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연  필

홍채학은 홍채의 색상과 구조 특성 변화에 한

분석을 통해 장부 기 의 건강 상태, 노폐물이나 독소의

축척 부 와 심각도를 악하거나, 체질을 감별하여 개

인 건강의 수 이나 치료에 한 반응, 질병의 회복이

나 진행을 진단하는 학문이다[1].

질병과 홍채 표지(iris markings)와 련성 연구로는

부인과에 내원한 환자 불임, 자궁근종, 난소낭종의 질

환을 가진 51명 환자의 홍채학 특성을 분석하 고[2],

한방병원에 내원한 197명의 환자를 상으로 한 연구에

서는 환자의 주 증상과 과거력은 홍채진단 표지와 유의

성이 있다고 하 다[3].

사상체질과 홍채와 련성 연구로는 우선 환자 15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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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ed by correlation analysis, and the occurrence of black circle border of iris was low negative correlation(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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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상으로 홍채를 분석하여 홍채 징후를 심으로 사

상인의 특징을 분석하 는데 홍채에 나타난장부 상태와

사상체질과의 연 성은없는 것으로 나타났고[4], 홍채를

통한 사상체질 진단과 QSCC Ⅱ 설문지 조사를 비교한

연구가 있었는데, 설문을 통한 사상 체질 진단과 홍채진

단 간의 사상체질 진단의 일치도는통계학 으로 유의하

다고 하 다[5].

홍채 체질과 질환과의 련성 연구로는 원발성 두통

과 홍채 체질과의 상 성 연구가 있었는데, 원발성 두통

과 홍채 체질 사이의 상 성이 있다고 하 다[6].

재까지의 논문은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홍채 체질별로 흑테(피부질환을 나타내는

홍채 테두리의 어둡고 검은색의 띠)의 발생 유. 무에

한 연구가 없었다.

본 연구는 홍채진단을 피부질환과 연 시킴으로써 다

양한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1.2 연  목적

연구 상자들의 홍채를 촬 하여 jpg 일로 장 후

칼라 리터기로 출력하고, 홍채 체질별로 분류한 뒤 체

질별로 흑테(피부질환을 나타내는홍채 테두리의 어둡고

검은색의 띠) 유. 무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홍채 체질에

따른 흑테의 발생 유. 무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지를 알

아보고자 한다.

1.3 연  가

본 연구의 목 을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

i. 홍채 체질에 따라 흑테의 발생빈도가 다를 것이다.

ii. 홍채체질별흑테발생은높은상 계 일 것이다.

1.4 용어  정리

1.4.1 홍채 체질 : 홍채의 구조 모양에 따른 분류 방

법으로써 신체-정신 발 결과이며, 체질은 잠재 이

거나 활동 인 내생 , 유 요인들을 유발한다고 하

다[7-10].

1.4.2 흑테 : 홍채의 가장자리에 어둡고 까맣게 테두리

가 있는 것을 말한다. 흑테는 피부의 상태를 반 한다

[11-15].

1.5 연  한계점

본 연구의 한계 은 연구 상자는 한국의 성인을

상으로 한 것이다. 다양한 인종이나 민족을 상으로 하

지 않았다.

2. 연  방법

2.1 연  상 및 기간

서울시에 치한 Y 한방병원에서 2018년 12월 17일부

터 2018년 12월 23까지내원한 환자성인 홍보를 통해

서 자발 으로 연구에 동의한 성인 109명을 선정하 고,

연구 상자들에게 연구에 한 목 과 차를 연구자가

직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았으며, 연구 참여자들에게

는 교통비를 지 하 다.

연구 상자의 수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측한 최

소한의 수 이상으로 결정하 다. 연구 기간은 선문 학

교 IRB 승인을 받은 이후 2018년 12월 17일부터 2018년

12월 23까지 1주간 실시하 다.

2.2 연  절차 

본 연구는 연구 상자들의 좌, 우측의 홍채를 각각 1

회씩 촬 (홍채 용 카메라-바이오 포커스) 하고 이를

이미지 일로 장 후 칼라 린터기로 출력하 다. 출

력한 홍채 사진을 이용하여홍채 체질별로 분류한 뒤, 홍

채 테두리에 어둡고 검은 테두리가 있는 흑테를 색채표

를 이용하여확인하 다. 홍채 체질별로흑테유. 무의비

율을 구하고 통계 유의성을 검정하 다.

2.3 연  도  

2.3.1 홍채 카 라

홍채는 블루 포커스 개발 제품인 홍채 용 카메라

DV-2H를 이용하여 촬 하 으며 촬 된 홍채이미지를

이미지 일로 장하 다. 홍채 촬 기인 DV-2H의 사

양은 다음과 같다.

- 센서 : CMOS 1/3.2 inch

- 유효 화소 : 200만 화소

- 상 포맷 : YUV 4:2:2, 8bit data

- 2개 LED 타입 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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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색채표

산업자원부 기술표 원에 의해 1519가지의 표 색을

먼셀색표기에 따라제작한한국표 색표집을 사용하 다.

2.3.3 홍채 체질 [7]

홍채 체질의 분류는 Chae [7]의 분류 방식을 따랐으

며, 홍채 체질은 Fig. 1~5와 같다.

Fig. 1. Neurogenic type

Fig. 2. Tuberculinic type

Fig. 3. Polyglandular type

Fig. 4. Autonomic nervous spastic type

Fig. 5. Weakened connective tissue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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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측정 방법

2.4.1 홍채 

좌, 우측을 각각 1회씩 홍채 촬 (홍채 용 카메라-

바이오포커스)을 하고 이를 이미지 일로 장 후 칼라

린터기로 출력하고 홍채 체질별로 분류하 다.

2.4.2 흑테 찰

색채표를 사용하여 홍채 가장자리에 어둡고 검은색의

테두리가 있다면 이를 흑테로 보았다.

2.5 료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 방법 차는 Fig. 6과 같다.

Fig. 6. Data collection methods and procedures

2.6 료 

수집된 자료 분석은 통계 로그램인 SPSS/WIN 20.0

Program를 이용하여 일반 인 특성은 기술통계를 이용

하여 표 과 표 편차를 산출하 고, 홍채 체질은 빈도

분석을 통하여 산출하 다. 교차분석을 통하여 흑테의

유. 무성을 검증하 고, 홍채 체질과 흑테 발생 유. 무에

하여 상 분석을 실시하여 상 분석을 하여통계 유

의성을 검정하 다. 유의수 은 0.01로 설정하 다.

3. 연 결과

3.1 연  상 들  반적  특

총 109명의 연구 상자가 연구에 참가하 으나 9명

이 개인 사정으로 실험 도 에 탈락하여서 실험에는 100

명의 연구 상자가 참가하 다. 평균 연령은

55.42±11.70세로 높은 수 이 으며, 남자 16명 여자 84

명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평균 키는 162±±6.88cm이

었으며, 몸무게는 평균 63.61±7.82 kg이 다. Table 1은

연구 상자들의 일반 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Mean ±SD

Age 55.42 ±.11.70

Sex 1.84 ±.37

Height 162 ±6.88

Weight 60.02 ±7.89

Table 1. General Character                    (n=100)

3.2 연  상 들  홍채 체질

총 100명의 연구 상자가 홍채 체질은 신경원성

유형 43명(43%), 결핵성유형 18명(18%), 다선형 유형 30

명(30%), 자율신경 경련성 유형 7명(7%), 결합조직 약화

유형 2명(2%) 순이었다. 그 결과는 아래의 Table 2와 같

다.

IC* Frequency Percent(%)

1.NT 43 43.0

2.TT 18 18.0

3.PT 30 30.0

4.ANSP 7 7.0

5.WCTT 2 2.0

Total 100 100.0

IC : Iris Constitution NT : Neurogenic Type
TT : Tuberculinic Type PT : Polyglandular Type
ANST : Autonomic Nervous Spastic Type
WCTT : Weakened Connective Tissue Type

Table 2. Frequency of the IC                 (n=100) 

3.3 홍채 체질과 흑테 .  차 검정 

홍채 체질과 흑테 유. 무 교차 검정 결과는 신경원성

유형은 43명 33명, 결핵성 유형은 18명 9명, 다선형

유형은 30명 20명, 자율신경 경련성 유형은 7명 3

명, 결합조직 약화 유형은 2명 0명이었다. 그 결과는

아래의 Table 3과 같다.



홍채 체질에  홍채 진단-피  역  심 로 317

IC*
BC-Border

Total
Negative Positive

1.NT 10 33 43

2.TT 9 9 18

3.PT 10 20 30

4.ANSP 4 3 7

5.WCTT 2 0 2

Total 35 65 100

BC-Border : Black Circle Border of Iris Edge

Table 3. Cross-Tabulation

3.4 홍채 체질과 흑테 발생 상   

홍채체질과 흑테 발생 유·무에 해 상 분석을 실시

하 다, 홍채 체질과 흑테 발생 간의 상 계수는–0.222

이며, 상 계수의 유의확률은 0.025이다. 그 결과는 아래

의 Table 4와 같다.

IC BC-Border

IC 1

BC-Border -.222* 1

* p<.0.01

Table 4. Correlations

4. 고찰

홍채는 치 한 섬유막으로 되어 있고, 신경을 통하여

뇌와 신체 각 부 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체 내의

각 조직, 장기에서 일어나는 화학 , 물리 변화에 따른

정보가 운동성 신경원에 의해 달되어섬유조직의 형태

를 변화 시키게 된다[8,9]. 몸의 변화는 홍채를 통해서 반

된다는 것이다. 신체 체질별에 따라서 습 학습 스

타일도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 다[16].

연구결과 홍채 체질과흑테유. 무의 교차 검정 결과는

신경원성 유형 43명 33명으로 흑테가 많이 나타났다.

이는 신경원성 체질은 흑테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한

다선형 유형 30명 20명, 결핵성 유형 18명 9명, 자

율신경 경련성 유형 7명 3명으로 나타났으며, 결합조

직 약화 유형에서 흑테는 나타나지 않았다.

결론 으로 홍채 체질별 흑테 발생의 상 계수는

–.222로 낮은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홍채는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지고 있다. 홍채인식

기 등 보안에 많은 돈을 지불하기 어려운 소기업에서

도 효율성 높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16]. 안구 운동

이 노인들의 인지능력에 정 인 효과를 다고 한다

[17]. 은 우리 몸과 한 연 이 있는 것이다.

지 까지 인공지능을 구하는 기술에 기계학습 모델을

이용하 다[18]. 인공지능에 홍채를 도입하여 효율 인

몸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

다양한 차후 피부질환의 원인을 분석하는 액검사를 연

구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피부질환 원인별 홍채의 변화를

더욱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5. 결론

홍채 체질과 흑테의 발생에 해 성인 100명을 상으

로 연구하 다. 홍채체질과흑테유. 무는상 분석을실

시하 으며, 홍채 체질별 흑테의 발생은 낮은 상 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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