 이 나왔고 홍채를 촬

하여 육안으로 독해 보니 스트 스링이 2〜3개( 당)정도로 나왔고 홍채체질은 다선형

유형으로 나왔다.

(2) 상2

M(61)은 업주부로써 스트 스 설문조사 한 수가 125 이 나왔고 홍채를 촬

하여 육안으로 독해 보니 스트 스는 4개(많음)정도로 나왔고 홍채체질은 신경원성

유형으로 나왔다.

비조사 결과 L은 활력정도의 스트 스 반응을 보 고,음식을 장을 잘 할 수

있는 장 이 넓은 체질유형으로 나온 반면 M은 높은 스트 스 반응을 보 고,음식

장을 잘하지 못하는 장 의 폭이 좁은 체질유형으로 나왔다.

2.연구 보조자 훈련

연구보조자 훈련은 2014년 3월 1일에 3시간을 실시하 으며 연구 보조자는 2명으로

하고 체의학을 공하고 있는 학원생으로 하 다.연구 보조자의 훈련과정은

측정연구도구 문항과 내용을 사 에 익히고 측정도구의 내 평정자 일치도를

높이기 한 훈련을 실시하 다.

3.내 평정자 일치도

2명의 평정자가 본 연구 검사도구의 세부항목의 이해 기 설정과 용에 해

1주일간의 훈련기간을 거치고 두 검사도구의 내 평정자 일치도를 측정하 으며,

스트 스 반응 척도 설문지 조사와 흔들림 없는 정확한 홍채 촬 을 하여 육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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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하는 과정을 거쳤다.아울러 검사도구에 한 내 평정자 일치도는 99%의 높은

일치도를 기록하 다.

D.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 방법은 홍채 카메라를 이용하여 상자의 홍채 좌 우 을 촬

하 다.촬 된 홍채 이미지는 육안으로 홍채 지도와 비교 분석하여 스트 스로 인한

반응 부 의 홍채 진단 신호로 스트 스링을 독 하 다.스트 스링 홍채 이미지

정보는 홍채체질 유형 비교 분석하여 5가지 유형으로 분류 하 다.분석 분류한

자료는 다음과 같은 통계 처리 과정을 거쳤다.

첫째 상자에게 스트 스 반응 척도에 해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 다.

둘째 상자의 홍채 이미지를 분석하여 스트 스링이 있는지 독하 다.

셋째 상자의 홍채 이미지를 분석하여 홍채체질 유형을 비교 독하여 분류

하 다.

넷째 상자의 스트 스와 스트 스링에 련성을 알아보기 해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 다.

E.통계처리

본 연구의 통계처리는 SPSS-20.0 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 하 다.남녀에 따른

스트 스와 스트 스링 차이를 알아보기 해 독립표본 t-test을 실시하고,홍채체질

유형에 따른 스트 스링 차이를 알아보기 해 일원변량분산(onewayANOVA)

분석을 실시하 으며 사후검정은 scheffe로 하 다.아울러 스트 스와 스트 스

링과의 계를 알아보기 해 Pearson상 분석을 실시하 다.이때 모든 유의수 은

.05로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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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M SD t p

남(28명) 87.79 20.286
-1.746 .083

여(122명) 95.56 21.442

성별 M SD t p

남(28명) 106.79 21.952
-.267 .790

여(122명) 107.87 18.729

Ⅳ 연구결과

본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해 20세에서 60세 총 150(남자:28,여자:122)명을 상

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A.성별에 따른 스트 스 차이

<표 4>성별에 따른 스트 스 차이

성별에 따른 스트 스를 살펴보면 <표 4>에서 보는 것처럼 남성의 스트 스 수

(M=87.79,SD=20.28)와 여성의 수(M=95.56,SD=21.44)간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1.746,p>.05).

B.성별에 따른 홍채의 스트 스링 차이

<표 5>성별에 따른 홍채의 스트 스링 차이

성별에 따른 스트 스링을 살펴보면 <표 5>에서 보는 것처럼 남성의 스트 스

수(M=106.79,SD=21.95)와 여성의 수(M=107.87,SD=18.72)간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267,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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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M SD F p post-hoc

20대(24) 99.71 18.668

1.809 .148 -
30대(33) 96.91 22.121

40대(41) 95.12 26.326

50대(52) 88.94 16.733

연령 M SD F p post-hoc

20대(24) 109.58 16.545

3.258* .023 40대>50대
30대(33) 110.91 16.079

40대(41) 112.20 19.041

50대(52) 101.15 21.204

C.연령에 따른 스트 스 차이

<표 6>연령에 따른 스트 스 차이

연령에 따른 스트 스를 살펴보면 <표 6>에서 보는 것처럼 20 의 스트 스 값은

(M=99.71,SD=18.66),30 (M=96.91,SD=22.12),40 (M=95.12,SD=26.32),50

(M=88.94,SD=16.73)으로 20 에서 가장 높은 스트 스 지수가 나타났으며,50 에서

가장 낮은 스트 스 지수를 보 다.그러나 통계 검정결과(f=1.809,p=.148)연령

에 따른 스트 스 지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5).

D.연령에 따른 홍채의 스트 스링 차이

<표 7>연령에 따른 홍채의 스트 스링 차이

*p<.05

연령에 따른 홍채의 스트 스링을 살펴보면 <표 7>에서 보는 것처럼 20 의

스트 스링 값은(M=109.58,SD=16.54),30 (M=110.91,SD=16.07),40 (M=112.20,

SD=19.04),50 (M=101.15,SD=21.20)으로 40 에서 가장 높은 스트 스 지수가 나타

났으며,50 에서 가장 낮은 스트 스 지수를 보 다.통계 검정결과(f=3.258,

p=.023)연령에 따른 스트 스링 지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p<.05),사후검정

결과 40 가 50 보다 스트 스링 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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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M SD F p post-hoc

(19) 95.00 26.746

1.162 .330 -

업(39) 92.31 22.830

전문 (37) 100.22 22.679

회사원(25) 92.00 15.419

주부(30) 90.10 17.711

[그림 29]연령에 따른 홍채의 스트 스링 차이 비교

E.직업에 따른 스트 스 차이

<표 8>직업에 따른 스트 스 차이

직업에 따른 스트 스를 살펴보면 <표 8>에서 보는 것처럼 교육자의 스트 스 값은

(M=95.00,SD=26.74),자 업(M=92.31,SD=22.83), 문직(M=100.22,SD=22.67),

회사원(M=92.00,SD=15.41),주부(M=90.10,SD=17.71)으로 문직에서 가장 높은

스트 스 지수가 나타났고,주부에서 가장 낮은 스트 스 지수를 보 다.통계

검정결과(f=1.162,p=.330)직업에 따른 스트 스 지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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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M SD F p post-hoc

(19) 109.47 16.824

4.459
** .002 5<3

업(39) 108.21 20.885

전문 (37) 116.76 14.730

회사원(25) 102.40 17.626

주부(30) 99.00 20.736

F.직업에 따른 스트 스링 차이

<표 9>직업에 따른 스트 스링 차이

*p<.05**p<.01

직업에 따른 스트 스링을 살펴보면 <표 9>에서 보는 것처럼 교육자의 스트 스링

값은(M=109.47,SD=16.82),자 업(M=108.21,SD=20.88), 문직(M=116.76,SD=14.73),

회사원(M=102.40,SD=17.62),주부(M=99.00,SD=20.73)으로 문직에서 가장 높은

스트 스 지수가 나타났고,주부에서 가장 낮은 스트 스 지수를 보 다.통계

검정결과(f=4.459,p=.002)직업에 따른 스트 스 지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

(p<.01).사후분석 결과 문직이 주부보다 높은 값을 보 다.

[그림 30]직업에 따른 스트 스링 차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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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M SD F p post-hoc

1(47) 101.49 19.998

16.519
*** .000

1<2

4<2

4<5

2(28) 124.64 5.762

3(4) 102.50 20.616

4(38) 96.05 18.090

5(33) 116.06 12.976

G.홍채체질유형에 따른 스트 스링 차이

<표 10>홍채체질유형에 따른 스트 스링 차이

*p<.05**p<.01***p<.001

홍채체질유형에 따른 스트 스링을 살펴보면 <표 10>에서 보는 것처럼 1유형의

스트 스링 값은(M=101.49,SD=19.99),2유형(M=124.64,SD=5.76),3유형 (M=102.50,

SD=20.61),4유형(M=96.05,SD=18.09),5유형(M=116.06,SD=12.97)으로 2유형에서

가장 높은 스트 스 지수가 나타났고,4유형에서 가장 낮은 스트 스 지수를 보 다.

통계 검정결과(f=16.519,p=.000)유형에 따른 스트 스링 지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p<.001).사후검정결과 2유형이 1유형과 4유형보다 높은 스트 스 지수를,4유형

보다 5유형에서 높은 스트 스 지수가 나타났다.

[그림 31]홍채체질유형에 따른 스트 스링 차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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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계수

연령 스트레스 스트레스링

연령

Pearson 상 계수 1 -.185
*

-.199
*

확률 (양쪽) .023 .015

스트레스

Pearson 상 계수 1 .709**

확률 (양쪽) .000***

스트레스링 Pearson 상 계수 1

H.스트 스와 홍채의 스트 스링,연령과의 상 분석

<표 11>스트 스와 홍채의 스트 스링,연령과의 상 계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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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1>과 같이 연령과 스트 스,스트 스링에서 부 (-)상 계가 나타났으며,

스트 스와 스트 스링에서는 정 (+)상 계가 나타났다(r=.709,p<.001).

[그림 32]스트 스와 홍채의 스트 스링의 상 계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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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논의 결론

A.논의 결론

본 연구의 목 은 홍채에 나타나는 신호로 주로 색소와 구조상의 변화를 통하여

인체 내부에 상응하는 조직과 장기들의 기능장애와 조직의 장애를 살펴보고 분석

하 다.이러한 홍채분석과 스트 스와의 상 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한 것이다.

아울러 홍채체질 유형과 스트 스의 상 성을 알아보기 해 연구하 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홍채분석과 스트 스와 상 계를 살펴본 결과 양자는 정 상 계가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홍채분석은 스트 스를 견하는 높은 상 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홍채분석과 스트 스 상 계의 하 역에 하여 살펴본 결

과 성별에 따른 스트 스와 홍채분석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이러한 결과는 홍

채와 자연 치유의 상 성을 살펴본 하재열(2009)의 연구에서 남자보다 여자가 스

트 스를 더 받고 있는 연구 결과와는 다른 결과가 도출 되었다.이는 사회,경제

모든 면에서 남녀 동등 참여 구조의 증가로 스트 스 한 남녀에 따른 유이한 차

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추론한다.아울러 연령과 직업에 따른 스트 스를 살펴

본 결과 유이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홍채분석은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 50

보다 40 와 주부보다 문직이 스트 스를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이 결과 연

령에 따른 스트 스는 은퇴 비의 필요성을 느끼고 노후 비에 해결책을 찾고 미

래에 한 불안감으로 인한 50 보다 직장내에서의 갈등,과도한 업무량,야근,

회식,성과 주의 경쟁,가정내에서의 여러 일등으로 40 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론된다.직업으로는 육아,자녀,남편,시부모,집안 소사 등 세부 인

것 까지 챙겨야 하는 주부 보다 문직이라는 인식과 함께 사회 으로 인정받는

직업으로 긴장감도 심하며 불규칙한 수입과 노동시간,노동환경에서 오는 소외감

등의 문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이상의 연구 결과는 스트 스와 연 하여

홍채를 좀 더 세 하게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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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으로 연령과 직업에 따른 홍채분석은 유의한 차이를 보 지만 스트

스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은 사람들은 아직 자신의 병이 심각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본인이 스트 스인지 인식하지 못하나 이미 신체는 스트 스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홍채상의 신호에 향을 미친 결과라고 생각한다.그러므로 홍채

진단학이 방의학으로서 필요성이 더욱 두되는 것이다.

둘째,홍채체질 유형과 스트 스와 상 성이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 다.이러한 결과는 황덕연,고병희,송일병(1999)은 인은 체질과 상 없이

스트 스를 많이 받고 있는 연구와는 다른 분류 방법을 사용하 으며 본 연구는

홍채체질과 스트 스는 높은 상 성을 보여 다.이는 미국의 버나드 젠슨 박사의

홍채체질론(최상기,2012)을 바탕으로 한 채문철(2008)의 분류 방식으로 인들의

스트 스는 모든 홍채체질에 분포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 다.아울러 홍채체질 유형

분류에 따른 스트 스 분포를 살펴본 결과 자율신경 경련성 유형,결핵성 유형,결합

조직 약화 유형,신경원성 유형,다선형 유형 순으로 나타났다.이런 결과는 자율신경

경련성 유형이 가장 높은 스트 스를 호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들은 생활속

에서 긴장과 식단의 불균형과 불규칙 인 수면으로 자율신경 실조증이 생긴다.이에

따라 홍채체질에서도 자율신경 경련성 유형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홍채체질의 자율신경 경련성은 자율신경환( 장)의 폭이 좁고,환에서 발생하는 방

사선주름(바큇살)이 특징으로 불규칙한 구조로써 간과 담낭의 사성 질병인 면역

계의 기능장애 자율신경계의 응 장애 련 질병의 성향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채문철,2008).즉,홍채 바깥 부 제4 역에서 7 역 사이에 나타나는 스트 스

링은 주로 근육과 다른 장기들에 향을 미치나 자율신경환내에서 발생하 다면

신경성 소화불량과 자율신경계를 주 하는 뇌세포의 축으로 근육 신경에 까

지 향을 미칠 수 있다(김의식,이남한,윤명환,조오래,2009).이러한 신경계의 이

상으로 나타나는 질병으로는 신경통,좌골신경통,간질,우울,두통,편두통,공포,

신경쇠약,히스테리,정신피로,불면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상에서 논의된 내용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종합 인

결론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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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채를 분석한 결과 상자들은 홍채 분석과 스트 스는 정 상 계가 있었고,

홍채체질 유형과 스트 스의 상 성도 높았다.이러한 결과는 홍채분석이 본인이 미

인지한 스트 스를 인식단계의 방의학으로 끌어 올려 수 있음을 의미 한다.아울러

홍채체질 유형은 자율신경 경련성과 련된 스트 스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의 복잡한 생활상으로 홍채학이 자율신경 경련성을 가장 먼 포착하여

견하는 도구로서 그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아울러 이상의 결과와 더불어

개인별로 스트 스 정도와 홍채체질 유형을 알고,인체의 한부분에 나타난 질병이

체 인 조화에 한 기능 인 부분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서 홍채

진단은 건강증진과 질병 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B.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 로 추가 인 연구시 진단도구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스트

스의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향후 홍채 특성으로 홍채체질 유형별

양학(식생활),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인성개발에 의한 연구가 홍채진단에 활용

되기를 기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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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여러분의 스트 스 정도를 측정하기 한 것입니다.

본 설문은 홍채 분석과 스트 스의 상 계를 알아보기 한 귀 한 자료로

활용 됩니다.

여러분의 느끼는 재 상태를 질문사항에 성의껏 답해 주시면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며,본 설문지의 결과는 연구 목 이외에 타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신뢰로운 연구를 하여 극 이고 성의 있는 조를 부탁드립니다.

조선 학교 보건 학원 체의학과

연구자 임 지 윤

<부록 1>설문지

설 문 지

다음은 일반 인 특성을 알기 한 것입니다.

해당란에 (◯)표 하거나 기입 해 주십시오.

1.이름 :

2.연령 :만 ________세

3.성별 :1)남자 2)여자

4.직업:교육자( ),자 업( ), 문직( ),회사원( ),주부( ).

5.귀하가 인식하고 있는 자신의 스트 스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첨부하는 <스트 스 반응 척도 설문지>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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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그 지

않다

약간

그 다

웬만큼

그 다

상당히

그 다

아주

그 다

1.일에 실수가 많다.

2.말하기 싫다.

3.가슴이 답답하다.

4.화가 난다.

5.안 부 못한다.

6.소화가 안 된다.

7.배가 아 다.

8.소리를 지르고 싶다.

9.한숨이 나온다.

10.어지럽다.

11.만사가 귀찮다.

12.잠념이 생긴다.

13.쉽게 피로를 느낀다.

14.온몸에 힘이 빠진다.

15.자신감을 잃었다.

16.긴장된다.

17.몸이 떨린다.

18. 군가를 때리고 싶다.

19.의욕이 떨어졌다.

20.울고 싶다.

21.신경이 날카로워졌다.

22.내가 하는 일에 망이 없다.

23.멍하게 있다.

24. 군가를 미워한다.

25.한가지 생각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26.목소리가 커졌다.

27.마음이 해지거나일에쫒기는느낌이다.

28.행동이 거칠어졌다(난폭운 ,욕설,몸싸움 등)

29.무엇인가를 부수고 싶다.

30.말이 없어졌다.

31.머리가 무겁거나 아 다.

32.가슴이 두근거린다.

33. 군가를 죽이고 싶다.

34.얼굴이 붉어지거나 화끈거린다.

35.지루하다

36.참을성이 없다

37.얼굴표정이 굳어졌다.

38.나는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다.

39.움직이기 싫다.

<부록2> 스트 스 반응 척도 설문지

다음 문항들은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스트 스를 받았을 때 경험 할 수 있는 것들

입니다.각 문항을 주의 깊게 읽으면서 최근 동안에 어느 정도로 경험 했는지를 해당

되는 빈칸에 (◯)표시 하십시오.



-46-

<부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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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신경원성유형 홍채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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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자율신경경련성유형 홍채이미지

[그림 35]결합조직유형 홍채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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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다선형유형 홍채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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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결핵성유형 홍채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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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도 미리 수집하 습니다.그러나 논문 과정에서 내가 생각한 주제가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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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낌없는 사랑으로 내편이 되어주고 기도해 줘서 제가 마음 편히 연구할 수 있게

해 남편 이성진님 고맙고 사랑합니다.

학원 과정을 통해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고,단순히 설렘과 호기

심을 넘어 보완 체의학의 심이 되어야 하는 사명감이 생겼고 내 삶의 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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