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망막 조도 변화가 입체시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 학 과

이 동 욱



망막 조도 변화가 입체시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이 종 복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 1년 12월 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 학 과

이 동 욱



이동욱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 1년 12월 일



감사의 글

본 논문을 완성하기까지 끊임없는 지도와 격려를 베풀어주

시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이끌어 주신 이종복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또한, 논문을 심사해 주시고, 지원 및

교정의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응권 교수님과 한승한 교수님

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실험 과정에 많은 도움과 관심을

보내주신 실로암안과병원 임상과장들, 의국원 여러분과 직원

들, 그리고 세브란스병원 안과 의국원 여러분께도 특별한 고마

움을 전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끊임없는 보살핌과 기도로 후원해 주신 양

가 부모님, 사랑으로 응원해준 아내 지선, 그리고 소중한 두

아들 의준, 준하와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

이 모든 영광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저 자 씀



차 례

국문요약 1

Ⅰ . 서 론 2

Ⅱ . 대상 및 방법 3

1. 대상 3

2. 방법 4

가 . 망막 조도 변화가 시력에 미치는 영향 4

나 . 망막 조도 변화가 입체시에 미치는 영향 4

다 . 통계 5

Ⅲ . 결 과 5

1. 망막 조도 변화가 시력에 미치는 영향 5

2. 망막 조도 변화가 입체시에 미치는 영향 5

3. 시력 저하와 입체시 저하와의 관계 8

Ⅳ . 고 찰 8

Ⅴ . 결 론 11

참고문헌 12

영문요약 14



그림 차례

그림 1. 망막 조도가 시력에 미치는 영향 6

그림 2. 망막 조도가 티트무스 검사상 입체시에 미치는 영향 7

그림 3. 망막 조도가 랑 검사상 입체시에 미치는 영향 7

표 차례

표 1. 중성필터의 빛 투과도 4



국문요약

망막 조도 변화가 입체시에 미치는 영향

입체시 기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양안 망막에 맺히는 상의 크기, 선명

도, 그리고 조도의 차이 등이 있으며, 본 연구는 상의 조도 차이에 따른 시력과

입체시력의 변화를 관찰하여 양안의 망막 조도 차이가 입체시 기능에 어떤 영

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양안시 기능이 정상인 성인에서 중성필터(neutral density filter )를 이용하여

단안의 망막 조도를 단계적으로 감소시킬 때에 최대교정시력의 변화를 관찰하

고, 입체시력의 변화를 티트무스 검사와 랑 검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50명

을 대상으로 하였고 평균 연령은 29.1세였다. 중성필터를 1.0 neutral

density (ND, 10%의 빛 투과율)부터 3.0ND(0.1%의 빛 투과율)까지 0.2ND 간격

으로 단계적으로 착용하여 검사한 결과, 시력의 경우 2.0ND에서부터 의미있는

저하가 일어났고, 입체시의 경우는 티트무스 검사에서는 1.4ND, 랑 검사에서는

1.6ND에서부터 의미있는 저하가 일어났다. 시력과 입체시력의 저하를 비교했

을 때, 입체시력이 시력보다 더 높은 투과율에서부터 저하가 일어나기 시작함

을 알 수 있었다. 즉, 어떠한 이유에서 단안의 망막 조도가 감소된 경우 입체

시의 저하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때 양안 시력은 모두 정상일

수 있음을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입체시 능력

의 검사가 시력 검사보다 더 예민한 선별검사로 의미를 가질 수 있겠다.

────────────────────────────────────

핵심 되는 말 : 망막 조도, 중성필터, 시력, 입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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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막 조도 변화가 입체시에 미치는 영향

< 지도교수 이 종 복 >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이 동 욱

Ⅰ . 서 론

입체시란 거리감각을 느낄 수 있는 기능 중의 하나로서 양안시차에 의하여

발생되는 시각현상이다. 즉, 두 눈이 옆으로 약간 떨어져 있으므로 해서 두 눈

에 들어오는 상의 모습이 약간 차이가 나게되고 이러한 양안의 망막시차에 의

하여 물체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입체시력의 역치는 상대적

인 깊이를 느낄 수 있는 두 지점이 망막 위에 맺는 최소한의 망막위 수평거리

를 말하며, 이 거리의 시각(visual angle)으로 표시하고 단위는 초(seconds of

arc)이다1 , 2 . 정상인의 입체시 능력은 검사기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략

30- 50초이며 생후 3개월 이후 급격히 발달하여 6개월이 지나면서 거의 성인 수

준에 도달하고, 9세가 되면 완성되어진다고 알려져 있다3 , 4 .

이러한 입체시를 포함한 양안시 기능의 기본 조건으로는 상의 선명도, 크기,

조도 등이 있는데
5 , 이 중 선명도와 크기의 원인이 되는 부등시와 부등상시가

입체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으나 상의 조

도의 변화가 입체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그 연구가 매우 적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양안시가 정상인 성인을 대상으로 실험적으로 야기된 망막 조

도 차이가 시력과 입체시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단안의 망막 조도를 인위적으로 감소시키면서 그에 따른 시력의 저하 정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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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시의 저하 여부를 조사하여, 단안의 망막 조도의 양, 즉 양안의 빛 투과율

이 어느 정도 차이일 때 입체시가 의미있게 변화하는지 확인하고 시력 저하와

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Ⅱ . 대상 및 방법

1. 대상

20세부터 35세까지의 건강한 성인 50명을 대상으로 시력검사, 안압 측정, 세

극등 현미경 검사, 동공크기검사, 사시검사, 굴절검사, 안저검사 등을 시행하였

다. 안과적 질환이 있거나, 같은 안경으로 원거리 및 근거리의 교정시력이 양

안 모두 1.0이 안 되거나, 1.5D이상의 부등시가 있는 대상자는 제외하였다. 또

한 교대가림검사에서 안구 편위가 있는 대상자나 양안 동공크기가 1mm이상

차이가 나는 대상자도 제외되었다.

망막 조도의 차이를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해 중성필터(neutral density filter )

를 사용하였다. 중성필터는 빛의 투과도를 감소시켜 망막 조도를 감소시키는

데(표 1), 본 연구에서는 Kodak사(Kodak Co., Rochester , N .Y., U.S .A )의

75mm×75mm크기의 젤라틴 필터를 사용하였다.

입체시 기능의 평가는 티트무스 검사와 랑 검사를 사용하였다. 티트무스 검

사는 검사거리를 변화시키지 않고도 최고 40초에서 최저 3000초까지 측정할 수

있다. 랑 검사는 편광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검사가 가능하며 550초, 600초,

1200초의 세 가지 시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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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중성필터
1
의 빛 투과도

중성필터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빛 투과도

(%)
10 6.3 4 2.5 1.6 1 0.63 0.4 0.25 0.16 0.1

1
단위는 neutral density (ND)임.

2 . 방법

가 . 망막 조도 변화가 시력에 미치는 영향

원거리 및 근거리 시력이 1.0이상이 나오는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우세안

에 중성필터를 3.0 neutral density (ND)부터 1.0ND까지 0.2ND 간격으로 낮추어

가며(3.0, 2.8, 2.6, 2.4, 2.2, 2.0, 1.8, 1.6, 1.4, 1.2, 1.0ND) 착용시켜 망막 조도를

단계적으로 증가시켜가며, 각 단계의 조도에서의 시력을 측정하였다.

나 . 망막 조도 변화가 입체시에 미치는 영향

시력 측정과 같은 방법으로, 원거리 및 근거리 시력이 1.0이상이 나오는 안경

을 착용한 상태에서 시력 측정 때 사용한 눈에 중성필터를 3.0ND부터 1.0ND까

지 0.2ND간격으로 낮추어가며 각 단계의 조도에서의 입체시를 티트무스 검사

와 랑 검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그 후 중성필터를 착용하지 않은 정상 상

태에서의 입체시를 측정하였다. 입체시 검사표는 검사자의 안면에 평행하게

40cm거리에 위치하였고, 검사시 검사표의 조도는 240lux로 유지하였으며, 각

측정 단계마다 충분히 반응할 시간을 주었다. 티트무스 검사에서 최저측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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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3000초를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최저 미만으로 정의하였고, 마찬가지로

랑 검사에서도 최저측정치인 1200초를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최저 미만으로

정의하였다.

다 . 통계

중성필터를 착용했을 때의 단안의 시력 저하와 입체시의 저하, 그리고 그 둘

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aired t - 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Ⅲ . 결과

1. 망막 조도 변화가 시력에 미치는 영향

검사 대상은 남자 34명, 여자 16명, 평균 연령은 29.1세이었다.

굴절검사상 검사자의 평균 굴절이상은 구면대응치로 우안 - 1.92D, 좌안

- 1.84D이었으며 검사실에서의 동공크기는 양안 모두 평균 5.1mm이었다.

1.0ND에서 1.6ND (1.0, 1.2, 1.4, 1.6ND)까지는 모든 대상 안에서 교정시력이

1.0으로 검사 전과 차이가 없었다. 2.0ND에서의 최대교정시력은 평균 0.97로

의미있게 저하되었으며(p< 0.01), 2.2ND, 2.4ND, 2.6ND, 2.8ND, 3.0ND에서의 평

균시력은 각각 0.89, 0.80, 0.72, 0.62, 0.52로 비례적으로 저하되었다(그림 1).

2 . 망막 조도 변화가 입체시에 미치는 영향

티트무스 검사를 사용한 입체시검사 결과, 1.0ND와 1.2ND에서의 평균 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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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45.8초로 모든 대상안에서 필터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와 차이가 없었다.

1.4ND에서의 입체시는 평균 92초로 의미있는 저하를 보였고(p< 0.01), 1.6ND부

터는 최저치를 인지 못하는 경우가 나와 1.6, 1.8ND에서 최저 미만이 각각 11,

33명이었고, 2.0ND이상에서는 검사자 전원이 최저 미만이었다(그림 2).

랑 검사를 사용한 입체시검사에서는 1.4ND이하에서는 필터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와 마찬가지로 검사자 전원이 550초를 감지할 수 있었으나 1.6ND에서부터

는 최저치를 인지 못하는 경우가 나와 1.6, 1.8, 2.0ND에서 각각 4, 28, 45명이

최저 미만이었고 2.2ND이상에서는 검사자 전원이 최저 미만이었다(그림 3).

그림 1. 망막 조도가 시력에 미치는 영향. 시력은 2.0ND부터 의미있는 저하를

보이며(p< 0.01), 이후 비례적으로 저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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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망막 조도가 티트무스 검사상 입체시에 미치는 영향. 1.4ND에서 의미

있는 저하가 나타났으며(p< 0.01), 이후 급격한 저하를 보였다.

그림 3. 망막 조도가 랑 검사상 입체시에 미치는 영향. 1.6ND에서 의미있는 저

하가 나타났으며(p< 0.01), 이후 급격한 저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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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시력 저하와 입체시 저하와의 관계

티트무스 검사시 최저 미만이 나타나는 중성필터 값과 시력 검사 결과 1.0을

못 보게 되는 중성필터 값을 비교한 결과, 티트무스 입체시 검사의 경우가 평

균 1.82ND로 1.0을 못 보게 되는 시력 평균인 2.24ND보다 의미있게 낮았다

(p< 0.01). 랑 검사의 경우에도 최저 미만이 나타나는 중성필터 값의 평균은

1.89ND로 역시 시력의 경우보다 의미있게 낮았다(p< 0.01). 티트무스 검사와

랑 검사의 비교에서는 티트무스 검사에서 더 낮은 neutral density에서 최저 미

만이 나타났으며 이 역시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결과였다(p< 0.01).

Ⅳ . 고찰

입체시 기능은 양안의 감각융합능력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정상 양안시를 방

해하는 요인 즉, 약시나 부등시, 부등상시 등은 입체시 기능을 떨어뜨린다고 보

고되어 왔다. Goodwin과 Romano는 입체시 능력이 단안 및 양안의 시력저하

와 비례해서 저하된다고 하였으며, 양안보다 단안의 시력저하가 있을 때 이러

한 입체시 능력의 저하가 조금 더 심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6 . Lar son과

Lachance는 양안의 같은 정도의 굴절이상으로 초래된 시력저하는 입체시에 변

화를 주지 않으며 단안만 굴절이상을 야기했을 때 입체시가 저하됨을 보고하였

다
7 . T omac과 Birdal, 그리고 Rutstein과 Corliss 등은 부등시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입체시를 조사한 결과 부등시성 약시의 정도에 비례하여 입체시 능력

이 저하된다고 하였다8 , 9 . Schmidt 등은 굴절부등으로 선명도를 떨어뜨렸을

때, 시력보다 란도트 입체시 검사가 더 예민하므로 소아의 약시 집단 검진시

시력검사 보다 란도트 입체시 검사가 더 유용하다고 보고하였다10 . Brook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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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근시나 난시 1디옵터의 굴절부등에서도 티트무스 검사상 40초 시차의 입체

시가 불가능하다고 보고하였으며
1 1 , Lovasik 등은 란도트 입체시 검사로는 1디

옵터, 티트무스검사로는 0.5디옵터 이내의 부등시에서만 40초 시차의 입체시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1 . 부등상시와 양안시의 관계에 대한 문헌을 살펴보면,

Campos 등은 5% 이상의 상의 크기의 차이가 나면 섬세한 입체시가 불가능하

다고 발표하였고12 , Katsumi 등도 그와 유사한 보고를 한 바 있다13 . Lovasik

등은 티트무스 검사로 2%, 란도트 검사로 6% 이하의 상의 차이만이 40초 시차

의 입체시가 가능하다고 보고하였다1 .

따라서 입체시 검사가 이러한 이상을 발견하는 선별검사 및 집단검진 방법으

로 주목받기도 하였다14 .

이와 같이 상의 선명도나 크기 등의 입체시에 대한 영향에 대하여는 많은 연

구들이 있어 왔으나, 상의 조도에 대해서는 그 연구가 적은 편이다. Brown 등

은 나이가 60대 이상이 되면 입체시 기능이 의미있게 저하된다고 하였으며15 ,

Yap 등은 그러한 입체시 저하의 이유가 망막 조도의 감소 때문인가를 알아본

결과, 연관이 없음을 발표한 바 있으나16 , 이는 양안의 망막 조도를 모두 감소시

켜 실험한 것으로 한 눈만의 망막 조도를 감소시킨 경우의 결과를 알 수는 없

었다. Lovasik 등은 중성필터로 단안의 망막 조도를 감소시키면서 란도트 입

체시 검사와 티트무스검사로 입체시를 관찰하였는데 1.7ND(2%의 빛 투과율)보

다 더 망막 조도를 감소시킬 때에 입체시가 저하된다고 보고하였다1 . 그러나

이 결과는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단안의 시력저하로 인한 입체시의 저하를 배

제할 수 없었다. Menon 등은 양안의 시력 차이와 입체시 기능의 저하는 비례

관계에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17 .

본 연구에서는 이전의 연구와는 달리 망막 조도 변화시 입체시와 시력의 변

화를 함께 보면서 이를 서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시력이 1.0에서 떨어지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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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는 평균 중성필터의 값은 2.24ND인데 반해 입체시는, 티트무스 검사의 경

우 최저 미만이 나타나는 평균 중성필터 값은 1.82ND이고 랑 검사의 경우는

1.89ND로 시력보다 더 먼저 저하가 나타났다. 즉, 양안의 망막 조도가 차이가

있을 시 양안 시력 모두 정상이라 하더라도 입체시의 저하가 나타나며, 따라서

이러한 입체시의 저하가 단안의 시력 저하로 인해 나타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 검사 결과, 입체시는 일정한 양안 조도 차이를 기준으로 급격한 저

하를 나타냄도 알 수 있었다.

티트무스 검사의 경우 랑 검사보다 더 낮은 값의 중성필터에서 입체시 최저

미만이 나타났다. 이론적으로는, 티트무스 검사의 경우 최저치가 3000초이고,

랑 검사는 최저치가 1200초이므로 랑 검사에서 먼저 최저 미만이 나타나야 하

나,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온 이유는 티트무스 검사의 경우 편광안경을 착용하고

검사하므로 조도의 영향을 랑 검사보다 조금 더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단안의 투과율이 2.5% 내지 4% 미만인 경우에서만 입체시의 저하가 나타나

므로 정상 생리 범위에서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단안의 극단적 축소 동공이나 백내장과 같은 안내 혼탁이 있는 경우와 같이 병

적으로 투과율이 감소된 경우에서는 입체시의 저하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때 양안 시력은 모두 정상일 수 있음을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입체시 능력의 검사가 시력 검사보다 더 예민한

선별검사로 의미를 가질 수 있겠다.

앞으로 입체시를 포함한 양안시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에 대해서도 지속적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요인들과 양안시 기능 및 그들 상호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양안시 기능 검사들을 검진에 이용함으로써

안과적 이상의 조기 진단에 많은 정보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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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단안의 망막 조도를 감소시킬 때 나타나는 시력과 입체시의 변화를 알아보고

자 정상 양안시 기능을 가진 성인 50명을 대상으로 중성필터를 사용하여 연구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중성필터 2.0ND를 착용하였을 때 최대 교정 시력이 의미있게 저하되었다

(p< 0.01). 이는 99%의 빛이 차단될 때(1%의 빛 투과율)를 뜻하는 것으로 정상

생리 범위에서의 망막 조도 변화는 시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티트무스 검사상 단안에 중성필터 1.4ND, 랑 검사상 1.6ND를 착용하였을 때

입체시가 의미있게 저하되었다(p< 0.01). 이 역시 각각 4%, 2.5%의 빛 투과율이

므로 정상 생리 범위에서의 양안 망막 조도의 차이는 입체시에 영향을 주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시력과 입체시의 저하를 비교해보면, 단안의 망막 조도 감소시 입체시 능력

이 시력보다 먼저 저하되며(p< 0.01), 즉, 시력은 정상이라 하더라도 입체시의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 입체시 검사별로는 티트무스 검사에서 랑 검사보다

먼저 입체시력의 저하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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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 tract

Effect of ret ina l illumina nce o n s te reo ps is

Do ng Woo k Lee

D ep artm ent of M edicine

The Graduate S chool, Y ons ei Univers ity

(Directed by Professor Jong Bok Lee)

T he stereopsis is known to be affected by interocular differences in

retinal image size(aniseikonia), clarity (anisometropia), and illuminance. We

examined the effect of induced interocular difference of retinal illuminanace

on stereopsis .

Fifty adult s who have normal binocularity w ere examined with neutral

density filter s . T he mean age was 29.1 years . While the monocular retinal

illuminance w as gradually reduced by increasing the value of neutral density

filters , w e measured the best corrected visual acuity and stereoacuity with

T itmus test and Lang test . We used neutral density filter from 1.0 neutral

density (ND, 10% transmit ) to 3.0ND (0.1% transmit ) with intervals of 0.2ND.

T he best corrected visual acuity started decreasing significantly when the

value of neutral density filter reached 2.0ND. Stereoacuity also started

decline when the value was 1.4ND with T itmus test and 1.6ND with Lang

test .

Change of retinal illuminance effect s more on stereoacuity than visual

acuity as stereoacuity decreased earlier with increasing the value of density

filters . T he stereopsis might be decreased if the monocular retinal

illuminance is reduced, but the visual acuity could be remained the same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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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case. T hese result s imply that the stereopsis test could be more useful

than visual acuity test for detecting ocular abnormalities influencing retinal

illuminance.

────────────────────────────────────

Key Words : retinal illuminance, neutral density filter , visual acuity ,

stereop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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