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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들의 혈액형과 성격 및 항 스트레스와의 관련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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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effects of one's blood type on emotional character 

and antistress of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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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성인들의 혈액형이 성격이나 스트레스 저항능력과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개인이 지닌 뇌신경 
생리학적 지표인 뇌파 측정을 이용하여 비교 하여보았다. 상자는 2006년 9월에서 2009년12월까지 한국정신과학
연구소에 뇌파측정 의뢰한 성인(20세-59세)들을 기준으로 선정한 자료이다. 남 1415 명, 여 3221명으로 총4636 명
이다. 혈액형의 분포도는 A>B>O>AB형 순이었다. 분석 결과 성인들의 혈액형과 정서적 성향과는 무관 하였다. 하
지만 스트레스 저항능력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O형이 다른 혈액형에 비하여 주의 지수나 항스트레스 
지수에서 높게 차이가 났다.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 이 연구 결과 몇 개의 범주
에서 혈액형과 의의 있는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으며 미치는 영향이나 유전적인 역할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의 작
용기전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Abstract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effects of one's blood type on emotional character and anti-stress by 
comparing each individual's brain wave. Observed records are from those kids who volunteered for KRIJUS( 
Korea Research Institute of Jungshin Science)'s  brain wave measurement from September 2006 to December 
2009. The whole 4636 adult(20-59 age) group consists of 3221 female and 1415 male. Blood types are as 
follows; A>B>O>AB dominately ordered. The result shown no relations between the blood types of adult and 
their emotional character. But meaningful difference had been revealed between the blood type and stress 
resistancy; type O rated higher scores in awarness and stress resistancy then other types, which shows that 
type O has more ability to redudce its stress. This study revealed meaningful relation between blood types 
and emotional character among several categoties, while suggesting follow-up researches figuring out more 
detailed explanations for its effect and genetic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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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에는 인간의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에서 부터 시
작되고 있으며, 신체적 측면에서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질
병의 주된 원인이라고 하였다. 스트레스에 의한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행동적 증상들은 다시 스트레스를 증가

시키고, 증가된 스트레스는 또 다시 증상을 악화시키게 
되는 악순환을 일으키게 된다[1]. 한편, 같은 스트레스 상
황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정신적, 신체적 어려움을 겪
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이를 효과적으로 극복하여 성장
과 성숙을 이룩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스트레
스 상황에 처하는 개인차 요인들에 한 연구들이 활
발히 진행되었다. [2]은 자신의 역량에 해 높게 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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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집단들은 역량에 해 낮게 지각하는 집단보다 일상
적 스트레스를 더 적게 받는다고 하였으며, [3]은 인지 양
식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으며, [4]이
미자는 자신의 행동에 따라 결과가 일어난다고 지각하며 
자신이 환경을 조정할 수 있다고 믿는 내적 통제집단이 
그렇지 않은 외적 통제 집단에 비해 스트레스를 덜 받는
다고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 성인
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들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
라 하더라도, 이러한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
는 개인의 심리적 의식을 키울 수 있다면 스트레스로 인
한 부정적 효과를 조금이라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혈액형에 따라서 성격이나 스트레스 저항능
력을 평가하고 각 혈액형의 특성을 일상생활에도 활용하
고 있으며 혈액형과 특수 질환과의 관계연구도 있으나 
혈액형별에 따른 체계적인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성격이나 스트레스성향에 한 연구는 선천적이냐 환경
의 영향을 받느냐의 두 가지 관점에서 연구되었다. 물론 
유전적인 요인에 의한 선천적인 영향력이 존재하기는 하
겠으나 이러한 주장들이 아직 충분하게 실증적인 연구결
과를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다. 우리의 모든 상태를 조절
하는 뇌의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현재 자신의 상태와 항 
스트레스 능력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성인들의 성격이나 스트레스성향을 판단함에 있어 혈액
형과 관계가 있는지를 개인이 지닌 뇌신경 생리학적 지
표인 뇌파 측정을 이용하여 비교 하고자 한다. 뇌파 측정
은 비침습적 방법으로 두뇌의 기능 상태를 실시간으로 
조사하는데 유용한 신경 과학적 연구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오늘날에는 PC의 발달 덕분에 뇌파의 해석이 이
전보다 훨씬 용이해졌고 뇌파 분석의 신뢰도와 타당도도 
함께 증가하게 되었다[5].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한 좀 더 구체적인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성인의 혈액형 분포도를 본다.
둘째, 한국성인의 혈액형이 성격과 관계가 있는가?
셋째, 한국성인의 혈액형이 항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

는가?

2. 이론적 배경

2.1 혈액의 구성과 분류

혈액은 심장과 혈관 속을 흐르고 있는 액상의 조직으
로 유형 성분과 액상의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유형 성분
은 혈구와 혈소판이고, 액상 성분은 혈장이다. 혈액량은 

신체 체중의 1/13를 차지하고 있어서, 사람의 체중이 
50~60Kg이라면 혈액은 4-5ℓ가 된다. 혈액 중에 혈장의 
양은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성 성분은 90%가 수분이
다. 혈액 중에 차지하고 있는 유형성분의 용적을 혜마토
크리트(Hematocrit)라고 하는데 정상치는 남자의 경우 
45%, 여자는 40%이다. 혈액 중 수분 감소는 혈액을 농축
시켜 헤마토크리트를 증 시키고 또한 백혈구가 감소하
면 헤마토크리트도 감소한다. 종류가 다른 동물의 혈액을 
섞으면 적혈구가 서로 엉켜서 작은 덩이를 이루는데 이
러한 현상을 응집 반응(Agglutination)이라 한다. 이러한 
현상은 종류가 같은 동물에게도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개체에 따라 혈액의 성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 차이를 혈액형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혈액형의 구분은 
적혈구의 세포막에 있는 응집원(Agglutinogen)과 혈청 내
에 있는 응집소(Agg1utinin)에 의한다. 인체의 혈액형에
는 응집원으로 A, B의 두 종류와 응집소로 a, β의 두 가
지 종류가 있는데 응집원 A와 응집소 α, 응집원 B와 응
집소 β가 섞으면 응집이 일어난). 그러므로 혈액형은 응
집원 A, B와 응집소 α, β의 분류에 따라 A, AB, B및 0형
의 네 가지로 구분되는데 이것은 그 혈액의 적혈구가 가
지고 있는 응집원의 기호에 따른 것이다. 각 혈액형의 혈
구와 혈장의 응집원과 응집소의 분포는 표 1와 같다[6].

[표 1] 혈액형과 응집원 및 응집소
[Table 1] Bloodtype, Agglutinogen, Agglutinin *+: 응집

원이 일어나는 경우. -: 응집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혈액
형

유전
인자

응집원과
응집소

응집시험
A형혈청과 B형형청과

A AA, A0 A β(antiB) - +

B BB, B0 B α(antiA) + -

AB AB AB 없음 + +

O 00 없음 α,β - -

2.2 스트레스의 생리반응

스트레스에 한 신체기관의 생리반응은 스트레스가 
되는 자극이 뇌피질에 전달되면 교감신경을 활성화시
키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시상하부를 통하여 뇌하수
체 전엽과 후엽으로 전달된다. 뇌하수체 후엽에서는 항 
이뇨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키고,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부신피질 자극호르몬이 분비되어 부신피질에 있는 여러
가지 선세포 들을 자극한다. 이 때 당류피질 호르몬 분비
가 활성화되어 면역작용이 저하되며, 부신수질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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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에피네프린과 노에피네프린의 분비가 증가되어 모
든 기관의 혈관을 수축시켜 심근의 수축력이 강화되고, 
심박동수가 증가하고, 혈압이 상승된다[7].

2.3 뇌파의 주파수 대역과 특성

두피전극은 전극 근처의 넓은 영역으로부터 생성된 느
린 전위 변화에 일으키는 아래에 위치한 피질의 신경세
포의 시냅스 후 전위의 가중된 변화를 기록한다. 뇌파의 
근원인 뇌피질 Pyramidal cell의 EPSP(Excitatory Post 
Synaptic Potential) 와 IPSP(Inhibitory Post Synaptic 
Potential)다. 두피에서 측정되는 뇌 전위는 활동전위(AP, 
Action Potential)가 아니라 시냅스 후 전위(postsynaptic 
potential)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뇌파는 뇌 피질 내 
신경세포의 활동에 의하여 억제성(inhibitory)과 흥분성
(exciatory) 시냅스 후 전위(postsynaptic potential)에 의하
여 생성된다. 이런 전위가 가중되어 두개골을 통과하여 
두피까지 퍼져 나간다. 신경세포의 활동전위는 진폭이 시
냅스 후 전위보다 크지만 지속시간이 1ms이하로 매우 짧
아서 두피에서 기록하는 뇌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시
냅스 후 전위는 상 적으로 긴 시간동안 출현하고(지속
시간은 15 ~ 200ms) 더 넓은 막 표면적을 지니고 있어서 
시간적, 공간적인 중첩이 잘 나타난다. 두피에서 기록되
는 뇌파에서 나타나는 리듬성 활동(rhythmic activity)은 
수많은 피질 내 많은 수의 신경세포들의 복합적 상호작
용으로서 동기화된 시냅스 후 전위를 반영한다. 인간의 
뇌에서 나오는 뇌파는 표 2과 같다. 뇌파(Brain waves)는 
뇌에서 발생하는 0.1~80Hz에 걸친 넓은 저주파 영역을 
포함한 작은 파동 현상이다. 뇌파 측정은 객관적, 비침습
적, 연속적으로 간단하게 두뇌 기능 상태를 실시간으로 
평가할 수 있는 매우 우수한 신경과학적 검사법이라 할 
수 있다[5]. 그림 1은 뇌파의 동기화 그림이다.

[표 2] 뇌파의 종류와 특성
[Table 2] Type and Characteristics of rainwaves, EEG

뇌파 종류 파 장 의 식 상 태
델타파 0.1 - 3 Hz 깊은 수면 상태나 뇌이상 상태
세타파 4 - 7 Hz 수면 상태
알파파 8 - 12 Hz 이완 및 휴식 상태
SMR 12 - 15 Hz 주의, 각성 상태

낮은베타파 16 - 20 Hz 집중, 활동상태
높은베타파 21 - 30 Hz 긴장, 흥분 상태, 스트레스상태

  

 

[그림 1] 뇌파의 근원인 동기화 활동
[Fig. 1] Synchronized activity, the source of brainwaves, 

EEG

        출처: Neuroscience Mark F. Bear 외

2.4 뇌 기능 분석(BQ)

뇌파분석은 시계열 선형분석법을 사용한다. 시계열 선
형분석은 뇌파 조절을 통한 뇌의 기능 상태를 직접적이
며 정량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뇌파측정기에 의해 나오
는 신호는 시계열(time series)전압 신호로서 배경
(background)뇌파와 지배(dominant)뇌파를 구분하는 것으
로 뇌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사용되는 방
법이다. 하지만 뇌파는 시계열 신호가 특정 주파수로 확
연히 구별되는 신호가 아니고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복합 신호이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분석 기법 등이 
개발되었다.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고속푸리
에 변환을 통한 주파수계열(frequency series)파워스펙트
럼 분석법이다. 이것은 시계열 뇌파 값을 주파수 계열로 
변환하여 밴드별로 진폭의 세기를 비교 분석하는 방법이
다. 하지만 밴드별 뇌파 세기를 독립적으로만 구분하게 
되면 서파나 속파화 정도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8]은 이와 같은 분석법을 뇌 기능 분석이라 하고 8가지 
지수로서 뇌의 상태를 정량화하였다. 지금까지 뇌파와 두
뇌 기능의 평가에 한 선행 연구들을 고찰해 본다면, [8]
이 제시하고 있는 뇌 기능 지수들은 단순히 각 파장 별 
뇌파의 활성도를 살펴보는 것보다 더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활용 할 수도 있다. 연구자의 사
용 목적이나 적용의 범위에 따라 활용하는 지수는 선택
적으로 활용 할 수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표 3와 같이 정
서적 성향 특성과 관련된 세 가지 지수를 사용하였다. 그
림 2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FFT 변환을 도식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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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뇌파측정을 통해 나타난 뇌기능의 특성
[Table 3] The Characteristics of Brain Quotient by Brain 

Wave Measurement

 분  석  지  수 의       미
주의 지수 뇌의 각성 정도 판단
정서 지수 정서적 균형 상태 판단

항 스트레스 지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저항정도 판단

δ =  0 ~ 4  H z

θ =  4 ~ 8  H z

α =  8 ~ 1 3  H z

β =  1 3 ~ 3 0  H z

γ =  3 0 ~  H z

δ =  0 ~ 4  H z

θ =  4 ~ 8  H z

α =  8 ~ 1 3  H z

β =  1 3 ~ 3 0  H z

γ =  3 0 ~  H z

δ =  0 ~ 4  H z

θ =  4 ~ 8  H z

α =  8 ~ 1 3  H z

β =  1 3 ~ 3 0  H z

γ =  3 0 ~  H z   

[그림 2] 고속 푸리에 변환(FFT)                      

[Fig. 2] FFT(Fast fourier Transform) Brainwave

3. 연구방법                 

3.1 대상 및 방법   

이 연구의 목적은 성인들의 혈액형이 성격 및 스트레
스 저항 능력과 관련이 있는가를 알아보려는데 있다. 
상자들의 뇌파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연구의 상자는 
2006년 9월에서 2009년12월까지 한국정신과학연구소에 
뇌파 의뢰한 성인(20세-59세)을 기준으로 선정한 자료이
다. 성인 남 1415 명, 성인 여  3221명으로 총 4636명이
다.

  

3.2 연구 가설

가설1. 혈액형의 분포도는 A, B, O, AB 순일 것이다.
가설2. 혈액형과 성격 혹은 정서적인 성향과 무관 할 

것이다.
가설3. 혈액형이 스트레스 저항능력과 무관 할 것이다.

3.3 측정 도구 

이 연구의 뇌파측정은 비침습형 헤드밴드 형태로 측정
자 친화적인 휴 용 뉴로피드백 시스템 (뉴로하모니: 
Braintech사 제품)를 사용하였다. 뉴로하모니는 2 채널 뇌
파 측정기를 기본으로 단극유도법(Referential Monopolar 
Montage)과 쌍극유도법(Sequential Bipolar Montage)을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뉴로하모니를 컴퓨터와 연결하
고, 풀을 사용하지 않고 전전두엽(prefrontal lobe) 부위에 
전극의 위치가 10-20 system의 좌측 FP₁, 가운데 FPz, 
우측 FP₂에 안착되도록 제조된 헤드밴드를 이마에 고정
하고 좌측 FP₁과 우측 FP₂에서 동시에 뇌파를 측정하
였으며, 귓불을 기준 전극(ground electrode)으로 사용하
였다. 한편, 한국정신과학연구소(Neurofeedback System, 
Braintech Corp., Korea)에서 개발한 2 channel system은 
건식 전극을 사용하고 있으며 귓불 전극을 한개 사용하
고 있다. 이 시스템은 뇌파 측정기인 Grass System(USA)
와 비교하여 좌우 알파파, 베타파, 세타파 값에 한 상관
계수가 .916(p<.001)으로 나타나 신뢰성이 입증된 바 있
다[9]. 또한 훈련기의 기능도 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
다. 그림 3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뇌파 측정기이다.

[그림 3] 뇌파 측정기
[Fig. 3] EEG Measurement

3.4 측정 방법

상자의 뇌파 측정 방법과 장소 등을 조사한 후 피험
자들을 개별적으로 측정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연구 
상자에게 뇌파 측정의 내용과 순서를 미리 알려준 후, 

의자에 가장 편안한 자세로 앉도록 하였으며 뇌파를 측
정 하는 동안 전자파와 금속 물질이 닿지 않도록 준비하
여 측정하였다. 헤드밴드에 부착된 전극을 이용하여 실험
을 하였다. 헤드밴드에 부착된 전극은 금색 도금된 고체 
전극으로 4cm 간격으로 고정 배치된 FP1, FPz, FP2의 채
널을 통하여 좌우 전두엽으로부터 뇌파를 측정하고 좌측 
귓불을 기준전극(groundelectrode)으로 사용하였다.

  

3.5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V. 13.0 ) 통계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정서적인 성향과의 관계는 
교차분석으로, 항 스트레스 지수와의 비교는 분산분석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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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혈액형 평균 표준편차 F P

주의지수:좌
A 46.65 18.53 

3.182 0.023AB 45.02 18.57 

B 45.31 18.75 

구
분 성 향 빈도 A AB B O

여
성

적극외향 빈도
(%)

404
(34.4)

131
(35.7)

339
(37.6)

264
(33.8)

적극내향 빈도
(%)

195
(16.6)

48
(13.1)

134
(14.9)

105
(13.5)

소극외향 빈도
(%)

347
(29.6)

119
(32.4)

258
(28.6)

262
(33.6)

소극내향 빈도
(%)

227
(19.4)

69
(18.8)

170
(18.9)

149
(19.1)

전체 빈도
(%)

1173
100.0

367
100.0

901
100.0

780
100.0

남
성

적극외향 빈도
(%)

169
(33.4)

56
(35.9)

100
(28.0)

137
(34.6)

적극내향 빈도
(%)

55
(10.9)

22
(14.1)

41
(11.5)

53
(13.4)

소극외향 빈도
(%)

191
(37.7)

54
(34.6)

157
(44.0)

139
(35.1)

소극내향 빈도
(%)

91
(18.0)

24
(15.4)

59
(16.5)

67
(16.9)

전체 빈도
(%)

506
100.0

156
100.0

357
100.0

396
100.0

4. 결과

4.1 혈액형 분포도  

한국 성인 혈액형 분포도를 빈도 분석한 결과  A형이 
남 506명(36%),  여 1173명(37%),  B형이 남 357명
(25%),  여 901명(28%), O형이 남 396명(28%), 여 780명
(24%), AB형이 남 156명(11%), 여 367명(11%)로 
A>B>O>AB형 순이었다.

4.2 행동, 정서적 성향

혈액형과 정서적인 성향과 관련을 알아보기 위한 분석
의 결과 표 4에서와 같이 성인들의 혈액형과 행동 성향과 
조울 성향과는 무관하였다. 혈액형과 행동성향과의 관련
에서는 좌뇌의 베타가 높으면 행동 지향적이며. 이성적, 
논리적, 수리적이고 언어 능력이 발달되며 외부 자극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다. 준비성이 뛰어나며 
계획적이다(적극성향). 우뇌의 베타가 높으면 감성적, 직
관적, 종합적이고 예술 능력이 발달되며 외부 자극에 신
중, 억제, 비판적인 반응을 보인다(소극성향). 또한 칭찬
과 인정을 좋아하며 행동없이 생각만 있을 수 있다[10]. 
또한 정서적 성향은 조증과 울증의 경향성을 말하는 것
이다. 성향은 좌우뇌 알파파 진폭의 차이와 상호 연관성
에 의하여 구할 수 있다[11]. 좌뇌의 알파가 높으면 내향
적이며 조용하며, 침착하고 사실과 진실에 관심이 많다
(내향성향). 우뇌의 알파가 높으면 외향적이며 사람과 관
계에 관심이 많으며 통제와 조정을 잘한다(외향성향). 표 
4에서와 같이 성인들의 혈액형과 행동 성향과 조울 성향
과는 무관하였다. 

[표 4] 혈액형과 성인들의 정서적 성향과의 관계
[Table 4] The relationship between blood and adult 

emotional tendency

[표 5] 혈액형과 성인들의 정서적 성향과의 검증
[Table 5] The verification between blood and adult 

emotional tendency

구
분 기  준 값 자유도 유의

확률

여
성

Pearson 카이제곱 10.610 9 0.303

Fisher의 정확한 검정 10.456 0.312

남
성

Pearson 카이제곱 10.443 9 0.316

Fisher의 정확한 검정 10.433 0.318

4.3 스트레스 저항능력

혈액형과 스트레스저항능력과의 관련을 알아보기 위
한 분석의 결과 표 6에서와 같이 주의지수(좌).우
(p=.023)(우)(p=.003)와 항스트레스지수(우) (p=.022)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O형이  다른 형에 비
하여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높다고 할 수 있
겠다. 주의지수는 뇌의 각성 정도와 주의력 그리고 질병
이나 스트레스에 한 저항력을 나타내는 지수이다. 이 
지수가 높을수록 뇌가 맑게 각성되어 있어 학습 능력과 
면역 기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의지수는 12~15Hz 
의 SMR파에 한세타(θ)파의 비율 분석을 통해 구할 

수 있다[12]. 항스트레스 지수는 내외적 환경 요인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에 한 저항치를 나타내는 수
치이다. 육체적 스트레스는 인체의 긴장과 불안, 흥분 상
태를 나타내고 정신적 스트레스는 심리적인 긴장과 불안, 
흥분 상태를 나타낸다. 항 스트레스 지수는 높을수록 병
에 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저항능력이 크다는 
것이다. 항 스트레스 지수는 델타(δ)파와 높은 베타(fast 
β)파의 상호 연관성에 의해 구할 수 있다[13].

[표 6] 항 스트레스지수와 주의지수의 차이 검증
[Table 6] The verification of differences for anti-stress 

index and attention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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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47.25 19.08 

합계 46.25 18.75 

주의지수:우

A 46.29 18.06 

4.711 0.003

AB 44.79 17.38 

B 44.91 18.65 

O 47.42 18.76 

합계 46.03 18.35 

항 스트레
스지수:좌

A 68.36 16.71 

1.555 0.198

AB 66.92 17.76 

B 67.27 16.44 

O 68.04 17.93 

합계 67.82 17.08 

항 스트레
스지수:우

A 67.22 17.34 

3.223 0.022

AB 65.60 18.33 

B 65.67 17.86 

O 67.44 18.00 

합계 66.67 17.78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에서 주의지수와 항 스트레스지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의지수가 높게 나타난다
면 이는 뇌가 맑게 각성되어 면역 기능이 높은 상태에 있
다는 것을 의미하며, 항 스트레스지수는 높을수록 육체
적, 정신적인 긴장, 불안, 흥분상태를 이겨낼 수 있는 저
항력이 높다는 것이다. 즉, O형이 다른 형에 비하여 스트
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 자살 연구센터에서 선진 17개국 자살자의 자살경향
을 설명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요인 중 가장보편적인 요인
이 혈액형이며 O형이 가장 낮았다고 하였다[14]. 이 결과
는 본 논문의 결과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진다. 유아들
의 혈액형과 정서적 성향간의 관계[15]와 노인들의 혈액
형과의 관련연구 [16]와는 몇가지 범주에서 일치하였으
나 [17]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었다. [18]는 ABO 혈액형
과 우울성향관의 관계분석에서는 B형이나 O형이 개인적 
평가절하와 절망감 같은 관념적 우울 성향이 높고, A형
이나 AB형이 다소 낮은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19]의 히
스테리와 ABO 형액형의 연관관계에 관한 연구에서는 히
스테리가 혈액형과 연관관계를 보여 주지 않는다는 결론
을 보여 주었으며, [20]는 발달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혈
액형 관련 연구에서는 ABO혈액형보다는 RH혈액형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혈액형과 정서적 성
향, 성격, 질병과의 상관관계에 한 연구가 다소 있지만 
상호관계에 한 신경과학적인 연구는 부족하였으며 특
히 성인을 상으로 뇌파측정을 통해 검증된 것은 아니
라고 볼 수 있다. 뇌 기능 영상 측정법은 비용과 측정 시
간 등 현실적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점이 많다. 이 연구에

서 적용한 뇌파 측정은 실시간 뇌 기능을 파악 할 수 있
고 접근이 용이하므로 뇌 기능 차이를 객관화할 수 있으
며 영상 측정법의 한계점을 해결 하리라 기 한다. 본 연
구의 목적 및 결과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들의 혈액형 분포도는 A>B>O>AB형 순이
었다.

둘째, 성인들의 혈액형과 정서적, 행동성향과는 무관 
하였다.

셋째, 성인들의 혈액형과 각성도, 스트레스 저항능력
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점과 제언을 한다.

이 연구 결과 몇 개의 범주에서 혈액형과 의의 있는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으나 미치는 영향이나 유전적인 역
할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의 작용기전을 규명하는 연구
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혈액순환 상태가 다르면 
뇌의 생리작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상자들의 뇌파를 측정하여 다각적으로 비
교해 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6][17]의 연구
에서 과학 논문은 일반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자료보다 
관련이 있다는 논문이 많다고 하였다. 결과를 종합하면 
혈액형과 성격을 함부로 연관 지어 편견이나 차별을 유
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References     

[1] The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Healht Management 
Education,, "Lifestyle and Health Promoting", pp 
118-139, Gye-Chuk Mun Wha Sa Publishing Company, 
2001.

[2] I. Y. Oh, “Children's Perception of Their Competence 
Levels and its Relation to Their Daily Stress Levels and 
Their Stress-Coping Methods". A master’s thesis, Ehwa 
Women's University. 1999.

[3] D. Y. Kang, "Blood group and type in Koreans", The 
Korean Society of Hematology. 1976.

[4] M. J. Lee, "Relationships between locus of control, level 
of stress and stress coping styles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A master’s thesis, Kei M yung University. 
1998. 

[5] D. S. Kim, C. O. Choi, "Electroencephalogram", Seoul 
Korean Medical Book Publishing Company, 2001.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2권 제6호, 2011

2560

[6] M. S. Cha, "Physiology", Korean Nurses Association, 
1974.

[7] G. S. Oh, J. S. Han, "The relationships between stressful 
life events and health symptom patterns, and the effect 
of two variables, coping and social support", pp 
414-429,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3), 
1990.

[8] P. W. Park, " Foundation of Neurofeedback" Seoul: 
Korea Research Institute Jungshin Science. 2005a 

[9] Y. J. Kim, "Development of Brain Circulation Learning 
Model Based on EEG Analysis of Learning Activit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0. 

[10] J. A. Gray, “Brain Systems that Mediate both Emotion 
and Cognition. Special lssue: Development of 
Relationships between Emotionand Cognition,” 
pp.269-288. Cognition and Emotion, Vol. 1990.

[11] R. L. Maulsby, “An illustration of emotionally evoked 
theta rhythm in infancy”, pp.10-14 .Hedonic Hyper 
synchrony. EEG  and Clinical Neuroscience Lette rs, 
143; 1971.

[12] J. F. Lubar, “Electroencephalographic Biofeedback of 
SMR and Beta for Treatment of Attention Deficit 
Disorders in a Clinical Setting,"  pp. 1-23. pp. 10-14., 
Biofeedback & Self Regulation Vol. 9, 1984.

[13] E. G. Peniston, “Alpha-theta EEG biofeedback training 
inalcoholism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p.5-7.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subtle energies 
and energymedicines, 2. 1992.

[14] D. Leste, “Predicting suicide in nations" pp.219-22, 
Arch Suicid e Res 9 2005.

[15] K J. Baik., “A Study on the effects of one's blood type 
on emotional character of children”,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9(5), 2010.

[16] K. J. Baik, S. K. Ahn, H. K. Lee, "A Study on the 
Effects of One's Blood Type Cognitive Function and 
Emotional Character for the Elder",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1(5), 2010b.

[17] K J. Baik, “A Study on the effects of one's blood type 
on brain function and correlation character of 
middle.high school".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1(11), 2010(d).

[18] T. Y. Choi,  "A Relationship between Blood Types and 
Depressive Trends Among Adolescent Students in 
Korea", A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1985.

[19] K. W. Ha, "A Study of Association with Blood Groups 
and Hysteria",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KNPA), Neuropsychiatry, 19(3), 1980.

[20] M. O. Kwen, O. N. Jeong, H. T. Park, “A Study on 
the effects of one's blood developméntal disabílity child 
and general child", pp 213-217, Inje-Duck, 21(2). 2002. 

김 충 식(Choong-Shik Kim)                [정회원]

• 1994년 8월 : 서울과학기술 학
교 (기계공학사)

• 2001년 8월 : 명지 학교사회복
지 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 2004년 3월 : Adamson University 
교육학박사 (사회복지전공)

• 2011년 5월 ~ 현재 : 서울벤처
정보 학원 학교 경영학박사 

  과정 중(뇌 과학전공)
• 2005년 4월 ~ 현재 : (사)나눔과보람복지회 부회장
• 2008년 11월 ~ 현재 : 양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장
• 2011년 1월 ~ 현재 : 양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관심분야>
뇌과학, 뉴로피드백, BGA, 사회복지, 상담심리

이 선 규(Seon-Gyu Yi)                   [정회원]

• 1978년 2월 : 중앙 학교 문리
(문학사)

• 1987년 2월 : 중앙 학교 국제경
영 학원 (경영학석사)

• 2004년 2월 : 건국 학교 학원 
경영학과(MIS전공) (경영학박사)

• 1977년 12월 ~ 1982년 10월 : 
한국전력공사 전자계산소  

• 1982년 10월 ~ 1993년 7월 : 엘지칼텍스가스㈜ 전산부  
• 1993년 12월 ~ 1995년 4월 : ㈜ 한국컴퓨터솔루
• 1995년 5월 ~ 1999년 12월 : 한진정보통신㈜
• 2005년 3월 ~ 현재 : 서울벤처정보 학원 학교 경영

학과 교수

<관심분야>
MIS, ERP, SCM, e-Biz, 시스템  분석 및 설계, 프로젝
트관리, 뇌과학, 등...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901a8fc7684c976262535370673a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8fdb884c9ad88d2891cf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ef5728684c9762537088686a5f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4e0a73725f979ad854c18cea7684521753706548679c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6c00e60073006e0069006e0067002e002000440065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c00200076006f006e002000640065006e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8006f00630068007700650072007400690067006500200044007200750063006b006500200061007500660020004400650073006b0074006f0070002d0044007200750063006b00650072006e00200075006e0064002000500072006f006f0066002d00470065007200e400740065006e002000650072007a0065007500670065006e0020006d00f60063006800740065006e002e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5006e006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4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ESP <FEFF005500740069006c0069006300650020006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6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6f006e007300650067007500690072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5006e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20006500730063007200690074006f00720069006f00200079002000680065007200720061006d00690065006e00740061007300200064006500200063006f00720072006500630063006900f3006e002e0020005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64006f0073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FRA <FEFF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63006500730020006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6100660069006e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e90070007200650075007600650073002000650074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730020006400650020006800610075007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73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1006e0074006500730020006400650020006200750072006500610075002e0020004c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e900e90073002000700065007500760065006e0074002000ea0074007200650020006f007500760065007200740073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610069006e007300690020007100750027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74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73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73002e>
    /ITA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7a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40069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730075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6e0074006900200065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740069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JPN <FEFF9ad854c18cea51fa529b752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c730b930af30c830c330d730d730ea30f330bf3067306e53705237307e305f306f30d730eb30fc30d57528306b9069305730663044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370c2a4d06cd0d10020d504b9b0d1300020bc0f0020ad50c815ae30c5d0c11c0020ace0d488c9c8b85c0020c778c1c4d560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voor kwaliteitsafdrukken op desktopprinters en proofers.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6006f0072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100760020006800f80079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0007000e500200062006f007200640073006b00720069007600650072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3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6006f0072006d00610020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5006d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0006500200064006900730070006f00730069007400690076006f0073002000640065002000700072006f00760061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900610064006f0073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6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f5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b00e40079007400e40020006e00e400690074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90061002c0020006b0075006e0020006c0075006f007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40065006a00610020006c0061006100640075006b006100730074006100200074007900f6007000f60079007400e4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6a00610020007600650064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760061007200740065006e002e00200020004c0075006f006400750074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9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69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3a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9006c006c0061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f006d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600f60072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6500720020007000e5002000760061006e006c00690067006100200073006b0072006900760061007200650020006f006300680020006600f6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2e002000200053006b006100700061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30068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tru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tru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LeaveUntagged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