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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막 조도 변화가 시력과 융합에 미치는 영향

김남수·이지훈·장윤희·이종복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안과학교실, 시기능개발연구소

목적 : 상의 밝기 변화에 따른 시력과 융합의 변화를 관찰하여 망막의 조도 변화가 양안시 기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

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 20세부터 40세까지 건강한 성인 50명(100안)을 대상으로 각 안에 중성필터를 0.1 ND부터 4.0 ND까지 착용하

고 각 단계의 조도에서 최대 교정시력을 측정하였다. 좌안의 Fusion slide에 중성필터를 0.1 ND부터 4.0 ND까지 단계적으로

추가하고 우안은 정상으로 하여 한 눈에만 망막 조도를 변화시킨 후, 대약시경을 이용해 각 단계의 양안의 망막 조도 차이에서

융합이 가능한 최소 크기의 Fusion slide를 찾아냈다

결과 : 중성필터를 0.1 ND (80% 투과율)부터 1.0 ND (10% 투과율)까지 단계적으로 착용하여 검사한 결과, 2.0 ND (1% 투

과율)에서는 최대 교정시력이 의미있게 저하되었다(p<0.01). 양안의 망막의 조도 차이가 2.0 ND 이상에서는 융합이 의미있

게 저하되었다(p<0.01).

결론 : 향후 양안시 기능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연구를 통해 약시의 예방과

조기 진단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안지 43(2):332-336, 2002>

양안시 기능이란 두 눈으로 물체를 보는 기능이며 융

합에 의해 두 눈에 맺혀진 상이 대뇌에서 하나의 구체

적인 상으로 해석되어 받아들여짐을 뜻한다. 입체시는

두 눈이 옆으로 약간 떨어져 있으므로 두 눈에 들어오

는 상의 모습이 약간 차이가 나서 생기는 양안시차에

의한 시각현상이다.1

입체시 기능을 갖기 위해서는 융합의 기능이 필수적으

로 존재하여야 하며 감각융합과 운동융합이있다. 감각융

합은 양안 중심와에 결상되는 두 개의 물체를 동시에 지

각하는 제 1도 융합, 하나로 인식하는 2도 융합, 입체시

를 뜻하는 제 3도 융합이 있으며 운동융합은 비슷한 상이

망막의 대응점에 떨어지도록 눈을움직임을 뜻한다.2 - 4

양안시 기능은 발달에 결정적인 시기가 있어 이 시기

에 시력발달에 필수적인 적절한 시각적 자극이 차단되

는 경우에 약시가 되기 때문에 양안시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5 , 6 양안

시 기능 또는 융합의 기본조건으로는 상의 크기, 선명

도, 밝기가 있으며 소아 약시 발생의 흔한 원인인 부등

상시(두 눈의 상의 크기의 차이)와 굴절부등(두 눈의

상의 선명도 차이)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발표되었으

나 상의 밝기 변화에 대한 시력과 융합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은 형편이다.7 - 1 2 망막의 조도 변화시 란도트 입

체시검사와 티티무스검사로 입체시력을 검사한 보고는

있으나 시력과 대약시경을 이용한 융합의 변화를 관찰

한 보고는 없다.1 3 , 1 4

본 연구는 양안 시기능이 정상인 성인에서 중성필터

를 사용하여 실험적으로 야기된 망막조도의 변화가 최

대 교정시력에 미치는 영향과 양안의 망막 조도 차이가

융합에 미치는 영향을 대약시경을 이용하여 관찰하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2 0세부터 4 0세까지 건강한 성인 5 0명( 1 0 0안)을 대상

으로 시력검사, 안압 측정, 세극등 현미경 검사, 사시검

사, 굴절검사, 안저검사 등을 시행하였다. 안과적 질환

이 있거나, 양안 최대교정시력이 1 . 0이 안되거나, 교대

가림검사에서 안구 편위가 있는 대상자는 제외하였다.

망막 조도의 차이를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해 중성필

터를 사용했다. 중성필터는 원래 상의 색조는 변화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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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으면서 빛의 투과도를 감소시키며 흑백 또는 컬러

사진에서 사용되는 것이다. 빛의 투과도를 감소시킴으

로써 망막 조도를 감소시키는데(Table 1) Kodak사

(Kodak Co., Rochester, N.Y., U.S.A)의 75 mm

×75 mm 크기의 젤라틴 필터를 사용했다. 양안의 최

대 교정시력을 측정한 다음 각 안에 중성필터를 0 . 1

N D부터 4.0 ND까지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2.0, 3.0, 4.0 ND) 착용

하고 빛의 투과율을 감소시켜 상의 밝기를 단계적으로

감소시킨 후, 각 단계의 조도에서 최대 교정시력을 측

정하였다. 각 측정 단계마다 3 0분 이상의 시간을 두어

기억 효과나 피로로 인한 오차를 예방했다.

양안의 망막 조도의 차이가 융합에 주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해 대약시경(Synoptophore, Clement Clarke,

Haag-Streit international)을 사용였다(Table 2).

대약시경은 양안이 두 개의 관를 통해 서로 다른 상을

보게 고안된 장치로 각각의 눈에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그림(예를 들면 똑같은 토끼에 하나는 오른손에 당근을,

다른 하나는 왼손에 바구니를 들고 있음)을 보여 주고

두 상이 하나로 인식되는지 즉, 융합 정도를 알 수 있는

검사이다. 좌안의 Fusion slide에 중성필터를 0.1 ND

부터 4.0 ND까지 단계적으로 추가하고 빛의 투과율을

감소시켜 망막의 조도를 단계적으로 감소시키고 우안은

정상으로 하여 한 눈에만 망막 조도를 변화시킨 후, 대

약시경을 이용해 각 단계의 양안의 망막 조도 차이에서

융합이 가능한 최소 크기의 Fusion slide를 찾아냈다.

각 측정 단계마다 3 0분 이상의 시간을 두어 잔상 효과나

피로로 인한 오차를 예방했다.

각각의 중성필터를 착용했을 때, 망막 조도 변화와

최대 교정시력과의 상관관계, 양안의 망막 조도 차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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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Neutral density filter (Kodak Co, Rochester, N.Y., U.S.A.)

ND filter (ND*)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2.0 3.0 4.0

% Transmit 80 63 50 40 32 25 20 16 13 10 1 0.1 0.01

*ND : neutral density

Table 2. Fusion slide

Fusion slide
F 155 F 201 F 9 F 51 F 13 F 17 F 27 F 99

F 156 F 202 F 10 F 52 F 14 F 18 F 28 F 100

Fusion       vertical 2˚ 4.5˚ 6.5˚ 8˚ 9˚ 9.5˚ 9.5˚ 11˚

size          horizontal 1˚ 3.5˚ 6.5˚ 7˚ 10˚ 9.5˚ 12˚ 16˚

e.g.) Fusion size is vertical 2˚, and horizontal 1˚ with the pair of fusion slides F155, F156.

Figure 1. Effects of retinal illuminance on visual acuity. The

best corrected visual acuity was decreased significantly when

monocular retinal illuminance was reduced to 2.0 ND (p<0.01).

Figure 2. Effects of binocular difference of retinal illuminance

on fusion. The level of fusion were decreased significantly when

monocular retinal illuminance was reduced to 2.0 ND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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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와 융합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C h i -

square 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결 과

검사 대상은 남자 2 8명, 여자 2 2명, 평균 연령은

3 1 . 9세이었다.

검사 전 최대 교정시력은 5 0명 전원에서 1 . 0이었다.

0.1 ND에서 1.0 ND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까지는 모든 대상 안에서 최

대 교정시력이 1 . 0으로 검사 전과 차이가 없었다. 2.0

N D에서는 최대 교정시력이 2 5명( 4 7안)에서 검사 전에

비하여 의미있게 감소하였는데( p＜0.01), 0.9로 감소

한 경우가 4안, 0.8이 3 3안, 0.7이 8안, 0.6이 2안이

었다. 3.0 ND에서는 5 0명중 4 9명( 9 8안)에서 최대 교

정시력이 감소하였고, 0.9가 2안, 0.8이 2 9안, 0.7이

1 6안, 0.6이 1 0안, 0.5가 3 2안, 0.4가 6안, 0.3이 3

안이었다. 4.0 ND에서는 대상자 모두에서 최대 교정

시력이 감소하였는데 0 . 5가 1 3안, 0.4가 8안, 0.3이

2 5안, 0.2가 4 4안, 0.1이 1 0안이었다(Fig. 1).

5 0명 모두에서 융합이 가능한 최소크기의 F u s i o n

s l i d e는 F155, 156(수직 2。, 수평 1。)이었다. 좌안에

0.1 ND에서 4.0 ND까지 망막조도를 단계적으로 변화

시켜 양안의 망막 조도 차이를 유발한 후 융합이 가능한

최소 크기의 Fusion slide를 검사하였다. 0.1 ND에서

0.9 ND까지의 양안 망막 조도 차이에서는 5 0명 전원에

서 최소크기의 Fusion slide는 변화없이 F155, 156이

었으며 중심 융합을 하였다. 1.0 ND의 양안 망막 조도

차이에서는 1명만 융합이 저하되었으며, 2.0 ND의 양

안 망막 조도 차이에서는 5 0명 중 3 1명에서 융합 능력

이 의미있게 저하되었다( p＜0.01) (Fig. 2).

고 찰

양안시란 양안시차(binocular disparity)에 의해 발

생되는 시각 현상이며 양안시 장애를 일으키는 요소는

많이 연구되어 왔다. 임상적으로 양안시 기능이란 입체

시 기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입체시의 역치는 상대

적인 깊이를 느낄 수 있는 두 지점이 망막 위에 맺히는

최소한의 망막 위 수평 거리를 말하며, 이 거리를 시각

으로 표시하고 단위는 초(arc of second), 분(arc of

minute), 도(arc of degree)등으로 표현되는데 두 눈

과 물체가 이루는 각의 차이이다. 정상인의 최소 입체

시 능력은 검사 기구에 따라 다르나 대략 3 0 ~ 5 0초이

며, 생후 3개월 이후 급격히 발달하여 6개월이 지나면

서 거의 성인의 수준에 도달하고, 9세가 지나면 거의

일정해진다고 알려져 있다.1 5 , 1 6

양안시 기능 또는 융합의 기본 조건으로는 상의 크

기, 선명도, 밝기가 있으며 소아 약시의 흔한 원인인

부등상시(양안의 상의 크기 차이)와 굴절부등(양안의

상의 선명도 차이)에 대한 연구가 주로 되어 있으나 상

의 밝기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은 형편이다.7 - 1 2 , 1 7

양안에 상의 크기를 변화시켰을 때에 Campos 등은

5% 이상의 상의 크기의 차이가 나면 란도트 입체시 검

사상에서 섬세한 입체시가 불가능하다고 보고하였고,

Katsumi 등은 시유발전위 검사로 3 . 0 %까지의 상의 크

기 차이에서는 양안시를 유지하기 하기 위한 반응이 나

타나지만 5% 이상의 상의 크기 차이에서는 양안시가 나

타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8 , 9 Lavasik 등은 티티무스

검사로 2%, 란도트 입체시 검사로 6% 이하의 상의 차

이만이 4 0초 시차의 입체시가 가능하다고 보고하였다.7

Schmidt 등은 굴절부등으로 선명도를 떨어뜨렸을 때

에 시력보다 란도트입체시 검사상 더 예민하게 반응하

므로 소아의 약시 집단 검진시 시력검사 보다 란도트

입체시 검사가 더 유용하다고 보고하였다.1 3 Brooks 등

은 근시나 난시 1 디옵터의 양안 선명도 차이(굴절부

등)에서도 티티무스 검사상 4 0초 시차의 입체시가 불가

능하다고 보고하였으며 Lavasik 등은 란도트입체시 검

사로는 1 디옵터, 티티무스검사로는 0.5 디옵터 이내에

서 4 0초 시차의 입체시가 가능하다고 보고하였다.7 , 1 4

망막조도를 변화시켰을 때 입체시의 변화에 대한 과거

의 문헌을 보면, Lavasik 등은 중성필터로 망막조도를

감소시키면서 란도트 입체시 검사와 티티무스검사로 입

체시를 관찰하였는데 1.7 ND (2% 투과율)보다 더 망막

조도를 감소시킬 때에 입체시가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

다.7 그러나, 망막조도를 변화시켰을 때 시력의 변화와

대약시경을 이용한 융합의 변화를 관찰한 보고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전의 연구들과 달리 망막의 조도 변

화시 시력의 변화와 양안 망막 조도 차이에 의한 융합

의 변화를 함께 관찰하였고 융합을 관찰하는데 대약시

경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망막조도가 0.1 ND (80% 투과율)에서

1.0 ND (10% 투과율)까지 변하였을 때 시력에는 영

향을 주지 않았다. 이것은 망막에 조도를 9 0 %까지 차

단해도 시력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망막의 조도를 2.0 ND (1% 투과율)로 변화시켰을 때

시력은 5 0명중 2 5명이 감소하여 망막에 9 9 %의 빛을

차단할 때에 시력에 의미있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양안 망막 조도 차이가 0.1 ND (80% 투과

율)에서 1.0 ND (10% 투과율)까지 일 때 융합에는

영향이 없었고 양안 망막 조도 차이를 2.0 ND (1% 투

과율)로 변화시켰을 때 융합은 3 0명이 감소하여 한쪽



망막에 9 9 %의 빛을 차단하면 융합에 의미있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는 이전의 보고와 같

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약간의 차이가 있다.

Lavasik 등의 보고에서는 1.7 ND에서 입체시의 감소

가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2.0 ND에서 의미있는 융

합의 감소를 보여 0.3 ND의 차이가 난다. Lavasik

등의 연구에서는 1.0 ND 이상에서도 0.1 ND 단위로

중성필터를 착용하고 란도트 입체시 검사와 티티무스

검사로 입체시를 관찰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대약시

경을 이용한 융합의 변화를 측정하였으며 이 검사 방법

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로 망막조도 변화에 의한 시력의 변화와

양안 망막 조도 차이에 의한 융합의 변화는 정상적인

생리 범위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나 심한 조도의 감소시

에는 시력과 융합이 같이 감소되며, 시력보다 융합이

더 많이 감소됨을 본 연구에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융합 능력의 검사가 시력 검사보다 더 예민한 선별검사

로 의미를 가질 수 있겠다.

향후 양안시 기능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에 대해서

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망막조도를 변화시켰을

때 입체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여러 가지 입체시 검사 방법의 차이에 관

한 연구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시력과 융합, 즉, 양

안시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과 그들 상호간의 관련

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약시의 예방과 조기 진단에 도

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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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Retinal Illuminance on Visual Acuity and Fusion

Nam Soo Kim, M.D., Ji Hoon Lee, M.D., Yoon Hee Chang, M.D., Jong Bok Lee, M.D.

The Institute of Vision Reserch, Department of Ophthalmology,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 We examined the effects of induced retinal illuminance on visual acuity and fusion.

Methods : Fifty adults with best corrected visual acuity of 20/20 or better and normal binocularity and

fusion were examined. To examine the effect of retinal illuminance on visual acuity and the effect of

binocular difference of retinal illuminance on fusion, we used neutral density filter from 0.1 ND to 4.0

ND. While neutral density filter values were increased, we measured the least size fusion slide by major

amblyoscope as well as the best corrected visual acuity.

R e s u l t s : The best corrected visual acuity and the level of fusion were decreased significantly when

monocular retinal illuminance was reduced to 2.0 ND (p<0.01, p<0.01, respectively). Although the visual

acuity and fusion were equally influenced by retinal illuminance, the effect on fusion was more prominent

when retinal illuminance decreased greatly.

Conclusions : These results will be of help for the prevention and early detection of amblyopia, although

further study will be needed in order to fully evaluate the influences of other factors on binocular 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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